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 굴원침연屈原B淵
중국 전국시대 초楚나라 이야기이

다. 굴원屈原은 초楚나라 왕실과 동성
同姓으로 회왕懷王에게 벼슬하여 삼려
대부三閭大夫가 되었는데 들어와서는
임금과 더불어 정사를 도의圖議하여
혐의嫌疑 : 의심스럽고 분별하기 어려
운 사리를 결정하고, 나가서는 아랫사
람의 무리를 감찰하며 제후諸侯를 응
대하고 직무를 모행謀行하니 임금이
심히 보배로이 여겼다.

그러자 동렬同列에 있는 상관대부上
官大夫와 용사用事하는 신하 근상B尙
이 그 유능함을 질투하며 해꼬지하여
칭찬하며 폄훼하기를 같이 하였다. 그
러자 왕이 굴원을 소원히 대하였다.

이때 진秦나라의 사신 장의張儀가
휼계譎計로 회왕을 속여 제齊나라와의

교제를 끊게 하고 또 무관武關에 같이
가서 진의 소양왕昭襄王을 만나자고
유인하였다. 무관은 섬서성陝西省 상
남현商南縣 북서쪽에 있는 관關으로
뒤에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도 이곳을
경유해 진나라로 들어갔다. 진소양왕
이 이곳으로 나올 터이니 초회왕더러
만나러 오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때 굴
원이 간諫하여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초회왕이 듣지 않고 갔다. 그리고는 마
침내 협박을 받아 소양왕과 함께 진의
서울로 들어가서는 구류되었는데 이로
부터 돌려보내지 않으니 끝내 진나라
에서 객사客死를 하고 말았다.

이에 초나라에서는 양왕襄王이 섰는
데 다시 참언讒言을 채용하여 굴원을
강남江南으로 유배시켰다. 굴원은 차
마 그 종국宗國이 마침내 위망危亡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기어코 멱
라수汨羅水 연못으로 가 스스로 빠져
죽었다. 굴원屈原은 이름이 평平이고
원原은 그 자字이며 호가 영균靈均이
다. 초회왕 때 벼슬하여 삼려대부三閭
大夫에 이르고 정사를 주관하여 왕의
신임을 받았으나 다른 대부들의 참소
를 받자 이소부離騷賦를 지어 왕이 깨
닫기를 기다렸다. 회왕이 자기 말을 듣
지 않고 진나라에 가 객사하여 양왕이
들어서서는 또다시 참소를 받아 이번
에는 강남江南의 장사長沙로 유배되자
어부사漁夫辭 등 여러 편의 글을 지어
그 뜻을 밝히고 멱라汨羅에 투신하여
죽었다. 그가 지은 작품에 이소離騷 외
에 구가九歌·구장九章·천문天門·
원유遠遊·복거卜居·어부漁父 등이
있다.

근상B尙은 초나라 상관대부上官大
夫로서 회왕의 총행을 받자 굴원을 질
투하여 왕이 축출케 하였다. 이때 초나
라에서 장의張儀를 잡아서 죽이려 하
였는데 근상이 두터운 폐백을 받고 왕
의 총희寵姬 정주鄭袖로 하여금 왕에
게 상언上言케 하여 석방되게 하였다.
장의張儀는 전국시대 위魏나라 사람으
로 귀곡자鬼谷子의 제자이며 소진蘇秦
과 동문수학하였다. 진秦나라로 가 혜
왕惠王을 위해 소진의 합종설合縱說에
반대하여 열국列國이 진나라를 섬겨야

한다고 연횡설連衡說을 주장하였으나
진혜왕 사후 여러 신하들의 참소로 실
현되지 못했다. 이윽고 진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가서 재상이 되었다. 장의설
張儀舌이란 말은 구변이 좋은 사람을
이름이다.

제목 굴원침연屈原B淵은 굴원이 연
못에 빠졌다는 뜻이고 이같은 굴원의
충절에 대한 찬시는 다음과 같다.

