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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발표문은 동서교류문헌연구를 위한 방법론 탐색을 목

적으로 한다. ‘동서교류문헌’은 동·서로 대표되는 지역에
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문헌을 가리

킨다. 동서교류문헌연구라는 주제는 2019년 한국 연구재
단 HK+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주요한 목표는 세 가지로 첫

째, 동양과 서양의 교류문헌 연구를 통해서 문명의 전환과
문명의 융합을 주도하는 글로벌 연구소를 양성하고자 한
다. 둘째, 동서 교류와 동서 융합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통

해서 유라시아 연구를 국제적으로 주도하고자 한다. 셋째,

동서 고전 비교와 동서 교류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동서 문명을 아우르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기준에 대한 연

구와 논의를 국제적으로 주도하고자 한다. 이는 동서교류

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의 소외된 측면을 극복하
고 국제적, 주도적 연구로 나아갈 토대를 구축하고, 이전 성

과를 바탕으로 부각될 내용을 발굴하여 현재의 글로벌한

구조 속에서 현실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 밀착형 학문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연구범위는 교류 자체에 대한 내용, 교류의 중심지에 대한 내용, 교류 대상에 대한 내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외에도 교류와 관련한 인물, 교류 주체, 이동 수단, 방법 등 많은 요소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방법상의 난점은 대상의 광범위함에 수반하는 번잡함,
연구 수행을 위한 다양한 언어의 운용, 연구의 주변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난점을 염두에 두면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서, “텍스트의 축적collectio, 비교collatio, 연결connexio”를
제시하였다. 축적은 텍스트의 수집, 정리를 말한다. 동서교류와 관련한 문헌으로 판단되는 것은 모

두 수집 범위에 들어온다. 비교는 두 개 이상의 문헌에서 기술한 내용을 통해 그 같고 다른 점을 찾
아내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텍스트의 번역 작업이 선행되고 그 이후 내용의 파악이 이루어진 이후

에 가능하다. 연결은 비교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대해 그 물리적, 영향적 연관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예상된다. 이 방식이 가지는 장점은 단순히 나열
된 사실들이 하나의 연결된 지식 체계로 구축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되지 않
았던 문헌과 인물에 대한 새로운 조명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장점은 학문에 있어 새롭고 참신한 자

극으로 다가갈 것이다. 단점으로는 자료 축적의 산만함, 비교 속에서 우열을 가리는 방식으로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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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타분야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아이디어와 관점을 새
롭게 가지는 것에 대해 노력할 것이다.

Abstract

This presentation aims to explore methodologies for the research of East-West exchange
literature. ‘East-West Exchange Literature’ refers to literature with a shared mutual interest in regions represented by the East and West. The topic of East-West Exchange Literature Research was selected for the 2019 HK+ Project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here are three main goals. First, it seeks to cultivate a global research
institute that leads the transformation and the convergence of civilization through the

research of exchange literature between East and West. Second, it intends to lead the
study of Eurasia internationally through research on the history of East-West exchange
and convergence. Third, this project seeks to lead globally the research and discussion

on new ways and standards of life encompassing the eastern and western civilizations,
through the comparison of East-West classics and study and education on East-West
exchanges. This reveals the project initiative to overcome the neglected aspects of East-

West exchanges, establish foundation to become leading international research, and

discover the contents to highlight based on previous achievements, acting as a close academic discipline that is not isolated from the real life amid the present global structure.

The scope of research is divided into the East-West exchange, center of exchange, and

the subject of exchange. In addition, it may include many factors such as people related
to exchange, subjects of exchange, means of transportation, and the method related
to the exchange. Difficulties in the method to address these subjects are the complexity associated with the wide range of subjects, use of various languages for conducting

research, and the marginality of research. With such difficulties in mind, the “Collec-

tio, Collatio, and Connexio” of texts were suggested as a methodology to perform the
research. “Collectio” is the collection and arrangement of texts, and anything that is

judged as literature related to East-West exchange falls within the scope. “Collatio” is a

method of finding the same and different points through the contents described in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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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more documents, and it is possible only after the text is translated and the content is

grasped. “Connexio” reveals the physical and influential relationship to the facts identified through comparison and is expected to be the most successful method of this

study. Its advantage is that simply the listed facts are built into a connected knowledge
system. In addition, “Connexio” can shed a new light on the documents and figures that

have not been reviewed in general. These strengths will serve as a new, fresh stimulus

for academics. Disadvantages are the distraction of text colletio and deterioration of
determining which is better than the other in collation. To overcome this, we must cultivate new ideas and perspectives through continuous exchanges with other fields.

