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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1. 머리말

고조선사처럼 련 사료가 은 시기를 연구할 때는 사료의 자 한 자라도 

소홀히 취 할 수 없다. 자 한 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역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의 하나로 삼국유사 권1, ｢고조선｣조가 있다. 

｢고조선｣조는 삼국유사가 높이 평가받는 데 요한 몫을 하고 있다. 한국사

의 출발 을 고조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의의 때문이다. 

이처럼 요한 ｢고조선｣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 어볼 수 있는데, 魏書를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M0013).

** 인하 학교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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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부분, 古記를 인용한 부분, 唐․裴矩傳1)1)등을 인용한 부분이 그것이

다. 이 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것이 고기 인용 부분인데, 그것은 ｢고조선｣조

의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2)

2)단군신화를 하는 

古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기 부분의 사료  가치는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고기의 요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고, 단

군이 조선을 건국하여 1500년을 통치했다는 것으로, 재 가장 리 알려진 단

군신화가 바로 이것이다. 

그 지만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고기가 하는 사실과 그것

을 하는 기록 간의 시간  차이가 3600년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고

조선 당시의 승을 간직하고 있느냐는 부터가 문제이다. 이 문제에 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후 에 날조된 것은 아니며, 일정 부분 고조선 당시

의 역사를 반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 다면 고기에 해서는 마땅히 여러 

각도에서,  한 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철 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은 그 지 못하다. 기본 인 단군의 ‘단’이 ‘壇’이냐 ‘檀’이냐는 문

제, 고기의 첫 구 이 ‘昔有桓因’이냐 ‘昔有桓國’이냐는 문제 등, 가장 기본 인 

부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후자의 문제는 자 한 자의 차이

에 불과하지만, 어느 쪽을 따르는가에 따라 ｢고조선｣조의 의미가 크게 달라질 

1) 裴矩(547~627)의 열 은 隋書 권67; 北史 권38;  唐書 권63; 新唐書 권100에 

수록되어 있지만, 어디에도 삼국유사 ｢고조선｣의 인용문과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이 

에서는 新唐書가 가장 가까운 으로 미루어, 당배구 이란 新唐書 권100, ｢열 ｣ 

25를 가리키는 것 같다. 

   삼국유사 ｢고조선｣ “高麗本孤竹國, 周以 箕子爲朝鮮, 漢分置三郡 玄菟樂浪帶方.” 

   新唐書 ｢裴矩傳｣ “高麗本孤竹國, 周以 箕子, 漢分三郡 今乃不臣.”

2) 세 부분의 자 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본  문  주 계

자수 % 자 수 자 수 %

서 27 8.2 24 51 11.6

고기 287 86.7 39 326 74.3

당배구 17 5.1 45 62 14.1

계 331 100 108 43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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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昔有桓因’이라면, 환인은 단군의 할아버지인 동시에 천신의 이름이 

되지만, ‘昔有桓國’이라면 환국은 나라 이름이 된다. 그리고 환국을 상상의 神界 

는 神國으로 보면 몰라도, 실재한 나라 이름이라 한다면 한국의 역사는 단군

조선(고조선) 이 으로 소 될 수 있으며, 기왕의 한국사 체계가 크게 수정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昔有桓因’이냐 ‘昔有桓國’이냐의 문제는 한국사의 체 인 큰 틀과도 

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왕에도 논란이 있었으며, 근자에는 인터넷 상에서

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자신의 설을 주장함에 있어서나 다른 견해를 

비 함에 있어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탓이 크다. 다시 말해 애당  

토론을 차단하는 선언  주장만 되풀이 되고 있을 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말

이다. 

이러한 실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충실

한 근거를 바탕으로 학문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몇 가지 자료를 모으고 

단편 인 생각을 해본 바 있어, 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2. ‘환국’설의 개

1) 조선시

단군 기사가 처음 보이는 것은 고려시 부터이지만, 단군에 한 존 자료의 

부분은 조선시 의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  기록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단군 

승은 단군이 직  하늘에서 내려와 國人의 추 를 받아 군주가 되었다는 유형

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유형은 동국통감을 비롯한 국가의 공  기록물에서부

터 아동용 교재인 童蒙先習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사료에서 확인되고 있

다.
3)

3)그러므로 조선시  문헌에서 단군 이 이나 단군의 先代를 언 한 경우는 

 3) 참고로 종 무렵 朴世茂가 지은 童蒙先習의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東方 初

無君長 有神人 降于太白山檀木下 國人立以爲君 堯竝立 國號朝鮮 是爲檀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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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으로 많지 않다.

그러나 단군 이 을 언 을 할 경우, 환국이라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인이

라 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므로 환국설과 환인설의 분지는 조선시 로 소 할 

수 있다. 이  桓國이라 한 경우로는 南九萬(1629∼1711)의 ｢東史辨證｣,
4)

4)柳光翼

(1713~1780)의 ｢檀君史紀辨疑｣,
5)

5)李福休(1729~1800)의 ｢桓雄詞｣,
6)

6)李種徽(1731 

~1797)의 ｢東史｣,
7)

7)洪敬謨(1774∼1851)의 ｢三聖祠記｣
8)

8)등이 있다. 그러나 나머

지는 부분은 환인이라 했다. 심지어 앞서 언 한 유 익․이복휴․이종휘․홍

경모조차 환국만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환인을 함께 언 했다.
9)

9)따라서 조선시

 학자들 사이에는 환인설이 세 다고 할 수 있다.
10)10)   

환인설을 따른 학자들은 환인을 단군의 祖上名으로 보았다.
11)

11)그리고 환인이

란 이름을 가지고 단군 승을 공격하고 비 하는 빌미로 삼았다. 컨  안정복

이 법화경에 나오는 환인제석을
12)

12)단군의 할아버지라 한 것은 신라와 고려 때

 4) 南九萬, 藥泉集 29, ｢東史辨證, 檀君｣(한국문집총간 132, 484면) “今 三國遺事載古

記之說 云昔有桓國帝釋庶子桓雄 受天符印三箇.”

 5) 柳光翼, 風巖輯話(국립 앙도서  소장본) 권1, ｢檀君史紀辨疑｣ “今 三國遺事載古記

之說云 昔有桓國帝釋庶子桓雄 受天符印三箇.” 

 6) 李福休, 海東 府(서울  규장각 소장) 권1, ｢桓雄詞｣ “古記云 昔桓國君庶子雄.”

 7) 李種徽, 修山集 12, ｢神事志｣(한국문집총간 247, 541면) “朝鮮之初 有桓國帝釋庶子桓

雄 受天符三印.”

 8) 洪敬謨, 冠巖全書 19, ｢三聖祠記｣(한국문집총간 속113, 570면) “朝鮮之初 有桓國帝釋

庶子桓雄 受天符三印.”

 9) 柳光翼, 風巖輯話 권1, ｢檀君史紀辨疑｣ “上古九夷之初 有桓因氏生神 .”

    李種徽, 修山集 11, ｢東史, 檀君本紀｣(한국문집총간 247, 508면) “朝鮮王檀君  祖曰 

神人桓因 桓因有庶子 曰桓雄.”

    洪敬謨, 冠巖全書 19, ｢三聖祠記｣ “桓因之事 始見於金富軾所記 其 曰古有天神桓因 命

庶子䧺持天符三印”; 叢史 5, ｢東史辨疑, 檀君降生｣(서울 규장각자료총서본, 28면) “朝

鮮古記曰 天神桓因庶子 命庶子雄 降于太白山”; 叢史 5, ｢東史辨疑, 檀君姓名｣ “盖桓因

桓雄之事 在於有無之間”; 叢史 5, ｢東史辨疑, 檀君系派｣ “三國遺事載古記之說云 東方

初有桓因帝釋庶子雄.”

10) 조선시  문헌에 간혹 ‘桓囙’이라 한 경우도 있는데[ 컨  趙挺(1551~1629), 東史補遺 
권1, 檀君朝鮮 “古記云 昔有桓囙”], 囙은 因의 이체자이므로 桓因과 같은 것이다.   

11) 환인을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의 할아버지라 한데 반해, 제왕운기에서는 단군의 외조

부 환웅의 아버지, 즉 외증조부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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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교를 지나치게 숭상한 폐해의 결과로 본 것이 그것이다.
13)13)

그 지만 환국설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인 만큼, 환국설과 환인설이 병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삼국유사의 본이 달랐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14)

14)다시 말해 ‘昔有桓國’으로 된 본과 ‘昔有桓因’으로 된 본이 따로따로 

있어, 어느 쪽을 참고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겼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환국설을 

취하면서도 환인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으로 미루어 이러한 가능성은 생각

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하는 삼국유사 고 본을 보더라도 이러한 추측

은 성립되기 어렵다.

삼국유사가 고려시 에 간행되었는지 여부에 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재 

해지고 있는 고 본은 모두 조선시 의 것이며, 여기에는 어도 두 계열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나는 1512년( 종 7, 임신년) 경주부에서 각된, 

소  종임신본(과거에는 正德本이라 했음) 계열인데, 이 계열 에서 ｢고조선｣

조가 포함된 삼국유사 권1이 하는 것으로는 일본의 尾州德川家本, 神田家

本․天理大本(今西龍 소장의 庵手澤本)․서울  규장각본․고려  晩松文庫本

이 알려져 있다. 다른 하나는 이보다 앞선 본, 즉 조선 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측되는 계열인데,
15)

15)이 계열에서 삼국유사 권1이 하는 것으로는 른본이 

12) 묘법연화경에는 釋提桓因이 3차례 나오지만(제1 序品, 제3 譬喩品, 제19 功德品), 석제

환인은 묘법연화경뿐만 아니라 여러 불경에 등장하는, 불경에서 출  빈도가 높은 천

신이다.   

13) 安鼎福, 東史綱目 제1 上, 조선 기자 원년 “按說: 其所稱桓因帝釋 出於法華經 其他所稱 

皆是僧談 羅麗之代 崇異敎 故其弊至此矣.”; 李肯翊, 燃藜室記述 별집 권19, ｢歷代典

故, 檀君朝鮮｣에서도 이를 그 로 인용하고 있다. 

14) 그들 모두가 삼국유사를 직  확인하지 않고 재인용했을 수도 있고,  제왕운기에 

근거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제왕운기 유형의 단군신화를 따른 경우는 거의 없다.  

15) 조선 기본은 1394년(태조 3) 삼국사기와 함께 경주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 근거는 ① 삼국사기에 수록된 府使 金居斗 발문에 1394년 삼국사기를 간행한다고 

한 , ② 삼국유사 종임신본의 李繼福 발문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이 에는 

오직 경주에서만 간행된 바 있다고 한 인 것 같다. 즉 1512년 이 에는 삼국유사를 경

주에서만 간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1394년의 간행본을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은 삼국사기의 발문을 쓴 金居斗가 경주부사임을 제로 한다. 그

러나 慶州先生案 ｢府先生案｣에 의하면(조철제 옮김, 2002 국역 경주선생안, 경주

시․경주문화원, 213면), 1394년 당시 경주부윤은 崔雲海이며, 김거두는 경주부윤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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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며, 필사본으로 石南本의 필사본과 泥山本이 남아있다.
16)16)   

그런데 문제의 구 이 종임신본 계열에서는 ‘昔有桓囯’, 조선 기본에서는 

‘昔有桓𡆮’으로 되어있다. ‘囯’은 일반 으로 ‘國’의 俗字 내지 異體字로 알려져 있

다. 그러므로 이를 ‘昔有桓國’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구 에 한 할주인 

‘ 帝釋也’와 부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환국은 나라 이름인데 반해, 제석은 불

교 천신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국이란 독이 옳은 것인지 라는 의문

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조선 기본의 ‘𡆮’도 흔히 볼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에서 문제가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因’이라 한 것은 ‘ 帝釋也’란 할주 때문인 것 같다. 제석

은 釋迦提桓因陀羅 혹은 釋提桓因의 임말이기 때문에, 환인으로 보았다는 것

이다.  

조선시  학자들 사이에서 환국설과 환인설이 병존한 것도 이러한 고 본의 

문제 때문인 것 같다.

2) 한말․일제 강 기 

두 계열의 삼국유사의 고 본 가운데 먼  세상에 공개된 것은 종임신본 

계열이며, 그 에서도 尾州德川家本과 神田家本이었다. 그러나 고 본이 그 로 

공개된 것은 아니고, 이를 토 로 坪井九馬三(1859~1936)과 日下寬(1852~1926)

이 교감하여 1904년  활자로 간행한 것이었다. 이른바 동경제  文科大學史

地叢書本(이하 동경제 본)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의 구 을 

‘昔有桓國’이라 했다. 그런데 다른 종임신본으로 미루어 동경제 본의 본인 

德川本이나 神田本에도 ‘昔有桓囯’으로 되어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坪井九馬三 

등은 ‘昔有桓國’으로 釋文한 것 같다. 

