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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대규모 도래 (390-412)

百濟倭
三國志 卷三十 魏書 三十 烏丸鮮
卑東夷傳 第三十 倭 景初二年六月
倭女王遣大夫難升米等詣郡 求詣天
子朝獻

太守劉夏遣吏將送詣京都

其年十二月 詔書報倭女王曰 制詔
親魏倭王卑彌呼...正始元年... 其八
年 太守王頎到官 倭女王卑彌呼與
狗奴國男王卑彌弓呼素不和 ...卑彌
呼以死 ...神功皇后 攝政 六十六年
是年 晉武帝泰初二年... 十月 倭女
王遣重譯貢獻 上361
息長帶比賣命 生御子...大鞆和氣命
亦名品陀和氣命 古226
整軍雙船 度幸之時 海原之魚 不問
大小 悉負御船而渡 爾順風大起 御
船從浪 故 其御船之波瀾 押騰新羅
之國 旣到半國 於是其國王畏惶奏
言 自今以後 隨天皇命而 爲御馬
甘...無退仕奉...爾以其御杖 衝立新
羅國主之門...其政未竟之間 其懷妊
産 卽爲鎭御腹 取石以纏於裳之腰
而 渡筑紫國 其御子阿禮坐 阿禮二
字以音 故 號其御子生地謂宇美也
亦所纏其御裳之石者 在筑紫國之伊
斗村也 古230-232

(1) 가공의 존재: 호무다의 모친이라는 신공왕후
서진(265-420년)의 진수[陳壽, 233-297년)가 편찬
한 삼국지는 중국의 위(220-265년), 오(222-280년), 촉
(221-263년) 세 나라 역사를 기록한 정사이다. 430년경, 송
나라(420-479년)의 배송지(裴松之)가 추가로 상당한 량의
주석을 달아서 보완을 했다. 동이전은 위서에 수록이 되어
있다. 이 동이전은 만주와 한반도의 부여, 고구려, 한(韓) 나
라들뿐만 아니라, 큐우슈우의 왜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 특히
왜국의 여왕 히미꼬에 관해서는, 239-247년 기간에 해당하
는 기록이 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편찬자들은, 이 왜인전의 기록
에서 영감을 얻어, 신공왕후(170-269년)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놓았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이 가공의 여인은 [야마
토 왕국의 창건자인] 호무다를 낳은 바로 다음해(201년)부터
69년 간 섭정을 한 것으로 되어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야마토 왕국의 15대 왕이라고 기록을 한 호무다는 후세에 오
오진 이라는 중국식 시호가 부여된다.)
그런데 이 신공왕후 기록은, 마치 꿈 얘기나 하는
듯, 그녀의 신라 정벌 이야기를 소개한다. 말인즉, 배를 타고
큐우슈우를 출발한 신공왕후 일행이, 키를 잡거나 노를 저을
필요도 없이 순식간에 신라 땅에 들이 닥쳐서, 곧바로 신라
왕의 항복을 받아낸다.
소위 신공왕후 신라정벌 얘기 중 가장 흥미 있는 대
목을 소개한다. 그녀는 신라를 정벌하러 한국 땅에 가 있는
동안 출산 시기를 맞게 된다. 그녀는 아기를 반드시 일본 땅
에서 낳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허리춤에 돌을 매다는
신비한 방법으로 출산을 지연시킨다. 한국으로부터 배를 타
고 와서 북 큐우슈우에 상륙한 다음, 그녀는 드디어 호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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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낳게 된다. 즉, 호무다는 원래 한국 땅에서 낳을 것인데,

於是息長帶日賣命

북 큐우슈우에서 낳도록 조치를 했다는 얘기다. 고사기와 일

因疑人心 一具喪船 御子載其喪船

본서기에 등장하는 소위 “ 천황 ” 들 중에, 이렇게 특이하게
출생을 했다는 존재는 호무다(오오진) 이외에 단 한명도 없
다. (특히 큐우슈우에서 태었다는 천황은 진무와 오오진 이외
에는 없다.)

於倭還上之時

先令言漏之御子旣崩 如此上幸之時
香坂王 忍熊王聞而 思將待取 進出
於斗賀野...爾自其喪船下軍相戰 ...
故 追退到山代之時 還立 各不退相
戰...更張追擊 故 逃退逢坂 對立亦

그런데 신공왕후 일행이 벌리는 진짜 전투는 한 반

戰 爾追迫敗於沙沙那美 悉斬其軍

도에서가 아니라, 호무다를 낳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다

於是其忍熊王與...乘船浮海... 卽入

음, 일본열도에서 벌어진다. 신공왕후가 신생아 호무다(오오

海共死也 故...率 其太子 爲將禊而

진)를 데리고 수행한 전투는, 큐우슈우 로부터 동정(東征) 길
에 오른 진무가 벌린 전투의 축소판이다. 진무의 본격적인

經歷淡海及若狹國之時 於高志前之
角鹿 造假宮而坐 古232-234

동정이나, 신공왕후의 축소판 전투는, 모두 고사기 중권에 포

神功皇后 攝政前紀 九月... 于時也

함된 기록들이다.

適當皇后之開胎

皇后卽取石揷腰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편찬자들은, 한국 땅에서의 야

而祈之曰 事竟還日 産於玆土... 冬

마토 왕국 창건자의 탄생을, 일본 땅에서의 탄생으로 만들

十月 從和珥津發之 時飛廉起風 陽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후세의 독자들에게 (신공왕후

侯擧浪 海中大魚 悉浮扶船 卽大風

라는 가공의 인물에 대한 기록을 빌어) 이렇게 완곡한 방법
으로 전달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다.

順吹 帆舶隨波 不勞櫨楫 便到新羅
時隨船潮浪 遠逮國中...新羅王...降
於王船之前 上337-339

일본서기에 의하면, 69년간에 걸쳐 섭정을 하던 신
공왕후가 기축년(己丑, 269년) 4월에 100살의 나이로 사망을

神功皇后 攝政元年 二月... 時麛坂

한 다음, 그녀의 아들 호무다가 71세의 나이로 경인년(庚寅,

王忍熊王...詣播磨...于淡路嶋... 則

270년) 정월에 왕위에 오른다.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신공왕

每人令取兵...共出菟餓野... 屯於住

후라는 허구의 존재로 하여금, 꿈속에서나 그려보는 신라정
벌이라는 위업을 달성토록 하는 동시에, [야마토 왕국의 창건
자인] 호무다의 어머니가 되도록 각본을 꾸민 것이다.

吉...泊于紀伊水門...難波... 忍熊王
復引軍退之 到菟道而軍之...三月…
選精兵從山背出之... 適遇于逢坂以
破 上343-349

천황가의 유래를 감추고, 야마토 왕조를 아득한 태
고적(즉 기원전 660년)부터 내려오는 토착 왕조로 만들기 위

皇后從新羅還之 十二月 生譽田天

해, 야마토 조정은 712년에 고사기를, 720년에 일본서기를

皇於筑紫 上341

편찬 완료했다. 백제는 이미 663년에, 당나라 힘을 빌린 신
라에 의해 소멸되었다. 야마토 조정의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
면, 외세를 불러들여 백제를 멸망시킨 불구대천 원수의 나라
신라를, 꿈속에서나마 누군가가 정복을 해 주어야만 했다.
또, 야마토 왕국의 시조가 (일본열도가 아니라) 한국 땅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어떤 형식으로든 후세에 전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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譽田天皇 卽位前紀...生於筑紫之蚊

신공왕후라는 가공의 존재는, 바로 이 숨겨진 목적을 위해,

田 幼而聰達 玄監深遠 動容進止

(위서 동이전에 기록된) 히미꼬를 바탕으로 해서 창조 된 것

聖表有異焉 皇太后攝政之三年 立

이다.

爲皇太子 初天皇在孕而 天神地祇
授三韓 旣産之 肉生腕上 其形如鞆
是肖皇太后爲雄裝之負鞆肖 此云阿

(2) 진무(이하레)와 오오진(호무다)

叡 故稱其名 謂譽田天皇 上古時俗
號鞆謂褒武多焉 上363

일본서기는 호무다가 어렸을 때부터 슬기롭고, 사리
에 밝았으며, 생각도 깊고 원대 했다 한다. 뿐만 아니라 행동

神功 攝政五十年 久氐等奏曰 天朝

거지가 모두 법도에 맞았고, 성현의 징표가 있었다 한다. 모

鴻澤遠及弊邑 吾王歡喜踊躍 不任

친이 그를 잉태했을 때, 천신과 지기(地祇)가 [왕국을] 내려

于心 故因還使 以致至誠 雖逮萬世

주는 태몽을 꾸었다. 처음 태어났을 때, 그의 팔에는 흡사 활

何年非朝 皇太后勅云 善哉汝言 是

쏘는 궁사들이 동여매는 가죽 팔찌 모양의 단단한 근육이 튀

朕懷也 增賜多沙城 爲往還路驛 上

어나와 있었다. 이는 바로 모친이 남장을 하고 가죽 활팔찌

357

를 차고 있을 때의 모습이었다. 옛날에는 활 쏘는 궁사들의
가죽 팔찌를 호무다 라고 불렀으므로, 그의 이름이 호무다가

攝政五十一年 百濟王亦遣久氐朝貢

되었다 한다.

於是 皇太后語太子... 曰 朕所交親

이런 이야기는, 호무다가 주몽과 마찬가지로 활을

百濟國者 是天所致 非由人故... 如

잘 쏘는 장수로서의 선천적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朕存時 敦加恩惠... 朕從神所驗 始

암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일본열도의 정복을 위한 싸움

開道路 平定海西 以賜百濟 今復厚

은 호무다가 아니라 진무라는 존재가 도맡아서 한 것으로,

結好 永寵賞之 是時 百濟王父子...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기록을 하고 있다.

曰 上357-359

상권에서 신의 시대를 기록한 고사기는, 중권(인대)
에서 야마토 왕국의 건국 시조라는 진무로부터 시작을 해서,

神功 攝政四十九年 擊新羅而破之

15대 왕이라는 오오진 에서 끝을 맺는 형식을 취한다. 나는

因以 平定比自본 南加羅 㖨國 安

신대의 니니기, 인대의 진무와 오오진 등 세 명의 존재가, 바

羅 多羅 卓淳 加羅 七國 仍移兵

로 야마토 왕국의 창건자 호무다 한사람을 의미한다고 추정

西廻至 古奚津 屠南蠻 彌多禮 以

한다[가정1]. 따라서 (1대) 진무와 (15대) 호무다를 제외한

賜百濟 於時 其王肖古及王子 貴須

나머지 13명의 왕들에 대한 고사기 중권의 기록이란, 불가피

亦領軍來會 上357

하게 발생한 공백을 채우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의하면, 야마토 왕들 중에서
오직 진무와 호무다(오오진) 만이 큐우슈우 땅에서 태어났다.
그것도 호무다는, 하마터면 한국 땅에서 태어 날 뻔 했었는
데, 모친이 응급조치를 한 덕분에 큐우슈우에 건너와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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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수 있었다는 것이다. 야마토 왕국의 시조가 한반도에서 출
발하여, 큐우슈우 지역을 거쳐 간 사실을 특별히 부각시키기
위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호무다가 큐우슈우를 거쳐, 훗날의 키나이 지역에
해당하는 중부 일본을 정복하고 드디어 [390년에] 야마토 왕
국을 수립하자, 호무다와 대강 비슷한 연배이었던 것으로 추
정되는 백제 진사왕은, 사절단을 파견하여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서기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
했다: “ 야마토 조정의 드넓은 은덕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
는 백제에까지 도달하여, 우리 임금님[진사왕]께서는 기뻐서
어찌 할 바를 모르셨습니다. 앞으로 천추만세가 지난들, 어찌
왕래가 없는 해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전해 듣고, 호무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답을 한 것으로 되어있다:“우리는 신의 뜻에 따라, 처음으
로 [남동쪽] 통로를 열었고,［일본 땅으로 오는 길에 마한지
역을 평정하여] 이를 백제에 복속 시키는 사업을 거들어 주
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우의의 기반을 한층 돈독히 하여, 이
우정의 결속을 영원토록 지속시킬 것입니다. 백제와의 밀접
한 교분관계는, 인간의 뜻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늘이 뜻하는
바입니다(朕所交親百濟國者 是天所致 非由人故).”
이 대화 내용들은, 신공왕후 섭정 50년과 51년 조
에, 그녀가 죽은 다음에도 그녀의 생존시와 마찬가지로 백제
에 대해 은혜를 후하게 베풀라는 뜻을 강조하면서, 그녀가
태자 호무다 에게 말을 해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3) 하리마 풍토기
712년에 고사기의 편찬이 완료되자, 야마토 조정은

播磨國風土記 飾磨郡 麻跡里 土中

즉시 전국에 명해, 각 지방의 현황과 옛적부터 전해오는 온

上 右 號麻跡者 品太天皇 巡行之

갖 이야기 등을 기록해 올리도록 했다. 이들 기록들은 720년

時 勅云 見此二山者 能似人眼割下

에 완성된 일본서기를 편찬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들 중 지금

故號目割 風268

까지 전해지는 하리마 풍토기는, 713-715년 사이에 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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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믿어진다.

天皇... 是時 立射目之處 卽號射目

야마토 에서 카하치, 셋쓰를 지나 키비 땅에 도달하

前 弓折之處 卽號檀丘 御立之處

기 전에, 타지마 남쪽에 위치한 지역이 (오늘날의 효오고 현

卽號御立丘 風278

에 속하는) 하리마 이다. 이 하리마 풍토기를 보면, 독자로
하여금 호무다가 야마토 왕국의 시조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播磨國風土記 揖保郡 邑智里 土中

들게 하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다.

下 品太天皇 巡行之時 到於此處

첫째로, 유독 호무다 만이 수없이 사냥을 하면서, 하

勅云 吾謂狹地 此乃大內之乎 故號

리마 같이 왕궁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지방을 순행

大內 氷山 惟山東有流井 品太天皇

한다. 고대에 임금님의 순행은 민정시찰을 위한 것이고, 사냥

汲其井之水而氷之 故號氷山 관折

은 무력을 과시하면서 군사를 훈련하는 것이다. 신생왕국의

山 品太天皇 狩於此山 관弓 射走

시조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업무이다.

猪 卽折其弓 故曰관折山 風290-292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명들이 호무다의 사소한 언
행들과 연관지어 만들어 졌다. 예컨대 호무다가 순행을 할

播磨國風土記 飾磨郡 賀野里 土中

때, 두 개의 산을 쳐다보면서, 마치 문신을 한 사람의 눈을

上 右 稱加野者 品太天皇 巡行之

연상시킨다고 말 했다 해서, 그 곳 이름이 “문신한 눈”이

時 此處造殿 仍張蚊屋 故號加野

되었다는 둥, 언덕 위에 서서 주위의 지형을 돌아보았다 해

山川之名亦與里同

所以稱弊丘者

서, 그 장소를 높은 분이 섰었던 언덕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品太天皇 到於此處 奉幣地祇 故號

둥, 호무다가 어느 지역이 아주 좁은 땅인 줄 알았는데, 실제

幣丘 韓室里 土中上 右 稱韓室者

와서 보니 상당히 넓은 분지 같이 보인다고 말을 했기에, 그

韓室首寶等上祖 家大富饒 造韓室

곳 이름이 큰 분지가 되었다는 둥, 어느 산 옆에 있는 우물

故號韓室...所以稱大立丘者 品太天

에서 호무다가 물을 길어서 마시려하자 우물물이 얼어붙었기

皇 立於此丘 見之地形 故號大立丘

때문에 얼음산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둥, 호무다가 산에서

風274

사냥을 하다가, 달아나는 멧돼지를 보고 활을 쏘려 했는데,
그만 활이 부러져 버렸기 때문에 활이 부러진 산이라는 이름

播磨國風土記 揖保郡 鈴喫岡 所以

이 생겼다는 둥, 도대체 다른 왕들의 행적은 하리마 풍토기

號鈴喫者 品太天皇之世 田於此岡

에 거의 언급이 되지도 않고 있다.

鷹鈴墮落 求而不得故號鈴喫岡 風

하리마 풍토기에는, 호무다가 와서 지신들한테 예물
로 천을 바친 언덕이 “폐백의 언덕”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304

기록도 있다. 또 호무다가 매사냥을 하던 중, 매의 방울이 떨
播磨國風土記 飾磨郡 巨智里 土上

어졌는데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었기에, 그 곳을 방울을 삼

下 右 巨智等 始屋居此村 故因爲

킨 언덕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또, 나라 지역에 살던 “한

名 所以云草上者 韓人山村等上祖

국 ” 사람인 야마무라 씨족의 선조가, 조정의 허락을 받고

柞(나라)巨智賀那

請此地而墾田之

하리마에 와서 개간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주 부유한 집

時 有一聚草 其根尤臭 故號草上

안에 의해 한국식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지명이 “한국

風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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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마을”로 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播磨國風土記 飾磨郡 安相里 土中

언제인가 호무다가 타지마 까지 순행을 갔다가 돌아

中 右 所以稱安相里者 品太天皇

오는 길에 하리마를 지나게 되었는데, 하리마 국조의 접대가

從但馬 巡行之時 緣道不치御冠 故

마음에 들지 않아 그의 직위를 박탈했다. 그러자 타지마 국

號陰山前 仍 國造豊忍別命 被剝名

조가 대신 나서서, 그자의 전답을 바치게 하는 조건으로 용

爾時 但馬國造阿胡尼命申給 依此

서를 해 달라고 빌었다. 호무다는 하리마 국조에게서 빼앗은

赦罪 卽奉鹽代田廾千代有名 鹽代

전답에, 타지마의 아사꼬 사람들을 데려다 거주하게 했다. 그

田佃 但馬國朝來人 到來居於此處

래서 그 곳의 이름이 “아사꼬 베”가 되었다 한다. 하리마

故號安相里 本名沙部云 後里名依

풍토기에는 호무다에 관한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무척 많기

改字二字注 爲安相里 風274

때문에, 앞으로 한두 가지 더 소개를 할 생각이다.
8세기 초에 편찬된 것으로 믿어지는 풍토기 중 현존

播磨國風土記 賀毛郡 臭江 右 號

하는 5권을 모두 영어로 번역해서 1997년에 출판한 아오끼

臭江者 品太天皇之世 播磨國之田

미찌꼬 교수는, 일찍이 Ancient Myths and Early History of

村君 在百八十村君 而己村別 相鬪

Japan (1974: 35-37) 이라는 저서에서, 하리마 풍토기가 호

之時 天皇勅 追聚於此村 悉皆斬死

무다의 전투적인 생애와 공격적인 성품에 관한 기록으로 가

故曰臭江 其血黑流 故號黑川 風

득 차 있는데 반해,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호무다의 군사적

342

활동에 관해 별로 언급이 없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예컨대, 하리마 지역에는 끊임없이 싸워대는 180여명

播磨國風土記 飾磨郡 漢部里 多志

의 두목들이 있었는데, 호무다가 그들을 모두 어떤 마을에

野阿比野水沼川 里名詳於上 右 稱

몰아넣고 죽여 버렸고, 이들 시체가 무서운 악취를 풍겼기

多志野者 品太天皇 巡行之時 以鞭

때문에 그 마을의 이름이 쿠사에 가 되었으며, 피가 강을 검

指此野 勅云 彼野者 宜造宅及墾田

게 물들이며 흘렀기 때문에 그 곳의 강 이름이 쿠로카하 가

故號佐志野 今改號多志野 所以稱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앞서 소개된 대로, 일본서기는, 호무

阿比野者 品太天皇 從山方幸行之

다가 태어났을 때 궁사들이 활을 쏠 때 착용하는 가죽팔찌같

時 從臣等 自海方參會 故號會野

이 생긴 근육이 그의 팔에 튀어나와 있었다고 기록을 했다.

