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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고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몇몇 시가와 그 배경설화에 담긴 교육적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고려시대 이전의 한국 고대사회에서 교육은 현대적 의미의 형식적 교육보다는 정치적이고 종교적
의미가 혼합된 무형식적이고 비형식적 특성을 지닌다. 그것은 통치자들의 경우 체제유지의 차원에
서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교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민중들에게는 종교적 염원과 발원(發願)의 성
격을 지닌다. 수로부인 설화와 해가(海歌)의 경우, 놀이와 제의(祭儀) 측면에서 통치자가 체제를 유
지하려는 교육적 특성을 보였고, 태평가(太平歌)에서는 사대교린(事大交隣)을 통한 선진 문물의 수
용과 교화라는 교육적 함의를 엿볼 수 있었다. 안민가(安民歌)는 정명사상(正名思想)의 정수를 노래
한 것으로 통치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유지라는 교육기능이 돋보인다. 도천수관음가(禱千手觀音歌)
와 풍요(風謠)에서는 통치자 중심의 교화와 달리 민중들에게 나타나는 종교적 열망과 개인의 평안
을 기원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사회화 과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탑과 불상 등은 백성들에게 교육적 상징물로 발원의 대상이 되었고, 이런 교육적 특성이 민간의
백성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인 교육의 방법으로 작용하였다. 김현감호(金現感虎)와 원왕생가(願往生
歌), 도솔가(兜率歌)에서는 고대인들의 교육활동의 구조를 그려볼 수 있었다. 그것은 현대 교육의
활동과 유사한 형태로, 비교육적 상황이 존재하고 그에 대해 교육자의 역할과 필요성이 얼마나 중
요한지 가늠하게 한다.
【주제어】 삼국유사, 설화, 시가, 무형식 비형식 교육, 체제유지, 사회화, 종교적 염원
*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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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고대사회에서 설화(說話)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때로는, 신화(神話)
처럼 신성시되기도 한다. 설화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독자의 시각에 따라 제각기 다르
다. 때문에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하기 어렵다. 설화를 바라보는 학자들의 의견도 제각각이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이 견해를 함께한다. 설화에
등장하는 신적인 존재나 신비스런 이야기들은 실상 인간의 영웅을 신화화한 것이고, 인간의 생
활을 형이상학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그러기에 설화는 고대사회를 살았던
인간들의 생활과 이상의 반영이다.
우리는 설화에 등장하는 여러 화소(話素)와 등장인물들을 통해 고대사회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정치와 종교, 사회와 문화, 과학의 발달 정도 등 여러 차원의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화소들의 ‘원형적 심상’ 을 통해, 설화를 해석하면서 무언가 의미를 찾으려고 한
다. 이런 작업을 원형비평(原型批評: archetypal criticism)이라고 하는데, 꿈이나 신화 등의 원시적
형태에 내재되어 있는 행위나 사상을 인류의 원형적 패턴으로 보고, 이를 문학작품에서 찾으려
는 비평이다. 그것은 역사적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반복해서 나타나는 신화적 패턴 또는 원
형(archetype)을 문학작품으로 구체화한다. 요컨대, 신화와 전설이 담긴 문헌 속에서, 우리는 고대
사회 인간들의 심리와 민족적 사고방식의 원형을 엿볼 수 있고, 사회적 구조와 문화권의 접촉
및 그 유연성을 찾을 수 있으며, 한 민족의 역사적 풍토와 민족문화의 성격 내지 이념의 원형
과 방향을 추출할 수도 있다.
교육은 인류의 역사나 문화와 궤적을 같이 하는 삶의 근원적 현상이다. 따라서 설화에 담긴
이야기 자체가 교육적 의미를 내포한다. 교육은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교화적 특징과 권위적
성격이 강하다. 정치․종교지도자에 의한 통치의 한 양식으로서 교육은, 그 사회의 강력한 문화
를 조성한다. 이때 일반 민중들은 이데올로기에 갇힌 형식일지라도 매우 적극적으로 통치자의
지배적 질서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교육된다. 그리고 타율적이지만, 통치자의 지배질서 내에서
나름대로 자발성을 발휘하며, 교육과 학습을 통한 당대의 사회문화와 삶을 영위한다. 우리 민족
의 고대사회 교육도 이와 유사하다. 고대 사회의 민족문화를 담고 있는 대표적 문헌인 삼국사
기와 삼국유사에서 그런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삼국유사는 정사로서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된 삼국사기와 다르게, 고조선의 단군신화를 시발점으로 여러 왕들의 신이성이
돋보이는 탄생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이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1)

2)

朴喆熙․金時泰 엮음, 신화주의 비평 , 문예비평론, 서울: 문학과비평사, 1988, 424∼425쪽.
2) 조지훈, 東方開國說話攷 , 단군신화연구, 청주: 온누리, 1994,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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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설화를 담아내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삼국유사의 이야기, 설화에 주목하였다. 특히, 고조선에서 통일신라,
심지어는 고려시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삼국유사에 수록된 여러 가지 일화 가운데, 역사적으
로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사실이나 교육적 관점이 적지 않게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 발견하였
다. 본고는 몇몇 시가와 설화에 담겨 있는 교육적 의미를 도출하려는 시도 중의 하나이다. 특
히, 고대사회의 교육적 특징이 당시 사회체제를 보수적으로 유지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서, 삼국유사에 수록된 시가나 배경설화 중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설화의 내용이 교육
적으로 볼 때, 놀이와 제의를 통한 사회체제유지, 사대교린과 약소국으로서의 국가체제 지속,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정명사상 실천과 민중교화, 종교적 발원과 노동을 통한 사회화 등, 체제의
유지와 지속에 치우치는 특징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할 것
이다.
연구자가 조사한 결과, 삼국유사와 관련한 연구는 역사학계나 국문학계를 중심으로 많이
진척되었으나, 교육학계의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삼국유사의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교육
적 함의나 교육사적 사실 관계, 교육적 관점 등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그것도 교육학계 바깥의 연구자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문학작품으로서의 ‘향가’를 연구
하는 가운데 교육적 함의를 조금씩 담는 정도이다. 이러한 연구 정황을 고려해볼 때, 삼국유사
에 수록된 시가나 설화를 통해,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는 작업은 그 자체가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화소들 중에서, 시가와 배경설화를 검토하고, 여기
에 담긴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물론 삼국유사에 담긴 교육적 내용과 함의를 총
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의 문학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알려진 향가를 포함한 몇 편의 시가와 그 배경설화를 분석․검토할 것
이다. 특히, 시가와 배경설화에 담긴 내용을 고대사회의 교육적 특징인 체제유지와 교화의 관점
에서 고찰하고,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연결하여 탐구하며, 현대 교육적 의미나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3)

4)

한국학술정보 KISS(http://kiss.kstudy.com/)에서 삼국유사 연구와 관련된 주제어로 연구 성과를 검색해본
결과 총 421건의 관련 연구 자료가 나왔다. 대부분이 역사학계나 문학 자료적 가치를 지닌 연구물이었
고, 교육적 특성을 담은 연구는 10% 미만이었다.
4) 삼국유사와 관련한 연구로는 안경식(관음신앙이 한국 고대 교육문화에 끼친 영향, 교육사상연구
4, 한국교육사상연구회, 1994, 81~100쪽)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관음신앙을 한국 고
대 교육문화의 차원에서 검토하였는데, 그 가운데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도천수관음가”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안경식은 “도천수관음가”의 경우, 문학적 예술적 측면에서 고대 한국인의 심성을 정화시키
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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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놀이와 제의를 통한 체제유지
삼국유사에는 고려시대 초기까지 행해졌던 한국 고대의 여러 가지 제의와 놀이들이 등장한
다. 역대의 왕들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거나 국중 행사와 같은 놀이의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된
다. 이러한 정황은 “수로부인(水路夫人)”조에 보이는 구지가(龜旨歌)의 배경설화에서도 감지된다.