동경제 본이 간행되기 에도 일본인 학자들은 단군을 언 하면서, ｢고조선｣

다. 따라서 김거두가 경주부윤임을 제로, 1394년 경주부에서 삼국유사가 간행되었다

는 설은 재고를 요한다.    

16) 니산본은 南權熙, 1990 ｢泥山本 三國遺事의 書誌的 察｣ 서지학연구 5․6, 217-218면

에 소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미공개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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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인용했었다. 컨  那珂通世(1851~1908)나 白鳥庫吉(1865~1942)이 그들

인데, 그들이 삼국유사를 보았다면 德川本이나 神田本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조선｣조를 인용할 때는 ‘昔有桓因’이라 했

다.
17)

17)그러므로 동경제 본의 ‘昔有桓國’이란 석문은 당시로서는 일종의 충격이

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일본인들에 의해 동경제 본을 본으로 한 삼국유사의 간행이 이어

졌다. 이들 역시  활자본인데, 1912년 大日本續藏經 支那撰述 史傳部의 한 

부분으로 간행된 것과
18)

18)1915년 靑柳綱太郞이 朝鮮硏究  명의로 간행한 原文

和譯 照 三國遺事가 그것이다.
19)

19)그래서 조선연구회본에는 동경제 본과 마찬

가지로 문제의 부분이 ‘昔有桓國’으로 되어있으며, 일어 번역도 “昔し桓國の庶子

桓雄有り”라 했다.
20)20) 

그러나 속장경본은 이 부분을 본과는 달리 ‘昔有桓因’으로 고쳤다.
21)

21)그 지

만 동경제 본에 의거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 서문과 例 까지 재하고 

있는 으로 미루어, 다른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다면 그것 역시 

“ 帝釋也”란 할주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할주에서 제석이라 했기 때문에, 환인

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은 1919년에 나온 三輪環의 傳
說の朝鮮,22)22)1920년에 나온 山崎源太郞의 朝鮮の奇談と傳說23)에서도23)확인된

다. 즉 이들 설집에서도 단군의 할아버지로 환인을 언 하고 있기 때문이다.   

17) 那珂通世, 1894 ｢朝鮮古史  2｣ 史學雜誌 5-4, 史學 , 41면; 白鳥庫吉, 1894 ｢朝鮮の古

傳說 ｣ 史學雜誌 5-12, 史學 , 10면. 

18) 大日本續藏經 第1輯 第2編 乙第23套 第3冊에 수록되었다고 하나, 여기서는 만 新文

豊出版社에서 1976년에 인한 卍续藏经 150책 所收本을 참고하 다. 

19) 조선연구회는 京城 黃金町 3丁目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1923년 平岩佑介에 의해 일본어 

삼국유사가 동경 自由討究사에서 간행된 바 있으나, 역본이어서 문제의 구 이 생략

되어 있으므로, 논외로 한다.   

20) 1915 原文和譯 照 三國遺事, 朝鮮硏究 , 2면. 1993년 명문당에서 原文 三國遺事라
는 서명으로, 이 책의 원문만 인하여 간행한 바 있다.   

21) 1976 卍续藏经 150, 新文豊出版社, 279면.

22) 三輪環, 1919 傳說の朝鮮, 博文館, 61면. 

23) 山崎源太郞, 1920 朝鮮の奇談と傳說, ウツボヤ書籍店,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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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제 본이나 조선연구회본의 ‘昔有桓國’이란 석문은 삼
국유사가 희귀했던 당시 조선에 상당한 향을 미쳤던 것 같다. 그래서 환국의 

존재를 주목하고 여기에 역사  의미를 부여하려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표 인 인물이 바로 최남선(1890~1957)이었다. 최남선이 환국 문제를 언 하

기 시작한 것은 1918년 청춘 14호에 발표한 ｢稽古箚存｣인데, 여기서 그는 환

국은 천국이란 의미이며, 桓 민족의 신시시  이  原居地라 했다.
24)

24)이후 최남

선은 잇따른 일본인 학자들의 단군 부인론에 자극을 받아 단군 연구에 매진하면

서 1926년의 ｢壇君論｣을 필두로 단군의 존재를 정하는 들을 연속 으로 발

표하 다.
25)

25)이러한 일련 들에서도 ｢고조선｣조를 인용할 때는 시종 일 해서 

‘昔有桓國’이라 했다.
26)

26)  1927년 계명 18호에 삼국유사의 교감본(이하 계

명본)을 발표하면서도 ‘昔有桓國’임을 확실히 했다. 나아가 최남선은 환국에 

해 한층 극  해석을 시도했다. 즉 환국이란 한울의 音寫로서 명천계를 뜻

함과 동시에, 천계를 主長하는 天主․天地主를 의미한다고 했다.
27)

27)그러니까 환

국은 고조선 이 에 존재했던 국가는 아니고, 천상의 세계와 그 주재자인 천신

이란 이  의미를 가진다고 한 것이다.
28)

28)여기서 환국에는 이  의미가 있

다고 한 것은 아무래도 “ 帝釋也”란 할주를 의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최남선으로 하여  ‘昔有桓國’이란 주장을 더욱 극 으로 펼칠 수 있게 한 

24) 최남선, 1918 ｢계고차존｣ 청춘 14; 1973 육당최남선 집 2, 암사, 17면.

25) 동아일보 1926년 3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77회에 걸쳐 연재했다.

26) 컨  ｢단군론｣ 2(동아일보 1926.3.4), ｢단군신 의 고의｣ 1(동아일보 1928.1.1), ｢단
군 기연구｣(별건곤 1928.5), ｢단군소고｣(朝鮮 186, 朝鮮總督府, 1930.11, 114면) 참

조. 그런데 육당최남선 집 2(1973 암사)이나 최남선 한국학총서 단군론(2013 경
인문화사)에서는 이 들을 재하면서 최남선이 ‘昔有桓國’, ‘昔有桓因’, ‘昔有桓𡆮’을 혼

용했던 것으로 옮겨 놓았다. 그러나 최남선은 일제강 기에는 일 되게 ‘昔有桓國’이라 

했으며, 이는 잘못이다.  

27) 최남선, 1973 ｢계고차존｣ 육당최남선 집 2, 암사, 17면; ｢단군론｣ 같은 책, 97면; ｢단

군신 의 고의｣ 같은 책, 192면.

28) 1926년 백두산 여행기인 白頭山覲參記에서는 “ 설상의 國本地-환국 내지 신시로 일

컬어지는 지 이 시방 天坪에 當함이 하나의 의심 없음을 여기에 단언하여 두고 싶다”라

고 하여, 환국을 실재했던 국가로 본 경우도 있다(최남선, 1973 육당최남선 집 6, 
암사,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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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는 삼국유사 고 본의 공개가 일정한 작용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국내에서는 삼국유사의 고 본, 특히 ｢고조선｣조가 포함된 권1은 매우 희귀한 

상태 으므로,
29)

29)동경제 본이나 조선연구회본만으로 환국설을 강력하게 주장하

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1년 경도제국 학 文學部叢書 제6으로 종

임신본의 인본이 나왔다(이하 경도제 본). 이것은 今西龍(1875~1932)이 

1916년 서울의 한 서 상으로부터 구입한, 安鼎福(1712~1791)이 소장했던 것으

로 하는 菴手澤本을 본으로 한 것이며(今西龍 사후 天理大學 소장이 되었

으므로 이하 천리 본이라 한다),
30)

30)삼국유사 고 본의 실상을 처음으로 보여

주었다는 에서 의미가 큰 것이다. 그러나 축소 인한데다가 소장자 의 

군가가 匡郭 의 書眉에 어 넣은 頭註들을 모두 삭제하고 인하 기 때문

에, 원본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1932년 서울의 古典刊行 에서 두주를 

살리고, 원본 크기로 제작한 인본을 다시 간행했다(이하 고 간행회본). 그런

데 이들의 본인 천리 본에는 ‘昔有桓囯’의 ‘囯’자 안에 후 의 군가가 붓으

로 ‘大’자를 써넣어 ‘因’자로 보이도록 한 것이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사실이 오히려 원래의 자가 ‘因’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셈이 된다. 

이에 최남선은 환국설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

가 원래 환국이었던 것을 환인으로 개찬했다는 주장을 펼치도록 했다. 이러한 

주장은 처음 개진한 것은 1926년 ｢단군론｣으로, 여기서 최남선은 삼국유사에 

분명히 환국으로 각된 것을 불교에 빠진 사람들이 환인으로 妄意 改竄했다고 

했다.
31)

31)그리고 1932년 7월 21일에 개최된 조선사편수회의에 출석해서도 조선사

편수회가 펴낸 조선사 제1편 제1권에 ‘昔有桓因’으로 된 것에 해 이것은 淺

人의 妄筆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昔有桓國’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32)

32)

29) 최남선이 1927년 삼국유사 교감본을 낼 당시 조선 문회에 삼국유사 고 본이 3종 

소장되어 있으나, 3종 모두 권3 이하만 잔존하는 것이었다고 한다(최남선, 1927 ｢해제｣ 계
명 18, 계명구락부, 44면).  

30) 今西龍, 1944 ｢正德刊本三國遺事に就きて｣ 高麗史硏究, 近澤書店, 210면.

31) 최남선, 1973 ｢단군론｣ 육당최남선 집 2, 암사, 97면.

32)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1938 朝鮮史編修 事業槪要, 57면. 조선사편수회에서는 1932

년에 간행한 朝鮮史 제1편 제1권 ｢조선사료｣ 11면에 삼국유사 ｢고조선｣를 재하면

서 ‘昔有桓因’이라 했다. 최남선은 이것을 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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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선에 못지않게 이능화(1868~1943) 역시 환국설을 지지했다. 이능화는 처

음부터 환국설의 지지자가 아니었다. 1918년에 펴낸 조선불교통사를 보면, 삼
국유사를 인용할 때는 ‘昔有桓國’이라 하면서도, 할주를 통해 환국은 환인의 오

자임이 확실하다고 했다.
33)

33)원문은 ‘昔有桓國’이지만, ‘昔有桓因’이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도제 본을 본 이후, 1922년 ｢朝鮮神敎源流 ｣부터 환국설로 입장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자신이 환인이라 한 것을 “未審之失은 悔之無及”

이라 고백함과 동시에, ‘ 제석야’라 한 것은 妄註로서 삼국유사 자 일연의 

실수라고 했다.
34)

34)이러한 입장에서 이능화는 환국이란 천국․일출국이란 의미이

며, 이를 한자로 변역한 것이 조선이라 했다.
35)

35)이능화의 견해는 환국을 실재한 

국가가 아니라 천상의 신계로 풀이했다는 에서 최남선의 그것과 기본 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환국을 환인으로 개찬했다는 에서도 상통하지만, 경도

제 본의 본인 천리 본에서 환국의 ‘국’을 ‘인’으로 고친 의를 원소장자인 

안정복에게 둔 은 특이하다고 하겠다.
36)36)       

환국을 환인으로 개찬했다는 주장은 신채호(1880~1936)에 의해서도 되풀이 

된다.
37)

37)그는 1931년 조선일보에 연재한 ｢조선상고사｣에서 원래 환국이었던 

것을 신라 말엽에 불교도들이 환인으로 고쳤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 듯 당 를 표하는 국내학자들의 주장했고, 삼국유사 에서는 계명본

의 보 률이 가장 높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38)

38)‘昔有桓國’이 정설로 확정되었다

33) 이능화, 1918 ｢朝鮮古代神敎已行｣ 조선불교통사 하, 신문 , 1079면; 2010 역주 조선

불교통사 6, 동국 출 부, 570면 “桓國 明是桓因之誤也 帝釋名桓因.”   

34) 이능화, 1922 ｢朝鮮神敎源流 ｣ 1 史林 7-3, 京都帝大文學部 史學硏究 , 80면; 1929  

｢朝鮮神事誌 1｣ 됴션문 朝鮮 135, 조선총독부, 18-19면.

35) 이능화, 1922 의 논문, 81면; 1927 ｢고조선 단군｣ 東光 12, 동 사, 9-10면.    

36) 이능화, 1922 의 논문, 81면.

