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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가야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90

년대 이후 상당한 연구가 축적된 것은 사실이나 가야의 발전단계나 정치

체의 형태, 가야 개별 국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필자는 가야 

諸國들의 개별적, 주체적 발전과정을 밝혀내는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

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弁韓 小國 중 하나였던 史勿國을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바닷길은 문화가 이동하는 곳이자 사람이 이동하는 곳이기도 하다. 바다

를 통해 성장한 정치집단 가운데 남해안을 중심으로 변한 소국들이 있었

고, 浦上八國은 이름에서 보듯 해양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소국들이다. 

이들은 사물국과 동시기의 소국들이며 함께 전쟁을 수행했던 집단들이

므로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변한 소국은 주로 포상팔국을 지칭한다. 포상

팔국 가운데 사물국은 교역과 철기문화의 유입 면에서 선진적이기 때문

에 포상팔국을 대표하는 소국으로서 변한소국의 변천사와 그 성격을 보

여줄 수 있을 것이다.

사물국은 지명과 사천지역 발굴조사결과를 볼 때, 늑도유적에서 출발한 

정치집단으로 보인다. 우선 ‘史勿國’은 『三國遺事』 勿稽子 條에 처음 

나타나고, 『三國史記』 訥祗王 25년(441) 2월 條에 ‘史勿縣’으로, 『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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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史記』  우륵 12곡 가운데 ‘思勿’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경덕왕 대에 

泗水1)로, 고려 현종 대에 泗州가 되었다가 『世宗實錄地理志』에 泗川으

로 기록된다. ‘史’와 ‘泗’는 소가야가 ‘쇠’가야라는 뜻인 것처럼 ‘금속’을 

가리키는 ‘’2) 이고, 史勿의 ‘勿’은 ‘물’로 인식되었기에 ‘水’로 바꾼 것으

로 보인다.3) 물길을 통해 철기를 교역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쇠+물’이라

는 지명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4)

이 지역에서 쇠물이라는 이름에 가장 적합한 곳은 늑도유적이다. 늑도유

적에서는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한대 화폐와 제철유구가 발

견되었다. 늑도유적의 제철유구는 기원전 1세기경으로 편년된다. 늑도는 

460,000㎡ 정도의 작은 섬이지만 지형적·지리적 이점이 탁월했기에5) 교

역항으로 일찍 성장했고 철기문화를 우선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 이렇

게 ‘쇠+물’의 성격을 가진 곳이 늑도이고, 『三國遺事』의 포상팔국 시기

(3세기)에 해당하는 사천 지역 유적 중 가장 선진적이며 대규모라는 점에

서 이 지역이 초창기 사물국의 중심지로 추정된다.6) 

3세기의 기록인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서 나열된 변한의 12개 國에 

사물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변한 12국 가운데 포상팔국에 해당하는 곳은 

고성 지역으로 추정되는 弁辰古資彌凍國에 불과하므로 포상팔국의 나머

지 국들은 600~700家 규모의 소국에도 해당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규모

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弁辰古淳是國을 늑도 인근의 九羅梁과 관련되었

1) 조규태, 「지명의 한자어화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6호(2006), 147쪽. 
漢化政策의 일환으로 표기만 중국식 한자어로 바뀌었을 뿐, 지명의 어형 자체
는 변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정호완, 「삼한 시대 ‘濊’의 문화 투영」, 『한글』, 224호(1999), 164-165
쪽.

3) 김영일, 「어형 ‘믈〔水〕’의 형태변화와 비교」, 『語文學』, 95호(2007), 3
쪽. 水를 뜻하는 표기 형태로 신라지역에는 勿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三
國史記』에 德勿縣이 德水縣으로 바뀐 사례가 있다.

4)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5), 5~6쪽.

5) 주변에는 작은 섬들이 많아서 육지와 쉽게 연결될 수 있고 섬 주변으로 울돌
목 다음가는 급류가 흐르는데 그것을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는 
방어에 유리한 곳이었을 것이다. 통영∼여수 사이의 연안항로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이 곳을 지나가야 한다. 또한 정박하기에 유리한 지형이다.

6)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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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 연구도 있으나7) 확신할 수 없다.

현재 늑도유적의 하한을 2세기 중엽에서 3세기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시

기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8) 철기시대에 남해안 일대에는 

패총이 급격히 늘어나 3세기 대를 중심으로 패총이 형성되었고9) 성산패

총이나 동외동패총은 4세기 대 이후로도 편년되므로10) 늑도유적도 최소

한 3세기 대까지는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11) 이에 본 연구는 시간적

으로는 늑도유적이 축조되기 시작하는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포상팔국 전

쟁과 관련된 3·4세기가 중심이 될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늑도유적과 사천 

내륙 지역을 주요대상으로 삼는다.12) 

‘바다’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포상팔국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다. 바

다에서 살아온 이들이 정치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데에는 교역의 역할이 

있었다. 교역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서·남해안의 정치집단들이 성장하

고, 철기문화 유입 후 철을 교역품으로 삼아 무역경쟁에서 앞서가는 모습

을 Ⅰ장에서 다룰 것이다. Ⅱ장에서는 늑도집단의 형성과정과 이들의 성

격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려 한다. 한반도로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짐

작되는 이주의 가능성과 늑도유적의 독특한 양상을 통해 늑도집단이 이

7) 천관우, 「辰 · 弁韓諸國의 位置 試論」, 『백산학보』, 20호(1976), 232쪽.

8) 이창희, 「늑도유적 출토 외래계 유물 보고-늑도 Ⅲ기의 설정과 함께」, 『늑
도 패총과 분묘군』 (부산: 부산대학교박물관, 2004), 557쪽. 

9) 남해안 철기시대 패총의 형성 시기에 대해서는 최성락·김건수, 「철기시대 패
총의 형성 배경」, 『호남고고학보』, 15호(2002), 72쪽 참고.

10)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3』 (서울: 푸른역사, 2002), 233쪽. 김
태식은 늑도패총과 동외동패총의 하한을 기원후 4세기 무렵까지로 파악하였
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7371 (검색
일: 2017년 4월 25일) 최몽룡은 성산패총 하한을 400년경으로 파악하였다.

11)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24~25쪽.

12) 지명 변천을 근거로 현재 사천만 동쪽을 대상을 삼는다. 서쪽의 곤명면, 곤양
면, 서포면 지역은 일제 강점기에 하동군과 사천군에 분할 편입된 지역으로 
곤양은 삼한시기 軍彌國(弁軍彌國)으로 비정되고, 이후의 지명 변화를 살펴
보아도 사천만 동부와 분리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변한 소국 가운데 고성 
지역으로 비정되는 弁辰古資彌凍國과의 경계는 현재 사천시와 고성군의 경
계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천과 산지로 자연경계를 이루는 곳이기도 
하고 『三國史記』에 나오는 蚊火良縣, 尙善縣이 고성군 상리면, 영현면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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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늑도집단과 긴밀하게 연

결되어있었던 변한 소국에 대해 분석하려면 이들을 둘러싼 다중 네트워

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되는지, 

그 후로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를 Ⅲ장에서 살펴보고, 포상팔국 소멸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포상팔국 전쟁에 대해 Ⅳ장에서 다루어 보겠다. 포상

팔국이 전쟁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알아보고 전쟁 이후의 모습

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고에서는 특히 이주와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사물국이라는 소국의 성

립과 변천 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철기문화가 일찍 파급되었는데도 변한 소국이 고대국

가로 나아가지 못했던 원인을 해양성이라는 독특한 성격에서 찾아 볼 것

이다. 또한 고대 이주가 문화의 유입, 정치집단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영

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류와 이주에 방점을 

두고 사물국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는 본 연구가 변한 소국들의 변천사에 

미치는 내적, 외적 요인을 밝혀냄으로써 가야사 연구에 일조하기를 기대

한다. 

Ⅱ. 교역네트워크의 형성과 철기문화의 유입

한반도와 중국, 일본은 하나의 바다로 연결되어있었기에 고대부터 문화

적으로 긴밀하였고 정치·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

었다. 이런 특수한 관계 때문에 한·중·일을 하나의 세계로 인식하여 ‘동아

지중해’,13) ‘동아시아세계체제’, ‘환동아시아무역권’14)과 같은 용어로 설

명하기도 한다. 

13) 윤명철, 「동아시아의 해양공간에 관한 재인식과 활용」, 『동아시아의 공간
관』, (서울: 경인문화사, 2007), 51쪽. 동아시아는 이른바 ‘多國間地中海海’
의 형태로 대륙적 성격과 해양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성이라는 지중해 
문화의 특성을 가졌기에 ‘동아지중해’ 모델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14) 윤재운, 『한국 고대무역사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06), 11쪽. 이병로
는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해상세력이 신라·당·일본을 
포함한 하나의 무역권이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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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原에서 한반도 북부로 

연결되는 루트는 일찍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前漢 시기에 〔燕 

- 발해만-요동반도-

압록강이나 대동강〕으로 

이어지는 해안루트나 

〔燕-遼河-서안평-왕검성〕

으로 이어지는 내륙루트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15)

또한 粘土帶土器人들이 해안

과 근해를 연결하여 원거리 교

역네트워크를 개척했다는 견

해가 있다.16) 이렇게 보자면 기

    <그림1> 기원전후 동아지중해 교역권17)    원전 3세기경에 이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연안항로가 형성

                                                           되었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秦이 대외무역에 크게 관심을 기울여 진시황이 교역망 확충을 위

해 노력했고, 남해와 제주 지역에서 진시황이 보낸 서복이 지나갔다는 전

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 견해는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인다. 

기원전 1세기∼기원후 2세기 전반,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이용된 대외교

류 루트는 크게 내륙루트와 해안루트가 있었다.18) 내륙루트는 남한강-죽

령-낙동강상류-중류-금호강-경주-울산으로 이어지는 교역로이며 해안

15) 김창석, 『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
원, 2013), 61쪽.

16) 이성주, 「남해안 지역에서 출토된 왜계유물」, 『고대 동아세아와 삼한·삼국
의 교섭』, 복천박물관 제6회 학술세미나 (2002년 10월 11일), 69-70쪽.

17) 윤명철, 『한국해양사』 (서울: 학연문화사, 1988), 74쪽.

18) 해안루트에 관한 설명은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13쪽을 참고하
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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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는 대동강에서 한강하구를 통과해 서해안을 따라 남해안과 일본열로

도 연결되는 연안항로로 거점지역은 서해와 남해가 교차하는 지역인 거

문도와 해남 군곡리, 남해안의 사천 늑도, 남해안 동부의 고 김해만 양동

리와 회현동 패총, 그리고 일본의 이키(壹崎)와 큐슈(九州) 지역이다.19) 

하지만 내륙루트는 그 지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길을 찾기

에는 복잡하며, 무거운 물건의 이동에는 적합지 않았을 것이므로 해안루

트가 많이 이용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루트를 통해 변진한 소국들은 한

군현, 왜와 교역을 하였는데 당시 교역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

되어 있다. 

1) (樂浪·帶方)郡으로부터 倭에 이르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군에

서 해안을 따라 가다가 韓國을 거쳐 다시 남쪽과 동쪽으로 잠시 가

다보면 그 북쪽해안에 있는 狗耶 韓國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거리가 7천리이다. 여기에서 처음 바다를 건너 1천여 리 가면 대마

도에 이르게 된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 倭人條)

낙랑·대방-서해-남해-구야국(김해)-대마도로 연결되는 경로와 거리가 

정확하게 기록에 남은 것으로 보아 이 해안루트는 3세기에도 활발히 이

용되었던 것이고 당시 구야국이 교역의 거점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이 교역로가 실제로 사용되었음은 고고학적 출토 자료를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다. 한반도 중부 이남 漢代 화폐의 출토 양상은 해안과 하천을 

통한 교역망의 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화폐의 출토지는 해안가로부터 시

작하여, 하천을 따라 내륙으로 유입되는 양상을 보인다.20) 연안항로를 통

해 원거리 무역이 이루어졌고 무역을 통해 유입된 화폐가 내륙으로 유통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삼각형점토대

토기가 서해안 연안에서도 다수 발견되는 것은 매우 빈번한 교류가 있었

19) 홍보식, 「외래계 유물로 본 금관가야의 국제교류와 사회구조」, 『금관가야
의 국제교류와 외래계유물』, 제20회 가야사 국제학술대회 (2014년 4월 11
일-12일), 160쪽.

20) 박선미, 「한반도 출토 한 대 화폐와 그 의미」, 『선사와 고대』, 28호
(2008), 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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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입증한다.21) 

희귀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 곳까지 교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의 造船기술이나 항해술을 감안하면 단거리로 이동과 정박을 반복하는 

연안항해 형태로 이동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안항로 상에 있는 집단

들과의 접촉은 불가피했고 이러한 접촉은 정치집단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교역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항로상에 있는 여러 집단이 ‘교환의 

연쇄’22)를 형성하며 교역로의 성격이 강화되었을 것이다. 또한 교역항을 

가진 집단들과 교역항 배후에 있는 집단들 사이에도 교환이 일어나 내륙

으로 향하면서 복잡하게 연결되는 틀이 만들어진다. 즉, 연안항로를 따라 

교역로가 만들어지고 그 교역로를 통해 정치집단이 성장하며 이들 사이

에 긴밀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교역 활동에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갔을 것이다.

이러한 교역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다름 아닌 철

이었다. 

2) 나라에서 철이 생산되는데, 한, 예, 왜인들이 모두 와서 사간다. 

시장에서 모든 매매는 철로 이루어져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

과 같다. 또 (낙랑, 대방)두 군에도 공급하였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 

변한에서 생산된 철을 낙랑군, 대방군, 마한, 진한, 예, 왜가 수입해갔다

는 내용이다. 철이 돈처럼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규격을 가진 형태

가 아니었을까 짐작해볼 수 있다. ‘모든 매매’에서 철이 사용되었다고 하

니 상당히 많은 양이 유통되었을 것이고, 변한의 철 생산과 수출이 대규

모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앞서 제시한 교역로 상에 늑도

가 위치하며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이른 시기부터 철기 제작이 이루어졌

다는 점에서 당시 늑도집단이 철기 교역에서 앞서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21) 이재현, 「금관가야의 성장과 대외교역-교역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
야의 해상세력』, 제11회 가야사학슬회의 (2005년 4월 22일), 72쪽.

22) 김창석, 『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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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철기문화의 유입은 한반도 북부지역의 잦은 분쟁으로 인한 남으

로의 망명과 이주가 큰 영향을 미쳤다.23) 기원전 300년 경 전국계 철기가 

유입되고 한사군 설치 이후 한강과 낙동강, 금강 유역 등 남부지방으로 2

차 파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기존의 일반적인 견해였다.24) 기원 전 108

년 고조선이 무너지면서 右渠王을 따라 나온 고조선 유민들이 이천여 호

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는데 한반도 남부 철기문화의 유입이 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와 철

기 문화가 함께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계기를 기원전 

194년 고조선 준왕의 남하와 유민의 이주로 설명하기도 한다.

새로운 물질문화의 출현은 여러 해석을 낳기 마련이다. 다른 지역의 문화

가 전파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직접적인 이주가 있었을 것인지는 고고

학적으로 해결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특정 지역의 전통적 규범-재

지문화-에서 벗어난 물질자료”25)를 이주의 물질자료로 설정하려는 시도

가 있지만 자체적인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

기도 어렵고 유입의 경로를 확실히 단정 짓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문제

는 문헌에 남아있는 기록과 물질문화의 출현을 단선적으로 연결시켜 보

는 경우이다. 앞서 철기문화의 한반도 남부지역 유입에 대해 고조선 유민

들의 이주로 파악하였지만 문화의 전파를 자민족의 유입으로만 설명한

다면 무리한 자민족중심주의적 해석이 될 여지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26) 

영남지방의 철기문화 또한 고조선의 멸망 이후 낙랑군이 설치되면서 고

23) 이건무, 「사천 늑도 유적에 대하여」, 『늑도와 하루노쓰지를 통해 본 동아
시아 교류의 양상』 <국제무역항 늑도와 하루노쓰지> 연계 학술심포지움 
(2016년 8월 27일), 11쪽.

24) 김양훈, 「삼한시대 변한권역 철기생산의 추이」, 『역사와 세계』, 44호
(2013), 180쪽.

25) 홍보식, 「신라·가야의 이주자료와 이주유형」, 『이주의 고고학』, 34회 한
국고고학전국대회 (2010년 11월 5-6일), 129쪽.

26) 이성주, 「청동기시대 동아시아 세계체제와 한반도의 문화변동」, 『한국상
고사학보』, 23호(1996),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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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유민들이 유입된 결과라는 견해27)도 있지만 이미 낙랑군 설치 이전

에 유입되었다는 연구28)도 상당히 많이 진전된 상태이다. 기록대로 대규

모의 이주가 있었다면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바닷길

을 따라 이루어진 교류의 흔적이 그 이전부터 나타나는 만큼 문화의 전파

가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대체로 낙랑 

설치 이전에 서북한계 문화가 영남지방에 도달하였다는 것이 최근 연구

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는데29) 고조선 유민 유입은 문화 전

파의 과정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늑도에서는 용해유구와 단야유구가 발견되어 단야 작업을 통해 철기를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남부에서는 鑄造보다 鍛造 기술을 이용한 

제철 작업이 먼저 이루어졌는데 단조 공정을 통해 철기를 제작하기 위해

서는 중간 소재 형태의 정선된 철소재가 공급되어야 한다. 단야 소재를 

생산하는 곳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원거리 교역을 통해서만 입수할 수 있

었을 것이며 장거리 교역을 통해 유통되는 교역품이라는 면에서 단야 유

적이 대체로 바다나 하천을 끼고 있는 것은 수운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점은 중요한 지적이다.30)

Ⅲ. 이주와 교역을 통한 사물국의 형성

한반도 서해, 남해를 거쳐 가는 연안항로가 형성되면서 이 지역에 정치집

단들이 성장하게 된다. 변한 소국 가운데 浦上八國은 이 연안항로 상에서 

교역을 통해 성장한 집단들로 파악된다. 포상팔국은 3세기 경 김해 혹은 

함안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소국들을 이야기하며 전쟁에서 패한 이후 

27) 이남규, 「한반도 초기철기문화의 유입양상」, 『한국상보사학보』, 36호
(2002).

28) 송계현, 「영남지역 초기철기문화의 수용과 전개」, 『영남지방의 초기철기
문화』, 제11회 영남고고학보 학술발표대회 (2002년 4월 13일).

29) 최호현, 류위남, 「한·중 철기 연구 현황」, 『2011 Asia Archaeology』, 국
립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대회 (2011년 10월 21일), 59쪽.

30) 김권일, 「제철유적 발굴조사법」,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 4』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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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되었거나 세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포상팔국의 위치 비정

은 <표 1>과 같다.31)

<표 1> 포상팔국에 대한 제 연구자들의 위치 비정32)

연구자

 국명
『삼국유사』 김정호 정약용 이병도 김정학 백승충 三品彰英 남재우

골  포 합  포 창  원 창  원 창  원 창  원 함  안 마산 창 원

칠  포 흥해(?) 칠  원 칠  원 칠  원 칠  원 칠원 칠 원

고사포 경  산 고  성 고  성 고  성 진  해 고성 고 성

고자국 고  성 고  성 고  성 고  성 고  성 고성 고 성

사물국 사  주 사  천  사  천 사  천 사  천 사천 사 천

보라국 나  주     
고성 

부근(?)

포상팔국은 함께 전쟁을 수행할 정도로,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것으

로 보인다. 포상팔국 중 가장 선진적인 출발을 보인 사물국은 늑도를 중

심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33) 늑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

했을까? 늑도유적이 축조된 것은 원형점토대토기 시기부터이며 중심시

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 시기로 보아 이 시기를 ‘늑도기’라고 부르기도 한

다. 한반도에서 점토대토기문화가 등장한 것은 주민이주의 결과로 보고 

있다.34) 청동기시대 후기에 이르러 늑도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

고, 교역과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철기 제작으로 전성기를 맞는다. 늑도

에서는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철기 제작이 시작되어 그 배경에는 철기 

제작 기술자들의 이주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짐작해본다. 즉, 

늑도유적의 축조에는 여러 지역을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

주활동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단, 여기서 이주란 영구적으로 한 

지역으로 옮겨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의든 타의든 여러 이유로 원래 살

31) 보라국의 경우 나주로 보기도 하지만 소수 의견이며 포상팔국은 서부 경남에
서 창원시 정도의 범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32) 남재우, 『안라국사』 (서울: 혜안, 2003), 113쪽.

33)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15쪽. 사물국 집단이 내륙으로 이동하기 
전, 늑도에 살던 이들을 늑도집단이라고 지칭하겠다.

34) 박순발, 「우리나라 초기철기문화의 전개과정에 대한 약간의 고찰」, 『고고
미술사론』, 3집(1993); 박진일, 「원형점토대토기문화연구-호서 및 호남지
방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12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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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곳을 떠나 장기간 체류하는 형태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삼한과 

관련된 이주에 대한 기록은 적지 않다. 

