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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고는 9세기 이후 중국과 서역을 잇는 동서교통로를 실제 여행하며 남긴 기록

으로는 최초의 것으로 꼽히는 蒙元時期 학자요 정치가인 耶律楚材(1190~1243)

의 《西游 》에 해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의 연구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중국 고 에 游記 작품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 《西游 》이 중요한 

것은 耶律楚材가 칭기스칸을 수행하여 이동한 고  교통로에 한 문헌 기록이 

《西游 》 이전에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耶律楚材에 하여는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西游 》 자체

에 한 연구로는 하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儒佛道 논쟁에 관한 몇 편의 논문이 있

고, 역사지리학, 문화학, 游記文學 등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상 적으로 많지 않

다. 이에 본고는 우선 《西游 》에 하여 그 학술적 가치를 언급하고, 판본과 잔본

을 소개, 비교한 후 내용에서는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 주요 내용과 내용상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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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정리하 다. 상편의 내용 분석에서는 耶律楚材가 여행로에서 보고 들은 내용

을 바탕으로 당시 서역인들의 생활상과 초보적 단계이기는 하나 칭기스칸 시기에 

군사적 측면과 물자의 運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驛站 제도에 해 서술하

다. 하편은 구성과 내용을 살핀 후, 야율초재가 구처기를 비판한 이유를 위주로 서

술하 다.

본 연구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문화에 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이 지역에 

한 국내의 인문학적 관심 역을 확 하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한다.

I. 서론

칭기스칸 14년(1219년), 칭기스칸은 당시 몽고제국에서 ‘回回’라 부르던 서역 

호라즘과의 우호건립을 위해 사신과 상인을 파견하 는데 호라즘에서 이들을 죽이

고, 물품을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 다. 이에 분노한 칭기스칸은 金과 西夏를 완

전히 평정하지 못한 때 지만 이들을 등 뒤에 두고 서역 정벌에 나서게 된다. 그런

데 이 사건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서역 기행문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丘處機의 제자인 李志常이 편찬한 《長春眞人西游記》와 耶律楚材의 《西游

》이 그것이다. 이 두 편의 기행문은 기행 시기가 완전히 동일할 뿐 아니라 책이 

완성된 것 또한 선후 1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상호 비교되기도 하고, 역사적 배

경 등을 공유하기도 한다. 《長春眞人西游記》 관련 논문으로 국내에는 학술 논문 

한 편이 있는데1), 이러한 기행문이 갖는 의의 등은 아래 2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西游 》의 작자는 耶律楚材(1190~1243)이다. <自序> 말미에는 ‘湛然居士漆

水移剌晉卿叙’라고 되어있는데, ‘漆水移剌’은 耶律楚材의 異表記이고 ‘晉卿’은 字

이다. 遼東丹王 突欲의 八世孫으로 거란 황족의 후예이지만 아버지 耶律履는 金 

조정에서 재상을 지내기도 하 다. 그는 금나라 章宗 明昌 원년인 1190년에 태어

나 몽고 乃馬眞后 3년인 1243년에 죽었다. 야율초재는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

 1) 張美卿, <長春眞人西游記 論>, 《中語中文學》 제51집, 2012년.



耶律楚材의 《西游 》 硏究  29

지만 젊어서 이미 천문⋅지리⋅율력⋅산술을 비롯하여 불교와 도교 그리고 의학⋅
점복 등에 상당한 조예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칭기스칸 10년(1215년) 연경을 공략

한 칭기스칸은 아직 젊은 야율초재를 발탁하여 측근에 두었다.2) 그 후 야율초재는 

30년 가까운 관직생활을 통해 元 태조, 睿宗, 태종, 그리고 乃馬眞后3)까지 3  

(睿宗의 監國시기를 포함할 경우 4 )에 걸쳐 최고 통치자를 보좌하며 실로 몽고

가 제국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다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西游 》은 戊子年(1228년) 청명일(4월 6일)에 완성 되었으며, 상하 두 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 <序文>은 그로부터 몇 달 뒤인 己丑年 元日에 작성하 다. 상

편은 칭기스칸을 수행하며 서역 정벌을 할 때 지나치는 지역들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고, 하권은 주로 구처기와 전진교에 한 비판을 다루고 있는데, 흔히 

이것이 《西游 》을 저술한 실제적 목적으로 꼽히기도 한다.

《西游 》은 동서교통, 서역의 문화, 몽고의 역참과 몽고군의 진격로, 13세기 당

시 儒佛道 제 파의 사상과 논쟁, 유기문의 문학적 성취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 

가치가 있음에도 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야율초재가 중국 역사의 전개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중국 知網(CNKI)에서 검색해 보면 작자인 “耶律

楚材”에 관해서는 다수의 논문이 보이나 “《西游 》”은 아래에 소개할 몇 편이 보일 

따름이다. 아래에서 서지사항은 참고목록에 있으므로,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2) 《元史》 권146, 列傳33 <耶律楚材> 제1엽(摛藻 四庫全書薈要本)

《元史》에는 야율초재와 칭기스칸의 만남에는 유명한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칭기즈칸은 

야율초재가 금나라에게 멸망당한 요나라 종실의 후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야

율초재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 의 원한을 씻어 주었다”라고 하 다. 그런데 야율초

재는 뜻밖에도 “저는 부친, 조부께서 이미 금나라에서 벼슬을 했는데 어떻게 군주를 원

수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라 답하여 칭기스칸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 

아울러 칭기스칸은 야율초재를 존중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며 “烏爾圖薩哈勒

(판본에 따라서는 吾圖撒合裏 등으로도 표기)”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수염 긴 사람”이

란 의미라는 기록도 있다.

※차이위치우 외 지음⋅김 수 편역, 《모략가》(들녘, 2004, 269쪽)에는 “칭기스칸 3년

(1218년)에 연경 장악, 야율초재 발탁”이라 하고 있으나 연도 오류이다.

 3) 元 태조는 칭기스칸, 예종은 태조의 넷째 아들 토레이(칭기스칸 사후 監國은 하 으나 

실제 제위에 오르지 않았으며 예종의 묘호는 추증한 것), 태종은 태조의 셋째 아들 오

고타이, 그리고 乃馬眞后는 태종의 여섯째 황후로서, 1241년 태종 사후에 정권을 잡아 

5년간 섭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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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良(1985)의 <耶律楚材及其西游 雜議>는 크게 야율초재의 사상 형성의 

배경, 《西游 》에 보이는 몇 가지 문제점과 《西游 》에 한 평가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程佳⋅ 濱玲(2008)의 <一代名臣耶律楚材及其作品西游

>은 칭기스칸과의 만남과 종군과정에 한 서술과 旅程 중에 감회 및 그 지역

의 건물이나 도로의 모습, 지역 명칭에 한 간략한 소개가 있어 후행 연구에서 위

치 고증 등에 일정한 도움을 주고 있다. 楊建新(1987)의 <西游 及其作 簡介>

는 야율초재의 출신과 가문, 그리고 유학자로서 길을 걷게 된 내력 등과 함께 정치

가로서 칭기스칸을 수행하여 서역정벌에 동행하게 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許全

勝(2009)의 <西游  黑韃事略的版本及硏究>은 판본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준다. 黃太勇(2015)의 <西游  長春眞人西游記所載“馬首形瓜”名稱 >은 구

체적으로 서역의 특이한 ‘瓜’에 해 고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元代史의 단행본 저술에서 극히 일부 등장하는 것 외에 《西游 》에 

관한 연구물은 아래 두 편 정도를 찾을 수 있을 따름이다.

