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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佛國寺)
- 수미산 위의 부처님 세계를 땅위에 옮겨 놓은 곳 -

홍성민(종합경제사회연구원장)

신라인들의 큰 염원은 죽어서 극락(極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부처님의 정토(淨土)로 만들자는 염원이 불국사이다. 

◉ ‘깨달음’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처, ‘극락’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학습체험관

【부처님 나라 가는 길】

1. 백운교(白雲橋) ⇒ 청운교(靑雲橋) ⇒ 자하문(紫霞門) ⇒ 대웅전(大雄殿) 

⇒ 극락전(極樂殿)

2. 구품연지(九品蓮池)⇒ 연화교(蓮花橋)⇒ 칠보교(七寶僑)⇒ 안양문(安養門)

⇒ 극락전(極樂殿)

□ 불국사는 부처님 세상을 현실에 옮겨놓은 신라의 독특한 건축양식이 조

화롭게 균형을 이룬 아름다운 건축물로 한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며 종합예

술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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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국사 배치도

사진출처: m.blog.naver.com/hanmun2014/220626691289

◉ 불국사는 자하문이 중문. 그 북쪽에 두 탑(다보탑, 석가탑)이 동서로 배치되어 있고, 그 

북쪽에 금당(金堂)인 대웅전, 그 뒤로 강당이 있으며 이 건물들을 회랑(回廊)이 감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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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국사를 알려주는 일주문(一柱門)

◇ 토함산 불국사(吐含山 佛國寺)

□ 불국사 복원 기념비

일주문을 지나면 1973년 복원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좌측에 있다.

◉ 김대성이 중창한 뒤 임진왜란 전까지 9차례의 중창 및 중수를 거쳤다. 특히 조선

시대에 1024년, 1038년 중수했다는 기록이 『佛國寺古今創記』에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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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기념비의 비문

불국사 복원비의  전면(사진 좌)과 후면 (사진 우)

※ 일본은 1925년 불국사를 수리하기 전에 이미 1902년 関野貞의 『朝鮮の建築と

芸術』, 1904년 세키노 다다시가 작성한 ‘한국건축조사보고’, 조선총독부의 『朝鮮

古蹟圖譜』와 같은 철저한 조사가 있었고, 이를 기초로 문화재를 반출해갔다. 도쿄

박물관에는 「화엄불국사고금역대 제현 계창기」도 있다고 한다.   

▶ 1925년 일제에 의해 석가탑, 다보탑 해체수리 된 후, 폐허가 된 채 방치되었던 

불국사는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의 발원으로 다시 중창되었다. 이때의 대복원공사를 

위하여 1969년에는 문화재위원들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1970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하였다.

□ 불국사 연혁

▶ 불국사(佛國寺)는 경상북도 경주시 동쪽 토함산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사찰이다. 528년 신라 법흥왕(15년)때 창건되었고, 경덕왕에서 혜공왕 시대에 걸쳐 

김대성에 의해 대규모로 중창되었다. 신라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여러 번 

수축되었으며, 임진왜란 때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었다. 1969∼1973년 발굴조사 후 

복원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불국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이고,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1). 

1) 불국사의 창건 및 중창연도는 학계에서 아직도 논란이 있는 내용이므로 이 내용에 관해

서는 <에필로그>에서 상세히 소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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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국사는 신라 제35대 경덕왕 10년(751) 김대성에 의해 중창되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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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왕문(天王門)을 지나서 불국사 경내로 …

불국사 천왕문 편액

◉ 천왕문(天王門)은 불법을 수호하는 외호신인 ‘사천왕’을 모신 건물로 봉황문(鳳凰門)으로

도 불린다.

【사천왕(四天王)】

사천왕은 수미산 중턱에 있는 사천왕천에 거주한다. 사천왕천은 욕계6천의 제1천

이다. 사천왕은 사천왕천 위에 있는 도리천(忉利天)의 우두머리인 제석을 섬기며 수

미산 중턱 사방의 문을 수호하는 신이다. 사천왕은 고대 인도종교에서 숭앙했던 귀

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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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신

다. 

◇ 사천왕과 그의 부하들은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세간의 선악을 늘 살핀다.

- 매월 8일에는 사천왕의 사자(使者)들이, 14일 태자(太子)가, 15일 사천왕 자신이 

제석천(帝釋天)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대한 임무라 한다.

- 사천왕의 특색과 역할 -

방위 이름
지물

피부색 서 원
오른손 왼손

동방 지국천왕 칼 주먹 청색  착한 이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

서방 광목천왕 삼지창 보탑 백색  악한 자에게 고통을 주어 불심을 일으킴.

남방 증장천왕 용 여의주 적색  만물을 소생.

북방 다문천왕 비파 흑색  어리석음의 어둠 속에 방황하는 중생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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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국사 천왕문의 사천왕 -

수호신은 불법(佛法)을 수호하며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며 세간의 선악을 살핀다.

◉ 사진 왼쪽의 다문천왕(북방)과 지국천왕(동방), 오른쪽의 증장천왕(남방)과 광목천왕(서방)

□ 경내로 들어서면 돌계단 위에 웅장한 건물이 불국사(佛國寺)

불국사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안양문(安養門)이 보이고 그 우측 돌계단 위로 

자하문이 보인다.



- 8 -

◉ 극락세계를 가려면, <자하문>과 <안양문> 2개의 문(門) 중 하나를 지나야 한다. 

사진출처: m.blog.naver.com/hanmun2014/220626691289

1. 백운교(白雲橋) ⇒ 청운교(靑雲橋) ⇒ 자하문(紫霞門) ⇒ 대웅전(大雄殿) ⇒ 극락전(極樂殿)

2. 구품연지(九品蓮池)⇒ 연화교(蓮花橋)⇒ 칠보교(七寶僑)⇒ 안양문(安養門)⇒ 극락전(極樂殿)

▶ 산 사람은 설법(說法) 듣고, 죽은 영혼은 연꽃 밟고 아미타불 부처님 세상, 극락에 이른다.

【신라 가람배치의 특색: 7당가람(七堂伽藍)】 

산문(山門), 중문(中門), 탑(塔), 금당(金堂), 종루(鍾樓), 강당(講堂), 회랑(回廊) 등 7가지

□ 복원이전의 불국사

조선시대 말에서 해방이후까지 폐허로 남아있던 불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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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를 복원할 당시의 모습

◉ 자하문의 좌우에는 임진왜란 후 중건 때에 만든 동서회랑이 있었지만 1904년경에 무너

졌다. 회랑의 양 끝에 역시 경루와 종루가 있었지만, 동쪽 경루는 일찍이 없어지고 서쪽의 

종루만 남아 있다가, 1973년 복원 때에 좌경루(左經樓)와 더불어 옛 모습을 찾았다.

□ 불국사는 부처님 세상을 보여주는 무언(無言)의 체험장

- 산 사람과 죽은 영혼이 가는 길이 서로 다른 극락세계 -

1. 백운교, 청운교 올라 자하문, 대웅전 지나서 극락전

왼쪽은 자하문이며, 오른쪽은 석가모니 부처님 주석하시는 대웅전 앞에 석가탑, 다보탑

▶ 산 사람은 백운교, 청운교 올라 자하문(紫霞門) 지나 석가여래, 다보여래 설법 듣고 대웅

전에서 부처님 뵙고 48원(願)을 실천하고 아미타불 주석하시는 극락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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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화교, 칠보교 올라 안양문(安養門) 지나서 곧바로 극락전

왼쪽은 안양문이며, 오른쪽이 아미타불 부처님이 주석하시는 극락전

▶ 수행하고 복(福) 지은 죽은 영혼은 구품연지에서 다시 태어나 연꽃을 사뿐히 밟

고 안양문(安養門)을 지나 곧바로 극락세계에 이른다.  

□ 극락에 이르는 2개의 문, 자하문(紫霞門)과 안양문(安養門) 

전면 우측의 백운교, 청운교 33계단을 오르면 자하문, 좌측의 칠보교, 연화교 오르면 

안양문

◉ 자하문은 산 사람이 오르는 문, 안양문은 죽은 영혼이 오르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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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문(紫霞門)】

자하문은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 영역으로 들어가는 중문(中門)이다. '자하(紫霞)'란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자줏빛 금색 안개를 뜻하는 ‘보랏빛 안개의 문’이다. 이 문을 통과하면 부처

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안양문(安養門)】

안양문은 극락전에 이르는 중문으로 안양(安養)이란 극락정토의 다른 이름이다. 

◉ 33계단을 올라야 자하문에 이르는데, 이 계단은 도리천(忉利天)을 상징하며, 그 

위에 불국토가 있기에 33계단 도리천을 오르면 부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도리천(忉利天)】

도리천은 의역하여 33천(天)이라고도 한다. 불교의 우주론에서 도리천은 6욕천(六欲天) 

가운데 네 번째 하늘(天)로, 수미산(須彌山)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수미산의 정상에는 동서남북 4방에 천인(天人)들이 사는 각각 8개씩의 천성(天城)이 있으

며, 중앙에는 제석천(帝釋天)이 사는 선견성(善見城)이 있어 33천(天)이라 한다. 도리천 천

인들의 수명은 1000세이고, 도리천의 하루가 인간세상의 100년이다.

□ 33천(天)은 도리천, 도리천의 왕(王)이 제석천

중앙의 수미산(須彌山)이 있고 그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다. (사진출처: Wikipedia)

▶ 불교 우주론의 1수미세계(一須彌世界): 가운데에 수미산(須彌山)이 있고 수미산 꼭대기에 

도리천(忉利天)이 있으며, 도리천의 왕이 제석천이다. 허공(虛空), 즉 공륜(空輪)에 의지하

여 풍륜(風輪)이 있고, 풍륜위에 수륜(水輪)이 있고, 수륜위에 금륜(金輪)이 있으며, 금륜

위에 4대주(四大洲)와 9산8해(九山八海)가 있다. 수미산은 9산 가운데 하나이다.



- 12 -

▶불교 우주론에서 대지4륜(大地四輪)은 하나의 우주, 즉 하나의 3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

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1수미세계(一須彌世界)의 기저에 있는 풍륜(風輪), 수륜(水

輪), 금륜(金輪)의 3륜(三輪)과 이들이 존재하는 공간(空間)으로서의 허공(虛空), 즉 공륜

(空輪)을 합한 4륜(四輪)을 통칭하는 말이다. 간단히 4륜(四輪)이라고도 한다.

