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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및 기행

중국 산동지방 濟南, 曲阜 문화탐방
2010년 여름, 한중 국제 학술대회 참가기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김 용 직

1. 소년기의 기억을 더듬어

정녕 그 곳은 다른 나라 어느 곳인데 바로 이웃처럼 가깝게 생각되었다. 중국의 태산이 솟

은 산동지방 말이다. 미처 철이 들기 전 우리집 안마루에서는 자주 가투놀이가 벌어졌다. 가

투놀이는 역대 시조 100수를 패로 만들어 이루어지는 일종의 시가 암송 능력 경기였다. 놀이

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시조의 종장이 인쇄된 카드를 가운데 두고 그 둘레에 자리를 잡았다. 

한 사람이 시조의 전문이 적힌 카드를 잡고 첫 장부터 낭송해 나갔다. 그렇게 하면 참가자들

이 서로 다투어 돗자리 위의 카드를 집어서 자기 앞에 놓았다. 그 숫자가 가장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이 가투놀이의 방식이었다. 

누님들의 가투놀이를 어깨너머로 보다가 나는 정몽주나 성삼문, 김종서, 퇴계, 율곡 등의 

이름과 작품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나는 갓 배운 한글 쓰기를 밑천으로 

양사언(楊士彦)의 시조 ‘태산이 높다하되’를 공책에 적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대체 태산이 중

국 어디쯤에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발동했다. 어릴 적에 나는 한번 궁금증이 생기면 누구나 

붙들고 묻는 성벽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 날은 그 화살이 마침 옆에 있는 큰누님 쪽으로 날아 

갔다. “누우야 태산이 어디에 있노?”, “그거사 중국에 있겄제.”, “중국은 아는데 중국 어디에 

있노?”, “야가 또 시작이네, 그런거 내가 어떻게 아노. 사랑채에 나가서 어른들에게 여쭈어 보

거나.” 누님에게 지청구를 맞은 나는 심통이 나서 사랑방으로 달려갔다. 

거기에는 마침 토요일이어서 집에 돌아온 종형이 있었다. 종형은 아마도 누님에게 던진 내 

질문을 듣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조금 부은 얼굴을 하고 그 앞에 다가서자 얼굴에 가득 웃

음을 띠우면서 “稷이는 참 알고 싶은 것도 많재.”라고 하면서 “태산은 산동성에 있다. 山東의 

山이 바로 태산을 가리키며 東은 산동성이 태산의 동쪽에 있음을 뜻한다.”라고 가르쳐 주었

다. 그 무렵 나는 ‘천자문(千字文)’을 마치고 ‘동몽선습(童蒙先習)’을 읽고 있던 중이었다. 그

런 나에게 종형은 山東, 泰山을 쓰게 하고 또한 산동성의 한 곳에 공자의 유적지가 있다고 하

여 孔子, 曲阜 등도 가르쳐 주었다. 그것으로 내 머리에 山東, 泰山, 孔子, 曲阜 등의 명사들이 

한 어휘군을 이루어 입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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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문교육 국제학술대회

(1) 7월 16일 인천공항 출발, 제남의 첫날

제남의 학술회의 참가를 위하여 우리 일행은 7월 16일 12시경 인천공항에 집합했다. 우리

가 탄 KE847편은 예정보다 30분 정도 늦게 인천공항을 이륙했다. 목적지가 된 제남공항에는 

한 시간 반 남짓이 걸려 도착했다. 공항에는 우리 일행을 마중 나온 산동대학의 큰 버스가 대

기하고 있었다. 그것을 타자 약 한 시간 만에 우리 일행은 산동대학 내에 있는 법관배훈학원

(法官培訓學院)에 도착했다. 중국에서 법관이라면 판사와 검사를 가리킨다고 들었다. 배훈학

원(培訓學院)이란 그 교육연수를 담당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연수원에 해당되는 것 같

았다. 거기서 우리는 학회 참가비 200원을 내고 등록을 했다. 또한 이번 학회 마지막 날에 예

정된 곡부(曲阜), 태산(泰山) 답사비로 600원을 별도로 지불했다.

등록을 마치자 우리는 법관배훈학원 6호동에 있는 방들을 배정받았다. 한 방을 두 사람이 

쓰도록 되어 있어 나와 주종연 교수가 312호에, 그리고 박갑수, 황동규 선생이 405호였다. 여

장을 풀고 욕실에 가 보았더니 샤워가 잘 나왔다. 욕조에 물까지 받아서 이용을 하고 창밖을 

내어다보니 중국산 플라타너스의 푸른 잎들이 바람에 너울거렸다. 비로소 한국이 아닌 이국

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났다. 옷을 바꾸어 입고 환영식이 있는 1층 회의장으로 내려가 보 

았다. 

환영 만찬은 중국식으로 부총장의 긴 학교 소개로 시작되었다. 통역의 우리말 소개를 간추

려 보면 행정당국과 학교 보직자들의 실적 소개가 중요 내용인 것 같았다. 이어 이번 모임의 

주최기관인 국제한국교육연구회와 국제교류재단 측의 인사가 있었다. 이 인사와 축사는 다

음날 개회식 때도 거의 그대로 되풀이되었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의 하나에 번문욕례(繁文縟

禮)라는 것이 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부질없는 절차를 장황하게 펼치는 것이라든가 내

실을 기하기에 앞서 허례허식에 치우치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몇 번인가 중국대학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가해 본 경험으로는 적지 않은 자리가 학술발표에 들어가기 전 행정담

당자들이 등단하여 그들 자신의 업무상 실적을 길게 늘어놓는 것을 상례로 하고 있었다. 연

구자가 주역인 학술발표대회에서 이것은 극복되어야 할 겉치레일 것이다. 

7월 17일 아침 7시 경에 기상하여 학교 구내를 돌아보았다. 법관배훈원은 시내의 인가들과 

인접해 있어서 달리 산책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침부터 덥다고 생각하며 숙소로 돌아와 샤

워를 한 다음 찬청(餐廳)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1층 식당에 내려갔다. 식사는 뷔페식이었

고 중국식에 과일들이 곁들여진 것이었다. 하나 문제된 것이 국이나 반찬이 모두 짠 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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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름이어서 상할까 보아 그렇게 조리한 것인가 하고 물었더니 산동성 안에서도 제남지방 

음식은 대개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다. 

(2) 발표대회 시작

9시부터 대회의실에서 개회식을 하고 이어 복단대학(復旦大學) 강은국(姜銀國)의 사회로 

유서웅(劉曙雄, 북경대), 장후진(張后塵, ‘중국외국’ 주간) 등이 등단하여 ‘外語非通用語種 特

色 專業 建設和 專用規範’, ‘具有創意性的 學術硏究及其方法’ 등 논문발표가 있었다. 유교수

의 논문에서 비통용어종(非通用語種)이란 소수민족의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 특징을 

포착하여 그에 걸맞는 규범, 곧 언어법칙을 만들려는 데에 그의 논문이 노리는 바 역점이 있

었다. 장주간의 논문은 별쇄를 얻지 못하여 통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학술연구에서 

창의성 개발이 어떻게 가능하며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려는 논문인 것 같은데 사이사

이에 생소한 말들이 섞여 들었다. 중국어에 전혀 귀머거리인 나에게는 문자 그대로 쇠 귀에 

경 읽기였다. 끝나고 중국 측 연구자들에게 물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이일저일로 미수

에 그쳐 버린 채 오늘에 이르렀다.

전체 회의가 끝나자 참가자 일동은 법관훈련원 6호동 현관쪽에 나가서 사진 촬영을 했다. 

