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진흥왕의 복지갱치:
진흥왕 순수비를 용한 고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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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어 징치‘징를 용지를 보는 굉징이

유적히디 근이의피잉에서 비룻 "2숭톨 극욕히기 위에 근대 국가기 싱”이
툴 엉 '1여 잉뻐의 ~!l OI ~지이디

E대 이정외 정치‘징혀 욕지정씨료서 싱리 흥고기의 지잉인흩 ."의 은

정쭈의료 에혀언 ."혀 혹지 정씨. 를 수 잉다 이 i은 한국영 i 에 잉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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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리 징 g엉외 용지잉치는 다용 다섯 가XII .2약‘ 수 잉다 엇에‘ 신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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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싱 피 염김 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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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 징 g엉대에는 구인(.~ )피 신잉(Ii

웅)를 ”잉히지 잉고 강 ~W의 인잉으효 대언
혀기 영의 혀‘ 2"-" 위치히고

""성 이다 셋에 • .li!.9

지 g 잉 .. 비룻g 액성 i에 대잉 우욕 ( 11

"，의 역’훌 수.~~다 넷에 징톨W~ ‘수엉.". 릉에 '1밍인톨 위엄
엉지의 1톨을 극이 억하고 잉디 다섯에

톨g톨지외 이이를서 상국.잉외

쭈셰i이 g흩잉이에 l 액을 기'1고 싱정 욕엉되고 잉었다

쭈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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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혹지외 예비

서를
a져갱쳐(‘잉 f~p여”‘>， 는 욕지 용 야견다S 하는 정씨융 뜻안다 잉안혀으흐

욕지굿가의 정씨는 욕지갱씨 g 영주아앙 수 있기에

>;'1 정치는 싹지욱가외 정치

". "국엉치연구 세 17잉 셰 2호 (2008)

척 욕연융 지갱한다고 앙 수 있다 " 옹지국가의 유뺑에는 두 가지가 있다 국가용
정주의 (stale patemaJism) 5..서의 적극국가 (Vcrts!aall ichung) 와 국가외연주의 (s!ale
ulIC(lI"I(:eTTIism)로서의 소극국가( &IS/aatl khu앵)가 그것이다 어느 유형이등 이용 북
지국가의 욕지얘 대한 갱치척 환징용 용지정치의 주요주제가 원다

"지용 바라보는 강정으g는 세 가지가 있는에

”이 충

갱시켜 잔정 용 'f호

용지정지얘 얘당원다고 하겠다 "지에 대한 정치적 싼정옹 정치학자의 수인융

w

올 것이나(깅정용 1983 , 5 1- 54) 정시앙션파 연싼언 이얘가 대요적인 것이다 서정

강의 견얘용 을 수 있는에 그는 욕지§ 정치양션과 갱치세제의 유지와 싼련하여
이얘하고 있다 오료간스키 (A. F. K. org.깅sι ) 의 전 4딩계 정지땅션은 중 제3단계인
극인욕지의 정치''''' ，이itics

of natíon띠 welare ) 에서 갱치적 안정요인으로 혹지는

충얘엔 의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서갱양 1979 , 192- 194)
이러@ 완정용 서구의 근대화과정에서 비옷원 근g 자 대중의 훌안정과 인긍융

극용하고 진갱언 의미의 자유와 영등융 실언하기 워언 것이 욕지이여

근대 자용

주의애찌외 내재켜 오순으호 인한 용요톨 극혹하기 워하여 근대국가가 션찌하는
연회의 앵양。1 용지라는 갱지사켜 이얘 톨 션쩌호 하고 잊다(서정갑 \979

192'

따라서 국가온정주의료서의 쩍극욱가애 가까우여

19 1

욕지와 정치양천외 연싼

성이 g다고힐것이다

E대 이션의 갱시연전적 용지갱치호서 인도 용영져국가 아소카왕대의 용교걱

욕지정치훌 거에 IJII Ø!'힐 수 있 ..여

또언 신라 중고기(中古."의 지앙인용 광교

외 옹갱주의로 배혀한 용교척 복지정치용 잦융 수 있다 션자가 용일용 앙생얻 안
계 에 서 앵예진 것이라연 후자는 용일융 양언 정치척 파정(션쟁)에 지앙민훌융 능

동걱 Sι로 창여하게 하연서 앵에진 것이라는 차이정용 있으나 정치앵션파 연 e 하
여 욕지융 고강양 수 잉는 좋용 역 ^f 상의 에 라고 안 수 j)으여

이률이 용교와 연

1) 우리 나라늪 GDP 얘비 공객 사회지*이 10% 이안으로서 저욕지극 'f 이나(이융종 연

2003. 9-]7) 언엉 천운'''''''에 욕지욱가톨 지양안다는 갱흩 ，，>j에 하고 잉어 잉용
의이의 욕지극가에 쪼@영 수 잉다 !’의외 욕지욱가에는 욕지국가톨 지양하는 국가
오""영다

".‘지톨 야라보는 세 가져 싼갱용 (1 ) 에도적 완정“잉.""미 F’-spe<.1i~).

(2)

훌석껴

!’정，.피""∞S따tive}. (3) 정치쩍 연갱"여 iCaI pmpoctive ) 동아다 (N. Gil bt1t a여 P

Terrell 2005. ch. l )

신라 진용왕외 욕지정치

'"

판의어 있는 갱이 흉 0111다고 하겠다 이것온 용교가 국가용시의 지얘척 이녕이

핑 경우 용정주의로 작용하연서 적극궁가§용 성생시키는 정과 원계가 ~는 것으
효보인다
사회욕지 용 〈사회구성원용이 기흔의 사회제도용 용하여 자신의 기용적인 욕
구용 충족시키는떼 어려용융 찍고 있거나 어허용이 예상필 예 그 용구용 충쪽시
킬 수 있도용 도웅용 세공하는 조직화원 사회적 영용의 총셰 〉라 개녕갱의앙 예(장

인협 의 2(0). 3) 신라 중고기의

지，~인얘 대얻 융교척 욕지갱치 는 다용의 구성

요건 써에서 성링힌 것이라 하겠다

대얘한 용요적 지방사회 웅영셰세
구용 충종시키는 용교

(31

01

우속산앙얘 기안한 기존의 사회 제도 용

(21 기온적인 용구 외 용일지양의 국가격 욕

도융융 껴공하는 조직아원 8교석 앙흥 퉁이 그것이

다
한궁정치얘 있어서 욕지정시의 얻 전영으로 명가앙 수 있는 것옹 신라 제 24대

진흥왕( 540--576) 의 용지갱치라 항 수 있다 신라 진흥양의 정치는 여러 욕연에서

현재성 융 띠고 있는 것으호 주욕앙고 있다(악회혜

2003. 192- 199) 이것옹 기용

적으호 오늘날애도 의이용 띠고 있는 진흥양의 정치개혁에 앙미양용 것이지안 우

엇"-다도 갱 '1 앤션쩍 욕지정치의 요소용 우주 갖추고 있다는 갱애서 그리하다고
힐 것이다 이려힌 정윷온 진흥왕 순수비에 항 나타나 있는 바 네 기의 진흥양 순

