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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향가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기반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다. 즉, 신라인들은 향가

의 어떤 측면에 매료되었으며, 향가는 어떠한 문화적 기반을 통해 대중 속에 파고 들 

수 있었던가에 대해 문증해 본 결과물이다.

향가가 지닌 매력에 대해 본고는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향가가 가진 ‘感動天地

鬼神하는 힘’ 즉 法力, 둘째, 어려운 불교 교리를 쉽게 설명한 ‘涉淺歸深의 표현’, 셋째, 

맑고 고매한 노랫말 즉 ‘其意甚高․詞淸句麗함’이 그것이다. 

향가가 유행할 수 있었던 문화적 기반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지목할 수 있었다. 첫째, 

신라에서 흔히 있었던 佛法 를 통하여 대중에게 전파될 수 있었고, 둘째, 시주승들의 

길거리 포교를 통해서도 대중 속으로 파고들 수 있었으며, 셋째, 화랑도 조직의 활동과 

무리들의 膾炙를 통해서도 대중적 향유가 이루어질 수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8세기 일본 승려 圓仁(794-864)이 관찰하여 기록한 신

라 사찰 <法花院>에서의 불교의식에 관한 내용을 거론하였다. 이 기록은 신라인이 법회

를 열 때, 신라의 곡조와 말로 부처를 찬탄하는 노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신라인이 공식적 의식 절차 속에서 향가를 구사했음을 알리는 직접적 언급이란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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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향가 향유 현황에 대한 연구에 적지 않은 시사점를 지닌 것이라 하겠다. 

주제어 : 감동천지귀신, 법력, 섭천귀심, 기의심고, 사청구려, 법화원, 신라법회, 신라방, 

圓仁

Ⅰ. 서론

향가가 신라를 대표하는 장르임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 이의 창작과 향

유가 俗人에서 花郞徒․僧侶, 나아가 國王에 이르는 전 계층에 걸쳐 이루

어졌음1)도 이미 선학들이 지적한 바와 같다. 실제 문헌을 살펴도 승려들이 

지은 노래가 왕2)에서부터 도적들3)에게까지 알려졌던 사실들이나, 왕명으

로 향가 모음집이 찬집된 사실4)이 나타나 향가에 대한 당대인의 폭넓은 

 1) “作 를 보면 僧侶가 있고 俗人이 있고 男子가 있고 女子가 있듯이 各階級을 通하

여 있는 것도 注意할 바이거니와, 더욱이 村女 寺婢와 得烏谷과 같은 그다지 知識階

級에 屬되지 몯한 人物에까지 그만한 作品이 있다는 것은 新羅에 如何히 鄕歌가 

普遍하였으며, 또 盛況하였든가를 말하여 주는 듯하다.” 조윤제, �朝鮮詩歌史綱�, 東

光 書店, 1937, p.52.

“우흐론 朝廷郊廟의 歌  或은 爲政 의 規戒․諷詠, 아레론 郎徒․僧侶들의 

禱와 酬唱, 또는 大矩․忠談․月明․永才 流의 名歌人의 隨時唱詠, 乃至 民庶一般, 

老若男女의 風謠에 亘하야 그 種目과 所用이 許多하고 그 題材도 無限하엿겠다.” 

양주동, �古歌硏究�, 一潮閣, 1965, p.54.

 2) “짐이 일찍이 그대의 ｢찬기파랑사뇌가｣를 들은 바 있다.(朕嘗聞師讚 婆郞詞腦

歌)” �三國遺事� 권2, 紀異,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3) “영재스님은 …… 향가를 잘 했는데 …… 도적들이 평소에 그 이름을 듣고 있었기에 

이에 노래 짓기를 명했다.(釋永才……善鄕歌……賊素聞其名 乃命作歌)” �三國遺事�

권5, 避隱, 永才遇賊.

 4) “그에게 명령하여 대구화상과 함께 향가를 수집하게 하였는데, 이를 �삼대목�이라고 

불렀다.(命 大矩和尙, 修集鄕歌, 之三代目)”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 眞聖

王 2年(8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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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신라인이 향가를 숭상한 것이 오래되

었다.(羅人尙鄕歌 尙矣)”5)란 직접적인 언급까지 있어 향가가 當代人의 

숭상과 사랑을 받았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향가는 신라와 고려초를 

관통하며 大衆6)이 가장 애호했던 詩歌 장르라 평가된다. 

그런데 향가의 이러한 大衆的 성공은 아마 이 장르가 지닌 어떤 매력과, 

그 보급을 가능케 한 문화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는 다양할 수 있다. 그들을 매료시켰던 요소를 가창 후

에 발생된 여러 신이한 현상의 체험에서도 찾을 수 있고, 향가의 노랫말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에서도 찾을 수 있다. 향유의 문화적 기반 또한 불교

적 기반에서 찾을 수도 있으며 혹은 화랑도의 기반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그간의 연구도 이러한 범주에서 전개되어 왔음을 본다. 

양주동은 �고가연구�에서 

特筆할 것은 上引遺事文中 ｢鄕歌 往往能感動天地鬼神  非一｣이란 文

句이니, 羅代人은 무릇 詞腦歌를 ……정말 天地 神明을 感動식힐 수 잇는 

神聖한 무엇으로 看做한 것인데, 이는 저 上代震人이 歌 을 天․神과 交通

할 수 잇는 무슨 超自然力, 혹은 神鬼를 驅使할 수 잇는 무슨 呪術的 힘으로 ̊ ̊ ̊ ̊ ̊ ̊

觀念̊ ̊ 한 것 그대로의 遺傳이다.7)

 5) �三國遺事� 권5, 感通, 月明師兜率歌.

 6) 현대 담론에서 ‘대중’이란 용어는 ‘엘리트 계층에 대응하는 집단’의 의미로 흔히 사용

되지만, 본고는 이를 ‘수많은 (신라) 사람의 무리’란 의미로 쓴다. 즉 본고에서의 대중

은 신라의 민중뿐 아니라 귀족․왕까지 즉, “계층을 초월한 모든 이들”을 의미한다. 

이는 大衆의 원래 의미이기도 하다.

대중(大衆) : 1. 수많은 사람의 무리. 2. <사회>대량 생산․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 3. <불교> 많이 모인 승려. 또는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니를 통틀어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7) 양주동, �古歌硏究�, 一潮閣, 1965, p.54.



8  韓民族語文學 第68輯

라고 말함으로써 향가가 지닌 주술성에 신라인들이 매료되었음을 지적

하였고, 이재선은 

鄕歌의 解明에는 佛敎的 및 呪術信仰的인 背景을 도저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鄕歌의 價値는 詩歌 자체의 審美的 價値̊ ̊ ̊ ̊ ̊ 에서

도 評價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8)

라고 함으로써 향가 자체가 지닌 심미적 가치 또한 그들이 향가를 애호한 

주요 이유 중의 하나란 견해를 표명하였다. 향가가 대중적으로 성행할 수 

있었던 문화적 기반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다음

鄕歌硏究 特히 그 內容的 性格을 把握하기 爲해서는 當時의 佛敎를 度外

視 하고는 도저히 不可能하다…… 鄕歌 生産 當時의 佛敎가 新羅에서 어떤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當時의 文化는 勿論이요, 

政治에 이르기까지 佛敎的 要素̊ ̊ ̊ ̊ ̊ 에 關心이 가지 않을 수 없다.9)

과 같이 불교적 기반을 지목하였으며, 혹은 다음

(주요 작자들이) 花郞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鄕歌를 ̊ ̊ ̊

花郞 중심̊ ̊ ̊ ̊으로 고찰하는 것이 當然 以上의 當然이라고 結論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鄕歌를 花郞의 文學 — 화랑이 헤게모니를 잡고 영도하였으며 

花郞道의 정신을 담은 문학이라 단정하고서 이 시대의 화랑도의 현실생활이 

서정적이였으므로 대체로 鄕歌는 화랑의 문학이였으며 서정시였던 것이다.10)

 8) 이재선, ｢新羅鄕歌의 語法과 修辭｣ �鄕歌의 語文學的 硏究�, 서강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72, p.142. 

