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3 No. 1, March 2020, pp.4~23.
Copyright©2020,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doi.org/10.22755/kjchs.2020.53.1.4

본 소고(小考)는 우리의 문화재인 수막새의 보편적인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특히 “신라의 미소” 수막새의 존재론

적 의미 해석에 천착해 본다. 또 여기서 읽는 선악의 문제를 철학의 보편적 문제와 결부시켜 고찰해 본다. 선-악의 문제

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삶과 역사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철학과 윤리 및 종교의 주제임에 틀림없을 뿐만 아

니라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심층 문제다. 중세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의 근원에 대해 깊이 천착했으며 나름

대로 그 물음에 응답했지만, 결코 그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말하자면 악의 근원

에 대한 형이상학적 물음은 늘 열려있는 것이다. 셸링도 악의 근원 문제에 골몰했는데, 그는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

(menschliche Freiheit)”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타진하였다. 그러나 니체는 소크라테스와 기독교로부터 전승된 도덕을 

“낙타의 도덕”이라고 폄하하면서 “선악의 피안(Jenseits vom Gut und Böse)”에 거주할 것을 주장한다. 본 소고(小考)에

서는 선악이 우리의 손에 잡히든 혹은 잡히지 않든 “즉자-존재(an-sich-sein)”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선

악 사이의 싸움은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 및 인간의 운명과 철저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피안적인 것이라고 하기 보

다는 차안적이라는 것을 밝힌다. 차안적인 선악 사이의 끝없는 싸움은 인도 사상과 종교의 영향을 받은 발리의 “바롱댄

스”에도 잘 드러난다. 우리에게 전승된 얼굴무늬수막새도 다른 종류의 수막새와 마찬가지로 기왓골 끝을 단단하게 마감

하는 건축학적 의미를 지닌 장식적 의미도 갖지만, 수호와 벽사(辟邪)의 의미도 갖고 있다. 벽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

은 악이 곧 이 세상에 엄존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불가항력적인 악

의 존재에 대처하는 여러 민속적인 방식들을 타진해보고, 특히 악에 대처하는 얼굴무늬수막새인 “신라의 미소”를 통해 

악귀에 대응하는 신라인들의 기상천외한 창조적 발상을 고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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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 수막새의 의미

주지하다시피 “신라의 미소”로 알려진 얼굴무늬수막

새는 보물 제2010호로 지정되었는데, 기왓장 하나가 어

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물론 그 문화적, 역사적, 미학적 관점에서도 수막새의 위

상을 읽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철학적인 의미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신라의 미소” 수막새도 다른 수막새들과 마

찬가지로 보편적인 의미, 즉 기왓골을 단단하게 마감하면

서(건축학적 의미) 외부로 돌출된 경계에 자리 잡고 있기

에, 건축물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즉, 수막새는 암키와와 수키와에 비해 그 수량이 적을 뿐

만 아니라 치미 등과 함께 기와집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

도 한다.

수막새는 다양한 문양을 갖고 있는데, 이를테면 동

물문(禽獸紋)수막새, 보상화문(寶相華紋)수막새, 연화문

수막새, 봉황문수막새, 귀면문(도깨비문양)수막새 등 그 

모습이 다양하다. 신라의 경우 안압지와 황룡사에서 출

토된 수막새만 보더라도 그 종류의 다양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수막새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에 다

양한 차이와 특색을 보이면서 발전했지만, 점차 연꽃무늬

의 연화문수막새가 주체적인 시문(施文) 단위로 채용되

고 있다.1

그런데 다양한 문양의 수막새 중에는 쌍조문(雙鳥

1 김성구, 『옛기와』, 대원사 1992, p.16. 신라의 연화문수막새에 관하여는 이선희·최영희, 「고신라 수막새의 편년검토」, 한국기와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문(제15

회, 2018), pp.69~96. 정지연, 「古新羅 高句麗系 수막새 硏究」, 한국기와학회 연구발표회 발표문(제8회, 2011), pp.39~65. 양종현, 「신라기와 조사연구와 황

룡사지 출토 신라고식수막새 고찰」, 한국기와학회 연구발표회 발표문(21회, 2014), pp.1~20. 노윤성, 「경주지역 통일신라시대 수막새의 형식과 편년」, 한국

기와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문(제15회, 2018), pp.97~118. 김유식, 「5∼6世紀 연화문수막새를 통해 본 新羅와 周邊諸國의 交流」, 『동악미술사학』, 제10호

(2009), pp.161~180. 

2 김유식, 『신라기와 연구』, 민속원, 2014, pp.135~144.

3 <Daum 백과사전>에서 ‘귀면문’, <NAVER 지식백과>에서 ‘수막새’. 

4 김유식, <한반도 기와 가운데 으뜸— 신라의 미소 ‘얼굴무늬수막새’>, pp.2~4: http://cafe.daum.net/_c21_/bbs_print?grpid=1ST1Z&mgrpid=&fldi

d=SayB&dataid=1925. 김유식의 이 글은 네이버블로그(http://blog.naver.com/dej02/220850842904)에서도 볼 수 있다. 

5 이를테면 강원도 양구의 양구선사박물관 입구에 세워진 선돌(본고 제2장의 사진). 

6 김유식, <한반도 기와 가운데 으뜸— 신라의 미소 ‘얼굴무늬수막새’>, 위의 책, p.4. 괄호는 필자에 의해 보완된 것임. 

紋), 단조문(單鳥紋)과 같은 새 문양의 수막새도 많은데,2 

이들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 등장하는 쌍봉황, 단봉황을 

연상시키고, 문양의 조각도 고분 벽화의 그림과 유사하

다. 또한 기린문과 용문(龍紋)의 수막새도 등장하여 고구

려 고분 벽화의 신수(神獸)들과의 연계성도 엿보인다. 이

러한 문양들은 미학적·장식적 의미도 갖겠지만, 무엇보다

도 수호와 벽사의 의미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벽사의 의미를 지닌 귀면문은 고구

려·백제·신라의 삼국에서도 많이 제작되었다.3 귀면문의 

수막새는 “신라의 미소”라고 칭해지는 얼굴무늬수막새

가 출토된 영묘사에서도 많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4 이

러한 벽사의 의미를 가진 문양의 경우 삼국시대 이전부

터 이미 전승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선사시대의 선돌에 

새겨진 괴이한 인면문(人面紋)은 분명 수호와 벽사의 의

미로 세워진 것으로 보이고,5 고분 벽화의 사신도(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는 망자(亡者)를 지키는 수호신

과 벽사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수막새들 중에서 “무서운 형상의 동물문 기

와는 건축물에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려는 벽사(辟

邪)의 의미에서 무서운 형상으로 제작하였다. 고대 한반

도에서는 (기와의 경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널

리 유행하였다.”6는 김유식의 지적은 온당한 것으로 보인

다. “신라의 미소”로 칭해지는 얼굴무늬수막새를 “한반도 

기와 가운데 으뜸”인 것으로 규명하는 국립경주박물과 학

예연구실장인 김유식은 수막새기와의 특징을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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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명하고 있다.

“기와는 시대와 지역, 국가의 기호에 따라 독창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였다. 이러한 기와는 건축물의 상부에 위치

하여 하늘과 땅, 그리고 신과 인간의 세계를 구분 짓는다. 옛 

사람들은 하늘과 맞닿은 건축물의 경계선을 다양한 문양이 

새겨진 기와로 장식하여 건축물의 위엄을 높이고 재앙을 피

했으며, 복을 바라는 주술적인 의미를 담기도 하였다.” 7

이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인 “하늘과 맞닿은 건축물

의 경계선”, 즉 수막새가 놓이는 위치는 특별한 곳으로서 

수막새가 건축학적이고 장식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재앙

을 피하고 복을 바라는 주술적인 의미, 즉 벽사와 수호의 

의미를 갖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굳이 전문가의 견해가 아니더라도, 벽사의 의미를 

가진 문양이 고래로부터 흔히 제작된 것과, 이 얼굴무늬

수막새가 제작되었던 영묘사에서 귀면문이 많이 만들어

진 것, 나아가 얼굴무늬수막새가 놓이는 장소를 고려해 

봐도 ―지붕의 “각 마루 끝에 벽사(辟邪)의 의미로 사용되

는 귀면기와”8 ― “신라의 미소” 수막새가 장식의 차원뿐

만 아니라 미소로서 벽사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추리할 

수 있게 한다.

“신라의 미소” 얼굴무늬수막새의 미학적이고 건축학

적인 특징은 이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인 김유식은 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영묘사 터에서 출토된 얼굴무늬수막새와 귀면와는 구

7 김유식, <한반도 기와 가운데 으뜸― 신라의 미소 ‘얼굴무늬수막새’>, 위의 책, p.2.

8 <Daum 백과사전>, ‘기와’: https://100.daum.net/encyclopedia p.1. 주홍규는 「고구려 귀면문수막새의 변천양상」(『동북아역사논총』, 63호, 2019, 

p.288)에서 “귀면문은 벽사(邪)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사람의 얼굴과는 달리 괴수의 얼굴을 형상화한 것을 일컫는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수면문(獸面紋), 인면

문(人面紋), 용면문(龍面紋)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귀면문으로 지칭한다.”고 한다. 말하자면 이름이 다르게 불리기도 하지만, 수막새로서의 역할은 

유사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NAVER 지식백과>에서도 귀면문수막새를 언급하면서 “사람의 모습에 유사한 귀신의 형상을 하고 있어 잡귀를 물리치는 의미

로 기와를 만든 것이다.”고 규명하고 있다(<NAVER 지식백과>, ‘수막새’: https://terms.naver.com). 

