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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사 이래 한국과 일본의 인적․물적 교류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교류의 기
본이라 할 수 있는 상대국 언어 학습의 역사도 그만큼 오래되었는데, 일찍부
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만들어졌다. 한국에서는 泰封에 史臺, 신라에 迎賓
典, 倭典, 고려에 通文館, 조선에 司譯院 등이 있어서 일본어 교육을 맡아 했
고,1)1)일본에서는 1727년 조선의 사역원을 모델로 對馬島에 韓語司를 설치한
것이 알려진 최초이다. 하지만 공식 기관이 없었다고 해서 한국어 학습이 없
었던 것은 아니다. <日本後記>의 弘仁3년(812) 정월 갑자일 기사나 弘仁6년
정월 임인일 기사에 “新羅譯語”라는 통역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어
학습은 일찍부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2)2)특히 일본은 한어사를 설립한 아
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가 그랬던 것처럼, 부산의 왜관을 통해
* 이 논문은 2004년도 서울대학교 신임교수연구정착금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小倉進平 著, 河野六郞 補注, 1964 增訂補注 朝鮮語學史, 刀江書院, 1-18면 및
정광, 1993 ｢왜학서｣, 국어사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지성사, 297면.
2) 松原孝俊, 조진경, 1997 ｢雨森芳洲と對馬藩‘韓語司’設立経緯をめぐって｣, 일본연
구12,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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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 현지 학습을 해온 전통이 있다.

3)

체계적인 학습이든 개인적인 학습이든 외국어를 배우려면 교재가 필요하다.
조선초기의 倭學書 즉 일본어 학습서는 <세종실록>과 <경국대전>에 다음 14종
이 기록되어 있다. <消息> <書格> <伊路波> <本草> <童子敎> <老乞大> <議論>
<通信> <庭訓往來> <鳩養物語> <雜語> <應永記> <雜筆> <富士>. 이들은 대개
일본의 訓蒙書로 추정되는데, 그 중 <應永記> <富士> <鳩養物語> 등은 문학
작품으로 짐작된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捷解新語>가 주로 쓰였는데, 임란 때
일본에 납치되어 10년간 억류되었던 倭學譯官 康遇聖이 편찬한 것이다.4)4)한편
日本에서는 雨森芳洲가 한어사를 세운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체계를 갖추었고 이에 따라 한국어 교재가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
이 <交隣須知>와 <隣語大方>이다. 일본인들은 왜관에서 직접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으므로, 따로 한국어를 가르칠 필요성은 적었다고 할 수 있는데, 비체
계적인 방식으로는 수준 높은 조선 전문가를 양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
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교재를 편찬하여 교육하기 시작했던 것이다.5)5)
韓語司에서는 한국어 회화뿐만 아니라, 조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小學>
<四書> <古文> <三体詩> 등으로 漢學을 별도로 교수하였고, 아울러 조선 한자
음을 익힐 수 있도록 <類合>과 <十八史略>을 교재로 삼아 학습했다. 여기다가
한국어 교육의 단계별 교재로 <物名冊> <韓語撮要> <淑香傳> 등을 사용하였는
데, 여기서 우리는 소설 <淑香傳>이 조선을 이해하고 한국어를 학습하는 정식
교재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6)6)

2. 조선어공부에 사용된 소설
일본에서 한국어 학습에 소설을 활용한 역사는 雨森芳洲의 학습기로 소급
3) 田代和生, 1991 ｢對馬藩の朝鮮語通詞｣, 史學60-4, 慶応義塾大學文學部三田史學
會, 69면에 일본의 유학생 파견에 대하여 서술되어 있다.
4) 이상 왜학서에 대한 논의는 정광, 앞의 글 참조.
5) 한어사의 설립 목적에 관해서는 田代和生, 앞의 글, 68-70면 참조.
6) 松原孝俊, 조진경, 1997 ｢雨森芳洲と對馬藩‘韓語司’での敎育評価について｣, 言語科
學32, 九州大學言語文化部言語硏究會, 110-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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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는 1702년 처음 조선에 왔는데, 이듬해 다시 찾은 부산에서 2년간 <淑
香傳> <李白瓊傳> 등을 베끼며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한다.7)7)또한 교토 근처
雨森芳洲의 고향 마을에 있는 芳洲書院에 소장된, <芳洲履歷>의 ‘芳洲著述’조
에는 “橘窓茶話 …… 以下 朝鮮語 全一道人(都詞ナリ) 交隣須知 隣語大方 崔
忠傳 淑香傳 玉嬌梨 林慶業傳 書狀錄 常談 以下 四十部”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로써 그가 <崔忠傳> <林慶業傳> <玉嬌梨> 등의 한글소설을 베꼈음
8)

을 알 수 있다. 8)소설을 이용한 외국어 학습 방법은 기실 그가 앞서 중국어를
배울 때부터 사용했던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소설을 빼면 손 둘 데가 없다(我東人欲學唐話 除小說無下手處)”고 말
한 바 있는데, “혹자가 묻기를 중국어를 배우는 데 소설을 읽는 것이 옳은가
하니 옳다(或曰 學唐話 須讀小說 可乎 曰可也)”고 답할 만큼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소설을 중시하였다.9)9)당대의 중국어와 중국을 아는 데 소설만큼 좋은
10)10)

교재가 없다는 생각은 당시 일본학자들 사이에 널리 퍼진 관념이었다.

雨森

芳洲도 그런 ‘唐話學’의 조류 속에서 조선과 조선어를 알기 위해 소설을 이용
했던 것이다.
雨森芳洲와 韓語司로부터 시작된 소설 학습의 전통은 후대로 이어졌다. 雨
森芳洲 이후의 저명한 조선어통사 오다 이꾸고로(小田幾五郞, 1754-?) 후손가
에는 아직도 그때 공부했던 한글소설들이 다수 전하고 있다.11) 小田幾五郞은
11)

<象胥記聞>(1794)의 저자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그가 조선 역관
들에게 전해들은 것을 기록한 <象胥記聞>에는 ‘朝鮮小說’ 항목이 있는데, 여기
에는 <張風雲傳> <九雲夢> <崔賢傳> <張朴傳> <林將軍忠烈傳> <蘇大成傳> <蘇
7) 雨森芳洲, 1982 ｢詞稽古之者仕立記錄｣, 芳洲外交關係資料書翰集: 雨森芳洲全集
3, 關西大學東西學術硏究所, 308면. “翌三十六歲之時 朝鮮江罷渡丸年二年令逗留
交隣須知一冊 酉年工夫一冊 乙酉雜錄五冊 常話錄六冊 勸懲故事諺解三冊仕立 其
外 淑香傳二 李白瓊傳一冊 自分ニ寫之”
8) 조희웅, 松原孝俊, 1997 ｢숙향전의 형성연대 재고―일본측 자료를 중심으로｣, 고
전문학연구12, 한국고전문학회, 122면 참조.
9) 雨森芳洲, 1980 ｢橘牕茶話｣, 芳洲文集: 雨森芳洲全集2, 關西大學東西學術硏究
所, 157면.
10) 정병설, 2001 ｢조선후기 동아시아 어문교류의 한 단면: 동경대 소장 한글번역본
옥교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27,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76면.
11) 九州の中の朝鮮文化を考える會 編, 2002 九州のなかの朝鮮, 明石書店,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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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傳> <崔忠傳> <泗氏傳> <淑香傳> <玉嬌梨> <李白慶傳> <三國志> 등의 소설
제목이 보인다. 이것들은 대개 그가 일찍이 공부했던 작품으로 짐작된다. 거명
된 작품들 가운데 상당수가 18․19세기에 일본인들이 여러 기관에서 학습했던
소설들이기 때문이다. 또 일본 九州 남부 鹿兒島 苗代川에 있는 조선 陶工 후
예 沈壽官 집안에 소장된 <숙향전> 2종과 <최충전>, 그리고 이 지역 조선 후
예로부터 수집한 京都大學 소장 <숙향전> 2종과 <최충전> 역시 그 연장선상에
12)12)

있는 자료이다.