성덕왕 시대의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해 가는 도중에 바닷가에 참을 정하고 점심을 먹었
다. …… 다시 이틀 길을 가니 바닷가에 정자가 있었다. 거기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바다의 용이
나타나 돌연히 부인을 채 가지고 바다로 들어갔다. 순정공은 엎어지고 자빠지며 발을 구르며 어찌
할 줄을 몰랐다.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옛 사람의 말에 여러 사람이 떠들어 대면 쇠도
녹여낸다고 했는데, 지금 그까짓 바다 속에 있는 미물이 어찌 여러 사람의 입을 겁내지 않겠습니
까?(①) 이 경내의 백성들을 시켜 노래를 지어 부르고 막대기로 언덕을 두드리면 부인을 볼 수 있
을 것입니다(②).” 이에 순정공이 그 말대로 했더니 용이 부인을 모시고 바다로부터 나와 나왔다.
…… 부인이 입은 옷에서 이상한 향기가 풍기는데 이 세상에서는 맡아보지 못한 향내였다. 수로는
자색이 절세미인이었으므로 깊은 산이나 큰물을 지날 적마다 여러 번 귀신이나 영물들에게 붙들
려갔다.
5)

제의와 놀이는 인간의 반성적 의식에서 비롯된다. 반성(反省)이란 한 개인이 그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는 경험을 말한다. 한 개인은 반성적 능력에 의해 사회적 과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미래의 행동을 바꾸어 사회적 과정 자체를 수정할 수 있다. 제의와 놀이의 과정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의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사회적 과정의 하나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의와
놀이는 인간이 스스로 개인과 집단에 대해 반성하면서 그러한 반성의 결과를 상징적 행위를 통
해 구현해낸 것이다.
이러한 제의적 차원에서, “수로부인”조의 배경설화에는 두 가지 주목할 점이 등장한다. ①의
기록은 말-언어-의 주술성 즉, 집단적 기원의 효력을 의미한다. 고대 신화시대의 자아와 세계의
구도는 동일시되었다. 지배자의 경우, 신이한 능력으로 승리를 쟁취한다.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6)

三國遺事 卷2 紀異2 “水路夫人”: 聖德王代, 純貞公赴江陵<大,太>守[今冥{溟}州], 行次海汀晝饍. 傍
有石嶂, 如屛臨海, 高千丈, 上有躑躅花盛開. 公之夫人水路見之, 謂左右曰: “折花獻者其誰?” 從者曰: “非人
跡所到.” 皆辭不能. 傍有老翁牽牸牛而過者, 聞夫人言, 折其花, 亦作歌詞獻之, 其翁不知何許人也. 便行二日
程, 又有臨海亭. 晝*鐥{饍}次, 海龍忽攬夫人入海, 公顚倒躄地, 計無所出. 又有一老人, 告曰: “故人有言, 衆
口鑠金, 今海中傍生, 何不畏衆口乎. 宜進界內民, 作歌唱之, 以杖打岸, <則>可見夫人矣.” 公從之, 龍奉夫
人出海獻之. 公問夫人海中事, 曰: “七寶宮殿, 所*鐥{饍}甘滑香潔, 非人間煙火.” ( )안의 번호는 논의의 편
의를 위해 논자가 붙였다.
6) 송효섭․이강옥, 삼국유사 설화 속의 제의와 놀이에 관한 연구 , 고전문학연구 8, 한국고전문학회,
1993, 8∼9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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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히 원하고 쟁취하려는 것을 주술이나 기원으로 얻어낼 수 있었다. 이는 신화적 세계관에서
만 통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구지가의 구조는 “결핍-과업-과업수행-결핍충족”의 구조로 이해된
다. ①의 상황은 과업수행 이전까지, 집단적 제의 기원의 몰인식에서 인식으로 전환되는 순간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노인은 이미 말의 주술적 효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할 때, 언어는 사회 구조를 영속화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한 계층에서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구어(口語) 양식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감정의 전달 방식을 통해 그 계층의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준다. 이때 언어는 사회적 유
전인자를 담고 있다. 노인의 주술성 섞인 말은 바로 이런 기능을 한다.
또한 순정공은 태수라는 벼슬로 강릉을 시찰하러 갔다. 태수는 신라시대 지방의 으뜸 벼슬로
그 위계가 중아손(重阿飡)에서 사지(舍知)까지 해당되는 직급이다. 강릉지역의 지배자인 순정공
은 ②의 상황과 같이, 그 사회집단의 백성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막대기로 언덕을 두드리
게 하였다. 이는 집단의 위기 혹은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의적 성격의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경내의 백성들에게 그런 행위를 시켰다는 것은 수많은 인원이 동원된 대규모 행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막대기를 가지고 단체로 언덕을 두드리는 행위는 무언가 공동으
로 약속된 규약에 의한 제의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면서 이러
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집단가무의 성격을 띠고 있는 놀이의 의미도 내포한다. 해가(海歌)에서
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7)

8)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 남의 부녀 빼앗은 죄 얼마나 큰가 / 네 만일 거역하여 내놓지
않으면 / 그물로 잡아 구워먹으리라
9)

해가로 대표되는 제의와 놀이의 혼합 양식은 집단 구성원간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넓게는
제의 의식을 통해 지배자는 피지배자에 대한 사회통제와 질서유지의 역할까지 수행한다. 설화
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 통제의 기능이다. 이런 차원에서 순정공은 기우제를
지내는 제관이고 수로부인은 그의 사제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때 수로부인은 무당과 유사하며
용신에게 기우제를 지내는 모습으로 비쳐진다. 그렇다면 수로부인의 납치는 일종의 강신의 성
격을 띤 것으로 여겨진다.
10)

11)

