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앙심과 마술적 영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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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세계에 환상 이외의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대주혜해

1. 들어가는 말
하늘에서 쏟아지는 꽃비, 마른 하늘에 번지는 무지개, 솟아오르는 우물물,
넘치는 바닷물 이런 이야기들로 삼국유사 (三國遺史) 는 가득 차 있다. 이러
한 고대적 사유방식을 보여 주는 주술적 사건들 외에, 삼국유사 에는 불교적
“가르침”으로서의 요술과 마법의 이야기들이 그 종류를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게 나타난다. 고려 말 승려 일연 (一然, 1206-1289)에 의해 편찬된 삼
국유사 는 그 신이한 설화성 때문에 역사서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하여 오
랫동안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특히 조선조에는 신이적 역사서술의 부정하는
유교적 사관의 입장에서 그 가치가 폄하되었다. 삼국유사 가 본격적으로 평
가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후반 최남선에 의해서이다. 최남선은 오히려 삼
국유사 의 신이한 설화가 고대사회의 진면목을 전하는 전승이라고 하며 그
* 본 연구는 2004년도 서울대학교신임교수연구정착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 논문을 수정하는데 두 명의 익명의 심사위원의 지적이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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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최근 20년간 삼국유사 에 대해 역사, 문학, 종교, 사상 등의 여러 학문 분
야에서 무수한 연구가 산출되었다. 이것은 1980년대 이후 각 분야에서 괄목하
1)

게 나타난 국학에 대한 관심과 맥락을 같이한다.

1)

삼국유사 의 특징 내지 성

격에 대해서, 정사로서의 삼국사기 에 대비되어 삼국유사 는 야사로 분류되
어 왔다는 점 등 삼국사기 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삼국유사 의 특성을 밝히
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삼국유사 를 불교학적 그리고 불교사적 관점으로
연구한 저술과 논문들도 다수 있다. 삼국사기 는 뚜렷하게 유교적 정치사관
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삼국유사 는 불교적 정신사관을 강하게 반
2)

영한 사서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2)그리고 ‘유사(遺事)’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듯
이 삼국유사 는 사기에서 빠졌거나 드러내지 못한 것을 보완한다는 의도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3)3)이러한 유사로서의 특징이 중국의 다른 유사
4)

문헌류 들과의 비교적 맥락 속에서 연구되기도 하였다.

4)

삼국유사 는 정통사

서가 지닌 사관 또는 가치관을 비판하고 그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역사서
로 “대안사서(代案史書)” 라고 불러 마땅하다고 하는 최근 연구도 있다.5)5)
본고는 이상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좀 다른 관점에서 삼국유사 를 읽어
보려고 한다. 즉 주술적이며 문학적 상상으로 가득 찬 문헌 삼국유사 를 불
1) 저술과 논문뿐만 아니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삼국유사색인 (1980)등의 색인
들이 나와 있으며, 최근에는 삼국유사 원문의 CD가 나와서 검색을 통해 더욱
손쉽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2) 金相鉉, “ 三國遺事 에 나타난 一然의 佛敎史觀”, 한국사연구 20 (1978); 崔柄
憲, “三國遺事에 나타난 韓國古代佛敎史 認識”,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87); 蔡尙植, 高麗後期佛敎史硏究 (서울: 일조각, 1999) 등을
들 수 있다.
3) 남동신은 특히 삼국유사 의 “遺事”적 성격에 대해 더욱 천착을 가하여 구체적으
로 어떤 문헌에 대한 유사의 성격을 가지는지를 분석하여, 다음의 세 가지로 설
명하고 있다. 즉, 유자(儒者)인 김부식이 찬술한 삼국사기 에 대한 유사적 성격
을 가지며, 교종 승려인 각훈이 승려 전기 중심으로 찬술한 해동고승전 에 대한
유사이며, 일연 자신이 편찬한 선종사 문헌을 염두에 두고 찬술한 유사라는 것이
다. 남동신, “ 三國遺事 의 史書로서의 特性”, 불교학연구 16 (2007.4) 참조.
4) Richard McBride, “A Koreanist’s Musings on the Chinese Yishi Genre”,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6, no. 1 (2006).
5) 조동일, “삼국유사의 기본특징 비교고찰”, 일연학연구원 편, 일연과 삼국유사
(일연학연구원, 2007),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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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해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삼국유사 의 저자 일연
은 13세기의 승려로서, 그 당시에 이미 고려사회에 풍미하고 있던 선서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삼국유사 에 등장하는 여러 설화적 전
기와 불교적 사건들은 환상과 실재, 또는 요술과 존재라는 종교적인 테마를
그 저변에 깔고 있다. 예를 들어, 삼국유사 의 앞부분의 기이(紀異)편은 왕조
사를 기술하는 듯하지만 역사 그 자체를 기술하기 보다는 불교적 세계관에서
보는 독특한 역사에 대한 관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유사 속에서 나타나는 설화적 사건 기술은 종교적 진리를 구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삼국유사 속에 나오는 갖가지 불교의 영험
전과 다양한 형태의 인간사에 대한 기술들 - 어떤 사건들은 극히 종교적이지
만, 어떤 것들은 지극히 세속적인 - 은 과연 이 글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를 저절로 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에 등장하는 많
은 인물들은 그 인격적 종교적 완성도에 관계없이 실존적 고민들에 봉착하여
고통의 깊은 나락에까지 내려갔다가 자기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여 극복하며,
이러한 희생과 종교적 신념은 성스러운 기적의 등장과 더불어 그에 따르는
희열과 감동을 불러온다.