한편 필자는 東京大學에 소장된 한글본 <玉嬌梨> 역시 그런

類의 작품임을 밝힌 바 있는데, <玉嬌梨>는 중국 才子佳人小說로 일찍이 17세
기에 조선에 전래되어 번역되었고, 그것이 雨森芳洲 등 일본인의 손으로 흘러
13)13)

들어가 한국어 학습에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밖에 제목만 알려졌던 <酉年工

夫> 역시 일본인의 조선어 학습과 연관된 조선 이야기 모음집임이 밝혀졌
다.14)

14)

소설 학습의 전통은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韓語司의 후신인
東京外國語學校 朝鮮語學科에서는 아래 표와 같은 교과과정으로 한국어를 가
르쳤는데, <숙향전>에서 시작하여 <창선감의록> <구운몽> <사씨남정기> <장경
전> <최충전> <임경업전> 등 한국고전소설사의 저명 작품이 망라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동경외국어학교와 마찬가지로 한어사 한국어교육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19세기 말 부산의 일본인 朝鮮語學所에서도 <최충전>
<임경업전> <숙향전> <춘향전> <임진록> <옥교리> 등의 한글소설을 교재로 활
용하였다고 한다.15)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사실은 <최충전>과 <임경업전>이
15)

일본 외무성에 의해 <交隣須知> <隣語大方> 등의 한국어 학습서와 함께 활자
12) 정광, ｢일본소재한국학자료의 현황과 활용 방안-일본 苗代川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제1회 한국학포럼, 2005.3.25에 그간의 연구성과
가 잘 정리되어 있다.
13) 정병설, 앞의 글 참조.
14) 권두환, 2004 ｢小倉文庫本 酉年工夫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제94
회 학술발표회. 필자는 정병설, 2003 ｢近世日本人の韓國語學習に使用された韓國
古典小說: 資料調査｣, 訪日學術硏究者論文集, 日韓文化交流基金을 통해서 이런
부류의 자료를 정리한 바 있는데, 이후에도 속속 새 자료가 발견되고 있다.
15) 大曲美太郞, 1935 ｢釜山に於ける日本の朝鮮語學所と交隣須知の刊行｣, ドルメン
第4卷 第3号, 岡書院, 33면 및 大曲美太郞, 1936 ｢釜山港日本居留地に於ける朝鮮
語敎育: 附朝鮮語學書の槪評｣, 靑丘學叢24, 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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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시기에 <춘향전> <임경업전> 등은 일

<표> 동경외국어학교 조선어학과의 교과과정(1880년)
習字

第一年

授音

授語

第一期
諺文3 諺文9
第六級

單語8

第二期
諺文2 諺文4
第五級

交隣須知8

交隣須
交隣須知3
知3

隣語大方4

隣語大
隣語大方1 口授3
方2

3

淑香傳4

隣語大
隣語大方1 口授5
方2

5

第一期
孟子諺
楷書3
第四級
解4
下等
第二年
語學
第二期
論語諺
楷書2
第三級
解3

第三年

第四年
上等
語學
第五年

讀法

暗誦

對話 話稿 飜譯 作文

第一期
第二級

大學中 五倫行實
庸諺解6 彰善感義錄4

口授3

3

2

2

第二期
第一級

詩経書
九雲夢
経諺解5 謝氏南征記4

口授3

3

2

3

第一期
第四級

五経3

張敬傳3

口授2

2

2

2

第二期
第三級

五経2

玉嬌梨3

口授2

2

2

2

第一期
第二級

五経2

崔忠傳
林慶業傳3

口授2

2

2

3

口授4

4

2

4

第二期
第一級

* 출전 : 東京外國語學校一覽 1880, 1881년. 숫자는 주당 수업 시간.(片茂鎭, 2001 ｢東京外國語
大學所藏の交隣須知｣, 韓日語文學論叢(梅田博之敎授古稀記念論叢刊行委員會), 880면에서 재
인용)

본어로 번역되기도 하였는데,17) 이것은 1922년 완간된 전 12책의 <通俗朝鮮
17)

16) 유탁일, 1989 ｢일본인간행 한글활자본 최충전｣,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7) 최초의 <춘향전> 번역은 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 1860～1926)의 <鷄林情話
春香傳>이다. 이것은 1882년 <大坂朝日新聞>에 연재되었다. 半井桃水는 또한 <변
방에 부는 바람>(胡砂吹く風)이라는 조선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창작하기도 하
였는데, 이 작품에는 <최충전>이 언급되어 있다. 조선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
이라도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최충전>을 예로 든 것이
다. 또한 그는 <구운몽>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구운몽>의 일본 번안이라 할 수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32

韓 國 文 化 35

文庫>(細井肇 편)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통속조선문고>에는 <사씨남정기>
<구운몽> <광한루기> <홍길동전> <추풍감별곡> <심청전> <장화홍련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식민지 지배로 늘어난 조선에 대한 관심이 한국소설의 대량
번역 출간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조선소설 공부의 오랜 흐름 속에서도 <최충전>과 <임경업전>
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소설을 통한 외국어학습이 단순히 언어학습의 차원
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이해에 이르게 되리라는 것은 상식이지만, 이 두 작품
의 학습은 문화 이해를 넘어서서 조선관 형성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
이다. 특히 이 작품으로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을 상대
하는 외교관이 되었음을 상기할 때, 이는 실제 외교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도 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작품들은 18세기 초 조선과의 외교에 중추 역
할을 맡았던 雨森芳洲가 처음 선정했던 것이다.18) 그러니 외교정책과의 상관
18)

성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다. 또한 이런 점에서 볼 때, 19세기 말 대조선 외
교관 양성의 대표 기관인 東京外國語學校 朝鮮語學科에서, 그것도 마지막 학
년, 즉 제 5학년의 교재로 사용되었다는 점도 무심히 보아 넘길 수 없다.
위에서 소개한 대로 雨森芳洲의 한글 저술목록에 거명된 조선소설은 <숙
향전> <최충전> <임경업전>이 전부다. 부산의 왜관에서 ‘수명이 5년이 줄어도
좋다’는 각오로 책을 베끼며 한국어를 배웠던 雨森芳洲가 기껏 세 종만 읽었
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의 저술목록에 포함된 조선소설은 그가 읽고 베낀

있는 <夢幻> 역시 半井桃水가 동료인 작가 小宮山天香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半井桃水의 문학 제자로는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 1872～
1896)가 있는데, 樋口一葉는 근대 일본 최초의 여성소설가로 2004년부터 일본
오천엔 지폐에 모델이 될 정도로 유명하다. 樋口一葉도 半井桃水로부터 <구운몽>을
받아 베꼈다고 한다. 西岡健治, 2004 ｢계림정화 춘향전 해제 및 원문｣, 고소설
연구17, 한국고소설학회 및 上垣外憲一, 1996 ある明治人の朝鮮觀 - 半井桃水
と日朝關係, 筑摩書房 참조. <임경업전> 번역에 대해서는 후술.
18) 泉澄一, 1997 對馬藩藩儒雨森芳洲の基礎的硏究, 關西大學東西學術硏究所, 75-76
면에서는 雨森芳洲를 외교관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고 현재의 “地方公務員敎育職
一等級” 정도로 채용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雨森芳洲를 전적으로 외교관으로만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조선통신사를 상대하고 조선 문제에 대해 일정하게 정
책과 의견을 개진했으며, 아울러 조선 관련 업무를 관장했다는 점에서, 넓은 의
미에서 외교관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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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많은 소설 가운데서 선발되어 특별히 편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