수비용 중싱으호 신라 진흥왕의 욕지정치용 고항예 용으호써 그 앙의(용융)용 예
씌얘보기로힌다

II ‘

진흥왕 순*비의 건립연대의 정 '1

진용왕 슬수비 네 기의 건링연대를 규영에용으포써 당대 갱 '1 외 ~용융 재구성

예 보기로 한다 에 기의 진흥앙 순수비용 용월얘용 예 성격상으로 보연 창녕비와
나며지 셰 비가 구영이 원다 양녕이는 척정비(/Ii야'*1 얘 뼈당하고 나어지 셰 비

는 순수비(;g유야)호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영애도 앙녕 "1 훌 창녕 진흥왕 순수
비 로 우르는 것용 용갱이라 양 것이다
건영연대상으 g는 연얘가 영와힌 것이 앙녕이(진흥왕 22년

56!) 생초령 이 잊

"1훈영비(진흥앙 "년 S68)이다 그런데 응한산비는 간지우용이 아영외어 영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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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항초령비도 간지우용이 아영의었으나 내용구생 상 이용령비와 흉사하고
양 '1 외 쩌치 또한 비 R적 근정해 있어 학계얘서는 두 비가 강옹 예얘 갱링윈 것으

로 보는떼 이용(j'(1i> 1 이 없다

확한산 '1 의 전험연대에 대에서는 세 가지 견혜가 앵종하교 있는애(노용영 . ' "

1-7) , (1)

진흥양 29년 ( 568 ) 이후 건링성(갱갱이

29년 1568) 건링셜(김용정
영

노중국 今쩍빼 동 l.

(2)

진용앙

깅창호 최냥션 등). (3) 진흥양 16년 (555 ) 건엉션(노용

이앵도 칙의한 동)이 그것이다

(1)과 한경 깅정회의 주장융 소개하연(깅정회 최싼수 역주 1976 ,
기J의

'Il jl잊 l lJt+t liiti 川써

1l.Il lt찌e써 !ut!，써 "(ι녁사기4 신라용기4 진흥

왕 깅9 년 조)라는 진용황 29년 (568) 의 기륙과 륙한산이의
는 g혐융 충시하여

213), r상국사

냥천군주 (íti!lI'il호) 라

이영용주가 예지앵 예 생초경비가 건링의었듯이

용안산주가

에지의연서 냥산주가 성치원 진흥양 29년 (568) 이후에 확한산비가 정컵되었다고

’

온다 '"중국 또힌 강옹 논피로 이 견혜 g 지지하고 있다(노충국 992b , 68)
( 2 ) 와 싼연 김용정의 주장용 소개하연(갱용경 1985 , 391), r상국사기j 의

"띤

후 ~tiJLl1 ’，，;，l't'I"(상국사*신라용기4 진흉왕 16년조)이라는 진흥앙 16년 (555)
의 71&융 우정하고 진흥앙 29년 (568 ) 얘 아용영 잊 앵초경용 용§이고 륙한산도

순수 '1영다고 이얘히}연서 이 에 북한상비용 세었다는 것이다 깅창호는 "1훈영비

아 양초령비의 인영 g기와 싹한산비의 인명표기 § 비교앙 시 용원인의 싼동이 꽉
강기 얘문에 강응 시기에 건엉잉 것으호 보았다(김장효 l잊4 ， 45-46)

(3)파 완련 이영도의 주장융 소개하연(깅창호

1994 , 45-(6). r상국사기 J 4 , (신

라용기) 4 진흥왕 16년죠의 기욕융 신회하는 힌연 전흉앙 29년조의 냥천궁주 영

치기욕온 ￥정하고 요'1 혀 냥션군주 생치는 진용양 16년 {555} 이전외 사실로 보
아야 한다는 논지톨 여연서 진흥왕 16년 (555) 건엉성융 내 세 우고 있다 노충국도

진흥앙 16년 ( 5’51 이션애 냥션군주가 성치되었다는 내용이 r상극사기 j 얘 궐운 (111
文)외었용 앤사질이라고하연서 이 생융여르고있다(노용영 1996. 6• 7)
이동 셰 견에는 져 아다 냥특힐 얀얻 논거용 가지고 있는 동시에

반악영용 수

잉는 요소도 소지하고 있용이 사실이다 다얀 네 이익 성격얘 있어서 장 녕 비와 여
타 셰 비의 구운이 획실하고 창녕비의 서셰가 왕개토대앙비용의 그것과 홉사하여
용한산이나 양초영 "1
고려하연

아운영비보 q 끄총(古뼈)하다는 지적(노중국 J992c. 53) 용

'<얻산이는 양호영비

아운영 비 와 더 g어 창녕 '1 보다 후대얘 건<l외었

신라 진용앙외 용지갱시
아고 양 수 있으녀

’"

구세적으로는 (2)의 주장파 강이 진흥영 29년 (568) 건엉성융

지지앙수있다

진흥앙이 재외 29년 (568) 융 잊아 그간 큰 공녁으호 공취(，;I(j()한 한강이륙지역
올 일옐 순수하었다고 간주하고자 힌다 。1 경우애도 용§ 혜영외어야 앙 정옹 있
다

륙한산에가 양호령이나 아웅령비와 내용구성융 당려 하고 있다는 껑이다 욕

히 용"용 우대하연서도 유교용 크게 수용한 갱이 앙초령비아 ")훈령비에는 용영
하게 보이는데

욕한산비에는 이 정이 초긍온 요이나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는

다 여기에 대에서는

가 있고 증찌

엇셰

순수한 시껑이 갇온 혜아 *얘도 몇 당의 상거 (IDÆ)

가까이 위치한 양초영'(와 아&영비얘는 동영한 서인(톨A) 이 비

운융 성￡나 용한산비에의 정우에는 양컸기 예운에 내용구성상 그 정도의 차이 가
나게 되었다는 당연융 항 수 잉용 것이다

이형재 온다연 진홈앙 순수비는 〈챙녕미(진 흥앙 22년 561) 영비

0)운영비(진흥앙 29년

욕한산비

양초

568 ))료 우 당찌호 구운원다 g 한싱비와 앵초령이

잊 0)올령이의 건정순서애 대혜서는 단정하기 어려웅이 있다

욱한신이에 는 연월

일 푸용이 다 아영되어 잉고 아운영비 는 월이 누악 '1 어 았다 엉초령비는 긴지우
운이 아영되어 외는 대신 영일이 냥아 있다 깅창호의 경우 용한산비가 양초령비
와 아웅영비의 8영보다 양션다I 보띤서

그 논거호 '1지우지 g간(比g夫암 "

'1')와 "1 지 대나양(*앙 ***)이 륙한산'1 에서 는 사대동(1<*'*)의 싼직용 갖
고 있다가 양초영이아 아융영씨에서는 대웅(大야)의 판칙용 가지고 있다는 정율
응고 있다(깅갱효

III

1994 , 46)

진흉왕 순수비의 석특 (에이)