첫째 줄에 나이가 든 사람들이 앉았는데 한국 측으로는 박갑수, 황동규, 나와 주종연 선생이 

의자에 앉았고 윤여탁, 박성창 선생은 큰 키가 감안된 나머지였는지 제일 뒷줄이 되었다. 나

중에 사진이 나온 것을 보니 촬영 참가자만 140여 명, 그 정도의 인원이 약 30분 동안 촬영을 

마치고 티타임도 가졌다. 그렇게 기동력을 지닌 가운데 질서를 지키는 모양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3) 주제발표 내용들

촬영을 마치고 법관훈련원 6호동 찬청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에 이어 1시 30분부터 다섯 

개 분과로 나뉘어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가졌다. 내가 속한 제5분과는 ‘문학연구와 번역’의 대

주제 아래 네 사람이 주제발표를 하고 같은 숫자의 사람이 질의, 토론을 했다. 그 사이사이에 

방청석에도 마이크가 돌아갔다.

사회, 윤윤진

발표 1, 김용직, 창조와 전략 - 시조 창작을 위한 몇 가지 문제.  토론, 지수용(청도대)

발표 2, 주종연, 서사시 동명왕편의 한국문학사적 의의.  토론, 한매(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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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황동규, 번역과 시.  토론, 이춘매(청도 농업대)

발표 4, 이춘매, 내선일체, 金史良의 ‘빛속으로’.  토론, 윤여탁(한국 서울대)

이 얼마 동안 나는 한국문학과 문단도 국제화시대의 추세에 맞추어 해외시장에 내어 놓을 

시가 양식 하나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 요구에 가장 걸맞다고 생각되는 양식

으로 시조가 있지 않을까 여겨온 것이다. 그런 의도에서 나는 이번 대회에 내가 발표할 논문 

제목을 ‘시조의 창작과 그에 따른 전략’으로 택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시조의 관습적인 면을 

기능적으로 살릴 것과 함께 현대성도 확보가 가능한 창작시조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말했

다. 전자를 위해서 나는 시조의 형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법의 문제로 한국

어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곡용어미(曲用語尾) 활용과 형태부의 기능적인 이용을 통하여 시

조가 독특한 가락과 맛을 최대한 살릴 것을 주장했다.

이와 아울러 내가 강조하고자 한 것이 현대시조가 고전문학기의 작품과 다른 점이었다. 황

진이로 대표되는 고전시조는 격조사나 어미를 잘 골라 씀으로써 휘돌아 감기는 가락을 빚어

낸 것이다. 그러나 현대시조는 그런 측면과 함께 또 하나의 자격 요건이 첨가될 필요가 있는 

경우다. 그것이 현대성의 확보다. 그 길을 나는 이질적 요소의 폭력적인 결합으로 열릴 수 있

다고 생각했다. 가령 정몽주의 ‘단심가(丹心歌)’는 3장 6구가 충군애국 의식으로 일관되어 있

다. 전후로 보아 특히 이질적인 요소로 지적될 부분은 내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다음에 드

는 정완영(鄭梡永)의 작품은 그와 180° 다른 의미 구조에 의거한 작품이다.

良才洞 가는 길에 한 오백년 묵은 古木

빈 하늘 막대 짚어 알몸으로 아뢰나니

朔風도 몸에 걸치면 袈裟 아니오리까

얼핏 보아도 나타나는 바 이 작품의 일차적인 소재는 500년이나 묵은 고목(古木)이다. 나

무는 사람이 아니며 그것이 승복의 일종인 가사를 걸치는 일은 통상적 차원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정완영(鄭梡永)은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의인화의 기법을 

이용했다. 의인화된 나무는 삭풍을 피부로 느낄 것이다. 이것으로 이 작품에서 그 몸을 휘덮

으며 지나가는 바람이 어깨에 걸친 옷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정완영은 이질적 요소의 문맥화

를 통하여 현대적인 심상도 갖는 시조가 되게 했다. 내 발표가 있고 질의토론의 시간이 배정

되어 두어 사람의 발언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처음 의도한 발표 내용은 잘 전달된 것 같지 

않았다. 시간의 제한이 있어 이야기의 기회를 다음 자리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주종연 교수의 발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오는 동명왕(東明王)과 이규보(李奎報)의 

서사시를 대비시키는 선에서 시작되었다. 이규보(李奎報)의 작품이 큰 세계, 독특한 율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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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 문학사적인 의의가 매우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고전문학 전

공자가 현지에서는 많지 못한 듯 보였다. 이 논문 역시 제대로 된 반응은 일지 않았다. 

황동규 교수는 번역문학론자이기에 앞서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시단의 선두주자이다. 그는 

자신의 시를 보기로 들어서 그 중국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장강(長江)의 숨을 일순 멈추게 하던

인간의 허리와 궁둥이들이!

曾經讓長江瞬間屛住呼吸的

人們的腰身和臀部喲!

여기서 인용된 것은 황동규 교수의 ‘2006년 三峽에서’의 마지막 부분을 윤해연(尹海燕) 교

수가 번역한 것이다. 황 교수는 윤해연 교수의 번역에 대해 “인간적 정숙성 때문인지 너무 정

숙하게 번역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것을 나는 시 번역에 있어서 

한 언어와 다른 언어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어감과 어세의 문제가 아닌가 재해석해 보았다. 

윤해연(尹海燕) 교수의 번역에도 황 교수가 에로티시즘이라고 말한 허리와 궁둥이 등의 단

어는 쓰였다. 그러나 한국어 원시에서는 뚜렷한 선으로 느껴지는 ‘허리와 궁둥이’의 육감성이 

중국어 번역에서 잘 포착되지 않는다. 여기서 빚어지는 원시와 역시의 차이는 번역하는 사람

의 솜씨를 기다려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겨졌다. 

이춘매(李春梅) 교수의 논문은 김사량(金史良)의 일어작품 ‘빛 속에서(光の中に)’를 검토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었다. 이(李) 교수는 이 작품이 일어로 되어 있으나 주인공

이 민족적 갈등에 휩싸인 나머지 실의, 좌절해 버리는 길을 걷는 것에 주목했다. 그것으로 당

시 일제가 표방한 내선일체(內鮮一體) 정책에 김사량이 간접적인 저항을 시도한 것이라고 평

가했다. 이 교수 이전의 김사량론에도 이에 준하는 지적은 안우식(安宇植) 등에 의해서 이루

어진 것이 있다[ 『평전 김사량(評傳 金史良)』(草風錧, 1983)]. 그럼에도 나는 중국의 한국문학

연구가 이렇게 개별 작가의 초기 작품까지를 분석,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고 적지 

않게 마음이 든든해졌다.