▶ 경전에서 공륜, 풍륜, 수륜, 금륜의 4륜(輪)을 각각 순서대로 허공[空] ·바람[風] ·물

[水] ·땅[地]이라고도 부른다. 

◉ 불교의 우주론과 인과론에 따르면, 세간(世間), 즉 세계 또는 우주는 모든 유정

(有情; 중생)들의 업(業)에 의해 형성되지 결코 범천(梵天: 브라흐마)과 같은 특정한 

유정, 즉 별도의 창조신(創造神)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 불교에 따르면, 우주는 온갖 유정(有情; 중생)들의 업(業)에 기반 한 인과법칙(因果法則)

에 따라 생멸하고 변천한다. 즉, 성주괴공의 4겁(四劫)을 반복하면서 변화하고 성장한다.

○ 석가모니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이 죽은 뒤 다시 태어난 곳이 도리천이다. 신라 선덕여왕

은 자신이 죽으면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했다한다. 

□ 흰 구름 푸른 구름 33계단 도리천을 지나면 자하문(紫霞門)

자하문은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 영역으로 들어가는 중문(中門)으로 앞의 33계단이 

도리천(忉利天)을 상징한다. 

◉ 도리천의 주인은 제석천(帝釋天)이다. 

제석천은 원래 인도 신화의 인드라(Indra) 신(神)의 한자어다. 도리천의 천주인 제석천은 

모든 우주의 행정을 총괄한다고 한다. 제석천은 석가모니가 성불한 뒤에 그의 수호신이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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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하문은 대웅전으로 가기위한 중문(中門)이다.

자하문 아래 백운교 16계단과 청운교 17계단 총 33계단이 도리천을 상징

◉ 도리천(忉利天)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사방의 세계인 사주(四洲) 가운데, 남쪽

의 섬부주(贍部洲)로 인간들이 사는 곳이며, 유일하게 여러 부처가 나타나는 곳이다.

▶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에 의하면, 1436년(세종 18)에 중수된 적이 있고,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것을 1628년(인조 6)에 재건하였다.

▶그 후 1630년에 수리하고 1708년(숙종 34)에 단청을 하였다. 1966년에 이 건물을 수리

할 때 발견한 상량문에 1781년(정조 5)에 다시 중건하였음을 언급(『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

전』).

아름다운 연꽃과 용(龍)으로 장식된 자하문(사진은 자하문의 좌우 추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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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석천(帝釋天)】

제석천(帝釋天)이란 불법(佛法)을 지키는 신(神)을 말한다. 제(帝)는 범어 인드라(Indra)의 

번역. 석(釋)은 석가(釋迦)의 음역으로 수미산 정상에 있는 도리천(忉利天)의 왕을 말한다.

□ 불법(佛法)을 지키는 자하문 앞의 수호신의 상징

자하문의 대문과 천정의 수호신은 제석천을 상징한다. 

연꽃으로 장식된 자하문 위 천정지붕의 화려한 문양

도리천은 세계의 중심인 수미산 정상에 위치한 욕계육천(欲界六天) 가운데 두 번째로 이

곳에 도리천의 왕인 제석천(帝釋天)이 머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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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석천은 ‘신들의 왕(王)’인 인드라(Indra)가 불교에 수용된 것 

- 힌두교의 신들이 모셔진 앙코르 와트(Angkor Wat) -

앙코르 와트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종교 건축물로 수준 높은 건축술이 돋보인다.

◉ 12천(天)의 하나이자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의 왕(王)으로 사천왕과 32천(天)을 통

솔하면서 불법과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아수라의 군대를 정벌한다고 한다.

○ 12세기 초 수르야바르만 2세에 의해 창건된 앙코르 와트( 메르Angkor Wat)는 크메르어로 '사

원의 도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신들의 가장 위에 인드라(인드라) 신이 조각돼 있다.

○ 처음에는 힌두교 사원으로 힌두교의 3대 신 중 하나인 ‘비슈누’ 신에게 봉헌되었고, 나

중에는 불교사원으로도 쓰였다.

【인드라(因陀羅)】

인드라(Indra)는 인도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神)이다. 불경에서는 제석천, 제석천왕, 제

석천존 등으로 불린다. 

힌두교에서는 천국 또는 수미산에 거처하며 신들의 왕으로서, 날씨와 전쟁을 관장한다고 

믿는다. 힌두교의 3대 신은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이며, 이 3대 신의 왕(王)이 인드라다.

○ 아수라(阿修羅)는 힌두교에서 불교로 귀의한 신(神) 혹은 귀신이다. 인도신화에서 아수라

는 특정한 개인이 아닌 종족명. 아수라는 머리 3개, 팔이 6개 달린 요괴.

○ 팔부신중(八部神衆)은 불교의 호법신이다. 불교발생 이전에 인도의 주류 종교인 바라문

교와 힌두교의 신(神)과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흡수한 것이다.

- 불법을 지키는 8종의 신으로 천(天), 용(龍), 야차, 아수라(阿修羅), 건달바, 긴나라, 가루

라, 마후라가를 말한다. 

- 천룡팔부(天龍八部)라 부르는 것은 팔부에서 첫째가 천인(天人)이고 둘째가 용(龍)이기 때

문이며, 이 가운데 천인은 제석천(인드라), 범천(브라흐마) 등 바라문교와 힌두교의 신이

다. 

◉ 불국사의 이해는 ‘사원(寺院)의 도읍’인 앙코르 와트에서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신라 경덕왕과 크메르의 왕의 발원(發願)은 이심전심(以心傳心)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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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세와 부처님 세계의 갈림길이 자하문(紫霞門)

자하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33계단, 즉 33천(天)을 지나 제석천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 자하문에서 내려다 본 세상이 속세(俗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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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하문의 우측에는 회랑으로 연결된 좌경루(左經樓)

- 부처님 왼쪽엔 좌경루, 오른쪽에 범영루 -

좌경루에 불전 사물의 하나인 구름 모양의 운판(雲板)이 보인다.

◉ 자하문에서 동쪽으로 좌경루가 있고, 서쪽으로 가면 서방정토 극락세계 극락전(極樂殿)

동쪽으로 가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적이 있는데, 아마 유리광세계 약사여래 보광전이 

있었을 것(윤경렬 추정)

○ 경루(經樓)란 불경(佛經)을 보관하는 누각이다.

○ 좌경루는 원래 경전을 보관하던 곳이지만, 현재는 조선시대 말엽에 완전히 소실되었던 

것을 1973년 복원 때에 재건한 것이며, 현재 이곳에는 경전은 없고 운판과 목어가 있다. 

○ 좌경루(左經樓)는 부용(芙蓉) 연꽃 위에 있었다고 하며, 종각(鐘閣)이 밑으로 퍼진 모양

이고, 경루는 연못 속에서 하늘로 올라온 모양으로 대조적이었다고 한다.

【불전사물(佛殿四物)】
불전 사물은 사찰에서 조석으로 예불할 때 사용하는 법구(法具)로 범종(梵鐘), 법고(法鼓), 

목어(木魚), 운판(雲版) 등 네 가지를 말한다.

범종은 지옥중생을 제도하고, 법고는 가축이나 짐승을 제도하며, 목어는 물고기의 영혼, 

운판은 공중을 떠도는 영혼(靈魂), 특히 새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한다.

아침 예불 때에는 법고→ 목어→ 운판→ 범종이 차례로 울리며, 저녁 예불 때에는 법고→ 

운판→ 목어→ 범종 순으로 순서가 바뀐다. 이는 동(東)-목(木), 서(西)-금(金)이라는 오행의 

원리를 따른 것으로, 한국사찰 의례의 독특한 일면이다. 

범종은 언제나 마지막에 울린다. 울리는 숫자도 아침에는 28번의 종을, 저녁에는 33번의 

종을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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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국사의 불전사물(佛殿四物)

사진 위 좌 법고(法鼓) 우 목어(木魚), 사진 아래 좌 운판(雲版), 우 범종(梵鐘)

□ 자하문 서쪽의 안양문은 범영루(泛影樓)로 막혀있다.

◉ 종루와 경루가 안쪽이 아니라 한 칸 앞으로 나와 자하문 옆에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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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영루는 불국사의 종루(鍾樓)

- 종루는 수미범종각(首彌梵鐘閣)이라 하여 수미산 위에 있는 누각을 말한다. 불국사의 

종루는 범영루(泛影樓)라고 하여 그림자가 아름다웠을 것이다. -

○ 범영루는 751년에 창건되고 1593년 임진왜란 때에 왜구들에 의하여 불탄 것을 조선시

대 두 차례에 걸쳐 중건되었다가, 1973년 복원공사 때 지금의 모습으로 중건된 것입니다.

◉ 종루가 ‘범영루(泛影樓)’로 명명된 것으로 보아 ‘연못속에 그림자’가 아름다웠을 것이며, 

그 그림자는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에 비쳤을 것이다.

◇ 범영루 앞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품연지(九品蓮池)】

구품연지에 대한 기록은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에 “구품연지(九品蓮池)”와 

가경(嘉慶) 3년 무오년 (1798, 정조 3년)에 연못의 연잎을 뒤집다”라는 기록이 전부다. 조

사 결과 구품연지는 화엄경(華嚴經)에 근거를 둔 연화칠보교(蓮花七寶橋)와는 상관없는 청운

교(靑雲橋)·백운교(白雲橋) 남쪽에서 확인되었다. 

구품연지 발굴조사는 복원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70년에 들어 와서 경주시의 후원으

로 1970년 10월 26일부터 12원 4일까지 40일에 걸쳐서 실시하였다.(출처: 서라벌신문, 

2018년 03월 14일) 

◉ 극락세계를 갈 때는 반드시 구품연지를 거쳐서 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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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영루(泛影樓)

- 범영루는 자연석과 인공석이 조화를 이룬 축대위에 있다 -

 751년 창건된 범영루는 1973년 복원공사 때 지금의 모습으로 중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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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천교(升天橋)라는 다리도 있었을 것!

사진의 붉은 원(○) 지역에 범종각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더 있었을 것이다.

◉ 기록에 범종각 다음에 승천교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범종각 올라가는 곳에 
계단이 있었을 것”이다(윤경렬 주장)

◉ 불국사의 석축이 대부분 자연석과 인공석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로 건설되었음은 자연(自
然)과 인간(人間)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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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을 믿으면, 영혼이 49일 만에 연꽃으로 피어난다는데 …

-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 깨끗한 꽃이 피기에 속세에 물들지 않는 군자의 꽃 -

좌측은 강화도 전등사에 핀 연꽃이고, 우측은 앙코르 와트 해자에 핀 꽃이다.

