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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翰苑� 번이부 편찬에서 正文과 注文작성의 심에 있었던 찬자는 장 이었으며 모든 

注文에서 공통 으로 �후한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후한서�를 심 거자료로 활용

하 다고 악된다. 다만 660년 당시 존재하지 않는 흉노ㆍ오환ㆍ선비ㆍ남만ㆍ서남이 등을 서술

하는 데에는 �후한서�의 인용 비율이 높았던 반면 고구려ㆍ신라ㆍ백제ㆍ숙신ㆍ왜 등에 해서는 

�후한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거자료를 활용했다. 이는 �翰苑� 찬자의 심에 따라 최신 자료를 

인용한 결과로 보인다.

조목 별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ㆍ사회ㆍ문화- 국과의 계> 구조 속에서 서술하 다. 그  

찬자의 의도에 따라 신라에 해서는 정보를 소략하게 서술하고, 고구려와 백제의 서술에서는 지

리정보를 추가하여 서술하 다. 한 삼국에 해서는 국과의 조공의 는 서술하지 않았던 반

면 고구려의 경우 과거 한사군 지역이었다는 이 강조되어 서술되었다. 이는 �翰苑�에서 동이지

역, 특히 고구려에 한 정벌의 당 성을 강조하는 서술이다. 

�翰苑� 편찬이 착수되었던 시기는 660년 3월 12일로, 655년 장손무기 정권이 물러나고 서역을 

안정시킨 당이 동방으로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하던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張楚金은 사찬 사

* 본 논문은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20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한국

학 학술 회 지원’을 통해 翰苑연구회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국외 한국학 

자료와 7세기 동아시아-日本 소재 唐代類書, �翰苑� 번이부의 종합  검토-’ 학술 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한국외국어 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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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 �翰苑�을 통해 동이지역 특히 고구려에 한 정복의 당 성을 강조하여 고구려 정벌을 지

지하고, 이에 동조하는 분 기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핵심어 : 翰苑, 蕃夷部, 張楚金, 東方政策, 高句麗

1. 머리말 

20세기 들어 일본 福岡縣 太宰府天滿宮에서 발견된 �翰苑� 蕃夷部는 660년 張

楚金이 찬술한 것으로 匈奴, 烏桓, 鮮卑, 夫餘, 三韓, 高麗, 新羅, 百濟, 肅愼, 倭國, 

南蠻, 西南夷, 兩越․西域에 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1) 일본에서 �翰苑�이 발

견된 이래 일본과 국에서 校釋書가 출간되어 �翰苑� 연구의 토 를 마련했고,2) 

최근 한국에서도 역주본이 처음 출간되면서 련 연구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3) 

지 까지 연구는 체로 �翰苑�에서 인용한 ｢魏略｣, ｢高麗記｣, ｢括地志｣ 등 

존하지 않는 逸書에 한 문헌  이해를 진 시켰고, 동시에 �翰苑� 번이부의 삼

한ㆍ고구려ㆍ신라ㆍ백제ㆍ왜 등 각각 편목에 한 부분  분석을 진행했다.4) 특

히 한국에서의 �翰苑� 연구는 삼한ㆍ신라조에 한 구체 인 분석을 토 로 삼한

ㆍ신라조에 한 이해를 한층 심화하 다.5)   

1) 윤용구, 2011 ｢�翰苑� 蕃夷部의 注文構成에 하여｣, �백제문화� 45 ; 2018 ｢�翰苑�의 편

찬과 蕃夷部｣, �譯註翰苑�, 동북아역사재단. 구체 인 발견경 는  논문 참조.

2) 竹內理三, 1977 �翰苑�, 吉川弘文館 ; 湯淺幸孫, 1983 �翰苑校釈�, 国書刊行会 ; 張中澍ㆍ

張建宇, 2015 �《翰苑․蕃夷部》 校譯�, 吉林文史出版社. 

3) 2018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행한 �譯註 翰苑�. 본 고는 이 책을 참조하여 작성하 다. 

4) �翰苑�과 련한 연구사 정리는 아래 논문 참조. 윤용구, 2021 ｢翰苑의 편찬과 번이부｣, �백

산학보� 120 ; 趙宇然‧李毅夫, 2021 ｢ 국 학계의 �翰苑� 연구｣, �백산학보� 120 ; 우에다 

기헤이나리치카, 2021 ｢日本學界의 �翰苑� 硏究 動向과 課題｣, �백산학보� 120. 

5) 郭丞勳, 2006, ｢翰苑新羅傳 硏究｣, �한국고 사연구� 43; 金炳坤, 2008 ｢翰苑撰 의 三韓傳

에 한 敍述과 理解｣, �한국사학사학보� 18; 申鉉雄, 2008, ｢翰苑三韓傳과 魏略의 逸文｣,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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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통 사서 연구에서는 자, 술 시기의 시  배경과 사회  배경, 

술 내용, 술의 형식, 술의 목  등의 내용 악이 이루어지는데,6) 그동안의 �翰

苑� 연구에서는 �翰苑�을 체 인 맥락에서 검토하고 찬자의 편찬 태도와 의도

를 악하는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翰苑�에 한 종합 인 

검토가 시도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翰苑�의 체 인 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

별 연구에서 편목별 내용을 인용하여 활용하다 보면 사료 이용과 해석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7)

이에 본 고에서는 부족하지만 체 인 �翰苑� 번이부의 인용 자료와 서술 구

성에 하여 분석하고 나아가 7세기 엽 �翰苑� 번이부가 편찬되었던 당시 정세

를 고려하여 �翰苑�에 투 했을 찬자의 태도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2. �翰苑� 번이부의 거자료와 특징

�翰苑� 後敍에 따르면 �翰苑�은 張楚金이 唐 顯慶 5年(高宗, 660) 무렵 편찬한 

것으로 이해된다. �翰苑�은 正文과 이에 한 注文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문을 

서술할 때 다양한 거자료를 인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다만 주를 었다고 하는 

雍公叡에 한 논의는 분분하다. �翰苑� 번이부 첫 페이지와 �宋史� 藝文志에는8) 

편찬자와 부주자에 하여 張楚金과 雍公叡로 구분하여 서술하 는데, 이때 雍公

叡를 張楚金보다 한 세  뒤의 인물인 고 로 보고, 고 가 주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기도 하 다.9) 그러나 �翰苑� 번이부의 경우에는 각 주문에 한 기본 인 이해 

라문화� 32

6) 이기백, 2011 �한국사학사론�, 일조각.

7) 윤용구, 2011 앞의 논문 ; 윤용구, 2018 앞의 책.

8) 雍公叡注 張楚金 翰苑 十一卷.

