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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대 학문에서 단군 관련 전문 학술 논문은 시라토리 쿠라키치의 연구가 처음

이다. 단군을 비롯한 시라토리의 한국사 연구는 ‘서구 근대 실증사학’보다는 일본

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국수주의 경향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시라토리는 단군신화가 불교도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많은 부분이 불

교적 윤색으로 가공되었다 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많은 불교 경전의 용례를 거

론하며 단군신화와의 연결성을 설명한다. ‘단군’이라는 명칭 역시 불교의 화소를 

인용하여 만들어낸 것이라 한다. 시라토리의 견해를 이어 이마니시 류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오늘날 일본 학계의 통설이다. 시라토리의 단군 연구는 

최남선이 심도 있게 비판하였다. 그는 단군의 명칭을 ‘상고시대 주술 종교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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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도자’를 뜻하는 역사적 명칭이라 한다. 이는 오늘날 한국 학계에 이어지는 

통설이다.

시라토리에게 부여되는 ‘서구 근대 실증사학 수용’이라는 평가와 그로부터 시

작되는 일본학계의 단군 명칭론은 수정되어야 한다. 더하여 ‘단군’이라는 명칭의 

유래 및 의미 그리고 그 역사성에 관한 연구 역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라 판단

한다.

주제어 : 단군, 시라토리 쿠라키치, 이마니시 류, 최남선

Ⅰ. 머리말

단군은 한국사의 첫 장이며 민족적 시조로 인식되고 있다. 그에 대한 

역사는 신화･전승으로 전하는데, 사실상 위만조선 이전 고조선에 관한 국

내 유일의 문헌 사료이다. 단군신화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

고, 그를 통해 구현하는 역사 역시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고대 국가의 신

화에 흔히 보이는 天孫降臨의 내용과 토테미즘･샤머니즘적 요소가 확인

되므로, 그 원본은 실제 고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고조선의 신화로 보기에 

충분하다.1) 따라서 신화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고조선의 역사, 후대의 윤

색에서 나타나는 역사 인식, 그리고 신화가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사

회상 등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근대 학문에서 단군에 관한 연구는 일본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일본

의 단군 연구는 한국을 침략하여 식민 지배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에 몰려있다. 이 시기 학계를 주도한 일본 연구자들의 단군 연구 역시 식

민사관이 강하게 배어 있고, 그에 따라 내용과 관점에 몇 가지 공통적 특

1) 노태돈, ｢단군과 고조선사에 대한 이해｣ �단군과 고조선사�, 2000, 1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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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 확인된다. 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가겠다.

첫째, 단군을 素盞鳴 과 같은 존재 또는 素盞鳴 의 아들로 여기는 

경향이다. 素盞烏 은 �古事記�와 �日本書紀� 神代에 등장하는 일본 열

도의 건국 神 중 하나로, 그에 관한 이야기 중에는 그가 아들 五十猛神을 

데리고 高天原에서 신라 曾尸茂梨로 내려와 일본 出雲으로 건너왔다는 내

용이 있다. 1799년 대마도 사람 伴蒿蹊가 쓴 �閑田筆耕�에서 처음 단군을 

素盞鳴 과 같은 존재라 하는데, 마땅한 근거가 제시되거나 논증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근거와 논증은 없다. 그 뒤 1870년 출간

된 키 시게츠구(紀繁繼)의 �八坂社 記集 �에서 다시 그러한 견해가 확인

되는데, 거기서는 素盞鳴 이 내려온 ‘신라의 曾尸茂梨’가 ‘낙랑의 牛頭山’

이라는 나름의 논증을 더한다.2) 그리고 그 뒤로는 素盞鳴 의 아들 五十猛

神을 단군이라 하거나 素盞鳴 의 아들이며 五十猛神의 동생이라는 가공의 

인물로 단군을 설정하는 해석을 종종 볼 수 있다.3) 단군을 일본 신과 동일

시하거나 그 아들로 여기는 경향은 日鮮同祖論의 대표적 주제였다.

둘째, 단군신화의 내용 중에 있는 불교적 화소를 집중 조명하거나 단군

신화가 수록된 가장 오래된 문헌이 一然(1206~1289년)의 �三國遺事�임을 

들어, 단군신화를 “승려의 날조･망설”이라 치부하는 경향이다. 1894년 시라

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 1965~1942)와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1851~1908)

의 논고 이후 거의 모든 연구가 그러한 입장을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으

며, 이는 단군신화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일본 학자들의 주요 논거였다. 단

군신화가 승려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비판은 조선 시대 여러 유학자의 저

서에서도 확인되는데, 일본 연구자들 역시 그것을 종종 언급하는 경우를 

2) 今西龍, ｢檀君 ｣ �靑邱說叢� 1, 京城: 靑邱學 , 1929 ; �朝鮮古史の硏究�, 

京城: 国書刊行会, 1970, 110~114쪽 재인용.

3) 落合直潧, ｢檀君｣ �帝國紀年私案�, 吉川半七臧版, 1888 ; 林泰輔, ｢太古史 開

國ノ起源｣ �朝鮮史�, 吉川半七臧版,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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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일본학자들이 조선 시대 학자들의 단군신화 불신론 언급하는 맥

락은 자신들의 불신론에 나름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의도로 읽히기도 한다.

셋째, 단군신화는 고려 시대에 元과 전쟁을 하고 원간섭기에 들어간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

서 국가적으로 불교의 가호를 구하기 위해, 또는 자비령 이북에 元의 東寧

府가 세워지자 그에 대한 반항･반동 의식의 표출로 단군신화가 만들어졌

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논조에서 고려가 몽고에 침략을 당하는 상황에

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대장경 조판이나 단군신화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였

다고 한다.4) 또는 고려인들이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자임하며 동녕부와 雙

城摠管府의 영토를 아우르고자 하는 요망에서 만들어졌고, 당시 일제강점

기의 단군 숭배 역시 그와 유사한 ‘편협사상’이라 평가절하한다.5) 더하여 

�삼국유사�에서 단군신화가 가장 앞에 수록된 것은 실재의 역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단지 민족의 자존을 염려한 것에 따른 배치라 한다.6) 이 부

분에서는 더욱 당시의 현재적 관점에서 식민지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게 투영된 서술을 볼 수 있다.

근대 역사학에서 단군 연구는 이와 같은 일본인들의 연구로부터 시작

되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반론이 이어지면서 그 어느 시기

보다 단군 연구가 활발하였다.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는 청일전쟁을 전후

하여 한반도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하였

고, 한국을 식민 지배하는 현실에서 민족성을 부정하고 독립 의지를 꺾어

야 하는 목적성을 띠고 있었다. 

반면 한국인의 단군 연구는 학문적･정치적으로 그에 저항하며, 민족주

의를 고조시키는 소재로, 한편에서는 신앙의 대상으로 발전하였다. 단군은 

4) 田省吾, ｢ ゆる檀君傳說に就て｣ �文敎の朝鮮� 2, 京城: 朝鮮敎育 , 1926.

5) 稻葉岩吉, ｢檀君說話｣ �朝鮮史學� 6, 京城: 朝鮮史學同攷 , 1926.

6) 今西龍, 앞의 논문, 1929 ; 앞의 책, 1970.



단군신화의 불교적 윤색과 ‘단군’ 명칭에 관한 학술사적 검토  287

그 어느 역사 주제보다도 당시의 정세와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강하게 작

용하는 한일 간 ‘역사전쟁’의 소재였다.7) 하지만 한편으로 이때의 연구는 

상호 간의 논쟁과 담론 속에서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대중의 환기를 고조

시킨 측면도 있었다.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의 단군 연구는 앞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현저하게 줄어든다. 남방과 북방계 신화의 話素를 각각 거론하고, 역시 

�삼국사기� 이전의 문헌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 고려 중후기의 혼란과 몽

고와의 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들어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신화라는 

통설을 이어간다.8) 단국신화를 수록하고 있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의 사료 비판 그리고 거기서 전거로 든 �魏書�･�古記�･�本紀�의 성격 등

을 검토하여 단군신화를 고찰한 연구도 제출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魏

書�는 魏收(506~572)의 �魏書�로 확증할 수 없고, �古記�와 �本紀�는 

三國史의 일부로, 단군신화의 성립 연대 또한 그에 맞추어 11세기까지 소

급해 볼 수 있다고 한다.9) 최근에는 단군의 즉위 연대와 환인에서 단군에 

이르기까지의 계보가 어떻게 설정되었는가 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

한 연구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 연구에서는 �제왕운기�의 단군 즉위 연

대는 �竹書紀年�과 �資治通鑑外紀�의 연대 그리고 거기서 설정된 황제부

터 요임금까지의 5대를 차용한 것이라 한다.10) 근래의 연구는 단군신화를 

7) 이영화, ｢일제시기 단군론을 둘러싼 한일간의 공방｣ �한국사학사학보� 22, 

2010.

8) 井上秀雄, ｢朝鮮の建國神話｣ �新羅史基礎硏究�, 東京: 東出版株式 社, 1974 ; 

김진광 번역, ｢조선의 건국신화｣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184~ 

190쪽.

