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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국사의 창건과 미스터리
1.1 불국사의 창건과 김대성(金大城)
1. 【창건】
751년(경덕왕 10)에 김대성(金大城)의 발원으로 창건하였다. 그러나 1740년 동은(東隱)이 저
술한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에 의하면, “이차돈(異次頓)이 순교한 이듬해인 528년
(법흥왕 15)에 법흥왕의 어머니 영제부인(迎帝夫人)과 기윤부인(己尹夫人)이 이 절을 창건하고
비구니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574년(진흥왕 35)에는 진흥왕의 어머니인 지소부인(只召夫
人)이 이 절을 중창하고 승려들을 득도하게 하였으며, 왕의 부인은 비구니가 된 뒤 이 절에
비로자나불상과 아미타불상을 봉안하였다”고 한다. 670년(문무왕 10)에는 절의 강당인 무설전
(無說殿)을 짓고 신림(神琳), 표훈(表訓) 등 의상(義湘)의 제자들을 머물게 하였다고 전한다.
이들 기록에는 신라 불교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다소의 모순이 있지만, 현재 대웅전에 봉
안되어 있는 불상의 복장기에서 이 불상들이 ‘681년(신문왕 1) 4월 8일에 낙성되었다’고 하였
으므로 당시의 불국사가 대규모는 아니었지만, 대웅전과 무설전을 갖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불국사의 창건과 중창에 대해서 각기 다른 기록이 있다.)

2. 【김대성의 중창】
불국사가 대찰이 된 것은 김대성에 의해서였다. 『삼국유사』에는 “김대성이 현세의 부모를
위해서 이 절을 창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절은 751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774년(혜공왕
10) 12월에 그가 생애를 마칠 때까지 완공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뒤 국가에서 완성시켰다.
따라서 이 절은 김대성 개인의 원찰(願刹)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원찰로 건립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준공 당시 이 절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일곽 등 5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었
는데,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관음전, 지장전 등을 중심으로 한 구역이다.
이밖에도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건물의 이름이 45종이나 나열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큰 건
물로는 오백성중전(五百聖衆殿, 32칸), 천불전(千佛殿, 25칸) 등이 있고, 이 두 개의 건물만큼
크지는 않아도 중요한 건물로는 시왕전(十王殿, 5칸), 십륙응진전(十六應眞殿, 5칸), 문수전(文
殊殿, 5칸) 등이 있다. 또한 승방이라고 생각되는 동당(4칸), 서당(4칸), 동별실(5칸), 서별실(5
칸), 청풍료(淸風寮), 명월료(明月寮), 객실, 영빈료 등이 있었으며, 그 밖에 누, 각, 문, 고, 욕
실 등이 그 중에 포함되어 있다.

3. 【중수】
김대성이 중창한 뒤 임진왜란 전까지 9차례의 중창 및 중수를 거쳤다. 887년(진성여왕 1)과
1024년(현종 15)에는 규모 미상의 중수를 하였고, 1172년(명종 2)에는 비로전과 극락전의 기
와를 갈았으며, 1312년(충선왕 4)에도 규모 미상의 중수를 하였다. 1436년(세종 18)에는 대웅
전과 관음전(觀音殿)과 자하문(紫霞門)을 중수하였고, 1470년(성종 1)에는 관음전을, 1490년에
는 대웅전과 각 절을 중수하였다.
1514년(중종 9)에는 극락전의 벽화를, 1564년(명종 19)에는 대웅전을 중수하였다. 1593년
(선조 26) 5월 왜구가 침입하여 백성들과 물건을 노략질할 때 좌병사(左兵使)는 활과 칼 등을
이 절의 지장전 벽 사이에 옮겨다 감추었고, 왜병 수십 명이 이 절에 와서 불상과 건물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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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감탄하다가 무기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여덟 사람을
밟아죽이고 절을 불태워버렸다.
그 당시 난을 피하여 장수사(長壽寺)에 와 있었던 담화(曇華)가 문도를 이끌고 불국사에 도
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대웅전, 극락전, 자하문 및 기타 2,000여 칸이 모두 불타버린 뒤였고,
금동불상과 옥으로 만든 물건과 석교(石橋)와 탑만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때 타버린 목조
건물들은 20년이 지난 뒤부터 점차 복구되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일곽의 경우, 해안(海眼)이 1612년(광해군 4) 경루와 범종각과 남행랑
등을 복구하였고, 1630년(인조 8)에는 태호(泰湖)가 자하문을 중수하였으며, 1648년에는 해정
(海淨)이 무설전을 복구하였다. 대웅전은 1659년(효종 10) 천심(天心)이 경주부윤의 시주를 얻
어 중건하였다. 이 밖에 안양문(安養門), 극락전, 비로전, 관음전, 나한전, 시왕전, 조사전만이
이때 중건되었을 뿐 나머지는 복원되지 못하였다.
그 뒤 다시 퇴락되어 가던 절이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의 발원으로 중창되었다. 이때의 대복
원공사를 위하여 1969년에는 문화재위원들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1970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하였다. 당시까지 유지로만 남아 있던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毘盧殿), 경루, 회
랑 등은 이때 복원되었고, 대웅전·극락전·범영루(泛影樓)·자하문 등을 새롭게 단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불국사는 1963년 3월 28일 대한민국의 사적 및 명승 제1호로 지정되었다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사적」으로 재분류됨에 따라 2009년 12
월 21일 이를 해제하고, 동 일자로 대한민국의 사적 제502호로 재지정되었다.

1.2 베일에 싸인 불국사 창건과 삼국유사
◇ 불국사 창건 설화는 기록(記錄)의 은폐나 폐기가 원인 ◇
불국사의 창건 연대는 아직도 미스터리다. 불국사는 751년(경덕왕 10)에 김대성(金大城)의
발원에 의해 불국사가 창건되었다는 설(說)이 주류다. 이에 대해 경덕왕 때 불국사를 중건했다
는 설도 설득력은 있다. 이 논쟁의 귀결은 김대성의 출생과 불국사 창건 연도(年度)가 확실히
밝혀질 때 결론이 날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불국사 창건자와 창건배경이 정확히 기록된 역사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삼국유사(1281년)』와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 1740년)』에 기록된 설화(說話)가 배경
이다.

○ 『삼국유사(1281년)』
“ 불국사를 조영한 대상(大相) 김대성은 경덕왕(景德王) 4년(745)부터 8년(749)까지 중시
를 역임했던 이찬(伊湌) 대정(大正)에, 그리고 그의 아버지 김문량은 성덕왕(聖德王) 대에
중시를 역임한 문량(文良)에 비정되고 있다.

… 또한 불국사는 김대성이 자신과 그 일족

의 사재(私財)를 보시하여 창건하였는데, 23년간 지었으나 그가 죽을 때까지도 완성하지
못하여 김대성 사후 왕실에서 완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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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성(金大城) 관련 삼국유사의 연기(緣起) 설화 ◇
“ 모량리(牟梁里)의 가난한 여인 경조(慶祖)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머리가 크고 이마가 아
주 넓어 성(城)과 같으므로 이름을 대성(大城)이라 하였다. 집이 가난해 기르기가 힘들었
으므로 어머니가 부잣집에 가서 품팔이를 했는데, 그 집에서 밭 몇 마지기를 주어 생활을
꾸려나갔다. …
하루는 점개(漸開)라는 중이 흥륜사(興輪寺)에 육륜회(六輪會)를 베풀고자 시주하기를 권
해 베 50필을 시주하였다. … 대성의 권유로 어머니는 경작하던 밭을 법회(法會)에 점개
에게 시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이 죽었다.
그 날 밤 재상 김문량(金文亮)의 집에 하늘에서 부르짖음이 있기를 “모량리의 대성이 지
금 너의 집에 환생하리라” 하였다. 그 날 밤 재상 김문량(金文亮)의 집에 하늘에서 부르
짖음이 있기를 “모량리의 대성이 지금 너의 집에 환생하리라” 하였다. …
그리고 나서 김문량의 부인이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가 왼손을 꽉 쥐고 펴지 않
다가 7일 만에 손을 폈다. 그런데 손안에 ‘대성(大城)’이라는 두 글자를 새긴 금간자(金簡
子)가 있어 이름을 대성이라 하였다. 또한 전세의 어머니를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부양
하였다.
대성이 장성하자 사냥을 좋아해, 하루는 토함산(吐含山)에 올라가 곰 한 마리를 잡고 산
밑 마을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곰이 귀신으로 변해 말하기를 “네가 나를 죽였으니 나도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하였다. 대성이 겁에 질려 용서하기를 빌었더니 귀신이, “네가 나
를 위해 절을 지어주겠는가?” 하고 물어 대성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꿈을 깨니 온 몸에 땀이 흘러 자리를 적셨다. 그 뒤로는 일체 사냥을 금하고, 곰을 위해
사냥하던 자리에 장수사(長壽寺)를 세웠다. 그리고 현세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창건하
고, 전세의 부모를 위해 (현재의 석굴암) 석불사(石佛寺)를 창건했다고 한다.”
◉ 김대성(金大城, 700∼774년)은 대정(大正)이라고도 하며, 재상을 지낸 문량(文亮)의 아들이
다. 745년(경덕왕 4) 이찬(伊飡)으로 중시(中侍)가 5년 후 750년(경덕왕 9년) 물러났다. 그 후
삶을 마칠 때까지 불국사(佛國寺)의 창건 공사를 주관했다.