비의 성격과 비의 건링순서용 동시에 고려@ 예
서 용한산비 5 석욕하며

양녕비융 연지 석륙하고 이어

그 후 양호영1l 19~ 아융영비용 강이 석륙얘 나가기로 한

다 ~초령비는 파손。1 적지 아니 하여 암욕에 어려웅이 따르나 0)웅령이와 내용
구성이 홉사하으로 이용 연욕앙으호써 양초령 비의 내용까지 수링영 수 있다

언저 장녕 '1 익 주요우운융 보도혹 한다 앤얘 경냥 장녕군 창녕홉 동쪽 화앙산
종기인 욕아산의 시쪽 언억에 위치뼈 있언 것이 영에시대에 융져져 현재는 양녕용

'"

얻국정치연구

세 17힘 제2호 (2008)

내에 자리하고 있다 “0여 자 중 ""여 자가 마영되어 양욕에 어허용이 있다 창녕
응 용얘 비회기야 (I~ 火1Jn_B) 의 땅이었으나

진용왕 16년 (555) 에 신라의 하주(下

써)로 연찌왼 곳이다(상국사기 34 강지 3 지리조)

앙용 6년이 경과한 시껑에 하주

창녕융 직앙 01"') 하여 다용파 강이 언성하l 있다

II-a. ￥*íf. 2월 1 잉에 세웠다 lI A온 어혀서 앙위에 융라 ‘ ..허f 산하에 게

앙겼다('"홉에!ill. (중확) 大정 "초와 q초와 lI!(l! 外;<1主는 상영다

"'.‘·

”

( 충강)

II-b 上大흉파솜영"'"의 H
文조이고 4)

1m

cl [] []

a A . (중약) 이 예 aa ;.l:: a 는 。 a(] [l o t\' ‘

1l1í'늠 """0 。의 때Jlt;t' :/ç-tt千이". (충싹) rJ''tlì52.J jI;;

li):주이고 1.1:$의 ，)、.!I[夫t' 00 千이 고 사학쭈의

약) (] o "il용 당우의 "'"夫" -R千

I!IRt'

7ÞR千이고

(중

。 。 夫젠 일쩍강 사앙우의 1t力" 0 。

주이다 O 大S용 싹부의 *써" oR千 사학우의 t빼" &R千이다 (충약) 야
~.얘""초는 *의 iI!!t'o' &R주이고 a文1‘초는 "...의 ι훌夫11' 급혀간이다
上;써 fi앤大영용 사악.~의 ta欣l'I 급척간 앙부의 ~'Ilt"" 흉末이다 下써 앵사대
둥온 사악부의 유*'1 大"'* 싹우의

it<Ol'I

大양이 다 千뻐:!\c o í잉"!ll !I!大

'"용 약부의 jtf‘% 대냐안 사악부의 '"π:;l;: f!1 ~。이다 " (히}약)
이어서 용얻산비의 주요우용용 읽어 보도륙 안다

이 비는 앤예 서용사 총호구

구기용 충가사 인근의 혹한산 비용 (æ*l>얘 있었는애

지긍용 긋엉중앙익}융환으

로 &겨져 보존의고 있다 6) 250자 내외이나 김정회의 초견 (MJ낌 이혜 를자가 싼
l) 앙양 격생이에 대중용 군주 당주
녕비에도 대중

궁주

‘ ) 한용앙에 대에셔는

당주

도사

도사(추갱)

사인 용 1 인연객이 다 나업풋이 양

의옹주 용 예 앙연씩이 다 나오고 잉다

R‘잉R조 '"’l!X조 ~Çft*l~' 이한 영격유정이 나용다(상국사

기 l 신라온 ')1 일성왕 ls년조) 깅우식이 ’상국사，)，훌 연인앙 당시에도 강용앙의 성칙
에 애에서는 연정씌영 수가 없었융올 "，여종다 강 H용 r상국샤，)，와 f상국유사j 톨

용.어 19인이 나요고 긍씌용자..i<에서는 영밍 냉수리，)

융갱용영비

융추 천션혀셔

석

창녕비 흥에 나용다 창녕이의 이 강용갱용 앙건강찍 이 션의 강"앙파는 다용 성칙

&

가갱 잔g앙으로 보이야 언다 앙의 인척으효 추용의엉 lH 지충갱이 왕이 의어서

도 초기 에 강i:%.2.호 ..리써진 것파는 구용원다고 잉 것이다

') 김창호 1994.28-38 노용얻 1996. 25• 3‘

노충응 1992<: 53‘ "

" 이 비가 있언 양언싱 ')용 그 자혀에는 영 1 신라 진홈영 순수비 유지“Ilt ) 가 ，(씩

신라진흥앙의 욕지정치

""

천하게 딴영원 것온 ""자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사계 션용기률의 "f운령비 잊 앙
초령비와의 상싼성융 고허하여 완째쩍인 연구용 안 경파 이용의 선셰내용융 추정

항수있게외었다
" τ iIIOI太王이 *양을파 항깨 "융 ;)!f，l항 예의 기 i옹이다 (중강 ' 11호가

I엉쩌융 "。하고 (충학) 잉X으-" 太:ru-A용하여 (충략) 이리하여 "Jt용 순
수하연서 인싱융 "

하고 노고을 위호하고자 한다 안약 충갱와 신의와 갱성이

었으여 써주가 튀어냐고 재난의 ，..， 용 장 양예여 찍에게 용장하" 써용에 강
하여 나라용 위얘 충갱 if 야한 낀찌ZfÆ에게는 --용 이한아 '"'융 지나가

는 깅에 "'"에 어우는

llIAif 찾아 밍고 。" 。 한 후 융에 새져 사톨 기확언

아 {;t1lf.îtmJ

"애 " ..한 *'"옹 '1<611의 용*夫" - fi!千 內'"앙 잉혀간 η'.염의 "η"
"千。1 아

얘川*초능사익쑤의 。 00000 。 이다 야大갱f 피부의 。。 夫암

及千 *1'1 :>&<<>1 냐 。， "는 사와우의 때 H 장이다" (히!약)
그리고 가장 륙쪽에 헤치었언 아운령비와 그 아얘외 황초영비 용 용특예 호기호

한다 이 우 이 는 현찌 앙용역사악융관에 보원의어 있다 외에서 언긍하였웃이 앙

초령 이와 야운영비 는 내용구성이 대동소이힌데

”

망초영 '1 는 파손으오 영어져 나

간 우용이 척지 않으으로 아용 령이 용 충성 ..호 에서 석특얘 보도욕 하고 영요한
우완옹 황초정비의 유완우운 용 창조하도욕 한다
，， ~ 太[‘ 元~

a* 1.1:子 8생

21 일 잦*에 iIIOI;k초。 1 11아융 딩껴하고 율에

셰겨 기용하였다 우옷 야g 이 일지 않으영 쁘:i1I7~ iJlW에 어긋나고(얻퍼om'
그옥한 11<1'가 머지끼 않으연 $!i\이 서호 다용다 그러으호 쥬"1'온 年*용 세에