이집트 국립박물관 앞의 연꽃과 파피루스, 필래 신전에 연꽃이 사원을 떠받치는 석주(石柱)

◉ 극락세계를 갈 때는 반드시 구품연지(九品蓮池)를 거쳐 간다고 한다.

아미타불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품연지의 연꽃 봉오리 속에 잉태된다고 한

다. 열심히 아미타불을 신앙하는 사람은 하룻밤 동안에 꽃이 피어서 극락에 태어나고, 가급

적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은 49일 만에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도 극락에 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식들이 죽은 영혼을 위하여 의례를 치러주는데 

이를 49재(齎)라 한다.  

【49재(齋)】

49재는 불교에서 망자를 위해 치르는 의례로 49재는 제사가 아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일반적으로 칠칠일(49일) 동안 저승에 머무르며, 명부시왕 중 일곱 대왕들에게 7일째 되는 

날마다 심판받다가 49일째 되는 날 최종심판을 받고 환생(幻生)한다고 한다. 따라서 심판을 

받는 날에 맞추어 49일 동안 7번 재(齋)를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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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품연지(九品蓮池)가 복원되어 그림자 비치는 불국사 보고 싶다. 

가족과 자신의 소원을 비는 불국사의 연등

◉ 【구품연지(九品蓮池)】에서 환생하면, 연꽃이 받혀주어 연화교에 오를 수 있다.

필자가 서 있는 우측, 범영루 앞쪽 어디엔가 구품연지가 있었을 것이다.

【구품왕생(九品往生)】
극락이란 범어 sukhavati라는 말, “행복이 있는 곳”의 한역이다.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 억 국토를 지난 곳에 아미타여래의 국토가 있으며, 그 곳은 모든 것이 원만하고, 생

사, 춥고 더움, 근심 걱정 등의 모든 괴로움이 전혀 없는 세계라고 한다.

사바세계의 서쪽에 있는 청정국토(淸淨國土)라고 해서 서방정토라고도 한다. 또 이곳에 

왕생(往生)하는 사람은 그 근거에 따라 상품상생(上品上生), 상품중생(上品中生), 상품하생

(上品下生), 중품의 상중하생, 하품의 상중하생 등 9등급으로 나눠진다고 한다. 그래서 구품

정토(九品淨土)라고도 한다. (출처: [불교용어 사전])



- 24 -

□ 범영루 좌측에 극락전으로 가는 안양문(安養門)

- 안양문은 극락전에 이르는 중문으로 안양(安養)이란 극락정토의 다른 이름 -

안양문에서 내려다 본 정경, 우측 소나무 숲 앞에 구품연지(九品蓮池)가 있었을 것이다.

◉ 안양문에 가려면 반드시 구품연지를 통해서 연화교, 칠보교를 올라야 한다. 안양

문(安養門)을 통과하면 그곳에 서방정토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이른다.

앙코르 와트 유적지 앞에도 연지(蓮池)가 있다. 연못에 비치는 사원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불국사의 옛 모습을 생각해보았다(2016). 

◉ 구품연지에서 환생한 영혼은 연꽃의 축복을 받으며 연화교(蓮花橋)를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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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화교, 칠보교 48계단 올라 안양문(安養門)으로 …

- 48계단은 48원(願)을 상징하며, 신앙심으로 복(福)지은 영혼만이 오를 수 있는 
길 -

아래가 33계단 연화교이고, 위는 14계단 칠보교이며 나머지 1계단을 합치면 모두 48계단 

- 복원하기 전에는 일반 관광객도 오를 수 있었다(1964년 중건) - 

사진출처: 문화재청, [2011 추억의 사진 공모전 당선작, 이춘아/1960년], http://www.cha.go.kr/

◉ 아미타불이 48원(願)을 세웠으니 이 48계단을 밟지 않고는 극락으로 갈 수 없다

는 상징이다. 33계단 올라야 도리천(忉利天) 자하문에 이르는 길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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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꽃 모양의 연화교(蓮花橋)는 연꽃이 축복하고 받쳐준다는 의미 

연화교 위에서 내려다 본 연화 모양의 층계와 활짝 핀 연꽃이 축복하며 받쳐주는 모습

□ 연화교 올라 7개 보배다리, 칠보교(七寶橋) 오르면 안양문

▷ 국보 제22호 칠보교는 금다리, 은다리, 유리다리, 매괴다리, 자거다리, 적주다리, 마노다

리 등 7가지 보배다리로 되어있으며 이 다리를 오르면 안양문에 다다른다. 

□ 극락전에 이르는 중문(中門), 안양문(安養門)

안양문을 통하여 극락세계로 들어간다. 이곳에는 수호신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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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문을 들어서면 드디어 서방의 극락정토, 극락전(極樂殿)

- 극락전에는 48원(願)을 이룬 아미타불이 계신다. - 

안양문을 들어오면 아미타불이 상주하시는 극락전에 이른다.

○ 불국사 극락전은 임진왜란 때에 소실된 것을 1750년(영조 26)에 오환(悟還)·무숙(武淑) 

등이 중창한 것이지만, 기단(基壇)과 초석·계단 등은 신라시대의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극락전(極樂殿)】

극락전은 서방 극락정토의 주재자인 아미타불(阿彌陀佛)을 본존불로 모신 법당이다. 극락

전은 주불의 이름을 따서 미타전(彌陀殿)으로도 불린다. 아울러 아미타를 의역(意譯)하여 무

량수전(無量壽殿)이이라고도 한다. 

▶ 구천(九天)을 떠도는 영혼:

- 49일 간 심판받는 기간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六道), 즉 생물체가 환생하여 태어나

는 6세상(世上) 중 어디에도 태어나지 못하고 '중간에 낀' 것처럼 되는데, 이를 중음(中陰)

이라 부른다. 불교에서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란 '계속 중음에 머무는 영가'를 말한다. 

티베트 불교 「사자(死者)의 서(書)」에서는 49일 동안의 영혼(靈魂)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다. 

◉ 극락전에 이르는 길은, 지금처럼 48원(願)을 실천하고 죽은 후 구품연지에서 환생(幻生)

하여 안양문을 거쳐 오는 방법과 산 사람이 33계단 올라 자하문을 거쳐 대웅전에서 석가모

니 부처님 알현하고 서쪽 문을 통하여 오는 2가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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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 제27호 금동아미타여래좌상

극락전의 편액과 국보 제27호 금동아미타여래좌상: 9세기 불상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백과대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유남해)

【아미타불(阿彌陀佛)】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세계에 머물며 설법을 한시는 부처님이다. 그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

으려는 뜻을 세우고 살아 있는 모든 자를 구제하고자 48원(願)을 세웠다. 그 뒤 아미타불은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십만억불토(十萬億佛土)를 지나서 있는 극락세계에 머물면서 현재까

지 설법을 하고 있다.

‘아미타불’은 산스크리트어의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을 가진 것(무량광, 無量光)과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가진 것(무량수, 無量壽) 두 원어의 음사(音寫)이다, 아미타불은 이 두 가지 

덕성을 갖춘 분이라는 뜻이기에 무량광불(無量光佛) 또는 무량수불(無量壽佛)로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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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락전의 이모저모

극락전의 전면과 후면

극락전 뒤편: 극락전을 나서는 스님과 우측에 대웅전에서 내려오는 48개 계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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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락전에 이르는 2개의 길

극락전에 오는 방법은 위 가운데 연화문과 아래 대웅전 서쪽 48계단을 내려오는 길 2가지

◉ 자하문이건 연화문이건 극락전에 오려면 아미타불의 실행인 48원(願)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그래서 2가지 길 모두 48계단이 있다.

극락전 서편에서 본 석축위의 대웅전 회랑과 석가탑 상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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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하문에 들어서면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大雄殿)

대웅전은 자하문과 함께 불국사의 건축을 대표하고 있다(보물 제1744호)

석가여래가 설법하는 석가탑과 이를 증명하는 다보탑과 같은 거리에 대웅전이 있다.

▶석가탑, 다보탑, 대웅전의 위치는 거리가 같은 정삼각형(△)을 이루며, 대웅전에는 현세불

(現世佛)인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미래불(未來佛)인 미륵보살과 과거불(過去佛)인 

갈라보살이 협시(脇侍)하고 있다. (☞ 백운교→ 청운교→ 자하문→ 대웅전→ 극락전 참조.)

◉ 백운교, 청운교 33천(天) 구름 속에 자하문 들어서면 수미산(須彌山) 정상에서 석가여래, 

다보여래 설법 듣고 대웅전 부처님 만나고 18원(願) 다짐하며 극락세계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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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국사의 백미(百媚): 석가탑과 다보탑

1. 석가탑(釋迦塔): 신라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을 대표하는 가장 우수한 탑

국보 제21호인 석가탑은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탑”이라 하여 무영탑(無影塔)으로도 불린다.

◉ 석가탑(釋迦塔)은 본래 석가여래상주설법탑(釋迦如來常住設法塔)이지만, 줄여서 

석가탑(釋迦塔)으로 부른다. 석가탑은 또한 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에 따라 “그림자

가 비치지 않는 탑”이라 하여 무영탑(無影塔)으로도 불린다2). 

국보 제21호인 석가탑은 통일신라 경덕왕 10년(751)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석가여

래가 항상 상주하며 설법하신다(釋迦如來常住設法塔)는 의미를 갖고 있다.

1966년 9월 도굴꾼들에 의해 탑이 손상되었으나, 그해 12월 탑을 완전하게 복원하면서 

2층 탑신의 몸돌 앞면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던 사각형의 공간이 발견되었다.

▶ 위에서 자하문을 살펴보고, 범영루를 거쳐 안양문, 극락전을 소개했기에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다

시 자하문으로 돌아와 석가탑, 다보탑, 대웅전 을 살펴보고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을 살펴본다.. 

2) 석가탑은 1038년(고려 정종 4년에 중수되었으며, 당시에는 ‘무구광정탑(无垢淨光塔)’ 또는 ‘서석탑’

으로 알려졌다. 석가탑은 ‘불국사 3층 석탑’으로도 불리며, 석가탑의 명칭은 학계(學界)에서는 아직 

이론(異論)이 있다. 따라서 무영탑(無影塔)이라는 이명(異名)도 추후 학계에서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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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탑의 묘미는 조화로운 황금비율의 균형미에 있다.