9) 田中俊明, ｢檀君神話の歷史性をめぐって－史料批判の再檢討｣ �韓國文化� 33 

(1982.6月号), 東京: 自由社, 1982 ; 송지연 번역, ｢단군신화의 역사성을 둘러싸

고－사료비판의 재검토－｣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184~190쪽.

10) 原田一良, ｢本紀檀君卽位年の復元｣ �朝鮮學報� 184, 奈良: 朝鮮學 , 2002 ; 

김진광 번역, ｢본기 단군즉위년의 복원｣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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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이전의 원전을 검토하고 서술의 근거를 

고찰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 역시 고려의 시대

적 배경에서 접근하는 공통점을 볼 수 있다.

단군신화가 고려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일본 학계의 통설과 견해

를 달리하는 연구가 전혀 없지는 않다. 중국 集安  고구려 씨름무덤(角抵

塚)의 벽화 중 나무 아래에 곰과 호랑이 그림을 발견하고, 이는 단군신화

의 신단수와 곰과 호랑이 이야기를 모티프 하여 그린 그림이라 한 연구가 

있다.11) 그에 따라 그 연구에서는 적어도 씨름무덤이 만들어진 5세기 전

반 이전에 단군신화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단군신화의 기원을 고구려 또는 고려 전기로 올려보는 견해가 간혹 있

으나, 이들의 연구는 일본 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전히 시라토리 쿠라키치와 이마니시 류의 연구를 골격으로 하여, 불교

적 윤색이 짙고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설화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12)

근대 일본 학자들이 단군을 부정하는 가장 주된 논지는 승려에 의해 

조작된 이야기라는 것이다. ‘단군’이라는 이름 자체부터 불교 용어와 관련

되어 있고 역사성이 없는 것으로 몰아갔다. 그렇게 설명하는 과정 중에 불

교와의 연관성은 더욱 깊어지고 거듭 강조되었다. 불교적 윤색론과 단군 

명칭론은 단군신화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가장 주요한 논거였다. 그리고 

그러한 논조로 단군신화를 본격적으로 처음 연구한 이가 시라토리 쿠라키

지(白鳥庫吉, 1865~1942)였다. 

이 글에서는 단군 부정론의 주요 논거였던 ‘단군’ 명칭의 기원 및 의미

11) 齋藤忠, ｢集安角抵塚壁畵の熊と虎の圖｣ �東アジア葬･墓制の硏究�, 東京: 第

一書房, 1987 ; 김진광 번역, ｢집안시 씨름무덤 벽화의 곰과 범 그림｣ �일본인

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12) 武田幸男, �世界各國史17 朝鮮史�, 東京: 山川出版社, 1985(1996 5刷), 20쪽 ; 

井上直樹, 박대재 옮김, �일본조선사연구회편 한국사연구입문�, 고려대학교출

판문화원, 2016, 60~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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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諸家의 해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본 연구자들이 주장

한 단군신화 조작설의 논리와 그 문제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단군’의 명칭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단군’ 명칭에 관한 해석 그리고 그에 입각한 단군신화 부정론은 시라토리 

쿠라키치에 의해 처음 제시되어, 그의 견해가 통설로 자리잡아 갔다는 점

에서 그의 연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먼저 시라토리 쿠라키치

가 단군 연구를 하게 되는 과정과 그 사관의 형성, 그리고 단군에 대한 

전반전인 논조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白鳥庫吉의 한국사 인식의 연원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의 생애와 연구 업적을 정리하고 그의 학

문을 평가하는 글은 일본 학계에서 다수 제출되었다.13) 그러한 글들은 전

반적으로 근면 성실한 성품에 많은 연구 업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기본으

로 하여, 서양에서의 풍부한 유학 경험, 그리고 동양사 연구의 창시자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다. 반면 한국 학계에서는 

그의 학문적 무게감을 인정하면서도, 滿鮮史 연구의 문제점과 왜곡된 한

국사 인식 등이 고찰하며 비판적 입장에서 평가한다.14) 한편 한국과 일본 

공통으로 시라토리에게 부여하는 특별한 의의는 일본 역사학계에서 처음

으로 서구의 근대 역사학을 수학하여 실증사학의 방법론으로 한국사를 비

13) 石田幹之助, ｢白鳥庫吉先生 傳－その略歷と學業｣, 1942 ; �白鳥庫吉全集� 10, 

東京: 岩波書店, 1971 ; 津田左右吉, ｢白鳥博士 傳｣ �白鳥博士記念論文集(東

洋學報 29卷3･4號)�, 東京: 東洋協 學述調査部, 1944 ; 白鳥芳郞, �日本民俗

文化大系(9) 白鳥庫吉･鳥居龍藏�, 東京: 講談社, 1978.

14) 박찬흥, ｢白鳥庫吉와 ‘滿鮮史學’의 성립｣ �동북아역사논총� 26, 2009 ; 장우순,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만선’과 ‘동양’｣ �한일관계사연구� 70, 2020.



290  한국고대사탐구 40

롯한 동양사 분야의 전문 역사학을 열었다는 식의 평가이다. 

시라토리의 단군 연구 역시 결국 단군을 부정하는 논진을 펴고 그를 

바탕으로 식민사관을 수립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이전 서구의 근대 실증

사학을 수학한 경력을 함께 고려하여 그것이 단군 부정 등 식민사학에 뒷

받침되었거나 악용되었다고 본다.15) 즉 시라토리의 학문은 ‘서구 근대의 

실증사학’과 ‘일본 식민사학’의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식민사학’이 ‘서구 근대의 실증사학’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논

조로 왜곡되어, 식민사학에 합리성이 주어지고 비판의 면피적 논리로 작

용하기도 한다.

한편, 최근에는 시라토리의 학문이 서구의 근대 실증사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기존의 인식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부정하는 연구가 제출되기도 

하였다.16) 즉 시라토리의 동양사 연구는 현재적 의식을 역사학으로써 근

거를 부여하려고 하였던 식민사학의 속성이 강하며, 그러한 그의 식민사

학은 사관 및 방법론에 있어 ‘서구의 근대 역사학’과는 달랐음을 실증적으

로 검토한다. 이는 ‘서구 근대의 실증사학’과 ‘일본의 식민사학’이 하나의 

역사학으로 융합･공존 가능한가 하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적 시각

이다. 

시라토리가 랑케(Leopold von Ranke, 1795~1886년)의 제자 리스(Ludwig 

Riess, 1861~1928)에게 수학하였다고 하여, 또는 연구에 전문성이 더해졌

15) 김두진, ｢일제의 단군신화 연구와 그 비판｣ �전통문화� 1986년 2월 ; �한국고

대사의 창을 통해 민족문화 보기�, 서경문화사, 2010, 134~135쪽 ; 장우순, 앞

의 논문, 2020, 306~307쪽.

16) 미쓰이 다카시(三ツ井崇), ｢일본의 동양사학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시라토

리 구라키치의 역사학－｣ �역사학의 세기 : 20세기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 

휴머니스트, 2009 ; ｢천황제와 ‘근대 역사학’과의 틈새－동양사학자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사론/시론과 그 논법｣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책과

함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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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여 ‘서구 근대 역사학’의 영향을 받았고 ‘실증사학’에 충실했다 하

는 것은 일본의 식민사학에 합리성을 부여함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 글에

서는 먼저 시라토리가 단군 연구를 하는 그 시기 그가 과연 얼마만큼 소위 

‘서구의 근대 실증사학’이라는 것을 수학하고 그에 영향을 받았는지 그 부

분부터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시라토리의 단군 연구는 그가 제국대학을 졸

업한 뒤 처음 강의하고 동양사 연구를 시작할 때의 첫 연구이다. 그러므로 

그의 유년기부터 학문이 형성되는 시기의 이력, 그리고 당시 일본 역사학

계의 분위기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그를 통해 과연 그의 단군 

연구에도 ‘서구 근대의 실증사학’이라는 영예를 부여할 수 있을지 먼저 따

져보고자 한다.

시라토리는 1887년(22살)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帝國大學에 입학하

는데, 마침 문과대학에 신설된 사학과로 진로를 정한다. 시라토리의 전언

에 의하면 자신이 역사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처음 역사학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 한다. 1890년 7월 대학 졸업 뒤 그

는 곧바로 그해 8월 學習院의 교수이며 歷史地理課의 과장으로 임명되었

다. 당시 학습원 원장은 미우라 고로(三浦梧楼子)였고, 그는 학습원의 학

제를 개편하며 “학습원은 華族(일본 황실)의 학교이므로 그에 적당한 교육

을 해야 하고 그 첫 번째가 역사”라 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라 실재 당시 

학습원에서는 역사 강의가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었다고 한다.17) 역사학

이 이데올로기에 이용되어 중요하게 강조되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학습원 교수가 된 시라토리는 서양사와 동양사 강의를 함께 담당하는 

임무를 맡는다. 동양사 안에서 중국사는 시라토리보다 1년 먼저 學習院 

교수가 된 이치무라 산지로( 村讚次郞)가 맡았기 때문에, 그는 중국사를 

제외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역사를 강의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중국사 외

17) 白鳥芳郞, 앞의 책, 1978,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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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시아 여러 나라 역사에 관한 강의는 물론이고 전문 서적조차 없었다. 