이은정(1990)의 <耶律楚材(1190~1244)의 政治的 位相 - 蒙古帝國時代 漢地

人 官僚의 役割과 限界 >은 거란인 유학자로서의 야율초재의 삶, 특히 관직을 수

행하면서 드러난 그의 성격과 사상 등, 그리고 야율초재와 太宗時代의 財政改革을 

위주로 서술하 다. 張美卿(2012), <長春眞人西游記 論>은 여러 면에서 《西游

》 보다 1, 2년 늦게 출간된 여행기록문이며 모두 칭기스칸을 수행한 사람의 입장

에서 서술한 《長春眞人西游記》에 한 자료로서 《西游 》과의 비교는 물론, 야율

초재와 구처기와의 관계를 살피는데 참고가 된다.

본 연구는 《西游 》에 한 후행 연구의 자료 제공을 위한 토 형 연구로 기획

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위에서 다룬 선행연구 검토를 포함하여, 版本과 내용분석, 

본서의 학술적 가치 등을 다룰 것이다. 이 책은 상⋅하편이 완전히 성격이 다른 독

립된 문헌이라 할 수 있으므로 내용분석은 상편과 하편을 각각 장을 바꾸어 다룰 

것이다.

《西游 》 원문은 羅振玉 輯, 《六經堪叢書》本을 참고하 으나, 일반적 추세를 

따라 向達校注本의 쪽수를 표시하 다.4)

 4) ① 원문 影印本은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zh)(중국 고문헌 원문

을 제공하는 인터넷 전자도서관. 다만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 검색방법이 복잡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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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西游 》의 술과 학술  요성

《西游 》에 보면, 몽고군은 중국북부에서 몽고를 거쳐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과

정에서 얼음을 깨어 길을 내는 등, 새로이 길을 개척하기도 하 지만, 이 루트 자

체는 고 로부터 존재하 던 동서 교통로이다. 그러나 《西游 》과 《長春眞人西游

記》 이전에는 이에 한 문헌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고 의 동서교류에 한 유기문이 적은 것은 아니다. 張騫이 서역으로 

통하는 길을 개척한 이래 중국과 西域의 교통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중국의 역사 

문헌에도 서역에 관한 역사, 지리 관련 기록이 점차 풍부해졌다. 예컨 , 東漢代 

班超 등이 쓴 《西域風土記》는 范曄이 《後漢書》의 <西域傳>을 쓸 때 저본이 되기

도 하 다. 특히 晉唐시 에 서역으로 求法 여행을 떠나는 승려들이 많아지면서 많

은 여행기와 서역지리 관련 저작이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東晉代 法顯의 《佛

國記》, 唐代 玄奘법사(602?~664)의 《大唐西域記》, 義淨(635~713)의 《南海寄歸

傳》, 신라 慧超스님(704~787)의 《往五天竺國傳》 등은 그들 중 표적 사례이다.

그런데 고 에는 이처럼 상당히 활발했던 西域으로의 出游와 그에 따른 기행문

의 저술이 9세기 이후로 오히려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특히 파미르고원 서쪽의 중

앙아시아나 페르시아 여러 지역을 직접 다녀보고 작성한 기행문은 거의 보이지 않

게 된다. 그것은 이 지역에 비교적 규모를 갖춘 국가들이 나타나 지역 할거를 하면

서 동시에 전란이 계속되어 中西 교통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13세기가 되

어서 이러한 상황에는 변화가 생기게 된다. 몽고가 유라시아 륙 부분을 정복하

여 통치함에 따라 서유럽과 인도를 제외한 유라시아 부분의 지역들이 몽고의 지

배하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간 유라시아의 각 지역에 산재했던 정치적⋅군사적 장애

물이 사라지게 되고, 교통로상에 놓인 여러 문제들이 해소되면서 이 시기에 中西 

교통은 공전의 번 을 이루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 동서 왕래가 활발해지

면서 다수의 ‘서역기행문’이 나왔는데5), 이 가운데 야율초재의 《西游 》은 《長春眞

참고함. ② 向達校注本의 경우 ｢(出版)前 ｣, ｢(耶律楚材)自序｣, ｢上篇｣, ｢下篇｣이 

각각 1쪽부터 시작하고 있다.

 5) 《西游 》과 아래에서 언급할 《長春眞人西游記》 외에, 劉祁의 《北使記》 (1222년경으

로 추정), 劉郁의 《(常德)西使記》(원 세조 中統4년[1263년]), 潘昻霄의 《河源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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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西游記》와 함께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꼽힌다.

요약하자면, 8세기 중엽 이후로 天山이북에서 파미르(蔥嶺)고원 以西에 이르는 

楚河, 錫爾河(시르다리야강), 阿母河(아무다리야강) 지역은 그 일 를 직접 돌아 

본 뒤 여행기록으로 남긴 사례로 《西游 》 이전에는 현전하는 것이 없다. 《宋史⋅
高昌傳》에서는 그나마 王延德의 기록에 근거해서 漠北(北廷)에 해 략적으로 

다룬 것이 있는 정도이다. 그런 만큼 이 두 책은 앞서 말한 지역에 한 역사 연구

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야율초재는 1219년에 칭기스칸을 수행하여 西征을 떠났다가 1224년까지, 략 

5~6년간을 초하에서 아무다리야강에 이르는 지역에서 체류하 으므로, 장기간의 

관찰 내용이 《西游 》에 담겨 있다. 

한편 야율초재는 1228년에 이 책을 저술 한 뒤 <自序>에서 《西游 》의 저작 동

기를 밝히고 있는데, “戊子年(1228)에 역마를 몰아 수도로 오자, 사람들이 異域에

서의 일을 묻는데, 일일이 응답하기가 번거로워 마침내 《西游 》을 지어 내 뜻을 

나타내 보 다”6)고 말한 바 있다. 즉, 사람들이 궁금해 할 異域의 일을 기록하 다

는 것이다. 그의 《西游 》은 날짜별 여정기록이 없는데, 이 점은 《長春眞人西游

記》가 상세한 기록을 남긴 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7), 본문 속에 담고 있는 지리나 

史實로 말하자면 《長春眞人西游記》에 비해 결코 손색이 없다. 때로 《西游 》을 통

해 《長春眞人西游記》나 혹은 기타 여행기를 보충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예를 들

면, 《西游 》에서 야율초재는 阿里馬城(현재의 이리하사크자치주 경내)에 해 비

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1224년에 동쪽으로 귀국하는 도중에 이곳에

서 최소한 두 달을 거주하 기 때문인 듯하다. 아리마에서 서쪽으로 시르다야

(Syrdar'ya)강까지의 여정 중에서, 그는 亦列河(이리하, 현재의 伊犁河), 西遼의 

도성 후스오르도(虎思斡耳朵, 현재의 키르키즈스탄 Tokmok, ‘오르도’는 行宮의 의

(中統원년[1260년] 柯九思 序) 등의 원  작품, 陳誠⋅李暹의 《西域行程記》와 《西域

番國志》(명 永樂연간), 楊一淸의 《西征日 》(명 武宗 正德5년[1515]) 등의 명  작

품이 있으며, 周致中의 《異域志》는 西游 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輿地書인데, 이러한 

문헌들을 포함하면 범위가 좀 더 넓어 질 수 있다.