3) 桓帝, 靈帝 말기에는 한과 예과 강성하여 군, 현에서 제대로 통

제하지 못하였다. 많은 백성들이 韓으로 도망하여 유입되었다. 『

後漢書』 東夷列傳 韓條

4) 燕·齊·趙나라 사람들이 난을 피하여 朝鮮 땅으로 들어오니, 수만

이나 되었다. 『三國志』 魏書東夷傳 濊條

5) 앞서 중국 사람들 중에 秦나라가 일으킨 난리로 고생하다 동쪽

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 대부분이 마한 동쪽에서 진한 사

람들과 섞여 살았다. 『三國史記』 第1券 新羅本紀 始祖赫居世居

西干條

6) 魏滿이 조선을 공격하자, 조선의 왕인 準은 궁중 사람들과 좌우

의 측근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가 韓의 땅에 이르

러 나라를 열고 馬韓이라 하였다.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 第一

7) 魏略에, 처음 右渠가 깨어지지 않았을 때 朝鮮相 歷谿卿이 간

하였지만, 右渠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쪽의 辰國으로 가니 이때

에  그를 따라 나온 백성이 이천여 호나 되었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

8) 옛날 秦의 사역을 피하여 망명인들이 韓國에 왔다. 馬韓이 그 동

쪽 땅을 나누어 주었다.  『三國志』 魏書東夷傳 辰韓條

3)은 한군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탈했다는 기록이고, 6), 7)의 경우 

고조선의 유민들이 유입된 기사이지만 4), 5), 8)의 경우는 중국 본토의 

백성들이 이탈했다는 내용이다. 이주의 원인이 다양한 것으로 보아 여러 

시기에 여러 곳의 사람들이 이주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에 

남은 것은 두드러지게 큰 사건일 확률이 높고, 부족한 사료를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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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주는 훨씬 빈번하게 발생했을 것이다. 특히 교통이 편리하고 기

술자 집단·상인 집단·뱃사람35) 등 외지인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교역로 상

에 있는 지역일 경우 이주의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지 않았을까 추

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늑도에 철기제작이 시작된 것도 철기집단의 이주에 의한 것

일 가능성이 있다. 그 근거로 첫째, 늑도집단의 성격이 재지집단과 다르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늑도유적의 중심시기는 고고학적으로 보면 서부경

남 일대에 유적이 빈약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기에 

늑도집단이 번성한다는 것은 생계의 기반이 인근 지역과는 달랐다는 의

미이다. 늑도유적은 교역 중심지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사천 내륙의 대표

적인 청동기시대 후기 유적인 이금동유적과 방지리유적에서는 水稻作과 

깊이 관련되는 송국리 문화의 흔적이 많이 나타난다. 또한 사천 내륙지역

에 유적 축적이 빈약한 이유로 청동기시대 말 기후 변화에 따른 대범람으

로 인한 농경지 유실을 드는 견해처럼, 이 지역은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이 위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 시기에 나타나는 

사천 지역의 일부 유적이 점토대토기문화 집단의 이주를 통해 축조된 것

으로 보고 있어 필자의 의견을 뒷받침 해준다.36) 즉, 늑도집단은 재지집

단과 별개의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고급 기술의 유출이라는 측면에서도 기술자 집단의 이동 가능

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히타이트 제국의 야금술이 오랜 시간 비밀로 유

지되다가 제국이 붕괴되면서 철을 다루는 사람들이 흩어지며 기술이 확

산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고급 기술의 유출을 막는 것은 기술자 집단에

게도, 더 나아가 국가에게도 중요한 일이었다.37) 서기 전 119년 漢에서는 

염철전매제를 실시하여 철의 생산과 유통을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였다. 

35) Fernand Braudel,  강주헌 역, 『지중해의 기억』 (서울: 한길사, 2012), 213
쪽. 지중해에서는 뱃사람을 구하기 힘들어 외국에서 모집했다. 

36) 김재현, 「선사·고대 남강의 홍수 범람에 따른 사회변화」, 창원대학교 석사
논문(2014), 33-34쪽.

37) Mircea Eliade, 이재실 역, 『대장장이와 연금술사』 (파주: 문학동네, 1999), 
91쪽. 금속세공사는 세계 도처에서 독자적인 집단을 형성하여 가족들에게만 
은밀하게 기술이 전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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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풍납토성에서 주조·단조 관련 유물만 출토된 것을 제철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철 소재를 운반해와 작업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38) 현대

에도 산업기술의 유출이 극히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것처럼 고대 공인들

에게 기술이란 자신을 지키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기술의 이전은 자

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던 것이다.39)

세 번째로 수로왕 신화나 석탈해 신화를 통해서 제철기술자의 이동을 짐

작할 수 있다. 수로는 金이라는 성을 가진 것에서 보듯 선진철기문화를 보

유한 집단으로 해석되고, 석탈해는 자신이 冶匠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9) 官에서 말하기를 “이것이 너의 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

는가?” 하니 “나는 원래 冶匠이었는데, 잠시 이웃 마을에 나가 있

는 동안 다른 사람이 빼앗아 살고 있으니, 땅을 파서 조사해봅시

다.” 라고 하였다. 땅을 파보니 과연 숫돌과 숯이 나왔으므로 그 집

을 빼앗아 살게 되었다. (『三國遺事』 卷一 紀異2 第四脫解王 條) 

  

숫돌과 숯은 철기 제작에 있어 필수적인 것들이고, 본인이 야장이라고 이

야기하는 것을 통해 탈해가 철기문화를 보유한 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다. 탈해는 결국 유리왕의 아들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른다. 그가 가진 선

진철기문화는 기득권 세력으로 단숨에 오를 수 있는 정도로 대단한 것이

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수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이며, 탈해는 바다

에서 나타난 존재이지만 둘 다 기존 세력이 아닌 외부에서 온 세력이며 

철기문화를 보유한 자들이었다. 두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외부세력이 철

기를 가지고 등장한다는 점에서 철기집단의 이동성이 드러난다. 고대 중

동에서 떠돌이 대장장이와 금속공예가들이 활동했던 것처럼 철기집단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움직였고, 이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밖에도 늑도유적의 제철유적이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해

38) 김양훈, 「한성백제기 제철수공업과 관리」, 『지역과 역사』, 27호(2010), 
178-179쪽.

39) 김도영, 「동북아시아 철기문화의 전개와 限冶供鐵 정책」, 『한국고고학
보』, 94호(2015),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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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면서도 당시 앞선 기술을 보유했던 중국이나 한반도 북부지역과는 

상당히 원거리라는 점, 철기 제작에는 까다로운 공정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기술이 전파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술자가 이동한 것

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다. 

늑도유적에 이주민의 유입이 있었음은 유물·유구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늑도유적에서는 남해안 재지문화와 다른 주거지 형태가 나타

나고, 한반도 여러 지역의 재지계 토기와 야요이식 토기· 낙랑계 토기, 한

경을 비롯한 동전, 동촉 등 한식계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중국 남부지

역과 관련된 상감관옥, 일본 동부지역과 관련된 관형 토기, 남중국이나 沖

繩에서 채집되는 子安貝 등도 발견되었다. 

물론 외래계 유물의 출토를 곧 이주민의 존재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

지만, 늑도유적에서 출토된 고인골과 유구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이주의 가

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동남아계·중국남부지역人에 가까운 고인골이 

출토되었고40), 風習的 拔齒의 흔적이 있는 인골을 통해서 일본 山陰∼西

北九州 일대와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41) 특히 왜인들이 늑도에 상

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야요이人들이 늑도

로 이주하여 일종의 Japanese town을 형성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42) 

더 나아가 야요이人 집단이 같은 일원으로서 해상활동에 활용되었을 가

능성,43) 철기 생산지에 왜로부터 수입된 生口가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44) 그 외에도 2개의 다른 계통이 시차를 두고 거주했을 것이라고 보

고 중계무역을 담당한 상시 거주 주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파악한 견해도 

40) 서민석, 이규식, 「경산 임당동 및 사천 늑도 인골의 유전자 분석」, 『보존과
학연구』, 25권, 1호(2004), 68쪽. 

41) 김진정, 「늑도 유적매장 인골의 연구」, 『늑도유적을 통해 본 한·중·일 고대
문화 교류』, 3도성현 한·중·일 고대사 심포지움 (2001년 10월 16일-17일), 
270쪽.

42) 이창희, 「늑도교역론」, 『영남고고학』, 73호(2015), 18쪽.

43) 이건무, 「사천 늑도 유적에 대하여」, 19쪽.

44) 신경철, 「삼국시대의 한반도남부와 북부구주의 상호교류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韓國民族文化』, 16호(2000), 35∼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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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5) 늑도유적은 “단순한 ‘도래’라고 하는 테두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복잡한 양상”46)을 보이는 것이다. 늑도는 당시 교역의 거점답게 여

러 지역에서 사람들과 문화가 유입되어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곳인 만큼 

이방인들이 머물면서 노동자, 브로커, 외교담당자 등이 장기체류하며 고

유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47)  

그렇다면 늑도유적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었을까? 그 성격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다. 상공업전문 취락이라는 견해,48) 항해를 하는 사람들

이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제의를 행하고 항해물품을 공급·교환하는 곳으

로 파악한 견해,49) 중간 기착지 수준이 아니라 해상교역을 주도한 세력으

로 보아 사물국의 중심지로 보는 견해,50) 큰 세력에 속한 전진기지로 대

외물자 교역의 창구 역할을 했거나 주변 여러 도서와 함께 일대의 교역권

을 장악하던 곳이라는 견해51) 등이 있다. 

하지만 늑도유적의 성격을 한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다. 늑도에서 철기

를 제작한 흔적이 있고 상당량이 출토된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통해 면포 

생산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52) 복골이나 어로구도 늑도의 규모에 비해 

많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원료를 입수하기 힘든 작은 섬에서 이런 물

품들을 많이 제작한 것은 교역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벼루로 추정되는 석제품과 削刀, 저울추 등은 해상교역망을 통한 상업적 

45) 김무중, 「낙랑에서 삼한으로」, 『이주의 고고학』, 제34회 한국고고학전국
대회 (2010년 11월 5-6일), 83쪽.

46) 김진정, 「늑도유적 매장인골의 연구」, 272쪽.

47) 이창희, 「늑도의 대외교섭」, 『늑도와 하루노쓰지를 통해 본 동아시아 교류
의 양상』 <국제무역항 늑도와 하루노쓰지> 연계 학술심포지엄 (2016년 8월 
27일), 230쪽.

48) 최종규, 「늑도유적의 구조」, 『늑도패총 Ⅴ』 (진주: 경남고고학연구소, 
2006).

49) 이재현, 「원삼국시대 남해안 해상교류시스템」, 『대구사학』, 91집(2008), 
14쪽.

50) 이동주, 「사천 늑도유적 C지구의 조사성과」, 『영남고고학 20년 발자취』, 
영남고고학회 창립2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04년 4월 2일-3일), 142쪽.

51) 이건무, 「사천 늑도 유적에 대하여」, 15쪽.

52) 국립진주박물관, 『국제무역항 늑도와 하루노쓰지』 (진주: 국립진주박물관, 
2016), 166쪽. 이창희, 「늑도의 대외교섭」,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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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활발히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또한 이곳은 연안항해의 중

간에 머무르는 장소로서 항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

공받는 곳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원거리 항해를 해야 하는 뱃사람들이 많

이 머무는 곳에서 바닷길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

상한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늑도의 공간적 특징은 상공업전문취락, 중간 기착지, 제의 공

간 등의 요소가 독립적, 개별적으로 나타났다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구성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늑도라는 공간의 특징 속에서 사람들의 활동이 결

정되었을 것이다. 늑도가 시기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해왔고 상공업적인 

성격이 강하며 이주민이 존재했을 것53)이라는 견해에 동의한다. 늑도유

적은 지정학적 위치상 상업적 거래의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늑도유적의 

축조 기간 내내 이어졌을 것이고 늑도집단이 거래의 주체가 되기도 하였

을 것이다. 또한 늑도유적의 중심시기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성격은 철

기를 중심으로 한 교역품의 제작과 교역활동이었을 것이다. 즉 늑도는 교

역을 위한 상품을 제작·판매하고 교역을 통해 입수한 물품을 내륙의 집단

들과 거래하며 생필품과 원재료를 입수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상공업 활

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늑도집단은 교역활동의 공간인 바닷길을 통해 특히 포상팔국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늑도집단이 구성한 네

트워크의 성격은 무엇이고 이것이 늑도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

펴보자.

Ⅳ. 사물국의 다중 네트워크와 해양성

연안항로가 구축되기 이전부터 이 지역의 정치집단들 사이에는 네트워크

가 형성되어 있었다. 서해와 남해의 정치집단들은 지중해 연안의 해양폴

리스와 유사한 일종의 “나루국가”라고 할 수 있다.54) “외부세력과의 접

촉이 용이한 개방상태”55)로 정보를 습득하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성

53) 같은 논문, 230쪽.

54) 윤명철, 『바닷길은 문화의 고속도로였다』 (서울: 사계절,2000), 173쪽.

55) 윤재운, 『한국 고대무역사 연구』,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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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특히 多島海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개발되는데, 일상생활, 어

로활동을 통해 구축되어있던 원래의 네트워크 위에 연안항로가 형성되며 

교역활동을 위한 네트워크가 중첩되는 형태를 그리게 된다. 이들 사이에 

연쇄적인 교역활동이 일어나고 대단위의 네트워크로 발전하게 되어 다도

해는 역동적 생산 및 교역활동의 중심지가 된다.56) 

늑도 또한 주변의 섬이나 항구와 연결되는 근거리 네트워크가 필수적이

었다. 늑도가 그 곳에 머무는 인구수에 비해 매우 작은 섬이었기 때문이

다.57) 늑도는 식수가 풍부하기는 했지만 가경지가 극히 적어 곡물의 충

당이 어려웠음은 물론 기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기 힘든 곳이었

다. 특히 목탄의 경우 이동거리가 멀면 탄소 입자의 균열이 발생하여 품

질에 문제가 생기므로 반드시 인근 취락에서 확보해야 했고 곡물,58) 복골

용 사슴 뼈와 같은 것들은 근거리에 있는 취락들에서 입수하는 것이 안

정적이다.59)

그렇다면 늑도에서 필요한 물자를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입수하여 늑도집단과 접촉한 집단들이 있었을 것이

다. 사천 내륙60)의 방지리61) 점토대토기집단이 재지집단과의 네트워크 속

에서 물품을 입수하여 늑도집단에 공급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견해가 있

56) 이경엽, 「다도해의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문화적 네트워크」, 『도서문화』, 
39호(2012), 154쪽.

57) 늑도유적에는 주거지의 밀도가 높고 매우 중첩된 형태로 나타난다. 

58) 이현혜, 「철기보급과 청치세력의 성장」, 『가야제국의 철』 (서울: 신서원, 
1995), 14쪽. 『삼국지』 동이전 왜인조의 ‘배를 타고 남북으로 市糴했다’는 
구절을 통해 왜가 곡물을 교역품으로 삼았을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대마도·壹
崎島 주민들이 변진한의 철을 사들여 일본 열도의 쌀과 다시 교역을 함으로써 
중간교역의 이익을 남기며 부족한 곡물을 충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59)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14~15쪽.

60) ‘내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이글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천만 동부
지역은 서·남쪽이 해안으로 둘러싸여 있고 山地라고 할 수 있는 와룡산 정상
에서 해안까지 가장 먼 거리도 8k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천만 동부지역 
전체가 사실상 해항도시이다. 여기서는 늑도집단과의 구분을 위해 ‘내륙’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61) 방지리유적에서는 고대 중요한 교역품이었던 소금을 생산한 흔적이 있다. 또
한 늑도식의 고래 시설, 야요이식 토기 등이 나타나 늑도집단과 활발한 교류
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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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2) 이금동유적, 방지리유적에서 늑도와 교류했던 흔적이 남아있어 이

들이 늑도집단과 접촉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을 통해서 늑도집단이 내

륙 집단들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시켜 나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사물국을 사천 지역으로 비정하는 문헌적 근거가 분명하

므로 포상팔국 전쟁 시기에 늑도집단이 사천 내륙의 집단과 연합했거나, 

아니면 내륙으로 세력을 확장하거나 중심지를 이동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한편, 사물국의 중심지가 사천 내륙에 있었고 늑도는 해상거점

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해상무역에서 소

외되면서 해상거점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섬을 버린 것이라

고 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늑도유적이 갖는 특수성에 주목하여 사물국

이 늑도에서 시작되었다가 내륙으로 이동한 정치집단으로 보고 있다.63)

앞서 늑도집단을 사물국으로 비정하였지만, 늑도집단이 ‘國’의 단계에 이

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늑도의 규모 면에서도 그러하고, 늑도유적

의 분묘나 부장품에서 계급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동검

이 출토된 주거지나 무덤에서도 마찬가지이다.64) 포상팔국 전쟁과 비슷

한 시기에 서술된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서 말하는 변한 12國에도 포

함되지 않으므로 당시 사물국은 小國 보다도 작은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

되며, 포상팔국 가운데 고자국 정도만 변한 12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포상팔국을 國으로 표현한 것은 신라 중심의 역사 서술 때문이 아니었을

까 생각해볼 여지도 있다.65) “신라가 주변의 정치집단들을 복속하는 과정

에서 군에 속하는 현으로 대치된 세력들이 이 같은 소국에 해당하리라 추

측된다”66)는 견해를 참고하면 신라에 복속되는 6세기 경 사물국은 『三

62) 고은별, 「경남서부지역 점토대토기문화 생계경제 연구」, 『한국고고학
보』, 82호(2012), 77쪽.

63)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 성과 안에서 늑도유적이 갖는 특수성에 기반하여 추
정하는 것이고, 주지하다시피 사료와 발굴자료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
로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해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64) 이재현, 「원삼국시대 남해안 해상교류시스템」, 4쪽.

65) 사물국이 신라에 복속되기 전인 訥祗⿇⽴⼲ 25년에 史勿縣에서 꼬리가 긴 흰 
꿩(長尾白雉)을 바쳤다는 『三國史記』의 기록도 신라 중심의 과장된 서술이
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66) 남재우, 「칠포국의 형성과 변천」, 『한국상고사학보』, 61호(2008), 
75-76쪽.



23

변한 소국의 해양성과 이주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國志』에 나타나는 진·변한의 소국 정도의 규모였을 것이다.67)

포상팔국 기사에서 다른 소국들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시기에는 늑도집단이 일종의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였을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늑도집단 단독으로 전쟁에 참여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다면 

사천 내륙의 재지 집단과 연합하여 전쟁에 참여했을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에 늑도집단과 접촉했던 방지리유적은 기원전후, 이금동유

적은 그보다 이른 시기에 축조가 중단된다는 점에서 3세기 경에 늑도집

단과 관련 맺었을 가능성은 낮다. 방지리유적과 인접하고 늑도유적과 시

기도 상당히 겹치는 월성리 유적에서는 다뉴세문경이 발견되어 정치집단

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출토 유물이 매우 빈약하여 늑도유적과의 

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청동기시대 사천만 동부지역은 지석묘 집

단이 상당수 분포했던 것으로 보이고 삼한시기 농경의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남해안의 네트워크를 통해 늑도집단과 접촉한 집단들이 다수 있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포상팔국은 유기적·다중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무

엇보다 이 네트워크는 바다라는 공간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해양

민의 삶은 육지에서의 삶과 어떻게 다를까? 기본적으로 육지의 삶이 농

경에 기반한 ‘정주성’을 보인다면, 해양의 삶은 “이동성과 유동성”68)을 특

징으로 한다. 바다는 변화무쌍하며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언제나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같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술과 경험이 공유되고 소규모로 

비조직적인 활동이 주로 이루어진다.69) 말하자면 바다는 단독으로 소유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바다는 함께 이용하는 곳이어야 하며 그러

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중요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적 이

동을 통해 모두가 이용하면서 또한 각각이 중심이 되는 다원성을 지향”70)

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즉, 바다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집단들 사이에는 생

업을 위한 기존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고, 원거리 교역로로서의 기

67)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16쪽.

68) 안미정,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해양세계의 문화적 의의와 특성」, 『해항도
시교섭학』, 3호(2010), 185쪽.

69) 윤명철, 「해양사관으로 본 한국 고대사의 발전과 종언」, 『한국사연구』, 
123호(2003), 178-179쪽.

70) 안미정,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해양세계의 문화적 의의와 특성」,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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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추가되면서 네트워크가 더욱 촘촘하게 형성되고 연대감이 더욱 강

하게 형성되었을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정도로 활발한 교류를 했음에도 이들

은 왜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것일까? 특히 이들은 일찍부터 철기를 

교역하였고, 주지하다시피 철기문화는 고대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닌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의 국가단위로 통합되지 못했

다. 여러 원인이 작용했겠지만, 바다를 통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

는 해양적 성격 자체가 도리어 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리

라 본다.  

먼저, 고대 원거리 교역에서 교역항은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

다는 주장을 통해 그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고대에 중립적인 교역장이 

방문자들을 안심시켜 적극적인 교역활동을 이끌어내며,71) 같은 이유로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곳에 교역장이 발달했다는 것이다.72) “정치적 중

립, 공급 보증, 이방인들의 재산 및 생명 보호는 교역이 시작되기 전에 보

장”73)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당시의 원거리 교역은 항해 자

체가 가진 위험에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었다. 그런 위험의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것은 그 교역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역로 전체, 그리고 교역항들

과 연결된 네트워크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장거리 무역

은 지역 간의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발달하고,74) 무역에는 다른 민족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였던 것이다.75)

그래서 사물국을 비롯한 포상팔국은 이런 공존과 협력을 위해 중립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한껏 활용했다. 이는 고대 집권국가가 대외교섭과 교역

의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통제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과 대

비된다. 영토의식의 부여를 통한 소국 간의 통합과정에는 분쟁이 필연적

71) Karl Polanyi, 이종욱 역,『초기제국에 있어서의 교역과 시장』(서울: 민음
사, 1994), 84쪽.

72) 같은 책, 162쪽.

73) 같은 책, 85쪽.

74) Fernand Braudel, 『지중해의 기억』, 190쪽.

75) 같은 책, 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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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그보다는 네트워크의 지탱, 곧 중립성 유지는 자신의 집단에 더

욱 이득이 된다는 인식이 공고하였을 것이다. 교역망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18세기 후반 아로族이 친족 간의 교역망을 고수하는 것76)이나 동

남아시아 바자우(Bajau)族이 혈맹으로 맺어진 특정한 무역망을 고수하

는 것도 유사한 예로 볼 수 있다.77) 이처럼 중립성 유지는 네트워크를 확

고히 하는 데 기여한 동시에, 한편으로 하나의 국가로 나아가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했다. 

두 번째로 가야의 각국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원인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형조건으로 인한 각 국 사이의 힘의 균형 때문이라는 견해를 고려

할 수 있다.78) 영남지역에 분포한 다수의 독립분지에 정치집단들이 자리

를 잡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상 유지가 가능했고, 지형적 특성이 정치집

단의 성장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79) 마찬가지로 포상팔국 역

시 입지조건과 성장 과정이 유사하고 ‘기술과 경험의 공유’를 통해 큰 차

이 없이 성장한 점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영역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는 가야가 교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때문에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80) 다만, 철기를 농업이나 영토 확장에 이용하지 않고 교역품으로 인

식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포상팔국의 경우, 그 바탕에 해양민의 특성인 

영역에 대한 인식 결여가 전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농경사회에서

는 영역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바다에서 영역은 상대

적으로 훨씬 더 불분명하며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섬들은 영역으

로써 서로를 표현하기 보다는 해역의 다른 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함으

76) 안미정,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해양세계의 문화적 의의와 특성」, 208쪽.

77) Philip D. Curtin, 김병순 역, 『경제인류학으로 본 세계 무역의 역사』 (서울: 
모티브북, 2007), 94쪽. 

78) 남재우, 『가야, 그리고 사람들』(서울: 선인, 2011), 75쪽.