으혹 셰써져 있고 그 잊연에
용우호 그 비신 와온이 어려씨

。1 끗예 세 워졌언 낀흥왕 숨수비가 l 갱 ‘찌역

전하고 그 용지 g 사척(애 228J:.)으흐 지갱언다 고 새 겨져 잉다(싸용경

”8' '"

깅양호 1994. 3•%

년외 요생

안전8 리 치앤에서 1m년 8엉 극명중앙악용원으호 이
껴진엉 >XI2

노용영 1996. 18- 24 노충욱 1992b . 68-74

다얀 H영비는 안 연에 다 셰 겨져 있는 에 안예 아용영비는 양연파 잊언에 나누어 애
겨쳐 았다 윗영에는 수가얻 신하률이 기욕되어 있다

'"

언극징" 연구

에 17잉 제2호 ( 200 8)

( l/i조JnI' 스스호용 당아 예상 용 연 안하게 1까지 않으연 안 원다 (IJ리μ$百 ""

그러나 @용 ""가 용에 이르러 쩌"는 太 ü9)의 ".용 이어앙아 왕외톨 제*
하여 용융 Sξ심하여 스스로 상가하나 wll용 어질껴 우영다 또 '"업용 잉어 훈
수용 영어 보영 수 있었으나

어용고 어두용 중에도 션지신에 강용외어

하능의

뜻{꺼}에 용하고 액성의 아링애 우압하영다".휴융.， 이후 양이앙아 사망a로
영호§ 개척 하여 (四ηM' 찌상과 호지용 잉려 찍 욱*니 < .wG土)

이웃 나라

가 신의흩 앵세하고 우호용 요갱하는 사신이 서호 요고 갔다 ( 1iJlI! l!i!:I wm .f:D ff훗
패 L'이 아해로 스스호 에아려 lIft!f의 百It용 장이 어 우안졌으나 (쩌目*에.l"f :fi

ãwm:>

그형 에도 양도의 억 아'1 오후 이지 져 야냐 하고(엄정ìnfl:i'1"뼈) 은예의

에용이 없다고융 한다얘I치，i~)

이에 우자연 가융 8월에 판정융 순수하여

인싱 융 양여셔 워 호하고 융건융 내 혀 주l자 한다 안약 종성과 신의와 정성이 있

으여 째주가 위어 냐고 계안의 기이용 장 앙.，여 씌 에게 용강짜l 싸용에 경하
여 나라융 쩌 에 충갱융 다한 ß찌"'"'에게는 a뼈꺼융 더짜여 주고 용흥융 요장
하고자아다 (충찍)

i1aiI"'.

IH. n한 이는 링 'fjllA
앙!B이다 *"용 ’，."의 낌싸:J.:n> {1千 "
1 앙 이간 ι’'. .，의 ~1m ~千 ‘*우의 %킹”인 *에각r . lt'성夫""주 키'"
.&.!lJ'i7ffil 장*이다 11) (하확)

***.

갱녕비얘서 눈링& 끄는 용어는

어

엉선。인($경。 A' 파

。 。풍 (0 。쪽) 이

ß-b 에서 상주 앵사대퉁 Ct얘 行it大찍)과 하주 앵사대용(下써 行il!*'"

그

라고 우추싱 00 서아군 사대풍 (T얘1양。 。앤띠!Il 앤大"， 용에 용수입영제가 시

앵왼 사실이 주옥융 요한다

"한산 비 에서도 사대흥 (1.*" ，이 용수엄영원 것융

g 수 있다

양인산비 얘 서 는 nτ에 보이듯이

"

액성얘 대한 위로와 유꽁지도 (lì 끼"'1< 1 에 얘

예죠(太'" 에 대에서는 (1 ' 양지 (M 'II')료 효는 견에

(2' 양져외 아g인 성 ~CM.i‘

’.,‘ ’;0 1으 •• 요는 견에 (3' 이추왕(，，*111王)으로 보는 경예 용이 있다 긍씌운에서
는

太jlf(양초영이

아용영 11]).

';t:iII.~lô' (깅인운이)

太öJì!.1( (용억핑용이영)

' " ‘Z:fi'f (진용얘사이) 용으포 g현되고 외다 신라 예조에 대엔 연구료는 깅양호
" " 깅갱 .. " " 이기흩 ,,,. 용이 있다
", 이 '1-용용 친흥영의 한강유역 용취에 얘얻 앙외 언급에서 다톰 아 잉아 고구허와 신라
의 일약성에 대얻 층잉귀정이다

" ' 김장호 ,.,.’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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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진흥왕외 "져정치

한 포상이 잉었으여

았다

I끼

석궁 (:6 .GD 에 어우는 도인(il1^)융 잦아 씬 기확도 나오고

유용지도 앙 ][현용 양초영비와 "f훈영비에서"'''인다

'!t초영비와 이운영비에서는

얘창(;I; ß) 이란 연호가 진흥얘왕(~，.;I;조) 이

한 용어와 앙깨 진흥앙얘의 대국의식융 보여 준다

(111 '1')

와 함깨 욕한산비에서도 보이는떼

진용태앙 이강 요현옹

예주

r상국샤'1 ，의 -조 lõ tt B~""(상국사

>14신라용기 4 진흥앙 37 견초)이한 기혹파는 당리 채워 사애 아이 진흥 으호 용려
웠융융 양 수 잉다 이 정용

엉용 애 대예서도 올주 천정라서석 용요명에서 보웃

이 재쩌 시에 이미 그형게 용혀웠는

또한 양초영비와 아운영비에는

'f

시 X 가 아년 왕호라 앙 것이다

건도(1ti1t)

천옹(돗얻)

루1I'f)

퉁의 유

교사상용 보여 주는 용어가 냐오고 잉다 이러얻 용어용옹 신라 진흥앙외 용교석
욕지정치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고 양 것이다 이 정에 대해 고창이 요갱왼다

IV

신라 힌흥왕의 복지정치의 기 '1

이상과 강용 네 기의 신라 진흥앙 순수비의 건링연대와 석특융 아탕으로 신라

진휴양의 욕지정치의 가치애 대에서 몇 가지호 나누어 고창혜 나가기로 한다 。1
률 가시가 욕지 록 신라인의 앵욕용 。}겐나로 한 신라 진흥앙의 정치땅션혀 용지
정씨의 짝연융가리인다

첫껴

진흥왕 순수비얘는 신라의

유연성(l1exi b’ l ily) 과

영링 정치 (open

politics) 가 장 드러나 있다 직션 엉흥앙대에 g교용 션산안고 풍애 공인하고 진
4용양 자신옹 천 8성영& 지향하연서도 유교용 유연하게 받아융이는 오슐용 신라
가 용일대국으로 나아가는 기용자산외 하나라고 요여친다 용교용 중심얘 두고 우
대하연서도 연실정치얘 큰 장쳐 (RJA;)가 외는 유교룰 수용한 줄 아는 일종의 영연
갱치의 잉용 신라의 애우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항 것이다
용교흠 우대하의 유쿄용 수용하고 있용용 보여 주고 았다 창녕비 단계예서는
g교와 한연있는

