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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古代 路擊의 史的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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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時代는 우<，-] 民族文化의 여 명 기로서 찬란한 광채를 발한 時期다.

漢四컴B時代의 樂浪이 中國文化의 색채를 짙게 풍긴데 비해 高句麗는 강D期에는 부여족의

風倚을 따랐￡나 점차 獨自的인 文化를 形成해 나갔으며 新羅와 百濟도 自身의 文化를 갖

추고 있었다.

이렇듯 高句麗를 포함한 三國은 獨自的인 文化를 이루었A며 그러한 文化에서 우리는 많

은 技藝를 發見할 수 있다. 그 中 하나가 現在 路奉道의 原型인 태션이라고 생각된다.

最近 路奉道는 國際鍵技로서 각광을 받고 있￡나 그것이 어느 시기에 발생하였고 어떻게

체계화 되었는지 또 그 用語는 어느 것이었는지에 대한 史料와 자료가 不足한 형펀이다.

이에 三國時代에 들어와 原始生活의 願爭形態를 體系的으로 關技化하였A며 그중 하나가

路奉道의 原型인 태껑￡로 그 技術이 社會의 發展에 따라 進步되었으리라 보고 그 當時 三

國의 태션에 關해 考察해 보고자 한다.

1. 高句題의 慶畵와 태견

序言에서 提起펀 問題의 寶證資料로서 高句麗時代의 고분인 舞펴휩據 율휠畵의 태 껑 그렴을

考證된 代表的인 遺題으로 들 수 있다. 舞觸據은 오늘날의 滿州 輯安縣 通灌에 있는 高句

麗時代의 무립이며， 通構는 高句麗의 國都었던 n都城의 옛터로서 이 근처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皇城이 라고 부르는 곳이 다(金得橋 1966 : 192).

1935年에 일본인 史學 관계자로 구성 된 第二期 高句麗 遭題調훌團이 환도성의 옛 터 인 通

構일대를 탑사하고， 고구려시대의 고분을 조샤했던 결과 舞觸據과 角振據의 고분에서 慶畵

를 發見하게 되었다. 이 舞觸樓과 角握爆의 玄室慶面과 天障에는 高句麗A들의 생활풍속을

나타낸 그림틀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角振據의 월훌畵에는 두 사람이 맞붙잡

- 199-



- 200- 師 大 論 옳 (20)

고 싸릅하는 그림 이 있고， 舞觸爆에는 女A들이 舞觸하는 그렴과 더 불어 두사나이가 태 권

도의 겨루기를 하는 그림이 있다. 이 태션 그림은 두사나이가 서로 공격하려는 찰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그립으로 미루어 보면 그당시 高句麗에서는 태걷이

무척 성행했을 것이라는 것을 推察케 한다.

第二期 高句麗遺題調훌團은 1938년에 調활報告書로서 通構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에

서는 태걷그렴을 角振의 圖라고 하였다(沈內宏， 梅原未治 通購 下卷 第二章) . 이같이 塵畵를

설지 조사했던 池內宏， 梅原末治가 舞觸緣의 그립을 일단 角振圖라고 지목함 o로써 이 그

렴을 취급한 여러 책에서도 역시 씨름을 하는 모습￡로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筆者는

이 그림을 써름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高句麗시대에 태션하는 그림이라고 보는 것이

다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理由로서는

첫째， 우리나라 씨름에 있어서 두 씨름꾼이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겨루는 장면은 없다.

경기도중에 서로 샅바를 놓쳐서 헤어지게 되면 경기는 일단 중단되게 되며 처음과 같이 샅

、 바를 다시 잡고 맞붙어야만 시합이 되는 것이다(朝蘇日報 1940年 4月 30 日字 第6820號) .

둘째， r通構」 以後 朝蘇總督府에서 만든 「朝蘇@ 劉士願樂」이란 책에 手拍의 圖라 그 명

칭을 고쳐 지적했듯이 두사나이가 몹시 긴장한 모습을 보면 이것이 한창 태걷경기가 진챙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이 그렴은 한 사나이가 땅을 박차고 도약한 상태이며 다른 한 사나이는 땅에 버티

고 서서 서로 발로 차고 손으로 치려는 攻醒의 찰라로서 이것은 블렴없는 태걷동작임이라

고 생각된다.