37) 신채호, 1979 ｢조선상고사｣ 단재신채호 집 상, 형설출 사, 90면 “<고기>에 壇君이 壽 

일천사십팔, 일천구백팔세 등 설이 있으나, 이는 신라 말엽에 ｢신수두｣를 ｢震壇｣으로 ｢桓

國｣을 ｢桓因｣으로 써 佛典의 句語로 조선 고사를 換 하는 불교도들이 인도 고 의 삼만

년․삼천년 등 장수를 가졌다는 佛祖에 倣하여 만든 말이라 一駁할 가치도 없다.”

38) 최남선이 계명본을 발간한 직후 1927년 3월 29일자에 발표한 ｢조선사학의 출발 : 삼국

유사의 신교간｣(1974 육당최남선 집 9, 암사, 37-38면)에 의하면, 원본은 천 을 주

어도 구할 수 없는 비 의 자료이며, 일본인들에 의한 복간본도 구하기 힘든 삼국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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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할 수 없다. 우선 동경제 본 교감자인 坪井九馬三의 일본학계에서의 치

에도 불구하고 일본학자들은  환국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컨  1927년 

新修大藏經에 삼국유사를 수록하면서,
39)

39)  1928년 今西龍이 朝鮮史學  명

의로 삼국유사 교감본을 내면서도,
40)

40)한결같이 ‘昔有桓因’이라 했다. 이 듯 일

본학자들이 환국설을 부정한 근거 역시 高橋亨(1878~1967)이나 今西龍이 언

한 바와 같이 “ 帝釋也”란 할주 때문이었다.
41)41) 

한편 국내학자 에는 이 문제에 해 유보 인 입장이 있는가 하면, 환인설

을 고수하는 입장도 있었다. 고기를 인용할 때는 ‘昔有桓國’이라 해놓고 그것

을 풀이할 때는 환인을 神名으로 본다든지,
42)

42)｢고조선｣조를 인용하면서 ‘환국’과 

‘환인’을 병기한 것은
43)

43) 자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1934년 朝鮮野史全集 3
에 수록된 ｢三國遺史｣에서 “昔有桓因의 庶子桓雄이 數意天下事”라 한 것이라든

지,
44)

44)1935년 元翁이란 인물에 의해 처음으로 삼국유사 한  번역이 시도되는

데, 여기서 문제의 구 을 “옛  환인의 서자 환웅”이라 한 것은 후자의 입장이

라 할 수 있다.
45)

45)  종교나 단군교 같은 단군 련 신앙단체에서도 후자에 

포함된다고 하겠는데, 이들 단체는 환인․환웅․단군의 삼신일체설을 요한 교

리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환인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46)46)

를 계명구락부에서 1,000부 간행했다고 한다.   

39) 1927 ｢史傳部, 校訂三國遺事｣ 大正新修大藏經 49, 大藏出版株式 社, 961면.

40) 京城府 長谷川町 74번지에 주소를 둔 조선사학회에서, 삼국유사와 균여 을 합본하여 

간행한 것으로, 경도제 본을 교감에 반 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41) 高橋亨, 1920 ｢檀君傳說に就きて｣ 同源 1, 同源社, 6면; 今西龍, 1929 ｢檀君 ｣ 靑邱說

叢, 近澤印刷部, 5면; 1939 朝鮮古史の硏究, 近澤書店, 7-8면. 高橋亨의 은 한 로 번

역되어 매일신보에 1920년 3월 5일부터 10일까지 5회에 걸쳐, 1면 톱기사로 연재되었다.  

42) 一熊, 1920 ｢단군신화｣ 개벽 창간호, 개벽사, 61-62면; 白南雲, 1933 朝鮮社 經濟史, 
改造社, 13면․16면.

43) 이병도, ｢朝鮮史槪講｣ 3 동아일보 1923.10.1 “삼국유사에 의하면 古昔桓因(혹은 桓國)

의 서자 환웅이란 이가 잇서 (후략)”

44) 癸酉出版社 編輯部 편, 1934 朝鮮野史全集 3, 癸酉出版社, 255면. 이 책 255-328면에 걸

쳐 ｢三國遺史｣란 이름으로 紀異 1~3의 원문에 토를 달아 수록한 것이다. 그러나 기이 3

이란 실은 흥법과 탑상편이며, 탑상편에서도 ｢洛山二大聖 觀音 正聚 調信｣조까지만 수록

한 것이다.  

45) 元翁, 1935 ｢全譯 三國遺事｣ 월간 야담 창간호, 경성야담사,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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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최남선은 삼국유사 교감본을 새로 펴내고, 이를 이름하여 

新訂 三國遺事라 했다(이하 신정본).
47)

47)신정이란 이름을 붙인 만큼 여기에는 

계명본과 다른 이 여럿이지만, 우리의 주제와 련하여 주목되는 사실은 ‘昔有

桓國’을 ‘昔有桓𡆮’으로 고쳤다는 이다. 신정본에서는 왜 ‘昔有桓𡆮’으로 고쳤는

지에 한 설명이 없지만, 신정본에 수록된 ｢삼국유사 해제｣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즉 신정본에서는 계명본에 비해 추가로 宋錫夏(1904~ 

1948) 소장본을 본으로 이용했다고 한 이 그것이다.
48)

48)송석하 소장본은 그

의 별호에 따라 石南本이라 하는데, 1940년 남지방에서 구입한 것으로, 왕력과 

권1만 남은 殘本이라고 한다.
49)

49)그러나 재는 이마 도 행방을 알 수 없다. 그

러나 이것을 孫晉泰(1900~미상)가 주 하여 3부를 필사했는데,
50)

50)그  하나가 

고려 학교 앙도서 에 하고 있어, 원본의 모습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의 부분이 ‘昔有桓𡆮’으로 나와 있다.
51)

51)따라서 최남선

이 계명본에서 ‘昔有桓國’이라 했던 것을 신정본에서는 ‘昔有桓𡆮’으로 바꾼 것은 

석남본을 교감에 이용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최남선이 종임신본의 

‘昔有桓囯’ 보다 ‘昔有桓𡆮’이 옳다고 여겼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석남본을 종임

신본보다 삼국유사의 원본에 더 근한다고 보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아무튼 

이러한 변화는 환국설의 선두 주자 던 최남선의 생각이 바 어 가고 있음을 나

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46) 1910년 敎名 문제 등으로 종교와 단군교가 갈라섰지만, 양자 간에는 삼신일체설을 비

롯하여 공통 이 많다. 컨  종교의 나철이 1911년에 지은 神理大典(1949 譯解倧

經四部合編, 종교총본사, 54-55면)에서 “神  桓因桓雄桓  因爲造化之位 雄爲敎化之

位 爲治化之位”라 한 것, 단군교에서 펴낸 단군교부흥경략(정진홍, 1937 啓信 , 8-9

면)에서 “神理에 曰 환인은 位無上之位하야 體無形之形하시고 作無爲之爲하시며 用無

之爲하사 主宰大世界하시니 卽上帝시오”라 한 것을 참조. 

47) 발행소는 三中 書店, 발행 일자는 소화 18년(1943) 10월 31일로 되어 있다. 

48) 최남선, 1943 ｢삼국유사 해제｣ 신정 삼국유사, 삼 당서 , 58면.  

49) 오성사 편집실, 1983 ｢해제｣ 만송문고본 삼국유사, 오성사, 4면.

50) 신일철, 1983 ｢간행사｣ 만송문고본 삼국유사, 오성사.

51) 이 책은 1983년 晩松文庫本, 鶴山本과 함께 만송문고본 삼국유사(고려 학교 앙도서  

도서 인 제12호)란 서명으로 오성사에서 인했으며, 석남본의 해당 부분은 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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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제 본 고 간행회본 석남본 필사 른본 규장각본 만송본 신정본 

<그림 1> 삼국유사 여러 본의 ‘昔有桓𡆮(囯)’ 비교

3)  

복과 정부 수립의 물결을 타고 민족의 표상으로 단군의 존재는 더욱 부각된

다. 국가의 공식 연호로 단기가 채택되고 개천 이 4  국경일의 하나로 제정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 한다. 이와 함께 단군의 원 인 삼국유사의 국역본이 

잇달아 출간되고,52)52)단군에 한 연구도 여러 편 발표된다. 그런데 이들에서는 

문제의 구 을 하나같이 ‘昔有桓因’이라 했다. 심지어 가장 강력하게 환국설을 

주장했던 최남선까지 외가 아니었다. 1954년에 발표한 ｢단군고기 석｣에서 ｢고

조선｣조 원문을 ‘昔有桓因’으로 인용하면서, “환인은 하늘 혹은 하느님의 근원이 

되는 무슨 語形의 寫音”이라 했다. 환인을 신으로 본 것이다.53)53) 

이로써 ‘석유환인’에 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지는 듯했는데, 1966년 文定

昌(1899~1980)이 단군조선사기연구(拍文 )를 발표하여 다시  이 문제를 재

론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일제는 조선인의 민족의식의 토 가 되는 

단군의 존재를 말살시키려 했고, 여기에 선 을 선 사람이 일본 최 의 조선사 

52) 해방 이후 1950년까지 간행된 국역본은 다음과 같다. 사서연역회 옮김, 1946 삼국유사, 
고려문화사; 고 연역회(李鍾烈)옮김, 1954 완역 삼국유사, 학우사; 이병도 옮김, 1956 

역주 삼국유사 幷原文, 동국문화사. 

53) 최남선, ｢檀君古記箋釋｣ 사상계 1954.2, 53-76면(1982 한국민속학논문선집 2, 일조각, 

156-180면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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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인 今西龍이었다. 今西는 이를 해 “기상천외 인 奸智를 발휘”하여 ‘昔

有桓國’을 ‘昔有桓因’의 잘못이라 하면서, 신의 아들을 주인공으로 했기 때문에 

단군은 역사  근거가 없는 신화라고 “괴상망측한 소리를 꾸며내”어 조선사편수

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남선을 비롯한 조선인 편수

원들의 강력한 반박에 착하자, 今西龍은 극비리에 어용학자이며 경도제  

교수인 內藤虎次郞과 공모하여 삼국유사의 고 본을 ‘昔有桓因’으로 개찬하고, 

그 인본을 경도제 에서 다량으로 만들어 要路當局에 리 반포함으로써, 삼
국유사 正本을 가지지 못한 조선인 원들의 반박을 쇄하고 환국의 존재를 

역사에서 완 히 걷어내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경도

제 본이나 고 간행회본에 개칠을 통해 ‘因’자로 조작한 흔 이 완연하고, ‘囯’

자 에 개칠한 ‘大’가 일본인의 씨체가 분명하다는 을 제시했다.
54)

54)  환인

이라면 신의 이름인데, 신에게 옛날과 지 이 있을 수 없으므로, ‘옛날에 환인이 

있었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므로, 환인이 아니라 원래는 환국이었음을 알 수 있

다고 했다.
55)55)   

이러한 주장은 논의의 당부를 떠나, 당시까지 유일한 완본이었던 천리 본에 

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에서 참신한 것이었다.  환국을 최남선

이나 이능화와는 달리, 고조선 이 에 실재했던 국가로 본 도 새로운 착상임

에 분명하다. 그 지만 문정창의 주장은 역사학계에서는 그다지 장을 일으키

지 못했다.    

그러나 같은 종 임신본 계열이지만, 보다 가필이 은 서울  규장각본과 

고려  만송문고본이 각각 1973년과 1983년에 인 보 됨에 따라, 종 임신본

의 원문은 ‘昔有桓囯’이란 사실이 확실해졌다.  만송문고본과 함께 인된 석

남본의 필사본에는 ‘昔有桓𡆮’으로 된 도 주목되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종종 

이 구 의 한 독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56)

56)그래도 여 히 이 문제가 이

54) 문정창, 1966 단군조선사기연구, 박문당, 94-95면․179-180면.