9) 全海宗, 1991 ｢�魏略�과 �翰苑�｣, �第四屆中國域外漢籍國際學術 議論文集�, 엽합보문화기

회국학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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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정문이 단독으로 작성되기는 불가능하며, 기본 으로 부주할 

내용을 먼  숙지한 뒤 이를 기반으로 정문이 서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문의 선정과 정문의 작성 시기를 분리하기 어렵다.10) 

이에 張楚金이 정문과 주문 모두 담당하고 雍公叡는 일부 내용에 

간단한 보주를 단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지만,11) 우선 張楚

金과 雍公叡가 함께 주문 작성에 사용할 사서와 략의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張楚金이 정문을 작성하는 일이 동시에 

행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12) 즉 �翰苑�과 주문의 서술에 

張楚金의 입장이 깊이 반 된 것으로 �翰苑� 번이부에 반 된 찬

자의 태도는 張楚金의 것이라 해도 무리가 없겠다. 이에 그의 찬

술 태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각국 條目별 거자료에 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翰苑�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자료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翰苑� 체에서 인용되는 횟수로 보면 �후한서�는 총 82번, �漢書�는 21번(�漢書

�地理志는 7번), �魏略�은 12번, �高麗記�는 11번, �括地志�는 11번, �三國志�는 7

번 인용되고 있다. 비율로 보면 �後漢書�는 약 43.8%, �한서�는 약 11.2%, �한서�

지리지는 약 3.7%, � 략�은 약 6.4%,  �고려기�와 � 지지�는 각각 약 5.9%, �삼

국지�는 약 3.7%이다. 

�翰苑�에서 �후한서�의 인용 비율이 압도 으로 높고 한 모든 조목에서 공통

으로 �후한서�를 인용했다는 이 특징 이다. 즉, �翰苑� 찬자는 �후한서�를 

심 본으로 하여 �翰苑�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조목 내에서 �후한서�

를 인용하는 비 은 차이가 있다. 

10) 金炳坤, 2008 ｢�翰苑� 撰 의 三韓傳에 한 敍述과 理解｣, �韓國史學史學報� 18.

11) 湯淺幸孫, 1983 앞의 책.

12) 윤용구, 2011 앞의 논문.

<그림 1> 

천만궁 소재 

필사본 �翰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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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거자료 인용 횟수

條目 거자료 

흉노 後漢書(12)[범엽후한서(2) 후한서(10)] 毛詩(2) 漢書(15) 史記(2) 

오환 後漢書(13)[범엽후한서(1) 후한서(12)]

선비 後漢書(8) 司馬彪續漢書(1) 續漢書(1) 王琰宋春秋  漢名臣奏1 應劭風俗通(1) 풍속통(1)

부여 後漢書(5) 魚券魏略(1) 략1

삼한 後漢書(6) 魏略(4)

고려

後漢書(2)[범엽후한서1 후한서1] 魏收魏書(2) 魚豢魏略(1) 魏略(2) 漢書地理志(6) 髙

麗記(11) 十六國春秋前燕錄(2) 續漢書(1) 삼국지魏志(1) 周礼軄方(1) 爾雅(1) 齊書(2)

[齊書東夷傳(1) 蕭子顯齊書東夷傳(1)] 毛詩(1) 梁元帝職貢圖(1)

신라 後漢書(1) 栝地志(3) 宋書(1) 삼국지魏志(2) 齊書(1) 隋東藩風俗記(1)  

백제 後漢書(1)[범엽후한서1] 東夷記(1) 삼국지魏志(2)  後魏書(1) 宋書(1) 括地志(7)

숙신 後漢書(1) 魏略(1) 肅愼國記(1) 肅愼記(3) 陸翽鄴中記(1) 山海經(1)

왜국 後漢書(3) 魏略(2) 宋書(1) 括地志(1) 廣志(1) 漢書지리지(1) 삼국지魏志(2)

남만 後漢書(16)[범엽후한서(1) 후한서(15)] 楚辭招魂(1)

서남이 後漢書(12)

양월 

서역
後漢書(2) 漢書 (6)

범엽의 후한서와 후한서를 같은 후한서로 셈하 다. 

문헌의 호는 출 횟수이다. 

 표는 윤용구, 2011 앞의 논문, 156면; 2018 앞의 책, 13면을 참고하 다. 

흉노 조부터 살펴보면 �후한서�의 인용 비율이 약 38.7%, �한서�는 약 48.3%를 

차지한다. 나머지 �시경�의 별칭인 �모시�, �사기�는 각각 약 12.9%를 차지하고 

있다. 오환 조에서는 �후한서�의 인용 비율이 100%에 달한다. 선비 조에서는 �후

한서�의 인용 비율이 57.1%, 진수가 찬술한 �漢名臣奏�, 應劭이 한 의 풍속과 신

앙에 하여 찬술한 �風俗通�과 司馬彪의 �續漢書�는 각각 약 14.2%, 남조의 王

琰이 찬술한 �宋春秋�는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부여 조에서는 �후한서�의 인용 비율은 약 71.4%, � 략�은 약 28.5%를 차지하

고 있다. 삼한 조에서는 �후한서�의 인용 비율이 약 60%, � 략�은 약 40%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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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다. 고려 조에서는 �후한서�의 인용 비율이 약 5.8%, �한서� 지리지 약 

17.6%, � 략� 약 8.8%, �고려기� 32.3%, �삼국지�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 

한 태무제가 화북을 통일한 439년까지의 기록인 �十六國春秋� 前燕錄, 5-6세기 남

조의 상황을 기술한 �齊書�, 梁 元帝의 �職貢圖� 등 당  자료와 �續漢書�, �周礼�

軄方, �爾雅�, �毛詩� 등의 사서 인용률은 합쳐서 약 32.3%를 차지하고 있다. 신라 

조에서는 �후한서�의 인용 비율이 약 11.1%, 李泰가 唐太宗 貞觀12년(638)에 술

한 �括地志� 약 33.3%, �삼국지� 약 22.2%를 차지하고 있다. 한 �齊書�, �東藩

風俗記�, �宋書�의 인용 비율이 약 33.3%를 차지하고 있다. 백제 조에서는 �후한서

�의 인용 비율이 약 7.6%, � 지지� 약 53.8%, �삼국지� 약 15.3%를 차지하고 있

다. 한 �東夷記�, �後魏書�, �宋書� 등의 인용 비율은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숙신 조에서 �후한서�와 � 략�의 인용 비율이 각각 약 12.5%인 반면, �肅愼國

記�, 陸翽의 �鄴中記�, �山海經� 등의 인용 비율은 약 75%에 달한다. 왜국 조에서

는 �후한서�의 인용 비율이 약 27.2%, �한서� 지리지와 � 지지� 각각 약 9%, �

략�과 �삼국지� 각각 약 18.1%를 차지한다. �宋書�, �廣志� 등의 인용 비율도 역시 

18.1%를 차지하고 있다. 

