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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명  후기 廣西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邊境筆記를 주요 상으로 하여 

광서에 한 역  지식과 상상의 축적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고 그 의미는 무엇

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광서는 진시황 이후 줄곧 중국의 강역이었으나 근  이전

까지 문화적, 심리적, 정치적으로 ‘내부의 변경’으로 남아 있었다. 광서 지역의 상당 

부분이 명 까지 토착민들의 자치권을 인정하 고 극심한 말라리아의 유행으로 인

해 한족들이 광서에 진출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광서를 재현한 글쓰기들은 각기 다

른 방식으로 광서의 공간을 ‘邊境化’하고 있다. 본고는 명  후기의 변경필기를 주

로 분석했는데 특히 鄺露(1604~1650)의 《赤雅》를 주요하게 다루었다. 광로는 생

전의 奇行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의 《赤雅》 역시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소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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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赤雅》에서는 《桂海虞衡志》를 비롯한 기존 광서 지리

서의 체제를 모방하여 광서의 경관들을 분절하여 목록화, 병렬화하 다. 한족 지식

인들은 광서의 경관들을 자신들이 이미 익숙한 전통적인 비유와 언어, 상징체계로 

묘사하면서 점차 원래 낯선 이역이었던 광서의 자연 중 몇몇 국지적인 풍경들을 순

치시키게 된다. 또한 기존의 문헌과 글쓰기 속에서 축적되어 온 특정 장소에 한 

재현들이 하나의 텍스트 속에 수집되어 나열된다. 그 결과 실존하는 특정 지역의 

로컬리티는 무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순치’는 특정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공동체 

내부에서만 공유되었다. 《赤雅》에 포함되어 있는 환상성과 비현실적 요소들은 부

분 이전의 문헌에서 그 모티프를 찾을 수 있다. 명  후기에는 독특하거나 흔히 볼 

수 없는 것에 한 가치를 인정하는 시기 기 때문에 변경 공간의 환상성과 기이함

이 더욱 강조되었다. 하지만 《赤雅》에서는 환상성이나 기이한 요소로 인해 反정통

적 세계관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물에 해 내적 합리성과 

인과관계를 부여하 다. ‘기이한 것’은 광서의 공간과 事物이 아니라 이를 직접 경

험한 자아, 혹은 인식주체 던 것이다. 명  후기 변경필기에서의 광서 공간의 ‘변

경화’는 곧 이역 공간에 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익숙함과 안전함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다. 

I. 서론: ‘내부의 邊境’으로서의 廣西

天이 (桂林에는) 풍토병이 없다고 하 다. 은퇴하여 이곳에 와보면 湘江 남

쪽의 강산이 仙人이 鸞새 타고 노니는 仙境보다 뛰어난 즉, 외지에서 벼슬하기에 

이보다 더 뛰어난 곳이 있는가 하 다. ……… 1172년 8월 3일 (계림)군에 도착해

보니 풍기가 맑은 것이 과연 들은 바와 같았다. 그리고 기암괴석의 빼어남과 풍속

의 순박함, 관부 통치의 뛰어남은 들은 것보다 오히려 더 나았다.1)

1175년 四川으로 이임하는 길에서 范成大(1126~1193)는 지난 3년간의 廣南

 1) 范成大 <序>: ｢ 天 之無瘴, 之至, 以湘南江山勝於驂鸞仙去. 則宦遊之適, 寧有

踰於此 乎？……乾道八年三月, 既至郡, 則風氣清淑, 果如所聞, 而巖岫之奇絕, 習俗

之醇古, 府治之雄勝, 又有過所聞 .｣(《桂海虞衡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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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路 靜廣府, 즉 桂林에서의 지방관 생활을 회상한다. 명 조정이 행정구역을 설치

했던 강역 중 최남단에 위치해 있던 廣西는 지방 근무가 필수 던 관리들에게 있어 

달가운 부임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진시황이 기원전 230년경 百越의 땅이었던 이

곳을 평정하고 군현을 설치한 이래 嶺南(廣東과 廣西)은 줄곧 중국의 관할 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하 유역에서 장강 유역으로 확 된 중국 문명의 ‘핵심 

구역’ 가운데 嶺南은 늘 제외되어 있었고 송 까지 이곳은 기껏해야 죄수를 귀양 

보내는 유배지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계림의 아름답고 독특한 카르스트 지

형이 빚어낸 풍광만은 당시에도 이미 한족 관리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었다. 범

성 는 자연 풍광뿐 아니라 민심과 관부의 통치 역시 칭찬할만하다며 지난 3년의 

시간에 만족을 표한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광서의 이미지는 이후에도 글쓰기를 통

해 계승되었다.

본고는 명  후기 廣西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邊境筆記2)를 주요 상으로 하여 

廣西에 한 역  지식과 상상의 축적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으며 그 의미는 무

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광서를 재현한 글쓰기들은 그 시선과 상은 각기 다르

지만 광서 공간을 ‘邊境化’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른바 ‘변경’이란 

본질적으로 주어진 장소나 역이 아니라 역사적 실재와 경험이 작동하는 ‘과정의 

공간’이다.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 속에 실제 존재했던 물리적 변경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층위에 존재하는 ‘상상의 변경’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廣東과 廣西를 

포괄하는 ‘嶺南’3)은 실제로 다른 나라나 바다에 인접한, 말 그 로 ‘국경지 ’인 동

 2) ‘邊境筆記’란 변경 지역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를 의미하는데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 다. 변경필기의 개념과 범주에 해서는 최수경 <明代 지식인들의 

글쓰기에 나타난 蠻夷담론>, 《중어중문학》 62집, 2015.12 참고. 변경필기는 지리서, 

기행문, 政論文, 여행안내서 등 상당히 광범위한 스펙트럼에 걸쳐 있으나 서남 변경 지

역을 무 로 한 변경필기들은 글쓰기 방식이나 습관, 미학적 특징 등에서 느슨하기는 

하지만 공통적 요소가 존재한다.

 3) ‘嶺南’의 字義는 五嶺의 이남이란 의미이다. 오령이란 大瘦嶺, 騎田嶺, 都龐嶺, 萌諸

嶺과 越城嶺을 의미하며 현재의 湖南省, 廣東省, 廣西壯族自治區의 경계 부근에 위

치해 있다. 지역으로서의 ‘嶺南’은 몇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

은 기준이 통용되고 있다. 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오령 이남은 현재의 廣東, 廣西, 海

南, 홍콩 및 마카오 그리고 호남과 강서 일부와 베트남의 紅河 삼각주 이북 지역을 포

괄한다. 그러나 협의의 의미로 보면 베트남을 제외한 중국 남부 지역을 의미하거나 廣

東, 廣西, 海南을 의미하며 오령의 남쪽에 위치한 湖南이나 江西 일부 지역은 보통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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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오랜 시간동안 역사적, 개인적 경험 속에 축적되고 전승되어 온 문화적, 심리

적 변경이었다. 국경선 개념이 없던 당시에는 변경이란 어떤 선이 아닌 광범위한 

지역을 의미하지만 이는 늘 상 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 변경을 內境과 外境으로 

구분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4) 

漢 이후 부침은 있었으나 체적으로 광서는 줄곧 內境에 위치해왔다. 중국을 

중심으로 보면 廣西와 廣東의 변경으로서의 역사는 또 다른 서남부 변경인 雲南이

나 貴州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 魏晉 이후 元제국 시기까지 운남 전체와 귀주 

서쪽에는 사실상 토착민들의 자치권이 인정되거나 독립 국가가 존재하 다. 이곳은 

천년동안 이역이자 사실상의 외국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광서는 적어도 표면적으로

는 줄곧 중원 왕조의 강역 안에 있었다. 물론 이것은 군현제로 표되는 중원의 통

치와 행정체계가 광서의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미쳤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또한 

정치적 판도나 행정 체계가 매 역사시기마다 사람들의 심리적, 문화적 변경을 온전

하게 구획하고 경계지운 것은 아니었다. 정치적, 군사적 권력이 미치는 판도와는 

별도로 사람들이 승인하고 받아들이는 경계는 따로 있었다. 宋代 史의 《太平寰

宇記》에서는 九州와 그 밖의 세계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五嶺

이었다. 정면은 이 기록에 의거하여 오령 이남의 땅[南越]은 德化가 쇠퇴하여 夷俗

에 물들었지만 군현이 설치되어 다시 중국이 된 땅이며 여전히 만이와 중화가 雜居

하고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 ‘南蠻’ 은 다시 徼內와 徼

外로 나뉘는데 그 기준이 되는 ‘徼’란 한무제 시기에 설치된 日南郡(현재의 베트남 

북부)을 의미한다. 남만이 거주하는 땅은 ‘徼內蠻夷地’와 ‘徼外蠻夷地’로 나눌 수 

함시키지 않는다. (https://zh.wikipedia.org/wiki ‘嶺南’참조. 검색일자 2019년 3월 

26일) 여기서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 다. 

 4) 외경은 秦漢제국의 범위와 체로 일치하며 ｢북으로는 만리장성 이남, 동으로는 요동, 

서로는 감숙⋅사천⋅운남으로 이어지는 선, 남으로는 광동성까지의 지역이다. 이것이 

중화의 ‘외경(外境)’이며 이 바깥은 이적의 세계 다.｣ 하지만 이 외경 안에는 중화세계

에 편입되지 않는 이적의 세계가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오늘날 중국 소수민족의 조상

들이다. 이 외경 안의 이적의 세계와 중화의 경계를 ‘내경(內境)’으로 부를 수 있는데 

진⋅한 이후 이 내경과 외경으로 구분된 중화제국은 군현⋅관료 제도로 통치하 다.｣ 
서울 학교 역사연구소 《역사용어사전》(서울 학교출판문화원, 2015), 1670-1672쪽. 

정면 <운남에서 바라본 중화제국>, 《동양사학회 학술 회 발표논문집》, 2016, 37-38쪽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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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 ‘요내만이지’는 중화와 만이가 잡거하는 공간이며 바로 ‘嶺南蠻獠’가 사는 

곳이라 하 다.5) 아마 이곳이 략 지금의 광동, 광서에 해당할 것이다. 물론 송  

당시의 강역과 세계인식이 淸제국 시 까지 변화 없이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徼’가 

남중국의 內境과 外境을 가르는 상징적 경계 음은 분명하다. 이후 청  초기 王

夫之는 ‘中區’라는 명칭으로 당시 한족 지식인들의 심리적, 문화적인 중원의 범위를 

설명한다. 그는 이 ‘中區’의 남쪽 경계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옛 

南詔國인)滇詔의 서쪽으로 金沙江, 潞江, 麓川의 물이 양의 창자처럼 굽이친다. 

남으로는 (물이) 만나서 嶍와 岷의 요새를 보호하고 特磨에 흘러드니 交趾와 경계

를 이루어 廣右와 그물처럼 연계된다. 그 남쪽에 邕部, 百粤, 鐵圍, 鬼門이 있는

데 (이곳에 사는) 거친 야만인들은 머리를 높이 틀어 올리고 등나무 넝쿨로 도롱이

를 만드는 종족이다.｣6) 여기서 왕부지가 거론한 邕部란 지금의 광서 南寧이며 鬼

門은 지금의 광서 北流를 말한다. 즉 광서는 중국이 된지 천오백년이 지난 王夫之

의 시 에도 말 그 로 ‘머리를 높이 틀어 올리고 등나무 넝쿨로 도롱이를 만드는 

거친 야만인들의’ 땅이었고 ‘경계 바깥에 있는’ 곳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광서는 오래전부터 중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  이전까지 줄곧 ‘내부의 변경’ - 

물리적이건 심리적이건 - 으로 남아 있었다. 특히 광서는 광동에 비해 ‘변경’으로서

의 의미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남 지역 중 광동과 광서의 

운명은 송 를 기점으로 나뉘기 시작한다. 광동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강남의 

도시에 쌀 외의 재배 작물과 직물 등의 소비재를 공급하는 생산지이자 해외와의 무

역을 담당하는 경제 중심지로 떠올랐다. 그래서 일찍부터 漢族들의 주 활동무 가 

되었다. 하지만 광서는 줄곧 경제적으로 낙후되었고 청 까지 土司 시스템이 지속

되어 토착민들의 통치 권력도 인정되었다. 정치 체제나 통치 형태 역시 ‘중국이자 

중국이 아닌’ 공간으로 각인되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원 정권이 파견한 관리와 漢族 이주민이 광서에서 경험한, 

혹은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와 이야기들은 이 공간을 규정하고 설명하는 지식 체계

 5) 정면 <‘南蠻’ 및 ‘海南’ 諸國과 隋唐代 중국의 국제관계 – 책봉조공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5호, 2012.3, 81-83쪽.

 6) 王夫之 <離合>: ｢滇詔之西, 金沙, 潞江, 麓川之水, 羊腸盤曲, 南結以護嶍岷之塞. 放

特磨, 界交趾, 幾絡乎廣右. 其南則邕部, 百粤, 鐵圍, 鬼門, 狼夷高髻藤笠之族.｣(《黃
書》 第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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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축적되어 가면서 물리적 변경과는 별도로 사회문화적, 심리적 층위에서 존재하

는 ‘상상의 변경’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상상의 변경이 형성되어 가는 

이러한 과정을 ‘邊境化’라 명명하려 한다. 여기서의 ‘변경화’란 관찰자 혹은 기록자

가 특정 공간과 자신이 속한 공간과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묘사, 재현하여 그 차이를 부각시키거나 반 로 이 차이를 익숙한 것으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 그 차이나 친숙함을 해당 공간의 정체성으로 수립하려는 시도를 의미한

다. 물론 ‘변경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 , 개인, 장르별로 다르지만 이러한 행위의 

최종 도달 지점은 ‘정체성으로서의 차이나 유사성’을 구성하는 것이다. 단 표준 혹

은 준거 틀로서의 중심은 늘 기록자가 속해있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

경화’는 일시적인 사건이나 전쟁, 혹은 행정체제의 인위적 변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기록과 남겨진 문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확산, 재생산되

며 계승된다. 문헌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특정 ‘장소’는 결코 지시하는 공간의 현실

을 여실하게 거울로 비추듯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묘사를 담고 있는 문체와 장

르의 전통과 습관, 공간을 경험하는 개개인의 각기 다른 해석, 그리고 이를 공유하

는 독자들의 기 지평에 의해 생산되고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고에서는 주로 명  후기에 나온 邊境筆記를 분석 상으로 

활용할 것인데 그중 가장 주요하게 다룰 텍스트는 鄺露(1604~1650, 字 湛若)의 

《赤雅》(1635년 전후)이다. 명  후기는 이러한 종류의 변경필기가 본격적으로 등

장했을 뿐 아니라 처음으로 그 곳의 공간과 사람에 해 구체적인 분류와 탐색이 

시작된 시기이다. 《赤雅》는 현란한 상상이 가득한 아름다운 문장으로 널리 알려졌

고 이후에도 廣西 邊境의 의미 생산에 큰 향을 준 텍스트이기도 하다. 하지만 본

고에서는 분석 상 텍스트를 자족적 상으로 간주하거나 고립적으로 다루지는 않

으려 한다. 《赤雅》는 唐宋  이후 축적되어 온 서남 변경 지역의 지식체계와 구도

를 계승했고 이를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 혹은 전용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지

식체계의 전체적인 구도와 틀 속에 텍스트를 배치하여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

요가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桂海虞衡志》(1175)나 《嶺外代答》(1178)과 같은 

송 의 관련 자료는 물론 魏濬(1553~1625)의 《西事珥》 등 명  후기의 기타 변

경필기들이 구축한 현실과 상상 속 의미 공간으로서의 ‘廣西’를 충분히 고려하고 상

호 비교의 관점을 유지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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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西 자체에 해서는 邊疆史와 民族史의 역에서 적지 않은 연구가 있지만 

본고의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표적인 선행연구로는 Leo K. Shin의 저서를 꼽

을 수 있다. 그는 서남부 변경에 한 민족지적 서술이나 분류가 원래 존재했거나 

본질적인 것이 아닌 구성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중앙집권화된 국가가 남쪽

으로 진출하면서 중앙의 정치적인 이해, 정착민들의 경제적인 수요, 그리고 문화적 

엘리트들의 상상력 등이 모두 국경 지역에서의 사람들의 분리(demarcation)와 분

류(categorization)를 촉진했다｣고 하 다.7) 즉 그는 서남부 변경 지역을 향한 확

장과 통합 과정은 곧 분리와 경계 짓기의 과정이었고 명 에 이루어진 이러한 분류

는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외에 《赤雅》와 《西事

珥》 등의 광서 변경필기에 한 연구로 저자와 판본, 내용에 한 해제성 논문이 

몇 편 있지만 한결같이 소수민족의 역사 혹은 지역사적 관점에서 문헌의 사료적 가

치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8) 상기의 연구들은 소수민족이 분류되는 역사와 텍스

트의 구성적 특징, 텍스트에 관련된 기본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참고가 될 수 있으

나 당시의 현실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계승된’ 전통과 상상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등이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이러한 

측면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려 한다.

Ⅱ. 絶景, 요괴, 土司, 그리고 말라리아

계림은 楚와 越 지역이 교차하는 곳으로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蠻人들과 荒服

의 땅 수 천리를 다스리는 西南의 으뜸가는 도시이다. 세상 사람들은 계림의 산맥

이 하늘에 닿는다고들 한다. 나강의 파도가 그 곳을 지나며 물은 湘水로 흘러든

 7) Leo K. Shin 《The Making of the Chinese State: Ethnicity and Expansion on 

the Ming Borderland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5쪽.

