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선대전(封禪大典), 그 기념물로서의 진흥왕 ‘순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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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왜 다시 순수비인가?

북한산비를 비롯한 소위 진흥왕 순수비는 진흥왕이 새로 정복한 지역을

순수하면서 그 정복지와 정복민을 위무하는 한편 국가적 공로자를 포상함

으로써 유가적 왕도정치를 구현하고자 한 기념물1)이라는 주장이 별다른 의

* 연합뉴스 문화부 기자
1) 예컨대 노중국은 “이렇게 확대된 영역을 진흥왕이 직접 순수하면서 민심을 살피고 국
가에 충성과 절의를 바친 자에 대한 공로의 포상을 선포하고 군신이 함께 경하한 것

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비”라고 하고 있으며(노중국, 1991, ｢진흥왕순수비｣ 한민족
문화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영하는 “새로이 신라 영역 내로 편입된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수습하고, 확장된 영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념비”라고 하고
있다(김영하, 1991, ｢진흥왕｣ 한민족문화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또 이들 소
위 순수비에 나타난 정치사상적 특징으로 한결같이 ‘유가적(유교적) 왕도정치’를 거론
하고 있으니 김철준, 1970, ｢삼국시대 예술과 유교사상｣ 대동문화연구 6․7합집과
이기백, 1973, ｢유교수용의 초기 형태｣ 한국민족사상사대계 2, 고려대민족문화연구
소 및 노용필, 1995, ｢순수비문에 나타난 저치사상과 그 사회적 의의｣ 신라 진흥왕순
수비 연구. 일조각 등이 있다.

  

 

  

          

            

          

          

         

        

             

     

           

          

          

           

    

     

          

          

           

           

           

         

  

    

       



白山學報 第68號58

문없이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순수비는 왜 아무도 갈 수 없는 비봉(해발

560m) 같은 험준한 산꼭대기에다가 세워야 했는가?

이처럼 지극히 단순한 의문에서 이 글은 출발한다. 나아가 이러한 의문

제기만으로도 순수비에 대한 종래 지배적인 해석 혹은 설명이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정말로 유가적 왕도정치를 표방하고자 했다면, 

그 기념비는 사람들의 내왕이 아주 많은 도시 번화가 같은 곳에 건립됨이

당연하지 않은가? 진흥왕은 과연 민심을 채방하기 위해 굳이 산꼭대기에

올랐으며, 더구나 거기에서 정복민을 위무하고 국가적 공로자를 포상했다

는 말인가?

하지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순수비가 자리했다 함은 극단적

으로는 말하건대 아무도 순수비문을 읽지 않았다는 말과 동의어가 된다. 

더 쉽게 말하자. 소위 진흥왕 순수비는 그것들을 읽어주는 독자(readers)가

없다. 가독성이 전혀 없는 텍스트인 셈이다.

이에 이제 이러한 모순들을 해명해야 한다. 순수비가 왕도정치를 표방한

기념물이건 아니건, 변할 수 없는 것은 비록 사람의 접근이 대단히 어려운

험준한 산 정상이라 해도 거기에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 위한 문구가 적

혀 있다는 것이다. 제 아무리 순수비가 독자가 없고, 그래서 가독성이 현격

히 떨어지는 기념비라고 해도 거기에는 누군가에게 분명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다. 순수비 연구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서 비

롯된다. 그런 다음 이제는 이 점을 해명해야 한다. 왜 소위 순수비는 산꼭

대기에 세워져야만 했는가?

그렇다면 진흥왕 순수비는 과연 무엇인가? 이를 해명하기 위해 필자는

순수비에 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치환하고자 한다. 순수비는 독자가 누

구인가? 이를 해명한다는 것은 곧 진흥왕이 왜 순수비를 세워야 했는지를

해명하는 관건이 된다. 독자가 밝혀지기 않았는데 특정 기념비가 무엇을

위해 씌어져야만 했는지를 해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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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비와 같은 기념비를 연구할 때 독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어쩌

면 가장 초보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또 진흥왕 순수비의 경우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북한산 비봉에 우뚝 선 비문이 진

흥왕 순수비임을 밝혀낸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그 연구사가 두 세기 가량을

헤아리고 있음에도, 그것의 독자가 누구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소위 순수비 독자가 천신(天神)과 지기(地祇)임을 밝혀냄으

로써 그것이 곧 봉선대전(封禪大典)의 기념비임을 확정하고자 한다. 하지만

한반도 역대 어느 군주도 봉선대전을 거행했다는 명확한 문헌 기록은 어디

에도 없다. 적어도 삼국사기 이래 모든 문헌기록을 검토할 때 한반도 역
대 군주는 봉전대전을 지내지 않았다. 이는 진흥왕 순수비가 봉선대전의

기념물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이 글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문제점이다. 

즉, 한반도 자체의 기록만으로는 진흥왕 순수비가 봉전대전의 기념물임을

결코 증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이 글은 비교사적인 관점과 접근 방

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 봉선대전이 태동하고 만개

한 본고장인 중국사에서 봉선대전의 실체를 정리 분석한 다음, 이를 토대

로 진흥왕 순수비가 중국에서 유래한 봉선대전의 기념물 바로 그것임을 증

명하게 될 것이다. 다만, 중국 역대 황제의 봉선대전을 모두 검토한 것이

아니라 진흥왕이 참고했을 법한 진한(秦漢) 시대의 그것을 주요한 비교 논

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 글이 갖는 원초적 문제점 또한 명확하다 할 것이

다.2)

2) 천명(天命)을 받은 제왕이 태산(泰山)과 그 주위 다른 낮은 산에서 지상과 인민을 훌
륭하게 다스렸음을 天神과 地祇에 보고하는 의식인 봉선대전을 막상 실행에 옮긴 제

왕은 진 시황제를 필두로 전한 무제, 후한 광무제, 당대 고종과 즉천무후 현종 및 북
송대 진종의 8명뿐이다. 이에 진흥왕이 과연 봉선대전을 지냈다고 하면, 그것이 벤치
마킹했을 봉선은 시황제와 한 무제 및 후한 광무제의 그것이었음에 틀림없다. 다만, 
이 글에서는 시황제와 한 무제만을 중점 비교검토 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광무
제의 봉선에는 유가철학이 농후하게 가미되었고, 나아가 소위 진흥왕 순수비에서도

이른바 ‘유가적 왕도정치’의 요소가 농후한 것만은 부인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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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진한시대 중국의 봉선대전과 그 필요조건들

1. 봉선대전(封禪大典)

봉선(封禪)은 간단히 말하면 그 스스로가 천명(天命)을 받았다고 자부하

는 제왕이 태산과 그 주위 다른 낮은 산에 올라 각각 天과 地를 제사하는

의례(儀禮)이다.3) 여기서 천(天)과 지(地)는 천신(天神)과 지기(地祇)이다. 이

둘은 통상 신기(神祗)라 합칭된다. 나아가 봉선은 封과 禪을 합친 개념이다. 

封은 天神에 대한 제사이며, 禪은 地祇에 대한 제사다. 地보다 天이 위에

있으니, 禪보다 封이 우선되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봉선은 역대 중국왕조에서는 오직 천자(天子)만이 주관할 수 있는 그만

의 특권이었다. 규모라든가 각종 제례 중에서도 봉선이 위치가 가장 막중

했기에 사마천은 이러한 봉선의식에 대해 사기에서 ‘대전’(大典)이란 말을

붙여 ‘봉선대전’(封禪大典)이라 했다.

봉선은 제사이니, 그것을 주관하는 제관(祭官)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사당(祠堂) 혹은 제단(祭壇)이 있어야 하며, 흠향(歆饗)하는 제신(祭神)이 있

어야 한다. 봉선은 천자만의 특권이라 했으니, 첫째, 祭官은 오직 天子만이

될 수 있다. 다른 국가제례는 황제를 대신해 다른 사람이 주관할 수 있었

비교함이 좋을 것이지만, 이 글은 진흥왕 순수비가 봉선대전을 기념물이라는 그 사실
자체만을 밝히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3) 최근 타계한 일본 도교학 연구의 대가 후쿠나가 미쓰지(福永光司. 1917～2001)는 ｢封
禪說の形成｣ 道敎思想史硏究(1987. 岩波書店)에서 봉선을 “수명(受命)의 왕자(王者)
가 그 정치적 성공을 태산(泰山. 양보<梁父>)에서 天(地)에 제고(祭告)하는 예전(禮
典)”(207쪽)이라고 규정했으며, 김상범(金相範)은 “천명을 받은 [受命] 제왕이 泰山에

가서 지상세계에서 太平盛世를 이루었음을 天께 알리 祭祀 의식, 즉, 황제가 인간세계
에서의 직무를 원만히 달성했음을 天께 告하는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상범, ｢唐
代 封禪 儀禮의 展開와 그 意義｣, 2002년 9월14일 제36회 중국사학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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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제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으나, 오직 봉선만은 천자가 직접 제주로 참

여하지 않고서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둘째, 그 장소는 선(禪)은 유동적

일 수 있으나, 봉(封)은 진한시대에는 예외 없이 태산(泰山)으로 고정됐다. 

셋째, 제신은 말할 것도 없이 神祗, 즉 天神과 地祇이다. 이 중에서도 항상

무게 중심은 천신에 가 있었음은 이미 말했다. 사실, 중국 역대 왕조에서

禪제가 시대별, 천자별로 유동적이었는데 비해, 封제는 늘 泰山이었던 까닭

이 천신의 지신에 대한 우월성에 있다.

그렇다면 봉선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진시황(秦始皇)에게서 비롯된다. 

사기 봉선서(封禪書)와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에 의하면 시황제 이전에

도 역대 제왕 72명이 태산에서 봉선대전을 했다 했으나 이를 사실로 받아

들이기는 대단히 곤란하다. 대신, 북송 때 진종(眞宗)을 마지막으로 종말을

고할 때까지 봉선이 시황제에게서 비롯됐음은 이후 각종 봉선에 관한 기록

이 모두 그 뿌리를 시황에게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다. 따라서 봉선

의 목적이나 구체적인 진행 과정 및 봉선을 구성한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진시황의 봉선제를 구명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서 말미

암는다.

