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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西遊記》는 중국을 대표하는 고전소설 가운데 하나로 《三國演義》나 《水滸志》 등 

다른 작품과 비교했을 때 이른바 儒⋅佛⋅道로 지칭되는 三敎의 사상이 혼재되어 

그 주제의식이나 사상구조에 있어 다소 복잡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한 이유 때문

인지 원본 소설 《西遊記》는 국내에 소개된 번역본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1) 그보다

는 오히려 일반 대중에게 영화나 만화 등 주로 판타지와 희극적 요소를 부각시킨 

예술 형식으로 광범위하고 친근하게 다가선 작품이다.2) 주지하다시피 《西遊記》와 

  * 이 논문은 2015-2017학년도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

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청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1) 현재는 도서출판솔에서 2004년에 홍상훈 등이 번역한 것과 문학과지성사에서 2010년

에 임홍빈이 번역한 두 종류가 주로 유통되고 있다.

 2) 대표적으로 토리야마 아키라(鳥山明)의 <드래곤볼(ドラゴンボ-ル) >, 1986; 허영만의 

<날아라 슈퍼보드>, 1990; 劉鎭偉 감독, 周星馳 주연의 코미디 영화 <西遊記-月光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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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이야기는 明代에 장편소설로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서

사의 축적과 변형이 진행되었다. 우선 唐代에 玄奘 본인이 저술한 기행문의 성격을 

띤 《大唐西域記》 12卷이 출현했고, 뒤이어 그의 제자인 慧立과 彦悰이 傳記의 성

격을 가미시켜 《大慈恩寺三藏法師傳》 10卷을 저술했다. 그리고 宋代에는 서사문

학으로써 話本의 형식을 지닌 《大唐三藏取經詩話》가 나왔고, 元代에는 雜劇 형식

의 《西遊記》가 등장했다. 이처럼 玄奘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取經 이야기는 

특히 宋元 시기를 거치면서 민간 藝人들을 통해 일반에게 광범위하게 퍼졌다. 宋

元 시기의 관련 작품은 그 전파 과정에서 심오한 사상적 주제보다는 서사 자체가 

주는 재미가 매개가 된 바, 오늘날 영화나 만화와 비슷한 역할을 했으리라 여겨진

다. 그러나 명대에 집대성된 소설 《西遊記》는 이야기의 재미와 더불어 사상적 주제

의식이 다양한 寓意를 통해 작품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

소설 《西遊記》는 비록 三敎의 사상이 혼재되어 있지만, 일반 대중에게 佛法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세속적 경전으로써 적극적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3) 

그 가운데 핵심적인 사상은 불교의 《般若心經》을 所依經典으로 하는 般若思想이 

될 것이다. 따라서 《西遊記》를 이해하려면 《般若心經》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필자는 소설 《西遊記》에 반영된 여러 주제의식 가운데 《般若心經》

의 핵심 사상을 매개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4)

필자는 본 논문의 본론을 대강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제Ⅱ장에서

는 《般若心經》과 《西遊記》의 因緣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玄奘의 取經 과정은 唐

盒>과 <西遊記-仙履奇緣>, 1994; 롭 민코프(Rob Minkoff)의 <포비든 킹덤 -전설의 

마스터를 찾아서(The Forbidden Kingdom)>, 2008 등이 있다. 박종천, 문현선, <《西

遊記》  콘텐츠의 MSMU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학술대회자료

집》, 2012, 57-72쪽 참고.

 3) 명과 청 이후의 근세불교는 불교의 쇠퇴기라고 하는데 중국에 수용되었던 불교가 중국 

민중의 사이에서 피와 살이 되어서 불교는 외래종교가 아니고 중국인의 종교로서 수용

되어졌던 것이다. 수와 당의 불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교교학이 찬란하게 전개되

는 것은 아니나, 대신에 관음신앙이나 염불회, 또는 방생회, 수계회, 그리고 채식 등의 

실천을 통하여 불교가 민중의 가운데로 깊이 침투한 것이다. 鎌田茂雄 著, 鄭舜日 譯, 

《中國佛敎史》, 서울, 경서원, 2012년, 261쪽 참고.

 4) 국내에서 《般若心經》을 매개로 《西遊記》를 분석한 선행 연구로는 2006년 《中國學硏

究》 38집에 발표한 서정희의 < 《西遊記》의 唐三藏 연구Ⅱ - 唐三藏의 《般若心經》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과 그 意義를 중심으로>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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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며, 이로부터 明代에 장편소설로 탄생하기까지는 

약 900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 이것은 곧 玄奘이 天竺으로부터 《般若心經》을 가

지고 와서 번역을 시작한 이래 明代에 이르러 중국불교의 대표경전으로써 민중 깊

숙이 자리매김하게 된 세월과 거의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필자는 역사 속에서 이 

둘 사이의 인연을 살펴본 후 왜 《般若心經》이 《西遊記》의 핵심 경전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인과관계를 서술하고자 한다. 

둘째, 제Ⅲ장에서는 《般若心經》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西遊記》의 사상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般若心經》은 제목을 포함하여 모두 270字로 구성되어 있다. 경

전의 원제는 《摩訶般若波羅蜜多心經》으로 이는 다시 ‘摩訶般若’와 ‘波羅密多’ 및 

‘心經’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전의 제목이 가지는 함축적인 의미를 이상 세 종류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것들이 《西遊記》의 서사구조에 적용된 몇 가지 사례를 주로 살

펴볼 것이다. 그리고 《般若心經》의 핵심 사상이라 할 수 있는 ‘空’과 ‘緣起’를 통해 

《西遊記》의 주제의식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般若心經》과 《西遊記》의 

또 하나의 중심이 되는 觀音을 중심으로 그의 핵심적인 사상과 의의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西遊記》 속에 녹아 있는 주제사상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재해

석함으로써 단순히 한 편의 소설적 범주를 넘어서 인간 수양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우리 각자의 내면에 담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계기

가 되기를 바란다.

Ⅱ. 《般若心經》과 《西遊記》의 因緣

1. 西天取經과 《般若心經》

1) 玄奘의 取經 과정과 《般若心經》의 因緣

玄奘5)은 중세 서양 기사문학의 영웅처럼 불교서사시의 영웅이다. 그는 629년 

 5) 《大慈恩寺三藏法師傳》 제1권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본명은 陳留이다. 玄奘은 法名이

고, 三藏은 불경에 두루 통달했다는 의미에서 붙인 존칭이다.



