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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본고는 �翰苑�이라는 類書가 과거 비와 응용, 시문의 작성 등의 편찬 목 이 있다는 

과 �翰苑� 新羅傳이 7세기 반 唐人 張楚金의 시각에서 편찬된 사료라는 제하에 논지를 

개하 다. 張楚金은 7세기 반까지의 신라 련 사서를 검토하 고, 기존의 사서  신라의 기

원을 올바르게 쓴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자신의 검토 결과에 따라 재의 이해와 

달리 신라의 기원을 斯盧國과 연결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라는 辰韓과 卞辰에서 기원하지 

않았고, 그 지역을 다스릴 뿐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아울러 신라의 기원은 불명확하며, 晉과 宋 

사이의 시기에 건국되었다는 것만 알 수 있다고 서술하 다. 이와 같은 장 의 신라사 인식은 

재의 이해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를 신라사 이해에 한 오류 내지는 무 심으로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다. �翰苑� 新羅傳의 서술은 약 1,400년 의 唐人 료가 제반 사서를 검

토하여 내린 나름의 신라사 이해이자 사료의 고증 방식과 騈儷文 작성의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類書의 편찬 목 을 이행한 결과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핵심어 : �한원� 신라 , 장 , 신라사 인식, 類書, 正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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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학술 회 지원’을 통해 한원연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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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국 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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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660년 편찬된 �한원� 번이부는 흉노부터 서역까지 총 15개의 편목으로 설정되

어 있다. 여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뿐만 아니라 한국사를 구성하는 여러 정치체

가 포함되어 사료의 빈곤에 허덕이는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고구려 과 

백제 에는 재 망실된 �고려기�, � 지지� 등의 사료가 인용되어 이들을 활용한 

새로운 시각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삼국을 구성하는 신라 의 상황은 이들과 약간 다르다. 우선 분량 면에

서 고구려 , 백제 보다 열세다. 고구려 이 23개 정문, 백제 이 9개 정문으로 

구성된 데 반해 신라 은 5개 정문이 부다. 신라  역시 고구려 , 백제 과 마

찬가지로 � 지지�, �동번풍속기�와 같은 재 망실된 사료가 인용되었으나, 그 

내용은 체로 이  사서와 별반 다를 바 없다. 때문에 �한원� 신라 은 학계의 

심에서 멀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한원� 신라 의 특징  요소로 오늘날의 신라사 이해와는 동떨어진 

기술이 다수 보인다는 을 지목하고 싶다. 당장 첫 번째 주문에서부터 신라가 

진~송 사이에 세워졌고, 신라에 한 正傳이 없다고 한 기술이 확인된다. 재 신

라는 진한 소국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하 고, 국 정사  636년 편찬된 �양

서� 신라 에 최 로 입 되었다고 이해된다. 특히 660년 무렵의 唐人 원이라면 

확인하 을 �양서�에 신라 이 없다고 한 기술은(並無正傳) �한원� 신라 의 사

료  가치는 물론 자의 편찬 태도, 당에 존재하 을 신라 련 자료에 한 의

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한원� 신라 의 난 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계에서는 �한원� 신라

을 론으로 다룬 연구가 발표되었고,1) 개별 주제를 다룬 논문에서도 참고 자료

로 인용되었다. 아울러 국내에 1974년 �한원�의 인본과 해제가 소개된 이후,2) 

1) 郭丞勳, 2006 ｢�한원(翰苑)� 신라  연구｣, �韓國古代史硏究� 43.

2)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1974 �翰苑�, 亞細亞文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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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한원� 번이부의 역주서가 발간되어 �한원� 신라 의 반 인 내용과 

분석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3) 반면 일본과 국학계에서는 일 부터  

�한원�의 인과 교정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신라 에 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4)  

본고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토 로 �한원� 신라 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한원� 신라 에 하는 정보의 인용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당시의 신라사 인식을 추정할 것이다. 이를 하여 �한원� 신

라 의 정문과 주문의 뜻을 다시 새겨보고, 주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그리고 앞서 제기된 �한원�과 같은 類書의 편찬 목 에 유의하며 �한원�

신라 의 술 목 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한원�이 7세기 반 唐人의 

시각에서 편찬된 사서임을 염두에 두고 논지를 개할 것이다. 본고의 논의를 통

하여 선행 연구에서 약간이나마 더 나아간 �한원� 신라 의 이해를 얻을 수 있기

를 기 한다.5)

3)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 세사연구소, 2018 �譯註 翰苑�, 동북아역사재단. 이보다 앞서 �한

원� 번이부  한국사를 구성하는 부여, 삼한, 고구려, 신라, 백제  기사의 검토가 이루어

진 바 있다(金鍾完, 2008 ｢�翰苑�의 문헌  검토-夫餘ㆍ三韓ㆍ高句麗ㆍ新羅ㆍ百濟傳 기사

의 검토-｣, �한 계 2000년 동행과 공유의 역사�, 소나무).

4) 일본학계의 �한원� 연구 성과는 우에다 기헤이나리치카, 2021 ｢日本學界의 �翰苑� 硏究 

動向과 課題 -7世紀 資料로서 活用하기 한 試論-｣, �白山學報� 120, 국학계의 �한원�

연구 성과는 趙宇然‧李毅夫, 2021 ｢ 국 학계의 �翰苑� 연구｣, �白山學報� 120을 참고하

다. 

5) 본고의 서술에 앞서 �한원�의 주문 작성자에 해 간략하게 언 하고자 한다. 하는 �한

원� 번이부의 필사본 서두에는 ‘張楚金撰, 雍公叡注’라고  있다. 때문에 �한원�의 주문

을 으로 옹공 가 작성하 다고 보거나, 반 인 주문은 장 이 짓고 일부 補注를 

옹공 가 달았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는 �한원� 번이부에 명확히 옹공 의 

주라 볼 수 있는 문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는 어도 �한원� 신라 만큼은 주

문 부를 장 이 작성하 다는 제하에 논지를 개하고자 한다. 이에 한 제설의 검

토는 윤용구, 2021 ｢�翰苑�의 편찬과 蕃夷部｣, �白山學報� 120, 103-106면이 참고된다.



58 奎 章 閣 59  ․

2. �한원� 신라 의 내용과 분석

�한원� 신라 은 총 5개의 정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문은 주문을 토 로 작성

되었고, 신라의 기원을 상세히 알 수 없다는 언 을 시작으로 역, 왕계, 제를 

기술하 다.6) 인용된 사서는 � 지지� 3회, �후한서� 1회, �삼국지� 2회, �남제서�

1회, �동번풍속기� 1회로 5종이다. 이밖에 � 지지�가 인용한 �송서�, 신라 기로의 

말이 인용되었다. 

번호 구분 기사

①

正文 開源拓構, 肇基金水之年.

번역 근원을 열어 기업을 넓히니 ㆍ수의 시 에 기반을 세웠다.

注文

括地志云: “案宋書, 元嘉中, 倭王珍自稱使持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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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此則新羅有國在晉宋之間. 且晉ㆍ宋ㆍ齊ㆍ梁, 並無正傳. 故

其有國所由靡得詳也. 金水晉宋之也.

번역

� 지지�에 이르길 “�송서�를 살피니 원가 연간에(424~453) 왜왕 진이 사지 ㆍ

도독ㆍ왜ㆍ백제ㆍ신라․임나ㆍ진[한]ㆍ모한육국제군사를 자칭하 다.”라고 하 다. 

이는 곧 신라가 진~송의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7) 진ㆍ송ㆍ제ㆍ양 모두

에 정 이 없다. 때문에 그 나라가 유래한 바를 상세하게 알 수 없다. ㆍ수는 진

ㆍ송이다. 

