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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에서는 班固의 《漢書》와 范曄의 《後漢書》의 인물 전기에 나타

난 神異 서사를 기술 시기와 저술 시기의 사회적 변화와 연관지어 분석

해 보았다. 신이 서사란 천재지변이나 민간신앙, 기이한 동식물이나 현

상 등을 통틀어 지칭한다. 신이 서사는 漢 제국의 성립과 天人相關說과 

讖緯說의 발달 등 급변하는 사회 정세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서사이

자, 後漢 초에 저술된 《漢書》와 劉宋 시기에 저술된 《後漢書》 사이

에서 서사 태도가 급변한 서사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먼저 2장에서 班固와 范曄의 생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양

한서의 저자들이 각각 자기 시대의 主流에 속하는 지식인이었음을 확인

했다. 반고와 범엽은 모두 반역에 연루되어 처형당하기는 했으나 생전에

는 귀족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누렸고, 그들의 학술 경향 역시 시대의 흐

름에 거스르거나 동떨어지지 않은 당시의 전형적인 귀족이었다고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전한에서 후한에 걸친 사회 배경의 변화를 확인한다. 전한 

초기 儒家는 方士와 유사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天人相關

說의 발전과 災異 解釋者로서의 권위 확보, 집권자들에 대한 정당성 부

여 등의 과정을 통해서, 유가는 방사를 축출하고 제국에서 지위를 확보

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각종 재이 현상은 天意의 표상으로서 정치적으

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전한 말기부터는 讖緯學이 발전하는 한편 符命과 圖讖을 정치적으로 이

용하는 현상이 만연하게 되었다. 각 정치 세력은 참위나 符命을 자신들

의 受命의 증거로 이용했지만 상당수는 패배하고 최종적으로는 光武帝 

劉秀가 후한 제국을 세우게 되었다. 절대적인 권위는 상실했다고 해도 

참위나 재이설은 후한 시기에도 꾸준히 정치적인 의론에 이용되어갔다. 

단지 재이설의 수용은 현실적인 정치 권력에 좌우되는 면이 강했고, 참

위에 대한 비판 역시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기에, 실제로 참위나 

재이가 가지는 天意로서의 권위는 대폭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시대 배경을 바탕으로 4장과 5장에서는 양한서의 신이 서사를 

분석하였다.

 먼저 4장에서는 신이 서사의 형식적인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漢

書》에 비해 《後漢書》에서는 신이 서사의 주체가 다양해진다. 《漢

書》에서 신이 서사는 황족이나 섭정 등 사회 지배층에 연관되어서만 기

록되어 있지만, 《後漢書》에서는 하급 관리나 평민들 역시 신이 서사의 

주체로 남아 있다. 또한 《漢書》에서 신이 서사는 話素形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데 반해 《後漢書》에서는 신이 서사가 志怪形으로 기록된다. 

《後漢書》에서는 각 신이 현상에 대한 해석까지 기록함으로써 해당 서

사에 대해 한 가지의 해석만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後漢書》에서는 神異 서사의 일부가 동일한 형태로 

반복 기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일한 서사가 반복되는 것은 대체로 

후한 사회에서 美德으로 선양하는 품성, 皇帝의 신성화나 孝, 悌 등에 

관한 기사들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 《漢書》에서 대

다수의 신이 서사가 관련 인물의 불행한 죽음이나 몰락을 암시하는 맥락

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後漢書》에서는 일부 神異 서사가 

인물의 긍정적인 면을 선양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장에서는 신이 서사의 내용이 통치 체제와 연관되어 변하게 된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한다. 《後漢書》 신이 서사에서는 종종 유가 관리

들이 方術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리들은 신통력을 발휘하여 천

재지변이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괴이한 존재, 또는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민간 신앙 등을 제거함으로써 제국의 안정을 가져온다. 

이것은 전한 시기에 괴이 현상이 출현한 뒤 자체적으로 소멸하도록 방치

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또한 《漢書》에서는 재이설을 이용해 

통치자들 개개인을 비판하던 것에서 발전하여 《後漢書》에서는 참위설

을 인용하는 한편으로 정치적인 정당성을 이용해 통치자들이 결정한 정

책을 비판하는 상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제국 내부의 모든 것을 통치

할 수 있고 제국을 통치 체제의 집합체로서 이해하는 관리라는 인물상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다. 이 같은 신이 서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후한 시



기 제국의 통치 체제가 안정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장에서는 이상의 변화상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後漢書》에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난 이유로는 후한 시기 제국의 통치 체제가 정비되었기 때문

에 제국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가 명확해졌다는 것을 들 수 있

다. 그 때문에 《漢書》와 달리 《後漢書》에서는 異物이 명확한 이방인

으로서 제거당하는 서사가 발달한다. 또한 서사가 패턴화 됨에 따라 서

사 전체가 하나의 의미항으로 기능하는 관습적인 서사를 구성하게 된다. 

그 결과, 神異 서사가 《後漢書》 내부에서 상호 중복되는 것, 神異가 

역사 서사로서 史實과 함께 기술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제국의 통치 체제가 확립되고 서사가 패턴화 된 결과, 《漢書》에《後

漢書》에서 신이 서사는 탈신비화 된다. 神異가 지니고 있었던 神聖性은 

과거의 인물에 대한 기억이 대체하고, 중국의 역사 서사에서 신이 서사

는 단순 창작이 아닌 逸史로서 전해지게 되었다.

주요어 : 漢書, 後漢書, 神異, 脫神秘化, 서사의 패턴화, 讖緯, 志怪, 方士

학  번 : 2009-3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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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이 논문은 《漢書》와 《後漢書》를 중심으로 하여 정치적·학술적인 

배경의 변화가 역사 서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漢 제국을 세우고 제국의 통치 시스템

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당대를 대표하는 지

식인들의 역사 서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역사 서술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갔는가를 분석하여 밝히고자 한다.

 중국 최초의 제국인 秦이 십여 년만에 붕괴했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적

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제국으로서의 통치 체제를 온전하게 갖춘 것은 漢

代부터라고 할 수 있다. 漢의 황족 및 집권층은 황제 중심 지배권의 확

립에 노력했고, 춘추전국 시기의 다양한 학파들은 제국에서 권력을 지닌 

관리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단지, 前漢 시기에는 제국으로서 

통치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물론,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이데올로기 역시 정립되어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功臣

이나 諸侯王, 나아가서 변방의 郡 및 이민족에 대한 지배력도 강하지 않

았다.

 이에 비해 後漢 시기는 중국이 중원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여 통치 제

도를 확립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儒敎의 國敎化가 자리를 잡아서 국가

는 표면적으로라도 유교적인 원칙 하에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지방 군현

에까지 중앙의 권력이 미치기 시작했다. 전한 말기 내분을 일으킨 匈奴 

역시 후한에 큰 위협이 되지 않았기에, 후한은 외적보다는 내부의 적, 

즉 外戚과 宦官, 民亂에 國運이 좌우되는 제국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전한 중기에 董仲舒에 의해 정리된 災異說, 전한 말에 발생하여 후한 

시기에 널리 유행한 讖緯學1)은 이 같은 정치 구도의 변화와 밀접하게 

1) 학자들에 따라 ‘圖讖’, ‘讖緯’, ‘緯’ 등이 포괄하는 범주에 대한 구분은 제각각이지만, 이들의 연

구 대상을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미래 예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언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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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되어 발전한 학문들이다. 이 학문들은 초기 제국 시기의 불안정한 

정치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天 觀念을 배경으로 삼아 황족의 지배와 

국가의 형성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써 이용되었다. 讖緯는 남북조 시

기가 지난 이후 점차 영향력이 쇠퇴했지만, 천인상관이라는 관념은 이후 

전통 시기 내내 중국의 여러 왕조에 영향을 미쳐 나갔고, 국가의 재앙은 

統治者의 불민함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에는 익숙

한 관념이 되어 가서 현대 사회에까지 이어진다. 

 국가의 통치 권력이 天과 연관이 된다는 사상적인 배경은 당연히 당시

의 관료층, 즉 지식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역사서의 서술에도 

영향을 미쳤다. 역사서의 記事들 중에서 이 당시의 사상적인 영향을 가

장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神異 敍事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神異 서사라는 것은 天意를 상징하는 현상으로서 나타

나는 천재지변, 현재의 통치에 대한 天의 평가를 나타낸다고 해석되는 

자연환경의 변화, 志怪類와 유사하게 각종 妖孼의 출현이나 자연물의 이

상 현상에 대한 記事들 및 圖讖類를 전부 지칭한다. 비언어적인 신이 서

사로는 기상현상과 문화현상, 특이한 생물 및 무생물의 출현 등을 들 수 

있으며, 언어적인 신이 서사로는 讖謠 또는 謠와 讖緯, 符命을 들 수 있

다. 현대인은 물론 과거의 지식인들 역시 진위 여부를 의심하곤 하는 서

사들로, 史實이라기보다는 문학적인 수사 또는 虛構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 중 기상현상 및 일부 언어적인 신이 서사는 현대적인 시각에서 

볼 때 神秘性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예도 있으나 해당 記事를 기재할 때 

신비성이 있는 것처럼 기재되었기에 연구 대상에 포함하여 논한다.2) 讖

시 형태나 실현 여부, 조작 여부 등은 그에 비하여 부차적인 범위 구분 기준으로 보인다. 예언

이라는 성격 때문에 현실 정치의 평가와 그에 대한 대책 강구를 중심으로 하는 災異說과는 차

이가 존재한다. 재이설이 미래 예언으로 보이는 것은 ‘현재 잘못된 정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

에, 잘못을 수정하지 않으면 불행이 온다’고 경고하기 때문이다.

    한편 讖과 緯를 나누어 讖은 미신적인 미래 예언, 緯는 경전에 대한 주석으로 설명해야 한다

는 주장도 있는데, 참과 위를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唐代 《五經正義》의 편찬 때라는 것이 정

설이기 때문에 남북조 이전에는 참과 위 사이에 큰 구분이 없었다. 《後漢書》에는 緯書가 여

러 차례 언급되지만, 양한서 모두에서 참위라는 단어 자체를 찾기 힘들다. 內學이나 左道와 같

은 단어로 도참이나 주술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경우는 있다. 위서의 내용 자체도 孔子의 漢

豫定說 같은 부분은 도참과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김동민, <後漢 이후 讖緯의 전

개 양상과 접근 방식>, pp.232-2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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緯學, 災異說, 易學, 數術學 등은 이 같은 서사들에 대해 이론적인 설명

을 제공하는 학문들로 각종 上奏文이나 對策文에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하지만, 神異 서사라기보다는 그에 대한 설명

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神異 서사를 祥瑞, 符瑞, 凶兆 등으로 언

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현상의 출현 양상보다는 현상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사들을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먼저 신이 서사 자체에 허구성

이 강하기 때문에 해당 서사의 기록 여부에 역사가의 私見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이 서사는 채록 당시부터 종종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서사가 역사 記

事로서 기록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역사가의 적극적인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로, 해당 서사들은 일반적인 역사 사건에 비해서 허구적인 

요소가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에 저자의 주관이 반영되

기 쉽기 때문이다. 신이 서사는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상에 영향

을 받기 쉽고 변질되기도 쉬우며, 채록되거나 삭제되기도 쉬운 기사들이

非言語 言語

[氣象現像] <災異>

[無害] <氣象> 日蝕, 彗星, 孛星, 虹, 

氣 등

<(讖)謠>, <符命> 등

[有害] <天災地變> 地震, 旱魃, 蟲害, 

大水 등

[文化現像] <民俗>占卜, 민간신앙 등

[怪生物類] <妖孼> 龍, 鳳凰, 이상 행동을 하는 동물 등

[기타] <怪異> 呪術, 豫知, 鬼神 등

2) 본고에서 神異 서사의 범주를 지칭하는 분류와 용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기상현상은 주로 천재지변이지만 실제 생활에 해를 끼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일식이나 

白虹 등의 이상 천문 현상과 지진, 가뭄, 산사태 등의 천재지변 현상으로 나눌 수 있다. 양자를 

포괄하여 <災異>로 칭하고, 그 중 무해한 것만을 지칭할 때는 <氣象>, 유해한 것은 <天災地

變>으로 한다. 이 기상현상들은 전통 사회에서 통치의 優劣을 나타내는 현상으로서 해석되었

다. 이 외에 《漢書》에서는 거의 출현하지 않지만 《後漢書》에 자주 등장하는 문화현상으로 

민간신앙이나 점복 문화, 액막이, 종교단체의 발생 등이 있는데 이는 <民俗>으로 총칭한다. 그 

외에 알비노를 비롯한 돌연변이 생물이나 용, 봉황 등의 출현, 쥐들의 이상 행동 등은 <妖孼>

로 구분한다. 나머지 무생물에서 일어나는 이변, 즉 돌이나 건물의 붕괴를 비롯하여 그림자의 

출현이나 예지몽, 신통력 등은 <怪異>로 분류할 수 있다.

    讖謠는 미래 예언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일반적인 謠의 경우 반드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닌 

경우도 있다. 단지 해당 謠가 예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수용자의 입장에 따라 크게 좌

우되기 때문에 용어상의 분류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神異>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이 하위 분류 전체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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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漢代의 신이 서사는 儒學史 上 상당히 독특한 시기였던 天人相關論 및 

讖緯의 발생과 소멸이라는 漢代의 학술적 특색을 반영함과 동시에, 학술

과 정치의 긴밀한 연합이라는 고대 중국의 오래된 전통을 드러내고 있

다. 전-후한 교체기를 지나면서 漢 제국에서는 중앙집권형 통치구조가 

자리를 잡아 가는 과정에서 황제와 관리의 대치, 權門勢族간의 대립 및 

外戚과 환관의 대립까지 첨예한 정치 갈등 상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시

행착오를 거치면서 중국 제국은 효율적인 통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갔다. 

지배 시스템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각종 사상은 권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적인 무기로 활용되었다. 역사 서사의 取材와 記述, 서사

의 서술 방식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가는 과정은 양한 시기와 남북조

에 걸친 학술 논쟁과 정치적인 변천 과정을 기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후한 시기에는 天人相關論이 정치의 場에서 꾸준히 활용되고, 儒

敎가 官學化를 완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災異說은 다양한 세력에게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면서 전한 말기에는 禪讓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반역 세력을 정당화시키기도 하면서 讖緯說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후

한 시기에는 圖讖政治3)가 시행되는 한편 天人相關論이 민간신앙이나 전

설과 결합하면서 종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 나가서 

결국에는 국가에서 제어할 수 없을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기도 한다. 災

異와 妖孼에 대해 관리들이 다양한 학술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후한 

시기 정치 환경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를 중심

으로 하여 신이 서사가 발생한 상황 및 그에 대한 사람들의 대처를 검토

3) 도참 정치가 가리키는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본고에서는 협의를 택하여 현실에 문

자의 형태로 명확한 지시사항을 가지고 출현한 도참을 정책의 결정에 반영하는 정치만을 지칭

한다. 일식이나 지진과 같은 災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하는 중국 왕조 시기의 대부분의 

정치를 제외시킨다는 뜻이며, 동시에 천하의 정권이 혼란스러울 때에 여러 符瑞나 符命을 제시

하고 그것을 내세워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각종 정치 세력들의 행동을 제외시키기도 한다.

    본고에서 도참은 전한 말기 이후로 나타나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현상을 가리키는데, 주로 언

어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讖緯는 도참과 위서를 포괄해서 지칭한다. 참위의 범위는 학자에 따

라 다르게 정의하여, 가장 좁은 경우는 符命만을 가리키고 넓게는 본고의 神異 전체를 포괄하

는데, 본고에서는 중도를 택했다. 단지 본고에서 ‘참위’라고 지칭할 때는 재이설이나 五德終始

說처럼 그 자체로 미래 예언적 성격이 강하지 않은 학설과 연관되는 현상들은 포함되지 않음

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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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해당 시대의 정치 및 사회 환경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兩漢書와 같은 고대 중국의 역사서는 기본적으로 정치가가 저술한 政治

史다. 紀傳體라는 점에서 인물에 대한 기록이기는 하지만, 인물의 선별

과 기록 모두 정치를 중심으로 행해진다. 문화사적인 의의가 높은 志와 

같은 부분도 실제로 當代의 정치가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된 자료를 정

리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史書에 기록된 서사들은 정치적 의의

가 있어서 기록된 것이며, 神異 서사 역시 정치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다. 이 경우, 외부의 정치 환경이 

변하면 神異 서사의 기록 목적 및 방식도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漢書》와 《後漢書》의 서사를 비교함으로써 기존 史傳散文의 연구에

서 다소 소홀히 다루었던 시대의 변화에 따른 서사의 변화에 대해서 역

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지, 일부 학자들은 현대인의 눈으로 비과학적인 서사는 史書에 기록

되어 있다고 해도 전부 저자의 창작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고대 중국

은 文史哲이 분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史書에 기재된 것이 전부 史

實만은 아니고, 따라서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은 창작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 一考할 가치가 있는 의견이기는 하나, 그 경우 과학적인지 아닌지

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연구자의 주관에 좌우되며, 또한 비과학적이라

고 무시당했던 과거의 이야기들이 훗날 엄밀한 조사를 통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이라고 증명된 경우도 드물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兩

漢書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신빙성의 차이는 있다고 해도 전부 편찬 

시점에 전해지고 있었던 歷史이고, 저자의 의도는 기사의 取材와 편집 

방식에 표출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연구를 진행한다.

  

2. 기존 연구

 기존 연구 분류에 따르면 兩漢書 연구는 史傳散文 연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史傳散文이란 고대 역사서가 현대적 의미의 문학성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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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작가성(authorship)을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史書의 人物 

傳記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분야이다. 역사 記事는 종종 과거에 실

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

만 현실적으로 史書는 기록이 편찬된 시대의 학술 사상이나 사회적인 배

경, 저술가의 가치관 등이 반영되어 있는 주관적인 기술일 수밖에 없다. 

역사적인 사건뿐 아니라 역사적 인물의 묘사, 그것도 역사가와 개인적으

로 관련이 있는 인물에 이르면 더욱 주관성을 띠게 된다. 주관적으로 기

록된 史書의 문학적인 부분을 史傳散文으로 간주하여 연구하게 된다.

 기존 사전산문의 연구 대상은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漢書》나 

《後漢書》는 연구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연구 대상으로 삼

는 텍스트는 《春秋左傳》과 《史記》에 집중되어 있다. 드물게는 《國

語》와 《戰國策》 같은 문학사 초기의 작품들이 포함되며, 근래 들어서

는 《漢書》 역시 사전산문의 분류에 포함하고 있다.4)

 史傳散文의 텍스트에 대한 접근 방식 역시 결코 다양하지 않다. 기존 

연구의 접근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해당 작품의 

문학적인 성취 및 후대의 문학사에 미친 영향에 대한 미학적 방식, 둘

째, 해당 작품을 통해 저자의 생애와 가치관을 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작가에 대해 분석하는 작가론적 방식, 셋째, 史官들이 史書를 서술하면

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작업을 중시했다는 사실에 기반하

여 해당 작품의 인물 평가 기준에 대해 분석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접

근 방식 역시 작가론적인 방식에 가깝다.

 이와 같은 기존의 사전산문에 대한 연구는 해당 작품이 ‘인물을 어떻

게 개성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게 된다. 사전산

문은 그 특성 상 텍스트의 분량이 방대한 편인데, 이와 같은 접근 각도 

때문에 방대한 양의 인물 전기 중 개성적인 표현이 돋보이는 몇몇 인물 

4) 남북조 시기의 逸史類 저작들은 志人類 小說로 분류하여 사전산문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경우

가 많다. 이것은 중국 문학사에서 ‘散文’이라는 분야가 가지는 위상이 애매하다는 부분에 기인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문학사에서 산문은 ‘운문이 아닌 문학작품 중에서 소설이나 

희곡, 賦에 속하지 않는 작품’ 같은 식으로 다른 문학 범주의 餘集合으로서 정의되곤 한다. 志

怪類 소설의 경우 사전산문과 유사한 점은 있으나 초기 소설에 속한다고 분류되므로 역시 산

문에는 속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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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만 연구 대상이 좁혀지고, 그 일부분의 특성을 텍스트 전체의 특

성으로 환원시켜 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일례로 사마천의 《史記》는 인물의 표현이 생동감 있다는 평가를 받는

데, 개중에는 언어 습관을 핍진하게 표현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

으며, 그 예시로는 陳勝이 왕이 되었을 때 고향 친구들이 그를 방문하여 

사투리로 감탄사를 발한 것을 기록한 부분과 周昌이 말을 더듬는 버릇을 

기록한 부분5)이 늘 거론된다. 그러나 약 50만자에 달하는 《史記》 중 

절반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는 列傳을 전부 읽는다고 해도, 이 두 장면 

외에 인물의 언어 습관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을 찾기는 힘들다.

 물론 《史記》가 인물의 언어 습관을 표현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면에

서 인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또 분량이나 횟수가 적다고 해

서 그 같은 서술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대상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상의 접근 방식에 대해 다소 미

진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역시 사실일 것이다.

 이같은 기존 史傳散文 연구의 경향성으로 인해 본고의 기본 연구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긴다. 첫째는 사전산문 연구에서 神異 서사

는 물론이고 인물 묘사나 作家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서사에 대해 

진행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는 兩漢書를 史料로 활용하거나 

成書 과정, 문헌학적 정보 등에 대해 진행한 연구는 많은 반면, 兩者의 

내용에 대해 문학적으로 연구한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兩漢 시기의 사회사나 학술사 등에 대한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다

양하게 존재한다. 漢代의 역사, 사상사 및 문화사 면에서는 20세기에 방

대한 연구 성과를 올린 일본 쪽의 연구가 양적으로도 방대하고, 연구의 

깊이도 가장 탁월하다고 평가된다.

 讖緯學을 비롯한 漢代 思想에 관해서는 1970년대에 야스이 코잔(安居

香山) 등이 《緯書集成》과 《重修緯書集成》을 편찬하여 이것이 전 세

계 학자들의 기본 텍스트가 되어 있다. 대부분의 일본어권 연구는 經學

史 또는 사상사6), 역사 쪽의 방면으로 특화되어 있기에 이를 문학적으

5) 司馬遷 著, 《史記 · 張丞相列傳》, p.2677.

6) 安居香山 ‧ 中村璋八 著, 《緯書の基礎的硏究》와 《緯書の成立とその展開》, 미조구치 유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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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는 연구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漢代 사상에 대한 국내 연

구로는 김근, 정일동 및 김동민 등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7)

 神異 서사에 대한 연구는 언어권별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국내에

서는 兩漢書의 신이 서사에 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지만, 國文學의 神異 

서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 존재하며 《三國遺事》 등의 사전산문

에 대한 연구도 풍부하여 분석에 참고가 된다. 일본어권에서는 兩漢期의 

神異 서사를 皇帝의 권력과 연계시켜 역사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을 여

러 편 찾을 수 있다.8)

 중국어권에서는 사회주의의 영향이 남아 있는 탓인지 신이 서사에 관련

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 신이 서사를 현대 과학 사상의 맹아였다고 

주장하거나, 단순하게 배척해야 하는 迷信이라고 해석하는 정도이다. 前

者와 같은 경우는 주로 五行說의 과학성이나 천문 관측의 발달을 주장하

는데 주력하면서 讖緯說이나 천인상관설의 미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격

렬하게 부정한다. 後者의 경우는 신이 서사가 역사서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하거나, 고대인의 無知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9) 국내

에서는 김석우 등이 災害와 政治를 연관시켜 연구하였고, 김성규와 같은 

경우 고대 천문학에 대해 연구하면서 天文 현상과 정치를 관련시킨다.

 영어권의 경우는 神異 서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 사상사적으로 접

근하는 연구가 많은 편이다. 緯書(apocryphal text)에 관한 연구10)보다

지음, 《중국 제국을 움직인 네 가지 힘》 등 참조. 그 외에 福井重雅의 《漢代儒敎の史的展

開》에서도 한 챕터를 班固에게 할애하고 있다. 시라카와 시즈카 같은 경우에도 初期 儒敎와 

巫覡의 유사성을 문자학적으로 증명하여, 고힐강과 유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7) 讖緯 관련의 연구 현황은 김동민, <後漢時代 讖緯의 政治 및 思想史的 考察>, pp.172-176 참

조.

8) 保科季子, <受命の書 -漢受命伝説の形成->; 板野長八, <班固の漢王朝神話>; 平秀道, <後漢光武

帝と図讖> 등.

9) 천치타이는 《반고 평전》에서 《漢書》에 대한 개략적인 특징을 언급하면서 班固가 ‘과학주의

적이고 사실주의적으로 음양오행의 미신을 타파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陳蒲淸 같은 경우 《中

國古代寓言史》에서는 蒲松齡의 《聊齋志異》에 나온 육판관이 서생의 심장을 다른 사람의 심

장으로 바꿔준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중국인은 이런 전통시기부터 심장 이식의 가능성을 인지

하고 있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10) 초기의 연구로 워싱턴 대학의 박사논문인 Jack L. Dull의 A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 

Apocryphal(Ch'an-wei) Texts of The Han Dynasty가 讖緯에 관한 가장 초기의 연구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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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비주의(mysticism)나 마법(witchcraft)이 중국의 제국 성립에 어

떤 영향을 미쳤는가, 즉 초기 제국의 권위 및 정당성 확립과 샤머니즘 

문화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어서, 종교학 또는 민

속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 연구가 많다.11) 대상 텍스트에 대한 독해 

오류가 해결되지 않은 일부 연구저서를 제외한다면, 본 논문에 시사점이 

크다. 단지, 언어 장벽 문제일테지만 20세기에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 성

과를 무시하고 비슷한 연구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연구들도 있고 1

차 자료에 대한 誤讀에 기반하여 논지를 펼치는 연구도 섞여 있어서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있다.

 《漢書》의 神異 서사를 문학적인 성취가 탁월한 픽션(fiction)으로 해

석하여 미학적인 성과만을 강조하는 연구도 일부 존재하는데, 주로 중국

어권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약간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결국 중국의 

기존 연구 중 이 주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균형감각을 가진 연구는 대체

로 21세기 이후에 발표된 소논문 정도이다.12) 그와는 별개로 《漢書》

의 텍스트에 집중해서 작가론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몇 편 발표되기도 했

다.13)

 마지막으로, 兩漢書를 史料로 활용한 연구는 셀 수 없이 많겠지만 양한

서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많지 않다. 《漢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史記》와의 비교 차원에서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을 정

도이다.14) 2010년 이후 중국어권에서 《漢書》에 대한 연구가 다수 발

당한다. Zongli Lu의 Power of the Words : Chen Prophecy in Chinese Politics AD 
265-618는 남북조 시기 圖讖의 정치적 응용 사례를 수집 및 분석했는데, 緯學보다는 圖讖을 

연구하고 있다. 

11) Cai, Liang, Witchcraft and the Rise of the First Confucian Empire; Loewe, Michael, 

Divination, mythology and monarchy in Han China; H. H. 로울리 지음, 《고대 중국과 이

스라엘의 예언과 종교》; Yen, Nathaniel, Prophet Sage and Wise Man: A Comparative 
Study of Intellectual Tradition in Ancient China and Israel 등.

12) 劉德杰 著, <德行決定命運 : ≪漢書≫文化精神解讀>; 鄭先興 著, <班固的史學思想> 등.

13) 潘定武 著, 《漢書文學硏究》; 江俐蓉 著, <班固的傳記家主体精神與漢書的人物傳記> 등.

    2000년대 후반에 中華書局에서 24史 시리즈의 再版 작업을 함과 발맞추어 《漢書》의 주석

에 대해서 각 주석가 별로 학위논문이 한 편씩 발표되었는데 판본학적 연구에 가깝다.

14) 국내에서는 《史記》와 《漢書》를 비교한 것으로 2012년 양중석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인 <《漢書》의 《史記》 變容 樣相을 通해 본 史官의 글쓰기> 등이 있다. 중국어권에서 출판

되기는 했지만 1994년 박재우가 대만에서 제출한 박사학위논문인 <史記漢書傳記文比較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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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작가론적 또는 미학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

다. 《後漢書》만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논저는 지금으로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본고에서는 신이 서사를 기록한 다양한 역사서 중에서도 춘추전국 시기

의 저작을 차치하고 兩漢書, 즉 《漢書》와 《後漢書》를 주요 연구 대

상으로 삼는다. 《漢書》는 참위설이 가장 흥성한 시기를 살았던 역사가 

班固가 참위설이 형성되는 시기에 대해 서술한 역사서이다. 《後漢書》

는 참위설이 주류 학문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시기를 살았던 역사가 范

曄이 참위설이 가장 흥성했던 시기에 대해 서술한 역사서이다. 주지하다

시피 참위설은 남북조 이후로 더 이상 이론적인 발전이 생기지는 않았

고, 학설로서의 영향력 역시 쇠퇴하게 된다. 따라서 역사에 기술된 신이 

서사를 비교 및 분석할 때 양한서를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특정 시기의 

특정 사상이 역사 서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분석이 가

능해진다. 텍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史實에 대한 분석은 물론 해당 史實

을 採錄하게 된 저술 시기의 사상적 배경의 비교 분석 역시 가능할 것이

다.

 양한서가 저술된 배경 상황과 신이 서사의 변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했을 때 연구 대상으로서 적절한 것은 《漢書》와 《後漢

書》의 인물 전기라고 볼 수 있다. 인물 전기란 주로 本紀와 列傳 부분

으로, 兩漢書에서 어떤 인물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다. 신이 서

사가 기재된 텍스트로는 주로 양한서의 <五行志>를 거론하지만, <五行

志>의 경우 해당 기사를 기술하는 맥락이나 서사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맥락 등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시기의 배경과 연관하여 

신이 서사의 의미를 해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또한 <五行志>와 

本紀 및 列傳 사이에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하므로, 신이 

역시 현대의 《史記》·《漢書》 비교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여러 차례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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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를 사회적 배경과 연관지어 검토하기 위해서는 양한서의 <五行志>

보다는 본기와 열전을 중점으로 다루는 편이 적합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각 인물 전기 중에서도 신이 서사

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15)을 뽑아내어 신이 서사에 해당하는 

記事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물론 ‘神異’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

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료를 대상으로 할 때와 같이 예외를 거의 두지 않

는 분류 기준을 통해 모든 자료를 범주화하고 정확하게 분류하기는 어렵

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神異에 대해 엄격하게 범

주를 정하지는 않는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神異의 범위와 그에 대한 

저술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임의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 신이에 대한 것

이 언급되어 있다고 해도 완전한 허구로서 인용되어 있는 賦와 같은 문

학 작품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주나 대책 등에서 신이에 대해 언

급하는 경우는 과거의 전설을 인용하는 식의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

실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대상의 범주와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더욱 분석 대상으로 삼는 서사

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분석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사 자체의 구성은 물론, 서사의 주인공의 생존 시기나 사회적인 지위 

역시 분석의 기준틀로서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記事가 서술

문인지 대화문인지, 또는 상주문 같은 형식으로 인용되어 있는지를 구분

한다. 일부 천문 현상을 제외한 나머지 신이 요소를 포함하는 기사에 대

해서는 연도 기재에 대한 관념이 느슨하기도 하고, 간접적인 인용 또는 

시기가 특정하지 않은 소문의 기재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지만 

가능한 한 사건의 발생 연도에 대해서도 고증한다. 나아가서 해당 서사

15) ‘포함된다고 추정된다’는 애매한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부 記事의 경우 神異 서사인지의 

여부 자체에 해석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귀신의 등장’은 대부분의 

독자가 神異 서사로 판단하겠지만, ‘혜성의 출현’을 神異로 볼지 일반적인 천문 현상으로 볼지

에 대해서는 해석자에 따라 의견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문이 무너졌다[門壞]’라는 기술 같은 

경우 역시 《後漢書》에서는 <五行志>의 大分類 항목에까지 포함되는 神異 서사이지만, 이것

이 미래를 예언하는 기술인지 단순한 건축 상의 사고인지에 대한 판단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

라 크게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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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인공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기술되는지, 그것이 서사 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역시 가능한 한 한 틀에 맞추어 분석하도록 

한다.

 對策이나 詔書, 上奏 등에서 인용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신이 서사들

은 인물 전기 속의 記事로서 기록된 신이 서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편

이다. 주로 讖緯 및 天人相關의 이론에 관한 고증 및 분석이 이에 해당

하는데, 또한 이 같은 이론적인 언급은 記事로서 다루기에는 사건으로서

의 성격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다른 신이 서사들과 차이가 있다. 당시 

시대 사람의 발언으로서 인용된 신이 서사의 경우는 해당 인물의 가치관

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發話者가 사회비판적인 인물인 경우에

는 그의 발언이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가능

성이 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작품의 독창성을 중시하는 문학 연구의 경향 상 기존 연구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졌던 동일 서사의 반복과 변화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하나

의 개인에게만 전해지는 독특한 서사가 아니라 여러 인물의 열전에 중복 

출현하는 서사들, 한발 더 나아가서는 통시적·공시적으로 반복 출현하

는 서사들을 통계적으로 찾아내고, 그와 같은 서사가 반복 출현하게 되

는 원인과 그것이 변화하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고대 중국에

서 역사가들 대부분이 述而不作의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記事 자체의 

내용만큼이나 記事의 취재 원칙과 배치 방식에 역사가의 의지가 투영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서사의 반복 출현 역시 신이 서사

의 기술 방식으로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兩漢書의 위와 같은 범위에서 추출한 神異 서사들을 기반으로 하여, 漢

代의 사회 변화에 따른 신이 서사의 변천을 고찰한다. 특히 儒敎의 國敎

化 과정과 儒家의 사회적 지위 변동 및 타 정치세력과의 관계를 검토하

여, 신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서사 방식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 및 사

상의 변화에 연관지어 해석하여 시대적인 흐름을 도출하도록 한다. 서사 

하나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보다는, 서사들의 전체적인 성격과 기술 태도

를 정리함으로써 전체 기술 태도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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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함으로써 신이 서사의 변화상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제2장에서는 兩漢書의 저자들의 生平을 살펴봄으로써 양

한서 저자들의 학술 배경 및 사회적인 지위를 확인하도록 한다. 《漢

書》의 저자로는 班彪와 班固, 班昭와 馬續을 들고 있으나 紀와 傳의 저

술은 반표와 반고에서 거의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반씨 가문에 

대해서 주로 살펴본다. 《後漢書》 역시 《續漢書》의 志 부분을 받아오

기는 했으나 紀와 傳은 범엽의 저술 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범엽의 生

平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儒家의 정치 권력 획득 과정을 方術과 圖讖, 符命, 

緯學 등 신이 요소를 중심으로 재배열함으로써 논문 전체의 시대적인 흐

름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災異說의 변화와 漢 

제국의 통치권 확립 과정, 그 과정에서 유학과 讖緯學이 어떤 식으로 정

치에 활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漢 제국 초기에는 儒家의 지위가 

높지 않았고, 이들이 전한 시기 내내 方士와 유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

었다. 이후 武帝가 제창했던 儒術獨尊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전

한 말에는 儒家의 정치적인 지위가 확립된다.

 전-후한 교체기에는 讖緯學이 발생하면서 災異 해석이 점차 이론화 되

어 가면서 儒家의 독점적인 지식으로 자리를 잡는다. 현실 정치에서는 

符命이 나타나지만 天意를 내세운 符命 政治가 비참한 실패를 맞는 등, 

후한 시기에 걸쳐서 災異說의 권위는 점차 상실되어간다. 

 後漢 시기에도 王充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讖緯說이나 天人相關說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이들의 의견은 당시 보편적인 사조였다고는 할 

수 없고, 신이 요소 중에도 讖緯는 비판하지만 天人相關은 긍정하거나, 

또는 天人相關은 비판하면서 數術學을 비롯한 일부 예언은 긍정하는 등

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를 통해 後漢 시대의 지식인들이 

災異를 다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兩漢書에 기술되어 있는 神異 서사들의 확장 형태에 대해

서 분석하는데, 《後漢書》에서 새롭게 나타난 변화를 중점적으로 기술

할 것이다. 서사 주체의 사회적 지위가 다양해지고, 서사를 기술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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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도 변화가 생겨나서 神異 서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저자의 주관

을 반영하게 된다. 서사 하나를 기술하는 형식도 변하지만, 동시에 다양

한 서사들을 반복적으로 기술하는 형식도 나타나게 된다. 그 외에 신이 

서사가 상징하는 효과에 대해서도 이 장에서 검토해 보도록 한다. 전체

적으로는 신이 서사 자체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는 장이다.

 제5장에서는 兩漢書의 神異 서사가 내포하는 의미의 변화를 분석한다. 

史書의 記事로서 신이 서사들이 정치적인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보

았을 때, 신이 서사는 명확한 의도 하에 채택되고 편집되어 있는 것이

다. 신이 서사가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와 효과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이 장의 목표이다. 크게는 신이 서사의 플롯이 가지는 방향

성, 신이 서사의 해석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해석한다. 《漢書》와 비교

했을 때 《後漢書》에서 해당 서사가 나타내는 效用이 어떻게 변화했는

지를 확인한다. 제4장이 서사 각각의 변화를 확인하는 장이라면, 제5장

에서는 신이 서사들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기술되었는지

를 확인한다.

 제2장과 제3장의 배경 하에, 제4장과 제5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제6장에서는 사회적 배경과 神異 서사의 변화를 연결시켜서 《後漢書》

의 신이 서사에 나타나는 脫神秘化 현상과 그 의미를 분석한다. 먼저 형

식·내용 모두에서 兩漢書의 신이 서사가 나타내는 차이점이 시대의 변

화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신이 서사가 史書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어떠한 차이가 생겨났는지를 고찰하도록 한다. 이를 통

하여 전통 시기 중국 史傳散文에 정치 및 학술 배경의 변화가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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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기록하는 논조의 차이는 역사가의 사료 채택 기준과 서술 기조, 

즉 저술가의 역사 인식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漢書》는 班彪와 班

固, 班昭, 馬續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반씨 가문의 구성원들 및 그 제자

가 후한 초기에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後漢書》는 范曄이 

劉宋 시기에 저술했다고 되어 있다. 양자의 서술 시기는 약 350년 정도 

차이가 나고,16) 저자들의 신분 역시 반씨 가문은 후한의 외척 가문이고 

범엽은 유송의 일반 관리 가문이라는 차이가 있다. 반고와 범엽 모두가 

반역에 연루되어 각각 옥사 및 처형을 당했다는 점에서 양자의 역사 서

술 태도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양한서는 각각 해당 시대의 학술관을 반영한 史書로서, 兩者의 역사 서

사에 대한 태도에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1. 班氏 가문과 《漢書》

 班固가 속한 반씨 가문은 楚나라의 令尹 子文에서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秦의 천하통일 때 晉·代  사이의 지역으로 옮기면서 班을 성으로 

삼았다. 진시황 말년에 樓煩으로 옮겨가서 목축업으로 부귀해져 지역의 

유지가 되었고, 자손들은 守나 令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반씨 가문의 세력이 실질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한 것은 전한 成帝 시기 

이름을 알 수 없는 班況의 딸이 倢伃로 선발된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

다.17) 반첩여의 형제로는 세 명의 이름이 남아 있다. 班伯은 대장군 王

16) 반표는 光武帝 建武 15~30년(CE 39-54)에 《後傳》을 집필하였고, 반고는 《漢書》를 章帝 

建初 연간(CE 76-84)에 저술했다고 한다. 班昭와 馬續 등이 이를 수정했는데, 반소는 CE 115 

전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마속이 반소의 사후에 수정한 기간을 합치면 CE 120년 전후

가 《한서》의 완성 시기라고 볼 수 있다. 李宗侗 저, 《중국사학사》, pp.73-77.

   범엽이 《후한서》를 저술한 것은 劉宋 文帝 元嘉 9년(CE 432), 彭城太妃의 사망 때 장례식에

서 불손한 짓을 했다는 이유로 宣城太守로 좌천해 있을 때였다. 《후한서》를 저술했다는 기술 

뒤에 원가 16년에 모친이 사망했을 때 歌妓와 妾을 데리고 장례식에 느긋하게 갔다가 고발되었

다는 사적이 기록되었다. 따라서 《후한서》의 저술 시기는 CE 432~439 사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서》와 《후한서》의 저술 시기 사이에는 약 330년의 공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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鳳의 추천으로 황실에서 《尙書》와 《論語》를 공부했고, 훗날 흉노에 

사신으로 오가다가 定襄太守로 부임하여 정양의 호족 세력을 평정하기도 

했다. 성제는 반백을 크게 신임하지 않았지만 元后의 추천을 무시하지 

못하고 中二千石급의 水衡都尉에까지 임명하게 된다. 또다른 형제인 班

斿는 유향과 함께 황실의 비서를 교감했고, 황제는 그의 재능을 인정하

여 秘書의 副本을 하사하기까지 했다. 이 귀중한 책들을 열람하기 위해 

양웅이나 환담 등 당대의 유명한 학자들이 반씨 가문에 모여들었다고 한

다. 막내인 班穉는 哀帝의 즉위에 찬성하지 않아 변방으로 밀려났고, 平

帝 때는 祥瑞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았으나 太后의 비호

로 목숨을 건지고, 마지막에는 延陵園郞으로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가문을 현달하게 만든 반첩여는 성제가 허황후를 폐위시켰을 때 허황후

를 따라 東宮으로 물러나서 황후의 시중을 들었는데, 성제 사후에도 황

후 曹飛燕에게 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반첩여에게 살아남

은 아이가 없었다는 것 또한 그녀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

나였을 것이다.

 훗날 新을 건국한 王莽 역시 반씨 형제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였

고, 반유가 죽었을 때는 緦麻服을 갖춰 입고 부의품도 많이 보냈다고 되

어 있다. 반씨 형제들이 新에서 권력을 쥐지는 않았으나, 前漢-新 교체

기에 큰 해를 입는 일 없이 保身할 수 있었다.

 막내인 班穉의 아들이 班彪이다. 新이 망하고 後漢이 건국되었을 때의 

나이가 20세였다. 반표는 처음에 隗囂의 휘하에 있었지만, 외효가 稱帝

하려는 것과 뜻이 맞지 않아서 河西로 피신해 대장군 竇融에게 의탁했

고, 훗날 徐令의 관직에 올랐다가 죽는다. 부친과 마찬가지로 생전에 크

게 顯達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18)

 그의 아들 班固는 후한 정권이 안정된 초기에 살았다. 고위 관직에 오

17) 班固는 단지 자신의 가문을 일반적인 漢 황실의 외척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려고 노력했다. 

《漢書 · 敍傳》에서 반씨 가문은 대대로 학식과 인품이 훌륭했기 때문에 세력을 얻게 된 것으

로, 반첩여의 형제인 班伯, 班斿, 班穉 및 반치의 아들 班彪 모두가 공을 세운 관리였음을 강조

하여 서술함으로써 스스로의 가문을 美化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자세한 분석은 Anthony E. 

Clark, Ban Gu’s History of Early China, Chapter 3. Inscribing the Family, pp.61-91 참조.

18) 班固 著, 《漢書 · 敍傳》, pp.4197-4207, 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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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는 못했지만 명망 있는 儒者이고 文才가 탁월했다. 황실의 秘書를 

교감하는 일을 맡기도 했고, 蘭臺令史로서 여러 역사서를 편찬했으며, 

白虎觀 會議를 기록하여 《白虎通》을 남기기도 했다. 훗날 대장군 竇憲

의 막료로서 흉노 정벌을 수행하기도 했다. 반고의 노비가 犯法을 저지

른 적이 있었는데, 두헌의 세력이 약해져서 빈객들이 체포당할 때 그 사

건으로 인해 체포당해서 61세의 나이로 洛陽에서 獄死한다.19)

 이 반씨 부자가 《漢書》를 저술하는 과정은 家學의 전수 과정과 유사

하다. 전한 武帝 시기에 司馬遷이 저술한 《史記》는 후한 시기 《太史

公書》라는 이름으로 유통되었는데, 전한 후기의 기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호사가들이 그 뒤를 잇는 역사 기록을 다양하게 편찬했다. 이 중

에서도 특히 劉歆과 揚雄의 《史記》 속편에서 王莽은 帝紀의 형식으로 

서술되었으며 <平帝紀>의 뒤에 이어져 있었다고 한다.20) 班彪는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고자 했던 듯, 《史記》의 속편 겸 전한의 斷代史를 저술

했다.21)

 班彪가 저술한 《漢書》의 초고는 《後傳》 또는 《史記後傳》이라고 

칭하는데, 책의 형태로 완성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後傳》은 분량은 수십 편이고 체재면에서는 《史記》의 世家를 없애고 

紀와 傳만을 저술했으며, 내용 면에서는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前代의 

역사를 살펴 득실을 바로잡았다.22) 淸代에는 班固가 부친의 업적을 명

기하지 않아서 선친의 업적을 가로채는 결과가 되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현행본에서도 《한서》의 일부 권의 贊은 ‘司徒掾班彪

曰’로 시작하는 등 아직도 《후전》의 흔적이 남아 있다.23)

19) 范曄 著, 《後漢書 ․ 班彪列傳》, p.1330, pp.1373-1386.

20) 稲葉一郎 著, 《中国の歴史思想》, pp.156-162 참조.

21) 단지 반표와 반고의 생존 시대 및 반씨 가문과 王莽의 친분, 반고의 행적 등을 염두에 둘 때, 

반씨 가문이 劉漢 황실에 지속적으로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또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明帝는 반고의 《한서》를 압수한 뒤 

그를 난대영사로 임명하여 전 · 후한 교체기의 역사서를 집필하게 하고, 그 내용이 황제의 마

음에 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한서》를 계속 집필할 것을 허락하였는데, 이는 반고의 역사관을 

황제가 검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2) 范曄 著, 《後漢書 ․ 班彪列傳》, pp.1324-1327 및 劉知幾 著, 《史通全譯 下》, pp.54-55 

참조.

23) 9권 <元帝紀>, 10권 <成帝紀>, 73권 <韋賢傳>, 84권 <翟方進傳>, 98권 <元后傳>의 찬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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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표의 사후, 班固는 그의 《後傳》을 이어서 저술했다. 부친상을 당해 

고향에 돌아갔다가 《漢書》를 저술하기 시작한 班固는 私的으로 역사를 

고친다는 죄목으로 고발당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동생 반초의 구명 

활동을 통해 풀려난다. 명제는 班固를 난대영사에 임명하여 몇 편의 역

사서를 집필하게 해 보고, 그가 漢 왕실의 역사를 쓰기에 적합하다는 판

단이 들자 《漢書》의 續修 작업을 진행할 것을 명령한다.

 두헌의 실각과 맞물려서 班固가 옥사한 뒤, 조정에서는 馬融을 위시한 

10여 명의 학자들을 선발하여 曹大家, 즉 班昭에게 《漢書》를 사사받

게 했다. 당시 《漢書》에서 완전하게 완성되어 있었던 것은 紀와 傳뿐

이었고, 志와 表는 제대로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동생인 班

昭가 班固의 책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詔東觀 馬續 등이 8表와 <天文志> 등을 완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형태의 《漢書》가 완성된 것은 班昭와 그 휘하의 문인들 

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24)

 기본적으로 《漢書》는 《史記》를 그대로 인용 또는 발췌했으며, 《西

京雜記》에 의하면 劉歆의 《雜錄》 역시 상당 부분 인용했고, 다수의 

문학 작품과 조서를 삽입하였다.25) <藝文志>를 비롯한 몇몇 편 역시 다

른 학자의 자료를 거의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것을 《漢書》 및 그 

저자의 상대적인 열등함을 증명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서 그에 대해 비

판을 가하는 사람은 전통 시기의 중국에서 현대까지에 걸쳐 꾸준히 나타

난다. 

 전통시기의 학자들 중에서 《한서》의 《사기》 인용에 대해 가장 격렬

한 비판을 남긴 학자로는 《通志》를 서술한 鄭樵가 꼽힌다. 그는 자신

의 통사 서문에서 사마천은 龍이고 반고는 돼지라는 격렬한 비판을 한 

반표의 기술로 되어 있다. 그 외에 68권 <金日磾傳>, 94권 <匈奴傳>, 97권 <外戚傳> 역시 班

彪가 완성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24) 정지현, <《漢書 · 傳》의 찬술 경향 연구> 참조.

25) 반고가 사기 등의 기존 사료나 문학 작품들을 그대로 차용하여 《漢書》를 저술한 상황에 대

해서는 潘定武, 《《漢書》文學硏究》 및 정지현, <《漢書 · 傳》의 찬술 경향 연구> 참조. 

   《漢書》에 인용된 각종 문학 작품은 詩歌와 謠諺을 제외하고 총 956편으로, 작품의 전체 목

록은 潘定武, <《漢書》文學硏究>, pp.161-189 참조. 해당 박사학위논문을 출판한 단행본에는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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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물론 여기에는 통사를 저술한 역사가로서 단대사를 저술한 역

사가에 대한 대항 의식 역시 담겨 있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청대에 

《한서》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일어난 것은 당시 孝를 중시하던 상황에

서, 반고가 班彪의 저술 범위를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부친의 공을 가로

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반고의 소위 ‘표절’ 행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의혹이 있기는 하지만 반고가 원 사료로 삼은 자료들

이 남아 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비판들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는 알 수 없다. 단지 葛洪과 같은 동시대의 문인들 역시 반고의 

《한서》가 기존 역사서의 자료를 문자 그대로 복사했다고 언급했으므

로, 저작권이나 표절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도 비난

을 받을 정도로 기존의 사료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고의 가문에는 秘書가 소장되어 있어 학자들이 모여들기도 했고 반고 

자신 역시 蘭臺令史가 되어서 궁중의 서적을 열람할 권리가 있었던 만

큼, 반고는 동시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폭넓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같이 기존의 사료들을 두루 검토한 다음 그것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편집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을 역사가로서의 사명으로 인지하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고 생전에는 황제에게 원한을 품은 신하의 

역사서로 평가받았던 《태사공서》를 주요 사료로 채택한 것 또한 그 연

장선상에 있는 방침일 것이다.

 단지 양한의 황실과 인척 관계에 있고 또 자신의 충성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반고는 劉漢 황실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漢書》를 서술

한다. 반고뿐만 아니라 《漢書》의 저술에 참여한 다른 역사가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漢書》는 劉漢 황실의 지배가 역사의 전개에 따른 당연

한 수순이고, 이후로도 영구히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조 하에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天命이 漢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그것을 드러

내는 것을 자신들의 역사가로서의 사명으로 인식했다. 또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후한의 황실에 동조하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漢 황실을 중

심으로 역사를 기술했다고도 볼 수 있다. 대체로 《사기》에 비해서 객

관적이고 공정한 역사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으나, 실상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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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아울러 반고는 이미 학자이자 역사가로서의 본인의 명망을 충분히 이해

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역사 저술이 기존의 역사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역할을 한 인물들에 대한 

역사를 서술했다. 실제로 《漢書》는 발표된 직후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널리 전승되기도 했다.26) 인물에 대한 평가는 明哲保身을 기조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范曄과 《後漢書》

 범엽은 사마천이나 반고와 달리 자신의 저서에 스스로의 傳記를 남기지

는 않았고, 그의 전기는 《宋書》에 劉湛과 함께 合傳의 형식으로 남아 

있다. 범엽은 남조 晉 왕조때 태어나기는 했으나 생애의 대부분은 劉宋

에서 보냈고, 유송에서 처형을 당했다.

 범엽은 대대로 晉의 관리였던 집안의 출신으로, 증조부 范汪, 조부 范

寧은 각각 《晉書》에 전기가 수록되어 있다. 부친 范泰 역시 송 고조의 

건국을 도와 九錫까지 하사받아 《宋書》에 이름을 남겼다.27)

 범엽은 범태가 마흔이 넘어서 소실에게서 낳은 庶子로, 어릴 때 종백부 

范弘之의 후사로 보내져서 그의 작위를 이어받았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좋아하고 경전과 역사서를 두루 섭렵하였으며 작문과 隷書에 뛰어나고 

음률에도 밝았다. 元嘉 원년(CE 424)에 彭城泰妃의 장례를 지낼 때, 동

생과 함께 술에 취해 輓歌를 들으며 즐기는 바람에 彭城王 劉義康의 분

노를 사서 宣城太守로 좌천당했다. 범엽은 이 시기에 여러 학자들의 

《後漢書》를 편찬해서 자신의 《後漢書》를 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관직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모친상을 당했을 때 예법을 

26) 단지 약 80만자에 달하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후한 말 獻帝가 荀悅에게 

명령하여 《漢書》의 편년체 요약본인 《漢紀》를 저술하게 한 바 있다. 范曄 著, 《後漢書 ․ 
荀悅列傳》, p.2062.

27) 張述祖, <范蔚宗年譜>, 張越 編, 《後漢書、三國志 硏究》,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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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고 歌妓와 妾을 데리고 느긋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탄핵을 당했다

가 文帝가 무마시켜 주기도 했다. 이후에도 여러 관직을 전전했는데 황

실과 인척 관계를 맺지 못한 일 등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결국 孔熙先, 외조카 謝綜 등과 손을 잡고 宋 文帝를 살해하고 유

의강을 옹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徐湛之가 사전에 고발하는 바람에 

원가 22년(CE 445)에 48세의 나이로 처형당한다.28)

 비록 범엽의 관직 생활이 한결 같이 순탄하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반란

에 가담했다가 남자 가족 대부분이 처형당하는 사태를 겪기는 했으나, 

범엽의 전체적인 인생은 그다지 불행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황

제에게도 재능을 인정받아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했고 경제

적으로도 궁핍하지 않았으며, 인간관계에서 큰 문제가 있지도 않았다. 

그 때문에 범엽이 정권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고는 해도 무언가 이상이나 

기개가 있어서는 아니었을 것이고, 역사서를 기술하는 태도 역시 사명감

이나 비장감이 있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의견이다. 

즉, 前四史의 저자들 중에서도 범엽은 상당히 가볍게 역사서를 저술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한서》와는 달리 《후한서》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았고, 나

쁜 평가의 이유에는 범엽이 반역에 연루되어 죽었다는 사실 역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범엽은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

었고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공언하곤 했다. 황제가 그에게 

악기 연주를 들려주기를 청했을 때 번번이 거절하거나 딴청을 피웠던 기

사에서는 스스로의 음악적 재능에 대한 오만함을 볼 수 있고, <獄中與甥

姪書>에서 자신의 《후한서》를 직접 평가하면서, 몇 번이고 “천하의 

걸작이다”, “班固의 《한서》에 부끄럽지 않다”, “예로부터 이런 책

은 없었다”고 자화자찬한 것에서는 그의 문학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28) 藍文徵, <范蔚宗的史學>, 張越 編, 《後漢書、三國志 硏究》, pp.46-47.

    팽성태비의 장례는 《宋書》에서는 원가 9년으로 되어 있어서, 논문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재고찰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외에 원가 17년의 모친상 때 歌妓와 妾을 데리고 느긋하게 여행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았다는 기사 등을 통해, 범엽은 대체로 예의 없고 제멋대로인 성격으

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沈約, 《宋書 · 范曄傳》. 단지, 같은 논문집에서 몇 번 언

급되듯이 심약이 의도적으로 범엽을 비하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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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9)

 실제로 범엽의 경우, 다른 사서와는 달리 열전에 論과 贊을 전부 기재

하고 있다.  論은 일반적인 史書의 論贊처럼 立傳 인물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데, 合傳이나 類傳의 경우에는 열전의 중간에 論을 삽입하기도 

한다. 贊은 4언체로 열전의 말미에서 열전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한 번 더 

내리고 있으며, 《한서》의 <敍傳>에 기록된 각 권의 입전 이유에 대한 

해제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범엽이 스스로의 文才를 자랑한 것 역시 이 

贊 부분이다. 범엽이 史官으로서 역사를 바르게 기술하여 후세에 전하고 

역사적 인물에게 褒貶을 가하기보다는 《후한서》를 이용해 자신의 文才

를 과시하기를 원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단지 범엽의 경우는 《후한서》에 나타나는 史論과 본인의 생활 방식에

서 괴리가 나타난다는 점이 지적되어 있다. 범엽은 평소 鬼神이나 讖緯

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인물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처형당

하기 전에는 귀신이 되어 고발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30) 

《후한서》 곳곳에는 神異 요소가 남아 있으며, <方術列傳>을 새로 만들

기도 하였다는 것이 그 같은 비판의 근거가 된다.31) 하지만 위에서 언

급했듯이 범엽은 시간이 남을 때 《후한서》를 저술했을 뿐이라서 귀신

에 대한 가치관 이외에는 달리 史論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송서 ‧ 범엽전》에서는 그 외에도 범엽에 대한 평가가 일관되지 않은 부

분이 있어서 범엽 본인의 문제인지 《송서》의 서술 태도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범엽의 《후한서》 역시 기존 사료를 답습했다는 부분에서 비

판을 받기도 한다. 단지 《사기》나 《한서》처럼 문인들에게 지대한 영

29) 詳觀古今著述及評論, 殆少可意者. 班氏最有高名, 旣任情無例, 不可甲乙辨. ……至於《循吏》以

下及《六夷》諸序論, 筆勢縱放, 實天下之奇作. 其中合者, 往往不減《過秦》篇. 嘗共比方班氏所

作, 非但不愧之而已. ……又欲因事就卷內發論, 以正一代得失, 意復未果. 贊自是吾文之傑思, 殆無

一字空設, 奇變不窮, 同合異體, 乃自不知所以稱之. 此書行, 故應有賞音者. 紀、傳例爲舉其大略

耳, 諸細意甚多. 自古體大而思精, 未有此也.  <獄中與甥姪書>

30) 曄常謂死者神滅, 欲著無鬼論; 至是與徐湛之書, 云當相訟地下. 其謬亂如此. 沈約, 《宋書 · 

范曄傳》, p.468上.

31) 陳光崇, <關於范曄《後漢書》的三個問題>, 張越 編, 《後漢書、三國志 硏究》, pp.73-75. 진

광숭은 여기에서 범엽의 모순적인 태도는 시대적인 배경 상 유물론적 사상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역사 기술에도 철저하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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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미친 사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후한서》의 사료 채택에 대해서

는 세밀하게 연구되지는 않은 편이다. 그렇지만 범엽은 司馬遷이나 班固

와는 달리, 《후한서》를 기술할 때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사료

는 배제하여 사료를 선별적으로 채택했다는 것을 明示하고 있다.32) 또, 

唐 章懷太子 李賢의 주석에서도 범엽이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

해 다른 사료를 인용하여 보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남북조 시대에 기

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기초 사료를 의식적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

3. 兩漢書의 神異 요소 인식

 兩漢書는 본고의 주요 연구 대상인 神異 요소를 일반적인 역사 서사와 

동등한 하나의 史料로서 기재하고 있다. 물론 신이 요소를 평범한 역사 

서사로 인식한 것은 반고나 범엽만은 아니다. 오히려 神異 서사는 선진 

시기의 역사 산문에서부터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 서사들이고, 특히 

《좌전》이나 《국어책》 등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단지 《사기》에

서는 신이 서사라고 할 만한 기사의 수가 상당히 감소하지만, 《한서》

와 《후한서》로 이어지면서 다시 다양하게 등장하게 된다. 양한서의 사

이에 저술된 《삼국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동한 시기는 儒學이 國敎로서 안정되면서 국가의 지배 원리로 자리잡은 

시기이고, 讖緯學이 흥성한 짧은 시기이기도 했다. 춘추 시기부터 역사

와 함께 天文의 異變을 포함한 神異 현상을 기록해 왔던 史의 역할이 중

앙 집중적인 통치 시스템에 합류하여 정착되어 가는 시점이기도 하다. 

춘추전국 시기의 신이 서사와 《한서》에 남은 신이 서사의 차이는 이와 

같은 관료제의 영향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된다. 전한 말부터 祥瑞

를 국가 통치에 관한 징조로서 파악하여 상소하는 관례가 있었고, 전한

32) 범엽은 《후한서》 내에서 입전 인물의 작품을 거론하면서 “편폭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인

용하지 않는다(文多[故]不載)”는 기술을 남기기도 했다.(范曄 著, 《後漢書 · 陳忠列傳》, 

p.1558; 《後漢書 · 蘇竟列傳》, p.1046 등 참조.) 단지, 《후한서》에 인용되어 있는 문학작

품 중에도 반고의 <兩都賦> 같은 장편의 문장이 있기 때문에 대상 문장의 편폭이 기재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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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한으로 이어지는 왕조 교체기에는 符命이 다양하게 유행하기도 

했다. 후한 시기에 이르면 符瑞의 보고는 해당 관리의 치적 평가에 반영

되기까지 한다. 즉, 동한 시기에 神異란 단순히 인간 세상의 외부에 존

재하는 정체불명의 현상이 아니라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된 표지로서 기

능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서》에서는 신이 서사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사기》에

서 볼 수 없었던 <五行志>를 새로 만든 것도 그와 같은 태도를 나타낸

다. 《漢書·五行志》는 신이 현상들을 다섯 덕목과 연관되는 것으로 분

류하고 《尙書·洪範》에 의거하여 각각의 덕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

타나는 妖孼을 분류한다. 다시 각 재이와 요얼 현상이 실제로 역사적으

로는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해 서술한 다음, 일부 사건에 대해서

는 학자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기술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특히 역사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기술할 때는 먼저 《춘추》에서부터 사건

을 기술한 다음 전한의 사건으로 넘어오고 연도에 따라 사건을 배열한

다. 단지, <오행지>와 《한서》의 紀, 傳에 기록된 사건들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오행지>에서 학자들은 신이 서사를 國運에 연관되는 天意로서 인식하

고 있으며, 개개인의 命運이나 人品에 대한 증거로 기능하는 서사는 거

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 외에 신이 요소가 ‘예언’하고 있는 대상이 특

정 개인이 아닌 제국 전체 또는 하나의 지역의 미래인 경우 역시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신이 서사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것은 

《춘추》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前例를 통해서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

며, 학자들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미묘한 징조에 해당한다. 

 이에 대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남북조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

한 지괴류 및 지인류 소설33)이다. 《사기》나 《한서》와 비슷하게 역

사 산문의 형식을 취하곤 하는 이 초기 소설들을 저술한 작가들은 자신

들의 저작이 순수한 창작은 아니며, 자신은 ‘옛 책에서 베끼거나 전해

33) 지괴 소설 또는 지인 소설로 불리는 작품들에 대해 ‘소설’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적합하

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하지만, 본고에서는 일단 편의를 위해 양자를 지괴류 소설 및 지인류 소

설이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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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말들을 끌어모은’ 것이고 ‘충실한 기록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내세웠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逸史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

했을 뿐, 텍스트 자체는 史實의 기록이라는 것이다.34) 지괴류 및 지인류 

소설의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역사 서술 작업의 일환으로 인식했거

나, 타인이 그렇게 받아들여 주기를 소망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35)

 지괴류나 지인류의 소설들을 역사 서사의 일종으로 간주할 때, 이 텍스

트들은 신이 서사를 일반적인 記事와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이에 관련된 제재가 기괴한 것이라든가 특

출난 것이라는 인식은 존재했으며, 그 때문에 해당 인물에 대한 여러 일

화들 중에 선발하여 기록한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와 같은 신이성

은 神性이나 神聖化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인물에게 나타난 

신이 요소가 天意로서만 기록되는 것도 아니다. 신이 서사에서 중점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기 드문 일이라는 점이고, 

이 같은 희귀성은 보기 드문 德行이나 孝行 기사가 가지는 희귀성과 크

게 다르지 않다. 그와 같은 서사 태도를 후대에는 비판하게 되었지만, 

남북조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神異를 일상적인 생활의 구성 요소로 

판단하는 것은 보편적인 감수성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할 것이다.36)

34) 干寶는 《搜神記》의 서문에서 책의 내용이 ‘전대 서적을 고찰하고 당시의 서적들 중에 산실

된 것을 수집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개는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므로 어찌 사실

성을 잃은 부분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雖考先志於載籍, 收遺逸於當時, 蓋非一耳一目

之所親聞睹也. 又安敢謂無失實者哉.)’라고 하여 책이 완전한 史實을 기술한 것이 아님은 인정했

다. 동시에 ‘역사의 기록에서 누락됨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기록해 둘 수 있는(其所失者小, 所

存者大)’ 것과 ‘귀신이 있음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發明神道之不誣)’을 책

의 효과로 기대했다. (《中國歷代小說序跋譯註》, pp.21-23에서 재인용.) 이를 통해 볼 때, 간

보는 자신의 책을 逸史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창작품이 아닌 현실의 기록 매체로 주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 초기 지괴류 및 지인류 소설의 저자들이 이처럼 본인들의 ‘述而不作’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기존의 학자들도 언급한 바 있다. 즉, 현존 자료를 바탕으로 고찰할 때, 소설의 시작은 史傳體 

역사 서술, 특히 시대적으로 소설의 시작에 선행하는 《사기》나 《한서》, 《춘추좌씨전》 등

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초기의 소설은 역사 기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는 상황은 인정하고 있다. 빙심 ‧ 동내빈 ‧ 전리군 지음, 《그림으로 보는 중국문학 오천년》, 

pp.155-157 참조.

