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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교양서 『울산, 신라 불국의 관문』은 울산시민들의 역사적, 정서적 정체
성과 지역 사랑에 대한 마음을 고취할 수 있는 주제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습니
다. 기존의 고정관념인 산업도시 울산의 현대적 정서를 뛰어넘어 고대로부터 우
리나라의 정신적 영역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불교를 대상으로 울
산의 위상과 역할을 고찰해본 것입니다.

울산은 신라의 불교문화가 토대를 마련하고 융성해지기까지 관문의 역할을 충
실히 이행하고 토대를 제공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울산의 역할에 비해 불
교 전파의 주역으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라의 불교가 경주에서
활짝 꽃필 수 있기까지 울산이 얼마나 중요한 조력을 했으며 그 위상이 어떠했는
지를 이 논문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의 교양서도 울산시민들의 지식의 확장과 도시 정체성 정립에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떻게 흘러가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알아
가는 과정은 과거에서 현재를 찾고 현재에서 미래를 꿈꾸는 것만큼 설레는 일입
니다. 훌륭한 교양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과제의 선정과 자문을 해주신 위원님들
을 비롯하여 깊은 고민과 연구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신 저자께도 감사를 드
립니다.

앞으로도 숨어있는 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알고 싶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울산학
연구센터의 교양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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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울산, 신라 불국의 관문
오늘날 ‘울산’이라고 하면 대개 산업도시로만 여긴다. 20세기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서 울산이 기여한 바를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근대 이전에
도 그러했고, 심지어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그러했으니, 괴이할 게 없
다. 문제는 산업도시라는 인상이 워낙 짙어서 문화적으로는 거의 불모지로 여겨진
다는 사실이다. 신라의 수도인 경주, 한국의 찬란한 불교문화가 풍부하게 남아 있는
경주가 가까이 있어서 더욱 대비되어 그런 인식이 강화된 사정도 있을 것이다. 그렇
다고 울산이 문화도시와는 거리가 먼 도시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적어도 역사적
으로 볼 때,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은 울산으로서는 아주 억울하다.
대체로 지명에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지리와 관련될 수도 있고 문
화와 관련될 수도 있으며 물산과 관련될 수도 있다. 울산(蔚山)은 옛날에 울주(蔚州)
로 불렸으니, 오래도록 ‘울(蔚)’을 갖고 있는 셈이다. ‘울’은 ‘울창(鬱蒼)하다’는 표현으
로 널리 쓰이듯이 ‘무성하다, 아름답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글자의 뜻대로 울산은
경제적으로 주요한 항구로서 물산이 풍부하게 드나들었던 도시였다. 이미 신라 시
대부터 그러했다. 그뿐만 아니라 신라를 대표하는 불교문화도 이 곳 울산이 없었더
라면 경주에서 그렇게 꽃을 피우지는 못했을 것이다.

울산은 신라의 불교문화가 자리를 잡고 융성해지는 데 있어 관문이자 토대가 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 불교문화의 근거지였음에도 이제까지 제대로 조명되
지 못했다. 자장율사를 높이며 그를 통해 불국토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으나, 울산
이 신라가 불국으로 가는 관문이자 울산 자체가 불국토일 수 있음에 대해서는 거의
간과되고 망각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 있는 유적지와 유물들로는 충분히 입
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불국토의 주요한 전거를 제공해주는 『삼국유사』를 꼼꼼하
게 독해한다면 불국의 관문으로서 울산의 위상이 돋보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고승 법현(法顯)이 인도로 구법 여행을 갔다 와서 쓴 글인 『법현전』을 『불
국기(佛國記)』라고도 하는데, 그 불국은 당연히 인도를 가리킨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
주에는 불국사(佛國寺)가 있어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석가탑 및 석가모니가 설법한
진리를 상징하는 다보탑을 품고 있으므로 바로 이 땅이 불국이었음을 증언해주고
있다. 제목의 ‘불국’은 인도나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나라가 부처의 나라, 부처
의 가르침이 전하는 불교의 나라, 불교의 진리가 구현된 불법의 나라라는 뜻으로 쓴
말이다. 그렇게 신라가 불국으로 가는 데 있어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관문 구실을 한 곳이 울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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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불국의
관문으로서
울산

신라는 천년 동안 이어진 왕조다. 천년 왕조는 세계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렵다. 그 신라의 역사에서 가장 주목 받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삼
국통일을 이룬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운 일이다. 이 둘
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를 갖는 위업이다. 신라가 그런 위업을 이루는데 가
장 큰 기여를 한 도시가 울산이다.
바다로부터 흘러드는 강을 끼고 있는 울산은 고대부터 항해의 거점이었고,
신라가 국가의 위용을 갖추어 가는 과정에서는 교역 항구로서 신라의 경제 전
체를 뒷받침하는 구실을 했다. 그러나 울산이 신라에 가장 크게 기여한 바는 바
로 문화, 그 가운데서도 불교 문화의 수용과 전파를 담당한 일이다. 불교의 공
인과 수용은 신라의 역사에서 일종의 변곡점이었는데, 불교 철학과 불교 문화
가 신라를 번듯한 국가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참으로 그러하다. 5세기까지 신라
는 고구려와 백제, 심지어 가야보다도 뒤처져 있었던 나라였다. 그럼에도 그들
나라들과 겨루며 끝내 통일을 이룬 데에는 경제력과 군사력보다 문화력에서 우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오래도록 신라와 백제를 위협했
던 가야 동맹체가 끝내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들보다 약했던 신라에 무너
진 것은 통합의 근거가 될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에 불교는 통합
의 철학을 제공해 줄 유일한 원천이었다.
북방에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중국의 거대한 제국이었던 수나
라와 당나라조차 위협을 느끼게 만들었던 고구려, 좁은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
동아시아 전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위세를 떨친 백제. 그 두 나라가 신라에
멸망당하게 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복잡하게 작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
으로 두 나라가 신라보다 먼저 불교를 공인했다는 사실과 견주어 보면,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 수용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불교 공인에 대해서는『삼국사기(三國史記)』(1145)
와『삼국유사(三國遺事)』(128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편찬된『삼국사기』
10

의 기록을 보자.
소수림왕 2년(372) 여름 6월에 [중국 북조의] 전진(前秦, 351~394) 왕 부견(符堅)이 사신과 승
려 순도(順道)를 시켜 불상과 경전을 보내왔다. 왕이 사신을 보내 사례로 방물(方物)을 바쳤다.
4년(374)에 승려 아도(阿道)가 왔다.
5년(375) 봄 2월에 비로소 초문사(肖門寺)를 창건해 순도를 머물게 하고 또 이불란사(伊佛蘭寺)
를 창건해 아도를 머물게 했다. 이것이 해동 불법의 시작이다.
―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6

고구려에는 372년에 불상과 경전이 전해졌고, 3년 뒤에 처음으로 사찰을 세
워서 승려를 머물게 했다. 이로써 해동에 불법이 시작되었다고 했으나, 이는 공
식적으로 그렇다는 뜻이다. 고구려는 중국과 이웃해 있었고 또 중앙아시아 여
러 나라들과도 일찍부터 교류를 하고 있었으므로 진작에 불교를 접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쪽 기록이나『해동고승전』에서도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
다. 이는 소수림왕이 순도와 아도가 온 뒤에 곧바로 사찰을 세운 사실이나 어떠
한 반발도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은 백제에 관한 기사다.
침류왕 즉위년(384) 가을 9월에 호승(胡僧) 마라난타(摩羅難陁)가 [남조의] 진(晉)나라에서 왔
다. 왕이 그를 궁궐 안으로 맞아들여 예우하고 경배했다. 불법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2년(385) 봄 2월에 한산(漢山)에 절을 창건하고 승려 열 명에게 도첩을 주었다.
―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2

고구려에서 불법을 공인하고 얼마 뒤에 백제에서도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
들였다. 백제 또한 이때 처음으로 불교를 알았던 게 아니다. 그러했기에 서역
의 승려인 마라난타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궁궐 안으로 맞아들여 경배했던
것이며, 이듬해에 곧바로 절을 창건하면서 승려 열 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도 했던 것이다.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가 일찍 불교를 공인하고 또 그 과정에서 별다른 반발
이나 문제가 없었던 것에 견주면, 신라의 공인은 매우 늦었을 뿐만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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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또한 가시밭길이었다.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와 달리 관련된 기사 또한 매
우 길고 자세하다. 법흥왕 15년(528)의 기사는 눌지왕(訥祗王, 417~458 재위)
때 고구려에서 일선군(一善郡) 모례(毛禮)의 집으로 온 사문 묵호자(墨胡子)의
일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 당시 양(梁)나라에서 향을 보냈는데, 아무도 그 이름
과 쓰임새를 알지 못해 조정에서는 그 향을 들고 두루 다니며 물어보게 했다.
이윽고 묵호자가 그것을 보고 이름과 쓰임새에 대해 자세하게 말해주었다. 또
묵호자는 그때 병으로 위독한 왕녀를 향을 사르고 낫게 해주었다. 그러나 얼마
뒤 묵호자는 사라졌다.
눌지왕 때라면 고구려와 백제에서 이미 불교를 공인한 때였다. 그런데도 신
라에서는 향의 이름과 쓰임새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묵호자가 왕녀
의 병을 고쳐주어 왕의 신임을 얻었음에도 신라를 떠난 것은 아직 불법과는 인
연이 없었음을 알려준다.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보다 문화적으로 후진적이었다
는 사실을 말해준다.

법흥왕의 처절한 불교 공인
묵호자의 일이 있은 뒤, 비처왕(毗處王, 479~500 재위) 때에 생김새가 묵호
자와 비슷한 아도(阿道) 화상이 시자 세 사람과 함께 역시 모례의 집으로 왔다
고 한다. 아도는 몇 년을 살다가 병이 없이 죽었고, 시중들던 세 사람은 머물러
있으면서 불경과 계율을 강독했다고 한다. 이때 불교를 믿고 받드는 사람이 생
겼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신라 땅에 불교가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던 듯하다.
법흥왕이 불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공인을 하려고 애쓴 데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법흥왕의 불교 공인 과정에 대해서는 법흥왕 15년(528)에서 이렇게 서술하
고 있다.
이 해(528)에 이르러서 법흥왕 또한 불교를 일으키고자 했다. 그러나 신하들은 믿지 않고 이러쿵저
러쿵 구설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왕은 꽤 난처했다. 그러자 가까이서 왕을 모시던 신하 이차돈(異次
頓)이 “부디 제 목을 베어서 뭇 사람들의 논란을 진정시키소서!”라고 아뢰었다. 그러나 왕은 “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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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01, 법흥왕롱>

불도를 일으키고자 하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릇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차
돈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불도가 퍼질 수만 있다면, 저는 비록 죽더라도 유감이 없습니다.”
왕이 이에 신하들을 불러 들여서 물으니, 다들 이렇게 말했다.
“지금 승려의 무리를 보면 까까머리에 이상한 옷을 입고 있으며, 강론하는 것은 모두 괴이한 속임수
고 떳떳한 도리가 아닙니다. 이제 만약 저들을 풀어 놓는다면, 후회할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신들
은 비록 이 자리에서 무거운 죄로 다스려질지라도 조칙을 결코 받들 수 없습니다.”
이차돈이 홀로 나서며 말했다.
“이제 여러 신하들이 하는 말은 그릇됩니다. 무릇 범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은 뒤에야 범상하지 않은
일이 있는 법입니다. 아마 불교의 심오한 도리를 듣게 된다면,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뭇 사람들의 말은 견고해서 함부로 깨뜨릴 수 없는데, 너만 홀로 딴소리를 하고 있구나. 둘 다 따를
수는 없다.”
이윽고 형리에게 명을 내려 그를 베어 죽이라고 했다. 이차돈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불법을 위해 형장에 나왔다. 부처에게 신통력이 있다면, 내가 죽을 때 반드시 기이한 일이 벌
어질 것이다.”
울산, 신라 불국의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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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목을 베자 잘린 자리에서 피가 솟구쳤는데, 색깔이 하얘서 젖과 같았다. 뭇 사람들이 그것을 보
고 괴이하게 여겨 다시는 불교를 비방하는 짓을 하지 못했다.
―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4

법흥왕 때에는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승려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강론
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특정한 지역에서 토착신을 믿으며
세력을 행사해 온 신하들은 불교를 마뜩찮게 여기거나 매우 꺼렸다. 불교의 교
리를 몰랐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구실을
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흥왕도 물러설 수는 없었다. 신하들이 각자의 세력을 과시하는 동안에는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지 못해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하들뿐만 아니라 상층 지배층과 하층 민중을 모두 아울러 결속시킬
수 있어야만 고구려와 백제에 맞설 만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의중을 알
고 있었던 이차돈이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했고, 이차돈의 죽음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불교가 공인될 수 있었다. 법흥왕의 간절함과 이차돈의 거룩한 결단이
연출한 순교의 현장은 그저 숭고하다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처참했다고 말해야

<사진 02, 백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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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까? 고구려와 백제에서 그토록 쉽게 공인되었던 불교가 왜 신라에서
는 이토록 오랜 세월과 처절한 희생을 거쳐서야 공인될 수 있었던 것일까? 낡
은 관습과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탓이 컸을 것이다. 관습을 바꾸고 생각을 고
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는 과정을 통해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불국의 물꼬를 튼 울산
법흥왕은 왜 그토록 불교를 신라 사회에 퍼뜨리려 했던 것일까? 불교를 국가
차원에서 공인하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불교가 신라 사람들의 물질적 삶과 정
신적 삶을 고양시켰을 뿐만 아니라 통일의 과업을 이룩하는 데에도 철학적 토
대를 제공해주었다는 것만은 미리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이질적인 철학이
자 문화인 불교가 뿌리를 내리고 흡수되는 데에는 모험적인 노력과 각성이 지
속적으로 이어져야만 했다. 그 한가운데에서 울산이라는 교역 항구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
사실, 신라의 문화가 고대의 유풍에서 벗어나 중세적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
때는 꽤 늦다.『삼국사기』의『신라본기』를 보면, 신라는 5세기까지 끊임없이
외침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왜인(倭人)들의 지속적인 변경 침략과 노략질에
시달리고 있음은 신라의 국력이 초기에는 매우 약했음을 말해준다. 국력이 그
러했으므로 문화적으로도 다른 나라, 특히 고구려와 백제 등에 견줄 만한 수준
이 못되었던 것은 당연하다. 아니, 어쩌면 문화적으로 낙후된 탓에 경제력과 군
사력에서도 뒤떨어져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신라가 비로소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때는 법흥왕의 선왕인
지증왕(智證王, 500~514 재위)이 즉위하면서부터였다.『삼국사기』권4,『신라
본기』4의 <지증마립간>의 기사들을 통해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년(502) 봄 3월에 명령을 내려 순장(殉葬)을 금지했다. 이전에는 왕이 죽으면 남녀 각각 다섯
사람을 순장했는데, 이때 와서 그것을 금지한 것이다. 3월에 주·군의 장관에게 일일이 명해 농
사를 권장하게 하고, 처음으로 소를 이용해 논밭을 갈게 했다.
울산, 신라 불국의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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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503) 겨울 10월에 신하들이 아뢰기를 “시조께서 나라를 창업하신 이래로 국호가 정해지지
않아 혹은 ‘사라(斯羅)’로 혹은 ‘사로(斯盧)’로 일컬었으며, 혹은 신라(新羅)라고도 했습니다. 저
희들은 ‘신(新)’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고 ‘라(羅)’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라 생각
해 이를 나라 이름으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 예로부터 나라를 가진 이들은 모두 ‘제(帝)’
나 ‘왕(王)’을 일컬었는데, 우리 시조께서 나라를 세운 뒤 지금까지 22세대 동안 방언으로만 왕
호를 일컫고 존귀한 칭호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 신하들이 한 뜻으로 ‘신라 국왕’이
라는 칭호를 삼가 올리나이다”라고 하니, 왕이 그대로 좇았다.
5년(504) 여름 4월에 상복법(喪服法)을 제정해 반포하고 시행했다.
6년(505) 겨울 11월에 해당 부서에 명해 얼음을 저장하게 하고, 또 선박 이용 제도를 제정했다.

지증 마립간 곧 지증왕은 즉위 초에 순장을 금지하는 명을 내렸다. 이는 실로
대단한 조처였다. 순장은 고대에 왕이나 귀족들이 죽으면 그들을 오래도록 모
신 아랫사람들을 함께 매장하는 풍습이었다. 이는 사람의 목숨을 신분에 따라
극단적으로 차별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순장의 금지는 고대부터 내려
오던 잔혹한 악습이자 비인간적인 유풍을 과감하게 폐지한 것으로, 인민을 존
중하고 생명을 중시하는 새로운 인식이 싹트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놀라운 사건
이다.
6세기가 되어서야 순장을 금지했다는 것도 신라 사회가 얼마나 후진적이었
는지를 잘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순장을 금지함으로써 고대에서 중세로 나아가
는 진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법흥왕이 이차돈의 참혹한 죽음을 감내하면서
까지 불법을 공인하고 그 이듬해(529)에 살생을 금하는 명령을 내린 것도 지증
왕의 이런 뜻을 이으려는 노력이었다. 이로써 6세기 들어 신라에는 대대적으로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국호를 정하고 국왕의
칭호를 올렸던 일이나 상복법을 제정해서 시행했던 일도 그런 변화이며 혁신이
다.
또 울산 지역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으리라 여겨지는 기사들도 눈에 띈다.
논밭의 경작에 소를 이용하게 했다는 것은 철제 농기구가 널리 보급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울산 지역의 철과 철기 생산을 증가하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
하다. 달천철장(達川鐵場)과 상안동 일대의 유적지를 통해 울산 지역이 삼한
시대부터 철광석을 생산하고 철을 제련해 온 곳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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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03, 달천철장>

선박 이용 제도의 제정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 울산에 직접적이고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된다. 그보다 앞서 자비왕(慈悲王) 10년(467)에“해당
부서에 명해 전함을 수리하게 했다”(『삼국사기』권3,『신라본기』3)고 한 사
실이 있다. 해당 부서라고 했으니, 선박과 관련된 관청이 이미 있었음을 의미한
다. 이에 더해 선박 이용 제도를 제정했다면, 선박 제조 기술과 항해술의 개발,
항구의 정비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로부터 7년
뒤인 512년에 우산국(于山國)을 정벌했다는 사실도 이런 추론을 뒷받침해 준
다.
우산국 정벌은 하슬라주(何瑟羅州) 군주인 이사부(異斯夫)가 명주(溟州, 지
금의 강릉)에서 전함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항해했으리라 추정되는데, 이는 원
양 항해가 가능했음을 알려준다. 또 이 정벌에서 전함들은 명주에서 출발했을
것이지만, 전함의 건조는 지형적으로 볼 때 울산에서 이루어졌을 공산이 크다.
현대 그룹의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이 1971년에 미포만 해변 사진과 지도를
가지고 차관을 받기 위해 뛰어다니고 결국 조선소를 건립하게 된 것도 울산의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1500년이라는 긴 세월도 선박 건조에 적합한 환경
을 급격하게 바꾸지 못했다.
울산, 신라 불국의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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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우산국 정벌을 실행한 것으로 보아 이때쯤 신
라는 해양 진출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선박의 건
조와 출입이 증대하면서 생산 도시로서 또 교역항으로서 울산의 중요성 또한
더욱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울산항은 경제적인 교역뿐만 아니라 문화
적인 교류도 활성화시키는 구실을 했는데, 특히 불교 승려들의 유학과 귀국, 불
교 문화의 전래 등은 오롯이 울산항의 몫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중국에서 불경이 전해지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가 중국 쪽과 직접 교통한 것은 내물왕(奈
勿王) 26년(381)에 부견(苻堅)의 전진(前秦, 351~394)에 위두(衛頭)를 보내 방
물을 바친 일이 처음이다. 당시 고구려와 백제가 강성했고 신라보다 더 큰 강역
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이므로 신라 사신은 마땅히 해상을 통해 전진의 수도로
갔을 것이다. 위두가 부견을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무사히
도착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실
제로 그 뒤로 거의 140여 년 동안 중국과 교섭이 없었다. 법흥왕 8년(521)에야
“사신을 양(梁)에 보내 방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이다.
법흥왕 때 남조(南朝)의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기는 했으나, 불법 공인과는
관련이 없다. 불법은 고구려를 통해 들어온 승려들을 통해서 이미 전해졌고, 이
차돈의 순교로 말미암아 반발을 억누르며 공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
불교가 번성하고 불교 문화가 융성해지는 데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매우 중요했
다. 아니, 결정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라는 자비왕 때 전함 수리를 명했고, 지증왕 때에 선박
이용 제도를 제정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해양 진출을 준비한 일은 전체 신라
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신라는 건국 초기부터
끊임없이 왜인(倭人)들의 침입과 약탈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분왕
(助賁王) 3년(232), 흘해왕(訖解王) 37년(346), 내물왕 38년(393), 눌지왕(訥祗
王) 28년(444), 자비왕 2년(459)에는 왜인들이 왕도인 경주에도 들이닥쳐 국가
의 존망을 위태롭게 했을 정도다. 외부의 해양 집단에 대한 신라인들의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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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연히 컸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위협들을 극복하고서 이제는 해양으로 진
출할 정도로 국력이 신장되었으니, 그 의기가 대단해지지 않았을까? 그 즈음에
위험천만한 구법행을 감행하는 승려들이 눈에 띈다는 사실 또한 이를 간접적으
로 확인해준다.
다음은 진흥왕 때의 기사들이다.
10년(549) 봄에 양나라에서 사신과 [그 전에] 불법을 배우러 갔던 승려 각덕(覺德)을 보내 부처의
사리를 보내왔다. 왕은 백관들을 보내 흥륜사(興輪寺) 앞 길에서 받들어 맞이하게 했다.
26년(565)에 진(陳, 557~589)나라에서 사신 유사(劉思)와 승려 명관(明觀)을 보내 방문하게 했으며
불교의 경전과 논서 1,700여 권을 보내왔다.
37년(576)에 안홍법사(安弘法師)가 수(隋)나라에 들어가 불법을 구했는데, 서역의 승려 비마라(毗
摩羅) 등 두 명의 승려와 함께 돌아와서 『능가경(楞伽經)』과 『승만경(勝鬘經)  및 부처의 사리를 바
쳤다.
―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4

불교사에 관한 일들을 거의 생략하거나 소략하게 처리해버리는『삼국사기』에
서 승려들이 중국을 오간 사실들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승려
들이 신라의 정치와 문화에 지대한 역할을 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
다. 실제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신라의 불교가 융성하는 데 긴요한 구실을 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전에는 없었던 불교 경전의 전래가 눈에 띈다.
진흥왕 10년에 양나라 사신이 온 일은 법흥왕 이후에 처음이다. 이번에는 신
라에서 불법을 배우려고 양나라에 가 있던 승려 각덕이 사신 일행과 함께 돌아
왔으며, 부처의 사리까지 가지고 왔다. 사리는 석가모니가 입멸한 뒤에 화장(火
葬) 곧 다비(茶毘)가 끝난 뒤에 남은 유골인데, 부처의 역사적 실체를 상징한다.
불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대중의 믿음을 얻는 데에 이만큼 긴요한 것이 없다.
사리가 들어온 때로부터 16년 뒤에 중국 남조에 새로 들어선 진나라에서 사
신과 승려 명관 편에 불교의 경전과 논서를 무려 1,700여 권이나 보냈다. 방대
한 양이다. 당시의 서책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만지는 형태의 책이 아니다. 수
량으로 쓴 글자가 권(卷)인 데서 드러나듯이 두루마리 형태로 된 것들이다. 불
국사의 석탑에서 발견된『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은 세계
울산, 신라 불국의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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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04, 진흥왕릉>

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본으로, 시대적으로 훨씬 뒤이기는 하지만 불교 경
전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런 두루마리로 1,700권이면
꽤 부피가 컸을 터인데, 사신 일행을 통해서 배에 실어 보냈기에 운송에 어려움
은 크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당연히 그 사신 일행의 배는 울산항으로 들어왔
을 것이다. 이렇게 들어온 방대한 양의 경전과 논서 들은 불법에 목이 말랐을
신라의 승려들에게 그야말로 감로수나 다름이 없었을 터이다.

<사진 05,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다시 11년 뒤에 안홍법사도 불법을 구하러 수나라에 갔다가 서역의 승려 두
명과 함께 돌아올 때,『능가경』과『승만경』및 부처의 사리를 가지고 와서는
바쳤다고 한다.『능가경』은 남조의 송(宋)나라 때인 443년에 구나발타라(求那
跋陀羅)가 번역한『능가아발타라보경(楞伽阿跋陀羅寶經)』(4권)이고,『승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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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36년에 구나발타라가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능가경』에 대해서는 후
에 원효가 주석서를 세 권 썼다고 알려져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전하지 않는
다. 진덕여왕(眞德女王, 647・654 재위)의 이름이 승만(勝曼)이다. 이로써 두 경
전이 널리 읽히면서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사진 06, 『능가경』>

불교 철학이 두텁게 형성되어야만 사찰과 불상, 석탑 등 유형적인 문화에서
도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다. 철학이 얄팍해서는 모방을 하는 데서 그치기 십상
이다. 따라서 불교가 공인된 뒤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경전과 논서 들은 신라
의 불교 문화가 융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울산항이
가장 큰 기여를 했음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구법행을 활짝 연 승려들
진흥왕 때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침공해 거듭 강역을 확장해 갔다. 이렇게
국력이 왕성했기 때문인지 중국 왕조들과 교류도 활발했다. 위에서 살펴본 기
사들 외에 더 있다. 25년(564)에는 북제(北齊)에 사신을 보내 조공했고, 33년
(572)에도 북제에 사신을 보냈다. 또 27년(566)과 28년(567), 31년(570), 32년
(571)에는 남조의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 중국과 사신 왕래가 부
쩍 잦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승려가 오가는 경우보다 사신 왕래가 더 잦았다
고 해도 신라의 문화를 일신하는 데에는 승려들의 역할이 훨씬 더 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울산, 신라 불국의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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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왕 5년(544)에 흥륜사가 낙성되고, 27년(566)년에 황룡사(皇龍寺)가 완
공되었다. 33년(572)에는 팔관회(八關會)를 7일 동안 열었으며, 35년(574)에는
황룡사의 장륙존상(丈六尊像)이 주조되었다. 사찰이 거듭 창건되고 있으므로
승려들의 숫자도 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팔관회는 진흥왕이 영토 확장을
꾀하며 치른 전쟁에서 죽은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그 과정은
불교의 의식(儀式)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주요한 일들이 거듭
해서 이어지면서 신라는 점점 불교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다음은 진평왕(眞平王)이 재위하고 있을 때의 기사들이다.
7년(585) 가을 7월에 고승 지명(智明)이 불법을 구하러 진나라에 들어갔다.
11년(589) 봄 3월에 원광법사(圓光法師)가 불법을 구하러 진나라에 들어갔다.
18년(596) 봄 3월에 고승 담육(曇育)이 불법을 구하러 수나라에 들어갔다.
22년(600)에 고승 원광이 수나라에 사절로 갔던 나마 제문(諸文)과 대사 횡천(橫川)을 따라 돌
아왔다.
24년(602) 9월에 고승 지명이 수나라에 사신으로 들어갔던 상군(上軍)을 따라 돌아왔다. 왕은
지명의 계행(戒行)을 존경해 대덕(大德)으로 삼았다.
27년(605) 봄 3월에 고승 담육이 수나라에 사신으로 들어갔던 혜문(惠文)을 따라 돌아왔다.
― 『삼국사기』 제4, 『신라본기』 4

진평왕 때에 승려들의 구법행이 더욱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사
의 내용을 보면, 승려들이 불법을 구하러 갈 때는 홀로 떠났다가 돌아올 때는
사신 일행과 함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불법을 배우고 익
힌 수준이 뛰어나 중국에서 그 명성을 떨친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 여겨진다.
이렇게 널리 알려지거나 존경을 받은 승려들만『삼국사기』에 기록되었으리라
고 본다면, 구법행을 떠난 승려들은 훨씬 더 많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진평왕 35년(613) 가을 7월에 수나라의 사신 왕세의(王世儀)가 황룡사에 이
르렀을 때 백고좌(百高座)를 베풀고 원광(圓光) 등 법사들을 맞이해 불경을 강
설했다고 한다. 백고좌는 사자좌(獅子座) 1백 개를 만들고 고승이나 대덕 1백
명을 초청해 설법을 듣는 법회이니, 꼭 1백 명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많은 수
의 뛰어난 승려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528년에 불법이 공인되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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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07, 진평왕릉>

생각해보면, 불교의 성장과 융성이 참으로 눈부시다고 할 만하다.
구법행을 떠나는 승려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중국으로 가는 배편이 많아져
이용이 한층 수월해진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진평왕 5년(583)에 처음
으로 선부서(船府署)를 설치하고 대감(大監)과 제감(弟監)을 각각 한 명씩 두었
다는 기사가 역시『삼국사기』에 나온다. 선박과 해양, 특히 선박의 운항을 전
담하는 선부서를 둔 것은 그만큼 선박의 운항이 잦았음을 의미한다. 선박은 주
로 교역을 위해서 운용되었을 것이지만, 위의 기사들에서 드러나듯이 사신들의
왕래나 승려들의 구법행에도 많이 이용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위의 기사들에는 원광, 지명, 담육 등만 나오지만, 이들은 구법행을 떠났다가
돌아온 승려들이다. 중국으로 가서 최신의 학문이자 문화인 불법을 배우고 익
혀서 돌아오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품고 떠난 승려들은 이들 외에도 많았다. 위
험천만한 항해 도중에 죽은 이들, 간신히 바다를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으나
질병이나 도적을 만나 목숨을 잃은 이들, 불법을 배우려 돌아다니다 도중에 삶
을 다한 이들 등등. 당나라 때 의정(義淨, 635~713)이 저술한『대당서역구법고
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692)에도 천축 곧 인도까지 구법행을 떠난 신라의
승려가 일곱 명이나 나온다.『삼국사기』에서는 전혀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승려들이다.
어쨌든 위의 기사에 등장한 지명, 원광, 담육 등은 구법행의 길을 활짝 연 대
울산, 신라 불국의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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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08, 『대당서역구법고승전』 목록>

표적인 승려들이라 할 수 있다.『삼국유사』에서는『의해(義解)』편에 구법행을
떠난 승려들의 전기를 실으면서‘원광’을 첫머리에 두었다. 이에 대해서는 나
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구법행 및 신라 불교의 융성을 알려주는 흥미로운 이
야기 둘을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남쪽 바다로 떠난 대세와 구칠
『삼국사기』권4의『신라본기』4, <진평왕>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다.
9년(587) 가을 7월에 대세(大世)와 구칠(仇柒) 두 사람이 바다로 나갔다. 대세는 내물왕(奈勿王,
356∼402 재위)의 7세손으로 이찬(伊飡) 동대(冬臺)의 아들이다. 자질이 빼어나고 어려서부터
세속을 떠날 뜻을 품고 있었는데, 교유하던 승려 담수(淡水)에게 말했다.
“이 신라의 산골짜기 사이에 있다가 평생을 마친다면 푸른 바다가 크나크고 산림이 드넓은 줄
모르는 못 속의 물고기나 새장에 갇힌 새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나는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가
오월(吳越)에 이르러 스승을 찾아 따르면서 명산에서 도를 구하고자 한다. 만약 범부의 뼈대를
바꾸고 신선술을 배울 수 있다면 바람을 타고 허공 끝까지 훨훨 날 것이니, 이야말로 천하의 기
묘한 놀이요 장관이리라. 그대는 나를 따르겠는가?”
담수가 달갑게 여기지 않자 대세는 물러나 다른 벗을 구했다.
마침 구칠이라는 이를 만났는데, 그는 의지가 굳고 남다른 절개가 있었다. 이윽고 그와 더불어
남산의 절에 놀러갔다. 갑자기 비바람에 나뭇잎이 뜰의 괸 물에 떨어져 떠다녔다. 대세가 구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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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말했다.
“나는 그대와 함께 서쪽으로 유람할 뜻이 있는데, 이제 각자 나뭇잎 하나씩을 갖고 배로 삼아 누
가 먼저 가는지 보자.”
잠깐 뒤에 대세의 나뭇잎이 앞서 가니 대세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먼저 가겠구나!”
구칠이 발끈하며 말했다. “나 또한 사내다. 어찌 홀로 못가겠는가!”
대세는 그와 함께할 만함을 알고서 넌지시 자기 뜻을 털어놓았다. 구칠은 “이는 내가 바라던 바
일세!”라고 말했다. 마침내 서로 벗이 되어 남쪽 바다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나중에 그들이 어
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한다.