1. 서론

본 발표문은 동서교류문헌연구를 위한 방법론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동서교류문헌’이라

함은 동, 서로 대표되는 각각의 지역, 그리고 그 교류의 경로를 포함한 곳에서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문헌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동서교류문헌은 대개는 해당 언어를 주로 다루는 분야에서 연구를 담당하였다.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고유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변방의 것으로 취급되었다. 혹은 내용을 알고자 하는 학자가 해당 언어를 익히고서 문헌에 접

근하는 방식으로 연구하기도 한다. 이 때 언어적 숙련도의 차이로 인한 언어속에 보이고 있는 뉘앙스
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난점을 지니고 있는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본 발표문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 연구 성과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하나의 예시를 들고, 이러한 예시를 바탕으

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구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과 더불어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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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서교류문헌연구의 내용
2.1 아젠다의 소개

2019년 한국 연구재단에 의해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으로 선정된 동서교류문헌연구의 정식 명
칭은 <동서교류문헌 연구: 텍스트의 축적collectio, 비교collatio, 연결connexio>이다. 이중 col-

lectio, collatio, connexio는 라틴어로 각각 축적, 비교, 연결을 뜻한다. 이 연구의 주요한 목표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동양과 서양의 교류문헌 연구를 통해서 문명의 전환과 문명의 융합을 주
도하는 글로벌 연구소를 양성하고자 한다. 둘째, 동서 교류와 동서 융합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서 유라시아 연구를 국제적으로 주도하고자 한다. 셋째, 동서 고전 비교와 동서 교류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동서 문명을 아우르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기준(modus vivendi)에 대한 연구와 논
의를 국제적으로 주도하고자 한다. 이를 부연 설명하자면, 첫번째는 동서교류 문헌 연구를 전문적으

로 진행할 토대로서의 글로벌 연구소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이루
어진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는 교류와 융합의 역

사에 대한 연구를 국제적인 측면에서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학문 체계와 연
구 방식에서는 변방으로 인식된 내용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중심으로 놓는 것으로 해석 가능할 것이
다. 세번째는 고전과 교류의 연구 및 교육을 통해 ‘아우르는’으로 표현되는 동서로 구분되지 않는 삶

의 방식과 기준을 제시하는 논의를 주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동서로 확연히 나뉘지 않는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철학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요컨대 동서교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의 소외된 측면을 극복하고 국제적, 주도적 연구로

나아갈 토대를 구축하고, 이전 성과를 바탕으로 부각될 내용을 발굴하여 현재의 글로벌한 구조 속에
서 현실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 밀착형 학문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2.2 연구 범위

앞 절에서 연구 아젠다를 소개하였다. 그에 따르는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동서교류문헌’이라는 표현은 동서의 교류에 대해 다루고 있는 문헌이
되기도 하고, 동서가 교류했던 문헌을 다룰 수도 있어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이러한 명칭은 다
양한 범위를 포괄하는 대형 연구주제에 걸맞는 부분이 있다. 즉 동서양에서 존재했던 교류와 관련
한 다양한 주제를 함께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단점 또한 존재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계의 모호함으로, 기존의 어느 분야에 속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유영역으로서의 인식이 없기에 이전까지의 학문 체계 속에서는 필수적으로 먼저 배워야 하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이러한 단점이 지금까지 부각되었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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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특수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연구 범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 구체적
인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류 자체에 대한 내용이다. 역대로 동서양 각지에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하기는 힘
들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주류 또는 주로 다루어졌던 것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필자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학문 분야인 중국학과 관련하여 이야기하자면 역대 사서(史書)에서 외국에 대해 중국에
서의 유력한 인물과 같은 급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기》를 필두로 하는 사서에서 왕이
나 제후가 아닌 인물을 다룰 때 전(傳)으로 표기한다. 이 사서에서 외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할 때에

흉노열전(匈奴列傳), 대원열전(大宛列傳) 등으로 표기한다. 중국 특유의 화이(華夷)사상을 고려하
더라도 결코 주류로 취급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점차 교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인적 교류가 국

내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인류는 외국을 넘어 문명 사이의 교류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있다. 이러한
때를 발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명 교류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둘째, 교류의 중심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심지라는 것은 지리상의 이점이 존재하거나 동서양 각