所以稱手沼川者 品太天皇 於此川

아오끼에 의하면, 이와 같은 기록들은 호무다의 전투적인 성

洗御手 故號手沼川 風280-282

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호무다의
정복 활동에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의심을 불러

播磨國風土記 揖保郡 伊刀嶋 諸嶋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之總名也 右 品太天皇 立射目人於

하긴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다

飾磨射目前 爲狩之 於是 自我馬野

해도, 오늘날 일본열도에는, 2만 5천여 개의 하찌만(야하타:

出牝鹿 過此阜入於海泳渡於伊刀嶋

八幡) 신사가 (진무가 아니라) 호무다를 군신으로 받들어 모

爾時 翼人等 望見相語云 鹿者 旣

시고 있다.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일본열도를 정복해 통일

到就於彼嶋 故名伊刀嶋 風282

왕국을 수립한 호무다의 군사적 영웅의 측면이, 헤이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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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1185년) 혹은 훨씬 그 이전부터, 토속 신앙의 형태로
강조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야하타(八幡)는 호무다의 수적(垂迹)의 호칭(號)이라
한다(大塚, 神皇正統記 新講: 1933, p.162). 수적이란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임시로 신지(神祗)의 몸으로 나
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보살이란 불도를 닦아 불교 최고의
이상인 불타 정각(正覺)의 지혜를 구하고, 뭇 중생을 교화하
여, 부처님 다음가는 지위에 도달한 성인을 말 한다.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요약한다. 고사기와 일본서기
는, 야마토 왕국의 창건자 호무다를 니니기, 진무, 오오진 이
라는 3명의 존재로 분리해서 서술을 했다. 신화적인 측면은
니니기 편에, 정복자의 측면은 진무 편에, 백제 사람들의 대
량 도래는 오오진 편에 각각 나누어 서술을 했다. 결과적으
로 오오진 이라는 존재는, 전쟁영웅인 군신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서술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713-715년에 기록된 하리마 풍토기를 보면,
호무다가 정복자로서, 또 야마토 왕국의 시조로서 서술이 되
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즉, 고사기와 일본서
기의 편찬자들은, 하리마 풍토기의 내용을, 자신들의 구도에
맞추어 (오오진을 진무로 바꾸는) 재 편집을 하지 못한 채로,
후세에 전해지게 내버려 둔 꼴이 된 셈이다.

(4) 왕후와 왕비들
然更求爲大后之美人時 大久米命曰

고사기 진무 편에는, 미와 지방의 토착 세력가의 딸,

此間有媛女 是謂神御子...三嶋湟咋

이스케요리 가 왕후로 등장한다. 아마도 진무가 야마토를 평

之女 名勢夜陀多良比賣 其容姿麗

정하고 나라를 세울 때, 이 미와 땅의 토착 세력가의 신세를

美 故美和之大物主神見感而...卽娶

아주 크게 진 것으로 생각된다. 미와는 오늘날의 나라현에

其美人 生子...亦名謂...伊須氣余理

속하는 지역이다.

比賣...於是其伊須氣余理 比賣命之

고사기에 의하면, 진무가 왕후로 맞이 할만한 미인

在狹井河之上 天皇幸行其伊須氣余

을 구할 때, 오호쿠메 가 이스케요리 를 천거 했다고 한다.

理比賣之許 一宿御寢坐也...然而阿

그러자 진무는 몸소 그녀가 살고 있는 사위강 상류로 찾아

禮坐之御子名 古160-164

가, 그녀의 집에 묵으면서 그녀를 관찰한 다음, 왕후로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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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녀가 후에 진무의 뒤를 이은 왕자를

神武 卽位前紀 天皇當立正妃 改廣

낳았다.

求華冑 時有人奏之曰 事代主神 共

나는 건국시조 호무다 한사람의 일대기를, 고사기가

三嶋溝橛耳神之女玉櫛媛所生兒 號

진무와 오오진이라는 두 사람의 왕으로 나누어 기록을 했다

曰媛蹈箙五十鈴媛命 是國色之秀者

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무 편에 등장하는) 이스케요

天皇悅之 納...以爲正妃 上213

리 란 여인이 바로 호무다의 왕비라고 추정을 한다.
또, 진무 와 오오진 두 명의 왕이 모두 호무다 한

忽然有浮來者 曰 汝吾不在者 汝何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진무의 뒤를 이은

能平此國乎 由吾在故 汝得建其大

왕자를 낳았다는 것은, 곧 오오진의 뒤를 이은 왕자를 낳았

造之積矣...住於日本國之三諸山 ...

다는 것이 된다[가정1.2]. 즉 진무의 기록을 차용한다면, 호

此三輪之神也...又曰 事大主神...而

무다는 야마토 왕국의 시조로 즉위한 바로 다음해[391년]에,

生兒姬蹈箙五十鈴姬命 是爲神日本

“ 대후 ” 라는 칭호로 기록된 왕후를 맞아들이고, 그녀는 훗

磐余彦火火出見天皇之后也 上131

날 호무다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한 사자키(닌토쿠) 왕자
를 낳는다.

品陀和氣命 坐輕嶋之明宮治天下也

고사기에 의하면, (야마토 왕국의 시조라는) 진무는

此天皇 娶品陀眞若王之女 品陀二

왕위에 오르자 바로 “ 대후 ” 감의 미녀를 구하고, 마침내

字以音 三柱女王 一名高木之入日

토착 세력가 집안의 딸을 왕후로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이

賣命 次中日賣命 次弟日賣命 此女

고사기를 보면, (15대 왕이라는) 호무다는 왕위에 오르자 그

王等之父 品陀眞若王者...故高木之

냥 여러 명의 왕녀들을 “취”해서 자녀들을 낳는다는 식으

入日賣之子 額田大中日子命 次大

로 아주 무성의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왕위를 계승한 사자

山守命 次...次...次...中日賣命之御

키 왕자를 낳았다는 여인의 이름도, 그저 “호무다” “마와

子...次大雀命 次根鳥命...又娶丸邇

카(眞若) ” 왕의 딸 “ 나카쓰(中) ” 라고 되어 있다. “ 호무

之比布禮能意富美之女 自比至美以

다”는 오오진 자신의 이름이고, “마와카”라는 것은 적지

音 名宮主矢河枝比賣 生御子 宇遲

않은 수의 왕족들 이름에서 흔히 나타나는 명칭이다. 도대체

能和紀郞子 次妹八田若郞女 次 ...

이름 자체도 아주 성의가 없게 지어 놓았다.

又娶 咋俣長日子王之女 息長眞若

이제 일본서기를 보면, 진무는 “정비”감의 여인을
널리 구하고, 마침내 토착 세력가 집안의 딸을 맞이하게 된

中比賣 生御子 若沼毛二俣王 又
娶... 古238

다. 그런데 일본서기 오오진 2년 조를 보면, 통상적으로 말
하는 누구의 딸이란 소개도 없이 그냥 나카쓰(仲)라는 여인

應神 二年 立仲姬爲皇后 后生荒田

을 왕후로 삼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皇女 大鷦鷯天皇 根鳥皇子 先是

하지만 진무와 호무다가 동일인이라는 관점에서 보

天皇以皇后妹高城入姬爲妃生額田

면,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모두 진무의 왕후 간택 이야기만을

大中彦皇子 大山守皇子...次妃和珥

정성껏 기록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 호무다의 경우는 아

臣祖日觸使主之女宮主宅媛 生菟道

무렇게나 대충 적고 넘어간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

稚郞子皇子矢 田皇女 雌島皇女 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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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어느 때인가, 호무다가 왕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을 순행하던 중, 코하타 라는 마을(村)에서, 아름다운 소

隼總別皇子 次妃... 上363-365

녀가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호무다는 그녀에게 뉘 집
天皇越幸近淡海國之時...麗美孃子

딸 인가 라고 물으며 말을 걸었다. 그러자 그녀는, (와니 씨

遇其道衢 爾天皇問其孃子曰 汝者

족의) 히후레 의 딸 야카하에 라고 수집은 듯 공손히 대답했

誰子 答曰 丸邇之比布禮能意富美

다. 호무다는 그녀에게, 다음날 순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之女 名宮主矢河枝比賣 天皇卽詔

에, 그녀의 집을 방문하겠노라고 말을 했다.

其孃子 吾明日還幸之時 入坐汝家

그녀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한테 자초지종을 이야기

故 矢河枝比賣 委曲語其父 於是父

했다. 그러자 부친은 “아니 그분이 바로 임금님 나리(那理)

答曰 是者天皇那理 此二字以音 恐

가 아니냐? 황공하구나. 너는 그분을 받들어 모셔야 한다 ”

之 我子仕奉云而 嚴飾其家候待者

고 대답했다. 히후레는 자기 집을 성대하게 치장 하고 기다

明日入坐 故 獻大御饗之時 其女...

렸다. 과연 다음날, 호무다가 그 집을 찾아왔다. 히후레는 크

令取大御酒盞而獻 於是天皇 任令

게 잔치를 벌이고, 자기 딸로 하여금 커다란 술잔에 술을 따

取其大御酒盞 而御歌曰...如此御合

라 호무다에게 바치도록 했다. 호무다는 그녀로부터 술을 받

生御子宇遲能和紀 自宇下五字以音

아 마시면서, 즐거운 기분에 노래를 불렀다. 호무다는 그녀로

郞子也 古242-244

부터, 우지 왕자와 야타아키 공주를 낳았다. 고사기 오오진
편에 나오는 얘기다.

天皇 ...宇遲能和紀郞子有令治天下

한국어에서의 마을(村)이 일본 땅에서“무라”가 된

之心也...卽詔別者 大山守命爲山海

다. 또 임금님 “ 나리 ” 라는 한자음을 빌린 표현도 여기서

之政 大雀命執食國之政以白賜 宇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어의 고을(郡)은 일본 땅에서 “ 코호

遲能和紀郞子所知天津日繼也

리”가 된다.

古

240

호무다는 야카하에 왕비뿐 아니라, 그녀 소생인 우
지 왕자도 지극히 사랑했다. 그래서 나이도 어린 우지를 태

應神 四十年 正月...是時 天皇常有

자로 세워, 왕위를 계승케 하려했다. 우지보다 나이가 많은

立菟道稚郞子 爲太子之情...立菟道

야마모리 왕자는 산천임야를 관장케 하고, 사자키는 태자의

稚郞子爲嗣 卽日 任大山守命 令掌

보좌역으로서 국정을 다스리도록 조치를 했다. 이런 무리한

山川林野 以大鷦鷯尊 爲太子輔之

조치는, 호무다 사후, 우지 태자를 자살토록 만들었고, 왕위

令知國事 上379-381

는 결국 사자키가 계승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 건국 초기
의, 태조 이성계와 왕자 방원(태종)의 얘기를 연상케 한다.

仁德 卽位前紀 時太子 道稚郞子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는 재위 7년(1392-

讓位于大 尊... 今我也弟之 且文獻

1398년) 만에 물러났다. 첫째 부인의 (다섯 번째) 소생인 방

不足...僕之不... 固辭不承 各位讓

원은 일찍이 조선 왕조 창건에 큰 공을 세웠으나, 이성계는

之 ...豈久生之 煩天下乎 乃自死焉

둘째 부인 소생인 나이 어린 방석을 편애하여 세자로 삼았었

上38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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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방원은 군사를 동원하여, 세자 방석과 그 비호세력

應神 三十九年 百濟直支王 遣其妹

인 정도전 일파를 처단했다. 방원의 친형인 정종이 잠시 왕

新齊都媛以令仕 爰新齊都媛 率七

위에 올랐으나, 2년 만에 방원 에게 왕위를 이양하게 된다.

婦女 而來歸焉 上379

이 방원이 바로, 국왕 중심으로 통치제도를 정비한, 조선 왕
조의 3대왕 태종(1400-1418년)인 것이다.
훗날, 호무다가 상당히 나이가 들었을 무렵, 백제왕
전지(405-420년)는 자신의 누이동생 신제도를 보내, 여러

此天皇之御子等 幷二十六王 男王
十一女王十五 此中 大雀命者 治天
下也 古240

해 전에 서거한 이스케요리 의 뒤를 이어 왕후가 되도록 한
것 같은데, 나는 이 신제도가 바로 고사기 오오진 편에 등장

應神 二年 三月 ... 根鳥皇子 是大

하는 “오키나가” 마와카 나카쓰 라고 추정을 한다[가정 3].

田君之始祖也 大山守皇子 是土形

호무다는 무려 10명의 왕비들을 두어, 모두 26명에 달하는

君 榛原君 凡二族之始祖也 去來眞

아들과 딸을 낳았다고 한다. 신생 정복왕조의 시조에 걸 맞

稚皇子 是深河別之始祖也 上365

는 기록이다.

<주7-1>
<주7-1>
그 중 왕자 하나는 오호타 키미의 시

(5) 세대의 차이: 호무다와 백제의 왕들

조가 되었고, 또 한 왕자는 히치카타
키미 와 하리하라 키미 양 씨족의 시

392년, 동쪽 땅에 살고 있는 에미시 족들이 조공을

조가 되었고, 또 하나의 왕자는 후카

해왔다. 죠오몬 시대 일본열도의 주인공이었던 에미시 족들

카하 와케(別)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

중 상당수는, 기원전 300년경부터 한반도에서 지속적으로 도

다.

래하기 시작한 가야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지 않고, 혼슈
우 동쪽으로 본거지를 옮겼던 것 같다. 호무다는 이 조공을
하러 온 에미시 들을 시켜 도로를 만들게 했다.
그 해, 여러 곳의 어부들이 호무다에게 복종을 안하

應神 三年 冬十月 東蝦夷悉朝貢

고 소란스럽게 했다. 에미시와 함께 죠오몬 시대의 주인공이

卽役蝦夷 而作廐坂道 十一月 處處

었던 남방 말라요-폴리네시안 계통 주민들의 대부분은, 야요

海人 訕哤之不從命 訕哤 此云佐麽

이 시대를 거치면서도, 어로과 채취를 계속 주업으로 삼았던

賣玖 則遣阿曇連祖大濱宿禰 平其

것 같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이 (247년 조에) 기록하고 있

訕哤 因爲海人之宰 上365

는, 큐우슈우 에서 히미꼬와 싸움을 계속하던 존재가, 바로
이들 남방계 사람들이었다고 생각된다. 호무다는 오호하마를

應神

보내 이들을 모두 평정 시켰다. 오호하마는 어부들의 감독관

禮於貴國天皇 故遣紀角宿禰 ... 嘖

이 되었다. 그가 바로 아즈미 씨족의 시조인 것이다.

讓其无禮狀 由是 百濟國殺辰斯王

호무다가 야마토 왕국을 창건하고, 390년에 공식적
으로 왕위에 오른 후, 햇수로 이미 3년이나 지났는데, 백제

三年..是歲百濟辰斯王立之失

以謝之 紀角宿禰等 便立阿花爲王
而歸 上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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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三 辰斯王

왕 진사는 같은 연배의 호무다를 동격으로 대해 주지는 않았

八年 秋七月 高句麗王談德帥兵四

던 것 같다. 진사왕(385-392년)은 근구수왕(375-384년)의

萬 來攻北鄙 陷石峴等十餘城 王聞

둘째 아들이며, 침류왕(384-385년)의 동생이다. 불쾌하게

談德能用兵 不得出据 漢水北諸部

생각한 호무다는, 사람을 보내 그의 무례함을 책망했다.

落多沒焉 冬十月 高句麗攻拔關彌

일본서기는, 오오진 3년 11월조에, 백제 진사왕이

城 王田於狗原 經旬不返 十一月

호무다에게 실례를 했기에 이시카하 등 네 명을 보내 야단을

薨於狗原行宮 阿莘王 枕流王之元

치자, 백제 사람들이 진사왕을 죽여 사죄를 했고, 이들 네 명

子 初生於漢城別宮 神光炤夜 及壯

은 아화를 왕으로 세우고 돌아왔다고 기록했다. 일본서기는

志氣豪邁 好鷹馬 王薨時年少 故叔

그 해가 272년이라고 하는데, 삼국사기에 의하면 진사왕이

父辰斯繼位 八年薨 卽位 三下45

죽은 해가 (272년으로부터 정확하게 120년 후인) 392년인
것이다. 또 오오진 3년이 392년이니까, 호무다의 즉위 년도

神功 攝政五十二年 秋九月 久氐

는 390년이 되는 것이다.