28  《中國文學硏究》⋅제67집

27살의 나이에 실크로드를 거쳐 서역을 향해 16년에 걸쳐 무려 16,000km를 이동

한 후 645년 43살의 나이로 唐나라로 돌아왔다. 그가 가지고 온 佛經 가운데 이후 

동아시아 불교계에 가장 보편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般若心經》이었다.

取經 과정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건너가기 힘든 코스는 역시 끝도 

없이 펼쳐진 채 시시각각으로 모양을 바꾸는 사막이라고 할 수 있다. 玄奘은 지혜

의 언덕이라 할 수 있는 彼岸, 즉 天竺에 다다르기 위해서 반드시 이 沙河를 건너

야만 한다. 《大慈恩寺三藏法師傳》 제1권의 기록에 의하면, 玄奘은 돈황 부근에서 

孫悟空의 원형으로 보기도 하는 石槃陀와 이별을 하고 마침내 홀로 사막을 건너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혈혈단신으로 사막을 건너는데 오직 보이는 것이라고는 쌓여 있는 해

골과 말의 분뇨뿐인 곳을 계속해서 걸어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얼마 뒤에 갑자

기 사막이 꽉 찰 만큼 수백의 군대가 나타났다. 군대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기

도 하고 멈춘 것 같기도 했다. 그들은 모두 모피나 털옷을 입고 있었고 낙타나 말

을 타고 있는 형상에다 깃발이나 창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

지랑이처럼 아물거리며 순간적으로 천변만화하였다. 멀리서 볼 때는 분명히 보였

는데 가까이 갈수록 희미해졌다. 법사가 처음에 볼 때는 도적의 무리라 여겼지만 

점점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이것이 곧 요괴임을 알았다. 

그때 공중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부터 조금은 안정이 되었다.(自是孑然孤遊沙漠矣. 惟望骨聚馬糞等漸進. 間忽

見有軍衆數百隊滿沙磧間, 乍行乍息, 皆裘褐駝馬之像及旌旗矟纛之形, 易貌移

質, 焂忽千變, 遥瞻極著, 漸近而微, 法師初覩, 爲賊衆, 漸近見滅, 乃知妖鬼. 

又聞空中聖 , 勿怖勿怖, 由此稍安.)

이처럼 取經의 여정 중 사막에서 그가 만난 곤경 중에 상당 부분은 실제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心)’의 작용인 환각이었다. 위의 인용문에서 하늘에서 두려

워하지 말라는 성언을 들었다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성언을 

내린 대상은 바로 《般若心經》에 등장하는 觀自在菩薩, 또는 觀音菩薩 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大慈恩寺三藏法師傳》에서는 玄奘이 《般若心經》에 집중한 것은 

젊은 시절 중국에서 蜀 지역을 여행할 때 이 경전과 맺은 인연 때문임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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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부터는 바로 莫賀延磧인데 길이는 8백여 리이며 옛날에는 沙河라고 불

던 곳이다. 하늘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땅에는 달리는 짐승도 없으며 또 물

과 초목도 없는 곳이었다. 이때부터는 사방을 돌아보아도 그림자라고는 오직 법사 

하나일 뿐이었다. 법사는 觀世音菩薩과 《般若心經》을 마음속으로 염하였다. 옛날

에 법사가 촉에 있을 때 한 병자를 만났었는데, 병자는 몸에 부스럼이 터져 나와 

더러운 냄새를 풍겼고 의복은 다 찢어지고 더러웠었다. 법사는 불쌍히 여겨 절로 

데리고 가서 의복과 음식 값을 준 일이 있었다. 이에 병자는 부끄럽고 미안한 마

음에 법사에게 이 《般若心經》을 주었는데 법사는 그것을 항상 독송했다. 그때 사

하를 건널 때에 여러 기이한 종류의 惡鬼들이 그를 둘러싸고 앞길을 방해하여 觀

音보살을 念誦했으나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般若心經》을 독송했

더니 모두 소리를 지르며 흩어졌다. 그러니 위기를 만날 때마다 대사를 구해준 것

은 바로 이 경전이라 하겠다.(從此已去, 卽莫賀延磧, 長八百餘里, 古曰沙河, 上

無飛鳥, 下無走獸, 復無水草. 是時顧影唯一, 心但念觀音菩薩及 《般若心經》. 

初, 法師在蜀, 見一病人, 身瘡臭穢, 衣服破汚, 愍 向寺施 衣服飮食之直. 病

慚愧, 乃授法師此 《經》, 因常誦習. 至沙河間, 逢諸惡鬼, 奇狀異類, 達人前

後, 雖念觀音不得全去, 卽誦此 《經》, 發聲皆散, 在危獲濟, 實所憑焉.)6)

《般若心經》은 觀自在菩薩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하(揭諦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菩提娑波訶)”라는 주문으로 

끝을 맺는다. 그 주문의 뜻은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우리 함께 피안으로 가

자. 아! 깨달음이여, 원만 성취하리라”이다. 玄奘은 여정 가운데 곤란을 만날 때마

다 觀音菩薩과 경전의 주문을 외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두려움을 극복했을 것이

다. 그의 여정은 대부분 걷는 행위로 이루어졌으며 역경의 극복과정은 늘 觀音보살

과 《般若心經》의 주문 또는 그 속에 깃든 사상적 지혜가 함께 했다. 이로써 보건

대, 玄奘과 《般若心經》의 인연은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시절인연이요 연기법에 의

한 불가분의 관계였으니,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결국 《西遊記》라는 또 하나의 正果

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玄奘의 불경 번역 과정을 통한 因緣

앞에서 필자는 玄奘과 《般若心經》의 인연으로 인해 《西遊記》라는 正果가 만들

 6) 慧立, 彦悰 著, 《大慈恩寺三藏法師傳》, 北京, 中華書局, 2000년,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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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고 했다. 본 절에서는 玄奘의 불경 번역 과정을 통해 둘의 필연적인 인과 관

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大慈恩寺三藏法師傳》 제6권의 기록에 의하면 玄奘은 貞觀 19년(645) 봄에 당

