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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들어가는 말 

김 현 자. 

요(쫓)는 중국 고대 전적 속에서 禮문화를 창시한 태고의 성왕(휠 

王)으로 자주 언급되며. 오늘날에도 요순시대는 태평성대의 대명사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끊임없이 인구에 회자되고 었다. 그럽에도 불구 

하고 우리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업을 이룬 왕이었는지. 왜 성 

왕으로 추앙받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중국의 고대 역사가들은 

요의 통치시기를 기원전 2357년 - 2258년으로 추산하기는 하지만， 

역사적 실존이 의문시되는 인물이라 지금까지 학계에서 요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또 예로부터 일반 대중들이 비 

교적 즐겨 읽는 선진 문헌에서 요에 대한 이야기는 풍문으로만 단편 

적으로 전해질 뿐이기 때문이다. 

r서경(書經) J의 「훌典」을 비롯하여 r史記J . r帝王世紀J . r大載禮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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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그리고 『公子家語』와 같은 곳에는 요에 관한 이야기가 비교적 자 

세히 기록되어 었다. 그런데 r史記J. r五帝本紀」의 기록은 그 내용이 

「쫓典」의 것과 대동소이하며 r帝王世紀』와 r大數趙記J . 그리고 r公

子家語」가 진술하는 五帝의 내용은 후대에 정형화된 제왕의 덕에 관 

한 진술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요의 구체적 치적을 증언하는 

자료는 사실상 r書經J . r훌典J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r훌典」 

의 내용은 요의 전반적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 주므로. 그 일부 기록 

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우리는 요가 성왕의 전형으로 인구에 회자되 

었던 까닭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훌典」의 일부 내용을 통해 빛의 제왕으로서의 

쫓의 면모를 확인하고 禮의 본질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이 기록에서 

는 고대의 천관 회(驚)와 화(和)의 임무가 언급되며. 춘 · 추분과 하 

지 . 동지의 별자리들이 거론된다. 회화는 중국 신화 전숭에서 107>> 의 

태양을 낳은 태양의 어머니로 나타나기 때문에， 몇몇 유럽 학자들이 

r훌典」의 기록과 회화신화와의 상관성 및 선후관계에 대해 상이한 

가설을 제시하는 연구를 한 바 있다， 그래서 다음으로 그들의 연구 

와 중국 고대 천문학에 대한 연구 결과를 검토하면서 해당 자료의 

가치와 한계를 되짚어 보겠다. 또 r쫓典」에서는 상고대의 태양제사 

의 혼적도 발견되므로， 마지막으로 그 태양제사의 성격과 시기 동을 

탐구해보겠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고대 문헌들이 주 자료가 될 것이나. 그 외에 

도 기원전 15-12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 그리고 중국 신 • 

구석기문명의 고고학적 발굴물들을 필요불가결한 보조 자료로 활용 

할 것이다. 이 사료들은 공간적으로는 상， 주 문명이 홍기했던 황허 

주변의 것에서부터 변방 문명의 것틀까지 아우르며. 또 시간적으로 

는 상대 이전부터 한대에 이르기까지 큰 격차를 가진 것들이다. 그 

러나 이념적. 문화적 통질성을 보여주는 이 자료들은 서로 부합되는 

부절들처럼 맞물리면서， 좌청룡. 우백호의 원형들 및 태양의례의 일 

단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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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해의 움직임 : 사회활동의 분류원리 

「쫓典」은 제요帝쫓의 빛이 위와 아래에 두루 미쳐 온 세상이 평화 

롭게 되었다는 태평성대의 치세를 찬미하는 것으로 서두를 연다， 

"8종뽑古帝홉.8. 放훌~. 왔明文思安安. 允옆克짧 "}t被四表， 格千t下.

克明{혔혼， 以觀九族. 九族앓陸- 平훌百姓， 百姓昭明. 協和홉￥~. 쌓民於~~흉 

覆.

고대의 일을 상고하건대. 제요훌 일컬에 .방훈’1)01 라 하였다. 제요께서는 경건 

하고 총영하시며‘ 문사에 뛰어나고 사려 깊A셔서 천하가 태명하였다. 진실로 공손 
하고 경양하시며. 그 빛이 사빵을 덮고 위와 아래에 이르렀다. 빼어난 택을 밝히 

시어 구촉을 화목하게 하셨다 구족이 화옥하니 액관2)이 고루 밝게 다스려졌다. 액 

관이 밝게 다스려지나 온 세상이 영화홉게 되어 뭇 액성이 때의 변화에 조화홉게 
화합하였다 .. 

고대 이집트 왕들의 사후 거주지인 띄라미드의 형상은 태양빛이 

위 하늘에서 아래 땅으로 덜리 퍼져나가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요 

의 빛 또한 펴라미드처럼 구족. 백관. 만백성에게 두루 퍼져나간다. 

먼저 나라의 중추를 이루는 아홉 종족에 그 빛이 미쳐 구족이 화목 

하고. 구족이 화목하면 백관들이 두루 밝게 다스려져 맡은 바 임무 

를 다하고. 백관들이 각자 그 소임을 다하면 만백성이 때의 변화에 

조화롭게 화합한다. 요의 빛이 사양올 덮고 위와 아래로 두루 퍼지 

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늘의 질서를 겸손히 관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2006년 5월 중국 언론들은 .. 산시성(山西城) 린펀시(臨‘껴市) 양펀현 

(훌훌쌍縣) 타오스향(빼츄鄭) 통포거우(東城構)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4100년 전의 천문대 터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너비 약 20m 

정도의 반원형 유적지 주변 1400m’되는 지역인 이곳을 중국 고고학 

1) 중국 주석가들은 방훈(放勳)을 요의 이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공훈올 세우다’ 
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r史記J . r五帝本紀j의 기록파， r경전석문 經典
釋文」 상서음의(尙뽑音義)에 따라 요의 이름으로 해석했다. 

2) 鄭玄과 孔安國은 각기 rm經」과 r尙훌」의 주에서 百姓올 百官으로 해석한다. 고 
대 부족연맹의 어떤 관직온 그 부족이 대대로 세습하는 경우가 많아 관칙 이릎 
을 따서 부족의 姓A로 삼기도 했으므로 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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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 천문학자들이 천문대 터로 보는 이유는 13개의 기퉁이 서 있 

던 자리 때문이다， 그들은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정동 쪽에서 떠 

오르는 일출을 관측하고， 1년 12절기를 정확히 측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유적의 역사를 기원전 2100년께로 추산한다. 이러한 

주장과 추정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r훌典」은 해， 달， 별들의 운행을 

관찰했던 요 시대의 천관 회 (癡)와 화(和)를 언급한다. 

"乃命홈和，~훌훌天. 용흉 B 月星辰. 敬授^*
회씨와 화씨에게 영하시기를， 넓은 하늘올 상가 따르고 혜와 달과 별들의 운행 

율 관촬하여 사랍들에게 정건히 때활 알려라 하셨다" 

회와 화의 역할은 단순히 천체를 관찰하여 때를 알리는 것에 국한 

되지 않는다. 그들은 저 위 하늘에서 생명 에너지를 퍼뜨리는 해에 

게 직접 제사를 지내고， 인간의 삶이 하늘의 질서에 동화되도록 하 

기 위해 동서남북으로 분주히 움직인다. 

1. 태양의 충사위 : 시간과 콩간의 주축틀 

"백관이 밝게 다스려지니 옹 세상이 평화롭게 되어 백성들이 때의 

변화에 조화롭게 화합한다"고 천명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돗일 

까? r쫓典」은 회와 화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고대 중국인 

들의 사계절의 생활상을 묘사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다. 

”分옮훌훌{tjI , 술뼈롯 日~~， 寅훌出 B 平.ft;:東作.

B 中星1:;， 以없{매春，.IJX民析， IJ~훌尾. 

따로 회중에게 영하시기훌. 우이 ‘ 공 양곡에 거하여 경건혀 떠오르는 해률 맞아 
하고 일월성신의 동쪽 운행 질서훌 관활하라 하셨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갈은 것과 

조성(鳥星)으로 중훈(훈분)의 때를 바로 쩡하연， 액성들은 툴판으로 흩어져 나가고 
짐숭들은 교미률 하고 새끼훌 쳤다. 

申命훌꿨. 毛南交. 日明都， 平.~南짧，敬혔‘ 

B 永星火. 以jEf'후1:， 厭民因， A훌합希I홉-

다시 회숙에게 영하시기를. 냥교. 곧 영도에 거하여 일월성신의 남쪽 운행 질서 
률 관활하여 공경히 이르게 하라 하셨다 해가 긴 것과 화성으로써 #夏(하지)의 
때흘 바로 정하연 . 액성둘은 경작에 몰두하고 새와 짐승들은 털과 깃을 갈아 살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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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듬성듬성 드러났다. 

分命和f뿌. 毛西 日~~， 寅앓納8 ， 平快西成

짤中 星흩. 以댔{뿌秋，~~롯. 옳~毛쩔， 

따로 화중에게 영하시기훌， 서쪽 땅， 곧 매콕에 거하여 지는 해훌 경건히 보내 

고 서쪽 (하늘)의 일월성신 운행 질서를 관찰하라 하셨다， 밥과 낮의 길이가 같은 
것과 허성으로 {뿌秋(추분)의 때흘 바로 정하면， 백성틀은 모여 사냥올 하고 새와 

짐숭들은 털과 깃올 갈았다. 

