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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가에 ‘없는’ 이상 세계
본 발표는 <시가와 이상세계>라는 주제의 학술발표회를 위해 준비되었다. 제주도의 구비문
학을 주로 연구해 온 본 발표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아마도 제주도 구비 시가가 상상해 온 이
상세계의 실제를 보이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 있을 터다. 이 지점에서, ‘이어도(이여도, 이허
도)’라는 이상 세계를 연구 대상으로 떠올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이어도’는 제주 민요의
후렴구에 종종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 제주 사람들이 동경해 온 이상향으로 대중적으로도 유명
하다. 그러나 본 발표의 관심은 ‘이어도’에 놓이지 않는다. 먼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본 발
표의 문제 제기로 자연스레 이어질 듯하다.
다음 예문은 본 발표자가 파악한 바로는 제주 사람들이 상상해 온 이상향으로 이어도가 거론
된 최초의 사례로, ‘離虛島러라 이허도러라./이허, 이허 離虛島러라./이허도 가면 나 눈물난다.…’
로 이어지는 제주 민요를 제시한 후 이어지는 설명이다.
…離虛島는 濟州島 사람의 전설에 잇는 섬(島)입니다. 濟州島를 西南으로 風船으로 4, 5일
가면 갈 수 잇다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갓다온 사람은 업습니다. 그 섬은 바다 가온대 수평선
과 가튼 平土섬이라 하며, 언제던지 雲霧로 둘러끼고 四時長春 봄이라 하며 멀리 세상을 떠난
仙境이라구 濟州島 사람들이 동경하는 이상향이올시다.…1)(밑줄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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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는 전설상의 섬으로 ‘제주도 사람들이 동경하는 이상향’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채록되어 온 제주도 구비문학 가운데에서 이상향으로서의 이어도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사례
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상향으로서의 이어도 상상은 오랫동안 구축되어 온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계기와 상황에 의해 ‘창조된 전통’이라는 견해마저 제출된 터이고 보면, 이어도에
관한 구비 전승을 추적하여 제주 민요의 후렴구에 등장한다고 하는 이상세계의 실제를 드러내
고 그 상상력을 고찰하려는 시도는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런 한계를 방패 삼아 본 발표는, 제주 구비문학이 상상한 이상세계의 실제에 접근하기 위한
논의 대상으로서 제주 서사무가에 등장하는 다양한 ‘타계’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제주 무가에는
현실의 인간 세상과 변별되는 다른 공간, 다른 장소로서의 타계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흥미롭게도 그러한 타계는 흠결 없는 완전한 세계로서의 ‘이상향’과는 거리가 멀다. 타계를 상상
하면서도 그것이 이상향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직시하면, 본 학술발표회의 주제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터다. 제주 무가는 왜, 이상세계를 상상하지
않았을까? 무가가 신앙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갈래이고 보면, 이는 종교적 이상 세계를 구체적인
이상향으로 그려내는 일반적 종교 관습과 거리가 있는 특이한 현상일 수 있다. 게다가 무가가
기반하는 신앙이 이른바 ‘민중’ 사이에서 믿어지는 것이고 보면, 도래할 낙원으로서의 이상향이
내세워지곤 하는 민중 종교의 속성과도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복하자면 본 발표는 “제주 무가에는 왜 ‘이상향’이 없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타계가 어떤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상상되었는지, 현실에서 자각되는 모순
을 근간으로 그 대안적 공간으로 상상되곤 하는 이상향, 이상세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
펴 제주 무가가 공간적 실재로서의 이상향을 상상하지 않았음을 먼저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 세계와는 구분되는 타계를 상상했으면서도 절대적 이상향을 그려내지는 않은 제주 무가의
세계에서 그렇다면 이상적 세계란 무엇이었는가를 고찰할 것이다. 당본풀이와 일반본풀이, 조상
본풀이로 분류되는 제주 무가 가운데, 본 발표는 특히 일반본풀이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
임을 미리 밝혀 둔다.
2)

3)

4)

1) 강봉옥, ｢濟州島의 民謠 五十首, 맷돌 가는 여자들의 주고 밧는 노래｣, 개벽32, 1923.
http://db.history.go.kr/id/ma_013_0310_0280(접속일:2020.7.1.)
2) 구비문학대계의 제주도 편에 채록된 이어도 전승은 한 편에 불과한데(<이여도>, 구좌면 설화 47, 구
비문학대계9-1), 이조차도 이상향으로서의 이어도에 대한 기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주강현, ｢이어도로 본 섬-이상향 서사의 탄생｣, 유토피아의 탄생, 돌베개, 2012; 김동현, ｢국민국가와
이어도 전설｣, 제주, 우리 안의 식민지, 글누림, 2016 참조.
4) 당본풀이에서 타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는 정진희, ｢제주도와 미야코지마 신화의 비교 연
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에서 고찰된 바 있기에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일반 본풀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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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계, 초월적 힘의 공간
타계를 현실 세계에 있을 수 없는 가상의 공간이라 범박하게 정의할 때, 제주 무가에 보이는
타계는 대부분 상상력에 기대어 빚어진 공간이다.5) 인간들의 세계, 이 세계와 구분되는 타계는
일차적으로 인간이 아닌 존재, 다시 말해 신격이 거하는 신들의 공간이다. 옥황상제나 천지왕이
사는 천상, 염라대왕이 사는 저승, 꽃밭을 관리하는 사라대왕 일가족이 사는 서천꽃밭 등은 신
들의 처소로 상상되는 타계이다.
신들의 거주처가 불분명하거나 타계가 아닌 인간 세계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인간 세계의 풍농을 관장하는 신격인데, 인간 세상에 와서 신이 된
것은 분명하나 구체적인 좌정처는 드러나지 않는다. 원래 자청비는 기자치성을 거쳐 귀하게 태
어났다고는 하나 인간 세상에서 태어난 평범한 인간이다. 그런데 천상 타계에 올라가 천상의 며
느리라는 지위를 획득하고, 그 지위를 빌미삼아 하늘 창고의 곡식 종자를 가지고 내려온 끝에
농경의 풍요를 약속하는 세경신이 되었다. 여기에서 천상은 신들의 거주처이기도 하지만,6) 평범
한 인간이었다가 신격으로 좌정하는 자청비의 입장에서 보면 농경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초월적
힘’의 공간이기도 하다. 타계에서 비롯하는 초월적 힘은 타계에 거주하는 신에 의해 일방적으로
인간계에 전해지기 마련이지만, 인간 세계의 인물이 타계로 가서 그 힘을 ‘획득’하고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옴으로써 전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타계는, 신성이나 초월적 힘의 획
득처라는 의미를 지니게도 된다.
타계의 초월적 힘은 타계에만 존재하는 주물(呪物)의 존재로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다. <세경
본풀이>에서 자청비가 가지고 내려온 천상의 곡물 씨앗이 인간 세상에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
는 초월적 힘의 표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제주 무가에서 초월적 힘이 농축된 타계의 주물
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서천꽃밭이라는 타계에 피어 있다는 ‘꽃’이다. 꽃은 불도할망이 주관하여
돌보는, 인간 세상에 태어날 아이의 생명을 뜻하기도 하지만,7)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을 지
닌 ‘생명꽃’이거나, 나아가 악행을 저지른 존재를 징벌하기 위해 온갖 나쁜 증상들을 초래하는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 본 발표는 당본풀이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소기의 연구 목적이 달성된다면 제주 신화의 ‘외부론’을 보다 섬세하게 가다듬을 수 있을 터다.
5) 현실에 실재하는 공간이 타계로 상상되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다. 대표적 사례가 ‘강남천자국’이다. 강남
천자국은 실재하는 천자국인 중국이라기보다, 현실세계에서 천자국 중국이 압도적인 선진 문명으로 간주
되는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짐작되는 상상의 타계이다.
6)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의 시부모, 남편 문도령은 ‘아무개 세경’이라는 신명의 신격으로 거론되곤 한
다.
7) 아이의 탄생과 열 다섯 살까지의 양육을 관장하는 불도할망 명진국 따님아기의 내력을 서술하는 무가
<할망본풀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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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레멜망 악심꽃’이기도 하다.8) 타계로서의 서천꽃밭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말해 본다면 서천
꽃밭이라는 타계는 긍정적 효과를 끌어내는 꽃들만이 아니라 파괴적 결과를 초래하는 꽃들도
피어있는, 초월적 힘이 내재된 주물의 소재처로도 상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제주 무가에서 타계란 기본적으로 초월적 힘을 지닌 신들의 거주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공간적 의미가 분화하여 신격으로서의 자격과 힘을 획득할 수 있는 공간, 또 그 초월적 힘
이 농축된 주물의 소재처로도 형상화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3. 타계와 이상세계의 차이
3.1. 결함 있는 타계
제주 무가의 타계는 초월적 힘이 자리하고 있는 공간이다. 성(聖)과 속(俗), 죽음과 삶, 지복과
고통 등의 이분법적 대립을 세계 이해의 전제로 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제주 무가의 타계는 인
간 세계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월적 힘이 소재하는 신들의 공간으로서 세속 인간들
의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9) 그러나 제주 무가의 타계를 ‘완전무결한 이상 세계’
로 간주하기에는, 무가가 그려내고 있는 타계의 모습은 ‘무결’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신들의 공간인 타계에, 인간 세계에 일어남직한 갈등과 문제적 상황이 펼쳐지곤 한
다. 찾아온 아들을 대상으로 치르는 친자 확인(<천지왕본풀이>, <이공본풀이> 등), 처첩 문제로
인한 부부 사이의 갈등(<세경본풀이>), 며느리맞이를 둘러싼 시부모와 며느리감의 갈등(<세경
본풀이>) 등등 인간 세계의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적 상황이 타계에서도 펼쳐진다.
꽃밭을 망치는 부엉이를 막으려는 관리자의 노심초사가 드러나는 <세경본풀이>, 꽃에 물을
주며 돌보는 아이들의 존재가 분명한 <이공본풀이>나 <할망본풀이> 등은, 타계의 주물로 대표
적인 꽃마저도 의도적인 노력 없이는 무탈하게 자라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기도 한다. 타계의
서천꽃밭은, 작물에 대한 보살핌과 노동이 필요한 인간 세계의 논밭, 화초에 대한 보살핌과 노
동이 필요한 인간 세계의 꽃밭과 다르지 않다.
심지어 서천꽃밭의 아이들 사이에서는 인간 세계에서의 빈부 차이가 고스란히 재현되기도 한
8) 서천꽃밭의 꽃에 대한 서술은 <이공본풀이>에 상세하다.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등에도 초월적
힘을 지닌 주물로서의 꽃이 등장한다.
9) 이런 시각에서 한국 신화에 등장하는 ‘서쪽’의 타계를 “세속 인간들의 이상향”으로 간주한 선행 연구의
사례로 오세정, ｢한국 신화의 타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5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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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천꽃밭에는 열 다섯 살 이전에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 거주하면서 꽃밭에 물을 주는 일을
담당하는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살다가 죽은 아이는 부잣집 아이들과 달리 바가지가 깨져 꽃
에 물 주기를 못하는 통에 서럽게 울기도 한다는 것이다.10)
제주 무가는 타계만이 아니라 인간 세계의 모습도 그려내곤 하는데, 실재하는 인간 세계에 있
음직한 갈등이 여기에서도 그려진다. 타계 역시 그러하다. 인간 세계의 갈등의 타계에서도 반복
되며, 문제의 원인이기 일쑤인 제도와 위계 등도 인간 세계와 닮아 있다. 타계는, 인간 세계의
모순이 극복된 이상적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3.2. 타계와 인간 세계의 상호 개방성
한문 문화권의 이상향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무릉도원이 그러하듯, 대개의 이상향은 현실의
인간 세계와 단절된 공간으로 그려진다. 그곳이 신선이 거처하는 공간이든 난을 피해 숨어든 사
람들이 이룩한 공간이든, 우연한 기회에 그곳을 방문할 수 있었던 이의 목격담으로 그 모습을
전할 뿐이다. ‘다시는 찾지 못하였다’라는 이상향 방문 이야기의 흔한 결말은 이상향 혹은 이상
세계가 보통의 인간 세계나 현실 세계와 명확히 구분, 격절되어 있는 폐쇄적 공간임을 잘 보여
주며, 나아가 닫혀 있는 공간을 향한 시선에 내포된 아쉬움과 원망(願望)의 정서를 드러내기도
한다.11)
이에 견줄 때, 제주 무가의 타계 상상은 인간 세계와의 개방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주목된
다. 타계 존재의 인간 세계로의 이동은 ‘내려오다’, ‘내려서다’라는 간단한 동사로 표현될 정도로
그다지 특이한 사항이 못 되며, 인간 세계의 존재가 타계로 이동하는 경우도 그 반대에 비해 빈
번하지는 않지만 예외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가) 가단보난 독립 친 물이 있어져 그 물 넘어가고, 가단보난 
동 친 물이 션 그 물 넘
어가고 가단 보난 목 친 물이 있어젼 그 물 넘어가난 서천꽃밧이 근당
다.12)
(나) 강님이 눈 질끈 
아아전 헹기못데레 빠지고 보니 저승 연주문에 부떠지옵데다.13)
(다-1) 멩진국님애기 노각성부줄로 옥황상저에 올라가니14)
(다-2) “설운 아기야, 나가 청비 뒈여진다. 나 몸모욕허여난 물 거려주건 느네덜광 찌
노각성부줄로 옥황의 올려줄티야?” “어서 걸랑 그럽소서.” 청빈 몸모욕허여난 물 거려주
10)
11)
12)
13)
14)

강정식,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민속원, 2015, 168쪽.
소재영, ｢한국문학에 나타난 이상향 연구｣, 동양학23, 동양학연구소, 1993, 129쪽.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각, 2007, 112쪽.
위의 책, 217쪽.
위의 책,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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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궁녜광 찌 옥항읠 올라사니15)

(가)는 <이공본풀이>에서 한락궁이가 어머니를 떠나 아버지가 있는 서천꽃밭으로 가는 장면
이다. 이 때의 ‘물’은 ‘어머니의 눈물’로 서천꽃밭과의 사이에 놓인 장애물로 여겨지기도 하나,
<세경본풀이>나 <문전본풀이> 등의 무가에서는 별다른 장애물이 없다. (나)는 <차사본풀이>에
서 강님이 저승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다. 저승으로 통하는 연못을 통해 저승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지만, 각편에 따라서는 별다른 공간 이동 없이 그저 평지를 걸어가다가 저승에 이르렀다고 하
기도 한다. (다-1)과 (다-2)는 천상으로의 이동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노각성
부줄’이라는, 천상
과 지상의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줄이 상정되어 있다.
위의 사례를 보면, 타계와 인간 세계 사이의 이동의 제약과 그 극복에 특히 주목하는 경우는
<세경본풀이>에서 (다-2)처럼 자청비가 천상으로 이동하는 장면 정도에 국한된다. 각각의 이유
나 필요에 따라 타계로 가고자 할 때, 은닉되어 있거나 공간의 차원이 다르거나 하는 문제로 이
동이 불가능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타계에서 인간 세계로의 이동만큼은 아니지만, 인간 세계에
서 타계로의 이동로는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터다.
바깥의 현실 세계에 대해 닫혀 있는 이상 세계가 ‘일방적 폐쇄성’을 지닌 공간이라면, 타계에
서 인간 세계로 오고 감이 자유롭고 또 인간 세계에서 타계로 향한 통로도 확보되어 있는 무가
의 타계는 인간 세계에 대해 ‘상호 개방성’을 지닌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방적 폐쇄성을
지닌 이상 세계는 이르고자 해도 이를 수 없고 따라서 이상 세계에 대한 현실 세계의 아쉬움의
정서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상호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타계는 필요에 따라 도달
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타계를 향한 시선에는 그러한 정서가 끼어들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도
지적해 둘 수 있겠다.