3. 7월 19일, 곡부(曲阜), 공자묘(孔子廟)행

학술발표대회는 18일로 막이 내렸다. 그 다음날은 공자의 고장인 곡부(曲阜) 참관이 예정

되어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공자의 사당을 참배하고 태산(泰山)에도 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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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마치 소학교 때 소풍 전날의 소학생 같은 기분이 되었다. 일기예보에 

날씨가 궂을 것이라고 하여 몇 번이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다음 예정된 

8시에 법관배훈원 현관 앞에서 버스를 탔다. 버스는 제남 시내를 빠져 나가자 곧 관광도로로 

개발되어 널찍하게 생각되는 길을 일로 남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궁금증이 발동하

여 한국에서 들고 간 지도를 꺼내어 제남에서 곡부로 가는 도정을 살펴아보았다. 그 동안 나

는 공자의 고향인 곡부가 태산 바로 이웃에 자리한 줄 알았다. 그런데 태산은 오히려 제남에

서 가까이 있었고 거기서 곡부까지는 한 시간 남짓한 거리인 70km 이상을 달려야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공자의 사당이 있는 공묘(孔廟)가 바로 곡부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

기서 상당한 거리에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1) 昌平鄕의 孔子 

우리가 탄 버스가 한 시간 남짓을 달리자 도로 표지판에 태안(泰安)이 나타나고 이어 사수

(泗水), 곡부(曲阜) 등의 이름이 보였다. 그것으로 나는 우리가 공자의 고향 가까이에 이르렀

음을 알 수 있었다. 공자는 춘추시대 노(魯)나라에서 태어난(BC 522~BC 479년) 중국의 대표

적인 사상가이며 교육자, 정치가이다. 그가 태어난 고장은 노나라의 창평향(昌平鄕) 추(陬)라

는 고을이었다. 그 곳은 당시 노나라의 수도인 지금의 곡부에서 남동쪽으로 백 리 가까이가 

되는(33km) 한 마을이었다. 그의 마을은 가까이 흐르는 사수(泗水)와 수수(洙水) 사이에 자

리한 전원지대를 차지한 곳이었다. 후세에 공자의 흐름을 이은 학도들을 사수학파(泗洙學

派)이라고 일컬은 까닭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자의 본명은 언덕을 뜻하는 구(丘)이며 자(字)가 중니(仲尼)이다. 한자 문화권에서 자는 

이름 대신 부르는 별칭이다. 공자가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데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한다. 

아들을 원한 공자의 어머니가 곡부의 남동쪽에 자리한 비구산(比丘山)에 올라 기자(祈子) 치

성(致誠)을 드렸다. 그런데 그 후 태어난 공자의 머리가 비구산의 정상처럼 들어가고 둘레가 

솟은 모양을 이루었다. 그것으로 공자의 이름이 구(丘)가 되고 자를 중니(仲尼)로 했다는 전

설이다. 

공자의 출생에 대해서는 위인이나 영웅, 천자(天子)의 경우에 흔히 붙는 신이설화(神異說

話)가 전한다. 공자의 어머니가 비구산에서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기도를 올리자 곧 흑색 용

이 나타나 그의 정기로 공자를 수태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나라의 개

조나 영웅, 호걸들에게는 거의 예외가 없이 그 출생이 신이(神異)한 것에 결부되는 이야기가 

전한다. 고구려의 동명성왕이나 신라의 박혁거세, 김알지 전설이 모두가 그 갈래에 드는 것

이다. 공자의 탄생설화도 그런 예들에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공자의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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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떤 것이었는가. 공자세가(孔子世家)에 따르면 공자의 아버지는 숙량흘(叔梁紇)이며 어

머니는 안징재(顔徵在)이다. 아버지인 숙량흘은 무반(武班) 출신이었고 그 조상은 송(宋)나

라(춘추전국시대의 제후국 가운데 하나) 귀족이었다고 한다. 이 때의 송나라는 주(周)가 멸

망시킨 은(殷)나라 유민들이 세운 나라였으므로 결국 공자는 은왕조(殷王朝)의 흐름을 이어

내린 귀족의 후예라는 말이 성립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공자의 가계가 후세에 윤색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예도 있다. 그

에 따르면 공자의 아버지는 고급 무신 출신이 아니라 농민 출신의 하급 무반이었다. 남다른 

용력(勇力)을 발휘하여 노나라의 군대에서 대장급의 위치를 차지했다고 전한다. 이와 달리 

공자의 어머니 안징재(顔徵在)는 유(儒)라고 일컬어진 집안에서 태어난 여성이었다. 고대 중

국에서 유(儒)란 장사와 제례를 맡아서 치르는 일을 전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가리켰다. 따라

서 안징재는 한국에서 말하는 무당집의 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숙량흘과 안징재의 결혼

을 『사기(史記)』는 ‘야합(野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두 사람의 혼인이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한 마디로 공자의 회임과 출생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가 불우하고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성장하면서 유별나게 배우

고 가르치기를 좋아했다. 그는 언제나 이웃과 사회, 시대와 나라를 걱정하고 그 구제책을 생

각하는 길을 걸었다. 40대까지는 몇몇 제후들을 찾아 어지러운 세상을 구제하고자 시도했으

나 뜻을 얻지 못했다. 50세에 이르러서 노나라의 정공(定公)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이상사회 

건설,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실현을 꾀해 보았으나 56세에 실각해 버렸다. 그 과정에서 공자

는 3,000으로까지 일컬어진 여러 제자들을 길러내고 주유천하(周遊天下), 인(仁)과 의(義)가 

행해지는 이상사회의 건설을 지향해 마지 않았다.

(2) 仁과 修己, 格物致知의 세계

공자는 그 스스로를 천재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책을 읽고 사물의 이치를 생각

해 본 노력형이라고 말했다(我非生而知之 好學者也). 그는 또한 유별나게 사람들에게 그가 

아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다. 그리하여 그의 문하에는 몇 천 명을 헤아리는 제자들이 모여들

었는데 그 가운데 고제(高弟) 중의 고제만도 20여 명에 이르렀다. 안회(顔回), 자사(子思), 염

옹(冉雍), 자로(子路), 자공(子貢), 염구(冉求), 증삼(曾參), 증석(曾晳), 중궁(仲弓), 재여(宰

予), 민자건(閔子騫) 등은 그들 중에서도 특히 후세에까지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다. 

공자의 행동철학과 정치, 사회사상은 그가 제자를 거느리면서 주고 받은 언행록(言行錄)

인 논어(論語) 한 권에 집약되어 있다. 공자는 그가 지향한 이상적 사회가 인(仁)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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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예악(禮樂)으로써 백성을 교화해 나가는 왕도정치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공자의 사상체계에서 중심개념인 인(仁)을 맹자(孟子)는 불인지심(不忍之心)으로 설명했

다. ‘공손축(公孫丑)’ 상편을 보면 맹자는 사람들이 지닌 바 착한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

를 이용했다. 그에 따르면 순진한 어린 아기가 우물가에 놀다가 빠지려는 순간을 사람들이 

본다. 그 때 아차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은 어린 아이의 부모와 친교가 있기 때

문이 아니며 이웃 간에 칭송을 듣기 위하려는 속셈으로 그러는 것도 아니다. 또한 그런 마음

은 요순이나 공자와 같은 성인뿐이 아니라 도척(盜拓)과 같은 도적도 가진다. 이것이 바로 인

(仁)의 단(端)인 ‘불인지심(不忍之心)’을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다(所以謂人

皆有不忍人之心者 今人 詐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非所以內交於 孺子之父母 非

所以 要譽於鄕党朋友也).

공자는 그가 생각하는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 사람들 모두가 끊임없이 인격적 수양을 통해 

자기를 갈고 닦아 나가는 길, 곧 수기(修己)를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가 말하는 

수기(修己)란 모든 사람이 인격적 도야를 지향하는 수신(修身)과 같은 개념이었다. 그를 통

해 가정이 바르게 되고 그 다음 차원에서 나라가 다스려지며 온 세상이 편안해진다는 것이 

공자의 생각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라고 말한다. 

공자의 행동철학이 집약된 ‘대학(大學)’ 첫머리에는 그런 차원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수양방

식도 제시되어 있다. ‘집안을 깨끗이 하려는 자는 먼저 그 몸을 다스려야 할 것이며, 그 몸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그 마음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요, 그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

는 먼저 그 뜻을 정성되게 하여야 하고, 그 뜻을 정성되게 하려는 자는 먼저 그 지식을 지극

하게 해야 할 것이니 지식을 지극히 함에는 사물을 궁구(窮究)해야 할 것이다(欲齊其家者 先

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格物).’