같은 논문, 12쪽.
이홍우, 교육의 개념, 서울: 문음사, 1991, 102쪽.
9) 三國遺事 卷2 紀異2 “水路夫人”: 龜乎龜乎出水路. 掠人婦女罪何極. 汝若㥬逆不出獻. 入網捕掠燔之喫.
10) 김태곤 외, 한국의 신화, 서울: 시인사, 1998. 15쪽.
11) 이동철, 수로부인 설화의 의미-기우제의적 상황과 관련하여- , 한민족 문화연구 18, 한민족문화학회,
2006, 249∼251쪽.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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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사에서 통일신라를 포함한 삼국시대까지, 고구려의 태학이나 경당, 신라의 국학, 독
서삼품과 등을 제외하면 형식적 교육기관을 통해 국가교육과정이 시행되는 모습은 많지 않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그만큼 모방이나 생활교육 차원의 무형식적․비형식적 차원의 교육이 널리
행해졌다. 넓게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생활하기 시작하는 매 순간순간이 무형식적이고 비형
식적인 교육과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놀이와 제의의 개념은 개인이 집단적 행위를 통해 사회화
를 체험하는 교육적 행위이다. 순정공이 백성을 동원하여 시행하였던 제의와 놀이는 지배자가
시행했던 사회화의 한 양상으로 집단구성원을 위기상황에서 단결하게 하고, 놀이를 통한 갈등
의 양상을 해소하게 만든다.
한국 고대사회의 교육은 본래 정치와 종교, 제사가 하나로 엮어져 있다. 그러기에 고대사회
의 교육 목표는 정치와 종교의 목표와 동일했다. 지배자는 피지배자가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반
역을 꿈꾸는 등 엉뚱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것은 피지배자
가 지배자를 위하며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도 통한다. 즉 일종의 통치 지배자의
질서구축을 위한 봉건사상의 건설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②와 같은 행동양식을 통
해, 고대사회의 교육적 행위를 연출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 결핍, 더구나 형식적 교육이 부재한
상황에서, 교육작용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삼국사기 성덕왕 36년의 기록을 살펴보면, 큰 역모나 전쟁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민중
들의 생활에 가장 민감한 가뭄과 역병, 우박, 메뚜기 떼로 인한 곡식피해, 홍수 등의 천재지변
이 거의 매년마다 발생한다. 성덕왕 24년까지만 해도 백성들의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천재지변
등이 16번이나 보인다. 이로 인해 왕이 거사 이효를 시켜서 기우제를 두 번이나 행하고, 여러
지역으로 행차하여 지역민들을 보살피기도 한다. 또한 곡식의 종자를 차등 있게 내려주는 모습
도 보인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순정공의 해가는 제의와 놀이의 속성을 띠고 있는 집단 행위를 통
해, 백성들 스스로에게 도탄에 빠진 자신들을 어루만져주는 치자의 구원과 사회일원으로서의
자신을 확인하려는 의미부여로 다가온다. ①에서 ‘옛 사람의 말에’라는 기록을 보아도, 이러한
비형식적 교육의 시행은 그 이전시대부터 반복적으로 실시되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여와 고구려, 영고에서의 ‘국중 대회’가 바로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해
가와 구조가 매우 비슷한 구지가는 가야국의 시조설화로서, 이때에도 수로왕의 강림을 위해서
300여명의 백성들이 흙을 파헤치며 노래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왕이 부재한 위기상황에
12)

13)

14)

15)

한기언, 한국교육사, 서울: 박영사, 1983, 7쪽.
이만규, 조선교육사Ⅰ, 서울: 거름, 1988, 37쪽.
14) 김부식(고전연구실 편), 新編 三國史記, 서울: 신서원. 2000, 207∼223쪽 新羅本紀 “聖德王條” 참고.
15) 일 연(고전연구실 편), 新編 三國遺事 卷3, 서울: 신서원, 1994, 181∼183쪽 駕洛國記 참고.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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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9명의 추장이 하늘의 계시를 듣고 시행한 이 노래는 노랫말의 형태 또한 거의 흡사하다. 전
승의 형태는 정확히 추측할 수 없지만, ①에서의 ‘옛 사람의 말’이 이처럼 위기상황에서 반복적
으로 쓰이고 있고, 통치 질서와 백성들의 생활 안녕을 위한 비형식적 교육기능, 이른 바 ‘사회
화’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Ⅲ. 사대교린과 약소국으로서의 체제지속
태평가는 진덕여왕이 즉위하자 스스로 지은 후, 비단에 싸서 사신을 시켜 당나라에 전달한
노래이다. 태평가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라의 태평한 앞날을 염원하며 지은 노래이
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점점 약화되어 가는 신라는 의지처가 필요하였고, 그 적합한 최고의
대상국이 바로 당나라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나라의 제후국이 되어야만 체제지속을 약조받을
수 있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사회에서 요청된 교육의 주요 목적은 사회 체제유지였다. 일반적으
로 아동이 성인들의 생활을 모방하면서 기성세대들이 즐긴 사회체제를 다음 세대가 그대로 유
지해 가도록 하였다. 즉 개인으로서 민중은 지배자의 논리대로 사회의 축적된 경험을 재생산하
여 국가의 지속을 꾀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랐다. 이러 점에서 볼 때, 이 노래에는 신라를 통
치했던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교육적 이상이 녹아 있다.
태평가에 등장하는 몇몇의 가사들은 일종의 사대교린의 표본이다. 당시 신라의 상황은 중국
당나라의 교육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양상이었다. 그리하여 문치에 힘써 태평성대를
이루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진골들 사이에서 전제주의 타도를 위한 운동이
일어났고, 경덕왕 때부터 이런 움직임을 막기 위해 중국화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이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육두품 귀족들의 신라진골에 대한 반항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한화(漢化) 정책의 양상은 다음과 같은 노래로 표출되었다.
16)

17)

18)

위대한 당나라가 왕업을 창업함에 / 황제의 높은 포부 장하기도 하여라 / 전쟁을 그침에 군사들
은 시름 놓고 / 문교에 힘을 써서 대대로 이을세라 / 하늘을 대시하여 베푼 은혜 장할시고 / 만물
을 다스리시어 저만큼 빛을 내다 / 그지없이 어진 덕행 해와 달과 조화되어 / 태평 세월 지향하여
세상을 인도하네 / 깃발은 어찌 그리 빛나게 나부끼며 / 군악 소리 유달리도 우렁차게 들리누나 /
三國遺事 卷1 紀異1 “眞德王”: 第二十八, 眞德女王卽位. 自製太平歌, 織綿爲紋, 命使往唐獻之.
17) 김정환․강선보, 교육학개론, 서울: 박영사, 2011, 35쪽 참고.
18) 이기백, 한국사신론, 서울: 일조각, 1999, 111∼113쪽.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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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명령 거역하는 외방의 오랑캐는 / 한칼에 멸망하여 천벌을 받으리까 / 밝고 어두운 데 없이
순박한 풍속이요 / 먼 곳 가까운 곳 없이 저만큼 축하로다 / 사철 비바람은 옥촉처럼 고르고 / 해
와 달과 별들은 만방을 두루 돈다 / 산신령은 어진 재상 점지하여 주시고 / 황제는 충량한 신하를
신임한다. / 3황과 5제의 덕이 한 덩어리 되어 / 어화 우리 당나라 길이 비취리라
19)

당나라 창업 이후, 문교에 힘쓰고 순박한 풍속을 이루었다고 칭송하는 것은 국가가 평화롭게
안정되고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지속되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일종의 현실적 교육목표이다. 아
울러 신라가 스스로 당나라의 충량한 신하로 자처함은 하나의 국가적 이상 모델로 당나라를 섬
기겠다는 의지이다.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서 ‘신하’라는 표현은 외교적 수사 차원에서 남을 높
이고 자신을 낮추어 보는 겸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런 사대교린의 외교적 전략을 통하여
신라는 국내적 혼란을 극복하는 동시에 이웃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전쟁을 피해 국가
를 보존하려는 몸부림에 휩싸였으리라. 그리하여 노래의 말미에는 중국의 전설적이며 유교적
덕치를 펼친 황제를 언급하였다. 이는 상하 통치 질서와 그에 따른 체제안정을 추구하는 유교
교육의 강화를 꾀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문교에 힘쓴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글을 포함해 학문, 예술, 법도, 예의, 예절, 등의 뜻을 지
닌다. 즉 예악․제도 등 국가 사회를 빛나게 하는 것으로, 국가체제 유지라는 교육적 의미를 내
포한다. 이는 초기 유교의 집대성자인 공자의 의식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즉 선진의 문명권이나
전시대의 훌륭한 예악 및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어가려는 의식의 발로이다.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절과 법도를 따랐으니 거기에서 보태거나 뺀 것을 알 수 있다.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절과 법도를 따랐으니 거기에서 보태거나 뺀 것을 알 수 있다. 그 누군가 주나라를 계
승하는 자가 있다면 백 왕조 뒤의 일이라도 알 수 있으리라.
20)