네째， 武藝圖諸通志의 奉法諸 圖解와 대조해 보면 이 그렴의 완쪽사나이 자세는 五花鍵

身勢이고， 오른쪽 사나이의 자세는 當頭碼勢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五花鍵身勢는 네

활개플 펴고 앞으로 나아가 오른손 오른발로서 오른펀으로 돌면서 상대 방을 싸얽어 잡아치

는 技法이며 當頭E힘勢는 왼손!l...로 이마를 가리며 들이 쳐오는 상대방의 정수리를 갈겨치는

기술이다.

다섯째， 高句麗때 싸릉의 본보기는 角振樓의 角振圖에 잘 나다나 었다. 그 그렴에서는

두 사람이 샅바를 맞잡고 한참 힘을 겨루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또한 金弘道의 擔園風洛

圖뼈중의 相樣圖. 그리고 문화재 관리 국에서 편찬한 「韓國의 風洛」에 있는 角振圖 등은 우

려 전통 씨름경기를 보여주는 본보기로서 두 싸흠꾼이 맞붙어서 힘을 겨룬다. 그러으로 무

용총의 그렴은 써름과는 달려 서로 거리를 두고 겨루는 태걷그립임이 명백하다.

이렇듯 高句麗시대의 고분벽화는 고구려 당시의 생활풍속을 찰 나다내고 있다. 무덤벽면

에 그 시대의 풍속을 그렴으로 표현한 것은 ‘고구려에서 특히 발달한 방법으로 그것의 題材

로는 그 무덤에 묻혀있는 主A公의 생전 행적이라든지 또는 장례시에 있었던 사질이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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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모양을 묘사한 것이다(齊顧忠 1943 : 78"-'81) ‘

무용총의 태션그림은 피장자가 생전에 태걷을 행했던지 아니면 그의 장례행렬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별리는 歌舞와 태껑 등을 그런 그렴일 것이며， 이와같이 장

례식에서 노래 춤 유회 등을 행하였음은 많이 발견된다(北史 東東間句麗條， I휩書 高麗條).

A都城은 평안북도 滿浦鎭 對뿜에 있는 通構골짜기 -帶인데， 이곳은 10代 山上王이 王

13년에 國都로 정한 후 20代 장수왕 15년에 zp.構 o로 首都를 옮길 때까지 218년간 고구려

의 서윷이 었던 곳A로 그 기 간은 A ‘D. 209,,-,A.D. 427까지 에 해 당한다. 從來에는 고구려의

國都안 國內城과 九都城은 서로 별개의 위치라고 알려져 왔으나 白鳥는 ;f;t，都라는 이름이

고구려가 그 도성에 붙인 것이고 國內라는 이름은 ;f;t，都의 漢譯名인 것으로 국내성과 환도

성의 同處說을 주장하였다. 이 白鳥의 연구에 池內宏이 찬성하고 현지답사를 한 결과 그

주장이 확인되기에 이르렀으며 국내성과 환도성이 같은 位置라는 학설에 사학자을의 의견

이 일치되고 있다(金得橋 1966. VoL I).

三國史記 卷13 高句麗 本紀 제 l 유리왕조에 의하면 환도성 이 국도로 정해 진 年代는 A.

D. 3년이 되며 이때부터 山上王이 國內城을 더 확장하고 궁궐을 새로 크게 이룩한둬 이름

을 九都城이 라 불렀A며 고구려가 날로 강성해 져 평 양오로 국도를 옮길 해 (장수왕 13년 A.

D. 427)까지 환도성인 통구에 고구려의 국도가 있던 기간은 424년(3"-'427) 간이 나 된다.

그러묘로 환도성 古瓚들이 이 기간안에 조성되었다고 하면 舞觸據의 태걷 대련형 벽화는

이 424년간의 어느 시기에 그려졌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태챈

은 이 시기에 이미 행하여졌오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A.D.3년 이후 A. D. 427 이전에 무용총의 고분벽화가 그려졌다고 본다면 이 시기의 전

부터 태걷이 행하여져 왔￡리라는 것이 실증이 되는 셉이다. 그렇지만 이 환도성의 고분은

그 형식에 따라 시대적안 격차가 있다고 한다.

