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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次  例 >

Ⅰ. 문제제기

Ⅱ. 신이(神異)의 개념
Ⅲ. <탈해왕>에 드러난 신성(神聖)의 변화 
Ⅳ. 신성의 인간적 구현, <탈해왕>

Ⅴ. 맺음말: 신이, 신성에서 기이(奇異)까지

Ⅰ. C��/

본고는 �삼국유사� ｢기이편(紀異篇)｣에 실려 있는 <탈해왕> 신화를 대
상으로 신성의 변화와 그 구체적인 형상화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신화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신성(神聖)성’이다. ‘신성성’이 부정되거
나 거부된 이야기는 신화라고 할 수 없다. 신성성은 위대하거나 숭고한 
행위로, 난생, 기아, 짐승의 보호, 표류, 불가능에 가까운 시련의 극복, 거

대한 승리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에서 유발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일상생활과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나 그 의의를 
이미 인정받아 기괴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신화의 집단 
구성원들은 신성화된 대상을 우상화하며 집단 내의 동질적 결속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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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간다(천혜숙, 2004; 신동흔, 2002; 장덕순, 2004: 29-31). 그 외의 신화의 
특징으로는 ‘신비로운 미화’1), ‘어떠한 것의 기원이나 시원과 그것에 대한 
믿음’2), ‘신 혹은 신격의 인물들이 주인공’3)으로 등장한다는 점들이 언급
된다. 

그런데 본고에서 살필 <탈해왕>은 신화로 분류되면서도 위와 같은 ‘신

성성’, ‘신비로운 미화’, ‘시원에 대한 이야기’, ‘초월적 능력 가진 주인공’ 

등의 신화의 특성에서 다소 비껴난 듯한 이야기를 보여준다. 주인공인 탈
해가 속임수를 써서 상대의 재산을 빼앗는다거나, 아랫사람의 잘못에 대
한 그의 태도 등이 이전의 신화 속 주인공들이나 신화가 다루고 있는 이
야기들과 그 성격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완벽하게 신성하
지도 않고, 어느 측면에서 보나 흠결이 없는 주인공이 등장한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러면서도 탈해는 마지막에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이렇듯, 탈해

가 이전과 다른 성격을 지닌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으로 좌정하기
에 <탈해왕>이 신화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서 언급한 신성성, 신

1) 신성시되는 이야기는 사실적으로 표현될 경우 신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연스럽

고 일상적인 것에서는 신성성을 의식할 수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자연스러움을 뛰
어넘는 신비로운 미화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 신화의 표현 방식 중 하나이다(강등학 
외, 2000).

2) 신화는 인간을 둘러싼 세계, 인간 자신, 또는 인간이 누리고 있는 문화가 어떻게 해
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다. 신화가 신성성을 갖추고 있는 
까닭은 이러한 창조적인 기원이나 시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곧 신
화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신성하다고 믿는 믿음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
의를 따를 때,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바닷물은 왜 짠가’ 등의 이야기를 신화라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임재해, 1983).

3) 신성성을 자아낼 수 있는 존재로서의 신, 혹은 신격화된 인물은 비가시적인 세계에 
속하며 초월적 능력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혹여 신화의 주인공이 역사적 인물과 
겹치더라도 그는 반드시 신성시되거나 신성화된 과정을 거친 존재로 형상화되기 마
련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신화의 주인공들은 좌절을 모르며 세계와 동질적인 위치에 
존재하여 조화로운 세계를 형상화하는 데 이바지한다(강등학 외, 2000; 조동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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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운 미화, 초월적 능력을 가진 주인공 등 신화의 근본적 특징과 어긋
나는 <탈해왕>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신화는 대체로 신이 아닌 신격(神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
기에 거의 대부분의 신들이 유한한 생명을 갖는다.4) 이에 진짜 신들의 이
야기에 비해 신성성이 다소 미약하게 드러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특

히 본고에서 다루는 <탈해왕>은 성씨 시조 신화로 건국신화의 아류5)라

고 평가받기에, 여타 신화 속의 주인공들에 비해 신성성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탈해왕>이 신성성(神聖性)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전
제하고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를 통해 시대의 변
화에 따른 신성의 구현 방식과 의미 변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대상은 �삼국유사� ｢기이편｣ 소재의 <탈해왕>이다. 탈해왕과 관
련한 이야기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신라본기｣ <탈해이사금>에도 수록
되어 있으나, 일연의 �삼국유사�, ｢기이편｣의 편찬 의도가 본고에서 논의

하고자 하는 의도와 부합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삼국유사� 소재 
<탈해왕>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6) 

4) 신화는 일차적으로 신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우리 건국신화의 신들은 서양 신
화 속의 신처럼 불사불멸의 모습보다는 유한한 수명을 지녔고 또 그 후에 신이 된
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신화의 주인공들은 신(神, god) 보다는 신격(神格, deity)라 
불린다(이지영, 2006; 장덕순 외, 1971: 29).

5) ‘주몽’, ‘혁거세’, ‘수로’ 같은 건국시조 제외한 그 밖의 나머지 시조신화를 성씨시조신
화로 분류한다. ｢석탈해｣ 신화와 ｢김알지｣ 신화는 신라의 석씨와 김씨 왕가의 시조
이므로 성씨 시조 신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씨 시조 신화의 줄거리는 간단한 편
이고, 건국시조가 신성한 하느님의 아들임을 과시하는 데 비해 성씨시조는 땅이나 
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신화를 건국신화의 아류로 처리할 수도 있지
만, 신화가 전승집단의 사고방식과 문화의 총체임을 감안할 때, 성씨 집단이 드러내 
보이는 집단적 사고를 엿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소중하다. 석탈해 신화는 
성씨 시조 신화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신화라 할 수 있다(이지영, 2003: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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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사 가운데 본고와 관련한 논의에는 인간 사회에 정치가 어떻
게 실현되었고 변화되어 갔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혁거세｣, ｢탈해｣, 

｢김알지｣를 대상으로 논의한 정상균(1998)의 것이 있다. 그는 혁거세는 경
양(敬讓)의 군주상, 탈해는 전략의 군주상, 김알지는 경양과 전략의 조화
로서의 군주상을 보여준다고 하여 신화적 시대에도 정치 전략에 다단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세 신화를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한 바 있
다. 세 신화를 통해 신비와 신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논리와 합리를 
긍정하는 사회로의 변모를 논의한다는 점, 신화로 분류된다고 하여 각각
이 담지하고 있는 세계관이 모두 균일하지 않음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
서 본고의 논의와 관련성이 있다 하겠다. 이 밖에 신화에서 전설로의 이
동과 관련한 논의 가운데, 삼국 초기 전설사의 첫 단계에서는 신화적 서
사원리와 전설적 역사성을 공유하는 <연오랑 세오녀> 등의 이야기가 상
당수 발견된다며, 이들을 ‘신화적 전설’7)이라는 중간 의미의 용어로 이르
고자 하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건대, 신성성에서 
다소 비껴나가는 신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신화의 전개 차원에서의 연
구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 신성 및 신성의 변화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신이(神異)’의 개념으로 작품 분석의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우

선 일연의 �삼국유사� ｢기이편｣의 ‘서(序)’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삼국
유사�의 편찬 의도를 ‘신이(神異)’로 해석한 논의들을 통해 신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규정하고자 한다. 

6) 이에 2장에서는 ｢기이편｣ 편찬의도를 같이 살피는 것으로 본고 연구대상으로 �삼국
유사� 소재 <탈해왕>이 �삼국사기� 소재 ｢탈해｣ 보다 적합한 까닭을 말하도록 하겠
다.

7) <연오랑 세오녀>의 내용을 상기할 때, 신화적 서사원리는 신성성을 자아내는, 신의 
등장이나 신비로운 미화 등의 표현, 좌절하지 않는 주인공들이라 할 수 있고, 전설적

인 역사성은 증거물이 되는 시공간의 제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강등학 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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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kd(lm)��9:

신성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신성(神聖)부터 기이(奇異)까지 아
우른다고 판단되는 신이(神異)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몇몇

의 이야기를 모아 편찬하며 이것들이 신이(神異)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
가 있다고 언급한 �삼국유사� 기이편 서(序)를 살피는 것으로 신이의 개
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삼국유
사�와 유사한 맥락에서 신이의 의미를 활용한 이규보의 ‘｢동명왕편｣ 서

(序)’를 통해 의미를 보충하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삼국유사�의 성
격을 신이(神異)로 파악하는 기존의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
기에,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는 신이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
펴보고, 신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신이의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삼국유사�에서는 ‘신이’라는 단어가 총 다섯 번8) 등장한다. 그런데 그 
단어가 활용되는 양상이 왕국의 흥망, 종교적 영험, 도덕적 비범 등으로 
각각 다른 바, 본고에서는 ｢기이편｣ 서(序)에 쓰인 ‘신이’에 주목하고자 한
다. �삼국유사�는 다른 편에는 서(序)를 두고 있지 않지만, ｢기이편｣에서

는 특별히 서(序)를 두어 그 편찬 의도를 서술하고 있다. 이는 ｢기이편｣에

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 편찬자의 분명한 의도에 의해 선택되고 기술
된 내용임을 말한다. 그렇다면 ‘｢기이편｣ 서(序)’에서 신이에 대해 말한다
는 것은 ｢기이편｣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신이한 성격을 지
녔다고 말하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먼저 ‘｢기이편｣ 서’에서 말
하는 신이에 대해 살펴보자. 