2. 진 시황제의 봉선

사기 진시황본기와 봉선서를 종합하면 진 시황은 천하통일 이듬해인

기원전 219년 동쪽 군현을 순행하는 길에 태산에 올라 봉제(封祭)를 행한

다음 그 남쪽 작은 산인 양보산(梁父山)에서는 선제(禪祭)를 거행했다. 이

대목 진시황본기 기술은 다음과 같다.

28년, 진 시황이 동쪽으로 군현을 순무하다가 추역산(鄒嶧山)에 올라 비석

을 세우고, 魯 땅의 유생(儒生)들과 의논해 비석에 진(秦)의 공덕을 노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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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을 새기게 하는 한편 封禪과 여러 山川에 대한 망제(望祭)4)를 논의

했다. 그런 다음 마침내 태산(泰山)에 올라 비석을 세우고 토단을 쌓아 하

늘을 제사했다. 제사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던 중,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나무 아래서 잠시 쉬었으니, 이로 인해 그 나무를 봉해 오대부(五大
夫)로 삼았다. 이어 양보산(梁父山)에서 땅에 제사하고 비석을 세워 글을 새
기니 그 비문은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

이것이 중국사에서 봉선의 실질적 시작이다. 봉선을 치른 다음 시황은 발

해만 연안을 따라 동쪽으로 계속 나아가 황현(黃縣)과 추현(腄縣)을 지나 성

산(成山)에 오르고 지부산(之罘山)에 올라 다시 비석을 세우고는 진의 공덕

을 새긴 다음 그곳을 떠났다. 시황은 이어 남쪽으로 행로를 바꿔 낭야산(琅

邪山)에 올랐으며 이곳에서 3개월을 체류했다. 이곳 낭야대(琅邪臺)에다 시

황은 다시 비석을 세우고는 진의 공덕을 다시 한번 노래하게 했다. 시황이

봉선제를 행하게 된 이 때 순행은 巡狩의 일환이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시황제의 봉선을 통해 그 실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봉선제는 봉제와 선제를 합친 개념이다. 이 중 봉제는 태산에서 지낸

제례로 天神을 제사하며, 선제는 그것이 치러진 장소는 양보산이었고, 제신

은 地祇였다. 둘째, 봉선대전의 제관은 시황 자신이었다. 셋째, 봉제든 선제

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토단을 세웠다. 이 토단이 제단이자 사당이었

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넷째, 봉선을 행한 다음에는 그 내력을 비석에 새

겨 남겼다. 이러한 비석이 봉선문(封禪文)이라 할 수 있다. 이 봉선문은 남

조시대 문인인 유협(劉勰.465～521)이 찬한 문학평론서 일종인 문심조룡
(文心雕龍)에 의하면 당시 승상 이사(李斯)가 쓴 것이라고 한다. 다섯째, 봉

선문에는 그것을 남긴 秦, 다시 말해 진시황의 위대한 공적을 담았다. 다섯

째, 봉선을 전후해서는 천자가 군현을 돌아보는 巡狩 행위가 있었다. 이는

4) 산천에 대한 제사를 통칭해 望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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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이 지금의 산동성이자 시황이 병합한 옛 제(齊)나라 땅이었던 반면, 그

수도는 황하 중상류인 함양(咸陽)이었던데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봉선 의식을 실질적으로 주관한 이들은 노(魯)나라 출신 ‘유

생’(儒生)들이었다고 추정된다. 이 때 봉선 의식의 실상은 봉선서에도 다음

과 같이 보이는데 진시황본기에서는 볼 수 없거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

어 있어 주목해야 한다.

진 시황은 제위(帝位) 3년째(219)에 동쪽 군현을 시찰하고 추역산(鄒嶧山)에
서 제사지내고는 진나라의 공업을 칭송했다. 그리하여 齊나라와 魯나라 유
생(儒生)과 박사(博士) 70명을 선발해 태산 아래로 데려갔다. 유생 중 어떤
이가 “옛날의 봉선은 포거(蒱車)를 이용했는데 이는 산에 있는 토석(土石)과
초목(草木)을 해치지 않기 위함이었으며, 땅은 청소하고서 그 장소로 삼고

는 깔개는 벼 줄기를 사용하니 이는 고례(古例)란 좇아 행하기가 아주 쉬움
을 말해 줍니다”라고 아뢰었다. 시황은 이들의 견해가 각기 다르고 사리에
맞지 않아 시행하기 어렵자 유생들을 물리쳤다. 그래서 태산 남쪽에서 정상
에 이르기까지 거도(車道)를 건립했으며 또한 비석을 세워 진 시황의 공덕
을 칭송하고 봉선해야만 하는 도리를 밝혔다. 북쪽 길로 내려와 양보산(梁
父山)에서 지기를 제사했다. 봉선 의식에는 옹현(雍縣)에서 상제(上帝)에게
제사지낼 때 사용하던 의식을 많이 채용했다. 봉선에 관한 기록은 모두 은
밀히 보관했으므로 세인은 이를 기록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 우선 시황은 봉선을 행하기 위해 태산 남쪽에서 정상에 이르기

까지 車道를 닦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진시황본기에서는 봉선의식을

실질적으로 주관한 것처럼 묘사된 유생들이 실제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봉선 의식 과정에 대한 의론이 분분했던 것이다. 이

에 화가 난 시황은 유생과 박사들을 쫓아버리고 천하통일 이전 진(秦) 왕조

가 옹현(雍縣)에서 행하던 上帝에 대한 제사 의식을 준용해 봉선을 치렀다.

이는 봉선제의 사상적 기반, 혹은 재현과 관련해 대단히 주목해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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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 유생들끼리 봉선제에 대한 의론이 분분했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

미 아주 오랫동안 그러한 의식이 거행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가 된다. 

바로 여기에서 궁금증은 증폭된다. 그 흔적조차 희미하던 봉선제를 왜 하

필 시황은 이 시점에 들고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그것이다.

나아가 봉선제에 처음에는 관여했다는 ‘유생’들이 글자 그대로 유가(儒

家) 계열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배제됐다는 사실에서 봉선제가 유가적 사상

기반에 기초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강력한 심증을 갖게 된다. 실제, 유

가의 종조라고 일컫는 공자나 맹자에게서는 봉선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찾

을 수 없다. 어쩌면 봉선은 공자가 그토록이나 경멸하면서 배척하고자 한

괴력난신(怪力亂神)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나아가 이 때 儒生이 과연 공자를 조종으로 삼고 인의예악(仁義禮樂)을

설하는 유가(儒家)와 관련되었는지도 별도로 면밀한 고찰을 가할 필요가 있

다. 이들 유생이 얼마 뒤에 다름 아닌 소위 분서갱유(焚書坑儒)라고 해서, 

구덩이에 묻혀 생매장 당하는 주축임은 확실하다는 점에서, 유생(儒生)은

그 실체가 신선사상을 설파하는 방사(方士) 혹은 방선도(方僊徒) 부류라는

사실이다. 이는 사기 진시황본기나 봉선서를 종합할 때 소위 분서갱유와
관련한 저간의 사정을 전하고 있는 진 시황(始皇) 35년(BC 212) 조 관련 기

록을 볼 때 명백하다. 즉, 이에 의하면 시황제는 불로장생약(不老長生藥)을

구할 수 있다는 방사들의 꼬드김에 넘어가 이를 구하게끔 했으나 막상 실

패한 방사들이 달아나버리자 함양(咸陽)에 있던 ‘유생’을 체포해 460여 명을

구덩이에 생매장했다는 것이다. 이로 보아, 이 때 갱유된 자들은 방사 혹은

방사적인 성격을 농후하게 띠고 있던 부류였지 우리에게 익숙한 정통 유생

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아울러 필자는 진 시황제 시대에 우리에게 익숙

한 유생이라는 계급 혹은 신분이 과연 형성되어 있었던 가에 대해서도 의

심한다.

따라서 시황 당시 봉선제를 들고 나온 주체 또한 이들 방사류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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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시황이 제위 3년째 봉선을 거행한 직후 행보에서 다시금 확인

된다. 앞서 개략적으로 살폈듯이 봉선제를 치르고 발해만 해안을 따라 지

부산(之罘山)에 이어 낭야산(琅邪山)에도 오른 다음 시황이 보인 행보는 다

시 봉선서에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봉선 이후 그의 주된 행

사는 산천에 대한 제사였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시황은 발해만 연안을 따라가면서 명산대천과 팔신(八神)을 제사했

다. 팔신에 대해 봉선서는 천주(天主)․지주(地主)․병주(兵主)․음주(陰主)․

양주(陽主)․월주(月主)․일주(日主)․사시주(四時主)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

8신에서 독특한 것은 그 제사 지낸 神들이 兵主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陰

陽의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天主는 地主와 짝을 이루고

있음이 분명하며 陰主가 陽主의 대칭임은 말할 나위가 없고 月主․日主도

마찬가지다. 四時主는 틀림없이 春․夏․秋․冬을 말하는 것일 터이니

春․秋, 夏․冬의 대칭이 성립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를 통해 봉선대제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 직후 八神에 대한 제사가

행해졌음을 근거로 이러한 제례를 주관했을 법한 주인공을 마침내 확연히

추출하게 된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시 사상계 한 켠을 지배한 음양

가 혹은 8신을 중시하던 방선도(方僊道) 부류였다. 이런 점에서 팔신에 대

한 제사에 곧바로 이어지는 봉선서 기술은 이런 추정을 결정적으로 뒷받침

한다.