남만 조의 경우 �후한서�의 인용 비율이 약 94.1%, 서남이 조의 경우 100%에 

달한다. 양월과 서역 조의 경우 문이 하지 않아 정확한 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하는 내용만으로는 �후한서� 약 25%, �한서�의 인용이 약 7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翰苑� 번이부에서 �후한서�의 인용 비율이 낮은 순서 로 조목을 

나열해 보면, 고려(5.8%), 백제(7.6%), 신라(11.1%), 숙신(12.5%), 왜(27.2%), 흉

노(38.7%), 선비(57.1%), 삼한(60%), 부여(71.4%), 남만(94.1%), 서남이(100%), 

오환(100%)이다. 여기서 확인되는 체 인 경향은 서술 당시 이미 사라지고 없

는 이종족에 해서 �후한서�의 인용 비율이 높다는 이다. 반면 동이  특히 고

구려, 백제, 신라, 왜와 같이 서술 당시 존해 있던 국가들에 해서는 �후한서�

의 인용 비율이 낮으며, �후한서� 신 7세기 후 당 의 상황을 하는 사료의 

인용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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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翰苑�에서 �후한서� 인용 비율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翰苑� 서

술에서는 �후한서�를 심 거자료로 하고 다른 자료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후

한서�의 인용 비율이 달라진다. 이때 보충하는 거자료는 �翰苑� 찬자가 당시 확

인할 수 있는 자료 상황에 따라 비 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후한서�

인용 비율이 100%에 달하는 서남이의 경우를 보면 그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翰

苑� 서남이 諸國에 한 서술을 살펴보면13) 시조설화․풍습 등과 함께 漢 武帝, 

光武帝 시기 으로 재편된 상황을 �후한서�에서 인용하여 서술하 다. 다만 �翰

苑� 다른 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서  하나인 �宋書� 夷蠻傳을 살펴보면, �翰

苑�에 등장하는 서남이 諸國과 다른 諸國이 5세기 국에 표를 올리고 공물을 바

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14) 그럼에도 �翰苑� 찬자는 서남이 지역에 하여 5

세기 상황은 서술하지 않고 漢代 군 이 되었던 사실만을 선택 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조목별 거자료 인용율

13) 西南夷로 서술된 諸國은 夜郞國, 滇國, 邛都國, 莋都國, 冉駹國, 白馬國 등이 있다. 

14) 西南夷로 서술된 諸國은 訶羅陀國, 呵羅單國, 媻皇國, 媻達國, 闍婆婆達國, 師子國, 迦毗黎

國, 摩黎國, 斤陀利國, 婆黎國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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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볼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숙신과 련한 부분이다. 숙신은 당시 

이미 사라진 이종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15) �후한서�의 인용 비율이 낮은 편에 속

한다. �翰苑� 숙신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 인 서술이 에 띈다. 

�숙신기�를 인용하면서 주 에 숙신은 호시와 석노를 바쳤는데 이는 선왕의 덕이 

멀리까지 이른 결과임을 서술하고 있는 , 한무제 때는 숙신이 이르지 못함을 한

탄했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 숙신이 보낸 사자가 국의 존재를 알고 4년 

만에 도달하여 석노와 호시를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국에서 聖帝가 

새로 제 에 오르면 숙신의 나무에서 가죽이 나서 옷을 해 입을 수 있다는 을 

서술하고 있다. 숙신조 서술의 공통 은 국 聖帝의 등장과 숙신의 조공이 련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숙신에 한 서술 방식은 단순히 사라진 이종족에 한 설

명을 한 것이 아니라 숙신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인

다.16) 즉 �翰苑� 찬자는 숙신에 한 상징성을 달하기 해 인용 사서를 목 에 

따라 구성하 고, �후한서� 외에 다양한 사서를 인용하게 되면서 �후한서�의 인용

률이 낮아진 것이다. 

이로 보건 , 이러한 인용 사서의 비율과 구성은 찬자의 목 과 의도가 반 되

어 선별된 것으로, 찬자가 갖는 심도와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때문에 

체로 존하는 국가에 한 �후한서� 인용 비율은 낮고, 존하지 않는 국가에 

한 �후한서�의 인용 비율이 높은 추세를 보 던 것으로 생각된다. 

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翰苑� 번이부에서는 �후한서�를 심 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특히 동이지역 서술에 있어서는 �후한서�

의 인용 비율이 낮고, 다양한 거자료가 활용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翰

苑� 찬자가 본인의 심에 따라 최신 자료를 인용한 결과로 악된다. 다음 장에

서 찬자의 심이 집 으로 투 된 �翰苑� 번이부 동이지역의 서술 구조를 구

체 으로 살펴보면서 찬자의 편찬 의도를 악해 보고자 한다. 

15) �翰苑�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왜를 제외하고 서술 당시 이미 사라진 이종족에 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은 이  연구에서 지 되었다(윤용구, 2011 앞의 논문; 2018 앞의 책).

16) 권순홍, 2020 ｢�肅愼國記�와 7세기 唐의 肅愼 소환｣, 日本 소재 唐代類書, �翰苑� 번이부

의종합  검토 학술회의 발표문, 316-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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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翰苑� 번이부 동이지역 서술 구성 

�翰苑� 번이부는 흉노ㆍ오환ㆍ선비ㆍ부여ㆍ삼한ㆍ고려ㆍ신라ㆍ백제ㆍ숙신ㆍ왜

국ㆍ남만ㆍ서남이ㆍ양월ㆍ서강ㆍ서역의 순으로 서술하고 있다. 흉노-선비, 부여-숙

신, 그리고 왜-서역의 순서는 북에서 동으로 그리고 남쪽에서 서쪽의 순서로 서술

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뒤에 ‘後敍’라는 항목에서 張楚金이 �翰苑�을 편찬하게 된 

경 를 말하고 있다. 

그 다면 찬자의 심이 높았던 �翰苑� 번이부 동이지역에 하여 찬자가 어떤 

서술 구조를 가지고 서술하려 했는지 살펴보자. 동이지역에 한 서술 구조는 

반 으로 <정치ㆍ사회ㆍ문화- 국과의 계>의 구성을 보인다. 크게는 시간의 순

서에 따라 서술하 는데 시기성이 분명한 거자료를 의 구성에 맞게 배치하는 

양상에서 드러난다. 특히 부여와 숙신, 왜에서 이런 구조화된 서술이 잘 나타나 

있다. 

<표 2> 부여 조의 서술 구성

부여

분류 내용 거자료

정치 사회 

문화

시조설화 후한서 

부여의 치정보 ( 도와 장성 북쪽, 남  구려, 동  읍루) 략

특산물, 사회 모습, 벼슬이름 등 후한서

의복, 풍속, 법도 략

조두 사용, 제사 후한서

제사, , 장례 략

국과의 

계

110년 구태 공헌, 인수, , 백 사여 후한서

136년 부여왕 조공 후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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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숙신 조의 서술 구성

숙신

분류 내용 거자료

정치 사회 

문화

읍루 치, 풍속 후한서

숙신 치, 풍속 략

숙신의 혼인 숙신국기 

숙신 장례 숙신기

국과의 

계

숙신 공납: 화살 –무왕과의 일화 숙신기

숙신 공납의 끊김 –무제와의 일화 숙신기

숙신 공납의 재개 업 기

불함산, 나무 낙상: 국 성제가 바 면 옷을 해입음 산해경 

<표 4> 왜 조의 서술 구성

왜

 분류 내용 거자료

정치 사회 

문화

치, 왜왕의 치소는 야마

치

후한서

지 

방기  가는 방법( 치), 마국, 말로국, 이도국 설명 략 

비미호 련 이야기 후한서 

여왕국, 구노국 설명 략 

5세기 왜국 왕  계승 상황 송서

왜국의 등 지지

이도국, 사마 국, 사마국, 백지국, 이사국, 이사분국 등 지

국과의 

계

1-2세기 공납 사례 한서, 후한서

3세기 공납사례 지 

부여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 크게 두 단락으로 나 어 정치ㆍ사회ㆍ문화에 한 

사항과 국과의 계를 서술하고 있다. 구체 으로는 永寧 元年(110년) 구태가 

궐에 이르러 공헌하자 국의 천자가 인수, , 백을 사여한 내용, 帝 永和 元年

(136년) 부여왕이 조공하러 오자 황제가 黃門鼓吹와 角抵戲를 베풀고 돌려보냈다

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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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신  역시 읍루가 옛날의 숙신이라고 서술하며 풍속과 국과의 계를 서술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국과의 계에 한 서술은 숙신이 국에 석노와 

호시를 비쳤다는 내용이다.