9 김유식, <한반도 기와 가운데 으뜸― 신라의 미소 ‘얼굴무늬수막새’>, 위의 책, p.4.

10 김성구, 『옛기와』, 대원사 1992, p.65.

도가 완벽하고 새김수법이 일반적인 기와들에 비해 수작이

다. (…)얼굴무늬수막새는 진흙의 함유량이 일반 기와보다 

많고 매우 단단하다. 손수 빚어 만든 까닭에 틀로 찍어 만든 

일반 기와와는 달리 좌우 대칭이 맞지 않지만 오히려 이런 

자연스러움이 얼굴에 생명력을 부여하였다. 얼굴은 다소 거

칠게 표현된 듯 하지만 튀어나온 눈, 코, 입의 양감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눈썰미와 도톰한 입술이 천진난만한 웃

음을 자아내고 있다. 삼국시대 조각에서 볼 수 있는 고졸함

도 느껴진다. 우리는 이 기와 한 점을 통해 신라인의 미소와 

마주한다.” 9

그런데 이 수막새는 다른 수막새들이 갖고 있지 않

는 독특한 성격, 즉 천진한 미소로써 벽사하는 성격도 갖

고 있다. 김성구는 “신라의 미소” 얼굴무늬수막새를 그의 

저서 『옛기와』의 표지 모델로 삼으면서 이 수막새가 벽사

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사람 얼굴이 장식되어 있는 막새는 영묘사 터에서 수

집되었는데 살짝 웃는 모습에 눈, 코, 입 등이 사실적으로 묘

사되고 있어서 이채롭다. 이 막새는 사람 얼굴이 음각된 목제 

틀에서 찍어낸 것으로 일부가 파손되고 있지만, 뒷면에는 수

키와를 부착시킨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실제로 지붕에 

이어져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람 얼굴이 장식

된 기와는 이 밖에도 황룡사 터에서 출토된 치미에서 보이고 

있는데 귀면기와와 함께 벽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10

김정남 선생도 필자의 견해와 유사하게 그의 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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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귀면 막새는 병과 불행을 몰아오는 악령이 가까이 다

가오지 못하도록 눈을 부라리고, 이빨을 드러내어 공갈하

기 위함이요, 인면 미소 막새는 그 악령을 미소로써 환대

하여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해코지를 할 수 없게 하기 위

함이다.”11 라고 적고 있다.

또 이와 유사하게 어떤 전문가는 “신라의 미소” 수막

새를 해명하면서 “고대 미술에서 사람 얼굴을 표현하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는 주술적(呪術的)인 목적이나 나쁜 

것을 물리쳐 달라는 벽사적인 행위다. 신라의 얼굴무늬

수막새는 험상궂거나 무서운 표정 대신에 웃음으로써 나

쁜 것을 달래서 돌려보낸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2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Ⅱ.  얼굴무늬수막새  
“신라의 미소”와 인접 문화

악이 즉자-존재의 형태로 존재하고 또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악마가 “선악의 차안”에 존재한다고 전제된다

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를 물리치는 종교와 사상, 문화, 

전설, 민속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

고 악귀를 막고 세계와 인간을 수호하는 그런 종교와 문

화 및 사상도 발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인도의 문화권이나 인도네시아의 발리섬

은 힌두교의 영향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곳인데, 도처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원에는 험상궂은 모습을 한 수

호신상들이 수없이 많다. 그래서 발리는 “신들의 섬”

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런 힌두 문화와 종교

의 신상들은 공교롭게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불교 사찰

의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사천왕상과 거의 닮아있다. 

따만아윤(Taman Ayun)이라 불리는 힌두 사원으로 들

11 김정남(<월드코리안> 고문, 전 청와대 사회교육문화수석), “[아! 대한민국―124] 신라의 미소”, <월드코리안>, 2017. 1. 23일자. 동일한 내용을 https://

blog.naver.com/stonevalley/220918338397에서도 읽을 수 있다. 

12 https://cafe.daum.net/teacha/CaGK/1337?q. 이와 유사한 내용을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읽을 수 있다(「‘신라의 미소’수막새의 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https://mx1236.blog.me/221112022125). 

13 이경덕, 『우리 곁에서 만나는 동서양 신화』, 사계절 2006, pp.143~144. 

어가는 정문 양쪽에는 이 영역을 보호하는 두와라빨라

(Dwarapala)가 다리를 꼬고 눈을 괴이하게 부라리며 악

어 이빨을 내밀고 이상한 흉기까지 든 채 행인들을 노려

보고 있다(사진 1).

이 수호신상은 퍽 험상궂고 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

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의 불교사찰에 있는 사천

왕상을 비롯해 각종 벽사신들, 귀면상과 수호신상들과도 

쏙 닮아 있다. 그런데 사천왕상은 원래 힌두교와 불교가 

기원한 인도에서 방위신(方位神)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는데, 동양에 유입된 불교는 원래 힌두교의 바탕에서 탄

생했기에 이 두 종교 사이엔 유사한 문화 양식이나 종교 

교리 또한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힌두와 불교의 

사천왕상은 동양의 여러 나라에 불교가 전파되면서 자연

스레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신화학자 이경덕 교수는 이토록 사납고 흉측한 ‘귀

신의 얼굴’, 즉 귀면(鬼面)상의 원류는 인도라고 한다.13 

그렇기에 힌두교의 영향권에 있었던 문화에는 이런 ‘귀신

의 얼굴’이 흔히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귀면상은 놀랍게도 사악한 기운과 악귀가 침입하지 못하

사진 1 두와라빨라(Dwarapala) 수호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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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수호신의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악귀를 막

아내고 방위하는 귀면의 개념이 ― 이경덕 교수에 의하면

― 불교의 전파와 함께 동양의 세계에 전해진 것으로 파

악된다.14

그런데 귀면상이 힌두교 문화권의 고대 인도에서 유

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인도의 종

교와 무관하게 일반화된 것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경

우에 따라선 독자적인 유래에 기인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귀면의 형상들, 즉 일반 가옥이나 대궐, 

궁전, 공회당, 사찰 등에서 질병과 불행이며 악령을 내쫓

는 수호신들은 대체로 고약하고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

다. 소름이 끼치는 모습에서 악귀가 아예 접근하지 말고 

물러가 달라는 인간들의 염원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초능력을 가진 무서운 악마나 악령에게 대처하도록 

―이미 원시 신앙에서부터― 험상궂은 모습의 형상들, 이

를테면 수막새, 귀면판와, 사천왕, 무덤과 시신의 지킴이, 

수많은 수호신상 등은 저들 소름끼치는 악마의 형상을 능

가하도록 바라는 의미에서 험상궂은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 아래에서 험상궂은 모습의 수막새와 귀면판와, 사

천왕, 시신지킴이, 섬뜩한 수호신상 등을 나열해본다.

1. 양구 선사박물관 입구의 선돌

자세히 보면 우리 주변에는 전승된 수호신상들을 쉽

게 목격할 수 있다. 강원도 양구읍 하리에 있는 양구선사

박물관에는 구석기에서 청동기에 이르는 선사 유물이 전

시되어 있으며, 또 뜰에는 파로호 주변의 수몰 위기에서 

구출된 고인돌이 옮겨져 의젓하게 자리하고 있는 고인돌

공원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이 선사박물관의 입구에 세

워진 선돌이 압권이다(사진2). 이 선돌에 험상궂은 인물

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단순한 인물상이지만, 귀신을 

14 귀면의 출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경덕, 『우리 곁에서 만나는 동서양 신화』, 사계절 2006, pp.144~149. 

15 김일권 교수에 의하면 사천왕상의 체계는 통일신라시대에 매우 발전하였는데, 사천왕들은 “불법 수호와 청정 도량을 유지하는 호법신으로서 고구려의 사신도와 

유사한 기능을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일권,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고즈윈 2008, p.55). 

16 특별기획전 고구려 행사추진위원회, 『특별기획전 고구려!』, 동광문화인쇄사 2002, p.173. 

쫓을 만한 험악한 모습을 하고 있다. 불교 사찰 입구의 사

천왕상15은 인도의 힌두교에서 기원한다고 여겨지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는 이미 선사시대의 선돌에 수호신의 역

할을 하는 석상이 있었다는 게 놀랍다. 이러한 수호신상

은 인도의 힌두교 문화에서 기원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선사시대에서 전승된 것이라 여겨진다. 토속적인 

벽사(辟邪)와 수호신 역할을 하는 선돌, 진묘수(鎭墓獸), 

수막새, 사신도(고분 벽화), 귀면판와 등의 시원적인 형태

라고 볼 수도 있기에 그 기원에 대한 물음이 하나의 과제

로 여겨진다. 전통적으로 기와지붕의 정상 부분이나 모

서리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호신들도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이러한 수호신 선돌에게로 향할 것이다.