79) 이성주, 「신라·가야사회의 정치·경제적 기원과 성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1998)

80) 남재우, 『가야, 그리고 사람들』,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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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스스로를 유지했다.”81) 따라서 내륙은 농경지를 차지하기 위한 영토

분쟁이 빈번한 반면, 해양은 바다를 공유하는 것이 유리했기에 영토 확장

을 위한 노력이 불필요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물국을 비롯한 포상팔국은 중립성 유지 전략과 포상팔국 

간의 힘의 균형, 영역에 대한 미약한 인식 등으로  고대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해양민으로서의 생존 전략과 

사고방식, 그들이 자리 잡은 지리적 특성 같은 해양성이 근본적으로 작용

했음을 알 수 있다.

Ⅴ. 전쟁과 사물국의 중심지 이동

포상팔국은 전쟁으로 인해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포상팔국전쟁 기

사는 빈약한 가야사 관련 기록 가운데에서 드물게 『三國史記』와 『三

國遺事』에 동시에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다는 점 때문에 중요

하게 다루어졌다.82) 전쟁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3세기 초

반설에서는 포상팔국 전쟁과 관련하여 구야국이 쇠퇴한 것으로 파악한

81) 홍석준, 「인류학적 관점에서 본 해양문화의 특징과 의미」, 『해양문화학』, 
1호(2005), 51쪽.

82) 포상팔국 전쟁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14년(209) 가을 7월에 浦上八國이 모의하여 加羅를 침입하므로 加羅王子가 

와서 구원을 청하니 왕이 太子 于老와 伊伐湌 利音으로 하여금 六部兵을 이끌
고 가서 구원케 하였다. 八國將軍을 쳐서 죽이고 사로잡혀갔던 6천 인을 빼앗
아 가지고 돌아왔다. 17년(212) 봄 3월에 加耶가 王子를 보내어 인질로 삼았
다. (『三國史記』 卷第2,新羅本紀 第2 奈解尼師今條)

    당시 八浦上國이 동모하여 阿羅國을 침입하므로 阿羅가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하니 尼師今이 王孫 㮈音을 시켜 가까운 郡과 六部軍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
케 하니 드디어 팔국병이 패하였다. …(중략)… 그 뒤 3년에 骨浦, 柒浦, 古史
浦 등 세 나라 사람들이 竭火城에 와서 침공하므로 王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
가 구원하니 삼국의 군대가 대패하였다.(『三國史記』 卷第48, 列傳 第8 勿
稽子傳)

     제10대 奈解王 卽位 17년(212) 壬辰에 保羅國·古自國〔지금의 固城〕·史勿
國〔지금의 泗州〕 등의 八國이 힘을 합하여 변경을 침략하므로 王이 太子 㮈
音과 將軍 一伐 등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막게 하니 팔국이 모두 
항복하였다. …(중략)… 20년 乙未에 骨浦國〔지금의 合浦〕등 三國王이 각
기 군사를 이끌고 竭火城〔屈弗인 듯하니 지금의 蔚州〕를 공격하니 왕이 친
히 군사를 이끌고 이를 막으니 삼국이 모두 패하였다.(『三國遺事』 卷第5, 
避隱 第8 勿稽子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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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상팔국 전쟁이 삼한소국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규모로 보아 

전쟁 시기를 3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삼국시대로 이행하는 시

기였던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전쟁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낙

랑군의 소멸시기와 관련하여 4세기 전반에 일어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전쟁의 대상에 대한 기록이 달라서 전쟁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 구야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해상교역

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아라가 대상이 된다면 포상

팔국이 농업생산력 향상을 목적으로 내륙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었다고 파악한다.83)

포상팔국이 교역항의 성격으로 대표된다면 전쟁의 원인을 교역체계에서 

찾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단연 변한의 가장 중요한 대외교역품이었던 철

이 전쟁 발발의 주요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2세기 중·후엽에 낙

랑은 동남해안지역과 교역을 강화하면서 호남과 서부경남지역과는 교역 

빈도를 줄여나간다.84) 2세기 중후반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철 부족 현상

으로 김해지역이 3세기 이후 철 교역을 독점하는 양상을 보인다. 

2세기 중후엽 이후 桓靈之末의 혼란기가 계속되고, 2세기 후반 ‘황건적

의 난’이 발생하면서 철 수요가 급증하고 왜에서는 倭國大亂이 있었다. 2

세기 후반부터 왜의 한반도 대외교류지가 古김해만으로 축소되고 그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하며85) 김해지역과 왜와의 독점적인 교역은 3세기 대 

이후로도 이어진다.86) 김해 지역과 왜·한군현과의 독자적 교류가 2세기 

후반부터 서서히 심화되면서 늑도를 비롯한 경남 중서부 해안지역이 교

역에서 점차 소외되어 갔다.87) 이것은 과연 그들만의 위기였을까? 연안

83) 백승충, 「1~3세기 가야세력의 성립과 추이」, 『부대사학』, 13호(1989); 
천관우, 『가야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1); 백승옥, 「고성 고자국의 형
성과 변천」, 『한국고대사연구』, 11호(1997); 남재우, 『안라국사』, 97-
111쪽; 김태식, 『가야연맹사』 (서울: 일조각, 1993), 81-83쪽.

84) 이창희, 「삼한시대 남해안의 일상토기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90쪽.

85) 홍보식, 「외래계 유물로 본 금관가야의 국제교류와 사회구조」, 161쪽.

86) 이영식, 「가야의 철과 왜」, 『가야제국의 철』 (서울: 신서원, 1995), 50-51쪽.

87)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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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를 통해 유입된 한 대 화폐가 내륙에서 발견되는 것88)은 내륙과의 네

트워크 속에서 2차적으로 거래가 일어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늑도

와 같은 국제 교역장에서 입수된 물품은 인근 집단들과의 거래 속에서 교

역품의 성격을 가지고 유통되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교역로의 기능이 상

실된다는 것은 해상교역로 상에 있는 집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다. 사천 내륙집단들이 늑도집단과 함께 전쟁을 수행했다면 그 이유는 네

트워크 유지라는 측면과 함께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삼한사회 후기에는 정치체의 통합이 활발해지면서 한반도 내에서도 철기

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89) 동시에 철기제작기술이 보급되면서 철의 생

산과 유통에 변화가 생긴다. 한반도 중남부지역의 철기보급 추이를 분석

하면 3세기 중반 이후 鍛冶 遺構가 지역적으로 넓게 분포하는데 이는 鍛

冶 素材가 원활하게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선진적으로 철기를 생산

하고 수출한 늑도집단이 단야 소재와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경쟁력을 상

실해갔다는 말이기도 하다. 

3세기 후반∼4세기는 변한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많은 시기였다. 고식도

질토기, 부곽을 가진 대형목곽묘가 등장하고 토기에서 지역성이 나타난

다. 또한 사로국이 인근의 정치집단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낙동강 이

서지역에서도 정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자
90) 변한이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야로 진출하는 때였다.91) 낙랑이 쇠

퇴하면서 지역 간의 독자적 상호작용이 가능해져 영남지역의 성장이 가

능해진 무렵이기도 했다.92) 성장하고 있던 가야의 소국들에게 교역권의 

상실 및 상대적 약세는 “포상팔국의 자체통합과 함께 보다 강력한 사회

88) 박선미, 「한반도 출토 한 대 화폐와 그 의미」, 『선사와 고대』, 28호
(2008), 263쪽. 

89) 허재혁, 「포상팔국전쟁의 원인과 성격-김해지역정치세력의 성쇠와 교역」, 
『가야의 해상세력』, 제11회 가야사국제학술대회 (2005년 4월 25일), 94쪽.

90) 남재우, 『안라국사』, 100-101쪽.

91) 노중국, 「가야사회의 성립과 전개」, 『가야문화유적 조사 및 정비계획』 
    (고령: 가야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1998), 22쪽.

92) 이성주, 「1~3세기 가야 정치체의 성장」, 『韓國古代史論叢』, 5집(1993),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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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발전이 좌절된 사건”93)이었다.

요컨데, 3세기 이후 교역루트가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교역에

서 소외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김해 지역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

다. 특히 한반도 남부에서 단야소재가 널리 생산·유통됨으로써 철기의 유

통에서도 경쟁력을 상실해가던 늑도집단의 경우에는 더 큰 위기로 다가

왔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포상팔국의 패배로 끝이 났고, 전쟁으로 인한 

타격이 컸던 듯 칠포국, 골포국, 보라국은 이후 기록에서 사라지고 사물국

과 고자국은 상당 기간이 흐른 뒤에야 다시 기록에 등장한다.94) 

<그림 2> 사천 지역의 삼국시대 중요유적 분포도95)

93) 백승옥, 『가야각국사연구』 (서울: 혜안, 2003), 216쪽.

94)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27-28쪽.

95) 같은 논문, 32쪽에서 재인용.

범례

1 송지리유적

2 예수리고분군

3 월성리고분군

4 월성리유적

5 선진리고분군

6 성황당산성

7 방지리고분군

8 향촌동 유적

9 사등동고분군

10 우천리고분군

11 두량리고분군

12 두량리 
관율주거지

13 이금동유적

14 수청리 
토기산포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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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팔국전쟁에서 패배한 뒤, 늑도집단은 사천 내륙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96) 고대에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더라도 예전에 썼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97) 늑도집단이 이동했던 사천 내륙지

역이 사물국으로 불리게 되었을 것이다.98) 5세기 중반과 6세기 기록에 ‘

사물’이라는 지명이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전쟁 이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단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쟁 직후 사물국의 모

습을 유적을 통해 확인하는 데엔 어려움이 따른다. 전쟁으로 인한 내부혼

란기였던 4·5세기 사천과 고성 지역에는 유적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

이다. 따라서 5·6세기 이후의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선진리

고분,99) 예수리고분군,100) 월성리고분군,101) 송지리유적102) 등이 이에 해

당한다. <그림 3>을 참조하면 선진리 고분에서 사천읍성 사이에 삼국시

대 주요유적들이 다수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103)

96) 이동주, 「사천  늑도유적 C지구의 조사성과」, 142쪽. 이 연구는 교역 중심
지의 이동으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였고, 늑도가 사물국의 중심지였을 가능성
이 있으며 사물국이 이주하면서 지명이 따라간 것으로 보는 등 필자의 의견과 
매우 일치한다. 이밖에도 늑도유적에 쇠퇴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
다. 늑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던 교역의 형태가 지역정치체(소국) 단위 직접 교
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견해, 김해세력의 부상으로 인하여 대외교역망
이 관리 통제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 낙랑군의 설치로 교역의 중심이 이키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견해, 고성이나 창원 지역이 부상하였기 때문이라는 견
해, 고성세력의 등장으로 파악하는 견해, 결핵에 의한 전염병, 제의 방식의 변
화에서 찾는 견해까지 다양하다.

97) 백승옥, 『가야각국사연구』, 236쪽.

98)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28쪽.

99) 경남지역에서 가장 큰 兩袖式 橫穴式石室墓로 6세기 전반대에 축조된 고분일 
가능성이 높고, ‘몰무덤’,‘말무덤’으로 불리는 것으로 보아 수장층의 무덤이었
을 가능성이 높다.

100) 6세기 전후반대의 유적으로 석곽묘 6기와 옹관 1기가 조사되었고, 금귀고
리, 금동귀고리, 고배, 수평구연호, 컵형토기, 관옥, 곡옥 등의 유물이 출토되
었다. 

101) 5세기 중반 목곽묘와 삼국시대 수혈건물지가 확인된 월성리유적과 가깝다. 
삼국시대 말의 고분군이며 ‘몰무덤’이라고 불린다.

102) 정영호, 「사천 송지리 석적식고분군 발굴조사개요」, 『미술사학연구』, 9
호(1968), 445쪽;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송지리 옛 무덤떼』, (서
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9), 14-15쪽.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대의 무덤으로 보이는 13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화살촉, 장검, 단검 등 다
수의 무기와 관옥 목걸이와 세환이식 등의 장신구가 발견되었다. 1호 무덤은 
가장 컸고, 출토된 유물의 수와 종류도 가장 많았다. 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의 무덤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103) 송지리유적과 선진리고분은 직선거리로 4㎞ 정도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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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읍성 약간 남쪽에 古邑里가 있는데, “명종 임진년(1172)에 비로소 

監務를 두었다. 본조에서 그대로 따랐다”104)는 기록을 보면 최소한 고려 

명종 때부터 치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명 고읍성이라 불리는 성황

산성105)에서 2리 정도 떨어진 곳에 고읍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성황’이라

는 이름이 성황당에서 유래하였고, 흙과 돌로 혼축한 테뫼식 성터가 확인

되었다는 점에서 이곳이 신앙의 중심지 및 방어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

다. 이런 사실들로 이 지역이 사물국의 중심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106)

이 지역이 중심지로 추정되는 또 다른 이유에는 지리적 특성이 있다. 전

통적 입지 선정에는 ‘방어와 교역’이 가장 중요했다.107) 사천만은 경상 서

부 내륙으로 진입하기 위한 관문이자 연안항로로 해양 교통에도 유리하

고 내륙으로 연결되기도 좋은 곳이다. 이 지역은 남해안의 복잡한 해안

선 사이의 灣으로 외부세력에게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 곳에 익

숙한 집단에게는 해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요지이다. 일종의 “海上豪族

勢力이 존재하기에 유리한 환경”108)인 것이다. 특히 선진리 성이 위치한 

곳은 사천만의 중간에서 바다 쪽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고 지대가 높기 때

문에 조망이 탁월하여 방어에 매우 유리한 장소이다. 곧 바닷가 항구도시

에 비해 훨씬 더 위험이 적고 내륙과 바다 양자로 이어지는 교통망을 확

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江海都市’의 성격109)을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110)

104) 『世宗實錄地理志』 경상도 진주목 사천현.

105) 『世宗實錄地理志』 경상도 진주목 사천현. 城隍堂石城은 현으로부터 남쪽 
2리에 있다. 높고 험하며, 둘레가 588보인데, 안에 샘이 한 군데, 못이 두 군
데가 있고, 軍倉이 있다. 

106)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35쪽.

107) 윤명철, 「당진의 고대해항도시적인 성격 검토와 항로」, 『동아시아고대
학』, 29호(2012), 273쪽.

108) 같은 논문, 284쪽.

109) 윤명철, 「고대도시의 해항적 성격에 대한 체계적 검토」, 『동국사학』, 
55집(2013), 9쪽. 전근대 사회에서 교통망으로서 강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생산과 유통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정치적으
로는 분리된 내륙의 정치지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계기를 마련하
는 데 유리하다. 

110)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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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도집단이 사천 내륙으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교역루트를 확보하기 위

해 노력했을 것이고 그 방향은 백제 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3∼4세기 

경남서부지역과 전남동부지역이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보인다는 연구,111) 

거창·진주 등지의 남강 수계에 마한·백제계 문물이 등장한다는 연구112)

가 있어 교류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광개토왕릉비문 신묘년조가 

391년 사물을 건너 백제를 친 내용이라는 연구113)로 본다면 그때 이미 고

구려는 사천 지역이 백제로 연결되는 곳임을 인지했을 것이다. 남해 창

선도에 고구려가 部曲을 설치했다는 기록114)을 고구려 남정의 목적과 연

결시켜보면 “백제·가야·왜의 삼각동맹 해체 및 신라 지역에 대한 지배력 

행사의 강화”115)를 위해 사천만 입구를 택했다는 것은 〔사천 앞바다-섬

진강-하동-구례-전주-충청도〕로 이어지는 루트가 상당히 활용되고 있

었다는 뜻이 된다.116)

4세기 이후 남해안의 소국들은 교류를 지속하였고 영산강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과 교섭을 했고,117) 5세기 경 왜가 백제지역으로의 해상교역

로를 확보하기 위해 소가야와의 우호관계를 중시했다.118) 이들과의 관계

를 통해 소국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三國史記』에 

441년 史勿縣에서 신라에 ‘꼬리가 긴 흰 꿩(長尾白雉)’을 바쳤다는 기사

가 있다. 전성기 고구려를 등에 업고 신라가 영향력을 확대하던 시기에 

사물국이 독자적인 외교활동을 하는 모습을 통해 이 때에도 사물국이 개

별 정치집단으로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뒤, ‘于勒 12曲’ 중 思

111) 이동희, 「전남 동부지역 가야문화의 기원과 변천」, 『백제문화』, 45호
(2011), 13쪽.

112) 홍보식, 「문물로 본 가야와 백제의 교섭과 교역」, 『호서고고학』, 18호
(2008), 128-129쪽.

113) 백승옥, 「광개토왕릉비문과 가야」, 107쪽.

114) 『高麗史』 晉州牧에 나오는 기록으로 창선도는 늑도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 다만, 부곡을 설치했다는 점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힘들다.

115) 백승옥, 「고성 고자국의 형성과 변천」, 188쪽.

116)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36쪽.

117) 권주현, 「고자국의 역사적 전개와 그 문화」, 『가야각국사의 재구성』(부산: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0), 306쪽.

118) 우재병, 「4∼5세기 왜에서 가야·백제로의 교역루트와 고대항로」, 『호서
고고학』, 67호(2002), 194-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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勿이 사물국으로 해석되므로 6세기 전반∼중반대까지 사물국이 남아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562년 고성이 멸망한 것으로 보여 비슷한 시기 사물

국도 소멸된 것 같다.119) 『日本書紀』 에 따르면 이때까지도 10개의 소

국이 존재했다는 것이 된다. 

서남부해안의 소국들은 포상팔국 전쟁 이후 일시적으로 침체되었지만, 

여전히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백제·왜·가야와의 교류를 통

해 6세기 중엽 신라에 병합되기 전까지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

남았다. 사물국 또한 내륙과 바다로 연결되는 곳에 자리 잡아 소국으로나

마 자신의 이름을 지켜낼 수 있었다.120)

Ⅵ. 결론

이상으로 사물국의 형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이주와 해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앞서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자 한다..고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연안항로가 구축됨에 따라 항로상에 

위치한 정치집단의 형성 및 성장에 지대한 영향이 있었다. 변한 소국 가

운데 특히 포상팔국은 교역을 통해 성장하였고 그 중 늑도집단은 철기 제

작에서 앞서감으로써 교역의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이 늑도집단에

서 사물국이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바다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과 어로활동을 위한 네

트워크가 형성되어있었고 연안항로를 통한 교역활동이 시작되면서 네트

워크가 강화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늑도집단 뿐 아니라 포상팔국

은 네트워크가 다중적으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기에 함께 전쟁을 수행

할 수 있었다. 바다는 포상팔국에게 삶의 기반이었지만 그들이 근본적으

로 갖고 있던 해양성으로 인한 집단 간의 힘의 균형, 영토 개념의 미약함, 

네트워크 지속을 위한 중립성 유지 전략으로 인해 집단의 통합이 늦어지

고 이는 고대국가로 나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119) 『日本書紀』 임나 멸망 기사에 기록된 久嗟가 고성으로 추정된다. 

120)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4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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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도집단에는 이주민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철기 제작이 기술자

들의 이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늑도가 갖는 다문화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사물국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존속되는 것은 생활 전반

에 걸쳐 있는 네트워크의 역할이 컸으리라 생각된다. 늑도집단은 포상팔

국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사천 내륙으로 중심지가 이동하고 6세기까지 

사물국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늑도라는 작은 섬에서 여러 계통의 사

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집단이 오랜 세월을 거쳐 재지집단으로 토착화되

는 것이다.

바다는 트랜스내셔널한 공간이다. 그곳에서 일어난 영역 없는 역사는 영

역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보다 훨씬 오랜 시간동안 이루어진 것이다. 현대

의 영역적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려 들 때 자칫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이유

가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 “어디가 처음인가?”121) 라는 질문이 중요한 것

이 아니라 문화가 어떻게 변주되고 재창조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상으로 변한 소국 가운데 포상팔국의 하나였던 사물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정리해보았다. 미흡한 부분은 필자의 능력 부족이라 생각하며 앞

으로 보완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바다’를 화두로 삼아 연구를 계속 해나

갈 계획이니 앞으로 지켜봐주시기를 바란다. 

창원대학교, hyegom@changwon.ac.kr

주제어(Key Words): 

사물국(samulkuk), 늑도(neukdo), 무역 네트워크(Trade Networks), 

이주(migration), 해양성(Maritimity)

(투고일: 2017. 04. 30, 심사일: 2017. 05. 10, 게재확정일: 2017. 05. 20)

121) Fernand Braudel, 『지중해의 기억』, 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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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변한 소국의 해양성과 이주: 

사물국의 무역 네트워크와 중심지 이동

장 혜 금

본 논문은 이주와 해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변한 소국의 형성과 변천을 살

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포상팔국 중 하나로서 교역과 철기

문화의 유입 면에서 선진적인 사물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

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연안항로의 구축은 정치집단의 형성 및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연안항로 상에 있던 포상팔국은 교역을 통해 성장

하였고, 사물국은 철기 제작이 일찍부터 시작된 늑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늑도에는 이주민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고고학적 연

구 성과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철기 제작 또한 기술자들의 이주로 시작되

었으리라 생각된다. 해안의 소국들 사이에는 일상생활과 어로활동을 위

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고 활발한 교역활동으로 네트워크는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포상팔국은 근본적으로 갖고 있던 해양성에서 비롯

된 소국 간의 힘의 균형, 미약한 영토 개념, 네트워크 지속을 위한 중립성 

유지 전략으로 인해 통합되지 못하였다. 사물국은 포상팔국 전쟁에서 패

배한 이후 사천 내륙으로 이동하고 6세기까지 존재한다. 사물국의 변천

사는 이주와 외래문화의 유입을 통해 소국이 성장하고 재지화되는 모습

을 보여주며 고대 소국들의 변천과정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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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aritimity and the Migration of Small Coun-

tries in Byeonhan: The Trade Networks and movement of 

the center of Samulguk 

Jang Hye-geu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mation and transition 

of small countries in Byeonhan from a vantage point of migration 

and maritime nature. For this, the study has focused on Samulguk, 

which was relatively advanced among the eight coastal countries 

(known as Posangpalkuk) located along the coastal route. The es-

tablishment of the coastal route centering on the ancient Korean 

Peninsula made a great impact on the formation and growth of polit-

ical groups. Those eight coastal countries Posangpalkuk apparently 

achieved growth through trades while Samulguk is believed to have 

originated from Neukdo where manufacturing ironware commenced 

from the early stag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re were migrants in 

Neukdo, which can be confirmed through archaeological researches 

and the manufacturing of ironware is also believed to have been 

initiated by these migrant technicians. A network designed to fa-

cilitate daily activities and fishing was established among the small 

coastal and was further reinforced by flourishing trade activities. 

