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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탕구로셔의 고천문학교육 연구 

이인성를당1=A.it예잉)율 중심으로 

< ~ ø. > 
l 서폰 
2 인간에 대한 당구로서의 왈il 운학 

3 이인성융딩1二^oI< iUj)의 서샤구조 
4 성올jol<;t)의 영상화 방식파 그 의이 
5 인간 당구로서의 고션운악교육 설계 
6 결온 

주재우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교육의 옥척과 내용아 결정왼 후에 그에 합당 

한 교육 제재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진행왼다 고전문학교육도 문학교육 

의 한 하위영역으로 교육목표가 제시되고 그에 따른 내용과 방엉이 개발 

되고 제재가 확정원다 그런데 고전운학교육은 그 다루는 대AJ이 고전이 

라는 점에서 특수성율 갖는다 고전(하典)이 단지 엣것이라는 의미의 고 

전이 아니라 후대의 모엄이 필 안한 규엉객인 것이라는 의미를 지나기 때 

문에 작용 자체에 이이 고유의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11 따라서 교육 

• 서울대 국어쿄육연구소 연구원 
J) 고전훈학쿄욕에서 고션(11 1 찌 개녕애 대한 자에한 논의는 배수앤X뻐)‘ 조희정[Jlli) 

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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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고전문학의 목록을 갱하고 제시하는 것 자체가 하냐의 교육 옥표의 제 

시가될수있다 

이러한 관정에서 고선운학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고전문학교육 연구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전문학교육의 중요한사명은 바로 인문학 

적인 사영이며 인문학이 추구하는 바 인간에 대한 당구흘 고전문학교육 

에서 적극적으로 당당해야 할 것이라 본다 고전문힘k을 통해 선인들의 삶 

올 엿보고 언어 속에 당져진 다양한 표현을을 익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 

다 본질적인 고전문학교육은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간올 인간당게 

하는 인간화 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이 되어야 한다2) 

최근 특히 강조되고 있는 실용주의의 울결은 모든 세상 관계률 이익 

(끼益)01 되느엠 판정으로 빼보게 i뜯 경향을 갖게 한다 이라한 시 

대에 인문학 역시 세상의 흐릉율 따라 실용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기도 하 

지만) 인문학 본연의 사영올 자각히어 순수한 정체성을 지켜 나아질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용 수 있다고 하겠다 인운학의 사영올 짧은 몇 

마다의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1 대체적인 뭇응 1바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 

인71-7'，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7γ ‘올비흔 삶의 태도는 우엇인71?' 

둥의 인간 근원애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끊잉없이 하는 것이다 인운학 

에 속하는 많은 고천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나릉의 당올 해 왔으여1 고 

전문학은 우리 션조들의 고뇌와 지혜가 옹.~입홉)왼 결파풀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인간의 존재와 본질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 질문올 던지고 

고인하게 안을 수 있는 교육 제재 중 하나가 바로 고전문학이다 특연히 

종교적인 주제흘 다루고 있는 종교문학은 인간의 구원 문제를 다루기 때 

21 깅대행 al)4), r인간교육파 문학교육， r션챙어용， 32정 서용대 국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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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보다 직정적인 고인과 답을 모색하고 있다3l 이러한 정에서 본고는 

고전문학교육이 인간 본연의 문제인 인간에 대한 당구， 구원의 문제를 비 

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보고 이툴 위해서 고전문학 중에서 욕별히 울교 

문학올 주옥하.]L자 한다 

2 인간에 대한 탐구로서의 풀교 문학 

울교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종교 중 하나일 뿐이지만) 파거 우리 

민족에게는 중심적인 삶의 체계이자 가치관율 형성한 중요한사싱이었다 

조선시대에 틀어와 숭유억울 정쩍으로 인해 그 기세가 꺾이기 전까지 상 

국시대와 고려시대툴 거쳐 우리 민족의 중요한 전용올 형성한 종교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헌데 올교의 출빌이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창， 인 

간 존재에 대한 고민 그리고 끊잉없는 진리의 추구라는 정에서 주목할 

얀하다 또한 이러한 고인파 탕구의 경과가 훌갱이라든지 설법， 그리고 

문학 둥 다양한 방식올 용해 표현되었다 울교에서는 이러한 진려 추구의 

결과를 깨달옹’‘ 혹은 ‘득도(썽없)’라 부른다 

그런데 불교애서의 깨달옹과 울교의 언어판은 갈퉁판계를 유지하고 있 

다 불교는 언어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불교의 가르칩은 율렵문자{不立文字)요 교외별전(흉外別삐)이다 진리에 

대한 깨우칭올 알로는 셜영할 수 없지안 표현하지 않고서는 셜영할 수 없 

기에 우회적인 방법이 퉁장하게 된다 영화시중{해훌示훌)의 이야기와 같 

이 연꽃 숭이 하나를 흥해 도를 전하기도 하며1 션문댐빼ro，홍)과 같은 

3) 윷흔 우리 표육 혐정써서 욕정 종쿄의 쿄리왈 가르지는 일온 주의융 요하는 일이다 
그러한 정에서 문학 제채용 선택할 얘에 작용의 내용융 살여 보연적인 주셰용 다루 

는 걱애용용 선정힐 핑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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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인 표현을 당은 올교 $씩을 통해 도를 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우 

회적인 방업 중 하나가 바로 이야기1 문~k을 흉하는 방법이었다 

이야기는 형상생융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울파 사건들이 둥 

쟁}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급 흥미를 유말하며 그 가운데 교훈을 전달하 

게 왼다 울교의 가르칩은 추상적인데 이야기는 가시적인 대상올 흥해 

표현하며 올상(佛엉)을 형성해 보이는 것이다41 울혼 문ξ에 그러하듯이 

형상성을 연 언어 구조울은 다"0'한 해석 캠정으로 인해 전하고자 하는 

도(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요호해질 우려도 있지안 도(협)를 설영하는 방 

식으호 이。)71는 일반 대중에게 아주 적절한 수단이었옹은 툴립없다 

이러한 정올 고려허여 본고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울교설화를 다루 

고자 하였다 〈상국유싸는 시기적으로 울교가 융성할 때에 연찬왼 자료 

라는 껑1 그리고 문헌으로 고정원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는 정에서 의마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상국유사〉에 수록왼 다양한 이야기틀이 바로 훌교적 