공자의 문교도 앞 세대의 전통을 이은 ‘계승’의 차원이 강하다. 당시 중국의 예악과 제도의
기준이 되었던 주나라 역시 하-은-주의 흐름에서 계승된 것이다. 이런 의식은 상대적으로 변방
인 신라에도 전해졌다. 왕호와 시호 등으로부터 다양한 예절과 법도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수용
능력에 비준하여 교화와 교육의 흐름 속에서 이어가려고 했다. 태종 춘추공 때의 신라별기 에
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三國遺事 卷1 紀異1 “眞德王”: 大唐開洪業, 巍巍皇猷昌. 止戈戎威定, 修文契百王. 統天崇雨施, 理物
體含章. 深仁諧日月, 撫運邁虞唐. 幡旗何赫赫, 錚鼓何鍠鍠. 外夷違命者, 剪覆被天殃. 淳風凝幽現, 遐邇競
呈祥. 四時和玉燭, 七曜巡萬方. 維嶽降輔宰, 維帝任忠良. 五三成一德, 昭我唐家皇.
20) 論語 爲政 : 殷因於夏礼, 所損益, 可知也. 周因於殷礼, 所損益, 可知也. 其或継周者, 雖百世可知也.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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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것을 다시 일으키고 끊어진 것을 이어가는 일은 지난날 성인들의 공통된 규범이었다. 어
떤 일이든지 옛 것을 본떠야 한다는 것은 역사에 전하고 있는 말이다
21)

이런 차원에서 태평가에 담긴, 당나라의 예악․문물의 합리적 수용과 활용은 신라 통치자의
문화적․제도적 교화 의도와 그 교육적 의미가 어떠한지를 잘 일러주는 하나이 근거이다. 긍
정적으로 이해한다면, 중국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는 작업이고, 부정적 차원에서는 신라 내
부의 문제를 외국에 의지하여 풀어가려는 사대주의 교육의 불행이 시작되는 사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Ⅳ. 정명 사상과 민중 교화
삼국유사 설화나 시가는 체제유지나 사회질서 확립, 국가의 번영을 염원하는 교육내용을
훨씬 넘어서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여러 계층의 행위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기도 한다. “처용
랑(處容郞) 망해사(望海寺)” 조에는 처용이 자신의 부인을 데리고 자는 역신(疫神)을 보고 불렀
다는 노래가 등장한다. 노래를 들은 역신은 처용의 관대함을 보고 잘못을 빌며 처용의 얼굴만
보여도 나타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노래는 다분히 주술적이다. 처용가와 같은 노래를 지어
역신과 액운․불행 등을 물리치거나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설화나 시가는 삼국유사 곳곳에
등장한다. 혜성가와 서동요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 그려진 것처럼, 신화시
대 이후의 고대 사람들은 ‘말에는 힘이 있고, 그 말을 반복하고, 그 속에 기원을 담으면 이루어
진다.’는 ‘말’의 주술성을 굳게 믿고 있었다. 말의 주술성을 지역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퍼져나
가게 하고,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노래였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인식을 바꿀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시가는 교육적 역할을 한
다. 또한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케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도를 지닌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시가들은 대부분 왕이나 고승, 혹은 높은 직급의 신하가 지었다. 그러므로 통치자의 관점에서
아랫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노래들이 상당수이다. 특히, 경덕왕 때의 충담이
지은 안민가에는 통치자의 유학적 교화를 설파한 치국안민의 의도가 절정을 이룬다.


임금은 아비여 / 신하는 자애로운 어미여 / 백성은 어린아이라 할지 / 백성이 사랑하는 이 압니
다. / 윤회의 차축을 괴고 있는 간난 이 / 이들을 먹여서 편안히 하여라 /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가 할지 / 나라를 보존할 길 아노라 / 아야 /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한다면 / 나
三國遺事 卷2 紀異2 “新羅別記: 興亡繼絶, 往哲之通規, 事必師古, 傳諸曩冊.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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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태평 하오리다.

22)

안민가에서는 임금은 아비이고 신하는 어미이며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들
을 먹여서 편안하게 살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임금과 신하가 마땅히 인(仁)과 덕(德)의
선정을 펼쳐 백성을 편안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마지막 구절에서 ‘임금답게, 신하답
게, 백성은 백성답게 하면 나라가 태평’하게 된다고 노래한다. 이는 이름에 걸맞는 직분의 수행
을 강하게 요청하는 명실상부한 일종의 정명론이다.
경덕왕대의 역사적 사실로 볼 때, 경덕왕이 충담을 시켜서 안민가를 쓰게 한 배경을 알 수
있다. 경덕왕대를 전후로 신라사회는 새로운 귀족 세력이 부상했다. 때문에 왕실의 권위가 흔들
리기 시작한 때이다. 그리하여 왕권의 강화를 위한 일련의 관제 정비와 개혁 조치가 취해졌다.
경덕왕은 이러한 개혁 정책의 주역이었다. 국학(國學)을 강화하고 유교 교육의 진흥을 꾀하였다.
748년에는 정찰(貞察) 1명을 두어 백관을 규찰하고, 왕을 정점으로 하는 전제 왕권체제를 유지
하려 했다. 757년에는 관직명과 부서명을 모두 중국식으로 바꾸면서 왕권 강회에 박차를 가하
였다. 그의 이러한 제도적 개혁은 상대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삼국사기 경덕왕 15년, “봄
2월에 상대등 김사인이 근년에 천재지변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이유로 왕에게 상소하여 시국정
치의 잘잘못을 극론했던바, 왕이 이를 가상히 여겨 받아들였다” 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뒤를
이은 혜공왕은 결국 표훈스님의 예언대로 경덕왕 때의 시중이었던 김양상에 의해 살해당하고,
더 이상 경덕왕의 개혁정치는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덕왕 대에 왕권과 귀족세력 간의 알력다툼, 이후 신하들에 의한 왕을 시해하는 모
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경덕왕이 ‘나를 위해 백성들을 편히 살도록 다스리는
노래를 지으라’고 충담에게 지시한 것은 당시 상황을 고려한 통치자의 정치적․교육적 계책이
었다.
이는 공자가 제경공의 물음에 답했던 “군주는 군주 노릇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하며, 부모는
부모 노릇을 해야 한다” 는 유교적 명분론(名分論)과도 합치된다. 경덕왕이 백성들에게 가르치
려고 했던 교육내용은 정명(正名) 사상에 입각한, 이름에 상응하는 직분(職分)의 충실함이었다.
왕권과 대적하여 모시던 군주를 시해하려고 한 신하들에게 경계를 주고 신하의 도리에 충실하
23)

24)

25)

三國遺事卷2 紀異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君隱父也, 臣隱愛賜尸母史也. 民焉狂尸, 恨阿孩古爲
賜尸知民是愛尸知古如. 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物生此肹口食惡支治良羅. 此地肹捨遺只於冬是去於丁. 爲尸
知國惡支持以, 支知古如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 爲內尸等焉國惡太平恨音叱如.
23)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第9 “景德王”: 十五年, 春二月, 上大等金思仁, 以比年災異屢見, 上疏極論時政
得失, 王嘉納之.
2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http://people.aks.ac.kr) 景德王 인물정보; 김부식(고전연
구실 편) 같은 책, 227~238쪽 新羅本紀 第9 “景德王” 참고.
25) 論語 顔淵 : 孔子對日 君君, 臣臣, 父父, 子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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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교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육방법적 측면에서 보면 ‘○○는 ΔΔ을 해야 한다’라는 당위적
주장이 담길 수 있는, 범패보다는 향가를 이용한 노래로 짓게 하였다. 이는 백성들에게 안민가
를 반포하고, 노래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교육정치학
적 조치이다.
“경문대왕”조에 보이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포부가 있어 초고를 주어 짓게 한 곡인 현금포
곡(玄琴抱曲), 대도곡(大道曲), 문군곡(問群曲) 역시 안민가와 비슷한 내용의 노래로 추측할 수
있다. 노래의 제목을 보았을 때도 예악(禮樂)과 인의(仁義)의 도리를 내세운 노래임을 알 수 있
다. 왕은 이러한 유교의 예악 및 인의와 관련된 노래를 짓게 하여, 신하나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다. 그리하여 함께 부르고 반복하여 자연스럽게 체화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26)