본기는 제왕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술하는데, 여기에 열전에서나 봄직한 이야
기가 실려 있는 것부터 흥미를 끈다. 대세가 내물왕의 7세손이라는 것 외에는
진평왕이나 왕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사다. 더구나 본기에서는 법흥왕의
불교 공인 과정처럼 아주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면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늘어
놓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 경우를 감안하면, 이 이야기를 길게 서술한 데에
는 분명 까닭이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대체 무얼 말하려 했던 것일까?
『삼국사기』가 유교사관을 바탕으로 저술된 역사서라는 점, 그래서 불교사와
관련된 기사가 매우 적고 심지어 열전에 오른 인물 가운데 승려가 한 명도 없다
는 점 등을 토대로 판단하자면, 승려 담수를 내세워 불교를 비판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세는 신라 땅이 좁다고 여겨 떠날 뜻을 일찍부터 품었다. 그 뜻을
승려인 담수에게 말했으나, 담수는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이에 대세는 다른 벗
을 구했다고 하는데, 승려로서 담수의 식견이 좁고 포부가 없는 것에 실망한 것
이다. 이것만 보면, 담수를 끌어와 불교를 넌지시 비판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기사의 배치를 고려하면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본기에 실려 있으며 이 기사의 바로 앞과 뒤에 불법을 구하려고 진나라에 들어
간 지명과 원광의 일들이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세와 구칠이 비록 속인이
어서 구법을 위한 열정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천하를 유람하겠다는 포부는 구
법 승려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뜻한 대로 배를 타고 떠났다. 기사에
서는“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는 그만큼 해외로 떠
나는 일이 위험하기 짝이 없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승려들이 잇달아 구법행을
떠난 일들을 부각시켜주는 구실도 한다. 내용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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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는 오월 땅으로 가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 도를 구하고 싶다고 했다. 물론
신선술을 언급하고 있어 도교(道敎)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어
쨌든 남조의 양나라나 진나라 지역인 오월로 가려고 했다. 이는 구법 승려들을
통해 얻은 정보에 따라 선택한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 중국의 절강성(浙江省)
일대인 오월로 가려고 대세는 구칠과 함께 남쪽 바다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승려들이 중국으로 떠날 때와 거의 같은 방식이었다고 보아
도 무리가 없다. 이때 남쪽 바다는 당연히 왕성의 남쪽에 있는 울산항의 바다였
을 것이다.
여기서 잠시 바닷길을 살펴보자. 진흥왕 때 한강 하류 지역을 점령한 뒤로 신
라는 당항진(黨項津,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남양만) 곧 당은포(唐恩浦)를 통해
황해(黃海)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당항포에서 곧장 서쪽으로 황해를 가로
질러 가면 산동반도가 나오고, 서남쪽으로 비스듬히 항해해서 내려가면 중국
남쪽의 장강(長江) 또는 절강(浙江)에 닿는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의 견제가
심해서 당항포에서 중국으로 가는 뱃길은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된
다.
『삼국사기』권5의『신라본기』5를 보면, 진덕왕(眞德王) 2년(648)에 김춘추
(金春秋)가 당나라에 사신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바다 위에서 고구려의 순
라병을 만났다가 죽을 위험에 처한 일이 나온다. 고구려 순라병들이 김춘추를
수행하던 온군해(溫君解)를 김춘추로 잘못 알고 죽이는 바람에 김춘추는 죽음
을 면했다. 김춘추로서는 구사일생한 셈인데, 뱃길보다 적의 순라병들이 더 위
험한 경우였다. 이렇게 황해를 가로질러 가는 뱃길은 중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었으나, 신라의 경우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의 동남쪽에 있는 오월 지역으로 갈 때는 울산항에서 출발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유용했다. 돌아오는 배 또한 울산항으로 들어왔을 공산이
크다. 특히 사신의 귀국이라면 중국에서 보내는 하사품이나 물품 따위가 적지
않았을 텐데, 당항로에서 하선하면 다시 육로로 이동해야 하므로 번거롭기 짝
이 없고 위험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구법행을 떠났다가 돌아오
는 승려들도 불교 경전을 비롯한 갖가지 물품들을 챙겨 올 터였으므로 육로보
다는 해로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수월했을 것이다. 울산항이 이래저래 불
교 문화를 수용하는 관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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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로 건너온 중국 화공
『삼국유사』에는 위험한 바다를 건너 신라에 온 중국 화공(畵工)에 대한 이야
기가 실려 있다.『탑상(塔像)』편의 <삼소관음중생사(三所觀音衆生寺)>가 그것
이다.
『신라고전(新羅古傳)』에 나온다.
중국의 천자에게 총애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름답기 짝이 없었다. 천자는 “고금의 그림에도
이와 같은 사람은 적다”고 말하고는 곧 그림을 잘 그리는 자에게 명을 내려 실제 그대로 그리
게 했다. 【화공은 그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 혹 장승요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는 오(吳) 땅 사
람이다. 양나라 천감(天監, 502∼519) 중에 무릉왕국(武陵王國)의 시랑(侍郞) 직비각지화사(直
秘閣知畵事)가 되었고 우장군(右將軍)과 오흥태수(吳興太守)를 지냈다. 그렇다면 중국 양나라
와 진나라 무렵의 천자일 것이다. 그런데 옛 기록에 당(唐)나라 황제라 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을 모두 당이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어느 시대의 제왕인지 알 수 없다. 두 가지 다 남
겨둔다.】 그 화공은 칙명을 받들어 그림을 그렸는데, 붓을 잘못 떨어뜨려 배꼽 아래에 붉은 점이
찍혀버렸다.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게 되자, 속으로 붉은 사마귀는 틀림없이 날 때부터 있었
던 것이라 여겼다. 일을 마치자마자 바쳤는데, 황제가 보고서는 말했다.
“모습은 꼭 진짜 같다. 그런데 배꼽 아래의 사마귀는 속에 감추어진 것인데, 어떻게 알고 그것까
지 그렸느냐?”
황제는 아주 성을 내고는 그를 옥에 가두고 형벌을 주려고 했다. 이에 승상이 아뢰었다.
“저 사람은 마음이 아주 곧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황제가 말했다.
“그가 현명하고 곧다면 내가 어젯밤 꿈에 본 형상을 그려서 바치게 하라. 틀리지 않으면 용서하
겠다.”
그 사람은 곧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의 형상을 그려서 바쳤는데, 꿈에서 본 것과 꼭 맞았다. 황
제는 그제서야 마음이 풀려 용서해주었다. 화공은 풀려난 뒤에 곧바로 박사(博士) 분절(芬節)과
약속하며 말했다.
“내 들으니, 신라국에서는 불법을 믿고 받든다고 하오. 그대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그곳
에 가서 불사를 같이 닦아서 어진 나라(신라)에 큰 보탬이 된다면, 그 또한 유익하지 않겠는가?”
드디어 함께 신라국에 이르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절(중생사)의 대자대비한 상(관음보살상)을
울산, 신라 불국의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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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기도하여 복을 얻었는데,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어느 때의 이야기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본문의 주석에서는 양나
라나 진나라 때의 일로 보면서 당나라 때 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야기에서 화공은“신라국에서는 불법을 믿고 받든다”고 말했는데, 이미『삼국
사기』의 기사들을 통해서 보았듯이 남조의 양나라나 진나라와 교류가 잦아지면
서 신라 승려들도 구법행을 떠나기 시작했고 간간이 뛰어난 승려들이 눈에 띄었
으므로 신라의 불법 숭상이 자연스럽게 알려져 그렇게 말했을 수 있다. 물론 시
기를 신라의 불교가 철학에서나 예술 창작에서 독창성과 탁월함을 보여주는 수
준에 이르기 시작한 당나라 때로 볼 수도 있으나,“그곳에 가서 어진 나라에 큰
보탬이 된다면”이라는 화공의 말은 당나라 이전이었을 때 알맞은 표현이다.
그리고 화공은 신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신라에 이르러서 관음보살상을 만든 것도 그가 뱃길로 신라에 왔
다는 것을 방증한다. 중세에 중국이나 신라의 사람들, 특히 뱃사람들은 항해
를 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살이 관음보
살이라고 믿고 있었다. 관음보살은 석가모
니의 입멸 뒤에 미래에 미륵불이 출현할 때
까지 중생을 고통에서 지켜주는 대자대비
한 보살로서 경전에 따르면 인도의 남쪽 바
다 건너 보타락가산(寶陁洛迦山)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당나라에서 돌아온 의상(義湘
)이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강원도 양양의 낙
산(洛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삼국유사』
에 실려 있는데, 그 낙산이 바로 보타락가산
을 줄여서 일컫는 말이다. 의상이 해변의 굴
속에서 보았다는 진신도 관음보살이다.
화공과 분절이 배를 타고 왔다면,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을까? 이야기로 추론하
건대 그들이 중국 남쪽 지역의 인물들이라
면 당연히 장강이나 절강 쪽에서 배를 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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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으로 올라와 울산항으로 들어왔을 공산이 가장 크다. 즉, 신라의 구법 승려
들이 오월 지역으로 갈 때와 반대 방향으로 온 것이다.

불법의 이치를 전한 원광
『삼국유사』에서『의해(義解)』편의 첫 번째는 <원광서학(圓光西學)>이다.
제목은“원광이 서쪽으로 불법을 배우러 가다”라는 뜻인데,『삼국사기』에서도
진평왕 11년(589)에 원광법사가 불법을 구하러 진나라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온다. 원광 이전에 이미 승려 각덕, 안홍법사(安弘法師), 지명 등이 중국에 갔
다가 돌아온 기록들이 있다. 그럼에도 원광을 첫머리에 둔 까닭은 신라의 불교
철학이 그에게서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양나라 때 혜교(慧皎, 497~554)가 저술한『고승전(高僧傳)』(또는‘양고승
전’이라고도 한다)에『의해』편이 처음 설정되었다. 모두 열네 권인『고승전』
의 권4에서 권8까지가『의해』편이다. 의(義)는 불교의 의리(義理) 또는 진리(
眞理)를, 해(解)는 의리 또는 진리를 깨닫고 풀어냄을 각각 가리킨다.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강설하거나 전한 고승들의 전기가 이 편에
실린 것도 그 때문이다.
『삼국유사』의『의해』편에서 원광이 첫자리를 차지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원광서학>에는 당나라 때 도선(道宣, 596~667)이 편찬한『속고승전(續高僧
傳)』권13에 실려 있는 원광의 전기도 실려 있다. 그 앞부분은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신라 황륭사의 석 원광은 속가의 성이 박씨(朴氏)다. 본디 변한·진한·마한의 삼한에 살았는데,
원광은 진한 사람이다. 집안이 대대로 해동에 있어서 조상의 풍습이 오래도록 이어져 왔고, 그
는 기량이 남달리 넓고 문학을 즐겼으며 현학(玄學)과 유학(儒學)을 섭렵하고 제자(諸子)와 사
서(史書)를 깊이 탐구했다. 그의 문장은 삼한에서 명성을 떨쳤으나 해박함은 여전히 중원에 부
끄러울 정도였다. 마침내 벗들과 헤어져 해외로 가려는 마음을 돋우어 일으켰다. 나이 스물다
섯에 배를 타고 금릉(金陵)에 이르렀으니, 이때는 진(陳)나라 시대로 문국(文國, 문화가 융성한
나라)이라 일컬어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전에 가졌던 의문들을 묻고 살피면서 이치를 따지고
의리(義理)를 깨달았다.
울산, 신라 불국의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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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의 말미에“이치를 따지고 의리를 깨달았다”는 구절이 나온다. <원광서
학>에는 신이한 이야기도 여럿 나오지만, 이 구절이야말로 원광의 진면목을 압
축해서 보여준다. 일연도“원종(原宗, 법흥왕)이 불법을 일으킨 이래로 나루와
다리는 비로소 놓였으나 그 심오한 이치를 엿볼 겨를이 없었다. 그리하여 계법
(戒法)에 귀의하고 번뇌를 없애며 참회하는 법으로써 우매하고 헤매는 중생을
깨우쳐 주어야 했다”라고 덧붙여 썼다. 불교의 핵심은 이치를 터득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래야만 중생을 교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상구보리(上求菩提
), 하화중생(下化衆生)!
원광의 행적에서 신라 불교가 철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 가
고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데,『삼국유사』의 <원광서학>
에 잘 나와 있다. 먼저『수이전(殊異傳)』에 실려 있다고 한 원광법사의 전기에
나오는 신이한 이야기를 보자.
원광은 처음에 승려가 되어 불법을 배우다가 서른 즈음에 삼기산(三岐山),
즉 지금의 경주 안강읍에 있는 금곡산(金谷山)에 들어가 홀로 수행했다. 그때
그 산의 신(神)과 인연을 맺게 되는데, 다음은 서로 주고받은 대화다.
신이 말했다. “나는 거의 3천 살이 되었고 신통한 술법도 가장 셉니다. 그러나 이건 작은 일이니, 무
슨 놀랄 말한 일이겠습니까? 이 밖에도 장래의 일을 모르는 것이 없고 천하의 일에 통달하지 못한
게 없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법사가 이 곳에 머물고만 있으면 자리(自利)의 수행은 있어도 이타(
利他)의 공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에 이름을 높이 드날리지 못한다면, 미래에 빼어난 과보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중국에 가서 불법을 배워서 이 동해에서 미혹한 무리를 인도하지 않으십
니까?”
법사가 대답했다. “중국에서 불도를 배우는 것은 본디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그러나 바다와 육지가
아득히 가로막아 제 스스로 오가지 못할 뿐입니다.”
신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계책을 상세하게 일러주었고, 법사는 그 말에 따라 중국으로 갔다. 11년을
머물며 삼장(三藏)에 두루 통달하고 유학(儒學)까지 아울러 배웠다.

위의 이야기에서 신은 토착의 신을 가리킨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신라 사
람들이 떠받들던 신이다. 그런 신이 삼기산(지금의 금곡산)에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원광은 그 신과 대립하거나 하지 않고 사이가 좋았다. 그 덕분에 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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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았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앞서『속고승전』에서는 원광이 금릉에 이르렀다고 했다. 금릉은 지금의 남
경(南京)으로, 남조 정권의 도성이었던 곳이다. 여기에 이르는 길은 울산항에
서 장강이나 절강 하구로 향하는 뱃길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미 여러 차례 말했
듯이 중국이나 신라의 사신들, 신라의 유학승들이 선택했던 길이다. 원광 또한
이 길을 갔던 것이 분명하다.
신이 알려주었다고 하지만, 원광이 이 뱃길을 몰랐을 리 없다. 토착의 신과
불교의 불보살은 그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대립하는 관계가 되기 쉬운데, 서로
대립하지 않도록 화해시키기 위해서 신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여겨
진다. 화해는 유학에서 돌아온 원광에게 신이 계(戒)를 받고 불교를 받아들이
는 데서 정점에 이른다.
원광은 신이 일러준 대로 중국에 가서 11년 동안 머물며 불교 철학을 통달하
고 유학까지 아울러 배웠다. 그리고 원광은 돌아온 뒤에 곧바로 삼기산으로 갔
다. 그날 밤에 신도 찾아와서 서로 안부를 물었는데, 이때 신이 원광에게 계를

<사진 10, 금곡사의 원광법사 부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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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싶다고 했다. 신이 불교를 받아들여 낡은 신앙을 버리겠다는 의지를 표명
한 것인데, 이는 시대가 변하고 있어 특정한 지역의 신앙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보편적인 이치가 중요해졌음을 알려준다.
원광과 신의 관계는 법흥왕 때 이차돈이 순교해서야 비로소 불교를 공인할
수 있었던 것에 견주면 불교가 신라 사회에 매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울산항을 통해 고국을 떠나 불법을 구하러 간 수많은 승려들의 기
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 승려들 가운데서도 원광은 불교 철학의 수
용과 활용에서 특히 빼어난 인물이었다.
귀국한 원광은 왕과 신하들로부터 스승으로 존경을 받았고, 원광은 그들을
위해 대승경전을 강설했다고 한다. 또 고구려와 백제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수
나라에 군사를 청할 때 원광이 군사를 청하는 <걸병표(乞兵表)>를 짓기도 했
다. 특히『삼국사기』권45의 <귀산열전(貴山列傳)>을 보면, 귀산이 추항(箒項)
과 함께 원광법사를 찾아가 평생 지켜야 할 계율을 가르쳐 달라고 청한 일이 나
온다. 이때 원광은 속세에 사는 이들을 위해 특별히 다섯 계율을 알려주는데,
이것이 유명한 <세속오계(世俗五戒)>다.
그대들은 속세의 신하요 자식이므로 [불가(佛家)의 계율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세속
의 오계가 있으니, 첫째 임금을 섬김에 참된 마음으로 하는 사군이충(事君以忠), 둘째 어버이를
섬김에 효도로써 하는 사친이효(事親以孝), 셋째 벗을 사귐에 믿음으로써 하는 교우이신(交友
以信), 넷째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서지 않는 임전무퇴(臨戰無退), 다섯째 산 것을 죽일 때 가려
서 하는 살생유택(殺生有擇) 등이다.

‘세속오계’를 알려주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불법의 이치를 통달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세속의 윤리인 유교까지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원광
이 중국에서 불법의 이치만 탐구하지 않고 유교까지 배우고 익혔다는 사실은
이미 말했다. <걸병표>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세속오계>를 새로 마련해 제시
하는 일도 그런 식견과 통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원광은 신라가 문화
적으로 성숙해지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한 승려였다.
『삼국유사』의 <원광서학> 말미에서 일연은“진나라와 수나라 때에 해동 사
람으로 바다를 건너 불도를 구한 이는 드물었고, 설령 있었더라도 크게 떨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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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그러나 원광 이후에는 그 뒤를 이어 서쪽으로 유학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으니, 원광이 그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바다 건너 불법을
구하러 간 승려들 가운데서 원광을 으뜸으로 꼽으며 칭송했다. 이렇게 원광을
비롯해 수많은 승려들이 구법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은 울산,
울산의 항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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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자장과
태화사의
사리

울산은 신라가 불교 국가로 성장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관문 도
시였다. 수많은 승려들이 구법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관문이었으며 불교의 철
학과 문화를 융성하게 하는데 긴요한 경전들과 갖가지 불교 물품들이 전래되
는 통로였다. 신라가 통일을 이룬 뒤에는 울산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줄어
들었을지도 모르나, 통일 이전의 신라가 불교라는 보편 종교를 흡수하는 데 있
어 울산보다 크게 기여한 곳은 없다. 1장에서는 그 처음을 보여주는 여러 사실
들을 서술했는데, 여기서는 원광 이후 가장 중요한 구법승이라 할 수 있는 승려
자장(慈藏, 590~658)을 통해서 울산이 어떻게 불교와 인연 있는 땅이 되었는지
를 이야기하겠다.
『삼국유사』는 자장이 그의 전기를 실은 <자장정률(慈藏定律)> 외에도 <황
룡사장륙(皇龍寺丈六)>과 <황룡사구층탑(皇龍寺九層塔)>에서 등장해 황룡사
와 관련이 있음을, 또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과 <대산월정사오류성중
(臺山月精寺五類聖衆)>에서도 등장해 오대산과 깊은 인연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 11, 자장율사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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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러 조목들의 내용을 통해서 자장이 신라의 불교에서 계율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황룡사를 중심으로 하는 호국불교와, 오대산을 중심으로
하는 오대산신앙의 체계화 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자장을 거론
할 때면 늘 그러한 점들이 부각되었다.
그런데 자장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날 때나 돌아올 때 울산항을 지나갔을 뿐
만 아니라 실제로 태화강(太和江) 곁에 태화사(太和寺)를 세우기도 했다. 태화
강이나 태화사에 쓰인‘태화(太和)’—‘대화(大和)’로 쓰더라도 읽을 때는‘
태화’로 읽는다 — 라는 이름 자체가 자장과 인연이 있으니, 자장을 빼고서 울
산의 불교를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기록이 소략한 탓에 울산 지역이 자장과
맺은 인연의 깊이를 이제까지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 여기서는 그러한 점
을 감안해서 갖가지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해 울산 지역에 남긴 자장의 자취는
무엇이며 그 의미 또한 무엇인지 서술하기로 한다.

『속고승전』에 기록된 자장의 일생
자장은 중국에서도 명성을 떨친 덕분에 도선(道宣, 596~667)이 저술한『속고
승전(續高僧傳)』에 그 전기가 실려 있다. 권24의『호법(護法)』편에 <당신라국
대승통석자장전(唐新羅國大僧統釋慈藏傳)>이라는 조목으로 당당하게 한 자리
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적이 매우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 전기
는 꽤 길어서 다 싣기는 번거로우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시하기로 한다.
자장의 성은 김씨(金氏)이며, 그 부친은 소판(蘇判) 무림(武林)이다. 소판은 왕족이라야 오를 수
있는 벼슬이라 한다. 무림은 평소 불심이 깊었는데, 늦도록 자식이 없어서 1천 고을에 관음상을
만들어 자식을 빌었다. 이윽고 4월 초파일에 자장이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슬기롭고 세속의 취
향에 물들지 않았는데, 양친이 세상을 떠나자 세속의 화려함을 더욱 싫어하고 무상함을 깊이
체험했다. 이윽고 재산을 모두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는 세속을 떠나 홀로 깊은 산 가파른 벼
랑에 올랐다.
마음을 다잡으려고 작은 방을 만들고 사방에 가시나무를 둘러쳐 막았으며, 머리카락을 들보에
묶은 채로 백골관(白骨觀)을 닦았다. 그의 고행이 알려져 대중이 우러르자 나라에서도 그를 불
울산, 신라 불국의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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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벼슬을 주려고 했다. 자장은 “내 차라리 하루 동안 계를 지키다 죽을지언정 일생을 파계하면
서 살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거절했다. 그의 굳은 뜻을 안 왕도 감복해서 더 이상 강요하지 않
았다.
자장이 고행을 하는 동안, 새들이 과일을 물고 와서 자장을 먹였다. 새들이 때마다 가져다 주는
과일을 먹으며 수행을 이어가던 자장은 중생들을 어떻게 하면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줄까를 고
민했다. 어느 날, 살포시 졸던 때에 두 명의 장부가 나타나 물었다.
“그대는 이 그윽한 곳에 숨어서 무슨 이익을 바라는가?”
자장이 대답했다.
“오로지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하오.”
그러자 자장에게 오계(五戒)를 내려주고는 말했다.
“이 오계로써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이오. 우리는 도리천에서 그대에게 계를 주려고 왔소.”
그들은 허공으로 솟아 올라 사라졌다. 자장은 산에서 나와 한 달 동안 도성의 남녀들에게 계를
주었다. 그런 뒤에 “불법이 아직 퍼지지 않은 이 변두리 땅에 태어났는데, 눈으로 직접 보지 않
고서는 계를 받들어 지킬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서쪽으로 갈 뜻을 품었다.
정관(貞觀) 12년(638)에 문하의 승실(僧實) 등 십여 명을 데리고 신라를 떠나 장안에 이르렀다.
황제는 두텁게 예우했고, 자장은 승광사(勝光寺) 별원에 머물렀다. 자장에게 사람들이 모여들
고 재물도 쌓였다. 어느 날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은 저도 모르게 두렵고 떨려서 자장에게 용서
를 빌었다. 자장은 그에게 계를 내려 주었다. 또 눈 먼 자가 자장을 찾아와 참회하자 눈을 떴다.
그로부터 자장에게 계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 후, 자장은 황제에게 아뢰어 종남산(
終南山) 운제사(雲際寺) 동쪽의 가파른 절벽 위에 방을 마련해 머물렀다. 아침저녁으로 사람들
과 귀신들이 계를 받으러 모여들었다.
정관 17년(643)에 본국에서 자장의 귀국을 요청하므로 황제에게 허락을 받았다. 황제는 자장에
게 많은 예물을 하사했다. 자장은 본국에 경전과 불상이 미비하다고 여겨서 장경(藏經) 한 부와
불상, 번개(幡蓋) 등을 얻어서 돌아왔다. 왕은 자장을 대국통(大國統)으로 삼고 자장을 위해 지
은 왕분사(王芬寺)에 주석하게 했다.
만년에 자장은 황룡사에서 『보살계본(菩薩戒本)』을 강설했는데, 7일 동안 신이한 일들이 일어
났다. 그로부터 계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고, 불법이 세속에 두루 퍼졌다. 이
일을 계기로 자장은 기율을 바로잡는 데 힘썼다. 규율을 담당하는 강관(綱管)을 두어 감찰하게
하고, 보름날에는 계를 설하고 율에 근거해 참회하게 했으며, 봄과 겨울에 한꺼번에 시험해 계
를 지키거나 어긴 것을 알게 했다. 또 순사(巡使)를 두어 절마다 돌아다니며 일깨우고 법을 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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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등 갖가지 제도를 마련했다. 이로써 ‘호법보살’로 불리었다.
자장은 절과 탑을 십여 곳에 조성했는데, 하나를 세울 때마다 온 나라가 함께 숭앙했다. 이에 자
장은 “만약 내가 지은 것에 신령이 있다면, 기이한 일이 나타날지어다”라고 발원했다. 그러자
두건과 발우에 사리가 나타나는 감응이 있었다. 대중들이 기뻐하며 보시하니, 재물이 산더미
같았다. 자장은 그들을 위해 계를 내려주었다.
자장은 신라의 풍속과 복장이 중국과 다르다고 여겨서 고치도록 건의했고, 왕이 받아들여 고쳤
다. 그때부터 중국에 조공을 가면 신라가 윗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자장은 여러 경전과 계율
의 주석서 10여 권을 지었는데, 『관행법(觀行法)』 한 권은 세상에 널리 유통되었다.

위의 전기에서는 자장이 불법에 귀의한 뒤로 처음부터 계율을 지키는 데 힘
썼음을 보여준다. 백골관을 닦으며 고행하다 내려와서 한 일도 도성 안의 남녀
들에게 계를 주는 일이었고, 당나라에 가서도 그러한 일을 계속했다. 귀국해서
대국통이 된 것도 계율의 확립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
이한 것은 열 곳에 절과 탑을 세울 때에 자장의 발원에 따라‘사리’가 나타났
다는 부분이다.『속고승전』에서는 계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인지 이를 감
응이라고만 하고 말았는데,『삼국유사』에서는 이‘사리’를 매우 중요하게 다
루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자장의 전기가‘호법(護法)’편에 실려 있는 것은 신라 불교의 초석을 다지
는 데 긴요한 계법을 전하고 승단의 규율을 정립했기 때문이다. 계율은 불법을
지키는 데 있어 기본이고 핵심이다. 계율이 확립되어야만 불교가 흥성할 수 있
다. 원광(圓光)이 앞서 교법(敎法)의 길을 열었다면, 자장은 그 뒤를 이어 계법(
戒法)의 초석을 놓은 셈이다.

『삼국유사』에만 나오는 자장의 자취
『삼국유사』에서도“자장이 계율을 정립하다”는 뜻의 제목을 내건 <자장정
률(慈藏定律)>을 두었다. 자장의 일생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도선과 일연이 일
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에서도 <자장정률>은『속고승전』의 전기를 대
체로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자장정률>의 글은“대덕 자장은 김씨이니”로 시
작되며, 그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다. 이는 일연이 다른 기록에서 인용하거나
울산, 신라 불국의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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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료를 참조해서 서술한 것이 아니라 민중이 구전하던 이야기를 수록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런 까닭에『속고승전』에는 없는 내용이 여럿 나온다.
『속고승전』에는 없고 <자장정률>에만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아래와 같다.
자장은 변방에 태어난 것을 스스로 탄식하며 서쪽으로 가서 불법의 교화를 받기를 바랐다. 인
평(仁平) 3년 병신년(636) 【곧 정관 10년이다.】에 칙명을 받아 문인인 승실(僧實) 등 십여 명과
함께 서쪽으로 당나라에 들어가 청량산(淸涼山)을 찾았다. 산에 만수대성(曼殊大聖, 문수보살)
의 소상(塑像)이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제석천(帝釋天)이 공인을 데리고 와서 새긴 것이
다”라고 서로 전하고 있었다. 자장은 그 소상 앞에서 기도했는데, 그윽한 감응이 있었다. 꿈에
소상이 자장의 정수리를 문지르며 범어로 된 게송(偈頌, 깨달음이나 진리를 표현한 짤막한 시
구)을 주었다. 깨어난 뒤에 해석하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기이한 중이 와서는 풀이를 해주었
다. 【이미 <황룡사구층탑> 편에 나온다.】 또 “만 가지 가르침을 배우더라도 이 게송보다 나은
게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가사와 사리 따위를 주고는 사라졌다. 【자장이 처음에는 이를 숨
겼기 때문에 『당고승전』에는 이 일이 실리지 않았다.】
자장은 이미 만수대성의 기별을 받은 줄 알고서 곧바로 북대(北臺)에서 내려와 태화지(太和池)
에 이르렀고, 그 뒤에 서울에 들어갔다. 당 태종이 칙사를 보내 위무하고 승광사(勝光寺) 별원에
서 편히 지내게 했으니, 그 총애가 아주 두터웠다. 자장은 그 번거로움을 싫어해 글을 올려서 종
남산 운제사의 동쪽 벼랑으로 들어갔다.