However, the eight coastal countries fell short of being integrated 

due to balance of forces among them originating from the maritime 

nature, weak territorial concept, and the neutrality strategy to sus-

tain the network. Samulguk was relocated to Sacheon following the 

defeat in the Posangpalkuk War and existed until the 6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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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itional history of Samulguk demonstrates the growth and 

fall of the small countries through the migration and influx of for-

eign culture, and finds its meanings in that it shows an aspect of the 

transitional process of the ancient small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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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 年間(1863∼1907) 서적 刊行 양상과 그 성격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신 경 미

Ⅰ. 머리말

조선의 임금은 재위기간동안 서적을 간행, 전국에 頒賜하며 자신의 정책과 

이념을 알리고자하였다. 즉 조정에서 간행된 서적은 왕의 생각을 전달하는 

직접적 매개체로서 존재하며 단순한 서적 이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조선에서의 서적 간행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당시 조선에서 서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의 26대 임금이자 대한제국의 황제로 

등극한 高宗(1852∼1919, 재위기간 1863∼1907)의 서적 간행 양상을 

추적하여 당시 조선 사회와 고종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고종 재위기간동안 조선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대내적으로는 興宣大院君(1820∼1898)과 明成皇后(1851∼1895)

로 대표되는 세력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으며 개화와 수구로 나뉜 

이념 대립도 계속되었고, 대외적으로도 청·일본·러시아 및 여러 열강의 

침입에서 비롯된 내정 간섭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 속에서 

간행된 서적을 살펴보다보면 고종이 어떤 의도로 서적을 만들고 

반포하였는지 시대 상황과 맞물리는 고종의 내면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간 학계에서는 고종 시대가 가지는 특수성에 주목하여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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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왔다. 특히 고종의 개화사상1) 및 정책과 정치적 

태도2)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다수의 훌륭한 성과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고종 시대에 이루어진 서적 간행에 대한 연구는 출발 

단계나 다름없다. 고종의 서양 서적 수입 정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3) 각각 작품의 편찬과정을 살펴본 연구가 몇 편 있을 뿐4), 고종 전반의 

서적 간행을 살핀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종이 왕위에 있었던 전 기간을 대상 범위로 설정하고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국가에서 간행을 논의하거나, 실제 간행한 서적을 추적해보도록 

하겠다.

1) 김부연, 「19세기 후반 조선 정부의 서양 과학기술 수용: 고종의 친정(1873
년 이후-갑오개혁(1894년)이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김형수, 「고종의 친정과 개국정책 연구 1873-1876년」, 『이대사원』, 34
집(2001); 안종철, 「親政前後 高宗의 對外觀과 對日政策」, 『한국사론』, 
40권(1998); 유재곤, 「韓·日 兩國의 萬國公法 受容·認識」, 『한일관계사연
구』, 7집(1997); 장경호, 「고종의 미국인식에 대한 연구: 고종과 미국 공사
관원·고문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3); 정통
일, 「高宗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
위논문(1995).

2) 김병우, 「고종의 친정체제 형성기 정치협력의 근향」, 『대구사학』, 63집
(2001); 김성혜, 「재위전기(1864-1876) 고종의 강연과 그 실태」, 『사학
연구』 , 93호(2009); 「1890년대 고종의 통치권력 강화 논리에 대한 일고
찰: 군부론과 군사론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78집(2011); 「고종 즉
위 초기 군주관 형성과 그 내용」, 『이화사학연구』, 42권(2011); 김세은, 
「고종초기 (1864-1873)의 경연」, 『진단학보』, 89호(2000); 유현, 「고
종시대 관왕숭배의 확산과 국왕의 정치적 태도」,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은정태, 「高宗親政 이후 政治體制 改革과 政治勢力의 動向」, 『한
국사론』, 40권(1998); 장영숙, 「고종의 정치사상과 정치개혁론 연구」, 상
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5); 한철호, 「고종 친정 초(1874) 암행어사 파견
과 그 활동-지방관 징치를 중심으로」, 『사학지』, 31권(1998).

3) 민회수, 「규장각 소장본으로 본 개항기 서양 국제법 서적의 수입과 간행」, 
『奎章閣』, 47권(2015); 장영숙, 「『內下冊子目錄』을 통해 본 고종의 개
화관련 서적 수집 실상과 영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권(2009); 
황정연, 「고종연간 緝敬當의 운용과 宮中 書畵收藏」, 『문화재』, 40권
(2007).

4) 김순희, 「『新式儒胥必知』 고찰」, 『서지학연구』 , 63권(2015); 金允濟, 
「『增正交隣志』의 편찬과 간행」, 『奎章閣』, 35권(2009); 신명호, 「『
高宗純宗實錄』과 『孝明天皇紀』의 편찬배경과 편찬체제 비교」, 『藏書
閣」, 35권(2016); 정대영, 「조선시대 書目에 나타나는 古地圖자료 연구-藏
書閣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韓國古地圖硏究」 2권(2010); 정우봉, 「19
세기 善書의 간행 유통과 삽화의 활용」, 『한문학논집』, 42권(2015); 함영
대, 「규장각 소장 『맹자』 판본 연구 –정조∽고종대 書目에서의 계승을 중
심으로」, 『한국문화』, 70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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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정에서의 서적 간행이라는 단편적 소재를 통해 접근하는 

만큼 당시의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통해 근대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한 나라의 군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했는지를 거시적이고 포괄적 관점이 아닌, 

서적의 간행이라는 미시적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Ⅱ. 재위 전기(1864∼1876) 서적 간행과 그 성격

고종은 국내ㆍ외적으로 혼란했던 1863년, 왕위에 등극하였다. 조선 

사회는 正祖사후 純祖, 憲宗, 哲宗의 治世를 지나는 동안 일부 老論 閥閱

家門의 권력 독점이 일어났으며 정치의 문란으로 인한 민생의 피폐는 田

政, 軍政, 還穀 등 三政의 문란으로 대변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民亂과 1830년대부터 이어진 이양선의 

출몰 및 열강의 개항요구로 인해 국가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고종은 즉위 직후부터 私親에 대한 追

崇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각종 국가적 제례와 의례에 관해 적극적 모습을 

선보였다. 이와 같은 고종의 모습은 조정에서 있었던 서적 간행 논의와 

실제적 간행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의 표는 『고종실록』에 보이고 

있는 조정에서 논의되거나 간행된 서적의 목록이다.5)

5) 이 목록은 실제적으로 조정에서 간행이나 반포를 논의하거나 권유한 경우, 혹
은 특별히 언급한 경우나 실제 편찬을 추진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목록화한 것
으로 개인적으로 간행에 올린 경우, 서적을 구입한 경우를 합친다면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고는 『고종실록』만을 분석하고 『승정원일
기』, 『비변사등록』과 같은 기타 관찬사서는 분석하지 못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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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재위 전반기(1864∼1876) 조정에서 논의 및 간행된 서적 목록

시기 서명 시기 서명

1 1년 5월  6일 을사 先朝의 御製 13 4년 1월 20일 을해 『璿派續譜』

2 1년 7월 10일 무신 『國朝譜牒』 14 4년 7월 11일 임술 『選擇紀要』

3 1년 7월 15일 계축 『潘溪隨錄』 15 4년 11월 30일 기묘 『璿源續譜』

4 1년 11월 1일 무술 『善惡圖帖』 16 4년 12월 17일 병신 『春官通考』

5 1년 11월 15일 임자 『交隣志』 17 7년 5월 20일 을유
『五禮便攷』
『銀臺條例』

6 1년 11월 17일 갑인 『法善圖』 18 8년 2월 28일 무자 『同文彙考』

7 2년 3월 16일 신해 『大典通編』 19 10년 4월 21일 기사

『璿源譜略』, 
『國朝御牒』, 
『八高祖圖』, 
『王妃世譜』

8 2년 7월 18일 경진
『列聖誌狀通記』,
『三陵誌狀續編』,

『睿陵誌狀』
20 10년 5월 27일 갑진 『紀年兒覽』

9 2년 9월 26일 무자 『兩銓便攷』 21 11년 1월 23일 정해
『綸綍』,

『日省錄』

10 2년 11월 30일 신묘 『大典會通』 22 12년 6월 3일 무진 『泰平五策』

11 2년 12월 17일 무신 『六典條例』 23 12년 12월 5일 무진 『皇明實錄』

12 3년 7월 24일 경진 『三班禮式』

위 목록에서 보이는 서적은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왕실과 관련된 것.  

둘째, 禮制와 관련된 것. 세 번째는 조정의 사무에 관한 법전으로 분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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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분류를 토대로 각각에 해당하는 서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서적의 간행이 추진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왕실과 관련된 것으로는 전대 왕들의 御製와 綸音등 지침을 

기록한 『綸綍』, 始祖에서 憲宗斷妃까지의 世系를 기록한 『國朝譜

牒』, 역대 국왕과 왕비의 行錄, 行狀, 備忘記, 誌文, 敎命文, 玉冊文등을 

모아 편찬한 『列聖誌狀通記』, 선조의 묘를 재단장하는 가운데 편찬한 

『三陵誌狀續編』, 『睿陵誌狀』, 19세기 철종 말부터 시작하여 고종 

초에 걸친 왕실족보 『璿派續譜』, 『璿源續譜』, 『國朝御牒」, 『八高

祖圖』, 『王妃世譜』 등이 있다. 

조선의 왕실에서는 꾸준히 왕실족보 편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혈통을 밝혀 왕족의 권위를 높이고 정통성에서 비롯된 왕권을 확실히 

위함이었다. 특히나 고종은 세도정치로 인한 특정 가문들이 정권을 

독차지한 상황에서 傍系 출신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군주로서의 

자신의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왕실의 후손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며 왕실의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선원속보』를 편찬하는 과정에서의 고종의 행동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고종은 『선원속보』를 편찬하는 도중 속보 발간이 지연되자 

늦어지자, 그 원인이 각 門派의 門長들의 불성실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종진부의 법에 의거하여 처벌받도록 하는 한편6) 종친들만 응시할 수 

있는 宗親科를 마련하는 등 관직등용에 힘썼다.7) 또한 퇴락한 종친부를 

중수하고 자신이 직접 쓴 편액을 내려주며 왕실 족보를 확대시켜 갔다.8)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선원속보』의 편찬은 왕족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는데, 『선원속보』의 발간을 이유로 존호를 

올리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領議政 洪淳穆(1816∼1884), 左議政 姜㳣

(1809∼1887), 右議政 韓啓源(1814∼18829)등의 상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승정원일기』, 권127, 원년 4월 21일(신묘).

7) 『승정원일기』, 권127, 2년 1월 14일(경술).

8) 『종친부등록』, 규13007, 고종 2년 2월 20일, 24일, 김일환, 「조선 말기 
『璿源續譜』 발간경위와 정치적 의미」,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7권
(2010), 120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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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종실 간에 화목하게 하는 아름다운 덕으로 능히 조상에게 

보답하려는 성대한 생각을 좇아 널리 종실들의 족보를 거두어 직접 

정리하여 바로잡아 고치면서 먼 대의 配位까지도 자세히 더하여 추가로 

실었으며, 四王의 자손들에 대하여는 특별히 봉작하라고 명하시어 끊어진 

대는 이어 그 제사를 보존시키고 쇠미한 집안은 일으켜 관직을 제수하니, 

은하수가 세차게 흘러 천고에 쌓였던 억울함을 다 씻어주고 금빛 나무가 

빛나고 빛나 찬란한 봄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傳에 이르기를, 

‘요 임금이나 순 임금의 도는 효도와 우애뿐이다.’ 하였습니다. 요 임금이 

九族이 이미 화목하여 백성의 덕을 고루 밝혀 이에 화락한 데에 이르게 한 

것과 순 임금이 五典을 백성들이 능히 따름으로써 뭇 공적이 다 빛난 데에 

이른 것은 모두 이 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9)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고종은 많은 시대 차이가 나는 왕족까지 

찾아내 추가하고 끊어진 집안은 이어 붙어 제사를 보존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세가 한미한 집안은 관직을 줌으로써 집안을 일으키게 

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왕실의 족보를 확대ㆍ번영하게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고종의 이와 같은 시도는 특정 가문의 권력 

독점으로 인해 형식상의 신분으로 전락해 그 존재가 미비했던 왕족의 

권위를 일으켜 세우고, 그 속에서 왕실의 후손으로 왕이 된 자신의 위치를 

돈독히 하려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 볼 것은 禮制와 관련된 서적이다. 이에 해당하는 

서적으로는 『三班禮式』, 『春官通考』, 이를 보충ㆍ개칭한 『五禮便

攷』 등이 있다. 고종은 위와 같은 예서를 편찬하기로 결정한 뒤 하루빨리 

수정, 교정 작업을 끝마치라고 하교하였다.10) 고종이 이렇게 편찬을 

독촉한 것은 옛 제도에 따라서 예제와 관련된 일을 이 서적들을 상고하여 

처리하기 위함이었다.

고종은 서적을 편찬하는 와중에도 각 능침의 제사절차와 封進절차를 

9) 『승정원일기』, 권130, 9년 12월 16일(병인).

10) 『고종실록』, 권7, 7년 6월 29일(갑자), 7년 12월 8일(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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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례편고』에 따르도록 명하고11) 王大妃의 41세 축하연에서 관리들의 

의식 절차도 『삼반예식』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12)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위기간동안의 고종은 혼란시기에 왕위에 올라 

왕권강화와 대외정책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 法宮으로서 경복궁의 

위상제고와 문호개방을 통한 개화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이런 고종이 굳이 옛 유교적 예제를 담은 서적을 출간하며 전례를 담은 

서적을 상고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단서를 고종 3년 8월 3일에 있었던 斥邪綸音을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고종은 西學을 배격한다는 내용의 윤음을 중앙과 지방, 신하와 온 

백성들에게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훌륭한 임금들이 계승해 내려오면서 유교를 

숭상하고 도를 중히 여겨서 예의와 풍속이 찬연히 빛났다. 그리하여 

군자들은 어진 사람들의 가르침을 익혔고, 부인들은 지조와 믿음이 있다는 

명예를 떨칠 수 있었다. 올바른 도를 점점 익혀 모두가 바른 학문을 밝히고 

떳떳한 윤리를 펴 나가 이것으로 기강을 정하고 기준을 세우는 근본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밝고 융성한 교화는 중국과 견줄 수 있게 되어 

마침내 천하에서 가장 문명한 나라로 불리게 되었다. … 진실로 능히 

나를 닦고 남을 다스리는 요점을 강구하여 밝히고, 덕을 밝히고,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서 이 세상을 바른길로 이끄는 일은 순수하게 

오로지 바르게 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사람마다 程子와 朱子의 

책을 외고 선비마다 孔子와 孟子의 교훈에 심복하며, 간사한 무리들과 

편당을 짓는 무리들이 의탁할 곳이 없게 하고, 요사스런 말과 난폭한 

행동이 일어날 수 없게 한다면, 우리 유교의 도는 밝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밝게 될 것이며, 이단의 학문은 배척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배척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내가 깊은 대궐 안에서 새롭게 분발하고 

11) 『고종실록』, 권7, 7년 12월 1일(임술).

12) 『고종실록』, 권5, 7년 11월 1일(임진).

13) 안외순, 「高宗 初期(1864-1873) 對外認識 變化와 新政」, 『韓國政治學會
報』, 30권(1996), 247~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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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가다듬은 것이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고종은 조선의 번영이 유교를 숭상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선이 중국과 견주어 빛날 

수 있던 것은 유교를 기본으로 하여 기준과 규칙을 모든 행동의 근본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고종이 즉위한 당시는 열강의 침입으로 인한 개항 요구 속에서 조선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종은 밖으로는 

열강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개화정책을 추진하여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안으로는 유교를 근본으로 하는 제도의 정비를 통한 전통적 질서를 

강조하여 문명국으로서의 조선을 지킴으로서 나라의 영광을 이어가고자 

했다고 생각해봄직하다. 이러한 생각은 재위 당시 고종이 백성들이 

고수하고 있는 유교적 질서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렇기에 지속적으로 예제를 담은 서적을 편찬, 배포하면서 예를 

잘 지키고 있는 나라로서의 ‘조선’을 강조하는데 몰두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고종이 무조건적으로 옛 제도를 답습한 것은 아닌 듯하다. 

『오례편고』를 편찬하면서 『禮典』, 五服條에 실린 庶母의 상복과 

관련된 제도가 잘못되었으니 개정해야한다는 예조의 건의에 합당하다며 

개정을 허하기도 하였고,14) 『오례편고』 「內殿」 章服條는 『大明會

典』을 참고하였지만 미비한 점이 있으니 자세히 설명하고 수정할 것을 

명한 일도 있었다. 『삼반예식』의 반사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문관이 

무관을 대하는 태도와 무관이 문관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였다.15)

뿐만 아니라 미완성된 서적이기 때문에 목록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고종은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이듬해인 1898년부터 대한제국의 

전례서인 『大韓禮典』의 간행을 추진하며 황제국의 국가 의례를 

14) 『고종실록』, 권7, 7년 10월 15일(정미).

15) 『고종실록』, 권5, 5년 7월 2일(정축), 권7, 7년 11월 1일(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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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하고자 하였다.16) 옛 전례를 확인할 수 있는 전통적 예서의 편찬과 

제국으로서의 새로운 예전의 편찬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고종의 예전 

편찬이 옛날의 유교적 방식을 고수하며 무조건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오래된 예절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법칙을 가미하고, 유교적 방식을 

재편함으로써 또 다른 전통을 만들어 혼란한 상황에서의 조선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고종 재위 전기에 간행된 서적의 세 번째 유형은 조정의 사무와 관련 

있는 서적의 편찬이다. 法制와 관련된 『大典通編』, 『兩銓便攷』, 

『大典會通』, 『六典條例』 외에도 외교와 관련된 『交隣志」, 『同文

彙考』, 방어대책을 담은 『泰平五策』, 조선의 年譜라 할 수 있는 『紀

年兒覽」과 영조와 정조의 국정을 기록한 『日省錄』, 명나라 사서인 『

皇明實錄』이 있다. 여기에서는 조선의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의 

편찬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조정의 사무와 관련된 서적 발간의 

의미를 파악해보겠다.

『대전회통』은 『大典通編』의 편집체제를 따라 『대전통편』을 

보완하여 발행한 것으로 1차적으로 편찬이 완료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수정綍보완하였다. 『대전회통』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관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동반직의 품계 변화가 주목된다. 특히 

비변사를 폐지하고 종부시를 종친부에 속하게 하고, 서울의 행정을 

담당하는 五部와 外官職이었던 廣州, 華城을 京官職으로 변경시킨 

후 府로 승격시켰다. 또한 궐내의 물품을 관장하는 대부분의 아문을 

강등시키면서 제사용 물건을 관리하는 典牲暑만은 승격시켰다. 이러한 

관제 변화를 고려하면 왕권을 강화하려는 조정의 의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17)

『대전회통』의 편찬이 마무리되자 1870년에는 이전과 병전의 조례를 

별도로 담은 『양전편고』의 편찬을 시작하여 같은 해 11월 공식적으로 

16) 『대한예전』에 대해서는 김문식, 「장지연이 편찬한 『대한예전』」, 『문
헌과해석』 35호(2006)을 참조하였다.

17) 『대전회통』에 대해서는 남미헌, 「대원군 집권기(1864-1873) 종친부 진
흥책의 성격」, 『동대사학』, 1집(1995)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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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하였고 1865년 12월에는 『대전회통』을 바탕으로 하여 각 

아문들의 규칙을 會典형식으로 만든 『육전조례』를 편찬하였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시행된 법전의 편찬 의도는 그간 조선의 왕들이 법전을 만든 

의지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백성은 하늘이니, 백성의 마음이 편안한 뒤에 하늘의 마음도 편안하여지는 

법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마땅히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데, 백성들이 無良에게 괴로워하면 제어할 

방법이 없게 된다. 분하고 독한 마음이 날로 자라나고, 和易한 덕은 날로 

없어져서 孝弟와 忠信이 생겨날 길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王者가 

法을 세우고 刑을 제정하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까닭이다. 刑의 

중대함이 이와 같은데도 지금 京外의 관리들이 근본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위엄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아 함부로 휘둘러서 법도가 없이 구는 

자가 있으나, 위에서 알지 못하고 말하기를, ‘작은 일은 有司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내 어찌 거기에 참견하겠는가.’ 한다면 어찌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小民들이 아래서 수심하고 원망하면 하늘의 

마음이 위에서 느껴 상하게 되는 것이니, 水災와 旱災는 이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것이다. 내 비록 부덕한 몸으로 욕되게 大寶를 차지하였으나, 

하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민생을 내 몸으로 삼아 밤낮으로 다만 

그것을 생각하고 한시라도 그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국가의 安危와 

백성의 休戚을 누구에게 미룰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일에도 크고 작은 

것이 없고 경사에도 크고 작은 것이 없이 반드시 몸소 친히 행하고 게을리 

하지 않아야만, 가히 하늘과 백성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副應할 수 있을 

것이다.18)

世祖는 조선을 대표하는 『經國大典』의 편찬을 시작하기에 앞서 왕이 

법을 세우고 형을 제정하는 것은 하늘인 백성을 편안하게 위해서라고 

언명하였다. 이러한 세조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에서 법전을 

정비하는 것은 愛民정신에서 발현된 정치적 발현이었다. 『속대전』

을 편찬한 英祖와 『대전통편」을 편찬한 正祖도 세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고종의 연속된 법전의 편찬은 백성을 생각하는 

18) 『세조실록』, 권4, 2년 5월 19일(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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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민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고종은 嶺南과 湖南지방에서 

재해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을 때 다음과 같은 綸音을 내렸다.

아, 나같이 덕 없는 사람이 어렵고 중대한 자리를 이어받았기에 밤낮으로 

두려운 마음에 감히 편안할 때가 없었다. 행여 다스림이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고 은택이 아래에까지 미치지 못하여 위로는 하늘의 돌보는 뜻에 

보답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추대하는 마음에 부응하지 못할까 

걱정하였다. 밤낮으로 국사에 매진하여 생각이 온통 거기에 가 있었다.… 

감사와 수령은 모두 조정이 믿고 백성들이 의지하는 바이다. 임금과 걱정을 

나누는 의리와 백성들을 보살피는 방법에 있어서 응당 최선을 다하겠지만 

염려되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러므로 또 慰諭使를 특별히 차송하였고, 

시종신으로 있다가 수령으로 나간 자가 고을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행여 

다칠세라 赤子를 보호하듯이 하는 나의 간절한 뜻을 두루 펴게 하였다. … 

백성들이 모두 자기 집에 편안히 살고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게 한 뒤에야 

나의 뜻을 선양하는 책임을 이루고 지방관의 중책을 저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고종은 백성을 赤子와 같이 생각하여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을 자신의 不德때문이라 하였는데 백성을 

적자라고 표현한 지점에서 백성을 자식처럼, 임금을 부모처럼 섬기는 

유교적 君父論의 논리를 찾을 있다.