Ⅴ. 민중의 종교적 발원과 노동을 통한 사회화
삼국유사 탑상(塔像) 에는 향가인 도천수관음가(禱千手觀音歌)가 등장한다. 경덕왕 때의 사
건으로 희명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아이가 눈이 멀자, 분황사에 가서 천수대비 앞에서 노래를
지어 빌었더니, 자식이 눈을 떴다는 기이한 일을 그리고 있다.


하루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분황사로 가서 왼편 전각 북쪽 벽에 그린 천수대비 앞에 아이
를 시켜 노래를 지어 빌었더니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았다.
무릎을 꿇으며 / 두 손 바닥을 모아 괴여서 / 천수관음 전에 / 축원의 말씀을 올리노라 / 천개
손으로 천개 눈에서 / 하나를 내 놓아 하나를 덜도록 / 두 눈이 다 먼 내라 / 하나나마 주어 고칠
네라 / 아야야 / 내게 끼치어 준다면 / 내 놓아도 자비심 뿌리로 되오리 .
27)

배경설화에 등장하는 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천수대비(千手大悲)를 그린 벽화이다. 천수대비
는 인간을 구원하는 손이 많음을 상징하는 천수관음상을 의미한다. 벽에 그려진 천수관음상은
이와 유사한 교육방법은 조선시대에도 나타난다. 퇴계 이황의 “陶山十二曲” 跋文에서 확인된다. “이 노
래를 아이들에게 아침저녁으로 익히고 노래하게 하여, 안석에 기대어 듣기도 하고, 또한 아이들이 스스
로 노래하고 춤추고 뛰게 한다면, 비루한 마음을 씻어버리고, 감화되어 분발하고 마음이 화락해져서 노
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其一言志, 其二言學, 欲使兒輩朝夕習而歌之, 憑几而
聽之, 亦令兒輩自歌而自舞蹈之, 庶幾可以蕩滌鄙吝, 感發融通, 而歌者與聽者, 不能無交有益焉.)
27) 三國遺事卷3 塔像 “芬皇寺 千手大悲 盲兒得眼”: 一日其母抱兒, 詣芬皇(黃)寺左殿北壁畫千手大悲前,
令兒作歌禱之, 遂得明. 其詞曰 膝肹古召㫆二尸掌音毛乎攴內良 千手觀音叱前良中 祈以攴白屋尸置內乎多
千隱手叱千隱目肹 一等下叱放一等肹除惡攴 二于萬隱吾羅 一等沙隱賜以古只內乎叱等邪阿邪也 吾良遺知
攴賜尸等焉 放冬矣用屋尸慈悲也根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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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종교적 상징물이다. 천수관음 설화에서는 ‘결핍-발원-호응-충족’이라는 구조가 엿보인
다. 이는 앞에서 다룬 수로부인 설화와 비슷한 기호학적 구조이다. 수로부인 설화에서의 기호
학적 구조는 결핍양상에 따른 집단적 기원이었다. 그런데 천수관음 설화에서는 보통 사람, 즉
개인으로서 민중의 발원을 통한 성취가 보인다. 수로부인 설화의 기원이 집단적․제의적 성격
을 가졌다면, 천수관음 설화는 개인적 기원을 통한 종교적 믿음과 그에 따른 불교적 교화를 보
여준다. 귀족이나 관료가 아닌 미천한 백성들이 제의를 올려 축원을 하거나 승려들과 같이 불
경을 외울 수는 없다. 때문에 민중들이 종교에 의지하여 할 수 있는 작업의 대부분은 개인적으
로 기도를 올리는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손이 많은 천
수대비상 벽화는 당시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민중들에게 종교적 의지처이자 발원의 대
상이 되었음에 분명하다. 이는 뒤이어 나오는 찬시를 보면 알 수 있다.
28)

대말 타고 파잎 피리 불며 놀던 애기 / 그만 하루아침에 어여뿐 두 눈을 잃을 줄이야 / 보살님
의 자비로운 보살핌이 없었던들 / 버들 꽃 피는 좋은 봄 헛되이 보낼 것을
29)

일반 민중들은 천수보살을 그린 벽화를 비롯하여 종교적 대상물을 통해 자신의 평생 염원을
빌었을 것이다. 종교적 대상물에 대한 기원은 종교적 보살핌의 근거이다. 민중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해 주리라는 열망이 담겨 있다. 탑상 의 여러 이야기들은 이러한 종교적 대상물과 민중들
사이에 관련된 것이 많다. 실제로 종교적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런 행위는 불교적 교
화와 민중의 삶을 안정시키는 효과로 작용했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의 발휘로 인해, 왕실에서도
불교를 치세와 안민의 목적으로 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도천수관음가는 집단적․제의적 성격을 지닌 수로부인 설화와 다르게, 당시의 종교
를 통해 삶의 안정을 찾고 교화를 입는 평범한 민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관음보살은 민중들
에게는 무한하고 무조건적 자비를 베푸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기에 무차별적 자비심
에 근거한 관음신앙의 중생 교화력은 우리나라 고대 사회, 불교교육의 전형으로 볼 수도 있
다. 이는 불교가 미천한 백성들에게 삶의 안정과 치세라는 교육적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지시켜 준다.
도천수관음가에서 드러난 것과 유사하게, 종교적 상징물을 통한 교화와 백성의 삶의 안정시
키는 교육적 기능은 의해(義解) 의 풍요(風謠)에서도 보인다. 양지사석(良志使錫) 설화의 이야기
30)

송효섭, 三國遺事 說話의 記號學, 一湖閣, 1990, 113쪽.
三國遺事卷3 塔像 “芬皇寺 千手大悲 盲兒得眼”: 竹馬蔥笙戱陌塵, 一朝雙碧失瞳人. 不因大士廻慈眼,
虛度楊花幾社春.
30) 안경식, 앞의 책, 86~96쪽.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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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 보면, 많은 종교적 상징물들이 등장한다.
중 양지는 그의 조상과 고향이 자세하지 않다. 다만 선덕왕 시대에 그의 행적이 세상에 드러났
었다. …… 그가 사는 절 이름을 석장사(지팡이 절)라고 하였으니 그의 신통하고 이상한 행적이 모
두 이와 같다. 그는 여러 가지 재주에 두루 능통하여 비할 바 없이 신묘하며, 또 글씨도 잘 썼다.
영묘사 장륙상 세분과 천왕의 상과 전각 탑의 기와와 아울러 천왕사 탑 아랫도리의 8부 신장과
법림사 주장부처 세분과 좌우의 금강신 등이 모두 그가 빚어 만든 것이다. 영묘․법림 두 절의 이
름 현판도 그가 썼으며, 일찍이 벽돌을 조각하여 작은 탑 한 개를 만들고 이와 함께 부처 3천개를
만들어 그 탑에 모시어 절 가운데 두었다. 그가 영묘사의 장륙상을 빚어 만들 때에 스스로 선정에
들어가 잡념 없는 정신으로 넋을 만드는 법식을 삼으니 이 때문에 온 성중 남녀들이 다투어 가면
서 진흙을 날랐다.
31)

