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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俗으로서의 濟州 長壽와 成長動力으로서의 ‘長壽産業’: 實踐人類學의 사례
1. 문제제기(1): 제주도의 地政學
전체 사회가 분절에서 통합으로 진행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다. 다변화가 보장되면서 통합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론적으
로는 알고 있지만, 통합이라는 행위 자체가 발생시키는 에너지의 효과로 인해서 통합 과정에
서 빚어지는 다변화의 상실감도 만만치 않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다. 목포에
서 잡은 물고기가 서울과 동경에서 문제가 되고, 중국의 대련에서 실은 마늘이 인천과 홍콩에
서 논의되며, 미국의 소가 한국의 정치 중심지를 흔드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인식 위에서 우
리는 ‘제주 산업화의 미래’를 논해야할 것이다.
인류학도가 산업화를 거론하자면, 정책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용할 수 있는 인류학이란 학문내의 전략으로는 ‘실천’이라는 문제이다.
현장을 대상으로 한 참여관찰을 방법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를 연구실과 논문으로만 보관하지
않고, 현장으로 다시 피드백해서 현장의 삶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주제를 우리는 ‘실천인류학’이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인류학 응용’ 즉 인류학이라는 학
문함을 응용하여 실제의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본다는 얘기이다. 사실 인
류학이라는 학문을 하는 목적의 궁극성이 연구결과를 현장 즉 그 연구결과의 원인행위가 실행
되었던 현장으로 다시 되돌려 준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천인류학의 미래는 다분히 연구자와
현장 사이의 호혜성이라는 바탕을 지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한 호혜적 관계
의 모습이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지향하는 방향일 수 있다는 생각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자료
도 지식도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어느 한 곳이 독점하지 않는다는 정신이 실천인류학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제주도’라는 지역의
지정학적 좌표에 대한 인식이다. 몇 년 전에 타계한 안드레 군더 프랑크(A. G. Frank) 교수는
타계 직전의 병석에서 우리에게 보낸 비디오 메시지를 통하여 한국이라는 지역을 고려할 때
선행해야할 문제의식을 두 가지 예견한 바 있다. 그 한 가지는 '지정학적 충돌'(geopolitical
clash)의 문제이다. 다른 한 가지는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 있는 '금융상의 충돌'(financial
clash)로서 IMF 관리체제를 말한다. 지정학이라는 것은 제일차세계대전과 제이차세계대전 사
이에 독일의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으로서 한 국가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좌표로부터 발생
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관점의 표현을 말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는 대륙과 해양의 가운데서 양자의 충돌이 일어날 시에는 반드시 한반도의 주민들이 심각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제주도를 바라볼 때도, 이러한 관점이 필요한 것이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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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다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고되어야하는 과제라고 생각된다.
지정학상의 제주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나는 동아시아의 핵심지라고 말하고 싶다. 동아
시아는 대륙과 해양으로 나뉘고 있는데, 동아시아의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대륙과 해양의
중간지대로서 오키나와와 제주도를 꼽을 수 있다. 대륙 쪽에 좀 더 가까운 제주도와 해양 쪽
에 좀 더 가까운 오키나와를 상정할 수 있다. 즉 동아시아의 북쪽 핵심지가 제주도이고, 남쪽
핵심지는 오키나와라는 구도를 설정할 수 있고, 앞으로 이 구도에 대한 고려를 선행시킨다면,
제주도는 오키나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발전문제를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본다. 즉 제주도의
미래발전을 고려함에 있어서 오키나와와 상호보완 관계의 구도를 설정해보는 것이 중요한 패
러다임일 수 있다. 제주도의 산업이라는 문제를 고려할 때에도 항상 벤취마킹과 아울러서 보
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오키나와를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말이
다. 현재 제주도가 오키나와와 자매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는 것도 이미 이렇
게 자리잡은 인식표현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2. 문제제기(2): 제주도 산업화의 미래
산업이라는 차원에서 제주도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수산업과 축산업 그리고 농업을 포함하
는 일차산업을 손꼽을 수 있다. 그러한 일차산업에 의지하여 살아온 시간이 이제는 완벽하게
끝이 난 것 같이 보인다. 산업 그 자체가 끝이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주도의 정책입안자들
이나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현재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일차산업이라는 것이 먹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한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그것은 끝이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현재 세계화의 구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끝장이 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일 뿐이다. 제주도에서 환금작물로
등장하였던 이런 저런 것들도 이미 거덜 난 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미
명하에 등장한 대체산업이 관광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안고 있는 또는 앞으로 제주도민들에게
안겨다 줄 재앙은 이미 여러 차례 예견된 바 있고, 실제로 나도 그러한 예견을 시도한 사람들
중의 하나다. 환언하면, 제주도의 산업위기를 예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실천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숙고해보자는 것이 본고의
작성 목적이다.
토속신앙의 주체였던 돌하루방은 싸구려 기념품이나 장난감으로 취급됨으로서, 제주도민들
의 토속신앙에 보이지 않는 관광 폐해를 각인시키고 있다. 현재로는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지
만, 그러한 과정이 제주도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음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돈벌이를 위해서 설치한 민속촌들은 싸구려 관광상품과 음식점으로 가득하고, 그 결과, 앞으
로는 남는지는 모르겠으되, 뒤로는 믿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제주도 관광의 현주소
라고 말할 수 있다. 단기 방문형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 전략은 사실상 실질 소득이라는 면에
서는 별로 이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수기의 단기간 내에 집중하는 관광객의 숫자로 인하여
제주사회가 소란스럽게 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관광이라는 것도 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산업폐기물을 생산하게 마련이다(전경수 1994).
눈에 보이는 폐기물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폐기물도 쌓여가고 있다. 그 결과
가 제주도 삶의 왜곡된 변질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관광으로 먹고 산다는 중론이 지배적이
면 지배적일수록 제주도민의 내부는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비대칭성이 창출해내는 사회병리
적 현상에 시달리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관광 관련 산업의 취업구도에서
도 이러한 문제는 잘 나타나고 있다. 젊은이들의 취업이라는 것이 현재와 같은 관광산업의 구
조가 제공하는 구도 속에서 얼마나 미래 지향적으로 안정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관광이 제주도민의 삶을 구해낼 수 있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가 ? 현재로서는 전혀 그
렇지 않다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서비스 항목을 발굴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관광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것을 방지하려니 할인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고, 할인 상품의 양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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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관광산업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행정기구는 끊임없이 예산을 들여서 적자발생 부분을 메꾸어 주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자 近未
來의 문제점이다.
‘제주도 살길’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내놓고 목하 추진 중인 골프장 건설은 또 어떠한가
? 골프장의 숫자와 ‘홀’의 숫자로 수익 계산은 가능할지 몰라도, 골프장에 소요되는 물은 당장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무제한으로 지하수를 뽑아 올린다고 ? 언제 제주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할지 모르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골프장 양산이다. 환경친화와
는 거리가 먼 골프장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주도의 미래 명운을 맡기고 있을 것인가 ? 현 지
사의 임기동안에는 파탄날 일이 없을 것이 뻔하다. 자연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미래의 제주도 주민들이 그 문제를 감당해야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골프장 중
심의 경제살리기가 제주도를 송두리 째로 파탄 낼 날은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미 그 파
탄의 날을 겨냥한 시한폭탄은 작동하고 있는 중이며, 남은 문제는 시간일 뿐이다.
제주도에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물을 낭비하는 체제, 골프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쏟아붓
는 농약과 화학비료 그리고 제초제로 인해서 바다의 사막화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
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이 제주도의 삶과 산업의 총체적 난맥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파
탄날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기만 아니면 만용이고,
그러한 기만과 만용은 거대한 음모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음모의 끝은 ‘사
람살기 어려운 제주도’가 아니겠는가 ? 그 음모는 아무도 기획하지 않았고, 아무도 원치 않은
음모라는 점에서 더욱더 가공할 일이다.
산업화는 경쟁력을 전제로 한다. 경쟁력의 확보는 각자의 개성과 특징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프라의 설비에 소요되는 투자액으로 인해서 경쟁력 확보의
출발점에서부터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제주도는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 인프라의 덕
분으로 환금작물과 관광산업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세계화의 진행은
그러한 경쟁력 우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구도를 제공하고 말았다. 그 두 가지 산업은 다
른 요인들로 인해서 더 이상 제주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관광산
업에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재와 같은 단기방문형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는 산
업으로서의 관광이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취약한 면을 탈피하기 어렵다. 필자는 이러한 난국
의 타개를 위한 대안 모색을 본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3. 희망적 대안의 시나리오: 長壽=民俗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했다. 제주도의 문제는 제주도 사람들이 안고 있다. 그러면 제주도
문제는 제주도 사람들 속에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삼단논법을 풀어보기로 한다.
제주도에만 존재하고 다른 곳에는 없는 현상들은 여러 가지로 언급될 수 있다. 예를 든다
면, 제주어가 독특하고, 제주의 녀가 개성적인 항목이다. 그래서 제주도가 다른 지역과는 다
른 “특별”한 곳이라는 인정이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특성으로서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들 중의 하나가 長壽라는 것이다. 제주도의 장수 현상이란 것은 제주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과정의 결과적인 모습의 하나다. 무엇을 먹고 살아왔으며,
어떤 집에서 살아왔는가.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가.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
떤 신앙을 갖고 살아왔는가 하는 문제들이다. 환언하면, 문화의 문제인 것이고, 그 문화의 문
제를 세분하면, 기술문화와 조직문화 그리고 관념문화들이다. 그래서 장수란 생물학적인 부분
만 제외하면 한 집단의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로서 나타난 문화 즉 민속이라는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제주도의 장수현상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제주도는 고령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
된다. 현재 노인복지 분야에서 최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고령사회가 요구하는 고비용체
제이다. 경제활동인구의 숫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숫자가 보여주는 비율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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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가올 노인복지라는 것이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고령
사회 현상은 제주도의 문제임에 분명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점점 더 크게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한국사회의 고령현상과 제주도의 고령현상은 분리되어서 해석
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고령현상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부분은 농촌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都-農 분리구도 속에서 급속도로 진행되어온 일반적인 한국 농촌사회의 과소화가
부추기는 고령현상과 도-농 연계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제주도의 고령현상은 각각 해당 인구가
안고 있는 질적 내용이 다른 것이다. 제주도 인구의 특징은 과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
다는 점에서 “육지"의 인구 현상과 구분되어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인구는 꾸준히
현상유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장수현상은 인구 과소화 과정에 의해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여주는 특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필자는 이 문제 속에 제주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
고 그 답은 제주도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즉 제주도만이 누릴 수 있는 자연의 인
프라와 장수현상을 보여주는 제주도민들의 삶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믿으며,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제주도 발전의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 특유의
장수현상을 기반으로 하여 제주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개념이 담긴 산업으로서 “장수산업”을
제안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사람들이 살아온 결과로서 보여준 장수라는 현상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장수산업’은 제주도의 특성을 배경으로 하게 된다. 소위 성장동력
을 위한 신산업으로서의 ‘장수산업’을 생각하며, 이것이 제주도의 자연과 삶을 담보하는 미래
를 위한 ‘희망적 대안’의 시나리오일 수 있다고 본다.
동아시아에서 유명한 장수 관련 설화는 기원전 23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마천의 사기에 등장하는 중국의 진시황제는 그의 신하 중의 한 명인 서불(徐巿)
을 파견하여 영원한 젊음을 준다는 약초인 불로초를 찾아오도록 지시하였다는 기록과 전설이
광범위하게 전해지고 있다.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 광범위하게 전해져 있는 이 전설의 존
재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장수의 개념이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장수에 대해
서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역사와 전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장수란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행운이기도 하며, 위의 서불 전설은 백세인들과 관련된 행동과 사상을
전달하는 문화적 패턴을 이루고 있다고 이해된다.
장수에 의한 고령사회라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임에 분명하다. 왜냐하면,
특히 동아시아 사회는 전통적으로 “壽”가 五福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와 복지체계의 발달로 인하여 여태까지 진행되어오던 고령사회 현상보다도 훨
씬 더 강도 높은 고령사회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고령인구가 늘
어가고 있는 현상은 현재의 경제와 사회복지의 구도에 의하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구도에서 사회적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는 고령인구의 문제는 그 구도의 전환 즉 발상
의 전환과 그에 따른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에 의해서 기회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그리고 그러한 소신이 이 글을 작성하도록 한 기본정신이기도 하다.
새로운 산업으로 제안되는 장수산업이란 기본적으로 제주도에서 살아온 제주도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배운 지혜와 지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장수산업이란 것은 제주도라는 자연환
경과 제주도민의 삶이 제공하는 인프라 위에서 가능한 것일 수밖에 없다. 제주도민의 삶 즉
특히 장수 노인들의 삶이란 그 자체가 하나의 민속현상이다. 환언하면, 장수라는 현상은 민속
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반대 방향은 아니지만. 백세를 살아온 제주도민의
삶에서 발견되는 인생행로의 지혜가 민속이라는 단어로 압축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 사람
들이 살아온 방식, 즉 제주 민속에서 발견되는 장수 요인들을 결집하여 그것들을 컨텐츠로 삼
아서 산업화의 아이디어와 접목시킨다는 전략이 장수산업을 구상하는 요체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장수현상을 보여주는 간략한 자료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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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국 시․도별 노인인구 현황 비교
(단위: %)