각 문명의 중심지로 반드시 거쳐가거나 중요 목적지로서 인식되는 곳을 가리킨다. 단적인 예로 이
연구 주제를 준비하면서 주목했던 곳은 바로 스리랑카이다. 스리랑카는 2,000여년 전부터, 그리스
어로는 타프로바네(Ταπροβά νη)로, 아랍어, 페르시아어로는 세렌디브(بیدنرس

)로, 라틴어로는 세일란

(Seylan)으로, 한문으로 사자국, 승가라국, 칙의란, 석란(師子國, 僧伽羅國, 則意蘭, 錫蘭) 등의 명
칭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명칭은 그만큼 각 문명에게 이 지역이 중요한 곳으로 인식되었

기 때문이다. 그곳이 해양실크로드 상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지역으로 여행 중 보급과 물자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는 스리파다(Sri Pada)라는 산봉우리에 움

푹 파인 곳이 있다. 그 곳을 현지 지역 사람들은 매우 신성하게 여기고 있다. 이곳에 대해 다양한 문
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3세기 중국의 조여괄(趙汝适)이 기록한 《제번지(諸蕃志)》

에서 언급한 ‘거인의 발자국(巨人跡)’이라 하였고,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와 카즈위니의 지리서에서

는 ‘아담(’) مدآ의 발자국이라 하였다. 또한 8세기 법현의 여행기에서는 ‘부처(佛)’의 발자국, 13세기 마
르코폴로의 여행기에서는 석가모니(sogomoni)’의 발자국으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점은 각자의 문
명에서 신성시하는 부분을 가져다 신성한 지역을 묘사한 것으로, 각 문명의 특징과 상호 관계를 볼
수 있다. 이 내용을 각자의 연구 분야만 살펴본다면 지나치기 쉬운 것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비
로소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교류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다. 현재의 인류 문명은 자신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한 것만
으로 생활하지 않는다. 자신의 것도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여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띄게 된다.

여러 가지 예 중에서 예수교의 전교(傳教)에서의 ‘예수교’, 유학(儒學) 경전의 서전(西傳)에서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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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경전 등은 모두 충분한 연구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 외에도 무역 간의 교역 물품들로 향신료,

화약 무기 등도 주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필자의 주 전공인 유학 경전 중 《
주역(周易)》은 라이프니츠(G.B. Leibniz)에 의해 이진법 발명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이후 디지털

문명의 초석이 되었다. 이처럼 서로에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뜻밖의 자극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자극 속에서 인류 문명이 발전한 것을 볼 때, 교류 상에서 전달된 대상들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
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각 문명의 인물 또는 그 중간에서 교류에 관여한 교류의 주체, 이동 수단, 이동 방법 등의
교류 방식, 그 외에도 이러한 내용에 수반하는 수 많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앞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처럼 교류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광범위하

면서도 국가로 나뉘고 문화권으로 나뉘는 기존의 연구 영역에서는 주변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기존의 연구 방법으로는 이러한 교류의 내용을 다루는 데에 난점이 있다.

3. 동서교류문헌연구를 위한 방법론
3.1 연구 방법의 난점

2장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그 대상을 포함한 연구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
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방법론상의 난점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첫째는 대상의 광범위함에 수반하는 번잡함이다. 동서로 대표되는 각 문명권의 상대방에 대한 관

심의 내용은 어찌보면 문명 전체의 조망이라는 점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 중에서 각자의 핵심
(core) 문화의 내용과 주변, 혹은 이식된 문화 등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번잡하다. 다행히 지금까지

인류의 인문학적 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꾸준히 제기하고 언급하였다. 그 때문에 자신의 핵심 문화에
대한 관심의 결과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각각의 학문 영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

지만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그들 사이에 나타난 주변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양쪽 영역을 훑어

보아야하고 그 중에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사서에서도
소략하게 기록한 외국전(外國傳)을 가지고서 그 내용을 찾아내거나 검토해야 한다. 주요한 흐름 속
에서 찾는 것과 각자의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을 탐색하는 것은 후자가 훨씬 번잡하다.