인 가르침이나 교훈을 전수하기 위해 지어지고 향유되던 "1냐，이라는 정 

에서 주옥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심녁유사〉의 저자인 일연이 중이었다 

는 정에서 울교척 교훈율 잘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률 수집 연찬었으리라 

정작해 올 수 있다 따라서 〈상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 

를 살펴서 그 이。)71가 전하고자 하는 울교의 가르칭이 우엇인지 살펴보 

는 것은 다릉 아닌 불교가 추구하고자 썼던 인간 당구， 인간의 구원 문제 

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며 보다 근원적으로는 인간이 추구했던 진리의 탕 

구과정이라할수있다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이야기 가운데 온고에서 

는 탑생똥앙) 제4에 싱혀있는 ‘냥백원이성 노힐￥득과 당당박박(이히} 

‘노힐부득파 달달박약)’과 신주{j1IPJi!) 저%의 ‘팡덕과 엉장’ 두 작용융 다루 

4) 항패 :l'(l975l, r {!.라웅요성화연구，. 일지샤， 뻐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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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힌다 이 두 이。끼는 두 인율이 성율{成$)올 위하여 구도(求없)의 

삶융 살다가 마침내 이루는 이인성불당(二A 成佛홈~I 유형에 속하는 이 

야기로셔 두 인물이 제목과 주인공으로 동장한다는 정， 성울올 이루는 과 

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정 동의 공용껑이 있다 

비록 두 인울의 관계가 친구이긴 하지만 대결이라는 구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성불하는 과정에서 숭예가 드러나고 드러난 결과가 일반적인 예 

상을 빗나가게 하며， 그러한 까닭에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가지고 이야기 

에 빠져툴게 한다는 정이 이 두 이야기가 갖는 강정이라 할수 있다 특히 

두 인풀이 대결을 옐치고 그 결과가 숭때로 나타냐기 때문에 보다 환영하 

게 이야기가 당고 있는 울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올 것이 

다 이를테연 어떤 대상올 설명할 때 A는 B가 아니라 C라는 식으로 설명 

할 경우가 직접적으로 A는 B라고 설명'1는 방식에 비해 더 효과적인 땅 

식이 윌수있다히 

이인성울당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힐부득과 달달박약에 한정되어 았 

으며 이。)71의 장르작 성격올 논하는 연구 외71에는 두 인울 중 언저 득 

도하는 인울의 경위와 이유 퉁올 해석하는 연구가 대부훈이다 하은하 

()!w)는 1신협조L군과 오성 이。171’가 찾아온 여인율 거부한다는 화소가 

‘노힐부득과 달닿박약과 유사성이 있다는 정에 익싼하여 두 작용이 여언 

을 대하는 태도의 *1로 인해 실패와 성콩이 나타난다고 보았대l 박경 

5) 이 용어는 박용식(ro]인성융당의 앙원파 성취구초ι r고소셜연구논총J 다곡 이수용 

선생 '1갑기녕논용， 1엎)애서 샤용되었마 
6) 그러한 정에서 이 유앵에 속'f는 또다흔 이야기인 ‘쪼산(띤 1 1 1) 이성(=~’()'은 논의에 

서 껴외하였다 두 인음이 성용한다는 경'1는 나타나 있으냐 성용하는 까쟁이 생랴 

되어 잊어 두 인웅의 대경이 었아 

7) 사재원1003)， r [남맥월이성l애 대하여，‘ r융a계 서사문학의 연구，. 충앙문화사 
8) 히은하i!!Hl)， r <낭쩍웰이성 노여부득 당당악악〉ξ 용해 본 〈신컵오성 이야기〉의 

구조적 욕성파 문제 의식，국어교육， 100호 한국어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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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때u에서는 부득과 박박을 각각 안난 여인의 태도에서부터 째가 있 

었음을 주옥하여 여인이 부득에게 준 시는 구도(求없)의 의미로 읽을 수 

있는 반연 박박에게 준 시는 욕망을 자극하는 시였옴을 지적하였다91 강 

진욕{mìl 역시 여인에 대한 두 인울의 대용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옴 

을 주목히얘 득도의 성때가 나타난 이유를 밝혔다1이 

이상의 연구에서 공흥적으로 나타난 문제의식은 왜 박박이 아닌 부득 

이 언져 득도하게 되었는가를 해영하는 데에 맞추어져 있다 이는 이 문 

제가 이 작용올 이해하는 핵싱적인 문제잉을 보여주는 중거라 할 수 있 

마 득도의 성패가 나타나게 된 지점을 확인하고 그 지정이 의미하는 바 

를 파악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율 겨숭 

하여 본 연구는 득도의 형상화 땅식에 주욕하고 성패의 차이가 나타난 

지정융 밝히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 차이가 인간의 어떠한 정율 설영하는 

지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이는 곧 문학 작용을 통한 인간 탕구 즉 인간 

본성의 탑구가 휠 것이다 이윷러 비슷한 구조를 가진 ‘광덕과 엉장 이야 

기흘 용혜 인간 본성에 대한 당구 결파를 더육 확고하게 해 볼 것이다 

앞으로의 논의는 두 이야기 속에 당겨진 깨달음의 실체를 따펙터}는 방 

향으로 진앵할 것이다 이때의 깨달옴은 곰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로 귀 

결될 것이다 단， 여기에서 깨달옴운 단지 불교에서 전하는 교리적인 내 

용은 아니다 작용율 용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교리나 울교사에 

대한 이해도 뭘요하겠지안， 이 연구에는 논외로 하겠다 설화는 설화 내 

적으호 완결성을 지냐고 있다고 보며， 다른 외부의 지식을 동원해서 해석 

될 때는 더 이상 설화로서의 가치률 잃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판점은 이 

91 악경영(0)1)， r냥액월。1성Ií에꺼 11 =!I: 에게 준 성닝i"Ri!U의 시와 그 성왜의 이유" 
r겨헤어문학J 낀.~ 겨헤어운악회 

10) 강진육{앙삐"상국유'^h <써l김 )] ="R>의 셔슐땅식융 용혜온 깨달융의 앵상" 

r한국인속’b43정‘ 한국인속.<t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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ξ냉졸올 불교문학으로서 정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연적인 문학의 하나로 

보는시각을의이한다 

3 0]인성불딩CA成佛협)의 셔샤구조 

악용식11쨌)에셔는 이인성울당의 구조를 발웬부{윷願ffll)， 중재부{i~m 

ffll), 최종부iGlitffll)로 구분하였다 이라한 구훈의 근거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율 살여보연 동장 인울의 소개와 세속올 벗어나 성(및)올 추 

구하고자 하는 소원이 발원부에 해당하며， 주인공들의 시련 투쟁 계약 

파기 퉁이 중재부， 그리고 분리와 재귀(핑혐)를 흥해 성패가 드러나는 부 

분이 최종부에 해당핑올 알 수 있다 

한연 강진옥i:mi)은 서샤단락올 :E개로 구분't여 설영하고 있는데 각 

서사단락마다 다시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다 다안 소개 부분을 따로 분리 

하여 이야기의 신성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았고 본문에서는 공간이 외 

부어 서 인울의 내연으로 옮겨간다는 정에 주옥하여 구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서사단락올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자 한다 