 6) 戊子，馳傳來京，里人問異域事，慮煩應 ，遂著《西游 》以見予志。([元]耶律楚材 

著⋅向達 校註, 《西游 》, 中華書局, 1981년, 序文 1쪽)

 7) 張美卿, <長春眞人西游記 論>, 《中語中文學》 제51집, 2012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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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塔剌思城(탈라스, 현재의 카자흐

스탄 잠불) 등에 해서도 언급하 는데 

기록은 비록 간략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

용을 담고 있다. 아리마(혹은 海押立)에

서 서쪽으로 가자면 반드시 우선 이리하

를 건너야 한다. 그런데 《長春眞人西游

記》 答剌速沒輦이라 했고, 이들 보다 좀 

뒤인 기욤 드 뤼브뤼키(盧勃魯克; 

Guillaume de Rubruquis)의 《東方行

記》 및 劉郁의 《西使記》에서는 아예 강 

이름에 한 기록이 없는데, 이들은 모

두 《西游 》에 근거하여 보완이 가능하

다. 탈라스성(塔剌思城)에 해서도 《長

春眞人西游記》에서는 단지 “돌로 된 성 

한 곳(一石城)”이라고만 하고, 이름은 누락되어 있는데 역시 《西游 》에 근거해서 

보완이 가능하다.

Ⅲ. 版本  殘本 비교

《西游 》은 1228년에 집필을 완성하여, 1229년에 <自序>를 쓰고 간행하 으나 

많이 유포되지 못하 으며, 한때 원본 자체는 逸失 되었다고 보고 있었다. 陳援庵

에 의하면 이것은 야율초재는 불교도이고, 그의 아들 耶律鑄는 도교도인데, 사실 

야율초재가 《西游 》을 집필한 중요한 이유가 장춘진인을 배척하려는 것이어서 아

들 야율주가 《西游 》의 유통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8) 

현재 ‘완전본’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일본인 神田喜一郞이 1926년 일본 宮內省 

圖書寮에서 찾아낸 필사본이 있다. 이 필사본의 생성 및 유통 과정에 한 기록들

 8) 관련 내용은 [元]耶律楚材 著⋅向達 校註, 《西游 》, 中華書局, 1981년. <前 (2

쪽)>에서 참조.

[그림 1] 六經堪叢書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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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때 元刊本에서 나왔음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다.9) 神田喜一郞은 1927년

에 이 필사본을 排板 출판하 는데, 이것을 羅振玉이 《六經堪叢書》에 포함시켜 출

판한 바 있으며, 王國維 또한 이것을 필사한 바 있다. 《六經堪叢書》本의 排板 상

황을 보면 몽골 조정을 존중하는 擡頭(내어쓰기)를 지키고 있어, 형식적으로도 元

刊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李文田(1834~1895)의 주석본이 있다. 따라서 위의 神田喜一郞本 보

다 앞선 것이지만, 이 책은 저본 등 서지사항에 한 언급은 없으며, 원문을 다 옮

겨 쓰지 않고 주석할 상이 되는 문구나 단어만 표제로 제시하고 있다. 어쨌든 19

세기까지 《西游 》이 실제 완전히 逸失된 것이 아님은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현존본들은 北京大學 向達의 校注本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向達의 교주본이 현존본을 모두 집성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몇 종의 잔존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존하는 잔본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元貞원년(1295), 盛如梓, 

《庶齋 學叢談》 卷上

上卷만 수록하고 있으며, 그 또한 

節本(요약본)이다. 《西游 》을 수록

하는 것에 해 “人所罕見，因節略於

此(이 책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드

물기 때문에 여기에 략 요약한다. 

/卷上, 2~3엽)”라 하고 있어, 당시

에 이미 《西游 》이 유통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向達 교주본을 기준으로 할 때 上

卷은 1,405자인데, 이 책은 833자이

 9) 方 豪, 《中西交通史》(下) 354p.; 楊建新主編, 《古西行記選注》, 寧夏人民出版社, 

1987. 176p.; 向達교주본(前 , 2-3쪽). 자세한 논증과정은 지면관계상 생략.

[그림 2] 庶齋老學叢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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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당연히 문구에 차이가 있지만, 기록의 타당성 정도는 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① [向達校注本/2쪽] 又苦盞之西北五百里有訛打剌城, 附庸城十數. 此城渠酋

嘗殺大朝使命數人、賈人百數, 盡有其財貨. 西伐之意始由此耳. (또 고잔의 서북 

오백 리 쯤에 오트랄(Otrar)이 있는데, 예속된 성이 십 수 곳에 달하 다. 이 성

의 두령이 본조의 사신 수 명과 상인 백여 명을 죽이고, 그 재화를 모두 자기 소

유로 하 다. (칭기스칸이) 서벌하려는 뜻은 이로부터 시작되었을 따름이다.)

② [叢談本/권1⋅4葉右] 苦盞西北五百里，有訛打剌城，附庸城十數。此城渠

酋常殺命吏數人、商賈百數，盡掠其財貨，西伐之 由此也。(고잔 서북으로 …… 
상인 백 여 명을 죽이고 그 재화를 모두 약탈하 으니, 서벌의 거사는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文義로 볼 때, “상인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 행위”에 해서는 “盡掠其財貨

(叢談本)”가 “盡有其財貨(向達校注本)” 보다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한

편 “渠酋嘗殺…(向達校注本)”과 “渠酋常殺…(叢談本)”은 다소 모호한 면이 있다. 

우선 ‘常’에도 ‘嘗’의 의미가 있어 이 두 문장이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으며, 호라

즘에서 몽골의 사신을 죽인 것이 한 번 뿐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명의 사신과 수백의 상인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한 것은 “常(‘늘’, 혹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므로 向達校注本의 ‘嘗’이 좀 더 명시적으로 보인다.

2) 至元29년(1292), 祥邁, 《至元辯僞 》, 략 1000자

이 판본은 직접 입수하지 못하 다. 向達校注本(前 , 2p)에 따르면 략 1000

자이지만, 야율초재가 구처기를 공격한 10가지 일(十謬)이 수록된 점이 叢談本과 

다르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下卷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듯하다.

3) 同治 9년(1870), 李光廷, 《漢西域圖 》 

본문의 여러 곳에서 《西游 》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현존본에 보이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문헌학적 자료 가치가 높은 판본이라 할 수 있다. 



36  《中國文學硏究》⋅제76집

연

번

권

수

版

葉

인용서명 표시문구
인용문

비고

1 1 27

元耶律文正楚材《西游

》 존본에 보이지 않는 내용임. 

(인용문은 이 표 아래에 원문스캔과 함께 첨부함)
인용문 181자 

2 2 32

文正《西游 》云 世祖自二王所召還, 由苦先城, 至哈刺火州, 出伊

州涉大漠還, 亦曰若盞。文正《西游 》云：苦盞城

西北五百里有訛打刺城, 皆是地也。
우측   속 13자만 인

용문.