8) ① ｢기이편｣ ‘서’, ② ｢기이편｣ ‘김유신조’, ③ ｢의해편｣, ‘양지사’, ④ ｢의해편｣, ‘심지

계조조’, ⑤ ｢피은편｣, ‘혜현구쟁조’ (하정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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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해 말한다. 대체로 옛날 성인이 예악(禮樂)으로써 나라를 일으키고, 인

으로써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어 괴이함과 용력(勇力)과 패란(悖亂)과 귀
신은 말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제왕(帝王)이 장차 일어날 때는 부명
(符命)과 도록(圖�)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남보다 다른 점이 있었다. 그래

야만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큰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다. (...중략...)

이 후의 일은 어찌 다 기록할 수 있으랴! 그렇다면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
비스러운 데서 탄생했다는 것이 무엇이 괴이하랴. 이것이 이 책 첫머리에 
기이편이 실린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9) 

“然則三國之始祖, 皆發乎神異, 何足怪哉. 此神異之所以漸諸篇也, 意

在斯焉.”라는 대목에서 신이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신이란 삼국의 시
조는 모두 신비스럽게 탄생했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괴이하지 않으며, 그

런 까닭에 ｢기이편｣에 굳이 모아놓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삼국의 시조의 
탄생에 대해 서술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然而帝王之將興也. 膺符命, 

受圖必有以異於人者. 然後, 能乘大變, 握大器, 成大業也.”라고 언급한다. 

즉, 하늘에서의 명령을 받았기에 남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고, 남과 달라
야 세상의 큰 변화를 잡아 제왕의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신이란 어떠한 인물이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고 남과 다른 면모를 
보여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괴력난신(怪力亂神)

9) 앞으로 삼국유사의 본문 해석은 이재호 역(2002)을 따른다.

�삼국유사�, ｢紀異篇｣ 序文 (전문)

敍曰, 大抵古之聖人, 方其禮樂興邦, 仁義設敎, 則怪力亂神, 在所不語. 然而帝王之

將興也. 膺符命, 受圖必有以異於人者. 然後, 能乘大變, 握大器, 成大業也. 故河出

圖, 洛出書, 而聖人作. 以至虹繞神母而誕羲, 龍感女登, 而生炎. 黃娥遊窮桑之野, 

有神童, 自稱白帝子. 交通而生小昊, 簡狄, 呑卵而生契, 姜嫄履跡而生 , 胎孕十四
月, 而生堯. 龍交大澤, 而生沛公. 自此而降, 豈可記. 然則三國之始祖, 皆發乎神異, 

何足怪哉. 此神異之所以漸諸篇也, 意在斯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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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르다는 것이다. 언급하기를 삼가야 할 이(異)가 아니라, 기록할 필요
가 있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이(異)라는 것이다. 이전에는 괴력난신과 신
이가 구분되지 않고 모두 이(異)에 속하는 것이었다면, 이 서(序)를 통해 
괴력난신과 신이는 부정적인 이와 긍정적인 이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비슷한 시기에 쓰인 이규보의 ｢동명왕편｣ 서(序)에서도 괴력난신과 신
이에 대해 유사한 구분을 보인다. 

세상에서 동명왕(東明王)의 신통하고 이상한 일을 많이 말한다. 비록 어리
석은 남녀들까지도 흔히 그 일을 말한다. 내가 일찍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
며 말하기를,

“선사(先師) 중니(仲尼)께서는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씀하지 않았다. 동

명왕의 일은 실로 황당하고 기괴하여 우리들이 얘기할 것이 못된다.”

하였다. 뒤에 《위서(魏書)》와 《통전(通典)》을 읽어 보니 역시 그 일을 
실었으나 간략하고 자세하지 못하였으니, 국내의 것은 자세히 하고 외국의 
것은 소략히 하려는 뜻인지도 모른다. 지난 계축년(1193, 명종 23) 4월에 
《구삼국사(舊三國史)》를 얻어 동명왕본기(東明王本紀)를 보니 그 신이
(神異)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鬼)나 환(幻)으로만 생각하였는데, 세 번 반복하여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幻)이 아니고 성(聖)이며, 귀(鬼)가 아니고 신(神)이

었다. 하물며 국사(國史)는 사실 그대로 쓴 글이니 어찌 허탄한 것을 전하
였으랴. 김부식(金公富軾) 공이 국사를 중찬(重撰)할 때에 자못 그 일을 생
략하였으니, 공은 국사는 세상을 바로잡는 글이니 크게 이상한 일은 후세
에 보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생략한 것이 아닌가?

당현종본기(唐玄宗本紀)와 양귀비전(楊貴妃傳)에는 방사(方士)가 하늘에 
오르고 땅에 들어갔다는 일이 없는데, 오직 시인(詩人) 백낙천(白樂天)이 
그 일이 인멸될 것을 두려워하여 노래를 지어 기록하였다. 저것은 실로 황
당하고 음란하고 기괴하고 허탄한 일인데도 오히려 읊어서 후세에 보였거
든, 더구나 동명왕의 일은 변화의 신이(神異)한 것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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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혹한 것이 아니고 실로 나라를 창시(創始)한 신기한 사적이니 이것을 기
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록
하여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聖人)의 나라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10)

이규보는 ｢동명왕편｣에 앞서 ‘서(序)’를 지어 자신이 ｢동명왕편｣을 저
술한 의도에 대해 밝히고 있다. 공자가 괴력난신(怪力亂神)에 대해 말하
지 말라 했지만, 동명왕의 일은 괴력난신의 귀(鬼)나 환(幻)이 아니라 성
(聖)과 신(神)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렇기에 이것에 대해 기록하는 것은 
괴력난신을 말하지 말라 한 공자의 말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명

왕의 변화가 귀나 환처럼 사람을 현혹하지 않으며, 나라를 건국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후세에 보일만하고, 알릴만한 이야기라 
한다. 사람을 속이지 않고 건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모두가 
알만한 정당한 이야기라 한다. 그렇기에 이것은 괴력난신일 수 없고 신이
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일연과 이규보의 ‘신이’라는 의미 
부여에는 다소 의아한 점이 있다. 한 인물이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고 남
과 다른 면모를 보여 나라를 세우는 힘, 괴력난신과 구분되는 남을 속이

10) 世多說東明王神異之事。雖愚夫�婦。亦頗能說其事。僕嘗聞之。笑曰。先師仲

尼。不語怪力亂神。此實荒唐奇詭之事。非吾曹所說。及讀魏書通典。亦載其

事。然略而未詳。豈詳內略外之意耶。越癸丑四月。得舊三國史。見東明王本

紀。其神異之迹。踰世之所說者。然亦初不能信之。意以爲鬼幻。及三復耽味。

漸涉其源。非幻也。乃聖也。非鬼也。乃神也。況國史直筆之書。豈妄傳之哉。

金公富軾重撰國史。頗略其事。意者公以爲國史矯世之書。不可以大異之事爲

示於後世而略之耶。按唐玄宗本紀。楊貴妃傳。�無方士升天入地之事。唯詩

人白樂天恐其事淪沒。作歌以志之。彼實荒淫奇誕之事。猶且詠之。以示于

後。�東明之事。非以變化神異眩惑衆目。乃實創國之神迹。則此而不述。後將

何觀。是用作詩以記之。欲使夫天下知我國本聖人之都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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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힘, 건국과 관련된 성하고 신한 힘이라고 한다면, 왜 신비스럽게 
표현함의 극치라 할 수 있는 ‘신성(神聖)’이 아니라, ‘신이(神異)’로 그것을 
설명하려 한 것일까.

여기서, 신성과 신이의 자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신(神)’은 하늘의 신, 

하느님, 상제, 신령과 같은 귀신적 존재, 아주 좋은 기운, 신비스럽거나 변
화무쌍함의 영묘함 등을 의미한다. 본래는 ‘신(申)’과 같은 자(字)로, 이것

은 번갯불의 형상을 본뜬 것이라 한다. 그럼으로써 하늘에 있는 신의 뜻
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성(聖)’은 지덕과 사리에 밝은 성스러움이라는 의
미, 혹은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인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여기서, 

‘성(聖)’자의 ‘구(口)’는 기도할 때의 말을 뜻하며, ‘정(呈)’은 발돋움한 사람
의 형상으로 ‘귀(耳)’를 바로 세우고 신의(神意)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즉 성인을 나타내는 데서 그 글자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
(異)’는 같지 않다는 의미에서 ‘다르다’, ‘괴이하다’, ‘재앙이다’ 등의 의미로 
쓰이는 말로, 사람이 악귀를 쫓을 때 쓰는 탈을 쓰고,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양을 본 뜬 것이 그 글자가 되었다.(민중서림, 1997) 탈을 쓰면 무시무시
한 다른 사람이 되므로, ‘다르다’의 뜻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글자 각각의 의미를 살필 때, 신(神)과 성(聖)이 합쳐진 ‘신성
(神聖)’이라는 단어는 비교적 일관된 의미들의 합, 긍정적인 가치를 가진 
단어들의 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이(神異)’라고 한다면, 이는 하늘
을 뜻하는 신(神)과, 괴이하고 이상한 것의 이(異), 즉 대립적인 의미가 하
나의 단어로 합쳐진 말이다. 일연이나 이규보는 괴력난신과 건국 관련 이
야기들을 분명히 구분하고자 하면서, 왜 괴력난신과 대조를 이루는 의미
를 가진 단어가 아닌, 어느 정도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신이(神異)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석하려 한 것인가. 