소7HI!il介) - 발원(짜뼈) - 수행(~行) - 시헝(용앓) - 득도(찍Jt'i)l\l 

(1 ) 우쳐의 생애도 이러한 서사연락으혹 구판해 올 수 있다 이야사까 유우소위1!!12)의 

’￥처닝의 생애j용 상여 보，/!， ￥셔는 가비라 성의 성쥐뼈 n였언 。}에지 수프'1붓 

나와 어어나 용비니 ̂fö)얘서 태어냐는데 어어나가 아등올 냥옹 지 7일안에 세상 
용 이난다〈소개>'1-처는 성장*써 야소다라라는 여인과 경혼하였지얀 애속얘 영 

중융 느낀다〈안앤〉 총가하여 6녕간 고뺑의 기간을 보내며〈수앵〉 그 기간 중 악 
"1.의 유혹융 받고〈시엉〉 이흉 이걱 득도얘 다다르게 원다〈득도〉 이러한 득도의 
과정용 후에 올71에서 구또의 상올 살았던 위인등의 영생에서 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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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는 웅장인물의 이륨이나 가셰홍*)， 거주지에 대한 설영이 포항 

왼다 ‘알씬’은 어떠한 계기로 퉁%엔물이 출가")<져 구되3l<l1\)의 삶을 살 

게 되었는지 셜영하며， ‘수행은 도를 얻기 위해 어떠한 방업을 사용했는 

지， ‘시험’은 수뺑의 과정 중에 안냐는 특별한 사건으로 이를 흥해 깨달응 

을 얻게 되는 계기가 왼다 끝으로 j득도’는 퉁~인울들이 추구했던 바가 

달성왼 상태이다 이러한 서사단락들이 문학작풍 속어서 어떠한 방식으 

로 형상화되었는지 살며보겠다 

(1) ‘노힐부특파 달담익박의 경우 

(j) 소개 

이야기의 서두 부용에 두 인을익 이즘과 ￥모의 이음이 소개원다 부모 

의 이릎과는 달리 본인의 이릎을 소개하연서 힐주{뽕1註)에 ‘두 사랍의 이 

릉은 "J<언(方흘)이니 두 집이 각각 두 사랍의 십행(心’T)이 퉁퉁{홈암)하 

고 고절(종節)하다는 두 웃에서 이릉 하12) ~였다고 기록하였다 웅장인물 

의 이릉이 그 사랑의 성격이나 훈영올 결정짓는다는 판정에서 본다연 두 

인울의 성격올 ‘부득은 부드렵고 유연한 성용으호 박박은 제율을 엄정하 

게 준수하는 절개131를 지년 성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족과 거주지를 살여보연 모두 처자를 거느린 가장으로서 선천촌Htll 

川村)에 살았으나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셔 부득은 회진암t앵홈!It)에 박 

박은 유리광새행~光츄)에 옮겨 살았다 다시 한 번 출가를 결심한 후에 

는 액월산〈白R山)으로 거주지를 옮겨 박박은 액월산 북쪽 판앵〈板房)에， 

l2) :: -f:z.f，:/i용 =*，용μ::-t:ιfl. ÆKti!,'I!íl= ii, f，ι쩌 원문은 누리이디어에서 
제용하는 옹라인 자료잉(htφ//wwwk.며arokc_ν?S'κi순KR&Pti순41 

131 강진육_，， 양의 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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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은 액월산 동쪽에 뇌방{훌f용)올 얀들어 살았다 두 사랍의 거주했덩 

공간은 훈영 차이가 있지안 그 지리적 위치에 따른 의마 부여는 어려워 

보인다 에냐하연 꽁간에 대한 기흑 자체가 향전(빼)과 다르기도 하며 

동일한 이야기 속에서도 ‘백월산 동쪽 고개에 살았다는 부득의 거주지가 

이야기 뒷부분에는 남암(南/11:)이라 표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알원 

두 인울이 한 가갱의 가장으로서의 위치를 버리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 

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른 세상에 뒀앵外윌想l이 있어 처옴에 

는 가족을 데랴고 숭도촌{엄효村)으로 옳겨 살다가 우싱(無上)의 도뼈) 

를 이루고자 하여 가족을 버리고 액윌산에 들어가 지냈다 

@수행 

두 인울이 지~한 "171 ‘부득은 이흰뼈*!)융 부지런히 구하고 박박은 
미태뼈뼈)를 예녕(i!!念)하었다14)~고 되어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개인의 깨달옴을 강조하는 소숭울교와 중생의 구제를 중시하는 

대숭율교의 차이로 보기도 하1!， 미륙울과 마타불의 추구하는 바의 치아 

로 보기도 한다l잉 물론 각수행 방엽이 차이가존재하는 것은 니릉의 교 

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냐 이 수앵 방엉이 울교계에서 어떻게 

명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열올 판멸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111 λ잉‘M'1ll삐， ↓tf~!.t했g 

151 사재됨19J): ffi3-ffi4l용 계앵(빼il얘 집칙벼는 소숭융쿄와 계앵(IItm율 초월하 
는 대숭용쿄의 수앵 '11'성이 알퉁융 일으키는 것으로 보았다 경파적으효 그렇게 이 

애가 가능하지만， 이는 컬과가 그러하기 때문이지 져응J양터 그허한 경갱흔적인 시 

각에서 이야기즐 정근히변 것은 우리가 있고 이야기의 재이도 열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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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댐이 문학 작용으로서 독자에게 향유되었다는 정에 주옥하여 이야 

기률 따라가연서 어에한 차이들이 부각되는지 살피는 것이 더 바랑직할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수앵 태도는 종교적인 판정에서는 중요한 논의거리가 

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하냐의 소재 정도로 처리해도 무뺑버라 본다 

@시엉 

수행올 시작한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정에 두 주인콩에게 한 여인이 

찾아온다 한방중이라는 시간에 이모의 여인이 찾아와 두 인물 각각에게 

채워달라는 요청을 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속세에서 벗어나 수행 중이던 두 인물에게는 그간의 수행을 시험(~)161 

