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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부여를대표하는역사적인물로군민들이너나없이계백(階伯)을꼽는다. 그러나

기실그는부여를대표하는인물이기에앞서백제를대표하는인물이다. 부여에서

역사의인물에대한발굴과현창에대해거의무관심한것은무엇때문일까?

그것은 우선 부여가 백제의 고도(古都)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으로 인해 중요한

역사적인물들이백제의역사에가려관심밖으로묻혀버렸기때문이아닐까한다.

이러한현상은현재까지도그대로이어지고있다.



머 리 말

부여 출신은 아니지만 부여와 관련하여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긴 선현들이 있

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과 매월당(梅

月堂) 김시습(金時習: 1435～1493)이다. 이들과 관련한 역사적 현장이 만수산

(萬壽山) 무량사(無量寺)인것이다.

최치원과 김시습은 우리나라에서 유⋅불⋅도 삼교의 회통론자(會通論者)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서, 상하조응(上下照應)하는 관계에 있다. 도선가(道仙家)에서

도 이들 양인은 도맥(道脈)을 전해주고 전해 받은 위치에 있다. 사상적으로 이처

럼 중요한관계에 있는 그들이함께 만수산 무량사에 묻힌 것은우연한일로 치부

할것만은아니다.



머 리 말

이와 함께 1993년 부여 능산리에서 발굴된 백제금동대향로는 일찍이 최치원이

증언한 사상인 풍류도의 실체를 뒷받침할 중요한 자료이다. 최치원은 일찍이 ｢난

랑비서(鸞郞碑序)｣에서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고 한다’고

하였으며, 이 풍류는 유⋅불⋅도 삼교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형

성된것으로, 삼교의핵심을포함하고있는우리민족의고유사상이라고하였다.

그런데, 백제금동대향로에는 최치원이 풍류의 내용으로 설명한 ‘포함삼교(包含

三敎), 접화군생(接化群生)’ 여덟 글자의 이상이 담겨 있어, 우리 상고시대부터

내려온고유사상의실체는물론삼교회통, 삼교일치론의사상적연원을살피는데

큰도움을준다. ‘삼교회통’의이념을조형물로형상화한역사적유물이백제의고

도 부여에서 출토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시사하

는바크다고하겠다.



머 리 말

다음은필자가 ‘무량사와김시습’이라는주제로읊은한시들이다.

연대순으로살핌으로써양자의관계를이해하는데도움이되도록한다.

尋訪無量寺

-與住持淨德上人談笑, 而親見雪岑齒牙舍利-

綠碧靑黃可愛山 雨花宮中破愁顔

一碗香茶僧語澹 正是浮生半日閒

雪岑舍利想淨光 白蓮一朶大且剛

平生定力凝聚此 精靈不昧日月長

1. 무량사를찾아가다 (2019. 5. 23)

- 주지정덕스님과담소를나누고김시습의치아사리를친견하다 -

갖가지빛깔의만수산사랑스러운데

우화궁(雨花宮)에서 모처럼시름덜었네

한잔의향기로운차, 담박한스님의말씀

바로 ‘부생의반나절한가함’이런가

설잠(雪岑) 사리보며

정광여래(淨光如來) 상상하였네

한송이흰연꽃, 크고단단도하여라

평생정력(定力)이이사리에뭉친듯

어둡지않은정령, 일월처럼영원하리



머 리 말

다음은필자가 ‘무량사와김시습’이라는주제로읊은한시들이다.

연대순으로살핌으로써양자의관계를이해하는데도움이되도록한다.

訪臨水臺畔梅月堂址

-在于扶餘無量寺域內 梅月堂金先生嘗留焉-

臨水長枝春日榮

梅花得月此堂名

苦心放跡非攸願

無路招魂痛惜情

2. 임수대곁매월당터를찾다 (2020. 4. 26)

- 부여무량사경내에있다. 매월당김선생이이곳에서머물렀다-

봄날물가의긴가지

꽃을활짝피웠겠지

매화가달을만남이

이당(堂)의이름일테고

괴로운마음, 떠돌던발자취

스스로원한일이었겠나

매향(梅香)으로초혼할길없어

슬프고아쉬운마음뿐이네



머 리 말

다음은필자가 ‘무량사와김시습’이라는주제로읊은한시들이다.

연대순으로살핌으로써양자의관계를이해하는데도움이되도록한다.

