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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일반적으로 소설 《서유기》라고 말하는 것은 명대 萬曆 연간 壬辰년 여름

(1592)에 南京 소재의 서점인 世德 에서 간행된 100회본 《서유기》를 가리킨

다.1) ‘만력’은 명의 제13대 황제인 朱翊鈞 神宗(1572-1620)의 연호이며 전체 명

의 존립기간인 1368-1644년 중 말기에 해당된다. 명의 정세는 9대 弘治帝 孝宗

(1470-1505)의 중흥기를 기점으로, 正德帝 武宗(1505-1521), 嘉靖帝 世宗

(1521-1567), 隆慶帝 穆宗(1567-1572)을 거치면서 차츰 기울어졌고 《서유기》가 

지어지던 만력 연간에 이르면 神宗의 怠政으로 말미암아 정국은 극도로 혼란해졌

다.2) 이 시기 동안 명은 사상적으로 기존의 程朱理學이 쇠퇴하고 陽明學이 발흥

  * 고려대학교 중국학 연구소 연구교수

 1) 유용강 저, 나선희 역 《 《서유기》 즐거운 여행: 《서유기》 새로운 해설》, 차이나하우스, 

2008, 107-108쪽 참조.

 2) 신종은 초기에는 張居正을 등용해 ‘一條鞭法’을 시행하는 등 개혁을 추진해 소위 ‘萬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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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자유롭고 방만한 사회분위기가 형성됐고 정치적으로는 쇠퇴기에 접어들었

다. 내부적으로는 宦官 세력이 득세했고, 이른바 ‘萬曆三征’3)에 대규모로 군사를 

파견하면서 財政도 크게 흔들리게 됐다. 결국 명은 계속되는 농민반란과 後金의 침

략에 시달리다가 1644년에 멸망한다. 이처럼 만력 연간은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봉

착한 명의 국운이 급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한 시기 다.

이러한 사회배경에서 저작된 《서유기》는 이전의 古版本들4)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차이점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서유기》

는 ‘소설’이라는 장르적인 특징으로 인해 환상성과 이야기성이 훨씬 풍부해진다. 둘

째, 종교 특히 도교적인 성격의 이야기가 많이 삽입되며, 도교뿐 아니라 불교에 대

한 비판적 성향이 강해진다.5) 셋째, 삼장일행이 서천취경을 위해 지나가는 이역6)

의 숫자가 증가하고, 이역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넷째,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특징들 가운데 중원 밖의 이역에 대한 소설 《서유기》의 시각에 주

목하여 이역서사가 기록될 수 있었던 당시 사회적인 배경과 정치적인 의도를 살펴

보고, 명대에 《서유기》의 이역서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中 ’의 전성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近臣 張居正 사후에 親政을 하면서 국사를 돌보지 

않아 명의 멸망을 자초한다. 

 3) 1592년에 寧夏에서 일어난 哱拜의 난과 1594년 四川, 貴州에서 일어난 楊應龍의 난, 

1592년 朝鮮에서 일어난 壬辰倭亂을 말한다.

 4) 소설 《서유기》의 근간이 된 기존의 《서유기》와 관련된 텍스트들을 가리킨다. 학계에서

는 보통 100회본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초기 판본들을 ‘古版本’이라고 지칭한다. 《大唐

三藏取經詩話》, 金院本 《唐三藏》, 元代 吳昌齡의 雜劇 《唐三藏西天取經》, 楊景賢의 

雜劇 《西游記》 등이 여기에 속한다. 玄奘과 辯機의 《大唐西域記》, 慧立과 彦悰의 《大
慈恩寺三藏法師傳》은 고판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日] 川環樹 著, 胡天民 譯 <西

游記的原本及其改作>, 《明淸 說硏究》(第1集), 中國文聯出版公司, 1985, 161쪽.

 5) 元雜劇에서부터 이미 서유기 고사에는 종교적인 성격이 많이 삽입되지만, 원잡극은 

《서유기》에 비해 분량이 짧고 내용도 간략해, 종교적인 이야기 역시 상대적으로 적다.

 6) 여기서 이역이란 중원의 땅이 아닌 중원 바깥의 땅이며 異國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역

의 범주는 시대마다 달랐고 이역의 의미는 다분히 추상적이다. 또한 ‘이역’에는 중원과

는 다른 이질적이고 신비로운 땅이라는 차별적인 지리관념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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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역: 타자화된 공간

소위 神魔소설인 《서유기》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환상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

기 때문에 공간도 초현실적인 구도로 되어 있다. 《서유기》에서 지리적인 공간은 천

상, 지상, 지하의 세 범주로 나뉘며, 神聖과 인간 그리고 요괴들이 이 공간에 거주

하고 있다. 특히 지상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스토리에는 신성, 인간, 요괴들이 모두 

등장한다. 삼장 일행이 간혹 천상과 지하 세계를 遊歷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상에서 

여행하는 내용이 훨씬 많다. 그래서 삼장일행은 唐의 수도 長安에서 출발해 서쪽으

로 계속 이동하면서 신성, 인간, 요괴들로 가득한 낯선 이역에서 온갖 모험을 겪는

다. 본고에서는 《서유기》의 세 공간들 중, 지상의 공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스토

리에서 이역이 어떤 방식으로 타자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서유기》에 나오는 이역을 보면 대부분 某國, 某府, 某郡, 某洞 등과 같이 국가

와 마을의 범주이거나, 구체적인 山川지리, 道觀, 사찰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

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면, 29회의 寶象國, 39회의 烏繼國, 43회의 黑水

河, 44회의 車遲國, 47회 通天河, 62회의 祭賽國, 63회의 西梁女國, 67회의 稀

柿衕, 72회의 盤絲洞, 73회의 黃花觀, 74회의 獅駝國, 78회의 比丘國, 80회의 

鎭海禪林寺, 84회의 滅法國, 87회의 天竺國 鳳仙郡, 88회 천축국 玉華縣, 91회

의 金平府, 93회의 衛國, 96회의 銅臺府 地靈縣 등이 있다. 《서유기》에 등장하

는 이역들은 작자가 새롭게 창작해낸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중에는 중국고전에서부

터 이미 오랜 연원을 갖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63회의 西梁女國은 戰國 시기의 

《山海經》에서부터 이미 女子國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이후 역사서와 소설, 筆記類

에서 이야기가 변형되고 덧붙여져 지금의 소설 《서유기》에 이르게 됐다.

《서유기》에 묘사된 이역들은 당나라 때의 공간으로 설정돼 있지만 대부분 작자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이며 오히려 명대의 도시문화적인 분위기가 농후하다. 

그곳에 거주하는 존재들은 사람이거나 요괴이며, 요괴와 사람이 혼거하는 경우도 

있다. 즉 이전의 《大唐西域記》, 《大唐三藏取經詩話》와 비교했을 때 《서유기》의 이

역은 훨씬 풍부한 상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서유기》에서 바라본 이역의 

공간들은 異敎적인 성격이 강하며, 문명의 세례를 받지 못한 비문명의 땅이고, 동

물과 파충류가 들끓는 야만의 공간이다. 본고에서는 《서유기》에 묘사된 이역이 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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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과 色欲의 습속을 지녔고 곤충과 동물의 외모를 하고 있으며 거친 荒服의 땅으

로 왜곡된 것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정치, 문화적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야만의 습속: 食人과 色欲

《서유기》에서 삼장의 무리들은 천축 즉 오늘날의 인도로 가는 길에 많은 이역의 

공간들을 지나가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명의 세례를 받지 못한 낯설고 이

질적인 이역의 주민들을 만난다. 《서유기》에서 이역인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는

데, 요괴의 정체를 지닌 왕, 道士, 神聖 등의 고귀한 신분의 집권계층들과 그들의 

폭정에 시달리는 평범한 주민들 그리고 기이한 습속을 지닌 이역인들이 그것이다. 

이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무 문제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경우는 거

의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로 신음하고 있거나, 국

가의 야만적인 습속 때문에 문명화되지 못하고 낙후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란 대부분 국왕의 무능함과 異端적인 도사의 횡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고, 또 스스로 요괴의 정체를 지녔기 때문에 식인과 색욕 그리고 살인의 

위험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역의 공간에는 거의 빠짐없이 요괴들이 출현

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역에 들어온 삼장 무리들을 보면 여성의 모습으로 변신해 

유혹하기도 하고, 삼장법사를 죽이거나 산채로 먹음으로써 생명을 연장하려는 식인

의 욕망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역의 공간에서 삼장의 

무리들은 온갖 문제들을 통쾌하게 해결하고 주민들을 위기에서 구해준 뒤 다시 서

쪽으로 이동한다. 

1) 식인

《서유기》에서 이역에 거주하며 기존의 인간사회의 질서를 교란하고 무너뜨리는 

행위를 일삼는 존재들은 요괴로 형상화된다. 《서유기》에서 낯설고 신비한 이역의 

공간은 요괴라는 위험한 존재들과 늘 겹쳐져 나타난다. 특히 요괴들의 중요한 특징

으로 규정되는 것은 食人의 습성이다. 고대 중국에서도 식인 행위는 오랜 시간 동

안 자행됐으며 그 목적과 동기는 의외로 다양했다. 고대의 전적에서 식인이 행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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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살펴보면 대략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병든 부모를 구하기 위한 자구

책으로 자신의 넓적다리를 먹이는 등 효도의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임금이나 윗사

람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표현하기 위해, 회춘하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전쟁이나 

흉년으로 인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의례의 희생 제의로서, 또 미식가를 위

한 특별한 식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식인을 행했다.7) 소설 《서유기》가 저작된 명대

에도 인육을 사고파는 문화가 있었다.8) 이탈리아에서 온 예수회 선교사 마르틴 마

르티니(Martin Martini, 1614-1661)는 《중국사》에서 명대 開 의 도시풍경을 묘

사하면서 저자거리에서 人肉을 버젓이 판매한다고 기록했다. 명대 삼백년간 식인풍

습이 수그러들지 않고 도리어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자 淸代 治9년(1652)에는 

정부에서 금지령을 내릴 정도 다.9) 이처럼 당시 중화문명의 중심지 던 수도 開

에서도 식인풍속이 존재했지만, 《서유기》에서 식인은 이역의 고유한 문화인 것으

로 재현된다. 즉 《서유기》에서 요괴들인 보여주는 식인의 행태는 이역의 공간이 얼

마나 비문명화된 곳이며 따라서 중원의 문명적인 세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명하

기 위해 구상됐다고 볼 수 있다. 

