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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會要』와 『通典』의 東夷目 서술 비교 분석
송영대(건국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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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중국에서는 正史 이외에 다양한 史書가 편찬되었다. 특히 唐代에는 中國史學史에서 여러
발전이 있었다. 기존의 紀傳體 史書와는 다르게 典章制度를 정리한 政書體 史書가 등장하였
는데, 대표적으로 劉秩의 『政典』과 杜佑의 『通典』이 있다. 이 중에서 『通典』은 오늘날까지 전
래되며, 각종 제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통치에 참고 되기 때문에 역대 관료들에게
필수적으로 읽히는 서적이었다.
이 외에도 한 왕조의 전장제도와 각종 官文書를 시대별로 정리한 서적도 있다. 이러한 서적
을 會要體로 구분하며, 정서체 사서와 마찬가지로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기술한 점이 특징이
다. 여기에 수록된 자료 중에서는 정사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 많아, 이 역시 역대의 제도사를
연구하는데 상당한 참고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회요체 서적 중에서 최초로 편찬된 會要가 『唐會要』이다. 『唐會要』는 본래 당대의 蘇冕
(734~805)이 국조의 정사를 모아 『會要』 40권을 편찬하여 唐 高祖에서 唐 德宗에 이르기까지
9祖의 전장제도 연혁과 증감을 기재하였다. 唐 宣宗 때에 소면의 『會要』를 이어 찬수하였으
며, 楊紹復 등이 당 덕종 이후 852년까지를 계속 정리하고 재상 崔鉉이 감수하여 『續會要』
40권을 지었다. 宋 初에 이르러 王溥(922~982)가 소면의 『會要』와 최현의 『續會要』를 합한
후 부족하고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唐會要』 100권을 편찬하였다.1)
『唐會要』의 저자 왕부의 字는 齊物이며, 并州 祁人이다. 五代 後漢의 乾祐年間(948~950)에
進士 甲科 출신으로 秘書郎을 지냈다.2) 後周 때에는 中書侍郎·平章事·右僕射를 역임하였다.
왕부는 『唐會要』를 보완한 다음 『五代會要』 30권도 완성하였다.3) 宋 조정에서는 會要의 발간
을 중시하여 會要所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國史院·實錄院·日曆所와 함께 4대 역사 편찬 기구
1) 高國抗 著, 오상훈·이개석·조병한 譯, 『중국사학사』 下, 풀빛, 1998, 48쪽.
2) 『宋史』 卷249, 「王溥傳」, 8799쪽. “王溥字齊物 并州祁人……(中略)……溥 漢乾祐中舉進士甲科 爲秘
書郎”.
3) 신승하, 『중국사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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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였다.4)
『唐會要』의 내용과 體例는 『通典』에 가까우나, 당대 제도의 연혁에 대한 기재가 더욱 상세
하게 기술되었고, 『舊唐書』와 『新唐書』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많이 있다.5) 『唐會要』 100권
을 크게 13門으로 나누어서, 帝系·禮·宮殿·輿服·樂·學校·刑·曆象·封建·佛道·官制·食貨·四裔로 구
분하고, 이를 다시 571目으로 세분하기도 한다.6)
『唐會要』는 宋代에 발간된 서적이나, 당대의 관문서를 망라하고 저술하였다는 점에서 역사
적 의의를 지닌다. 국내에서 『唐會要』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가 이행되었는데, 『唐會要』의 내
용을 분석한 연구와 譯註 작업의 수행이 있다. 音樂史의 관점에서 『唐會要』의 唐屬樂調와
『三國史記』의 新羅樂調, 오늘날 한국의 梵唄樂調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7) 『通典』
과 『唐會要』를 비롯한 여러 사서들의 仇台 기록을 대조하여, 그 의미를 탐색한 시도가 있었
다.8) 羅唐戰爭을 주요 주제로 삼아서, 唐 前·後期의 인식을 『通典』과 『唐會要』를 중심으로
『三國史記』·『新唐書』·『新唐書』와 비교하여 고찰한 연구도 수행되었다.9)
또한 『唐會要』·『通典』·『新唐書』의 節度使 기록의 역주가 이행되었는데, 이 중에서 『唐會要』
의 권78에서 ‘節度使[每使管內軍附]’와 ‘親王遙領節度使’, ‘宰相遙領節度使’가 다루어졌다.10)
唐·五代의 法典 편찬과 관련하여 『唐會要』 권39 定格令과 『五代會要』 권9의 정격령을 역주하
고 비교한 작업도 있다.11) 『唐會要』 권6의 和蕃公主 및 雜錄을 역주한 사례도 있다.12) 이렇
듯 국내에서의 『唐會要』 연구는 일부 내용을 활용한 사례가 소수 존재하고, 일부 역주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唐會要』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근래의 대표적인 연구를 거론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唐會要』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판본과 流傳,
闕卷과 補遺, 초본 조사, 點校와 輯佚을 고찰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3) 『唐會要』의 成書와 改
作 정황을 파악한 사례도 있다.14) 『唐會要』의 역사적 가치와 관련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회요체 사서 성립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編輯思想을 고찰한 연구가 있다.15) 『唐會要』의 版
本 문제와 관련하여 舊抄本 3種, 四庫全書本, 武英殿聚珍版本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연구가
있다.16) 또한 『唐會要』의 각종 판본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補撰과 補闕, 刪改와 增補에 대
4) 朱維錚, 『中國史學史講義稿』,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5. 234쪽.
5) 趙國璋·王長恭·江慶栢 著, 이동철 譯, 『문사공구서개론』, 한국고전번역원, 2015, 216~217쪽.
6) 王樹民, 『中國史學史綱要』, 北京:中華書局, 1997, 118~119쪽. 571目이 아닌, 514目으로 분류하는 견
해도 있으며, 목 아래에 項目을 나누었다고 보았다. 趙國璋·王長恭·江慶栢 著, 이동철 譯, 『문사공구
서개론』, 한국고전번역원, 2015, 216~217쪽.
7) 全仁平, 「唐會要의 唐俗樂調와 韓國 佛敎音樂의 樂調」, 『溫知論叢』 11, 온지학회, 2004.
8) 尹用求, 「仇台의 백제건국기사에 대한 재검토」, 『百濟硏究』 39,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4.
9) 최진열, 「唐 前·後期 羅唐戰爭 서술과 인식: 『唐會要』와 『通典』의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
총』 56, 동북아역사재단, 2017.
10) 정병준, 「『唐會要』·『通典』·『新唐書』의 '節度使' 기사 검토」, 『中國古中世史硏究』 28, 중국고중세사
학회, 2012.
11) 鄭炳俊, 「唐·五代 法典 編纂 形式의 변화와 그 성격: 『唐會要』·『五代會要』 ‘定格令’ 譯註」, 『中國古
中世史硏究』, 35, 중국고중세사학회, 2015.
12) 唐嘉唯, 「『唐會要』 권6, 和蕃公主 및 雜錄 譯註」, 『동국사학』 67,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9.
13) 劉安志·李艷靈·王琴, 「《唐會要》整理與研究成果述評」, 『中國史研究動態』 2017年 第4期, 北京:中國社
會科學院歷史研究所.
14) 卓越, 「《唐會要》的成書及改作析因」, 『淮北師範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32, 2011年 第3期, 淮北:
淮北師範大學.
15) 卓越, 「論王溥《唐會要》的歷史編纂學成就」, 『史學史研究』 134, 2009年 第2期, 北京:北京師範大學.
16) 古畑徹 著, 羅亮 譯, 劉安志 校, 「《唐會要》的諸版本」, 『山西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40, 2017年
第1期, 太原:山西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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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살펴본 사례도 있다.17)
『唐會要』에 기록된 四裔에 대해서도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다. 葛邏祿國에 대한 기록 분석
하여 649년부터의 연혁을 살펴보고, 세력의 위치 및 변천 등의 역사에 대해 고찰하였다.18)
『唐會要』에 기재된 突厥과 土谷渾의 기록에 오류가 많으며 특히 기년 문제에서 당대의 기록
과 충돌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내용을 『資治通鑑綱目』과 비교하여 분석한 사례도 있
다.19) 이처럼 『唐會要』의 주변국 기술에 대한 분석은 西戎으로 일컬어지는 서방의 세력들이
주로 다루어졌으며, 한국사 관련 연구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唐會要』에서는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이 여럿 확인된다. 특히 『唐會要』 권94~권100에 수록
된 四裔에 대해 기술한 부분에서 한국 고대 국가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존재한다. 해당 기록
들은 당대에 기술된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1차 사료의 가치를 갖는 역사적 의
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대에 편찬된 『通典』과 좋은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通
典』은 당대에 서술된 것으로, 당대의 관념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唐會要』 역시 마찬가지이
다. 두 사서는 모두 당대까지 확보된 지식을 바탕으로 저술되었으며, 이 중에서는 東夷에 대
한 관념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두 사서를 중국 정사와 함께 비교 분석하면, 어
떤 방향으로 서적이 작성되었으며, 당대의 어떠한 의식이 반영된 결과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通典』 중에서도 「邊防門」 東夷目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당대의 東夷 觀念
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20) 이번 발표문에서는 『唐會要』에 좀 더 집중하여 그 사료적
가치를 탐구하고, 『通典』 「邊防門」 東夷目을 비롯한 여러 中國 正史 東夷列傳 기록과의 비교
를 수행하고자 한다. 때문에 이번 발표문에서는 우선 『唐會要』가 어떤 구조로 작성되었으며,
이 중에서 四藝에 대한 서술 방식을 먼저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고대 국가들에 대
한 서술 양상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그 국가 소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다양한 사료와
대조하며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唐會要』가 어떤 사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해당 내
용이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Ⅱ. 『唐會要』의 東夷 기록 구성과 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唐會要』의 이민족 기술 구성 체제를 살펴보았다. 『唐會要』의
내용을 보면 별도의 門目 구분은 없지만, 편의상 이민족에 대해 주로 서술한 권94~권100을
「四裔門」으로 지칭하겠다. 「四裔門」에는 北突厥을 시작으로 唐代에 존재하였던 주요 주변국
들에 대해 서술하였다. 각 권별로 수록된 국가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권 수
권94

17)
18)
19)
20)

수록 국가
北突厥

西突厥 沙陀突厥

吐谷渾

劉安志, 「清人整理《唐會要》存在問題探析」, 『歷史研究』 2018年 第1期, 北京:中國社會科學院.
李樹輝, 「《唐會要·葛邏祿國》疏證辨誤」, 『中國藏學』 107, 2013年 第2期, 北京:中國藏學硏究中心.
吳玉貴, 「《唐會要》突厥·吐谷渾卷補撰考」, 『文史』 111, 2015年 第2期, 北京:中華書局.
『通典』 관련 연구 성과는 ‘송영대, 「『通典』 「邊防門」 東夷目의 구성과 한국고대사 인식 硏究」,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3~16쪽’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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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95

高昌

高句麗 百濟

권96

契丹

奚 室韋

권97

吐蕃

권98

迴紇

권100

靺鞨

渤海 鐵勒

西爨 昆彌國

林邑國

薛延陀

眞臘國 白狗羌

曹國

殊柰國 拔野古國

霫㱡國

黨項羌
東謝蠻

권99

新羅

西趙蠻 牂牁蠻

烏羅渾國

南平蠻

女國 石國

吐火羅國

流鬼國

史國 拂菻國

瑟匿國

悉立國 求拔國

結骨國

天竺國 葛邏祿國

多摩萇國
驃國

烏萇國
俱蘭國

曇陵國 康國

婆利國
盤盤國

倭國 大羊同國
朱俱婆國 甘棠國

罽賓國

耨陀洹國
骨利幹國 訶陵國

泥婆羅國

蝦夷國 哥羅舍分國

占卑國 雜錄

南詔蠻 東女國

婆登國

大食國 火辭彌國

日本國

師子國 多蔑國

波斯國 都播國

駮馬國

金利毗迦國

多福國

耽羅國 拘蔞蜜國

歸降官位

〈표 1〉 『唐會要』 「四裔門」 권94~권100에 수록된 국가 목록

〈표 1〉에서 확인되듯이 각 권에 배치된 국가들은 四裔의 방위에 따라 서술되지 않고 다양
하게 뒤섞여서 배열되었다. 기존의 중국 정사 四夷列傳에서는 주로 東夷를 선두에 두고 서술
하였는데, 이와는 다른 모습에 해당한다. 중국과 접촉이 많은 경우와 불규칙적인 방위에 따라
국가를 배치한 경향을 보인다. 동서남북의 방위에 따라 구분한다면 권94는 서북쪽의 4개국,
권95는 서북쪽과 동쪽의 4개국, 권96은 동북쪽과 북쪽의 7개국, 권97은 서쪽의 吐蕃 1개국을
기술하였다. 이후부터는 西戎과 南蠻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는 방위와 무관하게, 권98에서는
11개국, 권99에서는 24개국, 권100에서는 28개국을 포함하였다. 즉 권94부터 권100까지의 7
권에는 모두 79개국이 수록되었다.
이렇게 중국 주변의 이민족들을 질서정연한 방위 구분 없이 배치한 방식은 기존에도 확인된
다. 당대 초반까지 편찬된 중국 정사 중에서 『魏書』, 『周書』 異域列傳, 『北史』 四夷列傳의 사
례가 있으며, 송대에 편찬된 『舊五代史』 外國列傳, 『新五代史』 四夷附錄에서도 여러 국가들
을 뒤섞어 배치한 편집체제를 보인다. 『唐會要』 또한 이런 사서들과 마찬가지로 각국을 명확
한 순서로 배열하지 않고 「四裔門」에 수록하였다.
〈표 1〉에 수록된 국가 중에서 한국사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권95의 高句麗·百濟·新羅와 권
96의 渤海, 권100의 耽羅國이 있다. 발해는 『通典』에서 별도로 立傳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唐會要』에서는 정식 국가 중 하나로 배치되었다. 탐라국 또한 그 전에는 별도로 수록되지 않
았음에 비해, 『唐會要』에서는 하나의 국가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倭國과 日本國은 그동안 중국 정사의 東夷列傳에서는 동이의 주요 국가로 수록되어 함께
배치되고 기록의 비중이 높았다. 그에 비하여 『唐會要』에서는 권99와 권100에 배치되었으며,
비중이 크지 않게 서술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靺鞨의 경우에는 『隋書』와 『北史』에서
는 동이에서 다루어졌는데, 『唐會要』 권96에서는 비록 발해가 있지만 契丹과 薛延陀 등 북방
의 국가들과 함께 다루어졌다. 이는 중국 동북쪽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것이며,
추후 『舊唐書』와 『新唐書』에서 발해가 北狄列傳에 배치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여겨진
다.21)
그렇다면 『唐會要』는 어떠한 방식으로 서술되었을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각 국가 혹은
21) 『舊唐書』와 『新唐書』 등에서 발해가 東夷가 아닌 北狄으로 구분된 이유는 당의 입장이라기보다 後
晋과 北宋의 입장과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송영대, 「『通典』에 기재된 ‘東夷之地’ 의미 분석」,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8-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9,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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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먼저 제시되며, 이후 唐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해당국의 연혁이 기
술되었다. 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연혁과 국가 소개가 혼재되어 배치되거나, 隋代의 연혁도 함
께 제시되는 사례가 있다. 연혁은 중국과의 교류나 전쟁 등이 기재되는데, 모두 중국의 입장
에서 서술되며, 사신이 오간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한국사와 관련된 국가들의 서술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 또한 크게 보았을 때 국
가 소개와 연혁의 구조로 나타난다. 한국 고대 국가의 서술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국의
국가 소개와 연혁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字數를 통해 파악하였다. 이후 각국의 연혁이
어떠한 年代로 기록되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국가명

字數
국가 소개

연혁

沿革 중 年代 목록

전체

武德 7년(624)·8년(625), 貞觀 18년(644)·19년(645) ·21년

高句麗

41字

2,689字

(1.5%)

(98.5%)

2,730字

(647)·22년(648), 龍朔 원년(661), 乾封 3년(668), 總章
원년(668), 儀鳳年間(676~679), 聖曆 2년(699), 元和 13
년(818)

百濟

168字

226字

(42.6%)

(57.4%)

394字

武德 4년(621), 貞觀 16년(642), 顯慶 5년(660), 麟德 3
년(666)
永徽 원년(650)·5년(654), 顯慶 원년(656), 龍朔 원년
(661)·3년(663),

麟德

2년(665),

上元

원년(674)·2년

(675), 開耀 원년(681), 長壽 2년(693)·3년(694), 神龍 3
년(707), 先天 원년(713), 開元 10년(722)·12년(724)·20
년(732)·21년(733)·22년(734)·23년(735)·25년(737)·28년

新羅

88字

1,792字

(4.7%)

(95.3%)

1,880字

(740), 天寶 3년(744)·7년(748), 寶應 2년(763), 大曆 2
년(767)·3년(768)·7년(772)·8년(773), 建中 4년(783), 貞
元 원년(785)·14년(798)·16년(800)·17년(801), 永貞 원년
(805),

元和

원년(806)·3년(808)·4년(809)·5년(810)·7년

(812)·11년(816)·15년(820), 長慶 2년(822), 寶曆 원년
(825), 太和 4년(830)·5년(831), 開成 원년(836)·2년(837)
·5년(840), 會昌 원년(841)
先天年間(712~713), 貞元 8년(792)·10년(794)·11년(795)·

渤海

22字

320字

(6.4%)

(93.6%)

342字

14년(798), 開元 26년(738), 天寶年間(742~756), 寶應
원년(762), 大曆年間(766~779), 元和 원년(806)·7년(812)
·8년(813) ·10년(815)·11년(816)

耽羅國

75字

10字

(88.2%)

(11.8%)

85字

龍朔 원년(661)

〈표 2〉 『唐會要』에 수록된 한국 고대 국가의 字數와 沿革 중 年代 목록

상기한 5개의 국가 즉 고구려·백제·신라·발해·탐라국은 모두 당대에 존재했던 국가들이다.
『唐會要』는 당대의 문서를 집약하였다는 점에서 斷代史的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로
당대의 연혁을 위주로 정리된 경향을 보인다.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구려·신라·발해는 국가 소개의 비중이 연혁에 비해 1/10도
안될 정도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백제는 소개와 연혁의 비중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며,
탐라의 경우에는 국가 소개의 비중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연혁의 상세도에 따라 비중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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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셈이나, 전쟁 기록이 다수 포함된 고구려절이 가장 상세하게 서
술되었다.
기존 중국 정사 東夷列傳 중에서도 고구려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국가 소
개 관련 내용은 매우 상세하게 제시되었다. 반면에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唐會要』에서
는 고구려 국가 소개를 매우 소략하게 제시하였다. 연혁은 武德 7년(618) 이후로부터 高唐戰
爭 및 상호간 교류에 대한 기록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었다.22)
고구려절의 내용은 고구려 멸망을 전후로 구분할 수 있다. 고구려 멸망 이전의 기록은 당나
라와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貞觀 18년(644)~22년(648)까지의 전쟁 기록은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당시 전쟁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멸망 이후의 기록을
보면 儀鳳年間(676~679)에 高藏 즉 寶藏王을 朝鮮王에 책봉한 것과 聖曆 2년(699)에 德武를
安東都督으로 삼았으며 이후 인구가 점차 줄어들다가 高氏 君長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후 元和 13년(818)의 기록23)은 당시 迴紇과 渤海 등이 조공을 바친 일을 기록한
것이며,24) 이 기록을 바탕으로 小高句麗 혹은 遼東高句麗國의 존재를 언급하는 연구도 있
다.25)
백제절은 다른 국가에 비해 국가 소개가 가장 상세한 편에 해당한다. 반면 연혁 기록은 일
부에만 국한되었다. 백제는 당에게 있어 고구려와 신라에 못지않게 중요한 나라였다. 때문에
『唐會要』에서는 백제 소개 문구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앞뒤에 배치된 고구려절이나 신라절에
비해 빈약한 기록에 균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절에서의 연혁 기록은 주로 당의 백제 공격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편성되었다. 貞觀
16년(642)에서는 신라의 말을 들은 唐의 입장에서 백제를 판단하였으며, 백제가 두 마음을 품
고 있다고 의심하고 조공이 끊어졌기 때문에, 顯慶 5년(660)에 백제를 공격하였다는 식으로
기술되었다. 麟德 3년(666) 이후 백제의 땅이 신라와 말갈에 의해 나뉘어졌고, 백제의 種은
끊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熊津都督府의 移置 후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연
구가 있다.26)
신라절에서의 국가 소개는 고구려절보다는 상세하나, 백제절에 비해서는 간략한 편이다. 신
라의 연혁은 永徽 원년(650)의 기록을 비롯하여 上元 원년(674)과 2년(675)의 羅唐戰爭에 대
한 기록이 수록되었고, 이후 통일신라와 당의 교류에 관한 기록들이 이어진다. 연혁 기록은
會昌 원년(841)까지 이어졌다.27)
신라절에서는 삼국통일 과정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 백제 멸망에 대한 내
용은 아예 빠져 있으며, 고구려 멸망 또한 기록하지 않았다. 나당전쟁과 관련하여 왜 전쟁이
22) 고구려의 연혁을 보면 龍朔 원년(661) 기록 다음으로, 乾元 3년(760)의 기록이 이어진다. 『唐會要』
卷95, 高句麗, 1708쪽. “乾元三年 李勣攻拔扶餘城 遂與諸軍相會”. 그렇지만 이후에 보이는 기록의
시기가 總章 원년(668)으로 나타난다. 『唐會要』 卷95, 高句麗, 1709쪽. “總章元年夏四月 彗星見於五
車 許敬宗以爲星孛於東北 王師問罪 此高麗將滅之徵”. 전후 맥락이나 시기로 보아 ‘乾元三年’은 ‘乾
封三年’의 誤記로 판단된다. 〈표 2〉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乾元 3년(760)’을 ‘乾封 3년(668)’으로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23) 『唐會要』 卷95, 高句麗, 1709쪽. “元和十三年四月 其國進樂物兩部”.
24) 『舊唐書』 卷15, 「憲宗紀」 下, 元和 13년, 465쪽. “是歲 迴紇·南詔蠻·渤海·高麗·吐蕃·奚·契丹·訶陵國
並朝貢”.
25)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연구가 주요 참고가 된다. 徐光錫, 「高句麗 滅亡 後 遼東에 再建된 高句
麗」, 『中國史硏究』 114, 중국사학회, 2018.
26) 이도학, 「唐에서 再建된 百濟」, 『인문학논총』 15,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27) 『唐會要』의 연혁 기록을 바탕으로 興德王의 즉위 시점에 대해 고찰한 연구가 이행되기도 하였다. 李
基東, 「新羅 興德王代의 政治와 社會」, 『國史館論叢』 21, 국사편찬위원회, 1991,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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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신라에서 사신을 보내 죄를 청하였다는 등
모두 당의 관점에서 유리하게 기술되었다. 『唐會要』의 나당전쟁 관련 기록은 최근에도 연구가
이행된 바 있다.28)
발해절에서는 발해를 渤海靺鞨이라 지칭하였으며 大祚榮의 국가 건립 경위와 함께 先天年
間(712~713)에 渤海郡王으로 封했다고 하였다. 풍습과 관련된 기록 없이 전반적으로 연혁 위
주로 간략하게 기술한 점이 특징이다. 발해절에서의 연혁은 先天年間(712~713)에 渤海郡王으
로 책봉되었다는 내용과 대조영의 아들 大武藝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고 살펴보면,29) 크게 3단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대별로 구분하면 貞元 8년(792)에서 14년(798), 開元 26년(738)부터
大曆年間(766~779), 元和 원년(806)부터 11년(816)까지로 나눌 수 있다.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반의 연혁 사이에, 8세기 전반에서 중반까지 기록이 삽입된 형태로
서술되었다. 이는 忽汗州都督과 渤海郡王 계승에 대한 언급 과정에서 개원 26년에 대무예가
책봉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후 官位 변화를 기술하였기 때문이다.30) 이러한 배치는
발해가 대대로 중국으로부터 封號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 來歷을
삽입한 것으로, 이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발해의 역사를 기술한 것이다.
탐라절에서는 국가 소개가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기술되었으며, 지리적 위치와 왕의 姓名,
주거 형태, 戶口와 무기 및 풍습에 대해 기록하였다. 연혁은 龍朔 원년(661)에 사신을 보낸
기록만 확인된다. 탐라절의 기록은 중국 사서에서 탐라에 대해 본격적으로 기술한 비교적 이
른 시기의 자료라는 점에서 사료적 의의가 있다.31)
中國 正史에서 탐라에 대해 기술한 것은 『北史』에서 확인된다. 文林郎 裴世淸이 倭로 가는
行船路에서 백제와 竹島를 지나 남쪽으로 耽羅國을 바라보고 都斯麻國을 지나간다고 하였
다.32) 『舊唐書』 劉仁軌傳을 보면 扶餘忠勝과 扶餘忠志가 士女 및 倭衆, 耽羅國使와 일시에
함께 항복했다고 하였으며,33) 『唐會要』 신라절의 麟德 2년(665)에 帶方州刺史 劉仁軌가 거느
린 國使로 신라·백제·왜와 함께 탐라가 언급되었다.34)
이처럼 한국 고대 국가를 대상으로 다룬 5개의 절은 국가 소개와 연혁의 구조가 기본이 되
어 작성되었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작성된 셈이나, 국가 소개와 연혁의 비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다소 거칠게 정리된 경향을 보인다. 당의 입장에서 잘 알려져 있던 국가들
에 대해서는 국가 소개를 간략하게 기술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혹은 균형을 이뤄야 하는 경
우에는 상세하게 기술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각 기사마다 주요 기술 방향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국가 소개 또한 공통된 요소를 보이기보다 차이점들이 크게 나타난다.

28) 최진열, 「唐 前·後期 羅唐戰爭 서술과 인식: 『唐會要』와 『通典』의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
총』 56, 동북아역사재단, 2017.
29) 『唐會要』 卷96, 渤海, 1724쪽. “先天中 封渤海郡王 子武藝”.
30) 『唐會要』 卷96, 渤海, 1724쪽. “以開元二十六年襲其父武藝忽汗州都督 渤海郡王 左金吾大將軍”.
31) 삼국시대의 탐라 관련 기록의 성격에 대해 분석한 논고가 최근에 간행되어, 기존의 탐라 기록에 대
한 이해에 참고가 된다. 鄭雲龍, 「三國時代의 耽羅 關聯 史料」, 『新羅史學報』 49, 신라사학회, 2020.
32) 『北史』 卷94, 「四夷列傳」 上, 倭, 3137쪽. “明年 上遣文林郎裴世淸使倭國 度百濟 行至竹島 南望耽
羅國 經都斯麻國 迥在大海中”.
33) 『舊唐書』 卷84, 「劉仁軌傳」, 2792쪽. “僞王子扶餘忠勝·忠志等率士女及倭衆并耽羅國使 一時並降”.
34) 『唐會要』 卷95, 新羅, 1711쪽. “麟德二年八月 法敏與熊津都督扶餘隆盟于百濟之熊津城 其盟書藏于
新羅之廟 于是帶方州刺史劉仁軌領新羅·百濟·耽羅·倭人四國使 浮海西還 以赴大山之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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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唐會要』와 『通典』의 주요 기록 비교
『唐會要』는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通典』을 비롯한 다양한 중국 정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
을 것으로 보인다. 혹은 당대에 역사서 편찬을 위해 모아놓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정하면서
서적을 간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唐會要』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서술되었는지
에 대해 한국 고대 국가의 기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唐會要』와 『通典』을 비롯하여, 당대 초반 이전의 중국 정사와 『唐會要』
편찬 전후의 중국 정사를 동등한 비교대상으로 놓고 검토하였다. 주된 비교 대상으로는 『通
典』 「邊防門」 東夷目에 수록된 고구려절과 백제절, 신라절이다. 지면 관계 상 세부적인 연혁
분석은 차후 과제로 미루고, 이번 장에서는 각국 소개 기록을 중심으로 고찰을 진행하였다.

1) 高句麗節 기록 비교
연번

사서

기록
卷95, 高句麗

A-1

唐會要

①高句麗者 出自扶餘氏 ②其後有朱蒙孫莫來 因滅扶餘 ③都平壤 即元菟之故地
④俗頗知書記 恆西與中國通

卷186, 「邊防門」 2, 東夷 下, 高句麗
A-2

通典

①高句麗 後漢朝貢 云本出於夫餘先祖朱蒙……(中略)……③自東晉以後 其王所居
平壤城[即漢樂浪郡王險城 自爲慕容皝來伐 後徙國內城 移都此城]……(中略)……④其國
中書籍 有五經·三史·三國志·晉陽秋·玉篇·字統·字林

卷100, 「高句麗傳」
A-3

魏書

①高句麗者 出於夫餘 自言先祖朱蒙……(中略)……②如栗死 子莫來代立 乃征夫
餘 夫餘大敗 遂統屬焉……(中略)……③敖至其所居平壤城

卷49, 「異域列傳」 上, 高麗
A-4

周書

①高麗者 其先出於夫餘 自言始祖曰朱蒙……(中略)……②其孫莫來漸盛 擊夫餘而
臣之……(中略)……③治平壤城……(中略)……④書籍有五經·三史·三國志·晉陽秋

卷94, 「四夷列傳」 上, 高句麗
A-5

北史

①高句麗 其先出夫餘……(中略)……②朱蒙死 子如栗立 如栗死 子莫來立 乃并夫
餘……(中略)……③敖至其所

居平壤城……(中略)……④書有五經·三史·三國志·晉

陽秋

卷81, 「東夷列傳」, 高麗
A-6

隋書

①高麗之先 出自夫餘……(中略)……②朱蒙死 子閭達嗣 至其孫莫來興兵 遂并夫
餘……(中略)……③都於平壤城 亦曰長安城

卷199上, 「東夷列傳」, 高麗
A-7

舊唐書

①高麗者 出自扶餘之別種也 ③其國都於平壤城 即漢樂浪郡之故地……(中略)……
④俗愛書籍……(中略)……其書有五經及史記·漢書·范曄後漢書·三國志·孫盛晉春秋·
玉篇·字統·字林 又有文選 尤愛重之

A-8

新唐書

A-9

舊五代史

卷220, 「東夷列傳」, 高麗
①高麗 本扶餘別種也……(中略)……③其君居平壤城 亦謂長安城 漢樂浪郡也

卷138, 「外國列傳」 2, 高麗
①高麗 本扶餘之別種 ③其國都平壤城 即漢樂浪郡之故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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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新五代史

卷74, 「四夷附錄」 3, 高麗
①高麗 本扶餘人之別種也……(中略)……④高麗俗知文字 喜讀書
〈표 3〉 『唐會要』와 『通典』 및 중국 정사의 高句麗節 기록 비교

A-1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고구려의 出自 문제(①高句麗者 出自扶餘
氏), 莫來의 부여 멸망(②其後有朱蒙孫莫來 因滅扶餘), 도읍 平壤(③都平壤 即元菟之故地), 고
구려의 기록문화와 중국과의 교류(④俗頗知書記 恆西與中國通)이다. 전반적으로 기존 중국 정
사의 내용에 비해서는 다소 소략하게 작성된 점이 특징이다.
A-1은 A-2와 전반적으로 대응되나, A-2에는 A-1-②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 아울러 A-1
과 유사한 기록으로 A-3~10이 있는데, 이 중에서 A-3~6 즉 『魏書』·『周書』·『北史』·『隋書』는
『唐會要』 보다 앞서 저술된 책에 해당하며, A-7~10 즉 『舊唐書』·『新唐書』·『舊五代史』·『新五
代史』는 『唐會要』가 初作된 시점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A-7~10은
『唐會要』의 영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서들이다.
A-1-①에서는 고구려가 부여에서 기원했다고 하였으며, A-2-①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부여
에서 先祖 朱蒙이 나왔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위의 A-3~10-①에서 모두 확인된다.35) 이
는 다시 2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A-3~6에서는 출자가 夫餘라고 하였으며, A-7~10-①에서
는 扶餘의 別種이라고 기록하였다. ‘夫餘’와 ‘扶餘’ 표기 문제나, 別種으로의 기록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A-1은 고구려에 대해 서술하면서 상당 내용을 축약하여 기술하였다. 때문에 별종에 대한
언급은 굳이 하지 않았다. 다만 唐代 이후의 인식을 반영하여, ‘夫餘’가 아닌 ‘扶餘’로 기술하
였다. 이는 A-2와의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다. A-2의 저자 杜佑는 「邊防門」 東夷目의 夫餘
節을 기술하면서 백제의 사례에서도 ‘夫餘’로 표기를 통일하였기 때문에 굳이 ‘扶餘’로 쓰지
않았다. 반면 A-1-①을 비롯한 A-7~10-①은 백제 王姓이 ‘扶餘’라는 점에 착안하여 ‘扶餘’로
기술하게 되었다. 이는 후에 百濟節에서 살펴보듯이 고구려와 백제의 기원이 동일하다는 전제
가 반영된 점으로 볼 수 있다.
A-1-②의 내용 즉 막래의 부여 멸망에 대한 내용은 A-2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通典』 高
句麗節에서는 주몽 다음으로 宮에 대해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36) 『魏書』를 통
해 알 수 있듯이, 중국에서 고구려 왕 계보는 ‘朱蒙 → 閭達 → 如栗 → 莫來’ 순으로 이어진
다.37) A-1-②에서는 이러한 계보를 알고 있지만, 여달과 여율을 제외하고서 축약하여 서술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막래에 대해 기술한 사료로 A-3~6-②가 확인된다. 이 사료들은
A-3-② 즉 『魏書』의 내용을 참고하여 반영한 것이며, A-1-② 또한 『魏書』를 전거로 삼아 기
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A-1-③은 ‘平壤’과 ‘元菟之故地’로 구분할 수 있다. 고구려 도읍으로 평양을 언급한 사례는
A-2-③을 비롯하여 A-3~9-③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A-3-③과 A-5-③은 員外散騎侍郎
李敖를 고구려에 보냈을 때 평양성에 간 내용을 담고 있다. A-1-③에서는 특이하게도 ‘玄菟’
35) 참고로 위에 제시하진 않았지만 『梁書』에서는 출자가 東明으로 나온다. 이 또한 다른 기록과 비교해
볼 때 결국 고구려의 출자가 부여임을 의미한다. 『梁書』 卷54, 「諸夷列傳」, 東夷, 高句麗, 801쪽.
“高句驪者 其先出自東明 東明本北夷櫜離王之子”.
36) 『通典』 卷186, 「邊防門」 2, 高句麗, 5003쪽. “至其王宮 生而開目能視 國人憎之 及長勇壯 和帝時
頻掠遼東玄菟等郡”.
37) 『魏書』 卷100, 「高句麗傳」. 2214쪽. “朱蒙死 閭達代立 閭達死 子如栗代立 如栗死 子莫來代立 乃征
夫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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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元菟’라 기록하였다. 『唐會要』 전체에서 현도를 원도로 기록한 사례는 고구려절에서
만 확인되는데, A-1-③과 함께 唐 高祖 때 裴矩와 溫彥博이 進言한 사례에서 ‘漢家元菟郡’이
라 기술하였다.38) 이 기록들 외에 현도는 별도로 기록되지 않았다.39)
A-7~9-③에서는 평양에 대해 기술하면서 玄菟의 故地가 아닌 漢 樂浪郡의 故地라고 하였
다. 즉 『舊唐書』 이래의 서적에서는 고구려를 낙랑군과 연계시키는 의식이 보편적이었음을 알
려준다. 『三國志』·『後漢書』·『北史』에서 고구려가 현도군에 속해 있었다고 기술한 것과는 차이
를 보인다. 반면 『梁書』와 『宋史』에서는 漢의 현도군이라고 하여, A-1-③과 공통점을 보인
다.40) A-1-③에서 고구려를 현도군이라고 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배구와 온언박의 발언 때문
으로 여겨진다. 隋·唐代에는 郡縣回復論의 관점에서 고구려를 중국의 고토라고 주장하는 사례
가 여럿 있었으며,41) 『通典』에도 이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42) 아울러 『通典』에서는
두우가 주석을 달아 고구려가 “漢樂浪·玄菟郡之地”라고 하여,43) A-1-③과 유사한 의식을 보
여준다.
A-1-④에서는 자못 書記할 줄 알고 항상 서쪽으로 중국과 통했다고 하였다. A-2-④에서는
이와 완전히 유사하지 않지만, 고구려에서 확보한 서적으로 “五經·三史·三國志·晉陽秋·玉篇·字
統·字林”을 거론하였다. A-4·5-④에서는 “五經·三史·三國志·晉陽秋”라고 하여 좀 더 수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A-7-④에서는 A-2-④에서 거론된 서적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더
구나 A-10-④에서는 고려가 文字를 알고 讀書를 좋아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A-1-④의 기록
방향과 가장 유사하다. 즉 A-1-④의 기록이 후대의 사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고구려가 중국과 통했다고 한 부분은 고구려의 전체 연혁을 바탕으로 판단하여 기록한 것으
로 보인다. A-2-①과 『通典』 「邊防門」 東夷門 序略에서는 고구려가 後漢(東漢) 이래로 중국
의 封爵을 받았다고 하였는데,44) A-1-④의 기록도 이러한 맥락에서 작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唐會要』의 撰者가 고구려와 중국의 관계가 悠久하였다는 점에서 끼워 넣은 기록인 것이
다.
38) 『唐會要』 卷95, 高句麗, 1705쪽. “裴矩溫彥博進曰 遼東之地 周爲箕子之國 漢家元菟郡耳 魏晉以前
近在提封之內 不可許以不臣”.
39) 여기에서 ‘玄’字를 避諱하여 ‘元’字로 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玄’의 誤記로 ‘元’을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휘일 가능성은 宋 眞宗 大中祥符 5년(1012)에 趙氏 始祖를 宋 聖祖로
삼았다는 데에 있다(『宋史』 卷8, 「眞宗紀」, 大中祥符 5年, 152쪽. “閏月己巳 上聖祖尊號 辛未 謝太
廟”). 송 성조의 名이 ‘玄朗’이므로, 이후 ‘玄’을 피휘하였으며, 代字로 ‘元’을 사용하였다. 許樹棣,
『歷代避諱字滙典』, 鄭州:中州古籍出版社, 1997, 508~515쪽. 다만 『唐會要』의 成書 시점은 961년이
라 더 앞서는 편이며, 『唐會要』에서 東漢의 鄭玄을 그대로 ‘鄭玄’으로 표시하였다는 점 때문에 ‘元菟’
는 ‘玄菟’의 오기로 볼 수 있다. 『唐會要』 卷9上, 雜郊議 上, 145쪽. “永徽二年 太尉長孫無忌等奏議
曰 據祠令及新禮 並用鄭玄六天之義 圜丘祀昊天上帝 南郊祀太微感帝 明堂祭太微五天帝 臣等謹案鄭
玄此義”.
40) 『梁書』 卷54, 「諸夷列傳」, 東夷, 高句麗, 801쪽. “其國 漢之玄菟郡也 在遼東之東 去遼東千里”.
41) 郡縣回復論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참고된다. 윤용구, 「隋唐의 對外政策과 高句麗
遠征: 裴矩의 ‘郡縣回復論’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5, 동북아역사재단, 2005 ; 김수진, 「隋･唐의
高句麗 失地論과 그 배경: 對高句麗戰 명분의 한 측면」, 『韓國史論』 54,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8.
42) 『通典』 卷186, 「邊防門」 2, 東夷 下, 高句麗, 5007쪽. “裴矩·溫彥博進曰 遼東之地 周爲太師之國 漢
家之玄菟郡耳 魏晉以前 近在提封之內 不可許以不臣”.
43) 『通典』 卷186, 「邊防門」 2, 東夷 下, 高句麗, 5006쪽. “其國恃此以爲天塹 水闊三百步 在平壤城西
北四百五十里 遼水東南四百八十里[漢樂浪·玄菟郡之地 自後漢及魏 爲公孫氏所據]”.
44) 『通典』 卷185, 「邊防門」 1, 東夷 上, 序略, 4976쪽. “高麗本朝鮮地 漢武置縣 屬樂浪郡 時甚微弱
後漢以後 累代皆受中國封爵 所都平壤城 則故朝鮮國王險城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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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절의 국가 소개는 기존의 중국 정사에 비해 매우 소략한 편이다. 각 기록을 보면 기
존 중국 정사와 유사한 내용도 있지만, 『舊唐書』와 유사한 부분들도 여럿 확인된다. 부여 표
기 문제의 경우에는 『通典』과는 다르게 『舊唐書』·『新唐書』에서 기재한 것처럼 ‘扶餘’로 표기
하였다. 막래에 대한 내용은 『魏書』의 내용을 축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고구려 수도 평양을
언급하면서 낙랑의 땅이었다고 기재한 부분은 隋·唐代에 제기된 군현회복론의 영향 때문으로
보이며, 『通典』에서도 유사한 인식을 보였다. 글을 쓸 줄 안다는 내용은 기존 정사에서도 유
추되지만 『舊唐書』의 내용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이며, 이는 『唐會要』에 수록된 내용 혹은 그
전거가 후대의 사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국가 소개 이후로 전개되는 고구려
의 연혁은 고구려와 당의 전쟁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서와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가 있다.