3 2 35

文正《西游 》云 / 又云 

/ 《西游 》云

龜茲境也。…… 宋南渡後屬西遼。元時為訛荅刺

城。文正《西游 》云：苦盞城西北有訛打刺城, 附

庸城十數。此城渠酋常殺命吏, 掠商賈, 西伐之

由此。又云：訛打刺城西千餘里, 有 思干

城。按《元太祖紀》云：十四年己卯夏六月, 西域殺

使 , 帝親征。【《西游 》云：戊寅達行在, 明年

大 西伐。即此事。】

【…】는 撰  李光廷의 

본문 주석. “即此事”는 

찬자의 말. (3차례, 56

자)

4 3 11

文正《西游 》所云 太祖四年, 亦都護降, 始內屬。文正《西游 》所
云金山南有回鵲城, 名別石把【即別失八里】有唐碑, 

所 瀚海軍 也。 後並為畏吾兒以 亦都護｡
【…】주석 제외, 20 자.

5 3 17

文正《西游 》云 又文正《西游 》云：過瀚海千餘里有不刺城【即孛
羅城之轉音】, 城南有陰山【即松樹頭嶺】, 山 有池

【今賽喇木泊在四山之中即池世】, 池南地皆林擒, 

樹陰蓊翳, 不露曰色, 出陰山有阿里馬城【此即由賽

喇木泊至伊犁, 劉記同。劉曰：海, 此曰池, 其

實一也。惟劉云：城北有海。而文正 似在城南不

知文正因急伸山 有池句, 漏云：“城在池東南”, 遂

致悞而。長春《西游記》直 之天池海, 即此推之, 

兩記如一耳。…】。

41자

인용자주: “不露曰色”, 

‘曰’은 ‘日’의 오자. 숲이 

울창하여 볕이 들지 않

는다는 것임.

6 3 25

文正《西游 》云 文正《西游 》云：阿里馬城。又西有河曰亦列。

【……】其西有城曰虎思窩魯朶, 即西遼之都是也。
自是始爲居國, 大石在位二十年歿。28자.

7 3 41

文正《西游 》云/《西游

》又云

文正《西游 》云：不剌城, 城南有陰山, 山 有

池。出陰山, 至阿里馬城, 皆沿賽剌木泊過山而

至合。觀兩記, 地界顯然。《西游 》又云：西人

目林檎曰阿里馬, 附郭皆林擒園, 故名。附庸城邑

八九。多蒲萄果。播種五穀, 一如中原。又西有大

河曰亦列【卽伊犁轉音】。其西有城曰虎思窩魯朶, 

即西遼之都, 附庸城邑數十。又西數百里有塔剌思

城【由闐池北行故路近】。 是其西卽伊犁河矣。 

“皆沿賽剌木泊過山而

至”의 10자는 존본에 

보이지 않음.

(2단락 10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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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1, 27엽>

元耶律文正楚材《西游 》：索虜城在大河南, 城巳圯唐碎葉鎮城故墟也。渡河百

里【河卽今吹河】踰山丹嶺【《唐書⋅地理志》碎葉水北四十里有羯丹山, 卽此。】突厥時

王庭也。又西一百里塔刺斯, 數百里皆平川, 岡領迴護, 甚得形勢; 川北頭有鉅麗

大城, 域外皆平原可田。唐時鑿道南山, 夾為石牐以行水牐脊跨 岸。有唐節度參

檢校刑部員外耶假緋魚袋太原王濟之碑。西契丹盛時, 富庶甲他處, 兵後民 城

圯。又西三百里大石山城。按此則通水以南, 唐之故跡。石國之右河水即入那林河

矣。( 인원문은 다음 페이지; 인본의 작은글씨 1~10줄에 해당) 

Ⅳ. 상편의 자료⋅서술 특징

1. 耶律楚材의 이동 경로

《西游 》의 지명은 실제 이동 경로 외에 현지에서 전해들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

어 확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動線이나 서술 문투를 볼 때 실제 이동 경로로 판

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❶을 제외하면 앞 번호의 화살표의 끝 →이 가

리키는 곳이 해당 지명(ex: ❶ 永安→居庸)이며, 지도가 복잡해지므로 절반 정도

의 번호 표시는 생략하기로 한다.

8 6 2

文正《西游 》云 文正《西游 》云：索虜城, 西有塔刺斯城, 城南有

王濟之碑。西契丹盛時, 富庶甲他處, 兵後民 城

圯。 是固西遼巨鎭也。
상기 1번의 요약.

(32자)

9 6 7
文正《西游 》

文正《西游 》：河中府亦曰 思干。(8자)
他書 견해 인용

10 7 1
耶律楚材《西游 》 《使蒙古記》, 《西游記》, 《西游 》 등은 ‘大宛’을 넘

어가지 않았음.부록. 문구인용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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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명 비정위치  9 高昌=伊州3) 新疆 三堡

1 永安 北京西北 香山 10 五端4) 新講 和田

2 居庸 居庸關 11 不剌城 新疆 艾比湖 西部 博 縣

3 武川 河北 宣德 12 阿里馬城 新疆 伊寧縣

4 雲中 山西 大同 13 搭剌思城 카자흐스탄 타라즈

5 行在1) ①蒙古 헨티아이막(肯特省)

②黑林(울란바타르 남쪽)
14 苦盞城 타지키스탄 후잔트

6 和林2) 점선원 15 訛打剌城
Syr Darya강과 그 지류 Arys

강의 합류지점
7 金山 알타이산 16 思干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8 別石把 新疆 吉木薩爾 17 蒲華城 부하라

注：1) 당시 “行在”가 두 곳이므로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움. 심지어 점선의 ‘和林’일 가능

성도 있음. 

2) 和林. 이후 몽골제국의 수도가 되는 곳으로, 《서유록》에 나오지 않으나 군 는 여

기에서 출정했을 것임.

3) 실제 해당 지역에 이동하지 않고 들은 바를 기술한 듯함.

2. 당시 서역인들의 생활상

游記文은 당시 각 지역에 한 생생한 기록을 담고 있어, 지리, 역사, 과학, 사

회문화, 언어 등 각 방면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특히 《西游 》에는 

당시 서역인들의 경제 활동과 생활 모습이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다.

야율초재는 서역에 머무는 동안 하중부에 머물렀던 기간이 가장 길었는데, “ 思

干(사마르칸트)”에 한 묘사를 보면 당시 사마르칸트의 부유한 정원의 모습을 느

낄 수 있으며, 마치 눈앞에 전경이 펼쳐진 듯 사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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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오트랄의 서쪽으로 천 여리를 가

면 사마르칸트라는 큰 성이 있다. 사

마르칸트란 서역말로 ‘살지다’란 뜻인

데, 이곳의 토지가 비옥하여 이렇게 

이름 붙은 것이다. 서요 때는 이 성을 

‘하중부’라 불렀는데, 강가(강의 남쪽)

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마르칸

트는 아주 부유하다. (화폐로) 금전과 

동전을 썼는데 구멍과 테두리가 없다. 

온갖 사물은 저울로 달아 평가하 다.

온성을 빙돌아 수 십 리까지 모두

가 원림이다. 집집마다 정원이 꼭 있

는데, 그 정원들마다 독특한 멋이 있

었다. 흔히들 공중에 灌漑路를 만들

어 샘물을 흘려보내고, 연못은 네모나

게, 습지는 둥글게, 측백나무며 버드

나무가 서로 접하고, 복숭아와 오얏이 

서로 이어지니, 이 또한 한 때의 아름

다운 경치이다.

(訛打剌之西千里餘有大城曰 思

干. 思干 西人云肥也, 以地土肥饒故名之. 西遼名是城曰河中府, 以瀕河故

也. 思干甚富庶. 用金銅錢, 無孔郭. 百物皆以權平之. 環郭數十里皆園林也. 