《서유기》 78회의 比丘國 이야기는 위대한 당에서 온 삼장의 무리들이 식인귀를 

처치함으로써 야만의 공간을 중화의 문명으로 교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서

유기》의 이국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비구국의 국왕은 政事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서역에서 온 도사를 깊이 신임하고 의지한다. 게다가 무능한 국왕은 도사가 데려온 

미녀에게 빠져서 갈수록 기력이 쇠해진다.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모색하던 국왕

은 어린아이 1111명의 심장을 달여 먹으면 불사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도사의 

말 대로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바치게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은 비구국이 

아닌 ‘ 子城’으로 불린다는 소설의 언급처럼 비구국은 집집마다 거위우리에서 아이

들을 사육한다. 보호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인 어린아이들이 장생불사의 약으로 달

 7) 송정화 < 《西游記》에 나타난 食人의 의미에 대한 고찰: 신화, 종교적 분석을 중심으

로>, 《중국어문학지》 제37집, 2011, 388쪽. 

 8) 식인문화(cannibalism)는 중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古代에는 전 세계적으로 종교

의례와 식용을 위해 인육을 사용한 예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식인문화가 斷指, 割股 

등의 형태로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 존재했다. 《中宗實 》, 《宣祖實 》에 보

면 인육을 약용으로 사용한 예도 나온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明史》와 《淸史》 등의 正

史에도 식인문화에 대한 예가 다수 나온다. https://ko.m.wikipedia.org/wiki/식인
 9) 황문웅 《중국의 식인문화》, 교문사, 1992,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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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는 잔인하고 기이한 행태가 이 이역의 공간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위대한 중화 문명의 힘으로 훈도해야할 야만의 습속이다. 역시나 중화의 웅 

손오공과 저팔계는 무도한 도사를 처치하고 고통 받던 주민들을 구해준다.

72회의 盤絲洞에서는 아름다운 여성의 외모를 한 거미요괴들이 삼장일행에게 음

식을 대접한다. 이들은 사람 기름으로 볶은 음식과 삶고 찐 사람 고기, 시커먼 수

염을 고아 기울처럼 만든 음식, 사람의 골을 저며 두부조각처럼 볶은 음식 등을 

삼장에게 내놓는다. 이 모두 인간의 문명사회에서는 암묵적으로 금지된 인육요리이

며 비문명화된 이역의 야만성을 보여준다. 문명의 땅에서 온 삼장은 비린내에 질려

하며 먹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30회에서 寶象國의 셋째 공주의 부마인 황포요괴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식인의 습성을 지닌 요괴이다. 황포요괴가 만취해 궁녀들을 산 채로 잡아먹는 

장면은 상당히 잔인하다.

그 황포요괴는……난폭한 마음이 갑자기 일어나자 키만 한 큰손으로 비파 타는 

여자를 잡아서 머리를 한 입에 우두둑 깨물었어요. 깜짝 놀란 열일곱 명의 궁녀들

은 앞뒤로 이리저리 죽어라 달아나 숨었어요. ……그 황포요괴는 상좌에 앉아서 스

스로 술을 따라가며 한잔 마시고는 궁녀를 잡아당겨 피를 뚝뚝 흘리며 두 입 뜯어

먹었어요.10)

이 밖에도 《서유기》에는 요괴들이 생을 얻기 위해 삼장의 고기를 끊임없이 탐

하는 예들이 빈번하게 나온다. 《서유기》는 일반적으로 삼장일행의 서천취경의 여행

기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야만적인 식인의 습속을 지닌 요괴들을 문

명화된 중화와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면서 비문명화된 이역을 재현하고자 하는 정치

적인 의도가 잠재돼 있다.

10) 《西游記》 第30回: ｢那怪物……陡發凶心, 伸開簸箕大手, 把一個彈琵琶的女子, 抓

過來, 扢咋的把頭咬了一口. 嚇得那十七個宮娥, 沒命的前後亂跑亂藏. ……却說那怪

物坐在上面, 自斟自酌. 喝一盞, 扳過人來, 血淋淋的啃上兩口.｣(이후 《서유기》의 번

역은 오승은 지음, 서울대 서유기 번역연구회 옮김, 《서유기》, 솔출판사, 2004를 참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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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욕

《서유기》에서 이역은 色의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역사적으

로 중국에서 변경이란 오랑캐들이 침입해 전쟁의 화염이 끊이지 않는 위험한 곳이

고 열악한 교통상황 때문에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 다. 그래서 변경

은 문학과 지리지 속에서 아름답고 신비로운 유토피아로 묘사되거나 음험한 기운이 

짙게 깔린 공간으로 묘사돼 왔다. 특히 이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중원의 여성과는 

차별적인, 동물적 속성과 이국적 신비로움을 지닌 요괴로 자주 표현됐다. 이역은 

야만의 공간이며, 그 안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이질적인 존재로 묘사되곤 했

다. 《서유기》 27회, 55회, 72회 등에서는 여성의 모습으로 변신한 요괴들이 삼장

일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때 여성 요괴들은 대부분 신비롭고 아름답게 

묘사돼 있다. 

比玉香尤勝 옥에 비하자니 그보다 더 향기롭고

如花語更眞 꽃과 같지만 사람의 말을 잘하는구나.

柳眉橫遠岫 버들눈썹, 먼 산등성이처럼 걸려 있고

檀口破櫻唇 향긋한 입, 앵두 같은 입술을 벌리네.

釵頭翹翡翠 비녀 끝엔 비취 새가 날아오르고

金蓮閃絳裙 작은 발이 담황색 치마 새로 살짝 어른거리네.

却似嫦娥臨 달의 항아가 아래 세상에 내려온 듯

仙子落凡塵 선녀가 속세에 떨어진 듯하구나.11)

고혹적이고 신비로운 외모는 《서유기》에서 이역 여성들을 묘사할 때 상투적으로 

쓰이는 레토릭이다. 이역의 여성은 삼장을 유혹하는 위치에 있으며 성적으로도 상

당히 개방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이에 비해 고귀한 승려인 삼장은 이역 여성들과 

결합하는 色戒를 결코 범하지 않으며 순결을 지킨다. 

《서유기》 54회에는 여자들만 사는 西梁女國이라는 이국도 나온다. 고대 중국의 

문헌과 역사 속에서 여인국에 대한 기록은 그 연원이 이미 오래됐다. 《山海經⋅海

外西經》과 《山海經⋅大荒西經》에서부터 역사서로서는 《三國志⋅魏志⋅東夷傳》, 

《後漢書⋅東夷傳》, 《梁書⋅諸夷傳》, 《南史⋅夷貊傳》과 박물지류인 《博物志》, 《杜

11) 《西游記》 第72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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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雜編》, 《太平御覽》, 《册府元龜》, 《事林廣記》 등에 여인국에 대한 기록이 들어가 

있다. 이밖에도 당대에 당삼장이 직접 쓴 《大唐西域記》, 송대 지리지인 《嶺外代

答》, 《諸蕃志》, 원대의 《異域志》에도 여인국의 기록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12) 

그리고 이러한 기존의 단편적인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인국을 더욱 현실감 있

고 풍부한 스토리로 풀어낸 것이 바로 명대 소설 《서유기》의 서량녀국 이야기이다. 

서량녀국의 고혹적인 여왕도 삼장과 결합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삼장은 그녀의 청혼

을 단호히 거부하고 길을 떠난다.

‘문명’에는 사회, 계층, 문화와 인종 등의 위계질서의 개념이 반드시 수반되며, 문

명의 반대편에는 이런 위계질서에 위반되는 비문명의 미개인이 상정돼 있다. ‘문명’

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비문명도 존재하며 비문명에 대한 차이와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유기》에서 여인국은 이질적인 변방에 위치하며, 비정상

적으로 여성만으로 구성돼 있고, 그녀들은 남성과의 결합을 갈망하는 왜곡된 에로

티즘의 소유자로 표현돼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불교 교리를 수련해 신성함과 고결

함을 유지한 삼장은 끝까지 여인국 여왕의 비정상적인 결혼 요구를 거절하고 순결

을 유지한다. 삼장의 무리들은 여기에서도 품위와 교양을 갖춘 것으로 이미지화돼 

있고 반대로 서량녀국의 여성들은 과잉된 성적 에너지를 지닌 위험한 존재로 묘사

돼 있다. 이처럼 《서유기》에서는 이역을 색욕의 땅으로 재현하고 남성인 삼장의 무

리들과 여성인 이역의 요괴들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중화 문명이 야만

의 이역을 계도하고 교화할 수는 있으나 양자는 결코 완전히 융화될 수는 없고 엄

연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2. 妖: 臝蟲의 이미지

고대 중국의 전적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중원 바깥쪽의 오랑캐들을 犬戎, 犬羊 

등 금수로 지칭해왔다. 명대에 이르면 이미 이역의 공간에 대한 지식이 축적됐고 

鄭和의 遠征과 같은 실제적인 탐험과 여행의 경험들이 풍부해지면서 이역의 범위

는 더 확장됐다.13) 그러나 명대에 실제 지리에 대한 지식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

12) 여인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종임 <고대중국의 여인국 서사와 의미지향>, 《중어중문

학》 제65집, 2016.을 참고한다.