총인구(A)

구분
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0년
47,732,558
10,311,314
3,796,506
2,524,253
2,545,769
1,371,909
1,385,606
1,040,225
9,219,343
1,554,688
1,497,513
1,921,604
1,999,255
2,130,614
2,797,178
3,094,413
542,368

2007년
49,268,928
10,192,710
3,587,439
2,493,261
2,664,576
1,413,444
1,475,659
1,099,995
11,106,211
1,503,806
1,506,608
1,995,531
1,862,277
1,929,836
2,681,364
3,196,953
559,258

65세 이상 인구(B)
B/A (%)
2000년
2007년
7.03
9.87
5.42
8.29
6.03
9.65
5.43
7.69
5.90
8.86
5.64
8.05
5.47
7.72
4.05
6.02
5.69
7.84
9.26
13.45
9.09
12.36
11.19
14.31
10.29
14.32
11.94
17.23
10.75
14.57
8.44
11.09
7.99
11.04

80세 이상 인구(C)
C/B (%)
2000년
2007년
15.12
15.58
15.60
14.75
12.46
13.36
14.82
15.90
13.78
13.76
16.37
15.91
15.56
15.95
15.27
15.34
14.87
15.42
16.87
16.84
15.70
16.12
15.20
16.36
15.63
16.77
15.55
16.43
16.09
16.90
13.36
15.70
19.18
18.01

85세 이상 인구(D)
D/B (%)
2000년
2007년
5.67
6.06
5.91
5.92
4.55
4.69
5.29
6.11
4,97
5.07
6.52
6.41
5.82
6.19
5.69
5.81
5.53
6.02
6.15
6.67
5.89
6.43
5.76
6.41
5.89
6.60
6.16
6.55
5.80
6.57
4.89
5.56
8.88
8.74

자료: 통계청 KOSIS, 각년도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 산출(김진영 교수 작성)

한 지역의 장수현상을 거론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의 지표가 필요하다. 하나는 65세
이상 인구 속에서 차지하는 8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고(D/B), 다른 하나는 해당지역의 인구
십만 명당 백세인의 실질 숫자이다. 나는 전자를 長壽率이라고 부른다. 위의 표에서 보여주다
시피, 2000년과 2007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표1>, 전국평균의 D/B는 각각 5.67%와 6.06%
인데 비해서, 제주도의 D/B 즉 장수율은 각각 8.88%와 8.74%로서 전국의 어떤 다른 곳보다
도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비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즉 제주도가 장수
지역임을 입증하는 절대적인 자료인 셈이다.
<표 2> 제주도 100세 이상 장수자 현황(2007)
(단위: 명)
구 분
계
남
여

계
55
1
54

제 주 시
41
1
40

서 귀 포 시
14
14

자료: 제주도 2007 주민등록인구통계(김진영 교수 작성)