申命和꿨， ~爛方 日빼都. 平在湖易. 8 短星행， 以.iH뿌~， 厭民뺏， 鳥~홉E毛 
다시 화숙에게 명하시기훌. 북쪽 땅. 곧 유도에 거하여 북방의 일월성신의 운행 

질서훌 관찰하라 하셨다. 혜가 짧은 것과 요성 (해星)으로 {매~(동지 )의 때흘 바로 
정하연. 액성을응 집 안으로 돌어가 첩거하고 새와 징송들은 솜털이 많이 났다-

帝日 . 쯤&훌흩和. 期三百有六셈有六 B . 以聞月定四時成옳. 允흩百工 a!Jl 
~熙

제께서 말씀하셨다. '0.아， 그대툴 회와 화여! 일 년윤 366일이니. 윤달을 넣어 
사철을 정하고 한 해흘 이루어 액관들올 잘 다스리게 되연 모든 공적이 다 빛나게 
횡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구획하고. 구획된 여러 공간 

에 각기 다른 이름과 의 미를 부여하연서 질서를 잡아왔다‘ 앞의 기 

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대 중국인들에게 이러한 방향정위의 축 

을 제시하고 구분된 공간의 명칭과 의미를 일러주는 것은 바로 태양 

의 움직임 이 었다. 

동쪽에서 생명 빛을 퍼뜨리며 떠오르는 아침 해. 이글거리는 한낮 

의 태양， 밝은 햇살을 거둬들이며 서쪽 지명선 아래로 떨어지는 석 

양의 위력은 같지 않다. 해가 갖가지 색채와 온도로 펼쳐내는 이 우 

주의 춤사위는 신화적 상상력을 자극하여 그의 출몰지와 여로(旅路) 

는 다양한 명칭으로 인간의 지리 속에 자리 잡는다‘ 

중국인들은 통쪽 일출의 장소를 .밝은 골짜기 陽삼’， 서쪽 일올의 

장소를 .어두운 골짜기 味용’. 남방은 ‘빛의 도시 明都’ . 서방은 ‘어둠 

의 도시 뼈都’로 각기 달리 불렀다 3) 

동쪽 계곡에서 떠올라 정오에 중천에 올랐다 다시 내려와 서쪽 계 

3) 고대 중국인들은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곳을 일월산이라 부르기도 했다 r山海
經J , r大앞西經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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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으로 숨어 들어가 북방에서 쉬는 태양의 하루 운행 곡선은 동시에 

춘분 • 하지 • 추분→ 통지로 이어지는 태양의 사계절 여정이다. 

일 년 중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과 추분. 그리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는 사계절의 중심이다 r쫓 

典」은 이 네 시기의 차이를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 

써 그 특성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춘분과 추분이 든 계절에 회충과 화중에게 내리는 명 앞에는 分이 

.分命義때’分命和{며’， 하지와 동지가 든 계절에 희숙과 화숙에게 내 

리는 명 앞에는 申이 ‘申命養웠’申命和꿨. 덧붙여져 있다. 또 股빼 

春. 股{뿌春， jH뿌夏， 正{뿌쪽에서 볼 수 있듯이 . 밤낮의 길이가 같은 

때를 정하는 경우에는 股으로， 밤낮의 길이가 가장 큰 차이를 드러 

내는 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IE으로 구별하여 사용한다. 춘분과 추 

분 때에는 비록 밤과 낮의 길。l가 같긴 하나. 춘분은 낮의 길이가 길 

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추분은 밤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日中’과 ‘쩔中’으로 그 특성을 달리 나타내었고. 해 

가 가장 긴 날인 하지는 '8 永’드로， 해가 가장 짧은 날인 동지는 ‘日

短.으로 표현했다. 사계절 구분의 근거가 되는 이 결정적 시기는 밤 

낮의 길이뿐 아니라 하늘의 별을 관찰하여 판단했는데 r훌典」은 이 

별들의 이름 또한 잊지 않고 언급한다 -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게 될 것이다. 

춘 · 추분. 하지 동지의 특성들과 별자리에 관한 이 기록들만을 떼 

어놓고 보면 마치 고대의 천문일지를 보는 듯하다. 하지만 천문이나 

자연현상을 이처럽 정교하게 관찰하는 고대 중국인의 시선은 오늘날 

의 자연과학자의 시선과는 사뭇 다르다. 또 그들의 자연관은 서구 

문명의 토대를 이루며 근대정신을 지배했던 헤브라이즘의 자연관. 

즉 인류가 지구상에서 대자연법칙 위에 군렴하는 특별한 지위를 누 

리고 있는 것은 인간을 창조한 신의 뭇이라는 세계관과도 아주 다르 

다 4) 고대 중국인들에게 자연은 인간이 지배하고 다스려 거기에서 

4) 유대·기독교인들의 창조주 야훼(또는 옐로힘) 하느님은 태초에 엿새 동안 빛과 
어둠， 하늘， 땅， 바다， 해， 달， 별， 식불과 통물， 둥 우주와 우주 내의 뭇 존재들 
을 창조한다. 마지막 피조물은 신의 형상올 취한 인간인데， 그는 신의 모습을 
본 따 인간올 만들어 다른 모든 피조물틀을 다스리는 자연의 지배자가 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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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내야 할 천연자원이 아니다. 자연은 

인간의 욕구에 따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돈단무심한 지배의 대 

상， 즉 감정과 감각이 탈각된 명사가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 회로 

애락을 드러내며 그 권능을 달리 행사하는 움직이는 동사다. 

해는 사방으로 황금빛을 쏘며 인간과 동식물. 남녀노소， 신분이 높 

은 자와 낮은 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고루 빛 

올 나누어 주면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친다. 뿐만 아니라 규칙적으 

로 뜨고 지면서 밤낮을 가르고， 때와 장소에 따라 그 색채와 위용을 

달리 드러내면서 아침. 낮， 저녁과 사계절의 오묘한 풍광들을 펼쳐놓 

는다. 과학적 사고는 태양이 빚어내는 이런 경이로움에 무감각하다. 

태양은 플라즈마 상태의 입자들이 중력에 의해 뭉쳐 있는 빛과 열의 

덩어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대 정신에게 해의 움직임은 

우주의 규칙적인 질서요 그 찬란한 빛은 만물을 명동하게 감싸 안 

는 정의의 빛이자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 태양은 신적이고 제왕적인 권능의 현현이었으며. 태양의 

춤사위인 대자연의 리듬은 곧 인간 사회질서의 범례가 된다. 

2 禮의 본질 : 우주질서와 사회질서의 조화 

회중과 회축 화중과 화축은 요의 명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기 양곡， 명도， 매곡， 유도에 거처하면서 자신들의 첫 번째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활동은 .형질동작平授東作， 평질남화zp.몫南訊. 명질서 

성zp.族西成， 평재삭역zp.在期易’으로 표현되어 었다. 이에 대한 중국 

주석가들의 해석은 다양하나 크게 둘로 대별할 수 있다. 해， 달， 별들 

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구절이라는 견해와 사계절의 

백성들의 생활상올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그것이다 5) 서 

야겠다고 생각했다 .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처럼 인간올 만들자. 그가 
바다의 물고기들， 하늘의 새， 칩짐송， 온갖 들짐송，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옹갖 
기는 것을 다스릴 것이다" 이욱고 야훼 하느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률 창조한 후 그들에게 자연에 대한 지배권올 부여한다 : “많아지고 불어나 땅 
을 채우고 〈그것올〉 정복하여라. 그리하여 바다의 물고기들. 하늘의 새， 땅 위 
률 기어 다나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배철현 역주 r타르굳 용첼로스 창세 
기J (한님성서연구소， 2001), pp.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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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학자들의 해석 또한 마찬가지다. 예컨대 꾸브뢰르(8. Couvreur 8. 
J.)는 천문을 관찰하여 그 운행을 추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6) 반면. 

마스페로(H. Maspéro)는 이런 견해를 반박하면서 계절별 사회 활동상 

에 대한 묘사로 해석한다 7)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희와 화가 

하늘의 질서를 살핀 후 백성들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때를 알려 

주면 백성들은 사계절에 적절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으므 

로. 이 구절들은 해， 달 ， 별들의 움직임에 대한 묘사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 문제는 기화가 되면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제 그 

다음 구절들에서 엿볼 수 있는 고대 중국인들의 사계절의 생활상에 

눈길을 돌려보자. 

r훌典」의 기록자는 백성들의 모습을 봄에는 석析， 여름에는 인因， 

가을에는 이훗， 겨울에는 오陳로 표현한다- 상대商代 무정武丁 시기 

의 갑골문에서 .東方티析. 南方日因， 西方日훗， 北方티代’이라는 각사 

(刻蘇)가 발견되었는데. 이 각사에는 사방의 바람이 함께 언급되어 

있었다. 사방의 바람신에게 제사가 바쳐졌으므로 중국학자들은 대체 

로 네 방위 와 연결된 析. 因， 훗.fiIè을 사방의 신으로 규정 한다 8) 그 

러나 r훌典」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동물의 외형적 변화 양상이 

뒤이어 함께 묘사된다. 이런 점으로 보아 析. 因. 훗. 興는 인간 활동 

의 계절적 변화 양상을 묘사하는 용어들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 네 낱말을 어원적으로 해석하면 고대 중국인들의 사계절의 삶의 

특징이 형상적 이미지를 통해 상기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일월(효春)에는 쟁기를 손질하고 이월( {I뿌春)에는 밭을 가는데. 아 

5) 칼그렌은 중국의 주석가들과 훈고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소개하면서 여러 차례 
에 걸쳐 rw經」올 번역， 해제한 바 있다. "Glosses on 깐le Book of 
Document'‘, BuJletin of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Stockholm. n.20. 1948. pp.39-93 ; n.21. 1949. pp. 63-206 ; n.22, 1950. 
pp. 1-81. 

6) S. Couvreur S. J. , CHOU K!Mα P하is， lmpremerie de La Mission 
Catholique, 1934(4e éd.) , pp.3-6. 

7) H. Maspéro. "Legendes mythologiques dans Le Chou King", 10띠n하 

AsiatiQue. Janvier-Mars, 1294. pp.1-100. 