시라토리 역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역사에 대해 강의를 받거나 특별히 공

부한 경험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알지도 못하는 아시아 여러 나라(東洋

諸國)의 역사를 급하게 스스로 공부하여 강의하였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일본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한국사였다. 그는 공부의 첫 

시작으로 조선의 역사를 조사한 뒤, 2주간 �東國通鑑�을 읽고, 이어 �三

國史記�를 읽었다고 한다. 

이러한 계기로 그는 조선사를 시작으로 동양사 연구자의 길을 가게 된

다. 1894년 그의 두 번째 논고 ｢檀君 ｣부터 본격적인 한국사 연구가 시

작되는데, 이후 7편이 모두 한국사 관련 논문이다. 그 논문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檀君 ｣ �學習院輔仁 雜誌� 28, 1894.1

｢朝鮮の古傳說 ｣ �史學雜誌� 5-12, 1894.12

｢朝鮮古代諸國名稱 ｣ �史學雜誌� 6-7･8, 1895.7･8

｢朝鮮古代地名 ｣ �史學雜誌� 6-10･11, 1895.10･11

｢朝鮮古代王號 ｣ �史學雜誌� 7-2, 1896.2

｢朝鮮古代官名 ｣ �史學雜誌� 7-4, 1896.4

｢高句麗の名稱に就きての ｣ �國學院雜誌� 2-10, 1896.8

그 뒤 시라토리는 만주･몽고･중국 등 동양사 전반으로 연구를 넓혀 나

가는데, 한국사를 주제로 한 논고 역시 그 뒤로도 계속해서 간간이 제출한

다. 더하여 한국사를 주제로 한 강연, 국민성을 논하는 글 등도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시라토리는 제국대학 사학과의 첫 입학생이자 졸업생으로, 일본 안에

서 서양 근대 학문의 영향을 받고 랑케의 사실주의에 기초하여 처음으로 

한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인물로 여겨진다.18) 1887년 시라토리가 제국



단군신화의 불교적 윤색과 ‘단군’ 명칭에 관한 학술사적 검토  293

대학에 입학할 당시 처음으로 사학과가 신설되고 강사로 독일에서 랑케의 

제자 리스를 초빙해 온다. 그에 따라 당시 사학과는 리스의 강의를 중심으

로 하여 서양사만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시라토리는 거기서 처음 수학한 

인물이었다. 

한편, 일본 자국사와 관련해서는 1889년 6월 ‘국사과’가 신설되어 太

政官 정부의 修史館에 있었던 시게노 야스쓰구(重野安繹, 1827~1910)와 

구메 구니타게(久米邦武, 1839~1931)가 교수로 임명된다. 이로써 자국사 

연구 체제 또한 아카데미즘 속에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두 학과

를 중심으로 리스의 조언에 따라 1889년 11월 ‘사학회’가 창설되어 �사학

회잡지�를 발간해 간다. 그러한 과정에서 淸 고증학의 기반과 랑케의 사

실주의 역사학을 중시한 소위 근대 일본의 ‘실증주의’ 역사학이 일어난다.

그러나 실증주의에 입각한 고증과 사료 비판의 역사학은 얼마 가지 않

아 國粹主義가 강고하게 배어 있는 國學･神道 계열 학자들로부터 강한 공

격을 받는다.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은 1891년 구메 구니타케가 쓴 <神道

는 祭天의 풍속>이라는 글을 문제 삼으면서 터져 나왔다. 당시 일본 사회 

안에서 이 문제는 학계만의 논쟁이 아니었다. 국가･정치가 연결되어 있었

고, 국가는 국학･신도 계열과 한편이었으며,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장착한 

극단적인 정치가 개입한다. 결국 아카데미 실증주의 역사학의 주요 인사

라 할 수 있는 시게노 야스쓰구와 구메 구니타케는 제국대학 교수에서 해

임되었고, �사학회잡지�는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발매 금

지 처분을 받는다.19) 이와 같은 상황이었기에 근대 일본에서 온전한 아카

데미 실증주의 역사학이 자리잡는다는 것은 애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18) 旗田巍 著, 李基東 譯, �日本人의 韓國觀�, 一潮閣, 1983, 126쪽 ; 糟谷憲一, 

박대재 옮김, �일본 조선사연구회 편 한국사 연구 입문�, 고려대학교출판문화

원, 2016, 21~22쪽.

19) 나가하라 게이지, 하종문 옮김,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삼천리, 2011, 50~5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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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그 정황을 지켜보았던 리스의 회고에서도 당시 일본의 경직된 

사회와 특유의 관념이 강고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리스는 

일본 사람들의 천황에 대한 존숭과 개인의 희생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 

정신(大和魂)’을 언급하며, 그것이 비록 조선과 중국에서 승리하는 요인이

었지만 서구적 관점에서 보면 뒤떨어진 것이었고 “의연한 개인주의의 확

립에 장애물”이라 하였다. 또 그는 교육적인 면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가르

침을 그대로 필기하고 되풀이하지만, “고차원적인 감정이 따르지 않는다”

고 하거나, “본래의 정신적인 자유가 없다”고 토로한다. 즉 리스는 당시 

일본의 사회가 서구적 근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일본 고유의 정신

(大和魂)과 경직된 사회는 서구적 근대를 이루는 데에 걸림돌로 보았던 

것이다.20)

시라토리와 같이 제국대학 사학과에 입학하여 리스에게 배운 뒤 서양

사를 전공하며 랑케주의자가 된 사카구치 다카시(坂口昻, 1872~1928) 역

시 국가에 종속되어 제국주의･식민주의 정책을 제시하는 역사가의 임무

를 수행한다. 그밖에도 그 무렵 일본의 역사학계에서는 ‘랑케-리스’를 자

신들의 학문적 계통으로 중요시하지만, 사료 비판과 실증주의 논의에 대

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국가의 생명력과 세계사적 성격을 둘러싼 추상적 

사변으로 시종하는 경우가 많았다.21)

시라토리가 역사학에 입문하고 한국사 연구를 시작한 1890년대 일본

은 근대 서구 문명이 소개되고 그것을 모방해 갔던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

만 그보다는 국수주의의 전통 속에서 천황제 국가체제의 확립을 강행해 

가는 조류가 대세였고, 그로 인해 국체파가 대대적으로 기세를 떨치는 상

황이었다. 그 강고한 이데올로기 속에서 대외적으로 征韓論을 실현해 가

20) 미쓰이 다카시(三ツ井崇), 앞의 논문, 2016, 180~187쪽.

21) 고야마 사토시, ｢‘세계사’의 일본적 전유－랑케를 중심으로－｣ �역사학의 세

기－20세기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 휴머니스트, 2009, 55~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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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청일전쟁을 일으켜 조선 침략 및 대륙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던 

시기였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과 국가적 지원 속에서 여러 학자가 한국의 

역사･지리･문화 등에 주목하고, 그에 따라 한국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다.

이 시기 일본의 한국사 서술은 시게노 야스쓰구, 구메 구니타게, 호시

노 히사시(星野恒, 1888~1917)가 공동 집필한 �國史眼�(1888년 완성, 1890

년 제국대학 출판, 1901년 사학회 출판)부터 찾아볼 수 있다. �國史眼�은 

일본 통사이지만, 神代부터 근대까지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자세히 서술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사에 대한 언급 또한 적지 않았다. 거기서는 한국

사의 기원을 일본 신대에서 파생한 아류로 설명하고, 신라에서 일본으로 

歸服한 인물이나 神功皇后의 신라 정복 등의 조작된 역사가 강조되었다. 전

반적으로 국수주의적 국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日鮮同祖論’의 입장에서 한

일관계사 및 한국사를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큰 대중성을 띠었고 교과서의 저본이 되어 국민 교육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책의 저자 시게노 야스쓰구와 구메 구니타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도･국학 계열의 반대편에 있던 소위 일본 실증주의 역사학의 대표 주자

라 할 수 있는데, 이들 역시 한국사에 대해서는 왜곡된 인식이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사항은 마침 이 시기 <광개토왕비>가 발견되고, 

그것이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근거와 당시 조선 진출의 

명분으로 활용하면서 한국고대사 연구는 더욱 뜨거워진다. 스가 마사토모

(管政友, 1824~1897),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1851~1908), 쯔보이 쿠메조우

(坪井九馬三, 1859~1936) 같은 이들이 1880년대 후반과 1890년대 전반 처음 

한국사 관련 논고를 쓴 주요 이물이다. 역사학 분야에서 당시 일본의 대표

적 학술지라 할 수 있는 �史學雜誌�를 보면 동양의 역사 중에서는 한국사 

관련 논문이 가장 많았다. 더하여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 1858~1922)의 �朝