의 사료 ①은8) �한원� 신라 의 첫 번째 正文과 注文이다. �한원�의 정문은 주

문의 내용을 토 로 작성되었으므로 정문의 뜻을 악하기 해서는 주문의 검토가 

필요하다.9) 사료 ①의 주문은 � 지지�가 인용한 �송서� 倭傳을 토 로 내용을 

6) �한원� 신라 의 기재 순서를 건국과 기원(첫 번째, 두 번째 정문), 역(세 번째, 네 번째 정

문), 성장의 계기와 제(다섯 번째 정문)으로 보기도 한다(윤용구, 2021 앞의 논문, 107면).

7) 일반 으로 ‘且’는 ‘ 한’이란 의미로 이해되지만, 역 의 뜻도 포함하므로 문맥상 ‘그러나’로 

해석하 다(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1999 �漢韓大辭典� 1, 檀國大學校 出版部, 408면).

8) �한원� 신라 의 독과 교감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 세사연구소, 2018 �譯註 翰苑�, 

동북아역사재단의 것을 따랐다.

9) 윤용구, 2021 앞의 논문,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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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고 있다. �송서� 왜 은 ‘元嘉中, 倭王珍自稱使持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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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가 맞지만, � 지지�의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하

지 않다. 체로 사료 ①의 � 지지�는 ‘括地志云: 案宋書, 元嘉中, 倭王珍自稱使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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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此則新羅有國在晉宋之

間. 且晉ㆍ宋ㆍ齊ㆍ梁, 並無正傳. 故其有國所由靡得詳也’까지로 이해하고 있다.10) 

� 지지�는 당 정  16년(642)에 완성되었지만, 남송 때부터 산일되었다. 이후 

청의 孫星衍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이 여러 사서에 흩어진 � 지지�의 문장을 모

아 輯本을 편찬하여 재에 이르고 있다.11) 지  볼 수 있는 � 지지�는 여러 사

서에 하는 逸文과 � 지지� 집본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 지지�의 문장 구조

는 본문과 그에 딸린 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주문은 사서의 제목과 기사로 

구성되었으며, 찬자의 견해는 확인되지 않는다.12) 이러한 � 지지�의 구성을 고려

하면 사료 ①의 � 지지� 문장은 ‘括地志云: 案宋書, 元嘉中, 倭王珍自稱使持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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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이며,13) 이는 � 지지�

본문이 아닌 주문에 해당한다고 단된다. 아울러 � 지지�가 인용한 �송서�의 문

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한원� 찬자의 自注로 볼 수 있다.

사료 ①의 ‘金水晉宋之也’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한원�

의 정문이 주문을 토 로 작성되었으므로 해당 서술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

런데 � 지지�의 구 을 ‘金水晉宋之也’까지로 보고, 金水를 신라왕의 성명으로 추

정한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14) �통 �, �수동번풍속기�, �북사�, �수서�에 신라왕

10) 金鍾完, 2008 ｢�翰苑�의 문헌  검토-夫餘ㆍ三韓ㆍ高句麗ㆍ新羅ㆍ百濟傳 기사의 검토-｣, 

�한 계 2000년 동행과 공유의 역사�, 소나무, 342-344면;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 세

사연구소 편, 앞의 책, 244-245면.

11) � 지지�에 한 검토는 정동 , 2013 ｢�한원(翰苑)� 백제 (百濟傳) 인용 � 지지(括地

志)�의 사료  성격｣, �동아시아 속의 백제 정치제도�, 일지사가 참고된다.

12) 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지지집교� 권4, 동이 “高驪治平壤城, 本漢 浪郡王 城, 卽

古朝鮮也.<史記秦始皇本紀: ｢地東至海暨朝鮮｣, 正義引, 又史記朝鮮列傳: ｢朝鮮王滿 ｣, 正

義引, 又玉海卷十朝鮮引.>”

13) 郭丞勳, 2006 ｢�한원(翰苑)� 신라  연구｣, �韓國古代史硏究� 43, 254면.

14) 湯淺幸孫, 1983 �翰苑校釋�, 國書刊行 , 94면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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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姓을 金이라 하 으므로 金水는 신라왕의 성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金水

晉宋之也’에 在와 間을 보입하여 ‘金水在晉宋之間也’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在와 間의 보입은 金水가 인명일 경우, ‘金水晉宋之也’의 해석이 불명확해지는 

것에 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 京都大學 文學部 中國哲學史科에 硏修員으

로 있던 한국인 金智勇 박사가 金水는 신라 奈忽王이15) 아니겠냐는 말을 하 다

는 내용도 덧붙 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이미 지 한 바와 같이 金水는 각각 晉과 宋을 오행으로 

빗  것으로 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16) 여러 사서  신라왕의 이름을 水라 기

록한 것이 없고, �통 �에서 진은 덕, 송은 수덕이라 한 기록이 확인되기 때문이

다.17) 아울러 뜻이 충분히 통하는 상황에서 굳이 在와 間을 보입할 필요는 없다고 

단된다. 

번호 구분 기사

②

正文 托壤䟽彊, 創趾卞18)辰之域. 

번역 땅을 기탁받아 강토를 열었고, 변진의 구역에 터 이 시작되었다.

注文

括地志曰: “新羅治金城, 本三韓之故地.” 范曄後漢書曰: “韓有三種.” 魏志曰: “韓在帶

方之南, 東西以海爲限, 南 倭接, 方可四千里. 馬韓在西, 辰韓在馬韓之東. 其 傳 : 

‘古之亡人, 避秦役[來適]韓國, 韓割東界地 之.’ ” 今案, 新羅ㆍ百濟共有三韓之地, 百濟

在[西], 即馬韓之地, 新羅在東, 即辰韓ㆍ卞辰之地也.

번역

� 지지�에 이르길 “신라는 성에 치소를 두었는데, 본래 삼한의 옛 땅이었다.”라고 

하 다. 범엽의 �후한서�에 이르길 “한에는 세 종족이 있다.”라고 하 다. � 지�에 

이르길 “한은 방의 남쪽에 있는데, 동서는 바다로 가로막혔고 남쪽은 왜와 했으

며 사방은 략 4,000리이다. 마한은 서쪽에 있으며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그 

기로 사이에 하는 말로는 ‘옛 도망한 사람들이 진의 노역을 피해 한국으로 [오니] 

한이 동쪽 경계의 땅을 나눠 주었다.’라고 하 다.” 지  살펴보니 신라ㆍ백제는 모두 

삼한의 땅에 있는데, 백제는 [서쪽]에 있으니 곧 마한의 지역이고, 신라는 동쪽에 있

으니 곧 진한ㆍ변진의 지역이다.  

15) 奈勿王의 오기로 보인다.

16) 郭丞勳, 앞의 논문, 264-265면; 金鍾完, 앞의 책, 344면;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 세사연

구소 편, 앞의 책, 245면. 

17) �통 � 권55, 15, 연 15, 길례14 “晉金德. ( 략) 東晉並同西晉. 宋水德, 亦如魏晉故事.”

18) �한원� 내에서 변진의 표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한원� 한 은 辰, �한원� 신라 은 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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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의 연구에서는 사료 ②의 정문을 ‘ 토를 넓히고 변진의 역에 터 을 개

창하 다’로 번역하 다.19) 그런데 재의 이해에 따르면, 신라는 변진이 아니라 

진한 소국  하나인 사로국에서 기원하 다. �한원� 신라 의 서술과 재의 이

해 간에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간극은 사료 ②의 주문에 인용된 �삼국지�

와 �후한서� 한 의 진한과 변진의 잡거 기록을20) 인지한 장 의 오류로 이해

되어 왔다.21) 앞서 언 하 듯이 �한원� 정문은 주문을 토 로 작성되었다. 그런

데 사료 ②의 주문에는 신라가 토를 넓혔다거나, 변진의 역에 기틀을 열었다

는 내용이 없다. 마한은 서쪽, 진한은 동쪽에 있고, 진한이 한으로부터 동쪽 토

를 나눠 받았다는 문구가 확인될 뿐이다. 