업션 。 인($;1I !J A) 과

。。 퉁 (0 。작)

12) ''fl성 Q 잉 (it;J D ^) 외 기놓예 얘에서 는 양허친 아 없 S나
에 생"-야 ~언잉 것으ζ 요이고

장녕비의

둥이 보이는 안연'"

앵선(í!<iI) 에 주육앙

。 。흉 (DO I$) 용 당양 적성에 우안에

Iη

언극정씨연구

제 17집 !’ 2호 ( 2008)

유교수용 용적용 달리 없으나 '*한산비에 오연
‘안약 충성씌 신의와 갱성이 잉으여

상여여

유흥지도 (lfl'f.l.:tft) 훌 수식 한

쩨주가 뛰어냐고

격에게 용강하고 싸용얘 강하며

재남의 기이 (M) 을 강

나라톨 외에 충철융 다한 이한 귀정에

서 진영앙대에 띤왕에 의핵 용교적으료 수명되는 유교사상의 혼객이 용 수 있다
양초령비와 아운영비 연껴에 오연 유교수용옹 보다 와대원다

대국의식애셔 보인 끼*포 ."'t" 의 사상척 기인용 유교라 하겠으며
Eïtt"(논어 헌훌연)…용 유쿄의 주1l.안 사상이다

건í.('G:t;r)' (서정 대우오연

"l!I ìtJt 1:)千liJ1Z톨 )15)는 유교쩍 앙도사상융 나타내여
-上호天，~， 上중용암") 과

"tJ c以훌

1))

우(까)' (~gc ->lt~WHè.

천온(天얻 r (후한서

"QUf양 s 'i"J.:JJI.꺼I!<응%天

뼈" ) 또한 강용 영주얘 있는 사 a 소(앤생잉~ ， """야 ιπ.) 이다

-四:ñ1C뺏 Ir~~

土-는 그러얻 왕이 가야 히는 깅 록 땅도의 내용융 지갱얻다 1씨
용교우대의 상황옹 용한산비 에서 보듯이
예애하고

왕이

석융도인 (ti ß!Jt A) 융 찾아가

양초령비와 아용령비애서는 수가(，u.) 의 선두에

A) 이 위씨한다는 사실이 장 보여 주고 있다
다 ..었언 야의

l,t o) itil얘 기안@

사운도인 (i'J; r，;n

'" 석융도인융 고구혀 충신 숭려호

예충용(**야) 으호 톨 수 잉다 .이

유용지도

(:ff J}J;t!lt:l 의 경￥지 ~연 이용 그러하다 다앙 임초경이와 ")운영비에서는 최고 정치
공사싱력자 거잉우 앙에

얘종용 이 아년

얘용 이 K" 의어 있어

。 。동 (oo to!')

이 잊안객인 정에와 아찬가지 g 얘용(大，.， 의 강용 것으로 보아야 하여
의 용화와 §경잉

샤애용 (tt#JJ

。에 는 대동

또는 전대동(’‘大!’ 1' 01 H71 외었다는 임인혀인

안용이 잉융 수 잉다 대동 잊 싱얘용에 예에서는 이기‘ 1974 66- 1 32톨 장죠앵 것

'" 아웅영이 야 영초영"에는 q 양 ttm 이라는 연~ ，진흥왕 2’연 ""가 보인다 이 이
선 진흥앙 "년 (55 1) 에는 끼굿(1;11111)"

*"

진흥앙 33년 (m) 예는 흥"쩌써" . 연효

톨 내경었다

l ‘ ) ，얘여」에는 ’‘c，Ì'/î A" 야앙 에슷한 ..힘이 었다
'" ’주역J 에는 κiI:!I! f t. ，~표양" 이강 표현이 보인이
16) 노용영용 이혀@ 사땅의식(앤꺼 . . . 1 이 ’인영호궁안야바라띤다정 J에 기안언다고 하연
서도(노용엉 1996. 147) 상주(Hli l 약 하추(1'써) 톨 생써언 상하의식(J:.T:f.al 이 포
엉잉 사영상하의 식용 ’장자J의 용@안(六융II!. . 1>1i!1l1 파 e힌이 잉다고 보아 아소 흥
강을 쭈고 잉다(노용영 1996. 1‘6의 쭈 36'

m 갱냉이에는

오잉(;J A) 이 웅장하씨 않용지 웅긍앙 수야에 없는예

아셔 8 찌외 급석용지"에서 잊기 어려었다 다인 이아니시 '"今

잉성잉 .자가 않

..ftl)가 1933년예 용

g 에서 앙녕비에도 iJ. Aa l!i!.;:(강 귀정이 나용다는 지혀용 이"'~의 소~ . 용에 잉

신라 진용앙의 욕지경씨

보고

'"

양초령비와 아용영비의 두 사용 엉장(훌，.0 과 에인 (M??，) 중 얻 사랑으호

보는 견에도 잉다(김장효 200) , 5 15) 이툴 왈교송허'"가 왕의 직양융 앙고 예애§
얻는다든지 대신융 '1 에 기흑의었다는 생용 최교의 예우라 양 것이다 용히 당시

최고 갱치실역자 거갱부보다 앙서 수가의 션우애 !’'"숭허가 표기원다는 정융 ￥
고 그을융 존중예서 그냉다고 써용으로 얘석한 이는 김정희이다(깅갱희

최싼수

역주 1976. 197 )

동깨

영연 정치와 정우지어 언급양 것옹 진흥왕대에는 구민 (li"l 파 신인(1Ii

"1 용 사영하지 않고 강옹 왕의 인인으호 대한

영용성 이다 이것용 II~의

。}얘

로 스스로 에아려 신구의 쩍성용 강이 어쭈안졌으나 11110↑t付꺼!rf1 .lff古"'，，;)"는
표현용 용해 알 수 있다

신고여서(1Ii옵￥l!' 1 외

여서 (.}i，ffl;) 는 액성 내지 인인

융 가리키는 냉이다 신인온 씨로운 여서호서 새로이 욕속시킨 지억의 인인용 양

하고 구인용 앤신라인(/~.iJfaA) 융 지갱한다

신고여서 는 광개토대앙비의

신

구인(뻐 li"l (노얘톤 1992 , 1 6) 파 다용없다
용진 용명비예서는 싱인이라 하지 않고 노인(뼈 AI이라 하었으며
안계애 이르러 혀성천사냉이라는 욕영엉 세계용 거쳐

단양 적성비

진흥양 숭수비 단계에셔는

왕의 신인(동야)으호 완천히 1싱야융이고 잉용융 양 수 있다 이러한 g용정책의
아얘는 신라의 지냉인갱 책의 주요한 욕갱 이라 하겠으여

정욕군주 진흥왕의 억압

적이고 우력적인 이미지톨 상당히 희석사키는 예기가 되었 용 것이다(깅기흥 2000

166- 168) 진흉황 순수비 단계에서 와서는 왕의 초생객 지위기 싼션히 와엉외어
왕이 오든 갱치앵위의 중싱이 되어 있다 네 순수비의 건비도 신하융이 충싱이 원