鮮史�(1892년 출판)와 요시다 토우고(吉田東伍, 1864~1918)의 �日韓古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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斷�(1894년 출판) 또한 이 시기의 대표적 업적이다.22)

그러한 당시 일본 역사 학계의 정황을 통해서 볼 때, 실체가 불분명한 

근대 일본의 서구 실증사학보다는 위와 같은 한국사 관련 논저가 시라토

리의 한국사 인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의 평전

에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책과 논고를 읽고 한국사 연구를 시작했다는 내

용은 없다. 그러나 기본적인 학습으로 읽고, �동국통감�･�삼국사기� 등의 

사료로 넘어갔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구 논문을 쓰며 앞

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게 되는데, 실재 그의 ｢단군고｣와 ｢조선의 고전설

고｣를 보면 나카 미치요나 하야시 타이스케의 논고를 인용하고 그것에 이

어 논의를 이어간다. 따라서 그의 기본적인 한국사 인식은 당시 일본이 조

선을 침략하는 현실과 그와 관련된 국가 이데올로기, 그리고 선배 학자들

의 논고를 통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1890년대 일본의 한국사 연구 및 강의는 일본이 조선･만주를 침략해 

들어오는 국내외적 상황과 밀접히 연결되어 촉발되었다. 그러한 현실의 

상황이 연구의 시각에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왜곡된 한국

사 서술이 이루어졌다. 시라토리 역시 그러한 시대에 한국사를 연구･강의

하였고, 이후 동양사 연구자로 성장해 간다. 

그 뒤 일본 내 한국사 연구 경향을 보면 일본 국사학자들은 일선동조

론적 시각에서 한국사를 설명하였고, 동양사 전공의 연구자들은 자국 일

본은 아시아 세계와 다르고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에 대해서는 경

멸과 멸시의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시라토리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특히 

그의 滿鮮史 연구 경향 및 시각은 정치적 성격이 짙었다고 평가된다.23) 

시라토리는 동양사 연구를 통해 일본인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그에 충실한 연구자였다.24) 

22) 旗田巍 著, 李基東 譯, 앞의 책, 1983, 124~125쪽.

23) 五井直弘, �近代日本と東洋史學�, 東京: 靑木書店, 1976, 3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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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토리는 역사학에 바탕하여 일본의 국민성을 논하면서 ‘국체’의 유

구성과 불역성을 들어 천황주의의 토대를 설명하고, 그것이 한국･중국과

는 다른 일본의 우월한 국민성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시라토리

의 주장 역시 리스가 말하는 서구의 근대와는 크게 다르다. 따라서 시라토

리가 습득했다고 하는 ‘서구 근대의 역사학’이라는 것을 그의 학문에 의미 

부여함은 이율배반적인 측면도 있다. 

시라토리는 비록 리스에게 근대 서구의 역사학을 배우고 당시 일본에

서 실증주의 역사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한국사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방법론에 있어 문헌을 고증하고 실

증을 추구하여, 이전의 연구에 비해 전문성을 높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

다. 그러나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과 역사 인식이 왜곡된 상태에서 연

구 방법론의 진전과 전문성의 향상은 오히려 왜곡을 더욱 고착화하는 악

효과가 될 수 있다. 실재 시라토리의 한국사 연구는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를 단군 연구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Ⅲ. 단군신화의 불교  윤색론

시라토리 이전 일본인의 단군신화 관련 논고는 오치아이 나오즈미(落

合直澄),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 요시다 도고(吉田東伍), 나카 미치요

(那珂通世) 등의 글이 있다. 그러나 그 논고들은 한국의 단군신화를 소개

하는 정도의 짧은 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단군을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素盞鳴神의 아들이며 五十猛神의 아우라 하거나, 승려에 

의해 조작된 망설이라 한다.

24) 미쓰이 다카시(三ツ井崇), 앞의 논문, 2009, 137쪽.



298  한국고대사탐구 40

그 뒤에 발표된 시라토리의 ｢檀君 ｣는 1894년 1월 일본의 �學習院輔

仁 雜誌� 28호에 실린 글이다. 이 글은 앞서 발표된 단군 관련 논설들과 

다르게 한층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분량 또한 앞의 글들에 비해 매우 많

은 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시라토리의 논고는 확실히 실증성과 전

문성이 월등히 향상된 일본 학계의 본격적인 첫 단군 연구라 할 만하다. 

그러나 결론은 앞의 나카 미치요(那珂通世)와 같이 ‘불교도에 의해 만들어

진 망설’로 치부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많은 불교 원전을 들어 논지를 

이어나갔고, 그 부분에 많은 양을 할애하였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서는 

자연스레 단군신화가 만들어진 시기에 관한 논의로 이어져 자신만의 새로

운 견해를 도출한다.

｢단군고｣에서 시라토리는 먼저 一然(1206~1289)의 �三國遺事�, 徐居

正(1420~1488)의 �筆苑雜記�, 李肯翊(1736~1806)의 �燃藜室記述�을 인용

하여 단군신화를 소개한다. 그러면서 원본은 �삼국유사�의 기록이고, 후

대의 것은 고의로 괴이한 부분을 삭제하여 그럴듯하게 꾸며 쓴 것이라 한

다. 이 부분에서 먼저 단군의 사적은 佛說에 근거한 가공의 仙談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제해 놓고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간다.

시라토리는 단군이 강림했다고 하는 태백산, 그리고 그 태백산을 �삼

국유사� 찬자가 “지금의 묘향산”이라 한 것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묘향산

에 향나무가 많다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인용하고, 그 ‘香木’이 

곧 �삼국유사�에서 �古記� 인용하여 수록한 단군신화의 ‘檀木’(원문은 

‘神壇樹’)이라 한다. 그리고 묘향산의 향나무를 ‘檀木’이라 칭한 것은 佛國

의 ‘牛頭栴檀’을 본뜬 것이라 한다. 그 뒤 그것을 논증하기 위해 ‘牛頭栴

檀’, ‘栴檀香’, ‘栴檀木’이 등장하는 불교 경전의 여러 사례를 제시한다. 그

가 인용한 경전과 그 경전에서 주목한 용어, 그리고 그 용어를 본떠 단군

신화에 화소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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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檀君考｣에서 제시한 불교 경전의 용어와 단군신화의 화소

그가 인용한 사례에서 우두전단･전단목은 佛家에서 부처의 몸 일부

(末), 부처의 향기, 부처에게 올리는 공양물, 부처의 錫杖이나 棺槨, 불보살

의 肖像을 만드는 나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교에서 우두전단이 귀하

게 여겨지고, 일본과 몽고에서 그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사례를 들어, 그

는 한국(조선)에서도 우두전단이 단군이라는 신의 칭호(權現)로 쓰여 개국

의 시조로 받들어지게 되었다고 추정한다. 즉 단군의 ‘檀’자와 묘향산의 

향나무를 근거로, 이를 불교 경전에 종종 등장하는 ‘우두전단’과 연결시킨 

것이다. 그 결과 ‘檀君’이라는 명칭은 ‘牛頭栴檀’･‘栴檀木’ 등에서 ‘檀’자

를 따고, 거기에 존칭어 ‘君’을 붙여 만들어낸 것이라 한다. ‘단군’의 명칭

에 대한 그러한 설명은 그의 ｢단군고｣에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며, 단군신

불교 경전 불교 용어 단군신화의 화소

觀佛三昧海經 卷1 旃檀樹, 牛頭栴檀 檀木

華嚴經 卷67 摩羅耶山, 栴檀香, 牛頭 강화도 마니산, 단목, 우두주의 팽오비

智度論 卷18 摩梨山, 栴檀木 강화도 마니산, 단목

正法念經 卷69 牛頭栴檀 단목

西域記 卷10 白檀香樹, 栴檀儞婆樹 단목

長阿含經 卷3 旃檀樹 단목

大般泥洹經 釋提桓因, 栴檀木, 栴檀木槨 환인, 단목

西域記 卷9 帝釋梵王, 牛頭栴檀 제석, 단목

佛國記 牛頭栴檀 단목

西域記 卷11 檀, 栴檀 단목

增壹阿含經 卷50 釋提桓因, 栴檀林 환인, 단목

增壹阿含經 卷28 牛頭栴檀 단목

蒙古源流 卷2 旃檀樹 단목

智度論 釋帝婆那民[桓仁] 환인

雜阿含經 釋提桓因 환인

智度論 卷2･3 摩訶迦葉, 阿蘭若 가섭원, 아란불 ; 주몽신화의 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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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전체를 불교도에 의해 조작된 역사성이 없는 전승으로 취급하는 핵심 

논거이다.