나라로 돌아왔다. 그는 20여필의 말에 여래의 사리를 비롯하여 각종 불상과 경전을 

싣고 와서 長安의 중심도로인 朱雀街에 펼쳐 놓았다. 釋彦悰은 당시 상황을 놓고 

불교가 동쪽으로 유입된 이래로 이같이 성대한 일은 없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唐 

太宗은 몹시 기뻐하며 玄奘의 요청에 따라 弘福寺와 大慈恩寺 등을 건립하여 불

경 번역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大唐西域記》의 집필 또한 명하였다. 이

에 玄奘은 《菩薩藏經》을 시작으로 번역 작업에 착수했다.7)

玄奘은 唐 太宗이 죽기 전날 《般若心經》을 새로 번역했다. 《般若心經》은 제목

을 제외하면 한자로는 고작 260字에 불과한 짧은 경전이다. 이는 훨씬 방대한 분

량의 《大般若波羅密多心經》의 정수를 담은 것으로, 오늘날 동아시아 불교에서 종

파를 가리지 않고 암송되는 경전이다.8) 태종의 뒤를 이어 高宗 또한 玄奘의 불경 

번역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세자인 中宗이 태어나자 玄奘은 그를 佛光

王이라 칭하면서 高宗에게 中宗의 출가를 권했다. 이때 어린 中宗을 위해 수행하

는 도구로 전해준 경전이 바로 金字로 된 《般若心經》 1권이었다.9) 

《大慈恩寺三藏法師傳》 10권에는 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7) 불교도들에게 645년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였다. 唐 왕조는 단명한 隋 왕조를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에, 건국 초에는 수나라의 불교 보호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다시

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645년 玄奘이 장안으로 귀환하면서부터 불교에 대한 唐

朝의 소극적인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해 4월 唐朝가 玄奘의 방대한 역경 사

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나선 것은, 불교도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칙명으로 

처음부터 역장에 참여한 승려들은, 그들에게 불교 중흥의 시대를 가져다준 玄奘을 다투

어 영웅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남동신, <玄奘의 인도 求法과 玄奘상의 추이>, 《불교학

연구》 제20호, 2008, 200-201쪽 참고.

 8) Sally Hovey Wriggins 지음, 신소연, 김민구 옮김, 《玄奘법사》, 서울, 민음사, 2010

년, 266쪽 참고.

 9) 관련 내용은 같은 책, 《大慈恩寺三藏法師傳》 제9권, 202쪽 참고. 아울러 《大慈恩寺三

藏法師傳》에는 《般若心經》, 《般若經》, 《大般若經》처럼 ‘般若部’의 경전 이름이 다양하

게 나온다. 《般若心經》은 줄여서 《心經》이라고도 하는데, 《般若經》 또는 《大般若經》의 

핵심적인 정수를 담은 일부분이다. 이하 본문에서도 경전 이름이 혼재되어 사용되는데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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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般若經》을 중히 여기는데, 전대에서 비록 번역했다고 하나 모두 

다 번역된 것이 아니라서 사람들은 법사에게 다시 번역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

나 般若部는 워낙 방대해서 황제가 있는 수도에 있으면 잡무가 많을 뿐 아니라 

또 人命이 무상한 것이어서 완료하지 못할까 걱정하였다. 그래서 법사는 玉華宮

에 가서 번역할 것을 주청하였고, 황제는 이를 허락하였다.(東國重於 《般若》, 前

代雖翻, 不能周備, 衆人更請委翻. 然 《般若》部大, 京師多務, 又人命無常, 恐難

得了, 乃請就於玉華宮翻譯, 帝許焉.)10)

玄奘은 마침내 顯慶 5년(660) 봄 1월 1일에 《大般若經》의 번역을 먼저 시작했

고, 龍朔 3년(663) 겨울 10월 23일에 드디어 번역을 끝내고 붓을 놓았다. 모두 6

백 권으로써 《大般若經》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번역을 마치자 법사는 합장하고 

기뻐하며 여러 대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경전은 이곳 중국과는 인연이 많은 책이오. 玄奘이 이 옥화사로 온 것도 다 

이 경전의 힘이었소. 지난 날 京師에 있을 때에는 모든 인연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으니 어찌 번역이 완료되기를 바랄 수 있었겠소. 지금 이렇게 번역을 종결하

여 마치게 된 것은 모두 여러 부처님의 가호와 여러 호법신의 도움 덕분일 것이

오. 이 경전은 그야말로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경전이며, 인간과 하늘의 크나큰 

보배이니 대중들은 기뻐하고 축하해 주기 바라오.(此經於此地有緣, 玄奘來此玉華

寺 , 經之力也. 向在京師, 諸緣牽亂, 豈有了時. 今得終訖, 並是諸佛冥加, 龍

天擁祐, 此乃鎭國之典, 人天大寶, 徒衆宜各 躍欣慶.)11)

법사는 《大般若經》 번역을 끝으로 체력이 쇠잔해져 곧 죽음이 닥쳐올 것을 예감

하였으며 마침내 입적하였다. 그리고 玄奘이 죽자 高宗은 불경 번역 사업을 중지한

다는 조칙을 내리게 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玄奘과 《般若心經》이 얼마나 깊은 인

과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알 수 있다.

2. ‘西遊故事’의 성립 과정과 《般若心經》의 所依經典化

앞에서 필자는 玄奘과 《般若心經》이 맺은 인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

10) 같은 책, 《大慈恩寺三藏法師傳》 제10권, 215쪽.

11) 같은 책, 《大慈恩寺三藏法師傳》 제10권, 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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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玄奘 이후 명대에 《西遊記》가 탄생하기까지 소위 ‘西遊故事’가 어떠한 형식적 

변화 과정을 거쳤으며, 또 그 과정에서 《般若心經》이 어떻게 핵심적인 경전으로 자

리 잡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唐代의 俗講과 變文

《大唐西域記》는 太宗의 명을 받아 玄奘이 7세기 전반의 중앙아시아와 인도의 

지리⋅풍속⋅문화⋅종교 등을 주로 소개한 여행기이다. 이 책을 토대로 玄奘의 여

행기는 元과 明을 거치면서 희곡화되었고 마침내 《西遊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널리 퍼졌다. 사실 《大唐西域記》는 이야기 중심의 서술이 아니라 주로 견문을 통한 

지리와 풍속 및 종교를 소개한 저술에 가깝다. 또한 이 책에서는 《般若心經》을 직

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없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그의 제자인 慧立과 彦悰