55) 의 책, 72면; “환인 즉 제석은 천국이 생겨난 날부터 그 끝나는 날까지 儼存하는 신이

매 ( 략) 臾 草露의 人世에서 사용하는 ｢昔｣자로서 今昔을 따지려 덤비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어불성설 인 소리로서, 원작가가 그러한 몰상식 인 기사를 하 을 리 만무하 으

리라.”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昔有桓𡆮 ’ 문제·141

슈화되지는 못했다. 뿐만 아니라 1970년  후반부터 국사 교과서 문제로 논란이 

많았지만, 1980년 까지만 해도 환국 문제는 아직 논란거리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단군조선 이 에 환국이 존재했다고 한 桓檀古記의 

출 과 보 으로 기를 맞이하게 된다. 환단고기가 공간된 것은 1979년이

며,
57)

57)1982년에는 鹿島昇에 의해 歷史と現代社에서 일본어 번역본이 나왔다(같

은 해 부산의 민족문화라는 출 사에서 인본을 냄). 그러나 자는 한문본이

고, 후자는 일역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근하기 어려운 바 있었지만, 1985

년~1986년 사이에 환단고기의 한  번역본 4종이 잇달아 출간되면서,
58)

58)한국

사회에 상당한 문을 일으킨다. 여기에 환단고기를 공개한 장본인인 李裕笠

(1907~1986)은 ｢고조선｣조의 고기 부분을 神智赫德이 지은 ｢神 開天經｣이라 

하고,
59)

59)이에 입각하여 환국의 역사성을 강조함에 따라,
60)

60)일본인에 의해 환국이 

환인으로 변조되었다는 주장이 일반인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어갔다.

환국설의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은 인터넷이었고, 기 단계에는 별다른 논거 

없이 일방  주장이 재생산되는 데 불과했으나, 21세기로 오면서 차 근거와 

논리를 갖춘 견해들이 제시되게 된다. 이 에서 표 인 것이 성삼제의 고조

선 사라진 역사(2005 동아일보사)와 문규의 실증 환국사 1(2015 북랩)이 

아닌가 한다. 

먼  성삼제의 주장은 경도제 본과 고 간행회본에 덧칠된 사실을 근거로 今

西龍이 환국을 환인으로 변조했다고 한 에서는 문정창과 다를 바 없다. 그러

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해 몇 가지 논거를 보강했다. 

첫째, 경도제 본에 앞서 1902년과 1904년에 나온 동경제 본은 그 분야의 최

56) 김상 , 1987 ｢삼국유사의 서지학  고찰｣ 삼국유사의 종합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

원, 58면.

57) 오이해사란 출 사에서 1979년 8월에 , 12월에 재 을 각각 100부씩 간행했다. 재

에는 趙炳允의 ｢再版後識｣가 첨부되어 있어, 간행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58) 김은수 옮김, 1985 주해 환단고기, 가나출 사; 강수원 옮김, 1985 환단고기, 온 리; 

이민수 옮김, 1986 환단고기, 한뿌리; 임승국 옮김, 1986 한단고기, 정신세계사. 

59) 이유립, 1987 ｢神 開天經本義｣  배달민족사 5, 고려가, 118-131면.

60) 이유립, 1987 ｢배달민족의 원류｣  배달민족사 4, 고려가, 227-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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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 자 던 동경제  교수들이 교정했고(177면), 다른 기 도 아니고 동경제

에서 발행한 것이며(171면), 종임신본 이외의 다른 고 본까지 참고하여 교

감한 것인 만큼(176면), 신뢰할 수 있는 본이다. 그런데 여기에 ‘昔有桓國’으로 

되어있으므로, ｢고조선｣조의 원문은 ‘昔有桓國’이란 것이다.
61)61) 

둘째, 목 인쇄의 기술 인 면으로 미루어, 환국은 오자가 아니다. 삼국유사
의 각은 국가  사업이고, 목  제작에서는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명필들이 

각할 자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원고를 었을 터인데, 因과 國처럼 자체

나 뜻이  다른 자를 혼동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183․187면). 그러므로 

환국으로 본 종임신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고 본에는 ‘桓𡆮’으로 되어 있지만, 고려 장경에 의하면 ‘𡆮’은 ‘因’의 

이체자가 아니다(181면).
62)

62)  고 본 보다 종임신본이 삼국유사의 원본에 

더 가까울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환국’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188면). 

넷째, 변조자는 今西龍인데, 변조한 이유는 환국의 존재를 말살해야 하지만, 

스승인 坪井九馬三이 동경제 본에서 환국으로 교감한 것이 부담이 되었고, 그

래서 아  원본을 고친 인본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것이다(177면). 

성삼제의 고조선 사라진 역사는 문가를 상으로 한 학술서 이 아니라 

일반인을 상 로 한 교양서 이다. 그래서 기  사실에서부터 오류가 많고 논

거도 충실히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가독력을 높여 많은 사람들에게 

읽 졌다. 따라서 이 책은 환국이 변조되었다는 주장을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

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2015년에는 문규가 련 사료를 보강하여 이 문제에 해 보다 진 된 

견해를 제시한다. 실증 환국사 1에 피력된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석유환국’과 ‘석유환국’은 모두 옳다. 그래서 조선시 에는 두 기록을 모

61) 이강식, 2014 환국, 신시, 고조선조직사, 상생출 , 20면에서 “동경제국 학에서 그 게 

봤으면 된 것 아니 요? 뭐, 다르게 말할 것이 있나요?”라고 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62) 고려 장경에서 ‘𡆮’이 3차례 확인된다고 했는데, 구체 인 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고

려 장경에서 ‘𡆮’의 사용례가 있다고 처음 지 한 에서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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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인정하여 환인이 환국을 건국한 것으로 인식했으며(134면). 앞으로도 두 가

지 기록을 모두 역사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144면). 

둘째, 今西龍은 1902년에 쓴 논문에서 환국은 잘못이며 환인이 訛歪된 것이라 

주장했고(136면),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환국을 환인으로 고친 삼국유사 
완역본을 간행하려고 했으나, 동 지진(1923)으로 말미암아 원고를 소실했다. 

그래서 그는 인쇄본 포기하는 신 환국에 덧칠한 인본을 1926년에 서둘러 간

행했다(138면).

문규의 경우, 조선시  문헌에서 환국이란 기록을 찾아 주장을 뒷받침하려 

한 , ‘ 帝釋也’란 주석에 맞추기 해 원문을 ‘환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

이라고 지 한 , 경도제 본과 고 간행회본은 같은 천리 본을 본으로 했

음에도 불구하고 덧칠이 다르다고 지 한  등은 이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 많

은 시사를 다. 따라서 문규의 주장은 기존의 환국 변개설에 비해 한 단계 

진 된 논의라고 여겨진다. 

3. ‘환국’설의 문제

일본인들이 한국상고사를 축소시키기 해 환국을 환인으로 변조했다는 주장

들은 나름 로의 논거는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

제 에 해서는 기왕에도 지 된 바 있다. ‘ 帝釋也’란 할주로 미루어 환인이 

옳다는 견해는 이미 있어온 바이지만, 여기에 ‘𡆮’은 ‘因’의 이체자라는 , 종

임신본 이 의 문헌에 문제의 구 이 ‘昔有桓因’으로 되어 있는 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63)63)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이 충분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 보고자 한다.   

63) 이도학, 2001 한국고 사, 그 의문과 진실, 김 사, 17면; 류부 , 2007 삼국유사의 교

감학  연구, 한국학술정보, 56-57면; 이문 , 2010 만들어진 한국사, 란미디어, 

356-3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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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논지를 뒷받침하는 기본 인 사실들에 오류가 많다는 이다. 먼  성삼

제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① 동경제 본이 처음 간행된 것은 1902년이며, 이때 일본어 과 한문 이 동

시에 출간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동경제 본은 1904년에 처음 간행되었으며, 

1902년에는 나온 이 없다.
64)64)

② 동경제 본은 1904년에도 간행되었는데, 1902년 과 1904년 을 비교하면 

문제의 부분은 같이 ‘昔有桓國’이다. 만약 ‘昔有桓國’이 잘못이라면 1904년 에

서는 고쳤을 것인데, 그 로라는 것은 ‘昔有桓國’은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

한다고 했다. 그런데 간행되지도 않은 1902년본을 어떻게 1904년본과 비교했는

지 알 수가 없다. 

③ 동경제 본은 종임신본 이외 다른 고 본까지 참조한 것이라 했는데, 동

경제 본 서문에 같은 정덕본( 종임신본)인 神田本과 德川本을 본으로 했음

을 명시하고 있다.
65)

65)그러므로 종임신본 이외 다른 본까지 참고했으므로 신

빙성이 높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그 다면 동경제 본에서 ‘昔有桓國’이라 

한 것은 다른 본이 있어서가 아니라, 종임신본의 ‘昔有桓囯’  ‘囯’을 교감

자가 ‘國’의 속자로 단한 때문으로 보는 것이 옳다.  

④ 1902년 동경제 본은 삼국유사의 간행은 국가  사업이라 했지만, 경주

부가 심이 되어 추진한 것이므로 국가  사업이랄 것까지는 없다. 이 은 차

치하더라도, 환국이 잘못이 아니라는 이유로 목 은 한 번 각하면 오자를 고

칠 수 없기 때문에 교정을 철 히 보았다는 을 들었다. 교정을 철 하게 보았

을 터이므로, 오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 본에서도 刻字 후 오자

64) 1915년 조선연구회에서 동경제 본의 원문과 그 번역문을 原文和譯 照 三國遺事란 

이름으로 내었고, 이  서울의 명문당에서 원문 부분만 原文 三國遺事란 서명으로 

인한 바 있는데, 이것을 1902년본으로 오해한 것 같다. 참고로 일본의 국립국회도서  장

서목록에 ‘坪井九馬三ㆍ日下寛 校, [製作 不明], 1902’가 있는데, 원문을 확인한 결과, 

17면 오른쪽 상단에 ‘第三校’란 붉은 도장이 있는 으로 미루어 정식 간행된 것이 

아니고 교정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65) 1904 ｢校訂三國遺事敍｣ 三國遺事, 吉川半七, 1b면. 今西龍, 1944 ｢正德刊本三國遺事に

就きて｣ 앞의 책, 202면에 의하면, 교감의 본은 神田本이고, 德川本은 門外不出의 祕藏

本이어서 影寫本만 참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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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견되면 잘못된 자를 내고 다시 새겨 넣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목 이

라고 해서 오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종임신본에 오자가 많은 것은 이러한 사

실을 반 한다.
66)

66)그러므로 목 본에는 오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환국이 옳

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⑤ 원고 작성이나 각 과정에서 因과 國처럼 자체나 뜻이  다른 자

를 혼동할 리가 없다고 하여, 마치 고 본이 國의 정자로 되어있는 것처럼 언

한 도 문제이다. 종임신본에는 ‘國’이 아니라 ‘囯’이며, 이것은 ‘𡆮’이나 ‘因’과 

혼동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련하여  하나 고려할 사항은 ｢고조선｣

조 부분은 新雕된 것이긴 하지만, 새로 만든 원고를 가지고 각한 原刻本이 아

니라 기존의 印本을 재활용한 覆刻本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다.
67)

67)그 다면 인

본은 새로 정서한 원고 보다 마모 등으로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刻手가 

‘𡆮’이나 ‘因’을 ‘囯’으로 새겼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68)68)

한편 문규의 경우도 기  사실을 잘못 악한 부분들이 있다. 

① 今西龍은 동경제 본에 ‘석유환국’으로 된 것을 부정하기 해 1902년에 환

국은 잘못이며 환인이 옳다는 주장을 했다는데(136면), 동경제 본이 간행된 것

은 1904년이다. 1904년에 나온 책을 부정하기 해 1902년에 이를 비 하는 

을 썼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② 今西龍이 단군에 해 처음 을 발표한 것은 1910년이며,
69)

69)1929년 이를 

확 하여 靑邱說叢 제1권으로 檀君 란 단행본을 냈다.
70)

70)그러므로 1902년에 

66) 같은 고조선조만 하더라도 ‘今旀達’의 ‘旀’는 ‘弥(=彌)’의 오자임이 확실하다. 

67) 남권희, 2013 ｢ 른본 삼국유사의 서지 연구｣ 동방학지 162, 연세  동방학연구소, 90면. 

68) 만송문고본 삼국유사를 간행한 출 사가 오성사인데 국학자료원이라 한 것(178면), 최

남선이 원문을 교감하는데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를 번역했다고 한 것(179면) 

등은 사소한 잘못으로 간주하여 논외로 한다. 이밖에도 성삼제는 고려 장경연구소 홈페

이지를 검색하면, 고려 장경에서 𡆮이란 이체자가 3차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 했는데(181면),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려 장경에서 3차례 사용된 자는 모

두 1,704자(출 빈도 10509~21213 )가 확인되는데, 이 에는 𡆮이 없었다.  이마니

시가 소장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1904년 발행 삼국유사에는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자

마다 고증과 주요 사실에 한 주석이 달려있다고 했는데(177면), 이마니시 소장 1904년

 삼국유사란 어떤 책인지 모르겠다.      