고구려 古평의 고유형식은 석관계통에서 발전해온 箱形石室을 玄室로하는 積石據인데 이

것은 수도를 zp.購오로 옮겼던 長壽王 13년(A.D.427) 무렵 에 g붕@훌形天障石室을 주체로하

는 對土짧·오로 차차 변해 갔요며 이러한 石室을 갖춘 봉로분의 출현과 함께 塵畵도 발생하

였다. 따라서 환도성이 있던 통구지방에 산재한 많은 고분에는 서기 3세 기와 4세 기를 중심

￡로 하여 이루어진 石據을 가진 고분들이 많으며 국도를 평양으로 옮긴 뒤에 평양에서 歸

罪한 5세 기부터 7세 기까지 의 벽화 없는 土據 및 塵畵玄室을 갖춘 토총들이 섞여 있다. 그

러묘로 환도성 고분중에서도 벽화를 가진 토총들은 시대적￡로 서기 5세 기 이후에 속한다

고 한다(金元龍 1960 : 43"-'44).

고구려 시대에 태천을 행하는 댐확가 그려져 있는 舞觸據의 成立年代블 7th內宏은 고구려

下代의 中期에 속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A.D. 500"-'550에 해당한다.

그러나 金元龍은 무용총 벽화 가운데 특히 두 사나이가 태건의 겨루기 자세를 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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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간에 그려진 鳥文%의 형식과 火갖形光背형식 및 特繼畵에 나타난 둥글둥글한 山形이

있다는 이유로 이 무용총 벽화의 成立年代를 늦어도 서기 6세 기 초 즉 A.D. 520 이전일 것

이 라는 異見을 세웠다(金元龍 1960: 47-50).

이 연구에 의해 무용총의 ~벽화는 A. D. 520년 이전에 그려진 것임을 추측할 수 있으며 고

구려 사회에서는 이 시기 이전부터 태걷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질을 알 수 있는 것이다.

II. 新羅의 태캘

三國史記에 의하면 新羅는 고구려보다 20년이 나 앞서서 한반도의 남동쪽에 건국되었던

나라이며， 초기에는 外敵의 침입이 없어 평화로왔으나 百濟가 건국되면서 부터 三國이 鼎

立하게 되어 서로가 相衝對敵하면서 무예의 발달을 이루게 되었다. 이를 보아 신라에서 태

견이 행하여진 시기가 이무렵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 용어의 발달

원래 태걷이란 말은 新羅語였ξ며 그것은 최초엔 택견이라고 불리워 졌었으나 우리말~1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기록이 되지 않고 口傳되어 오다가 한문이 들어온 이후 택견이려

는 말소리를 한자로 표기할 때 품릅이라는 更讀로 기록했는레 이것이 훈민정읍장제후에는

이두로된 n릅을 홉讀해서 탁견이 라고 기록되기도 하였다 한다(朝餘總督府 1920 : 태견條).

그러냐 만간에 口傳된 발음은 택견이 었으며 이 말은 최초에 발간된 우리말 사전에도 기

록이 되어 있다. 전래되는 原즙이라고 믿어지는 이 택견이란 말은 安自山의 武藝考에서도

보이 는데 이 외 의 把릅이 라는 更讀는 海東竹技에 쓰여 졌고 탁견은， 춤.EI:永言， 金敏淳 時調

와 李成之의 才物諸에 각각 나타나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택견， n륨， 탁견이란 名稱을 조선왕초 말기 이후의 개인문칩에서

만 찾아볼 수 있융 뿐 그 이전의 現存記錄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전시대 문현의 適

失로 인한 자료의 반곤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 보다도 한문화의 첨투후에 中華勢力에 압도

되어 발생한 尊華思想의 팽대로 안해 우리말을 사투리나 상소리인 것A로 흉흉視하고 될 수

있으면 중국어휘에 충실했던 三國史記 高麗史 朝解王횡~實錄 퉁 한문체로 펀 기록들이 우리

의 만간어를 철저히 기피한데에 사질상의 遺웹가 있는 것이기에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

다.

