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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대사상의 원형(原型)탐구(Ⅲ)*1)
-신라의 건국설화와 화랑도양 태 호**2)

<요

약>

신라의 건국설화와 화랑도 사상을 분석해 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 신라의 건국설화는 단군신화와 고구려의 건국설화에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상체계의
기본구조로서 인간 지향적인 우주관에 의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인간 주체
적 자각 원리를 나타내는 신명원리(神明原理)로서, 존재론적 측면에서 논할 때는 천도(天道)의 인
간 주체화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신도사상(神道思想)이며, 자각론적인 측면에서 논할 때는 천도의
인간 주체적 자각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밝달(再自覺, 새 밝힘)사상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신라의 건국 설화를 통하여 나타난 사상은 한국 고유의 신도 사상을 주체로 중국의 선도
(仙道) 사상을 수용하여 형성된 한국 선도사상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도 사상에 의하여 밝혀
진 세계 즉 새 밝힘 된 세계가 바로 혁거세와 신라로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단군신화에서 홍익
인간(弘益人間)으로 나타난 이념이 신라에서는 광명이세(光明理世)의 이념으로 변화한 것이다.
셋째, 화랑 국선 제도의 근저에는 풍월도가 있어서 그것이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하
였다. 그리고 풍월도는 고유사상인 신도 사상이 당시의 선도 사상으로 변화하여 나타난 한국의
전통사상임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풍월도가 선도 사상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선도
사상은 물론 불교 사상까지도 수용하여 그것을 유가 윤리 안에서 하나로 합덕시킴으로써 한국만
의 독특한 한국 선도 사상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주제어 : 신라의 건국설화, 인간 중심적 세계관, 한국선도사상, 화랑국선제도, 풍월도.

Ⅰ 서

언 (序 言)