2) 百濟節 기록 비교
연번

사서

기록
卷95, 百濟
①百濟者 本扶餘之別種 當馬韓之故地 其後有仇台者 爲高麗所破 以百家濟海 因
號百濟焉 ②大海之北 小海之南 東北至新羅 西至越州 南渡海至倭國 北渡至高麗

B-1

唐會要

③其王所居 有東西兩城 ④新置內官佐平 掌宣納事 內頭佐平 掌庫藏事 內法佐平
掌禮儀事 衛士佐平 掌宿衛兵事 朝廷佐平 掌刑獄事 兵官佐平 掌在外兵馬事 又
外置六帶方 管十郡 ⑤其用法 叛逆者死 殺人者以奴婢二人贖罪 官人受財及盜者
三倍追贓 ⑥餘與高麗同

卷185, 「邊防門」 1, 東夷 上, 百濟
①百濟 即後漢末夫餘王尉仇台之後[後魏時百濟王上表云 臣與高麗先出夫餘] 初以百家
濟海 因號百濟……(中略)……自晉以後 吞并諸國 據有馬韓故地 ②其國東西四百

B-2

通典

里 南北九百里 南接新羅 北拒高麗千餘里 西限大海 處小海之南……(中略)……③
其都理建居拔城……(中略)……④官有十六品 左平一品 達率二品……(中略)……統
兵以達率·德率·扞率爲之 人庶及餘小城咸分隸焉 ⑥其衣服 男子略同於高麗 拜謁
之禮以兩手據地爲敬

卷100, 「百濟國傳」
B-3

魏書

①百濟國 其先出自夫餘 ②其國北去高句麗千餘里 處小海之南……(中略)……⑥其
衣服飲食與高句麗同

卷49, 「異域列傳」 上, 百濟
①百濟者 其先蓋馬韓之屬國 夫餘之別種 有仇台者 始國於帶方 ②故其地界東極

B-4

周書

新羅 北接高句麗 西南俱限大海 東西四百五十里 南北九百餘里 ③治固麻城……
(中略)……④官有十六品 左平五人 一品 達率三十人……(中略)……郡將三人 以德
率爲之 方統兵一千二百人以下 七百人以上 城之內外民庶及餘小城 咸分隸焉 ⑥
其衣服 男子畧同於高麗

卷79, 「夷貊列傳」 下, 百濟
①百濟者 其先東夷有三韓國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弁韓·辰韓各十二國

B-5

南史

馬韓有五十四國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 百濟即其一也……(中略
)……③號所都城曰固麻 謂邑曰檐魯 如中國之言郡縣也 其國土有二十二檐魯 皆
以子弟宗族分據之……(中略)……⑥言語服章略與高麗同

B-6

北史

卷94, 「四夷列傳」 上, 百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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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百濟之國 蓋馬韓之屬也 出自索離國……(中略)……東明之後有仇台 篤於仁信
始立國于帶方故地 漢遼東太守公孫度以女妻之 遂爲東夷強國 初以百家濟 因號百
濟 ②其國東極新羅 北接高句麗 西南俱限大海 處小海南 東西四百五十里 南北九
百餘里 ③其都曰居拔城 亦曰固麻城……(中略)……④官有十六品 左平五人 一
品……(中略)……方有十郡 郡有將三人 以德率爲之 統兵一千二百人以下 七百人
以上 城之內外人庶及餘小城 咸分隸焉……(中略)……⑥其飲食衣服 與高麗略同

卷81, 「東夷列傳」, 百濟
①百濟之先 出自高麗國 其國王有一侍婢 忽懷孕 王欲殺之……(中略)……名曰東
明 及長 高麗王忌之 東明懼 逃至淹水 夫餘人共奉之 東明之後 有仇台者 篤於仁

B-7

隋書

信 始立其國于帶方故地 漢遼東太守公孫度以女妻之 漸以昌盛 爲東夷強國 初以
百家濟海 因號百濟……(中略)……②其國東西四百五十里 南北九百餘里 南接新羅
北拒高麗 ③其都曰居拔城 ④官有十六品 長曰左平 次大率……(中略)……畿內爲
五部 部有五巷 士人居焉 五方各有方領一人 方佐貳之 方有十郡 郡有將……(中
略)……⑥其衣服與高麗略同

卷199上, 「東夷列傳」, 百濟
①百濟國 本亦扶餘之別種 嘗爲馬韓故地 ②在京師東六千二百里 處大海之北 小
海之南 東北至新羅 西渡海至越州 南渡海至倭國 北渡海至高麗 ③其王所居有東

B-8

舊唐書

西兩城 ④所置內官曰內臣佐平 掌宣納事 內頭佐平 掌庫藏事 內法佐平 掌禮儀事
衞士佐平 掌宿衞兵事 朝廷佐平 掌刑獄事 兵官佐平 掌在外兵馬事 又外置六帶方
管十郡 ⑤其用法 叛逆者死 籍沒其家 殺人者 以奴婢三贖罪 官人受財及盜者 三
倍追贓 仍終身禁錮 ⑥凡諸賦稅及風土所產 多與高麗同

卷220, 「東夷列傳」, 百濟
①百濟 扶餘別種也 ②直京師東六千里而贏 濱海之陽 西界越州 南倭 北高麗 皆

B-9

新唐書

踰海乃至 其東 新羅也 ③王居東·西二城 ④官有內臣佐平者宣納號令 內頭佐平主
帑聚 內法佐平主禮 衞士佐平典衞兵 朝廷佐平主獄 兵官佐平掌外兵 有六方 方統
十郡……(中略)……⑤其法 反逆者誅 籍其家 殺人者 輸奴婢三贖罪 吏受賕及盜
三倍償 錮終身 ⑥俗與高麗同
〈표 4〉 『唐會要』와 『通典』 및 중국 정사의 百濟節 기록 비교

B-1의 기록은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백제의 기원(①百濟者 本扶餘之別種 當馬韓之故
地 其後有仇台者 爲高麗所破 以百家濟海 因號百濟焉), 지리적 위치(②大海之北 小海之南 東
北至新羅 西至越州 南渡海至倭國 北渡至高麗), 都城(③其王所居 有東西兩城), 官制(④新置內
官佐平 掌宣納事 內頭佐平 掌庫藏事 內法佐平 掌禮儀事 衛士佐平 掌宿衛兵事 朝廷佐平 掌刑
獄事 兵官佐平 掌在外兵馬事 又外置六帶方 管十郡), 法制度(⑤其用法 叛逆者死 殺人者以奴婢
二人贖罪 官人受財及盜者 三倍追贓), 고구려와의 풍습 동질성(⑥餘與高麗同)으로 나눌 수 있
다. B-2와 비교하면 이 중에서 법제도에 대한 내용 이외의 요소들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다
만 세부적인 내용 면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들이 나타난다.
B-1-①에서는 백제의 기원과 관련하여 ‘扶餘’와 ‘馬韓之故地’, ‘仇台’와 ‘百家濟海’ 등이 기
술되었다. B-2-①에서도 백제의 기원에 대해 夫餘王 尉仇台의 후손이라 언급하고 ‘百家濟海’
로 인하여 국명이 유래하였다고 했으며, ‘馬韓故地’도 언급되었다. 즉 B-1-①과 유사한 요소
를 바탕으로 백제의 기원을 설명하였지만, 두우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扶餘의 후손 仇台’
를 ‘夫餘王 尉仇台’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중국 정사에서 백제의 기원과 관련하여 위에 말한 요소들이 주로 확인된다. B-3-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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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餘’, B-4-①에서는 ‘馬韓之屬國’, 夫餘와 仇台 및 帶方이 기재되었으며, B-5에서는 마한의
소국 중 하나였다고 기록하였다.45) 또한 B-6-①에서는 ‘馬韓之屬’과 索離國, 東明의 후예 仇
台와 ‘百家濟’, B-7-①에서는 高麗國과 동명의 후예 구태, ‘百家濟海’가 언급되었다. 이처럼
당대 초까지 작성된 사서를 살펴보면 사서마다 백제 선조의 국적을 약간씩 다르게 기록한 사
례들이 보인다. 이 중에서 B-4-① 즉 『周書』의 기술이 B-1-①과 가장 가까우며, 백가제해에
대한 언급은 B-7-① 즉 『隋書』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만 백가제해하게 된 원인을 B-1-①에서는 고려의 침입으로 격파되었기 때문이라고 작성
함에 비해, B-2-①을 비롯한 B-6·7-①에서는 初에 백가제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B-1-①의 기록은 『通典』에서 고구려 때문에 南韓地로 遷居하게 되었다는 기
록을 연상시킨다.46) 『唐會要』의 찬자 또한 고구려와 백제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백가
제해를 해석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B-1-①에서는 ‘扶餘之別種’이라고 하
였는데, 이는 B-8·9-①의 사례와 같다. 즉 『通典』과는 달리 당대 후반의 사료에서는 백제의
사례를 의식하여 扶餘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1-①은 A-1-①의 기록과도 비교된다. A-1-①에서는 “高句麗者 出自扶餘氏”라고 하여
부여 기원을 거론하였는데, 이는 B-1-①의 “百濟者 本扶餘之別種”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백제
의 부여 기원과 서로 대비된다. 즉 『唐會要』의 撰者는 고구려와 백제가 부여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였던 것이다. 이는 기존 중국 정사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과 동시에,
고구려와 백제의 주장을 당에서 반영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47)
B-1-②에서는 백제의 지리적 위치를 기술하여, 大海와 小海 및 동서남북으로 新羅·越州·倭
國·高麗가 있다고 하였다. B-2-②에서는 영토의 크기를 언급하고서, 남북으로 신라와 고구려,
대해와 소해를 언급하였다. 중국 정사에서도 기본적으로 백제 영토 크기를 언급하거나 동서남
북에 있는 세력 혹은 바다를 거론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당대 초반 이전의 사서에서 서쪽
경계로 월주를 언급한 사례는 보이지 않으며, 대신 B-8·9-②에서 월주와 왜가 기준이 되었다.
이는 백제의 지리 정보를 당이 상세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록에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B-1-③에서는 백제의 왕성이 東西 兩城이라고 하였다. 백제 도성은 기록마다 엇
갈리게 기록되었는데, B-2-③에서는 建居拔城, B-4·5-③에서는 固麻城, B-6-③에서는 居拔
城(固麻城), B-7-③에서는 居拔城으로 기록하였다. B-8·9-③에서는 B-1-③과 마찬가지로 동
서 양성이라고 하여, 기존 중국 정사와는 차이를 보인다.
B-1-④는 관제 중에서도 佐平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에 해당한다. 기존에도 백제의 관제는
B-2-④를 비롯하여, B-4~7-④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6品으로 설명되었다. 이 중에서
1品이 左平이고 5人으로 기재되었다. 반면 B-1-④와 B-8·9-④에서는 佐平의 직무를 內官·內
頭·內法·衛士·朝廷·兵官의 6人으로 구분하였고, 밖에는 6方(帶方) 10郡을 둔다고 하였다. 즉
B-1-④는 B-2-④나 기존 중국 정사와는 달리 변화한 관제를 기재하였고, 차후 사서에도 참고
가 되었거나 동일한 사료를 典據로 삼은 결과로 볼 수 있다.

45) 이는 『梁書』의 기록을 참고한 결과로 볼 수 있다. 『梁書』 卷54, 「諸夷列傳」, 百濟, 804쪽. “百濟者
其先東夷有三韓國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弁韓·辰韓各十二國 馬韓有五十四國 大國萬餘家 小
國數千家 總十餘萬戶 百濟即其一也 後漸強大 兼諸小國”.
46) 『通典』 卷185, 「邊防門」 1, 東夷 上, 百濟, 4982쪽. “後其王牟大爲高句麗所破 衰弱累年 遷居南韓
地”.
47) 백제의 부여 계승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소재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2020년 10월 22일
(목)에 한성백제박물관에서 학술회의가 진행된 바 있다. 한성백제박물관, 『백제는 부여를 계승하였나:
2020년 제17회 쟁점백제사 학술회의』, 한성백제박물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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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⑤는 백제의 법제도 중에서도 반역자, 살인자, 뇌물 받은 官人이나 盜者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한 것이다. 기존 중국 정사나 『通典』에서는 법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진 않았으며,
B-8·9-⑤에서는 B-1-⑤의 내용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기술되었다.
B-1-⑥은 나머지는 고구려와 동일하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나머지라는 것이 제대로 특정
되지 않았다. 앞서 A-1에서 살펴보았듯이 고구려 국가 소개 내용은 비중이 적은 편이며 41字
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 풍습의 나머지는 고구려와 동일하다고 한 점은 다소 어
색하다. 백제와 고구려가 서로 동일하다는 내용은 B-2-⑥에서는 남성의 의복과 관련하여 확
인된다. B-3·6-⑥에서는 의복과 음식, B-4·7-⑥에서는 남성의 의복, B-5-⑥에서는 언어와 복
장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B-8-⑥에서는 여러 賦稅와 風土, 산물이 고구려와 동일하다고 하였
으며, B-9-⑥에서는 풍속이 고구려와 동일하다고 하였다.
B-1-⑥에서는 의복과 음식 혹은 풍토와 산물이 유사하다는 의미로서 고구려와 동일하다고
기록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고구려절에서 이에 대해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고구려와
동일하다고 언급한 점은 쉬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당대의 底本을 『唐會要』가 수록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그대로 傳寫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대에는 『起居注』와 『時政記』
를 편찬하여 史館으로 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實錄과 國史를 편찬하였다.48) 사관에 수집된
자료들은 역사 편찬의 저본으로 활용되었으며, 『唐會要』나 『舊唐書』도 이러한 저본을 참고하
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唐會要』와 『通典』의 내용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다루었지만, 세부적인 내
용에서 차이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백제의 기원 관련 기록은 부여와 마한, 구태를 언급
한 점은 비슷하나, 『通典』의 저자 두우의 자체적인 해석으로 인하여 기록에서 일부 차이를 보
인다. 부여의 후손이면서 ‘百家濟海’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唐會要』와 『通典』의 撰者는 동일
한 전거를 참고하되, 기록을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영토, 도성, 관제, 법제도 등의
문제는 『舊唐書』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961년에 편찬된 『唐會要』와 945년
에 편찬된 『舊唐書』가 사관에 보관된 동일 성격의 당대 전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으
로 추측된다.

3) 新羅節 기록 비교
연번

사서

기록
卷95, 新羅

C-1

唐會要

①新羅者 本弁韓之地 ②其風俗衣服 與高麗百濟略同 而朝服尙白 ③好祭山神 國
人多金朴兩姓 異姓不爲婚姻 重元日 每其日 拜日月鬼神 人髮長美 ④其先出高麗
魏將母邱儉之破高麗也 其衆遁保沃沮 後歸故國 其留者號新羅

卷185, 「邊防門」 1, 東夷 上, 新羅
①新羅國 魏時新盧國焉 其先本辰韓種也……(中略)……④魏將毋丘儉討高麗 破之

C-2

通典

奔沃沮 其後復歸故國 留者遂爲新羅焉 故其人雜有華夏·高麗·百濟之屬 兼有沃沮·
不耐·韓·濊之地 其王本百濟人 自海逃入新羅 遂王其國……(中略)……②風俗·刑
政·衣服略與高麗·百濟同

C-3

梁書

卷54, 「諸夷列傳」, 東夷, 新羅
①新羅者 其先本辰韓種也 辰韓亦曰秦韓 相去萬里 傳言秦世亡人避役來適馬韓

48) 신승하, 『중국사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128~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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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韓亦割其東界居之 以秦人 故名之曰秦韓……(中略)……②其拜及行與高驪相類
無文字 刻木爲信 語言待百濟而後通焉

卷94, 「四夷列傳」 上, 百濟
①新羅者 其先本辰韓種也 地在高麗東南 居漢時樂浪地 辰韓亦曰秦韓……(中
略)……④或稱魏將毋丘儉討高麗破之 奔沃沮 其後復歸故國 有留者 遂爲新羅 亦

C-4

北史

曰斯盧

其人雜有華夏·高麗·百濟之屬

兼有沃沮·不耐·韓·濊之……(中略)……②風

俗·刑政·衣服略與高麗·百濟同 ③每月旦相賀 王設宴會 班賚羣官 其日 拜日月神
主 八月十五日設樂……(中略)……②服色尙畫素 ③婦人辮髮繞頸 以雜綵及珠爲飾
婚嫁禮唯酒食而已 輕重隨貧富

卷81, 「東夷列傳」, 新羅
新羅國 在高麗東南 居漢時樂浪之地 或稱斯羅 ④魏將毌丘儉討高麗 破之 奔沃沮
其後復歸故國 留者遂爲新羅焉 故其人雜有華夏·高麗·百濟之屬 兼有沃沮·不耐·韓·

C-5

隋書

獩之地 其王本百濟人 自海逃入新羅 遂王其國……(中略)……②風俗·刑政·衣服 略
與高麗·百濟同 ③每正月旦相賀 王設宴會 班賚羣官 其日拜日月神 至八月十五
日……(中略)……②服色尙素 ③婦人辮髮繞頭 以雜綵及珠爲飾 婚嫁之禮 唯酒食
而已 輕重隨貧富

卷199上, 「東夷列傳」, 新羅
①新羅國 本弁韓之苗裔也……(中略)……②其風俗·刑法·衣服 與高麗·百濟略同 而

C-6

舊唐書

朝服尙白 ③好祭山神 其食器用柳桮 亦以銅及瓦 國人多金·朴兩姓 異姓不爲婚
重元日 相慶賀燕饗 每以其日拜日月神 又重八月十五日 設樂飲宴 賚羣臣 射其庭
婦人髮繞頭 以綵及珠爲飾 髮甚長美

卷220, 「東夷列傳」, 新羅
①新羅 弁韓苗裔也……(中略)……②朝服尙白 ③好祠山神 八月望日 大宴賚官吏

C-7

新唐書

射……(中略)……王姓金 貴人姓朴 民無氏有名 食用柳杯若銅·瓦 元日相慶 是日
拜日月神 男子褐袴 婦長襦 見人必跪 則以手据地爲恭 不粉黛 率美髮以繚首 以
珠綵飾之 男子翦髮鬻 冒以黑巾
〈표 5〉 『唐會要』와 『通典』 및 중국 정사의 新羅節 기록 비교

신라절 즉 C-1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신라와 弁韓(①新羅者 本弁韓之地), 풍
속과 의복(②其風俗衣服 與高麗百濟略同 而朝服尙白), 신앙과 풍습(③好祭山神 國人多金朴兩
姓 異姓不爲婚姻 重元日 每其日 拜日月鬼神 人髮長美), 신라 기원의 異論(④其先出高麗 魏將
母邱儉之破高麗也 其衆遁保沃沮 後歸故國 其留者號新羅)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신라의 기원에 대한 기술은 크게 辰韓과 弁韓으로 엇갈린다. C-1-①에서는 변한이라 하였
지만, C-2-①에서는 辰韓種이라고 하였다. 기존의 중국 정사 즉 C-3-①과 C-4-①에서도 辰
韓種으로 기록하였기에, C-2-①도 기존 기록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C-6-①과
C-7-①에서는 弁韓의 苗裔라고 하여, C-1-①과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한 중에서 백
제를 마한으로 보는 의식은 앞서 살펴본 B-1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신라를 변한으로 볼지
진한으로 볼지는 중국에서도 당대 초반과 중반을 기점으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C-1-②는 풍속과 의복이 고구려·백제와 닮았으며 朝服이 白色이라는 내용이다. C-2-②에서
도 이와 유사한 기록이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의복은 물론 風俗·刑政이 고구려와 백제와 동일
하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B-6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중국에서 한국 고대 국가에 대해 기술할
때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서로 유사한 국가로 판단하여, 유사한 풍습을 前述하였으면 이후에
는 동일하다고 기재하는 사례가 많다. 이 또한 그러한 기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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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②에서는 拜와 行이 高驪와 서로 유사하다고 했으며, C-4·5-②에서는 C-2-②와 동일
하게 기재하였고, 거리를 두고서 조복이 素色이라 하였다. 반면 C-6-②에서는 풍속과 형정,
의복이 고구려와 백제와 동일하고 조복이 백색이라고 하여, 형정에 대한 내용 외에는 C-1-②
와 동일하게 기재되었다.
C-1-③은 제사와 신앙, 國人의 姓과 혼인, 長髮 등 다양한 풍속 기록으로 구성되었다. C-2
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기존 중국 정사 즉 C-4·5-③에서는 서로 공간을
두고 제사와 신앙 관련 기록, 두발과 혼인에 대한 기록이 서로 나뉘어져서 제시된 점과는 차
이를 보인다. C-6·7-③에서는 국인의 성에 대한 내용이 더 확인된다. 성과 관련하여 『梁書』에
서는 王姓이 募이고 名이 秦이라 하였고,49) 『南史』에서는 王姓이 募이고 名이 泰라 하였는
데,50) 이는 法興王을 일컫는 것으로 보고 있다.51) C-6-③은 C-1-③과 유사하게 기재되었지
만 異性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C-7-③에서는 왕성은 金이고 貴人의 성은 朴이라
고 하여 서로를 구분하였다.
C-1-④는 신라의 건국 기원에 대한 이설로, C-1-①에서 본래 변한의 땅이라고 한 것과 차
이를 보인다. C-1-④와 유사한 기록은 C-2-④는 물론 C-4·5-④에서도 확인되며, 이를 기반
으로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C-2·4·5-④에서는 그 왕이 본래 百濟人이라고 하였으나,
C-1-④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었다. 또한 C-1-④와 관련된 내용은 C-6·7에서 보이
지 않는다. 신라와의 잦은 교류를 통하여 해당 내용이 정정되어 수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C-1-④은 기존 기록을 참고하여 반영하면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수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唐會要』와 『通典』의 신라절 기록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드러난다. 신라절에서 기원 문
제를 『通典』과 기존 정사에서는 진한으로 기재하였음에 비해, 『唐會要』에서는 변한으로 보았
다. 毌丘儉의 고구려 공격 당시에 밀려온 사람들이 신라를 건국했다는 내용은 두 사서에서 동
일하게 보이나, 『通典』에서 백제인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唐會要』에서는 제외되었다. 풍속
과 의복은 고구려와 백제와 동일하다고 한 것은 『北史』·『隋書』의 내용을 답습하여 『通典』에서
도 확인되지만, 흰 조복은 唐代의 기록을 『唐會要』가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신앙과 혼인 등
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 대한 기록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舊唐書』의 내용과 가장 가깝기에,
동일한 전거를 참고한 결과로 여겨진다. 이처럼 신라절은 기존 기록과 당대의 기록을 두루 적
용하여 당시까지 확보된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리되었다.

Ⅳ. 맺음말
『唐會要』는 당대 중반부터 수집한 각종 관문서들을 종합하여 편찬한 會要體 사서이다. 唐
朝라는 斷代의 서류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唐代의 다양한 사건이자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
에 『唐會要』와 『五代會要』가 성립된 이후,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會要를 집필하게 되었다.

49) 『梁書』 卷54, 「諸夷列傳」, 新羅, 805쪽. “普通二年 王姓募名秦 始使使隨百濟奉獻方物”.
50) 『南史』 卷79, 「夷貊列傳」 下, 新羅, 1973쪽. “梁普通二年 王姓募名泰 始使使隨百濟奉獻方物”.
51) 國史編纂委員會, 『中國正史朝鮮傳 譯註 2』, 國史編纂委員會, 2004, 32쪽, 주석 3 ; 정구복·노중국·
신동하·김태식·권덕영, 『역주 삼국사기 3: 주석편(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110쪽, 주석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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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會要』 전체 권100 중에서 이민족에 대한 내용은 권94~권100까지의 7권에서 다뤄졌다.
일반적인 중국 정사가 동서남북의 방위에 따라 東夷를 우선으로 각 국가와 세력을 배치하여
설명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여러 방위가 서로 혼재하여 배치된 방식으로 수록되었다. 이 중에
서 한국 고대사 관련 국가는 권95에 고구려·백제·신라, 권96에 발해, 권100에 탐라가 있다.
전체적으로 그 분량은 간략한 편이며, 국가별로 국가 소개와 연혁의 비중이 서로 다르게 나타
난다. 연혁이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국가 소개의 비중이 적게 나타나는데, 高唐戰爭으로 인한
상황 기술 및 통일신라와 당의 교류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의 기록이 다소 많고 연혁도 상세
하게 기술되었다.
『唐會要』는 당대의 기록을 그대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通典』과 비교된다. 『通典』은 801
년 경에 저술한 政書體 사서로 당대 중반을 포함하여 역대의 典章制度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唐會要』와 『通典』 모두 당대의 의식을 반영한 서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두 서적은 편찬 시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唐會要』가 최초로 작성되기 시작한 시점은
9세기 초반부터이지만, 최종적으로는 王溥가 961년에 완성하였다. 즉 『通典』이 당대 중반까지
의 자료를 참고하였다면, 『唐會要』는 당대 후반까지의 자료를 포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신라절에 수록된 연혁 기사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이 會昌 원년(841)이라는 점을 통해
서도 알 수 있다. 때문에 『唐會要』와 『通典』은 동일한 전거를 참고하였거나, 『唐會要』가 더
많은 전거를 참고하여 기사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발표문에서는 고구려절, 백제절, 신라절을 통해 『唐會要』와 『通典』의 기록을 비교하
고, 이 외에 당대 초반까지 편찬되었던 『隋書』까지의 중국 정사와 당대 이후에 발간된 『舊唐
書』와 『新唐書』를 비롯한 중국 정사도 함께 비교하며 고찰하였다. 『舊唐書』·『新唐書』의 기록
을 살펴보면 『隋書』까지의 중국 정사와 비교하여 삼국에 대해 다르게 기술한 내용이 많다. 이
는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 및 통일신라와의 교류를 통해 고대 한국에 대한 정보가 보강된 결과
로 볼 수 있다.
『通典』의 경우에는 일부 보완된 내용이 있지만 『隋書』까지의 정사와 유사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唐會要』는 삼국의 내력이 좀 더 보완된 경향을 보이기에 『舊唐書』의 내용
과 유사한 면이 더러 확인된다. 『舊唐書』는 945년에 발간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唐會要』와
同時機라고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전거를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당대의 史館에서는 각종
역사 자료를 수집하여 實錄과 國史를 편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通典』이나 『會要』의 편찬
이 가능하였다. 당대의 역사자료는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보완되었다. 『唐會要』가 9세기 초반
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이미 소면의 『會要』와 최현의 『續會要』가 발간되었던 상황이
었다는 점을 떠올려 본다면, 『舊唐書』와 『新唐書』가 사관의 자료 혹은 기존 『唐會要』의 자료
를 참고하여 기술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관에서는 唐代 各國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료가 있었고, 『唐會要』
나 『舊唐書』는 이를 참고하면서 취사선택하여 글을 작성하였다. 이 사실은 백제절에 수록된
“餘與高麗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는 본디 고구려절에서 고구려의 각종 풍습을 상세하
게 써놓았을 때, 백제절에서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생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는 고구려절에서 국가 소개에 대한 내용이 백제절에 비해 더 소략하게 기술되었다는 점이
다. 즉 이는 『唐會要』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고서 풍속을 간략하게 작성할 때 기존 사료의
내용을 그대로 傳寫한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당대의 저본 자료가 지속적으로 작성되었으
며, 그 전거는 『通典』 편찬 이후에도 보완되었고 『唐會要』와 『舊唐書』 모두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여 편찬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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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會要』는 기존 중국 정사와 『通典』, 또한 당의 조정에서 작성한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현
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연혁에 대한 내용은 기존 중국 정사를 참고하면서도, 찬자의 판
단에 따라 새로운 자료들을 보완하여 수록하였다. 두우는 동이·북적·남만·서융에 대해 자신만
의 관점을 지니고 판단하였음에 비해, 『唐會要』는 자료 모음의 성격이 강했다. 때문에 『唐會
要』의 찬자는 두우와는 달리 동이에 대해 私感을 갖고 서술하지는 않았다. 대신 기존에 알려
진 내용을 요약하면서도 당대의 연혁, 즉 한국 고대 국가와 당과의 관계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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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킨쇼』에 나타난 무악 설화 고찰
– 겐조라쿠를 중심으로 -

이부용52)*

1. 들어가며
『짓킨쇼(十訓抄)』는 그 서문 말미에 “겐초 4년 겨울, 음력 10월 중순 경(建長四年の冬、神
無月のなかばのころ)”1)이라는 편찬 시점이 나타나 있듯이 1252년에 성립된 설화집이다. 상중
하 세 권 구성으로 1~10권에 각 권별 설화가 실려 있으며 전체적으로 약 280편의 설화가 수
록되어 있다. 책 제목에 들어간 “훈(訓)”이라는 글자로 대표되듯이 『짓킨쇼』의 저술 목적은 젊
은이들에게 올바른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전달하는 것에 있다.
서문 내용 속에서 편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가을에 반딧불이를 모아서 학문에 힘쓰지 않아
풍월을 읊는 한시에 어둡고, 봄에 꾀꼬리 울음소리를 배우지 않아 관현 악곡의 연주도 잘 못
하고 기예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다(秋の蛍の光を集めずして、風月の望にくらく、春の鶯のさへ
づりを学ばざれば、糸竹の曲に疎し。芸なく、能欠けたり。)”라고 하며 학문과 음악의 소양이
부족함을 겸허히 표현한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식견의 중요성을 독자에게 강조하는 내용이기
도 하다. 즉 이 부분에서는 『짓킨쇼』의 편자가 독자에게 인생에서 갖추어야 할 소양들 중에서
한시와 음악에 대한 교양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체의 마지막 권인 제10권 「재와 예를 갈고닦아야 하는 일(可庶幾才芸事)」2)에는 ‘재
(才)’와 ‘예(芸)’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언급되며 와카(和歌), 한시, 음악 등 예능 분야의 중요
성이 강조된다. 그것은 『짓킨쇼』의 각 이야기 말에 실린 평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짓킨
쇼』에 선행하는 일본 최대의 설화집 『곤자쿠 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에 비하면 각 설화에
나타나는 평어의 출현 빈도는 낮고 모든 설화에 대해 평어가 실리는 것은 아니지만 『짓킨쇼』
의 평어에는 편자의 목소리가 뚜렷하고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제10권 제27화에는 음악의 힘으로 해적을 물리친 일이 제시되는데 이야기 끝부
분에서 음악의 영묘한 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술이 보인다.
용맹한 군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와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관현
의 덕에 의한 것이다. 또 이것은 귀신의 감응을 나타내는 이야기들이 아니지만 목숨을 구
한 것은 음악의 힘의 엄중함에 관한 것으로 함께 적어둔다.
猛きもののふの心をなぐさむること、和歌には限らず。これら、みな管弦の徳なり。また、

52)* 강원대학교 지역사회연구원 학술연구교수
1) 浅見和彦 校注・訳 『十訓抄』,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 1997, 19쪽.
2)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궁내청서릉부소장본을 저본으로 한 소학관 신편일본고전문학전집 『짓킨쇼』를
본문으로 사용했다. 제10권의 제목으로 궁내청본은 ‘才 ’로 적고 있으며 그 외 교호(享保)6년 판본에
서는 ‘才能’, 도쿄대학국문학연구실소장본에서는 才能 業 등으로 나타난다. 집약하면 그 공통된 내용
은 ‘재’와 ‘예능’을 간절히 원하고 갈고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藝
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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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ことは鬼神の所感にあらざれども、命を助くること厳重によりて、ついでにしるし申
す。3)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내용이 일본 최초의 칙찬집으로 905년 경 성립한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4)의 가나서문(仮名序)을 다분히 의식한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킨슈』는 ‘야마토우타(和歌)’, 즉 일본 고유의 노래에 대해 논하여 한시에서 와카로
의 전환을 선언하고 와카의 규범을 세운 책으로 평가된다. 『고킨슈』의 가나서문 중에서 ‘와카
가 용맹한 군사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점에 대해 『짓킨쇼』는 그것이 “와카에 한정되지 않는
다”고 반박하며 “관현의 덕”을 내세운다. 또한 『고킨슈』에서 ‘와카는 귀신도 감동시킨다’는 말
을 의식하며 “이것은 귀신의 감응을 나타내는 이야기들이 아니지만”이라고 선을 긋는다. 그러
면서 “(사람의) 목숨까지 구하는 (음악의 힘의) 엄중함”에 대해 적는다며 명확히 선언하고 있
다. 즉 『짓킨쇼』의 편자는 와카의 힘이나 공덕에 한하지 않고, 오히려 한시문과 예능까지 범
위를 넓혀서 그 중요성과 덕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러한 『짓킨쇼』 속에서 음악과 춤이 곁들어지는 무악 설화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을까. 『짓
킨쇼』에 나타난 무악을 조사해보면 <표1>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 특이한 점은 서문과 제1권,
제4권에 용례가 보이며 예도에 관한 내용인 제10권에 무악 용례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 <표1>
번호

권화

1

서(序)

2

1권 25화

3

4권 8화

4

10권 20화

5

10권 22화

악곡명

용례수

슌노덴(春鶯囀)

1회

가오온(嘉皇恩)

1회

겐조라쿠(還城樂)

1회

세이가이하(靑海波)

2회

소가이하(滄海波)

3회

만주라쿠(万秋樂)

1회

료오(陵王)

2회

라쿠손(落蹲)

1회

6

10권 25화

겐조라쿠(還城樂)

4회

7

10권 58화

호요라쿠(放鷹樂)

1회

슈후라쿠(秋風樂)

1회

소고코(蘇合香)

1회

만주라쿠(万秋樂)

1회

고로시(胡老子)

1회

8

9

10권 61화

10권 71화

3) 앞의 책, 『十訓抄』, 418쪽.
4) 이하 『고킨슈』로 통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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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짓킨쇼』에 그 용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곡은 겐조라쿠이다. 대체로 여러 곡들
이 한 이야기 속에서 한 번 정도 언급되는데 겐조라쿠는 총 5회의 용례가 세 개의 이야기에
걸쳐 언급된다. 또한 구성상으로는 첫 권인 제1권과 마지막 권 제10권에 관련 설화가 수록된
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짓킨쇼』에는 악곡명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무악(舞樂)에 곡명이 붙어있
기 때문이다. 각 곡에는 춤의 유래, 각각의 춤사위와 동작, 춤별로 정해진 고유의 의상에 대한
내용들이 전해 내려오는 점이 특징이다. 무악은 그것이 속하는 계통의 분류와 발생 유래 또는
근원 설화, 공연되는 행사와 장소, 함께 공연되는 곡목, 공연의 의뢰자, 전승하는 집안 등 복
잡한 관계망 속에서 공연된다. 따라서 하나의 무악의 상징성을 고찰하는 일은 그것을 둘러싼
문화적 문맥을 파악하는 일과 연결된다. 본고에서는 『짓킨쇼』와 그
주변 설화집 간의 분석을 통해 겐조라쿠 설화의 의미를 고찰하고
자 한다. 나아가서는 『짓킨쇼』가 품고 있는 이국 관념에 대해 파악
하는 것이 목표이다.

2. 겐조라쿠의 내용
겐조라쿠는 일명 ‘見蛇樂’이라고도 한다. 그 유래로는 서역 사람
이 뱀을 얻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춤으로 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겐조라쿠는 전용 료토(裲襠)를 입고 가면을 쓰고 채를 손에 들고

<그림1>겐조라쿠(高島千

추는 춤이다. 무구(舞具)로는 뱀 모양 조형물을 사용한다.