等 ... 仍啓曰 臣國以西有水 源出

[346년에 계왕이 죽었을 때, 왕위를 계승한 근초고

自谷那鐵山 其邈七日行之不及 當

는 (왕위를 승계하지 못한) 계왕의 아들보다 한 세대 위에

飮是水 便取是山鐵 以永奉聖朝 乃

속하는 사람이었다. 계왕의 아들은 오히려 근초고의 아들인

謂孫枕流王曰 今我所通 海東貴國

“수”와 같은 세대에 속했다. 더구나 계왕의 손자인 호무다

是天所啓 是以 垂天恩 割海西而賜

는, 근초고 보다 두 세대 아래 이었고, 태자 “수”보다도 한

我 由是 國基永固 汝當善脩和好

세대 아래였다. 하지만 근구수왕의 아들들인 침류와 진사는

聚斂土物 奉貢不絶 上359

호무다와 같은 세대에 속한다. 그런데 이 동년배의 진사왕이
큰집 어른 노릇을 하며 신생 왕국의 시조인 호무다를 동격으
로 대해주지 않았다. 호무다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다. 호
무다는 이미 소년 때부터 진사의 조부인 근초고왕과 가깝게
지냈었다. 호무다가 청년의 몸으로 백제를 떠날 당시에는, 진
사의 부친인 근구수 왕과는 (비록 나이는 한 세대 아래 이었
지만) 허물없이 서로 천하대사를 논할 수 있을 만큼 친밀한
사이였다. 그러니 호무다의 눈에는, 동년배의 진사왕이 큰집
어른 노릇을 할 처지가 아닌 것이다. 당시 야마토 사람들이
한자로 백제라 써놓고 이것을 “ 쿠다라 ” 라고 읽었는데, 이
는 “큰집”을 의미 했다는 설도 있다.]
삼국사기를 본다. 392년 가을 7월. 고구려 광개토왕
은, 군사 4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해, 10여 개의 성을
함락 시켰다. 진사왕은 광개토왕이 용병에 능하다는 말을 듣
고, 감히 대적을 하지 못했다. 한수 북쪽의 여러 부락이 대부
분 함락되었다. [그러나 호무다 와의 관계가 서먹하였으므로,

7.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168

진사왕은 야마토 조정에 원조를 청하지도 못했던 것 같다.]
그 해 겨울 10월, 고구려는 관미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진사왕은 구원이라는 곳으로 사
냥을 나가 열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으며, 392년 11월
에 구원의 행궁에서 서거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진사왕이
자연스럽게 죽은 것은 아니고, 변고를 당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
진사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17대 아신왕(392405년)은, 근구수왕의 손자이며, 15대 침류왕의 장자이다. 그
가 한성의 별궁에서 태어날 때, 신비한 광채가 밤하늘을 비
추었다고 한다. 장성하자 기상이 씩씩하고, 매사냥과 말 타기
를 좋아하였다. 일찍이 385년에 침류왕이 서거했을 당시 (태
자의) 나이가 어렸으므로, 숙부(침류왕의 아우) 진사가 16대
왕위를 계승하였었다. 이 진사왕이 7년 후인 392년에 서거하
자, 아신이 뒤늦게 즉위를 한 것이다.
[호무다와 동년배인] 진사왕 과는 달리, [한 세대 아
래에 속하는] 아신왕은 호무다와 훨씬 가깝게 지내게 된 것
같다. 인간관계에서는 동년배 사이가 더 껄끄러운 경우가 많
은 것 같다.
[호무다의 아들 사자키는, 아신이 왕위에 오른 해에
해당하는, 392년경쯤 태어난 것으로 추측이 된다. 호무다가
50살이 넘어서 사자키를 낳았기 때문에, 호무다의 바로 다음
세대인 사자키가, 나이로만 보면, 호무다보다 두 세대 아래인
전지왕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게 된 것 같다. 전지는 아신왕
의 맏아들이다. 오히려 사자키가 전지 왕자보다 나이가 어린
것이다.]

(6) 백제 사람들 도래의 시작
[393년 봄] 야마토 조정에 도착한 백제 사절단은,
호무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 같다: “ 곡나 땅의 철산
으로부터 시작하는 강이 있습니다. 강 하구로부터 철산까지
는 7일도 더 걸리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이 산의 철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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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야마토 조정에 철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아신] 왕께서는 [전지 왕자에게],‘야마토 왕국
이 바다건너 동쪽 땅에 창건되어 우리와 통하게 된 것은, 바
로 하늘이 백제를 도우려 열어준 것이다(是天所啓). 이로서
우리 국가의 기반은 영원토록 공고해 졌다. 왕자는 앞으로
철을 비롯해 여러 가지 요긴한 물자들을 야마토 조정에 공급
해 주면서 친교를 돈독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
니다.” 신공왕후 52년 9월조는, 근초고왕(346-375년)이 그
의 손자인 침류 왕자(384-385년)에게 이런 충고의 말을 해
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나는 근구수왕(375-384년)의 손
자인 아신왕(392-405년)이 자기 아들 전지(405-420년)에
게 이런 충고를 해 준 것으로 이해한다.
［393년 여름］ 백제왕은 탁소 라는 대장쟁이와, 서
소 라는 (남 중국 오나라 풍의) 의복을 잘 만드는 재단공 등,
播磨國風土記 飾磨郡 漢部里 土中

두 명의 기술자를 보냈다. 당시에는 쇠붙이를 다루는 대장간

上 右 稱漢部者 讚藝國漢人等 到

일을, 한반도를 지칭하는 카라(韓)의 카누치(鍛) 라고 불렀

來居於此處 故號漢部... 伊和里 所

다. 한반도에서 도래한 사람들에 의해, 철제무기와 각종 철제

以號手刈丘者... 韓人等 始來之時

(농사)기구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후기) 고분시대가 전개되

不識用鎌但以手刈稻

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故云手刈村

風270

하리마 풍토기에는, [백제로부터 도래한] 아야 사람
들이 이주 해 와서 아야베 라는 마을을 만들어 정착을 하고,

又貢 上手人韓鍛 名卓素 亦吳服西

이 지방 사람들에게 최초로, 풀이나 곡식을 벨 때 쇠로 날을

素二人也 又秦造之祖 漢直之祖 及

만든 “낫”의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知釀酒人 名仁番 亦名須須許理等

“아야” 씨족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서술하게 된다.

參渡來也 故 是須須許理 釀大御酒

대장쟁이와 재단공의 뒤를 이어, 술을 빚을 줄 아는

以獻 於是天皇 宇羅宜是所獻之大

인번 이이라는 사람이 도래했다. 인번은 스스고리 라고도 불

御酒而 宇羅下三字以音 御歌曰 ...

렀는데, 그는 도착하자마자 엄청나게 맛이 있는 술을 빚어

如此歌幸行時 以御杖打大坂道中之

호무다에게 바쳤다. 호무다는, 생전처음으로 그처럼 훌륭한

大石者 其石走避 故 諺曰堅石避醉

술 맛을 보게 되자, 크게 취하도록 많이 마셨다. 술에 취한

人也 古248

호무다가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손에 잡고 있던 몽둥이로
길 한 가운데 있는 커다란 돌을 내려치니까, 그 돌이 호무다

播磨國風土記 揖保郡 ... 酒井野

를 피해 달아나 버렸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이 얘기로부

右 所以稱酒井者 品太天皇之世 造

터 또 “단단한 돌도 술주정뱅이는 피 한다”라는 말이 유래

宮於大宅里 闢井此野 造立酒殿 故

되었다고 한다. 고사기의 기록이다.

號酒井野 風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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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마 풍토기를 보면, 호무다가 오호야케 라는 마을에 궁전
을 짓고, 그 곳 들판에 우물을 판 다음, 술을 빚는 양조장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런 사연으로, 그 지역을 “ 술-우물 들
판”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7) 목라근자
［393년 가을］ 소쯔비코를 보내 신라를 공격했다.

神功 攝政六十二年 新羅不朝 卽年

이 대목에서, 일본서기에 인용된 백제기(百濟記)를 본다:

遣襲津彦擊新羅 百濟記云 新羅不

“신라가 야마토 왕국을 받들어 모시지 않았다. [호무다는 카

奉貴國 貴國遣沙至比跪令討之 新

즈라키] 사지비궤를 보내, 신라를 토벌하게 했다. 신라 사람

羅人莊飾美女二人 迎誘於津 沙至

들은, 곱게 단장을 한 미녀 두 명으로 하여금 항구에서 사지

比跪 受其美女 反伐加羅國 加羅國

비궤를 맞이하여, 그를 유혹하게 했다. 사지비궤는, 이 미녀

王己本旱岐 及兒百久至 阿首至 國

들을 받아들이고서는, 엉뚱하게도 가라국을 공격했다. 가라국

沙利 伊羅麻酒 爾汶至等 將其人民

왕 기본한기는, 왕자들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백제로 달아났

來奔百濟 百濟厚遇之 加羅國王妹

다. 백제는 이들을 후하게 대우를 해 주었다. 가라국 왕의 누

旣殿至 向大倭啓云 天皇遣沙至比

이동생 기전은, 야마토 조정에 와서, 자초지종을 고했다. 사

跪 以討新羅 而納新羅美女 捨而不

지비궤가 저질러 놓은 일을 알게 되자, 호무다는 크게 노하

討 反滅我國 兄弟人民 皆爲流沈

여, 즉시 백제장수 목라근자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고 가라

不任憂思 故 以來啓 天皇大怒 卽

에 가서, 무너진 가라국의 사직을 다시 복구시키라고 명령을

遣 木羅斤資 領兵衆來集加羅 復其

했다. ” 삼국유사에 의하면, 당시 가야국 왕은 5대 이품왕

社稷 上359-361

(346-407년)이었다.
전통적인 일본 사학자들의 관점에서 (즉, 그들이 만

應神 二十五年 百濟直支王薨 卽子

들어 놓은 틀 속에서)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읽게 되면, 도대

久爾辛立爲王 王年幼 木滿致執國

체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게 된다. 일본서기는

政 與王母相婬 多行無禮 天皇聞而

목라근자가 “백제 장수”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

召之 百濟記云 木滿致者 是木羅斤

았다. 그리고서는, 소위 15대 왕 이라는 호무다가 야마토 땅

資 討新羅時 娶其國婦 而所生也

에 앉아서, 이 백제 장수로 하여금 카즈라키 소쯔비코가 저

以其父功 專於任羅 來入我國 往還

질러 놓은 사태를 수습하도록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다.

貴國 承制天朝 執我國政 權重當世

일본서기의 신공왕후 섭정 62년 조는, 백제기(百濟

然天朝聞其暴召之 上377

記)를 인용하여, 이 카즈라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
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그 당시는 소위 신공왕후라는 존재가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三 奈勿尼師

섭정을 했다는 시기인 것이다. 그런데 일본서기에 인용된 백

今 三十八年 夏五月 倭人來圍金城
五日不解 將士皆請出戰 王曰 今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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棄舟深入 在於死地 鋒不可當 乃閉

제기의 기록을 보면, “태자” 호무다 라거나, “신공왕후”

城門 賊無功而退 王先遣勇騎二百

라는 표현은 없고, 그저 “ 천황 ” 이라는 명칭으로 이야기가

遮其歸路 又遣步卒一千 追於獨山

전개된다. 즉 일본서기가 조작 해 놓은 신공왕후의 섭정 기

夾擊大敗之 殺獲甚衆 三上62

간이 아니라, 호무다의 치세 기간이라는 것을 백제기가 말해
주고 있는데, 일본서기 편찬자들은 그 내용을 각색도 안하고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三 阿莘王

그대로 인용해 버린 것이다. 물론 당시의 백제기에 천황이라

二年 春正月 謁東明廟 又祭天地於

는 명칭은 없었을 것이고, 인용 과정에서 왕이라고 기록된

南壇 拜眞武左將 委以兵馬事 武王

것을 후에 천황으로 바꾸어서 일본서기에 인용을 했었을 것

之親舅 沈毅有大略 時人服之 三年

이다.

春二月 立元子賟支爲太子 三下45

일본서기는 또 백제기를 인용 한다: “ 목만치 라는
사람은, 목라근자가 [393년에] 신라를 토벌하러 갔을 때 그
나라 여인을 취하여 낳은 아들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공적 덕분으로, 임나 지역에서 전권을 휘둘렀다. 그는 백제에
들어오기도 하고, 야마토에 돌아가기도 했다. 야마토 조정의
통제를 받으면서, 우리나라(백제)의 국정을 장악하여 당시 권
세가 대단했다. 그러나 목만치의 성행이 포악하다는 말을 듣
고, 야마토 조정에서 소환을 했다.”
목라근자의 이른바 “ 공적 ” 이란 것은, 일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호무다에 대한 충성과, 호무다의
뒤를 따라 일본으로 도래해 오는 백제 인들의 끊임없는 흐름
이 (신라 사람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가야를 거쳐서 야
마토에 이르는 통로를 계속 열어둔 업적을 말하는 것이다.
아마 독자들도 이제는, “백제 장수” 목라근자가 어째서 야
마토 조정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갈 것이다.
일본서기의 오오진 25년 조는 백제기를 인용하여,
(420년에) 전지왕이 서거하고 구이신왕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하자, 목만치가 국정을 장악하고 왕의 어머니와
정을 통하는 등 무례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오진
[420년이라면, 닌토쿠 일 것이다]이 목만치를 소환했다고 기
록을 하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본다. 393년, 왜인이 금성을
포위한지 닷새가 지났다. 장사들이 모두 나가 싸우기를 청했
으나, 신라 내물왕(356-402년)은 “ 지금 적이 배에서 내려
와, 죽는 것을 마다하고 내륙 깊이 들어와 있으니, 그 예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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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기 힘들다 ” 라고 말하며 성문을 굳게 지켰다. 마침내
왜적이 제물에 물러가기 시작했다. 왕은 먼저 날쌘 기병 2백
명을 보내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동시에 보졸 1천명을 보내
앞뒤에서 협공을 했다. 왜인의 죽은 자와 사로잡힌 자의 수
가 매우 많았다.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본다. 아신왕은 393년 봄 정월
에 동명왕의 사당에 배알을 하고, 또 남쪽 제단에서 천지신
명에게 제사를 지냈다. 왕은 진무를 좌장으로 삼고 병마사를

此之御世 定賜海部 山部 山守部

위촉하였다. 진무는 아신왕의 외숙으로서, 침착하고 굳세며

伊勢部也 亦作劒池 古248

뛰어난 지략이 있었으니,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
을 하였다. 394년, 아신왕은 장자 전지를 태자로 책봉했다.

應神 五年 秋八月 令諸國 定海人

아신왕의 차자는 훈해, 막내아들은 설례 이었고, 신제도 라는

及山守部 上365

딸도 있었다.
근구수왕이 진고도의 딸을 왕후로 맞았었는데, (근구

崇神 十二年 始校人民 更科調役

수왕의 장자이며 아신왕의 부친인) 침류왕은 진무의 누이를

此謂男之弭調 女之手末調也 是以

왕후로 삼았던 것이다. 일찍이, 근구수왕의 부친인 근초고왕

天神地祇共和享 而風雨順時 百穀

역시 [진정의 누이동생]을 왕후로 삼았었다. 백제왕실이 “연

用成 家給人足 天下大平矣 故稱謂

속적 ” 으로 3대에 걸쳐 진씨 집안의 여인을 왕비로 맞이한

御肇國天皇也 十七年 詔曰 船者天

것이다. 나는 호무다를 진정의 외손자로 추정을 하고 있다.

下之要用也 今海邊之民 由無船以
甚苦步運 其令諸國 俾造船舶 上
249

(8) 생산 활동의 진흥
應神 五年 冬十月 科伊豆國 令造

394년 가을 8월, 호무다는 령을 내려, 아마 베, 야

船 長十丈 船旣成之 試浮于海 便

마 베(山部), 야마모리 베, 이세 베(伊勢部)를 정해서 만들도

輕泛疾行如馳 故名其船曰枯野 若

록 했다. 특히, 모든 고을마다, 고기잡이를 담당하는 아마(海

謂輕野 後人訛歟 上365

人)베와 사냥과 채취를 담당하는 야마모리(山守)베를 만들도
록 명했다.

神應 三十一年 秋八月 取其船材

야마토 왕국은 우지-카바네(氏姓)라는 정치-사회

爲薪而燒鹽 於是 得五百籠鹽 則施

조직을 기반으로 세워졌다. 우지란, 혈연관계가 없는 구성원

之周賜諸國 因令造船 是以 諸國一

도 포함을 하는 씨족 집단으로서, 확대된 의미의 “집안”같

時貢上五百船...初枯野船 爲鹽薪燒

은 인간적인 울타리를 뜻한다. 언어학적으로 어원을 따져서

之日 有餘燼 ...天皇異以令作琴 其

생각을 해 본다면, 인간적인 “울(욼)” 혹은 “우리” 속에

音경鏘而遠聆 是時 天皇歌之曰 ...

“무리(衆)”를 지어 함께 생활을 함으로서 “우리(我)”라는

上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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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三 阿莘王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집단이 바로 “ 우지 ” 혹은 “ 우

四年 秋八月 王命左將眞武等伐高

디”인 것이다.

句麗 麗王談德親帥兵七千 陣於浿

우지카미(氏上)라고 부르는 씨족 우두머리와 일부

水之上拒戰 我軍大敗 死者八千人

우지비토(氏人) 구성원은, 야마토 조정 내의 세습적인 지위를

冬十一月 王欲報浿水之役 親帥兵

나타내는, 카바네(姓) 칭호를 부여받았다. 카바네 칭호를 가

七千人過漢水 次於靑木嶺下 會大

진 우지 카미들은, 조직 구성원들을 통솔하면서, 신생 왕국의

雪 士卒多凍死 廻軍至漢山城 勞軍

통치자를 위해, 국가 운영을 위한 온갖 생산적-행정적 역할

士 三下45

을 수행 했던 것이다.