무릇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의 신화이든 간에 그것은 객관적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그 민족의 태초적 자아의식의 원시적 자각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
에서 볼 때, 신화는 역사적 현실의 사실적 양상이라기보다는 도리어 현실에 관한 인간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윤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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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 자각인 동시에 인간 자아에 관한 현실적 자각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화는 어느 민족의 것을 막론하고 그 문화의 전(前)역사(歷史)적 근원인 동시에 모태
적 기반이 되는 것으로서, 역사와 문화의 씨알과 같은 근원상징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근원상징인 신화를 분석하여 그 질서를 따져 들어가면, 그 신화를 창조해 낸 민족이
우주와 자연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인간자아를 어떻게 자각하였고, 사회와 국가를 어떻
게 생각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화는 그 민족의 조상들이 창조해 낸 태초
적 자아의식의 신화적 표현 형태로서, 원시적인 철학이요, 윤리이며, 가장 직관적인 형
식에 의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필자의 선행연구인 ‘한국고대사상의 원형 탐구(Ⅰ)’에서 살펴 본 단군신화가 주로
인간본위의 인본주의적 우주관을 내용으로 하는 신화라면, 고대 삼국의 건국설화는 단
군신화의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면서, 부족연합에 의한 고대국가의 건립을 계기로 민족
적 이상을 재 자각(새 밝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 삼국의 건국설화에도
고대국가의 이념과 민족문화의 좌표를 제시 할 수 있는 철학적 내용이 들어 있음을 부
인할 수 없게 된다1)
이러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고대 삼국의 건국설화도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만 보
려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역시 철학적 연구가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선행연구인 ‘한국고대사상의 원형 탐구(Ⅱ)’에서 고대 삼국 가운데 먼저 고구려의 건
국설화를 살펴보았다.2)
본 논문에서는 신라의 건국설화와 화랑도를 중심으로 철학적 검토를 해 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해서 신라의 건국설화 내용을 단군신화와 고구려 건국설화와의 연관성 가
운데 면밀히 살펴보면서 상징체계의 전면에 흐르는 사상을 밝혀 보고, 이어서 화랑도
를 중심으로 그 사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신라와
더불어 고대 삼국의 건국설화를 원형으로 하는 한국 고대사상의 본래성과 철학적 의의
가 보다 더 분명하게 밝혀 질 것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국 고대사상의 원형적(原
型的) 성격과 지향성을 명확하게 조감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신라의 건국설화(建國設話)에 나타난 한국 선도 사상
신라 건국 설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양태호. 한국 고대사상의 원형(原型) 탐구(Ⅱ). 공주교대논총. 제53집 1호. 공주교육대학교. 2016,
p2.
2) 위 논문,pp1-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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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辰韓) 땅에는 엤날에 육촌(六村)이 있었다, 그 하나는 알천(閼川) 양산촌
(楊山村)으로 그 남쪽은 지금의 담엄사(曇嚴寺)이다. 촌장은 알평(謁平)으로 처음
에는 하늘에서 표고봉(瓢嵓峰)에 내려왔다. 그는 급량부(及梁部) 이씨(李氏)의 조
상이 되었다. 그 둘은 돌산(突山)의 고허촌(高墟村)으로 그 촌장은 소벌도리(蘇伐
都利)이다. 처음에 형산(兄山)으로 내려왔으며 그가 사량부(沙梁部) 정씨(鄭氏)의
조상이 되었다, 그 셋은 무산(茂山)의 대수촌(大樹村)으로 그 촌장은 구례마(俱禮
馬)이다. 그는 처음에 이산(伊山)으로 내려왔으며 점량부(漸梁部) 또는 모량부(牟
梁部) 손씨(孫氏)의 조상이 되었다. 그 넷은 자산(觜山)의 진기촌(珍支村)으로 촌
장은 지백호(智伯虎)이다. 처음에 무산(花山)에 내려왔으며 그는 본피부(本彼部)
최씨(崔氏)의 조상이 되었다. 그 다섯은 금산(金山)의 가리촌(加利村)으로 그 촌
장은 지타(祗沱)이다. 처음에 명활산(明活山)으로 내려왔으며 한기부(漢岐部) 또
는 한기부(韓起部) 배씨(裵氏)의 조상이 되었다. 그 여섯은 명활산(明活山) 고야
촌(高耶村)이다. 촌장은 호진(虎珍)으로 처음에 금강산(金剛山)에 내려왔으며 습
비부(習比部) 설씨(薛氏)의 조상이 되었다. 전한(前漢) 지절(地節) 원년(元年) 임자
년(壬子年) 3월 초하루에 육부의 조상들이 각 기 자제들을 거느리고 알천(閼川)
의 언덕 위에 모여서 의논하였다. “우리들은 위로 군주가 없으므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방자하여 제 마음대로 하고 있다. 그러
니 어찌 덕있는 사람을 찾아 임금으로 삼아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지 아니
하겠는가?” 이에 그들이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楊山) 밑 나정
(蘿井)이라는 우물가에 번개 빛과 같은 이상한 기운이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비
치고 있었다. 그리고 흰 말 한 마리가 땅에 꿇어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
다. 그것을 찾아가 살펴보니 거기에는 자주빛의 알 한 개가 놓여 있었다. 말은
사람을 보고 길게 울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 알을 깨고 어린 사내아이를
얻었다는데 그 모양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모두 놀랍고 이상하게 여겨 그 아
이를 동천(東川)에서 목욕시켰다. 그러자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이 따라
춤을 추었다. 이내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청명해지므로 그를 혁거세왕(赫
居世王)이라 하고 그리고 위호(位號)를 거슬한(居瑟邯)이라고 하였다. 이에 당시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치하하며 “이제 천자가 내려왔으니 마땅히 덕있는 여군
(女軍)을 찾아 짝을 지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 날 사량리(沙梁里)에 있는
알영정(閼英井)가에 계룡(鷄龍)이 나타나 왼편 갈비에서 어린 계집아이를 낳았다.
(혹은 용이 나타나 죽으므로 그 배를 갈라 동녀를 얻었다 한다.) 동녀의 자태와
얼굴은 유달리 고왔으나 입술이 닭의 부리와 같았다 그러므로 월성(月城)의 북
천(北川)에 가서 그녀를 목욕시키자 그 부리가 떨어졌다. 이 때문에 그 내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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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撥川)이라 하였다. 궁실을 남산 서쪽 기슭에 세워서 두 성아(聖兒)를 받들어
길렀다. 사내아이는 란생(卵生)으로 그 알이 박과 같았는데 향인들이 박을 박(朴)
이라 부른 까닭에 그의 성을 박(朴)이라 하였다. 또 여자 아이는 그녀가 나온 우
물 이름을 쫓아서 이름을 지었다. 두 성아의 나이 열세 살이 되자 오봉(五鳳) 원
년(元年) 갑자(甲子)에 남자가 임금이 되어 그 여자로 왕후를 삼았다. 국호를 서
라벌(徐羅伐) 또는 서벌(徐伐)이라 하고 혹은 사라(斯羅) 또는 사로(斯盧)라고도
하였다. 처음에 왕이 계정(鷄井)에서 출생한 까닭에 혹 나라 이름을 계림국(鷄林
國)이라고도 했다. 이는 계룡이 상서를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일설에는 탈해왕
(脫解王) 때에 김알지(金閼智)를 얻을 때 닭이 숲속에서 울었으므로 국호를 고쳐
계림(鷄林)이라 하였다고 한다. 후세에 와서야 신라(新羅)란 국호를 정하였다.3)
신라의 건국 설화를 보면 그 내용이 전개되는 구조가 단군신화나 고구려의 건국 설
화 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군신화와 고구려의 건국
설화는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그 내용들의 구조가 천신(天神)과 지물(地物)이
만나는 과정 그리고 양자(兩者)의 혼인에 의한 건국자의 탄생과 그에 의한 국가의 건국
이라는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신라의 건국 설화는 국가의 창시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고 오히
려 국가라는 사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즉 훗날 신라라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게 될 여섯 부족의 조상들이 모여서 국가 사회
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국가를 통치할 군주를 세우고자 하였는데, 그들이 통치자의
조건으로 덕을 내세웠으며 통치자가 필요한 까닭이 백성들의 방자한 생활에 있다고 한
것을 보면, 신라인들은 국가 사회의 본질을 윤리가 행하여지는 도덕적 사회로 규정하
고 국가는 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사회인 동시에 덕이 행하여지는 윤리적 사회임을
깨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육부의 조상들이 통치자를 추대하여 국가를 세우