   일반적으로 소설의 시작에 영향을 준 텍스트로 《후한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후한서》가 

유송 시기의 저작이므로 소설의 시작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기에는 시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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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조 이후의 문인들이 신이 서사를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믿었는지

에 대한 것 역시 또다른 문제에 속할 것이다. Zongli Lu는 남북조 여러 

왕조가 讖緯를 대하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잦은 왕조 교체 

과정 중에서 새로운 왕조의 창시자들은 도참을 내세워 전대 왕조의 國運

이 다한 것은 하늘의 뜻이고, 자신이 새로운 왕조를 개창할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緯書에서 예언을 

‘발굴’해 내기도 하고, 圖讖에서 예언한 황제의 代를 맞추기 위해 즉

위와 선양을 조작하여 숫자를 맞추기도 하였으며, 예언과 일치하기 위해

서 한번 入城한 성을 나섰다가 ‘올바른 방향’에서 再入城하는 퍼포먼

스를 보이기까지 했다.37) 그럼에도 불구하고, Zongli Lu의 의견대로 그 

지배자들이 참위를 신앙처럼 믿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

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서사 경험은 범엽의 《후한서》에도 그대로 반영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범엽이 참위나 민간의 미신 등에 대해 비판적인 태

도를 취하기는 했지만, 후한 시기는 그와 같은 신비주의적인 사상이 만

연해 있던 사회였다. 범엽은 굳이 이와 같은 사회 풍조를 무시하지 않고 

《후한서》에 <방술열전>을 새로 만들고 각종 민간 풍습이나 신앙을 기

36) 이것은 후대의 演義類 작가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태도이기도 하다. 서양식의 

학문 분과 체계를 받아들이기 이전 시기의 연의 작가들은 역사나 소설을 굳이 구분하지 않았

고, 자신들의 작품이 정식 역사 서술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보조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공백 부분을 메운다는 뜻이 될 수도 있으며, 또는 보다 폭

넓은 독자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문체나 서술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뜻도 될 수 있다.

    甄偉는 《西漢通俗演義》의 서문에서 “대개 《史記》는 진실로 쉽게 알아볼 수가 없다. 내가 

통속연의를 지은 것은, 멀리 전하여 후대에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역사서의 미진한 부분을 보

충하기 위함이다.(蓋遷史誠不可易也. 予爲通俗演義者, 非敢傳遠示後, 補史所未盡也.)”라고 했다. 

袁宏道는 《東西漢通俗演義》의 서문에서 “사람들에게 《漢書》나 《漢史》를 보여주면, 이해

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해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 끝까지 가지 못한다. 그런 책들은 거의 

듣는 사람을 졸게 만들고, 구경하는 사람도 떠나게 만든다. 아아! 고금의 아득한 역사도 대충 

이와 같아 진실로 괴이하고도 애석하다 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兩漢演義》가 《水滸傳》

을 계승하여 출판된 이유가 된다.(擧漢書漢史示人, 毋論不能解, 卽解, 亦多不能竟, 幾使聽者垂

頭, 見者却步. 噫, 今古茫茫, 大率爾爾, 眞可怪也, 可痛也, 則《兩漢演義》之所爲繼《水滸》而刻

也.)”라고 했다.(《中國歷代小說序跋譯註》 pp.104~110에서 재인용) 명대에도 여전히 통속연

의류의 역사소설을 서술하는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역사서의 보조물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7) Zongli Lu, Power of the Words, 제2장 The Revelation of Heaven’s Will: Chen 

Prophecy in Mandate Transfe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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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는 등, 후한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표현하

지는 않았다.38) 범엽의 입장에서는 인물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신이 서사들 역시 굳이 피해갈 이유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 한편으로 《후한서》에서는 《한서》에서처럼 신이를 國運이나 天

命과 연계시키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이는 뒤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

보게 될 테지만, 기본적으로 《후한서》에서 신이 요소는 異物이고, 그

것은 인물 열전에서 다른 평범한 사적들과 다를 바 없는 층위의 기사로

서 존재한다.39) 남북조 시기에는 부명을 위시한 다양한 신이 요소에 절

대적인 권위가 없었다는 것이 이 같은 ‘평범한 신이 요소’의 성립을 

가능하게 했을 테지만, 실제로 후한 시기가 참위를 정치적인 무기로 활

용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발전시킨 시기였음을 생각라면, 참위

를 비판하는 범엽의 성향이 《후한서》의 신이 서사에 반영되어 있는 것

은 분명하다. 

 이상을 보면 《漢書》는 상류 사회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立傳하여 정치

적인 사건을 위주로 기술한 반면, 《後漢書》는 입전 대상이 보다 다채

로워지고 神異에 대한 기술 또한 늘어나 있다. 실제로 神異 記事의 소재

와 빈도만을 놓고 보면 《後漢書》가 《漢書》에 비해 讖緯의 영향을 강

하게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전한 말은 전한 초에 비해, 후한은 전

한에 비해 점차 讖緯 사상의 영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각각 神異 서사의 

출현은 양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記事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 기사를 다루는 기술자의 태도는 저술 대상 시대보다는 기술자 본인이 

살아간 시대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38) 여러 가지로 남아 있는 사료들 중에서 현재 《후한서》의 텍스트로서 전해지는 기사들을 취

사선택하게 된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역사적 수사학, 또는 

기존 자료를 충실하게 전하기 위한 사명감이라는 말로는 《후한서》의 신이 서사들의 존재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9) 범엽 본인이 역사의 동력으로서 天命의 영향 자체를 부정하고 있던 인물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천재지변이나 符命은 물론 그 외의 신이 요소가 天意의 표상으로서 기록

될 리 없기도 했다. 이윤화, 〈범엽의 정치적 생애와 현실인식〉, pp.75-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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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가가 정치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

하여 方士와 대립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과정이 前漢 대부분의 시기에 걸

쳐 이루어졌다는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고, 당시의 정치적 변화와 儒家의 

位相 變動에 대해 살펴본다. 兩漢 시기는 유구한 중국 전통 시기의 통치 

시스템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였으며, 제자백가 중에서 儒家

가 정치적인 우위를 잡아가는 시기이기도 했다. 儒家가 제국의 시스템에 

합류하는 과정에서는 前漢 말부터 後漢에 걸친 삼백여년간 유행한 讖緯

學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讖緯라는 용어는 참위학을 지칭할 때 외에는 가급적 사용하

지 않는다. ‘讖緯는 圖讖과 緯書의 총칭으로 도참은 미래에 대한 신비

적인 예언을 가리키고 緯書는 經傳에 대한 해설이다’라는 것이 자주 쓰

이는 참위의 定義인데, 讖과 緯를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唐代에 《五經

正義》를 편찬할 때의 일이기 때문에 漢代에는 그와 같은 구분이 명확하

지 않았고, 兩漢書에서 神異를 가리키는 단어로는 讖緯보다는 內學, 左

道, 邪術, 符瑞 등이 사용된다. ‘圖讖’ 역시 천인상관설이나 巫 문화, 

陰陽家의 영향을 받은 미래 예언적인 기술까지도 전부 도참으로 인정하

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五行志>에 기술된 요소만을 도참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符命류의 협소한 기술에만 도참이라는 정의를 적용시키는 

사람도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神異’라는 것은 ‘미래의 예언’이라는 가장 廣義

의 圖讖과 예언적인 성격이 전혀 없는 남북조 시기 志怪類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記事, 그리고 天人相關說의 영향을 받은 災異 현상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讖緯라는 용어와는 차이가 있다.

1. 儒家의 재이 해석 장악과 권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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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前漢 初 儒家와 方士의 類似性

 전국 시기에서 秦代까지, 儒家는 정치적으로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학

술 집단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爲政者들이 儒家를 重用하는 

일도 많지 않았고 다른 諸子 학파는 儒家를 노골적으로 비웃기도 했

다.40) 이 시기를 거쳐 전한 초기가 되었을 때, 유가들이 제국의 시스템

에 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 배제 또는 제압해야 하는 세력으로 

方士 집단이 있었다. 儒家와 마찬가지로 方士라는 집단 역시 정체성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황실 구성원에게서 신임을 받았던 道家나 黃老學派 

등의 지식인들, 巫覡과 연관이 되는 인물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황제 또는 황족의 측근으로서 일부 정책의 발안 및 시행에 두각

을 나타내고 있었다. 가문이나 學統이 계승되어 2대 이상 권력을 유지하

는 일은 찾기 힘들었으나,41) 정치적인 배경이나 세력이 없이도 고위 관

료의 일각을 담당하고 황실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

다.

 제국 초기에 유가가 ‘禮法’을 통해 지위를 획득하려 했음은 漢 高祖

와 叔孫通의 유명한 일화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예법의 관리에

서 유가가 독점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文帝期의 예제개혁

40) 이 시기의 유가에 대한 비난은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대체로 두 가지의 각도에서 비판

이 가해졌다. 하나는 儒生은 옛 것을 기준으로 삼아 지금의 문물을 비난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며, 또 하나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영달을 이루지 못해서 ‘장례식장이나 무덤을 기웃거리며 밥

이나 얻어먹는’ 자들이었다는 것이다. Anne Cheng, What Did It Mean to Be a Ru in Han 

Times? 및 김나리, <漢 제국의 형성과 董仲舒의 역할>, 제2장 董仲舒 이전의 국가와 지식인 

참조.

    단지, 위의 연구들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한 초기의 각 학파는 서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

지는 않았고, 본인들 또한 어느 하나의 학파에 소속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도 했고, 지금과

는 학파의 구분이 다르기도 했다. 《漢書 · 藝文志》에서 《孟子》가 法家의 저작으로 분류되

어 있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41) 샤먼(Shaman)이나 무당 같은, 소위 고대 사회의 神職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신통력’은 

통계적으로는 가계를 따라 유전되는 가능성이 높지만, 신통력의 유전에 필연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전한 시기의 방사가 권력을 얻는 경우는 있지만 그들의 상당수는 말년에 비명횡사하

고, 개인이 지녔던 권력과 지위를 자신의 후계자에게 무사히 전수하지 못했다.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方士가 훗날 민간에서 學習巫와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이다. 

학습무는 신통력이 없어도 주위의 인정을 받으면 스승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巫覡인 반면 

方士는 계승 가능한 안정된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 집단이다. 신통력의 유무나 주위의 인정 여

부와는 별개로 스승의 지위를 계승할 수는 없고, 스스로 새로운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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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국가의 德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엔 黃龍의 

출현을 계기로 土德으로 정해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漢 황실의 德을 

결정할 때, 曆法 개혁을 논의할 때, 유가는 방사들과 종종 대립하게 되

었다.42) 方士가 유가처럼 師弟관계로 이어지고 學統을 설립하는 하나의 

‘집단’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립이라는 용어를 적용하기 

어렵기는 하지만,43) 황실의 諫官 또는 황제의 측근이라는 지위를 확보

하기 위해서 方士들을 권력에서 제외시킬 필요는 어느 정도 있었다.

 여기에서 전한 시기 유가의 정체성, 또는 정치 쪽에서 황제가 유가에게 

기대한 역할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시기 유가와 방사 사이에 

절대적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이미 지난 세기 초 顧詰剛이 지적한 바 

있으며,44) 시라카와 시즈카 역시 儒의 자형을 분석하면서 유가는 본래 

기우제를 담당하는 巫祝에서 기원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45) 실

제로 전한의 황제들이 유가에게 기대한 것 역시 방사들에게 기대한 것과 

큰 차이는 없었다. 단지 유가 자신들은 방사와 본인들이 전혀 다른 정체

성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실제로 권력을 잡았을 때 그것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이것은 유가와 방사가 관직에서 수행하는 역할에도 나타나 있다.方士가 

어떻게 관료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가의 경우는 전한 시기에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현직 관료의 

추천을 받게 된다. 전한 시기 관리를 선발하는 과목에는 孝廉이나 茂才

를 비롯하여 (賢良)文學, (賢良)方正, 直言, 極諫 등이 있다.46) 과목명과 

42) 자세한 사항은 鄭燦學, <五帝神話의 形成과 漢代의 受容樣相 硏究>, 4.2. 西漢代 改制를 통한 

儒生과 方士의 갈등 참조.

43) 方士들 사이에서 사제 관계는 존재했을 것이고, 燕 지역 등은 전한 시기에도 방사를 많이 배

출하기로 유명하기도 했다. 단지 전한 초기의 方士들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여 조직적으로 움

움직이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또한, 개개인이 독립적인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개인의 실각이 

곧 세력 전체의 추방이 되는 상황이었다.

44) 구지에강 지음, 《중국 고대의 방사와 유생》 참조. 

45) 시라카와 시즈카는 유가의 근원을 무녀의 후예로 추정하고, 공자 또한 巫祝 출신이었다고 주

장한 바 있다. 시라카와 시즈카, 《주술의 사상》, pp.114-115, 138 참조.

46) 《漢書 · 紀》에서 賢良, 直言, 極諫의 천거에 대한 최초의 조서가 기록된 것은 문제 2년 11

월이다. 文學만을 따로 언급한 조서로는 무제 시원 5년 6월조가 최초이며, 方正은 동일 조서에 

언급되어 있다. 孝廉과의 천거는 무제 元光 원년 11월에 처음 언급되었고, 明經과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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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의 특성 또는 이후의 발령 분야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擧不

實이라는 죄가 처벌 대상이었던만큼 추천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엉뚱한 인

물을 추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중에서 유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

의 경우는 주로 文學이나 明經으로 추천이 된다.

 文學科로 선발된 사람으로는 東方朔이나 司馬相如와 같은 이들이 있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문학 작품을 완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역할이다. 무

제 같은 경우는, 문학가들을 사냥터에 데리고 가서 歌와 頌을 짓게 하고 

등수를 매겨 상을 하사하곤 했다. 문학과로 선발되거나 문학에 두각을 

나타낸 관료들에게 정치뿐만 아니라 황궁의 연예인으로 기능할 것을 요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한 중기에 문학 작품과 그것을 만들어

내는 文人은 황족 또는 고관들의 기분 전환에 동원되고 있었다. 물론 고

대 중국 궁정의 연예인이 단순한 오락적인 기능만을 수행했던 것은 아니

다. 풍자와 골계를 통하여 정치 및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배층을 諷諫하는 역할, 또는 한발 더 나아

가서 제도권 밖에서 제도의 모순을 폭로하는 역할도 가능했다.

 그런 한편, 문학과로 선발된 것은 아니지만 宣帝 시기의 대표적인 문학

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王襃는 益州刺史 王襄에게 문장을 지어주어서 

관직에 임용되었는데, 그 행적이 다소 특이하다.

그 뒤에 태자의 몸이 편치 않아서, 멍하니 있으면서 건망증도 심해서 

편하게 있지 못했다. [諫大夫] 王襃 등에게 모두 태자의 궁에 가서 태

자의 시중을 들면서 즐겁게 해 주고, 아침저녁으로 뛰어난 문장과 그

들이 직접 지은 작품들을 읽어 주라는 조서를 내렸다. 병이 회복되자 

돌아왔다. ……나중에 方士가 益州에 금으로 된 말과 벽옥으로 된 닭 

같은 보물이 있으니 제사를 바치는 것이 좋다고 말했기에, 宣帝는 왕

포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도록 명령했다. 왕포는 가는 길에 병에 걸려 

죽었다.47) 

47) 其後太子體不安, 苦忽忽善忘, 不樂. 詔使襃等皆之太子宮虞侍太子, 朝夕誦讀奇文及所自造作. 疾

平復, 乃歸. ……後方士言益州有金馬碧雞之寶, 可祭祀致也, 宣帝使襃往祀焉. 襃於道病死.  班固 

著, 《漢書 · 王襃傳》, pp.2829-2830

    시라카와는 漢代의 賦는 言靈의 힘을 빈 일종의 呪歌이며, 賦를 바침으로써 賦 안에 언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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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서 文學科 관료의 역할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음을 볼 수 있

다. 문장가로서 인정받고 六經을 修學한 왕포가 실제로 수행한 직무는 

크게 皇子를 간병하는 것과 方士를 대신해서 祭儀를 수행하는 것이다. 

문학과로 등용된 관리라 해도 方士와 크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

는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明經科로 선발되는 경우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經을 잘 안다

는 이유로 관리가 된 이들에게 기대된 역할은 經에 대한 해석이나 그에 

대한 학술적인 강의보다는, 각종 災異 현상의 해석이었다.

 전한 중·후반기에 災異 현상이 벌어졌을 때 황제들의 일반적인 대처법

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여러 待詔들에게 策文을 내려 對策을 올릴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한 董仲舒의 <天人三策>도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다. 또는 황제가 罪己詔를 내어 현직 관료들에게 황제 자신이 정확히 무

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諫言을 올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현

직 관료들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으니 直言極諫을 할 수 

있는 새 관리를 추천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도 있다. 여기에서 재이 현상

의 발생 원인을 추측하고 황제에게 개선책을 제안하는 직분으로 종종 언

급되는 것이 二千石級의 고위 관료들과 明經의 관료들이다. 經을 잘 알

아서 명성을 떨친 사람들이 明經科로만 임용되는 것은 아니고 明經科로 

선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經傳을 다루는 직무에 종사해야 했던 것은 아

니지만, 經學을 익힌 학자들에게 재이 해석을 기본 소양으로 요구하고 

있었다고 보아 무리는 없을 것이다.

 經에 대한 해석이나 經傳의 강의 같은 역할은 博士 또는 博士弟子, 그 

휘하의 郎이 맡는다. 博士는 先秦 시기에 만들어진 관직이다. 秦에서는 

유가와 법가 등 다양한 학파로 구성되었고, 神仙學이나 占夢 전문가도 

박사로 임명되었다. 전한 초기부터 점차 經을 습득한 학자를 임명하기 

사물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노래를 통해 그 사물들이 가지는 靈力을 통해 바치려는 의도

가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시라카와 시즈카, 앞의 책, pp.197-198 참조. 이 설명을 

받아들일 경우 宣帝가 태자에게 왕포 등을 보내어 문장을 읽어주게 한 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

을 위해서가 아니라 태자의 회복을 위해서 주술적인 치료를 처방한 것이라고까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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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文帝 시기에 《詩》, 《書》, 《春秋》의 三經에 대한 博士가 

설립된다. 지위는 漢初에는 四百石에 불과했지만 宣帝 이후에는 比六百

石의 상급 관리로 승급된다. 실제로는 郡國의 감찰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항상 모든 經에 박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적당한 인물이 없

는 경우 공석으로 비워둘 때도 있었다.48) 《漢書》에서는 元帝때 博士

의 學官은 12과목으로, 博士弟子의 총 인원은 3천명으로까지 증가시켰

다고 한다. 《漢官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博士는 50세 이상의 인물

에게 수여되는 직위이기도 했다.49) 즉, 박사관을 설립했다는 것이 유가

의 대대적인 관직 점유나 권력 획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漢書 ‧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박사는 ‘古今에 통하는 것’이 

직분으로, 太樂, 太祝, 太宰, 太史, 太卜, 太醫와 함께 太常 휘하의 속관

이었다.50) 당시에는 박사가 수행하는 직무가 나머지 관직의 직무와 완

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인식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부분

에서 Anne Cheng이 “세계에 대한 해석의 제시”가 유가와 방사의 공

통된 역할이었다고 분석한 것이 일리를 가진다.51) 時와 空을 통틀어, 황

제에게 세계의 현재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 기대되었던 것이다. 지진이나 일식, 혜성의 출현과 같이 반복적으

로 일어나는 災異 및 龍이나 鳳凰 또는 괴생물의 출현과 같이 당시 사람

48) 후쿠이 시게마사는 武帝 시기에는 五經博士가 정해졌다고 하지만 《易》과 《禮》의 경우 실

제 임용된 인물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제의 오경박사 설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福井重雅 著, 《漢代儒敎の史的展開-儒敎の官學化をめぐる定說の再檢討-》, pp.189-237.

49) 范曄, 《後漢書 · 楊仁列傳》, p.2574 참조.

50) 景帝 中元 6년, 太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속관으로 太樂, 太祝, 太宰, 太史, 太卜, 太醫 여섯 

令丞이 있고, ……또한 博士와 여러 陵縣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博士도 秦의 관직으로 고

금에 통달하는 일을 관장하며, 봉록은 比六百石이고 소속 인원은 많으면 수십 명에 이른다. 武

帝 建元 5년, 처음으로 五經博士를 두었으며, 宣帝 黃龍 원년에 인원을 조금 늘려 12명이 되었

다.(景帝中六年更名太常. 屬官有太樂、太祝、太宰、太史、太卜、太醫六令丞, ……又博士及諸陵

縣皆屬焉. ……博士, 秦官, 掌通古今, 秩比六百石, 員多至數十人. 武帝建元五年初置五經博士, 宣

帝黃龍元年稍增員十二人.) 班固 著, 《漢書 · 百官公卿表上》, p.726

51)  “In this respect, the ru, with their traditional ritual mastery, could be considered as 

"experts" among others, the fangshi being more specialized in other techniques, like 

magic, alchemy, and medicine. However, what they shared most in common was 

certainly the relationship they had with power; all were supposed to provide the ruler 

with explanations or interpretations of the world.” 

   ANNE CHENG, “What Did It Mean to Be a Ru in Han Times?”, p.110,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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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일어났다고 믿는 현상 전부를 實存하는 세상의 구성 요소로 받아들

이고, 그것을 분석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박사의 역할이었다.52)

 결국 前漢 후기에 이르면 유가가 진출하던 대표적인 관직인 문학, 명

경, 박사 모두가 災異를 비롯한 非日常의 해석, 나아가서는 그러한 현상

의 방지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던 셈이다. 유가가 스스로를 어떻게 규

정했는지와 관계 없이, 그들에게 기대된 정치적인 역할은 대체로 經傳의 

전수와 재이 해석이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方士들이 조정에서 수행

한 역할과 분명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재이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에 

대한 해석을 상주한 것은 유가와 방사 모두가 수행하던 역할이기도 했

다. 사실 일상적으로 보기 힘든 괴이한 일이 어째서 발생했으며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등은, 秦代의 占夢 博士도 그렇지만, 유가

보다는 陰陽家나 방사 계열의 인물들이 담당하던 일이다. 황로학이나 천

문, 望氣 등에 능통한 사람이 그것을 통해 前漢의 관료층에 진입한 경우

는 적지 않았다. 전한 초기에는 方士와 대립을 하면서 儀禮의 전문가를 

자임했던 유가가 전한을 거치면서 방사의 역할을 물려받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53)

 유가가 재이 해석의 권위자로 발돋움하면서 점차 제국의 통치 시스템에

서 확고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에는, 역시 董仲舒라는 걸출한 

유학자가 天人相關說과 陰陽五行을 결합한 災異論을 정립하여 이것을 정

치적인 서사 안에 안착시킨 것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된다.자

연현상은 말로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天이 스스로의 의견을 표

52) 孔子가 제자백가의 서적에서 怪生物의 정체를 간파하거나 그것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세상의 누구도 모르는 기이한 존재의 이름과 그 성질, 

그것이 현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聖人의 조건이기도 했다.

53) 단지 왕포처럼 대리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겠지만, 전한 시기에 유가가 방사들처럼 의례, 

소위 ‘淫祀’를 주재하거나 주술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에서는 방사와 약간의 차이가 있

긴 하지만, 유가가 정비한 조상이나 天에 대한 제사, 祈雨祭 등과 방사들의 淫祀를 당시 사람

들이 다른 행동으로 인식했을지는 분명치 않다. 물론 현대 학자들이 유가로 분류하는 인물들이 

스스로를 유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벤자민 슈워츠는 《중국 고대 사상의 세계》에서 漢代 儒家의 의미가 현대의 유가와는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현대적 의미로 유가로 볼 수는 없지만 당시 스스로를 儒者라고 

인정한 사람들은 많았다고 이야기한다.  벤자민 슈워츠 지음, 《중국 고대 사상의 세계》, 

pp.573-5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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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수단이었고, 따라서 모든 자연현상은 類에 따라 해석을 할 수 있

다. 儒家는 재이론을 발전시킴으로써 이 재이 해석에서 方士보다 더욱 

설득력 있는 해설을 제시했고, 동시에 ‘재이를 통한 안전한 諫言’이라

는 言路를 열었다. 전한 전기에는 재이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정치

적인 자리에서 언급되는 일은 거의 없다. ‘陰陽不和’, ‘기상 이변’ 

등을 언급하며 권력자들의 행실을 바로잡을 것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상

소문은 《漢書》의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다.54) 즉, 전한 후기에 이르면 

집권자들에게 비판을 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言路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재이론에 기반한 간언의 수용 여부는 정치적인 상황에 의

해 결정되었으나, 이것은 方士와 비슷한 취급을 받던 유가가 그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부각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

(2) 儒敎의 國敎化와 方士의 축출

 유가와 방사에게 기대된 역할이 비슷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한 시기에 

유가는 스스로가 方士와는 구별되는 존재로서 인식되기를 원했다. 또한, 

方士를 축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기도 했다.

 전한 시기 方士들의 정치적인 입지는 점차 좁아져갔는데, 文帝 13년의 

祕祝 폐지 조서는 전한 황실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한 例로 볼 수 있다.

 文帝는 즉위 13년에 조서를 내렸다. “祕祝의 관직은 과실을 아래로 

미루는 것이라 짐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에 그를 없앤다.”55)

 祕祝은 춘추시대부터 존재한 관직으로, 자연재해나 질병 등 황제에게 

내린 재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秘儀를 주재했던 관직으로, 직무를 

맡은 인물들은 방사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관직을 폐

54) 전한 전기의 記述이 《史記》를 그대로 채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일 가능성도 있다. 

《史記》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漢書》의 후반부 기록에 비해 상주문이나 대책문 등의 비

율이 적다. 《漢書》의 인용문 목록은 潘定武 著, <《漢書》文學研究>, pp.161-189 참조.

55) 文帝卽位十三年, 下詔曰: “祕祝之官移過於下, 朕甚弗取, 其除之.” 班固 著, 《漢書 · 郊祀志》, 

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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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자연에 이변을 일으킨 잘못은 황제의 것임을 자인했다. 카게야

마는 文帝의 비축 폐지는 문제의 황권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스스로가 천자에 적합한 덕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제후왕들이 모

반을 일으킬 구실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선양 작업에 

수반되는 결과로, 방사들이 황제와 비밀리에 연결될 여지가 축소되었다.56) 

 처음에 漢 高祖 劉邦은 秦의 관리 제도와 의례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

었다.57) 이것은 고조가 평민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건국 공신인 장군과 

제후왕들로 이루어져 있던 당시의 정치 구성원을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가운데 文帝가 肉刑을 폐지하던 해에 祕祝을 폐지한 것, 그리고 이

후 황제들이 罪己詔를 선포하기 시작한 일련의 정치적인 행동은 주목할 

만한 변화의 시작이다. 漢 제국은 이전 시대에는 황실 안에 숨겨져 있던 

秘儀를 표면화해 나가고 있었다. 문제기의 예제 개혁은 漢이 제국으로서 

秦과 차별되는 장기적인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고, 

황제는 신비주의로 보호되는 은밀한 개인에서 통치 체제로 보조되는 신

성한 개인으로 변화해가기 시작한다. 祕祝이 폐지되면서 方士들이 주재

하던 배타적인 祕儀가 점차 관리들이 주관하는 공개적인 정치 행위로 옮

겨가는 것, 秦始皇이 비밀리에 치르려고 했던 封禪 의식을 武帝는 대대

적인 국가 행사로 치른 것 역시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58)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황제와 측근 간의 비밀스러운 유대는 약화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전한 후기에는 ‘儒敎의 國敎化’가 진행되면서 유가의 지위가 

강화된다. 武帝期에 동중서의 건의에 힘입어 소위 ‘儒術獨尊’이라는 

정책이 언급된 적은 있으나 그 실체가 불분명했음은 물론이고, 당시에는 

56) 影山輝國, <漢代における災異と政治-宰相の災異責任を中心に->, pp.48-49 참조.

57) 秦과 차별되는 漢 帝國이라는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한 것은 문제기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고조의 경우에는 왕조의 권위나 정당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었

고, 天命이나 五德終始說 등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지 않았다. 고조기의 漢은 秦의 관제를 그대

로 따랐고, 각종 祭禮 및 曆法과 그를 주재하는 관리들 역시 秦과 동일했으며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의론조차 나오지 않았다. 고조 본인 역시 斬龍故事에서는 스스로가 赤帝의 자손이라고 

자부했다가 황제가 된 뒤에는 黑帝를 자처하는 등(《漢書 · 郊祀志》) 일관되지 않은 행동을 

보인다. 제후왕이나 공신들의 세력 통제에만은 예민했던 점에서 현실주의적인 서민 출신 開祖 

황제의 면모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58) 李成九 著, 《中國古代의 呪術的 思惟와 帝王統治》, pp.144-1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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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발휘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현재 대다수의 학자들의 의견이다.59)

‘전한 武帝기에 유교가 국교화되었다’는 간략한 서술에 처음 의문을 

제기한 것은, 아마도 일본의 학자 후쿠이 마사오의 <儒敎 성립사상의 두

세가지 문제>(1967)였던 것으로 보인다. 후쿠이는 “儒術獨尊”이라는 

말이 班固의 《漢書》에만 나타나고 동일 시기를 다룬 司馬遷의 《史

記》에서는 찾을 수 없는 표현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후 반

세기에 걸쳐 일본을 중심으로 학자들은 ‘유술독존’의 존재 여부와 그

것이 실제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에 대하여 격렬한 논쟁을 벌

였다.60) 여전히 ‘유술독존’이나 ‘유교의 국교화’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武帝

期에 유가의 정치적 지위가 결코 독보적이지 않았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

의한다. 유학을 선호하기로 유명했던 元帝를 제외하면,61) 실제로 전한 

59) 히라이의 연구에 의하면, 武帝 시기 이천석급 이상의 고위 관리 중에서 유가 출신 관료가 차

지한 비율은 통치 전반 17년은 6.1%, 후반 37년은 1.9%에 해당한다. 이후 元帝期에 이르렀을 

때에야 26.7%의 관직을 확보한다. 이 비율은 九卿 이상만을 계산한 것으로 博士나 待詔 같은 

유가의 주요 出仕路가 집계되지 않기는 하나, 高官 중에서 儒家의 비중이 현저하게 바뀐다는 

점만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平井正士, <漢代に於ける儒家官僚の公卿層への浸潤> 참조.

60) 保科季子는 <近年の漢代<儒敎の國敎化>論争について>에서 90년대 이전까지 제시된 유교 국

교화에 대한 일본 학자들의 학설을 약 5개로 분류했다. 1. ‘박사제자원의 건립’을 기준으로 漢 

武帝 원삭 5년설, 2. ‘유가 출신 관료의 관직 점유율 증가’를 기준으로 한 漢 元帝期설, 3. ‘종

묘 및 교사제의 확립’을 기준으로 한 平帝 元始年間(王莽期)설, 4. ‘도참 선포’를 기준으로 한 

後漢 光武帝期설, 5. ‘백호관 회의’를 기준으로 한 後漢 前期설이다. 이 외에, 90년대 후반 이

후로는 ‘유학의 官學化’라는 용어를 도입하면서 ‘예제개혁의 완성’을 기준으로 잡아 後漢 明帝

期 또는 章帝期까지 내려가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중 ‘무제기설’을 지

지하는 학자는 찾기 힘들고, ‘왕망기설’이 가장 일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유교가 국교로서의 지위를 확립한 것은 宣元 통치기 이후, 최소한 霍光의 통치 시기 전후로 보

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성진은 <한무제 독존유술 재론>(2013)에서 ‘유술독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2010년 전

후로 중국에서 ‘유술독존’에 대하여 異論을 제기한 연구를 몇 편 언급하고 있다. 지난 세기 유

교 국교화 논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 경과 정리는 와타나베 요시히로 저, 김용천 역, 《후

한 유교국가의 성립》 1장 참조, 유교 국교화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는 鄧紅, <日本における儒

教国教化論争について: 福井再検討を中心に> 전반부 참조.

61) 일찍이 연회에서 시중을 들 때 조용히 말했다. “폐하께서는 형벌을 너무 엄격하게 쓰십니다. 

마땅히 儒生을 등용하셔야 합니다.” 宣帝가 안색을 바꾸며 말했다. “漢 왕실은 스스로 갖춘 제

도가 있어서 본래 패도와 왕도를 섞어 쓰고 있는데, 어찌 오로지 덕으로만 교화시키고 周 왕조

의 정치를 쓸 수 있겠느냐! 하물며 유생들은 時宜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옛 것을 옳다 하고 지

금 것을 그르다 하기만 좋아하며, 사람들을 명분과 실질에 어둡게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

게 만드니, 어찌 나랏일을 맡기기에 족하단 말이냐!” 그리고는 탄식하며 말했다. “우리 집안을 

어지럽힐 자는 태자로구나!” (嘗侍燕從容言: “陛下持刑太深, 宜用儒生.” 宣帝作色曰: “漢家自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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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황제들 중 유가에 대한 선호를 뚜렷하게 나타낸 황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제 또한 일시적으로 방사를 축출하기는 했지만, 말년에는 다

시 方士들을 총애하고 神仙에 열중했다.

 유가의 세력 안정화에는 大將軍 霍光의 섭정 기간이 중요한 시기였다. 

이 때 유가를 비롯한 당시 外朝의 신하들은 곽광의 정치적인 고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정을 받게 된다. 가짜 衛太子 사건이나 昌邑王 劉

賀의 즉위와 폐위 과정에서 곽광의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이 《春秋》를 

비롯한 경전에 기록된 前例와 儒家的 지식을 익힌 관리들이었다.62) 유

가의 정치적 지위를 높이는 것이 곽광의 목표는 아니었으나, 지배자의 

확고한 아군이 된 유가는 정치 세력으로서 안정되어가기 시작한다.

 그 이후로도 여전히 정치에 영향을 미친 방사들이 있었으므로 방사들이 

단번에 政界에서 축출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러한 다양한 유파는 재

이설을 무기삼아 정치 집단을 형성하여 관직을 점령해 나가는 유가의 적

수는 되지 못했고, 간혹 황제의 총애를 받는 몇몇 인물들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점차 권력 중추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결국 이것은 成帝期의 淫

社 폐지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顧頡剛은 이것을 유가에 의한 방사의 축

출 과정으로 설명한다.

 당시 국가가 奉祀하는 祠廟는 683개소였는데, 심사결과 208개소만이 

예에 부합한다고 해서 나머지는 모두 철폐되었다. 신의 뜻을 살피는 

方士 70여명도 모두 면직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儒生의 

方士에 대한 위협이었으며, 유생은 순수한 음양오행설을 이용해서, 

수시로 곳에 따라 만든 神仙의 사묘를 타도한 것이다. 유생은 鬼神을 

반대했지만, 術數는 보류했다.63)

 이 당시 유가는 明堂과 辟雍을 설립하려고 시도하면서 각종 제례의 형

식을 정리하고 있었고, 황제의 조서에서부터 待詔의 對策이나 上奏까지 

制度, 本以霸王道雜之, 奈何純任德敎, 用周政乎! 且俗儒不達時宜, 好是古非今, 使人眩於名實, 不

知所守, 何足委任!” 乃嘆曰: “亂我家者, 太子也!”)  班固 著, 《漢書 · 元帝紀》, p.277

62) 金秉駿, <霍光의 勢力基盤에 대하여 (B.C. 87~B.C.68)> 참조.

63) 구지에강 지음, 《중국 고대의 방사와 유생》,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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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곳에서 재이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緯書의 발생 시기도 이즈음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方士의 사묘 건립이나 점복 행위와 동등하게 

인식되지 않았고, 유가는 방사들의 ‘怪力亂神’을 추방하는데 자기모순

을 느끼지 않았다.

 전한 후기가 되어 갈수록 방사들은 다양한 죄를 추궁당한다. 巫覡이나 

方士가 사용하는 저주는 《漢書》에서 媚道, 左道, 婦人之術, 邪術 등의 

단어로 표현되는데, 신내림이나 巫蠱 등의 방식을 이용한다. 그러한 행

위의 저주 대상이 황제라면 당연히 大不敬, 大逆無道 또는 大逆不道의 

죄에 해당하며,64) 惑世誣民罪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민간에서 관

상을 보는 것이나 占卜, 解夢 등은 대부분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

지만, 관리로서 災異나 天命을 잘못 이해하고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상

황에 따라 죄를 물을 수 있었다.

董仲舒가 나라를 다스릴 때…… 비를 구할 때에는 모든 양기를 막고 

모든 음기를 발산하게 했고, 비를 그치게 할 때에는 이와 반대로 했

다. 이를 一國에 행하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적이 없었다. ……이

보다 앞서 요동의 高廟와 長陵 高園의 殿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동중

서는 집에서 그 의미를 유추하여 해설했지만 초고는 아직 상주하지 

않고 있었다. ……황제가 여러 유생을 불러서 보이자 동중서의 제자 

呂步舒가 그것이 스승의 글인 줄 모르고 매우 어리석은 자라고 하였

다. 이에 동중서를 형리에 넘겨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조서를 내려서 

사면했다. 동중서는 다시는 감히 災異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65)

 정치적인 알력 싸움도 일부 얽혀 있기는 하지만, 재이 해석에 대한 상

64) 단지 《漢書》에서 이와 같은 저주 의식이 기록된 경우는, 의뢰자 또한 왕족이나 고위 관료의 

부인이다. 발각된 이후의 기술에 대해서는 저주를 의뢰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집중되어 

있어서 의식을 벌인 術者 자신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는 明言하지 않지만, 같은 죄에 연루

되어 처벌당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65) 仲舒治國, ……求雨, 閉諸陽, 縱諸陰, 其止雨反是; 行之一國, 未嘗不得所欲. ……先是遼東高

廟、長陵高園殿災, 仲舒居家推說其意, 草稿未上. ……上召視諸儒, 仲舒弟子呂步舒不知其師書, 

以爲大愚. 於是下仲舒吏, 當死, 詔赦之, 仲舒遂不敢復言災異.   班固 著, 《漢書 · 董仲舒傳》, 

p.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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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을 諸儒가 검토한 다음 해석이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자 사형을 언

도받는다. 이 기사는 儒者가 재이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권위

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儒者에 의해 재이의 잘못된 해석자로 

지목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전한 후기에 이르면 災異를 잘못 이해한 자에 

대한 처벌 여부나 淫祀인지 아닌지의 판단 등은, 판단 기준의 설립부터 

단속까지를 전부 관리들이 담당했다. 이 시기에는 상당수의 관리들이 유

가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유가가 부정행위 단속을 주

도하게 된다. 이 결과 유가와 방사의 정치적인 세력 차이는 점차 벌어지

게 된다.

 사실 그 상황에서 天意를 정확하게 읽어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해박한 지식을 갖춘 儒家 뿐이다. 당연히 전한 후기에도 儒家나 명망 있

는 관리가 재이를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예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단지 

이 경우 잘못된 이해는 무식함의 표현으로, 지탄이나 조소의 대상에 그

치는 경우가 많다. 方士 같은 경우 고의로 時勢를 현혹시켜 私利私慾을 

추구했다는 의심을 받지만, 儒家의 경우는 학식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된

다. 잘못된 재이 해석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석 자체가 아니라 발언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 방사

의 위치는 점차 정치권력에서 멀어져서 시중을 떠도는 점술가나 무격 등

의 위치로 수렴되어 간다.66)

 단지, 모든 방사류 인물들이 정치적인 장에서 이름을 감추게 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經傳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방사들이 사라지고 

남은 방사들은 儒家로 취급되게 되었다는 설명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특히 春秋學과 術數學, 전한 말에 생겨난 緯學 같은 일부 학문은 정치적

으로 허용되는 학문들이었다. 宣帝의 즉위를 예언했다가 霍光에게 처형

당한 眭弘은 《春秋》를 전공했고, 京房이나 夏候勝 같은 인물들 모두 

經에 해박하기로 유명한 학자들이었다. 谷永이나 路溫舒가 주장한 ‘三

七之戹’설은 建國 210년에 漢 왕조가 멸망한다는 예언이었는데, 전한

66) 工藤元男, 《占いと中国古代の社会ー発掘された古文献が語る》, 東方書店, 2011, 第一章 4.日

者の世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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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멸망하고 후한이 일어나는 초기까지 수십년간 인구에 회자되었다. 哀

帝는 夏賀良의 조언을 받아들여 三七之戹을 피하기 위해 改元하고 스스

로의 칭호를 고쳤었으며, 王莽 또한 자신의 禪讓 및 開國이 三七之戹을 

맞이하여 赤德이 쇠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67) 결국 

국가 규모의 災厄에 대한 예언, 일정 주기의 왕조 순환 자체는 진지하게 

검토되면서 이론화 되어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經과 緯, 나아가서는 讖을 이해하여 현재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능력 중 하나로 자리잡아갔다. 재이

의 해석과 분석은 정치적인 무기로서 활용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유

가는 방사를 자신들 속으로 흡수하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재이 해석의 권

위를 장악할 수 있었다.

(3) 災異 해석의 理論化와 政治的 利用

 전한 말엽에 이르면 天人相關의 원칙은 보편적인 동의를 받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황제야말로 인간의 대표자이고 신성한 존재였으며, 그 때

문에 국가가 위험해지는 것, 특히 천재지변이 나타나는 것은 황제 또는 

황제와 동등한 권력을 가지는 인물의 잘못으로 귀결된다. 전한 말처럼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시기에 황제와 중신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매우 

명확했다. 천명은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는 天의 의지에 따라 백

성들을 다스려야 하고, 따라서 天譴에 주의를 기울여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소양이었다. 그렇지만 天意가 언어로 표

현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석자로서 方士 또는 儒家라는 존재의 

67) 漢 황실 210년째의 재난을 깊이 생각하니 赤德의 기운이 다한 것이었기에, [그 해법을] 깊이 

생각하고 널리 구하면서 유씨의 기한을 늘리려는 술법을 써 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때문에 

金刀錢 같은 화폐를 만들어서 그들을 구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孔子가 《春秋》를 지어서 후대

의 왕의 법도로 삼은 후 魯 哀公 14년에 한 왕조가 끝났는데, 지금과 맞추어 보면 역시 애제 

14년[에서 한 왕조가 끝난 것]이다. 赤德의 기한이 끝났으니, 결국 억지로 구할 수는 없었다. 

……지금 백성들은 모두 하늘이 漢을 바꾸어 新을 세웠으며, 유씨를 폐하고 왕씨를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다.(深惟漢氏三七之阸, 赤德氣盡, 思索廣求, 所以輔劉延期之術, 靡所不用. 以故作金刀

之利, 幾以濟之. 然自孔子作春秋以爲後王法, 至于哀之十四而一代畢, 協之於今, 亦哀之十四也. 赤

世計盡, 終不可强濟. ……今百姓咸言皇天革漢而立新, 廢劉而興王.)  班固 著, 《漢書 · 王莽傳

中》, 始建國 元年 正月詔, pp.4108-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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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가 필요했다. 국가의 위험은 지배자의 부덕 때문에 나타났는데 신하

들이 지적한 것을 고쳐도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황제가 신하의 지

적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신하의 지적이 잘못된 것이다. 그 외

에 천변재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원인은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전한 말의 정치적 인식이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후한 시기에는 공격을 받게 되지만, 전한 후기 또는 

후한 초기까지는 황제의 행동이 천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확고했

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결국 ‘천지자연을 주재하는 천명의 수혜자

로서의 황제 - 天意를 해설하는 조언자로서의 유가 관료’라는 구도 자

체는 위협받는 일 없이 굳어져 갔다.

 유가는 巫覡이나 方士의 怪力亂神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신들의 

해석 방식에서 돌파구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춘추전국 시기의 

사상적인 전통을 통합하여 재이 해석과 미래 예언을 철저하게 이론화했

다. 유가라는 이름 하에 여러 사상이 통합되어 제국 통치의 이념적인 기

반을 형성하게 되고, 통치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자가 됨으로써 

유가의 재이 해석은 방사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을 가질 수 있었다.

 동시에 유가는 《春秋》를 비롯한 경전 및 역사적 사실에서 전례를 찾

아 주장의 근거로 삼기도 하였다. 유가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한 사건 

중 하나가 昭帝 始元 5년의 ‘가짜 衛太子 사건’이다.

 始元 5년, 어떤 남자가 노란색 소 수레에 타고 노란 깃발을 세우고, 

옷은 황색의 짧은 단옷을 입고 노란 모자를 쓰고, 북궐로 가서 스스

로가 衛太子라고 말했다. ……雋不疑가 말했다. “자네들은 왜 위태

자일 것을 걱정하는가! 옛날에 蒯聵가 명을 어기고 달아나자 輒이 그

를 막아 들여보내지 않았지만 《春秋》에서는 옳다고 하였다. 위태자

는 先帝께 죄를 지었으면서도 도망쳐서 죽지 않고 지금 찾아와 스스

로 나섰으니, 이 자는 죄인이다.” 결국 詔獄으로 보냈다. 昭帝와 大
將軍 霍光이 그것을 듣고 가상하게 여겨 말했다. “공경대신은 經術
을 익히고 大誼에 밝은 자를 등용해야 하겠구나.” ……[가짜 위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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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래 夏陽 사람이고 성은 成, 이름은 方遂로 湖縣에 살며 점을 쳐

서 먹고 살았다. ……정위는 마을에서 그를 아는 사람인 張宗祿 등을 

불러 들여 확인했고, 방수는 誣罔不道의 죄로 東市에서 腰斬刑에 처

해졌다.68)

 준불의는 渤海의 郡文學 출신으로 暴勝之의 천거를 받아 靑州刺史가 되

었다가 京兆尹이 된 인물이다. 위태자를 사칭한 것이 占卜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또한 《漢書》의 方士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을 보여준다. 성방수는 단지 위태자를 사칭한 것뿐이었지만 고위 관료들

은 그에 대처할 방법을 알지 못했고, 궐 아래에 군대가 대기할 정도의 

비상사태가 벌어졌다.

 武帝 征和 2년 7월, 韓說과 江充이 태자궁에서 저주 의식을 수행했다

는 증거로 오동나무 인형을 찾아냈다.69) 衛太子와 황후는 少傅 石德과 

의논한 끝에 강충과 한열, 胡巫를 죽이고 승상부에 쳐들어간다. 당시의 

승상이던 劉屈氂는 처음에는 달아났지만, 무제는 반란을 진압할 것을 명

령하고 三輔 부근의 군대를 일으켜 승상에게 지휘를 맡긴다. 그러자 위

태자는 황제의 符節을 위조하여 長安의 군대를 일으키는데, 莽通과 任安 

68) 始元五年, 有一男子乘黃犢車, 建黃旐, 衣黃襜褕, 著黃冒, 詣北闕, 自謂衛太子. …不疑曰: “諸君

何患於衛太子! 昔蒯聵違命出奔, 輒距而不納, 《春秋》是之. 衛太子得罪先帝, 亡不卽死, 今來自

詣, 此罪人也.” 遂送詔獄. 天子與大將軍霍光聞而嘉之, 曰: “公卿大臣當用經術明於大誼.” …本夏

陽人, 姓成名方遂, 居湖, 以卜筮爲事. ……廷尉逮召鄕里識知者張宗祿等, 方遂坐誣罔不道, 要斬東

市.  班固 著, 《漢書 · 雋不疑傳》, pp.3037-3038.

69) 무제가 승상으로 임명한 公孫賀와 衛皇后의 언니 衛君孺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公孫敬聲은 

성격이 오만방자했다. 공손경성은 征和 연간에 太僕의 지위를 이용해서 北軍의 군자금 1900만

전을 유용했다가 하옥당했다. 공손하는 당시 수배 중이던 朱安世를 체포하는 것으로 贖罪를 하

려고 했는데, 주안세는 하옥당한 뒤 공손경성이 陽石公主와 사통하고 황제를 저주하는 제사를 

지내고 甘泉宮의 馳道에 인형을 묻어둔 일 등에 대해 전부 상서를 올렸다. 이 일로 공손하 부

자는 獄死하고 가문은 멸족당하며, 陽石公主와 諸邑公主, 皇后의 조카 長平侯 衛伉 등이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이듬해인 정화 2년에 유굴리를 승상으로 임명하고, 강충이 무제의 비위를 

맞추느라 추가 수색을 벌이면서 巫蠱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다.

    후임 승상인 유굴리는 貳師將軍 李廣利와 사돈지간으로, 이광리는 자신의 여동생 李夫人이 낳

은 昌邑王을 태자로 옹립하자는 말을 남기고 흉노 정벌에 나선 상태였다. 무고 사건의 후속 조

사에서 유굴리가 견책을 당할 때는 무당을 불러 황제를 저주한 죄와 창읍왕 태자 추대 음모가 

발각되어 대역무도죄로 요참형에 처해진다. 유굴리의 처자도 효수당하고, 이광리의 처자는 구

속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이광리가 흉노에 항복한다. 차천추는 이처럼 고위급 관료들이 쉴 새 

없이 무고에 연관되어 처벌당하는 것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여 사면령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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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부절을 의심해서 起兵을 거부했다. 태자군과 승상군은 5일간 대치

해서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태자는 패배하여 달아난다. 이 때 태자

를 일부러 놓아 준 司直 田仁은 요참형에 처해졌고, 임안은 태자의 부절

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받았다. 위태자는 곧 소재가 발각되어 

포위당하고, 자살한다. 태자 및 태자군의 장수를 사로잡거나 죽인 자들

은 候에 봉해지고, 반대로 태자군은 반란죄로 滅族, 반란에 동조한 사람

들은 敦煌郡으로 추방, 태자의 빈객 중 궁궐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 자는 

사형을 당했다.

 태자 사후 한참 뒤, 車千秋가 태자의 억울함에 대해 상소를 올리고 그

것을 계기로 승상으로 발탁된다.70) 이번에는 강충 일가가 몰살당하고, 

처음 태자궁에서 蠱를 발굴한 蘇文은 태워 죽였으며, 태자가 자살한 현

장에서 태자에게 무기를 댄 北地太守는 멸족시켰다. 이뿐 아니라 思子宮

을 지어 태자를 추모하고, 태자가 죽은 호현에는 歸來望思之臺를 짓기도 

하였다.

 이처럼 위태자는 무제 말년에는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한 몸이었다. 비

록 위태자에 대한 추모의 정이란 것이 皇曾孫의 복권에 미치지는 않았다

고 해도, 신하들의 입장에서 위태자가 정말로 살아 있다면 현재 황제인 

昭帝보다 황제에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 준불의가 《춘추》를 근거로 하여 과감하게 위태자를 체포함으로

써 상황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당시 前漢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

립해 가던 곽광이 유가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이 계기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의 과감한 행동과 經傳을 인용한 정치적 판단 제시는 많

70) 오래 지나 차천추는 急變을 올려 태자의 억울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식이 아버지의 무기를 

가지고 놀면 볼기를 맞을 죄입니다. 천자의 아들이 오해하여 사람을 죽인다면 무슨 죄에 해당

하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꿈에서 한 백발노인을 만났을 때에 신에게 가르쳐 준 말입니다.” 

……승상으로 삼고 富民侯에 봉했다. 차천추에게는 다른 재능이나 학식도 없었고, 또 문벌이나 

공로도 없었지만, 오로지 한 마디 말로 천자를 깨우쳐 열 달 만에 재상이 되고 侯에 봉해졌으

니 세상에 없던 일이다.(久之, 千秋上急變訟太子冤, 曰: “子弄父兵, 罪當笞; 天子之子過誤殺人, 

當何罪哉! 臣嘗夢見一白頭翁敎臣言.” ……爲丞相, 封富民侯. 千秋無他材能術學, 又無伐閱功勞, 

特以一言寤意, 旬月取宰相封侯, 世未嘗有也.) 

    여기에서 차천추가 자신의 의견을 꿈에서 만난 노인의 의견이라고 에둘러 표현하는 것 또한 

만약을 위한 면피책이었을 것이다. 즉, 차천추가 승상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위태자가 

억울하다는 말이 어떤 반응을 부를지는 알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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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 ‘가짜 위태자 사건’은 유가의 정치적인 위치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유가의 經傳에 대한 지식이 당시 권력층의 지배에 이론적인 근거

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본래 위태자는 황제인 소제보다 帝位에 가까운 

인물이었던데다가 당시에는 昭帝를 대신해서 대장군 곽광이 섭정을 맡고 

있었다. 외척도 아닌 곽광이 처음에 섭정 역할을 맡게 된 것은 무제의 

遺詔가 있었다는 이유뿐이었고, 마찬가지로 유조를 받은 車騎將軍 金日

磾, 御史大夫 桑弘羊, 左將軍 上官桀 및 丞相 車千秋71)를 제치고 그가 

정권을 專斷할 근거도 없었다. 신하들 사이에서 곽광의 권력 독점에 대

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그러한 애매한 상황에 위태자라는 일종의 政敵

이 나타났을 때, 유가는 經傳의 권위를 빌어 지배자의 정당성을 강화한

다는 방법을 보여 주었다. 이 때문에, 이후로 곽광이 유가를 중용하게 

되어 유가 관료층의 실질적인 출세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곽광은 

사망할 때까지 섭정직을 유지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곽광의 선호는 

유가의 공고한 지위를 획득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전한 시기 ‘春秋決獄’식의 논법72)이 유학 지식을 익힌 관료들

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볼 수 있다. 과거의 경전에 기반하여 현재의 

政事를 판결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학문을 익힌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능력이다. 杜周와 같은 인물은 “죽은 선왕 시절의 법보다 지금 살아있

는 황제의 뜻을 따르는 것이 법도”73)라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尹賞처

럼 “유능하게 죄인을 처벌하다가 지나치다고 면직되는 것은 나중에 복

71) <차천추전>에는 같이 유조를 받은 신하들 중에서 상관걸의 이름은 누락되어 있다.

72) ‘춘추결옥’이란 春秋 등의 역사적인 史實에 근거하여, 과거의 선례에 따라 현재의 사건을 판결

하는 법체계이다. 전한 중기 동중서가 저술한 책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이후 전통 시기의 중국

에서 오래도록 활용되었다. 漢代의 사법 체계를 다루는 관료들에게도 익숙한 정치적인 화법이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인철, <춘추결옥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 및 馬騰, <經義決獄與中國古代司法傳統> 참조.

73) 황상이 배척하려는 자가 있으면 기회를 보아서 함정에 빠뜨리고, 황상이 풀어주려는 자가 있

으면 오랫동안 잡아놓고 심문을 기다리며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냈다. ……“법이

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예전의 군주가 옳다고 여긴 것을 기록한 것이 律이고 나중의 군

주가 옳다고 여긴 것을 정리한 것이 令이다. 시세에 걸맞는 것이 옳은 것이지, 옛날의 법은 무

엇에 쓰겠는가!”(上所欲擠者, 因而陷之; 上所欲釋, 久繫待問而微見其冤狀. ……“三尺安出哉? 前

主所是著爲律, 後主所是疏爲令; 當時爲是, 何古之法乎!”) 班固 著, 《漢書 · 杜周傳》, p.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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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 가능성이 있지만, 무능해서 죄인을 처벌하지 못하고 면직되면 복직

될 리가 없다”74)고 주장하는 자도 있었다. 이러한 관리들은 기존에 정

해진 법령이나 예전의 사건 중에서 황제의 뜻에 적합한 예시를 찾아내는 

手足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와 같이 생각할 때, 유가 계열 학자들이 天意를 읽고 해석함으로써 

정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했다. 유가의 관리들은 황제

가 제국을 경영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한발 더 나아가 황제의 잘못

된 폭주를 막는 역할까지 자임하고 있었다. 실제로 災異說이 황권을 견

제하는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만, 황제를 비롯

한 권세가들의 권력을 억제하는 수단을 설립하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

가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기존 事例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화법은 유가의 재이설에서 

큰 역할을 수행했다. 유가는 이와 동일한 방식을 재이 해석에 도입했다. 

음양가, 술수가의 이론을 받아들여 재이를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것이 과거 어떠한 시기에 일어난 재이와 비슷하며 그 때에 어떠한 결과

를 얻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리적인 근거 자료로서 추가하게 된 것이

다. 과거에 한번 벌어졌던 일이나 역사적으로 증명된 인과관계가 현재에 

다시 동일하게 반복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이기는 하지

만,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리든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의사 결

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기존의 정치적인 화법에 익숙하던 관

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 개진 방식이었을 것이다. 동시

에, 이와 같은 비판성이 비대해져가는 제국의 內朝와 外朝, 권신과 황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政見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先例로 인용되는 것은 춘추 시기의 

일화나 經傳의 내용만은 아니다. 가깝게는 前漢 초중기에 일어났던 일을 

74) “장부가 관리가 되었으면, 설령 잔인하고 포악하다는 죄목으로 면직이 되더라도, 나중에 그 

공적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 또다시 등용될 수 있는 법이다. 일단 나약하고 임무를 수행하지 못

한다는 죄목으로 면직이 되면 죽을 때까지 관직에서 버림받고 죄를 용서받을 때가 없을 것이

니, 그 수치와 모욕은 뇌물을 받은 탐관오리보다도 더할 것이다. 삼가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여라!”(“丈夫爲吏, 正坐殘賊免, 追思其功效, 則復進用矣. 一坐軟弱不勝任免, 終身廢棄無有赦時, 

其羞辱甚於貪汙坐臧. 愼毋然!”) 班固 著, 《漢書 · 酷吏傳 · 尹賞》, p.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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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意

經傳/先例

方士 儒家

[표 1] 儒家와 方士의 天意 해석 구조 비교

예시로 드는 일도 충분히 가능했다. 즉 유가가 재이 해석에서 참고 자료

로 제시하는 先例는 그것이 일어난 시대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유가가 내세우는 선례는 현재 정권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면 되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絶對善으로 평가되어 있는 先帝 시기의 업적 또한 

先例로서 기능했다.

 이처럼 先例를 찾아 그에 맞춰 대로 現狀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방법은, 

개별적인 신통력을 내세우는 방사들의 해석법이 가지는 가장 큰 위험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하기도 했다. 초자연적인 능력의 신뢰도는 

기본적으로 성공의 집적에 기반한다. 예언을 예로 들면, 예언을 했다는 

자체가 아닌 예언의 實現例가 누적되어야 예언자의 설득력이 증가하게 

되고, 예언이 어긋나면 예언자의 권위는 단번에 추락한다. 99번의 예언

이 적중해도 1번의 예언이 실패하는 순간 예언자는 사기꾼으로 치부될 

수 있고, 신빙성을 잃은 상황에서 예언자가 구제를 받을 방법은 없는 것

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같은 실패의 위험성은 방사들이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반면, 선례를 찾아내어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은 예언이 실패하는 경우 

‘적절하지 않은 선례의 선택’이나 ‘잘못된 해석’을 방패로 삼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언자는 無識했을 뿐이지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것은 아

니라는 변명이 통하게 된다. 天意의 해석 과정에서 고작 한 단계가 늘어

난 것뿐이지만, 안전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儒家의 경우 재이의 해석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先例를 제시하여 災異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 자체의 권위가 손상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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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은 없었다. 따라서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다른 간관에게 문제가 생

기지도 않는다. 개인의 ‘神通力’에 의존하는 방사들에 비해 좀 더 권

위 있는 修辭法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재이 해석을 

둘러싸고 학자들 간의 논쟁이 가능하기도 했다. 개인과 집단, 설명 불가

능한 신통력과 설명 가능한 이론의 차이는 작지 않다.

 또한, 유가의 재이 해석 방식에는 ‘天意를 이해하는 자’의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끊임없이 후계자를 교육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기에, 유가는 집단으로서 안정적인 정치적 지위를 획

득할 수 있었다. 여기서 유가가 안정적인 지위를 얻었다는 것은, 儒學 

지식이 관리 등용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전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재이 현상을 해석하는 것을 정치적인 기본 소양으

로 인식하고, 그를 이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관료들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실제로 전한 후기 이후 상당수의 상소문은 ‘재이 현상의 언급 - (先

例나 經傳에 의거한) 해석 - 재이 재발의 방지책 제시’라는 순서로 기

술되어 있다. 그 같은 상소문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재이 자체보다는 재

이 재발의 방지책, 즉 현 정치 상황의 개선 부분이지만, 이와 같은 화법

은 전한 후기 이후로는 상당히 보편적인 서사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

다. 신하들뿐만 아니라 황제 역시, 재이 현상이 일어나면 신하들에게 상

주 또는 대책을 올릴 것을 관례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2. ‘圖讖 政治’의 등장과 圖讖의 정치적 이용

(1) 讖緯學의 형성과 符命의 유행75)

75) 본고에서 ‘符命’이라는 용어는 항상 야스이 코잔의 정의에 부합하는 협의의 현상만을 가리킨

다. 즉 “符瑞와 연계되어 나타나고, 당시 사람들은 그 문장 자체에 天意가 담겨 있다고 믿었으

며, 주로 명령조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련의 기이한 현상 및 사물을 의미한다. 符命의 

정의와 보다 광범위한 내용을 가리키는 圖讖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安居香山 ‧ 中村璋八 著, 

《緯書の基礎的硏究》, pp.139-1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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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이의 발생과 그에 대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정치권력 간의 정당성 확

보에 연관된 문제였다. 권력자의 정당성 확보, 나아가서 諫官의 신뢰성

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가들의 재이론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재이

론이 한발 더 나아가 예언에 치중하기 시작하면서 讖緯說이 발달한다.

 緯書나 圖讖의 정확한 발생 시기에는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讖緯

가 哀平 시기부터 유행하기 시작하고 왕망 시기에 본격적으로 현실 정치

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成帝期를 지나면서는 특히 緯書가 연달아 등장하게 된

다.76) 위서의 내용은 미래에 대한 예언 또는 漢 왕조의 기원 탐색 및 

정당성 강화에 집중되었다. 漢豫定說은 주로 孔子 같은 성인 또는 하늘

의 사자인 기린이나 神鳥 등이 漢 왕조의 설립 또는 劉邦의 건국을 예언

했다는 기술로 나타난다.77) 이를 통해 漢 왕조가 설립되고 劉氏가 황제

가 되는 것은 天意에 따른 일이었음을 강조한다. 위서가 이 시기에 왕성

하게 편찬된 이유로는 문자 언어의 보급과 경전의 위상 제고, 유가 지식

의 보편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전한 말에 접어드는 이 시기에 이르면 황제의 권위는 실추되고 外戚이 

전횡하게 된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지금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설립된다는 말세적인 예언이 유행하기도 했고, 유향 등의 인물들 역시 

여러 재이 현상을 국가의 멸망과 연관짓기도 했다. 그와 같은 시대적인 

분위기는 緯書에도 반영되어, 漢 왕조는 조만간 國運이 다하여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건립된다는 예언이 적힌 秘書 역시 緯書로서 횡행했다.

 이 緯書의 발생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符命’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전한 말기 이전에는 문자로 표현되는 圖讖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몇몇 

讖謠가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78) 바꾸어 표현하면, 학식 있는 인물의 해

76) 緯書는 經傳 해설서의 형식을 띤 예언서이고 圖讖은 그 외의 다양한 예언을 보는 것이 일반

적이지만, 漢代에 緯書와 圖讖은 엄밀한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 讖과 緯에 대한 기존의 분류는 

吳從祥 著, 《讖緯與漢代文學》, pp.13-21 참조.

77) 保科季子, <受命の書 -漢受命伝説の形成-> 참조.