4. 무가의 세계관과 이상 세계 구현의 논리
타계의 초월적 힘은 인간 세계를 향해 일방적으로 흐른다. 타계 출자(出自)의 신격에 의해 일
종의 ‘시혜’와 같은 방식으로 흐르기도 하지만, 인간 세계에 속하는 존재가 타계로부터 획득하여
귀환함으로써 흘러가기도 한다. 제주 무가에서 타계가 신격의 거주처일 뿐만 아니라 초월적 힘
의 근원으로서 특히 그 힘이 농축되어 있는 주물의 소재지로도 형상화되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15) 위의 책, 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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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움직임이 시작되는 초월적 힘의 ‘획득’과 인간 세계로의 흐름을 말하기 위한 신화적 표현 방
식이라고 할 수 있을 터다.
초월적 힘을 매개로 하는 타계와 인간 세계의 상호 개방성은 무가가 구연되는 의례 현장, 즉
굿의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 굿이란, 평소에는 각기 다른 시공에 속해 있던 신과 인간이 서로
만나게 되는 의례의 장이다.16) 타계와 인간의 세계는 서로 섞이지 않고 나뉘어 있다는 것이 기
본적 세계관이지만,17) 인간 세계에 초월적 힘을 필요로 하는 문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간은
굿을 통해 분리되어 있던 타계의 신을 불러들인다.18) 초월적 힘은 타계에 있지만, 의례적 절차
를 통해 그 힘을 인간 세계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인식은 굿과 무가의 기저에 공통적으로 흐르
고 있다. 신들을 맞아 기원하고 대접하여 보내는 의식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굿은,19) 결국 타계
의 힘을 끌어들여 인간 세계의 문제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가 역시, 초월적 힘의 실상과 그 힘이 인간 세계에 초래될 수 있는 까닭을 보여주는 신화적
태초의 사건을 서술함으로써, 초월적 힘을 동원하여 인간 세계의 문제적 상황이 해결되리라는
기대의 근거로 기능한다. 결국, 무가의 상상력이 보여주는 타계의 형상은 ‘여기’의 인간 세계에
서 발생하는 문제적 상황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여기’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례의 속성과 무
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주 무가에는 왜 타계만이 등장할 뿐 궁극의 이상 세계는 형상화되지 않
는지 그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굿판이 펼쳐지고 무가가 구연되는 것은 ‘여기’의 문제적 상
황이 인식되고 바로 여기에서의 해결이 도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해결을 위해, 평소에는
닫혀 있던 인간 세계와 타계 사이의 ‘군문’이 열리고 초월적 힘이 타계에서 굿의 공간으로 흘러
들어온다. 타계의 초월적 힘을 욕망하여 그것을 획득한 무가의 주인공들처럼, 굿은 타계의 힘을
인간 세계에 들여오는 것이다. 굿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제적 상황은 해결되고 인간 세
계와 타계를 구분하는 문은 다시 닫힐 것이다. 요컨대 모든 문제적 상황은 바로 ‘여기’에서 해결
될 수 있다. ‘문제적인 여기’가 초월적 힘에 의지하여 ‘문제가 해결된 여기’로 전환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한, ‘여기’를 벗어난 다른 세계가 상상될 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을 터다. 무가는
16) 문무병, 제주큰굿연구, 황금알, 2018, 31쪽 참조.
17) 무가의 세계관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하는, 굿의 서두 부분의 제차인 ‘베포도업침’에서 구연되곤 하는
<천지왕본풀이>에는 이승과 저승의 분리, 초목과 인간의 분리, 귀신과 인간의 분리 등으로 각 영역을 나
누어 놓음으로써 세계의 질서를 구축해나가는 장면이 서술된다.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236쪽.
18) 예컨대 신의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 신들이 인간 세계로 내려오게 한다는 ‘군문열림’은, 이러한 설정
을 잘 보여주는 굿의 한 제차이다. ‘군문열림’의 의미와 상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강정식, 앞의 책, 67-70
쪽 참조.
19) 문무병, 앞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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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의 수단인 초월적 힘이 소재하는 타계를 상상할 뿐, ‘여기’를 벗어난 ‘저기’의 이상 세
계를 꿈꿀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타계의 초월적 힘에 기반하여 인간 세계의 문제적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무가
의 세계관은, 자체적 문제 해결 기제를 갖춘 신화적 우주를 상정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무가
의 타계는 신화적 우주의 밖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내부의 구성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제주 무가 가운데 특히 당본풀이의 신화적 우주를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
한 용어를 여기에 적용한다면, 무가가 그려내고 있는 초월적 힘의 근원으로서의 타계는 내부의
한 구성요소로서의 ‘이자적(異者的) 외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20) 이러한 세계관 하에서, 신
화적 우주 공간에서 격리된 외부나 시간적으로 유리된 미래에 존재하는 ‘완성된 형태’의 이상
세계는 상상되기 어렵다. 무가의 세계 속에서 이상 세계란 초월적 힘을 동원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현되는 것일 뿐, 어떤 고정적이고 전형적인 모델로서 상상
되고 추구되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무가에 보이는 이러한 이상 세계 구현의 논리는 신화적 원형이나 전범을 재현하여 문제
발생 이전의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문제적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과거 회귀적 문제 해결 방식과
는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 세계가 당면한 문제적 상황을 타계의 초월적 힘을 동원
하여 벗어나고자 하는 문제 해결 방식은, 가령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할 새
로운 초월적 힘과 그 힘의 소재처로서의 타계를 상상해 내기도 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할망본풀이>를 보자. 용궁 타계에서 기원한 동해용왕 따님아기가 있음에도 명진국
따님아기가 등장하여 불도할망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이 무가는, 종종 신앙 대상의 확대
에 따라 일어난 무가의 변모로 이해되곤 한다. 다시 말해 원래는 동해용왕 따님아기만이 신앙의
대상이었는데, 명진국 따님아기가 새로운 신앙 대상으로 수용되면서 그 갈등과 조정의 결과가
그런 내용의 무가로 구현되었다는 것이다.21) 이러한 역사적 변모를 초월적 힘의 소재지인 타계
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재진술해 보자면, 이 무가는 동해용왕 따님아기가 가져다 줄 용궁의 초월
적 힘 이상을 필요로 했던 이들이 또다른 힘을 동원하기 위해 천상 타계를 상상하고 그 곳의
옥황으로부터 초월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명진국 따님아기 이야기를 덧붙여
생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경신에 대한 무가인 <세경본풀이> 역시, ‘농경의 풍요’라는 특
20) ‘이자적 외부’ 개념에 대해서는 정진희, 앞의 논문, 148-149쪽 참조.
21) 강정식, “생불할망본풀이”,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1, 국립민속박물관, 2012 참조. 이 항목에서는 이
러한 시각의 선행 연구로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강정식, ｢
할망본풀이의 전승양상｣,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 발표자료집,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김
헌선, ｢삼승할망본풀이의 여신 투쟁이 지니는 신화적 의미｣, 민속학연구17, 국립민속박물관, 2005 등
을 제시하고 있다.

10

한국고전시가와 상상력 ー시가와 이상세계 (2020.7.14. 제93차 정기학술발표회)

정한 형태의 부(富)가 추구될 때 천상 타계의 힘을 풍농을 위해 가져오고 나아가 원래 농경에
대립적일 수밖에 없는 목축을 농경의 풍요를 위한 또다른 힘의 원천으로 재조정하려는 필요에
의해 형성된 무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2)
제주 무가는, 완성된 형태의 이상 세계를 상상하는 대신 신앙적 우주론과 세계관을 기반으로
현재적이고 과정적로만 존재할 수 있는 이상 세계의 실현을 추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 세
계는 완성된 형태로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추구된다. 종교적 이상 세계를 피안의
이상향으로 관념화하거나 ‘개벽’ 후 현실세계에 구현될 ‘후천선경’의 절대적 이상 세계를 모색한
근대 민중 종교의 기획,23) 세속적 차원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현재를 성찰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
하며 대안적인 대체 사회를 상상한 서구 근대의 유토피아 상상24) 등과 대비하여, 이러한 이상
세계 구현 논리의 의의와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터다.

5. 마무리
제주 무가에는 이상 세계가 없다. 현재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완전한 형태의 이상 세계
대신, 초월적 힘의 근원인 여러 타계가 상상된다. 이러한 상상력은, 무가 문면에서가 아니라 현
실의 시공간에서 문제적 상황이 해소된 이상 세계가 일시적으로나마 구현될 수 있도록 작동한
다. 이상 세계는 타계의 초월적 힘에 기대어 현실의 시공 위에서 구성되어 가는 가변적인 것이
지, 완성된 형태로 상상된 ‘저곳’은 아닌 것이다.
타계 상상을 통해 공동체 우주의 ‘밖’이 아니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해결의 기제를 구축
하고 있는 제주 무가의 세계관을 염두에 둘 때, 무가를 만들고 전승해 온 집단의 관심사 역시
‘밖’이 아니라 ‘안’이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제주 무가의 타계 상상과 이상 세계 구현의 논
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내부 세계를 위한 문제해결의 의지이다. ‘여기’에 대한
혐오나 좌절에서 비롯되는 ‘저기’에 대한 동경이나 지향은 찾아보기 어렵다. 무가를 비롯한 제주
도 구비 전승에서 ‘이상향’을 좀처럼 찾기 어려운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22) <세경본풀이>의 풍농 신화로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진희, ｢풍농의 원리:<세경본풀이> 서사의 신화적
의미｣, 국문학연구28, 국문학회, 2013 참조. <세경본풀이>가 신화사적으로 후대의 산물일 가능성을 제
시한 선행 연구로는 이현정, ｢제주도 구비서사물에 나타난 해상타계의 변주 양상과 의미｣, 한국무속학
36, 한국무속학회, 2018 참조.
23) 윤재근·나권수, ｢근대 한국 신종교의 이상세계 관념과 종교민족주의 －증산의 종교적 세계관과 종교민
족주의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51,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참조.
24) ‘유토피아’의 개념에 대해서는 박민수, ｢근대 유럽의 ‘섬-유토피아’ 문학과 시민적 사회이상(1)｣, 비교
문학62, 한국비교문학회, 2014의 정리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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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의 시선이 제주에 머물 때, 제주는 종종 절망적 공간으로 재현되곤 했다. 사방이 바다로
막혀 있는 절해 고도이자 변방의 유배지이며, 유교적 교화가 미치지 못한 몽매의 땅이었다. 이
러한 재현을 전제로, 제주 사람들이 만들어 온 구비전승을 비롯한 제주 문화는 ‘소외의식을 내
면화’했다거나 ‘비극적 세계 인식’을 지녔다고 이해되기도 했다. 이러한 이해의 틀 안에서라면,
무가에 보이는 강한 내부 지향성은 해명되기 어려워 보인다. 무가를 전승해 온 집단의 내부 공
동체, 신화적 우주에 대한 정서는 절망이나 소외, 비극적 인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이
다. ‘이어도’라는 이상향이, ‘내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토대로 외부를 지향하는 제주’를 상정했
던 타자의 시선에서 비롯된 상상의 소산일 가능성은 이런 맥락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한편으로 제주는 타자에 의해 ‘이상 세계’ 또는 그에 가까운 것으로 상상되기도 한다. 조선 시
대 문인들에게 한라산은 선경으로 인식되었고, 오늘날의 문화 담론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닌
힐링의 공간으로 제주도를 소비하곤 한다. ‘신선들이 사는 한라산’이라는 상상은 토착적 한라산
신 전승을 가리고, 제주의 무엇보다 자연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는 오버투어리즘과 과다한 인구
유입으로 발생하는 현실적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주 사람들의 움직임을 반생태적, 반환경적
행태로 몰아세우곤 한다.
본 발표에서는 무가에 한정하여 제주 사람들의 상상력이 어떻게 이상 세계를 구현하려 했는
가를 살핀 셈이지만, ‘이상 세계’라는 키워드를 통해 제주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타자의 시선이
제주에 가 닿을 때 형성된 이상 세계의 실제와 그것이 관념적 실재로서 제주의 현실과 얽히는
양상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추후의 과제로 삼아, 제주 외부로부터의 타자적
시선이 제주 문화에 끼친 영향을 고려하면서 제주 신화의 ‘외부론’을 좀더 입체화해 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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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이 글은 신라 시가에 나타난 이상향으로서 華嚴佛國의 성격을 조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화
엄불국은 널리 알려진 불국사, 곧 華嚴佛國寺1)의 조경을 통해 구체화한 세계관으로, 내세관과
밀착된 淨土 관념은 물론 왕족을 비롯한 일부 계층의 전생과 얽힌 佛緣國土說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세계관이다. 또한 불국사 내부를 둘러보면 화엄의 세계에 속한 비로자나불뿐만 아니라 석
가불, 아미타불, 미륵, 관음보살 등의 존재들이 각각의 방위를 차지하고 있어, 삼국유사에 등
장하는 이들이 만나고 상상했던 신앙의 대상을 두루 접할 수 있다.
이렇듯 화엄불국의 세계관은 내세와 전생의 三生을 아우를 뿐 아니라, 중앙과 동서남북의 五
方까지 모두 포괄하는 전체적인 구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화엄불국사와 같은 사찰 건축의 규모
라면 그 실체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가 작품이나 미술사 텍스트 등의 한정된 범위
에서는 화엄불국의 전체를 묘사하기에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물론 현존하는 신라 예술의 수
준을 고려한다면 단일 작품으로 화엄불국의 세계를 구현하기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다. 경주
남산의 七佛庵을 비롯한 四面佛 계열 불상에서는 五方에 각각 신앙의 대상을 자리 잡게 하는 기
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2), 신라 미술사와 거의 같은 궤적을 그리며 발전해 온 향가3)를 비롯한
1) 東隱, ｢佛國寺古今創記｣(1740)에 의하면 불국사는 건립 초기부터 華嚴佛國寺. 華嚴法流寺로 불렸다.
2)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남산의 불교 유적 Ⅲ－東南山 寺址調査報告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197~206쪽.
3) 서철원, ｢향가의 서정주체와 불국사 석굴암의 조성 방식｣, 우리말글 53, 우리말글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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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시가 역시 그런 수준에 도달했으리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시가 연구에서 화엄사상, 화엄의 세계에 대한 접근은 공간적 심상으로 직접 이어지지
는 않았던 것 같다. 향가의 사상적 귀착점이었던 <普賢十願歌>는 華嚴經 전체의 결론을 고유
어 시가로 재구성한 것이었지만, 이 작품 속의 화엄을 하나의 세상으로 다루기보다는 작가가 이
것을 어떻게 쉬운 언어로 풀어 포교에 활용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어 오지 않았던가 돌이켜
본다.4) 서사문학 연구 역시 華嚴禪이라는 범주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역시 고승을 비롯한 인물
중심 서사와 깨달음의 과정에서 불·보살의 도움에 관한 관심을 위주로 한 것이었다.5)
향가에 한정하여 말하자면, 가장 주목받았던 세계 인식은 西方淨土가 아니었을까 한다. 현존
하는 초기 향가 가운데 7세기의 <風謠>는 현실의 설움을 타개하려는 방편으로 功德 닦기를 제
시하였고, 그 공덕의 성과가 내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일종의 대답처럼 <願往生歌>
가 뒤따라 등장하였다. 서정시로서 잘 알려진 8세기 후반 <祭亡妹歌>의 ‘彌陀刹’은 서방정토의
異稱으로서, 신라인들의 죽음에 대한 정서가 鄕歌史의 근간임을 보인다. 그러므로 ‘정토 공동체’
를 중심으로 향가의 배경을 논의하는 방식6)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여러 작품에 구체적으
로 나타난 특성을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문으로 이루어진 신라의 불교시 역시 정
토에 대한 상상력과 개념 규정을 여러 가지 결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7)
이 글에서 정토 관념이 신라 시가의 주요 특질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정
토 관념을 통한 설명은 매우 유용하고도 적절하지만, 그것을 서방정토라고도 부르는 阿彌陀佛의
세상에 한정하고 만다면, 현세보다는 내세에 대한 것이며 하루하루 경험해 가는 과정이라기보다
궁극의 성취로서 제시되는 것이다.8) 따라서 신라 시가의 성취를 예술사의 다른 영역에서 이루
238~248면.
4) 근래까지도 균여가 중생을 위한 실천의 일환, 더욱 쉬운 화엄경 이해의 방편으로 본 작품을 창작했으리
라는 점은 긍정되고 있다. 다만 논자에 따라 맥락을 다소 달리하여, 경전을 비롯한 선행 텍스트와의 관계
(김기종, ｢보현십원가의 표현 양상과 그 의미｣, 한국 불교시가의 구도와 전개, 보고사, 2014, 117~120
면), 우리말 인식과 중생을 향한 실천(김종진, ｢균여가 가리키는 달｣, 한국 불교시가의 동아시아적 맥락
과 근대성, 소명출판, 2015, 69면), 중생이 고민하는 참회의 방법론 제시(서철원, ｢보현십원가에 나타난
참회의 성격｣, 동양고전연구 65, 동양고전학회, 2016, 101~105면) 등으로 다변화되어가는 추세이기는
하다.
5) 서경희, ｢삼국유사에 나타난 화엄선의 문학적 형상화 – 일연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성균관대 박사 논
문, 2003, 78~162면.
6) 박애경, ｢정토신앙 공동체와 향가｣, 향가의 깊이와 아름다움, 보고사, 2009, 142~164면.
7) 김상현, ｢향가와 게송과 불교사상｣, 화경고전문학연구회 편, 향가문학연구, 일지사, 1993, 248~270
면.
8) 엄밀하게 말하자면 “정토왕생은 이 세상에서의 성불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왕생을 뜻한다.” (야나기
무네요시, 김호성 책임번역, 나무아미타불, 모과나무, 2017, 262면)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삼국유사의
사례를 비롯한 신라 불교에서는 唯心淨土와 現身成佛의 요소가 정토 관련 설화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 있
다. 이런 요소를 해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구현된 불연국토 혹은 화엄불국 등의 심상을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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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것들과 견주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서방정토 관념에만 한정하지 않
고 보다 폭넓은 이해의 구도를 다시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신라 예술의 이상세계
가 가장 뚜렷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 화엄불국사에 구현된 세계상에 주목하였고, 신라 향가와
불교시에 보이는 片鱗을 살피고자 하였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불국사의 조경을 통해 그 세계상과 화엄의 정신세계 사이의
관계를 떠올릴 것이다. 대체로 화엄사상하면 전제왕권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했으리라는 선이해9)
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는 화엄불국에 속한(혹은 속하게 될) 개체들 사이의 관계가
꼭 그럴 필요는 없으리라는 시각을 취한다. 다음으로 7세기의 정토 관련 설화 가운데 화엄불국
의 세계 관념과 이어질 만한 것들을 정리하겠다. 이어서 향가와 불교시에 보이는 이상세계에 관
한 서술 가운데, 정토 관념으로만 이해할 수 없었던 몇몇 사례에 화엄불국의 범주를 통해 접근
할 수 있을지 검증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런 발상이 뜻하게 될 시가사, 예술사적 의미에 대해서
도 간략히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화엄불국 역시 현재의 관점에서 보자면 직접적으로 묘사되는 공간이 아닌, 사상사적 인식과
구도에 따른 상징물의 배치를 통해 형성되는 공간일 따름이다. 그러나 그것을 경전 속의 개념이
나 먼 훗날의 목표로만 떠올리는 것에 비하면, 불국사의 조경은 상대적으로 구체화하여 수용자
에게 체험의 대상으로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할 수 있다.