訪拜雪岑大師浮圖塔

- 雪岑齒牙舍利 今別置寺中-

何事雪岑到此地

祖師來意欲將示

古龕無主殘苔蒼

猶有喬松含晩翠

3. 설잠대사부도탑을배알하고 (2020. 4. 26)

- 설잠의사리탑은지금절의경내에따로안치되어있다-

설잠대사무슨일로

이곳에오셨을까

달마가서방에서온뜻을

보여주려함이렸다

옛부도에주인은없고

남은이끼만푸릇푸릇

그래도교송한그루가

만취(晩翠)의뜻품고있다



머 리 말

무량사주차장못가서극락교(極樂橋)가있다. 이다리를건너 100m 쯤가면무

량사 부도군(浮圖群)이 나온다. 그 곁에 무진암(無盡庵)이 있다. 부도군의 어른

은 설잠대사 김시습이다. 김시습부도탑은 김시습의삼년상을 마친 1495년(연산

군 1) 5월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시기까지 약 440년간 잘 내려왔으

나 1929년 6월 29일, 폭우와 강풍의 피해를겪은 뒤 사리의 유실을 염려하여 조

선총독부박물관부여분관으로옮겼다한다.

광복 뒤에도 계속 돌아오지 못하다가 2017년 7월, 마침내 무량사로 귀환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문화재제자리잡기운동 관계자들의 노고가 컸다. 2020년

10월, 절 안에 모양이 같은 사리탑을 새로 만들어 봉안하였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시습 치아사리의 수난이 마음 아프다. 근대 불교의 수난사를 말해주

는듯하다.



Ⅱ .  김시습이 무량사로 온 이유

율곡(栗谷) 이이(李珥 : 1536～1584)는 선조 임금의 명령으로 ｢김시습전(金

時習傳)｣을찬술하였다. 그끝자락에다음과같은내용이있다.

홍치(弘治) 6년(1493)에홍산무량사에서병들어누웠다가삶을마치니나이 59세였다.

유언으로화장하지말라하여임시로절곁에묻었다. 3년뒤에장사지내려고그빈소(殯所)

를여니얼굴빛이산것같아서중들이놀라감탄하며모두들부처라하고, 끝내그교(敎)의

다비(茶毘)의예식대로하여, 그뼈를모아부도(浮圖)를만들었다.

(율곡전서 권14, 27a, ｢金時習傳｣)

조선전기의대학자매월당김시습이무량사에서말년을보내다가입적한것은잘

알려진사실이다.



김시습이무량사에있을때지은시문이적지않을것으로생각되지만, 현재분명

한것은그리많지않다. 이가운데시한수를소개한다.

春雨浪浪三二月

扶持暴病起禪房

向生欲問西來意

却恐他僧作擧揚

봄비가계속하여 2, 3월에내리는데

모진병에도몸부지하여선방에서일어났네.

삶을의욕을가지고달마가서방에서온뜻을(祖師西來意)를묻고자한데

도리어다른중들이칭찬하여높일까두렵다.

(梅月堂詩集제7권, 2b, ｢無量寺臥病｣)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라 말의 대석학 최치원이 호서

(湖西) 지방을유력(遊歷)하다가세상을떠난뒤 ‘홍산극락사(極樂寺) 뒤편산기

슭’에묻혔다는사실이다. 역대문헌을상고할때홍산에는극락사란절이없지만,

무량사가예로부터호서의명찰가운데하나였고, 또그주된건물이극락전(極樂

殿)인점을감안할때극락사는곧무량사일것이다.

Ⅱ .  김시습이 무량사로 온 이유



돌이켜 볼 때 조선 말기에 이르면 최치원의 묘소에 대하여 언급한이들이 등장한

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풍석(楓石) 서유구(徐有榘: 1764～1845)와 오주

(五洲) 이규경(李圭景: 1788～1856)이다. 먼저 서유구는 ｢교인계원필경집서

(校印桂苑筆耕集序)｣에서

Ⅱ .  김시습이 무량사로 온 이유

공은국신사(國信使)에 충원되어고국에 돌아와헌강왕과정강왕을섬겼으며, 한림학사병

부시랑이 되었다가 외직으로 나가 무성태수(武城太守 : 太山郡太守)가 되었다. 진성왕 때

가족을 이끌고 강양군(江陽郡 : 합천) 가야산에 들어가 생애를 마쳤다. 호서의 홍산(鴻山)

에장사지냈다. 어떤사람들은공이우화등선(羽化登仙)했다고들하는데, 이는잘못이다.

(계원필경집 서문 “…… 充國信使東歸, 事憲康王定康王, 爲翰林學士兵部侍郞, 出爲武城太守. 眞聖

時,挈家入江陽郡伽倻山, 以終焉. 葬在湖西之鴻山, 或謂公羽化者妄也.”)

고하였다.



또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 <동국금석(東國金石)> ‘최치원묘비’ 

(林園十六志 怡雲志권5 <藝翫鑑賞> 附東國金石 ; 민속원영인본제5권, 2005, 364쪽) 조에서도

‘묘재홍산설(墓在鴻山說)’을부연하고있다.