왜 역시 크게 정치ㆍ사회ㆍ문화와 국과의 계 부분으로 나 어 서술되었다. 

국과의 계를 서술한 부분을 보면, �한서�에서 왜인이 공물을 바친 내용, �후

한서�에서 57년 왜국이 공물을 바치고 무제가 인수를 내려  내용, 108년 왜왕

이 生口 160인을 바친 내용, � 지�를 인용하여 239년 여왕이 생구와 수놓은 베를 

바치자 조서를 내려 親衛倭王으로 삼고 인장과 자수를 주었다는 내용, 243년 왜왕

이 생구를 바쳤다는 내용 등을 서술하고 있다. 

이로 보건  �翰苑� 찬자가 <정치ㆍ사회ㆍ문화- 국과의 계>라는 서술 구조

에 따라 필요한 사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면서 이때 국과의 계에 있어

서는 조공을 바치는 모습을 으로 서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구성은 모든 

조목에서 일률 인 것은 아니었다. 조목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는데, 이는 �翰苑� 찬

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신라 조와 삼한 조는 앞서 살펴

본 부여, 숙신, 왜와 비교하여 구성이 소략함을 알 수 있다. 

<표 5> 신라 조의 서술 구성

신라

분류 내용 거자료

정치 사회 

문화

�송서�에 등장한 신라 지지 

성을 도읍, 삼한의 옛 땅 

한에는 세 종족이 있다. 

한의 치와 마한은 서쪽, 진한은 마한의 동쪽. 

지지

후한서 

지

진한과 변진에 있었던 24국 지 

가라역시 삼한의 종족, 가라 임나는 신라에 멸망당하 다. 제서

왕성

김씨 계승 30 , 등 

지지

동번풍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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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삼한 조의 서술구성

삼한

 분류 내용 거자료

정

치 

사

회

문

화 

삼

한

진한, 마한, 변진 치 설명 략

마한, 진한, 변진 치, ‘백제는 그  한 나라다’ 후한서

마

한

진왕의 치소인 목지국

진왕에 한 설명

략

후한서

마한의 복식 후한서

마한의 생활 모습, 풍속 후한서

마한의 축제 후한서

진

한

진한의 풍속 략 

진한의 생활 모습, 결혼, 장례 략

진한의 유래, 특산물, 생활모습  후한서

신라에 한 서술을 표로 정리하면 와 같다. 첫 번째 정문부터 다섯 번째 정

문까지 신라의 도읍, 치, 왕성, 등 등이 서술되어 있다. 삼한 조 내용을 살펴보

면, 정치문화에 한 서술이 주를 이루는데, 구체 으로 서술하는 상에 따라 크

게 삼한과 마한 진한에 련된 이야기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17) 

 서술에서 특징 인 은 국과의 계가 보이지 않는 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 주목된다. 신라 조 첫 번째 정문의 주문에서  � 지지�를 인용하여 �송

서�에 원가 연간에 왜가 使持節ㆍ都督ㆍ倭ㆍ百濟ㆍ新羅ㆍ任那ㆍ秦[韓]ㆍ慕韓六國

諸軍事라 자칭한 것을 기록하고, 신라가 晉과 宋 사이에 존재했다고 악하면서도 

다른 사서에 신라 이 없으니 자세히는 모르겠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 

네 번째 정문에 임나에 한 서술을 보면 �翰苑� 찬자가 왜의 자칭 기사에 문제

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가라와 임나에 해 찬자가 

직  “지  신라의 기로에게 물으니” 기로가 “가라 임나는 옛날에 신라에게 멸망

17) 삼한 에 한 세부 인 연구는 金炳坤, 2008 앞의 논문 ; 申鉉雄, 2008 ｢�翰苑�三韓傳과 

�魏略�의 逸文(1) -�翰苑� 인용문 분석과 검토｣, �신라문화�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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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 다”고 하자 찬자는 왜가 아닌 “신라가 진한ㆍ변진 24국과 임나ㆍ가라ㆍ모한

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송서�에서 보이는 왜의 자칭기

사에 한 의문을 ‘직  신라의 기로에게 물어’ 의문을 해소하고 있는 부분이다.18) 

이로 보건 , �翰苑�의 찬자는 충분히 신라에 하여 당  해져 오는 사실을 비

롯해 국과의 계를 구체 으로 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모종의 이유에 

의해 소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에 하여 추정해 보면, 우선 찬자가 신라 열 이 처음으로 실린 �梁書�

를 검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양서�는 �한원�에서 인용하고 있는 � 지지�

보다 앞서 완성된 사서인데, �한원�의 다른 편목에서도 �양서�를 인용하고 있는 

흔 을 찾을 수 없다. 신 고려 조에 보면 �梁元帝職貢圖�를 인용하고 있는데, 장

은 �양서� 신 이를 검토한 것으로 추정된다.19) 다만 �翰苑� 찬자가 ‘직  신

라의 기로에게 물어’ �송서�에서 인용된 왜의 자칭호에 한 찬자의 견해를 서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양서�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신라에 해 다른 방식

으로 정보를 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에 주목되는 것이 신라 조에서 � 지지�를 인용하여 신라의 등장, 도읍, 王姓

등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다. � 지지�는 642년 완성된 지리지로 각 지역의 역사, 

산과 강, 풍속과 물산 등이 기록되었다. � 지지�는 백제 조에서도 인용되어 백제

의 주요 성과 주요 산, 강과 같은 지리정보뿐 아니라 제사, 혼인, 장례와 풍속 등

의 내용도 기록되어있다. 이러한 백제의 서술과 비교했을 때 � 지지�를 인용한 

신라 조에서의 서술에서 도성 외의 주요 성과 산, 강 등의 지리정보가 락 된 

이 에 띈다. 이는 � 지지� 자체에 신라에 한 정보가 없었던 것이 이유일 수 

있지만, 최치원이 지은 �法藏和尙傳�에 �한원�에 없는 ‘鷄龍山 岬寺 括地志所云 

鷄藍山是’라는 구 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20) 신라 도성 외 다른 지리정보도 있

18) 곽승훈은 장 이 의문을 던진 것은 신라, 임라, 모한, 가라의 네 나라라고 보았다(郭丞

勳, 2006 앞의 논문, 272-273면).

19) 곽승훈, 2006 앞의 논문, 266-267면.