삼국유사 속의 많은 이야기들은 종교적 신앙심

(religious piety)과 마술적 영험 (magical potency)을 긴밀히 연관시키고 있으
며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주인공들은 종교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삼국유사 의 불교적 설화 속에서 신이성과 종교적 진리성은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삼국유사 를 해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삼국유사 의 재해석은 이전의 관점을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삼국
유사 를 불교적 관점에서 다시 읽어 봄으로써 삼국유사 의 서술 방식과 일연
의 불교적 세계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역사와 신화의 사이에서
우선 일연의 역사 기술에서 나타나는 신화적 설화적 사건 기술의 태도에
대해 불교적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일연은, 삼국유사 의 기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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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紀異篇)을 시작하는 서문에서 삼국유사 에 자신이 기록하는 소위 신이한 역
사적 기록의 성격들에 대해 설명하고 왜 그러한 신화적 사건들을 역사로 기
록하고 있는지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기이편은 신이한 사적에 관한 것이다. 옛날 성인들은 예악으로써 나라를 일으
키고 인의로써 가르침을 베푸는데 있어서 괴력난신(怪力亂神)은 말하지 않는 일이
었다. 그러나 제왕이 일어날 때는 부명과 도록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남과 다른
점이 있었다. 그래야만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사례를 보면)… 패공의 어머니는 용과 큰 못에서 교
접하여 한나라 고조 패공을 낳았던 것이다.
․․․․
이후에도 많은 일이 있었으나,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그런즉 삼국의 시
조가 모두 신비스러운 데서 탄생했다고 해도 무엇 하나 이상할 것이 없다. 이 책
머리에 기이편을 싣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고 한다. 일연은 우선 자신의 역사에 대한 해석은 “괴력난신”을 부정하는 유
교적 역사관과는 다르다는 것을 밝힌다. 그래서 기이편은 고조선의 설화로 시
작하여, 고구려, 신라, 백제 등의 고대 왕국의 성립 시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각 왕의 항목 하에 기술하고 있지만 이것은 역사적 기술이라기보다는 각 왕
조에서 일어난 신이한 사건들을 엮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왕의 제목 아
래 기술하고 있다. 곰과 범이 교접하고 알에서 사람이 태어나는가 하면 물의
신의 딸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왕조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기록되는 사건들은 왕과 나라에 일어난 신기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 애장왕
때는 팔월에 눈이 오고, 흥덕왕 때는 앵무새가 짝을 잃고 나서 혼자서 슬퍼
울다 죽었다는 식이다.
이러한 국가와 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들은 또한 복과 재앙과 기적의
발생으로 점철되어 있다. 요술과 마법의 이야기들이 그러한 사건들에 부수하
여 배경을 이룬다. 마치 마법사의 공연과 그것을 둘러싼 신비한 무대 장치와
도 같다. 삼국유사 의 이러한 주술적인 사건 기술의 태도를 이성적 역사기술
의 관점과 그대로 비교하기에는, 일연이 말하는 “삼국의 시조가 신화에서 탄
생하였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으니, 역사란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언
설이 너무 의미심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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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연은 왕조사를 기이편, 즉 “異蹟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모우고 있는 것
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큰일이 있을 때는 이러한 기적이 수반된다는 것을 주
장할 뿐만 아니라 그가 역사 그 자체를 신이한 사건의 집합이라고 보고 있음
을 말해준다. 삼국유사 의 일견 비정형적이고도 우연적이며 사건들의 집합들
은 오히려, 이성과 주술, 또는 환상과 실제, 종교와 세속간의 구분 틀을 버리
고 삼국유사 를 읽을 때 그 사건들은 필연성을 갖게 되고 일관성을 얻게 된
다. 이것은 불교 승려로서의 일연이 가지는 독특한 사건 서술 방법이며 이런
사건 서술 방법에는 대승불교적인 파격적인 파라다임의 세계관이 기조에 깔
려있다. 일연은 역사적 설화를 기술하면서 설화 속에 나타난 그 신이성(神異
性) 속에서 역사를 보고 있다. 세상 자체가 신이한 것이라는 것이다. 환상으로
서의 세계, 즉 세계는 환상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다음 장에서 보이듯이 일
연은 이에서 출발하여 더 나아가, 그 환상의 세계는 다시 말하면 깨달음의 세
계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고 말하려고 한다.

3. 가르침으로서의 번뇌
삼국유사 에 등장하는 여러 설화적 전기와 불교적 사건들은 실재와 환상,
현실과 초월 세계라고 하는 대승 불교의 중요 테마를 그 저변에 깔고 있다.
무수한 화엄 사상가들이 생멸(生滅)의 세계와 진여(眞如)의 세계, 이(理)와
사(事), 번뇌(煩惱)와 보리(菩提)와의 관계, 그 갈등과 일치에 대해 허다한 이
론을 내 놓고 있다. 우리는 삼국유사 속에서 일연이 세계 그 자체를 환상이
고 기이한 것으로 보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설화적 또는 환상적 사건들을 삼
국유사 속에 드러내는 것은 다른 의도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본다. 삼국
유사 의 전편에 걸쳐서 미묘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불교적 세계관6)과6)환상
과 실제를 넘나드는 사건 기술법은 단순히 일연의 불교적 세계관을 반영할
6) 여기서 환상적 세계관이란 불교 경전에서 흔히 발견되는 “환(幻)”이라는 말을 써
서 “이 세계를 ‘환'으로 보는 관점”을 일컫는 것이다. “환상은 개인적이고 일시적
인 것일 수도 있으나, 설화 및 신화는 형성된 공간과 전승의 시간 범위를 갖는
사회적 문화적 속성을 띠므로 양자가 등치될 수 없다”고 혼란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해준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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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불교적 “가르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
용되고 있다. 아래에 소개하는 조신의 이야기는 번뇌에 대한 대승 불교의 이
해와 해석을 알 수 있는 강력한 소재이다.
“옛날에 젊은 승려 조신이 있었다. 귀족의 딸을 사모하여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드디어 그 꿈은 이루어져 집을 나와 같이 살게 되었으니 40년을
같이 살며 자식 다섯을 두었으나 극심히 가난하였다. 이렇게 십 년이나 초야를 헤
매고 다니는데 갈갈이 찢어진 옷은 몸뚱이를 가릴 수 없었다. 명주 해령 고개를
넘어가는데 열 다섯살 된 큰아이가 굶어 죽어 통곡하며 길가에 묻어주었다. 다시
나머지 네 자녀를 데리고 다니다가 우곡현에 이르러 길가에 띠집을 짓고 살았다.
이제 그들은 늙고 병들었다. 열살 난 딸아이가 밥 얻으러 다니다가 마을 개에 물
려 울면서 돌아왔다. 이것을 보고 부모도 같이 목이 메어 운다. 여기서 부인이,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다. 한가지 음식도
당신과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산지 50년에 동안 정은 더욱 깊어졌다. 두터운 인연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라고 말을 시작한다. 헤어지고 만나는 것
도 운수가 있는 것이니 지금 헤어지자고 말하여, 이에 각자 아이 둘씩 맡아 바야
흐로 떠나려 할 때, 그만 꿈을 깨었다. 밤은 바야흐로 지나고 날이 새려 하고 있었
다. 그간 수염과 머리가모두 희어 졌다. 이전에 아이를 묻은 자리에 가보니 돌부처
가 나왔다.… ”