이 가운데 <숙향전>은 韓語司의 기본교재였을 뿐만 아니라 동경외국어학교
에서도 한국어 입문서로 사용한 작품이다. 말하자면 한국어 기초 입문서인 셈
이다. <숙향전>은 숙향이라는 나약한 여인이 겪는 삶의 고난과 사랑의 성취를
다룬 작품으로, 이 작품을 통해서 조선인의 일반적 사상, 의식, 문화를 배울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고전소설 전공자로서 필자는 <숙향전>만큼
조선인의 보편적 정서를 잘 드러낸 작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숙
향전>은 순한글 어휘가 많고 거의 평이한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국어
학습의 초급 교재로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된다. 이 점은 다른 연구자들
20)20)

도 두루 공감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최충전>과 <임경업전>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두 작품이 모두 한국과 외국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약 천 종
21)21)

내외에 이르는 현전 한국고전소설 가운데,

이 작품들처럼 대외관계를 주로

다룬 작품은 매우 드물다. 이들 밖에는 <임진록>이나 <박씨전> 정도를 거론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희소한 자료 상황에서 이 유형의 작품이 두 종이나 선
발되었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다. 조선과의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雨
森芳洲가 이 두 작품을 선발했다는 사실도 심상치 않은 일인데, 일제침략기인
1880년대 일본 외무성에서 찍은 조선소설 두 종도 이들 작품이고, 또한 대조
선 외교관 양성의 중추기관인 동경외국어학교 마지막 학년 교재로도 이 두
작품이 짝을 이루며 쓰였으니, 한국어 학습교재라고 해서 어학적 측면만 고려
해 선발했다고 보기는 석연치 않다. 더욱이 어학 교재라는 차원에서만 보면
19) 雨森芳洲는 1729년에서 1730년까지 다시 부산 왜관에 머문 바 있다. 따라서 저
술목록에 남은 것은 이 시기 이후에 공부한 것도 포함된다 하겠다. 일본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조선소설을 베꼈는지는 19세기 말 조선에 건너와 수많은 소설을
필사한 橋本彰美라는 일본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현재 하바드대학에는 그가
필사한 십여 종의 한국고전소설이 전한다.(허경진, 2001 ｢고소설 필사자 하시모
토소요시(橋本彰美)의 행적｣, 동방학지11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소)
20) 정병설, 2004 ｢일본인의 한국어 교재 숙향전｣, 문헌과해석26, 문헌과해석사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었다. 이 글은 일본 쯔쿠바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숙향전
>을 처음 소개한 것이기도 하다.
21) 조희웅, 1999 고전소설이본목록, 집문당에 이미 연구된 바 있는 작품으로 등재
된 것만 858종이다.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34

韓 國 文 化 35

<최충전>은 그 사용 언어의 수준이 <숙향전>과 별반 다르지 않고, <임경업전>
역시 왜 고학년 교재로 사용되었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더욱이 두
작품은 내내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 점도 심상치 않다. 뒤에 분석하겠지만 이
두 작품은 조선인이 지닌 상반된 대외관의 양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좋은
짝이 될 만하다. 약간 앞질러 말하면, <최충전>은 조선인의 대외적 자주성을
보인 작품이고, <임경업전>은 사대적 모화사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따라서
<최충전>을 통해서는 조선인의 긍지를 드러낼 수 있고 <임경업전>을 통해서는
조선인의 자긍심에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다. <최충전>은 <숙향전>과 함께 鹿
兒島 苗代川 조선 도공 후손가에도 전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왜 조선 후
손가에 <임경업전>은 보이지 않고 <최충전>만 있는가 하는 점도 억측일지 모
르지만 짚이는 점이 없지 않다. 또한 19세기 말 일제침략기에 일본인들 사이
에서 왜 <최충전>보다 <임경업전>이 더욱 주목되었는가 하는 점도 짐작이 된
다. <임경업전>은 1882년 부산에서 간행된 재부산 일본거류민을 위한 신문인
<朝鮮新報>에 번역 연재된 바 있다.22) <최충전>은 물론 기본 교재인 <숙향전>
22)

도 번역 유포되지 않았을 때 <임경업전>만 번역되었다는 점이 당시 <임경업전>
의 비중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동경외국어학교의 후신인 동경외국어대
학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한국고전소설의 양을 봐도 당시의 <임경업전>에 대한
관심을 감지할 수 있다. 현재 동경외국어대학에는 동경외국어학교로부터 물려
받은 한국고전소설 8종이 있는데, <임경업전>은 8종 가운데 가장 많은 17책이
라는 보유량을 자랑한다.23) 그 다음이 <최충전>으로 6책이 있으며, <소대성전>
23)

5책, <조웅전> 5책, <춘향전> 3책, <장풍운전> <백학선전> 각 1책 외에 <옥루
몽>이 1질 있다. <숙향전>이 하나도 없다는 점도 주의를 끄는 부분이지만, 한
국어학습의 주교재인 <교린수지>나 <인어대방>도 각각 23질과 26질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임경업전>이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되었는
지 알 수 있다.
<최충전>과 <임경업전>이 단순한 한국어 교재를 넘어서서, 조선과 조선인을
22) 이복규, 김기서, 1991 ｢일역본 임경업전에 대하여｣, 송순강교수화갑기념논총,
원광대출판부.
23) 片茂鎭, 2001 ｢東京外國語大學所藏の交隣須知｣, 韓日語文學論叢(梅田博之敎授
古稀記念論叢刊行委員會), 882-8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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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교재로 사용되었고, 나아가 그것이 외교정책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조선
관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했음은 단순히 정황 증거를 통한 유추에만 그치지
는 않는다. 1882년 <임경업전> 번역 연재에 앞서 밝힌 <朝鮮新報> 편집자의
변은 유추가 결코 공연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편자는 말한다. “조선국 열사 임경업의 공적이 많음은 세인들이 대략 아는 바이
다. 일찍이 그 나라 학사 金花山人 편차했다는 전이 있는데, 우리 역관 寶迫繁勝군
이 자못 열사의 공적을 흠모하여 이제 그 전을 번역하였다. 내가 일전에 펼쳐보니
열사의 간난신고가 보는 자로 하여금 애를 끊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절로 조선
의 내부 사정을 아는 데 도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내가 감히 寶迫군에게 원고를
24)
청하여 본지 잡보란에 계속 실어서 여러 분들께 보이자고 한다.” 24)

<임경업전>을 통해 알게 된 ‘조선의 내부사정’이라는 것은, 역으로 일본인들
이 <최충전>과 <임경업전>을 통해 ‘조선의 내부사정’을 알고자 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인들이 <최충전>과 <임경업전>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조선의 내부사정’ 또는 조선관이 어떠한 것이며, 그것은 어떤 시대적 의
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최충전>과 <임경업전>의 주제
문제도 아울러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3. 최충전
<최충전>은 통일신라 말기의 학자 崔致遠의 일대기를 허구화한 소설이다.
최충은 최치원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버지 이름을 작품명으로 삼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현전하는 이본 가운데 이처럼 표제에 아버지 이름을 붙인 이본들은
모두 일본 또는 일본인의 손을 거쳐 간 것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한국에 전하
는 작품들은 <최치원전> <최고운전> <최문헌전> 등 최치원의 이름이나 호를
따 제목으로 삼고 있다. <최충전>은 <최치원전> 가운데 상대적으로 연원이 오
래된 이본 계열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 사용한 이본은 일본외무성장판 활자본
<최충전>(한글본, 1883년 간행)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것이다.25) 줄거
25)