제나라의 위왕(威王)․선왕(宣王) 이후 추연(鄒衍) 부류가 종시오덕(終始五
德)의 운행을 논했는데 진나라가 황제라고 칭한 이후 제나라 사람들이 이

이론을 진 시황에게 상주하자, 시황은 이를 받아들였다. 송무기(宋毋忌)․정
백교(正伯僑)․충상(忠尙)에서 시작해 마지막 선문고(羨門高)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나라 사람으로 육체에서 벗어나 영혼을 귀신 부류에 의탁하는 등

선도가(仙道家)의 법술을 실행했다. 추연은 음양주운이론(陰陽主運理論)으로
제후들 사이에서 유명했으니 또한 연․제나라 해상 방사들이 그의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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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하였으나 통달할 수 없어 이 때부터 황당기괴하며 아부영합하는 자가

흥기하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추연 이하 송무기․선문고에 이르는 이들은 음양오행설 혹은 신선사상을

개척한 인물들로 평가된다. 그런데 위 봉선서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신선

도들은 시황이 황제를 칭하자 제나라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시황에게 그들

의 사상(종교)을 전파하기 시작해 급기야는 시황이 그 신도가 되기에 이르

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 시황이 그 흔적조차 아련한 봉선

을 부활하고자 한 까닭이 신선사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봉선 직후 시황의 발해만 연안 및 남쪽 순행에 방사들이 제나라

출신 서불(徐市.일명 徐福)로 대표되는 방사(方士)들이 집중 등장하고 있다. 

이들 중 특히 서복은 순행에 나선 시황을 부채질해 동해(東海)에 봉래(蓬

萊)․방장(方丈)․영주(瀛州)의 3신산(三神山)이 있으며 그곳에는 불사(不死)

의 선약(仙藥)이 있다 하면서 동남동녀(童男童女) 수천 명을 데리고 해상으

로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불 사건이 있었음에도 시황이 여

전히 얼마나 신선사상에 심취했으며, 불사약을 얼마나 집요하게 구하려 했

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사정은 진 시황 이후 약 100년 만에 봉선을 부활한 한 무제도 마찬

가지였다. 사기 봉선서에 의하면 황제에게 중단된 봉선을 행하라고 집요
하게 주청하고 있는 인물들은 제나라 출신 공손경(公孫卿)을 비롯한 방선도

(方僊徒)였다. 이에 의하면 공손경은 무제를 알현하고는 원정(元鼎) 원년(기

원전 116) 여름 6월에 분음(汾陰)의 후토(后土) 사당 옆에서 서물(瑞物)로

거론되는 보정(寶鼎)이 출현한 사건을 기화로 무제에게 접근해 “옥정(玉鼎)

이 출현한다 함은 신의 바람과 서로 통하고 있으니 반드시 봉선대전을 행

해야 합니다. 자고로 봉선을 행한 제왕은 72명이나 되지만 황제(黃帝)만이

태산에 올라 천신을 제사했습니다. 한나라 군주도 마땅히 태산에 올라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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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해야 하며 태산에 올라 봉선을 할 수 있어야 곧 신선이 되어 승천(昇

天)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득하고 있다.

이처럼 진 시황이건 한 무제건 그들이 추진하고 실행한 봉선이 신선사상

에서 유래했으며 나아가 이를 뒷받침한 사상적 핵심이 추연에서 비롯되는

음양오행설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봉선제는 정통 유가가 아니라 신선사

상, 나아가 그것이 주축을 형성하게 되는 도교신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야 한다는 귀중한 시사를 받게 된다. 뒤에서 자세히 살피겠지만 신선사상

은 不老不死하는 神仙이 되고자 하는 핵심교리가 산악신앙과 결합된 형태

라는 점에서 시황이 봉선을 전후해서 왜 그토록 산에 자주 올라야만 했는

지도 자연스럽게 해명된다.

나아가 소위 진흥왕 순수비가 단순한 순수비가 아니라 순수(巡狩)를 양

날개로 걸치고 북한산과 황초령과 마운령이라는 높은 산에 올라 天地를 제

사한 기념비인 봉선문임을 밝혀낼 것이다. 또 종래 학계 통설처럼 소위 순

수비가 유교적 왕도정치 사상을 구현하려한 것이라기보다는 신선사상에 기

반하고 있음도 규명하게 될 것이다.

3. 봉선의 言說과 直說

봉선의 목적 내지 대의는 봉선서 첫 대목에서 엿볼 수 있다. 사마천의

이러한 언급을 특히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그 자신이 太史로써 한 무제의

봉선대전을 직접 참관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자고로 천명(天命)을 받아 제왕이 된 자가 어찌 봉선을 행하지 않을 수 있
겠는가? 하늘의 감응과 길조가 없으면 서둘러 봉선대전을 행하였으며, 하늘
의 감응과 길조가 나타났음을 보고도 태산에 가지 않은 천자는 아직 없었

다. 그러나 어떤 자는 비록 천명을 받아 제왕이 됐으나 치세의 업적을 이루
지 못했고, 어떤 자는 몸은 비록 양보산에 가나 도덕과 봉선의 성대한 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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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화를 이루지 못했으며, 또 어떤 자는 도덕은 갖췄으나 봉선을 행할 틈
이 없었다. 이 때문에 봉선대전이 극히 드물게 되었다. 전(傳)에 “3년간 예
를 행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라지며 3년간 음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 교화
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했다. 매번 성세(盛世)를 맞이하면 봉선으로 보답하
고, 성세가 쇠퇴하면 봉선은 사라진다. 멀리는 천여 년이 되었고 가까이는

수백 년이나 되나, 봉선 대전은 그 양식이 모두 매몰되어 그 상세한 내용은
얻을 수 없으나 다행히 기재돼 온다.

이로 볼 때 사마천이 생각한 봉선대전의 핵심은 천명(天命)에 대한 보답

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천명은 말할 것도 없이 주체는 천(天)이며 그 객

체는 천자(天子)가 된다. 천명은 제왕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자이자 초월자

이면서 제왕에 대한 항구적 심판자다. 사마천에 따르면 하늘은 제왕에 대

한 생각을 감응과 길조를 통해 표시한다. 그러니 하늘의 감응과 길조가 나

타나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하고, 반대로 길조와 감응이 사라져도

감응과 길조가 있게끔 해야 한다. 그 방법이 바로 봉선이란 것이다. 제왕은

봉선을 통해 天命이라는 이름으로 王土와 臣民에 군림할 수 있는 주술을

만들어낸다. 요컨대 봉선은 天命 그 자체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봉선은 그 실체가 아직 충분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또 지금까지 살핀 봉선은 어쩌면 언설 혹은 명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봉선의 다른 면모, 그 본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직설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不老長生에 있었음은 다음 두 가지 기술에서 여실하다.

㉠ 조신(竈神)을 제사하면 귀물(鬼物)을 불러올 수 있고, 귀물을 불러 올 수
있게 되면 단사(丹砂)를 변화시켜 황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황금을 이

뤄 그것으로 음식 그릇을 만들면 장수하게 되고, 장수하게 되면 바다 한
가운데 봉래산에 사는 신선을 만날 수 있으며, 신선을 만나고 봉선을 하
게 되면 죽지 않게 됩니다.(사기 孝武本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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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齊)나라 사람 정공(丁公)은 나이가 90여세인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봉선이란 不死를 말합니다....모든 산에 제단을 쌓고 빌어 (신의) 뜻에 부
합되고 난 후 죽지 않게 됩니다.(漢書 郊祀志)

㉠은 진 시황보다 더욱 방선도에 심취한 한 무제(漢武帝) 때 제나라 출

신인 방사인 이소군(李少君)이란 자가 무제에게 봉선을 청하는 장면인데 봉

선을 不死와 연결한다. ㉡ 또한 前漢 방사(方士)인 정공(丁公)이란 인물의

말을 빌려 역시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황제와 한무제 같은 제왕들이 왜 그토록 봉선에 매달렸는지

그 일단을 엿보게 된다. 실제, 이들의 행적을 전하는 사서는 하나같이 이들

이 방사들의 포로가 돼 있었고, 누구보다 그들 자신이 불로장생을 희구했

음을 알 수 있는데 방사들이 주도한 봉선 또한 그러한 목적을 지녔음은 당

연하다 하겠다.

봉선이 불사와 연결됨은 널리 지적되고 있듯이 신선사상 특유의 산악숭

배에서 유래한다. 산악은 종교적으로 신성한 장소였다. 그것은 산악 자체가

갖는 신성성 혹은 위압성과 함께 지리적으로는 하늘과 가깝기에 그 정상은

天界로 통하는 통로라고 인식되었다. 산해경의 등보산(登葆山)과 조필(肇

山) 조에 그와 관련된 기록이 다음과 같다.

무함국(巫咸國)은 여축(女丑) 북쪽에 있다. (무당들이) 오른손에는 푸른 뱀

을, 왼손에는 붉은 뱀을 쥐고 등보산(登葆山)에 있는데, (이 산은) 여러 무

당이 (하늘로) 오르내리는 곳이다.

화산(華山)과 육수(育水) 동쪽에 조산(肇山)이라는 산이 있고 백고(栢高)라는
사람이 있는데 백고는 여기에서 오르내려 하늘까지 올라간다.

이처럼 신선사상에서 산은 “천계와의 통로가 되는 산은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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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 귀숙처요 신들의 거소이며 인간이 동경하는 낙원”5)이었던 것이다. 

그것의 가장 극명한 실례는 天帝가 하계로 내려와 머무는 산이라는 崑崙山

과 신앙에서 더욱 뚜렷하다.6) 산악숭배는 도가철학 사상 불후의 위치를 차

지하는 東晋 시대 道士인 갈홍에게서도 여전하다. 그에 의하면 선도를 수

련하고 불사의 영약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산에 들어야 하며 그에 앞서 전

문적인 의례를 치뤄야만 한다. 그만큼 신선가에게 있어서 산은 절대적 의

미를 지닌다.7)

요컨대 봉선을 행하는 역대 황제는 天命을 대외적으로 내걸었으나 그 진

정한 의도는 불로장생에 있었던 것이다. 유가에서 天命을 유난히 강조했다

는 점에서 이것이 유가적 전통에다 뿌리박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 기원이

나 본래 의도는 불로장생을 핵심으로 하는 신선사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한 가지 확실히 해 둘 것은 봉선이 이 외에 다른 의도가 있건 없건, 그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기억과 전통’으로 전유하고자 한 부류가

신선사상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뒤에서 말하겠지만 진흥왕이 북한산에

실제 올랐건 아니했건, 진흥왕이 북한산에 오르기 직전 석굴 도인을 만났

건 아니했건, 중요한 것은 만났다고 하면 만난 것이듯이, 봉선이 실제 不死

와 관계가 있건 없건, 관계 있다는 기억이 있었다면 그런 것이다.