하는 한 파갱이라 볼 수 있다 두 인물이 분영 이륙올 구하며 미타를 예념 

하였다고 했지얀， 구체적으로 무엇올 목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수앵었는 

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융 홍해서 수행이 추구하는 8까 우엇이었 

는지 보다분명해진다 

여인의 채워달라는 요청에 박박은 ‘절은 깨끗해야 하는 곳{뼈종졸탱용 

fJl)"이어야 하기 때문에 채워줄 수 없다고 하였다 부득 역시 “자기가 거 

처하는 곳온 여자와 함께 있융 곳이 아니라고(此뺑非뼈女엄염r 거절썼 

지안 다시 태도흘 바꾸어 여인을 자기가 묵던 땅으로 맞아틀인다 그 이 

유를 중생의 뜻에 따르는 것도 ‘보살앵(홉훌行)’의 하나라고 여겼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이후 부욕의 거처애 틀어온 여인은 해산(￥흩)할 수 있도 

록 부득에게 도와멸} 요청하교 해산 후에는 옥욕하기흘 원한다 목욕올 

하던 여인은 부득에게 자신파 함께 옥욕하자고 제안하여 부득윤 난처하 

16) 칙냉 중에서 여인융 잔(J!1)힌 시에 ‘섭리 송 그링자애 한 질융 혜얘다가 앙 초채Wl 

잉}로 중용 찾아 시영했i삐 I .!rtt~~~-κ‘~， ，Wff't*，Þt{잉t없w라는 구섣이 았는에 

여인이 두 사랑융 앙훈한 목적이 시향잉올 영시하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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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지만 부득은 이를 따르며 득도의 파정에 이르게 원다 

@ 득도(정iil 

부득은 옥육하던 여인의 제안대로 목욕탕 울에 옴을 당二LAr 살결이 긍 

빛이 되어 마륙존상(영U!#1l10 J 되었다 박박은 부득을 놀려주려고 찾아 

왔다가 마륙혼상으호 연한 부득올 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숙 

이게 되고 득도의 방법올 물어 본인도 우량수{無를훌)를 이룬다 가시적 

으로는 두 인울 모두 긍액(~없) 옥욕을로 몽올 씻은 결과라는 껑은 같으 

냐1 부득은 판옴보살이었던 여인의 도웅으후 박박온 부득의 도용으로 성 

풀하게 된다는 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21 ‘굉덕(톰웅)과 엄장톨양)’의 경우 

@ 소개 

이 이야기에서는 이릉에 대한 욕별한 셜영이 없다 한자의 뭇율 생각해 

보연 팡덕의 이릉은 1넓대JJll’와 ‘덕[뽑]’이라는 의이로 새겨지는데 바로 

판용과 포용의 덕을 뭇한다고 올 수 있다 반연 영강의 경우 ‘엉하다lør 

와 ‘씩썩하다{l낀는 의이이므로 계율올 엉격하고 강직하게 지커는 성격임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릉올 통해서 흘 때， 두 인을의 성격이 유연 

성(찾tttll과 경직성(lif.ili:性)으로 대비왼마 앞에서 ’부득‘과 ‘박약의 성 

척이 대비되었던 바와 유사한 구도이다 

광덕은 분황시{왔힐츄) 서리(西뿔)에 숭어살연서 신 상는 것올 업으로 

상았던 반연， 영장은 냥악(협ffil에 앙자를 짓고 화션(火田)을 하며 살았 

다 두 사람의 거주했던 공간이나 생계를 유지했던 직업도 우렷이 구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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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판제를 살펴보연 팡덕에게는 처재윷子)가 있었고 영장은 없었다 

@ 일원 

두 인울의 발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얀1 이상향에 대 

한 동경이 있었옹을 알 수 있다 두 인울은 ’언저 안0.)(安훌)으로 올아가 

는 이는 모릉지기 서로 알려도록 하자.J1)~고 약속한 것으로 보아 안양(安 

훌1， 즉 아이타울 정토(챔土)의 서뺑西方) 극락국에 대한 소앙이 공용적 

으로있었다 

@ 수앵 

광덕의 수행 방엉온 그 아내의 증언올 흥해 확인왼다 그는 아내와 10 

년율 같이 살았지만 한 번도 동칭하지 않고 “매일 방 단신정화(뿜身正坐) 

하여 한소리로 아미타웅의 이릎을 외우고 혹은 싱육판〈十六뼈)올 지어 

판〈뼈)이 이이 숙댈혔행)하여 밝은 달이 창에 비치연 그 빛에 가용화하 

였다lω”고 하였다 한연 엉장의 수행 방법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 

는데 전반부의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후얀부에서는 ’원효법A){元뺑 

훌뼈)에게로 가서 진요(홉쫓)를 간구하여 상관엉(옳뼈홉)을 지도받아 옴 

율 깨꿋이 하고 뉘우쳐 일싱으로 도를 닦았다.19)"고 돼 있다 

두 인울의 수행 방법애는 영칭에서부터 분영한 i 이가 있다 단신갱화， 

십육판， 삽판법 동 전문적인 율교 용어에서 두 인물의 수앵 방법의 차이 

]7) "λ%ιl:i. K 3'i?,'z " 
18) nU!i &1.ii!J'I E뽀 -"l't.:2:꺼했원，，!.!， '"η l ' " Ii. 111앉’l‘i ψ I! ’ A戶 11.\)/.)01:. 

h ι h'! 1 
19) 이 ，h'1i;'앙ι，Ilhiì， 엉"j(: fI!jti‘ • .!M.IIlU;~ι:. ä&:1R ，'t i~디m1ι - ，Q~ .~1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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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앵엽에 주옥하기 보다는 두 인울의 뺑통 

과 삶의 태도에 더 초정융 맞추어 득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옳다 앞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울교의 수뺑엉이 우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옷해 

도 이 이야기를 흥해 충분히 교훈율 전달받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올교 교리서가 아년 이야기가 갖는 륙정이자 장정이기도 하다 

@ 시엉 

시영은 퉁장인물이 그간 수앵한 킬과를 명가받는 일이다 광덕이 시험 

올 거쳤는지는 여부는 이 이야기안으호 알 수 었다 하지얀 영장의 시험 

은 이야기상에 잘 드러나 았고 이를 용해 수앵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했는 

지 짐작할 수 있게 원다 엉장은 자신의 지기(~G)였던 광덕이 죽자 그 

의 장혜를 치러주고 마앙인이 원 광덕의 처를 거두어 함께 살게 왼다 밤 

이 되자 엉장은 광덕의 처와 관계를 맺으려 했으냐 광덕의 처로부터 엄한 

꾸지랑과 함께 그간 있었던 일을 튿게 왼다 후에 엄장은 크게 각성하고 

새흉게 수뺑을 시작하게 왼다 

이 이야기에서의 시영 역시 여인올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광덕 

파 엉장은 여인올 대하는 태도에서 용명한 >1" 1를 보였다 광덕은 자신의 

부인이었던 여인과 부부로서 지냈지만 한번도 동칩을 하지 않았다 반연 

에 엉장옹 광익이 세상을 떠나자 팡덕의 처와 동침하기를 원었다 광덕의 

처는 친구의 부인이었지안 친구가 세상올 떠냐갔기에 엉장에게는 동침할 

수 있는 한 영의 여인으로 여긴 것이다 

@특되Ul 

이야기 속에 드러난 팡덕과 영장의 옥표는 ‘안생安훌)’에 7f는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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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햄은 어느날 영장에게 옥소리로안 서쪽으로 간다고 딸}고 써}진 