석가탑은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세우고, 그 위에 상륜부를 조성한 신라 탑(塔)의 전

형

 

▶ 불국사를 방문할 때 대부분 화려한 다보탑에 눈길이 끌리지만, 석가탑은 ‘부처님의 설법’

을 상징하기에 단조로우면서도 조화롭게 균형 잡힌 전형적인 신라의 석탑 형태라 한다.

탑 주위에는 연꽃을 조각한 탑구(塔區)가 있는데, 이것은 팔방금강좌(八方金剛座)이다

▶ 팔방금강좌를 둔 것은 탑의 ‘깨끗한 지역(淨域)’을 구별한 것으로, 연꽃 1송이에 

1보살씩 8보살의 정좌(正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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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미와 균형감으로는 한국의 석탑 중에서 우수한 작품

석가탑은 모두 6개의 황금분할로 이뤄져 있다

○ 인천대 김효율 교수는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의 ‘신라문화’에 발표한 논문 <석가탑의 황

금비율>에서 “석가탑 각 부위에는 황금분할, 황금구형, 황금사선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했

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수직적 분할로 볼 때 석가탑은 모두 6개의 황금분할로 이뤄져 있

다”고 밝혔다(출처: 경향신문, 2010, 석가탑 ‘완벽한 아름다움’ 비결은 ‘황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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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상사의 3층 석탑을 본떠서 만든 상륜부의 복원

우측의 복원 이전의 상륜부(1916)와 1973년 실상사 삼층석탑을 본떠 복원한 석가탑 상륜부

◉ 상륜부는 노반(露盤), 복발(覆鉢), 앙화(仰花)만 남아 있었는데, 1966년 해체 복원 시, 

‘실상사’ 백장암3층석탑의 상륜부를 모방해 결실된 부분을 보충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석가탑은 기단부나 탑신부에 화려한 조각이 없어 간결하고 장중하며, 각 부분의 비례가 

아름다워 전체의 균형도 잘 맞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뛰어난 작품으로, 목조탑파의 형식을 

답습하였던 신라 초기의 석탑들과는 달리 전형적인 신라의 석탑 형식을 확립하였다.

◇ 석가탑의 건축과 복원

석가탑은 일반적으로 751년(경덕왕 10년) 무렵 김대성이 불국사를 중수할 무렵에 세워졌

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742년에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출처: 동아일보, 2007, “석가

탑 완공시기 9년 앞당겨야 … ‘석가탑 중수기’ 새 해석”). 

석가탑은 고려 초에 일어난 지진 때문에 1024년과 1038년에 중수되었다. 1966년 가을 

도굴로 인해 석가탑이 일부 훼손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에 따라 1966년 10월 해체 작업이 

시작되어 1973년 복원을 거쳐 현재에 이른다.

1966년 보수과정에서 2층 탑신석 상면 중앙 사리공에서 여러 가지 사리용기들과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사리장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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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현재 국보 제126-6호로 지정되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은 1966년 10월 석가탑을 보수하기 위해 해체

하는 과정에 발견된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 인쇄 불교경전이다. 

704년에 다라니경이 산스크리트어에서 한문으로 번역되었고, 불국사가 세워진 것은 751

년이기 때문에, 그 두 시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존하는 목판 인쇄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본문 중에 중국 당나라 측

천무후자(則天武后字)가 발견되어 석가탑이 중수되기 이전에 인쇄되었다고 인정된다고 한

다. 

1966년 당시에 묵서지편(墨書紙片)으로 알려진 종이뭉치가 발견되었다. 이 문서는 

1988~89년에 보존처리가 진행되었고, 1997~98년에 110쪽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이뤄져 

중수기가 2005년과 2007년에 해석되었다.

▶ 사리 봉안을 위한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

석가탑을 보수하기 위해 해체했을 때 탑 내부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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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탑 내부의 사리장엄구에서 발견된 유물들 

불국사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불교 건축물의 ‘종합예술품’이다. 

동경, 경옥제곡옥, 구슬, 향목 

좌로부터 금동 방형사리합, 유리제 사리함, 은제 사리내·외합(사진출처: Wikipedia)  

◉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는 1966년 10월 경주 불국사의 석탑을 보수하기 위해 해체했을 

때 탑 내부에 사리 봉안을 위한 공간에서 발견된 남북국 시대 신라의 유물이다.

※ 1967년 9월 16일 대한민국의 국보 제126호로 지정되어 서울 종로구의 불교중앙박물관

이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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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영탑에 얽힌 사랑이야기】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04호, 석불좌상. 

◉ 이 불상은 무영탑(無影塔)에 얽힌 전설로 널리 알려진 영지(影池)와 가까운 곳에 있다.

▶ 영지(影池)는 불국사에서 서쪽으로 4㎞ 떨어져 있는 저수지로, 영지의 남쪽에는 아사달

이 아사녀의 모습을 조각했다는 영지석불좌상이 있다.

◉ 석가탑은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탑”이라 하여 무영탑(無影塔)

석가탑은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탑”이라 하여 무영탑(無影塔)으로도 불린다. 신라시대에 

남편을 그리는 아내의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설화(說話)로 전해진다. 1939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현진건의 소설 「무영탑」은 그 소재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백제의 유명한 석공(石工)이었던 아사달이 경주에 초빙되어 석가탑 조성공사에 투입되었

다. 남편이 그리워 경주까지 찾아온 아내, 아사녀는 “여자의 몸으로 공사장에 가면 부정(不

淨)을 탄다.”며 출입을 금지하는 공사장 책임자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날 수 없었다.

그 책임자는 가까운 곳에 연못이 있는데 당신이 그곳에서 지성으로 기도한다면 탑(塔)이 

완성되는 날! 그 탑의 그림자가 연못에 비칠 것이다. 그러니 그때 만날 수 있을 것이라 했

다.

열심히 지성을 드리던 아사녀는 그리움을 견디지 못하고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각

고의 노력 끝에 탑을 완성한 아사달은 자신을 찾아왔다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연못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훗날 사람들은 이 연못을 영지(影池)라 불

렀다. 

아사녀가 남편을 애절하게 찾으며 읊었다는 시(詩) 한 수가 전해진다. “토함산 구름위에 

탑이야 솟건 말던/ 원한의 저 못 속에 그림자야 뜨던 말 던/못 속에 잠긴 달은 날 오라 손

짓하니/아! 임이시여!/이 세상 서러운 줄님도 정녕 알련만/이내 몸 먼저 가오니 내 뒤를 따

르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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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달, 아사녀의 사랑이야기”에 대한 이설(異說) 

중앙일보(2011.03.24.)는 “불국사 석가탑을 조성하기 위해 백제에서 건너온 아사달과 아

사녀가 남매였다”는 동국대 강석근 교수의 주장을 보도했다3). 강 교수에 따르면, 아사달‧아
사녀 설화는 현진건이 1939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역사소설 '무영탑(無影塔)'에서 석가탑 건

립과 관련한 전설을 다룬 ‘소설적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일제(日帝) 때 발간된 오사카 긴타로(大坂金太郞, 1921년)와 오사카 로쿠손(大

坂六村, 1927년)의 「경주전설」에 의하면, “아사녀는 누이에서 부인으로 바뀌었고, 탑 그

림자가 영지에 계속 비치지 아니하자, 아사녀는 투신하고 석공은 부인을 닮은 부처상을 조

각하고 투신하는 비극적인 스토리로 정착됐다”고 주장4)한다.

윤경렬의 주장에 따르면, 아사달과 아사녀는 중국인이며, 부부가 아닌 오누이 사이라한

다. 오빠는 불국사를 만들고 누이동생 영지를 만들기로 했는데, 둘이 약속하기를 “누구든 

먼저 만든 사람이 국수를 만들어서 위로하자고 했다”고 한다. 연못을 먼저 만든 누이동생은 

불국사를 만드는데 애를 쓰는 오빠에게 국수를 만들어주기 위해 안반을 지고 나서는 순간 

연못 속에 불국사가 비쳤다고 한다. “야! 오빠가 불국사를 완성 했구나”하며 감탄하여 안반

을 등에 진채 연못에 주저앉아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 누이동생의 모습이 

바로 현재 영지에 광배를 등에 지고 있는 석불좌상이라고 한다.

그때 물에 비친 불국사의 그림자 중에 다보탑의 그림자는 있었으나 석가탑(釋迦塔)의 그

림자는 비치지 않아서 석가탑을 무영탑이라고 한다.

그는 또한 「불국사고금창기」와 현진건의 모화사상에 대해서는, 이 사기(史記)가 쓰여 

진 시기가 임진왜란으로 절이 타버린 조선시대이기에 모화사상(慕華思想)이 개입됐다는 주

장을 한다. 그래서 국적이 백제가 아닌 당(唐)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현진건의 소설에 대해서도, 공사장에 찾아온 부인이 “여자는 부정(不淨)한 몸이라서 들여

보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 불교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한다. 신라시대 큰 불

사(佛事)는 대부분 여인들이 했다. 성덕대왕 신종도 만원부인이 시주했고, 황룡사의 종(鐘)

도 삼모부인이 시주했고, 상원사의 종도 여자가 시주했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새로운 해

설을 한다.

◇ “아사달, 아사녀 설화의 새로운 해설

아사녀가 불국사 공사현장을 찾아왔을 때, 주지스님은 남편이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탑

이 완성될 때까지 조용한 곳에서 기다려줄 것은 간청했다.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달래

기 위해 아사녀는 날마다 연못을 들여다보았다. 탑이 완성되면 그림자가 비칠 것이라는 말

을 들었기 때문이다. 

3) 이 기록에 의하면, 석공은 이름 없는 당(唐)나라 사람이고, 그를 찾아 온 사람은 누이동생 아사녀

(阿斯女)"다. 일본 도쿄도서관에 있는 불국사의 「화엄불국사고금역대 제현 계창기」에 “석가탑은 

무영탑 전설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원형자료”라는 주장이다. 

4) 강석근은 1960년 혁명시 ‘아사녀’를 발표한 신동엽 시인이 석공을 아사달로 정착시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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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밤! 기기묘묘한 탑이 연못에 거꾸로 비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리운 님을 

그리던 아내는 감격하여 “아사달님!”을 그리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녀가 

본 것은 탑이 아닌 환상(幻想)이었다.