Ⅱ .  김시습이 무량사로 온 이유

崔致遠墓碑【三韓金石錄】額孤雲自筆, 陰記崔興孝, 書在鴻山極樂寺後【評】陰記鍾體拙

 삼한금석록 을 인용하여 ‘최치원 묘비의 제액(題額)은 최치원의 자필이며 음

기는조선초기의명필최흥효가쓴것이다’고 하면서 ‘글씨는 종요(鍾繇)의서체

로 고졸(古拙)하다’고 하는 평까지 구체적으로 곁들였다. 서유구가 인용한  삼

한금석록은오경석(吳慶錫 : 1831～1879)이철종 9년(1858)에펴낸것과동

명이서(同名異書)로보인다.



Ⅱ .  김시습이 무량사로 온 이유

그런데 이 책을 인용한 데 이어 비문 글씨에 대한 평까지 곁들인 것을 보면, 단순

히전문(傳聞)에의한것은아니고, 실제로비문의글씨를보았을가능성이있다.

(비의음기를조선초기의서예가月谷崔興孝가썼다고하는것에대해의문을표하는분도있는듯하다.

최흥효가강릉의 ‘崔參判致雲碑’를 쓴 적이있는데, 이최치운의비를최치원의비로혼동하였을 가능성

이있다는점에서이다. 그러나이것은서유구의학자적자질을과소평가한것이아닌가한다.)

비문 글씨를 직접 보았다면 최치원의 묘소가 있었다는 설은 신빙성이 높은 것이

라고생각된다.

오주이규경역시 ｢최치원사적변증설｣에서서유구와똑같은주장을하고있다.

다만, 최치원이신선이되어승천했다는설을의식한듯, 홍산현에있는최치원의

무덤이진짜무덤이 아니고, 그의학덕을기리는후학들이만든무덤일 수도있다

는의문을던지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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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무성태수(武城太守)로나갔다가스스로불우(不遇)를개탄, 가족들과함께강양군

가야산에 들어가 일생을 마쳤다. 묘는 호서의 홍산현 극락사 뒤에 있다(夾註 : 비가있는데碑

額은공의 자필이고 陰記는崔興孝가썼다). 세상에서는 공을 선학(仙學)의 원조라 하여 선학을

수련, 신선이 되어 갔다고 하는데, 홍산현에 있다는 묘는 마치 교산(喬山)에 황제(黃帝)의

묘가, 주질(盩厔)에노자(老子)의묘가있다는이야기와같은것이다.(李圭景,  五洲衍文長箋

散稿 권49, ｢崔文昌事蹟辨證說｣)

그렇다면, 서유구와 이규경은어떤연유로이처럼한 입에서 나온것과같은 주장

을하게되었는가. 그이유는두사람이최치원의  계원필경집을간행하는일에

동참한데서찾을수있다. 이규경이  계원필경집을간행하는역사적인일에교

열과 감독의 책임을 맡아 동참하게 된 것은 그가 실학자 청장관(靑莊館) 이덕무

(李德懋: 1741～1793)의손자로 ‘박학군자’의일컬음이있었을뿐만아니라, 서

유구의집안과상호세교(世交)가있었기때문이라고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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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살펴본것과같이서유구⋅이규경의학자적자질이나최치원에대한향모심,

관심도등에비추어볼때, 최치원의묘가극락사뒤편에있다는설은단순히소문

을듣고이를문적(文籍)에올린것으로보기는어렵다고생각한다.

앞에서말한 홍산현극락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홍산현 <불우(佛宇)>

조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홍산(夾註 : 지금은행정구역상부여군외산면에속함)의 명찰인

만수산 무량사가 아미타불(阿彌陀佛)을 주존(主尊)으로 모시고, 또 법당 이름이

‘극락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서유구나 이규경이 말하는 홍산 극락사는 바로 무

량사를가리킨것이라고보아틀림이없을것이다.



Ⅱ .  김시습이 무량사로 온 이유

최치원의 묘가 홍산에 있다는 설에 주목하고, 묘소를 찾기 위해 노력한 인사로는

국립부여박물관장을 지낸 고 연재(然齋) 홍사준(洪思俊: 1905～1980) 선생을

먼저꼽아야할듯하다. 그는 ‘최치원의 묘소가홍산 모처에있다’는 말을 전교육

장을 지낸 이만승(李萬承) 씨 등 부여군 홍산면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직 접 들은

바있다고하면서묘소를찾기위해상당히노력했음을밝힌바있다. 그가남긴논

고일절을인용하기로한다.