《西游記》: 재구성된 異域  65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은 고대 전적에 나오는 상상의 지

리관념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이역의 공간에 사는 이민족들은 여전히 동물의 이미

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명대에는 생활에 여유가 있는 남방의 귀족들을 중심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일종

의 부귀함을 과시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 다. 직접 여행을 다녀와서는 견문을 기록

해 책으로 내는 것이 유행처럼 일어나서 당시 지리지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

다.14) 명대의 지리지에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과 그렇지 않고 기존의 

고전 기록을 기반으로 한 상상의 지리지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실제와 상상을 섞은 

지리지의 세 종류가 모두 존재했다. 명말 만력 연간에 이태리의 선교사인 마테오리

치(Matteo Ricci, 1552-1610)가 당시로서는 가장 실측에 근거한 정확한 지리를 

기록한 지도<坤 萬國全圖>15)를 제작했고 이것을 기점으로 명대의 지리관념은 크

게 충격을 받고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마테오리치를 도와서 함께 <곤여만국전

도>를 제작했던 李之藻(1564-1630) 등은 자신의 책에서 더 이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자 가장 큰 강역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것은 당시 엘리트사

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16) 이러한 인식은 사실 이미 송말부터 시작됐는데, 명

말에 이르러 중원과 세계의 구도와 크기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지도가 나오면서 

그 충격이 표면화된 것이었다. 이후로 서구의 발달된 측량기술과 지도제작술을 인

13) 鄭和는 일곱 차례 항해하면서 30여 나라를 방문했다. 현대인들이 南洋이라고 부르는 

곳을 명나라 때에는 東西洋으로 불렀다. 서양은 말레이반도, 인도차이나, 수마트라, 자

바, 보르네오 주 해안의 나라들을 가리켰고, 동양은 말라카 군도, 필리핀 열도, 보르네

오 주 북쪽의 文萊國을 지칭했다. 정화가 일곱 번 항해해 간 곳은 모두 서양이었고, 그 

목적은 “萬國을 朝貢하게” 하려는 황제의 허 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範文瀾 

저, 박종일 역, 《中國通史(下)》, 인간사랑, 2009, 444-446쪽.

14) 명대에 지식인들이 변경에 대해 구체적인 인식을 하게 된 중요한 배경들 중 하나는 당

시 여행의 유행이다. 최수경, <명 제국의 邊境 기록에 재현된 시간과 타자: 《廣地繹》
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77집, 2016, 280쪽.

15) <山海輿地全圖>라고도 한다. 이 지도가 갖는 의미는 중국 최초의 세계지도라는 점뿐 

아니라 이것이 중국인이 생각하는 세계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 있다. 이 지도

에서 실제 세계는 더 이상 평면이 아니라 원형이었고, 중국은 세계의 중심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들처럼 원형의 세계 속에 한 부분으로 위치한다. 

16) 거자오광 저, 이등연, 심규호, 양충렬, 오만종, 김기현, 진성수, 주광호, 송인재 역, 《중
국사상사2: 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중국의 지식과 사상, 그리고 신앙세계》, 일빛, 

2015, 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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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새로운 중국의 강역을 수용하려는 지식인들의 움직임은 이어졌다. 그러나 

그 변화는 지금까지 이어져온 이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대번에 전복할 만한 세

력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변화의 흐름은 매우 느렸고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명대에는 여전히 이역을 동물의 이미지로 기술한 지리지들이 출판됐고 시

중에 유포돼 널리 읽혔다. 그중에서도 당시의 이역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책

은 《異域志》 즉 《臝蟲 》이다. 《나충록》은 명초부터 시작해 명조 일대 동안 줄곧 

유행했던 책이고 후에 여러 번 重刊되는 과정에서 《異域志》, 《異域圖志》 등의 이

름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나충록》은 《使琉球 》에 처음 등장하는데 《사유구록》은 

陳侃이 嘉靖 12년(1536)에 사신으로 琉球에 갔다가 보고 경험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모두 일곱 종의 책을 언급하고 있는데 《大明一統志》, 《나충

록》, 《星槎勝覽》, 《集事淵海》, 《杜氏通典》, 《使職要務》, 《大明 典》이 그것이다. 

《나충록》과 함께 수록된 《대명일통지》나 《대명회전》과 같은 책들은 소위 관방의 권

위 있는 문헌으로, 《나충록》이 당시에 상당히 중시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17) 그러

나 《나충록》은 이미 逸失되어 지금은 여러 문헌들에 인용된 기록들을 통해 그 면모

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郞瑛(1487-1566)이 嘉靖 26년(1550)에 

지은 《七修類稿》에서 인용한 내용에 근거해 볼 때, 《나충록》의 내용이 遠國異人에 

대한 기록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8) 《나충록》은 朝鮮에도 전해질 만

큼 널리 읽혔으니 조선의 許穆(1595-1682)이 쓴 《泛海 》에는 이러한 기록이 나온

다.

그곳의 사람은 배를 집으로 삼는다. 바다 속에 잠수해 굴을 잡는 것을 잘한다. 

남루한 옷을 입고 매우 가난하다. 그들은 《나충록》의 소위 蜒蠻이다. 성격은 변덕

스럽고 잘 속인다. ……그 남쪽은 즉 해외의 여러 蠻夷들이다. 그 지역들을 추측해

보면, 羽民, 沙菙, 瓜蛙, 琉球, 麽羅奴와 같은 지역이다. 《外夷誌》에서는 모두 

바다 한가운데 있으며 천하의 동남쪽에 있다.19) 

17) 鹿憶鹿 <遠國異人在明代: 從《異域圖志》談起>, 《東華漢學》 2011年夏季特刊, 東華大

學中國語文學系 華文文學系, 2011年07月, 233쪽.

18) 《七修類稿》: ｢臝蟲集中所載, 撾國人, 鼻飮水漿, 頭飛食魚.｣(黃阿明에 따르면 福建

建安坊刻本《七修類稿》의 刻印 시기는 약 嘉靖26년으로 추정된다. 黃阿明 <明代學

郞瑛生平 學術述略>, 《 州科技學院學報(社 科學版)》 第26卷第1期, 州科技學

院人文學院, 2009年2月,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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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충록》은 당시 陳侃, 郞瑛, 嚴從簡, 馮夢龍, 許穆 등의 저작 중에 인용됐으며 

가정, 만력 연간에 보편적으로 읽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역의 오랑캐들을 금수

와 벌레의 이름으로 부른 것은 이미 송대의 텍스트에도 보인다. 송대의 右司諫 孫

何의 <上眞宗論禦戎畫一利害>를 예로 들어보자.

신이 듣기에 중국에 犬戎이 우환이 된 것은 오래됐습니다. ……틈을 보아 변경

에 침입하고 틈새에 편승하여 변방을 범합니다. (그들은) 벌과 전갈 같이 독이 있

어 吏民을 죽이고 약탈합니다. 승냥이와 이리처럼 욕심이 끝이 없어 보루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前代의 憤이 이러한데다 역시 일찍이 노여워서 칼을 잡고 장수에게 

출정을 명하면 혹은 10만이 횡행하기도 하고 혹은 5천이 깊이 들어오기도 하 습

니다. 그런데 犬羊의 무리는 부락이 번성하고 문서의 말로 타일러도 듣지 않고 달

아나고 숨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큰 사막에서 벌떼처럼 주둔하거나 새처

럼 궁벽한 황무지에 흩어져 있으니, 유리하면 오고 얻을 것이 없으면 갑니다. 중

국은 그 땅을 빼앗아도 경작하거나 개간하기에 부족하고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도 

훈련하여 쓰기에 어려우니 헛되이 군대를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낭비할 뿐이며 끝

내 손해만 있고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거란은 비리고 누린내 나는 작은 토

번이요, 뱀과 멧돼지 같은 異類이니 그 토지를 헤아리고 그 인민을 계산해도 진실

로 中原의 여러 郡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不義를 많이 행하고 숨김없이 끝없이 

욕심 부리기를 마음대로 하니 죄가 많은 것을 미워하여 하늘이 마땅히 완전히 제

거할 것입니다.20)

위의 예문에서 견융은 거란을 가리키며, 송대에 이미 거란과 같은 이역의 나라를 

금수와 벌레로 비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적들을 금수로 비유한 화이관

념은 이미 춘추전국시대부터 시작됐다. 東漢시대에는 班固의 소위 ‘夷狄禽獸論’이 

나올 만큼 이역의 세력들은 중화의 예를 갖추지 못한 금수와 같은 무리들로 전적들

에 기록됐다.21) 그리고 명대에 이르면 《나충록》이라는 책이 유행할 정도로 이역을 

19) 《泛海 》: ｢其人以舟爲室. 善沒海取蠔. 鶉衣而極貧. 此臝蟲誌所 蜒變. 其性變譎. 

……其南則海外諸蠻夷. 測其方. 如羽民, 沙菙, 瓜蛙, 琉球, 麻羅奴. 外夷誌, 皆在海

中, 天下之東南.｣ 許穆 《(眉叟)記 》, 原集67卷, 別集26卷, <記 >. (鹿憶鹿, 앞의 

논문, 234쪽 재인용)

20) 趙汝愚 《宋朝諸臣奏議》 卷130 <邊防門⋅遼夏2>, 北京大學 中國中古史硏究中心校點

整理本, 上海古籍出版社, 1999. (박지훈 <北宋代 禦戎論과 華夷論>, 《역사문화연구》 
제30집, 2008년, 320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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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이미지로 상상하는 것은 보편화됐다. 이러한 현상은 국초부터 기강이 위태

로웠던 명이 국가의 위신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것과 접하게 관련이 있다. 명초

의 대내외 정세를 보면, 이전 왕조인 원의 잔당들이 명의 토 안에서 지속적으로 

反明 운동을 벌 고, 연해지역에서는 해구와 왜구의 습격이 계속돼 海防정책을 실

시했다.22) 명의 약세는 말기인 嘉靖, 萬曆 연간까지 계속됐다. 世宗, 穆宗, 神宗

은 道敎方術에 심취해 方士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장생불사의 약을 제조하는 등 폐

해가 끊이지 않았고 극도로 궁핍해진 농민들은 각지에서 봉기를 일으키면서 政局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명은 거대한 원 제국을 멸망시키고 건립된 국가

지만, 원의 방대한 토의 많은 부분을 회복하지 못했다. 비록 명을 계기로 한족이 

다시 일어섰지만 명은 원에 비하면 규모와 국력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

했다. 따라서 실추된 한족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화주의

를 다시금 전방에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명을 강한 나라로 이미지화해야 하는 시기에 저술된 《서유기》는 이전의 

고판본들보다 이역에 대한 묘사가 풍부하고 구체적이며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역에 사는 이민족들은 동물뿐 아니라 파리, 전갈, 거미 등의 

곤충으로도 묘사됐다.23) 예를 들어 《서유기》 72회에서 삼장일행은 서역으로 가는 

길에 盤絲洞에 들리는데 그곳에서 일곱 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만난다. 여인들은 

사실 거미요괴 고 각자 아들을 하나씩 두고 있다. 아들들의 이름은 蜜, 螞, 蠦, 

班, 蜢, 蜡, 蜻인데 《서유기》에 따르면 蜜은 꿀벌, 螞는 나나니벌, 蠦는 검은 벌, 

班은 가뢰, 蜢은 등에, 蜡는 초파리, 蜻은 왕잠자리를 가리킨다. 즉 모두 나충의 

무리들인 셈이다. 저팔계는 벌레들에게 쇠스랑을 휘둘렀고 벌레들은 순식간에 만 

21) 홍승현 <漢代 華夷觀의 전개와 성격>, 《동북아역사논총》 31호, 2011, 217-222쪽.