2. 불국사 배치도와 화엄불국의 이상
여기서는 불국사의 배치도에 나타난 화엄의 심상을 떠올리고자 한다. 널리 알려진 “一卽多 多
卽一”이 화엄사상의 요체라는 점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터이다. 여기서 多를 어떻게 번역할
지, 一을 지향하는 一切로 보느냐, 一과 대비되는 우주 만물의 다양성 자체로 보느냐에 따라 뉘
앙스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상사의 쟁점을 일단 접어두고 불국사 내부의 풍경을 바
라보면, 신앙의 대상인 불·보살이 상당히 여럿이나 등장한다는 특색이 눈에 띈다. 이들 신앙의
대상들[多]이 서로 평등한 것일지 아니면 그 중에도 구별되는 절대자[一]가 있어야 할지는 이 장
후반부에서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가 있다.
9) 이도흠, ｢도솔가와 화엄사상｣, 한국학논집 14,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8, 110~113면에서 통치 이
데올로기로서 화엄사상의 역할을 서술하였다. 사상사 연구에서는 김두진, 균여화엄사상연구, 일조각,
1981; 정병삼, 의상화엄사상연구, 서울대 출판부, 1998; 김두진, 신라화엄사상사연구, 서울대 출판부,
2002. 등의 저술이 그러한 관점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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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관련 자료의 집성이었던 佛國寺古今創記에 따르면 불국사는 대웅전, 극락전, 毘盧殿,
관음전, 지장전 등의 전각으로 구성되어 있다.10) 이 책은 비록 18세기 중반에 이루어진 것이지
만11), 불국사가 이차돈의 순교 이듬해인 528년에 창건되었다는 異說과 함께 건립 초기부터 화엄
불국사 혹은 華嚴法流寺라고 불렸던 사실과 경덕왕 10년(751) 김대성이 현세의 부모님을 위하여
개수, 중창했던 점 등을 기록하고 있다.12) 대체로 삼국유사의 기록과 일치하거나 비슷하지만,
창건 연대를 2세기 가까이 올려잡아 신라 불교 공인 무렵부터 불국사가 있었던 것으로 올려잡
고 있다. 이 자료에 등장하는 여러 정보의 진위를 모두 따지기는 어렵지만, 불국사의 가람 배치
도에 나타난 일련의 풍경을 ‘화엄불국’이라는 표현으로 체계화할 수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자 한
다. 가람 배치도와 경내도는 다음과 같다.

가람 배치도의 최하단에 있는 청운교, 백운교 등의 다리는 화엄의 세계와 속세를 구분하는 경
10) 東隱, ｢佛國寺古今創記｣,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佛國寺誌(外), 아세아문화사, 1983, 47~48면.
11) 참고로 18세기 후반에 불국사의 불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강근, ｢불국사의 불전과
18세기 후반의 재건축｣, 신라문화재 학술발표회 논문집: 불국사의 종합적 고찰, 동국대 신라문화연구
소, 1997, 77~110면.
12) 이만, 불국사 건립의 사상적 배경, 신라문화재 학술발표회 논문집: 불국사의 종합적 고찰, 동국대 신
라문화연구소, 1997,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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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역할을 한다. 여기서의 경계는 속세에 대한 단절과 함께 중생을 맞아들이는 연결을 동시에
뜻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다음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다리의 명칭 자체가 화엄경의 전고와
상징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국사에는 13개나 되는 많은 다리가 있었다고 되어있고, 관음전에는 海岸門과 洛迦
橋가 있었다 한다. 낙가교의 명칭은 화엄경에 나오는 普陀洛伽山에서 연유한다. 다리의 모
티브의 반복은 이 불국사의 불교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①화엄경을 분
석해 보면, 우리는 구름과 바다에 대한 여러 종류의 메타포를 발견할 수 있다. 비로자나불이
머무는 蓮華藏世界는 世界海에 비견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연화장세계 혹은 법계는 하늘의 구
름과 바다의 무량함에 비유된다. (중략)
그러한 바다와 구름의 상징은 불국사의 건축적 형태에 반영되어 이 절의 웅대한 석조 구조
는 연화장세계의 장엄한 세계를 가시화하기 위해 계획되고 설계되었다. 그리하여 이 웅대한
부분은 ②명칭에서 보다시피 백운과 청운, 연화와 칠보로 장엄하였으며 이는 상징적으로 바다
에 둘러싸여 있다.13)

지금은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지만, 상단의 관음전에는 화엄경의 등장인물로서 관음
의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화엄경은 선재 동자라는 주인공이 온갖 존재들을 만나는 이야
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과정에서 관음보살의 인도가 중요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한 인도
와 매개의 과정 자체를 ‘낙가교’라는 다리의 명칭에 담았다고 할 수 있으며, 청운교를 비롯한 4
개의 다리가 했던 역할 역시 이와 통하는 것이다. 윗글의 ①과 ②를 통해 불국사를 둘러싼 다
리들의 명칭이 화엄경의 구름과 바다 형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바
다를 상징할 만한 다리 아래의 물은 복원 과정에서 사라졌다.
불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연화-칠보교를 통해 들어가는 서쪽의 극락전과 청운·백운교에서 자
하문을 거치는 동쪽의 대웅전 방향으로 경로가 나뉜다. 일종의 좌우 비대칭 구조라 할 수 있을
텐데, 서방정토를 상징하는 극락전 쪽에는 탑도 없고 지대가 낮으며 법화전 이외에는 다른 건물
도 없었다. 그러나 정토신앙을 바탕에 둔 경전에서는 한결같이 서방정토의 극진한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방정토에 대한 푸대접(?)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 다음 글
은 이러한 차별의 근거와 근본적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왜 석가정토가 아미타정토보다 훨씬 높고, 훨씬 넓고, 훨씬 장엄한가? 가람 배치가
정연한 석가정토에 비하면 왜 아미타정토가 초라하기까지 한가? 석가정토에는 단순소박한 석
13) 강우방, ｢불국사 건축의 종교적 상징구조｣, 신라문화재 학술발표회 논문집: 불국사의 종합적 고찰,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97, 184~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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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탑과 복잡화려한 다보탑의 조영에 온힘을 기울여 오묘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미타정
토에는 탑이 없다. (중략)
그런데 아미타정토가 가장 낮다는 화엄교리와 아미타정토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다는 아
미타 관계 경전들의 교리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근기가 낮은 사람들은 심오한 화엄
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정토종의 고승들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아미타정
토의 세계를 방편으로 이용했음에 틀림없다. 즉 필자에게는 정토종 고승들이 화엄종의 고승들
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상 정토종은 7세기경 중국과 한국에서 대중들의 구원을 목
적으로 확립되었다. 그래서 道綽은 아미타정토가 셀 수 없이 많은 정토들 중에서 가장 높고
유일하여 비교될 수 없는 세계라는 無量壽經의 교리를 따랐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는 화
엄 교리에 바탕을 두며 그의 이론을 발전시킨 고승이었다. 이에 따라 이후의 고승들은 양극으
로 대립되는 모순들을 조화시키는 데 노력했다.14)

밑줄 친 부분에 따르면 서방정토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는 결국 화엄의 세계를 근기가 낮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토종에서 극찬했
던 서방정토의 풍경과 화엄불국의 아름다움을 비교한다면 불국사 서편과 동편만큼 차이가 있으
리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 차이가 곧 차별을 뜻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후술하
겠지만 극락전 아미타불의 크기나 미적 가치가 다른 불상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며, 극락전에서
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미타 신앙을 실천했던 이들의 수나 신앙심이 다른 신앙에 비해 뒤떨어질
이유도 없었다. 극락전이 초라해 보이는 이유는 서방정토의 격이 떨어져서라기보다, 망자를 위
한 곳으로 저승을 상징했기 때문에 일부러 화려한 치장을 자제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한다. 그
렇다면 극락전의 소박한 엄숙함을 불국사 동편의 화려한 아름다움과 상호 보완적인 美의 실현
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극락전 위에 놓인 법화전의 성격도 의미심장해 보인다. 
화엄경이 절대적인 진리를 詩語와도 같은 풍부한 상징으로 표현했다면, 법화경은 설화집에
가까운 모습으로 수용자마다 다른 소질과 관심사를 배려했다. 경전으로서의 수준은 화엄경이
더 높을 수도 있지만, 법화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으므로 더 널리 많은 사람을 교화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렇게 두 경전 사이에는 시어와 서사, 깊이와 넓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
국사는 화엄불국의 세상 안에 법화경의 자리까지 마련해 둔 것이다.
아래의 서술은 동편의 대웅전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화엄과 법화를 비롯한 모든 사
상과 신앙의 대상[多]을 하나의 공간[一]에 배치하는 것이 화엄불국의 본질이자 이상이라는 점을
마찬가지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불국사에 구현된 이상세계가 경전 속의 것들이 아닌 “현실적인
14) 강우방, 위의 글, 191~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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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사찰이란, 승려들의 거주공간인 동시에 또한 중생들의 귀의공간이다. 그러므로 붓다
의 입장에서는 도리천의 성역이 맞는 것이지만,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는 너무나 고원한 측
면만을 가진다는 한계를 내포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시금 중생들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한
성역이 요청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역 중에 가장 중요시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정
토로까지도 평가되는 영취산이다. (중략)
즉, 영취산의 정상은 우리 인근에 위치한 神性의 공간으로 법화사상의 수용자들에 있어서는
곧 淨土(穢土 속의 정토)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리고 그 곳은 인간 의지에 따라서 능히 가서
닿을 수 있는 현실적인 공간이다. 이 같은 점이 대웅전 영역에 석가탑과 다보탑을 축조하여
중생들의 염원을 온축하고 있는 내용적 측면이라고 하겠다. 즉, 대웅전의 영역은 붓다의 관점
에서의 수미산정과 중생의 접근과 정토획득을 위한 영취산의 향실이라는 이중구조를 획득하
고 있는 것이다. (중략) 즉 여기에는 화엄과 법화, 그리고 붓다와 중생이라는 철저한 이중구조
가 확립되어 있다고 하겠다.15)

앞서 거론했듯이 화엄불국에는 정토 관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아가 대승불교의 모든 요소가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다.16) 화엄 사상 자체에 통합과 포괄의 요소가 보이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런데 화엄불국의 이상이 단일한 사물이나 풍경에만 머물지 않고, 수용자가 불국사 경내를
돌아보며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화엄 사상을 토대 삼은 문학 작품
인 義相의 <法性偈>(華嚴一乘法界圖)와 견주어 본다. 이 작품은 화엄경 10만여 자를 210자로
압축하느라 다양한 경험보다는 추상적 인식의 확립을 우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전
반부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15~18행)에서 초발심과 正覺의 동일성을 내세우고, 후반부의 마무리
(27~30행)에서 마지막의 “佛”를 첫 글자인 “法”과 연결하는 등의 배치를 통해 색다른 문학적 체
험을 시도하였다.17)

15) 자현, 불교의 가람배치와 불국사에 대한 재조명, 한국학술정보, 2009, 84면.
16) “불국사가 중국불교의 四家大乘인 천태, 화엄, 선, 정토의 의미를 공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
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의도성이 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현, 위의 책, 137면.)
17) 서철원, ｢의상과 균여의 법맥과 <법성게>의 시적 역할｣, 국문학연구 38, 국문학회, 2018, 38~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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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게>, 고려대장경45․보유2, 합천 해인사
소장, 1236～1251.
(민족문화 영인, 1986. 141면上).
<법성게(도인)>, 출처 : 부석사.

위와 같은 시행 배치 혹은 도상의 형식을 盤詩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시행 구성에 비하면 굽
이치며 흘러가는 모습이 역동적이다. 그러나 경로를 밟아나가는 순서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그
순서를 벗어난 비약이나 초월을 용납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불국사의 경내를 돌아보는 과정에는
강제로 정해진 순서가 따로 있지는 않다. 혈육의 죽음을 마주했던 사람은 극락전을 먼저 돌아볼
테고, 현실적 곤궁함 탓에 관음보살의 영험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람은 관음전을 우선 향할 것이
다. 단번에 모든 신앙 대상에게 다 참배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부분만으로
도 화엄불국을 체험하기에 부족함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특정한 신앙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성과 자유도는 화엄불국 안에 속한 신앙 대상을 비
롯한 여러 존재들의 다양한 가치를 긍정, 존중하게 하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형성하지 않았을
까 추정한다.
요컨대 一보다는 多에 초점을 두었고, 그런 의미에서 중앙의 본존을 향한 구심점이 뚜렷이 드
러나는 석굴암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므로 불국사 대웅전의 주불인 석가불이 곧 불국사의 주인이
라 단정하기에 망설여진다. 그래도 다음 인용문은 대웅전의 주불이 지니는 비중을 강조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화엄경의 본래 교주인 비로자나불과 극락전의 아미타불이 지닌 지분이 그리 다
르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존하는 대웅전은 임란 후인 1659년에 중건(1765년 재건)된 건축물이고, 석축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창건이나 중건 시점을 확보라고 있는 건축벽 측면과 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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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나 여기에는 불국사가 화엄사상의 영향을 크게 입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主佛殿이 대웅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즉, 본
전이 大寂光殿과 같은 전각이 되어서 비로자나불을 모시거나 했을 개연성에 관해서도 상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불국사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의 제기에 단서가 될 수 있는 유
물이 존재하고 있다. 불국사에는 현재 통일신라 3대 금동불 중에 두 구인 국보 27호 금동아
미타여래좌상과 국보 26호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이 모셔져 있다. 그런데 두 불상의 크기는 각각
1.66m와 1.77m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비로자나불좌상이 불국사 본전의 본존불
이 아니었을 개연성을 증대시켜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
불국사의 대웅전 영역은 극락전 영역에 비해서 더 크며, 또한 높이와 위계에 있어서 상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래부터 전각의 크기는 극락전에 비해서 더 크게 되며, 이
는 전각의 기단을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락전
과 유사한 크기의 불상을 모신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18)