고자 하였던 목적은 자신들의 나라를 덕이 행하여지는 세계 즉 본성대로 살아가는 세
계를 만들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라의 건국 설화는 천도(天道)가
인간의 주체성으로 내재화 하는 원리나 인간의 본성을 주체적으로 자각하는 과정을 통
하여 천도(天道)를 자각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체적 자각을 바탕으
로 이루어지는 세계 자체에 관심이 있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신라의 건국설화는 단군신화와 고구려의 건국 설화가 인간 본래
성의 자각을 통하여 밝혀진 세계를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
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라의 건국 설화가 앞의 두 건국 설화보다
3) 삼국유사, 권1 기이, 신라시조 혁거세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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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에 형성되었음도 알 수 있다.
또한 신라 건국 설화의 내용을 분석하면, 근본적으로 인간 중심의 삼재적((三才的)
세계관과 신·물일체적(神·物 一切的) 인간관 자체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신라의
건국자인 박혁거세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가 알에서 태어났으며 그 알
을 천마(天馬)가 보호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나타나자 하늘로 사라졌다고 하였다. 또한
그에 대하여 혁거세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점과 사람들이 그를 직접 천자(天子)로 규정
하였다는 점에서 그가 천신(天神)임을 알 수 있으며, 그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점에서
이미 물화(物化)된 천신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차 왕후가 될 알영을 계룡(鷄龍)이
낳았다고 한 점으로 보아 그녀는 이미 신화(神化)된 인격체로 그려지고 있는 지물(地
物)임을 알 수 있다. 즉 신화된 지물과 물화된 천신이 동남(童男)과 동녀(童女)라는 인
격체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결혼하여 낳은 것은 장차 나라를 세울
건국자가 아니라 신라라는 국가이다. 다시 말하면 물화된 천신으로서의 박혁거세가 알
에서 태어나고 동녀가 신화된 지물인 용의 배에서 태어남으로써 양자(兩者)가 결혼을
통하여 왕과 왕비가 되어 인간의 세계 내지는 인격의 세계를 상징하는 서라벌을 탄생
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신라의 건국 설화는 외견상 박혁거세와 용(龍)에서 나온 동
녀와의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음양(陰陽)이
합덕된 인격의 세계가 바로 서라벌의 세계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신라의 건국설화를 살펴보면 고구려의 건국 설화가 주체성을 자각한 인
간 자체의 측면에 그 관점이 놓여 있다는 점과는 다르게 신라의 건국 설화는 개체적
인간이 아닌 국가에 그 관점이 놓여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건국설화도 단군신화나 고구려의 건국설화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주체적 자각에 의하여
밝혀진 세계 자체를 표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단군 신화를 통하여
그려지고 있는 한국 고유의 세계관과 인간관인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 세계관과 신·
물일체적(神·物一體的) 인간관이 고구려의 건국설화와 같이 신라의 건국 설화에서도
그대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삼국의 건국 설화가 본질적으로 단군신화
의 기본적 사고유형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이 자각(自覺) 천명(闡明)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면 신라의 건국 설화가 상징하는 철학적 의미를 고구려의 건국설화와 관련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라의 건국설화가 고구려의 건국설화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상체계의
기본구조는 인간 지향적인 우주관에 의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라는 점이다. 고구려의
건국설화에 있어서는 고주몽의 부모인 해모수와 유화는 단순한 천신(天神)과 지물(地
物)이 아니라 이미 인격화된 천신이자 지물이라는 것이다. 즉 물화(物化)된 천신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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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神化)된 지물이 모두 인간으로 상징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신라의 건국설
화에서는 물화된 천신으로서의 박혁거세나 신화된 지물로서의 알영이 모두 인간이었음
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인격 세계를 통하여 천신의 세계와 지물의 세계
가 합덕 일체화된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상한 것이다. 인간 본래성의 세계에서 자각을
통하여 밝혀진 세계가 바로 물화된 천신의 세계이자 신화된 지물의 세계인 것이다. 바
꾸어 말하면 신의 물화 지향성과 물의 신화 지향성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형이상·하
(形而上·下)가 일체화된 인간의 인격 세계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 인간
주체적 자각 내지는 새 밝힘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신라와 고구려의 건국설화는 단군
신화에서 주로 표명된 내세계적(內世界的) 존재로서의 인간 발견의 차원을 넘어서서,
다시금 인간이 주체가 되어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의 가치세계를 발견하게 된 것
이다. 단군신화가 제시한 천신(天神)의 인간지향적 우주존재원리로서의 「홍익인간(弘
益人間), 재세이화(在世理化)」정신을 인간이 주체화시켜 자각한 것은 곧 인간이 주체
로 실현해야 될 인간세계 구현의 원리로서, 바로 고구려의 「이도흥치(以道興治)」4) 및
신라의 「광명이세(光明理世)」5)정신으로 전개된 것이다. 이것이 천도(天道)의
인간 주체적 자각을 통한 인도(人道)원리의 전개라 하겠다.
둘째, 신라의 건국설화는 일반적으로 시간적 역사성의 인간 주체적 자각원리를 내
용으로 하고 있다. 신라는 시조왕명을 박혁거세로, 국호를 서라벌, 서벌, 사라, 신라 등
으로 호칭한 것은 고구려가 시조 왕명을 동명으로 호칭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적 새
밝힘과 공간적 새 세계의 열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군신화의 밝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유의 신도(神道)가 삼국의 역사적 현실에서 인간 주체적으로 재자각됨을 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고유 신도의 새 밝힘은 바로 역사적 사명을 자
각한 역사 주체로서의 인간의 자기 자각인 동시에 새 세계의 발견은 역사적 사명 수행
을 통하여 현실화되어지는 역사적 이념의 세계인 것이다. 그런데 이 새 세계의 발견은
외래문화의 자극을 받고, 이것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려 할 때 비로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삼국 건국 설화에 있어 고유문화 밝사상의 자각도 사실은 외래 신문화
의 주체적 수용을 통한 새세계 건설로의 새 역사 창조라는 역사적 사명의 주체적 자각
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삼국건국설화에는 인간주체적 자각원리를 주축으로 하여 고조선이래 고유
신도(固有神道)의 역사적 재자각과 동시에 외래 중국 선도사상(仙道思想)6)의 한국
4) 최남선 편, 신정 삼국유사, 삼중당, 1946, 부록, 고구려 광개토왕릉비,
顧命世子儒留王 以道興治
5)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세왕조, 인명혁거세왕(因名赫居王)의 註
或作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
6) 중국 선도 사상은 한(漢) 초에 도가 사상에 연원을 두고 형성된 황노학(黃老學)을 지칭하