24) <朝鮮新報> 8, 1882. 4. 5(이복규, 김기서, 앞의 글, 396면에 재인용, 부분 윤문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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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다음과 같다.
최치원은 어머니가 금돼지에게 납치되었다가 돌아와 얻은 아들이다. 아버지
는 최치원을 금돼지의 자식으로 의심하고 버렸지만, 동물, 선녀 등이 보호하여
죽지 않고 살아난다. 가까스로 아버지의 의심은 풀었지만, 최치원은 집으로 돌
아가지 않고 홀로 돝섬에 남아 글을 읽으며 공부한다. 최치원의 글 읽는 소리
는 중국에까지 들리는데, 중국 황제는 그 소리를 듣고 훌륭한 인재가 신라에
있음을 알고 조사 차 사신을 보낸다. 중국 사신은 신라로 오는 길에 한 꼬마
를 만난다. 그런데 그 꼬마가 자신들의 어려운 물음에 척척 대답하자, 위기를
느낀 사신들은 얼른 중국으로 돌아가 황제에게 보고한다. 신라에 뛰어난 인재
가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 꼬마가 최치원인 줄은 몰랐다.
위기를 공감한 황제는 신라를 침공할 빌미를 찾는다. 그래서 함 속에다 계란
을 잘 싸 넣은 다음, 함을 열지 않고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맞힐 것을 요
구한다. 그리고 만약 알아맞히지 못하면 신라를 침공하겠다고 협박한다. 중국
이 신라를 협박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최치원은 나승상 집에서 심
부름을 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나승상이 중국에서 낸 문제로 곤란해
하자 나승상을 대신해서 문제를 맞힌다. 이로써 침략의 빌미를 찾던 중국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중국에서는 문제를 맞힌 사람이 최치원임을 알
고, 신라에 두면 화근이 된다고 생각하여 최치원을 중국으로 불러들여 볼모로
삼고자 한다. 볼모가 되어 중국으로 건너간 최치원은 황제의 갖가지 시험과
함정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중국을 조롱하기까지 하는데, 나중에는 최치원을
무인도에 버려두어 죽게 하지만 여기서도 살아난다. 황제는 마침내 최치원이
神人이라 죽일 수 없음을 알고 수하에 두고자 하는데, 최치원은 이를 당당히
거절한다. 최치원은 나중에 중국에서 과거에 장원 급제까지 하지만 신라에 돌
25) 이 이본은 몇몇 고표기(맛쳐←맡겨, 내지←화내지, 음알라←재배하라)로 보
아 간행본의 底本이 18세기 이전에 처음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많은
오기로 볼 때, 일본에서 유전하는 동안 적지 않은 표기상의 변개가 있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이밖에 몇몇 표기상 특징을 들어보면, “서루”(10면) “도루”(16면)
“번두”(13면, 20면) “알위다”(16)처럼 ‘ㅗ’를 ‘ㅜ’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려올만 치 못허다”처럼 ‘옴’이라고 해야 할 부분을 “올”처럼 쓴 부분이 몇
군데 있다(10면, 18면). 그리고 주로 주격조사로 쓰이는 ‘ㅣ’모음을 앞 모음에 붙
이기도 하고 따로 떼 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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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는데, 돌아와서는 세상은 살 만한 곳이 아니라며 아내와 함께 가야산으로
들어가 숨는다.
이 작품은 최치원의 신이한 탄생부터 입산까지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데, 그
행적은 역사기록과 사뭇 다르다. 최치원을 적강한 神人으로 기술하고 있는 데
서부터 이 작품이 사실과 무관한 설화적 소설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최치원을 반중국의 영웅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알
기 어렵다. 드러난 역사만 보면 최치원은 중국 유학파로서 중국에서 벼슬까지
하고 중국의 학문과 제도를 신라에 들여온 친중국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그에게 민족자존의 영웅 형상이 덧씌워진 이유와 경과는 이해하
기 어렵다.
최치원은 한국 유학 또는 한문학의 비조로 불린다.26) 막중한 그의 문화․학
26)

문적 비중은 다른 꼬리표까지 붙게 했는데, 그것은 한국 仙家의 비조라는 것
27)27)

이다.

가야산으로 은거했다는 그의 말년 행적이 그를 신선으로 만들고, 신선

의 이미지로 인해 선가의 비조가 되고, 선가의 비조가 되자 민족주의적 색채
가 강한 한국 도교의 중추로 반중국의 영웅이 되었는지 모른다. 최치원이 실
제로 반중국적 인물이건 아니건, <최충전>이 최치원이야기를 통하여 조선인의
부정적 중국관을 드러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부정적 중국관은 조선의 지
배 이념인 유교의 화이론적 사유 구조에서 보면 분명 이단이다. 이처럼 <최충
전>은 지배 이념과 대립되는 대외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에
그것은 더욱 강한 현실적 긴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당나라의 신라 통제, 즉 대국의 소국 간섭과 그에 대한 소국의
반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국이 혹 자기보다 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
국익을 조금이라도 해치지 않을까 끊임없이 주변국을 감시하는 대국. 만일 위
험 요소가 약간이라도 발견되면 그것을 철저히 파괴하는 대국. 그런 대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하여 자기를 지키려는 소국. 여기 <최충전>의 주제가 있는 것
26) 이규보의 <백운소설>에서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모두 宗匠으로 삼았다(東方學者
皆以爲宗)”고 했고, 성현의 <용재총화>에서는 “우리나라 문장은 최치원에서 처
음으로 발휘되었다(我國文章 始發揮於崔致遠)”고 했다.
27) 최삼룡, 1986 ｢최치원의 도선사상연구｣, 한국언어문학24, 한국언어문학회.
최영성, 1995 ｢최치원의 도교사상연구｣, 한국철학논집4, 한국철학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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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기계 문명이 미발달한 전근대에 소국이 대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무
기는 사람이다. 중국의 눈으로 볼 때 신라의 보물 최치원은 자신을 위협하는
핵무기인 셈이다. 신라는 최치원으로 인해 중국보다 우위의 국가 역량을 과시
할 수 있었는데, 최치원은 한시 대결을 통해 중국이 자랑하는 문화 역량에서
대륙을 압도함으로써, 중국이 더이상 문화적 중심과 주변, 문명과 야만, 華/夷
의 차별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말하자면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뒤집
은 셈인데, 중국이 이런 인물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어려서부터 집에서 독립한 최치원은 무인도인 돝섬에서 仙官에게 공부를
배우며 글을 읽는다. 최치원의 낭랑한 책 읽는 소리가 바람결에 중국 황제에
게까지 날아가는데 중국 황제가 그 소리를 듣고 발원지를 묻는다. 중국이 인
접국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중국의 감시망
과 정보망은 인접국 아이의 책 읽는 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감시하고 있
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인가 다른 것, 무엇인가 우수한 것이 보이자, 즉각 사
신을 파견하여 현장을 사찰하게 한다. 중국 사신들은 소리의 발원지를 찾아
신라로 온다. 중국 사신들은 文昌縣에 이르러 한 아이를 만나는데 아이에게서
깜짝 놀랄 재주를 발견한다. 이 아이가 바로 최치원인데, 중국 사신은 최치원
인 줄도 모르고, 신라에는 어린 아이까지 이렇듯 영특하니 다른 것은 더 볼
필요도 없다며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간다.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경계심을 보
여주는 부분이다. 본국으로 돌아간 사신의 말을 들은 중국 황제는 바로 위협
요소 제거에 나선다. 함에다 계란을 넣고 꼭 싸놓고는 함을 열지 말고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맞히라는 것이다. 그리고 틀리면 침공하겠다고 한다. 이는 강대
국의 약소국 길들이기에 억지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최
충전>이 보여주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는 설화적 과장을 넘어서서 현실
외교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라 할 수 있다.
이런 억지 침략 명분마저 최치원이 신이한 재주를 발휘하여 막아내자, 급기
야 중국은 최치원을 볼모로 요구한다. 중국에 들어간 최치원이 중국의 쟁쟁한
문사와 겨루고 황제가 만든 함정과 시험을 극복하는 부분은 이 작품의 하이
라이트다. 50자, 즉 15m 높이의 모자를 쓰고 중국 궁성에 들어가면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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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는 궁성 출입에 이 모자가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데 중국은 어찌 작은
모자 하나 용납하지 못하냐고 비웃는 장면이나, 최치원을 죽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다 실패한 중국 임금이 나중에 최치원을 회유하며 “천하 땅이 다 짐의
땅이요, 경도 짐의 신하라. 대국에 있으며 짐을 도움이 어떠하뇨”라고 말하자,
최치원은 소매에서 부적을 꺼내 던지는데, 부적은 무지개가 되고 이내 최치원
은 구름 위에 올라앉아 “이곳도 폐하의 땅이니잇가”라고 응수하는 장면이 대
표적이다.
최근의 연구성과를 보면 <최충전>은 임진왜란 이전에 창작되었음이 분명하
다.28) 이렇게 보면 이 작품은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에 대한 보은 의식이 퍼지
28)