유교 국가에서는 집안에서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군주와 백성사이의 

관계를 대변하였다. 그렇기에 ‘효자가 어버이를 섬기는 것과 충신이 

임금을 섬기는 것의 근본은 하나’19) 라는 논리 아래에서 군주제에 대한 

정당성이 발현될 수 있었다. 또한 군부론은 유교적 민본사회를 구현하는 

논리 또한 제공하고 하였다. 군주는 만백성의 부모와 같기 때문에 백성을 

친자식과 같이 신중하고도 성실하게 돌봐야 한다는 의무를 강조하는 데 

적용된 것이다.20)

19) 『禮記』, “忠臣以事其君 孝子以事其親 其本一也”

20) 김성혜, 「1890년대 고종의 통치권력 강화 논리에 대한 일고찰-君父論과 軍
師論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78집(2011), 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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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론을 바탕으로 군주가 부모의 역할을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전달할 

매개체가 필요하였다. 고종의 군부론적 마음은 백성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관료를 통해 전달되었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담은 서적을 통해 

전파되었다. 백성을 보호하고 편안히 하려는 목적에서 일정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한 법전을 반포함으로써 자식을 사랑하는 어버이로써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권력 기반을 굳건히 하려 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종 재위 전반기 서적 간행은 왕실과 관련된 서적, 

예제와 관련된 서적, 국정과 관련된 서적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서적들을 간행한 의도와 서적의 반포를 통해 

얻고자 했던 고종의 의도는 하나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혼란했던 시기 왕실의 방계혈통으로 왕위에 올랐던 고종은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군주로서의 지위를 돈독히 하려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서적을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즉, 종친부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왕실의 족보와 관련된 서적들을 간행함으로써 종친으로 왕위에 

오른 자신의 정통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각종 예제를 담은 서적과 

법전들을 간행, 반포함으로써 정당성을 부여받은 백성들의 어버이와 

같은 자신의 존재를 부각, 권력기반의 강화를 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Ⅲ. 재위 후기(1877∼1907) 서적 간행과 그 성격

그간 고종의 정치적 태도는 東道西器論에 입각한 정국 운영으로 

대표되었다. 동도서기론은 정신으로는 동양의 道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우수한 器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근대화를 이뤄나가자는 논의로 

임오군란 이후 고종이 내린 교서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의 정치적 의도가 서적 간행에도 드러난다고 

생각했을 때, 고종의 재위 후반기 서적 간행과 동도서기의 추구가 궤를 

같이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종의 1882년 敎書를 통해 동도서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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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東方은 바다의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어 일찍이 외국과 교섭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견문이 넓지 못한 채 삼가고 스스로 단속하여 지키면서 500

년을 내려왔다. 근년 이래로 천하의 대세는 옛날과 판이하게 되었다. … 

交隣에 道가 있다는 것은 經典에 나타나 있는데, 사리에 어둡고 막혀 

있는 유생들은 송나라 조정이 금과 화의를 했다가 나라를 망친 것만 보고 

망령되이 끌어다 비유하여 번번이 斥和의 논의에 갖다 붙이고 있다. … 

그러나 수호를 맺는 것은 수호를 맺는 것이고 사교를 금하는 것은 사교를 

금하는 것이다. 조약을 맺고 통상하는 것은 다만 공법에 의거할 뿐이다. 

당초 內地에 서교를 전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평소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익혀 왔고 오랫동안 예의의 풍속에 젖어 왔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正道를 버리고 邪道를 따를 수 있겠는가. 설사 어리석은 

백성들이 몰래 서로 전교하여 익힌다 하더라도 나라에 떳떳한 법이 있는 

이상 처단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숭상하고 물리치는 데에 그 

방도가 없다고 근심하겠는가. 그리고 기계를 제조하는 데 조금이라도 

西法을 본받는 것을 보기만 하면 대뜸 사교에 물든 것으로 지목하는데, 

이것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들의 종교는 사특하니 마땅히 음탕한 

음악이나 美色처럼 멀리해야겠지만, 그들의 기계는 이로워서 진실로 利

用厚生할 수 있으니 농기구ㆍ의약ㆍ병기ㆍ화륜선과 같은 제조를 어찌 

꺼려하며 하지 않겠는가. 그들의 종교는 배척하고 기계를 본받는 것은 

진실로 병행하여도 사리에 어그러지지 않는다. 더구나 강약의 형세가 이미 

현저한데 만일 저들의 기계를 본받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저들이 얕보는 

것을 막고 저들이 넘겨다보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안으로 

정치와 교육을 닦고 밖으로 이웃 나라와 수호를 맺어 우리나라의 예의를 

지키면서 각국의 부강한 방법을 취하여 너희 사민들과 함께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21)

임오군란이 끝난 후 내린 교서에서 고종은 부강을 위해 서양과 수호를 

맺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그들의 종교는 邪交로 배척하면서 利用厚生을 

위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즉 동도서기의 핵심은 유교적 五倫으로 東道를 유지하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며, 서학을 사교로 

21) 『고종실록』, 권19, 19년 8월 5일(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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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척하는 것과 『萬國公法』에 의거해 외국과 교역을 맺는 것은 서로 

별개라는 것이다.22) 이 교서는 조선 사회에서 서양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의 확산을 불러 일으켰는데 교서 발표 후 전국에서 올라 온 상소가 

이를 반증한다.23)

교서 이후 고종은 서양 기술을 배우기 위해 다양한 서양 관련 서적을 

수입하는 한편24) 국가 주도로 서적 간행 사업도 진행하였다. 고종의 서양 

서적 수입 정책은 池錫永(1855∽1935)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재의 大政으로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보다 더 우선할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바다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이제까지 外交라곤 

해본 적이 없기에 견문이 넓지 못하여 時局에 어둡습니다. 나아가서 交

隣하거나 聯約하는 것이 모두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外務에 마음을 쓰는 자를 보기만 하면 대뜸 邪敎에 물들었다고 지목하며 

비방하고 침을 뱉으며 욕합니다. 백성들이 서로 동요하면서 의심하고 

시기하는 것은 時勢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안주하지 

못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잘 다스려질 수 있겠습니까.25)

유생이던 지석영은 외교에 힘쓰는 무리들에게 사교라고 힐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시세에 어둡고, 지리적 위치로 인해 경험해본 적이 없어 

견문이 좁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고종도 적극 동조하여 

22) 동도서기론에 대해서는 노대환, 『동도서기론 형성과정 연구』 (서울: 일지
사, 2005)를 참조하였다.

23) 『고종실록』, 권19, 19년 8월 23일(병자) 외국 서적을 도입하자는 지석영의 
상소; 같은 책, 19년 9월 5일(무자) 이웃 나라와 修好를 주장한 변옥의 상소; 
같은 책, 19년 9월 14일(정유), 외국 화폐를 도입하자는 정영조의 상소가 대
표적이다.

24) 서양 관련 서적은 1884년에 작성된 『내하책자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이 목록에는 고종이 수집했던 서양의 문물, 제도에 관련된 책을 포함하여 
중국의 전통적 서적 총 500여종이 기록되어 있다. 고종의 개화정책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책들인 『만국공법』, 『해국도지』 뿐만 아니라 朝士視察
團의 보고서도 들어 있어 당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내
하책자목록』에 대해서는 장영숙, 앞의 논문을 참조.)

25) 『고종실록』, 권19, 19년 8월 23일(병자). 이 외에도 『고종실록』 권19, 19
년 9월 5일(무자) 이웃 나라와 修好를 주장한 변옥의 상소; 같은 책, 19년 9월 
14일(정유), 외국 화폐를 도입하자는 정영조의 상소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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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영이 언급한 서적을 의정부에 내려 보내 구입하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는데, 이때 언급된 책들은 다음과 같다. 

『萬國公法』, 『朝鮮策略』, 『普法戰紀』, 『博物新編』, 『格

物入門』, 『格致彙編』, 『箕和近事』, 『地球圖經』, 『農政新

編』, 『公報抄略』, 『易言』

위의 목록을 살펴보면 지석영이 추천하고 고종이 동의한 책은 제도와 

문물, 그리고 외교와 연관된 서적이 대다수이며 서양의 사상이나 종교에 

관한 서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서적은 『萬國公法』이다. 『만국공법』은 미국의 법학자 헨리 휘튼

(Henry Wheaton‚ 惠頓, 1785∼1848)의 국제법에 관한 서적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  월리엄 마틴(William A. P. Martin, 丁

韙良, 1827∼1916)이 漢譯한 것이다. 조선 말기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26) 개화사상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척사를 주장하는 

유생들 사이에도 널리 읽혔던 것으로 확인된다.27)

고종은 척사를 주장하는 이들이 연이어 올린 상소에도 불구하고 『만국공법』

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만국공법』을 참고했다는 내용이 자주 

언급되는 시기는 고종 36년, 즉 光武改革 때로 고종의 대한제국 구상에 

『만국공법』이 끼친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후술하겠지만 大

韓國國制에서 언급하는 만국에서 통용되는 법칙이 바로 이 『만국공법』

을 바탕으로 하는 법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당시 조정에서는 

어떤 서적의 간행을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의 표는 고종 재위 후반 조정에서 논의된 서적과 실제 간행된 서적을 

정리한 것이다. 

26) 『만국공법』에 대해서는 류재곤, 「한국의 萬國公法 수용과 인식」, 『선문
대학교 인문대학논문집』, 1권(1998)을 참고하였다. 

27) 『고종실록』, 권18, 18년 3월 23일(을유), 황재현, 홍시중의 상소; 같은 책, 
윤7월 6일(병신), 홍재학 등의 상소에서는 『만국공법』을 포함한 서양서적
은 요사스러운 것이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Homo Migrans Vol. 16(May 2017)

58

[표 2] 재위 후반기(1897∼1907) 조정에서 논의 및 간행된 서적 목록

시기 서명 시기 서명

1 15년 3월 13일 계해 『進饌儀軌』 10 30년 4월 13일 을축 『養老宴儀軌』

2 18년 2월 26일 무오 『私擬朝鮮策略』 11 34년 11월 30일 
양력 『明時』

3 19년 8월 26일 기묘 『孝經大義』
『古鑑』 12 40년 2월 24일 양력 『文獻備考』

4 19년 8월 30일 계미 『皇明實錄』 13 40년 8월 3일 양력 『大明律』

5 19년 10월 7일 경신 

『杞憂子易言』
『海國圖志』
『朝鮮策略』
『萬國公法』

14 42년 4월 29일 양력 『刑法大全』

6 20년 8월 23일 경오 『通鑑政要』
『補拾』 15 42년 6월 18일 양력 『民法常例』

7  23년 3월 2일 을미
『大典會通』
『大明律』
『無冤錄』

16 43년 3월 5일 양력 『文獻備考』

8 26년 7월 18일 임술 『東宮日錄』
『書筵日記』 17 43년 8월 3일 양력 『步兵操典』

9 29년 8월 28일 계미

『列聖誌狀通紀』
『文苑黼黻』

『東國文獻備考』
『春官通考』

18 44년 2월 11일 양력 『增補文獻備考』

고종 재위 후반에도 왕실에 대한 추숭작업은 계속하여 이루어졌다. 

전기에도 편찬되었던 『列聖誌狀通紀』가 다시 한 번 거론되었고 그 

외에 翼宗妃 神貞王后 趙氏(1808∽1890)의 周甲을 경축하기 위한 進饌 

의식에 관해 기록한 『進饌儀軌』나 양로연에 절차에 대해 기록한 『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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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宴儀軌』를 편찬한 것이 눈에 띈다.28)

그런데 이 서적들은 왕실 추숭 의도도 포함하고 있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孝行과 관련 있는 책들로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前 都事 崔瑆煥(1813∽1891)이 『孝經大義』와 『古鑑』을 만들어 

中外에 널리 보임으로써 교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진달했을 때, 

최성환이 가진 학술의 經緯를 알 수 있으니 속히 올리라는 하교와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29)

주지하였듯이 조선은 유교적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孝와 忠은 유교의 기본 이념이자 불가분의 관계였다. 집안에서의 

효가 바로 정립되어야 국가의 충이 바로서고 그래야 조화로운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유교에서의 五倫이요, 王道政治의 핵심이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부모의 부모다운 사랑과 자식의 자식다운 효도가 

올바르게 구현될 때, 부모와 자녀간의 일체 의식이 이루어지며, 형다움의 

우애와 동생다움의 공손 그리고 윗사람다움의 이해와 아랫사람다움의 

순종이 올바르게 구현될 때, 형제간의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서의식이 확립되며, 남편다움의 올바름과 부인다움의 덕성이 올바르게 

구현될 때, 부부간의 역할분담이 조화를 이루며, 지도자다움의 사랑과 

아랫사람다움의 충성이 올바르게 구현될 때 정의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30)

고종은 동도서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동양의 도를 유지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즉 고종이 오륜에 바탕을 둔 유교이념을 계속 지켜가기 

위한 발현체로 『의궤』와 『효경대의』를 편찬하고 조묘를 정비하고 

선조를 추숭하는 작업을 시행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도 고종은 

자신의 위치를 대한제국의 황제로 공표하고 『만국공법』에 따라 외국과 

수교하며 서양기술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면서도 “東宮과 함께 한 나라 

28) 『고종실록』을 보면 고종 때 유독 양로연에 관한 논의가 많았음을 알 수 있
다. 가장 많았던 成宗과 世宗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검색되고 있는데, 조선후
기 왕들 중에서는 그 수가 단연 압도적이다.

29) 『고종실록』, 권19, 19년 8월 26일(기묘).

30) 오석원, 「유교의 효사상과 현대사회」, 『유교사상연구』, 13권(2000),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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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의 宗主가 되어 기자와 공자의 도를 밝히고 거룩한 聖祖의 뜻을 

이을 것이다.”라고 언명하였다.31) 다시 말하면 유교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유교를 진흥시키겠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전국 유생들의 지지를 

얻고 동시에 서양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새로운 정책을 

구상함으로써 부국강병으로 나아가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서적 간행의 특징은 법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조선의 법전 편찬은 『大明律』을 바탕으로 이ㆍ호ㆍ예ㆍ병ㆍ형ㆍ공전의 

육전을 하나로 모은 종합법전 형태로 발간되었다. 종합법전은 기존 법전의 

내용과 함께 새로 만들어진 조항을 기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 외에 

형전과 관련된 『欽恤典則』이나 『無冤錄』, 재판 판례집이라고 할 수 

있는 『審理錄』등과 개인이 만든 여러 법전들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고종 대의 법전 편찬에서는 그동안의 조선의 법전과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대전회통』은 앞선 시기의 법전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대명률』, 『무원록』의 발간은 전 시기에도 규칙적으로 

반복되던 것이기에 특별할 것이 없지만 고종 42년에 발간된 『刑法大

全』과 『民法常例』는 고종의 새롭게 발간된 것이다. 고종은 

『형법대전』이 완성되어 중앙과 지방에 반사하라는 詔令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刑法은 정치의 필수적인 수단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의典憲이 처음부터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데 옛날과 

지금은 제정하는 것이 다르고 두거나 없애는 것을 대중없이 하였으므로 

백성들의 범죄가 더욱 많아지고 有司의 의혹도 차츰 깊어지기 때문에 짐은 

속으로 개탄하였다. 이어 先王들이 제정한 법을 근본으로 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작하여 나라의 법을 뚜렷이 만들고 그 이름을 『刑法大全』이라 

하여 온 나라에 반포하여 영원히 전하는 바이니 백성들은 두려운 것을 

알게 될 것이고 有司는 遵奉하기 쉬울 것이다. 아! 공경히 받들도록 하라.32)

31) 『고종실록』, 권39, 36년 4월 27일(양력).

32) 『고종실록』, 권45, 42년 4월 29(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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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이 법전을 만든 것은 더 이상 자의적 해석을 하지 말고 일정한 법규에 

의거해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위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좀 

더 생각해본다면 고종의 통치 체제가 법에 의한, 法治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종의 법치에 대한 생각은 1899년에 

있었던 ‘大韓國國制’ 의 반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1조 大韓國은 세계만국에 공인된 自主獨立한 帝國이다.

제2조 大韓帝國의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래 되었고,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 專制政治이다.

제3조 대한국 大皇帝는 무한한 君權을 지니고 있다. 공법에 이른바 政體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가 지니고 있는 군권을 侵損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미 행했건 행하지 않았건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한다.

제5조 대한국 대황제는 국내의 陸海軍을 통솔하고 編制를 정하며 戒嚴과 

解嚴을 명한다.

제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萬國의 

공통적인 법률을 본받아 국내의 법률도 개정하고 大赦, 特赦, 減刑, 復權을 

한다. 공법 이른바 율례를 자체로 정하는 것이다.

제7조 대한국 대황제는 행정 各府와 各部의 관제와 文武官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며 행정상 필요한 각 항목의 勅令을 발한다. 공법에 이른바 治

理를 자체로 행하는 것이다.

제8조 대한국 대황제는 문무관의 黜陟과 任免을 행하고 爵位, 勳章 및 

기타 榮典을 수여 혹은 박탈한다. 공법에 이른바 관리를 자체로 선발하는 

것이다.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송주재하게 하고 宣戰, 

講和 및 제반 약조를 체결한다. 공법에 이른바 사신을 자체로 파견하는 

것이다.33)

대한국국제는 황제권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여기에서는 제6조에서 제9조의 내용에 집중해보자. 이 내용은 ‘만국의 

공통적 법률에 본받아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33) 『고종실록』, 권39, 36년 8월 17(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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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공법에 의하여 황제가 제정하며 각 부의 행정 사무와, 관리의 

선발, 사신 파견 등 모든 행정 제반 사항을 법에 의거하여 따른다는 것은 

법에 의한 정치를 하겠다는 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실제로 고종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공법을 참작하여 시행하라는 명을 

여러 차례 내리고 있음을 『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종은 앞서 

살펴본 대로 동도서기에 입각하여 기본적 정신은 유교에 바탕을 두고 

만국에 통용될 수 있는 법에 의한 정치를 하고자 했다고 추측된다. 그리고 

쉽게 섞일 수 없는 동양의 도와 서양의 제도를 자신에게 부여한 절대적 

군주권과 유교의 종주로써의 역할로 통치하려하지 않았을까 추론해본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고종 재위 시기의 서적 간행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혼란기에 왕위에 오른 고종은 왕실과 관련된 서적을 편찬하고 조묘 

정비 사업, 선조 추숭 작업을 실시하면서 자신의 왕위 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예제 및 효와 관련된 서적을 출간한 것은 자신의 

정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동도서기의 발현이라고 할 것이다. 고종은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를 혼합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를 위해 유교 

이념의 핵심 사상은 예와 효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특히 예는 조선을 문명국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었으며, 효는 효=충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어 강력한 군주권을 

성립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셋째, 서양의 

기를 받아들이는 노력은 각종 법전의 편찬으로 완성된다. 그간 조선의 

전통적 법전 형태는 육전을 하나로 모은 종합법전이었다. 그러나 고종 

재위 기간에는 다양한 사례집이 편찬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최초의 

형법, 민법 법전이 편찬되었다. 이는 대한국국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양의 제도, 법제 특히 『만국공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제국만의 

새로운 법제를 만들어 법에 의한 통치를 하고자 했다고 생각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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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종의 동도서기론에 입각한 정치가 과연 실제로 실행될 수 

있었는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고종의 대한국국제의 전반부는 

절대 군주로서의 의지 표명으로, 후반부는 법치로의 지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속에서 근대사회로의 지향에서 가장 중요한 민권에 대한 

언급은 어떤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때문에 법치의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고종의 정치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없다. 이는 아직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강력한 군주권과 근대사회로의 

이행이 동시에 운영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답은 추후의 연구를 기약하도록 하겠다.

동국대학교, onetop02@dongguk.edu

키워드(Key Words):

고종(King Gojong), 동도서기(Dongdo-Seogi), 서양기술서적(Western 

technological books), 규장각(Gyujanggak), 조선왕조실록(Annals of 

the Choson Dynasty)

(투고일: 2017. 04. 17, 심사일: 2017. 05. 10, 게재확정일: 2017.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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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高宗 年間(1863∼1907) 서적 刊行 양상과 그 성격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신 경 미

이 글은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왕위에 올랐던 고종 재위 시기, 

조정에서 논의되고 간행된 서적의 간행양상을 통해 그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고종은 왕실과 관련된 서적을 편찬하고 祖廟 정비 사업, 선조 追

崇 작업을 실시하면서 자신의 왕위 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둘째, 예제 

및 효와 관련된 서적을 출간한 것은 자신의 정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동도서기의 발현이라고 할 것이다. 고종은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를 

혼합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를 위해 유교 이념의 핵심 사상은 예와 

효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셋째, 서양의 기를 

받아들이는 노력은 각종 법전의 편찬으로 완성된다. 그간 조선의 전통적 

법전 형태는 육전을 하나로 모은 종합법전이었다. 그러나 고종 재위 

기간에는 다양한 사례집이 편찬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최초의 형법, 

민법 법전이 편찬되었다. 이는 대한국국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양의 

제도, 특히 『萬國公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제국만의 새로운 법제를 

만들어 법에 의한 통치를 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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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book publishing during 

the reign of Kojong(1863∼1907)

-Focusing on the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朝鮮

王朝實錄)』-

Shin kyoungmi

This article focuses on the time of King Gojong who was on the 

throne at the time of confusion at home and abroad. Among them, I 

sought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the facts by tracking the books 

that were discussed or actually compiled in the country. As a result, 

three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Kojong compiled a book related to the royal family, repaired 

ancestral tombs, and elevated ancestors. This seems to be the 

justification of his being a king. Secondly, we published books on 

etiquette and filial piety. This is the expression of the ‘Heurem of 

Eastern ways, Western machines(東道西器論)’, which is the political 

ideology of Gojong. Kojong pursued a policy of blending Oriental 

traditional Heurem with Western machines, and it seemed to have 

emphasized etiquette and filial piety in order to lead it successfully. 