사료 ②의 주문에 인용된 �후한서� 한 에는 마한은 서쪽, 진한은 동쪽, 변진은 

진한의 남쪽에 있다고 하 다.22) 장 은 이에 따라 한을 동서로 나 어 동쪽에 

해당하는 진한과 변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었다. 한 �한원� 백제 의 첫 번째 

정문은 백제가 마한 소국의 하나 음에도 백제가 마한을 다스렸다고 하 다.23) 이

辰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밖에 �삼국사기� 거세거서간 19년, 38년조, �후한서� 무제

기의 장회태자 이 의 주석, ｢이타인묘지명｣ 등에는 卞辰이라 표기되었다( 덕재, 2018 �

三國史記 본기의 원 과 편찬�, 주류성, 55-59면). 卞이 과 통용되며(檀國大學校 東洋

學硏究所, 1999 �漢韓大辭典� 2, 檀國大學校 出版部, 952면), (卞)은 차자표기라는 지

(박 재, 2019 ｢변진사회의 분화와 구야국의 성장｣, �韓國古代史硏究� 94, 92면)을 고려

하면 단순한 표기 차이로 볼 수 있다. �한원�이라는 같은 사서 내에서 동일 자료를 인용

하 음에도 辰과 卞辰이라는 표기의 차이가 발생하 다는 은 흥미롭다. �한원� 술 

당시 辰과 卞辰이 혼용되고 있던 을 고려하면, 두 표기가 실상은 같은 정치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찬자의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다. 

19) 기왕의 연구처럼 사료 ②의 정문을 번역하면 신라는 진한이 아닌 변진의 역에 건국된 

것이 된다. 이는 �구당서�  �신당서� 신라 의 신라 변한 출자 기록과 연결되는데, 두 

사서의 서술 근거를 �한원� 신라 에서 찾기도 한다(郭丞勳, 앞의 논문, 281-282면).

20) �삼국지� 서30, 오환선비동이열 30, 한 “ 辰 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 辰韓

同.”; �후한서� 권85, 東夷列傳75, 韓 “ 辰 辰韓雜居, 城郭衣服皆同, 語風俗有異.”

21) 郭丞勳, 앞의 논문, 269면;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 세사연구소 편, 앞의 책, 245면. 

22) �후한서� 권85, 東夷列傳75, 韓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 浪, 南 倭接.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 濊貊接. 辰在辰韓之南, 亦十有二國, 其南亦 倭接.”

23) �한원� 백제  “國鎭馬韓, 地苞狗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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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면 �한원�의 찬자는 삼한  서쪽에 있는 마한은 백제가, 동쪽에 있는 진

한과 변진은 신라가 통치한 것으로 이해하 다고 볼 수 있다. 즉, 장 은 진한과 

변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신라가 다스렸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 이때 신라가 

다스린 진한과 변진은 그들의 지역을 가리킨다고 추정된다. 다만, 장 이 주문에

서 진한과 변진을 신라의 기원으로 언 하지 않았으므로 신라는 진한, 변진과 별개

의 세력이라고 이해한 듯하다.24) 물론 이는 재의 이해와 다르지만, 唐代에 장

이 나름의 고증을 통해 얻어낸 결론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와 같은 사료 ② 주문의 후 사정에 따라 사료 ②의 정문을 약간 다르게 해

석하고자 한다. 먼  ‘托壤䟽彊’은 한이 동쪽 경계의 땅을 나눠주어 진한이 형성되

었다는 문장에 의거하여 ‘[신라의 지역인 진한은] 땅을 기탁받아 강토를 열었고’

로, ‘創趾卞辰之域’은 신라가 진한, 변진의 땅을 모두 다스렸다는 문장에 의거하여 

‘[신라의 지역인 변진은] 변진의 구역에 터 이 시작되었다’로 번역함이 어떨까 한

다. 이 게 해석할 경우, 사료 ②의 변진은 그 기원에 해 별다른 언 이 없게 된

다. 이는 진한과 달리 변진의 기원이 �삼국지�, �후한서� 등에 기록되지 않은 까

닭으로 추정된다. 

번호 구분 기사

③

正文 國苞資路.

번역 나라는 자, 로를 포 하 다.

注文

魏志曰: “辰韓亦名秦韓. 始有六國, 稍分十二國. 卞辰亦十二國. 有巳私國ㆍ卞辰㫆離陳國

ㆍ卞辰樓塗國ㆍ勤 國ㆍ難離㫆陳國ㆍ卞辰古資㫆陳國ㆍ卞辰古淳是國ㆍ冉爰國ㆍ卞辰半

路國ㆍ卞辰 奴國ㆍ軍㫆國ㆍ卞辰㫆焉邪馬國ㆍ如湛國ㆍ卞辰甘露尸路國ㆍ州鮮國ㆍ馬[延

國]ㆍ卞辰狗邪國ㆍ卞辰走漕馬國ㆍ卞辰安邪國ㆍ卞辰續盧國ㆍ優由國. 卞辰[辰]韓合二十

四國. 大國四五千家, 國六七百家之.”

번역

� 지�에 이르길 “진한(辰韓)은 진한(秦韓)으로도 불 다. 처음에는 6국이 있었는데, 

차 12국으로 나뉘었다. 변진 한 12국이다. 사사국ㆍ변진미리진국ㆍ변진루도국ㆍ근

기국ㆍ난리미진국ㆍ변진고자미진국ㆍ변진고순시국ㆍ염원국ㆍ변진반로국ㆍ변진악노국

ㆍ군미국ㆍ변진미언사마국ㆍ여담국ㆍ변진감로시로국ㆍ주선국ㆍ마[연국]ㆍ변진구사국

ㆍ변진주조마국ㆍ변진안사국ㆍ변진속로국ㆍ우유국이 있다. 변진과 [진]한을 합하면 24

국이다. 국은 4~5,000가, 소국은 6~700가이다.”라고 하 다.

24) 이에 해서는 후술할 정이다.



․ �한원� 신라 의 분석과 술 목  63

사료 ③은 진한과 변진의 소국과 그 규모를 서술하고 있다. 먼 , 주문에서는 �삼

국지� 한 을 인용하여 진한과 변진의 소국을 열거하 다. 그런데 사료 ③에 인용

된 �삼국지� 한 의 진한, 변진 소국의 수가 본래 �삼국지� 한 의 것과 다르다.  