 9) 정주동, ｢鄕歌의 性格 糾明을 爲한 新羅 佛敎의 理解｣, �語文論叢� 4권, 한국문학

언어학회, 1970,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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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화랑도 문화에 바탕하여 향가가 대중적으로 향유될 수 있었던 것

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향가연구서의 일부 페이지에서 단편적으

로 언급된 채 향가가 神異한 속성을 지녔음을 거듭 확인만 해 왔을 뿐, 향

가에 내재된 이러한 속성이 당대의 어떤 신앙에 대응되며, 어떠한 문화적 

經路를 통하여 대중적 애호를 획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고

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향가가 지닌 神異性을 불교적 속

성에 연관시키지 않고 ‘토속 신앙의 주술’에 연관시킨다든지 - 즉, 향가의 

문화기반을 巫佛習合으로 본다든지 -, 일부 향가의 연행 정황을 公的 

式으로까지 확장시켜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적․일회적 의식11) 정도로 국

한해 보는 등의 한계도 지니게 되었다.

본고는 향가가 “불교를 뿌리로 하여 피어난 한 현상”12)이라는 선학의 

큰 스케치를 보다 구체적인 사료를 통하여 확장․채색하려는 목적을 지니

고 있다. 향가의 주변에서 생겨난 일들이 대체로 불교의 포교과정에서 일어

나는 일과 동일함을 문증하여 향가란 꽃은 대체로 불교가 쌓은 믿음의 前轍

을 따라 피어났음을 보이고, 이후 8세기 신라인의 사찰에서 목격된 불교 

式에 관련된 자료 등을 통해 향가의 배경설화에서 보이는 式의 片鱗

10) 이명선, �朝鮮文學史�, 朝鮮文學社, 1948.

11) ｢도솔가｣, ｢안민가｣ 등의 경우는 公的 式과 연관시켜 논의하고 있지만, ｢혜성가｣, 

｢제망매가｣ 등의 경우는 배경설화 자체가 간략하기 때문에 개인적․일회적인 의식 

정도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혜성가｣, ｢제망매가｣ 역시 대규모의 공적인 

式을 수반한 가운데 창작 향유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타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향가 중 일부 작품 - ｢도솔가｣, ｢안민가｣ 등 - 의 式的 성격

에 대해서는 ｢향가의 제의가적 성격 연구｣(최선경,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을 참조할 수 있다.

12) “果然 그렇다면, 佛敎는 新羅文化의 뿌리인 데 대하여, 鄕歌는 이 文化의 한 現象이

라 하겠다.” 김종우, �鄕歌文學硏究�, 二友出版社, 1975,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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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다 확장된 시각에서 논해 보려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신라인이 향가

를 향유할 수 있었던 精神的․ 式的 기반을 탐색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Ⅱ. 성 획득의 誘因

향가가 대중의 애호를 받으며 성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향가가 

어떤 효용이나 매력을 지녔기에 신라의 범계층적 사랑을 받았던 것일까? 

이 물음의 답은 향가에 대한 당대인들의 언급을 살핌으로써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하에서는 당대인의 評語를 중심으로 점검해나가기

로 한다. 

1. 感動天地鬼神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향가가 지닌 최고의 매력은 ‘天地鬼神

을 感動시키는 힘’, 즉 ‘法力’13)이다. 이 점은 삼국유사의 편찬자인 일연도 

13)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주술성’이라 하고 있는데, 부처의 힘을 빌린다는 의미에서 ‘法

力’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다. 학계에서 흔히 ‘二日並現’이나 ‘彗星犯心大星’

의 變怪를 진정시킨 노래인 ｢도솔가｣나 ｢혜성가｣를 ‘주술성을 띤 대표적인 작품’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은 부처님의 법력으로 모두 설명이 된다. �인왕경� 등에서 

보이는 정상 범주의 ‘法力’인 것이다. 참고로 �인왕경�의 관련구절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一切國王爲是難故講讀般若波羅蜜. 七難卽滅七福卽生. 萬姓安樂帝王歡喜. 云

何爲難 ‘日月失度’……‘二十八宿失度’……‘大火燒國萬姓燒盡’……‘大水 沒百姓’……

‘大風吹殺萬姓’……‘天地國土亢陽炎火’……‘四方賊來侵國內外賊起’” (仁王般若波

羅蜜護國經受持品 第七)

이와 같은 法力에 대한 믿음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9월……이때 별의 변고가 있었고 오랑캐가 쳐들어 왔다. �인왕경�을 꺼내어 자성사

와 서명사의 두 절에 보냈다. 백척 고좌를 설치하고 �인왕경�을 강하였다. (九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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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지목한 바 있다. 

신라인이 향가를 숭상한 지가 오래 되었다. …… 왕왕 천지의 귀신을 감동

시키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羅人尙鄕歌 尙矣 …… 往往能感動天地

鬼神 , 非一.) �三國遺事� 권5, 感通, 月明師兜率歌.

신라에 불교가 유입된 이래, 신라인들 사이에는 부처님의 힘, 즉 ‘法力’

이 生의 고난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불교

는 그 기대를 실현시키며 신라인의 삶에 뿌리를 내려갔다. 阿道가 신라 불

교의 기틀을 놓고, 法 王이 이를 공식화한 후 불과 1세대가 지나지 않아 

도시는 “절들이 별을 펼쳐 놓은 듯하고 탑들이 기러기 떼의 행렬과 같다

[寺寺星張, 塔塔雁行]14)”고 묘사되었을 정도로 바뀌었으며, 1세기가 지나

지 않아 “계를 받고 부처를 모시는 집이 열에 여덟아홉[受戒奉佛, 十室八

九]15)”이었을 정도로 불교의 세가 확장되었다. 이러한 불교의 급격한 확산

은 ‘부처님의 法力’이 ‘生의 苦痛’을 滅해 준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

다.

그런데 향가의 향유 현장 역시 역시 불교가 지닌 ‘法力’과 동일한 상황에

서 기술되어 있음을 본다. 질병․죽음․국가적 변고 등의 苦難이 닥치면 

신라인들은 이의 해결을 위해 부처님의 힘에 의존하곤 했는데, 공교롭게도 

향가가 불린 자리 역시 전적으로 이와 궤를 같이함을 보는 것이다. 

時以星變，羌虜入寇，內出仁王佛經兩輿, 付資聖西明二佛寺，置百尺高座講之.)” 

� 唐書� 권11, 代宗本紀 永泰元年 9월.

14) 진흥왕(眞 王, 재위 534∼576) 代의 묘사임. (�三國遺事� 3卷, 法, 原宗 法厭髑

滅身)

15) 선덕여왕(善德女王, 재위 632∼647) 代의 묘사임. (�三國遺事� 4卷, 義解, 慈藏定

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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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疾病의 치유

신라인들이 불교의 법력을 가장 필요로 했던 상황은 ‘질병의 치유’였다. 

불교는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있었고 이로 ‘법력을 통한 병의 치유’는 불교 

진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불교 전래의 초기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공통적으로 엿보이는 것은 이 점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성국공주가 병이 났는데 무의도 효험이 없자 사람을 사방으로 보내어 의원

을 구하게 하였다. 아도가 급히 대궐로 들어가 마침내 그 병을 고쳤다̊ ̊ ̊ ̊ ̊ ̊ . (時成

國公主疾, 巫醫不効, 勅使四方求醫, 師率然赴闕, 其疾遂理.) 

�三國遺事� 3卷, 法, 阿道基羅.

이 때 왕녀가 몹시 위독했는데, 묵호자를 불러들여 향을 사르며 서원을 표

하게 하니 왕녀의 병이 곧 나았다̊ ̊ ̊ ̊ ̊ ̊ .(時王女病革 使召墨胡子焚香表誓 王女之

病 愈) �三國遺事� 3卷, 法, 阿道基羅.

왕이 병에 걸려 의원의 치료에도 차도가 없자 원광을 청하여 궁에 오게 

했다. …… 밤이면 두 시간 동안 심오한 법을 설했다. …… 병실에 머물게 했더

니 오래지 않아 마침내 병이 나았다̊ ̊ ̊ ̊ ̊ . (王染患, 醫治不損, 請光入宮…夜別二

時爲說深法…克留疾所, 不久遂差) �三國遺事� 4卷, 義解, 圓光西學.

위의 사례들은 순서대로 신라에 처음 불법을 전한 아도(我道, 3C)와 묵

호자(墨胡子, 5C), 최초로 西學다운 서학을 했다고 알려진 원광(圓光, 

555-638) 등의 일화에서 나타나는데, ‘최초’의 수식어를 띤 고승들이 공히 

법력의 구사처를 ‘병의 치유’로 찾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즉, 신라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법력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

을 심어 주려한 노력의 증거인 것이다. 이러한 고승들의 노력을 통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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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은 신라 대중 사이에 뿌리를 내렸던 듯하다. 이후로도 이에 관련한 많

은 일화들이 그들에게 膾炙된다. 