Third, efforts to accept Western technology are completed by a 

compilation of various codes. In the meantime, the traditional form 

of the law in Korea had a collective character that brought together 

the rules of each department. However, when King Gojong was 

on the throne, various casebooks were compiled, and the first 

penal code and civil code were made. As you can see from the 

Constitution of the Daehan Empire(大韓國國制), we can think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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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empire has created a new legal system based on Quoting 

international law(萬國公法) and tried to rule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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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성과 인종주의 국가의 탄생

Ⅰ. 머리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주의(Colonialism)’이라는 표현이 하나의 

유행처럼 퍼져나갔다. 실상 같은 현상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인 

‘식민주의(Colonism)’가 제국주의자들이 해외 팽창을 긍정적으로 

선동하는데 사용했다면, 식민지 출신의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가 

언급한 식민주의적 행태는 유럽인들이 새롭게 점유한 땅으로 이주하는 

행위가 만들어낸 경제, 사회, 문화적 구성물과 그 영향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후 에메 세제르가 언급한 ‘식민주의(Colonialism)’는 “식민화, 식민화의 

폐해, 식민화의 정당성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1)역사적 

현상으로서 식민주의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식민’ 

이후의 세계는 여전히 식민지 시대가 만들어낸 유산으로부터 기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중심에는 마크 페로(Marc Ferro)가 지적하듯 

식민주의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인 인종주의의 확산이 자리잡고 있다.2) 

알베르 멤미(Albert Memmi)가 “인종주의는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자를 

연결하는 근본적인 관계를 요약하고 또 상징한다”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1) Marc Ferro, ed., 고선일 역, 『식민주의 흑서』 (서울: 소나무, 2003), 
16-17쪽.

2) 같은 책,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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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과 일맥상통한다.3)

동전의 양면과 같이 존재하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역사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특별한 위치와 백호주의(White Australia)는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적 위치는 20세기 탈식민화 과정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경제 

제국주의의 현 상태를 공격하고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역사를 

공격”4)하는 이론적, 정치적 입장에서 백인 식민주의자들이 정착 하여 

자치령으로 발전했던 지역들 – 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 의 

실천과 경험은 배제되어 있다는 간단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와는 다른 오스트레일리아의 

역사적 경험은 트리컨티넨탈리즘(Tricontinentalism)을 구성하는 

실천의 근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억압적 상황에 대한 

개입의 능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포스트식민주의(Post-colonialism)를 

트리컨티넨탈리즘으로 바꾸어 부르자고 주장한 로버트 J. C 영(Robert C. 

J. Young)은 제국주의의 해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식민지화 

현상이 나타나는 조건과 역사성에 주목하여 포스트식민(Postcoloninal)

적인 것을 정의한다. 그에 따르자면 포스트식민은 “직접 통치에 의한 

지배라는 최초의 의미에서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이후에 오는 것이기는 

하되 헤게모니를 장악한 경제 권력의 전 지구적 체제라는 더 나중의 

의미에서의 제국주의 안에 여전히 위치하는 것”으로 “이전 식민 권력 

내부의 변화된 역사적 상황과 변화된 정치적 환경에 대응하여 발생한 

문화적 형성물”이라고 할 수 있다.5) 즉 포스트식민주의는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식민지 국가들이 추진하는 뒤늦은 근대화 과정에서 표출되는 

경제적, 문화적 종속에 뿌리를 둔 정치적 입장을 지칭한다. 이것은 

탈제국주의 이후에도 상존하는 식민지성의 중첩이라는 모순으로부터 

3) Abert Memmi, Pourrait du colonisé précédé de portrait du colonisateur 
(Paris: Gallimard, 1985) p. 93, 김용우, 「인종주의와 식민주의 - 알베르 멤
미(Albert Memmi)의 경우-」, 『프랑스사 연구』, 31호(2014), 175쪽에서 
재인용.  

4) Robert J. C. Young, 김택현 역,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탈리즘』 
(서울: 박종철 출판사, 2005), 113쪽.

5) 같은 책,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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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하는 공통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담론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즉 포스트식민주의를 만들어내는 포스트식민성(Postcoloniality)

이란 제국주의의 연장에서 – 혹은 구(舊)제국주의의 직접 지배 이후에 

– 포스트 식민 국가들이 강제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전 지구적 체제를 

결정하고 있는 경제적, 물질적, 문화적 조건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6)  

그러나 백인 식민주의 정착민들이 스스로 통치하는 자치령(Dominion)

이었던 오스트레일리아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은 트리컨티넨탈리즘으로 

대체가능한 포스트식민성과는 거리를 두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역사에서 특별한 위상을 갖는다. 이것은 백인 식민주의자들의 문명화 

사명론의 전초기지였던 자치령이 일방적인 지배와 통치의 대상이었던 

식민지와는 구별되는 속성으로부터 기인한다. 즉 자치령이라는 정치, 

경제, 문화적 우월감으로부터 비롯된 오스트레일리아의 특별한 지위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독립국들이 놓여 있는 포스트식민지성과는 확연하게 

구별되게 만든다.7) 주지하듯 이것은 영국 식민주의자들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겼던 원주민들이 탈식민화의 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령 남서아프리카나 영국령 동아프리카 등에서 진행된 대량 

학살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이 탈식민화의 주체였다는 사실과 대비된다.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의 해방 주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제국의 

일부를 구성했던 자치령과 같은 주변부 공간의 포스트식민성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지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공간적 식민지성과 제국주의적 정체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자치령의 이중적 성격은 포스트식민지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본고에서는 노동력의 이동을 통해 식민지 국가들이 탈식민화 이후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오스트레일리아가 가지는 

차별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제국주의 시대에 형성된 영국세계체제와 

포스트식민지성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6) 같은 책, 113쪽.

7) 특히 백인 정착민이 건설한 식민지와 다양한 비정착 식민지의 역사적, 정치
적,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Linda Hutcheon, “Colo-
nialism and the Postcolonial Condition: Complexities Abounding”, Mod-
ern Language Association, 110-1(1995),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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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탈식민화와 인종주의 국가의 탄생: 탈제국화?

18세기 후반 제임스 쿡(James Cook)이 커널 반도(Kurnell Peninsula)에 

도착하기 이전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었던 원주민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1930년 인류학자 알프레드 래드클리프-브라운(Alfred 

Radcliffe-Brown)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Aboriginal Australians)

의 숫자를 최소 30만 명으로 추정한 이래로 30만에서 100만명 가량의 

원주민이 영국인들의 도착 이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각지에 퍼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최근의 인류학 연구성과들은 약 7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정확성은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다.8) 영국의 소형 범선 

인데버(Endeavour) 호는 첫 항해에서 94명의 승무원을 태웠고, 이 

배가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하면서 원주민들은 백인 중심의 역사에서 

배제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 정착한 영국계 백인 식민주의자들은 

인종주의적 시선으로 원주민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3000대 1의 경쟁 

속에서 새로운 공간의 지배자로 자리매김했으며, 이 공간에 대한 권리를 

공고화했다. 결국 제국주의와 백인 정착민 사이의 공식적인 식민지 

관계의 청산과 함께 진행된 보호령으로의 변화는 형식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백인 

식민주의자들이 탈취한 공간에 대한 권리를 더욱 근대화 된 헌법 체계 

속에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즉 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성은 결국 

인종주의와 백인 중심의 주권 국가 건설에 있으며, 필연적으로 제국의 

해체 이후 제국주의의 확장성과 연결된다. 

초기 백인 식민주의자들의 인종주의적 관점은 1900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헌법(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을 통해 백인 

중심의 국가 건설 기획 속에 녹아들었다. 제임스 쿡과 함께 인데버호에 

탑승했던 식물학자 죠셉 뱅스(Joseph Banks)는 여행일기인 『인데버 

저널』(Endeavour Journal, 1768-1771)을 통해 문명화된 백인과 

‘동물 상태’의 원주민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8)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S), Year book Australia 2002,   http://
www.abs.gov.au/ausstats/abs@.nsf/94713ad445ff1425ca256820001
92af2/bfc28642d31c215cca256b350010b3f4!OpenDocument(검색일: 
2017년 4월 29일).



73

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성과 인종주의 국가의 탄생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을 백인들과 구별되는 퇴화한 ‘인종’으로 

구분한다. 죠셉 뱅스의 편견은 100년 이상 유럽인들의 인식을 지배했다. 

아일랜드계 역사가이자 인류학자였던 로데릭 플라나간(Roderick 

Flanagan)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애보리진들』(The Aborigines of 

Australia, 1888)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가장 낮은 층의 ‘야만적 

인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9) 이렇게 18세기에서 19세기를 이르는 동안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눈에 비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원숭이보다 

조금 위에 위치하는 비문명화된 ‘인종’일 뿐이었다. 이들은 ‘비위생’적이며 

‘난폭한’ 원주민들로 문명을 갖지 못했으며 자치 능력조차 없는 미개한 

종자일 뿐 이었다.10) 백인 식민주의자들에게 그들의 정착과 함께 퍼진 

전염병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원주민들의 숫자는 유럽인들이 정복한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미개함과 

비문명성을 의미할 뿐이었다. 이것은 ‘차이혐오(héterophobie)’로부터 

비롯된 인종주의적 편견의 전형이었다. 알베르 멤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러한 인종주의는 “식민 현상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자 식민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11)

백인 식민주의자들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에게 정착지나 

농경문화 그리고 정치 조직이 없는 것으로 인식했으며, 그들이 필요한 

것은 단지 원주민들의 토지였다. 결국 토지를 점유한 식민주의자들에게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집단으로 

간주 되었다.12) 이러한 인식은 1900년 오스트레일리아연방헌법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오스트레일리아연방헌법은 의회의 역할에 관한 

조항에서 “의회는 평화와 질서 그리고 적절한 연방 정부를 위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명문화하면서 “모든 주의 원주민 인종

(the aboriginal race)을 제외한 특별한 법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9) 이민경, 「영제국 식민지 초기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영국인 정착민」,
『영국연구』, 36호(2016), 116-117쪽.

10) 같은 논문, 117쪽. 

11) Abert Memmi, Pourrait du colonisé précédé de portrait du colonisateur 
(Paris: Gallimard, 1985) p. 93, 김용우, 「인종주의와 식민주의 - 알베르 멤
미(Albert Memmi)의 경우-」, 175쪽에서 재인용.  

12) Andrew Armitage, Comparing the policy of Aboriginal Assimilation: 
Australia, Canada and New Zealand (Vancouver: UBC Press, 1995),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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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의 사람(people of any race)을 위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3) 즉 원주민은 헌법적 정의에 따르면 법의 보호 밖에 있는 

존재들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이 성립될 당시 총 

377만 명의 인구 중 원주민의 숫자는 9만 수준에 불과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통치의 대상이 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들은 

1962년까지 선거권을 박탈당하였으며, 1967년까지 이들을 위한 

정책은 북부영토(Northern Territory)에 한정되어 있었다.14) 정확한 

통계의 부재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추정치 중 가장 적은 

숫자를 제시하는 래드클리프-브라운(Alfred Radcliffe-Brown) 계산을 

따르더라도 백인 식민주의자들의 정착 이전의 원주민 숫자를 회복하는데 

200여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원주민의 숫자는 1991년에 28만 3천여 명, 1996년에 38만 6천여 명에 

불과했다. 

1901 1991 1996 2001 2006

주/영토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뉴 사우스 웨일즈 7,434 8.0 75,020 26.5 109,925 28.5 121,142 28.4 132,716 28.3

빅토리아 652 0.7 17,890 6.3 22,598 5.9 24,568 5.8 26,541 5.7

퀸즈랜드 26,670 28.6 74,214 26.2 104,817 27.2 118,749 27.8 133,288 28.4

남오스트레일리아 5,185 5.6 17,239 6.1 22,051 5.7 24,313 5.7 26,633 5.7

서부오스트레일리아 30,000 32.1 44,082 15.6 56,205 14.6 61,505 14.4 66,976 14.3

타스마니아 157 0.2 9,461 3.3 15,322 4.0 16,644 3.9 18,023 3.8

북부 영토 23,235 24.9 43,273 15.3 55,876 13.4 56,364 13.2 60,610 12.9

수도 지역 - - 1,616 0.6 3,058 0.8 3,589 0.8 4,149 0.9

총 원주민수 93,333 100.0 282,979 100.0 386,049 100.0 427,094 100.0 469,135 100.0

▲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추정치15)

13) Museum of Australian Democracy, Ducumenting a Democracy, Com-
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1901), pp. 1-2. http://www.
foundingdocs.gov.au/scan-sid-1156.html(검색일:  2017년 4월 29일).

14) Andrew Armitage, Comparing the policy of Aboriginal Assimilation, 
p. 27.

15) ABS, Year book Australi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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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포스트식민지성은 탈식민화 이후 역설적인 재식민화

(recolonization)나 신식민지화(neocolonization)의 결과로 규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는 원주민을 정복하면서 형성된 

공간적인 식민지성과 영국 정착민들의 제국주의적 정체성이 교차하는 

역사적 경험을 하면서 다른 식민지들과 동일한 탈식민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1901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오스트레일리아연방의 역사는 

백인정착지(white Settlement)인 뉴사우스웨일즈, 퀸즈랜드, 빅토리아, 

타스마니아, 남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연방을 구성한 후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의 성립은 원주민들의 

저항에 의한 독립이 아닌 백인 정착민들의 정치적 분리라는 의미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식민지국가들의 탈식민지화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이것은 원주민이 배제된 백인 중심의 국가였으며, 연방헌법이 

규정하듯 인종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국가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III. 탈식민화와 탈제국화 길항 관계: 문화 정체성의 역할과 

오스트레일리아성의 형성

백인 식민주의자들의 자치령은 19세기 후반에 비로소 그 모양새를 

갖추는 ‘영국 세계체제(British World-System)’ 형성의 산물이자 주요 

구성요소였다. 경제적,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곤란한 집단(Awkward 

squad)’이었던 정착민 식민지(settlement colonies)가 자치령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은 영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목표로 하는 식민지 모국의 제국주의 전략의 결과물이었다. 이것은 19

세기 내내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제국주의 정책을 추구해온 영국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피지배자들의 원심력보다 제국으로 수렴되는 

구심력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제국과 자치령 사이의 동일한 

문화적 정체성이 양자 사이를 끌어당기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미국의 독립과는 또 다른 제국의 

중심부와 자치령의 관계를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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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연방을 규정하는 1900년 오스트레일리아연방 헌법은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남오스트레일리아, 퀸즈랜드, 타스마니아의 

주민들이 대영제국의 정부 아래 하나의 연방정부로 모이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여왕은 [오스트레일리아연방] 선언 이후 언제나 

총독(Governor-General)을 지명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16) 

1901년에 발효된 이 헌법을 만든 주체도 오스트레일리아연방이 아닌 

영국 의회였으며, 승인한 것도 영국 왕실이었다. 결국 오스트레일리아는 

스스로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오랫동안 거부했다. 영국으로부터 행정적인 

분리를 규정한 웨스트민스터 법이 1931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레일리아는 1942이 되어서야 이 법을 비준하였으며, 엄밀한 

의미의 주권국이 되는 것은 영국 의회가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모든 

권력을 포기하는 것을 규정한 ‘오스트레일리아 법(Australia Act)’이 

통과되는 1986년이 되어서야 가능했다.17)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의 세계체제(World-

System)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반주변부(Semi-periphery)

에서 중심부(Core)로 이동하는 국가에 해당한다.18) 이러한 사실은 

트리컨티넨탈리즘의 주체들인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이 주변부(Periphery)나 반주변부(Semi-periphery) 상태에 

머물러 소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 즉 

오스트레일리아의 특수성은 중심지이자 제국의 주체로서 식민지 모국인 

영국 외부에 존재하는 식민지가 아닌 제국의 중심지와 연결된 가장자리에 

위치한 자치령이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결국 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지성은 탈식민지화가 아닌 탈제국화 과정에서만 정의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트리컨티넨탈리즘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포스트식민지성의 범주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트리컨티넨탈리즘과 

16) Museum of Australian Democracy,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
stitution Act(1901), pp. 1-2. http://www.foundingdocs.gov.au/scan-
sid-1146.html(검색일: 2017년 3월 1일).

17) 이민경, 「식민지 이주 정착민과 영제국: 19세기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
로」, 『호모 미그란스』, vol. 12 (2015), 26쪽 참고. 

18) Clinton de Bruyn, Austalia’s position in the World-System, Phd. Thesis, 
Griffith University(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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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하는 포스트식민성이 제국주의의 연장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가지듯 

오스트레일리아 의 포스트식민성 또한 동일하게 제국주의와의 관계 안에 

위치한다. 

 제국의 중심부    제국의 주변부             제국의 중심부          제국의 주변부

▲ 중심부의 가장자리로서 영제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위치

제국주의에 관한 최근의 연구가 제국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수직적 

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9) 식민지와 

제국의 위계를 보여주는 탈식민화 과정은 이러한 수평성에 다시 의문을 

제기한다. 결국 제국의 중심지와 주변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자치령이었던 오스트레일리아는 직접통치 대상이었던 

식민지들과는 다른 이중성을 가지게 된다. 즉 오스트레일리아가 속한 

경제적 네트워크는 좁은 의미에서 중심부와 협력관계에 있는 중심부의 

외부에 속하지만, 이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정치적 네트워크는 족류

(ethnic)  공동체의 정체성을 공통분모로 하여 자치령의 위치를 제국의 

통치체계의 경계 밖에서 중심부의 가장자리로 옮겨 놓는다.

제국의 중심지와 그 가장자리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요소는 족류 공동체에 

근거한 문화적 정체성이다. 즉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은 백인성

(whiteness)과 종교를 기반으로 한 문화 정체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초기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착지로 이주한 영국인들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했으며, 정치제도에서 있어서도 입헌군제주의 전통을 따라 왕실을 

19) 이영석,「19세기 영제국과 세계」, 『역사학보』「19세기 영제국과 세계」, 
『역사학보』, 217호(2003),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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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하고 영국식 대의제의 전통을 취하였다.20) 즉 영국 세계체제에서 

영국과 보호령 사이의 연결해주는 문화적 토양은 족류공동체에 기반을 

둔 정체성이었다. 영토에 대한 권리와 조세권을 가지면서 자치령이 된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인들도 다른 자치령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영국국가(British contury)’나 ‘영국민족(British Nation)’으로 

규정하였으며,21) 영국을 떠나온 백인 정착민들에게는 “제국은 기괴한 

지배자가 아닌 공동의 사업”이었다.22) 이러한 집단 정체성은 백인 정착민 

중심의 오스트레일리아연방이 영국여왕에 종속된 상태로 영제국의 그늘 

아래 계속 남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관계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자치령으로 제국 중심지의 가장자리 

역할을 하면서 점진적인 탈식민화 과정에서 다른 식민지들과는 차별적인 

사회 발전을 경험하게 만들었다. 최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어난 

무슬림 여성의 베일 논쟁에서 드러나는 ‘오스트레일리아성’은 영국계 

에스닉 정체성을 중심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민족 정체성이 형성되어 

확대 재생산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23) 존 하워드 총리의 연설은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치는 오스트레일리아 사회가 세속적이라는 점에 

있다. 이때 세속적이라는 것은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에 공식적 종교는 

없지만, 유대-기독교에 영향을 받은 우리의 문화는 있다는 의미이다. [...]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공동체에 영향을 준 믿음/가치 체계 중에 유대-

기독교의 영향력이 가장 막강하고,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세속적 전통을 또한 존중한다. [...] 가족이 

핵심이라는 생각, 민간 기업에 대한 강력한 나의 믿음, 이 나라에 유대-

20) 위의 논문, 220쪽.

21) John Darwin, The empire project, The Rise and Fall of the British 
World-System 1830-197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 11, p. 25. 영국 세계체제에 관해서는 이영석, 「19세기 영제국과 
세계」, 217-218쪽 참고.

22) J. Darwin, The empire project, p. 11.

23) 문경희, 「호주 무슬림 여성의 베일과 ‘호주성’ 논쟁: 문화적 인종주의 시각에
서」,『아시아여성연구』, 51권, 2호(2012),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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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가 안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나의 강한 믿음. 이러한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고 있다. 총리 임기 기간 매 순간에 그러한 나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재확인시켜 주었다.24)

존 하워드 총리의 연설문에 담긴 담론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신인종주의적 갈등의 한축이 되는 주류사회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프랑스나 영국 등 제국주의 국가의 주류 담론에 드러나는 

논리 매우 유사하다.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제국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식민지가 아니라 중심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특수한 역사성이 만들어 

놓은 현상임은 분명해 보인다. 

IV. 오스트레일리아의 백호주의와 이민: 포스트제국성?

1970년대에 점차 사그라지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백호주의의 정책

(White Australia Policy)의 운명과 1968년 영국의 이녹 파월(Enock 

Powell)이 행한 ‘피의 강’ 연설의 사회적 영향력은 백인성으로 연결된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의 상반된 탈제국주의적 상황을 보여준다. 

1960년대 이후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이 유럽과 가까워지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아시아-환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고 독자적인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아시아에서 노동력을 

받아들여야 하는 정책 변화를 추구하였다. 반면에 영국에서는 과거 

식민지로부터 받아들인 유색인 이민자가 급증하자 이민을 제한하기 

위한 인종주의적 담론이 확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양국에서 일어난 

이 두 가지 경향은 포스트식민지성이 만들어낸 상반된 현상으로, 제국의 

중심부에 존재하는 위계질서의 위치에 따라 – 즉 제국의 중심부인 

영국과 그 가장자리인 호주의 위치에 따라 - 보호령과 위임통치령을 

포함하는 식민지들과 상이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포스트식민지성은 특히 이민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포스트식민성의 물적 토대가 되는 사회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탈식민화 이후 영국에서의 이민자 폭동과 백호주의 이후 

24) 하워드 총리의 연설문은 문경희, 같은 논문, 18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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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제국의 중심부로서 영국과 그 주변부로서 식민지의 관계는 탈식민지화 

이후 소비사회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전 지구적 경제 체제에서 생산의 

중심지와 노동력 공급지로 발전했다. 특히 1950년대 영제국의 해체는 

식민지 출신 노동력의 이동을 가속화 시켰다. 결국 경제 부흥기인 ‘영광의 

30년’ 전반기의 소비사회 형성 과정에서 대규모의 단순 노동력이 

필요했던 영국은 식민지 출신의 소수 에스닉 집단이 다양한 연결망을 

통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였다.25) 결국 식민지 출신 이민자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갔으며, 카리브해 지역 출신이나 남아시아 출신들의 인구 구성 

비율이 점차 높아졌으며 1970년대를 기점으로 오늘날의 인구 지형이 

형성되었다.  

단위: 천 명
구 분 인구 수

백인 50,894

서인도제도인(흑인 카리브인) 529

인도인 807

파키스탄인 371

방글라데시인 93

중국인 109

아프리카인 109

아랍인 63

혼혈인 205

▲ 1984년 영국 에스닉 집단별 인구 수26)

25) 이영석, 「제국의 기억과 영연방, 그리고 ‘상상의 잉글랜드’」, 『영국연구』, 
36호 (2016), 201쪽. 