이와 같은 ‘서(序)’의 의도와 ‘신이’의 관계를 분명히 살피기 위해 �삼국
유사�와 신이(神異)라는 개념을 관련지어 논의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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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제로, 여러 
연구자들이 �삼국유사�는 ‘신이’라는 서술원리로 관통된다는 주장에 의견
을 모으고 있다11). 그 중 하정현은 �삼국유사� 전체가 ‘신이’라는 서술원
리에 입각하여 편찬된 저술이라며, �삼국유사�의 신이 개념은 인간의 일
에 개입되는 초인간적인 힘의 작용이라 정의하였다. 신이는 괴(怪)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이야기의 영역으로, 그것을 다시, 영험, 신비, 신성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신이가 유발되는 까닭을 신이소라 하며, ‘천의 개
입’, ‘일체 만물의 신이한 사건’, ‘일상이 깨지는 것’ 세 가지로 분류한다(하

정현, 2003).

정환국(2006)은 �삼국유사� 가운데 특히 ｢기이편｣에만 서(序)를 둔 것
에 주목하여, 서(序)에서 말하는 신이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이

편｣ 서문에서 굳이 신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비일상성을 괴력난신과 
신이로 구별하여 규정한 것이라 하고, 이러한 구별은 국가의 흥업을 역사
적 가치 차원에서 신이라는 말로 높인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제왕의 성
취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을 때 신이는 제 힘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신이란 갈등을 전제한 힘이라고 정의한다. 이 신이가 갈등을 온전히 
정리했을 때, 신성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국유
사�의 신이는 단순한 신성성이 아닌, 신성성을 발휘하는 대상과 저편의 

11) 김창원은 일연이 �삼국유사�를 통해 가장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은 ‘신이’라 하며, 

�삼국유사� 전체적으로 ‘신이’한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현실 너
머에 존재하는 초월적 세계를 현실세계의 엄연한 일부로 적극 끌어들이고자 하였
다고 논의하였다(김창원, 2006).

차광호는 김창원과 마찬가지로 �삼국유사�가 신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일
반화된 사실이라고 밝힌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존의 연구는 신이의 개념을 보편
적으로 적용하여 괴력난신과 불교적 영험 등의 단어와 구분 없이 사용했다 하며, 

괴력난신, 불교적 영험 등의 의미와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당

대인들에게는 신이, 괴력난신, 불교적 영험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었다는 것이다
(차광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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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객체가 함께 설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기존의 논의가 괴
력난신과 신이의 개념을 구별하는 것까지 나아갔으나, 신이와 신성의 개
념은 유사한 어휘로 활용한 데 반해, 정환국(2006)은 신이를 과정적 의미
로 정의하고,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신성이 구현되는 것이라는 논의로 
신성과 신이를 구별한다. 

이강엽(2007)은 �삼국유사�전체가 신이를 표방한다고 할 때, ｢기이편｣만

이 갖는 신이의 성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기이편｣ ‘서(序)’에서 
‘하늘의 표지’, ‘영웅적 행위’, ‘땅의 변화 조짐’을 신이라 일컫는다고 해석
한다. 천의(天意)와 지변(地變)과 인위(人爲)의 세 축이 맞물려 굴러갈 때 
국가의 건립이라는 위업이 달성된다고 하며, 그것이 ｢기이편｣의 신이라
는 것이다.12) 인간이 하늘의 의지를 잘 읽었을 때는 나라가 흥하지만, 잘 
읽지 못 했을 때는 나라가 망한다는 입체적인 의미로 신이의 개념을 풀이
하였다. 정환국(2006), 이강엽(2007) 모두 신이에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
인 의미를 동시에 담아냈다는 차원에서 상통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삼국유사�를 ‘신이’의 서술로 규정하고 그 의미를 구체화하는 
연구는 꽤나 깊이 있게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의 성과를 활용하여, �삼국유사� ｢기이편｣ 서(序)가 말하는 
신이를 구체적인 작품과 관련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강엽의 논의대로 신이가 인간이 하늘의 뜻을 읽고 그에 알맞게 땅을 
건국하는 일이라면, 하늘은 언제나 명령을 주는 존재이고, 땅은 언제나 
하늘에 부응하는 존재일 것이다. 여기서 가장 큰 변인은 인간이다. 인간

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늘의 뜻을 읽고, 땅의 변화를 잡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이편｣ 서(序)에서 살펴보았듯, 이 인간은 ‘성

12) 그것은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 천과 지를 잘 읽었을 때 가능한 것이라 덧
붙인다. ｢기이편｣의 ‘서’로 돌아간다면, 성인은 천의의 표식을 제대로 읽고 지변의 
조짐을 파악하여 양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추구하는 인물이다(이강엽,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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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聖人)’으로 남과 반드시 다르다. 어떠한 다른 점으로 하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하정현은 지력, 대덕, 기예, 예언, 치병, 축지법

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신에 가까운 경우 타고나지만, 

인간에 가까울수록 수기(修己)로서 체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하정

현, 2003).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기이편｣의 이야기 가운데 하늘을 읽
고, 땅을 잡는 인간의 초인간적인 능력은 무엇인지 살펴 신이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정환국의 논의대로 ‘신’과 ‘이’가 만나 
대결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이(神異)라면, 신이에 상정되어 있는 갈
등으로서의 이(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일컫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보
고자 한다.

Ⅲ. <nWo>.�pqr�k���s?�

탈해왕 이전 신화의 신은 국가의 기후를 관장한다거나, 곰을 인간으로 
변신시킨다거나, 활쏘기 능력이 남달리 뛰어나다거나, 하늘 및 물과 대화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혹은 하늘의 강력한 계시를 받고 태어나 백성
들은 그를 성인으로 의심 없이 받든다. 그에 비해 탈해의 능력은 초인간
적 능력이라 일컫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그렇다면 그는 어떠한 능력
을 발휘하여 마침내 신으로 좌정할 수 있게 된 것인가. 무엇이 그를 신으
로 만든 것일까. 서사의 진행에 따라, ‘탈해의 입국’→ ‘호공과의 대결’-→ 

‘하인과의 대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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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해잇금(혹은 토해이사금)이라 한다. 남해왕 때(고본에 임인년에 왔다 함
은 틀린 말이다. 가까운 것이라면 노례왕의 즉위 후 일이니 왕위를 서로 사
양한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 먼젓 것이라면 혁거세왕 때의 일일 것이므로 
임인년이 잘못임을 알겠다) 가락국 바다에 어떤 배가 와서 닿았다. 그 나라
의 수로왕이 신하와 백성들과 북을 치고 떠들면서 맞아들여 머물러 두고자 
했으나, 배는 빨리 달아나 계림 동쪽 하서지촌 아진포에 이르렀다.(지금도 
상서지, 하서지란 촌 이름이 있다.)13) 

이야기는 배가 수로왕의 땅에서 달아났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여

기서 ｢기이편｣의 다른 부분인 <가락국기>14)를 살펴보면, 탈해는 수로의 
왕위를 빼앗을 생각으로 수로왕과 도술 대결을 펼쳤으나 번번이 패배하
고 그에게 엎드려 항복한 뒤 그의 땅에서 물러났다. 이로 볼 때, <탈해

왕> 신화는 탈해의 패배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늘 승리하기에 별다른 갈등 없이 세계와 조화를 이룬다는 보통의 

13) 脫解齒叱今.(一作吐解尼師今.) 南解王時.(古本云壬寅年至者謬矣. 近則後於弩禮

卽位之初. 無爭讓之事. 前則在於赫居之世. 故知壬寅非也.) 駕洛國海中 有船來
泊. 其國首露王. 與臣民鼓�而迎. 將欲留之. 而舡乃飛走. 至於	林東下西知村阿

珍浦.(今有上西知下西知村名.)

14) 忽有琓夏國含達王之夫人妊娠, 彌月生卵, 卵化爲人, 名曰脫解. 從海而來, 身長三

尺, 頭圍一尺. 悅焉詣闕, 語於王云, 我欲奪王之位, 故來耳. 王答曰, 天命我
卽于

位, 將令安中國而綏下民, 不敢違天之命以與之位, 又不敢以吾國吾民, 付囑於汝. 