자장이 변방에 태어난 것을 탄식하며 중국으로 가려 했다는 사실은『속고승
전』의 내용과 동일하다.『속고승전』에서는 638년에 중국으로 갔다고 했는데,
<자장장률>에서는 636년이라 해서 2년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당나라에
들어가자마자 청량산을 찾고 문수보살의 소상 앞에서 기도해 감응을 얻었다고
한 것은『속고승전』에는 없는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자장은 문수보살의 기별을 받은 뒤에 곧바로 북대에
서 내려와 태화지를 거쳐 장안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승광사 별원에 머물렀
다고 한다.『속고승전』의 내용과 다르게 자장이 중국에 들어가자마자 청량산
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를 허구로 볼 것이냐 사실로 볼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
기는 하지만, 그 어느 쪽도 단정짓기 어렵다. 다만, 민중은 자장이 중국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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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마자 청량산에 가서 문수보살의 감응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울산 지역의 불교와 관련해서 보자면, 위의 이야기는 사실이
었다. 태화사의 건립과 태화강의 존재가 그 점을 뒷받침해준다.
『속고승전』에는 없는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때가 되자 도성 안의 사람들 가운데 계를 받고 불법을 받드는 이들이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이 되었다.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려는 이들이 세월이 갈수록 늘어갔다. 이에 통도사를 창건
해 계단(戒壇)을 쌓고 사방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계를 주었다.
또 자신이 태어난 마을의 집을 원녕사(元寧寺)로 고쳐 짓고 낙성(落成) 법회를 열어 『잡화경(雜
花經』( 『화엄경』) 1만 게송을 강설했는데, 쉰두 명의 여인이 감응해서 몸을 드러내고 강설을 들
었다. 문인들에게 그 수대로 나무를 심게 해서 그 신이한 일을 밝혔으며, 이로 말미암아 지식수(
知識樹)라고 불렀다.

자장이 통도사를 창건해 계단을 쌓은 일과 원녕사를 짓고 법회를 열어『잡화
경』곧『화엄경』을 강설하자 일어난 신이한 일도『삼국유사』에만 나온다. 이
가운데서 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통도사 창건과 금강계단을 쌓은 일

<사진 12, 통도사 금강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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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계율을 정하는 일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임에도『속고승전』에는 없
다. 통도사 창건은 신라 불교사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
일 자체는 울산의 불교와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황룡사구층탑>과
<전후소장사리(前後所將舍利)>의 내용을 통해 서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그 밖에도『속고승전』에는 없는 이야기가 더 있는데, 자장이 늘그막에 왕성
을 떠나 강릉으로 간 일도 그 가운데 하나다. 자장은 강릉군(江陵郡)에 수다사(
水多寺)를 세웠으며, 태백산에 가서 석남원(石南院) 곧 정암사(淨岩寺)를 세웠
다. 정암사에서 문수보살을 기다렸으나, 남루한 차림으로 찾아 온 거사가 문수
보살인 줄 모르고 물리쳤다가 뒤늦게 알아챈 일도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끝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무릇 자장이 세운 절과 탑은 십여 곳이다. 하나씩 세울 때마다 반드시 기이한 상서가 있었기 때
문에 우바새(남성 불자)들이 저자를 메울 만큼 모여서 며칠만에 완성했다. 자장이 쓰던 도구와
옷, 버선 그리고 태화지의 용이 바친 오리 모양의 목침, 석가모니의 가사 등은 모두 통도사에 있
다. 헌양현(巘陽縣) 【지금의 언양(彦陽)】에 압유사(鴨遊寺)가 있는데, 목침의 오리가 일찍이 여
기서 기이한 일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자장이 쓰던 물건들이 통도사에 있다는 것과 그 물건 가운데 목침과 관련된
기이한 일은『속고승전』에 없다. 특히 여기서는 태화지의 용이 목침을 바쳤다
고 한 점이 눈에 띈다. 자장이 중국 오대산에 간 일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도사가 자장의 일생에서 꽤 중요한 사찰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자장정률>은 자장과 울산의 불교가 얼마나 깊은 인연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주는 바가 없다. 중국의 청량산에 가서 태화지에 이르렀다
는 일에서 자장의 경험이 문수산을 청량산이라 부르고 그 일대가 청량읍이 되
었다거나, 또 강 이름이 태화강이 되고 그 곁에 태화사가 건립되었다거나 하는
추론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는 물론 <자장정률>에서 볼 수 있는 자장의 자
취만으로 하는 말이다. 자장과 울산의 인연은 의외로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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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태화지의 신인과 태화사
지금은 태화사의 자취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기록을 통해 추측할 수 있을 뿐
이다. 지금 태화강 가에 태화루가 서 있는데, 이 태화루가 중요한 구실을 한다.
태화루(大和樓). 고을 서남쪽 5리에 있다. … 권근(權近)의 기록에 나온다. “울산 고을은 동쪽과
남쪽으로 큰 바다에 접해 있고, … 신라 때에 비로소 절을 이 북쪽 언덕에 세우고 태화사라 했
는데, 서남쪽으로 누각을 이루었고 그 아래로 못을 굽어보며 ….” 김극기(金克己)의 시서(詩序
)에 나온다. “계림에서 남쪽으로 가서 물이 돌고 산이 바뀌어 하루 해를 다 가면 바닷가에 이르
러 부(府)가 있으니, 이곳을 흥례(興禮)라 한다. 세상에서는 계변천신(戒邊天神)이 학을 타고 신
두산(神頭山)에 내려와 사람의 목숨과 복을 주관한다고 했으므로 이곳을 학성(鶴城)이라 한다
고 전한다. 성 서남쪽에 강이 있어 태화강이라 한다. … 용두(龍頭)를 베고 우뚝 솟아 서쪽으로
취봉(鷲峯)의 드높은 봉우리로 이어지고, 남쪽으로 아득히 넘실거리는 경해(鯨海)를 대하고 있
는 것이 태화사(大和寺)다. 옛날 자장 국사는 신라 사람이다. 정관 12년 무술년에 배를 타고 법
을 구하러 서쪽으로 중국에 가서 17년에 돌아와 사포(絲浦)에서 배를 내렸다. 그로 말미암아 점
을 쳐 이 땅에 이 절을 세웠다. …”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권22, <울산군(蔚山郡)>

<사진 13, 태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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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근의 기록에서 태화사 서남쪽에 누각이 있다고 했으니, 거꾸로 헤아리면
태화루의 북동쪽에 태화사가 있었다는 말이 된다. 또 김극기의 기록에서도 위
치를 추정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태화사지를 추정할 수 있
다.
위의 기록에서 흥미를 끄는 부분은 자장이 절을 지은 연유다. 중국에서 배를
타고 와서‘사포’에서 내린 뒤에 점을 쳐 절을 세웠다고 한다.『삼국유사』에
도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울산 지역에서 전해지던 이야기를 김극기가 옮겨 실
은 듯하다. 김극기도 고려 중기 때 사람이어서 사포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
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과연 그가 전하는 이야기가 태화사 창건 내력일까?‘태
화’라는 이름을 쓴 것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연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삼국유사』의 <황룡사구층탑>은 자장이 중국에서 돌아온 뒤에 황룡사에 구
층탑을 세우게 된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대부분 거기에만 주목
해 왔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울산과 관련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 대목도 들
어 있다.
중국의 태화지 옆을 지나가는데, 문득 신인이 나와서 물었다. “어떻게 여기에 왔소?”
자장이 대답했다. “보리(깨달음)를 구하려고 왔습니다.”
신인이 절하고 또 물었다. “그대 나라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소?”
자장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북쪽이 말갈에 이어져 있고 남쪽으로는 왜에 인접해 있으며, 고구
려와 백제 두 나라는 번갈아 변경을 침범하니, 이웃 도적들이 마구 돌아다니는 이것이 백성들
의 걱정입니다.”
신인이 말했다. “이제 그대 나라는 여인이 왕이어서 덕은 있으나 위엄이 없소. 그래서 이웃나라
가 일을 꾀하니 얼른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오.”
자장이 물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이익이 됩니까?”
신인이 말했다. “황룡사의 호법룡은 내 맏아들이오. 범왕(梵王)의 명을 받고 이 절에 와서 보호
하고 있소. 본국으로 돌아가 절에 구층탑을 이룩하면 이웃 나라는 항복하고 구한(九韓)이 와서
조공하여 왕업이 길이 편안할 것이오. 탑을 세운 뒤에 팔관회를 베풀고 죄인들을 놓아주면 외
적이 침해하지 못할 것이오. 또 나를 위해 경기(京畿) 남쪽 언덕에 절을 지어서 내 복을 빌어주
시오. 나 또한 그 덕을 갚겠소.”
말을 마치자 이윽고 옥(玉)을 바치고는 갑자기 몸을 숨기고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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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은 오대산의 태화지를 지나다가 신인을 만났다. 자장은 신라의 처지에
대해 걱정한다고 해 신인으로부터 해결책을 들었다. 그것은 본국으로 돌아가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우는 일이었다. 신인은 이에 더해 자신을 위해서‘경기
남쪽 언덕’에 절을 지어서 복을 빌어달다고 부탁했다. 뜬금없어 보이는 이 발
언은 울산과 관련되어 보여서 꽤 흥미롭다. 신인이 말한‘경기 남쪽 언덕’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그곳에 세운 절은 또 어떤 절일까? 이에 대한 실마리가
앞서 거론한『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있다.
‘경기(京畿)’는 도성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당시 신
라에서‘경기’는 왕성인 경주 주변 지역을 뜻한다. 그 경기의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은 꽤 넓지만, 자장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곳 양산과 울산이 부
각된다. 이 두 곳에 자장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절이 있으니, 양산의 통도사와
울산의 태화사다. 신인의 부탁으로 세운 절은 어느 절일까?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권근은“절을 북쪽 언덕에 세웠다”고 썼다. 이것이
실마리다. 신인은 분명히‘경기 남쪽 언덕’에 절을 지으라고 했다. 자장이 이
말을 허투루 들은 게 아니라면, 그 말대로 언덕에 절을 지었을 것이다. 그리고
권근의 기록에 따르면, 태화사는 북쪽 언덕에 있다고 했다.‘북쪽 언덕’이 어
디인지 정확하게 지정하기는 어려우나, 왕성에서 볼 때는 확실히‘남쪽 언덕’
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인이 부탁해서 지은 절은 태화사로 볼 수 있다.
또『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자장이 사포에 내린 뒤에 점을 쳐 태화사를 지
었다고 한 내용도 구체적으로는 신인이 부탁한 대로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점을 쳤다”는 말도 자장이 울산항에 이르러서야 신인이 말한‘경기 남쪽’이 울
산이었음을 비로소 알아채고‘언덕’을 찾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인의 부탁으로 지은 절을 태화사라 한 것도 신인을 만난 곳이‘오대산
의 태화지’였기 때문일 것이다.
오대산에 태화지 또는 태화천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도선이 664년에
저술한『집신주삼보감통록(集神州三寶感通錄)』(또는『삼보감통록』) 등 중국
쪽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서도 4장과 5장에서 관련된 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니, 뒤에서 확인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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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진신사리
『속고승전』의 전기에 자장이 열 곳의 절과 탑을 세울 때, 두건과 발우에 사
리가 나타나는 감응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왔다. 그리고 <자장정률>에서는 자
장이 청량산에 갔을 때, 문수보살의 소상 앞에서 기도한 뒤에 기이한 중을 만나
가사와 사리를 받았다고 했다. 두 이야기에 공통적으로‘사리’가 등장한다. 그
두 기록에서는 비록 가볍게 지나치듯이 언급하고 말았으나,『삼국유사』의 다
른 조목들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자장의 사리에 대해 다루기 전에 먼저 사리, 특히 진신사리에 대해 알
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리는 석가모니가 입멸한 뒤에 다비를 통해 처음
나타난 것이고, 그 뒤로 사리는 동아시아 불교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구실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먼저 부처의 진신사리에 대해 알아보겠다.
『대반열반경』은 석가모니의 마지막 여정, 곧 영취산을 떠나 쿠시나가라로
가 그곳에서 입멸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한 경전이다. 쿠시나가라에서 석
가모니 세존이 입멸하자, 그곳의 말라족은 아난이 일러준 대로 이렇게 한다.
세존의 유해를 새 옷으로 감싸고 그것을 또 무명베로 감쌌다. 그리고 그 위를 또 새 옷으로 감싸
고, 다시 그것을 새 무명베로 감쌌다. 이와 같이 새 옷과 새 무명베를 번갈아 5백 번 감싼 다음,
세존의 유해를 쇠로 만든 관에 봉안했다. 그리고 쇠로 만든 관뚜껑을 덮은 다음, 온갖 종류의 향
나무를 쌓아 올려서 만든 화장 나무더미 위에 안치했다.

이른바 다비식을 하기 위한 준비를 아주 정성껏 단단히 했다. 그러나 곧바로
불을 붙일 수 없었다. 세존의 제자 대가섭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가섭은 늘 먼 곳에 가서 스승의 가르침을 펴고 있었기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늦고는 했는데, 이때에도 세존의 입멸을 지켜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비식
에도 아주 늦게 도착했다. 이윽고 대가섭이 5백 명의 비구들과 함께 세존의 유
해에 예배하자, 유해를 안치한 화장 나무가 저절로 타올랐다고 한다.
세존의 유해는 겉살·속살·힘줄·관절즙이 모두 재나 그을음도 남기지 않은
채 완전하게 타버리고 오직 유골만 남았다. 마치 버터나 참기름이 타고 난 다음
처럼. 세존의 유해가 뼈만 남긴 채 다 타버리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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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물을 뿜어 올려 화장 나무의 불을 껐다고 한다. 세존의 유골 곧 사리는 집회
장으로 옮겨졌고, 말라족은 이레 동안 음악과 춤, 꽃, 향 등으로 경애하고 숭배
하면서 계속 공양을 올렸다.
그런데 여덟 부족이 사리를 분배하는 문제로 다투었다. 결국 여덟 등분해서
균등하게 나누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사리로 다투면 안
된다고 하며 균등하게 나누어준 도나 바라문은 사리를 담았던 항아리를 가졌
고, 뒤늦게 도착한 모리야족은 다비하고 남은 재를 가지고 돌아갔다. 이렇게 해
서 이 세계에는 여덟 개의 사리탑과 아홉째의 항아리탑, 열째의 재탑 등 모두
열 개의 탑이 세워졌다고 한다.
살아서 석가모니 세존을 뵈었던 수많은 부족들이 사리를 갖고 싶어 다툴 정
도였다. 세존의 육신이 사라진 뒤에 그 슬픔과 그리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는 사리 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했으니 후대에 석가모니를 숭앙하며 그
가르침을 좇던 이들은 또 어떠했겠는가. 그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으니, 사리라
도 모셔서 아침저녁으로 공양을 올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으리라.

<사진 14, 세존의 입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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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義淨, 635∼713) 법사는 자비를 집으로 삼고 인욕(忍辱)을 옷으로 삼아, 오래도록 한 끼만
먹고 하루종일 좌선을 해도 지루해 하지 않았다. 또한 예로부터 번역하는 사람들은 먼저 범문(
梵文)을 살핀 후 한문에서 적당한 말을 고르고, 그 다음에 학자들에게 그 뜻을 살피게 하고 다시
승도(僧徒)들에게 물었다. 그러나 지금의 의정 법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미 오천축의 말에
능통하고 진속(眞俗) 이제(二諦, 두 가지 진리)에 밝아 역의(譯義, 번역과 풀이)와 철문(綴文, 글
짓기)을 다 혼자서 했으며, 말의 선택과 조리가 분명해 한대(漢代)의 섭마등(攝摩騰)과 후진(後
秦)의 구마라집(鳩摩羅什)을 뛰어넘을 정도였다. 범본 약 사백 부 오십만 송과 부처님의 진신사
리 3백 낱을 가지고, 증성(證聖) 원년(695) 여름 5월에 마침내 낙양에 당도했다. 측천무후(則天
武后) 황제께서 때를 맞추어 수레를 타고 나와 친히 지휘하니, 명을 받은 백관들과 사부대중이
정연하게 깃발을 휘날리며 풍악을 울리고 향과 육수화(六銖花)를 뿌렸다. 오색이 요란하고 휘
황찬란한 가운데에 상동문(上東門)에서 마중을 받았다.
― 『불설대공작주왕경(佛說大孔雀呪王經)』 권1, <대당중흥삼장성교서(大唐中興三藏聖敎序)>

의정은 법현과 현장을 흠모하여 그들처럼 서역으로 구법행을 떠났던 승려
다. 그는 바닷길로 동남아 여러 나라들을 거쳐서 갔다가 돌아왔다. 그런데 의
정이 귀국하면서 범본의 경전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진신사리까지 가지고 왔다
고 한다. 그것도 무려 3백 낱이나.
이미 앞에서 여덟 부족이 세존의 사리를 가지기 위해 다투기까지 했다고 말
했다. 그렇게 귀한 사리를 의정은 어떻게 구했을까?『대반열반경』에 따르면,
각 부족들은 탑을 세워 사리를 모셨다고 하는데 말이다.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
한 탓에 사리탑을 버려두고 돌보지 않은 기회를 엿본 것일까?
설령 구할 수 있었다고 해도 3백 낱은 아주 많다. 이를 사실로 보기는 참으로
어렵다. 의정 스스로 한 말도 아니다. 의정이 번역한『불설대공작주왕경』의 서
문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 서문은‘어제(御製)’로 쓰인 것이니, 황제가 직
접 쓴 것이다. 특히 여성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 불교를 활
용했던 측천무후라면, 다소 과장을 섞어서 표현했을 수 있다. 진신사리도 그런
과장을 하느라 언급한 것이 아닐까?

48

<사진 15, 아육왕탑 속의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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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진신사리 이야기
의정이 인도에서 진신사리를 3백 낱이나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허
위이거나 과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승려들이나 불자들에게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리를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그런 욕망은 사리의 진위 여부를 굳이 가리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새
로운 이야기까지 만들어낸다.
먼저 도선이 편찬한『삼보감통록』권상(卷上)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를 소
개한다.
주나라 낙주(洛州, 낙양) 고도(故都)의 서탑(西塔) 인연
낙양의 옛 도읍지에 있는 탑은 낙양성 서쪽 1리에 있는 옛 백마사(白馬寺)에서 남쪽 1리쯤 되는
곳에 위치한 옛 탑터를 말한다. 세속에서는 아육왕이 세운 사리탑이라 전한다. 아마도 가섭마
등(迦葉摩騰)이 갖고 온 것으로, 삿됨을 누르고 정도에 통하게 하려는 까닭에 탑을 세워 이것이
진신사리라고 전하며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후한 명제(57~75 재위) 때 가섭마등과 축법란(竺法蘭) 두 승려가 흰 말에 불
상과『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을 싣고 낙양에 와서 처음 머문 관사가 나중에
절로 바뀌어 백마사라 불리었다. 중국 최초의 사찰이다. 그곳 근처에 아육왕이
세운 사리탑으로 여겨지는 탑터가 있었다고 한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던 초
기에 진신사리도 함께 전해졌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사진 16, 낙양 백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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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야기를 보자. 도세(道世)가 편찬한『법원주림法苑珠林)』(668) 권
38에 나온다.
『회계기(會稽記)』에서는 동진(東晋)의 승상(丞相) 왕도(王導)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처음에 강을 건널 때 정신과 풍채가 비범한 어떤 도인이 바다에서 오는 길이라면서 옛날 아육
왕과 함께 무현(鄮縣)에서 놀다가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내려주므로 탑을 세워 거기 넣었으며,
아육왕은 진인(眞人)들과 함께 탑을 받들고 허공을 날아 바다로 들어갔다고 한다. 제자들이 그
를 붙들고 이별하다가 한꺼번에 땅에 떨어져 오석(烏石)으로 변했는데, 그 돌은 사람 형상 같았
고 그 탑은 철위산(鐵圍山)에 있다고 했다.”

왕도가 어떤 도인을 만나 들었다는 이야기다. 도인은 옛날에 아육왕과 함께
놀았으며 아육왕이 진신사리를 주었으므로 탑을 세워 거기에 두었다고 했다.
아육왕은 중국에 불교가 전해지기 전의 왕인데, 그에게서 진신사리를 받았다는
것은 중국이 불법과 오래 전에 깊은 인연이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아울
러 중국 땅이 인도에 못지 않게 신령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1981년 8월 4일, 중국 서안(西安, 장안)에서 서쪽으로 120km 정도 떨어져 있
는 법문사(法門寺)에 천둥번개가 쳐서 13층 팔각의 진신보탑을 두 동강 냈다.
그로부터 5년 뒤, 탑을 새로 세우기로 하고 무너진 것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
러다 보탑의 바닥에 돌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존재를 몰랐던 지하궁의 입구
였다. 그 문을 여니 수많은 보물이 쏟아져 나왔고, 보물들 가운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리가 네 낱이나 있었다. 경이롭게도 하나는 부처의 손가락뼈 곧
불지사리(佛指舍利)였다. 이 사리야말로 영골(靈骨)이라고도 불리는 진신사리
다.
이 진신사리는 오래 전에 법문사에서 있었던 일을 새삼 떠올리게 했다. 당나
라 때 고종(高宗)과 측천무후, 중종(中宗) 등 여덟 명의 황제들은 법문사의 진
신사리를 황궁으로 맞아들여 공양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벌였었다. 법문사에서
장안까지 그 먼 거리를 백성들이 가득 메워서 환호하며 구경했다. 이 행사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반대하는 관리들과 유학자들이 아주 많았으나, 황제들
의 뜻을 막지는 못했다. 그러나 무상(無常)함이 세상의 이치인지라 왕조가 바
뀜에 따라 법문사도 부침을 거듭하다가 20세기 중화민국 때에는 군대가 주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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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또 문화대혁명 때에는 홍위병에 의해서 점차 파괴되었고, 이윽고 1981
년에 천둥번개로 무너졌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며 쇠락하는 동안에 진신사리
의 존재도 까많게 잊혔는데, 다시 나타나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이다.
법문사는 처음 이름이 아육왕사(阿育王寺)였는데, 당나라 무덕(武德) 원년
(618)에 법문사로 바뀌었다. 이어 경룡(景龍) 4년(710)에 성조무우왕사(聖朝無
憂王寺, 무우왕은 아육왕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바뀌더니, 개
성(開成) 3년(838)에 다시 법문사로 돌아갔다. 아육왕사의 탑도 처음에는 아육
왕탑으로 불렸다가 경룡 4년에 절 이름이 바뀌면서‘대성진신보탑(大聖眞身寶
塔)’으로 바뀌었고, 그 뒤로‘진신보탑’으로 불리고 있다. 이 보탑은 전설로만
여겨졌던‘아육왕의 사리탑’이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보탑도 오직 진신사리
‘한 낱’을 위해 세워진 것이다. 수십 낱이나 수백 낱이 아니라. 진신사리가 그
만큼 귀하고 드물었다는 뜻 아닐까?

<사진 17, 법문사 진신보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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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와 태화사의 사리탑
중국에서도 그처럼 사리를 귀하게 여기고 이야기를 전해 왔다면, 구법 승려
들도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법하다. 자장의 이야기에 사리가 등장하는
것도 그런 정황을 알려준다. 이제 자장의 사리에 대해 살펴보자.
<황룡사구층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황룡사에] 처음 탑의 기둥을 세우는 날, 공장(工匠)은 꿈에 본국인 백제가 멸망하는 형상을 보
았다. 공장은 곧 의심이 나서 일손을 멈추었는데, 갑자기 대지가 진동하더니 어두컴컴한 가운
데서 한 노승과 한 장사가 금당의 문에서 나오더니 이내 그 기둥을 세웠다. 중과 장사는 이내 사
라져서 나타나지 않았다. 공장은 이에 뉘우치고 그 탑을 완성했다. 『찰주기(刹柱記)』에 “철반(鐵
盤) 위로는 높이가 마흔 두 자, 그 아래로는 1백 여든 석 자다”라는 내용이 있다. 자장이 오대산
에서 받은 사리 1백 낱은 기둥 안과 통도사 계단 및 태화사 탑에 나누어 모셨으니, 태화지 용이
청한 것을 따랐다. 【태화사는 아곡현(阿曲縣) 남쪽에 있으니, 지금의 울주이며 역시 자장 법사
가 세운 것이다.】

백제에서 온 장인이 구층탑의 기둥을 세우는 날에 있었던 일을 서술한 뒤에
자장이 중국 오대산에서 받은 사리를 그 기둥 안과 통도사 계단 및 태화사 탑에
나누어 모신 일을 썼다. 이는 태화지 용이 청한 것이라 했다. 태화지 용은 태화
사를 지어 달라고 부탁했던 신인을 가리킨다. 신인이 자장에게“황룡사의 호법
룡은 나의 맏아들이오”라고 말한 것을 통해 신인도 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글에서 중요한 것은‘사리’다. 자장이 받아서 가지고 온 사리는 어떤
사리인가? 이에 대해서는 <전후소장사리>에 자세하게 나온다.
『국사』에 나온다. “진흥왕 태청(太淸) 3년 기사년(549)에 양(梁)나라에서 심호(沈湖)를 시켜 사
리 몇 낱을 보내왔다. 선덕왕 때인 정관(貞觀) 17년 계묘년(643)에 자장 법사가 부처님의 머리
뼈와 어금니, 사리 1백 낱, 부처님이 입던 붉은 깁에 금점(金點)이 있는 가사 한 벌을 가지고 왔
다. 그 사리는 셋으로 나누어 하나는 황룡사에, 하나는 태화사에, 하나는 가사와 함께 통도사 계
단에 두었다. 나머지는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없다.” [통도사의] 계단은 두 층인데, 윗층 가운데
에는 솥을 엎어놓은 것과 같은 돌뚜껑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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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는 신라의 역사를 쓴 책인 듯하나, 전해지지 않아 어떤 책인지 정확하
게 알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삼국사기』를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삼국사기』
권4의 <진흥왕> 10년(549)조에 양나라에서 사신과 신라의 유학승 각덕(覺德)
을 시켜 부처의 사리를 보냈다는 기사가 나온다. 그러나 자장이 사리를 갖고 온
일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삼국사기』권5의 <선덕왕> 12년(643)조에서는“
당에 들어가 불법을 탐구하던 고승 자장이 돌아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다.
왜 자장이 가지고 온 사리에 대해서는『삼국사기』에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삼국사기』의 저자는 유교사관에 입각해서 역사서를 썼으며, 불교사와 관련된
내용은 상당 부분 배제했다.『삼국사기』에 불교사 관련 기사가 매우 적으며『
열전』에는 고승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이 이를 입증한다. 그러니 불교와 관련된
일을 적을 때는 매우 엄정했을 것이다. 자장이 사리를 가지고 온 일에 대해서도
의심스럽게 여겨서 기록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국사』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의심이 적절해 보인다. 양나라에서 보낸 사
리는‘몇 낱’이었다. 그런데 자장이 가지고 온 것은“부처님의 머리뼈와 어금
니, 사리 1백 낱”이었다. 이는 부처님의 유골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석가
모니가 입멸한 지 천년이 훨씬 지난 뒤인데 이런 정도의 유골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인가? 허황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면, 부처님의 유골이 아
니라 다른 이의 유골이었다는 뜻이 된다. 후자의 경우라면, 자장이 사람들을 속
였거나『국사』를 쓴 사람이 속였거나 둘 가운데 하나다.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
여야 할까?
우선 사리를 셋으로 나누어서 황룡사와 태화사, 통도사 계단에 각각 두었다
고 한 것을 보자. 이는 <황룡사구층탑>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위의 글
에서 통도사의 계단이 두 층이며 윗층 가운데에는 솥을 엎어놓은 것과 같은 돌
뚜껑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날에도 통도사의 금강계단 뒤편에 있는 사리탑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 돌뚜껑 아래에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었다.
위의 글 뒤에 고려 고종(高宗, 1213・1259 재위) 때의 일이 서술되어 있다. 상
장군 김이생(金利生)과 시랑 유석(庾碩)이 왕의 명령을 받아 통도사에 가서 군
사들을 시켜 돌뚜껑을 들어 올렸더니, 속에 작은 돌함이 있고 그 속에 유리통이
들어 있었으며 통 속에는 사리가 네 낱뿐이었다고 한다. 고려 시대까지는 사리
가 있었다는 말이다. 통도사의 사리탑에 사리가 있었다면, 태화사에도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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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통도사의 진신사리 보탑>

리라 추측할 수 있다.
1962년에 부도골이라 불리던 반탕골 산비탈에서‘십이지상부도(十二支像
浮屠)’가 발굴되어 학성공원으로 옮겨졌다. 지금은 울산박물관으로 옮겨져 있
다. 유골이나 사리를 모시기 위한 돌탑임은 분명한데, 특이하게도 십이지상이
새겨져 있다. 경주 김유신묘와 원성왕의 묘인 괘릉 등의 둘레돌, 원원사지(경
주시 외동읍 모화리)의 쌍탑 기단 등에 십이지상이 새겨져 있으며, 대체로 통일
신라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본다. 능묘의 둘레돌이나 기단에 십이지상을 새기
는 일은 드물며, 부도에 새기는 일은 더더욱 드물다.
십이지상부도에 자장이 가지고 온 사리가 모셔져 있었던 것일까? 부도탑에
서는 보기 드문 십이지상까지 새겼으니 말이다. 그러고보니, 통도사 금강계단
의 사리탑과 생김새도 비슷하다. 자장이 가지고 와서 통도사와 황룡사에 두었
던 그 사리를 태화사에도 모셔 두었다고 하니, 십이지상부도가 곧 태화사의 사
리탑이라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울산, 신라 불국의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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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태화사 십이지상 사리탑>

사리는 불경의 상징이다
중국의 법문사 진신보탑 아래에서 귀하디귀한 진신사리 한 낱이 발굴되었다
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두근거린다. 그것은 석가모니 세존의 존재를 느끼고 알
수 있게 해 주는 실체이기 때문이리라. 사리가 세존의 역사적 실체를 증언해준
다면, 그의 깨달음과 가르침의 역사적 실체는 무엇일까? 불경(佛經)이다.
자장의 행적에서 사리를 가져온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불경을 신라에 가
지고 온 일이다. 신라에 불경과 불상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안타깝게 여긴
자장이 당 태종에게 요청해서 장경(藏經) 한 부를 배에 싣고 왔다는 내용이 <자
장정률>에 나온다.『속고승전』의 전기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니, 사실임이 틀
림이 없다. 특히 <전후소장사리>에는“정관 17년(643)에는 자장 법사가 삼장(
三藏) 4백여 상자를 배에 싣고 와서 통도사에 안치했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쓰여 있다.
장경은 곧 대장경(大藏經)이며, 불경을 통들어 일컫는 말이다. 장경은 부처
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으로, 교법을 담은 경장(經藏)과 계율에 관한 율장(律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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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후대의 학승들이 연구하고 해석해서 쓴 주석서들인 논장(論藏)으로 이
루어져 있다. 불교 철학이 모두 이 장경에 담겨 있으니, 그야말로 불교의 정수
요 총화라 할 수 있다. 사리가 석가모니의 육신을 나타낸다면, 장경은 석가모니
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다.
자장은 부처의 가르침 곧 정신적 실체가 담긴 장경을, 당시까지 한문으로 번
역된 불경과 논서(論書) 들을 모두 얻어 왔다. <전후소장사리>에 따르면, 무려
4백 상자나 되는 엄청난 분량의 장경이다. 신라의 불교가 성숙해지고 융성해지
려면 이 장경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자장은 부처
의 몸과 정신을 모두 다 가져온 셈이다.
그런데 사리는 황룡사와 통도사, 태화사에 나누어 모셨다고 했는데, 왜 불경
은 통도사에만 안치했다고 되어 있을까? 황룡사나 태화사에는 정말 두지 않은
것일까? 자장이 신라의 불교를 위해서 가져왔다면, 이미 완성된 절이면서 왕성
에 있는 황룡사에 두었어야 마땅하다. 아직 창건되지 않은 통도사에 안치하려
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존귀한 장경이었으므로 혹시라도 있을 불상사를 대비해서 통도사에 안치했
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왕성인 경주나 울산은 왜구들이 호시탐탐 노리던 곳이
아니던가. 반면, 통도사는 왕성에서 가까우면서도 세 사찰 가운데서는 가장 안
전한 곳에 위치해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통도사에 안치한 일은 마땅하다.
그러나 왕성에 사찰들이 집중되어 있고 가장 많은 승려들이 머물고 있었던 상
황을 생각해 보면, 통도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애써 장경을 가져 온 보람
이 없다는 말이다. 게다가 통도사는 자장이 귀국한 뒤에 창건한 절인데, 통도사
가 낙성되기 전에는 그 장경을 어디에 두었을까? 여러 의문이 잇달아 생긴다.
이런 의문들은 자장이 가지고 왔다는 사리 1백 낱의 상징적 의미와 연결지어
야 비로소 해명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후소장사리>가 주요한 실마리를 제공
해 준다. <전후소장사리>는 제목 그대로 자장의 일을 중심으로 그 전후에 들어
온 사리들에 얽힌 갖가지 이야기를 서술한 조목이다. 그런데 사리에 대해 한참
서술하다가 느닷없이 불경의 전래에 대해 적고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진흥왕 때인 천가(天嘉) 6년 을유년(565)에 진(陳)나라에서는 유사(劉思)와 중 명관(明觀)을 시
켜 불경과 논서 1천 7백여 권을 실어서 보냈다. 정관 17년(643)에는 자장 법사가 삼장(三藏)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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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여 상자를 배에 싣고 와서 통도사에 안치했다. 흥덕왕 때인 태화(太和) 원년 정미년(827)에는
유학승인 고구려의 중 구덕(丘德)이 불경 몇 상자를 가지고 왔다. 왕은 여러 절의 중들과 함께
흥륜사 앞길에 나와 그를 맞이했다. 대중(大中) 5년(851)에 중국에 들어간 사신 원홍(元弘)이 불
경 몇 축을 가지고 왔다. 신라 말에는 보요선사(普耀禪師)가 두 번이나 오월(吳越) 땅에 가서 대
장경을 가지고 왔는데, 그는 곧 해룡왕사(海龍王寺)의 개산조(開山祖)다.