亦新羅人參渡來 是以建內宿禰命引

비토(氏人)와 베민(部民, 部曲)들을 이끌고 생산 활동을 했

率 爲役之堤池而 作百濟池 古248

다. 반조는, 조정의 관리로서, 토모(伴)라고 하는 세습적 집

應神 七年 秋九月 高麗人 百濟人

단과 토모베(品部)라는 직업 베민을 거느리고, 제사 등 특정

任那人 新羅人 並來朝 時命武內宿

임무를 수행했다. 지방에서는, 토착 세력가 혹은 조정에서 파

禰 領諸韓人等作池 因以 名池號韓

견된 사람이 국조(國造)가 되어 우지를 구성하였다.

왕실에 예속된 반조(伴造)나 우지카미는 모두 우지

우지에 소속되어 있는 베(部)라는 조직은 백제의 부

人池 上367

제도를 모방한 것인데, 관료조직화 된 백제의 부에 비교 해
應神 三十一年 秋八月 新羅王 ...

보면, 거의 전혀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임기응변적으로

乃貢能匠者

신축성 있게 그때그때 발생하는 필요에 따라 조직이 되어,

是猪名部等之始祖也

上379

부여받은 특정 생산 활동에 종사했다. 베는 심지어 2명 혹은
3명의 인원으로도 구성이 되었다.

崇神 六十二年 詔曰 農天下之大本

그 해에는 태풍의 피해도 없었을 뿐 아니라, 비도

也 民所恃以生也 今河內狹山埴田

알맞게 내렸기 때문에 백곡이 보기 좋게 여물었다. 이른 가

水少 是以 其國百姓 怠於農事 其

을, 최초로 호구조사를 실시했다. 농작물뿐 아니라, 남자들이

多開池溝 以寬民業 造依網池 作刈

사냥을 해서 잡은 산짐승의 가죽과 여인들이 짜서 만든 삼베

坂池 反折池 上253

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세를 부과했다.
당시 일본 땅에서는 해변에 사는 사람들마저도 배가

播磨國風土記 神前郡 多駝里 ...

없어서, 육로로 물건을 나르는 고생을 하고 있었다. 일본열도

品太天皇 巡行之時 大御伴人 佐伯

에서 배만큼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 없을 것이므로, 각 해안

部等始祖阿我乃古 申欲請此土 爾

지방 사람들에게 선박들을 건조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394년

時 天皇勅云 直請哉 故曰多駝 ...

겨울 10월, 특히 이즈 지역 주민들에게는, 10장 길이의 배를

云墓 又云城牟禮山 一云 掘城處者

건조토록 했다. 후에, 이즈 에서 완성된 배를 바다에서 시험

品太天皇御俗 參到來百濟人等 隨

해 보니, 물위를 가볍게 뛰는 듯이 빠르게 달렸다. 이 배의

有俗 造城居之 其孫等 川邊里三家

이름을 카라노 라고 지었다.

人 夜代等 所以云八千軍者 天日杅
命 軍在八千 故曰八千軍野 蔭山

이 배는, 훗날 그 수명이 다 되었을 때, 해체되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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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굽는데 장작 대신으로 사용되었다. (소금 제조방식이 천

里 ... 品太天皇御蔭 隨於此山 故

일염 방식이 아니었던 것 같다.) 오백여 통의 소금이 수확되

曰蔭山 又號蔭岡 爾除道刃鈍 仍勅

어 각 지방에 하사되었다. 소금을 전달받은 각 지방은, 답례

云 磨布理許 故云磨布里村 風330

의 뜻으로 배를 만들어 올리도록 명을 받았다. 각 지방에서
5백여 척의 배가 만들어 올려졌다. 소금 한통에 배 한척 꼴
이다. 카라노의 타다 남은 나무토막을 가지고 가야금을 만들
었는데, 그 맑고 고흔 소리가 하도 멀리 퍼져 나가기에, 호무
다가 그 소리에 맞추어 손수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한다. 술
과 노래를 즐기는 호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2000년 1월, 대전시 월평동 유적에서 백제의 8현
가야금이 출토되었다. 통 오동나무 속을 파내어 울림통을 만
들고, 밤나무나 박달나무 같이 단단한 나무로 (줄을 매는 부
분인) 양이두(羊耳頭)를 깎아서 12줄 가야금을 만드는 전통
은 신라나 가야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알았었다. 그런데 이
번에 발견된 백제의 8줄 가야금은, (실물로 전해오는) 8세기
경에 제조된 12줄 가야금과 같은 모양이었다. 호무다가 그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가야금은 백제식의 8현
가야금이었을 것이다.
삼국사기를 본다. 395년 가을 8월에 아신왕은 좌장
진무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였다. 그러나 광개
토왕이 친히 군사 7천명을 거느리고 패수 위쪽에서 막아 싸
우니, 백제 군사가 대패하여 죽은 자가 8천명에 달했다. 그
해 겨울 11월, 아신왕은 패수에서 당한 치욕을 보복하려고,
친히 군사 7천명을 거느리고 한수를 건너 청목령 아래로 진
격했다. 그러나 때마침 큰 눈이 내려, 병사들 중에 얼어 죽는
자가 많았으므로, 한산성으로 회군하여 군사를 위로하였다.
[396년 9월] 고사기에 의하면, 호무다는 그 해에,
“신라”에서 온 사람들을 타케우치(타케시우치)에게 인솔시
켜 저수지를 만들도록 한 다음, “백제지”라고 이름을 지었
다 한다. 그런데 8년 후에 편찬된 일본서기에서는, 396년 9
월에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사람들”이 야마토 조정에
왔는데, 호무다가 타케우치 에게 명해 이들 한인(諸韓人)들을
데리고 저수지를 만들게 한 다음, 그 이름을 “한인지”라고
지었다고 기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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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고사기 기록대로, 신라 사람들을 시켜 백제

아무튼 신라에서 보낸 기술자도 한 명

라는 이름의 저수지를 팠다고 하면, 읽는 사람들이 당장 그

있었다. 이 신라왕이 보낸 기술자는

의미를 알아차릴 것이 두려워서, 후에 일본서기를 편찬하게

이나베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되자, 내용을 바꾸어 가지고 기록을 한 것 같다.

<주7-2>

이 오오진 7년 9월조에 한인(韓人)들이 속하는 네
개의 국가들 중 하나로 (고구려, 백제, 신라 등과 함께) 등장
하는 임나(任那)는 가야연맹 국가들 전체를 지칭한다. 일본서
기는, 옛 변한 땅의 가야연맹국가 전체뿐만 아니라, 가야연맹
구성원의 하나인 임나 역시 똑같이 한자로 임나라 쓰고 미마
나 라고 읽기 때문에 독자를 혼동시킬 때가 많다. 독자들은
일본서기를 읽을 때, 전후의 문맥을 보아 임나가 가야연맹국
가 전체를 의미하는지 혹은 그 구성원의 하나인 임나를 의미
하는지, 그때그때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가야 연맹
국가 전체를 삼국사기-삼국유사 기록에 따라 가야 (加耶, 駕
洛)라 부르고, 가야연맹을 구성하는 임나 혹은 가라(加羅) 등
은 그대로 임나 혹은 가라라 부른다.
농사는 천하의 기본이었다. 당시 카후치 에서는 농
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농사를 게을리 하고
있었다. 이를 보고 호무다는, 저수지와 수로를 부지런히 축조
하라고 명령을 했다. [397년 말] 3개의 저수지가 완성되었다.
이 기록은 스으진 조에 있는 것이다.
하리마 풍토기는 키 무레(城 牟禮) 산에 대한 기록
에서, 호무다 치세 때 “백제로부터 도래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하던 식으로, 흙을 파 성을 쌓아 올리고 살았다고
말한다. 한국 고어에서, 산은 “모” 또는 “뫼”라 했다. 따
라서 “무레”는 산을 의미 했을 것이다. 그런데 백제 사람
들은 아주 특이하게 성(城)을 키(己,只)라고 불렀다. 물론 야
마토 왕국에서도 성을 “키”라고 불렀다. (이기문, 1972: 37
-38) 그러므로 여기서 “ 키 무레 ” 는 “ 성 의 산 ” 이라는
뜻으로, 백제 사람들이 (몽촌토성 모양) 흙으로 축조하는
“산성”을 말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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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개토 대왕

廣開土王碑文 百殘 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

광개토왕(391-412년) 비문은, 백제와 신생 왕국인

百殘[任][羅][加]羅 以爲臣民 以

야마토 왜 사이의 화호(和好), 결호(結好), 교친(交親)을 다음

六年丙申 王躬率水軍 討伐殘國 軍

과 같이 표현 했다: “왜가 신묘년(391년)이래 바다를 건너

至窠南 功取壹八城 ...逼其國城 殘

와 백제를 쳐 부시고 그들의 신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호

不服義 敢出迎戰 王威赫怒 渡阿利

태왕은 병신년(396년)에 몸소 수군을 인솔하여 백제국을 토

水 遣刺迫城 殘兵歸穴 就便圍城

벌했다. 대군은 백제의 국경을 넘어, 수많은 성을 공격해 빼

而殘主困逼獻出男女生口一千人 細

앗으면서 백제 수도로 핍박해갔다. 그러나 백제는 항복을 하

布千匹 跪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

지 않고 감히 출병하여 싸움을 벌렸다. 호태왕이 어찌 이런

客 太王恩赦始迷之愆 錄其後順之

광대 같은 도전을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왕은 대노하여 군

誠 於是得五十八城 村七百 將殘主

사를 거느리고 아리수를 건너, 선두부대를 독려하면서 백제

弟幷大臣十人 旋師還都

수도를 향해 진격했다. 백제 군대는 두려워서, 그들의 소굴로
도망을 갔다. 우리 군대는 즉시 그들의 왕성을 포위했다. 백
제 (아신)왕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게 되자, 남녀 생구 1천명
과 세포 1천 필을 헌납하면서, 호태왕 면전에 꿇어앉아, 이
후로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고 서약을 했다. 호태왕은 은혜를
베풀기로 하고 용서를 해준 뒤, 백제왕이 후에 얼마나 성심
껏 자기가 서약한 말을 지킬 것인지를 주시해 보기로 했다.
호태왕은, 이 백제와의 전투에서, 58개의 성과 7백 개의 촌
락을 얻었다. 왕은 백제왕의 동생과 대신 등 10여명을 잡아
가지고, 출정했던 군사와 함께 왕도로 돌아왔다.”
광개토왕(호태왕) 비는, 아들 장수왕(413-491년)이
부친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414년에 왕도 국내성에 세운 것
이다. 국내성은, 일찍이 서기 4년에 유리왕이 천도를 해서
장수왕이 427년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길 때까지, 423년 간
고구려의 수도였다.
청 나라 왕조는 흑수말갈 생여진족의 본고장인 길림
과 흑룡강변뿐 아니라 요동지역에도 한(漢)족의 유입을 방지
하여, 말 타고 활 쏘는 유목민족의 습속을 보존하려 했다. 특
히 장백산맥 일대는 모두 봉금(封禁)의 땅으로, 사람들의 출
입이 금지되었다. 청 나라 말년에 와서는, 이 변금(邊禁)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무인지대가 대대적으로 불법 개간되기 시
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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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경에 개간이 양성화되었을 때, 현지(집안현)
에서 서계관 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던, 금석문 애호가 관
월산에 의하여 광개토왕비의 탁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후, 관월산과 가깝게 지내던 담국환 집안사람들이, 인부를 보
내 탁본들을 몇 번 더 떠오게 했다. 1903년경부터는, 탁본을
할 때, 석회를 사용해서 글자를 보수하기 시작했다. 집안현
향토지에 의하면, 일제의 만주 침략군 제 57연대장이, 집안
현 지사에게 돈을 주면서 비석을 일본으로 옮기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10) 태자 전지의 도래
應神 八年 春三月 百濟人來朝 百

일본서기 오오진 8년 3월조는 백제기(百濟記)를 인

濟記云 阿花王立无禮於貴國 故奪

용 한다: “ 아화왕이 [과거에 진사왕이 그랬던 것처럼 호무

我枕彌多禮 及峴南 支侵 谷那 東

다 에게] 무례하게 대했기 때문에, [호무다가 군사를 보내]

韓之地 是以 遣王子直支于天朝 以

침미다례, 현남, 지침, 곡나 등 동쪽의 땅들을 빼앗았다. 그

脩先王之好也 上367

러자 백제 아화왕은, 선왕 때처럼 우의를 한층 돈독하게 하
기 위해, 왕자 직지를 야마토 조정에 보냈다(遣).” 삼국사기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三 阿莘王

는 아신왕 6년(397년) 5월조에, 아신왕이 왜국과 우호를 맺

六年 夏五月 王與倭國結好 以太子

고 태자 전지를 질(質)로 보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일본서

腆支爲質 三下45

기는 그저 “보냈다(遣)”라는 표현을 했는데, 신라 지배층의
후손인 김부식은 “질(質)”이란 표현을 한 것이다.
[아신왕의 맏아들인 전지는 호무다 보다 두 세대 아
래에 속하는 젊은이였다. 하지만 호무다가 50세가 넘어서 낳
은 사자키(닌토쿠) 보다는 나이가 위였을 것 같다.]
아무튼 오오진 8년은 백제 아신왕 6년(397년)에 해
당된다. 소위 신공황후 섭정 기간에 나타난 120년 괴리 현상
은 이제 오오진 조의 기록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일
찍이 아스톤(NI: 256-257)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학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삼국사기의 기록들을 근거로 역산을 해서,
당시 일본서기의 내용이 실제보다 120년이나 앞으로 당겨져
서 기록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서기와 삼국사기의 기록
내용이 일치할 경우, 삼국사기 쪽의 년도가 분명한데다 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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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다.
일본서기는 호무다가 왕위에 오른 해를 270년(庚寅
年)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 우리가 측정하는 390년(庚寅年)
과는 정확하게 120년의 차이가 난다. 이것은 일본서기 편찬
자들이 호무다를 신공왕후의 아들로 만들고, 또 그녀를 위서
동이전에서 나오는 히미꼬 여왕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생긴
괴리다. 그래도 일본서기가 호무다 즉위 년도를 “ 경인년 ”
이라고 기록을 해 준 것은, 후세 독자들로 하여금 실제 즉위
년도를 쉽게 추정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일본서기 기록과, 삼국사기와 중국 정사에서 나오는
실제 연도 사이의 괴리는, 호무다 시대 이후에도 상당기간
유지되다가, 점차로 그 간격이 작아져서 결국은 양쪽의 연도
기록이 일치하게 된다. 최초로 양쪽의 연도가 완전히 일치한
기록은, 무녕왕이 461년에 탄생했다는 사실 기록이다.
물론 461년 기록 이후에도 양쪽 년도가 일치하지 않
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390-461년 기간 같이 황당한 괴리
는 아닌 것이다. 하지만 120년의 격차가 영의 격차로 좁혀지
는 과도기(390-461년)의 일본서기 기록들은, 중국 송서의
왜 5왕 기록 등을 참조 해 본다 하더라도, 그 정확한 년도를
추정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
나는 호무다의 왕위 등극을 기준으로, 그 바로 앞뒤
의 기록은, 일본서기가 말하는 년도에다 무조건 120년을 더
해, 실제 해당 년도들을 모두 추정했다. 그러나 그 기준 시점
에서 멀어질수록, 120년의 격차를 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계속 축소하면서 추정을 해야만 했다.
백제 왕실과 신생 야마토 왕국과의 관계는, 397년에
아신왕이 태자 전지를 야마토 조정으로 보낸 후 아주 현저하
게 친밀한 관계가 된 것 같다. 아신왕은, 진사왕과는 달리,
신생 야마토 왕국을 백제와의 공동 운명체로 보고, [자신보다
한 세대 위에 속하는 사람인] 시조 호무다를 집안의 어른으
로 대접을 하기로 했던 것 같다. 397년 이후, 다시는 백제왕
이 야마토 왕실을 무례하게 대했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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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神 九年 夏四月 遣武內宿禰於筑
紫 以監察百姓 時武內宿禰弟甘美

(11) 신생 왕국의 불안정성

內宿禰 欲廢兄 卽讒言于天皇武內
宿禰 常有望天下之情 今聞 在筑紫

398년 여름 4월, 호무다는 타케우치(타케시우치)를

而密謀之曰 獨裂筑紫 招三韓令朝

쯔쿠시(북 큐우슈우)로 보내 그곳 주민들을 감찰토록 했다.