春画 『舞楽図』1828年(文
政11)刊国立国会図書館
所蔵)

3. 사면의 기쁨
『짓킨쇼』 제1권의 주제는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일(人に恵を施すべき事)」이다.
제1권의 서문에는 왕 또는 주군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예를 들
면 주군은 사람을 쓰는 데에 있어 가리지 말아야 하며, 아랫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하
며, 신하의 작은 과실을 용서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피하야 한다는 등의 처세술이 실려
있다.
제1권에는 총 57화가 실려 있는데 서문과 같은 교훈적인 내용의 설화가 모여 있는 가운데
제25화에는 귀양지에서 돌아온 후지와라 모로나가(藤原師長: 1138~1192)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①묘온인 뉴도 태정대신(후지와라 모로나가)이 사도 지방(현재의 고치현)에서 귀경했을 때, 안찰사
스케카타 경이 와서 이야기하던 도중에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라고 말씀드리자 대
답은 없이 한시를 읊으셨다.
한강이 홀로 사는 고즈넉한 집
이를 듣고 안찰사는 눈물을 흘리며 나갔다.
②그즈음 대신이 상황의 처소에 가게 되었는데 상황이 “비파를 오랫동안 듣지 못했구나. 그 소리가
정말 그립구나”라고 말씀하시자 대신은 먼저 가오온(하황은)이라는 곡을 연주하셨다. 이어서 겐조라
쿠(환성락)를 연주하시니 마음씀이 정말로 훌륭하셨다고 하겠다.
妙音院入道太政大臣、土佐より帰洛の時、按察使資賢卿参りて、言談のついでに、「さても、なにごと
か候ひけむ」と申されければ、その御返事はなく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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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康独住之栖5)
と詠じ出し給ひたりければ、按察使、涙を落してぞ出でられける。
そのころ、大臣、院参せられたりけるに、「琵琶久しく聞かず。ゆかしくこそ」とて、琵琶をたまひた
りければ、まづ嘉皇恩といふ楽をひく。次に還城楽をひき給へりければ、心ばせいみじかりけり。6)

후지와라 모로나가는 후지와라 요리나가(藤原頼長：1120~1156)의 아들이다. 호겐의 난(保元
の乱)으로 아버지 요리나가가 실각하자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清盛)에 의해 모로나가 역시 고치
지방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 설화는 모로나가가 사면되어 잠시 도읍에 와 있을 때를 배
경으로 하고 있는데 무악 가오온과 겐조라쿠를 가미한 에피소드로 그려져 있다.
이 설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①도읍에서 귀경한 모로나가를 둘러싼 스
케카타와의 만남이다. 스케카타가 오랜만에 만난 모로나가에게 그간의 생활을 묻자 그는 특별
한 설명 없이 한시를 인용하며 “한강이 홀로 사는 고즈넉한 집”과 같은 생활이었다고 답한다.
질문을 한 스케카타 역시 시나노 지방(현재의 나가노 현)의 배류에서 돌아온 것으로 각각 다
른 지방으로 배류되어 도읍을 떠나 있던 두 사람이 복귀한 후에 재회한 장면이다.
두 번째는 ②도읍에 돌아온 모로나가가 오랜만에 고시라카와(後白河) 상황을 알현한 장면이
다. 이때 모로나가는 상황이 비파연주를 청하자 가오온(嘉皇恩)을 먼저 연주하고 이어서 겐조
라쿠를 연주했다. 두 곡명의 뜻을 풀어보면 가오온은 곡명에 한자 그대로 군주의 은덕을 기린
다는 뜻이 있다. 겐조라쿠는 “還京楽”라고도 표기되는 곡으로 여기에는 성(城) 또는 도읍(京)
으로 돌아온다는 뜻이 있다. 즉 모로나가는 감사와 함께 도읍으로 돌아온 기쁨을 두 곡 연주
를 통해 표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사한 이야기가 『짓킨쇼』 보다 조금 앞서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헤이케 이야기(平家物
語)』 제6권에도 실려 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1181년 연호가 요와(養和)로 바뀌고 다이라노
기요모리가 귀양 보냈던 이들이 풀려나 도읍으로 돌아온 때이다.
가 28일 모로나가 공이 태상왕궁에 입궐했다. 비파의 명수인 모로나가 공은 지난
◯

번에 귀양 갔다

나 이번에
돌아왔을 때는 대궐의 편전 툇마루에서 「하왕은(賀王恩)」과 「환성악(還城樂)」을 탔었는데 ◯

는 태상왕궁에서 「추풍악(秋風樂)」을 연주하였다. 어느 경우건 간에 곡의 내용과 때를 고려한 선곡
이었을 텐데 배려하는 마음이 절묘하기 짝이 없었다.7)
가와 ◯
나 의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
가 부분이 『짓킨쇼』의 설화 부분과 연관
인용부는 ◯

된다. 모로나가는 생애 두 번이나 배류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배류는 호겐의 난 때 도사
(土佐) 지방으로 간 것이었고 두 번째 배류는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清盛: 1118~1181)에 의해
오와리(尾張) 지방으로 가게 된 것이었다.
한편 『짓킨쇼』에서는 오와리 지방에서의 에피소드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제10권 23화에서는 아쓰타(熱田) 신사에서 모로나가가 비파를 연주하자 그 음악소리에 감응한
신전이 크게 흔들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와칸로에이슈(和漢朗詠集)』에 나오는 한시의 한 구절. ‘한강’은 『後漢書』 逸民傳에 나오는 인물로 약
을 팔다가 유명해지자 산 속에 은거한 인물.
6) 앞의 책, 『十訓抄』, 66~67쪽
7) 오찬욱 옮김, 『헤이케 이야기』1, 문학과지성사, 2006년, 410쪽. 무악명의 발음은 인용원저의 표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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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온인 태정대신이 오와리 지방에 계실 때의 일이다. 대신은 밤마다 아쓰타 궁에 참배하러 가셨
는데 칠 일 째 되던 날이었다. 달이 한 점 흐린 곳 없이 밝은데 비파를 타시며
바라옵건대 이번 생애에서 지은 세속의 문장의 업으로
라고 낭영을 읊자, 보전이 심하게 흔들렸다.
말세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예도를 다하였다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일이다.
妙音院大臣殿、尾張の国におはしましける時、夜々、熱田宮に参り給ひけるが、七日満じける夜、月
のくまなかりけるに、琵琶をひきすまして、
願はくは、今生世俗文字の業
といふ朗詠をし給ひたりければ、宝殿おびたたしくゆるぎけり。
四の末なれども、道のきはまりぬれば、いとめでたきことなり。8)

모로나가의 비파 소리에 아쓰타 신전이 흔들리며 감응했다는 이야기이다. 즉 오와리 지방에
귀양 가 있을 때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쓰타 궁에 매일 밤 참배하며 간절함을 담아 신
의 마음을 달랬다. 칠 일 째 되던 날 비파를 타며 낭영을 읊자 음악과 한시에 감응하여 신전
의 건물이 요동쳤다는 이야기이다. 『짓킨쇼』의 평자는 모로나가의 음악적 소양이 뛰어났음을
전하고 귀양 생활 중에서도 예도를 다하였다는 점을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설화집 성립 연대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미나모토 아키카네(源顕兼: 1160~1215)
가 1212년~1215년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지담(古事談)』 제6권 24화에서도 역시 유사
한 설화를 찾아볼 수 있다.
24 후지와라 모로나가가 귀양지에서 술회한 일
묘온인 뉴도(모로나가)가 귀양지 도사 지방에서 돌아오셨을 때의 일이다. 스케카타 경이 그의 저택
으로 방문하여 알현드릴 때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라고 물어보시자 대답은 없이 “한강이 홀로 사
는 고즈넉한 집”이라는 시구를 읊으셨다.
二四 藤原師長、配所述懐の事
妙音院入道、配所土佐国より帰洛の時、資賢卿、彼の亭に参向し、面謁の次に、「何の事共か候ひけ
ん」と申されければ、返事はなくて、「幹康独往之栖」と云ふ句を詠じ出だし玉ひたりければ、按察落涙
し退出すと云々。9)

『고지담』의 경우에는 『짓킨쇼』에서 언급한 여러 음악 관련 설화 중에서도 모로나가가 읊은
한시와 관련된 에피소드만 다루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내용, 즉, 요리나가의 실각과 그의
귀양지에서의 생활에 대한 설화를 단순히 문학작품이 성립한 시대순서로 나열하면 『고지담』→
『헤이케 이야기』→ 『짓킨쇼』의 순서가 되는 셈이다. 요리나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각각의
설화집은 미묘하게 초점을 달리하고 있다.
정리해보면 『고지담』에서는 모로나가의 한시와 관련된 에피소드만 다루고 있으며, 『헤이케
이야기』는 음악과 관련된 두 가지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짓킨쇼』는 제1권 25화에서 한시
와 음악과 관련된 두 가지 에피소드를 동시에 다루며 제10권 23화에서 비파 연주에 관해 또
다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즉 『짓킨쇼』에서는 타 설화집에 비해 요리나가의 음악적 소양
에 대한 이야기를 증폭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지담』에서는 한시에 관해서만 이야
기하고 음악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해보면 『짓킨쇼』가 모로나가 설

8) 412~413쪽.
9) 浅見和彦・伊東玉美 編, 『新注 古事談』, 笠間書院, 2010, 287~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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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대하고 수록하는 시각이 음악이라는 면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생환의 기쁨
다음은 『짓킨쇼』 제10권 25화 역시 겐조라쿠와 관련된 설화이다. 이것은 무악전수를 업으
로 하는 마이노시(舞師) 오가노 하루토오(大神晴遠)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이다.
나라 지방에 마이노시로 자(字)를 야마토 박사 하루토오라고 불리는 자가 있었다. 대대로 내려오는
악인으로 겐조라쿠를 추어 군주에게도 봉사해 왔는데 이 춤이 아직 다른 사람에게 전수되기 전에
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늦여름이라 그의 관을 갈참나무 숲 속 나무에 두었다.
(南都に舞の師、字和博士晴遠といふものありけり。重代にて、還城楽を舞ひて、君につかうまつりけ
るほどに、この舞、いまだ人に教へざりけるさきに、病つきて失せにけり。土用のころなりければ、か
の棺を柞の森の木に置けりける。)

그런데 이삼일 지나 나무 앞을 지나가던 나무꾼에게 지나가는데 뭔가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
렸다. 의심스럽게 생각되어 장례를 치른 그 집안에 알려 처와 아이들, 친척들이 가보았다. 그
러자 죽은 줄 알았던 하루토오가 살아 있었다.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이리저리 돌보자 그는
점점 정신이 되돌아와서 염마왕을 만나고 온 이야기를 했다.
나는 염마왕의 궁전에 가서 죄가 정해졌을 때 어느 명관(冥官)이 말하기를 “일본의 마이노시 세
이온이여, 겐조라쿠를 아직 다 전수하기도 전에 그 몸을 지옥으로 불러들였구나. 이번에 돌려보내서
춤을 전수하게 하고 나서 부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때 여러 명이 의논해서 “정말로 그러
하다. 그러면 이번 조라쿠카이 춤을 맡아라”라고 하기에 ‘돌려보내주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살아
났다.
라고 말했다. 친지들은 기뻐하며 “놀랄 정도로 영험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 후, 이 춤을 제자에게 전하고 나서 죽었다. 제자는 상부생(上府生) 스에타카라고 한다.
われ、閻魔王の宮に参りて、罪定められし時、一人の冥官申すやう、「日の本の舞の師、晴遠、いまだ
還城楽を伝へぬさきに、その身を召されたり。今度、返し遣はして、舞を伝へしめさせて、召さるれ
ば、よろしからむ」と申す。その時、おのおの議して、「まことにしかるべし。かつは、今度の常楽会の
舞、仕れ」とて、返さると思ひつるほどに、生き出でたるなり
と語る。親しきものども悦びて、「あさましく、あらたなること」といひけり。
そののち、この舞を弟子に伝へ結ひて、また失せにけり。弟子をば、上府生季高とぞいひける。

이 설화에서 죽었다 살아난 인물은 오가노 하루토오(大神晴遠)로 헤이안 시대 후기 나라 지

興福寺) 소속으로 활동한 악인(樂人)으로 비곡 겐조라쿠를 전승한 인물로 알려

방의 고후쿠지(

져 있다. 제10권 25화는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이 하루토오의 조상 마이비토의 집에는 겐조라쿠의 가면이 여러 개 있었다. ‘후리오모테’라고 이름
붙여 누대로 이것을 전했는데 지금은 나라 지방의 보물이라고 한다. 염마왕의 궁전에서도 춤의 도
를 중시하고 있는 일은 정말 고마운 일이다.
(この晴遠が先祖の舞人の家に、還城楽の面、あまたありけり。ふりおもてと名づけて、重代、これを
伝へたりけるが、今は南都の宝物にてありと聞ゆ。かの王宮にも、この道を重くせらるること、あり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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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し。)

이 설화에는 겐조라쿠 전수를 위해서라면 지옥의 염마왕까지도 죽음의 심판을 면제해주었다
는 내용이 나타나있다. 무악 겐조라쿠의 저력을 보여주는 설화이다.

5. 춤의 힘을 통한 위난 극복
겐조라쿠와 관련된 또 하나의 설화로 제10권 제26화에는 궁중의 아악 연주를 담당하는 영
인(伶人) 스케모토(助元)의 에피소드가 실려 있다.
영인 스케모토는 부역을 게을리한 죄로 좌근부의 영창에 갇혔다. ‘이 영창에는 뱀과 전갈이 산다던
데’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였다. 아니나 다를까 한밤중에 큰 뱀이 찾아왔다. 머리는 기온 축제 때
쓰는 사자머리를 닮았다. 눈은 놋쇠로 만든 주발처럼 해서 삼척 정도나 되는 혀를 날름거리며 큰
입을 벌리고 지금이라도 그를 잡아먹을 것 같았다. 스케모토는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어 부들부들
떨면서 허리춤의 피리를 꺼내어 겐조라쿠의 파(破)를 불었다. 큰 뱀이 오다가 멈추고 머리를 쳐들고
잠시 피리를 듣는 듯하더니 돌아서 떠났다.
伶人助元、府役懈怠のことによりて、左近府の下倉に召し籠めらる。この下倉には蛇蝎のすむなるも
のをと、恐れをなすところに、夜中ばかりに、大蛇、案のごとく来たれり。頭は祇園の獅子に似たり。
眼は金鋺のごとくにて、三尺ばかりなる舌さし出して、大口をあきて、すでにのまむとす。助元、魂失
せながら、わななくわななく、腰なる笛を抜き出で、還城楽の破を吹く。大蛇、来りとどまりて、頸を
高くもたげて、しばらく笛を聞く気色にて、返り去りにけり。10)

뱀과 관련된 겐조라쿠의 유래를 반영한 설화이다. 겐조라쿠의 다른 이름은 한자로 ‘見蛇楽’
라고도 한다. 이 이름에 얽힌 고사로는 서역 사람이 뱀을 잡아서 기뻐하는 모습을 모방한 춤
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겐조라쿠의 마치 고사를 반영한 듯 뱀이 나오며 그
뱀을 음악의 힘으로 제압한다는 요소가 흥미롭게 그려져 있다. 겐조라쿠의 공연 때에는 머리
를 들고 똬리를 튼 뱀의 모형이 제시되는데 마치 그런 모습을 반대로 설화로 그려낸 듯한 묘
사이다.
1233년 성립한 『교쿤쇼』는 나라(奈良)의 악인(樂人) 고마 지카자네(狛近真: 1177~1242)가
무악의 쇠퇴를 한탄하며 각 무악의 분류와 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책으로 당시 전해 내려
오던 무악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종합하여 기록한 최고(最古)의 악서이다. 『교쿤쇼』에는 겐조
라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곡에 대해서. 서역 사람은 뱀을 즐겨 먹는다고 한다. 그 뱀을 구하여 얻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말
로는 다 형용할 수 없다. 그 모습을 본떠서 이 춤을 만들었다.
(此曲者、西国之人好デ虵ヲ食トス、其虵ヲ求メ得テ悦姿、不可説間、模其躰、作此舞之。)11)

스케모토 설화는 겐조라쿠 춤의 기원과 같이 뱀이 나오는 것이 특징인데 뱀이 겐조라쿠 연
주곡을 듣고 그 음악소리에 스케모토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춤

10) 위의 책, 『짓킨쇼』, 415~416쪽.
11) 教訓抄, 76쪽. 한국어역은 졸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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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겐조라쿠의 곡에 관한 것이다. 이야기 전체적으로는 음악의 힘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교쿤쇼』의 겐조라쿠 항목이 아닌 제1권의 ‘라료오(羅陵王)’ 항목에서 겐
조라쿠에 관한 언급이 주목된다. 라료오는 료오라고도 불리며 헤이안 시대에 인기가 있었던
곡이다. 이 곡의 전(囀)으로는 세 가지 전승이 있다. ‘전’이란 곡을 출 때 읊조리는 가사로 한
시 형태로 되어 있다.
一説云、吾罰胡人。古見如来。我国守護。翻日為楽。[浜主伝。]
一説、我等胡人。許還城楽。石於踏泥ノ如。[第二度。光則説。当時用之。]
一説、阿力胡児。吐気如電[初度]。我採頂雷。踏石如泥。[光近説。]12)

각각의 가사는 일본식 한문으로 그 해독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제시된 단
어로 최대한 짐작해보건대 첫 번째 가사에서는 ‘我国守護’로부터 나라를 수호하고 음악을 즐
긴다는 뜻이 있다. 두 번째 가사에는 ‘우리 호인들은 겐조라쿠를 한바탕 춤추네. 돌을 밟으면
진흙과 같이 부서지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가사는 ‘우리 호인들이 숨을 뱉으면 번개
와 같고, 내가 쥔 채는 천둥처럼 울리네. 돌을 밟으니 진흙처럼 부서지네’라는 내용이 들어있
다.
이들 가사들의 특징은 가사가 호인(胡人)의 시점에서 언급된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중국에서부터의 전래를 가진 일본의 무곡 ‘료오’의 가사가 원곡의 전승, 즉 중국의
‘라료오’의 밑바탕에 있는 북방민족의 존재를 깔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한다.13) 즉 이런 점을
고려하면 겐조라쿠에는 북방의 문화 요소를 담은 춤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시 일본
으로 들어가 일본의 무악으로 전승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교쿤쇼』의 료오 항목에 수록된 가사이지만 본고에서는 료오의 전승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료오의 전(囀)에 호인(胡人)이 언급되고 그때 겐조라쿠의 곡명이 함
께 명확히 제시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즉 겐조라쿠에는 뱀을 잡고 기뻐하는 호인의 표상
이 함께 있는데 여기에는 가사에서는 호인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겐조라쿠가 제시되어 있는 것
이다. 이를 통해 보면 겐조라쿠에는 이국표상이 강하게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
이 적어도 『교쿤쇼』 이전부터 확립되어 있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이 이야기는 『고콘초몬주(古今著聞集)』 제20권 726화에도 실려있다. 내용과 문체는 『짓킨
쇼』와 거의 동일하며 아주 약간의 어구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고콘초몬주』는
『짓킨쇼』보다 약 2년 후 1254년에 성립한 책이다. 즉 1250년대 후반에 편찬된 일련의 설화집
흐름 속에 있는데 『고콘초몬주』의 전체를 마감하는 마지막 이야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이야
기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고콘초몬주』는 약 60화에 달라는 『짓킨쇼』의 이야기들을 채
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짓킨쇼』에 나타난 연소자들에 대한 교화 의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춰 적용해 가야한다는 지향이 엿보인다”14)라는 선행연구의 지적을 생각해보면 『고콘
초몬주』는 『짓킨쇼』의 이야기들을 상당히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런 의미에서 보면 『고콘초몬주』 역시 겐조라쿠 설화를 취하고 있는 것은 예도를 중시하는 데
에 있어서 이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한 중세인들의 인식을 살필 수 있다.
12) 教訓抄, 18쪽
13) 王媛(2013)「散楽から舞楽へー芸能伝承の視点からー」『東洋大学「エコ・フィロソフィ」研究』 8, 東洋大
学, 67쪽
14) 원문은 다음과 같다. 「『十訓抄』における年少者への教化意識にも新しい時代に適応していかねばなら
ぬという志向が窺われる。」西尾光一「解説」『古今著聞集』下、新潮社、1986, 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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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오며
『짓킨쇼』는 전체 상, 중, 하권으로 구성된 설화집으로 제1권부터 제10권까지에 약 280화를
싣고 있다. 그중에서 시작권인 제1권과 마지막권인 제10권에 수미를 장식하듯이 겐조라쿠가
묘사되어 있다. 제1권의 큰 제목인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일」에 수록된 이야
기에서는 후지와라 모로나가가 겐조라쿠를 연주한 일에 대해 “마음씀이 훌륭하다”라고 평가된
다. 제10권의 큰 제목인 「재예(才芸)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 일」에서는 오가노 하루토오가 겐
조라쿠 전수라는 과업을 받고 저승에서 살아난 이야기와 스케모토가 겐조라쿠를 통해 뱀의 위
협에서 벗어난 이야기 두 가지를 담고 있다.
이 이야기들은 부분적으로 동시대의 설화집인 『고지담』, 『고콘초몬주』와 유사하면서도 다르
게 실려 있으며 역사에 바탕을 둔 이야기 『헤이케 이야기』나 무악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악서
『교쿤쇼』를 통해보면 『짓킨쇼』의 독특한 시점을 알 수 있다. 『짓킨쇼』는 여러 소재 중에서도
음악의 힘을 가장 강조할 수 있는 테마로 무악 겐조라쿠를 부각시키고 관련 설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겐조라쿠에 담겨 있는 이국 이미지, 뱀과 이방인의 모습은 겐조라쿠가 형성하는 춤의 자장
이 일상에서 벗어난 것, 현실을 넘는 것과 떠올리기 쉽게 하는 요소와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겐조라쿠 관련 설화들은 삶을 공간을 떠난 귀양지, 죽음의 공간, 감옥이라는 어둠의 공
간 속에서 겐조라쿠라는 탄성에 의해 복귀하는 이야기 구조를 담고 있다. 『짓킨쇼』는 여러 무
악 중에서도 겐조라쿠 인용을 통해 음악의 효용을 최대한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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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짓킨쇼는 가마쿠라 시대에 편찬된 설화집으로 중국과 일본의 교훈적 이야기의 모음집이다. 젊
은이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중에서도 음악에 대한 교양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전
체의 마지막 권인 제10권에서는 ‘재(才)’와 ‘예(芸)’에 관련된 여러 설화를 싣고 있다. 본고에
서는 제1권과 제10권의 겐조라쿠(還城樂) 설화에 주목했다. 겐조라쿠는 『짓킨쇼』에서 언급되
는 무악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곡이기도 하다. 각각 제1권 25화에서 1회, 제10권 25화
의 두 개의 에피소드에서 4회 언급된다. 전자에서는 호겐의 난으로 실각했던 후지와라 모로나
가가 귀경한 후에 겐조라쿠를 연주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여기서의 겐조라쿠는 모로나가가 도
읍(城)으로 돌아왔음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음악이다. 제10권 25화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춤
을 전수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마이노시(舞の師) 오가노 하루토오(大神晴遠)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염라대왕이 겐조라쿠를 전승하라는 임무를 주며 살려보낸다. 여기서 겐
조라쿠는 삶의 공간으로 다시 생환하게 되는 계기이다. 제10권 25화의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음악가 스케모토가 뱀을 만난 환난에서 살아난 이야기이다. 이것은 ‘見蛇楽’라고도 표기되는
겐조라쿠의 유래를 반영한 내용이다. 이상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겐조라쿠가 실각, 죽음, 위난
으로부터의 극복을 상징하며 때로는 그 극복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짓킨쇼』는 겐조라쿠 이야기를 통해 음악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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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말기 재난과 그 해결책
- 강증산 전승으로 본 병의 극복과 방법대진대(고남식)

1. 머리말
재난(災難)은 일반적으로 전염병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가리
킨다. 지금 전염병으로서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며 유행하여 우리의 일상을 단절
시키고 있다. 한 나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를 꽁꽁 묶어 이제는 현대인들의
삶을 새로운 양상으로 변모 시킨지 오래이며 코로나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1920년대 스페인 독감이 유행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인명(人命)을 앗아갔지만
21세기를 지나 세계가 한 집안이 되며 최첨단 문명사회로의 발전과 경쟁에 촌각이 바쁜 전
세계인류를 코로나 팬데믹 병겁 사태는 쉽게 넘기 어려운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조선조에서도 각종 자연재해 속에서 많은 전염병이 발생해서 국가 사회적으로 민중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었다. 근세 100년 사이에 한국종교와 정신사를 대표할 만한 세 사람의 인물
이 있었다. 수운과 증산과 소태산이 그들이다. 수운은 1860년에 천도교를, 증산은 1900년에
증산교를, 소태산은 1916년에 원불교를 창립하여 순수 한국종교를 내놓음으로써 근대 한국정
신사의 주맥을 이룩하고 있다. 수운의 질병(疾病) 증산의 병겁(病劫) 소태산의 병든 사회라는
「병관문제」를 갖고 있으며 시대배경에 크게 관련되어 있다.15)
이글은 조선말기 동학과 함께 조선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강증산의 활동에 대해 재난과
연관해서 그에 관한 전승을 중심으로 병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으
로 진행되었다.
2장에서는 조선 말기에 주목하여 그 시기 발생한 재난인 병의 발생 양상을 개괄하고, 조선
말기에 주장된 강증산 전승에 나타난 병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병에 대한 해결책을
인성(人性)의 문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면에서 찾아 보았다.

2. 조선말기의 유행병(流行病)과 강증산 전승으로 본 병(病)
조선 말기를 중심으로 병과 관련된 재난을 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1800년대 일세기에 걸
쳐 우리나라 전역에 크게 유행을 일으켰던 유행병(流行病)은 사회적 동기이고 수운 증산의 괴
질, 병겁사상과 관련이 있다. 당시 전염병의 대표적인 것은 콜레라 였던 것 같다. 1808년(순
조 8) 7월 충청도에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고 1821년(순조 21) 8월에 평양부와 인근
일대에 괴질이 유행하여 사망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순조실록에
의하면 윤행(輪行) 괴질이 유행하여 이 병에 걸리면 토사곽난(吐瀉霍亂)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15) 김홍철, 「근대 한국종교사상에 있어서의 병관연구」,『원대 논문집』 제11집,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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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 약이 혀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이듬해인 1882년 7월에는 경기 황해 전라도에
만연하여 사망자가 무수했고 또 10월에는 제주도에도 려질(沴疾)이 심하여 사망자가 다수에
이르렀다. 이 병은 그 이듬해까지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발생을 일으켰던 것이다. 10년 후 인
1833년(순조 33) 5월에 서울에서 전염병이 심했고, 1834년 1월에는 서울에 전염병이 심하여
길가에 시체가 즐비하고 해골이 굴러다녔다고 한다. 1835년(헌종 1)에도 전국에 전염병이 크
게 유행하여 1841년 12월에도 전국에 전염병이 성행했다는 기록이 있고 1895년 9월에도 나
쁜 병이 전국에 퍼졌다는 기록이 있다. 1860년(철종 11) 7월에도 서울에 전염병이 유행했고
이듬해 10월에도 괴질이 유행했으며, 11월에도 괴질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하여 유행병이 심했
던 것을 알 수 있다. 1864년에는 평양부에 질병으로 사망자가 이어 졌고 1879년(고종16) 7월
에도 유행병 때문에 별려제일(別厲祭日)을 점치지 않고 설행(設行)하였으며 또 각영 각사에 명
하여 중죄인(重罪人) 외에는 모두 석방하는 등 유행병에 대처했던 기록 등이 있다. 서구세력의
동점,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 불안 특히 유행병의 만연(蔓延)은 수운과 증산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세계는 온통 질병으로 가득차 있었고 이 질병으로
부터의 구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16)
이글은 조선 말기 동학과 함께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강증산의 활동에 대해 그에
관한 전승을 중심으로 병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강증산 전승에서 재난
(災難)은 선천(先天)이라는 시간의 시작부터 유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수화풍(水火風)으로부터
오는 예측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이 세상에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병과 관련된 재난이 있
기는 했으나 수화풍처럼 지속적으로 크게 불행을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조선
말기 이후 부터는 ‘병겁(病劫)’이 크게 일어나 인류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
다.
첫째, 병의 발생 원인은 하늘의 자체의 문제이다.
증산은 당대의 하늘의 작용을 묵은 하늘의 폐단으로 보고 이 묵은 하늘이 사람에게 재난과
병을 준다고 하였다.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이후에 일용 백물이 모두 핍절하여 살아 나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뜯어고치지 못하면 안되느니라」 하시고 사흘 동안 공사를 보셨도다. 상제께서
공사를 끝내시고 가라사대 「간신히 연명은 되어 나가게 하였으되 장정은 배를 채우지 못하여 배 고
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달하리라」하셨도다.17)
증산이 인지한 과거 세상의 문제는 하늘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 하늘은 묵은 하늘로 명명
(命名)되는데 하늘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이 지대함을 볼 때 ‘묵은’이라는 말이 세상에 생기(生
氣)를 줄 수 없는 병든 상태를 암시하고 있다. 하늘의 원리와 작용은 신(神)과 관련된 것이므
로 신의 세계의 인간계에 대한 작용에 문제가 있음을 이다. 묵은 하늘을 지배한 관계되는 이
에 사람을 병들어 죽게 하는 공사를 보았고 그 여파로 물자의 핍절(乏絶)이 일어나 사람들이
고통 속에 간신히 목숨을 지탱하는 비극적 상황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와룡리 신 경수의 집에서 공우에게 「너의 살과 나의 살을 떼어서 쓸데가 있으니 너의 뜻이 어
16) 김홍철, 앞의 논문,108-110쪽.
17) 공사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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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하뇨」고 물으시기에

그가 대하여 말하기를 「쓸 곳이 있으시면 쓰시옵소서」 하였도다. 그

후에 살을 떼어 쓰신 일은 없으되 다음날부터 공우가 심히 수척하여 지는도다. 공우가 묻기를
「살을 떼어 쓰신다는 말씀만 계시고 행하시지 않으셨으나 그후로부터 상제와 제가 수척하여
지오니 무슨 까닭이 오니까.」 상제께서 「살은 이미 떼어 썼느니라. 묵은 하늘이 두 사람의 살
을 쓰려하기에

만일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배은이 되므로 허락한 것이로다」고 일러주셨

도다.18)
묵은 하늘의 사람에 대한 악영향은 증산과 그의 제자의 경험 속에서 증명되고 있다. 사람의
살을 쓴다는 것으로부터 묵은 하늘이 인간에게 주는 병적(病的) 피해를 생각할 수 있다. 증산
과 그의 제자가 수척(瘦瘠)해졌다는 것은 이를 보여주는 실례(實例)가 된다.
둘째. 병의 발생 원인은 근대 시기 인간이 태동시킨 물질문명의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병은 인간 세상과 자연과 관련된 신의 세계의 부조화(不調和)로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현 시대의 병은 17세기 이후 발달된 과학(科學) 물질문명(物質文明)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이마두)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
은 천국의 모형을 본 딴 것이라」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
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
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 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최 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
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
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19)
위에서 세상의 병과 관련해서 보면, 서양 문명이 물질애 치우쳐서 발생되게 된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즉 그 문명이 인류의 교만(驕慢)을 조장하고, 천리(天理)를 흔들며 자연을 정복한
세 가지 면이 그 폐단으로 나타난다. 이로부터 죄(罪)와 악(惡)이 계속되어 신도(神道)라는 질
서가 권위를 잃게 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늘과 인간 사이의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이로부터 천지인 삼계의 혼란이 발생했으며, 결국에는 ‘도의 근원’이라는 본원(本原)의 질서가
끊어지게 된 것으로 증산은 말하였다. 나아가 이는 병이 세상에 만연(蔓延)되게 된 요인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렇게 발생된 병을 고치고자 최제우에게 세상을 구제할 대도(大道)를 내
렸으며 증산의 뜻이 최제우를 통해 잘 발현되지 못해 자신이 탄강하여 문제가 되는 병을 고치
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셋째, 병의 발생 원인은 인간의 허물과 관련됨을 볼 수 있다.
18) 공사 3-13.
19) 교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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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공우에게 마음속으로 육임(六任)을 정하라고 명하셨도다. 공우가 생각한 여섯 사람 중
한 사람이 불가하다 하시여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정하였더니 이 사람들을 부르사 불을 끄고
동학 주문을 외우게 하여 밤새도록 방안을 돌게 하다가 불을 켜 보게 하시니 손 씨가 죽은 듯
이 엎어져 있느니라. 상제께서 「나를 부르라」고 그에게 이르니 그는 겨우 정신을 돌려 상제를
부르니 기운이 소생하니라. 상제께서 이 일을 보시고 종도들에게 「이는 허물을 지은 자니라.
이후에 괴병이 온 세상에 유행하리라. 자던 사람은 누운 자리에서 앉은 자는 그 자리에서 길
을 가던 자는 노상에서 각기 일어나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혹은 엎어져 죽을 때가 있으
리라. 이런 때에 나를 부르면 살아나리라.」고 이르셨도다.20)
증산이 제자들을 만나 가르침을 주는 과정에서 보니 한 사람이 엎어져 있어 그에게 허물을
지은 사람이라 하고 소생(甦生) 시켜준 후에 괴병에 대해 말하고 있다. 병과 인간의 죄가 관계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된다.
김 형렬이 출타하였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예수교 신자 김 중구(金重九)가 술이 만취되어
김 형렬을 붙들고 혹독하게 능욕하는지라. 형렬이 심한 곤욕을 겪고 돌아와서 상제께 사실을
아뢰니 상제께서 형렬에게 「청수를 떠 놓고 네 허물을 살펴 뉘우치라.」 형렬이 명하신 대로
시행하였도다. 그후 김 중구는 한때 병으로 인해서 사경에 해매였다고 하느니라. 이 소식을
형렬로부터 들으시고 상제께서 다시 그에게 충고하시기를 「금후에 그런 일이 있거던 상대방을
원망하기에 앞서 먼저 네 몸을 살피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 만일 허물이 네게 있을 때에는 그
허물이 다 풀릴 것이오 허물이 네게 없을 때에는 그 독기가 본처로 돌아가리라」 하셨도다.21)
위에서 증산의 제자인 김형렬이 까닭없이 능욕(凌辱)을 당해서 증산이 김형렬에게 허물을
뉘우치라고 하자 상대방인 김중구가 병에 걸려 사경(死境)에 빠졌다는 것은 인간의 허물이 병
의 원인이 됨을 보여준다. 즉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그에게 병이 걸린다는 것이다.
한편 조선말기 증산의 병(病)에 대한 견해와 해결책은 일반적으로 『病勢文』22)이라고 알려져
있는 글을 통해 볼 수 있다. 증산은 세상의 病을 치료하고자 자신의 일생 동안 노력하였고 이
를 위해 자신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天地公事」(1901-1909)라는 병을 퇴치하고 구원된 이상
세계를 만들어 가는 행적을 9년간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 병세문이라고 하는 장문(長文)의 글
로 병에 대한 증산의 견해는 그의 병관과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잇다.
증산은 병을 크게 둘로 나누어 대병(大病)과 소병(小病)이 있다고 하였다. 대병은 인간의 마

20) 예시 41.
21) 교법 2-28.
22) 거처하시던 방에서 물이 들어있는 흰병과 작은 칼이 상제께서 화천하신 후에 발견되었는데 병마개로 쓰인
종이에 吉花開吉實 凶花開凶實 의 글귀와 다음과 같은 글들이 씌어 있었도다. 病有大勢 病有小勢 大病
無藥 小病或有藥 然而 大病之藥 安心安身 小病之藥 四物湯八十貼 祈禱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 大病出於無道 小病出於無道 得其有道 則大病勿藥自效 小病勿藥自效 至氣今至四
月來 禮章 醫統 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烈 是故天下皆病 病
勢 有天下之病者 用天下之藥 厥病乃愈聖父 聖子 元亨利貞奉天地道術藥局 在全州銅谷生死辦斷 聖身
大仁大義無病 三界伏魔大帝神位遠鎭天尊關聖帝君 知天下之勢者 有天下之生氣 暗天下之勢者 有天下
之死氣 孔子魯之大司寇 孟子善說齊粱之君 西有大聖人曰西學 東有大聖曰東學 都是敎民化民 近
日日本文神武神 幷務道通朝鮮國 上計神 中計神 下計神 無依無托 不可不文字戒於人 宮商角徵羽 聖
人乃作 先天下之職 先天下之業 職者醫也 業者統也 聖之職聖之業.(행록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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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관련이 있고, 소병은 인간의 육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병
은 모두 ‘무도(無道)’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무도와 관련된 병은 특별히 무도병이라
고 증산은 정의하였다.
그러면 이 무도병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국가와 가정 그리고 교육의 장인 학교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大病出於無道
小病出於無道
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烈 是故 天下皆病23)
증산에게 있어 무도병은 천하가 다 병든 것으로 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는 세
상에 충효열(忠孝烈)로 대표되는 덕목이 없어져서 천하가 모두 병들었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
다.

3. 병(病)으로부터의 해결책
고려시대 전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은 개략적으로 김남주24)는 1. 의학적 대책으로서 약
의 분급과 의원의 파견각종 구료제도. 2. 무속적 대책으로 역신을 逐鬼하는 城隍과 諸神에 제
사. 3. 유교적 災異論에 따른 정치적 대책으로 죄수 사면, 조세감면(恩免制, 災免制), 納贖補
官制, 賑貸制 등을 지적하였다. 송호정25)은 여제와 반야도량, 초제, 등과 같은 각종 종교적 의
례거행과 더불어 구제도감과 동서대비원의 설치 등 제도적인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의학적
대응에 관해서는 주로 『鄕藥救急方』, 『御醫撮要方』 등 의학서의 출간만을 언급하였다.26)
앞 장에서 살펴본 재난으로서의 병에 대한 해결책을 증산의 주장을 통해 보기로 한다.
첫째, 일반적인 면에서의 약재(藥材)의 복용이다.
증산은 병에 대해 복용하는 약(藥)과 관련해서 보면 대병에는 약이 없고 소병에는 한의학과
관련해서 사물탕(四物湯) 팔십 첩이 약이 된다27)고 하였다.
둘째,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각성과 실천이다.
증산은 다음과 같이 지나온 시대의 재난을 이야기하고 특히 앞으로 나타날 병에 대해서 새
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23)
24)
25)
26)
27)

행록 5-38.
김남주, 『고려시대 유행한 전염병의 사적 연구』,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논문, 1988.
송호정, 「고려시대 疫疾에 대한 연구」,『명지사론』11·12합집,명지사학회,2003.
이현숙, 「전염병, 치료, 권력」,『이화사학연구』34집,3쪽.
病有大勢 病有小勢 大病無藥 小病或有藥 然而 大病之藥 安心安身 小病之藥 四物湯八十貼(행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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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에서 한수만 높으면 이기나니라. 남이 모르는 공부를 깊이 많이 하여두라. 이제 비록 장량(張
良)․제갈(諸葛)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어느 틈에 끼어 있었는지 모르리라. 선천개벽 이후부터 수한
(水旱)과 난리의 겁재가 번갈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진탕하여 왔으나 아직 병겁은 크게 없었나니 앞
으로는 병겁이 온 세상을 뒤엎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책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의통을 잘 알아 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 봄으로부
터 이 동토에서 다른 겁재는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남았으니 몸 돌이킬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
려 오듯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28)
위에서 지금의 세상을 있게 한 개벽을 선천의 개벽이라하고 이 시대까지 재난으로서 장마와
가뭄 그리고 난리라는 겁액이 인간 세상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며 인간들이 큰 피해를 입어
왔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20세기 초에 증산이 지적한 주목되는 재난은 병겁이 크게 인류사회
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직 병겁은 크게 없었나니 앞으로는 병겁이 온 세상을 뒤엎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책이 없다’ 하고 이어서 ‘다른 겁재는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남았으니 몸 돌이킬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려 오듯 하리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귀한 약재도 중요하나 병겁이라는 재난에서 피하는 길로 ‘의통(醫通)’을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산이 말한 의통의 길과 방법은 먼저 인간의 인성과 관련된 면으
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9)

증산의 병겁·재난에 관한 교설은 도덕붕괴를 가리키는 비유로 받아들여야하며, 그의 해원,인
존, 평등 사상 등을 이 병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의통 즉 도덕 재건의 큰 방문(方文)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30) 증산은 병이 인간 각자의 생활 속의 언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다음과 같이 인간의 욕망과 관련지어 바른 마음과 결정을 해야됨을 밝혔다.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
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
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
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퉁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31)
인간은 욕망적 존재로 이 욕망에 의한 인간의 말과 행동 여하에 따라서 병이 발생될 수 있
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삶 속에서 마음을 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게 된다. 개인적 왜곡(歪曲)에 따라 범사에 대처하는 삶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는
후천 세상에서 신명에 의한 제재(制裁)와 벌(罰)이 내려짐을 경계하여 인간의 도덕성을 강조하
고 있다. 이에 증산은 천하의 대세를 알아야 병과 반대되는 생(生)의 기운을 지닐 수 있다고
하였다.