국보 27호 아미타여래좌상

국보 26호 비로자나불좌상

앞서 거론했듯이 극락전은 불국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고, 비로전은 대웅전보다
뒤에 놓이며 화엄경의 교주를 모신 곳이지만 불상의 크기가 거의 같다. 이것을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이 때문에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볼 수 없으니 남은 대웅전의 석가
18) 자현, 위의 책, 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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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불이 주불이었다는 것이다. 신라 당시의 대웅전 석가모니불상의 크기나 미적 가치가 현존
국보 26호, 27호에 비해 어느 정도였는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설령 그 우열 관계가 분명
히 드러날 정도였다 하더라도, 다른 두 불상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신앙의 대상으로서 비로자나
불, 아미타불의 가치가 화엄불국의 세계 안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어느
한 절대자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풍경은 석굴암에서 이미 보여주었으므로, 불국사에서는 그와
다른 배치와 상징을 보여주는 편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다.
華嚴一乘이라는 화엄사상의 용어를 떠올린다면 이들보다 상위에 놓인 단일한 절대자를 반드
시 정해야 할 것 같다. 화엄일승의 詩學은 앞서 거론했던 의상의 <법성게>를 관통하는 원리이
기도 했다. 그러나 미술사에서 그런 역할은 불국사보다는 석굴암이 주로 맡았다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해 보인다. 아래의 배치도를 보면 석굴암은 여러 대상의 균형보다는 본존불 하나[一]만을
위한 집중에 주력하고 있다. 심지어 脇侍菩薩 역할을 많이 맡았던 보현보살과 문수보살, 관음보
살[십일면관음] 등의 위치도 다른 諸神들에 비해 그리 돋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본존불 이하의
존재끼리는 모두 평등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불국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불국사는 건립 초기부터 화엄불국사로도 불리었던 만큼, 화엄불국의 세계를 구체화하여 배치
되었다. 따라서 화엄경에 등장했던 여러 신앙의 대상을 대웅전, 극락전, 毘盧殿, 관음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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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적, 상징적인 화엄경과는 대비되는 설화적, 대중적인 
법화경을 위한 자리까지 마련되었다. “一卽多, 多卽一”이라는 명제에서 一을 찾기 위해서라면
누가 주불이며 불국사의 주인일지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多에 속한 여러 대상
과 주체들이 각자의 개성과 신앙을 향유했던 모습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문학 작품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자유로운 체험이 가능했으리라는 점과 국보급 불상들의 크기와 형상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통해 화엄불국이 지녔던 병존과 평등에 다다를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3. 신라 시가의 공간 관념과 상징
3.1. 정토신앙과 화엄불국의 관계
불국사의 배치를 통해 드러난 화엄의 심상은 다양한 대상과 주체의 공존 그리고 어쩌면 그들
이 이루어내는 평등을 상징했던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다만 온 세상에 두루 미치는 평등이
아닌, 화엄불국 혹은 그에 수반된 종교 공동체 내부에 제한된 평등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성과를 민중불교의 성장 또는 신라 종교에서 민중성의 강화라고 주장하지는 않
겠다.
그러나 화엄불국의 세계 안에서의 평등과 다양성의 존중은 신라의 정토신앙과 成道譚의 전개
방식에서 어느 정도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김대성이 불국사를 창건 혹은 중창했던 시기는
8세기 후반의 경덕왕(재위 742~765) 무렵인데, 동일한 시기에 郁面이라는 여종이 현세 왕생했다
는 설화가 남아있기도 하고, 그 이전 7세기의 3편을 포함하여 에도 다음과 같이 모두 4편의 왕
생 관련 설화를 살피고자 한다.
7세기:
8세기:

[1]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삼국유사 권3 탑상)
[2] 광덕 엄장(삼국유사 권7 감통)
[3] 사복불언(삼국유사 권4 의해)
[4] 욱면비 염불서승(삼국유사 권7 감통)

위의 사례 가운데 [1]은 각자 신앙의 대상이었던 미륵불과 미타불이 되어 승천하는 줄거리이
며, [2]는 정토를 구체적인 목표로 삼아 그에 도달하는 과정을 직접 다루었다. 두 사람의 수행
방식은 대조적으로 달랐지만, 관음보살의 도움을 받아 왕생을 이루었다는 성과에는 모두 차이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들 이야기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다양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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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경의 ‘會三歸一19)’을 떠올리게도 한다.
여기서 [1]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므로 여성을 멀리해야 한다는 종교인으로서의 철저함(달달박
박)과 어려움에 빠진 인간을 도와야 한다는 생활인으로서 윤리(노힐부득) 사이의 갈등이, [2]는
구도자로서 순수함(광덕)과 인간적 욕망(엄장) 사이의 대비가 드러나 있다. 설화의 줄거리 안에
서는 각각 전자를 높이고 후자를 낮춘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참회와 회개를 통해 결국 동일
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특히 [2]의 경우 작가 광덕의 염불과 安心을 근거의 그
정토사상가로서의 성격을 부각하는가 하면,20) 시적 화자로서 엄장의 참회에 더 많은 수용자가
공감할 가능성이 개진되기도 하였다. 참회는 순수한 수행에 비해 결과적으로 열등하지 않은 방
식이며, 순수했던 사상가들의 성과와 차별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다음의 ｢유심안락도｣에 따르면 ‘정토’라는 공간을 설정한 것 자체가 성인, 보살보다는 범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유심안락도｣는 저자를 원효로 단정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
고, 해외에까지 원효 사상의 근간인 것처럼 여겨지고 영향력을 끼쳐 왔다.21) 원효는 광덕 엄장
설화의 후반부에도 등장하여 엄장에게 쟁관법이라는 수행법을 일러 주기도 한다.


정토의 근본 뜻은 본래 범부를 위한 것이고 겸하여 성인을 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10解 이상의 보살은 惡道에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
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토의 깊은 뜻은 본래 범부를 위한 것이지 보살을 위한 것이 아님
을 알아야 한다.22)

여기서 유의할 점은 [1]의 승천 혹은 [2]의 왕생에는 슬픔의 정서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훗날 8세기 후반, 월명사의 <제망매가>에 등장하는 내세로서의 정토[미타찰] 관념
에 슬픔과 그리움이 짙게 드리운 것과 구별된다. [1]과 [2]는 죽음의 장면이 생략 혹은 승천의
모습으로 승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탓인지 저들이 떠나간 정토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지닌 곳인지 묘사하고 있지 않으며23), 그 성격 또한 다소 막연하다. 이러한 막연함은 이들처럼
19) 회삼귀일: 가르침으로 깨우친 성문, 홀로 깨달은 연각, 자기와 남을 함께 깨우치는 보살의 삼승이 一乘
으로 지향된다는 불교 교리.
20) “시의 화자가 ‘이 몸’이라 말했을 때 ‘이 몸’과 사십팔대원을 세우신 무량수불 사이에는 직접적인 通交
가 가능함을 그래서 나의 구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안심의 노래가 바로 원왕생가이기 때문이
다.” 김호성, ｢원왕생가에 대한 정토해석학적 이해｣, 고전문학연구 53, 한국고전문학회, 2018, 140면.
21) 김임중, 일본국보 화엄연기 연구 – 원효와 의상의 행적, 보고사, 2015, 19면.
22) 本爲凡夫, 兼爲聖人也. 又十解以去, 不畏生惡道, 故不願生淨土, 故知淨土奧意, 本爲凡夫, 非爲菩薩也.
(元曉(?), ｢遊心安樂道｣, 大正新修大藏經 47, 119면). ｢유심안락도｣의 저자를 둘러싼 논쟁은 현송, 한
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 삼국유사에 나타난 신라 정토신앙을 중심으로, 운주사, 2013, 42면의 각주 30
번 참조.
23) <광덕 엄장>에서는 광덕이 수행하고 있는 광경을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정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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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身性佛이라는 즉각적인 방법으로 애초에 알지 못했던 唯心淨土에 다다르자면 부득이한 것이기
도 하다.24)
정토에 대한 묘사는 [3]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죽음 저편의 세계를 蓮華藏世界,
곧 華嚴淨土로 규정하면서 구체화한다. 사복과 어머니가 떠나간 연화장세계는 화엄사상의 이상
향이므로, 2장에서 거론했던 화엄불국의 심상과 동일체로도 볼 수 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죽었다. 그 때 원효가 고선사에 있었는데 사복이 찾아왔다. 원효는
그를 보고 맞아 예를 했으나 사복은 답례도 없이 말했다. “그대와 내가 옛날에 경을 싣고 다니
던 암소가 지금 죽었으니 나와 함께 장사지냄이 어떻겠는가?” 원효는 좋다고 하고 같이 사복
의 집으로 갔다. 여기에서 사복은 원효에게 포살시켜[경을 읽으며] 계를 주게 하니, 원효는 그
시체 앞에서 빌었다. “세상에 나지 말 것이다. / 그 죽는 것이 괴로움이라. / 죽지 말 것이니라.
/ 세상에 나는 것이 괴로우니라.” ①사복이 너무 길어 번거롭다고 하자 원효가 고쳐 말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괴로움이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상여를 메고 활리산 동쪽 기슭으로
갔다. 원효가 말했다. “지혜 있는 범을 지혜의 숲속에 장사지냄이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②
사복은 이에 게(偈)를 지어 읊었다. “그 옛날 석가모니불께서는 사라수 사이에 열반하셨네. /
그 같은 이 지금 또 있어 ③연화장세계로 들려고 하네.” 읊기를 마치고 ④띠풀의 줄기를 뽑으
니 그 밑에 명랑하고 청허한 세계가 있었고, 칠보로 장식된 난간에 누각이 장엄한데 아마 인
간의 세계는 아닌 것 같았다. 사복이 시체를 업고 그 속으로 들어가자 문득 땅이 합쳐졌다.
이것을 보고 원효는 혼자 돌아왔다.25)

[1], [2]와 마찬가지로 [3] 역시 두 사람의 관점은 대조적이다. ①에서 사복은 원효의 말이 너
실상보다는 그 분위기를 암시하는 것에 가깝다.
24) “이와 같이 간략하게 유심정토의 각설을 살펴보았는데, 유심정토설은 한마디로 마음 밖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즉 정토는 心淨土로서 마음이 짓는 것이므로 가고 오는 것도 없고, 동서의
방향도 없다는 논리이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유심정토설은 신라에서 성취한 현신성불관의 이치
와 근본적으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본다.
현신성불이란 현재의 이 몸이 깨달아 그대로 부처를 이룬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치로 볼 때 노힐부득
과 달달박박이 신라의 땅에서 현신성불한 것은 유심정토관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중략)
그것은 타방의 정토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모습, 즉 그 국토의 장엄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찾
아가는 방법을 듣고 배워서 알고 있고, 또한 극락정토는 대자비의 아미타불이 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함께 마중을 나와 인도하여 간다. 그러나 유심의 정토는 마음에 정토는 두고 있지만 미리
들은 바가 없으므로 극락국토의 장엄을 알 수 없고, 또 찾아가는 방법을 듣고 배운 바가 없으므로 알 수
가 없고, 또한 관음·勢至 같은 인도자가 없으므로 스스로 막연히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
한다. 이것이 서로 대립되는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심정토의 개념으로는 나름대로 그 자
리에서 현신성불은 할 수 있으나 정해진 국토에 쉽게 갈 수는 없다는 이치다.” (현송, 앞의 책, 124~125
면.)
25) <사복불언>, 삼국유사 권4 의해, 번역은 박성봉·고경식, 역해 삼국유사, 서문문화사, 1992를 따랐
으며,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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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길다고 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사복은 원효에 비해 간결한 언어를 추구하고 있으며, 자신
의 어머니를 전생의 소라고 부를 만큼 냉정했다. 그러나 ②에서 원효가 어머니를 지혜의 호랑이
라고 부르자, 비로소 어머니의 죽음을 실감하며 원효 못지않게 긴 偈를 지어 부르고 있다. 그러
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釋尊과 동일한 존재라고 말하고, ③의 연화장세계에 갈 자격이 충분하다
는 인식의 전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 전환은 앞의 사례에서 관음보살이나 노힐부득, 광덕이 달달박박, 엄장을 이끌어주
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사복불언>에서 그런 역할을 맡을 만한 인물을 꼽자면 원효일
텐데, 원효는 사복에게 핀잔 비슷한 말을 듣기도 하고 사복처럼 연화장세계에 현신 왕생하지도
않았다. 사복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를,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본다.
어머니의 죽음을 전생의 소가 인간이 되는 것처럼 무수한 윤회의 하나일 따름으로 인식하고,
원효의 애도하는 말 역시 쓸데없이 번거롭다며 줄였던 사복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시신을 땅
에 묻을 때가 되자, 비로소 혈육을 잃은 슬픔에 사무치고 아버지도 없이 홀로 고생하며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일생을 쭉 회고했다. 사복은 그런 어머니를 윤회에 얽매인 수많은 개체 가운데
하나로만 생각하고, 그 인연을 가벼이 여겼던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을까 한다. 후회한 사복에게
어머니의 일생은 부처님과도 같은 거룩한 것이었기에, 어머니를 연화장세계에 모시겠다는 결심
을 하고, 살아있는 사복이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연화장세계로 왕생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사복의 슬픔과 후회는, 한 세기 전에 엄장이 했던 참회와 그리 다르지 않은 감정이리
라 짐작한다. 그러나 사복은 어머니가 가셔야 할 세계의 아름다움을 명확한 형상으로 떠올리고
있었으므로, 예전의 사례들과는 달리 화엄정토의 세계가 ④와 같은 모습으로 눈앞에 구현될 수
있었다.
[4]는 불국사의 창건 혹은 중창과 같은 시기를 배경으로 한 설화로, [1]~[3]과 마찬가지로 현
신 왕생의 사례이다. 그러나 신분이 낮은 여성의 현신 왕생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앞의 사례와는
질적 차이가 있다.
경덕왕 때 강주의 남자 신자 수십 명이 서방정토를 정성껏 구하여 주의 경계에 미타사란 절
을 세우고 만일(萬日)을 기약하여 계(契)를 만들었다. 그때 아간 귀진의 집에 계집종 하나가
있었는데 욱면이라 불렀다. 욱면은 주인을 모시고 절에 가 마당에 서서 중을 따라 염불했다.
주인은 그녀가 자신의 직분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 곡식 두 섬을 하룻밤
동안에 다 찧게 했는데, 욱면종은 초저녁에 다 찧어 놓고 절에 가서 염불했으며 밤낮으로 조
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녀는 뜰 좌우에 긴 말뚝을 세우고 두 손바닥을 뚫어 노끈으로 꿰
어 말뚝 위에 매고는 합장하면서 좌우로 흔들어 자신을 스스로 격려했다.
그때 하늘에서 ‘욱면랑은 당(堂)에 들어가 염불하라.’는 소리가 들렸다. 절의 중들이 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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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듣고 계집종을 권해서 당에 들어가 전과 같이 정진하게 했다. 그러자 미구에 하늘의 음악
소리가 서쪽에서 들려오더니, 욱면은 몸이 솟구쳐 집 대들보를 뚫고 올라가 서쪽 교외로 가더
니 해골을 버리고 부처의 몸으로 변하여 연화대에 앉아 큰 빛을 발하면서 천천히 가버렸는데,
음악 소리는 오랫동안 하늘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 당에는 지금도 구멍이 뚫어진 곳이 있다고
한다.26)