於己 遂將有天下 於是 天皇卽遣使

[북 큐우슈우는, 야요이 시대 600년 동안, 주로 가야 사람들

以令殺武內宿禰 時武內宿禰歎之曰

이 건너와 자리를 잡고 살았던 땅이다.] 당시 타케우치의 동

吾元無貳心 以忠事君 今何禍矣 無

생 우마시는 자기 형을 제거하려고, 호무다에게 다음과 같이

罪而死耶 於是 有壹伎直祖眞根子

근거 없는 고자질을 했다: “타케우치는 항상 천하를 도모하

者 ... 曰 願密避之 參赴于朝 親辨

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타케우

無罪

...時武內宿

치가 쯔쿠시에서 몰래 일을 꾸미면서, ‘내 스스로 쯔쿠시를

禰 ... 浮海以從南海廻之 泊於紀水

떼어내어, 한국의 백제, 신라, 가야 세 나라로 하여금 나와

門 僅得逮朝 乃辨無罪 天皇卽推問

거래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궁극적으로 천하를 도모 해야겠

武內宿禰與甘美內宿禰 於是 二人

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而後死不晩也

各堅執而爭之 是非難決 天皇勅之

호무다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사람을 보내 타케우

令請神祇探湯 是以 武內宿禰與甘

치를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타케우치는 이 소식을 듣고 탄식

美內宿禰 共出于磯城川湄 爲探湯

하면서 “ 내 원래부터 딴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호무다에

武內宿禰勝之 便執橫刀 以毆仆甘

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 죄도 없이 화를 당하게

美內宿禰 遂欲殺矣 天皇勅之令釋

되었구나”라고 한탄을 했다. 그때, 측근의 한 사람이 타케우

上367-369

치 에게 충고를 했다: “지금 대신께서 아무 흑심이 없이 주
군에게 충성을 한다는 것은 천하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
다. 그러니 아무도 모르게 왕도로 잠입해서 주군께 직접 무
죄함을 호소 해 보십시요. 그런 연후에 죽더라도 늦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타케우치는, 남몰래 쯔쿠시를 떠나
남쪽 바다 길로 조정에 들어가, 자신의 무죄를 호무다에게
직접 호소했다.
호무다는 타케우치와 우마시 양인을 대질 심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
에 판결이 힘들었다. 그래서 호무다는 이 두 사람으로 하여
금, 끓는 물에 손을 담그게 하는 토속적인 방법으로, 천신과
지신의 판정을 구하기로 했다. 양인은 시키강 둑 위로 나가,
끓는 물의 시험을 받았다. 결과는 타케우치의 승리였다. 타케
우치는 즉시 횡도로 우마시를 죽여 버리려 했으나, 호무다가
살려 주도록 조처를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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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神 十一年 冬十月 作劒池 輕池
鹿垣池 廐坂池 上369

(12) 사자키(닌토쿠)의 등장
應神 十三年 秋九月 一云 日向諸

400년에 저수지 4개가 축조되었다. 402년 가을 9월,

縣君牛 仕于朝庭 年旣耆耈之不能

히무카 출신인 우시모로이 라는 사람은, 야마토 조정에서 오

仕 仍致仕退於本土 則貢上己女髮

래 동안 봉직을 하다가, 나이가 너무 들어 일을 할 수 없게

長媛 始至播磨 上371

되자, 자기 본고장인 히무카(日向)로 낙향을 했다. 그 대신,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신의 딸 카미나가 를 왕께 바치고자 했

髮長媛至自日向

다. 호무다는 내심 크게 기뻐, 그녀를 취하려고 특별히 사람

爰皇子大鷦鷯尊 及見髮長媛 感其

을 히무카로 파견했다. 히무카란 야마토 왕국의 시조 호무다

形之美麗 常有戀情 於是 天皇知大

가 한반도를 출발하여 최초로 상륙한 큐우슈우 땅인 것이다.

鷦鷯尊感髮長媛而欲配 是以 天皇

카미나가는 야마토에 도착해서 쿠하쓰 라는 마을에 거처를

宴于後宮之日 始喚髮長媛 因以 坐

정하게 되었다. 당시 10여살 밖에 안 된 왕자 사자키는, 카

於宴席

미나가가 나니하 나루터에 도착할 때, 우연히 그녀를 볼 수

媛...便知得賜髮長媛 而大悅之 上

있었다. 사자키는 그녀의 단정한 용모와 아름다움에 반해, 어

369

便安置於桑津邑

時撝大鷦鷯尊

以指髮長

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연정을 품게 되었다. 이를 눈
치 챈 호무다는, 카미나가를 사자키의 배필로 삼기로 마음을

瞻大雀命之所佩御刀歌曰 本牟多能

정했다.

比能美古

어느 날, 호무다는 후궁에서 주연을 베풀 때, 카미나
가를 불러 연회석에 앉혀 놓고, 사자키를 불러오게 했다. 호

意富佐邪岐

意富佐邪

岐... 釀大御酒 獻其大御酒之時...
而歌曰... 古246

무다는 카미나가 에게 잣나무 잔에 술을 따라 사자키한테 주
도록 했다. 사자키는 부친이 자기에게 카미나가를 주려는 것
을 알아차렸다. 그날 이후, 사자키는 그녀를 한시도 멀리하지
않았다.
고사기는 이 얘기를 마친 바로 다음에, 사람들이 사
자키가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보고 “ 호무다의, 햇님의 아
드님, 오호 사자키 ... ”라고 노래를 부르며, 술을 빚어 바
쳤다고 기록을 했다. 사자키의 왕위 계승을 예고하는 것이다.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三 阿莘王

(13) 백제인의 대규모 도래: 弓月君自百濟來歸

七年 春二月 以眞武爲兵官佐平 沙
豆爲左將... 八年 秋八月 王欲侵高

삼국사기를 본다. 아신왕은 398년 봄 2월에 진무를

句麗 大徵兵馬 民苦於役 多奔新羅
戶口衰減 三下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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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開土王碑文 九年己亥 百殘違誓

병관좌평으로 삼고, 사두를 좌장으로 삼았다. 399년 가을 8

與倭和通 王巡下平穰 而新羅遣使

월에 아신왕이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크게 병마를 징발하니,

白王云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

많은 백성들이 괴로워 신라 쪽으로 달아났기 때문에, 호구가

奴客爲民 歸王請命 太王恩慈 稱其

크게 줄어들었다. 아마 이 달아난 사람들이, 후에 궁월군 과

忠誠 特遣使還 告以密計 十年庚子

아치 오미를 따라 야마토로 이주한 백제인들 인 것 같다.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호무다는 고구려 광개토왕이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

를 핍박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399년 말에 야마토 군사를

退

보내 백제를 도와 싸우도록 했다. 태자 전지가 397년에 도래

自倭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卽歸服

安羅人戌兵

拔新羅城

[ ]城 倭寇大潰 城內十九 盡拒隨

한 이후 대폭 확대된 백제로부터의 인적, 물적 지원은, 호무
다로 하여금 한층 적극적으로 백제를 돕도록 만든 것 같다.

倭 安羅人戌兵 新羅城 ... 殘倭遣

광개토왕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399년,

逃 拔[ ]城 安羅人戌兵 昔新羅寐

백제는 (3년 전에) 서약한 것을 위반하고 왜와 연합(和通)했

錦 未有身來論事 [ ][ ][ ][ ][廣]

다. 광개토왕은 평양으로 내려가 순시를 했다. 그때, 신라왕

開土境好太王[ ][ ][ ][ ]寐錦[ ]家

이 사신을 보내, 지금 신라의 국경 지방은 왜인들로 가득 찼

僕勾請[ ][ ][ ]朝貢

으며, 성지는 모두 파괴를 당했기에, 광개토왕의 가르침을 듣
고자 한다고 말했다. 400년, 광개토왕은 보병과 기병 5만을

應神 十四年 春二月 百濟王貢 縫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남거성으로부터 신라성에 걸쳐

衣工女 曰眞毛津 是今目衣縫之始

왜인이 그득했었는데, 고구려 군이 도착하자 이들은 모두 퇴

祖也 是歲 弓月君自百濟來歸 因以

각을 하기 시작했다. 왜적의 배후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任

奏之曰 臣領己國之人夫百二十縣而

那) 가라(加羅)의 종발성에 이르자, 성은 즉시 투항하였다.

歸化 然因新羅人之拒 皆留加羅國

왕은 신라인을 그곳에 보내 지키도록 했다. 이어서 신라성을

爰遣葛城襲津彦 而召弓月之人夫於

공격하자, 왜구는 크게 무너졌다. 성안의 대부분 사람들이 왜

加羅 然經三年 而襲津彦不來焉 上

인을 따라가기를 거부했다. 왕은 신라인들로 하여금 성을 지

371

키게 했다. 나머지 왜구는 흩어져 달아났다. 예전에는 신라왕
이 스스로 와서 정사를 논함이 없었으나, 호태왕(광개토왕)
대에 이르러 조공을 하게 되었다.”

<주7-3>
가라국이라는 명칭은 삼국사기의 신라

403년, 궁월군이 “백제”로부터 건너 와서 호무다

본기 나해니사금(奈解尼師今) 편과 열

에게 다음과 같이 말 했다:“신이 120개 현 사람들을 데리고

전 사다함(斯多含) 편에도 나온다.

귀화를 하려 오는데, 신라 사람들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이 지금 가라국(加羅國)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주7이 기록의 내용은 삼국사기(399년 8월조)뿐만 아니라, 광

新撰姓氏錄 左京諸蕃上 漢 太秦公

3>

宿禰

개토대왕 비문의 내용과도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出自秦始皇帝三世孫孝武王

也... 男融通王 一云弓月王 譽田天
皇 諡應神 十四年 來率(百)二十七
縣百姓歸化... 大鷦鷯天皇 諡仁德

다.
광개토왕 비문을 보면, 옛 변한 땅의 가야연맹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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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 임나 와 가라 ” 라고

御世 以百二十七縣秦氏 分置諸郡

부른 것 같다. 즉 광개토대왕 비문의“임나가라종발성”이라

卽使養蠶織絹貢之... 仍賜姓波多次

는 구절은 (신라나 백제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옛 변한 지

... 秦公酒 大泊瀨幼武天皇 諡雄略

역의 종발성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御世 絲綿絹帛委積如岳...賜號曰禹

삼국사기 열전 강수(强首)편을 보면, 그가 임나가량

都萬佐 新279

(任那加良) 사람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여기서 “임나가량”
사람이란 표현 역시“옛 변한지역”사람을 의미한다고 이해

新撰姓氏錄 山城國諸蕃 漢 秦忌寸

할 수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15년(554년)

太秦公宿禰同祖...弓月王... 賜大和

조에도 가량(加良)이란 명칭이 나온다.

朝津間腋上地居之焉... 大鷦鷯天皇

궁월군의 말을 듣고, 호무다는 카즈라키 소쯔비코를

諡仁德 御世 賜姓曰波陁 今秦字之

가라로 보내, 신라인들을 물리치고, 궁월군이 인솔해 오던 사

訓也 ...大泊瀨稚武天皇 諡雄略 御

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했다. 하지만 많은 군사를 인솔하고

世 奏偁 普洞王時 秦民惣被劫略

한국으로 떠난 카즈라키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돌아오

今見在者 十不存一 請遣勑使 撿括

지 않았다. 궁월군이 인솔해 오던 사람들은 405년 말에야 야

招集... 得秦民九十二部一萬八千六

마토 땅에 도착한다. ［ 실은 카즈라키가 야마토 군사를 이끌

百七十人 遂賜於酒...是時置大藏官

고 한국에 건너왔을 때, 신라와의 전투도 여의치 않았을 뿐

員 以酒爲長官...天平二十年在京畿

아니라, 백제가 막 고구려를 공격 하려든 참 이었기 때문에,

者 咸改賜伊美吉姓也 新307-308

카즈라키는 우선 백제를 도와서 고구려와 싸우지 않을 수 없
었던 것이었다.］
신찬성씨록은 궁월군을 궁월 왕이라고 부르면서, 궁

仁德 四十一年 春三月 百濟王之族
酒君无禮 由是 紀角宿

訶責百濟

월군이 인솔하고 도래한 하타(秦) 씨족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王 時百濟王悚之 以鐵鎖縛酒君 附

[2대왕] 사자키 때 하타(波多, 波陁)라는 카바네(姓)가 하사

襲津彦而進上 爰酒君來之 則逃匿

되었다고 기록을 했다. 또 “하타”란, “진”이라는 한자의

于石川錦織首許呂斯之家 則斯之曰

“ 뜻 ” 을 읽은 것 (秦字之訓也) 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즉,

天皇旣赦臣罪 故寄汝而活焉 久之

당시 야마토 사람들은 “진”이라는 한자를 “하타”라고 읽

天皇遂赦其罪 四十三年 秋九月 依

은 것 같다. 요즘 옥편을 보면, 진이라는 한자는 곡식(벼)이

網...捕異鳥...天皇召酒君... 酒君對

름(禾名) 혹은 나라 이름을 뜻한다.

曰 此鳥之類 多在百濟 得馴而從人

일본서기는, 사자키 때에 백제 왕족인 사케 키미(酒

亦捷飛之掠諸鳥 百濟俗號此鳥曰俱

君)가 도래했으며, [7대왕] 하쯔세 때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

知 是今時鷲也 乃授酒君令養馴 未

던 하타 씨족들을 한데 모아 하타 씨족의 사케 키미(秦酒公,

幾時而得馴

일명, 하타 미야츠코 사케 秦造酒)에게 통솔을 하도록 주었다

以小鈴著其尾 居腕上 獻于天皇 是

고 기록을 했다. 신찬성씨록 역시 하쯔세 때 전국에 흩어져

日 幸百舌鳥野而遊獵 時雌雉多起

있던 하타 씨족들을 한데 모아 사케(酒)에게 통솔토록 했고,

乃放鷲令捕 忽獲數十雉 上409

당시 왕실 재물의 출납을 담당하는 오호쿠라(大藏) 관직을

酒君則以韋緡著其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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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撰姓氏錄 山城國諸蕃 漢 秦忌寸

만들면서, 사케를 그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기록했다.“사케”

秦始皇帝五世孫弓月王之後也

또는 “사케 키미”와, “하타 사케 키미” 혹은 “하타 미

新

야츠코 사케 ” 는, 동일인을 지칭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308

지칭할 수도 있다.
左京諸蕃上 漢 秦造 始皇帝五世孫
融通王之後也 新280

아무튼 신찬성씨록은, 태진공(太秦公)과 하타 이미끼
(秦 忌寸, 伊美吉) 라는 씨족들이 모두, 진시황 3세손 효무왕
의 후예인, 궁월왕을 시조로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이

新撰姓氏錄 左京諸蕃上 漢 秦忌寸

들을 중국(漢)에서 도래한 씨족으로 분류를 해서 기록했다.

太秦公宿禰同祖 功滿王三世孫秦公

“하타 진”이라는 글자를 “진나라 진”으로 읽은 다음, 진

酒之後也 新295

시황의 후예로 비약을 시킨 것이다.
수많은 일본사학자들은, 이 신찬성씨록의 분류방법

新撰姓氏錄 和泉國諸蕃 百濟 百濟

을 근거로,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 백제 ” 로부터 왔다는 분

公 出自百濟國酒王也 新330 右京

명한 기록들을 무시하고, 하타 씨족과 그 시조 궁월왕이 백

諸蕃下 百濟 刑部 出自百濟國酒王

제가 아니라 중국에서 건너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예컨대

也 新303

현대 일본의 중견 사학자인 사카모토 타료오(坂本太郞)와 히
라노 쿠니오(平野邦雄)가 감수한 일본 고대 씨족 인명사전을

新撰姓氏錄 大和國諸蕃 百濟 波多

보면, 궁월군과 하타 씨족이 도래인 집단(渡來人集團) 이라고

造

말은 하면서도, 오직 진시황 얘기만을 하지, 일본서기에 분명

出自百濟國人佐布利智使主也

新313

하게 기록된 “백제”라는 두 글자는 나타나지도 않는다.

續日本紀 卷第四十 桓武天皇 延曆

록을 보고서도, 이 신찬성씨록 분류방법을 근거로, 하타 씨족

十年四月 戊戌 ...忌寸最弟 ... 連

의 출자가 중국(진 시황제)이라고 수많은 일본사학자들이 주

眞象等言 ... 伏望 同賜榮號 ... 有

장을 하는 것을 보면, 대다수 일본 사학자들이 간절히 믿고

勅 責其本系 最弟等言 漢高帝之後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궁월군이 백제로부터 왔다는 일본서기의 분명한 기

曰鸞 鸞之後 王狗 轉至百濟 百濟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본다. 백제 아신왕은 402년 5

久素王時 聖朝遣使 徵召文人 久素

월에 사신을 왜국에 보내어 큰 구슬을 구하였다. 403년 봄 2

王 卽以狗孫王人貢焉 是文武生等

월에 왜국의 사자가 왕도에 이르자, 왕은 이들을 특별히 후

之祖也 於是 最弟及眞象等八人 賜

대하였다.

姓宿禰 續五496-498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三 阿莘王

(14) 복식의 급격한 변화

十一年 五月 遣使倭國求大珠 十二
年 春二月 倭國使者至 王迎勞之特
厚 三46

403년 봄 2월, 백제왕 아신은 진모진 이라는 의복
만드는 여공을 보냈다. 그녀가 바로 쿠메“키누누히”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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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다. 호무다는 후에, 아야 씨족의 선조인 아치 오미와 그

應神 十四年 春二月 百濟王貢縫衣

의 아들을 동진으로 보내, 재봉기술자 여공을 구해오라고 명

工女 曰眞毛津 是今來目衣縫之始

령했다한다. 그들 일행은 고구려 땅을 거쳐서, 고구려왕이 제

祖也 上371

공한 길잡이 두 명의 도움을 받아, 육로로 동진에 도착하여
(당시에는 바닷길로 남부 중국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應神 三十七年 春二月 遣阿知使主

일이었다) 가지고 온 토산품을 동진의 안제 에게 공물로 바

都加使主於吳 令求縫工女 爰阿知

쳤다.

使主等 渡高麗國 欲達于吳 則至高

동진 조정은, 이 정성에 대한 답으로, 의복을 잘 만

麗 更不知道路 乞知道者於高麗 高

드는 네 명의 재봉기술자 여공을 보내주었다. 이들 후손이

麗王乃副久禮波久禮志二人 爲導者

쿠레 재단사(吳衣縫)와 카야 재단사들이다. 일본서기(岩波版)

由是 得通吳 吳王 於是 與工女兄

381쪽의 각주에 의하면, 이들 재단사들은 (“키누누히” 베

媛 弟媛 吳織 穴織 四婦女... 是女

의 구성원이 되어) 야마토 아야 씨족의 관리 하에 있게 되었

人等之後

다. 신찬성씨록에 의하면, 중국풍의 옷을 만드는 사람들의 우

上379-381

今吳衣縫蚊屋衣縫是也

두머리(吳服 造)는 백제인 이었다.
하리마 풍토기를 본다. 이세노 라는 고장은, 사람들
이 새로 정착을 해 보려 할 때마다 변고가 생겼다. 헌데 재

新撰姓氏錄 河內國諸蕃 吳服造 出
自百濟國人阿漏史也 新327

봉 기술자인 “키누누히”베와 아야 씨족의 사람들이 이 곳
에 정착을 하게 되자, 그들은 우선 신사를 짓고 이세의 신들

播磨國風土記 揖保郡 伊勢野... 此

을 모셨다. 그러자 이들과 그 후손은 번성하게 되었고, 그 곳

野每在人家 不得靜安 於是 衣縫猪

의 이름은 이세노가 되었다고 한다. “ 키누누히 베 ” 와

手漢人刀良等祖將居此處 立社山本

“아야 씨족” 이 함께 등장하는 또 하나의 기록이다.