解云, 若爾可爭其術. 王曰可也. 俄頃之間, 解化爲鷹, 王化爲鷲, 又解化爲雀, 王化

爲�. 于此際也, 寸陰未移, 解還本身, 王亦復然. 解乃伏膺曰, 僕也適於角術之場, 

鷹之鷲, 雀之於�, 獲免焉, 此盖聖人惡殺之仁而然乎 僕之與王, 爭位良難. 便拜辭

而出, 到麟(隣)郊外渡頭, 將中朝來泊之水道而行, 王竊恐滯留謀亂, 急發舟師五百

�而追之, 解奔入	林地界, 舟師盡還. 事記所載多異與新羅. (�삼국유사�, ｢기이

편｣, <가락국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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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와는 다른 시작을 보이고 있다.

그 때 갯가에 한 늙은 할멈이 있었는데, 이름은 아진의선이라 했다. 혁거세

왕의 고기잡이 할멈이었다. 배를 바라보고 말했다.

“이 바다 가운데에는 본래 바위가 없었는데, 어찌된 까닭에 까치가 모여들
어 울꼬?”

배를 끌어당겨 찾아보았다. 까치가 배 위에 모여들고 그 배 안에 궤 하나가 
있었다. 길이가 스무 자나 되고, 폭이 열석 자나 되었다. 그 배를 끌어다가 
어떤 나무숲 밑에 두고 흉한 것인가, 길한 것인가를 몰라서 하늘을 향해 고
했다. 

조금 있다가 궤를 열어보니 단정한 사내아이와 일곱 가지의 보물과 노비가 
그 속에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을 이레 동안이나 대접했더니 이에 사내아이
는 말했다.

“나는 본래 용성국 사람이오. (또는 정명국, 혹은 완하국이라고도 하는데 완
하는 혹은 화하국이라고 한다. 용성은 왜국의 동북쪽으로 천 리에 있다.) 우

리 나라에는 일찍이 28용왕이 있었소. 모두 사람의 태에서 났으며 대여섯 
살 때부터 왕위에 올라 만민을 가르쳐 성명을 바르게 했소. 8품의 성골이 
있었으나 선택하는 일이 없이 모두 왕위에 올랐소. 그때 우리 부왕 함달파
가 적녀국의 양녀를 맞아서 왕비로 삼았는데, 오래도록 아들이 없으므로 
기도하여 아들을 구했더니, 7년 후에 알 한 개를 낳았소. 이에 대왕이 여러 
신하를 모아서 묻기를 사람으로서 알을 낳은 일은 고금에 없는 일이니, 아

마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하시고 이에 궤를 만들어 나를 그 속에 넣고 일
곱 가지 보물과 종들까지 배에 실어 바다에 띄우면서, 인연이 있는 곳에 닿
는 대로 나라를 세우고 집을 이루라 축원했소. 문득 붉은 용이 나타나 배를 
호위하여 이곳으로 왔소.”

말을 마치자, 아이는 지팡이를 끌고 두 종을 데리고 토함산 위에 올라가서 
돌무덤을 만들었다.15)

15) 時浦邊有一. 名阿珍義先. 乃赫居王之海尺之母. 望之謂曰. 此海中元無石�. 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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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해가 타고 있던 배 위에 까마귀가 모여 있었다. 영웅이 탄생할 때 나
타나는 하늘의 계시라던가, 빛의 내리쬠이라던가, 무성한 자줏빛 구름 등
의 신성함을 드러내는 표지 없이, ‘까마귀가 모여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탈해의 등장은 기존의 신화와 사뭇 다르다.16) 아진의선의 태도 또한 흥미
롭다. 하늘이 내린 왕을 받는 백성이나 촌장들이 하던 것처럼 무한한 존
경으로서 대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대상이 나타났음에 의문을 가
진다. 기존 신화 속 백성들처럼 배 안의 궤를 망설이지 않고 열어보는 것
이 아니라, ‘길한 것인지 흉한 것인지 몰라 하늘에 고했다’고 한다.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궤 속에서 흉한 것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는 의심이다. 탈해라는 낯선 자의 등장에 대해 의심하고 의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탈해왕> 신화의 시작은 패배와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  

하늘에 고한 아진의선에게 하늘이 어떤 명을 주었는지 이야기에는 드
러나 있지 않지만, 아진의선은 ‘조금 있다가’ 그 궤를 열어본다. 모습을 드
러낸 탈해는 어린 사내 아이였다. 그런데 이 어린 사내 아이, 알(卵)의 상
태로 배에 실려 물 위를 떠다녔던 어린 아이, 세계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
다 해도 과언이 아닌 어린 탈해는 아진의선에게 자신의 내력을 읊어 내린

因鵲集而鳴. 拏舡尋之. 鵲集一舡上. 舡中有一櫃子. 長二十尺. 廣十三尺. 曳其船. 

置於一樹林下. 而未知凶乎吉乎. 向天而誓爾. 俄而乃開見. 有端正男子. 幷七寶奴

婢滿載其中. 供給七日. �言曰. 我本龍城國人.(亦云正明國. 或云琓夏國. 琓夏或

作花廈國. 龍城在倭東北一千里.) 我國嘗有二十八龍王. 從人胎而生. 自五歲六歲 
繼登王位. 敎萬民修正性命. 而有八品姓骨. 然無揀擇. 皆登大位. 時我父王含達婆. 

�積女國王女爲妃. 久無子胤. 禱祀求息. 七年後 産一大卵. 於是大王會問群臣. 人

而生卵. 古今未有. 殆非吉祥. 乃造櫃置我. 幷七寶奴婢載於舡中. 浮海而祝曰. 任

到有緣之地. 立國成家. 便有赤龍, 護舡而至此矣. 言訖. 其童子曳杖率二奴, 登吐

含山上作石塚.

16) 정상균(1998)은 이를 두고 융의 정신분석적 근거를 끌어와 새 떼는 막연한 공포감
을 상징한다고 하며, 탈해의 배 위에 까마귀 떼가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진의선
의 불안감이 투사된 표현이라고 분석하였다. 이후에 아진의선이 하늘에 흉한 것인
지 길한 것인지 고한 것 또한 불안함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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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두 가지에 대해 말한다. 자신의 출신과, 자신이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 까닭이다. 출신과 관련하여 자신이 용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한
다. 결코 평범한 출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물고기로 태어난 것
이 아닌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음을 말하며, 대여섯 살 때부터 왕위에 올
라 만민을 가르치는 바른 문화를 갖춘 왕통임을 말한다. 출신이 비루하다
거나, 의심할 만한 인물이 아님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알로 태
어나는 바람에 버림받아 배를 타고 헤매게 되었지만, 태어난 곳에서 인연
이 닿는 곳으로 가라는 축원을 받고 이곳으로 왔으며 붉은 용이 호위하여 
이곳으로 오게 되었으니, 이곳이 자신이 꼭 있어야 할 곳임을 이어서 말
하고 있다.

탈해는 아진의선의 의혹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
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다, 의심할 만큼 위험하거나 근본 없
는 출신이 아니라고 알릴 필요가 있었다. 그는 태어난 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권리도 부정당했고, 가락국에 들어가는 것도 저지당했다. 반드시 머
물 곳을 찾아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그는 
해변에 있는 늙은 노파에게조차 자신의 내력을 설명하고, 이 땅이 꼭 자
신이 머물러야 하는 땅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탈해의 화술이 성공하였는지 아진의선은 의혹을 거둔다. 아이

가 말을 마치고 토함산으로 올라갔다는 서술을 통해, 그가 바다와 국가의 
중간 장소인 해변을 통과하여 육지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신
라에서는 신성하다고 여겨지던 토함산17)에 거처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탈
해가 아진의선의 의혹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아진의선이라는 노파의 의혹마저 제거하지 못했다면 탈해는 이
전처럼 또 다시 바다 위를 전전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

17) 신라인들은 토함산을 신성하게 여겼다(이지영, 2003: 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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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린 아이로서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내력, 자신이 태어
나기 이전의 일까지 소상히 읊는 신기할 정도로 총명한 모습을 보여 위기
를 모면한다. 말한 내용 또한 상황에 적절했다. 자신이 신분적으로 의심
할 만한 사람이 아님을, 그러면서도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잘 밝혀주었고, 

그런 사람이 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인간이 모를 힘
들의 의지로 표현함으로써 바다 위로 쫓겨날 위기를 극복한다.  

2. }S#��|p�

그곳에 이레 동안 머무르면서 성중에 살 만한 곳이 있는가 하고 바라보았
다. 마치 초생달 같은 한 산봉우리가 보이는데 지세가 오래 살 만한 곳이었
다. 이에 내려와서 그곳을 찾으니 곧 호공의 집이었다.

이에 속이는 꾀를 써서 숫돌과 숯을 몰래 그 곁에 묻고 이튿날 이른 아침에 
그 집 문 앞에 가서 말했다.

“이것은 우리 조상 때의 집이오.”