기 전의 비교적 자주적 중국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16세기 중엽 이른바 宗系辨誣 사건의 여파로 생긴 부정적 중
국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29) 명나라가 조선 왕계를 폄하하자 조선
29)

에서는 이를 고쳐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중국 측의 대응이 미온적
이어서 중국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자칫 <최
충전>이 보여준 부정적 중국관이 16세기에 한정된 것으로 보게 하는 문제가
없지 않다. 기실 부정적 중국관은 임진왜란 이후 ‘再造之恩’이라는 중국에 대
한 보은 의식이 널리 확산된 다음에도 여전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조선후기까
지도 중국 임금 또는 사신의 횡포를 물리친 이야기가 설화 야담 등으로 널리
전승되었는데, 중국 사신을 이긴 떡보 이야기, 중국에서 낸 어려운 문제를 푼

28) 高尙顔의 <效顰雜記>에 1579년 이 작품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어서 이 작품의 창
작연대는 16세기 중엽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金鉉龍, 1998 ｢崔孤雲傳의 形成時
期와 出生談考｣, 古小說硏究4, 한국고소설학회).
29) “조선시대 명종․선조 연간, 즉 16세기 중엽에 우리나라 조정과 신료 및 학자들
사이에는 중국에 대한 저항적인 의식 크게 확산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조선 王系를 폄하하는 이른바 ‘宗系辨誣’ 사건을 중국이 대범하게 처리해 주지
않는 데에 대한 불만이 최고도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가
이 소설의 내용에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이 대국답게 행동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황제를 엎드려 頓首 사죄하게 하는 등의 표현으로 사대 외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는 이 소설 구성은, 분명히 그
러한 특수한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선시대의 국
가운영 체제로 보아 그렇게 강한 반중국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어렵다고 믿는
다.” 김현룡, 위의 글, 2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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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야기처럼 구비로 전승된 것도 있고,

<里諺叢林>에 실린 <정일남전>

처럼 문헌에 정착된 것도 있다. 이들이 대상으로 삼은 중국이 정통 한족의 중
국이 아니라 오랑캐 만주족의 중국인 청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靑丘野
談>에 있는 李如松 이야기처럼 분명 명나라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도 다수 전
승되고 있음을 볼 때, 부정적 중국관과 중화관은 화이론을 내세운 조선 전시
기에 걸쳐 내내 지속되었음이 분명하다.
중국의 횡포를 물리친 사람은 <최충전>의 최치원이 그러하듯 대개 어린 아
이, 노인, 미천한 사람 등 약자다. 그래서 그 승리가 더욱 극적이다. 이는 달리
말해서 상층의 지배 이념으로는 화이론적 사대주의가 튼튼히 뿌리 내리고 있
었다 하더라도, 그 저류, 특히 하층 민중들의 가슴에는 자존과 자주가 더욱 강
하게 흐르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최충전>은 조선 민중의 반중국, 반중화적 의
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유학자들의 글만 보면 조선 사람들에게서
친중국 또는 사대적 의식 이상을 읽기 어렵겠지만, <최충전>은 여러 유사 유
형의 설화나 야담과 함께 조선 민중의 반중화 의식, 반패권 사상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인 것이다.

4. 임경업전
<임경업전>은 병자호란 당시의 조선 명장 임경업의 일대기다.31) <최충전>에
31)

30) 조동일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Ⅰ 한국설화유형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
구원, 1989, 231-233면, 한국설화유형분류번호 232-1 참조.
31) <임경업전> 역시 1881년과 1883년에 일본 外務省藏版으로 간행되었다. 초간본은
앞서 말한 대로 동경외국어대학 도서관에 17책이 있으며, 필자의 조사결과 한국
에도 인천광역시립도서관에 “在朝鮮國仁川港日本領事館”의 도서인이 찍힌 것이
있다. 재간본은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간본은 동경의
한국연구원 복사본을 이용하여 김의정, 1992 역사소설 임장군전 연구, 솔터에
서 영인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외무성장판본은
“歲庚子孟冬京畿開板”의 간기를 가진 연세대 소장 경판 45장본 <임경업전>과 동
일본으로 알려져 있다. 이창헌(2000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30-240
면)은 외무성장판본이 경판 45장본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고 보았다. 단 경판 45
장본을 외무성장판본과 비교할 때, 경판 45장본에는 두 부분에서 축약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각자체도 전혀 다르다. 다시 말해서 경판 45장본은 원래
47장본이었는데, 보각할 때 45장으로 줄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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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하면 사실에 충실하지만, 그래도 전하는 사적과 다른 내용이 적지 않다.
32)