▶ 『삼국유사』 권5 〈제9 효선〉(孝善第九) “대성효이세부모 신문대(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에
는 김대성을 신라 신문왕 때, 혹은 경덕왕 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십
이연기 불교의 윤회설에 따라 김대성 자신의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 석굴암 석불사를, 현생의
부모를 섬긴다는 뜻에서 불국사를 창건하였으며, 공사를 마치기 전에 죽자 국가에서 나서서
완성시켰다고 한다(출처: 중앙일보, 1984.06.09., "불국사는 실성왕 13년에 창건 김대성은 중
건‥‥ 창건자 미상". ).

○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 1740년)』
“ 불국사는 신라 528년(법흥왕 15년)에 왕모 영제 부인의 발원으로 지어졌고, 574년에 진
흥왕의 어머니인 지소 부인이 중건하면서 비로자나불과 아미타불을 주조해 봉안하였다고
한다1). 문무왕 10년 670년에는 무설전을 새로 지어 이곳에서 화엄경을 가르쳤다고 한다.

1) 그 당시에는 절의 이름이 ‘화엄불국사(華嚴佛國寺)’ 또는 ‘화엄법류사(華嚴法流寺)’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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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불국사의 석탑(석가탑·다보탑)이나 석교 등의 축조를 포함한 대규모 중창이
이루어진 것은 신라의 재상 김대성에 의해서였다.”

(출처: 한국민족백과대사전)

◉ “751년(경덕왕 10) 김대성(金大城)의 발원에 의한 … ”은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견해
▶ “불국사는 실성왕 13년에 창건 김대성은 중건‥‥ 창건자 미상”이라는 이설(異說)
“ 경북대 서수생 교수는 『불국사중형단복기』에 수록된 <활산집> 전5책 7권에서 불국사
창건연대 기록을 발견했다며,
불국사는 이제까지 알려진 데로 서기751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신라 성왕 13년인 서
기 414년에 세워졌으며 또 대웅전은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 소실됐다가 중건된 것이
아니라 임란이후까지 보존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에 찾아낸 활산집의 『불국사중
형단복기』와 불국사사기인 『불국사고금창기』 등을 볼 때, “김대성이 불국사를 창건한 것
이 아니라 중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중앙일보, 1984, 06.09)
● 따라서 기록상 나타나는 <불국사 창건연도>는 414년(신라 성왕 13년), 528년(법흥왕
15), 751년(경덕왕 10) 등 3개의 설(說)로 요약되며, 현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의 복
장기에서는 이 불상들이 ‘681년(신문왕 1) 4월 8일에 낙성되었다’고 밝혀졌다.
위의 주장에 따른 창건연도와 준공연도를 요약하면, ① 414년∼, ② 528년∼, ③ 751년∼
등 3범주이며, 준공연도가 밝혀진 것은 삼국유사의 혜공왕 때인 774년이 거의 유일한 기록이
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위 내용을 분석하면, 불국사의 창건연도는 최소한 123년에서 최대
한 337년이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내용이다.
한편 『삼국유사』에서 김대성은 23년간 불국사를 짓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나중에 국가에서
완성했다고 한다. 김대성은 700에 출생하여 774년 사망하였다.
건축기간과 김대성의 생애를 기준으로 추정하더라도, 불국사의 창건연도와 준공연도는 여전
히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학계의 일치된 결론이 요청된다.
● 그럼에도 불국사의 창건연도는 왜 비밀(秘密)로 전해져 내려올까?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정도의 인프라 공사를 진행하려면 엄청난 국비(國費)가 필요
했을 것이기에 재정수요(財政需要)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던 사찰이나
전각들을 토대로 불국사 신축과 증축이 장기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절대왕정국가에서 “한 개인인 김대성이 발원(發願)하여 그토록 큰 규모의 사찰을 기
획하고 건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그리고 “환생(幻生)이라는 수단을 통해 김대성이
어떻게 신격화(神格化)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국왕(國王)의 승낙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신하(臣下)라면 마
땅히 제거대상이 됐을 것이다. 김대성의 관직(오늘날 장관에 해당)을 보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 최완수(2001)는 『신동아』에 기고한 글, “불국사가 김대성의 개
인 사찰로 둔갑한 까닭”에서 이 문제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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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신라 왕국을 불교문화 절정기인 불국시대로 이끌어간 성덕왕은 개인적으로 매우 불
행한 통치자였다. 3세(歲)경에 부왕인 신문왕이 사망하고 11세경에 모후(母后)인 신목태후
가 사망하자 어린 시절을 고아로 보내야 했다. 형(兄)인 효조왕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를
때는 13세쯤의 어린 소년이었다.
하지만 태종무열왕의 적장손(嫡長孫) 혈통이라는 사실 때문에 태종무열왕의 내외 혈손들
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어 그들의 구심점 노릇을 하게 되었기에, 초기에는 그들의 세력다
툼 틈바구니에 끼어 말 못할 고통을 겪었다.
15세에 결혼하여 태자까지 생산한 첫 왕비 성정왕후(成貞王后)와는 27세 때(716)에 강제
이혼을 당하기도 했다. 뒤이어 외사촌 누이동생인 소덕왕후(炤德王后, 700년경~724년)를
계비로 맞이하여 두 왕자를 낳았으나 그 역시 25세쯤의 젊은 나이에 어린왕자 형제를 남
기고 타계한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상배(喪配)한 성덕왕은 어린왕자 형제를 위해 재혼을 하지 않고 13
년 동안 독신으로 지내다 사망한다. 이때 남겨진 어린 왕자들이 효성왕(孝成王, 721년
경~742년)과 경덕왕(景德王, 723년경~765년) 두 형제였으니, 효성왕은 4세, 경덕왕은 2세
쯤의 젖먹이였다. 자신이 고아로 자라난 성덕왕이 다시 30대 중반에 상처하여 어미 잃은
젖먹이 두 아들 형제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성덕왕은 재혼을 거부하고 어린왕자들의 양육에 심혈을 기울였던 듯하다. 그 결
과 외척들에게 세력다툼을 벌일 명분을 주지 않게 되니, 그 이후 성덕왕의 치세 시에는
정국이 안정되어 신라가 곧 불국토(佛國土)임을 실감할 수 있는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그런 상황을 ‘성덕대왕신종명(聖德大王神鍾銘)’에도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안정은 성덕왕이 사망하면서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17세에
등극한 효성왕의 여자관계가 도화선이 되어 척족들간 세력다툼이 반란형태로 드러난다.
이를 제압하지 못한 효성왕은 결국 재위 5년 만에 척족들의 손에 비명횡사한다.
이를 뒤이은 경덕왕(景德王, 723~765년)은 현명하고 과단성 있는 인물이었다. 외척 전횡
의 고리를 차단하려고 20세에 등극하자마자 자식 못 낳는 것을 트집 잡아 김순정의 딸인
왕비 삼모부인(三毛夫人)을 출궁시킨다. 그리고 그 조카딸 뻘인 김의충(金義忠, 670년
경~739년)의 딸 만월부인(滿月夫人)을 맞아들인다. 경덕왕이 등극 초에 자신을 옹립한 외
척 집권가문의 기세를 꺾어놓고 눌러놓자 효성왕 때 일시 흔들리던 신라의 정국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그 후 부왕 성덕왕과 모후 소덕왕후의 추복(追福)을 위해 두 가지 큰 불사를 일으켜 불
국시대의 최고 문화역량을 과시하고자 한다. 그 첫째가 봉덕사(奉德寺)에 봉안할 주조(鑄
造)이고, 둘째가 화엄불국사(華嚴佛國寺)의 조영(造營)이었다.
3세 때 사망하여 얼굴조차 알 수 없는 어머니 소덕왕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자식
들을 위해 13년 동안이나 홀아비로 살면서 고독한 여생을 보낸 불쌍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경덕왕은 이 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불사(佛事)를 일으켜 그 복(福)을 빌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위한 추복사찰을 짓되 화엄불국세계(華
嚴佛國世界)를 신라 땅에 구현(具顯)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
그래서 화엄 불국토의 건설이라는 근본 원칙만 「화엄경」으로부터 취하고 구체적인 불
국세계의 모습은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는 각 경전에서 따다가 조화롭게 배치
하는 설계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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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권5 대성(大成)이 2세 부모에게 효를 하다’라는 대목에서 “모향리 대성(大城)”
을 언급돼 있다(앞에서 언급함). 이 내용은 민간에서 전해오는 내용이지만, 절에 있는 기
록(寺中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 경덕왕 때 대상(大相) 대성(大城)이 천보(天寶) 10년(751, 경덕왕 10년) 신묘에 불국
사 창건을 시작했으나, 혜공왕대(代)를 지나 774년(혜공왕 10년) 12월2일에 대성이 돌
아감으로써 이에 국가가 이를 끝마쳐 이루어냈다.”
이는 혜공왕 시대에도 불국사의 완공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원성왕은 경덕왕의 아들이며 성덕왕의 손자인 혜공왕을 시해하고 왕위를 찬탈한
장본인으로 즉위한 후에는 경덕왕은 물론 성덕왕의 사당까지 허물고 자신의 조부와 부친
의 사당을 대신 세워 새 왕조의 개창을 표방했다. 진흥왕의 혈통을 이은 순수 진골 왕통
과의 단절을 표방했으니 경덕왕이 성덕왕의 추복사찰로 국력을 기울여 건립해온 불국사의
건립의 시말을 자세히 밝힌다는 것은 원성왕 자신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불국사 건립을 마무리 지은 원성왕은 이를 공사감독관으로 건립의 총책임을 맡았
던 김대성 개인의 원찰(願刹)로 둔갑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김대성이 양대 부모를
위해 그 추복사찰로 지은 것처럼 선전하여 민간에 그 얘기가 퍼지도록하고 창건시말에 대
한 정확한 기록은 인멸시킨 듯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왕릉 자리를 그 불국사가 바라다 보이는 토함산 끝자락에 써서 불국사
가 마치 자신의 원찰인 듯 착각하게 했다. 그 결과 신라 불국토(佛國土) 사상을 표방하기
위해 토함산에 화엄불국세계를 구현해 낸 불국사와 석굴암의 정확한 창건 시말(始末)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려 오늘날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백인백설(百人百說)로 무한한 상
상력을 발휘하게 하고 있다.”
● 불국사의 창건시말(創建始末)은 왕권유지와 깊은 관계가 있었던 듯 보이며, 그로 인해 오
늘날까지도 혼란스러운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화엄사상의 불국토를 건설하려 했던 시도는 선덕여왕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례 없이 여
왕(女王)이 된 선덕여왕(632~647)은 왕위를 지키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미륵보살의 화신이라
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 시기에 자장(慈藏, 590~658년) 율사가 당
(唐)에서 유학 후 귀국하여 황룡사를 건립한다. 그러나 선덕여왕 측근 혁신 진골세력들은 반진
골 보수 세력들에게 큰 도전을 받게 된다.
선덕여왕 16년(647) 정월 초승에 반진골 세력들은 명활산성을 근거지로 하여 반란(反亂)을
일으킨다. “여왕이 잘 다스리지 못하니 이를 바꿔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진
골세력들은 미륵보살의 화신으로 원화(原花)를 여왕으로 추대하니 그 왕이 진덕여왕(647~653
년 재위)이다.
그 후 성덕왕(702~737)은 6대조 진흥왕이 꿈꾸던 불국토의 건설을 실현할 때가 왔다고 생
각한 것 같다. 따라서 조부(祖父) 문무왕이 일찍이 통일왕국의 주도이념으로 수용했던 의상(義
湘, 625~702년) 대사의 신라화엄종(新羅華嚴宗) 이념에 따라 불국토(佛國土) 건설을 실현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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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왕은 어린 시절 외롭고 힘든 세월을 보내는 불행한 왕이었다. 하지만 그는 현명했으며
재치있게 나라를 평온하게 안정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아들 경덕왕은 부모의 꿈을 성
취시키기 위해 불국토(佛國土) 건설을 기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추정하면, 불국사의 창건연도는 751년(경덕왕 10)이며, 774년 혜공
왕(765∼780) 재위시절에 준공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혜공왕의 재위시절인 어느 시점에 준
공되었지만, 정권을 찬탈한 원성왕이 정권유지를 위해 비밀에 부쳤을 가능성이 있다.
▶ 신라는 불국사 창건이전에 이미 미륵사상이나 화엄사상을 통한 정치이념을 확립하기 위해
의상(義湘, 625년~702년)을 포함한 많은 대승고덕들이 당(唐)에서 유학하며 당과의 교류를 확
대하던 시기였다.
아울러 대승고덕들의 치적이 『삼국유사』에 세세히 기록되던 시기였음에도, 유독 불국사에
관한 기록이 전하지 않는 점에는 의문이 간다.
더욱이 불교를 중심으로 엮어진 『삼국유사』에서 조차, 김대성의 일대기가 신화처럼 취급되
고, 그 사실이 설화(說話)에 기반을 두었다는 사실은 불국사 창건 및 준공에 대한 국가차원의
철저한 은폐 혹은 기록의 폐기(廢棄)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 따라서 “불국사는 경덕왕의 발원으로 751년(경덕왕 10) 재상인 김대성의 주도하
에 창건되었으며, 그 후 23년의 세월이 흐른 후 774년(혜공왕 10년) 12월2일에 준
공되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 창건연도와 창건자에 관한 내용에서, 751년 경덕왕 때 김대성이 총지휘를 하고 공사가 계
속되어 774년 혜공왕 때 준공되었다는 점도 현재로서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건연도와 중수(重修)연도에 대한 서로 다른 기록이 전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 그 이유는 신라가 그 당시 왕정유지를 위한 진보와 보수 간 치열한 세력다툼이 있었으며,
정권을 잡은 원성왕은 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개인 김대성의 발원(發願)으로 위장하
며 창건시말(創建始末)을 은폐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불국사 창건에 관한 은폐의 비밀은 당시 민간의 노래로 유명했던 향가(鄕歌)의 연구와 분
석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덕왕 때에는 불교를 찬미하는 향가가 많이 전해져 내
려오고 있다. 아사달과 아사녀의 설화(說話)에 대한 연구 또한 마찬가지 연구가 도움이 될 것
이다.
■ 창건자 김대성(金大城)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요구된다. 위의 준공연도도 김대성의 사
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 같다. 따라서 불국사 창건에 있어서 김대성의 역할이 밝혀지
는 것이 향후 불국사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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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영탑 사랑의 주인공, “아사달, 아사녀”의 밝혀지지 않은 진실
2.1 소설(fiction)이 사실(fact)로 …
소설은 허구다. 그 허구가 사실(事實)을 뛰어넘어 역사(歷史)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역사를 많이 배우기도 한다. 그렇지만 소설은 소설일 뿐 사실에 기초한 역
사와는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기초로 써져야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소설로서의 의
미가 있다.