내가 태어난 고장은 낙동강 상류 태백산 기슭의 후미진 산골 마을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그 곳에서 500년 이상의 세월을 지방 유생의 한 가닥으로 살아왔다. 내가 자랄 때만 해도 우

리집 주변에는 선비의 길을 묵수(默守)하려는 어른들의 생각이 완강하게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의 덕목을 암송하고 소학(小學)을 배우게 되었

다. 그런 내 유치원식 유학 익히기는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종지부가 찍혔다. 이른바 신식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나는 의도적으로 한문과 유학을 외면하려는 길을 걸었다. 

속절없는 청개구리 꼴이 된 내가 유학의 경전인 논어, 대학을 찾게 된 것은 학부 생활이 거

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이다. 그 무렵까지 나는 전공관계로 근대서구의 문예비평 쪽을 기

웃거렸다. 그러다가 한국문학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라도 나는 서구 일변도의 독서방식을 지

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 단계에서 나는 동양의 고전, 특히 사서삼경(四

書三經)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고전과 인도에 근원을 둔 불교의 경전을 읽고자 했다. 그 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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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는 시경(詩經)을 읽는 모임을 만들었고 대학과 중용을 해석한 책들도 사서 모았다. 

동양고전 읽기를 시작하고 나서 나는 ‘대학’ 머리에 나오는 논리가 아주 명쾌하다고 생각했

다. 다만 ‘선치기지(先致其知)’와 그 다음의 넉자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졌다.

전후 문맥으로 보아 ‘대학’의 의(意)가 심(心)의 진행형태인 것은 곧 납득이 갔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지(知)가 의(意)의 교도요인이 되는 것에는 선뜻 수긍이 갈 수 없었다. 더욱이

나 치지(致知), 곧 양지(良知)의 길이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차원 구축(格物을 가리킴)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 같았다. 이 문제는 얼마간의 생각 끝에 내 나름

의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유학의 차원에서는 어떤 사물도 그 자체가 독자적 존재의의

를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 우주의 삼라만상은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관찰되어야 비로소 

제 나름의 존재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이 때의 마음, 또는 의식이 서구식인 순수이성이나 지

성인 것이 아니다. 유학에서 그것은 반드시 천명(天命)을 헤아릴 줄 아는 단계에서 인식되는 

것으로 성인(聖人)의 그것에 일치되는 의식이다. 이것은 유학적 세계인식이 사물의 자족적

(自足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고선(至高善)의 형태인 인(仁)과 결부

되는 것임을 뜻한다. 

지방 유생의 후예로 태어났음에도 나는 어느 시기에 이르자 내 내면세계에 유학에 대한 반

감이 고개를 쳐드는 것을 막지 못했다. 내 주변을 지배한 수많은 절차와 규범에 염증을 느끼

고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이 그 타파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양 생각했다. 한 차례의 방황기 

다음 나에게는 일종의 성찰기가 찾아왔다. 학부에 진학한 다음 나는 학문의 궁극적 목표가 

인간의 자아형성과 표리관계에 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길을 나는 곧 

그 무렵 우리 주변에서 유행한 통속소설식 감각적 일상이나 연파식(軟派式) 자아방임(自我

放任)으로 의역(意譯)을 해버렸다. 20대 후반에 번역판으로 읽은 실존주의 철학을 통해 나는 

그것이 무책임한 자아방기(自我放棄)임을 깨쳤다. 그것은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

는 병’에 수렴될 수 있는 개념이었다. 나를 위한 자아탐구를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주

체성의 문제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길목에서 나는 오래 전에 구입한 채 겉장들만 읽

다가 버려둔 유학의 경전들을 다시 뒤적였다. ‘논어’에 올라 있는 증자(曾子)의 말은 그때 나

에게 적지 않은 양감으로 작용했다.

나는 하루 세 번 이상 반성의 기회를 가진다. 남을 위해 일을 하되 불충하지 않았는가. 친구와 

사귐에 신의를 저버림이 없었는가.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을 남에게 전습시키고자 하지 않았

는가(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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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히 우발적인 동기로 그 길이 열릴 듯 생각된 내 유학적 세계 입문은 그러나 그 후 단속

적으로 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몇 해 간격으로 나는 주기 행사처럼 유학관계 서적, 가령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나 ‘근사록(近思錄)’ 기타 사서삼경(四書三經)과 ‘사기(史記)’ 등을 

책장에서 꺼내어 보거나 도서관에서 대출해 내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

처럼 읽고 또 읽어서 흉간에 사무치도록 정독, 숙독을 해 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대체 이것

은 매사에 물러터진 내 성격 탓인가, 아니면 재주가 모자라기 때문인가. 

제남에서 공묘(孔廟)에 들어서는 갈림길에 이르기까지 나는 두서도 없이 그런 생각을 되

풀이하고 있었다. 우리가 탄 버스는 시계 바늘이 10시 가까이에 이르자 한눈에 튼튼한 성곽

을 연상케 만드는 구조물 앞에 섰다. 그것이 공자묘의 입구였다.

4. 공부자(孔夫子)의 제국, 또는 만인궁장(萬仞宮牆)

공자(孔子)의 곡부(曲阜)는 산동성의 중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가 30만이라고 했다. 그 

가운데 절반 정도가 공씨(孔氏) 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니 그 세력 판도가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제남에서부터 우리 안내역을 맡은 것은 20대로 생각되는 한족(漢族) 여성이었다. 한

국어 구사가 능숙한 편이었는데 버스가 출발하고 나자 곧 공자와 공묘(孔廟)에 관한 안내를 

시작했다. 얼마 동안 그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내용이 소학교 교재에 나오는 수준을 맴돌았다. 

우리 일행은 거의 모두가 문과대학의 교수 출신들이거나 현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 우

리를 향해 안내양은 제 풀에 신명이 뻗친 듯 쉴 틈도 없이 그의 이야기를 펼쳤다. 그에 식상

한 우리는 곡부 도착과 함께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했다. 공묘 참관에는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해설을 해 달라는 것이 그것이었다. 단 우리 일행 거의 모두는 공묘와 곡부의 지리에 눈 뜬 

장님이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하여 길 안내는 잘 부탁한다고 했더니 안내양도 크게 웃었다.

(1) 앙성문(仰聖門)

버스를 내리기 전에 우리는 공묘(孔廟)의 윤곽을 바라보았다. 검은 벽돌로 된 성곽에 싸여 

있는 그 모습은 마치 대제국의 왕성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거대했다. 우리가 탄 버스는 그런 

성곽 앞의 넓은 광장에 멈추어 섰다. 우리는 곧 안내자의 인솔에 따라 조금 이른 점심을 먹었

다. 관광지의 간이식당이어서 그 요리는 전혀 그럴듯하지 못했다. 내가 조금 불평 섞인 말을 

하자 옆자리의 누군가가 ‘반소사음수(飯疏食飮水)’의 성역에 와서 그 무슨 법도를 모르는 말

을 하느냐고 나무랬다. 어떻든 그런 점심이 끝나자 우리는 다시 안내양의 뒤를 따라 공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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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앞에 섰다. 문루의 중앙에 큼직한 글자로 된 제자가 인상적이었다. 석 자로 된 앙성문

(仰聖門)이었다.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는 또 다른 제자로 ‘만인궁장(萬仞宮牆)’의 넉자가 큼

직한 해자로 쓰여 있었다. 

공묘의 제1문이 앙성문인 것은 공자를 받드는 곳이니 의당 붙일 수 있는 이름일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높은 자리에 ‘만인궁장(萬仞宮牆)’의 넉자가 내어 걸린 까닭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펼쳐야 할 것이 ‘논어(論語)’다. ‘논어’ 끝자리에 나오는 것

이 ‘자장(子張) 편’이다. 거기 나오는 숙손무숙(叔孫武叔)은 노나라의 대부(大夫)였다. 하루는 

그가 다른 대부에게 말했다. “자공(子貢)의 슬기로움이 공자를 앞지른다.”라고. 이 말을 역시 

노나라의 대부인 자복경백(子服景伯)이 자공에게 전했다. 그러자 자공이 비유로 그와 공자의 

차이를 말했다. 