참 뜬금없다. 사리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작스레 불경 이야기를 한 것일까?
사리는 석가모니의 몸을, 불경은 그 정신을 상징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위의
내용을 보면 사리가 곧 불경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리가 세존의
육신을 다비하고 남은 것만을 가리키듯이 불경 또한 세존이 일생 동안 설법하
고 남은 것이 아니던가. 세존이 열반에 들었을 때, 그때 남은 것은 그의 가르침,
그의 법이었다. 그래서 불교(佛敎)요 불법(佛法)이라 하지 않는가. <전후소장
사리>는 사리가 그 불교 또는 불법을 상징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사진 20, 고려대장경판>

사리가 불경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황룡사와 통도사, 태화사에 셋으로 나누
어 안치했다는 이야기의 뜻이 비로소 명확해진다. 장경을 세 사찰에 나누어 둔
것을 의미한다. 나누어 둔 것이 아니라 자장이 가지고 온 장경을 두 부씩 더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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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서 모두 세 부로 만든 뒤에 세 사찰에 장경 전체를 각각 안치했을 수도 있다.
누구보다도 신라 땅에 정제되고 체계화된 불교를 펼치려고 했던 자장이 불심이
돈독했던 왕과 왕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면, 힘들게 구해 온 장경을
한 부만 그대로 간직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부처의 진신사리가 남아 있지 않다. 어쩌면 처음부터 사
리는 없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리가 불경이라면, 이 나라에는 고려대장
경 곧 팔만대장경이 있다. 몽골의 침입에서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을 잃고 위
기 속에서 이루어낸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 판각! 그 뜨거운 불심은 이미 신
라 때, 자장을 비롯한 수많은 승려들과 민중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삼국유사』에 자장의 이야기가 그토록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자장
이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룬데 대한 화답으로 남은 것이 태화사요 태화강이다.
이제는 가뭇없이 사라졌으나 한때 존재했을 지도 모르는 태화사의 사리들 또는
불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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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아육왕과
동축사

울산 앞 바다에서 태화강으로 들어서다가 오른편을 보면,‘염포산’이 눈에
들어온다. 염포산 앞의 부두는‘염포부두’다. 산과 부두 등의 이름에서 이곳이
‘염포(鹽浦)’였음을 말해준다.『조선왕조실록』의『태종실록(太宗實錄)』을 보
면, 17년(1417) 10월 22일에 다음 기록이 나온다.
경상도에 염포 만호(鹽浦萬戶)를 두었다.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가 보고했다.
“염포는 왜선(倭船)이 계속 와서 정박하는데, 순풍을 만나면 아침저녁으로 왕복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만호 벼슬을 내리시어 뜻밖의 일에 대비토록 하소서.”
이에 병조(兵曹)에서 의논하게 했다. 모두 이렇게 말했다.
“염포는 방어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니, 마땅히 만호 벼슬을 내리셔야 합니다.”
왕은 그대로 따랐다.

염포에 왜인들의 배가 잇달아 들어와서 계속 정박한다고 하면서 순풍을 만
나면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에서 그만큼 가깝기도 하거니와 아주
쉽게 들어와 배를 댈 수 있는 곳이 염포였다는 말이다. 조선 시대에는 이렇게
염포로 불렸지만, 신라 때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삼국유사』의 <황룡사장륙(皇龍寺丈六)>에서는 염포를‘사포(絲浦)’라고
했다. 사포의‘사(絲)’는 비단을 가리킨다. 따라서 사포는‘비단 포구’를 뜻한
다. 이는 신라 때에 중국과 교역을 하면서 비단이 들어왔던 곳임을 알려준다.
흔히‘비단길(Silk Road)’이라고 하면, 서쪽으로는 유럽의 로마에서 동쪽으로
는 중국의 장안까지 이어지는 중앙아시아의 교역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
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동쪽으로는 신라의 경주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페르
시아를 비롯해 서역의 갖가지 물품들이 경주에서 발굴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고대 로마인들은 중국을‘사국(絲國)’곧‘비단의 나라’라 불렀다. 중국의
비단이 어디 로마에만 갔겠는가? 교역과 교류가 잦았던 신라에도 왔을 터이고,
신라에 왔다면 당연히 울산항을 통해서였을 것이다. 울산항의 포구가‘사포’
인 까닭도 거기에 있다. 이로써 보면, 비단길은 동쪽으로‘사포’곧 울산항까
지 이어지는 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포는 비단길의 동쪽 끝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처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랍 상인들이 내왕한 곳으로서 동서를 잇는 해상 교통로의 끝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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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비단길>

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바닷길 위에서 생성되어 전하는 이야기가 황룡사의 장륙
존상에 얽힌 이야기다. 인도 고대의 아육왕이 만들려다 실패한 장륙존상의 재
료들과 그 모형을 실은 배가 수백 년 동안 바다를 떠돌다가 사포에 이르렀고 동
축사(東竺寺)를 지어 그 모형을 모셨다는 이야기다.

재가신도가 된 정복자 아육왕
기원전 324년부터 기원전 187년까지 이어진 마우리아 왕조 때 고대 인도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왕조를 연 찬드라굽타(기원전 324~300 재위)는 지역의 작
은 왕국들과 마가다국을 정복하면서 사방으로 영토 확장을 거듭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아소카왕 곧 아육왕(阿育王, 기원전 272~236 재위)에 이르러 정복
전쟁은 정점에 이르렀고 인도는 거대한 통일 제국의 면모를 갖추었다.
아육왕은 고대 인도의 정치적 인물로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신들에게 사
랑 받고, 보기에 상냥한 마가다의 왕”이었다. 역사서를 편찬하지 않은 인도에
서 아육왕이 널리 알려지고 일컬어진 데에는 그 자신이 세운 석주(石柱)들과
거기에 새긴 비문(碑文)들, 그리고 훗날 성립된 전설들 덕분이었다. 아육왕의
전설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거의 모두 불교와 관련이 있다.
울산, 신라 불국의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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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육왕이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기원전 265년의 칼링가(Kalinga) 정
벌이었다. 아육왕은 보병 60만, 기병 10만, 코끼리 부대 9천 마리로 이루어진
대군을 이끌고 칼링가의 군대와 전면전을 벌였다. 이 정벌 전쟁은 기원전 262
년까지 4년 동안 이어졌고, 칼링가군 10만여 명이 죽고 15만 명이 포로로 잡혔
다. 마우리아군 또한 그만큼 죽었다고 전한다.
칼링가가 패배하고 마우리아의 승리로 끝났으나, 아육왕은 온 사방에 널려
있는 주검들과 고아가 된 아이들을 보고서 크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 전쟁은
모든 주민들, 바라문들, 사문들, 신앙심이 돈독한 백성들까지 고통을 받은, 한
마디로 재앙이었다. 이때 왕은 깊이 후회하고 폭력 대신에 법(法, 다르마)에 의
한 통치를 하기로 결심했다. 스스로 재가신도 곧 우바새(優婆塞)가 되었다.

<사진 22, 아육왕의 석주>

우바새가 된 지 1년 반이 지나서 아육왕은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보리수
에 순례하러 갔다. 그리고 256일 동안 계속해서 순례 여행을 하고 마애(磨崖)
법칙들을 공포했으며(기원전 254년), 그로부터 14년 내지 15년 뒤(기원전 242・
241년)에 폭력적인 통치 대신에 법으로써 다스린다는 석주 법칙을 공포했다.
아육왕이 불교에 귀의하고 불법을 옹호했다고 해서 그의 법칙에 심오한 사
상이 담겨 있다고 여겨서는 곤란하다. 불교의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교리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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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제(四聖諦)도, 팔정도(八正道)도, 연기법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의 법칙은 보
편적인 형식으로 자연법의 대원칙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악을 피하는 것, 덕을
닦는 것, 인간적인 결속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 따위가 핵심이었다. 아육
왕의 법칙은 불교의 정법(正法)이 아니라 인도의 전통적인 윤리였다. 그럼에도
아육왕의 노력은 사람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신적인 준비
를 하고 불교를 널리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데 기여했다.

아육왕의 8만 4천 불탑
아육왕이 실제로 불교 교단 및 불교 교리를 위해 기여한 바는 매우 적으면서
도 불교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잡은 데에는 그의 전기인『아육왕전(阿育王傳
)』이 큰 구실을 했다. 이 전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은 기원전 2세기에
이미 유포되어 있었다고 하니, 매우 일찍부터 아육왕의 전설이 생성되어 널리
퍼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전기가 중국으로 와서는『아육왕경(阿育王經)』으로도
일컬어졌는데, 아육왕을 전륜성왕(轉輪聖王)으로 격상시킨 셈이다. 고려대장
경에는『아육왕경』(10권)과『아육왕전』(7권)이 모두 다 있다.
『아육왕전』과『아육왕경』을 통해서 아육왕의 전설이 점점 풍부해지고 역사
화되어 갔음을 읽을 수 있다. 전설들 가운데서 가장 널리 퍼지고 알려진 것은

<사진 23, 초조본 법원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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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계에 8만 4천 개의 탑을 세운 일일 것이다.『법원주림』권37의『경탑(敬
塔)』편을 보면,『아육왕전』의 글을 인용해서 실은 것이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야기다.
아육왕은 신심(信心)이 생겨 도인(道人)에게 말했다.
“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해를 일삼은 데에 꼭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떤 선업(
善業)을 닦아야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도인이 대답했다.
“오직 탑을 세우고 많은 스님들을 공양하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방면하고 가난한 사람
들을 구휼하는 것뿐입니다.”
왕이 말했다.
“어느 곳에 탑을 세워야 합니까?”
도인은 곧 신통력으로써 왼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8만 4천의 길을 만들어 염부제(閻浮提, 인간
세상)의 이곳저곳을 비추면서 말했다.
“이 빛이 비추는 곳마다 모두 탑을 세우십시오.”
아직까지 여러 탑이 남아 있는 것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때 왕은 사리탑(舍利塔)을 세우고자 하여 네 부류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왕사성(王舍城)에 이
르러서 아사세왕(阿闍世王)이 세운 부처님의 탑 안에 있던 사리를 거두고 다시 이 탑을 수리하
여 전과 다름이 없게 했다. 이와 같이 다시 다른 일곱 개의 부처님 탑 속에 들어 있던 사리들을
거두어 가지고 중마촌(衆摩村)으로 갔다.
그때 여러 용왕들은 이 왕을 데리고 용궁으로 들어갔다. 왕은 용이 내놓은 사리를 보고는 공양
을 올렸고, 용은 곧 그 사리를 나누어주었다. 그러자 왕은 8만 4천의 금·은·유리·파리(頗梨)로
상자를 만들어 부처님의 사리를 담았다. 또 8만 4천의 보배병을 만들어서 이 상자를 그 병 속에
넣었다. 또 한량없는 백천 개의 번기·당기·일산 등을 만들고, 귀신들을 시켜 각각 사리와 공양
도구들을 가지게 하고는 칙명을 내렸다.
“염부제에 있는 바닷가의 성읍(城邑)과 마을 들의 1억 정도 되는 집에 세존(世尊)을 위해 탑을
세워라.”
그때 덕차시라(德叉尸羅)라는 나라에 36억이나 되는 집이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귀신들
에게 말했다.
“서른여섯 개의 상자에 담겨 있는 사리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부처님의 탑을 세우겠다.”

66

왕은 방편을 써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어 집의 수에 맞추어
탑을 세우게 했다. 그때 파련불(巴連弗) 고을에 야사(耶舍)라는 상좌(上座)가 있었다. 왕이 가서
그에게 말했다.
“하루 동안 이 염부제에 8만 4천 개의 탑을 두루 세우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러자 상좌가 말했다.
“훌륭하십니다. 대왕이시여, 지금으로부터 보름 뒤의 한낮에 이 염부제가 한꺼번에 불탑을 세
우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 수대로 하여 하루 동안에 8만 4천 개의 탑을 세웠으니, 세간의 사람들은 한량없이 기
뻐했고 모두들 그 탑을 아육왕탑(阿育王塔)이라고 불렀다.

위 이야기는 아육왕이 탑을 세우게 된 계기가 그가 저지른 살인, 곧 전쟁으로
무수히 많은 인명을 해친 것에 대한 참회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역사
적 사실에도 부합한다. 그 밖에는 대체로 허구라 할 수 있다. 하루 동안에 8만 4
천의 탑을 세웠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허구다. 그런데 이 허구 가운데 주
목할 부분이 있다. 염부제에 있는 바닷가의 성읍과 마을 들에 탑을 세운다고 한
점이다.
왜 굳이 바닷가의 성읍과 마을을 거론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염부제 곳
곳에 탑을 세우려면 바다를 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인도인들은
생각했던 것일까? 어쨌든『아육왕전』에서 묘사한 바닷가의 성읍 가운데 하나
로 울산이 아주 걸맞다는 생각이 불현듯 든다. 바닷가의 성읍을 거론한 것이 그
저 우연일까? 우연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울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우연’으로 놓아두지 않고‘인연’으로 바꾸었다.

중국에도 아육왕의 탑이 있었다
아육왕의 탑이 염부제 곳곳에 세워졌다고 하니, 중국에도 있었을 것이 분명
하다. 중국의 승려들이 편찬한 불교 서적들에 참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
다. 특히 도선(道宣)이 편찬한 여러 책들에 많이 실려 있다.『도선율사감통록
(道宣律師感通錄)』과『삼보감통록』이 그것이다.『도선율사감통록』은 도선이
울산, 신라 불국의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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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년 2월 말경에 천인(天人)과 여러 번 감통(感通)한 일이 있다면서 천인과 주
고받은 대화를 기록한 책이다. 거기에 아래의 문답이 나온다.
내(도선)가 질문했다.
“지금 오대산(五臺山) 중대(中臺)의 동남쪽으로 30리 지난 지역에 대부영취사(大孚靈鷲寺)가
있는데 양당(兩堂)의 사이로 흐르던 시내가 아직도 있습니다. 남쪽으로 화원(花園)이 있는데 2
경(頃) 정도 되고 사시사철 꽃이 피어 찾아오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동한
(東漢)의 명제(明帝, 57∼75 재위) 때에 건립되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북위(北魏)의 효문제(孝
文帝, 471∼499 재위) 때에 건립되었다’고 하니, 서로의 말이 같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천인이 대답했다.
“모두 두 황제가 지었습니다. 옛날 주(周) 목왕(穆王, 대략 기원전 992∼922) 때에도 이미 불법(
佛法)이 있었으니, 이 산은 신령하고 기이하여 문수(文殊)가 살았습니다. 목왕이 절을 짓고 공양
했으며, 아육왕(阿育王)도 탑(塔)을 세웠습니다. 동한의 명제 초에 섭마등(葉摩騰)이 천안(天眼)
으로 탑이 있는 것을 보고, 황제에게 청하여 절을 건립했습니다. 산의 형상이 인도의 영취산(靈
鷲山)과 같아서 대부(大孚)라고 이름했으니, 부(孚)는 믿음을 뜻합니다. 황제가 불법의 이치를
믿고 절을 건립해서 사람들에게 불법을 권했습니다.”

<사진 24, 『도선율사감통록』>

도선이 천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이하기도 하지만, 대
화의 내용도 기이하기는 마찬가지다. 위의 대화는 중국에서 오대산이 한창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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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靈山)으로 부각되어 오대산신앙이 무르익고 있을 때 이루어졌던 모양이다.
오대산 및 그 지역의 대부영취사가 거론되고 사시사철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대부영취사는 울산의 영취사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도선은 대부영취사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하던 말들을 거론했다. 동한의
명제 때 건립되었다는 것과 북위의 효문제 때 건립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 명제 때는 불교가 공식적으로 전래된 시기였다. 효문제 때는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인도 등 서역과 교류 및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서역의 불교와 불
교예술이 대거 유입되고 성행했던 시기다.『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547년)
에서도 이 시기에 불교가 성행해 이국의 사문들이 낙양으로 쏟아져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명제와 효문제를 거론한 일은 비교적 합리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천인의 대답이 뜻밖이다. 기원전 10세기 때인 주 목왕 때에 이미 불
법이 있었으며 오대산에 문수가 머물고 있어서 절을 짓고 공양을 했다고 한다.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탄생하기 5백여 년 전의 일이다. 천인을 내세워 중국 불
교의 연원이 아주 오래되었음을 강조한 셈이다. 천인의 말이라면 비합리적인
내용이라도 용인될 수 있다는 통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아육왕도 탑을 세웠다고 한 대목이다. 이는 아육왕이 8
만 4천의 탑을 염부제 즉 온 세상 곳곳에 세운 일을 두고 한 말이다. 아육왕이
오대산에도 탑을 세웠다고 함으로써 진즉에 오대산은 불교의 성지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이는 오대산신앙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인식
이며 주장이었을 것이다. 괴이하게 여길 일은 아니다. 신라의 황룡사에 가섭불
의 연좌석이 있으며 전불 시대의 가람 터가 있다고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 흥미로운 대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또 내가 질문했다.
“방주(坊州, 섬서성 中部縣)의 현제사(顯際寺)가 있는 산에서 옛 불상이 출토되었는데, 어느 시
대에 조성된 것입니까?”
천인이 대답했다.
“불상은 진(秦) 목공(穆公, 기원전 659∼621 재위)이 조성했고, 주(周) 목왕(穆王)이 건립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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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아육왕의 넷째 딸이 불상과 불탑을 조성해서
공양했습니다. 그 때 이 절에는 제삼과(第三果, 不還果)를 얻은 성인이 한 분 머물고 있었고, 진
(秦)의 정승인 유여(由余)가 공경히 받들었습니다. 옛 가섭불(迦葉佛) 때에도 역시 여기에 절을
건립했는데, 현제(顯際)라는 사미(沙彌)가 지었으므로 그 이름을 따라서 사액(寺額)을 현제사(
顯際寺)라고 했습니다.”
― 『도선율사감통록』

중국 섬서성에 현제사라는 절이 있는 산에서 불상이 출토되었던 모양이다.
이런 일은 고구려나 신라에서도 일어났던 것이니, 역시 괴이하게 여길 일은 아
니다. 당시 사람들이 실제 있었다고 여기는 그런 일에 어떤 역사적 진실이나 역

<사진 25, 주목왕과 서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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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식이 담겨 있는지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서는 그 불상이 춘추시
대 진나라의 목공이 조성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주 목왕이 건립한 절에서
출토된 것이라 했는데, 천인의 말로써 추론하면 그 절은 옛 가섭불 때에 지은
현제사에 목왕이 다시 지은 절임을 알 수 있다. 앞서도 주 목왕이 오대산의 대
부영취사를 건립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현제사가 추가되었다.
왜 주 목왕을 끌어왔을까?『열자(列子)』에도 나오는 주 목왕의 전설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열자』를 보면, 주 목왕 때 먼 서쪽의 나라에서 환술(幻術)을
부리는 사람이 찾아왔다느니, 왕이 여덟 마리의 준마가 끄는 수레를 타고 서쪽
으로 유람을 떠나 곤륜산(崑崙山)에 이르고 서왕모(西王母)의 손님이 되어 요
지(瑤池)에서 술을 마시며 즐겼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온다. 오늘날
전하고 있는『목천자전(穆天子傳)』은 전국시대(기원전 403~기원전 221)에 널
리 퍼지면서 점점 풍성해진 목왕의 이야기들을 갈무리하고 있다. 마침내 불교
가 들어오자 중국이 이미 오래 전부터 불교와 인연 있는 땅이었음을 부각시키
는 데에 멀리 서쪽으로 유람을 다녔다는 목왕을 활용했던 것이다.

아육왕이 조성했다는 불상
아육왕이 염부제 곳곳에 8만 4천의 탑을 세웠다고 하는 전설은 중국 땅에도
오래 전부터 탑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생성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게다가
탑 이야기는『아육왕전』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별로 괴이하지 않다. 그러나
아육왕의 불상 이야기에 이르면, 좀 달라진다. 동축사만 하더라도 아육왕의 장
륙존상과 인연이 있고, 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실제로 아육왕이 불상도 조
성했을 수 있으나, 동축사가 탑이 아닌 불상과 인연이 있음은 특이하다.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도선의『삼보감통록』권중(卷中)의 <동진양도금상출저연(東晉楊都金像出渚
緣)>에 다음 이야기가 나온다. 제목은“동진의 양도의 물가에서 금불상이 나온
연기(緣起)”라는 뜻이다.
동진(東晋)의 성제(成帝) 때인 함화(咸和, 326∼334) 연간에 단양(丹陽) 고을을 다스리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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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회(高悝)가 황궁에 드나들 때마다 늘 장후교(張候橋)의 물가에서 이상한 광채가 나타나는 것
을 보았다. 이에 관리를 시켜서 조사하여 금불상 한 구를 얻었다. 그것은 서역의 옛날 법도대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광부(光趺, 받침대)가 모두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고회가 수레에서 내려 불상을 싣고 장간(長干) 마을의 입구에 이르렀는데, 소가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고회가 수레를 끄는 사람을 제지하고 소가 가는 대로 맡겨 두니 소는 곧바로
장간사(長干寺)로 갔다. 이 일로 말미암아 불상을 그곳에 안치하자 양도(楊都)의 사람들이 몰려
들어 그것을 보고 예배를 드리니, 깨닫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불상은 한밤중이 되면 반드시 금
빛 광명을 내뿜었는데, 이렇게 한 해가 넘도록 계속되었다.
임해현(臨海縣)에 사는 어부(漁夫) 장후세(張候世)가 바다 위에 동(銅)으로 된 연꽃이 붉은 빛을
밑받침으로 해서 떠도는 것을 보고는 배를 타고 가서 건져 가져왔다.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받
침으로 쓰라고 서울에 보냈다. 임금이 그것을 보고 고회가 발견한 불상의 받침대로 쓰도록 하
니, 부절(符節)이 맞는 것처럼 꼭 맞았다.
오래도록 서역(西域)에 있었던 다섯 명의 스님들이 지팡이를 짚고 고회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인도를 돌아다니다가 아육왕이 만든 불상을 얻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업(鄴)
땅에 이르렀다가 난리를 만나 그것을 강가에 숨겨 두었습니다. 길이 뚫리고 나서 그곳에 가서
찾아보았으나 숨겼던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요즈음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내가 강동(
江東)에서 나왔다가 고회에게 발견되어 아육왕사(阿育王寺)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멀
리서 와서 이렇게 뵙게 된 것이니, 한 번 불상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회가 그들을 이끌어 절에 이르자, 다섯 스님은 불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그러자
불상이 그들을 위해 빛을 내뿜으면서 법당 안을 비추고 스님들을 감쌌다.
스님들이 말했다.
“본래는 원광(圓光, 광배)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역시 찾아보면 마땅히
나타날 것입니다.”
다섯 명의 스님은 곧 그 절에 머물면서 공양을 드렸다.

고회라는 관리가 물가에서 금불상 하나를 얻었고, 이를 옮기다 소가 이끄는
대로 가서 장간사에 두었다고 한다. 금불상의 받침대는 없었는데, 나중에 어부
가 바다 위를 떠도는 연꽃 받침대를 건져서 맞추어보니 꼭 맞았다고 한다. 이윽
고 서역에 간 적 있는 스님들 다섯 명이 찾아와서 인도에서 아육왕이 만든 불상
임을 증언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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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육왕의 불상은 처음에 받침대가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또 스님들 말
에 원광 곧 광배가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한다. 이는 불상이 난리통에 손상되었
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불상은 강가에서, 받침대는 바다에서 발견되었다고 하
는데, 발견된 곳은 단양(丹陽)이라 하고 스님들이 불상을 잃어버린 곳은 업(鄴)
이라 해서 아주 동떨어져 있다.
업(鄴)은 지금의 하북성(河北省) 한단시(邯鄲市) 임장현(臨漳縣)과 하남성(
河南省) 안양시(安陽市)의 경계에 위치한 곳인데, 남북조 시대에는 북조 왕조
들의 도읍지였다. 반면에 고회가 있던 단양(丹陽)은 남쪽 장강 유역의 남경(南

<사진 26, 북위시대 미륵보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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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 근처다. 꿈에 불상이 나타나 말한 강동(江東)이 바로 이 지역을 가리킨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흘러갔을까? 스님들은 강가에
숨겨 두었다고 했는데, 그 강가는 업의 곁에 흐르는 장하(漳河)가 분명하다. 장
하는 동쪽으로 흘러서 발해만(渤海灣)까지 이어진다.
결국 불상은 장하를 따라 발해만으로 흘러갔고, 거기서 남쪽으로 흘러 내려
와 장강(長江)의 입구에 닿았으며, 다시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남경 근처 단양
의 강가에 이르른 셈이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 지니고 있던 지식과
장강을 오르내리며 얻은 경험 등을 합해서 내놓은 이야기이므로 허황되다고 치
부해서는 곤란하다. 아육왕의 불상은 비록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지만, 불
상이 겪은 일들에서는 실제 역사적 사실과 지식들의 편린들을 찾아볼 수 있다.
아육왕의 불상 이야기는『삼보감통록』곳곳에서 여러 형태로 또 나타난다.
이는 아육왕이 탑과 함께 불상도 조성했다는 믿음이 중국에 널리 퍼져 있었음
을 알려준다. 이러한 믿음이 신라에도 전해져서 황룡사의 장륙존상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위의 이야기에서 보이듯이 불상이 바다에
서 떠돌다가 인연 있는 곳으로 흘러가 머물게 되었다는 내용은 아육왕의 배가
수백 년 동안 바다를 떠돌다가 울산의 사포에 닿았다는 것과 흡사하다. 물론 아
주 다른 면이 있으므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울산 사포에 다다른 아육왕의 배
사포와 동축사가 등장하는 <황룡사장륙>에는 크게 세 꼭지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처음에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이 이야기를 보완해주는
두 개의 글이 이어져 있다. 먼저 처음의 이야기를 보자.
①  신라 제24대 진흥왕 즉위 14년 계유년(553) 2월에 용궁 남쪽에 궁궐을 지으려는데 그 땅에
황룡이 나타났다. 이에 고쳐서 사찰로 삼고 황룡사라 불렀다. 기축년(569)에 이르러 둘레
에 담을 쌓기 시작해 17년 만에 겨우 끝냈다.
②  얼마 뒤 바다 남쪽에 큰 배 한 척이 나타나 하곡현(河曲縣)의 사포(絲浦) 【지금의 울주(蔚州)
곡포(谷浦)다.】에 와 머물렀다. 살펴보니 공문이 있었다. “서쪽 천축(西竺)의 아육왕이 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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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鐵) 5만 7천 근과 황금 3만 푼【『별전』에서는 철 4만 7천 근, 금 1천 량이라 했는데 잘못인
듯하다. 3만 7천 근이라고도 한다.】을 모아서 석가삼존상을 주조하려 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고 배에 실어 바다에 띄우며 ‘부디 인연 있는 국토에 가서 장륙존상의 모습이 이루어지
이다!’라고 기원하고 한 부처와 두 보살의 모습을 본뜬 상을 아울러 실었다.” 하곡현의 관리
가 문서에 적어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현의 성 동쪽에서 높고 메마른 땅을 골라 동축사를
세워 세 불상을 맞아 모시게 하고 금과 철은 서울로 실어 날랐다.
③  대건(大建) 6년 갑오년(574) 3월【절의 기록에서는 계사년(573) 10월 17일이라 했다.】에 장륙
존상을 주조했는데, 단번에 이루어졌다. 무게는 3만 5천 일곱 근으로 황금 1만 1백 아흔여덟
푼이 들었으며, 두 보살에는 철 1만 2천 근과 황금 1만 1백 서른여섯 푼이 들었다. 황룡사에
모셨다. 이듬해에 불상에서 눈물이 발꿈치까지 흘러 내려 땅을 한 자나 적셨다. 대왕이 세상
을 떠날 조짐이었다. 혹 불상이 진평왕 시절에 완성되었다고 하는 이가 있는데, 잘못이다.