불국사 일주문 앞 목월문학관 뜰에 세워진 아사달‧아사녀 사랑의 탑(2006)
대표적인 예로 소설 《삼국지》를 들 수 있다. 《삼국지(三國志)》는 서진(西晉)의 진수(陳壽,
233년~297년)가 쓰고 송나라의 배송지가 내용을 보충한 중국 삼국시대의 사찬(私撰) 역사서이
다. 후한 말기부터 서진 초까지의 역사를 다루며, 《사기》, 《한서》, 《후한서》와 함께 중국 전사
사(前四史)로 불린다.
이에 비해 소설 삼국지는 《삼국지연의》가 대표작이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는 184년
황건적의 난부터 280년까지 중국대륙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집필한 중국의 대표
적 연의(고전역사소설)로, 명나라 때 나관중(羅貫中, 1330년?~1400년)이 쓴 책이다. 소설로 잘
알려진 《삼국지연의》도 서진의 진수가 집필한 《삼국지》와 배송지의 《삼국지주(三國志註)》에
수록된 야사와 잡기를 근거로 《전상삼국지평화(全相三國志平話)》의 줄거리를 취하여 쓴 작품
이다. 이문열을 비롯하여 한국의 많은 소설가들이 《삼국지연의》를 번역했으나 원본이 아니라
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훌륭한 소설로 매우 인기가 높다.
물론 소설이 허구(fiction)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배경은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해
야한다. 특히 역사소설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역사 서사시로 유명한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神話)인 《길가메시 서사시》와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들 수 있다. 그저 설화정도로 치부되던 《길가메시 서사시》는 ‘노아의 홍수’가 사실
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호메로스의 서사시》 또한 전설로 인식되었던 ‘트로이 전쟁’을 밝
혀 주는 중요한 사료로 인정을 받고 있다. 역사소설이 시대상황을 반영해야한다는 증서이다.
여기서 소설은 언급하는 이유는 현진건의 《무영탑》을 재조명해보기 위해서다. 단순히 민간
에 회자되는 설화(說話)를 바탕으로 “아사달과 아사녀의 사랑이야기”를 아름답게 묘사하여 대
단한 인기를 누렸다. 이를 바탕으로 석가탑은 아사달과 아사녀의 사랑이야기로 유명해져 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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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無影塔)이라는 이명(異名)이 정착되었다. 그렇다고 상상속의 소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례를 많이 본다. 예를 들면, 대중가요로 유명한 ‘울고 넘는 박달재’,
선비로 유명해져 면이 된 영월군 ‘김삿갓 면(面)’, 소설로 유명해져 길이 된 ‘조정래 길’ 등등.
사연 있고 얘깃거리가 있어 생활 속의 멋도 즐길 수 있어서 좋은 명승지가 되었다.
하지만 학문에서는 문제가 다르다. 허구(虛構)가 사실, 즉 역사(歷史)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더욱 허구의 반복이 진실로 탈바꿈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현실에도 이러한 경우는 비일비
재하다. 마치 TV의 광고효과처럼 중독되어 왜곡된 사실이 고착화되는 경우도 흔하다.
다시 말하면 소설 그자체가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떠도는 소문이나 소설을 기초로 왜곡
되어 설치되는 기념비도 많다. 특히 기념비 제막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역사적 고증(考證)을
거쳐 사실에 기초한 기념으로 세상에 알려야 한다.