제주도 백세인의 숫자는 십만 명당 10명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는데<표 2>, 이것은 전국
평균 5명 미만의 배가 넘는 셈이다. 백세인의 숫자라는 측면에서도 제주도의 장수현상은 전국
의 어떤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제주도는 장수율과 백세인의 숫자
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장수지역이라고 판정할 수 있고, 장수라는 현상이 제주도 사람들의 삶
의 결과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결과가 보여주는 민속으로서 장수현상을 고려
함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렇게 나타난 제주도의 장수현상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백세인을 중심으로 한 장수현상에 대한 연구들은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한다. 유전적인 현
상과 자연환경의 현상 그리고 문화적 현상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장수라는 것이다. 유전
적인 현상이 장수의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난다. 장수인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도 자연환경이 좋지 않거나 좋지 않은 인생
행로를 거치는 사람은 장수할 수가 없다고 판정되고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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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의 자연환경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월등히 좋다는 점은 이미 관광산업의 인프라로서 작동
하고 있는 점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는 제주도의 문화 즉 제주도 사
람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라는 틀 속에서 제주도의 장수현상을 해명해 보아야할 부분이 남았
다. 제주도 장수현상을 설명하는 하드웨어(인간생물학과 자연환경)에 해당되는 부분들과 아울
러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민속의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는 연구 과제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이다.
제주도는 역사적인 기록에서도 장수지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다. 16세
기 후반에 제주목사는 30가구가 살고 있는 해안 마을을 방문하였는데, 거기서 그는 7명의 백
세인을 만났다고 한다(林悌 1577). 이 기록이 진정으로 사실이라면, 30호가 거주하는 한 마을
에 7명의 백세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발견이며, 실로 놀라운 기록인 것이다.
또 다른 문서는 17세기 말 제주도에 살고 있는 백세인들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한다(李
元鎭 1701). 제주목사 이형상은 이 섬이 장수지역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기록으로 증명하였
다. 그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120세의 한 노인은 널리 유행하는 병으로 1695년과 1696년 사
이에 죽었다. 그 당시에 102세 노인 1명과 101세 노인 2명이 계속 생존하여 있었으며, 또한
16명의 90대 노인과 94명의 80대 노인도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남환박물지(南宦博物志)>(1704)라고 하는 그림편액의 일부는 이형상 목사가 베풀었던 양로
연(경로잔치)의 장면을 보여준다. 이 잔치의 날짜는 1702년 11월 19일(음력)이었다. 제주목사
는 제주도 내에서 3명의 백세인, 23명의 90대 노인들, 183명의 80대 노인들을 초대하였고,
다른 도에서 2명의 고위관리들과 15명의 하급관리들이 방문하였다. 조선왕조 시대(1392년
-1910년)에는 목사가 새로운 지역에 부임하게 되면, 그 지역에 사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
를 제공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목사의 공식적인 직무 규정이 있었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노인들을 잔치에 초대한 것이고, 서체가 있는 그림의 형태로 그 행사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다음과 같은 전설도 흥미로운 것이다. 어떤 약장사가 몸에 좋다는 보약을 팔기 위하여 제주
도를 순회하고 있을 때,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노인을 보았다. 마침 점심 때가 되어서 그
노인과 환담을 하며 쉬면서 약을 팔아보려고 하는데, 밭에서 일하던 노인이 점심을 위한 반찬
으로 밭의 돌담 위에 올라가서 넝쿨 식물의 줄기를 뜯어왔는데, 그것이 멜순이었다. 약장사는
그 광경을 보고, “멜순 때문에 약을 판매할 기회가 없다”라고 슬퍼하였다는 전설이다.
제주도의 장수현상은 문화적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유전학자의 결론이 제기된 바 있다.
즉 가족제도의 모습이 한국의 다른 지역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그러한 차이에서 비롯된
노인의 역할이 고령에 이르기까지 농업노동을 지속시키는 것과 장수현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박상철 2002). 우리는 이 생화학자의 해석에 대해서 지긋한 미소를
금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가족생활에 대해서 밝은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제
주도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방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노인들은 자식들이나
타인에 의존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독립적으로 일을 한다. 가족관계 속의 ‘의존’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다 주는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하게 연구해볼 과제이지만,
‘의존’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회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잘 느끼
고 있는 문제이다.
제주도의 장수자를 구성하는 성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해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특히 백세인의 숫자에서 보여주는 남녀 성비의 극단적인 불균
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역사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구는 역사를 반영하
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제주도가 장수지역이며, 제주도의 장수현상은 문화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부분
이 많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주도의 삶이 제주도 장수현상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제주도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민속을 장수현상 분석의
요체로 지목해야 하는 것이다. 백세인은 많은 사회적 기억들을 가지며 100년을 살아 왔는데
그런 기억의 일부는 전 세대로부터 전달 받은 것이다. 민속은 문화이고, 문화는 기억을 바탕
으로 한다. 기억의 축적을 근거로 우리는 문화와 민속을 논할 수 있다. 역사적인 기록 자료와
현재의 인구통계 자료가 하나의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제주도의 장수현상이 새로운 산업
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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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長壽産業”: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이 글의 목적은 제주도의 장수현상을 축하하자는 것도 아니고, 장수의 비밀을 밝히려는 것
도 아니다. 장수노인들과 백세인들을 축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과로 나타난 장수 현상
이 다음 세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 즉 미래발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어느 한 나라가 더 젊은 세대로부터 징수한 높은 세금으로 노인들을 부양할 의도를 갖
고 있다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백세인들 및 기타 노인들로 인하여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젊은이들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게 마련이다. 현재와 같은 인구지표를 보여주는 사회는 세대
간의 경쟁 즉 사회복지체계의 자원 획득을 위한 투쟁을 경험할 것이다. 말하자면 世代戰爭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경쟁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 이것이 우리
가 안고 있는 미래 불안의 원천이자 미래 세대들이 경험하게 될 삶의 부담이다. 이 부담이 문
제이고, 그 문제로부터 해답을 구하자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즉 ‘부담이 기회’라는 속담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인구의 특성이 구조적으로 달라지면, 그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체계를 구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통적인 산업체계 즉 일차산업과 이차산업 그리고 삼차산업이라는 구도가 지배
하고, 기껏해야 일차산업과 삼차산업의 통합이라는 형태의 변형 정도로는 앞으로 다가오는 새
로운 형태의 인구구도에 적응할 수가 없다. 현재 지배적인 산업체계란 산업사회의 모형이다.
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새로운 산업체계로 무장하는 대대적인 지각변동만이 새로운
시대의 미래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제주도의 경우는, 그 자연적 자산과 문화적 자
산을 기초로 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체계를 고안해내지 않으면 영원히 “육지의 식민지” 노릇을
하게 될 것이며, 더욱더 제주도에서 사람이 살아남기 힘든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전반부에서 지적한 바이다. 그야말로 새로운 산업,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으로서의
새로운 산업에 대한 열망이 필요하고, 그 열망은 제주도의 특성 위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제주도가 장수라는 현상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벤취마킹할 수 있는 곳은 오키
나와이다. 오키나와에서는 縣에서부터 村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다단계 차원에서 장수라
는 개념을 지역발전의 프로그램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고,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내
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예를 들면, 1993년 오키나와의 오기미손은 노인 클럽의 후원을 받
아서 “장수 일본 넘버 원”이라는 기념탑을 세웠다. 촌의 지방정부는 오기미손 내에서 자생하
는 ‘시콰사’라는 토종 감귤을 장수식품으로 선정하여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생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오키나와 현의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1995년 지방 정부는 오키나와 현 내에 기록된 백세인의 수를 기준으로 세계장수헌장도 발
표하였다. 현정부는 오키나와의 특산 식품을 장수식품으로 선정 발표하고, 오키나와 특산의
여러 가지 장수식품 개발을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서, 일본 전국을 상대로 상품판매를 시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홍보의 후속 효과로 장수 프로그램을 겨냥한 관광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 오키나와 관광의 질적인 내용이 “장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변하고 있
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현대의학도 주목하는 17가지의 건강식품산업에 중점
을 두고 있다(尙 弘子 2001: 172-174). 그 재료들은 모두 오키나와에서 생산 및 제조되고 있
는 것들이고, 그러한 재료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분석을 기초로 하여 財團法人 沖繩縣産業公
社가 주축이 되어서 지역 내의 각종 식품제조 기업과 판매망을 동원하여 장수를 모토로 하는
건강식품의 개발과 진흥에 힘쓰고 있다.
25년간의 장수연구를 기초로 하여 “持續健康을 위한 4주간 프로그램”과 “오키나와 프로그
램을 위한 食單” 등을 개발하여 응용함으로서 건강장수의 학습을 위하여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최소한도 4주간 체류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Wilcox, Bradley, Craig Wilcox &
Makoto Suzuki 2001). 그 결과 건강장수를 목적으로 일본 국내로부터 오키나와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인구변동의 상황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일본 전
국의 모든 지방이 인구 감소 현상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오키나와도 1980년대 이래 꾸준히
인구감소를 경험하다가 최근에는 인구가 증가는 추세를 보여줌으로서 건강장수 프로그램의 효
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오키나와의 경험은 지방자치의 모델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다른 지방
정부들도 키워드로 “장수”를 내세움으로서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위하여 서로 경쟁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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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고 있다. 환언하면, 일본에서는 장수현상의 산업화 가능성을 시험 중에 있는 단계라
고 말할 수 있으며, 장수라는 현상이 지역발전을 위한 독특한 문화자본의 역할을 해낼 수 있
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성장하고 있다.
중국 신강성에 거주하는 위구르족들도 장수하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들이 지켜온
의약처방이 그들의 장수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을 현대의학의 기술로 증명하고 응용하는 프
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다. 위구르에서는 전통적인 약초가 집중적으로 재배된다. 여러 가지 종
류의 약초들이 선택되고 삶아지고 증류수로 만들어져서 냉각되고 수집된다. 이렇게 준비된 약
초는 아락(arak)이라고 불리는데, 이 단어는 아라비아어로 땀방울이라는 의미이다(媽麗亞沙克
木.中村輝子.遠藤次郞 1996: 204). 현대식 병원에서는 위구르의 전통적인 의약처방을 핵심으
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학교육 체계 자체를 위구르 전통의학식과 현대의학식을 접목시키고 있
다.
중국의 한족 사회에서도 장수라는 것은 오래된 전통적 개념으로서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壽”자를 기본으로 한 壽祥文化의 예술화에 박차를 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우리에게는 벤취마킹의 대상이 된다(蔡豊明 2001). 다양한 예술 장르에 수상문화의 개념을 접
목시키는 점은 전통의 현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수라는 개념과 예술을
접합시킴으로서 얻어내는 새로운 산업을 지향하고 있다.
이 부분은 장수산업을 고려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산업
사회를 통하여 경험된 바 있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기술과 금융의 접합으로 진
행됨으로서 삶의 후면부가 경제적인 과정에 의해서 희생되는 경우가 주요한 사회병리상의 문
제로 지적되었던 것이다. 즉 산업사회의 전통이 외면하기 쉬운 측면이 예술과 정신세계의 부
분인데, 이 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예술과 산업의 접목을 장수현상이 매개하는 것은 자못 바
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예술이라는 것이 산업과 함께 진행되지 않을 때 발생가능한 삶
의 메마름과 물상화의 위험을 경계하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삶을 방어해낼 수 있는 자생력을
보장하는 것이 예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장수지역인 지중해의 사르데냐 섬은 유럽인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휴양지이다.
남성장수 지역으로서 유명한 이곳은 장수라는 조건을 기초로 하여 건강식품과 자연조건을 최
대한으로 활용한 관광산업이 진행되어 왔다. 농업인 일차산업과 관광인 삼차산업을 결합한 아
그리뚜리스모(agriturismo)가 과소화 지역의 지역살리기 전략으로서 대표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사르데냐에서도 가장 장수지역인 누오로(Nuoro)는 돼지고기 햄(프로슈토)의 최대산지
이다. 도토리를 먹이로 하여 성장하는 돼지는 빵(빠네)과 함께 전통적인 사르데냐 사람들의 주
식이다. 그들의 ‘빠네’와 ‘프로슈토’는 장수음식으로 평가받고 유럽의 곳곳에서 최대의 고급
음식으로 선호되고 있다(Chun 2008). 사르데냐가 유럽 사람들의 최고 휴양지로 손꼽히는 이
유는 사르데냐의 자연환경과 문화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급격히 산업화하고 있는 중국대륙의 인구를 생각하고, 후기산업사회로 이미 접어든 일본과
한반도의 인구를 감안하며, 화인과 화교의 경제권에 속해있는 동남아시아의 인구를 생각하면,
우리는 20억에 가까운 숫자를 그릴 수 있다. 제주도가 오키나와와 함께 동아시아의 핵심지라
는 개념을 설정한 의도는 지정학적으로 제주도의 위치가 장수산업의 논의에 유의미하다는 점
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즉 배후지역의 인구를 거론하는 것은 장수산업의 소비자군에 대한 상
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오키나와 프로그램’, 위구르의 동서의약통합 시스템, 사르데냐의
휴양지 개념 등을 통합한 장수산업의 가능성을 펼쳐보는 것은 제주도 발전의 성장동력을 마련
하는 기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에 예로 든 지역발전의 요인으로서 장수라는 현상은 아직 산업화의 단계를 보여주지 못하
고 있다. 장수산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 구도를 그 방향으로 조직해야 하는 과
제가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운동과 영양 등을 포괄하는 소위 ‘웰빙’ 산업의 체계적 구축과 노
인관련 질병과 요양을 위한 시설의 타운화 등이 위에 사례로 든 것들과 접목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노인개호와 같은 사회복지의 방식이 건강식품과 따
로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장수산업을 기대할 수 없다. 휴양이 중심이 된 관광 개념과 의료체계
가 한통속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인프라의 조성이 필수적인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실버산업이나 고령친화산업 등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 장수산업이다. 실
버산업은 강릉이나 공주에도 가능하고, 고령친화산업은 광주나 안동에도 가능한 일이다.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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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은 곳을 선택한다면, 강화도나 해운대에도 가능한 일이다. 자본과 의지만 있으면 어디에
서든지 가능한 것들이다. 그러나 본인이 제안하고 있는 장수산업이란 것은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인 장수현상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하여 다른 종류의 실버산업이나 고령친화산업 등을 결
합함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체계를 구성하자는 것이고, 다른 곳에서 흉내 낼 수 없는 조
건을 구비하고 있는 제주도의 수월성을 감안하자는 것이다. 탁월한 장수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제주도에서만이 가능한 산업이 장수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는 독보적일 수
있다는 장점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다.
보여줌으로서 관광객의 주머니를 열게 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관광
객들은 점점 더 ‘속살’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주민들이 보여줄 수 있는 ‘속살’의 한
계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속살’까지 보여주면서 관광객이 주머니를 연다고 하는 것은 주민
들의 치명적 모멸감과 돈을 바꾼다는 천박한 생각에 의존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관광산업의 기본 구도는 관광객이 ‘甲’의 지위이고 주민이 ‘乙’의 지위라고 생각된다. 주민이
관광객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주민의 삶은 상대적 박탈감의 질곡에
시달리는 구도를 조성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삶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장수산업은 주민이 甲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제주도식의 삶을 중
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부인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외부인들이 제주도식의 삶을 배우
기 위하야 찾아오는 방식을 구상하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
은가 ? ‘속살’까지 보여주면서 이루어지는 관광산업보다는 제주도식 삶의 방식을 학습하기 위
하여 찾아오는 휴양객을 맞아들이는 장수산업이 주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발전 방향을 조
성할 수 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제주도의 삶을 장기간 동안 살아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제주도 사람
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방향감각이다.
‘멜순’과 같은 건강장수의 식품이 산업화의 대상이 되고, 건강의료의 시설이 산업화의 대상
이 되고, 그것이 지역 주민의 고용과 소득으로 연결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연구자들
과 정책입안자들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몸국’과 ‘멜순’에 대한 기능성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제주도의 현실을 직시하고, 오키나와의 건강장수식품들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가 벤취마킹이 된다면, 희망적 대안의 시나리오는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5. 결론: 떳떳하게 사는 방식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변모하였다. “특별”과 “자치”가 붙으면 무슨 독립이나 하는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었다. 무늬만 변모이지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특별자치”가 되면,
무슨 큰 봉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법석을 떨었지만, 실속 없는 바람만 불었던 것이다. 제주도
사람들 가슴에 바람만 들게 한 것이다. 그것이 육지와 제주도의 현실적인 관계라는 점을 직시
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구도에서는 육지중심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제주도라
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육지의 정치판도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특별
자치”라는 단어가 시혜된 것이지, 제주도의 특성을 충분하게 연구하고 이해한 다음에 인정된
개념이 아니다.
허울만의 시혜를 얻기 위해서 애걸복걸한 시간들을 낭비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 “濟州”(물
건너 있는 땅)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식민지의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 차라리 떳떳
하게라도 살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미래발전은
제주도의 특성 위에서 제주도 사람들에 의해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최소한도
떳떳하게 살았다는 자부심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장수율과 백세인의 숫자라
는 측면에서 제주도가 한국의 최고 장수지역이라는 점을 입증하였다. 즉 장수가 제주도가 갖
고 있는 특성 즉 자산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아시아 사람들이 공통분모로 갖고 있는 개념들 중에 “의식동원(醫食同源)”이라는 틀이 있
다. 오키나와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군가의 집에 손님으로서 저녁에 초대될 때, 의례적인 인사
로서 “쿠수이 나단(kusui nadan)”(kusui 는 의학을 뜻한다)이라고 말하기로 되어 있다. 이것
이 민속이며, 문화이다. 제주도의 민속을 깊이 있게 성찰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제주의 특성
을 배울 수 있고, 제주에서 배운 지혜를 기초로 제주에 맞는 성장동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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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발견해낸 것이 제주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으로서 가치
를 지닌다는 점이다. 빌려온 것이 아니라 ‘메이드인 제주’로서의 원산지 표시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며, 그것을 기초로 제주도에서 세계로 발신된 상품과 아이디어가 제주도 사람
들의 주머니를 불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채워주는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서론 부분에서 지정학을 언급하면서 오키나와와 제주도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
다. 오키나와는 세계 최고의 장수지역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고, 일찍부터 장수를 키워드로
한 지역발전의 시도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곳이다. 제주도가 아직 배우지 못한 바를
오키나와에서는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키나와에는 한라산 같은 존재가 없다. 그리
고 눈도 없다. 아직도 그들은 구태의연한 산업체계 속에서 오키나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장수
를 논하는데 머물러 있다. 장수라는 개념을 모체로 한 성장동력으로서의 신산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장수는 연령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래 사는데 요구되는 신념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
하고 싶다. 오키나와 프로그램 같은 것이 제시되고, 사르데냐와 같은 휴양지의 개념을 포함한
제주도의 장수산업 개념이 심어질 때, 이러한 신념은 달성된다. 그 신념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신념이다. 아직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실행되고 있지 않은 ‘장수산업’이 제
주도에서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을 필요가 있다. 18세기의 이형상 목사는 임금에게 “80대와
90대의 사람들은 행복의 상징이다. 백세인은 나라의 매우 중요한 상징이다”라고 보고한 바 있
음을 역사서는 전하고 있다. 18세기의 조선사회에서 백세인들은 화석이 아니라 사회의 보석으
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장수현상의 결과로 나타난 고령인구는 사회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사회의 미래를 진단하고
예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역할을 하는 것이다. 미래의 "연령지진(agequake)"에 순응하는
장수 문화는 과거 사회에서 노인들에 관한 전통적 맥락으로부터 재발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잘 살아온 결과로서 나타난 장수는 미래 삶의 떳떳한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미래 삶을 위한
성장동력으로서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사람은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살아갈 때 가장 떳떳하게 살아가는 법이다. 장수산업이 미래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가동될 때, 제주도에서 가장 떳떳해지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부모들이고
제주도의 노인들일 것이다. 제주도의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념의 창출이 선조들이 물려
준 장수라는 민속으로부터 출발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그것이 문화의 연속이다.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나도 일정 부분 참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럴 경우 나는 진행되
는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것이다. 그 과정을 면밀하게 기록으로 남긴다면, 그것이 실천인류학
의 실천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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耽羅鰒과 耽羅海: 公共體의 海政學을 위하여
1.