敬祭 在山岑神伊和大神子...自此以

위서 동이전은 3세기 왜인의 복식에 대해 다음과 같
이 기록을 했다: “그들의 옷이라는 것은, 남자의 의복은 가

後 家家靜安 遂得成里 卽號伊勢
風290

로 넓이의 천을 꿰매지도 않고 그냥 서로 묶어서 몸 둘레에
걸치는 것이다(橫幅衣).... 여자의 의복은 홑겹으로 하여, 가

三國志 卷三十 魏書 三十 烏丸鮮

운데 구멍을 뚫어 머리에 뒤집어써서 입는 것(貫頭衣)이다.”

卑東夷傳 第三十 倭...其衣橫幅 但

이시야마(KEJ: 1.329)가 지적하듯이, 야요이 시대의

結束相連 略無縫 婦人被髮屈紒 作

동으로 만든 방울을 보면, 일종의 판초 같은 것을 걸친 사람

衣如單被 窄其中央 貫頭衣之

들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고분시대 무덤
에서 발굴된 하니와(埴輪)의 하나인 흙으로 만든 인형(土偶)

北史

을 보면, 남자들이 긴 저고리를 입고 있는데, 소매 끝은 묶었

倭... 其服飾 男子衣裙襦 其袖微小

고, 허리에는 넓은 띠를 맸다. 또 헐렁한 바지를 입었는데,

履如屨形 漆其上 繫之脚...故時 衣

무릎 아래를 동여맸다. 여자들은 저고리를 입고, 주름이 잡힌

橫幅 結束相連而無縫...婦人束髮於

치마를 둘렀다.

後 亦衣裙襦 裳皆有襈

卷九十四

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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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남자는 바지(袴) 저고리(襦), 여자는 치마(裳) 저

推古天皇 元年春正月 以佛舍利 置
于法興寺刹柱礎中...建刹柱 下173

고리로 바뀐 것이다. 타카마쓰 고분 과 고구려 고분 벽화 등
에서 볼 수 있는 바지-치마-저고리-겉옷 복장이다. 정창원

扶桑略記 第三 推古天皇 欽明天皇

유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자들은 바지(고쟁이)를 입고

中女 母稻目大臣女 蘇我小

그 위에 치마를 둘렀다. 현대 한국말 “바지”의 고어는 역

君姬

也 敏達天皇之后 號炊屋姬皇后 卽

시 바지이고, 현대 일본어는 “밧찌”라 한다.
야요이 시대가 고분시대로 넘어가면서 발생한 복식

此天皇也... 都大和國高市郡小治田
宮 一云

浦宮...元年正月 蘇我大

의 급격한 변화는, 북사(北史) 왜국전 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

臣馬子宿

依合戰願 於飛鳥地建法

다. 즉 당시 왜국 남자의 상의는 소매가 작았고, 종아리는 검

興寺 立刹柱日 嶋大臣幷百餘人 皆

은 천으로 동여맸으며, 여자의 치마는 모두 주름을 잡았는데,

着百濟服 觀者悉悅 以佛舍利籠置

“옛날에는” 거의 바느질을 하지 않고 가로 넓은 천을 그냥

刹柱礎中 495

몸에 걸치었다 고 기록을 했다.
1970년대 초, 정창원(正倉院)의 조사실장 세키네 신

應神 二十二年 秋九月... 亦移居於

류(關根眞隆)는 60여 점의 8세기 나라시대 복식을 검토해 보

葉田葦守宮 時御友別謹惶侍奉之狀

고, 한국의 고대 의복과 야마토 왜의 의복이 혼연일체 상태

而有悅情 因以割吉備國 封其子等

(渾然一體狀態)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 실물 사진에서, 신

也 則分川嶋縣 封長子稻速別 是下

발과 바지의 모양이나 버선의 존재를 보면, 고대 한국복식과

道臣之始祖也 次以上道縣 封中子

동일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이춘계, 1995: 46).

仲彦 是上道臣香屋臣之始祖也 ...

일본서기 593년 기록을 보면, 스이코(推古) 1년 2월

卽以織部 賜兄媛 是以 其子孫 於

15일, 법흥사 탑의 기둥 초석 속에 불사리(佛舍利)를 모셨다

今在于吉備國 是其緣也 上375-377

고 한다. 그런데 후소오략키(扶桑略記) 스이코 1년 정월 조를
보면, 소가 우마꼬 대신을 포함한 백여 명의 사람들이(그 행
사 때) 모두 백제 옷을 입고 나타났으며, 이를 보고 구경꾼들

廣開土王碑文 十四年 甲辰 而倭不

이 매우 즐거워했다고 한다. 후소오략키는, 11세기 말 혹은

軌 侵入帶方界 [和]通殘兵[ ]石城

12세기 초에, 승려 코오엔(阿闍皇圓)이 편년체로 쓴 역사책

[ ]連船[ ][ ][ ] 王躬率住討 從平

이다.

穰 [ ][ ][ ]鋒相遇 王幢要截盪刺
倭寇潰敗 斬煞無數

[403년] 호무다가 거처를 키비의 아시모리 궁으로
이전했을 때, 그곳의 미토모 라는 사람이 자신의 형제와 자
손들을 모두 이끌고 와서, 깍듯이 받들어 모셨다. 호무다는

廣開土王碑文 十七年丁未 敎遣步

그 정성스러움에 감동되어, 키비 땅을 나누어 미토모의 형제

騎五萬...王師[四][方]合戰 斬煞蕩

자손들에게 봉해 주었다. 예컨대 장자 이나하야 에게는 카하

盡 所獲鎧鉀一萬餘領 軍資器械 不

시마 현을 나누어주었는데, 그가 바로 시모쓰미찌 씨족의 시

可稱數 還破沙溝城

조가 된다.
광개토왕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4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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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는 또다시 법도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대방 경내를

應神 二十八年 秋九月 高麗王遣使

침입하여, 백제군과 함께 어울려 석성을 공격했다. 광개토왕

朝貢 因以上表 其表曰 高麗王敎日

이 몸소 병사를 인솔하여 적의 퇴로를 끊고 좌우에서 추격해

本國也 時太子... 讀其表 怒之責高

사살하자, 왜구는 궤멸되었다. 왕은 적들을 무수히 잡아 죽여

麗之使 以表狀無禮 則破其表 上

버렸다.”

377

[404년］ 고구려 광개토왕이 야마토 조정에 사절을
통해 서신을 보냈다. 그런데 그 서신의 시작이 “고구려왕이

亦百濟國主照古王 以牡馬壹疋 牝

왜국에게 가르쳐준다(敎)... ”인 것을 보고, 태자는 즉시 그

馬壹疋 付阿知吉師以貢上 此阿知

서신을 찢어버리면서 고구려 사절단에게 광개토왕의 무례함

吉師者 阿直史等之祖 亦貢上橫刀

을 크게 꾸짖었다.

及大鏡 又科賜百濟國 若有賢人者
貢上 故 受命以貢上人 名和邇吉師
卽論語十卷 千字文一卷 幷十一卷

(15) 말(馬)의 도래

付是人卽貢進 此和邇吉師者文首等
祖 古248

[404년] 고사기는 백제 [아신]왕이 아찌(阿知)키시
편에, 말 한 쌍과 등이 굽은 칼과 큰 거울을 보냈다고 기록

播磨國風土記 飾磨郡 少川里 高瀨

을 했다. 일본서기는 백제왕이 아직기를 보내 훌륭한 말 두

村豊國村英馬野射目前檀坂御立丘

마리를 바쳤다고 기록을 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이 말들은

伊刀嶋 土中中 ... 所以號英馬野者

아찍기의 감독 하에 먹이를 주며 사육되었다.

品太天皇 此野狩時 一馬走逸 勅云

일직이 위서 동이전은, 일본 땅에 말이란 존재가 없
었다고 기록을 했다. 고고학적인 발굴결과를 분석해 보면, 4

誰馬乎 侍從等對云 朕君御馬也 卽
號我馬野 風278

세기 말 이전에는 일본열도 그 어느 곳에도 말이 있었다는
흔적이 없다. 에가미의 기마민족 정복설은, 바로 이 고고학적

應神 十五年 秋八月 百濟王遣阿直

인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다. 따라서 아직기가 백제로부터

伎 貢良馬二匹 卽養於輕坂上廐 因

가지고 온 말 한 쌍이, 바로 이 시대에 최초로 말이 도입되

以阿直伎令掌飼

었다는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되는 것이다. 한반도로

曰廐坂也 阿直伎亦能讀經典 卽太

부터, 그리 크지도 않았을 배에 말을 실어가지고 오는 것이

子菟道稚郞子師焉 於是天皇問阿直

기 때문에, 말을 한꺼번에 아주 대량으로 가지고 올 수가 없

伎曰 如勝汝博士亦有耶 對曰 有王

었을 것이다.

仁者 是秀也 時遣上毛野君祖 荒田

하리마 풍토기는, 호무다가 들판에서 사냥을 할 때,
말 한 마리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 주위의 시종들에게 누구
의 말인가 하고 물었는데, 시종 하나가 저것은 바로 임금님
자신의 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기에, 그 곳 이름이 “내 말
들판”이 되었다고 기록을 했다.

故號其養馬之處

別巫別於百濟 仍徵王仁也 其阿直
伎者 阿直伎史之始祖也 上371-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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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神 十六年 春二月 王仁來之 卽
太子菟道稚郞子師之 習諸典籍於王
仁 莫不通達 所謂王仁者 是書首等

(16) 왕인의 도래

之始祖也 上373

아직기는 말 사육뿐 아니라 경전도 읽을 줄 알았다.
新撰姓氏錄 左京諸蕃上 漢 武生宿

호무다는 즉시 태자로 하여금 아직기를 스승으로 모시게 했

禰 文宿禰同祖 王仁孫阿浪古首之

다. 그는 아치키 후비토(史) 씨족의 시조가 된다. 호무다는

後也 新280

아직기에게, 백제 땅에 자신보다 더 훌륭한 박사가 있느냐고
물었고, 아직기는 왕인 이란 사람이 있는데 자기보다 훨씬

右京諸蕃上 漢 栗栖首 文宿禰同祖

학식이 높다고 대답했다. 호무다는 즉시 아라타 와케 등을

王仁之後也 新296

백제로 보내, 왕인을 모셔오게 했다.
405년 2월, 왕인이 논어 10권, 천자문 1권 등을 가

河內國諸蕃 漢 古志連 文宿禰同祖

지고 도착했다. 그는 즉시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태자는 왕

王仁之後也 新322

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전을 배웠다. 왕인이 통달하지 못한
경전은 하나도 없었다. 이 왕인이 바로 후미 오비토(書首) 씨

和泉國諸蕃 漢 古志連 文宿禰同祖
王仁之後也 新329

족의 시조가 된다.

<주7-4>

신찬성씨록은 (하타 씨족의 조상인 궁월군과 잠시
후에 등장하는 아야 씨족의 조상인 아찌 사주뿐만 아니라),

<주7-4>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모두 분명하게 백제왕이 보냈다고 기록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자문”은

을 한, 왕인을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으로 분류했다.

511년에 죽은 양(梁)나라의 주흥사(周

속일본기는, 왕인이 백제의 왕실 종족이라고 말해준

興嗣)라는 사람이 저술한 초심자용 교

다. 칸무 9년(790년) 조를 보면, 속일본기의 편찬자 스가노

과서인데, 아마 왕인이 가지고 온 천

(쓰무라지) 마미치가 자신의 조상이 왕인이며, 자신들의 본계

자문이란 이와 비슷한 입문서를 지칭

(本系)는 백제 근구수 왕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한다.

한 것으로 추측된다.

마미치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일찍이 오오진 때, 왕
이 (카미쓰케노 씨족의 조상인) 아라타 와케를 백제로 보내

續日本紀 卷四十 今皇帝 桓武天皇

학식이 있는 사람을 찾아 모셔오게 하자, 당시 백제왕이 왕

延曆十年 四月... 漢高帝之後曰鸞

실 종족들 가운데서 바로 자신(마미치)의 조상을 선발하여

鸞之後 王狗 轉至百濟 百濟久素王

야마토 조정에 보내주었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서적이 최

時 聖朝遣使 徵召文人 久素王 卽

초로 전해지고, 학문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오오진은 그

以狗孫王仁貢焉 續五496-498

를 특별히 총애하여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고, 닌토쿠는 그의
맏아들을 가까이서 시중을 드는 근시로 삼았고, 그의 후손

續日本紀 卷第四十 桓武天皇 延曆

왕진이는 비다쓰 치세 때, 고구려 사신이 가지고 온 까마귀

九年七月 辛巳 左中弁正五位上兼

날개에 쓴 표를 읽고 해석을 했다는 것이다.

木工頭百濟王仁貞...百濟王元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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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치는, 자신의 일족이 옛부터 문필을 업으로 하

百濟王忠信 圖書頭從五位上兼東宮

고, 대대로 가르치는 직을 관장하고 있으니, 조정의 지위를

學士 爲近侍... 始爲三姓 各因所職

나타내는 무라지 카바네(姓)를 아소미로 올려달라고 왕께 청

以命氏焉 葛井船津連等卽是也 逮

했다. 칸무는, 마미치 에게 “스가노 아소미” 라는 카바네를

于...敏達天皇御世 高麗國 遣使上

하사했다. 속일본기의 기록이다.

烏羽之表 群臣諸史莫之能讀以辰尒

<주7-5>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본다. 405년 4월, 왜병이 몰려

進取其表 能讀巧寫 ... 又詔東西諸

와서 명활성을 공격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갔다. 실

史曰 汝等雖衆不及辰尒 眞道等先

성왕(402-417년)은 기병을 이끌고 이들을 요격하여 크게 격

祖 委質聖朝 年代深遠 家傳文雅之

파하고, 삼백여 명을 죽였다.

業 ... 眞道等 生逢昌運 ... 伏望
改換連姓 蒙賜朝臣 於是 勅 因居
賜姓菅野朝臣 續五472

(17) 태자 전지의 귀국
三國史記 新羅本紀 實聖尼師今 第

양서에 영(映)이라고 기록된 백제 18대 전지왕은,

三 四年 夏四月 倭兵來攻明活城

아신왕의 원자로서, 394년에 태자로 책봉되었고, 397년에는

不克而歸 王率騎兵 要之獨山之南

왜국에 파견되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405년에 아신왕이 돌

再戰破之 殺獲三百餘級 三上62

아갔다. 전지의 아우 훈해는 섭정을 하면서, 야마토로부터 태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막내아우 설례가

<주7-5>

훈해를 죽여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전지는 왜국에서

하긴 왕인이 중국에서 건너왔다는 신

부왕의 서거 소식을 듣고, 울며 돌아가기를 청했다. 여기까지

찬성씨록 분류법을 정당화시킬 듯한

가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기록이 속일본기에서 발견된다. 말인

일본서기에 의하면 호무다는 “ 왕자는 얼른 귀국해

즉, 한나라 고제(高帝)의 후예인 란

서 왕위를 계승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년 전에 손에 넣어

(鸞)이라는 사람의 후손인 왕구가 백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던 감라성, 고난성, 이림성 등 동쪽 지

제에 이주해 와 있었는데, 백제 구소

역의 땅들도 이제 백제에 귀속을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왕 [아신왕] 때에 이르러, 야마토 조

삼국사기에 의하면 왜왕은 병사 100명을 주어 전지

정이 사신을 보내 학식이 높은 문인을

왕자를 호송케 하였다. 전지 왕자가 국경에 이르자 한성 사

찾으니, 백제왕은 왕구의 손자인 왕인

람 해충이 달려 와서, “ 대왕이 세상을 떠나자 막내아우 설

을 보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왕인

례가 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으니, 원컨대 태자는

을 백제에서 도래한 것이 아니라 (그

경솔히 들어가지 마십시오 ” 라고 말하였다. 전지는 야마토

할애비 왕구의 근본에 비추어 보아)

병사들로 하여금 자신을 계속 호위토록 하고 섬에서 기다렸

중국에서 도래한 것으로 기록을 해야

는데, 나라 사람들이 얼마 후 설례를 죽이고 전지를 맞이하

한다는 논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여 즉위토록 했다.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삼국사기와 일본서
기가 아주 이례적으로 정확한 일관성을 가지고 자초지종을
기록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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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史記 百濟本紀 腆支王 或云直

일본서기는 전지가 귀국한 때가 오오진 16년 봄이라

支 梁書 名映 阿莘之元子 阿莘在

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 해가 바로 405년이다. 내가 오

位第三年立爲太子 六年出質於倭國

오진 원년을 390년으로 잡은 이유의 하나이다.

十四年王薨 王仲弟訓解攝政 以待

앞서, 백제군과 함께 고구려와 싸우다가 인솔하고

太子還國 季弟碟禮殺訓解 自立爲

왔던 야마토 군사의 대부분을 상실한 카즈라키는, 남은 병력

王 腆支在倭聞訃 哭泣請歸 倭王以

을 가지고 신라의 방해를 물리치면서 가라 땅에 남아있는 궁

兵士百人衛送 旣至國界 漢城人解

월군의 120개 현 사람들을 야마토로 데리고 가기에는 역부족

忠來告曰 大王棄世 王弟碟禮殺兄

이었다.

自立 願太子無輕入 腆支留倭人自

405년 8월, 호무다는 (헤구리 씨족의) 쓰쿠 와 (이

衛 依海島以待之 國人殺碟禮 迎腆

쿠바 씨족의) 토다 에게, “카즈라키가 이처럼 오래 동안 귀

支卽位 三46

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필시 신라인들의 방해 때문일
것이다. 너희들은 속히 가서 신라를 공격하여, 길을 터 주도

應神 十六年 春二月 是歲 百濟阿

록 하라” 고 분부하면서, 정병을 주어 가라(加羅) 땅으로 보

花王薨 天皇召直支王謂之曰 汝返

냈다. 쓰쿠 와 토다는 정병을 이끌고 신라 국경에 도달했다.