택견이란 말이 오랫동안 항간에 참채하여 오면서 그 어형이 변하지 않고 후세에 문자로

나다난 것은 한국어가 일찌기 漢語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그의 대부분이 新思想을 표현

* 야 鳥文을 「通構」저 자를은 “하늘의 상징 ”이 라고 추측했 다.



韓國 古代 始學의 史的 考察 m
ω

9
“,

하는 學術語에 한정되었￡며 뚜렀하게 발달한 한국 고유어형은 엄연히 존재하여 오늘에 이

르고 있음을 보아 잘 알 수 있다.

이 택 견，}5륨， 탁견 等의 말이 朝縣末期의 문헌에 나타났다고 하여 이 시 대 에 말생 한

單語로 자칫 의심해 볼 만도 하지만 그것은 언어가 그랭게 단순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에

서 부터 모순이 생기며 더구나 手博이라는 한문 어휘가 고려시대 기록이나 용어로서 상

류계층에서 사용한 史實이 있고 또한 조선시대에서도 사용되었A며 또 奉， 塞法 같은 漢文

도 流入되었을 뿐아니라 手拍이라는 漢文 套힘k語도 쓰여진 때에 택견이라는 새로운 말이

생겨날 만큼 택견전성기를 이루지 못했으며 또한 택견이라는 원말에 }5휩이라는 更讀와 이

것을 즙讀한 탁견이 동시에 급격하게 전파되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묘로 이말은 기록

은 朝解末期에 되었오나 먼 옛날부터 口傳되어 옹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탁견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사용되어 왔을까? 李弘植은 新羅 質興玉때부터 태

걷이라고 불리웠다고 하는데 이 말이 진흥왕때 새로 생긴말 인지 口傳되어 오다가 불리워

진 말인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나 그것이 분명히 신라시대에 사용되었다는 史實만은

믿을 수 있다.

앞에 서술했듯이 택견을 把冒A로 借字音寫한 경우는 劉歌에도 많아 현재까지 전해 내려

오며 당시의 말을 한자의 소리(홉)와 새검(힘II) 및 뜻(意)..2..로 표기한 이두중 名詞롤 흡借

表記한 것에 속하고 이 외에도 更文의 補助語를 借흡表記한 例도 있다.

꼈B歌는 우리말을 적기 위해 고안된 이두라는 借字로 쓰여진 신라어의 기록인데 三國遺事

에 소재되어 있는 詞腦歌의 어음은 경상도의 속어 방언에 해당하며 심지어는 그 揚音現趣

조차 符節을 합한 듯한 簡所가 많다. 0]것은 삼국유사에 소재 된 모든 노래자 신라인의 작

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준다라고 밝혀져 있다. 사뇌가의 어음이 경상도 속어 방언에 해‘

당하는 신라어라는 것은 劉歌를 적은 이두가 신라어의 音寫인 까닭이며 신라어의 택견을

흡寫하여 把륨이라는 更讀가 된 것은 新羅語 택건의 語즙을 한자록 빌어서 記寫한 것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신라어 택건이라는 어음을 이두로 표릅이라고 쓰고 이를 흡讀하여

탁견이라고 했던 것이다.

朝解語學會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보면 한 단어 안에서 두음절 사이에 아무런 뜻이 없

이 냐는 된소리는 아래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게(조선어학회 맞춤법 통일안 1943)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신라어의 택견은 택과 경의 두음절 사이에서 아무런 뜻이 없이 된소리가

나므로 아래음철의 첫소리 견을 된소려로 적어서 걷..2..로 하여 태껑이라는 표기를 표준말로

정하였다. 이려한 이유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된 1938년 이후에 간행된 “초선어사

전”과 그 후의 여러 우리말 사전 그리고 해방후에 나온 한글학회의 “큰사전”에도 태 Z건이

표준말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라어 택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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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扁--------+탁견
/(音寫借字， 更讀) (漢字音讀語音)

돼견(고유어)、 (이두사용시대) (훈민정음창제이후)

\태건
(한글 맞춤법 표준말)
(1938년 10월 한글 맞춤볍 동일 안 재 정 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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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 관계가 있오며 위와 갚은 辯證￡로 택견이라는 말이 신라어이며 이두로 把

휩， 탁경으로 쓰이다가 한글 맞춤볍 통일안에 따라 태켠으로 쓰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1954년 路擊道로 개칭하였다.