작품의 줄거리를 보자.
임경업은 어려서부터 충근한 사람으로 일찍이 그의 통솔력과 선정은 조정
에까지 알려졌다. 갑자년(1624) 동지사(上使 이시백)의 수행군관이 되어 중국
으로 가는데, 마침 ‘호국’(나중에 청나라)에서 난리가 난다. 호국은 명나라에
도움을 청하는데, 임경업의 인물을 알아본 명나라 장수가 천거하여 임경업은
상장군 겸 도원수로 출정한다. 호국의 난리를 성공적으로 진압한 임경업은 명
나라는 물론 호국에까지 명성을 떨친다.
호국이 점점 강성해지며 명나라에 반하고 조선을 엿보자 조정에서는 임경
업을 의주부윤으로 삼는다. 그런데 호국은 임경업과 대적해서는 조선을 점령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황해를 건너 바로 서울을 점령한다. 임경업은 나중에
야 임금이 삼전도에서 항복한 사실을 듣지만 속수무책이다. 다만 왕자를 볼모
로 잡고 본국으로 귀환하던 청나라 군대를 공격할 따름이다. 하지만 그나마도
청국 군대를 그대로 돌려보내라는 어명을 받고서 할 수 없이 길을 열어준다.
임경업이 조선 정벌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한 청나라는 임경업을 제
거하기 위해 온갖 계략을 다 짜는데, 조선에다 임경업으로 하여금 피섬에 있
는 명나라 군대를 치게 하고 만일 패전하면 임경업의 목을 갖다 바치라고 한
다. 그런데 임경업은 꾀를 써서 명군을 거짓으로 항복하게 함으로써, 청나라를
좌절시킨다. 이에 청나라는 임경업의 공로를 표창하겠다며 임경업을 청나라로
부른다. 임경업을 볼모로 잡아놓겠다는 속셈이다. 속절없이 청나라로 향하던
임경업은 도망하여 명나라로 망명한다.
임경업은 명군과 함께 청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데, 함께 동행한 중이 배
반․밀고하는 바람에 오히려 청나라에 사로잡히고 만다. 청나라 임금은 임경
업에게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지만 임경업은 거기 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
장판본은 경판 47장본의 원형을 간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간기에 있는 경자년
이 1780년이라는 사실은 앞서 말한 小田幾五郞 후손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九州の中の朝鮮文化を考える會 編, 앞의 책, 122면)
32) 소설과 역사의 차이는 서대석, 1985 ｢임경업전과 병자호란｣,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77-187면에 자세히 비교되어 있다. 김남형, 1993
｢성호의 임장군전에 대하여｣, 한문교육연구7, 한국한문교육학회를 보면 實傳과
소설의 차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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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검으로 청나라 임금을 위협하면서 호통까지 친다. 임경업을 어쩌지 못한
청나라 임금은 볼모로 잡은 조선 왕자를 먼저 돌려보내고 나중에는 임경업까
지 돌려보내고 만다.
천신만고 끝에 고국에 돌아온 임경업에게 주어진 것은 차디찬 감옥이다. 조
정에서 전횡을 일삼으며 역모를 꾀하던 김자점이 전쟁영웅 임경업의 귀환을
두려워하여 임금을 속이고 임경업을 감금시킨 것이다. 그리고 곧 임금이 임경
업의 투옥 사실을 알게 되자 무사들을 시켜 임경업을 때려죽이게 한다. 외적
과의 싸움에서는 지는 법을 모르던 임경업이 고국에서 어이없이 죽고 마는
것이다. 임경업 사후에 김자점은 제주로 유배가는데, 임금의 꿈에 임경업이 나
타나 사건 전모를 말하면서, 김자점의 죄상은 백일하에 드러나고, 결국 김자점
은 서울 대로상에서 살해된다. 이후 조정은 달천서원을 세우는 등 임경업을
표창한다.
이처럼 소설이 보여주는 임경업은 힘과 용기, 지혜와 통솔력, 불굴의 충성
심과 강인한 정신이 결합된 불세출의 영웅이다. 일찍이 동지사의 수행군관으
로 명나라를 방문해서 단번에 중국의 도원수로 발탁될 만큼 탁월한 재질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전공은 짝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이다. 청나라에서는 그의
이름만 듣고도 두려워 피했으니,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상당 부분 꾸며낸 것이다. 그의 실제 전공은 후금과 내
통하려는 명나라 叛將을 명군과 함께 공격하여 패배시킨 것과 귀환하던 청국
기병 300여기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 것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 밖에 임경
업의 사행과 청나라의 내란 진압, 그리고 청나라의 명나라 배신 등은 역사에
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다. <임경업전>은 임경업의 영웅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전공을 과장하고, 적대세력과의 대결을 극단화하기 위하여 청나라를
부도덕한 나라로 꾸몄다. 청나라의 내란을 명나라와 임경업이 합세하여 진압
했다는 사실은 청나라의 배신과 부도덕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설정이다. 청나
라가 이처럼 부도덕하므로 영웅 임경업은 포로가 되고도 청나라 임금의 간담
이 서늘해지도록 호통을 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작품은 임경업을 親明
反淸의 영웅으로 만들기 위하여 허구적 서사 조작을 가한 것이다.
반청의식과 더불어 <임경업전>의 주제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조선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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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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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작품에서 이 부분은 반청의식 이상으로 핵심적인 부분

이다. 임경업의 진짜 적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것이다. 내부의 적은
둘이니, 하나는 중 독보요, 다른 하나는 영의정 김자점이다. 독보는 임경업이
청나라로 끌려가다 도망하여 떠돌 때 만난 중이다. 함께 명나라로 건너가지만
재물에 눈이 어두워 영웅 임경업을 청에 팔고 만다. 독보가 임경업을 사지에
몰아넣은 첫 번째 인물이긴 하지만, 그를 주적으로 볼 수는 없다. 주적은 오히
려 조정의 대신 김자점이다. 소설에서 김자점은 물로 둘러싸인 강화도 지세를
믿고 방비를 소홀히 하다 강화도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잃게 한 망국의 원
흉이다. 그런데도 김자점은 자성은커녕, 전공을 세워 이름을 날리는 임경업을
시기한다. 결국 그는 임경업을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임경업전>은 김
자점이 없었다면 임경업이 청나라에 맞서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을, 김자
점 때문에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그리고 있다. 김자점은 임경업의
적이자 조선의 적인 셈이다.
요컨대 임경업은 친명반청의 민족 영웅으로, 아쉽게도 부패하고 무능한 정
권에 희생되어 뜻을 이루지 못한 비극적 영웅이다. 화이론의 관점에 서 있는
임경업은 만주족 오랑캐와 극적인 대결을 벌였으며, 권력다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무능하고 부정한 정권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분법적 대결 구
조, 대립 구조는 당시 민중들에게 깊은 감동과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덕무의 <銀愛傳>에는 종로의 담배 가게에서 어떤
사람이 稗史 읽는 것을 듣다가 영웅이 극도로 실의에 빠진 대목에 이르러 문
득 눈을 부릅뜨고 입에 거품을 내뿜으며 담배 써는 칼로 이야기꾼을 찔러 죽
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에 나온 ‘패사’가 <임경업전>이
고, 영웅이 극도로 실의한 대목이란 임경업이 김자점에 의해 죽음에 이르는
된 장면임이 밝혀졌다.34) 민중들은 무엇보다 임경업의 안타까운 실패에 크게
34)

33) 서대석, 위의 책, 193면에는 “소설에 나타난 작자의식은 외적인 호국에 대한 적
개심과 내적인 김자점에 대한 증오감으로 요약되며, 이것은 임경업의 일생이 국
민감정에 그만큼 감동을 줄 수 있었던 때문인 것으로 민족의식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34) 심노숭, 김영진 옮김, 2001 ｢언문소설｣,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159면. “이
것(임경업전)은 서울 담뱃가게 밥집의 破落惡少輩들이 낭독하는 언문소설로 예
전에 어떤 이가 듣다가 김자점이 장군에게 없는 죄를 씌워 죽이는 데 이르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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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되었던 것이다.