78) 전한 말 이전에 符命이나 讖謠가 없지는 않았다. 후대에 날조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중

국 최초의 讖謠는 포사 출생 시의 산뽕나무 화살 노래로 꼽을 수 있고, 秦 말기 陳勝이 ‘진승

이 왕이 된다’는 符命을 위조한 것 역시 符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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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요구되는 기이한 현상들만이 존재했다. 그러한 경향은 왕망이 섭정

으로 집권하던 초기까지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

 王宇는 스승인 吳章 및 처형 呂寬과 그 일을 의논했는데, 오장은 王
莽에게 간언은 통하지 않지만 귀신을 좋아하니 기괴한 이변을 만들어

서 그가 놀라고 두려워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장

은 비슷한 일을 가지고 [왕망을] 설득하여 정권을 衛氏에게 돌려주도

록 하려고 했다. 왕우는 여관에게 밤에 피를 가지고 가서 왕망의 저

택에 뿌리라고 했는데 문지기가 그를 발견했다. 왕망은 왕우를 체포

하여 옥에 넣었으며, [왕우는]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79)

 당시 왕망은 섭정을 맡고 딸을 平帝의 황후로 세워 황실에서 권력을 행

사하고 있었다. 이 때 왕망의 큰아들 王宇는 왕망이 평제의 외가 衛氏의 

권력을 박탈한 것이 훗날 가문의 화가 될까봐 걱정하면서, 괴이한 현상

을 만들어서 그것을 빌미로 왕망을 비판하려고 했다. 왕망에 대한 권력 

집중을 막고 황제의 외척에게 권력을 돌려주어, 장기적으로는 황제가 권

력을 쥘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명확한 의도는 ‘문에 피를 칠한다’는 

행동으로 표출된다. 조작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그 조작 현

장이 발각되어 共謀者들이 붙잡혔기 때문이다. 만약 거사가 성공했다면 

원하는 대로 해석을 붙였을 테지만, 문에 피를 칠하는 행동 자체에는 조

작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왕우가 문에 피를 칠한다는 

애매한 행동으로 의도를 표출하려고 한 것은, 당시에 이와 같은 ‘기이

한 사건의 불확실성’이야말로 그것을 신비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요소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면서 권력을 굳혀 가던 왕망으로서는 당연히 받아들

일 수 없는 일이었다. 여관의 사건을 계기로 하여 衛氏는 물론 敬武公

79) 宇與師吳章及婦兄呂寬議其故, 章以爲莽不可諫, 而好鬼神, 可爲變怪以驚懼之, 章因推類說令歸政

於衛氏. 宇卽使寬夜持血灑莽第, 門吏發覺之, 莽執宇送獄, 飮藥死. 班固 著, 《漢書 · 王莽傳上》, 

p.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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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梁王 劉立, 紅陽候 王立, 平阿候 王仁을 비롯한 수백명이 처형당한

다. 왕망은 자신이 큰아들의 죽음을 탄식하며 지은 글을 郡國에 반포하

여 學官에서 가르치게 하고, 관리들이 그 문장을 암기할 수 있는지 어떤

지를 官簿에 기록하게 하여 《孝經》과 동등하게 취급했다.

 이후 왕망이 황제로서 禪讓을 받는 과정, 그리고 그의 여러 신하들이 

출세하는 과정에서 조작되는 상당수의 도참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그 

때문에 지시 사항도 명확하다. 처음에 그와 같은 조작이 필요했던 이유

는 왕망이라는 인물이 천명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킬 방법이 달리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왕망은 劉歆과 함께 秘書를 교감하면서 《春秋左

傳》을 이용하여 漢 황실을 堯의 후손으로 재정의하고, 王氏는 舜의 후

손으로 정의했다. 이로써 堯舜 선양을 빗댄 劉王 선양의 학술적인 정당

성까지는 마련할 수 있었다.80) 그러나 여론을 몰아 왕망이 周公과 같은 

대우를 받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81)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계기가 되기에는 부족했다. 기존의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는 섭

정에서 황제가 된 적당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왕망에게는 다양한 해석

이 가능한 신비한 징조가 아닌 좀 더 명확한 지시성을 가지는 신비한 징

조가 필요했다.

 그 와중에 바쳐진 ‘최초의 부명’이 “告安漢公莽爲皇帝”라고 적힌 

돌이다.82) 이후 왕망이 假皇帝, 攝皇帝, 眞皇帝의 단계를 밟아 나갈 때

에도 그때그때 부명이 나타나서 왕망의 신분 변화를 지시했다.83) 符命

80) 유흠은 漢 왕실이 堯의 후손임을 《春秋左傳》을 통해서 ‘증명’해 냈다. 漢堯後說의 성립에 대

한 제설에 대해서는 와타나베 요시히로, 《후한 유교국가의 성립》, 제1부 제1장 3. 유향・유

흠과 《좌씨전》 참조.

81) 왕망 자신이 周公의 행적을 흉내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신하들이 왕망의 사주로 왕

망을 포상해 달라는 상소문을 올릴 때도 ‘주공과 같은 덕을 가진 분’으로 종종 인용하였다. 위

에 인용한 여관과 왕우의 사건에서 왕망은 여관과 왕우를 ‘管叔과 蔡叔 같은 죄(與管蔡同罪)’라

고 지칭했고, 平帝가 사망하기 전에는 金縢之書를 작성하여 泰畤에 봉인하기도 했다.

82) 이 달, 前輝光 謝囂가 상주하기를 武功의 縣長인 孟通이 우물을 파다가 흰 돌을 발견했는데 

위는 원형이고 아래는 방형이었으며 붉은 글씨가 써있었는데 “安漢公 王莽에게 고하나니 황제

가 되어라.”라는 내용이었다고 하였다. 符命이 생겨나는 것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是月, 前輝

光謝囂奏武功長孟通浚井得白石, 上圓下方, 有丹書著石, 文曰“告安漢公莽爲皇帝.” 符命之起, 自

此始矣.)  班固 著,《漢書 · 王莽傳上》, p.4078

83) 이타노 쵸하치는 《漢書 · 王莽傳》 전체가 天命에 대한 왕망의 잘못된 이해를 거듭 부각시키

고 있다고 해석했다. 여기에서 비언어적인 재이 현상에 대해서는 왕망 진영에서 해석을 잘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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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하늘이 왕망의 開朝를 명령했기 때문에 天命이 다한 漢 왕조에

서는 그 명령을 외면하지 못하고 왕망에게 제위를 선양하여 개조를 허락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자를 아는 사람은 符命을 조작해낼 수 있기 때문에, 부명을 

위조해서 출세를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유행이 되었다. 왕망 또한 사

람들이 멋대로 부명을 이용하는 것에 일일이 응해줄 수도 없었기 때문

에,84) 부명의 조작은 新 왕조 말년에는 이미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2) 符命 비판과 新 왕조의 敗亡

 실제로 符命의 등장이 정치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역사서

의 기술만을 놓고 판단하기 어렵다. 단지, 圖讖 정치라고 불리는 前漢-

新 교체기에도 符命은 결코 거역할 수 없는 天意라기보다는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도구로써 이용되곤 했다.

 王莽이 즉위하게 되어 傳國璽를 청했지만, 元后는 왕망에게 건네주

려 하지 않았다. ……王舜이 알현하자 태후는 그가 왕망을 위해 전국

새를 얻으러 온 것을 알고는 그에게 화를 내며 욕을 했다. “……자

것이며, 언어적인 재이 현상은 조작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板野長八, <班固の

漢王朝神話>, pp.2-4 참조.  

84) 왕망 역시 그것을 싫어했기에, 마침내 尙書大夫 趙並에게 사안을 검토하고 판결하게 하였으

며, 五威將率가 반포한 것이 아니면 모두 하옥시켰다. ……이 때 甄豐의 아들 甄尋은 ……符命

을 만들어서 新 황실은 陜縣을 기준으로 땅을 나누어 두 伯을 세우되, 견풍을 右伯으로 삼고 

太傅 平晏을 左伯으로 삼아 주공과 소공의 고사와 같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망은 즉시 이 

말대로 견풍을 우백으로 배수했다. [견풍이] 관직에 취임하기 위해 서쪽으로 나서는데, 길을 

떠나기 전에 견심이 또다시 符命을 만들어서, 예전 漢 황실 平帝의 황후였던 黃皇室主를 견심

의 아내로 삼으라고 했다. 왕망은 ……분노하며 말했다. “황황실주는 천하의 어머니이신데, 이

게 무슨 말인가!” 견심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견심은 도망치고 견풍은 자살했다. 견심은 方士를 

따라 華山에 들어갔다가 일년 남짓 지나 체포당했다. (莽亦厭之, 遂使尙書大夫趙並驗治, 非五威

將率所班, 皆下獄. ……時子尋 ……作符命, 言新室當分陜, 立二伯, 以豐爲右伯, 太傅平晏爲左伯, 

如周召故事. 莽卽從之, 拜豐爲右伯. 當述職西出, 未行, 尋復作符命, 言故漢氏平帝后黃皇室主爲尋

之妻. 莽 ……發怒曰: “黃皇室主天下母, 此何謂也!” 收捕尋. 尋亡, 豐自殺. 尋隨方士入華山, 歲餘

捕得.)  班固 著, 《漢書 · 王莽傳中》, p.4122-4123. 견심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명에 대한 

왕망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 그가 따를 수 있는 부명과 따를 수 없는 부명을 구분하여 대응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54  兩漢書의 神異 敍事 硏究

기가 동궤짝과 符命을 받아 新의 황제가 되어 역법과 의복 제도를 바

꾸었으면 옥새도 알아서 바꿔 만들어서 萬代를 전해가면 될 것이지, 

이 망한 나라의 불길한 옥새를 어디에 쓰겠다고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냐? 나는 漢 황실의 늙은 과부이고 아침저녁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 옥새와 함께 묻힐테니 끝까지 얻지 못할 줄 알아라!” ……

“신들이 아뢸 말씀이 없습니다. 왕망은 반드시 전국새를 얻으려 할 

것인데, 태후께서 어찌 끝까지 내어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漢傳國璽를 꺼내서 그것을 땅에 집어던져 왕순에게 주었다.85)

 원후는 왕망에게 大司馬의 지위를 수여하면서 황궁으로 불러들인 장본

인이며, 왕망이 그 자신의 의례상의 모친으로 지정하고 聖女로 추앙함으

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용하기도 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왕망이 攝政의 지위를 넘어서려고 한 순간부터 꾸준히 그

의 권력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新의 건립 이후에도 漢의 舊制를 

지키고 있었다는 점에서 漢 황실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다. 현

실적으로 왕망의 卽眞을 막을 권력이 없었을 뿐이다.

 그런 원후는 왕망의 卽眞 과정에서 왕망에 대해, 정확히는 왕망의 사주

를 받은 신하들이 올리는 符瑞에 대한 보고와 그에 따른 왕망의 지위 승

격에 대한 보고들에 의심을 품는다. 정말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의 典例는 어떠한지, 왕망에게 섭황제나 가황

제 같은 지위를 수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신하들에게 몇 번이고 자

문을 구한다. 원후의 태도에서 符命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따위는 찾을 

수 없다. 또한, 전국새를 얻으러 온 王舜 역시 符命이나 天意가 아니라 

時勢를 이유로 전국새를 요청하는 현실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왕망에게 불만을 품고 일어난 반란 역시 전부 제압당하고, 그때마

다 관련자들은 숙청당했으며, 당시의 大儒들의 상당수가 王莽에게 포섭

되어 있었기 때문에 天意에 대한 다른 해석 또한 나올 수 없었다.

85) 及莽卽位, 請璽, 太后不肯授莽. ……舜旣見, 太后知其爲莽求璽, 怒罵之曰: “……且若自以金匱符

命爲新皇帝, 變更正朔服制, 亦當自更作璽, 傳之萬世, 何用此亡國不詳璽爲, 而欲求之? 我漢家老

寡婦, 旦暮且死, 欲與此璽俱葬, 終不可得!” ……“臣等已無可言者. 莽必欲得傳國璽, 太后寧能終不

與邪!” ……乃出漢傳國璽, 投之地以授舜.  《漢書 · 元后傳》, p.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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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 왕조가 건국된 뒤에는 符命은 더욱 강력한 정책 결정 수단으로 활용

된다. 왕망은 부명이 나타나면 그에 맞추어 인재를 선발하고 封爵을 수

여했으며, 周代의 禮制에 맞춰 관직명이나 행정구역명을 변경하고 井田

制의 부활을 시도했다. 新을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를 재편한다는 이유로 

이민족을 탄압하고, 租稅제도를 비롯한 각종 경제정책을 뒤엎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와 관리들의 타락에 힘입어 각지에

서 반란이 일어나고 漢의 再興을 예언하는 讖言이 유행하는데, 이번에는 

厭勝의 수법86)을 이용해서 이것을 막으려고 시도한다. 당연히 厭勝법은 

실패하고 新 왕조는 멸망하게 된다.

 역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新 왕조의 멸망 원인은 정책적인 과오이

다. 학술적인 작업을 통해 선양의 정당성만은 확보했으나 정치적인 기반

이 부족했던데다가, 찬탈에 성공한 후로는 자기편의 참모들을 차례차례 

제거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는 당시 전한 말의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한창 세력이 강해지고 

있던 지방 豪族의 힘을 강제적으로 억누르려고 했다. 이에 더불어 흉노, 

예맥, 고구려 등에 대한 대외 정책과 화폐 개혁정책의 철저한 실패, 행

정적인 무능과 과도한 공포 정치는 그의 멸망을 가속화했다. 결국 말년

에는 정식 군대가 전부 달아나는 바람에 유형수들을 긁어모아 長安을 방

비해야 하는 지경에 처했다.

 정치, 경제에 더불어 군사력까지, 왕망은 어떠한 것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 말년에 매달릴 수 있는 것은 圖讖뿐이었다.87) 반란군을 진

압하겠다며 국자를 주조하면서도 그날 갑작스런 한파에 군대의 3할이 

얼어죽는 것을 무시하는 그 어리석음, 그리고 반란군이 왕궁에 쳐들어오

는 순간까지도 정해진 방위에 앉아 있으면 적이 물러날 거라고 믿고 있

던 마지막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고립된 처지를 대변한다.

86) ‘염승’에서 厭은 壓과 통하여, 주술적인 수단을 통해 적을 제압하는 술법을 통칭한다.

87) 일각에서는 그의 말년의 행태를 狂症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하지만, 그 외에 별다른 구명책이 

없었던 것뿐이라고 생각된다. 막스 베버가 구분한 3가지 지배유형, 전통적 지배 · 카리스마적 

지배 · 합법적 지배로 거칠게 구분하자면, 왕망은 초반에는 카리스마적 지배를 유지하려고 했

지만 마지막에는 전통적 지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막스 베버, 《경

제와 사회》1, pp.412-4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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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漢書》에서는 왕망의 인품과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만큼이나 

圖讖의 수용 및 해석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

가 있다.88) 班固가 《漢書》를 저술한 동기 중 하나가 왕망에 대한 가

치평가에 있었던 만큼,89) <王莽傳>에서는 왕망을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있다. 왕망의 기사를 하나 서술하면 그 말미에는 거의 반드시 그의 성품

에 대한 비하가 들어가는 식이다.90) 이 같은 서술은 符命을 기술할 때

에도 마찬가지이다. <왕망전>에서 왕망과 연관된 부명은 물론 재이 현상

까지도, 거의 대부분이 ‘부명의 조작 – 부명을 신뢰한 정책 입안’ 또

는 ‘정책 입안 – 불길한 조짐’의 구성으로 기록된다. 즉, 반고는 왕망

이 ‘천명을 받았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다른 부명이나 재이를 통

해 지적하고 있다. 왕망이 권력을 잡은 당시에 나타난 다른 ‘진짜’ 들

을 볼 때 하늘은 이미 왕망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었음을 전체적으로 

88) 천치타이(陳其泰)는 반고는 당시의 시대 조류와 다르게 참위설을 부정한 진보적인 학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반고가 역사

적인 세력 변화의 동력을 신의 뜻이 아닌 인간의 정치적인 행동과 민심의 향배 등으로 파악했

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반고가 왕망의 부명 정치를 맹렬하게 비난했다는 것이다. 천치타

이・자오용춘 지음, 《반고 평전》, 제4장 참조.

    천치타이는 반고의 시대에는 참위설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역사를 祭政一致 또는 神政 수준

으로 인식했다고 전제를 깔고 반고를 칭송하고 있지만, 양한 시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왕

망의 符命 정치를 부정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것은 왕망 진영이 天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

지 못했거나 조작했다는 부분에 집중된 비난이고 오히려 왕망 진영이 해석을 가하지 않은 災

異나 妖孼을 진정한 天意로서 제시하고 있다. 진정한 符命은 天命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왕조는 기사회생 할 수 있다는 것이 《漢書》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89) 建武 연간에 이르렀을 때, 司徒掾 班彪가 그 언어가 비속하여 예전 역사의 뒤를 잇기에 부족

하며, 또한 揚雄, 劉歆이 가짜 왕조인 新을 칭찬하고 추켜세웠기 때문에 후세를 잘못되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니 후대에까지 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옛 일들을 모으고 

각기 다른 소문들을 두루 모아서 《後傳》 65편을 지었다. 그 아들인 班固는 아버지가 서술한 

것이 일가를 이루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고조 황제부터 시작하여 王莽으로 끝냈으니 12대, 

230년이다. (至建武中, 司徒掾班彪, 以爲其言鄙俗, 不足以踵前史. 又雄、歆褒美偽新, 誤後惑衆, 

不當垂之後代者也. 於是採其舊事, 旁貫異聞, 作後傳六十五篇. 其子固以父所撰未盡一家, 乃起元

髙皇, 終乎王莽, 十有二世, 二百三十年.) 劉知幾 著, 《史通全譯 下》, pp.54-55 및 유지기 지

음, 포기룡 통석, 이윤화 옮김, 《사통통석 3》, pp.87-92 참조. 《後漢書 · 班彪列傳》의 관련 

부분에는 ‘又雄、歆褒美偽新, 誤後惑衆, 不當垂之後代者也.’는 보이지 않는다.

90) 반대로 반고가 왕망을 흠모하여 그의 전기를 기록하기 위하여 《漢書》를 집필했다는 의견도 

있다. 왕망이 유학의 지위를 선양했고 왕씨와 반씨 가문은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반고 역

시 그를 존경했을 것이 틀림없으며, 왕망의 가계를 자세히 기술한 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왕망이 新을 建國한 전후 관계를 설명하려는 목적 때문에 반고가 《漢書》를 저술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카다 히데히로 지음, 《중국의 역사와 역사가들》, 2장 참조. 이 연구에서는 《漢

書》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왕망을 폄하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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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고 있는 것이다.91)

 왕망 정권이 무너진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漢書》의 기술을 따를 

때, 왕망의 잘못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진짜 天

意와는 상충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조작한’ 부서를 기반으로 정치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漢書》에서는 왕망의 권력 획득 과정 및 新의 각

종 정책에 관련되어 공표된 符命들을 거의 전부 ‘조작’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조작을 한 사람과 그 의도까지 기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단

지 ‘넌지시 말했다[風]’고만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왕망 시기의 신하 

채용에 대한 기록 역시 마찬가지이다. 조작한 부명에 의해 관직에 앉은 

부하들은 天意에 부합하는 人選이 아니고, 바로 그 때문에 백성들은 秦 

때와 마찬가지로 학정에 시달리며 괴로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단지, 반고가 神異의 조작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

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司馬遷의 《史記》에도 

수록되어 있는 漢 高祖의 유명한 斬龍 故事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 斬龍 故事의 내용은 고조가 패공이던 시절, 밤중에 길을 걷다가 

커다란 흰 뱀을 베어 죽였는데, 이후 정체 모를 늙은 여인 또는 神母가 

‘赤帝의 아들이 白帝의 아들을 죽였다’고 우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고조는 자신의 受命을 자부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劉邦을 赤帝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점에서 오히려 세련된 五德終始說로 가다듬어지기 

이전의 형태를 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92) 그럼에도 불구하고 《漢

91) 이타노 쵸하치가 <班固の漢王朝神話>에서 《漢書》의 <高帝紀>, <外戚傳>, <元后傳>, <王莽

傳>을 분석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반고는 漢 왕조가 도참이 계시한 하늘의 뜻에 부응하여 

이를 완전히 실현해 낸 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 동시에 後漢 시기의 학자였

던만큼, 그는 讖緯가 정치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부정하려는 의사

조차 보이지 않는다.

92) 漢은 堯의 후손이 세운 火德의 왕조라는 설이 나온 것은 成帝期 왕망과 유흠에 의해서이며, 

그것이 정설로 결정되고 火德에 맞춰 의례와 복식을 제정한 것은 광무제 건국기이다.

    이 때문에 이타노 쵸하치는 ‘적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兵器라는 뜻으로 유방이 아닌 유

방이 가지고 있는 검을 가리킨다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는, 전한 초기에 漢에서 五德終

始說에 의한 왕조 순환의 개념이 자리를 잡기 전이었기 때문에, 용의 색상보다는 ‘용을 베어 

죽였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던 이야기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참룡 고사가 실제로 일어

났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일단 論外로 한다.

    敖英이나 凌稚隆 같은 경우도 이 이야기의 신빙성에는 의문을 표한 바 있다. 敖英曰 : 或問, 

沛公斬蛇神, 母夜哭信然乎? 予曰, 適然□蛇而斬之, 無是怪者. 迺若神母夜哭竊疑沛公族老嫗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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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에서 이 이야기를 <高帝紀>의 서두에 기술한 것은 민간에서 나온 

天子에 대한 정당성 부여의 의미가 강했다. 《漢書》에서 부서의 조작이

나 진위 여부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

으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제국을 예언하는 것이면 진짜 부서

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작된 부서이다. 물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유씨가 지배하는 漢 왕조이므로, 결과적인 기준은 劉漢에 도

움이 되느냐 아니냐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고가 ‘왕망의 부명 정치’에서 부정하려 한 것은 ‘부명 정치’라기

보다는 ‘왕망의’ 쪽이다. 반고는 天譴의 존재 또는 天命에 대한 불신

이을 드러낸 적이 없고, 왕망의 정치가 조작된 부명에 의지해 있었고, 

왕망은 道士나 方士를 총애하였으며 그들의 말을 따라 厭勝을 시행하였

음을 꾸준히 강조했다. 부명 정치를 災異나 怪異의 출현을 통해 부정하

는 것은 神異 전체를 부정하는 태도라고는 볼 수 없다.

 天人相關의 원칙 하에서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긍정하는 태

도는 《漢書》의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災異說과 관련된 사

례가 기록된 열전의 중심인물 중 상당수는 당시 사회의 권력자들이고, 

이들은 漢의 정당한 황제가 아니지만 황제와 같은 권력을 휘두른다. 그 

몰락을 예언하는 것이 위와 같은 불길하다고 규정된 현상들이다. 즉, 반

고는 漢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제거하는 것은 틀림없는 天意라고 주장하

고 있다. 그러므로 《漢書》에서 부정하려 한 것은 天意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조작된 부서뿐이었지 모든 符瑞는 아니었다.

 왕망 정권이 天意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두 번째의 이유는 ‘진짜’ 

부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진짜’ 부서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왕망의 섭정기에도, 통치기에도 天意를 나타

내는 진짜 부서로 추정되는 현상은 여러 번 등장한다. 하지만 왕망이나 

그의 신료들은 天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기술되어 있다.93) 이

又嗾人告焉. 使神其事以鼓西向之氣爾觀田單守墨而天神下降陳勝首□而魚腹獻丹書類可槩見. 隆按 

: 斬蛇夜哭詐耶, 則流火之鳥, 躍舟之魚自古已然矣. 矧東南天子氣五星聚東井種□奇異是可人力致

乎. 蓋天生一代□君, 自宜持有非常之兆以開其始恐不可以天神魚腹之詐而遂槪疑之也.《漢書評林 · 

高帝紀上》. 원문 중 □는 인쇄 상태의 문제로 식별할 수 없는 글자이다.

93) 傳車를 탄 사자가 군국을 거쳐 가는데 하루에 십여 무리나 되었지만, 창고에는 그들에게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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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新에는 天意의 해석을 도울 만한 지식인의 존재가 없었다는 반고의 

판단을 반영한다. 天意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大儒의 능력인데, 

왕망은 儒家의 지지를 받아 제위에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국 초기의 

숙청 과정에서 劉歆을 비롯한 학자들을 멀리하고 方士들과의 교유에 열

중하여, 마지막까지 儒家의 ‘제대로 된’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때문에 新은 멸망하고, 天命은 다시 劉氏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것은 결국 조작된 符命을 통한 잘못된 인재의 채용과 일맥상통한다. 

新이 건국된 이 시기, 각종 神異 현상의 해석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儒家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고, 실제로는 유가 또한 전한 시기를 

거치면서 제국 경영에 대한 경험이 쌓여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왕망 역시 그와 같은 ‘올바른 관리’들을 채용해서 그들의 간언

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왕망은 자질을 갖춘 현인들을 重

用하지 않았다.94) 제대로 된 인재에게 권력을 주지 않은 것이 新의 멸

망 원인 중 하나라고 《漢書》는 주장하고 있다. 초기에 왕망은 다수의 

곡식이 보이지 않았고 전거에는 말을 채울 수도 없어서, 가는 길의 수레와 말을 세금으로 징발

하고 백성들에게 조달하게 했다. 7월, 큰 바람이 불어 王路堂을 훼손했다. 다시 글을 내렸다. 

“……옛날 符命의 문장에서 王安을 新遷王에 세우고 王臨은 낙양에 봉국을 정해주고 統義陽王

으로 삼으라 했었다. ……임오일, 세찬 바람이 왕로당의 서상과 후각의 갱의중 방을 훼손시켰

다. 昭寧堂 연못 동남쪽 느릅나무는 크기가 10圍인데 동쪽으로 기울어서 東閣에 부딪쳤으니, 

동각은 바로 동영항의 서쪽 울타리이다. 모두 무너지고 부서져 와해되었으며 지붕을 날리고 나

무를 뽑았기에 짐은 매우 놀랐다. 또한 候官이 달이 心星의 앞쪽 별을 침범했다고 상주하였는

데, 이렇게 점을 친 것이 있으니 짐은 매우 근심한다. 삼가 <紫閣圖>의 문장을 생각해 보건대, 

太一과 黃帝가 모두 상서로운 징조를 얻어 신선이 되었으며 후세의 훌륭한 군주가 종남산에 

올라야 한다고 하였다. ……이 잘못을 깊이 생각해보니 이름이 잘못된 것에 따른 것이다. 왕안

을 신선왕으로 세우고 왕림은 통의양왕으로 세워, 두 아들과 천억 명의 자손을 보전하고, 바깥

으로는 四夷를 물리치고 안으로는 中國을 평안하게 하기를 바라노라.”(乘傳使者經歷郡國, 日且

十輩, 倉無見穀以給, 傳車馬不能足, 賦取道中車馬, 取辦於民. 七月, 大風毁王路堂. 復下書曰: 

“……昔符命文立安爲新遷王, 臨國雒陽, 爲統義陽王. ……壬午, 列風毁王路西廂及後閣更衣中室. 

昭寧堂池東南楡樹大十圍, 東僵, 擊東閣, 閣卽東永巷之西垣也. 皆破折瓦壞, 發屋拔木, 予甚驚焉. 

又候官奏月犯心前星, 厥有占, 予甚憂之. 伏念紫閣圖文, 太一、黃帝皆得瑞以僊, 後世襃主當登終

南山. ……深惟厥咎, 在名不正焉. 其立安爲新遷王, 臨爲統義陽王, 幾以保全二子, 子孫千億, 外攘

四夷, 內安中國焉.”)  班固 著, 《漢書 · 王莽傳下》, pp.4158-4161.

   이 상황이 <五行志>에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술의 맥락 상 大風은 왕망의 잘못된 통치

를 지적하는 이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왕망은 그의 아들들에게 적합한 작위를 주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여 아들들을 公으로 봉한다.

94) 《後漢書 · 逸民列傳》 등에는 왕망 통치기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피해서, 또는 新 왕조의 정

당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속세에서 숨어 있던 다양한 현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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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섭정이 되었고, 예법에 대한 논쟁을 빌미로 

정치적인 대항 세력을 소외시키기도 했으며, 辟雍이나 明堂을 건립하는 

등 유가의 理想이라는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과도할 정도로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가짜들”에

게 天爵을 부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에 대한 반발로 지식인들은 왕

망의 곁을 떠나게 된다.

 劉歆과 왕망의 거리 관계를 통해서 이처럼 왕망과 儒家의 방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왕망이 유학자들의 지지를 얻고 그들의 세력을 발판으

로 출세할 수 있었던 과정에서 그에게 이론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준 것

이 바로 유흠이었다. 유흠은 처음에는 왕망과 함께 劉氏와 王氏의 선조

를 ‘발굴’해내기도 했으며, 왕망에게 儀禮 등에 관한 학술적인 자문을 

주기도 했다. 유흠의 딸이 왕망의 아들과 결혼한 사돈 관계이기도 했다. 

<劉歆傳>에서도 유흠과 왕망이 黃門郞 동기였기 때문에 친한 사이였고, 

그래서 왕망이 태후에게 유흠을 추천하여 그가 중앙 관직으로 돌아왔다

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유흠은 왕망이 황제가 된 뒤로 점차 사이가 멀어

지게 된다. 반고는 유흠을 비롯한 왕망파의 유가 학자들에게 漢을 멸망

시키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는, 왕망이 유흠

의 자식들을 처형한데다가95) 부명을 위조한 다른 신하들과 비슷한 수준

의 권력밖에 갖지 못했던 데 대해 불만을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당시 

세간에서는 유흠을 新 왕조를 전복시키고 다시 漢을 건립할 사람으로까

지 인식했다고 한다.96) 결국 왕망은 황제가 되자 유학자들의 지지를 잃

게 되었다. 그 때문에 온갖 재이 현상이 新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다고, 반고는 판단하고 있다.

95) 앞서 기술한 견풍과 견심 부자의 부명 위조 사건에서, 체포당해 온 견심의 진술로 인해 유흠

의 아들인 당시 시중 東通靈將 五司大夫 隆威侯 劉棻, 그 동생인 右曹長水校尉 伐虜侯 劉泳 및 

유흠의 문인인 侍中 騎都尉 丁隆 등이 연좌되었다. 劉棻은 幽州로 유배되고 丁隆은 羽山에서 

처형당한다. 이후 新 地皇 2년, 왕망의 아들 王臨은 왕망이 총애한 비첩과 자신이 사통한 것이 

들통날까봐 반역을 계획했다. 이 때 왕림의 부인 愔이 유흠의 딸이었는데, 점성술로 궁중에 喪

이 생길 것을 예언했다. 반역이 발각되자 왕망은 왕림에게는 사약을 내리면서 유흠에게는 愔의 

점성술이 반역을 부추겼다는 조서를 내렸고, 愔은 자살했다.

96) 《後漢書 · 光武帝紀》 참조. 당시 ‘劉秀當天子’라는 참언이 유행했는데 사람들은 참언에서 말

하는 劉秀가 劉歆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흠은 建平 元年에 이름을 秀로 바

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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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왕망의 敗因은 단순히 天意에 대한 오해만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

듯이 왕망에게는 정치적인 기반 세력이 없었고, 행정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었으며, 부패한 관리들을 제압할 능력도 없었다. 古制에 기반했다는 

행정구역 구분과 地名, 官名은 거의 매년 바뀌어서 행정상의 혼란을 야

기했고, 재정 파탄 때문에 관리와 봉후들은 봉급을 받지 못해 굶는 사태

까지 벌어졌다. 漢의 멸망 후 10년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왕망의 통치자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나타

낸다. 이와 같은 무능력함은 왕조 말기로 갈수록 더욱 두드러져, 厭勝法

을 위해 哭聲 컨테스트를 개최하여 관리를 선발하고 전국의 奇人들을 끌

어모아서는 軍의 위세를 세웠다고 착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정책 전부가 圖讖이나 재이 현상과 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정치적 참패의 방향 설정이 圖讖이라는 불확실한 것에 기대어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왕망이 믿은 도참의 원리와 신비주의적인 현상

이 실제 정치에 대한 판단보다 우선했다는 점에서, 왕망 정치의 실패는 

곧 도참 정치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반고는 왕망 시기에 대한 역사 기술 전체를 통해서 천명을 받아서 그것

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참위나 술수 등 天譴의 해석에 능통한 지식인

이 황제의 보좌역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기존의 관리들이 도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 大儒를 등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참

의 해석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

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신하가 곁에 없다면 

황제의 성품이 온화하고 교양이 뛰어나든, 罪己詔를 남발하는 겸허한 성

격이든, 또는 새로운 인재를 애타게 찾아 헤매든, 國運은 사양길에 접어

들고 天命은 옮겨가기 시작한다고 여긴 것이다.

 결국 新 왕조의 짧은 부명 정치는 왕조의 멸망이라는 완전한 패배로 막

을 내렸다. 이 시기에 新은 황제가 몸소 符命이나 圖讖의 해석을 관리하

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시도는 실패했고, 天命에 대한 정당성은 다양한 

인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되어 있었다. 초기 符命을 조작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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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제위에 오른 왕망으로서는 마찬가지로 조작된 부명들을 거부하기가 

어려웠고,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은 제각기 원하는 대로 부명을 

만들어서 가져다 바치곤 했다. 이에 왕망은 오위장 왕기 등을 시켜 선포

한 《符命》 42편을 기준으로 하여 올바른 부명과 그렇지 않은 부명을 

나눔으로써 부명과 도참에 관한 지식의 해석권을 독점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바로 그 해에 甄尋의 符命 위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명 위

조의 기세가 약해졌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시기에 제국은 더 이상 지배자 개개인의 품성에 의해 좌우되는 국가

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반고는 제국이란 군주라는 

개인이 아니라 통치 체제에 뒷받침되는 시스템이고, 천명을 받은 정당한 

군주와 그를 보필하면서 天命을 해석해 주는 신하들 간의 적절한 간언과 

조처의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유지되는 기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97) 

군주의 인품만큼이나 그 곁의 諫臣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전한 말 동한 초의 사람들에게는 상식이 되어가고 있었다.

(3) 後漢 건국 세력들의 自己正當化

 新 말엽에는 다시 符命보다는 해석이 모호한 圖讖들이 나타나게 된다. 

지나치게 노골적인 부명이 위엄을 잃었다는 것은 문제였지만, 그렇다고

는 해도 한번 문자의 영역에 들어선 符命이 다시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災異나 怪異로 돌아가는 일은 쉽지 않아서, 결국 符命은 破字

나 同音異義語 등을 이용하여 지시 대상을 얼버무리는 방식으로 변화해 

나갔다. 결국, 과거에 그러했듯이 미래에 대한 예언들은 다시 자의적인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왕조 교체기에 나타난 도참들 중에서 국가의 운명을 예언한 것으로 인

정될 도참들이 왕조 교체기에 나타났을 때, 이 도참들은 혁명 또는 改朝

97) 여기에서 천명이 漢에 있다는 것을 의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반고의 개인적인 경향이나 당시 

시대의 영향이 강했을 것이다. Clark은 <王命論> 등을 근거로 하여 반고 부자는 五行說을 다

소 모순적으로 수용하여 劉漢 왕조가 天命을 받은 정당한 왕조이며 또한 새로운 왕조로의 교

체 없이 영원불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석한 바 있다. Andrew Clark, Ban Gu’s history 
of Early China, pp.164-166, 172-1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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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게 된다. 符瑞의 등장은 물

론이고, 재이나 요얼의 출현 또한 현 정치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으로 인

식되어 혁명을 정당화한다. 新의 멸망으로 符命 정치가 실패한 뒤였지

만, 符命은 물론이고 讖緯나 災異說의 정치적 영향력은 그 전에 비해 크

게 약해지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 같은 광범위한 神異 현상을 

내세운 議論이 前漢 시기부터 효율적인 정치적인 무기로 증명되었기 때

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앞서 보았듯이 先例를 매개로 하여 異常 현상

을 해석하는 해석 체계 덕분에 왕망의 비참한 실각이 결코 災異說이나 

天人相關의 원리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일부 학자의 경우는 양한 교체기에 나타난 神異 현상들은 

민심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강했다고 주장을 하기

도 한다. 물론 이 시기가 神異에 대한 믿음이 일반 백성들에게도 광범위

하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나타나는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 왕망 

시기 黃龍이 떨어져 죽었다는 소문에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들기도 했

고, 西王母의 再臨을 믿으며 단체 행동을 하다가 제압당한 백성들도 있

었다. 그 같은 백성들은 지금 세상의 재난을 天譴으로 인지하고 다시 살

기 좋은 옛날, 즉 劉漢 황실의 지배를 받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이 열망은 劉氏 再興을 알리는 讖言 또는 부명의 형태로 세상에 

퍼져 나간다. 新-後漢 교체기의 다양한 起義 세력들이 저마다 유씨를 

끌어들여 지도자나 황제로 추종한 것 역시 그 당시 민심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98)

 단지 그렇다고 해서 참위나 부명 등의 神異가 반드시 민심과 연관이 되

는 것만은 아니고, 新-後漢 교체기의 신이가 무조건 劉漢 재림을 예언

98) 경시제 유현 외에도 劉盆子를 황제로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광무제의 죽은 형인 유연

을 차기 황제로 추종하려던 세력도 있었던 등, 新-後漢 교체기에 새로운 황제의 후보로 거론된 

유씨 세력이 여럿 존재했다. 상당수의 호족은 일단 유씨를 앞세워 두면 기의의 정당성과 민중

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유씨의 존재에 신경을 쓰지 않은 기

의 세력 또한 존재했던 점에서 유씨의 존재가 절대적인 의의를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야스이 코잔은 왕망의 符命과 그 외의 緯書의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로 ‘민심과의 괴리’를 꼽

고 있다. 대부분의 緯書가 漢 왕조의 재흥이나 부흥 등을 원한 것이 민심의 반영이라는 것이

다. 그러나 필자는 타이라 히데미치가 ‘야스이 코잔이 劉漢 재흥을 너무 의식하여 전 · 후한 교

체기의 緯書에만 집중한 결과 민심의 반영에 대하여 과장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한 쪽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平秀道, <後漢光武帝と図讖>, pp.80-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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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민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부명 또한 존재했

다. 《後漢書·祭遵列傳》에서는 符命만을 믿고 기의했다가 토벌당한 세

력들의 기록을 볼 수 있다.

 먼저 建武 2년(CE 26), 祭遵은 新城縣 蠻中의 산적인 張滿을 토벌했

다. 제준이 장만의 식량 보급로를 끊었지만 장만은 厭新, 柏華 지역의 

잔당과 힘을 합쳐 霍陽聚를 탈취했고, 이듬해에야 생포되었다.

 처음에 장만은 천지에 제사를 지내면서 스스로 왕이 될 것이라고 이

야기했었는데, 사로잡힌 뒤에는 탄식하며 말했다. “讖文이 나를 그

르쳤구나!” 제준은 장만을 베고 그의 처자도 살해했다.99)

 그 때 장만이 언급한 참문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

다. 실제로는 그와 같은 符命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광무제가 왕망 시기

의 도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단

지 장만이 말한 참문이라는 것이 최소한 그 당시 장만과 그의 측근들에

게 있어 예언으로 인지하여 믿고 따를 만한 어떤 요소를 포함하는 글이

었음은 짐작이 가능하다.

 장만은 주위 지역의 산적들과 연합하여 어느 정도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賊에 해당한다. 혼란기를 이용하여 천연 요새에 틀

어박혀 백성들을 해치는[屯結險隘爲人害] 행위를 자행했고, 그 결과 광

무제군의 토벌 대상이 되었다. 본인은 天地에 제사를 지낸다는 왕의 특

권을 과시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광무제가 공손술과 같은 강력한 정치

적인 라이벌과 대립하기 전에 정리해야 했던 지방의 군소 세력 중 하나

에 불과했을 것이다. 장만이 내세운 ‘참문’에 민심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 張豐은 方術을 좋아했는데, 어떤 도사가 장풍이 천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오색 빛깔의 주머니로 돌멩이를 싸서 장풍의 팔꿈

99) 初, 滿祭祀天地, 自云當王, 旣執, 嘆曰: “讖文誤我!” 乃斬之, 夷其妻子.  范曄 著,《後漢書 · 祭

遵列傳》, p.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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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묶어 주면서 돌 안에 옥새가 있다고 하였다. 장풍은 그 말을 믿

고 결국 반란을 일으켰다. 사로잡혀서 목이 베이게 된 뒤에도 여전히 

“팔꿈치에 매단 돌에 옥새가 있다”고 말했다. 제준이 몽둥이로 그

것을 부수자, 장풍은 그제야 자신이 속아 넘어간 것을 알고 하늘을 

우러르며 탄식했다. “죽어 마땅하구나, 원망할 것도 없다!”100)

 마찬가지로 제준에게 토벌당한 涿郡 태수 張豐 역시 비슷한 경우이다. 

장풍은 옥새가 하늘의 뜻을 지시하는 符命이라고 믿고 반란을 일으켰다

가 실패하고, 문제의 옥새가 부서지자 그것이 符命이 아니라는 것을 깨

닫고 나서 자신의 야망을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

치적인 열세와 민심이 따르지 않는 상황 등의 현실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符命의 존재를 자신의 필연적 승리의 증거로 생각하고 싶어했

던 어리석은 인물이 존재했다는 부분에서 符命에 대한 당시의 믿음을 알 

수 있다.

 후한 건국 초, 광무제 유수와 公孫述이 각자의 참위에 기반하여 벌인 

정당성 다툼 역시 讖緯가 난립하던 혼란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公孫述 역시 符命, 鬼神, 瑞應에 관한 일들을 좋아해서 제멋대로 讖
記를 인용했다. 孔子가 《春秋》를 지어 赤制를 만들면서 12公에서 

중단하고 漢이 平帝 12대에 이르러서 曆數가 다하였으니, 하나의 姓
이 다시 天命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한 《錄運法》에서 “廢昌帝, 立公孫.”이라고 한 것과 《括地象》에

서 “帝軒轅受命, 公孫氏握.”이라고 한 것을 인용했다. 《援神契》에

서 “西太守, 乙卯金.”이라고 했는데, 서쪽의 太守가 卯金을 억압하

고 단절한다는 말이라고 보았다. 五德의 운으로 보면 黃이 赤을 잇고 

白이 黃을 계승하는데, 金은 서쪽에 근거하고 白德에 해당하므로 王
氏를 대신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를 얻는 것이다. 또 스스로 말하기를 

손금에 특이한 점이 있고, 용이 興하는 符瑞를 얻었다고도 했다. 종종 

100) 初, 豐好方術, 有道士言豐當爲天子, 以五彩囊裹石繫豐肘, 云石中有玉璽. 豐信之, 遂反. 旣執當

斬, 猶曰: “肘石有玉璽.” 遵爲椎破之, 豐乃知被詐, 仰天嘆曰: “當死無所恨!” 范曄 著, 《後漢書 · 

祭遵列傳》, p.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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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에 글을 돌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바랐다. ……광무

제는 근심하다가 공손술에게 서신을 보내어 말했다. “圖讖에서 ‘公
孫’이라고 말한 것은 宣帝를 말하는 것이다. 漢을 대신하는 것은 當
塗高인데, 그대가 어찌 高에 해당하는 몸이겠는가? 게다가 손금을 瑞
兆라고 하다니, 王莽이라도 어찌 흉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대가 나를 

賊臣亂子라고 비난하는데, 상황이 급하자 사람들이 모두 그대를 섬기

고 싶어할 뿐이지, 수를 따질 만한 것은 아니다. 그대의 나날은 이미 

떠나갔고 처자식은 약하고 어리니, 서둘러 계획을 정해야 근심거리가 

없을 수 있을 것이다. 天下라는 神器는 힘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아

니니, 그만두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公孫皇帝”라고 

서명했다. 공손술은 대답하지 않았다.101)

 타이라 히데미치의 연구에 따르면 사실 起義 초기에는 광무제 역시 도

참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유백승 밑에서 활동을 하면

서 점차 도참이 가지는 위력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적복부에 의지하여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공손술과는 圖讖을 인용한 선전전을 벌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광무제의 정당성을 보증해 주는 도참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다. <光武帝紀>와 <이통전>의 “劉氏復興, 李氏爲輔”, <등신전>의 

“劉秀當爲天子”가 있다. 이 “劉秀當爲天子”는 《宋書 · 符瑞志》에

는 <光武帝紀>의 “劉秀發兵, 捕不道, 卯金修德, 爲天子”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河圖赤伏符》의 일문으로 추정되는‘적복부’도 있는데 

<광무제기>의 4구는 적복부의 일부였을 가능성도 남아있기는 하다. 따

라서 부명은 4종류가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2개 계통의 변형이고 2개 계

통 모두 왕망의 치세 하에 성립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102) 공손술은 

101) 述亦好爲符命鬼神瑞應之事, 妄引讖記. 以爲孔子作春秋, 爲赤制而斷十二公, 明漢至平帝十二代, 

曆數盡也, 一姓不得再受命. 又引錄運法曰: “廢昌帝, 立公孫.” 括地象曰: “帝軒轅受命, 公孫氏握.” 

援神契曰: “西太守, 乙卯金.” 謂西方太守而乙絶卯金也. 五德之運, 黃承赤而白繼黃, 金據西方爲白

德, 而代王氏, 得其正序. 又自言手文有奇, 及得龍興之瑞. 數移書中國, 冀以感動衆心. ……帝患之, 

乃與述書曰: “圖讖言‘公孫’, 卽宣帝也. 代漢者當塗高, 君豈高之身邪？ 乃復以掌文爲瑞, 王莽何足

效乎! 君非吾賊臣亂子, 倉卒時人皆欲爲君事耳, 何足數也. 君日月已逝, 妻子弱小, 當早爲定計, 可

以無憂. 天下神器, 不可力爭, 宜留三思.” 署曰“公孫皇帝”. 述不答. 范曄 著, 《後漢書 · 隗囂公孫

述列傳》, p.538

102) 平秀道, <後漢光武帝と図讖>, 4장 및 9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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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민심을 끌어들이려고 했다.

 여기에서 공손술이 주장한 孔子가 赤制를 만들었다고 할 때의 赤制는 

‘漢 황실의 시스템’이라는 의미로, 실질적인 통치 구조보다는 원형

(archetype) 또는 理想型에 가깝다. 공자가 漢은 12公만에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春秋》가 12公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전-후한 교체기에 종종 등장하는 說이다. 前漢은 平帝까지로 해서 12대

가 지났으니103) 漢의 赤運은 끝났고, 그 다음의 성씨가 지배하는 다른 

國運의 왕조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후한 교체기에는 漢은 火德이고 新은 土德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 

시점에 공손술이 서쪽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白德의 왕조를 건립했으므

로, 五行相生의 원리에 따라 왕조가 순환하게 된다. 한편 광무제는 新을 

왕조로 인정하지 않고 前漢을 그대로 계승하여 火德을 정립했다. 前漢 

末부터 漢의 國運이 다했다, 다시 天命을 받아야 한다라는 설이 유행하

다가 실제로 왕망이 新을 건국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공손술의 國運交替

說 역시 광무제의 漢繼承說만큼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공손술은 손금이 특이했고, 용이 나타났다는 符瑞 또한 내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성이 公孫이라는 이유로 《錄運法》, 

《括地象》 등의 緯書가 자신의 즉위를 예언하고 있으며, 자신이야말로 

新의 뒤를 이을 受命 황제라고 사람들에게 선전을 했다.

 이에 대하여 광무제가 내세운 반론은 공손술의 도참 해석이 잘못되었다

는 것이다. 광무제는 위서들이 말하는 ‘公孫’은 宣帝이며 그의 후계자

인 자신이 公孫皇帝라고 주장한다.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으나, 前漢 

昭帝기에 “公孫病已立”이라는 讖言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 시기의 

학자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는데, 宣帝가 즉위한 뒤 이 문

장은 “公의 孫인 病已가 즉위한다”는 뜻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

다. 宣帝는 무고의 난에서 목숨을 잃은 衛太子의 손자로, 病已라는 이름

을 쓴 적이 있다. 그에 부수되어 나타난 몇몇 妖孼까지 포함하여, 이 시

103) 이 경우 전한 초기의 황제는 高祖, 惠帝, 高后, 文帝로 이어져 내려간 것으로 계산한다. 高后

의 집권기에는 형식적으로 前後少帝가 즉위하기는 했지만, 전후소제의 재위기는 高后 1대로 계

산해야 수가 맞는다. 현행본 《漢書》의 本紀 역시 12권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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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나타난 神異 현상들은 민간에서 帝位에 오르는 자가 나오고 끊어진 

혈통이 이어질 것임을 예언한 말이고, 前漢의 실제 皇統에 天命을 부여하

는 讖言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광무제는 公孫이란 전한 황실을 가리키

는데도 공손술이 이미 실현이 끝난 참언을 억지로 끌어왔다고 비판한다.

 이에 덧붙여 漢을 멸망시키기로 緯書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은 當塗高라

는 것이 두 번째 반론이다. 當塗高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광무

제는 이를 ‘塗高임이 마땅하다/해당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했고, 공손

술은 塗高가 아니라고 반박한다.104)

 이처럼 후한 건국기에는 다양한 진영에서 讖緯나 符命, 도참 등을 이용

해서 자신들의 受命을 증명하고 정당성을 선전하는데 이용했다. 이 같은 

도참은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재활용된다.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이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이상 모든 符命과 讖緯

가 민심을 반영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105) 그러나 동시에, 爲

政者들이 꾸준히 神異 현상을 내세웠다는 것은 그 같은 현상의 存在有無

에 따라 흔들리는 지지층이 존재했다는 사실 역시 나타낸다.

104) 《華陽國志》에 의하면 광무제는 답신에서 《西狩獲麟讖》이라는 위서를 인용한 것이다. 

《後漢書》에서는 緯書의 제목을 밝히고 있지 않다. 구지에강, 《중국 고대의 방사와 유생》, 

pp.199-201 참조.

    지시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도고’ 참언 역시 훗날 曹魏가 後漢의 정당한 후계

자를 자임하는 과정에서도 재이용된다. 이 외에도 郎顗 같은 학자는 曆數를 따져서 아직 緯書

에서 예언한 멸망의 때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范曄 著,《後漢書 · 郎顗列傳》, 

pp.1065-1066 참조.

105) 단지, 兩漢書에서 발생 경위를 알 수 없이 ‘당시에 유행했다’고 전해지는 일부 讖謠나 예언

의 경우는 實現 여부가 어찌 되었든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예언

의 성격이 강한 讖謠는 왕조 교체나 民亂 등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을 때에만 드물게 나

타나는 편이다. 讖謠의 예는 양한서를 통틀어도 많지 않다. 전한 成帝期에 유행한 ‘창랑근 노

래’는 훗날 황후 조비연이 성제의 자식을 죽일 것을 예언했다고 해석되고 있으며, 후한 獻帝期

에 베장수가 ‘布입니다!’를 외치며 돌아다닌 것이 董卓이 呂布에게 살해당할 것을 암시한 노래

로 해석되고 있다.

    예언적 성격은 없어도 민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兩漢書에 기록되어 있는 노래나 소문은 

자주 나타난다. 백성들이 관리의 치적을 평가하거나 부패한 관리들을 풍자하여 부르는 이 같은 

노래 및 소문들은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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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圖讖과 後漢의 정치 체제

 光武帝 劉秀가 후한을 재건한 혁명은 도참 혁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광

무제는 기존의 호족 세력을 등에 업고 後漢 건국에 성공하고, 정치적인 

승세가 어느 정도 확보된 이후에는 赤伏符를 위시한 도참의 등장을 계기

로 제위에 올랐다. 현실적인 정치 권력에 바탕하고는 있지만 표면적으로 

符瑞의 권위를 빌어 後漢을 건국한 이후로 한동안, 후한에서 참위 사상

은 정치 및 학술과 접목되면서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 때문에 《後漢

書》에 나타나는 神異 현상들은 《漢書》에 비해 좀 더 정치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桓譚이나 王充, 張衡, 尹敏 같은 일부 학자들이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는 있지만 당시의 主流는 아니었다. 반대로 王梁

과 같은 경우 참위의 목록과 이름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大司空이 되기도 

한다.106) 또한, “赤九會昌”에 맞추어 전한 성제, 애제, 평제의 제사를 

장안으로 옮겨오고 靈臺의 건립 역시 도참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다.107) 

광무제 말년에는 직접 도참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조처는 

참위에 대한 종교적 신뢰에서 기인했다기보다는 그것이 보장하는 後漢의 

정당성과 권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108)

 明帝期에는 참위에 근거하여 예악 제도를 재정비하고 圖讖을 바탕으로 

106) 즉위를 하게 되자 대사공을 선발하려고 의논을 했는데, 赤伏符에서 “호위를 주관하는 王梁

이 玄武가 되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량을 발탁하여 대사공에 배수하고 무강후에 봉했다. 

(及卽位, 議選大司空, 而赤伏符曰“王梁主衛作玄武”, ……於是擢拜梁爲大司空, 封武强侯.) 范曄 

著, 《後漢書 · 王梁列傳》, p.774

107) 平秀道, <後漢光武帝と図讖>, 5. 참조.

108) 후대에 많은 학자들에게 비난을 받게 된 ‘孔子가 漢의 건국과 재건을 예언했다’는 緯書의 사

상은 이러한 배경 하에 완성되고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魯 哀公 14년, 공자가 밤에 三槐의 사이, 豊 · 沛 지역에 붉은 연기가 일어나는 것을 꿈에

서 보고, 顔淵과 子夏를 불러서 가서 그것을 보려고 하였다. 수레를 달려 楚 서북쪽 范氏街에 

이르렀는데 芻兒가 기린을 잡아 그 왼쪽 앞다리를 상처 입히고 땔나무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

는 것을 보았다. ……공자가 말했다. ‘천하에 이미 주인이 있다. 赤劉이며, 陳 · 項이 보좌가 된

다. 五星이 歲星의 뒤를 쫓아 井에 들어갈 것이다.’ ……공자가 달려가자 기린은 그 귀를 늘어

뜨리고 3卷의 圖를 토했다. 너비 3寸, 길이 8寸으로 권마다 24字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赤劉

가 당연히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했다. ‘周 멸망하고 赤氣 일어나 크게 耀興하다. 玄丘 命을 制

하고, 帝는 卯金이 된다.’” 沈約 著, 《宋書 · 符瑞志上》, p.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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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經을 정비했으며, 章帝期에도 참위에 의거하여 예악을 정비하는 한편 

백호관 회의를 열어 緯書를 경학과 함께 논의한다. 훗날 《四庫全書提

要》에서 《五經正義》에 연관하여 설명한 학문으로서의 緯學은 이 시기

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위학 외에 재이설 역시 후한의 정치 제도에 영향을 미쳤다. 《後漢

書》에는 災異說과 연관된 다양한 행정 조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것은 후한 시기에 제국이 보다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기능하기 시작

하면서 前漢 시기에 비해 중앙 정부의 통치력이 확장된 것과도 연관이 

있다.109) 災異說과 관련하여 《漢書》에 비해 《後漢書》에서 눈에 띄

게 증가하는 행정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우제를 국가가 주관하는 현상이다. 《漢書》에도 가뭄이나 홍

수에 대한 기록은 많으나 그것에 대한 구제책까지 기록한 것은 찾기 어

렵다.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은 있고, 황제나 태후가 正殿을 피하거나 

減膳을 시행하므로 이것 역시 廣義의 치성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의식 및 행위는 산발적이고 자의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 반면 《後漢書》에서는 가뭄이 들었을 때 詔書를 내려서 지

방관들에게 기우제를 지내도록 명령을 하고 救恤을 한다는 점에서, 기우

제가 보다 체계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後漢書》에는 가뭄이나 황충 등의 災異 발생 시 그 원인에 대

한 별다른 議論 없이 대책을 강구했다는 기술이 여러 차례 나타난다. 전

한 초기에는 재이는 발생만 기록되는 수준이고, 말기에는 재이가 발생했

을 때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제시할 것을 명령했는데, 사태의 원인에 

대한 분석도 일관되지 않았고110) 그 결과로 시행되는 대책 또한 조금씩 

109) 前漢 시기는 제국이 성립되기는 했지만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지방 곳곳에 미칠 정도로 효

율적인 지배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다. 원칙적으로는 諸侯相들이 중앙의 파견직으로서 지방을 

감찰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되어 있었으나 제후왕의 행동을 억제할 정도의 힘을 발휘하지

는 못하였다. 범죄자가 변방으로 달아나는 경우에는 체포를 포기하기도 할 정도였다. 이 때문

에, 실질적으로 대형 재해가 일어난다고 해도 중앙에서 구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반

면 후한 시기에 접어들면서 지방에 대한 중앙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군현체제

를 갖춤과 동시에 재이 구제책 역시 확립되었다. 김석우 지음, 《자연재해와 유교국가 - 漢代

의 災害와 荒政 硏究》 참조.

110) 이처럼 하나의 현상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것은 재이의 해석과 그에 대한 대책의 상주가 

당시 정치 세력, 특히 內朝와 外朝의 갈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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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난다. 그러나 《後漢書》에서는 자주 문제가 되는 재이에 대해서

는 儀禮的인 해결책을 논하는 절차가 기록되지 않은 채로 조처를 취한

다. 가뭄이 생기면 冤獄을 해결하는 식이다.

 셋째, 後漢에서는 符瑞가 출현한 지방에 대한 租稅 면제 제도가 존재했

다. 妖孼이든 氣象이든, 봉황이나 甘露처럼 상서롭다고 인식되는 神異 

현상이 나타난 군현에 대해 부가되는 특혜로, 중앙에 바치는 조세 중 4

할 정도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다. 전한에서도 符瑞 현상이 나타나면 보

고를 하기는 했지만, 후한에서는 符瑞 보고 체제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서 符瑞에 대한 보고가 소홀하거나 거짓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기도 했다

는 점이 약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災異 현상의 발생은 治積의 지표 

중 하나였기 때문에 治積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요소를 누락시켰

다는 이유이다. 班固와 함께 禮樂을 제정하는 일을 담당했던 曹襃 같은 

경우도 災害에 대한 보고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和帝期에 면직되

었던 바 있다.111)

 국가 주관의 기우제와 황실의 재이 해소, 符瑞로 인한 조세 면제 제도

는 후한 시기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後漢書》의 기록 대상 기간은 

《漢書》보다 조금 짧지만, 그에 비해 《後漢書》에는 가뭄, 홍수, 蝗蟲 

등 災異에 대한 기사들이 자주 나타난다. 後漢 시기가 前漢에 비해 천재

지변이 자주 일어났던 것은 분명하지만, 天文 기록의 빈도수를 감안해 보

면 역시 후한을 살아갔던 사람들도 재이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고, 그것

을 기술한 범엽 또한 재이 기록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고에서 神異 기사를 분류할 때 民俗에 해당하는 기사는 《後

漢書》에만 존재한다. 月令과 연관된 관습, 관상이나 해몽에 대한 이야

기, 인물의 이름이나 건축에 연관된 미신이나 도참도 자주 나타난다. 그 

같은 기사들이 전부 창작된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전한의 경우는 분

명히 알 수 없으나 후한 시기는 일반인의 생활에도 神異 개념이 널리 퍼

져 있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반 백성들

이었다. 《漢書 · 五行志》는 前漢 시기의 재이 현상 하나에 대해 최대 4종류까지의 해석을 기

록하고 있다.

111) 後坐上災害不實免. 《後漢書 · 曹襃列傳》, p.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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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을 질서정연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後漢 제국은 언어적인 神異는 

물론 비언어적인 神異에 대해서까지도 체계적인 대처법을 갖추어 나가고 

있었다.

3. 讖緯의 확산과 儒家의 災異 비판

 後漢 초기에 국가적으로 讖緯說을 지지했다고 해서 災異說이나 讖緯說

이 萬人에게 수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讖緯에 대해서는 後漢 당시

부터도 일부 관리-학자들의 반대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었다.112) 《漢

書》에서는 이와 같은 비판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後漢書》

에는 체계와 논리를 갖춘 반론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같은 반론은 인

물간의 대화 또는 對策이나 上奏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후한 

시대에도 참위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곤 했으며, 참위의 권위가 무너지는 

과정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한편 災異說에 대한 반론은 

참위에 대한 반대처럼 격렬하지는 않았다. 天人感應이라는 관념이 이미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참위나 재이설에 대한 비판이 後漢 당시의 정치 및 학술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었다. 특히 讖緯는 後漢 건국의 정당성을 보장하

는 수단 중 하나였고, 후한 지배층은 讖緯의 受命者이자 災異의 責任者

로서 人世의 대표자를 자임했기 때문이다.

(1) 緯書의 著者에 대한 불신

 後漢 시기, 符命이나 圖讖이 나타나더라도 모든 것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다. 災異를 비롯한 각종 神異 

현상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적중하는 것도 아니고, 緯書 또한 聖人의 저

112) 일부 후한 시기 인물들의 ‘天人非相關’이라는 주장이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에 기반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또한, 王充 같은 경우도 讖緯를 비판하기

는 했지만 讖緯와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조구치 유조 외 지음, 《중국 제국을 움직인 네 가지 힘》, pp.122-124, 171-1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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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역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일들이었다.

 단지, 진짜 讖緯가 後漢의 권위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讖緯 자체

를 비판하기보다는 讖緯의 眞僞 여부를 놓고 비판을 가하는 방식이 자주 

나타난다. 참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참위를 인용한 사람

이 그것을 조작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할 수 있다.

 尹敏이 대답했다. “讖書는 성인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천

박한 속자가 많아서 세속의 말과 상당히 비슷하니, 후세 사람들을 그

르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광무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윤

민은 빠진 문장 부분을 덧붙였다. “君에 입이 없는 자가 漢의 보좌

가 된다.” 황제는 그것을 보고 괴이하게 생각하여 윤민을 불러들여 

이유를 물었다. 윤민이 대답했다. “신이 예전 사람들이 圖書를 늘리

고 줄인 것을 보았기에, 감히 제 능력을 헤아리지 못하고 몰래 만의 

하나의 요행을 바랐습니다.” 황제는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

다. 끝내 죄를 묻지는 않았지만, 이 때문에 출세하지 못했다.113)

 이 대화는 광무제가 윤민이 경전에 통달했다는 이유로 도참을 교정시키

려고 했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建武 2년(CE 26)에 윤민이 郎中으로 

배수된 이후의 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당시 후한 초 조정 분위기의 一端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당

시에도 讖緯가 최근에 위조되어 나타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본래 참위는 聖人이 天意를 풀이해서 후세에 남긴 예언

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윤민은 그 명분을 부정하

려고 했지만, 광무제로서는 讖緯의 권위를 위태롭게 만들면서까지 윤민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결국 참위에 대한 비판은 무시당한다.

 그러나 윤민에게 처벌이 내려지지도 않았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할 사

항이다. 설령 조작된 도참이라고 해도 緯書라는 형태로 완성되어 있을 

113) 敏對曰: “讖書非聖人所作, 其中多近鄙別字, 頗類世俗之辭, 恐疑誤後生.” 帝不納. 敏因其闕文增

之曰: “君無口, 爲漢輔.” 帝見而怪之, 召敏問其故. 敏對曰: “臣見前人增損圖書, 敢不自量, 竊幸萬

一.” 帝深非之, 雖竟不罪, 而亦以此沈滯. 范曄 著, 《後漢書 · 儒林列傳 · 尹敏列傳》, p.255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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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처벌이 쉽지 않다. 전한 말에는 符命이 등장할 때 서사 형식은 등

장 방식 또한 중요해서, ‘성인의 문장’이 ‘신비한 방식’으로 나타났

다. 후한 초에는 이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체로 讖緯로 인정된

다. 이 시기에 도참의 권위는 讖緯로 명명되는 순간에 생겨나는 것이고, 

윤민의 도참 역시 마찬가지다. 참위의 해석이나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가 되더라도 참위의 권위 자체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왕망 정권을 부정하는 《漢書》의 서술 태도에서 본 것과 일치하는 

시대적 분위기였다. 후한 시기에도 참위가 聖人의 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권위를 부정하기는 하지만 聖人, 즉 공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후한 말이 되면 讖緯에 대한 비판은 좀 더 노골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하여 [董卓은] 公卿을 대대로 모아 의론했다. “高祖가 관중에 

도읍하여 11대였고, 광무제가 낙양에 궁을 잡아 지금 또한 10대가 되

었소. 《石包讖》에 의하면 마땅히 長安으로 도읍을 옮겨 하늘과 사

람의 뜻에 부응해야 할 것이오.” 百官중에 감히 말을 하는 자가 없

었다. 楊彪가 말했다. “도성을 옮겨 제도를 바꾸는 것은 천하의 큰일

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盤庚이 다섯 번 천도하자 殷의 백성들이 원망

했었습니다. ……지금 천하에 근심이 없고 백성들은 편안을 즐기고 

있으며, 明公이 聖主를 세워 漢나라를 빛내고 있거늘, 이유도 없이 종

묘를 훼손하고 園陵을 버린다면 백성들이 놀라 동요하다가 반드시 亂
이 생겨나게 될까 두렵습니다. 《石包室讖》이라는 것은 妖邪한 책인

데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114)

 中平 6년(CE 189), 相國 董卓이 관동의 병란을 이유로 長安 천도 계

획을 세웠을 때의 의론이다. 동탁은 천도의 근거로 《石包讖》이라는 緯

書의 예언을 내세우는데, 양표는 천도 계획을 비난하면서 동탁이 언급한 

緯書가 ‘요사한 책[妖邪之書]’이라고 격렬한 비난을 퍼붓는다.