2.2 아사달‧아사녀는 부부가 아닌 오누이 사이일수도 …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향토사학자 윤경렬은 현진건의 소설에 이의를 제기한다. 또한 아사달
과 아사녀는 백제(百濟) 사람이 아니며 당(唐) 나라 사람이며, 부부사이가 아닌 오빠동생으로
혈육관계라 한다. 동국대의 강석근 교수는 일본의 사료를 인용하여 시인(詩人) 신동엽이 1960
년 ‘혁명시’, <아사녀>를 발표여 석공(石工)을 아사달로 정착시켰다고 주장한다.
아무튼 아사달과 아사녀는 현실에서 백제인 석공(石工)의 부부로 정착됐고 ‘애달픈 사랑이야
기’로 자리 잡았다. 위의 <아사달 사랑의 비(碑)>가 설치된 것으로 보면 이점은 확실하다. 물
론 소설은 창작(創作)이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를 역사적 사실(事實)로 받아들이는 것
은 문제가 된다.
머지않아 무영탑(無影塔)을 두고 새로운 소설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무영탑이 유영탑
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무영탑에 관한 설화는 이미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설은 창작이다. 그렇기에 당(唐) 나라에서 초빙된 오누이가 오빠가 탑을 쌓고 여동
생은 연못을 파는 각기 다른 분야의 고급기술자로 둔갑할 수 있다. 각자 공사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국땅에서 외로움을 달랜다. 혈육 간에 오랫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세월이 흘러 여
동생이 달빛에 탑을 보고 먼저 죽는다. 그러나 그것은 환영(幻影)이었다. 그 그림자는 다보탑
이었다. 이런 내용의 소설도 가능해 질 수 있다.
참고로 그 당시 아사달(阿思達)은 고조선의 수도로 알려져 있으나 그 위치가 밝혀지지 않았
다. 그렇기에 신비한 도시에서 온 사람이라는 의미로 아사달, 아사녀가 등장했을 수도 있다.

2.3 민간인들이 즐겨 부르던 신라의 향가(鄕歌)
아사달과 아사녀의 사랑이야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권을 탈취하고 권력을 잡고 난 후
원성원은 불국사의 완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유언비
어(流言蜚語)의 유포일 수 있다.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된 불국사를 미화(美化)하기 위해 “사랑
이야기”로 각색(脚色)하여 민간에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口傳)시키려 했을 것이다. 이는 오래
전부터 독재자(獨裁者)들이 즐겨 사용하던 수법이다.
독재자들은 백성을 우민화하기 위해 정치적 관심을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퍼포먼스를 이용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스포츠(Sports), 섹스(Sex), 스크린(Screen)”의 첫 글자를 따서 오
늘날에는 <3S 정책>으로 불린다. 예를 들어 오락과 TV를 주로 시청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문
제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잘 알려진 영화 <글래디에이터(Gladiator)>는 로마시대의 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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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원성왕은 이점을 간파했을 것이다. 정권탈취 후 완공된 불국사를 자신의 정권유지에 활용하
고 싶었을 것이다. 따라서 “아사달과 아사녀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는 불국사에 백성들의 불심
(佛心)을 자극했을 것”이며, 화엄사상을 통한 민심의 안정은 국가의 정통성 확립에도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불국사를 조성했다는 김대성이 주역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왕(王) 자신을 신격화하면 백성들의 원성이 더 높아질 수 도 있다. 이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모든 치적(治績)을 대통령의 노력이라 하면 국민들은 반발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노력했고 서민들이 노력해서 어떤 정책에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하면 국민들도 절로 신이
날 것이다. 옛날부터 “민심은 천심이라 했고, 세상을 잘 경륜해서 백성을 구제한다는 경세제
민(經世濟民)”이 치국의 기본이라 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김대성은 신라의 위대한 롤 모델이 됐을 것이다. 김대성이 엄청난 거부
(巨富)라던가 탁월한 기술자라던가 아니면 위대한 예술가라는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그가 가
진 권력이라면 오늘날 장관급에 해당하는 중시(中侍)였다. 절대왕정 하에서 김대성처럼 신격화
되고 우상화되는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가히 상상조차 어렵다. 그런 인물이 있으면 왕
에게는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숙청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김대성의 신격화는 국가의 전폭적인 배려나 지원이 없을 경우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시 말
하면 인연설(因緣說)을 바탕으로 환생(還生)했다는 그의 탄생설화는 국가적 차원의 기획이 있
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배경으로 환생의 인연(因緣)은 어머니의 불심(佛心)에서 출발하
여 어머님을 위한 효도(孝道)나 보은(報恩)으로 불국토의 극락세계 창조가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그 사상은 화엄사상이 기본이었다. 이 내용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불국사가 창건되던 경덕왕 시대를 살펴보면, 위 내용은 경덕왕 자신의 이야기다. 어
려운 시절을 보내고 국가가 안정을 되찾자, 경덕왕은 비운의 아버지인 성덕왕과 불쌍한 어미
니 소덕황후를 위한 효심으로 발원(發願)하여 치국이념인 화엄사상을 펼치려 불국사 창건을
결심한 것 같다. 하지만 그 열매를 자신이 따지 못하고 모든 공(功)이 김대성에게로 전가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경덕왕도 비운(悲運)의 왕인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사달과 아사녀의 사랑이야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TV와 인터넷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생각이나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SNS나 유트브를 통
해서 진실이건 거짓이건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이와 같은 전달매
체가 없던 그 시절 어떻게 설화(說話)가 민간에게 전해졌을까?
신라에는 향가(鄕歌)라는 민간노래가 유행했다. 특히 불교와 관련된 설화나 사랑에 관한 이
야기는 향가라는 노래를 통에 민간에게 널리 불려졌다.
우리에게 익숙한 진평왕대(579∼631)의 <서동요(薯童謠)>와 879년 (헌강왕 5년)의 <처용가
(處容歌)>는 작가까지 전해오는 작품들이다.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경덕왕 때 특히 많은 향
가가 전해온다. 경덕왕 때의 작품들이 대부분 인연설화를 언급하는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많
은 것으로 보아 당시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료(史料)가 된다.
그 가운데 경덕왕이 충담 스님에게 “나를 위하여 편안하게 다스리도록 하는 노래를 지으
라.”라고 명령해서 지은 노래라는 안민가(安民歌) 한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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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가(安民歌): 충담(忠談) 작
향찰(鄕札)