그런데 향가 역시 이와 동일한 궤적을 지니며 신라인의 일상에 뿌리내

려가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다음 두 작품의 배경설화 혹은 관련 

설화는 ‘질병의 치유’란 측면에서 볼 때 위 인용의 정황에 정확히 부합한다. 

경덕왕 때 한기리의 여인 희명의 아이가 태어난 지 다섯 살만에 문득 눈이 

멀었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분황사 좌전 북벽에 그린 천수대비 

앞에 가서 아이에게 노래하여 빌게 하여 마침내 광명을 얻었다.(景德王代, 

漢岐里女希明之兒, 生五稔而忽盲. 一日其母抱兒, 詣芬皇寺左殿北壁畫千

手大悲前, 令兒作歌禱之, 遂得明) 

�三國遺事� 3卷, 塔像, 芬皇寺千手大悲 盲兒得眼.

노래가 퍼지자 人口에 회자되어 종종 길거리의 담벼락에도 쓰이곤 했다. 

사평군의 나필급간이 병이 걸려 3년 동안 낫지 못했는데 균여대사가 그를 보

고 그 괴로움을 딱하게 여겨 이 원왕가[보현십원가]를 불러주고 늘 읽도록 

권하였다. 훗날 하늘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 “ 너는 대성의 노래의 힘으로 

인해 병이 반드시 나으리라.” 이로부터 효험이 있었다. 歌播在人口 往往書諸

牆壁 沙平郡那必及干 緜痼三年不能醫療 師往見之憫其苦 口授此願王歌 

勸令常讀 他日有空聲唱  “汝賴大聖歌力, 痛必差矣.” 自爾立效. 

�균여전�, 第七歌行化世分 . 

｢도천수관음가｣가 눈먼 어린아이를 치유하기 위해 불리우고, ｢보현십원

가｣가 병든 이를 치유하기 위해 불린 것은 고승들의 법력 施展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인데, 이 점은 향가가 신라인들의 애호를 받을 수 있었던 까닭

에 대한 선명한 해답이 되어 준다. 즉, 향가는 주술이 아닌 ‘法力’의 대체재 

역할을 하였기에 대중적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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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淨土行의 기약

불교는 신라인들에게 내세의 안락, 즉 淨土行에 대한 기대를 심어 주었

다. 현실의 고통을 견디면 내세의 安樂이 온다는 믿음은 신라인들을 더욱 

불교에 귀의하게 했다. 다음 일화들에서 그 간절함을 엿볼 수 있다.

고승 점개가 육륜회를 흥륜사에서 베풀려고 시주를 얻고자 복안의 집에 

왔다. 복안이 베 50필을 보시하니 점개가 축원하여 말하기를 “단월이 보시를 

좋아하니 천신이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하나를 보시하여 만 배를 얻고 

안락하여 장수하소서”라고 하였다. 대성이 이를 듣고 뛰어 들어가서 그의 어

머니에게 말하기를 “제가 문간에 온 스님이 외우는 소리를 들으니 하나를 보

시하면 만 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생각건대, 우리는 분명히 전생에 선업이 없

어 지금 이렇게 곤궁한 것인데 지금 또 보시하지 않으면 내세에는 더욱 곤란

할 것이니, 제가 고용살이로 얻은 밭을 법회에 보시해서 뒷날의 응보를 도모

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어머니는 말하기를 “좋다”고 하였다. 이에 그 

밭을 점개에게 보시하였다. (開士漸開, 欲設六輪 於 輪寺, 勸化至福安家. 

安施 五十疋, 開呪願曰: “檀越好 施, 天神常護持. 施一得萬倍, 安樂壽命

長.” 大城聞之, 跳 而入, 其母曰: “予聽門僧誦倡, 云施一得萬倍. 念我定

無宿善, 今玆困匱矣; 今又不施, 來世益艱. 施我傭田於法 , 以圖後報何

如?” 母曰: “善” 乃施田於開.) 

�三國遺事� 5卷, 孝善, 大城孝二世父母神文王代.

그 곳에 산 지 3년만에 어머니의 부고가 왔다. 진정선사는 가부좌를 하고 

선정에 들어가 7일만에 일어났다. ……무리 3천을 모아 �화엄대전�을 강하였

다. 문인 지통이 강의하는 대로 그 요지를 뽑아 두 권의 책을 만들고, 이름을 

�추동기�라고 하여 세상에 유통시켰다. 강의를 마치자 그 어머니가 꿈에 나타

나서 말하기를, “나는 이미 하늘에 환생하였다.”고 하였다. (居三年, 母之訃音

至, 定跏趺入定, 七日乃起.…… 講華嚴大典. 門人智通隨講, 撮其樞要, 成兩

卷, 名錐洞記, 流通於世. 講畢, 其母現於夢曰: “我已生天矣.”) 

�三國遺事� 5卷-9孝善-眞定師孝善雙美-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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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가는 이러한 대중의 간절함을 실현시켜 주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極樂往生’을 위해 조석으로 고난의 수행을 행하면서 ‘願往生歌’을 노래했

고, 누이를 극락으로 천도하기 위해 ｢제망매가｣를 불렀다. 그 정황은 아래 

인용들로 확인된다.

월명사는 또 일찍이 죽은 누이를 위해 재를 올리고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냈다.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나 지전이 날려 서쪽으로 사라져 버렸다. 

(明又嘗爲亡妹營齋, 作鄕歌祭之, 忽有驚颷吹紙錢, 飛擧向西而沒) 

�三國遺事� 권5, 感通, 月明師兜率歌

광덕과 엄장 두 사람은 우애가 좋았다. 조석으로 다짐하여 말하기를 “먼저 

서방 극락에 가는 이는 반드시 이를 알리기로 하세”라고 하였다. …… 하루는 

…… 창밖에서 소리가 나서 알리기를 “나는 서방으로 가노라. 그대는 잘 지내

다가 속히 나를 따라 오게”라고 하였다. 광덕이 일찍이 노래를 지었다. (“廣德

嚴莊, 二人友善, 日夕約曰 “先歸安養 告之.” ……一日, 日影拖紅, 松陰

靜暮, 窓外有聲, 報云: “某已西往矣, 惟君好住, 速從我來.” …… 德嘗有歌

云) �三國遺事� 권5, 感通, 廣德 嚴莊. 

신라인의 삶의 궁극적 목표인 ‘극락왕생’을 위해 그들은 향가를 불렀고, 

이러한 소망은 향가를 통해 성취되었던바, 정토행의 불교적 토양에서 향가 

성행의 한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3) 變怪의 祈禳

향가가 승려, 귀족 나아가 국왕의 삶에서까지 향유될 수 있었던 이유는 

향가가 지닌 ‘변괴의 기양’ 능력 때문이다. 이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부처

의 法力’이 다져 놓은 기반에서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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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신라의 불교는 ‘호국불교’를 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삼국

의 위태한 대치상황, 내란으로 인한 왕권의 불안, 당나라 혹은 왜구의 침입 

등을 극복하기 위해 신라인은 수많은 법회를 행했다. 다음 등에서 보이는 

史實들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15년 봄 3월, 서울에 지진이 발생하여 민가가 무너지고 사망자가 백여 명이 

되었다. 금성이 달에 들어갔다̊ ̊ ̊ ̊ ̊ ̊ ̊ ̊ ̊ . 백좌 법회̊ ̊ ̊ ̊를 열었다. 十五年, 春三月, 京都地

震, 壞民屋, 死 百餘人. 太白入月, 設百座法 . 

�삼국사기�, 新羅本紀9-惠恭王-15年

경덕왕 천보 12년 계사 여름에 가뭄이 심하였다̊ ̊ ̊ ̊ ̊ ̊ ̊ . 내전으로 (高僧 大賢을) 

불러서 �금광명경�을 강하여 단비를 기원했다. (景德王天寶十李年癸巳, 夏

大旱, 詔入內殿, 講金光經, 以祈甘霔.) 

�三國遺事� 4卷, 義解, 賢瑜珈 海華嚴.

향가는 이 불안함을 극복케 하는 힘이 있었다. ｢도솔가｣, ｢안민가｣ 그리

고 ｢혜성가｣는 향가가 變怪를 물리쳐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게 해 준다는 

당대의 믿음이 잘 반영된 작품이라 할 것이다.