궁궐의 담에 견주어 말하면 나의 그것은 어깨 정도의 높이밖에 안 되지요. 그 너머로 궁장 안

의 방이나 집의 좋고 그렇지 않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夫子는 공자를 가리

킴-필자주)의 담장은 그 높이가 여러 길에 이릅니다. 대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궁궐 안에 

있는 종묘의 웅장하고 아름다움과 백관들의 가멸함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

을 찾아낼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니 숙손무숙이 나를 가리켜 선생님보다 낫다고 한 것은 잘

못이나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叔孫武叔大夫於朝曰 子貢賢於仲尼 子服景伯以 告子貢 子貢曰 譬之宮牆 賜之牆也及肩 窺見

室家之好 夫子之牆數仞 不得其門入 不見 宗廟之美 百官之富 得其門者 或寡矣 夫子之云 不亦

宜乎)

널리 알려진 대로 자공(子貢)은 공자의 제자 가운데도 고제(高弟) 중의 고제로 손꼽히는 

분이었다. 흔히 그 서열을 안회(顔回), 증자(曾子), 자로(子路) 다음으로 친다. 그런 자공 조차

가 자신이 구축하고 있는 정신세계를 어깨 높이로 말했음에 반해서 스승인 공자의 깊이와 높

이를 만길의 궁장으로 비유한 것이다. 안내 책자에 적힌 앙성문(仰聖門) 부분을 보면서 나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그와 함께 내가 공묘의 제1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가

슴을 펴고 숨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다.

(2) 영성문(欞星門)

앙성문(仰聖門)을 지나면 벽수교(壁水橋)가 나타나고 그 다리를 지나면 세 칸으로 높다랗

게 솟은 영성문(欞星門)에 이른다. 이 문의 제명이 된 영성은 하늘의 문성(文星)을 가리킨다. 

그 속뜻이 나라의 대들보가 되고 기둥이 될 큰 인재를 배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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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벽수교는 명(明)나라 영락제(永樂帝) 때 세운 것이다. 지금은 수레가 지나갈 수 있을 정

도로 튼튼한 돌다리지만 처음은 목조(木造)였다. 영성문 문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말에서 내

려 걸어가라는 하마비(下馬碑)가 서 있다.

(3) 성시문(聖時門)

이 문은 영성문 다음에 있는 공묘 내의 제2 도문(道門)이다. 그 이전의 건축 여부는 찾아낼 

길이 없고 지금 서 있는 것은 명나라 영락제(永樂帝) 13년(1415년) 때 세운 것이다. 명나라 

건축의 특색이 잘 드러나는 구조물로 특히 그 계단에 새겨진 용의 조각은 600년 가까운 세월

을 거쳤음에도 금세 살아나 움직일 듯했다. 지금 남아 있는 명나라 초기 석조 예술 가운데서

도 많지 못한 일품으로 손꼽히는 것이었다. 단 이 문의 본래 이름은 명산문(名山門)이었다. 

그것을 청나라 세종(世宗)이 명하여 성시문으로 바꾸게 했다. 건륭(乾隆) 13년(1748년)에 고

종(高宗)이 사액하여 오늘에까지 이르는 문이다. 

성시문(聖時門)의 성시(聖時)는 그 전거가 ‘맹자(孟子)’에 있다. 그 ‘만장장구(萬章章句)’하

에서 맹자는 백이(伯夷)를 “성인으로서 청렴결백하였다(聖之淸也).”라고 하고 이윤(伊尹)에 

대해서는 “성인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자임하였다(聖之任者也).”라고 했으며 유하혜

(柳下惠)를 “성인으로서 너그러움과 덕을 갖추어 온화했다(聖之和者也).”라고 평가했다. 그들

에 반해서 맹자는 공자를 평가하여 성지시자(聖之時者)라고 했는데 그 설명은 다음과 같다.

孔子聖之時者也 孔子之謂集大成 集大成者 金聲而玉振之也

金聲也者 始條理也 玉振也者 終條理也 始條理者 知之事也 

終條理者 聖之事也 智譬則巧也 聖譬則力也 由射於百步之外也 

其至 爾力也 其中 非爾力也

공자는 성인으로서 때를 알아서 이루어 낸 분이다. 공자와 같은 분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한

다. 집대성이라는 것은 금속의 소리에 옥소리를 떨치게 한 것을 가리킨다. 금속의 소리는 조

리 있게 시작하는 것이요 옥소리는 조리 있게 끝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조리 있게 시작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것이며 조리 있게 끝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덕성을 지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지혜는 비유해 말하면 기교다. 성덕은 비유로 말하면 힘이다. 활을 백 보 

밖에서 쏘는데 과녁에 도달하는 것은 그대의 힘일 것이나 그것을 적중시키는 것은 그대의 힘

이 아니다.

맹자는 여기서 집대성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공자의 위대함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그 방편

으로 백이(伯夷)와 이윤(伊尹), 유하혜(柳下惠) 등이 거명되었다. 먼저 세 분의 특성들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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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그것으로 공자의 종합성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은 수긍이 간다. 그러나 그 마무리에 화

살의 비유를 든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맹자에 따르면 화살을 백 보 밖의 과녁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힘이다. 그것은 성(聖)의 다른 이름이다. 화살을 과녁에 적중시키는 것은 

기교다. 그것은 지(智)의 비유형태인 것이다. 이것으로 맹자는 공자의 위대함이 성(聖)과 지

(智), 힘과 기교를 아울러 갖춘 데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의는 집대성(集

大成)이라는 말만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에서 나오는 결론은 명백하다. 공자를 “성

인으로서 때를 알아서 이루어 냈다(聖之時者也).”라는 맹자의 정의에 화살의 비유는 아주 적

절하게는 부합되지 않는다. 

맹자를 읽는 가운데 떠오른 의문으로 하여 나는 참고로 주자(朱子)의 ‘집주(集注)’를 찾아

보았다. 거기에는 백이, 이윤, 유하혜가 4계절의 춘, 하, 추, 동 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 반

해 공자는 그들을 모두 아우른 자리에 있다고 해석했다. 사계절을 두루 아울러 태화원기(太

和元氣)의 차원에 이르렀으므로 공자가 ‘성지시자(聖之時者)’라는 논리다. 주자(朱子)의 집주

를 통해서 나는 맹자(孟子)에 나오는 논리의 비약을 보완할 수 있었다. 그것으로 공묘의 제2

문에 내걸린 제호와 전거 사이의 괴리감도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다.

(4) 홍도문(弘道門), 동문문(同文門), 규문각(奎文閣)

성시문(聖時門) 다음의 문이 홍도문(弘道門)이다. 이 문은 명나라 홍무(洪武) 10년에 처음 

창건된 것으로 건설 당시는 공묘의 제1문, 곧 대문이었다. 이 때의 제호는 공자의 “사람은 홍

도(弘道)로 능히 이루어지니 도에 의거하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人能弘道 非道

弘人).”에서 얻은 것이라고 한다. 지금 걸린 편액은 청나라 고종(高宗)의 솜씨다.