◉

현대어

君隱父也

임금은 아비요

臣隱愛賜尸母史也

신하는 사랑하실 어미요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하실 때

知民是愛尸知古如

백성이 사랑을 알 것이로다

窟理叱大肹生

구물거리며 살던 백성

以支所音物生此肹湌惡支治良羅

이를 먹어 다스려져

此地肹捨遣只於冬是去於丁

'이 땅을 버리고 어디를 가겠느냐' 할 때

爲尸知國惡支持以支知古如

나라가 유지될 줄 알 것이로다

後句君如臣多支民隱如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 때

爲內尸等焉國惡太平恨音叱如

나라가 태평할 것이니라

향가를 처음으로 언어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 학자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沢庄三郞, 1872-1967)이다. 일본인들이 향가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향가의 표기방법인 향찰(鄕札)이 일본의 만요가나와 유사했기 때문이다. 향가는 일본의 만요
가나(万葉仮名)와 유사했기 때문이다.
<만요가나(万葉仮名)>이란 고대 일본어에서 한자(漢字)를 차용하여 한자의 음(音)과 뜻을 빌
려서 고대 일본어를 표기하던 방식이다. 일본(日本)의 향찰, 만엽집(万葉集)을 비롯해 고사기
(古事記) 등의 일본어 고전 문헌에서 주로 쓰여서 ‘만요가나 혹은 만엽가나’라 했다.
만요가나는 겉보기에는 일반 한문(漢文)같지만 음(音)으로 읽는 글자와 훈(訓)으로 읽는
글자가 섞여서 그 해석이 매우 까다롭다. 만요가나는 에도시대 학자들이 연구했기에, 일본학
자들은 이러한 향찰에 접근이 쉬웠고 향찰도 그와 같은 방법론으로 접근하였다. 가나자와는
향가 중 <처용가>를 처음으로 해독하였고, 그 이후에도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
1864-1946) 등이 일부 향가들을 해독하였으며, 1924년에 일본의 조선어 연구자 ‘오구라 신페
이’의 저서 《향가 및 이두에 대한 연구(郷歌及吏読の研究)》에서 최초로 향가 전체가 해독되었
다. 이러한 사실은 국문학계는 물론 연구학계에도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어쨌든 “무영탑(無影塔)에 관한 설화”는 향가를 통해서 구전으로 전해졌을 것이다. 그 과정
에 왜곡되고 오역(誤譯)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제(日帝) 때 발간된
「경주전설(1927)」이다. 이 책에서는 아사달이 당(唐)에서 왔다고 기술하고 있다.
설화는 설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역사적 진실규명에는 정확한 고증(考證)이 있어
야 한다. 앞으로 인공지능(AI)가 더 발달하면 이 문제도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발
견된 사료(史料)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추측하는 길 밖에 없다.
아사달이 당(唐)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어
불국사가 창건될 당시 신라와 당(唐)과의 국제적 관계를 고려하면, 아사달(阿斯達)은 당나라
의 석공(石工)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애절한 그리움을 감안하더라도 지역적으로 먼
거리라는 점도 백제보다는 당나라 그 가능성을 높여준다. 기술과 문화교류의 차원에서도 백제
와 신라는 당나라에서의 문화유입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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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사달(阿斯達)이라는 이름부터 의문이 생긴다. 《삼국유사》는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
《고기(古記)》를 인용하여 “단군이 평양성에 고조선을 세웠다가 아사달(阿斯達)로 도읍지를 옮
겨서 약 1,500년간 나라를 다스렸으며, 이후 기자(箕子)를 피해 도읍을 장당경(藏唐京)으로 옮
겼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일연 스님은 무언가 사서(史書)를 보았으며 그에 따라 《삼국유사》를 저술했을 것
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아사달은 고조선(古朝鮮)의 수도로 전해지는 지명이다. 하지만 아직
까지 아사달이나 장당경이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설화에서 아사달이라는 이름은 “아사달(阿斯達)에서 온 사람”, 아사녀는 “아사달에서
온 여인”이라는 이름일 수도 있다. 아사달이 어느 곳인지 당시에도 몰랐다면, “그저 마음속에
그리는 이상(理想)의 땅”일 수도 있다. 따라서 “아사달은 꿈에 그리는 이상향의 도시에서 온
사람”일 수 도 있다.
따라서 아사달과 아사녀가 일단 신비스러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옛날에는 타지
(他地)에서 시집온 사람을 부를 때, 친정의 지명을 따서 “높일 경우에는 ○○댁, 낮출 때는 ○
○치”로 불렀다. 오늘날 낯선 미국인은 부를 때도 아메리칸(American)으로 부르는 것처럼,
남자는 아사달에서 온 사람이라 하여 그저 ‘아사달’로 부르고, 동행하여 같이 온 부인이건 누
이동생이건 여자는 아사달에서 온 여자(女)라는 이름으로 아사녀(阿斯女)라고 불렀을 수도 있
다. 이 시대에 여자가 성(姓)이나 이름을 갖는 것은 무척 어려웠다. 여자들은 대부분 “○○부
인(夫人)”으로 불렸다.
다시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639년 건립된 백제의 대표적 석탑,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
(扶餘定林寺址五層石塔)>은 ‘대당평백제국비명’(大唐平百濟國碑銘)로도 알려지며 당나라 소정
방(蘇定方)의 공이 기록돼 있다.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은 외형상으로 보면 누가 보아도 독특하다. 목탑(木塔)이 유행하던
그 시기에 석탑(石塔)으로는 거의 처음 등장하는 새로운 기법과 외형이다. 그렇다면 그 기술
(技術)과 디자인(design)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현대적 개념으로 말하면 하이테크 기술에
뉴 아이디어이다. 그러한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그저 뜬금없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명
히 어디에선가 영향(影響)을 받고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는 자연스런 문명(文明)의 교류현
상이다.
따라서 그 당시 중국이나 백제, 고구려, 신라의 불탑을 면밀히 연구하여 교류관계를 파악해
야 한다. 이 관계가 밝혀져 그 누구와도 영향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때는 석가탑과 다
보탑의 진면목이 문화교류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독특한 신라의 탑(塔)으로 입증될 것이다.
불국사의 진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역사학자는 물론
건축학자, 정치학가, 경제학자, 예술가 등 학제 간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경이롭
고 아름다운 종합예술품의 진가(眞價)를 입증하기 위해서 아직 갈 길은 아직 멀다. 그 길에서
우리는 지식을 축적하며 진보(進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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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가탑의 유물과 아라비아 유향(乳香)
3.1 석가탑의 유리병과 유향은 무슬림(Muslim)의 교역품
2000년대 초 석가탑에서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그곳에서 유리병과 유향(乳香) 등이 나왔다는
소식에 접했다. 눈이 번쩍 뜨였다. 1989년 국제학술대회에서 “한-중동 간 중세교역”이라는 파
격적인 논문을 발표하고 신라시대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왔을 가능성을 제시
하고 「고려사」 이전의 사료를 찾고 있었을 때이다.
다행히 좋은 선학(先學)을 만났다. 1980년대 중반 한국에 유학 온 필리핀 국적의 무함마드
깐소(현재는 정수일로 개명)를 만난 것이다. 역사에 해박하고 언어에 천재였던 그는 어느 날
카이로에서 소중한 자료를 찾았다며 페르시아의 역사학자가 쓴 아랍어 원문을 건네주었다.
그 간단한 내용은 나의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나는 1989년 처음 발표한 “중세
한-중동 간 교류”에 관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1993년 일본중동학회에서 다시 발표하였다.
불국사의 미적 아름다움이 나의 중동연구와 연결된 소중한 기회였다.
이븐 쿠르다지바(Ibn Khurdazibah; 820-912)가 그의 저서 「제도 및 제 왕국안내서」(Kitāb
al-maṣlik wa'l-mamālik)에서 신라(新羅)를 언급한 내용;

“중국의 맨 끝 깐수의 맞은편에는 많은 산(山)과 왕들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신라국이다. 이
나라에는 금(金)이 많으며, 무슬림들이 들어가면 그곳의 훌륭함 때문에 정착하고 만다. 이 나
라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신라국(國)>이라는 이름이 아랍어로 표기 된 사실을 확인했을 때 흥분은 여태껏 잊을 수
없다. 당시 무함마드 깐수의 주장은 학계에 큰 화제가 되었고 나의 연구 또한 고려(高麗)에서
신라(新羅)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었다. 그 후 경주박물관은 아랍의 지리학자 이드리스(Idris,
1100∼1165)의 아랍어 고지도 사본을 전시하고 유리제품 등도 소개하였다.
이를 계기로 아랍관련 학자와 단체들은 서둘러 “한-아랍 교류의 시원을 신라”로 소개하기
시작했고 서역이라는 표현은 거의 ‘아랍’으로 고착되었다. 하지만 나는 이 점에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간략히 말하면 ‘아랍’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2). 위 내용에서 무슬림
(Muslim)=아랍(Arab)으로 단정하는 것은 아직은 억측이다. 무슬림은 그저 무슬림으로 표현하
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무슬림이전에도 아랍인이나 페르시아인들은 실크로드(Silk Road)를 한반도에 왕래를 했을

2) 원나라 때 중국의 조정에서 페르시아인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단순히 무슬림을 아랍인이라고 번역하
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점에 대해서 나는 대식(大食)을 아랍으로 번역한 이병도 박사의 해석에 이의
를 제기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홍성민, 1991, 中東經濟論. (서울: 명지출판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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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당시 신라의 국제관계, 즉 당(唐)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무슬림들은 중국의 위구르
와 관계가 깊었을 것이다. 원(元) 나라 때 중국과 서역관계를 고려하면 오늘날 이란인 페르시
아인 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직 정확하게 고증(考證)되지 않은 상태이니 그저 무슬림
(Muslim)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국문학계에서 아랍인으로 많이 알려진 <처용(處容)> 또한 무슬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2010년 발견된 페르시아어로 쓰인 서사시 <쿠쉬나메(501년~504년, 1108년,
1111년)>에 페르시아인의 신라망명을 근거로 처용이 페르시아인이라는 주장도 있다3).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1966년 유물발견소식으로 나는 석가탑(釋迦塔)의 유물에 다시 관심
을 갖게 됐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 관심사인 유향(乳香)은 직접 보지 못했다. 심향(沈
香)과 향목(香木)은 아라비아 산(産)이라기보다는 동남아시아 특산물이다.

3.2 석가탑의 유향(乳香)은 남아라비아, 예멘의 특산품?
고대세계에 유향으로 유명했던 나라는 행운의 아라비아(Arabia Felix)로 불렸던 오늘날의
예멘이다. 각종 금은보화를 낙타에 가득 싣고 이스라엘의 솔로몬(Solomon) 왕을 찾아간 사람
이 시바왕국의 시바(Sheba)의 여왕이다. 우리에게는 솔로몬과 시바여왕의 사랑이야기만 부각
되어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자유무역을 실행하기 위한 담판여행이었다. 이 만남에서 시바
여왕의 승리로 예멘은 풍요로운 경제적 부(富)를 누리게 되었다. 나는 2010년 저서 “Arabia
Felix, Yemen”에서 세계 최초의 FTA 협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대 역사에서 시바왕국의 교역로는 ‘유향(Frankincense)의 길’ 또는 ‘스파이스(Spice) 로
드’라 불리며, 이 교역로를 통해 거대한 부를 축적했던 나라가 시바왕국이다.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예멘의 접경지, 오만의 살랄라 지역에서 찍은 유향나무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유향은 ‘고품질의 향(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최상품 유향은
예멘의 소코트라 섬과 예멘 접경 오만의 살랄라(Salalah) 지역에서 생산된다. 마태복음(2장
3) 예멘의 기록에도 이슬람 시아파들이 동쪽으로 갔다고 언급돼 있지만,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그 당시 이방인 혹은 처용(處容)은 무슬림(Muslim)으로 부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다. 당시 무슬림들은 아랍인, 페르시아인이 주류였으며, 일부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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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절)에 따르면, 동방박사가 예수에게 준 세 가지 선물이 금, 유향, 몰약(沒藥)이다.
이러한 유향은 지중해 세계, 특히 이집트 주변에서 매우 중시되었다. 그 이유는 신(神)에게
제사를 지낼 때 향(香)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고대사회에서 제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통치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의미이다. 그 정도로 높은 가치가 있었기에 유향은 무게로 재어 금과 같
은 가치로 거래되었다고 한다.
석가탑의 유향에 관심이 고조되어 있을 때, 소설(小說) 같은 역사책을 접할 수 있었다. 정은
주(2005) 외 「비단길에서 만난 세계사」는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유향(乳香) 세 봉지는 서
역에서 생산 된 것이라며, … 기원전 5000년경 아라비아 남부지방에서 쓰던 것이다.
서역의 향료(香料)가 오아시스 길을 따라 중국에 알려졌고,