경덕왕 19년 경자(760년) 4월 초하룻날에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 열흘 동

안 사라지지 않았다. 일관이 아뢰기를 “인연 있는 중을 청하여 산화공덕을 

드리면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 월명사가 이에 兜率歌를 지어 읊으니 

…… 곧 해의 변고가 사라졌다.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 二日竝現, 挾旬

不滅. 日官奏: “請緣僧, 作散花功德則可禳.……明乃作兜率歌賦之……旣而

日怪卽滅) �三國遺事� 5卷, 感通, 月明師兜率歌.

제5 거열랑, 제6 실처랑, 제7 보동랑 등 세 화랑의 무리가 풍악에 놀러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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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데, 혜성이 심대성을 범하였으므로 낭도들은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여 

그 여행을 그만 두려고 하였다. 이때 융천사가 노래를 지어 부르자 별의 괴변

이 곧 사라졌다. 일본군도 제 나라도 돌아가니 도리어 복된 경사가 되었다. 

임금이 기뻐…… (第五居烈郞, 第六實處郞, 第七寶同郞等, 三花之徒, 欲遊

楓岳, 有彗星犯心大星, 郞徒疑之, 欲罷其行. 時天師作歌歌之, 星怪卽滅, 日

本兵還國, 反成福慶.) �三國遺事� 권5, 感通, 融天師 彗星歌 眞平王代

이상에서 보았듯이 향가의 대중화는 불교가 다져 놓은 ‘法力’에 전적으

로 기대고 있다. 만약 불교가 그러한 믿음을 주지 못했더라면 현재 우리가 

보는 향가 역시 크게 다른 모습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즉, 향가는 불교의 

前轍을 따라 대중화되었던 것이다.

2. 涉淺歸深

균여는 향가 11수를 지은 후 서문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무릇 ‘사뇌’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희락하는 도구요, ‘원왕’이라 하는 

것은 보살이 수행하는 중추이다. 그리하여 얕은 데를 건너서 깊은 곳으로 갈 

수가 있고,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야 먼 곳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다 (夫詞腦

世人戲 之具願王 菩薩修行之樞故得涉淺敀深̊ ̊ ̊ ̊ ,從近至遠) 

�균여전�, 第七 歌行化世分 .

이 서문에 나타난 ‘涉淺歸深’은 향가가 지닌 대중성에 대한 또 다른 핵

심을 담고 있다. 균여는, “살아 있으면서 불법을 넓히고 인간을 이롭게 하

는 것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삼은 분[師之在世 以洪法利人爲己任]”16)으

16) �균여전�, ｢제5 解釋諸章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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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되는데, 그런 까닭으로 “제가의 문서 중에 소상히 알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반드시 주기와 해석[若有諸家文書 未易消詳  必爲之著記釋]17)”

을 지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그의 ‘利人’은 識 들에만 한정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저술 

활동의 여가에 보다 낮은 중생을 위해 노래 11수를 지었던 것이다. 즉 한문

으로 된 게송을 읊조리기 어려운 계층, 한문으로 된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

운 계층을 위해 우리말로 부를 수 있고,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방편을 실

행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말 노래라는 수단에 의해 불법의 깊은 경지로 들

어가는 과정을 ‘涉淺歸深’이라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는 적중되

어 그의 향가는 “담벼락에도 쓰일 정도로 대중의 인기[往往書諸墻壁]”18)

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대중성의 속성을 간파한 것은 균여뿐만이 아니었다. 불교의 

대중화로 유명한 원효 역시 이러한 속성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 역시 균여

와 마찬가지로 ‘世人戱樂之具’와 노래를 통해 대중의 곁으로 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원효가 계율을 잃고 설총을 낳은 이후로 속인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스스

로 소성거사라 칭하였다. 우연히 광대들이 놀리는 큰 박을 얻었는데 그 모양

이 괴이하였다. 인하여 그 형상대로 도구를 만들어 �화엄경�의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모든 것에 구애받음이 없는 자는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를 본 

떠 ‘무애’라고 이름 짓고 이에 노래를 지어 세간에 유행시켰다. 일찍이 이것을 

지니고 천촌만락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음영하여 돌아오니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모두 나무[南無]의 

칭호를 부르게 되었으니 원효의 교화가 컸던 것이다. (曉旣失戒生聰, 已後易

17) 균여전, 앞의 책.

18) 균여전, ｢제7 歌行化世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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俗服, 自號 姓居士. 偶得優人舞弄大瓠, 其狀瑰奇. 因其形製爲道具, 以華

嚴經一 無㝵人, 一道出生死, 命名曰無㝵, 仍作歌流于世. 嘗持此, 千村萬

落, 且歌且舞, 化詠而歸, 使桑樞瓮牖玃猴之輩, 皆識佛陀之號, 咸作南無之

稱, 曉之化大矣哉.) �三國遺事� 4卷, 義解, 元曉不覊.

위 인용에서 원효가 노래를 불러 세간에 유행시킨 노래는 명시되어 있

지는 않지만 우리말 노래 즉, ‘향가’임에 분명한데19) 이러한 쉬운 수단을 

통해 ‘부처의 이름’과 ‘南無의 칭호’, 즉 오묘한 불법으로의 입문이 가능하

게 되었으니 이러한 포교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기에 향가가 당대인들에게 

더욱 깊이 유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원효나 균여가 ‘涉淺歸深’의 방편을 행하는 대상이 모두 민중이라

는 점은 ‘其意甚高’의 장에서 보일 귀족과 왕의 취향과 뚜렷한 대조를 보여 

흥미롭다.

3. 其意甚高․詞淸句麗

충담사는 향가로 유명한 승려였다. 경덕왕이 그의 이름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한 사실에서 당대를 풍미한 그의 명성을 엿볼 수 있다.

“짐이 일찍이 들으니 그대의 ｢찬기파랑사뇌가｣가 그 뜻이 심히 높다고 하

던데 과연 그러하오?” “그렇습니다.” (“朕嘗聞師讚 婆郞詞腦歌, 其意甚高̊ ̊ ̊ ̊ , 

19) 향가는 ‘신라인이 부른 우리말 노래를 칭하는 말’이다. 10구체의 정연한 형식을 지닌 

것이거나, 그러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길거리 혹은 여항인들이 부른 짧은 민요 성격

의 노래나 모두 향가로 분류된다. 즉, 화랑이나 승려가 부른 ｢찬기파랑가｣나 ｢제망매

가｣ 등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나 無名의 노인, 노동하는 군중이 부른 노래인 ｢서동요｣

나 ｢헌화가｣, ｢풍요｣ 등도 모두 향가인 것이다. 그렇기에 원효가 부른 포교의 노래 

또한 우리말 노래였다는 가정에서 본다면 ‘향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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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其果乎?” 曰 “然”) �三國遺事� 권2, 紀異,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이 문답에서 우리는 당대인들이 향가를 사랑했던 또 다른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찬기파랑가는 “그 의미가 심히 높았기” 때문에 人口에 膾炙되었

던 것이다. 향가의 의취가 높고 맑음은 ｢찬기파랑가｣를 묘사하는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균여의 노래를 번역한 최행귀의 서문에서도 나타나

고 있다.

11수의 향가는 노랫말이 맑고 글귀가 아름다워 그 지어진 것을 詞腦라 부

른다.(十一首之鄕歌, 詞淸句麗̊ ̊ ̊ ̊ , 其爲作也, 號稱詞腦.) 

�균여전�, 제8 譯歌現德分

인용한 구절은 최행귀가 그의 향가를 번역하는 까닭을 들고 있는 부분

으로 최행귀는 노랫말의 맑음과 아름다움에 이끌렸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

리고 향가가 지닌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인해 향가는 더욱 향유의 범위를 

넓혀가게 된다. 최행귀가 이를 한역하여 해외의 巨儒와 碩德들에게까지 

알리고자 한 것20)은 향가가 지닌 ‘其意甚高․詞淸句麗’에서 기인한 것이

니 향가의 대중적 유행에 노랫말의 아름다움이 한 역할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겠다.