8) 何新， r神의 起源J , 洪熹 譯， 통문선， 1990, 부록 3, 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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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자식들과 함께 남향 밭 비탈로 밥을 날라 오면， 권농은 이를 보 

고 기뻐하네”라고 고대 중국인들은 노래했다 9) 그들은 춘분이 지나 

면 겨우내 잘 갈무리하여 보관해 두었던 농기구를 꺼내 농사를 시작 

한다. 남정네들이 한 해의 식량을 준비하느라 새벽부터 바쨌다연. 여 

인네들은 남성들의 일터로 식사를 해다 나르랴 뽕나무와 누에를 돌 

보랴 쉴 틈 없이 몸을 움직였다 10) 여성들의 일과 남성들의 일이 각 

기 달랐으므로 화창한 봄기운이 마음을 부풀리는 시기는 애석하게도 

남녀가 헤어져 지내는 때이기도 하다. 이처럼 봄의 석析운 도끼칠로 

나무토막이 갈라지듯이. 남자들은 마을 밖 들판의 경작지로. 여자들 

은 뽕밭으로 갈라져 흩어지는 모습을 상기시킨다. 이는 수없이 변주 

되어 오늘날에까지 전해지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의 원형으로 추정되 

는 태고의 모습들이다. 

봄부터 시작되는 백성들의 분주한 삶은 여름에도 계속된다. 시도 

때도 없이 쑥쑥 올라오는 잡초도 제거해야 하고. 물도 제때 공급해 

야 하는 등 농부들은 한여릅 불볕에 얼굴을 검게 그을리며 야외에서 

옹갖 정성을 쏟으며 농사일에 몰두해야만 했다. 한 여듬을 들판에서 

보내야만 했던 서민들은 그래서 ‘검은 백성쫓民’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형상 자체가 특정 공간에 갇혀 있는 사랍의 모습을 보여주 

는 인因은11) 남녀가 각기 자신의 활동영역에 갇혀 경착에 몰두해 있 

는 이와 같은 한여름 농부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가을의 이훗는 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12) 이것은 고대 

중국인들의 한 계철 풍속인 사냥 축제와 관련된 듯이 보인다. 고대 

의 역서歷書와 철기담들은， 그것들을 담고 있는 문헌이 어느 시대의 

것이든， 그 내용들이 상당히 오래된 풍속들을 증언하고 있으므로 우 

리는 이들을 통해 상고 시대의 한 가을 풍속을 추정해 볼 수 있다. 

9) “三之日子뚫， 四Z日훌훌11:， 同我챔子， 않彼南짧， 田흉至황"(f詩經J ， r團風니) 

10) r禮응èJ， r月 令」 에는 계훈(季春)의 달에 행해졌던 부녀자들의 장농(훌農)에 대한 
기록이 있다. 

11) Wieger, S.J. Caracteres chinois, 光양出版社， 훌中， 훌빽， 1963(7e. éd.), 
p.156. 

12) fbid.,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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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周種』와 r左傳』은 봉 사냥을 수(꿇) . 여름 사냥은 묘(홈) . 가을 사 

냥은 선(獨) . 겨울 사냥은 수(符)라는 각기 다른 용어로 표현하며 13) 

이들을 총칭하거나 사냥 일반을 가리켜 렵(狼)이나 전렵田微이라 불 

렀다 14) 가을 사냥에는 왕이 직접 참여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사계 

절의 사냥 중 가올 사냥을 특히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15) 사계절의 

사냥은 모두 농사일이 바쁘지 않을 때에 행해져야 했으며， 각 계절 

마다 사냥의 유형과 도구. 그리고 목적도 달랐던 것 같다 16) 가을 사 

냥은 활과 화살을 사용했으며 , 군사훈련이 목적이었다고 r月令」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r月令」을 비롯한 고대 역서들에서 발견되는 

절기담들과 r詩經』에서 발견되는 세시풍속에 관한 단면적 증언들을 

보면. 이 가을 사냥은 태고의 중요한 가을 축제의 잔존처럼 보인다. 

“시제수財察황 숭냥이가 짐승들을 (잡아 늘어놓고) 제사지낸다”라 

는 표현은 r禮記」와 r呂~春秋j의 月令뿐 아니라 「夏小正」과 같은 

고대의 역서들 거의 어디서건 발견된다. 주지하듯이 이 고대 역서들 

은 중국 상고대의 시간지표인 절기담들로 이루어져 있다 17) .財察량’ 

13) r周홈J • r夏官J. 大히馬 ; r左{떻J. 隱公， 15 년. 

14) r周짧」 에서는 렵繼으로( “凡四時之大힘繼”， 「春官J ， 훌師.). r月令」에서는 전 
렵田繼으로 표현된다. 

15) “天子乃鷹節， 훌~~俠失以繼. 命主洞奈홉子四方. 천자가 (決服으로) 엄하게 꾸민 
뒤에， 활을 잡고 화살을 끼워 사냥을 한다. 그리고 主詞에게 사냥한 짐숭틀을 
제물로 바쳐 사방의 신에게 제샤를 지내라고 명한다" r體記J , r月令J ， 季秋

之月.

16) "春鬼， 夏홈， 秋쨌，~符， 皆於農限， 以짧훌也."( r左빼J • 鷹公， 5 년) 이 문장 
올 주석가들은 “봄에는 새끼률 배지 않은 짐숭만 골라서 장는 수 사냥올 하고， 
여름에는 곡물의 싹을 헤치는 것들을 잡는 묘 사냥을 하며， 가올철에는 군사 
훈련을 겸해서 짐숭용 죽이는 선 사냥을 하고， 겨울철에는 짐송을 에워싸서 잡 
는 수 사냥을 하는데， 이 모두는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틈을 타서 합￡로써 법 
도에 맞춰 일하는 것을 실습시킨다”라고 해석한다. 

17) 이 절기담틀의 태고성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척된 바 있다. 고대의 주 
요 홈홉들로는， 현재 r大載禮記j 에 보존되어 있는 r夏小正J ， fj禮記j 의 r月

令J- 통일한 내용이 r呂民春秋J의 十二紀에도 있다 _ r管子J ， fýJJ官」 과 

「행官圖」 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틀 rìlÆ흉周홈j 의 췄七 퉁이 있다. 그라네 
는 그 내용과 표기방식￡로 보아 이돌 중 r夏小正」 이 가장 오래된 것 같다 

고 말한다{Fêtes et Chanιons anciennes de la Chine, 중국의 고대 축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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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간지표의 절기담이라면 .. 시제수연후전협財察활然後田쨌 승냥 

이가 짐승들을 잡아 늘어놓고 제사지낸 후에야 사냥을 한다”라는 문 

장은 때에 맞춰 행해졌던 상고대인들의 삶을 일러주는 절기담이 

다 18) 이 절기담은 계추季秋의 달과 관련되며. 주석가들은 고대 역서 

틀을 참조하여 .었察훌f를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의 자연의 사건이 

라 설명하고. 고대 역層의 연구자들은 이것을 24 절기 중 상강露降과 
연결짓는다 19) 상강은 일 년 중 밤과 낮의 기온 차가 가장 큰 날로. 

이때부터 낮의 기온도 뚝 떨어져 야외에서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다. 그래서 상캉운 휴식과 칩거의 시절이 시작되었음을 일러주는 절 

기였다 20) 

고대 중국인들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이러한 일련의 증거들을 통해 

우리는 상고대에 추수가 끝난 후 흰서리가 내려 농사일이 모두 마감 

될 즈음에 활과 화살을 사용한 대대적인 사냥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사냥은 그 목 

적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맞설 수 있는 무력武力의 강화. 제사에 

사용할 제물과 겨울을 대비한 식량 확보21) 그리고 한 해 동안의 백 

성들의 노고에 대한 치하 퉁 다목적의 축제 행사의 일부였을 개연성 

이 크다. 주석가들은 ’廠民훗’를 ‘백성들은 편히 쉬고 또는 .백성들은 

기뻐하고.로 해석한다. 그러나 고대 생활상을 전해주는 이러한 여러 

정보들에 근거해 판단해 볼 때， 훗는 고대인들의 가을 축제인 사냥 

행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다. 게다가 훗(yi) 

는 고대 중국의 전설적 명사수 짧 (yi)와 유사하게 발읍되었다는 사실 

또한사뭇 시사적이다 

.廠民映’는 백성들의 겨울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아아 농 

부들이여! 우리 곡식은 다 모아 들였으니， 고을로 들어가 집일을 하 

민요들 pp. 53-54). 
18) r，禮記J , r王制J .

19) 이은성 r鷹法의 原理分析J ， r제4장. 계절의 변화J (정음사. 1985), p. 129. 

20) 실제로 “짧始降， 則百工休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백공들은 모두 휴업에 
들어간다”라는 문장이 r짧記j 계추季秋의 월령에서 발견된다. 

21) r左傳J , 隱公 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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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낮에는 띠풀을 거둬들이고， 밤에는 새끼를 꼬아 빨리 지붕을 이 

어보세냐”라는 민요가 지금까지 전해져 온다 22) 이처럼 겨울에는 곤 

충이 땅 속 구멍으로 들어가 칩복(짧1*)하고 동연하는 동물들이 굴 

속에 몸을 숨기듯이， 백성들은 겨울 동안 집 안에 틀어박혀 띠풀을 

모아 새끼를 꼬던 겨울 생활상을 표현한 것이 바로 갑골문의 ‘北方

日代.이 고 r쫓典」의 .廠民뺏’가 아닐까. 