이제 이 시점에서 봉선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그것은 天

子․天地․山岳․巡狩․不老長生이었다.

5) 정재서, 1987, 신선설화연구 서울대 중문과 박사학위 논문, 59쪽.
6) 곤륜산 신앙은 전국시대에 극성을 이루는데, 열자 제3편 주목왕․제5편 탕문 편, 

목천자전, 초사 天問 편, 산해경 참조.
7) 정재서, 위 글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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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봉선문(封禪文) : 봉선의 기념비

봉선문은 이러한 봉선대전의 사정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그래도 여전

히 아리송하다. 봉선문은 도대체 어떤 것이며 무슨 내용을 담게 되며, 다른

무엇보다 어떤 형태로 기록되게 되는가? 이러한 궁금증은 제(齊)-양(梁) 교

체기를 산 남조(南朝) 문인 유협(劉勰)이 찬한 문학이론서인 문심조룡(文

心雕龍) 권5 봉선(封禪) 제21에 수록된 天子의 祭神文이 훌륭한 길잡이를

한다. 여기서 유협은 봉선이란 신령에 의해서 큰 瑞徵을 받은 제왕이 행하

며 나아가 그런 皇業은 돌에 새기는데 이런 전통에 따라 진시황 또한 泰山

에다가 銘을 새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봉선문은 봉선에 즈음해 봉선을 지낸 그곳 산에다가 세우는

것이며 그 형식은 각석(刻石)이었으며 그 내용은 제왕의 공덕 찬양임을 알

수가 있다. 유협의 말을 더욱 구체적으로 음미하면 봉선문은 봉선을 통해

天地가 제왕이 주관하는 봉선에 감응했음을 보이는 한편 이를 통해 天命이

제왕에게 있음을 장중한 어조로 담게 된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봉선은 그 선후를 즈음해서 천지가 제왕을 고

리로 감응했음을 구체적이면서도 상서로운 징표로 엿보여야 한다는 점이

다. 이를 각종 사서에서는 서징(瑞徵) 혹은 상서(祥瑞) 혹은 서응(瑞應) 등

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서징이야말로 봉선의 주술성을 한층 극대화

하는 장치인 것이다. 서징으로는 문심조룡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의 패

자 환공과 관련된 관중의 언급이 좋은 보기가 되거니와, 제위 53년(기원

전 140～기원전 87년) 동안 5차례나 封禪을 행한 漢 무제에게서 극명하게

표출된다.

지금까지 태산에서 봉을 행하고 양보에서 선을 행한 72대 제왕 중에서 제
가 알고 있는 사름은 12명뿐입니다. 그들의 시대에는 嘉穀이 생겨나고 鳳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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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아들며 동해에서는 비목어(比目魚)가 얻어지고 서해에서는 비익조(比
翼鳥. 암수 모두 날개가 하나인 새-인용자)가 얻어지는 등 15가지나 되는

상서로운 일이 부르지 않는데도 찾아들었기에 봉선을 행했던 것입니다. 지
금 이런 종류의 서징이 나타났습니까?(사기 봉선서)

이것은 아무리 패자지만 제후의 하나인 환공이 태산에서 봉선을 행하

려 하자 그 신하 환공이 말리는 말이다. 관중은 봉황 출현과 같은 상서

로운 일이 15가지가 나타나야 봉선을 행할 수 있다는 요지의 말을 하고

있다.

관중도 언급했지만 서징의 대명사는 봉황과 기린이었다. 이것이 봉선, 나

아가 제왕의 통치권 확립과 관련해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元封

원년(BC 110) 한 무제가 행한 봉선에서 잘 드러난다. 봉선서와 효무본기에

의하면 무제는 이 해 처음으로 태산에 가고자 했으나 100년 시황 때 그러

했던 것처럼 당시 유생들 또한 古例가 무엇인지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무

제 또한 시황제처럼 유생들을 모두 쫓아내고는 우주 최고신인 泰一을 제사

하는 의례를 따라 태산에서는 封을 행하고 그 기슭 肅然山이란 곳에서는

禪제사를 올렸다. 봉선을 즈음해 무제는 희대의 주술을 개발하니 먼 지방

에서 얻은 기이한 들짐승과 진귀한 날짐승을 온 산에 풀어놓으니, 마치 관

중이 말한 것처럼 기린과 봉황이 출현한 것과 같은 극적 효과를 연출한 것

이다.

이를 통해 앞서 제시한 봉선의 키워드 목록에 天子․天地․山岳․巡狩․

不老長生 외에 碑石과 공덕 찬양과 瑞徵 세 가지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역대 중국의 봉선 자체도 그렇거니와 소위 진흥왕 순수비와 관련

해서도 실은 봉선이 연호 제정 및 개정과도 밀접하다는 사실이다. 시간의

발명이란 측면에서 연호의 발명은 태음력 발명, 간지 발명, 태양력 발명과

함께 일대 혁명이다. 연호가 발명됨으로써 전근대 동양사회는 비로소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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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연호라를 표상을 통해 시간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연호는 시작이 언제이며, 거기에는 어떠한 곡절이 숨어있는가?

사기 효무본기 및 한서 무제본기 원수(元狩) 원년 조를 보면 저간의

사정이 상세하다. 이에 따르면 무제는 즉위 19년째가 되던 이 해(BC 122) 

옹현(雍縣)에 이르러 五帝를 제사지내고 이어 사냥을 하다가 짐승 한 마리

를 포획하니 그 털은 순백색이고 머리에는 뿔이 하나였다. 사람들은 이 짐

승이 무엇인지 몰랐으나 기린(麒麟)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해

麒麟之歌라는 노래가 만들어졌다.

얼마 뒤 신하들은 기린 포획한 이 해를 상서롭다 해서 元狩라는 연호를

정하자고 청하고 무제가 이를 허락하니 중국사에서 연호는 이렇게 해서 시

작됐다. 이처럼 元狩는 기린 포획과 직접 연관된 것이다. 그래서 굳이 사냥

狩자를 넣었다. 이렇게 제정된 연호는 희한하게도 과거의 시간까지도 지배

했다. 다시 말해 원수 원년에서 18년을 거슬러 올라가 3단계로 나눠 최초

6년의 연호를 건원(建元), 두 번째를 원광(元光), 세 번째를 원삭(元朔)이라

삼은 것이다. 그러니 처음으로 등장한 연호는 오직 원수가 있을 뿐이며 그

이전 건원이며 원광이며 원삭은 해당 연도에는 존재해 본 적도 없는 허상

인 것이다.

이후 무제는 연호를 몇 번 더 바꾸는데 원수 6년(BC 116) 汾陰縣에서 큰

鼎이 발굴된 것을 기념해 이를 상서롭다 해서 元鼎으로 개원했으며, 다시

6년 뒤에는 정월 초하루를 바꾸고 복색을 바꾸는 한편 太初로 개원했다. 

이 때 반포된 역법을 태초력이라 했다. 이후 역대 황제는 반드시 연호가

있었고 뭔가 상서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개원했다. 이러한 연호 제도는 청

나라 시대가 개막되면 ‘1황제=1연호’ 시스템으로 바뀔 때까지 한 황제가 여

러 번 개원할 수도 있었다.

역대 중국 황제가 연호를 바꿀 때마다 봉선을 반드시 행하지는 않았으

나, 봉선에 즈음해서는 거의 예외없이 개원했다는 사실은 봉선과 연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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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함을 보인다. 나아가 봉선은 원수에서 보았듯이 사냥과도 밀접하다. 여

기서 사냥이란 봉선의 연장선에 위치한 제례 행위다.

봉선이 사냥과 밀접한 것은 그것이 神祗를 흠향하는 제사이기 때문이다. 

제사는 犧牲을 요구한다. 봉선을 행할 희생은 사냥을 통해 포획하거나 아

니면 왕실 농장에서 정성스럽게 기른 것이었다. 봉선의 선후에 위치하는

巡狩는 글자 그대로 군현 혹은 제후국을 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사냥(狩)을

통해 제사에 쓸 희생을 포획했다.

소위 진흥왕 순수비가 봉선문임을 증명해 가는 과정에서 이들 소위 순수

비 중에서도 창녕비를 제외한 나머지 3군데서 모두 巡狩라는 표기로 확인

된다는 점은 주목을 한다. 이를 통해 봉선을 기억하는 코드로는 종전에 제

시한 天子․天地․山岳․巡狩․不老長生(혹은 신선사상)․碑石․공덕 찬

양․瑞徵 외에도 개원(開元), 사냥을 추가하게 된다.

이제 봉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려 한다. 봉선이란 제왕이 천명을 받았

음을 태산에 올라 천하게 공포하는 장중한 의식이었으나 불로장생의 숨은

욕망이 아울러 내재된 신선사상류의 의식이었다. 제왕의 공덕을 담은 봉선

의 기념비는 비석에 새겨 영구히 후세에 전하게 된다. 순수가 곧 봉선은

아니었으나 봉선은 반드시 순수였다. 그러므로 제왕은 태산 일대에서 봉선

을 행하기 전에 군현을 돌며 순수를 했던 것이며 그것이 끝난 다음에도 왕

궁으로 복귀하는 길에도 또 다른 순수를 했던 것이다. 봉선은 천명을 받는

의식이었기에 반드시 그에 걸맞는 서징을 요구했다. 기린과 봉황은 그 대

표격이었다. 그렇기에 이를 기념해 역대 중국 황제는 연호를 바꾸기까지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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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진흥왕과 신라의 봉선대전

1. 진흥왕 순수비 : 봉선의 기념비

1) 창녕 ‘순수비’

이러한 고찰을 발판으로 이제 필자는 소위 진흥왕 순수비가 단순한 순수

비가 아니라 실은 봉선비였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먼

저 소위 4대 순수비 중 창녕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창녕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순수비로 볼 것인가 아닌가로 논쟁이 꽤 있었거니와 이러한 논쟁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소위 4대 순수비 중에서도 창녕비를 제외한 북한

산비, 황초령비, 마운령비의 3비문이 봉선문임을 확정할 수 있다.