한편 이와 유사한 이유에서 창작되고 향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작품도 

있다. 비록 失傳이긴 하지만 원성왕(元聖王, 재위 785∼798)이 지은 ｢신공

20) 최행귀의 다음 말 “다만 한되는 것은 우리 나라의 才子, 名公들은 唐詩를 읊을 줄 

알지만, 중국의 巨儒, 碩德들은 향가를 알지 못하는 점이다.(所恨  我邦之才子名公 

解吟唐什 彼土之鴻儒碩德 莫解鄕謠, �균여전� 제8장 譯歌現德分 )”에서 잘 드러

나듯이 그가 ｢보현십원가｣를 한시로 번역한 것은 중국인들에게 ｢보현십원가｣가 지닌 

맑은 뜻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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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뇌가｣가 그것이다. 

대왕은 진실로 생의 곤궁함과 영달하는 변화를 알았으므로 ｢신공사뇌가｣

를 지었다. 노래는 전하지 않는다. (大王誠知窮達之變, 故有身空詞腦歌 歌

亡未詳.) �三國遺事� 권2, 紀異, 元聖大王. 

인생의 곤궁함과 영달의 변화 원리를 깨우친 내용은 역시 ‘其意甚高’의 

영역에 들 수 있을 것이다. 마음에서 촉발되는 고상한 뜻, 그 뜻을 표현하는 

데 적절한 측면이 있었기에 향가는 향유층을 넓히며 전 계층적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향가의 매력을 이런 시각에서 찾은 이들이 모두 

귀족 내지는 왕이란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만하지 않을까 한다.

Ⅲ. 성 획득의 經路

2장에서 필자는 향가의 대중화의 誘因을 향가가 지닌 내용적 측면 ‘感動

天地鬼神, 涉淺歸深, 其意甚高․詞淸句麗,’의 세 평어를 통해 살폈다. 그

런데 향가의 대중화는 위와 같은 내용적 측면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

는다. 왜냐하면 대중화는 내용과 수단의 결합체로서, 아무리 좋은 내용과 

효능을 지닌 文化素라 하더라도 이것의 전파 경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중에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불교가 국가의 지원과 여러 목적의 

法 를 통하여 대중을 雲集시키고 교리의 전파에 성공할 수 있었듯이, 향

가 역시 대중과의 접촉을 통하여 대중 속으로 스며들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향가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다수의 대중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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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佛法

향가가 대중과 만났던 가장 주요한 경로는 각종의 佛法 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대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 가장 많은 대중이 운집했던 장소 중의 

하나는 각종 法 였으며, 몇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이곳에서 ‘향가’가 향유

되었던 정황이 포착된다. 

신라 시대 법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거의 없지만, 다

행히 일본 승려 圓仁(794-864)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는 9세기 신라인

의 法  절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는 838년에서 847년까지 약 10년 

동안 당나라를 순례하는데, 839년에서 840년간을 당의 산둥반도에 위치해 

있던 新羅坊의 사찰 ｢法花院｣에 체류하게 된다. 그 때 신라인들이 주관하

고 참여하던 법회에 대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적어 둔 바 있다. 여

기에 보면 ‘佛法 ’에서 향가가 향유된 흔적이 있다. 다소 길지만 흐름에 

대한 전체적 조망을 위해 모두 인용한다.21)

<신라방 赤山院의 講經 式>

㉠㉠㉠㉠㉠ 강사가 법당에 올라 고좌에 앉자 대중들이 한 목소리로 부처님을 稱嘆

하였는데, 소리와 노래는 모두 신라의 것으로 당나라 것과는 달랐다. 강사가 

좌석에 오르자 부처님의 칭송이 바로 멈추었다. (講師上  登高座間 大衆同

音 稱嘆佛名 音曲一依新羅̊ ̊ ̊ ̊ ̊ ̊  不似唐音 講師登座訖 稱佛名便停) ㉡ ㉡ ㉡ ㉡ ㉡ 이 때 하

좌에 자리하고 있던 한 스님이 범패를 범패를 범패를 범패를 불렀는데 불렀는데 불렀는데 불렀는데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당풍에 당풍에 당풍에 당풍에 의거했다의거했다의거했다의거했다....범패를 불렀는데 모두 당풍에 의거했다. 즉 

｢어찌하여 이 경에 있어서야｣[云何於此經] 등의 한 행의 偈였다. ｢원컨대 부

처님은 미묘하고 은밀한 지혜를 열어주소서｣[願佛開微密]의 구절에 이르자 

대중들은 대중들은 대중들은 대중들은 같은 같은 같은 같은 소리로소리로소리로소리로대중들은 같은 소리로 ｢계향정향해탈향｣등을 불렀다불렀다불렀다불렀다....불렀다. (時有下座一僧作梵 一

21) 이 자료는 향가를 연구하는 장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다만 음악계에서 

이혜구가 ｢新羅의 梵唄｣(�이병도박사화갑기념논총�, 一潮閣, 1956.)에서 상세히 다

룬 이래 주요 자료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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據唐風 卽云何於此經等 一行偈矣 至願佛開微密句 大衆同音唱云 戒香定

香解脫香等) ㉢㉢㉢㉢㉢ 범패의 송이 끝나자 강사가 경의 제목을 부르고 곧 대의를 

해설하여 삼문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梵唱訖 講師唱經題目 便開題分

別三門) ㉣㉣㉣㉣㉣ 제목의 풀이가 끝나자 유나사가 나와 고좌의 앞에서 법회를 법회를 법회를 법회를 마련마련마련마련법회를 마련

한 한 한 한 연유와 연유와 연유와 연유와 시주의 시주의 시주의 시주의 이름과 이름과 이름과 이름과 시주한 시주한 시주한 시주한 물건을 물건을 물건을 물건을 읽어 읽어 읽어 읽어 알렸다알렸다알렸다알렸다....한 연유와 시주의 이름과 시주한 물건을 읽어 알렸다. (釋題目訖 維那師出來 

於高座前 談申 之由及施主別名 所施物色) ㉤㉤㉤㉤㉤ 알리는 일이 끝나자 곧 그 

문서를 강사에게 전해 주었다. 강사는 주미를 들고서 하나하나 시주의 이름을 

부르며 혼자 서원하였다. (申訖 便以其狀 轉餘講師 講師把麈尾 一一申擧施

主名 獨自誓願) ㉥㉥㉥㉥㉥ 서원이 끝나자 논의자는 논단하여 질문을 하였다. 질문을 

하는 동안 강사는 주미를 들고 질문자의 말을 들었다. 질문이 끝나자 곧 주미

를 기울였다가 다시 이를 들고 질문자에 감사하고 곧이어 대답하였다. 질문과 

회답의 방법은 본국[日本]과 같았다. (誓願訖 論義 論端擧問 擧問之間 講

師擧麈尾 聞問 語 擧問了 便傾麈尾 卽還擧之 謝問便答 帖問帖答 本國

同) ㉦㉦㉦㉦㉦ 논의가 끝나자 경문의 설명에 들어가 경의 뜻을 이야기하고 강의는 

끝났다. 대중들은 대중들은 대중들은 대중들은 소리를 소리를 소리를 소리를 같이하여 같이하여 같이하여 같이하여 긴 긴 긴 긴 소리로 소리로 소리로 소리로 부처를 부처를 부처를 부처를 찬탄하였다찬탄하였다찬탄하였다찬탄하였다....대중들은 소리를 같이하여 긴 소리로 부처를 찬탄하였다. 찬탄하는 

말 가운데 회향사가 들어 있었다. (論義了 入文談經 講訖 大衆同音長音讚嘆 

讚嘆語中 有廻向詞) ㉧㉧㉧㉧㉧ 강사가 고좌에서 내려오자 한 한 한 한 스님이 스님이 스님이 스님이 ｢｢｢｢處世界如虛空處世界如虛空處世界如虛空處世界如虛空한 스님이 ｢處世界如虛空｣ ｣ ｣ ｣ ｣ 

게를 게를 게를 게를 불렀는데불렀는데불렀는데불렀는데, , , , 음세는 음세는 음세는 음세는 우리나라우리나라우리나라우리나라[[[[일본일본일본일본]]]]와 와 와 와 자못 자못 자못 자못 비슷했다비슷했다비슷했다비슷했다....게를 불렀는데, 음세는 우리나라[일본]와 자못 비슷했다. (講師下座 一僧唱處

