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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최 몽 룡
               

                   

영국의 극작가 죠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서기 1856년 7월 26일–서기 1950년 

11월 2일)의 자찬묘지명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러나 <국제영어경시대회> 클럽의 

좀 더 고급스런 번역은 ‘나는 알았지. 무덤근처에 머물 만큼 머물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라고 되어 있다)과  다산 정약용 (茶山 丁若鏞) 선생(서기 1762년 음력 6월 

16일, 영조 38년, 경기도 광주(廣州)-서기 1836년 음력 2월 22일, 헌종 2년)이 회갑을 맞아 쓴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제 현실생활에 맞는 ‘우물쭈물 하다가 죽음을 

맞다’, 또는 “나는 지금 도리어 어렵게 살면서 묵어 버린 땅을 빌려 농사짓고 있으니 거북의 

등을 긁어 얻은 털로 언제나 담요를 짜려나… 했다는 어리석은 행보를 후회(東坡八首중 ‘…

我今反累生 借耕輟茲田 刮毛龜背上 何時得成氈…’  蘇軾/東坡居士, 서기 1037年/宋 仁宗 景

祐 4년 1月 8日－서기 1101年/宋 徽宗赵佶의 年号인 建中靖國 元年 8月 24日）” 하는 표현대

로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죽음을 맞이한 후 남들로부터 흔한 묘지명 하나 힘들게 써 받

기 전에 스스로 ‘자찬묘지명’이라도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겠다. 이래야 ‘우물쭈물하다가…’

라는 부끄러운 생활 방식은 면하겠다.

물론 서기 2009년 5월 15일(금) 스승의 날을 기해 서울대학교 병원 장기기증원(국립장기

이식관리센터, KONOS, 2009.05.15, 등록번호 512594)에 나의 모든 육신을 기증하기로 서약

했으니 육신이 공중 분해된 후 나의 무덤, 묘비(headstone, tombstone)와 묘지(epitaph)가 

만들어 질 수 없겠다. 현재로서는 무척 소략(疏略)하지만 나의 묘지명(墓誌銘)을 남이 읽을 

수 있는 기록 자체만이라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다산은 자신의 묘지명을 ‘이 묘(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마현 부락 팔당 댐 인근에 

위치한 다산 유적지로 경기도 기념물 7호임)는 열수 정약용의 묘이다. 본 이름은 약용이고 

자는 미용 호는 사암이고 당호는 여유당이다. 겨울 내를 건너고 이웃이 두렵다는 의미를 따

서 지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재원이며 음사(蔭官)로 진주목사까지 지냈고 어머니는 숙인 해

남 윤씨이다. 영조 임오년(서기 1762년) 6월 16일 열수변의 마현리(馬峴里)에서 태어났다’[‘此

洌水丁鏞之墓也。 本名曰若鏞。 字曰美庸。 又曰頌甫。 號曰俟菴。 堂號曰與猶。 取冬涉畏鄰之義

也。 父諱載遠。 蔭仕至晉州牧使。 母淑人海南尹氏。 以英宗壬午(英祖 38년, 서기 1762년) 六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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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六日。 生鏞于洌水之上馬峴之里。 時惟乾隆二十七年(淸 高宗 弘歷 27년, 서기 1762년)也…’]

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자랑할 가계도 학문적 업적도 별로 없다. 특히 나에게는 속세의 인연도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애써 내세울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는 이제부터 나의 마지막 삶은 모

든 혈연을 끊고 우물쭈물하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날을 기다리는 아집(我執)의 ‘독거노인(獨

居老人)’과 같은 현실이 다가오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계

를 언급하는 대신 좋은 스승을 모셨던 것으로 자위하곤 한다. 오늘을 있게 해준 나의 스승님

은 김원용(金元龍, 1922. 8. 24~1993. 11. 14), 장광직(張光直, 1931. 4. 15~2001. 1. 3), 김철준

(金哲埈, 1923~1989. 1. 17), 가가와미즈오(賀川光夫, 1923. 1. 5~2001. 3. 9), 녹촌 고병익(鹿

村 高柄翊, 芸人, 1924. 3. 5~2004. 5. 19)과 중국 북경(北京)대학 진단고대문명연구중심주임

(震旦古代文明研究中心主任) 이백겸(李伯謙) 교수들이다. 