서기 1971년도 무량사 석탑을 보수할 때필자가 공사 책임을 맡고동사(同寺)에이순(二旬)을 체재(滯在)한 일이 있었

다. 그때지방인부에게 극락전서편영산전(靈山殿) 후측(後側)에고총(古冢) 유무를알아본일이있었는데, 부락인부

의 말이 고분 1기가 있는데, 지금도그 위를 굴러보면 ‘쿵쿵’ 소리가 난다는 말에서 가보았으나, 그 때는 여름이라 초목이

무성한잡초로되어서확인을못하였고, 다만이후비석편(碑石片)이있을것을당부하여주의를기울리라는말만부탁을

하였으나, 그후 비편을 찾았다는 전신(傳信)을듣지 못하였다. 영산전후록(後麓)은만수산으로, 표고(標高) 575m, 동

방을 면(面)해서산록이 완만한 5～6000평의산전(山田)이되나무량사의 주맥을 이루고 있다. 조선조영⋅정조 시대까

지도최치원자필(自筆)의비문을중히알고서비석위치를  금석총목(金石總目) 에 기록하였으나, 어느때인가이비

석이 유실(流失)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묘소마저 그 위치를 잃게 되며, 그 묘소의 유무조차 후세에 전하지 않게 됨은 유감

이아닐수없는것이다. 그래서묘소와묘비는고고학적인발굴조사에맡길수밖에없는오늘의형상이라하겠다.

(홍사준, ｢최치원선생의일생｣,  향토연구 제7집, 충남향토연구회, 1985,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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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사준선생은최치원의묘소가홍산에있다는말과관련하여, 최치원이고

종명(考終命)한 곳이 합천 가야산이라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해석하였다.

종신(終身)은 합천에서, 묘는 홍산에 있다는 말에는 합천과 홍산의 거리로 보나 당시 교통

수단을 생각할 적에불가능한점이 있어서, 강양군(江陽郡: 합천)의가야산이 아니고, 혹은

예산군 고덕(古德)의 가야산이 아닐까도 추측되며, 서산(瑞山)과 예산군 고덕과를 연(連)

한가야산의북맥(北脈) 상왕산(象王山)의보현사(普賢寺)(夾註 : 普願寺의잘못인듯함)에서

종신한것을, 가야산은예산가야산보다도합천의가야산이유명하고, 고운선생이입산하였

다는데서합천으로오기(誤記)하였던것이아닐까생각되는것이다.

(홍사준, 위의글,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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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준 선생의 말대로 충청도 가야산 부근에는 최치원의 유적지로 알려진 곳이

적지않게있다. 먼저서산은신라시대부성군(富城郡)으로서진성여왕 7년(893)

무렵, 최치원이 부성군 태수로 있었음은 삼국사기 열전이 증명한다. 현재 서산

시 운산면 용현리 상왕산(象王山)(夾註 : 가야산이라고도불렸다한다. 湖山錄 <山川>조)에

있는 보원사는 최치원 당시에 강당사(講堂寺)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이곳에서 최치원이 세상을 떠났다고도하며, 최치원이 짓고 김생(金

生)이 쓴 강당사비가 있다고 한다. 김생은 최치원보다 앞선 시기의 인물이므로,

집자(集字)한글씨일수있다. 위인용문에서홍사준선생이 ‘상왕산보원사’를언

급한것은이러한사정을염두에두고한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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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령 남포(藍浦)의 성주사(聖住寺)는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이며

최치원이 비문을 찬한 대낭혜화상 무염국사의 주석지(駐錫地)로 유명한데, 이곳

에도 최치원의 말년 행적과 관련한 전설들이 전해온다. 보령 성주사와 홍산 무량

사는산봉우리하나를사이에두고동서로 15리미만의거리에있다.

이 뿐만 아니라 무량사와 가까운 홍성 장곡면 일대에도 최치원의 유적지로 전해

지는 곳들이 있어 세인들의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최

치원이호서지방에서세상을떠났고, 또 그의 묘소가 홍산무량사에있다는것은

꼭 전설상의일로치부할일만은아닐듯하다. 앞으로연구할가치가 있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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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산 무량사는 단순히 김시습이 만년에 머물다가 세상을 떠난 사찰이 아니다.

김시습이사상적으로가장흠모했던최치원이그곳에묻혀있으며, 자신의사상적

고향인최치원의발자취를찾아전국을떠돌던김시습이거기에머물러수도하다

가그자신역시그곳에묻힌것이다.

최치원의묘소가무량사뒤편산기슭에있다고한것은, 조선말기의실학자인풍

석 서유구와오주이규경이마치한 입에서 나온것처럼일치되게증언하였다. 그

들의학문 성향이나 학자적 위치에비추어볼 때, 이것은예로부터방간에전해오

던 풍설(風說)을 그대로 채록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부여군이나 관계 당

국에서는고고학적발굴을시도해야할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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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백보를 양보하여 최치원의 묘소가 이곳에 있지 않고 전설에그친다고 하더

라도, 왜 이곳에 묘소가 있다는 전설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파헤치는 작업도 중요

하다고본다. 김시습이무량사에온것은, 최치원과김시습의사상적맥락에비추

어볼때, 최치원의사상적고향을찾아온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 양자간의사상

적 맥락은 최치원의 묘소가 무량사 뒤편에 있건 없건 관계없이 계승되는 데는 변

함이없다고할것이다.