홍도문(弘道門) 다음으로 대중문(大中門)을 지나면 거치게 되는 것이 현재 공묘의 제5문인 

동문문(同文門)이다. 이 문은 그 창건이 아득히 송(宋)나라 때로 거슬러 오른다. 당시에는 공

묘의 대문으로 세워진 것이었다고 전한다. 처음 다섯 칸으로 되어 있었고 두 측면에 회랑이 

붙어 있어 공묘의 추녀와 그것이 연접해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성시문, 홍도문 등이 차례로 

건립되어 독립된 구조물로 다시 개축된 것이다. 

경내에 명나라 때의 홍무(洪武), 영락(永樂), 성화(成化), 홍치(洪治) 등 황제의 어록비가 서 

있다. 그 가운데 성화비(成化碑)가 가장 커서 높이가 7.42m, 폭이 2.28m나 된다. 공묘에 있는 

비석 중에서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로 대좌는 거북 모양이며 머리에는 용이 조각되어 있다. 

동문문(同文門)의 제호는 ‘예기(禮記)’의 ‘서동문(書同文)’에 전거를 둔 것으로 그 편액은 건

륭(乾隆) 13년 고종(高宗)이 쓴 것이다.

규문각(奎文閣)은 홍도문 뒤에 서 있다. 북송(北宋) 초년에 창건된 건물로 원 이름이 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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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藏書樓)였다. 현재 건물은 명나라 홍치(洪治) 연간에 세운 것이다. 문면(門面) 일곱 칸, 진

심(進深) 다섯 칸, 푸른 기와에 주홍색 용마루를 이고 있는 건물의 높이가 23.35m이다. 3층으

로 하늘에 날아오를 듯 솟은 처마는 공묘 내의 여러 누정 가운데서도 으뜸 자리를 차지한다.

본래 장서를 목적으로 건립된 이 건물에는 역대 제왕들이 내린 서적과 묵적들이 수장되어 

있어 그것만으로도 일급 문화재 구실을 한다. 이 건물 경내에는 13개의 비정(碑亭)이 들어서 

있다. 그 중요한 것들만 들어도 금대(金代) 비정, 원대(元代) 비정, 강희(康熙) 비정 등이다. 

이 가운데 금대 비정은 공묘 내의 건축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동정(東亭)에 ‘대금중수지

성문선왕묘비(大金重修至聖文宣王廟碑)’, ‘대송중수주문선왕묘비명(大宋重修州文宣王廟碑

銘)’, 서정(西亭)에 ‘대당증태사노선생성공선니비(大唐贈泰師魯先生聖孔宣尼碑)’, ‘노공부자

묘비(魯孔夫子廟碑)’ 등이 각각 독립된 자리를 차지하고 수장되어 있다.

(5) 대성문(大成門), 선사 수식회(先師 手植檜)

대성문은 공자(孔子)의 초상이 모셔져 있는 대성전(大成殿) 바로 앞에 있는 문이다. 이 때

의 대성(大成)은 앞에서 이미 제시된 ‘맹자’의 ‘집대성(集大成)’에 전거를 둔 것이다. 공자가 

학문과 도덕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원리를 두루 아울렀음을 뜻한다. 대성전이 공묘의 중

심 건물이므로 이 문이 처음 선 것은 아득한 옛적으로 거슬러오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서 있

는 것은 청나라 옹정(雍正) 2년(1724) 대화재가 난 다음 다시 세운 건물이다. 5칸으로 되어 

있는데 사미좌 기대 위에 둥근 기둥이 올라 있으며 돌층계에는 용이 조각되어 있다. 그 솜씨

가 정교하고 아름다워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대성문이란 이름은 송나라 휘종이 붙인 것으로 

전한다. 대성문의 의의를 집약한 것은 이 문 전면 양측에 종서로 내걸린 ‘先覺先知爲萬古倫

常立極 至誠至聖與兩間功化同流’로 된 두 줄의 편액이다. 그 뜻은 “선구적 깨침과 지각은 만

고의 인륜과 강상(綱常)의 절대경지를 세우셨으며, 그지없는 정성, 다함이 없는 성덕은 온누

리를 휘덮은 공과 덕화를 더불어 흐른다.”로 풀이될 수 있다.

우리가 공묘의 안에 일단 들어서게 되면 안의 볼거리들은 거의 모두가 대문이나, 기념각, 

비석과 제청 등 사람의 손길로 이루어진 구조물들이다. 그 가운데 꼭 하나 예외격으로 우리

의 눈길을 모으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대성문의 대계 동쪽에 우뚝 솟아 하늘을 찌르

며 서 있는 한 그루의 전나무다(檜). 이 나무 옆에는 돌에 붉은 색으로 부각이 된 ‘先師手植檜

(공자께서 손수 심으신 회나무)’라는 다섯 자가 뚜렷이 적힌 비석이 서 있다. 그러니까 이 나

무는 적어도 2천 몇 백 년의 세월 속에서 대성전 앞뜰을 지켜온 것이다. 

지금 전하는 공자 수식수 표지는 명나라 만력(萬歷) 28년(1600년) 양광훈(楊光訓)이 쓴 것

이다. 본래 전나무는 수령이 오랜 나무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당이나 무덤 앞, 또는 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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뜰에 심겨져 자란다. 그러나 공자가 손수 심은 나무가 21세기의 참관자인 우리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믿을 수가 없는 기적이라고 생각되었다. 우선 나무도 생명이 있는 것이다. 생명이 있

는 모든 것은 태어나서 자란 다음 쇠퇴, 사멸의 길을 걷는다. 수령을 자랑하는 나무도 몇 백 

년은 살지만 천 년을 넘길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안내 책자를 다시 펼쳐 보았

다. 거기에는 이 ‘先師手植檜’가 몇 번이나 시들어 죽은 다음 다시 살아난 경위가 기록되어 있

었다. 수식회(手植檜)의 일차 고사(枯死)는 진(晋)나라 영가(永嘉) 3년(302)에 있었다. 그 다

음 수나라 의제 원년(617)에 2차, 당나라 건봉(乾封) 2년(667)에 3차 고사(枯死)가 있었다. 이 

때의 고사는 송(宋)의 강정(康定) 연간에 이루어진 재생으로 끈질긴 명줄을 이어 내렸다. 그 

후 이 나무는 금나라 정우(貞祐) 2년 (1214) 병화로 불타버린 것을 공묘내 동무(東廡)에 있는 

파생종을 얻어 심어서 신생의 기적을 이루어 내었다. 그 다음 명나라 홍치(弘治) 12년(1499)

에 화재를 입었으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났다. 지금 있는 수식수는 청나라 옹정 10년(1732)

에 새로 자란 것으로 첫 고사(枯死)에서 소생으로 이어진 횟수가 적어도 두 자리 숫자에 걸

치는 신생목(新生木)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대성문(大成門) 앞의 전나무는 바로 공자

(孔子)가 손수 심은 그 나무 자체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씨앗을 이어 받아서 자랐고, 뿌리에

서 새싹이 솟아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수식수는 공자가 손수 심은 나무와 다른 것일 수 없었

다. 나는 대성문 용마루의 높이를 훌쩍 넘기며 하늘로 고개를 쳐들고 있는 전나무를 보면서 

생각했다. 선사수식회(先師手植檜)는 나무이면서 나무가 아니었다. 적어도 그것은 눈보라 비

바람 속에서 꿋꿋하게 제자리를 지켜가면서 끊임없이 제 몸을 갈고 닦아 내일을 위한 새 차

원 구축을 예비하려는 사상이며 정신력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었다. 