22) 《明史》와 《明實 》에 따르면 洪武 원년(1368)부터 홍무 7년(1374)까지의 기간 동안 

왜구가 중국 연안을 습격한 것은 23회 이상이었다. 이러한 왜구의 침략은 명초의 국가 

안정에 심각한 문제가 됐다. 홍무 4년(1371)에는 연해의 거주민이 바다에 사적으로 나

가는 것을 막는 禁令을 내렸다. 윤성익, 《명대 왜구의 연구》, 경인문화사, 2007, 105

쪽.

23) 《서유기》의 삼장무리들도 동물의 외모를 하고 있지만 이들을 이역의 동물, 곤충의 이미

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삼장무리들은 이미 觀音菩薩로부터 法名을 받아 불교에 귀

의했으며 高僧 삼장의 제자가 됐다. 즉 이들은 이미 중화의 세례를 받았으며 이역의 나

충의 무리들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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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로 늘어나 삼장의 무리들을 공격한다. 결국 나충의 무리들은 손오공이 자신의 

털로 만든 매에 의해서 제압된다. 이렇게 《서유기》에서 이역을 곤충의 이미지로 묘

사한 것은 당시에 유행했던 《나충록》의 이역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學海

群玉》에 실린 <臝蟲 序>를 살펴보자.

鱗蟲 360개 중에 龍이 으뜸이다. 羽蟲 360개 중 봉황이 으뜸이다. 毛蟲 360

개 중 기린이 으뜸이다. 介蟲 360개 가운데 거북이가 으뜸이다. 臝蟲 360개 중 

사람이 으뜸이다. 나충은 四方의 중화 밖에 있는 오랑캐들이 그들이다. 어째서 사

람이 나충의 으뜸인가? ……중국에 살기 때문에 천지의 정기를 받은 자는 사람이

고, 중화 밖에 살며 천지의 정기를 얻지 못한 자는 禽과 獸이다. 그러므로 나충이

라고 부른다. 孔子는 夷狄을 다스리기를 금수와 같이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설이 

여기에서부터 나왔다. 원래 그들은 윤리와 綱常이 없고, 전투를 숭상하며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죽음을 좋아하니, 호랑이와 승냥이의 성질이다. 재물과 이익을 탐

하고 음탕하고 편벽된 것을 좋아하니 암사슴의 행동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성정과

는 실제로 서로 멀다.24)

위의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대에는 천지의 정기가 미치지 못하는 化外에 

사는 사람들을 금수로 여겼고 나충으로 명명했다. 중화 밖의 夷狄들은 싸움과 죽음

을 좋아하고 재물과 이익을 탐하며 음탕하고 편벽된 성질을 지녀서 사람보다는 동

물의 성정에 가깝다고 여겨졌다.

또한 당대의 《대당서역기》, 송대의 《대당삼장취경시화》만 보더라도 서역을 신비

롭게 묘사하고 신성시하는 태도가 보이지만, 명대의 《서유기》에 오면 삼장이 서천

취경을 위해 지나가는 서역은 만이의 공간과 동일시된다. 사실 명대에는 서역이 몽

골과 투루판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求道를 위한 신비의 땅이 아니라 

거친 야만의 땅으로 인식됐다. 이러한 서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서유기》에서 이

24) 《學海群玉》 <臝蟲 序>: ｢鱗蟲三百六十, 而龍爲之長. 羽蟲三百六十, 而鳳爲之長. 

毛蟲三百六十, 而麟爲之長. 介蟲三百六十而龜爲之長. 臝蟲三百六十而人爲之長. 臝

蟲 , 四方化外之夷是也. 何則以人爲臝蟲之長. ……生居中國, 故得天地之正氣 爲

人, 生居化外, 不得天地之正氣 爲禽爲獸. 故曰臝蟲. 孔子曰, 治夷狄如治禽獸, 其

說有自矣. 原其無倫理綱常, 尙戰鬪輕生 死, 虎狼之性也. 貪貨利, 好淫僻, 麀鹿之

行也, 故 人之性情, 實相遙矣.｣ 鹿憶鹿 < 《臝蟲 》在明代的流傳-兼論《異域志》相關

問題>, 《國文學報》 第58期, 臺北: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學系, 2015, 130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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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동물과 곤충의 이미지로 묘사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3. 荒服의 땅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밖을 邊疆이라고 불렀다. 역사상 변강으로 불린 

곳은 중국의 일부라기보다 중국 밖의 별개의 역사 공동체들을 가리켰다. 이들 변강

은 문화적 특성이나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중국과는 차별화되는 지역이었다. 또한 

변강은 중원중심적인 사고에서는 중화에 반대되는 夷狄으로 간주됐다. 이것은 종족

적인 차별이라기보다는 문화에 기준을 둔 분류 다. 이적이란 최고의 문화 수준을 

갖춘 중화의 세례를 받지 못한 문명의 황무지 고 앞으로 漢化돼야할 공간이었다. 

그래서 사서와 지리지에서 이적은 줄곧 荒服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런 이적, 황복의 개념은 사실 중원에서 파악하는 중원 밖의 공간에 대

한 인식이었을 뿐, 실제로 최근의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르면 중화문명이라는 것은 

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는 중원에서 변강으로 일방적인 

문화의 세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문화의 접촉과 융합 안에서 이뤄졌

다는 것이 일반적이다.25)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로부터 다양한 사서와 기록들을 

통해 야만의 이역을 교화하는 中華上邦이자 天朝大國인 중화는 줄곧 건재해 왔다. 

동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의 실제적인 국제질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송

나라때 부터 다. 송나라는 비록 통일국가를 완성했지만 燕雲16州는 遼나라에 의

해 점령당했고 서북방으로는 西夏와 대치국면에 있었다. 요와 서하는 스스로 황제

를 칭하고 송나라와 대등한 위치에 서려고 했다. 송은 요에 매년 현금을 헌납했고 

서하와는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다. 송대에 이르면 이전에는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

했던 華夷관념과 朝貢체제가 가상의 중화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상상의 장치들이 

됐다. 대외적으로 송은 천조대국의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이국들과 현실적이고도 

대등한 외교를 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 기 때문이다. 송대에는 이렇게 실제적인 

국제 정세와 전통적으로 지식인들을 지배해온 상상의 세계질서 사이에 커다란 간극

이 생겼다.26) 또한 송대에는 遼, 夏, 金, 元의 압박 아래 국경선에 대한 실제 조

25) 김한규, 《天下國家: 전통시대 동아시아 세계질서》, 소나무, 2005, 10-11쪽.

26) 거자오광 저, 이원석 역, 《이 중국에 거하라: 중국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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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이뤄졌고, 해외무역 체제를 규정하기 위한 舶使 제도가 시행됐으며, 자신과 

異國 간의 재산적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겨났고, 전쟁과 외교 등으로 인한 

중국인식과 국가 주권에 대한 의식이 일어나게 됐다. 송대 이래 수립된 역사전통과 

관념형태, 문화적인 공동체 관념 등에 의해서 漢族의 중국은 자아 정체성을 확립했

고 민족주의적인 의식형태를 분명히 할 수 있었다.27) 이러한 상황은 명대까지 이

어졌다. 명대 嘉靖 연간(1522-1566) 魏煥이 지은 《皇明九邊 》 권1 <鎭戎通 >

를 보면 명대에도 여전히 변경의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이민족 

방어가 국가의 대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경의 방어에 성벽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생각건대 오랑캐들은 목축으로 생계

를 유지하고 말 타고 활 쏘는 것에 능하며, 수시로 변경을 침입하는데 대거 침입

해 올 때는 그 수가 수만에 이른다. 지금까지 병사를 주둔시켜 지켜왔으나 그 수

가 적어 오랑캐가 집단을 형성하면 그 세력은 항상 우리 편 보다 많았고 우리 편

은 다수의 병사를 모으는 것이 어려워서 늘 열세에 놓 다. 열세 기 때문에 화의

를 맺고 재물을 주는 일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심한 경우에는 토를 

침략당해 犬羊에게 臣屬이 되기도 했다.28)

명은 이전의 몽고족의 통치를 마감하고, 당 이후로 6백여 년 만에 건립된 한족의 

통일국가 다. 주원장이 강력한 몽고를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물

론 다양한 군사전략이 성공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민족적인 감성에 호소했기 때

문이다. 至正 27년 朱元璋은 몽고를 몰아내기 위해 북벌을 준비하면서 중원의 백

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격문을 보냈다.

자고로 중국은 안에 있으면서 이적을 굴복시켜 왔고 이적은 밖에 있으면서 중국

을 받들어 왔으니, 이적이 중국을 차지하고 천하를 다스리는 도리는 있을 수 없다.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적은 백 년의 운수를 타고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 

보건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다. 하늘이 성인을 내려줘 胡虜를 쫓아내 중화를 회

글항아리, 2012, 59-60쪽.

27) 거자오광 저, 이원석 역, 앞의 책, 39-40쪽.

28) 사카쿠라 아츠히데(阪倉篤秀) 저, 유재춘⋅남의현 역, 《長城의 中國史》, 강원대출판

부, 2008, 133-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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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고 기강을 세워 인민을 구제하게 하셨다. 나의 북벌군은 기율이 엄정하여 추

호도 인민을 해침이 없을 것이니, 너희들은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여 가족을 데리고 

달아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격문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몽고인들은 한족의 민병 작전에 의존해 명

군과 맞서려고 했지만 민족적인 감성에 호소한 격문을 본 의병들은 자진 해산하거

나 성문을 열고 귀순했다.29) 이후로도 명은 정권 안정을 위해 “오랑캐를 쫓아내고 

중화를 회복한다.[驅逐胡盧, 恢復中國]”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원의 大都를 침공해 

원 지배하의 토를 탈취하고자 했다. 결국 洪武帝 8년에 大都를 평정했지만, 山

西와 陝西에 잔존한 원나라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명의 정치적인 의도는 소설 《서유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삼장의 일행이 

이역에 도착했을 때 스스로를 소개하는 말을 보면 비슷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

데, 자신들이 위대한 唐에서 온 일행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역의 주민들은 삼장

인물을 ‘上邦人物’이라고 하면서 늘 칭송한다. 제29회에서도 당삼장이 寶象國 국왕

을 알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삼장법사가 금으로 된 계단 앞으로 인도받아, 손을 

휘저으며 발을 구르고 만세를 세 번 부르는 舞蹈山呼의 예를 한다. 그러자 양쪽으

로 늘어선 문무백관들이 모두 “큰 나라에서 오신 분이라 이처럼 온화하고 점잖게 

예악을 행하시는구나!”30)라고 외친다. 그러면서 보상국의 신하들은 삼장이 큰 나라

의 성승이고 도가 높아 용과 호랑이도 굴복시키고, 덕이 커서 귀신도 공경하는 분

이라 틀림없이 황포요괴를 항복시킬 술법을 지녔을 것이라고 기대한다.31)

《서유기》 87회에서는 삼장일행이 천축국의 변방인 鳳仙郡에 가서 비를 내려주고 

몇 년간 계속된 가뭄을 해결하는 내용이 나온다. 봉선군의 사람들은 삼장일행의 공

덕을 이렇게 찬양한다.