고운 최치원과 매월당 김시습은 부여 출신은 아니지만 부여와 관련하여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긴 선현들이다. 그 역사적 현장이 만수산(萬壽山) 무량사(無量

寺)인것이다. 사상적으로이처럼중요한관계에있는그들이함께만수산무량사

에묻힌것은우연한일로치부할것만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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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이이는김시습의학문과사상에대하여 ‘심유적불(心儒跡佛)’, 즉 겉으로는

승려인데속으로는유학자였다고하였다. 그러나김시습은유가는물론불가와도

가의이론에도 해박했던 천재적인철학자요 사상가였다. 불교의 경우, 조동오위

요해(曹洞五位要解)와같은저술을남길정도로선(禪)에조예가있고, 화엄일

승법계도주병서(華嚴一乘法界圖註幷序)에서보는바와같이화엄사상을 ‘선’의

관점에서이해하는독특한면이있어일가를이루었다고평할만하다.

도가사상 및 도교의 경우, 유교의 현실주의･합리주의에 입각하여 비판적 경향을

취하기도 했지만, 사실 김시습의 일생을 보면 노장(老莊)의 고답적인 은일사상

(隱逸思想)에몰입했던경향이적지않고, 도가사상및도교에대한관심이나이해

의 폭이 상당히 넓었다. 선도(仙道)에 대해서도 그 대체를 인취(認取)하고 큰 관

심을가졌으며, 후일우리나라도맥(道脈)의중조(中祖)로받들어지기도하였다.



Ⅲ .  김시습의 학문과 사상 ,  그리고 그 전통

1. 三敎會通의역사적맥락과최치원⋅김시습의위치

고운 최치원은 유⋅불⋅도 삼교가 극점에서 하나로 회통된다는 ‘삼교회통론(三敎

會通論)’의 선구자로 자리매김된다. 그는 ‘삼교’라는 주형(鑄型)을 가지고 우리

고유사상의 실체를 해석하였고, 그 자신이 풍류도(風流道) 구현자(具現者)로서

의 생애를 삶으로써, 각 종교간의대립과갈등을해소시키는데지대한 구실을 하

였다. 이 뿐만 아니라, 민족주체의식과 문명지향의식의 측면에서도 후대에 적지

않은영향을끼쳤던것으로보인다.

(최영성,  최치원의철학사상 , 아세아문화사,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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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최치원을 사숙(私淑)하거나 그의 사상적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고려시대에 삼교가 서로 큰

갈등이나 대립 없이 공존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문헌이 인멸됨이 심하여 제대로

살피기 어려운 난점은 있다. 조선시대의 경우는 유교, 특히 성리학의 전성기였으

므로, 최치원이 불교와 도교를 섭렵했던 사실 자체가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었고,

최치원의유학사상역시도학(道學)이아니라하여보잘것없는것으로폄하되었

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그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않은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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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원의 사상은 위로는 삼교에 밝았던 원효(元曉)와 같은 선학(先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원효의삼교관에대해서는柳承國, ｢신라시대에있어서儒⋅佛⋅道삼교의교섭에

관한연구｣, 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제35집, 1996 참조) 그자신은후대에백운거사

(白雲居士) 이규보(李奎報), 매월당(梅月堂) 김시습(金時習), 청허당(淸虛堂)

휴정(休靜), 연담(蓮潭) 유일(有一),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일부(一夫) 김

항(金恒) 등 삼교회통 내지 조화를 주장하는 학자, 종교인들에게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북학사상에도 그 선구적 구실을 함으로써 독특한 사상적

맥락을 이루었다. 이 뿐만 아니라, 최치원은 한국도교사에서 우리나라 도맥(道脈)

의 중추적인인물로 받들어지고있는데, 이는 자료에 따른사실성여부를떠나사

상사적으로적지않은의의를지니고있는것이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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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충청도 연산(連山) 출신의 철인(哲人) 일부(一夫) 김항(金恒 : 1826～

1898)은 정역(正易)에서다음과같이읊은바있다.

道乃三分理自然 도가곧셋으로나뉘니이치상자연스러운것

斯儒斯佛又斯仙 유교가있고불교가있고선도가있는것을

誰識一夫眞蹈此 내가진정으로이경지에있는것을뉘라서알리

无人則守有人傳 아무도없거든내가지킬것이요있거든전해주리라

(金恒,  正易 20면 ｢无位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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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부자신의종교적경지가삼교를한데아우르고있다고밝힌것으로보아, 그

역시 최치원으로부터 비롯되는 ‘삼교회통’의 사상적 맥락에 포함시킬 수 있을 듯

하다. 이처럼 최치원을 정점(頂點)으로 하여 이어지는 일군(一群)의 학자・사상

가들이독특한사상적맥락을연면히이루어왔던것이사실이고보면, 이들을 ‘고

운학맥’또는 ‘최치원라인’이라할수도있음직하다.