2. 佛敎文化의 遺廣

신라에서 태걷이 행해진 사실은 유적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경주 石짧짧 문앞에

金剛力土像이 태권도의 막기와 겨루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신라 태걷의 표현이 아닌

가 생각한다. 석굴암은 불국사와 더불어 景德、王 10년(A.D. 751)에 가공하여 惠-짧王째 완

성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고구려의 무용총 벽화보다 200년이 나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석굴암의 금강역 사상과 췄皇좋 9層챔 基밸의 仁王像응 武藝修練이 불교 조각에 새 겨진

表的인 例이다.

금강역사와 안왕상에 새겨진 모습들은 守護神의 역할을 하는 금강역사와 인왕이

t￥廠된

代

교불

화의 護國思想과 결부되어 護國을 담당한 武A들의 풍모가 불교조각에 등장된 것이라 생각

된다.

석굴암이 이루어진 시기는 당나라 玄宗治勢下였오며 이 무렵 신라는 遺庸使， 짧學生 등

庸과의 교란관계가 많았던 때여서 당의 많은 문물을 배우고 모방했오으로 혹시 이때 중국

泰法이 흘러 들었을 가능성도 있A나 현존하는 문헌기록은 없다. 또한 중국측 문헨에도 팝

냐라에서 권법이 행하여 졌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고 중국의 권법은 훈세의 末나라 때에 비

로서 를이 장혀 본격화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묘로 금강역사상에 나타난 신라의 태껑이 중국의 권볍과 관계가 있우리라는

일단 부정할 수 있다.

1973년 8월 경주 155호 고분에서 출토된 白華樹皮 白鳥圖 같은 유물은 역사적A로

운 推察을 낳게 하는데 騎馬民族說(江上浪夫 1949 : 147)의 긍정 적 인 입장에 서

민족의 이동이 신략에서 실증된 셈인데 그렇다면 신라의 태껑과舞觸樓 대걷 그럼에

고구려 태껑과의 連緊性이 충분히 추찰 된다.

픔
-
주
’

새로

북방계

나타난

보면

3. 花郞徒와 武훌훌

신라 태션의 한 방증으로써 花郞徒의 무예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화랑의 무예가 신략의 우

예 를 대표하기 때문이 다. 그들이 수련하는 주요 방식은 서 로 도의를 닦고(相廳以道義) 노래



韓國 古代 $읍擊의 史的 考察 때

와 음악으로써 다같이 기빼하며(相院以歌樂) 산과 내를 돌아다니며 다같이 뛰놀고 즐기는

것(遊願山川無遠不至) 등우로 되어 있다. 또한 화랑도의 지도 이녕￡로 원팡법사의 세속

5계 가 있는데 이는 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信， 臨戰無退， 殺生有擇 등이다. 이와 같이

화랑도의 무예수련안 기본적인 계율을 지키고 몸과 마음을 닦은 화랑도는 신라가 삼국을 통

일케 하는데 주동이 되었A며 이 화랑도의 무예수련에 있어서 徒手武藝는 대걷A로 했오리

라는 것은 금강역사상의 태건형의 자세라든지， 태견이라는 명칭이 신라어라는 사실을 미루

어 보아 확신할 수 있다.

신라 화랑도의 무예 수련에 관해서는 三國史記에 보이는데 특히 김유신의 기록(三國史記

卷41 列傳 第 1 金複信上)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김유신이 中鐵과 n며運山 o 로 흔자 들어가

하늘에 고하고 무예를 수련했다는 사실은 무술연마보다는 정신수양에 더 전력을 기울였다

고 생각되며 이러한 우예수련에 있어서 검술연마 이전에 정신통일 위한 기본동작으로서 태

걷을 행했 o리라고 생각된다.

Jn. 百濟의 태견

百濟의 지배계층은 부여족의 한 줄기로서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와 남쪽￡로 이동해서 한

반도의 중부 이남 즉 서남부에 위치했던 국가 였다.