그러나 나의 사후 200년 후에도 남아 학자와 일반 독자들에게 회자(膾炙)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책으로서는 『인류문명발달사 - 고고학으로 본 세계문화사』(2013, 주류성, 개정 5

판, 986쪽)와 『韓國考古學硏究 - 세계사 속에서 한국』(2014, 주류성, 787쪽)가 있으며 전자는 

한국의 고고학자가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으로 쓴 책이고, 후자의 『韓

國考古學硏究』는 고고학계에 몸을 담근 이후 학문적인 업적을 정리한 ‘나름대로 오래 고민했

던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렉스(Rolex)의 최고급시계의 상표가 

따온 첼리니[Benvenuto Cellini, 서기 1500년 11월 1일~서기 1571년 2월 13일]의 자서전(서기 

1562년경 작이나 사후 출판됨, The Autobiography of Benvenuto Cellini), 서머셋 모음

(William Somerset Maugham, 서기 1874년 1월 25일~서기 1965년 12월 16일)의 자서전인 

The Summing Up(1938), 막스 베버(Max Weber, 서기 1864년 4월 21일~서기 1920년 6월 14

일, 독일의 사회학자·경제학자)의 강연집인 『직업으로서의 학문』(Wissenschaft als Beruf, 

1919)과 같은 좋은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 현재 『韓國上古史硏究 餘滴 - 希正 崔夢龍敎授 散

稿集』(2008, 주류성)이 있으나 그 이후에 쓴 글들을 합쳐 『希正 自敍傳』이 출간되었으면 한

다. 그러나 이럴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이기적이긴 하지만 이제까지 나 자신에게만 천착(穿鑿)을 해 왔지 목

숨을 바칠 만큼 현대판 큰 어른/윗사람인 훌륭한 主君을 만나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는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한다(‘士爲知己者死, 女爲悅己者容’, 戰國策·趙策一, 司馬遷 報任安書)”고 한다. 사람

마다 갈 길과 타고난 운명이 달라서 그랬던가 보다. 결과적으로 한 눈 팔지 않은 것이 되어 

다행이다.  

애증이 교차하는 인간사(人間事)에서 매사가 그렇듯이 인연이 다해 헤어질 때 아무런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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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후회 없이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학문을 평생의 직업으로 택해 공부하

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남이 해 나간 길을 뒤따라 아무런 마찰도 없이 쉽게 이름

을 얻는 현명함을 택하는 것보다, 오히려 남들이 나의 생각에 동조(同調)하도록 시간이 걸리

더라도 노력하고 기다리는 우직함을 택해 왔었다. 특히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더욱 그

러하다. 다행히도 요사이 모든 것이 정보화시대가 되어 기다림에 한계가 없이 당대에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저 꾹 참고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돌이켜 생각해 보건데 별것 아닌 인생을 살아오느라 고생만 한 것 같다. 다시 말해 나의 인

생사는 탐욕·진에·우치(貪慾·瞋恚·愚癡)의 삼독(三毒), 어리석음, 무지(無知), 실수(失

手)와 시행착오(施行錯誤)의 연속이었고 한마디로 “잘못된 인연”으로 세상에 나온 것으로 생

각하고 있다. 세속인(世俗人)의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이곳이 극락(極樂)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즐겁게 살아 보려고 노력해 왔었다. “내가 온 곳도 잘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할

지.” 그래도 윤회(輪回)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업장(業障)을 지닌 채 운이 좋아 내세에 다시 

인간으로 환생(還生)한다 하더라도 나는 학연, 지연, 성별과 연령차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살

아온 세속의 인연을 다시 이어 마음의 극락세계를 꾸려 볼 생각이다. 이제부터는 대개 이 나

이의 다른 분들이 그러하듯이 외부로부터 특별한 인연이 없다면 또 죄를 더 지어 빌 곳이 없

어지기 전에(論語 八佾편, ‘獲罪於天 無所禱也’) 조용하게 사라져 갈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까

지 살아온 동안 혹시라도 나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고통과 피해를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 너그러운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생사없는 경지를 내 마음대로 받아 쓰는’ 불가의 용무생사(用無生死)

의 경지에 들어서 생과 사에 대한 고뇌의 고리는 이미 끊었고 평소 어리석을 정도의 영아행

(嬰兒行)을 계속할 만큼 때가 덜 묻은 범상심(凡常心)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열반적정

(涅槃寂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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