�삼국지� 한 에는 ‘已柢國․不斯國․ 辰彌離彌凍國․ 辰接塗國․勤 國․難彌

離彌凍國․ 辰古資彌凍國․ 辰古淳是國․冉奚國․ 辰半路國․ 奴國․軍彌

國․ 軍彌國․ 辰彌烏邪馬國․如湛國․ 辰甘路國․戶路國․州鮮國․馬延國․

辰狗邪國․ 辰走漕馬國․ 辰安邪國․ 辰瀆盧國․斯盧國․優由國.’의 25국이 기록

되었으나,25) �한원� 신라  인용 �삼국지� 한 에는 ‘巳私國ㆍ卞辰㫆離陳國ㆍ卞辰

樓塗國ㆍ勤 國ㆍ難離㫆陳國ㆍ卞辰古資㫆陳國ㆍ卞辰古淳是國ㆍ冉爰國ㆍ卞辰半路國

ㆍ卞辰 奴國ㆍ軍㫆國ㆍ卞辰㫆焉邪馬國ㆍ如湛國ㆍ卞辰甘露尸路國ㆍ州鮮國ㆍ馬[延

國]ㆍ卞辰狗邪國ㆍ卞辰走漕馬國ㆍ卞辰安邪國ㆍ卞辰續盧國ㆍ優由國.’의 21국만이 보

인다. �한원� 신라  인용 �삼국지� 한 에 不斯國, 軍彌國, 斯盧國이 탈락하

고, 辰甘路國과 戶路國이 卞辰甘露尸路國으로 합쳐졌다. 하는 �한원� 번이부

는 필사본이다. 때문에 辰甘路國과 戶路國이었어야 할 국명이 卞辰甘露尸路國으

로 잘못 기록되는 경우가 발생하 다. 이를 고려하면 不斯國, 軍彌國, 斯盧國 역

시 필사 과정에서의 락일 가능성이 높지만, 신라의 신인 斯盧國이 탈락하 다

는 이 길을 끈다. 그러나 �한원� 번이부에 사로국에 한 언 이 없고, �한원�

백제  인용 �삼국지�의 마한 소국에 伯濟國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필사 과정에

서의 락으로 단된다.

사료 ③은 사료 ②와 마찬가지로 정문의 뜻을 새기기 어렵다. ‘國苞資路’의 ‘資’

와 ‘路’가 각각 卞辰古資㫆陳國의 資, 卞辰甘路國의 路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된 이래,26) 후속 연구에서도 해당 견해가 수용되고 있다. 다음에 살필 사료 

25) �삼국지� 한 의 진한과 변진의 소국은 모두 26국이지만, 馬延國이 두 번 등장한다. 복

된 것으로 보이므로 한 번만 계산하 다. 

26) 湯淺幸孫, 앞의 책, 97면. 張中澍ㆍ張建宇 校譯, 2015 �《翰苑ㆍ蕃夷部》 校譯�, 吉林文史出

版社, 160-161면. 후자의 교역본에서는 卞辰甘路國 외에 尸路國도 ‘路’의 범주에 포함된다

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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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의 정문인 ‘地惣任那’가 사료 ③의 정문과 구를 이룬다는 지 을 고려하면,27) 

선행 연구와 같이 ‘나라는 資, 路를 포 하 다’로 번역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료 ③에 보이는 진한과 변한 21개의 소국명에서 ‘資’ 혹은 ‘路’가 포함

된 국가는 각각 1개, 3개이다. 21개국  1개, 3개에 해당하는 국가명을 정문에 기

술하 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한원� 신라 을 비롯한 다른 사서에는 ‘資’ 혹은 

‘路’가 포함된 국가가 소국 에서 우 를 하 다는 기술도 발견되지 않는다. 

재로서는 장 이 왜 일부에 지나지 않는 ‘資’ 혹은 ‘路’가 포함된 국가를 정문에 

내세웠는지 알기 어렵다. 다만 資는 문벌, 명망, 직,28) 路는 권 , 권세의 의미를 

포함하므로,29) ‘資’와 ‘路’ 모두 여러 소국을 장악한 진한(신라)을 수식하는 표 으

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사료 ③의 정문은 ‘그 나라는 문벌과 권세를 겸병

하 다’로 해석할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사료 ③과 ④의 정문이 구를 이룬다는 지 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료 ④ 정문의 세 번째, 네 번째 자가 ‘任那’라는 고유명사이므로, 구를 이루

는 사료 ③ 정문의 세 번째, 네 번째 자 역시 고유명사로 보는 편이 타당해 보

인다. 아울러 �한원� 백제 의 두 번째 정문 역시 일부에 지나지 않는 楚山(塗卑

離國)과 桑水(國)을 내세우고 있다는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30) 따라서 사료 ③

의 정문은 선행 연구와 같이 ‘나라는 資, 路를 포 하 다’로 번역하고자 한다.31)

27) 湯淺幸孫, 앞의 책, 97면.

28)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2008 �漢韓大辭典� 13, 檀國大學校 出版部, 149면.

29)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의 책, 469면.

30) �한원� 백제  “陵楚山而廓宇, 帶桑水䟽彊.”

31) 심사 과정에서 ‘國苞資路’의 ‘資路’는 ‘資’와 ‘路’가 아닌 ‘資路’라는 하나의 지명 혹은 국명

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한원� 백제  첫 번째 정문인 ‘國鎭馬韓, 地苞狗素’와 �한

원� 신라 의 두, 세 번째 정문의 구조가 유사하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해 國鎭

馬韓과 國苞資路, 地苞狗素와 地惣任那가 응한다는 것이다. 타당한 지 이라고 생각하나, 

�한원� 신라 의 세 번째 정문에 ‘資路’의 뜻을 유추할만한 단서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해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하고자 하며, 좋은 조언을 주신 해당 심사 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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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기사

④

正文 地惣32)任那.

번역 땅은 임나를 장악하 다. 

注文
齊書云: “加羅國, 三韓種也.” 今訊新羅 云: “加羅ㆍ任那, 昔爲新羅所滅. 其故

[地]今並在國南七八百里.” 此新羅有辰韓ㆍ卞辰二十四國及任那ㆍ加羅ㆍ慕韓之地也.

번역

�남제서�에 이르길 “가라국은 삼한의 종족이다.”라고 하 다. 지 33) 신라의 기로

들에게 물으니 답하길 “가라ㆍ임나는 에 신라에 의해 멸망되었다. 그 옛 

[땅]은 지  모두 나라의 남쪽 7~800리에 있다.”라고 하 다. 이처럼 신라에는 진

한ㆍ변진 24국  임나ㆍ가라ㆍ모한의 지역이 있다. 

사료 ④는 신라의 토에 가라, 임나의 땅이 포함되었다고 서술한다. 주문에는  

�남제서�와 신라 기로의 말을 인용하 는데, �남제서� 가라 에는 ‘加羅國, 三韓種

也.’까지만 기록되어 있다. 신라 기로의 말은 �남제서�에서 존재하지 않은 것이

다.34) �한원� 번이부에서 기로의 언은 삼한 , 신라 , 서남이 에 보이는데, 모

두 �후한서�나 �삼국지�가 그들의 말을 인용한 형태이다. 사서에 기반하지 않은 

기로의 언은 사료 ④가 유일하다. 

후술하겠지만, 사료 ①에서 장 은 신라의 기원을 ‘올바르게 은 책이 없다

고(並無正傳)’ 언 하 다. 신라의 기원을 상세히 하는 사서가 없다고 여긴 것이

다. 이에 장 은 자료를 보완하기 해 직  당에 있던 신라인에게 련 내용을 

물어보거나,35) 당시 통용되던 내용을 수집하 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今訊

32) 惣은 摠과, 摠은 總과 통한다(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2002 �漢韓大辭典� 5, 檀國大學

校 出版部, 611면;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2003 �漢韓大辭典� 6, 檀國大學校 出版部, 

64면).

33) 장 이 �한원� 신라 을 편찬하 을 당시 혹은 7세기 반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34) 신라 기로의 말은 남제 사신의 언으로 얻어졌으며, �남제서� 가라 의 일문일지도 모

른다고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湯淺幸孫, 앞의 책, 98면).