다 한연 영장은 훗날 원광엉사의 도용을 받아 도를 닦아 서방정토에 가 

게 왼다고 기록되어있다 두 인울온 시간상 션후 판계가 존재하지만 모두 

도를 닦아 서쪽으로 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4 성불oiltl4J.의 형상화 앙식과 그 의미 

이상 살펴본 두 이야기에는 공통적으로 여인이 퉁장하며 이 여인’과 

의 판계가 득도하는 데에 큰 영향올 미치고 있융올 알 수 있다 그렇다연 

‘여인’올 바라보는 판정융 비풋한 두 인울의 차이는 우엇이었으며 이러한 

;;)<> 1가 안틀어낸 결파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볼 펼요가 있다 이를 

흥해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송}는 성플의 중요한 요소흘 파악해 툴 수 있 

올것이다 

(1) ‘여인’올 비라보는 관점의 치이 

언저 ‘노힐부득과 달달박약올 살펴보자 여인의 첫 번째 방문 상대였던 

박박은 여인을 자신이 지키려 얘셨던 계율을 더랩힐 옴욕의 대상으로 보 

았다 대낮이 아닌 한밤중에 찾아옹 이 방문객은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고 

노인이 아닌 젊은 여인이었다 또한 이 이야기에서는 나아는 m에 가깝고 

열굴은 매우 아릉당다고 하였으며 난초의 향기와 사뺑11홉)율 흉기연서 

찾。}왔다고 묘사했다 이러한 갱황 속에서 여인올 단지 울쌍히 여겨야 할 

한 사랑의 중생으로 보기 어렵다 이 여인은 수련을 하고 있는 두 남성에 

게는 유흑의 대상이었다 그형기 때문에 박박은 ‘냐는 잡녕이 없으나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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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血11)으로 시험치 말리"""한 것도 어쩌 보연 당연한 이치이다 

반연 부득은 여인올 융육의 대상으호 경계했다가 자비즐 에중어야 할 

중생(聚生)으로 시작을 바꾸었다 박박파 달리 이성(용性)으로서의 여인 

이 아니라 중생(l!1生) 중 한 사랍으로서 여인이라 여긴 것이다 그형다연 

이러한 시각의 연화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부득응 분영 여언올 경 

계했었다 자기가 거처하는 곳은 여인파 항깨 있을 곳이 옷왼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의 마옴 가운데 이성올 대õl는 부끄러운 마옹보다도 여인을 측 

은'1 여기는 마옹이 더해지기 시작쨌다고 서슬하고 있다2ll 상대를 울쌍 

히 여기는 아옹이 결국 상대흘 이성으로 대하는 마옴을 눌러 이겼기 때문 

에 여인올 자신의 거처로 받아툴일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연 부득은 여인을 비범한 존재로 여겼기 때운일 수도 있다 여인이 

채워달라는 요청올 하자 부득은 어디어 서 왔는지 언져 풀었다 그러자 여 

인은 구체적인 지영(뼈名)을 대는 대신에 ‘맑기가 태허(太虛)와 같으나 

어찌 왕래가 있으랴'"라는 션문댐i톨問'1>)으호 당하연서 다안 당신의 영 

성을 듣고 도률 이루어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하였다 또한 여인이 부득과 

함께 옥육하기를 청하기 전에， 여인。l 옥욕하던 울이 긍빛으로 변하는 신 

이(빵훌)한 현상이 벌어졌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부득이 자신올 찾아 

옹 이 여인올 명엄한 한 사랑으로 보지 않았올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광덕과 엽장’의 이야기에서도 ‘팡덕의 처’를 두고 두 인울의 다륜 시각 

올 확인할 수 있다 팡덕은 이미 죽고 광덕의 처만 냥았올 때 엉장은 광덕 

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지내게 한다 뿐안 아니라 엄이 되자 

합께 동침을 하려다가 광덕의 처로부터 재지를 당쨌다 광덕의 처는 광덕 

이 생전에 한 번도 자신과 동침한 적이 없었옹올 이야기하며 구도자로서 

æl Jk. t' i/.t.k Y.l" 를J;! IID\'I μJλ (이 우용옹 온문이 아닌 항주에 나온 내용에냐 영냥 

(00\'1)'은 동울의 엘정기관으호 여기에서 논 생육과 잔련원 의이호 용 수 있다j 

21) ~~ t앙삐삐훗心‘ !‘ .. 뼈ιtM úJJU"L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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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을 사는 엉장올 꾸짖는 내용이 나타난다 엉장에게는 팡액의 처가 

이성(윷양)으로서의 육앙의 대상이었지안， 광덕에게는 그저 강용 집에 생 

활하는 자신과 같온 한 영의 중생이었다고 불 수 있다 

(깅 계를 훈수 태도의 치이 

속세훌 떠냐 외딴집에 거주하며 수앵율 하는 이유 충 하나는 외푸자극 

융 차단할 수 있기 얘문일 것이다 욕새률 떠나연 세속의 언잡한 것얘서 

벗어날 수 있을 원 아니라 자신율 더렵히는 각종 유혹융 영리힐 수 있게 

원다 후득과 박박도 한동안 모든 외푸적인 자극으로부터 차단왼 채 수앵 

얀융 정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인이 찾아와 두 인물융 시험하 

였고， 두 인울에게는 계율융 더엉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형다연 

어디까지가 계율올 지키는 것이며 어디부터가 계율올 더렵히는 것일까? 