시라토리는 ‘단군’의 명칭 외에도 단군신화의 화소 중 불교 경전에 등

장하는 용어와 연관성을 보이면 최대한 그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조선 후기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牛頭州(춘천) 역시 ‘우두전

단’과 연관되어 있다는 추정이다. 조선 후기 洪萬鍾(1643~1725)의 �東國

歷代總目�과 李種徽(1731~1797)의 �東史�에서는 단군신화에 彭吳의 이야

기가 덧붙여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단군이 팽오에게 명하여 국내 산천

을 다스리고 백성이 머무를 곳을 정하게 하는 일을 시켰다는 내용이 이때 

이르러 새롭게 확인된다. 그리고 그 업적으로 우두주에 팽오의 비가 있다

는 것을 증거로 삼는다. 시라토리는 �동사�의 이 내용을 인용하며, 팽오의 

비가 있는 곳으로 하필 우두주가 지목된 것 역시 우두전단과 관련 있다고 

한다.

팽오는 원래 �史記� 平準書와 �漢書� 食貨志에 등장하는 漢 武帝 때

(서기전 156~서기전 87)의 인물이다. �사기�에 의하면 서기전 128년 위만

조선의 치하에 있던 穢君 南呂 세력이 漢에 투항하자 漢은 그곳을 滄海郡

으로 한다. 이때 창해군으로 연결되는 길을 팽오에게 닦고 관리하게 하였

다고 한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부터 이 창해군이 강릉에 있었다 

하고,25) 金時習(1435~1493)의 시에서는 “춘천(壽春) 貊國이 팽오로부터 

길이 개통되었다”는 식의 역사 인식이 형성된다. 즉 창해군이 강원도 강릉 

또는 춘천으로 비정되고, 더하여 진시황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滄海力士’ 

역시 그 지역 인물로 여겨지는 민담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단군신화에 팽오 이야기가 더해지고 팽오비를 언급하는 내용이 추가

2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4, 江原道 江陵大都護府 古跡, “滄海郡, 漢武元朔五

年, 獩君南閭畔朝鮮, 詣遼東內附, 以其地爲滄海郡, 數年乃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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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연원 및 그에 대한 오류는 安鼎福의 �東史綱目�에서 상세히 비판되

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증은 李肯翊(1736~1806)의 �燃藜室記述�(1776)

과 韓致奫(1765~1814)의 �海東繹史�에서도 똑같이 확인된다.26) 춘천에 팽

오･팽오비에 대한 전승이 형성된 것은 창해군이 강릉･춘천의 강원도 지역

에 비정되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이를 우두전단과 연결시켜 전승의 연

원을 고찰한 시라토리의 비정은 잘못된 것이며, 조선 후기 학자들의 고증

을 검토하지 못했거나 이를 간과한 것이다.

두 번째로,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의 단군 제사 및 그와 관련된 단군전

승 역시 불교의 우두전단에 기인하여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이며 신앙이

라 하는 추정을 보겠다. 시라토리는 불교 경전에서 우두전단이 나는 산이 

摩羅耶山 또는 摩梨山이므로, 그러한 구조 관계에 빗대어 마니산에 단군에 

대한 전승이 생겨나고 단군과 관련하여 마니산이 중요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마니산의 이름은 불교 경전에서 유래했다 하기보다, ‘머리산’ 

또는 그에 대한 한자식 이름인 ‘頭嶽山’과 연결하여 풀이된다. ‘마니산’의 

다른 이름은 ‘머리산’인데, 이는 ‘摩尼’･‘摩利’라는 말이 ‘머리’의 음차 표

기로 쓰인 것이다. 즉 강화도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머리

산’이라 하고, 이를 한자를 빌려 쓰다 보니 ‘摩尼山’이 된 것이다.27) 이와 

같은 사실은 정약용의 �我邦疆域 �에서 蓋馬의 ‘馬’가 ‘摩尼’와 같고, 이

는 ‘머리(頭)’의 뜻이라 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28)

마니산 참성단의 단군 제사는 �고려사�와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확

인되는데, 그 기원은 1264년 몽고에서 고려 국왕의 친조를 요구하자 元宗

이 白勝賢의 건의를 수용하여 첨성단과 삼랑성 일대에서 대대적이 불사를 

設行한 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이때 醮齋의 목적이 고려 

26) 전진국, ｢안정복의 고조선사 인식｣ �성호학보� 20, 2018, 216~217쪽.

27)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2008, 188쪽.

28) �我邦疆域 � 其一 玄菟 , “ 馬曰摩尼, 頭亦曰摩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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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상한을 삼한에서 震旦(고조선)으로 변화시키고 대국의 내조를 있

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마니산 참성대의 초재가 국가 역사

의 시조 고조선 즉 단군과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후 개경으로 

환도한 뒤에도 참성단의 초례는 祀典에서 祀에 편성되어 봄가을로 行祀

徒를 파견하여 지속하였다.29)

따라서 강화도 마니산과 관련된 단군 전승 역시 불교의 마라야산･마

리산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니산이라는 이름은 ‘머리산’에서 유래

한 것이고, 고려 강도 시기 실제로 국가 시조에 대한 제사가 마니산 첨성

단에서 이루어지면서 단군 관련 전승이 형성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라토리는 ‘桓因’ 역시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사례

를 들어 거기서 차용되어 설정된 것이라 한다. 즉 ｢阿毗曇｣(아비달마, 불

교 경전의 論)에서 ‘釋提桓因’의 태자가 ‘栴檀’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인용

하여, 환인과 단군의 이름 및 관계를 설정한 것이라 추정한다. 그리고 ‘釋

提桓因’과 ‘栴檀’이 등장하는 경전의 문구를 근거로 제시한다.

‘환인’이라는 이름을 불교 경전에서 따온 가공의 화소라는 추론은 조

선 후기 안정복의 고증에서 먼저 확인된다. 안정복은 ‘환인’이 �법화경�에 

나오는 용어라 하여, 단군신화의 이 부분은 불교도에 의해 꾸며졌다고 하

였다. 단군신화의 팽오에 관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 역시 안정복

이 앞서 고찰한 바로, 이를 통해 보면 시라토리는 안정복의 �동사강목�을 

아직은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불교 경전에서 ‘환인’의 용례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대개가 ‘석제환

인’으로 쓰인다. 단군신화에서는 ‘환인’이 하나의 대상이고, �삼국유사�

찬자 일연은 그에 대해 “帝釋을 이르는 것”이라고 주석을 하였다. 즉 ‘환

인’은 일연이 인용한 �古記�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고 그에 

29) 김성환, ｢강화도 단군전승의 성격｣ �역사민속학� 39, 2012, 1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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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불교도의 입장에서 흔히 불가에서 말하는 ‘제석’과 같은 존재라고 注

를 한 것이다. 이러한 일연의 주를 통해서 보면 ‘환인’이라는 명칭은 오히

려 불교 경전과 관련 없음을 알 수 있다. 불교의 영향이라는 주장은 단군

신화 그 자체가 아니라, 일연의 주에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한다.30)

한편,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는 환인을 ‘上帝’라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서 보면, 환인은 한국어 ‘한울’, ‘하느님’을 다르게 쓴 표기라 할 수 

있다.31) 따라서 ‘환인’을 불교 경전에서 인용해 왔다는 시라토리의 주장은 

이미 안정복이 제시한 것이므로 새롭다할 수 없고, 실증의 타당성 또한 유

효하지 못하다. 우두전단과 마찬가지로 단군신화의 화소를 지나치게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용례와 연결 짓고, 그를 통해 신화의 조작성을 주장하는 

논지의 일환이라 생각된다.

‘단군’을 비롯한 신화의 여러 화소가 불교 경전에서 인용한 것이라는 

서술 뒤, 시라토리는 단군신화의 형성 시기를 고찰한다. 이에 대해서도 그

는 단군신화는 불교적 색채가 짙으므로 불교도가 창안하였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그리하여 그는 한국사에서 불교가 처음 들어온 고구려 獸林

王 2년(372)을 상한으로 잡는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 단군신화를 수록

하면서 인용한 사서 중 편찬 연대가 명확한 �魏書�의 편찬 시점 즉, 北齊 

天保 2년(551)을 하한으로 설정한다. 더하여 단군의 아들로 夫婁가 설정되

고 부루의 아들이 金蛙이고 금와의 아들이 朱蒙으로 이어진다는 계보에 

주목하여, 고구려에서 만들어졌다는 추론을 한다. 불교가 중국에서 크게 

번성하여 다시 고구려로 전파되는 과정과 고구려의 국내외적 정황 및 발

30) 하카마타 미츠야스(袴田光康), ｢�삼국유사�에 있어서의 환인과 제석－일본의 

천신신앙을 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연민학지� 14, 2010, 474쪽.