조신이 법당에 엎드려서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다가 잠이든 동안 꿈속에서
겪은 이야기이다. 인생의 갖가지 고를 하루 밤 사이의 꿈 속에서 체험한 조신,
이것은 관세음보살이 그에게 시현해 보인 것이었다. 조신의 꿈 이야기는, 현실
은 마치 꿈과 같이 덧없고 허망하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현실 그 자체
가 실체성이 없고 나아가 꿈과 현실은 구분하기 조차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
다. 꿈속에 묻은 아이가 나중에 파보니 부처로 땅에 묻혀있었다는 것은 꿈속
의 일이 바로 현실 속의 일과 구분이 없음을 말한다. 현실이 환상과 같고, 마
음이 곧 요술사와 같아서 이 세상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일연은, 조신이 꿈
을 꾼 무대를 자세히 지적하여, 시간적으로는 서라벌이 서울이었을 때, 서달사
의 장원이 그 장소였음을 기술하고, 꿈속의 우곡현이 지금의 우현이라고 각주
7)

를 달고 있다. 그외 서달사, 내리군의 공간적 지표를 밝히려고 하고7)있다. 이
7) 즉, “지리지에 의하면 명주에는 내리군은 없고 내성군 만이 있다. 본래 내생군이
었다. 이것은 지금 영월이다. 또한 우수주 영현에 내령군이라는 것이 있지만 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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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역사적 기술과 환상과의 오버랩이 일연의 서술방식을 관통하고 있다.
불교적 세계관의 기본 틀인 연기(緣起)와 공(空)의 관점에서 세계를 본다
면 두 개념은 하나의 양상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측면을 표현하고 있다.
하나의 양상이란 서로가 서로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양상을 뜻한다. 의존하는
양상을 가리켜서 연기라 하고, 의존하는 양상을 말고 달리 자성(自性)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공(空)이라고 한다. 연기적 세계관이란 이 세계의 만물
이란 연기의 이치에 의해 등장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사물은 수 없는 원인과
결과의 만남에 의해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스러지는, 과정
으로서 존재한다. 이것이 붓다가 말한 연기이고, 이것이 또한 공이고 중도이다.
이러한 공과 연기의 관점은 더욱 나아가 우리가 현실로서 믿는 사실, 옳다
고 생각하는 진리 등의 이전의 세속적 관점을 뒤집는다. 공과 연기의 관점은
이전에는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들을 부정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을 없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부정, 뒤집기 사이에서 실제와 환상간의 넘나듬이 시작된
다. ‘진짜'라고 믿었던 것들이 ‘가짜'가 되고, ‘가짜'를 넘어 ‘참 진짜'를 보라는
것이 공의 가르침이다. 더 나아가, ‘진짜'와 ‘가짜'는 대립의 표현이다. 이 같은
표현은 서로가 서로를 부정한다. 진짜는 가짜를 용납할 수 없고, 가짜는 진짜
를 용납할 수 없다. 하지만 진짜와 가짜의 구분과 그것을 나누는 틀이 존재하
는 한 진짜와 가짜는 여전히 공존한다. 그래서 ‘진짜이기도 한 가짜'나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닌' 따위의 논설이 공의 이론을 채우고 있다. 여기서 진짜와
가짜는 서로 부정하거나 배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스며드는 것이다. 불교에
서 말하는 환상으로서의 세계란 가짜이면서도 특별히 진짜가 아닌 것도 아닌
지위를 가진다. 환상으로 보는 세계관에는 진짜와 가짜가 스며들고 녹아 들어
대립과 부정은 용해된다. 이것이 환(幻)이는 불교 용어를 통해 상징되고 있다.
환상, 즉 ‘환'이라는 글자는 불교 경전에서 의외로 빈번히 나타나는 단어이
다. 고려대장경을 검색할 때,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개념 중의 하나인 공
(空)이라는 단어는 151,293회 나타나는 반면에 환(幻)이라는 단어는 10,342회
나 등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불교의 또 하나의 중요개념인 연기(緣起)는
는 내리군이요, 지금의 강주이고 우수주는 지금의 춘주이니 여기서 말하는 내리
군은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장황하게 결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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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1회 사용되고 있다. 공이라는 키워드가 이처럼 많이 사용되는 까닭은 한
문맥 안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기(緣起)라는
단어의 중요성에 비하면 “환”이라는 개념의 빈번한 사용은 놀랄만한 정도라
할 수 있다.
화엄과 선불교의 사상적 결합을 대표하는 경전인 원각경(圓覺經)8)을8)보아
도 처음부터 끝까지 환이라는 개념 하나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고도 볼
9)

수 있다. 9)환(幻)이라는 단어가 주로 쓰이는 경전들은 물론 선불교 경전이다.
선불교의 대표적 어록인 임제록 에 나오는 임제와 보화 사이에 나오는 다음
과 같은 대화를 보면, 환상으로서의 세계의 존재론적 지위, 즉 그 타당성에 대
해 묻고 있다. 즉, 이 세계는 그 본성 자체가 환상인가 아니면, 이 세계는 신
통, 즉 요술로서 나타난 것인가를 묻고 있다. 임제는 보화를 만나 법거량을 하
는 자리에서 유마경 의 구절을 들어, 보화 스님에게 이렇게 묻는다:
“… [털구멍 하나에 바다를 담고, 겨자씨 하나에 수미산을 담는다는 유마경
의] 그 구절은 신통(神通)으로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존재의] 본성(體性)이
10)
본래 그렇다는 말입니까?” 10)

임제 스님은 또한 “참 부처는 형상이 없으며 참된 깨달음도 형상이 없는
것이다. 다만 허깨비 놀음(幻化) 위에다 모양들을 조작하여 보는 것”에 불과
하다고 했다.11) 허깨비의 놀음 위에 모양들을 조작하여 만든 이 세계는 허깨
11)