우선 창녕비는 그 모양이라든가 규격에서 다른 세 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다른 세 비가 장방형으로 다듬고는 모자와 같은 머리 부분인 제액

(題額)까지 올린데 비해8) 자연석을 이용함으로써 투박한 인상을 준다. 또

크기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니, 다른 비들에 비해 두 배 가량 크며 기

술 내용도 당연히 많다. 반면 다른 세 비는 형식이나 기술 내용, 크기 등에

서 예사롭지 않은 정형성과 일치성이 있다.

또 하나, 창녕비에는 다른 세 비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巡狩라는 글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원래 없을 가능성, 

둘째, 원래는 있었는데 현존 비문에서는 마멸되었을 가능성이 그것이다. 하

지만 필자는 원래 순수가 없었다고 본다.

그것은 왜인가 하면 북한산․황초령․마운령 세 비는 예외없이 첫 줄에

8) 현재까지 제액이 남아있는 명확한 순수비는 마운령비뿐이다. 하지만 구조로 보아 북

한산비와 황초령비 또한 제액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이에 비해 창녕비는 제액을 도저
히 올릴 수 없는 구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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巡狩임을 밝히고 있음에 비해 창녕비에서는 첫 줄을 포함한 초반부 그 어

디에서도 이 글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창녕비가 소위 순수비가 아

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다. 설혹 이것이 순수의 일환이라고 해도 다른 세 비

와는 성격이 판이하다는 증거로 보고자 한다.

2) 산꼭대기에 선 3대 ‘순수비’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그것이 위치한 장소가 된다. 나머지 세 비가 고

산 정상에 우뚝 선데 비해 창녕비는 평야지대를 바라보는 얕은 구릉에 위

치하고 있을 뿐이다. 바로 여기에서 다른 세 비는 단순한 순수비를 뛰어넘

어 봉선비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북한산비․황초령비․마운령비는 왜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가? 비문

에 따르면 왕 자신이 이들 산 위에 오른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왕은

도대체 이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단순히 풍광을 구

경하러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렇다

면 누구를 위한 제사일까? 천신과 지기였음은 비교적 판독이 용이한 마운

령비문에는 다음 구절로 밝혀진다.9)

朕은 運數에 응하여 太祖의 基業을 몸소 우러러 잇고 왕위를 이어받고는

몸을 삼가고 스스로 조심하며, 乾道를 어길까 두려워했노라. 또 天恩을 입

어 운기(運記)를 열어 보이고 그윽히 神祗가 부명(符命)에 감응(感應)함으로
써 운수에도 맞게 되었노라(朕歷數當躬仰紹太祖之基簒承王位兢身.愼恐違乾
道 又蒙天恩開示運記冥神祗感符合符

天恩을 입었다면 당연히 그것을 베풀어준 天에 보답해야 한다. 또 乾道

를 어기지 않았다면 그러한 것을 베푼 乾에 응답해야 한다. 건도를 어기지

9) 이 비문이 소위 시경체의 4구체임은 주목을 요한다.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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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天恩을 입었기에 神祗가 감응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러

한 것을 베푼 神(즉 天神)과 祗(즉 地祇)에 보답해야 한다. 그 보답이 바로

封禪이다. 神祗는 진흥왕이 마운령에 올라 제사드린 제신을 명확하게 알려

주는 증거 아니고 무엇이랴?

그렇다면 왜 그곳이 하필 산인가? 말할 것도 없이 산은 하늘과 통하는

천계이기 때문이다. 하늘과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또 산에는 神人이 살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위 인용문과 관련해 정말로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할 대목은 실

은 이것이 진흥왕이라든가 이 때 의식을 집행한 신라인들의 독창이 아니라

는 사실이다. 무슨 말인가? 누군가를 표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표절된 사람은 누구인가?

원봉(元封) 원년(기원전 110) 4월에 그토록 고대하던 봉선대전을 거행하

고 난 직후 도성으로 돌아와 명당(明堂)에 앉은 한 무제가 그 감회를 어사

에게 내린 조서에서 하는 말이 다음과 같다. 출전은 역시 사기 중의 봉

선서이다.

짐은 미천한 몸으로 제왕의 지위에 올라 직책을 감당하지 못할까 전전긍긍

하며 두려워했노라. 덕이 부족하고 예악에도 밝지 못하도다.(朕以眇眇之身
承至尊，兢兢焉懼不任. 維德菲薄，不明于禮樂)

진흥왕이 마운령비문을 통해 하는 말과 너무나 그 발상이 같다. 물론 이

를 제왕의 단순한 겸양적인 수사라고 치부할 수 있겠으나, 이런 두 제왕의

말을 이어주는 고리가 하필 봉선일까?

3) 진흥제의 공덕을 찬양한 순수비

소위 세 순수비는 그것을 종합할 때 진흥왕의 공덕을 찬양하는 문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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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실댄다. 한데 그러한 왕의 공덕은 모두가 하늘이 감응해준 바의 것이라

고 하고 있다. 더구나 그러한 내용이 전부 석비에 새겨져 있다. 그 내용이

라든가, 형식이 진시황 이래 봉선비와 한치 어긋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문심조룡의 봉선에 대한 기술을 참조할 때 한층 명백하다. 

왜 돌에 새기는가? 돌은 금속과 함께 영원불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들 세 순수비는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중고기 신라 금석문들과는 매우

특이하게도 대단히 전형적인 중국식 한문을 동원하고 있음이 이채롭다. 여

기에 쓰인 한문은 당대 중국에 갖다 놓아도 손색없다.

이는 신라 기록문화와 관련해 매우 주목되는 사실인데 2차원적인 필기

문화가 존재했다는 단적이 증거가 된다. 곧 신라식 어법과 어순이 가미된

다른 금석문들이 소위 국내용이었다면 3대 순수비는 대외용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이들 순수비문이 완연한 한문체임을 들어, 신라에서 이런 기

록문화를 이때서야 비로소 습득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나, 이는 성급한 판

단이다. 그것은 소위 완연한 한문체인 순수비문 이후에도 신라에서는 소위

투박한 기록문화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순수비 직후에 등

장한 진평왕 때 남산신성비만 해도 종래 울진 봉평비나 영일 냉수리비문

단계로 그 기록문화 수준은 회귀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필자는 이러한 2차원적인 필기문화가 그러한 필기를 읽어야 하는 대상, 

즉, 독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고자 한다. 신라 인민들에게 보일 문체

가 천신과 지기를 향한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 천명(天命)의 서징 석굴 도인

앞서 필자는 봉선대제에는 여러 서징이 있어야 함을 역설했는데 봉황이

나 학이 동반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 무제가 봉선을 의식을 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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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쪽 지방에서 잡아온 기이한 들짐승과 진귀한 날짐승을 풀어놓아 기린

과 봉황의 출현을 연출한 것은 다 이런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산비에는 아주 흥미롭게도 진흥왕이 북한산에 오르는

과정에서 石窟 道人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도인을 신종원을 비

롯한 여러 논자는 불교 승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10) 우선 道人의 실체를

해명하기로 한다.

이 도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도가에서 말하

는 도사이며 산신령이자 神人이었다. 이러한 도인을 북한산에 오르기 전에

만났다는 것은 천지가 진흥왕을 통해 감응한 서징이었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 上에는 이와 관련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전하
고 있다. 이에 따르면 김유신은 15세에 화랑이 되어11) 용화향도(龍華香徒)를

이끌었으며 2년 뒤인 진평왕 건복 28년 신미(611)에는 17살에 中嶽이란 깊은

산에 들어가 도인을 만나 득도했음을 전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김유신은 스

스로른 難勝이라고 소개한 中嶽山人에게서 방술과 보검을 받고 있다.

이 중악산인이 도사 혹은 신선, 혹은 도인임은 말할 나위가 없으니, 첫

째, 노인으로 형상화돼 있고, 둘째, 그 스스로를 일정하게 머무르는 곳이

없고 인연 따라 가고 머문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셋째, 이야말로 결정적인

데 김유신에게 그가 가르쳐 준 것은 方術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도를 전

해주고 난 다음 사라지는 이 중악산인이 사라지는 모습은 현신할 때만큼이

나 신비적인데 도사임은 분명하다. 아울러 이를 통해 김유신이 실은 중악

10) 이에 대해서는 신종원이 1987년 ｢‘道人’ 사용례를 통해 본 남조불교와 한일관계 : 신
라 법흥왕․진흥왕대 불교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59에서 동시대 남조시대에 도

교의 도사(道士)를 가리키는 용어로 道人이란 용례는 거의 없는 대신 道人은 불교 승
려에 대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이후 거의 모든 연구가 별다른 의문없이 받아

들이고 있다.
11) 이 때 화랑이 되었다는 표현은 화랑세기를 통해 화랑도의 우두머리인 풍월주가 되
었다는 의미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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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인으로 대표되는 도사에게 사사받고 득도한 방사 술사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김유신이 도사였음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면모가 도가에서 말하는 도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동진시대를 산 갈홍이 찬한 포박자(抱朴

子)는 득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니 이 중 하나가 산에 들어가 수도하

는 것이었다. 포박자 내편 권 10, 明本 편에는 이와 관련되는 다음과 같

은 구절이 있다.

산에 들어가야만 반드시 도를 터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를 닦으려

하면 반드시 산림에 들어가 경건한 마음으로 비린내나는 세속을 잊으려 하

면 곧 맑고 조용한 마음이 된다. 석실 깊숙이 들어가 정신을 집중하여 귀신
을 부르려고 하면 이미 말다툼 따위는 피하고 정숙하지 않으면 안되며, 선
약을 제련하려면 말 많은 愚人들을 멀리해야 한다.