호공은 그렇지 않다 하고 서로 다투었으나, 결단을 내리지 못하여 이에 관
가에 고했다. 관가에서는 동자에게 물었다.

“이것이 너의 집이라는 걸 무엇으로 증거를 대겠느냐?”

“우리는 본래 대장장이였는데, 잠시 이웃 고을에 나가 있는 동안 다른 사람
이 빼앗아 살고 있으니, 땅을 파서 조사해봅시다.”

그 말대로 땅을 파보니, 과연 숫돌과 숯이 나왔으므로 이에 그 집을 빼앗아 
살게 되었다. 이때 남해왕은 탈해가 지혜 있는 사람임을 알고 맏공주로써 
아내를 삼게 하니 이가 아니부인이었다.18) 

18) 留七日. 望城中可居之地. 見一峰如三日月. 勢可久之地. 乃下尋之. 卽瓠公宅也. 

乃設詭計. 潛埋礪炭於其側. 詰朝至門云. 此是吾祖代家屋. 瓠公云否. 爭訟不決. 

乃告于官. 官曰. 以何驗是汝家. 童曰. 我本冶匠. 乍出隣鄕. 而人取居之. 請掘地地

�看. 從之. 果得礪炭. 乃取而居爲. 時南解王 知脫解是智人. 以長公主妻之. 是爲

阿尼夫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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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해의 지혜가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동시에 탈해가 신으로 좌정한다
는 <탈해왕>의 결말을 생각해보면, 이런 인물이 과연 신격이라 할 수 있
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다. 위 대목에서 탈해는 호공의 집을 빼
앗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전의 수로왕과 벌였던 화려한 변신대결과 
같은 초월적인 능력들의 정정당당한 대결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속임

수에 가까운 기지를 통해 다소 비겁한 승리를 이끌어낸다. 탈해는 그 전
날 호공의 집에 숯돌과 숯을 묻어 놓고 집의 소유 문제를 재판으로 공론
화하였다. 재판에서 요구하는 것은 집 주인과 집의 관계를 증명할 증거이
다. 호공이 아무리 자신의 집에 오래 살았다고 한들,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없다면 호공의 집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탈해는 이러
한 재판의 원리를 적극 활용한다. 자신이 지금 그 집에서 살고 있지 않지
만, 과거에 살았었다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진실이 무엇이냐는 중요
하지 않다. 오직 증거의 유무가 진실을 구성해줄 뿐이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한 탈해는 결국 호공의 집을 빼앗는다. 정정당당한 대결을 통해 승리
했다는 평보다는 ‘속임수를 썼다’, 혹은 ‘계략적이다’라는 평이 더 적절하
다.19)

‘빼앗아’라는 표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해는 호공의 존경을 얻어 
그 위에 서게 된 것이 아니다. 호공20)이 탈해의 인품에 감복했다거나, 그

19) 탈해와 호공의 대결을 두고 호공의 세력이 샤면이자 대장장이였던 탈해에게 밀린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즉, 철기 문명을 아는 세력에게 그렇지 않은 세력이 밀
렸다는 것이다. 탈해가 새 땅에 철기문화를 일으켰다는 이와 같은 해석은 탈해의 
대장장이 신격으로서의 신성성을 드러냈다는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의
미 부여는 역사적 차원, 민속문화적 차원에서의 이론적 근거을 더했을 때 더 풍부
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김중순, 2006: 145-146).

20) 호공은 실존인물로,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본래 왜인으로, 처음에 박(瓠)을 허리
에 차고 바다를 건너 온 까닭에 호공이라 일컬었다고 한다. 사로국(斯盧國)의 중심
지로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의 강림지(降臨地)라고 하는 양산(楊山) 기슭에 근
거하여, 사로국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수행한 이주민집단의 지도자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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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능력에 존경을 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에게 집을 내어 준 것이 아
니라, 재판 결과 패배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억
지로 빼앗기게 된 것이다. 이 대목을 이전의 신화에 견주어 보면, 탈해의 
신격으로서의 인물상이 그 이전의 신격들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다. 

예컨대, ｢주몽｣ 신화에서도 유사한 대결 구도가 그려진다. 본래의 땅에 
여러 대에 걸쳐 왕 노릇 하며 살아왔던 송양과 새로 들어온 주몽이 다투
는 상황이 그것이다. 이 때 주몽과 송양은 활을 쏘아 시비를 가리며, 이 
대결에서 진 송양은 두말없이 주몽에게 항복하고 그에게 나라를 바친
다.21) 즉, 주몽이 송양의 나라를 빼앗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송양

이 주몽과의 대결 후, 그의 뛰어난 기예에 감히 그에게 항거할 생각을 하
지 못하고 항복하여 나라를 바쳤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탈해는 속임수로 
호공의 집을 빼앗았고, 호공은 살아온 터전을 탈해에게 다소 억울하게 빼
앗겼다는 대조를 보인다.22) 

탈해는 왜 속임수를 써서 호공의 집을 빼앗아야 했을까. 그가 신라 땅

설이 있다. 호공은 58년(탈해이사금 2) 대보(大輔 : 초기의 재상)에 임명되어 군국정
사(軍國政事)를 담당하였으며, 김알지(金閼智)의 탄생설화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김씨세력과 석씨세력의 매개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공이 박을 차고 
왔으며, 박혁거세가 박모양의 큰 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박씨라고 칭하였다는 공
통점에서 박씨족의 한 분파라고 간주하는 견해도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
조>

21) 王見沸流水中有菜葉逐流下 知有人在上流者 因以獵往尋 至沸流國 其國王松讓
出見曰 寡人僻在海隅 未嘗得見君子 今日邂逅相遇 不亦幸乎 然不識吾子自何而
來 答曰 我是天帝子 來都於某所 松讓曰 我累世爲王 地小不足容兩主 君立都日
淺 爲我附庸可乎 王忿其言 因與之鬪辯 亦相射以校藝 松讓不能抗. 二年夏六月 
松讓以國來降 以其地爲多勿都 封松讓爲主 麗語謂復舊土爲多勿 故以名焉. (�삼

국유사�에 관련 대목이 소략한 까닭으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명성왕>의 
해당 부분 인용.)

22) 주몽 또한 다른 대목에서 뛰어난 말을 알아본다거나, 좋은 땅을 알아본다거나 등의 
지략적 면모를 지닌 것으로 보이나, 이 대목에서의 주몽과 탈해의 비교는 도래인과 
토착민의 대결 구도의 유사함을 기준으로 한 비교임을 알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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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왔을 때 그는 스스로 살 곳을 찾아야 했다. 자신의 존재를 애써 
증명하여 가까스로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한 탈해이니 나라 
안의 누구라도 그에게 이유 없는 호의를 베풀 리 만무하다. 스스로 살 곳
을 찾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내보여
야 했을 것이다. 당시 호공의 집 근처 사람들은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
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탈해 또한 모두를 진심으로 속일 수 있으리라 기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자신의 지혜나 기지 따위의 능력을 나라 안
에 알릴 필요가 있었다. 나라 안의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그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관심을 인정
으로 이끌어 내어 그 땅에서 살 곳을 찾고 정착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
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초월적 능력을 통한 대결은 통하지 않는 시대이
다. 혹, 통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수로왕의 대결에서 이미 크게 패배했
다. 시대가 탈해의 초월적 능력은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탈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지혜’이고 ‘속임수’이고 ‘계략’

이다. 탈해는 머물 집을 원했다기보다는, 자신이 ‘지혜 있는 자’라는 나라 
안의 주목과 인정을 받기 원했다. 그랬기에 호공과의 다툼을 재판으로 공
론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집보다 재판이 중요했고, 재판을 통해 자신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널리 내보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말로 
머물 공간을 원했다면 배에 가득 실려 있던 보물로 얻을 수 있지 않았을
까. 

이러한 탈해의 전략이 통했는지, 남해왕은 그를 탐욕스러운 사람이라
고 한 것이 아니라 ‘지혜있는 사람’이라 인정한다. 그리고 그를 사위로 삼
기에까지 이른다. 나라의 해변에 닿아 자신은 믿을만한 사람이라며, 노파

에게까지 자신을 증명해야 했던 어린 사내아이는 그 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중앙부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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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토해(吐解, 脫解)가 동악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인을 시
켜 물을 구해오라 했다. 하인이 물을 떠가지고 오다가 길에서 먼저 마시고 
탈해에게 드리려 했다. 그러나 물그릇이 입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탈

해가 이로 인해 꾸짖으니 하인은 맹세했다.

“이후에는 가까운 곳이든지 먼 곳이든지 감히 먼저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
다.”

그제야 물그릇이 입에서 떨어졌다. 이후 하인은 탈해를 두려워하여 감히 
속이지 못했다. 지금 동악산 속에 우물 하나가 있으며 세간에서 요내정이
라 하는데 이것이 그 우물이다.23) 

탈해에게 바칠 물을 먼저 먹은 하인의 입에 물그릇이 붙어 떨어지지 
않았으나, 탈해의 꾸짖음과 하인의 맹세로 그 물그릇이 입에서 떨어졌다. 