것이 아니라 왕이 주도힌 것이다 진흥앙용 초원적 지위얘서 국갱옹영명갱 내지

정치쩡악용 악고하게 천개하고 있다(갱기용 200) . 153).19) 친흉앙 순수비의 이려

’

융 수 있용 "이다(今혀빼 " " . . 이도아 992. 1깅)
") 도인외 충룰 냥죠객(뼈Wl!J!}) 영칙에 대예서는 신총앤 1992. 179ι""융 양조앙 것 여
기서는 짜앙*2의

앙찍당사상 의 논리혀 앵갱도 지씩의 l 있어 주욕안 인하다

") 진용양의 정쳐영악에 대에셔는 노용영 1996. ]3<←'" 융 장죠인 것
(J ) 앙도정씨

('1

앙도갱시

(2) 예도정시

(3) 용화걱 2아<f{l t:;)톨

l얘산 '1 에서는

"초영비와 아용영비예서는

'" 중앙깅연혀 용씨 ” 을고 있다 (J)야 (‘)가 중싹외 E호 진흥양의 정

치엉학용 〈앙도정시

에오갱치

용여객 쿄의

중앙갱권역 용치〉ζ 긴추려진다 이 종

용상융 끄느 것용 용찍혀 2 . 이다 약씬산이외 " ' " 大1 ’^"‘을 를연서

용(文)

*'~추척에 션j외 ""titl 호 a고 이것이 있어야 애도. 윗~칭얻다고 보았다 이

l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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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인(1/il< 1 포용정에얘 용교숭허가 에싱객인 억앙용 하었용용 용흔이고 진흥

왕 자신의 용교사상 내지 유교사상 또는 노장사상얘 기초얻 경허한 갱치외식이 여
기에 각용하고 있다고 온다 이 정옹 (J-f의 -그영에도 양도의 억화가 고쭈 이치지

아니 하고(연얘Jt/，不뼈1.'이 용에 의 에용이 없다고률 힌다(엠뼈*";'Ji\l 이에
우자년 가융 8웠에 찬경융 순수하여 인싱 용 살여서 위로하고 용건융 대혀 주고자
얻아-는 왕의 억융해 하지 않는 인의수령의 자세에서 강영깅제 잉힌다 신용앙강

용 강혁한 땅이 -야얘로 스스로 예아혀 신구의 액성융 강이 어후안겼으나/1If1l↑@
꺼li!1I I/i古"'l!'1" 효와가 나가는커녕 옹에의 애용이 없다는 물영이라연 용영용
영로써 다스리기보다는 외로와 용션으호 다스리려는 최고 정치지도자로서의 오습

용시사하늠야크다
셋애

용요숭허가 영의 최측근으로 예시하고 지망인융 비훗얻 액성율에 대한

우용(센ffI의 역앙용 수앵하였다 용언산 '1 얘서는 아요되어 장 파악양 수 없지얀

양초령비와 "1훈령비에서는 두 사웅도인 이용요 '1 뒤에 한 한용 띄어서 신효용 요
기하고 있다 이것용 출가사용에 대한 예정으로서 송인과 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옹 진흥왕장용 대군주가 칙정 찾야가서 예얘힌다E지 수가의 선두에 위치

힌다든지 하는 정과 어용어 당시 *"와 용교충허의 쩌없는 써상융 양 수 깅는 ￥
용이라하겠다
용교승려융온 일안신효률보다 .영얻 대정융 망는 가훈떼

앙의 승수용 수앵하

연서 제신(1tl2)이 액성흩용 씌우하는 회앵/;，잉)융 용교의식으호 신성화하었다
(노중극

1992a, 93)

용쿄가 종식척으로 수용의기 전인 영일 냉수리이 안계의 훌진

용명이 단찌에서 션용융속에 따라 소용 장아 의식용 용였엉 것과 와연히 사영씨는
것이다

예의 예오는 '.쳐-J . (흉ξ 추연하" ) 양히운 영도의 대갱"녕이랴기보다는 r순자，. (영
예연〉이 양하늪 에도에 얘엔 긍갱이 늑아 M 다고 앙 것이다 그러나 ’논어'"용야앤〉
에셔는 에도갱치가 앙견찌셔 용억쩍 요j아로

~여객 ~"가 양선하여 갱도갱에 ζ 나아

안다고 용다 그러나꺼 용자에 따르연 용화척 쿄찍는 앙도갱시 ζ 나아가는 파갱에 잉는
갯이다 앙"척인 싼정에서 요언 전용성왕의

갱엉정지(iEtI.<~iS) 톨 여는 앙연 (ñj~)

내지 영얘기 g학척 a여라 에 a다

20'

노용었옹 도@우쭈 nt化}찌) 냐

세도피진(1!!:'.I:lJ.;(r

지j 의 사상으로 용다(노용영 1996, 154)

-l

노장져영 (UÆ에)인 r영

신라 신용앙의 용지갱시

이도악의 -이흘이 학갱의 자운역엄안이 아니라

'"

영토의 개척파 싼연있는 슬정

(ιll) 에 수가하고 있는 안쯤 션약가갚서의 잉우도 수앵하었으리라고 짐작원다
사용도인이 션생과 잉갱얻 강계에 있용용 지적잉 바 있지안(이기액

1986. 35-40)

이률이 구셰적으호 천략가적인 역양용 수행하었용용 객정 비교하기 어허훈 후대
의 일이기는 하지안 용교숭혀 보양(JltJ) 이 고혀 에죠의 악료로서 갱도(iI!iJ!)의

견성( j::l;1&)융 꽁약하는에 일정한 역양용 씬 애서도(상궁유샤4 의해 5 보양이옥죠)
잉충영 수 ~융 것이다-는 총왕명가융 지적예 우기호 한다

넷찌 외에서 장깐 언당한 바 있지안 진흥앙옹 혹수입영져용 용얘 지방인용 외
한 갱치의 효융융 극대화하고 잉다

장녕비의 (1) 상주 앵사대홍

(2)

하주 앵사대

웅 (3) 우추싱 aa 서아운 사얘둥 8용한신비의 (4) 사대퉁 홍이 욕수잉영원 사얘이
다 이헌 칙씨는 앙의 샤자 (10생)로서 지방용 순회하연서 지앵앵정융 감특한 자리
라앙것이다
경기홈응 혹수잉명져에 대얘 엉의제적 정치원앵파 완연왼 것 ξ 로 보연서

조화

와 견찌의 장치로서 욕수임영셰용 이에하고 있다 군주강이 앵갱파 군사지휘용 용
시에 수~해야 하는 것용 제외하고는 맹정의 혹당융 츰이고 다수에 의한 경갱융
내려 경파적으호 후친력융 앙뼈앙 수 있다고 공갱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깅

기용

2IXXl, 1.54- 155)