비 놀음에 다름 아니다. 일연이 보이는 설화들은 이러한 선적인 세계이해에
근본을 두고 있다.
환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다른 선서의 예를 들어보면, 선가구감
8) 이 경전은 한국 불교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경전으로 이후 한국불
교 전통에 환상적 세계관이 끼친 역할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9) 환(幻)에 대한 연구는 전통 교학(敎學)의 경우에나 현대 불교학 안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원각경의 경우에 있어서도, 환이라는 글자가 그리 여러번 나오
지만 전통적인 주석서들은 환을 공이나 연기로 바꾸어 설명할 뿐, 환의 의미에
대해서는 비껴가고 있다. 현대 불교학의 연구들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0) 師一日同普化赴施主家齋次. 師問毛呑巨海芥納須彌. 爲是神通妙用本體如然.(臨濟
錄, T. 47. 1985. 503b03-05).
11) 真佛無形真法無相. 爾秖麼幻化上頭作模作樣.(臨濟錄, T. 47. 1985. 500a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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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禪家龜鑑) 에서 서산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환(幻)인줄 알면 곧 떠나게 되니, 방편을 지을 필요도 없고, 환(幻)을 떠나면
그대로가 깨달음이니, 점차(漸次) 또한 없다. 평(評): 마음은 환술사이고, 몸은 환
으로 지어낸 성(幻城)이다. 세계는 환의 옷(幻衣)이고 이름과 모양은 환의 음식
(幻食)이다.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내며, 참과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 어느 것 하나
환 아닌 것이 없다. 또한 시작도 없는 환의 무명(無明)은 모두 깨달은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모든 환이 허공에 핀 꽃(空華)과 같으니, 환이 사라지면 ‘움직이지
않는다(不動)’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꿈속에서 부스럼이 나서 의사를 찾
던 사람이 꿈에서 깨어난 뒤에는 다른 방편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환을 아
12)
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12)

즉 이 세계가 환상인줄 안다면 이 세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환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 경지가 바로 깨달음이니, 깨달음의 점진적인 단계
라는 것은 없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 세계, 이
름과 모양을 가진 것, 참, 거짓의 말들 모두 환상 아닌 것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환상의 무명 (즉, 어리석음)은 바로 다름 아닌 깨달은 마음
에서 생기는 것이다. 환상은 허공에 핀 꽃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 즉 여기에서는 부동진심(不動眞心)이 나타난다고 한다.
일연은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환(幻)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 즉 환이란 그것은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환상으로서의 세계
란 그 자체가 실제와 아무런 구분이 없는 것이다. 아니 해탈이란 바로 환상과
같이 것일지도 모른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기사' 에 나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이다.
백월산 근처의 선천촌에 사는 두 사람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나이 스물이
되어 같이 머리를 깍고 스님이 되었다. 이후 박박은 결혼하여 처자와 함께 살
면서 언제나 방외의 경지를 그리워하다가 집을 떠나 깊은 산속에서 각각 다
른 암자에 살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 삼년이 채 못되어 경룡3년 기유해, 즉
12) 知幻卽離, 不作方便, 離幻卽覺, 亦無漸次. 心爲幻師也, 身爲幻城也. 世界幻衣也, 名
相幻食也, 至於起心動念 言妄言眞, 無非幻也. 又無始幻無明 皆從覺心生, 幻幻如空
華, 幻滅名不動. 故夢瘡求醫者, 寤來無方便, 知幻者亦如是. (禪家龜鑑, 한국불교
전서 7, 63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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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성덕왕 8년의 4월 8일이었다. 어떤 아름다운 낭자가 찾아와 밤에 와서
자고 가기를 청하였다. 박박은, 이곳은 절이고 절은 깨끗해야 하는 곳이니 그
대가 올 곳이 아니라며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다. 부득은 이에 반해, 중생을
따르는 것도 보살행의 하나일 터이니, 암자 안으로 맞아들였다. 이윽고 밤이
끝날 때쯤 낭자는 부득을 불러 자신이 산기가 있음을 말하고 짚자리를 준비
해 달라한다. 해산을 마친 여자는 목욕하기를 청한다. 그 물이 금빛 물로 변했
다. 낭자는 부득에게 자신이 관음보살임을 밝히고 이곳에 와서 대사를 도와
커다란 깨달음을 이루어 준 것이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자세히 그리고 아
름답게 기술한 후, 일연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논평을 붙이고 있다.
“낭자는 부녀의 몸을 나투어 교화(攝化)했다고 할 수 있다. 화엄경의 마야 부인
선지식(善知識)이 십일지(十一地)에 기대어 부처를 낳은 것은 “그대로가 환(幻)인
해탈문”(如幻解脫門)이다. 여기 낭자가 해산을 한 그 미묘한 뜻도 여기에 있는 것
이다. 낭자의 시를 보면 애절하고 사랑스러워 하늘 선인의 흥취가 분명하게 담겨
있다. 아, 만일 낭자가 ‘중생의 언어의 다라니'에 맞추어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 시의 마지막 연에는 ‘맑은 바람 한 자락, 나를 꾸짖
지 마오.' 라고 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유행하는 속된 말을 닮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연은 “여환해탈문”(如幻解脫門), 즉 허깨비와 같은 해탈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화엄경에 나오는 여환해탈문의 이야기를 들어, 자신이 기록
하고 있는 낭자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도 마치 화엄경에서 마야 부인이 부처
를 낳아서 해탈로 들어가는 것을 보인 것과 같다고 한다. 해탈문, 즉 깨달음의
세계를 허깨비와 같이, 환상의 방법을 통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 낭자가 여자
의 몸으로 나타나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은 섭화, 즉 중생 제도를 위한 것이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부처를 낳아 기르는 것과 같다. 세계가 환상이고
몸이 환상이다. 꿈과 현실간의 분리가 없으며 해탈문 그자체가 허깨비이다. 세
속이 바로 성스러운 것이 되고 번뇌의 현실이 바로 해탈 그 자체이다.
대승 불교의 존재론은 중관 사상에 그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중관 사상
에서는 일상적 진리와 궁극적 진리의 두 가지 종류의 진리를 말한다. 대승 불
교의 이제설, 즉 진리의 두가지 단계에 대한 이론이다. 우리는 인식이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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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어서 만들어진 해석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며 그것은 구성되어
진 것이다. 따라서 실재성이 없다. 마치 환상과도 같이. 하지만 중관 사상에서
일상적 지식과 개념적 이해가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 진리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궁극적 진리를 표현할 수없고 궁극적 진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열
반에 들 수 없다. 이것이 선행하지 않고서는 수행이나 행동이란 불가능 하다.
진제와 속제와의 구분 속에서, 즉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상적 진리를 통해
야 진제, 궁극의 진리를 말할 수 있다.
금강경 은 이러한 진리의 단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세계 이해는 세 단계의 과정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우선 여래가 말한 공덕
의 쌓임이 있다고 말하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공덕의 쌓이는 바가 없다고 말
하고, 마지막으로 공덕의 쌓임이 있다, 없다를 같이 보는 것이다.13) 여기서 첫
13)