… 이런

… 우리나라에 전해졌다고 그의

책 341∼342쪽에 소개했다4).
역사학자가 아니었던 나로서는 나의 연구에 대한 결론에 필요한 자료였다. 결국 그동안 내
연구에 “석가탑에서 발견된 유황 3봉지”는 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당
시 유황의 발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위 내용이 사실이라
면” 이라는 경제학적 조건을 달아 나의 결론을 마무리 지었다5).
그 후 학자로서의 양심과 진실은 계속 나를 괴롭혔다. 석가탑에서의 “유향 3봉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됐지만 방법이 없었다. 겨우 찾아낸 것이 <불국사 삼층석탑 수습유물(1966
년)>에서 발견한 국보 126-4호 유향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이 유향(乳香)이라는 점이 확
실히 밝혀지기만을 바랄뿐이다.

오만의 살랄라에서 유향 액(液)을 만져보며 가슴이 벅찼다. 우측은 유황제품
<불국사 삼층석탑 수습유물(1966년)>에서 발표한 자료가 유향이니 믿을 수밖에 없지만, 직
접 확인하지 못해 아쉽다. 751년경이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실이다. 아무튼 내 연구의 결
론은 “위 조건이 맞는다면, 그것은 예멘(Yemen)에서 수입된 것이다. 은장도(銀粧刀) 또한 예
멘으로 수출되었을 것이다.”는 것이다.

4) 소설 같은 역사책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정확한 근거나 주석이 없다는 점이다. 이 책의 대부분 내용
은 정수일 박사의 책에 있는 내용인데, <석가탑에서 발견된 유향 3봉지>가 덧붙여진 것이다. 아울러
기원전 5000년경 유향이 아라비아 남부지방에서 쓰던 것이라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5) 신라의 은장도와 유향에 대해서는 홍성민, 2006, 「행운의 아라비아: 예멘」, (서울: 북갤러리.)와
Seong Min Hong. 2010, Arabia Felix Yemen. (Seoul: Sohaksa.)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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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예멘의 역사적 사실을 자세히 언급하긴 했지만, 과연 그들이 믿어줄까라는 의문은 떼
쳐 버릴 수 없다. 그래서 후학들의 연구를 채근하는 당부로 저서에서 결론을 내렸다.
굳이

유향의

원산지를

찾는다면,

오만과

인접한

거리에

있는

예멘의

하드라마우트

(Hadramaut) 지역이며, 하드라마우트 사람들은 고대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원전 1000년 아랍인, 페니키아인과 인도인들은 향료, 금, 보석, 희귀동물들의 가죽, 흑단
(黑檀), 진주와 같은 사치품을 교역하는 해상 및 육상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다. 향료길(Incense
Route)이라는 용어는 BC 6∼7세기와 AD 2세기에 남아라비아와 가자(Gaza) 항구에서 종사했
던 방향이 서로 달랐던 상인들의 교역로를 말한다.
이러한 무역은 아랍인들을 매우 부유하게 만들었다. 남아라비아 지역은 그리스인들에 의해
‘행운의 아라비아(Arabia Felix)’라는 의미로 ‘유대몬 아라비아(Eudaemon Arabia)로 불렸으
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생전에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던 곳이다. 아랍인들과 함께 인도
인들은 해상무역을 장악했다6).
“기원전 5000년경 아라비아 남부지방에서 쓰던 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졌다”고 기록한 정은
주 외, 『비단길에서 만난 세계사』를 ‘소설 같은 역사책’이라고 혹평하지 않을 수 없음은 위와
같은 사실에 기인한다. 중국에는 “독약은 단지 한 사람의 신체를 해치지만, 잘못된 것, 부정확
한 지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학자는 자신의 글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

4. 불국사의 아름다움과 깊은 뜻, 그 의미와 미래
4.1 불국사가 종합예술품인 점은 ‘아름다움(美)’이 핵심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서 사고(思考)와 행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종교적 이유로) 불국사는 불교의 유적이니 갈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좋은 생각이 아니다. 서구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유적의 방문에 큰 편견을 갖지 않는다. 이는
이분법(dichotomy)에 집착하며 OX의 답(答)에 익숙한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크게 다르다.
한 국가의 문화예술은 종교를 떠나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불교국가였
다. 조선시대에 불교가 배척되긴 했지만, 불교를 떠나서 한국인의 사회상과 문화예술을 이해
하는 것은 어렵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우상숭배가 특별히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예
술품, 특히 회화나 조각품에 인물(人物)이 대상이 된 작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우리사회는 폐쇄적이었고 불교가 우리사회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한국의 유명한
건축물이나 회화는 대부분 불교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는 불교의 이해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문화(文化)란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정신적, 물질적 생활양식을 말한다. 이에 비해 문화의 한 부문인 예술(藝術)은 ‘아름다움(美)’
이 중심개념이며, 청작, 감상과 같은 예술 활동과 그 결과물인 예술작품을 말한다. 예술은 사
람들을 결합시키고 사람들에게 감정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예술은 아름다움의 표현
인 ‘예술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며 인간을 결합시키는 기
능을 한다.

6) 자세한 내용은 홍성민, 2019, “나바트 왕국과 고대의 향료길”,

http://hopia.net/hong/hong-mid/petra-ep.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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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를 종합예술품이라고 극찬하는 이유도 바로 이점에 있다. 불국사는 불교사회에서 신
라인들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양식을 포함하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사찰을 통해 예술작품으
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예는 동서양의 사원(寺院) 건축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래 사진 위 우측은 이집트의 룩소 신전이고, 좌측은 이스탄불의 블루 모스크다. 그 아래
사진은 중국의 목탑이고, 좌측은 인도의 타지마할이다. 이들이 위대한 인류의 문화유산이라
함은 독특한 종교적 건축양식에 있다.

중세시대이전의 세계는 종교(宗敎)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정복과 피정복과정에 이
교도라는 명분으로 숱한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약탈당하는 행위도 반복되었다. 다행히 동양사
회는 대부분 불교국가들이었기에 이점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신라의 불국사가 위대하다는 점은 전형적인 독특한 신라적 양식에 있다. 그럼에도 의문(疑
問)은 여전히 남는다. 불국사의 건축술도 분명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고 다른 문화에도 영향
을 주었을 것이다. 최소한 불국사의 건축양식을 계승한 고려나 조선의 보다 더 발전되고 우수
한 한국적 예술품을 찾아내는 것이 또 다른 과제다.

4.2 불국사, 석굴암의 독특한 건축술은 어디로 갔는가!
그토록

위대한 문화예술의 기법(技法)이 왜 후대(後代)에 계승되지 못했을까? 이 숙제는 향

후 한국의 문화예술에 남겨진 숙제다. 종교의 벽이 무너진 21세기! 서구식 빌딩과 아파트가
숲을 이룬다. 한국인의 얼과 혼이 담긴 상징물이 없어 아쉽다.
파리의 에펠탑이나 두바이의 배 모양 마천루와 같은 한국을 상징하는 건축물은 무엇일까?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면서 뉴욕의 거리를 보는 것 같다는 칭찬을 들을 때, 이
를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마음이 착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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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룩소의 오벨리스크를 워싱톤 광장 앞에 세워두고 자랑하는 걸 보면 “인생은 짧고 예
술은 길다”는 말이 실감난다. 기독교 국가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상징물인 오벨리스크가 예
술작품으로 사랑을 받는 걸 보면서 “예술은 종교도 추월한다.”는 생각을 한다. 최소한 ‘한국의
기적’을 상징하는 한국의 상징물이라도 한강에 세워지는 걸 보고 싶다.
21세기는 인류가 지구를 떠나야 할 만큼 크게 진보했다. 1만년의 세월을 단 10년 만에 경
험할 정도로 인류 모두가 바쁜 삶이다. 오죽하면 부처님이 인생은 눈 깜박할 사이의 찰라(札
剌)라 했겠는가! 찰라는 1초/75분, 약 0.013초라 한다. 우주시대가 열리면 짧은 인생도 이해
될 것이다. 좋은 인연으로 이 긴 세월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행복에 고마울 뿐이다.
이점이 고대 문화유적을 찾고 감상하고 이해하는 인간의 호기심(好奇心)일 것이다. 우리가
불국사를 즐겨 찾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 있을 것이다. 1300년 전 신라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공의 자유를 느낄 수 있다. 그렇기에 서둘러야 한다. 우리 후손들이 현세대
의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을 남겨줘야 한다. 예술가들의 책무이다. 최소한 20세기 한
국인의 얼과 혼이 담긴 불국사처럼 위대한 예술품이 남겨질 날을 기다려본다.
2003년 이라크 전쟁(Iraqi War) 직전에 이라크의 바빌론 유적지를 방문한 적이 있다. 대규
모로 복원된 유적지는 책에서만 보던 기원전 3000년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유산을 통해서 바빌
론 사회의 사회상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그 순간 불국사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시간차는
무려 3500년이라는 갭을 갖고 있다. 우리 역사의 빈곤을 깨달았고, 이라크가 ‘문명의 요람
(Cradle of Civilization)’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사담 후세인은 독재자라는 이유로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축출된 이라크의 전(前) 대통령이다.
그는 철권통치를 하면서도 유적지 복원에 심혈을 기울였다. 바빌론 유적지의 벽돌에 “복원자
가 사담 후세인”이라는 이름도 새겨 넣었다. 비록 독재자이긴 했지만, 사담 후세인의 노력에
의해서 고대 문명(文明)을 볼 수 있다는 점은 그의 치적(治績)으로 기록되었다.