世界如虛空偈 音勢頗似本國) ㉨㉨㉨㉨㉨ 강사가 예반에 오르자 한 스님이 삼례를 

불렀고 강사와 대중도 같이 하였다. 강사는 법당을 나와 방으로 돌아갔다. (講

師昇禮盤 一僧唱三禮了 講師大衆同音 出 歸房) ㉩㉩㉩㉩㉩ 다시 복강사 한 사람이 

있어 고좌의 남쪽 아래 자리에서 강사가 어제 강의한 경문을 읽었다. 중요한 

교의를 함의하는 구절과 같은 곳에 이르면 강사는 그 경문을 다시 읽히고 그 

뜻을 설명하였다. 복강사도 역시 읽었다. 어제 강술한 글을 다 읽으면 강사는 

곧 다음 글을 읽었다. 매일 이와 같이 하였다. (更有覆講師一人 在高座南下

座 便談講師昨所講文 至如 義句 講師牒文釋義了 覆講亦讀 讀盡昨所講

文了 講師卽讀次文 每日如斯)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권2, 11월 22일, 赤山院講經 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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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의식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물론 佛經의 풀이하여 대중을 계도하는 

것이다. 위에서도 강경을 주도하는 講師와 이를 듣기 위해 시주를 하며 법

회에 참가한 불자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

야 할 부분은 講經이 시작되기 전과 후에 불리는 ‘ ․偈․梵唄․讚佛’ 등

에 대한 기록이다. 모두 부처의 공덕을 기리는 데 목적이 있는 이 노래들은 

위의 예에서 볼 때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는 ㉠에서 보이듯 신라어로 

불린 것이고, 둘째는 ㉡에서 보이듯 당풍 즉 당나라 말로 불린 것이고, 셋

째는 ㉧에서 보듯 일본풍과 유사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의 “대중들이 한 목소리로 부처님을 稱嘆하였는데, 소

리와 노래는 모두 신라의 것으로 당나라 것과는 달랐다.(稱嘆佛名 音曲一

依新羅 不似唐音)”란 부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부처를 稱嘆하는 노

래를 부름에 신라의 것에 의했다는 것은 바로 불회에서 ‘우리말 노래’가 

쓰였다는 증언이기 때문이다.

또, ㉧의 “한 스님이 ｢處世界如虛空｣ 偈를 불렀는데, 음세는 우리나라

[일본]와 자못 비슷했다. (一僧唱處世界如虛空偈 音勢頗似本國)”란 언급 

역시 佛 에서 ‘우리말 노래’가 향유되었음을 알린다. “음세가 일본과 자못 

비슷했다(音勢頗似本國)”란 말은 ‘신라인이 부른 게의 음세가 唐의 것과

는 다르고 일본과 비슷했다’란 의미로 풀이되는바, 그렇다면 이 偈 역시 

신라 고유의 방식으로 노래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2)

22) 이혜구는 이 부분을 당풍의 범패와 일본식 범패로 나눈 바 있다. 본고와 약간 다른 

이해이긴 하지만, ‘頗似本國’으로 묘사된 범패를 중국과 다른 것으로 본 점은 본고와 

같다.

“이같이 巡禮行記에 依하면 西紀 838年과 847年間에 新羅人의 赤山院에서 云何於

此經偈 處世界如虛空偈 如來妙色身偈의 梵唄가 불렸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注目할 것은 이 세 가지의 梵唄가 唐風의 것(운하어차경과 여래모색신)과 그 

音聲이 頗似本國(日本)한 것(處世界如虛空) 두 가지로 區別된 點이다. 이것은 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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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기록에 나타난 ‘부처의 덕을 찬탄한 우리말 노래들’이란 무엇

인가? 부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梵語로 적어 唱하면 ‘梵唄’가 되고, 漢語

로 적어 唱하면 ‘偈․ ’이 된다.23) 그런데 이 偈․ 과 향가는 어떤 관계

에 있는가? 일연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라인이 향가를 숭상한 지 오래니, 대개 향가는 詩․ 의 종류̊ ̊ ̊ ̊ ̊ ̊ ̊ ̊ ̊이다.(羅人

尙鄕歌 尙矣, 蓋詩 之類歟) �三國遺事� 권5, 感通, 月明師兜率歌.

이를 보자면 ‘향가’는 바로 중국의 ‘偈 ’, 인도의 ‘梵唄’에 대응하는 ‘우

리말로 된 불찬가’인 것이다. 따라서 신라 법회에서 불렸던, 부처를 찬탄하

던 우리말 노래는 바로 향가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법회에서 부처

의 공덕을 찬탄하는 말인 ‘범패’ 역시 우리말로 부르게 되면 바로 ‘향가’가 

된다. 이는 ‘범패’와 ‘향가’가 호환되는 것임을 보이는 다음 기사에서 확인

된다. 

“신승은 국선지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만 향가만 알지 범패는 모릅니다.” 

왕이 말하길 “이미 인연 있는 스님으로 점지되었으니 비록 향가라 하더라도 

좋소.”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鄕歌, 不閑聲梵,” 王曰: “旣卜緣僧, 雖用

鄕歌可也.” �三國遺事� 권5, 感通, 月明師兜率歌.

이로 본다면 梵唄와 偈와 鄕歌는 모두 실상은 같은 것으로 다만 언어적 

형식만 다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기에 위 법화원의 법회에서 우리말

에 唐風과 鄕風의 두 가지가 있는 點으로 미루어 唐風의 梵唄는 唐代에 생긴 比 的 

새로운 梵唄이고 日本의 音聲과 같다는 梵唄는 唐以前에 韓國을 經由하여 간 梵唄

로 推測할 수밖에 없다.” (이혜구, �한국음악서설�, 서울대학교출판부, p.341)

23) 【唄】 梵聲. 西域 曰唄. �辭源�, 臺灣商務印書館, 1973,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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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렀던 불찬가는 ‘향가’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불법회에서 보이는 이러한 향유 정황이 �삼국유사�에 나타난 향가의 향

유 정황에 적용될 수 있는가? 즉, 삼국유사에 나타난 향가의 향유가 불법

회의 기반 위에서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의 해명을 위해 월명사

가 ｢兜率歌｣를 부르던 정황을 다시 보자.

경덕왕(재위742-765) 19년 경자(760년) 4월 초하룻날에 ①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 열흘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일관이 아뢰기를 “인연 있는 승려를 청하

여 산화공덕을 드리면 그 화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조원전에 ②단

을 깨끗이 만들고 청양루에 행차하여 ③인연 있는 중을 바랐다. 그때 월명스

님이 밭둑을 걷다가 마침 남족 길을 가고 있었다. 왕을 사람을 시켜 그를 불러

와 단을 열고 ④계문을 짓게 하였다. 월명이 왕께 아뢰기를. “신승은 그저 국

선의 무리에 속해 있어서 ⑤향가만 알 뿐 범패[聲梵]에는 익숙하지 못합니

다.”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이미 인연 있는 중으로 점지되었으니 비록 

향가를 쓰더라도 좋소.”라고 하였다. ⑥월명은 이에 ｢兜率歌｣를 지어 읊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 이후, 해에 나타는 ⑦변괴는 곧 사라졌다. (景德

王十九年 庚子四月朔, 二日並現, 挾[浹]旬不滅. 日官奏 “請緣僧, 作散花功

德則可禳.” 於是潔壇於朝元殿, 駕幸靑陽樓, 望緣僧. 時有月明師, 行于阡陌

時之南路, 王使召之, 命開壇作啓. 明奏云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鄕歌, 

不閑聲梵,” 王曰 “旣卜緣僧, 雖用鄕歌可也.” 明乃作兜率歌賦之, 其詞曰 

“今日此矣散花唱良, 巴寶白乎隱花良汝隱,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彌

勒座主陪立羅良”. 解曰 “龍樓此日散花歌, 挑 靑雲一片花. 殷重直心之所

使, 遠邀兜率大僊家.” 今俗 此爲散花歌, 誤矣, 宜云兜率歌. 別有散花歌, 

文多不載. 旣而日怪卽滅.) �三國遺事� 권5, 感通, 月明師兜率歌.

이 기사는 구조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 모두에서 佛法 에서 ｢兜率

歌｣가 불렸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구조적인 측면을 보자면 ‘①두 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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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⑥ 兜率歌 가창-⑦ 변괴의 소멸’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서 등에서 

나타나는 法 의 시행 구조와 일치한다. 다음과 같이 법회는 ‘위기 상황의 

발생-법회-(해결)’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15년 봄 3월, 서울에 지진이 발생하여 민가가 무너지고 사망자가 백여 명이 

되었다. 금성이 달에 들어갔다̊ ̊ ̊ ̊ ̊ ̊ ̊ ̊ ̊ . 백좌 법회̊ ̊ ̊ ̊를 열었다. 十五年, 春三月, 京都地

震, 壞民屋, 死 百餘人. 太白入月, 設百座法 . 