이 저술한 《大慈恩寺三藏法師傳》는 마치 唐代에 유행한 문제인 傳記처럼 제1권에

서 玄奘의 가계 내력부터 형을 따라 출가하기까지의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

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곳에서 玄奘과 《般若心經》의 인연이 

일정한 줄거리를 지닌 서사문학의 형태로 소개되어 있다. 이로부터 ‘西遊故事’의 출

발점은 비록 《大唐西域記》로부터 시작하지만 진정한 敍事의 시작은 《大慈恩寺三

藏法師傳》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唐代의 서사문학을 대표하는 형식으로는 ‘傳記’ 또는 ‘傳奇’ 외에12) ‘俗講’과 ‘變

文’이 있다. 우선 傳奇 형식의 작품으로 《太平廣記》 92권에 <玄奘>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승려 玄奘의 속세 성은 陳이며 偃師縣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몸가짐

이 반듯했다. 唐 武德 연간 초기, 서역으로 불경을 구하러 갔다. 그는 罽賓國에 

이르러 길에서 호랑이와 표범을 만나는 위험에 처해 그곳을 지나갈 수 없었다. 玄

奘은 해결방법을 알지 못해 그저 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 있었다. 저녁에 문을 열

어 보니 머리는 상처투성이고 몸 전체에는 고름이 가득한 한 노승이 침상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

玄奘은 이내 예를 갖추어 도움을 요청했다. 스님은 입으로 《多心經》 한 권을 

12) ‘傳記’와 ‘傳奇’의 문체적 특징에 대해서는 拙稿, <전기소설과 화본소설 비교연구>, 《中

國語文論譯叢刊》 제28집, 2011, 44-45쪽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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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주고 玄奘에게 그것을 외우게 했다. 이윽고 산천은 평온해지고 길이 열렸으며 

호랑이와 표범이 모습을 감추고 마귀가 잠적했다. 그리하여 불국에 이르러 육백여 

부의 불경을 얻어 돌아왔다. 그 《多心經》은 지금까지도 암송되고 있다.(沙门玄奘

俗姓陈, 偃师县人也. 幼聪慧, 有操行. 唐武德初, 往西域取经, 行至罽宾国, 道

险, 虎豹不可过. 奘不知为计, 乃 房门而坐. 至夕 门, 见一 僧, 头面疮痍, 

身体脓血, 床上独坐, 莫知来由. 奘乃礼拜勤求. 僧口授 《多心经》一卷, 令奘诵

之. 遂得山川平易, 道路 辟, 虎豹藏形, 魔鬼潜迹. 遂至佛国, 取经六百余部而

归. 其 《多心经》至今诵之.)13)

위의 인용문으로부터 이미 唐代에 玄奘과 《般若心經》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多心經》이 이미 호랑이와 표범은 물론 마귀와 귀신을 물리

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영험한 경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俗講과 관련해서는 南北朝 시대부터 유행한 ‘講經’이라는 형식이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이들은 역사적으로 변천을 거듭했다. 먼저 불경을 강술하는 사람은 ‘講師’

라고 하고, 講師와 문답을 하여 講經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都講’이라 하였

다. 唐代가 되면서 講師의 뒤를 이어 다시 複演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를 ‘覆講

師’라 불 으며, 講經에서 다시 발전하여 불교를 일반에게 이해시킨 것이 ‘唱 師’

였다. 이들은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교화했던 일종의 俗化法師였다. 그러다가 唐 

중기 이후에는 俗人을 대상으로 하는 講經을 일러 ‘俗講’이라 하였다. 칙령에 의한 

俗講은 형식적인 講經이었지만 일반 대중에 대한 ‘俗講’은 평이한 ‘因緣說話’를 주

로 하였다.14) 元代 吳昌齡이 撰하였다고 알려진 雜劇 《西遊記》의 第一齣부터 第

三齣까지는 바로 玄奘의 탄생과 관련한 因緣說話가 주된 내용을 이룬다. 

俗講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變文’이다. 變文의 變은 變怪, 變更 등

으로 이해되는 면도 있으나 여기서 ‘變’이란 불교의 變相圖의 變이고 변문이란 變

相圖의 그림풀이와 통속소설의 대본이다. 唐代의 유명한 變文으로는 《目連救母變

文》을 비롯하여 《父母恩重經變文》⋅《阿彌陀經變文》⋅《降魔變文》⋅《八相成道變

文》 등이 있다. 이 가운데 《降魔變文》은 利弗과 勞度叉가 싸우는 이야기를 講唱

하고 있어 그 내용이 宋代의 《大唐三藏取經詩話》와 元代의 잡극 《西遊記》와 비슷

13) 李昉 等 編, 《太平廣記》 第二冊, 北京, 中華書局, 1995년, 606쪽.

14) ‘講經’과 관련한 史的 기록은 (日本)釋圓仁 原著, 野勝年 校註, 《入唐求法巡禮行記

校註》, 石家莊, 花山文藝出版社, 1992년, 卷一부터 卷三에 散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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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최초 서사형식의 西遊故事가 唐代 傳奇와 俗

講 및 變文 등 여러 형식과 내용으로부터 자양분을 흡수하여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般若心經》이 所依經典으로 싹을 틔우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2) 宋代의 話本 《大唐三藏取經詩話》

宋代에는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한 ‘說話四家’15)의 기예가 성행했으나 유독 講

經과 俗講은 전대에 비해 쇠퇴의 길을 걸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아마도 宋代 황

제들 대부분이 도교를 숭상하는 종교적 분위기일 것이다. 특히 북송의 眞宗과 徽宗

은 도교를 특별히 숭상하고 상대적으로 불교를 억압하였다.16) 그러나 宋代 도시문

화를 기록한 《都城紀勝⋅瓦 衆伎》⋅《夢粱 》 권20 < 說講經史>⋅《武林 事》 

권6 <諸色伎藝人> 등의 관련 문헌 기록을 보면 ‘說經’⋅‘談經’⋅‘說參請’ 등의 기예 

이름과 전문 예술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민간에서는 여전히 그 명맥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17)

宋代 ‘說經’류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大唐三藏取經詩話》는 형식면에서 매 단락