田疇久旱逢甘雨 오랫동안 가물었던 논고랑에 단비가 쏟아지고

29) 範文瀾 저, 박종인 역, 앞의 책, 337-338쪽.

30) 《西游記》 第29回: ｢把三藏宣至金階, 舞蹈山呼禮畢. 兩邊文武多官, 無不嘆道. 上邦

人物, 禮 雍容如此.｣
31) 《西游記》 第29回: ｢想東土取經 , 乃上邦聖僧. 這和尙道高龍虎伏, 德重鬼神欽, 必

有降妖之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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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道經商處處通 장사치들을 실어 나르는 물길 곳곳으로 통하네.

深感神僧來郡界 고맙게도 神僧께서 봉선군에 오시고

多蒙大聖上天宮 제천대성은 하늘에 올라 힘써 주셨네.32)

작자 역시 이 회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散場詩를 쓴다.

碩德神僧留善濟 큰 덕 베푼 삼장법사 널리 백성을 구제하고 

齊天大聖廣施恩 제천대성은 널리 은혜를 베풀었구나.33)

이처럼 《서유기》 곳곳에서는 중화상방에서 온 삼장일행이 이역의 온갖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적폐를 청산하는 웅으로 묘사돼 있다. 중화의 높은 나라라는 의미의 

‘중화상방’과 하늘의 큰 나라라는 뜻의 ‘천조대국’은 《서유기》에서 당을 언급할 때 

자주 쓰인다. 《서유기》는 실제 당삼장의 서천취경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당이 시대적인 배경이 된다. 명의 역사를 보면 당은 명이 국가 건립 초에 기틀을 

바로잡기 위해 가장 모범으로 삼았던 나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서유기》에서 

중화상방과 천조대국이 가리키는 것은 ‘당’이 아니라, 소설이 저작됐던 명을 의미한

다. 이전의 몽고족에 대해 ‘漢族’ 중심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했던 명에게 당은 제국

으로서 典範과도 같은 존재 다. 실제로도 洪武 원년에는 의관을 唐代의 제도를 

따라서 복구했고, 이 개혁 조치는 민족감정을 고취시키는 긍정적인 향을 미쳤

다.34)

명대에는 唐이 그랬듯이 통일된 국가체제를 갖추지 못한 나라들을 羈縻衛所35) 

체제 안에 복속시키고 또 변강의 독립국가 체제를 갖춘 나라들은 책봉과 조공의 체

제를 활용해서 중국 중심의 이원적인 세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중국 밖의 이역

의 국가들은 기미위소 시스템 안에서 중국으로부터 관직을 하사받음으로써 자신들

이 마치 중국의 일부인 것처럼 인식했다. 《明史》 90 <職官志>에 따르면 당시 티베

32) 《西游記》 第87回. 

33) 《西游記》 第87回.

34) 範文瀾 저, 앞의 책, 338쪽.

35) 《明史》 90 <兵志>에 따르면 “기미위소는 洪武 永樂 연간에 변경 밖에서 歸附해온 자

들의 우두머리에게 관직을 주어 都督이나 都指揮, 指揮, 千戶, 百戶, 鎭撫 등으로 삼

고 勅書와 印記를 주어, 都司와 衛所를 설치한 것이었다.” 김한규, 앞의 책, 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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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西蕃 혹은 吐番으로 불렀고 洪武 초에는 사람을 보내 그곳 인재들을 초빙하

는 한편 원대에 관직에 있던 사람들을 각 족에서 천거하도록 하여 京師로 불러 國

師와 都指揮, 宣慰使, 元帥, 招討 등의 관직을 주고 각 지역의 습속에 따라 다스

리게 했다. 그리고 티베트에는 기미위소와 土司뿐 아니라 僧官도 설치해 원래의 습

속에 따라 자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 결과 명은 티베트에서 政敎일치를 강력하게 

실행하기 위해 지방 정권을 3法王과 5王으로 책봉했고, 기타 여러 僧屬 수령들을 

西天佛子, 大國使, 國師, 禪師, 都綱, 喇嘛 등으로 책봉했다.36) 《서유기》 78회의 

비구국의 이야기에서 이역의 요괴들이 國師나 番僧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명이 변경 세력을 제압하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책봉과 政敎일치 정책을 사용

한 실제 현실을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유기》에서 삼장일행은 가는 곳마다 환 을 받는다. 29회

의 寶象國에서 국왕과 군신들은 삼장의 師徒들을 보면서 경탄하고 복종하는 자세

를 취한다. 39회의 烏鷄國에서도 당은 존귀한 중화상방이며 그곳에서 온 삼장일행

은 국왕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72회의 반사동에서는 여인들이 바느질하던 

것도 팽개치고 공도 내던지고 생글생글 웃으며 삼장일행을 맞이한다.

그런데 《서유기》에서 현지인들이 여행자에게 보여주는 일관된 환대의 태도는 다

소 비현실적이다. 《서유기》는 역사서나 지리지가 아니고 소설작품이기 때문에 이성

적이라기보다 다분히 감성적인 서사이다. 《서유기》에서 현지인들이 삼장일행에게 

보이는 환대의 태도와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호혜적인 경험들은 소설이 만들어낸 

욕망이다. 이러한 가상의 태도와 분위기는 만약 현실에서 동일한 조건의 환경에서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발생했을 실제의 맥락을 은폐한다. 실제의 역

사를 보면 명은 몽고족의 원을 중원에서 몰아내는 데는 일단 성공했지만 기존의 원

의 역을 모두 접수한 것은 아니었고 명의 실질적인 통치력이 미친 공간은 중국의 

일부 범주에 국한됐다. 서쪽으로도 명의 힘은 서역의 초입인 哈密 정도에 그쳤고 

그 마저도 불안정했다. 그리고 哈密의 북쪽 天山 이북으로는 몽골이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서쪽으로는 투루판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명

은 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침입을 받았다. 특히 天山 이북을 지배하던 오이라트 몽

고는 명에게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었다.37) 

36) 김한규, 앞의 책, 273-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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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기》 世德 本이 출간된 만력제 때에 오면 특히 변강지역의 반란과 이민족

의 침입으로 대외 정세가 매우 불안해졌다. 앞서 언급했듯이 1592년에는 寧夏에서 

哱拜의 난이 일어났고 1594년에는 四川과 貴州에서 楊應龍의 난이 일어났으며, 

1592년에는 朝鮮에서 발발한 壬辰倭亂에 대규모로 군사를 파견한 소위 ‘萬曆三征’ 

때문에 명은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므로 《서유기》의 이역인들이 삼

장일행에게 보이는 일관된 환대의 태도는 실제 역사적인 사실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명과 이역의 긴장관계 나아가 반란과 전쟁의 어두운 기억들을 무화시켜 버

린다. 이처럼 《서유기》는 오래된 허구 즉 중국은 위대한 문명국이며 야만의 四夷에

게 둘러싸여 있고, 이역의 나라들은 줄곧 중화상방과 천조대국을 환대하고 섬겨왔

다는 상상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화의 제국들은 이역의 침입으

로부터 자신의 강역을 지키고 문화적인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羈縻衛所, 土

司, 冊 과 朝貢 정책과 같은 실제적인 장치들을 고안해냈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

게 상상의 질서를 끊임없이 실제적인 것으로 믿도록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

했다. 특히 원과 청이라는 거대 제국 사이에서 존립했던 명은 강대한 이역국가들을 

막아내고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중화상방, 천조대국의 상상의 질서를 강조해야 했

다. 이것은 하나의 국가적인 신화이기도 했고 허구적인 스토리이기도 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위해 구상된 신화는 《서유기》와 같이 허구적인 소설을 통해

서 빠른 속도로 민간에까지 유포돼 회자됐다. 상상의 제국은 이야기와 신화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 속으로 스며들어갔고 그것은 생각보다 깊은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주

입됐다. 강하고 문명화된 명제국은 가상의 질서에 대한 공동체적인 믿음과 상상의 

스토리에 의해 유지될 수 있었다.

Ⅲ. 이역 서사의 의미

《서유기》는 《大唐西域記》나 《大慈恩寺三藏法師傳》처럼 실제 역사적 사실을 다

루고 있지 않으며 순전한 허구이다. 《서유기》에서 실제 사실을 꼽으라면 당삼장이 

37) 김한규, 앞의 책, 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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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취경한 사건뿐이다. 물론 명대 독자들도 《서유기》가 허구라는 것을 알았을 것

이다. 그러나 독자들은 독서의 과정에서 실존했던 역사 인물인 당삼장을 기억하기 

때문에 허구와 실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양자가 혼동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

고 《서유기》에 재현된 이역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된다. 텍스트를 통해 

이미지화된 가상의 허구는 마치 실제인 것처럼 독자들에게 믿어지고 그것은 반복적

으로 베끼고 답습되면서 집단적인 상상이 됐다. 