35) 內藤虎次郞, 1970 ｢ 鈔本翰苑に就きて｣, �內藤湖南全集� 7, 筑摩書房, 124면; 郭丞勳, 앞

의 논문, 272면 각주 43번. 이밖에 신라 기로의 말부터 문장 끝까지를 장 의 自注일 

것으로만 언 한 경우도 있다(金鍾完, 앞의 책, 346면). 한편 를 단순히 노인으로 해

석할 수 있지만, 나이가 많고 지 가 높은 리 혹은 명사를 가리킨다는 용례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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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羅 云: 加羅ㆍ任那, 昔爲新羅所滅. 其故今並在國南七八百里’의 정보를 습득하

고, 사료 ④에 수록한 것이다. 이밖에 ‘此新羅’ 이하는 사료 ④ 주문의 사료를 토

로 한 장 의 自注로 보인다. 

번호 구분 기사

⑤

正文 擁叛卒以稱强, 承附金而得姓. 

번역 이반한 병졸을 모아 강성해졌고, 부용한 김씨가 이어져 자손이 두어졌다(得姓). 

注文

括地志曰: “新羅王姓金氏, 其先所出未之詳也.” 隋東藩風俗記云: “金姓相承三十餘代. 

其先附庸於百濟. 征高驪, 驪人不堪役, 相率歸之, 遂致强盛. 其官有十七等. 一曰伊伐干, 

二曰伊尺干, 三曰迊干, 四曰波珍干, 五曰大阿干, 六曰阿干, 七曰乙吉干, 八曰沙咄干, 

九曰級伐干, [十]曰大奈麻, 十一曰奈[麻], 十二曰大 , 十三曰 , 十四[曰]吉士, 十

五曰大烏, 十六曰 烏, 十七曰造位之.”

번역

� 지지�에 이르길 “신라왕의 성은 김씨인데, 그 선조의 출신은 미상이다.”라고 하

다. 수 �동번풍속기�에 이르길 “김씨 성이 30여 를 계승하 다. 그 선조는 백제

에 부용했는데, 고려를 치자 고려인이 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이어 귀부하니 마침

내 강성해졌다. 그 에는 17등 이 있다. 첫 번째는 이벌간, 두 번째는 이척간, 세 

번째는 잡간, 네 번째는 진간, 다섯 번째는 아간, 여섯 번째는 아간, 일곱 번째

는 을길간, 여덟 번째는 사돌간, 아홉 번째는 벌간, [열] 번째는 나마, 열한 번

째는 나[마], 열두 번째는 사, 열세 번째는 소사, 열네 번째[는] 길사, 열다섯 번

째는 오, 열여섯 번째는 소오, 열일곱 번째는 조 이다.”라고 하 다. 

사료 ⑤는 �한원� 신라 의 마지막 정문과 주문으로, 재 신라왕의 성씨가 어

떻게 유래하 는지 알려 다. 주문은 � 지지�와 수 에 편찬된 �동번풍속기�를36) 

인용하여 작성되었다.37) 사료 ①과 마찬가지로 � 지지�는 신라왕의 출신을 알지 

못한다고 하 는데, �동번풍속기�의 구 을 인용하여 신라왕의 략 인 행 을 

기술하 다. 앞선 사료 ①~④에서 신라라는 국가의 기원을 고증하 다면, 사료 ⑤

의 �동번풍속기�를 통해 신라왕의 출신과 을 통한 지배층의 서열을 확인한 것

면(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2007 �漢韓大辭典� 11, 檀國大學校 出版部, 228면), 장

이 신라 인에게서 얻은 정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36) 수동번 �풍속기�로 보기도 한다(王碩, 2016 �《翰苑》 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論文, 

96면).

37) �동번풍속기�는 하지 않는 사료이며, �수서� 경 지에도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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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결국 �한원� 신라 은 5개의 정문과 주문을 토 로 신라라는 국가의 기원, 

국가의 심인 왕과 지배층의 출신  양태를 고증하여 신라의 역사를 략 으로 

살폈다고 볼 수 있다.

3. �한원� 신라 의 술 목 과 신라사 인식

그 다면 장 은 왜 신라 을 �한원� 번이부의 하나로 배치하 을까? �한원�

고려 , 백제 에 비하면 신라 은 유독 장 의 自注가 다수 확인된다. 이는 �한

원� 신라 이 고려 , 백제 과 달리 별도의 立傳 목 이 있었음을 보여 다고 생

각한다. 

하는 �한원�은 번이부만이 필사본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秘府略� 권864 百

穀部와 권868 帛部에도 장 의 �한원�이 인용되어 �한원�의 다양한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한원�의 다양한 구성은 �藝文類聚�와 같은 類書의 체제

와 유사하다.38) 그 다면 類書의 체제를 갖춘 �한원�은 어떠한 의도에서 찬술되었

을지 궁 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한원�은 句를 처음 학습하는 童蒙을 한 모범 例文集

으로 편찬되었다고 한다. 구체 으로는 장  일족의 童蒙이 사용하는 교과서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 다. �한원�이 편찬될 시기는 변려문이 유행하여 童

蒙이 이를 연습하여 구사할 필요가 있었는데, �한원�은 이를 학습하기에 한 

교재 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원� 번이부는 당으로 빈번하게 사신을 견하 던 

주변국을 설명하기 한 실 인 목 으로 세워졌다고 하 다. 즉, �한원�은 변려

문의 구사를 한 교재이며, 번이부는 당과 교류하 던 주변국을 변려문을 통해 

설명하 다는 것이다.39) 

38) 윤용구, 2021 앞의 논문, 101-102면.

39) 湯淺幸孫, 앞의 책, ⅴ면. 다만 �한원� 번이부에는 당과 치열하게 주도권을 다투었던 돌

궐, 고창국, 토욕혼, 토번 등의 서방 국가들이 보이지 않는다. �한원� 번이부가 단순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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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원�의 敍文은 童蒙에 한 배려가 없으므로 그 편찬 목 은 교재로서

의 활용에만 있지 않다고 보기도 한다. �한원� 번이부와 비슷한 형식의 �兎園策府�

征東夷編이(662년 편찬) 고구려 원정의 정당성을 자문자답하고 련 문헌을 주기

하여 고구려 정벌을 지지하 다는 과 장 이 고구려 원정을 주도한 李勣의 추

천으로 임 하 음을 고려하면, �한원� 번이부 역시 고구려 정벌의 지지를 표명한 

일 가능성을 제시하 다.40) 나아가 고구려를 포함한 당의 동방정책과 어떠한 연

성이 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41) 

이처럼 �한원�의 술 목 은 체로 변려문의 교육을 한 교재라는 에서 

견해가 합치되는 듯하다. 아울러 �한원�과 같은 類書는42) 고문헌을 집록하고 내용

에 따라 분류하여 검색과 例證을 제공하는 책이며,43) 유서의 私撰 목 은 과거 

비와 응용, 시문의 작성에 있다고 한 연구 성과도 주목된다.44) 

실제로 �한원� 신라 의 정문은 변려문으로 구성되었다. 5개의 정문  첫 번째, 

두 번째 정문은 4ㆍ6, 세 번째, 네 번째 정문은 4ㆍ4, 다섯 번째 정문은 6ㆍ6의 

자로 구를 이룬다. 이러한 양상은 신라 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한원� 삼한 을 

보면 첫 번째~세 번째 정문은 4ㆍ4, 4~9번째 정문은 4ㆍ6, 열 번째 정문은 6ㆍ6

의 자로 구를 이룬다.45) 그리고 정문은 주문의 내용을 토 로 작성되었다. 유

변국 설명을 해 세워졌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다.

40) 윤용구, 2021 앞의 논문, 111-113면. �한원� 고구려 이 고구려 정벌의 당 성을 주장하

기 해 편찬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실상 �한원� 고구려 에는 �한원� 신라 과 

같이 장 의 사견이 담긴 自注가 거의 보이지 않고, 정문과 주문의 내용 역시 정벌의 

당 성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문제가 있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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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0면.