풍요의 배경설화에는 무수히 많은 종교적 상징물들이 나타난다. 예컨대, 영묘사의 장륙상으
로부터 3천개의 부처를 만들어서 절에 모셨다. 이런 작업을 한 사람이 처리하기에는 불가능했
을 것이다. 때문에 승려인 양지가 매우 신묘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양지의 신묘
하고 기이한 행적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교육적․종교적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배경
설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법식을 삼으니 온 성중 남녀들이 그를 따랐다”는 표현으로 증명된다.
이런 배경설화와 함께 풍요(風謠)가 보인다. 풍요는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이다. 왜 이런 노래가
유행했을까?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서럽더라 / 서럽다 우리들이여 공덕 닦으러 오라

32)

성중 남녀들이 장륙상을 만들 때에 유행한 노래인 풍요는 일종의 노동요이다. 일연은 “이 지
방 사람들이 방아를 찧거나 힘든 일을 할 때는 다들 이것을 부르는 데, 이는 대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요일 뿐만 아니라 양지가 지었다고 본다면, 풍요는 일종의
종교적 교화를 내포한 의식요(儀式謠)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의식의 노래는 집단적 의식을 내면
화하는 역할을 한다. 집단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가 지닌 정신적 내용의 총체이다. 따라서 교육
을 통해 민중 개인이 습득해야 한다. 모든 존재는 이를 통해 체계적 사회화를 이룬다. 따라서
33)

34)

三國遺事卷4 義解 “良志使錫”: 釋良志, 未詳祖考鄕邑, 唯現迹於善德王朝. 錫杖頭掛一布帒, 錫自飛至
檀越家. 振拂而鳴, 戶知之納齋費, 帒滿則飛還. 故名其所住曰錫杖寺. 其神異莫測, 皆類此. 旁通雜譽(藝), 神
妙絶比. 又善筆札, 靈廟丈六三尊/天王像, 幷殿塔之瓦/天王寺塔下八部神將/法林寺主佛三尊/左右金剛神等,
皆所塑(塑)也. 書靈廟/法林二寺額, 又嘗彫磚造一小塔, 幷造三千佛, 安其塔置於寺中, 致敬焉. 其塑靈묘之丈
六也, 自入定, 以正受所對, 爲揉式, 故傾城士女, 爭運泥土.
32) 三國遺事卷4 義解 “良志使錫”: 來如來如來如, 來如哀反多羅, 哀反多矣徒良, 功德修叱如良來如.
33) 三國遺事卷4 義解 “良志使錫”: 至今土人舂相役作皆用之, 蓋始于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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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가 보여주는 집단성과 공덕을 향한 정신적 일체감은 당시 사회화의 핵심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풍요의 작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설화의 내용으로 보아 양지 혹은 성중
남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지었는지의 문제도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적 차원에는
풍요라는 노래가 민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어떤 차원에서건, 여러 재
주가 능통한 양지는 성중남녀에게 교육적․종교적으로 귀감이 되는 인물이었다. 풍요는 그런
인물을 따르는 백성들이 감화되어 부른 노래였기에, 당연히 종교적․교육적 영향력의 발휘를
통해 사회화를 감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학적 표현상 풍요에 나타나는 짧고 강렬한 동작, 동사의 반복인 “래여래여래여(來如來如來
如)”는 무수한 사람들의 행렬을 연상한다. 뿐만 아니라 삼존불의 조상을 함축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래여(來如)’라는 문자와 용어의 반복적 나열은 공덕을 닦으러 오라는 강력한 권유를 내
포한다. ‘서럽다’라는 표현은 고된 노동으로 인한 서러움보다는 불교적 인생관의 관점에서 바라
본 ‘서러운 인생’으로 해석된다. 불교의 사성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깨닫지 못한 인생은 고통
자체이다. 생로병사, 사랑과 이별, 애증(愛憎), 집착(執着)에 따른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 현세의
중생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서러운 인생이다. 풍요의 ‘공덕’을
닦으러 오라는 것은 현세의 고통인 ‘고(苦)-집(集)’을 ‘멸(滅)-도(道)’하는 수단이자 방법의 하나이
다. 이 또한 천수관음가에서 종교적 성취를 얻은 것과 같이, 미천한 민중들이 감화를 받고 자신
들의 번뇌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래를 부르면서 해탈의 염원을 발현한 것과 같다.
종교적 염원이 담긴 반복적 행위를 통해 공덕을 닦고 복되고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열망
과도 통한다.
공덕은 불교에서 중요시 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공덕이라는 행위는 여러 가지 선행을 쌓음으
로서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중시하는 요소인 동시에 국가를 다스리
는 정치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백성들이 불교를 통해 공덕을 쌓음으로서 선행을 행하
고, 백성들의 삶의 질서가 바로 서며, 그런 행위가 전파되면서 더욱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만큼
나라의 안녕은 보장되고, 백성들은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는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 목적과도 일치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양지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종교적 상징물은 풍요와 더불어 공덕
쌓기의 대상이 된다. 민중들이 난해한 경전을 외우거나 제의를 지내기는 힘들었다. 배경설화에
서 드러난 여러 가지 미술품들은 양지의 이적을 드러내는 주요 조건이다. 난해한 경전이나 어
35)

36)

이홍우, 앞의 책, 109-11쪽 참고.
35) 최정선, 민요의 불교적 수용으로서의 風謠연구 , 한국민요학 16, 한국민요학회, 2005, 367~368쪽.
36) 최정선, 같은 논문, 370쪽.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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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수행을 통한 종교적 성취는 당대의 민중에게 쉽지 않았다. 따라서 풍요와 같은 짧은 문장
과 눈에 보이는 불상 소조(塑造)가 민중들의 불교적 지향을 위해서 더욱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
고, 서민들의 현실적인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을 것이다.
불교적 행위의 교육적 특성은 고위급의 승려들이나 왕족․귀족 등의 불교를 통한 치세와 국
가 안녕을 위한 고급 종교로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풍요의 배경설화와 노래 가락이 보여주듯이,
서민 불교에서의 종교적 상징물이나 시가들이 동일한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작용했다. 풍요와
같은 짧은 문장 구조와 서민 불교와의 관련성은 사복불언(蛇福不言) 설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
다.
37)

38)

원효가 시체 앞에 나와 빌기를 “살지 말자니 그 죽음이 괴롭구나, 죽지 말자니 그 삶이 괴롭도
다!” 하니 사복이 말하기를 “사설이 복잡하구나!” 하니, 다시 고쳐서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괴
롭도다.” 라고 하였다. …… 사복이 귀글을 지어 이르되 “그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라수 사이
로 열반에 드셨는데 지금도 그 같은 자가 있어 극락세계로 편히 들어가네.” 하고 말을 마치자 풀
줄기를 뽑으니 그 밑에 세계가 나타나는데, 명랑하고도 맑은 허궁이 되어 칠보난간이 둘렸고 누각
이 장엄하여 인간의 세상이 아닌 것만 같았다.
39)