 8) 상기 텍스트들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胡起望 <鄺露和他的赤雅>, 《民族硏

究》 1981年 2期. 洪濟, 鄧祝仁 <赤雅: 明末‘奇士’眼中的桂林 廣西>, 《社 科學

家》 2003年 11月 總第104期. 王睿 《西事珥硏究 – 以廣西地方史民族史史事爲中心》

(中南民族大學 碩士學位論文, 2012年 4月). 武朝文 《西事珥校注》(廣西師範學院 碩

士學位論文, 2011). 楊驥 <西事珥希見板本新 >, 《古籍整理硏究學刊》 2017年 第1

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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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림의 산은 봉래와 瀛州와 비슷하니 그 산수가 정말로 독특하다. 사방이 천

하제일이다. 靈州 이북과 陽朔 이남의 산과 동굴에는 요족과 동족이 많은데 오래

된 밭은 특히 깊숙하고 험하여 날이 갈수록 (저들이) 더욱 깊이 차지하여 永福까

지 이르 다. 그래서 오로지 桂林城의 백성들만이 안정적인 거주지를 지니고 있었

고 (다른 곳은) 모두 그 다음이었다. 人文 역시 다른 주보다 발전하 다.9)

정덕연간 초기 提學 姚嫫가 광서로 가서 사당을 지나갈 때 다. 계림성에는 두 

요괴가 있었는데 山魈와 卓望이라고 하 다. (그들은) 변신을 하여 마을을 놀라게 

하 다. 가을바람이 불면 그 괴이함이 더 심해졌다. …… 제학 요모는 이에 참모들

에게 명하여 관부에 알리게 한 즉, 순라를 각 묘당으로 보내 두 요괴의 초상을 찾

아 성황묘 안에 잠가두었다. 반달 정도 되니 (요괴들은) 모두 제거되었다. 그리고 

이에 여러 묘당의 무당들을 찾아서, (그들을) 이용하여 귀신들을 불러내어 부정한 

그림들을 (찾아내어) 건네주었다. (그래서) 관부에 명하여 모두 불태웠다. 당시 어

떤 여자는 신을 핑계 어 간통을 일삼아 이 역시 잡아서 취조해보니 (요괴들이) 

마음 로 백성들의 처를 아내로 삼았던 것이었다. 이후부터 요괴들의 세력은 잦아

들었고 백성들의 풍속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10)

嘉靖 연간(1522~1566) 중국인 관리들의 눈에 비친 廣西는 야만인과 요괴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중원에서 시작된 文風의 기운이 점차 스며들기 시작하여 문명화

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곳이기도 했다. 그중에서 桂林은 아름다운 산수와 상

적으로 발달한 문명으로 인해 서남부 제1의 도시라는 칭송을 받는다. ‘奇’가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던 명  후기 한족 지식인들은 아마 독특한 카르스트 지형의 기암괴

석들을 단히 높이 평가했을 것이다. 하지만 계림이 중원에서 이주한 漢族들의 

표적인 거주지가 되었던 이유는 보다 실질적인 것이었다. 원  이전까지만 해도 

 9) <桂林府圖經>: ｢桂林當楚越之交, 被山帶江, 控制蠻荒數千里, 蓋西南一都 也. 世

桂嶺摩天, 灕波經地水環湘, 桂山類蓬瀛, 其山水誠奇, 環甲天下, 靈州以北陽朔以南, 

山峒多猺獞, 古田尤罙阻, 盤據日盛寖, 至于永福. 故獨桂城之民有寧宇, 全次之, 人

文亦盛於他州.｣(林富⋅黃佐 纂修 《嘉靖廣西通志》 卷1,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 

41, 書目文獻出版社, 18쪽). 《嘉靖廣西通志》는 1531년 출판되었다.

10) <外志九⋅雜事>: ｢正德初提學姚嫫去廣西滛祠時, 桂省有二妖曰山魈 卓望 , 爲變

幻驚動閭里, 秋風起其怪愈甚.…… 提學姚嫫乃命佐詞於官, 卽遺邏 於各祠廟, 索二

妖像, 鎖于城隍廟. 半月許悉毁除之, 乃索諸廟師巫, 用以跳躍神鬼 夫不正繪像, 命

官悉焚之. 時有一女子託神以爲姦, 亦執而治之, 聽民妻以爲妻, 自是妖風遂息, 民俗

亦趨於正.｣(林富⋅黃佐 纂修 앞의 책 卷58, 6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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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역으로 이주한 한족들은 풍토병(주로 말라리아)에 한 두려움 때문에 주로 

남쪽의 습지 신 북쪽의 고원 지 에 머물 다. 남 지역에서는 광서의 계림과 

광동의 南雄이 한족들의 주요 거주지 다.11) 남송 시기 광서에서 벼슬을 했던 周

去非(1134~1189) 역시 ｢계림의 기후는 江 , 浙江과 비슷하다. 계림성에서 남쪽

으로 수십 리만 가도 크게 다르다(桂林氣候, 江浙頗相類, 過桂林城南數十里, 

則便大異)｣12)라 하여 당시 계림이 한족들에게 특별했음을 암시한다. 명 조정은 이

곳에 王府를 세우고 관리를 파견하고 ‘文敎’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계림을 남 

지역에서 가장 ‘중국스러운’ 도시로 만든다. 위의 에피소드는 이 아름다운 계림에도 

여전히 존재했었던 요괴, 그리고 이 요괴가 상징하는 ‘南蠻’의 야만성을 이성과 문

명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당시 중국 관리들의 신념을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11) Robert B. Marks 《Tigers, Rice, Silk & Silt – Enviroment and Economy in 

Late Imperial South China》(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2005, first 

published 1998), chapter 2 참조. 

12) 周去非 <風土門⋅廣右風氣>(《嶺外代答》 卷四), 楊武泉 校注, 《嶺外代答校注》(北京, 

中華書局, 2006), 149쪽. 

그림 1. 《嘉靖廣西通志》 卷1 <桂林府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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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들어오기 이전, 요괴들은 무지한 이곳 사람들을 지배했지만 제국의 군사력

과 이성주의적 유가 문명이 이러한 무질서에 작용하여 이곳을 ‘중국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계림부의 지도 한 가운데 자리 잡은 王府는 제국의 

통치가 이곳에 정식으로 진입했음을 상징한다.13) 또한 각종 관아들과 학교, 역참 

등 명 제국이 설치한 지배와 ‘漢化’의 표지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지방지의 편찬자도 강조했듯이 이는 계림 같은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계림부에서만 백성들이 편안한 주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곧 그 외의 

지역의 사람들과 삶에 해서 여전히 파악불가능하다는 말이나 같다. 田州府나 利

州, 泗成州 등의 지도에서는 수많은 ‘村’들 한 가운데 위치한 성벽 안의 관청 표시

는 마치 야만과 무지 속에 고립되어 있는 문명의 섬처럼 보인다. 이 지도만으로 보

면 이 지역들은 사람이 살기 위해 필수적인 생산 관련 설비조차 없는, 그야말로 산

13) 1372년 주원장은 손자인 朱守謙을 계림에 봉하고 靖江王이라는 칭호를 하사한다. 

1392년 완성된 靖江王府는 지금의 계림 灕江 연안에 보존되어 있다. 

그림 2. 《殿粵要纂》(萬曆 연간) 卷3 <桂平縣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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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강으로만 둘러싸인 유배지같다. 萬曆 연간 편찬된 《殿粵要纂》의 <桂平縣圖>를 

보면 어떤 곳에 어떤 종족이 산다는 정도는 파악되어 있지만 여전히 정치 조직, 교

육 기관, 생산 시설 등 인공적인 문명의 표지가 반 되어 있지 않다. 어원적으로 

이미 야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猺’들의 한가운데 그려져 있는 城의 시각적 이

미지는 남쪽 끝의 땅으로 파견된 중국 관리의 악전고투, 환멸과 고독 등의 복잡한 

심경을 은유하는 듯 보인다.14) 구체적인 정보과 분류가 결핍되어 있는 이러한 지

도들은 명  후기인 가정 연간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광서가 여전히 중국인에

게 미지와 공백의 공간으로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자료들은 

중국인들이 이 공간들에 해 지닌 인식과 상상을 보여주고 있을 뿐 이곳에 말 그

로 ‘아무것도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절  아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위의 에피소드는 역시 중국인의 인식 속에서 이곳의 원 상

태, 이 공간의 본질이 ‘혼란’과 ‘무질서’ 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명 제국은 강역 최남단인 광서 지역에 한 통제를 강화하고 토사에 의한 간접 

통치를 조정에 의한 직접 통치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지만 이 노력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  중후반까지 광서 상당 부분이 여전

히 토사의 관할이었고 형식상으로는 조정의 행정구역 안에 있더라도 실제로는 중앙

에서 파견된 流官 신 현지인 土官이 해당구역을 다스리는 경우도 많았다.15) 서

남 지역의 토사 제도는 사실 元이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원장은 원

으로부터 계승한 토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역을 확 하 다. 그는 기존의 토사 

구역은 물론, 지금의 미얀마, 태국, 라오스 북부에 해당하는 이른바 ‘百夷’ 지역에도 

지나칠 정도로 많은 토사 직위를 남발한다.16) 명의 외 정책의 중점은 서남부 쪽

14) 명  중기까지만 해도 광서로의 부임은 중국 관리들에게 상당한 도전이자 모험이었다. 

Shin은 成化 연간(1465~1487) 광서 潯州로 부임했다가 2년 만에 말라리아로 생을 

마감한 진사 李宗羨의 예를 들어 광서의 풍토적, 지리적 환경의 열악함을 설명한다. 江

南 출신이었던 이종선의 아내는 물론이고 하인들까지 그와의 동행을 거절하여 결국 그

는 첩을 데리고 부임했고 그 곳에서 새로운 시종을 구해야 했다고 한다. (Leo K. 

Shin 앞의 책, 20-22쪽 참고)

15) 예를 들어 1479년 上石西(지금의 憑祥 일 , 베트남과 접경)는 형식상으로는 정식 州

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토착민 지도자가 여전히 그 곳을 통치했고 중앙에서 파견

한 관리는 그 근처 다른 행정구역에 머물러야 했다고 한다. 1591년이 되어서야 명 관

리들이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었다. (Leo K. Shin 앞의 책, 3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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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북방 변경이었고 주원장은 토사제도가 많은 군사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변경의 안정과 지배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하지만 광서 상

당 부분의 유권은 토사에게 있었고 언제든 무정부 상태로 수시로 전환될 수 있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광서의 토착민 정치체 상당수는 적장자 계승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적 윤리 규범

과 의례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중원의 정치 질서와는 다른, 나름의 규율을 가지고 

있었다.17) 뿐만 아니라 막강한 지역 권력과 군사력을 소유한 일부 토사들에게 명 

조정과의 관계는 조선 등과는 달리 윤리적 명분이 개입된 군신관계라기보다는 일종

의 상호 계약에 가까운 것이었다. 때문에 이들은 명 황제가 부여한 토사 구역과 작

위가 결코 원하거나 절 적인 것이라 보지 않았다. 지방지와 필기를 비롯한 관련 

기록들에서는 이 시기 토사들 사이의 상호 쟁탈전, 심지어 중앙 정부와 정면으로 

결하는 일종의 ‘반란’ 행위가 심심찮게 발견된다. 명  내내 조정을 골치 아프게 

했던 田州 토사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당시 광서 토사들은 모두 전주 토사 岑猛에

게 복종하 고 그에게 독살될까봐 流官(조정에서 파견한 관리)들도 그의 비위를 맞

추었다고 한다.18) 1526년에는 위의 요괴 관련 에피소드의 주인공 廣西都御史 姚

16) 명  초기 동남아 정치체들에 한 토사 임명과 토사 제도의 운  방식, 시 에 따른 

변화에 해서는 최수경 <상상의 帝國, 天朝의 邊境 – 元明 시기 雲南 변경의 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 《중국학논총》 제63집, 2019,3 참조.

17) 토사는 정기적으로 황제에게 조공을 바쳤고 중앙정부의 필요시 군사를 동원하기도 했

다. 그 가로 토사는 황제로부터 관할구역을 자신의 방식으로 통치하고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토사 직위는 세습되었는데 아들뿐 아니라 아내, 사위도 승

계 자격이 있어서 여성 토사도 간혹 있었다. 토사의 광범위한 승계 가능성은 명 조정이 

구획한 토사구역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 (Shin 앞의 책, 60-74쪽 참고) 

18) 이곳 토사인 岑氏 가문은 한무제로부터 이미 직위를 인정받았고 송  이후에는 정식으

로 토착민 지도자의 통치가 인정되었다. 즉 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곳은 사실상 잠씨 

가문의 왕국이었다. 15세기 초기부터 토사 직위를 둘러싸고 내부에서 유혈 사태가 벌

어지고 1493년 토사 岑溥가 장남 岑猇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를 틈타 

이웃 토사인 思恩府의 岑濬이 田州를 차지하려고 했다가 명의 관군에게 패하여 죽는

다. 조정은 전주를 ‘改土歸流’시켜 정규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려 했으나 이는 결국 무

산되고 수십 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岑溥의 둘째 아들 岑猛(1489~1526)은 右江 유

역에서 점점 군사력을 키우며 명 조정에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岑猛이 광서 지역에서 

할거하게 되는 과정, 명 조정과 벌이는 전쟁은 田汝成의 《炎徼紀聞》 卷1에 매우 구체

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잠맹이 독살할까봐 두려워 流官들이 그를 묵인했다는 내용은 王

濟의 《君子 日詢手鏡》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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鏌가 이끄는 관군이 잠맹과 일전을 벌여 승리했고 잠맹은 장인에게 독살된다. 하지

만 그럼에도 田州는 청 까지 계속 토사구역으로 남는데 田汝成에 의하면 이는 사

후 처리를 맡은 王守仁(1472~1528?, 號 陽明)이 잠맹의 아들을 토관으로 임명

하여 ‘ 夷情’하기를 청했기 때문이었다.19) 잠맹의 난과 田州토사의 예에서 보듯이 

명 조정은 서남 변경에서 여전히 허약함을 노출했고 관리들은 토사의 필요성에 동

감했다. 하지만 행정적, 제도적, 사상적 大一統을 천명하던 명 제국에 있어 ‘토사’

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상당히 모순적이고 애매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명 

중기 이후 조정은 改土歸流 정책을 통해 토사들의 발호를 억제하고 거  토사를 

막으려고 시도했지만20) 한편으로는 변경 지역의 방위를 조정에서 파견한 관군이 

아닌 土兵에게 의존했고, 이는 지역에서 토사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광서가 청 까지 심리적, 문화적 異域으로 남아 있었던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1531년 발행된 《廣西通志》에서 土官을 <外紀> 편에 분류한 

것은 이러한 심리적 거리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상황 외에 명  광서 공간의 위치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생태학적 변화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만 아쉽게도 이 분야에 해서는 기존 연구

가 단히 적다. 체적으로 광서의 지리 환경에 관해서는 독특한 카르스트 지형, 

평지가 적고 산과 강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표 특징21), 특정 계절에 집중되는 호

우, 열  기후로 인한 풍토병 정도가 알려져 있다. 하지만 Robert Marks는 현재 

남 지역(광서와 광동)의 지형 형성에는 자연적인 변화뿐 아니라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 역시 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는 역사상 남 지역에 漢族 이민이 

거 유입된 것은 세 차례 다고 추정한다. 진시황의 침략으로 남 지역에 들어온 

중국 군사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살게 된 것이 첫 번째 는데 약 십만 정도로 추정

19) 田汝成은 변경지역에 한 改土歸流와 직접 통치를 주장했다. 때문에 그는 잠맹의 난 

이후 ‘蠻夷’들을 격살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마무리한 王守仁의 실책이 크다고 비난한

다. (《炎徼紀聞》 卷1 <岑猛> 참조) 

20) 王柯는 원 와 달리 명 는 토사의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했고 조공과 납세의 의무, 유

가 교육의 의무 등을 부과했다고 하 다. 이를 통해 토사 지역을 ‘중국화’ 시키려고 했

다는 것이다. 《中國, 從天下到民族國家》(臺北, 政大出版社, 2014), 136-145쪽 참

조. 

21) 광서의 지표면 75%가 산악이고 평지는 1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서 지역에는 무려 150여개의 강이 존재한다. Leo K. Shin 앞의 책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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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두 번째는 4세기 경 북방 유목민족들의 침략으로 이주해온 중국인 이민이었

다. 세 번째가 12~13세기 金과 몽골의 군 가 송을 침략하던 시기 다.22) 그는 

설명하기를, 한족들은 이주 초기에는 말라리아가 상 적으로 덜한 북쪽 고지 와 

해안 지역 주변에 거주했다고 한다. 하지만 제방과 같은 수리 시설이 늘어나면서 

습지는 감소되었고 이는 말라리아의 만연을 막아 한족이 정착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개간, 수리시설로 인해 충적토가 늘어나 12~15 세기경에 珠江 삼

각주가 형성되었고 이 주강 삼각주는 명  중기 이후 인력과 물자가 집중되는 남

의 중심 지역이 된다. 하지만 廣東이 쌀 신 체 작물이나 비단 생산 등에 몰두

하기 시작하면서 廣西는 광동을 위한 식량 생산지로 전락한다. 그리고 그는 광서가 

수백 년간 쌀 공급지로 기능하면서 토양의 심각한 침식과 황폐화를 초래하 고, 이

는 결국 오늘날까지도 광서의 빈곤을 야기했다고 다소 조심스럽게 진단을 내린

다.23)

광서의 현재의 가난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한 광동의 배후 기지로서 혹사당

했기 때문인지 단언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광서는 주강 삼각주 등장 이전에도, 

이후에도 줄곧 빈곤한 지역이었음은 분명하다. 산악 지형이 많은 지리적 특성상 광

서의 논은 높은 생산성을 기 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관방에서 통제, 관

리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아 한족의 농업 기술이나 농기구가 광서 전체에 전파되지 

못한 점도 향을 주었을 것이다. 한편｢광서는 猺人과 獞人 사이에 끼어 있어, 밭

은 날마다 침식되어 없어지고 세금은 날마다 적어진다(廣西介在猺獞, 田日侵敓, 

而責賦日以寖 )｣24)는 관리의 불평은 상당수 거주민들이 여전히 ‘編戶’되지 못했

던 당시 광서의 독특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기존 토지마저도 걸핏하면 토착민 세

력에 잠식당하는 불안한 통치 현실에서 廣西 지역의 세수가 형편없었던 것은 필연

적인 결과 을 것이다. 南宋의 周去非는 ｢광서 지역의 땅은 만이들로 둘러싸여 있

다. 산천은 광활하고, 사람과 물자는 희소하고, 인력은 부족하다. (광서의) 郡 하나

의 富는 浙江 지역 郡의 縣 하나만큼도 못하다(廣西地帶蠻夷, 山川曠逮, 人物稀

, 事力微薄, 一郡不富浙郡一縣)｣25)고 광서의 가난을 강남에 비교하여 설명한

22) Robert B. Marks 앞의 책 56-66쪽 참고. 

23) Robert B. Marks 앞의 책 chapter 3, 특히 131-132쪽 참고. 