밑줄 친 구절을 통해 욱면이 신분상의 한계와 여성으로서의 제약을 극복하고 왕생하는 장면
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 이전까지의 사례에 나타난 고승이나 구도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욱면의 처지는 곤궁했고, 경전을 읽거나 수행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와 교양도 없었다. 그
러나 염불 하나만으로 자신보다 유식하고 풍요로운 이들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욱면이
도달한 정토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광덕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음악을
통해 그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욱면의 이야기에 나타난 飛躍은 당시 민중불교, 여성불교의 수준에 대한 예증이 될 만하다.27)
나아가 신라 불교에 신분과 성별의 차별을 뛰어넘는 평등의식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적인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아래의 ｢淨土十疑論｣에 따르면 이 또한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평등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물음: 왕생론에는 여인과 불구자와 二乘28)의 대중은 정토에 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진정
이러한 가르침이 있다면 여인과 신체불구자들은 결정코 왕생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닌가?
답변: 여인이나 불구자와 二乘들이 나지 못한다 한 것은, 단지 저 나라에 나는 대중 가운데
는 여인이나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들이 없다는 뜻이지, 이 곳의 여인이나 신체불구자가 극락
세계에 왕생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경전의 뜻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자다. (중략)
다만 이 곳[사바세계]의 여인과 장님, 벙어리, 귀머거리 등도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원하면
모두 정토에 왕생하여 다시는 여인이나 불구자의 몸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역시 이승이
단지 마음을 돌이켜 정토에 왕생을 발원하면 그 곳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이승에 집착하는 마
음이 없어진다. 이러한 까닭에 여인과 불구자나 이승이 (정토에) 태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 곳 사바세계의 여인이나 불구자가 왕생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
다.29)
26) <욱면비 염불서승>, 삼국유사 권7 감통. 욱면에 관한 이야기는 승전의 것이 하나 더 실려 있다.
그러나 승전은 순간적, 찰나적이었던 욱면의 깨달음을 9년에 걸친 점진적인 계기에 따른 것으로 서술
하며, 주인의 방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등의 차이가 있다.
27) 본 욱면비 설화가 비천한 노비의 신분, 여자의 신분으로 대중결사에 동참하여 왕생하였다는 것은 시대
적으로 민중을 향한 불교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이것은 민중이 지향하는 신앙이 극락정
토를 구하는 미타신앙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송, 앞의 책, 247면)
28) 이승: 聲聞[듣는 자]과 緣覺[홀로 께달은 자]. 보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열한 것처럼 평가.
29) 問: “又往生論云: ‘女人及根缺, 二乘種不生.’ 既有此教, 當知女人及以根缺者, 定必不得往生?” 答: “為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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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이나 불구자의 몸을 제약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평등의식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제약은 참회를 통하여 죄업을 씻을 수 있는 것처럼, 욱면과 같은 간절한 염불을 통해 극복
가능한 것이다. 장리하면 앞서 달달박박과 엄장의 참회에서도 보았듯, 평등은 수행의 성과와 결
실을 마주할 때가 되어야 발현될 따름이다. 현세에서의 불평등과 차별은 나중에 그런 평등을 얻
기 위해 감내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상으로서 7~8세기 설화에 나타난 왕생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1]과 [2]는 각자 다른 방법을
선택했던 2인이 같은 수준의 왕생에 이르는 사례를, [3]은 죽음을 마주한 주체가 화엄의 세계를
직접 만나는 장면을, [4]는 여성 주체가 염불만으로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비약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이 왕생에 도달하는 과정과 성과는 각자 다르지만, 누가 더 우월하다거나 열등
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욕망과 유혹에 한때 빠졌던 주체들이라 할지라도, 참회를 통해 그것
을 극복했다면, 욕망을 경험하지 않았던 주체보다 더욱 힘들여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논의 과정에서 드러났듯 이들이 도달한 정토는 하나가 아니었다. 원래 정토 관념 자체가 유심
정토, 미륵정토, 미타정토, 화엄정토 등으로 세분되므로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30), 여기서
는 그런 개념상의 차이만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3]과 [4]에 한정하여 말하자면 연화장세계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영원히 함께 할 공간이며, 욱면의 비약은 현세에서 받아온 모든 차별을 극복
하고 평등으로 나아가는 행위이기도 했다. 이렇게 주체마다 각자 다르기 마련인 희망과 기원을
고정된 교리만으로 소화하기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구심점을 구태여 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정토는 2장에서 언급했던, 불국사 배치도
를 거니는 자유로움을 닮기도 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영향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기보다,
凡夫肉眼, 生死心量說耳, 西方去此, 十萬億佛剎. 但使眾生淨土業成者, 臨終在定之心, 即是淨土受生之心; 動
念即是生淨土時. 為此, 觀經云: ‘彌陀佛國去此不遠.’ 又業力不可思議, 一念即得生彼, 不須愁遠. 又如人夢,
身雖在床, 而心意識, 遍至他方一切世界, 如平生不異也. 生淨土亦爾, 動念即至, 不須疑也. ‘女人及根缺, 二乘
種不生’者, 但論生彼國, 無女人及無盲·聾·瘖·瘂人, 不道此間女人, 根缺人不得生. 彼若如此, 說者愚癡, 全不
識經意. 即如韋提夫人, 是請生淨土主, 及五百侍女, 佛授記悉得往生彼國. 但此處女人及盲·聾·瘖·瘂人, 心念
彌陀佛, 悉生彼國已, 更不受女身, 亦不受根缺身. 二乘人但迴心, 願生淨土, 至彼更無二乘執心. 為此, 故云:
‘女人及根缺, 二乘種不生.’ 非謂此處女人及根缺人不得生也.” (天台 智者(538-597), ｢淨土十疑論｣, 대정신
수대장경 47, 80면). 번역은 현송, 앞의 책, 185면을 따랐다.
30) 예컨대 이러한 개념 중심의 이해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유도한다. “<도솔가>는 미륵정토를 염원하고
<제망매가>는 미타정토를 염원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미륵과 미타의 병존은 <남백월이성 노힐
부득 달달박박>과도 통하는 것으로, 신라 불교가 귀족불교에서 민중불교로, 현세와 내세를 함께 추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송, 앞의 책, 153~154면)
이런 사고 과정을 오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도솔가>에 등장하는 미륵의 성격은 상당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제망매가>의 죽음 인식은 정토 신앙의 영토를 넘어서는 공감대를 천 년 이후의 오늘
날까지 형성하고 있다. 이들 작품의 시어를 미륵정토와 미타정토에 국한한다면, 작품의 풍부한 의미와 가
능성이 약화되지는 않을까 한다. 게다가 귀족불교와 민중불교를 서로 대체되어야 할 배타적인 관계로만
이해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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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미술을 통해 표현되는 화엄의 미학 자체에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결과론적인 평등이 포
함되어 있지 않은가 한다.

3.2. 불교시와 향가 그리고 화엄불국
화엄은 그 자체로 무엇이라 규정하거나 단정할 수 없다. 광활한가 하면 치밀하고, 먼 곳에 있
는 궁극적인 대상인가 했더니 짤막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상념 속을 파고들기도 한다. 화엄의 언
어가 지닌 상징적 표현이 詩를 닮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다양하게 해석 가능한 시를 좋은 시
라고 하는 것처럼 화엄의 多를 보다 폭넓게 인식해도 좋지 않을까?31) 이런 관점에서 불국사 배
치도의 상징과 왕생이라는 행위의 입체성을 떠올려 보았다.
화엄불국을 조경과 건축으로 표현했던 불국사와 직접 비견할 만한 거대한 성과가 문학 작품
가운데 남아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원효는 <大乘六情懺悔>라는 長詩의 38~53행에 걸쳐 화엄경
 교주인 비로자나불이 중생을 위해 法輪을 굴리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지금 이곳, 연화장세계에는
비로자나불께서 연화대에 앉으셔서
가없는 빛을 베풀어 한없는 중생을 모으신다네,
굴려도 굴린 바 없는 대승의 법륜에.
①보살과 대중은 두루 허공에 가득하다네,
받아도 받은 바 없는 대승의 법락에.
그리하여 ②우리는 여기 함께
하나의 실상과 三寶, 허물이 없는 곳에 있다네.
今於此處, 蓮花藏界.
放無邊光. 集無量衆(生).
菩薩大衆, 遍滿虛空.
而今我等, 同在於此.

盧舍那佛, 坐蓮花臺.
轉無所轉, 大乘法輪.
受無所受, 大乘法樂.
一實三寶, 無過之處.32)

31) 화엄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화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개체의 개성을 인정하는 통합적
시각의 場을 통해 시대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고 또한 가능할 것이다. 이도흠, ｢화엄의 패러다임으
로 향가와 현대시 엮어 읽기｣, 고전시가 엮어 읽기 (상), 태학사, 2003, 178-192쪽의 간략화된 화쟁기
호학 모형을 참고할 수 있다.
32) 원효, <대승육정참회> (원문은 韓國佛敎全書 1을 기준으로 이종찬, ｢원효의 시문학 – 대승육정참회
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5,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8, 27~47면의 교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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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의 화엄불국에 신앙의 대상마다 주체들이 모인 것처럼, 이 작품의 ①은 보살과 대중이
허공에 가득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두루 허공에 가득하다네(遍滿虛空)”이라는 역설적 표현은
그 앞에 나온 대승의 법륜이 “굴려도 굴린 바 없(轉無所轉)”다는 어구와 어울려 신비한 분위기
를 연출하고 있다. 굴리고 받으려는 작위적인 시도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보살과 대중 사
이에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단락이 시작하는 38행 이전 부분은
모두 추상적인 진술만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이곳, 연화장세계(今於此處, 蓮花藏
界)”가 나타나고 불성의 활동과 여러 존재들의 관계가 시작되고 있다.33)
②의 ‘우리’ 역시 의미 있는 전환을 이루었다. 이 부분 이전까지는 포교의 주체와 대상으로
구별되었던 화자와 청자가 여기서 그 분별을 넘어선 단일한 인칭이 된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
쪽만의 입장으로 획일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각자의 처지와 소질의 한계를 꾸준히 배려하고
있다.
고려 초기의 <보현십원가>를 제외하면 개별 작품으로서 향가에 화엄사상이나 화엄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없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이상세계 또는 시적 공간34)과 주체의 소통
이라는 관점에서 향가에 나타난 공간 관념의 사례를 모아서 비교할 필요는 있다.
예컨대 삼국유사에 따르면 불국사의 건립과 동시기에 창작된, 충담사의 <찬기파랑가>에는
기파랑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다수의 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늣겨곰 라매
이슬 갼 라리
 구룸 조초 간 언저레
몰이 가 믈서리여
耆郞 즈올시 수프리야.
逸烏나릿 긔
郎이여 디니더시온
  좃라져.
아야 자싯가지 노포
누니 모 두폴 곳가리여.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耆郞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逸烏내 자갈 벌에서
郎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쫓고 있노라.
아아, 잣 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 <찬기파랑가>, 김완진 해독.

위 작품은 3~4차례에 걸쳐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첫째로 1~3행에 걸쳐 하늘의 풍경을, 4~5행
33) 서철원, ｢원효의 게송 <대승육정참회>의 표현 방식과 문학적 해석의 가능성｣, 한민족문화연구 56,
한민족문화학회, 2016, 18면 참조.
34) 향가의 공간적 상상력, 그러니까 ‘공간’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신재홍, ｢향가의 공간적
상상력｣, 고전문학연구 31, 한국고전문학회, 2007, 1~30면.

32

한국고전시가와 상상력 ー시가와 이상세계 (2020.7.14. 제93차 정기학술발표회)

은 ‘물가-기파랑의 모습’을, 6~8행을 통해 ‘자갈벌-기파랑의 마음의 끝’을, 9~10행 역시 실제인지
상상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잣가지-(기파랑의) 고깔’을 각각 묘사하고 있다. 이 풍경을 모아
보면 하늘에서 물가, 자갈벌로 내려오다가 다시 잣나무 가지의 높음을 떠올리는 시선의 이동이
눈에 띈다. 첫 부분을 그저 시간적 배경의 제시로 볼지, 아니면 달 또는 흰 구름을 기파랑의 비
유로 볼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화자가 시선을 어디로 돌리더라도 기파랑의 모습, 마음의
끝, 고깔로 상징되는 신념을 마주한다. 그렇게 기파랑과 관련된 시어들만 모으면 모습, 마음, 신
념 등으로 기파랑의 體와 心·性을 두루 포함하게 된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찬기파랑가>는 기파랑을 이루는 요소를 공간의 곳곳에 배치하고 있는
셈이다. 마치 거인이 죽어 세상이 창조되는 屍體化生의 모티프처럼, 기파랑의 몸과 마음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자리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마음의 끝까지 좇으리라 결심한다. 여기서 ‘나’는
시인 충담사 한 사람만이 아니라, 기파랑의 뜻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찬기파랑가>에서는 주체의 의도에 따라 달, 구름, 물가, 자갈벌, 잣나무, 눈 등의
여러 심상이 형성되고, 그 심상이 다시 기파랑이라는 인물로 집약되어 주체의 정서에 영향을 끼
치고 있다. 기파랑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찬기파랑가>의 시적 공간 자체를 화엄불국이라고 부
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국사의 전각에서 신앙의 대상을 마주하며 그 풍경 속에서 그 신
앙의 대상을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결심은 본 작품의 주체와도 일면 통할 것이다.
한편 9세기 <우적가>의 배경에는 속세를 버리고 지리산 운상원으로 은둔하려는 시인 영재의
상황이 드러나 있다. <우적가>의 의미는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속세와의 단절 못지않
게 지리산 운상원이 지닌 이상세계의 성격 역시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려 초 균여의 <보현십원가> 연작에는 전각마다 신앙의 대상이 각각 머무는 불국사의 공간
적 배치를 연상케 하는 표현이 있다. 그리고 佛會를 통한 화자의 성장 과정을 佛田의 비유를 통
해 묘사하기도 한다. 이것은 사찰 공간에서의 체험이 시간에 따른 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
다.
 부드로
그리 부텨 알
저온 모마
法界 업록 니르거라.
塵塵마락 부텻 刹이역
刹刹마다 모리
法界 신 부텨
九世 다라 절져.

마음의 붓으로
그리온 부처 앞에
절하는 몸은
法界 없어지도록 이르거라.
티끌마다 부첫 절이며
절마다 뫼셔 놓은
法界 차신 부처
九世 내내 절하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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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身語意業无疲厭
이렁  지못야.

아아, 身語意業无疲厭
이리 宗旨 지어 있노라.

- <① 예경제불가>, 김완진 해독.

화엄경의 ‘因陀羅網’35)과 같이 무수히 많은 세상이 있고, 그 세상마다 절과 부처님이 각각
존재한다. 불국사의 격자식 공간 배치가 무한에 가깝게 확장한 상태로 볼 수 있다.


香36) 法界 업록 며
香아마다 法ㅅ供로
法界 신 부텨
佛佛 온갓 供 져.

香은 法界 없어지기까지 하며
香에마다 法供으로
法界 차신 부처
佛佛 온갓 供 하옵저.
- <⑤ 광수공양가> 5~8행, 김완진 해독.

<예경제불가>와 마찬가지로 법계 가득한 부처님께 구체적으로 공양드리는 모습이다. “法界
업록”은 공간적 제약을 걸었다기보다, 공양하는 정성이 극한까지 이르렀다는 의미에 가깝다. 3
장에서 살핀 욱면의 설화 등이 그러한 극한적인 정성의 사례라 하겠다.
뎌 지즐
法界아 佛會아
나  나
法雨를 비야.
無明土 기피 무더
煩惱熱로 다려내매
善芽 모 기른
衆生ㅅ 바 적셔미여.
아야, 菩提ㅅ 여름 오
覺月   라여.

저 잇따르는
法界의 佛會에
나는 바로 나아가
法雨를 빌었느니라.
無明土 깊이 묻어
煩惱熱로 대려 내매
善芽 못 기른
衆生 밭을 적심이여.
아아, 菩提 열매 온전해지는
覺月 밝은 가을 즐겁도다.
- <⑥ 청전법륜가>, 김완진 해독.

2행에서 ‘法界의 佛會’라고 한 표현으로 미루어, 화자는 사찰 혹은 종교 공동체의 속성을 지닌
공간에 머물고 있다. 앞서 살핀 두 작품에서는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절이나 공양을 하는 행
위가 주로 포착되었다. 그러나 <청전법륜가>는 法雨를 체험하여 무명과 번뇌의 상태를 벗어나
35) 인드라망: 제석천의 궁전에 있는 무구한 구슬로 만들어진 그물. 서로를 비추고 비추어 주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 세상을 상징하기도 한다.

36) ‘香’은 원문에는 ‘手’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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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芽를 길러 열매를 맺고 깨달음에 이르는 일련의 성장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의 제목
에 나오는 ‘法輪’은 앞서 살핀 <대승육정참회>에도 등장했던 대승의 법륜이다. <대승육정참회>
에서는 역설적 어휘(轉無所轉, 遍滿虛空)를 통해 막힘없는 소통을 암시했던 것과는 달리, 여기서
는 수용자를 위해 명료한 표현과 직관적인 비유를 활용하고 있다.
화엄불국의 이상을 주제로 한 시가 작품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부 작품에 나타난 이상
세계와 공간적 심상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원효의 <대승육정참회>를 통해 연화장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역설적 소통의 전개를, 충담사의 <찬기파랑가>에서 기파랑의 모습, 마음,
신념이 화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풍경의 일부 또는 전체로 되살아나는 상황을, 영재의 <우적
가>에 나타난 지리산 운상원의 이상세계로서 성격을, 균여의 <보현십원가>에 등장한 법계, 불
회 공간의 성격와 시간에 따른 개체의 성장 요소 등을 거론하였다.