2. 고구려인들의 귀면판와

고구려인들의 건축 양식에서 귀면판와는 독특한 의

미를 갖고 있다. 이 기와는 집안의 안녕을 위해 특별히 사

신(使臣)의 과제를 떠안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와의 형

태는 고대 한국의 전승에서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귀면

판와는 고대 한국의 문화 전승에서 귀신 얼굴을 한 모습으

로 나타난다.16 이렇게 험상궂은 모습을 한 귀면판와가 있

는 곳은 보살핌이 절실한 장소임을 고지하는 것이다. 말

사진 2 험상궂은 모습의 지킴이,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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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면 이 특별한 장소가 모든 악귀와 사악한 기운을 물

리치는, 보살핌이 펼쳐지는 거주지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귀면판와는 하이데거가 시사한 ― 비록 종교

가 서로 다르지만 이미 하이데거의 당대에서 200년 전에 

있었던 슈바르츠발트(Schwarzwald)의 한 농가17 ― 옛날 

거주지에서의 십자가와 유사하게 보살피는 역할을 수행

한다. 그것은 초인간·초자연의 힘으로 악귀를 물리치는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독교의 십자가상은 

신의 아들 예수를 통한 구원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귀면판와와 십자가는 둘 다 초자연적인 사

악한 기운을 막고 인간에 대한 보살핌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와의 형상은 옛 삼한과 부여 및 삼국시대에도 

형태를 조금씩 달리하는 모양으로 전승되어 온 것이다.

3. 사찰 입구 사천왕상(四天王像)

사천왕상은 흔히 사찰 입구에 조각되어 있어 누구나 

사찰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 

“우주의 사방을 지키는 수호신을 형상화한 상(像)”으로서 

“동방 지국천(持國天), 서방 광목천(廣目天), 남방 증장

천(增長天), 북방 다문천(多聞天) 등 사방의 천왕을 사천

왕”18이라고 한다.

17 M. Heidegger, Vorträge und Aufsätze , Günther Neske: Pfullingen 1990, p.155. 이 농가(農家)는 사방(하늘과 땅, 신적인 것과 인간)의 보살핌이 

잘 이뤄지는 곳이다. 

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국립중앙박물관, “고구려귀면문수막새”. 

4. 고구려의 구면문수막새

고구려 시대 기와인 “짐승얼굴무늬 수막새”의 다른 

명칭은 귀면문원와당(鬼面文圓瓦當), 괴수면문원와당(怪

獸面文圓瓦當), 용면문원와당(龍面文圓瓦當), 귀면문수

막새, 용얼굴무늬수막새, 도깨비얼굴무늬수막새 등으로 

불린다.19

귀면문(鬼面文)수막새는 짐승의 얼굴(혹은 귀신의 

얼굴, 도깨비, 괴이한 짐승, 용)을 제작한 것으로 주로 건

축물이나 공예품에 사용되어 나쁜 것(나쁜 기운, 사악한 

것 등)을 물리치는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국립중앙박물

관의 해석에 의하면 “고구려 기와에 나타나는 짐승얼굴무

늬는 지안(集安) 퉁거우(通溝) 지역의 무덤 주변에서 발

견되고 있어 상당히 일찍부터 기와 무늬로 이용된 것으로 

사진 4 양산 통도사의 사천왕상(문화재청,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진 3 보살핌이 절실한 장소임을 고지하는 귀면판화.

사진 5 짐승얼굴무늬 수막새(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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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진다. 특히 고구려의 짐승얼굴무늬 수막새는 무늬의 

선이 예스럽고 소박한 멋이 있으면서도 예리하고, 부릅뜬 

눈, 두 눈썹 사이의 혹, 힘을 준 코, 위로 올라간 수염, 크게 

벌린 입 속에 앙증맞게 튀어나온 이빨 등에서 전체적인 조

형 감각의 힘과 해학성(諧謔性)이 느껴진다.”20 괴수의 얼

굴(혹은 귀신의 얼굴, 도깨비, 용)이 형상화된 귀면문(鬼

面文)은 벽사(辟邪)와 수호의 의미로 표현된 것이다.

5. 흔히 목격하는 귀면와와 귀면상

6. 무령왕릉 진묘수(鎭墓獸)

진묘수(鎭墓獸)는 무덤을 지키는 짐승(石獸, 神獸)을 

말하는데, 무덤에 악귀(惡鬼)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

여 그 입구에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신수(神獸)를 조각한 

것이다. 양쪽 옆구리에 날개 같은 것이 조각되어 있고 머

리에는 나뭇가지 모양의 철제 뿔을 달고 있어 ‐― 마치 고

분 벽화에서의 사신도처럼 ― 상상의 동물 혹은 초자연적 

20 국립중앙박물관, “고구려귀면문수막새”. 국립경주박물관의 홈페이지에서 “귀면문수막새”를 클릭하면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와 유사한 것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귀면문수막새를 관찰할 수 있다. 

21 문화재청, “무령왕릉 석수”.

22 이른바 “프랑크푸르트학파”인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아도르노(Theodor Adorno)의 저서 『계몽의 변증법』(Dialektik der Aufklaerung , 

Fischer Verlag, Frankfurt a.M. 1969. p.17)이 지적하듯이 근대의 계몽주의와 과학 기술 문명은 인간의 “도구적 이성(instrumentale Vernunft)”과 

과학에 근거한 계몽이 비과학과 신화 및 미신을 처단했지만, 결국 자신이 역설적으로 제우스의 자리에 올라앉았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근대의 과학과 계몽

은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지고(至高)의 재판관이 되어 제우스처럼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첨단 과학은 오히려 형이상학화되어 가고 있으며, “불확

정성의 원리”(W. 하이젠베르크), “상대성 원리”(아인슈타인), “명제 불능의 원리”(K. 괴델), “패러다임 이론”(T. 쿤), 특히 P. 파이어아벤트의 “무엇이든 상관없다

(Anything goes)”는 명제는 절대화된 과학의 독재적인 양상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신수(神獸)로 보인다. 이 초자연적 신수는 귀신 등 삿된 것

을 쫓고 사자(死者)를 보호하는 전통적인 벽사의 신이다.

7. 얼굴무늬수막새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토록 초자연적·초인간적인 

악에 대한 대처 방식들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전승되었

을 뿐만 아니라22 오늘날은 특히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서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도 이제는 종

교와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더욱 

중시되고 또 보호되고 있다. 우리의 테마 <수막새에 새
사진 6 전등사 처마 밑의 귀면상. 사진 7  흔히 목격할 수 있는 

귀면와.

사진 8 무령왕릉 진묘수(국보 162호).21

사진 9 신라의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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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진 선악의 철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우리는 

철학적, 문화적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지 어떤 원시 신앙

이나 미신적 내용에 연계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많은 수막새와는 전적으로 다

른 수막새가 전승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신라의 미소”

라고 칭해지는 얼굴무늬수막새는 이제까지 보아왔던 것

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의 모든 귀면문

(鬼面紋) 수막새들은 사악한 악귀를 내쫓고 집안을 수호

하기 위해 아주 사납고 험상궂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신

라의 미소”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온화한 미소로 

천진하게 버티고 있다. 아직까지는 세계에 하나 밖에 없

다는 웃는 인면문(人面紋)의 해학 넘치는 수막새(신라의 

미소)는 그 아래쪽이 깨어져 나갔지만 그야말로 그 깨진 

상처까지도 웃음으로 가득하며, 아무런 가식도 없이 천진

한 미소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23 세월의 무게 때문이었는

지 혹은 사람들의 방치 때문이었는지 처마 밑으로 떨어져 

얼굴 한쪽이 깨졌지만, 천만다행으로 묘한 웃음은 깨어지

지 않아 전체적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왜 “신라의 미소” 

수막새는 다른 수막새들과 여러 수호신들, 귀면판와 및 

벽사신들과 다른 형상을 하고 있는지, 그 철학적 의미에 

관해선 제6장 수막새 “신라의 미소”의 기상천외(奇想天

外)한 벽사방식(辟邪方式)에서 논의해보기로 한다.

통일신라시대에서 전승된 웃는 모습의 얼굴무늬수

막새 “신라의 미소”(경주박물관에 소장)는 주지하다시피 

세계에 하나 밖에 없는 아주 고귀한 문화재인데, 이 문화

재가 경주박물관에 소장되기까지는 기막힌 사연이 있다. 

23 이 얼굴무늬수막새를 보고 시인 김봉직은 “웃는 기와”에서 다음과 같이 시작(詩作)했다: “옛날 신라 사람들은/ 웃는 기와로 집을 짓고/ 웃는 집에서 살았나 봅니

다/ 기와 하나가/ 처마 밑으로 떨어져/ 얼굴 한 쪽이/ 금가고 깨졌지만/ 웃음은 깨지지 않고/ 나뭇잎 뒤에 숨은/ 초승달처럼 웃고 있습니다/ ….”

24 http://cafe.daum.net/teacha/CaGk/1337?q(“신라의 미소”), 괄호는 필자가 보완한 글임. 또한 인터넷 daum, “신라의 미소”, 12sunrise703.blog.

me/221423713498. blog.naver.com/dejo2/220850842904. blog.naver.com/newseun/221408093161. 특히 “신라의 미소” 수막새를 되찾은 자

세한 과정과 내막에 관해선 이기환(경향신문 선임기자), <‘신라의 미소’, 되찾은 지 46년 만에 보물된 사연>, 경향신문(2018.10.4.일자). 동일 내용을 https://

leekihwan.khan.kr/entry에서도 읽을 수 있다. 

25 A. Augustinus, Bekenntnisse , dtv: München 1985, 제 7권.

26 A. Augustinus, Bekenntnisse , 위의 책.

27 신약성서 마태복음 23장 12. 