해가 모습을 드러내어 그 힘을 떨칠 때는 사람들도 밖으로 나가 

활동하고. 해가 그 힘을 거두며 숨어들어가 휴식을 취할 때는 사람 

들도 안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한다. 해의 춤사위에 홍겨운 몸짓으로 

따라 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r훌典」은 계절별 인간생활상의 묘사에 뒤이어 곧 

바로 사계절의 통물의 변화상을 그리고 있다. 통물들은 봄에 교미를 

해 새끼를 낳고. 여름에는 털갈이를 하느라 들판의 민초들처럼 맨살 

을 듬성듬성 드러낸다. 가을에는 식물들이 잎올 떨어뜨리듯이 동물 

들도 털을 떨쳐내고. 져울에는 솜털이 돋아나와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다가올 봄을 채비한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의 문점， ;:1 점의 
백성들의 

동물의 
계절 帝命 天홈 생활상 

@참 얼자èl 와 특성 
*흥典 갑골문 

변화상 

톰 分命 훌f뿌 113s •• ~H후훌 日中 析 析 ￥훌尾 

여름 申命 훌훌꼈 明홉8 ’λ 正f뿌훌 日永 因 因 希훌 

가을 
分命 和f뿌 '*삼 rI 톨융f후秋 옵中 훗 훗 

毛쩔 

겨울 申命 fO;됐 뼈홉8 ~ 正f뿌혹 日短 ~ ~ 홉f毛 

22) “흉我農夫， 我짧없同， 上入執宮功. 훌爾은F흉， 홉爾索홉， 멜其乘屋" r詩經J , r團

風니 ， 七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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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다음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고대 

중국 정신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현상과 자연계의 모든 생물과 무생 

물이 다 거대한 우주체의 일부를 이루면서 조화로운 우주의 리듬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회적 활동들이 하늘의 질서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간좌표들과 동. 서. 남， 북의 공간좌표 상 

에 대응되어 배열되는 질서. 우주와 우주 내 모든 존재들이 서로 융 

화되어 공존하는 원융회통의 삶. 바로 이것이 구족이 화목하고 백관 

이 두루 밝게 다스려져 백성들이 때의 변화에 조화롭게 화합한다는 

것의 의미이자 중국인들이 .예’라고 불랬던 문화의 진수를 이루는 자 

연관과 인간관이다. 

중국의 문화는 禮의 문화라고들 한다. 고대 중국인들의 삶의 규법 

을 예에서 찾아 그것을 지키고 또 널리 퍼뜨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자 했던 유가들은 ”凡禮之大體. 體天地， 法四時. 則陰陽. )1價A情 무릇 

예의 큰 요체는 천지를 몸으로 삼고. 네 계절을 법도로 삼으며， 음양 

을 규칙으로 삼고 인정에 따른다"23 )고 천명한다. 땅의 움직엄이 하늘 

의 움직임에 통화되는 대동大同의 질서는 요의 빛이 위에서 아래로 

두루 퍼졌기 때문이라고 중국의 가장 오래된 문헌이 말하고 있으니 

전적典籍과 전통을 중시했던 그들이 빛의 제왕 요를 자신들의 원조 

로 삼았던 것은 극히 당연해 보인다 24) 

하지만 황제나 복회. 여와. 신농 같은 인물들이 중국 고대 문헌에 

서 끊임없이 언급된다고 해서 이들을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 확언할 

23) r.禮記J • r喪服四힘'L. 

24) “짧家者流， 蓋出於司徒之官， 助A君順陰陽明敎化者也. 遊했셋짧之中， 留意於

t흉之際， 祖述옳짧， 憲훌文武， 宗師{뿌尼， 以重其言， 於道最옳高. 孔子8: 如有

所훌， 其有所試. 康훌之隆， 股周之盛. {I매尼之業.E.試之效者也. 유가학파는 대체 

로 주나라 관리 중의 司徒1 ) 출신이었다. 그들은 군주를 도와 陰陽에 순응하였 
으며， 敎化를 밝히는 것을 직책으로 삼았다. 이 학파는 六經올 즐겨 연구했으 
며.1=義， 道德에 뭇을 두었고， 옳짧을 스숭의 도로 본받아 서술하고， 文武률 
본받아 밝히고， 件尼률 최고의 스숭으로 삼아서 자신의 학설을 높이어 도에 있 
어 가장 최고의 일파가 되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룰 “만일 명예로운 일이 
었으연， 그것은 시험원 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훔홉의 태평， 股周의 번 
성， 그리고 件尼의 위업온 이미 시험을 거쳐 나타났다 r漢훌J • r훌文志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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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듯이 r훌典」의 기록 자체가 요와 그의 천관 회와 화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사실 r훌典」의 두 인물 회와 

화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학자뜰 사이에 논쟁이 있어왔다. 이 두 인 

물과 앞으로 다루게 될 신화적 인물 회화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 

정하고 중국 문화에서 차지하는 요의 위상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 

서， 고대의 태양제사를 탐구하기 전에 이 문헌의 가치와 한계를 짚 

어볼 필요가 있다. 

ill . r훌典J ， 자료의 가치와 한계 

1. 기존 연구의 검토 

선진 문헌 대다수가 그러하지만， 그 중 특히 r훔經」의 최초 편찬 

연대에 대해서는 주 왕조 초기에서부터 기원 전 3, 4세기까지에 이르 

늠 풍 다수가 동의하는 가설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시차가 크다. 우 

리의 관심윤 r훌典」기록의 연대기적 진실이 아니라 그 내용의 역사 

적 사실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저작 연대에 관한 기존의 논란틀에 

휘말리지 않고도 해당 자료의 가치를 검토할 수 있다. 

앞에서 다룬 「쫓典」의 기록과 회화신화와의 상관성 및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칼그렌(Bernard Karlgye띠과 마스페로(Henri Maspero). 얄란 

(Sarah Allan) 같은 유럽 학자들의 연구가 있다. 이 문제 에 관한 한 필 

자는 마스페로나 알란의 가설보다는 칼그렌의 견해에 동의하므로， 

이를 밝히기 위해 기존 연구 결과들을 간단히 언급하겠다. 

알란은 r尙書」의 어법과 용어가 서주 시기의 청동기 명문과 홉사 

함을 지적하였다 25) 그러나 전한이나 후한의 저작물에서도 서주 이 

전의 사실을 증언하는 혼적들을 발견할 수 있듯이， 서주 시기의 기 

록물이라는 사실이 곧 서주에 대한 기록임올 의미하지는 않는다. 얄 

란은 다방면의 자료를 수집하여 열 개의 태양(ten suns)에 관한 신화 

가 상대에 이미 존재했음올 입증하려 했으며 26). r훌典」의 회화 이야 

25) S. Allan, r거북의 비밀， 중국인의 우주와 신화J , 오만종 옮김 ， (예운서 원. 
2(02), p. 203. 



빛의 제용 흉 : 빼의 원류롤 찾아서 15 

기를 이 신화의 한 변형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서 상민족 기원신화 

의 일종인 회화신화가 서주 시대에 요훌의 신하 회義와 화和의 활동 

내용으로 변형되어 r尙書j어l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27) 알란 이전에 마 

스페로가 r쫓典」에 나오는 회(흉)와 화(和)는 역사적 인물들이 아니라 

주대(周代)의 사람들이 상고대의 태양신을 역사적 인물로 변형시킨 것 

이라 주장한 바 있다‘28) 

칼그렌도 「쫓典」을 서주 초기의 기록으로 간주하며， 그 내용은 서 

주 이전부터 존재했던 여러 단편들로부터 취한 것으로 보았다 - 이 

에 대해서는 학자틀 사이에 별 이견이 없다. 그러나 r훌典」의 회와 

화에 대한 기록 내용이 서주 이전의 사실이라는 점에서는 칼그렌은 

알란과 견해를 같이 하지만. 이 기록파 회화신화의 선후관계에 대해서 

는 마스페로나 알란의 견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한다. 칼그렌은 서주 

이전의 신화가 역사적 내용으로 탈바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 

대라고 역설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열 개의 태양을 낳은 제준의 

아내 희화(義和) 이야기는 漢代의 산물로. 그 원형은 바로 태양제사 

를 주관하는 제사장이었던 r훌典」의 회와 화다. 회화는 원래 열 개의 

26) Sarah Allan, "Sons of Suns: Myth and Totemism in Early China", Bu，μ'etin 

o[ School o[ OrientaJ and African Studies, London, Univ. of London, vol ‘ 

XLN, part 2, 1981, pp. 290-326. 알란의 관심은 고대의 중국 역사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온 중국의 초기 신앙치l계의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그녀는 갑골문에 표상된 상의 원조 셜(찢)의 새 이미지와 현조(玄鳥)의 알로부 

터의 탄생신화， 상왕조의 후손틀로부터 그들의 선왕들과 함께 제사가 바쳐졌던 

왕조의 현신 이윤(伊尹)의 상립(훌林)과 관련된 탄생설화， 상왕조의 왕위계송조 

직 풍에 근거하여 중국인돌의 초기 신앙형태률 토테마즘으로 결론짓는다. 알란 
이 비록 열 개의 태양 모티브가 상왕조의 왕위계승조칙에서 나왔다고 직접 언 

급하지는 않았지만， 열 개의 태양신화는 상왕조의 지배집단의 조칙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그녀가 상왕조의 토탬적 통 

치조직을 회화신화의 발생적 근거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 op. cit. , pp. 103-129. 