이때 탑을 완성한 아사달이 아내가 기다린다는 연못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아내는 말없이 

누워있었다. 아마도 아사달은 그녀를 부르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내가 예술에 미

쳐서 당신을 잊었구려, 이제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고 그대 곁을 지키겠소. 그리하여 두 

영혼은 영지(影池) 물속에서 이별 없는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을 것이다. 

인도의 타지마할은 “부부(夫婦)의 사랑”과 관련된 무굴제국의 대표적 건축물이다.

◉ 무굴제국의 5대 황제인 샤 자한의 아내 뭄타즈 마할이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그러자 황제는 그녀를 위해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어 주기로 하여 만든 것이 타지마할이다.

【다보여래(多寶如來)】

다보여래는 5여래(如來) 중의 하나로 동방의 보정세계(寶正世界) 교주이다. 다보여래는 

“일정한 모습이 없는” 《법화경》의 증명자 또는 다보불(多寶佛)로 알려져 있다.

다보여래는 보살로 있을 때에 "내가 성불하여 멸도한 뒤 시방세계에서 《법화경》을 설하

는 곳에는 나의 보탑(寶塔)이 솟아나와 그 설법을 증명하리라"고 서원한 부처님으로, 석가

모니 부처님이 영산(靈山)에서 《법화경》을 설할 때에도 그 탑이 솟아 나왔다고 한다.

석가부처님께서는 “다보여래는 악(惡)이 없는 청정한 세계에만 부처님 몸을 나타내지, 선

악(善惡)이 석여있는 인간 세상에는 몸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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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 세상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다보여래의 다보탑(多寶塔)

《법화경》의 증명자 또는 다보불(多寶佛)인 다보여래를 상징하는 다보탑(국보 제20호)

◉ 다보탑은 『불국사사적기』에는 본래 다보여래상주증명탑(多寶如來常住證明塔)

이지만, 줄여서 다보탑(多寶塔)이라 부른다. 다보탑과 석가탑은 『묘법연화경(妙法

蓮華經)』의 「견보탑품(見寶塔品)」에 근거하여 건립되었다고 한다. 

▶ 1966년 석가탑 해체수리시 2층 탑신 사리공에서 『무구정광대다리니경』과 함께 발견된 

두루마리 묵서지편에 탑을 중수하면서 넣은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佛國寺無垢淨光塔重

修記)」(1024년),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1038년) 등이 발견

되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탑은 신라 혜공왕(재위 765∼780)대에 건립5)되었으며, 고려 현종 

15년(1024)과 정종 4년(1038)에 중수되었는데, 1024년 중수기를 다보탑의 중수기로 보고 

있다.

이 탑은 1925년 일본인들에 의해 완전 해체·보수되었는데, 이때 탑에서 불상을 포함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는 짧은 기록이 있으나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5) 다보탑은 신라 535년(법흥왕 22)에 창건하여, 751년(경덕왕 10) 김대성의 발원으로 불국사가 중건

될 때 함께 중수(重修)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현재 「묵서지편」의 해석에 따라, 석굴암의 복원

에 대해서 학계의 논란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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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정도(八正道)를 의미하는 돌계단 좌우의 8개 기둥 

이중기단에 삼층의 탑신을 지닌 신라의 전형석탑과 전혀 다른 형태로 석탑의 백미(百媚)

▶ 기단(基壇) 사방으로 4개의 돌계단이 있고 그 돌계단 좌우에 각각 1개의 기둥이 있어 모

두 8개의 기둥이 있다. 이는 팔정도를 거쳐야 부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상징한다.

【팔정도(八正道)】

팔정도란 1) 정견(正見): 바른 견해, 2) 정사유(正思惟) ·정사(正思): 바른 생각, 3) 정어

(正語): 바른 말, 4) 정업(正業): 바른 행동, 5) 정명(正命): 바른 생활, 6)정정진(正精進) ·정

근(正勤): 바른 정진, 7) 정념(正念): 바른 의식, 8) 정정(正定): 선정(禪定) 등을 말한다.

이 여덟 개의 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실천되면 다른 일곱 개의 길이 그 하나에 포함되어 

동시에 행하여지는, 서로 포섭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팔정도의 영어 번역어도 'Noble 

Eightfold Path (고귀한 팔중(八重)의 길)'로 길(Path)을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한다.

▶ 기단의 4층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6).

◉ 탑의 1층은 4각이고 3층은 둥근 원이다. 사각(四角)은 부처님 세계다. 4각은 사람이 만

들어 놓은 물건에만 있다. 반면에 원(圓)은 하나의 점이지만 확대하면 온 누리의 우주이다. 

수행을 계속하면 네모의 한 모서리가 떨어지고 다시 한 모서리가 떨어져 점차 8각이 된다. 

4각에서 8각 다시 원(圓)으로 이어져 부처님 세계인 원융(圓融) 세계에 도달한다(윤경렬).  

6) 탑의 층수에 대하여는 사각의 옥개석, 팔각의 옥개석을 사이에 두고 사각, 팔각난간을 별도의 층으

로 해석하는 등 여러 가지 해석으로 2층설, 3층설, 4층설 등 다양한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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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에서 8각으로 다시 원(圓)으로

1층의 4각에서 2층의 팔각 3층의 원으로 이어지는 다보탑은 수행하여 부처님의 원융세계로 

가는 길을 상징한다.

◉ 4층은 동그란 연꽃으로 되어 있는데, 연꽃은 8개의 대나무 기둥위에 올려져있다.  

4각에서 8각, 그리고 연꽃으로 상징되는 원(圓)은 속세에서 성불(成佛)에 이르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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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돌사자(石獅子) 3마리의 허무한 진실

이 사자상이 남아있는 것은 훼손되었기 때문이라지만 정확한 고증(考證)이 필요하다.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는 돌사자가 모서리 부분에 있었다7).

◉ 본래 4마리의 사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1마리만 남아 있다. 나머지 3마리는 일본인이 훔

쳐가 소유하고 하고 있다는 설(說)이 있다. 중동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유럽 강대국들의 

손에 훼손되고 강탈당했음을 무수히 보아온 터라 일본의 문화재 침탈에 가슴 아프다. 하지

만 그 아픔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 한 점도 반성해야 한다.

7) 문화재청의 2011년 ‘불국사 다보탑 수리보고서’에 따르면, 전 도쿄대 교수 세키노 다다시가 작성한 

‘한국건축조사보고’(1904년 간행)에 “다보탑 기단 모서리 4곳에 돌사자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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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나무 기둥위에 동그란 연꽃과 8각 지붕

지붕은 팔각이며 각 귀마다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은 금풍경을 달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 상륜은 노반(露盤), 복발(覆鉢), 앙화(仰花), 보륜(寶輪), 보개(寶蓋), 보주(寶珠)가 남아 

있다. 노반은 옥개석과 같은 팔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복발은 편구형이다. 복발은 네 방향에 

꽃무늬를 조각하고 각 문양은 2조의 띠 매듭으로 연결되었으며 상부에는 앙련(仰蓮)을 새겼

다. 앙화는 다시 팔각으로 얹었으며 그 위로 3개의 보륜과 정상에 보개를 덮고 최상단에 보

주(寶珠)를 놓았다.

▶ 상륜(相輪)은 부처님을 나타내는 바퀴로 각기 다른 모두 12개를 탑(塔) 위에 쌓았다. 최

상단의 보주(寶珠)에는 휘황찬란한 금으로 장식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기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보여래는 인간 세상에 나타나지 않기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

◉ 다보탑은 기단부터 꼭대기 보주(寶珠)까지 다양한 변화가 깃든 높이 10.34m의 

통일신라 석탑의 걸작품이다. 

1925년 일본인들이 탑을 해체·보수하는 과정에 내부에 있던 사리와 사리장치 등의 유물

과 기단부의 네 마리 사자상 가운데 세 마리가 사라졌으며, 하나의 사자상은 현재 영국 런

던의 대영박물관에 보관 중이며, 나머지 두 마리의 사자상은 행적을 알 수가 없다. 2016년 

9월 경주의 규모 5.8지진으로 동쪽 난간석 일부가 떨어졌다(출처: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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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보탑은 1024년, 석가탑은 1038년에 고쳤다”는 새로운 주장

좌측은 ‘불국사 석가탑 중수기(重修記)’이며(사진출처: 솔뫼, daum blog.), 우측은 다보탑에

서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 ①금으로 도금한 원통 모양 사리합 ②청동으로 만

든 합 ③금동경함( 사진출처: 조선일보, 2018.01.19., 한정호 연구원 제공,  

1925년 일본인들이 탑을 해체·보수하는 과정에 내부에 있던 사리와 사리장치 등의 유물

과 기단부의 네 마리 사자상 가운데 세 마리가 사라졌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으로 밀반출되어 오쿠라가 가지고 있던 유물들이 1982년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됐다. 

1966년 석가탑에서 발굴된 <묵서지편(墨書紙片>과 석가탑에서 실제로 발견된 유물을 정밀 

분석한 결과다. 이 <묵서지편>을 정밀분석 연구한 결과, 무구정광다라니경(무구정경)은 고

려시대인 1038년에 넣은 것이라는 연구결과(한정호)가 나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024년에 기록된 무구정경은 “석가탑을 처음 만들 때 넣었던 것”으로 

1038년 기록에 언급된 것은 당시 석가탑을 보수하면서 새로 넣은 것으로 해석했다. 1990

년대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은 묵서지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석가탑을 고려 때 고쳐 

세웠다'는 기록이 보이자 비밀에 부친 뒤 박물관은 연구를 중단했다. (출처: 조선일보, 

2018.01.19.)

◉ 석가탑에서 나온 <묵서지편>을 정밀분석 한 결과,  『무구정광다라니경』은 고려 때 석가

탑에 넣은 것으로 확인되어 “다보탑 중수기를 왜 석가탑에 넣었는지?” 에 관한 학계의 논란

이 일고 있다. 왜 1034년에 무구정경이 추가되어 새롭게 넣어졌는가?

▷ 석가탑과 다보탑에 관한 비밀(秘密)은 창건 당시부터 베일에 싸여 있으며, 그 후 

중수(重修) 과정에도 수난이 있었던 것 같으며, 특히 1925년 일본인들이 해체 보수

하는 과정에 그 판도라의 열쇠를 도난당했다. 학계가 가야 할 길이 더 멀어졌음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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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속 수미산 올라 부처님 만나는 대웅전(大雄殿)

편액좌우에 여의주를 입에 문 용(龍)이 수호하며, 사방의 지붕에 모두 16마리의 용이 있다.