114) 乃大會公卿議曰: “高祖都關中十有一世, 光武宮洛陽, 於今亦十世矣. 案石包讖, 宜徙都長安, 以

應天人之意.” 百官無敢言者. 彪曰: “移都改制, 天下大事, 故盤庚五遷, 殷民胥怨. ……今天下無虞, 

百姓樂安, 明公建立聖主, 光隆漢祚, 無故捐宗廟, 棄園陵, 恐百姓驚動, 必有糜沸之亂. 石包室讖, 

妖邪之書, 豈可信用?”  范曄 著, 《後漢書 · 楊彪列傳》, pp.1786-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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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동탁은 백성들보다는 國運이 중요하다면서 양표가 國計를 방해하

려 한다고 비난하지만, 太尉 黃琬이 양표의 편을 들어 천도에 반대하면

서115) 양자가 대립한다. 결국 司空 荀爽의 중재로 의론이 끝나고 나서, 

동탁은 司隷校尉 宣播을 시켜 황완과 양표 때문에 災異가 일어나고 있으

니 둘을 파직하라는 상주를 올렸다.

 이처럼 후한 말기가 되면 緯書도 否定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탁은 기

존의 정치적인 화법에 맞추어서 圖讖을 자신의 이론적 근거로서 제시하

였으나, 양표는 동탁을 반대할 때 위서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기존 방

식의 비판이 아니라 위서의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길을 택한다. 물론 여

기에서 양표가 비판을 가하는 대상은 《석포참》이라는 위서라기보다는 

그것을 내세워서 타당한 이유 없는 천도를 행하려는 동탁의 전횡이다. 

그러나 앞서 윤민의 기사와 비교해 보면 후한 말에는 참위를 대하는 분

위기가 분명히 달라져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공공연한 자리에서 위서를 

무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후한 시기에 緯書의 권위와 신빙성은 급격한 

하락을 겪고 있다. 후한 초기에는 緯書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 권위는 있었으나, 후한 말이 되면 緯書라는 것만으로는 권위를 유지

할 수 없게 된다. 단지 聖人, 즉 孔子가 天意를 나타내는 존재라는 명제

에 대해 반론이 제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참위학이 처음 발생했

던 전한 말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緯

書가 聖人의 저작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전면적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변화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15) 같은 자리에서 동탁의 천도 주장을 반대한 黃琬 또한 양표와 마찬가지로 이미 안정되어 있

는 사회에 괜히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洛陽을 광무제

가 점지받은 수도로 인식하면서 ‘天’과 ‘神’의 권위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황완은 물러 나와서 논박하였다. ‘옛날 周公께서 洛邑에 터를 닦아 姬氏를 편안케 하셨고 광

무제께서 東都를 점쳐 漢을 융성하게 하셨으니, 하늘이 계시해 준 것이며 神이 편안히 여긴 것

이다. 大業이 이미 정해졌는데 어찌 망령되이 천도를 한다고 움직여서 천하의 소망을 무너뜨려

야 한단 말인가?’” (琬退而駮議之曰: “昔周公營洛邑以寧姬, 光武卜東都以隆漢, 天之所啓, 神之所

安. 大業旣定, 豈宜妄有遷動, 以虧四海之望?”) 范曄 著, 《後漢書 · 黃琬列傳》, p.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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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緯書 내용의 모순에 대한 의심

 緯는 공식적으로는 공자가 지은 책이고 經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그러나 經學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이 緯書을 창작하다 보면 경서와 

모순되는 부분, 또는 위서들끼리 모순되는 부분이 나타난다. 후한 시기

의 일부 大儒들은 이와 같은 점에 기반하여 학계에서 緯書를 축출할 것

을 제안했다.

 張衡은 圖緯가 虛妄한 것이고 聖人의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상소

를 올렸다. “臣이 듣기로 聖人은 律歷을 분명하게 살펴서 吉凶을 정

했는데 卜筮를 겹치고 九宮을 섞어서 經天驗道하였으니 본래 이것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을 하고 뒤에 징험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이 그를 귀하게 여겨 讖書라고 불렀습니다.

 讖書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것을 아는 자가 적었습니다. ……夏侯
勝·眭孟과 같은 이들은 道術로 명성을 떨쳤으나 그들이 저술한 것에

는 讖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劉向 부자는 秘書를 교감하는 

일을 담당하여 아홉 유파를 열람하고 정리했지만 역시 讖에 대한 기

록은 없었습니다. 成帝와 哀帝 이후에 비로소 [그에 대한 말이] 들리

기 시작했습니다.

 《尙書》에서 堯가 鮌에게 홍수를 다스리게 했는데 9년을 내리 등용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기에 鮌이 처형당해 죽고, 禹가 그 참를 이었습

니다. 그런데 《春秋讖》에서는 ‘共工이 물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讖에서는 모두가 黃帝가 蚩尤를 토벌했다고 하는데, 유독 

《詩讖》만은 ‘蚩尤가 패하고 그 뒤에 堯가 受命했다’고 하였습니

다. 《春秋元命包》 중에 公輸班과 墨翟이 있는데, 그들의 일은 戰國 
시기이지 春秋 시기가 아닙니다. 또한 ‘따로 益州를 두었다’고 말

했습니다. 익주를 둔 것은 漢 시기입니다. 三輔 지역 각 陵의 이름을 

대는 것을 보면 [만들어진] 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틀림없

이 헛되고 거짓된 자들이 세상에 [명성을] 구하고 자산을 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전에 侍中 賈逵가 讖에서 서로 다른 30여 가지의 일을 

지적했는데, 讖을 말하는 자들 모두가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王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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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帝位를 찬탈함에 이르러서는 漢 시기의 크나큰 禍인데, 80편에서 

어째서 경계를 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圖讖이 哀平 시기에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河洛>, <六蓺>는 篇錄이 이미 정

해져 있는 것을 뒷사람들이 얄팍하게 끌어다 쓴 것이니 받아들일 만

한 것이 없습니다.

 永元 연간에 淸河 사람 宋景이 마침내 歷紀를 가지고 水灾를 짐작하

여 말하고는 洞視玉版이 있다고 거짓으로 말하였습니다. 어떤 자는 

家業을 버리고 산 속에 들어가기에 이르렀습니다. 훗날 모두 효과가 

없자 다시 예전 시대의 이루어진 일들을 끌어 와서는 證驗으로 삼았

습니다. 永建 시기에 皇統이 회복되는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습

니다. 이것은 모두 세상을 속이고 俗人을 낚아 우매한 것으로 지위를 

점령하는 것으로, 그 실제는 거짓된 것임이 분명하건만 규탄하고 금

지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律曆, 卦候, 九宮, 風角은 자주 증험이 있었으나 세상에는 배우

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앞다투어 不占之書[讖書]를 칭송합니다. 畫工
으로 비유하자면 개와 말을 그리는 것을 싫어하고 鬼와 魅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니, 정말로 실제 일은 형상하기 어렵고 거짓은 끝

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圖讖을 거두어 들여 없애서 일절 

금지시켜야만 朱와 紫가 혼동되는 일 없고 典籍에는 하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116)

 장형이 圖緯의 학습에만 열중하는 儒者들을 비판하기 위해 順帝에게 올

116) 衡以圖緯虛妄, 非聖人之法, 乃上疏曰: “臣聞聖人明審律歷以定吉凶, 重之以卜筮, 雜之以九宮, 

經天驗道, 本盡於此. ……立言於前, 有徵於後, 故智者貴焉, 謂之讖書. 讖書始出, 蓋知之者寡. 

……若夏侯勝、眭孟之徒, 以道術立名, 其所述著, 無讖一言. 劉向父子領校秘書, 閱定九流, 亦無讖

錄. 成、哀之後, 乃始聞之. 尙書堯使鮌理洪水, 九載績用不成, 鮌則殛死, 禹乃嗣興. 而春秋讖云‘共

工理水’. 凡讖皆云黃帝伐蚩尤, 而詩讖獨以爲‘蚩尤敗, 然後堯受命’. 春秋元命包中有公輸班與墨翟, 

事見戰國, 非春秋時也. 又言‘別有益州’. 益州之置, 在於漢世. 其名三輔諸陵, 世數可知. ……殆必

虛僞之徒, 以要世取資. 往者侍中賈逵摘讖互異三十餘事, 諸言讖者皆不能說. 至於王莽簒位, 漢世

大禍, 八十篇何爲不戒? 則知圖讖成於哀平之際也. 且河洛、六蓺, 篇錄已定, 後人皮傅, 無所容簒. 

永元中, 淸河宋景遂以歷紀推言水灾, 而僞稱洞視玉版. 或者至於弃家業, 入山林. 後皆無效, 而復采

前世成事, 以爲證驗. 至於永建復統, 則不能知. 此皆欺世罔俗, 以昧埶位, 情僞較然, 莫之糾禁. 且

律曆、卦候、九宮、風角, 數有徵效, 世莫肯學, 而競稱不占之書. 譬猶畫工, 惡圖犬馬而好作鬼魅, 

誠以實事難形, 而虛僞不窮也. 宜收藏圖讖, 一禁絶之, 則朱紫無所眩, 典籍無瑕玷矣.”《後漢書 · 

張衡列傳》, pp.19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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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장문의 상소문으로, 《後漢書》에 기록된 緯書에 대한 학술적 비판 

중에 대표적인 글이라고 볼 수 있다.117) 여기에서 장형의 위서에 대한 

비판의 요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讖書라고 불리는 전적들은 전한 말 哀平 시기에야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劉向 父子의 비서 교감 때에도 讖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는 것, 武帝期에 만들어진 지명이 緯書에 실려 있다는 것이 그 근거가 

된다. 또한 讖緯 80편 중 왕망의 찬탈에 대한 언급은 없고, 永建 연간에 

황태자에서 폐위되었던 順帝가 황궁으로 돌아와 제위를 이은 것 같은 큰 

사건에 대한 언급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緯書가 정말로 聖人이 미래를, 

특히 漢의 흥기와 그 운명을 예측한 책이라면 이 같은 중요한 사건을 빠

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유행하는 참위는 공자의 저작이 아니라 哀

平之間에 지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讖緯가 성

인의 말을 담고 있다는 儒者들의 대의명분 자체가 거짓이 된다.

 둘째로, 緯書의 내용 역시 聖人의 저작이라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 《尙書》에서는 堯가 鮌(鯤)을 시켜 홍수를 다스리게 했다고 했지만 

《春秋讖》에서는 共工을 치수의 주체로 기록하고 있다. 黃帝의 蚩尤 토

벌, 公輸班과 墨翟의 생존 시대 등에서도 위서와 經 사이에는 상충되는 

기술이 존재한다. 賈逵가 일찍이 문제점을 30여 가지나 지적한 적이 있

지만 그에 대해 일리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고도 지적

하고 있다. 그러나 장형이 판단하기에, 聖人이 지은 책이라면 이처럼 앞

뒤가 맞지 않을 리 없기 때문에 緯書는 타인의 저작이라는 것이 두 번째

의 비판이다.

 이 두 가지 비판에서 張衡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聖人의 귀한 

기술이라고 인정하고, 漢 황실의 浮沈은 聖人이 자세하게 예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전제 하에 그에 위배되는 讖緯를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聖人, 즉 孔子가 律曆, 卜筮, 九宮 등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를 예

측하는 것은 진정한 讖이고 이 부분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현

117) 장형은 저명한 가문 출신으로, 孝廉으로 선발된 것에 불응하였다가 나중에 術學에 탁월하다

는 이유로 安帝에게 특별 채용되었다. 太史令으로 지낼 때는 地動儀를 만드는 등의 업적을 남

기기도 하였다. 문장 솜씨도 탁월했고 術數 외에 陰陽에도 밝아 渾天儀를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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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儒者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圖讖 및 緯書류는 그에 해당하지 않

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언은 오직 聖人이 저술한 것으

로 되어 있는 經書와 올바른 가르침, 律曆, 卦候, 九宮, 風角 등에 기반

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圖緯를 추종하는 儒者들은 聖人의 가르침에 위

배되는 邪道에 몰입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참

위를 논하는 자들이 경전의 올바른 가르침을 추구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남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를 자신이 권위자인척 떠벌리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잡학으로 인해 聖人의 가르침의 가치마저 떨어지게 되므로 圖讖

을 몰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張衡은 당시의 미래 예언적 讖緯를 다른 학

자들보다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세 번째 비판의 근거는 위의 두 가지와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 和帝 통

치 시기인 永元 연간(89-105)에 宋景이라는 인물이 水災를 예언하면

서, 자신이 洞視玉版이라는 神物을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을 했다. 이 통

시옥판이라는 보물은 《遯甲開山圖》라는 緯書에 나오는 것으로 禹가 동

해를 유람할 때 얻은 玉珪이다. 송경이 이 神物을 가졌다는 말을 믿고 

가업까지 포기하고 그의 밑에 모여든 백성이 있었다는 것은, 송경이 일

종의 流民 집단을 형성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緯書를 내세워 사리사

욕을 취하는 사람들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힘을 비판하고 있다. 장형은 

여기에서 緯書의 유행이 통치에 득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장형의 비판은 논리정연했으나 당시에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는 않았다. 단지 앞서 언급한 윤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공연

하게 緯書를 공격했다고 해서 장형에게 정치적인 불이익이 생긴 것은 아

니었다. 장형은 단지 환관들과의 사이가 안 좋았다는 이유 때문에 河閒

相으로 발령이 났다가 평화롭게 사망했다. 班固의 《漢書》를 수정하고

자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정도가 그가 뜻을 이루지 못한 예로서 언

급되어 있을 뿐이다.118)

118) 장형은 司馬遷과 班固의 저작 중 典籍과 일치하지 않는 십여 군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와 동시에 <王莽傳>은 찬탈 사실만 남기고 그의 재위 기간의 치적 및 재이와 祥瑞의 기록은 

<元后傳>에 합쳐 <元后本紀>를 지을 것, 更始帝가 민심을 얻은 황제였고 光武帝의 주군이었다

는 점을 감안하여 경시제의 연호를 광무제 앞에 놓을 것을 주장했다. 상주문을 여러 번 올렸지

만 전부 무시당했다. 《後漢書 · 張衡列傳》, p.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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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형과 마찬가지로 讖緯의 모순점에 의문을 품었던 賈逵 역시 讖緯 자

체의 권위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장형이 언급했던 讖의 모순에 대한 가

규의 지적은 <賈逵列傳>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章帝가 가규에게 《春

秋左傳》이 다른 두 傳보다 낫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을 때 가규가 

올린 상주문119)에서 장형과 유사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규가 《左傳》을 옹호한 첫 번째 이유는 《左傳》이 ‘崇君父, 卑臣

子, 强干弱枝, 勸善戒惡’하는 가치관을 품고 있어 황실의 중앙 집권에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다양한 학설을 보존

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세 번째 이유는 五經 중에서 《左傳》만이 

圖讖과 마찬가지로 漢火德說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전이라는 것이다. 漢堯

後說은 전한 말 劉歆과 王莽이 秘書를 교감하면서 정립한 것임은 앞서 

기술한 바 있다. 가규는 《左傳》이 漢 황실의 제도, 나아가 漢 황실이 

五德의 순환에 따른 역사적 흐름 속에 바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보

장해 준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左傳》, 나아가서

는 圖讖이나 緯書의 정당성을 따질 때는 漢의 정당성과 권력 확보에 도

움이 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讖緯를 讖緯 자체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텍스트 외적인 요소, 즉 정치적인 정당성에 기반하

여 圖讖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119) “신이 永平 연간에 《左氏》와 圖讖이 합치하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先帝께서 하찮은 식견

을 버리지 않고 신의 말을 살펴 받아들여 주셨기에, 그 傳詁를 베껴서 秘書에 보관하였습니다. 

……光武皇帝에 이르러서 독특한 밝은 견해를 떨쳐서 《左氏》와 《穀梁》을 [學官에] 세우셨

으나, 그 때 두 家의 先師들이 圖讖을 알지 못하였기에 중도에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左氏》는 君父를 숭상하고 臣子를 낮추어, 줄기를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하게 하며 선을 권

하고 악을 징계하니, 지극히 명확하고 지극히 절실하며 지극히 올바르고 지극히 순조롭습니다. 

……또한 五經家는 모두 圖讖에서 劉氏가 堯의 후손임을 밝힌 것을 증명할 수 없었는데, 左氏

만은 명확한 문장이 있습니다. 五經家는 모두들 顓頊이 黃帝를 대신하였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堯는 火德이 될 수 없습니다. 左氏는 少昊가 黃帝를 대신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것이 圖

讖에서 帝宣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만약 堯가 火가 될 수 없다면, 漢 역시 赤이 될 수 없습

니다. 《左氏》이 밝게 드러낸 것이 보충과 이익이 실로 많습니다.(臣以永平中上言左氏與圖讖

合者, 先帝不遺芻蕘, 省納臣言, 寫其傳詁, 藏之秘書. ……至光武皇帝, 奮獨見之明, 興立左氏、穀

梁, 會二家先師不曉圖讖, 故令中道而廢. 今左氏崇君父, 卑臣子, 强干弱枝, 勸善戒惡, 至明至切, 

至直至順. ……又五經家皆無以證圖讖明劉氏爲堯後者, 而左氏獨有明文. 五經家皆言顓頊代黃帝, 

而堯不得爲火德. 左氏以爲少昊代黃帝, 卽圖讖所謂帝宣也. 如令堯不得爲火, 則漢不得爲赤. 其所

發明, 補益實多.)” 《後漢書 · 賈逵列傳》, p.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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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규 역시 讖緯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는 했으나 참위의 권위를 부정하

지도 않았다. 이중적으로도 보이는 이 같은 태도는 後漢의 지식인들에게

서 자주 나타난다. 외견상 비슷해 보이는 현상이라고 해도 학식을 갖춘 

자는 그것의 본질을 파악하여 正否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전한 시기

부터 神異를 대하는 지식인들의 태도였고, 후한 시기에도 마찬가지임을 

볼 수 있다.120)

 도참을 비판하는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도참을 옹호하는 입장 역시 정치 

논리와 경전에 대한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은, 圖讖과 緯書가 학

술 연구 대상으로 인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후한 건국 

이후 시간이 지나고 나면 讖緯에 대한 옹호는 결코 맹목적인 것은 아니

었기에 讖緯에 대한 의심이나 학술적 검토가 금지되는 일은 없었다. 단

지, 황실의 권위와 정당성에 연계되어 있는 讖緯學에 대한 비난이 받아

들여지지는 않았다. 가규가 제시한 것과 같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견

해가 후한 당시의 주류 학파를 점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재이의 歸責 논란

 재이설을 내세우는 정치적 주장은 기본적으로 미래보다는 현재 상황의 

평가와 대책 강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재이가 발생했을 때 ‘재이

가 발생한 상황의 기술 – 재이 해석의 前例 제시 또는 분석 – 현 상황의 

문제 지적 – 차후 필요한 대책’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상주문은 《漢

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後漢書》에 이르면, 위의 4단계

의 구조를 완전하게 갖춘 글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後漢書》가 《漢

書》에 비해 상주나 대책문의 인용 자체가 적다는 것 역시 영향을 미쳤

겠지만, 《後漢書》에서 재이설은 등장인물 간의 대화나 論說의 인용 등

의 형태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음과 동시에 좀 더 포괄적인 天人相關의 

120) 박원재 역시 금고문경학과 참위학이 기존 체제의 긍정이라는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

음을 지적한다. 漢代豫定說은 현실 권력의 정당성을 지지함과 동시에 漢의 통치 이념이나 제도

를 긍정하며, 무엇보다도 제국의 시스템을 해석하는 권리가 경학자들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주

장한다고 설명한다. 박원재 지음, 《유학은 어떻게 현실과 만났는가 – 선진 유학과 한대 경

학》, 9장 ‘경학의 세 얼굴’ 참조.



82  兩漢書의 神異 敍事 硏究

원칙에 대한 언급으로 나타나게 된다. 재이설을 인용한 상주문이 그렇지 

않은 상주문보다 영향력이 강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 또한 부족하다.

 단지 《後漢書》를 볼 때, 후한 시기 재이설은 天人相關이라는 대원칙

만을 지키는 선에서 지나치게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기도 하였고, 緯書

나 五行說과 같은 이론에 맞서 논쟁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이

론 같은 것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災異의 해석은 주로 《尙書·洪

範》과 《春秋》에 기반하는 한편 자체적인 이론 해석의 발전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이설에 대한 비판은 참위에 대한 비판과는 약간 다른 방식

으로 나타난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후한 시기 참위에 대한 비판은 크

게 참위의 眞僞를 나누는 방식과 참위로 참위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었다. 재이에 대해서는 前漢 시기와 마찬가지로 해석의 옳고 그름

을 따져서 의미 해석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덧붙여 

《後漢書》에서 처음 나타나는 비판 방식이 두 가지 더 있는데, 하나는 

天人相關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는 天人相關과 재이의 유발 원인까지는 동의를 하되 歸責 대상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것이다.

 天譴이 과연 누구의 어떠한 잘못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

한 시기에도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이 현상이 일

어나는 것은 황제나 그에 준하는 권력자, 分野說121)을 응용했을 때는 

일정 지역의 유력자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

러나 후한 시기가 되면 그것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문이 나타나기 시

작한다. 후한 말기에 太后가 臨朝聽政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외

척이나 환관의 권위가 강해지고 황제의 권위는 약해진 결과, 제국에 다

양한 권력이 병존하게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天譴의 歸責 문제를 따질 때는 災異를 발생시킨 사건이 무엇이냐에 관

121) 分野說은 하늘이 각자 지상의 행정구역 및 권력층과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상정하여 

천문 현상이 나타난 위치를 통해 지상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嚴光이 광무제 옆

에서 잠을 자다가 광무제의 몸에 다리를 올리자 그 날 별을 관측하던 관리가 ‘客星이 황제의 

자리를 침범했다’고 보고했다는 기사 등이 이와 연관된 것이다. 혜성의 이동 경로를 추측하여 

지상에 일어날 戰亂을 추측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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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문이 제기된다.

建初 원년, 큰 가뭄이 들어 곡식값이 올랐다. 肅宗이 鮑昱을 불러들여 

물었다. “가뭄이 이미 극도로 심한데, 장차 어찌하여 재앙[災眚]을 

없애고 회복할 것인가?” 대답하여 말했다. “신이 듣기로 聖人이 나

라를 다스림에 있어 3년이면 성과가 있다 합니다. 지금 폐하께서 갓 

천자의 지위에 오르셔서 刑政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 만약 得失
이 있다 해도 어찌 災異를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단지 신이 예전에 

汝南에 있었을 때 楚王 劉英의 모반을 맡아 처리했는데, 연관된 자가 

천여 명이었으니 어쩌면 모든 사람이 죄에 합당한 판결을 받지는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先帝께서도 詔書에서 큰 獄事가 한번 일어나면 

원통한 자가 과반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유배당한 여러 사람들은 

骨肉이 헤어지고 외로운 혼은 제사를 받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울부

짖어도 王政은 일그러진 것이 됩니다. 마땅히 유배당한 家屬들을 전

부 돌아오게 하고 禁錮당한 자들을 전부 풀어주어, 멸망하고 끊어진 

가문을 일으키고 이어주어 죽은 자와 산 자가 자리를 찾게 해야 합니

다. 이와 같이 하면 和氣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122)

 章帝가 즉위한 첫해인 건초 원년(CE 76), 장제는 司徒 鮑昱에게 심한 

가뭄을 없애는 방법을 묻는다. 즉, 장제는 비정상적인 재이 현상은 통치

자인 황제 자신의 잘못이고, 자신의 행동 여하에 따라 이 재앙을 없앨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방법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포욱은 

황제가 즉위한지 3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이 현상이 꼭 그의 잘

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대답하면서, 그 기회를 빌어 전대 황제 때 벌

어진 楚王 반란 사건에 대한 赦免을 주장하게 된다.

 여기에서 災異의 원인이 과거에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聖人理

國, 三年有成.’는 명제이다. 《論語·子路》의 “苟有用我者, 朞月而已

122) 建初元年, 大旱, 穀貴. 肅宗召昱問曰: “旱旣太甚, 將何以消復災眚?” 對曰: “臣聞聖人理國, 三

年有成. 今陛下始踐天位, 刑政未著, 如有失得, 何能致異? 但臣前在汝南, 典理楚事, 繫者千餘人, 

恐未能盡當其罪. 先帝詔言, 大獄一起, 冤者過半. 又諸徙者骨肉離分, 孤魂不祀. 一人呼嗟, 王政爲

虧. 宜一切還諸徙家屬, 蠲除禁錮, 興滅繼絶, 死生獲所. 如此, 和氣可致.”  范曄 著, 《後漢書 · 

鮑昱列傳》, pp.1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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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也, 三年有成.”를 염두에 둔 기술일 것이고, 漢代 관리들의 治積을 점

검하는 週期 역시 3년이었다. 聖人도 자신의 통치를 세상에 적용시키는

데 3년이 걸리므로 현재의 天譴 또한 3년 전까지 원인을 소급해 갈 수 

있다는 포욱의 주장은 황제에게 수용되었다.

 이 같은 주장이 정치가들 사이의 주류 의견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재이

가 출현하면 해당 시기의 관리들이 時勢에 대해 간언을 했기 때문에, 대

부분의 경우, 재이는 출현 시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욱으로부터 약 반 세기 뒤의 사람인 順帝 시기의 郎顗는 

“하늘이 사람에게 부응하는 것은 그림자나 메아리보다도 빠르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123) 지속되는 가뭄 때문에 冤獄을 해결하자 그 즉시 

비가 내렸다는 식의 기록 또한 자주 등장한다.

 같은 재이설을 인용한 政策 제시라고 해도, 재이의 유발과 발생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재이설

을 내세우는 목적이 권력자에 대한 諫言 및 政敵에 대한 시의적절한 공

격인 만큼,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시간대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재이 유발 사건의 시간대가 유동성을 가지게 되면, 재이를 일으킨 인물

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논의의 여지가 생겨난다. 재이 유발 

사건의 시간대에 대한 논쟁과 책임 주체가 되는 인물에 대한 논쟁은 동

일한 논리이다. 전한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재이설이 內朝와 外朝 간의 

갈등에서 무기로 사용되었고, 이에 연관되는 인물은 주로 皇族이나 외

척, 섭정 정도가 부각되었다. 후한 시기에는 이에 덧붙여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관리들 역시 재이 현상의 원인 제공자로서 부각된다. 앞서 <포영

열전>의 예에서 보듯이 사망해 버린 인물에게 잘못을 돌리는 경우도 있

123) 《易 · 內傳》에 말하기를 “人君이 사치하고 宮室을 많이 꾸미면, 그 때에 가뭄이 들고 그 

재앙이 火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말하자면, 하늘이 사람에게 부응하는 것은 그림

자나 메아리보다도 빠릅니다. 이 달 17일 戊午日은 徵日이고, 해는 申의 방향에 있고, 바람은 

寅에서 불어와서 丑時에 멈추었습니다. 丑, 寅, 申은 모두 徵에 속하므로, 火災가 있지 않으면 

틀림없이 가뭄이 들 것입니다.……”(易內傳曰: “人君奢侈, 多飾宮室, 其時旱, 其災火.” ……由此

言之, 天之應人, 敏於景響. 今月十七日戊午, 徵日也, 日加申, 風從寅來, 丑時而止. 丑、寅、申皆

徵也, 不有火災, 必當爲旱.……”)  范曄 著, 《後漢書 · 郎顗列傳》, pp.1058-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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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漢書》에서 災異說은 주로 상소문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의 

성격으로 인해 그와 같은 고위층 인사와 연관된 내용이 두드러졌을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은 물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前漢 末期의 

기사 중에는 牧民官과 災異가 연관되는 기술이 남아 있다. 전한 말에서 

후한 초 사이에는 이미 災異가 천하의 운명뿐만 아니라 지역의 운명과 

연관되는 소규모의 天譴으로도 인식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梁冀처럼 실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 ‘이것이 내 

잘못이라는건 어떻게 아는가’라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려고 시도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된다.124)

 재이설이 형태를 잡아가던 전한 초기에는 재이에 관한 상소문들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그와 같은 상소문을 尙書가 개봉한 뒤 황

제에게 올리지 않고 묵살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이설이 제기되는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묻혀 버리는 이유는 대부분 현실의 권력 관계로 설명이 

가능하다. 재이설에 기반한 政策을 제시한 사람이나 비판 대상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제시된 정책에 대한 반응은 얼마든지 달라진다. 외척의 

잘못으로 지진이 일어났다고 상주를 해도 외척의 힘이 강한 경우는 실각

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成帝 같은 경우도 종종 재이설을 묵살했기에, 상

주문이 간곡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정책 발안자는 승진을 시키지만 

‘의견은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災異說을 내세운 天意보다 실제 권력이 우선하는 경향은 후한 

124) 崔琦가 <白鵠賦>를 지어 河南尹이던 梁冀를 풍자했을 때의 일이다. “梁冀가 그것을 보고는 

최기를 불러 물었다. ‘百官은 안팎으로 각자 주관하는 업무가 있는데, 천하 운운하는 것이 어찌 

다만 나의 과실일 것인가? 그대는 어찌 비난이 이처럼 과도한가?’ 최기가 대답했다. ‘옛날 管仲

이 齊의 재상이었을 때는 풍자하고 간언하는 말을 듣기를 즐겨 했습니다. 蕭何가 漢을 보좌할 

때는 과실을 기록하는 관리를 두었습니다. 지금 장군은 대대로 台輔라서 임무가 伊尹, 周公과 

같으십니다만, 德政에 대한 말은 들리지 않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으며, 충직하고 성실한 

자와 교유하여 재앙과 패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오히려 더 나아가 士들의 입을 막고 주군

의 귀를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으니, 장차 검정과 노랑의 색을 바꾸고 말과 사슴의 형태를 바꾸

게 만들려고 하십니까?’(梁冀見之, 呼琦問曰: “百官外內, 各有司存, 天下云云, 豈獨吾人之尤, 君

何激刺之過乎?” 琦對曰: “昔管仲相齊, 樂聞譏諫之言; 蕭何佐漢, 乃設書過之吏. 今將軍累世台輔, 

任齊伊、公, 而德政未聞, 黎元塗炭, 不能結納貞良, 以救禍敗, 反復欲鉗塞士口, 杜蔽主聽, 將使玄

黃改色, 馬鹿易形乎?”)”   范曄 著, 《後漢書 · 文苑列傳》, p.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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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이르러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 단지 전한 시기에 災異의 책임은 

묵살되었다면, 후한 시기에는 회피와 책임 전가 등의 방식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후한 시기에 讖緯學, 數術學 등의 학문이 널리 퍼지는 것

에 의해 讖緯와 마찬가지로 災異 역시 학술적인 검토 대상이 되었기 때

문일 것이다. 재이설 자체의 이론적 발전은 크지 않았으나 그것의 해석 

및 응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

게 되었다. 이 결과, 전한 시기에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재이의 귀

책 대상에 대한 의심이 나타나고, 災異說은 각자가 정권 싸움을 위해 내

세우는 명분으로 관례화 되어가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후한 시기는 재이가 현실 정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은 역사적 경험으로서 알려져 있었을 시점이다. 재이에 대한 간언을 무

시한 황제도 특별한 재앙을 당하지는 않았다. 재이에 대한 간언을 주의 

깊게 채택한 왕망은 나라를 멸망시켰지만, 광무제는 무사히 왕조를 재건

했다. 재이는 天譴이라기보다는 권력자의 자기 성찰과 사후 대처를 촉구

할 수 있는 계기라는 부분은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재이의 歸責 대상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지목된다. 이 결과 권력자들

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현실적으로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

가할 수 있었다.

 카게야마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후한 재상들의 재이 면책 과정 또한 재

이설의 정치적 영향력의 실상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전한 말, 

丙吉 이후의 재상들이 점차 실권을 잃고 ‘음양의 부조화’를 책임지는 

관직이 되면서, 재상과 고관들은 황제의 잘못을 주술적으로 대신 받아주

는 秘祝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 후한 초에 황제권이 강할 때는 재이로 

인한 삼공 파면이 잠시 사라졌지만, 和帝는 日蝕이 일어났을 때 환관의 

힘을 빌어 竇憲을 자살로 몰아넣는데 성공한다. 安帝가 즉위하여 등태후 

일족이 정치를 보좌한 뒤로는 三公이 천자의 측근을 비판했다가 실각하

는 일이 잦아졌다. 順帝 때는 10명, 桓帝 때는 5명, 이후 靈帝期까지 30

년간 17명, 다시 東漢 멸망까지의 30년간 6명이 재이를 구실로 파면 당

한다. 본래 황권 견제의 수단으로서 창안되었던 학설은 後漢 시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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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권보다는 政敵의 견제에 활용되고 있었다. 魏 文帝 이후로는 재이로 

인한 삼공 파면이 사라지게 된다.125)

 후한 시기에 災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면직되는 것 자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삼공의 재이 면책 때는 사약을 하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말 그대로 면직을 시킬 뿐이었고, 재임

용도 얼마든지 가능했다. 후한 초에 살았던 黃瓊 같은 인물은 11년 동

안 재이 및 도적 때문에 4회 면직되지만 매번 복직했다.126) 災異의 출

현에 따른 問責은 영구적이거나 치명적인 것보다는, 일시적인 것에 가까

웠다. 地震이나 旱魃, 洪水 등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 피해를 미치는 재

이 현상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요구되었지만, 이것은 政論이 아

닌 行政 차원에서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재이설이 권력자들에게 비판을 가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만은 변함이 없다. 반대로 황제의 입장에서도 외척

이나 환관이 발호하기 시작했을 때 권력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었다. 讖緯說과 마찬가지로 災異說 역시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災異

를 실제로 天譴으로 믿고 경외했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災異說 자체는 

정치적인 話法으로 자리잡아간다.

125) 影山輝國, 앞의 글 참조.

126) 황경은 元嘉 원년(CE 151)에는 梁冀의 미움을 샀다가 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司空에서 

면직되지만 太僕으로 복직한다. 이후 延熹 원년(CE 158)에는 日食 때문에 太尉에서 면직되고, 

延熹 4년(CE 161)에는 도적 때문에 면직되었다가 바로 司空으로 복직하지만, 그 해 가을에 또

다시 지진 때문에 면직된다.  范曄 著, 《後漢書 · 黃瓊列傳》, p.2035-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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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神異 서사의 확장

 《漢書》가 저술되고 삼백여년 뒤 《後漢書》가 저술되었을 때, 시대적 

거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신이 서사는 여러 방면에서 변화를 보이

게 되었다. 《한서》에 비해 《후한서》에서는 神異 서사가 量的으로 상

당히 증가한다. 두 왕조가 유지된 기간이 거의 유사한 반면 《후한서》

의 분량이 《한서》에 비해 많다는 것을 감안해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이것은 《후한서》에서 《한서》와 비슷한 유

형의 신이 서사가 자주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한서》에서는 볼 수 없

었던 새로운 종류의 神異 서사가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神

異 서사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서사가 다양해지고, 이로 인해 신이 서사

가 확장되는 것이다. 한편, 신이 서사의 외연은 확장되는 반면 서사가 

내포하는 의미의 범위는 오히려 축소되어 단순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 神異 서사 主體의 多樣化

 《한서》에서 神異 서사는 제한된 사회 계층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

다. 《한서》의 기술 자체가 사회의 상류층에 집중되어 있기도 하지만, 

神異 서사는 황제나 제후왕, 섭정을 비롯한 집권층의 기사가 아니면 외

국의 전설을 기록한 기사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이 서사가 집

중되는 것은 반역을 비롯한 다양한 죄로 처형당하는 제후왕들의 전기와 

<王莽傳>이다.

 북쪽으로 梁山에 수렵을 나갔을 때 소를 헌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

리가 등에서 솟아 나와 있어 孝王은 그것을 싫어하였다. 6월 열병에 

걸려 6일에 죽었다.127)

127) 北獵梁山, 有獻牛, 足上出背上, 孝王惡之. 六月中, 病熱, 六日薨.   班固 著, 《漢書 · 文三王

傳 · 梁孝王劉武》, p.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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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劉榮이 길을 떠나면서 江陵 北門에서 祖祭를 지내고 수레에 오르는

데 수레 축이 부러져 수레를 못 쓰게 되었다. 강릉의 여러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직이 말하였다. “우리 왕은 돌아오지 않으시겠구

나!” ……藍田에 장사지냈는데 제비 수 만 마리가 흙을 물고와 무덤 

위에 두었다. 백성이 이를 애달프게 여겼다.128)

 《한서》에서는 훗날의 지괴류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寒微한 서

생이나 길을 스쳐가던 평민이 우연히 神異에 연관되는 사건을 겪는 일은 

찾을 수 없다. 이 같은 서사의 不在는 《한서》 이전의 史書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나는 경향으로, 《한서》에서 神異 서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취

하고 있는 입장을 반영한다. 즉, 후한 초기에 神異란 일반인이 조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사고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주로 災異나 妖孼의 형태로 나타나는 《한서》의 神異는 天譴이자 天意

이다. 서사의 중심 인물 역시 郡國을 지배하는 급의 고귀한 인물이다. 

이들에 대해 하늘이 정한 운명이 ‘以類相應’하는 神異의 형태로 제시

된다.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정체불명의 공포감이나 신비감을 느끼고 

당황하던 주위 사람들은 이윽고 역사의 추이를 통해 天意가 증명되는 것

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일반 백성은 물론 하급 관리에게

도 일어날 필요가 없는 사건이다.

 설령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에게 神異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

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천하의 운명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

술되어 있다. 京房에게 《易》을 배운 儒者 梁丘賀 같은 경우가 그렇다.

 마침 팔월에 飮酎禮를 하느라 孝昭廟에 거둥하여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먼저 달려간 旄頭의 검이 빠져나와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

리가 진흙 속에 빠지고 칼날은 황제의 수레를 향하는 바람에 말이 

놀랐다. 이 때 양구하를 불러서 점[筮]을 치게 하자 군대에 관련된 

음모가 있어서 불길하다고 했다. ……[도적은] 밤에 검은 옷을 입고 

128) 榮行, 祖於江陵北門, 旣上車, 軸折車廢. 江陵父老流涕竊言曰: “吾王不反矣!”……葬藍田, 燕數

萬銜土置塚上. 百姓憐之.    班固 著, 《漢書 · 景十三王傳 · 臨江閔王劉榮》, p.241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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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기 혜제기 고후기 문제기 경제기 무제기 소제기 선제기 원제기 성제기 애제기 평제기

2 1 2 4 8 8 2 3 3 9 3 1

광무제기 효명제기 효장제기 효화제기 효상제기 효안제기 효순제기 효상제기 효질제기 효환제기 효령제기 효헌제기

11 4 4 5 0 13 5 0 0 9 13 10

[표 2] 兩漢書 本紀의 日蝕 언급 횟수

묘에 들어가서 郎들 사이에 있다가 묘의 문에서 戟을 잡은 채 황상이 

도착하기를 기다려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다. 발각되어 주살 당했다. 

……양구하는 점을 친 것이 맞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총애를 받게 되

어 太中大夫 給事中이 되고, 관직이 少府까지 올라갔다.129)

 검이 떨어지고 말이 놀란 것은 神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애매한 사

건이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무언가의 豫兆로 받아들임으로써 

神異가 성립된다. 양구하는 이것을 점치고 그 결과가 적중함에 따라 황

제 살해 기도를 저지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顯達을 이룰 수 있었다. 이 

외의 다양한 서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神異란 피지배층이 연관되는 서

사가 아니었다.

 또한, 《한서》에서 신이 서사의 발생 시기는 주로 전한 후기에 집중되

어 있다. 《한서》 전반부에서는 妖孼의 출현이나 異能의 발휘, 讖緯에 

연관된 기사가 드문 것은 물론이고, 신이로 해석될 수 있는 日蝕이나 천

문 현상에 대한 기사조차도 本紀 부분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이것은 

《한서》의 전반부가 신이 서사가 많지 않은 편인 《사기》와 거의 유사

하게 기술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전한 전기에 신이 서사로 분류될 수 있는 사건이 적게 일어났기 

때문일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그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으리라 보이

지는 않는다. 兩漢書의 日蝕 현상에 관한 기록을 확인해 보면, 기술자의 

태도가 객관적 사실의 기술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29) 會八月飮酎, 行祠孝昭廟, 先敺旄頭劍挺墮墜, 首垂泥中, 刃鄕乘輿車, 馬驚. 於是召賀筮之, 有兵

謀, 不吉. 上還, 使有司侍祠. ……夜玄服入廟, 居郎間, 執戟立廟門, 待上至, 欲爲逆. 發覺, 伏誅. 

……賀以筮有應, 繇是近幸, 爲太中大夫, 給事中, 至少府.    班固 著, 《漢書 · 儒林傳 · 梁丘

賀》, pp.360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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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한서의 본기 부분에 일식이 언급되는 횟수는 《한서》에서는 총 46

회, 《후한서》에서는 총 74회로, 《후한서》가 일식을 훨씬 더 자주 기

록하고 있다. 일식이 있었다는 기사 또는 기사로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詔書나 對策에서 언급된 횟수이다. 일식 관측이 잦아진 《한서》의 후반

부에서도 일식은 기록하지만 月蝕은 언급하지 않고, 《후한서》에서도 

월식은 상대적으로 언급 횟수가 적다. 명확한 천문 현상이라고 해도 기

재하는 사관의 태도에 따라 기술 횟수가 분명하게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신이 서사가 《한서》의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어떤지의 여부를 떠나서 

그것을 기재 가치가 있는 史蹟으로 인지하게 된 것이 후한 초기였다는 

것이다. 단지 신이 서사는 사회 고위층에 관련된 사적일 뿐이었다. 일반 

백성에 대해서는 신이 서사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형성되었더라도 전해

지지 않았을 것이다.

 神異 서사를 史蹟으로서 인식하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진 결과, 《후한

서》에서는 신이 서사가 시기와 인물, 소재 등 모든 면에서 더 다양해진

다. 신이 서사의 중심인물은 황제에서 在野의 奇人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계층에 퍼져 있으며, 특히 길거리의 점쟁이나 巫覡에 관한 기술이 자

주 등장한다. 《한서》에서는 본고에서 民俗으로 분류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반면, 《후한서》에서는 <方術列傳>, <逸民列傳>을 위시

한 다양한 전기에서 신통력을 발휘하는 존재들이 나타난다. 서사의 사건

이 발생한 시기 역시 전-후한 교체기에서 후한 말에 걸쳐 다양하게 분

포되어 있다.

 神異를 통한 미래 예언 역시 더 이상 사회 지배층의 운명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 지배층에 대한 神異 서사 역시 그대로 남아 있는 한편, 조

금 더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신이 서사 역시 전해진다. 桓帝와 靈

帝 시기에 관직에 있었던 敦煌 출신 張奐은 建寧 2년(CE 169)에 靑蛇

의 출현을 빌미로 宦官 曹節 등을 비판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2차 당고

의 화 때 고향에서 禁錮刑을 살게 된다. 그의 네 아들 중 한 명인 張猛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짧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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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보다 앞서 張奐이 武威太守였을 때 그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 꿈

에서 장환의 인수를 가지고는 樓臺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다. 점치

는 사람에게 물어보자 그가 답했다. “틀림없이 아들을 낳을 것입니

다. 아들은 다시 이곳에 오게 되고 이 누대에서 목숨을 다할 것입니

다.” 조금 지나서 아들 張猛을 낳았다. 建安 연간에 武威太守가 되었

는데, 刺史 邯鄲商을 죽여서 州의 군대에게 포위당해 상황이 급박해

지자, 누대에 올라가서 스스로의 몸에 불을 지르고 죽었다. 결국 점과 

같이 되었다고 한다.130)

 남북조 시기의 저작에는 흔하게 나타나는 예지몽의 서사이다. 그러나 

《한서》에서는 일개 太守에게 이 같은 신이 서사를 할애하지 않았다. 

또한 《후한서》에서 장맹에 대한 기사는 이상의 인용문이 전부이다. 단

지 예지몽의 서사만이 전해지고 있는 태수급의 인물을 기술한다는 것은 

《후한서》에 새롭게 나타나는 신이 서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曹操의 연회에서 도술을 선보인 左慈나 神醫 華陀 등이  

<方術列傳>에 기록되어 있고, 이름 모를 巫覡이나 觀相家, 風水家 등이 

나타나며, 鬼神을 부리고 災厄를 쫓는 牧民官의 서사 역시 다양하게 기

록된다. 孝子나 烈女, 在野의 學者나 前漢의 忠臣들 또한 神異 서사로 

인해 《후한서》에 이름을 남기고 있다.

 물론 범엽이 당시 전해지던 신이 서사를 전부 기록한 것은 아니다. 

《神仙傳》, 《抱朴子》나 《世說新語》, 《후한서》의 주석에 인용된 

《獻帝起居注》 및 각종 緯書 등을 살펴보면, 후한의 인물로서 立傳되어 

있는 인물과 연관된 신이 서사들이 더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는 

《후한서》 편찬 당시에도 전해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사들 역

시 존재하므로, 《후한서》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신이 서사들을 

선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후한서》에 남아 있는 신이 

서사는 역사 기술을 위해 채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사적들이라고 판

단할 수 있을 것이다.131) 이를 감안할 때, 《후한서》의 신이 서사에서 

130) 初, 奐爲武威太守, 其妻懷孕, 夢帶奐印綬登樓而歌. 訊之占者, 曰: “必將生男, 復臨茲邦, 命終

此樓.” 旣而生子猛, 以建安中爲武威太守, 殺刺史邯鄲商, 州兵圍之急, 猛恥見擒, 乃登樓自燒而死, 

卒如占云. 范曄 著, 《後漢書 · 張奐列傳》, 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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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다양해진 것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반고는 참위학의 전성기이자 神異의 권위가 약해져가는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다. 또한 《후한서》에서 신이 서사의 주인공이 되는 일부 인물 

중에서는 전-후한 교체기를 살았던 인물도 있으므로, 반고 역시 일반인

에 대한 신이 서사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132) 그럼에도 

《한서》에서 신이 서사는 제한된 인물에 대해서 제한된 형식으로 나타

난다.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불길한 미래의 예언이라는 형식이다.

 이처럼 신이 서사의 형식이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은 후한 초기에 유행

한 참위학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당한 經學的 지식

과 올바른 방법에 의거한 미래 豫知는 聖人이 인정한 능력이다. 그 외의 

기이한 능력은 方士들이 사용하기는 했으나 정치적으로 올바른지는 불확

실하다. 《한서》에 예지 외의 기이한 능력을 사용하는 인물이 없고, 일

부 인물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 또한 신통력인지 지적 능력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이 같은 시대적 분위기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반면 《후한서》에서는 양한 시기의 인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통력

을 발휘한다. 선진 시기의 史書에서도 신통력을 발휘하는 인물들이 있었

음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인물들은 범엽이 창작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반고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가 다시 역사 서사의 표면으로 부상

했다고 볼 수 있다. 神異 서사의 기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사

131) 唐代의 劉知幾는 이 때문에 범엽이 <방술열전>이나 <蠻夷傳>에서 신이 서사를 다양하게 채

택한 것은 《후한서》에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안타까워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이한 

사실을 무분별하게 수록하는 것은 역사 서술의 단점이라고 지적함과 동시에, ‘진짜 祥瑞’는 史

官이 엄정하게 판별하여 기록해야 한다는 평가 역시 내리고 있다.  유지기 지음, 포기룡 통석, 

《사통통석 2》, pp.233-239 참조. 당대에도 神異에 대한 이 같은 이중적인 태도는 유지되고 

있엇음을 볼 수 있다.

132) 《후한서》에 神異 서사가 다양하게 남아 있는 원인으로, 《한서》와 달리 《후한서》는 사

건의 발생 시점과 사건의 기술 시점의 시간적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의견

도 있다. 즉, 《한서》를 기술할 때와는 달리 《후한서》를 기술할 때는 역사 인물이 시간을 

거치면서 神聖化 될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는 것과 역사 인물의 신성

화, 그것도 제국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일반 서민의 ‘신성화’가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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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으로도 좀 더 자유를 누렸던 남북조 시대의 변화가 서사의 取材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志怪形 神異 서사의 출현

(1) 話素形 神異 서사의 소멸

 

 《漢書》에서 신이 요소가 포함된 기사의 대부분은 話素形으로 기술되

어 있으며, 서사라고 지칭할 만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話素形’이라는 것은 사건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있지만 그것의 

변화나 의미부여, 그것을 둘러싼 인물이나 상황의 변화 등이 제시되지 않

는 형태를 가리킨다. 서사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자들의 판단이 엇

갈릴 수 있는 이 같은 형식은 《한서》 신이 기사의 대부분에 나타난다.

 顯은 집 안의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와 대청 아래로 흘러가고 부뚜막

이 나무 위에 있는 꿈을 꾸었고, 또 대장군이 현에게 “아이들이 잡

혀 갈 것을 알고 있는가? 곧 잡혀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꿈도 꾸었

다. 집 안에 쥐가 갑자기 많아져 사람들과 부딪혔으며 [쥐들은] 꼬리

로 바닥에 그림을 그렸다. 부엉이가 여러 차례 殿 앞 나무 위에서 울

었다. 집의 문이 저절로 무너졌다. 霍雲의 尙冠里 저택 중문 역시 무

너졌다. 지나가던 이들이 어떤 사람이 곽운의 집 위에 앉아 기와를 

뜯어 땅에 던지는 것을 다함께 보았는데,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려

고 하자 사라져서 매우 괴이하게 생각했다. 霍禹는 수레와 말들이 요

란한 소리를 내며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꿈을 꾸었다.133)

 宣帝期, 大將軍 霍光의 사후 황후 독살과 역적 모의가 발각되어 곽씨 

가문이 몰살당하기 직전의 기사이다. 이 기사는 顯의 꿈 2回, 쥐의 이상 

133) 顯夢第中井水溢流庭下, 竈居樹上, 又夢大將軍謂顯曰: “知捕兒不? 亟下捕之.” 第中鼠暴多, 與人

相觸, 以尾畫地. 鴞數鳴殿前樹上. 第門自壞. 雲尙冠里宅中門亦壞. 巷端人共見有人居雲屋上, 徹瓦

投地, 就視, 亡有, 大怪之. 禹夢車騎聲正讙來捕禹.  班固 著, 《漢書 · 霍光傳》, pp.2955-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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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부엉이의 이상 행동, 문의 붕괴 2回, 怪人의 출현, 霍禹의 꿈, 도

합 8조의 서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 서사들이 정확히 무엇을 암시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134) 단

지 당사자들이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못한 채, 막연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을 뿐이다. 後漢 학자들이 표현을 빌자면 ‘소리 없는 天意’

는 장차 닥쳐올 미래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의사를 해석할 수 있는 學

者는 존재하지 않고, 곽씨 가문은 미래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

 이로부터 얼마 뒤, 곽씨 가문의 사람들은 역모 계획이 발각되어 멸족당

하고, 곽광의 딸이었던 霍后는 昭臺宮에 유폐된다. 宣帝가 親政을 시작

하고 2년 뒤, 즉 武帝의 죽음 이후 20여년 만에 劉氏 황제가 정권을 되

찾은 직후의 일이었다.

 이 같은 기사의 배치를 염두에 두었을 때에야 비로소 화소형의 신이 서

사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당시에 일어났던 각

종 기이한 현상들은 곽씨 일가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암

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사건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원인

을 짐작조차 할 수 없고 대처도 할 수 없는 상황, 즉 天意이다. 곽씨 일

가의 멸망과 宣帝의 권위 확보는 곧 天意에 따르는 행동인 것이다.

 《漢書》에는 이와 비슷한 화소형 신이 서사의 연속 기술이 여러 차례 

나타난다. 주로 제후왕이나 섭정, 외척 등이 패망하기 직전에 벌어지는 

현상들이다. 돌연변이로 추정되는 동식물의 출현이나 쥐나 두꺼비를 비

롯한 흔한 동물들의 기이한 행동, 옷이나 집안의 물건이 제멋대로 움직

이는 현상, 환청이나 악몽 등이 기록되어 있다.135)

134) 《漢書 · 五行志》에 곽씨 일가의 멸망에 관련된 기술은 3회 등장한다. 宣帝 地節 元年 정월

의 孛星과(p.1517) 元封 3年 12월 및 地節 4年 5月의 대형 우박,(p.1428 참조.) 霍禹의 저택 

문 붕괴이다.(p.1376) <五行志>의 기사는 각자의 카테고리에 분류되어 있고, 그에 대한 학자들

의 해석 역시 제시된다. 또한, <霍光傳>에 災異를 제외한 妖孼과 怪異만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 

역시 災異의 정치적인 위치에 대한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35) 이에 대하여 반고가 비극적인 인물을 묘사하는 것을 즐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의견도 

있다. 이는 단순히 반고가 비극적인 인물상을 묘사하려고 했다기보다는, 漢을 중심으로 한 통

치원리에 어긋나는 왕족은 필연적으로 무너질 운명이라는 주장을 강조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

니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劉德杰 역시 祥瑞災異가 유학적 가치관에 어긋나는 등장인물들의 멸망을 묘사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로 이용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劉德杰, <德行决定命運 : 《漢書》文化精神解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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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서사에 대한 자세한 해석이 <오행지>에 수록되어 있거나 박식한 

관리나 점쟁이 등이 해당 신이 요소에 대해 해석한 것을 덧붙이는 경우

가 없지는 않다.

 대표적인 예가 昌邑王 劉賀의 기사이다. 창읍왕은 昭帝가 후계자 없이 

사망한 元平 원년(BCE 74), 霍光이 무제의 아들인 광릉왕 유서를 제쳐

두고 옹립하였다가 27일 만에 폐위시킨 인물이다.136)

 일찍이 흰 개가 나타났는데, 키가 석 자나 되고 머리가 없으며 목 아

래는 사람과 유사했으며 方山冠을 쓰고 있었다. 후에 곰을 보았는데, 

좌우 측근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또 큰 새가 날아와 궁중에 모였다. 

劉賀가 그것을 알고 매우 싫어하며 그 때마다 郎中令 龔遂에게 말하

면 공수는 그 까닭을 말해주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五行志>에 있다. 

유하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상서롭지 못한 조짐이 어째서 이리 

자주 나타나는가!” ……후에 또 피가 왕좌를 더럽히는 일이 생기자 

왕이 공수에게 물었고, 공수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궁전이 비게 될 

날이 멀지 않아 요상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라는 것은 근

심의 조짐입니다. 마땅히 근신하시며 깊이 반성하십시오.”137)

 방산관이란 漢代에 宗廟에 제사를 지낼 때 춤을 추는 사람들이 쓰는 관

을 가리킨다. 이 관을 쓴 개에 대한 해석은 《漢書·五行志》 중 貌之不

恭에 속하는 服妖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부 사항은 조금 다르다.

 劉賀가 王이 되었을 때, 또한 커다란 흰 개가 方山冠을 쓰고 있고 꼬

리는 없는 것을 보았으니, 이것이 服妖이고 또한 犬旤이기도 하다. 유

하가 이것을 郎中令 龔遂에게 묻자 공수가 말했다. “이는 天戒이니, 

p.222 참조.

136) 창읍왕 유하의 즉위 및 퇴위에 관한 정치적 배경 및 禮制 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金容

天, 《전한후기 예제담론(前漢後期 禮制談論) - ‘위인후(爲人後)’ 예설(禮說)과 종묘제론(宗廟制

論)》, 제2장 2절 1. 창읍왕 유하의 폐위 논의, pp.90-104 참조.

137) 嘗見白犬, 高三尺, 無頭, 其頸以下似人, 而冠方山冠. 後見熊, 左右皆莫見. 又大鳥飛集宮中. 王

知, 惡之, 輒以問郎中令遂. 遂爲言其故, 語在五行志. 王卬天嘆曰: “不祥何爲數來!” ……後又血汙

王坐席, 王問遂, 遂叫然號曰: “宮空不久, 祅祥數至. 血者, 陰憂象也. 宜畏愼自省.” 班固 著, 《漢

書 · 劉賀傳》, p.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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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에 있는 자가 죄다 관을 쓴 개와 같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쫓으

면 살아남을 것이고 내쫓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유하가 폐위당

하고 몇 년 뒤, 宣帝가 그를 列侯[海昏侯]로 봉해 주었지만 다시 죄를 

지어서 본인은 죽고 후계를 둘 수 없게 되었으니, 또한 犬旤에서 꼬

리가 없는 것의 효험이다.

 京房의 《易傳》에서 말했다. “행동이 順하지 않으면 이 잘못은 사

람의 奴가 관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니, 천하는 어지러워져서 군주에

게는 嫡子가 없어 첩의 자식이 배수된다.” 또 말했다. “군주가 不正
하여 신하가 찬탈하려는 욕심을 품으니, 이 妖는 개가 관을 쓰고 朝
門을 나서는 것으로 나타난다.”138)

 유지기가 《史通》에서 지적했듯이 <오행지>의 기술은 종종 紀나 傳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139) <오행지>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가 紀나 

傳에 없기도 하고 반대의 상황도 있으며, 세부적인 기술이 다른 경우도 

있다. <오행지>의 개는 꼬리가 없지만 <유하전>의 개는 머리가 없으므

로 <오행지>의 해석이 <유하전>에 그대로 적용되기도 어렵다. 또한 <오

행지>는 꼬리 없는 개의 출현 앞에 유하의 中大夫에 관한 기사 및 昭帝 

말년의 기사를 추가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하전>을 비롯한 다른 

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140)

 ‘冠을 쓰고 있는 머리 또는 꼬리가 없는 개’의 출현이 服妖이든 犬旤
이든, 또 경방의 해석과 공수의 해석 중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없

다. 그러나 어느 쪽이라 해도 해당 서사는 창읍왕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

다. <오행지>의 설명이 없다고 해도, <유하전>의 기사의 배치 맥락상 그 

138) 賀爲王時, 又見大白狗冠方山冠而無尾, 此服妖, 亦犬旤也. 賀以問郎中令龔遂, 遂曰: “此天戒, 

言在仄者盡冠狗也. 去之則存, 不去則亡矣.” 賀旣廢數年, 宣帝封之爲列侯, 復有辠, 死不得置後, 

又犬旤無尾之效也. 京房易傳曰: “行不順, 厥咎人奴冠, 天下亂, 辟無適, 妾子拜.” 又曰: “君不正, 

臣欲簒, 厥妖狗冠出朝門.” 班固 著, 《漢書 · 五行志》, p.1367.

139) 유지기 지음, 포기룡 통석, 《사통통석 4 · 한서오행지착오 제10》, pp.235-238.

140) “昭帝時, 昌邑王賀遣中大夫之長安, 多治仄注冠, 以賜大臣, 又以冠奴. 劉向以爲近服妖也. 時王

賀狂悖, 聞天子不豫, 弋獵馳騁如故, 與騶奴宰人游居娛戱, 驕嫚不敬. 冠者尊服, 奴者賤人, 賀無故

好作非常之冠, 暴尊象也. 以冠奴者, 當自至尊墜至賤也. 其後帝崩, 無子, 漢大臣徵賀爲嗣. 卽位, 

狂亂無道, 縛戮諫者夏侯勝等. 於是大臣白皇太后, 廢賀爲庶人.”라는 부분이 앞 주석의 ‘賀爲王

時,’ 앞에 추가되어 있다. 班固 著, 《漢書 · 五行志》, pp.1366-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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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암시는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처럼 해석이 제시되는 소수의 예를 제외하면, 《한서》에서 대다수의 

신이 서사는 화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화소형 신이 서사는 신이의 해

석을 공백으로 남겨둔다는 점에서 ‘해석의 여백’이 존재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여백은 그 자체로 해당 신이 요소가 天譴임을 암시한다. 앞에

서 살펴보았듯이 하늘의 진정한 뜻은 본래 심오하여 凡人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함부로 발설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天意란 본래 한 단계

의 해석을 거쳐서 본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숨은 존재인 법이다. 

 天意의 해석이 유가 지식인들이 독점권을 확보한 일종의 秘傳이었음을 

감안할 때, 神異 서사에 대해 명확한 해석 하나를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해당 서사의 神異性을 희석시킬 수 있다. 자세한 설명 없이, 오직 알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알아보는 암호로서 제시되는 것이 天意를 효과적으

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때문에 《한서》는 기본적으로 天意를 

기록하기만 하고 해석하여 드러내지 않는다.

 또한 《한서》가 저술된 시기는 災異의 해석을 섣불리 입에 담기 힘든 

시대이기도 했다. 후한 초기는 아직 도참 정치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은 때라서 讖緯를 비롯한 미래 예언에 예민했다. 비록 漢 제국을 

숭상하려는 의도에서 기술하는 것이라고는 해도, 어떤 인물이 하늘의 뜻

으로 주벌당했다고 단정짓기는 위험한 시대다. 아무리 황제의 허락을 받

아 저술하는 역사서라고 해도 위험을 무릅쓰고 신이 요소에 일일이 해설

을 붙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한서》에서 신이 서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전한 말은 반고의 

입장에서는 백년도 지나지 않은 최근의 과거이기도 했다. 《한서》의 초

고가 되는 《후전》을 저술한 반표 역시 전-후한 교체기의 사람이다. 

전한 말을 살아간 인물들의 자식 또는 손자가 아직도 살아 있고 정부의 

요직에 앉아 있는 시기에, 함부로 天罰이나 天命을 언급하는 것이 조심

스럽기도 했을 것이다. 예외적으로 왕망에 대해서만은 天命에 대한 오해

를 거침없이 비난하면서 新의 멸망은 필연적인 역사의 흐름이라고 암시

하고 있는 것은, 당시 왕망만은 이론의 여지 없는 천하의 逆賊이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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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 것이다.

(2) 神異 서사의 해석 제시

 《한서》와는 달리 《후한서》는 형식적으로 신이 서사를 등장인물과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 즉 플롯을 갖춘 서사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고, 

話素形의 기사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民俗類의 신이 서사가 기술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요얼류나 괴이류의 서사들 역시 다채로워진다. 이처럼 

서술 대상이 확장된 신이 서사는 대부분 志怪類 小說과 유사한 형태로 

기술된다. 

 어떤 자가 黃帝 때에 화려한 수레 덮개를 세우고 登仙했다고 말하

자, 왕망은 9겹으로 된 화려한 수레 덮개를 만들었다. 높이는 8장 1척

이고 금으로 꼭대기를 장식하고 새 깃털로 덮개를 치장했으며, 바깥

에서 들여다 볼 수 없는 사륜거에 [이 수레 덮개를] 싣고 여섯 마리 

말을 매어, 力士 삼백 명이 노란색 옷을 입고 머리 수건을 쓴 채 [수

레를 호위하고], 수레 위에서 사람이 북을 치면 수레를 끄는 사람 모

두가 “등선”이라고 외쳤다. 왕망이 외출할 때는 그 앞에 가게 했다. 

百官들이 몰래 수군거렸다. “이건 상여하고 비슷하지, 신선의 물건

이 아니다.”141)

 新 地皇 2년(CE 21), 新의 몰락 2년 전의 기사이다. 위에서 본 창읍왕 

유하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서사의 핵심이 되는 신이 요소의 출현과 그를 

둘러싼 해석이 제시된다. 그러나 서사를 구성하는 話素나 화소 간의 관

계, 시간의 흐름 등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신이 요소와 그에 대한 전후 

맥락 또는 해설이 연계되어 있는 이와 같은 형식의 기사들이 화소형과 

지괴형의 중간 단계의 기사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41) 或言黃帝時建華蓋以登僊, 莽乃造華蓋九重, 高八丈一尺, 金瑵羽葆, 載以秘機四輪車, 駕六馬, 力

士三百人黃衣幘, 車上人擊鼓, 輓者皆呼“登僊”. 莽出, 令在前. 百官竊言“此似輭車, 非僊物也.” 班

固 著, 《漢書 · 王莽傳下》, p.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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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한서》에 이르면 신이 서사에서는 화소형의 서사가 점차 사라지는

데, 사라지는 방식은 神異의 종류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神異 

서사의 외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神異의 범주를 광범위하게 설정했

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먼저 《한서》에도 자주 나타나던 災異나 符命, 圖讖 및 妖孼類에 대해

서는 신이의 출현과 함께 그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아진다. 

후한 초기에 참위학이 제국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자 학술 논쟁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현상은 현상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설명과 논쟁이 있기에 의미를 가지

는 것이다. 이같은 류의 신이 서사가 대부분 간접 인용인 상주문이나 조

서, 대책문 등에 언급되는 것 또한 신이와 해석이 동시에 제시되는 상황

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특히 천재지변류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에 대한 

대처 방식을 다루는 기사에 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해석과 대처법까지 동시에 논의되고 기술된다. 단, 후대의 역사서와 마

찬가지로, 帝紀 부분에서는 여전히 기상 현상과 천재지변을 기록할 때 

화소형의 기술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남아 있다.