둘째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스리랑

카에 대한 내용도 그리스어, 아랍어, 라틴어, 중국어 등의 언어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다루는 내용
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는 것인지라 현대의 언어가 아닌 고대의 것으로, 현재 본 주제를 수행하고 있

는 사업단에서는 각 언어의 문헌에 대한 강독회와 연구자 및 후진 양성을 위한 소수언어학당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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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단기간의 노력으로 주어진 기간 내에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언어를 습득하여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의 해결책
으로서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를 확보하여 공동 연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야 할 것이다.

셋째는 연구의 주변성이다. 이미 앞 부분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내용이긴 하지만, 방법적으로 검토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공계는 차치하고 동일한 인문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문사철 각 분야의 논문
작성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또한 ‘문학’이라는 분야를 좀 더 세분해보면 어학과 문학은 그 작성
방식이나 논리 전개방식이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분야를 넘나드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

은 어떤 분야에 논문을 발표할 것이냐도 미리 정하고 그에 맞는 논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를 발굴하여 드러냄에 있어 결국은 기존의 분야 중 어디
를 선택하여 연구를 할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점에 대해서는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논의된 바는 없다. 각자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가지고서 상대
의 논의된 내용 등을 적용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러한 난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는 현재 본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장단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3.2 방법론 탐색

동서교류문헌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본 사업단에서 제시한 방식은 제목에 부가한 “텍스트의 축적
collectio, 비교collatio, 연결connexio”이다. 이 부분은 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 필자는 판단하였
다. 따라서 이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논의하도록 하겠다. 연구의 대상은 텍스트(text)로 명시하였다.

즉 고대의 기록 중에서 텍스트로 남아 있는 것을 위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제목에서도 ‘문헌’
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텍스트=문헌이라는 등식 또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하 제시된 것은 축적
(collectio), 비교(collatio), 연결(connexio)로, 이에 대해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 축적(collectio)

축적(collectio)은 텍스트의 수집, 정리를 말한다. 동서교류와 관련한 문헌으로 판단되는 것은 모두

그 수집 범위에 들어오는 것이다. 2장에서 언급한 스리랑카의 스리파다 유적을 언급하고 있는 문헌
은 8세기 법현의 《불국기》(중국어), 13세기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아랍어), 조여괄의 《제번

지》(중국어), 마르코폴로의 여행기(라틴어), 14세기 카즈위니의 《천지학》(페르시아어), 15세기 마
환의 《영애승람》(중국어)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해 문헌적인 수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이 때 수집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 문헌에 대한 디지털화를 통해 검색이 가능한 텍스트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판본 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각각의 판본을 살펴보아 교감하여 정본을 만들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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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방식은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번잡한 일이지만, 집단 연구를 통해서

이 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해당 문헌 내에서 유사한 내용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관

련 문헌을 추가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예를 들면 거의 유사한 여행기로서 7세기에 중국어로 작성된
현장의 《대당서역기》 등도 함께 다룰 것이다. 이처럼 연구의 초기 및 진행 중에도 계속 문헌의 수
집 및 정리가 이루어진다.
- 비교(collatio)

앞에서 축적을 통해 수집한 문헌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연구할 만한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라는 방식을 더할 것이다. 비교(collatio)는 두 개 이상의 문헌에서 기술한 내용을 통
해 그 같고 다른 점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앞에서 각 문헌에서 다루고 있는 스리랑카의 스리파다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는 것을 예로 들면, 법현의 《불국기》에서는 이를 부처의 발자국으로 기록하였

고,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와 카즈위니의 《천지학》에서는 성서 속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발자
국으로 표현하였다. 조여괄의 《제번기》에서는 거인의 발자국으로 나타냈고, 마르코폴로의 《동방

견문록》에서는 석가모니의 발자국으로 설명하였다. 스리파다라는 명칭 또한 ‘신성한 발자국’을 나
타내는 싱할라어로, 즉 해당 유적에 대해 모든 문명권에서 ‘발자국’이라는 점에는 동일하게 보았다
는 점과, 그 발자국의 주체에 대해 각자의 신성하다고 여기는 존재를 가져다 보았다는 점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주제에 대해 새롭게 파악 가능한 사실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파악이 필수적이다. 메타적인 비교를 위해 각각

의 기록된 언어를 연구자 다수가 익숙한 한국어로 바꾸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비교
를 위해 수집한 텍스트에 대해 번역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연결(connexio)

축적, 비교를 통해 유사성 및 차이점이 드러난 각각의 사실에 대해 연결이라는 방법을 통해 체계화

할 수 있다. 연결은 그들 사실 사이에 연관 관계, 물리적 거리의 원근 관계를 포함하여 영향을 주고
받거나 하는 일련의 행위 등을 밝혀내는 것을 가리킨다. 즉 둘 사이의 비교를 통해 유사성이 드러나