28 A. Augustinus, Bekenntnisse , 위의 책. 

경주의 영묘사 절터에서(7세기 통일신라시대) 출토되었

다는 이 미소 짓는 수막새는 일제강점기였던 1934년 경

주의 한 고물상에서 당시 경주에 살던 다나카 도시노부

(田中敏信)라는 일본인 의사가 고물상으로부터 구입했던 

것이다. 그 후, 1944년 다나카가 일본으로 가지고 갔으나, 

뒤늦게 이 수막새의 행방을 알게 된 경주박물관 박일훈 

관장의 끈질긴 노력 끝에 1972년 10월 다나카가 직접 경

주박물관을 찾아와 기증함으로써24 이 박물관에 자리 잡

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신라의 미소”로 칭해지는 얼굴

무늬수막새는 2018년 10월 2일 문화재청에 의해 보물(보

물 제2010호)로 지정되었다.

Ⅲ. 악의 근원에 대한 물음

아우구스티누스는 평생 동안 악의 존재와 악의 근

원(causa mali)에 대한 문제에 골몰했다. 선하신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도대체 “악은 어디서 왔을까(unde 

malum)?”라는 문제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으며,25 결국 

플라톤과 성서적인 맥락에서 답을 찾으면서 그 의혹의 터

널에서 빠져나왔다. 첫째는 플라톤 철학의 바탕에서 “선

의 결핍(Mangel an Gutem)”26이 곧 악이라는 것과, 둘째

는 성서적 근원에서 구약 성서의 창세기에 기술된 인간의 

원죄와 신약 성서에서의 “스스로 높이는 자”27, 곧 “인간의 

교만”을 악의 근원이라고 하였다.28

물론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답변은 기독교적 입

장에서 수긍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답변이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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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되는, 즉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일 수 없기에, 그 의

혹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플

라톤 철학에서의 “선의 결핍”이나 성서에서의 “인간의 교

만” 외에도 신(神)에 대항하면서 타락한 천사에게 성서가 

악의 근원으로 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29 또한 아우구스

티누스의 해답이 악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은 이 문제가 철학의 항구적인 주

제인데다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 각자의, 특히 악

을 경험하는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셸링도 악의 근원에 대해 깊이 성찰했는데, 그는 자

신의 저서 『인간의 자유의 본질에 관하여』에서 악의 근원

과 본질 및 그 발생에 대해 깊이 천착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인간의 본질을 자유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인

간의 자유는 “선에로의 자유뿐만 아니라 악에로의 자유 

또한 포함하고 있다”30고 말한다. 셸링에 의하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신의 “가장 큰 계시”31이고 원인과 

결과에 의한 인과성의 필연성에 감금되어 있지 않는 존재

로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선택할 수 있다.32

놀라운 것은 인간이 신에 의해 창조된 세계 내에서 

자신의 자유 의지로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데, 이를 

통해 셸링은 “인간의 신으로부터의 내적인 독립”33을 규명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자유롭게 악을 선택한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의해 언제든지 악의 나락

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4 인간은 한편으로 

29 윤병렬, 「악의 근원과 “선악의 피안” 및 악의 존재에 대한 대응책 ―셸링과 니체 및 바롱댄스와 “신라의 미소”를 통한 고찰―」, 『존재론 연구』, 제37집(2015), 

p.166. 성서에서는 악이 신(神)에 반항한, 타락한 천사에게서 먼저 기원한 것으로 규명한다. 사탄과 마귀며 악마들의 기원에 관해서는 『구약성서』의 창세기 3장, 

이사야 14장 12~14, 에스겔 28장 15~17 등. 『신약성서』에서도 사탄과 마귀 및 악마와 귀신 등에 관한 기록이 많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10장 18, 요한복음 8

장 44, 16장 11, 유다서 1장 6, 요한계시록 12장 4~9, 13장 4~6, 14장 4, 에베소서 6장 11~12, 히브리서 2장 14.

30 여기에선 윤병렬, 「악의 근원과 “선악의 피안” 및 악의 존재에 대한 대응책 ―셸링과 니체 및 바롱댄스와 “신라의 미소”를 통한 고찰―」, 『존재론 연구』, 제37집

(2015), p.167.

31 F.W.J. Schelling, Über das Wesen der menschlichen Freiheit , Reclam: Stuttgart 1991, p.55.

32 F.W.J. Schelling, 앞의 책, p.77. 최상욱 교수도 「하이데거의 셸링 강연을 통해 본 악의 본질」(『존재론 연구』 제30집, 2012, p.107)에서 이러한 셸링의 독특

한 자유개념을 주도면밀하게 드러내고 있다. 

33 여기에선 M. Heidegger, Schellings Abhandlung über das Wesen der menschlichen Freiheit , Max Niemeyer: Tübingen 1971, p.73. 

34 F.W.J. Schelling, 앞의 책, p.77.

35 M. Heidegger, Schellings Abhandlung über das Wesen der menschlichen Freiheit, Max Niemeyer: Tübingen 1971, p.123, 142, 167, 

179. 또한 F.W.J. Schelling, Sämtliche Werke Bd. VII, p.389. 

신의 “가장 큰 계시”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악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기 때문

에 그 스스로가 “악의 장본인(Urheberschaft des Bösen)”

이 되고 악으로부터의 유혹자이며, 그로 인해 그 스스로 

신(神)에게서 등을 돌리는 “정반대의 신(ein umgekehrter 

Gott)”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셸링은 인간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악마도 없다는 것이다.35

그러나 우리는 셸링의 견해와 달리, 즉 인간만이 악

의 근원 혹은 “악의 장본인”이라거나 악마라는 규정과는 

다른 관점을 목격하는데, 이를테면 엄청난 자연 재해(지

진, 벼락, 홍수, 허리케인 등으로 인한 사망)라거나 재앙, 

전쟁, 살인, 잔인, 불의, 불의의 사고, 악령과 같은 악의 

다른 근원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편으로 인간의 

악에 대한 선택에 의해, 즉 악이 인간에 의해 현실화되

는 것을 수긍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악이 인간의 외부

에서, 즉 하나의 독자적인 “즉자-존재(an-sich-sein)”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오직 인간만이 악의 근원이라는 셸링의 견해와는 달리, 

악이 그 자체로, 즉 “즉자-존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정작 성서에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셸링이 위에서 지

적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난다. 성서는 사탄과 악마들의 

기원을 신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신에게 반목하고 타락

한 천사에게서 찾는데, 이를테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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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천사들(미카엘, 가브리엘, 루시퍼) 중에서 마지막인 

루시퍼(Luzifer)의 타락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창조주 신

은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자유 의지를 베

푼 것으로 보인다.36 여기서 사탄과 악마의 존재는 악이 

그 자체로, 즉자-존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악의 존재는 아우구스티누스에서와 같이 단순한 실

재성의 결핍이 아니며 또 셸링에게서와 같이 인간의 산

물이 아니라,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즉 “즉자-존재”의 양

상으로 실재하는 것이고, 단순한 허상이나 심리적 환상

의 산물이 아닌 것이다.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나서 원죄

에 빠뜨리는 사탄이나 구약성서 욥기에서 욥에게 다가와 

가혹한 고문을 가하는 악마 혹은 사탄, 야훼신의 아들 예

수에게 나타나서 그를 시험하는 사탄의 존재는 확실하게 

즉자-존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절한 증

거인 셈이다.37 이처럼 사악한 악마가 그 자체로, 즉 즉자-

존재의 양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신라의 미소” 수막새도 

전제하는 바이고, 또 이런 형태의 악에 미소로 퇴마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바롱댄스에서도 또한 “신라의 미

소” 수막새에도 즉자-존재로서의 악이 전제되기 때문이

다. 여기서 인도의 사상과 종교의 영향을 받은 민중가면

극 바롱댄스가 등장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 신화학

자 이경덕 교수가 지적하듯이 동양에서의 “귀신의 얼굴”

이란 뜻을 가진 귀면상의 출생지가 인도라는 것과, 저 바

롱댄스가 선악의 문제를 다룬 민속적인 국민 가면극이라

는 것, 나아가 바롱댄스가 표명하는 내용이 보편적인 선

악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데에서 그 생경스러움의 의혹에

3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V.4)는 피조물 중에서 신이 한 천사와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였지만, 신은 악의 창조자도 옹호자도 아니라고 한다. 

37 이토록 즉자-존재로서의 악마는 신약성서에서만도 수없이 많이 나타난다. “악령의 왕”, ‘악령’, ‘귀신’ 등의 이름은 신약성서의 마태복음 9장 34, 10장 8, 15장 

22, 마가복음 16장 9, 16장 17, 누가복음 10장 17, 11장 14, 13장 32, 요한복음 7장 20, 8장 48~52, 10장 20, 고린도전서 10장 20, 에베소서 6장 12, 요

한계시록 등에는 아주 빈번히 등장한다. 

38 세계철학대사전, 교육출판공사 1980, p.703. 독일어에서는 광의의 의미로 악(Übel)을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악(Böse)과 구분하기도 하는데, 말하자면 “악

(Übel)은 도덕적인 악(Böse)에 비해 질병과 고통, 불행, 폐해, 죄악 불편 등을 일컫는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Gut)에 상반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Hrg.) J. 

Ritter, K. Gründer, G. Gabriel,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 Schwabe Verlag: Basel 2001, p.1~2(Übel). 