사담 후세인 대통령에 의해 복원된 바빌론 유적지, 벽돌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했다.

4.3 영원한 사랑이 머무는 곳, 불국사
영국속담에 “돈이면 다 통한다(Every man has his price).”는 속담이 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사고다. 물질적 풍요는 핵(核) 가족사회로의 변화를 가속화 시켰다. 그 결과 가족의 중
요성도 희석되고 있다.
오렌지족이나 캥거루족이라 불리는 젊은 세대는 “흙수저, 금수저 하면서 거침없이 부모세대
에 불평을 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비난하면서 부모를 홀대하며 고려장(高麗葬)시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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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언론을 통해서 본다. 하지만 저출산은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아니고 풍요(豐饒)가 가져다
준 영향이고 고령화 또한 마찬가지다. 풍요 속에 상대적 소득격차의 산물이다.
그러나 돈이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부모자식 간 혈
연(血緣)이다. 혈연은 천륜(天倫)이라했다. 부모자식 간 혈연의 고리는 돈으로 살수 없으며 오
직 ‘사랑’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필연적 관계다.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부(夫婦)이다. 부부의 연결고리는 ‘사랑(愛)’이 기본이
다. 부부간의 사랑에 의해서 가족이 형성되고 부족이 형성되고, 더 나아가 국가가 형성되고
세계가 형성된다. 그렇기에 사랑이 없는 삶은 허상(虛想)이며,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는 생
각은 망상(妄想)일 뿐이다.
사랑에 관한 영화 한편이 생각난다. 우리에게 ‘왕의 여자’로 유명한 인도영화 ‘조다 악바르
(Jodhaa Akbar)’는 사랑하는 여인(女人)을 통해서 세상을 깨닫게 된 위대한 왕에 대한 이야
기다.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힌두교의 삶에 대해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통치하는 인도
를 이해하고 이끈 왕은 대제(大帝)라는 ‘아크바르’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 아래와 같은 영화ㅍ
속의 명대사가 다시 떠오른다.
“ 천국(天國)이 어디냐?

- “사랑이 머무는 곳이다.” 그러면,

“ 지옥(地獄)은 어디냐?” - “사랑의 마음이 없는 곳이다.” …
“ 이제는 당신 눈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볼 수 없군!” …
“ 당신은 정복할 줄은 알지만, 통치할 줄은 모른다.”

현재 한국은 5000년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에서 현재는 30,000달러의 고소득(高所得) 시대에 살고 있다. 숫자상으로는 40년 만에
500배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 이 풍요를 우리 세대가 그냥 누리고만 산다면 한국은 발전가능
성이 없다. 5000년 동안 80달러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어렵게 살아온 조상들의 힘겨운 삶도
이해해야 한다.
선조들의 오랜 노력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의 오늘의 풍요로운 삶도 가능했다.
다시 말하면 부모자식 간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불국사는 김대성의 탄생설화를
통해서 불국사의 창건 염원(念願)을 대변한다. 다름 아닌 불교의 인연설(因緣說)을 바탕으로
효(孝)라는 보은(報恩)으로 창건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돈으로 절대 안 통하는 것이 사랑이다.
현세대 젊은이들은 결혼과 돈을 연결 짓지만, 사랑으로 극복은 미래를 밝은 세상으로 이끌 최
상의 방법이다.
색즉시공(色卽是空)이란 말이 떠오른다. 물질은 허상(虛像)이고 공(空)이다. 불국사를 이해하
면서 깨달은 소중한 교훈이다. 정성으로 불국사의 이해에 정진했지만, 되돌아 온 결론은 허무
(虛無)다. 결국 인생무상(人生無常)이다.
예술이 길다고는 하지만 색(色), 즉 물질은 공(空)임을 불국사는 천년세월 버티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소유(所有)에 집착한다. 인간은 두 손을 꼭 쥐고 태어나
지만, 죽을 때는 두 손을 놓고 자연(自然)으로 돌아간다. 자세히 살펴보아라! 이 세상에 내 것
이 무엇인가! 내 통장의 돈이 영원히 내 것인가! 내 사는 집이 내 것인가! 내 아내 내 남편이
내 것인가! 내 자식이 내 것인가! 아무것도 없다.
죽을 때는 모두 돌려주고 가야한다. 그럼에도 인간은 ‘내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 본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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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고 삿된 짓을 한다. 모두 부질없는 욕심(慾心)에서 비롯된 허상(虛想)이다. 하지만 인연(因
緣)의 굴레는 부모자식 간 관계를 통해서 현실로 이어진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성인(聖人)이
부처님이다. 사랑이 기본인 이 관계를 부정하는 한 천국이건 극락이건 갈 수 없다.
불국사는 그 사실을 현실에서 미리 체험해보라는 일종의 <미래 체험관>이다. 신라인들의 예
지(叡智)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무지(無知)한 인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아름다운 조형물’
을 만들어 가르치고 있다. 그동안 부모자식에게 못 다한 사랑에 큰 죄책감을 느낀다.

5. 불국사의 옛날 사진

1902년 불국사 전경 (関野貞, 『朝鮮の建築と芸術』, 촬영연도 1902년)

불국사 다보탑 전경(1910년)과 불국사 삼층석탑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4』, 19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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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청운교와 백운교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4』, 1916년)

불국사 석축 및 계단 실측도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4』, 1916년)

좌: 조선총독부의 다보탑 수리(성균관대학교박물관 소장 유리원판, 1925년),
우: 팔방금강좌 정비 후 불국사삼층석탑(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 문서, 1920년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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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불국사 삼층석탑 팔방금강좌(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원판, 일제강점기),
우: 불국사 삼층석탑 팔방금강좌(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원판, 일제강점기)

좌: 일제강점기 불국사 삼층석탑 동측 모습,
우: (能勢丑三 촬영, 1930년대) 불국사 삼층석탑 해체 수리 중 (韓國精神文化硏究院, 『佛國寺
三層石塔 舍利具와 文武大王海中陵』,

촬영연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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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2층 옥개석 해체(韓國精神文化硏究院, 『佛國寺三層石塔 舍利具와

文武大王海中陵』,

1966)
우: 2층 옥개석 해체 완료(韓國精神文化硏究院, 『佛國寺三層石塔 舍利具와 文武大王海中陵』,
1966년)

좌: 3층 옥개석 (韓國精神文化硏究院, 『佛國寺三層石塔 舍利具와 文武大王海中陵』, 1966년)
우: 해체 부재(韓國精神文化硏究院, 『佛國寺三層石塔 舍利具와 文武大王海中陵』, 1966년)

좌: 양화, 가운데: 복발, 우: 찰주와 찰주공(韓國精神文化硏究院, 『佛國寺三層石塔 舍利具와
文武大王海中陵』, 촬영연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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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사리공과 사리함 (韓國精神文化硏究院, 『佛國寺三層石塔 舍利具와 文武大王海中陵』,
1966년)
우: 사리함과 내부 공양품(韓國精神文化硏究院, 『佛國寺三層石塔 舍利具와 文武大王海中陵』,
1966년)

좌: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과 대웅전(국가기록원, 1969년)
우: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전경(국가기록원, 1969년)

불국사 전경 (국가기록원,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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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불국사 전경사진 (한양대학교박물관 소장, 1970년대)
우: 불국사 삼층석탑 상륜부 복원공사(한양대학교박물관 소장, 1972년)

좌: 불국사 연혁 불국사 서측 석축 복원(한양대학교박물관 소장, 1970년대) 우: 불국사 서측
회랑 복원(한양대학교박물관 소장, 1970년대)

좌: 연혁 해체 전 보륜 받침, 가운데: 해체 전 앙화, 우: 해체 전 복발(한양대학교박물관 소장,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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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보륜, 가운데: 보류, 우: 수연받침(한양대학교박물관 소장, 1972년)

좌: 불국사 연혁 보륜받침 조립(한양대학교박물관 소장, 1972년), 우: 찰주 고정(한양대학교박
물관 소장, 1972년)