의 제목 아랫부분에 대부분 ‘處’자가 있는데, 이는 특별한 뜻은 없지만 變文의 형식

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大唐三藏取經詩話》가 ‘西遊故事’의 전승 과정에서 지니

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무래도 孫悟空 형상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猴行 ’의 

등장과 《般若心經》이 이야기 속의 주요한 경전으로 출현한다는 것이다. 猴行 는 

이야기 전체에 거의 대부분 출현하고 있어 그가 차지하는 그 역할과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다. 다만 《心經》 또는 《般若心經》이 이야기 전체 줄거리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15-17處에 잠깐 언급될 뿐 그다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까

닭은 아마도 猴行 가 護法僧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면서 《大慈恩寺三藏法師傳》이

나 《太平廣記》의 <玄奘> 편에서 《般若心經》이 지닌 수호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화되

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唐三藏取經詩話》에는 《般若心經》이 이

15) ‘說話四家’라는 용어는 《都城紀勝》에 처음 보인다. ‘四家’를 규정짓는 데 있어서 학자마

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 說’⋅‘講史’⋅‘說經’⋅‘合生’으로 나눈다. 

자세한 내용은 程毅中 著, 고숙희⋅이현서⋅정유선 공역, 《송원화본》, 서울, 學古房, 

2012년, 40-55쪽 참고.

16) 牟鐘鑑 지음, 이봉호 옮김, 《중국도교사》, 서울, 예문서원, 2015년, 171-179쪽.

17) 《東京夢華 外四種》, 台北, 古亭書屋,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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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西遊記》의 所依經典으로 자리 잡게 된 중요한 구절이 실려 있다. 

삼장은 예를 올리고 경문 5048권을 점검해보니, 각 권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

었으나 오직 《多心經》만 없었다.(三藏 禮, 點檢经文五千四十八卷, 各各俱足, 

只無《多心经》本.)18)

竺國에서 돌아오는 길에 10 개월이 지나 盤律國의 香林寺라는 절에서 하룻밤

을 머물 다. 밤이 되어 三更에 이르자 홀연히 한 神人이 꿈에 나타나 법사에게 

알려주었다. “내일 어떤 사람이 《心經》을 전해주어 그대가 조정으로 돌아가는 것

을 도울 것이다.” 한참 후에 놀라 깨어나서 猴行 에게 말했다. “마침 꿈을 하나 

꾸었는데 아주 이상하구나.” 猴行 가 말했다. “꿈대로라면 경전을 보셨다는 말씀

이군요.”

일순간 눈에 빛이 나고 귀밑이 뜨거워졌다. 멀리 정면을 바라보니 상서로운 구

름이 모이고 서기가 가득해지며 구름 사이로 스님 한 명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

다. 나이는 약 15세쯤 되었고 용모는 단정했으며 손에는 金環杖을 들고 있었다. 

그는 소매에서 《多心經》을 꺼내며 법사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이 《心經》을 주어 

조정으로 돌아가게 할 테니 반드시 간절한 마음으로 아끼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 

경전은 위로는 天宮에 통달하고 아래로는 地府를 관할하며 음양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신중하게 다루고 경솔하게 다른 이에게 전하지 마시오. 박복한 중생들은 

그것을 전해 받기가 어려울 법이오.”

법사는 예를 다하고 부처에게 말했다. “저는 오로지 동토의 중생들을 위할 뿐입

니다. 지금 다행히 인연이 충만했는데 어찌 전하지 않겠습니까?”

부처가 구름 속에서 다시 말했다. “이 불경은 단지 펼치기만 해도 빛이 나면서 

귀신은 울부짖고 풍파는 그칠 것이며 일월은 빛을 잃게 되니 어떻게 전하려고 하

오?”

법사가 다시 감사의 말을 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처가 다시 말했다. “나는 定光佛이오. 지금 그대에게 《心經》을 전해주러 왔

소. 당나라로 돌아가거든 황제에게 부탁하여 천하에 사원을 서둘러 짓게 하고 승

려들을 늘려서 불법을 흥성시키게 하시오.”(竺国回程, 经十个月至盘律国地名香林

内止宿. 夜至三更, 法师忽梦神人告云: “来日有人  《心经》本相惠, 助汝回

朝.” 良久敬觉, 遂 猴行 云: “ 来得梦甚 常.” 行 云: “依梦说看经.” 一时间

眼瞤耳热, 遥望正面, 见祥云霭霭, 瑞气盈盈, 渐覩云中有一僧人, 年约十五, 容

皃端严, 手执金环杖, 袖出 《多心经》, 谓法师曰: “授汝《心经》归朝, 切须护惜. 此

18) 李時人, 蔡鏡浩 校注, 《大唐三藏取經詩話校注》, 北京, 中華書局, 1997년,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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经上达天宫, 下管地府, 阴阳莫测, 慎勿轻传, 薄福众生, 故难承受.” 法师顶禮白

佛 : “只为东土众生, 今幸缘满, 何以不传?” 佛在云中再曰: “此经才 , 毫光闪

烁, 鬼哭神號, 风波自息. 日月不光, 如何传度?” 法师再谢： “铭感, 铭感!” 佛再

告 : “吾是定光佛, 今来授汝《心经》. 回到唐朝之时, 委嘱皇王, 令天下急造寺

院, 廣度僧尼, 兴崇佛法.)19)

조정에서는 날마다 공양을 차려놓고 모든 지방에 사찰을 지어서 불법을 받들도

록 조서를 내렸다. 황제는 《般若心經》을 받고서 새로 눈을 뜬 것만 같아서 내외 

道場에 향을 피우고 맞이하도록 했다. 다시 7월 7일이 되자 법사가 아뢰었다. “폐

하께 아룁니다. 신이 香林寺에서 《心經》을 받을 때, 하늘에서 말씀이 있었으니 저

희들은 이달 15일에 분명 귀천할 것입니다.”(日日朝中设斋, 勑下诸州造寺, 奉迎

佛法. 皇王收得 《般若心经》, 如获眼精. 内外道场, 香花迎请. 又值七月七日, 法

师奏 : “臣咨陛下: 臣在香林受《心经》时, 空中有 , 臣僧此月十五日午时为时, 

至必当归.”)20)

위 작품의 내용을 통해, 《般若心經》은 분명 불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宋代의 문학작품에 《般若心經》이 불교의 

핵심 경전으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당시의 度牒制度와도21) 관련이 있어 보인다. 