이 가운데 매월당 김시습의 경우를 보면, 김시습은 최치원과 마찬가지로 유교를

체(體)로 하여 삼교에 두루 통달했으며, 유교의 입장에서 불교의 화엄과 선(禪),

그리고 도선사상(道仙思想)을 이해하였다. 우리나라 도맥(道脈)의 중추적 인물

로 받들어져온 것도 최치원의 경우와 같다. 이 뿐만 아니라, 삶의 발자취 또한 두

사람이 너무도 비슷하다. 실제 역대로 많은 사람들이 최치원과 김시습의 사상적

맥락여하에관계없이두사람이전호후응(前呼後應)하는관계에있었던것으로

인식해왔다는점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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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습의사상과발자취는언뜻보면유⋅불이뒤섞여종을잡을수없는듯하지만,

율곡 이이가 ‘심유적불(心儒跡佛)’이라 지적한 것처럼 그의 학문적 본령은 어디

까지나 유학사상이었던 것이다. 이이는 김시습의 학문 경향과 그 경지에 대해 다

음과같이말하였다.

도리(道理)에 있어 비록 완미하고 탐색하며 존양(存養)하는 공부는 적었지만, 탁월한 재능과 지혜로써

이해하였으며, 횡담수론(橫談竪論)하는 것이 대부분 유가(儒家)의 종지(宗旨)를 잃지 않았다. 선가(禪

家)와도가(道家)에대해서도역시대의를알았으나, 그병통의근원을깊이탐구하였다. 선어(禪語) 짓

기를 좋아하여 현묘하고 은미한 뜻을 발휘 천명하되, 날카롭고 훤해서 막히는 것이 없었으므로, 비록 노

석명승(老釋名僧)으로선학(禪學)에조예가깊은사람이라도감히그칼날을당해내지못하였다.

(율곡전서 권14, 24b ｢金時習傳｣ “於道理雖少玩索存養之功, 以才智之卓, 有所領解, 橫談竪論, 多不

失儒家宗旨. 至如禪道二家, 亦見大義, 深究病源. 而喜作禪語, 發闡玄微, 穎脫無滯礙, 雖老釋名髡, 深於

其學者, 莫敢抗其鋒. 其天資拔萃, 以此可驗.”)

이것은최치원의행장(行狀)을방불케하는것으로서, 양현(兩賢)의학문적경지

와발자취가흡사함을보여준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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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김시습이 최치원의 사상적 맥락을 계승하였을것이라는

추정을가능하게한다. 그가학문적⋅종교적으로 그리던이상적인 경지는저유명

한 ‘호계삼소도(虎溪三笑圖)’를가지고대변할수있거니와, 남염부주지(南炎浮

州志)에나오는다음의대목이상징적으로보여주는것이아닐까한다.

박생(朴生)은 성질이 순박하고 후(厚)했으므로 불승(佛僧)들과 사귀게 되었는데, 한유(韓

愈)와태전(太顚) 사이, 유종원(柳宗元)과손상인(巽上人) 사이같은분도두세분있었다.

불승들 역시그를문사(文士)로써 사귀게 되니, 혜원(慧遠)과 종병(宗炳)⋅뇌차종(雷次宗)

사이, 지둔(支遁)과왕탄지(王坦之)⋅사안(謝安) 사이처럼막역지우(莫逆之友)로지냈다.

(金鰲神話 卷下, ｢南炎浮州志｣ “成化初, 慶州有朴生者, 以儒業自勉, 常補大學館. ⋯⋯ 而以淳厚, 故與

浮屠交, 如韓之顚, 柳之巽者, 不過二三人. 浮屠亦以文士交, 如遠之宗雷, 遁之王謝, 爲莫逆友.”(東京 楳

月堂板, 明治 17년, 1면)

梅月堂詩集권9, ｢感懷｣에서도 “我愛惠遠公, 結社東林寺. 時有宗雷輩, 從遊常奉侍”운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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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시습의최치원追從

앞서말한바와같이김시습은 ‘삼교회통’이라는측면에서최치원의학맥에속하

는인물이다. 그는일생토록최치원을사모하였으며, 서로비슷한삶을살다갔다.

최치원이세상에대해실의(失意)한 뒤 ‘청산에 한번 들면다시는세상에나오지

않겠노라’(一入靑山更不還)는 시를 읊고 전국을 유랑한 것과 같이, 김시습 역시

관서⋅관동⋅호남⋅관동 등 전국 각지의 명승지를 탐방하고 기행시들을 묶어 ‘사유

록(四遊錄)’을 엮었다. 김시습은 단종의 손위(遜位) 이후 전국을 방랑하다가 31

세 되던 해 최치원이 태어나서 활동하였던 경주의 금오산(金鰲山)에 금오서실을

짓고 일생을 마치고자 하였으며,(김시습과경주와의 관계에대해서는설중환, ｢매월당김시습

과경주｣, 慶州史學제16집, 경주사학회, 1997 참조)

이어금오산남쪽에있는용장사(茸長寺)에수년동안기거하면서 금오신화(金

鰲新話)를집필하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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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한뒤유⋅불⋅도삼교의경계를넘나들면서세속사의모든기속(羈束)으로부

터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하였던 것 역시 최치원의 말년 행적과 흡사하다. 더욱이

김시습은최치원의무덤이있다고전해지는홍산무량사를찾아그곳에서세상을

떠났다.