20) 곽승훈, 2006 앞의 논문, 266면, 각주 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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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역시 찬자가 신라에 하여 더 풍부한 서술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한 고려 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양원제직공도�가 주목되는데, �양직공도� 장

경모본을 보면 斯羅國이 521년 백제를 따라 사신을 보내 표를 올리고 방물을 바친 

내용이 기록되어있다.21) 앞서 살펴본 부여, 숙신, 왜에서 국과의 계를 서술한 

을 주지하면 충분히 신라 조에서 역시 �양원제직공도�를 인용하여 국과의 

계를 서술하기 충분했다고 생각된다. 

이뿐만 아니라 왜조 첫 번째 정문에서 왜의 치를 서술하고 마지막에 “ 주의 

동남쪽으로부터 신라를 거쳐야 그 나라에 이른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략의 교통로도 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翰苑� 찬자는 신라에 하

여 많은 정보를 을 수 있음에도 의도 으로 신라에 해 소략 서술을 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 고구려와 백제에 한 서술을 살펴보면 신라조의 서술이 의도 인 축소 

서술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 앞서 살펴본 조목들과 달리 지리정보

와 련된 부분이 추가로 서술되고 있는데, 먼  고구려 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표 7> 고려 조의 서술구성

21) �梁職貢圖� 斯羅國 “普通二年, 其王姓募名泰, 始使隨百濟, 奉表獻方物.”

고구려

분류 내용 거자료

정치 사회 

문화

시조설화 후한서

치 정보(남 조선 맥, 동 옥 , 북 부여) 략

고구려와 도군 한서

낙랑군 한서

기자조선 한서

조선의 습속 (8조 법 등) 한서

고구려의 등 고려기 

고구려의 오족(오부)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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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조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조목들과는 다른 구성으로 서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치ㆍ사회ㆍ문화와 련된 서술은 동일하지만, 지리정보를 구체 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이 특징 이다. 정치ㆍ사회ㆍ문화와 련된 서술에 이어 열 번

째 정문부터는 5세기까지 고구려와 국 간 련 있는 일화를 묶어 주요 성들을 

서술하고 이후에는 고구려의 주요 산과 강을 서술하고 있다. 

이후 �고려기�를 인용하여 “지  고려는 조선, 맥, 옥 의 땅을 아우른다”고 

하며 �후한서�를 인용해 소수맥의 특징과 특산물, 동옥 의 생산품, 의 생산품 

등을 서술하고 있다. �후한서� 단계와는 달라진 고구려의 토에 해 �고려기�를 

인용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翰苑� 찬자가 과거와는 달라진 고구려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22) 

고려 조에서의 특징은 신라와 마찬가지로 국과의 조공책  계가 생략되어 

습속 : 풍속, 제사, 길흉, 뇌옥, 장례 략

지

리

정

보

국

과

의 

계

주

요 

성

남소성 : 모용황-345년 십육국춘추, 고려기 

평곽성 =건안성 : 풍홍-436년
한서, 속한서, 

십육군춘추 

불내성(국내성) : 구검-246년 고려기, 한서, 지

불내성(국내성) : 모용황-342년 십육국춘추

요동태수 경기- 맥인이 노략질하자 그 거수를 참하고 비석을 

세움 (105년)
범엽 후한서, 고려기 

요동태수 공손도(238년) 지

주

요 

산

마다산-북, 주몽 고려기

언골산-서북, 요충지 고려기

의무려산-유주 주례, 이아, 속한서

은산-서북, 안시성 동북 백여리 제서, 고려기 

주

요 

강

마자수-엄수, 압록수 한서, 고려기 

요수 한서, 고려기

습속

습속 : 맥, 동옥 고려기, 후한서

습속: 복식

후 서, 제서, 

양원제직공도, 

고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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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되지 않는 신 지리정보가 들어간다는 이다. 이러한 지리정보는 �고려기�

를 인용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진 덕이 가져온 당시 정보로 군사  의미가 

큰 내용이었다.23) 이러한 특징은 백제 조에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표 8> 백제 조의 서술구성

백제의 경우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정치ㆍ사회ㆍ문화와 련된 서술은 동일하지

만, 지리정보를 구체 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네 번째 정문까

22) 이런 실감 있는 설명은 뒤에도 나오는데 마지막 정문에서는 앞서 � 략�을 인용하여 

풍에 해 서술한 기 모습과는 달리, �고려기�를 비롯한 �후 서�와 �제서� 등 후  

서술된 사서를 인용하여 조선, 맥, 옥 를 아우른 고구려의 모습에 한 구체 이고 

실감 있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23) 武田幸男, 1994 ｢�高麗記�と高句麗情勢｣, �(于江權兌遠敎授停年紀念論叢) 民族文化의 諸

問題�, 세종문화사 (최근 한국어로 번역 논문이 제출되었다. 김효진 역, 2019 ｢�高麗記�

와 高句麗情勢｣, � 원문화연구� 27).

백제

분류 내용 거자료

정치 사회 문화

건거 성에 도읍, 본래 마한의 땅 

한 3종  하나 

마한에는 양피국, 구소국

동이기 

후한서 

지

마한의 50 국 지

백제의 선조 부여

진 의희 12년(416) 여 의 장군호 수여. 원가 7년(430) 여 의 

작호가 여비→여경으로 이어짐 

구태묘 사시제사 

후 서 

송서

지지 

수 개황연간(581-600) 창 이후 즉  양상, 성8족, 등, 부서, 

지방제도
지지

지

리

정

보

주요 성 왕성, 부, 방, 주요산성의 병사 수와 인구수 지지 

주요 산 오산, 계림산, 조조산, 무오산, 차나산, 산차산, 모산 지지 

주요 강 웅진하 지지 

습속
국가제사, 달력, 혼인, 장례 지지 

풍속: 말타기, 활쏘기, 문자, 놀이 등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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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치ㆍ사회ㆍ문화와 련된 서술 다음으로 다섯-일곱 번째까지 정문의 주문에

서는 � 지지� 만을 인용하여 백제의 지리정보를 서술하고 있다. 다섯 번째 정문

의 주문에서는 왕성에 한 설명과 한 部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의 수가 500인이라

는 , 方에는 병사 1,200인이 둘러싸고 있다는 , 여러 방의 성이 있는데 병사가 

많은 것은 1,000인, 은 것은 700-800인이라는  등을 서술하고 있고 내부의 인

구도 서술하고 있다. 여섯-일곱 번째 정문의 주문에서는 경계의 주요 산과 하천을 

서술하고 있다.

백제 역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국과 조공 계는 소략하게 서술하면서, 지리,

군사 정보는 구체 으로 서술하고 있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백제가 국

에 조공을 바친 사실은 생략 되었지만, 책 호를 받은 사실은 서술되어 있다는 

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백제의 왕계가 부여로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주문 속에

서 장군호를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해당 정문의 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송서�

백제 의 내용과 �翰苑�의 내용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義熙 12년(416), 원

가 7년(430)의 내용이다. 

<표 9>

義熙 12년(416) 元嘉 7년(430)

翰苑

熙十二年, 以百濟王餘晪, 爲使持節ㆍ都督百

濟諸軍事ㆍ鎭東 軍. 高祖踐祚, 進號鎭東大

軍.

元嘉七年, 以餘晪爵號, 授百濟王餘毗, 毗死

子慶代立.”

