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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사학 특강] (2) 기독사관으로 본 한민족의 정체성
누가 ‘우리 것’을 말살했는가
‘우리 것’을 찾는 일에 나서기 전에 우선 짚어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
와 문화가 어떻게 해서 없어졌으며 누가 그것을 없앴느냐 하는 것을 따져 두는
일이다.필자는 학생 시절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의 자랑스러운 고대사를 가지고 있는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대사는 송두리째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그 이전에
도 역사를 기록하여 남겨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삼국유사는 고조선의 역사
를 소개하면서 ‘고기’(古記)를 인용하였는데 이는 민간 사서들이 말하는 신지유
기 또는 배달유기 같은 고조선의 역사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또 삼국사기
에는 고구려에 유기(留記)가 있고 백제에도 서기(書記)라는 사서가 있었다고 되
어 있으며 신라의 진흥왕은 대아찬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國史)를 편찬하게 했
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이들 사서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다.도대체 누가 이
방대한 사서들을 다 없애버렸을까．필자도 처음에는 다른 학자들이 그랬던 것
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대사를 없애버린 것은 중국이나 일본의 소행으로 추측
했다.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러워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들이 공격해
왔을 때 역사서를 가져갔거나 다 태워서 없애버린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아마 고대의 사관들도 그것이 유실될 것을 염려하여 여러 사본을 만들어 분산
보관했을 것이다.그러나 우리의 고대사를 없앤 자들은 그것을 철저하게도 다
뒤져내어 깡그리 말살해 버렸다.국내는 물론이고 중국이나 일본의 서고에 남겨
진 사본은 하나도 없다.만일 우리 고대사를 없앤 자들이 외국인들이었다면 그
들이 우리 국내에 분산 보관되어 있는 사서들을 그토록 철저하게 찾아낼 수 있
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누가 그들에게 모든 사본이 숨겨져 있는 곳을
다 가르쳐 주었을까．그런 생각을 하다가 필자는 삼국사기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세히 읽어 보았다．
“진흥왕 6년(BC 545) 7월에 이찬 이사부는 왕에게 아뢰기를 국사라는 것은
군신의 선악을 기록하여 잘하고 못한 일을 만대에 보이는 것이온데 사기를 수
찬해 놓지 아니하오면 후대에 무엇으로서 사실을 볼 수 있겠습니까,하니 왕은
그렇다 하고 대아찬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널리 문사들을 모아 국사를 수찬하
였다”
여기서 이찬 이사부라는 사람은 당시에 병부령 즉 군부의 수장이었다.그리고
왕이 국사 수찬의 책임을 맡긴 거칠부 역시 이사부 수하의 무장이었던 것이다.
왜 국사 편찬의 일을 군부의 수장이 건의했으며 또 무장인 거칠부가 그것을 주
관하게 되었던 것일까．선대의 법흥왕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그가 죽은 후 조카
인 진흥왕이 7세에 즉위했는데 진흥왕 6년이라면 그가 13세 되던 해였다.당시
왕의 나이가 적어 모후 즉 법흥왕의 딸인 식도부인이 섭정을 했다고 되어 있
다.이것은 당시의 상황에 뭔가 수상한 기미가 있었음을 시사해준다.즉 신라 군
부세력의 수장인 병부령 이사부는 13세의 진흥왕을 대신하여 섭정하고 있던
왕태후에게 압력을 가해 국사를 고쳐쓰게 하고 그 일을 자기 부하인 거칠부에
게 수행하게 했다는 혐의가 보이는 것이다.
그들 군부세력은 왜 사관들이 담당하는 국사에 손을 대려고 했을까．BC 545
년이면 신라가 금관 가야를 쳐서 멸망시킨지 13년째 되는 해이다.신라의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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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파사왕 때 기록에 의하면 신라는 가야의 수로왕을 매우 존경하여 그를 모셔
다가 국정의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신라가 그 가야를 공격하여 멸망
시킨 이유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다.삼국사기의 신라본기에는 당시 신
라를 괴롭히던 고구려에 대한 비난보다도 가야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이 자주
나온다.신라의 군부는 가야에 대한 배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사에 손질을 가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신라의 체제와 문화를 그대로 물려받았던 고려의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에는 신라의 ‘국사’를 근간으로 해서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 기록을 잘
읽어보면 신라와 가야에 관계된 부분에 대한 가필과 조작은 누구라도 무장들의
거친 솜씨를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치졸하다.필자는 본고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상세히 거론할 계획이다.필자는 신라의 군부가 가야 문제 외에도 고
구려나 백제와 왜국 등 다른 인접국과의 관계도 그들이 계획하는 일들을 합리
화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 군데를 날조했을 것으로 본다.그리고 신라 조정은 삼
국을 통일한 후에 자기네 ‘국사’와 다른 ‘고구려유기’와 ‘백제서기’의 상당 부분
을 삭제하거나 없애버렸을 것이다.
고려 시대에 삼국사기를 기록한 김부식은 묘청의 난을 진압한 평장사(平章事)
즉 토벌사령관이었다.당시 묘청은 고조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수도를 평양으
로 옮기고 ‘칭제건원’을 하자고 주장했던 민족주의자였다.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한 것은 묘청의 난을 평정한 지 10년 후였으니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만
하다.김부식은 아예 그 이념적 화근을 뽑아버리려고 삼국사기에서 고대사를 없
애버렸던 것이다.그러나 몽골의 침략을 받아 50년 이상 지배를 당하고 있던 시
대에 삼국유사를 집필한 김견명은 피폐해가는 민족 정신을 아쉬워하며 그 앞부
분에 고대사의 일부를 언급해 놓았다.어쨌든 필자가 추리해본 결과로는 우리의
고대사를 없애버린 장본인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그들
자신이 했기때문에 그토록 철저하게 모든 사본을 찾아내어 모조리 없애버릴 수
가 있었던 것이다.그러니 우리가 지금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개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네 응득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연고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서 들
춰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렘 13:24-26)

/김성일<작가·한세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