도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북송에서는 《法華經》을, 남

송에서는 《大般若經》을 독송시켜 시험을 봤기 때문이다.22) 또 북송 태조 때부터 

진행된 《大藏經》  간행 사업은 중국뿐만 아니라 거란판과 고려판 《大藏經》으로 확

대되면서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심에 있던 경전 역시 《般若心經》

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南宋 시대 全眞敎의 시조인 王重陽23)이 《孝經》과 

《道德經》과 《般若心經》을 가지고 入敎의 정신으로 삼은 사실로부터도 역시 당시 

19) 같은 책, 《大唐三藏取經詩話校注》, 44쪽.

20) 같은 책, 《大唐三藏取經詩話校注》, 49쪽.

21) 度牒이란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관으로부터 교부받게 되는 증서이다. 度牒을 교

부받은 승려는 師主에게 나아가 삭발 득도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는 後周의 제

도를 답습한 것이다.

22) 같은 책, 《中國佛敎史》, 239쪽.

23) 본명은 王中孚였으나 入道 후에 王喆로 개명하였으며, 號가 重陽子이다. 全眞道의 계

보에 따르면 원류인 東華帝君으로부터 종리권⋅여동빈⋅유해섬 등과 함께 北五祖로 

칭해졌으나, 사실상 全眞道의 진정한 창시자는 王喆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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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般若心經》이 가진 경전으로서의 지위를 알 수 있다.24)

이로써 보건대, 宋代의 《大唐三藏取經詩話》 단계에서 《般若心經》은 소의경전의 

지위에 올랐고, 이후 이야기의 발전에서도 여전히 그 지위를 잃지 않게 되었다.

3) 元代의 雜劇 《西遊記》

南宋부터 金代에 이르는 시기에 지식인들은 靖康의 변을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

았다. 그래서 당시의 지식인들은 사상적으로 통합된 원리를 구축하여 새로운 질서

를 모색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불교와 도교를 흡수한 新儒學(=性理學)과, 유교와 

도교를 흡수한 新佛學(=禪佛敎), 유교와 불교를 흡수한 新道學(=全眞道)가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元朝는 喇嘛敎를 국교로 삼았으나 그 밖의 종교에 대해서도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 또 당시 불교계에서는 禪宗이 가장 융성했으나 全眞道의 

교세도 확장일로에 있었다. 太祖 징기스칸은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全眞道의 지도자 邱處機를 크게 예우했다. 全眞敎徒들은 한 때 太祖의 신임

이 두터운 것에 편승하여 불교 사찰을 道觀으로 삼고 불상을 파괴하는 등 그 횡포

가 극심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불교와 도교의 선후문제에 대한 경쟁이 정점에 올랐

을 때 일어난 것이다. 첫 번째의 토론에서 도교측이 패했기 때문에 憲宗은 《道德

經》이외의 일체 僞經을 소각하게 했다. 두 번째 세 번째의 토론도 도교측이 불리하

였다. 그 결과 憲宗은 志應 등을 삭발시켜 승려로 만들고 위경을 불태웠으며 도

교 측에게 빼앗겼던 불교 사찰을 불교 측에 내어주게 했다. 이후에도 갈등이 생길 

때마다 조정은 불교를 거듭 신임하였고, 이로 인해 道佛논쟁에서는 항상 불교가 이

기고 도교는 패배를 거듭했다.25) 

이처럼 서로 경쟁하면서 우위를 점하고자 했던 종교적 상황은 원대의 잡극 《西遊

記》와 명대의 소설 《西遊記》에서도 잘 드러난다. 잡극 《西遊記》에는 ‘玉帝’⋅‘齊天

大聖’⋅‘太乙眞人’ 등 도교적 인물들이 상당수 등장하고, ‘孔夫子’⋅‘柳下惠’⋅‘顔叔

子’ 등 유교적 인물들도 계속 언급이 되며, ‘觀音’⋅‘文殊’⋅‘普賢’과 같은 인물도 등

장한다. 그러면서도 “신하된 자는 충성을 다하고, 자식된 자는 효도를 다해야 한다. 

24) 같은 책, 《中國佛敎史》, 251쪽.

25) 같은 책, 《中國佛敎史》, 259쪽; 같은 책, 《중국도교사》, 232-234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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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과 효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보답할 것이 없다.”는 식의 유가적 윤리 

사상이 자주 언급된다. 즉 잡극 《西遊記》는 충효라는 지배사상의 원칙을 고수하면

서 나머지 종교정책은 매우 관대하게 시행된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여실하게 반영

하고 있다. 그러나 잡극 《西遊記》를 보면 그 도입 부분인 第1齣에 西天으로 《大藏

金經》 5048권을 구해 중국에 전하려 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또 결

말 부분에 해당하는 第22齣에는 마침내 《金剛經》⋅《心經》⋅《蓮花經》⋅《楞伽經》의 

순서로 전수받은 불경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역시 《金剛經》과 《心

經》이 맨 앞에 열거되어 있다는 것이다. 《金剛經》과 《心經》은 명실상부한 禪宗佛

敎의 소의경전으로 元代에도 공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도 동아시아에

서는 《金剛經》은 譯으로 불리는 鳩摩羅什의 번역본이, 《般若心經》은 新譯으로 

불리는 玄奘의 번역본이 所依經典으로써 주로 유통되고 있다. 특히 玄奘이 서역으

로부터 불경을 구해온 뒤 《般若心經》을 번역하면서 맺은 인연은 元代를 거쳐 결국 

明代의 소설 《西遊記》에서 正果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Ⅲ. 《般若心經》으로 본 《西遊記》의 사상구조

본장에서 필자는 《般若心經》의 핵심적인 사상이 《西遊記》의 서사구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般若心經》은 《大藏經》 5024권 가운데 경전의 제목을 

포함해 겨우 270字라는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지만 불교의 사상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흔히 《心經》이라고도 부른다. 《西遊記》에는 이른바 《般若心經》의 

핵심적 사상이라 할 수 있는 空과 緣起 및 觀音 사상 등이 구조적으로 절묘하게 

어우러져 표현되고 있다.