이로 보아 하인의 입에 물그릇을 붙게 만든 주체는 탈해라 짐작할 수 있
다. 이 대목에서 또한 탈해에 대한 놀라움과 의아함이 동시에 일어난다. 

하나는, 탈해가 보지 않는 곳에서 하인이 남 몰래 한 행위에 대해 그는 도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하는 그의 무불통지한 능력에 대한 놀라움이
다. 다른 하나는 물을 먼저 마시려 한 것을 탓하여 그의 입에 물그릇이 붙
게 하여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는 탈해의 속 좁은 인
격에 대한 의아함이다. �삼국유사� ｢기이편｣에 모아놓은 이야기는 성인
(聖人)들의 이야기라 하였다.24) 성인은 지혜와 도덕이 뛰어나고, 사물의 
이치에 정통하여 만세에 사표가 될 만한 사람(민중서림, 1997)이다. 그런

23) 一日吐解登東岳. �程次, 令白衣索水飮之. 白衣汲水. 中路先嘗而進. 其角盃貼於

口不解. 因而�之. 白衣誓曰. 爾後若近遙 不敢先嘗. 然後乃解. 自此白衣�服. 不

敢欺罔. 今東岳中有一井. 俗云遙乃井是也.

24) �삼국유사�, ｢기이편｣, 서(序), 각주 9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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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탈해는 하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는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덕이 
뛰어난 자인지에 대해서는 그 판단이 망설여진다. 자신을 향한 도덕에는 
뛰어나다 할지 몰라도, 타인을 향한 도덕에 대해서는 다소 원칙주의자적
인 면모를 보인다. 도덕을 지켰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도덕이 뛰어
나다고까지 할 수 있을까.   

탈해의 이러한 무불통지함에 하인은 “가까운 곳이든지 먼 곳이든지 감
히 먼저 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 이후에도 탈해를 두려워하
여 감히 속이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 또한 앞선 호공과의 대결과 마찬가
지로 이전에 보아왔던 영웅이나 신격 인물에 대한 백성들의 자발적 존경, 

막연한 존경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첫째, 하인이 탈해에게 용서를 빌
며 자신이 이제부터는 가까운 곳이든지 먼 곳이든지 감히 먼저 물을 마시
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거리’를 조건으로 들어 탈해에 대한 복종을 맹세
한 것이다. ‘어디서나 복종하겠다.’를 의미하는 것이지, ‘언제든지 복종하
겠다.’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탈해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언제나 
존경하겠다.’와 같은 영원한 맹세가 될 수는 없다. 즉, 탈해가 세상에 존재
하지 않게 되면 그 때는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살
아있을 때 그 살아있는 힘을 두려워하여 이러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후에 하인은 탈해를 두려워하여 속이지 않았다고 한
다. 윗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다고 할지라도, 존경하여 속이지 
아니하는 것과 두려워하여 속이지 아니하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하

인이 물을 먼저 마신 것을 알고 탈해는 하인의 입에 물그릇을 붙였다. 그

리고 그를 꾸짖었다. 이렇게 법으로 다스리는 탈해 앞에 하인은 속임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속임수가 들통 나 곤경에 처하자 다가오는 처벌
에 대해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탈해의 인품에 감화되어 그를 속이지 않
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여 속이지 않았다는, 자발적 복종이 아닌 비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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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복종, 혹은 강제적 복종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몽25), 수로26), 혁거세27), 그들은 모두 왕이 백성들을 미리 알아보고, 

백성들 또한 막연하게 왕을 존경하며 왕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갖춘다. 

그들의 이야기 어디에도 백성들이 그들의 자질을 의심했다거나 인정하지 
않았다거나,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을 꾸짖고 벌주었다는 이야기는 없다. 

이러한 신화와 달리, <탈해왕>은 탈해와 하인이 서로를 속고 속이는 이
야기를 보인다. 하늘의 이상한 기운, 흰말, 자줏빛 구름, 하늘에 대한 제사 
등을 이야기하던 이전의 시대와 달리, 법으로 다스리고 그를 속이고자 하

25) <주몽이 인재를 알아본 대목>:

朱蒙行至毛屯谷(魏書云至普述水) 遇三人 其一人着麻衣 一人着衲衣 一人着水藻
衣 朱蒙問曰 子等何許人也 何姓何名乎 麻衣者曰 名再思 衲衣者曰 名武骨 水藻
衣者曰 名�居 而不言姓 朱蒙賜再思姓克氏 武骨仲室氏 �居少室氏 乃告於衆曰 
我方承景命 欲啓元基 而適遇此三賢 豈非天賜乎 遂揆其能 各任以事 與之俱至卒
本川(魏書云至紇升骨城)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명성왕> 中.)

26) <백성들의 수로에 대한 예우가 드러난 대목>:  

屬後漢世祖光武帝建武十八年壬寅三月�洛之日, 所居北龜旨(是峯巒之稱, 若十

朋伏之狀, 故云也)有殊常聲氣呼喚, 衆庶二三百人集會於此, 有如人音, 隱其形而

發其音曰, 此有人否. 九干等云, 吾徒在又曰, 吾所在爲何. 對云龜旨也. 又曰, 皇天

所以命我者, 御是處, 惟新家邦, 爲君后. 爲玆故降矣. �等須掘峯頂撮土, 歌之云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以之蹈舞, 則是迎大王․歡喜�躍之

也.

九干等如其言, 咸�而歌舞. 未幾, 仰而觀之, 唯紫繩自天垂而着地, 尋繩之下, 乃

見紅幅�金合子. 開而視之, 有黃金卵六圓如日者. 衆人悉皆驚喜, 俱伸百拜, 尋還

�著, 抱持而歸我刀家, �榻上, 其衆各散. 過浹辰, 翌日平明, 衆庶復相聚集開合, 

而六卵化爲童子, 容貌甚偉. 仍坐於床, 衆庶拜賀, 盡恭敬止. 日日而大 踰十餘晨
昏, 身長九尺則殷之天乙, 顔如龍焉則漢之高祖, 眉之八彩則有唐之高, 眼之重瞳

則有虞之舜, 其於月望日卽位也. 始現故諱首露, 或云首陵(首陵是崩後諡也) (�삼

국유사�, ｢기이편｣, <가락국기> 中.)  

27) <혁거세에 대한 백성들의 예우가 드러난 대목> 

營宮室於南山西麓 (今昌林寺) 奉養二聖兒 男以卵生 卵如瓠 鄕人以瓠爲朴 故 
因姓朴 女以所出井名名之 二聖年至十三歲 以五鳳元年甲子 男立爲王 仍以女爲
后 (�삼국사기�, ｢기이편｣, <신라시조 혁거세왕>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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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시 그것을 알아내어 처벌하는 등 인간사에 있을 법한 현실적인 이야
기를 보인다.  

탈해가 왕이 되었다는 다음의 대목을 보면, 탈해가 무불통지한 능력으
로 아랫사람의 자신에 대한 불신 따위를 정리하고, 서열 정리에 성공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왕위에 있은 지 23년 만인 건초 4년 기묘(79)에 세상을 떠났다. 소천구에 장
사지냈더니 그 후에 신의 명하기를, “내 뼈를 조심해 묻으라” 했다 한다. 

파내어보니 그 두골의 둘레는 세 자 두 치나 되고, 신골의 길이는 아홉 자 
일곱 치나 되고, 이는 엉켜 뭉쳐져 있어 하나로 된 듯하고, 골절은 모두 연
이어 맺어져 있었으니 이른바 천하에 짝이 없는 역사의 골격이었다. 뼈를 
부수어 소상을 만들어 대궐 안에 안치했더니 신이 또 일렀다. 

“내 뼈를 동악에 안치하라.”

그러므로 그곳에 모시게 했다.(혹은 말하기를 탈해가 세상을 떠난 후 27대 
문무왕 때, 조로 2년 경진(680) 3월 15일 신유 밤에 문무왕의 꿈에 험상궂게 
생긴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탈해인데 내 뼈를 소천구에서 파내어 
소상을 만들어 토함산에 봉안하라” 했으므로, 왕은 그 말을 좇았다고 하며 
그런 까닭으로 지금까지 나라에서 제사지냄이 계속되어 왔으니 이를 동악
신이라 한다.)28)

지략으로 호공의 거처를 빼앗고 임금의 사위가 된 탈해, 무불통지함으

28) 及弩禮王崩. 以光虎帝中元二年丁巳六月. 乃登王位. 以昔是吾家取他人家 故. 因

姓昔氏. 或云. 因鵲開櫃. 故 去鳥字, 姓昔氏. 解櫃脫卵而生. 故 因名脫解. 在位二

十三年. 建初四年己卯崩. 葬疏川丘中. 後有神詔. 愼埋葬我骨. 其��周三尺二寸. 