백운교, 청운교 구름 속에 올라 자하문 들어서서 석가여래, 다보여래 설법 듣고 대웅전으로  

【대웅전(大雄殿)】

대웅전 혹은 격을 높인 대웅보전(大雄寶殿)은 불교사찰에 설치되는 전당(殿堂)이다. 대웅

(大雄)이라는 명칭은 《법화경》에서 석가모니를 위대한 영웅이라고 칭한 것에 기인한다. 

대웅전은 현세불(現世佛)인 석가모니를 봉안하므로 사찰에서 중심을 이루는 건물이며 가

장 중요한 곳이다. 따라서 석가모니가 본존불이 되고, 좌우로는 부처의 지혜를 상징하는 문

수보살과 부처의 덕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이나 미래불(未來佛)인 미륵보살과 과거불(過去佛)

인 갈라보살이 협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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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현재 미래 삼세불(三世佛)이 모셔진 대웅전

대웅전의 목조(木彫) 삼세불: 갈라보살(좌측), 석가모니불(중앙), 미륵보살(우측)

◉ 수미단 위에 중앙에 현세불(現世佛)인 석가모니불이 모셔져있고, 그 좌측에 과거불(過去

佛)인 갈라보살, 우측에 미래불(未來佛)인 미륵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다시 그 좌우에 흙으

로 빚은 가섭(迦葉) 존자(우측 끝)와 아난(阿難) 존자(좌측 끝)가 부처님을 협시하고 있다.

대웅전 내부의 측면에서 본 수미단 위의 삼세불과 후불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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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미단 위의 삼세불과 대웅전 내부

 

수미단은 대웅전의 중심에 불상을 안치하고 있는 불단을 말한다.

【수미단(須彌壇)】

수미단은 대웅전의 중심에 불상을 안치하고 있는 불단을 말하며, 이는 불교의 세계관에서 

그 중심에 위치한 수미산 정상에 부처님이 앉아 자비와 지혜의 빛을 발하고 있음을 상징한

다.

석가모니불의 후불탱화로는 주로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가 봉안되는데, 이는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제자들을 모아 설법하는 정경을 묘사한 것이다.

대웅전에는 일반적으로 석가모니불을 중앙에 모시며 그 좌우에 문수보살(지혜)과 보현보

살(덕)을 협시(脇侍)로 봉안한다. 그러나 삼세불과 삼신불을 봉안하는 경우도 있다.

▶ 삼국유사에 “김대성이 751년(경덕왕 10년)에 처음으로 불국사를 창건하기 시작하여 774

년(혜공왕 10년) 12월 2일 대성이 사망하자 국가에서 공사를 마쳤다(… 景德王代 大相大

城以天寶十年辛 卯始創佛國寺,歷惠恭世,以大歷九年甲寅十二月二日大城卒,國家及畢成 …)”

는 기록이 있어 경덕왕 때인 751년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 조선 1765년(영조 41년)에는 대웅전을 중창하고, 1767년(영조 41년) 단청이 완료되었으

며, 그 후 1769년(영조 45년)에 대웅전의 삼존불과 후불탱(後佛幀)이 완성되었다. 

▶ 보물 제1744호인 대웅전은 석가모니부처님의 불국토를 표현하는 중심이다. 현존하는 건

물은 1765년에 중창된 것이나, 그 초석과 석단 등은 대체로 신라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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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전의 삼세불(三世佛): 갈라보살, 석가모니불, 미륵보살

과거불 갈라보살(좌측), 현세불 석가모니불(중앙), 미래불 미륵보살(우측)

【삼세불(三世佛)과 삼신불(三神佛)】

삼세불(三世佛)은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미륵보살과 갈라보살(羯羅菩薩)이 협시하

게 되며, 다시 그 좌우에 석가의 제자인 가섭(迦葉)과 아난(阿難)의 상을 모시기도 한다. 갈

라보살은 정광여래(定光如來)로서 과거불이며, 미륵보살은 미래에 성불하여 미륵불이 될 미

래불이므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삼세불을 봉안한다.

삼신불(三神佛)은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으로 구별하며, 일반적으로 법신은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 보신은 아미타불과 약사여래, 화신은 석가모니불을 지칭하지만, 우

리나라의 대웅전에 봉안하고 있는 삼신불은 선종(禪宗)의 삼신설을 따라 비로자나불, 노사

나불, 석가모니불을 봉안하는 것이 통례다. 화엄사상을 중시하는 절은 삼신불을 봉안한다.

◇ 대웅전의 卍자와 원이삼점(○) 

대웅전 지붕의 卍자와 원이삼점(○): 東(○)과 西(卍)에 서로 다른 배열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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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卍자와 원이삼점(圓伊三點) 

만자(卍字)는 일반적으로 불교나 절을 나타내는 기호나 표시로 쓰인다. 卍자는 길상과 행

운의 표시이다. 따라서 卍자는 길상(吉祥萬德)이 모이는 곳을 뜻하기도 한다.

‘일원상(○)’은 원상(圓相)이라고도 한다. 일원상에서 동그라미(○)는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는 곳이며 불보살의 마음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또한 속이 비어있는 원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공(空)’을 상징하기도 한다.

‘원이삼점(圓伊三點)’은 일반적으로 삼보(三寶)를 뜻한다. 불교의 소중한 보물 세 가지, 즉 

부처님(佛), 부처님의 가르침(法), 스님(僧)을 상징한다. 아울러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세 가

지 요건인 법신(法身), 큰 지혜(般若), 해탈(解脫)의 법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 세 가지가 함

께 해야 열반을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세 점이 하나의 원 안에 들어있다. 

대웅전 앞의 다보탑과 석가탑. 정면 중앙에 자하문이 있다.

▶ 대웅전은 불국사고금창기에 의하면 1436년(조선 세종 18년)에 중수하였으며, 그 후 

1491년, 1564년 다시 중수하였으나 1593년(선조 26년) 임진왜란 때에 소실되었다. 그 후 

1659년(효종 10년)에 중창된 후 1677년(숙종 3년) 번와 보수, 1708년(숙종 34년) 서쪽 기

둥 교체, 1729∼1731년(영조 5∼7년)에 개와(蓋瓦)를 보수하였다. 

▶ 그 후 한일합방기인 1918년∼1925년 및 1934∼1936년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개수하였

다. 해방이후 1970년대에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중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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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전의 이모저모

대웅전 앞의 좌우측 다보탑, 석가탑과 회랑(回廊), 가운데 건물이 자하문

대웅전 동편 회랑의 내외부

불국사의 동편 외부에서 본 대웅전과 회랑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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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랑의 양 끝에 경루와 종루가 있었지만, 동쪽 경루는 사라졌고 현재는 미복원상태다. 

대웅전의 회랑(回廊)과 회랑의 내부모습

대웅전 우측 동편의 지붕과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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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전의 서편은 극락전, 뒤편은 무설전(無說殿)

대웅전을 지나서 서쪽으로 난 문을 통해 48계단을 내려가면 극락전이 나온다.

대웅전 뒤편에 있는 무설전(無說殿)은 경론을 강술하는 장소, 즉 설법을 위한 강당이다.

▶ 앞에서 구품연지→ 연화교→ 칠보교→  안양문→ 극락전에 이르는 과정은 소상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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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국사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설함이 없다”는 무설전(無說殿)

◉ 무설(無說)이란 “진리의 설법은 언어(言語)를 빌지 않고 설법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

고 있기에, 무설전(無說殿)은 부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설법하는 장소를 일컫는다.

▶ 무설전(無說殿)은 불국사의 건물 가운데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물이다. 670년(문무왕 

10)에 이 건물을 짓고 문무왕은 의상과 그의 제자 오진(悟眞), 표훈 등 몇몇 대덕(大德)들

에게 『화엄경』의 강론을 맡게 하였다. 

▶ 1593년 임진왜란 때에 소실된 후 1708년(숙종 34)에 중건하여 1910년 이전까지 보존되

었으나, 그 뒤 허물어진 채 방치되었다가 1972년에 복원하였다. 

670년 최초로 건설된 무설전(無說殿)은 부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설법하는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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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전 앞 자하문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속세(俗世)

자하문에서 바라 본 불국사 정면의 방문객들

◉ 극락이냐? 속세냐? 갈림길 …

- 대웅전에서 부처님 설법만 듣고 곧바로 자하문으로 하산하면 속세(俗世)이고, 

48원(願) 실천하며 아미타불 찾아가면 극락(極樂)이다 -

대웅전을 들러 서방으로 아미타불 찾아가면 극락(極樂) 세계



- 57 -

□ 대웅전 뒤쪽 언덕, ‘보타락가산’을 오르면 관음전

대웅전 뒤편의 가파른 계단, ‘보타락가산’을 오르면 관세음보살의 주처(主處) 관음전이다.

기록에는 양쪽에 복도가 있어서, 녹양각(綠楊閣)과 취죽루(翠竹樓)가 있었다한다(윤경렬).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은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지배자”라는 원의(原意)를 갖고 있으며, 

석가모니의 입적이후 미륵이 출현할 때까지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지켜주는 대자대비(大慈

大悲)의 보살이다.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고 이끄는 보살로서, 중생의 모든 것을 듣고 보며 보살피는 의미를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형상화 하여 천수천안(千手千眼) 관자재보살이라 부르기

도 한다.

관세음보살은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 광세음보살(光世音菩薩), 관세자재보살(觀世自在菩

薩), 관세음자재보살(觀世音自在菩薩), 또는 줄여서 관음보살이나 관음(觀音) 등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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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갈 수 있는 관음전

관음전을 오르는 계단은 보타락가산을 오르는 언덕을 상징하기에 낙가교, 해안문이라 했다.

◉ 관음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이름은 보타락가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는 뜻으로 낙가교

(落迦橋)라하고, 남해바다 가운데 보타락가산이 있으므로 출입문은 해안문(海岸門)이라 했

다.

<보타락가>는 지명(地名) 또는 산명(山名)이다. 보타락가의 원위치는 인도의 남쪽 해안에 

있으며 관세음보살의 주처이며, 산의 모양이 팔각형(八角形)이라 한다.

관세음보살은 일체중생의 모든 고뇌를 제멸(際減)해 주기 위하여 시방세계 모든 국토에 

골고루 두루두루 나투지 않는 곳이 없으며 수류화신(隨類化身)으로 베푸는데 삼십이응신(三

十二應身)을 나툰다고 설하였지만, 관음보살의 유행지(遊行地)는 여러 경전에 주로 보타락가

산(補陀落迦山)으로 기술되어 있다. 