초실삼려귀척신楚室三閭貴戚臣 : 초
나라 왕실 삼려대부 귀한 척신으로

모행직거지방신謨行職擧志方伸 : 계
책으로 직무를 거행하며 뜻을 바야흐
로 펼쳤는데

기이참방심무내旣罹讒謗心無奈 : 이
미 참소와 비방을 받으니 마음은 어쩔
수 없거늘

황부회왕객사진B復懷王客死秦 : 하
물며 회왕이 또 진나라에 가 객사했네

사주혼용우신참嗣主昏庸又信讒 : 새
임금 혼미하여 다시 참언을 믿으니

초초만리송강남B B萬里送江南 : 머
나면 만리 강남으로 쫓겨났네

가련자장연어복可憐自葬淵魚腹 : 가
련토다, 스스로 연못에 고기밥으로 장
사했는데

공파소경독재삼空把騷經讀再三 : 헛
되이 이소경離騷經 들고 읽기만 거듭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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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더욱이 조정은 그릇된 보
고에 따라 행동했으니 오늘의
감각으로 볼 때 놀라운 일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오래된 성호城壕를 수축하는
것도 군사들을 노역勞役에 동
원하는 것이라, 백성의 원성怨
聲이 있다 하여 중지시키는 형
편이었다. 영의정 이산해李山
海가 백성에게 해害가 되는 일
은 어떤 것도 못하게 하는 해민
지금害民之禁이라는 영令을 내
려, 국방대책이라도 백성이 반
대하거나 원성이 있는 것은 모
두 못하게 하는 형편에 이르렀
다. 요즈음 성행하는 소위 포퓰
리즘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의주 목사義州牧使 김여물金
汝?이 재임시 성호城壕를 수축
하였는데 그 성호의 방향으로
볼 때 명나라를 적敵으로 하는
것이라는 요동遼東 어떤 관리
의 말이 전해지자 그를 잡아가
두는 일도 있었다. 선조 2 4년 6
월에 쓰시마도對馬島의 수장首
長 소 요시토시宗義智가 와서

‘명년 봄에 길을 빌려 명나라로
들어갈 것이오’하고 경고하였
음에도 협박에 불과할 것이라
는 생각이 대세였다. 다만 경상
도는 일본이 우리나라로 오는
관문이니 성지城池 수축修築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1 2개 성
城을 증수增修하니 백성이 역
사役事를 기피하고 원성이 들
끓었다. 당시 수축된 성은 부산
진성釜山鎭城ㆍ동래성東萊城
ㆍ울산병영성蔚山兵營城ㆍ진
주병영성晋州兵營城ㆍ진주성
晋州城ㆍ대구성大丘城ㆍ영천
성永川城ㆍ상주성尙州城ㆍ안
동성安東城ㆍ성주성星州城ㆍ
삼가성三嘉城ㆍ청도성淸道城

등이었다.
명나라에서는 조선국이 일본

의 길 안내를 맡아 명나라를 치
려 한다는 낭설을 믿고 조선을
의심하여 힐난詰難하자 진주사
陳奏使 한응인韓應寅을 급히
북경北京에 보내 그것이 허위
임을 해명解明토록 하였다. 이
렇게 조선 조정은 확실한 국방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
왕하면서 소극책 일변도로, 지
방의 관리를 바꾼다거나 일부
의 성지城池를 보수하는 정도
에 머물면서 오직 왜적이 오지
않기만을 빌며, 요행을 바라던
중에 적의 대군이 침략하자 조
야朝野가 다 어찌할 바를 모르
고 우왕좌왕하니 전국토가 파
도에 휩쓸리는 모래밭처럼 되
어갔다.

이 역사적 사실은 현재 남북
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우리 대
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새삼 생각하게 한다. 이
념의 노예가 되어 분단이 고착
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 남
북의 접근接近이라 인정하면서
도 그 도度가 더할수록 무언가
개운치 않은 여운餘韻이 뇌리
腦裏에 남아 있음을 느끼는 것
이 작금昨今의 사태다. 주어진
상황에서 볼 때 현 단계에서 남
북의 접근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숙명이다.
그러나 자칫 잘못될 때 이 나
라, 이 민족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사실
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체
념하기에 앞서 지금 깊이 곱씹
어봐야 할 일이다. 좌파 정권이
때에 따라 빈번히 들어서는 구
라파나 남미는 그 어느 곳이나
우리의 사정과 동떨어진다는