24) 《嘉靖廣西通志》 卷19, 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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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서의 절 빈곤 상태에 한 묘사는 이곳과 중원과의 격절, 非문명 이미지를 

배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의 비교 상이 중국에서도 가장 부유한 

강남 지역이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광서를 서술하고 재현하는 주체는 늘 

중심을 중원에 두었기 때문에 지역의 모든 요소들 – 지리, 경제, 생산력, 문화, 인

종등 - 이 중원과의 비교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은 일견 당연하지만 이러한 기록에 

의거하여 猺(지금의 瑶族)와 獞(지금의 莊族)이 주류 던 당시 토착민들이 절 적

인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진시황이 기원전 214년 광서 지역에 桂林郡과 象郡을 설치했던 당시 이곳에는 

獞(지금의 壯族)과 黎(지금의 黎族)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 광서의 표

적 소수민족인 瑶族(당시의 猺)은 그 이후에 이주한 것이라고 한다.26) 猺는 주로 

언덕과 산 위에서 화전을 하며 살았고 중국인들은 이들을 ‘야만인’으로 간주하 다. 

周去非에 의하면 猺人들은 12세기 당시 고산지  작물에 의존하여 근근이 살다가 

식량이 부족하면 노략질을 한다고 하 다.27) 반면 이곳의 가장 오래된 정착민으로 

추정되는 ‘獞’은 저지 에서 이미 水稻法으로 논농사를 짓고 양잠을 하 으며 기원

전 300년경 이미 越이라는 국가도 세웠다. 한족 이민자들이 광서에 거 정착한 

후 이들이 전파한 선진 농법이 광서의 생산력과 생태학적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

져왔음은 물론이지만 獞 역시 오래전부터 이미 상당한 농업 기술과 문화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獞은 명  이전에는 문헌에 獠, 俚 등으로 기록되기도 했으

며28) 언어상으로 보면 Tai-Kadai 어족으로 분류되는 타이족의 일원이다. 진시황

의 침략으로 獞의 엘리트 계층 일부는 지금의 태국으로 도피했다고 한다. 물론 끊

25) 周去非 <廣西省倂州>, 《嶺外代答》 卷一, 楊武泉 校注, 《嶺外代答校注》(北京: 中華

書局, 2006), 7쪽. 

26) 민족의 광서 이주와 정착 형태 등에 해서는 Robert B. Marks, 앞의 책 chapter 2 

참조. 

27) 周去非 <外國門>, 楊武泉 校注, 《嶺外代答校注》, 119쪽. 

28) ‘獞’의 원류에 해서는 토착민족이라는 설과 외부에서 이주한 민족이라는 설이 분분하

다. 하지만 유물 출토로 보면 적어도 15만 년 전에는 이곳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

되며 百越의 한 갈래이다. 獞은 명  이전에는 ‘獠’, ‘俚’, ‘土人’, ‘蠻’ 등으로 기록되다

가 명  이후 ‘獞’으로 통일되었다고 한다. 한편 海南島에 주로 거주했던 ‘黎’는 송 에 

‘俚’에서 변화된 것이라는 설이 있다. 江應樑 <百越族屬硏究>, 《嶺外壯族彙 》(南寧, 

廣西民族出版社, 1989)와 中國科學院民族硏究所⋅廣西 數民族社 歷史調査組 編, 

《僮族簡史》(1964), 6-15쪽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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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없는 이동과 융합, 분열의 과정을 거쳤을 현재 중국 소수민족의 조상들을 단일한 

원류나 계보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명  《광서통지》에 실려 있는 種族만 해

도 猺, 獞, 獠, 狑을 비롯하여 모두 20種에 달한다.29) 이중 苗나 犵 등 외부에서 

유래한 것이 분명한 종족도 있지만 그 소속이 불분명한 것들도 많다. 현재는 獠와 

獞을 동일한 종족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당시의 문헌 기록에는 이러한 

상호 관련성이 분명치 않다. 해안지역과 해남도에 주로 거주했던 ‘黎’ 역시 獞의 지

류인지, 이와는 분리된 보다 작은 공동체 는지 불분명하다. 단지 고고학적 발굴과 

유물에 의하면 獞이 그 원류에 있어 지금의 傣族, 依族, 侗族, 黎族 등과 관련

이 있다는 연구 결과로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30)

위에서 언급했듯이 광서에 이주한 한족들이 오랫동안 저지 보다는 북부 지역의 

언덕과 고산 지 , 그리고 雷州반도를 비롯한 해안 지역을 선택한 가장 큰 원인은 

풍토병인 말라리아 –漢族들이 瘴氣라 부르던- 때문이었다. 아마 토착민들은 말라리

아에 어느 정도의 면역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말라리아는 광서 전체에 

퍼져 있었으나 습지가 있는 곳이 특히 더욱 심했다. 桂林 등 북부 고지 와 해안지

에는 습지가 많지 않았으므로 한족들이 초기부터 선호하 다. 周去非는 남송 당

시 광서 지역의 말라리아 분포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남 지역의 풍토병은 반드시 남의 깊은 지역[ 남 남부를 의미하는 듯하다 -

필자주]의 땅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海南島의 瓊州나 海北의 

廉州, 雷州, 化州 등은 비록 남 남쪽에 위치해 있지만 풍토병이 좀 덜한 편이

다. 邵州와 湖南, 靜江 접경 지역을 사 부들은 大法場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의미이다. 橫州, 邕州, 欽州, 貴縣과 같은 남 남쪽 지역의 풍토

병은 邵州와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 ‘ 法場’이라는 이름이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

지는 모르겠다. 일찍이 누군가 말하기를 풍토병이 심한 지역은 개 물에 독이 있

기 때문이지 기후 때문은 아니라 하 다. 邵州에는 恭城이 있는데 강물이 성에서 

흘러나온다. 그런데 그 물색깔이 까만 것이 강 오른쪽은 모두 흑색이다.…… 어찌 

물에 독이 없겠는가?31)

29) Shin 앞의 책 142쪽 표 참고. 

30) 中國科學院民族硏究所⋅廣西 數民族社 歷史調査組 編 앞의 책, 9쪽. 

31) 周去非 <瘴地>: ｢嶺外毒瘴, 不必深廣之地. 如海南之瓊管, 海北之廉雷化, 雖曰深廣, 

而瘴乃稍輕. 昭州 湖南, 靜江接境, 士夫指以為大法場, 殺人之多也. 若深廣之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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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송 당시 한족들은 이미 말라리아가 물과 관계있다는 것, 어느 지역에 말라리아

가 심하고 덜한지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한족의 분포에 직접적

인 향을 미친다. 하지만 전쟁과 인구 압력, 각종 수리 시설의 완비, 이에 따른 지

형의 변화와 풍토병의 완화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한족들은 점차 남부의 저지 에

도 거주하게 되면서 한족의 분포가 확산된다. 명 에 들어와서도 桂林을 비롯한 광

서 북쪽 지역은 여전히 한족 거주의 중심지 지만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한족들이 

서남부 지역에도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와 관련된 직접 증거는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고 이는 가능성일 뿐이다. 다만 송 에서 명  사이에 수리 시설이 

적으로 조성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지방지의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송 까지 

북부 지역에 치우쳐 있던 관련 기록이 명 에는 보다 폭넓은 지역으로 확산된 것 

역시 한족의 진출 지역이 증가했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한족들은 아

마 천년이 넘는 시간동안 그곳을 실질적으로 통치해 온 토사의 정치권력,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있던 猺, 獞 등의 토착민들과 본격적으로 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토

착민들에 한 구체적인 분류 작업과 지식 체계의 구성이 명 에 본격적으로 시작

된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계림의 아름다운 산수, 무서운 풍토병, 

강력한 토사, 요괴 등으로 표되는 광서 공간에 한 의미화가 본격화된 것 역시 

이 시기부터 다. 

Ⅲ. 邊境筆記와 鄺露의 《赤雅》

범성 의 《桂海虞衡志》는 광서 지리서의 鼻祖로 손꼽히지만 전통 시기 광서 공

간의 의미를 조직하고 생산하는데 기여한 것은 물론 이 책뿐만은 아니다. 그리고 

《桂海虞衡志》 역시 완전히 不毛의 땅에서 불쑥 탄생한 ‘창작품’은 아니다. 그 이전

에 중국인들이 실제 경험한 광서의 물리적 공간은 제한적이었음이 분명하지만 각종 

문헌 기록 속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광서에 한 상상과 인식이 형성되어 왔다. 《桂

如橫邕欽貴, 其瘴殆 昭等, 獨不知 法場之名在何州. 嘗 瘴重之州, 率水士毒爾, 

非天時也. 昭州有恭城, 江水並城而出, 其色黯慘, 江石皆黑.…… 安得無水毒乎？｣
(《嶺外代答》 卷4, 楊武泉 校注 앞의 책,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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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虞衡志》 외에 周去非의 《嶺外代答》 역시 광서를 재현한 남송  표적 지리서

로 손꼽을 수 있다.32) 하지만 광서 관련 변경필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명  

후기인데 이는 다양한 조건과 환경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이 시기에

는 문인사회에서의 奇와 異에 한 선호 증가, 지식인 유형의 다양화, 《山海經》을 

비롯한 고  박물학 서적 출판 붐 등의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이 변경

필기의 등장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만력 연간 이후 관방

의 지리서나 지방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광서를 재현한 일종의 ‘廣西 가이드’들이 쏟

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赤雅》, 《西事珥》, 《桂故》, 《桂勝》, 《廣西名勝志》 등이 명

 후기 광서를 배경으로 한 지리서이다. 이중 《적아》는 광서에 한 명 인들의 

상상이 가장 극 화되어 있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적아》는 청 에 화려한 문장과 풍부한 내용으로 높이 평가되었던 반면 사실에 

한 왜곡, 논리적 비합리성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33) 현 에 와서는 다른 

32) 주거비의 자는 直夫이고 溫州 永嘉 사람이다. 생졸년은 1134년-1189년으로 추측된

다. 그에 해 알려진 것으로는 1163년에 진사가 되었고 1172년 廣西로 부임하여 6

년간 재임했다는 것 정도이다. 이 책은 광서에서 돌아온 이후 광서에 해 묻는 사람들

에게 답해주기 위해 쓴 것이라고 그 스스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광서뿐 아니라 海外의 

나라나 집단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이 조목들은 주로 ‘外國門’에 수록되어 있다. 《嶺

外代答》이 현재 전해지는 주거비의 유일한 저작이다. 판본에 따라 권의 제목이 조금씩 

다른데 사고전서본의 경우 ‘地理門’, ‘邊帥門’, ‘外國門’, ‘風土門’, ‘法制門’, ‘財計門’, 

‘器用門’, ‘服用門’, ‘食用門’, ‘香門’, ‘ 器門’, ‘寶貨門’, ‘金石門’, ‘花木門’, ‘禽獸門’, ‘蟲

魚門’, ‘古跡門’, ‘蠻俗門’, ‘志異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거비에 관련된 고증과 《嶺外

代答》의 구성, 판본, 다른 관련 저작과의 상호 향에 관해서는 楊武泉 <周去非 嶺外

代答>, 《中南民族學院學報》 1994年 第2期 참조. 

33) ｢기록한 산천과 물산들이 모두 어휘가 간략하면서도 우아하고, 그 순서도 명확하고 근

거가 있어 범성 의 《계해우형지》보다 못하지 않으니 좋은 책이라 할 수 있다. 단지 본

문 중에 岑氏와 猺女, 皮服(卉服의 오기인 듯 - 필자주)의 조목이 있는데 계곡과 동굴

에 이렇게 화려한 것들이 절  있었을 리 없다. 아마 鄺露가 옛 일을 가지고 글을 꾸미

려 한 것이리라. 猩猩에 관한 조목은 너무나 상황에 맞지 않고, 木客에 관한 조목은 秦

나라 때 나무 캐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가) 어떻게 율시를 지을 수가 있는가 

…… 이는 곧 부회하고 함부로 과장하고 꾸민 것이니 文士들의 오래된 惡習을 면치 못

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은) 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所記山川物産, 皆詞藻簡雅, 

次序典核. 不在范成大桂海虞衡志下, 可稱佳本. 惟中間叙岑氏猺女被服名目, 溪峝中

必無此綺麗, 露盖摭古事以文飾之. 敘猩猩一條太不近情, 敘木客一條既稱為秦時採木

之人, 何以能作律詩, …… 是則附㑹塗飾, 不免文士之積習存, 而不論可矣)｣(永瑢 等 

撰 《四庫全書總目》 卷71, 北京, 中華書局, 1995, 6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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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을 함부로 베끼고 모방했다는 혐의 때문에 평가절하를 당한다.34) 실제 이 책

의 지리 조목은 바로 직전에 나왔던 《서사이》의 지리 관련 조목과 절반가량이 일치

한다. 그러나 無맥락적인 인용과 재인용, 심지어 표절에 가까운 참조와 다시쓰기 

등은 이 시기 출판물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다. 상업 출판물에서 더욱 두

드러지기는 하지만 특히 ‘이역’이나 ‘외국’과 같이 직접 경험이 힘든 소재의 글쓰기

에서는 이러한 ‘지식의 공유화’가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니었다.35) 《嶺外代答》 역시 

상당 부분이 《계해우형지》를 모방한 것이고, 《서사이》는 두 책 모두를 인용했고, 

《적아》는 또 《서사이》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청 에서 민국시기까지는 《적아》보다 저자 鄺露가 상 적으로 유명세를 떨쳤는

데 이는 그의 짧은 인생에서 있었던 몇 가지 극적인 에피소드 때문이다. 이 책은 

청  초기에는 출판이 되지 않았는데 이는 鄺露가 南明 정권에 충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적아》는 乾隆 중기에 鮑廷博(1728~1814)에 의해 《知不足齋總書》

에 수록되면서 알려지게 된다. 포정박은 교감과 함께 간단한 해제를 작성한다. ｢鄺
露 선생은 南海의 뛰어난 선비이다. 縣令을 거스르게 되어 집을 떠나 광서로 도망

가 猺人 여성인 雲嚲娘의 문객이 되었다. 산천과 풍토의 풍속과 산물, 그리고 가무

와 전술의 체제까지 모두 다 구비하여 이 책을 편찬하 다. 독특하고 화려한 것이 

옛 사람들이 《산해경》과 《서경잡기》에 비교한 것이 과찬이 아니었다. 백여 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진귀한 비장품으로 여겼지만 전해진 것은 적었다.｣36) 이 외에도 청

 여러 筆記와 史書에 그의 기이한 행적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 종합하면 

그는 젊은 시절 과거 시험장에서도 장난을 쳤던 ‘放誕之士’ 다.37) 阮大鋮에게 사

34) 胡起望, 앞의 논문. 

35) 명 뿐 아니라 송 에 나온 지리서들 역시 기존의 문헌과 자료를 짜깁기하여 구성한 조

목들이 많다. 이에 관해서는 최수경 <‘物’의 세계: 南宋 지리서가 구성한 ‘海外’와 그 의

미>, 《중국어문논총》 87, 2018 참고. 명  상업 출판물의 표절, 모방, 자의적 인용 등

의 현상과 이에 한 청  비평가들의 비난에 해서는 Yuming He 《Home and the 

World - Editing the glorious Ming in Woodblock-Printed Books of the 

Sixteecth and Seventeenth Centurie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3, <‘Introduction> 참고.

36) 鮑廷博 <跋>: ｢鄺先生湛若, 南海奇士也, 以迕縣令, 棄家走粤西, 爲猺女雲嚲娘之客. 

因悉其山川風土 物, 及歌舞戰陣之制, 撰爲此書, 環奇藻麗, 昔人方之山海經, 西京

雜記, 非溢美也. 百餘年來, 爲世陳秘, 而流傳蓋寡. 予亟爲校勘, 海內嗜奇之士, 共

欣賞焉.｣(鄺露 《赤雅》, 知不足齋叢書 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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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 고 완 성의 시집에 서문을 쓰기도 했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완 성은 이

후의 행적으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았고 이 때문에 포정박 등은 鄺露를 위해 변명

을 늘어놓기도 했다. 《사고전서총목》에서도 그의 ‘氣節’의 문제를 둘러싸고 당시 적

지 않은 논쟁이 있었음을 암시하 다.38) 이후 그는 모종의 사건에 휘말려 고향을 

등진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그는 1634년 上元節(元宵節)에 친구들과 함께 말을 

타고 놀러 나왔다가 순행 중이던 南海縣令과 충돌한다. 이 일로 인해 그는 學籍을 

박탈당하고 벼슬길이 좌절되자 집을 떠나 광서 지역으로 여행을 한 것이라 한

다.39) 무엇보다 그의 인생을 극적으로 만든 사건은 그의 죽음이었다. 명 왕조가 

멸망하고 남쪽에 南明 왕조가 들어서자 鄺露는 남명 조정에서 中書 人을 지냈다. 

1650년 廣州城이 청군에 함락되자 그는 자신이 아끼던 古琴을 끌어안고 자살했다

고 전해진다.40) 상당히 ‘낭만적’으로 보이는 그의 경력과 비장한 죽음으로 인해 屈

大均의 《廣東新語》, 全祖望의 《鮚起亭集外篇》, 王士禎의 《池北偶談》 등의 필기와 

지방지에서 앞 다투어 그를 기록하 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는 점점 명말을 표하

는 ‘奇士’가 되어간다. 鄺露는 ｢재주를 믿고 함부로 행동했고 늘 낡은 옷을 걸치고 

신발을 질질 끌면서 시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방약무인한(負才不羈, 常敝衣

趿履, 行歌 上, 旁若無人)｣41) ‘狂生’으로 묘사되기 일쑤 다. 하지만 최근 또 다

른 연구에서는 청 에서 민국 시기에 이르는 동안 嶺南 지역 문인들이 鄺露의 사

적 중 일부를 선택하여 增減, 가공을 하는 바람에 ‘放誕不羈’한 시인의 이미지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민족 웅의 이미지로 변신해갔다고 지적하기도 하

다.42) 즉 그의 이미지가 후세 사람들에 의해 상당 부분 윤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7) ｢그가 제생이 되기 위해 시험에 응시했을 때 시제가 文行忠信이었다. 그는 이 4가지 

모두 만들어서 이를 해서, 초서, 예서, 전서 4가지 서체로 썼는데 이 때문에 퇴짜를 맞

았다. 아마 放誕한 선비 던 것 같다(其爲諸生應歲試時, 題爲文行忠臣. 乃四比立格, 

以眞草隷篆四體書之, 坐是被斥, 蓋亦放誕之士)｣(永瑢 等 撰 《四庫全書總目》 卷71, 

北京, 中華書局, 1995, 633쪽) 

38) 永瑢 等 撰 앞의 책, 633쪽 참조. 

39) 洪濟, 鄧祝仁 앞의 논문 참고. 