26) 하영준,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대처 시대 파키스탄 이주민의 ‘인정투쟁’」, 
이주사학회 기획, 신동규 엮음,『영화, 담다 그리다 비추다: 이민, 인종주의 그
리고 다문화 사회』(서울: 에코리브르, 2016),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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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제국의 중심부의 가장자리에 있었던 오스트레일리아는 

식민지와의 연계성보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의 연계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상황은 백호주의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1970

년대 이전까지 확연하게 나타나는 유럽계에게 호의적인 이민정책으로 

구체화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백호주의 정책의 기원은 1850년대 

골드러시(Gold rush)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황금을 

찾아 온 중국인 이민자의 숫자가 순식간에 5만 명까지 급증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당시 급격히 증가한 중국인 이민자 집단의 가시성은 주요 백인 

밀집지역인 뉴사우스웨일즈의 인구가 20만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들어오는 

남태평양 섬 출신 -‘카나카스(Kanakas)’- 계약 농업노동자의 증가는 

이미 스코틀랜드계와 잉글랜드계와 갈등하고 있었던 영국계 백인들에게 

임금 감소와 실업률 증가를 야기하는 노동시장 교란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결국 백호주의는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의 결성으로 귀결되는 노동운동의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인종주의로 표현되었다. 미국이나 남아프리카에서도 ‘열등한 

인종’들이 받아들이는 ‘열악한 노동조건’이 노동시장을 교란할 것이라는 

공포가 일반적으로 퍼져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죽어가는 인종’으로 

인식되었던 원주민들은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 제임스 접(James Jupp)

의 표현을 빌리자면 -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중국인들에 대한 “공포와 

혐오는 보통 병적인 것 이었다”27) 유럽계 백인들에게 유색인의 증가는 

‘혈통 오염’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당시 호주의 상황을 바라보는 영국의 

식민주의자들의 눈에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북아메리카에서의 

경험이 완전한 실패로 비추어지고 있었다.28) 그들에게는 순수한 

혈통을 보존한다는 것은 오스트레일리아 정착지의 ‘식민지인’이 아닌, 

영제국의 일부로서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의 ‘영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29) 결국 영국계를 필두로하는 백인 

정착민들의 경제적 저항은 식민주의자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연동하여 

27) James Jupp, From White Australia to Woomera, The Strory of Austra-
lian immigration (Mer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 9.

28) 이민경, 「식민지 이주 정착민과 영제국」, 37쪽. 

29) 같은 논문, 3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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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이민제한법(Immigration Restriction Act 1901)의 제정으로 

귀결되었다.30) 이 법은 “감독관이 요구할 때  그가 지시하는 유럽언어로 

된 50단어 길이의 구절을 정확하게 받아쓰거나 감독관의 앞에서 표현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으로의 이주가 금지된다고 

규정하면서 백호주의를 구체화 하였다.31)

이러한 백호주의 정책의 문화적 토대는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영국에서 

나타나는 앵글로-색슨의 문화 정체성과 동일한 것이었다.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이민자 유치에 적극적이었을 

때, 영국 정부가 동유럽인에게 보인 태도는 아시아 및 서인도제도의 

식민지 출신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비해 우호적인 것이었다. 

영국의 정치인들이 다른 식민지 출신에 비해 동유럽 출신의 이민자들이 

영국사회에 적합하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32)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영국이 보인 이러한 인종주의적 태도는 한 세기전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제국의 일부로 존재하기 원했던 식민주의자들의 

관점과 연속성을 가진다. 즉 영국의 포스트식민지 담론과 백호주의 

정책에 나타나는 백인들의 문화적 우월감은 매우 유사하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민족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제국 정체성에 더욱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영국이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에 

가입하면서 경제적 네트워크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이 

유럽을 선택하면서 영국으로 향하던 오스트레일리아의 농업생산품 수출이 

급감했다. 예를 들어 주요 수출품이었던 버터는 90퍼센트가 감소했으며, 

1970년대 중반 8만 5천여 톤에 이르던 사과 수출량은 1990년에 4분

1 수준으로 감소하고 말았다. 결국 1970년대 이후 유럽 공동체 내에서 

영국으로의 이민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30)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Immigration Restriction Act(1901),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1901A00017 (검색일: 2017년 
4월 1일).

31) Ibid. 

32) 정희라, 「영국의 동유럽 이민자: 과거와 현재」,『국제지역연구』, 13권, 
1호(2009), 483쪽.



83

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성과 인종주의 국가의 탄생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출생지 1881 1901 1947 1954 1971 1981 1986

아프리카 2,896 7,537 15,826 61,935 90,237 108,547
아메리카 12,507 11,630 14,496 55,752 96,247 11,6459
아시아 47,104 24,096 51,581 167,226 371,588 536,152
유럽 753,832 651,606 1,155,064 2,196,478 2,232,718 2,221,802

영국 689,642 679,159 541,267 664,205 1,088,210 1,132,601 1,127,196
독일 38,352 14,567 65,422 110,811 110,758 114,810
그리스 878 12,291 25,862 160,200 146,625 137,637
이탈리아 5,678 33,632 119,897 289,476 275,883 261,878
유고슬라비아 5,866 22,856 129,816 149,335 150,040
기타유럽 29,765 43,983 256,822 417,965 417,516 430,241

뉴질랜드 25,788 43,610 43,350 80,466 176,713 211,670
기타국가 137,827 15,566 5,780 6,149 17,461 36,331 52,751
해외 827,469 857,576 744,187 1,286,466 2,579,318 3,003,834 3,247,381
오스트레일리아 1,422,752 2,908,303 6,835,171 7,700,064 10,176,320 11,393,861 12,110,456

비공식 7,922 178,635 244,319
총계 2,250,194 3,773,801 7,579,358 8,986,530 12,755,638 14,57,6330 15,602,156

(%)

아프리카 0.1 0.1 0.2 0.5 0.6 0.7
아메리카 0.3 0.2 0.2 0.4 0.7 0.7
아시아 1.2 0.3 0.6 1.3 2.5 3.4
유럽 20.0 8.6 12.9 17.2 15.3 14.2

영국 30.6 18.0 7.1 7.4 8.5 7.8 7.2
독일 1.0 0.2 0.7 0.9 0.8 .07
그리스 0.2 0.3 1.3 1.0 0.9
이탈리아 0.2 0.4 1.3 2.3 1.9 1.7
유고슬라비아 0.1 0.3 1.0 1.0 1.0
기타유럽 0.8 0.6 2.9 3.3 2.9 2.8

뉴질랜드 0.7 0.6 0.5 0.6 1.2 1.4
기타국가 6.1 0.4 0.1 0.1 0.1 0.2 0.3
해외 36.8 22.7 9.8 14.3 20.2 20.6 20.8
오스트레일리아 63.2 77.1 90.2 85.7 79.8 78.2 77.6

비공식 0.2 1.2 1.6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표적 출생지 그룹33)

33) ABS, Year Book Australia 1988, p.263,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DetailsPage/1301.01988?

OpenDocument(검색일: 2017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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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주의 이민정책을 포기하고 아시아계 이민을 새롭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백호주의 정책의 포기가 즉각적인 유럽계 이민자의 

아시아계로의 대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백호주의 정책의 포기는 

아시아계 이민이 증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 숫자는 유럽계 

이민자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아시아계 이민자의 숫자가 1954

년에 5만여 명에서 1971년에 17만 여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115만 명에서 220만으로 증가하는 유럽계 이민자에 비하면 

여전히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백호주의 정책의 포기는 장기적으로 

호주의 이민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80년대 후반 유럽계 

이민자들의 숫자는 대체적으로 220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데 반해 

아시아계 이민은 54만여 명까지 증가하면서 꾸준히 상승하였다.   

오트스테일리아가 백호주의 정책을 유지했던 것은 제국의 일부분으로 

연결해주는 문화적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초기 영국계 

정착민들이 가졌던 정체성은 점차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다. 1901

년 영국 출생의 오스트레일리아에 거주자는 전체 해외 출생자의 

79.1%를 차지했으나 1988년에는 그 비율이 34.7%로 줄어들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백호주의는 여전히 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식민주의자들의 전통을 보여준다. 반면 더욱 복잡해진 이민 현상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이 전통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V. 맺음말

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지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백인 

정착지라는 특수한 식민지 형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지성을 

제국과 식민지의 이중적 관점에서 정의하게 만든다. 우선 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성은 제국의 문화적 토대를 지속적으로 재생산 하는데 있다. 

이것은 백호주의로 형상화 되어 영국적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제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자치령의 성립으로 

나타나는 백인 정착지의 탈식민화는 역설적이게 또 다른 식민지의 

탄생을 의미했다. 이것은 오스트레일이아 원주민으로부터 빼앗은 백인 



85

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성과 인종주의 국가의 탄생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식민주의자의 권리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근대화 된 제도의 틀 안에서 

확인하고 다시 제국에게 승인을 얻는 과정이었다. 즉 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성은 결국 원주민의 권리를 빼앗아 그들의 생활 터전을 영원한 

식민지로 만드는데 있었으며 이것은 백인 중심의 주권 국가 건설로 

나타났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사생아와 같은 이러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

역사적 위치는 식민지 직접 지배로 요약되는 구(舊)제국주의 시대 이후 

포스트식민지성을 구성하는 경제적, 물질적, 문화적 조건들을 정치적으로 

규정하는 냉전질서가 만들어내는 안보동맹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호주의가 해체되고 점차 제국의 전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국제 질서가 형성되면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점차 아시아에 가까워지게 

된다. 결국 오스트레일리아 노동시장의 새로운 요구들은 한국인들의 

오스트레일리아 이민의 길을 열어 주게 된다.  

창원대학교, shindongkyu@changwon.ac.kr

주제어(key Words):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식민주의(Colonialism), 보호령(Dominion) 

포스트식민성(Postcoloniality), 인종주의(Racism)

(투고일: 2017. 04. 30, 심사일: 2017. 05. 13, 게재확정일: 2017.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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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성과 인종주의 국가의 탄생

신 동 규

백인 식민주의 정착민들의 자치령(Dominion)이었던 오스트레일리아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은 트리컨티넨탈리즘으로 대체가능한 

포스트식민성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것은 백인 식민주의자들의 문명화 

사명론의 전초기지였던 자치령이 일방적인 지배와 통치의 대상이었던 

식민지와는 구별되는 속성으로부터 기인한다. 백인 식민주의자들의 

자치령은 19세기 후반에 비로소 그 모양새를 갖추는 ‘영국 세계체제

(British World-System)’ 형성의 산물이자 주요 구성요소였다. 경제적,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곤란한 집단(Awkward squad)’이었던 정착민 

식민지(settlement colonies)가 자치령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은 

영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목표로 하는 

식민지 모국의 제국주의 전략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자치령이 되는 것은 

분리나 독립을 의미하지 않았다. 제국과 자치령 사이의 동일한 문화적 

정체성이 양자 사이를 끌어당기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스트레일리아의 포스트식민성은 

문화적 측면의 제국주의적 속성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게된다. 즉 

오트스레일리아가 백호주의 정책을 유지했던 것은 제국에 대한 소속감을 

만들어주는 문화적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초기 영국계 

정착민들이 가졌던 정체성은 점차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19세기와 20세기 내내 진행된 이민의 결과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백호주의는 여전히 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식민주의자들의 

전통을 보여준다. 반면 더욱 복잡해진 이민 현상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이 

전통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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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stcoloniality of Australia and the Birth of Racist State

Shin Dongkyu

Australian White colonialist settlers, experiences keep their 

distance from the Postcololiality which could be replaced with the 

Tricontinentalism. It results from the Dominion status. Dominion 

has been considered as an advanced base for civilizing mission, 

and it’s nature is different from colonies dominated unilaterally 

by colonialists. This was a product of the British World-System 

and became one of important elements of Empire. What Settlement 

colonies, considered as an “Awkward squad” because of economic 

and administrative burden, could obtain the Dominion status, was a 

result of the strategy of British Empire aiming to constitute a New 

colonial network which allow to preserve profit. However, becoming 

a Dominion doesn’t mean a separation or an independence.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Common cultural identity between Empire 

and Dominion,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main factor to 

pull toward each other. We can here observe the relation between 

colonialism and racism, then find and define the nature of the 

Australian postcoloniality in the cultural perspective of imperialism 

which persist in after post-colonial ere. In other words, the White 

Australian policy has some connection with this cultural identity 

which make feel a sense of belonging toward the Empire. But, this 

British settlers’ identity become gradually faint because of the 

immigration that progresses constantly in 19th and 20th centuries. 

The White Australia showed a colonialist tradition formed along with 

the imperial identity. However, a complex migration phenomenon 

make Australia grow away from this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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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 온 2017년 프랑스 대선이 막을 내렸다. 브렉시트

(BREXIT)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2016년 6월 영국의 반이민 정서에 

힘입은 EU 탈퇴, 그 해 12월 미국과 멕시코 국경 간 장벽 설치를 공략으로 

내건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자국중심주의와 반이민정책의 유행이 

세계적 흐름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2017년 프랑스 대선은 

이러한 현상이 EU의 중심 국가 프랑스에까지 미치게 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프랑스 내에서는 EU 탈퇴와 

이민 제한을 주창한 프랑스의 극우정당 민족전선(Front National)의 

선전이 이어져 왔으며, 당 대표 마린 르펜(Marine Le Pen)의 대통령 

당선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종종 발표되어 왔기에 이번 2017년 

프랑스 대선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마린 르펜의 민족전선은 1차 투표에서 21,3%를 기록하며 2위로 결선 

투표에 진출했으나, 2차 결선 투표에서는 33,9%에 그쳐 에마뉘엘 마크롱

(Emmanuel Macron)에게 프랑스 대통령의 자리를 내어 주게 되었다. 

하지만 민족전선은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 

당의 대중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큰 이득을 거두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이다. 이러한 극우정당의 선전은 비단 프랑스의 정치 

상황 속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의 우려와는 달리 비록 

2016년 오스트리아 대선과 2017년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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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에 실패하였을 지라도, 더 이상 각 국의 극우정당은 더 이상 과거의 

소수 집단으로 극단적 주장을 펼치는 정치 집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고른 

지지를 받으며 기존의 정당 정치의 한 축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극우정당이 일시적 현상으로 갑자기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의 배경에는 서구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사회 주류구성원과 이주해온 ‘이방인’들사이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극우정당은 이들의 불만을 자양분 삼아 더욱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해 볼 때, 오늘날 서구 정치에서의 극우 세력 등장은 

단순히 현실 정치라는 문제에만 천작한다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이주사학회가 기획하고 신동규가 엮은 ‘영화, 

담다 그리다 비추다 – 이민, 인종주의, 그리고 다문화 사회’는 반이민 

정서가 유행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고찰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 속에 얽혀있는 이민과 

인종주의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분석은 자칫 너무 지루하고 따분한 지엽적 

분석이 되거나, 또는 이를 피하기 위한답시고 하는 시도들은 장황하고 

피상적인 담론 분석에만 머무르게 되는 난관을 피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책은 현실을 반영하는 하나의 기호 체계인 ‘영화’라는 주제를 통해 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지역을 아우르며 이민과 

인종 문제에 대한 문제를 독자들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장점이자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이주사학회

(구 이민인종연구회) 소속의 열여섯 명의 연구자들이 각자의 전공 분야 

가운데에서 영화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은 이민와 

인종주의 연구의 전문성을 깊게 하고 있으며, 이들이 선정한 ‘영화’라는 

키워드는 하나의 서사를 가지고 문제의 지점을 들여다보도록 하면서 

주제에 더욱 흥미를 가미하는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덧붙여 열여섯 

명의 연구자가 소개하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민과 인종주의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열여섯 가지의 문제의식을 발견하는 것도 이 책이 



Homo Migrans Vol. 16(May 2017)

92

독자에게 가져다 주는 또 다른 재미일 것이다.

이 책의 1부에서는 홍용진과 조원옥의 이주와 인종주의에 대한 영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화와 역사의 관계를 조망하고 있다. 서문에서 신동규가 

언급하고 있듯이, 역사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 내는 이미지와 

이야기 구조는 단순한 가상의 서사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현상의 표상이 될 

뿐 아니라 동시에 이 현상에 개입하게 되는 상징 장치(8쪽)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영화를 통한 역사 분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홍용진은 십자군 원정을 주제로 하고 있는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서 

발견하며 역사적 사실과 영화의 허구에 대한 단선적인 비교보다는 

영화가 주는 메시지와 의미를 환기하는 부분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원옥 역시 홀로코스트 영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보급되는가를 

분석하며 역사 영화에서 독자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영화에서 드러나는 이민과 인종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2부는 

세 편의 영화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영준은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에서 1980년대 영국의 파키스탄 이주민의 이야기를, 박단은 ‘증오’를 

통해 1990년대-2000년대 프랑스 파리 외곽의 이주민 2세들의 삶을, 

그리고 이선희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를 통해 1970년대 모로코 

이주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각각의 영화는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민의 문제를 서사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와 

지역 별 양상을 드러내고 있으나, 세 작품 모두는 주류 사회의 이민자들에 

대한 배타적 태도와 그 속에서 정체성을 위협받는 ‘외부인’들의 고뇌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민 문제의 본질적인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대 이민 문제의 본질은 주류 집단이 보이는 외부 집단에 대한 배타성에서 

기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가 단순히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 책의 3부는 보여주고 있다. 문종현의 ‘검은 비너스’는 19세기 

초반 흑인의 표본으로 전시되어 유럽을 떠돌았던 실존 인물 사르키 

바트만의 인생을 조망하며 그녀를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서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김정욱은 20세기 초반 아시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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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등함과 부정적 이미지를 주제로 인기를 끈 미국 영화 ‘사기꾼’을 통해 

각각 유럽인의 타 인종에 대한 시선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어 4부에서는 이러한 서구인들의 타자에 대한 시선을 더욱 면밀히 

분석한 두 영화를 통해 백인성과 인종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했는지를 보여준다. 오영인의 ‘갱스 오브 뉴욕’에서는 미국 이민 

초창기 뉴욕에서 벌어진 유럽 이민자들 간의 갈등을 통해 백인 주류 

사회의 배타성이 단순히 인종적 요소만을 기준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다른 유럽인 집단에게도 작용했다는 점을 들어 인종주의의 

본질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찬행 역시 ‘폴링 다운’을 통해 미국 

서부에 새롭게 증가한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이주민에 대한 주인공 백인 

남성의 분노를 드러내며 이주 세력에 대한 원주민의 적대감이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 5부와 6부에서는 각 집단의 경계를 넘나드는, 또는 자신에게 규정된 

집단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민과 인종문제의 

틈새를 지적한다. 권은혜는 ‘기품 있는 마리아’에서 마약 운반자로 자국과 

미국을 넘나든 콜롬비아 소녀의 이야기를, 남옥정은 ‘칠판’으로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쿠르드 민족의 고난을, 그리고 문경희는 ‘토끼 울타리’

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호주의 백인 집단에게 차별받았던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봉인영은 ‘나는 중국인입니다’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러시아계 

집단을, 그리고 신동규는 ‘영광의 날들’에서 프랑스를 위해 참전했던 식민지 

출신 군인들의 정체성 혼란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7부에서는 윤영휘의 

‘불의 전차’와 박지현의 ‘라운드업’, ‘바시르와 왈츠를’을 통해 서양의 이민 및 

인종문제에서 항상 대두되는 유대인 문제를 조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16편의 글은 각 역사 전문가들이 본인의 연구 

과제를 바탕으로 이민와 인종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수록된 영화 

분석문 하나하나를 독립적인 전문 연구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글이 챕터를 이루고 영화를 주제로 한 이민과 인종문제를 

다루는 한 권의 책이 되어 이민과 인종문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 만족할 만한 이민과 인종문제의 입문 서적이 될 수 있다고 



Homo Migrans Vol. 16(May 2017)

94

생각한다. 영화와 역사의 상호작용(1부 - 호모 미그란스의 역사와 영화)

부터 시작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2부 -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

부터 시작하여 인종 문제의 근원을 더욱 거슬러 올라간 분석들(3부 및 4

부 - 인종차별의 시선), 그리고 기존의 이민과 인종 문제의 경계선에서 

주목 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문제 

해결의 모색(5부 - 경계를 유랑하는 사람들, 6부 - 새로운 국민 되기), 

그리고 이민과 인종 문제의 핵심적 요소로 작용해 왔던 유대인들의 문제

(7부 - 유대인, 영원한 이방인인가)로 이어지는 구성 방식은 다양한 

저자들의 참여로 자칫 나열식 구성이 될 수 있었던 이 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나타냄으로서 가독성과 몰입도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영화라는 일반 독자들이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통해 각자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부분은 이 책의 구성과 함께 더욱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여러 저자가 참여한 이 책의 구성으로 기인한 

단점은 독자가 여러 저자와 만나며 직접 여러 이민과 인종 문제의 사례와 

시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전체 이민 인종을 고민하도록 이끌어 준다는 

장점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이 책이 보여주고 있는 이민과 인종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아쉬운 점을 굳이 찾아보자고 한다면 현대의 이민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물음에 직접적인 대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민과 인종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과거와는 달리 더욱 넓고 깊어졌다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다. 과거의 이민과 인종문제에 대한 접근은 특정 

사회에 편입되는 이민자 집단이 가져오는 갈등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문제가 특정 사회와 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수많은 

사회와 집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그야말로 인류가 ‘호모 

미그란스’가 되어 버린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민은 선진화된 서구 사회로 저소득층 유색 인종이 유입되는 ‘사회적 

갈등’ 속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집단을 넘나들며 정착하고 이주하는 

가운데 개인이 스스로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재설정하는 

‘개인적 갈등’의 영역으로까지 나아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이민 

문제의 측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책은 각 지역의 사례와 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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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있게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이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역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영화 중 많은 부분이 미국과 주요 유럽 국가라는 배경 속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이민자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평의 유효성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각 저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목소리로 오늘날 이민과 인종문제가 가지는 

함의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것으로 독자들에게 변모하는 현대 사회의 

이민에 관한 이슈를 완전히 소화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이지 

않을까. 현 시대의 변화되고 확장된 이민 문제를 다루는 영화나 챕터가 

이 책의 마무리를 장식했더라면 독자들이 이 책의 구성을 따라 오면서 

과거의 이민자들과 경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여기, 우리의 이민을 

발견하게 하는 편집자의 의도를 더욱 명료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사족을 붙여본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이민과 인종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극단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911 테러를 시작으로 한 미국과 이슬람 세력의 갈등 양상은 첨예하게 

대립하며 더욱 예상할 수 없는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슬람 극단 세력의 등장을 유발했고 전세계에 무슬림을 

악마화한 이미지를 퍼뜨렸으며, 기존 국가들의 세력 공백으로 인한 여러 

정치적 문제가 중동의 봄으로 불리는 시민운동에 영향을 주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시리아 내전과 유럽의 시리아 난민 문제, 그리고 유럽인들의 

이민 반대 여론을 등에 업은 극우세력의 정계 진출은 현대의 이민과 

인종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긴박하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거시적으로는 이민과 인종 문제라는 공통적 주제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이러한 이민과 인종 문제가 과거와는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럽 내부에서의 테러와 안전에 대한 문제, 

EU 공동체를 바라보는 세대 간의 격차 등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슈들은 과거에는 찾아 볼 수 없었던 부분인 것이다. 비록 동시대에 

벌어지는 문제의 연구까지 역사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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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책에서 보여주는 연구가 앞으로 더욱 이어져 

미처 다루지 못했던 21세기의 이민과 인종 문제의 새로운 양상까지도 

분석하여 더욱 발전된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파리1대학교,adelaide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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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정 기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정 국적자의 비자 발급 

및 입국을 금지하는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입국을 금지 당했으며, 심지어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들조차 공항에 장시간 억류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에 분노했고, “그들을 들여보내라!(Let them 

in!)”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 미등록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포괄적 이민 개혁안을 

추진했던 것을 생각할 때, 최근 미국 내의 반 이민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반 

이민 논쟁과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결코 갑작스럽게 증폭된 

것은 아니다. 이는 미국 역사 초기의 종교, 인종차별부터 신자유주의 

체제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자본과 노동의 이동, 그리고 이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이민 양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격화되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반 이민 논쟁은 오랫동안 미국 사회가 지니고 있었던 이민과 

이민자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신화’가 표면화된 것일 뿐이다.