於國以嗣位 仍且賜東韓之地而遣之

이들을 보고 신라왕은 두려운 마음이 앞서 얼른 자기 잘못을

東韓者 甘羅城 高難城 爾林城是也

사과했다. 그들은 카즈라키와 더불어 궁월군이 인솔 해오던

上373

사람들을 야마토로 데리고 돌아왔다. 궁월군은 바로 하타 미
야츠코 의 조상인 것이다.

應神 十六年 八月 遣平群木菟宿禰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본다. 406년 봄 정월에 전지왕

的戶田宿禰於加羅 仍授精兵詔之曰

은 동명왕의 사당에 배알하고, 남단에서 천지신명께 제사를

襲津彦久之不還 必由新羅之拒而滯

지냈으며, 대사령을 내렸다.

之 汝等急往之擊新羅 披其道路 於
是 木菟宿禰等進精兵 莅于新羅之
境 新羅王愕之服其罪 乃率弓月之

(18) 전지왕 누이동생의 도래: 直支王遣其妹新齊都媛 以令仕

人夫 與襲津彦共來焉 上373

[406년 봄] 백제 전지왕은 자신의 누이동생 신제도
三國史記 百濟本紀第三 腆支王 二

를 보내 호무다를 모시도록 했다. 신제도는 7명의 시녀들을

年 春正月 王謁東明廟 祭天地於南

거느리고 왔다.

壇 大赦 三下46

일본서기의 오오진 39년 조는, 전지왕의 누이동생
신제도의 도착을 기록하고, 40년 조는 호무다가 사자키 등에
게 우지 태자를 잘 보좌 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내용을 기록
하고, 41년 조는 곧바로 호무다의 서거를 기록한다. 즉 일본
서기의 오오진(호무다)에 대한 기록은, 신제도에 대한 기록이
나온 다음, 10여 줄 정도 더 쓰고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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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는 호무다가 어떤 형식으로 전지왕의 누이

應神 三十九年 百濟直支王 遣其妹

동생을 받아 들였는지 전혀 언급이 없지만, 틀림없이 왕비의

新齊都媛以令仕 爰新齊都媛 率七

예를 갖추어 받아 들였을 것이다. 일본서기에서는 신제도의

婦女 而來歸焉 上379

도착을 기록한 직후에 호무다의 서거를 말했다. 그런데 우연
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특이하게, 고사기는 오오진 조 기

品陀和氣命...娶品陀眞若王之女 三

록의 152자(주석 34자 포함)로 된 맨 마지막 문장에서, 느닷

柱女王 一名高木 ...次中日賣命 次

없이 와카누케 왕자 계열의 자손에 대한 기록을 하고서는,

弟日賣命...故...中日賣命之御子 ...

곧바로 호무다의 서거를 말하는 것이다.

次大雀命 次根鳥命...又娶...息長眞

즉 일본서기는 신제도의 도래를 끝으로 오오진의 기
록을 마치고, 고사기는 와카누케 왕자의 자손에 대한 기록으

若中比賣 生御子 若沼毛二俣王 古
238

로 오오진의 기록을 끝낸다는 것이다.
고사기에 의하면, 호무다 와의 사이에 [2대왕] 오호

又此品陀天皇之御子 若野毛二俣王

사자키를 낳은 여인의 이름은 “호무다” 마와카(眞若) 나카

娶...弟日賣眞若... 生子 大郞子 亦

쓰(中)이고, 와카누케 왕자를 낳은 여인의 이름은 “오키나가

名意富富杼王 次忍坂之大中津比賣

(息長) ” 마와카 나카쓰 라고 한다. 두 여인의 이름은 모두

命...故 意富富杼王者 三國君 波多

“ 마와카 나카쓰 ” 라는 공통 명칭을 포함하고 있다. 나는

君 息長坂君 酒人君 山道君 筑紫

호무다의 왕비가 된 신제도가, 고사기에 나오는 “ 오키나

之末多君 布勢君 等之祖也 古260

가” 나카쓰 로서, 그녀가 바로 와카누케 라는 아들을 낳았
다고 추정한다[가정 3].

譽田天皇...立仲姬爲皇后 后生荒田

고사기에 의하면, 호무다와 오키나가 나카쓰 사이에

皇女 大鷦鷯天皇 根鳥皇子... 次妃

태어난 와카누케 왕자는, 오토히메 마와카 와 결혼을 하여

...宮主宅媛 生菟道稚郞子皇子 ...

오호호도 왕자를 낳았다. 이 오호호도의 손자가 히코우시 이

次妃河波仲彦女弟媛 生稚野毛二派

고, 그의 아들이 바로 [12대 왕] 케이타이 인 것이다. 지야우

皇子派 此云摩多... 幷二十王也 上

구우키 는 케이타이의 증조부가 오호호도 라고 기록을 하고

363-365

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케이타이는 오오진의 4세 손인 히
코우시의 아들이다. (결과적으로 케이타이의 조부, 즉 히코우

男大迹天皇 譽田天皇五世孫 彦主

시의 부친 이름만은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 나타나지 않은

人王之子也 母曰振媛... 天皇父 ...

셈이다.)

自近江國...遣使聘于三國... 納以爲

고사기에 의하면 오오진 왕은 10명의 왕비를 두어,

妃 遂産天皇 天皇幼年 父王死 振

모두 26명의 왕자와 공주를 낳았다고 한다. 헌데 그중 역사

媛... 余歸寧高向 高向者 越前國邑

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왕비는, [2대왕]사

名 奉養天皇 下19

자키 왕자를 낳은 호무다 나카쓰 와, [12대 케이타이 왕의 4
대조] 와카누케 왕자를 낳은 오키나가 나카쓰 등 두 명이다.

品太王五世孫 袁本杼命 坐伊波禮

나는 오키나가 나카쓰 가 전지왕의 누이동생 신제도라고 추

之玉穗宮 治天下也 天皇娶... 生御
子 大郞子 古334

7.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191

男大迹天皇 譽田天皇五世孫 彦主

정한다. 그런데 신찬성씨록에 의하면, 와카누케 왕자로부터

人王之子也 下19

케이타이 왕으로 이어지는 계열의 씨족들이, 야마토 황족 중
에서 가장 핵심 마히또(眞人) 씨족인 것이다.
이제 내가 그리고 있는 야마토 왜의 창건자 호무다

釋紀所引 上宮記 逸文 天皇曾祖父

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보자.

意富富等王 下18 注一

340년, 호무다는 백제의 왕도에서 계왕의 손자이며
男大迹天皇...立皇后手白香皇女 ...

진정의 외손자로 태어났다. 20대 초반부터 외할아버지의 영

納八妃 元妃...次...倭媛 生... 椀子

향으로 신천지 개척의 꿈을 키우다가, 드디어 31세가 된 370

皇子 是三國公之先也... 次... 廣媛

년에 한국 땅을 떠나, 신천지 개척을 위해 일본열도로 향한

生二男...兎皇子是酒人公之先也 ...

다. 큐우슈우에 상륙한 날로부터 20여 년 동안 무수한 전투

中皇子 是坂田公之先也 下23-25

를 치르고, 드디어 390년, 그의 나이 51세 때 야마토 땅에
새 왕국을 세운다.

坐遠飛鳥宮

왕위에 오른 다음해, 토착 실력자의 딸을 정식 왕후

治天下也 此天皇 娶意富本杼王之

로 맞이한다. 호무다는 새 왕조의 기틀을 공고히 하기 위해

妹 忍坂之大中津比賣命 古290

수많은 토착 실력자들의 딸을 후궁으로 만들어, 26명의 왕자

男淺津間若子宿禰命

와 공주들을 낳는다. 어느덧 그의 나이가 60대 중반에 이르
新撰姓氏錄抄 第一帙

렀다. 새삼 고국 백제의 여인이 그리웠다.
백제 아신왕의 아들인 전지 왕자는, 어린 나이에 야

左京皇別
息息長眞人 出自譽田天皇 諡應神

마토 땅에 와서 호무다와 8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지냈다.

皇子稚渟毛二俣王之後也 山道眞人

405년, 전지는 왕위에 오르기 위해 백제로 돌아갔다. 노년의

坂田酒人眞人 息長眞人同祖 八多

호무다는 귀국길에 오르는 전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토로했

眞人 出自諡應神皇子稚野毛二俣王

다.

也 三國眞人 諡繼體皇子椀子王之

전지왕은 누이동생 신제도에게 청했다. 젊은 처녀의

後也 坂田眞人 出自諡繼體皇子仲

몸으로 만리타국에 가서 생면부지의 늙은 왕을 모시라는 것

王之後也

이 도리에 맞지는 않지만, 전지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위대

右京皇別

한 인물 호무다를, 그리 길 수 없는 기간이나마 모시고 함께

山道眞人 息長眞人同祖 出自應神

해 주기를 자신의 누이동생에게 청한 것이다. 신제도는 생각

皇子稚渟毛二俣親王之後也 息長丹

에 잠겼다. 8년이나 타국에서 떨어져 살던 오라버니가 너무나

生眞人 息長眞人同祖 三國眞人 諡

진지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얼마 후, 드디어 그녀는 호

繼體皇子椀子王之後也

무다 에게 가기로 결심을 했다. 평소 주위에 가깝게 거느리

坂田眞人

出自諡繼體皇子仲王之後也
山城國皇別

던 일곱 명의 여인들을 시종으로 거느리고 야마토로 향했다.
신제도가 [왕비가 되어] 호무다를 모신 것은 비교적

三國眞人 繼體皇子椀子王之後也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호무다의 일점혈육으로

大和國皇別

와카누케 라는 이름의 왕자 하나를 낳을 수 있었다. 이 신제

酒人眞人 繼體皇子兎王之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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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호무다 사이에 태어난 왕자의 4세 손이 12대왕 케이타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三 實聖尼師

이 인 것이다.] 즉 와카누케 왕자의 맏아들이 오호호도 이었

今 七年 春二月 王聞倭人於對馬島

는데, 이 왕자의 장손이 케이타이 이었다. 와카누케 왕자에게

置營 貯以兵革資粮 以謀襲我 我欲

는 딸도 두 명이 있었는데, 그녀들은 모두 함께 5대왕 오아

先其未發 揀精兵 擊破兵儲 舒弗邯

사즈마[442-459년]를 모셨다.

未斯品曰 臣聞兵凶器 戰危事 況涉

일본서기를 보면, 사자키[412-431년]와 이하왕후

巨浸 以伐人 萬一失利 則悔不可追

사이에 태어난 후손들은 부레츠(499-506년)를 끝으로 손이

不若依

끊기고, 난데없이 호무다의 5세 손이라는 케이타이가 507년

猾 便則出而禽之 此所謂致人而不

에 왕위를 계승한다. 많은 사학자들은 사자키-이하 계통의

致於人 策之上也 王從之... 十四年

단절을 의아하게 생각하며, 일부는 케이타이가 “ 새로운 왕

八月 與倭人戰於風島 克之 三上

조 ” 의 시조라고까지 추측을 한다. 사자키는 호무다와 토착

62-63

設關 來則禦之 使不得侵

세력자의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나는 와카누케가 호무
다와 전지왕의 누이동생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추정한

三國史記 新羅本紀 實聖尼師今 第

다.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본다면, 케이타이가

三 四年 夏四月 倭人侵東邊 夏六

(백제왕실의 피가 훨씬 진하게 흐르는) 호무다-신제도 계통

月 又侵南邊 奪掠一百人 三上62

이라는 나의 추리를 합리적이라고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應神 十九年 冬十月 幸吉野宮 時
國樔人來朝之

(20) 계속되는 백제인의 도래: 阿智使主之黨類 自百濟國來歸

因以禮酒

獻于天

皇...今國樔獻土毛之日 ...夫國樔者
其爲人甚淳朴也 每取山菓食亦煮蝦

신라본기를 본다. 407년 3월에 왜인이 동쪽 변경을

蟆爲上味...其土自京東南之 隔山而

침노하더니, 6월에는 남쪽 변경을 침노하여 백여 명의 백성들

居于吉野河上 峯嶮谷深 道路狹巘

을 약탈 해 가버렸다. 408년, 실성왕(402-417년)은 왜인이

故雖不遠於京 本希朝來 然自此之

대마도에 군영을 만들어 두고 병기와 군수품을 저축하여 신

後 屢參赴以獻土毛 其土毛者 栗菌

라를 몰래 습격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미리 정병을 뽑아 보

及年魚之類焉 上373

내 대마도의 왜인 근거지를 토벌하려 했다. 하지만 신하들이,
바다를 건너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험한 곳에 요새를 만들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三 腆支王

고, 적이 오면 방어를 하다가 기회를 보아 나가서 적을 사로

或云直支 五年 倭國遣使送夜明珠

잡느니만 못하다고 간했다. 실성왕은 이를 옳게 여겨, 대마도

王優禮待之 三下46

토벌을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408년 겨울 10월, 호무다는 야마토 남쪽에 위치한

應神 二十年 秋九月 倭漢直祖阿知

요시노 궁으로 행차를 했다. 그러자 쿠즈 사람들이 특별한

使主 己子都加使主 並率其之黨類

경우에 마시는 술을 바치려 왔다. 쿠즈 사람들은 항상 산에

十七縣 而來歸焉 上375

서 과일을 채취하고, 개구리를 삶아 먹으면서 그 맛을 특히
亦百濟國主照古王 以牡馬壹疋 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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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壹疋 付阿知吉師以貢上...亦貢...

즐겼다. 쿠즈 땅은, 수도의 남동쪽에 있는 산을 넘어, 요시노

又貢...二人也 又秦造之祖 漢直之

강 상류에 위치해 있었다. 산이 험준하고 계곡이 깊어 길이

祖 及...等參渡來也 古248

너무 좁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거리지만, 그곳 사람들은
왕궁에 별로 자주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에 례주를

新撰姓氏錄逸文 阿智王 譽田天皇

바치게 된 것을 계기로, 그 후로는 자주 왕궁에 올라와 밤,

御世 避本國亂 率母並妻子... 七姓

버섯, 물고기 등 토산품을 바치게 되었다.

漢人等歸化...天皇矜其來志 號阿智

백제본기를 본다. 409년에 [호무다 가] 백제조정에

王爲使主 仍賜大和國檜隈郡鄕居之

사신을 보내 야명주를 전하니, 전지왕은 두터운 예로써 접대

焉 于時阿智使主奏言 臣入朝之時

하였다.

本鄕人民往離散 今聞徧在高麗百濟

409년 가을 9월, 야마토 아야 아타헤(倭漢直)의 조

新羅等國 望請遣使喚來 天皇卽遣

상인 아찌오미(阿知使主)가 그의 아들 쓰카 오미(都加使主)와

使喚之 大鷦鷯天皇御世 擧落隨來

더불어 17현의 사람들을 인솔하고 [백제로부터] 건너 왔다.

今高向村主 西波多村主...飛鳥村主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어째서 “한나라, 물 이름, 은하수” 등

...錦部村主 額田村主... 鞍作村主

을 뜻하는 한(漢)이라는 글자를 써 놓고 “ 아야” 라고 읽었

播磨村主 漢人村主 今來村主... 等

는지 알 수가 없다. 하긴 어째서 백제를 “쿠다라” 라고 읽

是其後也 爾時阿智王奏 建今來郡

었는지도 알 길이 없다. 그저 이리 저리 추측을 해 볼 뿐이

後改號高市郡 而人衆巨多 居地隘

다.

狹 更分置諸國 攝津 參河 近江 播

고사기를 보면, “백제왕이 말 한 쌍을 아찌(阿知)키

磨 阿波等漢人村主是也 姓氏錄曰

시 편에 보냈고, 또 큰칼과 큰 거울을 보냈는데, (호무다가)

阿智使主男都賀使主 大泊瀨稚武天

백제국에게 만약 현인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자 와니키시를

皇御世 改使主賜直姓 新358

보내주었고, 또 기술자 두 명을 보냈으며, 또 하타 미야츠코
(秦造)의 선조, 아야 아타헤(漢直)의 선조 및 술을 만들 줄

續日本紀 卷第三十二 光仁天皇 寶

아는 니호라는 사람 등이 도래 했다”라는 한 개의 길 다란

龜三年 四月 ...等言 以檜前忌村任

문장이 있다.

大和國高市郡司元由者 先祖阿智使

이 한 개의 문장 속에 나타나는 하타 씨족의 선조와

主 輕嶋豊明宮馭宇天皇御世 率十

아야 씨족의 선조는 당연히 모두 백제에서 도래한 것으로 이

七縣人夫歸化 詔高市郡檜前村而居

해를 해야 할 것이다. 과연 일본서기는 하타 씨족의 선조인

焉 凡高市郡內者 檜前忌寸及十七

궁월군이 “백제”로부터 도래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했다.

縣人夫 滿地而居 他姓者十而一二

그런데 일본서기는 아야 씨족의 선조 역시 “ 백제 ” 로부터

焉 續四380

도래했다고 새삼 재확인을 해 주지 않았다. 이 재확인의 누
락을 근거로, 또 신찬성씨록이 하타 씨족의 경우처럼, 아찌

播磨國風土記 揖保郡 枚方里 土中

사주가 후한 령제의 3 혹은 4세손이라며, 아야 씨족을 중국

上 所以名枚方者 河內國茨田郡枚

(漢)에서 건너온 씨족으로 분류한 것을 근거로, 대부분의 일

方里漢人來到 始居此村 故曰 枚方

본 사학자들은 아야 씨족 역시 중국에서 건너온 씨족이라고

里 佐比岡 所以名佐比者 出雲之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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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한다.