 《한서》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민속이나 괴이에 대한 기사들은 상황이 

다르다. 이 부류의 신이 기사들 중에는 신이 요소가 다른 화소와 상호 

작용하여 신이 요소 자체 또는 다른 화소에 변화를 일으키는 지괴형 서

사가 늘어간다. 神異의 출현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해당 

신이 요소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사건 등이 함께 기술된다. 이 때문에 

오히려 神異 자체의 존재감은 희석되어서 《한서》의 신이와는 달리 

《후한서》의 신이는 일상적인 서사의 素材처럼 다루어진다. 이런 식의 

지괴형 신이 서사는 기록되어 있는 문헌이 역사서라는 것만을 제외하면, 

남북조의 지괴 및 지인류 소설과 외견상의 차이는 없다.

 성품이 道術을 좋아했고, 5里에 걸친 안개를 만들 수 있었다. 이 때 

關西 사람인 裴優 역시 3리에 걸친 안개를 만들 수 있었는데, 스스로

가 張楷만 못하다고 생각했다. 장해를 따르며 배우려고 했는데 장해

는 피하면서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桓帝가 즉위했을 때 배우는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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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면서 도적질을 했고, 일이 발각되어 심문을 당하자 장해를 끌

어 들여서 그를 따라 學術을 익혔다고 했다. 장해도 죄에 연루되어 

廷尉의 詔獄에 갇혔는데, 2년이 지나도록 항상 經籍을 암송하며 《尙
書注》를 지었다.142) 

 張楷는 順帝의 漢安 元年(CE 142)과 桓帝 建和 3년(CE 149)에 관직 

초빙을 거절한 뒤 7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시기에

는 이미 노인이었을 것이다. 배우가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

 장해와 배우가 광범위한 안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異能이

고, 본고의 분류대로라면 怪異類의 神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능

력은 서사에서 인물이 지니는 個性 중 하나일 뿐이다. 이것은 해석이 필

요한 알레고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능력에 대한 해석이 없다

는 것이 능력의 신비성을 강화시키는 장치로 작용하지도 않는다. 異能의 

존재 자체가 기술 대상 인물의 非凡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어떤 류의 비

범함을 강조하는지에 대해서는 서사별로 분석이 필요한 문제이지만, 위

의 인용문에서 배우가 안개를 만드는 능력을 學術이라고 주장한다는 점

은 눈여겨 볼 만할 것이다.

 《후한서》에서 화소형 서사가 사라지고 중간형 또는 지괴형의 서사가 

나타나는 것은 제3장에서 언급한 사회 배경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천재지변류의 서사에서 神異 서사에 권위 있는 해석을 함께 기술한다는 

것은 기사의 독자들에게 그 기사를 해석할 필요 또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전-후한 교체기에 符命이 등장하면서 문자를 이용한 ‘天意’

가 나타나고, 후한 시기에는 대부분의 神異는 학술적으로 해석이 가능함

은 물론 정치적인 이유로 정답이 정해져 있는 현상으로 취급되고 있었

다. 특히 후한 전기라면 재이설이나 참위학은 대부분의 학자나 관료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지식이었다. 이 시기, 수용자의 해석의 여

지가 점차 줄어들어가는 시대적 변화가 천재지변류의 신이 서사에서도 

142) 性好道術, 能作五里霧. 時關西人裴優亦能爲三里霧, 自以不如楷, 從學之, 楷避不肯見. 桓帝卽

位, 優遂行霧作賊, 事覺被考, 引楷言從學術, 楷坐繫廷尉詔獄, 積二年, 恆諷誦經籍, 作尙書注.  范

曄 著, 《後漢書 · 張楷列傳》, p.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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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의 기술이 간접인용이라는 것은, 후한 당시를 살

아간 사람들이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여기에

는 후한의 가치관이 투영되어 있다.

 한편 민속이나 괴이류 신이 서사의 기술 형식 변화 역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 이 부분은 범엽의 시각에서 재구성하여 기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남북조의 영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후한 말기를 지나

서 더 이상 神異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지 않던 시대에, 신이 서사란 결

코 주의 깊게 해석을 삼가야 하는 대상이나 秘儀的 권위를 유지해야 하

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후한서》에 새로 등장하는 지괴형 서사들은 

天意를 나타내는 기사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천명의 해석, 符命이나 재이 현상의 출현은 물론이고 각종 異物의 등장

이나 異能조차도 돌출적이고 파급력 있는 사건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괴이나 요얼의 출현이 《한서》에서 예정된 파멸을 모호하게 예

언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면, 《후한서》에서는 현상의 묘사 기능 또는 사

건의 구성 요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신이 서사의 神異

는 비범하고 비일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능력 중 하나

에 불과하다.

 지괴형 신이 서사는 결국 신이 요소에 대해 역사가가 해석을 가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시하는 기술 방식이다. 이 같은 기사에서는 독자의 해석

을 요구하지 않는다. 해석의 여백이 실종되었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

다. 남북조 시기에 유행했던 지괴류 소설의 발생을 서사 경험의 축적으

로 설명한다면, 사전 산문의 신이 서사 역시 동일한 경험을 축적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일 서사의 반복 기술

 神異 서사의 일부는 개인의 神聖性이나 비범함을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특히 《한서》에서는 皇帝가 된 인물들의 신성성을 강조함으로써 

劉氏 황실의 절대성이 강조된다. 《漢書》에서는 感生說話的 요소나 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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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 등을 통해 그 인물의 비범한 출생을 표현하여, 이를 통해 개인의 신

성성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한편 《후한서》에서 신이 서사는 신성성보다는 비범함을 강조하는 쪽

에 가깝다. 또한 선양 대상 역시 황족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皇帝 神聖化 記事의 중복과 소멸

 신이 서사를 통해 황제의 신성성을 증명하는 예시로는 前漢 高祖와 宣

帝, 後漢 光武帝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漢書》의 <高帝紀>와 <宣帝

紀>, <孝成趙皇后傳>, <王莽傳>, 《後漢書·光武帝紀》에 기술된 기사들

이 주요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 이들의 신이 서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神異 서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① 비범함을 나타내는 일화의 중복

 高祖 劉邦에 대한 《漢書》의 기술은 유방이라는 개인의 특이한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① 꿈에 신과 만났다. 이때에 번개와 우레가 치고 어두워졌는데, 아

버지 太公이 가서 보니 蛟龍이 위에 있었다.143)

 ② 高祖의 생김새는 코가 높고 龍의 상이었으며, 수염이 아름다웠고, 

왼쪽 허벅지에 72개의 점이 있었다.144)

 ③ 가끔 술에 취해 누우면 무부인과 왕노파는 고조의 위에 늘 기이

한 기운이 서려있는 것을 보았다. 고조가 와서 술을 사 마실 때마다 

매상이 몇 배나 뛰었다.145)

 ④ 呂公은 사람의 관상을 잘 보았는데, 고조의 모습을 보고는 그를 

143) 夢與神遇. 是時雷電晦冥, 父太公往視, 則見交龍於上. 班固 著, 《漢書 · 高帝紀》, p.1.

144) 隆准而龍顔, 美須髥, 左股有七十二黑子. 위의 책, p.2.

145) 時飮醉臥, 武負、王媼見其上常有怪. 高祖每酤留飮, 酒讎數倍. 위의 책,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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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공경하며 끌어다가 上坐에 앉혔다. ……“저는 일찍이 사람의 

관상 보길 좋아하여 관상을 여럿 보았는데, 당신만한 상은 없었으니, 

원컨대 당신께서는 自重自愛 하십시오. ……”146)

 ⑤ 老父가 말했다. “아까 보았던 부인과 아이들은 모두 당신 덕분에 

귀해지는 것이니, 당신의 相은 귀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147)

 ⑥ 高祖는 취한 채 말했다. “壯士가 가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는

가!” 그리고는 앞으로 나아가 칼을 뽑아 뱀을 베었다. 뱀이 두 동강 

나면서 길이 열렸다. 조금 가다가 술기운에 피곤해져서 드러누웠다. 

뒤에 처진 사람이 뱀이 있던 장소에 도착했는데 한 노파가 밤에 울고 

있었다. 그 사람이 우는 이유를 묻자 노파가 말했다. “어떤 자가 내 

아들을 죽였소.” 그 사람이 물었다. “할머니의 자식이 무슨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까?” 노파가 말했다. “내 아들은 白帝의 아들로 뱀

으로 변해서 길을 막고 있었는데, 지금 赤帝의 아들이 베어버렸으니, 

그래서 울고 있는 것이오.” 그 사람은 노파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

해서 캐물으려고 했는데 노파는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148)

 ⑦ 秦始皇帝가 일찍이 “東南 방향에 天子氣가 있다”고 말하고, 이

에 동쪽으로 유람하여 그것을 억눌렀다.149)

 ⑧ 呂后가 말했다. “당신이 계신 곳 위에는 항상 雲氣가 있어서, 그

것을 따라가면 당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150)

 ⑨ 여러 부로들이 모두 말했다. “평소 劉季께서는 기이하시니 마땅

히 귀해질 것이라 들었습니다. 또 점을 쳐보아도 유계만큼 길한 사람

이 없습니다.” ……고조는 마침내 沛公이 되었다.151)

 ⑩ 亞父 范增이 項羽를 설득했다. “……제가 사람을 시켜 그의 기

운을 보았는데, 모두 용이라고 생각하고 五色을 갖추고 있다 하니 이

146) 呂公者, 好相人, 見高祖狀貌, 因重敬之, 引入坐上坐. ……“臣少好相人, 相人多矣, 無如季相, 

願季自愛.……”  위의 책, pp.3-4.

147) 老父曰: “鄕者夫人兒子皆以君, 君相貴不可言.” 위의 책, p.5.

148) 高祖醉, 曰: “壯士行, 何畏!乃前, 拔劍斬蛇. 蛇分爲兩, 道開. 行數里, 醉困臥. 後人來至蛇所, 

有一老嫗夜哭. 人問嫗何哭, 嫗曰: “人殺吾子.” 人曰: “嫗子何爲見殺?嫗曰: “吾子, 白帝子也, 

化爲蛇當道, 今者赤帝子斬之, 故哭.” 人乃以嫗爲不誠, 欲苦之, 嫗因忽不見.   위의 책, p.7.

149) 秦始皇帝嘗曰“東南有天子氣”, 於是東游以猒當之.   위의 책, p.8.

150) 呂后曰: “季所居上常有雲氣, 故從往常得季.”  위의 책, p.8.

151) 諸父老皆曰: “平生所聞劉季奇怪, 當貴, 且卜筮之, 莫如劉季最吉.” ……高祖乃立爲沛公. 위의 

책, p.10.



제4장 神異 서사의 확장  105

는 天子의 기운입니다.……”152)

 ⑪ 황상을 시해하고자 몰래 계략을 꾸몄다. 황상이 묵어가려고 했는

데 가슴이 뛰어서 물었다. “縣의 이름이 무엇이냐?”“柏人입니

다.”라고 말했다. 황상이 말했다. “柏人이라는 것은 남에게 쫓기는

[迫] 것이다.” 그곳을 떠나 묵지 않았다.153)

 ⑫ 배수하고 나서 고제는 劉濞를 불러 말하길, “네 모습에 反骨이 

있다.”라 하고,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漢에 50년 후 동남

쪽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너겠지? 하지만 천하가 모두 같은 

姓을 가진 一家이니, 너는 삼가며 반란을 일으키지 말거라.”154)

 이상 12조의 기사들은 五星의 이동과 혜성, 지진, 일식 등 일반적으로 

治世 전체에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천변지이를 제외한 나머지 神異 

기사들이다. 五星이 東井에 들어간 것은 고조 등극을 알리는 중요한 기

사 중 하나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황제들과의 비교를 위해 분명하게 

고조와 연관이 된 것으로 기술된 기사들만을 살펴보도록 한다.

 12조 중 1조부터 9조까지는 기의하기 이전 시기에 몰려 있고, 대부분 

고조 개인의 능력을 강조한다. 고조는 신비한 출생을 거친 인물이고

(①), 특이한 외모를 가졌으며 관상과 점괘에서 미래의 성공이 약속되어 

있는 인물(②④⑤⑨)이다. 또한 기이한 기운이 따라다니고(⑦⑧⑩), 신

비한 일도 일으킬 수 있는 사람(③⑥)이다. 마을의 이름을 보고 암살음

모를 피해간 사실(⑪)이나 훗날 반역을 저지를 인물을 간파하는 부분

(⑫)에서는 예지력에 가까운 통찰력을 볼 수 있다.155)

 高祖에 대한 기술의 경우 그의 조상이나 가문에 대한 서술은 찾을 수 

없고,156) <高帝紀>의 찬어에서 劉氏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152) 亞父范增說羽曰: “……吾使人望其氣, 皆爲龍, 成五色, 此天子氣.……” 위의 책, p.24.

153) 陰謀欲弑上. 上欲宿, 心動, 問 “縣名何?” 曰: “柏人.” 上曰: “柏人者, 迫於人也.” 去弗宿. 위의 

책, p.65.

154) 已拜, 上召謂濞曰: “汝狀有反相.” 因拊其背, 曰: “漢後五十年東南有亂, 豈汝邪? 然天下同姓一

家, 汝愼毋反.” 위의 책, p.76.

155) 字源的 의미의 ‘聖’스러움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반고와 동시대인인 

許愼의 《說文解字》에서는 “聖은 通이다.(聖, 通也.)”라고 하였다. 그 注를 보면 《周禮》의 注

를 인용하여 “聖通而先識”이라고 했으며, 《風俗通》에서는 “聖者, 聲也. 言聞聲知情.”이라고 

했다. 許愼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p.592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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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春秋三傳 중에도 가장 늦게 형성된 《左傳》에서야 비로소 유씨

의 계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고, 緯書들 역시 유씨 가

문의 계보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했으므로 후한 초기까지도 유씨의 계보

는 미완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고가 의도적으로 유씨의 가계를 찬어

로 돌린 것에는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가문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하는 것은 고조에게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漢書》의 紀와 傳을 통틀어서, 전한 건국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계가 기록되어 있는 인물은 총 4명으로, 班固와 司馬

遷, 揚雄, 王莽이다.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4명 모두가 역사가이고 ‘스

스로가 자기 가문의 역사를 저술했다’는 점이다. 반고와 사마천 외에 

揚雄은 일실된 《漢書》를 저술했던 인물로 언급되어 있으며, 《漢書·

揚雄傳》은 찬어에 의하면 양웅 자신이 쓴 自傳을 인용한 것이다.157) 

王莽은 劉欽과 함께 유씨 가문의 가계를 ‘발견’한 인물로, 그가 스스

로 기술한 왕씨 가문의 역사 《自本》이 《漢書·元后傳》에 기록되어 

있다. 즉, 전한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가계 기술은 《漢書》에서는 

‘삭제되지 않은 역사가들의 자서전’에만 남아 있는 특이한 기술에 해

당한다.그렇다면 漢 高祖의 가계가 찬어에만 간략하게 언급된 것은 고조

에 대한 적극적인 貶意 때문이라기보다는, 가계를 기술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채 기존 사료의 기술을 기계적으로 답습한 결과일 것이

다.158)

 이 때문에 고조에 대한 신이 서사는 그 개인에게 집중된다. 고조는 神

的인 존재의 아들로서 태어나고 天子가 될 자질을 갖추고 있었으며, 여

러 사람들이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다양한 일들이 그의 주위에서 일어났

다. 그 결과 실제로 漢 제국을 건설하여 황제가 되고, 그 이후에도 미래

156) 앞서 언급한 오카다 히데히로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가계 서술의 부재를 근거로 삼아 班

固가 高祖를 폄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대로 고힐강은 고조가 평민 출신인 것이야말로 天

意의 명백한 구현이므로 고조의 가계가 명백하지 않은 것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

한다. 구지에강 지음, 《중국 고대의 방사와 유생》, pp.152-155. 고힐강의 주장 역시 가계를 

서술하지 않은 것이 고조에 대한 무시라는 점은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157) 이연승 저, 《양웅(揚雄): 어느 한 대(漢代) 지식인의 고민》, pp.35-44.

158) 張子俠은 이와 같은 계승이 단순히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라 司馬遷의 업적을 존중하여 의식

적으로 수행한 작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張子俠, <班氏父子與《史記》的學術運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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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앙을 예측할 수 있었다. 《한서》는 이 같은 기술을 통해서 고조는 

평범한 인간이 아닌 신성한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다.

 전한 시기의 황제에 대한 신성화 작업은 高祖代에서 끝난 것은 아니다. 

文帝와 昭帝, 宣帝에게도 그와 같은 작업이 수행되었다. 文帝와 昭帝에 

관한 기사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없지만,159) 宣帝에 관한 기사는 

특이한 점이 있다.

 ① 天氣를 살피는 자가 장안의 옥 가운데 천자의 기운이 있다고 하

니, 황상이 사자를 보내어 경성의 모든 관부의 옥에 갇혀 있는 자들

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죄가 가볍든 무겁든 모두 죽였다.160)

 ② 온몸과 발바닥에 털이 나 있었고 드러누워 있으면 여러 차례 빛

을 냈다. 매번 떡을 살 때마다 사러 가는 곳은 번번이 떡을 많이 팔게 

되었기에, 이 때문에 스스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161)

 세부 사항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기사들은 고조의 기사들과 유사

한 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각자 독특한 신체적 

특징이 있었다거나 기이한 기운이 따라다녔다는 기술, 가게에 들르면 해

당 가게의 매상이 올랐다는 서사 역시 동일하다. 훗날 병길이 宣帝를 황

제 후보로 추대할 때 ‘시초점과 거북점을 참고하여[參以蓍龜]’ 권유했

다고 하므로, 관상이나 卜筮의 결과가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蓍龜의 결과 

역시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자질에 있어, 선제는 사실

상 고조와 거의 동일한 자질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59) “거북점을 쳤는데 大橫이 나왔다. 점괘는 다음과 같다. ‘大橫이 매우 뚜렷하니, 내가 天王이 

되어, 夏啓가 선왕의 업적을 빛낸다.’ 代王이 말했다. ‘나는 이미 왕인데, 또 무슨 왕이 되란 말

인가?’ 점치는 자가 말했다. ‘天王이라는 것은 곧 “天子”를 뜻합니다.’(卜之, 兆得大橫. 占曰: 

‘大橫庚庚, 余爲天王, 夏啓以光.’ 代王曰: ‘寡人固已爲王, 又何王乎?’ 卜人曰: ‘所謂天王者, 乃天

子也.’)” 班固 著, 《漢書 · 文帝紀》, pp.106-107.

   “[소제의] 어머니는 趙倢伃이고 원래 기이한 점이 있어 총애를 받았는데, 황제를 낳을 때에도 기이

한 일이 있었다.(母曰趙倢伃, 本以有奇異得幸, 及生帝, 亦奇異.)” 班固 著, 《漢書 · 昭帝紀》, p.217. 

160) 望氣者言長安獄中有天子氣, 上遣使者分條中都官獄繫者, 輕重皆殺之.  班固 著, 《漢書 · 宣帝

紀》, p.236.

161) 身足下有毛, 臥居數有光耀. 每買餅, 所從買家輒大讎, 亦以是自怪.    위의 책,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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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祖 劉邦 宣帝 劉詢(劉病已)

感生 蛟龍 -

風貌 龍顔, 貴相, 卜筮最吉 有毛

氣運 天子氣, 雲氣 天子氣, 數有光耀

怪異 酒讎數倍, 斬龍, 迫人, 反相 買餅大讎

[표 3] 高祖와 宣帝의 신이 서사 비교

 神異 서사는 서술 대상 인물의 神異性, 또는 최소한 非凡性을 나타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서사가 개인의 특별함을 보장해주는 이유

는 神異 서사가 凡人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非凡한 사건이기 때문일 것이

다. 일상을 벗어나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남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非凡하고, 나아가서 神聖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특이해야 할 황제의 신성화 서사가 宣帝의 경우에는 특이

하지 않다.

 고조의 감생설과 참룡고사와 같이 유명한 神異 서사들은 宣帝의 기사에 

나타나지 않는다. 高祖의 斬龍 故事에 나타나는 의문점이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고,162) 祥瑞인 용을 죽이는 것이 중흥 황제에게 적합하지 않았

을 수도 있다. 그 대신 ‘受命의 표현’이라는 기능을 하는 서사로 宣帝 

즉위를 전후하여 나타난 符命과 怪異 現象이 있다.

 孝昭皇帝 元鳳 3년 정월, 泰山과 萊蕪山 남쪽에서 수천 명이 흉흉하

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는데, 백성들이 가서 살펴보니 큰 돌이 스스로 

서 있었다. 높이는 1丈 5尺, 크기는 48圍, 땅에 8尺 깊이로 박혀 있고 

세 돌이 발처럼 받치고 있었다. 돌이 일어난 뒤 하얀 까마귀 수천 마

리가 내려와 그 곁에 모여들었다. 이 때 昌邑에서는 말라죽은 社木이 

누워 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上林苑 안에서는 잘려서 말라 죽어 

162) 漢 高祖의 참룡 고사에서 ‘적제의 아들’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고조가 堯의 

후손으로 赤德에 해당하는 황제임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처음 《史記》에 

참룡 고사가 기록된 당시 漢은 火德을 표방하는 왕조가 아니었고, 고조 스스로도 용을 죽인 뒤 

旗幟를 赤色으로 정하기는 했지만(<高帝紀>) 五帝의 사당을 정립할 때는 자신을 黑帝로 자처

하는 등(<郊祀志>) 언행에 일관성이 없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赤帝의 아들이란 유방이 가진 

검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설, ‘赤帝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軍神을 나타낸 것이라는 설 등이 제기

되었다고 한다.  이타노 쵸하치, <班固の漢王朝神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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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져 있던 커다란 버드나무가 역시 스스로 일어나서 살아났고, 벌

레가 나뭇잎을 파먹어 “公孫病已立”이라는 문자를 만들었다. 眭孟
은 《春秋》의 뜻에서 유추하여, “돌과 버드나무는 모두 陰의 부류

이니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泰山은 岱宗을 나타내는 산이자 王者
가 姓이 바뀌었을 때 대신할 것을 고하는 곳이다. 지금 큰 돌이 스스

로 일어나고 쓰러진 버드나무가 다시 일어섰으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라 이제 틀림없이 匹夫의 자리에서 天子가 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말라붙은 社木이 다시 살아났으므로, 폐문된 가

문의 公孫氏가 틀림없이 다시 흥성하는 것이다.”163)

 이 사건들에 대해서 《春秋》를 수학하여 명경과로 관직에 오른 眭孟, 

즉 眭弘은 ① 평민이 천자의 지위에 오른다, ② 公孫氏가 흥성한다는 해

석을 제시했다. 여기에 나타난 괴이한 현상이 宣帝만을 가리킨다고는 단

정할 수 없다. 수맹은 이 같은 자신의 해석에 황제가 賢人에게 선양하고 

퇴위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여 內官長 賜를 통해 상주하는 바람에 祅言

으로 민중을 미혹시킨 죄로 大逆不道를 선고받고 주살당했다. 그러나 선

제가 즉위한 다음에는 처형당한 수맹 대신 그의 자식을 관직에 앉혔다는 

기술이 함께 나타나면서, 宣帝는 고조와 마찬가지로 天命을 수여받은 인

물이라는 표지를 받게 되었다. 서사의 세부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사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선제의 즉위로 인해 ‘公孫病已立’은 公의 孫 病已가 일어난다는 뜻으

로 풀이하는 것이 ‘옳다’는 해석이 지배적이 되었다. 病已는 宣帝가 

詢으로 개명하기 전의 옛 이름이다.

 또한, 무제의 통치 마지막 해인 後元 2년(BCE 87), 望氣者가 장안의 

감옥에 天子氣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시 선제는 위태자의 손자라

는 이유로 長安의 郡邸獄에 갇혀 있었다. 무제는 천자기를 厭勝하기 위

163) 孝昭元鳳三年正月, 泰山萊蕪山南匈匈有數千人聲, 民視之, 有大石自立. 高丈五尺, 大四十八圍, 

入地深八尺, 三石爲足. 石立後有白烏數千下集其旁. 是時昌邑有枯社木臥復生, 又上林苑中大柳樹

斷枯臥地, 亦自立生, 有蟲食樹葉成文字, 曰“公孫病已立”. 孟推春秋之意, 以爲“石柳皆陰類, 下民

之象, 泰山者岱宗之嶽, 王者易姓告代之處. 今大石自立, 僵柳復起, 非人力所爲, 此當有從匹夫爲天

子者. 枯社木復生, 故廢之家公孫氏當復興者也.”  班固 著, 《漢書 · 眭弘傳》, pp.315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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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장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전부 죽이도록 명령한다. 군저옥에

도 內謁者令 郭穰을 파견했지만, 그곳을 관리하던 丙吉이 武帝가 그 자

신의 曾孫을 죽여서는 안 된다며 곽양을 들여보내지 않았고 날이 밝자 

관리들은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이 때에도 무제는 ‘天意’라고 한

탄하면서 천하에 사면령을 내렸다고 되어 있다.164) 

 여기서 무제는 天子氣의 존재를 차기 천자가 될 사람의 존재와 동일시

했고, 그를 죽여서 새로운 황제의 출현을 막고자 했다. 《漢書》는 武帝

의 말을 통해 선제의 출생과 丙吉이 그를 지키고 길러내는 행동, 그의 

살해 시도가 전부 天意의 표현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宣

帝 역시 전대 황제 중 하나인 武帝에게 인정받은, 하늘이 즉위를 예언한 

황제라고도 볼 수 있다.

 《漢書》에 언급되거나 傳記가 실려 있는 인물 중에서 신성화와 연관된 

기사는 고조, 문제, 선제, 소제에게만 존재하고, 각자가 비범한 인물이라

는 神異 서사를 남기고 있다. 네 황제의 공통점은 전대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전대 황제의 죽음과 함께 즉위하고 제국을 통치한다는 일반적

인 절차를 밟지 않은 황제라는 점이다. 즉 이들은 적통 황제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고조는 開祖 황제이므로 당연히 황제의 후계자가 아니었으며, 文帝는 

呂氏 일족의 반란이 진압된 뒤 代王에서 황제로 즉위했다. 昭帝는 武帝

의 아들이고 무제가 직접 임명한 후계자이기는 하나 8세에 즉위해서 젊

은 나이에 사망할 때까지 親政을 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실질적인 황제

는 대장군 霍光이었고, 昭帝는 사실상 허수아비 황제였다. 

 宣帝는 무고의 난을 일으킨 위태자의 직계 후손으로, 昭帝의 사후 황제

로 맞아들여졌다. 혈통을 따지면 무제의 嫡孫이지만, 위태자의 누명이 

풀린 뒤에도 평민으로 지내야 했고, 成家한 후에야 아내와 함께 황궁으

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즉위 이후에는 소제와 마찬가지로 섭정 곽광에

게 통치를 일임하고 곽광의 부인 顯이 황후를 독살한 다음 그녀의 딸을 

차기 황후로 앉히는 것을 묵인하는 등 곽씨 일가의 세력에 눌려 지내다

164) 班固 著, 《漢書 · 丙吉傳》, pp.314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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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곽광의 사후에야 통치권을 되찾아 왔다.

 즉 고조와 선제는 전한의 황제 중에서 즉위 과정이 가장 위태로웠던 황

제들이다. 고조는 義帝의 복수를 명분으로 기의했지만, 제국의 건국 이

후에 쟁쟁한 개국 공신들의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정당

성과 명분이 필요했다. 선제에게도 마찬가지로 受命의 증거가 필요했다. 

무제 사후 섭정이 된 곽광은 昭帝가 즉위한 始元 1년(BCE 86)에 집권

을 시작하여 宣帝 地節 2년(BCE 68)에 사망했다. 곽씨 일가는 전횡을 

일삼았으나 곽광 본인은 周公과 같다고 칭송을 받았었다. 곽광에게서 통

치권을 되찾아 오고 곽씨 일족을 처벌하는 과정의 정당함을 강조하기 위

해서, 앞서 보았던 것처럼 곽씨 일가의 멸망이 天意임을 나타내는 한편으

로, 宣帝의 황제로서의 자질을 강조할 필요도 있었다.

 宣帝의 비범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漢書》는 고조와 유사한 서사들

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神異 해석에서 자주 활용되던 前例 제시라는 

서사법의 연장선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또는 高祖와 유사한 인물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신성한 開祖 황제와 마찬가지로 제국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漢書》는 역사서이므로 실

제로 고조와 선제가 각각 이 같은 능력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

지만, 이러한 神異 서사의 기록이 선별된 서사라는 점은 분명하다.

 神異 서사로 분류하기는 힘들지만, <孝成趙皇后傳>에 비슷한 기사가 있

다. 哀帝 즉위 초, 成帝의 독살 혐의로 趙昭儀가 자살한 뒤에 司隸 解光

은 조씨 일족이 成帝의 자식들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元延 원

년 10월, 學事史로서 황후에게 《詩》를 강의하던 中宮史 曹宮이 성제

의 아들을 낳았다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것이다. 죽기 전에 조궁은 자

신의 아이가 ‘아들인데 이마 위에 壯髮이 나 있어 孝元皇帝와도 비슷했

다’고 한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165)

 그렇지만 원제를 언급한 기사들 중에는 壯髮에 관한 기술이 없다. 《漢

書》에서는 高祖의 점이나 宣帝의 털에 관해서는 기록하면서도 원제의 

壯髮은 기록하지 않았다. 원제는 비범함이나 신성함을 강조할 필요가 없

165) 果也, 欲姊弟擅天下! 我兒男也, 額上有壯髮, 類孝元皇帝. 今兒安在? 危殺之矣! 奈何令長信得

聞之?  班固 著, 《漢書 · 孝成趙皇后傳》, pp.3991-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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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嫡統 후계자였고, 壯髮은 특이하지 않은 외모였기 때문일 것이다. 반

면 조궁의 아들은 갓 태어났는데도 祖父와 유사한 장발이 나 있었다는 

부분이 특이했기 때문에 元帝와의 유사성을 강조하여 보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록된 것

이다. 고조와 선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② 개인적 神聖性의 소멸

 《後漢書》에서는 이 같은 신성화 작업을 찾기 힘들다. 광무제 역시 개

조황제이고 그의 행적에도 神異 서사로 볼 수 있는 기사는 있으나, 이것

이 광무제의 비범함이나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는지는 다소 모호하다.

 ① 키가 7척 2촌이고, 수염과 눈썹이 아름다웠으며 입이 크고, 코는 

우뚝하고 이마 한가운데가 튀어나와 있었다.166)

 ② 宛 사람 李通 등이 圖讖으로 光武帝를 설득하여 “劉氏가 다시 

일어나고 李氏가 돕는다.”고 말했다. 光武帝는 처음에 감당하려 하

지 않았으나, 형인 劉伯升이 평소 輕客들과 교유하고 있으니 반드시 

큰일을 일으킬 것이라고 혼자 생각하였다.167)

 ③ 밤에는 [王尋과 王邑의] 진영 가운데로 유성이 떨어졌고, 낮에는 

구름이 무너지는 산처럼 진영에 도달하자 무너져서 땅에 닿기 1척 전

에 흩어졌기에, 관리와 사졸들이 모두 쓰러져 바닥에 엎드렸다.168)

 ④ 呼沱河에 이르렀는데 배가 없었지만, 마침 얼음이 붙은 곳이 있

어 건널 수 있었고, 수레 몇 대가 건너기도 전에 얼음이 깨졌다. 더 나

아가서 下博城 서쪽에 이르렀지만 당황해서 어디로 가야할지 몰랐다. 

흰 옷을 입은 老父가 길가에 있다가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노력하시

오! 信都郡이 長安을 지키고 있는데 이곳에서 80리입니다.” 光武帝는 

바로 말을 달려갔고, 信都太守 任光은 문을 열고 나와 맞이했다.169)

166) 身長七尺三寸, 美須眉, 大口, 隆準, 日角.  范曄 著, 《後漢書 · 光武帝紀》, p.1.

167) 宛人李通等以圖讖說光武云: “劉氏復起, 李氏爲輔.” 光武初不敢當, 然獨念兄伯升素結輕客, 必

舉大事.  위의 책, p.2.

168) 夜有流星墜營中, 晝有雲如壞山, 當營而隕, 不及地尺而散, 吏士皆厭伏. 위의 책, pp.7-8.

169) 至呼沱河, 無船, 適遇冰合, 得過, 未畢數車而陷. 進至下博城西, 遑惑不知所之. 有白衣老父在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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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光武帝가 예전에 長安에 있던 시절에 同舍生이었던 彊華가 關中
에서 赤伏符를 받들고 왔는데, “劉秀가 군대를 일으켜 무도한 자를 

잡으니, 四夷는 구름처럼 모이고 龍이 들판에서 싸우며, 四七之際에 

火가 주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었다.170)

 ⑥ 논하여 말한다. 皇考 南頓君이 처음 濟陽令이 되고, 建平 원년 12

월 甲子일 밤에 光武帝를 縣舍에서 낳았는데 赤光이 방 안을 비추었

다. 劉欽이 이것을 기이하게 생각해서, 卜者 王長에게 점을 치도록 했

다. 王長은 주위 사람들을 물리고 말했다. “이 징조는 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해에 현 경계에 嘉禾가 자랐는데 줄기 하나

에 이삭이 9개 달려 있었기에, 이를 따서 광무제의 이름을 ‘秀’로 

지었다. 이듬해, 方士 중 夏賀良이라는 자가 哀帝에게 아뢰기를 漢家
의 歷運이 중도에 쇠했으니 다시 天命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연호를 고쳐 太初 원년으로 삼고, “陳聖劉太平皇帝”라고 칭하여 그

것을 염승하고자 하였다. 王莽이 제위를 찬탈했을 때 劉氏를 꺼리고 

싫어했기에, 돈의 무늬에 있는 金刀를 貨泉으로 고쳤다. 어떤 사람들

은 貨泉이라는 문자를 “白水眞人”이라고 생각했다. 후에 望氣하는 

자인 蘇伯阿가 王莽을 위해 사신으로 南陽에 도착했다가 멀리서 舂陵
郭을 바라보고는 탄식했다. “기운이 훌륭하구나! 무성하고 촘촘하도

다.” 처음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舂陵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멀리

서 집 남쪽을 바라보자 火光이 붉게 하늘까지 이어졌다가, 잠시 뒤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 이전에 道士 西門君惠와 李守 등 역시 ‘劉
秀當爲天子’라고 말하였다. 어쩌면 王者가 受命하는 것에는 진실로 

징조[符]가 있는 것이 아닐까?171)

旁, 指曰: “努力! 信都郡爲長安守, 去此八十里.” 光武卽馳赴之, 信都太守任光開門出迎. 위의 책, 

pp.12-13.

170) 光武先在長安時同舍生彊華自關中奉赤伏符, 曰“劉秀發兵捕不道, 四夷雲集龍鬪野, 四七之際火

爲主”.  위의 책, pp.21-22.

171) 論曰: 皇考南頓君初爲濟陽令, 以建平元年十二月甲子夜生光武於縣舍, 有赤光照室中. 欽異焉, 

使卜者王長占之. 長辟左右曰: “此兆吉不可言.” 是歲縣界有嘉禾生, 一莖九穗, 因名光武曰秀. 明

年, 方士有夏賀良者, 上言哀帝, 云漢家歷運中衰, 當再受命. 於是改號爲太初元年, 稱“陳聖劉太平

皇帝”, 以厭勝之. 及王莽簒位, 忌惡劉氏, 以錢文有金刀, 故改爲貨泉. 或以貨泉字文爲“白水眞人”. 

後望氣者蘇伯阿爲王莽使至南陽, 遙望見舂陵郭, 唶曰: “氣佳哉! 鬱鬱葱葱然.” 及始起兵還舂陵, 遠

望舍南, 火光赫然屬天, 有頃不見. 初, 道士西門君惠、李守等亦云劉秀當爲天子. 其王者受命, 信有

符乎?  위의 책,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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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祖 劉邦 宣帝 劉詢(劉病已) 光武帝 劉秀

感生 蛟龍 - 赤光

風貌 龍顔, 貴相, 卜筮最吉 有毛 隆準日角, 兆吉

氣運 天子氣, 雲氣 天子氣, 數有光耀 佳氣

神異
酒讎數倍, 斬龍, 迫

人, 反相
買餅大讎

起兵火光屬天, 結氷, 

白衣老人, 火光

符瑞 - 石起, 柳生 圖讖, 赤伏符

[표 4] 高祖, 宣帝, 光武帝의 신이 서사 비교

 광무제는 외모가 훌륭했고(①), 도참에서 예언한 인물에 합당하였으며

(②⑤) 전투 중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 적군을 위압하고(③) 곤경에 빠

졌을 때는 天運이나 奇緣의 도움이 있었다(④). 광무제에 대한 대부분의 

神異 서사가 論(⑥)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데,172) 論의 

서사들은 앞서 고조와 선제의 기사를 분석한 기준에 맞추면 감생[赤光], 

占卜, 애제와 왕망의 厭勝, 佳氣, 火光, 符命의 7조로 나눌 수 있다. 표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광무제에 대한 기술의 상당수가 神異인지 아닌지 불명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외모에 관한 기술은 ‘隆準’이라는 표현이 고조와 다소 유사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외모의 묘사라고 볼 수 있어서 달리 비범한 외

모인지는 알 수 없다. 전-후한 교체기에 각종 讖緯가 유행하였으나 참

위가 정확히 어떤 인물을 지목했는지는 분명치 않았다는 점은 앞에서 설

명한 바 있다. ③과 ④의 기사 또한 神異 서사가 아니라 우연히 생겨난 

자연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광무제에게 도피처를 알려 주었다는 白衣

老人 역시 神人이라는 장회태자의 설명과 달리 그냥 지나가는 노인이었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神異 서사를 神異로 결정하는 것에는 서사가 기록되는 맥락이 

172) “그러나 그 말을 광무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상 스스로 겸손하여 덕이 없다고 생각하고, 

군국에서 상서를 올릴 때마다 번번이 물리치고 감당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사관이 기록한 것이 

드물었다.”  장은수 역, 《후한서 본기》, p.135.   이에 따르면 <광무제기>에 신이 서사의 양

이 많지 않은 것은 광무제 본인이 기록을 남기기를 꺼려했기 때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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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고제기>에서도 ‘고조가 술집에서 술을 마셨

다’, ‘술집의 매상이 좋았다’라는 두 서사 각각은 神異性을 가졌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두 가지가 인과관계로 기술되면서 신이 서사가 된다. 

반면 <광무제기>에서는 神異 서사가 될 수 있는 서사를 神異 서사처럼 

구성하지 않고 그냥 기술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서사의 神異 여부를 판

단하기가 어렵다.

 광무제의 경우 이 외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12조로 구분된 서사 전부

가 광무제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光武帝紀>에는 두 번의 厭勝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는 哀帝가 再受命

을 위해 改元하고 칭호를 고쳐 中衰를 염승하려고 한 것이고, 또 하나는 

王莽이 劉氏에 대해 厭勝을 시행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고조와 선제의 경

우, 진시황과 무제가 염승하려고 한 대상은 정체불명의 민간인이 가진 天

子氣였다. 즉, 개인이 지닌 신성 또는 受命에 대한 압박과 통제가 염승의 

목적이었다. 고제의 경우 진시황의 염승이 어떠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

만,173) 무제가 천자기를 가진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長安의 죄수를 몰살

시키려 한 기사는 앞에서 보았다. 여기에서 무제가 제압하려 하는 대상

은 분명히 ‘새로 천자가 될 사람’이었다. 

 이에 반해 <光武帝紀>에 수록된 두 차례의 염승은 광무제라는 개인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진시황과 무제는 각각 고제와 선제를 ‘천자

의 기운을 지닌 특정 인물’로 인식하고 이것을 제압함으로써 자신의 세

력을 유지시키려는 생각이 있었던 반면, 애제는 염승의 대상을 ‘國運’

으로, 왕망은 ‘劉氏 가문’으로 인식한다. 광무제는 애제가 받고자 했

던 새로운 천명의 수혜자이자 왕망이 억누르려고 하는 유씨 일족으로서, 

즉 그의 정치적 성취를 이룬 뒤에만 그들의 염승과 연관된다. 광무제는 

황제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염승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후한 교체기에 잠시

나마 제위에 올랐던 更始帝 劉玄이나 劉盆子, 孺子 유영 등이 왕망의 염

승 대상일 수도 있다.174) 왕망의 염승은 ‘漢 황조의 更生’ 그 자체에 

173) 진시황이 天子氣를 누르려고 했다는 기술은 《史記》에서 <秦始皇本紀>에는 나오지 않고, 

<高祖本紀>에 《漢書》와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다.



116  兩漢書의 神異 敍事 硏究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애제의 경우 厭勝이라는 표현은 쓰고 있

으나 ‘주술적인 수단을 통해 상대를 제압한다’는 본래의 의미와는 다

르게 새로운 천명을 받고자 하는 ‘스스로의 更新’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처럼 《後漢書》의 광무제 염승에 관한 기술에서, 염승법이란 대상이 

되는 개인보다는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 가문이나 업적에 좀 더 무

게를 싣고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漢書》에 기술된 염승과는 맥락이 

상당히 다르다.

 광무제의 符命과 圖讖들은 등장 시점, 부명을 바친 인물의 성격, 부명

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으로 결정적인 영향력이 있었을지는 알 

수 없다. 광무제가 제위에 오른 결정적인 계기가 赤伏符라고 하지만, 그

는 스스로의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유력한 왕위 후보자가 된 다음, 적복부

가 바쳐졌을 때 이미 세 번째가 되어 있었던 卽眞 권유를 받아들였

다.175) 적복부가 나타난 뒤 광무제의 세력이 급격하게 강해지지도 않았

고 지방에 발호하던 세력이 평정되지도 않았다. 결정적인 변화를 주었다

기보다는 즉진의 최종적인 단계 또는 계기로서의 영향만을 미친 것처럼 

보인다. 왕망의 경우 부명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사회적 지위를 변경하

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에 비교하면, 적어도 《後漢書》만을 볼 때, 광무

제의 부명은 영향력이 적은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新-後漢 교체기의 도참 중 하나인 ‘劉秀爲天子’는 다양한 인물의 기

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민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도참의 특성 상, 지시 인물은 명확하지 않다. 

처음에는 劉歆의 황제 즉위를 암시한다고 받아들여졌다가 나중에는 광무

제의 황제 즉위를 암시한 부서로 받아들여진 것도 그 때문이다. 

174) 히가시 신지는 애제의 이와 같은 조처가 陳持弓 사건 및 민란의 창궐, 西王母 신앙의 발생 

등과 연계되는 시대 분위기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훗날 董賢에게 선양을 제의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맥락에 있다고 분석했다.   東晋次, 《王莽 - 儒家の理想に憑かれた男》, pp.90-98.

175) 광무제가 후한을 무사히 건국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일반적으로 참위가 아니라 지방 호족 

사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꼽는다. 安居香山 ‧ 中村璋八 著, 《緯書の基礎的硏究》, p.101.

   《後漢書 ‧ 寇恂列傳》에 보면 朱鮪가 하내 지역을 평정하고 구순과 풍이가 蘇茂의 군대를 격

파했다는 승전보가 광무제의 즉위를 확정짓는 요소 중 하나였다고 서술되고 있으며, <吳漢列

傳>에서도 하북 지역을 평정한 뒤에 장수들이 圖書를 바치면서 尊號를 올렸다고 되어 있다.

    范曄 著, 《後漢書 · 寇恂列傳》, p.622 및 《後漢書 · 吳漢列傳》, p.6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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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의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는 嘉禾 같은 符瑞도 양한서에서 여러 차

례 나타나는 현상으로 광무제의 탄생만을 나타내는 징조로 연결짓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더구나 위의 기술 대부분은 본기가 아닌 論에 언급되어 있다. 전통적인 

史傳 산문이나 假傳體, 傳奇 등에서 論贊은 본 텍스트와는 다소 동떨어

진 서술이다. 범엽은 개조 황제에 대한 신이 서사를 삭제는 하지 않았지

만, 본 텍스트에 넣지도 않았다.

 신이 서사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것은 《後漢書》 전체를 관통하는 

범엽 나름대로의 사실주의에서 나온 판단일 수도 있다. 광무제는 漢 황

실을 재건하면서 歷運이 다했다던 유씨 황실을 이어 황제가 되었다. 更

始帝에게 형 유백승이 살해당했을 때는 문제가 일어날까봐 형의 장례조

차 치르지 않았기에, 高祖처럼 大義를 위해 가족을 버렸다는 약점 역시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무제에게는 神聖性도 비범함도 존재하지 않는다. 

광무제뿐만 아니라, 외척 또는 환관의 세력에 눌려 있었던 후한의 여러 

황제들 중에는 방계 출신이었지만, 《漢書》에서처럼 신성화 작업으로 

볼 수 있는 기사가 나타나지는 않는다.176) 《漢書》에서 “황제로서의 

정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권위를 보강해야 했던 황제들은, 《後

漢書》에서는 그와 같은 정통성의 보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물로 인식

되었다. 심지어 臨朝稱帝를 했던 太后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신성화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177)

176) 광무제 외의 황제에 대해서는 安帝가 邸第에 머무를 때 신비한 빛[神光]과 붉은 뱀[赤蛇]이 

나타났다는 기록, 順烈 梁皇后가 陰德을 쌓은 인물의 후손이고 태어날 때 상서로운 빛이 나타

났다는 기록 정도가 남아 있다. 范曄 著, 《後漢書 · 孝安帝紀》, p.203 및 <順烈梁皇后紀>, 

p.438. 그 외에 명덕 마황후, 장덕 두황후, 화희 등황후와 순열 양황후에게는 각각 관상을 보

았는데 귀해질 상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77) 여기에는 전-후한 교체기를 거쳐 天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난 것 또한 영향을 미친

다. Clark은 <王命論>을 통해 반씨 일가의 역사적인 인식을 분석한다. 여기에서 그는 聖人의 

德政이 천하를 평화롭게 만든다는 기존의 정치적 해석을 존중함과 동시에, 天命의 이동은 皇帝 

개개인의 자질이나 人德과 긴밀하게 연관되지만은 않기에, 일부 자질이 부족한 황제가 나타난

다고 해도 현존 황가인 劉漢은 영구적으로 존속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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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혈통을 통한 지배의 정당화

 《漢書·元后傳》의 첫 문장은 “효원황후는 왕망의 고모이다.(孝元皇

后, 王莽之姑也.)”이다. 열전의 도입부에서 핵심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

을 기준으로 한 계보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王莽은 여기서 

黃帝와 舜, 胡公에서 陳完, 田和와 田建, 田安에서 王遂로 이어지는 왕씨 

가문의 기나긴 가계를 과시한다.178) 이것이 자신의 혈통을 전설의 황제

의 계보에 편입시킴으로써 禪讓의 혈통적 배경을 만들어 낸 작업이라면, 

전한 말기에는 五德終始說에 의한 왕조 순환과 마찬가지로 家系 또한 중

요하게 인식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元后傳>에는 원후의 출생에 관한 신이 서사가 5조 정도 등장한다. 첫

째, 武帝 때 원후의 조상이 陰德을 쌓았기 때문에 자손이 흥성하리라는 

것, 둘째, 원후가 수백년 전에 출생이 예언된 聖女라는 것,179) 셋째, 원

후가 태어날 때 태몽이 吉했다는 것, 넷째, 약혼자가 2번 연속 사망했다

는 것, 다섯째, 관상이 매우 귀하였다는 것이다. 즉 원후는 고조처럼 특

이한 자질을 지닌 신성한 존재이자 興盛이 예언된 가문의 후손이고, 나

아가 정실 황후로서 정당한 통치권까지도 갖추고 있는 존재였다. 

 왕망은 스스로에게 결여된 개인적인 신성성을 보충하기 위해 명망 있는 

儒家들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고 符命을 조작하는 한편, 원후를 자신의 

계보로 포섭하고자 했다. 왕망이 親母의 초상은 諸侯에 대한 예로 치르

고 元后의 초상은 3년상으로 치렀다는 것 또한 스스로 원후의 자손임을 

178)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밝혀져 왔듯이 사료의 채택 자체만큼이나 해당 사료의 배치 역시 중

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왕망의 <자본>이 <왕망전>이 아닌 <원후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기사의 배치를 조정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褒貶을 드

러내는 서술 기법을 互見法이라고 한다. 자세히는 양중석, <《漢書》의 《史記》 變容 樣相을 

通해 본 史官의 글쓰기> 참조.

179) 元城의 建公이 말하기를, “옛날 춘추 시기에 沙麓山이 무너지자 晉의 史가 점을 쳐 보고는 

말했다. ‘陰이 陽의 우두머리가 되고 土가 火를 이어받으므로 沙麓이 무너진 것이다. 645년이 

지난 후에 聖女가 興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齊의 田氏이겠구나!’ 지금 왕옹유가 이사를 왔으니 

바로 그 땅에 해당하는 곳이고 시기도 그에 부합한다. 元城의 성곽 동쪽에 五鹿의 폐허가 있는

데, 이곳이 예전 沙鹿 땅이다. 80년 뒤에 귀한 여인이 있어 천하를 흥성시키게 될 것이다.”라

고 하였다.(元城建公曰: “昔春秋沙麓崩, 晉史卜之, 曰: ‘陰爲陽雄, 土火相乘, 故有沙麓崩. 後六百

四十五年, 宜有聖女興. 其齊田乎!’ 今王翁孺徙, 正直其地, 日月當之. 元城郭東有五鹿之虛, 卽沙鹿

地也. 後八十年, 當有貴女興天下”云.)  班固 著, 《漢書 · 元后傳》, p.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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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낸 것이다. 新을 건국한 뒤에는 哀帝 건평 연간의 열광적인 서왕모 

신앙 창궐180)이 元后의 신성함을 알리고자 하는 하늘의 뜻이었다고 고

지한 바 있고,181) 원후의 존호를 ‘新室文母太皇太后’로 바꾸었다. 왕

망의 황후가 죽자 황후의 무덤을 원후의 무덤 옆에 만들어서 死後에도 

姑婦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다고도 되어 있다. 이 같은 조처들은 원후

를 新과 연계지어 자신의 황권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한편, 원후 생전에 孝元廟를 무너뜨려 長壽宮을 만들고, 원후를 원제와 

합장한 뒤에는 두 무덤 사이에 물길을 내어 묘를 분리시켰다. 이 조처들

은 원후와 漢의 연결 고리를 끊으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즉, 왕망은 원

후와 자신의 혈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漢의 태황태후를 新의 國母로 재

정의하고자 했다.

 실제로 新 왕조가 시작되는 순간까지, 원후는 줄곧 왕망의 윗사람이었

고 줄곧 漢 황실의 옥새를 보관해 오기도 했다. 왕망이 황제로 즉위한 

뒤에도 원후에게서 傳國璽를 받아내려고 한 것은 이러한 정통성을 의식

했기 때문일 것이다. 왕망은 원후의 혈연적, 정치적 후계자가 된다는 것

을 더할 나위 없이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한서》는 그 같은 

노력이나 원후의 계보를 기술할 필요가 있는 자료로 인식했다.

 원후는 황제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개인의 신성성에서 가문의 신성성

으로 이전되는 과도기의 인물이다. 이와 같은 과도기를 거치고 나면, 

《후한서》에서는 황제들에 대한 기술의 성격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

다. 《후한서》에는 제위를 계승하는 황제에 대한 신이 서사가 거의 등

장하지 않고, 누구의 자손이며 역사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발휘했는지에

만 초점이 맞추어져 기술된다. 이 시기에 漢 高祖의 가계를 성립시킨 緯

180) 4년 봄, 큰 가뭄이 들었다. 관동의 백성들 사이에서 西王母가 나타나 나라를 다스린다는 소

문이 돌았고, 그 소문은 군국을 거쳐 서쪽으로 퍼져 關에까지 돌았고 도성까지 이르렀다. 백성

들 또한 모여들어 서왕모에게 제사를 지내고 혹자는 밤에 불을 들고 집에 올라가서 북을 치고 

큰 소리로 부르니 서로 놀라고 두려워했다.(四年春, 大旱. 關東民傳行西王母籌, 經歷郡國, 西入關

至京師. 民又會聚祠西王母, 或夜持火上屋, 擊鼓號呼相驚恐.) 班固 著, 《漢書 · 哀帝紀》, p.342.

181) 그러한 태도는 揚雄이 원후를 위해 지은 誄文에서도 볼 수 있다.

   왕망은 조서를 내려 대부 揚雄에게 다음과 같은 誄文을 짓게 했다. “太陰의 정기와 沙麓의 신

령이 漢에서 합쳐져, 元帝의 배필이 되어 成帝를 낳다.”(莽詔大夫揚雄作誄曰: “太陰之精, 沙麓

之靈, 作合於漢, 配元生成.”) 班固 著, 《漢書 · 元后傳》, p.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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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도 그렇지만,182) 후한 시기 이후로 學統이나 가문의 전통을 중요시하

던 분위기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後漢書·光武帝紀》의 첫머리에는 劉邦에서 劉秀로 이어지는 가계가 

기술되어 있을 뿐, 광무제 유수라는 인물에 관련된 신이 서사는 신이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183) 유수는 성품

이 부지런해서 농사일에 힘쓰는 사람이고 형인 劉縯은 협객이나 士와 교

류하는 것을 좋아해서 유수를 고조의 작은형에 비교하곤 했고, 훗날 유

수는 형을 황제로 추대하기 위해 기의에 찬성했다. 유수는 군대를 이끌

고 왕망 진영과 싸우며 연달아 승전보를 올리고 셀 수 없는 전리품을 획

득한다. 형 유연이 경시제에게 처벌당했을 때에는 상례를 치르지 않은 

채 자숙하며, 한동안 경시제의 장군으로 활동하면서도 독립할 의지를 보

이지 않는다. 경시제의 낙양 입성에 앞서 도읍을 정돈하는 작업을 담당

하거나 州郡을 순찰했다. 이 때 유수는 예제를 故事에 맞추고 漢의 옛 

법식을 회복하여 識者와 민중들의 지지를 얻었다고 되어 있다.

 광무제의 황제 즉위 전까지의 기사들은 그의 인간성과 군사 업적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新 왕조의 혼란스러운 상황, 각지의 거병 상황이 기

술되고 광무제의 人德과 유능함이 부각된다. 광무제의 즉위에 영향을 주

었다고 하는 赤伏符나 도참과 같은 류의 이야기는 그의 사적에서 의미는 

있지만 부차적인 요소로 기술된다. 광무제의 혁명을 도참혁명으로 칭하

기도 하고 광무제의 통치에서도 讖緯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후

한서》에서는 광무제를 神異와 큰 연관이 없는 황제로 기술한다.

182) 본래 《사기》나 《한서》에는 高祖의 부모 및 형제의 이름이 媼, 伯, 仲처럼 모호한 칭호로

만 기재되어 있었다. 훗날 《春秋握成圖》에서는 이 가계도를 조금 달리 하여, 劉媼이 赤鳥의 

꿈을 꾼 뒤 執嘉를 낳고, 집가는 다시 含始와 혼인하여 符命이 새겨진 옥을 얻어 삼킨 뒤에 그 

해에 고조 유방을 낳았다고 기록하였다. 이로써 고조의 가계도가 명확해지고 그의 가족에게 이

름이 부여됨과 동시에 堯의 후손으로서의 위상이 확고해진다. 자세한 사항과 緯書에 의한 역대 

제왕의 신성화에 대해서는 구지에강 지음, 《중국 고대의 방사와 유생》, Ⅲ.2. 참위의 내용, 

pp.203-215 참조.

183) 앞장의 분석에서는 災異類의 神異를 제외했었다. 고조 때는 五星이 東井에 모여들었다고 하

는데, 광무제는 28살에 기의했을 때 혜성이 張星에 나타났다고 되어 있다. 《續漢志》에 따르

면 장성은 周의 분야에 해당하며, 楚의 분야인 翼, 軫의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 광무제가 훗날 

옛 주 땅인 낙양에 도읍을 정하였고 기병 1년 후에는 초 지역에서 전공을 세운 것으로 그에 

연관되는 징조라고 한다. 范曄 著, 《後漢書 · 光武帝紀》,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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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神異에 기대지 않고도 사람들은 유수를 따랐고 결과적으로 유수는 漢을 

재건했다. 그러한 카리스마와 통치력, 그리고 전한 황실의 피를 이은 먼 

방계 황족이라는 것만으로도 광무제에게는 황제로서의 정당성이 주어진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184)

 그 이후로도 후한의 역사에서는 방계 황족이 제위를 계승하는 경우가 

잦았고 臨朝稱帝하는 태후들도 종종 나타났으며, 외척이나 환관이 정권

을 좌우하는 나날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도 신이 서사

는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즉, 《후한서》에 이르면 비적통 후계자가 황

위를 계승하는 상황에서 황제위에 오르기 위한 혈통 외의 여건이 언급되

지 않는다.185)

 이상에 나타나는 양한 황제들에 대한 신이 서사에서는 개인적 특성이 

점진적으로 소멸해 간다고 볼 수 있다. 高祖는 독특한 능력을 가진 神聖

한 인물이었으나 宣帝의 서사는 고조를 모방하고 있고 염승에 관한 부분

도 약간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光武帝의 서사는 독특함은 되

찾지만 神聖性의 존재는 모호해진다. 광무제에 관한 부명이나 염승과 같

은 부분은 모호함이 좀 더 강해져서, 정확히 그에게만 적용되고 그 외의 

다른 인물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절대적인 符命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

구나 이와 같은 대부분의 神異 서사는 실제 정치적인 활동과 비교하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처럼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神聖性이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특화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沒個性的이다.

 이 같은 변화는 황제가 통치를 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한 증거가 개인의 

신성함이나 비범함에서 좀 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지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뛰어난 개인이 天下를 다스린다는 고대 사회의 

184) 한편 경시제 유현은 즉위하여 처음으로 신하들을 조회할 때에도 “본래 성품이 나약하였기에 

부끄러워하면서 땀을 흘리고, 손을 들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다.(素懦弱, 羞愧流汗, 擧手不能言.)”

고 하여 천자로서의 기량이 없음이 암시되어 있다. 范曄 著, 《後漢書 · 劉玄列傳》, p.469.

185) <황후기>에는 모든 황후들을 통틀어 관상이 좋았다는 언급이 4차례, 태어날 때 신비한 빛이 

비추었다는 언급이 1차례 나타난다. 이 같은 신이 서사는 황후 본인의 신성성을 강조하기는 하

지만, 해당 황후가 반드시 후대 황제의 母后이거나 임조칭제를 한 것은 아니라서 지배자의 신

성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연관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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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을 벗어나서 과거의 偉人과 유사한 사람, 나아가서는 실제로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後漢을 지나면서 神異의 신성성이 점차 희석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후한 말에는 緯書나 符命, 圖讖의 권위도 무너지고 災異說은 관습

처럼 변해 있었다. 이 시기에는 이미 神異는 절대적인 天意로 받아들여

지지는 않았다. 그 때문에 후한 당시에 황제에 대한 神異 서사가 존재했

더라도 그것이 《後漢書》에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後漢書》가 

저술된 남북조 시기에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인식하

고, 제국을 皇帝라는 카리스마적인 단독 인물이 이끄는 집단이 아닌 유

기적인 시스템의 하에 움직여지는 집단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었다. 皇帝

는 군림은 하지만 반드시 신성할 필요는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

다.186) 황제가 되었고 통치를 했다는 사실 외에 더 이상 그들의 정당성

이나 권위를 확충해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2) 美德의 계승과 선양

 高祖와 宣帝의 기사에서는 동일한 서사의 반복이 나타났다. 이것은 고

조의 신성성을 선제가 답습한 것이라고 했는데, 《漢書》에서는 제후왕

에 관한 서사들 중에도 서로 동일한 서사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왕이 스스로 노래를 불렀다. “빈 성으로 돌아가니 개도 짖지 않고 

닭도 울지 않으니, 길은 얼마나 적막한지, 본래 國中에 사람이 없었음

을 알았네!” 華容夫人이 일어나 춤을 추며 노래했다. “머리카락 날

리며 도랑에 빠져 있고, 뼈들은 무수하여 묻을 곳이 없구나. 어미는 

죽은 자식을 찾고, 아낙은 죽은 남편을 찾는다. 두 도랑 사이를 배회

하고 있나니, 낭군께선 어디에 계시는가!”187)

186) 皇帝를 하늘이 선택한 중간 관리인처럼 다루는 表現는 전한 시기에도 자주 등장한다. 哀帝

가 董賢에게 禪讓하겠다는 암시를 했을 때 王宏이 나서서 “천하는 高祖의 천하이고 폐하께서

는 후손에게 그것을 전할 의무가 있는 분이다.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 황제가 

농담 삼을 일이 아니다.”라고 항의를 한 적이 있다. 《後漢書》에서도 “천하는 高祖의 천하이

고 官爵은 天의 官爵이며 백성은 天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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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 武帝의 아들 燕剌王 劉旦이 역모죄로 처형당하기 전날 밤의 기사

이다. 이것을 보고 項羽와 虞美人의 霸王別姬의 고사를 떠올리기란 어렵

지 않다. 이처럼 반란을 일으키거나 권력 싸움에 의해 몰락하기 전날 밤 

왕이 노래를 하고 총희나 가신들이 곁에서 춤을 추거나 시중을 드는 이

야기는 《한서》에서는 고조와 戚夫人,188) 연랄왕 유단, 광릉여왕 유

서189)의 기사에서 되풀이된다. 척부인의 경우는 직접 연관되어 일어난 

일은 없으나 高祖의 사후에 급격한 몰락을 겪었음은 유명하다. 고조의 

아들인 유단과 유서는 모두 노래를 끝내고 유언을 남긴 뒤 목을 매어 자

살한다. 前漢 시기 이천석 이상의 고위 관직에 이른 사람들이 사형을 당

하기 전에 자결하는 것이 관례였음을 생각하면 술자리에서 미인과 노래

를 부르는 것은 사실상 사형을 앞둔 마지막 행동이다.

 《후한서》에서는 <靈思何皇后傳>에서 동탁이 少帝 劉辯에게 독약을 

187) 王自歌曰: “歸空城兮, 狗不吠, 雞不鳴, 橫術何廣廣兮, 固知國中之無人!” 華容夫人起舞曰: “髮

紛紛兮寘渠, 骨籍籍兮亡居. 母求死子兮, 妻求死夫. 裴回兩渠間兮, 君子獨安居!”  班固 著, 《漢

書 · 燕剌王劉旦傳》, p.2757.

188) 高祖는 눈으로 그들을 전송하면서, 戚夫人을 불러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태자를 바

꾸고자 했으나, 저 네 사람이 태자를 보좌하고 있으니 羽翼이 이미 이루어져 움직이기 어렵게 

되었소. 呂氏는 진정 당신의 주인이오.” 척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울자, 황상이 말했다. “나를 

위해 楚舞를 추어주시오, 나는 그대를 위해 楚歌를 부르겠소.”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鴻鵠이 

높이 날아 한번 날개 짓에 천 리를 가는구나. 날개가 다 자라니, 천하를 종횡무진 하는구나. 천

하를 종횡무진하니 또 어찌할 수 있으리오! 비록 주살이 있다한들, 어찌 쏠 수 있겠는가!” 노래

를 여러 차례 마치자, 척부인은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황상이 일어나 자리를 떠나자 술자리

는 끝났다.(上目送之, 召戚夫人指視曰: “我欲易之, 彼四人爲之輔, 羽翼已成, 難動矣. 呂氏眞乃主

矣.” 戚夫人泣涕, 上曰: “爲我楚舞, 吾爲若楚歌.” 歌曰: “鴻鵠高飛, 一擧千里. 羽翼以就, 橫絶四

海. 橫絶四海, 又可奈何! 雖有矰繳, 尙安所施!” 歌數闋, 戚夫人歔欷流涕. 上起去, 罷酒.)  班固 

著, 《漢書 · 張良傳》, pp.2036-2037.

189) 태자 霸와 다른 자녀 董訾와 胡生 등을 불러 밤에 술을 마시면서, 총애하고 있던 八子 郭昭

君 및 家人子 趙左君 등에게 瑟을 타며 노래하고 춤을 추게 시켰다. 왕은 직접 노래했다. “오

래도록 살길 바라는 마음 끝이 없는데, 오래 살아도 즐겁지 않으니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늘이 

내리신 시간을 받들지만 잠시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을, 천리마는 길에 머물러 기다리는구나. 황

천 아래는 아득하니 깊은데, 인생은 결국 죽는 것이니 어찌 힘들어하는가? 어찌 즐겁다고 희희

낙락할 것인가, 오고감에 즐기지도 못하고 즐거움이 다하였구나. 蒿里에서 나를 부르고 郭門에

서 살펴보는데, 죽음은 사람을 사서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내가 몸소 가야지.” 좌우에 

있던 자들이 모두 번갈아 눈물을 흘리며 술을 바치며, 닭이 울 때가 되어서야 자리를 파했다.