28)
29)
30)
31)

공사 1-36.
先天下之職 先天下之業 職者醫也 業者統也聖之職聖之業(행록 5-38)
정현숙, 「증산사상과 도덕교육」,『수원대학교 논문집』12집,17쪽.
교법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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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天下之勢者 有天下之生氣
暗天下之勢者 有天下之死氣
천하에 나타나는 형세 즉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알고자하는 노력속에서 인간은 생기를 얻을
수 있고 그와 반대인 경우에는 병에 걸려 죽을 수 있는 사기(死氣)를 지닐 수 있음을 경계하
였다. 천하 즉 세계에는 시시각각으로 수 많은 인간의 사고와 주의 주장들이 나타나며 그 대
세를 따라 세력(勢力)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천하의 형세에서 어떠한 인성으로 도덕적 판단
을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명제이며 판단인가 하는 인식이 관건이 됨을 보게 된
다. 이러한 논리를 따라 증산은 더욱 더 큰 차원에서 인(仁)과 의(義)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大仁大義無病
感通神明然後 事其事則謂之大仁大義也32)
무병이 될 수 있는 인간의 덕성은 대인과 대의가 되는데 이 대인과 대의는 ‘신명(神明)’과
관계되는 원리임을 볼 수 있다. 기존의 관념에서 인간의 인과 의를 크게 하는 것만이 아닌 신
적 존재와의 소통을 통한 언행과 실천을 보여준다. 신명은 자연의 질서와 관련이 있는 차원으
로 여기에서 무병(無病)의 길이 자연과의 연대와 공감을 통한 협합적(協合的) 차원의 인간의
반복되는 덕성의 도야(陶冶)임을 생각할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코로나 사태를 맞아 국가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과거와 같은 일
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며 단절(斷折)과 개인의 내면적 스트레스로 모
두가 극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글은 조선말기 강증산 전승을 중심으로 인류의 재난인 병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책을 찾아 본 것이다.
첫째, 병의 발생 원인은 하늘의 자체의 문제이다.
증산은 당대의 하늘의 작용을 묵은 하늘의 폐단으로 보고 이 묵은 하늘이 사람에게 재난과
병을 준다고 하였다.
둘째. 병의 발생 원인은 근대 시기 인간이 태동시킨 물질문명의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병은 인간 세상과 자연과 관련된 신의 세계의 부조화(不調和)로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현 시대의 병은 17세기 이후 발달된 과학(科學) 물질문명(物質文明)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병의 발생 원인은 인간의 허물과 관련됨을 볼 수 있다.
김형렬이 허물을 뉘우치자 상대방인 김중구가 병에 걸려 사경(死境)에 빠졌다는 것은 인간의
허물이 병의 원인이 됨을 보여준다.
한편 조선말기 증산의 병(病)에 대한 견해와 해결책은 일반적으로 『病勢文』이라고 알려져
있는 글을 통해 볼 수 있다. 증산은 병을 크게 둘로 나누어 대병(大病)과 소병(小病)이 있다고
하였다. 대병은 인간의 마음과 관련이 있고, 소병은 인간의 육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온
32) 제생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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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병은 모두 ‘무도(無道)’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무도와 관련된
병은 특별히 무도병이라고 증산은 정의하였다.
재난으로서의 병에 대한 해결책을 증산의 주장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면에서의 약재(藥材)의 복용이다.
증산은 병에 대해 복용하는 약(藥)과 관련해서 보면 대병에는 약이 없고 소병에는 한의학과
관련해서 사물탕(四物湯) 팔십 첩이 약이 된다33)고 하였다.
둘째,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각성과 실천이다.
진귀한 약재도 중요하나 병겁이라는 재난에서 피하는 길로 ‘의통(醫通)’을 말하였으며 증산
이 말한 의통의 길과 방법은 먼저 인간의 인성과 관련된 면으로 나타난다.
증산은 병이 인간 각자의 생활 속의 인간의 욕망과 관련됨으로 진심에 따른 바른 마음과 결
정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천하의 형세에서 어떠한 인성으로 도덕적 판단을 자신이 만들
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명제이며 판단인가 하는 인식이 관건이 됨을 보게 된다. 무병이 될 수
있는 인간의 덕성은 대인과 대의가 되는데 이 대인과 대의는 ‘신명(神明)’과 관계되는 원리임
을 볼 수 있다. 기존의 관념에서 인간의 인과 의를 크게 하는 것만이 아닌 신적 존재와의 소
통을 통한 언행과 실천을 보여준다. 신명은 자연의 질서와 관련이 있는 차원으로 여기에서 무
병(無病)의 길이 자연과의 연대와 공감을 통한 협합적(協合的) 차원의 인간의 반복되는 덕성의
도야(陶冶)임을 생각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전경』
김남주, 『고려시대 유행한 전염병의 사적 연구』,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논문, 1988.
김홍철, 「근대 한국종교사상에 있어서의 병관연구」,『원대 논문집』 제11집,1977.
송호정, 「고려시대 疫疾에 대한 연구」,『명지사론』11·12합집, 명지사학회,2003.
이현숙, 「전염병, 치료, 권력」,『이화사학연구』34집.
정현숙, 「증산사상과 도덕교육」,『수원대학교 논문집』12집.

33) 病有大勢 病有小勢 大病無藥 小病或有藥 然而 大病之藥 安心安身 小病之藥 四物湯八十貼(행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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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상사에서 보는 『맹자』 독해
-이토 진사이의 『맹자고의』를 중심으로-

이기원(강원대)

Ⅰ. 머리말
일본에서도 『맹자』는 고대부터 수용되었다. 노구치 다케히코가 지적하는 것처럼 “맹자를
싣고 일본으로 향하는 배는 반드시 침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맹자』에는 일본사회에서
금기시되는 부분이 있다.1) 이렇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맹자가 주장한 역성혁명과 같은 정치
문제에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일본의 유자들은 『맹자』를 선별적으로 수용했다. 고문사학을 주창한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는 『맹자식(孟子識)』을 썼지만 『맹자』 「양혜왕」 일부의 주
해에서 그쳤다. 소라이의 제자 다자이 슌다이(太宰春台, 1680~1747) 역시 맹자의 성선설을 비
판했으며 역성혁명 등 정치적 측면에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고학파인 이토 진사
이(伊藤仁斎, 1627~1705)는 『맹자』를 중요한 경서로 인식하여 『맹자고의』를 집필했다. 『맹자
고의』는 『맹자』 전체를 주석한 것으로 『논어고의』와 함께 진사이의 대표적 저작에 속한다. 이
처럼 고학파 내에서도 『맹자』 이해는 차이가 선명하다.
본고는 고의학(古義學)을 제창한 이토 진사이의 『맹자고의』 를 중심으로 『맹자』 가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를 고찰한다. 진사이는 『맹자고의』 외에도 『논어』와 『맹자』의 주요 개념을 기
술한 『어맹자의(語孟字義)』를 저술했다. 또한 초학자를 대상으로 유가의 기본 개념을 대화형
식으로 기술한 『동자문(童子問)』 에서도 맹자 관련 기술이 있다.
진사이는 고의학적 방법으로 경서를 주해한다. 진사이학의 목적은 ‘고의(古義)’를 밝히는데
있다. 진사이는 『논어』와 『맹자』를 숙독하고 정밀하게 생각하여 성인(공맹)의 ‘의사어맥’(意思
語脈)과 의미혈맥(意味血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성인의 도가 무엇인지를 확연히 알
게 된다고 하면서 ‘자의(字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고야스 노부쿠니는 진사이에 대해 생생
한 삶의 현장에서의 인륜적 실천을 강조했다고 평하면서 이러한 진사이학은 인륜적 세계에 사
상의 지평을 두었다고 규정한다.2) 구로즈미 마코토는 일본유교의 체계화라는 틀에서 진사이학
의 성격을 규정한다.3) 미야가와 야스코는 진사이의 왕도론이 구체적인 경세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도덕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했다.4)
본고는 진사이의 고의학에서 『맹자』의 위치와 함께 『맹자고의』를 관통하는 중심 개념인 ‘천
하공공(天下公共)의 도’라는 측면에서 왕도론의 의미, 성인의 도의 관계, 도덕과 인간 이해와
그 실천의 문제를 고찰한다. 또한 ‘공공’의 개념이 『맹자고의』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1) 野口武彦, 『王道と革命の間』, 筑摩書房, 1986, 6쪽.
2) 子安宣邦, 『伊藤仁齋』, 東京大学出版会, 1982, 54쪽.
3) 黒住真, 『近世日本社会と儒教』, ペリカン社, 2003, 참조.
4)宮川康子,
「仁斎古義学の革命性-有鬼と無鬼の系譜」,
『京都産業大学日本文化研究所紀要』第25号,
2020, 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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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진사이의 고의학에서 『맹자』 독해가 갖는 의미를 전망하
고자 한다. 『맹자고의』는 『논어』에 제시된 ‘도의 세계’의 실천을 위한 저서이다. 진사이의 고
의학적 방법에서 이러한 『맹자고의』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맹자고의』의 고찰은 중요한 문제를
함의하고 있다.

Ⅱ. 고의학적 방법과 맹자
진사이가 경서 해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어맥’과 ‘혈맥’이다. 어맥과 혈맥은 유교
의 정통성 계승 문제와 관련된다. 정통과 이단 구분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어맥과 혈맥이다. 고의학에서 어맥과 혈맥은 공자의 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성인의
어맥과 혈맥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소(注疏)에 의한 경서의 독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에 대해 진사이는 “집주의 장구를 통달한 뒤에는 주석을 모두 버리고 다만 본문을 취하여
숙독하고 자세히 음미하여 ··· 공맹의 본지를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저절로 마음과
눈에 명료하게 깨우칠 수 있다”고 했다.5) 여기에서 보듯이 경서를 읽는 처음에는 주희의 『집
주』를 참고서로 하여 읽고 자력으로 읽을 수 있게 되면 주석서를 버려야 한다. 고의학은 주소
에 의지하지 않고 경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사이는 『어맹자의』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일찍이 배우는 자들을 가르칠 때에 어맹 두 책을 숙독하여 정밀하게 생각하고 성인의 의사어맥을
마음과 눈에 명료하게 할 수 있다면 즉 오직 공맹의 의미혈맥을 알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자의를 이해하
여 큰 오류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 했다. 자의는 학문에서 실로 작은 것이지만 하나라도 그 의를 잃으면
해됨이 적지 않다. 단지 실로 하나하나 이것을 어맹에 기초하여 그 의사어맥에 합한 후에 가능할 것이
다. 틀린 것을 쫓아 자기의 사견으로 뒤섞지 말라 ··· 그러므로 『어맹자의』 한 편을 지어 고의의 뒤에 붙
인다.6)

여기에서 보듯이 『논어』와 『맹자』를 숙독하고 정밀하게 생각하여 성인의 ‘의사어맥’을 알게
된다면 공맹의 ‘의미혈맥’을 알게 된다. 어맥과 혈맥을 알기 위한 기초는 ‘자의’이다. 따라서
어맥은 『논어』와 『맹자』의 문장 사이에 흐르는 문장의 계승성이며 혈맥은 이 두 경서의 사상
적 계승성을 의미한다. 진사이가 강조하는 ‘고의’의 사전 격에 해당하는 것이 『어맹자의』이다.
고의학은 『논어』와 『맹자』의 자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논어』와 『맹자』의 의도가 되는
어맥과 혈맥을 따라 자의를 해명하는 방법이다.7) 공자와 맹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 의미대로 자의를 해명한다는 것이 진사이의 방법이었다.
진사이는 『논어』를 ‘최상지극우주제일서(最上至極宇宙第一書)’라고 했다.8) 『논어』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진사이의 고의학에서 『논어』가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다. 이어 진사
이는 『맹자』에 대해 “『맹자』는 또한 『논어』에 버금가는 것으로 공자의 뜻을 밝힌 책이다. 그
5) 伊藤仁齋, 『童子問』卷上, 2章, “苟集註章句, 旣通之後, 悉棄去註脚, 特就正文, 熟讀詳味...則其於孔孟
之本旨, 猶大寐之頓寤, 自瞭然于心目之間矣.”
6) 伊藤仁齋, 『語孟字義』卷上序, “予嘗敎學者以熟讀精思語孟二書, 使聖人之意思語脈能瞭然于心目間焉.
則非惟能識, 孔孟之意味血脈, 又能理會其字義, 而不至于大謬焉. 夫字義之於學問固小矣, 然一失其義,
則爲害不細, 只當一一本之於語孟, 能合其意思語脈, 而後方可妄意遷就, 以雜己之私見, ··· 故著語孟字
義一篇以附諸二書古義之後.”
7) 子安宣邦, 『江戸思想史講座』, 岩波書店, 1998, 93쪽.
8) 伊藤仁齋, 『童子問』卷上, 5章, “故論語一書, 實爲最上至極宇宙第一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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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는 요순의 도는 효제일 뿐이라 하고 또한 역시 이해하기 어렵고 실행하기 곤란하며 고원
하여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배척하고 ··· 오로지 인의의 뜻을 주창했다. 그러므로 ( 『맹
자』는) 『논어』의 의소”라고 단언한다.9) 이처럼 『맹자』는 현실에서의 실천을 위한 것으로 『논
어』의 의소(義疏), 즉 『논어』의 주석서에 해당한다. 『논어』의 알기 어려운 부분은 『맹자』를 읽
으면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맹자』를 통해 『논어』를 독해하는 방법이다. 『논어』는 『맹
자』를 거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맹자』는 『논어』의 뜻을 따라 주해한 것, 즉 공자의 어맥과
혈맥에 따라 주해한 것이다.
묻습니다. 선생님은 이전에 『맹자』는 『논어』의 의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는 자는 오로지 『논어』
만 읽고 『맹자』는 반드시 읽지 않아도 해는 없는 것입니까? (진사이가)말하길 그렇지 않다. 주라는 것은
원래의 경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배우는 자는 『맹자』를 숙독하지 않으면 『논어』의 뜻에 절대로 도달
할 수 없다. (『맹자』는) 『논어』를 건너는 나루와 뗏목이다.10)

여기서 보듯이 『논어』는 의미가 제시되어 있으며 『맹자』는 의미에 대한 실천이 제시된 책이
다. 『논어』라는 ‘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가 되는 『맹자』를 읽어야만 한다. 『맹자』는 『논
어』로 들어가는 통로인 셈이다. 진사이는 『맹자』의 저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맹자』라는 책은 혹자는 맹자의 자저라 하고 혹자는 문인이 편찬한 것이라 한다. 지금
그 책을 상세히 살펴보니 체제가 각기 다르며 요지가 돌아가는 것도 또한 다르니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닌 듯하다. 양혜왕, 등문공 두 편은 하나이고 이루, 진심 두 편이 하나이다. 공손추, 만장, 고자
세편이 각기 하나이다. 아마도 공손추, 만장 두 편은 공손추와 만장이 기록한 듯하다. 그 밖의 편들은 혹
맹자의 글이 섞여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이 책의 전 세 편은 맹자의 사업 출처를 기록했고 이루편
에 와서 비로소 의론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제 앞의 세 편을 상맹, 뒤의 네 편을 하맹으로 정한다.11)

일반적으로 『맹자』는 맹자의 자저(自著)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진사이는 체제가 각기 다르
며 뜻이 귀착하는 바에도 구별이 있어서 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진사이는 『맹자』 7편의 체제가 다르다는 것에서 여러 사람이 『맹자』를 지은
것이라 본다. 진사이는 ‘공손추’와 ‘만장’을 공손추와 만장이 지었다고 단정하면서 ‘양혜왕’,
‘공손추’, ‘등문공’편을 상맹에, ‘이루’, ‘만장’, ‘고자’, ‘진심’편을 하맹으로 나누고 있다. 이어
진사이는 “옛 사람의 학문은 경세에 힘써 수신으로 근본으로 삼고 명도를 우선으로 삼으니 모
두 경세로 돌아간다”고 했다.12) 『맹자』는 ‘경세’라는 목적을 위해 수신과 도를 밝히는 ‘명도’
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 수신을 위해서는 그 방법이 되는 ‘도’를 알아야만 한다. ‘도’를 알

9) 伊藤仁齋, 『童子問』卷上, 5章, “孟子之書, 又亞論語, 而發明孔子之旨者也, 其言曰, 堯舜之道, 孝弟而
已矣, 又斥其難知難行高遠不可及之說, ··· 而專唱仁義之旨, 蓋論語之義疏也.”
10) 伊藤仁齋, 『童子問』卷上, 7章, “問, 先生旣以孟子爲論語之義疏. 然則學者專讀論語, 而至於孟子, 則
雖不必讀, 無害歟. 曰不然. 註者所以求通夫經也. 學者不熟讀孟子, 必不能達於論語之義. 蓋論語之津
筏也.”
11) 伊藤仁齋, 『孟子古義』 <孟子古義總論>, “孟子之書, 或以爲孟子自著, 或以爲門人之所撰. 今詳其書,
體製各殊, 旨歸亦別, 似不出於一手. 蓋梁惠王․ 藤文公二篇是一體, 離婁․ 盡心二篇是一體, 公孫丑․ 萬
章․ 告子三篇, 各是一體. 竊疑公孫丑․ 萬章二篇, 是公孫丑․ 萬章之所記, 而其他諸篇, 或雜以孟子之筆
歟, … 此書前三篇, 備記孟子事業出處, 至於離婁篇, 始及議論. 故今定以前三篇爲上孟,後四篇爲下孟.”
12) 伊藤仁齋, 『孟子古義』 <孟子古義總論>, “蓋古人之學, 以經世爲務, 而脩身以爲之本. 明道以爲之先,
皆所以歸夫經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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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경세’의 방법도 자연히 알게 된다. 이처럼 진사이는 『맹자』를 ‘경세의 도’를 알기 위
한 저술로 간주한다.
진사이는 “『맹자』 7편 가운데 토지제도와 학제를 논하는 것이 바로 『맹자』의 주된 주장이며
성선설과 사단 등의 설은 그것을 행하는 근본이 나에게 있음을 밝힌 것”이라 보기 때문이
다.13) 진사이가 말하는 『맹자』의 핵심이 토지제도나 배움의 문제에 있다는 것은 민생(民生)이
라는 측면에서 『맹자』를 독해하는 것이다. 이 ‘민생’은 ‘경세’,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맹자』를 관통하는 것은 정치 사회 제도와 관련된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인성과 도덕이다.

３. 천하공공의 도와 정치
진사이는 『맹자고의』에서 “도는 천하공공의 것이며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똑같이 인정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수렴되는 곳이 도가 존재하는 곳”이라 했다.14) 여기서 진사이는
‘천하공공의 도’라는 것을 제시한다. 진사이의 설명에서 보듯이 ‘공공’은 ‘사람들이 서로 같이
인정하는 것’으로 대중성이 작용한다. 따라서 도는 개인 도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공성을 갖는다. 이 공공성은 실천규범으로 작용한
다.
그런데 진사이가 ‘천하공공의 도’라는 측면에서 『맹자』를 주해한다는 것은 『맹자』를 관통하
는 왕도 개념도 ‘천하공공의 도’와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진사이는 ‘인’을 “자
애로운 마음이 안과 밖, 멀고 가까운 곳에 이르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라 주해했다.15) 나아
가 진사이는 이러한 ‘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련시켜 “사랑하는 마음을 잘 기르면 천하를
보호할 수 있고 이 마음을 상하면 병사를 다 소모하고 무력을 남용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고 했다.16) 사랑하는 마음을 현실에 확충해 가는 것이 왕도이다. 실제에 적용 불가능한 것은
왕도가 될 수 없다. 측은해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한다. 위정자가 갖추어야할 덕목
이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 ‘사랑하는 마음’은 ‘안과 밖, 멀고 가까운 곳에 이르지 않은 곳이
없는’ 공공의 성격을 갖는다. ‘사랑하는 마음’은 공공의 정치로 나타나야 한다.
백성들의 생업을 만드는 것이 소위 근본으로 돌아가는 실제의 일이다. 훌륭한 군주는 백성에게 돌보는
일이 이뤄지고 나면 선으로 가르친다. ··· 이 부분은 백성들이 생업을 만드는 방법을 말한 것으로 근본으
로 돌아간 실제 효과이다. ··· 이것이 왕도정치의 근본이며 항상된 삶의 길이다.17)

군주는 백성들의 생업의 장을 확보해야 하며 그것이 백성을 돌보는 일이 된다. 왕도정치의
근본은 생활세계에 두어야 한다. 생활세계에서 위에서 말한 “자애로운 마음이 안과 밖, 멀고
가까운 곳에 이르지 않은 곳이 없는” 정치를 하는 것이 왕도 정치이다. 진사이가 왕도의 근본
이 바로 백성과 함께 즐기는 것에 있다고 한 것도 도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언설이다.18)
왕도 정치의 기본은 난폭과 침략이 아닌 ‘즐김’에 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
13) 伊藤仁齋, 『孟子古義』 <刊孟子古義序>, “故七篇之書, 論田法學制者, 乃孟子之主意, 而性善四端等
說, 則明其所以行之之本在乎我.”
14) 伊藤仁齋,『孟子古義』<梁惠王下8>, 道也者, 天下之公共, 人心之所同然, 衆心之所歸, 道之所存也.
15) 伊藤仁齋,『孟子古義』<梁惠王上1>, 慈愛之心, 內外遠近, 無所不至之謂仁.
16) 伊藤仁齋,『孟子古義』<梁惠王上7>, 然養之則可以保四海, 傷之則至於窮兵黷武.
17) 伊藤仁齋,『孟子古義』<梁惠王上7>, 制民之産, 卽所謂反本之實事也, 故明君之於民也, 養之旣至, 而
敎之於善, ··· 此言制民之産之法, 卽反本之實効也, ··· 此王政之本, 常生之道.
18) 伊藤仁齋,『孟子古義』<梁惠王上2>, “古之人與民偕樂, 非惟一章之大旨, 乃王道之本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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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정치라는 제나라 왕의 견해에 반대하는 맹자는 근심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 정치의 기
본임을 말한다. 여기서 즐김의 정치는 위에서 인용한 백성들의 생업과 관련된다. 군주는 백성
들의 생업을 확보해주는 것을 임무로 삼아야 하며 그 가운데 상호 간 즐김의 정치가 가능해진
다. 상호 간 즐김의 정치는 군주와 백성이 서로 함께 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다. 진사이는
맹자가 예로 든 문왕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문왕은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 할 줄 알았으며 이에 백성들도 문왕의 즐거움을 즐거워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19)
여기서 ‘즐김’은 개인의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내재된 것이다. 진사이는 양혜왕이 백성
들에게 거부당한 이유를 “혜왕이 백성을 옮기고 곡식을 옮긴 것은 마음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백성들이 이웃나라보다 많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마음만 다했
을 뿐 마음을 다하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데서 찾고 있다.20) 백성들의 생활 터전이 위
협을 당할 때 그것을 해결하는 책임은 위정자에 있다. 위정자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은 실제
로 백성들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물론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도 백성들과 함께 하
는 그 속에서 왕도 정치는 실현될 수 있다.
진사이의 정치와 관련된 『맹자』 독해에서 역성혁명에 관한 부분은 진사이의 『맹자』 독해의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진사이는 『맹자』를 어떻게 독해해야 하는가에 대해 “맹
자를 해석할 때 왕도 위주로 하지 않고 오직 본성은 착하다는 주장만 외치는 사람들은 맹자를
잘 읽은 사람이 아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21) 여기서 보듯이 진사이는 정치, 왕도라는 측면
에서 『맹자』의 독해를 주장한다. 왜 그런가?
진사이는 사단지심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곧 선왕의 도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
다. 진사이가 생각하기에 “선하다는 것은 일(事)로 드러나야 하고 법도는 덕으로 실행돼야 하
기 때문”이다.22) 진사이의 이러한 견해는 인간 본성의 문제와 선왕의 도는 연속적이며 불가분
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진사이는 역성혁명과 관련된 탕무방벌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인다.
그러므로 탕왕과 무왕의 방벌은 천하 사람들이 방벌한 것이지 탕왕과 무왕이 방벌한 것이 아니다. 천하
공공의 것이며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모두 똑같이 인정했던 것임을 여기서 알 수 있다.23)

진사이의 탕무방벌론의 기본 입장은 ‘천하공공의 도’에 있다. 위에서 보듯이 진사이가 성인의
도를 ‘천하공공의 도’라고 정의하는 것은 탕무방벌론과 관련된다. 이처럼 성인의 도가 개인의
심성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갖는 것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탕왕과 무왕에 의한 걸왕, 주왕의 정벌은 천하 사람들을 대신해서 집행한 것이지, 당
시 상황이 걸왕과 주왕을 정벌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행한 것은 아니었다. 진사이의 입
장에서 역성혁명의 정당성은 탕왕과 무왕이 보여준 ‘천하공공의 도’의 실행에서 찾는다.

４. 천하공공의 도와 성인
19) 伊藤仁齋,『孟子古義』<梁惠王上2>, “文王能樂民之樂, 故民亦樂其樂.”
20) 伊藤仁齋,『孟子古義』<梁惠王上3>, “惠王之移民移粟, 可謂盡心矣, 然其民不多於鄰國者何也, 蓋徒
盡心而不知所以盡心也.”
21) 伊藤仁齋,『孟子古義』<離婁上1>, “其解孟子, 不以王道爲主, 而專倡性善之說者, 不善讀孟子者也.”
22) 伊藤仁齋,『孟子古義』<離婁上1>, “善以事顯, 法以德行.”
23) 伊藤仁齋,『孟子古義』<梁惠王下8>, “故湯武之放伐, 天下放伐之也, 非湯武放伐之也, 天下之公共,
而人心之所同然, 於是可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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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무방벌론의 근거가 ‘천하공공의 도’에서 나온다면 그것을 집행하는 자는 결국 ‘성인’이어야
한다. 성인은 ‘천하공공의 도’를 체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전술한 것처럼 진사이의 ‘성인’
은 백성의 뜻을 알고 백성과 함께 하는 자이다. 여기서 백성의 뜻을 알고 집행하는 자로서의
성인이 근거한 것이 ‘천하공공의 도’인데 ‘천하공공의 도’는 성인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
니라 천도(天道)라는 자연성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진사이는 『어맹자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는 도로와 같다. 사람이 왕래 통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물이 통행하는 것은 모두 이것을 이름하여
도라 하는데 그것을 천도라 하는 것은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여 왕래가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름하여 천도라 한다.24)

진사이의 ‘도’의 정의는 자연성에 기인한다. 그런데 이러한 ‘도’의 정의는 주희의 ‘도’의 정의
를 염두에 둔 기술이다. 주희는 『중용』 1장의 주해에서 “도는 도로와 같다. 사람과 사물이 각
각 성의 자연을 따르면 그 일용사물 간에 각각 마땅히 행해야하는 길이 없지 않다”고 했다.
주희는 사람과 사물의 본연의 성을 따라 행해야 하는 도덕적이며 당위적 차원의 도를 말하고
있다. 반면 진사이의 ‘도는 도로와 같다’는 정의는 왕래하여 그침이 없는 천도의 자연적 측면
을 강조한다. 진사이는 도의 정의를 세계의 시원과 관련하여 설명하는데 “천지간은 일원기뿐
이다. 혹은 음하고 혹은 양하며 이 둘이 오로지 천지 사이에 차고 비고 사라지고 지속되면서
왕래 감응하여 아직까지 그침이 없다. 이것이 즉 천도의 전체, 자연의 기개, 모든 변화는 여기
에서 나오며 모든 생물도 여기에서 나온다”고 했다.25) 천변만화는 모두 천도의 자연적 변화에
서 발생한다. 인간도 천도의 자연적 변화에 들어 있다. 일원기의 세계에서 음양에 의한 자연
의 변화는 왕래감응하는 세계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진사이는 이러한 음양에 의해 왕래감응하
는 세계, 천변만화하는 세계 그 자체가 ‘도’라고 본다. 진사이는 이처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천하공공의 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도’가 끊임없이 왕래한다는 것은 곧 세계도 ‘도’에 의해 끊임없이 운동한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기로 충만한 세계가 유동성 있는 세계라는 것은 때로는 불안감을 준다. 끊임없이 변화
하는 세계에서 기준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진사이는 ‘도’에 대해 “도란 인륜,
일용이 마땅히 행하는 길로 가르침을 기다린 후에 있는 것이 아니다. ··· 사방팔우, 보잘것없
는 누추한 것, 오랑캐에 이르기까지 군신, 부자, 부부, 곤제, 붕우의 윤리가 없는 것이 없으며
또한 친, 의, 별, 서, 신의 도가 없는 것이 없다”26)고 했다. 끊임없이 왕래통행하는 도는 오륜
으로 이어진다. 진사이는 『동자문』에서 오륜으로서의 도를 도의 전체라고 간주한다.
물었다. 사람밖에 도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생이)대답하기를 사람이란 무엇인가? 군신, 부자,
부부, 형제, 붕우이다. 도는 하나뿐이다. ··· 사람으로 인해 나타나고 사람이 없으면 도가 나타나지 않는
다. 그러므로 사람밖에 도가 없다고 한다. 물었다. 도밖에 사람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생이)대
답하기를 도란 무엇인가? 인의예지이다. 사람들은 그 안에 살기를 잠시도 떠날 수가 없다. 떠난다면 사
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도 밖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27)
24) 伊藤仁齋, 『語孟字義』 <天道1>, “道猶路也, 人之所以往來通行也, 故凡物之所以通行者, 皆名之曰道,
其爲之天道者以一陰一陽往來不已. 故名之曰天道.”
25) 伊藤仁齋, 『語孟字義』 <天道1>, “蓋天地之間, 一元氣而已, 或爲陰或爲陽, 兩者只管盈虛消長往來感
應於兩間, 未嘗止息, 此卽是天道之全體, 自然之氣機, 万化徒此而出, 品彙由此而生.”
26) 伊藤仁齋, 『語孟字義』 <道2>, “道者人倫日用當行之路, 亦非矯揉而能然, 皆自然而然, ··· 至於四方八
隅, 遐陋之陋, 蛮貊之蠢, 莫不有君臣父子夫婦昆弟朋友之倫, 亦不有親義別敍信之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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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군신, 부자. 부부, 형제, 붕우, 인의예지, 즉 오륜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도는 인간
이 인간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진사이는 “인의예지는 덕의 명칭이지 성의 명칭이 아니다”라
고 하여 ‘인의예지’를 성(性)이 아닌 도덕의 영역이라 간주했다.28) 이렇게 보면 진사이의 ‘도’
는 도덕이 된다. 위에서 보듯이 도는 사람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진
사이의 도는 천도보다는 인도가 도의 중핵에 있다. 왕래통행하는 도는 사람에 의해 드러난다.
진사이는 도의 편만성(遍滿性)을 인정하여 “도는 사람이 있고 없고를 기다리지 않고 본래 스
스로 있는 것으로 천지에 가득하고 인륜을 통괄한다. 어느 때이든지 그렇지 않음이 없고 처하
지 않은 곳이 없는” 성격을 갖는다.29) 다시 말하면 “한 사람만 알고 천하 사람들이 알 수 없
으면 도가 아니고 한 사람만 실행할 수 있고 천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또한 도가 아닌
것”이다.30) 진사이는 이러한 도를 본연의 덕으로 설명한다. 이 본연의 덕은 “천하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심에 근본하며 풍속에 존재하여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31) 도는 실재성과 자존성을 가지면서 인심과 풍속에 덕으로 나타난다. 또한 도는 모
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동일성을 갖는다. 이 본연의 덕이 도의 전체상이 된다.
그렇다면 본연의 덕이 되는 ‘도’는 누가 제작하는가? 진사이는 “인도의 지극한 것을 다하여
만세의 법도를 영원히 세울 수 있는 일은 오직 성인만이 그렇게 한다”고 했다.32) 이처럼 성인
은 도의 표준을 마련하여 법도를 세운 사람이다. 이러한 성인은 천하 만민의 뜻을 알고 이해
하여 실제 유용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 개인의 도덕 수양으로 일관된 자가 아니다. 성인은
천하 만민의 감정을 헤아리는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천하 만민에게 공통된 감정을 이해하는
자가 바로 성인이다. 진사이가 주장한 도의 공공성은 천하 만민이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공공
의 감정에 기초해 있다. 따라서 천도의 자연성은 인도의 자연성이 되며 인도의 자연성은 만민
에게 공통된 공공적 도의 바탕이 된다.
<요순이 이미 죽어 사악한 설, 폭행이 또 일어남을 논함>은 『어맹자의』 부록편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 진사이는 요, 순 두 성인이 다스리던 세상과 성인이 사라진 세상을 대비시키고 있
다. 성인이 다스리던 세상은 천하가 하나의 집이었고 도덕과 풍속이 같았다. 도가적인 염담허
무(恬擔虛無), 무위자화(無爲自化)와 같은 말들은 사라지고 충신, 화목한 세상이 되었다. 진사
이는 성인이 있던 세상을 중용의 지극, 왕도의 극치라 했다. 진사이는 성인의 도를 대도(大
道), 상도(常道)라 표현하면서 “인륜 외에 도가 없고 인의 외에 가르침이 없다”고 했다.33) 성
인의 도는 인륜을 벗어나지 않는다. 인륜이 실현되는 세상은 위에서 보듯이 즐거운 세상이었
다. 인륜의 실천이 지속의 왕국을 가능하게 한다. 그 중심에 있는 성인은 백성과 함께 즐거워
하는 존재로 공자는 성인중의 성인이었다. 진사이는 공자를 평하여 “공자는 영원토록 존재할
27) 伊藤仁齋, 『童子門』上, 9章, “問, 何謂人外無道, 曰人者何, 君臣也, 父子也, 夫婦也, 昆弟也, 朋友
也, 夫道者一而已, ··· 由人而顯, 無人則無以見道, 故曰人外無道, 何謂道外無人, 曰道者何, 仁也義也
禮也智也, 人囿于其中, 而不得須臾離焉, 離焉則非人也, 故曰道外無人.”
28) 伊藤仁齋, 『語孟字義』, <仁義禮智3>, “仁義禮智四者, 皆道德之名, 而非性之名. 伊藤仁齋,『孟子古
義』<公孫丑上2>, 夫道者莫大於人倫.”
29) 伊藤仁齋, 『童子門』上, 14章, “道者不待有人與無人, 本來自有之物, 滿于天地, 徹于人倫, 無時不然,
無處不在.”
30) 伊藤仁齋,『孟子古義』<滕文公下10>, “故一人知之, 而天下不能知者非道, 一人行之, 而天下不能行
者亦非道,”
31) 伊藤仁齋, 『童子門』卷中, 72章, “此天下之所同然, 而根乎人心, 存乎風俗, 萬世不得磨滅, 此之謂本
然之德.”
32) 伊藤仁齋,『孟子古義』<萬章上1>, “能盡人道之極, 而永立萬世之法, 唯聖人爲然.”
33) 伊藤仁齋,『語孟字義』 <論堯舜旣沒邪說暴行又作>, “人倫之外無道, 仁義之外無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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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를 세운 사람”이라고 하여 공자를 도의 제작자로 추존한다.34) 공자는 대중지정(大中至正)
의 마음으로 대중지정의 도를 세운 인물로 윤리 도덕을 완성한 성인이다.

５. 천하공공의 도에서 천하공공의 선으로
진사이에 의하면 왕래통행의 대상은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민’ 전체에 해당한다. 전 계층이
공공의 도를 실천할 주체가 된다.
이른바 대로라는 것은 귀천존비를 가리지 않고 통행하는 곳으로 ··· 위로는 왕공대인으로부터 아래로는
상인, 마부, 절름발이, 하인, 맹인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대로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단지 왕공
대인만이 갈 수 있고 필부필부는 갈 수 없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현지자만이 갈 수 있고 어리석은
자, 불효자는 갈 수 없다면 그 또한 도가 아니다.35)

왕래 통행하는 ‘대로’는 귀천존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왕래 통행하는 도는
‘치인(治人)’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한다. 성인의 도는 특정한 대상에서 만민으
로 확대된다. 따라서 도의 실천은 ‘민’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다. ‘민’에 의한 도
의 실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에게 공공의 덕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맹자의
인성론에 대한 진사이의 주해는 ‘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격 도야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진사이는 먼저 ‘사단’을 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단은 근본이다.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은 인의예지의 근본으로 이 마음을 확충해 나가
면 인의예지의 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근본이라 한 것이다. 이전 유학자는 인의예지를 성으로 보
았기 때문에 단이라는 글자를 단서로 풀고 실마리로 보았는데 인의예지의 단서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라
말한 것은 잘못이다.36)

진사이가 보기에 ‘사단’에서 ‘단’은 ‘단서(端緖)’가 아니라 ‘근본[本]’이다. 주희는 우리 마음
에 인의예지의 근거가 되는 사단지심이 선천적으로 본유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을 성선의 ‘단
서’로 삼았다. 이에 비해 진사이는 사단지심을 확충해 나가면 인의예지의 덕을 이룰 수 있다
고 보았다. 진사이는 인의예지를 성이 아니라 덕이라 간주한다. 여기서 덕과 성의 개념이 충
돌하고 있다. 진사이는 『어맹자의』의 <성> 항목에서 “성은 생(生)이다. 사람이 태어난 그 상태
대로 더하고 빼는 것이 없는 것”이라 했다.37) 태어난 그대로 선천적인 성질과 기질이 성이다.
『맹자고의』에서는 태어난 그대로의 기질이 선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여기서 진사이는 덕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다. 선한 본성을 덕과 관련시킴으로서 덕의 실
현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덕과 관련하여 진사이는 “주희가 덕이란 얻는 것이다. 도를
행하여 마음에 얻는 바 있는 것이라 했다. 이 말은 예기에 나온다. 다만 예기는 몸에 얻는 것
이 있는 것으로 한 것이다. 주희는 신(身)자를 심(心)자로 바꿨다”고 이해했다.38) 진사이는
34) 伊藤仁齋,『孟子古義』<公孫丑上2>, “夫子之所以爲萬世立極者.“
35) 伊藤仁齋,『語孟字義』 <道3>, “所謂大路者, 貴賤尊卑之所通行, ··· 上自王公大人, 下至於販夫馬卒跛
奚瞽者, 皆莫不由此而行, 唯王公大人得行, 而匹夫匹婦不得行, 則非道, 賢知者得行, 而愚不肖子不得
行則非道.”
36)伊藤仁齋,『孟子古義』<公孫丑上6>, “端本也, 惻隱羞惡辭讓是非之心, 乃仁義禮智之本, 能擴而充之,
則成仁義禮智之德, 故謂之端也, 先儒以仁義禮智爲性, 故解端爲緖, 以爲仁義禮智之端緖見於外者, 誤
矣.”
37) 伊藤仁齋,『語孟字義』 <性1>, “性生也, 人其所生而無加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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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의 “덕은 얻는 것”이라는 문장을 ‘몸에 얻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진사이는 몸에 얻
는 것으로서의 덕이 개별적인 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개별적인 덕
이 되면 만민에게 통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진사이는 “성인은 덕을
말하고 마음을 말하지 않았다. 후유들은 마음을 말하고 덕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덕이란
천하의 지선, 만선의 총괄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배우는 자에게 이것을 행하게 했다”고 하여
덕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39) 이러한 진사이의 주장을 따르면 마음의 수양을 통해 도덕성
을 기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에는 마음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드러나
있다. 마음의 도덕성은 마음 자체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진사이는 몸에 덕을 익히게
하여 마음의 도덕성을 기르는 쪽으로 나아갔다.
진사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선한다는 입장에 서 있지만 선한 인성을 전적으로 의지
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 선한 인간은 선한 인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선한 인성
을 그대로 둔다고 해서 선한 인간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단지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때 선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진사이는 인성이 선하다는 것에만 방점을 두는 자들
을 비판한다. 선한 인성은 지속적인 수양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진사이는 인성의 내
적 수양에만 그치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선한 인성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
미가 없다. 진사이는 실천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위정자가 선하다는 것은 실제로 선행을 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인심이 복종한다. 예를 들
어 만민에게 할 일을 만들어 주는 것, 그 위에서 효도와 공경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선함을
실천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진사이의 인성론은 인성 개인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적
시점이 있다. 진사이는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인성을 보고 있다. 진사이가 “인심(仁心)이란 남
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 작용했다.40) 타인에 대한 긍정과 인정에서 사
회 공동체가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진사이가 천지 생생의 덕을 인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그의 활물관이 작용했다. 진사이는 “천
지는 일대 활물로 사물을 생겨나게 하며 사물에 의해 생겨나지 않는다. 유구함이 끝이 없다”
고 하여 생생하여 변화해가는 자연관에 서 있다.41) 생생변화하는 세계는 리로 설명할 수 있는
속성을 갖지 못한다. 활물관에 기초한 일원기적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생
생의 덕으로 연결되고 있다. 여기에서 천하공공의 도는 천하공공의 선과 함께 구체적 삶의 현
장을 설명하는 개념이 된다.
도는 천하공공의 도이며 선은 천하공공의 선이다. 그러므로 도를 아는 사람은 선을 사사로이 자기에게
두지 않고 반드시 사람들과 함께 하며 천하의 선은 자기 혼자 얻어 개인의 것이 되는 게 아님을 안다.
그러므로 남들이 실행하기 어려운 것을 실행하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했더라도 천하의 선을 다 실
행했다고 할 수 없으며 오직 남에게서 취해 선을 실행하는 것을 좋아한 후에야 천하의 선을 다 실행했다
고 할 수 있다.42)

38) 伊藤仁齋,『語孟字義』 <德2>, “晦庵曰德者得也, 行道而有得於心也, 此於本出於禮記, 但禮記作有得
於身, 晦庵改身字而作心字.”
39) 伊藤仁齋,『語孟字義』 <德4>, “聖人言 德而不言心, 後儒言心而不言德, 蓋德也者, 天下之至美, 万善
之總稱, 故聖人使學者, 由焉而行之.”
40) 伊藤仁齋,『孟子古義』<離婁上1>, “仁心愛人之心也.”
41) 伊藤仁斎,『童子問』卷中, 67章, “唯天地一大活物, 生物而不生於物, 悠久無窮.”
42) 伊藤仁齋,『孟子古義』<公孫丑上8>, “道者天下之公道, 善者天下之公善, 故知道者不以善私於己, 以
必與人同, 其知天下之善, 非己之所得而私也, 所以雖行人之所難行, 爲人之所難得, 然不足以盡天下之
善, 唯樂取於人以爲善, 而後可以盡天下之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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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이 도의 공공성과 선의 공공선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인성의 내면 수양을
통한 성선의 실현이 공공의 선이라는 보편성을 얻기 위해서는 천하 만민이 사정권 안에 있어
야 한다. 선은 타자로 확대되면서 천하에서 실행될 때 공공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모든 생
명의 원천이 되는 천지의 생생한 덕은 공공의 도와 공공의 선을 갖는다. 천하 만민과 함께 하
는 것이 공공의 도이며 공공의 선이다. 진사이는 『맹자』의 무왕이 은나라를 정벌한 일과 문왕
이 은나라를 정벌하지 않은 고사를 “백성의 마음을 따른 것”이라 이해한다.43) 천하공공의 선
은 천하 만민의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진사이가 덕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한 것도 사랑이 사회라는 공공
의 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기술이다. 하나의 사랑이 만민에게 도달하여
중덕(衆德)을 이룬다.44) 도는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도달하는 속성을 갖기 때문이
다. 도가 사물에 이르러 덕을 이룰 때 도는 사사로운 것에서 공공의 도로 발전할 수 있다.