이러다 보니까 중앙정치에도 영양용 이쳐

싱지어 궁앙부장완에 때당하는 영우

령에 3영의 진올，)촉이 욕수잉영되기도 하었으여

안정원 인얘용융 가지고 욕수잉

영제용 하다 보니 한 사당이 하나 이상의 완직용 암는 경걱재가 신라 완료셰의 얻

용갱으효 자리간깨 띄었다 고외칙에 얘한 정직째는 신라애셔 크재 양당하여 고려
조와 조션조에까지 하나의 경향용 이쭈개 되었다(깅기용 2OXl,

154- 155)

V 곁롤
이즐 세 가지 신라 진흥왕의 욕지정치의 가치 외에도 진용양 순수비애는 상국용

일의 주에적 기안조성의 차앤이 라고 이에앙 수 있는 주요한 인적 자원이 객지 않
게 웅장하고 있다 이용익 성장용 용일욕지용 예비하는 성격용 연다
상욱용영의 주셰툴。1 이이 진흥왕대에 엄액융 가지고 성장 육생되고 있었용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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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왕 숭수비용 용빼 확인양 수 있다 대 g적인 인용이 (1) 사 학부의 우역지 (iit

力tI')이다 엉흥왕대 신라에 앵앙원 긍싼가야의 "}치악 왕인 구에왕(jj(잦王)의 셋
찌 야용인 그는 김유신외 죠우가 되는대 신라얘 진융귀쪽으호 연입핑 이후 계속
적으호 혁혁한 용호용 세 예 **장구얻다 한강하휴지역 흥혀 시에는 신주군주(I/i

써 i主 )가 의었고 싼산성션역에셔는 액쩌 성앙과 싹명 4인 군사 l 얀 여영융 창
수하는 대웅 (;*:.JjJ) 용 씨용 인응이다 단양 혀성비에서 고우갱생 궁주 우력지 야간

지 (iOi"샤양 " ' " iit力양 .，주x 정쩌 6등급)로 나용 후 계흑적인 승진성장융
하고 잉다 장영비

용한산비

~초령비

"f용영비에서는 장간(j!千 경외 3흥급)

으 g 송진하고 ~다 이 우력치의 엉용에 서 후에 갱유산이 나왔언 젓이다
다용으호 장녕비에 나오는 인용 융용 보자 (2) 즐진지 대일엉간(때，" W

jd"

千 정왜 욕 l 퉁급)옹 r상국사'1 ， 의 거힐부전에 냐오는 구신 대각찬 (m;/<쳐@
경외 륙1 둥당)으로 보이는에 언강상유지역 공춰 시 천공융 세웠다 (3) 정위 8둥
급인 사척간익 원용으 g 나오는 도성지 사혀강(IJ;앙양 IYR주)는 단양 적성비얘
서는 추운촌 당주(빼Jtjj Ii조)로서 정위 9홍급인 g간지로 있던 인용이다

(4)

용흥지 사혀간(필표tI' i'YR주)용 양초영비와 아훈령비에서는 우려 3흥융 승진하
여 경쩌 5용급인 획용지 대아간(’R4ffi 大:~l千)으 g 냐요고 있다
나양 (;ft夫암 大썽末

1Ii)로 나오는대

(S) 춘부지 대

정위 10용급)용 r상국사기 」 의 진흉왕 26년죠애서는 춘우(;ft

싼용용 정쩌 6풍급인 아친으로 냐오고 있다

또언 용인산비와 "f훈영 '1 얘 나오는21) (6) 내부지 일척간(內솟암 - R千 경외
2 응급)옹 당양 적성 '1 에서는 내얘우지 대아간지(內에夫w 大에千호

호

r상국사기 J 의 거챙우션애서는 노부 억진잔(뼈?;;

i!tf$:ì:t

r상국사 '1 ，의 진영왕 l 년조에서는 상대동 노리우 이찬 111엎슷

정위 5륭 iI}

정에 4동급)으 g

fl' ift

정외 2동 iI }

으로 충진하고 있다 진흥양 순수비 단찌와 진영앙대의 내부지의 싼동온 연항이
없으나 상대흉이련 최고위칙으로 직위상숭용 한 것잉용 양 수 있다

거의 갇응 시간대얘 셰워진 양초령이와 아운영이에는 하외직 동일인용옹이 다
수 보인다 상기 석욕용애 요기외지는 않았지얀 예융 률연

(7)

육지차(찌x :X)

18} 부엉지(:xìt~ l. (9) 에부Il]( JJ:$~~l. (1 01 운지('*，잉) 둥이다 이를까지 영주
얘 영용 수 았졌지안 용일호 가는 신라의 인재양갱용 정치앵장에서 부딴 '1 당연

21 ) 야영이 안 되었으연 앙초령에 에 "'''기의얼으혀라 잉어진다

션각 친흥갱의 J‘서갱껴

'"

되고 있었다 이것용 지양인융 위한 정시풍간이 인재률융 생산칙으; 깅리내는 현

생혀 '1"었용용 보여 주는 것이다
장녕비용 에외언 세 진흥갱 운수비에 ‘정업이 흉상하는 유용지도<:(f1JJZilJ
가 l 싸칙으호는 이률이라l 온다 용깨는 3년간 용도집지(.t.Jl#t~) 와

퍼실우

(i!9.‘!!lf.) 외 갱용 가리라는 서띤껴 유i갱션용 3년안에 습욕하갱다는 영서용 하

고 에 성이 3년 안에 우너지띤 헤잉융 지겠다는 시약(.t-.:.J.ff.:íl三"μJl~' ØII f,O, U5,

뼈k令양~Jt;L)융 하는잉 I 'f‘상도라 하갱으여 잉게늘 신라의 영호와상야 갱씨앙션
에 장여언 주‘ 션씨톨 일영는다고 하갱다
。1 정까지을 교려” 예

갱흉앙의 홉지정씨는 용염싹지의 흩양껑이 외었다고

g

것이다 앙국용일외 쭈씨톨 쭈당히 양성이내는 아지갱찌격 훌현와 g육용 쩌에서
앙한 애 가지 욕지갱 '1 외 가'1 여 더용어 신라 진흥왕외 8지정시외 .갱적 양의라

”것이아
，..고‘

2OO!Id 81112잉

심 lil 2!X:Øt::! 81127잉
찌찌‘엉잉2OC8Id

9tl 12i/

앙고문언
1 쳐 지효

’논 01 ，. r예억j

r도액갱‘

r영자J. r.상궁샤71 ，. r상국유샤‘

r서경j. r.송자:，. r앙자j

r추역， .영지J. rt-+싹찌갱j

2차지료

강인갱 1995 .•진흥잉에의 수가신영 연구

21f

잉션셔기씩용 갱 • • "연 (612)의 것으강 이 셔기씩에 이에셔는

m:JI ’어 ]9')2.