28) Henri Maspéro, "Legendes mythologiques dans Le Chou King", Joum리 
Asiatique, Janvier-Mars, 1294, pp.l -100. 이 글을 통해서 마스패로는 r옳典 
」 의 몇몇 인물들， 예률 들연 회와 화 그리고 공공(共I)파 같은 인물을 신화적 
인물이 역사화된 것이라 주장하연서， 중국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일컬어지는 
r톰經j 의 신화적 올색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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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화와 무관했으나 漢代에 널리 알려진 여러 자연신화들에 부착 

되면서 다양한 형태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r山海經」의 여러 

신화적 인물들. 예컨대 하늘에 동시에 나타난 10개의 태양 중 아홉 개 

를 쏟 예(쩔)와 12개의 달을 낳은 제준의 아내 상희(常흉) 이야기 역 

시 한대 이전의 문헌에서는 서로 무관했으나 한대의 사변 속에서 뒤 

섞여 결합되었다고 주장한다 29) 칼그렌은 어법과 용례 등 문헌의 편찬 

연대를 추정하는 몇 가지 문헌학적 기준들을 적용하여 한대 이전의 

문헌과 이후의 문헌을 구별한 후 그 내용들을 세밀히 비교， 검토한 결 

과 이런 결론을 도출한다. 

r山海經』에서 회화는 단일 인물로 등장한다. 주지하듯이 rLi.J海經J

은 크게 산경山經과 해경海經. 대황경大훈經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칼그렌은 희화신화를 비롯한 여러 고대 신화를 담고 있는 해경을 한 

대의 저작으로 간주한다 3이 하지만 고대 문헌올 한대 이전의 것과 

이후의 것으로 분류하여 고대의 전설적 인물들의 정체를 규명하는 

것은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우선 해경을 한대의 자료로 간주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다수 있다. 또 해경이 한대 문헌이 

라 하더라도. 그 내용들은 이미 한대 이전부터 전해져 오던 것일 경 

우도 많을 것이다. 실제로 r楚蘇』의 굴원屆原(B.C. 343 - B.C. 290?)의 
시와 r뚫藏」에서도 회화는 한 인물로 등장한다 31) 게다가 고대 문헌 

29) r詩經J ， r뽑經J ， r左傳j 퉁 여러 중국 고대 문헌을 직접 번역， 해제한 칼그렌은 

중국 고대 문자의 어법과 용례들을 세밀히 관찰하여 한대 이전파 이후의 문헌 
돌을 구별한다. B. Karlgren, "Legends and CuJts in Ancient China" , 
B배etin 01 The Museum 01 Far Eastem AnticMties ，Stocl암101m， n.18, 
1946, pp.261-264. 

30) rLlJ海經」의 성 립 연대는 그 부분에 따라 이르게는 서주 초기(B.C. 12세기)에서 
부터 가장 늦게는 위진시대(A.D. 3-4세기)에 이르기까지 시차가 크게 다르게 
설명된다. 

31) r周易」이 周 나라의 古훌라면 r옳藏j 은 商(股) 나라의 古훌로 한 대의 문헌 

에서 언급되나 이 고대 문헌은 일실되어 현재 전해지지 않고 그 단면적 내용 
틀만이 여기저기서 인용될 뿐이다. 마스패로는 전해지는 이 단편적 내용들을 
살펴본 후， 만일 r&훌』 이 실제로 존재했다하더라도 그것은 전국시대의 저작 
물일거라 판단했다. 실제로 해와 달의 출입올 주관하여 밝음〈明)과 어두웅(뼈) 
(낮과 밤)이 규칙척으로 교체되도록 하는 입무를 맡은 훌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r옳藏j 의 문장에서， 우리는 A趣과 같은 비교적 후기의 개념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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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중의 생활상이나 민간 설화 같은 것들을 과연 얼마나 보존하고 

있을까 하는 정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신화적 인물 희화의 근원 

은 훌의 日官 회화라는 칼그헨의 견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 

면에서 이를 뒷받침해줄 근거가 펼요하다. 이를 위해 「훌典」의 내용 

자체로 되돌아 가보자. 

2. 쫓와 義和 : 신화가 된 역사， 역사가 된 신화 

중국의 과학사가들은 앞의 r훌典」기록을 대체로 기원 전 11 세기 
상商， 주周 사이의 천문관측으로 간주한다 32) 그러나 대다수의 유럽 

천문학자들은 「훌典」에서 언급되는 분점과 지점의 별자리는 중국 고 

대 사가들이 요의 시대로 간주하는 기원 전 24세기 - 23세기경의 천 

체 현상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33) 이런 연대기적 불일치 외에도 사계 

절의 중심인 분접과 지점을 알려주는 별자리도 시대를 막론하고 문 

헌에 따라 또 학자에 따라 달리 규명되었다. 슐레겔{Gustave Schlegel} 

은 분점과 지점을 가리키는 네 원시 성좌의 중심 집단을 과학적 실 

험을 통해 올바로 규명하고. 이 별자리들이 최초로 명명된 것이 과 

연 요의 시대인지를 검토하는 작업을 했다 34) 

슐레겔은 적도축의 남북이 아닌 황도축의 남북에 구멍을 뚫어 움 

직이는 전구 모형을 제작한 후. 일출과 일몰 및 황혼의 지속시간을 

기록한 중국인들의 도표에 도움을 받아 실험. 관찰을 반복했다. 그는 

모형 구체가 기원전 23세기경 춘분. 추분， 하지， 통지 날 저녁 6시 정 

각에 星. 虛. 房. 閒의 남중을 가리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 

는 중국 천문서 r天元歷理j의 계산에 동의하며. 또 이론적으로는r훌 

典」의 진술을 시인하는 셈이다. 그런데 일출과 일볼 때에 해가 황도 

발견할 수 있다. “空훌z蒼蒼.)\極之없張， 乃有夫뚫和， 是主日月， 職出入， 以옳 
隨明 " “體彼上天 -明-願， 有夫흉￥0之子， 出子陽양 .. r훌藏J • r량옳J. 이 

내용은 rWl每經J • 15장， 주에서 인용한 것이다. 

32) r中園 天文學史J. 科學出版社. p. 9. 1981년 판， 何新 r神의 起源J • 洪熹 課，
통문선. p. 337에서 재인용. 

33) αfOU KlNG. trad. S. Couvreur S. J.(4e éd.), p.5, n.4. 

34) Gustave Sc비egel. 훌辰考흉 Uranogra따l능 Chinoise, Leyde, E. 1. Brill. 
1875.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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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어느 궁에 들어가느냐를 관찰하는 r天元歷理j의 계산방식은 이 

론적이고 과학적인 천문학에 속한다. 육안으로 관찰하는 천문학은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천문학보다 몇 세기 앞서는데. 실제 육안으로 

별자리를 관찰할 경우 동지를 제외하고는 저녁 6시에 멸들을 볼 수 

가 없다. 과학적인 천문관찰 이전에 먼저 육안 관찰로 분점과 지점 

의 별자리를 결정했다면. 춘분. 하지. 추분. 동지를 가리키는 네 원시 

성좌는 각기 房 , 星， 행， 虛가 된다는 사실을 슐레겔은 확인했다. 이 

는 「훌典」 기록과의 불일치를 드러내지만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24세 

기보다 훨씬 이전의 현상이므로. 그는 분점과 지점을 알려주는 별자 

리에 대해서는 요의 치세 이전에 이미 그 존재와 중요성이 인식되었 

다고 결론짓는다. 이어서 그는 .이 네 별틀은 어떤 식으로 춘. 추분. 

하지， 동지를 일러주었느냐’라는 물음을 제기하며 별자리 명칭의 기 

원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나간마. 

춘분을 알려주는 房은35) 따ltares 또는 전갈좌의 중심인 π 

Scorpion에 해당되며. 하지를 알려주는 星은36) 바다뱀자리의 중심 a 

Hydra에 해당된다. 추분을 알려주는 행는 Pleiades 성단에 해당되고， 
虛는 물병좌 β (ß ApuarÎus) 별에 해당된다. 슐레겔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인들이 蒼龍 또는 龍星이 라 불렀던 π ScorpÎon은 춘분날 아칭 5 

시 정동에서 일출 직전에 떠오른다. 이 별에 앞서 떠오르는 별이 천 

칭좌 K (K Balance) 별이다. 따라서 이 별은 일출을 알려주는 별이므 

로 중국인들은 이 멸을 '8 ’이라 불렀다. 하지에는 밤 9시가 되어야 

별들이 보인다. 이 시각 a Hydra는 남쪽 깊숙한 곳에서 떠오르고 정 

오에 하늘 아래쪽에 보인다. 추분에는 저녁 7시가 지나야 별들이 보 

이는데， 이날 저녁 서쪽에서 더 이상 묘성을 볼 수 없다. 이날 태양 

과 함께 지기 때문이다. 묘성 바로 뒤에. 그리고 Hyades37) 근처에 있 

는 766 Taures(황소좌)도 일몰의 순칸 서쪽에 나타났다가 진다. 이 별 

은 일몰을 알려주면서 통시에 추분의 월출을 알려주므로 중국인들은 

이 별을 .月’이라 불렀다. 동지 날 자시를 북쪽에 두면. 허성이 납중. 

35) r홍典」에서는 星火로 표현되어 있으며 하지의 별자리로 진술된다. 

36) r훌典J에서는 星鳥로 표현되어 있으며 출분의 별자리로 진술된다. 