69) 今西龍, 1910 ｢檀君說話に就て｣ 歷史地理 朝鮮號, 日本歷史地理學 , 223-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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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西龍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잘못이다.  今西龍이 환인이 訛歪되어 환

국처럼 보인다고 한 것은 1929년의 檀君  5면에서 처음 주장한 것이다. 그

다면 1929년의 을 1902년의 그것으로 착각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③ 今西龍은 환인으로 변조하여 삼국유사를 펴내려 했지만, 동 지진으로 

원고를 소실하여 부득이 1926년에 경도제 를 통해 인본을 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도제 본이 나온 것은 1921년이고, 동 지진은 1923년이다. 다시 말

해 경도제 본은 동 지진 이 에 간행되었으므로, 今西龍이 소실된 원고를 

신해 경도제 본을 간행했다는 것은 시기 으로 맞지 않는다.

④ 조선시  환국의 사용례로 丁熿(1512~1560)의 ｢哀楊御史｣란 시 가운데 

‘豈意齊桓國’이란 구 을 들었다.
71)

71)이 시는 정황이 태자 옹립 문제로 명나라 嘉

靖帝의 노여움을 싸서 처형당한 양 어사를 애도한 시인데, 여기서 환국은 춘추

시  齊 桓公의 나라를 가리킨다. 이러한 사실은 이어지는 구 , ‘方憂晉獻時’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제 환공이나 晉 獻公 모두 후사 문제를 잘못 처리한 

인물들로
72)

72) 句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황의 시를 환국의 용례로 제시

하는 것은 잘못이다.
73)73)  

기 인 사실에 오류가 있다면, 아무리 참신한 주장이라도 그 신뢰도를 크게 

손상시킨다는 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70) 近澤印刷部에서 비매품으로 발행했는데, 1937년에 발행된 今西龍의 유고집 朝鮮古史の

硏究, 近澤書店, 1-127면에 재수록되었다. 

71) 丁熿, 游軒先生集 권2, ｢詩, 五 排律, 哀楊御史｣(한국문집총간 14, 47-48면). 이 시를 

지은 시기에 해 문규는 1548~1560년 사이라고 했으나(2015 실증 환국사 1, 북랩, 

160면), 游軒先生集에 丙辰, 즉 1556년(명종 11)이라고 분명히 밝 두었다.   

72) 제 환공(B.C.685~643)은 말년에 소인을 등용하여 나라를 그르치고, 사후 자식들 간에 

왕  쟁탈 을 벌리는 빌미를 제공했고, 진 헌공(B.C.미상~651)은 驪姬를 총애하여 태

자 申生을 죽게 했다. 

73) 이밖에도 논지와 직  계는 없지만, 오류가 있다. 

    ① “최남선은 1946년 신정 삼국유사에서 桓𡆮으로 인쇄했다”고 했지만(148면), 신정 

삼국유사의 은 1943년에 처음 나왔으며, 에 이미 桓𡆮으로 되어있다.

    ② 해동악부의 “國有桓人有雄”을 “환국에는 桓人이 계셨고 환인에게는 환웅께서 계셨

다”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이다. “나라에는 桓이, 인간 세상에는 雄이 계셨다”라고 해야 

句가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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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근거를 조작하거나 불리한 부분은 삭제해서 인용하는 이다.

① 성삼제는 일 이 최남선이 환국을 변조한 자로 今西龍을 지목했고, 이에 

해 조선사편수회에서 울분을 터트렸다고 하면서, 당시의 회의록을 다음과 같

이 인용했다. “昔有桓國이라 되어있던 것을 昔有桓因으로 고친 淺人 이마니 류

(今西龍)의 妄筆을 인용한 것이 바로 그 하나이다”(161면). 그런데 1932년 7월 

21일 추원에서 개최된 제6차 원회 회의록의 원문은 “원 의 인용이나 勘

인데, 실로 담당자의 辛苦의 흔 이 엿보여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더 한

층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도 있습니다. 를 동명왕 항목에 인용된 삼국유사
의 檀君古記 에 ‘昔有桓國’이라 해야할 것을 후세의 ‘淺人의 妄筆’에 기인한 

‘환인’으로 한 것 등이 그 좋은 본보기입니다”이다.
74)

74)이를 보면 최남선이 환국

을 환인으로 고친 데 해 강력하게 항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놓고 今西龍을 

지목한 은 없다. 따라서 최남선이 일 이 今西龍을 변조자로 지목했다는 설명

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인용 자료에 슬쩍 끼워 넣은 것이란 

비 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데 성삼제의 잘못된 자료를 문규가 그 로 인용하

면서 今西龍에게 의를 우고 있다.
75)75)  

② 신채호가 조선상고사에서 “십년을 두고 삼국유사를 좀 보았으면 하 으

나 한 불가능이었다”고 한 데 해, 문정창은 일본인들이 변조를 정당화하기 

해 삼국유사를 “조선인 사회에 1책도 남지 않게 철 히 거둬” 들인 결과라 

했고(177면), 성삼제는 신채호가 변조 문제에 심을 가지고 삼국유사를 찾았

다고 했다(161면). 그러나 조선상고사의 원문은 “해외로 나온 뒤부터 一卷의 

서 을 사기가 甚難하여 십년을 두고 삼국유사를 좀 보았으면 하 으나 한 불

가능이었다”이다.
76)

76)그러므로 신채호가 망명지인 국에서 삼국유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한 것을 일본인들이 삼국유사를 깡그리 거두어들인 결과라든지, 환국 

변조설에 심을 가졌기 때문이라든지 하는 것은 斷章取義라 할 수밖에 없다.   

74)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1938 朝鮮史編修 事業槪要, 236-237면; 시인사 편집부 옮

김, 1986 57-58면.      

75) 문규, 앞의 책, 148면.

76) 신채호, 1979 개정  단재신채호 집 상, 형설출 사,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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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규는 환국이라 한 조선시  기록 5종을 찾아내고(이  정황의 기록은 

잘못), “도 체 얼마나 많은 선조들의 기록을 제시해야 심을 가질 것인가?” 

(157면)라고 했다. 여기서 심이란 물론 환국에 한 심이다. 그러나 조선시

 기록에는 환국 보다 환인이라 한 것이 훨씬 더 많다.
77)

77)뿐만 아니라 앞의 각주 

9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환국이란 기록을 남긴 사람들도 다른 한편에서는 환인

을 언 하고 있다. 따라서 4~5종의 기록으로 환국설을 옳다고 하기는 어렵다.  

셋째, 환국으로 변조한 것이 일본학자라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해 

문정창은 덧칠한 ‘大’자의 씨체가 일본식이란 을 근거로 제시했다(180면). 

필자에게는 일본식 필체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안목이 없어 가부를 논하기는 어렵

지만, 실물 크기로 인했다는 고 간행회본의 ‘国’자를 재어본 결과 가로 0.8㎝×

세로 1㎝이다. 이처럼 작은 공간에 집어넣은 ‘大’자를 가지고 일본인들의 변조로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그보다도 경도제 본과 고 간행회본의 본인 

천리 본에는 欄外의 書頭에 많은 메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昔有桓囯’

의 ‘囯’처럼 본문의 자에 덧칠하거나
78)

78)원래의 자 에 다른 자를 어 넣

기도 했다.
79)

79)다시 말해 원래의 자에 덧칠을 한 것이 ‘囯’ 한 자만이 아니다. 

천리 본의 왕력 첫째 면에는 ‘先相公/家藏書’와 ‘男富 /謹追記’란 장서인이 

있어, 이 책이 간행 직후 金緣(미상~1544)와 그의 아들 金富 (1525~1582)의 

소장이었음이 밝 졌다.
80)

80)그리고 간과정은 알 수 없지만, 한때 菴 安鼎福이 

소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정복의 손때가 묻은 것이란 의미에서 菴手澤本이라 

77) 1990년  , 각종 문헌에 나타나는 단군 기록을 정리해 본 이 있었다(서  편, 1994 

｢단군 계 자료｣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 출 부, 377-666면). 당시는 인터넷 검

색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사료를 일일이 찾아보는 방법 밖에 없어 락된 기록이 많다. 

그 지만 여기만 보더라도 환국 보다 환인이 훨씬 많다. 

78) 덧칠한 를 몇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미추왕 죽엽군｣ “越三十七世惠恭王”에서 七 에 ‘六’자 덧칠(75면).

    ｢문호왕 법민｣ “於是正罷其役”에서 正 에 定자 덧칠(120면).

    ｢김부 왕｣ “因泣然涕”에서 泣 에 泫자 덧칠(156면).    

79) 원래의 자를 지우고 다른 자를 어 넣은 경우도 있다. 컨  ｢魏滿朝鮮｣조 제4행

의 ‘魏’를 지우고 ‘衛’자를 써넣었다. 

80) 今西龍, 1944 ｢正德刊本三國遺事に就きて｣ 앞의 책, 212-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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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81)

81)그 다면 이 책이 今西龍에게 넘어가기까지 어도 세 사람을 거친 것

이 되며, 이들에 의해 메모나 덧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완 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어떤 견해가 성립되기 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논리 으로 설명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가능성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도 

함께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今西龍 변조설이 타당성을 확보하

기 해서는 왜 金緣이나 金富 , 는 안정복이 메모하거나 덧칠한 것이 아니

라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왕의 환국설에서는 이 이 단히 미

흡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善德王知幾三事｣조의 서두에 1646년(인조 24)에 간행

된 趙挺(1551∼1629)의 東史補遺가 인용되고 있는 이다. 그 다면 메모나 

덧칠을 한 사람에서 金緣․金富  부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안정복 소장본이 

확실하다면 안정복과 今西龍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두 사람 모두 ‘석유환인’

이 옳다고 보았다는 에서 더욱 그러하다.
82)

82)그 지만 今西龍 보다 안정복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것은 ｢태종춘추공｣조에 ‘揷訖埋幣’란 구 이 있는데, ‘揷’ 

에 한 로 ‘삽'이라 어 넣은 것 때문이다(<그림 3>). 다시 말해 일본인이 굳이 

‘삽’이란 우리말 발음을 써넣었다기보다 한국 사람이 그랬다고 보는 것이 더 자

연스럽다고 생각된다는 것이다.

81) 의 논문, 210면. 그러나 前間恭作(1868~1942)은 “순암수택본이란 것은 아무래도 의심

스럽다”고 하여(1956 古鮮冊譜 中, 東洋文庫, 666면) 원소장자가 안정복이 아닐 가능

성을 시사했다. 

82) 今西龍이 환인을 옳다고 본 데 해서는 앞서 여러 번 언 했고, 안정복의 경우는 다음 

기록 참조. 

    동사강목 제1상, 조선 기자 원년조의 按說 “古記에 나오는 ‘桓因帝釋’이라는 칭호는 法
華經에서 나왔고, 그 밖의 칭호도 다 들 사이의 말이니, 신라․고려 때에 異敎를 숭상

하 으므로, 그 폐해가 이 게까지 된 것이다. ( 략) 勝國부터 本朝까지 桓因․桓雄․단

군을 제사하는데, 단군을 제사하는 것은 워낙 마땅하거니와, 환인․환웅은 망설이지 말고 

빨리 제거하여야 한다.”

    동사강목 附卷中, ｢怪說辨證｣ “古記에 말하기를, ‘옛날에 桓因帝釋의 庶子 桓雄이 있

었다. 환인제석이 三危太伯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계를 리 이롭게 할 만하므로, 환웅에

게 天符印 3개를 주어 내려 보내 인간을 다스리게 하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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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왕죽엽군 문호왕 법민 김부 왕

<그림 2> 덧칠한  몇 가지  

     
태종춘추공

<그림 3> 한  음 표기

                      

넷째, ‘昔有桓因’이라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문정창은 환인

이라면 신의 이름인데, 신에게 옛날과 지 의 구별이 있을 수 없으므로, 당연히 

‘昔有桓國’이 옳다고 했다.
83)

83)그 다면 바로 이어지는 ‘庶子桓雄’을 어떻게 해석

할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庶子桓雄’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昔有’는 ‘庶子桓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다면 환인의 서자 환웅이 옛 에 있었다는 설명이 어색하지 않다.  ‘昔有’란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는데”처럼 이야기를 시작할 때의 상투 인 표 으

로 볼 수 있다. 그 다고 해서 지 은 토끼나 거북이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시  학자들이 환국이란 표 을 쓸 때도 “昔

有桓國庶子桓雄”이라 한 것이 아니라, “昔有桓國帝釋庶子桓雄”이라 하여 가운데 

제석을 넣거나 “昔桓國君庶子”라고 하여
84)

84)‘君’을 삽입한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추측컨  군가의 서자가 아니고, 한 나라의 서자라는 표 은 아무래도 

어색하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 같다.
85)

85)그러므로 ‘昔有’란 표  때문에 환국이 옳

83) 문정창, 앞의 책, 72면.