40) 그의 최후에 해서는 여러 전적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絶食하 다는 설과 분신했

다는 설이 있다. 洪濟, 鄧祝仁 앞의 논문, 胡起望 앞의 논문 참고. 

41) 王士禎 《池北偶談》(北京: 中華書局, 1997), 254쪽. 

42) 丁蕾 <｢海雪畸人死抱琴 – 明末至民國年間鄺露刑象的演化 流傳>, 《學術硏究》, 2008年 

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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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하지만 문헌에서 전승되는 鄺露의 사적이 얼마나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

부는 차치하고 이러한 기록들이 아마 그의 인생 중 일부 측면을 반 하고 있는 것

은 분명하다. 《赤雅》의 일부 조목에 보이는 허구적 소재와 자유로운 상상력이 더해

져 일반적으로 鄺露의 《赤雅》는 反정통적이거나 체제 저항적이라고 결론내리기 쉽

다. 하지만 명말 전형적인 ‘狂士’의 삶을 살았던 鄺露의 최후에 한 傳 은 그의 

정치적 지향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인 존재 의미에 해서도 분명한 단언을 내리

기 어렵게 만든다. 망해버린 왕조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열사라는 측면에서 그는 

지극히 유가적이며 정통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다. 하지만 그 죽음의 방식이 단

히 극단적이고 기이하다는 측면에서 그는 그야말로 자신의 몸으로 ‘奇’의 가치를 체

현했던 전형적인 명말의 지식인이기도 하다. 어느 쪽이든 간에 傳奇化된 저자의 이

미지가 《적아》에 한 해석에도 일정 정도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포

정박이 이 책을 《산해경》과 《서경잡기》에 비유했듯이 이 책은 일반적인 지리서보다

는 허구적 이야기나 신화, 전설을 담고 있는 서사물의 일종으로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赤雅’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 자신은 《爾雅》를 계승했음을 

표방하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 《爾雅》는 字書의 비조로 알려져 있지만 사물을 유형

에 따라 분류하고, 정확한 이름을 부여하고, 이에 걸맞는 정의를 내리는, 일종의 박

물서라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형태를 모방한 북송  陸佃(1042~1102)의 《埤雅》

역시 ‘正名’을 목적으로 하는 字解書이자 박물서이다.43) 하지만 《赤雅》는 위의 책

들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다. 《爾雅》와 《埤雅》 모두 기본적으로 경험주의

적 태도와 개별 사물에 한 지식을 중시하고 있는데 비해 《赤雅》는 비록 개인적 

경험을 곳곳에서 내세우고 있지만 그 목적은 사물의 유형을 구분하고 정확한 이름

을 사물에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직접 경험했다는 광서의 

각종 사물들 –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 은 저자가 만들어내는 특정 공간의 일부

로 기능하고 있을 뿐 다른 박물서나 자서와는 달리 그 사물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그의 詩作을 통해 분석해 보면 그가 광서에서 머문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

43) 송 의 事物 관념과 박학 중시 풍조, 《埤雅》의 취지와 구성에 해서는 최수경 <세계

를 수집하다: ‘物’에 한 인식의 역사와 明代 출판물 속의 博物學>, 《중국어문논총》 

73, 20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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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때문에 《적아》에 실린 광서의 기록들 역시 이전의 문헌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44) 하지만 본고에서는 《적아》 기록의 진실성 

혹은 사실관계 여부보다는 그가 서술을 통해 ‘구성’한 광서 공간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때문에 허구나 과장, 왜곡이 섞여 있을지라도 이 역시 재현을 통한 

공간 구성의 한 과정으로 수용하려 한다. 《赤雅》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西事珥》

는 동일한 지리적 범주를 상으로 유사한 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극명히 조되

는 두 저자의 인생처럼 텍스트가 만들어내는 의미도 상당히 다르다. 《赤雅》의 저자

는 개인적인 사유로 유가적 지식인의 목표인 官途에서 좌절을 겪고 명 제국 강역의 

남쪽 끝으로 도피하여 사실상 자연인의 신분으로 광서에 머물 지만 《西事珥》의 저

자는 조정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 곳에 부임한 관리 다.45) 

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광서의 자연과 각종 사물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 그리고 

이들이 각기 구성해 낸 광서 공간의 의미는 분명 같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西事

珥》 역시 비교 상으로 함께 고찰하여 《赤雅》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려 한다. 

Ⅳ. 廣西 공간의 구성 방식

1. 풍경을 순치시키다: 변경 경 의 공유와 中國化 

명  후기는 ‘여행의 시 ’이기도 했다. 江南 文士와 商人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여행에는 여러 유형이 있었다. 체적으로 공적, 경제적 목적을 위한 여행이 많았

지만 효용성을 추구하지 않고 단지 심미적 만족이나 즐거움을 취하기 위해 유람을 

떠날 수 있는 새로운 집단이 출현한 것도 바로 이 시기 다. 특히 文士들 사이에는 

古人들이 상찬했던 명승지와 유적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의 교양으로 자리잡는

44) 胡起望 앞의 논문 참조. 

45) 《西事珥》의 저자 魏濬(1553~1625, 字 禹卿)은 福建 松溪縣 출신이고 萬曆 2년

(1604) 진사이다. 호남, 귀주, 사천, 강서 등지에서 관직 생활을 하 다. 《西事珥》는 

그가 廣西提學簽事로 부임했을 때 편찬한 것으로 광서 지역의 역사, 지리, 物産과 풍

속, 민족 등에 관해 서술하 고 총 8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 《嶠南瑣記》(2권)

도 그의 또 다른 광서 관련 저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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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6) 徐弘祖(1587~1641)의 사례는 가장 유명한 예이다. 

《赤雅》나 《西事珥》 등에서 광서 공간을 조직하고 제시하는 방식은 《山海經》, 

《博物志》와 같은 고  신화서나 지리박물서, 《爾雅》와 같은 字解書, 《水經注》 등

의 지리서, 《桂海虞衡志》 등의 지역 필기, 그리고 당시의 지방지에서 모두 어느 정

도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참고문헌 역시 동소이했을 것이다. 특정

한 공간과 박물학을 결합하고 여기에 초현실적 서사를 가미하는 이른바 ‘지리박물

체’에 해서는 주로 소설 형태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많다.47)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지리박물체 작품들을 보면 특정 문체나 장르로 귀속시키기 어려울 만큼 다양

하고 혼종적인 요소들을 많이 지니고 있다. 《赤雅》나 《西事珥》  역시 매우 다양한 

장르와 문체가 혼합되어 있으나 당시 유행하던 博物學的 사물 인식과 글쓰기 방식

의 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세계를 분할하고 각 부분에 가치

를 할당하고 측정 한다｣는 이-푸-투안의 말처럼48) 공간을 어떻게 분할하고 조직할 

것인가는 시선 주체의 문화적 배경과 관계가 깊다.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공간 구획은 단히 구성적이며 결코 본질적이지 않다. 전근  중국인들이 

구획했던 변경 공간 역시 그러하 다. 자신들이 건설한 성벽과 관아를 지도의 중심

에 놓고 민가와 토착민들의 마을을 주변에 배치하는 구도는 중원의 사방에 四夷가 

배치된 천하구도와 단히 흡사하지만 사실 이러한 식의 자아중심적 공간 배치가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는 아니다.49) 중국인들에 의해 구획된 특정한 공간 분

할은 그 안의 모든 사물을 모종의 연계로 묶어놓는다. 그림 2의 <桂平縣圖>를 보

면 縣內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猺人들과 民村의 양민들은 과연 스스로 의

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연히 하나의 범주로 구획된 공간 안에 함께 속해 있었

다.50) 이곳에 정착한 한족 혹은 ‘교화된’ 토착민들(즉 ‘民’)은 현을 가로지르는 潯江 

46) [英]崔瑞德, [美]牟復禮 《劍橋中國明代史》(北京, 社 科學出版社, 2007), 595-596

쪽 참조. 

47) 지리박물체 서사의 원류, 배경, 내용과 형식상의 특징에 해서는 李劍國 《唐前地怪

說史》(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984), 57-75쪽 참조. 

48) 이-푸-투안 저, 구동회/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서울, 도서출판 운, 2007), 63쪽.

49) 이-푸-투안 저, 구동회/심승희 옮김 앞의 책, 69쪽 참고. 

50) <桂平縣圖>, 楊芳 《殿粤要纂》 卷3, 萬曆 30年 刻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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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머에 살고 있는 ‘야만인’들이 자신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며, 猺人들 역시 강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제방[堡], 학교 등과 자신들이 하나

의 구획된 공간 속에서의 구성단위로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을 것

이다. 모든 공간 구획은 주체의 일방적인 시선과 필요, 욕구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

이다. 통치와 관리를 위한 관방의 지리서에서는 ‘전체’에서 시작하여 부분으로 이행

하는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공간 의식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省, 혹은 府의 方志의 

경우 먼저 省이나 府의 全圖와 전반적인 상황을 개술한 뒤 그 하부 조직(府州縣 

등)을 차례로 서술한다. 모든 공간들은 철저하게 위계적으로 짜여 있는 각각의 행

정 단위에 소속되어 上下로 연계된다. 

하지만 이와 달리 《赤雅》를 비롯한 변경필기들은 계통적이고 층위적인 공간 구

분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들은 지리 공간 -주로 경관과 관련된- 들을 분절하여 字

學書나 박물서의 조목처럼 균일하게 나열한다. 이들이 소개한 지리 공간들은 부

분 뛰어난 경치로 잘 알려져 있거나 역사가 깃들어 있는 유적지들이다. 물론 이 조

목화된 경관들은 특정 개인이 창조하거나 발명한 것은 아니다. 다른 변경필기와 마

찬가지로 광서의 지리 경관들 역시 축적과 계승, 모방의 산물이다. 송  《桂海虞衡

志》와 《 외 답》에서 소개한 광서의 지리 조목과 《赤雅》, 《西事珥》를 비교하면 상

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명  후기 광서의 명승지 상당수가 이미 송 부터 알려

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 이 4종에서 각각 제시된 지리 관련 조목들을 나열

한다.51)

51) 《桂海虞衡志》는 古今逸事本을 참고하 다. 이 책은 따로 卷을 나누지 않았고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하 는데 지리 관련 항목은 모두 <志巖洞>에 들어 있다. 《嶺外代答》은 

<地理門>에 수록되어 있다. 《赤雅》는 知不足齋叢書本을 참고하 는데 上中下 3권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 중 地理 관련은 모두 中卷에 있다. 《西事珥》는 上海圖書館에 소장

중인 萬曆本에 校注를 단 武朝文의 《西事珥校注》를 참고하 다. 모두 8권이며 지리 

관련 항목은 卷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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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지리 관련 조목

桂海虞衡志

讀書巖,伏波巖, 疊彩岩, 白龍洞, 劉仙巖, 華景洞, 水月洞, 龍隱洞, 雉

巖, 立魚峰, 棲霞洞, 元風洞, 曾公洞, 屏風巖, 隱山六洞, 北潛洞, 南潛

洞, 佛子巖

嶺外代答

百越故地, 幷邊, 廣西省倂州, 五嶺, 湖廣諸山, 桂山, 桂林巖洞, 靈巖, 

羅叢巖, 黎母山, 廣西水經, 莊牁江, 靈渠, 癸水, 龍門, 象山, 天 遙, 

天分遙, 象鼻砂, 天涯海角, 潮, 韶石, 秦城, 綠州井, 古富州, 銅柱, 陟

屺寺, 交阯, 耳, 冰井火山

西事珥

五嶺 , 漢兵入越, 八桂, 交廣建置事略, 牂柯, 烏泥江源, 甌駱, 兩銅

柱, 洮水, 秦城, 愚溪鈷鉧潭, 九疑, 越裳, 葉楡葉柳, 崇山, 金麟, 昆侖

關, 鬼門關, 象山, 立魚巖, 究, 虞山堯山, 武侯山, 句漏, 葛稚川未至句

漏, 梧州總府, 榕樹門, 壺城, 城上蔭室, 火山, 佛燈, 華岩洞, 槎浦, 龍

門, 綠珠井, 松陰月色, 峰巒洞壑之異, 獨秀山, 棲霞兩洞口, 玄岩, 陽

塘, 桂州諸山, 韓柳詩 , 路傍異石

赤雅

山川論略, 崇山, 石人山, 鬼門關, 崑崙關, 容州三洞天, 七究, 二壺城, 

蘭麻道, 勾漏洞, 立魚岩, 李白巖, 何侯山, 火山, 銀殿山, 陽朔道上諸

峰, 七百里松陰古道, 獨秀山, 疊綵山, 榕樹門, 桂林三嶠, 華巖洞, 屏

風山, 秦城, 寶圭洞, 水月洞, 七星棲霞洞, 玄巖, 玩珠洞, 劉仙巖, 雉

山, 漓山, 虞山帝祠, 龍隱山, 堯山, 辰山, 清秀山, 中隱山, 穿山, 琴潭

山, 招隱山, 三江, 牂牁, 烏泥, 查浦, 湘水, 靈渠, 陽塘, 犀泉, 婆娑

泉, 潄玉泉, 綠珠井, 楊妃井

범성 가 《계해우형지》에서 광서에서 가장 아름답고 볼만한 경치는 어디인지, 광

서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事物’들은 무엇인지, 이곳의 토착민들은 어떻게 분류하고 

이름은 무엇인지 등을 제시한 이후 관방의 지방지는 물론 이곳과 관련된 필기, 지

리서 등도 이러한 틀과 내용을 답습하게 된다. 사실 《계해우형지》는 중원과는 완연

히 다른 이역의 자연과 사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조목만으로는 그 이역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독서하는 바위[讀書巖]’, ‘복파암(伏波巖)’, ‘노을 깃든 동굴[棲

霞洞]’과 같이 중국문화에서 익숙한 비유와 언어 체계로 명명되어 있는 광서의 事

物들 – 지리적 사물을 포함하여 – 을 보면 이러한 경관들이 진작부터 중원의 지식

인에 의해 인식되어 상화, 조목화되기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桂海虞衡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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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광서 전체를 총체적으로 조감하는 지리 환경에 해 서술하지 않았고 행정 단위

를 기준으로 각 지역 단위를 순차적, 체계적으로 서술하지도 않았다. 그는 동굴이

나 기암괴석, 산 등을 주로 선정했는데 아마 그의 선정 기준은 ‘아름다운 풍경’이나 

‘스토리가 있는 장소’ 던 것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선정한 상 중 劉仙

巖, 水月洞, 龍隱洞, 立魚峰, 棲霞洞, 屛風洞 등은 이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광서의 ‘핫 스팟’이 되었다. 이후의 저작들도 그의 예를 따라서 명승지 위주로 조목

을 선정하 다. 광서의 변경필기에 등장하는 지리 관련 조목들은 광서 전체의 전경

과 지리적 환경에 한 개황을 보여 주기보다 역  漢族 문인들이 선정한 광서의 

‘볼만한 곳’ 리스트에 더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  후반기 여행과 游

記의 유행으로 인해 점점 더 이 목록의 규모가 확장된다.52) 물론 《서사이》는 특정 

장소뿐 아니라 지리 현상, 장소와 관련된 정서적 감흥, 광서의 개척사 등도 조목으

로 집어넣기는 했지만 체적으로 기존의 관습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시 가 흐르

면서 이러한 명승지들의 숫자가 점점 더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위

에서 언급한 로 한족들이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만 거주하다가 점점 광서 전역으로 

퍼져나갔던 이 지역의 역사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자료는 계속된 수정과 증보를 통해 내용이 확장되기도 하

고 그 의미가 변화되기도 한다. 송 와 명 의 변경필기들이 동일한 장소를 각각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지 ｢棲霞洞｣(조목 이름은 조금씩 다름)을 예로 들어 살펴보

겠다.53)

《계해우형지》: 서하동은 七星山에 있다. 칠성산이란 일곱 봉우리의 위치가 마

치 북두칠성같다는 의미이다. 또 작은 봉우리 하나도 옆에 있는데 輔星이라고 부

른다. 오른쪽 동굴은 산중턱에 있는데 돌문에서부터 아래로 백여 개 계단을 내려

가면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는 평지가 있다. 옆에 길 두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52) 명승지를 소개하기 위한 광서 지리서의 기능은 曹學佺(1574~1646)의 《廣書名勝志》

에서 절정에 달한다. 10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모두가 개별적인 명승지에 한 기록이

다. 다만 이 책은 다른 변경필기와 달리 桂林府부터 시작하여 명승지들을 행정구역별

로 분류하고 있어 상 적으로 체계적이고 계통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 

53) ‘서하동’은 현재 계림 七星公園 안에 위치해 있는 동굴로 ‘七星岩’이라 칭한다. 수당 시

에는 棲霞洞이라 하 고 송 에는 仙李岩, 碧虛岩이라 하 다. 칠성암이라는 이름은 

七星山에서 유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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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으로 가는 길이다. 양쪽 벽에는 돌에서 나오는 물이 단단하게 응결되어 옥처

럼 눈처럼 반짝거린다. 천장 높이는 수십 丈 정도 되고 길의 너비도 3,4丈 정도이

다. 만약 길을 통과하면서 발을 구르고 막 기를 끌면 마치 북이나 종이 울리듯 

쨍강거리는 소리가 난다. 아마 동굴 아래에 또 다른 동굴이 있는 것 같다. 반 里 

정도 가면 큰 구덩이가 있어 전진할 수가 없다. 다른 길 하나는 북쪽으로 향한다. 

(그곳으로는)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들어간다. 몇 걸음 가면 길이 넓어져 

양쪽으로 10丈 정도 된다. 종유석이 주 주  늘어져 있다.54) 

《西事珥》: 롱하고 투명한 계림의 산들이다. 계림의 여러 동굴에 가보면 곳곳

에서 놀라게 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서하동이 최고이다. 서하동은 부드럽게 굽

이치며 오묘한 깊이를 지니고 있다. 깊이가 2리 남짓 되는데 터널 같기도 하고, 

굴뚝같기도 하고, 처마 같기도, 문 같기도 하며 방의 한 구석 같기도, 누각 안에 

생긴 토굴 같기도 하다. 여기서 갈라져 나와서 작은 동굴이 된 것이 단히 많다. 