이러한 山中 혹은 石窟 수련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호랑이나 뱀 같

은 맹수는 물론이려니와 지세가 험준하며, 허기와 추위를 이겨야 하며 다

른 무엇보다 잡귀들을 물리치는 정신력을 갖춰야 한다. 得道 혹은 得仙은

이것을 이긴 것은 물론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 不老不死하게 되고 하

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며 나아가 귀신을 부리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위 김유신 열전은 중악노인은 물론이고 김유신 자신 또한

방사라는 단적인 증거가 된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이능화가 조선도
교사에서 지적한 것이지만 어찌된 셈인지, 이후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일

언반구 언급이 없다. 이는 아마도 김유신 열전이 과장 허황된 것이라고 생

각한데서 비롯된 현상이 아닌가 한다.

아울러 과연 신종원이 이 석굴 道人이 도교의 그것이 될 수 없음을 지적

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거론한 주장도 이제는 검토를 가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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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다. 그에 의하면 남조시대에 道人은 거의 예외 없이 불교승려를 지

칭하지 도교 승려에 대해서는 쓰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면 그의 주장은 아예 성립조차 불가능함을 알 수

있으니, 예컨대 전한 문제(文帝. 재위 BC 179～157) 때 하상공(河上公)이 주

를 달았다는 도덕경을 보면 道人이란 표현이 5군데나 등장하고 있으며, 

진흥왕 순수비가 등장하기 몇 십년 전에 완성된 양조 때 천사도 도홍경(陶

弘景) 찬 진고(眞誥)에도 무려 6번이나 道人이란 말이 출현하고 있다. 이

밖에 위진남북조 시대 도장본(道藏本)에서 道人은 더욱 출현 빈도가 높다. 

이로써 진흥왕이 비봉에 올라 천제를 지내기 전에 석굴에서 만난 道人이

도가의 방사, 도사, 산신령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진흥왕은 정말로 도사를 만났는가? 이야말로 알 수 없는 노릇

이다. 이는 북한산 순수비문 그 자체에는 진흥왕이 몸소 비봉에 오른 것으

로 돼 있으나, 실제 올랐는가, 아닌가는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

만 진흥왕이 정말로 비봉에 올랐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른 것으로 비문에 돼 있다는 사실이다. 비문에 그렇

게 돼 있으면 설혹 진흥왕이 비봉에 오르지 않았다 해도 오른 것이다. 같

은 맥락에서 진흥왕이 정말로 비봉에 오르기 전에 도인을 만났는지 아닌지

는 알 수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만난 것으로 돼 있다면 만났다는 점이다.

봉선은 또 지적하지만 산악숭배 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러한 제전이

치러지는 산 정상은 신이 강림하는 곳이었다. 굳이 산을 설정한 까닭은 그

곳이 하늘과 가깝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봉선대전은 강림하는 신을 맞이하

는 제전이며, 天神은 오직 지상에서 王者 한 명만이 독점하기에 제관은 반

드시 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화주의적 세계질서를 일찌감치 구축한

중국에서는 봉선대제는 천자만의 특권이었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 준다.

한데 이러한 봉선대전에는 그 선후해서 그에 따른 神祇의 감응이 있어야

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상의 왕자에 대해 그 독점적 지배권을 천

  

 

  

          

            

          

          

         

        

             

     

           

          

          

           

    

     

          

          

           

           

           

         

  

    

       



白山學報 第68號82

신이 위임 혹은 보장했음을 알려주는 표징이 있어야 한다. 중국 역대 봉선

에 즈음해 서징(瑞徵)이 거의 빠짐없이 기술돼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김유신 열전에 등장하는 중악선인(中嶽仙人)은 위진시대 상청경파(上淸經

派) 도가류 저작인 자양진인내전(紫陽眞人內傳)에도 나오고 있어 북한산

비문에 등장하는 도인의 성격은 한층 명백하다. 요컨대 진흥왕이 만난 도인

은 신선이었던 것이며 이를 통해 봉선대전의 신성성은 서징되었던 것이다.

봉선은 또 앞서 말했듯이 실제로는 천자의 불로장생 희구와 연관되기 때

문에 죽음을 뛰어넘은 도인이 출현했다 함은 그 의식을 주관하는 천자 혹

은 제왕에게는 불로장생을 보장한 의미도 있는 것이다. 요컨대 진흥왕은

비봉에 올라 봉선제를 행하기 직전에 도인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러한 봉선

제 권위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는 것이며, 부산물로 불로장생을 선사받게

되는 것이다. 정당성을 더욱 확보하는 한편, 하늘의 뜻이 바로 자신에게 있

음을 만천하게 공포하고자 했던 것이다.

3. 연호 太昌과 봉선제

앞서 필자는 순수(巡狩)가 곧 봉선(封禪)은 아니지만 봉선은 곧 순수였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봉선을 전후해서 으레 새로운 연호(年號) 제정이 뒤

따랐음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황초령․마운령 두 비문에서 확인되고 있

는 이들 비문의 작성 연대가 ‘태창 원년(太昌元年)이란 구절을 실로 우연으

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12) 순수와 그에 따른 봉선대전(封禪大典)과 새로운

연호 반포는 서로 밀접히 연관돼 있었다. 새로운 연호 반포를 기념해 진흥

왕은 순수와 봉선대제를 행했던 것이다.

12) 진흥왕이 재위 29년(568)에 연호를 大昌으로 개창했음을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조에 보이고 있다. 다만, 그 표기가 비문에는 太昌이어서 표기에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
만 大와 太는 흔히 통용됐다는 점에서 그런 차이가 크게 중요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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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태창 원년 반포는 도대체 어떠한 서징(瑞徵)과 관련될까? 이에

대해 기존 기록은 한결같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시 말해, 신라가 왜, 어

떠한 목적으로, 무슨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연호를 정하게 되었는지에 대

해서는 현존 기록만으로는 그 의문을 풀 수 없다.

다만, 최근 공개된 화랑세기 필사본은 그러한 의문의 일단을 풀어주고
있다. 필사본은 그 진위 여부를 두고 아직 학계에서 논란이 분분한 터이지

만 필자는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 필사본이 성덕왕 때 한산주 도독을 지

낸 김대문(金大問)이 썼다는 바로 그 화랑세기임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생
각한다.13) 따라서 이러한 필사본을 신라사 해명을 위한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 화랑세기 필사본 6세 세종(世宗) 전에는 폐지된 지 29년 만에 원화

(源花)가 부활했고, 이에 따라 진흥왕 후궁 중 한 명인 미실(美室)이 원화에

취임했음을 이를 기념해 진흥왕이 연호를 대창(大昌)이라고 고쳤다고 전하

고 있다. 그런데 이 대목 화랑세기 기술에는 연호를 교체케 된 결정적인
계기를 원화 부활로 지목하는 한편, 이를 기념한 축제가 왕경에서 벌어졌

음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전하고 있어 연호 개정이 어떠한 의미를 지녔

는지를 추정하는데 귀중한 시사를 준다 하겠다.

제(帝)가 명하여 설원과 미생 두 화랑이 낭도의 많은 무리를 통솔해 조알케
했다. 대왕과 전주는 함께 곤룡포와 면류관을 갖춰 입고 나와 남도에서 조
알을 받고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 (이로써) 원화 제도는 폐지된 지 29년 만
에 부활했다. 이에 연호를 고쳐 대창이라 했다. 이날 밤 제와 미실은 남도
의 정궁에서 합환을 했다. 낭도와 유화들에게 새벽까지 돌아다니며 노래하
고 서로 예를 갖추지 않고 합하게 했다. 성중의 미녀로서 나온 자가 또한

만중이었다. 등불의 밝음이 천지에 이어졌고 환성이 사해의 물을 끓어오르
게 하였다. 제와 원화가 난간에 다달아 구경했다. 낭도들이 각기 한 명의

13) 김태식, 2002,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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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를 이끌고서 손뼉치며 춤추며 그 아래를 지나가니, 그 때마다 만세소리
가 진동했다. 제의 기쁨이 매우 커서 원화와 함께 채전을 무리에게 던져 주
며 말하기를 “저들도 각기 자웅이고 나와 너 또한 자웅이다”고 했다. 미실
은 몸을 완전히 돌려 품에 파고들며 말하기를 “비록 숙모(사도를 말함-인용
자)의 존귀함이라고 이같은 즐거움을 없겠나이다”라고 했다.

이는 진흥왕이 새로운 연호를 반포를 기념해 왕경에서 벌어진 축제 장면

을 묘사한 것이다. 낭도와 유화 외에도 일반 백성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제를 벌인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화랑세기 묘사를 통

해 적어도 중고기 신라에서 새로운 연호 반포는 첫째, 틀림없을 그것을 초

래할 만한 계기가 있어야 하며, 둘째, 그에 따른 축제와 같은 부대행사가

따랐음을 엿볼 수 있다.

화랑세기가 묘사한 이러한 연호 대창 반포는 마침 그 시기가 지금 이
글이 다루는 진흥왕 3대 순수비 중에서도 마운령비와 황초령비에 밀접하다

는 점이 간과될 수 없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듯이 이 두 순수비에는 그 건

립시기가 분명하게 태창 원년이라 못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랑세
기 필사본 기록을 신빙할 때, 우리는 진흥왕이 원화 부활과 그에 따른 태

창 연호 반포를 기념해 순수를 단행하고 멀리 변방인 마운령․황초령까지

이르러 봉선을 행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화랑세기 필사본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진흥왕 순수비와 관련
해 그 시대 순수와 관련해 또 하나 독특한 점은 왕이 순수하는 모습이 아

주 희귀하게나마 포착된다는 사실이다. 5세 사다함 전에 의하면 정확히 어

느 해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진흥왕은 왕비 사도(思道)가 왕자 동륜을 낳은

직후 슬라(瑟羅)로 행차했음이 다음 기술에서 확인된다.