5. 맺음말
진사이는 『맹자고의』에서 ‘천하 공공의 도’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성인의 도가 공공성에 기
초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공공성은 대중들의 상호성에 기인한다. 대중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공공의 도이다.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공공의 도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군
주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사이가 『맹자』를 통해 제시하는 ‘인간’은 ‘천하
공공의 도’를 실천하기 위한 ‘인간’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진사이가 전망한 ‘인간’은 ‘공
공적 인간’이다. 성인의 도는 ‘공공’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사이가 『맹자』 독해를 통해 ‘공공의 정치’와 ‘공공의 인간’을 특히 강조한 이유
는 어디에 있을까? 공공의 도의 실천은 천황이나 쇼군 등 모든 사람에 해당된다. 이러한 논리
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역할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역할론에서 위정
자의 정치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위정자의 책임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던 일본 사
회에서 위정자의 정치적 책임과 역할을 환기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위정자의 정치적 책임이란
진사이가 주로 토지와 학제를 맹자의 주요 문제라 인식한 것에서 보듯이 경제 문제와 배움의
문제에 있다.
진사이가 경제 문제를 표면화한 것은 당시의 시대상과 관련이 있다. 17세기 중반기는 상품
경제가 발달해가는 시기로 진사이가 활동한 교토는 산업의 중심지였다. 진사이는 상품의 증가
와 함께 경제적 욕구가 상승하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상업경제로의 이행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욕구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서는 공공성에 기초를 두는 인간 형성이 중요한 문제
가 된다. 개개인의 조화와 협력을 통한 공공의 도와 공공선의 발휘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
다. 한편 학제 문제는 학교 설립에 관한 것 보다는 어떠한 내용을 배울 것인가, 즉 학문의 내
용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맹자고의』에서는 주자학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은 진사이가 학문의 내용을 중요시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43) 伊藤仁齋,『孟子古義』<梁惠王上10>, “武王之伐殷, 順民之心而已, 非厭天下也. ··· 文王之不伐殷,
亦順民之心而已, 非厭天下也.”
44) 伊藤仁齋,『語孟字義』 <仁義禮智7>, “皆自一愛流出, 而自成重德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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敍事의 세계서 본 주역의 卦爻辭와 역사정신의 강령
정 소 영(공주대)

I. 들어가는 말
II. 卦爻辭와 敍事의 세계
III. 履卦의 故事와 그 義理의 해석
IV. 敍事主義와 역사정신의 강령
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인간이 현실적인 삶에서 모든 경험과 인식을 통해 자신의 존재론적인 원칙이나 방식을 터득한
결과가 세계관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현실적 인식 속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방식
과 원칙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상적인 삶에 대한
인간의 심리는 삶의 체험에서 나온 현실적 인식의 결과이며 이러한 의식을 ‘憂患意識’이라고
말한다.
周나라 시기에 사람들은 자연의 天災나 사회의 人災에 대한 경외감이나 두려움에 대한 우환
의식에서 점술이 필요하였으며 점술을 통해 이를 극복할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사람들은 관
찰과 인지의 원초적 본능을 발휘하여 卦象의 상징적 부호체계를 만들어내었고 이를 통해 占
卦에서 얻은 효험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 기록이 바로 64괘의 명칭, 즉 卦名이며 그 내용이
卦爻辭45)이다, 그것은 사회현상을 卦名의 형식을 통해 사례화 해놓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역』의 점술 부분인 『역경』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역경』을 이해하는 관건은 卦爻象과 卦爻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더 나아가 卦名을 전제로 하여 괘효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다. 괘효사는
점괘의 징조나 조짐에 관한 예측과 판단을 풀이한 내용을 지니며 그것은 독특한 서술의 방식
을 지닌다. 즉 인간사회의 사건이나 상황을 64괘의 명칭으로 사례화하고 그 개별적인 사례를
압축적으로 괘효사로 기록해놓았다.
괘효사를 해석하는 과정에 여러 방식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서사의 방식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는『역경』에는 周代의 역사, 그 중에서도 文王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적지 않게 담겨있기
때문이다. 괘효사에 함축된 역사적 사실을 역사학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이 이른바 ‘易學的
서사’이다. 역학적 서사란 괘효사의 내용, 즉 예측과 판단의 기록을 역사적으로 서술하는 방식
을 가리킨다. 이러한 서사의 방식은 그 속에 담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을 통해 역사적 의
45) 卦爻辭에 대한 정의는 『주역지식통람』 제1편, 72-113쪽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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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나 문화적 성격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괘효사의 내용을 서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접
근하고자 한다. 괘효사에 담긴 문왕의 사건이나 상황을 역사의 이야기에서 조명함으로써 서사
의 맥락에서 역사학의 본질, 즉 역사정신의 강령을 서술할 것이다. 이는 역사 콘텐츠의 맥락
에서 역사적 사건을 역사학적 방법으로 서술하고 그 속에서 역사적 정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역사적 정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우환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우환의식의 기조 하에
역사적 사건을 뒤돌아보고 그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고 그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 인간의 삶이
나 세상을 교화하거나 계도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주제인 “서사의 세계에서 본 주역의 괘
효사와 역사정신의 강령”은 바로 역사학에서 지향하는 일종의 서사주의적 열린 지평에 중점을
둔다. 그 지평에서 역사정신의 강령을 모색해볼 수 있다. 특정의 역사적 사건에 관해 사실판
단, 가치판단 및 그 양자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속에서 역사정신의 취지인 교화, 계도, 계몽
등을 찾아낼 수 있다.

II. 卦爻辭와 敍事의 세계
고대 중국에서 ‘서사’는 문학의 한 범주가 아닌 주로 역사의 영역에서 인식되고 언급되던 개
념이었다. 서사와 역사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만큼 서술 내용의 사실성
(reality)이 서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건이나 가치로 인식되었다. 즉, 중국의 서사는
역사적 사건이나 내용을 시간적 순서와 인과의 관계에 맞게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그 위에
사회적인 계도나 계몽의 취지에 맞게 상상력이 가미되어 쓰여졌다. 그러므로 서양의 서사가
허구 혹은 비허구의 이야기를 잘 꾸려가는 방식이라면 중국의 서사는 역사 안에서 사실의 진
실성을 피력하기 위한 서술이면서 서사를 통해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역사의 서술은 우선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써진 기록의 결과가 있고 그다음 그 결과에 대한
원인과 과정을 밝혀 적합한 관련성을 갖도록 한다. 후에 서술의 과정에서 작가의 의도나 목적
이 가미되어 사건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곧 서사가 된다.46) 다시 말해 중
국의 서사는 사건 자체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원인과 과정을 합리적으로 써내려가면서 그 안
에 세상의 이치와 도리를 전달하는 진실한 역사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사실과 허구를 포함하여
작가의 상상력으로 창작하는 서양의 서사와는 차별이 된다고 말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의 행위와 사유 방식은 서사의 본질적 대상이며, 이것이 펼쳐지는 사건이나 대상을
시공간적으로 배열하고 그 속에 의미를 부여하여 줄거리를 구성해 놓은 것은 서사의 구조이
다. 『주역』은 인간들이 삼라만상에서 겪는 삶의 경험과 생각을 모아 놓은 집합체이고 시간적
흐름에 따라 어떤 사건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서사의 구조를 지녔다
말 할 수 있는데, 이는『주역』이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가장 구체적인 占筮의 방법으로서, 卦
象을 보고 그것이 가진 의미를 풀어놓은 卦爻辭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점 때문에 서사의 구
조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46) Mink, Louis O, 「History and Fiction as Models of Comprehension」 , Baltmore: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4, 111쪽 –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특질이야말로 역
사 이해의 본질에 관한 열쇠이다. 역사 서사는 사건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의
미를 연결시키는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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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에 있는 모든 괘효상에는 卦名이 있으며 그 각각의 괘가 지닌 의미를 서술한 괘효사는
일종의 占術語이다. 즉 괘효상은 점괘의 방식이고 괘명이 갖는 취지에 따라 점괘의 내용이나
결과를 풀이한 것이 괘효사인 것이다. 여기에서 괘효사는 64괘의 명칭에 입각하여 점괘의 결
과로 풀이해 놓은 예측과 판단에 대한 인간사회의 상황이나 사유를 상징적으로 사례화한 ‘서
사’인 것이다.
『주역』의 괘효사가 서사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괘효사의 내용이 인간 삶의 이야기
를 64괘를 통해 길흉화복과 같은 예측과 판단의 문제를 서사적 방식으로 풀어낸 데에 있다.
이러한 방법의 서사가 바로 ‘역학적 서사’이다.47) 또한 ‘역학적 서사’는 괘효사가 역사적 사건
을 빌어 서술된 내용 안에 포함된 괘명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해석한 괘효사의 내용
이 갖는 의의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서술은 역학의 방법론에서 義理學의 영역에 속한다. 의리역학의 한 분야로서
현대적 의미에서 서사의 방식과 기법이 활용된다. 서사에는 괘효사의 역사적 사건, 예를 들어
文王의 역사적 행적이나 업적을 서술하고 평가하는 내용까지 담겨있다. 즉 문왕의 역사적 사
건은 서사의 서술방식을 통해 상나라와 주나라의 국제적 정세 속에서 주나라의 내부적 상황은
물론이고 상나라와의 외교전까지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점괘의 언어로서의 괘효사는 점괘의 사례와 관련한 예측과 판단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卦辭의 전체와 爻辭의 부분적 단면에서 특정의 사건이나 인물에 관해 과거, 현재 및 미래 사
이의 연결고리를 찾는다. 여기에는 역사학의 특징, 즉 현재를 중심으로하여 과거와 미래를 연
관짓는 연속성의 법칙이 활용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여백을 채워나가면서 사건이나
인물의 단편적 조각들을 유기적으로 맞추어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역사의 실재가 선택적으로
투사되고 주관적으로 서술된다. 그렇다고 괘효사에 담긴 역사에 전혀 사실성이나 진실성과 관
련이 없는 것이 아니다. 괘효사의 역학적 서사에 있는 단편적 조각들은 특정의 역사적 사건을
복원하는 단서가 되고 서사의 상상력을 통해 전체적으로 재구성되고 거시적으로 조망될 수 있
다.
예를 들어『좌전』에 있는『주역』의 점술의 사례 역시 서사를 통해 그 속에 담긴 함의, 즉 의리
를 밝히고 있다. 즉, 특정의 인물이나 사건을 서술하는데 있어서 그 의미나 의의를 卦名의 내
용에 맞추어 특정의 괘를 선정하고 그 괘상이나 괘효사 속에 투영되거나 반영하는 것이다.
『춘추좌전』에서 괘효사를 활용하여 역사의 내용이나 의미를 전달하려 했던 취지는 괘효사가
특정의 상황에 대한 예측과 판단 및 그 효험의 결과까지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易學의 역사는 점술서인 주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학자들은
『주역』을 해석할 때 유가의 경전에서 그 義理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역사를 거울
삼아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역사적 기록이나 문헌들은 그것이 쓰여진 당
시의 시대정신이나 삶의 방식이 투영되어 있기 마련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전통적 가치체계를
통해 현대적 의식구조에 접근할 수 있다. 『주역』역시 그것이 성립되었던 서주시대 특히 문왕,
무왕 등의 시대에 정치, 사회, 문화 등과 관련된 인간 삶의 모습과 가치가 반영되어 있기에
우리는 역학적 사유로부터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모색해볼 수가 있다.

47) 高亨, 『周易大傳今注』, 「通說」- 역학적 서사는 주역을 연구하는 방법에서 접근될 수 있다고 보고,
괘효사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역사의 기록, 형상의 표현, 사실의 서술, 점괘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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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履卦의 故事와 그 義理의 해석
『역경』에서 점술 언어인 괘효사를 해석하는 데에 야기되는 논점 중의 하나는 점괘에 반영된
특정 상황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여기서 판단은 객관적 사실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자신의 입장에 유리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합당하면서도 조화로운 삶을 도모
하기 위해서는 삶의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가치에 관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판단에는 사실의 판단(judgement of fact)과 가치의 판단(judgement of value)
이 있다. 전자는 실재 세계에 있는 사건과 대상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후자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가치를 개입하여 어떤 사건과 대상에 대해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가치의 판단은 다시 공리
적 판단(practical judgement)과 도덕적 판단(moral judgement)으로 구별되는데, 전자가 길
흉화복과 같은 이해적 관계의 여부에 따른 판단이라면 후자는 선악과 같은 주체적 의식 혹은
의지의 여부에 따른 판단이다. 그 양자는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면서도 어떤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 인간이 건전한 삶을 영위하고 확고한 태도를 가진다면 길흉화복의 이해관계는 선악의
가치로 고양될 수 있다. 즉 선악의 ‘공리적 판단’이 윤리 도덕의 강령과 같은 보편적 가치로
고양되면 이것이 바로 ‘도덕적 판단’인 것이다.
만약 점괘의 결과가 이끄는 삶의 계도 혹은 계몽의 취지가 삶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된다면 도
덕적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사실적 판단이 주체의 심리적 세계로 수용되면서 공감
의 정서와 맞닿게 되므로 보편적 인간성의 차원에서 도덕적 가치의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 서
사적 과거는 단순한 가상의 이야기가 아닌 역사의 정체성을 지닌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역학
적 서사에는 역사에 존재하는 문왕과 같은 군자의 역사적 인물을 聖人의 인간상으로 전형화하
고 이들의 삶의 지혜를 기록한 내용이 있다. 여기에는 憂患의 자각의식과 窮變通久의 지속가
능한 원칙이 크나큰 기조를 이루고 있으며, 역사성의 이야기 속에 특정의 시대를 넘어서는 인
생의 교훈, 심지어 도덕적 내용까지도 계도한다.
『주역』의 고사에서 역학적 서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운 역
사적 사건과 문왕이라는 인물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통치자의 덕성, 國泰民安 등과 관련
한 우환의식이 담겨있다. 이 문왕의 고사는 특히 履卦

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履卦에서는

위와 아래, 존귀함과 비천함을 구분하여 이를 실천하는 禮義 혹은 예절의 질서 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취지가 담겨있으며, 이괘의 괘효사는 호랑이 꼬리를 밟는다는 우화적인 비유를 설정하
여 문왕이 직면한 국제적 상황과 대처하는 방법을 표현하고 있다.48) 올바른 가치판단의 문제
는 이괘의 사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괘의 괘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으나 사람을 물지 않으니 형통하다.49)
여기에서는 이괘의 고사를 소국인 주나라의 문왕이 대국인 상나라를 공격하여 패배하였지만,
주나라는 국가의 안위가 위협받거나 민심이 동요되는 극한 상황까지 치닫지 않았기 때문에 점
괘의 판단에서 “형통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48) 이경지는 履卦의 卦辭가 종종 꿈속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경우라고 말한다. 李鏡池, 周易通義 (北
京: 中華書局, 1981), 23-24쪽.
49) 周易, 履卦, 卦辭, “履虎尾, 不咥人, 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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履卦50)에서 ‘履’라는 말은 밟는다 혹은 이행한다는 뜻을 지닌다. 이 괘의 상괘는 乾卦☰로서
하늘을, 하괘는 兌卦☱로서 연못을 상징한다. 이괘는 음의 유순한 성질을 지닌 육삼효가 양의
강건한 성질을 지닌 구오효에 합치되는 형상을 취하고 있는데, 이괘에서 하괘인 兌卦는 가장
유순하지만 상괘인 乾卦는 가장 강건하다. 이는 가장 유순한 것이 가장 강건한 것과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어려운 상황을 표상하는 것으로, 그 논지는 유순함이 강건함 아래에 밟혀있는 처
지에서 사리나 도리에 어긋나는 무리한 행동이나 엉뚱한 작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괘의 덕목이 바로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태도, 즉 예의범절을 지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화합 혹은 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즉 군자는 이괘의 함의에 따라 합당하고도 자연스러운
명분을 쌓고 궁극적으로는 백성들도 명분을 어기지 않도록 예의범절이나 규범을 준수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발성과 실천성의 양면이 존재하는데 군자는 백성의 뜻
을 간파하여 그들을 계도하므로써 백성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고, 군자와 백성 사
이에 예의를 실천에 옮기는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대상전」에서는 “군자는
이로써 위와 아래를 분별하여 백성의 뜻을 정한다”51)라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에
군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기본관점, 즉 君子觀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올바른 처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올바른 처신의 자연스러운 발
현은 바로 마음의 내면세계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예의범절로 본 것이다. 이괘의 덕목은 바로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태도, 즉 예의범절을 지켜 사회적인 관계와 그 속에서의 화합 혹은 통합
을 이루는 데에 있다.
애꾸눈으로 볼 수 있고 절름발이로 걸을 수 있으나 호랑이의 꼬리를 밟으니 사람을 물어서 흉하다. 무인이
대군이 되었다.52)
여기에서는 모종의 상황에 대한 판단의 문제와 관련하여 육삼효사에는 ‘사실의 판단’과 ‘가치
의 판단’이 섞여 있다. “애꾸눈으로 볼 수 있고 절름발이로 걸을 수 있다”는 말에는 가치판단
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호랑이의 꼬리를 밟으니 사람을 물었다”는 말에는 사실판단의 문제를
나타낸다. 즉, 사실의 판단을 바탕으로 해야 가치의 판단이 가능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후
자를 우선하고 전자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결국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무인이 대군이 되
었다”는 표현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괘의 의리적 해석에는 도덕적 판단에 관한 해석이 가능하다. 인간에게 실천의 주
체적 행위는 본성의 덕을 바탕으로 한다. 덕성에 기반한 사회적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기
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가 인간이 실천에 옮기는 예의범절이라고 본 것이다. 이괘의 함의
는 바로 가치판단에 근거한 사회적 질서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이괘의 덕성에 관계적 질
서의식을 지닌 예의범절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내면적 덕성은 천명이 부여되는 관건이 되었다. 이러한 천명과 덕성의 관계는 구사효
의 내용에 함축적으로 투영되어 있다. 그 구사효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50) 履卦
는 하괘가 兌卦(☱)이고 상괘가 乾卦(☰)이다. 괘의 형상을 보면 하늘은 위에 있고 연못은
아래로 나누어져 있다. 강건한 건괘의 끝자락에 유순한 태괘가 따르고 있다. 효의 위치를 보면, 이는
양의 효가 다섯 개이고 음의 효가 한 개이므로 다수의 강건한 양 속에서 유순한 음이 이들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履’ 글자는 원래 신발의 뜻을 지니는데 실천, 예의 등의 의미로 확장된다.
51)『周易』, 「象傳」, 履卦, “君子以辨上下, 定民志.”
52) 周易, 履卦, 六三爻, “眇能視, 跛能履, 履虎尾, 咥人, 凶, 武人為於大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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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의 꼬리를 밟았더라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니 마침내 길하다.53)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다”는 표현은 괘사의 내용과 같다. “꼬리를 밟았다”는 급박한 경험에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다”는 우환의식의 심리적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문왕이 직면했던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심초사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군주는 자신
의 내면적 덕성을 함양해야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함축되어있다. 이는 문
왕이 직면했던 당시의 상황을 해결하려는 내면의 심정을 반영한다. 주나라 문왕은 불리한 처
지나 입장에 놓여있으므로 항상 우환의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경각심 때문에 덕성
의 함양, 민심의 통합, 국력의 신장 등을 통해 진정한 군주로 거듭나면서 국가의 위급한 상황
을 극복할 수 있었다. 문왕이 국내외의 정세에 관한 올바른 예측과 정확한 판단을 통해 국가
의 경쟁력을 확고히 다졌다면, 무왕은 이를 발판으로 삼아 주왕을 패배시키고 천하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단순히 점서의 기능적 측면을 넘어서 인간 삶의 총체적인 경험을 담은 지혜의
결실이다. 그러므로 문왕의 역사 이야기는 인간이 자신의 지속적 발전과 안녕을 위해 끊임없
이 적극적으로 자아 계발과 자아 계도를 실현할 줄 아는 올바른 人間像, 즉 聖人을 표방한다.
성인은 영웅과 달리 꾸준히 사회적 합의라든가 국가적 결집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이상적 인물이다.54)

IV. 敍事主義와 역사정신의 강령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과거의 시간이나 인간의 행위 자체 혹은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을 말하
며, 이러한 역사적 기록을 통해 역사의 사실을 밝혀내고 여기에서 드러난 역사의 사실로부터
역사 정신을 도출해 내는 것이 역사학이다. 역사의 개념은 객관적 의미와 주관적 의미로 접근
될 수 있다. 객관적 의미는 ‘사건 자체’를 가리키고 주관적 의미는 ‘사건의 기술’을 가리킨다.
즉 역사의 사실은 사건이 담긴 객관적인 사료에 있고 역사의 정신은 이 사료의 기술을 해석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과거의 실재에 관한 사실의 입증과 사료의 해석 사이에는 간
격이 있기 마련이지만 역사의 객관성은 이러한 간격을 메우는 과정에서 확보되어야 하며 역사
의 정신이라는 가치도 객관성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모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연구하거나 서술하는 데에 사료의 대상과 해석의 주체가 중요하며, 역사의 연구에 있
어 두 가지 측면, 즉 역사의 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감정이 배제된 합리
적이고 공평무사한 태도가 갖춰져야 역사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해
야 객관적이고도 통일적인 역사를 서술할 수 있다.55)
역사학에서 사료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에서 역사의 인식이라는 공동의 場을 마련하기 위
해 학자들은 연구의 방법에 치중하기도 하고 서술의 방식에 치중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구분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병행하여 다뤄진다. 다시 말해 연구의 방법은 실증주의의
53) 周易, 履卦, 九四爻, “履虎尾, 愬愬, 終吉.”
54) 김연재, ｢天道의 패러다임에서 본 周易의 聖人精神과 그 人文主義的 세계｣, 중국학보 제71집
(2015), 457-462쪽
55) 역사학의 성격과 그 객관성의 문제 전반과 관련하여 彭剛, 「相對主義、敍事主義與歷史學客觀性問
題」, 瞿林動/葛志毅 主編, 史學批評與史學文化硏究 (哈爾濱: 黑龍江人民, 2009), 362-3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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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 중점을 두고 사료들을 시간적 관계에 맞게 사실을 나열하는 방법이고, 서술의 방식은
서사주의의 관점에 중점을 두어 사료들의 내재적 관계를 해석하여 사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는 사료를 해석하는 데에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을 시간적 순서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유기
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에서 비유와 은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서술의 단
순한 나열 그 이상의 내용, 즉 사건이나 상황의 전모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된다. 이
러한 점에서 서사주의의 관점은 실증주의의 관점보다 더 입체적이고도 다차원적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학의 서사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의 고대사회에서 역사는 정치적인 제도였다.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을 공정하게 기록하고 업적과 문서를 보존하는 관리나 사관를
일러 ‘史’56)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사마천의 시기에 이르면 史는 역사가의 기록 혹은 역사 기
록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며, 점차 실재(reality)라는 범주도 가리키게 되었다.57) 역사 서술의
중요성은 史官의 직분과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대의 사회에서는 국가의 체제가 확립되
고 왕권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는 과정에서 정통성의 역사의식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역사를 기
록하는 사관은 정통성의 역사의식을 구체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관료제도의 한 부분으로 여겨졌다.
중국의 역사 서술은 서사의 방식으로 쓰여져 서사와 역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거의 동일시
하는 독특한 역사의 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역사는 그 안에 서사주의가 기조
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서사는『춘추』나『좌전』과 같은 역사의 기록이나 서술에서 시작된다.
여기에서는 역사의 사건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사실적인 역사의 진실성을
중시하였다.
「계사전｣에서 ‘道’는 바로 주역의 논지인 ‘變易의 道’라고 보고 그것을 역사적인 사례를 들
어 설명하고 있다.
역경의 흥성함은 그 은나라의 말세와 주나라의 성덕에 해당하지 않는가? 문왕과 주
왕의 일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그 말이 위태롭다. 위태로운 것은 평안하게 하고
쉬운 것은 쓰러지게 한다. 그 도가 매우 커서 온갖 사물을 없애버리지 않으니 시작부터
끝까지 조심스럽게 하면 그 긴요함에 허물이 없으니 이를 일러 변역의 도라 한다.58)
여기에서는 문왕과 주왕(紂王)의 극단적 사례를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데에 우환
의 경각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서술하고 있다. 우환의식은 역경의 강령으로서 항상 인간
삶의 과정에서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는 일종의 균형적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시작
부터 끝까지 조심스럽게 하면 그 긴요함에 허물이 없다”라는 구절은 인간 자각의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는 ‘우환’의식의 발로이자 ‘변역의 도’의 체현인 것이다. 이 체현의 구체적인 함의
를 다음과 같이 계도하고 있다.
공자가 “위태로운 자는 그 지위를 편안히 하려는 사람이며 망하는 자는 그 존속을 보
전하려는 사람이며 어지러운 자는 그 다스림을 지니려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56) 段玉裁 『說文解字注』(臺北: 藝文印書館), 117-118쪽, 설문해자에서 ‘史’를 어원론적으로 사건의 공
정한 기록과 문서의 기록을 담당하는 관리라고 설명한다.
57) 루샤오펑, 『역사에서 허구로 – 중국의 서사학』, 76쪽
58) 周易, 「繫辭下傳｣: 易之興也, 其當殷之末世, 周之盛德邪? 當文王與紂之事邪？ 是故其辭危. 危者
使平, 易者使傾. 其道甚大, 百物不廢, 懼以終始, 其要無咎, 此之謂易之道也.

- 61 -

군자는 편안하되 위태함을 잊지 아니하며 존속하되 망함을 잊지 아니하며 다스리되 어지
러워짐을 잊지 않는다. 이로써 몸이 평안하여 국가를 보호할 수 있으니 역경에서 말하
기를, “그 망할까 망할까 하여 더부룩한 뽕나무에 매여 놓는다”고 하였다.59)
이 단락에서는 ‘우환’의식이 모종의 경지로 고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군자는 ‘변역’의 도
리에 따른 심리적 각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각성으로써 확실하게 세상의 이치
를 파악하고 국가와 백성을 다스리는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계가 다름 아닌
“변역의 도”의 궁극적 구현이자 천인의 도의 화합적 경지인 것이다. 「단전｣에서는 革卦를 해
석하여 “하늘과 땅이 변혁하니 네 계절이 이루어지고 탕왕과 무왕의 혁명은 하늘에 따르고 인
간에 호응한다”60)고 말한다. 하늘과 땅의 변화를 통해 時機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자연계는 물론이고 인간사회의 변화도 진행된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변혁을 사물이
발전하는 규율들 중의 하나로 보고 또한 사물의 변역은 영원히 다하지 않는 時機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작업은 그 내용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서술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문왕의 역사 이야기에 대해 괘효사의 맥락에서 보자면, 訟卦에는 문왕이
부왕의 원한이라는 명분을 통해 상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우선 국제적
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책략이나 전략을 세워서 준비하지만 일단 분쟁이 실제로 일어난
다면 실리적이고도 명분있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전쟁은 국력에 의한 소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대의명분과 그에 합당한 대가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송괘의 역사적 교훈은
바로 전쟁에 승리하는 전략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고도 승리하는 책략의
지혜를 계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변통의 서사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통해 주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송괘 (訟
卦)의 괘효사로 풀어갈 수 있다. 개인이든지 국가이든지 간에 서로 다툼의 문제가 있기 마련
이다. 이러한 다툼을 언쟁으로 해결하는 것이 소송이고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전쟁이다.
소송은 논리적 싸움인 반면에 전쟁은 물리적 싸움이다. 소송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보다도
소송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소송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며, 최악의 경우는 소송의
결과를 서로 수용하지 못하여 전쟁까지도 치르는 것이다.
송괘의 괘상

을 보자면, 건괘☰와 감괘☵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위에서는 아래를 강하게 압

박하고 아래에서는 위를 음흉하게 모함하는 형세를 지닌다. 이는 서로 다투는 국면을 함축한
다. 송괘의 괘사에는 당시의 정치적 무대의 설정과 그 전체적인 취지를 서술하고 있다.
1) 송에는 믿음이 있으나 막히고 두려워 중간에 멈추니 길하지만 끝까지 가면 흉하다. 대
인을 보는 것이 이로우니 큰 하천을 건너는 것은 이롭지 않다.61)
여기에서는 문왕은 부친의 보복에 대한 확신은 있으나 대국인 상나라와 정세가 어려워 유화정
책과 같은 외교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문왕은 전쟁을 불사하는 것과 같은 무리한
도박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송괘의 점괘 전체에서 도출된 문왕의 역사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59) 周易, 「繫辭下傳｣: 子曰, 危者, 安其位者也. 亡者, 保其存者也. 亂者, 有其治者也. 是故君子安而不
忘危, 存而不忘亡, 治而不忘亂, 是以身安國家可保也. 易曰, 其亡其亡, 繫於苞桑.
60) 周易,「彖傳｣, 革卦: 天地革而四時成, 湯武革命順乎天而應乎人.
61) 周易, 訟卦, 卦爻辭, “訟有孚, 窒惕, 中吉, 終凶. 利見大人, 不利涉大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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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에 관해 말하자면, 문왕이 아버지인 계력이 죽임을 당한 사건의 원한을
갚기 위해 帝乙 초년에 상나라를 정벌하고자 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반면에 상나라 제
을은 서쪽에 있던 귀방과 같은 변방과의 복잡한 정세 때문에 주나라를 징벌하지 못하였다. 따
라서 양국의 전쟁에서 주나라는 패망이라는 절체절명의 극단까지 치닫지는 않았다. 이러한 의
미에서 “큰 하천을 건너는 것은 이롭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다. 반면에 제을은 오히려 자신의
여동생을 문왕과 결혼시키는 유화적인 정책을 썼다. 그러므로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문왕의 역사적 무대를 관전하는 시각은 무엇보다도 소국인 주나라가 대국인 상나라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 하는 국제정치의 전략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여기에서 특히 문왕의
정치적 지략과 제을의 국제적 판단이 함께 뒤섞여있는 일종의 정치적 무대가 설정되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도 만들어지는 것이다.62) 이는 주나라의 문왕이 상나라의 제을과의 치열한 외교
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송괘에서는 주나라가 상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국력이 약하고 주위의
국제적 상황이 복잡할 때 섣불리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그에 대한 정치적 희생 혹은 국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국제적 관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외교적으로 이해
의 관계나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다. 여기에 경험적 지식의 정보와
실질적 지혜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일단 개개의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주변을 파악하는 것과 같은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서 시의적절하게 올
바른 예측, 확실한 선택, 정확한 판단 및 합리적 결정과 같은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괘효사의 역학적 서사는 사관의 선택이나 선호가 개입된 객관적 사료와 주관
적 사고가 결합된 故事와 敍事의 결합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역사와 서사의 관계, 즉
역사의 객관적 서술과 서사의 주관적 선택이 융합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역사학에서 학문적으
로 객관성을 담보하는 정도는 사료보다는 역사학자에 더 의존하게 된다. 역사학자의 수준은
그의 정신이나 사상의 측면에 달려있다. 그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더욱 주관적인 반면에 역사
의 인식이나 이해는 더욱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역사의 연구는 학자의 역량으로
서의 주관성과 사료의 객관성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
또한 역사의 진면모를 연구하는 데에 서술의 방식이 필요하다. 역사학자는 각각 사료에 입각
하여 역사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의 서술은 얼마나 객
관적인 것일까? 그것이 객관적이라면 역사의 진실을 모두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역사적 사건
이나 인물 전체를 파악하는 데에 실제로 사료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사실의 부분들이
담겨있지만 진실의 면모를 완전히 혹은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유의 방식과 생활방식의 가치가 전해
지고 실천되는 것은 역사정신의 발현이라 볼 수 있으며, 또한 우환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
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는데 이는 역사의식의 단초가 된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역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귀감삼아 倫理綱常과 같은 도덕규범의 체제에 대한 가치판단을
모색하였다. 이는 경전의 義理를 통해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찾고 治國의 도리를 모색하는 것
이다. 특히 역사의 교훈, 인물의 내용 및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그 합당성과 정당성을 인
간의 도덕적 품성에 귀결시켰다. 후대에 유학자들은 大一統의 정치적 취지에서 이러한 역사의
서사적 내용을 귀감으로 삼아서 왕안석 등은 變法改革을 주창하였으며 또한 엄복, 강유위 등
62) 李大用, 周易新探, (北京: 北京大學, 1992), 3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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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대지식인들은 實事實功의 현실적 의식을 갖고서 국정 전반을 통합하는 해결책을 모색하
였다. 그러므로 역사적 교훈을 모색하는 기저에는 특정한 시대가 직면했던 經世致用의 시대정
신과 革故鼎新의 역사의식이 깔려있다. 역사의 정신과 그 강령은 바로 여기에 있다.

V. 나오는 말
특정의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는 데에 주제나 줄거리, 의도 등은 자유로이 또한 끊임없이 선택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방적이기도 하고 불확정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가의 주관적 선호도
에 따라 사료를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다. 과거의 사건이나 인물은 고정되어 있거나 불변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서술에서 이들을 선택하고 가공할 수 있다. 그것은 불확정적이고도 다
양한 성향을 지닌다. 여기에서 과거는 박제화된 것처럼 이미 죽어있는 경직된 과거가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살아있는 과거이다. 여기에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지만 ‘과거를 의미하지 않는
과거’라는 逆說이 존재한다.
敍事主義의 관점에서 보자면, 역사학은 역사의 사건(혹은 인물)에 관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역사의 사실을 밝혀내어 그 속에서 역사의 정신을 도출하는 학문이다. 그 취지는 역사의 자료
를 근거로 하여 역사의 사실(혹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그 목적은 역사의 사실에서 역사의
정신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실재에 관해 사실의 입증과 사료의 해석 사이에는 간
격이 있기 마련이다. 그 사이에 사실과 가치, 심지어 역사와 허구가 개입된다. 이러한 간격을
메우는 서사의 해석에서 창조적 상상력이 발휘되어 역사정신의 가치가 모색될 수 있다.
주역의 괘효사는 점술의 결과를 서술한 일종의 서사로서, 예측과 판단의 내용을 서술한 내용
에는 주대의 역사가 담겨있고 그 시대의 문화적 상황 역시 알 수 있다. 괘효사는 서사의 방식
으로 서술되어 있고 이러한 서술이 주나라의 역사에 관한 서술이라면, 괘효사는 서사의 특수
한 형태, 즉 점술어로 특징짓는 역학적 서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괘효사의 서술
은 역사학의 서사주의적 방법에서 접근될 수 있다.
여기에서 괘효사의 내용에 周代의 역사, 특히 文王과 관련한 역사적 사건이 담겨있는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괘효사의 서사에서 문왕의 역사는 단편적으로 드러나 있다. 여기에는 역
사의 실재가 선택적으로 투사되고 주관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괘효사의 내용에서 주대의 역사
적 사건을 역사학적 방법을 통해 서술하고 그 속에서 역사적 정신을 도출할 수 있다. 특정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교화, 계도, 계몽 등의 내용은 사실판단, 가치판단 및 그 양자의 관계를
통해 후대에 역사정신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초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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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근대의 담론에서 본 지식인의 變法과 經世主義觀
- 康有爲의 大同書를 중심으로
김연재(공주국립대학)

Ⅰ. 근대의식의 발단
Ⅱ. 사회진화론과 중국근대의 시대정신
Ⅲ. 민족주의와 變法의 세계
IV. 강유위의 대동세계와 經世主義的 지평
V. 中華主義의 초석과 지향성

Ⅰ. 근대의식의 발단
청대에 內憂外患의 시련 속에서 지식인들은 부국강병과 민족생존의 현실적 문제에 대처하는
구체적 대안이 모색하였다. 관건은 중국사회 전반에서 노출되는 요구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하는 것이었다. 지식인들은 기존의 전통적 사상들과 서구의 자본주의를 결합하면서 사
회적 개혁을 통해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할 방편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經世主義的 맥락에서
變法自强운동, 戊戌政變 등의 개혁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근대의식의 과제, 즉 부국강병, 민족
생존, 민권의 확충 등을 실행하였다.
중국의 근대에서 지식인의 담론은 왕조의 제국으로부터 근대의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당시에 중국은 서구열강의 침입과 식민지 정책에 대응하여 자본주의의 도입,
국가체제의 변혁, 관료제도의 再編 등은 필수적인 시대적 사명이었다. 본고에서는 청대 말기
에 개혁운동의 주체였던 儒家의 관료나 紳士層에서 서구의 문명이나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하였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사회진화론의 흐름 속에서 重商主義의 정책, 강유
위의 變法, 中體西用의 이념 등이 중요한 논제가 되었다.63)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중국 근대화의 과정에서 지식인들이 ‘근대’라는 자기정체성을 찾
아가는 시대정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들의 학문의 세계에서 근대화는 중국이 서양의 존재
를 타자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주체로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이다. 당시의 중국사회는 기존의
전통적 사상과 서구의 사상 사이에 공존하는 괴리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 문
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특히 嚴復, 康有爲, 梁啓超, 章太炎 등의 지식인들이 유교가 어떻게
정치, 사회 및 문화 전반에서 야기되는 근대적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하는 문제의식에
착안한다. 이들 지식인들 중에 강유위가 道義만을 명분으로 하는 봉건제도의 불합리성과 전통
적 사고의 질곡을 어떻게 비판하며, 지극히 공정하고도 범세계적인 이른바 大同의 세계 혹은
太平의 경지를 어떻게 주장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고찰할 것이다. 그의 大同三世論을 중심으로
하여 升平世의 단계에 있던 근대중국의 관점 속에서 變法自强운동과 같은 필연적인 역사적
과정을 들여다보고 대동의 세계를 지향하는 입장을 살펴볼 것이다.
63) 조병한, ｢淸末 法治관념의 수용과 改革運動｣, 법철학연구 제7권 2호 (2004), 237-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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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로서, 지식인들은 서구의 사회진화론과 관련하여 부국강병과 민족생존과 같은 시대적
절박감과 역사적 사명감에 직면하였으며, 자유와 평등의 이념 하에서 반봉건주의적 진보성,
교화주의적 계몽성, 반제국주의적 애국심 등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러한 근대적 사고는 變法
의 사상을 통해 민족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한 담론을 낳았으며, 經世致用을 방법으로 하는 經
世主義的 기조를 형성하였다.