(召太子霸及子女董訾、胡生等夜飮, 使所幸八子郭昭君、家人子趙左君等鼓瑟歌舞. 王自歌曰: “欲

久生兮無終, 長不樂兮安窮! 奉天期兮不得須臾, 千里馬兮駐待路. 黃泉下兮幽深, 人生要死, 何爲苦

心! 何用爲樂心所喜, 出入無悰爲樂亟. 蒿里召兮郭門閱, 死不得取代庸, 身自逝.” 左右悉更涕泣奏

酒, 至雞鳴時罷.)    班固 著, 《漢書 · 廣陵厲王劉胥傳》, p.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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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人公 高祖 劉邦(楚歌) 燕剌王 劉旦(歌) 廣陵厲王 劉胥 少帝 劉辯(悲歌)

同伴人 戚夫人(楚舞) 華容夫人(歌, 舞)
太子, 子女, 所幸

八子 · 家人子
唐姬(舞, 歌)

結末 起去 以綬自絞 以綬自絞死 飮藥而死

[표 5] 覇王別姬 고사의 반복 출현

건넸을 때(CE 189)190) 유사한 서사가 반복된다.

 이 같은 동일한 서사의 반복은 중국 역사 기술의 수사학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처럼 중복되는 서사는 전통 시기의 중국 문

학에서 통시적으로 주인공을 바꾸어 가면서 자주 나타나곤 한다. 검토 

대상을 양한서에 한정시키지 않고 다른 지인류 소설과 逸史, 또는 후대

의 지방지 등으로까지 넓힌다면, 서사의 중복은 보다 다양하게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고대 중국의 대기만성형 일화 중에서 유명한 서사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난하지만 뜻이 높은 남자가 있는데, 젊을 때는 부인 또는 

형수에게 무시를 당한다. 그럼에도 남자는 꿋꿋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여 

늦은 나이에 출세하여 높은 관직에 오른 다음 금의환향한다. 그러자 옛

날 그를 무시한 여성이 자신의 옛 행실을 뉘우치지만, 남자는 그녀의 앞

에서 그릇에 물을 쏟아 보이고는 ‘물을 주워담을 수 없듯이 우리의 관

계도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다. 서사의 전후맥락이나 세부사항에는 다

소 차이가 있지만, 이 같은 서사는 先秦 시기에서는 姜太公, 孔子와 張

儀, 前漢에서는 朱買臣에게서 반복 출현한다.

 이 같은 서사의 중복 출현은 원형 고사와 확대 재생산이라는 개념으로

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서사는 확대나 변형되지 않은 채 동일한 형태로 

반복될 뿐이고, 원형과 발전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물론 역사의 

진행에 따라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 역시 충분히 가능하며, 以前 時代 

190) 酒行, 王悲歌曰: “天道易兮我何艱! 棄萬乘兮退守蕃. 逆臣見迫兮命不延, 逝將去汝兮適幽玄!” 

因令唐姬起舞, 姬抗袖而歌曰: “皇天崩兮后土穨, 身爲帝兮命夭摧. 死生路異兮從此乖, 柰我煢獨兮

心中哀!” 因泣下嗚咽, 坐者皆歔欷. 王謂姬曰: “卿王者妃, 埶不復爲吏民妻. 自愛, 從此長辭!”  范

曄 著, 《後漢書 · 靈思何皇后紀》, p.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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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행적을 따라하는 후대인이 존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동일한 서

사가 반복되어 출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절에서 보았

듯이 이미 역사화된 인물의 행적과 동일한 행적을 남긴다는 것은 양자의 

공통성을 통해 양쪽을 동일한 자질을 가진 인물로 묘사한다는 의미이기

도 하다.

 그러나 같은 시대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들의 동일한 행적이 하나의 史

書에 기술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후

한서》에서는 신이 서사 역시 共時的으로 중복 출현한다. 중복 출현한다

는 것은 高祖와 宣帝의 경우, 패왕별희 고사의 다양한 출현 등에서 보이

는 것처럼, 서사의 구성 요소나 전개 과정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의미

이다.

 역사 서사는 해석의 방향성은 차치하고, 해석 대상이 되는 기사는 取材

한 것이지 創作은 아니라고 인식된다. 그러나 중국 역사서에 존재하는 

신이 서사가 史實의 기술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현실적, 非科

學的, 超自然的이라는 이유로 史實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신이 

서사에서 관리나 방사들이 보이는 행적이 서로 유사한 것은 문학적인 修

辭일 수도 있다. 단지, 史家들이 기사가 중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것을 그대로 史書에 삽입한 이유가 단지 文史哲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의문이 든다.

 建光 元年(CE 122)에 73세였는데, 정월 초하루에 諸生을 모아 놓고 

종일 강론을 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전날 꿈에서 

先師 東里先生을 뵈었는데 나와 함께 陰堂의 동남쪽 구석에서 강론을 

하셨다.” 조금 있다가 길게 탄식했다. “아마도 내 나이가 다한 게로

구나!……” 그 달 보름날, 병 없이 갑자기 사망했다. 學者들은 그가 

天命을 알았다고 했다.191)

191) 建光元年, 年七十三, 歲朝會集諸生, 講論終日, 因令其二子曰: “吾日者夢見先師東里先生, 與我

講於陰堂之奧.” 旣而長嘆: “豈吾齒之盡乎!……” 其月望日, 無病忽終, 學者以爲知命焉.   范曄 

著, 《後漢書 · 周磐列傳》, p.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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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建安] 5년(CE 200) 봄, 꿈에서 孔子가 그에게 알렸다. “일어나라, 일

어나라, 올해 歲星은 辰에 있고, 내년에 세성은 巳에 있다.” 깨어나고 

나서 讖으로 맞추어 보고는 수명이 끝나게 될 것을 알았으며, 조금 있다

가 병으로 앓아누웠다. ……그 해 6월에 사망했고, 나이는 74세였다.192)

 周磐과 鄭玄의 서사는 발생 시간에서는 약 80년의 시간차가 있지만, 

‘先師의 夢現-해석-죽음의 實現’이라는 서사 구조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신이 서사의 반복은 《후한서》에서 다양한 일화를 중심

으로 나타난다.

 도술을 익힌 관리가 제례장 또는 술자리에서 입에 머금은 물을 뿜어내

고는 먼 곳의 화재를 진압했다고 주장하는데, 훗날 그 지방에서 온 사람

의 말에 따르면 그날 불이 났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불을 껐

다는 이야기 또한 2회 이상 나타난다. 원옥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가뭄을 

막는 이야기 역시 명덕 마황후를 비롯한 다양한 인물의 기사이다. <열녀

전> 에는 부친이 물에 빠져 죽자 같은 강에 딸이 투신자살하고, 훗날 딸

의 시신이 부친의 시신을 끌어안고 떠올랐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

다.193) 孝婦가 시어머니에게 매일 물고기를 잡아 드리느라 먼 강까지 

나가서 물고기를 낚아오자 어느날 집 옆에 연못이 나타나서 매일 물고기

가 잡혔다거나,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죽자 다른 한 명이 꿈이나 다른 

징조를 통해 그것을 알아차리고 장례식에 참석하러 달려갔다는 이야

기194) 등 또한 《후한서》 안에서 중복된다.

 이 외에도 오랜 기근이 들어 산적이 사람들을 납치해서 잡아먹기 시작

192) 五年春, 夢孔子告之曰: “起, 起, 今年歲在辰, 來年歲在巳.” 旣寤, 以讖合之, 知命當終, 有頃寢疾. 

……不得已, 載病到元城縣, 疾篤不進, 其年六月卒, 年七十四. 范曄 著, 《後漢書 · 鄭玄列傳》, p.1211.

193) 父盱, 能弦歌, 爲巫祝. 漢安二年五月五日, 於縣江泝濤婆娑神, 溺死, 不得屍骸. 娥年十四, 乃沿

江號哭, 晝夜不絶聲, 旬有七日, 遂投江而死. 至元嘉元年, 縣長度尙改葬娥於江南道傍, 爲立碑焉.  

范曄 著, 《後漢書 · 孝女曹娥列傳》, p.2794. 

194) 尋而卒. 式忽夢見元伯玄冕垂纓屣履而呼曰: “巨卿, 吾以某日死, 當以爾時葬, 永歸黃泉. 子未我

忘, 豈能相及?” 式怳然覺寤, 悲歎泣下, 具告太守, 請往奔喪. 太守雖心不信而重違其情, 許之. 式

便服朋友之服, 投其葬日, 馳往赴之. 式未及到, 而喪已發引, 旣至壙, 將窆, 而柩不肯進. 其母撫之

曰: “元伯, 豈有望邪?” 遂停柩移時, 乃見有素車白馬, 號哭而來. 其母望之曰: “是必范巨卿也.” 巨

卿旣至, 叩喪言曰: “行矣元伯! 死生路異, 永從此辭.” 會葬者千人, 咸爲揮涕. 式因執紼而引, 柩於

是乃前. 式遂留止冢次, 爲脩墳樹, 然後乃去.   范曄 著, 《後漢書 · 范式列傳》, p.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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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산적이 동생을 잡아가자 대신 자신을 먹으라고 나서는 우애 깊

은 형의 이야기 역시 《후한서》에만 약 3회 기록되어 있다. 동생과 형

이 함께 산적에게 잡히는 경우도 있고, 마을에 있다가 습격을 받는 경우

도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人肉을 원하는 

산적이 동생을 붙잡고, 형이 동생 대신 자신을 먹으라고 청원하며, 그 

형이 실제로 마을에 내려가 자신의 신변을 정리한 다음 다시 산적들에게 

돌아가고 산적들이 그것을 보고 長者라고 감동하여 형제 모두를 잡아먹

지 않았다는 이야기의 골자는 동일하다.195)

 역사 기사의 선별과 배치가 史家의 의도적인 편찬에 들어간다면, 이 같

은 서사의 중복 출현 또한 의도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일한 서

사의 중복된 출현은 서로 다른 인물을 비슷한 人間像으로 묶는 역할을 

수행한다. 先人의 모방에 의한 美德의 계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조가 술집의 매상을 올라가게 만든 것이 그의 신성성의 증거가 되었

고, 선제가 떡집의 매상을 올라가게 만든 것이 선제의 신성성의 증거가 

된다면, 또다른 인물이 단골 가게의 매상을 올라가게 만드는 것 역시 신

성성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꿈에서 스승을 만나고 스스로의 

죽음을 예측하는 것은 인물의 학식과 인덕을 나타낼 수 있다. 익사한 부

친의 시신을 거두지 못한 것에 한이 맺혀 투신자살한 효녀들은 결혼 여

부나 자식의 존재 여부, 본인의 신분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죽

음을 무릅쓰고 부친의 시신을 지킨 효녀라는 점에서 하나의 인간상을 구

성할 수 있다.

 본래 사전산문에서 동일한 인간상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合傳이나 類傳

으로 편집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합전은 비슷한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을 

195) 엘리아데는 원시사회에서 종종 발견되는 이와 같은 반복을 제의적인 세계의 반복으로 해석

하고 ‘신화적 사고’로서 설명한 바 있다. 神話學에서 원형 신화나 영웅담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반복 및 재생산되는 것이고, 마스터플롯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해

석·재생산된다. 이 경우 동일한 서사가 모방되고 반복되는 것은 이상적인 세계의 원형을 수복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서사의 주기적인 반복 연출은 변함없이 이어지는 정상적인 세상

을 보증하는 행위가 된다. 행동의 반복 자체가 중요한 점으로, 행동을 시연하는 인물의 개성 

같은 것은 논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개념을 통해 양한서를 비롯한 고대 중국의 역사서

에 종종 등장하는 서사의 중복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특히 《한서》에서 거

의 자취를 감추었던 현상이 《후한서》에 다시 등장했다는 설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

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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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여러 사람들을 하나의 전에 넣어 함께 기술하고, 유전은 하나의 주

제에 연관되는 인물들을 합쳐서 기술한다. 그를 통해 傳에 기록된 인물

의 어떠한 사적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양한서, 특히 《후한서》에서는 여러 인물을 유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서 동일 서사의 중복 출현이라는 또다른 기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신이 서사에만 해당하는 해설은 아닐 것이다. 《한서》가 

후한 초에 유행했지만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들다는 이유로 후한 

말에는 이미 《漢紀》가 유통되고 있었다. 《후한서》 또한 분량이 많

고, 기전체의 특성 상 각 傳의 인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

것까지 염두에 두고, 서로 다른 傳에 입전된 인물들 간의 공통적인 특성

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중복된 기사를 여과 없이 배치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긍정적 神異 서사의 출현

 양한 시기 신이 서사에 있어 또다른 큰 차이점은 신이 서사가 나타내는 

가치에 대한 부분이다. 龍이나 鳳凰 같은 일부 妖孼類는 祥瑞이기 때문

에, 양한서는 물론 전통 시기 중국 전체에서 똑같이 吉兆로 인식되고 있

지만, 상당수의 神異는 吉과 不吉이 명확하지 않다.

 단지 위의 몇몇 祥瑞를 제외하고는, 《한서》에 나타나는 재이나 요얼

류의 신이가 吉兆인 경우는 거의 없다. 韓信이 만난 기이한 노인의 이야

기나 高祖의 斬龍故事  같은 경우는 祥瑞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지만, 

비일상적인 사건은 대부분 미래의 불길함을 암시한다. 황제에 대한 일부 

서사만이 예외라고 할 수 있다.

 神異 서사의 대상 인물은 사회 집권층이고, 그 중에서도 해당 인물의 

몰락기에 집중되어 있다. 大將軍 霍光의 사후 곽씨 집안이 반역죄로 멸

족당했을 때에도 다양한 요얼 현상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 제후왕들의 

사망, 王莽의 멸망 등의 시점에 요얼 현상이 집중 기술된다. 成帝 때 유

행한 讖謠나 哀平之間에 전국에서 나타난 기이한 현상들 역시 왕조 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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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암시하는 불길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서》에 기록된 학자들의 해석

이나 해당 기사를 선별하여 인용한 반고의 의도가 그렇다는 의미이다.

이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 무지개가 궁중의 우물에까지 이어졌는데, 

우물의 물이 말라 버리고 우리 안의 돼지들이 떼를 지어 나와 궁궐의 

부엌을 허물었다. 까마귀와 까치가 서로 싸우다가 죽었고, 쥐떼가 大
殿의 정문에서 춤을 췄다. 대전의 창문이 저절로 닫히더니 열리지 않

았다. 天火가 성문을 태워버렸다. 거센 바람이 궁성의 누각을 무너뜨리

고 나무를 뽑았다. 유성이 아래로 떨어졌다. 후비 등은 모두 두려워하

고 왕은 놀라서 병에 걸렸고, 사람을 시켜 葭水와 台水에 제사를 지내

게 했다. 왕의 식객인 呂廣 등은 天文을 볼 줄 알았는데 왕에게 말했다. 

“분명 병사가 성을 포위할 것인데 그 시기는 9월이나 10월쯤이고, 漢 
왕실에서는 대신 중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196)

 이것은 앞서 霍光이나 劉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敗亡을 예언하는 하늘

의 경고로 볼 수 있다. 이 때 劉旦은 곽광을 모함하려다가 실패하고, 곽

광을 죽이고 昭帝를 폐위한 뒤 황제가 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징조들이 나타나고 얼마 안 되어 역모가 발각당하고 목을 매어 죽는다. 

이 때 유단을 따라 자살한 后와 夫人이 2천여 명이었다.

 이 경우, 연랄왕에게 나타난 재이와 요얼 현상은 연랄왕에게 불길한 징

조이다. 《한서》에는 이처럼 서술 주체의 불길한 미래를 예언하는 神異 

서사가 많이 등장한다.

 물론 ‘불길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가치이다. 하나의 현상

을 吉凶 중 무엇으로 분석할지는 분석자의 주관에 따른다. 앞서 宣帝의 

즉위를 예언했다고 했던 昭帝 시기에 나타난 괴이 현상이 그러한 이중적

인 해석의 가능성을 보인다.

196) 是時天雨, 虹下屬宮中飮井水, 井水竭, 廁中豕群出, 壞大官竈. 烏鵲鬪死, 鼠舞殿端門中. 殿上戶

自閉, 不可開. 天火燒城門. 大風壞宮城樓, 折拔樹木. 流星下墯. 后姬以下皆恐, 王驚病, 使人祠葭

水、台水. 王客呂廣等知星, 爲王言 “當有兵圍城, 期在九月、十月, 漢當有大臣戮死者.”  班固 著, 

《漢書 · 燕剌王劉旦傳》, p.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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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元鳳] 3년(BCE 78) 봄 정월, 泰山의 큰 돌이 스스로 일어났으며, 上
林苑의 죽어서 쓰러져 있던 버드나무가 살아 일어났다.197) 

 <昭帝紀>는 태산의 돌과 죽은 나무의 再生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기술

한다. <오행지>의 草妖 및 白祥 항목에서는 符命이 추가되면서 해당 현

상에 대한 학자들의 설명이 덧붙여진다. 

 [草妖] 昭帝 때, 上林苑의 큰 버드나무가 잘려서 땅에 넘어져 있다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가지와 잎을 만들었는데, 벌레가 그 잎을 먹어

서 “公孫病已立”이라는 문자를 만들었다. 또한 昌邑王의 國社에 말

라죽은 나무가 다시 가지와 잎을 만들었다. 眭孟은 나무는 陰類로 下
民의 象이니, 마땅히 예전에 폐해진 가문의 公孫氏 중에 민간에서 천

명을 받아 천자가 되는 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훗날 소제가 

붕어하고 ……소제의 형 衛太子의 손자를 새로 불러 들였으니 이가 

宣帝이다. 선제는 본명이 病已였다. 京房의 《易傳》에서 “마른 버

들이 움을 틔우고 마른 나무가 다시 살아나니, 군주에게 자식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198)

 [白祥] 昭帝 元鳳 3년 정월, 泰山과 萊蕪山 남쪽에 흉흉하게 수천 명

이나 되는 사람 소리가 나서 백성들이 가서 보았더니, 커다란 돌이 

저절로 서 있는데 높이는 1장 5척이고, 크기는 48圍, 땅에 박힌 깊이

는 8척이고 세 돌이 다리처럼 받치고 있었다. 돌이 일어난 곳에 白烏 
수천 마리가 내려와 그 곁에 모였다. 眭孟은 돌은 陰類이고 下民의 

象이며, 泰山이란 岱宗의 嶽에 해당하여 王者가 성이 바뀌었을 때 대

신하였음을 고하는 곳이므로 마땅히 庶人으로서 天子가 되는 이가 있

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맹은 죄로 인해 주벌당했다. 京房의 《易
傳》에서 “‘復은 무너져 내리나 잘못이 없다.’라고 했다. 위에서 

197) 三年春正月, 泰山有大石自起立, 上林有柳樹枯僵自起生. 班固 著, 《漢書 · 昭帝紀》, p.228.

198) 昭帝時, 上林苑中大柳樹斷仆地, 一朝起立, 生枝葉, 有蟲食其葉, 成文字, 曰“公孫病已立”. 又昌

邑王國社有枯樹復生枝葉. 眭孟以爲木陰類, 下民象, 當有故廢之家公孫氏從民間受命爲天子者. 

……後昭帝崩, ……更立昭帝兄衛太子之孫, 是爲宣帝. 帝本名病已. 京房易傳曰: “枯楊生稊, 枯木

復生, 人君亡子.” 班固 著, 《漢書 · 五行志》, p.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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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崩인데 이에 대한 부응은 태산의 돌이 굴러떨

어져 내려가자, 聖人이 천명을 받고 人君은 노예가 된다.”라고 하였

다. 또 말하기를 “돌이 사람처럼 일어섰으니, 庶士가 천하의 우두머

리가 된다. 산에서 일어나면 姓이 같고, 平地라면 姓이 다르다. 물에서 

일어나면 聖人이고 澤에서 일어나면 小人이다.”라고 하였다.199)

 태산의 돌은 白烏의 출현이 추가되면서 해당 기사는 白祥으로 분류되었

다. 草妖 및 白祥으로 분류된 신이 서사는 모두 眭孟과 京房의 해석을 

채택하고 있다.

 수홍의 전기는 이 요얼의 출현과 해석에 관한 기사만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자세한 내용과 수홍이 처형당한 경위에 대해서는 앞의 3장 1절의 

宣帝에 대한 서술에서 인용한 바 있다. 수홍은 나무와 돌 모두 평민 중 

새로운 성씨의 황제가 태어나리라는 징조로 해석했고, 그 때문에 賢人을 

찾아서 선양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게 되었다. 白烏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석이 없다.

 경방의 해석은 수홍과는 약간 다르다. 양쪽 요얼 현상에 대해 경방은 

황제의 후사가 끊길 것을 예언했는데, 이것은 昭帝와 劉賀 모두에 대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유하는 실제로는 아들이 여럿 있었으나 폐위 후 

봉국이 삭감당하고 海昏侯의 지위를 물려줄 수 없었다. 돌에 대해서는 

민간 출신의 같은 성을 가진 자가 제위를 잇는다고 해석했다. 양쪽 모두 

宣帝의 즉위에 맞아 떨어진다.

 이러한 조짐들은 앞서도 보았듯이 훗날 宣帝가 황제가 될 것에 대한 암

시로 전-후한 교체기에 합의가 내려진 것이다. 이것은 선제의 입장에서

는 길조에 해당하지만, 昭帝의 입장에서는 후계자 없이 사망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흉조였다. 이 사건들이 <선제기>에 기술되었다면 길조로

서 서술되었을 수도 있지만, <소제기>에 기록되어 있다. 소제는 이 괴이 

199) 孝昭元鳳三年正月, 泰山萊蕪山南匈匈有數千人聲. 民視之, 有大石自立, 高丈五尺, 大四十八圍, 

入地深八尺, 三石爲足. 石立處, 有白烏數千集其旁. 眭孟以爲石陰類, 下民象, 泰山岱宗之嶽, 王者

易姓告代之處, 當有庶人爲天子者. 孟坐伏誅. 京房易傳曰: “‘復, 崩來無咎.’ 自上下者爲崩, 厥應泰

山之石顚而下, 聖人受命人君虜.” 又曰: “石立如人, 庶士爲天下雄. 立於山, 同姓; 平地, 異姓. 立

於水, 聖人; 於澤, 小人.”   班固 著, 《漢書 · 五行志》, p.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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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들이 나타나고 4년 뒤에 붕어했으며 당시는 민간의 백성이었던 宣

帝가 이와 같은 괴이 현상의 출현을 인지하거나 스스로와 연관짓고 있었

다는 기술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본래 양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요얼 현상은 소제의 사후 비적통 후계자가 나타날 것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수홍전>에서도 

이 모호성은 동일하게 존재한다. 수홍은 이 현상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

기 때문에 처형당했지만, 선제가 즉위한 후에는 같은 이유로 그의 아들

이 관리로 등용되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후한서》에서 신이 서사들이 상징하는 의

미는 더욱 모호해진다. 미래에 대한 예언에도 불길한 미래에 대한 예언

뿐만 아니라 경사에 대한 예언도 나타난다. 신이 서사는 단순히 민간에 

유포된 迷信으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불길함과 상서로움을 판단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서술 대상의 능력 또는 성품을 선양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이와 같은 怪異類의 神異가 瑞兆로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蔡茂가 그 이전에 廣漢에 있을 때, 꿈에서 大殿에 앉아 있는데 대들

보 위에 이삭이 셋 달린 벼가 나 있었다. 채무가 뛰어서 그것을 따려

다가 가운데의 이삭을 얻었는데, 번번이 다시 잃어버렸다. 이것을 主
簿 郭賀에게 물어보자 곽하는 자리 옆으로 비껴 앉아 축하했다. “대전

이라는 것은 宮府의 형상입니다. 대들보에 벼가 있었으니 신하로서는 

上祿입니다. 가운데 이삭을 얻었으니, 이것은 中台의 지위에 해당합니

다. 글씨로 이삭[禾]을 잃음[失]은 봉록[秩]이 되니, 비록 그것을 잃었다

고는 하지만 봉록을 얻게 될 것입니다. 袞龍이 그려진 옷을 입는 직위

[三公]에 空席이 생기고 어르신께서 그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한 달

이 지나서 채무는 부름을 받았고, 곽하를 掾으로 불러들였다.200)

200) 茂初在廣漢, 夢坐大殿, 極上有三穗禾, 茂跳取之, 得其中穗, 輒復失之. 以問主簿郭賀, 賀離席慶

曰: “大殿者, 宮府之形象也. 極而有禾, 人臣之上祿也. 取中穗, 是中台之位也. 於字禾失爲秩, 雖曰

失之, 乃所以得祿秩也. 袞職有闕, 君其補之.” 旬月而茂徵焉, 乃辟賀爲掾. 范曄 著, 《後漢書 · 蔡

茂列傳》, p.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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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는 哀平 시기에 박사가 되었는데 災異에 대한 대책이 탁월하여 侍

中이 되었다가 왕망의 居攝 이후 은거하고, 후한에서 다시 관직에 올랐

다. 광한태수로 있을 때는 외척 陰氏의 전횡을 비판한 바 있다. 곽하는 

법에 대해 잘 알아서 관직에 올랐는데, 채무의 꿈에 대해 올바른 해몽을 

해 준 덕분에 채무를 따라 새로운 관직에 취임한다. 훗날 곽하 역시 能

吏로 명성을 떨쳤다고 한다.

 先秦 시기에서부터 흔하게 나타나는 예지몽과 해몽의 이야기이지만, 이

처럼 예지몽이 吉한 미래를 예언하는 경우는 《한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외에 《후한서·양진열전》에서 새가 전어를 물고 온 것을 

보고 장차 卿大夫의 지위로 승진할 것을 예언했다는 기사 류도 吉한 신이 

서사에 속한다.201) 《한서》에서 황제 외의 인물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켜

져 온 ‘특이한 일 = 불길한 일’이라는 공식이 《후한서》에서는 무너

지고 있다.

 神異 요소가 瑞兆와 凶兆 중 어느 쪽으로든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서》에서는 잠시 사라졌다가 《후한서》에서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는 점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후한서》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하나

의 뜻으로만 해석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기사에서 직·간접적

으로 기술한다.

 이 때 해마다 荒災가 많았는데 오직 南陽만은 풍년이 들었기에 관리

와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그를 神父라고 불렀다.202)

 가뭄은 분명한 재앙이지만, 이 같은 ‘재난 열외’의 맥락으로 기술되

는 경우 재이는 瑞兆를 나타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蝗蟲이나 지진, 가뭄 

등은 명백한 재앙이고 불가항적인 재난이다. 그러나 간혹 이와 같은 재

난이 피해 가는 통치 구역들이 존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蝗蟲은 현의 

201) 後有冠雀銜三鱣魚, 飛集講堂前, 都講取魚進曰: “蛇鱣者, 卿大夫服之象也. 數三者, 法三台也. 

先生自此升矣.” 范曄 著, 《後漢書 · 楊震列傳》, pp.1759-1760.

202) 時歲多荒災, 唯南陽豐穰, 吏人愛悅, 號爲神父. 范曄 著, 《後漢書 · 鮑德列傳》, p.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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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에서 돌아가고, 다른 모든 현이 가뭄에 시달리는 가운데 홀로 충

분한 비가 내렸다는 식이다.

 재난 열외 현상은 남들과는 다른 행운과 祥瑞를 나타낸다. 그리고 농사

가 풍작을 이루는 것은 해당 지역을 다스리는 목민관 덕분이므로, 재난 

열외 역시 목민관 덕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이의 발생은 

농사를 망친 다른 縣과는 달리 풍년을 맞은 縣에 대한 서사에서는 목민

관의 통치력, 백성에 대한 애정 등을 강조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게 된다. 

 《후한서》에서는 神異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라는 의견 역시 나타난다. 

늘 그렇듯 神異 서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학식을 쌓은 儒家가 아니면 제

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전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何敞列傳>에서 

볼 수 있다. 

 이 때 京師와 四方에 거듭 기이한 鳥獸草木이 나타났기에, 그 일을 

말하는 사람들은 祥瑞라고 생각했다. 何敞은 경전에 통달하여 天官도 

볼 수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그것을 매우 싫어했다. 그리하여 두 公
[宋由, 袁安]에게 말했다. “무릇 瑞應은 덕에 의지하여 나타나는 것

이고 災異는 정치에 기인하여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기이한 

새가 殿의 지붕에 날아다니고 괴이한 풀이 뜰 가장자리에 자라나니 

잘 살펴야만 합니다.” 宋由와 袁安이 두려워하며 감히 대답하지 못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章帝가 붕어했다.203) 

 何敞의 위 기사는 元和 연간(CE 84-87) 이후의 일로 章帝 말년의 기

사이다. 당시에 외척 竇氏가 정권을 쥐고 있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통치

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요얼류 신이의 등장을 瑞兆로 해석했다. 

이 때 경전에 통달한 탁월한 학자인 하창이 다른 사람의 섣부른 의견을 

《春秋》의 전례를 들어 반박한다. 鸜鵒이 둥지를 틀었을 때는 季平子가 

소공을 乾侯로 추방하는 재앙이 있었고, 서쪽에서 기린을 잡았을 때 공

203) 是時京師及四方累有奇異鳥獸草木, 言事者以爲祥瑞. 敞通經傳, 能爲天官, 意甚惡之. 乃言於二

公曰: “夫瑞應依德而至, 災異緣政而生. ……今異鳥翔於殿屋, 怪草生於庭際, 不可不察.” 由、安懼

然不敢荅. 居無何而肅宗崩.  范曄 著, 《後漢書 · 何敞列傳》, p.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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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바닷새가 바람을 피해 魯로 왔을 때 藏

文仲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어 그것을 기리게 했지만 展禽은 그것을 

비꼬았었다. 마찬가지로 상서로운 현상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

이 출현한 맥락과 시기를 감안해서 길흉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창의 해석은 88년에 장제가 붕어함으로써 현실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는 눈이 있는 학자는 凶兆와 祥瑞의 표면적인 모습에 휘둘리

지 않고 그것이 상징하는 진짜 의미를 간파할 수 있다. 제대로 학문을 

닦은 학자만이 天意를 해석할 수 있다는 재이 해석 능력에 대한 논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 한편으로, 神異에 절대적인 吉凶이 존재하지 않

는다는 것도 역설하고 있다.

 한편, <楊賜列傳>에서 楊賜는 光和 元年(CE 178), 대낮에 무지개가 

嘉德殿 앞으로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올린 대책문의 서두에서 “神을 얻

어 창성하는 자도 있고, 神을 얻어 망하는 자도 있다. 국가가 흥성하면 

그 덕을 되돌아 살펴보고 국가가 혼란하면 그에 닥칠 화를 본다.”204)

고 이야기한다. 여기에서도 역시 天意는 吉凶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하창의 예와는 반대로, 일반적으로 凶兆로 해석될 법한 神異를 긍정적

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당고의 화에 관해 陳蕃이 桓帝에게 李膺, 

杜密 등을 옹호할 때, 진번은 春秋 말에 수십년간 재앙이 없었던 것은 

하늘이 완전히 버렸기 때문이고, 天譴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漢은 아직 

운이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205)

 또한, 《後漢書》에서는 凶兆로도 볼 수 있을 만한 서사를 吉兆로 해석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竇武의 모친이 두무를 낳으면서 뱀 한 마리를 함께 낳았는데, 숲 속에 

204) 有虹蜺晝降於嘉德殿前, 帝惡之, 引賜及議郎蔡邕等入金商門崇德署, 使中常待曹節、王甫問以祥

異禍福所在. ……乃書對曰: “臣聞之經傳, 或得神以昌, 或得神以亡. 國家休明, 則鑒其德; 邪辟昏

亂, 則視其禍. 今殿前之氣, 應爲虹蜺, 皆妖邪所生, 不正之象, 詩人所謂蝃蝀者也. 於中孚經曰: ‘蜺

之比, 無德以色親.’ 方今內多嬖倖, 外任小臣, 上下並怨, 諠譁盈路, 是以灾異屢見, 前後丁寧. 今復

投蜺, 可謂孰矣…….”  范曄 著, 《後漢書 · 楊賜列傳》, pp.1779-1780. 강조는 인용자.

205) 范曄 著, 《後漢書 · 陳蕃列傳》, pp.2166-21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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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아 주었다. 훗날 모친이 사망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아직 下棺을 하지 

않았을 때, 커다란 뱀이 덤불 속에서 나오더니 곧바로 喪主의 자리로 가

서 머리를 관에 부딪치면서 눈물과 피를 모두 흘리고 고개를 들었다 숙

였다 하면서 몸을 꼬는 것이 마치 슬퍼하며 우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얼마 뒤에 사라졌다. 당시 사람들이 竇氏의 祥瑞임을 알았다.206) 

 사람과 뱀을 한꺼번에 낳았거나, 훗날 뱀이 문상을 했다는 것은 길흉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일 수 있다. 그러나 《후한서》는 여기에서 당시 

사람들의 평가를 덧붙여 뱀과 두씨 집안이 얽힌 사건을 吉兆라고 결정해 

주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면, 《후한서》에서는 괴이류의 신이가 서술 대상의 人

德을 선양하기도 한다. 재난에서의 열외는 목민관의 治績을 긍정하는 기

사로서 양한서에 모두 기술되어 있는 반면, 怪異가 일반 백성의 孝心이

나 友愛 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표현 기법은 주로 《후한

서》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이에 앞서 長沙에 古初라는 효자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상을 당했지

만 아직 매장은 하지 않았을 때 이웃집에서 불이 났다. 고초가 관 위

에 엎드려서 몸으로 불을 막았더니, 불이 그 때문에 사그라들었다. 郅
惲은 그것을 기특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여, 그를 우선 선발했다.207)

 일찍이 땔나무를 찾으러 나갔는데,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다. 모친이 

둘러보고 蔡順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그

러자 채순은 가슴이 뛰어서 땔나무를 버리고 달려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 이유를 물었다. 모친이 말했다. “급한 손님이 찾아와서, 손

가락을 깨물어 너에게 알린 것뿐이다.” 모친은 나이 90에 수명을 다

하여 죽었다. 아직 매장을 하지 못했을 때 마을에 화재가 일어나서 

206) 武母産武而幷産一蛇, 送之林中. 後母卒, 及葬未窆, 有大蛇自榛草而出, 徑至喪所, 以頭擊柩, 涕

血皆流, 俯仰蛣屈, 若哀泣之容, 有頃而去. 時人知爲竇氏之祥. 

  范曄 著, 《後漢書 · 竇武列傳》, p.2245.

207) 先是長沙有孝子古初, 遭父喪未葬, 鄰人失火, 初匍匐柩上, 以身扞火, 火爲之滅. 惲甄異之, 以爲

首舉.   范曄 著, 《後漢書 · 郅惲列傳》, p.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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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관을 놓은] 건물을 덮치려고 하자, 채순은 棺柩에 엎드려서 하

늘을 부르며 곡을 했다. 불길은 결국 그 방을 넘어가서 다른 곳을 태

웠고, 채순은 홀로 화를 면할 수 있었다.208)

 어머니가 죽자 무덤가에 움막을 짓고, 행동을 예법에 맞게 했다. 토

끼가 길들여져 그 움막 옆으로 찾아왔고 또 나무에서도 連理가 나타

났기에, 먼 곳 가까운 곳에서 그것을 기이하게 생각하여 보러 가는 

사람이 많았다.209)

 이 怪異들은 모두 서사의 중심 인물의 非凡한 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결과 중심 인물들은 단순히 효자라고 칭찬을 받

는 경우도 있지만, 효자라는 이유로 官職에 천거를 받기도 한다. 또는 

부모를 따라 죽은 다음 기념비나 사당이 세워지기도 했다. 당시 사람들 

역시 이들의 특이한 행적을 긍정적인 품성의 표상으로 이해하고 있었음

을 볼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질운은 광무제 밑에서 사관을 한 인물이므로 효자 고

초는 후한 건국 시기 전후의 인물이다. 채순은 和帝와 安帝 시기의 사적

이 남아 있는 周磐의 附傳에 기록되어 있다. 채옹은 桓帝 시기의 인물이

다.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신이 서사가 후한 시기 전체에 걸쳐 다

양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시로 인용한 문장 외에도 친구 

간의 우정이나 낯선 사람에 대한 자비심 등을 강조하는 신이 서사들 역

시 《후한서》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본래 고대의 폐쇄적인, 즉 외부인과의 교류가 많지 않은 사회에서 이방

인에 대한 혐오감이나 두려움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이다. 이것이 

나아가서 이방인에 대한 이유 없는 경의 또는 신격화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어느 쪽이라도 기본적으로 외부인에 대한 감정은 자신들과

208) 嘗出求薪, 有客卒至, 母望順不還, 乃噬其指, 順卽心動, 棄薪馳歸, 跪問其故. 母曰: “有急客來, 

吾噬指以悟汝耳.” 母年九十, 以壽終. 未及得葬, 里中災, 火將逼其舍, 順抱伏棺柩, 號哭叫天, 火遂

越燒它室, 順獨得免.    范曄 著, 《後漢書 · 蔡順列傳》, p.1312.

209) 母卒, 廬于冢側, 動靜以禮. 有菟馴擾其室傍, 又木生連理, 遠近奇之, 多往觀焉.

      范曄 著, 《後漢書 · 蔡邕列傳》, p.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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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두기’를 본질로 삼는다. 따라서 자신들의 ‘일상’에 들어올 

수 없는 생활권, 높은 산이나 깊은 늪과 같은 지역은 신의 영역으로 구

분지어 출입을 삼가기도 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존재는 생활권 밖으로 

추방하기도 한다. 일반인이 일반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권이라는 것은 변

하지 않는 일상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각종 재이 현상이나 요얼 현상, 그것도 천변지이 같은 

거대한 규모라서 일반인으로서는 손쓸 도리가 없는 상대가 아닌 異物의 

출현이나 巫覡을 매개로 삼은 神異의 제시 같은 상황은 비일상을 일상 

속으로 끌어와 버린다. 이것에 대한 혐오감과, 그것을 통해 일상적인 생

활 공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심은 고대인의 기준에서 지극히 합리

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러한 괴이 현상이 일

상적이지 않은 ‘행운’을 암시하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를 암시

한다. 괴이 현상이 비일상에서 일상으로 스며들면서 격렬하게 거부해야 

하는 대상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210) 이와 같은 수용 가능성이 《한서》에서 사라졌다가 

《후한서》에서 재등장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

 단지, 《후한서》에서도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신이 서사는 

있다. 《후한서》에 추가된 민속류의 신이 중에서도 민간신앙에 관한 부

분이다. 주기적 영아 살해나 산신 숭배, 寒食 풍습, 巫覡을 섬기는 신앙 

집단 등등은 전부 迷信으로 치부당하고 부정당한다. 후한 초기 인물인 

董宣은 지방의 豪族 公孫丹이 새 집을 지으면서 장차 죽는 사람이 나온

다는 점괘를 믿고 지나가는 사람을 죽여서 묻자 공손단 부자를 사형시킨

다. 그리고 친족들이 항의를 하자 친족까지 전부 처형한 바 있다.211)

 이런 식의 民俗類의 신이가 전부 無知의 소산으로 치부당하는 것은, 그 

같은 풍습이 대부분 사회의 안정적 통치에 반하는 풍습들이 대부분이었

기 때문일 것이다. 동선의 경우도 공손씨 일족을 처형한 이유가 예전에 

210) 최진아, 〈異物 기록의 정치학 - 志怪의 讀法과 김탁환의 《부여현감귀신체포기》〉, p.114, 

117 참조. 단, 이 연구에서는 지괴를 남북조 이후에 나타난 異物의 기록으로 제한하고 있다.

211) 到官, 以大姓公孫丹爲五官掾. 丹新造居宅, 而卜工以爲當有死者, 丹乃令其子殺道行人, 置屍舍

內, 以塞其咎. 宣知, 卽收丹父子殺之. 丹宗族親黨三十餘人, 操兵詣府, 稱冤叫號. 宣以丹前附王莽, 

慮交通海賊, 乃悉收繫劇獄, 使門下書佐水丘岑盡殺之.  范曄 著, 《後漢書 · 董宣列傳》, p.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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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莽의 편이었고 海賊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

다. 

 《漢書》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神異의 수가 많지 않고 그것이 황

제들에게 집중되는 것은 《한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신이는 天意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황제 외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신이가 부정적으로 해

석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마찬가지로 劉漢 황실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인

물들이기 때문이다.

 반면 《後漢書》에서 신이는 좀 더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난다. 참위학

이나 재이설의 발전에 따라 하나의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었

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해석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반인에 

관련된 신이의 경우는 정해진 의도를 가지고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서사

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이 경우는 吉凶 양쪽의 의미를 모두 가진다

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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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統治 체제의 정비와 神異 서사의 변화

1. 後漢 儒家 관리와 方術의 사용

 《後漢書》에서 신이 서사의 주체가 다양화 되었다는 부분에서 가장 눈

에 띄는 변화는 대체로 유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이 주술을 

사용하는 서사가 서사 내부에서 방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 방사와 같은 역할이라는 것은 주술을 사용하여 외부에 영향을 미친

다는 의미이다. 특히 관리들의 경우, 주술적인 방법을 써서 災異나 妖孼

을 퇴치하는 기사가 자주 나타난다.

 《漢書》보다 먼저 저술된 《左傳》이나 《戰國策》 같은 기록에서는 

왕이나 관리들이 신통력을 발휘하는 기사는 역시 종종 나타나지만,212) 

《한서》에서만은 그 같은 기사가 全無에 가깝다. 특히 적극적인 주술 

행위, 즉 본인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시대-

문화적인 배경 없이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하는 행위

는 《한서》에서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와 대조적으로 《후한

서》에서는 관리들은 적극적으로 주술을 이용하고, 주술 행위에 대한 기

록은 공간적, 시간적, 사회 계층적, 모든 방면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분

포되어 있다.

 물론 《후한서》에서 方士는 결코 儒家나 관리와 대립되거나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다. <방술열전>에 기술된 인물들도 상당수는 經學에 탁월한 

성취를 보인 관리이며 그 중 일부는 학자 또는 幕僚이다.213) 기우제 주

212) 李成九 역시 고대 중국 황제들의 巫祝的 성격과 역사적 사건의 주술성에 대해 살펴본 바 있

다. 李成九, 《中國古代의 呪術的 思惟와 帝王統治》, 제1장 Ⅱ. 神倉(聖庫)으로서의 臺와 市 

및 제4장 時令的 支配의 지향 참조.

213) <방술열전>은 《후한서》에서 새로 입전된 類傳으로, 주요 인물 23인이 기술되어 있다. 대

부분이 方士로 분류되거나 方術을 사용하는 관리이고, 巫醫 또는 神醫로서 華佗를 비롯한 소수

의 醫師들 역시 기재되어 있다. 傳末에는 21인의 사적이 한 문장에서 두세 단락 정도의 분량

으로 간략하게 추가되어 있다. 범엽이 <방술열전>을 입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

야기가 없으나, 기재 인물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편이다. 范

曄 著, 《後漢書 · 方術列傳》, pp.2703-2705 참조.

    참고로 양한서의 類傳 목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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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冤鬼의 濟度, 神通力의 발휘, 미래 예언 등 적극적인 주술 행위를 수

행하는 인물들은 대체로 유가 경전에 대한 학식이 풍부하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을 방사나 학자, 관리로 무리해서 구분하는 것은 의미

가 없을 것이다.

 반면, 관리가 신통력을 행사하는 것은 남북조 이후의 문학 작품에서는 

특이하지 않은 서사이다. 唐代 韓愈는 <祭鰐魚文>을 지어 백성들에게 해

를 끼치는 악어들을 쫓아냈다고 하고, 북송 초에 청백리로 유명했던 포

증은 낮에는 이승을 밤에는 저승을 심판한다고까지 이야기되어 각종 민

간문학에서 염라대왕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지에는 뛰어난 관리가 부임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괴물을 물리쳤다거

나, 山神이 되어 백성들을 지금까지도 수호하고 있다거나 하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 문학사적으로 볼 때는 《漢書》에서 신통력을 발휘하는 관

리의 기사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특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 목민관의 天災地變 퇴치

 《후한서》에서 농경 사회의 큰 재앙 중 하나인 가뭄의 주술적인 대처

법은 크게 冤獄의 해소와 기우제로 나눌 수 있다. 《한서》에서 기우제

가 예외적인 경우 부정기적으로 치러진 행사였던데 반해, 《후한서》에

서 기우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사업으로서 다양한 방면에 기록

되어 있다. 황궁은 물론 지방의 관리들 역시 필요한 경우에는 名山大川

에서 기우제를 지내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관이 자의적으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또 지방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사나 

巫覡을 불러 기우제를 주재하게 하는 것도 가능했다.

 [永初] 2년(CE 108) 여름, 경사에 가뭄이 들자 직접 洛陽의 寺에 행

차하여 억울한 옥사를 기록했다. ……잘못된 실상을 전부 알아내자 

《漢書》
儒林, 循吏, 酷吏

貨殖, 遊俠, 佞倖, 外戚*

《後漢書》 黨錮, 宦者, 文苑, 獨行, 方術, 逸民, 列女

   * <外戚傳>의 경우, 《후한서》에 列傳이 아니라 <皇后紀>로 독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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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낙양령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고 죄를 물었다. 행차가 궁궐로 

돌아오기도 전에 굵은 비가 크게 내렸다. ……3년 가을, 태후의 몸이 

편치 않자 주위의 신하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기도를 올려 죄를 

빌고 복을 청하면서 목숨을 대신할 수 있기를 원하였다. 태후가 그것

을 듣고는 곧바로 꾸짖으면서, 掖庭令 이하의 관직에게 엄격하게 명

령하기를, 단지 죄를 빌고 복을 기원하되 상서롭지 못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태후의 [新野君에 대한] 복상이 끝났는

데 오래도록 가뭄이 들자, 태후는 3일 연속으로 洛陽에 행차하여 갇

혀 있는 죄수들을 검토하여 死罪 36명, 耐罪 80명, 그 외에 死罪와 右
趾 이하의 형벌에서 감면된 사람들을 골라내어 司寇에게 보냈다.214)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등태후는 가뭄이 들자 감옥을 찾아가서 죄수들

의 상황을 살펴보고, 의혹이 있는 사건을 재심하거나 형벌을 감형해 주

었다. 가뭄의 원인에 대한 특별한 논의가 없었던 것에 미루어 볼 때, 冤
罪를 없애는 것이 비를 내리게 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등태후가 신비주의적인 행동에 경도된 인물은 아니었다. 신하

들이 등태후를 대신하여 災厄을 받는 기도를 올리려고 했을 때 태후는 

그 의례를 거절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또한 冤獄을 줄이는 것이 반드시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영초 3년의 조처에 대해서는 달

리 효험이 부가되어 있지 않다.

 가뭄이 일어났을 때 獄事를 바로잡거나 사면령을 내리는 것은 등태후 

외의 다른 집정자들 역시 취했던 조처이다.215) 단지 이 기사에서 볼 수 

214) 二年夏, 京師旱, 親幸洛陽寺錄冤獄. ……具得枉實, 卽時收洛陽令下獄抵罪. 行未還宮, 澍雨大降. 

……三年秋, 太后體不安, 左右憂惶, 禱請祝辭, 願得代命. 太后聞之, 卽譴怒, 切敕掖庭令以下, 但使

謝過祈福, 不得妄生不祥之言. ……太后諒闇旣終, 久旱, 太后比三日幸洛陽, 錄囚徒, 理出死罪三十

六人, 耐罪八十人, 其餘減罪死右趾已下至司寇.   范曄 著, 《後漢書 · 和熹鄧皇后紀》, p.424.

215) <皇后紀>와 制詔文 등에서의 중복 언급을 제외하면, 《후한서》의 제기에 가뭄[旱]은 34회 

언급되어 있는데 安帝(7회)와 順帝(6회)의 재위 기간에 가뭄이 길게 이어졌기에 그에 대한 언

급이 잦다. 그 중 가뭄에 대한 대처로서 기우제를 명령한 것이 순제와 질제 각 1회씩이다. 獄

事를 정비하도록 명령한 것은 광무제 1회, 안제 1회, 순제 3회, 화제 1회, 총 6회 기록되어 있

다. 명덕 마황후 때는 가뭄을 기회로 外戚에게 봉작을 줄 것을 상주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

다. 위에 인용한 등태후의 獄事 정비는 모두 안제의 재위 기간에 시행되었으나 <효안제기>에

는 1회만 기록되어 있다. 

    양한서의 <五行志>에서 가뭄은 ‘不乂(言之不從)’에 대한 罰에 해당한다. <오행지>는 등태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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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전한 시기에 자주 볼 수 있었던 ‘재이의 발생 – 재이 발생 원

인의 분석 – 해결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기록이 

《후한서》에도 동반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나하나의 현상에 대해 대처

법을 논의하기보다는 災異의 발생 후에는 바로 주술적인 대처를 시행했

다고 기술된다.216) 지방을 총괄하는 목민관 정도의 관리라면 자발적으

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관례화된 대처법이 존재했다고도 볼 수 있다.

 가뭄과 冤獄의 연관성에 대해 양한서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서사 구조

를 가지고 있는 것은《漢書 ‧ 于定國傳》과 《後漢書 ‧ 孟嘗列傳》이다.

 동해 지역에 효성스런 며느리가 있었는데, 젊어서 과부가 되고 아이

도 없었으며 시어머니를 매우 열심히 봉양하였는데, 시어머니가 재가

시키려고 했지만 끝내 수긍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이웃에게 말했

다. “효성스런 며느리가 날 돌보느라 고생하는데 그 아이가 자식도 

없이 과부로 지내는게 안타깝네. 나는 늙었는데, 젊은 사람을 오래도

록 붙잡아 놓으면 어쩌겠는가?” 그 뒤 시어머니가 스스로 목을 매달

아 죽자 시어머니의 딸이 관리에게 고발했다. “올케가 우리 어머니

를 죽였습니다.” 관리가 며느리를 체포했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다고 했다. 관리가 혹독하게 심문하자 며느리는 가짜로 자

백했다. 獄事를 갖추어 상부에 올렸는데, 우공은 이 며느리가 시어머

여자의 몸으로 專政을 했기 때문에 永初 元年 11월의 백성들의 소요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

하지만, 가뭄에 대해서는 따로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았고, 영초 2년과 3년의 가뭄에 대해

서도 《후한서 ‧ 오행지》에서는 따로 기술하지 않고, 영초 6년과 7년의 가뭄에 대해서만 언급

하고 있다.

    范曄 著, 《後漢書 · 五行志》, pp.3275-3279 참조.

216) 중앙의 諫官이 올리는 상주문을 볼 때 災異에 대한 대처법의 논쟁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

다. 예를 들면 和帝 末年, 魯恭은 가뭄의 원인을 형벌의 가혹함으로 지적하는 상소문을 올린다. 

月令에 따르면 여름은 만물이 生長하는 시기이므로 각종 처벌은 立秋 이후로 미루어야 가뭄이 

해소된다는 주장이었다. 范曄 著, 《後漢書 · 魯恭列傳》, pp.879-880.

    鮑昱은 建初 元年의 가뭄에 대한 상주문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과 외지에서 孤魂이 된 이들을 

위로해주면 和氣를 이루어 가뭄이 멈출 것이라고 했다. 范曄 著, 《後漢書 · 鮑昱列傳》, p.1022.

    郎顗 역시 順帝에게 올린 7조항의 상주문에서 사치를 줄이지 않으면 화재나 가뭄이 닥칠 것

이라고 예언하고, 추가 문담에서는 《易傳》을 인용하여 天災는 기우제가 아닌 황제의 德行으

로 막아야 함을 주장했다. 范曄 著, 《後漢書 · 郎顗列傳》, pp.1058-1061; p.1074.

    靈帝 光和 연간에 가뭄이 들었을 때 陸康 역시 銅人 주조를 위한 특별세가 가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가 면직 당한다. 范曄 著, 《後漢書 · 陸康列傳》, 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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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를 십여년 동안 봉양하고 효성스럽다고 소문이 났으니 시어머니를 

살해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태수가 그 말을 듣지 않아 우공이 그와 

다투었지만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엔 그 옥사를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상부에 올리고 병을 핑계대고 물러났다. 태수는 결국 효성스런 며느리

에게 살인죄를 언도했다. 군 전체에 3년간 가뭄이 들었다. 후임 태수

가 도착하여 그 이유를 점쳐 보았는데 우공이 말했다. “효성스런 며

느리를 죽여서는 안 되었는데 전임 태수가 억지로 판단을 내렸으니, 

그 잘못이 어쩌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태수는 소를 잡아 

효성스런 며느리의 무덤에 직접 제사를 올리면서 그 무덤에 표창하였

는데, 하늘에서 곧바로 큰 비가 내리고 그 해에 풍년이 들었다. 군 전

체가 이로 인해 우공을 매우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었다.217)

 이 서사는 ‘東海孝婦 故事’로 불리며, 주인공은 傳의 주요 인물 우정

국이 아니라 그의 부친인 于公이다. 우정국은 昭帝가 붕어할 때 관직에 

있었으므로, 부친 우공은 武帝 재위기나 그 이전 시기의 인물일 것이다.

 이 신이 서사는 우공의 법적 판단에 대한 신뢰도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그가 며느리의 무죄를 확신한 이유는 효성스럽다는 평판 뿐이

다. 그러나 태수가 우공의 판단을 기각했을 때 天譴이 나타나서 3년간 

가뭄이 지속됨으로써 우공의 판단이 하늘의 뜻과 일치했다는 것을 나타

낸다. 즉, 하늘이 효부의 무죄를, 나아가서 우공의 유능함을 뒷받침해주

는 존재로 기능한 것이다. 그리고 신임 태수가 우공의 伸寃 요청을 받아

들이자 바로 비가 내리고 풍년이 든다. 이를 통해서 우공의 명철한 사리 

판단을 강조하고, 그와 동시에 우공이 울면서 보고를 올리고 병을 핑계

대어 자리를 피했다는 서술을 통해 그의 인간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미담으로 후세에 전해지고, <感天動地竇娥冤>을 비롯한 여러 

문학 작품의 모티프가 된다.

217) 東海有孝婦, 少寡, 亡子, 養姑甚謹, 姑欲嫁之, 終不肯. 姑謂鄰人曰: “孝婦事我勤苦, 哀其亡子

守寡. 我老, 久絫丁壯, 奈何?” 其後姑自經死, 姑女告吏: “婦殺我母.” 吏捕孝婦, 孝婦辭不殺姑. 吏

驗治, 孝婦自誣服. 具獄上府, 于公以爲此婦養姑十餘年, 以孝聞, 必不殺也. 太守不聽, 于公爭之, 

弗能得, 乃抱其具獄, 哭於府上, 因辭疾去. 太守竟論殺孝婦. 郡中枯旱三年. 後太守至, 卜筮其故, 

于公曰: “孝婦不當死, 前太守彊斷之, 咎黨在是乎?” 於是太守殺牛自祭孝婦冢, 因表其墓, 天立大

雨, 歲孰. 郡中以此大敬重于公.   班固 著, 《漢書 · 于定國傳》, pp.304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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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虞에 지극히 효성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시는 과부가 있었다. 시어

머니가 나이 들어 수명이 다했는데, 남편의 여동생이 전부터 그녀를 

싫어하고 있었기에 과부가 시어머니를 공양하는게 힘들고 질려서 어

머니를 독살한 것이라고 縣庭에 소송을 했다. 上虞郡에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과부의 죄를 확정지었다. 孟嘗은 억울한 상황을 먼저 

알고 있었기에 태수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태수가 그것으로 다스

리려고 하지 않았다. 맹상은 슬피 울면서 문을 나서서 그대로 병이 

났다고 핑계를 대어 떠났고, 과부는 결국 원통하게 죽었다. 이로부터 

군 전체에 2년 연속으로 가뭄이 들었고, 기우제를 지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 뒤 태수 殷丹이 부임해 와서 그 이유를 캐묻자, 윤상은 府
로 달려가서 과부가 원통하게 誣告당한 일을 전부 진술했다. 그 기회

에 말했다. “옛날 東海의 孝婦도 하늘을 감동시켜 가뭄을 불러 왔다

가, 于公의 한마디에 곧바로 단비가 내렸습니다. 소송한 자를 죽여서 

冤魂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어쩌면 죽은 이의 억울함이 바로잡혀서 

제때 비가 올 것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은단이 그 말을 따

라 바로 소송을 한 딸을 처형하고 과부의 묘에 제사를 지냈는데, 하

늘은 충분한 비로 응답하고 곡물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다.218)

 《後漢書 ‧ 孟嘗列傳》의 이 서사는 《漢書 ‧ 于定國傳》에 기록된 ‘東

海孝婦’ 고사의 再現으로 볼 수 있다. 발생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훗

날 상서가 桓帝에게 맹상을 추천했다고 되어 있으므로 환제 재위기나 그 

이전의 사건일 것이다.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모시던 시어머니가 천수를 

다해 죽자 시누이는 며느리가 어머니를 독살했다며 고발하고, 태수는 시

누이의 편을 들어 무고한 며느리를 처형한다. 맹상이 울면서 여성의 무

죄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당 군은 2년간 가뭄이 들었다. 

기도를 했으나 효과도 없었다. 후임 태수가 부임하여 이유를 확인하자 

218) 上虞有寡婦至孝養姑. 姑年老壽終, 夫女弟先懷嫌忌, 乃誣婦厭苦供養, 加鴆其母, 列訟縣庭. 郡不

加尋察, 遂結竟其罪. 嘗先知枉狀, 備言之於太守, 太守不爲理. 嘗哀泣外門, 因謝病去, 婦竟冤死. 

自是郡中連旱二年, 禱請無所獲. 後太守殷丹到官, 訪問其故, 嘗詣府具陳寡婦冤誣之事. 因曰: “昔

東海孝婦, 感天致旱, 于公一言, 甘澤時降. 宜戮訟者, 以謝冤魂, 庶幽枉獲申, 時雨可期.” 丹從之, 

卽刑訟女而祭婦墓, 天應澍雨, 穀稼以登.   范曄 著, 《後漢書 · 孟嘗列傳》, p.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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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개 《漢書·于定國傳》 《後漢書 ‧ 孟嘗列傳》
媤母의 죽음 自殺 壽終

시누이의 誣告 殺母 鴆母

잘못된 재판
吏驗治, 孝婦自誣服. →

論殺孝婦.

郡不加尋察, 遂結竟其罪.→

婦竟冤死.

賢吏의 항소와 

무시

抱其具獄, 哭於府上.

→ 因辭疾去.

備言之於太守. 嘗哀泣外門.

→ 因謝病去.

재난의 발생 郡中枯旱三年. 自是郡中連旱二年, 禱請無所獲.  

再審 卜筮其故. 訪問其故.

鎭魂 殺牛自祭孝婦冢, 因表其墓. 卽刑訟女而祭婦墓.

결과 天立大雨, 歲孰. 天應澍雨, 穀稼以登. 

[표 6] 兩漢書의 東海孝婦 故事 구조 비교

맹상은 억울하게 죽은 과부의 원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우공의 전례도 

있으니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면 되리라는 의견에, 신임 태수는 誣告한 

시누이를 죽여 제사를 지낸다. 역시 바로 비가 내리고 풍년이 들었다.

 양자의 서사 구조는 전체적으로 동일하고, 약간의 세부적인 차이가 나

타난다. 양한서에서 각각 전임과 신임, 총 4명의 태수들이 가뭄을 겪는

데, 가뭄의 원인이 冤獄이라는 우공과 맹상의 의견에는 별다른 의심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전개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전한 시기에

는 가뭄의 원인을 점치려고 했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우공의 進言이 

받아들여졌다는 것, 후한 시기에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정도이다. 

그리고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전한에서는 소를 죽여 제사를 지냈지만, 

후한에서는 시누이를 죽이고 제사를 지냈다. 사실 상 동일 서사의 반복

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서사들 사이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 재해를 해결하는 것

은 太守의 책임이라고 보는 관념이 강해졌다는 것이 나타나 있기도 하

다. 《漢書》의 전임 태수는 효부를 처형한 뒤 닥쳐온 가뭄에 무슨 조처

를 취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後漢書》에서 전임 태수는 기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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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는 노력을 한다. 신임 태수는 전한 시기에는 소를 잡아 몸소 제사를 

지내고, 후한 시기에는 誣告한 여성을 처형하고 죽은 여성의 묘에 제사

를 지낸다. 후한 시기에 이르면 가뭄이란 사람을 죽여서라도 반드시 해

결해야만 하는 중대한 사건이었고, 무엇보다 해결의 책임 주체는 해당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관에게 있었다. 전한보다 후한의 지방관이 가뭄의 

해결에 노력한 것은 그와 같은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달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한과 후한의 기

사에는 차이가 있다. 전한에서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낸 것은 원혼에 대한 

鎭魂 행위이다. 하지만 후한에서 誣告한 시누이를 죽인 것은 먼저 잘못

된 獄事를 바로잡은 것이다. 문제의 원인이 된 사람을 뒤늦게라도 처형

해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표명되어 있다. 그와 

동시에, 관리가 자연에 맞서서라도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존재라는 의무

감과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다.

 冤獄 해결 외의 또다른 가뭄 대처법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祈雨祭를 지

내는 것이었다. 이것은 관리가 주재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형식이나 내

용 면에서 기존의 방사나 무격들이 치르던 기우제와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추정된다.

 이 때 여름에 큰 가뭄이 들자 태수가 스스로 나가서 山川에 기도를 

올렸는데, 여러 날을 계속했으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諒輔는 

스스로 뜰 가운데에 나서서 화를 내며 呪하여 말했다. “양보가 股肱
이 되어서 충성스러운 간언을 올리지도 못하고 賢人을 천거해서 惡人
을 물리치지도 못하고, 음양을 조화시키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 따르

지도 못하였기에, 하늘과 땅이 단절되어 통하지 않아 萬物이 말라붙

었으며 백성들은 신음하지만 하소연할 곳조차 없으니, 잘못은 모두 

저 양보에게 있습니다. 지금 郡의 太守께서 옷을 갈아입고 스스로를 

탓하면서 백성을 위해 복을 기원하여 그 정성이 간절하기 그지없는

데, 아직까지 감응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감히 저 스스로 기도를 올

리고, 만약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몸으로써 악

행을 메꾸기를 원합니다.” 이에 땔나무에 섶나무, 꼴풀, 띠풀을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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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의 주위에 둘러놓고 그 곁에 불을 피워서 자신의 몸을 불태우

려고 했다. 해가 중천에 이르지도 않았을 때, 하늘의 구름이 어둡게 

몰려들더니 금방 큰 비가 쏟아져서 군 전체가 흠뻑 젖게 되었다.219)

 《後漢書·諒輔列傳》의 기사로, 어느 시기에 일어난 일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가뭄이 들었지만 기우제의 효험이 없자, 五官掾이었던 양보

가 焚身의 의례를 준비한다. 불에 타 죽기 전에 비가 내림으로써 무산되

기는 했지만, 이것은 명확한 焚祭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220) 그리고 이

에 대하여 세간은 “至誠을 칭송했다”고 되어 있다.

 《후한서》에 기록된 모든 기우제에 焚身 의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신 기우제를 지낸 것이 양보 혼자만은 아니다. 같은 <獨行

列傳>에 立傳된 戴封 역시 재이를 없앨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관직에 선

발되고, 기우제를 치르기 위해 분신을 시도한다.221) 일부 관리들은 기우

제를 적합하게 주재하기 위해 巫覡을 초빙하기도 했다. 그 외에 가뭄의 

해소법으로는 주로 생사를 불문한 백성들의 원한 풀어주기와 주술의 사

용이 제시되고 있다.222)

219) 時夏大旱, 太守自出祈禱山川, 連日而無所降. 輔乃自暴庭中, 慷慨呪曰: “輔爲股肱, 不能進諫納

忠, 薦賢退惡, 和調陰陽, 承順天意, 至令天地否隔, 萬物焦枯, 百姓喁喁, 無所訴告, 咎盡在輔. 今

郡太守改服責己, 爲民祈福, 精誠懇到, 未有感徹. 輔今敢自祈請, 若至[日]中不雨, 乞以身塞無狀.” 

於是積薪柴茭茅以自環, 搆火其傍, 將自焚焉. 未及日中時, 而天雲晦合, 須臾澍雨, 一郡沾潤. 世以

此稱其至誠.   范曄 著, 《後漢書 · 諒輔列傳》, p.2694.

220) 시라카와 시즈카가 지적한 ‘巫祝의 후예로서의 儒’와 일치한다. 한편 정재서 역시 成湯 기우

신화를 분석하면서, ‘旱’의 자형에서 殷 왕조의 왕이 曝巫 의식의 희생물이었을 가능성을 제시

한 바 있다. 정재서, <禪讓인가? 簒奪인가? -고대 중국의 왕권신화에 대한 해체론적 접근->, 

pp.15-18 참조.