서언: 海洋觀을 수정하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상수로 작용하는 두 가지 축은 시간과 공간이다. 자연과학도 문학

도 철학도 예술도 의학도 모두 이 두 가지 상수의 범주를 벗어나서 작동하는 것은 없다.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섬의 삶을 고려하는 원천적 관점을 구축하는 좌표도 시간과 공간이
다. 본고는 이 섬과 이 섬으로 연결된 바다라는 공간과 탐라라는 시간, 이 두 가지의 축으로
구성된 논리 위에서 자기성찰적이고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탐라론의 가능성을 전개하고자 한
다. 즉 時空座標라는 관점을 기본으로 하고 본고를 작성한다. 본고에서는 일단 “濟州”는 논외
로 하며,“濟州論”은 다음 기회에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간을 기반으로 인간의 삶을
다루는 학문을 우리는 史學이라고 하며, 공간을 기반으로 인간의 삶을 다루는 학문을 地理學
(과거에는 地學이라고 하였음)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학문이 인류
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인류학 중에서도 시공초월적 구조론이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의 구조주의 인류학이다. 그의 인류학이 보편적 인간상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천우신조적 공헌
을 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시공구속적 인간과 문화의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인류학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허공의 구름잡는 언설에 지나지 않는다. 아예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 본고는 탐
라라는 시공구속적 삶의 관점을 정립하고, 그 관점을 분석해내기 위해서 사회자연체계
(socionatural system)의 생태인류학적 이론(John W. Bennett 2003.8. 參照)을 적용함으로
써 이 섬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목적과 함께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개체들이
공정하게 분배 받는 공유자원으로서 개념화된 公共體(commons)(van Laerhoven & Ostrom
2007)를 염두에 두고 글쓰기를 진행한다.
탐라를 성찰함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관점은 國家權力과 관련된 것이다.
국가의 위치가 육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육지중심주의와 육속화 사상이 발호하는 한 제대로 된
도서학과 海洋觀이 자리잡을 수가 없다. 관점 자체가 육지중심주의에 기반된 불균형된 불평등
에서 시작하고 있음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육지를 중심으로 세상을 재단했던 인간의 역사
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기원전 2400-2000년 경에 토지를 거래했던 역사를
보이는 것은 이미 그 이전부터 육지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사진(사진 1)은 석판에 쓰인 설형문자로 적힌 메소포타미아의 토지거래 문
서이다. 툽시카(Tupsikka)라는 사람이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이 땅의 가격으로 98구르삭갈
(gur-sag-gal)의

보리와

16파운드의

양모

그리고

16쿼트의

기름이

지불되었다(British

Museum의 해당유물 해설문 패널에서). 1구르삭갈은 240리터에 해당된다.
그 토지의 양에 대해서는 해설이 없어서 토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리의 양으로 추정할 때, 상당히 넓은 규모의 토지일 수 있다. 요점은 어떤 인간 사회에서도
바다의 면적을 이렇게 거래했다는 흔적은 없다는 점이다(동해안의 어촌에서 미역바위를 상속
하며 거래한 풍습이 있었던 것은 본고에서 전개하는 논리와는 맥락이 다르다. Han 1977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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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메소포타미아의 石板土地去來文書: 이 사진은 필자가 런던의 British Museum에서 2013년 7월에 촬영한 것임

육지중심주의와 地政學的 사상을 기반으로 한 국가권력이 위계적으로 완벽하게 민중을 지
배하게 된 이후의 관점으로 탐라를 바라보는 것은 탐라에 대한 성찰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
점에서 빗나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탐라라는 문제의식은 국가권력의 민중장악력이 느슨하
였던 또는 수직적 위계관계를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였을 시대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기
를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서는 육지보다는 해양에 대하여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갖는 인식이 필요하다. 해양에 관해서도 육지의 지정학적 전략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목하 남중국해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중국굴기를 내세운 최근의 “海防策略”이 明淸
의 “南海海疆”이라는 인식을 승계한 결과가 남중국해에 소위 “九段線”이란 국경선을 설정하
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明代의 “抗倭安海”와 “倭蜑混雜”이라는 인식을 재발견함으로써, 중
화사상을 기반으로 한 애국주의자이며 지리학자인 白眉初(1876年－1940年, 후주1)는 1936년
海疆国界线的画法으로 <中华建设新图>를 출판하였고, 그 속의 두 번째 그림으로 ‘海疆南展后
之中国全图’를 제시하면서 “南沙群島”와 “西沙群島”를 기반으로 중화민국의 “九段線”을 확정
하는 주장을 하였고, 나아가서 “十一段線”(白龍尾島를 겨냥한 것)까지 언급하였다(徐志良
2010.4.: 94). 21세기 신중국의 중국굴기가 내세우는 구단선 주장의 시발점이 80년 전 중화사
상의 지리학적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시공좌표와 국가권력, 이 두 가지의 관점이
꿈틀거리는 중국의 신제국주의적 기도를 간파하는 주축적 관점으로 채택되어야 함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라는 시공적으로 거대한 존재가 약동하고 있는 21세기에 탐라의 재발견을
위한 중추적 관점으로서 시공좌표와 국가권력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하나의
현실이다.
역사적 실체로서의 탐라와 제주가 연구의 주제로서 다루어진 것은 일찍이 일제시대 일본인
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동경제국대학의 토리이 류조(鳥居龍藏)는 <日本書紀>의 繼體天皇二
年條 ‘二年冬十月南海中耽羅人初通百濟國’이 일본에서는 가장 오래된 탐라에 관한 기록(鳥居
龍藏 1914.11: 31)이라고 제시하였다. 서기 508년이라는 얘기다. 일본 발음으로는 “tora”이
며, 나아가서 <續日本紀>에 등장하는 “度羅樂”(聖武天皇天平三年 條)을 제시하여 탐라 출신
樂人들의 활동을 보고하였다(鳥居龍藏 1914.11: 37). 이어서 京城帝國大學의 언어학자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는 “‘토라’는 ‘토무라’의 訛傳이라고 하였다. 度羅樂에 대해서 “<通證>(후주2)
에는 그것을 탐라의 악이라고 해석하였는데, 후일의 학자들 중에서는 그것을 ‘吐火羅’의 것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小倉進平 1935.4.8)라는 견해도 소개하였다. 토카라(‘吐火羅’)는
카고시마 남쪽의 토카라열도를 지칭하는데, 이 섬들은 그야말로 작은 규모의 섬이자 소인수가
거주했던 섬들이어서 규모상으로 볼 때 전혀 맥락에 닿지 않는 소견이다. 식민지시대 초기 제
주도를 바라보았던 일본인들의 관점은 <世宗實錄地理志>에 소개된 乙羅神話를 근거로 한“日.
耽同祖論”을 뒷받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魏志東夷傳>에 등장하는 내용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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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韓.耽別祖論”의 제안(전경수 2013.11.5)과 연동되면서도 대등한 지위의 논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었을 것이다. 즉 탐라의 역사지리적인 위치가 한반도보다는 일본열도에 가깝다는
논리의 전개가 가능하게 된다. 일제시대의 일본인 학자들이 관심을 두었던 부분은 탐라와 일
본의 동질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그러한 관심은 소위“日鮮同祖論”을 지지하는 식민주의
적 언설들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그러한 관점은 식민지조선의 문화통
치에 가감없이 활용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제작 및 반포하였던 소학교
교과서에 을라신화를 이용하여 신화상의 혼인관계를 설명하면서,“三乙那”의 배우자로 맞이되
었던 일본 出自의 “三處女”를 강조한 것은 양 지역의 혈연적 관련성 즉 탐라를 통하여“日鮮
同祖論”으로 연장되는 논리의 개발을 시도한 사례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리에 비추어서
제주도에 전래해왔던 창조신화에 해당되는‘설문대할망’신화를 배제한 경우를 보면, 식민통치의
목적에 걸맞지 않은 이야기들은 상대적으로 배척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전승되고 있는 유
사한 종류의 이야기들을 차별화하는 식민주의적 전략이 작동하였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또한
탐라 전승의 본풀이에 대한 巫俗迷信化의 논리에도 적용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한 지역 내
에서 옛날 이야기로 전승되고 있는 것들을 사상지배라는 통치목적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신화로 부정적인 부분은 미신으로
양분하는 수법이 미신화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탐라를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탐라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탐라에 대한 성찰의 과정이다.
이 과정을 수련하는 사람은 탐라를 대상으로 철학하기(doing philosophy)를 시도하는 것이
고,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탐락철학의 길로 인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탐라의 자연과
문화를 성찰하는 것이 곧 탐라철학의 과정이 된다.“철학”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저명한 철학자
의 성함과 고견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철학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그것이 철학하기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혹세무민용으로 적용된 초보상태의 제
국주의적 발상의 철학하기다. 철학이란 단어를 수입한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여, 수입된 단
어인 철학으로 스스로를 포장한다면, 스스로 성찰하는 관점 즉 自省(reflexivity)의 기회는 스
스로 포기하게 된다.
2.

“耽羅海”와 “耽羅鰒”
화산을 기반으로 한 이 섬의 생태계에 대한 원천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지질학과 화산학의

연구가 미미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섬의 생태계를 논하는 것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동
시에 ‘이곳은 섬이다’라는 인식을 기본으로 하는 도서생태학에 관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섬
이라는 자연환경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섬은 동서 73킬로미터, 남북 31
킬로미터의 규모로서 결코 작은 섬이 아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서 전개되어야 하는 삶의
원천적인 모습에 대한 인식틀을 요구한다. 섬이라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상식인
수문권과 암석권 그리고 생물권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며(田島佳也, 安渓遊地 2011.3. 참조),
이 개념이 도서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山-川-海’의 순환 모형으로 나타난다.
이 섬에 우뚝 솟은 한라산은 동중국해의 연안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이 해역을 항해하
는 뱃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항해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한라산이다. 동중국해의 서쪽이
나 남쪽에서 이 섬을 향하여 항해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근접해야 한라산이 보일까? 전라남
도의 남쪽 해안에서 한라산은 육안으로 확연하게 보인다. 오키나와의 남쪽 요나쿠니에서는
11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대만의 고산연봉들이 확연하게 보인다. 오키나와에서 미야코섬까지
의 거리는 260킬로미터 정도인데 상호간에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은 緯度의 문제가 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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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상의 위도에서 보이는 거리와 위도가 다른 곳에서 보이는 거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일본의 나가사키현에 속해 있는 五島列島(대소의 141개 섬들로 구성된 전장 150킬로미터의
길이)의 가장 북쪽에 있는 섬이 宇久島(우쿠지마, 면적은 25평방킬로미터)이다. 이 섬은 한라
산으로부터 정동향으로 20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우쿠지마에서 고래로부터 전해오는 이
야기가 있다. 이 섬의 정상은 城카岳(조카다케, 해발 258미터)인데, 이 섬의 여성들이 산의 정
상에 올라가서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왔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서쪽으로 한라산이 보였다는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온다(鹿兒島大學 長島俊介 敎授談, 2014년). 동일한 증언은 오랫동안 五
島列島의 해민을 연구해왔던 동경대학의 伊藤亞人 교수로부터도 확인되었다. 우쿠지마와 한라
산은 위도상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직선거리상으로 생각한다면, 해상의 조건이 좋은 상황에
서는 서쪽 방향의 한라산이 보일 수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 후지산이 보이는 가장 먼 곳에
대한 정보는 323킬로미터를 기록하고 있다. 후지산이 가장 멀리서 보이는 서쪽의 와카야마
현 카쓰우라는 후지산과 위도상 거의 동일선상에 근접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른
곳들은 위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구의 곡면에 가려서 가시거리가 짧아진다. 32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후지산이 보인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쿠지마에서 한라산이 보인다는 전설은 실
제로 그 광경을 보았던 우쿠지마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한다. 우
쿠지마에서 한라산의 자태가 찍힌 사진이 기대된다. 일찍이 鳥居龍藏이 언급하였던 것처럼,
우쿠지마 여성들의 전설은 을라신화에 등장하는 일본 출자의 ‘삼처녀’와 신화적 혈통을 생각
하게 하는 부분이다. 그 ‘삼처녀’들이 배를 타고 건넜던 바다가 이 해역을 무대로 살았던 사람
들의 이야기들의 일부를 전해주고 있다.
오도열도에 널리 전해오는 ‘高麗島의 傳說’이 있다. 과거 遣唐船이 출발하였던 히라도(平戶)
에서 서쪽으로는 우쿠, 노자키, 오지카의 세 섬이 鼎立하여 上五島를 구성한다. 이 중에서 오
지카에서 정서향으로 4리 정도 떨어진 곳에 비료우도(美良島)라는 무인도가 있다. 이 섬의 동
단에 약간의 평지가 있고, 그곳에서는 종종 기왓장들이 출토되었다. 이 섬에서 다시 서쪽으로
3리 정도 떨어진 곳에 어부들이 高麗瀨 또는 高麗曾根라고 부르는 해저 암초군이 있다. 부유
하게 잘 살았던 고려도가 해저로 침몰하면서, 고려도에 있었던 절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
해역에서는 어부들의 그물에 와당과 자기편들이 걸려서 올라온다고 한다. 일본민속학의 태두
야나키타 쿠니오(柳田國男)는 해저에 가라앉았다고 하는 ‘高麗島의 전설’에 이끌려 1931년 5
월 5일 오지카마루(小値賀丸)라는 이름의 소형 발동선을 빌어서, 비료우도까지 순항하였다. 거
기서 만난 어부들의 증언은 비료우도에서 제주도까지 항로는 17시간 거리라고 하였다(柳田國
男 1933.5.5 參照). 이쯤 되면 우리는 제주도에서부터 오도열도에 이르는 바다에 대해서 더
이상 무관심할 수가 없다. 나는 한라산이 보이는 일본의 나가사키 해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제
주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耽羅海”라고 명명한다. 이 바다는 삼을라의 부인이 되었던 ‘삼
처녀’가 건넜던 바다이기도 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탐라해의 해역을 무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
들에 대한 논의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을 바다의 방향에서 실질적으
로 넓히는 길이기도 하다.
해양세계를 바탕으로 한 섬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모델을 태평양의 섬사람들로부터 배
울 수 있다. 하와이대학의 인류학자 벤 피니 교수는 폴리네시아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항해지
식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마이크로네시아로부터