위의 이야기를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핀다. ①은 일종의 배경이다.
어느 때 일이며 어떤 상황인지를‘황룡사 창건’이야기로써 제시하고 있다. 본
래는 용궁의 남쪽에 궁궐을 지으려 했으나, 황룡이 나타난 일로 말미암아 고쳐
서 절로 삼았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삼국사기』권4『신라본기』의 <진흥왕
>조에도 기록되어 있다. 절이 완성되는 데에 무려 17년이나 걸렸다고 한 것으
로 보아서는 대규모 공사였거나 상당한 반발이 있었거나 했음을 알 수 있다. 어
쩌면 두 가지 이유가 다 작용했을지도 모르겠다. 법흥왕이 간신히 불교를 공인
한 뒤로 고작 25년 쯤 지난 시기인데 궁궐을 짓다가 갑자기 절로 바꾼다고 했으
니,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②의 일이 일어났다
고 한다.
②에서는 갑자기 바다 남쪽에 큰 배 한 척이 나타나 사포에 닿았다고 한다.
배에는 문서가 있어서 서쪽 천축의 아육왕이 주조하려다가 실패한 석가삼존상
의 재료가 실려 있으며 인연 있는 곳에 닿을 때까지 떠돌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아육왕이 불교에 귀의한 때는 석가모니가 입적한 때로부터 백여 년 뒤
다. 그때 조성하려다 실패한 석가삼존상이 8백여 년을 바다에서 떠돌다가 울산
의 사포에 이른 셈이다. 불가사의하기 그지없다.
어쩌면 이 정도의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야 무리하게 강행했으리라 여겨지
는 황룡사 창건이 부처님의 뜻으로 간주되어 정당화될 수 있지 않았을까? 법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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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사포 앞바다>

왕의 불교 공인에서 이차돈이 순교하여 신이한 이적을 나타낸 일을 떠올려보
라. 아육왕이 석가삼존상을 실어 보낸 배가 사포에 도착한 놀라운 일 또한 그와
같은 이적과 다르지 않다.
그런 이적을 제쳐두고 보면, 서쪽 천축 곧 인도에서 떠나 보낸 배가 울산의
사포에 닿은 일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다. 가락국의 허황옥(許黃玉)도 인도
에서 출발해 바다를 건너 가락국에 이르렀다고 알려져 있으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울산은 신라의 대외 교역과 교류에서 주요 관문으로 구실해 온
역사가 길다. 또‘비단 포구’를 뜻하는‘사포’는 그 이름에 걸맞게 비단길의
동쪽 끝이면서 동과 서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에서도 역시 동쪽 끝이었다. ②
는 그러한 울산항의 기능과 위상에 어울리는 이야기인 셈이다. 한편으로는 울
산의 민중이 그런 울산항에 대한 자부심을 아육왕의 배로써 표현하려 한 것으
로도 해석된다.
그런 자부심은‘동축사(東竺寺)’의 창건으로 더욱 확실해진다. 배에 실려 있
던 문서에는‘서쪽 천축’을 뜻하는‘서축(西竺)’이라는 표현이 쓰였는데,‘서
축’과 짝이 되는‘동축’으로 절 이름을 삼은 것이다.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온
세계로 퍼질 불교를 연 곳이 천축인데, 지리적으로 서쪽에 있는 그 천축이 아득
히 먼 동쪽의 울산과 인연이 깊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두 곳이 서로 대등하다는
76

표지이기도 하다.
③은 그런 대등함을 넘어서 신라의 우월함까지 느껴지게 한다. 아육왕이 주
조하려다 실패한 장륙존상을 신라에서는‘단번에’주조해냈기 때문이다. 장륙
존상이 완성된 때는 574년 3월이라 했다. 배가 도착한 때로부터 고작 5년 정도
가 흘렀다. 실로 대단한 성취가 아닐 수 없다. 지금도 남아 전하는 삼국 시대의
불상들을 보면,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에 경탄을 금치 못한다. 앞선 기술과 빼어
난 감각이 있어야만 구현해 낼 수 있는 예술인데, 고작 5년 걸렸다. 여기에 일
연은 한 마디 덧붙였다. 불상이 진평왕 때에 완성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며,
잘못이라 했다. 진평왕 때라면 아주 더디게 이루어진 것이니, 신라 때의 솜씨를
과소평가한 견해다. 일연은 이 견해를 거부했다.

<사진 28, 동축사>

특히 ③에서 장륙존상을 황룡사에 모셨더니 그 이듬해에 불상에서 눈물이
발꿈치까지 흘러내렸다고 했다. 일연은 이를 대왕 곧 진흥왕이 세상을 떠날 조
짐이라고 해석했는데, 또 다른 의미도 숨어 있다. 즉 앞서 말한 황룡사 창건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도 있다. 불상이 보여준 이적은 대중의 신심을 불러 일으켜
서 황룡사의 창건에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안성맞춤이 된
다. 요컨대, 황룡사 창건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흥왕과 민중이 합작해서 내놓은
것이 바로 위의 이야기라는 말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사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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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축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잠깐 상상해 보자. 아마도 뱃사람이 아닌 이들은 위 이야기가 주는 감흥을 느
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만 바라보던 시야에 육지가 보이
고, 이어 그 육지에 항구처럼 보이는 틈이 있음을 알게 되고, 설레는 마음을 채
달래기도 전에 제법 널찍한 입구로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산(염포산) 하나가 반
갑게 맞아준다. 이윽고 배는 연륜이 묻어나는 포구에 닿는다. 8백여 년이 아니
라 8개월 쯤만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포구에 들어서더라도 벅차오를텐데, 그 옛
날 비단을 실었던 배를 타고 들어오며 포구를 바라보다가 사포에 내려 땅을 밟
은 이들은 어떠했을까.
그 배에서 부린 짐들에는 아득히 먼 로마나 다마스쿠스에서 사마르칸트를
거치고 장안을 지나 온 물품들도 있었을 테고, 알렉산드리아나 메카에서 출발
해 아라비아해와 벵골만을 지나서 말라카해협을 끼고 돌아서는 동북 방향으로
허위허위 달려온 물품들도 있었을 터. 그 물품들은 다시 작은 배에 옮겨져 태화
강으로 들어가다 동천을 만나는 데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왕성까지 실려 갔
거나, 동천 곁의 육로로 수레에 실려 갔거나 했을 것이다. 위의 ②에서 아육왕
의 배에 실려 있던 금과 철도 그렇게 옮겨졌을 것이다.

아육왕의 걱정과 태자
아육왕이 배에 실어 보낸 재료로 장륙존상을 완성해서 황룡사에 모셨다는
이야기 다음에 아래의 글이 이어진다.
『별본』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아육왕은 서쪽 천축의 대향화국(大香華國)에서 부처님이 떠난
뒤 1백년 만에 태어났다. 부처님의 진신에 공양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금과 철 몇 근씩
거두어 세 번이나 불상을 주조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때 왕의 태자만 이 일에 참여하
지 않았는데, 왕이 까닭을 물었다. 태자가 아뢰었다.
“혼자 힘으로는 성공하지 못하니, 안 될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렇다고 여겨 곧 배에 실어서 바다에 띄웠다. 남염부제의 열여섯 대국(大國), 5백 중국(中
國), 10천 소국(小國), 8만 고을들을 두루 돌아다녔으나 모두 주조에 성공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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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국에 이르렀다. 진흥왕은 문잉림(文仍林)에서 주조했다. 불상이 이루어지니, 그 모습이 다
갖추어졌다. 이에 아육을 무우(無憂)라고 번역한다.

아육왕의 나라를‘대향화국’이라 표현한 것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
런데도 아육왕이 불상을 주조하려던 노력은 거듭 실패했다. 애초에 이 일을 마
뜩찮게 여기고 참여하지 않았던 태자는 그렇게 될 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
다. 이에 왕도 수긍해서 재료들을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웠고, 염부제의 무수한
나라들과 고을들을 두루 다닌 끝에 신라국에 이르러 주조할 수 있었다. 드디어
불상이 완성되었으므로 아육왕 또한 걱정이 없어져‘무우왕(無憂王)’이 되었
다고 한다.
아육왕은 무우왕이라고도 불렸다. 왜 그렇게 불렸는지는『불소행찬(佛所行
讚)』(5권)을 통해 알 수 있다.『불소행찬』은 인도의 마명보살(馬鳴菩薩, 아슈
바고샤)이 지은 부처님의 일대기『붓다차리타』를 담무참(曇無讖)이 5세기 초
에 한역한 것이다. 이 책 권5에 아래의 대목이 나온다.

<사진 29, 전차를 탄 아육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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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우왕이 세상에 나와서는
강한 자는 걱정하게 하고
약한 이는 걱정 없게 하니
무우화(無憂花) 나무 같았네.
왕이 염부제를 다스릴 때
마음에는 늘 걱정이 없고
바른 법을 깊이 믿었나니
그래서 무우왕이라 했다네.
無憂王出世, 强者能令憂,
劣者爲除憂, 如無憂花樹.
王於閻浮提, 心常無所憂,
深信於正法, 故號無憂王.

한때 폭력적인 통치와 정벌 전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두려움과 걱정으로
떨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던 아육왕이다. 그러나 바른 법인 불법을 깊이 믿은 뒤
로는 마음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기에 무우왕이 되었다고 한다. 또 무우왕이 된
뒤로는 강함을 내세우는 자는 억눌러서 걱정하게 만들었으나 약한 이들을 위해
서는 걱정이 없게 해주어 마치 무우화(無憂華) 즉 보리수(菩提樹)와 같았다고
한다.
그런데 <황룡사장륙>에서는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 아육왕은 불상을 주조하
지 못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신라에서 장륙존상을 완성함으로써 비로
소 그 걱정이 사라져 무우왕이 되었다는 것이다.『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이 본『
별본』을 누가 썼는지는 모르나, 전륜성왕이라 일컬어지던 아육왕의 걱정거리를
씻어준 것은 순전히 신라 사람들이었다는 의도를 담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연의 땅
<황룡사장륙>의 세 번째 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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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중에 대덕 자장이 서쪽으로 유학해 오대산(五臺山)에 이르렀더니, 문수보살이 몸을 나투
어 비결을 주고는 곧 부탁했다. “너희 나라의 황룡사는 바로 석가모니와 가섭불이 강연을
한 곳으로, 연좌석이 아직 있다. 그래서 천축의 무우왕이 황철 몇 근을 모아 바다에 띄웠고
1천 3백여 년이 지난 뒤에야 너희 나라에 이르러 그 절에 모셔졌다. 대개 위연(威緣)이 그렇
게 시킨 것이다.”【『별기』에서 기록한 것과 꼭 들어맞는다.】 불상이 이루어진 뒤에 동축사의
삼존도 이 절에 옮겨 모셨다.
②  절의 기록에서는 “진평왕 5년 갑진년(584)에 금당이 조성되었다. 선덕왕 때 절의 첫 주지는
진골인 환희(歡喜) 스님이고, 제2대 주지는 자장 국통, 다음은 국통 혜훈(惠訓), 다음은 상률
(廂律) 스님이다”라고 했다. 이제 [몽골의] 병화(兵火)가 있은 뒤 큰 불상과 두 보살은 모두
녹아 없어지고 작은 석가상만 남아 있다.

위의 글도 둘로 나누어서 살피기로 한다. ①에서는 자장을 등장시켰다. 자장
이 오대산에 갔을 때 문수보살을 만나 들은 말을 실었다. 문수보살은 황룡사가
석가모니와 가섭불이 강연한 곳이라는 것과 천축의 무우왕이 황철을 실은 배를
바다에 띄웠다는 것, 그 배가 신라에 이르러 불상이 이루어진다는 것 등을 말해
주며, 그 모두‘위연(威緣)’곧‘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연’이 시킨 것이라 했다.
신라가 불교와 인연이 깊은 국토임을 거듭 밝힌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우면서 의아한 점이 눈에 띈다. 불상이 이루어진 뒤에 동축사
의 삼존, 즉 아육왕이 모형으로 만든 삼존상도 황룡사에 옮겨 모셨다고 한 것이
다.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이야기에는 옮겼다고 하는 내용이 없었다. 둘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차이보다 공통되는
점이 중요하다. 첫 번째 이야기도 위의 글도 동축사에 모형을 둔 채로 재료만
서울로 옮겨가서 불상을 조성했다고 했다. 의아한 점은 이것이다. 아육왕이 석
가삼존상의 모형을 함께 실어서 보냈다면, 그 모형을 가까이 두고서 주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모형을 딴 곳에 두고서 주조를 끝냈다고 한다. 무슨 의
미일까?
간단히 말하자면, 아육왕이 보낸 재료를 쓰기는 했으나 모형으로 만든 삼존
상을 본떠서 장륙존상을 주조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신라의 장인들이 독창
적으로 장륙존상을 빚었다는 말이다. 이는『삼보감통록』등에서 볼 수 있는 중
국 쪽 이야기와 사뭇 다른 점이다. 중국에서는 아육왕의 불상을 발견했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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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만 있고, 독자적으로 주조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그런데 황룡사의 장륙존
상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새로 빚은 것이며, 그것도 천축의 불상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신라인들의 독창이라는 것이다.
아쉽게도 동축사에는 모형이 모셔졌다. 그러나 모형이라도 엄연한 불상이
다. 어쩌면 모형 불상이 동축사의 이름에 걸맞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서쪽 천
축에서 만들어져 동쪽 천축의 절에 안치되기에 적절한 불상으로 말이다. 이와
달리 왕성의 황룡사는 그 이름이 서쪽 천축과 관련이 없듯이 전혀 새로 빚은 존
상을 안치하기에 적합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울산과 왕성이 다르고 동축사와 황룡사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석가
삼존은 같으며 하나다. 이것이 불교의 이치다. 그리고 굳이 구별해서 말하더라
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울산이 신라의 관문이며 신라 불국의 관문
이라는 사실이다. 아육왕의 배와 석가삼존상이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
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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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영취산의
변재천녀와
낭지

불교의 세계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솟아 있다는 수미산(須彌山)은 성스
러운 산이기는 하지만, 상상의 산이다. 이와 달리 영취산(靈鷲山)은 인간 세상
에 실재한다. 기원전 684년에서 기원전 321년까지 존속했던, 고대 인도의 마가
다국(摩揭陀國)의 수도인 라자그리하(Rajagṛha)-한역 경전에서는 왕사성(王舍
城)이라 한다-의 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알려져 있다. 마가다국은 지금의 비하
르(Bihar) 지역에 해당하며, 라자그리하는 이제 라즈기르(Rajgir)라 불린다.

<사진 30, 인도 날란다 대학>

영취산은 줄여서‘영산(靈山)’이라고도 하는데, 본래는‘기사굴산(耆闍崛
山)’이라 했다.‘기사굴’은 산스크리트로‘그리드라쿠타(Gṛdhrakūṭa)’를 소
리대로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이 기사굴산 또는 영취산을 신령하거나 신성한
곳으로 여기는 까닭은 역사적으로 석가모니 부처가 설법을 한 산이기 때문이
다.
울산 지역의 서쪽에도 영취산이 있다. 멀리서 굽이 쳐 흐르는 태화강이 한눈
에 들어온다. 그런데 왜 이 산을 영취산이라 했을까? 아주 높지도 않고, 그렇다
고 빼어난 아름다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으로 흔하디흔한 한국의 산들
가운데 하나인데도 영취산이라 부르고 있다. 언제부터 영취산이라 불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라 시대부터 이미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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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다.『삼국유사』
『피은(避隱)』편의 <낭지승운보현수(朗智乘雲普賢樹)>
에서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도 전한다.

영취산이냐 영축산이냐
먼저 영취산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간단히 살펴보겠다. 왜냐
하면‘영취산’으로 부르는 것이 적합하냐‘영축산’이 적합하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된 적이 있고, 여전히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기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울산의‘영취산’을‘영축산’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꽤 있다. 게다가 통도
사 뒷쪽의 산은‘영축산’으로 부르고 있다.
대개‘영축산’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조선시대 세조 9년
(1463)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번역해 목판에 새긴『묘법연화경 언해』를
근거로 내세운다. 거기에 한자어‘영취산(靈鷲山)’을 한글로‘령츅산’이라 표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표기가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영축산’이라 불러온 관행이 있어서 언해하는 이들이‘령츅산’으로 표기했을
수도 있고, 잘못 읽어서 그렇게 표기했을 수도 있으며, 두 가지로 읽히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표기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 이전
에는 어떻게 읽어 왔는지를 알 수 없고, 이렇게 표기한 사례가 더 있는지도 확
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자면, 불가(佛家)에서도 부르는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
은 듯하다. 또 많은 번역자들이‘영취산’으로 옮기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어
느 쪽이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
‘영취산’으로 부르는 까닭은 본래 발음이 그러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통도사의
영축산과 구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본래 발음이‘영취산’이었다고 하는 근거는『용감수경(龍龕手鏡)』에서 찾
을 수 있다. 중국 요(遼, 916~1125) 때인 997년에 승려 행균(行均)이 편찬한 한
자 자전(字典)인데, 용감(龍龕)은 불전(佛典)을 의미하므로‘불전의 자전’인
셈이다. 본자(本字)가 26,430여 글자에 주(註)가 163,170자에 이른다. 요나라
때 그리고 고려 시대의 음운(音韻)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에 거의 유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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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다.『용감수경』은 남송(南宋, 1127~1279) 때에『용감수감(龍龕手鑑)』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중국에서는 그 원래 판본 곧『용감수경』이 사라졌다. 오직 한
국에만 그 판본이 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용감
수경』권3과 권4가 그것이다.

<사진 31, 『용감수경』>

『용감수경』은 편찬된 뒤에 바로 고려에 전해졌고, 고려에서 이를 다시 새겼
으리라 여겨진다. 지금 전하는 것도 고려에서 판각한 것일 공산이 크다. 고려
또한 신라처럼 불교 문화가 흥성한 나라였으니, 불전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자
전을 널리 읽을 수 있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자전을 보면‘취(鷲
)’를 어떻게 읽는지 알 수 있다.
<조부(鳥部)> 제9에 거성(去聲)으로 읽어야 할 글자들 가운데‘취(鷲)’가 나
온다. 여기에“소리는 취이고, 새 이름이다. 새끼를 많이 낳으며, 검은색이다”(
音就, 鳥名. 多子, 黑色也)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취(就)’는 중국에서도 우리
나라에서도‘축’으로 읽힌 적이 없다. 게다가 새의 이름이라 했으니,‘취’로
읽어야 마땅하다. 이 자전의 설명은‘취(鷲)’자가 불교에서 유래된 글자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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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축’으로 읽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과도 어긋난다. 통도사의 영축산
을‘취서산(鷲棲山)’으로 썼던 데서도 이는 확인된다.‘취서’란“독수리가 산
다”는 뜻이니,‘영취산’의‘취’도 독수리를 뜻하는 글자로 새겨서 읽어야 마
땅하다.
또『영남지도(嶺南地圖)』(1724・1767)와『청구도(靑丘圖)』(1834)에서 울산
지역을 보면, 영취산을‘영축봉산(永丑封山)’으로 표시한 게 나온다. 이를 두
고‘영취산’이 아니라‘영축산’으로 불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또한 오
해한 결과다. 왜냐하면‘축(丑)’은 본래의 음이‘추’이고 일반적으로 고유명
사에서는‘추’로 읽히기 때문이다.『맹자』에서 맹자의 제자이자 책의 한 장을
차지하는‘공손추(公孫丑)’가 대표적이다. 이로써 보면,‘영축봉산’이 아니라
‘영추봉산’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영축산’이 아니라‘영취산’으
로 불렸다는 뜻이 된다.
사실 어떻게 읽든지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
면, 모든 이름과 언어는 잠시 빌어서 쓰는 것으로‘가명(假名)’일 뿐이기 때문
이다. 그 뜻을 안다면, 이름이야 무슨 상관이랴. 그럼에도 혹여 시비하실 분이
있으실까 해서‘영취산’으로 부르는 근거에 대해 밝혀두었다. 그리고 통도사
의‘영축산’과 구분하기 위해서도 울산의 영취산은‘영취산’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한다.
영취산은 여러 경전에서 언급되는데, 그것은 실제로 석가모니가 머물며 설법
한 산이기도 하고 또 이 산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였
다. 따라서 경전들에서는 어떤 의미로 언급하고 있는지, 또 동아시아의 승려들
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긴요하리라 생각한다. 그래야
만 울산 지역에‘영취산’이 존재하는 까닭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화경』의 기사굴산과 영취산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부처님이 왕사성의 기사굴산(耆闍崛山)에 머무실 때 대비구의 무
리 1만 2천 명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모두 아라한이었다.
― 『법화경』 『서품(序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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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흔히『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곧『법화경(法華經)』이라 불리는
경전의 첫머리에 나오는 문장이다.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사굴산 곧 영취
산에 머물면서 법을 설했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부처가 설법을 한 산이기 때문
에 훗날 인도로 불법을 구하러 간 승려들 가운데 기사굴산을 찾아간 이들이 적
지 않다. 대표적으로 법현(法顯)과 현장(玄奘)을 들 수 있는데,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법화경』의 첫머리에서는‘기사굴산’이라 표현했으나, 게송에서는‘영취
산’이라 표현했다.『법화경』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에 나오는 게송을 보자.
중생이 나의 멸도 보고 사리에 공양하면서
모두 다 그리워하고 우러러는 마음을 내네.
믿고 따르면서 그 뜻 곧고 부드러워지며
오롯이 부처님 뵙고자 목숨 아끼지 않도다.
그때 나는 뭇 승려와 함께 영취산에 나와
중생에게 말하기를 늘 여기에 머물면서
방편의 힘을 써서 멸도와 불멸 보이노라.
衆見我滅度, 廣供養舍利,
咸皆懷戀慕, 而生渴仰心.
衆生旣信伏, 質直意柔軟,
一心欲見佛, 不自惜身命.
時我及衆僧, 俱出靈鷲山,
我時語衆生, 常在此不滅,
以方便力故, 現有滅不滅.

위에서 첫 구절에 나오는‘멸도(滅度)’는 곧‘열반(涅槃)’을 이른다. 열반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따위 온갖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이므로‘멸도’라고도 한
다. 또 어떠한 속박으로부터도 벗어난 상태이므로‘해탈(解脫)’이라 하기도 하
고, 그 상태에서는 어떠한 흔들림도 어지러움도 없이 고요하므로‘적정(寂靜)’
또는‘적멸(寂滅)’이라고도 한다. 이런 열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살아서 몸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열반에 이른 경우를‘유여열반(有餘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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槃)’이라 하고, 죽어서 몸까지 완전히 사라진 경우를‘무여열반(無餘涅槃)’이
라 한다. 위에서 말한 멸도는 바로 무여열반을 가리키며, 번뇌에서 벗어났을 뿐
만 아니라 생사의 윤회까지도 벗어났음을 뜻한다.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난 것
을‘입멸(入滅)’이라 하는데, 이는“멸도에 들었음”을 의미한다. 이 입멸 뒤에
그 주검을 불에 태우는 다비(茶毘)를 하고, 다비가 끝나면 사리(舍利)가 남는
다.
그런데 중생이 이 사리에 공양하면서 신심(信心)을 내고 따르면서 부처님을
뵙고자 한다고 했다. 부처는 이미 입멸하고 윤회에서도 완전히 벗어난 존재인
데, 어떻게 다시 뭇 승려와 함께 영취산에 나와서 설법을 한다고 한 것일까? 모
순이 아닌가? 불교 철학에서는 전혀 모순이 아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이며 깨달은 자는 누구든지 부처가 된다는 교리를 내세운다. 따라서 부처
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며 무수히 많을 수도 있다.
현재의 세계에서 불교의 교주는 약 2,500년 전에 태어나 입멸한 석가모니지
만, 한량없는 우주의 시간 속에서 본다면 석가모니처럼 깨달은 부처는 한둘이
아니다. 석가모니와 그 이전 과거세에도 부처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을 아
울러서‘과거칠불(過去七佛)’이라 한다. 또 미래에 성불해서 중생을 구제한다
는 미륵불(彌勒佛)도 있다. 이는 무수히 많은 부처들이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
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이른바‘부처들의 인드라망’인 셈이다.
아래의 글을 보라.
신통력이 이와 같아 아승기 오랜 겁 동안
늘 영취산과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더니라.
중생세계 겁이 다하여 큰불에 타버릴 때도
나의 이 땅 안온하여 천상 인간 늘 가득하네.
神通力如是, 於阿僧祇劫,
常在靈鷲山, 及餘諸住處.
衆生見劫盡, 大火所燒時,
我此土安隱, 天人常充滿.
―  『법화경』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

울산, 신라 불국의 관문

91

셀 수 없이 긴긴 겁 동안에 부처는 늘 영취산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중생
세계가 큰불에 타 사라질 때도, 그 뒤에 다시 중생세계가 생겨났을 때에도 부처
는 세상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한 순간도 중생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뜻이
다. 이것이 부처의 지고하고 한량없는‘자비심’이다. 영취산은 이런 부처의 존
재와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산이므로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없다.

『대반열반경』의 영취산
나는 [성불한 이래로] 늘 여기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설법하여 교화했고, 또 다른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국토에서도 중생을 이끌어 이롭게 했느니라.
― 『법화경』 『여래수량품』

부처 스스로 영원히 이 땅과 이 중생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역사
적으로 석가모니의 입멸은 그 제자들과 불교도들에게는 엄청난 슬픔과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다. 석가모니도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그 몸이 영원할
리 없건만, 대중은 그 몸이 사라지는 것을 차마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겨워했다.
그러한 사실을 잘 담고 있는 경전이『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이다.
『대반열반경』은 팔리어(Pali)로 된 남방불교의 경전이다. 유사한 내용이 한
역 경전인『장아함경(長阿含經)』안에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 경전을 다루기
로 한다.『대반열반경』은 석가모니가 만년에 왕사성을 출발해 열반에 든 곳 즉
입멸한 곳인 쿠시나가라(拘尸那揭羅, Kushinagar)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과 행
적, 입멸, 다비, 사리의 분배 등을 아주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경전은 석
가모니가 기사굴산 곧 영취산에 머물고 계신 때로부터 시작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존께서는 라자그리하(왕사성)의 기사굴산(영취산)에 머물고 계셨다. 이즈음 마가다
국의 왕인 아자타삿투가 이웃 밧지족을 침략하고 싶어 했다. 왕이 말했다.
“나는 아주 굳세고 강한 밧지족을 칠 것이다. 그들을 베어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아자타삿투는 대신인 바사카라 바라문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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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 쿠시나가라>

“바라문이여, 세존께 가서 나의 이름으로 그대 머리를 그분의 발에 대고 예배한 뒤에 병환이 없
으신지, 한가하고 강건하며 편안하신지 여쭙고 이렇게 말하라. ‘세존이시여! 마가다의 왕 아자
타삿투가 밧지족을 치고 싶어서, 나는 아주 굳세고 강한 밧지족을 칠 것이다, 그들을 베어 죽이
고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존께서 하신 말씀을 나에게
충실하게 알려달라. 그분은 결코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니.”
“잘 알겠습니다, 폐하!”
대답을 한 바사카라는 화려한 수레들을 준비시켰다. 그는 그 가운데 한 대에 올라타고서 라자
그리하를 떠나 영취산으로 향했다. 땅이 고른 곳까지는 수레를 탔고, 그 다음에는 세존이 계신
곳까지 걸어서 계속 갔다.