221) <戴封列傳>에서도 재이를 없앨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관직에 선발된 대봉이 蝗災를 막고, 기

우제를 치르기 위해 분신을 시도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다.

    詔書求賢良方正直言之士, 有至行能消災伏異者, 公卿郡守各擧一人. 郡及大司農俱擧封. ……時

汝、潁有蝗災, 獨不入西華界. 時督郵行縣, 蝗忽大至, 督郵其日卽去, 蝗亦頓除, 一境奇之. 其年大

旱, 封禱請無獲, 乃積薪坐其上以自焚. 火起而大雨暴至, 於是遠近歎服.   范曄 著, 《後漢書 · 戴

封列傳》, p.2684.

222) 양후의 부친 楊統이 河洛書를 수학했기 때문에, 建初 연간에 가뭄이 들었을 때 陰陽消伏을 

추산하여 가뭄을 피하고 비를 내렸고, 그러한 일이 반복되었다고 되어 있다.(范曄 著, 《後漢書 

· 楊厚列傳》, p.1047.) 靈帝 때 큰 가뭄을 계기로 司空 張顥가 뇌물을 수수했거나 가혹하게 

굴었던 장리들을 일제히 파면시킨 일이 있었으나, 그 부응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范

曄 著, 《後漢書 · 陽球列傳》, p.2498.) 또, 永初 2년에 가뭄이 길어지고 기도가 소용이 없자 

周暢이 洛城 근처의 객사한 해골을 거두어 주었더니 바로 비가 내렸다고 한다.(范曄 著, 《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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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기우제 의식은 예로부터 巫覡이 시행하고 있던 의식이고, 후한 

시기에도 민간의 巫覡이 주재하던 의식 중 하나였다. 그러나 민간의 기

우제와 동시에, 官에서 주도하는 기우제 또한 존재한다. 지방관이 지내

는 경우나, 중앙에서 황제가 명령하는 경우에 관리들은 각자의 지방의 

명산대천을 찾아 기우제를 올려야 했다. 이 부분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

라 제국이 앞장서서 백성들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도적 해결책

에 반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해결책의 강구에서 관리들이 취하게 되는 수단이 巫覡과 상호 호환 

가능한 방법이었다는 것, 즉 方士들과 비슷한 수단을 취하게 된다는 것

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후한 시기에는 문제 

상황의 발생과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만이 관리를 평가하는 기준이라

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우제나 분신제의의 실효성보다는 관리들

이 그같은 천재지변까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중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홍수나 지진을 미리 예측하여 백성들의 피해를 경감시

킨 관리들의 기사도 존재한다. 凡人은 흉내낼 수 없는 이들의 대처는 분

명히 칭송을 받았지만, 三公의 파면을 제외하면 홍수나 지진의 발생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관리에 대한 기록은 없다. 《후한

서》의 本紀 부분에서 장마나 홍수, 황하가 맑아지는 이변 등은 다수 언

급되었으나 그에 대한 조처는 명제 永平 13년, 水神祭를 치르라는 詔書

가 거의 유일하다는 것을 보아도 大水 계열과 旱災 계열은 구분되어 있

다. 지진에 대한 대처 역시 마찬가지로 별다른 것이 없다. 현실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천재지변과,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발생한 뒤의 대처에 

따라 피해를 대폭 경감할 수 있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구분을 두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든 그에 대한 구휼은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했다.

漢書 · 周嘉列傳》, p.2676.) 

   그 외에 <方術列傳>에서는 高獲이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范曄 著, 《後漢

書 · 高獲列傳》, p.2711.) 費長房이 자신이 잡아 두었던 神을 풀어주어 가뭄을 해소해 주기도 

한다.(范曄 著, 《後漢書 · 費長房列傳》, p.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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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주술 행위를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周舉는 陽嘉 3년, 직접 기우제를 지내려는 順帝에게 올린 대책

문에서 齊景公과 晏子의 대화를 인용하며 기우제를 반대하고, 사치를 금

하고 탐관오리를 배척할 것을 주장했다. 그 결과 司徒 劉崎가 면직되었

다.

 천재지변 해소에 관한 기사들은 비일상적인 재난을 제거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놓기 위한 관리들의 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지

진에 대한 대처나 蝗蟲, 螟蟲 등의 여러 蟲害를 해소하기 위한 제사 및 

의식 역시 마찬가지다. 권력자나 지식인들은 일반인으로서는 손을 댈 수 

없는 강력한 재난이 일상을 침범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

기에서 행위의 주체는 일상생활에 대해 확고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장악할 수 없는 요소가 일상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김석우의 연구에서 보았듯이 전한 시기는 제국 구석구석까지 통치력이 

미쳤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후한 시기가 되면 중앙집권형 

제국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실제로 전한 시기에는 통치권이 실질

적으로는 지방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범죄자가 다른 

縣으로 넘어가면 추격을 포기했다는 기록이 자주 나타난다. 죄를 지은 

사람이 달아났다가 大赦令이 내리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기사가 많다는 

것은 결국 전국적인 치안 체제의 미비함을 반증하고 있다.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후한 시기에야 실질적인 구호 체계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재난 

퇴치와 연관된 사적이 다양해지고, 그 때문에 이 같은 기사들이 늘어나

게 되었을 것이다.

 후한 시기의 관리들은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했다. 龍王

祭나 山祭 같은 ‘淫祠’, 기도, 방사 초빙 등을 통해서 명백하게 인간

의 한계를 벗어난 일로 보이는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반면 전한 

시기의 관리들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한 기

사는 비교적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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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異物에 대한 통치권의 확대 적용

 천재지변을 물리치고 소멸시키는 책임을 해당 지역의 통치 책임자에게 

지운다는 것은, 자연재해까지도 인간의 통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고방

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천재지변의 퇴치를 비일상의 일상으

로의 회귀라고 파악할 때, 《후한서》에서는 재난 퇴치와 유사한 다른 

기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異物, 즉 인

간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들의 위협을 

현실 생활에서 추방하는 류의 기사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異物이란 대체

로 妖孼類에 속하는데 일반적으로 生物에 가깝지만 반드시 생물로 분류

할 수만은 없는 존재들이다. 이물을 퇴치하는 기사 역시 《한서》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기사에 속한다.

 먼저, 《후한서》에는 짐승을 인간의 법에 맞춰 통치하는 인물들이 나

타난다. 《後漢書·童恢列傳》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어떤 백성이 일찍이 호랑이에게 해를 입었기에, 함정을 설치해서 사

로잡았는데, 호랑이 두 마리를 생포했다. 동회가 그 말을 듣고 나와서 

호랑이에게 주술을 걸어[呪] 말했다. “하늘이 萬物을 낳았지만 오직 

사람만이 귀하다. 호랑이와 늑대는 六畜을 먹어야 하거늘 인간에게 

잔학무도하게 굴었다. 王法에 사람을 죽인 자는 죽고, 사람을 해친 자

는 법대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 네가 만약 사람을 죽인 녀석이라면 

고개를 숙여서 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아님을 아는 녀석이

라면 울음소리를 내서 억울함을 호소하도록 하여라.” 호랑이 한 마

리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는데 두려워서 떠는 것 같은 모습이었

기에 즉시 잡아 죽였다. 한 마리는 童恢를 보고 울부짖으면서 화를 

내는 것처럼 뛰어 다녔기에 석방해 주도록 명령했다. 관리와 백성들

이 이를 노래로 칭송했다.223)

223) 民嘗爲虎所害, 乃設檻捕之, 生獲二虎. 恢聞而出, 呪虎曰: “天生萬物, 唯人爲貴. 虎狼當食六畜, 

而殘暴於人. 王法殺人者死, 傷人則論法. 汝若是殺人者, 當垂頭服罪; 自知非者, 當號呼稱冤.” 一

虎低頭閉目, 狀如震懼, 卽時殺之. 其一視恢鳴吼, 踴躍自奮, 遂令放釋. 吏人爲之歌頌.  范曄 著, 

《後漢書 · 童恢列傳》, p.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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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治罪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람을 잡아먹은 호랑이이다. 일반적

으로 인간의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육식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동회는 

‘주술을 걸었다[呪]’. 그리고 호랑이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 재판을 

받는다. 동회는 죄를 지었다고 인정한 호랑이만을 처벌하고 다른 한 마

리는 놓아 보낸다. 동회는 이 사건 하나로 인해 <循吏列傳>에 이름을 올

렸다.

 호랑이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통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야생 동물이

다. 인간의 유서 깊은 적이자 敬畏의 대상이고, 일상 공간을 벗어난 산

이라는 공간에 거주하며 그곳을 지배하는 자이다. 이들에게 인간의 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야 함은 물론 타당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동회

는 이 불가능한 일을 성공시켰다. 일상의 외부 공간에 있는 존재에게까

지 일상의 질서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그 호랑이들이 인간을 해치고 있

었기 때문에, 일상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대의명분 하에 이와 같은 행

위가 수행되고 칭송받는다. 단지, 통치 대상이 된 것은 무작위 다수의 

호랑이가 아니라, 관리로서 治罪해야 하는 죄를 저지른 호랑이 단 한 마

리로만 한정되어 있다.

 이 기사에서도 동회는 살상 능력이 충분한 호랑이를 한 마리는 풀어 주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과 관리, 즉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동회가 호랑이들을 제압할 힘이 있

음을 믿었다는 사실 역시 나타내고 있다. 異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非凡한 관리라는 위상이 확고해졌다고 할 수 있다.

 <儒林列傳>에 기록된 劉昆 역시 적극적인 주술 행위를 통해 해가 되는 

異物을 제거한다. 유곤은 화재를 진압하고 호랑이를 다른 지역으로 퇴치

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이것을 황제는 ‘德政의 결과’로 인식하고 유곤

이 겸손하기까지 하자 그를 ‘長者’라고 칭찬한다.224) 法雄이 호랑이

224) 時縣連年火灾, 昆輒向火叩頭, 多能降雨止風. ……先是崤、黽驛道多虎灾, 行旅不通. 昆爲政三

年, 仁化大行, 虎皆負子度河. 帝聞而異之. ……詔問昆曰: “前在江陵, 反風滅火, 後守弘農, 虎北度

河, 行何德政而致是事?” 昆對曰: “偶然耳.” 左右皆笑其質訥. 帝嘆曰: “此乃長者之言也.”  范曄 

著, 《後漢書 · 劉昆列傳》, 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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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잡으려고 설치한 덫을 치워 버리자 오히려 호랑이의 해가 잦아들었

고,225) 宋均 또한 덫을 치우자 호랑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226)

 이 중 유곤은 전한 平帝 시기부터 후한 光武帝 시기까지 살았던 인물이

다. 유곤 외에도 전한 말의 인물로 재이나 異物을 퇴치 인물의 기사가 

여럿 존재한다. 이들의 이야기가 《후한서》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한

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한서》의 편찬 과정에서 제외되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후한서》에서 異物을 퇴치하는 모든 기사에서 서술의 관심 대상이 되

는 것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異物의 逐出뿐이다. 동회가 호랑이 한 마

리를 놓아주었듯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異物은 언급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동회가 호랑이에게 건네는 말에서 굳이 ‘呪’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주술을 건다’는 표현을 통하여 

동회의 말은 ‘言靈을 품은 말’로 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동회의 말은 

식인 호랑이를 굴복시킬 수 있는 주술적인 무기가 되고, 그 결과 異物에

게까지 일상에서의 지배력을 동등하게 발휘할 수 있다.

 주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의 재능으로 인정되어 관직을 수여

받는 것은 前漢 시기에도 先例가 없지는 않았지만, 관리의 입장에서 적

극적인 주술 행위를 한 관리에 대한 기록은 董仲舒 정도이다. 적은 수의 

예언 행위 역시 신통력에 의한 豫言인지 탁월한 지혜에 의한 豫測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한 시기가 되면 관리들은 《易》이나 《尙書》의 經·緯에 기

반한 예언은 물론이고 주술을 사용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동시에 

관리들이 方士처럼 주술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시되는 일도 없다. 주술을 

225) 永初中, 多虎狼之暴, 前太守賞募張捕, 反爲所害者甚衆. 雄乃移書屬縣曰: “凡虎狼之在山林, 猶

人[民]之居城市. 古者至化之世, 猛獸不擾, 皆由恩信寬澤, 仁及飛走. 太守雖不德, 敢忘斯義. 記到, 

其毁壞檻穽, 不得妄捕山林.” 是後虎害稍息, 人以獲安. 在郡數歲, 歲常豐稔.  范曄 著, 《後漢書 · 

法雄列傳》, p.1278.

226) 郡多虎暴, 數爲民患, 常募設檻穽而猶多傷害. 均到, 下記屬縣曰: “夫虎豹在山, 黿鼉在水, 各有

所託. ……其務退姦貪, 思進忠善, 可一去檻穽, 除削課制.” 其後傳言虎相與東游度江.  范曄 著, 

《後漢書 · 宋均列傳》, p.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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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 뿐이다. 

문제 상황을 해결한 경우에는 神妙한 관리, 大人 등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때로는 생전에 기념비나 사당이 설립되기까지 하는 공적이 될 수도 있다. 

관리들은 일상생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異物을 몰아내고, 그 과정에서 

수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가뭄 해소의 기사들과 동일하다.

 《후한서》에서 일반적인 백성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異

物로는 鬼神이 존재한다. 후한의 관리들은 귀신에게도 어김없이 자신들

의 통치 원칙을 적용시킨다.

 부임지로 가다가 斄亭에 이르렀다. 亭長이 말했다. “亭에 귀신이 있

어서 종종 지나가는 객들을 죽이니 묵으시면 안 됩니다.” 王忳이 말

했다. “仁은 凶邪를 이기고 德은 不祥을 제거하는 법이니, 왜 귀신을 

피할텐가!” 바로 亭에 들어가서 밤을 묵었다. 밤중에 여자가 원통함

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왕돈은 呪하여 말했다. “무슨 억울한 

일이 있다면, 앞으로 나와 처리해 달라고 하라.” 여자가 말했다. 

“옷이 없어서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돈은 바로 옷을 던져 

주었다. 그러자 여자는 앞으로 나와 호소했다. “제 남편이 涪令이 되

어 관리로 부임하려다가 이 亭에 묵었는데, 亭長이 아무 이유도 없이 

저의 가족 십여 명을 약탈하고 죽여서 건물 아래에 묻고는 재화를 전

부 가져갔습니다.” 왕돈은 그 亭長의 성명을 물었다. 여자가 말했다. 

“바로 지금 문 아래에서 보초를 서는 자입니다.” 왕돈이 말했다. 

“그대는 무슨 이유로 지나가는 객들을 자주 죽였는가?” 대답했다. 

“저는 대낮에 호소를 할 수가 없어서 매번 밤에 원한을 호소했는데, 

객들이 번번이 자느라고 대응해 주지 않기에 분함을 참지 못하고 죽이

게 되었습니다.” 왕돈이 말했다. “내 마땅히 그대를 위해 이 원한은 

처리해 줄 것이니, 다시는 선량한 자들을 죽이지 말도록 하라.” 그러

자 [여자 귀신은] 옷을 벗어 땅에 두고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다.227)

227) 到官, 至斄亭. 亭長曰: “亭有鬼, 數殺過客, 不可宿也.” 忳曰: “仁勝凶邪, 德除不祥, 何鬼之避!” 

卽入亭止宿. 夜中聞有女子稱冤之聲. 忳呪曰: “有何枉狀, 可前求理乎?” 女子曰: “無衣, 不敢進.” 

忳便投衣與之. 女子乃前訴曰: “妾夫爲涪令, 之官過宿此亭, 亭長無狀, 賊殺妾家十餘口, 埋在樓下, 

悉取財貨.” 忳問亭長姓名. 女子曰: “卽今門下游徼者也.” 忳曰: “汝何故數殺過客?” 對曰: “妾不得

白日自訴, 每夜陳冤, 客輒眠不見應, 不勝感恚, 故殺之.” 忳曰: “當爲汝理此冤, 勿復殺良善也.” 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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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나타나서 나그네들을 죽이는 亭이 있고, 왕돈이 그곳에 묵자 밤

에 여자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소리가 들린다. 왕돈 역시 ‘주술을 걸

어’ 말을 한다. 이 여자 귀신은 옷이 없다는 이유로 왕돈의 앞에 나서

지도 못하는 체제 순응적인 면이 있는 한편,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고 잠을 잔 행인들을 죽이는 잔인한 면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冤鬼

들이 그렇듯이 이 이야기의 이름 없는 여인 역시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

이고, 기존의 질서에 편입되기 위해 정돈된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이질적

인 존재이다. 왕돈은 그러한 귀신을 현실 세계에서 제거함으로써 다시 

사회적인 질서를 확립한다.228)

 이 기사는 冤鬼와 원귀의 살인이라는 제재를 채택하고 있으나, 서사의 

중점은 원귀의 등장보다는 ‘소멸’에 맞추어져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

다. 가해자의 신상과 처벌에 조금 문제는 있지만, 왕돈은 말하자면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아내어 자백을 받고 사건의 재발을 방지한 셈이

다. 원혼은 왕돈의 앞에서는 옷을 갖춰 입고 차분하게 사정을 설명하는 

평범한 여성으로서 행동하고, 사정 청취가 끝나자 빌렸던 옷까지 돌려주

고 조용히 사라진다. 원혼이 사라진 뒤 현실에 물리적인 변화는 남지 않

는 셈이다. 단지 왕돈이 살인 사건을 해결했다는 사실만이 남는다. 즉, 

왕돈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해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것을 일상적 사회 

질서에 편입시키는데 성공한다.

 이 같은 異物 퇴치 기사들 또한 천재지변에 대처하는 관리들의 기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먼저 이 기사들은 모두 백성들에게 危害를 

解衣於地, 忽然不見.  范曄 著, 《後漢書 · 王忳列傳》, p.2681.

228) 이 같은 서사에 대한 분석은 국내에서 <장화홍련전>, ‘장화홍련형 설화’를 대상으로 다양하

게 검토된 바 있다. 강상순은 조선의 필기 및 야담류의 귀신 이야기를 분석하면서 이와 같은 

원귀를 ‘사회적 억압과 갈등을 표출하는 존재’로서 파악한 바 있다. (<조선시대 필기 ‧ 야담류

에 나타난 귀신의 세 유형과 그 역사적 변모>, 신이와 이단의 문화사 팀 저, 《귀신 ‧ 요괴 ‧ 
이물의 비교문화론》, pp.133-142.)

    조현설은 이 같은 伸寃形 원귀설화는 억압된 욕망이 남성 지배의 질서 바깥에서 내부로 포획

되는 과정을 보인다는 것을 지적했다.(<원귀의 해원 형식과 구조의 안팎>, 위의 책, 

pp.269-271, 292-294.)

    고영란 또한 장화와 홍련 같은 원귀는 유교적 家庭으로 회귀하기를 갈망하는 존재였다고 분석

했다.(<근세기의 한일 여성 괴담>, 위의 책, 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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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요소를 일상생활에서 퇴치하는 것이 서사의 골자라는 점이다. 그

리고 관리들이 퇴치에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은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않

는다. 전직 宦官이었던 난파도 鬼神을 부려서 房祀를 부수고 姦巫를 쫓

아냈지만 귀신을 부리는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범엽 역시 이 기사들

을 검열하여 제거하지 않고 《후한서》에 그대로 기록해 두었으므로, 이 

같은 종류의 신이 서사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지 않았다고 판단해도 무

방할 것이다.

 여기에 예를 든 퇴치 대상이 되는 異物들은 요얼이든 괴이이든 신성성

이나 위엄을 갖춘 존재는 아니다. 단지 일상생활의 경계 바깥에 있어서 

본래는 맞부딪칠 일이 없는 상대이다. 해를 끼치지 않는 이물은 일반적

인 인식 범위, 즉 통치 범위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기술되어 있지 않

지만, 해를 끼침으로써 인식 범위에 들어온 이상에는 異物은 통치 질서

를 지켜야 한다. 그것을 일반 관리가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신통력을 발

휘해서 異物을 퇴치하는 관리들은 非凡하다. 《한서》에서는 이물을 퇴

치하는 관리의 기사를 찾기 힘든 이유는 전한 시기의 통치력 부족이 원

인 중 하나였을 수 있을 것이다.

(3) 迷信의 배척과 사회 질서 확립

 《後漢書》에서 異民族과 巫覡 및 方士는 인간이지만 異物과 비슷하게 

취급된다. 民俗類의 神異 기사와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사들 

중 일부는 해당 현상의 신이성과는 별개로 당시의 사회 현실이라는 배경

적 의미로 기재되기도 하고, 이 경우 해당 서사가 가지는 神異性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당수의 민간신앙, 이민족의 전통이나 

신화, 그리고 그것을 전승하고 상징하는 인간들 역시 퇴치 대상으로서 

기록된다.

 異民族은 災異說과 연관이 되고, 이민족이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戰禍

나 疾病과 동급의 재앙으로 취급된다. 이들 이민족은 중원의 민족과 동

등한 존재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민족의 침입, 반란이나 독립은 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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兆로 취급되는 재앙이자 天遣의 일종이다. 반면 이민족의 항복이나 조회 

등 이민족의 內附는 嘉禾나 甘露 같은 祥瑞이자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길

조로 해석된다.229) 이민족을 異物로 취급했던 것은 외모나 습속의 이질

성은 물론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민족의 지역까지 통치력을 발휘할 수 없

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후한 시기에 접어들면서 제국의 통치력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민족들 

역시 중앙의 힘으로 통치하고 교화해야 하는 정리 대상으로 들어온 셈이

다. 《후한서》의 外國傳에는 중앙 정부에서 파견된 관리가 지방의 ‘미

개한 습속’과 ‘미신’을 타파하는 기사가 다양하게 등장한다. 중앙의 

관리는 백성들에게 교화를 베풀고 잘못된 풍속을 타파하여 漢의 기풍을 

전파하고, 학교를 건립하여 儒學을 가르침으로써 聖人의 가르침을 알려 

道를 세우고, 이로써 이민족과 변방 사람들을 ‘제대로 된 인간’으로 

교육시킨다. <班超列傳>에서 반초가 흉노에 항복하려는 于窴國의 巫를 

베어 죽이는 기사도 크게 보면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할 수 있다. 

 중앙의 관리가 파견되어 敎化시키는 지역의 백성들은 漢의 관리를 아버

지처럼 따르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떠받든다. 서사의 주인공인 관리가 

뿌리 깊은 풍습에 패배하는 경우는 없지만, 서사의 주인공이 파견되기 

전에 파견되었던 관리들은 토착 신앙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교화의 결과 이민족들은 漢의 관리를 위해 生祠를 세우거나 제

사를 지내주고, 죽은 뒤에는 조문한다.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축출하는 것은 이민족의 ‘미개함’뿐만이 

아니다. 漢 제국 내에 남아 있는 迷信 역시 異物처럼 퇴치 대상이 된다.

 다시 豫章太守로 관직을 옮겼다. 예장군의 땅에는 山川鬼怪가 많았

는데, 小人들은 항상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 기도를 했다. 欒巴는 평소 

道術이 있었기에 鬼神을 使役할 수 있었다. 그래서 房祀를 모조리 훼

손하거나 부수고 간사한 巫를 제거하여 정리했다. 이에 妖異는 저절

229) 이 때문에 王莽 또한 越裳氏에게 白雉를 바치게 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자 한 바 있다. 김택민, 〈중국 고대 정권찬탈자들의 重譯來庭論 -朝貢 · 冊封 질서에 대한 새

로운 해석의 단서를 찾아서-〉, pp. 268-2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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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라졌다.230)

 

 난파는 順帝 때의 환관이었다. 성품이 강직하고 經傳을 두루 읽었는데, 

나중에 신체 기능이 회복되자 일반 관리가 되었다. 能吏로 인정받았지만 

훗날 黨錮의 禍 때 陳蕃과 竇武의 伸冤을 청했다가 황제의 분노를 사서 

자결한다.

 도술로 귀신을 부리는 난파가 백성들이 가산을 탕진해 섬기는 鬼怪나 

巫와 외견상 큰 차이가 있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난파는 姦巫를 

정리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房祀 건물을 파괴하여 妖異를 소멸시키는 업

적을 이룸으로써 백성들의 생활을 평안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대상이 

토착 신앙이기는 하지만, 위의 天災地變이나 異物과 마찬가지로 위해 요

소의 축출과 일상 질서의 회복이라는 평가 기준 하에 신통력을 가진 인

물을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의도와 결과가 선한 경우 도술로 귀

신을 사역하는 식의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위에 보았던 것과 유

사하다.

 《신선전》에도 난파가 타파한 또다른 미신이 기록되어 있다.

 이 때 廬山廟에 神이 있었는데, 휘장 속에서 사람과 말을 나누고 술

을 마시고는 잔을 집어 던졌으며, 宮亭湖의 바람의 방향을 나누어 조

종해서 오가는 배들이 돛을 올리고 서로 마주치게 할 수 있었다. 난

파가 도착하기 십여일 전부터 묘 안의 神이 다시 소리를 내지 않았

다. 郡 전체는 항상 黃父鬼가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근심했었

는데 난파가 도착하자 모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되었고, 郡에 

다시는 疾疫이 생기지 않았다.231)

 이 기사에서도 난파는 불합리한 이유로 백성들의 생활을 괴롭게 만드는 

230) 再遷豫章太守. 郡土多山川鬼怪, 小人常破貲産以祈禱. 巴素有道術, 能役鬼神, 乃悉毁壞房祀, 翦

理姦巫, 於是妖異自消.  范曄 著, 《後漢書 · 欒巴列傳》, p.1841.

231) 時廬山廟有神, 於帳中與人言語, 飮酒投杯, 能令宮亭湖中分風, 船行者舉帆相逢. 巴未到十數日, 

廟中神不復作聲. 郡中常患黃父鬼爲百姓害, 巴到, 皆不知所在, 郡內無復疾疫.  范曄 著, 《後漢書 

· 欒巴列傳》, pp.1841-1842, 주 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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鬼와 神을 축출하는 존재로 기능하고 있다. 난파에 대해서는 물을 뿜어

서 먼 곳의 화재를 진압하는 등의 이야기도 전해져 오지만, 《후한서》

에는 채택되지 않았다.232)

 지방의 민간 신앙을 교정하는 관리가 반드시 신이성을 가질 필요는 없

다. 張奐과 같은 경우는 매우 일반적인 방식으로 지방을 교화한다.

 그 지역의 풍속은 요사하고 꺼리는 것이 많았다. 2월과 5월에 태어

난 아이와 부모와 같은 달에 태어난 아이는 전부 죽였다. 張奐은 그

들에게 義方을 보였고 상과 벌을 엄하게 적용했다. 풍속이 점차 고쳐

져서, 백성들은 그가 살아 있을 때 祠를 세워 주었다.233)

 桓帝 시기, 延熹 2년(CE 159)의 기사이다. 주기적 영아 살해의 풍속은 

일반적으로 부양 가능한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고대 생활 공

동체의 풍습으로 이해된다. 이것을 禁忌로 지정함으로써 구성원 모두에

게 규칙을 따를 의무를 부과하고, 영아 살해죄를 면죄해 줄 수 있다. 장

환은 이 지역의 풍습을 교정했고, 그 결과 신처럼 떠받들어졌다.

 生祠를 세우는 풍습은 《한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후한서》에서

는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다.

 어느 시대든 통치자가 백성들을 위해 危害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의무

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異物을 퇴치한다는 개념

은 《한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서》에서 재이나 이물이란 단지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

232) 神仙傳曰: “巴爲尙書, 正朝大會, 巴獨後到, 又飮酒西南噀之. 有司奏巴不敬. 有詔問巴, 巴頓首

謝曰: ‘臣本縣成都市失火, 臣故因酒爲雨以滅火. 臣不敢不敬.’ 詔卽以驛書問成都, 成都荅言: ‘正旦

大失火, 食時有雨從東北來, 火乃息, 雨皆酒臭.’ 後忽一旦大風, 天霧晦暝, 對坐皆不相見, 失巴所

在. 尋問之, 云其日還成都, 與親故別也.” 范曄 著, 《後漢書 · 欒巴列傳》, p.1842, 주 3에서 재

인용. 현행본 《神仙傳》의 기술은 이와는 약간 다르다.

 또한, 물을 뿜어서 먼 곳의 화재를 진압한다는 서사 자체가 《後漢書》에서 축출된 것은 아니

다. <방술열전>에서 郭憲도 建武 7년에 南郊에 수행을 갔다가 술을 뿜어서 멀리 齊國에 난 불

을 껐다고 주장한 바 있다.

233) 其俗多妖忌, 凡二月、五月産子及與父母同月生者, 悉殺之. 奐示以義方, 嚴加賞罰, 風俗遂改, 百

姓生爲立祠.  范曄 著, 《後漢書 · 張奐列傳》, p.2139.



160  兩漢書의 神異 敍事 硏究

켜보면서 天意를 헤아린다. 《한서》에 나타나는 神異는 충분한 목격자

를 확보하고 나면 저절로 사라진다. 여기에서는 危害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무감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정체 불명

의 위해를 제거할 수 있는 통치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시기였고, 정체를 

알고 있는 인간들 사이의 위해를 제거하기에도 바쁜 시기였기 때문일 것

이다.

 그에 반해서 《후한서》에서는 이물은 나타나는 순간부터 명백한 퇴치 

대상이다. 당시 사람들은 재이와 異物, 민간 신앙까지도 퇴치하기 위해

서 노력했다고 기록한다. 즉 후한 시기가 되면, 해당 현상이 발생한 원

인이 무엇이든, 그 해결책이 어떠한 것이든 백성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환경을 조절하고 제거하는 것은 관리들의 임무임이 명확해졌다.234)

 그 결과 《후한서》에서는 방사와 관리들의 행적 자체에서는 차이가 나

타나지 않는다. 《후한서》의 방사와 의사들은 신통력을 발휘하여 사람

들을 치료하고, 도술을 부리고 귀신을 사역한다. 그 같은 신통력은 신선

에게서 빌린 것이기도 하고, 도참을 공부하여 축적한 지식이기도 하며, 

奇人에게서 받은 神書를 수행한 덕분일 수도 있다. 습득 과정이 어찌 되

었든 그들은 신통력을 사용하여 적극적인 주술 행위를 수행하고, 그 결

과는 본인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

 유학을 공부한 관리들 역시 미래를 예언하고 도술을 사용하고 귀신을 

부려서 백성들에게 위해를 미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생활에 안정을 가

져온다. 관리들의 신통력 역시 경전에 대한 학문적 성취나 또는 奇緣에

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異蹟을 목격한 동시대의 사람들은 적극적인 주

술 행위를 구사한 관리를 ‘덕이 있다’, ‘현명하다’, ‘학문이 깊

다’ 등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서》에는 그 같은 행적을 보인 사람

의 기사들이 기재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234) 위에서 억울하게 죽은 孝婦에 관한 두 가지 기사에서 모두 誤判을 내린 관리는 원옥을 만드

는 무능한 관리이고, 그래서 가뭄을 막지 못한 채 임기를 끝낸다. 가뭄의 해소는 유능한 신임 

태수에게만 허락된다. 가뭄에 대비하여 水理環境을 조성하는 것이나 기우제를 지내서 비를 내

리게 하는 것이나 모두 유능함의 지표로서 기록된다. 이 때문에 후한 시기의 관리는 문제 상황

의 해결을 위해 방사의 힘을 빌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고획열전>에서도 郡의 太守 鮑昱

은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고획을 찾아가 비를 내리는 방법을 자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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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술 행위가 관리들이 타파해야 하는 혹세무민의 행위인지 能吏의 표상

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술을 행하는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그 주술의 

시행 목적 및 결과이다. 주술을 시행하는 사람이 국가에서 인정받은 良民

이나 관리인 경우, 그들이 주술을 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

의 관리들이 이와 같은 주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그 외의 인물들이 이러한 힘을 통해 백성들의 지지를 얻거나 관

리들의 통치 기준에 위배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이고 주벌의 대상이 된다. 주술을 시행하는 목적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公益을 위한 것인 경우, 주술의 결과가 제국의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경우 등에는 주술을 사용하는 능력 자체는 큰 단점이 되지 않

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方士나 巫覡이 관리와 비슷하게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관리와 연관되지 않은 방사나 무격의 행동이 칭송받는 일

은 거의 없고, 방사에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준 관리의 덕이 칭송받는

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 학식이 없는 방사인 경우, 신

통력을 발휘하다가 실패하는 예가 출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혹세무민의 

행동으로 비하되어 처벌받기도 한다. 또한 주술을 이용해서 詐欺를 치는 

것 역시 학식 없는 방사 계열 인물들뿐이다. 인물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기사의 평가가 바뀐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 讖緯 기반 정책의 비판

 후한 시기에는 도참 정치가 시행되는 한편 부서 및 참위에 대한 학자들

의 비판 역시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제3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한서》에는 국가의 정책에 대한 비판 자체가 많지 않다. 이는 

서술자가 漢에 충성하는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서》

에 인용되어 있는 각종 상주문이나 대책문, 인물 간의 대화문에서도 비

판을 찾기 어렵다.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민간에 유행했던 노

래 정도이다.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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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후한서》에서는 부서 및 참위에 기반한 국가 정책들이 나타나

고, 그에 대한 비판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1) 災異說에 기반한 前漢의 통치자 비판

 《漢書》에서 지식인들의 비판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보다는 주로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는 인물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전한 후기는 

災異說에 기반한 황권 견제가 활발하게 시도되던 시기이기 때문일 것이

다. 재이설은 天人相關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황제를 위시한 인간과 

자연의 상호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황제는 천명의 수혜자로서 인간

을 지배함에 있어 하늘의 법칙 또는 그가 표방하는 덕목을 모델로 삼는

다. 인간의 통치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하늘은 자신의 의사를 각

종 천변지이를 통해 天譴으로서 드러낸다는 구조가 성립된다.

 天譴으로 이해되는 현상의 해석 및 대응에는 자의적인 요소가 대거 포

함될 수밖에 없다. 다만, <五行志>에서 볼 수 있듯이, 일식이나 지진 등 

천변지이에 대한 해석에서는 谷永이나 劉歆 등 당시의 大儒들이 일종의 

도식화를 시도한 바는 있다. 그러나 妖孼이나 怪異 같은 神異에 대해서

는 해석을 하려는 시도가 분명하지 않다. 괴이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이론적 해석보다는 

전체적인 카테고리화를 시도하는 것이 《漢書·五行志》의 일반적인 방

식이다. 즉, 《한서》에서는 학술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정치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계기로서 작용하는 신이 요소와, 그 외에 막연하게 凶兆라는 

것을 암시하는 신이 요소 사이에 어느 정도 구분이 있다.

 정치에 연관하여 天譴으로서 해석되는 신이 요소의 경우는 陰陽五行과 

分野說을 이용하여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成帝 시기에 일식과 지진

을 비롯한 여러 재이 현상이 나타났을 때 劉向과 谷永 등이 後宮에 잘못

이 있다고 지적하고, 성제가 椒房과 掖庭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대

응한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許皇后는 예산 삭감을 취소해 

235) 漢代에 ‘민간의 노래’가 정치적인 비판 수단으로 기능한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串田久治, 

《王朝滅亡の豫言歌 – 古代中國の童謠》, pp.33-1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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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는 상소를 올리게 된다.

 이에 황상은 유향과 곡영의 말을 인용하여 대답했다. “……무릇 태

양은 온갖 陽氣의 근원이자 빛나는 천체 중 가장 귀한 것이고 王者의 

상징이며 군주의 지위이다. 陰氣가 양기를 침범하는 것은 바른 요체

를 일그러뜨리는 것이니, 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고 아내가 

남편에 올라서고 천한 자가 귀한 자를 뛰어넘는 이변이 아니겠는가? 

春秋 242년간 많은 이변이 생겨났으나 일식처럼 큰 것은 없었다. 漢
이 흥기한 뒤로도 일식은 역시 呂氏나 霍氏 일족 때문에 나타났었다. 

……夷狄에게서 찾아도 이유가 없고 신하에게서 찾아도 이유가 없다

면, 후궁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수로 이변을 막을 것인가? 

 전날, 建始 원년 정월에 하얀 기운이 營室에서 나왔다. 영실이라는 

것은 천자의 후궁이다. 정월은 《尙書》에서 皇極이다. 황극이라 함은 

王氣의 極이다. 하얀[白] 것은 서방의 기운으로 봄이 되면 없어져야 한

다. 지금이 바로 皇極의 달인데 없어져야 하는 기운이 후궁에서 일어

났으니, 后妾들 중에 회임하여 [아이를] 보전할 수 있는 자가 없어 후

계자가 없기 때문에 장차 천한 자가 일어날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 해 9월에 오이[瓜] 같은 유성이 文昌星에서 나와 紫宮을 관통하고 

그 꼬리는 용처럼 구부러져 鉤陳에 떨어졌으니, 이 또한 이전의 잘못

을 뚜렷하게 보여서 [재이의 원인이] 안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5월 경자일에는 太山 지역에서 새가 자신의 둥지를 불태웠다. 

《易》에서 ‘새가 자신의 둥지를 불태우는 것은, 여행자가 먼저 웃

고 나중에 울부짖는 것이다. 소를 함부로 하여 잃으니 흉하다.’라고 

하였다. 군왕이 백성의 위에 있는 것은 새가 둥지에 있는 것과 같고, 

백성들을 보살피고 돕지 않으면 백성들이 배반하여 떠나가는 것이 마

치 새가 스스로 둥지를 불태우는 것과 같다는 뜻이며, 비록 처음엔 

마음이 즐거워 기쁘게 웃는다 해도 뒤에는 소리를 질러도 틀림없이 

닿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백성이 군주를 잃는 것은 마치 소가 털

을 잃는 것과 같기 때문에 흉하다고 하는 것이다. 泰山은 왕의 姓이 

바뀌었을 때 하늘에 알리는 곳으로, 지금 [재앙이 일어난 것이] 바로 

岱宗의 산이니, 매우 두려워할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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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계미일, 거센 바람이 서쪽으로부터 불어와 조종의 寢廟를 흔들

어 장막과 바닥 자리를 찢어내고 나무를 부러뜨리고 뽑아내고 수레를 

넘어뜨리고 건물 난간과 지붕을 부수었으니, 재앙이 宗廟에까지 미쳤

으니 가슴이 서늘해졌었다!

 4월 기해일에는 동정에 일식이 일어났는데 순식간에 태양이 사라졌

으니, 전부 없어진 것과 다를 바 없었다. 己는 戊와 같고 亥는 또한 

물[水]이니, 음기가 왕성함이 분명하고 잘못은 후궁에 있는 것이다. 

戊와 己에 있다는 것은 군주의 몸을 해친다는 것으로, 황실의 대가 

끊긴다는 것이 분명하고, 재앙이 京師에 미치는 것도 명백하다. 동정

에 있다는 것은 괴이한 변고가 많이 갖추어졌다는 것이니, 비천한 자

가 점점 세력이 강해지며 재앙이 닥쳐오는 빈도가 점점 잦아진다는 

것이다. 형태를 갖춘 재앙이 달이면 달마다 긴박하게 다가오고 구할 

수 없는 근심거리가 날이면 날마다 깊이 쌓여만 가니, 잘못이 이와 

같이 명백한데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236) 

 성제는 일식과 같은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夷狄과 大臣, 황

실의 後宮 셋으로 꼽고 있다. 중략된 부분을 제외하면, 성제는 허황후에

게 일식과 홍수를 포함하여 총 6가지 재앙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추궁

한다.

 당시 사회에서는 王鳳을 비롯한 왕씨 가문의 전횡에 그 책임을 묻는 의

견이 대세였다. 谷永은 王鳳 일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

236) 上於是采劉向、谷永之言以報曰: “……夫日者衆陽之宗, 天光之貴, 王者之象, 人君之位也. 夫以

陰而侵陽, 虧其正體, 是非下陵上, 妻乘夫, 賤踰貴之變與? 春秋二百四十二年, 變異爲衆, 莫若日蝕

大. 自漢興, 日蝕亦爲呂、霍之屬見. ……求於夷狄無有, 求於臣下無有, 微後宮也當, 何以塞之? 日

者, 建始元年正月, 白氣出於營室. 營室者, 天子之後宮也. 正月於尙書爲皇極. 皇極者, 王氣之極也. 

白者西方之氣, 其於春當廢. 今正於皇極之月, 興廢氣於後宮, 視后妾無能懷任保全者, 以著繼嗣之

微, 賤人將起也. 至其九月, 流星如瓜, 出於文昌, 貫紫宮, 尾委曲如龍, 臨於鉤陳, 此又章顯前尤, 

著在內也. 其後則有北宮井溢, 南流逆理, 數郡水出, 流殺人民. ……五月庚子, 鳥焚其巢太山之域. 

易曰: “鳥焚其巢, 旅人先咲後號咷. 喪牛于易, 凶.” 言王者處民上, 如鳥之處巢也, 不顧䘏百姓, 百

姓畔而去之, 若鳥之自焚也, 雖先快意說咲, 其後必號而無及也. 百姓喪其君, 若牛亡其毛也, 故稱

凶. 泰山, 王者易姓告代之處, 今正於岱宗之山, 甚可懼也. 三月癸未, 大風自西搖祖宗寢廟, 揚裂帷

席, 折拔樹木, 頓僵車輦, 毁壞檻屋, 災及宗廟, 足爲寒心! 四月己亥, 日蝕東井, 轉旋且索, 與旣無

異. 己猶戊也, 亥復水也, 明陰盛, 咎在內. 於戊己, 虧君體, 著絶世於皇極, 顯禍敗及京都. 於東井, 

變怪衆備, 末重益大, 來數益甚. 成形之禍月以迫切, 不救之患日寖婁深, 咎敗灼灼若此, 豈可以忽

哉!  班固 著, 《漢書 · 外戚傳 · 孝成許皇后》, pp.3977-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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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재이의 발생 원인을 외척에게 돌리지 않고, 재이를 일으킨 원인이 

후궁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237) 성제는 곡영의 당파적인 해석을 알고 

있었고, 처음 상소가 올라왔을 때는 그것을 묵인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러나 허황후가 예산으로 인해 편지를 보내자 그 답신을 보낼 때는 묵혀 

두었던 곡영의 상소를 유흠의 상소와 함께 채택했다. 그러면서 재앙을 

재발시키지 않기 위해 황후에게 孝, 愼과 근검절약 등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행실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이 상소문은 전한 말기 재이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

해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에 대해 저명한 儒家의 학자들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해

석을 가한다. 당대의 권력자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해석 중에 본

인이 납득할 수 있는 해답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조처를 취한다. 이 조

처는 재이의 책임을 진 상대의 신분에 따라 현실적인 처벌에서 도덕적인 

권고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유향과 곡영의 비판 역시 경전을 인용하면서 사회 질서와 德의 이그러

짐이 재앙을 일으켰음을 강조하고, 황후에게 황태후를 본받아 덕을 수양

하라는 당부로 마무리 지어진다. 이에 앞서 황후가 성제에게 보낸 서신

에서는 물가의 상승을 생각하면 후궁의 예산 삭감이 어렵다는 것, 이미 

예산이 모자라 私費를 끌어쓰고 있으며 예산을 집행하는 宦官들의 횡포

가 심하다는 등 현실적인 이유를 조목조목 기록했었다. 그에 대한 대답

이 사회의 질서와 황후의 덕에 관한 것이었으니 황후로서도 난처했겠지

만, 그 같은 비판에 반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허

황후는 성제의 이 조서를 받은 뒤 후궁의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받아들

일 수밖에 없었다. 단지 황후가 실제로 성제가 추궁한 죄목, 즉 재이를 

일으켰다는 점에 대해서 자책감을 느꼈을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成帝期는 前漢의 황제 권력이 약해져가던 시기였기에, 天下를 

237) 天文과 《京氏易》에 가장 정밀했기 때문에 재이를 잘 말하였는데, 전후로 상주한 40여 건

의 일들은 대략 [비슷한 말을] 반복하면서 오로지 황상 자신과 후궁만을 공격할 뿐이었다. 王

氏와 당파를 이루었는데, 황상 역시 그것을 알아서 아주 친하게 지내거나 신뢰하지는 않았다.

(其於天官、京氏易最密, 故善言災異, 前後所上四十餘事, 略相反覆, 專攻上身與後宮而已. 黨於王

氏, 上亦知之, 不甚親信也.)  班固 著,《漢書 · 谷永傳》, pp.3472-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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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가 독단적으로 통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 

같은 의견 역시 황제 개인의 의도보다는 天意를 우선해야 마땅하다는 논

설로 이어진다. 전한 시기에 諫言을 맡은 신하들은 왕조의 변화를 주도

하는 天은 인도주의적이라는 전제하에 災異說이나 經傳을 자신들의 간언

의 근거로 제시한다. 그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

으로 천하의 지배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체계화·강화시켜 나가고 있

었다.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전한 시기의 정치적인 비판이 정치 원칙

이나 정책에 집중되는 일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이가 생겨나게 만

든 인물이 수행하는 특정한 정책을 현실적인 이유로 비판하기보다는, 해

당 인물의 행실이 하늘이 정한 질서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모호하

게 비판한다. 재앙이 생겼지만 마땅히 잘못을 돌릴 인물이 없는 경우에

는 앞으로 재앙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니 直言할 관리를 새로 선

발해야 한다는 식으로 넘어갈 때도 있다.

 후한 시기에 재이로 인해 三公을 파면하던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災

異에 기반한 비판은 정책이 아니라 인물을 향한다.238) 학술적인 이론을 

내세워 윗사람에게 조언을 하거나 政敵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재이설을 

비롯한 神異를 이용하는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 기조 자체

를 공격하는 일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禮制에 관한 약간의 논쟁을 제

외하면, 국가 정책이 기반하고 있는 가치관 자체에 대한 도전 역시 찾아

보기 힘들다.239)

 사실 이것은 전한 시기의 정책이 명확한 하나의 사조에 기반해서 세워

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漢書》의 <酷吏傳>에 기술된 인물들

은 대체로 法家적 행동 원칙을 가진 관리들인데, 이들은 가혹한 처사로 

238) 將作大匠 解萬年의 初陵 건축을 둘러싼 정쟁 같은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初陵의 건축

이 완전히 실패로 드러난 뒤에야 초릉 건축의 문제점과 공사 과정의 비리가 언급되었다. 이후 

해만년과 陳湯을 돈황으로 유배시켰으나 해만년이 공사 실패의 죄로 유배된 것과 달리 진탕은 

조정의 일을 백성들에게 누설한 것이 ‘大不敬’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班固 著, 《漢書 · 陳湯

傳》, pp.3023-3027.

239) 禮制에 관련해서 공양학파와 곡량학파가 벌인 논쟁 등은 존재한다. 金容天, 《전한후기 예제

담론(前漢後期 禮制談論) - ‘위인후(爲人後)’ 예설(禮說)과 종묘제론(宗廟制論)》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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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다른 관리들에게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能吏라고 칭찬

을 받기도 하는 것에서, 관리 집단이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다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전한의 정치 구조가 유기적인 통치 체제 하에 움직인다기

보다는 대표적인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이는 인물 중심적인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는 것 역시 볼 수 있다. 정책의 책임자가 탁월한 

인간이면 정책 또한 탁월하게 된다는 믿음은 춘추전국 시기의 분위기가 

이어져 내려온 것이기도 하다. 보다 실무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입안을 논의하는 전문적인 조언 집단이라고 보기에는 전한의 儒家들의 

災異說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다.

(2) 民生에 기반한 後漢의 정책 비판

 《後漢書》에는 황실 정책 자체의 방향성에 대한 비판들이 여기저기에 

등장한다. 정책의 설정 의도 자체가 천인상관설이나 도참에 기반해 있는 

경우 해당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비판을 제기

하는 주체 역시 대체로 학자이자 관리이지만, 드물게는 황족까지도 있

다. 이와 같은 비판들의 경우 비판 기준은 현실성과 합리성에 맞추어져 

있다. 후한 시기에 도참정치를 비롯한 정책에 대한 자발적인 회의가 생

겨나고 있었다는 시대적인 배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順帝가 황후를 세우고자 했는데, 貴人 중에 총애를 받는 사람이 4명 

있어서 누구를 세울지 알 수 없었기에 산가지를 헤아려서 神에 기데

어 선발하기로 논의했다. 胡廣과 尙書 郭虔 및 史敞이 상소를 올려 

간언했다. “삼가 보건대 조서에서 황후를 옹립하는 일을 큰 일로 여

겨, 겸손하셔서 스스로 정하지 않으시고, 籌策을 빌려서 神靈을 통해 

의혹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듯합니다. 篇籍에 기록된 것이나 祖宗의 

典故에 일찍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神에 의지하여 점괘[筮]에 맡기

게 된다면 꼭 어진 사람이 나온다는 법은 없으며, 만약 적당한 사람

이 나온다고 해도 덕으로 선발된 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良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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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방문하여 덕이 있는 자를 골라 찾고, 덕이 같다면 나이를 보고, 

나이가 같다면 외모를 보아서, 經典에 맞는지 헤아려서 聖慮로써 결

정해야 합니다. ……” 황제는 그 의견을 따라서 梁貴人을 良家子로

서 황후로 삼기로 결정했다.240)

 먼저 황후 선발 기준에 관한 비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한 

이전에 황후를 선발하는 경우에, 《左傳》에서는 나이, 德, 점괘의 순서

로 인물을 선발한다고 하였다.241) 이 외에 전한 시기에는 황후가 자식

을 낳는 능력 역시 중요하게 생각되어, 谷永은 외모를 따지지 말고 아이

를 생산할 능력이 확실한 여성, 즉 이미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도 후궁으로 들이라고 권한 적이 있었

다.242) 武帝를 낳은 王美人 같은 경우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은 뒤 재가하여 후궁이 된 예이다.

 《左傳》에 따르면 順帝가 귀인 4명 중에서 황후를 선발하기 위해 점

을 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호광

을 비롯한 신하들이 이의를 제기한다. 첫째로 서적이나 조상들의 경험을 

볼 때 그와 같은 前例를 찾을 수 없다는 것, 둘째로 점을 쳐서 당첨된 

황후가 적임자일지는 알 수 없고 설령 적임자라고 해도 능력 때문이 아

240) 順帝欲立皇后, 而貴人有寵者四人, 莫知所建, 議欲探籌, 以神定選. 廣與尙書郭虔、史敞上疏諫

曰: “竊見詔書以立后事大, 謙不自專, 欲假之籌策, 決疑靈神. 篇籍所記, 祖宗典故, 未嘗有也. 恃神

任筮, 旣不必當賢; 就値其人, 猶非德選. ……宜參良家, 簡求有德, 德同以年, 年鈞以貌, 稽之典經, 

斷之聖慮. ……” 帝從之, 以梁貴人良家子, 定立爲皇后. 范曄 著, 《後漢書 · 胡廣列傳》, p.1505.

241) 昔先王之命曰: 王后無嫡, 則擇立長, 年鈞以德, 德鈞以卜.  昭公 26年 冬十月.

242) 탐닉하려는 뜻에 저항하고 한쪽에 치우친 사랑을 중단하여, 강한 결단을 내리는 위엄을 떨

치고 하늘이 만물을 덮는 은혜를 공평하게 하십시오. 여러 첩들이 사람마다 번갈아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 해도 여전히 부족할 것이오니, 서둘러서 아이를 잘 낳는 여인을 더 맞아들이시되 

[외모가] 아름답고 추함을 가리지 말고 예전에 아이를 낳은 적이 있는 사람도 피하지 말고 나

이가 있는 것도 따지지 마시옵소서. 법도에 따라 말하자면 폐하께서 미천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후계자를 얻으시는 것은 오히려 복이 될 것입니다. 후계자를 얻는 것이 중요할 뿐, 어미가 미

천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폐하께서 어리석의 신의 말을 깊이 살피지 않으셔서 천지의 

경고를 소홀히 하신다면, 재앙의 근원이 사라지지 않고 물과 비의 재앙과 산과 돌의 이변이 장

차 일어날 때가 멀지 않을 것입니다.(抗湛溺之意, 解偏駁之愛, 奮乾剛之威, 平天覆之施, 使列妾

得人人更進, 猶尙未足也, 急復益納宜子婦人, 毋擇好醜, 毋避嘗字, 毋論年齒. 推法言之, 陛下得繼

嗣於微賤之間, 乃反爲福. 得繼嗣而已, 母非有賤也. ……陛下則不深察愚臣之言, 忽於天地之戒, 咎

根不除, 水雨之災, 山石之異, 將發不久.)   班固 著, 《漢書 · 谷永傳》, pp.3452-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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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운 때문에 선발된 상황이 된다는 것이 이의 제기의 근거이다. 결국

은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는 신령이나 점에 의거해서 황후를 선발하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後漢書·皇后紀》에는 여러 차례 ‘卜相이 좋았다’는 

기술이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신하들은 점복이 정치적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243)

 이 외에 광무제는 집권 초기, 왕망과 마찬가지로 符命이나 圖讖에 의거

하여 인재를 등용한 적이 있다. 물론 이 역시 당시 다른 功臣들에게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광무제의 사후에는 도참에 의한 인재 등용은 점

차 사라져간다.

 둘째, 후한 시기에는 祥瑞의 등장으로 인한 요역 및 조세의 면제 제도

가 있는데 이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지방 군현에 봉황

이나 용, 甘露, 白雉를 비롯한 흰색 동물 등의 祥瑞가 나타났을 때 그 

해에 해당 지역의 조세를 감면해 주거나 恩賜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의 출현과 그에 대한 대응은 주로 본기 부분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상서의 출현을 대하는 태도에는 다소 사무적인 부분까

지도 나타났다.244)

 전한 후기에도 상서가 나타났을 때 牛, 酒, 帛 등의 恩賜를 내리는 경

우가 있었고, 상서의 출현이 改制나 改元의 계기가 된 적도 있다. 그러

나 이것은 定例化된 것은 아니었고 해당 시기의 정치 상황에 따라 유동

적으로 대응했다. 후한 시기에는 상서가 나타났을 때 이에 대해 조처를 

취하는 것 자체는 법적인 제도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 중앙으로 符瑞의 등장을 보고하는 체제도 갖추어져 있었다. 중

243) 이 때 胡廣의 반대로 인해 당시의 貴人 외에서 선발된 良家子 양귀인은 和帝의 생모의 조카 

梁商의 딸이다. 훗날 외척 양씨 가문의 정권 장악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 梁冀가 순제 양황후

의 오빠이다. 호광은 순제 사후 桓帝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양씨 일파와 결탁하여 사람들의 비

난을 받게 된다. 串田久治, 《王朝滅亡の豫言歌 – 古代中國の童謠》, pp.114-118. 단지, 이 상

소문을 올린 시점에서는 양씨 가문을 위해 기존 귀인들의 황후 책봉을 거절했던 것은 아니라

고 생각된다.

244) 在位十三年, 郡國所上符瑞, 合於圖書者數百千所. 范曄 著, 《後漢書 · 肅宗孝章帝紀》, p.159.

    章帝 퇴위기에는 재위 기간의 符瑞의 총합을 내고 있다. 다른 황제들의 경우에는 연말에 지진

이나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대해 통계를 내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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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정부에서는 지방에서 보고한 부서의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조

건을 충족한 부서에 한해 지방관의 치적 평가에 합산하거나 해당 연도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을 수여했다.

 전한과 마찬가지로 후한에서도 가뭄이나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 일어났

을 때에는 그것을 계기로 삼아 황족에게 작위를 수여하거나 황족의 행동

을 제한하거나 삼공의 직위를 박탈하는 등, 여러 정치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다. 봉황이나 감로, 용 등의 祥瑞는 출현 및 관찰 지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구제 활동을 펼칠 필요는 없기 때문에 符瑞의 

출현은 사후 보고의 형식을 갖추는 경우가 많다. 단지 실제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2장에서 班穉가 祥瑞 보

고에 대한 문제로 위기에 처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祥瑞의 등장으로 인한 恩賜라는 정책에서 《한서》와 《후한서》의 차

이점은, 《후한서》에서는 제도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부서에 대한 恩賜

를 거부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듬해 여름, 큰 가뭄이 들자 이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외척을 봉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담당 관리가 이 때문에 상주를 올

려 옛 典例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태후가 조서를 내렸다. “무릇 일

에 대해 말하는 자들은 모두 짐에게 아첨하여 복을 얻고 싶어하는 것

일 뿐이다. 옛날 왕씨의 五侯가 같은 날 봉해지자 그 때 노란 안개가 

사방을 뒤덮었지, 비가 풍부하게 내리는 응답이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또한 田蚡과 竇嬰은 총애를 받아 귀해지자 오만방자하게 굴

었기에 신세가 전락하는 화가 세상에 전해졌다. 예전에 先帝께서는 

처가를 막으면서 신중하게 하셨기에 그들이 권력의 중추에 있지 못하

게 하셨다. 여러 아들들을 봉할 때에도 다만 楚나 淮陽 여러 봉국의 

절반으로 하면서 항상 ‘내 아이가 先帝의 아이들과 같아서는 안 된

다.’라고 말씀하셨었다. 지금 담당 관리는 어찌하여 마씨를 음씨와 

같게 만들고자 하는가!……” 단호하게 허락하지 않았다.245)

245) 明年夏, 大旱, 言事者以爲不封外戚之故, 有司因此上奏, 宜依舊典. 太后詔曰: “凡言事者皆欲媚

朕以要福耳. 昔王氏五侯同日俱封, 其時黃霧四塞, 不聞澍雨之應. 又田蚡、竇嬰, 寵貴橫恣, 傾覆之

禍, 爲世所傳. 故先帝防愼舅氏, 不令在樞機之位. 諸子之封, 裁令半楚、淮陽諸國, 常謂‘我子不當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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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章帝 建初 2년(77)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의 기사이다. 장제는 건초 

원년에 태후의 인척들에게 封爵을 수여하려다가 태후의 반대로 실패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관리들에게 舊典에 의거하여 상주를 올리게 했

다. 그에 대한 마태후의 답변이 위와 같았다.

 재이현상이 지속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상당히 자의적

이고 대부분의 경우 실제적인 정치의 판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담당 관

리의 상주 역시 마태후 본인이 언급한대로 아첨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주문을 태후 본인 또한 역사적인 전례를, 심지어 왕망 

일족을 예시로 들어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태후의 가문에 대한 은사를 고사하는 것은, 오히려 태후의 

정치적인 공정성을 드러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가뭄이 지

속되었다는 상황에 대하여 그 외의 조처를 취했다는 구절은 존재하지 않

는다.246) 즉, <황후기>에서는 마태후의 정치관 또는 겸손함을 기술하는 

데 주력한다. 이 가뭄에 있어서는 ‘天意를 드러내는 표지’에 어떤 식

으로든 해석을 덧붙이는 것이나 특별한 구제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태후

의 정치적인 공정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갖추어져 있었

다는 뜻이다.

 신이 요소를 포함한 각종 사건의 영향력은 전한 시기에도 통치자의 권

력과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황제의 권력이 강하면 신이 사건은 무

시할 수 있고, 황제의 권력이 취약할 때는 해당 사건들을 무시하기가 어

렵다. 이 같은 기본적인 대응 방식은 후세에도 변하지 않았다. 후한 시

기에 이르면 符瑞의 출현에 무언가의 대응책을 취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적인 정책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중추인 태후가 

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정책의 시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先帝子等’. 今有司柰何欲以馬氏比陰氏乎!……” 固不許.   范曄 著, 《後漢書 · 皇后紀 · 明德馬皇

后》, p.411.

246) <장제기>에 의하면 같은 해인 건초 2년 3월, 장제는 ‘연이어지는 흉년에도 불구하고 貴戚近

親의 사치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관리들에게 낙양에 거주하는 인척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라는 조서를 내린 바 있다. 마태후에 대한 사관의 평가가 반영되어 있는 편집임을 볼 수 있

다.    范曄 著, 《後漢書 · 肅宗孝章帝紀》, pp.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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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부서나 재이에 기반한 정책보다는 현실 원리를 우선시키는 방

식을 엿볼 수 있다. 태후가 신하들의 상주를 거부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 역시 ‘왕망 시기의 前例’와 ‘先帝의 정책 방향’이다. 이것은 재

이의 출현에 의거하여 은사를 주장한 담당 관리의 상주문과 동일한 논리

를 가지는 화법이다. 논리 구조가 아니라 정치적인 세력에서 승자가 판

가름났음을 볼 수 있다.

 물론 《한서》에서도 神異 전체를 신성시한 것은 아니었다. 異物의 출

현과 같은 현상을 완전히 신뢰한 것은 아니고, 조작된 符瑞에 대한 조소 

역시 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존재한다. 후한 시기는 실제로 용의 

출현과 같은 현상도 어느 수준까지는 조작이 가능한 시대이기도 했

고,247) 유언비어를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충분히 발

휘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본 시대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후한서》

에서는 조작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도 비난을 가했고,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이 자체까지도 무시의 대상이 될 수 있었

다. 신비주의적 사상이 유행하던 시기로 유명하기는 하지만, 王充 같은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지식인층의 일각에서는 神異에 대한 불신이 증

가해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셋째로 후한 시기에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기우제 같은 행사에도 비판을 

받게 된다. 후한 시기에는 가뭄이 길어지면 국가가 주도하여, 즉 황제나 

태후 또는 지방관이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어느 정도 제도로 확립되어 

있었다. 때로는 지방의 長吏에게 ‘영험한 산’을 찾아가 기우제를 지내

라는 명령이 조서로 내려지기도 했다. ‘가뭄 해소에 영험한 산’이 존

재한다는 것은 그 당시 이미 산에 지내는 제사에 대한 효험이 인구에 회

자되고, 그를 통하여 ‘영험한 산’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方士와 유사한 형태의 기우

제가 등장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우제를 지내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는 나타난다. 

247) 후한 시기에도 이미 일종의 서커스 기술을 이용하여 8장 정도의 황룡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기예가 가능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류인붜 지음, 《중국 고대의 雜技 -“한 눈에 보는 중국 서

커스의 역사”》, <水嬉>, pp.171-1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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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민간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주체였던 方士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뭄에 대한 대처법 중 冤獄의 해결은 비판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기

술은 주로 <황후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가뭄이 들어 태후가 낙양의 옥

에 행차하여 원옥 사건을 해결하고 억울한 죄수들을 풀어주자 비가 내렸

다는 기술이 반복된다. 전한 시기처럼 가뭄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차근차

근 분석하는 과정은 최소한 기술은 생략되어 있다. 민간에서 원옥과 가

뭄의 연관을 믿고 있었다는 것은 동해효부 고사의 변형을 통해 살펴 보

았다.

 지진이나 홍수에 대한 대처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되면 실제로 백성들

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관리들의 행동을 지시하는 행정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서 각종 재이에 대비하는 방법들이 보다 효율적·획

일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후한 시기 통치 시스템의 안정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 외에 후한 시기의 후궁에서는 巫蠱가 자주 쓰였다는 것도 특기할 만

한 사항이다. 전한 시기에 巫蠱248)나 저주, 媚道, 左道 등 주술을 지칭

하는 단어들은 《漢書》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기도 하고, 그 같은 수단

을 사용하는 것은 때에 따라 수십 명의 죽음을 초래하는 큰 사건이 된

다. 그러나 《후한서》에 수록된 무고는 전한 시기와는 무게가 다른 것

처럼 보인다. 무고를 사용했다는 것은 황실의 후궁에서 누군가를 저주하

는 수단으로 나타나곤 하는데, 후궁의 여성들끼리 서로 저주를 거는 경

우 후궁 내에서 몇 명이 처형당하고 마무리되는 정도이다. <황후기>에서 

巫蠱는 3회, 媚道는 1회, 左道는 1회 등장한다. 그 외의 제기에서는 주

술을 이용한 저주에 관련된 단어가 언급되지 않는다. 和帝 永元 14년

(CE 102)에 음황후가 저지른 무고 사건이 그나마 규모가 크기는 하지

248) 양한 시기 巫蠱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 범주가 동일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본래 蠱란 독

충 5마리를 폐쇄된 단지 속에 넣어서 서로 잡아먹게 한 다음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독충을 이

용해 상대방을 죽이는 저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제 위태자의 경우 강충이 무고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나무인형이었다. 《후한서》에서는 구체적인 저주의 방법이 언급되지 않지만, 章

帝의 竇皇后는 淸河孝王 劉慶의 모친 宋貴人을 모함할 때 巫蠱의 재료로 토끼를 제시했다.  

《後漢書 · 章帝八王傳》, p.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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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녀자의 삿된 술법”이라는 가벼운 평가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대

응되지는 않았다. 후한 시기에 저주가 황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

라 그 외의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 또한 영향이 있

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무시 또는 평가 절하당하는 재이 현상이 동시에 양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재이에 대한 관념에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내부 모

순을 낳는다. 이것은 광무제의 도참혁명에서부터 내포하고 있는 위험이

었다.