김시습은 전국을 돌면서 최치원의 발자취를 찾았고, 최치원의 유적지에 들러서

는 시를남기기도하였다. 아래소개하는첫 번째시는최치원이가족들을데리고

입산은거했다고하는해인사에 들러 그가 글을읽던 바위와 바둑두던건물을 보

고 감회에 젖어 읊은 것이고, 두 번째 시는 신라 멸망을 지켜 보았던 포석정(鮑石

亭)에서 풍류진진(風流津津)하였던 옛 광경을 그려보며, 그런 풍류는 가야산 골

짜기에서선려(仙侶)를모아술마시며망형(忘形)의경지에들었던최치원과비

교할수없다고강조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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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巖碁閣何人住 독서하던바위와바둑두던전각에누가살았나

(원주 : 卽孤雲所遊之處)

風伯桐孫偶共談 바람과오동나무가지가우연히함께말한다.

客裏計程仍不寐 나그네심사, 갈길헤아리느라잠못이루는데

夜深蘿月照松龕 밤이깊자나월(蘿月)이소나무곁감실(龕室 : 탑)을비추네. 

(매월당시집제11권, 20a, ｢海印寺｣)

會稽修禊飮蘭亭 회계산에서계제사지내고난정에서술을마신

千古風流事已冥 천고의풍류는이미아득한일이라.

何似孤雲聚仙侶 고운이신선모아그들과짝하여서

伽倻洞裏飮忘形 가야산에서술마시며무아의경지에드는것과어찌같으랴. 

(매월당시집제11권, 20b, ｢流觴曲水舊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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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시는 최치원의 무너진 옛 집(上書莊인 듯)에 들러 쭉쭉 뻗은 무성한 대나

무를보며세월의무상함을슬퍼한것이다.

圖書只在故山房 도서는모두옛산방에있어서

千里遼程意渺茫 천리머나먼길마음이아득하고망연할뿐

朴氏舊城多野草 박씨의옛성에는들풀만이무성한데

崔公廢宅有脩篁 최공(孤雲)의무너진집에는대나무가무성하구나. 

(매월당시집제2권, 13a, ｢偶題｣)



Ⅲ .  김시습의 학문과 사상 ,  그리고 그 전통

이처럼 최치원을 향모했던 김시습이었기에, 그가 전국의 명승 유적을 돌면서 홍

산에최치원의묘소가있다는말을듣지못했을리없다고본다. 그에게있어최치

원의묘소가실재하느냐의여부는그렇게중요한것이아니었을것이다.

실재가 아닌 전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

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만년에 이르러 최치원의 발자취가 남은 무량사에 머

물면서그곳에서삶을마감하였을것이다. 무량사에김시습의부도와영정이있는

것도최치원과관련이있는것이라하겠다.

고운(孤雲)과매월(梅月)! ‘구름에달이가듯’, 전호후응(前呼後應)하는한쌍의

좋은 짝이라고 생각된다.(김시습이남긴시가운데 ‘외로운구름’, 즉孤雲이란말이유달리빈번

하게등장하고, 자신을자주 ‘孤雲獨鳥’(獨鳥孤雲)에비유한것은보통으로보아넘기기어렵다.) 비록

최치원과김시습사이의사상적맥락을밝혀줄시원한단서가 매월당집에명백

히 보이지는 않지만, 기록이 없다고 해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집

이외의여타자료에서증언하고있는바를무시해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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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습과 율곡 이이와의 관계를 논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이와 김시습의 관

계는 율곡전서에 실린 내용으로만 보면, 명증할 만한 것이 없다. 이이가 선조

(宣祖)의 명을 받아 ｢김시습전｣을 찬하였다는 사실을 중시할 수도 있지만, 보는

이에 따라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이가지은 시구 가

운데 “나의 전신은 정녕 김시습일 것이요, 금세에 도로 가낭선(賈浪仙 : 賈島)이

되었구나” (숙종실록, 26년 2월 26일辛卯條를보면, ｢初出山贈沈景混｣이란제목을가진이시에

대한위작시비가있다. 율곡전서에는실리지않고, 허균의 國朝詩刪권6에처음실렸다고하는데(

靑丘風雅⋅國朝詩刪, 아세아문화사영인, 1983, 526쪽), 사실이시를처음말한사람은서애유성룡이

다. 그러나, 진위여부를떠나이시를통해이이가 ｢金時習傳｣을찬하게된이유와사정을짐작할만하다.