42) �신당서� 권59, 지49, 문3 “張楚金翰苑七卷. ( 략) 右類書類十七家, 二十四部, 七千二

百八十八卷.” �한원�의 총 권 수는 7권, 11권 30권으로 사서마다 다르다. �한원�의 총 권 

수를 하는 가장 빠른 사서인 �일본국견재서목록�과 �구당서� 장 의 기록을 고려

하여 체로 30권으로 이해하고 있다(內藤虎次郞, 앞의 책, 120면).

43) 조국장ㆍ왕장공ㆍ강경백(이동백 옮김), 2015 �문사공구서개론�, 한국고 번역원, 28면.

44) 劉葉秋(金長煥 옮김), 2005 �中國類書槪說�, 學古房, 22면  49면. 

45) �한원� 삼한 의 일곱 번째 정문은 ‘矝容表也麗, 扁首之俗仍存’인데, 5ㆍ6의 구를 이룬

다. 다만 ‘也’가 정문에서 가지는 의미가 불명확하여 이를 衍字로 볼 여지가 있다(湯淺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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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편찬 목 이 과거 비와 응용, 시문의 작성에 있다는 연구 성과와 �한원�

번이부 정문의 구성 방식을 고려하면, �한원�은 변려문의 학습 교재로 편찬되었다

고 추정할 수 있다.

�한원�이 변려문 학습을 한 교재로 작성되었다는 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된

다. 먼  �한원� 신라 의 사료 ①이 주목된다. 사료 ①의 주문은 신라의 유래가 

상세하지 않음을 서술하 는데, ‘金水晉宋之也’란 문장으로 마무리된다. ‘金水晉宋

之也’란 문장은 주문의 반 인 내용인 신라의 유래와는 동떨어져 있다. 사료 ①

의 정문은 ‘開源拓構, 肇基金水之年’이다. 정문의 말미에 주문의 마지막 문장에 해

당하는 ‘金水’가 포함되었다. �한원�의 정문과 주문의 계를 고려하면, ‘金水晉宋

之也’는 정문의 ‘金水之年’을 설명하기 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金水晉宋之

也’는 사료 ①의 변려문(정문)에 ‘金水之年’이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하기 한 장

치로써 주문에 삽입된 것이다. 이는 �한원�이 童蒙의 변려문 학습을 해 편찬되

었다는 것과 연결된다. 만약 �한원�이 童蒙의 변려문 학습을 한 교재가 아니었

다면, 식자층에서 상식으로 통용되던 음양오행과 정권 교체의 계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사료 ①의 ‘金水晉宋之也’와 같이 정문의 변려문을 설명하기 한 주문은 �한원�

숙신 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한원� 숙신 의 다섯 번째 주문은 ‘誦, 成王名之

(송은 성왕의 이름이다)’로 끝난다. ‘誦, 成王名之’ 앞의 주문에는 성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정문은 ‘周業斯隆, 姬誦銘其入賀(주의 왕업이 바야흐로 융성하 으

니, 희송은 숙신이 입조하여 하례한 것을 새겼다)’로 구성되었다. 앞서 제시한 사

료 ①과 마찬가지로 ‘誦, 成王名之’는 주문에는 없던 ‘姬誦’이 정문에 들어간 이유

를 설명하기 한 장치인 것이다.46)

孫, 앞의 책, 62면). 본고도 이에 따라 ‘也’를 衍字로 간주한다.

46) �한원� 숙신 의 다섯 번째 주문(誦, 成王名之)과 여섯 번째 주문(徹, 武帝名)은 장

이 아니라 雍公叡의 補注로 보기도 한다(湯淺幸孫, 앞의 책, ⅳ-ⅴ면). 湯淺幸孫이 분류

한 옹공  注, 장  自注는 尹龍九, 2011 ｢�翰苑� 蕃夷部의 注文構成에 하여｣, �百濟

文化� 45, 162-163면 표1, 표2가 참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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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원�의 편찬 목   하나는 童蒙의 변려문 학습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한원� 신라 은 고구려, 백제와 달리 긴 문장으로 이루어진 장 의 

自注가 다수 확인된다. �한원� 고구려 에도 열 번째 정문에 ‘即此城也’, 열한 번째 

정문에 ‘續漢書郡國志不改’, 열두 번째 정문에 ‘本漢不而縣也’ 등과 같은 自注가 보

이지만, 앞 문장에 한 간단한 보충 설명에 그친다. �한원� 백제 에는 自注로 추

정되는 문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신라 에 이르러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주문에서 긴 문장의 自注가 보인다.

<표 1> �한원� 신라 에 보이는 장 의 自注 

사료 구분 기사

①

원문
此則新羅有國在晉宋之間. 且晉ㆍ宋ㆍ齊ㆍ梁, 並無正傳. 故其有國所由靡得詳也. 金水晉宋

之也.

번역
이는 곧 신라가 진~송의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ㆍ송ㆍ제ㆍ양 모두에 정

이 없다. 때문에 그 나라가 유래한 바를 상세하게 알 수 없다. ㆍ수는 진ㆍ송이다. 

②

원문 今案, 新羅ㆍ百濟共有三韓之地, 百濟在[西], 即馬韓之地, 新羅在東, 即辰韓ㆍ卞辰之地也.

번역
지  살펴보니 신라ㆍ백제는 모두 삼한의 땅에 있는데, 백제는 [서쪽]에 있으니 곧 마

한의 지역이고, 신라는 동쪽에 있으니 곧 진한ㆍ변진의 지역이다.

④
원문 此新羅有辰韓ㆍ卞辰二十四國及任那ㆍ加羅ㆍ慕韓之地也.

번역 이처럼 신라에는 진한ㆍ변진 24국  임나ㆍ가라ㆍ모한의 지역이 있다. 

의 표는 �한원� 신라 에 보이는 장 의 自注이다. �한원� 고구려 의 自注

는 기록에 한 사서 간 교차 검증, 치 확인 등의 간단한 보충 설명이다. 반면  

�한원� 신라 에는 ‘此’, ‘今案’을 사용한 自注가 길게 서술되어 있다. 이 自注는 주

문에 제시된 사료의 뒤에 배치되었는데, 해당 사료에 한 찬자의 생각, 논증, 결

론을 내용으로 한다. 그 다면 �한원� 신라 에 유달리 많은 自注가 달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련하여 사료 ①의 ‘且晉ㆍ宋ㆍ齊ㆍ梁, 並無正傳’, 진ㆍ송ㆍ제ㆍ양 모두에 

正傳이 없다는 기술이 주목된다. 진ㆍ송ㆍ제ㆍ양의 사서에 신라의 열 이 없다는

(正傳)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ㆍ송ㆍ제ㆍ양의 사서란 �진서�, �송서�, �남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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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를 가리킨다. 그러나 신라는 �한원�보다 먼  완성된 �양서�와 �수서�에 立

傳되어 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장 의 주문과 사서 편찬 간의 역사  사

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장 이 �양서�

를 미처 보지 못한 결과로 보거나,47) �한원� 번이부가 각 나라의 사 을 주요 최

신 사서 주로 정리한 을 토 로 장 이 �양서�를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

다고 이해하 다.48)

�한원�은 당 경 5년(660)에 완성되었으며,49) �양서�는 당 정  10년(636)에 

奏上되었다.50) �양서�가 �한원�보다 44년 먼  편찬된 것이다. �한원�의 찬자 장

은 626~633년 從8品으로 직 생활을 시작하여 660년 太原縣令, 670년  刑

部侍郎, 680년  吏部侍郎까지 오른 인물이다.51) �양서�의 편찬 연 와 장 의 

력을 고려하면 그가 �한원� 신라 을 편찬한 시기에 �양서�를 열람하지 못하

다고 보기 어렵다. �한원� 번이부에 �양서�보다 늦게 완성된 � 지지�가 인용된다

는 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사료 ①의 ‘並無正傳’은 ‘열 이 없다’기보다는 ‘올바른 승, 사서가 없다’로 해석

하는 편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52) 

의 해석에 따라 사료 ①을 보면, 장 은 신라의 유래에 한 ‘올바른 승, 

사서가 없다’고 이해한 것이 된다. 주지하다시피 636년 간행된 �양서�와 �수서�에

는 신라 이 입 되었다. 