6

한국 고대사상의 원형(原型)탐구(Ⅲ)
적 자각을 통한 신(神)․선(仙)

양(兩)사상의 일체화라는 새로운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다.
셋째, 신라의 건국설화에는 동․서문화의 결합일체화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는 점이
다.‘신라’의 어의(語義)는 고구려의 ‘동명’과 같이 ‘새밝’으로서, 시간적으로‘새
로이 밝힘’을 의미하지만, 공간적 관념에 의하면 ‘동방이 밝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고조선 이래 한국고유의 밝사상을 동방문화라면, 중국으로부터 유입 전래되는 외래 한
족문화를 서방문화라 하겠다. 그런데 삼국의 건국설화에는 공통적으로 중국 선도문화
의 전래에 의한 한국 고유문화와의 결합일치현상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고구려
와 신라의 시조(始祖)설화가 다같이 신선술적(神仙術的) 표현이 농후하면서 한국 전통
적인 신도적(神道的) 유래소(由來素)를 부계로 중국 선도적(仙道的)인 외래소(外來素)를
모계로 규정하고, 이 내·외(內·外) 양(兩)요소의 혼구적(婚媾的) 결합을 통한 일체화에
의하여 새로운 문화세계의 창조 전개를 보게 된다. 즉 서방으로부터 새로이 전래된 중
국선도사상을 동방고유의 신도사상이 주체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그대
로 삼국의 건국설화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었으니, 동명설화에 있어 부계(父系)인 해모수
는 천신사상을 내용으로한 동방 한국고유문화를 의미하며, 모계(母系)인 하백녀 유화는
신선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서방 중국선도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와 같이
모계문화를 중국선도문화로 본 것은 신라의 건국 설화에서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
다. 혁거세왕의 모친인 선도산(仙桃山) 신모(神母)는 본시 중국 왕실의 소생으로 일찍이
신선술(神仙術)을 체득한 선녀(仙女)로서, 해동(海東) 진한(辰韓)땅으로 시집와서 성자(聖
子) 혁거세를 탄생하여 신라를 건국하게 하고, 후에 지선(地仙)이 되어 나라를 진호(鎭
護)하는 호국신이 되었다7)는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고구려의 건국설화에서 천신
인 해모수와 지물인 유화의 결혼은 동방의 한국 사상과 서방의 중국 사상 즉 신도 사
상과 선도 사상의 결합을 의미하며 고주몽의 탄생은 중국의 선도사상을 주체적으로 수
용한 한국 선도 사상의 정립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구려의 건국은 그러한 전통 사상의
재 자각을 통하여 외래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이루어진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
한 것과 같은 구조가 신라의 건국 설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천자인 혁거세가 지물인 동녀와 혼인하였다는 것은 단군신화에 나타난 세계관과 인간
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인 혁거세와 알영의 혼인이 육부의 조상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세계에서 천신과 지물의 세계가 비로소 혼인이라는
합덕을 통하여 하나 됨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천자인 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천신이 이미 물화된 천신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는 고구려의 건국설화에서 고
는 개념이다.
7) 삼국유사, 권5 감통 제7, 선도성모수희불사(仙桃聖母隨喜佛事)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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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몽이 일광을 받은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녀가 용의
배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신화된 지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단국신화에
있어 단순히 지모(地母)적 관념으로 표현된 자연동물로서의 웅녀가 삼국건국설화에 와
서는 중국선도인 서방문화를 상징하는 선녀로 변화되면서, 동방고유의 한국 신도문화
를 주체로 하여 동․서문화의 결합 통일적 의미를 혼구설적(婚媾說的)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보면 삼국의 건국 설화에는 신․물일체적 인간관이라는 구조가
공간화하여 한국 사상과 중국 사상이 동․서로 결합하여 한국 선도 사상을 낳는 동․서
문화의 결합 일체화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라의 건국 설화를 통하여 표상된 사상은 고구려의
건국설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단군신화에서 나타난 천신과 지물의 합덕이라는 구조가 공
간상 동·서 사상의 합덕 즉 중국 사상과 한국 고유 사상의 결합이라는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한 선도 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세계 즉 새 밝힘된 새 인간에 의하여 이루
어진 새로운 세계가 바로 동명왕과 혁거세 그리고 고구려와 신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이 고구려의 이도홍치(以道興治)와 신라의
광명이세(光明理世)의 이념으로 변화하였음도 알 수 있다.