身骨長九尺七寸. 齒凝如一. 骨節皆連鎖. 所謂天下無敵力士之骨. 碎爲塑像. 安闕

內. 神又報云. 我骨置於東岳. 故令安之.(一云. 崩後二十七世文虎王代. 調露二年

庚辰三月十五日辛酉. 夜見夢於太宗. 有老人貌甚威猛. 曰我是脫解也. 拔我骨於

疏川丘. 塑像安於土含山. 王從其言. 故至今國祀不絶. 卽東岳神也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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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랫사람의 충성심까지 획득한 탈해는 곧 왕이 된다. 23년 만에 죽은 
그는 또한 신으로 좌정한다. 그런데 신이 된 그의 모습이 독특하다. 문무

왕의 꿈에 나타난 그는 험상궂게 생긴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29) 신이 되어서도 험상궂은, 다시 말해 긍정적이지 않은 인상을 갖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렇듯 탈해는 신라 땅에 들어와서부터 죽어 신이 되기까지 그 이전의 
신화와는 달리, 하늘의 계시를 받아 출생하지도 아니하고, 초월적인 능력
을 발휘하지도, 백성들의 막연한 존경을 받지도 않는다. 오직 자신의 화
술, 지략 따위의 능력으로 자신을 의심하고 저해하는 세력을 설득하고, 

물리치고, 굴복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Ⅳ. k���*t���f, <nWo>

살펴보았듯 �삼국유사�의 <탈해왕>은 초월적 능력이 아닌 유난히 머
리가 좋은 인물이 괴물 따위가 아닌 인간의 불신을 물리치고, 왕위에 올
라 마침내 석씨의 시조가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 이전
의 신화, 예컨대, ‘주몽’, ‘혁거세’, ‘수로’ 등의 신화와 비교할 때, 그러한 신
화들에는 존재하는 신성이라고 불릴만한 형상화가 <탈해왕>에는 다소 
미약하게 드러나 있고, 초월적 능력이나 대결해야 할 상대를 일상생활 차
원에서 등장 가능한 것들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 이중 장례를 치루었다거나, 뼈를 부수어 토함산에 모시어 산신이 되었다는 대목은 
시베리아 지역 샤마니즘의 ‘온곤’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이지영, 2003: 

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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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국의 시조 수로는 하늘의 명을 받아 출생하였고, 그가 태어날 때 
그 누구보다 하늘로부터의 징후가 뚜렷했다. 탈해와의 다툼에서 보이듯, 

변신 능력 또한 압도적으로 탈해를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혼인하는 
장면에서 또한 초월적인 능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수로왕

은 하늘로부터 태어나고, 범상치 않는 능력을 행하는 등 평범한 인간으로
서는 능력 발휘의 원리와 과정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초월적 능력을 빈번
하게 발휘함을 확인할 수 있다.30) 

주몽 또한 그 누구보다도 활을 잘 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비할 수 없는 굉장한 용력을 지닌 자이다. 또한 하늘의 아들
이요, 물의 손자라는 존재적 성격에 의하여 하늘 및 물과 소통하는 능력
을 지니고 있다. 범인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초월적 능력 탓에, 이 밖의 
좋은 땅이나 좋은 사람 등을 알아보는 주몽의 또 다른 능력은 오히려 평
범해 보인다.31) 

30) <수로의 출생 관련>: 각주 26 참조. 

    <탈해와의 다툼>: 각주 14 참조.

    <수로왕이 혼인하는 대목>: 

屬建武二十四年戊申七月二十七日, 九干等朝謁之次, 獻言曰, 大王降靈已來, 好

仇未得. 請臣等所有處女絶好者, 選入宮�, 
爲伉儷. 王曰, 朕降于玆天命也. 配

朕而作后, 亦天之命, 卿等無慮. 遂命留天干押輕舟, 持駿馬, 到望山島立待, 申命

神鬼干就乘岾(望山島, 京南島嶼也. 乘岾, 輦下國也), 忽自海之西南隅, 掛緋帆, 張

�旗, 而指乎北. 留天等先擧火於島上, 則競渡下陸, 爭奔而來. 神鬼望之, 走闕奏

之. 上聞欣欣 (�삼국유사�, ｢기이편｣, <가락국기> 中.)

31) <주몽의 남다름이 드러난 대목>:

母以物 之 置於暖處 有一!破殼而"#骨表英$#年甫七%#岐&異常 自作弓矢 
百發百中 國俗謂善射 爲朱蒙 故以名焉 (�삼국유사�, ｢기이편｣, <고구려> 中 )
<주몽이 하늘 및 물과의 소통이 드러난 대목>: 

於是蒙與烏伊'三人爲友 行至淹水 今未詳 告水曰 我是天帝子 河伯孫 今日逃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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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거세 또한 수로처럼 하늘의 분명한 징후로 출생한다. 천마가 우는 곳
에 가보니 혁거세가 놓여 있었고, 그 부인 또한 계룡에 의해 출생한 여자
이다. 혁거세의 가장 특별한 점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자연스럽게 신라 
땅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다. 백성들 또한 혁거세를 당연한 듯 존경하고 
공경한다.32) 

이렇듯 수로, 주몽, 혁거세는 모두 하늘의 뜻에 의해 출생했거나, 평범

한 인간이 미칠 수 있는 범주의 것이 아닌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
화의 주인공들과 탈해의 공통점은 오직 난생(卵生)이라는 것과, 죽어서 
신으로 좌정했다는 것이다. 그 외에 수로, 주몽, 혁거세에 비해 탈해는 하
늘이 그를 지도자로 계시했다는 표현도 드러나 있지 않으며33), 위의 세 
인물의 초월적 능력에 비하면 탈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오히려 평범한 

追者垂及 奈何 (是魚鼈成橋 得渡而橋解 追騎不得渡 (�삼국유사�, ｢기이편｣, 

<고구려> 中.) 

32) <혁거세가 탄생하는 대목>:

前漢地節元年壬子[古本云建虎元年. 又云建元三年等. 皆誤.] 三月朔. 六部祖各率

子弟 俱會於閼川岸上 議曰. 我輩上無君主臨理蒸民. 民皆放逸. 自從所欲. )覓有

德人. 爲之君主 立邦設都乎. 於時乘高南望. 楊山下蘿井傍. 異氣如電光垂地. 有

一白馬*拜之狀. 尋�之. 有一紫卵.[一云靑大卵.] 馬見人長嘶上天. 剖其卵得童

男. 形儀端美. 驚異之. 浴於東泉.[東泉寺在詞腦野北.] 身生光彩. 鳥獸率舞. 天地

振動. 日月淸明. 因名赫居世王.[盖鄕言也. 或作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 說者云. 

是西述聖母之所誕也. 故中華人讚仙桃聖母. 有娠賢肇邦之語是也. 乃至	龍現瑞

産閼英. 又焉知非西述聖母之所現耶] 位號曰居瑟邯.[或作居西干. 初開口之時. 自

稱云. 閼智居西干一起.因其言稱之. 自後爲王者之尊稱.] 時人爭賀曰. 今天子已降. 

宜覓有德女君配之. 是日沙梁里閼英井[一作娥利英井]邊. 有	龍現而左脇誕生童

女.[一云龍現死. 而剖其腹得之.] 姿容殊麗. 然而唇似	+.] 將浴於月城北川. 其+

撥落. 因名其川曰撥川.

(�삼국유사�, ｢기이편｣ <신라시조 혁거세> 中.)  

<혁거세가 왕이 되는 대목>: 각주 27 참조.

33) 그는 처음 배를 타고 왔으며, 용의 수호를 받았다. 배는 물과 관련되어 있고, 용 또
한 수신, 혹은 지신의 상징을 말한다고 할 때, 탈해는 하늘과의 관련성보다는 물과
의 관련성, 혹은 땅과의 관련성을 말할 수 있다(조동일, 2004: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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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가까울 정도로 특별하지 않다. 

이러한 탈해가 어떻게 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을까. 그의 이야기를 신화
라고 일컬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살펴보았듯, 탈해는 눈에 띄는 초

월적 능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남들에 비해 신기할 정도로 넓고 깊게 
알고 있었다. 그는 아진의선에 대하여서는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의 자신
과 관련된 내력에 대해 알고 읊어낼 수 있을 정도로, 경험하지 않은 바에 
대해서 아는 능력을 보였다. 호공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진짜 주인
을 내쫓고 자신이 그 집을 차지할 수 있는지, 송사에서 이기는 원리를 꿰
뚫는 능력을 보였다. 하인에 대하여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상
황에서 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능력을 보였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아는 능력, 원리로부터 아는 능력, 보지 않은 것을 
아는 능력 등 앎의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그의 아는 능력은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이러한 탈해의 능력이 수로나, 주몽, 혁거세가 가진 초월적 능
력에 비견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안다(知, 智)’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는 능력이 어떻게 초
월적 능력에 비견될 수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안다(知, 智)’라는 
글자의 출발은 하늘에 기도하는 말(口)과 화살(矢)이 합쳐진 말로, 화살을 
곁들여 기도함으로써 신의 뜻을 안다는 것에서 글자가 형성되었다34). 이

를 참고하여 본다면, 탈해는 남들보다 아는 능력이 뛰어난 까닭으로 하늘
의 뜻, 혹은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자였다 할 수 있다. 탈해의 아는 
능력은 수로, 주몽, 혁거세가 지닌 초월적 능력과 같은 성격의 능력이라 

34) 지(知): 口+矢: ‘구’는 기도하는 말의 뜻이다. ‘시’는 화살의 뜻. 화살을 곁들여 기도
하여, 신의 뜻을 아는 모양에서, ‘알다’의 뜻을 나타낸다. 