백제는 고구려와 신라나 마찬가지로 정복국가로서 성장했기에 무예를 가장 중요시하였고

한편￡로 유희 오락도 즐겨 했다. 北史의 百濟之國에 명정은 활， 화살， 광， 칼칩을 지니

고 있고 말타고 활쏘기를 중히 여기혀， 授盡， 穩浦， 弄珠， 握삭 따위의 놀이와 바둑을 매

우 즐긴다(北史 卷94， 列傳第 82)는 기휴이 있는 것을 보면 우예와 아울러 일반적인 요락과

놀이가 성행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백제에서 태걷이 행해진 사실은 現存 史料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百濟史에 관한 史料가

안타까울 만큼 마약해서 조선 과학사에서도 지적 했듯이 현존 문헌에서는 三國史記중의 미

미한 百濟史와 중국문헌 및 日本 古史의 부분적 인 採用 자료만 있융 뿐이 다.

삼국시대를 통렬어서도 태션에 관한 기록은 전연 눈에 띄지 않는데 하물며 史料가 미미

한 百濟史에서 태걷의 기록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지만 다만 방계사료로써 백제에 태션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다. 실로 백제는 고구려 신라와 더불어 三國이 言語， 信

째， 風洛， 文化 등에 있어서 同一性을/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1. 言語의 同-性

梁書 諸奏傳 百濟條에 보면 말과 옷이 고구려와 같다고 하였으며 신라 말과 백제말 샤이

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서로 사투리 청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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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각한다는 句節이 있다.

三國史記의 지 명을 보면 ["~짧城縣本高句麗述忽縣、J ["陰峰(一될陰격)~縣、本百濟牙述縣」의 “述”

은 “峰”의 뜻￡로 표준말인 봉우리를 사투리로 봉수리 라 하고 頂을 정수리 라 하는데 이

“수리”략는 것은 말의 審룹借字일 것이며 이것을 고구려의 백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

었던 사실로도 언어의 동일성을 엇볼 수 있다.

또한 梁書諸東傳 新羅條에 “신략에는 글자가 없￡며 나무에 표올 새긴 것￡로써 신표를

삼는다 말도 백제카-통역해야만 옹할 수 있다”고 했￡며 이는 신라가 초기에 고구려 백제

보다 한문화의 영향이 뒤늦은 후진국 이었A으로 한문 사용을 못하던 째에 중국측에서 신

라를 평한 말이었다. 그래서 한문을 사용하는 백체를 통해야만 대화가 가능했던 젓이며 백

제가 통역을 했다는 것을 보면 신라어가 백제어는 서로 통용되는 말이며 그것이 이땅의 토

착어로써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井둠詞의 “들하 노피곰 도투샤”와 삼국사기의 樂志에 “突阿”는 “突阿”가 “틀하”의 즙借

字임(梁柱東 1951 : 20, 326)을 보아 신라어와 백제어의 동일성은 확연해 진다.

2. 信떼의 同-性

三國志 鍵志 東奏傳 夫餘傳에는 股正月에 하늘을 우려러 제사를 지내는 나라안의 큰 모

임에서는 날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는데 아것을 迎훨-이라 푸른다략-는 헤철이 있는

데 여기에서 은정월이란 股햄에 인한 정월을 말하는 것으로 後九月 또는 十月로서 年始블

삼았기 때문에 이때를 말한다. 고구려는 十月에 제사를 지내는 나라안의 큰모임이 있는데

이것을 東盟이라고 했다. 鐵는 언제나 10월 이 되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낮과 밤을 술마

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데 이것을 鍵天이라고 했다.

馬韓은 항상 5월에 싸뿌리고 신령에게 제시-를 지내는데 여릿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술마시기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였다...... 10월에는 농사일을 끝내되 역시 5월과 같

이 한다 하늘에 제사지내기를 ￡뜸으로 삼아 이것을 天君이라고 한다 하였다.

부여， 고구려， 옥저， 예， 三韓 등 모든 민족은 남과 북￡로 넓게 떨어져 살았지마는 대

략 동일한 언어 習f짝을 가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며 특히 宗敎的 廢式이 모두 일관적인

共通點을 가졌었다는 것을 집착할 수 있다. 이와갚이 신당에 있어서도 서로 공통점이 많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風혐의 同-性

梁書의 諸奏傳을 보면 고구려 사람들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였으며 백제 사람들은 옷이

깨끗했다고 하고 三國志 鍵志 東寅傳에 변한사람들은 옷이 깨끗하다 했ξ며 隨書 新羅傳에

옷에 대해서는 흰빛을 가장 소중히 한다 하였A며 百濟傳에는 모두들 흰빛딱블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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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다. 여기에서 흰빚이란 깨끗함을 말한다.