1. 摩訶般若波羅蜜多心經

《般若心經》의 원제는 《摩訶般若波羅蜜多心經》으로 소설 《西遊記》에서 유일하게 

경전 전문이 수록되어 있는 불경이다. 또 소설이 끝나는 100회의 마지막 문구가 

‘摩訶般若波羅蜜’로 끝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수많은 불경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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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경전이 지니는 의미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西遊記》의 사상적 주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경전이라고 하겠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般若心經》의 사

상을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西遊記》 전편에서 이루어지는 여행의 과정과 구조를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 경전의 제목인 《摩訶般若波羅

蜜多心經》을 ‘摩訶般若’와 ‘波羅密多’ 그리고 ‘心經’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필자 나름

대로 《西遊記》에서 가장 요체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비시켜 분석하고자 한

다.

1) 摩訶般若

첫째, ‘摩訶般若’는 일반적으로 ‘큰 지혜’라고 해석한다.26) ‘摩訶’는 인도의 산스

크리트어인 ‘mah ’를 음역한 것으로 한자 자체로는 아무 뜻이 없으며 ‘어마어마하

게 크다’ 혹은 ‘엄청나게 많다’는 개념이다. ‘般若’는 산스크리트어로 ‘prajñ ’인데 그 

의미는 지혜이다.

불교에서는 흔히 많은 수를 갠지스강을 漢譯한 ‘恒河沙’의 모래 수만큼 가히 상

상할 수 없는 양에 비유한다. 또는 ‘微塵數’라 하여 이 세상에 있는 먼지, 티끌의 

수에 비유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恒河沙’의 모래가 부서져서 모두 ‘微塵數’로 변하

는 수를 가리키기도 하는 등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크기와 양을 지칭하

며 이것은 결국 사바세계의 각기 다른 중생들에게 일어나는 셀 수 없는 번뇌와 망

상의 양을 의미하기도 한다. 《西遊記》에서 玄奘이 서역으로 가던 도중 가장 처음 

마주한 곤경이 바로 ‘流沙河’, 즉 모래강으로 비유한 사막을 건너는 것이다. 또 玄

奘 일행이 겪은 고난의 횟수는 최고의 수를 나타내는 ‘9×9=81’로 상징적으로 표현

했다. 이것을 도표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26) 필자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불교 용어에 대한 해석은 주로 송찬우 편역, 《법상유식학

으로 풀이한 般若心經》, 서울, 비움과 소통, 2014년; 법륜스님, 《般若心經 이야기》, 

서울, 정토출판, 2012년; 법상스님 《般若心經과 마음공부》, 서울, 도서출판 무한, 

2006년 등에서 참고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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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스크리트어 漢譯 비유의 상 《西遊記》

mah 摩訶 恒河沙 流沙河/ 81難

<도표 1>

사막은 더위와 추위, 모래바람, 신기루 등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악조건이 공존하는 곳이다. 사막을 이루는 모래의 숫자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서 일어나는 번뇌를 의미할 수도 있다. 큰 지혜(般若)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막의 모래만큼이나 많은 번뇌와 집착의 강을 건너야만 한다.

玄奘은 16년에 걸쳐 장장 16, 000km를 이동했다. 천신만고를 무릅쓰고 新彊省 

북로를 뚫고, 西터키스탄, 아프카니스탄을 거쳐 북인도로 들어가서 인도 각지의 불

적을 방문하고, 불상과 불사리를 비롯하여 梵本 불경 657部를 수집하여, 파미르고

원을 넘고 天山南路 南道를 통하여 長安에 도착했다. 《西遊記》에서는 그 힘든 과

정을 81難으로 설정했는데, 매 난관마다 부딪힌 것은 대부분 요괴나 환상으로 점철

되어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육체적인 고행의 여정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을 제거해나가는 여정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81이라는 숫자는 9를 9번 곱한 숫자이다. 9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로써 역

시 ‘摩訶’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인간 認識界의 끝으로도 볼 수 있다. 《西遊

記》에 제99회를 보면 觀音菩薩이 玄奘 일행이 겪은 81難의 기록을 점검하는 장면

이 나오는데 그는 고난 장부를 쭉 훑어보다가 다급히 말했다.

불가에서는 ‘구구팔십일’의 수를 채워야 참된 도로 귀의하게 되는 법이다. 삼장

법사는 여든 번의 재난을 겪었으니 아직 하나의 재난이 부족하여 이 수를 채우지 

못했구나.(佛門中九九歸眞. 聖僧受過八十難, 還 一難, 不得完成此數.)27)

이어서 觀音菩薩은 여러 신들에게 하나의 고난을 더 주라고 명령을 내린다. 실

제 玄奘이 경험한 고난은 우리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번뇌와 망상의 총합으로써 

그것은 수학적으로도 가히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크고도 많다. 따라서 玄奘이 이 

27) 吳承恩 著, 《李卓吾評本 西遊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1333-1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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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난을 뚫고 피안의 세계인 천축에 도달하고 마침내 《心經》을 얻은 것은 ‘摩

訶般若’의 경지에 오름과 동시에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한 명의 부처로 새롭게 태

어남을 의미한다. 

‘求道’⋅‘修道’⋅‘得道’는 모두 ‘길(道)’과 관련이 있다. 사막이나 안개 또는 강물처

럼 시시각각 그 모습을 바꾸는 현실의 번뇌와 망상 앞에서 바른 길을 찾고 닦아 마

침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야말로 ‘摩訶般若’에 이르는 길이다. 《西遊記》 

속에서 《摩訶般若波羅蜜多心經》은 막막하고 끝없이 이어진 길속에서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길잡이 노릇을 함과 동시에 그 경전 안

에서도 결국 길을 찾아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게 해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

하고 있다.

2) 波羅密多

‘波羅密多’는 산스크리트어로 ‘p ramit ’이며, 그 뜻은 일반적으로 ‘到彼岸’으로 

풀이한다. ‘波羅’는 ‘저 언덕(彼岸)’, ‘密多’는 ‘건너다(到)’라는 의미로 그 뜻을 풀이

하면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가 된다. 

《西遊記》에서는 ‘波羅’ 즉 ‘彼岸’을 ‘天竺’으로 삼았고, ‘此岸’은 당나라를 포함은 

天竺 이외의 모든 지역으로 구도가 잡혀 있다. 이는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한 일차

적 구도로써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此岸 → 密多 → 波羅(彼岸)

唐(法雲寺)
사막, 산, 강, 

여러 나라
天竺(靈山)

<도표 2>

《西遊記》에서 삼장이 본격적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출발점은 당나라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法雲寺이다.28) 그리고 凌雲渡에서 換骨奪胎하여 靈山에 도착하는 

것이 바로 목적지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凌

雲渡의 외나무다리 앞에서 손오공을 제외한 일행은 주저하며 건너지 못한다.