4. 맺음말
불국사는 건립 초기부터 화엄불국사로도 불리었던 만큼, 화엄불국의 세계를 구체화하여 배치
되었다. 따라서 화엄경에 등장했던 여러 신앙의 대상을 대웅전, 극락전, 毘盧殿, 관음전 등의
공간에서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적, 상징적인 화엄경과는 대비되는 설화적, 대중적인 
법화경을 위한 자리까지 마련되었다. 문학 작품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자유로운 체험이 가능했
으리라는 점과 국보급 불상들의 크기와 형상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통해 화엄불국이 지녔던
병존과 평등에 다다를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왕생 설화의 정토 관념은 구심점을 구태여 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불국사 배치도를 거니
는 자유로움을 닮기도 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영향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기보다, 문학과
미술을 통해 표현되는 화엄의 미학 자체에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결과론적인 평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한다.
화엄불국의 이상을 주제로 한 시가 작품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부 국한문 시가에 나타
난 이상세계의 단서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원효의 <대승육정참회>를 통해 연화장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역설적 소통의 전개를, 충담사의 <찬기파랑가>에서 기파랑의 모습, 마음,
신념이 화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풍경의 일부 또는 전체로 되살아나는 상황을, 영재의 <우적
가>에 나타난 지리산 운상원의 이상세계로서 성격을, 균여의 <보현십원가>에 등장한 법계, 불
회 공간의 성격와 시간에 따른 개체의 성장 요소 등을 거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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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토를 비롯한 기존의 범주를 통해서는 견주어 읽지 않았던 작품들이다. 미진했던 분
석을 더욱 체계화하여 화엄불국이라는 새 범주의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화엄불과 신라 시가”에 대한 토론문

“

김승우(전주대학교)

추후 보충)

(

깨어지는 꿈, 仙遊의 환상
․

- 朝鮮 中 後期 遊仙詩의 성격 변화와 관련하여 -

윤재환(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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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학 특히 詩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한다. 문학의 기원과 역사에 관한 논쟁만큼이나 지난한 토론의 과정을 거
쳐 왔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문학의 가치에 대한 회의
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문학에 대한 기대에 의한 것이라 보인다. 그런 점에서 문학의 가치와 필
요에 대한 끊이지 않는 의문은 다른 말로 문학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
미한다.
문학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어떤 것을 어떻게 구현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문학을 바라
보고 인식하는 이들에 따라 각기 다른 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문학을
바라보든, 문학을 대하는 독자들은 문학을 통해 꿈을 이루고자 한다. 예리한 시선으로 현실을
비판하든, 幻想과 浪漫을 통해 夢幻에 잠기든 문학을 접하는 이들은 문학을 통해 현실에서 이루
지 못한, 또는 간절히 이루기를 바라는 꿈을 이루고자 한다. 그것이 대리만족(vicarious
pleasure)이거나 대상행동(substitute behavior), 또는 감정의 전이(emotional contagion)나 동일시
(identification) 중 어떤 것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수
록 더 많은 사람들이 문학에 몰입하고, 문학은 이들을 더 높은 理想世界, 유토피아(Utopia)로 이
끈다.
이런 모습은 漢詩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시가 비록 전근대 시기 당대 최고의 지식인 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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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창작된 문학이지만, 한시에는 치밀한 논리와 지성, 예리한 비판과 강렬한 웅변, 깊은 사색
과 터져 나오는 감성 뿐 만 아니라 한없는 꿈의 세계가 담겨있다. 儒學이라는 실천 철학을 바탕
으로 현실 사회와 정치에 뛰어들어 세상을 改革하고 인간을 匡正하고자 했던 관료이자 학자, 지
식인이었던 당대 사대부 계층의 대표적인 문학 양식인 한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꿈
의 세계는 문학의 가치와 존재 의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또 한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은 당대 관료이자 학자, 지식인이었던 사대부 계층이 처해
있었던 고난과 번뇌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의 앞에 놓여 있었
던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 그들을 꿈의 세계로 이끌었고, 그들은 한시 속 꿈의 세계를 통해 안
식과 위안을 얻고자 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전란과 당쟁이라는 정
치적 혼란이 연속되었던 16～7세기 동안 가장 많은 양의 遊仙詩가 창작된 이유를 전란과 정치
적 혼란 때문이라고만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이유에서 전란과 정치적 혼란을 배제하기도 어렵
다.
당대 사대부 관료 계층의 한시 문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꿈의 세계는 대부분 仙界로 정리된
다. 이들이 神仙과 함께 또는 스스로 신선이 되어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꿈의 세계를 거닐며 한
없는 안식과 위로를 누리고자 했던 것은 그와 같은 안식과 위로를 현실세계에서 찾을 수 없었
기 때문이다. 한시 속에 구현된 선계의 모습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속에서 얻는 위안이 크
면 클수록 반대 지점인 현실세계에서 그들이 직면했던 고난 역시 컸다고 보인다. 이들이 꿈의
세계를 선계로 규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어떤 이유에 의한 것이었든 그들이 꿈꿨던 선
계는 현실 세계에서 재현될 수 없는 理想鄕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선계 지향은 이룰 수 없
는 꿈의 추구이며 영원한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다. 이 동경과 추구가 있었기에 이들은 현실의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후기 특히 18세기 이후로 오면서 당대 사대부 관료 계층의 꿈의 세계였던 한시
속 仙界는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전 시기까지 유지되어 왔던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이
상세계에서 점차 世俗化되는 모습을 보인다. 18세기 이후 조선 사회의 사대부 관료 계층이 이전
보다 여유롭고 안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런 변화는 더 이상 선계의 꿈을 꿀 필
요가 없어서였다고 할 수 있지만, 당대의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
또 한시보다 당대 새롭게 부각된 산문 양식이 그들의 꿈의 세계를 묘사하기에 더욱 적절하였기
때문에 한시 속의 선계가 옅어진 것이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선계라는 꿈의 세계가 한
시를 중심으로 거론되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보기도 쉽지 않다.
이 글은 이 지점에서 서술된 것이다. 이 글은 18세기 이후 한시에 등장하는 선계 특히 遊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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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이전 시기와 달리 나타나는 양상을 찾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조선 중․후기에 창작
된 遊仙詩의 성격 변화에 대한 검토는 유선시라는 양식이 지닌 사적 흐름을 조감하고, 당대 지
식인들의 신선세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2. 遊仙에 담긴 꿈
전근대시기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한시를 통해 현실에서 느낀 다양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시
가 현실의 불만을 토로하는 하나의 양식이 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시가 개인이 느
낀 卽刻的인 정서를 표출하기에 유용한 양식이었다는 양식적 특성과 함께 한시의 창작이 그들
의 보편적인 교양으로 기능했을 만큼 그들이 한시에 익숙했었다는 한시 창작의 관습성에도 적
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 한시라는 문학 양식이 자리 잡은 이후
한시는 그 당대 지식인이 느꼈던 수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대표적인 문학 양식으로 인식되었다.
한탄과 분노, 좌절과 낙담, 비판과 저항의 정신은 물론이고 현실 도피와 退去, 隱逸과 安分, 知
足과 自樂의 의식에 이르기까지 현실 불만족에 대응하는 개인의 다양한 의식과 행동들이 한시
로 구현되었고 세상에 전해졌다. 이렇게 현실의 불만족을 극복하기 위해 창작했던 한시의 유형
중 하나가 遊仙詩이다. 유선시는 작자가 신선과 함께 또는 신선이 되어 선계를 노니는 내용을
담거나 신선이 되기 위한 행위나 의식, 또는 선계나 그와 같이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세계를 묘
사한 시를 말한다.1)
동양 사회에서 유선시의 창작 전통은 오랜 역사를 지닌다. 그런데 중국에서 유선시가 詩經
과 楚辭에서 기원하였다가 魏晉時代 郭璞에게서 극치에 이른 뒤 이후 점차 쇠퇴했던 것과 달
리 우리나라에서 유선시는 조선중기에 해당하는 16～7세기에 가장 성행했다. 고려시대 이규보의
1) 遊仙詩의 역사만큼이나 유선시의 개념은 다양하고 폭넓다. 이 글에서 언급한 유선시의 개념은 그간 한
국과 중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언급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중국의 유선시에
대한 연구로는 金周淳, ｢魏晋六朝詩의 特色｣, 국어국문학 85, 국어국문학회, 1981; 심규호, ｢魏晋時代
의 도교문학 : 신선세계와 시인｣, 道敎學硏究 10-1, 한국도교학회, 1992; 송천호, ｢중국 遊仙詩 소고
(1)｣, 中國文學硏究 7-1, 한국중문학회, 1989; 윤정현, ｢육조 유선시 연구｣, 중국어문학 8-1, 영남중
국어문학회, 1984; 柳晟俊, ｢魏晋 遊仙詩 小考 : 郭璞 前後를 中心으로｣, 童山申泰植博士古稀紀念論叢,
계명대출판부, 1979; 류성준, ｢晉代 郭璞과 그 前後의 遊仙詩 簡考｣, 中國硏究 28,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01; 이광철, ｢魏晉 遊仙詩 仙境考｣, 중국어문학논집 14, 중국어문학연구회, 2000. 등이
있다. 한국의 유선시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다양하지만 이 중 주목해 보아야 할 것으로는 정민의 초월의
상상(휴머니스트, 2002.)과 강민경의 조선중기 유선문학과 환상의 전통(한국학술정보, 2007.)이 있다.
강민경의 저서는 그의 박사학위논문 ｢朝鮮中期 遊仙文學 硏究(한양대학교, 2004.)｣를 그대로 이은 것이라
보이는데 정민의 논리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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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夢遊仙作>이나 조선 전기인 15세기 김시습의 <遊仙宮, 贈柳別提>․<遊仙歌>, 이희보의 <遊
仙院洞>, 심의의 <續何敬祖遊仙詩>, 그리고 성현과 기준 등 몇 사람의 유선시가 있지만 현재
전하는 우리나라의 유선시 대부분이 16～7세기 조선중기에 창작된 것이다.2) 우리나라에서 조선
중기 16～7세기에 유선시가 대량 창작된 이유에 대해 학당풍의 진작이라는 문예사조적인 측면
과 도교사상에 대한 관심의 증폭이라는 사상사적인 측면, 서인의 몰락과 전쟁의 상란이라는 작
가의식과 사회사적인 측면이 거론되는데3) 이 중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하
기 어렵다. 그것보다 조선중기 유선시 창작의 활성화는 이 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선시의 창작을 위해서는 단순히 현실을 벗어나거나 부정하고자하는 소극적인
도피의식보다 극복될 수 없는 현실의 한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방어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遊仙이라는 행위 자체가 현실에서 구현될 수 없는 이상세계를 찾
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 극복의 의지와는 일정한 거리를 지니는 것이고, 단순히 현실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불가능의 세계인 선계에 두고자 했던 것은 작자가 느낀 현실
적인 고뇌와 좌절, 처해 있었던 상황이 결코 현실세계에서 극복될 수 없는 것이라는 판단과 함
께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자가 자신을 현실세계와 유리된 이상 공간에 두는
승화(sublimation) 행위를 통해 애초 또는 끝내 자신이 현실세계와 섞일 수 없는 존재였다는 현
실 부정(denial)과 자기 합리화(rationalization)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유선시의 작자에게 유선의 대상이 되는 선계는 꿈의 세계, 이상의 세계이면서
자신을 지키고 존재 가치를 합리화하는 마지막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근대시기 창
작된 유선시의 대부분에서 작자는 꿈의 세계인 선계에 머물지 못하고 끝내 현실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당대 유선시의 작자였던 지식인 계층을 감싸고 있었던 견고
한 유가적 의식의 皮質과 완고한 현실적 障壁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부 유선시에서 작자
가 현실세계로의 회귀 없이 선계에서 머물거나 유선시 작자의 의식이 도교적으로 경도된 경우
를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예에 해당하는 작품이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도 작품
의 전반적인 구성으로 보아 작자는 현실세계로 회귀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 도교적으로 경도된
2) 우리나라에서 창작된 유선시 자료에 대해서는 鄭珉의 ｢16, 7세기 遊仙詩의 자료개관과 출현동인(道敎
文化硏究 4, 한국도교문화학회, 1990.)에 자세히 나와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이 내용이 정민의 앞의
책 2부 3장에 재정리되어 수록되었는데, 중요한 자료 대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모든 자료를 다 언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遊仙詩라는 유형이 시의 내용에 따른 분
류이고 내용 범주가 너무 넓어 시 작품 하나하나를 직접 살펴보기 전에는 그 시가 遊仙詩인지를 확인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遊仙詩 작품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3) 정민, 초월의 상상, 휴머니스트, 2002, 147～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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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라 하더라도 그 의식의 根底는 유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전근대시기의 유선시, 특히 18세기 조선후기가 오기 전까지 창작된 유
선시의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선계는 작자의 꿈과 환상, 희망과 기원을 담고 있는 안식과 위로의
공간이었다. 이 선계라는 마지막 공간이 그들에게 최후의 도피처, 영원한 안식처, 언제나 그리운
이상향이자 본원의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자는 현실에서 숨 쉴 수 있었고, 현실의
질곡과 좌절에서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만약 그들에게 이 마지막 공간이 없었다면 그들은
자신을 의탁할 희망의 세계 없이 막연히 현실을 표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선중기 창작된
유선시 몇 수를 살펴보기로 한다.4)
海水淸復淺
東海行揚沙
親見瑤池側
三發蟠桃花
上元首作三叉髻
王母身乘龍虎車
露冷珠樹鶴徘徊
扶桑曙色射金霞
閑倚綵雲吹玉蕭
蓬山落月未全斜

바닷물 맑고도 잔잔한
동해 길에 모래를 날리며
瑤池 가에 직접 와 보니
蟠桃花 벌써 세 번이나 피었으며
대보름에 세 갈래로 머리 쪽지고
西王母 몸소 龍虎車에 오르니
이슬 찬 고운 나무에 학은 배회하고
부상의 새벽빛은 금빛 놀에 어리는데
느긋하게 비단 구름 기대 옥퉁소를 부니
봉래산 지는 달은 아직 다하지 않았네.5)

이 시는 김세렴(1593～1646)의 <遊仙謠>이다. 김세렴은 도승지․호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으로, 1617년正言으로 있으며 廢母論을 주장하는 자들을 탄핵하다가 郭山으로 유배되었고 1년
만에 강릉으로 移配되었다가 다음해 귀양에서 풀려났지만 인조반정이 일어날 때까지 다시 관직
에 나가지 못하였다. 인조반정 이후 재등용되어 1636년 통신사의 부사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동
부승지를 거쳐 병조참지와 병조․형조․이조참의, 부제학을 역임하였다.
이 시는 김세렴의 문집인 東溟先生集의 작품 배열과 시의 내용으로 볼 때 廢母論에 반대하
여 郭山으로 유배간 다음해인 1618년 그의 나이 26세 정월 무렵에 창작된 것이라 보인다. 그런
점에서 5․7언 고시 1수인 김세렴의 <遊仙謠>는 폐모론에 반대하여 귀양간 자신의 울분을 시
의 根柢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 속에서 그와 같은 울분을 찾기 어렵다. 이 시
4) 현재까지 이루어진 유선시 관련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조선중기에, 대상으로는 許楚姬에 집중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언급된 작품들을 제외하여 최대한 개별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은 작품들
을 거론하고자 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모두 필자의 寡聞에 의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5) 金世濂, <遊仙謠>, 東溟先生集 卷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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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김세렴은 자신을 瑤池라는 선계에 있으면서 蟠桃花와 西王母를 접하고, 새벽 선계의 풍경
을 바라보며 느긋하게 옥퉁소를 부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시의 둘째 구와 셋째 구를 볼
때 김세렴이 스스로 선계를 찾아갔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이 시는 귀양지를 선계로 만든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는 김세렴이 폐모론에 반대한 자신의 행위에 후회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귀양지를 선계로 자신을 선계에서 유유자적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뜻이
된다.
天如碧笠海如杯
千歲蟠桃幾度開
遙隔彩霞聞朗詠
洞仙閑與月徘徊

하늘은 푸른 삿갓 같고 바다는 잔 같은데
천 년 익는 蟠桃는 몇 번이나 열렸나
아득 먼 고운 노을 너머 낭랑한 소리 들려오니
골짝 신선 한가하게 달과 배회하는구나.6)

이 시는 심유(1620～1688)의 <遊仙詞>이다. 심유는 조선중기인 17세기에 이조참의․예조참
의․호조참의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674년 仁祖의 繼妃 慈懿大妃의 복상문제로 西人이 실각하
고 宋時烈이 유배당하게 되었을 때, 사간으로서 송시열을 변호하는 주장을 펴 관작을 삭탈당하
고 廣州에 유배되었으며,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어진 뒤에는 소론인 尹拯의 구원에 반대
하고, 金壽恒․李端夏 등 노론을 변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서인 중 노론계 인물이라
고 할 수 있다.
심유의 <유선사>는 위에서 본 7언절구 1수가 전부인데, 유선시의 대부분이 장편 고시이거나
연작시로 이루어져 있다는7) 점에서 조금 특이한 양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 이 시의 앞에 있
는 시가 <遊月出山>과 <洞石題詩>라는 점에서 이 시는 월출산을 유람하며 월출산을 선계로,
자신을 그 선계에서 한가로이 거닐고 있는 신선으로 치환하여 쓴 시라고 보인다. 이 시에서 심
유가 있는 선계는 푸른 삿갓 같은 하늘과 잔 같은 바다가 멀리 보이는 곳으로, 천 년에 한 번
익는 蟠桃가 수도 없이 익어왔던 환상적인 공간이다. 이 속에서 심유는 고운 노을 너머 하늘 아
득한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를 들으며 달빛 아래 한가롭고 느긋하게 시간을 보낸다. 이곳은
청정 세계로 물욕의 자취가 없는 탈속적인 공간이다. 이 속에서 심유는 어떤 현실적인 고난이나
번뇌를 느끼지 못한다.
宴罷蓬萊最上頭
玉虬催駕向丹丘