발로 밟아 보면 뎅그  하며 鍾鼓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나는데 아마 동굴 아래

에 또 다른 동굴이 있는 것 같다. 돌에서 흘러내린 물이 응고되어서 각종 사물의 

모양처럼 만들어졌는데 다 셀 수조차 없다. …… 뒷문은 현풍동이다. 동굴 안에는 

굽어진 물이 흐른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물 위에는 작은 돌

다리가 놓여 있는데 연꽃 모양의 돌 몇 개가 있다. (이 연꽃에는) 꽃술과 꽃잎도 

갖춰져 있어 그림자가 거꾸로 늘어진 것이 마치 떨어지려는 것 같다.｣55)

《赤雅》: 동굴 입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마치 푸른 옥주전자 같다. 둥글지도 

각지지도 않은 것이 마치 파도 한 가운데 빠진 달이 움직이는 물결에 따라 일 이

는 것 같다. 동굴 입구로 들어가면 돌에 줄로 비단잉어를 매달아 놓았는데 구름에 

반쯤 걸쳐 있다. 왼쪽에는 돌로 된 누각이 있는데 당나라 때 여기서 玄元에게 제

54) 范成大 <棲霞洞>: ｢棲霞洞, 在七星山. 七星山 , 七峰位置如北斗. 又一 峰在傍, 

曰輔星. 石洞在山半腹, 入石門下行百餘級, 得平地可坐數十人. 傍有兩路, 其一西行, 

兩壁石液凝冱, 玉雪晶熒, 高數十丈, 路闊亦三四丈, 如行通衢中, 足曳杖, 鏗然

有聲, 如鼓鐘聲, 蓋洞之下又有洞焉. 半里遇大壑, 不可進, 一路北行, 俯僂而入, 數步

則寬廣, 兩傍十許丈, 鐘乳垂下累累.｣(古今逸史 本 《桂海虞衡志》 3쪽) 

55) 魏濬 <西霞兩洞口>: ｢玲瓏透剔, 桂之山也. 桂山諸洞壑, 擧足擧目, 洫然可駭. 然要

以棲霞爲 . 棲霞宛轉奧邃, 深可二里許, 如隧如突如檐如戶, 如室之有窔, 閣之有複, 

分去而爲支洞 甚衆. 足之所履, 鍧然若叩鐘鼓, 蓋洞之下又有洞焉. 石乳滋凝, 化爲

物象 , 數之不盡. ……其後門卽玄風洞, 洞內一灣流水, 莫知來去. 水上跨一 石橋, 

有數石如連花狀, 鬚瓣(원문에는 ‘辮’이라 되어 있으나 ‘瓣’의 오류인 듯 함 - 필자주) 

皆具, 垂垂倒映, 如欲墜 .｣(《西事珥》 卷1, 武朝文 《西事珥校注》, 廣西師範學院 碩

士學位論文, 2011,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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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지냈다. 乾寧 연간(894~898)에 臨賀令 鄭冠卿이 놀러 왔다. 客 두 명을 

만나서 술 마시고 악기를 연주하 다. 함께 피리를 불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오

지 않았다. 이별하면서 (객들은) 정관경에게 말했다. ｢지금 四海가 투쟁 중이고 

군웅들이 각기 일어서서 세금을 무겁게 걷고 병사들을 양성하고 있소. 이 역시 하

늘의 뜻이리라. 王喬, 許遜 (와 같은 道人) 무리가 모두 관직에 나가 출세하고 있

소. 正果(를 얻는 것)에 그 는 힘쓰시오.｣ (정관경은) 밖으로 나와서 꼴을 메고 

있는 자를 만났는데 그가 말하 다. ｢碧空의 음악을 그 는 아는가? 바로 (그 가 

만난) 日華, 月華君(의 음악)이오.｣ 반걸음 내딛자 어디 갔는지 사라졌다. 뒷문은 

玄風洞인데 동굴 안에는 굽은 물이 흐른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위에는 돌다리가 놓여 있고 가운데에는 돌로 된 연꽃이 있다. 꽃술과 꽃잎이 모두 

갖춰져 냄새를 맡으면 은은한 향기가 난다. 반은 피었고 반은 그 안에 떨어져 있

다.56) 

3종의 문헌을 비교해 보면 《서사이》와 《계해우형지》, 《적아》와 《서사이》에서 공

통점이 발견된다. 하지만 표현방식이나 사용 어휘 등의 차이에서 이들 사이에 또 

다른 참고 자료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다. 동굴 안에 또 다른 동굴이 

있는 것을 발소리로 짐작하는 부분은 《서사이》가 《계해우형지》를 모방한 것 같지만 

《계해우형지》는 ｢쨍강하는 소리가 난다(鏗然有聲)｣라고 표현한 반면 《서사이》는 

｢종고를 두드리듯 뎅그 한다(鍧然若叩鐘鼓)｣고 다르게 표현했다. 이 부분에서 

《서사이》는 《계해우형지》가 아닌 다른 참고 자료를 모방했을 가능성이 크다. 《廣西

名勝志》에 어느 무명씨의 棲霞洞 관련 시가 인용되었는데 여기에 ｢마치 신선이나 

부처들이 鍾鼓를 뎅그  두드린 듯(仙佛肖彷佛, 鐘鼓鍧擊撞)｣이라는 구절이 있

다.57) 이 목은 이 무명의 시인이 《계해우형지》를 비롯한 관련 자료들을 읽은 뒤 

‘동굴에서 나는 소리’와 ‘복층으로 이루어진 동굴’이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새롭게 표

현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계해우형지》 역시 이전의 문헌에서 향을 받은 것

56) 鄺露 <七星棲霞洞>: ｢洞口懸空, 如碧玉壺, 匪圓匪方, 如日落波心, 動盪成質. 從洞

口入, 石索懸錦鯉魚, 挂於雲半. 左有石樓, 唐祀玄元於此. 乾寧中, 臨賀令鄭冠卿來

游, 遇二客飲酒奏 , 之篴, 勿能聲. 臨別, 冠卿曰, 方今四海鬥爭, 群雄角立, 重

斂贍兵, 蓋亦天數. 王喬, 許遜之徒, 皆臨官即升, 道果, 子其勉之. 出晤負芻曰, 碧空

之 , 女知之乎？乃日華月華君也. 跬步失所在. 後門為玄風洞, 洞內一灣流水, 莫知

去來. 上跨石橋, 中有石蓮, 鬚瓣畢具, 嗅之微香, 半開半落於其中.｣(《赤雅》 卷中)

57) (明)曹學佺, 《廣西名勝志》 卷1, 崇禎3年 刻本, 30쪽. (《續修四庫全書》 史部 地理類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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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그는 西霞洞의 넓이나 들어가는 방법 등 물리적인 외형과 지리적 특

징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동굴의 크기를 수용 가능한 사람의 숫자

로 가늠하는 방식은 唐에 나왔던 계림 최초의 지리서 《桂林風土記》의 서하동 관련 

조목과 유사하다. 범성  역시 이 문헌의 묘사 방식에서 힌트를 얻었을지 모른

다.58) 

물론 각 문헌들이 상호 유사한 재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통해 표

현하는 공간의 의미들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서사이》는 동굴 재

현에 있어 문학적인 비유와 심미적인 감성 표현에 중점을 두었고 《적아》는 이곳을 

道家의 수련 장소이자 도인들의 역사가 서려있는 종교적, 신비적 공간으로 의미화

하려고 시도하 다. 鄭冠卿이 현인들을 만나 신비한 경험을 하는 에피소드 역시 鄺

露가 《적아》에서 처음 기록한 것은 아니다. 《적아》가 참조한 원전으로 추정되는 

《燈下閑筆》에는 정관경이 道人 2명과 만나 음악과 술을 나누는 과정, 정관경이 어

떻게 어려운 백성들을 도왔는지,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과 관직에 한 견해는 어떠

한지 등을 상세히 서술했고, 정관경이 이후 깨닫고 벼슬길에서 물러나 104세까지 

무병장수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적아》에는 상당히 긴 이야기를 몇 줄로 압축

하고 있어 원서를 읽지 않은 이들은 앞뒤 문맥을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원전

에는 어지러운 시 를 살아가는 관리로서의 자세와 태도 등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

루어지고 있는 반해 《적아》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59) 즉 여기서는 이야기를 구

체적으로 서술, 재현하는 ‘서사’ 의 기능보다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가 

바로 서하동을 배경으로 한 것임을 새삼 일깨워주고, 그중 정관경이 만난 ‘도사’들

58) 《桂林風土記》는 唐 莫休符의 저작으로 현존하는 桂林 관련 서적 중 가장 초기의 것으

로 꼽히고 있다. 계림의 명승지와 산천, 유명인의 일화 등을 수록하 는데 원래 3권이

었으나 1권만이 남아서 《사고전서》에 수록되어 있다. 서사동과 관련된 조목 이름은 <東

觀>인데 동관은 당나라 때 현원에게 제사를 지내던 도가 사찰이던 것으로 짐작된다. 

《계해우형지》의 묘사와 유사한 목은 다음과 같다. ｢돌문이 있는데 그 모양이 좁아지

는 양상이다. 촛불을 들고 오십 걸음 정도 걸으면 동굴이 비로소 평탄해지는 것이 마치 

운동장 같아서, 천명 백명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有石門勢甚襟束, 秉燭行五十步, 洞

穴始坦平, 如毬場, 可容千百人)｣(曹學佺, 앞의 책 19쪽)

59) 이 이야기의 원전은 宋代 무명씨 筆記인 《燈下閑筆》 <代民納稅>이다. 범성 의 <碧虛

亭銘>서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燈下閑筆》와 비교해 보면 “四海鬥爭, 

群雄角立, 重斂贍兵, 蓋亦天數” 등의 목이 동일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서

술 등에서 원서와 많은 차이가 있다. (適園叢書 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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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비한 행적과 깨달음으로 정관경이 무병장수했음을 강조하여 서하동에 신비주

의적 색채를 가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 서하동과 이어진 玄風洞에 있는 돌로 된 연꽃에 한 묘사는 《서

사이》와 《적아》에 모두 등장하는데 이 목은 두 텍스트간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위준은 ｢(이 연꽃에는) 꽃술과 꽃잎까지 갖춰져 있어 그림자가 거꾸로 

늘어진 것이 마치 떨어지려는 것 같다｣고 하여 돌에 새겨진 연꽃의 형상을 핍진하

고 생생하게 재현하는데 주력하 다. 그런데 《적아》는 이 돌꽃에 ｢꽃술과 꽃잎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은은한 향기도 났다. 반은 피어있고 반은 떨어져 있었다｣는 허

풍 섞인 과장을 사용하여 서하동의 종교적이고 신비한 분위기에 일조하 다. 이는 

위준과 鄺露가 풍경을 묘사하는 표현방식의 차이임과 동시에 이들이 경관을 인식하

는 시선의 차이이기도 하다. 둘 다 기존 자료를 활용하기는 했지만 鄺露는 위준에 

비해 보다 주관적으로 광서의 경관을 해석했고, 이곳에 깃든 초자연적 사연을 강조

함으로써 종교적 신비함 내지는 환상성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 한 諸家들의 묘사는 결코 선인들의 저작을 완전히 

베끼거나 모방한 것도 아니었고 공간의 의미 생산에 있어 결코 완전히 동일한 결과

를 낳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일종의 ‘기시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역시 사실

이다.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가상 독자들과 상호 공유하는 기학습된 소재와 

스토리라는 점도 그렇지만, 서술 체계나 표현에서의 유사성도 두드러진다. 예를 들

자면 중원과는 완전히 다른 계림의 독특한 산들을 가리켜 ‘玲瓏’하다고 표현한다거

나60) 동굴 내부를 ‘奧邃’와 같은 어휘로 비유한 것 등은 사실 전혀 낯설게 여겨지

지 않는 익숙한 언어 관습이다. 이들이 의도적으로 참고 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이

들은 ‘기암괴석’, ‘동굴’, ‘종유석’ 등의 상을 묘사하기에 적절한 재현이나 비유 방

식을 찾으며 이미 학습된 규율이나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채택했을지도 모른다. 이

는 문학적 ‘전통’일 수도 있고 ‘관습’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것은 

‘서하동’이 계림에만 존재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하동’이라는 이름은 杭州 

西湖 뒤쪽의 西霞嶺에 있는 同名의 유명한 동굴에서 유래하 다. 강남의 문사들에

게 ‘서하동’이란 결코 낯선 이름이 아니었고 <서하동>이라는 시도 여러 편이 존재한

60) 魏濬은 계림의 산을 ‘玲瓏透剔’이라 묘사했고 무명 시인은 ‘玲瓏穿屢析’이라 표현한바 

있다. (曹學佺 앞의 책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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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떤 시는 항주의 서하동, 어떤 시는 계림의 서하동을 각각 지시하고 있지만 

여기서 사용된 시적 비유나 어휘, 풍격 등에서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다.61) 계

림의 어떤 장소를 ‘棲霞洞’이라는, 중국 전통 문화에서 낯설지 않은 ‘보편적인’ 이름

으로 부르는 순간부터, 그리고 이미 학습했던 전통적 포맷의 비유와 언어, 상징체

계로 이곳을 묘사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름다운 광서 특유의 경관에는 강남 산수의 

이미지가 덧씌워지게 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눈에 보이는 풍경을 중립

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학습한 재현 방식에 들어

맞는 상을 찾아내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경관 묘사들은 좀처럼 광서 전체 

풍경의 일부로 유기적으로 기능하거나 이곳의 생태 환경과 연계되지 않는다. 

물론 鄺露 역시 때로는 광서의 지리 경관 자체의 변천사에 주목하기도 했다. 하

지만 이 경우에도 鄺露의 초점은 이러한 환경 변화가 지역의 로컬리티나 사람들의 

삶에 끼친 향이 아니라 이전 풍경에 한 향수를 표현하고 상상 속에서 이를 복

원하는데 있었다. 그는 西湖에서 招隱山으로 이어지는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西湖에서 招隱山까지 2리 남짓이다. 산은 빛나고 물은 푸르고 石門이 도열한 

것이 마치 神物이 버티고 있는 듯하다. 서쪽에서 北牖洞으로 접어들면 마치 화려

한 창문에 옥에 꿰어져 있는 듯하다. 그 아래로는 바위에 먹물처럼 물이 튀겨져 

있다. 거 한 물고기가 금빛 비늘에 붉은 수염을 자랑한다. 북쪽 벽에는 마치 문

처럼 구멍이 나 있다. 문을 나가면 金龜潭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온통 연꽃이 만발

했다. 밖에는 濛溪가 있었는데 가로로 5리이고 길이가 2백보이다. 지금은 모두 관

개하여 밭이 되어버렸다. …… 하지만 산이 비록 빼어나다 해도 (이곳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물이다. 송나라 사람들이 이를 관개하여 밭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乾

道 연간(1165年~1173年)에 張微猷가 수문을 만들어 여닫을 수 있게 하고 <復

西湖記>를 지었다. 嘉靖 연간에 또 다시 관개하여 밭으로 만들었다.62) 

61) 唐代로 추정되는 무명씨의 작품 외에도 북송 사람인 孫抗(998~1051)도 <棲霞洞>이

라는 시를 남겼고(｢寬踰城闕峻瑶魁, 萬壑吟風四壁苔. 不獨雲霞可招隱, 溪流常 落

花來｣) 남송의 劉克庄(1187~1269) 역시 <棲霞洞>(｢往聞 , 茲洞深無際. 闇中

或識路, 塵外別有世. 幾思絕人事, 齎糧窮所詣. 棋終出易迷, 炬絕入難繼, 孤亭渺雲

端, 於焉 休憇. 憑高眺城闕, 擾擾如聚蚋. 盡捐滓穢念, 遂有飛 勢. 山靈媢清遊, 雨

意來極銳. 濛濛濕莎草, 浥浥凉松桂. 暝色不可留, 悵望崖扉閉｣)과 <再游棲霞洞>(｢直
路幽阴側路明, 玉爲墙壁雪爲城. 殷勤報有詩翁到, 萬一仙人肯出迎｣)이 있다.