23f

. "영 비와 앙녕비 • ，사용" ,

’

m • 17

’

깅기용 " " 2lII-

M수영 l 19.5l-52 융흩 쟁'"잉 것

갱주 냥상신성이는 션” ’ 3(591) 에 흑갱영 껴으S 이 이예 예예셔는 강용흥 ,...
}애 깅기용 nn.2 11 -217 악앵용 ''''' 갱!’~ '996 이 영 식 "η 103-121 주요

은 ' ' ' ' ‘9수영 1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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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용 1"" ‘신라 지망용치에셰 연구 - 셔융얘여쿄 악사학애논운
깅쌍용

1981

정치용지용

얘용영 사정연성용 내용용석 ( 1962- 1983).- r한국정치여씌

11- [

..!i!.~

겁기용 2COO， r천년의 앙을 신라J 서융 장작과 에영샤
깅용경

1985. r얻경 김융정 선잉 7, 서용 연세대학교 용8우

깅갱여

최싼수역주

김창호 rOJ

1976. r，추샤집‘ 서용 연양사

고고자료로 온 신라 앙국용일 씬용혁 - .야산 갱갱억 약사 용수기녕논

총J

_ _ ， 1996. 냥산신성비 찌9비의 제갱토 - .우산사인， lQ

1986

훈우앙용비애 보이는 신야인의 조상인식

대 iξ생한의 청보

’엔국사

연구"J 53

1983
--•

신라 예￡성언의 찌갱토

r역사교육농징，

l

1994. "6애기 신킥 긍씩훈의 씌욕과 그 용석 - 정약대아" 약사액에논 g

노용앵 1996 ’신라 진흥앙 순수에 연구j 서& 일조각
노중측

1992a. '0].용영 진흥앙 승수비

r엔국 고대 긍석운

11, 서올 '1라국사적깨양

연구씬

1992b. -~↓힌산 신용왕 승수비 - 'I!국 고대 긍석푼 11, 셔융 가락학사적개양

•••

연구윈

1992c .•장녕 진흥앙 여경비

'I!국 고얘 긍씩운

11, 서용 가약국사적끼앙연

구원

199M .•영초영 진흥앙 순수 111'- r한극 고대 금석걷 11, 서용 가학즉사적개앙
연구앤
노예온

1992 .•양재토왕용，，].- r한국 고얘 긍씌용 10 셔융

가라국사객개앙연구앤

운경현

1900 .•앤효의 수도시에 얘하여 - .싱라웅화찌 @슐양요여 논g갱， 11

악앙용

1""

악회액

2003a. -신라의
2003b .•신e)의

‘냥산산성비 져 9비에 대엔 경토 - ’이슬자료J 53
국가 u 전개와 갱치개여 - ’한국정치 연구， 12겁 l 호
융교수용파 갱지양션 연구 - 서융대아교 악사학외논용

서정강 1979 .•사회륙지의 갱치객 흑연 - .사여파악논집，
신용씬

10

1992. r，신라 초기블쿄사 연구j 서& 인용사

이기용 197.

‘신라 에호잉언의 운찌의 용억왕용비의 양정 - .얘구사악J 15/ 16

이기액

r.신약 사상사 연구」

1986.

서융 연조각

1974 , r싱 라 정시사회사 연구J 서융 잉조각
이도액

1992 .• 0].&영 진용왕 순수에의 은시수가인에 용한 갱토

r신라용회， 9

신약 진흥임의 욕지정치

이영식

" "

경주 냥산신생비

”’악 고대 긍씩용

'"

U, 서용 가락국사적개딴연구

씬
。1~71. 1982 , .신라 진용앙대 신 li초객에 대한 알고용 ‘ r대구시악J 20/2 1

이속종 앤

"",

장인연 9:1.

2000. r，사여용지아J

’경세에기의 용지의 정치 a 생냥 셰총연구소
개갱연 서 융

서용얘야교용~1f

주보온 "94 .냥산신성의 혹죠와 냥산신생이
사용정

쩌진연 " ",

，한국외 생꽉j

서융

’‘ 9 이 용 중싱으로 • ，신라문화'J 10/ 11

눈빛

’

쩌앙삭

''''α

"수영

1999 ’째 수영 전갱 4 긍석유용J 서옹 에안

今g빼 1여O
GiJbeιN .

-잉신서기석 • ，힌국 고얘 긍석용 1, 서융 가약국사적찌앙연구원
‘ . .‘~"王 i잉”‘'flJtill!:Jt.-

and Terrell. P. 2005 , so.。 이

fJr“‘e !ift~.

W셔fan Polk:y. 6Ih

**: B1~께rr1f

ed . Boston: pear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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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 e

We lfare P o lìtics o f S iJJ a ’'s

Ki n g

Jinheon g

Hee-Ta e k P a rk ! lWI lk1iYer1iity

n. ‘1 띠잉-e

JXllitκ‘

”‘ans the politics which do welfare agc 때35. Al

5Q

secs the welfare

p에"'""π ‘ aαlSSiòi1 ity 이 poJilic잉 sι찌poinlof ι'elfaπ S'"디ally !he

vie rpoint which

sees a 찌Íl ical development with lhe 에 f，π
contrndiction

whιh

‘

powcrfu l. In

‘

0띠er 10

overcome the

iocu m:d from modemization process the diroction ofthe jXllitiç외

，...，양

wh. ich the modcm natioo selects is wclfare
^'야 If:띠t φl“κS

ofpo

κ:aJ dc、'e lopmcn1

bcfore modcm age I ι;;e

theBι성hÎ Sl

wclfare

여，，~ 이 Silla Jungg，앵; (中 古JtID which cons 야rs 100::띠 pcople with 여'"때 .m ""여 m
e…ldhιm .lltis pa 야 r;s

a stooy {)n the welfare polities of Silla's king J 이@얘 ('-'!Jl..540-

576) will be abJe 10 eval떠 e as ooe model of ‘τ If，써-e polities.l

f，ωscdon f(ωr

s"띠ubi ( Æf.t~)

1• t 써f잉-e politics of Sill a"s king Jinheong can be ‘InUlIanzt피

Fi rst , the~ is Sill a's tlexibility :u잉여:x:n polilics. secα00

’ @、'c

king Ji띠~"

…
th the next fi ‘ e lhing

pointed the 여]uality 、".Ilich 이d

1101 discrimina lC 0떠 Silla peq>1e flO m new 5illa people. Thi띠 "" 8

,‘Jdhist monk w‘ "'."'"

most with surroundings of the king‘ αXlSOJed Silla κXlple IOCιJed Iocal people. f;ω"'. ""
kin잉 J ;이=gmα"'"여 ""，πι."" 이 P이씨~.π •• ，야 @씨ι a야)(Jintment

‘

‘

Fi fth . as pæ어rn"，，" 이f the uniflCalioo .elfare the lbjects of the
h어“ g。‘'"냉 and

being reared

‘

…
th bkxrl rdationsh ip in the king

K :ywords: the lcing j inheong (.. ~)
이.， 띠 iUCS 어 U 이Ì1)'，

the

unifiκation

J inheo얘~

‘ elfare politics, Sunsubi (영’빠，)， Silla

cons이 ation

system

of thπ，=~

'5

flexibîlity

of lhe Buddhist monk. the maximization of the

eπ~"걱)'ofpolitîc‘ "" ""'"찌lion of thc unirlCation welf，잉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