�삼국사기�, 新羅本紀9-惠恭王-15年

경덕왕 천보 12년 계사 여름에 가뭄이 심하였다̊ ̊ ̊ ̊ ̊ ̊ ̊ . 내전으로 (高僧 大賢을) 

불러서 �금광명경̊ ̊ ̊ ̊ �을 강하여̊ ̊ ̊ ̊  단비를 기원했다. (景德王天寶十李年癸巳, 夏

大旱, 詔入內殿, 講金光經, 以祈甘霔.) 

�三國遺事� 4卷, 義解, 賢瑜珈 海華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산화공덕을 드리라’, ‘단을 설치했다’, ‘인연 있는 

승려’ 등에서 보이듯이 법회였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즉, 월명사 兜率歌 條

는 설화적으로 윤색되어 있지만 ‘불법회’에서 향가가 불렸던 그 정황을 비

교적 잘 유지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간략히 설화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祭亡妹歌｣ 역시 그러한 

불법회에서 불린 것이 분명하다. 다음에서 보이는 신라의 <일일강의식>

은 ㉠부분과 같이 산화가를 부르고 있다든지, ㉡부분과 같이 망자를 遷度

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祭亡妹歌｣의 향유 정황을 환기시킨

다. 

<신라의 一日講 式>

오전 8시경 종을 쳤다. 길게 쳤다고 여겨질 즈음 강사와 도강의 두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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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으로 들어왔다. 대중은 먼저 들어와 줄을 지어 앉아 강사와 독사가 불당

에 들어오는 동안 한 소리로 불명을 찬탄하며 길게 음성을 빼어 불었다. 강사

가 북좌에 오르고 도강이 남좌에 앉자 찬불을 멈추었다. (辰時打鐘 長打擬了 

講師都講二人入  大衆先入列坐 講師讀師入 之  大衆同音稱嘆佛名長

引 其講師登北座 都講登南座了 讚佛便止) 그때 하좌에 한 스님이 있어 범

패를 부르는데 ‘어찌하여 이 겨에 있어서야’의 한 줄 게였다. (時有下座一僧

作梵 云何於此經等一行偈也) 범패가 끝나자 남좌의 도강은 경 제목을 불렀

다. 창경은 길게 빼어 부르며 소리에 많은 굴곡이 있었다. (作梵了 南座唱經

題目 所 唱經長引 音多有屈曲) 창경하는 동안 대중은 세 번의 꽃을 뿌린다. 

㉠ 꽃을 뿌릴 때마다 각각 칭송하는 바가 있었다. (唱經之  大衆三遍散花 

每散花時 各有所 ) 창경이 끝나자 다시 짧은 소리로 제목을 불렀다. 강사는 

경의 제목을 해설하고 삼문으로 나누어 경의 대의를 강술하였다. (唱經了 更

短音唱題目 講師開經目 三門分別 述經大意) ㉡ 경의 제목 설명이 끝나자 

유나사가 이 강경이 있게 된 연유를 알렸다. 그 서장 가운데는 상세하게 무상

의 도리와 죽은 사람의 선행과 공덕, 그리고 죽은 일수를 기재하고 있었다. 

등주자사의 성은 오 이름은 각이다. ……휘자는 없다. (釋經題目竟 有維那師 

披讀申事 所由 其狀中 具載无常道理 亡 功能 亡逝日數 知登州刺史姓

吳名角 … 無諱字也)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권2, 11월 22일, 新羅一日講 式.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는 실로 다양한 목적의 法 가 나타난다. 이

러한 빈번한 법회에서 우리말로 된 노래가 쓰였을 것임은 신라방 법화원의 

법회 사례를 보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24) 향가는 이런 불법회의 현장에

24) �고려도경�에 나오는 다음 내용도, 법회에서 범패를 우리말로 부르던, 즉 향가가 향

유되던 한 장면을 포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 경전으로 �화엄경�과 �반야경�이 있었다.……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자에게 

외도록 하였으니 역력히 알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범패(梵唄)에 이르면 또 오랑캐 

말[鴃 ]이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大經則有華嚴般若……能爲華 , 嘗令誦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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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향유되었고, 이 式을 매개로 하여 대중에 스며들 수 있었던 것이다.

2. 施主僧을 통한 

향가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또 다른 경로로 施主僧들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삼국유사를 살펴보면 여러 형태의 시주승들이 보이는데, 다음에 보

이는 부궤화상과 원효의 일화는 이들이 대중 속에서 향가를 가창하며 포교

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드디어 출가하여 중이 되었다. 이름을 바꾸어 혜공이라 하고 늘 한 작은 

절에 살았다. 그는 매일 미친 듯이 크게 취해서 삼태기를 지고 거리에서 노래

하고 춤추었으므로 ‘부궤화상’으로 불렸다.(遂出家爲僧, 易名惠空. 常住一

寺, 每猖狂大醉, 負簣歌舞於街巷, 號負簣和尙) 

�三國遺事� 권4, 義解, 二惠同塵.

원효가 계율을 잃고 설총을 낳은 이후로 속인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스스

로 소성거사라 칭하였다. 우연히 광대들이 놀리는 큰 박을 얻었는데 그 모양

이 괴이하였다. 인하여 그 형상대로 도구를 만들어 �화엄경�의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모든 것에 구애받음이 없는 자는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를 본 

떠 ‘무애’라고 이름 짓고 이에 노래를 지어 세간에 유행시켰다. 일찍이 이것을 

지니고 천촌만락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음영하여 돌아오니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모두 나무[南無]의 

칭호를 부르게 되었으니 원효의 교화가 컸던 것이다. (曉旣失戒生聰, 已後易

俗服, 自號 姓居士. 偶得優人舞弄大瓠, 其狀瑰奇. 因其形製爲道具, 以華

歷歷可聽. 至其梵唄, 則又鴃 , 不復可辨矣.)” �고려도경� 권18, 釋氏.

“불교를 좋아하여 종묘의 제사에도 승려를 참여해 梵唄를 부른다. 범패에는 간간이 

이해되지 않는 말이 섞여 있다. (好浮圖 宗廟之祠 參以桑門歌唄. 其閒加以 語不

通.)” �고려도경� 권22, 雜俗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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嚴經一 無㝵人, 一道出生死, 命名曰無㝵, 仍作歌流于世. 嘗持此, 千村萬

落, 且歌且舞, 化詠而歸, 使桑樞瓮牖玃猴之輩, 皆識佛陀之號, 咸作南無之

稱, 曉之化大矣哉.) �三國遺事� 4卷, 義解, 元曉不覊.

공히 춤추고 노래하며 거리와 마을을 다녔던 바[歌舞於街巷․千村萬落 

且歌且舞] 이들을 통해 향가는 대중적 전파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한편 다음 기록

점개가 축원하여 말하기를 “단월이 보시를 좋아하니 천신이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하나를 보시하여 만 배를 얻고 안락하여 장수하소서”라고 하였다. 

대성이 이를 듣고 뛰어 들어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제가 문간에 온 

스님이 외우는 소리를 들으니 하나를 보시하면 만 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開呪願曰: “檀越好 施, 天神常護持. 施一得萬倍, 安樂壽命長.” 大城聞之, 

跳 而入, 其母曰: “予聽門僧誦倡̊ ̊ , 云施一得萬倍.”

�三國遺事� 5卷, 孝善, 大城孝二世父母神文王代

물고기와 자라 등이 바다에서 나와 진표율사 앞을 향해 몸을 엮어 육지처

럼 만드니 율사가 그들을 밟고 바다로 들어가 계법을 부르고 돌아 나왔다. 

(有魚鼈黿鼉等類, 出海向師前, 綴身如陸, 師踏而入海, 唱念戒法還出.) 