좌: 연혁 보주, 용차, 가운데: 보개 보륜, 우: 앙화, 복발
☞

불국사의 옛날 사진의 출처: 『경주불국사삼층석탑 수리보고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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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66년 석가탑의 수습유물
<표 1-18> 불국사 삼층석탑 수습유물(1966년)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종별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국보
비지정
비지정
비지정
비지정
비지정
비지정
비지정
비지정
비지정
비지정
비지정
비지정

지정번호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6-10
126-11
126-12
126-13
126-14
126-15
126-16
126-17
126-18
126-19
126-20
126-21
126-22
126-23
126-24
126-25
126-26
126-27
126-28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유물명칭
금동제사리외함
은제 사리외합
은제 사리내합
유향
금동방형 사리합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동환
경옥제곡옥
홍마노환옥
수정절자옥
수정보주형옥
수정환옥
녹색유리환옥
담청색유리제과형옥
유리제소옥
향목편
청동제비천상
동경
동제채자
목탑
수정대옥
홍마노
수정제가지형옥
유리제과형옥
유리소옥
심향편
섬유잔결
묵서지편
은제사리소호
은제사리
유리사리병(파손)
은제매화판
목사리병
목사리병 뚜껑
묵 1개외 기타
사리외저잡물
기타잡물
다라니경 외
금박편
구슬 및 기타
총40건

출처: 『경주불국사삼층석탑 수리보고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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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1
1
1
3
1
2
2

1
1
1
2
4
12

일괄
일괄
일괄
일괄

1

일괄
일괄
일괄
1
일괄
일괄

비고
보존처리
보존처리
보존처리
보존처리
보존처리
보존처리
보존처리
1
12
1
1
1
1
1
보존처리
보존처리
보존처리
보존처리
보존처리
보존처리
1
13
1
2
보존처리
보존처리
보존처리
보존처리
1
1
1
보존처리
1
1
보존처리
보존처리
보존처리
보존처리
보존처리
보존처리

<표 1-19> 불국사 삼층석탑 수습유물(2013년)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종별
금동제사리외함
난형사리외합
난형사리발
금동방형 사리합
향목편(충전재)

크기(㎝)
수량
비고
18.5×18.5×14.5, 뚜껑제외 크기
1점
복제
7.0(구경)×8.0(높이) 뚜껑제외 크기
1점
복제
5.5(구경)×5.5(높이)
1점
복제
6.3×3.4×5.5, 뚜껑제외 크기
1점
복제
사리함 출토(난형사리합 / 금동방형 사리합),
3종 일괄
사리공 출토
은제사리소호
2.0(구경)×3.5(높이)
1점 진품, 뚜껑 포함
은제사리합
1.0
1점 진품,
뚜껑
포함,
사리 1과
유리사리병
5.0(구경)
1점 복제,
동체
중부
크랙,
5 ㎜ 제 외 한 부 분
균열관찰, 목제뚜껑
포함, 사리 44과
목사리병
2.5(구경)×5.0(높이)
1점 진품, 구연부 일부
수리 흔적, 사리 1과
목사리병 뚜껑
1점
진품
은제사리합을 싸고 있던 금박
1점
불국사석가탑 중수발
47.5×24.5
1점
원문
사리장엄개수기
20.0×14.5
1점
목제구
4점
향목
7뭉치
광목 개별 포장
두루마리 문서
1점
광목 포장
사리공 덮개
37.0×37.0×19.0
1점
사리공 덮개용 직물
1점
총 18건

출처: 『경주불국사삼층석탑 수리보고서1』.

◉ 불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認識)
일본의 도굴과 침탈에 의해 불국사가 훼손되었다는 점은 한국인이 갖는 공통된 인식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불국사의 역사를 정확히 기술할 수 없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삼국유사』이외에도 조선시대에 1024년, 1038년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
다. (『佛國寺古今創記』).
일본은 1925년 불국사를 수리하기 전에 이미 1902년 関野貞의 『朝鮮の建築と芸術』, 1904
년 세키노 다다시가 작성한 ‘한국건축조사보고’, 조선총독부의 『朝鮮古蹟圖譜』와 같은 철저한
조사가 있었고, 이를 기초로 문화재를 반출해갔다. 도쿄박물관에는 「화엄불국사고금역대 제현
계창기」도 있다고 한다.
약소국이 겪는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었다. 이집트의 오벨리스크가 워싱톤 광장과 뽕피드
광장에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중동의 소중한 유물들은 거의 영국의 루브르박물관이나 강대
국의 박물관에 있다. 한국도 그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문화재 침탈자라고 일본을 비난만 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다. 한국
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비난만 하고 하늘만 처다 보는 행위는 퇴
다. 진보(進步)를 위해서는 와신상담 노력해야한다.
우선 조선시대의 사료와 일본이 연구한 자료를 세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불국사학을 정립
해야 한다. 그 후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문화재 반환에 대한 용의주도한 제안을 해야 한
다. 그렇지 않고는 그저 외마디 아우성으로 끝날 것이다. 씁쓸한 마음을 지울 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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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해설
【사천왕(四天王)】
사천왕은 수미산 중턱에 있는 사천왕천에 거주한다. 사천왕천은 욕계6천의 제1천이다.
사천왕은 사천왕천 위에 있는 도리천(忉利天)의 우두머리인 제석을 섬기며 수미산 중턱
사방의 문을 수호하는 신이다. 사천왕은 고대 인도종교에서 숭앙했던 귀신들의 왕이었으나,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법과 불법에 귀의하는 자들을 보호한다.
천왕문 입구에 들어섰을 때 오른쪽에 동쪽 지국천왕(持國天王)과 북쪽 다문천왕(多聞天王),
왼쪽에 남쪽 증장천왕(增長天王)과 서쪽 서방광목천왕(廣目天王)을 모신다.
◉ 사천왕과 그 부하 권속들은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세간의 선악을 늘 살핀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매월 8일에는 사천왕의 사자(使者)들이, 14일 태자(太子)가, 15일 사천왕 자
신이 제석천(帝釋天)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대한 임무다.

◇ 동방을 수호하는 지국천왕(持國天王)
- 지국천왕은 안민(安民)의 신으로서 수미산 동쪽 중턱의 황금타(黃金埵)에 있는 천궁(天宮)에
서 살고 있다. 16선신(善神)의 하나이기도 한 지국천왕은 선한 자에게 상을 내리고 악한 자
에게 벌을 주어 항상 인간을 고루 보살피며 국토를 수호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고 한다.
- 얼굴은 푸른빛을 띠고 있으며, 오른손에는 칼을 쥐었고 왼손은 허리를 잡고 있거나 또는 보
석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 지국천왕은 휘하에 팔부신중의 하나로서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향기만 맡는 음악의 신 건
달바(乾達婆)를 거느리고 있다.

◇ 서방을 수호하는 광목천왕(廣目天王)
- 서쪽을 방어하는 신은 수미산 중턱 백은타(白銀埵)에 살고 있는 광목천왕(廣目天王)이다. 광
목천왕은 흔히 잡어(雜語), 비호보(非好報), 악안(惡眼)으로도 불린다.
- 이는 광목천왕의 남다른 모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그의 몸은 여러 가지 색으로 장식되
어 있고 입을 크게 벌린 형상을 함으로써 웅변으로 온갖 나쁜 이야기를 물리친다고 한다.
눈을 크게 부릅뜸으로써 그 위엄으로 나쁜 것들을 몰아낸다고 하여 악안, 광목이라고 한다.
- 광목천왕의 근본 서원은 죄인에게 벌을 내려 매우 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가운데 도심(道
心)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의 모습은 붉은 관을 쓰고 갑옷을 입었으며, 오른손은 팔
꿈치를 세워 끝이 셋으로 갈라진 삼차극(三叉戟)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보탑을 받들어 쥐
고 있다. 그의 권속으로는 용(龍)과 비사사(毘舍闍) 등이 있다.

◇ 남방을 지키는 증장천왕(增長天王)
- 남방을 지키는 증장천왕(增長天王)은 수미산 남쪽의 유리타(瑠璃埵)에 살고 있다. 증장천왕
은 자신의 위덕을 증가하여 만물이 태어날 수 있는 덕을 베풀겠다는 서원을 세웠다고 한다.
구반다 등 무수한 귀신을 거느린 증장천왕은 온몸이 적육색이며 노한 눈이 특징이다.
- 증장천왕의 모습은 대개 갑옷으로 무장하고 오른손은 용(龍)을 잡아 가슴 바로 아래에 대
고 있고, 왼손에는 용의 여의주를 쥐고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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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을 지키는 다문천왕(多聞天王)
-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多聞天王)은 비사문천왕(毘沙門天王)으로도 불리며, 항상 부처님의
도량을 지키면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다 하여 다문이라고 한다.
- 다문천왕이 맡은 역할은 암흑계의 사물을 관리하는 것인데 한때 불법에 귀의하여 광명신(光
明神)이 되었으나, 본래 자신의 원을 지킨다 하여 금비라신(金毘羅神)이라고도 불린다.
- 다문천왕은 왼손에 늘 비파를 들고 있다. 그는 수미산의 북쪽 수정타(水精埵)에 살며, 그의
권속으로 야차와 나찰을 거느리고 있다.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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