봉래산 제일 위에서 연회를 마친 뒤
옥 규룡에 멍에 매고 丹丘 향해 가니

6) 沈攸, <遊仙詞>, 梧灘集 卷4, ｢七言絶句｣
7) 정민, 초월의 상상, 휴머니스트, 2002,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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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烟一點依微小
何處人間是九州

푸른 안개 속 한 조각 점점 희미해지는데
인간 세상 그 어느 곳이 바로 九州인가.(1수)

王母騎龍上紫烟
回看滄海變桑田
人閒日月忙如許
洗髓從來幾萬年

서왕모 용을 타고 자색 안개 올라서
돌아보니 푸른 바다 뽕나무밭 다 됐는데
인간 세상 세월이 이처럼 황망하니
뇌를 씻은 지 몇 만 년이 되었나.(4수)

霱雲深鎖蘂珠宮
瓊樹琪花落晩風
夜讀參同淸不寐
彩鸞啼起月明中

상서로운 구름에 깊이 잠긴 예주궁의
고운 나무 꽃들이 저녁 바람에 지고
밤들어 참동계 읽자 맑아 잠들지 못하는데
달 밝은 속에서 고운 난새 울며 지나가네.(6수)8)

이 시는 조원기(1630～1680)의 <次揚卿遊仙詞韻> 6수 중 첫째, 넷째, 여섯째 수이다. 조원기
는 17세기 홍문관․사간원․황해도 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영의정 李景奭의 문인이자 사
위이다. 어려서부터 신동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학문에 뛰어나 약관의 나이로 사마시에 합격
하여 생원이 되었고, 1660년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학자로서 문명이 높은 인물이었
다.
이 시는 조원기가 동생 조현기(1634～1685)의 <遊仙詞 次許蘭雪韵> 2首를 차운한 것이 아닌
가 추정되지만 조현기의 시와 조원기 시의 韻字가 다르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 시를 차운한 것
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9) 또 조현기의 문집에서 시의 제목 옆에 此篇錄戊子至壬寅作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조현기의 시는 1648년부터 1662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조현기
의 이 시가 조원기가 차운한 시의 原韻이 맞다면 조원기의 <次揚卿遊仙詞韻>은 이 이후 어느
시점에 창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선계에서 인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작자가 스스로를 신선에
의탁하여 쓴 것이다. 첫 번째 수에서 작자가 향해 가는 丹丘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밝은 땅으로
仙人이 산다는 곳을 지칭하는 전설상의 지명이고, 여섯 번째 수에서 작자가 있는 蘂珠宮은 신선
8) 趙遠期, <次揚卿遊仙詞韻>, 九峯集 卷1, ｢七言絶句｣
9) 趙顯期의 遊仙詞는 그의 문집 一峯先生詩集 卷1에 <遊仙詞, 次許蘭雪韵> 2수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花間賭罷一殘棋, 仙島烟霞日影遅. 風動玉鈴驚起夢, 侍童來報宴瑤池.(1수) / 桃花洞口彤雲重, 花下仙郞一笑
迎. 曉起欲參蓬島會, 雲中騎出兩靑龍.(2수) 이 시의 운자는 1수에 平聲 支(遲, 池), 2수에 平聲 庚(迎), 平
聲 冬(龍)자가 쓰였지만, 조원기의 시에 사용된 운자는 이와 다르다. 그런 점에서 조현기의 이 시가 조원
기 시의 原韻이 아닐 수 있지만, 만약 原韻이라면 문집에 수록된 조현기의 시가 불완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현기의 문집에 遊仙詩라는 제목의 시가 이 시 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현기 시의 일부가 누락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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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산다고 하는 꽃과 구슬로 장식한 궁전을 말한다. 모두 인간 세상이라는 현실세계와 대척적
인 지점에 있는 곳이다. 이 시를 볼 때 작자가 선계를 추구한 것은 황망하게 지나가버리는 인간
세상의 시간에 대한 부정의식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네 번째 수의 세 번째 구 “인간 세상 세월
이 이처럼 황망하니[人閒日月忙如許]”와 네 번째 구 “뇌를 씻은 지 몇 만 년이 되었나[洗髓從來
幾萬年].”에서 이런 의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구의 ‘洗髓’는 東方朔이 鴻濛의
늪에서 노닐다가 황미옹을 만났는데, 이때 황미옹이 “나는 火食을 끊고 精氣를 흡수해 온 지가
이미 9천여 년이 된다. 3천 년 만에 한 차례 뼈를 바꾸고[反骨] 뇌를 씻었으며[洗髓], 2천 년 만
에 한 차례 뼈를 찌르고[刺骨] 털을 갈았으니[伐毛], 나는 태어난 이후로 세 차례 뇌를 씻고 다
섯 차례 털을 갈았다.”고 했다는 전설을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시에서 조원기가 추
구한 것은 인간이 지닌 근원적인 한계, 즉 죽음의 극복을 통한 長生不死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
다.

3. 버려지는 환상들
조선중기까지 창작된 유선시 속의 선계는 작자에게 꿈의 세계, 이상의 세계이면서 자신을 지
키고 존재 가치를 합리화하는 최후의 공간으로, 작자의 꿈과 환상․희망과 기원을 담고 있는 안
식과 위로의 공간이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지녔던 유선시 속의 선계는 18세기 조선후기로 오
면서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靑霄赤縧飛雄劒
三洲出日神光豔
姑射深屛雙黛斂
羲文軒軌尙不知
海外秦人空汎汎
喬山盖有金鳧藏
廣成不救軒轅亡
古有堯舜壽百年
未必求仙獲命長
求仙千古令人傷

푸른 하늘에 붉은 술의 웅검이 날고
삼주에서 해가 떠서 신비스러운 빛 곱기도 하다지만
藐姑射의 깊숙한 병풍은 고운 두 눈썹 감추고
복희 문왕 그 경지는 아직도 알 수 없는데
바다 밖으로 진나라 사람 부질없이 떠돌고
높은 산처럼 덮인 무덤에는 금 오리 향로 숨겼으며
광성자 돕지 않았다면 헌원씨는 죽었겠고
그 옛날 요순은 백년을 살았다지만
수명 연장 하려고 신선되길 구할 필요 없는 것은
신선됨이 옛날부터 사람을 상하게 해서지.10)

10) 南有容, <求仙謠>, 䨓淵集 卷8, ｢雜詩○樂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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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南有容(1698～1773)의 <求仙謠>로 문집인 䨓淵集 卷8의 ｢雜詩○樂府｣에 수록된
17제 21수의 악부시 중 15번째의 시이다. ｢雜詩○樂府｣의 첫 번째 수록된 <秋月何皎皎> 4수의
제목 옆에 以下二十一首屬樂府○乙未라고 기록되어 있고, 남유용이 생전에 자신의 시문을 自編
해 놓고, 동생 南有定과 張道純 등에게 寫出하도록 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秋月何皎皎> 4수의
제목 옆에 기록된 乙未라는 간지는 이 시의 창작 시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시는 1715년(숙종
41) 남유용이 18세 때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유용은 소론계열의 거두였던 南龍翼의 증손이면서도 영조의 탕평책에 반대한 노론 준론의
대표적 인물인 李縡의 문인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는 가문의 정치적 성향과 달리 낙론계 노론
준론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1772년 明史正綱을 편찬했을 때 서법이 尊周之義에 심히 어긋난다
고 하여 영조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성리학자이자 관료로 보아야 한다.
이 시의 제목이 <求仙謠>라는 점에서 이 시는 신선이 되기를 구하는 시라고 볼 수 있지만,
시를 살펴보면 오히려 그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선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이
되려고 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시에 사용된 시어의 상당수가 도교적 신화에 관
한 것이라는 점에서 남유용이 도교에 익숙했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구의 ‘飛雄劒’은 王子喬
의 무덤에서 얻은 칼 한 자루를 방 안에 두었더니 용과 호랑이처럼 울어대다가 하늘로 날아 올
라갔다는 고사에서 온 것이고, 둘째 구의 ‘三洲’는 바다 가운데 신선이 산다고 하는 三神山으로
蓬萊․方丈․瀛洲를 말한다. 여섯째 구의 ‘金鳧’는 금으로 만든 물오리 모양의 향로로 진시황의
능에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일곱째 구는 전체가 광성자와 황제에 관한 고사이다. 고대
전설상의 仙人인 광성자는 공동산의 石室에서 거처하였는데, 軒轅(黃帝)이 在位 19년 만에 광성
자를 찾아가 양생의 도리를 묻자, 광성자가 “至道의 정수는 窈窈冥冥한 것이요, 至道의 극치는
昏昏默默한 것이다. …… 그대는 내부를 단속하고 외부를 폐쇄하라. 지각 활동이 많으면 몸을
상하게 마련이다. …… 나는 하나를 계속 간직하며 조화된 경지에서 살아 왔다. 그래서 1,200년
이 되었지만 몸이 아직 쇠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여 수도 끝에 至道의 정수를 얻었다고 하는
莊子 ｢在宥｣篇의 이야기를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남유용은 상당한 수준의 도교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도교에 익숙했지만,
그는 도교에 대해 또 신선이나 선계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보인다. 이 시에서 남유용이 신선이
되어 수명을 연장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신선을 추구하는 것은 不可能한 것이고, 선
계라는 세계는 不可知한 것으로 이를 추구하는 꿈을 꾼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그는 선계라는 환상세계, 꿈의 공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었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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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圃宮中讌穆王
玉杯親獻紫霞香
夜深黃竹謌聲發
八馬無踪月杳茫

현포 궁중에서 목왕 맞아 잔치 열어
친히 올린 옥잔에는 자하 향기 어리는데
밤 깊어 황죽의 노래 소리 울리지만
팔준마는 자취 없고 달빛만 아득하네.

瓊樓落月白如霜
獨宿姮娥錦簟凉
泣向窓前吹玉笛
紫彎飛去桂花香

옥경루 지는 달은 서리인양 하얀데
홀로 자는 항아의 비단자리 싸늘하며
흐느끼며 창 앞에서 옥피리를 불어봐도
붉은 난새 날아가고 계수나무 꽃향기만 어리네.

瑤海樓臺壓巨鰲
紫簫淸轉月輪高
花間逢着東方朔
滿袖偸來碧玉桃

요지의 누대는 큰 자라를 눌렀고
자색 퉁소 맑게 울려 둥근 달만 휘영한데
꽃 사이에서 동방삭을 만나니
소매 가득 벽옥도를 훔쳐왔구나.

夢起綺窓落月橫
太淸何處曉鍾聲
閒呼玉女褰珠箔
雲滿高松鶴不驚

꿈을 깬 비단 창에 지는 달 걸렸는데
태청 어디선가 새벽 종소리 들려
느릿느릿 옥녀 불러 구슬 발 걷고 보니
높다란 솔엔 구름 엉겼고 학은 놀란 기색 없네.

五色斑麟駕五雲
赤城壇上拜元君
袖中取進黃金帖
八海眞圖九嶽文

다섯 빛깔 얼룩 기린에 오운거를 매어
적성산 천단에서 원군께 절하고
소매 속에서 황금첩을 올려 드리니
팔해의 진도와 구악의 문이라네.11)

이 시는 李彦瑱(1740～1766)의 <遊仙詞> 5수이다. 이언진은 18세기 중반 사역원 주부를 역임
한 역관이자 시인으로, 당대 문단의 거두였던 李用休의 제자였다. 그는 중인 신분으로 譯科에 합
격하여 사역원 주부가 되었고, 1763년 통신사 趙曮을 수행하여 일본에 다녀왔다. 어려서부터 재
주가 뛰어나 시문과 서예에 능하여 이용휴에게 靈異的인 천재로 인정받았지만, 27세의 젊은 나
이에 요절하였다. 또 유달리 자부심이 강했던 그는 죽기 전 세상에 知人이 없음을 한탄하며 자
신이 지은 모든 초고를 직접 불살라버려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으나, 초고를 불사를 때 그의
아내가 빼앗아 둔 일부의 유고가 松穆館燼餘稿라는 제목으로 편집되어 현재 전한다. 이 시는
그의 松穆館燼餘稿 ｢七言絶句｣편에 수록되어 있는 <遊仙詞> 5수이다. 문집 속 시의 편차로
보았을 때 이 시는 일본 통신사행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창작한 것이라 보인다.
11) 李彦瑱, <遊仙詞>, 松穆館燼餘稿, ｢七言絶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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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가 이언진의 통신사행 이후 창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시의 창작 배경에는 이언진이
느꼈던 신분적 한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 좌절감이 놓여 있다고 보인다. 당대 문단의 巨
木으로 간주되었던 이용휴에게 천재로 인정받았지만 이런 인정이 이언진에 대한 세상의 평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일본 통신사행에서 일본인들에게 ‘國士無雙’이라는 칭송을 받았지
만 귀국 이후 그의 공이 전혀 드러나지 못했던 상황은 그에게 신분에서 오는 소외감을 더욱 강
하게 자극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그의 遊仙詩는 조선중기까지 창작된 遊仙詩는 물론이
고 앞에서 살펴본 남유용의 시와도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첫 번째 수에서 이언진은 玄圃의 궁중에서 穆王을 맞이해 연 잔치에 초대받아 간 것으로 보
인다. 그런 점에서 그는 신선이 되어 선계를 유람한 것이라기보다 인간으로 잠시 선계에 머물렀
다고 할 수 있다. 이언진이 찾아간 玄圃는 위로 天界와 통한다고 이야기되는 崑崙山 정상에 있
는 신선의 거처를 말한다. 그 위에는 金臺․玉樓와 琪花瑤草가 만발해 있다고 하는데, 보통 仙
境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두 번째 구의 ‘紫霞’는 신선을 말하는데, 신선은 보라색 雲霞를 타고 다
니면서 紫霞酒를 마신다고 한다. 따라서 ‘紫霞香’은 仙趣 또는 仙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구의 ‘黃竹謌’는 周나라 穆王이 바람 불고 눈이 오는 차가운 날에 사냥을 하다가 추위에 떠
는 백성을 보고 지었다는 시의 제목으로, 보통 궁중에서 잔치를 벌이며 연주하는 음악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수는 仙界에서 열린 잔치의 흥취를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마지막
구에서 이언진이 “팔준마는 자취 없고 달빛만 아득하네[八馬無踪月杳茫].”라고 했다는 것에 문제
가 있다. 穆王이 八駿馬가 모는 수레를 타고 다녔다는 점에서 팔준마는 자취 없고 달빛만 아득
하다는 것은 이언진이 穆王을 가까이 할 수 없었다는 말이 된다. 그렇게 본다면 이언진은 현실
세계 뿐만 아니라 선계에서조차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에서 이언진은 月宮의 姮娥에 대해 언급했다. 그런데 이언진이 묘사한 항아는 홀로
자며 창 앞에서 흐느끼는 존재이다. 항아의 옥피리 소리에도 불구하고 붉은 난새는 날아가 버리
고 계수나무 꽃향기만 어린다. 月宮이라는 선계, 이상 공간에 있지만 이언진처럼 항아는 서글프
고 서러운 존재이다. 여기서 선계는 마냥 행복한 이상세계도 안식과 위안의 공간도 아니다. 현
실세계의 소외가 반복되는 공간일 뿐이다.
세 번째 수에서 이언진은 西王母의 碧桃를 소매 가득 훔쳐온 東方朔을 만났다. 동방삭 설화를
모티브로 한 것인데, 세 번째 수의 내용으로 볼 때 이언진이 가 있었던 선계는 인간의 욕망이
해소된 곳이 아니라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어떤 부조리한 작위적인 행동을 해야만 하
는 곳이다. 그런데 이언진은 不死長壽를 위해 동방삭에게서 碧桃를 구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선
계에 오른 것이 不死長壽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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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가 선계에 오른 것은 스스로 느꼈던 신분적 한계라는 현실의 부조리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가 느꼈던 현실의 부조리는 선계에서조차 끝내 해소되지 못한다.
네 번째 수와 다섯 번째 수의 경우 순서에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네 번째 수의 첫
구에서 꿈을 깼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섯 번째 수는 다시 꿈에 든 것이 된다. 그런 점에서 네
번째 수와 다섯 번째 수의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닐까 추정되지만 단언하기 어렵다. 이 시의 네
번째 수는 꿈을 깬 뒤 이언진이 바라본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창으로 비친 지는 달과 어디선가
들려오는 종소리, 발 걷은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엉긴 높다란 소나무와 그대로 서 있는 학은 선
계로 들기 전 이언진이 바라본 그대로이다. 이언진에게 현실은 선계의 유람 여부와 관계없이 어
떤 변화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다. 담담하지만 그가 느꼈던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떠올릴 수
있다.
다섯 번째 수는 현재의 구성으로 본다면 이언진이 다시 선계에 든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
편적으로 유선시가 하나의 단일한 서사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 하지
만 시의 구성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가 없다는 점에서 일단은 현재의 구성에 따라
시를 살펴본다. 이 시에서 이언진은 다섯 빛깔 기린에 五雲車를 매어 赤城山의 天壇에 가서 元
君에게 예를 드리고 자신이 지은 八海眞圖와 九嶽文을 바친다. 자신이 지은 詩文을 八海眞圖와
九嶽文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언진이 지닌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詩文에 대
해 이언진은 元君의 어떤 평가도 받지 못했다. 현실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일이 선계에서도 반
복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언진은 현실의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찾았던 선계에서 어떤 위
안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丹竈辛勤不計年
功成謁帝大羅天
升堂授玉陳庭實
總學人間覲禮篇
三千弱水不勝舟
丱女童男枉自求
誰信揚塵非異事
耐敎騎馬到瀛洲