62) 鄺露 <游桂林招隱山 記>: ｢自西湖至招隱山二里, 山光水碧, 石門劍立, 矍然若神物

持之. 西折北牖洞, 綺窗串玉, 下則岩水潑墨, 巨魚金鬣朱鬐. 北壁有穴如門, 出門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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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기서의 ‘서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항주 서호가 아니라 계림성 서쪽에 위

치해 있었던 同名의 호수를 말한다. ‘초은산’이라는 이름도 역시 鎭江에 있는 동명

의 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서사자는 서호를 재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애초에 그 호수를 보지 못했다. 그가 오기 전에 이 서호는 관개되어 이미 밭

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2장에서 언급한 로 이는 인공 관개 시설을 도입하여 

생태 환경을 변화시키고 광동의 식량 공급 기지가 되어가는 명  廣西의 역사를 보

여주는 예이지만, 鄺露에게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나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는 

서호를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기억했고 재현할 수도 있었다. 그에

게 서호의 물리적인 현존 여부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서호의 이미지는 중국 문인들

의 집단 기억 속에 ‘바위에 물이 먹처럼 흔적을 남기는’ 장면까지 너무나 명확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 옛날 낯선 땅에 도착한 중국인들은 이곳의 낯설고 이국적인 풍경과 풍토병을 

포함한 이질적인 사물에 직면했을 것이다. ‘다름’과 ‘낯섦’에 둘러싸여 있던 이들에게 

중국 강남의 풍경을 연상케 하는 몇몇 국지적인 풍경들은 매우 안전한 감정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 ‘異域’이었던 광서의 지리 풍경에 친숙한 강남의 지

명들을 붙이는 행위는 낯선 풍경에 한 일종의 ‘순치’라 할 만하다. 거칠고 무서운 

이역의 풍경들 속에서 친숙함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중원식의 이름으로 그 공간을 

호명하는 것뿐 아니라 익숙한 상상을 부여하는 것 역시 필요했다. 즉 여기서의 ‘순

치’란 중원 문화에서 단히 일상적인 비유 체계, 언어 관습을 사용하여 몇몇 지점

에 친숙하고 안전한 감각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청  雲南 변경에 한 최

근의 연구에 의하면 변경에 파견된 관리들이 변경의 아름다운 경치 [勝景]에 八景

이나 十景 등의 이름을 부여하고 이를 주제로 詩作 행위를 하는 것은 거친 경관을 

훌륭하게 질서가 잡힌 중국의 경관으로 변형시키는데 성공한 제국과 지방정부의 문

명화 프로젝트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63) 하지만 변경 공간을 친숙하게 만들고 

金龜潭, 潭盡芰荷. 外為濛溪, 橫五里, 逕二百步, 今皆灌為田矣.……然茲山雖奇, 著

勝在水. 宋人灌之為田, 乾道張微猷作斗門閘之, 作 <復西湖記>. 嘉靖中, 復灌為田.｣
(《赤雅》 卷中) 

63) Fei Huang <The making of a frontier landscape: The ‘Ten views of 

Donghuan’ in Eighteenth-century Southwest China>, 《Late Imperial China》 

Vol. 35, No. 2(Dec. 2014), 56-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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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적인 것을 익숙한 상으로 전환시키는 ‘순치’ 작업은 개토귀류 이후 관리들에 

의해서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중국인들이 이곳에 이주하는 순

간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적아》의 저자는 이미 사라져 버린 이전의 서호를 재현

했지만 사실 그가 상상한 풍경은 원래 그 자리에 있던 호수가 아니라 저 멀리 항주

에 있는 서호 다. 여기서 시간과 공간은 일시적으로 해체된다. 이동이 빈번해지고 

이동 속도가 증가하면 사람들이 한정된 시간에 접촉할 수 있는 공간도 증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공간의 확장은 ‘먼 곳’과 ‘가까운 곳’이라는 거리 감각을 둔화

시킨다.64) 원래의 점유 공간이 점점 팽창, 확장되면서 낯선 곳 혹은 두려운 곳으

로 이동하게 된 사람들은 친숙하고 안전한 요소를 찾아내어 내면적 순치 과정을 거

치게 된다. 이는 인식의 주체가 낯선 공간 속에서 자신을 공간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다른 의미 공간으로 전용시켜 주체의 상상 속에서 순치시키

는 과정이다. 漢族 지식인들은 서호, 초은산, 서하동 등 자신들의 집단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는 명소들을 이곳에 소환한다. 이 장소의 원본들은 원래 분리되어 있지

만 이곳에서는 실제의 물리적인 공간 구도는 해체된다. 한족들에게 낯익은 강남의 

명소들은 머나먼 이역에서 집결, 재구성된다. ‘서호’와 같이 중국인들이 공유하는 문

화적 기호를 낯선 땅에 부여함으로써 이곳을 중국인들에게 익숙한 중국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역에서 전용되고 재구성된 이 지점들은 단지 나열될 뿐, 시

간적으로 계보화되거나 광서의 다른 지점 혹은 경관들과 상호 연계되지 않는다. 즉 

서술되어 있는 광서의 지리는 연계되고 통합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 병렬적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공간의 병렬성’은 멀고 가까움의 시공간적 질서를 순식간에 해체시

키고 무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적아》에서 공간을 분절하고 고립시키는 양상은 광서 동남부에 위치한 北流(지

금의 北流 ) 주변에 있는 鬼門關과 勾漏洞을 다루는 각각의 방식에서도 포착할 

수 있다. 《적아》는 북류의 관문인 귀문관에는 오래된 시신들이 널려 있다고 하 지

만(4장 2절 참조) 북류 동쪽의 구루동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 다. 

구루동은 평지에 있어서 힘들게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밖은 넓고 확 트 고 안

64) 근  이후의 공간 관념 변화를 생각해 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해서는 

김 룡 <공간의 토포스와 서사의 토폴로지>(《외국문학연구》 53, 20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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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윽하고 멀다. 어두운 계곡이 이곳을 관통하여 북류의 물과 합한다. 나룻배를 

타고 가다보면 물이 맑은데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물이 빙빙 돌며 굽어 흐르며 

돌과 빼어남을 다툰다. 고개를 들어 보면 큰 별들이 형형하게 빛난다. 자세히 보

면 돌에 구멍 하나가 뚫려서 하늘빛이 들어오는데 줄에 꿰인 구슬 같다.65) 

《적아》 속의 구루동은 시신들이 널려 있다는 鬼門關의 끔찍한 풍경과는 아무 상

관없는 듯 세상과 단절된 도화원처럼 묘사되었다. 이러한 정보들을 취합해보면 北

流란 공포의 땅이자 동시에 낙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반된 정보 때문에 북류의 

지리적 이미지는 결코 온전하거나 단일하게 형성되지 못했고 이곳의 로컬리티란 사

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의 지역에 관한 총체적인 이미지를 구성하

는 신 이 곳의 장소들을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鄺露가 의도

적으로 지역의 단일한 이미지를 분열시키려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 <구루동>은 

《서사이》의 <구루동>과 거의 비슷한데, 《서사이》 역시 다른 기록에서 인용했을 가

능성이 높다. 기존의 문헌과 글쓰기 속에서 축적, 형성되어 온 특정 장소에 한 

재현과 그 재현들이 구축한 관련 이미지들은 결국 하나의 텍스트에 수집된 채, 실

존하는 특정 지역의 로컬리티를 무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병렬된 공간의 

고립성 역시 이역 공간에 한 순치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역 공간에 한 ‘순치’는 물론 특정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공동체 

내부에서만 공유될 수 있다. ‘奇士’, ‘狂生’이라고 불렸고 제도권에서 수용되지 못했

던 鄺露 지만 그럼에도 그는 엄연히 중국 문화에서의 규범적 재현 방식과 상상, 

인식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그의 젊은 시절의 일탈은 ‘魏晉風度’ 이후 

낯설지 않은 전통 시기의 名士 혹은 隱 들의 행위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그의 최

후는 그야말로 유가적 충절 관념을 내면화하고 있는 漢族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준

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표현 방식이 독특했을 뿐 그의 인생 전체와 그의 글쓰기 모

두 중국 문화에서 보편화된 관념이나 규범을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그가 

상징적 의미와 전통적 비유체계를 공유하지 못하는 외부인이었다면 ‘서호’라는 이름

은 그야말로 ‘서쪽의 호수’라는 축자적인 의미 이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鄺露 이전 

65) 鄺露 <勾漏洞>: ｢勾漏洞在地上, 不煩登陟. 外敞豁, 內幽邃. 暗溪穿貫, 北流水合. 

乘桴而游, 水清無底, 瀠洄詰曲, 石爭奇. 仰見大星炯然, 細視乃石穿一孔, 透天光

入, 依依如貫.｣(《赤雅》 卷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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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꾸준히 이곳에 진입했던 중국인들은 공유와 상호 소통이 가능한 지명을 매개

로 이곳을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고 내면의 낯섦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

다. 반면 이러한 행위는 분명 이곳의 토착민과 그들의 문화로부터 자신들을 분리 

내지는 고립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문자와 매체를 소유한 漢族들은 점차 광서의 많

은 지점들을 이러한 전이된 공간으로 변모시켜 간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당시까

지만 해도 중국과 중국문화, 중국인이 광서 전체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했지만 

이들은 明 제국이 건설한 城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이동 가능한 몇몇 지점들에 자신

들에게 익숙한 상상 속의 이미지를 부여하여 이곳을 ‘핫 스팟’으로 만들 수 있었다. 

위에서 인용한 서호 관련 조목에서 鄺露는 밭을 바라보며 사라진 호수를 상상하

다. 鄺露의 향수는 결코 그가 보지 못한 옛 풍경에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있

는 공동체가 표준으로 삼고 있는 강남의 어느 경관에 관한 것일지도 모른다. 공간

이란 결국 ‘동적이고 목적적인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략적인 좌표틀’66)일 수밖에 

없다. 현재 남아 있는 모든 중국 문헌들이 – 주로 한족 중국인이 고  중국어로 집

필한 – 재현한 지리 공간들은 편찬자를 위시한 한족 중국인들이 암묵적으로 지정한 

중심 좌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아가 존재한다. 城과 성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도, 제국의 시각으로 구획된 행정 구역과 중국의 전통 지리서 방식으로 집필된 

토착민들의 민족지 등에는 모두 이러한 ‘동적이고 목적적인’ 자아가 가로놓여 있다. 

《적아》, 그리고 여타 변경필기들이 광서의 지리 공간을 공유지식화하면서 계속 분

절적, 고립적으로 인식하고 상상하는 근본적 이유 역시 이 텍스트들 속에 놓여 있

는 ‘자아’가 여전히 전통적 글쓰기의 규범, 형식을 지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

다 중원의 경관, 특히 이상화되어 있는 江南의 경관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기이함을 경험하다: 환상을 다루는 방식

飛頭獠의 머리가 날려고 할 때 (날기) 하루 전 목에 붉은 선으로 자국이 생긴

다. 밤이 되면 병이 든 것 같은 상태이다가 머리가 갑자기 날아간다. (그러다) 갑

자기 날아서 돌아오는데 배가 불룩하다. 깨어나서는 마치 꿈을 꾼 듯하다. 원래 

猺人은 (이를) 몰랐다. 나는 일찍이 石袍山의 계곡으로 들어갔다가 우연히 머리 

66) 이 푸 투안, 앞의 책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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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를 보았다. 하나는 게를 먹고 있었고 하나는 지 이를 먹고 있어 보는 이들

이 깜짝 놀랐다. 지 이를 먹고 있는 머리는 지 이를 문 채로 날고 있었다. 지

이는 길이가 한척 남짓이었다. 두 귀가 가볍게 펄럭이고 있어 마치 나는 새가 날

개를 움직이는 것 같았다. 獠의 풍속은 이들을 천시하여 혼인을 하려 하지 않고 

이 부류를 근절하려고 한다. 내가 알기로, 占城國에는 飛頭蠻이 있는데 원래 여

자이고 눈에는 눈동자가 없다. 비두만들은 아이들의 변을 먹는다. 변이 없어지면 

아이가 죽어버리고 여자들의 눈동자는 더욱 분명해진다.67)

《적아》가 다른 지리서와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라면 지리적 요소들을 포

함한 광서의 事物을 설명할 때 수시로 끼어드는 비현실성, 내지는 환상성이다. 물

론 중국의 글쓰기 전통에서 비현실성이나 환상성은 상당히 친숙한 요소이다. 중국

의 고전 서사 중에서 최초로 독립된 문체, 내지는 장르로 인정되는 몇 가지 유형 

중의 하나가 바로 志怪인데 이 ‘지괴(소설)’에 포함되지 않는 작품들 중에서도 지괴

적 성분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괴 이전 《山海經》, 《博物志》를 비롯한 지리박

물체 서사물에서도 이러한 초현실적 요소들은 보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신

체의 변형이나 절단 등의 모티프는 이후에도 지괴를 비롯한 고전 서사물에서 반복

하여 등장한다. 위에서 인용한 ‘飛頭獠’ 혹은 ‘飛頭蠻’ 역시 《博物志》의 ‘落頭蟲’에

서부터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唐代의 《酉陽雜俎》에서는 이 비두만의 전

설을 당시 남의 주요 종족인 ‘獠’와 결합시켰고 《太平廣記》에도 수록된다.68) 《博

物志》에서는 ‘남쪽’이라고만 되어 있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특정 지명이나 종족이 연

계된다. 元代에는 지금의 베트남에 있던 賓童龍이란 나라에서 머리가 몸통에서 떨

어져 날아다니는 ‘尸頭蠻’이 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초기에는 찾아볼 수 없던 여

67) 鄺露 <飛頭獠>: ｢飛頭獠頭 飛, 先一日, 頸有痕匝如紅縷, 及夜狀如病, 頭忽飛去. 

臾飛還, 其腹自實, 其覺如夢, 雖獠不知也. 予嘗入石袍山澗中, 偶見二頭, 一食蟹, 

一食蚓, 見人驚起. 食蚓 尚銜蚓而飛, 蚓長尺許, 雙耳習習, 如飛鳥之使翼也. 獠俗

賤之, 不 婚娶, 欲絕其類. 予按占城有尸頭蠻, 本婦人, 目無瞳子, 飛頭食童子糞, 糞

盡, 童子輒死, 婦目益明.｣(《赤雅》 卷上) 

68) 《박물지》에 실린 비두만 이야기에 한 분석은 김지선 <지괴에 나타난 기괴함의 미학>

(《중국소설논총》 22집, 2005년 9월), 69-70쪽 참고. 《酉陽雜俎》 卷4 <境異>에서는 

남 지역의 계곡과 동굴에 ‘飛頭獠’가 날아다니는데 하루 전에 목에 붉은 줄이 생기며 

머리에서 날개가 나와 몸에서 떨어져 나온다고 하 다. 새벽이면 돌아오는데 마치 꿈을 

꾼 듯 하며 배가 불러 있다고 하 다. 《太平廣記》 <蠻夷三>은 이를 보다 자세히 부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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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살인, 사악함, 인분 등의 요소가 추가된다.69) 《적아》에 실린 이 이야기 역시 

이 오래된 모티프에 기반한 것이었다. 특히 귀를 날개 삼아 펄럭이고 있다는 목

은 《博物志》에서 그 로 가져온 것이다. 《적아》에서는 이 잘 알려진 전설을 卷上에 

배치한다. 卷上은 광서의 種族 집단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즉 ‘비두료’ 조목은 과거 

《酉陽雜俎》가 그랬듯이 ‘獠’의 한 종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적아》는 결코 

환상 서사를 따로 분류하지 않았고 이 책에서 <비두료> 조목은 일종의 민족지로 기

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는 분명 환상 서사의 일종이다.

현 에 와서 신화전설이나 지괴 고사의 환상적 소재나 주제를 논의하는 이들은 

환상성 자체가 지닌 다양한 해석 가능성과 反이성주의적 특징 때문에 주로 지배 권

력과 배치되는 저항 혹은 비주류의 담론으로 이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70) 이른

바 ‘환상문학’을 이론화한 서구 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환상 요소가 포함된 서사

문학을 장르화하려고 시도했는데 가장 표적인 이가 토도로프이다. 그는 환상 서

사를 물질과 정신 사이의 경계 파괴로 인한 ‘나의 테마들’(변신, 초자연적 존재, 인

격의 증식, 시간과 공간의 변형, 꿈과 현실의 혼돈 등)과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너

의 테마들’(성도착증, 시체, 잔혹성, 죽음, 사후세계, 흡혈 등)로 분류한바 있다.71) 

《적아》에는 초자연적 인물(괴물), 변신, 시체 등의 사물과 현상들이 광서의 지역 곳

곳에 배치되어 있다. 소재로만 보면 鄺露가 표현한 광서 공간의 환상성은 ‘욕망의 

재현’으로 해석해도 될법하다.72) 상업주의와 主情主義, ‘狂’과 ‘癖’에 빠진 강남의 

문인에 이르기까지, 사실 명  후기는 ‘反정통’의 시 라고 불러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특히 제도권에서 추방당한 ‘야인’의 눈으로 서술한 廣西의 ‘奇’와 ‘幻’은 지

69) 賓童龍은 Panduranga(현재 베트남 동남부)에 있던 나라로 占城國의 속국으로 있었

다. 汪大淵(1311~ ?)의 《島夷誌略》에 의하면 이곳의 ‘尸頭蠻’ 여자들은 눈동자가 없

으며 원래 사람에게서 태어난다고 한다. 이들은 점성국의 비두만보다 더 심하게 사람을 

해치며 인분 냄새를 맡고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 내장을 파먹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70) 김지선, 앞의 논문 61쪽 참고.

71) 츠베탕 토도로프, 최애  옮김 《환상문학 서설》(서울, 일월서각, 2013), 211-270쪽 

참고. 

72) 로즈메리 잭슨은 ｢환상은 욕망에 관한 문학으로서 부재와 사실로 경험되는 것들을 추구

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했다. 욕망에 관해 말하거나 명시하

거나 보여주거나, 아니면 욕망이 문화적 질서와 연속성을 위협하는 장애요소일 경우 그 

욕망을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즈메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 – 
전복의 문학》(서울, 문학동네, 2001),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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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권력이나 전통 규범에 한 저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를 구체적

으로 논하기에 앞서 우선 《적아》와 《서사이》의 재현 방식과 여기서 드러난 환상성 

혹은 기괴함을 처리하는 두 문헌의 방식을 비교해 보겠다. 

《서사이》: 鬼門關73)은 北流에서 서쪽으로 10리 떨어진 곳에 있다. 두 개의 돌

로 된 봉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마치 관문 같다. 귀문관으로 10명이 가면 9

명이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다. 그래서 沈佺期의 시에 이런 목이 있

다. ｢예전에 瘴氣가 강으로 퍼진다고 들었는데 이제 귀문관에 도달했구나. 이곳에

는 나이든 사람이 없도다. 귀양간 사람들 중 몇이나 돌아왔던가?｣아마 이러한 상

황을 노래한 것이리라. 황노직의 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人鮓瓮에서 위

험에 빠져 하마터면 죽을 뻔 했는데 귀문관 앞에는 또 천개의 봉우리. 그 에게 

묻노니, 무슨 일로 그 곳에 가려하는가. 평소의 철석 심장을 시험해 보려네.｣당송 

시기에 바다 밖이나 安南으로 유배가는 이들은 모두 이곳을 지나갔다. (그리고) 

瞿塘 협곡에서 가장 위험한 곳을 ‘人鮓翁’이라고 부른다.74)

《적아》: 鬼門關은 北流에서 40리 떨어져 있다. 두 봉우리가 마주하고 있고 가

운데 관문이 있다. ｢귀문관으로 10명이 가면 9명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날이 어두워지면 검은 구름과 흙비가 합해지고, 음산한 바람이 스산하게 불

어온다. (신화에 나오는) 蒼 가 울면 귀신의 쇠사슬이 잠기고 (하늘에 산다고 하

는) 天雞가 울면 뱀이 만든 안개가 걷힌다. 당송 시인들 중 이 곳에 유배되었다가 

죽은 이들이 줄을 이었다. 돌로 된 커다란 옹기가 하나 있는데 이 안에는 여러 색

깔의 골수와 뼈가 있었다. 내장은 종유석이 되어 엉겨 붙어 있었다. 나는 (이 옹

기에) 크게 ‘詩人鮓翁’이라고 4글자를 썼다. 黃魯直의 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

다. ｢人鮓翁에서 위험에 빠져 하마터면 죽을 뻔 했는데 귀문관 앞에는 또 천 개

의 봉우리｣심전기의 시는 다음과 같다. ｢예전에 瘴氣가 강으로 퍼진다고 들었는데 

이제 귀문관에 도달했구나. 이곳에는 나이든 사람이 없도다. 귀양간 사람들 중 몇

이나 돌아왔던가?｣75) 

73) 鬼門關은 현재 廣西 北流縣 서쪽에 있으며 북류현과 郁林縣 사이에 있다. 두 개의 봉

우리가 마주보고 있어 그 사이가 마치 관문처럼 되어 있다. 과거에 이곳에 쥐와 해충이 

많이 서식하여 전염병이 만연했다고 한다. 