84) 이복휴, 해동악부 ｢桓雄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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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섯째, 문규가 ‘昔有桓國’과 ‘昔有桓因’은 어느 것이나 옳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를 역사  사실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다.
86)

86)그러나 그럴 경우 역

사  사실이란 구체 으로 어떤 것인지에 한 설명이 없다.  다른 책이면 몰

라도, 같은 삼국유사이면서 본에 따라 자가 다르다면 하나는 옳고 다른 

하나는 오자라야 한다. 물론 먼  나온 것이 오자이고 뒤에 나온 것에서 오자를 

수정할 수도 있고, 먼  나온 것이 옳은데 뒤에 나온 것이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모두 옳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섯째, 경도제 본이나 고 간행회본에서는 동경제 본에서 낙장으로 수록하

지 못한 부분이 들어있다. 컨  ｢왕력｣의 첫 장이나 ｢발해 말갈｣조 간에서 

｢고구려｣조의 앞부분까지 2장이 그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단군 련 기

록이 있다. ｢왕력｣의 첫 장에는 고구려 시조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란 기록이 있

으며, 결락된 ｢고구려｣조의 앞부분에는 壇君記란 사료를 제시하여 단군이 西

河河伯女와 혼인하여 夫婁를 낳은 사실을 하고 있다. 만약 일본인들이 사료 

변조까지 불사하면서까지 단군이나 그 이 의 한국상고사를 말살하려 했다면, 

이런 부분을 포함시킨 인본을 출 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일곱째, 천리 본의 ‘환국’의 ‘囯’에 덧칠을 통해 ‘환인’으로 개작한다고 해서 

‘昔有桓因’이 정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나 단순한 생각이 아닌가 

한다. 만약 천리 본 이 에 환인이라고 한 기록이  없었다면, 이러한 견해

가 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조선시  이래로 많은 기록에 환인이 보

이고, 환국 보다는 환인설이 세인데, 천리 본 한 종류를 개작한다고 해서 환

국의 존재가 말살되고 환인이 정설이 될 수는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문규가 지 한 사항, 즉 경도제 본과 고 간행회본은 공히 천리 본을 

85) 이유립(｢神 開天經｣ 앞의 책, 121면)이나, 문규(앞의 책, 149-154면)는 서자를 아들이 

아니라 部名으로 보았다. 그 다면 ｢고조선｣조(｢신시개천경｣ 포함)의 원문에 나오는 ‘父

知子意’의 해석이 어렵게 된다. 서자가 부명이라면, 가 아버지고 가 아들인지가 분명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 에 해 이유립은 ‘부’를 天父로, ‘자’를 民으로 해석했지

만(122면), 얼른 수 이 가지 않는다.        

86) 문규, 앞의 책,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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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덧칠의 모양이 다른 에 해서는 인쇄 기술상의 문

제로 생각하지만, 제 로 해명하지 못했다. 그 지만 이상에서 언 한 들만으로

도 ‘석유환국’이란 독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87)

87)  

4. ‘환인’설의 근거

‘昔有桓國’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昔有桓因’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

로 ‘昔有桓因’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의 

제시가 필요하다. 

1) ‘𡆮’의 독 문제   

덧칠  종임신본의 원래 자가 ‘囯’이란 사실은 규장각본과 만송문고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며, 이것은 ‘國’의 속자 내지 이체자임이 확실하다. 그런데 

종임신본보다 앞서 나온 것으로 여겨지는 석남본에는 ‘囯’이 아니라 ‘𡆮’이다. 이

러한 사실은 최남선이 석남본을 보고 1943년 신정 삼국유사를 내면서 ‘昔有桓

𡆮’이라 한 ,
88)

88) 존하는 석남본의 필사본에도 이 부분이 ‘昔有桓𡆮’인 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필사본뿐이고 원본을 

볼 수 없었는데, 최근 손보기 소장의 고 본이 른본이란 이름으로 알려지면서, 

‘昔有桓𡆮’이란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89)89) 

87) 덧붙이자면, 환국 변조설 련 들에는 부분이 근거 자료의 서지사항을 제 로 제시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출 사, 간행 연도, 페이

지 등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학문의 발 을 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한다. 

88) 최남선이 자신의 계명본에서 ‘國’이라 한 것을 新訂三國遺事에서 ‘𡆮’으로 고친 사례로

는 이밖에 ｢魏滿朝鮮｣조 첫째 의 할주에서 “師古曰 戰國時(燕)𡆮 始略得此地也”(1943 

三中 書店, 34면)라 한 것이 있다. 그러나 른본이나 석남본의 필사본,  종임신본

을 막론하고 ‘𡆮’은 모두 ‘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남선의 실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89) 문제의 자가 ‘囗’ 안에 ‘士’가 들어간 ‘𡆮’인지 ‘土’가 들어간 ‘’인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석남본 필사본과 른본을 확 해 보면, 의 획이 길고 아래가 짧은 ‘𡆮’자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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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𡆮’이 무슨 자인지가 문제인데, 이에 해서는 ‘國’의 이체자라는 

견해와
90)

90)‘因’의 이체자라는 견해가 있다.
91)

91)그러나 자의 경우 근거 제시가 

 없고, 후자의 경우 ‘囗’ 안에 ‘大’를 흘려 쓸 경우 ‘𡆮’처럼 보인다는 정도의 근

거 밖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2)

92)그러므로 ‘𡆮’이 무슨 자인지는 원

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선 刊誤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𡆮’은 흔히 볼 수 있는 

자가 아니며, 같은 ｢고조선｣조에 ‘旀’라는 오자가 있기 때문이다.
93)

93)그러나 후술

하는 바와 같이 ‘𡆮’의 사용례가 다수 확인되기 때문에 간오로 볼 수는 없다. 

그 다면 이체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규갑 편 高麗大藏經異體字典에 의하

면 고려 장경에 ‘𡆮’이 ‘因’의 이체자로 사용된 가 있다고 한다. 즉 고려 장

경 34책 835면에 ‘甫𡆮’이란 용례가 있다는 것이다.
94)

94)고려 장경이란 1231~ 

1251년(고종 23~38)에 각한 재조 장경(팔만 장경)을 축소 인한 것으로, 

그 34책 835면은 新集藏經音義隨函  제6책에 해당하며 여기서 ‘甫𡆮’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4>). 신집장경음의수함록은 後晉 可洪이 장경 가운데 어

려운 자의 음과 뜻을 붙이고 잘못된 자를 바로잡은 것인데, 이에 의하면 ‘甫

𡆮’은 文殊師利普超三昧經 中卷에 나오는 말로, ‘甫’의 음은 ‘府’, ‘𡆮’은 음은 

‘因’이라 했다.
95)

95)그러나 여기서는 ‘𡆮’의 음이 ‘因’이라 했을 뿐, ‘𡆮’과 ‘因’이 같

은 자라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고려 장경에 수록된 문수사리보 삼매경 
｢幼童品｣에는 이것이 ‘甫因’으로 각되어 있다.

96)
96)원자료인 문수사리보 삼매

분명하다.

90) 하정룡․이근직, 1997 삼국유사 교감연구, 신서원, 549면.

91) 김상 , 1987 ｢삼국유사의 서지학  고찰｣ 삼국유사의 종합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

원, 58면; 이도학, 앞의 책, 17면.  

92) 하일식, 2013 ｢삼국유사 른본과 임신본의 비교 검토｣ 동방학지 162, 123면. 

93) 각주 66번 참조. 

94) 이규갑 편, 2000 高麗大藏經異體字典, 고려 장경연구소, 149면. 

95) 1992 고려 장경 34, 동국  역경원, 835면.

96) 1957 고려 장경 10, 동국 , 1319면. 소승을 추구하는 사리불에게 석가가 “甫因吾法而

得無爲” 즉 “비로소 나의 법으로 말미암아 ( 희가) 무 를 얻었다”고 하는 에 나오는 

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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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甫因’을 2차 자료인 신집장경음의수함록에서 ‘甫𡆮’으로 인용했다면, ‘𡆮’

과 ‘因’은 음이 같을 뿐만 아니라, 같은 자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서도 고려시 에는 ‘𡆮’이 ‘因’의 이체자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7)97)

<그림 4> 고려 장경의 ‘甫因’ 

신집장경음의수함록은 ‘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즉 1243년(고종 30)

에 각되었다고 한다. 그 다면 삼국유사에 비해 40년 정도 밖에 앞서지 않

는다. 따라서 삼국유사 편찬 당시에 ‘因’의 이체자로 ‘𡆮’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겠으며, 그런 의미에서 석남본이나 른본의 ‘昔有桓𡆮’은 곧 ‘昔有桓因’일 가

능성이 높다고 하겠다.98)98)

물론 하나의 사례만으로 ‘𡆮’을 ‘因’의 이체자로 보는 것은 불안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𡆮’자의 용례는 국의 韻書나 석문에서 상당수 확인할 

97) ‘𡆮’이 ‘因’의 이체자라는 사실은 일 부터 지 된 바 있지만, 高麗大藏經異體字典은 한

국에서 처음으로 ‘𡆮’이 ‘因’의 이체자로 사용된 實例를 제시했다는 에서 학설사  의미

가 크다. 

98) 본고 탈고 후 조경철, 2016 ｢단군신화의 환인․환국 논쟁에 한 본 검토｣ 한국고   

 사탐구 23, 7-36면이 나왔음을 보았는데, 여기서도 高麗大藏經異體字典에 근거하여  

 ‘桓𡆮’은 ‘桓因’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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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문 왕조 연호 서기 비 고

 1 谷朗墓碑 吳 鳳凰1 272 2-35

 2 司馬芳殘碑
102)102) 東晉 454?

 3 暉福寺碑 北魏 太和12 488 3-18

 4 元景造像記 北魏 太和23 499 3-39

 5 爾朱紹墓誌 北魏 永安2 529 5-127

 6 爾朱襲墓誌 北魏 永安2 529 5-129

 7 僧惠造像記103)103) 東魏 武定3 545

 8 義橋石像碑 東魏 武定7 549 6-153

 9 張始孫造像記 北周 孝閔帝1 557 8-97

10 姜纂造像記 北齊 天統1 565 7-164

11 關明墓誌 隋 開皇9 589 9-59

12 羊瑋墓誌 隋 大業6 610 10-36

수 있다. 운서로는 遼代의 行均이 편 한 龍龕手鑑과99)
99)金代의 韓孝彦이 찬한 

五音類聚四聲篇海에 ‘𡆮’자가 보인다. 이  자에서는 ‘𡆤’자와 같다고 했을 

뿐 다른 설명이 없다. 이에 비해 후자에서는 그 발음을 ‘初錦切’이라 했다.
100)

100)발

음이 ‘츰’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 다면 발음으로 미루어, 운서의 ‘𡆮’은 因으로도 

國으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편 석문에서는 ‘𡆮’의 용례를 상당수 확인할 수 있다. 北京圖書館金石組 

편의 北京圖書館藏 中國歷代石刻 本匯編(1989 中州古籍出版社)과 ‘京都大学

人文科学研究所所蔵 石刻拓本資料’ 등을 통해 략 으로 확인한 것만 해도 18

개의 사례가 있다(<표 1>).
101)101)

<표 1> ‘𡆮’이 확인되는 석문

 99) 龍龕手鑑 권3(衫本つとむ 편, 1973 異體字硏究資料集成 1期 別卷 2, 雄山閣, 118면).

100) 成化丁亥重刊改倂五音類聚四聲篇海 권14(1995 續修四庫全書 229, 經部 學類 1, 

上海古籍出版社, 499면). 김 태, 2009 자세히 살펴본 삼국유사 1, 도피안사, 262면에

서도 韓孝彦의 篇解를 인용하여 𡆮은 ‘義未詳 音墋’이라 했지만, 成化丁亥重刊本에는 

이런 구 이 없다.  성화정해 간본에는 이란 자가 있는데, 이는 ‘倉敢’ 는 ‘初

錦’의 반 , 즉 ‘참’이나 ‘츰’으로 읽는다는 설명이 있다. 

101) 이밖에도 많은 사용례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에 東魏 永定 3년(545)의 ｢元光基

墓誌｣처럼 ‘烟’을 ‘火+𡆮’이라 한 까지 추가한다면, 사용례는 더 늘어날 것이다.  