박박옹 여인이 자신의 방안애 들어오는 것 자셰도 용납하지 않았다 자 

신의 밍%에 툴인다는 것 자셰가 자신올 더엉히는 것이라 여겼언 것이다 

￥옥 또한 자신올 찾아온 여인으호 인해 지신이 계융융 엄하게 휠까 두려 

워하는 마옹이 있었지안 여인율 율쌍히 여기는 마용， 여인율 도와주는 것 

도 보살챙의 하내}는 01융이 크게 작통해셔 받아들이게 원다 안지 받아 

률이는 것얘 그친 것이 아니라 해산(￥훌)올 도와주며 항깨 옥육융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핀다 

두 샤링이 여인올 그토욕 경계힌 것은 낯션 여인이 자신의 육망융 자 

극하여 통칭허여 계율을 깨뜨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냐 흥 

칭한다는 것은 욕앙이 실제 앵동으.s:. 일현원 것이고 그 이전에 마옴속에 

이미 용욕이 일어나야 한다 속세훌 벗어나 수앵하는 사량n게는 이러한 

육망자체가 말현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기 예문에 지신율 유혹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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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욕땅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에 다시 노출될 정 

우 욕앙은 언제든지 앵동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여전히 여인올 경계하여 자신의 방조차 틀일 수 없는 박박은 이러한 

욕앙이 아옴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옴을 알 수 있다 그러했기에 박박은 

그러한 욕망이 발생활 수 있는 외부 엮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계율을 지 

키고자 노력했다 반연 부득응 비록 여인과 함께 옥욕하는 지경까지 이르 

렀지안 그 과정 가훌데 옴욕이 나타나지도 앵동으호 옳겨지지 않았다 울 

론 주저하는 마옹이 없지는 않았지안 그것은 강시의 흔들링일 뽕이었다 

육앙으로부터의 자유로융을 해탈이라고 할 'l1. 진정한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자극이 샤라지연 욕망 또한 사라진 

듯 보이지안 자극이 주어지연 언제든지 다시 욕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다 완전히 멸균왼 상태가 아니연 적당한 온도와 습5'.71 주어지연 곰팡이 

가 피어나게 되는 것과 마찬7에이다 따라서 외부 자극 자제를 없애는 

것은 미용잭에 울과하고 진정한 해탕을 위해서는 자극에도 흔툴립 없는 

영갱싱올 유지하는 것이다 

통일한 시각에서 ‘광덕과 엉장 이야기툴 이해할 수 있다 광덕은 비록 

자신의 부인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생활었지안 육앙올 발현하여 부인파 

동칭하지 않았다 반연 영장은 비록 혼자 수앵하연서 계율을 지켜 왔지안， 

여성융 자기 집안에 틀잉으로써 욕양이 발현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자 

동칩을 시도하여 결국 계를 더업힐 뻔 한 위기에 이르게 왼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올 때 아 이야기틀은 단순히 계율융 지켰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 위반 행위의 유우가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옴이 

계융이 요구하는 바 육망으로부터 자유로윷 수 있느냐가 중요항올 보여 

주었다 다시 행}연 어떠한 환경에서도 육땅에서 벗어나 초연(超然)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정이다 비록 엄격히 계율올 지키는 데에는 악박 

과 엉정~l 뛰어났지만 부득과 팡덕보다 늦게 득도한 것은 이 때문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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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 

(3) 계율울 지키려는 숨겨진 의도 

박박이 자기를 찾。}옹 여언을 박대하며 내쫓았던 이유는 자기가 그동 

안 지켜왔던 깨끗E옐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이 유지해 왔던 깨끗한 

흘이 다륜 사랍을애 의해 짓밟혀자길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박박의 마음 

은 이 작용의 알미에 그흘 찬{훌)한 후용에 잘 나타나 있다 

그욕한 바위 앙얘 I객의] 문 두드리는 소리， 뉘완대 일오(8 훌)에 용싱 

(중뻐한 곳올 찾아왔노 냥앙lill훌)01 가끼우니 거기로 찾아냐 가시고 쭈 

흔 이끼 빵}서 이 영일랑 더컵히지 마소~， 

그런데 이 찬시(;!I합)를 보연 재이있는 정이 엘견되는데 박박이 여언 

을 쫓아내연서 여인에게 다융 행선지로 남양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다 

냥앙은 바로 박박의 친구 부득이 거쳐하는 곳이다 그렇다연 박박은 왜 

여인에게 냥암을 소개해 주었던 것일까? 그 이유를 이야기 본푼의 다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득이 오늘 방에 반드시 계올 더혐었올 것이니 비웃어 주리"’라고 아 

옴억었다2 

위 구절은 부득을 찾。f71~ 박악의 말이다 박박은 후득이 지신이 쫓아 

보낸 여인에게 유촉돼서 계를 엄하였으리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 

22) 뼈영NoIiíiJij!l!강 {ooJA Il ‘!’U'.ι딩 lijl4! iljl[ 'i'i:샤효 ~WrlH1i')Jtfk!. 
깅) ’?今*ι앗.u’뼈씨f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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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올 찾。171 비웃어주고 싶었다 이 대화를 통해 악박의 마융 기운데 부 

득보다는 우웰하고자 하는 마옹이 지리장고 있옴을 알 수 있다 다시 알 

하연， 박박은 부득파의 비교를 용해서 안촉함올 얻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광덕과 엉장’ 이야기를 살펴보연 광덕의 처와 동칭하허던 엉장이 광덕 

의 처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이와 강이 oN71하는 구절이 나온다 

‘광덕도 이미 그러였거니 내 또한 어쩌 안 되겠느LI'!잉l 

영장파 광덕은 모두 서방정토를 소영r하며 수행 정진하던 친구였다 그 

런데 팡덕에게는 부인이 있었고 영장에게는 없었다 엽장은 항상 광덕의 

삶을 부러워하다71， 광익이 죽자 광덕의 처에게 겁긍하여 항깨 동칩을 하 

려했던 것이다 이 사실에서 엄정에 수뺑하는 상의 기준이 광덕에게 있었 

옴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광덕이 그러썼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할 수 있 

다는주장을였다 

득도의 과정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수련의 결과도 개인의 일이 

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벅엠 마옴 가운데에는 비교하는 

마옴， 즉 ￥득보다 낫다는 마옴이 그 가운데 있었옴을 얄 수 있다 분명 

득도(명펴)는 다른 사랑보다 잘하거나 다른 사함1 한 만큼 하였기 때문 

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율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명가훨 것 

이다 교육학 용어를 일자연， 상대적얀 비교를 통해 명가되는 것이 아니 

라 절대적인 명가를 흥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쟁하고 비교하는 마옴을 

버리지 옷하고 있던 두 인물 악악과 엉장이 뒤늦게 이를 깨달옴으로에 후에 

성을{成f$)하며 극락에 이르게 되었융은 이를 뒷받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이야기의 주인공은 각각 박악과 영조에 아닐까 한다 박악과 엉 

24) 앙앙끼찌 f' )( ju/t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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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열심히 수행을 하연서도 득도하지 옷한 까당을 다른 인울과 대비를 