74) 魏濬 ｢鬼門關｣: ｢鬼門關在北流西十里, 兩石峰 立如關. 諺云, 鬼門關, 十人去, 九

不還. 故沈佺期詩, 昔傳瘴江路, 今到鬼門關. 此地無人 , 遷流幾客還. 蓋 此. 黃魯

直詩, 人鮓瓮中危萬死, 鬼門關前更千岑. 問君何事向前去, 要試平生鐵石心. 唐宋遷

適海外及安南 , 皆由此去. 瞿塘 險處有灘名,人鮓翁.｣(《西事珥》 卷1)

 75) 鄺露 ｢鬼門關｣: ｢鬼門關, 在北流四十里, 兩峰 峙, 中成關門. 諺云, 鬼門關, 十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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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이》의 귀문관은 그 곳의 위치와 귀문관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 배경을 위

주로 이곳과 관련된 지식을 ‘해설’하고 관련 글쓰기의 양상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적아》에서는 《서사이》에는 없던 귀문관에 한 묘사를 추가하여 蒼 과 天

雞 등 신화, 전설 속의 새들이 이곳에 산다고 하 다. 그리고 ‘人鮓翁’과 관련된 체

험담을 추가한다. 《서사이》에도 ‘人鮓瓮’은 언급되어 있다. 이 ‘人鮓瓮’(혹은 翁)이

란 湖北 秭归에 있는 長江 瞿塘峽 중의 지명인데 그 일 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이곳과 광서의 ‘귀문관’은 상호 관련이 없는 별도의 장소 는데 

송  시인들이 이 두 곳을 시 속에서 함께 언급하면서 ‘낯설고 위험한 장소’의 상징

으로써 상호 연계되기 시작한다.76) 이러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귀문관의 이야기

에 왜 관계없는 ‘人鮓翁’이 등장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적아》의 <귀문관> 

조에서는 人鮓翁와 귀문관의 공간을 병렬했을 뿐 아니라 두 공간의 이미지를 섞어

서 함께 포개놓았다. 송 의 시인들은 ｢이곳을 넘어가던 사람 중 다수가 다시 돌

아오지 못했다｣ ｢귀문관과 人鮓翁은 서남부 지역에서 위험하고 무서운 곳으로 쌍

벽을 이룬다.｣는 주장을 시적 이미지를 통해 남겨 놓았다. 이러한 前人들의 싯구를 

충실하게 인용하는 것에 그친 《서사이》에 비해 《적아》에서는 귀문관에서 이곳을 지

나가다 죽은 唐宋 사람들의 시신을 담은 옹기를 저자가 보았고 그 옹기에 글씨를 

썼다는 사연을 추가한다. 물론 이는 ‘사람 젓갈이 담긴 항아리[人鮓瓮(翁)]’라는 지

명을 축자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귀문관이라는 공간 속에 재현한 것이다. 확인할 방

법은 없지만 이 에피소드는 鄺露가 꾸며낸 허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허구인지 사실인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현이 ‘귀문관’이라는 공간을 어

떻게 변형시켰는가 하는 것이다. 《서사이》의 귀문관이 중원과 격절된 이역의 관문

이자 질병과 죽음의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다면 《적아》는 신화 속 흉조들을 동

원시켜 이곳이 단지 문명과의 단절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단절된 

去九不還. 日暮黑雲霾合, 陰風蕭條, 蒼 啼而鬼鏁合, 天雞叫而蛇霧開. 唐宋詩人, 

謫此而死 , 踵相接也. 行數武, 有一大石甕, 中有骷髏骨五色, 腸皆石乳凝化. 予大

書四字其上, 曰詩人鮓翁. 見 毛骨倒豎. 黃魯直詩, 人鮓翁中危萬死, 鬼門關外更千

岑. 沈佺期詩, 昔傳瘴江路, 今到鬼門關. 此地無人 , 遷流幾客還.｣(《赤雅》 卷中)

76) 《서사이》에 언급된 황노직의 시 외에도 송  시인들이 鬼門關과 人鮓翁을 함께 댓구로 

사용한 예로는 趙令畤의 《侯鯖 》 卷3의 ｢瞿塘之下, 地名人鮓甕, 游嘗 未有以 . 

南遷, 度鬼門關, 乃用為絕句云, 身在鬼門關外天, 命輕人鮓甕頭船｣과 軾의 <竹枝

詞> 중 ｢自過鬼門關外天, 命同人鮓瓮頭船｣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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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임을 암시한다. 또한 저 멀리 湖北에 있는 ‘人鮓瓮’이라는 지명이 연상시키는 피

비린 내나는 끔직한 이미지를 귀문관에 이식하 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超공간

적 연계 과정에 서사자 자신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먼 옛날에 죽은 사람

들의 시신이 담겨 있는 옹기에 ‘詩人鮓瓮’이라는 글씨를 썼고 사람들의 내장이 종유

석이 되어 엉겨 붙어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 다. 이 엽기적이고 공포어린 

체험담을 통해 그 곳에서 수천 리 밖에 떨어져 있는 長江의 瞿塘峽은 순식간에 귀

문관의 공간과 결합된다. 그의 이 ‘초공간적’ 재현은 先代 시인들이 남긴 시적 이미

지를 물리적으로 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독자들이 연상할 

수 있는 살과 피의 이미지, ‘人鮓’이라는 표현에 함축되어 있는 카니발리즘적 암시

를 눈앞의 현실인 듯 구체적으로 재현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서사자가 개입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적어도 그는 한 가지 목표는 달성한 듯 보인다. 명  후기 

일부 문인들이 동경하던 이역의 險地를 직접 자신이 체험했다는, 이른바 ‘기이함의 

경험’을 과시한 것이다. 

원래 중국 고전 글쓰기에서 환상적, 초현실적 요소들을 지칭하는 ‘기이함’이란 여

태껏 흔히 볼 수 없었던 혹은 유일무이한 그 무엇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심

미적 범주이다. 한자문화권에서는 ‘奇’, ‘怪’, ‘異’ 등의 용어들이 이 기이함을 표현하

기 위해 사용되었지만77) 그중에서도 ‘奇’가 지칭하는 범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

다. 박소현은 똑같이 ‘다르다[異]’의 의미를 갖고 있는 ‘怪’와 ‘奇’는 감성상의 차이

가 있다고 하 다. ｢‘괴이하다’고 할 때는 그 안에 ‘낯섬’이나 ‘두려움’ 같은 불편의 

감성이 존재하지만 ‘기이하다’라고 할 때는 ‘새로움’이나 ‘놀라움’같은 탄성의 감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78) 즉 ‘기이하다’는 미학적 범주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 (평

범한 것과는) 다른 것, 보기 드문 것 등의 함의가 있었고 그 중 ‘奇’는 특히 긍정적

인 맥락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때문에 서사자가 애초에 고전 문헌 속에 들어 있던 

익숙한 모티프를 그 로 가져왔다면 이는 더 이상 ‘奇’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드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명  지식인들이 ‘奇’의 범주를 높이 평

가했던 것은 그것의 ‘유일무이함’ 혹은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함’이 자신의 

77) 최기숙 《환상》(서울, 연세 학교 출판부, 2003), 8쪽. 

78) 박소현 <기이함의 이야기 욕망- ‘전기(傳奇)’를 논하다>, 김문희 외 《동서양 서사문학의 

환상과 기이의 미학》(서울, 소명출판, 2013),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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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증명해준다고 생각했던 명  후기 특유의 심미적, 사상적 사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명  후기는 여행가들을 여럿 배출한 시기이다. 그중에서도 

徐弘祖(徐霞客)를 으뜸으로 꼽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데 ‘위 한 지리학자이자 여행

가’라는 일반적인 평가 외에 그의 여행기에 한 미학적 시각에서의 해석을 잠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Riemenschnitter는 그의 여행, 특히 서남부 변경으로의 여행과 

여행기의 의미를 논하면서 그의 관련 글쓰기가 ‘이 세계의 진정함, 숭고함 그리고 

유일함[奇]’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유가에서는 보편성과 통일성을 추구하

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나름의 다름과 독특성이 존재하고 이것이야말로 그 사

물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중원과는 다른 변경이나 이역의 기괴한 사

물일수록 더욱 주목할 가치가 있게 된다. 더 나아가 Riemenschnitter는 ｢기괴한 

자연 형태는 통일성과 같음이라는 유가적 표지와 경쟁하는 상징으로서, 그리고 세

계의 다양함과 개별성의 재현으로서 明의 天下誌 저자(cosmographer)들에게 어필

하 다｣고 주장한다.79) 즉 변경을 여행하며 이를 기록으로 남기던 명말의 여행가

들은 중원과는 다른 이역의 차이와 다름을 ‘독특함’의 차원에서 해석했고 이는 당시 

이들이 열광하던 ‘奇’의 미학적 범주와 합치되는 것이었다. 袁宏道 등의 명말 文士

에게서 볼 수 있는 ‘癖’의 유행 역시 이러한 유일무이함, 즉 ‘奇’의 가치에 한 승

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80) 그리고 이러한 기이함과 유일무이함에 한 

추구는 통일성과 보편성을 지향하는 유가적 세계관에 한 도전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특한 것, 쉽게 볼 수 없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풍조가 명말에 만연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자연에서의 ‘奇’뿐 아니라 기물이나 일상용품 중에서도 흔하지 않은 

것, 진귀한 것들이 품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81) 奇는 보통 ‘眞’의 범주와 결합

79) Andrea Riemenschnitter ｢Traveller’s Vocation: Xu xiake and his excusrion to 

the southwestern frontier｣, Edited by Nicola Di Cosmo and Don J. Wyatt 

《Political Frontiers, Ethnic Boundaries, and Human Geographies in Chinese 

History》(Routledge, 2010).

80) 어떤 사물에 한 광적인 집착, 추구를 ‘癖’이라 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무용한 취미 – 
독특한 물건을 수집하는 것 등 - 를 주로 가리킨다. 명  후기 일부 문사들에게 이는 

일종의 자아표현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졌다. 명  후기 명사들이 ‘癖’에 관해서는 

Judith T. Zeitlin <The petrified heart: obsession Chinese literature, art, and 

medicine｣, 《Late Imperial China》 vol. 12, No. 1, June 199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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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유일무이한 것이야말로 가치있는 것이며 세계의 진정한 양상을 체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흔히 볼 수 없는 변경 풍경이 이 시기 각광받았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변경에 한 구체적 서술과 풍부한 자료가 이 시기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 

해서는 ‘反정통’ 혹은 ‘유가문화에 한 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 로 해석하

기도 한다. 변경 공간에 한 이 시기의 풍부한 재현과 서술은 명말 급격한 도시화

와 상업화 속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한 사 부들이 ‘정통적인 것’을 표준화하기 위해 

구분의 레토릭을 채택한 결과라는 것이다. ｢문인으로서의 그들의 지위를 방어하기 

위해 – 특히 신흥 부자들에 의한 경쟁적인 주장들에 맞서서 - 명말의 문인들은 특

히 사서와 오경에 체현된 도의 이상을 재확인｣하려고 했고82) 이러한 문인들의 욕

망이 중국인과 비중국인 사이의 분명한 상호 구분과 비중국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분류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는 명말의 품평문화에서 ‘차이’를 유독 강조했던 이유가 

흔한 것과의 차별화를 통해 유동적인 사회 속에서 흔들리는 사회적, 문화적 우월감

을 유지하려 했던 문인 지식인 계층의 욕망임을 간파했던 Clunas의 주장과도 일맥

상통한다.83) 즉 명  후기 지식계와 문화계에서 ‘기이함’의 가치에 한 인정이 광

범위하게 존재했음은 사실이지만 이 기이함의 긍정에 한 의미 해석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유가적 정통성에 한 도전을 의미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반 로 전통 규범에 한 재확인을 위한 경계 짓기의 일환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적아》에서 기이함을 다루는 방식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시기에 

직접경험으로 획득한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Shin은 명  

후기에 변경 지역에 관한 지리서와 기행문이 급증한 이유의 하나로 직접 경험과 관

련 지식에 한 관심을 꼽았다. 변경 관리에 한 필요성 때문에 관련 정보와 지식

에 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고 이곳의 사물을 ‘직접’ 보고 ‘처음으로’ 기록했

다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84) 鄺露가 단지 문학적 이미지로만 

81) 명말 기물과 일상용품에서의 ‘奇’ 풍조와 그 의미에 해서는 Craig Clunas 

《Superfluous things: material culture and social status in early modern 

China》(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85-89쪽 참고. 

82) Leo K. Shin 앞의 책, 182-183쪽 참조.

83) Craig Clunas 앞의 책, 89-90쪽 참고. 

84) Leo L. Shin 앞의 책 176-178쪽 참고.



경 과 환상  87

비교, 병렬의 상이 되었던 ‘人鮓翁’의 축자적이고 물리적인 실체를 머나먼 귀문관

에 배치해놓고 이를 자신이 ‘직접’ 보았고 이 공간에 개입했다고 자랑한 것도 이러

한 시 사조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飛頭獠>에서도 그는 자신

이 이것을 ‘직접’ 보았다고 호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공간의 물리적 거리를 

한 순간에 무화시키는 동시에 시적 비유를 통해 전승되었던 ‘죽음’의 상징을 날것 

그 로의 실재적, 자연적인 사물로 전환시켜버린다. 오히려 그는 이를 통해 그 공

포에 일종의 합리성을 부여한다. 과거에 유배를 떠나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이 죽

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그 흔적이 남아 있다는 ‘인과관계’

를 보강한 것이다. 환상적 요소와 이에 한 인과적 설명은 여기저기서 매우 그럴

듯하게 공존한다. 귀문관에 산다는 신화 속의 새 蒼 은 뒷부분 동물 편에 단히 

‘자연스럽게’ 廣西에 서식하는 조류인 것처럼 소개된다. 어떠한 초자연성도, 어떠한 

환상적 이야기도 그가 직접 경험한 광서의 事物로 환치되어 등장한다. 이 책에 나

오는 초자연적 사물들은 경이롭거나 환상적 이기보다 기이하고 독특한 감정을 전달

한다. 토도로프 식으로 분류하면 이는 ‘경이’가 아닌 ‘기이’의 장르에 더 가깝게 된

다.85)

이렇게 본다면 奇에 한 추구가 이 시기 문사들의 보편적인 정서 중 하나인 것

은 분명하지만 이를 반드시 反정통적 세계관의 표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적

아》의 환상서사에서는 오히려 상에 나름의 내적 합리성이나 인과관계를 부여하려

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奇’한 것은 이를 경험한 자신이지 그 事物이 아닌 것

이다. 鄺露식의 ‘기이함’은 기존의 문헌에 기록되었던 異物이나 초현실적 상의 모

티프(들)들을 차용하고, 자신이 ‘직접’ 이를 목격했다는 허세어린 경험담을 추가하

여 나름 로의 내적 리얼리티와 인과적 논리성을 확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광서의 

종족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는 《赤雅》 卷上에서는 山子86) 관련 조목에서 橫州에 

거주하는 山子 남녀들이 교합하여 정액이 땅에 스며들면 거기서 ‘短狐’(혹은 蜮)라

85) 토도로프는 환상적인 이야기가 만약 현실의 법칙에 타격을 입히지 않고도 묘사된 현상

을 그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독자가 판단하면 그 작품은 기이장르에 속하게 되고 

독자가 그 현상을 설명해줄 수 있는 새로운 자연법칙을 가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그 

작품은 경이 장르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 다. 츠베탕 토도로프 앞의 책 87쪽. 

86) 광서 지역에 살던 종족의 하나로 猺의 일파로 알려져 있다. 《광서통지》에도 광서 토착

민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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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물이 태어난다고 하 다. 그리고 卷下의 <短狐> 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短狐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詩經》에서는 蜮, 《書經》에서는 工, <離騷>에

서는 短狐라고 한다. 斑衣山子들은 (길가에) 나뭇가지를 꽂고 활을 끼워놓고 (그 

안에서) 나체로 짐승처럼 관계를 하여 정액을 초목에 떨어뜨린다. 아지랑이와 수

증기, 독기가 응결되어 무르익으면 (短狐로) 化하여 탄생한다. 단호의 길이는 3寸

이고 생김새는 黃雄 같다. 입에는 독이 있는 쇠뇌를 물고 있다가 교묘하게 사람의 

그림자를 엿본다. 타고난 기질이 그렇게 하게 한다. ……내가 六磨를 여행할 때 그

림자가 물속에 비치자 단호가 (쇠뇌를) 쏘아 독이 왼쪽 다리에 명중했다. 가서 붙

잡아 죽이려 했는데 (그때) 배가 불룩한 큰 두꺼비 한 마리가 튀어 올라 목을 물

더니 (단호를) 먹었다. 얼마 있지 않아 통증이 골수로 파고 들어왔다. 처음에는 

(상처 부위가) 개미 알 같았다가 그 다음에는 벌집 같았다가 잠시 뒤에는 물이 소

용돌이치는 모양이었다가 잠시 뒤에는 또 사균(뱀버섯) 같아졌다. 하루 밤낮동안 

그 변화가 무쌍하 다. 크기는 2촌 정도 는데 듣기에는 3촌을 넘으면 죽는다 하

다. 그 독이 단호만큼 커지면 죽고 하루가 지나도 죽는다고 하 다. 의원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었다. 그러다 불현듯 깨달았다. 두꺼비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면 반드시 제압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우연히 八字 모양의 

붉은 두꺼비가 풀 사이에서 뛰어오르고 있어 그것을 잡아 독이 있는 곳을 향해 흡

입하게 하니 온 몸이 곧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독이 들어간 입구에서 거품이 흘

러나왔고 돌에 떨어지니 돌이 녹았다. 정신이 점차 회복되었는데 마치 차가운 병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상처 입구는 두 달이 되어서야 아물었다.87) 

短狐 혹은 蜮은 《說文解字》, 《搜神記》, 《博物志》, 《玄中記》 등에 기록되어 있

는 상상 속의 괴물이다. 남쪽 지역의 남녀들이 혼욕을 하는 관습이 있어 물속에 음

란한 기운이 생겨나게 되고 여기서 단호가 탄생한다고 한다. 단호는 모래를 머금고 

있다가 사람을 향해 쏘는데 여기에 맞으면 부분 사망한다고 한다. 하지만 광서 

87) 鄺露 <短狐>: ｢短狐, 人所生也. 《詩》曰蜮, 《書》曰 工, 《騷》曰短狐. 斑衣山子, 插青

銜弩, 裸體獸交, 遺精降於草木, 嵐蒸瘴結, 盎然化生. 狐長三寸, 狀若黃熊. 口銜毒

弩, 巧伺人影, 胎性使然也.……予游六磨, 影落澗水, 為短狐所 , 毒中左足. 適欲撲

殺, 有大蟾鼓腹踴躍, 扼其喉而食之. 未幾, 痛入骨髓, 始如蟻卵, 乍如蜂房, 乍如盤

渦, 乍如蛇菌. 一日一夜, 其變百出. 其大二寸, 聞過三寸則死. 毒大如狐則死, 時則

死. 遍走群醫, 命在呼吸. 蘧然猛省, 蟾能食之, 必能制之. 偶有八字丹蟾, 跳躍草際, 

取向毒處一吸, 支體立運. 毒口出涎, 滴石石爛. 魂魄漸復, 如坐冰壺. 其口兩月方合.｣
(《赤雅》 卷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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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토착민인 ‘山子’에게서 단호가 생겨난다는 주장은 아마 《적아》에서 처음 등

장한 것으로 보인다. 단호의 탄생에 관련한 鄺露의 상상은 이곳에 살고 있는 토착

민은 물론 광서의 자연과 지리 전반에 한 ‘汚辱化’의 한 예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러한 비하적 시선은 당시 상당히 보편적이었다. 중국인들은 광서에 만연하는 장티

푸스 역시 이곳 땅에 서려 있는 독기[瘴氣]가 생성한 것이라 믿었다. 이러한 도덕

지리학(moral geographies)88)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곳 땅에 스며들어 있는 病毒

과 토착민들의 음란함의 기운이 합해져 사람을 해치는 단호가 만들어진다는 鄺露의 

발상은 기존의 규율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것들이다. 그리고 남쪽 지역 남녀의 음

란한 풍속과 短狐의 탄생이 연계된 것 역시 기존 문헌의 향일 것이다. 다만 《적

아》의 서사자는 그 과정을 보다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한족들이 보기에 단히 부

적절해 보 을 광서 토착민들의 性的 관습 – 나뭇가지를 꽂아놓고 길가에서 관계하

는– 을 땅의 나쁜 기운과 연결시켜 ‘短狐’라는 괴물의 탄생에 일정한 합리성을 부여

하 다. 그리고 단호에게 물려 목숨을 잃을 뻔한 자신의 체험담을 추가함으로써 신

뢰성과 리얼리티를 높인다. 결국 이러한 식의 서술로 인해 초현실적인, 혹은 환상

적인 산물이나 현상이 이곳에서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는 事物 자체는 결코 ‘奇’한 것이 아니다. 