102) 李域錚․趙敏生․雷氷 편, 1989 西安碑林書法藝術, 陝西人民美術出版社,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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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董穆墓志 隋 大業6 610 10-39

14 傅叔墓誌 隋 大業9 613 10-86

15 李勣碑 唐 鳳2 677 16-59~60

16 宗聖觀主 銀靑光祿大夫 天水尹 師碑
104)104) 唐 長壽4 695

17 景龍觀銅鐘銘105)105) 唐 景雲2 711

18 常存法師墓誌 唐 開元15 727 22-122

- 비고는 北京圖書館藏 中國歷代石刻 本匯編의 책수와 면수.

谷朗墓碑 爾朱襲墓誌 關明墓誌 董穆墓誌 景龍觀鐘銘

<그림 5> 국 석문의 ‘𡆮’의 실례 

‘𡆮’의 용례가 다수 확인된다는 사실은 이것이 오자가 아님을 의미한다. 나아

가 ｢강찬조상기｣나 ｢동목묘지｣처럼 ‘𡆮’이 2회 이상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오자가 아님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 다. 그런데 각종 이체자자 에서는 ‘𡆮’을 

‘因’의 이체자라 했다. 컨  邢澍의 金石文字辨異 권3에서는 ｢東魏僧惠造像

記｣,
106)

106)秦公의 碑別字新編에서는 ｢關明墓誌｣,
107)

107) 河米庵의 楷行薈編 권2에

서는 ｢景龍觀鐘銘｣에
108)

108)각각 등장하는 ‘𡆮’을 모두 ‘因’의 이체자로 설명하고 있

103) 袁通, 1825 河內縣志 권20, ｢金石志｣ 上(1976 中國方志叢書 475, 臺灣成文出版社, 

717면).

104)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所蔵 石刻拓本資料 사이트(http://kanji.zinbun.kyoto-u.ac.jp/db- 

machine/imgsrv/takuhon/index.html). 

105) 王翰章, 1986 ｢景云钟的铸造技术及其铭文 释｣ 文博 4, 41면. 

106) 1795년에 나온 것으로, 續修四庫全書 239, 經部 學類 11(1995 上海古籍出版社), 612

면 참조.  

107) 秦公, 1985 文物出版社, 22면. 문규(앞의 책, 130면)는 廣碑別字를 인용했는데, 廣
碑別字는 이 책을 증보한 것이다. 

108) 衫本つとむ 편, 1995 異體字硏究資料集成 2期 1卷, 雄山閣,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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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석문의 ‘𡆮’도 ‘因’이라 해야 문장이 통한다. 컨  ｢이

주소묘지｣의 “其先出自周王虢叔之後 𡆮爲郭氏”의 경우, 주왕 괵숙의 후 이므로 

인하여 곽씨라 했다고 풀이할 수 있으며, ｢ 명묘지｣의 ‘𡆮宦入洛’은 리가 된 

것으로 인하여 낙양에 이주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듯 ‘𡆮’은 오자가 아니라 ‘因’의 이체자라면, 석남본이나 른본의 ‘昔有桓

𡆮’도 ‘昔有桓因’으로 읽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2) 문맥과 주석

삼국유사의 고 본은 조선 본과 종임신본 두 계열뿐임에도 불구하고 

본에 따라 ‘昔有桓因’과 ‘昔有桓國’으로 서로 다르다면,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

이 그른지를 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昔有桓因’이 앞선 본에서 나오며, 

이계복의 발문에 의하면 종임신본은 앞선 본을 토 로 한 것이라 했다. 따라

서 ‘昔有桓因’이 옳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선 본이라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앞선 본의 오각을 후  본에서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계열의 본만으로 옳고 그름을 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을 

해 다른 방증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문맥인데, 어떤 나라의 서

자 환웅이라는 것은 어색하며 구 구의 서자 환웅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앞

서 언 한 바 있다. 환국이란 표 을 사용한 조선시  학자들이 ‘환국제석의 서

자 환웅’이라고 하여 굳이 제석이란 말을 삽입한 사실도 어떤 나라의 서자라는 

표 이 어색함을 뒷받침해 다. 그러므로 문맥상으로는 ‘昔有桓因’이 옳은 것 

같다. 

한편 ‘ 帝釋也’란 할주도 요한 방증이 된다. 할주를 가지고 본문을 재단하

는 것은 잘못이란 지 이 있다.
109)

109)이러한 지 은 원문이 확실할 때는 기본 으

로 옳다. 그러나 원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할주를 통해 원문을 추정하는 것이 

방법론상 당연한 수순이다. 

‘ 帝釋也’는 桓〇이란 곧 帝釋을 가리킨다는 의미이다. 제석이란 불교의 호법

109) 문규는 의 책, 146면에서 “주석에 맞추기 해 원문을 조작해도 된다는 생각은 학

문의 진실에서 멀어질 수 있는 험천만한 연구 방법”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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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으로 彌山 정상에 치한 忉利天의 주재자이다. 따라서 桓〇은 神名으로 이

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석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도 일컬어졌는데,
110)

110) 

그 에는 釋提桓因이나 釋迦提桓因陀羅처럼 환인을 포함하는 것이 있다. 그러

므로 桓〇은 환인으로 보는 것이 순리 이다. 

그러나 환인이 제석 이름의 일부를 이루고는 있지만, 환인 단독으로 제석을 

가리키는 경우는 없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釋迦提桓因陀羅의 경우, 석가는 

能, 提桓은 天, 因陀羅는 主를 뜻하며, 체  의미는 能天主라고 한다.
111)

111)즉 환

은 提桓의 일부, 인은 因陀羅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환과 인이 연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그’가 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처럼,  ‘音菩’가 세

음보살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환인이 곧 제석일 수 없다. 

그 다면 환인은 한국의 통  神名일 가능성이 크다. 환은 환하고 밝다는 

의미, 인은 존칭의 ‘님’이나 ‘神’ 정도로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명의 

세계인 천상의 신을 가리키는 순수한 우리말이란 것이다. 제왕운기에서 환인

을 상제라고 한 것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다.
112)

112)그런데 우리말을 음역할 

때는 典故가 있는 말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신을 석제환인, 석가제

환인타라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桓因을 따와서 음역한 것 같다.
113)113)

환인이 귀에 익은 표 임에 틀림없다고 하더라도, 제석 그 자체는 아니다. 그

다고 한다면 여기서 ‘ 帝釋也’란 할주를 단 이유도 추측 가능하다. 즉 환인만

으로는 미흡하다는 생각에서, 이 신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해 제석을 가리킨

다는 주석을 붙 다는 것이다.   

물론 ‘ 帝釋也’란 할주를 삼국유사의 찬자 일연이 붙인 것인지, 그가 인용

한 고기에 원래부터 있던 것인지를 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쪽이

110) 제석의 해서는 望月信享, 1954 望月佛敎大辭典 4, 世界聖典刊行 , 3237-3242면 참조.  

111) 吉藏(549~623), 法華義疏 권1, ｢序品｣(1926 신수 장경 34, 大正一 經刊行 , 464면).

112) 帝王韻紀 하, ｢東國君王開國年代｣. 

113) 조경철, 2005 ｢단군신화의 불교  세계 ｣ 삼국유사 기이편의 연구, 한국학 앙연구

원, 107-108면에서도 석제환인을 여서 환인이라 한 는 불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환인은 석제환인에서 유래했다고 보았다는 에서 본고와는 생각이 

다르다. 본고에서는 환인이란 고유의 신명이 먼  있었고, 이것을 후 에 석제환인으로 

해석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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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간에 제석을 가리킨다는 할주로 미루어, 환인이 옳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는 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할 은 조선시  문헌에서 桓因이 桓仁으로도 표기된 사

실이다. 컨  선조 때 선가 趙汝積의 靑鶴集과114)
114)숙종 때 승려 秋鵬(1651 

~1706)의 ｢妙香山誌｣가
115)

115)그것이다.
116)

116)그런데 이들 문헌에서 桓仁은 환웅의 

아버지로 언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환인이 우리말의 음역이란 을 뒷받침

해  뿐만 아니라, 역시 ‘석유환인’이 옳다는 을 방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3) 종임신본 이 의 기록   

‘석유환인’이 옳다는 사실은 1512년의 종임신본 이 에 간행된 문헌을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로 기왕에 주목되었던 것은 단종실록에 보이는 慶昌府尹 李先齊

(1390~1453)의 상소문이다.
117)

117)이것은 1452년(단종 즉 년) 황해도에서 염병

이 창궐했을 때 李先齊가 그 원인과 책을 건의한 것으로,
118)

118)이선제는 염병

의 원인이 환인․환웅․단군을 모신 三聖  제사를 국가에서 폐지한 탓으로 돌

리면서, 그 근거로 삼국유사 所引 ｢古記｣의 문을 제시한다. 이것을 존 三
國遺事와 조하면, 三國遺史라 한 과 檀君이라 한 이 다르며, 일부 자

의 출입과 몇몇 구 의 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19)

119)｢古記｣를 충실히 인용

114) 趙汝籍, 靑鶴集(김성환 옮김, 2010 운학선생사  경인문화사, 593면). 

115) 秋鵬, 雪巖雜著 권1, ｢妙香山誌｣(1988 한국불교 서 9, 동국  출 부, 264면). 

116) 동아일보 1939.12.14. 기사에 게재된 최익한의 ｢고려 문헌계의 遺珠, 帝王韻紀 動安居

士集｣(完)에서는 李宜白의 梧溪日誌集에도 桓仁이 나온다고 했으나, 한국도교사상연

구회 편, 1991 한국도교와 도가사상, 아세아문화사, 512-570면 所收의 오계일지집을 

확인한 바 桓因만 나올 뿐 桓仁은 보이지 않는다.  

117) 이도학, 앞의 책, 17면.

118) 단종실록 권1, 단종 즉 년 6월 기축(28일)(국편본 v.6의 515면).

119) ‘神壇樹下 之神 ’․‘雲師’․‘不能忌’ 등이 락되어 있다. 그리고 이선제 상서의 뒷부

분에서는 “遺事註云, 桓因天帝, 卽柳觀書所 檀因也, 桓雄天帝之庶子, 卽所 檀雄也”라

고 하여 삼국유사를 올바르게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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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의 시작이 “ 三國遺史 有曰 古記云 昔

有桓因庶子桓雄 數意於天下 貪求人世”이다. 뿐만 아니라 상소의 아래 부분에는 

“遺事註云 桓因天帝 卽柳觀書所 檀因也 桓雄天帝之庶子 卽所 檀雄也”와 “究論

天帝降子於檀樹之源”라는 문장이 있다. 즉 삼성사에서 치제되는 단인은 삼국유

사의 환인천제이며, 단웅은 천제의 서자 환웅인 바, 천제가 아들을 檀樹에 내린 

근원을 잘 살펴 염병 문제에 처하자고 한 것이다.  

이선제가 상소를 올린 1452년은 종임신본보다 60년 앞이므로, 이선제가 삼
국유사를 보았다면 그것은 종임신본 이 의 고 본일 수밖에 없다. 그 다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고 본에 ‘昔有桓因’으로 되어있었을 

가능성이며, 다른 하나는 ‘昔有桓𡆮’인데 이선제가 ‘昔有桓因’으로 이해했을 가능

성이다. 이  가능성이 큰 것은 후자가 아닌가 한다. 조선 기 본으로 알려진 

른본이나 석남본에 ‘昔有桓𡆮’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이

선제가 본 고 본이 ‘昔有桓國’이 아니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120)120)   

이밖에도 종임신본 간행 이  시기의 조선왕조실록에는 환인이 몇 차례 

더 보인다. 우선 세종실록 권154, ｢지리지｣, 평양부, ｢靈異｣조는 檀君古記를 

인용하여 단군신화를 하고 있는데, ‘上帝桓因 有庶子名雄’에서 시작하여 환웅

의 손녀가 단수신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단군신화를 수록하고 있다.   

성종실록에는 1472년(성종 3) 황해도 지역의 염병의 원인 구명을 해 삼성

당 조사를 하명 받은 황해도 찰사 李芮의 보고 에 ‘檀君及其父檀雄祖桓因 稱

爲三聖’라고 한 것이 보인다.
121)

121)이들 기사는 삼국유사를 거로 내세우지는 

않는다. 더구나 세종실록 ｢지리지｣가 하는 단군신화는 삼국유사가 아니라  

제왕운기가 하는 그것과 일치한다. 그 지만 이들 기사에서도 환인이 보일 

뿐, 환국은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임신본 이 에 삼국유사를 본 사람들

은 문제의 부분을 ‘昔有桓因’으로 읽었음이 확실하다.