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은 아우구스티누스와 

셸링에게서 악의 근원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답을 찾는 것

보다 ― 그것은 어차피 절대적이라거나 보편적인 정답이

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근원이 무엇이든 상관없

이 ― 악이 “선악의 피안”이 아닌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곳곳에

서는 엄청 많은 악들이 빈번하게 쏟아지고, 인류의 역사

는 선의 역사라기보다는 악의 역사에 가깝다는 것을 목격

한다. 선과 악이 “선악의 피안”이 아닌 이 세상에 엄존하

고 있다는 것을 ‘바롱댄스“라는 발리의 국민 가면극은 잘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의 수막새라거나 귀면판와, 수호

신,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벽사신(辟邪神), 사천왕 

등의 존재도 불가항력적이고 초자연적인 악귀가 다름 아

닌 이 세상에 엄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적어도 

전승된 민간신앙에는 그렇다).

Ⅳ. 악에 대한 존재론

악(그리스어 κακóς, πονηρóς, 독일어 Böse, Übel, 영

어 Bad)을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규명하고 있다. “넒은 의

미에서는 우리에게 해(害)를 입히는 것, 달갑지 못한 것. 

그러나 인간의 의지(意志)나 행위에만 국한되어 쓰여 지

는 것이 아니고 질병이나 기분 같은 생리적 현상, 날씨(日

氣) 같은 자연적 현상 또는 정치나 법률 제도 같은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사용되는 수가 많다. 이 말은 인간의 역

사의 흐름과 더불어 여러 가지로 변화되어 왔다.(…)”38

악을 우리는 ― 전문가의 학설에 따르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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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연적인 

악, 초자연적인 악, 도덕적인 악이 그것이다. 라이프니

츠도 그의 변신론(Theodizee)에서 악을 세 가지 종류인, 

즉 “자연적인(physischen) 악”과 “도덕적인(moralischen) 

악”, “형이상학적인(metaphysischen) 악”으로 분류하고 

있다.39 여기서 형이상학적인 악이란 엄격한 의미에서 초

자연적인 악과 같은 범주인 것이다.

그런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악’과 ‘악령’의 개념은 아

주 오래 전부터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원

시시대나 선사시대에도 ‘악’과 ‘악령’의 개념으로써 개인이

나 공동체에 해독을 주는 홍수나 질병, 불행, 죽음, 살인

과 전쟁, 일식과 월식, 지진과 해일 등은 불가항력적인 재

난으로써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존재의 힘으로부터 엄습

한다고 믿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지진, 홍수, 허리케

인, 질병과 죽음에 의한 고통 등)과 고문, 살인, 전쟁, 중

상, 증오와 질투 등은 “압도적으로 현상하는 모든 종류의 

사악한 것과 해악인 것”40이다.

이토록 인간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존재는 악마나 악

령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졌기에, 불가항력적인 

힘을 가진 존재자들, 이를테면 마귀나 유령41, 도깨비 및 

귀신42 등의 모습은 대체로 섬뜩한 괴물로 형상화되어 있

다. 예기치 않은 악의 현상을 목격했을 때, 소름끼치는 불

행이나 재해를 경험했을 때 어떤 초자연적·초인간적인 힘

과 악의 근원에 대해 사유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기에, 이

를 원시적 사유 패턴이나 미신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초인간적인 힘과 형이상학적인 구조를 가진 악의 근

39 (Hrg.) J. Ritter, K. Gründer, G. Gabriel,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 Schwabe Verlag: Basel 2001, p.1~2(Übel).

40 Friedo Ricken(Hrg.), Lexikon der Erkenntnistheorie und Metaphysik , C.H. Beck: München 1984, p. 206~207. 

41 신약성서에는 섬뜩한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초자연적 존재자로서의 유령이 묘사되어 있다. 즉 풍랑이 거친 갈릴리 바다의 어두운 밤에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

를 (누군지 모르고서) 제자들은 “유령이다”고 외쳤다(마태복음 14장 26). 

42 ‘귀신’은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다. 옛이야기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현대에도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귀신 잡는 해병” 등으로 자주 쓰이는 말이다. 신약성

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사건에 대한 기사가 많다(마태복음 12장 22~28, 43~45, 마가복음 3장 20~30, 누가복음 11장 14~23, 12장 10).

43 원래 염라대왕은 악마와는 달리 지옥을 다스리는 시왕 중의 하나이지만, 오랜 민간 신앙의 전승에서 사람이 죽는 것도 염라대왕에게 끌려가는 것으로, 혹은 염라

대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여겨져 왔기에, 섬뜩한 존재자로 굳혀져 있다. 지옥을 다스리는 시왕들이 어떤 가혹한 고문과 형벌을 가하는 지에 대해서는 

이경덕, 『우리 곁에서 만나는 동서양 신화』, 사계절 2006, pp.134~136. 

44 구약성서 <창세기> 제3장. 구약성서 <욥기>에서 욥의 수난에도 사탄이, 또 신약성서에서 예수에게 유혹의 시험을 걸어온 이도 사탄으로 되어 있다. 

원은 의인화된 모습으로도 드러나는데, 이를테면 기독교

의 사탄(Satan), 불교의 염라대왕43, 페르시아의 악의 신 

아리만(Ahriman), 힌두교의 랑다(Rangda: 바롱댄스에

서),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펠레스 등이다. 셰

익스피어의 비극 『맥베드』(Macbeth)에선 마녀, 유령, 악

마, 마왕 등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도 악과 악령 혹은 초자연적·

초인간적인 괴물의 형상은 흔히 등장한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영웅의 자격은 우선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악마와 같은 초자연적 괴물을 퇴치해야 하는 

것이다. 아폴론은 태어나자마자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보낸 피톤이라는 큰 괴물 뱀을 죽이고 그 자리에 신탁소

를 차렸다. 그 이후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퇴치하고, 벨

레로폰은 신비한 괴물 키마이라를, 테세우스는 미노타우

로스를, 이아손은 황금 양가죽을 지키는 용을, 헤라클레

스는 수많은 괴물들을 퇴치하였다.

고도의 정신적·종교적·철학적 의미로 악마와 악령의 

존재를 읽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고등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기독교에서도 그렇다. 악마와 마귀(Demon, 

Teufel), 악령(evil spirit, böser Geist), 귀신(devil), 사탄

(Satan) 등의 용어는 성서에 수없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기독교의 역사에는 엄청난 사건이 구약성서 창세

기에 기술되어 있는데, 잘 알려져 있듯 사탄에 의한 인간

의 원죄와 낙원 추방이 대표적인 기록이다.44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이란 바로 아담과 이브의 원죄에 의해 시작되었

고, 인간의 자유 의지에 의한 죄는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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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떠나는 데서 생긴다고 한다.

유교 및 불교와 같은 고등 종교에도 악의 개념이 등

장한다. 유교는 그러나 ‘귀신’이란 용어를 공자가 썼지만, 

실제로 유교에서는 초자연적·초인간적인 선악보다는 현

실 세계의 도덕관에 입각한 유형에 치중한다. 다음은 공

자와 그의 제자 계로가 죽음과 귀신 섬기는 법에 대한 문

답이다: “계로가 귀신 섬기는 것을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

하시기를 「능히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능히 귀신

을 섬기겠느냐?」 「감히 죽음을 묻노이다」 말씀하시기를 

「삶을 알지 못하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45 또 단도직

입적으로 “공자께서 괴이함과 힘센 것과 어지러움과 귀신 

등을 말씀하시지 않았다.”46고 한다.

여기서 공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와 귀신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교의 제사 풍습을 보면 귀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공자도 제사를 중히 여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자는 『논어』에서 사람의 사후(死後)에 

영혼이나 귀신이 있다든지 어떤 초자연적 세계를 만난다

는 말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사의 풍습은 조상

신을 모시는 고대의(공자 이전으로부터 전승된) 풍습을 

유교가 흡수한 것이다.

그렇기에 유교에서는 선악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근

원보다는 오히려 윤리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맹자의 성선설이나 순자의 성악설은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논어』의 제4권(里仁편)에도 윤리적인 악의 개념이 

잘 드러나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인에 뜻

을 두면 악한 일이 없을 것이다.」”47

불교에서는 악, 악령, 귀신, 마신, 사천왕 등의 초자

연적인 존재자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 불교에서는 

45 朱熹(한상갑 역), 『論語・中庸』(제 11장 先進편, 11절), 삼성출판사 1983, p.200.

46 朱熹(한상갑 역), 『論語・中庸』(제 7장 述而편, 20절), 삼성출판사 1983, p.139.

47 朱熹(한상갑 역), 『論語・中庸』(제 4장 里仁편, 4절), 삼성출판사 1983, p.82.

48 세계철학대사전, 교육출판공사 1980, p.703.

49 지옥의 시왕들이 가하는 형벌에 관해선 이경덕, 『우리 곁에서 만나는 동서양 신화』, 사계절 2006, pp.134~136.

50 바롱댄스는 오늘날 전래의 바롱신화와 섞어져 새롭게 편집된 국민 가극으로 재탄생된 것이라고 한다.