처음에 (사다함 아버지인) 구리지에게는 용양신 설성이 있었으니, 모습이
아름답고 교태를 잘 지어 보였다. 구리지가 출정해 자리를 비우자 (설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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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지 부인인) 금진과 정을 통해 설원랑을 낳았다. 동(륜)태자가 탄생하자
사도황후가 금진을 불러 유모(乳姆)로 삼으니, 이로 인해 사다함 형제도 궁
중에서 자랐다. 그 때 (진흥)왕은 나이가 한창이었으나, (어머니인 지소)태
후가 빈공(嬪供)을 허락하지 않았다. 왕 또한 사도와 정이 각별해 아직 다

른 여인을 총애하지는 않았다. 이에 이르러 사도는 산후 3개월 동안 왕과

관계하지 않았다. 금진이 이에 교태를 지어 보이자 왕은 슬라(瑟羅)에 갈

때 (금진을) 황후궁 궁인(宮人)으로 삼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금진이) 아이
를 가졌다. 황후가 그것을 알고…. 왕이 그것을 걱정했다. 이에 금진을 …로
나가 살게 했다.

위에 나오는 슬라(瑟羅)가 필사본 저본이 되었을 화랑세기에도 그렇게
돼 있는지는 자신이 없으나, 틀림없이 삼국사기에 하슬라(何瑟羅) 혹은

아슬라(阿瑟羅)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금의 강릉 일대를 말할 것이

다. 진흥왕은 어느 때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곳으로 행차를 한 것이다.14) 

이러한 순행에 왕은 총애하는 여인을 대동한 것이다. 이는 여러 가지 점에

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사실 왕의 순행에는 왕비나 후궁이 수행했을

터인데 당대 신라인들이 기록한 금석문 어디에도 이런 언급이 없다.

4. 신기(神祗)와 사방군주(四方軍主)

봉선은 지상의 제왕인 천자가 천상에서 우주만물을 관장하는 天帝에게서

땅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약 받는 受神 감응 의식이다. 봉선의 이러한

성격은 북한산비와 마운령 및 황초령비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이들 비문을

통해 드러난 진흥왕은 스스로 朕을 칭하면서 神祗 양쪽에서 제왕으로 인정

14)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12년(551) 조에는 이 해 3월에 왕이 순행에 나서 낭성
(娘城)이란 곳에 이르러 우륵(于勒)을 만나 가야금을 연주케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 16년(555) 겨울 10월에는 북한산에 오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화랑세기가
말하는 슬라 지역으로의 진흥왕 순행은 이 무렵 어느 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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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다.

다시 말해 天神과 地祇는 오직 진흥왕에게만 그 땅과 신민에 대한 지배

권을 수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흥왕이 독점적 지배권을 수여받은

땅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이런 점에서 비록 봉선비 혹은 순수비라는 범주

에서는 배제했으나 창녕비에 등장하는 사방군주(四方軍主)는 주목해야 한다.

이에 의하면 진흥왕이 비자벌(比子伐), 즉 지금의 창녕에 행차했을 때 사

방군주(四方軍主)를 대동하고 있음이 확인되거니와 그들은 각각 비자벌군주

(比子伐軍主)인 사탁부(沙喙部) 등◎◎지(登◎◎智) 사척간(沙尺干), 한성군

주(漢城軍主)인 탁부(喙部) 죽부지(竹夫智) 사척간(沙尺干), 비리성군주(碑利

城軍主)인 탁부 복등지(福登智) 사척간(沙尺干), 감문군주(甘文軍主)인 사탁

부 심맥붖지(心麥夫智) 급척간(及尺干)이었다.

四方이란 무엇인가? 8야(八野) 혹은 8황(八荒)으로 구획하는 천상(天上)

에 대한 대칭인 천하의 이칭(異稱)임은 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진흥왕은 이

러한 천상 혹은 천명에 의해 이들 사방군주를 통해 천신과 지신을 대신에

신라라는 왕국의 왕토와 그 신민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했음을 공포하는

것이며 봉선대전은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의식의 정점이었을 것이다. 진흥

왕 대 신라가 왕을 정점 혹은 한복판에 놓고 전국을 사방으로 구획하고자

했던 사상적 흔적은 이 창녕비 외에도 마운령비에서도 단적으로 확인되거

니와, 여기에서 진흥왕이 통치하는 천하에서 神祇가 감응함으로써 “사방

(四方)이 지경을 의탁해 왔다”(四方託境)라고 표현하고 있는 데서도 분명하

게 확인된다.

신라를 중심으로 천하를 四方으로 구획하는 이런 사상체계에 있어 왕은

그 최중심 중앙을 차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四方軍主라는 관념은 실은 오

방(五方)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五方 관념은 그 원류가 앞서 추연을 통

해서 본 오행사상임을 단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는 동아시아 천문지리관

에서 사방은 곧 오방이라는 점에서도 방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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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러한 사방 혹은 오방이 천상에 대한 천하의 대칭 관념이라고

했거니와, 그렇다면 진흥왕대에 신라가 천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도 엿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사방이 곧 5방이듯이 8야(八野) 혹은 8황(八荒)으

로 구획되는 천상 또한 곧 9야(九野) 혹은 9황(九荒)이다.15) 이에 의하면 중

앙은 균천(鈞天)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 균천에 위치하는 궁전이 바로 자궁

(紫宮)인 것이다.16) 이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흥왕이 원래 황룡사를 지을

곳에다가 세우고자 했던 신궁(新宮) 이름이 왜 자궁(紫宮)이었던가를 비로

소 해체하게 된다.

천상과 천하를 이렇게 구획했음이 명백하므로 진흥왕은 당연히 이러한

천상과 천하를 관장한다고 생각한 천신과 지신에 대해 당연히 주기적인 제

사를 올려야 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일성니사금 5년(138) 조를 보면

“겨울 10월에 (왕이) 북쪽으로 돌아보며 태박산에서 친히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 경우 그 제신을 통상 태백산신이라고 보고 있으나 그보다는 봉

선 혹은 그에 비견되는 제의를 행했다고 보는 편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5. 巡狩 : 巡撫와 사냥

종래 巡狩와 관련된 연구가 지닌 문제점으로 필자는 巡狩와 巡守를 동일

시한 견해를 든다. 왕이 자기 왕토를 돌면서 신민을 위무하는 행위를 가리키

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삼국사기에서 그것을 꼽자면 行․幸․行

15) 이런 관념은 열자 탕문편과 여씨춘추 팔람편에 잘 드러난다.
16) 사마천의 사기 천관서(千官書) 첫머리에는 “중관에는 천극성(天極星)이 있으니 그

중 밝은 별 하나는 태일(太一)이 상주하는 곳이다. 그 옆 삼성(三星)은 삼공(三公)에
해당하니 어떤 이는 천제의 아들들이라고도 한다. 태일 뒤로는 네 별이 굽어져 있는
데 맨 끝의 큰 별은 정비이고 나머지 세 별은 후궁의 무리이다. 이들을 둘러싸고 호
위하는 열 두 별은 변방을 지키는 제후들이다. 이들 모두를 자궁이라고 한다”고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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幸․巡幸․巡狩․巡守 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신형식17)과 김영

하18)의 선구적인 연구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체로 여러 순수 행위를 본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巡狩와 관련해 결론만 간단히 다룬다면 巡狩가 넓은 의미에서 行․幸․

行幸․巡幸․巡狩․巡守에 포함될지언정, 巡狩가 결코 行․幸․行幸․巡

幸․巡守가 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하지만 巡狩는 그 의미를 엄격히 제한해

야 한다. 첫째 巡이라 했으니 돌아본다는 뜻이 있고 狩라고 했으니 사냥과

떼어놓을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은 이 글자에 의미를 뜻하는 부수자가 사냥

도구인 개[犭=犬]가 잘 드러낸다. 그렇다면 왜 사냥인가? 돌아다니며 사냥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제례를 염두에

둔 것이다. 狩를 통해 잡은 희생은 제례용이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巡狩는 봉선과 같은 왕실 제례의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반면 行․幸․行幸․巡幸․巡守이 반드시 狩를 수반할 필요는 없

다. 巡狩가 다른 순무 행위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에 여기에 있다.

한데 소위 진흥왕 3대 순수비에는 모두 巡狩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다. 제례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狩를 쓴 것이다. 순

수가 제례와 관계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기념비인 진흥왕 순수비는 봉선의

기념비가 되는 것이다.

6. 금단(金丹)과 약사(藥師)

삼국유사 권 제3 탑상(塔像) 제4에 수록된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彌

勒仙花 未尸郞 眞慈師) 조에는 신라 진흥왕이 화랑제도를 창설했음을 전하

고 있거니와, 여기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다.

17) 신형식, 1981, ｢巡幸을 통해 본 삼국시대의 왕｣ 한국학보 제24집.
18) 김영하, 1979, ｢신라시대 巡守의 성격｣ 민족문화연구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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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왕은) 천성이 풍미(風味)하고 신선(神仙)을 크게 숭상해[天性風味, 多尙
神仙], 민가의 아름다운 처녀를 가려서는 원화(原花)로 삼았다. 그것은 무리
를 모아 인물을 뽑고 또 그들에게 효제 충신을 가르치려 함이었으니,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요(大要)였다.…(두 원화 중 한 명인 교정<姣貞>이 질투
를 이기지 못해 다른 원화 남모<南毛>를 죽이니) 이에 대왕(大王)이 영을

내려 원화를 폐지케 했다. 그 뒤 여러 해만에 왕이 나라를 흥하게 하려면

반드시 풍월도(風月道)를 먼저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양가(良家)의
덕행 있는 사내를 뽑아 그 이름을 고쳐 화랑이라 하고는 처음으로 설원랑

(薛原郞)을 받들어 국선(國仙)으로 삼으니 이것이 화랑국선(花郞國仙)의 시

초가 된다.

이와 같은 기록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음이 분명한 삼국사기 신라본
기 진흥왕 37년 조 기록과 소소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신라에 화랑도가

생기게 된 내력에 대한 대요는 일치하고 있다. 두 문헌은 무엇보다 화랑도

설치 이전에 그 원류로 원화(原花)가 있었으나, 위 삼국유사 인용문이 말
하는 것과 같은 불미스런 사건 때문에 그것이 폐지되고는 얼마 뒤에 그 후

신으로 화랑도가 창설되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합치되고 있다.