번째, 공덕의 쌓임이란 일상적인 레벨에서의 언설로서, 실재가 존재한다는 것
이고, 두번째란 이러한 일상적 언설을 해체하여 그러한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
는다는 것이고, 셋째는 여래의 가르침을 인용 속에 넣어서 “공덕의 쌓임이면
서 아님”이라고 하여, 이러한 언설은 비록 공덕이란 독립적인 실체를 가진 것
이 아니지만 그러한 수행을 하는 것은 공덕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이다. 즉 공덕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이 쌓는 어떤 것으로서의 공덕이라는 것
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의 행위가 좋
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깊은 단계의 의미로 나아
가, 일상적인 의미에서 언명하고, 그러한 언명의 존재론적 전제를 부수고, 마
지막으로 그 속에 전제되고 있는 어떤 독립적 실체를 내포하지 않는 언명을
실용적으로 다시 구축하는 것이다.
성스러운 세계와 세속적인 세계, 또는 번뇌(煩惱)의 세계와 열반(涅槃)의
세계와의 갈등,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해소를 위한 노력은 대승불교의 오래된
테마이다. 번뇌는 열반의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 것일까.
번뇌는 번뇌일 뿐이며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그 실재성은 무시되어야 하는
13) 금강경의 이러한 단계적 변증법적 진리관에 대하여, Kalupahana는 “construction”,
“deconstruction”, “reconstruction”이라는 용어를 써서 배대시킨다. David Kalupahana,
A History of Buddhist Philosophy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2), pp.
156-1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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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까, 아니면 이 세속의 세계에 일어나는 갖가지 번뇌는 열반에 이르기 위
한 가르침으로서 짐짓 시설(施設)된 하나의 방편(方便)인가. 번뇌와 세속의
세계는 그렇다면 열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요술이나 신기루와도 같은 허망한
것일 뿐인가. 반대로, 세속의 관점에서 볼 때 열반의 세계는 철저히 적멸하고
성스러운 세계이며 세속의 가치와 절연된 세계인가. 화엄경에 등장하는 저 유
명한 구절, “번뇌가 보리”라는 명제는 세속과 열반 간의 종교적 갈등을 무화
한다. 선불교의 이론적 발달과정을 보면, 번뇌와 보리를 서로 다르게 보는 그
차별적 견해를 제거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규정할 뿐 아니라,
번뇌의 지위와 열반의 성격에 대해 재규정하며 나아가 번뇌와 열반을 동일시
한다. 더구나 삼국유사 의 곳곳에서 보이는, 세속 속에서 “화광동진” 하는 것
을 진정한 열반의 실천으로 규정하는 급진성도 나타나게 된다. 선불교는 이러
한 파라다임 쉬프트를 통해서 이것은 번뇌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해 이전의
인도 불교적 해석과는 결별하고 새로운 현실 긍정의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
는 것이다.
진제의 단계에서는 이 세계는 신통이면서도 또한 그 자체가 그러한 것이기
도 하다. 환상이기도 하며 실재이기도 한 것이다. 세계와 존재를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신통과 실재는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며, 이 세계 그 자체가
신통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동아시아의 선불교의 세계관의 기본을 형
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환해탈문”과 같이 “해탈문이 그대로가 환”인
관점에서는 실재와 환상의 구별은 무의미하다. 삼국유사 의 불교 신화의 서
술은 이런 선불교적인 설화의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종교적 진리를 시현하
는데 극대의 효용을 거두고 있다. 설화로 가르침을 드러내는 것이다.

4. 파격의 세계 - 격외의 세계에서 이류 중생들과 공생함
삼국유사 에서 보는 이 세상이란 인간만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류(類)를 달리하는 중생이 얽혀 살고 있다. 이 세계는 불, 보살, 인
간, 축생 등의 여러 가지 존재들이 혼재되어 공생하는 세계일뿐만 아니라, 그
들이 모여 마치 하나의 드라마와도 같이 마치 짐짓 그렇게 하듯이 자신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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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연출해 내고 있다. 이들 인물 하나하나는 자신이 맡은 역할과 삶의 궤적
을 통해 일정한 종교적 가치를 대표하고 상징하고 있다. 삼국유사 의 주인공
들은 고승 뿐 만아니라 승려, 속인, 남녀, 상하의 다양한 계층에서 나온다. 여
자 노비 욱면의 이야기는 미천한 신분으로 주인에게 박해를 당해가면서 지극
한 염불 수행을 통해 불도를 이루어 서쪽 아미타불의 세계로 날라 간 계집종
의 이야기 이다. 신분의 귀천이나 남녀의 구별 보다, 지혜, 깨달음, 정진 등의
종교적 성숙도가 한 인간의 완성도를 재는 기준으로 쓰인다. 이러한 점에서 삼
국유사 는 고승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전기류인 고승전 (高僧傳)14) 문헌들과
14)

내용적으로 유사하다.15)

15)