家必有園, 園必成趣, 率飛渠走泉, 方池圓沼, 柏柳相接, 桃李連延, 亦一時之勝

㮣也.)10)

위의 예문을 보면 사마르간트 지역의 백성들은 물산이 풍부한 생활을 위하여 

집집마다 정원을 만들었고, 중앙에 구멍이 없는 황금동전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⑵이곳 사람들은 흰색으로 吉祥을 상징하 고, 청색 옷은 상복으로 하

기 때문에 모두 흰 옷을 입은 것이다.(士人以白衣為吉色, 以靑衣爲喪服, 故皆衣

白.)”, “⑶그 곳 풍속은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까지 함께 다비한다.(風俗夫先亡

, 共室家同荼毗之.)”라는 내용을 통해 당시의 풍속의 일부를 알 수 있다. 또한 

10) 이하 인용문 출처：[元] 耶律楚材 著⋅向達 校註, 《西游 》, 中華書局, 1981년, 상

권/ ⑴~⑻ 출처：3쪽；⑼ 출처：2쪽.

[그림 3] 권1, 27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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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한 여름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강에서 물을 끌어 왔다.(盛夏無雨, 引河以激.)”, 

“⑸(토질은) 체로 이 무를 경작하면 한 ‘종( 략 十斛, 100말)’쯤 수확할 수 있

다.(率二畝收鍾許.)”, “⑹뽕나무는 아주 많은데 정작 누에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누에고치 구하기가 어려우니 모두들 굴순포를 입는다.(頗有桑, 鮮能

蠶 , 故絲蠒絕難, 皆服屈眴.)” 등의 표현으로 당시 서역인들에게 초보적인 관개 

시설이 있었음과 략의 수확량 등을 추측할 수도 있다.

3. 사실감 있는 과장법

異域 기행문은 본국에서 볼 수 없던 것을 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기

록자들은 특이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체로 어느 정도는 과장법을 쓰게 마련이

다. 야율초재의 묘사는 과장과 비유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 좀 과장 같지만 

역설적으로는 사실적인 묘사의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사마르간트의 박(瓜)이 크다는 것을 묘사하여 “⑺말머리만큼이나 커서 

길이로는 여우 한 마리가 들어갈 정도(瓜大 如馬首許, 長可以容狐.)”라 하 는

데,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박이 정확히 말머리 정도의 크기라 하더라도 여우가 말

머리 보다 작지 않으므로 그 속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나 여우는 몸을 작게 웅

크릴 수 있으므로, 독자들은 이 묘사에서 사실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黑色印度城의 날씨를 묘사하여 “⑻한 여름에 주석기물을 모래 속에 두면 곧

바로 녹을 정도이며, 말똥은 아무데나 누어도 끓어서 말라버린다(盛夏置錫器於沙

中, 即鎔鑠, 馬糞墮地為之沸溢)”고 하 다. 黑色印度城은 어디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곧장 가면 흑색인도성이다(自此而西直

抵黑色印度城)”11)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곳은 야율초재도 직접 가 본 곳은 아니다.

또 팔보성의 수박이 얼마나 큰지 묘사하면서, “⑼크기가 오십 근이나 되어 노새

(長耳)도 겨우 두 통 밖에 짊어질 수 없다(八普城西瓜大 五十斤, 長耳僅負二

枚)”라 한 묘사가 있다. 이런 사례들은 어느 정도 과장이 있는 듯한데, 믿을 수 없

다기보다는 오히려 피부에 와 닿는 사실적 묘사로 느껴지는 것이다.

11) “여기서부터(自此)”라 할 때 ‘여기’란 ‘摶城’인데, 현재 위치는 비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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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하편의 내용: 道士 丘處機와 全眞敎에 한 비

1. 구성과 주요 내용

《西游 》은 상⋅하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편과 하편은 내용과 필치가 완전

히 다르다. 상편이 1인칭 시점에서 異域의 상황을 서술한 것인데 반해, 하편은 主

客의 화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누구인지 알 수 없는 ‘客’이 ‘主’인 ‘居士(형식상 3

인칭, 실제로는 야율초재 본인)’에 해 추궁하고 ‘主’가 그에 해 해명하는 형식으

로 서술되어 있다. 특히 筆勢를 보면, ‘客’의 질문은 완곡한 표현 없이 요점만 지적

하고 있어 추궁하는 듯한 말투가 느껴지기도 한다. 끝부분에서 ‘居士’의 해명을 듣

던 ‘客’이 화를 내며 丘處機 같은 자를 칭기스칸에게 소개한 것은 ‘居士의 잘못’이

라고 질책하 고, ‘居士’가 이에 정신을 차리고 이 글을 저술하 다는 것으로 구성

되어 있다.12) 이것은 ‘居士’가 구처기 같은 자를 칸에게 알현 시킨 것은 변명의 여

지가 없는 잘못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볼 때, 우선 칭기스칸과 장춘진인의 만

12) 문단이 길어서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야율초재가 상 의 지적에 해 해명하

는)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객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연돌을 둥그스름하게 만들고, 

아궁이 옆의 땔나무를 딴 곳으로 옮겨 놓는 자와 머리에 불이 붙고 이마가 타들어가는 

자, 누가 현명한 것이오? 조짐이 나기 전에 간사한 자를 가려내지 못한 것, 싹이 나기 

전에 화근을 제거하지 못한 것은 그 의 잘못이오. 어찌 그럴 듯한 말을 꾸며 잘못을 

덮고 넘어갈 수 있겠소? 그 는(인용자주：원문자형은 ‘나(予)’이지만 誤字일 것) 구처기공을 찬

성한 것이 유도와 불도의 포용을 행하려 함이라 했소이다. 그런데 지금 그 자는 공자의 

문묘를 훼손하고, 불상을 파괴하고 있으니, 유도와 불도에 해악이 아니겠소? …… (그
는) 유유자적하게 팔짱을 끼고서 소강시 가 오길 기다리고 있으니, 이 어찌 강을 건

너고자 하면서 배와 노를 버린다거나, 기아와 추위를 구제하고자 하면서 곡식과 비단을 

내다버리는 것과 다르겠소? 나는 그런 일이 가능할지 도통 알 수가 없소이다.” 객은 곧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서는 지팡이를 짚고 길을 떠나 은거하여 나오지 않았다. 거사는 

정신이 아득하여, 몇 날 며칠을 마치 무언가 잃은 것처럼 지내고는, 이윽고 객과 문답

한 내용을 간책에 기록하여 탕왕이 명반에 경계의 문구를 새긴 것처럼 하 다 하더라. 

(語未已, 客勃然而怒曰: 且曲突徙薪 燋頭爛額 孰愈? 弗能辨姦於未兆, 消禍於未

萌 , 君之過也. 何得文過飾非歟? 子(予) 贊成丘公 欲為儒佛之先容耳. 今毀宣聖

之廟, 撤釋迦之像, 得非為害於儒佛乎? …… 恬然自適, 袖手而待 康, 亦何異思濟江

淮而棄舟楫, 救飢寒而捐穀帛 乎! 予不知其可也. 客乃拂袖而 , 策筇而行, 隱而

不出. 居士恍然, 若有所失 數日. 以問答之辭 諸簡冊, 以為銘盤之誡云.)([元]

耶律楚材 著⋅向達 校註, 《西游 》, 中華書局, 1981년,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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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는 야율초재가 일정한 역할을 하 다는 것, 따라서 애당초 야율초재가 장춘진

인을 나쁘게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13)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야율초재는 

구처기와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되며, 격렬한 비판자가 된다. 