37) 그리스 천문체계에서 Atlas의 7처녀들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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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관찰자의 천정점에 있음을 보게 된다. 그래서 허성은 통지를 알 

려준다 38) 

신들의 명칭은 우연히 붙여지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산스크리트 

의 하늘신 디아우스Dyaus. 그리스어의 제우스Zeus 라틴어의 조버스 

Zovis는 원래 하늘을 뜻하는 말이었으며， 불의 신인 아그니Agni. 오그 

니 Ogny 이그니스Jgnis 등은 원래 불을 가리키는 낱말이었다. 이른바 

자연신이라 불리는 신들의 명칭이 어원적으로 물질적 자연을 일컴는 

말에서 비롯된 경우가 허다하다연. 기능신 또는 직능신이라 불리는 

신들은 사회조직이나 제도. 문화 둥 사회적 실체들에서 비롯된 것들 

이 상당히 많다 39) 이처럼 신화의 인물들은 그 신화를 만들어 향유 

했던 당대인들의 언어. 제도. 풍속， 관념 등을 다 포괄하는 문화의 물 

결 속에서 탄생하지 허공이나 환상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요의 시대 이전에 이미 육안으로 분점과 지점의 별자리들 

을 파악할 정도의 천문 관찰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일을 담당했 

던 전문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최근 중국에서 발굴된 천문대 터는 

4100년 전에 이미 전문적인 천문관찰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이런 

사실들로 판단해볼 때. 칼그렌의 주장대로 신화적 인물 회화는 태양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이자「쫓典」에서 회와 화로 명명되었던 천관 

天官에서 유래했을 개연성이 크다 - 잠시 후에 보겠지만. 태양제사 

부분에서 다루어질 일부 내용도 이 가설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 하 

지만 회와 화가 상고 시대의 천문가였다는 가설을 채택한다 하더라 

도. 이것이 곧 고대 왕으로서의 요의 역사적 실존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마스페로는 r書經』 속의 신화적 전셜들」에서 신화가 역사화되는 

현상을 유혜메루스화(euhemerization)로 규정한다 4이 그러나 알란도 지 

적했듯이 41) 이 용어는 .신화의 역샤화’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원 

38) G. SChl이egel. 훌辰考保 Uranographíe Chínoíse.‘ pp. 28-29‘ 

39) 요즘 우리들은 ‘지름신이 강립했다’는 표현융 자주 접하는데， 주지승}듯이 지름 
신이란 소비를 부추기는 오늘날의 신용카드 문화와 ‘일을 저질렀다’라는 언어 
표현이 만들어낸 신이다 

40) lbid.. p. 43. 

41) 그러나 알렌은 마스페로의 이 용어률 그대로 수용해 사용한다. S. Al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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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역사의 신화화.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신화는 역사적 인물들이 사 

후에 신격화되어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주장했던 유혜메루스 

CE따1emerus)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42) 따라서 우리가 이 용어의 본 

래적 의미를 존중한다연 마스폐로가 말하는 .신화의 역사화’와는 반 

대 현상인 ‘역사의 신화화를 유혜메루스화.라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 

이 두 경우 다 신화적 사유작용의 결과이지만， 전자의 경우는 예를 

들연 신화적 인물이 지역 영웅화되는 신화의 변천 과정을 셜명하는 

용어다. 반면 후자는 역사적 사건의 범주화. 역사적 인물의 유형화 

현상， 다시 말해서 ’민중들 사이에서 역사가 어떻게 기억되어 전해지 

는가.라는 집단심성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 용어다. 연구자들이 고 

대 문헌의 가치와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여 문헌 사료를 활용한다면， 

이 두 현상은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 

재 중국에서는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없이 새롭게 중국 고대사 

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두 

현상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의 역사성에 대한 언급은 자칫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요 

나 순과 같은 고대 인물에 대해 ’신화의 역사화’냐 ‘역사의 신화화’냐 

라는 문제 제기는 닭이 먼저냐 달갈이 먼저냐의 경우처럼 결론을 내 

리지 못하리라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중국에 

서는 소위 ‘중화문명탐원공정’。l 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신화적 

인물로 간주되었던 염제와 황제를 요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역 

사적 실존 인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이런 작업은 자국의 역사를 

재정립하는데 머물지 않고 인접국의 과거사를 왜곡， 말살하는 결과 

를 초래하므로 차제에 중국 전통문화에서 차지하는 요의 위상을 언 

급해 둘 필요가 있다. 

앞에서 다룬 r훌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의 덕 

을 찬미하는 도입부와. 회와 화의 천문관찰 및 백성들과 동물들의 

"Sons of Suns: Myth and Totemism in Early China", BuJleün o[ School 
o[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1981. p.321 , n.136. 

42) 신화의 기원을 셜명하는 한 이론으로서， 신화학자틀은 이를 유혜메리즘 
(Hewnerism) 01라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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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변화상을 기록한 중간 부분， 그리고 한 해의 날 수와 윤달을 

사용해 태양력과 태음력의 격차를 조절했던 고대 역법을 언급한 마 

지막 부분이다. 

그런데 도입부에서는 요의 이름이 명시된 .제요帝훌’라는 표현이 

나타나지만. 중간 부분에서는 요라는 이름은 빠진 채 ’帝’로만 언급되 

어 있다 43) 제는 제을帝G. 제신帝辛처럼 상왕실의 조상들을 일걷는 

칭호였으며， 주 왕조에서는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서 ‘帝’자를 쓰지 않 

았다. 그러나 상대이든 주대이든 제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상제上 

帝를 지칭했다. 알란은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r뚫典」의 제는 후 

대의 용법에서처럼 황제皇帝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제를 가리킨 

다고 말한다 44) 

상제는 하늘 신을 가리키는 용어다 r흙典」에서 여러 모로 빛의 신 

의 특성을 드러내므로 제를 상제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회화신화에서 태양의 나무 부목(技木)이 자라는 산의 이름은 얼요군 

저 摩搖顆紙다. 그라네 (Marcel Granet)는 r고대 중국의 춤과 전설들」에 

서 요搖와 음운적으로 유사한 쫓. 搖. 搖. 짧가 고대 전승에서 모두 

빛과 불의 이미지를 상기시킨다는 사실에 주목한 바 있다 .45) 그러나 

제는 어원적으로 식물과 관련성이 있으며. 요훌도 낱말 구성으로 볼 

때 어원척으로는 토지신을 상기시칸다. 고대 근동 지역의 토지신 바 

알Baal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늘신의 반열에 들어가듯이， 요도 바알과 

같은 변모의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추정에 불과하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요가 상제였을 개 

연성이 크지만，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로서의 요에 대한 가농성도 배 

제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황제나 염제의 경우처럼 고대 문헌 

에 근거해서 요의 시대를 재구축해 중국 상고사를 정립하려 시도해 

서는 안 될 것이다. 

43) 도입부와 중간 부분의 내용과 편창의 시차를 감지할 수 있는 표현은 이뿐만이 
아니다. 예컨대 서두에서는 일반 백성틀을 지칭하는 용어로 ‘여민짧民’이 사용 
되는 반면， 중간 부분에서는 백성들이 ‘궐민願民’으로 표현된다. 

44) 사라 알란 r거북의 비밀， 중국인의 우주와 신화J. PP. 107-108. 

45) Marcel Granet. Danses et Légendes de Ja Chine ancienne. Paris‘ PUF, 

1994(1926 1" éd.) , pp. 51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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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제天帝의 아들 환웅과 곰에서 여자로 변한 웅녀 사이에서 태어 

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세운 단군은 1.908년을 살았다고 

한다. 또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는 레아 실비아와 군신軍神 마르스 

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그의 쌍퉁이 동생 레무스와 함께 태어나자 

마자 버려져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한다. 이처 럽 나라마다 건 

국 초기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음직하지 않은. 내용으로 채색 

된 신화의 형태로 전해져 내려온다. 단군이나 로물루스의 이야기가 

신화의 형태로 전해져 옹다고 해서 우리는 이 신화적 인물을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닌 가공의 인물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역으로 역사 

적 실존이 확인되는 고대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적에 관한 고대 

기록을 모두 역사적 사실로 간주할 수는 없다. 예컨대 고대 메소포 

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r길가메쉬 서사시 』의 주인공 길가메쉬는 실 

존했던 역사척 인물로 인정된다， 그러나 아시리아학자들은 엔키두와 

의 모험과 우정.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떠난 길고도 먼 길가메쉬의 

여행이야기를 전하는 서사시의 내용에 근거해 길가메쉬의 행적을 재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길가메쉬 

서사시 j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여러 독립적인 민담들이 종합되 

어 하나의 작품으로 엮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구전으로 전 

해지던 것들이 문헌으로 정착될 때. 표절과 개작은 전 세계 모든 고 

대 문헌 - 그것이 신화서이건 역사서이건 -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 

요가 원래 토지신이었는지. 상제였는지， 아니면 실존 인물이었는지 

지급으로서는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확실한 것은 요는 어 

느 시기 -아마도 주왕조 성립 이후-부터 중국인들에게 예문화의 

토대를 마련해 태평의 치세를 누리게 했던 빛의 제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고대인들은 대자연의 모든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 그 변화들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했으며， 그리고 그들이 베푸는 축 

복에 감사했다. 빛은 생명의 원천이다. 상대 갑골문을 보면 상대인들 

은 산과 하천뿐 아니라 바랍의 신에게도 제사를 지냈는데， 생명의 

원천인 빛을 공급하는 태양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 라 없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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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회와 화에 대한 r훌典」의 기록이 서주시대 이전의 사실에 대한 

흔적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r훌典」에서 서주 이전의 태양제사에 다 

가갈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된다. 

W 태양제사 

1 龍星이 떠오르고 젊星이 사라지면 태맹뮤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다 

오늘날 새해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맞이하기 위해 통해 바 

다 쪽으로 간다. 특히 일출의 장관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토함산에 

는 새해는 물론 일 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현대 

의 관광객들이 일출이라는 자연의 장엄한 경관에 매료되기는 해도 

주기적으로 태양신을 영접하는 의식을 거행하지는 않는다. 비록 해 

가 없이는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지만， 현대인들은 태양의 시 

혜를 절감하지 않고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문명 속에서 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보았듯이， 농경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해의 움 

직임은 삶의 규칙성을 담보하며 계절별 삶의 양태를 달리하게 했다. 

특히 농경을 시작하는 봄의 일출과 주된 경제활통이 마감되는 가을 

의 일몰은 그 의미가 각별했다. 

r요전(훌典)J은 춘분과 추분에 각기 희중과 화중이 양곡과 매곡에 

서 거행했던 춘분의 태양제사를 언급한다. 춘분의 태양제사는 .인빈 

출일寅훌出日’로， 추분의 태양제사는 .인전납일寅餘納日.로 진술함으 

로써 춘분의 것은 영일(迎日)의례며 추분의 것은 송일(送日)의혜임을 

분명히 밝힌다. 