이러한 종교적 가치는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이며, 하나의 사건은 어떠한 목
적을 가지고 의도성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해프닝과도 같다. 마치 원효
가 낙산사에 가면서 만나는 일련의 인물들은 정교한 플랜에 의해 심어진 것
으로, 원효가 낙산사에 가서 필연적으로 관세음보살의 현현을 친견하는데 실
패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삼국유사 에 들어있는 사건들을 의도성의 관점을 분석해 보면, 이 세상의
사건들은 그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화 속에서 연기와 공
의 입장에서 서로 상의상자 하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파격적이
며, 따라서 선가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격외(格外)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삼국
유사 에서 나타나는 성인들의 모습은 허름하고 남루하며, 일상적인 인물로 나
타난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에게 관세음보살은 길을 헤메는 밤에 찾아온 여
자 길손으로 나타나고, 원효가 낙산사를 가는 길에 만난 논에서 벼를 베는 여
14) 고승전 류란 중국에서 편찬된 승려들의 전기류를 가리킨다. 혜교 (彗皎) (437554)에 의한 양고승전(梁高僧傳) , 도선(道宣)(596-667)의 속고승전 (續高僧
傳) , 그리고 찬녕 (919-1002)의 송고승전 (988) 등이 있다.
15) 조동일 교수는 삼국유사 는 고승전이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고승전
의 특이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한다. 삼국유사 는 수이전(殊異傳) 같은 설화
집, 삼국사기(三國史記) 와 같은 역사서,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과 같은 고
승전의 세 가지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어, 고승집 이상의 고승집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삼국유사 는 고승전을 설화집 및 역사서와 합쳐서 문화이해의 종합적
시각을 새롭게 마련하였기 때문이며, 이런 책은 불교문명권의 다른 나라에는 없
고 한국에만 있다고 강조한다. 조동일, 문명권의 동질성과 이질성 (지식산업
사, 1999), p. 38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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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농부, 다리 밑에서 서답을 빠는 여인은 다름 아닌 관세음보살이었다. 자장
을 만나러 온 문수보살은 거지 행색으로 삼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담고 나타
난다.
이러한 점에서 일연의 또 다른 저술인 중편조동오위(重編曺洞五位) 는 극
히 유용하다. 중편조동오위 는 중국 조동선의 문헌인 조동오위를 일연이 보
완 편수한 책으로 조동선의 역사와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다. 삼국유사 를 통
해 우리가 궁구하고 있는 일연의 선적인 세계관을 그의 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1984년 민영규 교수에 의해 그
존재가 알려진 이래, 최근 몇 년간에 나온 일련의 논문들은 일연의 선적 세계
관을 밝히는데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연은 이 책에서 논리적으로 논
의할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선 격외선의 경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16) 특히 그의
16)

선 사상과 수행이 간화선에 입각하였지만 조동선도 적극 수용하고 있었음17)
17)

등이 알려지고 있다.
또한 허원기는 이류중행 사상을 일연의 중편조동오위 를 관통하는 주제로
서 제시하고 있다. 이류중행이라는 말은 중편조동오위 에 기록되고 있는 남
전 보원과 손님과의 문답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남전은 죽고난후 어디로 가는
가 하는 손님의 질문에, 자신이 죽고 나서 물소한마리가 되겠다고 말한다. 이
류란 불교에서 축생을 뜻하는 말로, 즉 짐승들의 세계 속에서 부대끼며 같이
살면서 실천행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류중행의 사상은 중국의 선서에
서 무수히 나오던 주제였으나, 10세기를 전후하여 이러 성향의 언설들은 중국
선서들에서는 자취를 감추었으나, 일연의 중편조동오위 에서 나타나고 있고,
18)18)

이것이 김시습 (1435-1493)의 조동오위요해 에서 이어진다고 한다.

삼국유사 의 격외적 성격에 대해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격외성을 논하는
연구가 있다. 정천구는, 삼국유사 는 고승전류의 형식을 따르지만 그것과는
형식적인 차이가 있고, 그러나 전등록(傳燈錄) 등의 선 문헌 들과 같이 격
식이 전혀 없는 파격과는 구분되고, 따라서 이것을 격외의 글쓰기라고 부르고
16) 韓鍾萬, “一然의 重編曹洞五位 연구”, 한국불교학 22-1 (1997) 참조.
17) 채상식, “일연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양한문학연구 23 (2006.08): 18.
18) 허원기, “異類中行 思想의 敍事文學的 意味”, 한국어문학연구 42집 (한국어문
학연구회, 2004.2):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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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삼국유사 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왕력과 기이편은 사서의 연대기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데, 왕력을 제외한 나머
지에서 삼국유사 는 편목 (즉, 주제를 가진 장의 구분)의 체제로 되어 있는
것은 고승전의 과목 체제와 유사하다. 그러나 고승전류는 열가지 과목으로 되
어 있는 반면에 삼국유사 는 흥법, 탑상, 의해, 신주, 감통, 피은, 효선의 일곱
과목으로 되어서 다르고,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송고승전 에 있는 습선, 명
률, 유신, 독송, 흥복, 잡과 대신, 삼국사기 에는 탑상, 신주, 피은, 효선이 있
는데, 이런 상이한 편목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삼국유사 의 특성이라는 것이
다.19) 이에 대해 필자는, “격외”라는 말은 선가에서 쓰는 독특한 개념 용어로
19)

서 선사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격을 벗어나서 자유자재한 파격적인 세계관과
행동 양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을 선서의 글쓰기 형식의 파격성을 가리키
는 용어로 대치하여 사용한다면 혼란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본다. 그러
나 삼국유사 의 선불교적 성격과 그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격외풍의 세계
관을 다른 측면에서 증명해 주는 점은 있다고 하겠다.