(6) 대성전(大成殿)

대성문을 지나자 석조 기단 위에 2층으로 된 웅장한 건물이 높다랗게 자리하고 있었다. 공

묘의 정전(正殿)이며 주체건물인 대성전(大成殿)이었다. 이 건물의 높이는 기단을 빼고도 

24.8m, 넓이가 아홉 칸 45.69m, 세로 길이 다섯 칸 25m에 이르렀다. 기단의 높이 또한 2m가 

넘어서 그 앞에 서게 되자 전 건물이 높은 언덕 위에 선 것처럼 우러러 보였다. 이런 규모로 

대성전은 북경의 태화전(太和殿)의 다음으로 손꼽히는 중국의 제2의 대정전이며 장릉(長陵)

의 능은전(稜恩殿)과 아울러 손꼽히는 중국의 삼대 고대 전당이기도 하다. 

대성문은 규모만 웅장한 것이 아니다. 이 건물 처마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바깥짝과 가

운데, 내권(內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깥짝의 것이 28개로 그 모두가 근석첨주(根石檐柱)

이다. 가운데 것들은 숫자 모두가 16개로 나무에 찬란한 황금색을 입힌 것이었는데 높이가 

15m였다. 또한 내권(內圈)도 같은 숫자의 나무로 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특히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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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이 앞 처마를 받친 기둥의 위쪽에 새겨진 한 쌍의 용들이었다. 그 하나는 하늘로 솟아

오르는 모양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 내리려는 모양의 용이었다. 두 용은 여의주

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희롱하는 형상이 되어 있었다. 둘레에 휘날리는 구름 조각이 아로 새

겨져 있어 그 모양이 세월의 풍화를 넘어 생동하는 느낌을 주었다. 그와 아울러 기둥 아래 쪽

에는 돌부리와 파도가 조각되어 있었는데 그 솜씨 또한 매우 정교하였다. 두 마리의 용은 마

치 바다에서 뛰어올라 구름을 가르고 하늘로 치솟아 오를 듯 보였다. 일찍 곽말약(郭沫若)은 

이에 대해 “돌기둥에 서리튼 용 스무 뭇인데, 대성전 장하구나 용기둥으로(石柱盤龍二十株, 

大成一殿此龍殊)”라고 읊었다.

대성전 내 정면 중앙에는 공자(孔子)의 소상(塑像)이 안치되어 있고 그 위에 해서체(楷書

體)의 훌륭한 솜씨로 만고사표(萬古師表), 사문재자(斯文在玆)라고 쓴 두 개의 편액이 높이 

걸려 있었다. 공자 상을 중심에 두고 동서 양쪽에 안회(顔回), 자사(子思), 증삼(曾參), 맹자

(孟子) 등 네 성인의 상과 다시 그 바깥쪽에 민손(閔損), 염옹(冉雍), 단목사(端木賜), 중유(仲

由)를 비롯하여 주희(朱熹)에 이르는 12철(哲)의 입상이 보였다. 우리 일행은 그 모습을 보면

서 각자가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혀서 경의를 표했다.

기록에 따르면 대성전(大成殿)은 본래 공자의 강학처였던 행단(杏壇) 자리에 있었던 것이

다. 당나라 때까지 그 규모도 다섯 칸에 지나지 않았다. 송나라 천희(天禧) 5년(1021)에 나라

에서 공자묘를 크게 중수, 확장했다. 그 때 대성전도 지금의 자리로 이전되고 규모가 일곱 칸 

겹지붕(重檐)으로 개수, 증축이 이루어졌다. 대성전(大成殿)이라는 호칭은 숭녕(崇寧) 3년

(1104) 휘종이 『맹자』에 나오는 ‘공자는 집대성을 하시었다(孔子之謂集大成)’를 이끌어서 붙

인 것이다. 북송(北宋) 말년에 공묘 전체가 불타올랐으며 금(金)나라 천회(天會) 7년(1129) 

해당 조(條)에 “대성전의 화재가 아직 그치지 않았다(殿火猶未息).”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것이 황통(皇統) 9년(1149)에 크게 재건되었는데 이 때 대성전이 지금 규모인 일곱 칸 겹 

지붕이 되었다.

대성전은 그 후에도 정우(貞祐) 2년(1214) 병란으로 불타버렸다가 원나라 대덕(大德) 4년

(1300)에 일곱 칸으로 중건되었다. 또한 명나라 성화(成化) 19년(1483)에 확장 건축되어 아

홉 칸의 대 건물이 되었는데 홍치(弘治) 12년(1499)에 다시 화재를 만나서 그 다음 해에 중건

이 시작되어 4년 뒤인 1503년에 낙성을 보았다. 이때에 대성전의 규모와 체제가 대체로 현재

의 구조물에 가깝게 된 것이다. 그 후에도 청나라 옹정(雍正) 연간, 가경(嘉慶) 연간, 광서 24

년 등 거듭되는 중수가 있었다. 

대륙에 인민정권이 들어선 직후 얼마 동안은 공자와 그 유적이 정부와 대중들의 무관심 속

에서 방치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홍위병이 주체가 된 문화 대혁명 때는 여기에도 위기가 

몰아 닥쳤다. 일체의 기성 문화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은 홍위병들은 중국의 빛나는 문화유적



1부  칼럼 및 제언   157

들을 보수, 반동의 잔재로 낙인찍었다. 그들의 서슬은 공묘에도 뻗칠 듯했다. 수천년에 걸쳐 

도맥(道脈)의 상징이 되어 온 공묘의 시설이 홍위병의 분탕질 속에서 잿더미가 될 국면이 닥

친 것이다. 이 때 그들 앞에 나선 것이 중공의 제2인자 주은래(周恩來)였다. 그는 광기의 분

류가 된 홍위병을 향해서 말했다. “공자와 공묘는 타도해야 할 봉건문화의 잔재가 아니라 자

랑스러운 중국 인민의 문화유산이며 유적이다. 그것을 파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민정권

의 이익에 위배되는 것으로 삼가야 할 행동 양태다.”

주은래의 말은 곡진했으나 홍위병의 기세는 등등했다. 이른바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의 행

동은 문자 그대로 무소불위였다. 이 경우 우리는 유소기(劉少奇)의 실각을 참고할 필요가 있

다. 당시 그는 홍위병의 난동보다는 경제 건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에서 그는 

홍위병들에게 자제를 호소했다. 지금 생각하면 유소기의 말은 대국적인 시야에 입각한 것이

었고 논리적 정당성을 지닌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성을 저버린 홍위병들은 그를 소리 높이 

성토했다. 그 나머지 유소기는 실각하여 실의 낙담 속에서 주검이 되었다. 이런 전후 사정을 

감안한다면 주은래의 중국문화전통과 그 문화재 보호 발언은 그 자체가 목숨을 건 일대 모

험극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유소기의 경우와는 달리 그의 발언은 홍위병들의 광기를 가라앉

히는 제어판 구실을 했다. 그것으로 공묘가 부분 파괴에 그친 것이다. 

홍위병의 난동은 막아내었으나 그 후 공묘는 정부와 대중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다. 오랫

동안 공묘에는 사람들 발길이 끊겼고 전각과 묘단은 돌보는 이 없는 세월 속에서 먼지가 쌓

이고 거미줄조차가 걸리게 되었다. 이 방치 상태에 종지부를 찍자고 나선 것이 한국의 유림 

조직 가운데 하나인 박약회(博約會)였다. 2000년에 박약회는 공묘에서 공자를 받드는 제향

을 올리기로 했다. 그 무렵에 한국과 중국의 국교는 비로소 이루어졌다. 그런 상황을 무릅쓰

고 박약회는 사전답사 팀을 구성하여 곡부를 찾아갔다. 그들이 공자묘를 참배하려는 뜻을 밝

히고 제례에 소용될 일체의 기자재와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겠다고 하자 그 때까지 공부

(孔府)를 지킨 공자의 후손들이 뜨거운 손을 내밀었다고 한다. 