47) 金鍾完, 앞의 책, 343면.

48) 郭丞勳, 앞의 논문, 266-267면.

49) 윤용구, 2021 앞의 논문, 92면.

50) �구당서� 권3, 본기3, 태종하 “十年春正月壬子, 尚書左僕 房玄齡侍中魏徵上梁陳齊周隋五

代史, 詔藏於秘閣.”

51) 장 의 생애와 력에 해서는 정동 , 2021 ｢張楚金의 �翰苑� 편찬과 복고  유가사

상｣, �白山學報� 120이 참고된다.

52) 우선 사 에서 正傳은 바른 傳記, 本傳이란 뜻이 있다(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2004 앞

의 책, 803면). 한 �大學衍義� 卷11  眞德秀의 說인 ‘以其關乎聖學之正傳‧君道之大體’

의 正傳은 ‘올바른 승’으로 해석된다(동양고 종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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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라는 그 선조가 본래 진한의 종족이다(�양서� 신라 ).53)

B. 신라국은 고려의 동남쪽에 있으며, 한  낙랑의 땅에 자리 잡았는데 사라라고도 

부른다. 의 장수 구검이 고려를 토벌하여 깨뜨리자 [고려는] 옥 로 달아났

다. 그 후에 고국으로 돌아갔으나, 남은 자들이 마침내 신라를 세웠다(�수서� 신

라 ).54) 

 

에 제시한 사료는 신라의 기원에 한 �양서�, �수서� 신라 의 기록이다. �양

서�는 신라의 기원을 진한이라 하 고, �수서�는 구검에 패해 옥 로 쫓겨갔다

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잔류한 고구려인이 신라를 세웠다고 하 다. 장 은 

636년 간행된 �양서�와 �수서�의 신라 에 신라의 기원이 언 되어 있음에도 타

당하지 않다고 여긴 것이다. 그 다면 장 이 이  사서에 신라의 기원을 올바

르게 기술한 사서가 없다고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 

먼  �양서�에 따르면 신라는 진한에서 비롯되었다. 사료 ③에는 진한과 변진의 

24개 소국이 나열되어 있다. 그런데 이 소국에는 신라가 보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장 은 진한과 변진의 24개 소국에 신라가 포함되지 않아서 이들이 신라의 기원

이 될 수 없다고 여긴 듯하다. ‘신라’라는 명확한 국명이 보이지 않으므로 진한  

변진을 신라의 기원으로 연결시키지 않은 것이다.55) 반면 �수서�에는 고구려인이 

신라를 세웠다고 하 다. 이는 장 이 �한원� 신라 의 서두에 제시한 � 지지�

의 기록과 배치된다. 그는 최신 사서 던 � 지지�를 극 활용하여 �한원� 신라

을 작성하 는데, � 지지�의 사료  가치를 높게 단한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장 은 신라라는 국가의 기원이 이  사서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並

53) �양서� 권54, 열 48, 제이, 신라 “新羅 , 其先本辰韓種也.”

54) �수서� 권81, 열 46, 동이, 신라 “新羅國, 在高麗東南, 居漢時 浪之地, 或稱斯羅. 魏 毌

丘 討高麗, 破之, 奔沃沮. 其後復歸故國, 留 遂爲新羅焉.”

55) �한원� 백제 은 백제와 마한의 연 성을 언 하 고, 신라  역시 백제 과 마찬가지의 

서술을 채택하 으므로 장 이 마한과 백제, 진한  변진과 신라의 연계성을 인지하

고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金炳坤, 앞의 논문, 28-29면). 여기서 말하는 연계성은 

史的 계통으로 이해된다. 본고는 장 이 신라의 기원을 진한  변진과 연결시키지 않

았고, 양자의 연계성은 치 혹은 역의 측면에서 인정하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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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正傳’, ‘올바른 승, 사서가 없다’고 언 한 것이다.56) 장 은 이에 그치지 않

고 의 사서를 확인하며 신라의 기원을 추 하 다. 그런데 사료 ②~⑤에는 

신라의 기원이 명확히 어떻다고 언 되지 않았다. 사료 ②의 自注는 ‘백제는 [서

쪽]에 있으니 곧 마한의 지역이고, 신라는 동쪽에 있으니 곧 진한ㆍ변진의 지역이

다’고 하 다.57) 기원이 아니라 치 혹은 역을 설명하고 있다. 사료 ④의 自注 

역시 ‘이처럼 신라에는 진한ㆍ변진 24국  임나ㆍ가라ㆍ모한의 지역이 있다’고 하

여 신라의 역을 논하 다. 사료 ②, ④의 自注에는 신라의 기원이 언 되지 않은 

것이다.

�한원� 고구려 , 백제 은 모두 그 기원에 해 기술하고 있다. 신라  역시 

그 기원을 다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확인하 듯이 自注에는 신라의 

기원이 언 되지 않았다. 남은 사료 ①의 自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료 ①의 

주문 첫 번째 문장은 �송서� 왜 의 기록을 인용하며 시작되었고, 自注는 이를 받

아 ‘이는 곧 신라가 진~송의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다’라고 하 다. 신라가 �송서�

에 처음 보이며, 송 에 세워졌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장 은 �송서�를 

인용하 음에도 신라의 건국 시 을 진~송으로 유추하 다.58) 신라가 �송서�에 

처음 보이므로 건국 시 을 송으로 잡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진까지로 범 를 넓

힌 까닭은 의문이다. 장 이 신라의 건국 시 을 진~송 사이라 한 원인은 �진

56) 장 은 신라의 기원을 올바르게 언 하지 않은 사서로 �진서�, �송서�, �남제서�, �양

서�의 남조계 사서만을 언 하 다. 그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陳書�는 외국 이 

없고 �수서�와 그 원 인 �동번풍속기�에 신라왕의 기원이 간략하게나마 언 하여 그 

상에서 제외된 듯하다. 아울러 남조계 사서인 �송서�에 신라가 언 되었지만, 다른 남조계 

사서는 �송서�를 계승하여 신라를 언 하지 않은 을 지 하 을 가능성도 상정된다.

57) 사료 ②의 ‘今案’ 이하와 사료 ④의 ‘此新羅’ 이하의 문장을 신라 측 승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윤용구, 2020 ｢ 국사서로 본 辰과 慕韓- 傳存文獻의 시  

변용을 심으로 -｣, �韓國古代史硏究� 99, 26면). 그러나 이는 앞의 주문과 정문을 설명

하는 장 의 自注로 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 세사연구소, 

앞의 책, 247면  249면).