北史의 東렷傳에도 백제사람들의 음식과 옷은 고구려와 대체로 똑같다 하였A며 신라의

形政衣服은 대체로 고구려와 백제하고 똑같다고 하여 三理의 모든 사람들이 휘고 깨끗한

것을 좋아 했A며 옷이나 음식에서도 서로 공동되는 점이 많아 풍속이 서로 닮은 동일성을

지내고 있었다.

4. 文化의 同-性

三國志 鍵志「東렷寅傳을 보면 夫餘는 길을 가면서 낮이든 밥이든 늙은이나 젊은이나 구

별없이 노래를 불러 그 소리가 종일 끊이치 않았다 하였고 고구려는 백성들이 노래와 춤을

좋아하여 나라안의 도회지나 시골에서 저녁무렵이면 여자와 남자가 함께 모여 노래하고 논

다-략고 하였￡면 據는 낮이나 밤이나 술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춘다고 하였다.

또한 馬韓은 떼지어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고 술마시기를 낮과 밤에 그침이 없다. 그 춤

은 수십명이 함께 일어나 서로 따르며 땅을 밟고 폼을 낮추었다가 올라섰다하며 손발이 서

로 어울려서 노래의 가략에 맞추어 하는 것이 탁무와 비슷하다라고 하였는데 釋舞란 큰 방

울을 흔들면서 추는 춤￡로 鍵志 蘇뿜傳에 “節奏有似釋舞”라 하였고 古今樂釋에 “古釋舞

曲有聖A制禮樂一篇”이라는 기록이 있다.

辯韓과 辰韓에서는 흔히 노래와 춤과 솔마시기를 즐겨한다고 하였고 옳이라는 악기가 있

는데 그 모양이 짧이라는 악기를 닮았는데 튀기면 아름다운 노래가 들란다 라고 하였다.

暗書 百濟傳에는 鼓角， 쩔覆， 筆， 쑥， 鷹， 짧 같은 악기가 있어서 그 음악이 있다고 하

였고 三國史記 雜志 樂에 보면 “會樂 및 辛熱樂， 實阿樂， 技兒樂， 思內樂， 銀舞， 憂息樂，

雄樂， 추引美， 뼈樂， 徒領歌와 錄鉉링 I ， 思由奇物樂 等의 칭작 연대와 작자를 밝히고 內m

樂， 自實樂， 德思內樂， 石南思內道樂， 祝中樂 등은 모두 신라 사람들이 만든 즐거운 음악

이 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三國이 노래와 춤을 즐기고 음악을 좋아했던 풍조가 고분 벽화에

도 표현되 어 있는데 그 예로서 고구려 JL都城 舞觸圖라든지 樂器圖 그리고 輯安縣 17호 고

분의 奏樂圖 등을 들 수 있다.

朝蘇服節考에서는 歌舞를 즐기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당시에 있어 諸 民族에 관한 기록

중 특히 가무에 관하여 유달리 취급한 것은 우리민족 이외에는 전연 보이지 않는 史實이라

고 지 적하고 있다. (李如星 1947 : 67)

노래를 즐겨 부르는데 있어서 그 노랫딸은 반드시 創flF 歌詞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주시

되는데 요늘날까지 전하는 가사를 보면 고구려 유리왕이 지었다는 黃鳥歌와 麗玉이 지었다

는 쩔醫引 백제의 井몸詞， 신라의 劉歌 14首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三

國은 스스로 노랫말을 지어 불렀다.

이렇게 음악， 노래， 춤을 즐기는 기풍은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기 이전부터 있었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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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삼국시대 문화적 行樂이 었다.

科學文化分野에서도 南史 東몇傳 高句麗에 “善藏購라는 기록있는 것을 보면 이때 고구려

에 벌써 購造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化學的인 工業技術

이 고도로 발달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부여， 예， 옥저， 마한， 변한， 고구려， 신라에 다같이 飯酒기록이 있음을 보아 양조기술

은 역시 삼국이 모두 공통적￡로 발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여준다.