상편은 1,405자인 반면, 하편은 3,549자(권말의 題  제외)여서 下篇 분량이 

上篇의 두 배를 넘는다. 그런데 主客의 문답에서 모든 내용은 구처기와 관계 된 것

이므로, 구처기에 한 비판이 야율초재가 《西游 》을 집필한 실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상편의 서술 내용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왜 구처기 같은 

자와 가까이 하 느냐”는 ‘客’의 질문에 해, “사실 원래부터 그와 가까웠던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 그리고 야율초재 자신은 단지 그와 가깝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에 해 적극 비판하 다는 비판 내용이다. 이미 말한 것처럼, 하편 전체가 丘處機

와의 관계를 논하는 것이므로 일일이 자세하게 인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원문은 생

략하고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구처기를 칭기스칸에게 소개한 것은 劉溫(字仲祿)이며, 유온은 칸에게 구처

기가 보양장생술의 비술이 있어 이 세상 산 지 이미 삼 백 년이 되었다고 추천하

다. 구처기가 長途에 오르길 머뭇거리자 불러들이는 조서는 居士가 작성하 다.

(2) 耶律楚材와 丘處機가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종교가 달랐음에도 자못 예우

하고 뜻이 통하여 문학적으로도 교유가 있었다.14) 

(3) 칸은 ‘長生의 道’에 해 물었으나 구처기는 ‘평범한 언사(平平之語)’로 정신

13) 역사적으로 야율초재와 구처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동안 조우하 었다. 야율초재는 

1219년부터 1224년까지 6년간 서역 원정에 동행하 으며, 1221년에 長春眞人 丘處

機가 서역에까지 와서 칭기스칸을 알현하 다가, 1223년에 연경으로 되돌아갔기 때문

이다. 이 때 이들은 서로 무척 많은 詩歌를 주고 받았다. 그런데 耶律楚材는 이 때 구

처기의 시에 해 次韻한 시의 제목을 후에 모두 ‘人’을 써서 “和人韻”, “用人韻” 등으

로 고치는데, 이것은 애초에 次韻詩를 쓸 때와 달리 이후에 구처기에게 반감이 생겼음

을 나타내는 것이다. (‘차운시’ 부분은 强 琛, <略論金末元初的三敎關係 - 以萬松行

秀⋅耶律楚材和丘處機爲例>, 《長江大學學報(社 科學版)》 32권 제3기, 2009년 06

월. p.116 참고)

14) 예컨 , “나와 구처기공은 육신으로는 친구이지만 마음으로는 벗이 아니며, 시는 허용

하지만 도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予 丘公，友其身也，不友其心也；許其詩也，
非許其理也。)” ([元]耶律楚材 著⋅向達 校註, 《西游 》, 中華書局, 1981년,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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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에 해 언급하 으며, 그 외에 신선 林靈素가 송 휘종을 데리고 천궁에 올랐

다는 이야기 등을 거론하 다.

(4) 평소 두 사람이 화를 할 때면 “出神入夢이 궁극의 경지”라거나, 禪家에서

는 惡夢의 경계에 빠져있는데, 열등한 복의 힘(福力)으로는 좋은 꿈(好夢)이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등, 識 들이 듣자면 기가 막히는(絕倒) 황당한 내용들이다.

(5) 구처기에 해 긍정할 수 없는 열 가지 사례를 제시하 는데, 이에 해서는 

다음 절에서 따로 서술하고자 한다.

(6) “그렇다면 처음에는 구처기를 칭찬하고 뒤에 가서는 질투하는 것 아닌가”라

는 ‘客’의 질책에 한 해명으로, 육신은 벗이 될 수 있으나 마음은 벗이 될 수 없

고, 시로 사귈 수는 있으나 이치는 긍정할 수 없다고 하 다.

(7) “道人에 해 差役의 면제를 요청한 것은 丘處機의 뜻이 아니라 그의 敎徒

에 의한 것 아닌가”라는 ‘客’의 질문에 한 답. 본인이 당시 칸의 行在에 있었으

므로 직접 본 사실로서, 구처기가 하직을 아뢰는 상주에서 출가인에 한 차역의 

면제를 요청하 으며, 이 때 ‘居士’ 등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승려와 도사’가 다 포

함되는 줄 알았으나 나중에 보니 단지 도사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8) “(전진교에서) 사찰을 훼손하고 탈취한 것은 교도들이 한 것이지 구처기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客’의 지적에 한 답.

(9) “牌符”를 요청한 것이 구처기 본인이라는 설명.

(10) “승려의 숫자가 극히 적은 현실을 인정할 때 道人들이 불교 사찰을 점유한 

것이 오히려 사찰의 보존에 이익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客’의 지적에 한 답.

(11) “일이 쉽게 된다 싶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많은 법(多易 必多難)”인데, “결

국 오늘날 道人들 때문에 儒佛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애당초 丘處機를 칸에게 이끈 

居士의 잘못”이라는 ‘客’의 질책. 居士는 이 질책을 받고 아득한 정신으로 며칠을 

보낸 뒤 이 문답의 내용을 기록함.

2. 야율 재가 丘處機를 비 하는 이유

야율초재는 구처기와 종교가 다르지만 처음에는 그를 예우하 는데, 나중에 그를 

적극 비판하게 된 것에 해 구처기를 긍정할 수 없는 열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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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 다.(위 제1절의 (5)항) 그 열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 알현할 때, 칸이 나이를 물었는데, 허망되이 “모릅니다”하고 답하

다. 세상에 자신의 나이도 모르면서 명철한 선비라니 말이 되는가?(初進見, 詔詢其

甲子, 偽云不知. 安有明哲之士不知甲子 乎? 此其一也.)

둘째. 휘종을 데리고 꿈속에서 하늘 궁전에 노닐었다고 칸께 아뢴 것.( 上以徽

宗夢遊神霄之事, 此其二也.)

셋째. 신선의 경지에서 꿈속에 노닌다는 것이 저들 종파의 궁극적 이치라는 것.

(自 出神入夢, 為彼宗之極理, 此其三也.)

넷째. 성현이 제창하시길 “진성은 이역만리에 걸림 없이 노닌다”하고, 스스로 꿈

의 경계를 사랑하는 것. (又云聖賢提真性遨遊異域, 自愛夢境, 此其四也.)

다섯째. 노직이 쓴 찬의 본의를 모르는 것. (不識魯直贊意, 此其五也.)

여섯째. 서역 만리 해지는 곳에서, 범승이건 선업을 닦는 선비건 모두 부역을 면

해주셨다. 그런데 구처기는 연경에 돌아와 오직 도인들의 차역을 면해주길 요청하

으며, 승려에 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칸께서 비록 차역 면제를 허락하

셨으나 조서가 내려진 후 재차 확장되지 않도록 하셨다. 그런데 그자는 번번이 조

서를 어기고 널리 무리에게 미치게 한 것. (西窮昧谷, 梵僧或修善之士皆免賦役. 

丘公之燕, 獨請蠲道人差役, 不及僧. 上雖許免役, 仍令詔出之後, 不得再度. 渠

輒違詔, 廣度徙衆. 此其六也.)