31) 최남선, ｢단군론－조선을 중심으로 한 동방 문화 연원 연구－｣ �동아일보�, 

1926 ; 전성곤･허용호 옮김, �단군론�, 경인문화사, 2013, 55~57쪽 ; 李丙燾, 

｢阿斯達과 朝鮮｣ �서울大學校論文集� 人文社 科學 2, 1955 ; �韓國古代史硏

究�, 博英社, 1976, 1976,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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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추세를 고찰하여, 결국 고구려의 전성기인 장수왕 때(413~491)에 국가

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구려 건국 전승에 등장하는 ‘阿蘭弗’과 ‘迦葉原’ 

역시 불교 경전을 인용하여 바꾸어 놓은 것이라 하고, 부루와 금와에 대해

서는 실존의 이름이 아니고 �삼국사기� 단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전반적으로 한국 사료에 대해 불신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또 

백제와 신라는 倭와 漢에 의지하는 나라이고 고려와 조선은 事大가 인습

된 나라라 하거나, 백제와 신라가 연맹을 맺고 함께 倭國의 보호를 입게 

되면서 장수왕의 번영이 꺾였다고 하는 등, 기본적인 한국사 인식 자체가 

선배 학자들과 같이 일본 국수주의적 시각 그대로이다. 다만 단군신화가 

고구려 장수왕 때 만들어졌다고 보는 시각은 시라토리 이전과 이후의 연

구자 대부분이 고려 시대로 보는 경향과는 큰 차이가 있는 그의 독자적 

견해라 할 수 있다.

한편, 시라토리는 ｢檀君 ｣를 발표한 그해 12월 ｢朝鮮의 古傳說 ｣라

는 후속 원고를 발표한다. 여기서는 단군신화를 비롯하여 고구려 주몽 신

화와 가야 수로왕 신화를 주로 고찰하였다. 단군신화 관련 내용은 앞의 ｢단

군고｣와 똑같은 논지이고, 그것을 축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논조를 그대로 이어 단군신화를 비판하는 방식 그대로 고구려 주몽 신화

와 가야 수로왕 신화에 적용하여 신화의 역사성을 부정한다. 특히 난생설

화의 화소가 불교적 윤색이라는 논지에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주몽 신화

와 수로왕 신화 역시 불교도에 의해 가공되었다 주장한다. 마지막 결론으

로 한국 문화는 불교의 東漸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고대의 기록은 승려

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많음을 강조한다.

시라토리의 ｢檀君 ｣와 ｢朝鮮의 古傳說 ｣는 그의 첫 한국사 연구 논

문이며, 29살에 쓴 연구 초년기의 논문이다. 그리고 그 주제는 한국사의 

첫 장 건국 설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이력은 앞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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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학습원 부임 뒤 한국사를 강의하게 된 것이 계기였고, 넓은 시

야에서 보면 당시 일본이 한국과 만주를 침략해 들어가는 시대의 소산이

다. 당시 일본의 모든 한국사 서술이 그러하듯 그의 연구 역시 그러한 시

대상에서 만들어진 역사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불교 경전의 많은 사

례를 든 점은 연구의 고증과 실증성을 높이고 많은 자료를 섭렵했다는 점

에서 가히 보는 이로 하여금 탄복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당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 들어가는 현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선

배 학자들로부터 답습된 왜곡된 한국사 인식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정해져 있었고 실증이라는 것 또한 결국 식민사학의 방편

에 불과하였다.

Ⅳ. ‘단군’ 이름의 유래에 한 논의

시라토리는 �삼국유사�의 단군신화를 인용한 뒤 본격적인 논의에 들

어가기에 앞서, “단군의 사적은 본래 佛說에 근거한 가공의 仙譚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그 전제는 본론에서 논의한 바의 결론을 미리 서문에 

제시하는 논조이다. 단군신화가 불설에 가탁하였다는 억측은 시라토리 이

전 요시다 도고(吉田東伍)의 논고에서도 확인된다.32) 그러나 그 글은 단군

신화를 주요 주제로 한 것이 아니었기에 짤막하게 다루어졌고, 그마저도 

환웅(단군)이 태백산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는 부여족의 남하를 소재로 하

였다 함이 주 논지였다.

시라토리의 스승이며 선배 학자인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역시 단군신

화는 불교가 전해진 뒤에 “僧徒의 날조･망설”이라 하였다.33) 나카와 시라

32) 吉田東伍, �日韓古史斷�, 東京: 冨山房, 1893, 94쪽.

33) 那珂通世, ｢朝鮮古史 －朝鮮樂浪玄菟樂浪帶方 －｣ �史學雜誌� 5-4, 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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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는 거의 같은 시기 같은 시각으로 단군신화를 설명하였다. 나카 미치

요의 그 논고는 시라토리의 ｢단군고｣보다 3개월 늦은 1894년 4월에 게재

되었고, 내용 또한 소략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단군신화가 불교도에 

의해 가공되었다는 여러 일본 학자들의 주장은 시라토리의 ｢단군고｣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이다.

시라토리의 ｢단군고｣에서 단군신화를 불교적 윤색으로 몰아가는 첫 

번째 논거는 ‘檀’이라는 명칭에 있다. 그것이 불교적 윤색론의 첫 번째 근

거이며, ‘단군’의 명칭을 해석하는 논거이기도 하다. 시라토리는 ‘檀木’･

‘神檀樹’･‘檀君’의 ‘檀’은 여러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牛頭栴檀’･‘栴檀木’

의 ‘檀’자와 같다는 것, 태백산이 곧 묘향산이라고 한 �삼국유사� 찬자의 

注, 묘향산에 향나무가 많다고 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 등에 착안

하였다. 이를 근거로 ‘단군’이라는 명칭뿐만 아니라 단군신화가 만들어진 

요인을 추정하였다. 즉 ‘檀木’･‘神檀樹’의 실체는 묘향산의 향나무이고, 이

는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牛頭栴檀’･‘栴檀木’에 의거한 것이며, 내용상 

‘檀君’은 그 ‘檀木’에서 이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檀君’이라 하였다는 논

지이다. 더하여 牛頭栴檀･栴檀木을 곧 부처나 보살의 화신으로 인식하는 

불교 신앙 또한 단군신화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일본에서 ‘단군’의 의미를 추정하는 글은 1870년 키 시게츠구(紀繁繼)

의 �八坂社 記集 �에서 처음 확인되는데, 그때부터 불교의 ‘우두전단’

에서 단서를 찾는다. 하지만 이때는 ‘栴檀’･‘栴檀木’이 아닌, 전단･전단목

이 나는 ‘牛頭(山)’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9세기 무렵부터 존속

해 온 일본 고유의 ‘牛頭天王’ 신앙이 있다. 일본의 우두천왕 신앙은 불교

의 우두전단에 대한 인식과 일본 고유의 神道 문화를 배경으로 형성된 神

佛習合의 신으로 藥師如來의 權現으로 여겨진다.

日本史學 ,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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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시게츠구에 앞서 江戶時代의 의학자의며 국학자인 마쓰우라 미치

스케(松浦道, 1801~1866)는 조선인 朴方貫의 �東醫寶鑑藥名解�에 의거하

여 조선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牛頭’의 또 다른 음차 표기가 ‘曾尸茂梨’

라 한다. 증시무리는 일본 신화에서 素盞鳴 이 高天原에서 신라의 땅으

로 내려왔다는 곳의 지명이다. 그 증시무리를 한국어로 발음하면 ‘쇼모

리’ 즉 ‘소 머리’이고, 그것을 한자로 쓴 것이 ‘牛頭’라 한다. 키 시게츠구

는 그 해석과 단군이 곧 素盞鳴 이라는 기존의 설명을 함께 수용하여, 

素盞鳴  신화에 등장하는 曾尸茂梨의 다른 이름이 곧 ‘牛頭’이며 단군신

화의 태백산이 곧 우두산이라는 논진을 편다. 그리하여 “단군은 素盞鳴

의 일로써 한국 낙랑의 우두산 檀木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素盞鳴 을 ‘檀君’이라 칭하게 된 것”이라 한다.34)

키 시게츠구는 단군의 이름에 대해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檀木’에 기

인한 것이라 하고 그것은 불교의 전단목과 연결 짓지 않았다. 다만, 그 단

목이 나는 산 즉, 단군신화의 배경이 되는 곳을 우두산이라 한 것인데, 이

는 결국 단군을 일본 신 素盞鳴 이라 하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더하여 

‘曾尸茂梨’를 한국어로 ‘쇼모리’로 읽고 그것이 ‘소 머리’라는 언어학적 

해석 역시 확증하기 어렵다. ‘曾尸茂梨’는 일본어로 ‘소시모리’ 또는 ‘소시

호리’라 읽고, 이는 徐耶伐･徐羅伐･徐伐과 통하는 것으로 본다.35) 素盞鳴

 신화에서 “新羅의 曾尸茂梨”라고 한 것 또한 이를 방증한다.

시라토리가 이와 같은 키 시케츠구의 논고를 보았는지 그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 역시 ‘우두전단’･‘우두천왕’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단군’의 

의미에 대해서는 분명 다르게 추정하였고, 나아가 단군신화의 사실성 및 

역사성을 부정하므로 단군이 곧 素盞鳴 이라는 기존의 설명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이었다. 단군이 素盞鳴 이라는 시각은 日鮮同祖論의 대표적 사

34) 今西龍, 앞의 논문, 1929 ; 앞의 책, 1970, 113~114쪽 재인용.

35) 연민수 외, �역주 일본서기� 1, 동북아역사재단, 2013,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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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이다. 일선동조론은 같은 식민사학 안에서도 동양사 연구자들의 滿鮮史

觀과 모순 관계에 있다. 시라토리가 당시 대표적인 동양사 연구자이며 만

선사를 창안한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사안이다.