아비바 촘스키(Aviva Chomsky)는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They Take Our Jobs!)』에서 이민에 대한 미국 사회의 편견과 

왜곡된 신화들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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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바 촘스키 저, 백미연 옮김,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민에 대한 

미국 사회의 편견과 신화』 (전략과문화, 2008)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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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민 정책이 형성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는 별명처럼 역사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이민자 집단으로 

구성되어 왔다. 아메리카 원주민과 유럽 출신의 이민자, 강제로 끌려온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그리고 자국의 복잡한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미국행을 선택하게 된 아시아인과 라틴아메리카인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역사 속에서 이민자는 일종의 상수로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는 그들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민자 집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동시에 거리낌 없이 체포하고 

추방하는 이중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때문에 촘스키는 미국의 

이민을 둘러싼 논쟁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민 정책과 세계화 

정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견과 왜곡된 신화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책의 1부는 “이민자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신화들에 

대해 분석한다. 이민자가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비판은 실업 

문제를 비롯해 많은 미국인이 처한 실질적인 위기와 결부되어 확대 

재생산되었다. 특히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은 이러한 의식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신화이다. 또한 이민자를 미국 경제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는 

일련의 주장들은 오늘날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한 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토대로 배타적 이민정책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주장들이 근본적으로 오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먼저 전 지구적으로 통합된 오늘날의 경제 구조에 비춰볼 때, ‘미국인의 

일자리’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며, 둘째로 많은 이들이 

미국의 경제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민자를 유입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20세기 후반, 정부의 주도하에 경제 분야 

전반에서 탈규제, 탈산업화 정책이 추진되었고, 이러한 정책상의 변화는 

미국 내 고용과 노동이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구조 속으로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업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조업 생산지를 제3세계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임금이 낮은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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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을 고용했다. 이 과정에서 복합적인 구조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현지 국가에서는 불안정한 산업화가 진행되었고 미국 내의 노동 양상은 

저임금 서비스업 형태로 변화되었다. 촘스키는 이런 형태의 글로벌 

경제 구조가 이른바 “새로운 국제노동분업”을 만들어냈으며, (p. 39)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실업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히스패닉을 

비롯한 여타 이민자들의 급증이 본국 출신 노동자의 고용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한다. 글로벌 기업의 산업은 더 이상 지역 

노동시장에 의존하지 않으며, 전 세계적인 규모의 노동시장을 통해 

운영된다. 미국 본토의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던 일자리가 사라진 듯 

보이는 것은 이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지역 사회로부터 그 자리를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게다가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적인 저비용 고이윤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공정한 형태의 고용을 실시하고 있다. 그들은 

법적 보호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미등록노동자를 이용해 높은 

이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러한 저임금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도 효과를 볼 수 없었다. 본국의 

복잡한 정치적·경제적 배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미국에 건너온 

미등록노동자들은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 대신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을 

수행했으며,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그들의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런 원인들을 배제하고서 단순히 

미등록이민자가 백인 노동자들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채로 문제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2부와 3부는 미국 사회와 이민법이 지니고 있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속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미국의 역사는 끊임없는 

차별과 배제의 역사였다. 특히 미국의 법률과 제도는 오랫동안 노예제와 

인종차별을 정당화하였으며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백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따라서 이민자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법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매우 공허하게 들린다. 1790년 제정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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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이민법은 오로지 “자유로운 백인(free white persons)”에게만 

권리를 부여했다. 반면 유색인종의 시민권과 이민은 의도적으로 

제한되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차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미국의 

이민법과 귀화법은 이른바 “계획에 의한 국민(a nation by design)”을 

만들어냈다. (p. 92) 

이러한 까닭에 미국의 이민에 대한 인식과 이민법, 각종 제도적 장치가 

본질적으로 차별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억압과 차별을 

구조화하는 데 기여해왔음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차별들은 

초기에는 종교와 인종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오늘날에는 인종에 

대한 차별 대신 ‘불법성’과 ‘국적’에 대한 차별로 형태가 변화되었다. 

특히 국적별로 할당되는 이민 비율 규제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된 

가치와 기준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와 의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왔다. 미국 정부는 이 자의적인 이민법을 토대로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적인 체포와 추방을 정당화하였다. 

4부에서는 미국의 정책과 이민의 관계에 대한 신화, 그중에서 

“이민자들은 단지 본국에서보다 높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는 미국보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처해있는 필리핀과 중남미 지역에서 건너온 

미등록이민자들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본국에서보다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복잡한 이민 구조의 일부분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계 최빈국 출신 이민자 수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형태의 이민은 제3세계 지역과 미국 사이의 구조적인 

상호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명실상부한 정치·경제 강국인 미국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가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촉발된 혼란이 현재 미국의 이민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많은 라틴아메리카인이 미국과 그들 나라 간의 관계를 신 식민지적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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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p. 171) 정치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많은 국가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과거 

식민화 정책은 적지 않은 사회적·경제적 구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전 세계적인 거대한 노동시장은 제3세계 식민지 

국가의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그런 환경은 미국 내에서 이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려 함에 따라 점점 더 고착되었다.

5부에서는 21세기 미국인이 직면한 ‘위기’와 이민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른바 새로운 세기에 접어든 후, 미국 내 이민 위기에 

대한 논쟁은 오늘날 미국이 처한 경제·의료·안보·환경 위기 등과 

연결되어 더욱 격렬해졌다. 특히 9.11 테러는 미국의 안보 정책을 

극단적으로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였으며, 미국에 들어오거나 

거주 중인 외국인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확대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이주, 이민이 미국의 국가 안보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즉, 외국인과 이민자를 ‘불법’ 혹은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인 통제와 차별적인 구조화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배타적인 이민 정책에서 

미등록이민자들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불안정에 대한 

원인과 불안감을 의도적으로 특정 대상에게 전가한다는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는 이민자들의 

인권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최근 수년 간 전 세계적으로 극우화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반 이민 이데올로기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촘스키가 이 책에서 우려했던 외국인, 이민, 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신화들이 10년 후인 오늘날 더욱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민자 

혐오를 부추기고 차별하며 폭력적으로 통제하려는 이들은 불법 이민이 

미국의 노동시장과 경제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치안과 

기본적 사회질서마저 흔들고 있다면서 그들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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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의 반 이민/이민자 담론은 미국의 이민 문제가 전 세계적인 

불평등 구조 속에서 심화되었다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장벽을 세우고 외국인과 이민자의 입국을 금지하며 

미등록이민자를 체포하는 등 미국의 강경한 정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민에 대한 일시적인 억제책이 될 순 있지만,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촘스키가 

지적했던 것처럼 “세계적인 불평등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는 

없고, 이민 정책 역시 거대한 체계의 한 조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p. 24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그릇된 믿음과 신화가 본질적인 원인을 은폐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신화를 토대로 수립된 미국의 이민 정책은 

명백한 약자인 미등록이민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별과 배제로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민자들이 그들의 기본권과 존엄마저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이민 논쟁이 근본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ladybeetle2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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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미그란스 휘보

■ 이주사학회 총회 

• 일시: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11:00 ~ 12:00 

•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L 403호 

경과보고 및 재정보고 

신임 회장 선출 

  

  

■ 2017년 이주사학회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난민·강제이주 

  

• 일시: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14:00 ~ 18:00 

•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L 403호 

  

  

개회식  

사회 : 송민혜(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 

  

개회사: 최윤철(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소장) 

인사말씀: 김용우(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이주사학회 회장) 

  

 

제1부

사회 : 송민혜(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최경옥(영산대 법률학과) -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

한 문제점 

  

박천웅(울산과학기술대 기초교양학부), 최희정(이주·사회통합연구소) 

- Studying Law Abroad and Practicing Law Home: The Abrupt 

Rise and Fall of Korean Returnee Lawyers from Japan in Early 

1920s Coloni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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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사회 : 신동규(창원대 사학과) 

  

권은혜(서강대 사학과) - 20세기 미국의 난민정책과 난민의 정치화 

  

이용일(대구교육대 사회과교육과) - 독일 사회의 이방인으로서 난민 

  

  

종합토론 

좌장 : 송민혜(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 

토론 : 권형진(건국대 사학과), 김성배(국민대 법과대학), 

문종현(한양대 사학과), 홍용진(고려대 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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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9년 2월 16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주사학회의 연구 활동에 있어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예
방ㆍ근절하고 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과 범위

1. 이 규정은 본 연구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
로 적용한다.

2.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의 범위는 본 연구회에서 주관ㆍ참
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문과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이민
인종연구”(가칭)의 투고원고이다.

 

제3조 연구윤리의 준수 의무

1.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한다.

2.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4.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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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활동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와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고, 총무이사와 편집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3인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
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호선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
원 과반수로 한다.

4. 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해당자 본인에게 즉각 전달하고 4주 이내
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 기간 내 소명이 없을 경우 윤리위원회 결정
사항은 확정되고, 연구회는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한
다.

5. 소명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
다. 재 소집된 윤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번복ㆍ경감할 수 있다.

6.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허가하지 않
는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사
실을 공표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의 연구회 연구 활동 참여
를 3년 동안 금지한다.

 

제5조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

1.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는 이후의 학술지 논문투고가 3년 이
상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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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7조 본 규정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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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미그란스』 원고작성법

2015년 8월 15일 개정 

제1조: 원고의 작성

1.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 제목은 로마 숫자(I, II, III...)로 하며, 절 제목은 숫자(1,2,3)
으로 한다.

위치는 맨 왼쪽에 둔다.

3. 본문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1)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처음 나올 때에만 ( ) 안에 원어를 병기
한다. 서양 인명은 처음 나올 때

1회에 한해 full name으로 쓴다.

(예) 인명 - 에릭 홉스봄(Eric Hobsbaum)

(예) 책명 - 『사회과학사전(Dictionary of Social Sciences)』(
반각)

2) 기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1) “ ” : 인용

(예) 그는 “진리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 ’ : 강조 또는 재인용

(예) “르네상스와 ‘시민적 휴머니즘’”; ‘프랑스 사노당(FT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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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반각기호) : 문헌, 저서, 신문 등

(예) 홍길동, 『서양문화사』

(4) 「」(반각기호) : 논문

(예) 홍길동, 「1930년대 독일 노동조합」

(5) · (가운데 점) : 동일 사항의 나열

(예) 정치·사회·경제·문화에 걸쳐

(6) 진한 글씨 : 인용문에서의 강조

(예) 프랑스 대혁명의 3대 표어는 자유, 평등, 우애이다.

(7) 영화명, 미술작품명 등은 < > 로 표기한다.

3) 외국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4. 각주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 기호 √ 는 띄어쓰기를 표시한다.

1) 인용 문헌이 편서일 경우 편자의 이름 끝에 편(編) 또는 ed.를 
기입한다. 영어 및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 단
행본과 논문의 제목에서 전치사, 관사, 접속사를 제외한 단어
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다. 관사의 경우도 처음에 오는 경우
는 대문자로 쓴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문헌의 경우 ed., 대신 
dir., hg., 을 쓸 수 있다. 부제가 있는 경우 : (콜론)을 사용한다
(예3).

2) 인용 문헌의 페이지 표기는 다음과 같다.

(예1) 홍길동√편,√『서양사강의』√(서울:√길동출판
사,√199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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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홍길동,√「그리스인의√역사서술」,√허균√편,√『서양고대
사√강의』(서울:√길동출판사,√199 6),√12쪽.

(예3)Gary√Kates,√ed.,√The√French√Revolution:√Recent√Deb
ates√and√New Controversies√(London √&√New√York:√R
outledge,√1998),√p.√12.

(예4)J.√S.√Morrill,√“The√British√Patriarchy?√Ecclesiastic
al√Imperialism√under√the√Early √Stuarts”,√A.√Fletcher
√&√P.√Roberts,√eds.,√Religion,√Culture,√and√Society√ 
in√Early √Britain√(Cambridge:√ Cambridge√University√Pr
ess,√1994),√p.√12.

3)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된 논문은 「 」(반각기호)안
에, 단행본은『 』(반각기호)안에 제목을 넣는다.

(예1) 홍길동,√「호레이쇼√얼져와√성공신화」,√ 『미국사연
구』,√4집(1996),√12쪽.

홍길동,√『프랑스√근대사√연구』√(서울:√길동출판
사,√1998),√12쪽.

(예2) 木畑洋一,√『帝国のたそがれ:√冷戦下のイギリスとアジ
ア』√（東京:√東京大学出版会, 1996年).

(예3) 草光俊男,√「東アジアの構築：表象空間の発見と近代ドイ
ツと日本」,√『史学雑誌』,√３」(2004).

4)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西洋語)로 된 
논문은 “ ”(한글타자용)안에 제목을 써넣고, 단행본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다.

5) 단행본의 경우 이름, 성, 책명(이탤릭), 권수(있는 경우), (출판
지명: 출판사, 연도)의 순으로 기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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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Paul√Tillich,√Systematic√Theology,√3√vols.√(Chicago:√
Chicago√University√Press,√ 1951),√p.√9.

(예2)Michel√Vovelle,√La√Révolution√contre√l’Egli
se-De√la√Raison√à√l’Etre√ Suprême √ (Paris: √ 
Gallimard,√1988),√pp.√12-13.

(예3)Michael√Schneider,√Streit√um√Arbeitszeit.√Geschichte
√des√Kampfes√um√Arbeitszeitverkurzüng√ in√Deutschlan
d√(Köln:√Suhrkamp,√1984),√p.√15.

6) 정기 간행물의 경우, 이름, 성, “논문제목”, 잡지명(이탤릭), 권
수 (연도), 인용 페이지 의 순으로 기입 한다.

(예1)James√Eayrs,√“The√Political√Ideas√of√the√Eng
lish√Agrarians”,√Canadian√Journal√of√Economic√ 
and√Political√Science,√18-3(1952),√p.√287.

(예2)Serge√Bianchi,√“Les√Curé√Rouges√et√la√Révolution√F
rançaise”,√Annales√ Historiques √de√la√ Révolution√Fran
çaise,√249(1982),√p.√364.

(예3)J.√Kocka,√“Zurück√zur√Erzählung?√Plädoyer√für√Histo
rische√Argumentatio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10(1984),√pp.√395-408.

7)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1) 바로 앞의 것인 경우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경우: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예) 홍길동,√『서양√문화사』√(서울:√길동출판사,√1998),√13
쪽. - 홍길동,√같은√책,√25쪽. 서양어(西洋語)의 경 우: Ibid. 
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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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William√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The√
Language√of√Labor√ from√the√ Old√ Regime√to√1848√(C
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 1980),√p.√120.

- Ibid.

- Ibid.,√p.√130.

(2) 바로 앞의 것이 아닌 경우

op. cit., loc. cit., 혹은 ‘앞의 책’, ‘전게서’, ‘상게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 대신 저자와 책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줄
여서 표기한다.

(예1) 홍길동,√『서양의√지적√전통』√(서울:√길동출판
사,√1998),√13쪽.

→ 홍길동,√『서양의√지적√전통』,√15쪽.

(예2)William√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T
he√Language√of√Labor√ from the√ Old√ Regime√to√18
48√(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1980), 
√p.√120.

→ 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p.√122.

8) 번역서의 경우, 역자, 번역서명, 출판사항만을 쓰고 원서의 명
은 표기하지 않는다.

(예) E.√J.√Hobsbawm,√강명세√역,√『1780년√이후의√민족과√
민족주의』√(서울:√길동출판사,√1994), 30쪽.

9) 웹 사이트 인용의 경우, 인용문의 주소와 검색일을 표기한다.

(예) http://www.answers.com/topic/multiculturalism (검색일: 
2009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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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① 본 규정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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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미그란스』 편집·투고 규정

제 1 장 편집위원회

제 1 조 (편집위원회) 본 연구회는 학술지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

주의, 인종주의(Homo Migrans - Migration, Colonialism, Racism)』

의 편집과 간행을 위한 편집 위원회를 둔다.

제 2 조 (구성, 소집, 의결)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회

는 편집위원장의 소집과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되며, 출석위

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계획, 논문 투고 및 심사, 기타 

원고 게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비롯한 학회지 편집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엄정하게 심의 결정한다.

     (1) 투고된 원고 1차 심사 및 심사 진행 여부 결정

     (2) 연구논문과 비평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3)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의 확인과 게재 여부의 판정

     (4) 여타 원고의 기획과 집필 의뢰

     (5) 기타 학회지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6.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해 연 2회,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

원 1/3의 발의로 소집한다.

  7.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

에는 편집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8.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2장 투고

제 4 조 (투고 자격) 원칙적으로 학술지에는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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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는 특수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비회원에게도 원고를 청탁

할 수 있다.

제 5 조 (원고의 종류)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는 글은 연구논문, 비평논

문, 서평 및 기타로 한다.

제 6 조 (원고의 투고)

  1. 투고원고의 컴퓨터 파일을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2. 투고원고는 컴퓨터 프로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아 한글’로 

작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3. 투고원고에는 국문 초록, 영문 초록, 핵심 주제어(Key Word), 필자

의 e-mail 주소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초록에는 제목과 이름이 표기되어야 한다(영문 초록의 경우는 영

문 표기).

    (2) 초록의 분량은 250 단어(관사 포함)로 제한한다. 핵심 주제어는 

5 단어 이내로 제한하며 국문과 영문이 표기되어야 한다.

    (3) 논문 말미에 필자의 e-mail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4.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5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지정된 분량을 초과하거나 『호모 미그란스』 원고작성법을 준수하

지 않은 원고는 반송할 수 있다.

제 7 조 (원고작성요령) 투고 논문의 분량, 원고 작성상의 주의점 등 세

부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원고작성요령을 둔다.

제 8 조 (학회지 저작권 일부 이용과 수입)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

한 온라인상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온라인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이메일(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동의서 스캔파일 

첨부) 또는 우편으로 본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작권

의 수입은 본 연구회에 귀속된다.

제 3장 심사

제 9 조 (심사위원)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

공자 2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위촉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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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의 위촉 및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 10 조 (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1.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2. 논문 주제의 독창성 및 학술적 가치

  3. 논리전개의 명확성 및 문장 표현력

  4. 참고문헌 활용의 적절성 여부

  5.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

제 11 조 (심사 결과 및 판정) 심사결과는 A(게재 가), B(수정 후 게재

가),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A, A: 게재

  A, B: 게재

  B, B: 수정 후 게재

  A, C: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A, D: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B, C: 수정 후 재심사

  B, D: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C, C: 수정 후 재심사

  C, D: 게재 불가

  D, D: 게재 불가

제 12 조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양식은 편

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3조 (심사 결과 통보)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

원회에 통보한다.

제 14조 (기타 원고 심사) 논문 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형식, 내용, 

분량 등의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제 4장 학술지 발행

제 15조 (발행자): 이주사학회 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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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발행횟수 및 일자): 연 2회, 5월 31일과 11월 30일에 발행한

다.

부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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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미그란스』 연구회 회칙

< 제정: 2009년 2월 16일 >

< 개정: 2015년 2월 9일 >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이주사학회(Korean Society for Migration His-

tor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관련 분야의 연구 촉진 

및 회원 상호 간의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행

3. 연구자료 및 정보 교환

4. 공동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5. 해외 연구자 및 관련단체와 학술교류 사업 추진

◆ 제 2 장 회 원

제4조 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본 회의 정회원은 이민인종 및 관련 학술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의 

석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 준회원은 학생회원, 기관회원, 기타 이에 준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다.

제8조 연구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고문으

로 추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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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총 회

제9조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권을 갖으며 주요 사업을 결의한다.

제10조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성립되며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장은 이사회 또는 회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4 장 임 원

제12조 본 회는 회장과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제13조 모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는 이사 중 편집위원장을 선임하고 편집위원에게 학술지 

발간을 위촉하며 그와 관련된 편집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15조 (회장)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를 임명

한다.

3. 회장의 직무 대행이 필요한 경우 이사 가운데 연장자가 담당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장의 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임시 총회에서 후임자

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5.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본 회가 추진하는 일체 업무 및 회계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

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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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재 정

제17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사업 소득, 찬조금 및 기타 수입

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본 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회원은 이사회

가 정하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6 장 연구윤리

제20조 본 회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특별 위원회를 둔다.

1. 본 위원회는 이주사학회 연구윤리 위원회라 칭한다.

2. 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의 임원 중 약간 명

의 위원을 임명한다. 

3. 본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행위를 

감독하고, 부정행위 적발시 규정에 따라서 조취를 취한다. 

4. 총회에서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대한 감독, 검증 

결과를 보고한다.

◆ 제 7 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결정을 따르거나 이사회

의 의견을 존중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 개정

할 수 있다.

제3조 본 개정 회칙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개정 이전 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