Ⅱ. 사회진화론과 중국근대의 시대정신
동아시아의 문명이나 문화에서 근대화의 전환기는 역사와 지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여기에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환경에서 식민주의화의 새로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 하는 시대적 문제의식이 있다. 그 전환기는 마부가 울퉁불퉁한 대로에서 마차를 황급히 모
는 과정이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마차의 무게를 감당하는 도전과 응전의 두 바퀴가 맞물려 굴
러가고 있는 양상과 같다. 이러한 근대화의 전화기에서 우리는 마부가 말을 채찍질하며 흙먼
지를 일으키고 뒤집어쓰면서 마구잡이로 헤집고 덜커덩거리며 황급히 달려가는 뒷모습을 연상
하게 된다. 이는 社會進化論의 탄탄대로에서 삶의 마차에 자본주의의 과제를 잔뜩 실고서 식
민주의화의 도로바닥을 비켜가면서 發展史觀의 질주를 하는 것이다.
우선, 중국의 역사에서 근대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역사에서 시대성의 담론에는 무엇보다도 근대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이 전제되어
야 한다. 특히 중국의 역사에서 ‘근대’ 개념을 역사적으로 정의내리는 데에는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다.64) 근대를 하나의 사건을 기준으로 혹은 연대기 순서대로 규정하는 단순한 시간적
기준은 논의의 본질을 흐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사상의 역사에서 중심
이 되는 논제, 즉 사회적 의식, 그 현상의 문제점 및 이들의 내재적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중국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위기의식을 어떻게 갖고 이
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모색했는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인들의 근대의식을 파악
하는 근본적인 단서가 된다. 이는 중국 근대의 역사 즉 청대에 內憂外患의 시련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중국의 근대라는 시대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하나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혹은 단순
히 연대기 순서대로 규정하거나 규정해 보려는 시도는 결국에는 한갓 논쟁거리로만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다. 사상의 역사에서 늘 그러하듯이, 사상 혹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단순한 시간적
설정 혹은 기준은 논의의 본질을 흐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상의 역
사에서 중심이 되는 논제, 즉 사회현상, 그 현상의 본질 및 그 상관성을 밝히는 측면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중국이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이 바로 근대의 시기가 된다. 왜냐
하면 중국은 특히 청조 말기부터 서양의 존재를 타자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주체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으로서 근대의식
이 본격적으로 싹트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65)
64) 일반적으로 중국의 시대를 구분하는 데에 근대의 시점이 아편전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
나 그 하한선을 사건의 맥락에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이데올로기의 맥락에서 파악할 것인지에 따
라 학자들마다 달리 논하고 있다. 그 하한선은 신해혁명 혹은 5․4운동으로도 볼 수도 있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근대’라는 시대는 민족성
혹은 국민성을 내세운 자기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65) 김태승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시대구분은 역시 기본적으로 발전된 선진강국의
세계에 끼어들고자 하는 인식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자기의 타자의 투사에 지나지 않는다. 근대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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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중엽에 중국의 근대사회는 크게 두 사건을 계기로 하여 전환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
다.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이다. 아편전쟁은 사대부들이 상업자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洋務운동의 일환이라면 후자는 농민 지위의 사회적 부상이 본격화되는 농민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중국의 근대화의 과정은 서구의 열강에 의한 식민지화와 자본주의화의 과정과 맞물
려있다. 지식인들은 서구의 문물을 수용하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사상을 고수하
면서도 서구의 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 양자 사이에 공존하는 긴장, 모순, 충돌의 관계
를 어떻게 수용하고 해소하고 화해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는 역사관,
민족주의, 자본주의 등의 근대적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식인들이 서구의 근대적 사고
에 모색하고자 한 것은 바로 문명의 가치관이다. 문명의 가치는 진보사관의 맥락에서 이해된
다. 진보사관은 사회진화론66)이 크나큰 기저를 이루며 역사의 발전을 부각시키고 확신하는 낙
관주의적 관점이다. 특히 그것은 서구의 식민지정책과 맞물리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식민지화
의 명분이 되었다. 중국의 사회에서 洋務운동, 變法自强운동, 立憲운동 등에는 이러한 문제의
식이 반영되어있다. 이 과정에서 지식인들은 부국강병, 민족생존, 민권평등 등의 현실적 문제
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토대로서 중국문화의 정신적 지주가 중요하였다.
중국의 개화기에 이론적 토대는 서구의 사회진화론에서 나온 것이다. 19세기 유럽에서 스펜서
등이 주장했던 사회학적 진화론은 발전론적 혹은 낙관론적 세계관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그것에 따르면, 인간 사회는 생물체가 발전하는 법칙처럼 생존을 위한 경쟁과 자연적인 도태
의 과정을 통하여 저급의 단계에서 고급의 단계로 진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사
회 진화의 척도로 여기면서 인간사회에서 고도로 진화된 형태의 이상적인 인간이 탄생할 것이
라는 낙관론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진화론은 개인들 사이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모순 때문
에 발생하는 불평등의 관계를 자연의 법칙으로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식민지시대에
인종주의, 제국주의 등과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하고 말았다.67)
중국에서는 嚴復68), 梁啓超69) 등을 중심으로 하여 서구의 사회진화론이 도입되고 이와 관련
된 번역서와 소개서들이 등장하면서 중국 사회 전반에 대한 현실적 인식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70) 지식인들은 사회진화론의 맥락 속에서 근대적 세계관의 추세, 즉 서구의 역사의식
의 중요성이나 진보적 성향을 읽어내려 했다. 그리고 서구 열강의 침입과 그에 대한 투쟁 속
근현대의 시대구분은 보편주의를 강조하던 특수성을 강조하던 강한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근대주의의
한계에 갇혀있었던 것이다.”(｢現代中國의 歷史敍述에 나타난 近代主義와 近代性 - 中國 近代史 認識
을 중심으로 -｣, 중국학보 46집, 345쪽) 여기에서 ‘근대’라는 시대구분은 본질적으로 정체성의 문제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66) 진화론은 다윈의 종의 기원을 기점으로 하여 등장하였다. 이러한 자연도태와 적자생존을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 진화론은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기초한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으로 발전하였다.
67) 이승환의 ｢한국 및 동양에서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가능｣, 중국철학 9집, 180-184쪽을 참조할 것.
68) 엄복(1854년 1921년)은 중국에 진화론을 도입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의 天然論(1898)은 헉슬
리(Huxley, Thomas Henry)의 진화와 윤리(Evolution and Ethics)(1894)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
은 서구의 진화론을 중국에 최초로 소개한 책이자 중국 근대의식의 담론을 위한 이론을 제공한 것으
로 평가된다. 엄복은 스펜서의 관점을 근간으로 하여 헉슬리의 논점을 선택적으로 비판하고 수용했으
며,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의 원리에 입각하여 중국인의 자강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은 이연도의 ｢근대중국의 진화론과 역사관 – 엄복과 강유위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
집 20집(2007), 105-113쪽을 참조할 것.
69) 양계초(1873년 1929년)는 1989년 무술변법의 실패로 일본으로 망명하여 당시의 대표적인 사회진
화론자로 평가되는 카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그는 루소의 민약론과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의 차이와 장단점을 파악하여 이를 부국강병을 기조로 하는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적
용시키고자 했다.
70) 당시에 사회진화론은 중국지식계에 과제로 던져진 국가관이나 민족의식에 관한 이론적 작업에 중요
한 실마리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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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들은 의화단 사건이나 아편전쟁으로 야기된 굴욕적인 참패에 몰리면서 진화론의 적자
생존의 법칙이 실제로 중국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되었다.
사회진화론이 동아시아의 담론에서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른 중국인들의
현실적 대응의 차원에서 현실적 인식, 즉 부국강병과 민족생존을 위한 이론적 논거를 제공하
기 때문이다. 당시의 중국사회에서 당면한 문제는 서구의 세력이 유입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
적 세계관이 어떻게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절실한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하는 것이었다. 사회진화론은 중국지식계에 과제로 던져진 국가관이나 민족의식에 관한 이
론적 작업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다른 한편, 康有爲, 梁啓超, 章太炎 등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 하에서 반봉건주의적 진보성,
교화주의적 계몽성, 반제국주의적 애국심 등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러한 근대적 사고는 자연
스레 사회적 갈등 혹은 모순의 구조를 극복하려는 과정 속에서 민족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한
담론을 낳았으며, 더 나아가 중국 고유의 민족주의적 자부심과 애국주의적 관심을 내용으로
하는 中華主義的 세계관에 단초가 되었다.
사회진화론은 서구사회에서 약자에 대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한 논리를 제공한 반면에,
중국사회에서 약자가 강자로 변신하기 위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진작시켜주는 부국과 자강의
담론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사회진화론에게서 강자를 위한 적자생존의
논리를 받아들여 부국강병의 원천으로 삼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자를 위한 자연도태의 논리를
배격하여 민족생존의 방편으로 삼았다.71) 그러므로 수용과 배척이라는 양단의 칼날은 바로
‘變法’이라는 시대적 도전이자 응전의 시금석이 되었으며,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논의되는
동아시아 담론의 크나큰 흐름이 되었다.72)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현실적인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 관념이나
역사의식을 다시 추스르고 이를 발판으로 민족생존과 부국강병을 위한 근대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가장 의미있는 결과는 그들이 자본주의적인 약육
강식의 논리를 정당화했던 서구열강의 진화론을 활용하여 일종의 ‘중국식’으로 해석하고 이해
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반식민지 혹은 반봉건적 기치를 내걸고 제국주의의 냉혹한 진화론
적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진화론으로써 민족적 각성과 계몽을 촉구하고
經世主義的 세계관을 마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도태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 중국을
세계적 조류 속에 동참시키고자 했다. 그러므로 ‘중국식’이라는 말에는 당시에 중국내의 사정
과 주변의 국제적 상황 속에서 서구의 진화론을 수용하여 이를 ‘變法’의 시대적 요청에 폭넓
게 부합시켰다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Ⅲ. 민족주의와 變法의 세계
중국인들은 서구의 제국열강이 침입해 들어옴에 따라 정치, 사회 및 문화 전반에 걸쳐 충격을
71) 이 부분에 관해 양일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사회진화론의 이러한 영향력은 중국의 지식인에게
한정된 것만은 아니었으며, 이 학설은 한말의 조선, 메이지시대의 일본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조이다. ……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 속에서,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에게 생존경쟁과 적자생존
이라는 자연세계의 냉혹한 법칙이 국제정치의 무대에도 엄연히 적용되고 있다는 두려움은 사회진화론
을 음미하는 시대적 계기였다. 다만 문제는 강자가 아닌 약소국가의 지식인이 우승열패의 법칙을 어
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다.”(｢중국의 근대성 문제와 천연론(天然論)｣, 중국학보 53집, 416쪽)
72) 이 부분에 관해서는 김승환의 ｢동아시아 담론과 동아시아적 인식｣, 13-21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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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면서 이에 따른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 변화의 움직임이 바로 민족생존과 부국강
병의 현실적 문제이다. 이 현실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통적 사상의 방면으로 귀결되어 해결
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중국인들은 특히 기존의 전통적 사상, 즉 유교, 도교 및 불
교 속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들의 최대의 관심은 유교, 도교 및 불교와 같은 기
존의 전통적 사상들이 어떻게 중국사회 전반에서 노출되는 요구들을 수용 혹은 충족시킬 수
있는가하는 것이었다.73)
중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불교를 논의하고 이를 정립하려면 바로 이러한 근대의식의 맥락 하에
서 가능하다. 지식인들은 經世主義적 세계관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정신적 지주가 필요
했으며, 이를 정치사회적인 개혁의 합리성과 대안에 적용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민족생
존과 부국강병의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서를 찾고자 하는 일환으로서 불교 사상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청대는 內憂外患의 시련이 가속화되었던 시대였다. 당시에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근대화의 과
정이 맞물리면서 기존의 전통적 사상들이 무력해지고 중국 국가와 민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
조되었다. 이를 절실히 체험했던 당시의 지식인들은 중요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이 문제의
식은 바로 중국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중화민족이 생존할 국가의 단위
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찾으려는 救國의 정신을 고양시켰고, 더 나아가 중화민족이
번영하기 위해 세계의 추세에 동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중국민족의 생존
과 번영이라는 과제는 당시의 시대적 요청이자 현실적 강박관념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윤리도덕적 관념의 해체, 부국강병의 현실적 문제, 민족생존의 절박한 문제 등을 극복
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패러다임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 속에서 지식인들은 사회 전반에 관한 변화나 혁신을 꾀하는 經世主義적
세계관을 구축하려 했으며 이에 관한 이론적 근거나 토대를 밝히려 했다. 이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현실적 대응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개혁운동이 戊戌變法이다.
이 운동은 1898년에 양계초, 담사동, 강유위 등이 光緖帝의 지원을 받아 일으켰으나 西太后
와 李鴻章 등에 의해 실패로 끝났다. 결국에 중국 내에 보수적인 扶淸滅洋의 입지만을 강화시
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사상적이나 문화적 기반이 없이 정치적 개혁만으로 사회구조를
바꾸려는 데에서 나온 실패한 개혁운동 중의 하나였다.74)
예를 들어, 양계초(1873-1929년)는 人倫이나 天理와 같은 봉건주의적 사고방식을 극복할 수
있는 근대의식과 그 구현의 방법을 피력했다. 그는 국가의식의 고취와 국력신장(自强)이 근대
적 의미의 국민과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변법과 개혁의 주장하
고 더 나아가 전통적 사상과 서양의 사상을 절충하는 立憲제도와 新民의 민주주의적 원칙을
주장했다.
그는 변법의 필요성과 개혁의 당위성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다. 그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개인의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자아에 대한 불교적 각성은 바
로 근대적 의미의 평등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가 역설한 애국심의 고양, 입헌
의 의지 및 新民의 강령 중에는 자신보다 먼저 남을 구제한다는 중생구제의 불교적 입장이 반
영되어 있다. 특히 그는 국가 자체 안에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
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국가를 구제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 즉 민권이라고 본 것이다.
73) 李遠杰, 近現代以佛攝儒硏究(巴蜀書社, 2002), 68-74쪽
74) 이에 관해 최민자의 ｢梁啓超의 變法思想과 改革運動｣(한국정치학보, 30집 1호, 1996)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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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 만일 중생이 미혹되지만 나만 깨달았다고 말하고, 중생이 고통스러워도 나만 즐겁다고
말한다면, 이러한 곳은 없다. 국가로 비유하자면, 내가 이 국가에 삶을 의탁했다면, 국
민이 어리석으나 나만 지혜로울 수 없고, 국민이 위태하나 나만 안전할 수 없으며, 국
민이 초췌하지만 나만 영광을 누릴 수 없다.75)
그는 개인의 정신의 진정한 자유로운 해방이란 바로 국민의식을 지닐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
라고 본다. 그러므로 그는 “이 뜻을 아는 사람은 비록 희생하고 각종의 이익을 무시하며 국가
를 위한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76)라고 확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강조한 公德心을
내용으로 한 '新民'의 근대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3) 국가란 개인적인 사랑의 근본적 위치이고 박애의 궁극적 지점이다. 이곳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야만이다. 이곳을 넘어간 것도 역시 야만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부족의 백
성이 되지만 국민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이다.77)
여기에서는 국민의 사회적 교화와 救國的 차원의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다. 그는 민족주의와
개인주의의 상호관계 속에서 中庸의 道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중국의 전통성에 근
대의식을 적용한 것이다. 이는 이상사회와 현실사회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교화에 의해
국민을 계몽할 것을 역설한 것이다. 그가 “소강사회78)의 의미로써 오늘날의 세상을 구제한
다”79)라는 소박한 입장은 바로 新民主義적 차원에서 근대의식의 논점들, 즉 애국주의적 정신,
사회의 공동체의식, 민족의 단결 그리고 새로운 국가건설이라는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근대의식이 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닌다면, 이는 救國적 입장이 역사적 책임감과 사회적
의무감을 증가시켜 현재와 미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말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章太炎(1869-1936년)은 불교의 衆生觀을 통해 반봉건주적 근대의식을 구현하
고자 했다. 그는 모든 중생은 眞如佛性을 체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국민에게 유익한
도덕의 표준으로 보았다. 그는 근대의식을 기조로 하는 민족주의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강
조한다.
4) 국민의 덕이 쇠락함이 지금에서 심해지고, 주공과 공자의 유언이 다시 만회할 힘이 없
으며, 이학 또한 세상을 유지할 수 없다.80)
이는 중국의 전통성, 특히 유가의 공맹사상으로는 중국의 근대사회가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이
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5) 서구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신교를 믿고 봉건과는 거리가 멀다. 마음속에
75) 梁啓超哲學思想論文選, ｢論佛敎與群治之關係｣: 苟衆生迷而曰我獨悟, 衆生苦而曰我獨樂, 无有是
處. 譬諸國然, 吾旣托生此國矣, 未有國民愚而我可以獨智, 國民危而我可以獨安, 國民悴而我可以獨榮
者也.
76) 梁啓超哲學思想論文選, ｢論佛敎與群治之關係｣: 知此義者, 則雖犧牲藐躬種種之利益以爲國家, 其必
不辭矣.
77) 梁啓超, 論國家思想, ｢新民說｣: 國也者, 私愛之本位, 而博愛之極點, 不及焉者野蠻也, 過焉者亦野
蠻也. 何也? 其爲部民而非國民一也.
78) 소강사회는 일반적으로 유가의 이상적 사회인 大同사회보다 한 단계 낮은 사회, 즉 禮와 法을 통해
통치되는 현실적 사회를 말한다. 禮記의 ｢禮運｣편에서 소강은 우왕, 탕왕, 문왕, 무왕, 성왕, 주공
이 다스리던 시대로 본다. 康有爲와 같은 인물은 대동사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소강
사회를 하나의 목표로 삼기도 하였다.
79) 梁啓超, 論國家思想, ｢新民說｣: 以小康義救今世.
80) 章太炎全集 第四卷, ｢人無我論｣: 民德衰頹, 於今爲甚, 姬孔遺言, 無復挽回之力, 即理學亦不足以
持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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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숙이 감춘 사람은 “인간이 사회를 위해 태어났지 자신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
며, 모든 지능과 정력을 있는 대로 찾아내어 마땅히 크나큰 무리에 공헌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와 종교를 근거로 하여 풍속을 이루고 풍속을 근거로 하여 마음의 이치를
이루어내야 한다.81)
｢四惑論｣에서 제기되는 그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정치사회적인 인위적 질서나 조직은 기본적으
로 중생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귀결시킨다. 이는 국가의 역량이란 바로 개인의 참여의식을 기
반으로 한 정치와 종교가 한목소리를 내는 총체적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것이 중국의
민족의식 혹은 국가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중요하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개인과 집
단 혹은 국가의 총체적 관계를 제시한다. 즉
6) 국가는 인민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그러므로 각각의 인민들은 잠시나마 자신을 실제의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국가는 실제의 존재라고 말할만한 것이 없다. 바로 국가뿐
만 아니라 저 하나의 촌락과 하나의 부락, 하나의 집단과 하나의 모임의 경우에도, 역
시 오로지 각각의 사람들만이 실제의 존재이고 자신의 본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부락
과 촌락, 집단과 모임은 실제의 존재나 자신의 본성이 없다.82)
그가 중점을 둔 것은 개인이라는 실체성을 주축으로 한 國家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존재는 자신의 본성(自性)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본성이 바로 佛性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야만 비로소 국가나 단체가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개인은 無我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개인은 절대적
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은 국가를 통해 현실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자긍
심과 단결심을 가게 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서구적인 근대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개인주의와 국가주의 사이의 中道라는 맥락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
이다.
그가 말하는 애국주의는 개인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국가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다. 이것이 大乘的 실현을 추구하는 애국주의적 국가관이자 당시의 중국의 근대사회가 요구
하는 바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7) 나라를 사랑한다는 생각은 강대국의 백성에게는 있을 수 없고 약소국의 백성들에게도
없을 수 없다. 스스로 존중한다는 생각은 고귀함에 있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고 궁
핍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없을 수 없다.83)
그는 애국심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관은 강대국의 국민에게서보다는 약소국의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는 애국심이란 현실에서 어려울 때, 특히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울 때에
더욱 발휘되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전통관과 외세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모두 배
척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기존의 전통관에 관해서는 그는安身立命을 취지로 하는 전통
적 윤리관을 무너뜨리고 민권의식을 지닌 민족국가를 세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태염은 민
권의식을 평등 개념에 두고 이것이 근대적 의미의 국가관의 초석이 된다고 믿었다. 나아가 그
는 대승불교적 입장, 특히 중생을 구제한다는 가치관을 인식하고 중국민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단결심을 핵심으로 하는 근대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81) 章太炎全集, ｢四惑論｣: 歐洲諸國, 參半皆信神敎, 而去封建未遠, 深隱于人心者曰, 人爲社會生, 非
爲己生, 一切智能膂力, 當悉索所有, 以貢獻於大群, 因政敎則成風俗, 因風俗則成心理.
82) 章太炎全集, ｢國家論｣: 國家旣爲人民所組合, 故各各人民, 暫得說爲實有, 而國家則無實有之可言,
非直國家, 凡彼一村一落, 一集一會, 亦惟各人爲實有自性, 而村落集會, 則非實有自性.
83) 章太炎全集, ｢國家論｣: : 愛國之念, 强國之民不可有, 弱國之民不可無, 亦如自尊之念, 處顯貴者不
可有, 居窮約者不可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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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식인들의 관점은 당시에 직면했던 개인의식의 추구와 마음의 창조성의 능력뿐만 아
니라 근대적인 이론적 사유와 사회변혁의 욕구와 합치되었다. 그들은 이 구세주의적 정신을
활용하여 인생의 현실적 욕구와 사회정치적 상황에 대해 비판의식을 고취시켰으며, 나아가 이
를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외세의 침탈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그들은 은둔적 생
활 속에서 기존의 인생과 사회를 소극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적 생활 속
에서 기존의 인생과 사회를 의식적으로 비판하게 되었다. 이것이 불교가 出世의 은둔적 경향
에서 入世의 참여적 경향에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따라서 戊戌變法과 辛亥革
命과 같은 당시의 사회개혁운동에 중요한 이론적 논거를 마련해 주었다.84)
또한 당시의 지식인으로서 魏源은 부처의 發願의 힘에 의지하여 淨土로 往生할 것을 주장함
으로써 体와 用의 관계와 사회실천의 관점에서 佛法과 世法, 治世와 治心을 연관시켰다. 이는
불교경전을 入世적 정신의 근거로 삼고 여기에서 ‘經世致用'의 본질을 찾고자 한 것이다. 그
는 “군자가 세상에 활용하는 학문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은 그 힘이 가득차고 안으로부터
나온 것은 그 힘이 크다. 힘의 크고 작음은 마음이 모이고 흐트러지기 때문이다”85)라고 말한
다. 그의 취지는 治世는 반드시 마음에 근본하고, 致用은 인간이 자신의 재능을 다해야 하며,
그 재능은 바로 인간 마음의 정화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가치의 본원으로서
의 인간마음을 經世의 근본으로 생각한 것이고, 더 나아가 治心이 本이고 治世가 用이 되는
體用一致의 정토사상을 주장한 것이다. 그가 보건대, 마음을 만사만물이 생성과 변화될 수 있
는 본원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經世致用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그는 經世와 治學은 모두 반드
시 마음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그의 經世관의 본질인 것이다.
경세치용관은 민족의식과 맞물려 사회와 정치 분야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당
시의 세계관이 인간성에 관한 도덕적 요구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를 개혁하려는 요구도 함유
하는 것이라면, 그 토대는 민족주의에 두고 이를 민족의식의 주축으로 삼았던 것이다. 지식인
들은 경세주의적 사고를 통해 綱常名敎를 근간으로 하는 현실세계를 개혁하고 당시의 통치의
특징인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의 이중적 측면을 배격하고자 했다. 그들은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토대로 하여 반봉건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반제국주의적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측면은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자유와 평등의 민권의식이라는 근대적 사고의 발판이 되었다.
2. IV. 강유위의 大同세계와 경세주의적 강령
康有爲(1858-1927년)는 儒家의 大同세계의 理想86)을 자신의 이론적 바탕으로 삼고 인간의
고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논함으로써 중국사회에 개혁이 필요하고 그 합리성의 본질을 찾
고자 하였다.
강유위는 역사의 발전을 세 단계로 나누어 人類進化表를 작성하고87) 진화론적 發展史觀을 제
시했다. 그는 예기의 大同說과 춘추공양전의 三世說을 결합하고 인간사회의 발전이 진화
론적으로 유토피아적인 대동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大同三世說을 주장하였다. 예기의 大同說
에서는 인간의 세계는 小康사회와 大同사회로 나누어진다. 소강사회는 사사롭고 편협한 현실
적 세계를 가리키는 반면에, 대동사회는 공공의 의리가 실현되는 도덕적 이상적 사회를 가리
킨다. 또한 그는 춘추공양전의 삼세설에 입각하여 사회의 발전이 據亂世, 升平世, 太平世으

84)
85)
86)
87)

李向平, ｢人間佛敎的現代轉換及其意義｣, 世界宗敎硏究 第一期(1997)을 참조할 것.
魏源集, ｢學篇十一｣: 君子用世之學, 自外入者其力弸, 自內出者其力弘, 力之大小, 由于心之翕散.
이규성의 ｢강유위(康有爲)의 세계의식과 이상사회｣, 철학사상 제17집(2003)을 참조할 것.
康有爲, 大同書, ｢去種界同人類｣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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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1단계는 據亂世로서 절대군주제 체제로 운용되며, 2단계는 升平世로서
입헌군주제 체제로 운용되며, 3단계로서는 太平世로서 공화제 체제가 운용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道義만을 명분으로 하는 봉건제도의 불합리성과 전통적 사고의 질곡을
지적하고 升平世의 근대적 단계에서는 變法自强운동을 필연적인 역사적 과정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그는 지극히 공정하고도 범세계적인 이른바 大同의 세계 혹은 太平의 경지를 지향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렇다면 대동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 元氣의 혼륜함에 근거하여 太平의 세대를 미루어보면 미래와 과거가 없음을 알게 되어
전적으로 현재만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허무가 없음을 알면 전적으로 태어
난 것만을 길이 보전하려 생각하게 된다. 氣의 정신에는 삶과 죽음이 없음을 알면 전
적으로 현상을 드러낸 것만을 해탈로 생각하게 된다.88)
그는 대동의 세계의 입장에서 平等의식을 피력한다. 이 의식에서 보자면, 전통적 사상들, 즉
원기설과 해탈설의 내용은 서로 소통하는 연대성, 즉 초월과 내재, 현실과 이상, 개별과 보편
등의 공존하는 경지로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대동주의적 세계관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그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우선 고통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와 민족 더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극락의 경지를 추구할 것을 주장한 것
이다. 그러므로 그는 “중생은 한 몸이고 자비는 보편적으로 구제하는 데에는 이미 지난 때는
없으며,”89) “나날이 구세를 마음으로 삼고 시시각각으로 구세를 일로 삼아야 한다”90)라고 강
조한다.
당시 중국의 현실적 상황에서 말하자면, 이는 초현실적 이상과 현실적 정치사상 혹은 불교적
세계관과 大同主義적 세계관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평등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민권의식을 고
취하려 했다. 따라서 그가 인식한 현실적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시 중생구제의 불교정신을 통
한 大同主義적 근대의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세주가 강림할 필연성과 필요성을 강조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개혁, 이른바 戊戌變法에 대한 현실적 이론의 근거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는 중국민족의 입지와 근대화를 위해 지식인들이 해야 할 역할과 그 의미를 인식하
면서 어떻게 자신들의 經世主義觀 속에 반영했는가를 밝히는 논거가 된다. 그들은 중화민족이
생존할 국가의 단위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찾으려는 救國의 정신을 고양시켰고, 더
나아가 중화민족이 번영하기 위해 세계의 추세에 동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하였
다. 중국민족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과제는 당시의 시대적 요청이자 현실적 강박관념의 산물이
다. 그들은 윤리도덕적 관념의 해체, 부국강병의 현실적 문제, 민족생존의 절박한 문제 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패러다임을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
다.
지식인들은 사회 전반에 관한 변화나 혁신을 꾀하는 經世主義적 세계관을 구축하려 했으며
이에 관한 이론적 근거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현실적 대응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민족의식 하에서 유교와 불교의 장점을 아우르는 시각을 피
력하였다. 특히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연스레 중생을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속세에 관심과 의미
를 두었던 入世觀에 주목했으며 특히 禪宗과 淨土宗과 같은 대승불교의 적극적인 측면을 받