일곱째. 또 표문을 올려 부절과 인신을 요청하여, 스스로 ‘師’의 직호를 내세워 

사사로이 관액을 주었으니, 자고로 없었던 일을 번번이 시행하고자 한 것. (又進表

乞符印, 自出師號, 私給觀額, 古昔未有之事, 輒欲施行. 此其七也.)

여덟째. 또 교도들이 역마를 이용하는 까닭에 (역참 이용) 패부를 발급해 주십사 

하 다. 왕도인이라는 자는 종자 수 십 인까지 거느린 채, 패를 드러내어 각 주를 

내달리며 승니까지 다 관할하려 하 다. 또 해산에 도인들을 모으기 위해 함부로 

훼손한 것. (又道徒以馳驛故, 告給牌符. 王道人 騶從數十人, 懸牌馳騁於諸州, 

欲通管僧尼. 丘公又欲追攝海山玄 , 妄加毀坼. 此其八也.)

아홉 째. 천성에서는 공자묘를 훼손하여 도관으로 만들었으며, 불상을 훼손하고 

사원의 전답을 탈취하고 사찰을 도관으로 만든 것이 아주 많았다. 경주에서 불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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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하고 사원을 탈취한 일을 두고 종락거사에게 서신을 쓰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윤식하여 천지가 용납할 수 없게 만든 것. (又天城毀夫子廟為道觀, 及毀坼佛像, 

奪種田圃, 改寺院為庵觀 甚多. 以景州毀像奪寺事致書於從 居士, 潤過飾非, 

天地所不容. 此其九也.)

열 번째. 세간 정리를 따를 때(즉, 示滅할 때) 측간에 누워 세상을 마쳤으나 그 

교도들이 말을 꾸며내어 복을 비는 일로 삼은 것. (又 世之際, 據厠而終, 其徒飾

辭, 以為祈福. 此其十也.)

위 열 가지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다섯째와 열 번째는 

이른바 ‘道人’의 ‘道’에 한 실망, 여섯째~아홉째는 현실적으로 양  종교의 정치

경제적 갈등이라는 두 역이다. 《西游 》의 기술로 보면, ‘道人’으로서의 구처기에 

한 실망은 위의 다섯째 사건에서 비롯된다. 어느 날 구처기가 黃魯直의 贊(黃庭

의 《觀音贊》) 중에 “通身是眼, 不見自己; 欲識自己, 頻掣驢耳.(온 몸이 눈이라

도 자신을 보지 못하나니, 자신을 보고자 함에 번번이 노새의 귀를 잡아 당기네.)”

이라는 구절이 무슨 뜻이냐고 질문하는 것을 듣고 “이 자는 아직 祖道의 울타리도 

엿보지 못하고 있으니 본당의 오묘한 이치야 말할 것도 없다(渠未窺祖道之藩籬, 

況其 奧乎)”라고 생각하 고, 이 때부터 구처기를 할 때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

게 되었다(予自此面待而心輕之)는 것이다. 그런데 위 여섯 가지 비판은 서로 종교

가 다르다는 것에서 비롯된 문제일 따름이어서 이것이 딱히 구처기의 道를 비판할 

근거는 되지 못하는데15), 사실 애당초 야율초재 자신의 생각과도 다소 배치되는 

듯하다.

우선 야율초재는 《西游 ⋅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5) 일찍이 姚從吾도 이와 같이 말한 바 있다. 요약하면, “(1)은 유중록이 구처기를 소개할 

때 ‘세상에 머문 지 300년이 넘었다’고 말한 것 및 도인으로서의 사정, (2)~(4)는 종

교적 관점의 차이, (5)와 (10)은 사소한 일이며, 핵심은 (6)~(9)에 있을 따름”이라 하

면서, 한편으로 구처기를 옹호하고 있다. (强 琛, <略論金末元初的三敎關係 - 以萬松

行秀⋅耶律楚材和丘處機爲例>, 《長江大學學報(社 科學版)》 32권 제3기, 2009년 

06월. 115-116쪽 재인용)



46  《中國文學硏究》⋅제76집

夫楊朱、墨翟、田駢、許行之術，孔氏之邪也。西域九十六種，此方毗盧、
糠、瓢、白蓮、香 之徒，釋氏之邪也。[全眞、大道、混元、太一、三張][A]左道

之術， 氏之邪也。至於[黃白金丹、 引服餌][B]之屬，是皆方技之異端，亦非伯

陽之正道。(무릇, 양주, 묵적, 전병, 허행의 학술은 공자 교설 중의 삿된 것들이

다. 서역의 96종 外道 및 이곳의 毘盧, 糠禪, 瓢禪, 白蓮, 香  등의 무리는 부

처님 교설 중의 삿된 것들이다. 전진, 도, 혼원, 태일, 삼장 등 이단의 술법은 

노자 교설 중의 삿된 무리들이다. 황백이니 금단이니 하는 것 및 도인술, 복이술 

등은 모두 이단인 방술로서, 이들 또한 옛 현인인 백양(老子)의 正道가 아니다.)

야율초재는 신앙면에서 불교도이지만 국가의 운 을 위하여 儒佛道의 三敎를 모

두 중시하 다. 그런데 야율초재가 말하는 ‘道’는 道敎가 아니라 先秦시기의 ‘道家’

이다. 《西游 》에서는 “三聖”이 모두 8번 언급되며, 이들의 교설에 하여 “三聖人

教(세 성인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이 4회 나타나고 있다. 즉, 야율초재가 말하는 儒

佛道란 구체적으로 공자⋅석가⋅노자 세 성인의 교설이지 현존 종파나 종단을 말하

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세 성인에 한 이단을 적시하는 것이 각기 자못 

다르다. “楊朱、墨翟、田駢、許行” 등은 일반적으로 볼 때 공자의 교설을 따르는 

‘儒 ’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毗盧、糠、瓢、白蓮、香 ” 등은 宋金代에 일정하

게 세력을 가졌던 불교 교파의 일부이다. 즉, 야율초재가 말하는 異端의 존재를 인

정하여도 당시 儒⋅佛의 敎界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全眞、大道、混元、
太一、三張”은 사실 당시 존재하던 ‘道敎’ 교단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이들

을 이단이라 하면 당시 ‘道敎’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위 인용문을 보

면, [A] “全眞、大道、混元、太一、三張”과 [B] “黃白金丹、 引服餌”를 각기 구

분되는 실체로 묘사하고 있으나 [B]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교단⋅교파가 아니라 

[A] 집단의 중요한 양생술이다. 이것은 [B]와 같이 단약 만들고, 도인술 쓰고 복

약한다는 등의 활동이 전진, 도, 혼일 등과 같은 [A] 집단을 배척하는 실제 이유

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야율초재 자신이 기록한 《玄風慶 》에 보면, 丘處機는 

칭기스칸이 “長生之道”에 해 질문했을 때 복약, 단약 등의 장생술에 하여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余前所 修鍊之道，皆常人之事耳，天子之說

又異於是。(제가 평소에 말하 던 수련의 도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며, 천자에 한 것은 이와 다릅니다)”라 하고 있다.16) 다시 말해, 구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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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기스칸에게 한 말 중에는 비록 “송 휘종이 천상에 노닐다(徽宗夢遊神霄之事)”와 

같은 황당한 내용이 일부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볼 때 야율초재가 공격할 내용

이 별반 없을 뿐 아니라 애당초 두 사람을 만나게 한 취지에도 상당히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야율초재가 구처기를 극력 비판하게 된 것은 불교와 도교, 특히 

전진교의 정치경제적 충돌 때문이다. 