사복은 원효가 말한 기도를 사설이 복잡하다 하여 고치게 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고대의 민중들은 원효가 시체 앞에서 빌었다는 기도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처럼
사복의 언급은 서민이 어떤 양식의 불교를 지향하는지 부분적이나마 보여준다. 의해 에 기록
된 원효의 이야기에서도 서민 불교가 지닌 교육적․교화적 지향을 확인할 수 있다.
원효가 벌써 계율을 법하여 설총을 낳은 이후로는 속인의 복색으로 바꾸어 입고 자칭 소성거사
라 불렀다. 그는 우연히 광대가 가지고 노는 큰 박을 얻었는데 그 모양이 이상하므로 그 형상에
따라서 중들이 쓰는 도구를 만들고 화엄경속에 있는 “일체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은 한결같이
죽고 사는 관념에서 초월한다”라는 말을 따다가 ‘무애’라고 이름을 짓고 이에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언제나 이것을 듣고 마을과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른다, 춤을 춘다 하여 노래
로 교화를 시키고 돌아오니 오막살이 가난뱅이와 어중이떠중이들까지도 죄다 부처님 이름을 알게
되고, 모두 염불 한 마디는 할 줄 알게 되었으니 원효의 교화야말로 컸던 것이다.
40)

서철원, 風謠, 願往生歌의 수용자와 鄕歌의 시적 자아 , 한국시가연구 20, 2006, 14쪽.
위와 같은 논문, 14~15쪽.
39) 三國遺事卷4 義解 “蛇福不言”: 時元曉, 住高仙寺, 曉見之迎禮, 福不答拜而曰: “君我昔日駄經牸牛, 今
已亡矣, 偕葬何如?” 曉曰: “諾.” 遂與到家, 令曉布薩授戒, 臨尸祝曰: “莫生兮其死也苦, 莫死兮其生也苦.” 福
曰: “詞煩.” 更之曰: “死生苦兮.” 二公轝歸活里山東麓. 曉曰: “葬智惠虎於智惠林中, 不亦宜乎?” 福乃作偈曰:
往昔釋迦牟尼佛, 裟羅樹間入涅槃. 于今亦有如彼者, 欲入蓮花藏界寬. 言訖拔茅莖, 下有世界, 晃朗淸虛, 七
寶欄楯, 樓閣莊嚴, 殆非人間世.
3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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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의 이야기에서도 서민 불교에서의 교육적 지향과 방법은 확인된다. 원효의 ‘무애’ 노래에
관한 기록을 시가의 범주에 둘 수 있는지의 문제는 새로운 검토가 요구되지만, 설화에 담긴 민
중 교육적 방법은 풍요의 종교적 교화와 일치한다. 도천수관음가의 천수대비의 그림, 풍요에서
의 불상처럼 염원의 대상이 되는 종교적 대상물은 보이지 않지만, 이 역시 사복불언과 더불어
백성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서민 불교의 교육적 방법을 확인시켜 준다.

Ⅵ. 교육의 부재와 수련을 통한 성취의 모습들
삼국유사 감통(感通) 에는 10편의 설화가 실려 있다. 이 10편의 이야기는 제각기 다른 내용
을 담고 있으나, 불교의 영역 안에 포섭되어 있다. 사전적으로 ‘느낌이나 생각이 통한다’라는
‘감통’이라는 편명은 본래 주역의 구절인 “역(易)은 생각이 없고 함이 없어 적연(寂然)히 동
(動)하지 않다가 감동하여 마침내 천하의 원인을 통하니, 천하의 지극히 신묘한 자가 아니면 그
누가 이에 참여하겠는가?” 에서 유래했다. 고승전의 편찬자들이 주역의 “감이수통(感而遂通)”
을 가져다 불법의 신비한 세계를 담는 그릇으로 활용하였다. 그런 사례는 송고승전의 편찬
자인 찬영(贊寧)의 언급에서 확인된다. 주체의 작용에 의해 객체의 신통 변화를 불러오는 작업
인 감통은 수행의 힘이 지극해지면 반드시 천신이 내려와 그를 섬긴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삼국유사 감통 은 불교의 신이한 이적으로 인하여 ‘업이 그에 상응하는 연기
를 불러 온다’는 업감연기(業感緣起)를 담고 있다. 이는 교육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교육의 출발은 교육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부재 상황은 탐구나 성찰, 수
련활동 을 통해, 무교육적 상황을 깨우쳐 그로부터 탈피하고,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향, 유목적
적 활동을 갈망한다. 그런 측면에서 삼국유사 감통 의 김현감호(金現感虎)와 원왕생가(願往生
歌)는 상당한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다.
김현감호 설화에서는 주인공 김현이 둔갑을 할 수 있는 호랑이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후
우여곡절 끝에 어쩔 수 없이 그 호랑이를 죽이고 공을 세우게 되는 내용이다. 이야기의 말미를


41)

42)

43)

三國遺事卷4 義解 “元曉不覊”: 曉旣失戒生聰, 已後易俗服, 自號小姓居士. 偶得優人舞弄大瓠, 其狀瑰
奇 因其形製爲道具, 以華嚴經一切無㝵人, 一道出生死, 命名曰無㝵, 仍作歌流于世. 嘗持此, 千村萬落, 且
歌且舞, 化詠而歸, 使桑樞瓮牖玃猴之輩, 皆識佛陀之號, 咸作南無之稱, 曉之化大矣哉.
41) 周易 繫辭 上: 易, 无思也, 无爲也, 寂然不動, 感而遂通, 天下之故, 非天下之至神, 其孰能與於此.
42) 김창원, 三國遺事 감통의 서사적 특수성 속에서 모색해 본 향가의 접근 논리 , 국제어문 29, 2004,
180쪽.
43) 贊 寧, 宋高僧傳: 若夫能感所通, 則修行力至必有天神給侍是也.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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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사건의 시말을 자세히 살펴보건대, 절돌이를 하는 중에 사람을 감동시켰으며 하늘이 죄악을 징
벌하겠다고 외치자 자신이 대신 받겠다 하였으며 용한 방문으로 사람을 구원하였으며 절을 세우
고 부처님의 계명을 강론한 것은 허투루 짐승의 성질이 어질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대개 부처
님의 감응은 여러 방법으로 사물에 미쳐 현공이 탑돌이에 정성을 들인 데 감응하여 그 음덕에 보
답하려 한 것이니 그 당시에 복을 받았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44)

인용문에서처럼, 김현감호에서 김현이 공을 세우고 복을 받게 된 것은 동물의 신이함이라기
보다는 탑돌이에서의 정성 즉, 공덕 쌓기의 정성이 감응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현의 이
러한 공덕 쌓기는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성취목적을 위한 수련 내지 성찰의 과정이다.
이는 복의 부재[교육의 부재]―탑돌이[교육적 수련]-음덕에 보답[입신양명]의 구조로 읽을 수 있
다. 이런 구조는 원왕생가의 배경설화인 “광덕엄장(廣德嚴莊)”에서도 찾을 수 있다.
광덕과 엄장이라는 두 명의 중이 누가 먼저 극락으로 갈 것인지를 서로에게 알리기로 약속
하였다. 이에 둘은 수행을 거듭하게 되고, 광덕이 먼저 극락왕생하게 된다. 이때 엄장은 혼자
남은 광덕의 처를 취하려고 한다. 그러자 광덕의 처는 엄장을 거절하고 훈계하며 깨달음을 준
다. 이에 엄장 역시 수련을 거듭하여 극락왕생하게 된다.
달아 이제 / 서쪽을 지나갈 것인가? / 무량수불앞에 / 말씀을 가져다 전해다오 / 다짐이 깊으신
부처님 우러러 / 두 손 모아 꽂으며 사뢰기를 / 원왕생 원왕생 / 염원하는 사랑 있다 전해 주오 /
아야 / 이 몸을 끼쳐 두고 / 48 큰 소원 이루실가?
45)