◉ 과거에는 관음전 근처에 지장전(地藏殿)이 있었다고 한다.

【지장보살(地藏菩薩)】

지장보살은 석가모니불의 열반 후 미륵보살이 성불할 때까지의 무불시대 혹은 말법시대에 

육도중생(六道衆生)을 교화하겠다는 큰 대원을 세운 대비보살이며 지장(地藏)으로 줄여 부르

기도 한다. 

일체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있다는 여래장(如來藏) 사상에서 비롯된 보살이다. 생명을 낳

고 기르는 대지를 모태로 한다는 뜻으로 그리스신화에서 대지의 여신 ‘가이아 또는 데메테

르’와 비교된다.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이 모두 성불한 뒤에 마지막으로 성불하겠다는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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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음전의 관세음보살

관음전 내의 관음상은 1973년 복원 때 새로 조성한 관음입상이다.

◉ 이 관음전은 751년 김대성이 6칸으로 지었던 것을 1470년(성종 1)에 중수하였는데, 

1593년 임진왜란의 병화로 소실되었다. 그 후 1604년에 해청(海淸)이 중창하였고, 1694년

(숙종 21)과 1718년에 다시 중창하였다. 

▶ 본래 이 관음전 안에는 관세음보살상이 안치되어 있었다. 이 관음상은 922년에 경명왕

비가 낙지공(樂支工)에게 명하여 전단향목(栴檀香木)으로 만든 것이었다.

▶ 『속전』에 의하면, “중생사(衆生寺)의 관음상과 함께 영험력이 크다’하여 매우 존숭을 

받았다.”고 한다. 이 관음상은 1674년(숙종 즉위년)과 1701년, 1769년의 세 차례에 걸쳐 

새로 개금(改金)을 하였다. 

▶ 마지막 개금기록으로 보아 18세기 중엽까지는 이 관음상이 있었는데, 언제 관음상이 없

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는 1973년의 복원 때 새로 조성한 관음입상을 봉안하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티베트에서는 달라이 라마를 관세음보살의 현신(現身)으로 받든다. 중국에서는 남해관음

(南海觀音), 남해고불(南海古佛)이라고도 불린다. 

▷ 신묘장구대다라니에서 암송하는 "알약바로기제새바라"는 관세음보살의 산스크리트어 음

역이다. 힌두교의 시바 신(神)과 비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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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세계를 강조한 불국사의 비로전(毘盧殿)
 

관음전 아래 서편에 비로자나불을 봉안하였다. 이곳에 비로자나불을 모신 전각을 따로 건립

한 것은 『화엄경』에 의한 신앙의 흐름이 불국사의 성역 안에 자리 잡게 되었음을 의미. 

【비로자나불(毗盧遮那佛)】

비로자나 부처님은 우주만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이 이 부처님에서 탄생하였다고 한

다. 석가모니가 이 부처님의 응신(應身)이다. 모든 부처님의 ‘육신이 아닌 진리의 모습’, 즉 

진신(眞身)인 법신불(法身佛)이다.

법신은 빛깔이나 형상이 없는 우주의 본체인 진여실상(眞如實相)을 의미한다. 이 부처를 신

(身)이라고 하였지만 평범한 색신(色身)이나 생신(生身)이 아니며, 갖가지 몸이 이것을 근거

로 나오게 되는 원천적인 몸을 뜻한다.

◉ 석가모니 부처님은 비로자나불의 분신(分身)이면서 우리 인간에게 진리(眞理)를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석가모니가 더 가까운 분이다. 

▶ 비로전(毘盧殿)이 대웅전 뒤편에 작게 조성된 이유에 대해, 윤경렬은 “우리가 살아있는 

세계에 진리를 가르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일 크게 모시고, 정작 진리(眞理)를 상징하

는 비로자나불은 뒤에 조그맣게 만든 것” 같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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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 제26호인 금동비로자나불 좌상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금동불상(국보 제26호인 높이 177㎝): 대좌(臺座)나 광배(光背)는 

없어지고 불신(佛身)만 남아 있다.

1973년의 복원공사 때에 현재의 건물을 신축(新築)하여 극락전에 임시로 안치하였던 금

동비로자나불 좌상을 옮겨 봉안하였다. 현재의 비로전은 751년 김대성이 18칸으로 지었으

며,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60년(현종 1)에 중수하였으나, 조선말에는 폐허가 되어 터

만 남아 있었다. 그 후 1973년 복원공사를 통해 건물을 새로 지었다.

◉ 비로전(毘盧殿)이나 화엄전(華嚴殿)일 경우, 보통 비로자나불만을 봉안하는 것을 상례다. 

법당 안의 비로자나불상은 보통 지권인(智拳印)을 하고 결가부좌한 자세다.

경전에서 비로자나불은 『화엄경 華嚴經』의 교주이다. 석가모니불을 응신(應身)으로 삼

고 있는 비로자나불은 때와 장소 및 사람 등에 따라 가변적으로 그 모습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사원에서 비로자나불을 봉안하고 있는 전각을 대적광전(大寂光殿) 또는 대광명

전(大光明殿)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각의 명칭이 붙여질 경우에도 보통 비로자나불을 중심

으로 좌우에 노사나불(盧舍那佛)과 석가모니불을 봉안하게 된다.

◉ 비로전(毘盧殿)이 뒤편에 조그맣게 조성된 까닭에 대해서는 유일신(唯一神) 사상을 주장

하는 기독교나 이슬람교의 경우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유일한 하나님(God)을 믿는 유

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 하나님 전당(殿堂)을 크게 조성하지 않는다.

※ 우상숭배를 금지하지만, 유대교는 모세, 기독교는 십자가(十字架)의 예수, 그리고 이슬람

교도 무함마드를 숭상한다. 불교에서 현존 인물이었던 석가모니도 같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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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로자나불을 찾아가는 길은 소외되고 외딴 곳

대웅전 뒤 서편 비로전은 일반 관광객들은 그저 지나쳐가는 소외된 전각이다. 

【노사나불(盧舍那佛)】

노사나불은 『범망경 梵網經』과 『화엄경 華嚴經』의 교주이다. 『범망경』에 따르면 천

엽연화대(千葉蓮華臺)의 단상에 앉아 결가부좌를 하고 있으며 왼손은 무릎 위에, 그리고 오

른손은 가볍게 들고 있는 모습이다. 노사나불은 ‘진리인 몸(法身)’이기 때문에 곧 삼라만상

을 있게 하는 근본원리요 본체임을 뜻한다. 

◉ 대웅전(大雄殿) 대신 대적광전(大寂光殿)이나 대광명전(大光明殿)에 부처님을 모실 경우, 

일반적으로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을 봉안한다.

비로전 주변 전각의 지붕처마와 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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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돌아 온 사리탑, 부도(浮屠)

왼쪽은 본래 모습의 부도이며, 일본에서 되돌아 온 후 12각형 옥개석을 얹혀 복원했다. 

▶ 보물 제61호로 지정되어 있는 불국사 사리탑은 석등처럼 생긴 외형의 모습이다. 일명 

‘광학부도(光學浮屠)라고도 하는데, 광학(光學)은 헌강왕비의 법명인데, 헌강왕 사후 출가한 

헌강왕비의 사리인지 아니면 8명 승려의 사리를 모신 탑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도굴되어 일본의 요릿집에 팔려가 뒹굴던 부도(浮圖)가 일본 고고학자 세키노 박사의 끈

질긴 노력으로 1933년 7월 되돌아 와 불국사에 반환되었다고 한다(이구열, 『한국문화재수

난사』)

【특색】

마치 석등(石燈)을 연상케 하는 이 부도에 대해, ‘세키노’ 박사는 축조연대를 신라시대로 

추정하지만 부도의 양식을 고려하면 고려시대의 것이라는 설도 있다. 

기단은 8각이며, 다시 그 위에 8개의 잎으로 된 복련이 있고 그 위에 구름 모양의 기둥

이 있다. 이 구름 위의 세계는 하늘나라를 상징하며, 그 구름을 떠받치고 있는 10잎의 보상

(寶相) 연꽃은 하늘을 나타낸다. 

다시 그 위에 둥근 탑신(塔身)이 있어 그 둘레에 석가여래, 다보여래, 제석천, 범천, 등이 

조각되어 있다. 그 위에 12각형의 옥개석(屋蓋石)은 계속 올라가면서 6각으로 바뀌며 제일 

윗부분에 보주(寶珠)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사라져 모습을 알 수 있다.

따라서 8→ 10→ 12→ 6으로 바뀌는 형태는 변화를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다(윤경렬).

◉ 불국사에는 보물 제61호인 사리탑(舍利塔) 외에도 5기의 부도(浮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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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국토(佛國土) 건설을 통해 부모의 꿈을 성취시켜 준 경덕왕

◉ 불국사에 관한 진실(眞實)은 천년세월을 넘기며 ‘부처님 나라’, 불국토(佛國土)는 여전히 

침묵이다. 미륵보살이 나타날 때까지 염화시중(拈花示衆)의 미소로 계속 남을 것이다.

불국사의 의미를 정리하는 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불국사의 창건연대와 창건자에 관

한 의문이었다. 도대체 절대적 왕권시대에 “김대성(金大城)이 얼마나 큰 부(富)와 권력(權

力)을 소유했기에 부모를 위해 이처럼 경이로운 사찰을 건립할 수 있었는가?”라는 점 때문

이었다.

기록(記錄)이 거의 없었다. 그저 설화(說話)로 전해 오던 이야기들이 사실(史實)로 둔갑되

어 역사로 전승되고 있었다. 더 더욱 김대성이 거부(巨富)라는 기록도 없고, 위대한 건축가

나 예술가라는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중시(中侍)라는 벼슬을 가진 단지 왕의 신하(臣

下)였다. 하지만 그의 탄생(誕生) 설화는 인연(因緣)이라는 수단을 통해 위대하게 신격화(神

格化)돼 있었다. 이 점이 나의 최대 관심사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경덕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되었다. 불운의 아버지 성덕왕과 어

머니 소덕왕후를 위한 효심(孝心)이 불국토 건설을 발원(發願)하게 된 동기인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배경으로 김대성을 총감독으로 751년 불국사와 석불사(석굴암) 건설에 착수하였

다. 