Ⅲ. 화랑도(花郞道)사상의 연원과 삼교(三敎)의 주체적 자각
6세기후반인 삼국통일기로 접어들면서 신라를 중심으로 하여 풍월도 즉 국선도(國仙
道)사상의 자각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신라가 불교라는 외래 종교에 자극을 받으
면서 전통사상인 풍월도(風月道) 즉 국선(國仙)사상의 재 자각을 통하여 그것을 제도화
한 것이 바로 화랑제도이다. 물론 고구려에도 국선도적 내용을 가진 조의선인(皂衣仙
人)사상이 초기부터 전승되어 왔다.8) 그런데 고구려는 말기에 이르면서 전통사상의 재
자각을 통하여 당시의 외래 종교인 불교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
였을 뿐만 아니라 전통사상은 오히려 타락하게 되었다. 즉 사이비 종교에 불과한 도교
(道敎, 즉 五斗米敎)를 수입하여 숭상함으로써 불교를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고구려의
이러한 반전통적인 문화 정책은 일부 불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외국으로 망명하는 사태
를 초래하였다.9) 문제는 불교의 탄압과 도교의 숭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주도적 사상인 불교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였은 물론 도교(道敎)도 주체적으로 수
8) 신채호, 단재 신채호전집 상권 조선상고사, 을유문화사, 1972, pp. 150-154 참조.
9) 그 대표적인 예로 보덕(普德)화상의 백제로의 망명과 혜량(惠亮)국사 의 신라로의 망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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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신라는 고구려와는 달리 전통 사상인 풍월도를 중심으로 당시의 불교를 주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정신적인 원동력을 만들었다. 풍월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선사상을 제도화한 화랑국선(花郞國仙)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화랑국선 제도
의 시행은 민간 집단으로 출발한 일종의 청년 단체가 원화(原花) 또는 원화(源花)라는
미모의 두 낭자를 지도자로 하여 형성되었다가 나중에는 양가의 남자를 중심으로 재편
되었던 것이다. 원화에 대하여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모두 언급하고
있으나 「삼국유사」는 보다 구체적이면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화랑 제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라 제 24대 진흥왕이 백부인 법흥왕의 뜻을 사모하여 성심으로 불교를 신
봉하고 널리 불사를 세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출가를 허락하여 승려가 되게 하였
다. 한편 왕은 본시 천성이 멋스러워 신선도를 크게 숭상하였으며, 그리하여 민
가의 아름다운 낭자를 선택하여 원화로 삼았다. 그것은 무리를 모아 인촌을 선
발하고 또한 그들에게 자제와 충신의 도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니 이것이 또한
이국의 대도가 되기 때문이었다. ㆍㆍㆍ 왕은 또 나라를 흥하게 하려면 필수적
으로 풍월도를 먼저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여 양가출신의 덕행있는 남자를 뽑
아 그 명칭을 고쳐 화랑(花郞)이라고 하고 처음으로 설원랑을 받들어 국선(國仙)
으로 삼으니, 이것이 화랑 국선 제도의 시작이다. 이로 인하여 명주에 비를 세
우고 이로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것을 고쳐서 착한 일을 하게 하고 윗사람
을 공경하고 아래 사람에게 순하게 하니 오상(五常)과 육예(六藝) 그리고 삼사
(三師)와 육정(六正)이 왕의 시대에 널리 행하여 지게 되었다.10)
위의 내용을 보면 진흥왕이 불교를 신봉하면서도 신선도(神仙道)를 숭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제(孝悌)와 충신(忠信)을 나라를 다스리는 대법(大法)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진흥왕이 유가(儒家)사상의 도덕 원리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였으면
서도 당시에 유행되었던 외래 사상인 불교 사상과 선도 사상을 동시에 수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화 제도를 통하여 젊은이들에게 효제 충신의 도를 가르치고 그것
을 통하여 그들을 국가의 동량으로 키우고자 하였던 진흥왕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화 제도를 부활하여 화랑국선(花郞國仙)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번에는 미모를 가진
양가(良家)의 규수가 아닌 덕을 가진 남자를 국선으로 선발하여 그 무리를 구성하게 하
였다. 원화 제도를 폐지했던 진흥왕은 국가의 부흥을 위해서는 풍월도의 진작이 필수
적임을 인식하고 양가(良家) 출신의 남자를 선발하여 화랑 국선 제도를 다시 시작하였
10) 삼국유사,권3 탑상(塔像) 제4, 미륵선화(彌勒仙化) 미시랑(未尸郞) 진자사(眞慈師)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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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국풍(國風)이 쇄신되어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의 육예
가 잘 교육되어짐으로써 인, 의, 예, 지, 신의 오상(五常)이 행하여지는 도덕적 사회가
형성되고 어진 신하들의 보필을 받아서 국정이 잘 운영되었다. 김대문도 『화랑세기』
에서 “어진 재상과 충신이 여기에서 나왔고 뛰어난 장수와 용감한 군사가 이로부터
나왔다11) 고 하였는데 이는 국선 제도의 시행에 의하여 원활한 국정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게 조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삼국사기』에 기록
된 화랑들의 생활을 보면 화랑도의 생활에 있어서 제일 조건은 도덕적 품성의 함양이
었으며, 이를 위하여 가악(歌樂)을 통하여 심성을 순화하고 요산요수(樂山樂水)를 통하
여 자연과의 합일을 통한 우주적 자아의 확립에 몰두하였음을 알 수 있다.12) 이러한
집단적 수행 생활을 통하여 길러진 대아(大我)적 동량들이 국가의 유사시에는 호국의
선봉에서 그 역할을 다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화랑 국선 제도가 시행되기까지의 과
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화랑 제도에 대한 기록을 보면 미모의 여자를 화주(花主)로 삼으려 하였으며
그 명칭을 원화(原花)라고 하였다. 이는 신라와 고구려의 건국설화에서 나타나 선도(仙
桃) 신모(神母)와 하백녀(河伯女) 유화(柳花)의 선녀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후에
남자를 무리의 지도자로 옹립할 때도 그를 화랑(花郞)이라고 부르게 하였는데 그 어원
도 본래는 여성을 상징하는 화낭(花娘)이었던 것으로 고구려 건국 설화의 천제자(天帝
子) 해모수를 천왕낭(天王郎)이라고 한 명칭에서 유래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화랑을
국선이라 한 것도 역시 선도적 입장에서 당시의 전통사상을 표현한 개념으로 화랑제도
가 선도 사상을 근간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랑 국선 제도를 실시한 진흥왕
자신이 신선도를 숭상하였다는 점을 보아도 화랑 제도의 사상적 근간은 선도 사상이었
음을 알 수 있다. 본래 진흥왕이 화랑 국선 제도를 시행한 목적은 국가의 부흥을 위해
서이다. 그런데 진흥왕은 국가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월도의 흥작(興作)이 필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국가의 부흥을 위하여 풍월도의 흥작이 필요하였고 풍
월도의 흥작(興作)을 위하여 화랑 국선 제도를 시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풍월도는 국
선 제도의 근본 바탕이 되는 사상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우선 국선 제도가 선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풍월도도 역시 선도 사상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또한 삼국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던 국선 제도의 근저에 깔려 있는
사상은 전통 사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고대사상을 내용면에서 보면 풍월도․풍
류도인 것이며, 형식면에서 보면 화랑도․국선도인 것이다.13)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
11)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 제4, 진흥왕조
12) 위의책, 진흥왕 37년.
13) 김충렬, 화랑오계의 사상배경고,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통권 제44호,
1971, p.2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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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최치원이 지은 난랑의 비문(鸞郞碑序文)에 의하면 당시에 전
통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풍류(風流)라고 부른다14)고 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현묘한
도(玄妙之道)라고 규정한 점과 그 자세한 내용이 선사(仙史)에 기록되어 있다고 논함
점을 보아서 그것이 선도사상임을 알 수있다. 그러나 풍류도는 단순한 선도 사상은 아
니다. 풍류도의 내용이 삼교(三敎)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목적이 모든 생명을 교화하는
데 있다고 논한 점에서 그렇다. 선도 사상 자체가 삼교를 포함할 수는 없으며 또한 선
도 사상이 만물을 교화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선도 사상의 형태
로 나타난 풍류도는 전통 사상일 수밖에 없다. 단군신화와 삼국의 건국 설화의 고찰을
통하여 드러나는 한국 고유 사상은 신도 사상이다.