원양항해의

전문가인

마우(Pius

'Mau'

Piailug)를 초빙하였고, 그의 지도로 兩艤舟(double-placed canoe, 하와이 말로는 ‘와아 카
울루아’ wa'a kaulua)를 건조하여 하와이-타히티 사이의 3,620킬로미터 거리를 항해하는 프
로젝트를 실천하였다(Finney 2003: 7). 그 배는 근대적인 시설을 전혀 장착하지 않고 뱃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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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항해지식에만 의존하여 목적지에 도달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항해하였던 항적은
GPS에서 보여준 항적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알게 되었다. 상호 보이는 섬들 사이를 항
해하는 방법과 상호 보이지 않는 섬들 사이의 항해하는 방식은 다르다. 상호 보이지 않는 거
리에서는 천체의 움직임과 파도와 바람의 흐름을 읽어냄으로써 항해를 위한 나침반을 대신하
였다. 낮에는 해, 밤에는 별, 그리고 파도와 바람에 대한 뱃사람들의 지식이 항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별에 대한 지식은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을 위하여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탐라는 별과 별자리를 삶의 근본으로 삼았고, 별은 신앙대상의
차원에 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강문규 2017.12.20 참고).
표류와 표해, 그리고 “以船爲家”의 해양유민이란 인식은 제주도가 섬이라는 사실, 그리고
고래로부터 사람들이 삶의 무대로 삼아왔던 동중국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
킬 수 있는 논의기반을 제공한다. 항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접근되어야 할 것이며, 외부
와의 소통방식의 과정을 보여주는 관점으로 제주도를 이해하는 장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 주
변의 해류에 관한 정보를 비롯해서 기상과 관련된 자료들이 동원됨으로써 수문권과 대기권을
구성하는 생태권의 내용에 연결될 수 있다. 바다의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각종 표해록에
서도 잘 드러난다. 15세기 후반 요나구니로 표류하였던 사람들의 진술로부터 제주도 사람들의
세계관을 읽어내야 하고, 천오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요나구니와 제주도 사람들 사이의 상호인
상기와 하멜 표류기로부터 바타비아와 네델란드로 이어지는 표해록의 글러벌리즘이라는 시야
가 제주도의 이해를 새롭게 심화시킬 수 있다. 육지 중심이 아니라 해양 중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탐라의 해양세계를 풍부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기를 희망한다. <漢書> 五行志 卷
27, 中之上에 등장하는 “吳地, 以船爲家”의 용어가 <朝鮮王朝実録>에서도 산견되는 현상은
흥미로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중국의 춘추시대에 관찰되었던 해상통행에 관한 인식이 <朝
鮮王朝實錄>에 동일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은 춘추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時
空을 隔하여 동중국해에서 이어져온 해양문화의 면모를 증언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
다. 그러나 서구열강의 서세동점 결과로 진행되었던 근대화(식민지화)를 경험하면서, 이 관점
은 격변하였던 증거가 있다. 아편전쟁에 승리한 영국인들이 광주와 상해에 조차하면서 발간하
였던 신문인 <申報>에는 ‘潮惠民情土俗論’이라는 기사가 실려있다(1872년 6월 20일자). 그 내
용의 ‘海民’에 대한 정의는 ‘광동성 동부(粤東)에서 “以海島爲巢穴以舟楫爲室家”하는 집단으로
서, 이들이 육지로 상륙하여 약탈과 살인을 일삼는 도적의 무리다. 해민들이 嶺南의 근본적
걱정거리다’로 적었다. 전형적인 육지중심의 사고를 기초로 해민인 단민(蜑民)들을 바라보고
있음이 확인되며, 그러한 관점이 영국인들의 식민지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해양과 해민을 바라보는 식민주의적 시선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
한 선결과제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조선사의 일부로서 편제된 관점과 해역사라는
독자성 확보를 전제로 하는 관점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선행됨으로써 탐라의 해양성을 이해하
는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지역이 아니라 海域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琉
球의 역사, 대마도의 역사, 오도열도의 역사, 그리고 주산군도의 역사 등을 포함한 비교해역사
에 대한 선행연구가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해역사라는 장르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탐라해와 탐라해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중국해를 배경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설과 사서의 기록으로 상
당량이 전해지고 있다. 기원전 473년 越王句踐에게 멸망한 吳太伯의 일본이주설(上野 武
1992.4.20: 137)과 기원전 210년대 徐福東來說(上野 武 1992.4.20: 141)이 탐라해를 포함한
동중국해상에 유포된 전설들이다. 太伯과 徐福의 두 집단들이 해상이동을 하는 동안, 그들이