원왕생가의 배경설화는 교육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불교의 극락을
목표로 함-거듭된 수련과 생활교육-정욕의 유혹-처의 훈계와 깨달음-극락왕생, 이를 보다 교육
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면, 교육적 성취목표 수립-교육적 성찰과 수련활동-비교육적 상황
으로 인한 미혹됨-교육자의 교육적 처치와 깨달음에로의 인도-교육목표의 성취와 같은 과정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현실세계에서 존재할만한 비교육적 상황이 설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교육자의 역할과 그 필요성도 담겨있다. 어떤 차원에서는 현대 교육에서 개인 혹은 집단
三國遺事卷5 感通 “金現感虎”: 詳觀事之終始, 感人於旋遶佛寺中, 天唱徵惡, 以自代之, 傳神方以救
人, 置精廬講佛戒, 非徒獸之性仁者也, 蓋大聖應物之多方, 感現公之能致情於旋遶, 欲報冥益耳, 宜其當時,
能受禧佑乎!
45) 三國遺事卷5 感通 “廣德 嚴莊”: 月下伊底亦, 西方念丁去賜里遣. 無量壽佛前乃, 惱叱古音. 多可支白
遣賜立,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 兩手集刀花乎白良. 願往生, 願往生. 慕人有如白遣賜立. 阿邪, 此身遺也置
遣, 四十八大願成遣賜去.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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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과 흡사하다.
도솔가(兜率歌) 역시 개인적 차원의 부재-수련-성취의 구조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나라
의 안위에 대한 걱정, 재앙의 발생과 그 소멸의 양상을 보여준다.
오늘 이리 산화가 부를 제 / 뽑히어 나온 꽃아 너희는 / 참다운 마음의 시키는 그대로 / 부처님
모시여라
46)

이 노래는 지극 정성을 다하여 도솔궁의 부처님을 보시려고 한 송이 꽃인 것처럼 하늘로 보
내는 형상을 띤다. 이 노래 이후, 하늘의 해가 나란히 둘이 떠서 열흘 동안 있던 괴변이 없어졌
다. 다시 말하면 도솔가는 국가의 통치 질서 유지를 위한 수련과 교육적 과업성취 활동과 상통
한다. 노래를 통한 감응은 나라의 재앙을 없애주고, 외부의 적을 물리치며 나라의 평안과 존속
을 유지하게끔 만들어 준 교육적 수련활동의 결과이다. 이러한 노래의 구조 자체가 교육적 특
성을 지닌다.

Ⅶ. 결 어
본 연구는 삼국유사에 담긴 시가와 그 배경설화의 검토를 통해, 당시의 교육적 특성을 찾
아보려고 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역사학계와 국문학계에서 진행되었는데, 역사학계에서
는 삼국유사를 주요 사료의 하나로, 국문학계에서는 향가나 시가문학차원에서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양상에 교육적 특징을 부가하여 검토해 본 것
이다. 특히, 고대 사회의 교육이 당시 사회체제의 유지나 지속을 염원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
여, 삼국유사의 몇몇 주요 시가와 그 배경설화에 담긴 교육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
국 고대사회 정치․종교지도자들과 민중들의 염원에는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교육방법으로 표
출될만한 사안을 내포하고 있었다.
수로부인 설화와 해가는 고대의 비형식적 교육의 하나였던 놀이와 제의를 통해 통치자의 체
제유지 차원의 교육적 기능이 엿보인다. 태평가에서는 사대교린의 외교 정책과 선진문물의 수
용을 통해 민중을 교화하려는 교육내용이 드러난다. 이는 국가의 통치 질서 유지와 번영의 추
구라는 교육적 함의가 있다. 안민가에는 모든 구성원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
성은 백성답게’, ‘답게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정명사상의 정수를 노래한 것으로, 역사적 사실
三國遺事卷5 感通 “月明師 兜率歌”: 今日此矣散花唱良巴寶白乎隱花良汝隱,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
惡只, 彌勒座主陪立羅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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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통치자를 중심으로 한 체제유지의 교육적 특성이 녹아 있었다. 도천수관음가와 풍요에서
는 통치자나 지배자 중심의 노래라기보다는 일반 민중들의 교육적 염원과 열망이 담겨 있다.
특히, 수많은 탑과 불상 등 종교적 상징물은 백성들에게 교육적 상징물로 환원되어 사회화를
갈망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울러 이런 일반 민중들의 행위는 교육의 방법으로 이
어져, 민간의 백성들의 사회화 과정은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현감호와 원왕생
가, 그리고 도솔가에서는 한국 고대사회에 특징적인 일련의 교육활동 구조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비교육적인 상황의 존재와 교육자의 역할 및 필요성 등, 현대적 의미에서 교육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기도 한다.
삼국유사의 몇몇 시가와 그 배경설화를 통해 볼 때, 한국 고대사회는 통치자나 지배계층으
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전 계급계층에게서 나름대로의 교육적 의도를 표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나 가정, 국가라는 사회체제가 교육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근거이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육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동서고금의 고대사회의 교육적 특징이 그렇듯이, 통치자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체제의
유지와 사회질서의 확립을 염원하였다.
둘째, 모든 계급 계층의 국가구성원들이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였다.
셋째, 일반 서민과 민중들은 개인들의 평안과 안정, 공동체의 존재로서 집단적 사회화를 발
원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도 분명하다. 문헌을 통하지 않고, 실제로 고대사회의 교육적 양상을
확인하고 그것들에게서 교육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도출하기란 불가능하다. 고대사회의 교육은
대부분 명문으로 알려져 있기보다는 생활사 속에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몇 시가
나 배경설화를 통해, 현대적 시점에서 해석한 교육적 양상이나 교육내용과 목표, 방법과 성취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난제가 존재한다. 그것은 고대사회의 교육이 무형
식교육과 비형식적 교육, 형식적 학교교육이 혼재된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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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ew for Educational Meaning in Poetry and Fables of Sam

三國遺事;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Guk Yu Sa(

․

Shin, Chang-Ho Eun, Pill-Kwan
(Korea University)

三國遺事 the Heritage

This paper reviews educational meaning in poetry and fables of Sam Guk Yu Sa(

of the Three States). Before Korean dynasty, education in Korea ancient society featured in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mixed in religious and political meaning more than formal education as modern
meaning. It has an attribute to unilaterally edify folks as keeping political system, and characteristic of

海歌)

hope and source of religion for folks as individuals. The fable of madam Su Ro and Hae Ga(

showed educational characteristic for the leader keeping political system in the face of play and ritual,

太平歌), we could see educational undertone for acceptance and edification of the
products of advanced civilization through Sa Dae Gyo Rin(事大交隣 Korea served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 Tae Pyeong Ga(

Japan, and other near countries which have more power and had good relationship equally for keeping

安民歌) stood out educational function of keeping social system with the center of
political leader, singing essence of Jeong Myeong(正名) Do Cheon Su Gwan Eum Ga(禱千手觀音歌) and
Pung Yo(風謠) showed socialization process and individual peace and religious wish appearing in folks
stability) An Min Ga(

rather than edification as the center of political leader. Many towers and Buddhist images in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became the thing of a source for folks as the symbol of education. In addition, this

金現感虎),

educational characteristic affected folks more effectively. Kim Hyeon Gam Ho(

Won Wang

願往生歌), and Do Sol Ga(兜率歌) showed the structure of education activity of ancient people.

Saeng Ga(

Those showed necessity and role of educator and uninstructive situation as a similar type with modern
educational activity.

三國遺事 the Herita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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