통해 보여줌으효써 명벙한 일"J-올 살。171는 인간틀이 쉽게 빼질 수 있는 

원훌)를 깨우쳐 준 것이다 사랍은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하며 그것이 혹 

은 우월의식으로 혹은 열퉁강으로 나타난다 뛰어난 종교십올 가진 사랍 

플은 특히 자신의 특갱 종교 앵위나 계융을 춘수하는 것 자체에 목적에서 

벗어나 그것이 냥과 비교하여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곤 한 

다25 ) 이인성울당은 득도를 호i한 여정 가용데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 

줌으로써 다시 진정한 득도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작용이라 할 수 있 

다 

5 인간 당구로셔의 고전문학교육 성계 

문학교육에서 학습자들의 강상 결과는 또 다흔 표현 활동을 용해서 확 

인 가능하다 삶의 태도가 바뀐다든지 인식의 깊이가 깊어졌다든지 둥의 

교육 결파는 대체로 학습자의 강상문융 쓰기를 용해 확인송}는 방엉이 일 

반적이며， 적f)-하다고 본다 

그랭다연 어영게 학습자로 하여금 문학작용을 통해 인간에 대한 성찰 

올 하게하며， 그에 따른 자신의 가치관의 연화를 꾀할 수 있올까? 작품 

갑상은 개인적이며 내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활성 

화하여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는문학작용과판련왼 질문융 제시해 줄필 

요가 있다 질문은 작용에 대한 지식적인 문제들도 요구되겠지안 학생틀 

:!il 기록요애셔도 에수닝이 당시 종교 앵위에 영싱이었던 바리새인률윷 꾸짖었던 이유 
논 그툴의 앵위가 -냥에게 보이고재마태복용 6장)’ *운 의도가 잊었기 예운이었 

다 그등은 자신융의 우월의식에 샤호장혀 하나닝의 용예가 휠요한 죄인잉용 양지 

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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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용용 강상함으로써 궁극칙으로 인간이한 어떤 존재인기흩 성철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수춘올 요구한다 

직댐융 강상하기 전에는 종교가 근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제에 대 

한 학생률의 생각틀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즉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 

개 다i상한 종교에서 탤운 구원율 얻기 위해 인간은 무엇올 해야 하는 

7f? 퉁퉁의 질문이 이에 해당한다 율흔 이러한 질문은 단당형으로 쉽게 
당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올 용해 영확한 당 

율 요구i<f'는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당고 있는 근원척인 문제률율 인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온 울정이나 안락함안으로 채쩌지지 옷하 

는 근웬적인 회의강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울러 챔올 본격척으로 강"Jo하연서는 챔에 71"1고 있는 욕성율 

잘 살려서 질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작용 강상올 할 때 영두에 두어 

야할정툴온다융과같다 

첫째， 두 샤랑의 대컬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정이다 율론 곁으로는 

률 사이가 친구라고 되어 있지안 이야기를 살펴보연 성울{I#:!lIJ이라는 

목표툴 두고 두 사링이 대절하는 내용의 구도로 그려져 있융율 알 수 있 

었다 대결 구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 인울의 차이흩 주옥하여 성 

울의 성때(1#:1110 요언을 비교 용석한 수 있다 

울쩌， 이 이야기는 일반인의 예상율 빗나가는 반션이 있다 대개의 경 

우 열심히 계융올 어가지 않고 수현 정진한 박악이 성울힐 것이라 여길 

것이다 아내흘 두고 수행}던 광덕보다 흘로 수.o，}하던 엉장이 언져 성올 

하게 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안척인 기대이다 그러나 이야기의 결 

과는 정반대이다 이렇게 예'iI-율 빗냐가게 하연서 독자로 하여긍 왜? 과 

연? 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한 정에서 이 이야기는 결국 깨달옴1 즉 득도의 길에 이르는 과정 

율 보여주는 아야기라고 할수 있다 이 작용융 읽은 학습자는 왜 언저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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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인물이 박박이 아니라 부득이고 엉장이 아니라 광덕인지 그 원인 

파 써에 주목하게 되연서 무엇을 알하고자 썼는지 당구하게 원다 이는 

결국 이 이야기에서의 깨달옴이라 힐 수 있다 

이상의 내용올 종합하여 작용 강상할 때 휠요한 질문들의 예를 션， 중， 

후로 구용하여 안틀어 보연 다옴과 같다 

〈읽기 션〉 

l 앞으로 잉율 이야기는 도를 깨우친 두 인뭉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러분 

이 안일 도흘 깨우치기 위해 수앵올 힌다연 어띠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 

고생각하는개 

z 본인이 믿고 잊는 종교 혹은 신념이 있다연 어떻게 살야야 도즐 깨당거 
나 구원율 영융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읽기 중〉 

1 걱앵 속 인율을의 잉생융 ‘소쩨%介) 빌원(I!lØl) 수앵(양行) 시험 

(용1ft) - 득도(쟁ìlil"의 서사단학으호 구분해 보자 

2 두 인웅의 공용껑과 차이정융 살여보자 

〈잉용후〉 

l 온인이 작용융 읽으연서 생각했던 컬과와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연 그 

이유는우엇일까? 

2 늦게 성울한 인플은 우슨 이유이에 언저 성왈한 인용은 우슨 이유 때문 
인가? 여인융 대하는 태도 계융 춘수의 정도 그러한 앵용의 용기 동의 

옥연에서 살여보자 

3 이러한 컬과툴 용해 알 수 있는 인간의 특성은 무엇인가? 인간ε 어떤 

존재인가? 

4 직냉융 읽기 션과 읽은 후 달라진 여러분률의 생각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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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질문을은 이야기 속의 두 동장인울들이 득도하기 위해 휠요한 

것이 무엇인개}는 씨의 기존 관념과 작용 속의 결과를 대비해 옴으로 

써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이 

다 본인의 생각과 다른 작용 속의 결알에 대해 학습자는 나릉의 당올 찾 

아가며 그 근거를 자신의 삶에서 찾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 결과 작 

용이 딸}고자 했던 진정한 깨달옴아 무엇인지 그리고 인ζ연 어떤 존재 

인지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 고인해 보는 경험을 갖게 된다 

6 결흔 

이 연구는 문획이 인문학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인간에 대한 당구흘 위 

한 중요한 교육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흑히 고전문 

학은 우리 선조툴의 고뇌와 지혜를 당고 있는 보고(ll庫)로서 그 안에 당 

겨진 깊은 의미를 천착힐 때에 인문학적인 소양분 아니라 인쟁을 살아가 

는 지침융 얻율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이인성울당은 울교서시운학의 한 유영으로서 두 인울이 대결을 이루어 