“선악은 탐욕(貪慾)에 눈이 어두운 중생(衆生)의 이기적 

행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엄격한 종교

적 고행(苦行)에 의한 해탈(解脫)에 있다고 한다.”48고 규

명하지만, 염라대왕이 포함된 지옥의 시왕들이 하는 역할

을 보면, 이들 존재자들이야말로 소름이 끼칠 정도 이상

으로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49

Ⅴ.  선악의 투쟁이 끝없는 세계 현상 
- 바롱댄스의 가르침

인도네시아의 발리에 가면 “바롱댄스”라는 유명한 

국민 가면극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선의 신수(神獸)

인 “바롱”과 악의 화신 “랑다” 사이에서 펼쳐지는 끝없는 

싸움이다. 싸움에 나서는 이들 신들의 모습은 타자를 타

도하기 위해 아주 소름끼칠 정도로 무시무시한 가면을 둘

러썼다. 수막새 “신라의 미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악(악귀, 악령)이 곧 악의 신 랑다처럼 세상에 존재하여 

소름끼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에, 저 수막새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발리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철저하게 선

악의 피안이 아니라 선악의 투쟁이 끊임없는 차안이며, 

선악은 즉자-존재의 형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곧 이 선악

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속에도 동시에 존재

하여 끊임없이 번뇌를 안긴다는 것을 바롱댄스를 통해 

선포한다.

인도네시아의 발리를 여행하면 소위 패키지 관광으

로든 혹은 옵션 관광으로든 꼭 바롱댄스라는 독특한 공

연을 보게 된다.50 그런데 이 가면극은 단순히 여행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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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볼거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예술성과 문화적 의미에 크게 주목받

고 있다. 그렇기에 발리에서 볼 수 있는 바롱댄스의 공

연은 퍽 많은 편인데, 이들 중에서 잠베 부다야(Jambe 

Budaya)라는 지역은 많은 관람객으로 붐비는 바롱댄스

의 공연장으로 유명하다. 무대의 한쪽 구석에서는 가믈

란 합주단이 틈틈이 그리고 바롱댄스에 맞춰 특유의 멜로

디로 전통 음악을 연주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그런데 바롱댄스는 우리가 흔히 보는 현대의 댄스가 

아니라 일종의 전통 민속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

와 예술 및 종교와 철학의 뼈대를 갖춘 공연이다. 어떤 측

면에서 이 공연은 “니체적이고 동시에 반-니체적인 양면

을”51 목격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니체적이라는 

것은 젊은 니체가 그토록 숭배했던 음악의 정신과 디오니

소스적인 것이 훌륭하게 역동적으로 발휘되기 때문이다. 

선의 상징 바롱(Barong)과 악의 상징 랑다(Rangda)뿐만 

아니라 모든 극중 인물들의 자연성과 본능이며 역동적인 

비탈리즘(vitalism)이 마냥 디오니소스의 향연을 펼치는

데 손색이 없다. 이에 비해 반-니체적이라는 것은 니체의 

견해와는 달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선악의 피안”이 아

니라 선악의 차안이며 선악의 갈등과 함께 살아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이 이 국민 가면극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

이다. 그렇기에 바롱댄스는 국민 가극의 형태로써 인간

의 운명과 깊이 연루된 선악의 문제를 펼치고 있는, 퍽 숭

고한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바롱을 비롯해 등장하는 작중 인물들의 가면과 

의상부터가 압권인데, 대체로 흉측한 괴물의 모습이다. 

혹시 동양의 세계에 퍼져있는 여러 귀면상과 수막새며 벽

사신과 사천왕상들 모습의 원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

게 한다. 도무지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기 어려운 힌두교

51 윤병렬, 「악의 근원과 “선악의 피안” 및 악의 존재에 대한 대응책 ―셸링과 니체 및 바롱댄스와 “신라의 미소”를 통한 고찰―」, 『존재론 연구』, 제37집(2015), 

p.179.

52 여기서 사자의 형상을 한 바롱은 니체가 낙타와 구분하는 ―“사자윤리”와 “낙타윤리”― 그런 사자의 모습은 아니다. 그것은 악녀 랑다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바롱 혼자만이 절대자로 군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마와의 영원한 싸움 때문에 어떤 영웅적인 고뇌를 하는 그런 근엄한 초인 같기도 하다. 

의 강한 캐릭터가 뚜렷한 신들의 모습을 하고 등장한다. 

가면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에 충분하다. 무대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바롱의 캐릭

터 이미지는 아주 위압적이고 근엄하며 위세가 등등하

다. 그는 사자와 호랑이며 괴상망측한 동물의 탈을 쓰고 

있다.52 바롱댄스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성스러운 신수

(神獸) 바롱과 악녀 랑다 사이의 영원한 싸움을 주요 내용

으로 한다.

서막의 무대에서는 우선 지하의 정령들을 불러내기 

위해 고음(高音)의, 신들린 듯한 가믈란 연주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바롱이 우람한 모습으로 무대에 나타나 춤

을 춘다. 웅장한 북소리를 신호로 미묘하고 신비스런 울

림이 증폭되면서 장대한 합주가 시작된다. 혹자는 위압

적인 바롱에 도취되거나 미묘한 음악에 사로잡히며, 또 

괴팍한 랑다의 마법에 걸려 홀린 상태로 바롱극에 끌려간

다. 화려하고 무시무시한 가면과 복장, 격렬한 동작들, 총

천연색의 강렬한 의상과 가면, 공연의 내용에 절묘하게 

어울리는 전통 음악인 가믈란 합주의 미묘함은 이 가면극

에 몰입한 관객의 혼을 빼앗아 간다.

바롱이 근엄한 모습으로 무대를 휘젓고 사라진 후

에 악녀 랑다 편의 원숭이가 나타나는데, 워낙 연기가 빼

어나 실제로 훈련을 받은 원숭이인지 착각을 불러일으킨

다. 이 원숭이는 그런데 바나나를 까먹으면서 바롱을 비

꼬고 놀리는데, 관객들은 기가 차서 파안대소(破顔大笑)

를 금치 못한다. 바롱을 놀리는 원숭이의 출현은 곧 랑다 

진영의 괴물들이 나타날 조짐과 같았다. 곧 이어 악녀 랑

다의 시녀들인 무희들이 현란한 춤사위를 펼치며 무대를 

장악하는데, 기묘한 동작으로 팔과 손가락을 비비 꼬고 

가슴과 허리 및 엉덩이를 교묘하게 곡선과 나선형으로 비

틀며 춤을 추는 몸짓이 가히 신들린 듯도 하다. 이어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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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인 바롱에 속한 무리와 악녀 랑다에 속한 무리(지원

군) 사이에 엄청난 투쟁이 역동적으로 전개된다.53 선악 

사이의 투쟁이 이토록 섬뜩하다는 것을 가면극으로써 고

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롱과 랑다의 살벌한 투쟁은 먼저 각각의 원군들과 

하인·하녀들 사이의 전쟁으로 전개된다. 랑다의 하녀 칼

리카(Kalika)와 바롱 편의 사데와(Sadewa) 왕자 사이에 

엄청난 결투가 이어지는데, 선과 악이 서로 반목할 수밖

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살벌한 결

투에서 양측 모두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입지만 싸움은 

계속된다. 죽이고 죽는 게 예사이고, 온갖 변장술과 권모

술수가 등장한다. 랑다는 본래 악마이기에 여전히 고약

한 심보로 해마다 악령들을 세상에 출몰시키고, 바롱 또

한 이러한 악령들을 진정시켜 세상의 안녕을 위해 마을을 

휘젓고 다닌다.

바롱댄스 가면극의 후반에서는 바롱에 대항하는 악

녀 랑다가 그야말로 경악스런 싸움을 펼치는데, 그러나 

이 싸움은 어느 한쪽의 승리를 안기지도 않고 또 영원히 

끝나지도 않은 채 막이 내린다. 선(善)의 단순한 승리도 

아니고,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이토록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나 패배로 종말을 고하지 않는 데

서, 즉자-존재로서의 선과 악이며 세계의 실상 그리고 인

간의 운명을 진솔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여, 상당히 심오

한 철학적 배경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발리에서는 세상의 현실을 반영하듯 절대 선

의 상징인 바롱과 절대 악의 상징인 랑다가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서 계속 섬뜩한 싸움을 펼치고 있다. 그렇기에 

바롱댄스 가면극의 내용처럼 이 세상은 ―악이 뿌리째 뽑

히고 선만 존재하는 그런 유토피아와는 달리― 실제로 선

과 악이 끈질기게 공존하고 있다. 선악에 대한 세상의 실

53 바롱과 랑다 사이에 선악 투쟁이 끝없이 팽팽하게 전개되는 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곧 “선악의 피안”(니체)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을 드러낸 것이라

고 해석해도 될 것이다. 

54 우리의 옛 풍습에 성주신(“성주풀이”), 부엌의 조왕신, 문의 문신, 화장실의 측신 등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55 Kurt Flasch, Augustin, Reclam: Stuttgart 1980, p.87, 368, 384. 또한 A. Augustinus, Vom Gottes Staat , Buch1~10, dtv: München 1977, 

“Einführung”. 

상은 마치 시소게임과도 유사하게 선 쪽으로 기우는 가 

혹은 악 쪽으로 기우는 가이다. 실로 한 인간의 마음속에

서 조차도 때론 선과 악이 싸울 때가 종종 있으며 이런 싸

움이 우리에게 번뇌를 안기기도 한다.

바롱댄스가 보여주는 교훈은 선과 악이 즉자-존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인

간의 마음속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악의 

근원에 대한 문제가 어쨌든 상관없이 선과 악은 마치 빛

과 어둠,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나아가 삶과 죽음처

럼 우리 인간과 세계를 현사실적으로 그리고 내밀하게 지

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롱댄스는 특히 악령이 세

상 어디든, 이를테면 집의 안과 밖,54 화장실, 골목길, 상

점, 산과 바다 등등 도처에 득실거린다고 보며, 제물을 선

한 신과 악한 신에게도 바쳐야 세상과 인간의 마음에 평

화가 온다고 본다.