고대사회에서 집단적인 상상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글쓰기와 인쇄매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우리는 비슷한 예로 고대의 신화를 언급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인

들은 炎黃의 자손이라고 자칭하며 자신들의 뿌리를 중국신화 속의 웅신에게 연결

시킨다. 이러한 믿음은 근거도 미약하고 매우 추상적인 믿음이지만 오랜 시간을 두

고 다양한 물질적인 세계와 연관되면서 단단해졌고 집단적인 믿음 속에서 객관적인 

실제처럼 인식됐다. 가상의 신화는 역사기록,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들, 지리지, 지

도 등과 같은 물질적인 매체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유포됐고, 상상

의 이야기들은 현실적인 사회구조 안에서 객관적인 것으로 고정됐다. 명대 만력 12

년(1584)에 마테오리치가 중국 최초의 서양식 세계지도 던 <坤 萬國全圖>를 제

작했고, 서구의 과학적인 지도제작 기술과 천문학이 수입되어 상상했던 것처럼 중

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명은 그 이후로도 오랜 시간을 ‘상

상의 지리학’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미 가상의 질서가 명대의 사회 전반

의 물질세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복잡하게 얽혀있었기 때문이다. 《서유기》 텍스

트 역시 명대에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다. 텍스트의 층위에서 《서유기》에 재현된 이

역의 다양한 이미지들은 명제국의 이역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욕망과 연결돼 있었다.

1. 실비 과 풍자

《서유기》는 사실 서쪽으로의 여행기가 아니다. 당대의 《大唐西域記》나 《대자은

사삼장법사전》과 비교했을 때 실제 서역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이

다. 《대당서역기》에는 삼장이 실제로 천축국으로 갈 때 경유한 나라들에 대한 기록

들이 보인다. 《대자은사삼장법사전》에도 현장이 온갖 고난을 헤치고 사막을 건너가

는 이야기가 나와 있다. 하지만 《서유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서역에 대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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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들이 보이지 않는다. 《서유기》에 묘사된 이역의 자연환경과 생활풍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역이 아니라 오히려 중원의 특징이 나타난다.38) 그리고 《서유기》의 

이역은 《서유기》가 저작된 명대의 상품경제와 도시문화를 많은 부분 반 하고 있

다. 주지하다시피 명대는 도시를 중심으로 상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시민계층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기이다. 도시경제는 상인계층을 형성했고 자본을 축적한 부유

한 상인들은 과거제도를 통해 사회적인 명성도 성취할 수 있었다. 바야흐로 전통적

인 士農工商의 계층이 무너지고 士가 오히려 빈곤해지고 부를 축적한 상인들은 儒

商이 되어 시민문화를 선도해나갔다. 

《서유기》는 이러한 명대의 시대적인 특징을 반 하고 있다. 특히 명대에는 南京

과 北京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발달했으며 온갖 점포들이 늘어서고 그 사이로 인파

가 북적 다. 이러한 당시의 도시 분위기를 우리는 《서유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68회에서는 서방의 朱紫國을 묘사하면서 “큰 길마다 들어선 시장에는 

물건들이 넘쳐나고 집집마다 장사가 한창이네.(六街三 貨資多, 萬戶千家生意盛)”

라고 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唐代에 삼장이 실제로 경유했던 이역의 이미지와

는 상당히 거리가 멀며, 오히려 명대의 도시문화를 연상케 한다. 78회에서 比丘國

의 거리 풍경을 묘사한 시를 보자.

酒樓歌館語聲喧 술집과 기생집은 이야기 소리로 왁자지껄

採鋪茶房高掛簾 비단 상점 찻집은 간판을 높게 걸었네.

萬戶千門生意好 집집마다 장사가 잘 되어

六街三 廣財源 여기저기 상점마다 없는 것이 없다네.

買金販錦人如蟻 금 사고 비단 파는 사람들 개미처럼 바글바글

奪利爭名只爲錢 오직 돈 때문에 이익과 명예를 다투네.

禮貌莊嚴風景盛 백성은 예절 바르고 나라 안 풍경 아름답고

河淸海晏太平年 온 나라가 두루 평안하니 태평성대로세.39) 

위의 시는 상인계층을 중심으로 도시문화가 번성했던 다름 아닌 명의 도시를 묘

사하고 있다. 작자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가게들이 즐비하며 돈을 위해 이익과 명예

38) 유용강 저, 나선희 역, 앞의 책, 38쪽.

39) 《西游記》 第78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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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투는 사회를 태평성세로 보았다. 또한 88회에서 당승은 天竺國의 한 현인 玉

華縣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 역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과 인가들이 몰려 있고 

장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번화한 도시풍경을 보면서 삼장법사는 속으로 서

역도 우리 당나라와 다를 게 없고 극락세계라고 여기고 기뻐한다.40) 이러한 거리

에 대한 감회는 속세의 이익과 욕망을 버리고 脫俗을 지향하는 불교의 세계관과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오곡이 풍성한 농업 위주의 사회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여

겼던 명대 이전의 시각과도 다르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농업을 중시했고 “농업

을 국가의 근본[農爲國本]”으로 여겼다. 상업과 농업은 공생 관계에 있었지만 상업

에 대한 중국인의 기본인식은 속임수 혹은 불로소득에 가까웠으므로 줄곧 抑商, 賤

商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명 중엽부터 상품경제가 발달하고 상공업이 일어나면서 

도시가 발달하게 됐고, 士農工商의 엄격한 신분관념이 훨씬 완화됐다. 그리고 명대

에는 겉으로는 억상, 천상을 주장했지만 이미 성장한 상인세력과 국가재정에 대한 

상인들의 기여를 무시할 수 없어 상인보호정책을 다양하게 실시했다.41)

《서유기》에서는 삼장일행이 지나가는 이역에 대한 묘사에서 마치 행상 가는 상인

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84회의 滅法國 이야기에서 작자는 많은 지

면을 할애하면서 여관의 외관과 내부를 자세하게 묘사했고, 여관 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여관에 세 가지 등급이 있어 등급에 따라 접대가 달라지며, 잠자리를 봐주는 

아가씨를 부를 경우 방값이 달리진다는 등의 매우 상세한 여관정보를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42) 이러한 내용은 《서유기》의 작자가 상인들이 묵는 객주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작자가 서민의 도시생활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서유기》는 상인과 도시경제를 자연스럽게 작품 속에 녹여

내고 있으며, 이러한 서술은 이전의 《서유기》 고판본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

이다. 따라서 《서유기》는 당나라의 여행기라기보다 명대를 실제적인 배경으로 한 

허구 서사로 봐야 한다.

《서유기》의 이역 서사에는 명대에 바라본 이역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명대 사회

40) 《西游記》 第88回: ｢又見那大街上酒樓歌館, 熱鬧繁華. 果然是神州都邑. ……三藏心

中暗喜道, 人 西域諸番, 更不曾到此. 細觀此景, 我大唐何異. 所 極樂世界, 誠

此之 也.｣ 
41) 오금성 외 저, 《明淸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 357-359쪽. 

42) 《西游記》 第84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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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교묘하게 섞여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서유기》가 곳곳에서 

당시 집권계층의 무능함과 사회 내부의 부패를 불만 가득하게 폭로하고 있기 때문

이다. 특히 《서유기》에서는 이역의 왕과 신성들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거나 희화화되

어 있다. 예를 들어 《서유기》 26회에서 저팔계는 도교의 神聖들인 壽星, 福星, 祿

星을 저팔계의 희롱을 당할 정도로 어리석은 존재로 묘사했고, 39회에서는 도교의 

최고 신성인 老子를 소심하고 치졸한 구두쇠로 묘사했다. 42회에서는 불교에서 大

慈大悲한 觀音菩薩을 펑퍼짐한 몸매에 성격이 불같고 의심도 많은 부정적인 이미

지로 그렸다. 마찬가지로 44회에서는 도교의 元始天 , 靈寶道君을 무능하고 어리

석어 손오공과 저팔계에서 욕을 먹는 한심한 존재로 묘사했다.

《서유기》에 나오는 이국의 국왕들은 하나같이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도사들에게 

현혹돼 불로장생을 추구하거나 기이한 方術을 일삼는다. 부패하고 무능한 통치자의 

전형인 이들은 《서유기》에서 유일하게 聖君으로 이상화돼 있는 唐太宗과 극단적인 

대비를 이룬다. 《서유기》의 9회부터 11회까지는 삼장이 지하세계를 방문하는 이야

기가 나오는데 이 때 등장하는 당태종의 이미지는 민심을 잘 다스리고 태평성대를 

이룬 성군의 모습이다.

大國唐王恩德洪 위대한 당나라 태종 황제께서 크나큰 은덕 베푸시니

道過堯舜萬民豐 요순보다 훌륭한 치도에 만백성이 풍요롭네.

死囚四百皆離獄 사형수 사백 명이 모두 감옥을 떠났고

怨女三千放出宮 노처녀 삼천 명은 궁궐에서 풀려나왔네.

天下多官稱上壽 세상의 많은 벼슬아치들 주상의 장수를 칭송하고

朝中衆宰賀元龍 조정의 여러 재상들 원룡을 축하했네.

善心一念天應佑 오롯한 선심에 하늘이 응하여 도와주니

福蔭應傳十七宗 복된 음덕이 십칠 대 후손까지 전해지리라.43)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유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명나라 사회를 배

경으로 하고 있지만 명의 정치와 사회현실을 비판, 풍자하며, 唐과 당태종을 이상

적인 국가와 군주의 표본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비해 47회의 通天河의 靈感大

王은 마을을 다스리는 신령한 존재인데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것을 즐겨서 마을사람

43) 《西游記》 第11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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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어린 아이들을 희생으로 바치지 않으면 재앙을 내렸다.44) 74회의 獅駝國의 

대왕도 나라의 대신들과 백성들을 모조리 잡아먹어 결국 나라엔 요괴밖에 남지 않

게 되었다.45) 78회의 比丘國의 국왕은 요사스러운 도사의 꾐에 빠져서 불로장생

의 방술을 추구하다가 급기야 어린아이의 심장으로 불사약을 만들어 먹는다.46) 이

런 예들에서 보듯이 《서유기》에서는 이역 국왕들의 횡포와 정치적인 무능함을 다양

한 스토리를 통해 끊임없이 비판, 풍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역 국왕들에 대

한 비판과 풍자는 《서유기》가 저작되던 당시인 명 말기의 사회적인 상황과 접하

게 관련돼 있다. 