따라서 풍류도는 신도 사상의 선

도적 변형태(變形態)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신도 사상은 한국 사상의 근원임은 물론 중국 사상의 근원이다. 따라서 중국
의 유가(儒家)와 불가(佛家) 그리고 도가(道家)가 전래되었을 때 전통사상의 재 자각을
통하여 주체적 수용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화랑 국선 제도를 시행한 진흥왕이 불교를
숭상하면서도 신선도를 좋아하고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는 효제 충신의 도를 치국(治國)
의 원리로 삼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전통 사상인 풍월도의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삼교(三敎)의 가르침을 아무런 갈등 없이 숭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풍월도가 국가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풍월
도는 고유 사상인 신도 사상을 바탕으로 외래의 선도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형
성된 한국 선도 사상이기 때문에 풍월도가 불가나 유가 내지는 도가 사상의 성격을 갖
고 있다고 해서 단순한 삼가 사상의 혼합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화랑 국선
제도에 풍월도의 삼가(三家)적 성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자,
불교적 측면에서는 백제를 통하여 계율 중심의 불교 사상과 미륵불 사상을 받아들
임으로써 신라 불국토설이 제기되어지고 신라의 수호가 불국 정토의 수호라는 측면에
서 임전무퇴의 용맹을 요구하는 계율이 나타난 것이다. 또한 화랑 국선 제도에 있어서
낭도를 거느리는 우두머리의 성격을 미래불인 미륵불로 규정함으로써 미륵불의 화신인
화랑을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던 것이다. 즉 화랑을 통하여 미륵불을 보고 신라를 통하
여 미륵 정토를 자각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불교는 관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
실존의 내면적 자각에 의하여 개시되어지는 광명 세계로서의 불국 정토를 제시하여 국
가적 이념과 종교적 신념을 주었다.
선도적 측면에서는 화랑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직접 체험을 통하여 자연
14)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제4, 진흥왕 37년조.
 曰 國有玄妙之道曰 風流 說敎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敎 接化群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虛無爲之事 行不言之敎 周桂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
太子之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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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원리를 체득함으로써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의 품성을 길러서 도와 더불어
소요하는 경계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자연은 만물을 생육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공으
로 내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속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현상은 어떤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행위가 없는 것이다. 자연
속에서 생활함으로써 자연의 무위자연성(無爲自然性)을 체득하여 생활할 때 비로소 인
위적인 행위가 없이도 모든 것을 행하는 적극적이면서도 유유자적하는 삶이 이루어진
다. 이는 인간의 적극적인 삶의 영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명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유교의 측면에서 보면 불가나 선도와는 달리 인간의 존재의의 내지는 가치를 자각
하여 인본주의적 인도(人道)사상을 제시하였다. 당시 화랑도가 소화한 유교 사상은 신
묘지도(神妙之道)에 의하여 자각된 불교적 이상과 체득된 도가적 자연을 종교적 신념과
철학적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유교적(儒敎的) 인본윤리(人本倫理)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미 신라의 건국 설화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인간 주체적 지각에 의하여 밝
혀진 세계는 결국 단군신화를 통하여 나타난 ‘기삼칠일 불견일광백일(忌三七日 不見
日光百日)’이라는 지계(持戒)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인간의 성명(性命)적 구
조에 있어서 예의(禮儀)가 행하여지는 세계가 인격의 세계이자 윤리의 세계인데 그러한
예의는 천명(天命)으로서의 계율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유교는 불국정토(佛國淨
土)와 같은 종교적 이상세계를 기본으로 함도 아니며, 자연철학사상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 도가(道家)사상도 아닌, 어디까지나 인간의 의의와 가치를 자각한 인본주의적 인도
(人道)사상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당시 화랑도가 소화한 유교사상은 신묘지도에 의하