- 15 -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한라산과 탐라를 제외한 해상교통로는 생각할 수 없다. 서기 677년부터
1859년까지 약 1,200년간 “五島列島에 漂着” 한 기록은 251건으로 수집된 연구결과가 있다
(北見俊夫 1992.4.20: 313-318). 표착한 배들의 출발지를 집계한 순서를 보면, 중국, 조선, 유
구, 일본 순이다. ‘東亞地中海”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凌 純聲과 “環지나海”를 썼던 코쿠부 나
오이치(國分直一)의 선행연구를 계승하여(北見俊夫 1992.4.20: 273), 키타미 토시오(北見俊夫)
는 “東亞地中海文化圈”의 설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로서, 1443년-1488년간에 발생
하였던 표류사건들을 정리한 濟州島關係漂流年表(高橋公明 1992.4.20: 189)에는 13건이 기록
되었는데, 표류선의 출발지로 보면, 五島列島 4건, 토카라列島 1건, 流求列島 3건, 中國沿岸
各地 4건(高橋公明 1992.4.20: 188)이다. 즉 표류도 해상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자
료들을 기반으로 하여 나는 키타미(北見)와 타카하시(高橋)의 견해에 동의하며, 탐라해가 동아
지중해의 일부라고 첨언하고 싶다.
일본에서 해민에 대한 연구는 15.6세기의 五島列島, 濟州島, 舟山列島를 포괄하는 ‘倭寇支
配地域’이라는 가설을 상정하기도 한다(網野善彦 2009.4.28: 100-101). 이 가설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중국측의 자료들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아울러 더욱더 많은 자료의 뒷받침이 있어
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 가설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까지 진행되는 입
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태이지만, 최소한도 이 지역의 해로에 대한 논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여태까지 제시된 탐라해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견해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北部九州의 지역은 대륙문화를 최초로 받아들이는 곳이고, 크게 나누어서
2갈래의 대륙행 통로가 있다. 하나는 朝鮮半島로부터 對馬.壹岐를 경유하여 北部九州에 이르
는 길(北路)로서, <魏志倭人傳>에도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8세기에
이르러서 遣唐使가 통과하였던 항로이다. 즉 五島列島와 같은 섬들을 경유하여 남중국해를 횡
단하여, 揚子江河口 부근에 도달하는 길(南路)이다”(下川達彌 1992.4.20: 102). 시모카와(下
川)가 제시하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거부할 의사는 없다. 그러나, 下川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길을 간과하고 있다. 그의 설명은 탐라해상에 존재하는 제주도라는 섬
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다. 따라서 북구주의 오도열도를 기점으로 하여 탐라를 경유하
는 항로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요한다. 항해하는 도중에 맞닥드릴 수밖에 없는 제주도를 경
유하는 항로를 고려한 것이 타카하시 쿠니아키(高橋公明)의 입장이다. 이 항로는 8세기에 개
척되었던 견당사를 위하여 구축되었던 南의 항로 이전부터 작동하였던 海民들의 일상적인 항
로였음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국가권력이 작동하기 이전에 해민들에 의해서 개척되고 존
재하였던 해상의 토착적인 항로였음을 제언하고 싶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 해안과 일본열도의
직결설(網野善彦 1987.2.10: 393)과 전라도-제주도-북구주 항로(高橋公明 1987.3.1)가 제안되
어 있음에 주목한다. 탐라해를 무대로 해상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족적에 대해서
궁금해진다. 야나키타 쿠니오가 일본산악회 제2회대회석상의 연설문에서 “山民”(柳田國男
1909.11.3)이란 개념은 사용했지만, 바다와 관련된 두 책을 저술하였던 그가 “海民”이란 개념
을 사용한 적이 없다. 아미노(網野)가 1971년에 정의한 海民의 용례는 “湖沼河海를 막론하고
수면을 주 생활 터로 하며, 漁業.塩業.水運業.商業으로부터 掠奪에 이르기까지 생업을 한다.
즉 완전히 분화된 모습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盛本昌広 2009.7.24: 138)이고, “未分化된 상
태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존재로서 개념 규정되고 있다”(盛本昌広 2009.7.24: 147-148). 陸의
지배논리가 아니라 海 그 자체로서의 특질로 보려는 시도를 간파할 수 있다. 海는 길이다. 육
지처럼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는 그 자체가 길이며, 열린 곳이다. 생산양식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도작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사관의 극복이 필요하다. 농업사관에 대한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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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나아가서는 해양사관)이 해민의 개념을 생각하게 하는 문제제기인 셈이다.
일본의 기록에 등장한 탐라인들을 외교사절 아니면 표류민이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
(森 公章 1985)로는 “來日”(일본으로 들어옴)의 의미를 해독함에 있어서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왕래하였던 복수의 목적을 갖고 다녔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렇게 다니다가 일기가 나빠지면 표류민이 될 수도 있다. 그 항로는 이 해역을 무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화된 길이었다. 물품에 붙어서 탐라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사례들로
는 738년의“耽羅方脯”(周防国正税帳), 745년의“耽羅鰒”(平成宮出土木簡), 927년의 “耽羅鰒”
(<延喜式>主計上式) 등이 있다. 탐라방포는 분명히 방포의 산지가 “耽羅”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다. 어느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 그런데,
“耽羅鰒”은 그 산지를 특정하기가 간단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있다. 탐
라복이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것이 일본에서는 “御調”(미츠키, 황실 공납을 위한 특산품)를 구
성하는 특별한 물품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耽羅鰒”은 乾鰒인가 아니면 어떤 형태의 가
공품인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해볼 수 있는 근거는 “耽羅鰒”의 분량을 가늠하는 단위인 “斤”
이라는 글자에 대한 논의로부터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延喜式>의 “葛貫鰒
十二斤。耽羅鰒十八斤”라는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무게를 측정하여 표기하는 단위로서의
“斤”이 의미하는 바는 특별한 가공 이전의 乾鰒 상태에 대한 측정 단위라고 생각된다. 肥後国
（熊本県）이「耽羅鰒」３９斤、豊後国（大分県）도「耽羅鰒」１８斤을 공진하였다고 한 기록의
“耽羅鰒”도 모두 건복의 형태라고 생각된다. 장거리 항해를 대비한 방식이 건복이었다고 생각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물인 복으로부터 껍질을 떼어내고 전복의 육질 부분만을 염장하여
말린 것(完乾 또는 半乾)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을 거래할 경우에는 “斤”이란 단위를 사용하였
을 것이다. 위치상으로 볼 때, 비후국과 풍후국은 주방국과 가깝기도 할 뿐만 아니라 탐라 쪽
으로 더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후국과 풍후국으로부터 진상된 전복은 그 원산
지가 탐라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安房国(아와노쿠니, 치바현)에서 나라의 平城宮으로 진상된 “耽羅鰒”의 출자에 관한
엇갈린 주장들이 있다. 양성종이 그에 대하여 産地說(今村 鞆, 網野善彦)과 種類說(森 公章)로
구분하고, 자신은 산지설을 따른다(梁聖宗 1994.7.20: 4)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최근에는 다시 아와노쿠니일 가능성(渡辺晃宏 2018.3.)도 제기되어 있다. 나는 양성종
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이 “耽羅鰒”의 원산지가 탐라라고 생각한다. 그 첫번째 이유는 <延喜
式> 이후의 어떤 문건에도 “耽羅鰒”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더 이상 “耽羅鰒”
이 일본 내로 조달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아와노쿠니의 위치에 대한 문
제제기이다. 시부사와 케이죠(澁澤敬三)를 비롯하여 <延喜式>의 내용을 분석한 학자들은 아와
노쿠니의 위치가 平城宮보다도 훨씬 동쪽으로 떨어진 곳인데, 또 아와노쿠니에서도 전복이 생
산되기 때문에, 아와노쿠니의 사람들이 일부러 탐라의 전복을 수입하여 平城宮으로 진상한다
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澁澤敬三 1954.9.20). 그래서 시부사와(澁澤)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에는 “耽羅鰒”이라는 명칭의 양질의 전복이 생산되었고, 그것
이 平城宮으로 진상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한편에서는 이 의견이 그
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이 견해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은 방향과 거리 문제
이다. 이 가정은 해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해류를 통한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하고 싶다. 이동수단을 육지의 교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시부사와 등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지
만, 이동수단이 배인 경우에는 설명이 달라질 수 있다. 해류를 따라서 이동하던 사람들의 교
통과 교통로 그리고 그 수단에 대해서 해역이라는 측면에서 재고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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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번째 이유는 명칭 그 자체의 문제이다. 공진품으로 정형화된 “耽羅鰒”의 이름은 하나
의 특정한 종류에 대한 명칭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平城宮의 서쪽 지역에서
공진되는 鰒과 동쪽 지역에서 공진되는 鰒이 각각의 지역적 특성을 갖는다는 인식을 표현하는
명칭이 공진품의 명단에 기록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된다. 그 명칭이 동일한 것은 원산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진품이라는 의미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용어선택과 사용의 용례에 있어
서 지극히 보수적인 일본문화를 생각하면, 耽羅鰒이란 용어가 여러 갈래로 적용되는 것은 부
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延喜式> 이후에 “耽羅鰒”의 명칭이 일본측의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가? 鎌倉時
代 연구를 전제로 할 때의 기본사료인 <吾妻鏡>(아즈마카가미, 후주3)에는 建久3年(1191年)에
源頼朝(미나모토노요리토모)가 元에 年貢으로서 “長鮑”를 보냈다는 기록에 대해서, 이 長鮑가
熨斗鮑(노시아와비)일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吾妻鏡>의 “長鮑”는 “鰒”이 아니고 “鮑”라고 써
서 전복을 가리키고 있다. 평성궁에서 출토된 목간들에 의하면, 전복을 지칭하는 용어는 최소
한도 세 가지가 등장한다. 이미 언급한 바 있는 鰒, 그리고 蝮(平城宮發掘調査出土木簡槪報
34: 10)과 鮑(地下노正倉院展 國寶 平城宮跡出土木簡 第III期 展示木簡 65번)의 사례도 출토
되었다(奈良文化財硏究所 2017.10.14: 10-11). 두 번째 것은 “生蝮”이라는 단어가 적힌 목간
이었고, 세 번째 것은 “御取鮑[三十烈]”의 사례다. 이 삼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평성궁에서 출토되었던 목간들은 8세기 전반에 걸쳐서 사
용되었다고 생각되는 목간들이기 때문에, 거의 동시기에 사용되었던 글자들이 동일한 물건을
지칭할 리는 없다. 글자가 다르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伊勢神宮에는 고래의 제조법으로 만든 노시아와비가 6月과 12月의 月次祭
（츠키나미사이）、10月의 神嘗祭（칸나메사이）에 봉납된다. 이 노시아와비는 三重県鳥羽市
国崎町의 鎧崎(요로이자키)에 있는 神宮御料鰒調製所(이 명칭에 고래의 “鰒”자가 남아있음에
유의하고자 한다. 이 글자가 “耽羅鰒”의 유산임을 증언하는 것일 수 있음)에서 만들어진다. 노
시아와비를 만드는 것은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작업이 이루어진다. 1회에 사용되는 전복은 약
200킬로그램 정도이다. 요로이자키에서는 매년 7월 1일에 海士潛女神社(아마쿠구리메진쟈)의
마츠리(祭)가 개최된다. 이 행사를 위해서 이세신궁의 무악(舞樂) 팀이 아주 규모가 작은 촌사
인 요로이자키의 마츠리에 참가한다. 일종의 神緣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사진 2 참
조). 이것은 海女(아마)의 시조로 일컬어지고 있는 전설의 아마(海女) ‘お弁’(오벤)을 모시는 海
士潛女神社에서 이루어진다. 第11代垂仁天皇의 第4皇女인 倭姫命（야마토히메노미코토）가
国崎를 방문하였을 때, 「お弁」이라고 하는 海女가 전복을 헌상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吾
妻鏡>의 기록은 더 이상 “耽羅鰒”의 생산과 조달이 어렵게 된 상황의 배경을 반영한 것이 아
닐까? 그러면서 용어도 “鰒”에서 “鮑”로 변경되었으며, 양자는 차원이 다른 威勢品들임을 일
본의 기록문서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耽羅鰒의 지위에 熨斗鮑가 대체된 것이라고 이
해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좀 더 줄여서 말한다면, 鮑가 鰒을 대체한 셈이다. 기록과 문서라는
측면에서 숙고해본다면, 이것은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차원의 변화였다고 생각된다.
사진 2: 造神宮使廳과 海士潛女神社의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
(1930년 6월 12일): 이세신궁에서 20년에 한 번씩 신을 좌우로 이동
시키는(正宮을 좌우로 옮기는 것을 말함) 식년천궁의 행사를 할 때,
舊正宮에서 나오는 목재를 본 촌사로 보냈다는 내용이다. 다음 천궁
은 2033년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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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황제국체제(노명호 2017.10.30) 발흥은 서기 1105년 탐라를 복속하는 양상으로 전
개되었고, 이후 고려는 이 섬에 목마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음이 사료에 나타나고 있다. 오늘
날 제주도 중산간 지역이 이후부터 몽골인들이 목장으로 쓰면서 개발되었다고 보고 있다(김동
전.강만익 2015.2.28 & 강만익 2016.6.). 따라서 탐라에서는 대규모의 목장건설이 시작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고, 주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노역에 동원되었을 것이며, 1277
년 이후에는 元의 대규모 목장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섬의 자연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됨으로써
더 이상 양질의 전복(耽羅鰒)이 생산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섬에 가해졌던 정치적
구조의 격변이 발생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생태계의 격변과 노동구조의 변화 때문에,
일본에서는 더 이상 “耽羅鰒”을 수입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 원시림의 탐라가
목장화에 의한 초지로의 전환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싶다. <延喜式>에 등
장하는 아와노쿠니에서 진상품으로 올리는 “耽羅鰒”은 이미 그 이전부터 공진품의 명단에 지
정되어 있었고, 탐라와 아와노쿠니 사이에는 그 이전부터 탐라해를 경유하는 해상교통로가 열
려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탐라사람들이 흑조난류를 타면 志摩半島를 거쳐서 아와노
쿠니에 당도하는 것도 하나의 연안항로일 수 있다. 그 교통로를 타고 20세기 초의 지마 아마
들이 제주도까지 출가하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주도의 “潛女”들을 표기하는 명칭이
志摩海女들이 모시는 신사의 명칭(海士潛女神社)에 각인되어 있다. 그 단어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천착이 소홀하였음을 지적하고 싶다. 석비에 석각으로 남아 있는 “潛女”라는 글자의 역
사적.지리적 무게를 감지할 수 있다. 탐라에서부터 지마반도까지 이어졌던 천 년이 넘도록 작
동하였던 뱃길의 공동체적 흔적이 석비에 각인되었음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고 싶다. 이것이
동아지중해와 탐라해의 유산이다. 그리고 方脯와 鰒의 명산지로서 고대 일본인들의 뇌리에 각
인되어 있는 표현이 “耽羅方脯”와 “耽羅鰒”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탐라의 브랜드
였던 탐라복이 일본으로 전해졌던 그 바닷길을 탐라해라고 부름에 주저함이 있을 수 없다.

사진 3. “放牧狀況”: 나무가 전혀 없는 제주도
목장(山口県立山口図書館所在桜圃寺内文庫 소장
<Album>, 도서번호: TWS/292.1/C54).
잘못인쇄되었다. 고쳐야 한다. 나중에.

3.