5. 겹치는 세계 - 실재하는 공간과 상상하는 공간
삼국유사 의 세계 속에는 시간과 공간이 중첩되어 존재한다. 불교에서 세
계(世界)는 시간(世)과 공간(界)이 결합된 개념이다. 삼국유사 속의 이곳에
는 과거와 현재의 사실들이 중첩되어 한 공간속에 나타난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기사는 ‘백월산 양성 성도기'라는 기록으로부터 시
작한다.
“‘백월산 양성 성도기'에 이런 기록이 있다. ‘백월산은 신라 구사군의 북쪽에 있
었다. 산봉우리는 기이하고 빼어났으며, 그 산줄기는 수백 리에 연무하니 참으로
큰 진산이다.' 옛 노인들은 서로 전해 말했다. ‘옛날에 당나라 황제가 일찍이 못을
하나 팠는데, 매월 보름 전이면 달빛이 밝으며, 못 가운데는 산이 하나 있는데 사
자처럼 생긴 바위가 꽃 사이로 은은하게 비쳐서 못 가운데에 그림자를 나타냈다.
황제는 화공에게 명하여 그 모양을 그려 사자를 보내 천하를 돌며 찾게 했다. 그
19) 정천구, “ 중편조동오위 와 삼국유사 ”, 한국어문학연구 45 (2005.08):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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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가 해동에 이르러 이 산을 보니 큰 사자암이 있고 산의 서남쪽 2보쯤 되는 곳
에 삼산이 있는데 그 이름이 화산으로서 모양이 그림과 같았다. 그러나 그 산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신발 한 짝을 사자암 꼭대기에 걸어놓고 돌아
와 아뢰었다. 그런데 신발 그림자도 역시 못에 비치므로 황제는 이상히 여겨 그
산의 이름을 백월산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후로는 못 가운데 나타났던 산 그림자
가 없어졌다.' 이 산의 동남쪽 3천보쯤 되는 곳에 선천촌이 있고, 마을에는 두 사
람이 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노힐부득이니 그의 아버지는 이름을 월장이라고 했
고, 어머니는 미승이었다. 또 한 사람은 달달박박이니 그의 아버지는 이름을 수범
이라고 불렀고, 어머니는 범마라 했다… .”

백월산이라는 특정한 지역의 현존하는 공간에 대한 역사적 기술이다. 역사
적 기술은 촌노들에게서 들었던 전설과 오버랩된다. 서술의 구조에 있어서도
삼국유사 의 나레이티브는 백월산에서 시작하여 당나라 왕의 연못으로 이동
하고, 다시 해동에 찾으러 온 사신에 의해 백월산으로 돌아가며, 이것이 링크
가 되어 선천촌이 설명되고 그곳이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이야기가 서술된
다. 과거 속에서 사용된 공간이 다시 다른 이야기 속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지명과 연도를 반복하여 거론한다.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연도나 지명을 고증
하여 수정하기도 하고, 애매한 기록에 대한 불평을 달아 놓기도 한다. 역사 기
술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지만, 기술된 역사는 황당해 보인다.
삼국유사 의 이곳은 석가모니 이전의 부처님들이 살았던 땅이며, 바로 동
쪽의 천축이다. 일연은 이 곳에 불국토가 재현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과거칠불중에서 석가모니 부처 바로 이전의 부처인 가섭불은 신라 월성 동쪽
용궁의 남쪽에 있었다. 이곳에 지금 가섭불의 연좌석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그전
의 절터이다.”

이 같은 가섭불의 연좌석에 대한 서술 속에서 연좌석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그 무수한 시간의 깊이는 이 공간 속에서 압착되어진다. 일연은 아함경을 인
용하면서 과거칠불 이후의 시간을 이렇게 설명한다.
“… 따라서 석가부처로부터 지금의 지원 18년 (즉 1281년)까지가 2,230년이고
구류손불 (즉 현겁의 첫번째 부처)에서 가섭불까지는 몇 만년이 된다.”

불국토의 재현은 아쇼카 왕이 보낸 금으로 지었다는 황룡사의 장륙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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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불상이 조성된 이야기로 이어진다. 인도의 아육왕 (즉 아쇼카 왕)은 삼
존상을 조성하려다가 실패하고 그 대신 그것을 배를 띄워 인연 맞는 곳으로
가기를 염원하였다. 진흥왕이 황룡사를 지을 때 바다에 배 한척이 도착하여
보니 그 속에 메시지와 함께 철과 금이 들어있었다. 그것으로 장륙존상을 지
었다. 일연은 이 기록을 이어서, 자장이 중국에 유학가서 오대산에서 문수보살
을 만났을 때 문수보살로부터도 직접 그말을 들었다고, 보충하고 있다. 문수보
살이 자장에게 한 말은, “너희 나라의 황룡사는 석가불과 가섭불이 설법을 한
곳이므로 연좌석이 아직 있다. 그래서 인도 아육왕이 황철을 모아 바다에 띄
웠는데 1,300년이 지나서 너희 나라에 도착해서 불상으로 만들어져 그 절에
안치된 것이다. 대개 부처님의 인연이 지어지는 법이 그러한 것이다”라고 했
다는 것이다.20) 이와 같이 과거칠불의 인연에서, 가섭불로, 그분이 앉았던 연
20)

좌석으로, 그것이 남아있는 공간이고 시간인 신라로, 신라의 황룡사로, 릴레이
식으로 이어져서 연기적으로 설명된다.
삼국유사 에서 삼세의 시간은 한 공간에서 겹친다. 그 공간에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초월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종교적인 공간
이 되기도 한다. 낙산은 조신이 김씨 낭자와 사랑에 빠졌던 공간이기도 하고,
의상과 원효가 관세음보살을 보던 곳이며, 현재 우리의 피서지이기도 하다. 백
제 무왕이 세웠던 미륵사에는 지금도 탑이 남아 있고, 그 공간을 보존하기 위
해 요즘 동탑을 복원하려고 시작하였다. 바로 그 공간은 미륵 삼존이 연못 가
운데에서 모습을 드러내 보였던 공간이기도 하고, 무왕이 수레를 멈추고 미륵
삼존께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공간이기도 하다.21) 탑이 남아 있는 공간과 미
21)

륵 삼존이 나툰 공간은 같은 공간이다.
삼국유사 에는 일상적인 공간과 성스러운 공간의 두가지 이질적인 공간들
이 겹쳐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이상의 공간들이 오버랩되기도 한다.

20) 제3 탑상의 “가섭불연좌”, “황룡사장육조.”
21) 무왕이 왕비와 함께 사자사에 가던 중 용화산 아래 큰 못 가에 이르렀을 때 못
가운데에서 미륵삼존이 나타나 무왕은 수레를 멈추고 경배했다. 왕비가 그곳에
절을 세워주기를 원하여 왕은 이를 허락하였다. 그리고 지명법사의 도움으로 산
을 헐고 못을 메워서 절을 세우는데 미륵삼존의 상을 만들고 전각과 탑, 낭무
(廊黛)를 세 곳에 세우고 절 이름을 미륵사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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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조신이 꾸었던 꿈의 공간, 관음보살이 날아 간 서천의 공간 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공간의 오버랩을 통해 일상과 초월, 중생계와 불보살의
세계간의 차별을 무화시킨다. 앞에서 말한, 번뇌와 깨달음, 진과 속이 교차하
는 선적인 세계관이 삼국유사 에서 오버랩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구조 속
에서 드러나고 있다.