그런데 이를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서도 또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그 규모가 크든 작든 구체적으로 직시

하거나 경험하면서 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우리 스스

로가 그 행위의 주체나 희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우

구스티누스는 『신국』에서 “이 세상은 다름 아닌 나의 신

념과 너의 신념이 충돌하여 처절하게 싸우고 갈등하는 곳

으로써(confessio contra confessio), 그 갈등은 세상의 종

말에까지 이른다.”55고 한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의 

나라(civitas Dei)에 속한 사람과 땅의 나라에 속한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싸움인 것이다. 선악 사이의 시

소게임에서 만약 선의 방향이 위로 올라간다면, 이를테면 

성숙된 도덕적 인격체들로 구성된 칸트의 “목적의 왕국”

이나 동양의 “대동사회”를 건립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악의 방향이 위로 오른다면 “아수라”의 세상이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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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수막새 “신라의 미소”의 
기상천외(奇想天外)한 
벽사방식(辟邪方式)

M.루터는 종교 개혁 당시 수없이 많은 위기에 봉착

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자신이 작곡한 음악으로 담대하

게 나섰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하나 겁내

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

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

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56

여기서 루터는 마귀에 대적하는 힘센 장수 예수를 전

면에 내세워 대신 싸우게 한다(신앙의 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종교야 서로 다르지만, 여러 퇴마 장수들(수막새, 

귀면판와, 사천왕상, 벽사신 등)을 내세워 악마에 대처하

는 방식은 유사한 것이다. 인간의 불안과 공포에 대한 일

종의 심리적 문화적 대응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호통을 친다면 얼마나 담대

한 사람일까. 그러나 그런 호통을 사탄이 아랑곳하지 않

는다거나 혹은 담력이 없어 그런 소리를 지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큰일이다. 특히 담력이 약한 사람은 섬뜩하고 

포악한 사탄(마귀, 귀신 등) 앞에서 기겁하고 졸도하는 경

우가 더 많을 것이다. 누구나 다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처

럼 악을 제압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전

설 따라 삼천리>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출몰하였는데, 그

때마다 인간들은 혼비백산하고 졸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사탄(악마, 악귀, 마귀, 귀신 등)과 정작 

56 찬송가 384장. 

57 J. 호이징하 저(김윤수 옮김), 『호모 루덴스』(Homo Ludens ), 까치글방 2010, p.16.

58 그러나 웃음엔 평화와 행복, 기쁨, 우호 등의 긍정적인 의미도 다분히 존재한다. 엄숙주의와 교조주의 및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엔 웃음 결핍증의 증세가 잠재해 있다. 불

행했던 서구의 ‘중세 암흑기’를 떠올려 보자. 종교 재판이나 마녀 사냥과 같은 것으로 인류사를 암흑기로 내몰았던 ‘중세 암흑기’는 긍정적 세계관과 웃음의 심층적 의미

를 전혀 읽지 못한 듯하다. 서구의 중세는 고행주의와 피안주의의 종교로 세상을 지배하였다. 이런 중세는 인간에게서 긍정적인 세계관, 기쁨, 즐거움, 웃음 등을 모조

리 빼앗아갔다. 중세의 암울한 수도원에서 일어난 미스터리 사건을 다룬 영화 <장미의 이름>은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로 유명하다. 멀쩡하던 수도사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그 미스터리를 찾아나서는 과정을 실감나게 다루고 있다. ‘웃음’을 증오하고, 이 웃음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독을 발라놓은 

것이 미스터리의 핵심이다. 이 수도원의 장서관에서 일하던 수도사들이 차례로 죽어 나갔는데, 이들은 모두 “웃음은 예술이며 식자(識者)들의 마음이 열리는 세상의 문

이다.”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시학』 제2권의 유일한 필사본이 장서관에 있음을 알고 몰래 읽어보다가 늙은 수도사인 호르헤에게 독살당한 것이다. 

맞서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제2장에서 보았듯이 포악한 악귀를 떠올

리고서 이 악귀와 유사한 방식 혹은 그 이상의 섬뜩한 형상

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상상에 의해 떠올린 초자

연적 악귀와 유사한, 혹은 그를 제압할만한 귀면판와와 수

다한 수막새들, 사천왕들, 수호신들과 벽사신들 기타 각종 

지킴이들의 형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그래서 악귀로 하

여금 얼씬거리거나 노략질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

는 태도이다. 그러나 이 경고가 유의미할지는 미지수이다.

“신라의 미소” 수막새는 위에서 지적한 방식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처한다. 싸움이기도 하고, 아니기

도 한 묘한 방식이다. 우선 “신라의 미소” 수막새는 포악

하고 사나운 방식으로 악귀에 맞서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고 악귀가 노략질을 하도록 그대로 방치하거

나 무관심하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신

라의 미소” 수막새는 그야말로 웃는다. 그러나 이 웃음이

야말로 참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묘한 웃음이다. 도대체 

왜 섬뜩한 악귀에 맞서는 여타의 수막새들과 귀면판화며, 

사천왕들과는 달리 “신라의 미소” 수막새는 전혀 엉뚱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상

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이 악귀 앞에서의 미소인 

것이다. 어떻게 악마나 악령이 출몰하는 경우를 대비하

여 극도로 긴장되고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최소한 

진지해야 할 순간에, 웃음인 것인가. 호이징어에 의하면 

“웃음은 어떤 의미에서 진지함에 반대되는 개념이다.”57고 

하지만,58 그러나 모든 웃음이 진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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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친근한 반가사유상의 미소인 “백제미소”59, 나아

가 “신라의 미소”60는 아무런 가식도 없이 온화하고 천진한 

미소를 던지고 있다.

“신라의 미소”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장 진지

한 태도를 함축한 극단적으로 평화롭고 온화한 초연의 웃

음도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동양적 의미로 깨달음에 이

른 자들의 웃음일 것이다. 이를테면 붓다의 깨달음엔 기

묘한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웃음이 동반되고 있다.61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는 깨달은 자의 경지를 신비한 

미소로 그려내고 끝을 맺는다.

물론 수막새 “신라의 미소”가 위와 같이 깨달은 성현

들의 웃음과 같을 수는 없다. 깨달은 자의 웃음은 그야말

로 모든 운명의 파도를 극복하고 해탈의 평화에 도달한 

이의 웃음이기에, 가혹하고 섬뜩한 악마를 대해야 하는 

“신라의 미소” 수막새와는 현저하게 다를 것이다. “신라

의 미소” 수막새가 초연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출몰하

는 악귀를 대해야 하는 처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

문이다. 진지하지 않고 경박한, 어떤 저의를 품거나 깐족

거리는, 꼼수를 부리거나 희희낙락거리는, 달관한 척하는 

그런 웃음들은 오히려 초자연적 존재자에게 화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신라의 미소” 수막새의 웃음엔 참으로 쉽

게 간파하기 어려운 뼈대 있는 철학이 있고, 이 모든 부적

절한 웃음을 멀리한 이중 삼중의 초월적 속성이 배태되어 

59 충남 서산 용현리의 “마애여래삼존상”(국보 84호). 

60 얼굴무늬수막새로 전승된 “신라의 미소”는 아주 귀중한 유물이며 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얼굴무늬수막새에 새겨진 “신라의 미소”는 1998년 경주세계

문화엑스포에서 “새천년의 미소”를 표현하는 이미지로 사용되면서 경주의 상징이 되었다.

61 헤르만 헤세는 그의 『싯다르타』에서 깨달은 자의 웃음을 신비롭게 그려내고 있다: “불타는 경건하게 사념(思念)에 잠기면서 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고요한 얼굴

은 (…) 은밀히 마음을 향해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미지(未知)의 웃음을 띄우고 조용하게 조금도 마음의 동요가 없는, 어딘가 티 없는 어

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불타는 걷고 있었다. (…) 그러나 불타의 얼굴, 걸음걸이, 조용히 내려감은 눈, 조용히 어깨 밑으로 내려진 팔, 정적(靜寂) 속에 뻗은 손가

락 하나하나에도 평화와 원만한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었다.”(헤르만 헤세 지음, 원선일 역, 『싣달타・데미안』, 청산문화사 1973, p.42, pp.179~180).