진실이 외면되고 있음은 안타
까운 일이다. 좌우대립의 과정
과 역사를 돌이켜보면 물과 기
름의 관계로 비유될 수 있다.
이 두 요소는 공히 그 본질이
변하기 전에는 합쳐질 수 없다
는 것이 불변의 원리다. 지금
남북연방제를 논하는 것은 그
정도程度를 불문하고 무언가
정도正道를 뛰어넘는 술수나
함정이 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접근과 화해와 지원으
로 변화를 유도하고 동질화될
수 있다는 가정假定은 너무 순
박하다 할까, 아니면 정곡正鵠
을 찔린 것이라 할까 안타깝지
만 아직은 아무도 알 수가 없
다. 이 진실이 확인되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사활이 걸린 모
험과 한판승부의 과정을 거쳐
야한다. 전쟁은 피하자는 것이
주된 흐름이 되고 있으므로 체
제와 국부國富, 지혜와 국민 정
신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북北의 존재에는 아랑곳 없
이 남南에서는 정치의 변화과
정에서 좌파정권이 들어서게
되어 이미 1 0년째로 접어들었
다. 바람직한 변화도 있었으나
우려할만한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북과 관련된 명백한 사
실을 거꾸로 뒤집으려는 노력
이 버젓이 저질러지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이승복군
동상 철거 사건, 대한항공기 폭
파가 조작되었다고 국민의 세
금을 들여가며 조사작업을 벌
인 사건, 맥아더장군동상 철거
위협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
는 남쪽에 살고 있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
구나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건
들이다. 6·2 5전란을 북침으로
우기는 경우도 당시의 무기상

황武器狀況을 보면 남침이었다
는 사실이 자명하다. 지금도 자
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용

어用語 자체의 사용을 의도적
으로 회피하는 정치인이 매우
많다.

복야공파 감
정공監正公[ 1 6
世執德]ㆍ삼괴
당三槐堂[ 2 0世
時敏]계 34세
권해호權海浩

씨가 수상집隋想集‘차茶 한잔
의 도미노’를 냈다. ‘한ㆍ일 을
사늘약 1 0 0주년에’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국판 2 1 6면으로
2 0 0 5년 1 1월 1 7일 부산의 지평
地平출판사에서나왔다.

저자는 머리말에서‘우리가
매일 마시는 차에는 다향茶香
말고 뭔가가 있다. 나는 그것을
기氣일것이라고생각했다. 기가
세상을 돌아 세계의 역사를 바
꾸었다. 차한잔의도미노. 나ㆍ
국가ㆍ민족에게는 먹고 마시는
물질 말고또 뭔가가 있다. 나는
그것을기일것이라고생각했다.

기가 살면 내가 살고 국가도 살
고 민족도 살리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잊는 것
이 두려워 1 9 0 5년 1 1월 1 7일 을
사늘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꼭
1 0 0주년이되는2 0 0 5년1 1월1 7
일에 이 책을 냈음을 밝히고 있
다.

내용의 제1장 백두산과 항일
독립운동유적지를찾아서는①
한일 을사늘약 1 0 0주년에서부
터 ⑨만주 이민사까지 9개 절,
제2장 북경 관광은 ①지상의 중
심지 대도大都 북경北京에서부
터⑥북경옥류관냉면맛까지6
개 절, 제3장 차 한잔의 도미노
는 ①차와아편전쟁에서부터⒕
차 한잔의 도미노까지 1 8개 절,
제4장은 한일합병은 피할 수 없
었는가, 제5장은세계의발전조
류, 제6장은 맺음말로서‘일본
국민에게 보내는 말’로 되어 있
다.

저자권해호씨는경남합천출
신으로 부산사범학교ㆍ동아대
법학과를나와초등교사를거치
면서부산대행정대학원에서석
사, 부산대대학원에서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국세청 근무 경력
으로 세무사사무소도 경영하면
서 부경대와부산대겸임교수로
도나가고있다. 예산법률주의ㆍ
일본 세리사제도ㆍ주요국의 법
인소득과세제도등의저서도 낸
바 있다. 연 락 처 는 0 1 1 -
5 5 8 - 0 0 4 0이다.

權海浩씨수상집

‘茶한잔의도미노’발간

1 0면에서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