《서유기》가 소설로 저작됐을 무렵인 명 正德帝 武宗시기(1505-1521)부터 萬曆

帝 神宗시기(1563-1620)를 보면 명은 상당히 혼란한 시기 고 무엇보다 눈에 띠

는 것은 국왕들의 失政이다. 예를 들면 10대 황제인 정덕제 무종은 왕위에 오른 

뒤로 미녀들을 후궁으로 끌어들여 쾌락적인 생활을 즐기며 政事에는 태만했다. 게

다가 환관을 총애하고, 라마교를 광적으로 신봉했으며 라마교 신전을 세우고 국비

를 낭비했다. 다음으로 11대 임금인 嘉靖帝 世宗(1521-1566)은 號, 제사 등의 

大禮 문제 때문에 朝臣들과 4년 동안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정치가 방만해지

면서 부패를 초래하게 된다. 북쪽에서는 元의 알탄 칸이 이끄는 몽골 타타르족

[Tatars, 韃靼]이 침공했고, 남쪽에서는 倭寇가 江 , 浙江의 해안지역에 출몰해 

소위 ‘南倭北虜’의 外患으로 시달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종은 도교를 신봉해 

内閣大学士인 嚴嵩(1480-1567)에게 政務를 맡겨 버려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 

제12대 황제인 隆慶帝 穆宗(1567-1572)은 張居正(1525-1582) 등을 宰相으로 

중용해 皇室의 도교 행사를 대폭 줄이고 도사들을 축출했으며, 국가의 재정 확보를 

위해 해외무역의 문호를 개방했다. 또한 왜구, 타타르와도 통상을 허용하는 등 성

공적인 유화 정책을 써서 대외적으로 안정적인 국정을 이끌었다. 이처럼 목종은 재

위 기간 동안 대내외적으로 기존의 정치적인 난국을 극복하고 일시적인 안정을 회

44) 《西游記》 第47回: ｢這大王一年一次祭賽, 要一個童男, 一個童女, 猪羊犧牲供獻他. 

他一 吃了, 保我們風調雨 . 若不祭賽, 就來降禍生灾.｣
45) 《西游記》 第74回: ｢那廂有座城, 喚做獅駝國. 他五百年前吃了這城國王及文武官僚, 

滿城大 男女也盡被吃了幹淨. 因此上奪了他的江山. 如今盡是些妖怪.｣
46) 《西游記》 第78回: ｢國丈有海外祕方, 甚能延壽. 前 去十洲. 三島, 采 藥來, 俱已

完備. 但只是藥引子利害. 單用着一千一百一十一個 兒的心肝, 煎湯服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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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지만, 말년에는 大学士에게 정사를 맡기고 향락에 빠져 결국 재위한지 6년만

인 1572년에 36세의 나이로 요절했다.47) 

《서유기》 100회본이 출간된 13대 황제 만력제 신종 시기에는 이른바 ‘萬曆中 ’

으로 불리는 중흥기를 일시적으로 회복한다. 만력제는 즉위 초기에 선왕의 뜻을 이

어 장거정을 중용해 成法, 一條鞭法 등을 실시해 내정을 개혁했다. 또한 몽골 

타타르족과 화평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戚繼光(1528-1587)과 李成梁

(1526-1615) 등을 중용해 왜구와 몽골, 女眞의 위협에 대해 국방 체계를 정비하

다. 만력제 시기에 명은 外患을 극복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며 상공업의 발달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명의 최전성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장거정 사후에 만력제가 親

政을 시작해면서 개혁정책이 퇴보했고 만력제가 政務에 태만해지면서 명은 심각한 

정치적인 혼란에 봉착하게 됐다. 그리고 만력제는 개인의 축재에만 열중해 명의 대

표적인 惡政으로 언급되는 鑛税使를 파견해 백성들의 반감을 샀다. 그러나 만력제

는 재위 기간에 광세사 파견을 계속했고 그렇게 축적된 재물을 황제 개인의 사치에 

낭비했다. 그래서 1618년 누르하치[努爾哈赤, 1559-1626]가 이끄는 後金의 군대

가 撫 을 점령하자 대신들이 遼東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軍費 지원을 요청했지만 

만력제는 이마저도 거절했다. 또한 만력제는 황태자 책봉 문제로 인해 대신들과 대

립해 당쟁을 격화시켰고 광세사 정책으로 환관의 세력을 급격하게 팽창시키는 계기

를 초래했다.48) 만력 10년(1582)에는 杭州民變, 만력 29년(1601)과 천계 6년

(1626)에는 州민변이 잇달아 일어났다. 항주민변은 도시 요역을 둘러싸고 紳士

와 하층민간의 대립에서 불거졌고 소주민변은 중앙에서 파견한 세금징수 환관과 지

역 주민들 특히 노동자간의 대립에서 발생했다.49) 이러한 틈을 타서 북방에서는 

後金 세력이 강성해졌고 1619년 사르후[薩爾滸] 전투에서 누르하치[努爾哈赤]가 

승리를 거두면서 명을 위협했다. 명은 熊廷弼(1569-1625)을 파견해 遼東의 정세

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계속되는 농민반란과 後金의 침략으로 1644

년에 멸망하게 된다.

47) 《두산백과》 <정덕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0335&cid=4

0942&categoryId=33397

48) 《두산백과》 <萬曆帝>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1336&cid=4

0942&categoryId=33397

49) 오금성 외 저, 앞의 책, 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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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서유기》가 출간될 즈음인 정덕 연간부터 만력 연간까지 

왜구와 몽골, 금의 외환이 끊이지 않았고 국왕들은 대부분 이단적인 종교에 빠져 

국정에 태만했으며 개인적인 향락에 심취해 국정은 극도로 불안한 상태 다. 《서유

기》의 작자는 신랄한 비판과 풍자의 칼끝을 명대 현실을 향해 겨누면서도 시간적 

배경을 당으로 설정하고 환상적인 이역의 공간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위험의 수위를 

교묘하게 비켜나가고 있다. 《서유기》에서 묘사한 이역 국왕들의 폭정과 이교도적인 

신앙 그리고 백성들의 원성은 바로 이러한 명의 실제적인 상황을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저자의 현실 비판의 의지는 《서유기》 텍스트를 통해 당시 집권계층

의 폭정에 괴로워하던 독자들 사이에게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들의 억눌렸던 

분노를 해소하는 창구 역할을 했을 것이다.

2. 華夷 념의 부활

원대까지만 해도 소위 ‘중국의식’은 희박했다. 그러나 명대에 들어와 중원지역에

서 몽골과 투루판을 몰아내고 다시 강력한 한족 중심의 제국을 설립하고자 하는 강

렬한 욕구가 일어났다.50)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명은 비록 원을 멸하고 일어났지만 

거대 제국 원의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역도 줄어들었고 국세도 약했

다. 원(1271-1368)에게 약 백년간 중원을 빼앗겼던 명에게 소위 ‘中國’은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다. 원을 거치면서 그들은 스스로가 세계의 중심도 아니고 강

력한 중화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했다.

또한 몽골과 투루판이 과거 서역의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서 송대까지 지속됐던 

신비로운 천축국으로서의 서역 이미지는 차츰 희미해졌다. 명에 오면 서역은 불교

의 발상지이자 석가모니가 계시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명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위협

하는 대상으로 변화됐다. 《明史》 <西域傳>에 보면 “처음 태조는 서번은 땅이 넓고 

사람은 모질고 독살스럽다고 하여, 그 세력을 나누고 그 힘을 줄여서 변방의 걱정

거리가 되지 않도록 오는 자에게 모두 관직을 주었다.”51)라고 되어 있어, 서역에 

50) 중국의 민족주의의 뿌리는 남송시대에 있으며 여진족과 몽골족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크

게 성장했다. 볼프람 에버하르트 지음, 최효선 옮김, 《중국의 역사》, 문예출판사, 

1997, 328-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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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부정적인 명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명은 국초부터 서쪽의 몽골과 투

루판뿐 아니라 남쪽의 왜구들도 진압해야 했으며 명 중기 이후로는 후금의 만주족

의 침입에도 시달렸다.

명은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문제들을 감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해결하기 위해 텍스트와 미디어를 적절하게 활용했다. 모든 텍스트에는 그 시대의 

사회적인 요구가 반 되기 마련이며, 특히 소설은 현실 반 적인 성격이 강한 장르

이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서유기》가 쓰여졌던 무렵인 嘉靖, 萬曆 연간에 오면 인

쇄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楊繩信이 편찬한 《中國板刻綜 》을 기준으

로 했을 때 송부터 명말까지 간행된 책의 수량은 3098점인데, 이 중 가정에서 崇

禎에 이르는 백 년 동안 그 65퍼센트인 2019점이 간행됐다.52) 이렇게 인쇄 출판

문화가 성행하고 문학을 담당할 生員, 監生, 擧人 등의 학위층뿐 아니라 상인층이 

대두하면서53) 소설은 당시에 가장 향력 있는 매체가 됐다. 또한 인쇄술은 더욱 

발전해서 揷圖, 彩色인쇄 등의 기술이 널리 퍼졌고, 揷圖本, 出像本 소설이 나오

게 됐으며 《서유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시기 北京, 南京과 建陽은 출판인쇄업

의 중심지가 되었다. 북경, 남경에는 官辦書坊과 私人書坊이 있었고 建陽은 私人

書坊의 중심지 다. 서방의 주인들은 소설 작자와 긴 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소설의 창작에도 직접 참여했다. 이러한 시장화된 경 형태는 《서유기》 같은 통속

소설의 전파를 촉진했다.54) 그리고 《서유기》에 묘사된 이역과 요괴들의 이미지도 

51) 김한규, 앞의 책, 274쪽.

52) 大木康 <明末 江南における出版文化の硏究>, 《廣島大學文學部紀要》 제50호, 1991, 

15쪽(나선희 < 《西遊記》 출판의 사회문화적 배경>, 《중국어문학》 제34집, 1999, 3쪽

에서 재인용) 

53) 학위층이란 지식을 매개로 해서 학교제와 과거제를 통해 출현한 학위 소지자층을 말한

다. 이들은 관직자층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다수를 점하고 있었으며 명대 후반부로 갈

수록 집단화돼 실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들은 과거합격과 여가를 위해서 서적을 필요로 

했으며 이들의 수요로 인해 서적의 판로가 확대됐다. 명대 후기에 들어설수록 관직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한 학위층의 숫자로 인해 잉여 지식층들은 식자층의 요구에 부합되

는 방향에서 창작을 했다. 말하자면 이들 계층은 서적의 독자이자 작자 다. 또한 16세

기 자본주의 경제의 맹아기에 있던 중국에서 부상하고 있었던 상인층은 주요 사회 구성

층으로 성장 중이었고 일부 식자층이 儒를 버리고 商을 좇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마찬

가지로 명의 중요한 문학 담당층이 됐다. 나선희, 앞의 논문, 16-32쪽.