山-川-海와 미시생태학
한라산을 정점으로 육지의 경사면이 방사형을 이루면서 자연스러운 물 흐름에 의해 하천이

현상된다. 이때 유역의 넓은 면적이 울창한 원시림으로 덮여 있으면 하천은 수량이 풍부하지
만, 초지로 바뀌면 사정이 달라진다. 숲이 많은 물을 머금고 하천으로 공급하는 현상은 특히
토양 특성과 관련이 깊다. 인공초지에 비해서 자연숲에서는 낙엽과 죽은 실뿌리가 넉넉하고,
그 유기물의 부식과정에 특별한 일을 한다. 그런 까닭에 토양미생물의 활동이 숲과 초지에서
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물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인 토양 성분이 파괴된 이후 시
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다. 즉 토양입단(aggregate, 떼알)
의 안정성이 유기물과 이산화탄소, 질소 그리고 미생물의 집합 구성에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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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이 증명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파괴를 경험한 토양의 입단 회복이 토양미생물과 토양균류
에게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Shukla & et al 2003: 1272). 토양생
태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Weil & Brady 2016)은 미시생태인류학에 새로운 안목을 제시하
고 있다. “숲이 목초지보다 토양유기물(부식질 포함)을 넉넉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드는 침투와 함께 수분보유능력이 증가한다. 그렇게 되는 까닭은 토양의 입단형성
으로 불규칙한 모양의 틈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단립의 흙 알갱이들이 서로 붙으려
면 힘이 필요하다. 화학적․물리적 힘은 그냥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생물적 힘은 생물이 에너
지를 투자해야 생긴다. 토양의 입단을 묶는 생물적 힘은 주로 미생물이나 작은 실뿌리가 분비
하는 유기물에서 나온다. 단립토양보다는 입단토양으로 구성된 토양 안에 더 크고 넓은 빈틈
이 생긴다. 그 빈틈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생긴다. 다른 것들, 즉 그것은 미생물의
삶에 필수적인 물이나 영양분이 될 수 있다. 토양의 입단 만들기는 빈틈 안으로 물과 자양분
이 스며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방식이 된다. 미생물에게 그 빈틈은 자원을 보관하는 창고
인 셈이다”(이도원 교수의 메모로부터). “土壤粒團의 안정성은 이산화탄소의 저장, 유기물의
안정성 확보, 수량 확보와 토양침식방지 등에 기여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중요한 자산이다. 또
한 토양 안정성의 증진은 농업생태계의 지속성과 토양침식 방지 그리고 파괴된 땅과 기후변화
의 회복을 위한 적실성을 보여주고 있다”(Duchicela & et al. 2013). 토양생태학의 과학적 지
식은 토착지식과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탐라의 원시림 회복이 이 섬에 희망
적 환경을 안겨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된다.
그릇된 인식의 ‘40년 생태관광’이 남긴 원시림 파괴로부터 원시림 회복의 실험을 가동한 코
스타리카에서 배워야 할 과제가 목하 진행 중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인 케짤
(quetzal, 佛說의 阿彌陀經에 나오는 六鳥 중의 하나인 迦陵頻伽에 가장 근접한 모양의 새가
아닐까 한다)이 회복되는 원시림에 둥지를 틀기 위해서 돌아오고 있다. 이 섬의 원시림이 회복
되는 프로젝트는 탐라복이 돌아올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초록색 등판 털과
붉은 색 가슴 털 그리고 푸른색의 긴 꼬리를 자랑하는 케짤이 코스타리카의 원시림에 돌아오
듯이 長徑 20센티미터가 넘는 탐라복이 이 섬의 주변 해역에 부활하는 세상이 오도록 해야 한
다. 이 섬의 원시림을 회복하는 프로젝트는 백 년 뒤의 이 섬사람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것이 엄습하는 기후변화에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정
신적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 케짤과 탐라복이 돌아오는 현장이 오스트롬이 제안하는 공공체
거버넌스(Ostrom 2015)의 사례가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다. 코스타리카에서 실천되고 있는 케
짤 회귀와 원시림 회복의 소식은 이 섬에서 탐라복의 회귀와 원시림 회복에 희망적 낭보가 된
다. 山-川-海는 물이 순환하는 하나의 環을 구성한다. 건천에서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바다에 공급되는 영양분은 빈약할 수밖에 없다. 하천이 풍부한 수량을 바다로 흘려
내려 보내면서, 산에서 만들어진 영양분들이 바다로 공급될 수 있다. 현재 초지를 중심으로 하
여 목마장의 구성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제주도의 토지이용 형태에 대한 철저한 반성적
관점이 요구된다. 엄밀하게 말해서, 현재의 초지 중심 경관은 일시에 특정한 목적을 갖고 ‘만
들어진 자연’이다. 元의 식민지가 된 후, 탐라에 부여된 목마장의 역할이 현재의 초지중심 토
지이용의 기반이 되었음은 역사적 사실로서 규명될 수 있다(사진 3 참조). 이 섬이 속해 있는
식물생태계는 고산지역을 제외하면 난대림을 중심으로 하는 조엽수림대와 낙엽활엽수림대이다.
말하자면, 樹林帶의 원시림이 초지로 전환되었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현재 이 섬
의 많은 하천들은 건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건천들은 원시림을 배후지로 했던 경우
에는 건천일 수가 없었다. 산지천에 항상 물이 흐르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천의 바닥이 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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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치천을 비롯한 이 섬의 하천들이 건천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
는 것은 지극히 비과학적인 언설이다. 화산도로 구성된 지구상의 많은 섬들이 그것을 반증하고
도 남음이 있다. 현재 지극히 미미하게 보고되고 있는 민물고기의 종류는 원시림 상태의 하천
에서 생태계를 구성하였던 어류를 대변할 수가 없다(김완병 2016.3.4; 양계청 2013.1.25; 이완
옥.양계청.김대한.김대희 2014.1.; 이완옥.홍양기.양계청 2015.1.31 참조). 초지와 건천이 배후
가 된 바다와 원시림과 하천이 배후가 된 바다의 영양공급 상황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사료를 취급하는 사학자들은 문헌으로부터 그 간접적인 증거라도 찾아내야 하고, 자연지리를
전공하는 지리학자는 하천의 지질구조로부터 그 증거를 추적해야 한다. 생태권의 한 축인 암석
권을 형성하는 화산과 그 결과물인 지질에 관한 관심은 탐라의 생산기반에 대한 논의를 가시
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생명기반을 생태학적으로 예측하는 작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화산활동과 이어지는 인간의 생활환경에 대한 조명이 탐라 이해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
공할 수 있다. 지질학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제주도 내의 구역별 차이에 대한 이해는 토양의 이
해에 반영될 것이고, 그 결과는 탐라인들의 작물재배를 비롯한 생산 활동과도 연계된다. 화산
활동과 그 결과물로서의 동굴에 대한 이해는 탐라 옛 경관을 이해함에도 필수적인 자료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복은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Field &
Tsianina 2008)이기 때문에, 탐라의 생산기반과 해상활동이라는 장르를 열어갈 수 있는 일종
의 깃대종의 지위에 있는 것이 탐라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줄여서 말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탐라복이 이 섬을 대표하는 동아지중해의 브랜드였고, 원시림이란 버팀목이 배후에 있었기 때
문에 탐라복의 브랜드화는 가능하였다. 토양미생물에 관한 토양생태학의 과학적 지식이 궁극적
으로 탐라복의 생성과정의 배경이 되고 있음에 대한 연결고리들을 밝히는 작업이 가능하다. 그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원시림과 하천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자 한다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度羅樂”과 “耽羅鰒”에 관련된 논의들은 사라진 단서들의 잠을 깨우
는 각성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여 출토된 유물에 대한 고찰로도 탐
라사의 복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빼앗긴 탐라사에도 유산은 남는다”는 점을 증
명해줄 수 있는 단서들이 일본측의 사료에서 등장하는 “度羅樂”과 “耽羅鰒”이다. 그 유산이
자연과 문화 속에 간직되어 있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 두 단어가 고려와 조선측의 사
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왜 일본의 사료에서만 나타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문제이다. 유사한 종류의 단서들은 이 섬의 곳곳에 명백하게 유존하고 있다. 본풀이의 내
용 속에서도, 언어 속에서도, 지명 속에서도, 전설 속에서도 남아 있고, 자연 속에도 각인되어
있다. 기록물로서의 “史”는 빼앗길 수 있지만, 저변의 문화는 누에고치 속의 누에마냥 숨어
있을 수 있고, 자연의 본체는 본연으로 각인되어 있다. 편린으로 남은 탐라문화와 자연의 조
각들을 짜 맞추고, 전체 모자이크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드러나
서 읽기 쉬운 작업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숨은 그림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대상이 탐라사라고 말할 수 있다. 탐라사는 사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화와 자연의 문제
에 도전해야 하는 과제임을 언명하고 있다. 연역과 귀납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하는 과제
임을 감지한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삶의 총체적인 영역을 담보하는 것이 탐
라사의 문제임을 직시하게 한다. 그것은 조각난 기억들을 짜 맞추는 작업일 것이고, 그 작업
을 해야 하는 사람은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시도해야 한다. 사회적 기억들에 대한 추적 가능한 방법은 여러 가지로 동원될 수 있다. 신화
나 전설 그리고 설화 등의 형태로 전해오는 이야기들과 그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는 말
(speech)이 분석의 대상이어야 한다. 이 섬을 구성하는 땅에 각인되어 있는 토속지명은 이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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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사회자연체계에 대한 인식체계를 구성하는 자료의 역할을 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이 섬에서 본풀이라는 장르로 전승되고 있는 심방들의 서사
이다. 그것은 노래와 시의 형태가 어우러져서 구성된 전승형태의 독특성을 보여준다. 이름하
여 ‘민요’라고 하지만, 전승되고 있는 노래를 말한다. 이 섬 사람들이 어떠한 노래를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다. 자장가, 노동요, 부요 등으로 분류되어 고
찰되어 온 노래에 관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이다. 각 노래들 사이에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
지를 파악한다면, 독자들은 탐라노래를 통해서 탐라사람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다. 탐라의 자
연에 적응된 노래들을 살려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탐라의 노래를 탐구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노래를 통해서 탐라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탐라의 신화는 크게 두 가지 계통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설문대할망’신화이고 다른 하나는
‘을라’신화로 이해되어 왔다. 창세신화와 국가신화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신화라는 장르에
대입될 수 있는 이야기들만으로 한정한 것이다. 아니다. 탐라에는 한덩어리의 커다란 이야기
가 전승되었다. 현재 신화라는 장르와 전설이라는 장르 또는 무가라는 장르 등으로 나뉘어 버
린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나뉘기 전의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근대학문
의 전문성이라는 특징이 하나의 탐라이야기를 여러 장르로 나누어 버린 결과를 마주 대하고
있다. 그것들은 하나의 장르인 ‘탐라이야기’에서 연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장르에 의해서 조각이 나버린 ‘탐라이야기’의 파편들을 현재 신화다 전설이다 무
가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조각난 파편들을 모아서 ‘탐라이야기’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 판
을 열어야 한다. 근대학문이라는 장르에 의해서 해체된 탐라이야기는 복원되어야 한다. 해체
된 결과의 틀을 다시 해체함으로써 전체의 그림을 보게 되는 희망을 갖게 된다. 그 복원 과정
이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복원작업을 감당하는 사람의 몫이다. 소위 인문학
이란 영역으로 한정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외의 전설에 속하는 이야기들이 어우러
져서 이 신화들 내용의 이해를 위한 새로운 지평이 전개되기를 희망한다. 신화는 이야기 담지
자들의 사상을 피력하기에 안성맞춤의 자료이다. 탐라신화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탐라사상과
탐라철학에 대한 논의의 전개가 가능해지기를 희망한다. ‘본풀이와 무속’의 분야와 함께 “탐라
바이블”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섬 주민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본풀이는 신화나 설화의 차원과 연계되어서 탐라사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굿으로 표현된 무속의 중심이 되어 있고, 탐라정신사의 중추로서 본풀이는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풀이를 통한 탐라사상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굿이고 무속이라
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場(gestalt)은 이 섬 사람들의 신앙체계의 바탕을 구성하는
제일의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록과 구전이 빈약한 역사를 보완할 수 있는 스토리들을
보여준다. 신화와 전설의 장과 잘 결합된 본풀이와 무속의 해석은 제주도에 깊이 각인되어 있
는 탐라사상과 탐라철학을 전개할 수 있는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탐라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해온 것이 탐라어이다. 탐라어는 아직도 근근이 살아
있지만, 유네스코에 의해서 절멸위기의 언어로 지정되어 있다. 탐라어가 체계적으로 가장 잘
남아있는 것이 地名이라고 생각한다. 지명에 각인되어 있는 탐라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탐라어의 유래와 구조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탐라어가 형성되어온 시간적 층화
현상을 발견해 냄으로써 탐라사의 연구에도 큰 기여가 될 수 있다. <魏志東夷傳>의 馬韓條
끝에 소개된 州胡에 관한 소개는 주호의 사람들이 韓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적었다. 이
부분을 소홀하게 다룰 일이 아니다. 일찍이 동아시아에 대한 비교문화적인 관점을 갖고 州胡
를 인용하여 제주도를 소개하는 문헌을 간과할 수 없다. “州胡(Chau-hu) 사람들은 배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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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와 무역을 하여 소와 돼지를 가지고 가며, 그들은 (코리아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물고기 껍질로 만든 옷을 입고 있다”(MacGowan 1891: 296). 맥고완은 위지동이전의 문장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지만, 마지막의 “물고기 껍질로 만든 옷”은 맥고완이 삽입한 내용이다(후
주4). 맥고완이 제시했던 주호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여권정치’(gynecocracy)에 있었음을 상
기할 필요가 있다. 탐라어 연구자는 제1차적 목표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작
업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세밀한 地名(海名을 포함)의 조사와 분석
이 필요하다. 단어들이 제시할 수 있는 생태학적 기반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 자연
의 문화지를 구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탐라어의 위에 얹힌 다른 종류의 언어들을 층서별로 정
리함으로써 역사적 변동 상황을 언어학으로 증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언어는 그 집단의 사
상과 세계관을 반영한다. 탐라어에 담긴 탐라인들의 사상이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의식주와 민구라는 유산들은 이 섬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직접적인 자연전유의 증거들
이다. 이 섬 사람들이 입어왔던 옷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특징적인 탐라문화의 현상이다. 옷
을 논하지 않고, 탐라사람들의 삶을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옷을 만들기 위한 과정의 재
료와 도구 그리고 기술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면서, 옷과 관련된 일상생활과 의례생활이 조명
됨으로써 탐라문화의 정수를 읽어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탐라사람들의 사상이 깃든 탐
라의 옷에 대한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다. 이 섬을 배경으로 한 음식은 이곳 자연의 표현이자 곧, 탐라사람들의 자연전유의 방식을
이해하는 첩경이 된다. 재료와 도구 그리고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이 깃들어 있는 것이 음식이
고, 자연물이 음식으로 전유되는 과정에 개입되어 있다. 음식은 일상과 의례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담고 있다. 섬의 토양과 해양에서 생산된 재료들을 구하는 방식
에서부터 음식의 모습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자연에 대한 이해 없이 음식을 논할 수는 없
다. 그리고 음식을 통한 자연 전유의 과정은 탐라철학을 거론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바탕이 된
다. 탐라의 음식은 탐라의 빛깔을 포함하고, 손길을 느끼게 한다. 그러한 과정에 대한 음식논
의는 탐라철학으로 가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탐라사람들의 집에 관한 논의 없이 탐라문화
의 특징을 거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 ‘안거리’와 ‘박거리’의 구조가 발생하였는가? 이것
을 “耽羅家屋”이라고 명명할 경우, 이러한 형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고고학적 자료와
역사적 자료의 연결과정으로부터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그것은 어떤 기능을 만족시
키고 있으며, 집에 사는 사람들의 가족관계와 연동시킨 서술이 필요하다. 집에 포함되는 재료
와 기술 그리고 도구 등을 거론하는 것 이외에도 사회조직적인 측면과 생태학적인 측면 즉 사
회자연체계에 입각한 분석이 동원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는 건축학적
시각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거시적 시각으로 탐라의 집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집 속에 삶의 기반이 되는 사상이 깃들어 있음을 간파하는 저작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의
식주의 영역과 함께 民具라는 것은 생업과 일상생활의 진행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문제이다. 고고학적인 자료의 배경이 되는 원시생산경제로부터 시작하여 목장화가 진행된 이
후, 그리고 근대적이 농어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물질적인 증거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 민구로 대표되는 각종 물건들이다. 민구를 보는 눈은 고고학과 사회학 그리고 생물
학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생산경제와 관련된 민구라는 문제의식은 가족으로 대표되는 사회
구조뿐만 아니라 생산조직을 반영할 수 있는 해석4이 가능하다. 사회자연체계라는 안목은 통
시적인 문화변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로서 탐라로부터 제주로 이어지는 제주도의 삶
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문제의식이다. 탐라자연의 문화지와 탐라문화의 자연지가 만
들어지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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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어: 海政學(Oceopolitics)의 산실
1916年