58) 신라가 진 혹은 늦어도 송 에 건국되었다고 본 이유는 �송서�가 없던 나라를 갖다 붙이

지 않았을 것이라는 단에 따랐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郭丞勳, 앞의 논문, 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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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韓傳의 존재 때문으로 추정된다. � 략�, �삼국지�, �후한서�에는 모두 한 이 

입 되었다. 나아가 648년 완성된 �진서�에도 한 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서의 입

 양성과 �송서�에 신라가 확인된다는 으로 보아, 장 은 신라가 한 이 마

지막으로 기록된 �진서�의 진과 신라가 확인되는 �송서�의 송 사이에 세워졌다고 

이해한 듯하다. 이는 사료 ②~⑤에 보이지 않는 신라의 기원에 한 부분일 것이

며, 이밖의 내용은 후  사서의 한계로 더 상세하게 기록하지 못하 다고 추정된

다. 즉, 장 은 신라의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진~송 사이에 건국되었고, 진한과 

변진은 신라가 다스리는 지역에 포함된다고 이해하 다는 것이다. 이는 장 이 

진한과 변진을 신라의 기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다른 이유로 여겨진다.

한편 �한원�의 찬자는 �송서�를 직  인용하지 않고 � 지지�에 인용된 �송서�

를 채록하 다. 당시 �송서�가 산일되지 않았음에도 � 지지�에 인용된 �송서�를 

주문에 사용한 것은 의아스럽다. �한원� 신라 의 주문은 최근에 편찬된 순서 로 

인용 사료가 배치되었다. 이러한 사료 배치는 해당 국가에 한 최근까지의 정보

가 어떠한지 밝히고, 사료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에 한 나름의 고증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함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료 ①의 � 지지�는 본문이 아니라 

주문에 해당한다. � 지지�의 주문을 인용한 이유는 � 지지� 신라 의 본문에 신

라의 기원에 한 특기할만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장 은  

� 지지�라는 최신 사서에서도 신라의 등장은 �송서�의 기록이 최 임을 보여  

뒤, 제반 사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나름의 고증을 진행한 것 같다. 

결국 사료 ①의 自注는 장 이 신라의 기원을 추 하는 일종의 고증 과정이

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면 사료 ②, ④의 自注는 무엇을 의도하 을까? 이는 �양

서� 신라 의 신라 진한 출자 기록에 한 답으로 추정된다. 사료 ②의 自注는 

진한과 변진을 신라의 치를 설명하는 데 활용하 다. 나아가 사료 ④의 自注는 

신라에 진한ㆍ변진 24국  임나ㆍ가라ㆍ모한의 지역이 있다고 하 다. 이를 종합

하면 장 은 신라의 역에 진한ㆍ변진 24국  임나ㆍ가라ㆍ모한이 포함되었으

며,59) 진한과 변진은 신라의 기원과 련이 없음을 지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

울러 �한원� 고구려 , 백제 에 보이는 각국의 강역을 설명하려는 의도도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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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이다.

와 같은 추정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한원� 신라 은 장 이 부족한 신라 

련 사료를 극복하며 작성된 일종의 논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 한 �한원�

과 같은 類書의 편찬 목 과도 상통한다. �한원� 신라 을 통해 사료가 부족한 상

황에서 이를 어떻게 과거 비와 시문  변려문의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지 모범

답안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한원� 신라 의 내용은 재의 신라사 이해와 동

떨어진 면이 다수 보일지라도, 약 1,400년 의 唐人 료가 제반 사서를 검토하여 

내린 나름의 신라사 이해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이상을 통해 �한원� 신라 의 내용과 술 목 에 해 분석하 다. �한원� 신

라 이 가진 차별 은 3번에 걸쳐 등장하는 장 의 自注다. 이 自注는 고구려

과 달리 보충 설명에만 그치지 않았고, 그의 신라사 인식과 사료의 고증 방식을 

드러내는 장치 다. 

3개의 自注  첫 번째가 주목된다. 첫 번째 自注는 '此則新羅有國在晉宋之間. 

且晉ㆍ宋ㆍ齊ㆍ梁, 並無正傳. 故其有國所由靡得詳也. 金水晉宋之也.'로, 장 의 신

라사 인식을 보여 다. 그는 신라와 사로국을 연결시키지 않았다. 신라는 진한과 

변진에서 기원하지 않았고 그 지역을 다스릴 뿐이라고 이해하 다. 진한과 변진의 

24개 소국에 신라가 포함되지 않아서 이들이 신라의 기원이 될 수 없다고 여긴 듯

하다. 따라서 장 은 신라의 기원을 삼한과 연결시킨 �양서� 신라 의 기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 고, 이를 ‘並無正傳’이란 문구로 표 하 다. 나아가 신라의 

기원을 제 로 은 사서가 없어 그 건국 시 만을 유추하 는데, 韓傳이 마지막

59) �한원� 신라 의 주문에는 사료 ①의 � 지지� 인용 �송서�를 제외하고 모한에 한 언

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송서�에 보이는 왜왕의 칭호에 신라 다음에 치한 임나와 진

한이 신라의 역으로 고증되어 자연히 모한도 그러하 을 것으로 본 결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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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록된 �진서�의 진과 신라가 확인되는 �송서�의 송 사이에 건국되었다고 

보았다. 이는 장 이 진한과 변진을 신라의 기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다

른 이유로 단된다.

�한원�과 같은 類書는 고문헌을 집록하고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검색과 例證을 

제공하는 책이며, 유서의 私撰 목 은 과거 비와 응용, 시문의 작성에 있다고 이

해된다. 이를 고려하면 �한원� 신라 은 장 의 사료 고증 방법과 이를 변려문

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답안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환언하면 7

세기 반 唐人의 시각에서 작성된 역사 인식인 것이다. 이러한 장 의 신라사 

인식은 재의 이해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오류 내지는 무

심으로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원� 신라 의 서술은 약 1,400년 의 唐人 

료가 제반 사서를 검토하여 내린 나름의 신라사 이해이자 사료의 고증 방식과 

변려문 작성의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類書의 편찬 목 을 이행한 결과물로 받아들

일 필요가 있다.   

논문투고일(2021. 10. 31),   심사일(2021. 11. 18),   게재확정일(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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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Records of Silla of Hanyuan(�翰苑� 新羅傳) 

and Its Purpose of Publication

60)

Jeon, SangWoo *

This study developed its points based on the premises that the Leishu(類書) titled 

Hanyuan(�翰苑�) was published to promote the prepar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tate 

exam and create poetry and prose and that The Records of Silla of Hanyuan(�翰苑� 新羅

傳) was a historical material published in the viewpoint of Zhang Chujin(張楚金) from 

Tang Dynasty(唐) in the middle seventh century. Zhang Chujin(張楚金) concluded that no 

old history books recorded the origin of Silla(新羅) right after reviewing history books 

about Silla(新羅) until the middle seventh century. Based on his review results, he did not 

connect the origin of Silla(新羅) to Saroguk(斯盧國) unlike the current understanding. As 

a result, it was understood those days that Silla(新羅) did not originate from Jinhan(辰韓) 

and Byeonjin(卞辰) and merely ruled the regions. It was also recorded that Silla(新羅) had 

no certain origin and was only known to have been founded between Jin Dynasty(晉) and 

Song Dynasty(宋). These perceptions of Silla(新羅) history by Zhang Chujin(張楚金) have 

considerable differences from the current understanding, but they should not be regarded as 

his error or disinterest in the understanding of Silla(新羅) history. The descriptions in The 

Records of Silla of Hanyuan(�翰苑� 新羅傳) should be accepted as a Tang(唐) official's 

understanding of Silla(新羅) history based on his review of all the history books 

approximately 1,400 years ago and as an outcome of him fulfilling the publication goal of 

a Leishu(類書) by presenting a historical investigation method for historical materials and a 

model answer for Pianli(騈儷文) composition. 

Key words : The Records of Silla of Hanyuan(�翰苑� 新羅傳), Zhang Chujin(張楚金), 

perception of Silla(新羅) history, Leishu(類書), Zhengzhuan(正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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