三國史記 新羅本記 神文王 3년에 “쌀， 술， 기 릅， 물， 메 주， 포， 식혜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중에 메주가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간장 및 된장 같은 장을 담그는 食品加工 기술

이 이미 신라에 존재했었다는 증거가 되며 이 식품 가공기술은 고구려 신라와 더불어 백제

에서도 상당히 발달했던 것 같다.

“韓國의 古代科學”에 의하면 일본 된장인 “미소”는 한국어이며 그 제초법도 우리가 가르

쳐준 것 같다는 것이며 그 기술은 아마도 삼국시대 중기 이전에 백제인에 의해서 전해왔을

가능성 이 크다라고 하였다(金相運 1972 : 45-46).

이와같이 三國은 음악， 예술 및 식품가공에 걸천 문화적인 동일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技藝， 娘樂， 書好， 趣味의 동일성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階書 百濟傳에 投콤율

圍基， 穩浦， 握樂， 弄珠之敵라는 기록이 있고 新庸書 東렷傳 高句麗에 倚喜突， 投뚫 臨觸

이라는 기록이 있어 즐겨하는 놀이에 공통점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隔書 百濟傳에 服業 以銀花節冠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北史 高句麗傳에 節以金銀이

라 하였고 同 新羅傳에 弄德節(;1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삼국이 공동적￡로 裝身具룹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言語， 風洛， 信{대文化， 娘樂， 趣味 등 각 분야에서의 동일성이 있음을 마루

어 보면 고구려 신라에서 행한 태견이 백제에서도 펄시 행하여 졌￡리라고 생각되는데 다

만 백제의 태껑은\武A층에서 보다는 펴지배계급인 일반 민중 사이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朝解時代에 백제의 遭城이었던 충청 전라지방 兩道民의 手博鏡技에서 백제 태걷의 殘影

을 엇볼 수 있던 것은 백제의 민간경기로서 태견이 만속 o 로 전송되어 온 것아 아닌가 생

각된다.

結 표
띠

最近 국제스포흐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태권도의 발생시기와 그 당시의 용어를 알기위해

삼국시 대의 유물， 유적 과 그 文化에 關해 考察해 보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n 路審道의 삼국시대 用語는 택겼이 었다， 口語로 택견이 라 하였￡며 更讀文字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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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ffi륨， 훈민정음 창제 이후는 이를 흡讀하여 탁견이 라 하였고 1938년 한글 맞춤볍 통

일안 된소리 발음 규칙에 따라 택견→태걷이 되었고 1954년 태권도로 개칭하였다.

2) 태견은 원시생활의 투쟁형태가 체계화된 것으로 그 시기는 고구려 무용총의 자유대련

(겨루기)도가 그려진 시기 (A.D 3"'427년과 520년 이전의 2설 ) 이전일 것이다.

3) 신라의 화랑들은 태견 수련을 했고 그들의 무예수련은 수호신인 금강역사나 안왕상의

모습에서，찾아 볼 수 있다.

4) 백제의 태권수련에 관한 기록이 나 근거는 없A나 삼국의 문화와 풍속， 오락의 동일성

￡로 보아 백제에서도 고구려나 신라와 같이 태권을 행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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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storical Study on (Tae Kyon) Tae-Kwon

-Its Origin and Terminology~

Hee Duk Rho

In order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Tae Kwon (Tae-Kyon) , particularly in its origin

and terminology , a review of literature had been made. Also historical remains and

related materials had beencollected arid analyzed as a part of the data for this study.

Some of the major findings are sumarized as follows:

1. The current sport, “Tae-Kwon Do" was originate~ from the ter;'Uinology called

“Taekyon" in theperiod of the Three Kingdom States in ancient Korea and “Tae Kwon

Do" in 1954, respectively.

2. From the drawing shown in Dancing Tomb, the Tae Kyon might be a systematic

activities for struggling and fighting and be played about A.D. 3 to 427 or before A.D.

520.

3. As shown in the remains of In Wang and GeumGang Mighty, HwaRang (agroup of

young army cadet) might play Tae Kyon during Silla dynasty. which was a Kingdom

founded in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land in ancient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