�三國遺事� 권4, 義解, 關東楓岳鉢淵藪石記

에서도 僧 점개 또한 5언 절구의 偈를 ‘誦倡’하고 다녔다고 하고, 진표율사

가 바다로 들어가 계법을 唱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 역시 시주승이 문화 

전파의 주요한 한 경로가 되었음을 감지케 하는 문화적 단면이라 할 것이

다.25)

25) 점개가 부른 것은 文面으로는 ‘한시’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승과정에서 

한시화되어 기록된 것일 뿐 실제로는 우리말로 된 노래[향가]를 불렀을 것으로 여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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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랑 조직을 통한 

향가의 대중화에 花郞徒 역시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화랑들이 “서로 노래와 음악을 즐기며 자연 속을 유람하는 [相悅以歌樂 

遊娛山水]26) 집단임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때 그들의 노래란 것은 월명

사의 “신은 다만 국선지도에 속해 있어 오직 향가만 알지 범성에는 익숙치 

않습니다.(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鄕歌, 不閑聲梵)”27)이라는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향가가 주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화랑들이 그들의 감정을 표현했던 주된 장르는 ‘향가’였음은 

여러 기록에서 나타난다. 화랑의 유람에 앞서 생긴 변고를 해소하기 위해 

｢혜성가｣가 창작되었고, 효소왕(재위 692-702)代에는 득오가 ｢모죽지랑가｣

를, 경문왕(재위 861-875)代에는 요원랑(邀元郞)․예흔랑(譽昕郞)․계원

(桂元)․숙종랑(叔宗郞) 등이 ｢玄琴抱曲｣, ｢大道曲｣, ｢問群曲｣을 지었던 

것이다. 또한 다음의 일화에서도 화랑의 무리가 ‘노래’를 쉽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관계였음이 드러난다. 

교정은 남모를 질투하였다. 술자리를 마련하여 남모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취하자 몰래 북천으로 메고 가서 돌로 묻어서 죽였다. 그 무리들은 남모

가 간 곳을 말지 못해서 슬프게 울다가 헤어졌다. 그 음모를 아는 사람이 있어 

노래를 지어 동네 아이들을 꾀어 거리에서 부르게 하였다. 남모의 무리들이 

노래를 듣고 그 시체를 북천 중에서 찾아내고 곧 교정랑을 죽였다. (姣貞 嫉

妬毛娘, 多置酒飮毛娘, 至醉潛 去北川中, 擧石埋殺之, 其徒罔知去處, 悲

泣而散, 有人知其 , 作歌誘街巷 童, 唱於街, 其徒聞之, 得其尸於北

다. 만약 한시로 게를 읊은 것이라면 고용살이를 하던 미천한 출신의 대성이 이해했을 

수가 없다. 

26)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眞 王 37年

27) �三國遺事� 권5, 感通, 月明師兜率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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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中, 乃殺姣貞娘.)  �三國遺事� 3卷, 塔像, 彌勒仙花 未尸郞 眞慈師

그런데 이들의 노래가 개인적 서정 표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규

모 의식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향유되었던 정황이 있다. 바로 ｢혜성가｣가 

그것이다. ｢혜성가｣의 배경을 간략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제5 居烈郞, 제6 實處郞(혹은 돌처랑突處郞이라고도 씀), 제7 寶同郞 등 

세 화랑의 무리가 風岳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慧星이 心大星을 범하였다. 

낭도들은 이를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그 여행을 중지하려고 했다. 이에 融天寺

가 노래를 지어 부르자 별의 괴변은 즉시 사라지고 일본 군사가 제 나라로 

돌아가니 도리어 경사가 되었다. 임금이 기뻐하여 낭도들을 보내어 풍악에서 

놀게 했으니, 노래는 이렇다. …노래 생략… (第五居烈郞, 第六實處郞[一作

突處郞.], 第七寶同郞等, 三花之徒, 欲遊楓岳, 有彗星犯心大星, 郞徒疑之, 

欲罷其行. 時天師作歌歌之, 星怪卽滅, 日本兵還國, 反成福慶, 大王歡喜, 遣

郞遊岳焉. 歌曰) �三國遺事� 권5, 感通, 融天師彗星歌眞平王代

위 인용을 무심코 본다면 ‘세 화랑이 금강산 유람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융천사가 ｢혜성가｣를 불렀다.’ 정도로 보이지만 문면을 자세히 보면 

그리 간단한 상황의 노래는 아닌 듯하다. 우리는 우선 세 화랑이 아니라 

세 화랑의 무리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세 화랑이라면 사적인 정황에서 불

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세 화랑의 무리라면 노래의 성격은 크게 달라

진다. 왜냐하면 신라의 화랑단은 1명의 화랑을 중심으로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의 낭도28)가 따르는 형태로 구성되는데, 그렇기에 위의 인용

28) 화랑도의 규모는 史書들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낭도 137명 또한 위의를 갖추어 따랐다. (郞徒百三十七人, 亦具 侍從) �三國遺事�

권2, 紀異, 孝昭王代竹旨郞.

두 원화에게 모인 무리가 3,4 백명이었다. (兩花, 聚徒三四百人) �三國遺事� 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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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裏面에는 상당한 규모의 화랑단이 움직이려는 정황이 숨어 있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융천사가 부른 혜성가의 성격도 단순히 즉흥적이고 密室

的인 노래로 보기보다는 세 화랑단, 즉 수천명의 낭도들이 堵列한 가운데 

壇上에서 一定 式을 행하면서 부른 노래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파악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자료적 한계로 말미암아 추정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화랑의 규모는 대규모란 점, 향가의 작가가 화랑

과 낭도, 혹은 화랑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승려들이 많다는 점 등이다. 

화랑의 무리가 적게는 수백, 많으면 幾千을 헤아리는 상황에서, 그러한 무

리에 속한 월명사, 융천사 등이 부른 노래가 조직적․대중적 파급력을 지

녔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Ⅳ. 결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향가가 신라인의 대중적인 애호를 받으며 향유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향가 자체가 지닌 내용적 측면과, 향가 

향유를 가능하게 한 문화적 배경이 그것이다. 본고는 내용적 측면의 주요

한 이유를 ‘感動天地鬼神․涉淺歸深․詞淸句麗’의 세 방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불교의 法力을 그대로 재현하는 힘은 현실의 고통을 극복할 

수단이 될 수 있었기에 그들은 향가를 숭상하게 되었고, 일반 게송에 비해 

塔像, 彌勒仙花 未尸郞 眞慈師.

(효종랑의) 낭도 몇 천 명이 각각 곡식 1섬 씩을 주었다. (郞徒幾千人, 各出粟一石

爲贈) �三國史記� 권48, 列傳, 知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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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언어로 표현되었던 것도 대중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았

다. 그리고 보다 높은 이치를 궁구한 ‘높고 맑은 노랫말의 매력’ 또한 그들

이 향가를 향유한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문화적 배경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佛法 ’를 통한 대중적 향유였다. 그간 향가 연

구에서 적극적으로 인용되지 못했던 圓仁의 기록을 검토해 신라의 불법회

에서 우리말로 된 불찬가가 존재했음을 밝혔고, 이것이 바로 향가 그것이

었으리라고 추정했다. 이외 시주승들의 불교 대중화, 화랑들의 조직적 유

람 등을 통해서도 향가는 대중 속으로 파고 들 수 있었을 것으로 추론하였

다.

이상의 논의는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존의 자료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기에 크게 새로운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향가가 어떤 誘因에 의해 대중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문화적 기반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부진한 학계 현황

에서, 이 국면을 자극할 한 試論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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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undations of the Popularization of Hyanngga 

Park, Jae-Min

This paper investigated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 foundations on 

which hyangga could have been popularized. It examined in what literary 

aspects the people of the Silla dynasty were charmed by hyannga and on 

what cultural grounds they could commonly enjoy it.

I focused on the three aspects of hyangga, which attracted the people of 

the Silla dynasty. The first one is its wondrous power, which was described 

in Samgukyusa as the power that could move holly spirits as well as human 

beings. The second one is its plain expressions, which could lead to the 

abstruse doctrine of Buddhism. The third one is its profound and pure 

lyricism.

I also investigated the three cultural backgrounds of the popularization of 

hyannga. Firstly, hyaanga could be spread through the Buddhist ceremonies, 

which were often held in Silla. Secondly, it could penetrate people's minds 

by the monks, who propagated Buddhism on the streets, sometimes singing 

and dancing. Thirdly, the activities of hwarangdo also helped it become 

popular.

To come to this conclusion, I scrutinized a literary material by a Japanese 

monk in the eighth century, Wonin. It presents the process of Buddhist 

ceremonies which were often held in Boephwawon, a temple of Silla. Accor

ding to it, the people in the Silla dynasty praised Buddha with songs and 

words during the ceremonies. It is the concrete evidence that hyannga was 

used during the official ceremonies of the Silla dynasty, suggesting many 

things in the study of the reception of hyangga.

Key Word : hyanngga, popularization, Buddhism, Boephwa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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