여 자각된 불교적 이상과 체득된 도가적 자연을 종교적 신념과 철학적 근거로 한 유교
적 인본 윤리였다. 그러므로 화랑도의 사상은 인간내면의 신명적(神命的) 혜지(慧智)와
우주자연의 호생지덕(好生之德)을 주체적으로 자각 체득함으로써, 삼교원리(三敎原理)를
일체화하여 군생만물(群生萬物)을 이화(理化)할 수 있는 인간의 본래적 존재법칙으로서
의 충효사상(忠孝思想)인 것이다.
이상에서 화랑 국선 제도의 근저에는 픙월도가 있어서 그것이 사상적 근거를 제공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풍월도는 고유 사상인 신도 사상이 당시의 사상인 선도
사상으로 화(化)하여 나타난 전통사상임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풍월도가 선도
사상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선도 사상은 물론 불교 사상마저도 끌어 들여 그것을
유가 윤리 안에서 하나로 합덕시킴으로써 한국만의 독특한 한국선도사상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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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화랑오계(花郞五戒)와 충효정신
화랑도는 삼교(三敎) 사상을 인간의 주체적 자각을 통하여 일체화시킨 철학적 근거
위에 성립된 인본 윤리이기 때문에 삼교 사상을 인간의 도덕 원리적 측면에서 계율적
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그것이 이른바 화랑국선에게 주어진 세속오계(世俗五戒)이다.
이에 관하여 좀 더 상세히 논해보면, 우선 살생유택계(殺生有擇戒)는 인간과 자연물
과의 관계에 있어 인간생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의성(時宜性)과 대상물을 가려 적의
(適宜)한 살생만을 허락한 인본주의 윤리정신에 입각한 계목이다. 대체로 살생을 금하
는 것은 종교적 자비심(慈悲心)과 인애심(仁愛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규범이다.
그런데 이러한 살생은 국가사회를 극도로 문란시키고, 민생을 해치는 난신적자(亂臣賊
子)는 대의(大義)를 바로잡고 정법(正法)세계를 수호하기 위하여 주살(誅殺)이 허락되는
것이다.
이처럼 화랑오계 중에서도 인간사회윤리인 충효사상과 가장 거리가 먼 순수 종교적
계율처럼 느껴지는 살생유택 계목이 도리어 인간 본래심으로서의 자비와 인애(仁愛)정
신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으로써, 화랑도의 무한한 정신력이 용출될 수 있었던 것이며,
이러한 정신력은 곧 종교적 신념으로서, 현실적으로 충효를 실천하는 힘찬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불국정토의 이상세계를 현실국가인 신라국토로 주체화시켜
구현하려는 신라인의 생각은 이러한 이상세계 실현에 장해(障害)를 주는 여하한 외침과
내란도 이를 물리쳐야 한다는 호국정신으로 직결됨을 볼 수 있다.
임전무퇴계(臨戰無退戒)는 호국충의(護國忠義)정신이 인간의 행동원리로 구체화된
계목으로서, 사군이충계(事君以忠戒)와 더불어 대국가적(對國家的) 충(忠)이 된다. 당시
신라의 국가적 현실이 삼국통일의 역사적 과제를 앞에 놓고 주변 적대국들과 항상 전
쟁 상황 속에 있었음으로, 이 계목은 화랑오계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는 외적의 침략을 물리침으로써 자기국가를 자주적(자체적)으로 수호하는 대외적 행
동에 의한 대국가적 충성의 발로인 것이다.

따라서 임전무퇴계로 표현된 호국정신은

외래불교를 호국불교로 소화하는데 주체정신이 되었던 화랑도 특유의 계목이다.
이처럼 살생유택계와 임전무퇴계가 대국가적 충(忠)을 대행하는 구체적 덕목이라고
한다면, 남은 세 계목은 국가․사회에 있어 인간의 대내적(對內的) 행동법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교우이신계(交友以信戒)는 사회내적 윤리로서 대인적(對人的) 자기성실을 내
용으로 하는 대사회적 충으로서, 대국가적 충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화
랑오계중 가장 먼저 표방한 사군이충과 사친이효계는 후일 최치원에 의하여 유교적으
로 표현된 풍월도의 본질적 내용으로서의 충과 효에 해당되는 계목이다. 그런데 이는
유교사상에서 시사를 받은 것이니, 「진심왈충」(盡心曰忠)이니 「진기지위충」(盡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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謂忠)이니 하는 뜻에서 보면 가정에서의 충은 곧 효요, 「이효사군즉충」(以孝事君則忠)
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대국가적 효가 즉 충으로서, 충효는 일체인 것이다. 따라서