시라토리 이후 ‘단군’의 명칭 기원 및 의미에 대한 해석은 오다 쇼고

( 田省吾)의 논고에서 확인된다. 그는 �삼국유사� 古本에서 단군의 표기

가 나무 ‘木’ 변의 박달나무 ‘檀’자가 아닌 흙 ‘土’ 변의 제단 ‘壇’자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며, ‘단군’은 향나무와 관련 없는 음차 표기로 판단

한다. 그에 따라 ‘단군’을 한국어로 읽으면 ‘단님(タンニム)’이고, ‘단님’은 

곧 ‘달님(タルニム)’의 訛傳이라 한다. 이때 ‘달’은 한국어에서 ‘산’･‘구릉’ 

뜻하는 말이라 하며, 산의 양지를 ‘양달’이라 하거나 ‘達’자가 지명으로 쓰

인 여러 사례를 예로 든다. ‘님’에 대해서는 ‘君’이나 ‘主’ 또는 ‘神’을 의미

하는 말임을 당연시하여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따라서 단군은 ‘山神’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러한 뜻에서 만들어진 명칭이라 한다. 그리고 그에 

바탕하여 �삼국유사�에 게재된 단군 전설은 본래 묘향산 산신의 연기설화

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36)

오다 세이고 역시 단군신화에 들어가 있는 불교적 윤색을 지적하고 �삼

국유사� 단계에서 만들어진 전설임을 누누이 강조한다. 그러나 단군의 명

칭만큼은 본토 한국어와 그것의 한자 표기, 그리고 한국 고유의 산신신앙

과 관련 지어 고찰한다. 여타 대부분의 일본 연구자들이 불교의 우두전단･

전단목과 연결하여 추정하고 그 학설을 따르는데, 그것에서 벗어난 독자

적 해석이다.

이어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견해를 살펴보겠다. 이마니시는 키 시케

츠구와 시라토리의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그 사이에서 단군 명칭론의 정

설을 확립했다. 크게는 시라토리의 해석과 비슷한 입론이지만, 세부적으로 

36) 田省吾, ｢壇君傳說に就て｣ �朝鮮史講座�, 京城: 朝鮮史學 , 1924 ; 윤수희 

번역, ｢단군전설에 대하여｣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3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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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단군신화의 성립 연대 및 ‘단군’의 명칭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다.

이 사이 ‘단군’이라는 이름의 유래 및 단군 불신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적 사실 확인 문제로 떠오른 사안이 단군의 ‘단’자가 박달나무 ‘檀’ 

자인가 제단 ‘壇’ 자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군의 ‘단’ 자가 제단 

‘壇’자라면, 우두전단･전단목에서 그 이름이 유래하였고 나아가 불교도에 

의해 만들어진 가공의 화소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앞

의 오다 쇼고의 ‘단군’ 명칭에 대한 가설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학 연구와 

대종교 계열의 인사들이 일본 학자들의 불교적 윤색론을 비판하면서 제기

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이마니시는 �삼국유사� 정덕본에서 ‘단군’･‘신단수’의 ‘단’

자는 모두 제단 ‘壇’자로 쓰였지만, 이는 판본의 刊誤라 한다. �삼국유사�

정덕본 외에 모든 문헌에는 박달나무 ‘檀’ 자로 되어 있고, 정덕본 이전 

조선 초기의 간본도 모두 ‘檀’자로 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이

를 바탕으로 이마니시 역시 ‘단군’이라는 이름은 불교의 ‘牛頭栴檀’･‘栴檀

木’에서 따온 것이라 하는데, 특별히 시라토리가 언급하지 않은 �枳橘易

土集�의 문장을 예문으로 제시한다.

�지귤역토집�은 에도시대 慧晃(1656~1737)이 經･律･論 중의 梵語를 

수집하여 일본어 50음도 순서로 배열하여 해석과 주석을 한 책이다. 거기

서 전단은 香木이며, 熱病의 묘약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어 �高麗

史� 卷108, 蔡洪哲(1262~1340) 傳에서 그가 ‘栴檀園’을 만들고 栴檀으로 

약을 제조한 사례를 함께 제시한다. 이를 근거로 고려 시대 전단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고 그것을 묘약으로 여겼음을 주장한다. 그리하여 

僧侶 또는 巫覡이 평양의 토속신 王 仙人에게 역병을 몰아내는 藥師神의 

성격을 덧붙이고, 栴檀의 ‘檀’자를 취해 ‘檀君’이라는 이름을 부회하였다

고 한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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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니시 역시 단군을 素盞鳴 과 같은 존재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반

대의 견해였다. 그러나 키 시게츠구가 우두산과 우두천왕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논의를 보강하여 적절한 이해의 

방향을 타진한다. 그에 따라 한국에도 우두천왕 신앙이 유행하였고, 그 우

두천왕을 제사지내는 곳 여기저기에 ‘牛頭’라는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이마니시의 ｢檀君 ｣는 단군신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자세하게 

다룬 장편의 논고이다. 일본 학계에서 이루어진 단군 연구의 가장 큰 성과

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마니시의 ｢단군고｣ 이후 일본 학계에서 단군신화

는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신화이며, 사실의 역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

이 완전히 자리 잡고, 그 시각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대체적인 통설이다.38) 

‘단군’이라는 이름의 기원 및 의미 역시 이마니시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39)

일제강점기 시라토리를 비롯한 일본 학자들의 단군 연구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단군의 역사성을 증명하려 했던 이는 崔南善(1890~ 

1957)이다.40) 특히 반박한 상대가 시라토리에게 집중되었고, ‘단군’ 명칭 

연원에 대해 나름의 독자적 견해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최남선은 단군의 명칭이 ‘우두전단’･‘전단목’에서 기인한다는 시라토

리의 견해에 대해 먼저 ‘檀’자의 뜻인 박달나무는 향나무(栴檀)와 다른 樹

種으로 관련성이 없다 한다. 즉 조선에서 향나무는 松杉科에 속하는 原栢

과 杜松이고, 단군신화의 檀木(박달나무)은 樺木科에 속하는 나무임을 설

37) 今西龍, 앞의 논문, 1929 ; 앞의 책, 1937, 50~51쪽.

38) 井上直樹, 박대재 옮김, 앞의 책, 2016, 61~62쪽.

39) 武田幸男, 앞의 책, 1985(1996 5刷), 20쪽.

40) 최남선은 단군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였다. 단군을 주제로 한 대표적 논고는 

“1926년 3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단군론－조선을 중

심으로 한 동방 문화 연원 연구－｣”, “1928년 5월 �別乾坤�에 실린 ｢壇君及其

硏究｣”, “1954년 2월 �사상계�에 실린 ｢檀君古記箋釋｣” 등이 있다. 이들 원고

를 최근 읽기 쉽게 재편집하고 주석과 해제를 더하여 출판하였다(전성곤･허용

호 옮김, �최남선 한국학 총서 7 단군론�, 경인문화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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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다. 따라서 묘향산의 향나무가 ‘檀木’으로 표기될 리 없다 한다. 더하

여 태백산을 묘향산이라 함은 고려시대 일연의 注일뿐, 실재 단군신화의 

태백산은 백두산임을 여러 글에서 주장한다.

단군의 ‘단’자에 대해 최남선은 �삼국유사�에서는 제단 ‘壇’자로 쓰였

고, �제왕운기� 이후부터 박달나무 ‘檀’자로 확정되었다 하여, 제단 ‘壇’자

가 더 오래된 글자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미 안정복(1712~1791)의 

�東史綱目�과 신경준(1712~1781)의 �疆界志�에서 ‘壇’자의 복구가 논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檀’자를 고집하여 ‘栴檀’과 연결 짓고 결국 승려의 

날조라 하는 것은 떼쟁이의 일이라 비판한다.