송서

義熙十二年, 以百濟王餘映爲使持節ㆍ都督百

濟諸軍事ㆍ鎭東 軍ㆍ百濟王. 高祖踐阼, 進

號鎭東大 軍. 

七年, 百濟王餘毗復修貢職, 以映爵號授之. 

 

 표를 보면 �송서�의 내용 에서 元嘉 7년 백제가 공물을 바쳤다는 사실이 

�翰苑�에서는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송서� 고구려 의 

내용을 보면 416년부터 고구려가 표문을 올리고 말을 바쳐 고구려 왕을 使持節ㆍ

都督營州諸軍事ㆍ征東 軍ㆍ高句麗王ㆍ樂浪公으로 삼았다는 내용을24) 시작으로 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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廢帝 까지도 고구려의 공물 헌상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25) 고구려가 숙신씨의 

호시와 석노를 헌상하는 도26)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송서� 고려구 의 

내용은 �翰苑�에 반 되어 서술되지 않았다. �송서�만 보더라도 고구려와 백제가 

국에 조공하고 책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翰苑�에서는 이를 명기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조공에 한 생략된 서술은 앞서 부여, 숙신, 왜에서 공물

을 바치는 행 가 강조된 것과는 조 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翰苑� 찬자는 <정치ㆍ사회ㆍ문화- 국과의 

계>라는 기본 인 서술 구성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의 심도와 의도에 따라 

조항을 추가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 다. 특히 삼국에 하여 공납과 련한 

국과의 계 기사는 의도 으로 생략하고 서술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여와 왜, 

숙신 등과 비교해 봤을 때 특징 인 서술이다. 반면 고구려 조와 백제 조에서 

국과 련한 지리정보 등은 추가하여 서술하고 있는 도 특징 이다. 그 다면  

�翰苑� 찬자가 고구려와 백제에 하여 지리정보를 추가로 기술하는 동시에 국

과의 조공 계는 생략하고 서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4. �翰苑� 편찬의 의도와 唐의 내외  상황

기존 연구에서는 �翰苑� 찬자가 고구려를 강조하여 서술한 배경에 하여 당시 

고구려 정복이라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당시 동이지역에 한 실제 인 지식습득

과 제공이 요했던 상황에 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았다.27) 다만 �翰苑�이 편

찬되던 무렵 상황을 보면, 武德 4년(621) 令狐德棻이 唐代 최 로 사서편찬을 건

24) �송서� 고구려  “高句驪王高璉, 晉安帝義熙九年, 遣長史高翼奉表獻赭白馬. 以璉爲使持

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 軍․高句驪王․樂浪公”

25) �송서� 고구려  “太宗泰始․後廢帝元徽中, 貢獻不絶”

26) �송서� 고구려  “大明三年, 又獻肅愼氏楛矢石砮”

27) 윤용구, 2011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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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인 편찬사업이 진행된다. 이후 唐代 기에는 ‘史館’을 설치하여 역

사편찬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때 令狐德棻은 사서 편찬에 하여 ‘ 실정치의 교

훈’이라는 역할을 강조하고 통치자들에게 정통성과 계승 계를 확실하게 해 주는 

장치라고 생각했다.28) 이러한 사회  인식을 고려할 때, 당시 독자층에 지식 달 

매개체로써 찬 사서의 입지가 컸을 것이다. 그 다면 �翰苑�이라는 사찬 사서로 

찬자가 기 했던 효과는 무엇이었을까. 

�翰苑�은 660년 3월 12일 張楚金이 지었다고 하며, 張楚金에 해서는 兩唐書

의 本傳과 � 당문�에 간단한 기가 남아 있다. 張楚金은 정  연간에 진사에 합

격하 는데, 670년 이 까지 행 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고종과 무측천 

에 앙에서 직을 지내고 周 의 무고로 689년 嶺表로 유배되어 그해 7월 絞

死되었다.29) 그는 병주 기  출신으로 유가  윤리에 익숙한 가풍에서 자라났으

며, 성품과 재능이 뛰어났다고 한다. 출생 시기는 정확히 하지 않으나 610-617

년 사이로 추정되는데, 이에 따르면 張楚金이 �翰苑�을 찬술했을 660년에는 44-51

세로 추정된다.30) 

張楚金이 �翰苑�을 술한 표면 인 목 은 가장 뒷면의 후서에도 서술되어 있

듯, 꿈에서 공자를 만난 것에 감응하여 술했다는 것이다. 660년은 측천무후가 황

후로 책 된 지 5년이 지난 시 으로 복고 인 유가 사상을 강화하려는 입장이 강

하게 용되던 시  분 기가 형성되어 있었고31) 이런 분 기 속에서 유가  윤

리에 충실하려는 목 으로 �翰苑�을 서술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32) 일단 �翰苑�

을 편찬한 표면  목 에는 政道의 쇠퇴와 악의 쇠락을 가장 염려하여 유가  

윤리를 강화하려 했던 것과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33) 

28) 김상범, 2011 ｢令狐德棻의 史學과 �周書�｣, �역사문화연구� 38.

29) 윤용구, 2011 앞의 책, 10면.

30) 정동 , 2021 ｢張楚金의 �翰苑� 편찬과 복고  유가사상｣, �백산학보� 120, 141-143면.

31) 임 희, 1996 ｢唐 高宗 統治前期의 政治와 人物｣, �金文經敎授停年 任紀念 동아시아사 

연구논총�, 혜안. 

32) 정동 , 2021 앞의 논문, 144면.

33) 정동 , 2021 앞의 논문,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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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후서에서 張楚金이 꿈에서 공자와 �춘추�를 술한 배경에 해 질문하고 

답하는 모습이 주목된다. 張楚金이 공자에게 그 배경을 묻자 에서 형이 “기린이 

잡힌 일에 감응하여 지으셨다”고 답하 는데 이때 張楚金이 “기린이 잡힌 일에 

감응하 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 깊은 뜻이 어  반드시 기린이 

잡힌 일에 있었겠습니까?”라고 한다. 이로 추측건  張楚金 역시 공자의 꿈에 감

응하여 �翰苑�을 찬술하 다지만 그 깊은 뜻은 따로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

다. 구체 으로 생각해 보기 해 張楚金이 �翰苑�을 찬술하 던 660년 후의 상

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626년 唐太宗이 즉 한 이후 630년에는 동돌궐, 635년에는 토욕혼, 640년에는 

고창국을 차례로 괴멸시켰다. 그리고 641년 진 덕을 고구려에 견하여 고구려를 

정탐하도록 하는 등 본격 으로 고구려 원정 비를 시행하지만34) 645년 당의 고

구려 원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고구려 원정 실패 이후 북방 여러 족속이 당

에 반기를 들자 646년 이를 평정하는데, 6월에는 설연타를 궤멸하고 8월에는 철륵 

등 여러 부족이 투항하여 647년 1월에는 철륵지역에 도호부와 도독부를 설치하

다.35) 이후 2월 당태종은 조정에 고구려 토벌 략을 논의하도록 지시한 뒤 12월에

는 쿠차를 격 하여 안서도호부를 설치하 다. 이어 거란과 해 등이 투항하자 松

漠都督府, 饒 都督府로 편제하 다. 이는 고구려의 서북방인 거란과 해까지 동원

할 여건을 다진 것이라고 보인다.36) 648년에는 신라와 당의 군사동맹이 공고해지

는 등 고구려 원정이 순탄하게 추진되는 듯했다.