 開朝의 정당성을 도참을 통해 내세우고자 했던 광무제가 같은 논리를 

구사한 공손술과 대립하면서, 도참을 이용해 다른 도참의 정당성을 훼손

시키는 행위가 나타났다. 양쪽 도참의 출현 양상이나 의미 등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정해진 형식을 통한 출현 자체가 도참을 

도참으로 만드는 것이고, 天譴을 天譴으로 만든다. 符瑞 역시 몇가지 종

류가 되풀이되어 출현하며, 특히 천재지변의 경우 출현 양상은 동일하고 

시점과 지역에만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상으로 현상을 부정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외견상 동일한 현상을 동일한 다른 현상으로 부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해당 현상 자체의 부정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재이설은 등장했던 초기부터 학자들 간의 지식 권력의 싸움이었

다. 특이한 현상의 발견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지, 어

떤 경전이 보다 적중률이 높은 권위 있는 경전이고 실제 정치에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념 대립을 재이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는 부

분은, 전통 사회의 禮制 논쟁과 유사한 점이 있다. 재이 해석은 전한 초

기에는 유가와 방사들 사이의 대립이었지만 전한 후기에는 유가 내부의 

대립 양상, 후한 시기에는 正經을 결정하려는 노력과 함께 지식의 독점

과 규제에 대한 시도로 변질되어 갔다. 이것이 실패했다는 것은 후한 말 

혼란기 및 남북조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天譴이어야 하는 도참이 권력자에 의해 좌우되고 심지어 조작될 수 있

다는 역사적 경험은 결국 도참이 권위를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즉, 天意의 표명이라는 설명의 신성성을 희석시켰다. 후한 시기 내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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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학은 영향력을 가졌고 관리들 역시 참위학이나 재이설, 오행설 등에 

능통할 것이 요구되기는 했지만, 실제 현실에서 도참에 기반한 정치가 

무력한 경우가 있다는 것 역시 눈에 보이고 있었다. 그에 따라 결국 도

참이나 재이는 중구난방으로 나타나고, 이것을 서로 비판하고 규제함으

로써 결과적으로는 도참과 재이 자체가 독특하거나 신비하지는 않은 흔

한 사회 현상 중 하나로 추락하게 되었다.

 《後漢書》를 토대로 보았을 때 후한 시기에 讖緯나 災異說은 정치적인 

사건에 명분이나 정당성, 또는 변화의 계기를 제공할 수는 있었지만 현

실적인 정치 세력을 뒤엎을 만한 절대적인 힘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후한 중반 이후에는 정치적 배경 없는 신이 현상 그 자체

가 권위나 신성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도참과 재이설의 권위가 약해졌다는 것이 그와 같은 학설들이 정치의 

場에서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혼란스러운 남북조 시기에 참위는 사

라지지 않았고 그 영향력도 약해지지 않았으며,249) 재이설은 현대 사회

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250) 도참은 왕조 말마다 나타나는 民

亂을 일으키는 민간 신앙 조직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곤 했다. 단지, 이

러한 의견들은 참위와 재이에 대해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話法으로서 體現되어 갔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도참과 재이설이 가지는 명분상의 힘이 존재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정치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왕조를 뒤

엎을 만한 힘을 주지는 않았다. 예언이 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예언

249) 동한 말에서 삼국 시기 사이에 讖緯 금지령은 다양하게 내려졌으나, 그것이 실제로 민간에 

남아 있었던 圖讖을 전부 말살시킨 것은 아니다. Zongli Lu, Power of the Words, 제1장 참

조. 이에 대하여 讖緯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정권의 안정성에 반비례한다는 학자들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 정치적인 안정기에는 참위 및 재이의 출현과 해석을 어느 정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기도 했고, 나아가서 정체불명의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동요도 적다. 반면 혼란기에는 참

위의 영향력은 왕조를 전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지고, 도참이 제멋대로 출몰한다.

250) 淸 말기까지도 재이관에 입각한 간언은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내려왔다. 마크 엘빈은 이를 

‘도덕 기상학’이라고 표현하면서 강희제와 옹정제의 災異에 대한 대처를 기술했는데, 대응 방식

은 양한 시기와 거의 다를 바 없다. 마크 엘빈 지음, 《코끼리의 후퇴》, pp.660-692 참조. 또

한, 신해혁명 시기의 혜성에 대한 중국 사회의 태도에 대해서는 백광준, <표상의 정치학 - 혜

성을 둘러싼 근대 중국의 시선들을 중심으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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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현되지는 않았고, 예언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았

던 적도 없었다.

 이와 같은 참위 및 재이설에 대한 불신은 전한 시기에도 존재했으나 

《漢書》에서는 그러한 비판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예를 찾기 힘들다. 앞

서도 언급했듯이 《한서》에서 비판하는 것은 神異를 天意로서 받아들이

는 태도나 해석이 아니라 神異의 조작과 神異를 오해하는 무지함이다. 

《後漢書》에 이르러서야 참위나 재이설 자체에 대한 불신 조소가 역사 

서사의 표면에 나타난다. 재이에 대한 반박이나 무시, 회피 등은 전부 

해당 시대를 살아간 인물들의 상주문 또는 발언으로서 인용되어 있기 때

문에 《후한서》에서 이것을 ‘당시의 분위기’로서 남긴 것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상적·사회적 변화가 양한서의 인물 묘사와 기사

의 선택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볼 수 있다.

 《후한서》에서 정책을 비판할 때의 태도는 전한 시기 成帝와 황후가 

주고받은 상소문과는 반대임을 볼 수 있다. 마황후에게 은사를 청하는 

신하들은 災異說에 기반한 이론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은사를 청하지만, 

마황후는 현실에 대한 판단에 기반하여 은사를 거절했다. 성제의 황후가 

현실적인 후궁의 지출을 감안해 달라고 서신을 보냈다가 덕을 수양하라

는 대답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기에서 《후한서》를 관통하는 또

다른 재이 해석의 원칙, 즉 제국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吉하고 그

렇지 않은 것은 不吉하다는 식의 일원론적인 가치관이 적용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3. 神異 서사 효용의 현실화

 신이 서사는 서사가 기술되는 형태도 다양하고 각 사건에 대한 평가나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 역시 제각각이다. 그러나 해당 현상이 神異性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을 받아서, 각 서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신이 

요소를 비일상적인 것, 비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응한다. 효과

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서사의 초점이 미래이든 현재이든, 이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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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일상을 벗어난 비일상적이고 독특한 이야기로 인식되고, 그 때문에 

역사 記事로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漢書》에 비해서 신이 서사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를 기술하고 

있는 《後漢書》의 경우에는 서사 자체가 신성성이나 권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後漢書》의 신이 서사는 보다 현실적이고, 서사를 기술함으로

써 나타낼 수 있는 효과 또한 비신이 서사와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

 강을 건너서 감찰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中原 사람들이 모두 강에는 

伍子胥의 神이 있으니 건너기가 어렵다고 했다. 張禹가 강을 건너려

고 하자 관리들이 몇 번이고 그만두라고 청했지만 듣지 않았다. 장우

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오자서에게 만약 靈이 있다면 내 뜻이 잘

못된 송사를 살펴보려는 데 있다는 것을 알 텐데, 어찌 나를 위태롭

게 하겠는가?” 결국 노를 저어 건너갔다.251) 

 <張禹列傳>의 이 기사는 建初 연간(CE 76-84)에, 장우가 楊州刺史로 

배수되어 감찰을 하려 했던 때에 벌어진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강에 

伍子胥의 神이 존재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 사람들의 믿음이고, 그 때문

에 강을 건너는 것이 어렵다는 것 역시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러한 神異 

요소는 그 지역에 존재한 민간신앙이기 때문에 기술된 것으로, 서사 전

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배경에 해당한다. 그 배경 하에 

모두가 꺼려하는 강 건너기라는 금기를 장우가 무시하고 극복함으로써 

서사가 형성된다. 근거 없는 迷信과 미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소임

을 다하는 강직한 관리가 대비되면서 비로소 오자서의 신이라는 존재는 

백성들을 미혹하여 불편을 가져다주는 자로서 타파해야 하는 대상이 된

다. 그리고 결국 장우는 강을 건너서 郡邑을 구석구석 순시하면서 몸소 

죄수들을 감찰했고,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그를 따르게 된다.

 앞서 異物 퇴치 기사를 다룰 때 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神異 서사는 신

251) 當過江行部, 中土人皆以江有子胥之神, 難於濟涉. 禹將度, 吏固請不聽. 禹厲言曰: “子胥如有靈, 

知吾志在理察枉訟, 豈危我哉?” 遂鼓楫而過.  范曄 著, 《後漢書 · 張禹列傳》, p.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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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출현이나 존재에 비중을 두고 기록된 것이 아니다. 비일상을 타파

하여 일상을 회복하는 것, 그리하여 이 세상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현

실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것이 서사의 기술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사는 장우의 能吏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외에도 생활면에 있어서 금기를 열심히 지키는 사람을 비웃거나,252) 

淫社나 占卜에 몰두하는 습속을 폐지하는253) 등 《後漢書》의 신이 서

사는 神異의 퇴치 및 소멸의 서사에 가깝다. 災異나 讖緯는 퇴치 당하는 

대신 권위가 추락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후한서》에서 神異 서사의 지위는 모순적이다. 

일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서사라는 이유로 기록되는 동시에 그러한 돌출

성의 제거, 비일상적 요소의 퇴치가 기사를 채택하는 목적이 된다. 그렇

지만 서사의 주인공은 다시 그 같은 비일상을 제거하는 능력을 통해 개

인의 뛰어난 자질을 강조해 보일 수 있다. 神異 서사가 하늘과 연관된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어 해석조차 함부로 하지 않았던 《한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서사 방식이다. 결국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던 참위학의 

흥망성쇠와 같은 방향의 변화가 역사서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신이 서사로 분류되는 기사들은 《한서》보다 《후한서》에 더 

풍부하다. 《한서》에서는 <왕망전>에서나 볼 수 있는 厭勝法도 《후한

서》에서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고,254) 무고나 저주 같은 요소도 자

252) 順帝時, 廷尉河南吳雄季高, ……雄少時家貧, 喪母, 營人所不封土者, 擇葬其中. 喪事趣辨, 不問

時日, 醫巫皆言當族滅, 而雄不顧. 及子訢孫恭, 三世廷尉, 爲法名家. 初, 肅宗時, 司隷校尉下邳趙

興亦不卹諱忌, ……三葉皆爲司隷, 時稱其盛. 桓帝時, 汝南有陳伯敬者, 行必矩步, 坐必端膝, 呵叱

狗馬, 終不言死, 目有所見, 不食其肉, 行路聞凶, 便解駕留止, 還觸歸忌, 則寄宿鄕亭. 年老寢滯, 

不過舉孝廉. 後坐女壻亡吏, 太守邵蘷怒而殺之. 時人罔忌禁者, 多談爲證焉.  范曄 著, 《後漢書 · 

郭鎭列傳》, p.1546.

253) 民常以牛祭神, 百姓財産以之困匱, 其自食牛肉而不以薦祠者, 發病且死先爲牛鳴, 前後郡將莫敢禁. 

倫到官, 移書屬縣, 曉告百姓. 其巫祝有依托鬼神詐怖愚民, 皆案論之. 有妄屠牛者, 吏輒行罰. 民初頗

恐懼, 或祝詛妄言, 倫案之愈急, 後遂斷絶, 百姓以安.  范曄 著, 《後漢書 · 第五倫列傳》, p.1397.

254) 《후한서》에 기록된 厭勝法으로는 장홍의 전임 靑州刺史인 焦和가 황건적에 맞서 싸울 때 

취한 방법이 염승법에 해당한다. 황건적은 물리쳤지만 초화 역시 병사하여, 袁紹가 그 후임으

로 장홍을 임명했다. 후한 말의 태사 동탁은 대신 중에 죽는 사람이 나오리라는 말에 다른 대

신을 죽여 자신에게 해가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했고, 앞서 인용했던 공손단 역시 새 집에

서 사람이 죽으리라는 말을 듣고는 지나가는 사람을 죽여서 시신을 묻었다. 단지 불행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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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등장한다. 琅邪孝王 劉京 같은 경우는 神이 내린 말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새로운 사당을 건립하기 위해 황제에게 청원하여 봉지를 바꾸기까

지 한다. 각지의 민간 신앙과 습속들 역시 《한서》에는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전한에 비해 후한이 상대적으로 신비주의의 영향이 

강한 시대였고, 후한에 비해 남북조가 그와 같은 서사에 대한 관심이 강

한 시대였다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25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재이나 요얼이 무시당하거나 퇴치당하는 

서사가 꾸준히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한 변화이다. 괴이한 일에 대한 관

심이 사회에 널리 퍼지고 동시에 漢 제국의 통치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

문에, 《후한서》에서는 힘이 닿을 때는 神異까지도 통치하는 관리들이 

종종 나타나고, 해로운 神異를 처리하지 못한 관리들이 처벌을 받는다. 

백성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현상은 사건에 얽힌 당사자들만의 

문제 또는 災異說 등에서 이용하는 구실이 될 뿐이다. 하지만 재이나 괴

이, 요얼 등이 제국의 영토를 평화롭게 통치한다는 帝國의 권위를 위협

하게 되면, 그것은 惡으로 치부되고, 행정적인 체계를 갖추어 관리나 지

식인, 또는 有德者들이 惡을 제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후한서》에서는 《한서》에서 일방적 관찰의 대상이고 생

활 공간이 괴리되어 있던 神異를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편입시키게 된다. 

앞에 예로 든 오자서의 신, 介子推로 인해 생겨난 寒食 풍습256) 등도 

위해 염승법을 시행한 사람은 보통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결말을 피해가지 못하고 불행한 최후

를 맞이하게 된다. 염승법이 성공한 예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和欲與諸同盟西赴京師, 未及得行, 而賊已屠城邑. 和不理戎警, 但坐列巫史, 禜禱羣神. 又恐賊乘

凍而過, 命多作陷冰丸, 以投于河.  范曄 著, 《後漢書 · 臧洪列傳》, p.1886

    時太史望氣, 言當有大臣戮死者. 卓乃使人誣衛尉張溫與袁術交通, 遂笞溫於市, 殺之, 以塞天變.  

范曄 著, 《後漢書 · 董卓列傳》, p.2330.

255) 京國中有城陽景王祠, 吏人奉祠. 神數下言宮中多不便利, 京上書願徙宮開陽, 以華、蓋、南武陽、

厚丘、贛楡五縣易東海之開陽、臨沂, 肅宗許之.  范曄 著, 《後漢書 · 琅邪孝王劉京列傳》, p.1451.

256) “太原郡 일대에, 옛 풍속에 介子推의 시신이 불탄 곳이라고 해서 龍忌之禁이 있었다. 그가 

죽은 달이 되면 다들 神靈이 불 피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기에, 이 때문에 士民이 

매년 겨울 사이에 번번이 한달씩 寒食을 하면서 감히 불을 피워 밥을 하지 못했고, 늙은 사람과 

어린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매년 죽는 사람이 많았다. 周舉가 幷州에 도착하고 나서 弔書를 

지어서 개자추의 廟에 놓았는데, [弔書에서는] 한겨울에 불을 없애서 백성들의 목숨을 해치는 

것은 賢者의 뜻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것을 어리석은 백성들[愚民]에게 공표하고 다시 溫食으로 

돌아가게 했다.(太原一郡, 舊俗以介子推焚骸, 有龍忌之禁. 至其亡月, 咸言神靈不樂舉火, 由是士民

每冬中輒一月寒食, 莫敢煙爨, 老小不堪, 歲多死者. 舉旣到州, 乃作弔書以置子推之廟, 言盛冬去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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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이다. 讖緯나 符命에 대해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는 부분과 달

리, 이 같은 民俗類의 신이에서 금기가 발생하게 된 맥락이나 그에 대한 

해석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어째서 오자서가 강을 건너는 것을 

싫어하는가, 왜 개자추가 불을 피우는 것을 싫어하는가는 본문에서 자세

히 다루어지지 않고 독자의 추측에 맡기고 있다. 《후한서》에서 주의를 

기울여 기술하는 것은 그와 같은 관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현상, 즉 해당 

신앙이 사회에 미친 영향력뿐이다. 주거가 “愚民”을 깨우치고 풍속을 

개혁했다는 기술에서, 이미 한식 풍습 퇴치의 서사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이 같은 기사에서 일반 백성들이 지키는 금기에는 아무 위력이 존재하

지 않는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神이나 금기란 단순한 미신이고, 제대

로 된 이성을 갖춘 현자라면 따를 필요가 없는 관습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금기를 어기고 미신을 퇴치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예는 없다.

 《한서》의 기사들에서 요얼이나 괴이는 인간에게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나 변괴를 맞이한 

고대인들의 유서 깊은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었다. 과거 《山海經》이나 

그 외의 類書, 博物志들이 그랬듯이 <오행지>에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들을 명명하고 실체화시켜서 그 현상들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후한서》의 기사들에서는 그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사라진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현실에 나타난 이해 가능한 

부분만을 기술한 결과, 이런 괴이한 현상은 인간의 행위를 부각시키는 

배경 또는 조연으로서만 기능하게 된다. 퇴치당하지 않는, 인물의 긍정

적인 품성을 표현하는 怪異類 신이 서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큰아들 溫壽는 복상 기간이 끝나자 鄒平侯의 相이 되었다. 꿈에 온서

가 그에게 알렸다. “오래도록 객지에 있자니 고향이 그립구나.” 온수

는 즉시 관직을 버리고는, 퇴직해서 영구를 고향으로 모셔가고 싶다고 

殘損民命, 非賢者之意, 以宣示愚民, 使還溫食.)”  范曄 著, 《後漢書 · 周舉列傳》, 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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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올렸다. 황제가 허락하자 영구를 파내어 고향으로 옮겨 갔다.257) 

 건무 6년(CE 30), 隗囂의 군대에 사로잡혀서 자살한 온서는 광무제의 

명으로 낙양에 매장되지만 귀신이 되어 아들의 꿈에 나타난다. 符命 발

생을 거치면서 符瑞들이 문자로 나타나게 된 것처럼, 꿈 속의 온서 또한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발언하고, 온수는 명확한 의사 표시를 받들어 

곧바로 관직을 내던지고 부친의 관을 옮긴다.

 <온서열전>은 <獨行列傳>에 속해 있고, 온수의 이야기는 온서에 부가

되어 있는 서사이다. 이 짧은 서사에서 온서의 강직함이나 충성심은 언

급하지 않고, 그가 죽은 뒤 아들의 꿈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능력

에 대한 설명도 없다. 온서가 특출한 인물이었다는 암시가 될 수도 있고 

온수가 부친의 뜻에 순종적인 아들이었음을 설명하는 서사일 수도 있다. 

황제가 귀향을 허락한 이상 이것이 불합리한 습관이 아니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무엇이 어떤 식으로 돌출적이고 특이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神異 요소에 대한 대처와 평가에 중점을 두고 해당 요소를 세밀하게 분

석하지는 않는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神異라고 해도 퇴치해야 하는 대상이 있고, 방관해도 되는 대상이 있

고, 존중하기에 마땅한 대상이 있다. 《후한서》는 전한 시기의 儒者들

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神異 요소, 비슷한 대처 방법들 사이

에서 질적인 차이를 찾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258)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제국에 유리한지의 여부에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이다.

으며, 이것은 해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모순되지 않는 의

견이다. 그와 같은 태도가 신이 서사의 기술에도 반영되어 있다. 일부 

257) 長子壽, 服竟爲鄒平侯相. 夢序告之曰: “久客思鄕里.” 壽卽弃官, 上書乞骸骨歸葬. 帝許之, 乃反

舊塋焉.  范曄 著, 《後漢書 · 溫序列傳》, p.2673.

258)  陽嘉 3년(CE 134) 河南과 三輔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周舉가 順帝에게 올린 대책문도 

같은 태도를 보인다. 가뭄이 天譴이라고 인정하는 한편으로 기우제에는 비판적이고, 그러면서 

황제를 비롯한 관리들의 근신을 통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是歲河南、三輔大旱, 五穀灾傷, 天子親自露坐德陽殿東廂請雨, 又下司隷、河南禱祀河神、名山、

大澤. ……舉對曰: “……故聖人養之以君, 成之以化, 順四節之宜, 適陰陽之和, 使男女婚娶不過其

時. 包之以仁恩, 導之以德敎, 示之以灾異, 訓之以嘉祥. ……自枯旱以來, 彌歷年歲, 未聞陛下改過

之効, 徒勞至尊暴露風塵, 誠無益也.……" ……舉等並對以爲宜愼官人, 去斥貪汙, 離遠佞邪, 循文

帝之儉, 尊孝明之敎, 則時雨必應.  范曄 著, 《後漢書 · 周舉列傳》, pp.202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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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 간의 학술 및 정치 논쟁을 제외하면, 《후한서》는 신이 요소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여 기술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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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제국의 안정과 神異 서사의 탈신비화

1. 제국의 체제 정비와 통치권 강화

 神異와 같은 비현실적인 무언가에 대한 공포와 외경심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 중에서 漢代에 유행한 참위의 권위

란, 비일상적인 사건은 곧 인간 세상을 주재하는 하늘이 내보이는 天意

라는 고대 중국인들의 믿음에 기반하여 형성되었다. 본래 예측할 수 없

을 인간의 불행이나 자연의 변화, 왕조의 교체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지적인 권위와 연계되고, 이것은 다시 儒敎의 國敎化와 漢 제국의 성립

과 맞물려서 災異說이 발생하고, 讖緯說이 생겨나고 발전해서 정치와 융

합된다. 

 전한 시기에는 儒家와 관리들이 괴력난신에 대한 공격을 통해 방사를 

적극적으로 추방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확고하게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

었다. 유가는 유가와 방사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질적

으로는 전혀 다른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는 고대의 聖人과 

그들이 저술한 典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전한 

말에 이르면 재이 해석에 대해서 儒學이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할 수 있

게 된다. 

 그리하여 後漢 시기가 되면 유가의 정치적인 지위는 공고해졌다. 災異

說은 文人들의 기본적인 소양이었고, 讖緯學은 관리로 출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익혀야 하는 학문이었으며, 유가의 시조인 孔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聖人이 되고, 《春秋》는 진리를 담은 經傳이 되었다. 

이와 반대로 方士는 점차 사회의 지배층에서 멀어져가고 있었다. 방사나 

巫覡 같은 인물들은 종종 惑世誣民이나 大不敬, 不道罪 등의 처벌을 받

아 목숨을 잃곤 했다. 그들 대부분 사회에서 천시받는 위치에 있었고, 

저잣거리에서 약간의 돈을 받고 점을 쳐주는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기

술직으로서 인식되었다.259)

259) “또한 후한 왕충의 《논형·골상편》에도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한태부가 학생이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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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정치에서 災異나 讖緯가 표방하는 天意가 실질적인 정치 권력보다 

우선시되지 않았다. 양한 시기에는 재이의 해석이 무시당하거나 역사 기

록에서 삭제되어 버리기도 하고, 예언을 믿고 행동을 했다가 패망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것은 역사서를 편찬한 역사가들은 물론 독자들이나 당

시의 학자, 관리들 또한 알 수 있는 일이었다. 특히 新 왕조의 건립과 

몰락을 둘러싸고 범람한 讖緯와 符命, 주술을 생각할 때 後漢 초기에 圖

讖에 종교적인 권위가 남아 있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한은 

초기에 圖讖에 의거하여 정치를 시행했고, 관리들은 讖緯를 익혀야 출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후한이 讖緯에 기반하여 정당성을 확립했던 왕조

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후한 초기에 저술된 《漢書》에서 神異는 표면적으로라도 

권위를 유지해야 했다. 《한서》에서 신이 현상은 사회 지배층에 대한 

하늘의 의사 표현이었으며, 섣부르게 해석을 가해서는 안 되는 미묘한 

계시였다. 그리고 天意는 劉漢 황실이 영원히 안정적으로 지속되기를 바

라고 있어야 했다. 관리들이 재이를 해석해서 통치자를 비판할 때에도 

통치자의 비판과 통치자의 영속성 보장이라는 간극 사이에서 모호한 해

석을 내놓곤 했다.

 삼백여년의 시간이 지나고 後漢이 멸망한 뒤, 《後漢書》에서는 神異에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후한 시대의 사람들 역시 

신이를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취급하기는 했다. 단지 이것은 전한 시기

와 같은 경외감을 가지는 대상이 아니라 일종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취급

되기 시작한다. 《후한서》의 神異는 신성성보다는 비범함을 나타내는 

것에 가까웠고, 비일상에서 일상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그 결과, 《한서》와 《후한서》의 신이 서사에서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인 ‘異物 퇴치 서사’가 성립할 수 있게 되었다. 《한서》의 신이 

서사에서는 가뭄이나 지진은 물론 각종 이물들은 출현하는 것, 즉 인간

시장에 가서, 相公에게 50전을 주고 그를 동행시켜 벽옹 안에 들어가, 학생 중에서 누가 장래 

부귀해 질 것인지를 보게 했다. 相公은 예관을 가리켰다. 예관이 전한 무제 시대의 아관과 동

일인물이라고 하면, 한태부도 거의 동세대의 인물일 것이다.”   工藤元男, 《占いと中国古代の

社会ー発掘された古文献が語る》,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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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목격당하는 것으로 등장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 서사들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관찰자라는 기능만을 수행할 뿐이고 그 외의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는다. 神異는 관찰당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면 알아서 사라지게 

되어 있고, 현실 세계와는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저 존재를 인식시킬 

뿐이다.

 반면 《후한서》에서 신이는 이질적인 존재 또는 현상에 가까운 異物이

다. 異物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고, 이들이 재

앙을 가져오는 경우 퇴치당하게 된다. 귀신이나 호랑이, 巫覡은 물론이

고 가뭄이나 점괘, 예언 등까지도 퇴치 대상에 포함된다.260)

 《후한서》에서 퇴치 대상이 되는 異物들은 대부분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백성들을 위협하는 존재이다. 이들은 제국의 理想을 위협한다. 

여기에서 《한서》와 《후한서》의 차이가 나타난다. 《후한서》는 제국

의 경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고 있는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는 점이다.

 신이 서사는 일반적인 역사 서사와는 달리 인간 세상의 경계에 있는 제

재를 다룬다. 그러한 神異가 위협이 되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갓 

제국이 성립된 시절에는 어려운 일이다. 제국의 행정 경계, 시스템은 물

론이고 필요한 인재의 자질과 국가 전체의 가치관까지 모든 면에서 윤곽

이 잡혀 있어야 외부자의 범위를 정하고 단호하게 배제할 수 있다. 섣부

르게 외부자라고 규정하여 배제했다가는 前漢을 괴롭힌 匈奴 같은 존재

가 되고, 내부자로 규정해서 포함했다가는 제국을 유지할 수 없는 내부

의 적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전한이 하나의 제국으로 완전히 기능하기

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점도 문제가 될 것이다. 전한의 儒家들은 神異를 

적극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관찰했다.

 그러나 후한 시기는 전혀 다른 사회였다. 후한의 사람들은 이미 秦, 前

漢, 新이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 보았고, 2백년간 유지되는 

260) 이 같은 신이의 퇴치는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말하는 ‘아브젝시옹(abjection)’과 유사한 부분

이 있다. 거칠게 요약해서 아브젝시옹이란 자신에게 낯선 것을 추방하고 배제함으로써 모호한 

자신의 주체성이 타자와 구분되는 경계를 창조해내는 과정이다. 주체가 혐오감을 담아 거부하

고, 폭력적인 수단을 써서까지 배제하는 대상은 ‘아브젝트(abject)’라고 한다.  노엘 맥아피 지

음,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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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을 운영해 보았다. 지식인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帝國이라

는 것이 어떻게 기능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이상적인 

제국이란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협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는 타자에 대한 

단호한 거부가 생겨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주술이나 예

지 능력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모아 종교 집단을 만드는 方士들은 제국의 

질서에 대한 위협이다. 조조 진영의 謀士들이 주술을 사용했다고 기록되

어 있지만 술자리의 여흥일 뿐이었기 때문에 퇴치되지 않는다. 효성 깊은 

아들이 모친의 부상을 멀리서 깨달았다는 신이 서사 또한, 후한에서 존숭

하던 孝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배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후한 시기에도 이상적인 제국의 동질성을 해치지 않고 제국의 정체성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포용할 수 있었다. 더구나 太學의 설립, 후한 

초기 황제들의 도참 우대 등으로 인하여 이 같은 神異에 대한 지식은 사

회에 제법 널리 퍼져 나가고 있었다. 유학적 소양을 갖추지 않은 민간의 

방사들, 또는 五行家나 陰陽家의 전문가들까지 포함하면 神異의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들은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더더욱 예전에는 관찰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을 특이한 현상이 사람

들의 인식 범위에 들어오고 관찰 대상이 된다. 神異 서사는 양적으로도 

늘어나고, 희귀성이 사라지면서 점점 더 일상적인 소재가 되어 갈 수 있

었다. 

 이렇게 되면 漢 제국이 성립할 때 처음으로 생겨난 문제로 돌아가게 된

다. 즉 儒家와 方士의 위상 차이이다. 전한 시기까지는 유가와 방사들이 

재이의 해석, 의례 제정 등에서 충돌을 겪고 있었다. 이 시기의 유가는 

학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방사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

적은 방사와 유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유가는 스스로가 방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災異說이 방사의 예언 같은 

‘허황된 말’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고, 황제의 권력

을 강화하는 諫官의 지위를 독차지하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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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유가는 “子不語怪力亂神”에도 고민해야 했다. 당시의 학자

들은 공자를 성인으로 추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어록으로 알려진 

《論語》에 위배되는 학설을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도참이나 재이에 관

한 논설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성인인 孔子가 괴력난신에 대해 논하지 

않는데 자신들이 災異와 圖讖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모순을 해결해야 했

다. 

 그리하여 <方術列傳>의 서문에서 “斯道隱遠, 玄奧難原, 故聖人不語怪

神, 罕言性命.”이라는 설명이 나오게 된다. 공자가 괴력난신에 대해 이

야기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지나치게 玄妙한 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다. 공자가 괴력난신에 대한 말을 아낀 것은 잘못된 이해로 先王의 가르

침을 곡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괴력난신에 대해 논하지 않

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공자가 지칭한 ‘괴

력난신’이란 方士들의 淫祀와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이고 유가에서 말

하는 天이나 조상신 같은 것은 괴력난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

다. 자신들이 괴력난신에 대해 논하지 않는 존재임을 강조한 것 역시 방

사와의 명확한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261)

 이에 덧붙여, 《漢書》가 저술되었을 때 방사는 사회적으로 점차 지위

가 추락해가고 있는 중이었다. 儒學을 존숭한 인격자들의 후손임을 자부

했던 반고, 또는 사마천이 黃老를 숭상했다고 비난한 반표가 유가와 방

사를 혼동되는 존재로 기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전한의 유가

는 方士와 혼동될 수 있는 신통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었

다. 이것이 《한서》에서는 학자나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신이 서사를 

찾기 힘든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후한 光武帝 및 明帝 재위기를 거치다 보면 유가는 國學의 교육 

과목과 관리 선발, 국가 의례 제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 흔들림 없는 지

위를 차지하게 된다. 더구나 후한 시기 유행했던 참위학은 유가뿐 아니

라 방사나 음양가의 이론까지도 經과 緯, 나아가서는 聖人에게 학술적으

261) 유가의 귀신론에 대해서는 고야스 노부쿠니가 朱子의 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 바 있다. 고

야스 노부쿠니 지음, 이승연 옮김, 《귀신론》, 0. 구판에 붙이는 서문 – 귀신이라는 담론 및 

제2장 유귀와 무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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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합시킨 것이었다. 이 시기에 관리가 신통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

의 정당성이나 정체성이 의심받을 리 없었다. 방사는 천시되는 기술직이

고, 목민관을 담당하는 유가나 유학자들과는 혼동조차 될 수 없는 이질

적인 존재였기 때문이다. 전한 시기라면 방사로 분류되었을 수 있는 인

물들도 유가의 경전을 학습하고 관직에 오르면 ‘유학자’나 ‘관리’로 

취급되는 것 또한 방사의 존재감을 약하게 만들었다.

 《한서》에서는 주의 깊게 피했던 혼란이 일어날 리가 없기 때문에 

《후한서》에서는 유가의 관리들에 대해서 방사와도 같은 일화들이 남게 

된다. 방사를 유가와 철저하게 구분해서 神異에 관한 서사를 배제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통치 체제가 안정됨으로써 관리들이 方士에 대

한 배제 의식 없이 그들을 수하로서 부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역시 방

사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방술은 관리가 사용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기술이고, 기술 자체로

는 善惡을 따질 수 없다. 어떤 인물이 이질적인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

도, 그것은 해당 인물의 治積 또는 人品의 판단 기준이 될 뿐이다. 참위

도 符瑞도, 재이 현상도 결국엔 현실 사회의 정치적인 향배에 따라서 眞

僞 여부와 그 해석이 결정되어 왔다. 방술이나 신통력이라고 다를 것은 

없었다. 따라서 《후한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행동은 그 결과에 따

라 가치를 입증한다.

 제국의 이상적인 형태와 가치가 결정되고, 통치 체제가 자리잡히고 나

자 관리들은 方士를 의식할 필요 없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후 전통 시기 중국 문학에서 흔하게 나타나

는 관리상이 생겨날 수 있다. 관리들이 비로소 일상의 모든 면을 책임지

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세상의 관

리자라는 것이 理想에 가까웠지만, 후한이 관리들은 理想에 근접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관리들은 백성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의 원인이나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害惡을 제거할 의무가 있었다.

 퇴치 대상이 아닌 神異는 백성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는 현상에 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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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이 氣象 현상인 경우는 天文을 관장하는 관리가 관찰하고 기록

해서 해석한다. 피해를 주지 않는 신기한 일은 그 일이 벌어진 사람을 

비범한 인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들은 관

리의 업무 수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후한서》에서 관리들의 사적

에 異物 퇴치 기사가 많은 반면 관리들의 비범성을 암시하는 기사가 적

은 것은 그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퇴치 대상이 아닌 긍정적인 신이 요

소는 관리보다는 황족이나 일반 백성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전한의 儒家들은 ‘세계 만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제국을 세우려고 

했다. 후한의 儒家-官吏들은 ‘세계 만물에 대한 통치’를 시도했다. 전

한과 후한의 神異 서사의 차이는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2. 神異 서사의 증가와 패턴화

 神異 서사는 漢 제국의 성립 및 발전과 함께 본래의 신비성을 잃고 탈

신비화 되어 갔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제국의 시스템과 이념이 정립되면

서 신이와 같은 불확실한 요소를 제거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

로는 사회적인 혼란기를 맞아 신이 서사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신이 서

사의 내용이 흔해지고 형식이 획일적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문학사에서 소설의 시발점은 대체로 지괴에 둔다. 지괴류는 발생 

과정에서 《左傳》이나 《戰國策》을 비롯한 선진 시기의 史傳散文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허구적인 서사가 史傳散文에서 

일방적으로 파생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역사 서사 역시 허구 

서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지괴 및 지인류 소설

의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창작이 아닌 逸史의 기록이라고 주장한 것

이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면, 그들이 참고로 삼은 原型 고사의 자료는 

《후한서》의 서술에 사용된 기초 자료와 일치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

한다.262)

262) 현재 고고학적 발견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남북조 시기에 실존했던 문헌에 비해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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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한서》에 채택되지 않고 제외된 서사가 있다는 것과 이 시기에 창

작된 지괴 및 지인류 소설의 서사가 대량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

이 서사는 후한 시기에 급격히 늘어났을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

는 것이 가뜩이나 神異性을 잃어가던 신이 서사의 위상에 대한 것이다.

 神異性, 즉 일상과는 다른 독특한 무언가를 규정하는 것은 희소성이나 

돌출성 같은 요소이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현상이 신이성을 담보

할 수는 없다. 신이 서사에서 신이성이 사라지는 경우, 남는 것은 신이 

서사의 소재가 가지는 돌출성 뿐이다.

 《한서》에서는 일상적인 소재도 神異처럼 기술하는 서술 기법을 사용

했지만, 반대로 《후한서》에서는 神異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신이로 기

술하지 않는 서술 기법을 사용했다. 신이 서사는 일반 서사와 층위가 비

슷한 記事로 서술되었고, 이에 따라 《후한서》는 《한서》보다 해석의 

여백을 남기지 않는 서술 방식을 택하게 된다. 그 결과 이미 결정되어 

있는 해석의 틀에 맞아 들어가는 신이만이 나타나게 되고, 《한서》에서

처럼 독자가 그 괴이함의 길함과 불길함, 해당 현상이 내포하는 의미를 

상상하고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본래 귀신이나 천재지변, 특이한 생명체의 출현은 인간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자신과 다른 他者,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재앙

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어느 문화권에서든 공포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神異가 일상적인 것이 아닌 특수한 것이라는 인식 또한 역대 문인들이 

공유하는 감수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災異說은 근대를 넘어 현대

에까지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한 시기에 이미 양적으로 증가한데다가 서로 비슷

한 패턴으로 나타나기까지 하는 신이 서사가 《漢書》의 신이 서사처럼 

경외의 대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하는 동한 또는 남북조 초기 문헌은 절대량이 부족하다. 《한서》나 《후한서》 모두 반고와 

범엽이 저술한 당시에는 수십여 종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각각 1종씩

에 불과하며, 《漢書 · 藝文志》나 《隋書 · 經籍志》 등을 보았을 때 逸書의 수량이 현존 분

량의 몇 배에 달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Mansvelt Beck은 《후한서》의 志

에 관련된 역사서 20여종을 거론하고 분석했다. Mansvelt Beck, B. J., The treatises of 
later Han : their author, sources, contents and place in Chinese historiograph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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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슷한 신이 서사가 중복 출현하는 현상

이 발생한다. 범엽이 《후한서》를 저술하던 시기에 이미 역사적인 인물

에 대해 비슷한 서사가 전해져 오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

다. 역사란 역사를 기록하는 인간이 재구성해 내는 과거의 진실이고, 그 

진실이 실제로 진실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사건의 발생 후 시

간이 지나면 사건은 각자의 기억 속에서 재구성되고 변화한다. 《한서》

의 경우 사건의 발생 후 얼마 안 되어 사건들이 역사로 저술되었기 때문

에 그처럼 사건이 변화할 여유가 없었을 수는 있다. 반면 《후한서》는 

사건 발생에서 2백년 이상 지났을 때 저술되었기 때문에 사건이 어느 

정도 변화하면서 동일한 형태의 사건이 서로 다른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전해져 내려왔을 수 있다.

 기본 史料의 상태와는 별개로, 중복되는 신이 사건이 기록되었다는 것

은 범엽이 그 같은 서사의 중복 현상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근거가 된다. 《후한서》와 분량이 비슷한 《사기》나 《한서》는 내부

의 서사가 중복되는 일을 거의 찾을 수 없으나, 《후한서》는 공시적 ․ 
통시적으로 다양한 중복이 나타난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 보았다. 범엽은 

스스로가 史書를 쓴다고 인식하면서도, 여러 인물이 유사한 행적을 보이

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검열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서사의 주인공이나 세부적인 배경 등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으나 

줄거리만은 동일한 서사가 다양한 인물에 연관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본

고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 이하 “서사의 패턴화”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서사의 패턴화는 공시적·통시적으로 모두 나타난다. ‘죽은 부모의 관

이 화재에 휘말렸으나 자식이 몸으로 관을 보호하자 불이 관을 피해갔

다’라는 이야기가 질운과 채순에게서 각각 중복 출현하는 것이 공시적

인 패턴화의 예이고, 동해효부의 고사와 그 반복 같은 경우는 통시적인 

패턴화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한서》와 《후한서》 각각의 내부에서는 

동일한 서사가 반복되는 공시적인 패턴화가 나타나지만, 《후한서》의 

패턴화 된 서사는 주제 유형이 《한서》에 비해 훨씬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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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사의 내용은 다르다고 해도 《후한서》에서 그와 같은 신이 서사가 

인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서》에서처럼 불길

한 미래를 암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후한서》에서 패턴화 되는 것

은 대부분 퇴치 대상이 아닌 神異이고, 怪異類의 신이인 경우가 많다. 

효도나 우애, 백성에 대한 연민이나 뛰어난 학식, 미래에 대한 포부 등

을 나타낸다. 바꾸어 말하자면, 패턴화 된 서사는 유교적인 덕목을 강조

하는 긍정적인 서사에 가깝다.

 패턴화가 진행되는 서사는 주로 서사의 플롯이 유사하고, 세부적인 사

항이 바뀌곤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후의 주석가들은 역사서에서 동일

한 서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의심이나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 경우, 패턴화 된 서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서사의 진

위 여부보다는 서사가 기록되었다는 사실 자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즉 서사의 내용만이 아니라 서사의 존재, 서사가 기록된 위치 같은 

전체 서사 안에서의 맥락 또한 서사의 존재에 의의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패턴화 된 서사가 존재함으로써 전체 서사에 부여하는 효과 역

시 서사를 기술하는 기준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서사가 A라는 

인물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은 A의 행적을 기록함으로써 그의 개성을 

묘사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263) 그 전제가 옳다면 패턴화 

된 서사는 서사 전체가 해당 인물의 개성을 나타내는 의미항으로 기능한

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동일한 서사가 인용되어 있다면 해당 

인물에 대해 부각시키기를 원하는 개성 또한 유사할 것이다. 하나하나의 

서사의 세부 사항에 대해 해석을 가할 수도 있으나, 패턴화 된 서사들이 

인용된 맥락을 조망하여 서사 전체의 공통항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서사 전체가 하나의 의미항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신이 서사의 해

석에서 해석의 여지가 점차 줄어가는 경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초기의 

263) 한편 가와이의 경우는 육우의 自傳을 분석하면서 육우의 출생 역시 패턴화 된 서사를 사용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후대의 자서전에 나타나는 이 같은 상황을 “개인의 사실이 완전히 개

인의 것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설화적 유형 속에 포섭되는 그런 단계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가와이 코오조오 저, 심경호 역, 《중국의 자전(自傳)문학》, pp.2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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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神異는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해석을 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 그러

나 후한 시기가 되면 도참이나 재이에 대한 해석과 대응은 어느 정도 제

도화·관례화 되어 있었다. 이것은 도참이 흥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지

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참 해석자의 존재 의미가 상실된 것이다. 저

자와 독자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도참 해석자의 존재 의미가 사라

진 것처럼, 패턴화 된 서사는 별다른 해석자의 존재 없이 저자와 독자 

사이에서 일정한 의미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패턴화 된 역사 서사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는 패턴

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세부 사항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도 좋은가의 문

제이다. 다른 하나는 허구일 가능성이 높은 서사를 역사서에 기술해도 

좋은가의 문제이다.

 먼저 패턴화 된 서사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현대적인 

시각으로 판단했을 때, 같은 계열로 묶일 수 있는 서사라고 해도 각 서

사에서 개성을 발견해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는 새로운 해석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패턴화 된 서사가 당시 史書에 기록된 이유가 그와 같은 새로움

이나 특이함 때문이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패턴화 된 서사의 세부 

사항이 달라진다고 해서 전체의 서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기 때문이

다.

 대기만성형의 패턴화 된 서사로 금의환향한 뒤 미천할 때 자신을 구박

한 여성, 부인이나 형수 같은 사람에게 물을 쏟아 보이는 이야기가 있

다. 張儀는 형수의 앞에서 물을 쏟았고, 朱買臣은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부인 앞에서 물을 쏟았지만 그뿐이다. 물을 쏟고 나서 주

매신은 전 부인의 부부에게 관사 뒤쪽에 집을 내 주었지만 얼마 뒤 전 

부인이 목을 매달아 죽는다는 서사가 덧붙여져 있다. 이것은 대기만성형

의 서사에 추가된 것으로, 주매신과 그의 전 부인의 성격에 대해서 다양

한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물을 쏟는 부분까지는 별다른 해석

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패턴화 된 서사에서 세부 사항의 차이 및 각 서사의 상호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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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사의 진실성 역시 중요하게 취

급되지 않을 수 있다. 서사 단위 하나가 의미 하나를 나타내는 기표로 

작용한다면 그 서사에서 허구와 현실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이유나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단 그것이 어떤 인물형에게 어떤 의미의 기사로 

사용되는지 결정이 되고 나면 서사의 원조가 누구이고 그 서사가 진실이

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주매신의 경우처럼 서사가 덧붙여질 수는 있지

만 기본이 되는 패턴화 된 부분의 서사는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거나 재

생산되지 않는다.

 《후한서》의 역사 서사에서 인물에 대한 기사에 신이 서사들이 다수 

포함되는 것은 이 같은 서사의 패턴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서사를 기술하는 사람의 관심사는 서사의 효과 부분에 고정되어 있다면, 

어떠한 서사를 역사서에 기술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서사

의 허구성이나 현실성이 아니다. 그 서사가 해당 인물을 묘사하려는 목

적의식에 부합하는가 아닌가이다. 기근에 동생이 납치당했을 때 자신을 

대신 먹으라고 나서는 형의 이야기와, 귀신이 되어 아버지의 시체를 찾

아내는 딸의 이야기는 동일한 층위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高祖와 宣帝의 경우에 나타난 것처럼 통시적인 패턴화

의 경우는, 후대의 인물과 기존 인물 간의 공통점을 암시하는 기능도 수

행할 수 있다. 공시적인 패턴화의 경우는 立傳 위치에 상관없이 수평적

으로 인물상을 카테고리화 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통시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인물에 대한 기사가 후대의 인물에게서 되풀이 되

었을 때, 후대의 인물은 과거의 인물과 동일한 덕목을 가졌을 뿐만 아니

라 해당 인물을 계승하는 존재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신이 서사가 

상실한 신이성을 서사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로 보충해 줄 수 있다. 

 서사의 패턴화라는 개념이 타당하다면, 說話나 民譚을 분석할 때 사용

하는 방법을 역사 서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역사 서사에도 史實과 동떨어진 허구가 섞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패

턴화 된 서사 하나하나의 진실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본고의 연구 범위

를 지나치게 많이 넘어서는 일이므로 논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패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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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서사에 허구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전통 시기 중국에서 正史나 逸

史를 저술한 역사가들은 허구를 진실에 섞는 것에 저항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神異 서사가 중복 출현하는 경우, 대부분은 ‘神異’나 ‘중복’, 또는 

‘출현’ 자체를 무시하게 된다. 사전 산문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역

사를 다루는 산문이기 때문에 허구와 현실의 애매한 경계선에 서 있는 

작품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神異나 중복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사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출현을 무시

하는 경우는 해당 서사는 文學的인 修飾이라고 여기고 문학적인 분석을 

하거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264)

 그렇다고는 해도 신이 서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이는 양한

서는 물론 중국 문학사 전체의 사전산문 및 소설에서 꾸준히 되풀이된

다. 이와 같은 서사의 반복이 가지는 의미를 서사의 패턴화 개념으로 설

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3. 神異 서사의 탈신비화

 패턴화된 서사는 서사의 플롯 자체가 하나의 기표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서사의 기의를 정하는 것은 前例가 될 것이다. 옛날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했더니 잘 풀렸다, 옛날

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당시의 大儒인 누군가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 

옛날에 우애가 돈독한 형제에게 이런 일이 생겼었다, 라는 식의 전례가 

있으므로, 지금의 이 사건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라는 식의 해석

이 성립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문학사의 시각에서 볼 때 다소 부자연스러운 점

264) 역사서에 문학적 수식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던 이유로는 고대 중국의 문학 

관념의 특수성도 있을 것이고, 픽션과 논픽션의 서사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측의 의식 문제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스터 플롯과 수용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H. 포터 애벗 지음, 《서사학 강의 – 이야기에 대

한 모든 것》, pp.375-390. 픽션과 논픽션의 갈등에 대해서는 같은 책, pp.275-280; 

291-2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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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본래 서사란 그것을 해석하는 사회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환

경이 바뀌면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효녀 심청이 정말

로 효녀였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같은 것이 그렇다.

 《漢書》를 예로 들면, 《한서》에는 ‘道不拾遺’의 정치가 두 번 등

장한다. 이는 전한 말과 왕망 시기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본래 道

不拾遺는 이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져서 백성들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

내지 않는 평화로움을 나타내는 단어였다. 그러나 《한서》에서 道不拾

遺는 酷吏가 법을 지나치게 엄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누군가에

게 들켜 도둑이라고 오해라도 받을까봐 길에 떨어진 물건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을 표현한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동일한 단어만 해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해석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같은 해석의 여지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 서사의 패턴화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 패턴화 된 서사는 소급적용이 될 수도 있다. 즉 ‘A 

지역에 효녀가 있다’는 기술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A 지역의 효녀

는 사실 아버지의 시신을 찾기 위해 투신자살했을 정도의 효녀였다’로 

가공되고, 그것이 역사 기사로 남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서사의 형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원형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점에서, 서사의 패턴화는 원형 고사의 재생산 이론으

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神異 서사의 탈신비화와 시대 배경의 변화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災異類의 신이, 즉 천재지변과 기이한 천문 및 기상 현상을 통치자의 

德에 연관시키는 것은 고대 중국의 특이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異物의 출현, 천재지변이나 화재 및 건축물의 이상 발생, 동식물의 

비정상적 행태 등은 시대적인 특성이나 서술자의 태도와 상관없이 그 자

체로 비일상적인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자체에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

포심 또는 이질감을 느끼는 것은 인류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

상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災異說은 현대 사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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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나머지의 神異 서사 역시 참위설의 쇠락과 함께 신이성을 잃

고 조금 특이한 서사 소재로 변하게 되었을지는 알 수 없다. 서사가 패

턴화 된다는 것은 신이성은 물론 개성도 희소성도 잃는 것이고, 그것은 

신이 서사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중국의 史傳散文은 인물에 대한 평가 또한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265) 신이가 신이성을 잃어버리고 신성이 비범으로 격하된

다면, 기술하고자 하는 대상 인물의 탁월함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하

나 사라지는 것이다.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것처럼 독특하고 비범한 개

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신이성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前例가 존재한다는 것이 유가가 방사에 대항하여 자신의 지적 권위를 

내세우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3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재이가 天譴이라는 권위를 잃었을 때에도 前例에 의한 해석은 유지되고 

있었다. 같은 해석 방법이 神異 서사에도 적용되어 패턴화 된 서사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논증법으로 전해졌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큰 비약은 아

닐 것이다. 즉 神異 서사 또한 과거에 같은 일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통해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후한서》에 나타나는 동일한 인물 서사의 중복 출현은 그 부분에 초

점을 맞춘 기술이다. 패턴화 된 서사가 주로 인물의 긍정적인 성격을 나

타낸다는 것, 퇴치당하는 神異 서사는 그다지 패턴화되지 않는 다는 것 

또한 같은 논리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신성성을 대신하여 패턴화라는 

수단을 제시했기 때문에 불길함까지 대신할 필요는 없었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후한서》가 유행하던 시기에 史書를 읽거나 듣는 

수용자는 儒學적인 소양을 갖춘 훈련받은 독자 또는 청취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패턴화 된 서사를 접했을 때 현재 묘사되는 인물과 이미 신

화가 된 과거의 인물을 연관시킬 만한 문학적 소양도 있었을 것이다. 인

간이지만 인간을 초월한 존재와도 같은 재능, 효성, 우애, 인품 등을 나

265) 조은상, <傳統樹立과 變異科程을 통해서 본 史傳散文의 變遷史 槪論 -先秦에서 唐代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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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기 위해서는 神異性만큼이나 ‘과거 인물과의 동일시’가 효과를 발

휘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기존에 偉人으로 확정지어지고 누구도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 인물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는 하다. 패턴화 된 서사

의 원형 서사의 주인공으로 전해지는 인물이 터무니없이 과장했다고 비

웃음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해서는 사라진 神異性을 대신할 수 없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神의 아들’만큼이나 ‘그 훌륭했던 天子의 

아들’이라는 선전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한서》는 제국을 지탱하기 위해 여전히 天의 권위를 필요로 했던, 그

리고 天의 권위에 미련이 남아 있던 시기의 神異 서사를 남기고 있다. 

반면 《후한서》는 더 이상 天의 권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과거의 

人間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제국을 유지하고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

는 시기의 神異 서사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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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이상에서 兩漢書의 인물 전기에 나타난 神異 서사를 학술 및 정치적 배

경의 변화와 연관 지어 분석해 보았다. 

 각각 後漢 초와 南北朝 초에 저술된 《漢書》와 《後漢書》는 後漢과 

南北朝의 시대상을 투영하고 있는 史書이다. 班氏 일가는 前漢의 외척으

로서 ‘올바른 역사’를 전하기 위해 《漢書》를 저술했다. 따라서 《漢

書》는 劉氏 황실을 중심으로 역사를 평가함과 동시에 儒學과 제국 일원

화를 숭상하는 입장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기술되어 있다. 반면 范曄은 

일반적인 관리 가문 출신으로, 한가할 때 文才를 과시할 겸 《後漢書》

를 저술했다. 개인적인 차이 역시 史書의 저술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겠

으나, 兩者는 각자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主流 학자였고, 兩漢書는 그

와 같은 가치관을 담고 있다.

 儒家는 兩漢 시기를 거치면서 정치적인 지위에 큰 변동을 겪었고, 이것

은 漢 제국의 통치권 확보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前漢 초기에 儒家

는 方士와 역할 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집단이었다. 그러나 災異 해

석을 통해 皇帝의 권위와 집권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서 後漢 초기에는 ‘儒敎의 國敎化’까지도 달성하게 된다. 前漢 말기에 

형성된 讖緯學은 後漢 시기의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儒家 經傳

과 災異 해석에 대한 지식은 後漢 관리들의 기본 소양이 되어 갔다. 통

치자들의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 면에서 災異 해석을 대체할 수 있는 수

단은 한동안 존재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론화된 災異 해석은 後漢 初

의 통치에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잡았다. 반대로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한 方士들은 정치적으로는 몰락해 간다.

 물론 圖讖이나 符命, 天災地變 등이 결코 신성불가침의 天意가 아니라

는 것은 前漢·新·後漢으로 이어지는 혼란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

다. 符命과 災異 해석에 필사적이었던 王莽의 몰락과 後漢 초기에 범람

한 각종 圖讖의 眞僞 논쟁 및 해석의 충돌 등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後漢 말이 되면 圖讖이나 災異說에 대한 비판도 점차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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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後漢 初期까지 圖讖을 비롯한 각종 神異는 함부로 부정할 수 없

는 권위를 가진 대상으로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神異 서사의 기술 변화는 前漢과 後漢의 시대 변화를 분명

하게 반영한다. 後漢 초기에 저술된 《漢書》는 神異 서사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神異 서사는 天意와 이어지는 것이자 천하의 

운명을 예언하는 증표로서 기술된다. 그 결과 《漢書》에서 神異 서사의 

주체는 중원의 지배자라고 부를 수 있는 고위 관리나 攝政, 皇族들 뿐이

다. 대부분의 神異는 함부로 해석을 가할 수 없는 대상이며, 일상에서 

돌출되어 있는 사건이고, 天譴을 나타내기 때문에 불길함을 예언하는 것

이다. 전체적으로 神異 서사를 대하는 태도가 宗敎的이라고도 볼 수 있

을 것이다. 

 반면, 이미 神異의 권위가 희석되어버린 남북조 시기에 저술된 《後漢

書》는 神異 서사를 좀 더 가볍게 다룬다. 神異 서사의 주인공은 황제부

터 평민까지 다양하며, 기록되는 서사는 해석을 동반하여 기재된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는 記事로서 기능한다. 일견 志怪類 소설과 유사한 신이 

서사들은 《漢書》와 비교해 보면 기술 횟수와 분량 모두가 증가함과 동

시에 비슷한 패턴의 서사가 반복되면서 희소성이 떨어진 모습을 보인다. 

神聖하지는 않고 그저 奇異한 사건일 뿐이고, 天意와는 아무 상관이 없

기 때문에 때로는 행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後漢書》 神異 서사의 중요한 특징은, 漢 제국의 統治權이 

강화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통치권의 적용 대상을 확장시키고, 害惡

이 되는 것은 단호하게 배제시킨다는 점이다. 가뭄이나 蟲害를 비롯한 

天災地變, 귀신이나 괴물, 백성들을 농락하는 巫覡 등, 다양한 현상 또는 

존재가 神異 서사의 주인공에 의해 퇴치당한다. 이와 더불어 前漢 시기

처럼 통치자의 덕성을 문제 삼아 그에 諫言하는 것이 아니라 政策을 비

난한다.

 《後漢書》의 神異 서사에서 神異의 善惡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기반

이 되는 백성들의 안정된 삶이다. 神異가 나타났을 때 그저 불안해하면

서 지켜보기만 하던 前漢과 달리 後漢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가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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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린 다음 대상을 퇴치하거나 수용한다.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一元的인 선악 판별 기준의 확립과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여 다스릴 수 

있는 統治力의 강화라는 시대적인 특징, 즉 帝國이란 어떤 것인지를 명

확하게 알게 된 시대 사람의 특징이 《後漢書》의 神異 서사에 투영되어 

있다.

 이 같은 시대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神異 서사의 탈신비화로 귀결된다. 

이것은 유가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관리와 方士가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方術에 대한 견제가 약해지고, 그에 따라 儒家-官吏들이 民生의 안정이

라는 본인의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後漢의 사회적 분위기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남북조 시기에 志怪를 비롯한 다양한 서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면서 神異 서사가 패턴화 되었다. 동일한 서사가 중복 출현하게 되면서 

신이 서사로서의 희소성이 약해진다. 반면, 서사 전체가 하나의 意味項

으로 기능을 하게 되면서 서사의 세부 사항까지는 중요하지 않게 될 수 

있었다. 神異 서사, 즉 허구가 역사서에 기술되고 동일한 역사서에 동일

한 서사가 반복될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패턴화 된 神異 서사는 《漢書》에서 天意가 차지하고 있던 神

異性의 자리를 前例 또는 傳統이 대체하게 된다. 패턴화 된 神異 서사는 

이미 평가가 고정된 과거의 인물의 특성을 계승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으로 칭송해야 하는 덕목의 非凡한 實現을 증거하는 것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神異 서사의 탈신비화 현상은 현대적인 의미의 合理化

와 양상은 유사하지만 내용은 동일하지 않다. 兩漢書에 나타난 탈신비화

는 神異의 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神異性을 부여하는 주체가 天에서 

제국 혹은 傳統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일반인의 생활 

환경을 제국 내부와 외부로 명확하게 구분짓고 제국 내부를 동질적인 생

활 공간, 즉 관리들의 통치를 벗어난 세력이 존재할 수 없는 공간으로 

규정지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이는 전통 시기 중국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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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서사에서 神異 서사가 배제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서론에서 밝혔듯이 본고는 특정 이론이나 분석틀을 적용하지 않

고 전체 인물 전기의 기술만을 바탕으로 神異 서사를 추출해서 분석했

다. 이것은 神異라는 모호한 범주의 외연이 변화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記事 取材와 서사의 의미에 

중점을 둔 결과 논의의 깊이가 다소 부족하며, 외부 환경의 변화와 텍스

트의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서사의 패턴화라는 개념은 사전 산문 연구에서는 낯선 개념일 수

도 있지만, 傳說이나 民譚의 연구 방법과는 유사한 부분이 있다. 神異 

개념을 범주화하는 것도 문화인류학 쪽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漢書》보다도 저술 시기가 이

른 《三國志》나 《續漢書》, 후에 출판된 南北朝 시기의 여러 志人類 

작품들, 각종 逸史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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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he shen-i(神異) narratives of 

Hanshu(漢書) and Houhanshu(後漢書)

Jung, Ji-Hyun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thesis, I tried to analyze the shen-i(神異) narratives of 

Ban Gu(班固)’s Hanshu(漢書) and of Fan Ye(范曄)’s Houhanshu 

(後漢書). The shen-i narratives include depictions of natural 

disasters, folk religions, and unnatural creatures and incidents. 

These narratives reflect rapidly changing social circumstances 

like the foundation of the Han dynasty, the politicization of “the 

theory of mutual resonance between heaven and human beings(天

人感應),” and the development of Chan-Wei(讖緯). Significant 

differences can be seen  between Hanshu, which was written in 

early Eastern Han, and Houhanshu, which was written in Liu 

Song(劉宋) dynasty.

  In chapter 2, I organize Ban Gu’s and Fan Ye’s lives so that 

we can understand that both authors can be regarded as average 

members of the literati of their respective period who held 

common opinions of historical incidents. Though both Ban Gu and 

Fan Ye were accused of treason and were executed, they each 

lived a stable life as a noble and member of the literati, and 

belonged to the majority as a scholar.

  In chapter 3, I organize the occurrence of social and political 



changes from Western Han to Eastern Han. In early Western 

Han, rujia(儒家) was recognized as a similar scholar party to  

fangshi(方士). But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mutual resonance between heaven and human beings, the 

secureness of authority as an exegete of heaven’s will(天意), 

and being an assistant for justifying rulers, rujia earned 

exclusive authority as exegetes and secured their own positions 

within the ruling system of the dynasty. In this period, various 

natural disasters were still accepted and used politically as 

representations of heaven’s will.

  From the time of the late Western Han dynasty, the study of 

chan-wei was developed, and the political use of fuming(符命) 

and Chan prophecy(圖讖) became popular. Between the Western 

and Eastern Han dynasty periods, many political parties 

suggested chan-wei or fuming as evidence supporting their 

mandate to be emperor, but most of them failed to be 

convincing. Eventually Emperors Guangwu(光武帝) and Liu Xiu(劉

秀) founded the Eastern Han empire. Even though there was no 

longer inviolable authority in chan-wei, chan-wei and the theory 

of mutual resonance between heaven and human beings were 

constantly used as political weapons in the Eastern Han period. 

Still, the determinant of whether “heaven’s will” would be 

accepted or not was political power in real society, and criticism 

of chan-wei appeared frequently. In consequence, the influence 

of chan-wei as heaven’s sacred will decreased.

  In chapters 4 and 5, I examine the shen-i narratives of 

Hanshu and Houhanshu. The main argument of chapter 4 is the 

formal differences between the shen-i narratives of Hanshu and 

Houhanshu. Compared to the narratives of Hanshu, those of 



Houhanshu have multiple protagonists, who are not royal family 

members or regents. Also, in Houhanshu, almost every shen-i 

narrative is accompanied by a certain interpretation; therefore 

they are similar in form to zhiguai(志怪). In Hanshu, the 

narratives were recorded without any interpretation.

  In addition, in Houhanshu, similar stories are repeated both 

synchronically and diachronically. Repeating narratives mainly are 

related to exposing virtue, like the sanctification of an emperor 

or filial duty, even some shen-i narratives were same. Therefore, 

the shen-i narratives of Houhanshu emphasize someone’s 

positive character or happy future. Contrastively, in Hanshu, 

almost every shen-i narrative functions as a portent of untimely 

death or the fall of one’s family.

  In chapter 5, I concentrate more on the political changes of 

the shen-i narratives. In Hanshu, ominous utterances(怪異) 

appear. What people do is witness it, then that ominous 

utterances will disappear themselves. In Houhanshu we can see 

government officials wielding supernatural power in order to 

annihilate everything that harms people. For example, officials 

stop droughts, cast ghosts off, extinguish fires from far away, 

get rid of killer tigers or wicked shamans, and even belief in 

useless superstitions. Still, in Hanshu, officials use the theory of 

mutual resonance between heaven and human beings and criticize 

individual rulers; but in Houhanshu, officials criticize policies, in 

addition to rulers, in the name of the stabilization of the empire. 

These changes were related to the social circumstances of the 

Eastern Han dynasty. The officials of the empire in Eastern Han 

were required to be the administrators of all people and 

everything which had influence over the empire.



  In chapter 6, I analyze the changes mentioned above. In 

Eastern Han, the ruling system of the Han empire was 

determined, so the authority of officials gained strength and 

rujia’s academic authority was also stabilized. Therefore, unlike 

the narratives of Hanshu, those of Houhanshu were not just 

representations of heaven’s will but also normal incidents 

occurring in everyday life, and they became objects of 

academic-political arguments and objects of governance. Thus 

shen-i narratives recorded in Houhanshu increased in quantity 

and were diversified, but lost their authority. In the same time, 

Houhanshu was written in 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the period of zhiguai. With the explosive growth of the quantity 

of the shen-i narratives, these narratives became “patternized,” 

and each narrative’s overall implied message became more 

important than the uniqueness of each story. As a result of their 

patternization and normalization, the shen-i narratives lost their 

authority and became mere depictions of common incidents.

  This change could be one explanation for why traditional Chinese 

historians did not express any resistance for recording the shen-i 

narratives as accurate representations of history.

keywords : Hanshu, Houhanshu, shen-i(神異), chan-wei, Han 

dynasty, fangshi(方士), zhiguai(志怪), patternized nar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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