한데 이런 두 문헌 공통분모 외에 위 삼국유사 인용문에서 더욱 주목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화 혹은 그 후신인 화랑도를 설치 운영하게 된 까

닭으로 분명히 진흥왕의 신선에 대한 숭상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위 문맥

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진흥왕은 신선술을 매우 숭상했으므로 원화를

만들었고, 그 연속으로 화랑제를 창설했다.

이처럼 분명히 원인과 결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신선사상이 원화

및 화랑제 창설의 가장 주된 기반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화랑도

초대 우두머리로 임명된 설원랑에게 붙은 타이틀이 국선(國仙)이라는 사실

이다. 國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이 순간에는 확실치 않으나, 

仙이라는 글자로 보아 신선(神仙)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

다. 따라서 진흥왕이 신선술을 좋아해서 만들어낸 화랑도(혹은 원화) 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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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명칭이 국선(國仙)인 것은 결코 우연의 소산이 아니다.

신선술을 좋아하는 군주에게는 앞서 중국의 사례, 특히 진 시황제와 한

무제에게서 보았듯이 공통적으로 봉선(封禪)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강렬하게

발견된다. 하지만 단순히 순수를 하고 그 결과물로써 태산과 양보산에 올

라 봉선제를 지낸다고 해서 신선이 될 리는 만무한 법이다. 맨 정신으로는

결코 그토록 갈망하는 신(神)을 만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기에 신과 만나

는 소위 접신(接神)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만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환각제 복용이다.

우리는 무수한 고대 기록, 특히 종교 의식과 관련된 기록에서 무당이나

제주(祭主)가 신이 강림했으며, 그래서 그 신과 접신했다는 기록을 접하고

는 당황하거니와, 그들이 정말로 접신하지 않았다고는 간단히 부정할 수는

없다. 그들이 정말로 신을 강림케 해서 접신을 했다고 느꼈다면 어찌할 것

인가?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환각제의 힘이며, 그것을 고대적인 발현

으로 치환하면 선약(仙藥)이 되는 것이다. 선약 중에서도 가장 약효가 뛰어

난 것, 그것으로 도교신학에서 늘상 가장 윗자리에 거론하는 것이 바로 금

단(金丹)이다. 신선사상에 기반을 둔 도교신학에서 금단이 신선이 되는 즉

효약으로 가장 정력적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 인물은 역시 동진시대 도사

인 갈홍(葛洪)이었으니, 그가 얼마나 이 금단을 중시하고자 했는지는 그의

저서 포박자(抱朴子) 전 50권 중 아예 권(卷) 하나를 몽땅 금단(권 제4)에

할애하고 있다는 데서 우뚝하게 관찰된다.

그렇다면 금단이란 무엇이며, 갈홍이 말하는 제조법과 효능은 무엇인가?

먼저 금단이란 글자 그대로 金과 丹을 합성한 말이니, 금이야 말할 것도

없이 황금을 말하며 단(丹)은 단사이니, 현대 화학적 분자식으로 보면 황화

수은(HgS)이다. 많은 광물질 중에서도 유독 황금과 단사가 도교신학에서 중

시된 까닭은 다음과 같은 금단 편 언급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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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금단(즉 금과 단)이란 물질은 불속에 넣어 몇 번씩 달군다 해도 결코
소실되는 일이 없으며 땅속에 묻는다 해도 영원히 녹슬지 않는다. 이 두 가
지 물건을 복용해 인체를 단련하는 것이야말로 불로불사할 수 있는 것이다.

대저 풀과 나무는 태우면 재가 되지만 단사는 태우면 수은이 되고 다시 환

원된다. 그 차이는 풀 나무보다 훨씬 큰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장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선인만이 이런 이치를 알기에 속인과의 거리는
한없이 먼 것이다.

그 실제 화학반응이야 어떠하건 이처럼 금과 단사는 영원불멸하는 물질

로 인식되었다. 이 중에서도 금의 경우는 영원히 그 빛깔을 유지하는 불변

성이 주목된 반면, 단사는 환원성이 특히 착목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금단

을 환단(還丹) 혹은 신단(神丹)이라고도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물리적 특성이 신학으로 변질되어 그러한 물질을 복용하면 그것을 복용하

는 자도 영원불멸하며 환원하는 존재, 즉 신선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니 그것은 같은 금단 편 다음 구절을 통해 명백하다.

호흡이나 도인, 초근목피로 만든 약은 어느 정도까지는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나 죽음을 면할 수는 없다. 신단을 복용하고서야 인간의 수명은 무한해
진다. 천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름을 타고 용을 타며
푸른 하늘을 오르내릴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금단이니 그 제조 또한 여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다. 역시 같은 금단 편에 나오는 다음 구절은 금단의 제조를 둘러싼 신

이성을 극대화한다.

금단은 명산 가운데 사람이 없는 곳에 합성한다. 동반자가 있다 해도 세 사
람을 넘으면 안 된다 사전에 백일 동안 재계하고 다섯 가지 향기가 나는

탕에서 목욕한다. 될 수 있는 한 청결하게 하며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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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속인들과 왕래해서도 안 된다 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알려서도
안 된다. 신약을 나쁘게 하면 약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봉선대전을 지낼 때 그러한 제례를 주관하는 제주로서 접신을 해

서 신선이 되고자 꿈꾸는 제왕은 금단을 복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봉선대전을 거행하러 비봉으로 오르는 길에 진흥태왕이 석굴에서 만났다는

도인은 앞서 지적한 대로 그러한 봉선에 대해 천신과 지기가 감응했음을

증명하는 서징일 수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봉선제를 지내러 올라가는

왕에게 금단을 (제조해서) 준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도인이 성격이 무엇이건 금단과 봉선제의 관계를 논할 때 진흥왕 순

수비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소위 수가인 명단에 다름 아닌 약사(藥師)가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이 약사라는 존재를 의료 전반을 담당하는 의사(醫

師) 같은 존재로 보는 견해가 압도적이나, 이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진흥왕 순수비 중 마운령비와 황초령비에 소위 수

가인(隨駕人) 명단에서 약사(藥師)가 보이지 의사(醫師)는 결코 보이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진흥왕이 순수하고 그 과정에서 황초령과 마운령에 오르는

길에 그를 수행한 인물로 약사(藥師)가 보이는가? 이 행위가 필자가 주장하

는 것처럼 봉선대전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그 약사는 금단을 제조하는 일

을 했을 것이다. 이 약사라는 존재를 통해 우리는 소위 순수비가 봉선대전

의 기념물이라는 강력한 증거 하나는 더욱 보충하게 되는 셈이다.

Ⅳ. 결  론

소위 진흥왕 4대 순수비 중 창녕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 순수비는 봉선의

기념비였다. 이러한 봉선제는 비록 그 표면에 유교적 왕도정치를 표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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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듯하나 그것은 괴력난신(怪力亂神)을 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유가적

전통과 연결시켜서는 실로 곤란하다. 봉선제는 그 유래가 산악신앙과 결합

한 신선사상에 있었던 것이며, 진흥왕 순수비 또한 그 위치가 하나같이 산

정이며 더구나 제신으로 神祗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더구나 중국사

에서 봉선대전 뒤에는 으레 따르기 마련인 그 기념비로서의 각석(刻石)의

전통이 진흥왕 순수비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순수비가

봉선의 기념물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순수비는 이제 봉선비라는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나아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순수비문 그 자체에서는 널리 지적

되고 있듯이 소위 왕도정치(王道政治)를 표방하고자 하는 흔적이 농후함은

부인할 수 없는 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유가적 전통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왕도정치가 유가적 특성이 되기 위에서는 그것이

오직 유가만의 전유물이 되어야 이런 주장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노장

철학도 성인(聖人)에 의한 이상적 왕도정치를 내세우고 있고, 법가사상도

법률만을 강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엄연히 왕도정치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사상이 추구되었던 것이다. 불교 또한 그것이 주창하는 정치철학은 왕

도정치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역설적으로

말하건대 왕도정치를 펴지 말라고 주장한 부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그럼에도 왕도정치를 유가적 특성이라고 단정함으로써 그것의 유가의

전유물로 삼고자 하는 주장은 성립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봉선을 통해 진흥왕은 그 자신이 일군 신라왕국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지

배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한편 不老長生하는 신선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주제어 : 眞興王, 巡狩碑, 天神, 地祇, 封禪, 秦始皇帝, 神仙
King Jinheung, travelling monuments, Heaven and Earth, the 
Fengshan sacrifice, the First Emperor(Qin Shihuangdi), im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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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ng Jinheung's ‘travelling monuments’ and the Fengshan sacrifice

Kim, Tae-Shik

There has not been any doubt that the four ‘travelling monuments’(巡狩碑) 

of King Jinheung(眞興王) of the Silla kingdom were to erected to confirm his 

sovereignty over the newly conquered people and territory and to gather the 

wholehearted support of the people by praising and rewarding persons who has 

done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kingdom. But such a opinion are completely 

denied by the locations of the monuments. Three of the four monuments are 

located in each high and dangerous mountaintop. That means the monuments 

have no readers! It has no doubt that any king cannot gather the support of the 

people or praise and reward a medal for merit on such a mountaintop.

However, the monuments definitely have each reader. Who are their readers? 

They are Heaven(天神) and Earth(地祇). Mt. Bukhansanbi(北漢山碑), one of 

the three monuments have records that the kingdom and its king are well 

reigned by the thanks of Heaven and Earth. The king who helped by Heaven 

and Earth should reward them in turn. Therefore, the monuments that contain 

such records were erected to praise Heaven and Earth. And we can see they 

are the monuments for the celebration of the Fengshan(封禪) sacrifice, which 

was begun by the First Emperor(Qin Shihuangdi. 秦始皇帝) of the Qin dynasty 

right after his unification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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