62 K. 야스퍼스의 비극을 통한 초월에 대해선 윤병렬, 『한국해학의 예술과 철학』, 아카넷 2013, 제10장(비극의 초월적인 속성- 야스퍼스의 『비극론』을 중심으로) . 

63 김열규 교수에 의하면 우리말의 웃음이라는 한자어 소(笑)는 다양하고 심오한 의미의 형이상학적인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 “웃음 ‘소(笑)’는 웃기는 글자다. 여자 

무당이 두 손을 꼬부려서 머리 위로 추켜올린 채로, 몸을 비비꼬는 모양을 본 딴 글자라고 한다. 글자 자체가 가관이고 가소롭다. 요컨대, 여자 무당이 그럴싸한 

무대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건 신을 꼬시기 위해서다. 야릇한 꼴로 춤추면서 신을 즐겁게 하고, 웃게 하고 그 결과 신이 호락호락 인간의 생각대로 넘어가

주길 벼르고 추어대는 굿춤이다.”(김열규, 『왜 사냐면, … 웃지요』, p.7, 궁리 2003). 그야말로 이 글자 ‘소(笑)’ 하나만으로도, 즉 귀신이나 악마 앞에서 해학 기질 

넘치게 꼬장을 부리고 야릇한 생떼를 부리면 귀신인들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웃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어둡고 부정적인 면을 초탈한, 

불안과 초조에 휩싸이지 않은, 담대하면서도 오만하지 않

는 웃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비극을 통한 

초월 못지않은 그런 초연함이 웃음에도 배태되어 있는 것

으로 보인다.62 말하자면 웃음엔 상당히 역설적으로 들리

겠지만 ―“신라의 미소” 수막새가 드러내듯― 비극에 못

지않은 초월적 속성이 배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미소엔 적대 행위를 하지 않고 오히려 환대하겠다는 따뜻

함(또 그렇게 악귀도 우리를 해코지하지 말 것을 부탁하

는 기대), 스토아적 평정심(Apatheia) 및 초탈한 웃음까

지 함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라의 미소”의 지극히 온화

하고 해학적인 웃음은 일종의 전략적인 미소로 보인다. 물

론 이 전략적인 미소의 저의가 드러나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악귀가 그 저의를 읽어내면, 더 큰 화를 내며 “나를 갖

고 놀 셈이냐?”라고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는 당신과 적대 관계가 아니라는, 나는 당신을 해코지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환대하니, 당신(악령)도 그렇게 

해 달라”는 뜻이 들어있을 것이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

는다.”라고 하는데, 진지하고 온화한 웃음으로 방어막을 

친 “신라의 미소” 수막새엔 그 어떤 고약한 악령이라도 피

식 웃고 돌아설 수밖에 없을 만큼 해학이 가득 서려 있다.63

만약 이 얼굴무늬수막새를 보는 악귀가 피식 웃지 

않는다면, 그래도 가소롭다거나 어처구니가 없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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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꼴이야”라거나 “가관이네”를 중얼거리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방망이 은방망이」라는 전래 동화

에서 소년이 깨문 개암 열매 소리에 줄행랑을 치는 도깨

비들인데, 저 수막새의 정성을 보아서라도 못이긴 척 하

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역발상적 미

소의 전략이 오히려 포악한 형상을 하고서 드라큘라 이빨

을 드러내고 매서운 눈초리로 째려보는 귀면의 형상보다 

더 전략적 효과가 뛰어날 수도 있다. 악귀라면 고약한 치

장을 한 귀면(鬼面) 정도야 얼마든지 비웃고 깔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악귀에 대항하겠다고 고약하게 까부는 

모습이 오히려 증오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얼토당토 않는 역설적인 발상, 즉 극단적으로 천진하

고 온화하며 초연한 그런 미소로 악귀에 응한다는 태도는 

기존의 벽사와 퇴마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말하자면 동양

의 전승된 기존의 사유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기상천외의 

창조적인 사유인 것이다. 저 웃는 “신라의 미소” 수막새가 

이때까지 발견된 얼굴무늬수막새들 중에 하나 밖에 없는 

독특한 유물이라면, 벽사의 대처 방식 또한 독특한 것이어

서 그 존재론적 가치가 아주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기상천외의 역설적인 발상으로 악귀의 

존재에 대처하는 신라인의 세계관은 다른 문화 유물에

도 잘 드러나 있다. 이를테면 신라인들의 무덤의 부장품

인 ‘토인형’ 혹은 ‘토용’들의 얼굴에도 저런 해학 기질 넘치

는 역발상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 토용들은 잠든 혼백

을 지킬 요량으로64 험상궂은 모습을 하면서 악귀에 대항

하는 것이 아니라 해학적 기질을 발휘하여 웃음을 터뜨리

지 않을 수 없도록 할 의도로 묘한 웃음으로 무장한 채 무

덤 주인 곁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65 조그만 장난감 규

모의 귀염둥이 토용들이지만 괴팍한 수염을 달고 묘한 인

64 무령왕릉의 진묘수(鎭墓獸)나 고구려 고분 벽화의 사신도 등을 참조하면 이 토용들은 지키고 수호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65 이를테면 용강고분에서 출토된 토용들은 좋은 보기가 된다. 이 토용들은 망자의 단순한 (생시의) 기호품의 기능과는 다른 측면도 드러내는 듯하다. 

66 필자는 “신라의 미소”를 비롯해 토용들, 나아가 조선시대의 탈춤과 탈에 깊게 배어있는 해학적인 기질이야말로 우리의 원초적 사상과 문화를 적나라하게 증언해

주는 한민족의 정신적 원형 중의 하나라고 본다. 이런 정신적 원형은 외래 종교인 불교와 유교와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교와 불교는 해학적인 감정 

노출을 꺼리거나 악덕시 하는 편이며(유교의 엄숙주의와 형식주의 및 불교의 정숙주의와 피안주의 등은 그 증거이다), 인간의 디오니소스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것이다. 김열규 교수는 “한국의 권위주의는 웃음의 말소(抹消), 곧 말소(抹笑)로 한몫 보아왔다.”(김열규, 『왜 사냐면, … 웃지요』, p.11, 궁리 2003)고 언급한다. 

상을 찌푸린 채 농간을 하겠다는 얼굴에, 악귀인들 피식 

웃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혀를 차면서 돌아설 것

이다.66 만약 여기서 망자가 말을 한다면, 이런 시구로 응

할 것 같다: “왜 죽냐면, …웃지요.”

Ⅶ. 맺음말

수긍하든가 혹은 거부하든가에 상관없이 선과 악의 

문제는 인간의 삶과 운명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또 철

학사(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는 선과 악에 대한 존

재론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

다. 악의 근원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와 셸링은 각자 

자신들의 방식대로 악의 근원을 찾았지만, 이런 시도는 

초자연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악에 대한 하나의 응답에 불

과할 것이다. 말하자면 악의 근원 문제에 대한 보편적이

고 궁극적인 답변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니체는 전승된 윤리를 부인하고 “선악의 

피안”을 설파했지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선

악의 차안”일 따름이다. 인간은 그가 세상에서 삶을 영위

하는 한 선악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등지고 살 수는 없다. 

어떠한 삶을 펼치든 그것은 자유이겠으나, 선악의 문제

는 인간의 운명과 결부되어 있다. 물론 니체에게서 ‘초인

(Übermensch)’은 “선악의 피안”에 거주한다고 하지만, 즉 

선악의 범주를 넘어서는 성자, 즉 니체의 새로운 신(神)인 

자라투스트라와 디오니소스가 존재하지만, 선악이 우리

에게서 피안적인 것이 아니라 차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엄연한 운명적인 사건인 것이다. 이 

“선악의 차안”에서 선악의 투쟁이 끊임없음을 우리는 바

롱댄스의 가면극을 통해 음미해보았지만, 또한 일상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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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경험할 수 있다.

전승된 악마(악귀)의 개념은 극히 섬뜩하고 무서운 

존재로 알려져, 원시 신앙에서부터 이런 초자연적 힘을 

가진 악마에게 맞서 싸워 퇴마하는 존재자로서 수막새와 

벽사신, 수호신, 방위신, 귀면상, 사천왕상 등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악마에게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악마처럼 형상화된 것이다. 그 어떤 형태의 수호

신들도 눈을 부라리며 악마에게 “얼씬거리지 마!”라는 호

통을 내뱉고 있다. 물론 악마가 그 호통에 물러설지는 미

지수다.

그러나 “신라의 미소” 수막새는 악마에게 대처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섬뜩한 악령에게 환대와 미소로서 

대처하는, 그야말로 상식을 뛰어넘는 기발한 방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험상궂고 살벌한 형상으로 악귀에 대

처하는 것이 동서양의 일반적인 방편이지만, 신라인들은 

기상천외의 방식으로 악귀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신

라의 미소”로 칭해지는 얼굴무늬수막새와 해학 기질 넘치

는 토우들에게서 악귀에 대처하는 고대 신라인들의 심오

한 존재론적 사유와 독창성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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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ilosophy of Good and Evil Engraved on Roof 
– End Tiles – A Contemplation of “The Smile of 
Silla” Roof-End Tiles

This study examines the universal meaning of  the roof-end tile, our cultural property, and especially focuses on 

an ont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Smile of  Silla” roof-end tile. In addition, the problem of  good and evil read 

here is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the universal problem of  philosophy.

The issue of  good and evil is a theme in philosophy, theology, religion, and culture that will endure throughout 

human history in both the East and the West. Augustine and Schelling inquired deeply into the source of  evil and 

obtained an answer to this question based on their methods, but their answer is not universal or absolute, or an 

answer that applies to everyone. This is because the issue of  good and evil possesses both a direct relationship 

with every human being and a characteristic that will remain unresolved. That is to say, the metaphysical question 

regarding the source of  evil will always be one that is open. Nietzsche, however, repudiated the morals handed 

down through Socrates and Christianity, and urged that we reside “beyond good and evil.” This brief  review argues 

that good and evil exists in the form of  a being in itself, whether it is within our grasp or not, and reveals that good 

and evil is more “this-worldly” than it is “other-worldly”. The roof-end tiles with facial markings passed on to us 

also presuppose that evil is in full force in this world and exerts its influence. This review taps into several folk 

methods for coping with the existence of  an invincible evil that surpasses human capability and contemplates the 

extraordinary and creative ideas of  the Silla people through their “Smile of  Silla” roof-end tiles with facial markings 

that were used to counter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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