득도에 이르는 과정올 당고 있다 두 인울이 퉁%ν하고 성블의 션후 혹은 

성패가 가려진다는 정어서 무엇이 성울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지 당구 

하게 한다 특히 ‘노힐부득과 달달박빅Y과 ‘광덕과 영장 이야기는 시험올 

통과한 두 인울의 결과가 일반인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결말이 맺어지 

261 조희갱(m;1은 치료서사의 판정에서 한슬자듣의 에'1이용 용석하였는떼 학습자듣 

옹 본인의 과거와 현재의 냐딩 에추어 용으로써 착웅융 이해하고자 하였용을 보여 

주었다 조억영(:ra5)， r고갱 a육의 문제 딸정 능력에 잔한 연구 ~ ，상국유사"' <냥 

액월이성 노엉￥득 당당악악〉 잉고 쓰기흘 중싱으로ι r국어교육J 116.호 한국어 

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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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 호기싱융 자극경}는 강정올 지닌 직냉들이다 

두 작용에서 여언을 ̂J<> l에 둔 두 구도자는 여인올 바라보는 관껑어 서 

부터 계율을 지키는 태도 그랴고 그들의 구도 앵위의 숨은 풍기(111없)까 

지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생울의 순서를 달라지게 하였다 박 

박은 비록 엄격하게 계율올 지키려 했으나 그 동기가 다른 사랑보다 우월 

하'11자 쨌다 영장은 곁으로안 보이는 광덕의 생활이 자신의 구도 생활의 

모델이 되어서 컬국 본질을 놓쳤던 것이다 인간은 본질상 남과의 비교를 

흥해 우월항을 성취합으로써 구원올 얻으려 하지안 결코 그러한 방법으 

로는 구원받올 수 없는 존재잉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렇게 두 작용을 훈석해 옴으로써 결국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 

고 인간이 구원올 얻기 위해 무엇을 힐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 

게 될 것이다 울흔 작용 강상의 결과 직댐 해석의 i에는 얼마든지 존재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찰은 모든 종교의 공흥적인 요 

소이며 이는 곧 인간이라연 누구냐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당윷 갈구하고 

있다는 정에서 이러한 탑구 활동의 의의를 찾올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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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성 노힐부득 당당어악〉 읽고 쓰기용 중싱으로ι r국어교육'J 116 

효， 한국어표육학회 ; llI-:lIl 

_ _ <aß)), r고전 리터러시의 ’시공간적 거리강 연구ι r국어쿄용'J 119.호 

한국어"육학회 ; 61펀g 

하용해19:9)， r <냥쩍월이성 노힐￥득 당당악아〉올 홍혜 본 〈신렵요성 이야 

기〉의 구조적 욕성과 문제 의식， r국어표육'J 100.혹 한극어표육악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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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간 당구로셔의 고천운학교육 연구 

이인성을당(=AAflIill율 중심으로 

주제우 

이 연구는 오블날 문학교육이 인문학의 사영융 강당해야 힌다는 관점에서 

훈학용 흉혜 인간올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인간 온질에 대한 근웬적인 질문애 대 

한 답융 궁구해 보는 환똥이 고전푼학흩 용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인성불당은 두 인울이 성율"는 과갱율 대컬의 형식으로 표현한 불교서사 

문학의 한 양식이마 이인성울당 중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광덕과 엽장〉의 

이야기를 살펴 보았다 두 인율은 출가하여 수앵을 하다가 시험옹 만나 득도하 

게 되는 일련의 과정율 거치연서 어떤 인융운 언져 득도하게 되고 나중에 득도 

하게 원다는 결과흘 낳는다 그 경과는 보홍 득자의 생각파 상치되는 경우가 많 

아서 의아짐올유발한다 

두 이야기에서 공용적으로 동장한 여인에 대해 경계하는 것이 일반객인 올 

가의 태도라고 생각하지안 갱작 언져 성울한 인울등은 어인융 기?이 하거나 

같이 산 인물틀이었다 이륭 흥해 계융올 엉척하게 지키는 것보다는 계융에 당 

겨진 의이， 즉 용땅으호우터 자유로융이 중요항율 보여주었다 또한 성울이란 

다른 사랑과 비교하여 우월하거나 동퉁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논 것이 아닝융 양 

게하였다 

학습자을용 안내왼 갱운둥의 답용 찾。f7f는 과정융 흉해 작용을 강상하고 

그에 대한 해당을은 궁극척으로 인잔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인간 당구의 과정 

올경험하게 월것이다 

l주제어l 고전문학교육， 인간 당구， 0)인성용당1二Aiiltfll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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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JStrOO 

A Korean classica! literature education study 

as a study of human nature 

- focus on 잉αy 이 IWO πlE!n becominc Buddha 

ιXl， ιe에00 

h 떠ms of humanisn‘ litmlry 뼈r.atioo rrust lreat what is hunm 벼l핑 aOO 

OOW to live 써:rthy. Oassic 뼈:.:atioo Imkes a:tivity like rnisiIll: tæse que회Cf\S 

alnrt tÆ ultirrnte lnm'ml 벼ng 

'IÆrefcre, this tÆsis focused 00 tre stcry 이 t'M:) Irffi 00:nring a lnXD1a 

{써1Ü1:tduk vs. d빼l벼i야Ik， G때 ... duk vs ur며ang) Lòaling v때1 a sp;cific 

떠igioo， to:ìihist lite'atUre ccn:ems aOO.It. 뻐se JI1/lle= These stay fOOl때 a 

ftre-to-fæe ~ arrl 잉‘'WU앵 따lξ"""" of attaining b.rl:ft때mi 1、”

stay .".ππl1Iy CIlltain narrntive rrrt:ifs Jike intrαI.ring， ’찌미@ ω bo 

tUklhaInX\ 띠tivating， testing, aOO teming tUklhaInX\ 1、。"... ""잉회 tobo 

b.rl:ft에misothey ωltivatE찌 their rru피 영1se camml, η"，rr<t the 

t.errp:atioo of SeXUaJ wìire. Ð.rt (ft rmn 의1O..n 잊뼈"히<<ti"， the cther "'" 

it nan때1，. úxπn::xùy， ~ think tæ Ia아!I" v.w.!d f.외 the teSI, the fOOlH su:cæd 

I:ut these StCIY revea1 the q:p:lSite resull Th::se SInY 앙lO..n the irrtx:rtaoce of 

rrntivatioo of tre 띠tivating m:x피 영1Se aOO teming 00d:Iha get ~야생 

’‘. to caq;ar깅tive with 여어s ηus 야sis ~OO:\ guiæd que∞α\S f<r leaJrerS 

to e>에<re hunm nature. 

[1앙 Wm!sl 띠SSI때 U떠oture 뼈xatioo， study 이 hurrm "，1mξ stay of too 

"'" 어:orring .. 뼈에이인성울당(二人成9!~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