거야 영향을 주고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에 대해 연결을 하여 관련성을 맺는 것이다. 그 속에서

선후 관계나 영향의 실질적인 측면을 밝혀내면 그 성과는 더욱 드러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예를

이어서 본다면 법현의 《불국기》에서의 스리랑카, 즉 사자국(師子國)에 대한 기술 내용은 중국의
사서(史書)인 《양서(梁書)》에 반영되었다. 《양서》 이전의 사서에서 사자국에 대한 내용은 조공

을 통한 친서의 전달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즉 외부에서 중국으로 왔을 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

이다. 《양서》 이후 《송사(宋史)》 이전까지 사자국에 대한 내용은 《불국기》의 그것이 주를 이

루고 있다. 법현이 직접 다녀온 후 남긴 《불국기》의 내용에 영향을 받아 이후 사서에서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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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불국기》와 《양서》를 포함한 사서는 연결 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연결 관계는 문헌 사이의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포함하여 전승, 유통 등을 통해

서 밝혀내기도 하고 반대로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적이 없는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동

서교류문헌연구에서 가장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연구 방법의 세 가지 방식, 즉 축적, 비교, 연결은 하나의 일련된 흐름 속이나 동시다발적으로 나
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세가지 방식, 즉 축적, 비교, 연결이라는 방식이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이미 벌
어진 사건에 대한 단순한 나열이라는 점을 넘어 연결되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어 지식 체계로 구축

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산 정상 부근에 있는 움푹파인 곳을 발자국이라는 상상력이 동원된

것으로 발전시키고 그 상상력을 기반으로 각자의 신화 속 인물을 덧붙이는 형태는 해당 지역의 문헌
만을 보았을 때에는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문헌 속에서 각기 다른
신화적 존재의 발자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연구 주제로 부각될 수 있다. 아울러 각

시대별로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주목받지 못했
던 사실과 내용이 주목을 받는, 그야말로 소외되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문적 분야에 대

한 전반적인 수준 상승도 맞물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되지 않
았던 문헌과 그 인물에 대한 새로운 조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는 당
후반기 혜림(慧琳)이라는 승려에 의해 기록된 번역된 대장경(大藏經)의 어려운 글자나 단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사전이다. 이 혜림이라는 인물은 소륵국(疏勒國)의 사람으로, 성은 배(裴) 씨

라는 점만이 알려져 있다. 자칫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소륵국이 중국이 아닌 외국으로,
혜림은 외국인이기에 중국의 언어와 문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연결 관계가 성립

되면서 이전에 주목하지 못한 점을 밝혀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장점은 지금까지의 학문적 흐름
에 상당히 참신한 자극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다음과 같은 단점이 예상된다. 진행하고 있는 자료의 축적이 산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앞에

서 언급한 대상의 광범위함이 부정적으로 작용되면 각 분야의 자료를 모으는 데에만 힘쓰게 되고,
통합적인 결과를 내는 면에서는 난점이 있을 수 있다. 비교를 시행함에 있어 연구 기반이 다른 각자

의 관심이 반영된 비교를 지향하지만 자칫하면 우열을 가리는 방식으로 변질될 수 있을 것이다. 연
결에서도 영향 관계 등을 잘못 설정하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 점은 연구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에 포함되는 것일 수 있다. 방지를 위해 타분야와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하여 새
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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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지금까지 동서교류문헌연구를 위해 방법론을 탐색하였다. 동서교류문헌은 상호 관심을 바탕으로 교

류하였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이 연구 범위는 교류 자체, 교류 중심지, 교류 대상 등으로 세
분하여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주제를 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이 추구하고자 하

는 방법론과 관련하여 난점으로 대상의 번잡함, 다양한 언어에 대한 습득 및 이해, 연구의 주변성 등
을 들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텍스트의 축적collectio, 비교collatio, 연결connexio이라

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그 장단점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제시한 방법론이 가지
는 장점으로는 소외되어 보호가 필요한 학문에 대한 수준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단

점으로는 산만하면서도 통합적인 면을 이끌어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자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남은 과제로는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하는 개선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

고, 더 나아가 어떻게 확장하고 넓혀 나갈 것인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구
를 진행하면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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