그러나 649년 5월 당태종이 사망하여 고구려 원정을 단하라는 유언을 남기면

서, 이후 들어선 長孫無忌 정권이 동방에 한 정책을 유화책으로 환한다. 당시 

여러 차례에 걸친 고구려 원정으로 각종 요역에 시달리던 백성의 반발과 돌궐, 疏

勒, 朱俱波, 喝磐陀 등 당의 서북 변방에서의 반란 진압이 우선 과제로 취 되었기 

34) 김 하, 2000 ｢고구려 내분의 국제  배경｣, �한국사연구� 110면.

35) 김호동, 1993 ｢당의 기미지배와 북방 유목민족의 응｣, �역사학보� 137, 133-143면.

36) 여호규, 2018 ｢7세기 엽 국제정세 변동과 고구려 외 계의 추이｣, �大丘史學� 133, 

161-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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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러다 이후 654년 장손무기 정권이 실각하고 측천무후를 심으로 하

는 허경종 정권이 성립하면서, 658년 2월 반란한 서돌궐 수령 阿史那賀魯를 사로

잡아 서돌궐을 궤멸하고 崑陵都護府와 濛池都護府를 설치함으로써 조정의 장애가 

될 만한 요소를 없앴다.37) 655년 이후부터 660년 이 까지 서북지역의 선을 안

정화하면서38) 다시 고종은 동방정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 다.39) 655년 3월에 

당이 주도독 정명진과 좌우 랑장 소정방을 견하여 貴端水에서 고구려를 격

한40) 뒤 658년 6월부터 고구려 주력군을 요동에 묶어두는 陽動作戰을 시행하는 

동시에 659년 11월 백제 원정군을 편성하 다.41) 그리고 660년 3월 고종은 백제에 

한 공격을 단행하 다.42)

다만 659년 10월까지도 연합국이었던 신라에게도 백제 공격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을 만큼 극비리로 백제 원정을 추진하 던 사실로 볼 때43) 동방지역으로의 

진출에 한 본격 인 당 내의 사회 분 기 역시 660년 이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 보건 , �翰苑� 후서의 660년 3월 12일은 �翰苑� 편찬이 착수되었

던 시기로 생각된다. 고종 前期에는 서쪽으로의 외교정책이 주를 이루었다면, �翰

苑� 편찬 무렵인 660년 이후에는 당의 정복 상이 고구려ㆍ신라ㆍ백제만이 남아 

있던 상황으로, 당시 당의 주된 외교정책은 삼국과의 쟁이었다.44)

다시 �翰苑�번이부로 돌아가 고구려ㆍ백제ㆍ신라의 서술에서 국과의 ‘조공의 

’는 서술하지 않고 있다는 을 주목해 보자. 당은 650년 를 거치며 정복 지역

37) 黃約瑟, 1997 ｢武則天 朝鮮半島政局｣, �黃約瑟隋唐史論集�, 中華書局.

38) 김한규, 1999 �한 계사� I, 아르 .

39) 여호규, 2020 ｢7세기 만주ㆍ한반도 쟁과 지정학 구도의 재편｣, �역사비평� 131, 299면.

40) � 唐書� 권4, 고종본기 “三月, 營州都督程名振破高麗於貴端水.” 

41) 노태돈, 2009 �삼국통일 쟁사 연구�, 서울 출 부.

42) �삼국사기� 권 5 신라본기 제5, 태종무열왕 7년 “三月, 唐高宗命左武衛大 軍 定方爲神

丘道行軍大摠管, 金仁問爲副大摠管, 帥左驍衛 軍劉伯英等水陸十三萬, □伐百濟. 勅王爲嵎

夷道行軍摠管, 何 兵, 爲之聲援.” 같은 내용은 �신당서� 권3 本紀 고종 顯慶 5년 3월조, 

�삼국사기� 권 28 백제본기 제6 의자왕 20년조 등에서도 확인된다. 

43) 여호규, 2020 앞의 논문, 299면.

44) 방향숙, 2019 ｢당 태종ㆍ고종  한반도 정책과 백제의 상｣, �백제학보� 27,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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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羈縻府州를 설치하는 기미지배 정책이 일반화되었지만45) 고구려ㆍ신라ㆍ백제

는 서역 도시국가들이나 유목국가와 달리 안정된 농업 국가 기 때문에 책 과 조

공이라는 외교 계를 통하여 지속 인 동맹 계를 맺었다.46) 이에 �翰苑� 찬자는 

이미 없어지거나 혹은 심이 덜한 지역에 해서는 조공을 바쳤다는 사실을 강조

하여 이들이 황제의 천하 질서를 구성하는 존재임을 보여주고자 했다.47) 한편 고

구려ㆍ신라ㆍ백제의 경우 국과의 조공 계를 의도 으로 생략하여 이들 지역에

서 당의 지배력이 강력하게 미쳐야 함을 은연 에 드러내고자 했다고 생각된다.48) 

張楚金이 �翰苑�을 편찬하던 시기는 당이 백제에 한 공격을 시작하면서 고구

려 정벌을 본격 으로 진행하던 시기 다. 특히 고구려의 경우 �한서�를 인용하여 

도군과 고구려의 계, 낙랑군, 기자, 조선의 습속을 서술하고 있다. 이는 당시 

고구려가 낙랑 고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련 내용을 서술한 것으로 보인

다. 과거 한사군에 한 서술은 �翰苑�에서 동이지역 특히 고구려에 한 정벌의 

당 성을 강조하려는 서술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이  연구에서도 지 되었듯, 張楚金이 번이부에서 무엇보다 강조하는 서

술 상은 동이지역 에서도 단연 고구려 다.49) 이는 고려 조의 분량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고구려의 지리정보를 서술할 때 주로 인용하고 있는 사

서는 �고려기�이며, �翰苑� 고려 조에서 인용된 비 이 가장 높다. �고려기�는 �奉

使高麗記�에 해당하는 것으로50) 641년 고구려로 견된 사  진 덕이 기록한 보

고서를 포함하여, 唐初 武德ㆍ貞觀 연간에 고구려와 련된 복수의 사복명서를 

45) 여호규, 2018 앞의 논문.

46) 방향숙, 2019 앞의 논문, 60면.

47) 윤용구, 2021 앞의 논문, 108면.

48) 윤용구는 고구려에서 국과의 외교섭기사가  없는 것에 하여 660년 �翰苑� 편

찬의 시 에서 흉노는 성공 으로 제어한 이민족을, 고구려는 실의 제어 상으로 여

긴 결과라고 보았다(윤용구, 2021 앞의 논문, 108면). 

49) 윤용구, 2011 앞의 논문.