상대 갑골문에서는 .번일훌日 ‘王훌上甲 B‘이라는 문구가 발견된 

다. 이는 상 왕조에서 태양제사를 행했음을 알려주며， 후자의 문구로 

보아 상 왕조에서는 빈제사의 대상은 태양뿐 아니라 선조도 포함되 

었던 것 같다 46)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상왕조의 빈제사 

46) “ZsB r. 王홉日， 했홈日. 올사일에 점을 쳐 왕이 태양에게 빈제사를 지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알아보았다 .. 사라 알란 r거북의 비밀， 중국인의 우주와 신 
화J •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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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서주 이전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행해졌으리라 추정되는 

태양제사이므로， 상왕조의 태양제사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 

하고 중국의 다른 고대 문명권틀에 눈길을 돌려보자. 

신석기 시대 유불과 상대 충 · 후기의 것으로 알려진 고고학 발굴 

물들 가운데에는 주왕조 성립 이전의 태양제사의 존재를 뒷받침해주 

는 기물들이 상당수 있다. 그 중 수적으로 가장 많으면서 동시에 r요 

전(쫓典)J 에 기록된 회와 화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듯이 보이는 대 

표적인 것이 1986년에서 1996년 사이에 사천성(四川省 ) 성도(城都) 

외팍의 삼성퇴(三省堆)에서 발굴된 청통기불과 옥기들玉器이다. 

삼성퇴유적지의 27ij 의 제사갱에서 형체가 훼손된 8개의 청통수(좁 

鋼樹)가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비교적 온전한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은말(股末) 주초(周初)(기원전 11세기 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2 
호 제사갱에서 발굴된 것이다. 이 청통주물의 기단부에는 용이 몸체 

를 길게 나뭇가지 위로 뻗어 올리고 앉아 있다. 나무줄기는 세 단으 

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에는 세 개의 가지가 늘어져 끝 봉우리에 몽 

긋이 나온 퉁근 알(태양) 같은 것을 머금고 있으며 . 각 가지 꼭대기 

에는 모두 새가 한 마리씩 앉아 있다. 중국 신화 전숭은 빛과 어둠의 

통어자. 즉 밤낮과 사계절의 주재자인 촉룡이야기와 10개의 태양들의 

어머니이자 태양수레를 모는 시간의 여신 회화이야기를 전해준다. 

고대 문헌이 전하는 이 신화들 덕분에 중국학자들은 그 아름다운 청 

동주물이 태양의 나무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며， 그래서 거기에 신 

수(神樹)라는 표제를 붙여 삼성퇴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다. 

아치 형태의 세 개의 받침대가 있는 기단부에 앉아서 위로 뱀의 

몸통을 뻗어 올리고 있는 동물의 얼굴은 얼핏 보기에 새처럽 보이기 

도 하나， 중국 고고학자들은 이 동물을 용으로 규정했다. 머리 위의 

두 뿔과 유난스레 강조된 큰 입과 이빨 부분이 삼성퇴유적지 l호제 

사갱에서 출토된 두 청동 용들의 모습과 유사할 뿐 아니라47) 촉룡신 

47) 1호제사갱의 청동용형식(좁鋼龍形節)와 청통용기주형기(뿜鋼龍쫓柱形器).(陳德 
安 저 r三星堆， 古뽑王園的뿔地J , 四)II .A.民出版社， 2000년， 66, p. 68) 후자 
는 나무줄기 위에 앉아 있는 용의 형상이다. 진덕안은 전셜 상의 통물 기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았는지 이 기물을 청동용기주형기라 명명했으나， 용이 기 
어 오르는 듯한 형상올 표현하는 것처럽 보여 청동파룡주형기(뽑鋼뼈龍柱形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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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또한 이러한 정체성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출올 노래 

하는 굴원의 시(詩)에서도 이 통물을 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을.확인해주는 구절을 발견할 수 았다‘48) 

꼭대기 가지 부분이 거의 파손된 또 다른 한 태양나무의 받침대에 

는 세 명의 소인상이 손에 무언가를 잡았던 것 같은 모습으로 두 손 

을 위로 올리고 있다. 손과 얼굴 모양이 유사한 이런 형상의 청동 인 

물상은 여러 개 발견되었다. 모두 손에 잡았던 기물 부분이 빠져나 

가버린 상태로 발굴된 탓에 이들이 무엇을 잡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같은 유적지에서 발견된 다른 종류의 유물들 중에는 

이를 유추하는데 도움을 줄만한 것들이 있으므로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제2호 제사갱에서 발견된 것들 가운데서 손에 청동장(覆)을 움켜 

쥐고 있는 얼굴 부분이 파손되어 없어져버린 인물상과 금박이 입혀 

진 금장(金뚫)， 그리고 몇 개의 옥장(玉理)들이 시선을 끈다. 이 장 

(環)들의 윗부분은 모두 영락없이 태양나무의 봉우리 형상이다. 금장 

(金覆)에는 윗부분에 물고기와 새의 문양이， 아랫부분에 사람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 인물은 태양처럼 둥근 얼굴에 태양빛을 표현한 

듯이 보이는 관을 쓰고 있다. 얼굴에 금박이 입혀진 몇몇 청통상들 

은 태양나무의 기단부에 있는 인불과 생김새가 동일하다. 또 1호 제 

사갱에서 발견된 여러 개의 옥장(玉章) 중 하나는 위의 오목한 부분 

에 새가 앉아 있다. 성도(成都) 주변 금사(金沙)유적지에서 출토된 기 

물 중에도 황금가면파 태양을 실에 나르는 새 그림이 그려진 금박 

(홉金神鳥金簡) 기물이 있다. 강소성 연운항(違雲港)의 장군암(將軍 

岩) 암각화에 나오는 천문형 기 (天文形뚫)와 홉사한 청통 태양윤형기 

라 영영되기도 한다. 

48) "願將出兮東方， 照홈옮兮技훌. 이제 막 동쪽에서 솟아나오려 하며， 부상에서 내 

난간을 비추네. 
隱*馬兮安훌훌. t홍~兮용%明， 나의 말을 어루만져 편히 달리게 하니 밤이 열어 
지더니 이육고 밝아졌네. 

짧龍輪兮짧雷， 載雲旅兮횟tt. 용의 끌채 가마에 올라 우레를 타고， 구름 깃발 
을 실어 펄럭이게 하네 " 
r楚蘇J r구가(九歌)J ，’동군(東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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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陽輪形器)도 삼성퇴유적지 2호제사갱에서 발견되었다. 

고대 촉(홈)나라 문화의 중심지로 간주되는 삼성퇴의 문화퇴적층 

을 방사성동위원소 C-14로 표본 측정한 결과 삼성퇴유적지의 1호제 

사갱은 상대 중엽 .2호제사갱 은(商)말 주초로 추정되었다. 2001년 4 

월에 성도 서쪽 교외에서 발견된 금사(金沙)유적지에 대해서는 상주 

(商周) 시기 촉나라 문화의 중섬지였던 삼성퇴 고성이 폐허가 된 후 

촉나라가 새롭게 건설한 도읍지라는 견해에 중국 고고학자들은 대체 

로 동의한다. 삼성퇴유적지의 1. 2호 갱의 정체가 제사갱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중국 고고학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지만49) 발굴된 기 

물들이 모두 제사에서 사용된 예기(禮器)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한다. 

또 금사유적지의 동쪽은 종교의식을 행하던 곳이라는 점에도 별 이 

견이 없다. 이런 점들과 지금까지 비교 관찰한 여러 분야의 사료들 

에 근거해 판단해 볼 때 ,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종류의 옥기 (玉器) . 

금기(金器) 및 청통기 유물들은 태양의례에서 사용왼 것이 거의 확 

실하다. 

태양상징물들은 여러 신석기 유적지에서도 나타난다. 홍산(紅山)문 

화 유척지에서는 용의 몸체에 돼지 코를 가진 옥기 (玉뚫)가 발견되 

었고， 숭택(행澤)문화의 유물들 중에는 돼지 얼굴에 양 날개와 태양 

문양의 몸통올 가진 옥조(王鳥)가 있다. 이 새의 머리 형상은 삼성퇴 

의 청동주물 가지에 앉아 있는 태양새의 모습과 홉사할 뿐 아니라. 

용산(龍山)문화의 옥조에 나타난 새의 형상과도 유사하므로， 일본학 

자 하야시 미나오(林E奈夫)는 이 옥조를 태양상징물로 해석한 바 

있다 5이 하모도(河빠獲)유적지에서 발견된 상아와 동물의 뼈(骨片)에 

그려진 몸통이 붙은 두 마리의 새 역시， ‘쌍조숭일(雙鳥昇日)'. ‘쌍두 

태양조(雙頭太陽鳥)’라는 중국 고고학자들의 명명에서 알 수 있듯이. 

태 양상징 물로 간주된다 51) 

49) 삼성퇴유적지의 두 갱에 대해서는 제사갱， 묘장갱， 제후들의 통맹 모임인 맹회 
(盟용)유적지 퉁 이론이 분분하다. 폼南 r삼성퇴의 청동문명 2: 사라진 고대 
왕국， 고촉국의 신비J , 심규호， 유소영 옮김 (일빛， 2006), pp. 191-28l(원제 
r天眼王國 : 三星堆， 金沙遺柳發現之짧J , 2004). 