賈島는처음에佛門에들어법호를無本이라하였다가환속하여進士가되고長江主簿를역임했다. 柳成

龍, 雲巖雜錄, <李叔獻> “李珥字叔獻, …… 有前身定是金時習, 今世還爲賈浪仙之句”(대동야승, 제

55권, 조선광문회본, 113쪽)라고 읊은 대목이 있다. 이 시가 비록 문집에는 실려 있지

않고또짧은한구절의시에불과하지만, 이시를통해양자의사상적맥락은확실

히증명된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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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사는조선중기까지천년고찰로그명성을떨쳤다. 16세기부터는말년의김

시습이 살다가 뼈를 묻은 곳으로 더 유명하였다. 척불(斥佛)을 외치던 유자들이

이곳을 많이 찾았다. 무량사가 어느새 청은(淸隱), 청절(淸節)의 성지로 인식되

었다. 이상 본론에서 논한 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함으로써 맺음말에 갈음하기로

한다.

1. 김시습이무량사에들어온기록을보면 ‘1492년 8월을전후한시기’(｢수능엄경발문)｣

가가장분명한것으로확인된다. 그는이듬해 3월 13일이곳에서세상을떠났다.

2. 당시화엄대사[華嚴師]로이름있던지희(智熙)가 1487년이래, 수능엄경, 묘법연

화경 등을 무량사에서 간행하는 과정에서 김시습에게발문을 청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

어무량사에들어온것으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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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시습은 무량사에 잠시 머물다 갈 생각이 아니었다. 그는 이곳에서 삶을 마치겠노라는

요량으로들어왔다. 김시습은세상을떠나기전에사실상의임종게인 ‘무량사와병’ 시를남

겼다. 또스스로초상화를그리고자찬(自贊)을지었으며, 죽은뒤에화장을하지말라는유

언을남겼다. 이런것들을보면, 죽음을앞두고차근차근준비를했음이분명하다.

4. 김시습이무량사에서삶을마치고자한데에는사상적연고도있었다고본다. 무량사영

산전뒤편에고운최치원이무덤이있다는전승(傳承)과도무관하지않을것이다. 최치원은

김시습의사상적연원이다.(최영성, 고운최치원의철학사상, 501-502쪽참조) 유⋅불⋅도삼교

의 회통(會通)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사상사에서 최치원과 김시습은 전호후응(前號後

應)하는관계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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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량사사역권(寺域圈)인임수대쪽에매월당이있었고여기서김시습이머물었음이후

인들의시편(詩篇)을통해밝혀졌다. 임수대는김시습을기리기위해세운건축물로추정된

다. 김시습의 삶의 공간이었던 매월당은 김시습의 분신이나 다름이 없었다. 수락산 매월당

→금오산매월당→만수산매월당순으로이어지면서역사에그이름을굵게남겼다. 매월

당이김시습의아호처럼널리알려진것은이때문이다.

6. 매월당은김시습이무량사에온뒤건립된것같지는않다. 김시습의주석(駐錫)을청한

지희가미리마련해놓고기다렸을가능성이높다. 그건립기점은 수능엄경의판각이있

었던 1487∼1488년 무렵으로 추정한다. 무량사 매월당은 김시습의 청은(淸隱), 청절(淸

節)의 상징적 공간이자 신후(身後)의 일을 구상했던 최후의 공간이다. 무량사에 매월당이

있었다는 사실은 무량사 역사를 기술하면서 적극 부각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매월당의 복

원문제까지심도있게논의되어야할줄안다.(지난 2007년에김시습이머물렀다고전하는 ‘淸閒

堂’이새로지어졌다. 고증을거쳐복원되었다고하는데, 건물터고증, 명칭고증등이제대로이루어졌는

지는아직확인하지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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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시습의부도는 1495년 5월이후, 즉삼년탈상이끝난뒤현재의 위치에 조성되었다.

원 위치와 현재의 위치가 같음은 후학들의 시편이 뒷받침한다. 김시습 이외의 부도 주인공

에대해서는그들의행적을알길이없다. 김시습과의사상적정신적연관관계를밝힐자료

역시현재로선찾을길없다.

한편부도전의주인공가운데한사람인능허당(凌虛堂) 처영(處英) 스님이민간에서뇌묵

당(雷默堂) 처영 스님의 부도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그야말로 동명이인(同名異

人)이다. 뇌묵당은 16세기, 능허당은 17세기사람이다. 현재뇌묵당처영의부도는그소재

를알수없다.

끝으로, 무량사가 옛 명성을 되찾기를 기대한다. 조선 중기 학술 문화와 정신사

(精神史)를주도했던유수(有數)한사찰이었던만큼그전통을현대에도계승발

전시켜나가야한다고생각한다. 한편으로, 무량사와김시습관련사료가다수발

굴되어현대판 무량사지(無量寺誌)를편찬하는데도움이되기를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