88) 康有爲, ｢自編年譜｣: 根元氣之渾侖, 推太平之世, 旣知無來去, 則專以現在爲總持, 旣知無無, 則專以
生有爲存存, 旣知氣精神無生死, 則專以示現爲解脫.
89) 康有爲, 大同書, ｢康子內外篇｣: 衆生一体, 慈悲普度, 无有已時.
90) 康有爲, 大同書, ｢康子內外篇｣: 日日以救世爲心, 刻刻以救世爲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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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였다.
인간은 생명의 자생력을 특징으로 하는 자연계의 연결망 속에서 생명의 이치를 터득하고 생명
공동체의 의식을 갖는다. 그 논점은 인간이 본성의 내면적 세계에서 생명의 본질을 바탕으로
하여 어떻게 도덕적 의식을 확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성론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理와 氣의 관계에서 상정된다. 예를 들어, 리학의 영역에서는 理는 인간의 도덕적 본
성으로서 ‘천명의 성(天命之性)’ 혹은 ‘의리의 성(義理之性)’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氣는 육체
의 生理, 心理, 情欲 등의 자연적 본성으로서 ‘기질의 성(氣質之性)’이라고 부른다. 이와 달리
기학의 영역에서는 ‘천명의 성’과 ‘기질의 성’을 구분하지 않고 그 양자의 통일성을 주장한다.
특히 기질의 성 즉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 인간의 본질적 본성이고 도덕행의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강유위는 기학의 맥락과 춘추공양학의 입장에서 인간의 욕망과 그 사회공학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理(天理)와 欲(情欲)의 논변으로 환원될 수 있다. 맹자가 性善說을
제기한 이후, 程朱學이나 陸王學과 같은 유학자들은 인간본성에서 道心과 人心 혹은 理와 欲
의 관계를 대립시켜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없앤다(存天理, 滅人欲)”는 논법을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명대에 功利學派에 속하는 李贄는 “사람에게는 사사로움이 있다(人必有私)”는 점에
서 인간의 천성에는 사욕이 있음을 주장하여 仁義道德에 관한 도학의 허위성을 비난했다. 또
한 왕부지는 천리와 인욕의 상관성에 주목하여 “천리가 인욕 속에 머문다(理寓於欲)”고 주장
했다. 그는 천리가 인욕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인욕 밖에서 천리를 찾는 것에 반대했으며 천
리를 떠나서는 인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천리가 인욕을 통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康有爲는 유가의 大同主義的 이상세계를 자신의 이론적 토대로 삼고 불교의 救世主義的 실천
관을 반영한다. 그는 인간의 고통 혹은 고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논함으로써 중국의 근대
사회에 대한 개혁의 의지를 피력하고 그 합리성의 논거를 찾고자 하였다. 당시 중국의 현실적
상황에서 말하자면, 이는 이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속선상에 놓고 불교적 세계관과 大同主義
的 세계관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독립과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권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
다. 따라서 그가 인식한 현실적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시 인류를 구제한다는 大同主義的 근대
의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세주가 강림할 필연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것일 뿐만 아니
라 사회적 개혁, 이른바 戊戌變法의 현실적 이론의 근거가 되었다.
강유위의 세계관은 문명의 발전이라는 노선에서 중국의 전통적 사고와 서구의 근대적 사고를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다. 전통적 사고에는 대동사회와 삼세설이
있다면 근대적 사고에는 사회진화론과 평등주의가 있다. 그는 문명의 발전을 氣一元論的 노선
에서 公羊學派의 입장에 있다. 사회진화론적 차원에서 보자면, 大同사회는 인간의 자유와 평
등을 추구하고 개인의 욕망을 달성하는 공동체의 삶이다. 그의 개혁의 의지는 기일원론적 성
격을 지닌 역사진화론의 노선에서 접근될 수 있다. 그는 漢代의 元氣說의 전통을 수용한 세계
관을 피력한다.
2) 넓디 넓은 元氣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하늘이란 하나의 사물의 넋의 바탕이고 사람
이란 또한 하나의 사물의 넋의 바탕이다. 비록 형체가 크고 작음을 지닐지라도 太元에
서 넓은 기를 나누어내니 큰 바다에서 미소한 물방울을 떠내는 것과 다를 수 없다.91)
元氣를 우주의 본원 혹은 원천의 상태로서 氣化의 과정을 진행한다.92) 여기에서 ‘太’ 글자는
91) 康有爲, 大同書: 夫浩浩元氣造起天地. 天者一物之魂質也. 人者亦一物之魂質也. 雖形有大小, 而其
分浩氣於太元, 挹涓滴於大海無以異也.
92) 易緯』의 ｢乾鑿度｣편에서는 우주의 본원과 그것으로부터 분화하는 생명의 일련의 태동의 과정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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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의 근원적 혹은 원초적 의미를 지닌다. 원기는 하늘과 땅의 현상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太
元의 상태와 그 분화의 과정, 즉 魂의 상태로 나누어 설명된다. 하늘과 땅으로 대변되는 현상
의 세계는 세계에서 생명력의 흐름에서 魂의 통일적 상태를 이루고 있다. 혼의 작용은 神의
氣, 즉 기의 흐름으로 표현된다. 그는 禮記에 실린 공자의 말93)을 전거로 하여 氣一元論的
세계관을 피력한다.
3) 신묘함이란 지각의 전기를 지니는데, 빛의 전기는 가지 않은 곳이 없고 신묘한 기는
감응하지 않은 것이 없다.94)
음과 양의 기가 예측할 수 없을 변화무쌍한 신묘한 흐름은 번개와 천둥소리의 작용처럼 감응
의 방식을 통해 세계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4) 신묘함이란 지각의 기이며 혼의 기이며 정미하게 밝은 것이며, 영명하며 밝은 덕이다.
그 나열된 것이 명칭을 달리하지만 바탕을 같은 것이다.95)
신묘한 기는 우주의 이법으로서 모든 만물의 본체이며 특히 인간의 본성에서는 仁의 본성으로
結晶된다. 仁은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不忍之心)”의 본체로서, 당시의 근대과학적 지식의 차
원에서 빛의 파동과 관련한 에너지, 즉 에테르(ether)의 물질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었
다. 이는 하늘과 인간, 만물과 인간의 관계를 元氣의 물질적 혹은 물리적 동질선상에서 접근
한 것이다. 이러한 기일원론적 사고는 仁愛 혹은 博愛의 정신, 人道의 진화, 궁극적으로는 大
同의 세계와 연관을 시켰다.96) 이러한 기일원론적 신념은 당시에 문명을 지향했던 근대 지식
인의 담론 중의 하나였다. 이는 程顥가 말한 “어진 사람은 천지와 만물을 한 몸으로 생각하니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이 없다”97)는 내용에 근거를 둔다. 기의 흐름에서 보면 仁의 본성이 바로
元氣의 결정체이고 인의 구현은 바로 인간이 자연의 理法에 따르고 만물과 공동체를 이루는
경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강유위는 이러한 기일원론적 세계관의 맥락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독립적이고 평
등한 권리를 부여받은 존재라는 점을 역설한다.
5) 사람마다 모두 하늘이 낳은 것인데, 이 신체가 있으면 이 권리가 있는 것이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일러 하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권리는 양보하는 것일
일러 하늘의 직분을 잃는 것이라고 말한다.98)
이는 맹자의 天民의 개념을 서구의 天賦人權사상에 활용한 것이다. 元氣의 동질적 차원에서
보자면, 仁의 본성은 인간이면 누구나 평등할 수 있는 선천성의 원천이 된다. 그것은 개별적
명하고 있다. 하늘과 땅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상태는 太易, 太初, 太始 및 太素의 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 우주의 본원은 하늘과 땅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상태를 지니는데 太易, 太初, 太始 및 太素의
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단계의 전체는 생명력의 통일적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에서 元氣라고
부를 수 있다. “유형은 무형에서 생겨나는데 건과 곤이 그로부터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러므로 태역
이 있고 태초가 있고 태시가 있고 태소가 있다고 말한다. 태역이란 아직 기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태초란 기의 시작이다. 태시란 형체의 시작이다. 태소란 바탕의 시작이다. (『易緯』, ｢乾鑿度｣: 夫有形
生於無形, 乾坤安從生? 故曰有太易, 有太初, 有太始, 有太素也. 太易者, 未見氣也. 太初者, 氣之始
也. 太始者, 形之始也. 太素者, 質之始也.)”
93) “땅이 신묘한 기를 싣고 신묘한 기는 바람과 천둥이다. 바람과 천둥은 형체로 흘러가고 많은 사물이
드러나 생긴다.( 禮記, ｢孔子閒居｣: 地載神氣, 神氣風霆, 風霆流形, 庶物露生)”
94) 康有爲, 大同書: 神者有知之電也, 光電能無所不傳, 神氣能無所不感, 神鬼神帝, 生天生地, 全神分
神, 惟元惟人, 微乎妙哉.
95) 康有爲, 大同書: 夫神者, 知氣也, 魂知也, 精爽也, 靈明也, 明德也, 數者異名而同質.
96) 에테르의 전기, 인의 본성, 박애정신의 관계에 관해 김철운, ｢대동(大同): 욕망의 동력으로 이루는 유
가공동체｣, 철학연구 제41집(2010), 101-105쪽을 참조할 것.
97) 河南程氏遺書 卷2上, ｢二先生語二上｣: 仁者以天地萬物爲一體, 莫非己也.
98) 康有爲, 大同書: 人者天所生也, 有是身體卽有是權利, 侵權者謂之侵天權, 讓權者謂之失天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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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氣의 흐름의 맥락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차별성보다 우선한다. 그가 개인의 인권과 공동체
적 삶을 연속선상에서 접근하는 것은 氣의 동질적 흐름에서 사회진화론을 수용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독립과 평등의 권리는 仁의 본성과 大同의 세계 사이에 ‘경계없는 경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된다. 이러한 주장은 그가 중국의 근대 지식인의 면모를 드러낸 것이다.
그의 대동세계는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여 도달할 수 있는 세계이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자연
스레 인간 본성을 부여받으며 그 속에 욕망의 기질도 포함된다. 그는 욕망의 감정을 부정하는
孔孟學의 성선설과는 정반대로 욕망은 억제하지 말고 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인간의 삶은
욕망의 달성의 차원에서 “고통을 제거하고 즐거움을 추구한다.(去苦求樂)”는 내용을 지닌다.
그는 현실세계에서 문명의 발전을 위해 차별적인 사회제도를 개혁하고 개인의 욕망을 달성하
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개혁의 의지는 개인의 독립적이고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고 이
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적 삶의 공감과 유대仁의 실천으로 귀착시킨다. 仁의 구현은 인간관
계에 기초한 공동체적 삶에서 공감력의 확충과 유대감의 확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는 사
회적 교감, 조정 및 통합의 흐름 속에 공감력이 확충되고 유대감이 확장되는 문제와 직결된
다. 인간은 기질 혹은 성향 혹은 감정이 각각 다르지만 서로 함께 교감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용한다. 그것은 자아가 타자와 일정한 합리적 거리감과 능동적 유대감에서 나온
다. 그러므로 공감은 집단이나 사회의 합리적인 결속력을 이루는 주관적 의식과 그에 따른 실
천적 행동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다.
인간의 본성은 元氣의 흐름에서 동일한 기질과 욕망을 지닌다. 氣質의 본성을 惡으로 보는 성
선설과는 다르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연스러운 기질의 욕망을 달성하는 것을 독립과 평등
의 권리로 생각한다. 특히 그는 욕망을 달성하는 것이 즐거움과 고통과 직결된다고 본다. 인
간이 외부와의 감응이 본성에 합당하면 즐겁게 되고 그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고통을 겪게 된
다. 그러므로 그는 선과 악은 맹자의 性善論처럼 선험적이지 않고 욕구 혹은 욕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특히 현실적 세계에서 고통은 천명처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에서 차별적인 위계질서의 구조에서 야기되는 결함이나 모순에 나온다고 보았다. 그러므
로 사회적인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고통을 제거하고 즐거움을 추구해야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살아가야 할 세속적 삶의 대상은 세계, 즉 세상의 경계이다. 여기에는
모든 차별과 고난을 조성하는아홉 가지 경계, 즉 九界99)가 있다. 욕망을 달성하는 경계는 이
아홉가지 ‘경계가 없는 경계’이다. 이것이 평등과 박애에 기본한 원만한 대동의 세계 혹은 극
락의 세계이다.
그가 보건대, 九界로 대변되는 모든 차별적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현실적 세계의 실
재의 고통을 제거하여 욕망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개인의 욕망을 충족하면 사회 전체가 유기
적으로 균형감있게 움직이도록 공익성이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이 욕망을 충족하는 과정
에서 주의할 점은 편파적인 사사로운 이기심을 절제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이 이기심을 九界
의 차별성을 더욱 고착화시켜서 더 많은 고통을 수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99) 그는 大同書에서 모든 고통의 근원을 아홉 가지 차별적 경계, 즉 國界, 級界, 種界, 形界, 家界,
業界, 亂界, 類界, 苦界에서 비롯되므로 이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1) 강토
나 부락을 구분하는 國界를 없애어 영토 혹은 세계를 통일시킬 것. 2) 귀천을 차별하는 級界를 없애
어 민족을 평등화할 것. 3) 인종을 차별하는 種界를 없애어 인류를 동질화할 것. 4) 남녀를 구분하는
形界를 없애어 남녀의 독립을 보장할 것. 5) 친척에 집착하는 家界를 없애어 天民이 될 것. 6) 농공
상을 사유화하는 業界를 없애어 생업을 공유할 것. 7) 불평등하여 소통하지 못하는 亂界를 없애어 태
평세대를 건설한 것. 8) 인간과 다른 생명체를 구분하는 類界를 없애어 모든 생명체를 사랑할 것. 9)
끝없는 고통을 유전시키는 苦界를 없애어 극락세계에 도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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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道義만을 명분으로 하는 봉건제도의 불합리성과 전통적 사고의 질곡을 타파하고 지극히
공정하고도 범세계적인 이른바 大同太平의 경지를 추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대동의 사회는 개
인의 욕망을 금지하는 사회가 아니라 생리적, 물질적 및 정신적 욕망을 충족하면서 끊임없이
개혁과 개량을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문명의 사회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인간의 본성이 선
하다는 선천성의 문제는 자연스레 배제된다. 왜냐하면 본성의 선천성을 인정한다면 진화, 개
선 등과 같은 발전적 가능성 뿐만 아니라 교화나 훈련을 통한 개조의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차
단되기 때문이다. 대동태평의 경지는 일종의 자아실현의 단계로서 현실적 세계에서 겪는 고통
의 세계를 9가지 경계(九界)를 초월하는, ‘경계를 넘어서는 경계’로서 이상적 세계이다. 그러므
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6) 백성으로 하여금 즐겁고 이익되게 하는 것은 교화가 반드시 진보하고 통치가 반드시
문명적이다. 백성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고 원망하게 하는 것은 교화가 반드시 퇴보하고
통치가 반드시 야만적이다.100)
그는 인간의 본성상에서 즐거움과 고통의 관계를 진보와 퇴보, 문명과 야만, 善과 不善 등의
양극단적 관계를 연관시킨다. 여기에는 대동의 세계에 도달하는 방향성을 지세하고 있다. 즐
거움은 욕망의 달성과 관련되며 진보, 문명, 善을 지향하는 과정은 대동의 세계를 실현하는
과정인 셈이다. 여기에 욕망의 실현, 제도의 개선, 문명의 진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진화
론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른바 자아실현의 이정표는 인식과 실천의 통합적 과정으로
서,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끊임없이 지향하는, 결코 완결되거나 완성되지 않는 삶의 지속가
능한 과정이다.
대동의 세계는 仁의 본성에서 九界의 차별로 대변되는 사회제도의 차별적인 한계를 극복함으
로써 고통의 원인을 없애는 단계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
망의 실현에는 사회진화론의 긍정적 차원이 있으며 문명의 발전과 같은 진보사관이 투영되어
있다. 특히 욕망의 실현이라는 문명의 목표에서 대동의 세계와 극락의 세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즉 고통을 벗어나 무한한 자유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린다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동일
하다. 여기에는 공동체적 삶을 전제로 하여 전자가 욕망의 달성에 바탕을 둔다면 후자는 중생
의 구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고차원적 최종적 단계는
대동의 이상적 속세, 신선술의 장생불사, 불교의 불생불멸을 거쳐서 영혼의 자유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강유위가 그토록 갈구하였던 天游學의 세계인 것이다. 이른바 天游學의 세계101)는
공동체적 大同의 道가 실현되는 문명의 궁극적 경지인 것이다.
仁은 만물이 일체가 되는 생명의 본체이자 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논거가 된다. 그것은 인
간의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만물의 관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의 본체는 특히 인간의
경우에 그것은 하늘로부터 독립적이고 평등한 권리를 부여받는 근거가 된다. 여기에서 인의
실현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보장되고 욕망이 성취되는 단계이다. 이는 차별이나 경
계가 없는 초월적인 형이상학적 경계이며 불교의 극락의 세계와 유가의 대동의 세계가 만나는
경계이다. 그러므로 강유위가 추구하는 세계관에는 개인의 권리와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공동체
적 삶을 지향하는 일종의 도덕적 유토피아가 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의 문제 즉 人道를 언
급하는 데에서 자비의 관념을 활용하였다.
7) 인도란 사람에 의존하여 도가 된 것이다. 사람에 의존하는 도는 고통과 즐거움일 뿐이
100) 康有爲, 大同書: 其令民樂利者, 化必進, 治必文. 其令民苦怨者, 化必退, 治必野.
101) 한성구, ｢강유위 사상의 과학적 배경과 ‘天遊境界’｣, 한국철학논집 제27집(2009), 197-219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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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람이 도모하는 것은 고통을 없앰으로써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102)
그는 人道가 바로 남과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궁극적 귀결점은 바로
佛敎觀에 있다. 즉 모든 고통을 없애고 극락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에서 “하늘 아래를 보편화하고 삶의 무리가 있는 것은 모두 즐거움을 찾음으로써 고통을 모면
하는 것뿐이다”103)라고 말한다. 그는 계급들 사이에서 야기되는 인간의 통치에 수반되는 고통
및 인습을 지적하고 봉건제도와 윤리도덕적 관념에서 형성된 모든 불평등을 명확하게 인식했
다. 이것이 人生의 고통에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발상은 불학에 입각하
여 개혁을 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혁명성의 성격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다음
과 같이 말한다.
8) 크고 작음이 평등하므로 다른 세계를 측은히 여기는 것이 최근을 측은히 여기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활발히 출세에서 벗어나 입세로 들어가고 종횡으로 네 군데로 돌
아보아 청정한 천하의 뜻을 지녀야 한다.104)
그는 인생의 고통과 불안이 사회내부에 있다고 보고, 道義를 명분으로 했던 봉건제도와 윤리
관념이 모든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을 조성했다고 보았다. 그는 너와 나 및 중생의 相을 모두
환상으로 보고 자아와 타인의 일체, 중생들 사이의 일체의 문제를 제시한 것이다. 그는 자신
의 마음을 부처의 마음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이 부처라고까지 생
각했다. 즉
9) 전적으로 중생을 구할 뿐이다. 그러므로 천당에 거주하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며, 정토
에 투입되지 않고 혼탁한 세상으로 오며, 제왕이 되지 않고 선비가 된다. 스스로 청결
함을 근절하지 않고 혼자만의 즐거움을 긍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존귀함을 염원하지 않
는다.105)
그는 불교의 ‘無明'의 관점에 얽매이지 않고 계급적 핍박 혹은 민족적 멸시와 같은 인위적
요소나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을 인생의 고난에 이르는 근원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는 “백년
후에는 반드시 변하는 세 가지의 것은 군주가 전제적이지 않고 신하가 비천하지 않으며, 남과
여의 차별이 같아지고, 양민과 천민이 골고루 하나가 되는 것이다106)”라고 말한다.
그는 불교의 평등주의관을 근거로 하여 남과 나의 동등한 사랑을 주장했다. 그가 강조한 인권
의식은 佛力을 감응하여 그 속에서 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救世主의 신분으로 현세에 나타나
중생을 구제하는 것에 있다. 근대적 의미의 민권의식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는 특히 사회내부
의 원인을 강조하고 핍박받는 백성뿐만 아니라 봉건제도와 도덕윤리관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을 인류가 불행한 주요원인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봉건국가와 그에 따른 제도를 비
판하고 모든 차별과 고난을 조성하는 九界를 없애고, 평등과 박애를 통해 세계화, 특히 원만
한 대동세계 혹은 극락의 세계를 지향할 것을 역설했던 것이다.
康有爲는 중생은 일체가 되며 자비가 보편적으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불교관의 입장에서 정치
적 사회적 개혁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역설했다. 그는 道義만을 명분으로 하는 봉건제도의 불
합리성과 전통적 사고의 질곡을 지적하고 지극히 공정하고도 범세계적인 이른바 大同의 세계
102) 康有爲, 大同書: 人道者, 依人爲道. 依人之道, 苦樂而已, 爲人謀者, 去苦以求樂.
103) 康有爲, 大同書: 普天之下, 有生之徒, 皆以求樂免苦而已.
104) 康有爲, 大同書: 大小平等, 故與其惻隱于他界, 不如惻隱于最的. 于是浩然出出世而入入世, 橫縱
四顧, 有澄淸天下之志.
105) 康南海先生自編年譜: 專爲救衆生而已, 故不居天堂而入地獄, 不投淨土而故來濁世, 不爲帝王而故
爲士人, 不肯自洁, 不肯獨樂, 不愿自尊.
106) 康有爲, 大同書, ｢康子內外篇｣: 百年之后, 必變三者, 君不專, 臣不卑, 男女輕重同, 良賤齊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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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太平의 경지를 추구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 나는 하늘에서 노닐면서 극락의 세계를 상상하고 지극한 고통의 세계에서 상상한다.
극락이라는 것은 내가 즐겁게 하는 것이고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구제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 된다. 내가 어찌 세계와 천계를 버리고 인류와 단절하고
인륜을 피해 혼자 즐거워하겠는가!107)
여기에는 중생 모두가 세상을 구제하려는 대승적 차원의 마음을 갖고서 극락세계로 갈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의 논지는 분명 고통을 제거하는 데에 있고, 그가 추구하는 大同적 理想의
목적은 즐거움을 찾는 것에 있는 것이다.
당시 중국의 현실적 상황에서 말하자면, 그는 초현실적 이상과 현실적 정치사상 혹은 불교적
세계관과 大同主義적 세계관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평등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민권의식을 고
취하려 했다. 그가 인식한 현실적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시 중생구제의 불교정신을 통한 大同
主義적 근대의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세주가 강림할 필연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개혁, 이른바 戊戌變法에 대한 현실적 이론의 근거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V. 中華主義의 초석과 지향성
중국의 지식인들은 經世主義的 맥락에서 變法自强운동, 戊戌政變 등의 개혁의 의지를 불태우
면서 근대의식의 과제, 즉 부국강병, 민족생존, 민권의 확충 등을 실행하였다. 당시에 시대적
절박감과 역사적 사명감 속에서 부국강병과 민족생존의 대의명분은 반봉건주의와 반제국주의
를 타도하기 위한 것이면서도 정신적 차원의 일종의 강박관념에서 나온, 국가적 혹은 민족적
속박이나 한계를 극복해보려는 시도였다. 민족주의의 차원에서 자유와 평등의 보편성과 포용
성에 입각하여 현실세계를 극복해보려는 구국적 애국심의 국가관을 지녔다면, 민권의식의 차
원에서는 백성이 하층민이었던 봉건주의 체제를 국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체제로 변혁하
고자 하였다. 그들은 민족의 생존과 민족의식의 고취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였으며
민권의식과 평등주의를 위한 變法의 개혁운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康有爲, 梁啓超, 章太炎 등은 민족주의의 차원에서 자유와 평등의 보편성과 포용성에 입
각하여 현실세계를 극복해보려는 구국적 애국심의 국가관을 지닌 반면에, 민권의식의 차원에
서 백성이 하층민이었던 봉건주의 체제를 국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
였다. 특히 康有爲는 민족의 생존과 민족의식의 고취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였으며
민권의식과 평등주의를 위한 變法의 개혁운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그가 仁의 본성과 大同의
세계 사이에 ‘경계없는 경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도덕적 유토피아적인 대동사회론은 근대의
식을 지닌 지식인의 면모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중국민족의 생존과 민족의식의 고취에 관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경세주의적 사고가 사회정치적 각성의 중요한 이론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둘째, 자유와
평등의 인권을 民權의식으로 확충되었다. 셋째, 중국식의 사회진화론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는
救國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당시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일종의 세계화를 추구하였
다. 따라서 당시의 시대적 절박감과 역사적 사명감이라는 중국인의 의식행태가 지식인들로 하

107) 康有爲, 大同書, ｢康子內外篇｣: 吾爲天游, 想象諸極樂之世界, 想象諸極苦之世界, 樂者吾樂之, 苦
者吾救之, 吾爲諸天之物, 吾宁能舍世界天界絶類逃倫而獨樂哉！

- 79 -

여금 부국강병과 민족생존을 대의명분으로 삼아 반봉건주의와 반제국주의의 기치를 내세웠다
면, 그들이 중화주의의 발상은 정신적 차원의 일종의 강박관념에서 나온, 국가적 혹은 민족적
속박이나 한계를 극복해보려는 시도였다고 할 것이다.
청대 말기에 중국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의 강권과 침략, 排滿의식의 고취, 민족주
의의 팽배 등의 정치사회적 영향 하에서 개화의 문명에 대한 중국의 지식인들의 열망과 바람
을 담아낸 이념이 中華主義이다. 중화주의(Sinocentrim)는 漢族 중심의 중국적 秩序觀을 가
리킨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漢代 이후 漢族을 중심으로 하여 고유한 문화의 수준과 민족성을
바탕으로 하여 한족의 우월성에 바탕을 둔 자국중심주의를 고수해왔다. 중국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 동아시아의 문명의 중심지로 생각하고 중국 내의 소수민족이나
동아시아의 국가의 민족들과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중국의 역사와 지리, 심지어 문명이나 문
화를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동화와 융합의 과정으로 해석한 산물이다. 여기에는 華夷
思想을 모태로 하여 중심과 주변, 문명과 미개 등의 상대적 범주들이 설정되었다.
근대에 한족과 중화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의 역사와 지리를 소급하면서 민족공동체의 의
식이 형성되었다. 중화주의는 세계의 질서에 대한 중국적 관점으로서 중화민족의 이념적 정체
성을 반영한다. 이처럼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의식의 특징을 중화주의라고 부른다. 특히
중국은 아편전쟁과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서구열강의 강권과 침략 하에서 민족적 각성, 즉 민
족의식이 극단으로 고취되었다. 특히 개화의 문명에 대한 중국의 지식인들의 열망과 바람은
제국주의의 강권과 침략, 排滿의식의 고취, 민족주의의 팽배 등을 거치면서 중화주의의 이념
으로 강화되었다. 중화주의는 세계의 질서에 대한 중국의 국수주의적 관점으로서 중국의 이념
적 정체성을 반영한 민족주의의 극단적 용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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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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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건국과 치국, 그리고 당진
김영수 (영남대학교)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고려 건국기의 역사와 당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
려는 것이다. 그 연관성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지정학적 연관성이다. 9-10세기에 걸쳐
한반도의 서해안과 동남해안 일대에는 독립적인 해상세력이 성장해 호족화되었다. 왕건도 서
해 해상세력의 일원이었다. 당진 일대 역시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교통로에 해당되어 해상세력
이 발달했다. 이들이 왕건과 연합해 고려를 건국한 것이다.
둘째, 인적 연관성이다. 고려 개국공신 중 복지겸과 박술희는 면천 출신이었다. 복지겸은 쿠
데타를 통해 왕건을 추대한 공신이며, 건국 초의 반왕건 쿠데타 진압에 결정적 공을 세웠다.
박술희는 후백제와의 전쟁에서 활약한 명장이자, 왕건의 부촉을 받고 왕무를 태자로 추대했
다. 그는 또한 왕건이 임종 시 군대와 국가, 혜종을 부탁한 고명대신이었다. 왕건은 고려왕조
의 국시에 해당하는 ｢훈요십조｣도 박술희에게 전했다. 왕건 사후 고려왕조의 운명을 그에게
맡긴 것이다.
셋째는 군사적 연관성이다. 당진 일대의 웅주는 후삼국 시대의 전쟁에서 군사적 중요성이
매우 컸다. 웅주 지역은 처음에 궁예에 복속했다가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후백제로 돌아
섰다. 이후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 이 지역을 둘러싸고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교두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고려의 경우 이
지역을 경유해 후백제의 수도 완산(현 全州)으로 진격할 수 있었다. 또한 후백제의 후방에 확
보한 나주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수군을 파견하는 데 용이했다. 후백제의 경우 선단이 곧바로
강화도와 예성강 일대를 유린하고 개성으로 진격할 수 있다. 운주성(현 洪城) 전투가 그토록
치열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아래에서는 그 점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후삼국 시기 당진의 지정학적 정체성
지역도 인간만큼 정치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지역은 인간에 비해 정치적 선택의 폭이
좁다.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정학은 지역의 본성에 내재된 정치적 운명에
관한 탐구라 할 수 있다. 물론 지역의 정치적 개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2
천년의 한국역사에서 수도가 된 지역이 수처에 불과한 것을 보면, 그 개성이 쉽게 바뀌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당진은 통일신라와 후삼국 시대에 혜성군(槥城郡)에 포함된 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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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군은 본래 백제의 槥郡이었는데,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쳐, 지금도 그대로 쓴다. 영현
이 셋이었다. 당진현은 본래 백제 伐首只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쳐 지금도 그대로
쓴다. 餘邑縣은 본래 백제 餘村縣으로, 경덕왕 때 고쳤는데, 지금의 餘美縣이다. 新平縣은
본래 백제의 沙平縣이었는데, 경덕왕 때 이름이 바뀌어 지금도 그대로 쓴다.108)
혜성군의 속현은 당진현, 여읍현, 신평현이다. “이곳은 지금의 당진군 당진읍과 면천면, 신
평면, 서산시 운산면 지역이다. 혜성군은 대산군과 함께 남양만, 아산만, 가로림만 등 서해 연
안을 관할지역으로 삼았다.”109) 이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은 바다와 항구에서 비롯되었다. 당
진은 육지와 바다와 연접한 곳110)이지만, 내륙 쪽은 산으로 막혀 바다로만 외부와 통한다. 실
질적으로 육지 안의 섬과 같은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면천군의 토산도 모시와
자초 외에는 모두 어류이다.111) 당진 거주민의 삶은 기본적으로 바다에 의지해 이루어졌던 것
이다.

혜성은 아산만의 남쪽 연안 지역으로 조선시대에는 沔川郡으로 불려진 곳이다. 혜성에는
신라시대에 水軍倉·穀倉이 설치되어 있었고, 唐의 使臣·商人이 머무르는 숙소가 있었으며,
신라의 조공을 실어 보내는 大津이라는 항구가 있었다. 이같이 혜성은 신라시대에 대당교
통과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번창한 곳이었다.112)
통일신라 시대 당진의 지정학적 특징은 첫째, 세미 집결지였다. 공주와 홍주에서 관할하는
군현의 세미가 이곳에 집결되어 서울로 운송되었다.
둘째, 대중국 외교 및 통상의 핵심 거점이었다. 지정학적으로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전근대 한반도의 국가발전은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문물교류에 크게 의지하였다. 그런데 혜성
군에 접한 당은포가 바로 대중국 교통의 요충지였다.

대산군과 혜성군은 신라의 가장 중요한 항구인 당은포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였다. 당
108) 槥城郡 本百濟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唐津縣 本百濟伐首只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餘邑縣
本百濟餘村縣 景德王改名 今餘美縣 新平縣 本百濟沙平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三國史記 卷第三十
六 雜志 第五, 地理三, 新羅 槥城郡) 규모는 면천군이 가장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에 면천
군은 “호수가 4백 5호요, 인구가 3천 1백 55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11명이요, 진군(鎭軍)이 28명이
요, 선군이 1백 95명이다.”(세종실록 149권, 지리지 충청도 홍주목 면천군) 당진현은 “호수가 2백 84
호요, 인구가 1천 4백 89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2명이요, 진군(鎭軍)이 8명이요, 선군이 1백 20명
이다.”(세종실록 149권, 지리지 충청도 홍주목 당진현) “해미현(海美縣) 호수가 2백 58호요, 인구가 8
백 55명이다.”(세종실록 149권, 지리지 충청도 홍주목 해미현)
109)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주석편 하,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pp. 312-313; 장일규, “신라
말 서해 항로와 崔致遠의 지방관 활동”, 韓國古代史探究 第19卷, 2015, pp. 258-259.
110) 당진현을 묘사한 노숙동(盧叔仝)의 시에 “발을 걷으니 구름이 산봉우리에서 나오고, 휘장을 열어
젖히니 물이 하늘과 연했구나.(開幌出連天 褰簾雲出岫) 하였다.(新增東國輿地勝覽 卷20, 忠淸道 唐
津縣).
111) 【토산】 모시[苧]ㆍ지치[紫草]ㆍ숭어[秀魚]ㆍ뱅어[白魚]ㆍ석굴[石花]ㆍ조기[石首魚]ㆍ은어[銀口魚]ㆍ오
징어[烏賊魚]ㆍ전복[鰒]ㆍ조개[蛤]ㆍ새우[蝦]ㆍ부레[魚鰾]ㆍ김[海衣]ㆍ농어[鱸魚]ㆍ민어(民魚)ㆍ준치[眞
魚]ㆍ붕어[鯽魚]ㆍ전어(錢魚)ㆍ게[蟹]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9, 忠淸道 沔川郡).
112) 신편한국사 고대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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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포에는 829년(흥덕왕 4)에 唐城鎭113)이 설치되었다. 당성진은 淸海鎭, 穴口鎭과 함께 서
해 近海는 물론 서해 遠海를 지키는 군사기지였다. 당은포는 신라 말에도 여전히 서해의
제해권 장악과 함께 신라의 가장 중요한 대당항구로 자리하였다.
중국과 한반도를 잇는 서해 항로는 고대부터 개척되었다. 처음에는 산동반도, 요동반도의
해안선을 따라 압록강에 이르고, 서해안의 연안을 따라 한반도 각지에 이르는 ‘황해북부 연안
항로’가 이용되었다. 그러나 5-6세기에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따라 삼국간 전쟁이 치열해지면
서, 고구려의 위협 때문에 이 항로는 무력화되었다. 이에 따라 백제와 신라는 황해도 장구진
일대에서 바로 서해를 건너 중국 산동반도에 이르는 ‘황해중부 횡단항로’를 개척했다.114) 660
년 13만에 이르는 당군이 백제를 공격할 때도 이 항로를 이용해 황해를 건넜다. 이 항로는 고
려와 조선시대에도 한중간을 잇는 주요 해상 교통로였다.115)
셋째, 당진 지역은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다. 전술한 바대로, 신라시대에 이 지역에 설
치된 당성진은 서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한 핵심 군사거점이었다. 이 지역의 방어에 관한
조선 세종대의 논의를 보면,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최윤덕(崔閏德)은 “대저 면천 밖에는 좌
도도만호(左道都萬戶), 파지도만호(波知島萬戶), 탄지도만호(灘知島萬戶), 대진만호(大津萬戶)와
태안·서산·당진 등의 각 고을의 포구가 해문(海門)에 포열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군 군
사시설이 촘촘히 설치되었던 것이다. 좌찬성 신개(申槪)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서천은 해구(海口)와 가까워서 바로 충청도에서는 적을 받는 첫 길목이 될 것입니다. 적
의 배가 전라도로부터 올 것 같으면, 바닷길로는 반드시 제일 먼저 서천으로 와서, 비인·남
포·홍주·서산·태안 등지를 거쳐 당진·면천까지 도달할 것입니다.116)
그런데 후삼국 시기에 정치적으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해 일대의 해상세력이다. 당진
일대가 지정학적으로 이처럼 중요했기 때문에, 주요 해상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세력이 바로 왕건이다. 왕건은 해전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903년 나주지역을 점령해 인근 10군현을 획득했다.
왕건이 세력의 기반으로 삼은 곳은 강화일대이다.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 내려오다가 다

113) “唐城鎭을 흥덕왕 4년(829년)에 설치하였는데,당성진은 이미 백제시대부터 중국과 교통을 하던 장
소였으며, 고구려 시대에는 唐城郡이 있었다. 신라가 경덕왕때에 이름을 唐恩郡이라고 하였던 곳이
다. 김춘추와 의상이 이 곳을 출발하였고, 朗慧화상인 無染도 헌덕왕 14년에 이 곳인 당은포를 출발
하는 조정왕자 金昕의 배를 타고 당나라에 들어가기도 하였다.”(윤명철, “신라하대의 해양활동 연구:
해양환경 및 대외항로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제91집, 2000, p. 201
114) 권덕영, “황해 개척과 진출”, 신라의 바다 황해(서울: 일조각, 2012), p. 83
115) 장일규, 앞의 논문, pp. 240-242. 후삼국시대의 서해항로에 대해서는 윤명철, “신라하대의 해양활
동 연구”과 “장보고 시대의 동아지중해의 해양활동과 국제항로”, 해양활동과 국제항로의 이해, (서
울: 학연문화사, 2012) 참고
116)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9월 10일 신묘. 조선시대에는 수군만호 1인이 당진포영(唐津浦營)에 배
치되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卷20, 忠淸道 唐津縣). 또한 인접한 해미에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의 병영(兵營) 현 동쪽 3리에 있”고, 석성이 있었는데 “3천 1백 72척에, 높이가 15척이며, 안에 세
개의 우물이 있고, 또 군창(軍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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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성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만나는 지역이 강화도이다. 경기도의 서쪽 지역과 豊德 甕
津, 海州 등 황해도의 남부해안 일대가 마주치는 곳이다. 연안항로를 이용하고자 할 때 반
드시 거쳐가거나, 그 영향권을 통과하는 海陸 및 水陸교통의 요지이다. 신라말기의 왕건
등 집안은 開州,貞州,鹽州,白州의 4개주와 江華,喬桐,河陰 등 3개현을 토대로 성장한 해상
토호이다. 즉 황해도 남부와 경기도 서부, 강화도가 만나고, 황해와 한강하류와 예성강이
합쳐지는 이 소지중해같은 곳에서 성장하였다. 그리고 신라가 설치한 패강진,장구진,혈구진
일대인 이 곳은 후에 왕건의 세력권하에 들어갔다.117)
왕건이 나주를 점령하는 데 협력한 세력인 나주 오씨도 군소 해상세력이었다. 또 다른 영암
최씨 세력도 대당 교통의 중심지인 영암 덕진포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었다. 당진 일대에도 당
연히 해상세력이 존재했을 것이다. 면천군 출신으로서, 고려 개국공신인 朴述熙와 卜智謙이
그러한 사람들이다.

박술희는 莊和王后 吳氏 소생의 武(惠宗)를 후견한 인물로서 왕건·나주 오씨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가 두 가문과 동일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시
사하여 준다. 한편 박술희가 거느렸다는 100여 명의 병사는 그의 아버지 大丞 得宜가 혜
성에서 거느렸을 사병을 기반으로 하였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득의는 혜성에
서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박술희 가문은 해상무역
에 종사한 해상세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겸의 선조는 당으로부터 와서 혜성군에
거주하면서 해적을 소탕하고 백성을 모아 보호하였다. 이것은 卜氏 가문이 당에 왕래하면
서 해상무역에 종사하였으며 해적을 소탕하고 백성을 모아 보호할 정도의 해군력과 부를
소유한 해상세력이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118)
박술희와 복지겸의 가문은 신라 하대, 후삼국 시기의 서해 해상세력으로서, 왕건과 연합하
여 고려 건국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17) 윤명철, “신라하대의 해양활동연구”, p. 202. “예성강 하구 지역은 당시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기 때
문에 왕건 가문 이외에도 해상세력 출신의 호족이 있었다. 먼저 백주의 정조 유상희를 들 수 있다.
그가 칭하고 있는 정조는 당시 새로 흥기하는 지방의 호족이 사용하던 호칭이었다. 그는 예성강 하구
지역에 위치한 4州 3縣의 사람을 동원하여 작제건을 위하여 영안성과 궁실을 지을 정도의 세력을 쌓
고 있던 인물이다. 그는 해상무역에 종사한 해상세력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貞州(현 豊德)의 유
천궁을 들 수 있다. 그는 왕건의 첫째 왕후인 神惠王后 柳氏의 아버지이다. 당시 정주는 水軍基地였
는데 왕건이 羅州를 정벌할 때 이 곳에서 전함을 수리한 후 군사를 거느리고 출발하였다. 유천궁은
大富로서 長者로 불려졌다. 그의 富는 왕건의 군사 전체를 매우 풍족하게 먹일 정도였다. 그는 왕건
의 戰艦을 수리하는 데에도 후원하였을 것이다. 그가 왕건의 군대를 후원할 정도로 거대한 부를 축적
한 것은 정주 浦口를 중심으로 서해안에서 해상무역에 종사한 해상세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
각된다. 유천궁의 정주 유씨는 해상세력에서 호족으로 성장하였다.” 견훤도 해상세력을 기반으로 성
장했다. 그는 서남해의 방수를 담당한 군사로 시작해 후백제를 건국했다.
118) 鄭淸柱,“王建의 成長과 勢力 形成”, 全南史學 7, 1993 ; 신편한국사 고대-신라의 쇠퇴와 후삼
국-II. 호족세력의 할거-2. 호족세력의 대두-3) 해상세력 출신의 호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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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려 건국에 기여한 당진인: 박술희와 복지겸
(1) 박술희: 고려 건국의 장군, 치국의 정치가
박술희(朴述熙, 미상-945)는 고려건국 시기의 대표적 무장 중 하나이다. 그는 18세에 궁예
의 호위무사인 위사(衛士)로서 공적인 삶을 시작했다. 918년 태조 왕건이 궁정쿠데타를 통해
왕위에 오르자, 그를 따라 후삼국기의 전쟁에 참전하여 거듭 전공을 세워 최고위 관직인 정1
품 상의 대광(大匡)119)에 올랐다. 그러나 그가 고려건국에 기여한 업적은 군사적이라기보다 정
치적인 것이었다. 왕건은 그를 전폭적으로 신임했다. 그를 제2대 혜종의 후견인으로 삼고, 유
언까지 부촉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정치적 임무를 부여했던 것이다.
고려건국기에 왕건이 가장 신임한 인물을 꼽는다면, 그것은 박술희였다.
고려건국에 기여한 박술희의 역사적 업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후삼국 전쟁기의 뛰어난
전공, 둘째는 건국 후 왕실의 보호이다.

가. 박술희의 군사적 공적
먼저 군사적 업적을 보자. 박술희는 서해해상 세력의 일원이었다. 한반도의 해상세력이 독
자적 세력을 형성한 것은 장보고로부터 시작되었다. 신라 조정은 당나라와의 교통로를 확보하
고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 828년(흥덕왕 3) 장보고를 청해진대사(淸海鎭大使)에 임명했다.

신라조정으로서는 친신라계의 인물이 장안으로 통하는 관문을 점하는 것이 유리하였고
아울러 신라의 두통거리였던 중국 해적선의 소탕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장보
고로서는 청해진을 설치함으로써 중국 山東半島의 登州 赤山村과 일본 博多를 연결하는
중간 거점을 확보하여 명실 공히 동북아 삼국의 교역망을 하나로 엮을 수 있게 되었던 것
이다.120)
청해진의 설치에 의해 “당－신라－일본의 교역을 실질적으로 지배 내지 영향력하에 두는
해상왕국”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장보고는 신라 궁정의 왕위계승전에 휩쓸려 841년 피살되었
다. 그러나 군소 해상세력은 잔존했으며, 9세기말 신라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유력한 해
상세력으로 부상했다.

군소 해상들은 9세기말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되자 유력 해상세력을 중심으로 새로
119) 고려 개국 초의 문산계(文散階)는 신라의 제도를 따랐으나 “이름과 뜻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태
봉의 제도를 좇았다. 얼마 뒤 대광(大匡)·정광(正匡)·대승(大丞)·대상(大相)의 호칭을 사용하였다.”(고
려사 卷77, ｢志｣ 卷31, 百官2, 文散階. 관계의 기원) “충렬왕 34년(1308)에 충선왕이 다시 관제를
고쳤다. 1품을 처음으로 두었는데, 정1품은 삼중대광(重大匡), 종1품은 중대광(重大匡)”이다. 이를 대
광은 정1품관이다.(高麗史 卷77, ｢志｣ 卷31, 百官2, 文散階 충선왕의 문산계 개편)
120) 李永澤, “張保皐海上勢力에 관한 考察”, 韓國海洋大學論文集 14, 1979,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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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제됨으로써, 신라말 고려초의 새로운 사회세력인 豪族으로 성장하였다. 예성강 하구
를 중심으로 한 松嶽지역의 王建가문과 白州의 正朝 劉相晞, 貞州 포구를 중심으로 한 柳
天弓, 羅州의 多憐君, 靈巖의 최씨가문, 壓海島의 能昌, 槥城의 朴述熙와 卜智謙가문, 康
州의 王逢規, 蔚山의 朴允雄 등은 나말려초에 해상세력으로서 성장한 대표적인 호족들이
었다.121)
박술희는 천성이 매우 용감하였다고 한다. 또한 육식을 좋아하여 두꺼비나 땅강아지나 개미
라도 모두 먹었다고 한다.
9326년 박술희는 후삼국 시대를 종식하는 최후의 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웠다. 왕건은 최후
의 전투에 앞서 태자 왕무와 박술희에게 보병과 기병 1만명을 지휘해 천안부(天安府)로 가게
했다. 그리고 9월에 태조가 삼군을 직접 통솔하고 천안에 이르러 군사를 합해 일선(一善, 현
재의 선산)으로 진격했다. 낙동강 지류인 일리천(一利川)을 사이에 두고 고려군과 신검의 후백
제군이 대치했다. 9월 6일, 운명을 건 일전이 벌어졌다. 박술희는 좌익을 담당해 3만 명의 병
력을 지휘했다.

일리천을 사이에 두고 진을 친 뒤 왕이 견훤과 더불어 군대를 사열하였다. 견훤과 대상
(大相) 견권(堅權)·박술희(朴述希)·황보금산(皇甫金山) 및 원윤(元尹) 강유영(康柔英) 등이 마
군(馬軍) 10,000명을 거느리게 … 좌강(左綱)으로 삼았다.122)

나. 박술희의 정치적 공적(1): ｢훈요십조｣의 봉대와 혜종의 추대
왕실의 보호에 관한 박술희의 업적을 보자. 그는 왕건의 부촉에 의해 제2대 혜종을 태자로
추대하고, 왕위에 오른 후 그를 외척인 왕규와 경쟁자인 왕자들로부터 보호했다.
건국초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안 중 하나는 왕위 계승문제이다. 고려보다 더 강력했던 후백
제가 갑자기 멸망한 것도 견훤이 그 문제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장자 신검이 궁정 쿠데타를
통해 왕권을 탈취하자, 구금된 견훤이 고려로 탈출하자 후백제는 국론이 분열되어 1년만에 망
하고 말았다. 태조 왕건도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다. 왕건은 후백제와 대결하기 위해 전국의
호족과 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호족가문과의 복잡한 결혼을 통해 그 결속을 굳히고자 했다.
외척을 확대함으로써 왕실의 안전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왕건 사후 왕권의
향방을 둘러싼 외척 호족간의 정치적 충돌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건
국 초기의 국가는 위험에 빠질 것이다.
이 때문에 왕건은 왕위계승 문제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자신의 생전에 후계자에게 안정적
기반을 물려주고자 했다. 전통 왕조에서 왕위계승의 원칙은 적장자 계승(擇長)이다. 왕건은 ｢

121) 朴南守, 신편한국사 9권 통일신라 – III. 경제와 사회 – 상업의 발달 - 대외교역; 鄭淸柱,＜호족
세력의 대두＞(≪한국사≫11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국사편찬위원회, 1996), 82∼90쪽. “이들 세
력 가운데 왕봉규와 같은 이는 독자적으로 後唐에 사신을 보내어 외교관계를 맺을 정도의 세력으로
성장하였다.”(金庠基, “羅末 地方群雄의 對中通交”, 黃義敦先生古稀紀念 史學論叢, 東國大, 1960)
122) 고려사 > 권2 > 세가 권제2 > 태조(太祖) 19년 > 9월 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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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요십조｣ 제3조에서 왕위계승 원칙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적자(嫡子)에게 나라를 전하는 것이 비록 상례(常禮)이기는 하나 단주(丹朱)가 불초하므
로 요가 순에게 선양한 것은 참으로 공정한 마음이었다. 만약 맏아들이 불초하거든 그 다
음 아들에게 주고, 또 〈그도〉 불초하면 그 형제 가운데 뭇사람들이 추대하는 왕자에게 물
려주어 대통(大統)을 잇도록 하라.123)
왕건은 적장자를 우선하되 그가 적임자가 아닐 경우는 적자 중 차남, 그 또한 적임자가 아
닐 경우는 적자 중 적임자를 추대(擇賢)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즉, 적자 중 ‘① 장자 → ② 차
자→ ③ 적임자’ 순으로 왕위계승 순서를 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큰 정치적 혼란을
야기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누가 불초한지, 누가 적임자인지는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편견(doxa)의 세계이다. 실제로 왕건 사후 성종에 이를 때
까지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피비린내나는 권력투쟁이 발생했다. 성종의 즉위에 즈음하여 최승
로는 그 비극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일찍이 혜종·정종·광종 세 왕께서 서로 계승하셨던 초기를 살펴보건대, 여러 가지 일들이
아직 안정되지 못한 때에 개경과 서경의 문·무 관리들의 절반 이상이 죽임을 당하였습니
다. 더욱이 광종 말년에는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참소가 일어났는데, 형장(刑章)에 연루된
자들은 대부분 죄가 없는 이들이었으며, 역대의 훈신(勳臣)과 노장[宿將]들이 모두 죽임을
면하지 못하여 사라져갔습니다. 경종께서 왕위를 계승하였을 때에는 옛 조정의 신하로서
남아있는 자들이 40여 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 천안낭군(天安郞君)124)과 진주낭군(鎭州
郞君)125)은 본래 황실의 자손으로서 광종도 오히려 스스로 관용을 베풀어서 끝내 법 앞에
세우지를 않았으며, 경종 때에 이르러서는 왕실의 울타리가 될 만 하였는데도 도리어 권신
들에 의해서 해를 입었으니, 어찌 애통하고 안타깝지 않겠습니까.126)
왕건은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를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미한 가문에서 태어나 세
상의 온갖 신고를 겪고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고려의 왕업을 이루었기 이루었다.127) 이 때
123) 其三曰, 傳國以嫡, 雖曰常禮, 然丹朱不肖, 堯禪於舜, 實爲公心. 若元子不肖, 與其次子, 又不肖, 與
其兄弟之衆所推戴者, 俾承大統.(高麗史 卷二, ｢世家｣ 卷第二, 太祖 26年 4月)
124) 왕건의 제11비 천안부원부인(天安府院夫人)의 소생. 광종의 왕권을 뒷바침했으나 경종 즉위후 처형
되었다.
125) 왕건의 제10비 숙목부인(肅穆夫人)의 소생인 원녕태자(元寧太子). 경종 즉위 후 처형되었다.
126) 高麗史節要 卷2, 成宗 元年 6월.
127) 고려사 도입부의 세계(世系)를 보면 왕건의 가문은 당나라 숙종에 닿아있다. 당 숙종이 소시에
천하를 주유할 때 고려에 와서 왕건의 증조모 진의와 인연을 맺어 조부 작제건을 낳았다고 한다. 작
제건은 또한 용(龍)의 딸인 원창왕후(元昌王后)와 결혼하여 왕건의 부친인 용건(龍建)을 낳았다. 왕건
의 가문은 용손(龍孫)이자 중국 천자의 핏줄과 닿아 있는 것이다.(高麗史 ｢世系｣) 그러나 사실 왕건
은 한미한 집안 출신이다. ｢훈요십조｣ 도입부에서 그 점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내가 들으니 순
임금은 역산에서 농사짓다가 마침내 요로부터 왕위를 받았고, 고제(高帝)는 패택(沛澤)에서 몸을 일으
켜 드디어 한(漢)의 왕업을 일으켰다고 한다. 나도 한미(寒微)한 가문에서 몸을 일으켜 외람되게 여러
사람의 추대를 받았다. 여름엔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겨울엔 추위를 피하지 않으면서 몸을 태우고
생각을 수고롭게 한 지 19년 만에 삼한(三韓)을 통일하고 감히 왕위에 오른 지 25년이나 되었고 몸은
이미 늙었다.”(高麗史節要 卷2, 成宗 元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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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세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가 남달랐다. 고려 전기의 정치에 대해 가장 예리한
정치적 논평을 남긴 최승로도 그 점을 인정했다.