단조에 힘 바친 지 몇 해인지 모르는데
공 이루어 대라천에서 상제를 알현하고
당에 올라 옥 바치고 공물을 진설하니
모두가 인간세계 근례편을 배운 거네.(1수)
조각배도 못이기는 약수 삼천리라는데
처녀 총각들이 부질없이 찾아대니
먼지 되어 날리는 게 이상한 일 아니라고 누가 믿어
말 타고 영주에 오게 하는가.(2수)

瓊樓葭管本難稽
織女新添繡線齊
不似三千年外景
羲輪已過斗牛西

달의 절기는 애초에 따지기 어려운데
직녀가 색실 수를 새로 더해 같게 했다지만
삼천 년 그 너머의 경치 전혀 같지 않아
태양은 벌써 두우성 저쪽을 지났네.(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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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包水土在中間
大地如丸四海環
繞地昨宵行一匝
何曾海上有三山

하늘이 물과 흙을 싸서 그 중간에 있으니
공 같은 대지에 사해가 둘렀는데
어젯밤 이 구역의 땅 한 바퀴 둘러봐도
어찌 일찍이 바다 위 삼신산이 있었겠나.(4수)12)

이 시는 金正喜(1786～1856)의 <小遊仙詞> 13首 중 1수에서 4수까지이다. 김정희는 조선 금
석학파를 성립하고 추사체를 완성한 문신이자 실학자, 서화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조
선조 勳戚家門의 하나인 慶州金氏 家門의 일원이었는데, 그의 가문은 안팎이 宗戚이어서 그가
문과에 급제하자 조정에서 축하를 할 정도로 권세가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기백이
뛰어나서 일찍이 北學派의 일인자인 朴齊家의 눈에 띄어 어린 나이에 그의 제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그의 학문은 청나라의 考證學에 기울었다. 24세 때 冬至 兼 謝恩副使로 청나라에 가는 생
부 金魯敬을 따라 燕京에 가서, 翁方綱과 阮元 같은 당대 청나라의 巨儒들과 접하였다. 그는 옹
방강의 ‘漢宋不分論’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고, 그의 학문을 요약하는 ‘實事求是說’은 완원의 학설
과 방법론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런 점들로 보아 그는 당대 청나라 학자들의 학설을 수용하여
자기 나름으로 소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그의 문집인 阮堂先生全集 10卷에 수록되어 있는 7언절구로 창작 시기를 명확히
하기 어렵지만, 1840년 9월 그의 나이 55세 때 尹尙度의 상소 배후로 지목되어 제주도 大靜懸에
위리안치된 후 63세인 1848년 12월 6일에 해배될 때까지 약 8년 정도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중 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13) 그런 점에서 이 시는 유배 기간 느낀 김정희의 현실 불우를
바탕으로 선계를 지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시에 나오는 선계는 인간세계나 현실세계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곳을 넘어 존재하지 않는, 존재할 수 없는 곳으로 규정되어 있다. 시 전체
를 인용하는 것이 설명에 더 편리하겠지만 분량을 고려하여 전체 13수 중 앞의 4수를 인용하였
고, 앞의 4수를 인용한 것은 나머지 시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이어서 앞의 4수만으로도 논지를 끌
어가기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이다.
인용한 첫 번째 수는 김정희가 선계에 올라가게 된 이유와 선계에서 바라본 공물의 진열 모
습에 대한 설명이다. 김정희는 자신이 丹藥 제조에 공이 있어 三淸의 위에 있는 大羅天에 올라
옥황상제를 알현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시는 일반적인 遊仙詩 첫 수의 서사 전
개와 같이 선계에 오르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정희는 마
지막 구에서 선계의 공물 진설이 인간세상의 儀禮 ｢覲禮篇｣을 배운 것이라고 했다. 선계의
12) 金正喜, <小遊仙詞> 13首 중 1～4首, 阮堂先生全集 卷10.
13) 정숙인, ｢金正喜의 <少遊仙詞> 고찰｣, 우리문학연구 31, 우리문학회, 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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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 진설이 인간세상을 배운 것이라면 선계는 완전한 이상세계가 아니라 인간세계와 같은 존
재, 더 나아가 인간세계에서 무엇인가를 배워야하는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세계가 된다.
두 번째 수는 不死草, 不老草를 찾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조각배조차 뜰 수 없다고
하는 弱手가 삼천리 뻗어 있는 곳에 不死草, 不老草가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 童男童女를 보내
불사초와 불로초를 찾고자 했던 진시황의 행위를 비판하고, 이어서 선녀 麻姑가 신선 王方平을
만나 “저번에 우리가 만난 이래로 동해가 세 번이나 뽕밭으로 변한 것을 이미 보았는데, 저번에
봉래에 가 보니까 물이 또 과거에 보았을 때에 비해서 약 반절로 줄어들었으니, 어쩌면 다시 땅
으로 변하려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接侍以來 已見東海三爲桑田 向到蓬萊 水又淺于往者會時略
半也 豈將復還爲陵陸乎].”고 하자, 왕방평이 “바다 속에서 또 먼지가 날리게 될 것이라고 성인들
이 모두 말하고 있다[聖人皆言 海中復揚塵也].”고 한 전설에서 유래한 ‘揚塵’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여 瀛洲를 찾아 불사초, 불로초를 구하는 행위의 불가함을 이야기했다. 이런 비판은 불사와
불로는 추구하는 인간의 행위가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수는 織女에 관한 신화의 부정이다. 김정희는 직녀가 색실로 수를 놓자 해가 서쪽으
로 가는 것이 멈추었다는 설화를 거론한 뒤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삼천년 이
전과 이후가 같을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태양의 변화로 증명하였다. 네 번째 수는 바다 위에
있다는 삼신산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다. 김정희는 하늘이 흙과 물을 감싼 그 사이에 사람
이 살고 있는데, 이 땅을 한 바퀴 다 돌아봐도 바다 위에 삼신산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본다면
김정희의 <少遊仙詞>는 잠깐 선계를 노닌다는 제목과 달리 遊仙이라는 행위, 선계라는 공간 자
체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선계와 유선에 대해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한 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선후기 18세기 이후의 유선시를 살펴보았을 때 시 속에 구현된 선계나 선계를 바라
보는 작자들의 시선이 이전 시기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을 대상에 대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접근, 실질적이고 이성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지
만 이는 결국 낭만에 대한 이성의 승리, 환상에 대한 현실의 압도를 의미한다. 낭만적이고 감상
적인 정서를 통해 작자와 독자를 꿈과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작품을 좋은 문학작품이라고 단
언할 수는 없지만, 18세기 이후의 유선시에서 볼 수 있는 선계와 선유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적
인 시선은 이 시기의 작자들에게 현실의 질곡을 잠시라도 벗어나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꿈과 희망의 세계가 점차 줄어들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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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우리나라의 유선시는 고려시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일부 작자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창작되다
가 조선중기 16～7세기 무렵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 시기 유선시의 창작이 활성화된 이유로는
다양한 요인들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혼란과 전란이라는 외적 요인과
그에 따른 작자 계층의 의식 변화가 아닐까 생각된다. 학당풍의 진작과 도교에 대한 관심의 증
폭, 서인의 몰락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 요인들의 경우 부수적이고 주변적인 역
할에 머물렀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우선 16～7세기에 창작된 유선시의 작자들을 몰락한 서인 계
층으로 한정하기 어렵고, 당풍에 대한 주목과 도교에 대한 관심이 옅어진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유선시가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유선시가 주제 또는 내용에 따른 시의 분류라는 점에서 쉽게 단
언하기는 어렵지만, 16～7세기 유선시의 작자 계층을 서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
각된다. 이 글에서 시를 인용한 17세기 초반의 문인 김세렴의 경우 북인에서 남인으로 전향한
문인이고, 또 17세기 남인계열의 대표적인 문인인 이서우 역시 <蓬萊遊仙詞> 6수를 남겼다. 1
6～7세기 유선시의 대표 작가 중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이수광이나 허초희의 경우 서인이라
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16～7세기 유선시의 활성화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몰
락한 서인의 불우는 당대 지식인의 불우로 작자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런 점은 학당풍의 진작과 도교에 대한 관심의 증폭이라는 16～7세기 유선시 창작의 활성화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다. 16～7세기 학당풍의 진작과 도교에 대한 관심의 증폭이 유선시 창작
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를 전면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것은 당풍에 대한 관심과 도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던 조선후기의 한시에서
도 여전히 유선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선시는 조선 전 시기를 거쳐 지속
적으로 창작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양적으로 볼 때 조선후기의 유선시가 조선중기보다 적은 편이고, 조선후기에 창작된 유
선시에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글에서 인
용한 조선후기의 유선시들을 볼 때 조선후기의 유선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어쩌면 유선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향의 시들을 통해 현실을 비판
한 예로 이민보의 <竹西泛舟次放翁遊仙五絶>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조선후기의 유선시가 모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정범조(1723～1801)의 <遊仙詞>나 정종로(1738～1816)
의 <又用前韻, 效遊仙體>를 보면 이 시기의 유선시가 반드시 이전 시기와 다른 성격을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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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 할 수 없다. 이 두 사람의 경우 당풍에 경도된 문인도, 도교에 심취했던 인물도, 정치적 성
향이 서인이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이들의 유선시는 16～7세기 유선시의 환상과 낭만을 담고 있
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선후기 새로운 경향의 유선시, 어쩌면 유선시라고도 하기 어
려운 유선시들이 등장한 이유와 이런 경향의 유선시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그러나 조선 전 시기에 창작된 유선시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선후기에
새로운 유형의 유선시가 나타났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유형의 유선시가 전체 유선시에서 얼
마만큼의 비중을 지니는지 확언하기 어렵다. 또 이런 새로운 유형의 유선시가 등장하게 된 이유
를 당풍과 도교에 대한 관심의 쇠퇴와 산문의 대두, 시대정신과 작가의식의 변화로 규정하기도
어렵다. 그것은 당풍과 도교에 대한 관심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기와 같은 유형의 유선시
를 여전히 볼 수 있고, 조선후기 당시 새롭게 대두된 산문에서도 선계에 대한 동경과 비판이라
는 상반된 의식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시대정신과 작가의식의 변화는 유선시 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 양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선후기 새로운 유형의 유선시가 등장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 결국 시대정신과 작가의식의 변화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 그러
나 이럴 경우 새로운 유형의 유선시 등장은 작자 개인의 선택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시대정신에 작가의식이 영향 받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시대정신과 작가의식이 함께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작가의식의 형성에 시대정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이 대두된 조선후기의 유선시는 이전과 다른 양상을 지닐 가능성이 상당하다.
조선후기에 등장한 실질적이고 이성적인 현실 중심의 새로운 시대정신은 과학적이고 논리적
인 분석을 바탕으로 감성과 낭만에 가득한 신선의 세계를 현실세계로 끌어내렸다. 현실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결국 현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변
화는 타당하고 또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 변화가 타당하고 당연하다고 해서 문학 속에서
꿈과 환상이 사라질 수 있다거나 꿈과 환상을 배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만은 생각되지
않는다. 문학이 마냥 꿈과 환상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문학이 주는 꿈과 환상은 현실의 부조
리에 대한 예리한 비판과 함께 문학이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 꿈과 환상 속
에서 인간은 안식을 누리고 위로받으며 잠시의 여유를 가진다. 문학에서조차 꿈과 환상을 가질
수 없다면 인간은 가혹하고 냉엄한 현실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할수록 仙遊의 꿈과 희망이 깨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지만 이로 인해 인간은
점점 외로워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조선후기에 창작된 유선시의 성격 변화 역시 필연
적인 것이고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匡正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식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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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이와 함께 잠시라도 현실을 벗어나 환상의 세계를 거닐
수 있는 방법을 없애 버렸다는 점에서 아쉬움 역시 적지 않다.

깨어지는 꿈, 仙遊의 환상”에 대한 토론문

“

이현일(성균관대학교)
윤재환 선생님의 이 발표는 대략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즐겨 창작되었던 遊仙詩의 성격
변화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시 전공자이기는 해도, 道敎와 遊仙詩에 대해 깊이 공부
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질의자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소견으로 읽
어 보아도, 글의 전체적인 논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이 없었으나, 질
의자의 소임을 맡은 관계로 약간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두서 없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16~17세기의 遊仙詩를 “遊仙에 담긴 꿈”으로 18~19세기의 遊仙詩를 “버려지는 환상들”
로 정리하고 계신바, 저 또한 발표요지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합니다. 다만 기술상 몇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1) 핵심적인 주장은 2절보다는 3절에 있다고 생각되며, 그렇다면 3절의 내용을 더 보강해
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체적으로 거론된 작품의 수량과 대표성이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합니
다. 어차피 소논문에서 거론할 수 있는 작품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면, 선행 연구성과를 조
금 더 적극적으로 기술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 國朝詩刪이나 箕雅
와 같은 대표적인 選集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3) 16~17세기 우리나라 詩壇은 明代 復古派의 영향을 받아서 낭만적인 樂府詩가 크게 유
행했었지만, 18세기 이후는 풍기가 一變하여 보다 사실적이거나 奇詭尖新한 시들이 유행했
다는 한시사적 맥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기 유선시의
창작이 활성화된 이유로는 다양한 요인들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혼
란과 전란이라는 외적 요인과 그에 따른 작자 계층의 의식 변화가 아닐까 생각된다. 학당
풍의 진작과 도교에 대한 관심의 증폭, 서인의 몰락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
요인들의 경우 부수적이고 주변적인 역할에 머물렀다고 생각된다.”(11면)고 기술하시고 있

지만, 외부적 요인보다 학당풍의 진작과 도교에 대한 관심이 부수적이라 판단하시는 근거
가 발표요지에는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시기 유선시는 색목과 관련 없이
보편적으로 유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4면: 김세렴의 <遊仙謠>에 대한 해석 문제. “그리고 시의 둘째 구와 셋째 구를 볼 때
김세렴이 스스로 선계를 찾아갔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이 시는 귀양지를 선계로 만든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는 김세렴이 폐모론에 반대한 자신의 행위에 후회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귀양지를 선계로 자신을 선계에서 유유자적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
었다는 뜻이 된다.”→한시는 의미가 닫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선세계를 그린 遊仙詩
라면 열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배생활의 고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신선
세계를 상상한 것인지, 현실의 유배지를 선계라 주장하며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스스로 정
당화한 것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사소한 문제들
* 4면: “瑤池 가에 직접 와 보니, 蟠桃花 벌써 세 번이나 피었으며(親見瑤池側, 三發蟠桃
花)”→“瑤池 가에 와서, 蟠桃花 핀 것을 세 번이나 직접 보았구나”
* 5면: “이 시는 조원기가 동생 조현기(1634～1685)의 ∼ 어느 시점에 창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논지 전개와 밀접하지 않으니, 전체 내용을 각주로 처리하시고 아울러 揚
卿이 조현기의 字라는 언급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6면: 소론계열의 거두였던 南龍翼→南龍翼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 6면: “海外秦人空汎汎”→秦始皇이 徐市을 파견한 故事를 언급한 듯합니다.
* 李彦瑱, 金正喜 등처럼 문학사에 잘 알려진 인물에 대해서는 굳이 그 행적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