아자타삿투는 한역 경전에서는 아사세왕(阿闍世王)이라 부른다. 그는 부왕
인 빔비사라왕을 감옥에 가둔 뒤에 스스로 즉위한 왕이다. 부왕처럼 자이나교
와 불교 등 신흥 종교를 보호하고 후원하기도 했으나, 매우 호전적이어서 군사
력을 강화해 이웃의 많은 소국들을 병합하는 데 힘썼다. 밧지족은 그런 소국들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있었다.
『대반열반경』은 아자타삿투가 밧지족을 정복하려는 야욕을 표현하는 것으
로 시작되고 있다. 아자타삿투는 자신의 야욕을 실행에 옮겨도 될지, 바라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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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 아자타삿투>

로 이루어질지를 알고 싶어서 바사카라를 세존에게 보내어 물어보게 했다. 이
때 세존이 머물고 있던 곳이 기사굴산 곧 영취산이었다.
바사카라는 수레를 타고 영취산으로 향했다. 수레가 다닐 수 없는 곳에 이르
러서는 수레에서 내려 걸어서 세존이 머물고 있는 곳까지 올라갔다. 세존께 예
배한 뒤에 왕이 시킨대로 밧지족을 침공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세존
은 밧지족의 여러 뛰어난 점들을 들면서 밧지족은 번영을 누릴 뿐 쇠망하지 않
는다는 말을 함으로써 아자타삿투의 야욕을 꺾으려 했다. 그 뜻을 바사카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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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타삿투에게 전했지만, 아자타삿투의 야욕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세존의
조언을 무시하고 침공을 감행해 밧지족을 정복했기 때문이다.
이미 말했듯이 아자타삿투가 자신의 야욕이 실현 가능한지를 물은 일은『대
반열반경』의 서두에 나온다. 이는 세존이 멸도하기 전에 영취산에 머물러 있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영취산에서 마지막으로 불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
래의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나서 세존께서는 영취산에 머무시는 동안 광범위하게 설법을 하셨다. “이것이 계율이
다, 이것이 선정이다, 이것이 지혜니라. 계율을 오롯이 지킨 선정은 큰 공덕과 이익을 주느니라.
선정으로 닦은 지혜는 큰 공덕과 이익을 주느니라. 지혜가 스며든 마음은 애욕과 생존, 그릇된
견해, 무지 따위의 번뇌로부터 완전히 해탈하게 해주느니라.”
― 『대반열반경』

계율과 선정과 지혜,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셋을‘삼학(三
學)’이라 한다. 불교 수행자라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기본적이고 핵심적
인 수행이다. 불도 수행의 기초이며 토대다. 이 세 가지가 부실하다면, 어떠한
노력을 더해도 허사가 된다. 세존이 영취산에서 마지막으로 준 가르침이 이 기
본이자 기초를 강조한 것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한다는 숭고하고 지고한 목표를
세우고 매진하다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기본이나 기초를 망각해버리기
쉽다. 일상에서 하는 많은 일들에서 우리는 그런 망각을 실제로 하고 있다. 하
물며 불도 수행이라는 멀고 힘든 여정에서는 처음에 가졌던 마음가짐을, 처음
에 배웠던 것을 잊기가 쉽다.“십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초심, 이 삼학을 잊거나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신령한 영취산에서 세존이 마지
막 설법으로 이 삼학을 이야기했다는 점은 이 삼학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요한
지를 역설적으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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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현전』에 묘사된 영취산
영취산(靈鷲山)은“신령한 독수리의 산”또는“신령하고 독수리가 있는 산”
으로 풀이되는데, 말 그대로 신령한 산이다. 앞서 보았듯이 석가모니가 설법한
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나 삼국에서 천축 곧 인도로 불법을 구하러 간
승려들에게는 반드시 가보고 싶은 산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석가모니의 발자
취가 남아 있는 곳이야 많지만, 영취산이라는 이름이 주는 울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가보고 싶은 곳이 아니었을까?
인도로 불법을 구하러 떠난 승려를‘구법승(求法僧)’이라 부른다. 대체로 4
세기부터 8세기까지 중국과 신라의 수많은 승려들이 인도로 길을 떠났다. 이들
가운데는 도중에 죽은 이도 많고, 인도에 간신히 도착했으나 돌아오지 못한 이
도 많다. 무사히 돌아온 이는 매우 적었으며,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기행문을
남긴 이는 더욱 드물었다. 그 드문 가운데서도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구법 여
행기 또는 기행문은 법현(法顯, 337・422)이 쓴『법현전(法顯傳)』(1권)이다.『

<사진 34, 법현의 구법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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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현전』은『불국기(佛國記)』라고도 불리는데,“부처님의 나라를 다녀온 기록”
이기 때문이다.
법현의 인도 여행은 그 어떤 이의 여행보다도 경이롭다. 399년, 법현은 여러
스님들과 함께 장안(長安)을 출발했다. 그 때 나이가 63세, 환갑을 넘은 나이였
다. 그 나이에 돈황을 거쳐 사막을 건너고 파미르 고원을 넘어 북인도로 들어갔
다. 오늘날 세계적인 산악인들도 히말라야의 산 하나를 정복하기 위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수 년 동안을 준비하고, 완전히 장비를 갖추어서야 실행에 나선
다. 산 하나를 오르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법현의 구법행은 산 하나를 오르
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고 설산을 넘고 또 넘어야 하는 험난하기 그지없는
여정이었다. 그 여정을 변변한 장비도 없이 걸어서 갔다.
사하(沙河)에는 원귀(冤鬼)와 뜨거운 바람이 심해 이를 만나면 모두 죽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위로는 나는 새가 없고 아래에는 길짐승이 없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득하여 가야할
길을 찾을 수 없고,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메마른 해골만이 길을 가리키는 표지가 되어준다.
― 『법현전』

사막을 지나갈 때의 끔찍한 경험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원한에 사무친
귀신을 만난다는 것은 정신이 몽롱해져서 헛것을 본다는 말이다. 그런 지경에
이르면 참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도무지 산 것이라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니, 아무리 구법의 열정에 타오르는 승려라 할지라도 사막의 그 뜨거운 열
기 앞에서는 태양 아래 반딧불처럼 미약한 존재로 떨어져버린다. 그 막막한 모
래밭에서 이정표가 되어주는 것이 메마른 해골이라니, 참으로 숨막히는 정경이
아닐 수 없다.
그 타오르는 사막을 건너면 곧이어 꽁꽁 얼어붙은 설산을 넘어야 한다. 환갑
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법현은 겹겹의 장애물을 뚫고 나아갔다. 간신히 북인도
로 들어섰을 때, 그는 혼자였다. 함께 장안을 나선 젊은 도반들은 모두 도중에
쓰러져 불귀(不歸)의 객이 된지 이미 오래였다.
법현은 곧바로 여러 소국들을 지나 쿠시나가라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세존
이 열반에 드신 곳, 그 주검을 금관(金棺)에 넣어 7일 동안 공양한 곳, 여덟 왕
들이 사리를 나눈 곳 등을 두루 둘러보았다. 그 뒤에 영취산이 가까운 마가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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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렀다. 이때는 장안을 떠난 지 6년이 지난 뒤였다. 법현의 나이, 거의 일
흔이었다. 놀랍기 그지없다!
이윽고 법현은 영취산에 올랐다. 그때의 감회는 어떠했을까? 그 심경은 아래
의 글에 잘 드러나 있다.
왕사성의 동북쪽 움푹한 곳에 기구(耆舊)가 암바라(菴婆羅) 동산 안에 정사를 세우고 부처님과
1,250명의 제자를 청해 공양한 곳이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다. 그 안은 텅 비고 휑뎅그레해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 골짜기로 들어가 산을 끼고 동남쪽으로 15리 올라가서 기사굴산에
이르렀다. 꼭대기에 3리 못 미쳐서 남쪽을 향한 석굴이 있었다. 부처님은 본디 이곳에서 좌선
(坐禪)하셨다. 서북쪽으로 30보 되는 곳에 또 석굴이 하나 있는데, 아난이 이 안에서 좌선하였

<사진 35, 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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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마(天魔) 파순(波旬)이 수리새로 변해 이 굴 앞에 살면서 아난을 두렵게 했다. 부처님이 신
통력을 써서 돌 틈으로 손을 뻗어 아난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자 두려움이 곧바로 사라졌다.
이 새의 자취와 손이 나온 구멍이 지금도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곳을 조취굴산(鵰鷲窟山)이라
고 한다. 굴 앞에 네 부처님이 앉았던 곳이 있고 또 여러 나한들이 각자 좌선하던 석굴들도 있는
데, 수백 곳이 되었다. … 부처님이 설법하시던 당은 이미 허물어졌고 벽돌벽의 터만 남아 있다.
그 산의 봉우리는 빼어나고 반듯하게 솟았으니, 오산(五山, 왕사성을 둘러싼 다섯 산) 가운데 가
장 높았다. 나는 신성(新城, 왕사성)에서 꽃과 향과 유등(油燈)을 사서 두 늙은 비구에게 가져오
게 해 기사굴산에 올라갔다. 나는 꽃과 향을 공양하고 연등을 계속 밝히며 슬프게 탄식하고는
눈물을 닦고 말하였다.
“옛날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수능엄경(首楞嚴經)』을 설하셨는데, 이 법현은 살아서 부처님을 뵙
지 못하고 자취만 남은 곳을 볼 뿐이로구나!”
곧바로 석굴 앞에서 『수능엄경』을 외고는 하룻밤을 머문 뒤에 왕사성으로 돌아왔다.

먼저 법현은 암바라 동산에 갔다. 그곳은 기구(耆舊)가 세존께 바친 동산이
다. 기구는 마가다국의 왕 빔비사라의 명의(名醫)였다.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사진 36, 영취산을 오르는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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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동산을 세존께 바치고 정사(精舍)를 세웠다. 법현이 갔을 때는 그곳이 텅
비어 있었던 모양이다. 법현은 그곳을 지나 기사굴산으로 갔다.
기사굴산에 이르러 꼭대기로 오르는 도중에 법현은 많은 석굴들을 지나쳤
다. 첫 번째로 지나친 곳이 아난이 좌선했던 곳이다. 그리고 네 부처님이 앉았
다는 곳, 여러 나한들이 좌선했다는 석굴들 수백 곳을 지나 마침내 석가모니 부
처님이 설법하셨던 당의 터에 이르렀다. 법현이 묘사하고 있듯이 그곳은 이미
허물어져 있었다. 벽돌로 쌓았던 터만 남은 채.

<사진 37, 영취산의 꼭대기>

저 당나라에서 아득히 멀고 먼 천축까지 불법을 구하겠다며 목숨을 내건 여
행을 해서 간신히 찾아온 영취산이다. 그런데 부처님이 설법하신 곳은 폐허로
남아 있었다. 돌보는 이도 없고 찾는 이도 없었다는 뜻일까? 장차 인도에서 불
법이 쇠퇴할 조짐이었던 것일까? 법현의 소회는 그가 탄식하며 한 말에서 짐작
할 수 있을 뿐이다. 그 폐허에서 법현은 부처님이『능엄경』을 설하신 곳이라며
석굴 앞에서『수능엄경』을 외며 하룻밤 머물렀다.
법현이 왼『수능엄경』은 오래 전에 사라졌다. 현재 전하고 있는『수능엄경』
100

은 그가 인도로 구법행을 떠난 시기인 402년에서 409년 사이에 구마라집(鳩摩
羅什)이 장안에서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불설수능엄삼매경(佛說首楞
嚴三昧經)』(2권)이다. 이 경전이“한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기사굴산에서 3
만 2천 명의 대비구들과 함께 계셨다”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어 법현이 말한 것
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진 38, 불설수능엄삼매경>

법현이 하룻밤 머물고 떠난 영취산을 그 뒤에도 무수히 많은 구법승들이 다
녀갔을 것이나, 법현 다음으로 영취산에 대한 기록을 남긴 이는 230여 년 뒤의
현장(玄奘, 602~664)이다.

『대당서역기』의 영취산
현장은 스물여덟 살의 나이에 장안을 출발했다. 때는 629년, 정관(貞觀) 3년
이었다. 당 태종이 그의 구법행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현장은 몰래 장안을 떠
났다. 황제의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현장의 구법 열정은 대단했다.
629년에 장안을 출발한 여행은 645년에 다시 장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무려
17년이나 이어졌다. 20대의 현장이 어느 새 40대가 되어 돌아온 셈이다.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지나온 곳들, 그가 보고 들은 것들을 두루 기록한 것이『대당
울산, 신라 불국의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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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9, 현장 초상>

서역기(大唐西域記)』(12권)다. 무려 130개가 넘는 나라들의 풍토와 관습, 전설
따위가 서술되어 있는 방대한 보고서인데, 명나라 때 소설인『서유기(西遊記)』
는 이를 원천으로 해서 나왔다.
현장이 옛날 마가다국의 궁성인 왕사성에 이른 것은 당나라에서 출발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다. 그가 영취산에 오른 것도 그 즈음이었다.『대당서역기』
권9에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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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0, 『대당서역기』>

궁성(왕사성)에서 동북쪽으로 십사오 리 쯤 가면 그리드라쿠타산(姞栗陀羅矩吒山) 【당나라에
서는 취봉(鷲峯)이라 하고 취대(鷲臺)라고도 한다. 옛날에 기사굴산(耆闍崛山)이라 한 것은 잘
못이다.】에 이른다. 북산의 남쪽에 붙은 봉우리가 특히 높은데 독수리가 살았으며 또 높은 돈대
와 같고 푸르른 하늘과 서로 비추며 짙은 색과 옅은 색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래가 세상에 가르
침을 편 50년 동안에 자주 이 산에 머물면서 오묘한 법을 널리 설하였다. 빔비사라 왕이 법을
듣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해서 산기슭부터 산봉우리까지 골짜기를 건너고 바위를 넘어서 돌로
계단을 만들었다. 넓이는 10여 보, 길이는 5∼6리나 되었다. 도중에 두 개의 작은 솔도파(탑)가
있다. 하나는 하승(下乘)이라 하는데, 왕이 여기에 이르면 그 다음은 걸어서 간다는 뜻이다. 또
하나는 퇴범(退凡)이라 하는데, 범부를 가려내서 여기서부터는 함께 가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산꼭대기는 동서로 길고 남북은 좁다. 벼랑 서쪽 가에 벽돌로 된 정사가 있는데, 높고 너르며 기
이하게 만들어졌으며 동쪽으로 문이 열려 있다. 여래께서 옛날 여기에 머물면서 설법하시는 일
이 많았다. 지금은 설법하는 상을 만들어 두었는데, 크기가 여래의 몸과 같다. 정사의 동쪽에 긴
돌이 있다. 여래께서 거닐면서 밟으신 곳이다. 곁에는 큰 돌이 있는데, 높이가 1장 4∼5척이고
둘레는 30여 보 된다. 제바달다가 멀리서 부처님께 던졌던 것이다. 그 남쪽 벼랑 아래에 솔도파
가 있는데, 옛날 여래께서 이곳에서 『법화경』을 설하셨다. 정사 남쪽 벼랑 가에는 큰 석실이 있
는데, 여래께서 옛날 이곳에서 선정에 드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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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현전』과는 또 다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영취산의 산스크리트 이
름인‘그리드라쿠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옛날에 기사굴산이라 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주석이 붙어 있다. 이 주석을 현장이 직접 쓴 것으로 보기는 어
렵다. 현장은 인도에 가서 산스크리트를 배웠기 때문에‘그리드라쿠타’가‘기
사굴’로 한역(漢譯)된 것임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나중에 필사를 하거나 판
각(板刻)을 할 때 다른 이가 덧붙인 것일 공산이 크다.
현장은 영취산에 오르는 길을 꽤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법현이 길보다는
석굴들을 자주 언급한 것과 좀 다르다. 세존을 후원했던 빔비사라 왕이 길을 닦
았다고 한다. 산꼭대기의 묘사는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와 비슷하다. 또 흥
미로운 것은 법현이 갔을 때는 거의 폐허가 되어 터만 남았었는데, 현장이 갔을
때는 벽돌로 된 정사가 있어 동쪽으로 문이 열려 있었으며 여래가 설법하는 상
까지 있었다고 한다. 법현이 여행했을 때와 현장이 갔을 때 사이에 불교도들이
옛 모습대로 복원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시 벽돌벽만 남아 있다.

동아시아 승려들의 신성한 산
법현과 현장이 구법 여행에서 영취산을 찾아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현이
적고 있듯이 세존이『수능엄경』을 설한 곳이고 또 현장이 말하고 있듯이『법화
경』을 설한 곳이기 때문이다. 또『법화경』
「여래수량품」에서는 오랜 겁 동안
늘 영취산에 머물며 중생을 가르친다고 여래 스스로 말하고 있는 곳이니, 영원
한 영산인 셈이다.
법현과 현장 이후에는 의정(義淨, 635・713)도 영취산에 들렀다. 의정이 쓴『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권2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다시 며칠을 걸어 먼저 나란타사에 가서 근본탑(根本塔)에 참배하고 그 다음에 기사굴산에 올
라 첩의처(疊衣處)를 보았다.
나란타사는 현장이 머물며 공부했던 곳, 날란다 대학이다. 첩의처는 쇄의처(曬衣處)라고도 하
는데, 석가모니가 가사를 볕에 쬐어 말린 곳으로 전해진다. 현장은 『대당서역기』권9에서 가사
의 무늬가 돌에 스며들어 마치 새긴 것처럼 뚜렷하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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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는 또 도림(道琳) 법사, 지홍(智弘) 율사, 무행(無行) 선사 등이 영취산
에 올랐다고 적고 있다. 의정이 만났던 현조(玄照) 법사는 돌아오지 못하고 인도에서 병을 얻어
죽었는데, 그 전에 영취산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영
취산은 동아시아의 구법 승려들에게 석가모니의 자취가 진하게 남아 있는 영산(靈山)이었으며
반드시 오르고 싶은 산이기도 했다.
영취산은 관념 속의 산이 아니라 실재하는 산이었다. 그러나 그 멀고 먼, 험하기 그지없는 사막
과 설산을 지나거나 망망한 바닷길을 건너야만 닿을 수 있는 인도는 당시에 누구나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하물며 영취산을 오르는 일은 감히 바랄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좌절하고 말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뜨거운 불심(佛心)을 품은 승려들이나 불자들은 영취산을 아주 가까이
로 끌어와서는 자신들의 곁에다 두었다. 구태여 그 멀고 험한 길을 나서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곳으로 옮겨온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울산의 영취산이다.

구름을 탄 낭지와 보현수
울산의 영취산에 관한 이야기는『삼국유사』의 <낭지승운보현수(朗智乘雲普
賢樹)>에 자세하게 나온다.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전부를 옮기
기로 한다.
①  삽량주(歃良州) 아곡현(阿谷縣)의 영취산(靈鷲山) 【삽량은 지금의 양주(梁州)다. 아곡의 곡
(曲)은 서(西)라고도 한다. 또 구불(求佛)이라고도 하고 굴불(屈佛)이라고도 한다. 지금의 울
주(蔚州)에 굴불역(屈佛驛)을 두었는데,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 있다.】에 기이한 중이 있었
는데, 암자에서 수십 년을 살았으나 고을 사람들 누구도 알지 못했다. 스님도 성씨와 이름
을 말하지 않았다. 늘 『법화경』을 강설했으므로 신통력이 있었다.
용삭(龍朔, 661∼663) 초에 지통(智通)이라는 사미가 있었는데, 이량공(伊亮公)의 집 종이
었다. 출가한 나이가 일곱 살이었는데, 그때 까마귀가 와서는 울면서 말했다.
“영취산에 가서 낭지(朗智)에게 들어가 제자가 되어라.”
지통은 그 말대로 이 산으로 찾아갔고, 골짜기 안의 나무 아래에 와서 쉬고 있었다.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나는 보현대사(普賢大士)인데, 너에게 계품(戒
品)을 주려고 왔다”고 말하고는 계를 베풀더니 곧 숨어버렸다. 지통은 정신과 마음이 탁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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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혜의 깨달음이 문득 원만해졌다. 이윽고 앞으로 가다가 길에서 한 중을 만났고 이내
물었다. “낭지 스님은 어디 계십니까?”
중은 “어찌하여 낭지를 묻느냐?”고 말했다. 지통이 신기한 까마귀의 일을 다 늘어놓으니 중
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가 낭지다. 지금 여기 법당 앞에도 까마귀가 와서는 어떤 성스런 아이가 스님에게 이를
것이니 나가서 맞아하라고 알려 주기에 이렇게 와서 맞이하는 것이다.”
곧 손을 잡고 감탄하며 말했다. “신령스런 까마귀가 너를 깨우쳐 나에게 오게 하고 또 내게
너를 맞이하라고 알리니, 이 무슨 상서인가! 아마도 산의 신령이 몰래 도우는 듯하다. 전하
는 말에 이 산의 주인은 변재천녀(辯才天女)라 한다.”
지통이 이 말을 듣고 울며 고마워하고는 스님에게 예배했다.
얼마 뒤에 계를 주려고 하니 지통이 말했다. “저는 골짜기 입구 나무 아래에서 이미 보현보
살이 주는 정계(正戒)를 받았습니다.”
낭지가 감탄하며 “잘됐구나! 너는 이미 보살의 만분지계(滿分之戒)를 직접 받았구나. 나는
태어난 뒤로 온종일 삼가며 은근하게 지극한 성인 만나기를 염원했음에도 여전히 뵙지를
못했다. 그런데 너는 이미 계를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한참 미치지 못하는구나”라고 말하
고는 도리어 지통에게 예배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나무를 ‘보현수(普賢樹)’라 했다.
지통이 말했다. “법사께서 여기 머무신 지는 오래된 듯합니다.”
낭지가 말했다. “법흥왕 정미년(丁未年, 527)에 처음 발을 붙였으니 지금 얼마나 되었는지
는 모르겠다.”
지통이 산에 이르렀을 때는 문무왕 즉위 원년 신유년(辛酉年, 661)이니, 계산하면 벌써 135
년이 된다. 지통은 나중에 의상(義湘)의 처소에 이르러 마루에 올라 심오한 경지를 엿보고
현묘한 교화에 자못 이바지했으니, 그가 참으로 『추동기(錐洞記)』의 주인이다.
②  원효(元曉)가 반고사(磻高寺)에 머물 때 늘 가서 낭지를 뵈니, 낭지가 『초장관문(初章觀文)』
과 『안신사심론(安身事心論)』을 짓게 했다. 원효는 다 짓고 나서 은사(隱士)인 문선(文善)을
시켜 글을 받들고 달려가게 했는데, 그 편의 끝에 이런 게송을 적었다.
“서쪽 골짜기의 사미가 머리 조아리며
동쪽 산의 상덕(上德) 고암(高巖) 앞에 절합니다. 【반고사는 영취산 서북쪽에 있으므로 서
쪽 골짜기의 사미란 원효 자신을 이른 것이다.】
가는 티끌을 불어 영취산에 보태고
작은 물방울 날려 용연에 던집니다.”【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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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동쪽에 태화강(太和江)이 있는데, 그것은 중국 태화지(太和池)의 용을 위해 복을 심으려
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용연(龍淵)이라 한다. 지통과 원효는 모두 큰 성인이었는데, 두 성인
이 옷을 여밀고 스승으로 삼았으니, 낭지의 도가 뛰어남을 알 수 있다.
③  스님은 일찍이 구름을 타고 중국 청량산(淸涼山)에 가서 대중을 따라 강설을 듣고는 잠시
뒤에 돌아왔다. 그곳 승려들은 이웃에 사는 이로 여겼으나,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아는 이
가 없었다. 하루는 대중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상주하는 이 외에 다른 절에서 온 승려들은
각자 사는 곳의 이름난 꽃과 기이한 식물을 가져와서 도량에 바치도록 하라”고 하였다.
낭지는 이튿날 산 속에서 기이한 나무의 가지 하나를 꺾어서는 가서 바쳤다. 그곳 승려들이
보고는 곧 말하였다. “이 나무는 범어로 달제가(怛提伽)라 하고, 여기서는 혁(赫)이라 하는
데, 오직 서쪽 천축과 해동의 두 영취산에만 있다. 이 두 산은 모두 제10 법운지(法雲地)의
보살이 사는 곳이니, 이 사람은 틀림없이 성자일 것이다.”
드디어 그 행색을 살피더니 해동의 영취산에 사는 줄을 알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다시
살펴보았고, 그 이름이 나라 안팎에 드러났다. 나라 사람들은 곧 그 암자를 혁목(赫木)이라
불렀다. 지금 혁목사(赫木寺)의 북쪽 언덕에 옛 절터가 있으니, 그 유적이다.
『영취사기(靈鷲寺記)』에 나온다. “낭지가 ‘이 암자의 터는 곧 가섭불 때의 절터다’라고 말하
고 땅을 파서 등잔 항아리를 두 개 얻었다. 원성왕(元聖王, 785∼798 재위) 때 대덕 연회(緣
會)가 이 산에 와 살면서 스님의 전기를 지었는데, 세상에 퍼졌다.
『화엄경』을 살펴보면 제10지를 법운지라 했는데, 이제 스님이 구름을 부린 것은 대개 부처
가 세 손가락을 구부리고 원효가 몸을 백 개로 나눈 그런 것이리라!
기린다.
바위틈에 숨은 지 백여 년 동안에
높은 이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지.
산새의 재잘거림 막지를 않았더니
구름 타고 오간 일 하염없이 샜구나.

영취산의 유래를 알려주는 글
위의 이야기를 보면, 영취산은‘낭지’와 깊은 인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런데 영취산은 어떤 산이었기에 낭지가 머물렀고 또 산 이름을‘영취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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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지는 자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아무런 연유도 없이 갑자기‘영취산’이
라 불렀을 리는 없지 않은가. 아마도 떠도는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현재로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삼국유사』에 흥미로운 글이 있어 참조할 수 있
다.
『삼국유사』
『감통(感通)』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선도성모수희불사(仙桃
聖母隨喜佛事)>다. 제목은“선도산의 성모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불사를 돕
다”라는 뜻이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진평왕(眞平王) 때 이름을 지혜(智惠)라 하는 비구니가 있었는데, 어질게 행동한 일이 많으며
안흥사(安興寺)에 머물고 있었다. 불전을 새로 수리하려고 했으나, 힘이 모자랐다. 꿈에 아름다
운 자태에 주옥과 비취로 머리를 장식한 한 선녀가 와서는 위로하며 말했다.
“나는 선도산의 신모(神母)다. 그대가 불전을 수리하려는 것을 기뻐해 금 열 근을 시주해서 돕
고 싶다. 내 자리 밑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삼존불상을 잘 꾸미고, 벽 위에는 오십삼불(五十三佛
)과 육류성중(六類聖衆) 및 여러 천신과 오악(五岳)의 신군(神君) 【신라 때 오악은 동쪽의 토함
산, 남쪽의 지리산, 서쪽의 계룡산, 북쪽의 태백산, 중앙의 공산(公山)이라고도 하는 부악(父岳)
이다.】 등을 그려 두라. 해마다 봄과 가을 두 계절에 열흘 동안 선남선녀들을 모아 널리 생명 있
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점찰법회(占察法會)를 여는 것을 한결같은 법규로 삼으라.”【본조(本朝)
굴불지(屈弗池)의 용이 임금의 꿈에 나타나 영취산(靈鷲山)에 약사도량(藥師道場)을 길이 열어
서 바닷길을 편하게 해주기를 청했는데, 그 일도 이와 같다.】
지혜는 놀라 깨어나서는 문도들을 데리고 신사(神祠)에 가서 그 자리 아래를 파 황금 160냥을
얻었다. 모두 신모가 일러준 그대로였다. 그 절은 아직 남아 있으나, 법사(法事)는 폐지되었다.

위의 이야기는 토착신이 불교와 인연을 맺는 과정을 들려준다. 지혜라는 비
구니가 불전을 수리하려고 하자 신모가 꿈에 나타나 불사를 돕고 있다. 이 신모
는 본래 중국 황실의 딸이었는데, 신선의 술법을 익혀 우리나라에 와서 머물고
있었다고 한다. 신선술을 익혔다고 하니, 도교의 여신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 와서 선도산에 머물면서 이곳의 신이 된 것이다. 머문 산을 선도산(仙
桃山)이라 한 데서도 도교의 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나 선도산에 머문 뒤로는 도교의 신이 아니라 이 땅의 민중과 함께 하는
신이었을 따름이다. 위의 이야기에 이어 혁거세왕과 알영 부인을 낳았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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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이 나오는 데서 확인된다. 그렇게 토착의 신격(神格)으로 숭배받고 있다
가 이윽고 불교가 들어오자 차츰차츰 밀려나기 시작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
가 발전하면서 좀 더 정교하고 보편적인 신앙이 요구되었고, 불교가 그런 요구
에 부응하면서 선도산 성모는 부처와 보살들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지혜 비구니를 도와주었다고 하니, 불교와 대립하지 않고 화해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성모와 불교의 관계와 비슷한 또 하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주석
에서 언급한 영취산의 약사도량 이야기다.‘본조’가 어느 왕조를 가리키는지
는 명확하지 않다. 이 짤막한 언급이 본래 이야기에 덧붙어 있었고 신라 때의
것이라면‘신라’를,『삼국유사』를 쓰면서 덧붙인 것이라면‘고려’를 가리킨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자면, 바닷길을 편하게 해주기를 청했다고
하므로‘신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고려 때에는 선박 건조 기술과 항
해 기술이 발달해서 바다를 통한 교역에서 신라 때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또 수
월하게 했기 때문이다. 임금의 꿈에 용이 나타나서 부탁할 정도라면, 신라 시대
였을 공산이 크다.
임금의 꿈에 나타난 존재는 굴불지의 용이라고 했다. 굴불지는 못 이름인데,

<사진 41, 제석신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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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곳을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신증동국여지승람』권22의 <울산군>을
참조해서 추정할 수 있다.
신라의 굴아화촌(屈阿火村). 신라의 지명에 ‘화(火)’가 많은데, 화(火)는 ‘불(弗)’이 변해서 그렇게
불린 것이고, ‘불(弗)’은 또 ‘벌(伐)’이 변해서 그렇게 불린 것이다. … 문수산(文殊山). 고을 서쪽
25리에 있다. … 굴화천(堀火川). 굴화역(堀火驛) 동쪽에 있으며, 곧 입암연(立巖淵) 하류인데 태
화진(大和津)으로 들어가며 어량(魚梁)이 있다. 입암연(立巖淵). 고을 서쪽 20리에 있으며 언양
현(彦陽縣) 남천(南川) 및 취성천(鷲城川)이 합쳐 흘러서 이 못이 되었다. 바위가 물 가운데 탑
같이 서 있고, 그 물이 검푸르므로 세상에서 전하기를 용이 있어 가물 때에 비를 빌면 효험이 있
다고 한다.

‘화’가‘불’이 변한 것이라면 위의‘굴화천’은 곧‘굴불천’이 변해서 된 것
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굴화천은 하천이므로 못인 굴불지가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게다가 굴화천은 영취산에서 꽤 떨어져 흐르고 있으므로 관련을 짓기가
어렵다. 그러면 용이 있다고 전하는 입암연이 굴불지일까? 이 또한 아닌 듯하
다. 다만, 영취산에서 가깝고 문수산에서 한눈에 보이는 현재의 두현저수지 정
도가 적절해 보이지만,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

<사진 42, 문수산에서 바라본 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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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문제는 이쯤에서 접어두자. 중요한 것은 굴불지의 용 또한 선도산 성모
처럼 토착의 신격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그런 용이 임금의 꿈에 나타나 영취
산에 약사도량을 세워 달라고 부탁했다. 토착 신앙과 불교의 화합을 엿볼 수 있
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닷길을 편안하게 하려고 용이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항구 도시로서 울산의 특성에 걸맞은 요청이어서 주목된다.
서해나 동해의 용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들에서 언급하고 있다.『삼국유사』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삼국유사』
『기이』편의 <원성대왕(元聖大王)>을
보면, 동지(東池)와 청지(靑池) 그리고 분황사(芬皇寺) 우물의 용이 등장한다.
동지와 청지는 왕성 내의 연못으로 추정된다. 이 용들은 모두 호국룡이다. 울
산의 굴불지 용도 호국룡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울산의 바다와 항구를 지
키는 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없다.
오래도록 울산을 지키던 용이 불교가 전래된 뒤에 세력이 약화되다가 마침
내 불교와 손을 잡고 바다를 지키던 본래의 역할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약사도
량의 창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영취산은 항구 도시인 울산을
지키는 영산으로 탈바꿈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석가모니가 설법한 산이 아니
라 울산에 걸맞은 역할을 하는 산으로, 마치 관음보살이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보타락가산(寶陀洛伽山)과 흡사한 산으로 변모했다고 봄직하다.