120) 이강식, 앞의 책, 25면에서는 유학자들은 환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선제가 

‘석유환국’이란 원문을 ‘석유환인’으로 고쳤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환

국설은 하는 사람들도 유학자들이므로, 이러한 견해는 따르기 어렵다. 

121) 성종실록 권15, 성종 3년 2월 임신(6일)(국편본 v.8의 634면).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昔有桓𡆮 ’ 문제·161

단종실록 제왕운기 1 제왕운기 2 응제시주
<그림 6> 조선 기 사료의 환인 

 

이에 해 세종실록은 1454년(단종 2), 단종실록은 1469년( 종 1) 이 , 

성종실록은 1499년(연산군 5)에 완성되었음으로 이들 실록은 종임신본 이

에 나온 것은 확실하지만, 재 가장 리 이용되고 있는 이들 조선왕조실록
은 1603(선조 36)~1639년 사이의 新印本인 태백산사고본이므로

122)
122)간행 시기를 

기 으로 하면 종임신본보다 늦다. 그러므로 종임신본에 더 무게를 두어야 

122) 신석호, 1964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 보 ｣ 한국사료해설집, 한국사학회, 19-21․2

7․3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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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반론도 상될 수 있다.
123)123)    

그 다면 종임신본보다 술 시기는 물론 간행 시기까지 빠른 문헌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헌으로는 우선 帝王韻紀를 

들 수 있다. 제왕운기는 李承休(1224~1301)가 국과 한국의 역사를 시로 읊

은 것으로 1287년(충렬 13)에 완성하여 왕에게 바친 것이다. 이  ｢前朝鮮紀｣

에서는
124)

124)단군조선을 언 했는데, 여기서 하는 단군 승은 삼국유사의 그것

과는 달리 환웅의 손녀가 檀樹神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인은 두 차례 등장한다. 하나는 할주에 ‘本紀曰 上帝桓因有庶子曰雄’

이라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문에서 ‘無奈變化傳桓因’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본문에 ‘釋帝之孫名檀君’이라 하여 석제(=제석)도 한 번 나온다. 환웅의 아버지

가 환인이고, 환인이 곧 제석이란 것인데, 이 에서는 삼국유사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제왕운기는 완성 후 1295~1296년 사이에 晉州에서 개 된 것으로 추

정되나 하지 않고, 지 까지 남아있는 것은 1360년(공민왕 9) 본과 1417

년(태종 17) 본이다.
125)

125)그 지만 어느 것이나 종임신본보다 150년 내지 100

년 정도 앞이다. 따라서 종임신본 이 에 上帝인 동시에 단군의 조상으로 환

인이란 존재가 알려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술  간행 시기가 종임신본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와 같이 고
기를 인용하여 단군신화를 하는 것으로 應制詩註가 있다. 이것은 權擥(1416~ 

1465)이 조부 權近(1352~1409)의 ｢應製詩｣에 주석을 단 것으로,
126)

126)1462년(세조 

7)에 간행된 본이 남아있다.
127)

127)여기서 환인에 한 언 은 ｢始古開闢東夷主｣

123) 실록의 원본은 주사고에서 마니산사고로, 여기서 다시 1678년(숙종 4)에 정족산사고

로 옮겨진 것인데,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124) 재 유통되고 있는 제왕운기에는 ｢前朝鮮紀｣라는 표제가 없다. 그러나 이승휴는 晉

陽에서 제왕운기를 간행할 때 ｢前朝鮮紀｣라는 표제가 탈락되었다고 했다(動安居士

文集 雜著 ｢ 晉陽書記鄭招書｣).  

125) 誠巖學人, 1989 ｢제왕운기 고본에 하여｣ 한국학연구 36, 21-24면.    

    두 본의 제왕운기는 의 한국학연구 36, 7-76면에 인되어 있다. 

126) 응제시는 1396년(태조 5) 권근이 명나라로 가서 홍무제의 명령에 따라 지은 일련의 

시를 말한다.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3월 신유(8일)  陽村集 권1, ｢應製詩｣.  

127) 권태억, 1982 ｢應制詩註 해제｣ 한국문화 3, 169면. 응제시주는 의 한국문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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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응제시의 增註에 나오는데, ‘古記云 上帝桓因 有庶子曰雄’에서 시작하여 환웅

과 웅녀 사이에서 단군이 탄생하기까지, 삼국유사와 같은 단군신화를 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권람이 고기를 직  본 것인지, 삼국유사에서 재인용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원문이 ‘昔有桓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28)128) 

이 듯 제왕운기와 응제시주는 술 시기뿐만 아니라, 하는 본의 

간행 시기도 1512년에 나온 종임신본보다 빠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 역시 

삼국유사 ｢고조선｣조는 ‘석유환국’이 아니라 ‘석유환인’으로 시작되었음을 뒷받

침해 다고 하겠다. 

5. 맺음말

지 까지 삼국유사 ｢고조선｣조 所引의 古記의 첫 구 이 ‘석유환국’인지 

‘석유환인’인지에 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  머리말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언 하 다. 즉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인용된 고기는 단군이나 고조선을 이해하는 데 요한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첫 구 부터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한 본격 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1장에서는 조선시 부터 최근까지 나온 ‘석유환국’설들을 살펴보았다. 그래

서 ‘석유환국’설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삼국유사 종임신본의 원문이 ‘昔有桓

囯’인 을 들었고, 이를 근거로 조선시  이래 ‘환국설’이 꾸 히 주장되어왔다

고 했다. 그리고 ‘환국설’은 ‘환인설’에 려 소수설의 치에 있었지만, 1966년 

문정창에 의해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단군의 역사성을 말살하기 해 종임신본

의 ‘囯’에 덧칠을 하여 환인으로 고쳤다는 설이 도화선이 되고, 이를 받아 환국

170-329면에 인되어 있다. 

128) 이러한 견해는 1481년(성종 12)에 撰進된 동국여지승람 권54, ｢寧邊大都護府 古跡 太

伯山｣의 “古記 昔有天神桓因 命庶子雄”이란 문구를 통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구는 종임신본 보다 뒤인 1530년( 종 25)에 찬진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에, 본문에서는 언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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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를 설정한 환단고기가 사회  향력을 확 함에 따라, 최근 환국설이 

속하게 퍼져나갔고, 마침내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들도 나오게 되는 과정을 언

하 다. 

제2장에서는 ‘昔有桓國’을 옳은 독으로 보는 환국설의 문제 들을 살펴보았

다. 즉 기 인 사실들을 오해했거나 자료 인용에 오류가 있는 , 今西龍 이

의 다른 소장자가 덧칠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 今西龍이 단군의 존재

를 말살하려고 하면서 왜 동경제 본에 결락된 단군 기사까지 온 히 수록되어

있는 경도제 본을 인했을까에 한 설명이 없다는 , 마지막으로 환인설이 

이미 조선시  이래로 세인데, 천리 본의 환국을 환인으로 개작한다고 해서 

‘昔有桓因’이 정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 소박한 생각이 아닌가 하

는 을 지 했다.      

제3장에서는 ‘석유환인’이 옳다는 을 세 가지 사실을 근거로 언 했다. ① 

‘昔有桓𡆮’의 ‘𡆮’은 ‘因’의 이체자로 삼국유사 찬술 당시에도 통용되고 있었던 

, ② 문맥상으로도 ‘환국의 서자 환웅’ 보다 ‘환인의 서자 환웅’이 더 자연스러

울 뿐만 아니라 ‘ 제석야’란 할주 한 환국보다는 환인의 주석에 어울린다는 

, ③ 술과 간행 시기가 종임신본 이 의 문헌에도 환인만 등장할 뿐 환국

은 없다는 을 들었다. 

이상과 같은 근거에서 이 에서는 ‘석유환국’은 성립될 수 없으며, ‘석유환인’

이 옳다고 했다. 그러나 필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자료도 있을 수 있고, 논리

의 비약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들을 구체 으로 지 하여 이 문

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 단군, 환인, 환국, 삼국유사, 른본, 종임신본, 제석, 今西龍, 異

體字   

투고일(2016. 9. 2),  심사시작일(2016. 9. 26),  심사완료일(201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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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삼국유사 본에 따른 桓因/桓國

형태 간행시기 본 본명 因/國 간행처 년도

필사본
조선 본

石南本 桓𡆮 오성사 1983

목

본

른본 桓𡆮 연세 박물 2016

종

임신본

天理大本
京都帝大 文學部叢書본 桓因 京都帝大 1921

古典刊行 본 桓因 고 간행회 1932

서울  규장각본 桓囯 민족문화추 1973

고려  만송문고본 桓囯 오성사 1983

활

자

본

 

교감본

神田本, 德川本 東京帝大 史地叢書본 桓國 東京帝大 1904

東京帝大本 大日本續藏經본 桓因 藏經書院 1912

東京帝大本
原文 照和譯 三國遺事(靑

柳南冥)
桓國 朝鮮硏究 1915

大日本續藏經 大正新脩大藏經 49 桓因 大藏出版株式 社 1927

京都帝大本+朝鮮

光文 本
啓明 18호본(최남선) 桓國 계명구락부 1927

天理大本 朝鮮史學 본(今西龍) 桓因 近澤書店 1928

朝鮮野史全集 3본 桓因 癸酉出版社 1934

京都帝大本+朝鮮

光文 本+石南本
新訂三國遺事(최남선) 桓𡆮 삼 당 1943

번역본

全譯 三國遺事 桓因 야담사 1935

史書衍譯 本
129)129) 桓因 고려문화사 1946

129) 이후 간행된 수많은 삼국유사 번역본에서는, 이가원, 1991 三國遺事新譯, 태학사, 

46면에서 ‘환국(桓囯)’이라 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환인’이라 했다. 그러나 이마 도 

이가원․허경진, 2006  삼국유사, 한길사, 64면에서는 ‘환인’이라 했고, 이에 한 각

주10에서 “환국이란 이름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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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Suk-Yu-Hwan-In(昔有桓𡆮)’ in Samguk Yusa

  Suh, Young-Dae *
130)

This paper is to give a verdict which is correct either ‘suk-yu-hwan-guk(昔有桓國)’ or 

‘suk-yu-hwan-in(昔有桓因)’, the first phrase of Ko-ki(古記) quoted from Samguk-Yusa. 

At first, I reviewed research history on this problem from Chosen Dynasty to modern 

times. From result of this review, I found two kind of decipherments on this phrase 

exist from Chosen Dynasty and the reason of why there were two kind of 

decipherments are originated from old printed versions of Samguk-Yusa, namely as ‘guk’ 

or ‘in’ was printed by variant character that there existed different kinds of 

decipherment.

Second, I examined a decipherment as ‘suk-yu-hwan-guk’ and I judged it can’t be 

accepted because of some reasons. Scholars who insisted on ‘suk-yu-hwan-guk’ is correct 

said that there existed a state called Hwan-guk before Tangun Chosen and Korea has 

very long history compared with Japanese history. So Japanese historians attempted to 

reduce Korean history and they denied Tangun Chosen as well as Hwanguk. As a part 

of this attempt, they recomposited ‘suk-yu-hwan-guk’ to ‘suk-yu-hwan-in.’ As far as 

Imsin year printed version of Samguk Yusa, it cannot be denied that ‘guk’ recomposited 

to ‘in’. But they did not proof the a possibility of recomposite by another person. More 

than they did not explained that if Japanese historians try to obliterate ancient history of 

Korea, why they published Imsin year printed version which included another historical 

materials on Tangun. 

Last, I insisted that ‘suk-yu-hwan-in’ is correct in three reasons. ① Older prinred 

version of Samguk Yusa, for example Parun printed version, there were ‘suk-yu-hwan-in

(𡆮)’ and ‘𡆮’ is variant character of ‘in(因)’. ② According to a footnote in Samguk 

Yusa, ‘Hwan-in’ is the same as Sakra-Devanam-Indra, ③ As historical materials written 

* Professor, Dept. of History, Inh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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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ublished before Imsin year(1512) printed version, they all made mention of 

‘Hwan-in’ as a grandfather of King Tangun, but did not appeared as ‘Hwan-guk’.       

  I hope that the studies on Tangun advanced based on the phrase of ‘suk-yu-hwan-in’ 

hereafter.       

Key Words : Tangun, Hwanin, Hwanguk, Samguk Yusa, Parun printed version, Imsin 

year(1512) printed version, Sakra-Devanam-Indra, Imanisi-Ryu, Variant 

charac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