2000년에 이루어진 박약회의 첫 번째 공묘 참배 때 나는 참석하지 못했다. 임원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후손들의 안내를 받아 대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단 앞에는 걸레질이 

안 되어 있었고 구석구석 먼지가 쌓여 있어 청소 절차부터 치르게 되었다고 한다. 제기와 제

물들도 한국에서 준비해 간 것을 썼다고 들었다. 그런 사연들을 몇 사람을 통해 알고 있는 나

는 대성전 내부를 돌아본 다음 가슴 속에 일어나는 한 가닥의 자괴심(自愧心)을 어이할 길이 

없었다. 시골 유생(儒生)의 집에서 태어났음에도 그 동안 나는 너무 심하게 한눈을 팔면서 살

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슴 밑바닥에서 고개를 쳐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일행 가운데 몇 사람은 대성전 내부에 들어가서 정면 중앙에 봉안된 공자상을 향해 

읍을 하거나 고개를 숙였다. 유학의 세례를 받았든 아니든 따지고 본다면 한자 문화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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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자란 사람치고 공맹(孔孟)의 사상과 학문에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공자의 묘에 참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는 그윽한 기쁨이었다. 그

러나 대성전 본전 계단을 내려서 다시 그 뜰로 돌아섰을 때 거기에는 우리 눈을 찌푸리게 하

는 정경이 기다렸다. 돌로 바닥을 깐 그 마당에는 기복대(祈福台)가 설치되어 있었다. 바로 

그 옆에 납전상(納錢箱)까지 놓여 있었다.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유학의 기본은 인격도야를 전제로 한 수기(修己)에 있다. 수기(修

己)는 성의정심(誠意正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 실천 과정에서 선비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보수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어려서부터 한국의 선현(先賢) 봉사 사당과 서원을 적지 않

게 보았다. 내가 본 선현들의 추모 공간 그 어디에도 스스로 노력한 것 이상의 복을 비는 자

리가 마련된 예를 본 적이 없다. 하물며 그 속화 형태인 납전상(納錢箱)이 설치된 예는 듣지

도 못했다. 물론 한국의 유교문화는 중국에서 전래되어 우리 나름의 모양으로 변형 계승되었

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문화 현상의 평가가 원류(源流), 본가(本家)가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

고 전파지(傳播地)의 것이 부차적인 것이라는 선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공자 당시

의 경전에 나오는 유학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대성전 앞 뜰에 놓인 기복대와 납전상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다. 

5. 궐리방(闕里坊), 공부(孔府), 한위비각진열관(漢魏碑刻陳列舘)

대성전을 본 다음 침전을 거치자 우리 일행의 공묘 참관이 일단 끝났다. 안내자는 다시 우

리 앞에 서더니 지금부터는 담과 담 사이를 지나는데 그 사이의 폭이 좁아져 한사람씩 통과

하는 것이니까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다. 그의 안내에 따라 공묘의 북쪽 길

을 택하자 ‘성인지문(聖人之門)’이라고 붉은 바탕에 금빛 글자로 된 판액이 나왔다. 그 문을 

들어서자 여러 채의 집들이 추녀와 추녀를 잇닿게 하고 늘어선 또 하나의 계역이 나타났다. 

그것이 공부(孔府)였다. 

공부(孔府)는 공묘 서쪽에 위치한 공자 후손들이 거처하는 큰 마을이었다. 그 집들은 모두

가 중국식 기와를 잇고 있었고 기둥과 벽도 벽돌과 튼튼한 목재로 되어 있어 모두가 왕가의 

별궁을 연상케 했다. 안내 책자를 보니 공부의 총 면적은 240여 무(畝)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선 건물들의 총 면적도 463칸으로 나타났다. 공부의 내부는 동, 서와 중로(中路)로 나뉘

어져 있는데, 동로는 공자 일족들의 가묘구역이었다. 일관당(一貫堂)과 모은당(慕恩堂), 충서

당(忠恕堂), 안회당(安懷堂)이 자리잡고 있었다. 서로는 공자의 후손 중 공부(孔府)의 관리를 

맡은 사람이 거처와 빈객 영접용으로 쓰는 공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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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역대 왕조는 공자의 후손들에게 공묘 관리의 책임을 맡기고 벼슬도 내렸다. 특히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은 병마공총(兵馬倥傯) 속에서 정권을 잡은 다음 유학을 이용하

여 국기를 세우고자 했다. 그는 그런 정책의 한 방편으로 공자의 9대손인 공등(孔騰)에게 봉

사군(奉賜君)의 직첩을 내렸다. 후세의 역사가들은 이를 가리켜 “한나라 400년의 기업이 오

로지 이로하여 이루어졌다(漢家四百年基業全在于此).”라고 평가했다. 또한 송나라 때부터는 

공자의 후손들에게 작위를 내려 연성공(衍聖公)으로 봉하게 되었다. 공부 서로(西路)의 건물

들은 역대 연성공들의 전용공간이었다. 중로는 공부의 주체가 된 공간이다. 거기에는 3당 6

청의 관아가 있었다. 이런 기구 명칭은 봉건 왕조의 6부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미루어서 우리

는 중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공부와 공자 후손들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공부를 본 다음 우리가 안내된 곳은 ‘한위비각진열관(漢魏碑刻陳列舘)’이었다. 중국의 산

동성 가운데 곡부(曲阜)는 고대문화의 발상지로 그 일대에 산재하는 비각(碑刻)만도 5,000여 

기가 된다고 했다. 한위비각진열관은 그 가운데도 이름이 높은 곳이었다. 전시실 내에서 내

가 본 것은 을영비(乙瑛碑), 예기비(禮記碑), 사신비(史晨碑), 장맹룡비(張猛龍碑) 등이었다. 

나는 60을 넘어선 나이로 한때 학교 내의 교수 서예반에 나간 적이 있다. 그 때 사신비나 장

맹룡비 탁본을 인쇄본으로 보고 글씨 연습을 했다. 진열관에서 그 원형이 담긴 비각 실물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인쇄본을 볼 때와 달리 비각의 실물을 마주하게 되자 돌 위에 새겨진 글

자의 서획들이 돌의 질감과 어울려 유달리 선명하게 느껴졌다. 

한위비 관람을 마지막으로 한나절에 걸친 우리 일행의 곡부 참관이 마감되었다. 다음 차례

로 태산 등정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이 태산 등정은 때마침 내린 비로 실행이 되지 못

했다). 다시 방향을 북쪽으로 잡은 버스 위에서 나는 주마간산이 아닌 주거간산(走車看山)격

이 되어 버린 공자의 고장 관람을 되짚어 보았다. 그 때 품은 감회를 서투른 가락에 실어 본 

것이 다음과 같은 작품이다.

參觀孔夫子廟域 (참관공부자묘역)    공부자의 묘역을 참관하고 나서

好是昌平燕子飛 (호시창평연자비)    어절사 창평 땅에 제비들 난다.

千秋聖府草香微 (천추성부초향미)    천추라 오랜 성부(聖府) 여린 풀냄새

大成門外朝雲散 (대성문외조운산)    대성문 밖에는 새벽 구름 흩어지고

沂水江邊驛馬歸 (기수강변역마귀)    기수(沂水)의 가람 가에 파발말 오데.

神檜穿空倡道義 (신회천공창도의)    하늘 찌른 회나무는 도맥기(道脈氣) 뻗쳐 내고

魏碑斥邪添星暉 (위비척사첨성휘)    위비는 사(邪)를 쳐서 별빛을 보태었지.

無量感慨無窮恨 (무량감개무궁한)    한량없는 감개와 그지없는 흥취임에

無限淸風洒客衣 (무한청풍세객의)    가이없는 맑은 바람 내 옷을 적셔 주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