풍

류도의 내용에서도 「입즉효어가 출즉충어국」(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이라 하여 효는
가정윤리로, 충은 국가윤리로 규정하면서, 당시 신라에 있어서는 충은 국가윤리로서,
효는 가정윤리로서 이해되었다. 그러므로 세속오계의 중심 내용은 대국가적 측면과 대
가정적 측면에서 드러난 충·효이다. 즉 인간 본래성이 발현되었을 때의 구체적인 덕
목들을 충과 효로써 규정한 것이다. 화랑의 목표가 현실 세계 안에서 이상을 실현하는
접화군생(接化群生)이었기 때문에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서의 국가와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원리로서의 충과 효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충효
의 계율적 표현이 사군이충(事君以忠)과 사친이효(事親以孝)이다. 이 충·효를 바탕으로
대물(對物)적 측면에서 살생유택의 인(仁)을 기본윤리로 하였으며 대국가적 측면에서는
임전무퇴의 용(勇)을 기본 윤리로 하였고 수평적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교우이신의 신
(信)을 기본윤리로 하였다.
이와 같이 화랑오계에도 역시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근본정신은 우주자연원리의
인간 주체적 자각을 통한 인도주의적 윤리정신과 국가 중심적 자각을 통한 실천도의
(實踐道義)로서의 충효사상으로 일관됨을 볼 수 있다. 화랑도는 이러한 인간 주체적 자
각원리(밝사상)를 주축으로 하여 불교의 종교적 신앙 대상인 정토(淨土)세계를 국가 중
심적으로 자각함으로써 신라 불국토사상과 호국불교사상을 전개하였고, 도가의 자연철
학사상을 국가 중심적으로 자각함으로써 국토애·조국애의 정신을 고취시키었으며, 유
교의 실천윤리사상을 국가 중심적으로 자각함으로써 효를 포괄한 충국(忠國)사상의 도
의정신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화랑국선제도를 근거로 대내적(對內的)으로는 신라 불
국토(佛國土) 건설의 주역이 된 사군이충(事君以忠)의 현좌충신(賢佐忠臣)과 대외적(對外
的)으로는 국가를 수호하는 임전무퇴(臨戰無退)의 양장용졸(良將勇卒)이 배출되어 삼국
통일의 성업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Ⅴ. 결 어 (結 語)
지금까지 신라의 건국설화와 화랑도 사상을 분석해 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
달할 수 있었다.
첫째, 신라의 건국설화는 단군신화와 고구려의 건국설화에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상체계의 기본구조로서 인간 지향적인 우주관에 의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나타내
고 있다. 즉 인간 주체적 자각 원리를 나타내는 신명원리(神明原理)로서, 존재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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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논할 때는 천도(天道)의 인간 주체화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신도사상(神道思想)이
며, 자각론적인 측면에서 논할 때는 천도의 인간 주체적 자각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밝달(재자각, 새 밝힘)사상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신라의 건국 설화를 통하여 나타난 사상은 한국 고유의 신도 사상을 주체로
중국의 선도(仙道) 사상을 수용하여 형성된 한국 선도 사상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
면 단국신화에서 나타난 천신(天神)과 지물(地物)의 합덕(合德)이라는 구조가 공간상에
서 중국 선도사상과 한국 고유사상의 결합이라는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 이처럼 선도
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세계 즉 새 밝힘된 새 인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가
바로 혁거세와 신라로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단군신화에서 홍익인간으로 나타난 이념
이 신라에서는 광명이세(光明理世)의 이념으로 변화한 것이다.
셋째, 화랑 국선 제도의 근저에는 풍월도가 있어서 그것이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였
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풍월도는 고유사상인 신도 사상이 당시의 선도 사상으로 변
화하여 나타난 한국의 전통사상임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풍월도가 선도 사상
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선도 사상은 물론 불교 사상까지도 수용하여 그것을 유가
윤리 안에서 하나로 합덕시킴으로써 한국만의 독특한 한국 선도 사상을 형성하였던 것
이다.

□ 논문접수: 2016년 4월30일 / 수정본 접수: 2016년 5월31일 / 게재 승인: 2016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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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韩国古代思想的原型探究(Ⅲ)
-新罗的建国说话与花郎道-

公州教育大学校
梁 泰 鎬
分析新罗的建国说话与花郎道思想后，会得出如下结论
第一，新罗的建国说话作为共同具备檀君神话和高句丽的建国说话思想体质的基本构
造，表达有人间指向性宇宙观的人间中心世界观。即，作为呈现人间主体的自觉原理的神明
原理，就存在论而言，是以天道的人间主体化原理为内容的神道思想；就自觉论而言，是以
天道的人间主体的自觉原理为内容的再自觉思想。
第二，新罗的建国说话体现的思想是以韩国固有的神道思想为主体，兼容中国的仙道思
想，从而形成的韩国仙道思想。依据仙道思想而建立的世界，即再觉后的新人间所创造的新
世界被表达成为赫居世和新罗。因此，檀君神话中的“弘益人间”理念在新罗转化为“光明
理世”的理念。
第三，花郎国仙制度的根基是风月道，并已证实其提供有思想上的证据。同时可知，风
月道是由作为固有思想的神道思想转变为当时的仙道思想而形成的韩国传统思想。因此，风
月道在拥有仙道思想外形的同时，兼容仙道甚至佛教思想，并在儒家伦理下合德为一，形成
了韩国独有的韩国仙道思想。

主题语： 新罗的建国说话, 人间中心论世界观, 韩国仙道思想, 花郎国仙制度, 风月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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