5. 소설이해와 조선관
<최충전>과 <임경업전>은 근 천 종에 육박하는 한국고전소설 가운데 드물
게 한국과 외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그런데 거기 나타난 조선인
의 대외관은 각기 상반된 관점을 보이고 있다. 조선인들은 지배 이념인 유교
의 華夷觀에 따라 문명 중심국인 중국과 그 주변국을 양분해 보는 경향이 있
었는데, 이는 실제 외교에도 반영되어 전자는 事大의 대상으로 후자는 交隣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 관점에 따르면 정작 자신을 오랑캐로 비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문제점이 있다 해도 자연스러
운데 반해, 자기비하적 사고는 자연스럽지도 않으니 문제가 노출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인의 대외관은 자연스럽게 모순을 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기
모순 속에서 조선인이 취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은 대략 네 가지 정도이다. 첫
째는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고 중국에 순응하여 동화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는 반대로 자기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중화주의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셋째는 화이의 2분법적 사고를 3분법적 사고로 전환하는 절충책이다.
스스로를 小中華라고 하여 일종의 2등국가로 만들어두고, 비록 1등국가는 못
되지만 꽤 문화적 역량을 갖춘 오랑캐라 자부하면서, 2등국가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는 문화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화이론의 허구를 근본부터 부
정하는 것이다. 이 네 사고 유형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현
실적인 비중이 매우 낮은 것도 있으므로, 모두 동등한 의의를 지닌 것은 아니
다. 조선인의 대외관을 조선의 현실을 감안하여 거칠게 나누어 본다면 대체로
중화 즉 중국에 대한 태도에 따라 慕華的이냐 자주적이냐의 둘로 나눌 수 있
을 듯하다.
이런 양분법적 관점은 <임경업전>과 <최충전>에서 매우 잘 나타나는데, <임
경업전>은 모화적이고 <최충전>은 자주적이다. 두 작품은 상반된 대외관을 보
기가 솟아올라 미친 듯이 담배 써는 큰칼을 잡고 낭독자를 베면서 ‘네가 자점이
더냐’라 하니 같이 듣던 시장 사람들이 놀라 달아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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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는 것이다. <임경업전>에서 임경업이 보여준 명나라와 황제에 대한
충성,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그의 모화관을 대변하는 것이다.
만일 외국인이 <임경업전>만 읽게 되면 조선인이 중화주의에 깊이 빠져 있다
고 여길 것이다. 이 작품과 더불어 유학자들의 글을 읽고, 영은문이나 대보단
따위까지 보게 되면, 조선인의 친중국적 중화주의에 대해 확신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조선인들의 대외관에 다른 것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조선인들이 지닌 중국관의 다른 측면은 <최충전>이 극명하
게 보여준다. 비록 신라, 곧 조선이 나라는 중국에 비해 작지만, 훌륭한 문화
와 인재가 있는, 중국에 비해 뒤질 게 없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작품의 밑바탕
에 도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막강한 중국의 물리력
에도 굴하지 않고 대항하는 것이다. <최충전>에서 최치원이 보여주는 중국에
대한 경멸과 황제에 대한 무례는 조선인들이 외면에 표현하고 있는 모화관의
기저에 자존심이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임경업전>과 함께 <최충전>까지
읽게 되면, 조선인들의 중국관이 한편으로는 중국을 존숭하면서도 다른 한편
으로는 중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자존심을 지키려는 양면적 태도로 존재함을
알게 된다. 두 작품을 함께 읽게 되면, 조선인들의 양면적 중국관을 알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대외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임경업전>과 <최충전>에는 스스로와 중국에 대해서는 자기 비하와 자기
존중, 모화주의와 반패권주의라는 상반된 관점이 나타나지만, 중국 이외의 인
접국에 대해서는 하나의 관점만 발견될 뿐이다. 중국, 조선을 제외한 주변 오
랑캐에 대한 관점은 <최충전>에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임경업전>에만 나타
나는데,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 멸시와 불신이다. 오랑캐는 아무리 잘해주어도
자기 이익에 따라 금방 배신하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명나라는 만
주족이 국가적 곤경에 처했을 때 임경업을 파견하여 구해 주었으나, 얼마 되
지 않아서 명나라와 임경업은 배신한 만주족에 의해 곤경에 처한다. 또한 오
랑캐들은 문명 중심국인 中華에서나 하는 事大를 무력이 좀 있다 하여 자기
나라에 요구하는 무례한 자들이기도 하다. 오랑캐들은 기본적으로 交隣으로
달래어 진정시킬 수 있을 뿐 상종할 상대가 아니다. 오랑캐를 이처럼 인간 되
지 못한 것들로 여기고 있으니, 그런 오랑캐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도저히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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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된다. 설사 일시적으로 항복했다 하더라도 그 지배를 계
속 받아들일 수는 없고 항상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두 작품을 통해 조선인의 대외관을 살펴보면, 조선인들은 기본적으
로 자주적인 성향을 바탕에 깔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중화는 존숭하고 이적
은 멸시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개개인, 또는 집단간, 그리고 시대에 따라, 그
정도는 약간씩 다르지만, 이런 대외관이 조선인들의 관념 저층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이 이 정도의 깊이 있는 조선 이해에 도달하려면, 다른 방법 또
는 다른 서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중화에 대한 존숭과 비판의 상반된 관
점, 자신에 대한 자존과 비하의 이중적 관념, 오랑캐에 대한 극도의 혐오. 한
면을 알기는 어렵지 않아도 양면성과 이중성을 동시에 구체적으로 균형감 있
게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임경업전>과 <최충전>은
조선인의 대외관을 온전히 파악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작품을 처음으로 짝을 지워 선발한 雨森芳洲의 높은 조선 이해
수준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雨森芳洲의 조선관을 보면, 과연 그가 이들 작품을 어떻게 보았을지, 또 이
들 작품을 통해 무엇을 얻었을지 짐작이 된다. 그의 대조선 외교 가이드북이
라고 할 수 있는 <交隣提醒>을 보자.35)

35)

① 조선은 오로지 중화를 배우려는 풍습이 있는데 서적을 통해서 보더라도 특
별히 중국의 것이라야 납득을 한다. (26면)
② (조선과 일본 양국이) 각기 자기 나라 풍습이 좋다고 하는데 그것은 華나
夷나 마찬가지이다. (29면)
③ 조선은 古式을 생각하여 중화의 예법을 행하므로 다른 夷狄보다 우수하고
일본인이 일찍이 생각하지 못한 것도 많으며, 문맹인 사람을 (조선에서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이니, (일본으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58면)
④ 조선인이 함부로 지껄이지 않는 것을 보고 조선인을 어리석다고 여기며, 조
선인이 소매가 긴 옷차림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조선인을 우둔하고
게으른 것으로 생각한다. (또) 역관이라고 하는 것은 (양국의) 중간에 서 있는 관
리이므로 매번 양쪽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빈말을 하기
도 하는데, 그것을 보고 “조선은 거짓말을 하는 나라이다”라고 여겨버리는 부류는
모두 분별없는 생각인 것이다. 조선인이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는 것은 사물의 앞
35) 한일관계사학회 편, 2001(원문 1728) (역주) 交隣提醒, 국학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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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를 분간한 깊은 지혜와 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리석은 짓으로 보이지는 않는
다. (27-28면)
⑤ 많은 사람들이 誠信으로 교류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 글자의 뜻을 잘 모르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성신이라는 것은 진실된 마음(實意)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
며, 서로 속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진실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을 성신이라고 말
한다. (70면)

그는 먼저 조선인들의 모화사상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 국수적인 일본인
들에게 낯선 것이니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
선인들이 자존심까지 버리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조선인들의 자기 풍습에 대
한 ‘당연한’ 자부를 말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다. 조선이 다른 오랑캐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은 雨森芳洲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조선인들의 생각
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인용문에서 보여준 雨森芳洲의 편견 없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는 당시로
서는 특출한 것이었다. 雨森芳洲가 기술한 자부심 강한 조선인을 당시 대부분
의 일본인들은 멸시했다. 조선인들이 일본인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
이다. 雨森芳洲와 함께 한 선생을 모셨으며, 또 德川幕府의 실세였던 해외통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조차 “조선이란 ‘교활하고 … 신의가
없으니 … 천성이 완고한’ 나라여서 ‘오랫동안 隣好를 맺을 수 없는 상대’라고
규정지”을 정도였다.36) 해외 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서양선교사를
36)

심문하여 꽤 심도 깊은 저술인 <西洋紀聞>을 남겼으며, 조선에도 관심이 많아
조선어를 공부하기도 했던 당대 일본의 일급 학자조차 이 정도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37) 雨森芳洲는 임진왜란에서 보여준 것처럼 무력의
37)

우위에 중심을 둔 일본인의 우월주의는 잘못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런 시각으
로는 조선과 선린우호를 맺을 수 없다고 보았다. 雨森芳洲의 문화 상대주의에
입각한 조선관은 결론적으로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誠信에 기초하지 않으면
36) 박영재, 1994 ｢메이지 일본의 한국 인식｣, (강좌)한일관계사(조항래, 하우봉,
손승철 편), 현음사, 448면.
37) 川瀨絹, 2002 ｢東北大學狩野文庫 白石叢書 收 朝鮮國字讀 初探｣, 朝鮮文學論叢
(大谷森繁博士古稀記念朝鮮文學論叢刊行委員會), 白帝社. 일본 東北大學 도서관
카노(狩野)文庫에는 新井白石의 구장서가 상당수 있는데, 그 가운데는 그가 조
선어 학습에 이용한 <朝鮮國字讀>이라는 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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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는 성신 외교론에 연결되고 있다.