6. 결론 - 신화와 역사가 소통하는 세계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와 문학적 상상력의 원천인 삼국유사 에 대해 불교
사상적 관점으로 읽기를 시도해 보았다. 후대의 역사가들과 유자들은 삼국유
22)22)

사 를 허탄(虛誕)하다고 평했다.

일연의 역사는 역사와 설화, 가공의 판타지

가 뒤섞인 역사이다. 일연이 기이편을 쓰면서, “제왕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異) 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국
의 시조가 모두 신비로운 데에서 탄생했다고 하여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한
것은 자신의 특이한 역사관을 밝히는 것이며, 역사를 ‘다름'의 눈으로 재해석
하려고 한다.
이 같은 해석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을 쓰는 태도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서문에서, “실로 황당하고, 음란하고, 기괴하고, 허탄한 일임
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보인다. 동명왕 사적은 걷잡을
수 없이 신기하고 이상한 것일 뿐 뭇사람들을 현혹하려 한 것이 아니고, 나라
를 여는 신기한 사적일 뿐인데 이것을 기록해두지 않으면 후세 사람들이 어
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시로 지어 남겨 우리나라가 원래 성인의 나라라는 것
23)23)

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연의 허탄한 사관(史觀)은 이규보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
이다. 일연은 13세기의 선승으로서 그 당시에 이미 고려사회에 풍미하고 있던
선서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일연의 사관은 선의 특이한 세계관을

22) 규장각 검서관을 지낸 이덕무는 그가 쓴 앙엽기 (盎葉記)1권 ( 청장관전서 제
54권에 수록)에서, 삼국유사 를 평해서 그 내용이 황당하고 허탄하다고 하였다.
23) 이 규보, ‘동명왕편'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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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하고 있다. 일연에게서는 황당하고, 음란하고, 기괴하고, 허탄한 일도
역사가 된다. 목적이야 다를 수 있지만, 역사 안에도 이질적인 요소들이 뒤섞
인다. 역사와 소통하는 설화, 또는 불교의 환(幻)의 사관(史觀)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일연이 보는 역사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속에서 요술과 신화와 여러
다른 형태의 존재들이 얽혀서 이루어 가는 이야기의 공간이다. 백월산 사자암
꼭대기에 걸어놓은 신발 한 짝은 동시에 당나라 왕의 연못 속에 그 그림자가
비친다. 신발은 백월산과 당나라 왕의 연못 속에서 동시에 현현한다. 같은 공
간 속에서 중첩적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한 사건이 여러 공간에서 비슷한 형
태로 일어난다. 한 역사적 공간에서 신화가 일어나고, 그 신화가 끝난 후, 다
시 새로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이 같은 공간 속에서
시간이란 요술과 같이 그 길이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이며, 역사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 개념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과 사건들의 모임이다. 즉
일연에게 역사란 결국 설화와 다름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의 세계는 환상과
역사가 소통하는 세계이다.
조신의 꿈이라던가,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을 시험하는 젊은 여인 등의 모티
브는 불전이나 불교 설화 속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익숙한 모티브들이다. 이
같은 환(幻)의 세계관은 전통적인 불교적 관점의 연장이다. 일연은 이러한 불
교의 환상적 스토리를 삼국의 전통 설화와 교묘하게 뒤섞고 있으며, 이러한
뒤섞음은 일연의 의도적인 구성으로 보인다. 환상으로서의 세계의 본질에 대
한 일연의 관점을 임제가 물었던 그 질문 - 이 세계의 나타남은 그것이 신통
인가 본성인가 - 에 빗대어 물어 본다면, 이 세상은 그대로 신통, 즉 환상이면
서, 그 실제 모습 (본성)이 또한 그러한 것이기도 하다. 공이면서 연기이기도
하고, 연기의 법칙에 의해 요술과 같이 나타나는 이 일상의 세계는 바로 진실
의 세계, 즉 공의 세계의 다른 표현이다.
삼국유사 에서 이 세계는 환상으로서 해석되며 또한 이 환상으로서의 세
계는 그것을 부정하고 청정한 열반의 세계를 따로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
상 그 자체가 실제의 세계이며 그 자체로 긍정해야 하는 것임을 보이고 있다.
종교적 파라다임으로 보는 세계에서 역사적 사건들이란 이성적 세계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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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는 그것과는 다를 것이다. 이같이 삼국유사 에서 나타나는 환상적 사
건은 종교적 진리를 구현하는데 밀접하고도 서로를 증진시켜주는 강력한 상
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유사 의 분석을 통하여 불교
에서 말하는 구극의 진리라는 것은 무명을 깨고 열반으로 가고자 하는 일향
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무명과 지혜, 세속과 열반과의 이원론적이고도 차별적인
시각을 뛰어넘어 새로운 현실 긍정의 세계관을 제시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 :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주제어 : 일연, 삼국유사, 환(幻), 불교사관, 설화
투고일(2007.11.6), 심사시작일(2007.11.6), 심사종료일(20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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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igious Piety and Magical Potency:
A Buddhist Reading of the Samguk yusa
Cho, Eun-su *
24)

The Samguk yusa, compiled at the end of the Koryŏ Dynasty by
Buddhist monk Iryŏn, is considered today as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Since Ch’oe Nam-sŏn’s reevaluation of the text in
the 1930s, the Samguk yusa has been regarded a key link in the search for
an archetypal basis of Korean culture. Nevertheless, as yet, these research
approaches have been conspicuous in their evaluation of Samguk yusa as a
history and Iryŏn as a historian. In this paper I would apply a different
frame of analysis to the Samguk yusa, choosing to interpreting the text
specifically as a Buddhist text. Behind the Samguk yusa's stories of magic
and fantasy we can see the operation of a Buddhist world view and
historiography. At the core of the tales, life histories, and historical Buddhist
occurrences, are the Buddhist themes of the interplay between reality and
illusion, fantasy and existence. While giving an account of incidents from
the history of Buddhism, Iryŏn is simultaneously fabricating that history
within the fantastical tales he re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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