(태조는) 더욱이 백성들 사이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어렵고 험한 일을 두루 겪었기에 뭇
사람들의 진정과 거짓을 모두 알지 못함이 없었고, 갖가지 위험한 일들 또한 앞서서 내다
볼 수 있었으며, 그런 까닭으로 상벌은 그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았고, 삿됨과 바름이 그
길을 같이 하지 못하였으니, 그 권선징악의 방도를 알고, 제왕의 요체를 체득함이 또한 이
러하였습니다.128)
왕건은 건국 초기에 왕위계승 문제를 확정해 분쟁의 소지를 처음부터 없애고자 했다. 제1비
신혜왕후 유씨(神惠王后)는 왕건이 궁정쿠데타를 일으켜 궁예를 제거할 때 크게 기여한 인물
이다. 왕건이 왕업을 이루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왕건은 제2비 장화왕후(莊和王后) 오씨(吳氏)의 소생인 왕무(王武를 후계자로 삼고자
했다. 다행히 왕무는 자질이 탁월했다. 왕건은 왕무가 7세 무렵 이미 “왕위를 이을만한 덕이
있음을 알았다”129)고 한다. 고려사에 따르면, 왕무는 “도량이 넓고 컸으며, 지혜와 용기가
절륜했다.”130) 재위 시 호족이자 장인인 왕규가 보낸 자객을 한 주먹으로 쳐죽일만큼 무공이
뛰어났다.131)
그러나 장화왕후의 가문이 한미하여 왕건은 주저했다. 왕무가 설사 왕위에 올라도 강력한
호족들에게 희생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후삼국시대와 고려 초기의 호족은 중앙정부에 독립
적이었고 정치적으로 강력했다. 왕건 자신도 서해 해상세력을 대표하는 호족의 일원으로서,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을 뿐이다. 그가 즉위했을 때 오늘날 강릉일대를 지배하던 명주
장군(溟州將軍) 왕순식(王順式)은 불복했으며, 순군리(徇軍吏) 임춘길(林春吉)과 파진찬(波珍飡)
진선 (陳瑄) 등 청주인들은 두 차례나 모반을 일으켰다. 그래서 왕건은 지방 대호족에 대해 사
성(賜姓)과 왕실과의 통혼정책을 통해 호족연합정권을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고려초
기 왕위계승 과정에 외척들이 깊이 개입함으로써 궁중 암투와 내란을 일으키는 문제를 야기시
켰다.

太祖의 對豪族政策으로 실시된 結婚政策에 따라 많은 호족들은 外戚關係가 됨으로써 중
앙에서 큰 세력을 떨칠 수 있었으며 王位繼承에 있어 그들 상호간에 복잡한 양상을 나타
내게 되었다. 따라서 惠宗·定宗 연간에는 왕위 계승에 관여한 호족과 외척관계에 있던 호
족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들의 존재양상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惠宗·定宗 때의 왕위계승
을 볼 때 이는 왕실세력의 안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기 호족적 기반을 가진
128) 高麗史節要 卷2, 成宗 元年 6월.
129) 年七歲, 太祖知有繼統之德 (高麗史 卷八十八, ｢列傳｣ 卷第一 , 后妃 太祖 后妃 莊和王后 吳
氏)
130) 王 氣度恢弘, 智勇絶倫 (高麗史 혜종 2년(945) 가을 9월)
131) “왕규는 또한 <外孫인> 광주원군(廣州院君)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는데, 일찍이 밤에 왕이 깊이
잠든 것을 엿보고 자신의 일당을 침소에 잠입시켜 대역죄를 행하려고 하였다. 혜종이 그것을 알아차
리고 한 주먹으로 쳐 죽인 후 좌우 시종들에게 끌어내게 하고는 다시 따져 묻지 않았다.”(고려사
卷127, ｢列傳｣ 卷40, 叛逆 王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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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척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계승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사회세력으로 성장한
호족이 왕권을 조정할 수 있는 세력을 가질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132)
왕무의 외가인 장화왕후의 가문은 나주 오씨로서, “그 조상이 중국에서 상인으로 성공한 후
에 무역상들을 따라 신라로 건너온 세력으로서29) 결국은 교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해상세력이
었다.”133) 왕건은 궁예에게 발탁된 뒤 903년 수군을 지휘하여 후백제의 후방지역인 나주 지역
을 점령했다. 또한 견훤이 오월국(吳越國)에 파견한 사신 선박을 나포했다. 왕건은 이 전공을
통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고, 궁예의 인정을 받아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때 왕건에 내응한
세력이 나주 오씨 가문이었다.

장화왕후 오씨는 나주 사람이다. 조부는 오부돈(吳富伅), 아버지는 오다련군(吳多憐君)으
로, 대대로 나주의 목포(木浦)에 살아왔다. …

태조가 수군장군)으로 나주에 출진(出鎭)하

여 목포에 정박하였다. 〈태조가〉 강가를 바라보았더니 오색 구름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
다. 이르니 왕후가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태조가 불러 사랑하였다. 〈왕후의 집안이〉 측미
(側微)하므로 임신시키지 않고자 하여 잠자리에 깐 돗자리에 〈정액을〉 뿌렸으나, 왕후가
바로 이를 〈자신의 질 안에〉 넣어 결국 임신하고 아들을 낳으니 이가 바로 혜종이다.134)
나주 점령은 왕건의 일생에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오다련의 딸과 인연을 맺은 것도 그에
대한 보답이자 협력관계를 굳히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왕건은 오다련의 딸이 자신
의 소생을 출생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오씨 가문의 세력이 한미하여 너무 깊은 관계는 정
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본 것이다. 훗날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랬다. 왕건은 그때 겨우 27
세의 청년이었다. 하지만 “생각하는 바가 넓고 멀었다”135)고 하니, 심모원려의 소유자였던 것
이다.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왕무는 탁월한 왕재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왕건은 고려 건국 4년
뒤인 921년 10세의 왕무를 태자인 정윤(正胤)으로 삼았다. 왕무는 왕건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
고 후삼국기의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태조 소생의 왕자 중에는 유일했다. 936년 후
백제와의 최후의 결전에 앞서 왕건은 “태자 왕무와 장군 박술희를 보내 보병과 기병 10만을
거느리고 천안부(天安府)로 나아가게 했다.” 그리고 “가을 9월, 태조도 삼군을 거느리고 천안
에 이르러 합세하여 일선군(一善郡)으로 나아가” 일거에 후백제군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후삼
국 통일에 성공했다.136)
왕무는 “후백제를 칠 때 종군(從軍)하여 용맹을 떨치며 선봉에 섰으므로 공이 제1로 되었
다.”137) 왕건이 후삼국기 최후의 전투에서 태자 왕무와 장군 박술희에게 선봉을 맡긴 데는 깊

132) 羅恪淳, “高麗 鄕吏의 身分變化”, 國史館論叢 第13輯, 1990, pp. 112-113.
133) 윤명철, “신라하대의 해양활동 연구”, 국사관논총 91집, 2000, pp. 202-203; 姜喜雄, “高麗 惠
宗朝 王位繼承亂의 新解釋”, 韓國學報 7, 1977, p. 69.
134) 高麗史 卷八十八, ｢列傳｣ 卷第一 , 后妃 太祖 后妃 莊和王后 吳氏.
135) 王規模宏遠 (高麗史 卷二, ｢世家｣ 卷第二, 太祖 26年 5月.
136) 『三國遺事』 卷2 紀異2 後百濟 甄萱.
137) 從討百濟, 奮勇先登, 功爲第一 (高麗史 卷二, ｢世家｣ 卷第二 惠宗 叢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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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뜻이 있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왕위 승계의 정통성이 굳건해졌을 것이고, 양자의 정치적
유대도 깊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외척이 약한 왕무가 정상적으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약점을 보완해야 했다.
왕건의 대책은 강력하고 신뢰할만한 후견인을 왕무에게 붙여주는 것이었다. 그 후견인이 바로
박술희였다.

그 어머니가 미천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할까 걱정하여 짐짓 옷상자[笥]에 자황포(柘黃袍)
를 담아 왕후에게 하사하였다. 왕후가 〈그것을〉 대광(大匡) 박술희(朴述熙)에게 보였고, 박
술희가 태조의 뜻을 미루어 그를 세워 정윤(正胤)으로 하자고 요청하였다.138)
자황포는 황제가 입는 적황색의 도포이다. 원 지배기인 1300년(충렬왕 27) 원의 압력에 의
해 복식이 바뀌기 전에는 고려 국왕도 이를 입었다.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권력승계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사안은 없다. 더욱이 건국기의 승계 문제는 극히 위험한 사안이다. 이런 문제
를 박술희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가 왕건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943년 태조 왕건은 죽음에 앞서 박술희를 불러 군대와 국가, 그리고 태자를 부탁했다.
죽음에 임박해 군사와 국가의 일을 부탁하면서, “경은 태자를 옹립했으니 잘 보좌해 주
시오.”라고 하니, 박술희는 한결같이 유언을 받들었다.139)
왕건은 또한 임종 한 달여 전에 후대의 왕에게 전하는 유훈인 ｢훈요십조｣를 받들게 했다.
26년(943) 여름 4월 왕이 내전(內殿)에 나아가 대광 박술희를 불러 친히 「훈요(訓要)」를
내렸다.140)
이를 보면, 왕건은 군대와 국정, 후계는 물론 고려왕조의 앞날까지 박술희에게 부촉한 것이
다. 그 직후인 5월 1일(음력), 왕건은 다시 회복하지 못할 중병에 걸린 듯하다. 943년 5월 20
일(음), 재상 염상(廉相), 왕규(王規), 박수문(朴守文) 등에게 왕건은 “내가 병든 지 이미 20일
이 지났지만 죽는 것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보니 어찌 근심함이 있겠는가”라고 말
하고, “안팎의 중요한 일 중 오랫동안 결정하지 못한 것은 그대들이 태자 왕무와 함께 결재한
뒤에 알리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왕무가 후계자임을 재삼 확인하는 조치였다. 그리고 임종
일인 5월 29일 마지막 내린 유명(遺命)에서도 “내외의 모든 관료가 모두 태자의 처분을 듣도
록 하라”141)는 명을 내렸다.

다. 박술희의 정치적 공적(2): 혜종대의 정치적 활동
138) 高麗史 卷八十八, ｢列傳｣ 卷第一 , 后妃 太祖 后妃 莊和王后 吳氏
139) 太祖臨薨, 托以軍國事曰, “卿扶立太子, 善輔佐.” 述熙一如遺命. (高麗史 卷九十二, ｢列傳｣ 卷第
五, 諸臣 朴述希.
140) 高麗史 卷二, ｢世家｣ 卷第二, 太祖 26年 4月.
141) 遺命內外庶僚, 並聽東宮處分 ( 高麗史 卷二, ｢世家｣ 卷第二, 太祖 26年 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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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년 5월 29일(음), 왕건이 훙서하자 “백관을 내의성(內議省) 문 밖에 차례에 따라 나열한
후에 국왕이 남긴 유명(遺命)을 선포하였다.” 이에 혜종이 즉위하여 신하들을 이끌고 거애(擧
哀)하였다. 혜종에 대한 군신의 기대는 컸다. 최승로의 논평을 보자.

혜종께서는 오랫동안 태자로 계시면서 여러 차례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위무하는[監
撫] 일을 처리하셨고, 스승을 존경하여 예우하고, 빈객(賓客)과 관료들을 잘 대우하셨습니
다. 이런 까닭으로 명성[令名]이 조야에 알려져, 처음 즉위하셨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습니다.142)
박술희는 왕건의 유명에 충실했지만, 결과적으로 혜종을 잘 보좌하지는 못했다. 2대 혜종의
왕위를 가장 위협한 것은 외척 왕규(王規)였다. 그는 광주(廣州)의 호족으로 왕건을 보좌해 대
광(大匡)에 올랐다. 중국 후진 황제의 등극을 축하하는 사신으로 파견된 것을 보면, 그는 외교
적 역량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인다.143) 또한 왕건이 중병이 들어 국정과 태자를 부촉한 재상
중 일인인 것을 보면, 왕건의 신임이 무거웠던 것을 알 수 있다.144) 그의 두 딸은 왕건 제15,
16왕비가 되었다. 왕규의 야심은 제16왕비의 아들 광주원군(廣州院君)을 왕으로 만드는 것이
었다.
이를 위해 그는 거의 공공연히 암살을 도모했다. 그는 두 차례의 암살을 시도했다. 첫 시도
때는 혜종이 스스로 자객을 격살했다. 두 번째는 술사(術士) 최지몽의 경고에 따라 혜종이 잠
자리를 옮겨 암살을 모면했다.145) 그러나 혜종은 암살의 공포에 사로잡혀 정신적으로 붕괴됨
으로써 즉위 2년만에 요절했다.

왕이 중광전(重光殿)에서 훙서하니, 왕위에 있은 지 2년이고 나이는 34세였다. 왕은 도
량이 넓고 지혜와 용기가 뛰어났으나, 왕규가 반역을 꾀한 뒤로 의심하고 꺼리는 것이 많
아져 늘 갑사(甲士)들로 자신을 지키게 하였다. 희로를 절제하지 못하여 여러 소인이 아울
러 〈벼슬에〉 나아갔으며, 장사에게 상을 내리는 것에는 절제함이 없어서 안팎에서 탄식하
고 원망하였다.146)
그러나 혜종은 왕규를 처벌하지 못했다.147) 왕규의 세력이 그만큼 강력했던 것이다. 왕건의
142) 高麗史 卷九十三, ｢列傳｣ 卷第六, 諸臣 崔承老.
143) 고려사 > 卷二 > 世家 卷第二 > 太祖 20年 > 5월
144) 고려사 > 卷二 > 世家 卷第二 > 太祖 26年 > 5월
145) 하루는 혜종이 몸이 불편하여 신덕전(神德殿)에 있었는데 최지몽이 또 아뢰기를, “곧 장차 변란이
있을 것이니, 때를 보아 거처를 옮기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혜종이 몰래 중광전(重光殿)으
로 거처를 옮겼는데, 왕규가 밤에 그 일당을 이끌고 벽을 뚫고 들어갔으나 침실이 이미 비어 있었다.
왕규가 최지몽을 보더니 칼을 빼어들고 욕을 하며 말하기를, “주상이 침소를 옮긴 것은 분명 네가 도
모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최지몽이 끝까지 말하지 않으니, 왕규가 이에 물러갔다.(고려사 > 卷一百
二十七 > 列傳 卷第四十 > 叛逆 > 왕규)
146) 고려사 > 卷二 > 世家 卷第二 > 惠宗 2年 > 9월
147) 이제현(李齊賢)의 평가를 보자: “혜종은 그 죄를 다스리지 않고 도리어 좌우에 있게 두었으니, 소매
속에 칼을 감추고 벽에 숨은 사람의 꾀함을 면한 것이 다행이라 이를 만하다. … 그럼에도 그를 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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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왕규를 제거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혜종과 박술희가 즉위 초 왕규를 제거해야
했다. 그러나 누구도 왕규를 제거하지 못했다. 박술희도 10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닐 정
도로 상당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결연히 행동에 나서지 못했다. 혜종이 즉위 1년만에
불치의 병에 걸려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박술희도 결국 왕
규의 희생양이 되었다.

혜종의 병이 깊어지자 박술희는 왕규와 서로 반목한 나머지 군사 1백여 명을 친히 데리
고 다녔다. 정종이 그가 반역의 뜻을 가졌다고 의심하여 갑곶(甲串: 강화도)으로 유배하니,
왕규가 왕의 명령이라고 사칭하여 그를 죽였다.148)
일단 박술희를 정치적으로 제거한 것은 혜종을 이은 정종이었다. 정종은 박술희의 병력이
가진 잠재력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술희를 유배시키기는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
결국 왕규가 왕명을 사칭해 박술희를 죽였다. 그러나 사실상 정종이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태조 왕건의 고명대신을 직접 죽이자면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따랐을 것이다.
다만, 혜종이 병상에 눕고 차기 왕위 계승자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에서, 왜 박술희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이다. 이후의 사태를 보면, 박술희는 정종이 되는 왕요와 제휴
해야 했다. 최승로에 따르면, 제3대 왕 정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훌륭한 명성이 있었다
.”149) 이는 왕규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 이 때문에 왕규는 혜종에게 왕요, 왕소 형제
의 음모를 고변했다. 그러나 혜종은 오히려 그들을 보호했다.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정종 형제를 참소하여 반역의 뜻[異圖]을 가졌다고 말하였습니다.
혜종은 듣고도 대답하지 않으셨으며, 또한 묻지도 않으시고, 은혜로 대우함이 더욱 풍성하
여 그 〈정종 형제를〉 대함이 처음과 같으셨습니다.150)
혜종은 군사적으로는 뛰어났으나, 정치적으로는 순진했는지 모른다. 박술희 역시 똑같다. 왕
규를 제거해야 했다면, 그들은 왕요, 왕소 형제와 연합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혜종은 그들
을 보호하고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키면서도 동맹자로 만들지 못했다. 박술희 또한 그들의 잠
재력을 알면서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종은 혜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고,
박술희에게 다른 야심이 있다고 의심해 그를 제거한 것이다.
결과가 이처럼 나쁘게 된 것은 혜종이 후계 문제에 대해 확고한 방침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
이다. 그는 불치의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이복형제인 왕요에게 물려줄 결심을 하

보내거나 죽이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아아! 소인을 멀리하기 어려움이 이와 같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고려사 > 卷二 > 世家 卷第二 > 이제현의 찬)
라고 하였다
148) 고려사 > 卷九十二 > 列傳 卷第五 > 諸臣 > 박술희
149) 高麗史 卷九十三, ｢列傳｣ 卷第六, 諸臣 崔承老.
150) 高麗史 卷九十三, ｢列傳｣ 卷第六, 諸臣 崔承老. 오히려 혜종은 “딸을 왕소에게 시집보내 그 세력
을 강하게 하였다.”(고려사 卷八十八, 列傳 卷第一, 后妃, 光宗 后妃 慶和宮夫人 林氏. 혜종의 딸
은 광종비 경화궁부인이며, 왕소는 뒤의 광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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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듯하다. 최승로의 회고를 보자.

혜종께서는 2년 동안 병으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흥화낭군(興化郞君)이란 아들
을 두고 있었으나 나이가 어렸고, 또한 여러 아우들에게 뒷일을 충분히 부탁하실 수 없었
습니다. 정종께서는 스스로 여러 신하들로부터 추대를 받아 왕위[大業]를 이으셨습니다. 임
종 때에도 일찍이 광종에게 왕위를 전하시어 왕실과 사직이 안정되었습니다. 정종과 경종
두 임금의 유언은 현명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151)
혜종의 앞날을 알 수 없게 되고 박술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왕요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왕규를 제거하고 왕권을 안정시킨 것은 결국 정종 형제와 왕식렴의 연합
세력이었다. 왕식렴은 왕건의 사촌동생이었다.

처음에 혜종의 병이 위중해지자 정종은 왕규가 다른 뜻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은밀히 서
경(西京)의 대광(大匡) 왕식렴(王式廉)과 모의하여 변란에 대비하였다. 왕규가 장차 변란을
일으키려 하자 왕식렴은 병사를 거느리고 들어가 숙위하니 왕규가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
다. 이에 〈왕규를〉 갑곶(甲串)으로 귀양 보내고, 사람을 보내어 참수하였으며 그 일당 3백
여 명도 처형하였다.152)
왕규는 정종이 즉위한 해 9월에 일당 300명과 함께 처형되었다. 박술희는 용맹한 장군이었
을 뿐 아니라 태조의 왕위승계에 대한 부촉을 충직하게 수행한 충신이었다. 그러나 결론적으
로 혜종을 지켜 왕조를 안정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그 결과 혜종과 자신은 물론이고, “개경과
서경의 문·무 관리들의 절반 이상이 죽임을 당하였다.”153) 광종대에는 혜종과 정종의 아들조
차 죽음을 당했다.

(2) 복지겸: 왕건 추대를 위한 쿠데타, 반왕건쿠데타의 진압

3. 1935년 운주성 전투: 후삼국 통일전쟁의 분기점
4. 결론

151) 高麗史 卷九十三, ｢列傳｣ 卷第六, 諸臣 崔承老.
152) 고려사 > 卷一百二十七 > 列傳 卷第四十 > 叛逆 > 왕규
153) 高麗史 卷九十三, ｢列傳｣ 卷第六, 諸臣 崔承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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땊둿쒚꺳딮 땎ꤎꆚ낲 ꃏ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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땎ꤎꆚ낲 ꃏ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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ꆚ낲떂꺳딮 씦Ꝛ

ꆚ낲딮 鰆ꁻ髒 ꆚ낲딮 髋駚뛒鰆

•
•
•
•
•

낲꧒딮 꺌딚 ꃊꁪ 驊뭫髋駚 ꤒꞂ뗗 쐮骓
뗫밮|骓뗲|꺂쑢|ꤎ쐪 쐲ꆯ딮 뛧냂 땻꽢
骶맾뒦딮 꺗뎛|鬦듷鬦뾋|껲갚끺ꤎ쐪됖 ꗞ뗖
ꪖ쐪딮 뛧냂랖 꺞뒊 鰆꿶髒 ꧲ꡛ
ꂺ덧쌲 ꤎꡛ딚 ꃊꁪ ꂺ덧쌲 鯎ꝝ
– ꂺ덧쌲 꺂꺗 ꂺ덧쌲 땦듶 ꂺ덧쌲 돞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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ꆚ낲떂꺳딮 씦Ꝛ
ꆚ낲ꋪ땦땎髒 ꆚ낲땊랖

ꆚ낲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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ꆚ낲떂꺳딮 씦Ꝛ

ꆚ낲떂꺳딮 ꤎ뗲 뒦ꆚ냂 髋ꆯ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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ꆚ낲떂꺳딮 씦Ꝛ

ꆚ낲떂꺳딮 ꤎ뗲 뗶삎Ꞃ쌒볖땊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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ꆚ낲떂꺳딮 씦Ꝛ

꼎骚 뭪魂쌮ꁪ ꆚ낲ꅎ 낂낲샆

13

ꆚ낲떂꺳딮 씦Ꝛ

꼎骚 뭪魂쌮ꁪ ꆚ낲ꅎ 낂낲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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ꆚ낲떂꺳딮 씦Ꝛ

꼎骚 뭪魂쌮ꁪ ꆚ낲ꅎ 랖꽣駖ꁻ쌲 ꆚ낲

15

ꆚ낲떂꺳딮 씦Ꝛ

꼎骚 뭪魂쌮ꁪ ꆚ낲ꅎ 꺳뺲ꆚ낲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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ꆚ낲떂꺳딮 씦Ꝛ

꼎骚 뭪魂쌮ꁪ ꆚ낲ꅎ 齏꺟ꆚ낲

17

ꆚ낲떂꺳딮 씦Ꝛ

꼎骚 뭪魂쌮ꁪ ꆚ낲ꅎ 돞꿶ꤎ쐪ꆚ낲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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ꆚ낲떂꺳딮 씦Ꝛ

꼎骚 뭪魂쌮ꁪ ꆚ낲ꅎ 돞꿶꺳뺲ꆚ낲

19

ꆚ낲떂꺳딮 씦Ꝛ

꼎骚 뭪魂쌮ꁪ ꆚ낲ꅎ Ꞟ딚Ꞣꊺ鰆 髋ꆯ몊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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ꆚ낲떂꺳딮 씦Ꝛ

꼎骚 뭪魂쌮ꁪ ꆚ낲ꅎ Ꞟ딚Ꞣꊺ鰆 髋ꆯ몊

21

ꆚ낲떂꺳딮 씦Ꝛ

꼎骚 뭪魂쌮ꁪ ꆚ낲ꅎ Ꞟ딚Ꞣꊺ鰆 돃꺂됖 ꤎ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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ꆚ낲떂꺳딮 씦Ꝛ

꼎骚 뭪魂쌮ꁪ ꆚ낲ꅎ Ꞟ딚Ꞣꊺ鰆 돃꺂됖 ꤎ쐪

23

ꆚ낲떂꺳딮 씦Ꝛ

꼎骚 뭪魂쌮ꁪ ꆚ낲ꅎ Ꞟ딚Ꞣꊺ鰆 돃꺂됖 ꤎ쐪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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ꆚ낲떂꺳딮 씦Ꝛ

꼎骚 뭪魂쌮ꁪ ꆚ낲ꅎ Ꞟ딚Ꞣꊺ鰆 돃꺂됖 ꤎ쐪

25

ꆚ낲떂꺳딮 씦Ꝛ

꼎骚 뭪魂쌮ꁪ ꆚ낲ꅎ Ꞟ딚Ꞣꊺ鰆 ꆚ낲髋髋髋駚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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ꃏ랚딮 ꆚ낲떂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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낶솟 덧뙆땻딚 쐲둿쌲 랖돃ꤎ쐪髋駚 ꃖ 鰖ꆯ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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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뙆땻떂꺳髒 랖돃ꤎ쐪髋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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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도시 당진, 지역 문화재의 가치와 활용

류호철(안양대 교수, 문화재 정책․교육 전공)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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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 서론
문화와 자연을 즐기고 경험하려는 욕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진 지 오래다. 국내외를 여행(旅行) 또는 관광(觀光)하
는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사람들이 여행이나 관광을 떠나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즐기는 등 경험함으로써 안정과 여유를 찾고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다.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여행하며 새로움을 경험
하는 것을 여행이나 관광이라고 하나, 때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기도 한다. 새로움을 경험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꼭 멀리 가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는 사람들이 여행하거나 관광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찾는 대상이다. 과거로
부터 이어져 온 문화의 산물이 관광자원이 되는 것인데, 관광자원으로서의 문화재가
갖는 가치는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것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감각적으로
색다른 것, 또는 기억 속에 있던 것으로 흥미를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 첫 번째고, 눈
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 녹아있는 역사와 문화 등 의미가 관광객을 지적으로 만족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가치와 내재되어 있는 의미
가 문화재가 갖는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런 시각에서 지역 문화재가 갖는 특성과 가치를 찾고, 충남 당진시 소
재 문화재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도다. 그 가치를 크게 인
정받아서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많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그럼에도 지역에
있는 문화재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인지, 지역 문화재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문화재를 활용하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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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있지 등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문화재 활용 관점에서 지역 문화재의 가치
와 활용 방법을 생각해보려는 것이 이 연구다.

2. 지역 문화재의 특성과 가치
서울이나 경주, 부여, 공주, 김해 등 고도(古都)나, 특히 전통문화가 풍부한 안동 등
몇몇 도시들에는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아서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이 많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국보는 총 342건, 보물은 총 2,188건이다. 이 중
국보는 서울에 166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북에 55건, 충남에 29건이 있다.
보물도 서울에 712건, 경북에 350건으로 두 지역을 합하면 전체의 거의 반에 이른다.
서울 등 고도에 가치를 높게 인정받는 문화재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도 문화재 답사가 고도, 특히 서울이나 경주에 집중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며, 문
화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지역들을 많이 찾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한국
인들도 외국을 여행할 때면 그 나라의 수도나 고도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 옛 궁궐과
왕실 사원(寺院) 등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곳으로, 호기심을 채워주는 문화재들을 쉽
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국보나 보물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 세계유산 등 유네스코 유
산으로 등재된 것을 특히 가치가 큰 문화재로 인식한다. 문화재를 볼 때면 그 문화재
에 관심을 집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가지정문화재나 유네스코 등재 유
산인지 보고 그에 따라서 시선을 다르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때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다가도 그것이 세계유산이나 국보․보물이라고 하면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
기 쉽다. 거꾸로 귀중해 보이는 것이라도 아직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것이 아니면, 곧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소외되는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과거에 권력과 재
산이 집중되면서 특히 수준 높고 완성도 높은 문물이 풍부하게 만들어졌던 고도에는
가치가 큰 문화재가 많은 데 비해, 이외 지역, 특히 권력이나 재력이 약했던 지역에
있는 문화재들은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들이 된다.
그런데 문화재는 이와는 다른 시각으로 그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문화(文化)
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말이다. 그 중 학문적 의미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유하
는 생활양식의 총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생활방식들이 문
화다. 그리고 이 문화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결정된다. 즉, 사람들이 그들
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고, 또 그 환경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활방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며, 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한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생활방식을 유
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큰 틀
에서는 비슷하나 세부적으로는 사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대
체로는 비슷한 집을 지어 살고 비슷한 옷을 만들어 입지만, 세부적으로 비교해보면
각 나라나 민족마다 집 짓는 방법과 옷 입는 방식이 모두 다르다. 국토가 그리 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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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남부지방과 중부, 북부 지방 간에는 크게는 가옥 모양이 비
슷하나 그 구조와 재료는 차이가 크다. 기온과 강유량, 강설량이 다르고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가 다르기 때문이며,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
후에 맞추어 가옥의 구조를 달리 한 것이다. 옷감의 종류와 옷 입는 방법도 마찬가지
다. 그런데 이런 문화 현상을 두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 어떤 것이
우월하고 열등한 것인지를 말할 수는 없다. 문화 현상 각각이 그곳의 환경과 그 사람
들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화는 환경에 적응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어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우열을
가릴 대상이 아니며 그 가치의 크기를 비교할 만한 것도 아니다.
문화재는 문화 활동의 결과물로 오늘에 이르는 것들이다. 문화가 가치 중립적인 것
으로 생활방식 그 자체이므로, 그 결과물에 해당하는 문화재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열
이나 가치의 크기를 따져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 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만이 가치가 큰 것은 아니
다. 각 지역에서 형성되어 유지되어 온 문화재는 각각 그 지역의 환경과 역사적 배경
을 담고 있는 결과물이므로, 그 의미와 가치, 특성이 서로 다른 것일 뿐이다. 지역 문
화재의 가치는 이런 시각에서 인식해야 한다. 환경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 그것이 지
역 문화재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각각 그 지역이 특성을 담고 있는 지역
문화재를 풍부하게 보존할 때 국가나 세계 전체의 문화재도 풍부해지는 것이며, 지역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3. 당진의 문화재와 그 가치
당진에 있는 지정․등록문화재는 총 37건이다. 국가지정문화재 10건과 시․도지정문화
재 19건, 시․도문화재자료 7건, 국가등록문화재 1건이 그것이다. 이 중 국가지정문화
재에는 다음 것들이 있다.
연번

지정 종류

문화재

1

보물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2

보물

당진 안국사지 석탑

3
4

보물
보물

당진 영탑사 금동비로자나불삼존좌상
당진 신암사 금동여래좌상

5

사적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

6

천연기념물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

7
8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당진 면천 은행나무
기지시줄다리기

9
10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면천두견주
남이흥 장군 일가 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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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들 중에서도 특히 가치가 큰 것으로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가 된 것들이
다. 그런데 이 문화재들이 모두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그 가치를 활발하게 활
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들 중 타 지역 사람들에게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인 ‘기지시줄다리기’와 ‘면천두견주’ 정도일 것이다. 국가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도 등재된 ‘기지시줄
다리기’가 축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면천두견주’가 일찍이 전통
술로 인식이 높다. 이와 함께 시․도지정문화재 19건과 문화재자료 7건이 있다.
그런데 문화재로서 의미와 가치를 가진 것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당진에는 향토
유적 11건이 있다.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의해 지정한 문화재들이다. 법률
에 따라 지정․등록한 문화재가 아닌 것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당진시가 지정한
것이다.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크게 인정받지 못한 지역 문화재들이다.
지정번호

문화재

유형

소재지

제1호

면천 군자정

정자

면천면 성상리

제2호
제3호

차천로 영당
최충 영정

영당
회화

대호지면 적서리
송산면 무수리

제4호

이시경 정려

정려

대호지면 송전리

제5호

입한재

사당

원당동

제6호
제7호

안국사지
탑동 석물

절터
석물

정미면 수당리
채운동

제8호

석장승(돌미륵)

장승

신평면 운정리

제9호

정자형 가옥

주택

합덕읍 대합덕리

제10호
제11호

승전목 전승지
영웅바위

전승지
바위(자연석)

면천면 사기소리
신평면 매산리

이 문화재들은 이미 가치를 더 크게 인정받은 것들을 국가와 시․도 문화재로 지정․
등록하고 남은 것들 중에서 지정한 것으로, 지역적 특성을 담고 있다. 예컨대 ‘승전목
전승지’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둔 유
일한 전투가 펼쳐졌던 유적이다. 훈련을 받고 우월한 무기를 가진 일본의 정규군을
상대로 협곡이라는 지형을 활용하고 매복과 유인 등 효과적인 전술을 펼쳐 훈련을 받
은 적도 없고 무기다운 무기도 갖지 못했던 동학농민군이 승리한 전국에 단 한 곳뿐
인 문화유적이다. 국보나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어떤 문화재로도 그
의미와 가치를 대신할 수 없는 문화재인 것이다. 지역 문화재들은 이처럼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는 것으로, 그것만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다른 한편으로 아직은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지 못해 국가나 시․도 문화재로 지정․
등록되지 않은 이 지역 문화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지정문화재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현재의 기준과 인식에 따른 것으로,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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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 따라 가치 인식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미지정문화재였던 것이 새롭게 문화재
로 지정 또는 등록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그 문화재가 갖는 가치를
사회 구성원들이 더욱 크게 인식한 결과다. 문화재의 가치는 가변적인 것으로, 지금은
지정․등록문화재가 아닌 것들도 앞으로 지정․등록될 잠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
이다. 그러므로 문화재의 가치는 오늘이 아니라 미래적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지역
문화재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미래의 지정․등록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나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만이 가치가 큰 것이고, 그렇
지 않은 지역 문화재들은 가치가 없거나 크지 않다는 인식은 떨쳐버려야 한다.

4. 당진 문화재 활용과 가치 증진
문화재를 활용한다는 것은 문화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찾아 그것을 누리고
나누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를 누림으로써 사람들은 그 문화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은 그것을 공공자원을 들여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동의하게 함으로써 보존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보존이 잘 되면 활용 자
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짐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문화재 보존과 활용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문화재 활용 – 가치 인식 – 보호 강화 – 가치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
환 구조 안에서 서로를 받쳐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당진에는 국가지정문화재부터 시․도지정문화재가 있고, 향토유적도 있다. 인류무형
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기지시줄다리기도’도 당진의 대표적인 문화재로 손꼽히
는 것이다. 이런 문화재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첫째로, 문화재를 활용하는 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가치를 활용하
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그 지역 주민들부터 충분
히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지역에서는 그곳에 있는 문화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일이 많다. 과거부터 그 문화재
를 보아온 사람들이므로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잘 알지
만,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등에 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가치는 학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역에서는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문화재 교육은 그 대상에 따라 시민 교육과 학교 교육으로 나
눌 수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지역 역사문화 강의나 학술대회가 구체적 방
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에 박힌 주입식, 지식주의 교육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
이다. 큰 틀에서 그 유형에 속하는 문화재들이 갖는 특성을 알아서 전체 지도를 그리
고, 그 속에서 그 지역 문화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문화교육이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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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순히 그것에 얽힌 역사를 외우는 것이 문화재 교육이 아니다. 그 지역 문화재
는 어떤 특성을 갖는지,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알아야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여기에 함께해야 할 것이 학교 문화재 교육이다. 일반적인 지식을 전해주는
암기과목으로 역사교육이 아니라, 문화를 틀로 해서 지역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학
습자가 직접 찾을 수 있게 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교육은 미래 세대가 지역 문화재에 관한 인식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다.
둘째로,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재에 관한 내용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당진에는 11건의 향토유적이 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을 찾기
가 아주 어렵다. 당진시나 당진문화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향토유적에 관한 것은 거
의 없다. 당진시가 자치법규인 조례에 근거해 지정한 문화재임에도 어떤 것들이 향토
유적으로 지정되었는지조차 찾기 어렵다. 필자는 당진시 향토유적 현황을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어렵게 찾았다.
셋째로, 문화재 간 연계․융합 활용을 적극화해야 한다. 다행히 당진에는 축제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재가 있다. ‘기지시줄다리기’가 대표적인 것으로, 외국
인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런데 필자가 경험해본 바로는 기지시줄다기 축제는 그 축
제로 끝나고 만다. 지역에 이런 문화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지역에
있는 다른 문화재들과 연계․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다른 지역 문화재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축제에 그치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에 연계하여 다른 문화재로
도 관심과 흥미를 확산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활용 사업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로, 다른 지역이나 연결망과의 소통을 통해 가치를 확산시키고 활용 기회를 마
련해야 한다. 앞에서 예로 든 당진시 향토유적 ‘승전목 전승지’는 동학농민군이 일본
군을 물리친 유일한 전투 유적이지만, 이런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면 고창이나 정읍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당진시 면
천면 승전목 전승지는 다른 관련 지역들과 문화재로서 당당하게 교류하고 소통하며
가치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
다섯째로, 면천면 소재지 근대문화건축물 등 미지정문화재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얻
기 시작했는데, 지역성을 담은 정교한 활용으로 이런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 문화재로
서의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 문화재 활용이나, 처음에는 분위기나 경관, 풍정
등으로 사람들이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지면 그 다음 단계로 문화재로서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로 이어갈 수 있다.

5. 결론
당진시는 몇 해 전부터 인문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인문학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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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재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지정․등록문화재들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그 사회적 가치가 공인된 것들이므로, 사람들은 그것에 기초해
서 해당 문화재들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한다. 이에 비해 아직 문화재로 지
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즉 미지정문화재들은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않았다는 그
자체로 지역 문화재로서의 의미와 가치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은 채 외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진에는 이미 잘 알려진 ‘기지시줄다리기’와 ‘면천두견주’가 있고, 기지시줄다리기
는 매년 축제가 열린다. 이런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지역 내 문화재들을 서로 연계․융
합 활용함으로써 그 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수요자 시각에서 생각해보면 단일 문
화재 활용보다는 가까이에 이는 다른 문화재들과 연계․융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자원
으로서의 가치를 훨씬 풍부하게 하는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들부터 문화재에 관한 가치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
것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데, 이때 교육 방법이 중요하다. 우리는
역사 과목을 흔히 암기과목이라고 말한다. 외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래
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문화재 교육은 암기식 역사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재에 관해 강의하면 그것이 역사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 교육은
역사보다는 문화를 틀로 할 때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그 의미와 가치를 흥미
롭게 찾을 수 있다.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지역 주민들부터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문화재 활용을 활
성화하고 그 가치도 증진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문화재는 지역 문화재로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문화재는 골동품과는 다른 것으로,
완성도 높은 고급품들만이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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