50) 吉田光男, 1977 ｢翰苑註所引高麗記について｣, �朝鮮學報� 85輯 (최근 한국어로 번역 논문

이 제출되었다. 상우 역, 2019 ｢�翰苑� 注文에 인용된 �高麗記� - 필자와 작성연도를 

심으로-｣, � 원문화연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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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어 편찬한 것이다.51) 張楚金은 고구려 정벌의 당 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나아

가, 당 태종이 고구려 정벌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서 편찬한 사서를 주로 인용함으

로써 동이지역  특히 고구려 정벌에 한 본인의 지지를 표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張楚金은 기본 으로 신라에 하여 많은 정보를 서술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신라가 당과 우호 계 기 때문에 동이지역 정벌에 한 당 성을 내

비치면서도 신라는 소략하게 넘기려는 의도 던 것으로 추정해도 무리는 아니겠다. 

�翰苑�의 구성에 하여 일 감치 �菟園策府�에 주목하여 그 유사성이 지 된 

바 있다.52) �토원책부�가 �翰苑�과 마찬가지로 큰 자로 정문을 작성하고, 그 아

래 注文에 근거 자료를 서술하고 있는 형식이며, 시기 역시 �翰苑�과 비슷한 662

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53) 특히 �토원책부� ｢征東夷｣ 편은 自問自答 

식으로 서술되었는데 특히 답변의 말미에는 高句麗征服이 이루어져야 天下統一이 

완성된다는 을 강조하면서 고구려 정벌의 당 와 그에 한 폭 인 지지표명

을 유도했다.54) 이로 보건 , �翰苑� 역시 �토원책부�와 유사한 목 으로 서술되

었다고 악된다.

정리하자면 �翰苑� 찬자가 고구려 서술을 강조했던 이유는 단순한 사실 제공의 

목 을 넘어서 당시 고구려 정벌에 한 논의가 활발해지던 시기, 당 태종의 뜻을 

이어 다시 단행된 고구려 정벌을 지지하고 이에 동조하는 사회 분 기를 형성하려

는 의도 다고 추정된다. 이후 張楚金의 행보를 보면, 670년 이후 正4品下인 刑部

侍郞에 임명되어 앙정계의 요직에서 활약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660년 이후 불

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9개의 계를 뛰어올라 승진한 것이다.55) 이러한 승진에

는 장 이 �翰苑� 편찬으로 표명한 동이지역, 특히 고구려 정벌에 한 지지와 

이에 동조하는 사회 분 기 형성이라는 공로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51) 武田幸男, 1994 앞의 논문. 

52) 윤용구, 2011 앞의 논문. 

53) 련 연구 목록은 윤용구, 2021 앞의 논문, 112면 각주 54 참조.

54) 윤용구, 2021 앞의 논문, 112면.

55) 정동 , 2021, 앞의 논문, 147면. 정동 은 이러한 승진의 계기에 하여, 666년 泰山 禪

을 계기로 복고  유교의례와 해외에 한 지식을 갖춘 인재를 발탁하는 분 기 속에 張

楚金의 고속 승진이 가능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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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지 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翰苑� 번이부의 찬자는 張楚金이며, 

주를 달았던 것은 雍公叡라고 하지만 正文과 注文은 따로 떨어져 서술되기 불가능

했던 구조 다. 이를 주지하면 정문뿐 아니라 주문을 구성하는 심인물은 張楚金

이었으며 �翰苑� 편찬에는 그의 의도가 다분히 반 되었을 것이다. 

�翰苑� 번이부에서는 공통으로 모든 조목에서 �후한서�를 인용한 것으로 보아 

�후한서�를 심 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흉노ㆍ오환ㆍ선비를 

비롯한 남만ㆍ서남이 등을 서술하는 데에는 �후한서�의 인용 비율이 월등히 높았

던 반면 동이지역 서술에 있어서는 �후한서�의 인용 비율이 낮고, 다양한 거자

료가 활용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翰苑� 찬자의 심과 서술 의도에 따

라 다양한 당  최신 자료를 인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조목 별 내용도 <정치ㆍ사회ㆍ문화- 국과의 계> 구조 속에서 서술하고자 하

다. 다만 그 구성은 찬자의 의도에 따라 신라에 해서는 정보를 소략하게 서술

하기도 하고, 고구려와 백제의 서술에서는 지리정보를 추가하여 서술하기도 하

다. 한 고구려ㆍ신라ㆍ백제에 해서 국과의 조공의 는 서술하지 않고 있는

데 특히 고구려의 경우 과거 한사군지역이 강조되어 서술되었다. 이는 �翰苑�에서 

동이지역, 특히 고구려에 한 정벌의 당 성을 강조하는 서술로 보인다. 

�翰苑� 편찬이 착수되었던 시기는 후서에서 말하는 660년 3월 12일로, 이때는 

655년 장손무기 정권이 물러나고 서역을 안정시킨 당이 다시 동방으로 백제를 공

격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張楚金은 �翰

苑�을 통해 동이지역 특히 고구려에 한 정복의 당 성을 강조하여 고구려 정벌

을 지지하고 이에 동조하는 분 기를 형성하려는 의도 다고 추정된다. 

논문투고일(2021. 10. 31),   심사일(2021. 11. 18),   게재확정일(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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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riginal Source and Compiling Viewpoint of Hanyuan(翰苑) 

Fanyibu(蕃夷部)

Na, Yoo Jung *

56)

In “Hanyuan(翰苑)” Fanyibu(蕃夷部), “Huhanshu(後漢書)” was commonly cited in all 

sections. The citation rate of “Huhanseo” was high in describing Xiongnu(匈奴), Wuhuan

(烏桓), Xianbei(鮮卑), Nanman(南蠻), and Xi’nanyi(西南夷) which did not exist in 660. 

On the other hand, various historical original sources, including Huhanshu, were used for 

Goryeo(高麗), Silla(新羅), Baekje(百濟), Suksin(肅愼), and Japan(倭國) which were highly 

interested in a compiler.

Looking at the contents of each section, it was described in the structure of Politics, 

Society, Culture, and Relations with China. However,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a 

compiler, Silla was briefly described and Goguryeo and Baekje were additionally described 

with geographic information. In addition, the “Li(禮) of tribute” between the three 

kingdoms and China was not described. It is noted that Goguryeo was described by 

emphasizing that it was the four commanderies by Han in the past.

This is a description that emphasizes the justification of the conquest of the East, 

especially Goguryeo. It was emphasized that areas that had already disappeared or was less 

interested have given tribute, which shows that they were incorporated into the Tang(唐)’s 

world order. But the three kingdoms was described as beings outside the Tang's unified 

world order by deliberately omitting their tribute relationship with China. At the same 

time, a compiler underlined the necessity of conquering Goguryeo by stating that Goguryeo 

was an area where the four commanderies by Han existed in the past.

* Ph.D. Candidate in Department of Histor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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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ilation of Hanyuan was initiated on March 12 in 660, when after the 

ZhangsunWuji(長孫無忌) regime stepped down in 655, the Tang that stabilized the West 

began to attack Baekje in the east. In this situation, it is presumed that Zhangchujin(張楚

金) intended to support the Goguryeo conquest and create an atmosphere that sympathizes 

with it by emphasizing the justification for conquering the East, especially Goguryeo 

through Hanyuan.

Key words : Hanyuan(翰苑), Fanyibu(蕃夷部), Zhangchujin(張楚金), Eastern Policy(東方

政策), Goguryeo(高句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