‘기이함’은 이미 고 문헌에 언급된 바 있었던 그 사물 자체에 깃들어 있는 것이 아

니라 사물들을 다루는 주체의 개입과정과 행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사자

가 엄숙하게 들려주는 허세어린 체험담은 원래 그다지 현실일 것 같지 않던 광서의 

각종 사물들을 보다 ‘현실처럼’ 만드는데 기여하고, 주체의 경험이야말로 ‘기이한’ 것

이 된다. 그리고 廣西는 고  문헌에 실려 있던 초현실적인, 혹은 혐오스러운 사물

들이 생성되고 배양되는 공간이 되어 주체의 기이한 체험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

88) ‘도덕지리학’이란 문화지리학에서 논의되는 ‘moral geographies’의 개념에서 차용한 것

이다. Creswell의 정의에 의하면 ‘moral geographies’란 특정한 사람, 사물, 실천이 

특정 공간, 장소, 경관에 속해 있으며 또 다른 공간, 장소, 경관에서는 배제되어 있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도덕지리학에서는 그와 상 되는 비도덕적 지리가 포함되는데 이 경

우 종종 질병이 무질서의 메타포로 사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질병의 메타포는 침해당

한 특정한 도덕지리에 동조하는 이들이 느끼는 불안과 혐오를 강조한다.｣많은 경우 도

덕지리학은 이데올로기 지리학이기도 하다. 데이비드 앳킨슨 등 편저, 이 민 등 옮김 

《현 문화지리학: 주요개념의 비판적 이해》(서울, 논형, 2011), 242-2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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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경으로 기능한다.

《적아》의 卷下에 등장하는 鶬 는 머리가 아홉 개 달렸다는 전설의 새이다. 《적

아》에서 서사자는 자신이 이 새를 귀문관에서 보았는데 그가 본 것은 몸통 하나에 

꼬리가 아홉 개 다고 했다. 그리고 ｢듣자하니 머리가 9개인 것은 수컷이라 한다. 

마치 살모사 중 머리 아홉 개짜리가 수컷인 것과 같다(聞之九首 雄鶬, 猶虺之九

首 曰雄虺也).｣89)라 하면서 자신이 본 것이 머리가 아홉 개가 아닌 이유는 그것

이 수컷이 아닌 암컷이었기 때문이라 추측하 다.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면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처음 보는 새를 鶬 이라 착각했던 것이 분명하다. 하

지만 현실 세계의 과학성이나 합리성을 배제하고 이야기만을 놓고 보면 나름 로 

내적 논리가 존재한다. 이 鶬 은 《爾雅》를 비롯해 이미 고  문헌에 여러 번 언급

된 새이다. 하지만 이를 직접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는데 본인은 이를 보았다는 것

이 여기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즉 서사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고 의 문헌에 기록된 신기한 사물은 실제로 광서에 있다. 나는 광서로 가서 그것

을 ‘직접’ 보았고 남들이 하지 못한 체험을 하 다.｣ 이렇게 《적아》의 서사자는 광

서에 있는 독특한 사물들이 이미 오래 전에 문헌들 속에서 명명되고 언급되었음을 

환기시켜 그것을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만들고, ‘기이함’의 범주를 해당 상으로부

터 주체의 행위로 전이시킨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廣西는 더 이상 미지와 신비

의 땅이 아니다. 광서는 고 의 박물서와 지리서에 나왔던 사물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과거 신화적 세계에 갇혀 있던, 그 존재가 불명확한 

상들은 이제 명확하고 구체적인 형상을 갖춘 채 가시적인 지점에 놓이게 되었다. 

기이한 것은 광서도, 광서의 자연도 동식물도 아닌 이를 경험한 주체의 행위 그 자

체이고 ‘환상’ 역시 신비의 역에서 벗어나 주체의 경험을 통해 설명 가능한 것으

로 전환된다. 《적아》에서의 ‘奇’나 ‘幻’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89) 鄺露 <鶬 >, 《赤雅》 卷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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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538년 廣西로 부임하게 된 田汝成(1503~1557)은 광서에서 광동으로 흐르는 

灕江을 거꾸로 거슬러 서쪽으로 올라간다. 이 여행은 상당한 모험이자 도전이었던 

것 같다. 그는 거센 물살이 바위에 부딪쳐 울리는 천둥 같은 소리를 들으며 자욱한 

물안개를 헤치고 平 을 향해갔다. 그는 여행 과정을 <南游賦>에 남겼는데 그는 

여기서 광서로의 진입을 ‘大荒’으로 들어선다고 비유하 다. 밤에는 원숭이 울음소

리가 들렸고 낮에는 맹수들이 어슬 거리는 광경을 보아야 했다. 항주 출신의 이 

관리에게 광서는 그야말로 바다 끝보다 더 머나먼 ‘大荒’의 땅에 다름 아니었을 것

이다. 남송 시 에 이미 ‘桂林山水甲天下’라는 찬사를 얻었지만90) 漢族들이 친숙

하게 여긴 몇몇 아름다운 경관을 제외하면 광서는 이내 세상 끝이나 다름없는 황량

한 풍경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璧玉의 비녀’ 로 비유되던 광서의 산은 날

카로운 창으로 보 고 ‘푸른 비단 띠 같던’ 강물에서는 우레 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했던 것이다.91) 

한족들은 나름의 이유로 인해 중원을 떠나 이 낯선 땅에서 이주하 고 질병과 더

위, 생경한 지리와 자연에 적응해야 했다. 중원의 풍경과는 분명 달랐던 광서의 경

관은 때로는 경탄을, 때로는 공포를 자아낸다. 이들은 이 아름다우면서도 무서운 

광서의 경관 일부를 전승하기 시작했고 광서의 지리 공간은 산수화 속에 갇힌 그림

처럼 각 조목 속에 개별화되어 전파되었다. 한족들은 중국의 전통적인 시적 표현과 

주제, 익숙한 비유 체계, 장르 전통을 통해 이를 재현하면서 친숙하게 만든다. 무섭

고 낯설었던 異域은 이 과정에서 점차 중국화 되어간다. 비록 현실 세계에서는 낯

설고 ‘야만적인’ 토착민들 속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을지라도, 이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공간을 찾으려고 시도하며 중국식 이름으로 그 공간을 호명한다. 때문에 

《적아》를 비롯하여 명  변경필기에 기록된 광서의 지리 조목들은 중원과 단히 

90) 이 유명한 구절은 남송 시  王正公의 <勸賀詩⋅其二>의 첫머리에 나온다. ｢계림의 산

수는 천하제일이니, “봉우리는 벽옥의 비녀와 같고 강은 푸른 비단 띠와 같다”는 말을 

되새길 만하구나(桂林山水甲天下, 玉碧羅青意可参)｣ 
91) 田汝成 <南游賦>: ｢路陂陀, 而逾峻, 灕水以上浮兮, 入大荒之修垌山, 參差以繚繞

兮, 冗不知其所名峰刺天兮, 戟立灘湱石兮, 雷轟霧霮以下, 浥雲滃以長蒸, 猩猿哀以

夜嘯, 虎豹羣以晝行.｣ (王森 編 《粤西文載》, 欽定四庫全書本, 卷1,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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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미학적, 언어적 상으로 구성된다. 광서에 존재한다고 하는 초현실적, 환상

적 事物과 사건들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전파된다. 明의 변경필기들은 고 의 지리

서와 박물서에 기록되어 있던 상상 속의 동식물이 廣西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

하 다. 광서는 여기서 고  신화를 실증하는 환상적 공간이 되는 듯하지만 이 事

物들이 박물관의 전시물처럼 제시되는 순간 경이로움은 단지 기괴함으로 바뀌고 불

확실하고 모호했던 고전 속의 지시 상들은 설명이 가능한 가시적, 실재적인 광서

의 사물로 전환된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글쓰기 속에서 광서 공간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해

석될 수 있을까? 광서의 장소성, 혹은 로컬리티가 글쓰기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

는가 아니면 오히려 희석되었는가. 광서의 ‘변경화’는 글쓰기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등의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얼핏 보면 환상적인 서사와 초현실적 

사물로 가득한 《적아》와 같은 텍스트야말로 광서의 독특한 장소성을 체현하는 듯 

보인다. 구체적인 양상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서사이》와 같이 보다 ‘관방적

인’ 시각으로 재현한 광서 공간 역시 유사한 의미를 띄고 있으며 광서는 중원이라는 

‘중심’과 립적 관계에 있는 타자로 표현되는 듯하다. 하지만 이른바 로컬리티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관계가 교차하는 곳’이다.92) 《적아》를 

비롯한 명 의 변경필기들은 명 의 사회적, 생태적 변화들을 제 로 반 하지 않

고 당송 이후의 지리서와 고  지리박물서의 기록에 기 어 모방과 재편집에 몰두

해왔다. 광서의 땅은 생산력 증가를 위해 과도하게 사용되는 중이었고 猺, 獞을 비

롯한 非한족 공동체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타협하는 중이었겠지만 우

리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와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거의 알아낼 수 없다. 세

상의 모든 사물은 변화의 과정 속에 있으며 이른바 장소성이나 로컬리티 역시 마찬

가지이다. 어떤 고정된 것, 태곳적 기억이나 향수가 집약되어 있는 그 무엇으로서

의 로컬리티는 ‘상상된 로컬리티’일 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재

현하고 지시하는 것은 늘 이러한 ‘상상된 로컬리티’이다. 그리고 반 로 상상된 로

컬리티는 구체적인 역사 국면 속의 특정 장소를 의미화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

다. 전여성은 기학습한 로컬리티의 향으로 실제 광서의 땅을 밟았을 때 이곳을 

‘大荒’의 땅으로 느꼈고 그렇게 표현한다. 공간의 의미를 틀 짓고 있는 선험적 지식

92) 도린 매시 지음, 정현주 옮김 《공간, 장소, 젠더》(서울 학교 출판문화원, 2015),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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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력은 그 무엇보다 압도적이다. 때문에 광서 공간이 중심과는 다른 ‘그 무엇’

으로 재현되었다면 이 차이는 결코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문헌들이 當代의 장소성이나 사회적 관계를 제 로 보여주지 못하

고 있다고 해서 이것들이 시 적 변화나 역사적 상징을 전혀 반 하지 않은 단순한 

자료 축적물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지역 정보와 지식들도 많이 

업그레이드되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적아》와 같은 변경필기들의 등장 자체가 당

시 사람들의 변화된 지리 관념과 사물 인식을 반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이제 보다 구체적인 이역의 풍경을 보고 싶어 했다. 그리고 개별 사물에 한 구체

적이고 현상적인 지식에 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었다. 문자 언어로 

전해졌던 《산해경》의 異物들이 명  후기에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된 것93), 그리고 

《本草綱目》이나 《天工開物》과 같은 과학적 박물학의 거작들이 거 등장한 것 역

시 이러한 욕구의 한 단면일 것이다. 하지만 광서의 공간 속에 배치되어 있는 초현

실적 동식물과 환상적인 서사들이 反정통, 혹은 전통 규범에 한 전복의 의미를 

띄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전통적 소재와 규범적 방식에 기 서 明末의 

새로운 시 정신을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치권력과 한때 불화하고 

방황했던 명말의 ‘狂士’ 鄺露 역시 보다 합리적인 논리와 체험담으로 이역의 사물을 

설명하려고 하 다. 명  후기에 만개한 출판 산업은 비제도권 문인들에게 글쓰기

와 출판의 場을 열어주었지만 과거시험 신 저술과 출판을 선택한 문인들 역시 결

코 정통 관념에 배치되는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데 주력하지는 않았다. 

이른바 ‘山人’이라 불리며 비제도권에서 머물 던 이들은 오히려 전통 사 부적 교

양과 유가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94) 이들이 공통적으로 표방하는 명

93) 현존하는 《산해경》 삽도의 古 판본은 1593년 胡文煥의 《新刻山海經圖》와 같은 해 

출판된 《新刻臝蟲 》이다. 그리고 이 그림들은 당시 유행하던 일용유서의 諸夷門에도 

널리 활용된다. 羅雅玲은 《晩明山海經圖像中的異域想像》에서 <산해경도>는 명 인들

이 외부, 특히 서양학문과 지식의 도래 속에서 《산해경》을 통해 ‘진실’과 ‘상상’을 섞어 

만든 이역상상을 표현한 것이라 하 다. (國立成功大學 歷史硏究所 碩士論文, 2016

年 6月)

94) ‘山人’이란 이노우에에 의하면｢본래 은자를 가리키는 말로 명말에는 문인이라 해도 무

방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들이 무늬만 은둔자 기 때문이다. 요컨  사 부와 서민, 고

상함과 속됨이 뒤섞인 기이한 존재이다.｣ 이오누에 스스무, 이동철/장원철/이정희 옮김 

《중국출판문화사》(서울, 민음사, 2013) 305쪽 참조. 명말 출판 붐의 주역이었던 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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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의 시 정신이란 아마 독특한 것, 혹은 유일하거나 진실된 것, 즉 ‘奇’와 ‘眞’

의 가치에 한 존중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찬양해 마지 않던 광

서의 아름다운 경관 목록들 역시 총체적인 지리 풍경과 자연, 생태 환경 속에 놓여 

있지 않았고 ‘상상 속의 로컬리티’ 기획의 일환으로써 분절화, 고립화되어 수용되었

다. 낯설고 위험한 변경은 이를 통해 익숙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전환되며 이역 공

간은 순치된다. 환상적이고 신비한 사물과 현상들 역시 인식 주체의 ‘기이한’ 경험

에 의해 내적 합리성과 인과성을 부여받게 된다. 때문에 명  후기 변경필기에 재

현되어 있는 광서의 ‘변경화’는 이역 공간에 한 불확실성과 낯섬, 두려움을 해소

하고 익숙함과 안전함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었다. 변경 공간은 고  신

화서와 박물서에서부터 전승되고 축적되어 온 事物들과 唐宋 문인들부터 구축한 

지역 관련 지식체계 위에서 ‘공유지식화’되었다. 이들 글쓰기의 핵심은 광서 공간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공간을 인식하고 상상하는 ‘자아’와 ‘인식주체’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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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knowledge and 

imagination accumulate in the frontier essay in the background of 

the Guangxi area produced in The Late Ming period and what its 

meaning is. Guangxi has always been part of China since Qin Shi 

Huang, but remained cultural, psychological and political ‘inner 

frontier’ until the modern times. The government recognized the 

autonomy of indigenous peoples in much of the Guangxi area. And 

because of the extreme malaria epidemics, the Han Chinese had been 

limited access to Guangxi. The writings that reproduce Guangxi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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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ierizing’ Guangxi’s space in different ways. This paper mainly 

analyzed “Chiya(赤雅)” of Guang Lu(鄺露, 1604~1650). Guang Lu 

was famous for his strange behavior in his lifetime. “Chiya” is also 

well known for its fictional and fantastic material and contents. 

“Chiya” imitated the traditional conventions of the Guangxi 

geography, which was separated from Guangxi’s landscape in 

parallel. As Chinese intellectuals portrayed Guangxi’s landscape as a 

traditional analogy, language, and symbol system that they are 

already familiar with, some of the local landscapes of Guangxi’s 

nature, which were originally unfamiliar, has been gradually 

domesticated. In addition, representations of specific places 

accumulat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and writing are collected 

together in a single text, so that the locality of a certain local area 

is dismantled. And this ‘domestication’ was shared only within a 

community with a certain cultural background. The fantasy and 

unreal elements contained in “Chiya” can also be found in ancient 

literature. Since the late Ming Dynasty was a time of recognizing the 

value of something unique or unusual, the fantasy and oddity of the 

frontier space was more emphasized. But Guanglu was not meant to 

express an anti-orthodox world view through fantasy or strange 

elements. Rather, he gives internal rationality and causal relation to 

the object. The ‘singular or odd things’ was not the space and things 

of the Guangxi, but the self, or the subject of recognition, who 

experienced it. The ‘frontierizing’ of the Guangxi’s space in the 

frontier essays of the late Ming Dynasty was the process of turning 

the uncertainty of the distant and unfamiliar space to the familiar 

and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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