우선, 몽골 역사의 전개를 보면, 여섯 번째 “차역의 면제”는 처음 구처기 등 전진

교에 특혜가 주어진 이후로 불교뿐 아니라 儒敎, 景敎, 回敎 등 모든 종교에 확  

적용된다. 몽골 조정은 제국 내의 모든 종교에 동등한 자유를 주되, 그들 종교지도

자들에게 황실과 조정의 안녕을 기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현존하는 몽원 旨書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칭기스칸이 이 특혜를 막 구처기에게 부여한 초

기에 구처기가 그러한 특혜를 전체 종교에 확  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던 것이 

야율초재가 볼 때 큰 문제 던 것이다. 나아가, 전진교에서는 이러한 칭기스칸의 

지원을 등에 업고 당시 전란통에 주인이 불명확해진 많은 문묘와 불교 사찰을 점유

하게 되는데, 이를 지적하는 제9번 항목은 이후 결국 종교재판을 통해 결정이 나게 

된다.17)

16) 移剌楚才(耶律楚材), 《玄風慶 》 第二(第二葉), 《正統道藏》本 참조. 

17) 王國維는 《長春眞人西游記注》를 저술한 바 있는데, 그 <서문>은 《西游記》를 이해하는 

데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한다. 지원연간에 석 상매가 《변위록》을 썼는데, 여기에는 이

지상이 敎務를 주관할 때 각 로의 사찰 482 개소를 침탈하 다는 내용과, 호장 자기

경 등을 시켜 《노자화호성불경》, 《팔십일화도》를 써서 불교를 비방하 다는 것, 그리고 

소림사의 장로 복유(福裕)가 이것을 상주하여 헌종이 소림장로와 이지상을 불러 카라

코롬의 만안각 아래에서 논변하도록 하 으며, 이 때 이지상의 논변이 졸렬하여 마침내 

《화호경》 등의 경전은 파쇄하고 도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원 37 개소를 불교에 돌려

주라고 하 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지상은 이 때문에 홧병으로 죽었다고 하

다. 이 《변위록》을 고찰해보면 본래 불승이 전진교를 공격할 목적으로 찬술한 것으로서 

장춘진인의 제자들에게 극히 비난 받는 것이지만, 여기에 말한 것처럼 전진교에서 불교

의 사찰을 점유하 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至元間，釋祥迈撰《辨僞 》，載志常掌

教时，侵占各路寺院四百八十二处，又令令狐璋、史志经等集《 子化胡成佛经》及《八

十一化圖》，謗訕佛教。 林裕長 以聞，宪宗召 林及志常廷辨于和林万安阁下。志

常论诎，遂令毁化胡等经，及 所占寺院三十七处还付釋家。志常因此忿恚而卒。
此《 》，本为僧徒攻全真教而作，于長春師弟颇极丑诋，所记全真家占居僧寺一节，诚

为事实。) - 王國維, 《長春眞人西游記注》, 《藏外道書》 第三十三冊, 巴蜀書社,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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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현재 국내에서 중앙아시아의 옛 문화에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

황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앞으로 이 지역에 

한 문화적 이해가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9세기 이후 중국과 서

역을 잇는 동서교통로를 실제 여행하며 남긴 기록으로는 최초의 것으로 꼽히는 耶

律楚材의 《西游 》에 해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의 연구에 기여

하려는 것이다. 중국 고 에 游記 작품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 《西游 》이 

중요한 것은 耶律楚材가 칭기스칸을 수행하여 이동한 고  교통로에 한 문헌 기

록이 《西游 》 이전에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西游 》의 저자 耶律楚材는 30년 가까운 관직생활을 통해 몽고가 제국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다진 인물로, 耶律楚材에 하여는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러나 《西游 》 자체에 한 연구로는 하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儒佛

道 논쟁에 관한 몇 편의 논문이 있고, 역사지리학, 문화학, 游記文學 등의 관점에

서 다룬 연구는 상 적으로 많지 않다. 특히 국내에서는 元代史의 단행본 저술에 

일부 등장하는 것 외에 《西游 》 자체에 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西游 》에 하여 그 학술적 가치를 언급하고, 판본과 잔

본을 소개, 비교한 후 내용에서는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 주요 내용과 내용상의 

특징을 정리하 다. 판본은 가급적 일차자료를 소개한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 판본

의 異同에 한 비교도 첨부하 다. 상편의 내용 분석에서는 耶律楚材가 여행로에

서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서역인들의 생활상과 초보적 단계이기는 하나 

칭기스칸 시기에 군사적 측면과 물자의 運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驛站 제도

에 해 서술하 다. 하편은 구성과 내용을 살핀 후, 야율초재가 구처기를 비판한 

이유를 위주로 서술하 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문화에 한 연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지역에 한 국내의 인문학적 관심 역을 확 하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이 연구를 이어 일차적인 문헌에 주석집 및 해제본, 나

아가 번역본의 출간을 통해 이와 관련된 문학, 문화, 역사, 지리 방면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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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의 고증 등은 향후 후속 과제로 남기며 여러 殘本과 외국어 번역본 등에 한 

자세한 검토도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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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西游錄》，蒙元時期著名學者耶律楚材(1190~1243)所撰寫的西遊記錄。關

於耶律楚材，學界已經有不少的硏究，比如對他在蒙元初期的歷史作用, 政治思

想、經濟思想乃至宗敎思想等，中國內至今已有近40篇論文從不同角度進行硏

究。只不過就耶律楚材的《西游錄》從沒有人專門進行探討。
耶律楚材1218年應成吉思汗召至蒙古，第二年隨成吉思汗大軍征西域。1224

年成吉思汗班師，耶律楚材亦隨之東歸，前後旅程為長達四年。《西游錄》刊行於

1229年在燕京，全書可分成兩個部分，第一部分專門記錄自北京出發以及西域各

城情形，第二部分專門抨擊長春眞人丘處機，第一部分記游踪的一倍，全書重心, 

於此可見。《西游錄》保有著眾多方面的價值，比如東西交通、西域文化、蒙古驛、
蒙古軍隊的進擊路，13世紀儒彿道的思想和爭議以及游記文的文學成就等，值得

以各方面進行研究。
耶律楚材經過的路線可以說當時的主要東西交通路之一，但這《西游錄》之前沒

有對這路線的文獻記錄，我們通過這本記錄，可以考察當地的地理環境、文化特

色。具有這麼寶貴資料的《西游錄》在國內有關《西游錄》之研究目前幾乎沒有。這篇

文章首先敍述西遊錄的學術價值，介紹和比較版本和殘本。主要內容和特徵分為上

部和下部進行探討。這次主要以‘綜合考察’的方式介紹并整理《西游錄》之基本內容

和資料，將提供有關中亞文化的研究資料，預計該研究將在擴大該地區人文學領域

發揮一定作用。這篇文章未涵蓋的具體地名的識別等的問題將作為未來的後續論
題。

【主題語】

야율초재, 서유록, 칭기스칸, 몽고, 서역, 중서교통로, 장춘진인, 역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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耶律楚材, 西游錄, 成吉思汗, 蒙古, 西域, 中西交通路, 長春眞人, 驛站

Yeluchucai, A West-trip, Genghis Khan, Menggu, The countries to the 

west of China, A traffic route to the west of China, Changchun Taoist, 

Coach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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