雨森芳洲의 이런 균형 잡힌 조선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조선 또는
조선어 교육과정은 19세기 말의 일제침략기까지 지속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동경외국어학교 조선어학과의 마지막 학년에 <최충전>과 <임경업전>을 짝을
지워 배우게 한 점이다. 조선 침략의 첨병을 양성한 곳에서 마지막 학년, 바로
조선에 가기 전에 이 두 작품을 배웠음은 의미심장하다. 하지만 동경외국어학
교에서 이 두 작품을 배운 사람들이 雨森芳洲처럼 균형 잡힌 조선 인식을 가
졌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들이 그다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지 못했음은 두
작품 사이에 균형이 깨진 데서도 알 수 있다. <최충전>보다 <임경업전>에다
전에 없던 관심을 쏟아 부었던 것이다. <임경업전>에 대한 관심은 <임경업전>
이 당시 일본인들의 이해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은
조선 지배를 위해 청나라와 치열한 대결을 벌이는 상황이었다. <임경업전>은
그 핵심에 반청과 반정부를 담고 있으니, 조선인의 생각을 아전인수격으로 해
석하고 싶어 하는 일본인들 마음에 쏙 드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침략과
합병의 명분을 줄 수 있는 책인 셈이다. 寶迫繁勝이 번역한 <임경업전>은 “조
선의 엄격한 신분제도와 그에 따른 병폐 및 세도가 수행원들의 횡포 등에 대
해 아주 장황할 정도로 논평을 겸한 주석을 달고 있”다고 지적되는데,39) 여기
39)

38)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궁중만찬회연설에서 雨森芳洲의 성
신 외교론을 언급한 이후, 雨森芳洲와 성신외교는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모델로
우상시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조선통신사의 일원으로 직접 雨森芳洲를 상대
한 신유한은 그의 저서 <海遊錄>에서 雨森芳洲를 “내가 그 형상을 보매, 험하고
독하여 평탄하지 못하였고, 겉으로는 문장을 한다고 핑계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창과 칼을 품었으니, 만약 그로 하여금 국가의 높은 지위에서 권력을 잡게 하였
더라면, 반드시 이웃 나라에 일을 내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1719년 12월 28일
조)이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간단히 말해 그의 성신외교를 말 그대로 받
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그 개념의 실질적 의미까지 천착해야 하는 것이다. 岩
方久彦(2000, ｢雨森芳洲의 ‘誠信外交’論에 관한 일고찰｣, 한일관계사의 양상, 한
일관계사학회 편, 국학자료원)의 연구는 그 현실적 의미를 비교적 잘 밝히고 있
는데, 雨森芳洲의 성신외교가 분명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조선에 대해 우월감
을 가지려고 했던 막부 정책에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조선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특출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문화 상대주의적 시각은 당시로서는 대
단히 앞선 사상이라 할 수 있다.
39) 이복규, 김기서, 앞의 글, 4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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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당시 일본인들이 <임경업전>을 통해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최충전>과 <임경업전>이 짝을 이룬 균형 잡힌 조선 이해는 19세기 말 <임
경업전> 편중으로 균형을 잃으면서 誠信의 정신을 버리고 침략의 길로 나아
가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책으로 공부해도 이해관계가 눈을 가리면
멀쩡한 현실도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6. 결 론
<최충전>과 <임경업전>은 雨森芳洲 이후 일본의 조선 또는 조선어 공부에
중요한 텍스트가 되었다. 그런데 두 작품을 분석해 보면, 이 작품들은 조선인
들의 대외관을 알 수 있는 보기 드문 소설일 뿐만 아니라, 상반된 대외관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선인들의 대외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도 둘도 없이
좋은 짝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두 작품이 일본인의 조선어 공부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조선인의 추천에 의해 단순 선발
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雨森芳洲나 그 주위 어떤 일본인
의 엄정한 검토를 거쳐 선정된 작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두 작품을 공평하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들을 통한 조선 이해는 공정하
고 안정감 있는 인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雨森芳洲가 지극히 온당하
게도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誠信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역설한 것도 두 작품
을 통한 조선 이해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런 雨森芳
洲의 조선 인식은 아쉽게도 19세기 말 일본 침략주의 앞에서 빛이 바래고 말
았다. 일제침략기에도 두 작품은 여전히 짝 지워져 학습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임경업전>에 더욱 큰 비중이 놓였다. <최충전>과 <임경업전>이 전처럼 균형
감 있게 학습되지 않고, <임경업전> 중심으로 쏠리면서 일제 침략은 더욱 가
속도가 붙었던 것이다. 일제 침략이 두 작품의 균형이 깨진 데서 비롯되었다
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 이해의 시각이 균형을 잃게 되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끝맺기로 한다. 필자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내내 한 가지 의문을 잊지 않았다. 왜 일본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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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壬辰錄>을 주요 텍스트로 삼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임진록>은 부산
의 조선어학교를 제외하면 거의 교재로 채택되지 않았다. 왜일까?
첫째 소설적 흥미가 적다. <임진록>은 역사에 전적으로 기댄 작품이어서,
일관된 서사 전개가 없다. 외국어 교재로서 재미가 적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
다. 둘째 어학 교재로 적당하지 않다. 역사적 사건을 삽화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작중 인물의 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따라서 조선어 회화를 배우기에
적당치 않다. 셋째 작품이 反日的 내용으로 가득 차 미리부터 일본 학생을 자
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교육적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 넷째 일본의 침략적
과거 또는 과오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임진록>에
기술된 조선 중심의 전쟁관이 탐탁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문학 작품을 통하여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 에도시대 일본인의 접
근법은 매우 현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작품의 함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자 양
국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는 현재의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다. 과거를
문제 삼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양국의 평화롭고 건전한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상대 국민의 정서를 이해해야 한다. 침략의 과거
와 단절하지 않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역사 인식을 보이는 한 어떤 작품
을 가지고 공부해도 아전인수격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필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 최충전, 최치원전, 임경업전, 교린제성, 교린수지, 雨森芳洲,
小田幾五郞, 한어사, 조선어학소, 조선어학과, 조선어공부
투고일(2005. 4. 21), 심사시작일(2005. 5. 20), 심사종료일(200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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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apanese Learning on the Joseon Novels and
Their Understanding of Joseon in 18․19
Centuries through <Choe Chung Jeon> <Im
Gyeongeop Jeon>

Jung, Byung-Sul*
40)

In 1727, the first academy on Korean Language was built in Tchushima,
Japan. The builder was Hoshu Amenomori (1668-1755) who had worked for
Tchushima provincial government on diplomatic issues with Joseon. He
edited several books for learning Korean, including Korean novels such as
<Sukhyang Jeon> <Choe Chung Jeon> <Im Gyeongeop Jeon>.
<Sukhyang Jeon> was a basic text in The Academy on Korean Language
in Tchushima. <Sukhyang Jeon> was one of the best reading textbook for
learning Korean, because it has a lot of short dialogues and basic Korean
words. Also <Sukhyang Jeon> shows the usual thoughts of Joseon people.
<Choe Chung Jeon> and <Im Gyeongeop Jeon> is somewhat different
from <Sukhyang Jeon>. Among almost a thousand kinds of Joseon novels,
just several works show the understanding of the foreign country of Joseon
people, and the two works show the opposite understanding, so they can be
the best way to understanding Joseon people's thought on the foreign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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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Choe Chung Jeon> shows the nationalistic thought of Joseon people, and
<Im Gyeongeop Jeon> shows the respect on the China, the discrimination on
the China and the other country(華夷觀). The two show the both sides of
understanding of the foreign country of Joseon people.
Japanese could get the understanding of Joseon through the Joseon novels.
Sometimes the understanding was well-balanced, sometimes it was not.
Finally the bias of Japanese broke the peace in the East Asia in late 19th
century.
Key Words : <Choe Chung Jeon>, <Im Gyeongeop Jeon>, <Sukhyang
Jeon>, the Academy on Korean Language, the understanding of the foreign country of Joseo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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