지(智): 본디 지(知)와 같다. 신골문은 시(矢)+우(于)+구(口) 우는 도려내기 위한 칼
을 본뜬 것이다. 화살이나 칼을 나란히 놓고 빌어서 신의 뜻을 아는 모양에서, ‘알

다’의 뜻을 나타낸다. 뒤에 일(日)을 더하여, 지혜로운 발언을 하는 사람의 뜻으로 
쓰인다(민중서림,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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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시대의 ‘다음 시대’가 요구하는 초월적 능력이라
는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즉, 지혜를 갖춘 탈해가 왕이 되고 이윽고 신이 
된다는 <탈해왕>은 이성과 논리를 갖춘 지도자의 등장을 말한다. 그리고  

지도자의 능력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인간 사회에 구현 가능하고 유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것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2. ��(��)!��)|q��`

익히 알 듯, 신화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 없는 조화를 그린다. 따라서 갈
등이 있을 수 없고 자연스럽게 왕이 되고 신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 이야
기 속의 등장인물 중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혹, 대결이 있
다 하더라도 주인공이 지닌 초월적 능력으로 쉽게 해결되는 것이 신화의 
서사 구조이다(조동일, 2004: 103-106).

수로왕이나 혁거세는 별 문제 없이 각각 그 나라의 땅에 들어왔고, 별

다른 투쟁 없이 자연스럽게 왕위에 오르고 신이 된다. 백성의 존경과 공
경은 당연한 것으로 그려진다.35) 주몽의 이야기에는 금와왕 자식들과의 
갈등, 비류 땅의 왕 송양과의 다툼이 그려지기는 하나, 주몽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그들과의 대결에서 쉽게 승리한다. 주몽이 새로 정착한 땅의 백
성들 또한 주몽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표현은 찾아
볼 수 없다.36)

35) <수로왕과 관련한 내용>: 각주 26, 30 참조.

<혁거세왕과 관련한 내용>: 각주 27, 32 참조.

36) <주몽과 금와왕 자식 간의 갈등 대목>: 

金蛙有七子 常與朱蒙,戱 技能莫及 長子帶素言於 王曰 朱蒙非人所生 若不早-#
恐有後患 王不聽 使之.馬 朱蒙知其駿者 減食令瘦 駑者善.令肥 王自/肥 瘦
者給蒙 王之諸子與諸臣 將謀害之 蒙母知之 告曰 國人將害汝 以汝才0#何1不
可 2速圖之 (�삼국유사�, ｢기이편｣, <고구려> 中.)



342   �������	32


이에 비해 탈해는 그가 등장하는 이야기의 첫 부분부터 끊임없이 누군
가와 대결한다. 아진의선 할머니와 다투고, 호공과 다투고, 하인과 다툰다. 

<탈해왕>은 탈해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가 대결하는 대상 또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상대, 굉장한 기예를 갖춘 
상대, 혹은 괴물, 인간이 아닌 것 등의 종류가 아닌, 탈해에 대해 의혹하
고 불신하는 세력들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품는 아진의선의 의혹과 다투어야 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영역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호공의 세력과 다투어야 했고, 세 번째는 윗사
람을 윗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랫사람의 불신과 다투어야 했다. 이렇

게 탈해는 초월적 능력이 아닌 인간의 불신과 대결해야 했다. 물리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인 힘들을 제압하는 
것보다 까다로운 사람의 마음과 다투고 또 그 마음을 얻어야만 했던 것이
다. 그러한 여러 차례의 대결과 승리 끝에 탈해는 왕이 되고 신이 되었다. 

이것은 또한 앞서 논의했던, 탈해가 초월적 능력이 아닌 지혜를 갖춘 
왕이 된 까닭과 관련을 갖는다. 그가 대결해야 하는 상대가 힘이 아닌 사
람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필연적으로 지혜로써 대결할 수밖에 없었
던 것이다. 이러한 대결 상대는 조화로운 세계, 거스를 것이 없는 세계의 
다음 세계에 존재하는 대결 상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탈해왕>은 신
(神)이 대결해야 하는 이(異)가 ‘인간’, 혹은 그 ‘마음’으로 변화함을 보여
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송양과의 다툼>: 각주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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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주몽>, <혁거세> 신화에서 보았던 신의 초월적 능력이 <탈
해왕>에 와서는 지혜로운 능력으로 변화하였고, 조화로운 세계, 혹은 괴
물과의 대결을 말하던 이야기가 <탈해왕>에 와서는 인간의 불신과의 대
결로 변화하였음을 논의하였다.  

신이가 신과 이가 충돌하여, 조화를 갖추어 가는 것을 말한다면, <탈해

왕> 이전의 신화는 신과 이가 충돌하여 신성으로 기우는 조화를 말하는 
이야기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를 이은 <탈해왕>은 앞선 신화들이 
보여준 신성이 인간적인 구현으로 조금씩 변화함을 보여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기이편｣에 실려 있는 이야기들이 <탈해왕>과 같이 
신과 이가 충돌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양상을 다양하게 보여주리라 
예상할 수 있다. 

모든 문학이 그러하듯, 신화라고 하여 ‘신성성’이라는 한결같은 결을 가
지지 않는다. 살펴본 <탈해왕>과 같이 이야기마다 다르게 표현되고 구현
된다. 많은 이야기들이 ‘신화’, 혹은 ‘전설’ 등의 갈래로 분류되고 있지만, 전

설, 혹은 민담의 시대로 변화해 가는 어떤 중요한 표징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이야기마다 신성의 다양한 결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이 다양한 결을 갖추고 있는 신화에서 전설까지의, 혹은 신화에서 민담
까지의 이야기들을 ‘신이(神異)’로 해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37)

* 이 논문은 2013. 11. 11. 투고되었으며, 2013. 11. 18. 심사가 시작되어 2013. 12. 5.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3. 12. 10.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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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정

본고는 �삼국유사� ｢기이편(紀異篇)｣에 실려 있는 <탈해왕> 신화를 상으

로 신성의 변화와 그의 구체 인 형상화에 하여 논의했다. 

<수로>, <주몽>, < 거세> 신화에서 보았던 신의 월  능력이 <탈해왕>

에 와서는 지혜로운 능력으로 변화하 고, 월  세계와의 조화를 말하던 이야

기가 탈해왕에 와서는 인간의 불신(不信)과 결하는 이야기로 변화하 음을 논

의하 다. <탈해왕>에서 탈해는 아진의선의 불신과 다투었고, 호공과 결해야 

했으며, 하인의 권 에 한 도 과 겨루어야 했다. 이러한 결에서 탈해는 자

신의 아는 능력을 발휘한다. ‘인간의 불신’과의 결에서 탈해는 자신의 ‘아는 능

력(知慧)’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이방인이었던 탈해는 비로소 

왕 에 오를 수 있었고, 결국 신으로 좌정할 수 있게 되었다.   

신이(神異)는 신(神)과 이(異)가 충돌하여 조화를 갖추어 가는 것이다. 그 다

면, <탈해왕> 이 의 <수로>, <주몽> 따 의 이야기는 신(神)과 이(異)  신

성(神聖)으로 기울어지는 조화를 말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탈해왕>

은 앞선 신화들이 보여  신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인간 인 성격의 신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기이편｣에 실려 있는 이야기들이 <탈

해왕>과 같이 신과 이가 충돌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양상을 다양하게 보여

 것으로 상한다. 

[주제어] 신화, 신이(神異), 신성(神聖), 탈해왕, 지혜, 삼국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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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ing on <Talhea king> in ｢Gie-pyeun｣, �Samgukusa� -

Hwang, Yun-jeong

This study is discussion on the change of sacred and that’s detailed 

imagery about <Talhea king> in ｢gie-pyeun｣, �Samgukusa�. 

God of <suro>, <joomong>, <hyukgusea> has ability of transcendental 

character. But God of <Talhea king> has ability of wisdom. And Talhea not 

fight with transcendental world, but he fight with distrust of human.  

The argue with Ajineuiseun, he fought she’s distrust. And he has to fight 

with Hogong. And the trouble with servant, he fought defiance towards he’s 

authority. 

The fight with distrust of human, Talhea solve the problem as his ability 

of wisdom. With this, stranger Talhea became a king, and became the god.  

<suro>, <joomong>, <hyukgusea>is the story that show sacred of god. 

But <Talhea king> is the story that show humane qualities. 

Go forward, the story in ｢gie-pyeun｣ show various collision and harmony 

of sacred and strange like <Talhea king>   

[Key words] sacred, strange, <Talhea king>, wisdom, �Samguk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