영취산의 주인은 변재천녀
그러면, 이제부터 <낭지승운보현수>의 내용을 하나씩 자세하게 다루어 보기
로 한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다시 제시한다.
삽량주(歃良州) 아곡현(阿谷縣)의 영취산(靈鷲山) 【삽량은 지금의 양주(梁州)다. 아곡의 곡(曲)
은 서(西)라고도 한다. 또 구불(求佛)이라고도 하고 굴불(屈佛)이라고도 한다. 지금의 울주(蔚州
)에 굴불역(屈佛驛)을 두었는데,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 있다.】에 기이한 중이 있었는데, 암자에
서 수십 년을 살았으나 고을 사람들 누구도 알지 못했다. 스님도 성씨와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늘 『법화경』을 강설했으므로 신통력이 있었다.
용삭(龍朔, 661~663) 초에 지통(智通)이라는 사미가 있었는데, 이량공(伊亮公)의 집 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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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한 나이가 일곱 살이었는데, 그때 까마귀가 와서는 울면서 말했다.
“영취산에 가서 낭지(朗智)에게 들어가 제자가 되어라.”
지통은 그 말대로 이 산으로 찾아갔고, 골짜기 안의 나무 아래에 와서 쉬고 있었다. 갑자기 이상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나는 보현대사(普賢大士)인데, 너에게 계품(戒品)을 주
려고 왔다”고 말하고는 계를 베풀더니 곧 숨어버렸다. 지통은 정신과 마음이 탁 트여 지혜의 깨
달음이 문득 원만해졌다. 이윽고 앞으로 가다가 길에서 한 중을 만났고 이내 물었다. “낭지 스님
은 어디 계십니까?”
중은 “어찌하여 낭지를 묻느냐?”고 말했다. 지통이 신기한 까마귀의 일을 다 늘어놓으니 중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가 낭지다. 지금 여기 법당 앞에도 까마귀가 와서는 어떤 성스런 아이가 스님에게 이를 것이
니 나가서 맞아하라고 알려 주기에 이렇게 와서 맞이하는 것이다.”
곧 손을 잡고 감탄하며 말했다. “신령스런 까마귀가 너를 깨우쳐 나에게 오게 하고 또 내게 너
를 맞이하라고 알리니, 이 무슨 상서인가! 아마도 산의 신령이 몰래 도우는 듯하다. 전하는 말에
이 산의 주인은 변재천녀(辯才天女)라 한다.”
지통이 이 말을 듣고 울며 고마워하고는 스님에게 예배했다.
얼마 뒤에 계를 주려고 하니 지통이 말했다. “저는 골짜기 입구 나무 아래에서 이미 보현보살이
주는 정계(正戒)를 받았습니다.”
낭지가 감탄하며 “잘됐구나! 너는 이미 보살의 만분지계(滿分之戒)를 직접 받았구나. 나는 태어
난 뒤로 온종일 삼가며 은근하게 지극한 성인 만나기를 염원했음에도 여전히 뵙지를 못했다.
그런데 너는 이미 계를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한참 미치지 못하는구나”라고 말하고는 도리어
지통에게 예배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나무를 ‘보현수(普賢樹)’라 했다.
지통이 말했다. “법사께서 여기 머무신 지는 오래된 듯합니다.”
낭지가 말했다. “법흥왕 정미년(丁未年, 527)에 처음 발을 붙였으니 지금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
르겠다.”
지통이 산에 이르렀을 때는 문무왕 즉위 원년 신유년(辛酉年, 661)이니, 계산하면 벌써 135년이
된다. 지통은 나중에 의상(義湘)의 처소에 이르러 마루에 올라 심오한 경지를 엿보고 현묘한 교
화에 자못 이바지했으니, 그가 참으로 『추동기(錐洞記)』의 주인이다.

위의 이야기는 지통과 낭지의 만남을 다루고 있다. 영취산에 기이한 중이 있
었는데,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늘『법화경』을 강설했고 신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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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그는 바로 낭지였다. 이량공 집의 종인 지통
은 까마귀의 안내를 받아서 낭지를 찾아 영취산에 이르렀다가 보현대사 곧 보
현보살을 만나 계품을 먼저 받았다. 이 이야기에서 첫번째로 중요한 상징이다.
낭지가 늘 강설했던『법화경』에「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이 있
다.‘보현보살권발’이란“보현보살이 권하여 깨달음에 들어가게 한다”는 뜻이
다. 이 품의 서두는 아래와 같이 시작된다.
보현보살은 동방에서 왔는데, 지나는 국토마다 온통 진동하고 보배 연꽃이 비처럼 내리며 한량없
는 백천만억의 풍악이 울렸다. 또 무수한 하늘·용·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루라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 등 많은 대중에게 둘러싸여 위엄 있는 덕과 신통력을 나타내면서 사바세
계의 기사굴산에 이르러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일곱 번 돌았다.

보현보살이 기사굴산 곧 영취산에 이르렀다는 내용이다. <낭지승운보현수>
에서는 지통이 영취산에 이르렀다고 했으니, 좀 다른 듯하다. 그런데 지통이 영
취산에 이르렀을 때 먼저 만난 이상한 사람은 바로 보현보살이었고, 그로부터
계품을 받았다. 이는 구족계(具足戒)를 받는 정식 수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현보살로부터 계품을 받았다는 것은 지통이 곧 보현보살의 화신임을 뜻한
다. 따라서 지통이 영취산에 이른 것은 보현보살이 기사굴산에 이른 것과 다르
지 않다. 지통이 계품을 받은 인연을 통해 영취산이『법화경』의 기사굴산과 같
은 산임을 넌지시 드러낸 셈이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영취산은 석가모니
가『법화경』을 설했던 곳이다.
위의 이야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곳은 지통을 만나자 낭지가“아마도 산의
신령이 몰래 도우는 듯하다. 전하는 말에 이 산의 주인은 변재천녀(辯才天女)
라 한다”라고 말한 부분이다. 영취산의 주인이‘변재천녀’라고 했다. 영취산
의 성격을 알게 해주는 발언이다.
‘변재천녀’는 본디 힌두교의 여신으로, 치료와 재부(財富), 음악, 지혜, 미모
를 맡은 여신이었다. 불교가 등장한 뒤에는 호법의 천녀로 탈바꿈했는데, 불교
에서도 음악과 지혜의 천녀로 묘사되고 있다. 변재천녀가 동아시아에 알려진
것은『금광명경(金光明經)』이 전해진 뒤의 일이다.『금광명경』으로는 북량(北
涼)의 담무참(曇無讖, 385~433)이 번역한『금광명경』(4권), 593년에 보귀(寶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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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엮은『합부금광명경(合部金光明經)』(8권), 의정(義淨)이 703년에 번역한『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10권) 등 세 가지가 있으며, 모두 고려대장
경에 수록되어 있다. 신라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매우 존숭된, 호국신앙의 주
요 경전이었는데, 8세기 이전에는 4권본『금광명경』이 널리 유통되어 읽혔고,
8세기 이후에는『금광명최승왕경』이 더 많이 유통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4권본『금광명경』에는 변재천녀가 아니라‘대변천신(大辯天神)’이
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둘은 동일한 천신을 가리키지만, 한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달라졌다. 중요한 점은 변재천녀라는 이름이『금광명최승왕경』에서
만 등장한다는 사실,『금광명최승왕경』에「대변재천녀품(大辯才天女品)」이
있다는 사실이며, 이로써 보면 변재천녀가 영취산의 주인이 된 때는 적어도 8
세기 이후라 할 수 있다. 물론‘영취산’은 그 전에도 존재했다. 영취산 남쪽 기
슭에 영취사가 창건된 때가 683년, 즉 8세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영취사에
대해서는 5장에서 다루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금광명최승왕경』의「대변재천녀품」서두에 나오는 다음 대목은 변재천녀
가 어떤 존재인지 잘 보여준다.

<사진 43, 『금광명경』>

“세존이시여, 법사 가운데서 이 『금광명최승왕경』을 말하는 이라면 제가 반드시 그에게 지혜를
더하게 해주고 장엄과 변재를 갖추게 하겠습니다. 만일 저 법사가 이 경 가운데 글자나 글귀의
뜻에 잊어버린 것이 있으면 모두 기억하여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다시 걸림 없는 다라니 총
지(摠持)를 알려 주겠습니다. 또 이 『금광명최승왕경』은 저 중생이 벌써 백천(百千) 부처님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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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데서 모든 선근을 심어서 늘 이 경을 받아 지닌 이를 위하므로 남섬부주(남염부제)에서 널리
유포되어 빠르게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 경전을 듣는 이로 하여금 모두 불가사의한 변
재와 다함이 없는 큰 지혜를 얻게 하고, 온갖 논의와 갖가지 기술을 잘 알게 하며, 생사에서 벗
어나 얼른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 이르도록 해주겠습니다. 현세에서는 목숨을 더해주
고, 사는 데 필요한 기구를 모두 갖추게 해주겠습니다.”

『금광명경』이나『금광명최승왕경』모두 호국 경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변
재천녀의 발언은 호국과는 거리가 있고 불교 본래의 이치에 맞닿아 있다. 이 경
전을 말하거나 잘 지니는 이는 깨달음을 얻어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하며 아울
러 변재의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고 변재천녀는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 이르러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렇
게 말하는 변재천녀가 영취산의 주인이라는 것은 영취산이 단순히 신앙의 공간
이 아니라는 뜻이다.

<사진 44, 『금광명최승왕경』의 『대변재천녀품』>

낭지가『법화경』을 늘 외웠다고 한 것은 지혜를 얻으려는 노력이었고, 지통
이 나중에 의상의 문하에 들어가 심오한 경지를 엿보고 현묘한 교화에 이바지
했다고 하는 것도 지혜를 얻었다는 뜻이다. 게다가 지통은『추동기』를 저술하
기도 했다. 글을 잘 쓰는 것도 말을 잘하는 변재의 능력이다. 이렇게 변재천녀
를 통해 영취산은 지혜와 변재의 산으로,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들이 머무는 곳
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이나 신라의 오대산처럼 신앙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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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인도의 영취산이 석가모니가 설법을 한 곳이라는 사실과 일맥상통한
다. 아래에서 보게 될 원효와 낭지의 이야기에서도 이 점은 확인된다.

낭지에게 글을 보낸 원효
<낭지승운보현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원효와 낭지의 관계를 다룬다.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원효(元曉)가 반고사(磻高寺)에 머물 때 늘 가서 낭지를 뵈니, 낭지가 『초장관문(初章觀文)』과   
『안신사심론(安身事心論)』을 짓게 했다. 원효는 다 짓고 나서 은사(隱士)인 문선(文善)을 시켜
글을 받들고 달려가게 했는데, 그 편의 끝에 이런 게송을 적었다.
“서쪽 골짜기의 사미가 머리 조아리며
동쪽 산의 상덕(上德) 고암(高巖) 앞에 절합니다. 【반고사는 영취산 서북쪽에 있으므로 서쪽 골
짜기의 사미란 원효 자신을 이른 것이다.】
가는 티끌을 불어 영취산에 보태고
작은 물방울 날려 용연에 던집니다.”【운운】
산 동쪽에 태화강(太和江)이 있는데, 그것은 중국 태화지(太和池)의 용을 위해 복을 심으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용연(龍淵)이라 한다. 지통과 원효는 모두 큰 성인이었는데, 두 성인이 옷을
여밀고 스승으로 삼았으니, 낭지의 도가 뛰어남을 알 수 있다.

원효는 널리 알려진 학승이며, 거의 모든 경전에 대해 주석서를 썼다. 그런
그가 반고사에 머물면서 늘 낭지를 뵈며『초장관문』과『안신사심론』을 지었고
또 그 글들을 영취산에 있는 낭지에게 보냈다고 한다. 원효가 글을 짓는 일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가 글을 쓴 뒤에 낭지에게 보낸 일은 새삼
스럽다. 그러나 원효와 지통 모두 낭지를 스승으로 삼았다고 하므로 낭지가 지
혜와 변재에서 탁월한 승려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취산이 지혜와 변재의 산
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또 게송에 흥미로운 구절이 보인다.“가는 티끌을 불어 영취산에 보태고, 작
은 물방울 날려 용연에 던집니다”는 것이 그것이다. 원효는 자신의 저술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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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티끌’로 비유했다. 이는 영취산이 더없이 높은 지혜의 산이며 한없이 너른
변재의 산이라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영취산을 또 한 번 드높인 셈이
다.
용의 연못을 뜻하는‘용연’이 나온다. 일연은 태화강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태화강은 중국 태화지의 용을 위해 복을 심으려고 만든 것이라고 했다. <황룡
사구층탑>에 자장이 중국 오대산의 태화지에서“황룡사의 호법룡은 나의 맏아
들이오”라고 말하는 신인을 만났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 용연을 통해 자장이 중국 유학에서 돌아온 뒤에 울산 지역에 큰 영향을 끼쳤
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천축과 해동의 두 영취산
<낭지승운보현수>의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영취산의 의의
에 대해 알려준다. 역시 이야기를 제시한다.
스님은 일찍이 구름을 타고 중국 청량산(淸涼山)에 가서 대중을 따라 강설을 듣고는 잠시 뒤에
돌아왔다. 그곳 승려들은 이웃에 사는 이로 여겼으나,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아는 이가 없었다.
하루는 대중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상주하는 이 외에 다른 절에서 온 승려들은 각자 사는 곳의
이름난 꽃과 기이한 식물을 가져와서 도량에 바치도록 하라”고 하였다.
낭지는 이튿날 산 속에서 기이한 나무의 가지 하나를 꺾어서는 가서 바쳤다. 그곳 승려들이 보
고는 곧 말하였다. “이 나무는 범어로 달제가(怛提伽)라 하고, 여기서는 혁(赫)이라 하는데, 오직
서쪽 천축과 해동의 두 영취산에만 있다. 이 두 산은 모두 제10 법운지(法雲地)의 보살이 사는
곳이니, 이 사람은 틀림없이 성자일 것이다.”
드디어 그 행색을 살피더니 해동의 영취산에 사는 줄을 알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다시 살펴
보았고, 그 이름이 나라 안팎에 드러났다. 나라 사람들은 곧 그 암자를 혁목(赫木)이라 불렀다.
지금 혁목사(赫木寺)의 북쪽 언덕에 옛 절터가 있으니, 그 유적이다.
『영취사기(靈鷲寺記)』에 나온다. “낭지가 ‘이 암자의 터는 곧 가섭불 때의 절터다’라고 말하고 땅
을 파서 등잔 항아리를 두 개 얻었다. 원성왕(元聖王, 785~798 재위) 때 대덕 연회(緣會)가 이
산에 와 살면서 스님의 전기를 지었는데, 세상에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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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야기에는 중국의 청량산 곧 오대산이 나온다. 낭지는 구름을 타고 그곳
에 가서 강설을 듣고 돌아오고는 했다고 한다. 이로써 보면, 낭지가 중국의 오
대산신앙과 관련이 있을 듯한데,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취산과 낭지는 신
앙과 관련이 없다. 낭지가 청량산에 가서 강설을 들었다는 점과 문수보살이 전
혀 등장하지 않는 점이 그런 사실을 입증해준다.
그런데 낭지가 청량산에 갈 때 구름을 타고 갔다고 한다. 낭지가 신통력을 부
릴 수 있는 승려라거나 신이한 일이라고만 여겨서는 곤란하다. 이는 일종의 상
징이다. 이미 앞에서 울산은 교역의 항구이기도 하지만, 신라의 불교 문화가 융
성해지는 데 있어서도 주요한 관문 구실을 했다고 말했다. 그런 곳에 낭지가 살
고 있었으며 또 청량산에도 다녀왔다고 한다. 이는 낭지가 일찍부터 중국에 가
서 불법을 배우고 온 승려, 요컨대 중앙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구법승이었을 가
능성을 말해준다. 실제로 그런 구법 승려들이 많지 않았을까? 울산항에 가까이
머물면서 먼 바다를 오가는 선박들을 늘 바라보던 승려라면, 구법행에 대한 유
혹을 크게 받지 않았을까? 낭지가 청량산에 갔다 왔다고 하는 데서 그런 숨은
진실이 담겨 있다고 해석해도 될 것이다.
위의 이야기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은 혁목(赫木)이다. 붉은 빛이 돈다는 뜻
의 나무다. 혁목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는 없다. 위 이야기
에 나오듯이 인도와 신라 땅에만 있다고 했으니,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무여야 한다. 조선 전기에 강희안(姜希顏, 1418~1465)이 저술한『양
화소록(養花小錄)』의‘석류화(石榴花)’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격물총화(格物叢話)』에 나온다. “석류꽃은 안석국(安石國)에서 왔으므로 안석류(安石榴)라고
하며, 또 해외의 신라국에서 온 것이 있어 해류(海榴)라 한다.”

안석국은 안식국(安息國)으로도 불렸던‘파르티아’곧 페르시아를 가리킨
다. 그곳에서 전해진 석류를 안석류라 하면서 신라에서도 온 것이 있어 해류라
한다고 했다. 내용으로 보아서는 해류도 석류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석류
는 붉은 빛깔의 열매이니, 혁목이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혁목은 그 뜻이‘붉은 나무’를 가리키니, 열매가 붉은 나무를 가리킨다고 장담
하기 어렵다. 열매나 꽃이 붉은 것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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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동백나무도 해당된다. 더 자세한 것은 말하기 어려우므로 이쯤에서
그치도록 하겠다.
앞서 낭지가 구름을 타고 청량산에 갔다 온 일을 하나의 상징으로 읽은 것처
럼 혁목 또한 상징으로 읽어보자. 혁목은 오직 서쪽 천축과 해동에만 있다고 했
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중국을 건너 뛰어서 불교를 인도와 곧바로 연결하는 의
미가 내재해 있다. 이를 확인시켜주는 또 다른 근거는『영취사기』에 나온다고
하면서 거론한 낭지의 말이다.“이 암자의 터는 곧 가섭불 때의 절터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암자는 혁목사를 가리킨다.
물론 이 말을 낭지가 직접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또『영취사기』에‘
원성왕’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9세기 이후의 기록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내용
을 곧이곧대로 믿기도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혁목을 거론함으로써 영취사를
인도의 영취사와 직결시키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울산 영취사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고 있음은 분명하다.

낭지의 구름과 법의 구름
<낭지승운보현수>의 마지막은 일연이 자신의 생각을 보탠 것인데, 다음과
같다.
『화엄경』을 살펴보면 제10지를 법운지라 했는데, 이제 스님이 구름을 부린 것은 대개 부처가 세
손가락을 구부리고 원효가 몸을 백 개로 나눈 그런 것이리라!

낭지가 구름을 탔다고 했는데, 흥미롭게도 일연은‘법운지(法雲地)’를 거론
했다. 법운지는『화엄경』에서 수행의 단계로 설정한 52위(位)와 관련이 있다.
52위 가운데서 제41위부터 제50위까지가 십지(十地)이며, 십지의 마지막이 법
운지다. 52위 전체에서 법운지는 50위에 해당하며, 그 다음 51위는 일생보처보
살, 52위는 부처님의 지위다. 그러니 법운지는 대단한 경지가 아닐 수 없다.
“이 법운지의 보살은 자기의 원력으로 크게 자비한 구름을 일으키고 큰 법의 우레를 진동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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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통(六通)과 삼명(三明)과 두려움 없음으로 번개가 되고 복덕과 지혜는 빽빽한 구름이 되며,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어 가고 오며 두루 돌아다니면서 잠깐 동안에 시방(十方)으로 백천억 나
유타 세계의 티끌 수만큼의 국토에 두루하여 큰 법문을 연설해서 마구니와 원수 들을 꺾어 굴
복시키며, 이보다 더 지나가는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티끌 수만큼의 국토에서 중생들
이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서 달디단 이슬비를 퍼부어 일체 번뇌의 불을 꺼버리니, 그러므로 이
경지를 법운지라 합니다.”
- 『80화엄경』 권39, 「십지품(十地品)」

법운지의 보살은 보살마하살이라 하는데, 보살로서의 모든 수행을 완성한 단
계에 이른 보살이다. 위에서 말하고 있듯이 대자비심을 지니고 대지혜를 갖춘
경지에 이른 보살이다. 낭지가 구름을 부렸다는 것으로 법운지에 이르렀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낭지의 경지는 영취산의 주인인 변재천녀
가 지닌 지혜와 변재 능력과 통하는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낭지승운보현수>를 통해 드러난 영취산의 성격은 독특하게도‘지혜’와 깊
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취산의 주인이 변재천녀라는 데서부터 영취산
과 인연을 맺은 낭지와 지통, 원효 등의 승려들이 모두 지혜와 변재에서 뛰어난
인물들이었다는 것까지. 영취산은 불국의 바탕이 되는 지혜의 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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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5

문수점의
문수보살과
연회

영취산 꼭대기에서 서쪽으로 능선을 타고 쭉 가면, 깔딱고개가 나온다. 그 고
개를 숨 가쁘게 오르면 문수산이다. 영취산에서 문수산으로 또는 문수산에서
영취산으로 가다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영취산은 나지막하고 문수산은
우뚝 솟아 있는데, 아무래도 이름을 잘못 붙인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왜냐
하면 영취산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한 산이고, 문수산은 부처님 제자인
문수보살이 머무는 산이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낭지승운보현
수>에서 영취산의 주인은 변재천녀라고 했으니, 그다지 의아하게 여겨지지 않
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삼국유사』를 보더라도 영취산은 나오지만, 문수산은 나오지 않는다. 잠깐
이라도 언급한 바가 없다. 이는 신라 시대에도 고려 시대에도 문수산이라 불리
지 않았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 장에서 살펴볼 <연회도명문수점(緣會逃名文
殊岾)>도 정확하게 따지자면, 문수산이 아니라 문수점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
고 있다. 이 말인즉, 문수보살이‘산’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고개’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어쨌든 지금은 문수산을 청량산으로도 부르고 그 주변 일대가 청량읍인 것
을 보면, 어느 때부터인지 몰라도 문수산이 꽤 신령한 산으로 간주되고 숭앙되
어 온 것만은 분명하다. 그 바람에 영취산보다 문수산이 더 널리 알려지고 영취
산은 존재감이 희미해졌는지도 모른다.『신증동국여지승람』권22의 <울산군>
에,“망해사(望海寺)와 청송사(靑松寺)는 모두 문수산에 있다”는 기록이 나온
다. 망해사는 분명 영취산에 있는데,『삼국유사』의 <처용랑망해사(處容郞望
海寺)>에서도“헌강왕은 돌아와 영취산 동쪽 기슭에 빼어난 땅을 골라 절을 세
우고 망해사라 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문수산에 있다고 했다. 이는 조선
시대에 영취산조차 문수산으로 불리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문수산이 부각되고 영취산의 존재감이 도리어 미약해진 데에는 나름
의 내력이 있을 법하지만, 그런 내력을 알려주는 기록은 달리 없다. 다만, 여러
자료들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참고로 문수산에 대해서는 2012년에 발간된『울산지역문화연구』(제1호)에
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다각도로 문수산에
대해서 논의했다. 지명의 유래부터 갖가지 유적들, 한시와 구전전설 등의 문학
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루었으므로 문수산과 그 일대의 역사와 문화 전모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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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수산 일대의 불교유적을 살핀 글도 있다. 그 글에서
는 신라가 불국토이므로 울산 또한 불국토가 되며, 신라의 불국토사상이 지방
으로 확산되면서 울산의 불국토사상도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그러나 이미 동축사와 영취산의 경우를 살피면서 보았듯이 울산은 불국의
관문으로서 독자적으로 불교 문화를 형성한 곳이었으므로 경주 중심의 불국토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수산도 그런 점을 잘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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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경』의 청량산과 다른 청량산
『청량면지』(2006)에서는 문수산의 옛이름이‘청량산(淸凉山)’이라고 기록
하고 있다. 문수산 남쪽 중턱의 문수사도 청량사라는 이름을 아울러 갖고 있
다. 이는 문수보살과 청량산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고 명명했다는 뜻이다.
그 근거는『화엄경』이다.
“동북방에 보살이 머무는 곳이 있으니 청량산이라 한다. 과거에 많은 보살들이 늘 이 가운데 머
물렀고, 현재는 그곳에 문수사리라는 보살이 있어 1만 보살들을 권속으로 거느리며 늘 설법하
고 있다.”( 『60화엄경』 권29, 「보살주처품」)
“동북방에 청량산이라는 곳이 있다. 옛날부터 많은 보살 무리가 그곳에 머물렀다. 현재는 문수
사리라는 보살이 그 권속들과 보살의 무리 1만 명과 함께 늘 그곳에 있으면서 널리 설법하고 있
다.”( 『80화엄경』 권45, 「제보살주처품」)

두『화엄경』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청량산은 워낙 신령한 산이어서 과거
시대에도 수많은 보살들이 늘 머물렀던 곳이고, 현재 시대에는 문수사리가 머
물고 있다고 한다. 과거 시대란 석가모니 이전의 과거불 시대를 가리키며, 현
재 시대는 석가모니 이후부터 지금을 거쳐 미륵불이 나타나기 전까지를 가리킨
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수십 억 년의 기간이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청량산에는 문수보살만 머물고 있지 않다. 그의 권속
들과 보살의 무리 1만 명이 함께 머물고 있다. 그런데 울산의 청량산 곧 문수산
에는 그런 권속들과 보살의 무리가 함께 머물고 있지 않다. 심지어 문수보살도
머물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어디에도 문수보살이 문수산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의아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다.
신라 시대부터 문수보살의 성지이며『화엄경』에서 밝히고 있듯이 문수보살
이 1만 명의 무리와 함께 머물고 있었던 곳은 강원도의 오대산이다.『삼국유사
』의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과 <명주오대산보질도태자전기(溟州五臺
山寶叱徒太子傳記)>에서는 오대산의 다섯 방위마다 머무는 보살이 각각 있으
며 그 보살들마다 1만의 보살 또는 5백 대아라한 들을 권속으로 거느리고 있다
고 했다. 특히 오대(五臺)의 한가운데인 중대(中臺)에는 비로자나불을 필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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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의 문수보살이 늘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은『화엄경』에서 말한 바
와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문수산에는 다섯 대(臺)가 없기도 하거니와 문수보살이 권속을 거느
리고 있다는 이야기조차 없다. 이는 문수산이 청량산으로 불리는 것이『화엄경
』과는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설령『화엄경』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청량산’이라는 산 이름을 빌어온 데서 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문수산이 청량산과는 거리가 멀고 문수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연회도명문수점>의 이야기가 근거를 제공해준다.

명성이 싫어 달아난 연회와 문수고개
<연회도명문수점>의 제목은“연회가 명성을 피해서 달아난 문수고개”를 뜻
한다. 조용한 곳에 머물며 수행에 전념해야 할 승려가 허망하고 번거롭기만 한
세속의 명예나 명성 따위를 꺼려서 달아났다고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
다. 승려들이나 불자들도 대체로 이런 연회의 행동을 옹호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이야기는 우리의 상식과 통념을 아주 뒤집어버린다. 먼저 이야기 전체
를 제시한다. 이어질 논의를 위해 구분을 짓고 번호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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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승 연회는 영취사에 숨어 살면서 늘 『법화경』을 읽고 보현보살의 관행을 닦고 있었다. 그
뜰의 연못에는 늘 연꽃 몇 떨기가 있어 네 계절 내내 시들지 않았다. 【지금 영취산의 용장
전(龍藏殿)이 연회가 옛날 머문 곳이다.】 국왕 원성왕이 그 상서로운 이적에 대해 듣고서 그
를 불러 국사로 임명하려고 했다. 스님은 그 소식을 듣자 곧바로 암자를 버리고 달아났다.
②  서쪽 고개의 바위 사이를 넘어갈 때 한 노인이 이제 밭을 갈다가 스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스님이 대답했다.
“나라에서 잘못 듣고 나를 관작으로 옭아매려 한다는 말을 들어서 피해 숨는 길입니다.”
노인이 듣고는 말했다. “여기서도 팔 수 있는데, 어찌 힘들게 멀리서 팔려고 하시오? 스님
이야말로 이름 파는 일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겠소이다!”
연회는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고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윽고 몇 리를 더 가다가
시냇가에서 한 노파를 만났는데, 노파가 스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이전처럼 대답
하니, 노파가 말했다.
“앞서 사람을 만났습니까?”
“한 노인이 나를 너무 업신여기기에 성을 내고 오는 길입니다.”
노파가 말했다.
“그 분은 문수대성이신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어쩌겠다는 게요?”
연회는 그 말을 듣고 놀랍고 두려워져 얼른 노인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뉘우쳐 말했다. “성자의 말씀을 감히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
냇가의 노파는 그 어떤 사람인지요?”
노인이 말했다. “변재천녀일세.” 말을 마치자 그만 숨어버렸다.
이에 암자로 돌아가니, 조금 뒤에 왕의 사자가 조서를 받들고 와서 그를 불렀다. 연회는 일
이 이미 받아들여야 할 지경임을 알고 곧 조서에 따라 대궐로 갔고, 국사에 봉해졌다. 【『승
전』에서는 “헌안왕이 두 조정의 왕사로 삼아 ‘조(照)’라고 일컬었으며 함통 4년(863)에 죽
었다”고 했는데, 원성왕의 연대와 서로 어긋나니 어느 쪽이 옳은지 모르겠다.】 스님이 노인
에게 감응을 받은 곳을 문수점이라 하고, 여인을 만난 곳을 아니점이라 했다.
③  기린다.
저자에서는 오래 숨어 있기 어려운데
주머니 속 송곳은 이미 드러나버렸네.
뜰 아래 푸른 연꽃 탓이지
구름 낀 산이 깊지 않아서가 아니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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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은 제목의 의미에서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고, ②가 핵
심이 되는 이야기이며, ③은 전체 이야기를 짤막한 시구로 정리한 것이다. 제목
이 붙어 있는 것을 빼면, 내용 구성으로 볼 때 사마천의『사기』
「열전」과 흡사
하다. 일반적으로‘전기’는 어떤 인물의 탄생과 성장, 그의 인생 역정, 그리고
죽음 등의 순서로 서술된다. 그런데 사마천은 그런 형식을 굳이 따르지 않고 인
물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나 사건을 중심으로 압축해서 서술했다. 위
의 <연회도명문수점>도 그렇게 일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삼국유사』에서 일연은 어떤 인물이나 사건, 사실 따위를 서술할 때, 먼저‘
출처’를 밝히기도 하고‘출처’를 밝히지 않기도 한다. 이는 일연이 자기 마음
대로 한 것이 아니다.‘출처’를 밝힌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인용한 것임을 뜻하
며,‘출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구전되는 이야기를 적은 것임을 뜻한
다. 위의 이야기를 보면, 서두에 아무런 출처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다른
기록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며, 일연이 직접 전해오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것
임을 의미한다. 요컨대 <연회도명문수점>은 일연이『삼국유사』를 편찬하던 고
려 시대에 문수산 일대에서 전하고 있던 이야기를 수록한 것으로, 이 일대의 설
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구전 설화에 해당한다.

연회가 숨어 지냈던 영취사
흔히 옛이야기는 재미있다고,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재미
가 없거나 흥미를 끌지 못하는 이야기는 귓등을 스치는 순간 사라져버린다. 세
상에 오래도록 남아 전하는 이야기들은 귓속을 파고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었던 것들이다. 왜 마음속까지 파고들었을까?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던가? 이야기를 전승하
던 이들 대부분 재미나 흥미에 빠져서 왜 마음속까지 파고드는지 굳이 따지려
하지 않았다. 따진다고 해서 쉽게 알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야기의 가
치를 말하려면, 따져보아야 한다. 숨어 있는 무언가가 이야기꾼들을 사로잡았
을 것이 분명하므로. 일연이『삼국유사』에 <연회도명문수점>을 굳이 싣고 그
말미에 기리는 시까지 덧붙여 둔 데에도 그런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고 알아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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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 점을 감안해서 꼼꼼하게 읽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배경이 되는 앞 부분 ①을 보자.
①  고승 연회(緣會)는 영취사(靈鷲寺)에 숨어 살면서 늘 『법화경』을 읽고 보현보살의 관행을 닦
고 있었다. 그 뜰의 연못에는 늘 연꽃 몇 떨기가 있어 네 계절 내내 시들지 않았다. 【지금 영
취사의 용장전(龍藏殿)이 연회가 옛날 머문 곳이다.】 국왕 원성왕(元聖王, 785~798 재위)
이 그 상서로운 이적에 대해 듣고서 그를 불러 국사로 임명하려고 했다. 스님은 그 소식을
듣자 곧바로 암자를 버리고 달아났다.