스웨덴의

루돌프

크젤렌(Rudolf

Kjellen)이

제창하였던

침략적인

“地政學

(geopolitics)”이란 용어가 더 이상 작동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폴리틱스’라는 것도 정치적
동물일 수밖에 없는 호모사피엔스의 이름에 걸맞게 슬기롭게 ‘관계’를 위한 것이지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잠정적으로, 지정학의 틀을 해양에 적용하여 해양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양과 도서를 생각하는 해정학을 제시한다. 해양인식을 담아낸 海圖가 海洋을 만들
어낸다. 탐라에서 출발한 해정학으로 육속화된 육지중심주의의 구속을 벗어난 탐라인식이 제
대로 된 성찰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80년 전 白眉初가 “九段線”을 설정하였던
중화사상의 패권주의와 애국주의가 발호하였던 것과는 다르다. 탐라해를 조망하는 안목은 역
사적

사실의

탐라복을

배경으로

바다를

공유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공생주의

(commensalism)에 기반한 것이다. 공생주의에 기반한 동중국해를 안목에 자리잡도록 하는
구도를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정학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작은 섬들을 지칭하는 도서를 기
반으로 한 “島嶼學” 정도로는 탐라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해낼 수가 없다. 그것은 ‘다도해’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틀로서 충분하다.
시간대의 순서가 뒤바뀐 점이 용서된다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가능하다. ‘근대화가 한반도
를 삼켰다면, 육속화가 탐라를 삼킨 것’이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갖는 것이 필요하다. 身體陸
續化의 중앙정부적 전략이 탐라를 유배지의 역할로 제한하였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현
재 상태로 진행하게 되면, 과거의 목장화라는 자원경제 육속화의 전략이 목하 진행중인 관광
중심 구도 속에서도 재현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밀레니엄을 바라보면서 진행되는 ‘목장
화에서 관광화로’의 변화는 근본적인 식민지적 착취구도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역사적 충
격으로 인하여 ‘山-川-海’의 탐라생태권은 ‘山-海’로만 억지로 작동하는 구도가 조성되었다.
‘川’이 빠진 상태에서 억지의 작동을 위하여 외부자본이 개입한 상태를 목하 목도 중이다. 탐
라본연의 생태권의 허리가 잘려져 버린 상태인 모순적인 구도를 아무도 폐기하려는 생각을 하
지 않는다는 점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모순된 생태권의 기반 위에서 국가권력과 외부자본
의 개임이란 전략하에 진행되는 자원경제 육속화의 관광산업중심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국제
자유도시’와 립서비스 차원의 “특별자치”라는 마각을 이미 드러내고 있다. 한라산만 집중적으
로 “개발”되고, 탐라해는 아예 안목에도 없는 상황이다. 한라산과 탐라해는 하나의 사이클로
순화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자연체계로 인식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궁극
적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탐라해와 한라산은 육지와 대륙으로부터 밀려드는 쓰레기의 종착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탐라해라고 외면하지 않는다. 제주도
지사는 해수면 상승으로 고통받는 태평양의 바누아투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구비해야 한다. 바다를 생각하는 근본적인 관점의 확립이 탐라사상으로 구현되기를 간절히 바
라는 마음이다. 천년 전의 耽羅嶋人들은 최소한도 바다를 삶의 실천장으로 삼고 살았음을 유
산으로 남기고 있다. 천년 전의 삶을 무시하면, 현재의 삶이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탐라
해에 대한 인식과 탐라복의 브랜드가 사라졌던 것처럼, 또 다른 정체성의 문제인 탐라어가 사
라질 위기에 처했음을 목도한다. 정체성 위기의 수렁에서 해방될 방안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섬은 타자화되어 버린다. 역사에서 “濟州”가 탐라를 찬탈하였던 것처럼 타
자화의 역사는 미래에도 반복된다. 탐라어가 사라진 자리에는 탐라인이 사라질 자리가 마련된
다. 그 과정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동아시아에서 탐라의 존재는 독특하다. 흔히 제주도와 대비되는 오키나와가 14세기 초 즈음
에 유구국으로 시작되었던 점과 비교하면, 탐라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7세기 이상 일찍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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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립국으로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오키나와가 ‘문화독립’의 기치를 내세우고 유구
문화의 사상과 정신세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온 점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일
본과 중국 그리고 한반도로 무역을 다녔던 탐라사람들, 국제정치적인 차원에서 활동하였던 탐
라사람들의 모습을 고고학적인 자료와 역사적 자료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육속화된 ‘제주’도가 아니라 해양세계의 독립체였던 탐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탐구함으로써, 탐라사상사와 탐라철학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식민주의적
海洋觀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탐라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확보할 수 없다. 탐라에
관해서 기록해둔 중국측과 일본측의 문서들이 존재한다. 왜 탐라에 관한 한국측의 고대 기록
이 빈약한가?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한다. <三國史記>의 편찬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탐라를
제외하였는 지에 대해서 추궁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일본측의 사료들로부터 재구성해 보아야
하는 탐라사는 한국사를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 범주가 아니라 동아시아사라는 범주로 눈을 돌
리게 한다. 한국사의 지방사로서 논의되는 경향의 연구들이 재검토되기를 희망한다. 몽골 측
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추적이 필요하다. 국제관계의 맥락 속에서 탐라사를 재구성
해야 하는 과제가 필수적이다. 문서기록으로부터 찾은 탐라관계 기록들이 구전하고 있는 자료
들과 어떤 맥락으로 연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제기된다. 제주도의 패총에 대
한 개괄을 전제로 하고, 古動物學의 관점에서 패총출토의 동물유산에 대한 분석과 정리를 기
대한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섬에 존재하였던 동물의 뼈가 말해주는 내용이 궁금하다. 해안
과 바다에서 채포되었던 어류와 패류의 정리가 탐라인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생태학적 조건의 재구성에 있어서 제주도의 패총출토 동물유산은 필수적
인 자료이다. 인간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패총유물들이 의미하는 바가 탐라사의 이해를 더욱
더 깊게 해줄 것이다.
생태학과 문화(사회조직, 기술, 관념)가 잘 결합된 탐라중심의 슬기로운 해정학이 전개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그 해정학의 핵심주제로 자리하고 있는 潛女 연구를 기대한다. 탐라인의 핵
심에 잠녀를 위치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140년 전에 동아시아 비교문화
론의 연구주제로 여권정치를 언급하면서 州胡의 존재에 착안하였던 맥고완(McGowan)의 논의
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를 재발견해야 한다. 왜, 잠녀들은 집단적으로 물질을 하는가?
집단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수순이 있는 법이다. 1960년대 미해군의 연구자금으로 생체학적 연구를 필두로 자료가 수집되
었던 잠녀에 대한 연구가 그야말로 인류문화유산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검토되기를 기
다린다. 잠녀는 생물학과 문화가 만나는 접점에서 인간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한다. “물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潛”이 곧 바로 “물질”
이 아닌가? “물질”의 의미를 깊이 새긴 용어가 潜女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식민지시
대에 정착한 용어 하나 제대로 선택해서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성찰이 가능하
겠는가?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정통성을 논할 자격을 잃게 된다. 탐라를 생각하는 지식
인들의 제대로 된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한다. 해정학의 핵심에 잠녀연구가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삶의 터전으로서 존재하는 바다를 잃어 버린다는 것은 탐라의 영역이 그만큼 축소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탐라의 해정학을 추진하는 과정이 탐라 철학하기를 실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탐라복이 사라졌고, 탐라어가 사라지고 있고, 다음 탐라인이 사라질 차례가 다가오
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탐라론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감사의 말씀: 본고의 초고가 제주연구원의 토론장(2018년 6월 19일)에서 발표되었을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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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참석했던 이도원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께서 토양생태학에 관한 귀한 말씀을 주
셨다. 이도원교수의 토양미생물에 관한 메모와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본고의 논리전개는
일층 탄탄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安渓遊地교수(山口縣立大學)의 안내로 山口県立山口図書館
所在桜圃寺内文庫의 자료를 열럼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
다. 본고의 일부는 제주학회40주년기념학술대회(2018년 6월 21일, 제주대학교 인문관 2호)에
서 기조강연의 형태로 발표되었음을 밝힌다.
後註
i. 白眉初: 이름은 月恒，만주족으로서 하북성 출신이며, 중국의 근대 지리학자로서 유명하다. 1909
년 북양사범학당(北洋師範學堂)을 졸업하였고, 1912 년 중국지학회(中國地學會)가 개명된 중국지리학
회에서 편집부장으로 활동하였다. 1913 년부터 여자사범학교에서 지리와 국문을 가르쳤고, 1917 년 8
월 북경사범대학 역사지리부 주임겸 지리학교수가 되었다. 본문에서 언급한 <中華民國建設新圖>는
32 폭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지리부도와도 같은 서물이다.
i. <日本書紀通証>: <日本書紀>의 주석서이다. 모두 3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谷川士清가 저술한 것
으로 1748년에 시작하여 1762년에 간행하였다. <日本書紀> 전권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이다.
i. 治承4年(1180年)부터 文永3年(1266年)까지 막부의 사적을 편년체로 기록한 서물이다. 무로마치시
대에는 <吾妻鏡>이라고 불렀고, 에도시대초기의 고활자본은 <東鑑>이라고 부른다. 양자는 동일한 내
용이다.
i. Daniel Jerome MacGowan(瑪高溫: 1815–1893)은 미국 Massachusetts 태생으로서 1843년에
침례회 의료선교사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의사 역할을 하면서 寧波에서 서적들을 발간하였으며(《博物
通書》(愛華堂 1851, 전보와 전기에 관한 개론서）와 <航海金針>(愛華堂 1853, 항해와 기상에 관한
서적), 이러한 서적들이 일본으로 수입되었다. 그는 일본을 3회 방문하였고, 상해에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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