神 在於神尾山 此神出雲國人經過

신찬성씨록에 의하면 아찌 오미가 [2대왕] 사자키

此處者 十人之中 留五人 五人之中

에게 청하여, 아야 사람들(漢人)을 위해 이마끼 고을(今來郡)

留三人 故出雲國人等 作佐比 祭於

을 세웠다고 한다. 이마키 고을은 후에 타케치(타카이치) 고

此岡 遂不和受... 然後 河內國茨田

을(高市郡)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야마토 왕국의 중심지역 이

郡枚方里漢人來至居此山邊 而敬祭

었다. 아스까 촌주(村主), 누카타 촌주, 쿠라쓰쿠리 촌주, 하

之 僅得和鎭因此神在 名曰神尾山

리마 촌주, 아야 촌주, 이마끼 촌주 등이 그 아야 씨족의 후

又 作佐比祭處 卽號佐比岡 風294

예들이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아야 씨족 사
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타케치 고을이 너무 협소해져서,

雄略 七年 西漢才伎歡因知利在側

셋쯔, 아후미, 하리마 등 각 지역으로 이들을 다시 분산 배치

乃進而奏曰 巧於奴者 多在韓國 可

했다고 말한다 하리마 풍토기는 오시카하 지역 이야기를 하

召而使...然則宜以歡因知利 副弟君

면서, 호무다 치세 때, 이즈모 대신(大神)이 이곳을 지나가는

等 取道於百濟...集聚百濟所貢今來

사람들의 절반쯤을 잡아 죽여 버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才伎於大嶋中... 百濟所獻手末才伎

왕이 사람을 보내, 이즈모 대신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 제사

...遂卽安置於倭國吾礪廣津邑 而病

도 지내고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한다. 그런데, 후에 아야 씨

死者衆 由是 天皇詔大伴大連室屋

족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이 곳에 살기 시작하면서, 이즈모

命東漢直 以新漢陶部高貴 鞍部堅

대신을 받들어 모시기 위한 제사를 지내 화해를 했다는 것이

貴 畵部因斯羅我 錦部定安那錦 譯

다. 신생 야마토 조정이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 스사노오 로

語卯安那等 遷居于上桃原 下桃原

대표되는) 이즈모의 신라계 정착자들 과의 화해를 하는데, 아

眞神原三所 或本云 吉備臣弟君 還

야 씨족의 역할이 컸던 것 같다.

自百濟 獻漢手人部 衣縫部 宏人部

일본서기에 의하면 [7대왕] 하쯔세 치세 때, 카후치

上477

아야(西漢) 씨족의 콴인치리의 제안에 따라, 백제한테 기술자
들을 보내달라고 청했었다. 당시 백제가 새로 보내준 이마끼

續日本紀 卷三十八 今皇帝 桓武天

기술자(今來才伎)들을 이마끼 아야(新漢) 또는 아야 기술자

皇 延曆四年 六月... 臣等 本是 後

(漢手人)라 불렀다. 이들을 처음에는 야마토 지역에 거주하게

漢靈帝之曾孫阿智王之後也 漢祚遷

했다가, 후에 야마토 아야(東漢) 씨족의 아타히 쓰카 에게 명

魏 阿智王 因神牛敎 出行帶方 忽

해, 모모하라 와 마카미하라에 옮겨 살게 했다. 모모하라 와

得寶帶瑞 其像似宮城 爰建國邑 育

마카미하라는 모두 현재의 나라현 타케치(타카이치)군 아스

其人庶 後召父兄告曰 吾聞 東國有

카 촌에 있다.

聖主 不歸從乎 若久居此處 恐取覆

하쯔세 치세 때 백제에서 새로 건너온 아야 기술자

滅 卽携母弟廷興德 及七姓民 歸化

들을, 앞서 호무다 치세 때 건너온 아야 기술자들과 구별하

來朝 是則 譽田天皇治天下之御世

려고, “이마끼(今來, 新)” 아야(漢) 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也 於是 阿智王奏請曰 臣舊居在於

냥 “아야”씨족 이건, 이마끼 “아야”씨족 이건, 모두 일차

帶方 人民男女 皆有才藝 近者 寓

적으로는 타케치 고을에 배치되었었다. 수많은 현대 일본 사

於百濟高麗之間 心懷猶豫 未知去
就 伏願 天恩 遣使追召之 乃勅 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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臣八腹氏 分頭發遣 其人男女 擧落

학자들은 이 기록을 보고서도, 아야 씨족이 중국계라고 한다.

隨使盡來 永爲公民 積年累代 以至

속일본기는 타케치 고을이, 일찍이 아찌 사주가 데리고 온

于今 今在諸國漢人 亦是其後也 臣

17현 사람들로 넘쳐 나서, 다른 씨족은 열 사람 중에 한 두

刈田麻呂等 失先祖之王族 蒙下人

명도 안 되었다고 기록을 했다. 신찬성씨록 대로라면, 야마토

之卑姓 望請 改忌寸 蒙賜宿禰姓

왕국의 핵심 본거지가 중국 사람들로 넘쳐 났었다는 얘기가

續五330-332

된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도, 당시 광개토 대

三國史記 卷三十七 雜志 第六 地

왕의 고구려와 전성기의 백제, 신라, 가야 제국들이 버티고

理 四 百濟...舊唐書云 百濟扶餘之

있는 만주와 한반도를, 17현 혹은 120현의 수많은 “중국”

別種 東北新羅 西渡海至越州 南渡

사람들이 무인지경을 지나듯 내려와서, 한국 남단의 바다를

海至倭 北高麗 其王所居有東西兩

건너, 아무 연고도 없는 야마토 땅으로 몰려 올 수가 없는

城... 按古典記 東明王第三子溫祚

것이다. 5세기 초라는 시기는, 한반도가 무주공산의 빈 땅인

以前漢鴻嘉三年癸卯 自卒本扶餘至

시기가 아닌 것이다.

慰禮城 立都稱王 歷三百八十九年

<주7-6>

삼국사기에 인용된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18년에

取高句麗平壤

온조가 위례성(慰禮城)에 도읍을 정했었는데, 그로부터 389

都漢城 歷一百五年 至二十二世文

년이 지난 371년에 근초고왕이 도읍을 한성(漢城)으로 옮겼

周王 移都熊川 三下233

다 한다. 위례성이나 한성이나 모두 한산(漢山)과 한수(漢水)

至十三世近肖古王

의 인근 지역이다. 한성 백제는 그로부터 105년이 지난 후
<주7-6>

(475년에 장수왕이 왕도 한성을 포위하고 개로왕을 잡아 죽

아찌 오미와 아야 씨족들이 중국에서

였을 때) 문주왕이 웅천으로 천도를 하면서 끝이 났다.

건너 왔다는 신찬성씨록 분류법에 대

5세기 초, “한성”백제에서 건너온 아찌 사주와 그

해 속일본기가 제공하는 근거 역시 왕

백성들을 “아야 사람(漢人)”들 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할

인의 경우와 유사한 논리인 것 같다.

것도 없는 것이다. 물론, 어째서 한(漢)이라는 글자를 “ 아

속일본기 칸무 조에 나오는 얘기를 소

야”라고 읽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개한다. 아찌왕은 후한 령제(168-189

일본삼대실록의 세이와(淸和) 죠오간 4년(862년) 조

년)의 증손인데, 220년에 후한이 망하

는, 사카우에 라는 씨족이 (후한 효령황제 4대손) “ 아찌 사

고 사마씨의 위 나라가 들어서자, 대

주”의 후예인데, 이 아찌 사주의 무리들은 (중국으로부터가

방으로 망명의 길을 떠났다. (대방군은

아니라) “ 백제 ” 로부터 건너왔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204년에 요동의 실권자 공손강이 설

있다(阿智使主之黨類 自百濟國來歸也). 일본삼대실록은 우다

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찌왕은

천황(887-897년)의 명에 의해 편찬된 세이와-요오제이-코

대방 땅에 무리를 모아 살다가, 친동

오코오 3대 29년 간(858-887년)의 역사책이다.

생과 일곱 씨성의 백성들을 데리고,

하리마 풍토기는 오야케 라는 마을 이야기를 한다.

호무다 치세 때 야마토 조정에 도래하

그 마을은 본래 아야 씨족 사람들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아

여, 자신은 “ 옛날에 대방 땅에 살았

야베 마을이라고 불렀었다. 그런데 후에 와카사 라는 사람의

었고, 그 곳 백성들은 남녀가 모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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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가 오야케의 하타 씨족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

주와 솜씨가 좋은데, 근래에는 이들이

에, [510년에] 와카사의 손자 치마로가 이장이 되었을 때, 마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서 살면서 어느

을 이름을 처가 쪽을 따라 오야케로 바꾸었다고 기록했다.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할지 마음을 정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
그들을 부르면 모두 올 것입니다 ” 라

(21) 도래인의 분류방식

고 말을 했다 한다. 마침내 이들은 대
부분 건너왔고, 당시 여러 지방에 살

속일본기의 기록과 일본서기, 고사기의 기록들은 모

고 있는 아야 사람들 역시 이들의 후

두 왕인이 백제에서 건너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유독

예라 했다. 아찌왕이 최초에 거처를

신찬성씨록 만은 왕인이 중국에서 왔다고 말하는 것이다. 뿐

정했다고 하는 대방군은, 후한이220년

만 아니라 신찬성씨록은, 하타 씨족과 아야 씨족도 중국(漢)

에 망한 후에도 18년 동안 계속 공손

에서 도래한 씨족으로 분류를 해서 수많은 일본 사학자들을

강의 지배 하에 있었다. 마침내 238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왜 그랬을까? 이제 그 이유를 캐

에, 위 나라가 공손강을 멸하고 대방

본다.

군을 인수했다. 한 나라가 위로 바뀐

8세기 중반, 주요 씨족들의 계보가 심각한 혼란 속

것이 싫어 아찌왕이 대방 땅으로 이주

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소위 천평승보(天平勝寶, 749-757

를 했다면, 위가 대방을 인수했을 때,

년) 말기에 와서, 주요 씨족들의 시조(出自) 기록을 정리하기

의당 그는 대방 땅을 떠나 예컨대 백

위해 저명한 학자들이 소집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작업이 절

제로 귀화를 했음 즉 한 것이다. 당시

반도 끝나기 전에, 정부가 어떤 곤란에 처하게 되어, 이들 학

백제는 고이왕(234-286년)이 다스리

자들은 해산되었다. 그 후 799년, 칸무의 명령을 받고, 그의

고 있을 때였다. 아찌왕이 만약 238년

아들 만다(萬多親王, 783-830년)가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성

에 백제로 이주를 안 했다면, 그 후,

씨록의 편찬 작업이 재개되어, 사가(嵯峨, 809-823년) 재위

286년에 고구려가 대방군을 공격했을

기간 중인 815년에 드디어 완성이 된 것이다.

때 이주를 했을 법도 하다. 당시 백제

신찬성씨록이 편찬되고 있었던 8세기 말과 9세기 초

는 책계왕(286-298년)이 다스리고 있

라는 시대는, 야마토 왕국 전체가 아직도 중국의 문물을 동

었다. 그 때에도 이주를 안 했다면,

경하며 열심히 견당사를 파견하고 있던 시기였다. 한반도의

313년에 고구려에 의해 낙랑군이 축

백제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중국의 모든 것이 부럽고,

출되고, 대방군도 소멸되었을 때, 백

중국과의 역사적 연관성이 그저 좋아 보이기만 할 때였다.

제로 왔을 수도 있다. 만약 그 때에도

신찬성씨록에서 제번(諸蕃)이라고 부르는 도래인 씨

움직이지를 안았다면, 371년에 근초고

족들의 기록은, 중국의 한(漢) 나라에서 건너왔다는 씨족부터

왕(346-375년)이 평양까지 처 들어가

시작을 해서,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의 순으로 기록을 했

고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전사했을 때,

다. 한 나라에서 건너왔다는 씨족들의 출자는 진 시황제(秦始

한성 백제로 이주했을 수도 있다. 하

皇帝), 한 고황제(漢高皇帝), 후한 광무제(光武帝), 령제(靈

기는 이들이, 일직이 온조가 한강(漢

帝), 헌제(憲帝), 위 무제(魏武帝), 등 엄청난 존재들이다.

江) 유역에 백제를 창건할 당시 고구
려로부터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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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훨씬 후대에 백제 땅에 정착을 한

그런데 신찬성씨록에 기록된 (수도와 주변 5개 쿠니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396년에 광개

의) 1,182개의 지배 씨족들의 조상들을 검토 해 보면, (“천

토왕(391-413년)에 의해 한성 백제가

손 강림”원칙에 따라) 문서상으로 완전하게 “토착화”시켜

유린되는 꼴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놓은 백제계 지배 씨족들을 제외하고서도, 너무나 백제를 주

백제에 큰 애착이 없이 호무다가 세운

축으로 하는 한국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야마토 왕국으로 건너 왔었을 수 있

신찬성씨록의 편찬자들은, 인위적으로 왜곡을 해서라도 균형

다. 하지만 왕인의 경우나 마찬가지

을 맞추기 위해, 아찌 사주, 궁월군, 왕인 같이 분명하게 백

로, 과연 아찌 사주가 한나라 황실 후

제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중국(한 나라)에서 온 것으로 억지

예인지는 지극히 의심스러운 데가 있

재분류 했다.

다. 설사 만에 하나 이들 주장이 사실

신찬성씨록에 실린 1,182개 씨족 중, 335개가 코오

이라 하더라도, 아찌 사주와 아야 씨

베쓰(皇別), 403개가 신베쓰(神別), 328개가 쇼한(諸蕃), 116

족들이 (5세기 초 호무다 치세 때) 야

개가 기타(未定雜姓) 씨족으로 분류되어 있다. 403개의 신별

마토 땅에 도래했을 당시에는, 이들

은, 373개의 천신(天神) 씨족과 30개의 땅의 신(地祇) 씨족으

모두가 이미 오랜 기간 백제사람 노릇

로 나뉘어 있다.

을 한 후였을 것이다.

아주 내놓고 도래 씨족이라고 분류를 한 328개의 제
번 씨족의 조상은, 104개가 백제, 42개가 고구려, 9개가 신

日本三代實錄 卷六 淸和天皇 貞觀

라, 10개가 가야, 163개가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되어 있

四年七月 卄八日乙未 左京人 前越

다. 그런데 중국에서 도래했다는 씨족 중에는, 왕인, 궁월군,

後介 外從五位下 坂上伊美吉能文

아찌사주 등의 후손을 포함하는 54개의 백제 계통의 씨족이

大學少允 從六位上 坂上伊美吉斯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바로 잡으면, 제번 중, 백제에서 도래

文等九人 賜姓坂上宿禰 後漢孝靈

한 씨족이 158개로 증가되고, 중국에서 도래한 씨족은 109

皇帝四代孫 阿智使主之裔 與坂上

개로 감소된다. 116개의 기타 미정잡성 씨족 중에는, 백제,

大宿禰同祖也..右京人 中宮少屬 正

고구려, 신라, 가야 출신이 (각각 18, 7, 8, 1) 모두해서 34개

八位上 道祖史豊富 賜姓惟道宿禰

가 포함되어있다.

阿智使主之黨類 自百濟國來歸也

우리가, 야마토 왕국 초창기에 도래한 백제 왕족의
후손을 코오베쓰(皇別)로 간주하고, 그들과 함께 도래한 비왕

播磨國風土記 揖保郡 少宅里 本名

족 지배층의 후손을 (하늘에서 내려 왔다는) 천신 씨족의 신

漢部里 土下中 所以號漢部者 漢人

베쓰(神別)로 본다면, 신찬성씨록에 실린 1,182개의 지배씨

居之此村 故以爲名所以後改曰少宅

족 중, 한국 도래인과 직접관계가 없는 씨족은, (토착 세력

者 川原若狹祖父 娶少宅秦公之女

인) 땅의 신(地祇) 씨족 30개, 중국 출자 제번씨족 109개,

卽號其家少宅 後 若狹之孫智麻呂

비(非) 한국계 미정잡성씨 82개 등, 모두 합해 전체의 20%

任爲里長...爲少宅里 風304

도 안 되는 221개 씨족에 불과한 것이다.
신찬성씨록 자체의 기록에 의하면, 5세기 초에 궁월

亦百濟國主照古王 以牡馬壹疋 牝
馬壹疋 付阿知吉師以貢上...亦貢...

군이 이끌고 건너온 120현 하타 씨족의 수가, 5세기 후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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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세 왕 때에 와서는 18,670명에 달했다고 한다. 아찌 오미

又貢...二人也 又秦造之祖 漢直之

가 데리고 온 17현의 아야 씨족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마끼

祖 及...等參渡來也 古248

고을(후에 타케치 고을로 개명)에 정착했으나, 그 장소가 너
무 협소할 정도로 사람 수 가 많아, 셋츠, 아후미, 하리마 등

新撰姓氏錄 左京諸蕃上 漢

각 지역으로 분산 배치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분산

木津忌寸 後漢靈帝三世孫阿智使主

배치 된 마을의 촌주는 거의 모두 아야 씨족 사람들이 담당

之後也 新282

했었다.
신찬성씨록의 편찬자들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규모

新撰姓氏錄 河內國諸蕃 漢

가 큰 하타 씨족과 아야 씨족의 출자를 백제로 그냥 놓아둘

火撫直 後漢靈帝四世孫阿知使主之

수가 없었다.

後也 新324
新撰姓氏錄 右京諸蕃下 百濟 漢人

(21) 호무다의 서거
호무다는 [412년 봄, 73세의 나이로] 아끼라 궁 에
서 서거했다. 일본서기는 호무다가 110세의 나이로 서거했다

百濟國人多夜加之後也 新304
應神 四十一年 春二月 天皇崩于明
宮 時年一百一十歲 上381

고 하며, 고사기는 130세에 서거했다고 한다.
당시 백성들은 호무다를, 야마토 땅에 최초로 국가
다운 국가를 창건한 임금이라 추앙했고, 후세에는 하찌만(八
幡)이란 이름의 군신으로 모셨다.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일본
열도를 정복해 통일 왕국을 수립한, 군사적 영웅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금도 일본 전국에는, 2만 5천여 개의 하
찌만 신사가 (진무가 아니라) 호무다를 군신으로 받들어 모
시고 있는 것이다.

崇神 十二年 秋九月 故稱謂於肇國
天皇也 上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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