50) 하야시 미나오(林E奈夫)， r중국 고대의 신틀-중국 신화의 뿌리를 찾아서-J， 
박봉주 옮김 (영림카디날. 2004) , pp.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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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형상의 제사갱 기물로는 용과 새 외에 호랑이 형상의 청동 

기물도 있다. 슐레겔이 확인한 춘분. 하지. 추분. 동지를 가리키는 네 

원시 성좌 房 , 星. 없， 虛는 28수 체계에서 각기 통방. 남방. 서방， 북 

방 철수의 중심이며. 용과 호랑이는 28수 별자리 충 동방 칠수와 서 

방 칠수를 대표하는 동물이다. 학자들은 28수가 전국 시대 즈음에 완 

성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28수의 주축이 되는 별자리가 r쫓典」에 

서 이미 언급되고 있다는 점， 또 삼성퇴유적지에서 청동으로 된 용 

과 호랑이의 형상이 여러 개 발견되었으며 청통과 금. 및 옥으로 된 

여러 새 장식물들도 다수 발견된다는 사실은 서주 이전에 이미 봄

통방-용. 가을-서방-호랑이의 대응체계와 태양새 개념이 형성되어있 

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지금까지 거론한 여러 유물들과 「요전(흙典)J의 기록들， 그리고 이 

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 의거해 죠심스레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 

울 수 있다. 태 양나무 기 단부의 인물들은 한 때 회 (義)와 화(和)로 지 

칭되면서 해. 달， 별들을 관찰하고， 일출 직전 통쪽에서 龍星이 떠오 

르는 춘분에는 陽씀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영일(迎日)의례를， 서쪽 하 

늘에서 더 이상 閒星을 볼 수 없게 되는 추분에는 味용으로 칭해졌 

던 지역에서 송일(送日)의례를 주관했던 제사장이었다. 이 의혜들은 

태양의 나무 아래에서 거행되었으며. 용과 호랑이 형상의 기물들은 

그 의례에서 중국인들이 춘분의 별 房星과 추분의 별 閒星을 상징하 

는 상정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의 갑골문에서 .빈일(훌日 r， r쫓典」에서 .빈출일훌出日’， 

.전납일옳納日’로 명명되던 태양의례가 후대의 문헌에서는 ’朝日(또는 

朝)’과 '7月 (또는 7)’ 로. 또 때로는 .쨌’ 언급된다. 뿐만 아니라 그 

거행 시기도 춘분. 또는 해가 가장 긴 하지와 추분 때로. 문헌에 따 

라 달리 전해진다. 

2. 영일(迎日)의례와 송일(送日)의례에서 해제사와 달제사로 

앞에서 보았듯이 「훌典」은 춘분의 영일(迎日)의례와 추분의 송일 

51) á劍 r文明的 a地 : 華夏文明起源及앓變的考古報告J ， 四JIIA民出版社， 2002,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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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送日)의례는 일관(日官) 회와 화가 왕의 명을 받고 각기 일출의 장 

소인 동쪽 골짜기와 일몰의 장소인 서쪽 골짜기로 가서 거행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후대의 기록은 전자가 직접 태양제사에 참여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풋子 ... 玄훌， 而朝 日 於束門之外.

천자는 ... 검은 연류관을 쏘고 동문 밖에서 해률 제사지낸다섯2) 

여기서 태양제사는 ‘빈출일훌出日. ’ .전납일健納日 ’이 아닌 조일朝日 

로 명명되며 r周禮」와 r禮記」의 주석가들도 통일한 용어를 사용한 

다 53) 태 양제사가 朝 日 또는 朝로 불렸다면 , 달제사는 것月 또는 것 

으로 불혔다. 이는 춘분의 태양제사가 일출 때에 행해졌으며， 추분의 

달제사가 일몰 때에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다음 진술을 통해. 또 고 

대 천문서의 기록들과 그 연구 결과틀을 통해 알 수 있다. 

”作大훌， 必뼈天時. j훌후!Il:P. 必‘1&於 B 月

큰 제사훌 거행할 때에는 반드시 천시에 따랐으며 . 

해와 달에 제사할 때에는 반드시 일(성)과 월(성)이 이르는데 따라 행한다."54) 

춘， 추분의 의례는 각기두 해를 맞이하고 보내는 영일의례와 송일 

의례라는 r훌典」의 증언과는 달리， 이처럼 r禮記」와 고대 천관서(天 

官書)들은 춘분의 해제사(察日) . 추분의 달제사(察月)에 대해 이야기 

한다 r禮記』는 또 단(뿔)과 감(吹) 외에 해제사와 달제사가 행해지는 

곳으로 왕궁(王宮)과 야명(夜明)을 거론하는 둥55) • 고대 문헌이 전하 

는 태양의례에 대한 정보들은 그 구체적 내용들에 있어서 차이점들 

52) r짧記J ， r玉훌J . 

53) “春分朝日， 秋分*月"( r春官J ， 大宗伯j 주) ; “春朝朝日， 秋흉*月"( r禮器J • 

주). 

54) r禮記J. r，짧器j . 

55) “王宮， 奈日也， 夜明， 흥月也. 왕궁에서 해를 제사지내고， 야명에서 달을 제사지 
낸다."( r옳記J , r~똥法J) 이와 달리 「흉옳j 는 달제사와 해제사를 지내는 곳을 
감단(:þk빼으로 중언하는데 r聚法」에서는 감단이 추위와 더위(寒홉)롤 제사지 
내는 곳으로 진술된다. “相近於#밸， 흉寒홈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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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낸다‘ 이러한 불일치는 한편으로는 시대적 변천에 따른 태양 

제사의 성격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주 왕초의 왕권 이데올로기 재장립에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삼성퇴유적지와 금사유적지에서 발견된 태양 상징물들의 재료가 

모두 옥， 청동. 금이라는 사실은 태양제사와 통치권과의 긴밀한 상관 

성을 말해준다. 이는 주 왕조 성립 이전에 태양제사가 천자의 나라 

가 아닌 다른 여러 국가에서 국조의례로 거행되었음을 시사한다. 서 

주 이전부터 존재했던 태양제사 교제했察가 주 왕조에서 시조 후직 

을 배사했던 제천의례로서의 교제로 성격을 다소 바꾸면서 이를 천 

자의 의례로 규정했다. 그리고 기존의 태양제사는 춘분과 추분이 아 

닌 하지에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졸고 〈고대중국 

의 신성 왕권， 그 신화와 의례 및 상징물들〉에서 천착한 바 있으므 

로， 여기서는 고대 태양의혜의 변모를 다방면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하자. 

V. 나가는 말 

이 글에서 다룬 「훌典」의 기록을 중국 과학사가틀을 위시한 많은 

학자들이 고대의 천문관측 기록으로 규정한다. 이것은 고대인의 정 

신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단편적 판단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 내용은 단순한 천문기록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질서를 

우주의 질서에 동화시키고자 했던 통치의 典範， 말하자연 禮문화의 

진수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다 r훌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우리는 고대 중국 정신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현상과 자연계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이 다 거대한 우주체의 일부를 이루면서 조화로운 우 

주의 리듬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體문화란 원래 우주와 우주 내 모든 존재들이 서로 융화되어 공존하 

는 원융회통의 삶. 즉 온 생명의 사상을 일상적으로 체화하여 자연 

과 문화를 조화시키려는 염원에서 태동했음을 알 수 있었다. 

춘분과 추분의 迎 B의례와 送日의례를 。l 글에서는 周 왕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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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양제사로 규정했다. 비록 고고 유물들과 천문기록에 대한 과학 

적 연구 결과들을 참조하긴 했으나. 주 왕조의 태양제사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미 말했듯 

이 주 왕조의 태양제사는 졸고 〈고대 중국의 신성왕권， 그 신화와 

의례 및 상정물들〉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두 연구를 함께 읽는다면 

두 곳의 태양제사 부분에서 감지되는 불완전함은 어느 정도 해소되 

어 이 주장의 타당성을 강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슐레겔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중국인틀이 龍星. 또는 房이라 불렀 

던 π Scorpion은 기원 전 23세기 훨씬 전에 춘분날 아침 5시 정동에 

서 일출 직전에 떠오르는 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28수 중 

동방 칠수를 대표하는 蒼龍의 원형이 춘분의 별이었던 전갈좌 π 별 

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왜 고대 중국인들이 춘분의 

별을 용성이라 불렀는지를 탐구하는 과정은 여기서 제외되었다. 이 

는 〈고대 중국의 태양신앙. 그 신화와 의례 및 상징물〉의 나머지 일 

부인 촉룡신화 분석에서 다루에질 것이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고대 유물틀이 발굴되고 있으며， 앞으 

로도 계속 새로운 것틀이 발견될 것이다. 그들 중 어떤 것들， 또 이 

미 발굴되었으나 펼자가 미처 주목하지 못한 탓에 여기서 활용하지 

못한 사료들은 이 글에서 제시된 주장들을 반박할 증거들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신화， 의례. 상징물들을 여러 분야의 자료들 

을 활용하여 하나의 체계 속에서 조망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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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nlight Emperor Yao(훌) : in search of the origin of Li (禮)

Kim. Hyun- ja 

According to chinese tradition. Yao was one of sage kings of 
remote antiquity and the founder of Li. The opening chapter of 
The Book of Documents is the earliest and most detailed 
description on his achievements. 1 had made. in this paperl. a 
careful examination of introductory part of (Yao Dian>. Some 
scholars considered it as a fragment of ancient calendar. others 
as an astronornical document of Zhou period. These seem to me 
partial understandings. because the record gives a model of 
government relating the social order to the celestial order. 

It mentions legendary persons and seasonal events name of 
royal officers who. under the orders of Yao. observed the 
movements of heavenly bodies and performed solar rites in the 
time of vernal and autumnal equinox : name of stars which let 
people know the time of activity and that of repose : seasonal 
aspects of social life and of animals. It condenses the essence of 
Li culture into a few paragraphs. Judging from earlier 
researches on ancient chinese astronomy and archeological relics.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solar rituals stated in (Yao Dian> 
show us more primitive aspect than that of Zhou Dynasty- 1 had 
treated the latter in other work. 

key words : Yao. xi He. Light-bearer Dragon. solar ritual. 
lunar ritual. tree of ten suns. sun star. moon 
star. stars of equinox. stars of sols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