하지만 김대성이 사망하고 774년 혜공왕 때 준공되었고, 그 후 왕권을 탈취한 원성왕에 

의해 본래 의도는 베일 속에 가려지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원성왕은 김대성의 발원(發

願)으로 사실을 둔갑시켜 왕권의 정통성을 부각시키려 했기에 뜬금없이 김대성이 위대한 효

자(孝子)로 둔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 불국사는 경덕왕이 화엄사상을 통한 자신의 통치이념과 부모의 소원성취를 위해 거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김대성에게 총감독의 권한을 주어 시작되었다. 그러나 준공이 혜공왕 

때 이뤄졌고 그 후 정치적 세력다툼으로 후대 원성왕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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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과 채움의 아픔을 간직한 불국사(佛國寺)

극락전을 나와 돌아오는 길목의 석축은 상실의 아픔과 채움을 만족을 알고 있을 것이다.

□  석축을 뒤로하고 돌아 나오면 다시 인간이 사는 세상, 속세(俗世) 

부처님 나라는 “일반인들은 죽어서도 가지 못하는 곳”인데, “살아서 미리 가보라”
고 만들어 놓은 조상들의 혜안(慧眼)이다. 

자연석과 인공석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쌓아올린 불국사의 축대(築臺)와 건축물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친자연 종합예술>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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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국사는 ‘이상적인 피안의 세계’를 이 땅에 옮겨 놓은 곳

◇ 신라인의 3가지 염원이 – 사바세계, 극락세계, 연화장세계 – 응축된 곳

부처님 나라를 위한 신라인들의 염원 중 하나는『법화경』에 근거한 석가모니불의 사바세

계이고, 다른 하나는 『무량수경(無量壽經)』에 근거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이며, 또 다른 

하나는『화엄경』에 근거한 비로자나불의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이다.

옛 생각하며 감상하고 사진 찍다보면 항상 시간에 쫓기는 곳이 불국사 방문이다.

◇ 불국사(佛國寺)는 인류가 지켜야 할 위대한 문화유산

불국사를 처음 지을 때 토함산 일대에는 일곱 개의 암자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유지(遺

趾)는 아직 발굴되지 못한 상태다. 

※ 불국사는 이밖에도 칠보교 앞에는 2쌍의 간주(竿柱)가 서 있고 거대한 석조(石槽)가 보

물 제1523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경내가 사적 제50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95년 유

네스코(UNESCO)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불국사는 “하늘에 있는 ‘부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함으로써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평안하게 잘 사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이상향’을 실현한 것으로, 신라의 호국(護國) 사상

을 잘 드러낸 우리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다. 

■ 정확한 고증(考證)과 발굴을 통한 불국사(佛國寺)의 본래모습 복원(復元)과 천년 

고찰 불국사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영원히 지킴은 우리 모두의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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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국사가 인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깨달음」 ◇

불국사의 숨은 뜻은 건축물이나 탑(塔)을 통해서 잘 전해진다. 특히 아름다운 예술적 가

치를 신라의 독특한 기법을 통해서 어려운 불경(佛經)을 통하지 않고서도 부처님세계에 접

근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쉽게 알려주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부처님 설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불교에서는 깨달으면 모두가 부처가 된다고 한다. 석가모니는 ‘깨달은 자’라는 의미로 

붓다(Buddha)나 위대한 선지자(先知者)로 불린다. 

유일신 종교에서 선지자는 모세, 예수, 무함마드 등이다.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차이 중 

하나는 신(神)의 존재다. 불교에서는 인도 최상의 신, 인드라(Indra)가 귀화하여 부처님의 

수호신(守護神)이 되었다하여 무신론에 속한다. 신(神)들을 통솔하는 왕(王)이 제석천이다.

종교(宗敎)를 선택하는데 인간이 처음 접하는 어려움이 <믿음>, 즉 신앙(信仰)이다. 이 문

제는 경전에서 찾아야 한다. 모든 종교는 경전(經典)이 있다. 인간은 그 경전은 “어떤 것인

가?”라는 복잡한 문제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빠진다.

불교의 경전은 전생(前生)을 인정하고, 기독교 계통의 경전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계시

(啓示)라 한다. ‘깨달음과 계시’는 종교가 분리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하지만 미래(未來) 

세상, 즉 천국이나 극락에 대해서는 같은 개념이다. 불교의 미래불, 미륵(彌勒)은 기독교사

상에서 말하는 구세주(Messiah)와 같은 개념이다.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과거불(過去佛)인 갈라보살, 현세불(現世佛)인 석가모니, 미래불(未

來佛)인 미륵보살을 통해서 설명한다. 불국사 대웅전의 3보살은 이를 증명하는 증거다.

불교는 인생문제를 현세불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

는 반면, 하나님 유일사상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啓示)를 실존인물인 모세나 예

수, 무함마드 등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석가모니불”하는 염불은 유일신 종

교에서 “ 지저스 크라이스트(Jesus Christ)나 Oh! my God”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불교는 자칫 우상숭배의 세속적 종교로 비쳐질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사실을 감안하면, 

불교는 깨달음의 인간종교다. 불국사는 선지자(先知者)인 석가모니 스승을 통해 「깨달음」

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며, 그 기초가 ‘인연(因緣)에 따른 「믿음」’임을 설파하고 있다.

□ 불국사학(佛國寺學): 기록(記錄)이 진실이다.
불국사를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할 기회가 있었다. 유일한 기록으로 전해지는 <삼국유사>

에 대한 내용 때문이었다. 절대왕정시대에 어용학자(御用學者)가 아닌 학자가 얼마나 있었겠는
가! 21세기 문명화 된 시대에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숱한 어용학자들은 본다. 한국에서 
<선비정신>을 찾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위대한 지식인이나 선비들은 대부분 정권이나 권
력과 밀착돼 있다는 사실은 고금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풍류와 해학시인으로 유명한 ‘방랑시인, 김삿갓’이 문학가들에게 풍류시인 혹은 선비로 회자
된다. 하지만 그의 생애를 보면 정권과 사회적 제약에 대한 자학(自虐)이었지, 학자로서의 진
정한 선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그가 권력과 유착될 수 있었다면 풍류시인이 되었을까?

김삿갓은 알려진 김병연(1807∼1863년)은 풍자시인이자 방랑시인이다. 그의 조부(祖父) 김
익순은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을 때 술잔치를 벌이는 바람에 홍경래에게 항복했다고 한다. 그
로 인해 김익순은 참수를 당했고, 김병연의 가족은 황해도로 피신하였다. 양반 가문의 김안근
의 4남으로 태어난 김병연은 어려서부터 신동(神童)으로 불릴 정도로 문장솜씨가 뛰어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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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는 20세 때 강원도 영월 백일장에서 급제하였다. 자신의 조부(祖父)인 김익순의 역적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을 쓰라는 시제(詩題)에 자신의 조부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글로 급제하
였다. 후에 이 사실을 알고 삿갓을 쓰고 방랑의 길을 떠났다고 한다. 그 당시 진실(眞實)과 혈
연(血緣)간의 갈등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없다.

하지만 김삿갓이라는 시인(詩人)이 있어 세상을 조롱하면 살았던 당시의 사회상을 알 수 있
음은 고맙게 여겨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진정한 <선비>를 찾을 수 없음도 이러한 사실에 주
목해야 한다. 따라서 어용(御用)에 대한 판단에는 시대적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학자나 작가의 학식보다는 양심이 고려돼야 한다. 출세나 권력을 
위해 있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했다면 그것은 문제다. 이러한 사실은 요즘에도 흔히 볼 수 
있다. “출세나 권력을 위해 혹은 권력에 의해 진실을 오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전개된 학술
적 결론”이라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불국사를 정리하면서 이 문제가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불국사의 역사도 어용학자나 
관리들에 의해서 많은 왜곡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불국사가 창건되고 그 이후 신
라시대의 권력투쟁을 살펴보면 이 점에 이해가 갈 것이다. 

학문의 자유가 인정되기 이전, 특히 절대왕정시대에 역사기록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동양 최고의 역사가로 일컬어지는 중국 《사기》의 저자 사마
천(司馬遷, 기원전 145년?∼기원전 86년?)이 겪은 고초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성모교회에 이르는 길 언덕에서 발견한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 
말자!”라는 구절이 생각났다. 독일에 대한 무서운 경고다. 유대인들은 역사에 강한 민족이다. 
구약성서가 계속 이어지는 점이 그 증거다. 

기독교의 역사는 실상은 이스라엘 역사의 계승이다. 2000년 동안 핍박받고 유랑하다 이스
라엘을 건국할 수 있었음도 유대인들의 깊은 역사인식에 기인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역사
(歷史)는 민족의 힘(力)이고 투쟁의 무기(武器)”이다. 

불국사를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한 점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다. 신라의 
현실이 절대왕정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야사(野史)이던 정사(正史)이던 ‘기록(記錄)의 부재’
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751년 창건된 사찰이 500년이 지난 1281년 <삼국유사>에 기록
되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사(正史)건 야사(野史)건 구전(口傳)이든 글로 써진 기록(記錄)들이 잘 정리된 것이 역사
(歷史)가 될 수 있고, 그 역사가 학자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立證)이 될 때 정사(正史)로 
인정받는다. 이런 점에서 신라의 민요, 향가(鄕歌)의 연구는 신라사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한일(韓日) 간 역사분쟁도 그 근원을 살펴보면 각기 자신들에게 유리하
게 아전인수(我田引水) 방식의 주장이나 해석에 기인하는 한다. 

동해(東海) 표기도 마찬가지다. 유사한 예(例)가 중동에도 있다. 아랍 국가들은 아라비아만
(The Arabian Gulf), 이란은 페르시아만(The Gulf)으로 부른다. 그래서 나온 중립적 개념이 
걸프만이다. 동일한 만(灣; The Gulf)을 두고도 부른다. 걸프전(1991년) 당시 미국이 The 
Gulf라 부르면서 요즘은 지명을 빼고 단순하게 【걸프만(The Gulf)】으로 많이 부른다.

 기록(記錄)된 역사가 빈약하다고 설화(說話)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기초로 1300년 전의 역
사를 정립해서는 안 된다. 확실한 고증(考證)과 사료(史料)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많은 전문가
들의 연계적인 학제 간 종합연구, 즉 불국사학(佛國寺學)이 요구된다. 인공지능(AI)이 머지않
은 장래에 불국사의 많은 비밀을 밝혀 주리라 믿는다. 아름다운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긴 글을 마무리한다(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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