연회가 숨어 살고 있었던‘영취사’가 원문에는‘영취(靈鷲)’라고만 표현되
어 있다. 이 자체로는 영취산을 가리키는지 영취사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
은데, 대개는‘영취사’가 아닌‘영취산’으로 번역하고 있다. 아마도“숨어 살
았다”는 표현 때문에‘영취산’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이어지는
문장에서‘뜰의 연못’이라는 구절이 나오고‘영취사의 용장전’이 연회가 머문
곳이라는 주석도 덧붙어 있는 점을 보아서는 영취산이 아닌 영취사로 보아야
한다.
먼저 영취사가 건립된 내력을 한 번 보자.『삼국유사』
『탑상』편에 <영취사>
가 실려 있으므로 알 수 있다.

<사진 47, 영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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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옛 기록에 쓰여 있다.
신라 진골 제31대 왕 신문왕(神文王, 681~692 재위) 때인 영순(永淳) 2년 계미년(683) 【본문에
서는 원년이라 했는데, 잘못이다.】에 재상 충원공(忠元公)이 장산국(萇山國) 【곧 동래현이니,
내산국(萊山國)이라고도 한다.】의 온천에서 목욕하고 성으로 돌아올 때 굴정역(屈井驛) 동지야
(桐旨野)에 이르러 쉬고 있었다. 문득 한 사람이 매를 놓아 꿩을 쫓으니 꿩은 날아서 금악(金岳
)을 넘어갔는데, 간 곳을 통 알 수 없었다. 매의 방울소리를 듣고 찾다가 굴정현의 관가 북쪽 우
물가에 이르니 매는 나무 위에 앉아 있고 꿩은 우물속에 있는데, 물은 온통 핏빛이었다. 꿩은 두
날개를 벌려 새끼 두 마리를 안고 있었는데, 매도 그 모습이 가엾고 불쌍해 보였는지 잡으려 하
지 않았다. 공은 그 광경을 보고 안타까운 느낌이 일어 그 땅을 점쳐 물으니, 절을 세울 만하다
고 했다. 서울로 돌아와서 왕에게 아뢰어 그 현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땅에 절을 세워 영취
사라 했다.

굴정현의 관가를 옮기고 그 자리에 절을 지을 만큼 기이한 사연이 있었으며,
현청을 옮겨야 했으므로 왕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
구나 당시 재상 자리에 있던 충원공이 직접 경험한 일이고 그 자신이 나서서 절
을 세웠다. 이 정도 내력이라면 영취사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지고 귀족들도
찾아와서 시주를 할 만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사찰이 유명해지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①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네 계절 내내 연꽃이 시들지 않고 피어 있는 신기한 일도 한 요인이 된다. 그
러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뛰어난 승려의 주석(住錫)이다. 수많은
사찰 창건 설화에서 원효나 의상 등 고승들이 거론되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 그
런데 영취사에는 그런 승려가 머물지 않았던 모양이다.
처음에는 왕의 허락으로 관청을 옮기고 절을 세웠으므로 주목을 받았을 것
이지만, 지속적으로 왕실이나 귀족들의 관심을 끌려면 뛰어나거나 유명한 승려
가 머물러야 한다. ①을 보면, 연회가 머물 즈음에는 영취사가“숨어 지낸다”
고 표현해도 될 만큼 인적이 드문 곳이 되어버렸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고승이 머물지 않았다는 뜻이다. 물론 고승이 있었더라도 알려지지 않으면 없
는 것이나 진배없다. 원성왕이 연회를 불러 국사로 삼으려 한 것도‘상서로운
이적’에 대해 들었기 때문이지, 연회가 고승임을 알았기 때문은 아니다.
고승이 머물지 않은 영취사가 적적해진 데에는 지리적 요인도 작용했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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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8, 영취사지>

성인 경주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울산이 신라의 대외 교역과 외교
에서 주요한 관문 도시이기는 했으나, 영취사가 있는 곳은 울산에서도 변두리
다. 이미 왕성에 웅장한 사찰들이 들어서 있었던 때였으므로 왕족이나 귀족들
이 굳이 이 먼 곳까지 올 이유는 없었다. 국왕이 행차라도 했다면 몰라도.
영취사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낭지승운보현수>의 한 대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취사기(靈鷲寺記)』에 나온다. “낭지가 ‘이 암자의 터는 곧 가섭불 때의 절터다’라고 말하고 땅
을 파서 등잔 항아리를 두 개 얻었다. 원성왕 때 대덕 연회가 이 산에 와 살면서 스님의 전기를
지었는데, 세상에 퍼졌다.”

원성왕은 8세기 말에 재위했다. 그때 연회가 낭지의 전기를 지은 뒤에야 낭
지에 관한 이야기가 세상에 퍼졌다고 한다. 이는 영취산이나 영취사에 대해서
도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중앙에 잘 알려지
지 않았고, 권력층에서 주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영취산 일대의 불자들이나
백성들은 끊이지 않고 영취사에 출입했을 것이다.
앞서 원성왕이 연회를 국사로 삼으려 했던 까닭이 상서로운 이적을 전해 들
어서였다고 했다. 만약 연회가 깊은 산속에 숨어 살았거나 영취사가 참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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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끊어진 곳이었다면, 그 이적이 왕의 귀에까지 전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의 출입이 있는 영취사였기에 전해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연회가 숨어
살았던 것과 다름이 없었다면, 그때까지는 영취사의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다.

중국 오월 땅의 영취사
여기서 잠깐 중국에도 영취사가 있었는지 한 번 살펴보자. 영취산이 신령
한 산으로 여겨졌다면, 그 이름을 딴 사찰도 분명히 있었을 터이다. 특히 울
산의 영취사 이전에 중국에도 영취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절이었는
지 알아보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梁)나라 혜교(慧皎,
495~554)가 저술한『고승전(高僧傳)』이 참조가 된다. 저술 시기가 6세기 초이
므로 이른 시기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승평(升平) 5년(361)에는 [전량(前涼, 301~376)의] 효종(孝宗) 황제가 병에 걸렸다. 법개(法開)
가 맥을 짚었다. 그는 황제가 일어나지 못할 것을 알고 다시는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강헌(康獻
) 황후가 명령했다.
“황제께서 몸이 조금 좋지 않아 법개를 불러 맥을 짚어보게 했다. 그랬더니 문에 이르러서는 들
어오지 않으면서 온갖 말로 꺼리는구나. 정위(廷尉)에게 넘겨 벌을 내리도록 하리라.”
갑자기 황제가 죽는 바람에 죄를 면했다. 섬현(剡縣)의 석성산(石城山)으로 돌아와 스승의 뒤를
이어 원화사(元華寺)를 수리했다. 그 뒤에 백산(白山)의 영취사(靈鷲寺)로 옮겨 늘 지도림(支道
林)과 색(色)과 공(空)의 의미로 다투었다. 여강(廬江)의 하묵(何黙)이 법개의 논박을 밝게 펼치
고, 고평(高平)의 극초(郄超)가 도림의 풀이를 잘 펼쳐 썼다. 나란히 세간에 전한다.
- 『고승전』 권4, 「의해(義解)」 1, <우법개(于法開)>

승유(僧柔)는 나이 스물이 넘어서자 곧 강석(講席)에 올랐다. 당시의 이름난 유생들이 모두 그
에게 몸을 던져 우러러 보았다. 그 뒤 동쪽으로 가 우혈(禹穴, 會稽)에서 노닐다가 혜기(慧基) 법
사를 만났다. 그의 초청으로 성방사(城傍寺)에 머물면서 하안거 내내 강론했다.
그 후, 섬현(剡縣) 백산(白山)의 영취사(靈鷲寺)로 들어갔다. 그가 그곳에 이르기 전 어느 날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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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승서(僧緖)라는 사문이 꿈에 신인(神人)을 만났다. 붉은 깃발과 흰 갑옷을 입은 신장(神將)이
산에서 가득 나왔다. 이에 승서가 그 까닭을 물으니, 신인이 대답했다.
“법사가 곧 이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맞아들여 모시려고 나온 것이다.”
다음 날 아침에 기다렸더니, 과연 승유가 그곳에 이르렀다.
- 『고승전』 권8, 「의해(義解)」 5, <석승유(釋僧柔)>

어느 때인가 도둑 떼들이 산에 들어왔는데, 승심(僧審)이 단정하게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더니
오히려 도적들이 옷을 벗어서 시주했다. 승심이 또 불법을 설하며 일깨우자 도적들은 식은 땀
을 흘리며 부끄러워하고는 예를 올린 뒤에 떠났다.
영취사(靈鷲寺)의 혜고(慧高)도 그를 따르며 선업(禪業)을 전수받았는데, 곧 승심에게 절로 돌
아가자고 해 따로 선방(禪房)을 세웠다. 청하(淸河)의 장진후(張振後)도 그를 초청해 서현사(栖
玄寺)에 머물게 했다. … 영명(永明) 8년(490)에 세상을 떠났으니, 나이 일흔다섯이었다.
- 『고승전』 권11, 「습선(習禪)」, <석승심(釋僧審)>

『고승전』에는‘영취사’가 모두 네 번 나온다. 그 가운데서 비교적 명확한 세
군데를 위에 제시했다. 위에서 법개가 머문‘백산의 영취사’와 승유가 들어간
‘백산의 영취사’는 동일한 사찰임이 분명하다. 모두 섬현(剡縣)에 있다고 하는
데, 섬현은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승주시(嵊州市)와 신창현(新昌縣) 일대다.
옛날 오월(吳越)의 땅이었다. 세 번째의 혜고가 머문 영취사 또한 혜고의 행적
으로 보아서는 앞의 두 곳과 같은 사찰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하지 않은‘영취사’는 나무 술잔을 타고 강을 건넌 일 즉‘목배
도수(木杯度水)’로 유명한 승려 배도(杯度)의 전기에서 언급되었다.『고승전
』권10의 <배도>에“그곳의 배도는 이미 영취사로 떠났습니다”라는 구절 속에
나온다. 배도 또한 장강 언저리에서 활동했으므로 그가 간 영취사도 위에서 거
론된 그 영취사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승전』에는 이렇게‘영취사’가 네 곳에서 언급되지만, 모두 동일한 사찰
이었다. 이 밖에 다른 지역에는 영취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찰이 보이지 않는
다. 그런데 갑자기 7세기의 기록에 조금은 다른‘대부영취사(大孚靈鷲寺)’라
는 절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이 절은 울산의 영취사와 매우 흡사한 면
이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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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산의 동남쪽 아래 영취사
①에서 연회가 숨어 있던 곳, 즉 영취사의 뜰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 연꽃
몇 떨기가 네 계절 내내 시들지 않고 피어 있다고 했다. 국왕이 그 상서로운 이
적에 대해 듣고서 연회를 국사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자 연회가 곧바로 암자
를 버리고 달아났다고도 했다. 그러면 연회는 어디로 달아났는가? ②의 서두에
실마리가 있다.“서쪽 고개의 바위 사이를 넘어갈 때”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지금 영취사지에서 보면, 서쪽은 문수산이 있는 방향이다. 그 문수산을 가려
면 서쪽의 고갯길을 한참 올라가야 한다. ①에서 연회의 거처가‘영취사 용장
전’이라고 한 일연의 주석과 아울러 생각해 보면, 지리적 사실과 부합한다.
만약 지금의 영취산을 문수산으로 불렀거나 문수산을 본래 영취산으로 불렀
다고 한다면, 현재의 영취사지는 설명하기가 곤란해진다. 그리고 문수산이나
그 아래에 연회가 머물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야기에서처럼 달아나서 넘어갈‘
서쪽 고개’를 찾을 수 없다.『삼국유사』의 불교 이야기들이 결코 허황되거나
근거가 없는 것들이 아님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지리와 관련된 표현들을 쉽사리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에 더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근거는 중국 쪽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도선
의『삼보감통록』이다. 그 책의 권하에 아래와 같은 대목이 나온다.
대주(岱州)의 동남쪽에 있는 오대산(五臺山)은 옛날에 신선(神仙)의 집이라고 불리었다. 산은
사방으로 3백 리가 되며 매우 높고 험준하다. 다섯 개의 높은 대(臺)가 있는데, 산 위에는 풀이
자라지 못할 정도로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계곡 아래보다 빽빽하게 무성하며, 매우 춥다. 남쪽
에서는 청량산(淸凉山)이라 부르며 또한 청량부(淸凉府)를 세워 두었다.
경전에 보면 “문수보살(文殊菩薩)이 5백 명의 선인(仙人)들을 데리고 청량의 설산으로 갔다”고
되어 있으니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런 까닭에 옛날부터 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 산에 많이
떠돌았다. 남은 자취와 신령스러운 굴들이 갑작스럽게 눈에 나타나기도 하니, 그것들은 아무렇
게나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다.
중대(中臺)가 가장 높아서 그곳으로부터 4백 리가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 보는 듯하다. 꼭대기
에는 작은 돌로 만들어진 부도(浮圖)들이 많은데, 그 수가 천여 개다. 위문제(魏文帝) 굉(宏)이
세운 것들이다. 돌 위에는 사람과 말의 발자국이 아주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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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천(太華泉)이라는 커다란 샘이 있는데, 맑기가 거울과 같다. 두 개의 부도가 그 양옆에 세
워져 있다. 그 안에 문수사리상(文殊師利像)이 있고, 지극한 마음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어서
종소리와 향내가 끊어질 날이 없으며 신승(神僧)의 상서로운 모습을 종종 만난다. 용삭(龍朔
, 661~663) 연간 이래로 회창사(會昌寺)의 스님인 회색(會賾)에게 명하여 오대산에 가서 절과
탑을 수리하도록 했는데, 두 번이나 갔다가 되돌아오면서 신령스러운 감응을 만났다.
중대(中臺)의 동남쪽 아래 30리 되는 곳에 대부영취사(大孚靈鷲寺)가 있다. 옛날부터 전하기
를, 한(漢)나라 명제(明帝)가 세웠다고 한다. 현재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도량(道場)이 있으며,
불상이 여전히 남아 있다. 남쪽에 너비가 3경(頃)쯤 되는 화원이 있어서 네 계절 내내 이름난 꽃
들이 계속해서 핀다.
정관(貞觀, 627∼649) 연간에 해탈(解脫) 선사가 제자들을 모아 놓고 선정(禪定)을 익히다가 스
스로 말하기를, “화원의 북쪽으로 사방에서 문수보살이 보이는데, 수행하는 이들이 허공에 가
득하다. 뭇 신선들과 기이한 성인들이 이루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였다. 근래에는 승
명(僧明) 선사가 산에서 30여 년을 지냈다. 그 또한 신선 같은 성인을 만나 허공을 날아서 가버
리고 오래된 옷만 남겼다.
남대(南臺)의 30리 이내에 이름난 꽃들이 많은데, 산봉우리에도 두루 있어 세속 사람들은 화산
(花山)이라 부른다. 그 가운데에 성스러운 절이 있어서 때때로 종소리가 난다. 가끔 몸이 크고
관(冠)을 쓴 기이한 사람이 보이는데, 말을 하는 사이에 뛰어올라 아득히 멀어져버린다. 그 산은
매우 가까이 있으나 산에 오르는 속인은 드물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반드시 뛰어난 인연을 감
응하게 된다. 그 때문에 예전에 그 곳에 갔던 사람들을 적어둔다.

꽤 긴 글이지만, 모두 인용했다. 밑줄 그은 부분들은 <연회도명문수점>과 관
련이 있다. 오대산을 청량산이라 부른다고 하면서 중대의 동남쪽 30리 쯤에‘
대부영취사’가 있다고 했다. 지금 문수산에서 동남쪽에‘영취사지’가 있다.
거리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 위치와 방향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닮은 꼴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다.
그뿐만이 아니다.‘대부영취사’에 화원이 있어서 네 계절 내내 이름난 꽃들
이 계속 핀다고 했다. 이는 연회가 머물고 있던 영취사 뜰의 연못에 연꽃 몇 떨
기가 네 계절 내내 시들지 않았다고 한 것과 거의 같다. 참으로 공교롭다.
그러나 우연은 아니다. 도선의『삼보감통록』은 당시에 전해지고 있던 이야
기들을 수록한 책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도세(道世)가 지은『법원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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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9, 중국 오대산의 사찰>

(668)에도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당나라 용삭(龍朔) 원년(661)에 황제가
명령을 내려 회창사의 승려 회색을 시켜 오대산에 가서 절과 탑을 수리하게 했
다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중대(中臺) 꼭대기에는 태화천(太華泉)이라는 큰 못이 있고 또 작은 샘물들이 서로 이어 있다.
샘물을 끼고 부도(浮圖) 둘이 있고, 그 가운데 문수사리상이 있다. “문수사리가 5백 선인(仙人)
과 함께 청량산(淸凉山)에 가서 설법한다”는 말이 전하고 있다. 『화엄경』에서도 “문수사리는 청
량산에서 설법한다”고 했다.
이 산은 매우 추워 다른 나무는 나지 않고 오직 소나무만이 골짜기에 솟아 있다. 남쪽에는 청량
봉이 있고 산 밑에는 청량부(淸凉府)가 있어 고금의 남은 터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중대
로부터 동남쪽으로 내려가 30리쯤에 옛날의 대부영취사(大孚靈鷲寺)가 있고 동서에 두 도량이
있어서 불사(佛事)가 다 갖추어져 있다. 노인들이 전하는 말에, 한(漢)나라 명제(明帝)가 지은 것
이라 한다.
남쪽에 두 이랑쯤 되는 화원이 있다. 기이한 꽃들 사이에서 빛이 나와 사람의 눈을 부시게 한다.
사방에는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다. 노인들에게 물어도 그 근원을 모른다. 해마다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꽃이 번갈아 피는데, 옛날부터 승려들과 속인들이 이 꽃의 기이함을 사랑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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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이런 꽃이 없어 뿌리를 캐서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전혀 살지 못한다. 심지어 둘러싼 나
무 밖으로 옮겨 심어도 살지 못하고, 반드시 에워싼 나무들 안에 있어야 스스로 꽃을 피운다. 참
으로 문수사리의 감응이요 대성(大聖)이 나타내는 징조다. 진실로 신선들의 집에 둔 것이니, 어
찌 범부들이 함부로 심는 것이겠는가?
- 『법원주림』 권14, 「경불(敬佛)」

『법원주림』에서도『삼보감통록』과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대부영
취사가 중대의 동남쪽 30리 쯤에 있다는 것과 그 남쪽에 화원이 있어 기이한 꽃
들이 핀다는 것 등.『삼보감통록』과 달리『법원주림』에서는 기이한 꽃들이 다
른 곳에서는 전혀 살지 못하고 그곳에서만 사는 것을 문수사리의 감응이요 대
성이 나타내는 징조라고 해서 좀 다른 해석을 더하고 있을 뿐이다.
또 황제들이 오대산의 절과 탑을 수리하게 했을 정도로 당시 권력층에서도 대
단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 정도였다면 당시에 중국으로 구법행을 떠
난 신라의 승려들도 전해 듣고 알았으리라 생각된다. 또 도선의 저술을 통해서
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영취사가 세워진 때가 683년이니, 시기적으로도 영향
을 받았을 법하다. 그러한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 <연회도명문수점>의 ①이다.
무엇보다 위의『삼보감통록』과『법원주림』의 이야기는 ①에 담긴 의미를 부
각시켜주는 점이 있다. ①에서 연회는 세상의 이목을 끌 수 밖에 없는 상서로운
이적을 보여주었다. 연회가 고승으로서 탁월한 인물임을 알려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오대산의 중대와 대부영취사에서도 그러한 이적들이 가득하다. 이는 영
취사나 대부영취사 모두 예사로운 곳이 아님을, 티끌 세상에 있음에도 티끌에
물들지 않은 성스러운 곳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신령스러운 곳이 되면, 그때부
터 숭배의 대상이 된다. 왕이 연회를 국사로 임명하려 한 것도 그 점을 이용하
기 위해서였다.

연회가 만난 노인과 노파
연회가 영취사에 머문 것은 ①에도 나와 있듯이『법화경』을 읽으며 보현보
살의 관행(觀行)을 닦기 위해서였다. 승려로서 용맹정진하기 위해 시끌벅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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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절에 머물고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연회가 허투루 수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뜰의 연못에 연꽃 몇 떨기가 네 계절 내내 시들지 않고
피었다는 사실에서 입증되었다. 그런데 그 이적이 도리어 연회를 번거롭게 만
드는 꼬투리가 되었으니, 왕이 국사로 삼으려 한 것이다.
아래는 그 다음 이야기로서 <연회도명문수점>의 본론이다.
②  서쪽 고개의 바위 사이를 넘어갈 때 한 노인이 이제 밭을 갈다가 스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스님이 대답했다.
“나라에서 잘못 듣고 나를 관작으로 옭아매려 한다는 말을 들어서 피해 숨는 길입니다.”
노인이 듣고는 말했다. “여기서도 팔 수 있는데, 어찌 힘들게 멀리서 팔려고 하시오? 스님
이야말로 이름 파는 일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겠소이다!”
연회는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고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윽고 몇 리를 더 가다가 시냇가에서 한 노파를 만났는데, 노파가 스님에게 어디로 가느냐
고 물었다. 이전처럼 대답하니, 노파가 말했다.
“앞서 사람을 만났습니까?”
“한 노인이 나를 너무 업신여기기에 성을 내고 오는 길입니다.”
노파가 말했다.
“그 분은 문수대성(文殊大聖)이신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어쩌겠다는 게요?”
연회는 그 말을 듣고 놀랍고 두려워져 얼른 노인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뉘우쳐 말했다. “성자의 말씀을 감히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
냇가의 노파는 그 어떤 사람인지요?”
노인이 말했다. “변재천녀(辯才天女)일세.” 말을 마치자 그만 숨어버렸다.
이에 암자로 돌아가니, 조금 뒤에 왕의 사자가 조서를 받들고 와서 그를 불렀다. 연회는 일
이 이미 받아들여야 할 지경임을 알고 곧 조서에 따라 대궐로 갔고, 국사에 봉해졌다. 【『승
전』에서는 “헌안왕이 두 조정의 왕사로 삼아 ‘조(照)’라고 일컬었으며 함통 4년(863)에 죽
었다”고 했는데, 원성왕의 연대와 서로 어긋나니 어느 쪽이 옳은지 모르겠다.】 스님이 노인
에게 감응을 받은 곳을 문수점이라 하고, 여인을 만난 곳을 아니점이라 했다.

조정에서 자신을 국사로 삼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 연회는 암자를 버리고
한달음에 달아났다. 서쪽 고개 바위를 넘어가다가 한 노인을 만났고, 노인의 물
울산, 신라 불국의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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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연회는 나라에서 관작으로 자신을 옭아매려 하는 것을 꺼려서 숨는다고
대답했다. 이 대답에 노인은 놀리는 듯한 말을 해주었는데, 연회는 자신을 업신
여기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럴 만도 하다.

<사진 50, 문수고개>

연회에게는 조용한 곳과 번잡한 곳, 수행 도량과 저자거리, 은사(隱士)와 국
사(國師)는 아주 구별되는 것이다. 연회는 조용한 곳에서 수행하는 은사로 남
고 싶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를 알고서 국사로 삼으려 하니, 뜻한 바대로 살
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달아난 것이다. 연회가 노인에게 대답할 때“잘못 듣
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조용히 수행하며 지내려는 자신의 뜻을 왕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이름을 팔아서 알려지려는 수행자가 아
님에도 알아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달아나는 것이 능사인가? 달아나 숨으면, 앞으로 이름을 팔지 않게
되고 조용히 수행할 수 있게 될까? 세속 사람들이 참으로 연회의 뜻을 알아주
어 더 찾지 않게 될까? 노인은 그렇지 않다고,“스님이야말로 이름 파는 일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겠소이다!”라고 핵심을 찔러 말했다. 국사라는 큰 관작을
피해서 숨는 일은 오히려 이름을 더 높이고 널리 퍼지게 하는 구실을 해서 왕과
귀족들을 비롯해 수많은 불자들이 그를 더욱 높일테니, 그러면 이름은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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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높아질 것이다. 이는 이름을 더 잘 파는 짓이므로 이름 파는 일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은 그런 이치를 넌지시 일깨워주었다.
그러나 연회는 그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고 도리어 노인이 자신을 업신여
긴다고 여겼다. 오래도록 수행을 해 온 승려임에도 평범한 노인의 말속조차 제
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이는 산속에서 조용히 수행하는 승려들에 대한 은근한
비판이기도 하다. 출가해서 승복을 입고 수행한다고 해서 모두 제대로 수행하
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도 연회가 몇 리를 더 가다가 만난 노파에게“한 노인이 나를 너무
업신여기기에 성을 내고 오는 길입니다”라고 말한 데서 그의 착각이 얼마나 심
각한지 잘 드러난다. 비록 노인이 자신을 대놓고 비꼬거나 업신여기더라도 성
을 내서는 안 되는 승려임에도 성을 냈다. 불교는 인간의 모든 괴로움과 번뇌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삼독(三毒)’에서 비롯된다고 일러준다. 연회는
저도 모르게 그 가운데 하나의 독을 표출했다. 그럼에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
했으니,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반면에 노인은 그런 연회를 아주 날카롭게 일깨워주었다. 또 연회가 노인의
진면목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노인이 문수보살이라고 알려준 노파 또한 안
목과 식견을 갖춘 인물이다. 노인과 노파가 연회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문수보
살과 변재천녀라 한 데서 잘 드러난다. 참으로 문수보살과 변재천녀가 모습을
바꾸어 나타났을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평범한 노인과 노파도 얼마든지 지혜
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수 있다.
어쨌든 연회는 뒤늦게 노인의 일깨움을 알아차리고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왕이 보낸 사자로부터 조서를 받고 대궐에 따라가 국사가 되었다고 한다. ②의
말미에서“연회는 일이 이미 받아들여야 할 지경임을 알고”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연회가 자그마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다. 조용히 숨어서 지낸다고 수
행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미 닥친 일을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님을 깨
달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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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보살과 변재천녀
연회가 만난 노인과 노파는 참으로 문수보살이고 변재천녀였을까? 언뜻 보
아서는 문수보살과 변재천녀의 화신(化身)으로 여겨진다. 문수보살만 하더라
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보살이다. 가령,『삼국유사』의 <대산오만진신>을
보면 아래와 같은 대목이 나온다.
날마다 인시(寅時)에 문수대성(文殊大聖)이 진여원(眞如院), 지금의 상원(上院)에 이르러 서른
여섯 가지로 꼴을 바꾸며 나타났다. 어떤 때는 부처의 얼굴 꼴로 나타났고, 어떤 때는 보주의 꼴
로, 어떤 때는 부처의 눈 꼴로, 어떤 때는 부처의 손 꼴로, 어떤 때는 불탑의 꼴로, … 어떤 때는
청룡의 꼴로, 어떤 때는 흰 코끼리 꼴로, 어떤 때는 까치 꼴로, 어떤 때는 소가 사자를 낳는 꼴로,
어떤 때는 돌아다니는 돼지 꼴로, 어떤 때는 푸른 뱀 꼴로 나타났다.

보천과 효명 두 형제가 날마다 오대산의 오만진신을 우러르며 예배할 때, 문
수대성 곧 문수보살이 서른여섯 가지의 꼴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부처의 얼굴
이라는 존귀한 꼴에서부터 돼지의 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만약 문수보살이 서른여섯 가지의 꼴로 나타날 수 있다면, 그 이상으로 무수히

<사진 51, 문수산>

142

다양한 꼴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된다. 이로써 보면, 연회가
만난 노인은 그런 논리에 따라 나타난 문수보살일 수 있다.
그러나 연회가 만난 노인은 그런 논리를 보여주는 문수보살이 아니다. 연회
가 만난 노인은 밭을 갈고 있었다. 그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인, 평생
농사를 짓고 살던 노인에 지나지 않는다.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나타난 노인이
아니라 평범한 중생으로서 노인이다. 문수보살에 견줄 만큼 지혜를 가진 노인
이었을 뿐이다. 문수보살과 다름이 없는 그런 노인을 만난 곳이 문수점이다.
이 문수점 곧 문수고개로 말미암아 그 곁의 산이 문수산으로 불리게 된 것이 아
닐까?
앞서 문수산이 청량산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중국의 청량산과 달리 문수보살
의 성지라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취사의 연꽃처럼 무언가 특별한
이적이 있거나 탁월한 고승의 자취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 이는 애초에
문수산이 먼저 문수보살과 인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수점으로 말미암아 비
로소‘문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노파를 살펴보자. 문수보살이 평범한 노인이었던 것처럼 변재천녀 또
한 평범한 노파다.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노파일 뿐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노파를 변재천녀라고 한 것이다.『삼국유사』에서 여인이나 노파는 대개 관음
보살의 화신으로 묘사되는데, 영취산과 문수산 일대에서는 변재천녀를 내세우
고 있어 참으로 특이하다.
앞서 4장에서 영취산의 주인이 변재천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룬 바 있으며,
변재천녀는 지혜와 변재를 상징하는 존재라는 점 또한 언급했다. 그런데 중국
이나 한국의 불교 이야기들 가운데서 이렇게 변재천녀가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로지『삼국유사』속의 이야기에
서만 등장한다.
과연 변재천녀의 등장을 특별하게 또는 기이하게 여길 만한가? 불교에서는
수많은 보살들과 천신들이 존재하니, 누구나 등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불교 설
화에서는 극히 소수만 등장한다. 오로지 경전에서만 언급되고 설화에서는 전
혀 등장하지 않는 보살들이 대부분이다. 설화에서는 문수보살과 관음보살, 지
장보살 등 몇몇의 보살이 빈번하게 등장할 따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재천녀가 등장하는 일은 참으로 뜻밖이다. 영취산의 주
울산, 신라 불국의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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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며 문수산 기슭의 시내에서 노파의 모습으로 나타난 변재천녀. 무엇보다
도 평범한 민중이 전하던 이야기에서 변재천녀가 등장했다. 이 등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신라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금광명경』과『금광명최승왕경
』이 널리 읽혔다는 사실도 이미 말했다. 그 덕분이었을까?
『금광명경』과『금광명최승왕경』이 호국의 경전으로 간주되었다고도 했는
데, 이는 왕실과 귀족들 그리고 지배층과 가까웠던 승려들에 의해서 두 경전이
널리 강설되었음을 의미한다. 또 법회에서『금광명경』을 강설할 때에 변재천
녀가 자주 거론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두 경전에서 변재천녀는 호국과 무관한
천녀로 나오며, 늘 중생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해주는 존재로 나온다. 변재천
녀는 중생을 위해 지혜와 변재를 구한 보살이었던 것이다. 그 점이 재가불자들
을 비롯한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을까?
민중은 석가모니가 아닌 변재천녀를 영취산의 주인으로 설정하고, 영취사에
서 달아나던 연회가 시냇가에서 만난 노파를 변재천녀라고 하면서 이야기에 지
혜의 문제를 담아 냈다. 호국이라는 지배층의 의도와는 다르게 불교를 이해하
고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민중이 매우 주체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지배층과 지식인들에 의해서 우둔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역사서에서
조차 배제되었던 민중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당당하게 주체적인 존재임을
선언하면서 변재천녀를 활용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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