54) 王大元 <明淸時期西游記的傳播>, 揚州大學碩士論文, 2010年5月,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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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의 대량 생산을 통해 급속하게 전파됐으며, 중국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재소환

하고 전통적인 화이관념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인을 미개인의 모형으로 삼아 많은 관객

들 앞에서 비극 혹은 희극 작품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전파했듯이, 가상의 

미개인에 대한 공동체적인 신화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문학이었다.55) 문학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제국은 피와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잔인

한 정복의 방식이 아니라 감성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정복적인 방식으로 이데올로기

를 전파했다.

또한 텍스트적인 입장에서 소설 《서유기》가 중국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까닭은, 불교의 전통적인 ‘四大洲說’을 중화주

의와 교묘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사대주설’이란 고대 인도의 세계관

을 이르며 彌山을 둘러싼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네 개의 대륙을 말한다. 불교의 

우주관에서는 허공에 원반 형태의 風輪이 떠 있고, 그 위에 또 원반 형태인데 크기

가 작은 水輪, 또 그 위에 직경은 같지만 두께가 얇은 수륜과 같은 원반형의 金輪

이 겹쳐 있다고 생각했다. 금륜의 표면에는 아홉 개의 산과 네 개의 대륙, 그리고 

그 사이에는 바다가 있다. 즉 금륜 표면의 중앙부에 수미산이 있으며, 수미산 주위

를 일곱 겹의 산맥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둘러싸고 있다. 그 이름은 持雙, 持軸, 

檐木, 善見, 馬耳, 象耳, 尼民達羅이며, 가장 바깥쪽 이민달라산의 밖으로 네 개

의 대륙이 있다. 그 대륙의 이름은 동쪽으로는 勝身洲, 남쪽으로는 贍部洲, 서쪽으

로는 牛貨洲, 북쪽으로는 瞿盧洲이다. 이중 인간이 사는 세계는 섬부주로, 閻浮提

로도 불린다. 섬부주의 모양은 삼각형에 가까운 마름모꼴이며, 인도대륙을 지칭한

다.56) 

55) 그리스인들은 5세기 전반에 페르시아인들을 보고 미개인에 대한 개념을 고안해냈다. 이

들은 미개인이 잔인하고 위험하며 일부다처이고 근친상간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성격을 지닌 미개인들을 해마다 아이스킬로스나 소포클레스 같은 지배계층의 극작

가들의 비극이나 희극작품에서 묘사했다. 토머스 패터슨 저, 최준석 역, 《서양문명이 

날조한 야만인》, 용의 숲, 2012, 120-121쪽.

56) 불교가 천축으로부터 왔고 인도에서 유래했으니 인도는 당연히 불교의 지리관에서 중심

이 된다. 이러한 지리관념 때문에 불교와 중국의 지리에 대한 인식은 일찍부터 충돌을 

일으켰다. 南北朝 시대에 일어난 儒佛道 논쟁에서 불교측은 세계에 관해 수많은 묘사

를 하면서 천하의 중심이 인도에 있음을 증명해 보이려 했다. 그러나 이후 불교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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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설 《서유기》에는 남쪽의 섬부주가 唐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온다. 29회

에서 보상국에 도착한 당삼장은 통행증명서를 받기 위해 국왕을 알현하는데 국왕은 

대국인 당나라에서 왔고 높은 聖僧이라는 말을 듣고 몹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당삼장은 長安을 출발할 때 당태종이 써준 勅旨를 보상국 국왕에게 보여준

다. 삼장법사는 두 손으로 칙지를 받들어 국왕의 탁자 위에 펼쳐놓는데 그것은 “남

섬부주 위대한 당나라의 천운을 받들어 이은 천자가 쓰노라.”57)라는 문장으로 시작

된다. 칙지에서 남섬부주란 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서유기》가 불교의 지리관념이 

아니라 중화 중심주의에 기반 한 지리관념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사시기 이후로 중국에서 제작된 지도와 지리지, 박물지류에 나타난 전통적인 

지리관념을 보면 중원 중심주의와 화이관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즉 중국은 항

상 중심에 위치하며 문명의 발생지이자 가장 문화적인 공간이며, 중국의 四方은 비

문명화된 이역의 공간으로, 거칠고 위험하다. 이러한 지리관념이 중국의 전통적인 

오랜 역사동안 지속돼 왔다면 유일하게 이러한 지리관념과 상충되는 이견을 제시한 

것이 인도에서 유래된 불교의 지리관념이었다. 특히 불교신앙이 깊었던 唐代에는 

당시 최고의 엘리트 계층인 승려들을 중심으로 불교의 지리관념이 퍼졌고 깊은 

향을 미쳤다.58)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일부의 승려들과 불교신도들에 국한됐으며 

불교가 점차 중국화 되면서 인도를 지칭하는 남섬부주는 중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변질됐다. 중국인들은 중국 중심의 지리관념이 과학적이지 않고 실제의 지리관념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자각한 순간에도 결코 오래된 신화와 공동체적인 인식을 포기하

지 않았다. 《서유기》에서도 더 강력한 중화주의를 구축한다는 목표 하에 불교의 지

리관념이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되었다.

화되고 三敎合一로 나아갔으며, 심지어는 중국의 주류 의식형태와 유가학설에 굴복했

을지라도 그것은 중국문명이 천하에서 유일한 것이라는 관념에 전대미문의 충격을 가했

다. 거자오광 지음, 이원석 옮김, 앞의 책, 129-130쪽.

57) 《西游記》 第29回: ｢南贍部洲大唐國奉天承運唐天子牒行.｣
58) 불교에서 그려낸 세계상과 송대의 불교저작인 《佛祖統紀》에 실린 세 폭의 지도는 중국

인들이 기존에 문명적으로 자신들이 중심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오만함을 재고하게 

만들었다.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은 천주교 이전에는 불교와 인도문명이 유일했다. 거자

오광 저, 이등연, 심규호, 양충렬, 오만종, 김기현, 진성수, 주광호, 송인재 역, 앞의 

책, 6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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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고에서는 명대 소설 《서유기》에 나타난 이역에 대한 묘사들을 분석해 그 특징

을 알아보고 텍스트로서 이역서사가 수행하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서

유기》에 나타난 이역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서유기》에서 이역은 식인과 색욕의 

야만적인 습속을 지닌 공간이자, 동물과 벌레들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

은 문명의 중화와는 차별적인 荒服의 땅으로 타자화되어 있었다. 《서유기》의 이국

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고대로부터 계승되어온 전통적인 華夷觀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다음으로 《서유기》의 이역서사가 이역에 대한 묘사를 통해 당시에 무엇을 수행하

고자 했는지를 주목했다. 사실 《서유기》에는 실제적인 이역에 대한 기록은 거의 보

이지 않는다. 《서유기》는 ‘이역’의 공간을 텍스트 안에 재구성함으로써 두 가지 목

적을 수행하고자 했다. 첫째, 야만의 공간인 이역을 통해 당시 명나라 사회의 폐해

와 집권층의 부패를 비판하고 그 아래에서 신음하는 민중들의 처절한 삶을 폭로하

고자 했다. 《서유기》에서는 이역의 국왕과 신성, 요괴들을 대부분 우매하고 사악한 

존재로 그리고 비판한다. 둘째, 이역에 대한 서사를 통해 건국 초부터 흔들렸던 국

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몽골, 투루판, 왜구, 여진의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화이관념을 회복하고자 했다. 비록 소설에서는 당을 中華上邦과 天朝大國

으로 칭송하고 있지만 이것은 《서유기》가 저작됐던 바로 명을 가리킨다. 《서유기》

에서 중화를 상징하는 삼장의 무리들은 이역을 다니면서 요괴로부터 주민들을 구출

하고 야만의 습속에 물들어 있는 이역을 중화의 문명으로 계도하는 진정한 웅으

로 묘사돼 있다. 《서유기》는 일견 가볍고 재미있는 소설로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

의 내용은 현실에 대한 엄중한 비판부터 중화주의에 대한 정치적인 욕망에 이르기

까지 여러 겹의 의미층을 갖는다. 7세기에 유행했던 唐玄奘의 서유기고사가 천년

을 유행하다가 다시 17세기에 소설 《서유기》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동아시아인들의 

상상의 원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서유기》의 다층적인 의미들과 

상상력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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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文提要】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scriptions of faraway lands depicted in the 

classic novel, Journey to the West, and pursue the meanings inherent 

in the narrative. First, the description of the faraway land in Journey 

to the West was investigated. In the book, the faraway land is a land 

of barbarians of lust and cannibalism, a land of insects and bugs, and 

in a relationship of humiliating lord and vassal and paying tributes. 

Such adverse representation of the faraway land in the novel is on the 

continuity the ancient and traditional Sinocentrism.

Next, through the description of the faraway land, the paper focused 

on what the narrative wanted to accomplish at the time. In actuality, 

the faraway land in the book is not a record of an actual foreign land. 

By creating the space of ‘faraway land’ in the book, it wanted to 

undertake two objectives: one, criticize the social malevolence and 

corruption in the upper echelon in the Ming dynasty and expose the 

desperate lives of the groaning commoners. In the book, the kings, 

saints and monsters in the faraway lands are mostly foolish, incapable 

and evil; and two, correct the national discipline, which was trembled 

early in the foundation of the country and institute Sinocentrism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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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 itself from Mongolia, Japan and Jurchen. Although, in the 

novel, Tang is praised as being 中華上邦[China as a higher country] 

and 天朝大國[China as a dynasty of heaven], however, it indicates the 

Ming dynasty when the book was written. In Journey to the West, 

Xuanzang is depicted as a true hero who travels the faraway lands 

and save the people from monsters and enlighten their barbaric ways 

with the Chinese civilization. The book is full of imagination and 

delightful humor and may be taken as a light and fun novel, but in 

fact, it is resplendent with multiple layers of criticism, satire and 

political ideology as well as the desire for Sinocentrism. 

【主題語】

서유기, 이역, 야만, 식인, 명조, 중화중심주의

西游记, 异域, 野蛮, 食人, 明朝, 中华中心主义

Journey to the West, faraway lands, barbarians, cannibalism, Ming 

dynasty, Sinocent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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