사실, 이마니시가 �삼국유사� 정덕본의 ‘壇’자를 간오라 하고, 그에 앞

선 조선 초기의 판본에서는 ‘檀’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은 마땅한 근

거를 제시하지 않은 단순 추정이다. 최근 발견된 �삼국유사� 파른본(1394

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에서 고조선 조의 ‘단’자는 모두 제단 ‘壇’자로 

되어 있어,41) 그의 추론이 틀렸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삼국유

사� 만큼은 ‘壇’자가 명확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최남선은 단군의 명칭에 대해 ‘하늘’ 또는 ‘하늘을 섬기는 자(샤먼)’를 

뜻하는 순우리말 ‘당굴(무당)’에서 기인한 것이라 한다. 이는 단군신화가 

불교적 윤색의 가공이 아닌 토테미즘 시대에서 영웅과 신의 시대로 진전

하는 사실을 표현한 일종의 元史라는 입론 속에 제시된 견해이다. 그에 

따라 당굴･단군이라는 명칭은 상고시대 주술 종교적 사회의 지도자 또는 

國君에 상응하는 호칭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또 민족적･언어적･문화적

으로 같은 근원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몽고에서 하늘(天)과 샤먼(巫)을 

‘텅걸’이라 하고, 이를 �漢書�에서는 ‘撑犁’로 썼음을 함께 언급하며 논지

를 보강한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어차피 단군의 ‘단’은 하늘(천)을 뜻하

41) 연세대학교 박물관, �파른본 삼국유사 교감�, 도서출판 혜안, 2016,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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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의 음차이므로 ‘壇’과 ‘檀’ 어느 것으로 쓰든 문제 되지 않는다 하며, 

‘檀君’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단군’의 명칭을 발음이 비슷한 한국어 ‘당굴’과 몽고어 ‘텅걸’에 연결

해 보는 발상은 언어학적 조사를 역사 연구의 주요 논거로 활용한 사례이

다. 이는 시라토리 쿠라키치를 비롯한 근대 일본 학자들이 한국사 연구에 

활용한 주요 방법론이었다. 단군을 제사장으로 이해하는 방식 역시 도리

이 류조(鳥居龍藏)가 天照大神을 샤먼이라 한 선례가 있으므로, 그것이 참

고되었을 수도 있다. 더하여 1940년대 들어 최남선은 ‘한일합방’을 옹호하

고 ‘대동아공영론’을 지지하는 등 친일의 성향으로 변절하며, 그의 단군론 

역시 ‘동북 아시아적 보편성’을 주장하는 논거가 되어 ‘대동아 공영론’의 

학술적 근거가 된다.42)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최남선의 단군 연구는 한편으로 근대 일본 

연구자들의 방법론에 영향을 받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훗날 친일 성향으

로 변절하는 경향 역시 이러한 문화사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점이 최남선 역사학의 한계이고,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1920년대 그

의 단군 연구는 분명 당시 시대의 주류였던 일본인들의 식민사학에 대응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비록 일본인들의 방법론에 영향을 받았

지만, 그것은 새로운 근대 학문의 조류였고 과학적 역사 연구로 나아가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1920년대와 해방 뒤 1950년대 최남선

의 단군 연구는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1950년대 이병도 역시 단군신화가 조작되었다는 일본인들의 시각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하며 역사성이 깃든 고조선의 신화로 접근하며 

고증을 시도한다. 그 중 ‘단군왕검’ 명칭에 대해서만큼은 최남선의 견해를 

소개하며 “재미있는 설”이라 한다. 그러면서도 ‘단군’은 “재사장의 의미를 

42) 이영화, 앞의 책, 2003, 95~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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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한 것”, ‘왕검’은 “大人･神聖人 등의 뜻”이라 하고, 이는 祭政一致 시

대로 접어든 군장의 호칭이라 하여, 사실상 최남선의 견해를 잇고 있다.43) 

오늘날까지 단군신화에 깃든 여러 화소 및 그 역사성에 대해서는 연구

자에 따라 여러 해석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단군’의 명칭이 한국어 ‘당굴’ 

그리고 몽고어 ‘텅걸’･‘탱그리’와 관련 있고, 제사장의 성격을 가진 제정일

치 시대의 군장 호칭이라는 인식은 한국 학계의 통설로 이어지고 있다.44) 

이와 같은 연구사를 통해서 보면 결국 근대 일본인들의 연구와 그것을 

비판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반론이 ‘단군’ 명칭에 관한 논의의 

정점이었다. 그리고 그 학술사 검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단군신화를 불

교적 윤색론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불교도에 의해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추정, 나아가 ‘단군’의 명칭 또한 불서의 ‘우두전단’･‘전단목’에서 유

래하였다는 가설은 더는 존립하기 어려운 학설이다. 따라서 그러한 견해

를 여전히 통설로 인정하는 오늘날 일본 학계의 경향 역시 수정되어야 한

다. 그리고 단군의 명칭에 관한 논의는 최남선의 연구 이후 사실상 그것을 

뛰어넘는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거론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 점에

서 ‘단군’이라는 이름의 어원 및 유래에 관한 연구를 다시 한 단계 발전시

켜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일본 학계의 본격적인 단군 연구는 시라토리 쿠라키치의 연구가 시초

라 할 수 있다. 흔히 시라토리는 근대 서구의 실증사학을 익힌 일본의 1세

43) 李丙燾, 앞의 논문, 1955 ; 앞의 책, 1976, 33~34쪽.

44) 金貞培, 고조선의 건국신화｣ �한국사 4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국사편

찬위원회, 1997,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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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동양사 연구자로 평가한다. 그의 동양사 연구는 한국사부터 시작되었

다. 그의 한국사 연구는 문헌 고증 및 논증의 측면에서 이전의 연구와 비

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갖추었다. 하지만 에도시대부터 이어져 온 국학 그

리고 당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 들어오는 현실 속에서 한국사에 대한 왜

곡된 인식이 형성되었다. 그래서인지 그의 단군 연구는 단군신화를 순수

한 신화로 접근하지 못하고, 지나친 문헌 고증과 역사성 부정으로 귀결되

었다.

단군신화에 불교적 화소가 많고 그를 근거로 조작되었다고 보는 인식

은 일본 학계의 지론이다. 시라토리는 그러한 일본 학계의 지론을 처음으

로 체계화하였으며, 그 근저에는 단군이라는 명칭이 불교의 ‘우두전단’･

‘전단목’을 인용하였다는 가설이 핵심의 논지이다. 그 논지는 이마니시 류

가 답습하여 추가적 근거를 제시하며 더욱 발전시켰다.

단군신화에 대한 일본 학계의 불교적 윤색론과 그에 입각한 ‘단군’ 명

칭에 대한 해석은 최남선에 의해 전반적이며 자세한 비판이 이루어진다. 

특히 ‘단군’ 명칭에 대한 최남선의 해석은 제사장･샤먼을 뜻하는 한국어 

‘당굴’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불교적 윤색론을 부정하고 상고

시대의 역사가 깃든 신화로 해석한다. 최남선의 단군 연구는 오늘날까지 

가장 종합적이며 깊이 있는 연구라 할 만하다.

단군 명칭론의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의 연구는 20세기 초 시라토리 

쿠라키치, 이마니시 류, 그리고 최남선의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

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학술사를 통해서 볼 때, 시라

토리와 이마니시의 연구를 여전히 지론으로 삼는 일본 학계의 경향은 마

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한국 학계의 경우 사실상 약 100년 전 최남선의 

연구에서 논의가 크게 향상되었다 하기 어려우므로 함께 반성해 볼 부분

이다.

역사 연구는 근거가 되는 ‘자료’, 설득력을 높이는 서술의 ‘논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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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향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사관’, 이 세 가지가 적절히 조합될 때 학문

이 바로 선다. 실증사학은 ‘자료’와 ‘논리’를 탄탄히 하는 전문성과 과학성

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마땅히 담보해야 할 역사학의 방법론으로, 한 시대 

특정 부류만의 이론이며 트렌드(trend)라 할 수 없다.

역사학의 이론과 트렌드는 ‘사관’에서 나타난다. ‘사관’은 저술 때의 

경험이 과거를 보는 관점과 해석의 논리로 작용하고 미래로 연결시키는 

방향 제시이다. 그런 점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의 ‘식민사학’과 한

국의 ‘민족주의 사학’ 모두 사관은 뚜렷하였다. 실증사학이라는 영예 또한 

어느 한쪽에만 부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실증사학은 지극히 당연한 방법

론이라는 속성에서도 그러하거니와, 본문에서 살펴본 단군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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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cademic and Historical Review of the 

Buddhist Embellishment of Dangun Mythology 

and the Name of Dangun

－
Focusing on Shiratori Kurakichi's Research

－

Jeon, Jin-kook

In the modern academic world, the academic paper related to Dangun(檀

君) was first published by Shiratori Kurakichi(白鳥庫吉). However, 

Shiratori's study of Korean history, including this paper, is the result of 

Japanese imperial ideology and nationalism having more influence than 

Western modern historical methodology.

Shiratori argues that Dangun mythology is not a unique Korean myth, 

but a myth created by Buddhists, and that much of it has been transformed 

under Buddhist influence. To argue this, he explains the connection between 

Dangun mythology and Buddhism, citing many examples of Buddhist 

scriptures. According to his view, the name ‘Dangun’ was also derived from 

Buddhist mythology. Following Shiratori's view, Imanishi Ryu(今西龍) also 

interprets it in the same context, and that is a common theory in Japanese 

academia today. However, Choi Nam-sun(崔南善) criticized Shiratori's theory 

about Dangun. He argued that Dangun was a historical name meaning 'the 

leader of shamanistic and religious society' in ancient times. This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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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theory in Korean academia today.

The evaluation that Shiratori accepted Western modern source-based 

history is problematic, and the theory about Dangun name in Japanese 

academia which began with Shiratori should be revised. In addition, research 

on the origin, history, and meaning of the name Dangun is also time to 

move on to a new stage.

Key Words : Dangun, Shiratori Kurakichi, Imanishi Ryu, Choi Nam-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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