28) 같은 책, 《西遊記》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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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장법사는 놀라고 전율하며 말했다. “오공아, 이 다리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 다른 길을 찾아보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바로 길입니다. 

길이라니까요.” 저팔계가 당황해하며 말했다. “이게 길이라지만 저걸 어떻게 감히 

건너갑니까? 강폭도 넓고 물살도 센데 달랑 외나무다리 하나만 있는데다가 또 가

늘고 미끄럽기까지 하니 어떻게 발걸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三藏心驚膽戰

道, 悟空, 這橋不是人走的, 我們別 路徑去來. 行 笑道, 正是路, 正是路. 八

戒慌了道, 這是路, 那個敢走? 水面又寬, 波浪又湧, 獨獨一根木橋, 又細又滑, 

怎生動脚?)29)

玄奘 일행은 凌雲渡라는 나루터에서 폭이 넓고 거친 물을 만났는데, 그곳에는 

가늘고 미끄럽긴 하지만 분명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었다. 손오공은 아무 두려움 없

이 건너며 시범을 보여주었지만 나머지는 옴짝달싹 두려워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한

다.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놓여 있지만 심리적으로 이미 건

너다가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절대 건널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행은 마침내 뱃사공의 몸으로 변신한 부처가 몰고 온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배를 불교에서는 ‘般若龍船’이라고 한다.

‘波羅密多’의 메시지는 많은 불안에 휩싸인 현대인을 치유하는 현대 심리학의 이

론과도 직결된다. 만약 두 발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평평한 판자를 평지 위에 

두면 그 누구라도 문제없이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같은 판자를 

100m 상공에 걸쳐 놓고 건너라고 하면 떨어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실제로 건널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자기암시’(autosuggestion)라고 한다.30)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와는 

무관한 무수한 심리적 자기암시로 인해 많은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가 많

다. ‘波羅密多’는 바로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마음의 작용을 바로 잡아 흔들리지 말

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는 메시지다. 그래서 도표2에서 설명한 물리적 공간을 심

리적 공간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29) 같은 책, 《西遊記》 98회.

30) 에  쿠에 저, 최준서 편역, 《자기암시》, 하늘아래, 2006, 26-2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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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岸(무지의 언덕) → 密多(苦行)→ 波羅(지혜의 언덕)

번뇌, 망상의 세계
요괴, 짐승, 환상, 갖가지 

두려움
깨달음의 세계

<도표 3>

《西遊記》는 물리적 공간을 배경으로 서사가 전개되지만 이것은 동시에 도표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내재된 근원적인 번뇌와 망상, 두려움을 

벗어나 바르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려는 과정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러한 진리

를 전파하려는 주제의식이 강하게 내포된 작품이다. 

3) 心經

‘心經’은 ‘핵심이 되는 경전’이라는 뜻이며 산스크리트어로 ‘hṛdaya-sūtra’이다. 

漢譯 명칭에서 보이는 ‘心’이란 글자는 마음을 뜻하는 ‘citta’의 번역어가 아니라 핵

심⋅精髓⋅精要⋅에센스 또는 참된 앎(正知)을 뜻하는 ‘hṛdaya’의 번역어이다. 따

라서 ‘般若心經’이라는 제목의 원뜻을 정확하게 풀이하면 ‘般若波羅蜜多 또는 《大

般若波羅蜜多經》의 핵심을 간추려 담고 있는 경전’이 된다. 그러나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西遊記》 곳곳에 보이는 ‘心經’이란 단어는 한자의 본뜻에 충실해서 ‘마음

을 다스리는 경전’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西遊記》는 실존 인물인 玄奘법사가 서역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여행담에서 

출발하지만 사상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자면 이 소설의 전체 구조는 복잡한 마음 내

지는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 떠나는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

서 볼 때 《西遊記》는 본문 속에 여러 차례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多心經》으로부

터 《心經》으로의 사상적 여행으로 치환해서 재해석할 수 있다.31) 즉 《多心經》으로

31) 《多心經》과 《心經》을 연결시켜 집중적으로 논의한 연구로 각주 4)에서 언급한 서정희

의 < 《西遊記》의 唐三藏 연구Ⅱ - 唐三藏의 《般若心經》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과 그 

意義를 중심으로> 논문이 있다. 다만 서정희 교수는 소설 《西遊記》 텍스트만을 연구대

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大唐三藏取經詩話》에도 《多心經》이 등장한다는 사실

은 언급하지 않았다. 본 논문 제Ⅱ장 2절 부분에 필자가 인용한 부분을 보면 《大唐三

藏取經詩話》의 단계에서는 《多心經》과 《心經》을 별다른 의미 없이 혼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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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心經》으로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첫

째, 인간의 관념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별심 또는 집착하는 상념을 걷어내고 

자연과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虛心’이나 ‘無心’ 내지는 ‘空心’의 경지로 나

가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般若心經》으로 《西遊記》 전체의 서사구조를 분석하면, 玄奘의 取經 과정

은 곧 그가 제19회에 등장하는 浮屠山에서 烏巢禪師로부터 口誦으로 전수받은 

《多心經》으로부터 제98회에 백지인 ‘無字經’을 받는 과정을 거쳐 결국 글자가 온전

히 기록된 《心經》을 받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此岸(무지의 언덕) → 密多(苦行) → 波羅(지혜의 언덕)

口誦 《多心經》 ‘無字經’ 《心經》

<도표 4>

《西遊記》 제93회를 보면 玄奘이 곤경을 당할 때마다 烏巢禪師가 전수한 《心經》

을 외우자 孫悟空이 “사부님은 외우기만 했지 오소선사에게 뜻을 풀어달라고 하지

는 않은 모양이군요?”(師父只是念得, 不曾求那師父解得.)32)라며 놀려댄다. 玄奘

은 《心經》을 전수받은 이래로 가사나 바리처럼 하루도 곁에서 읊지 않은 날이 없으

며 거꾸로도 외울 수 있다고 하면서 심지어 孫悟空에게 그런 너는 이해를 하느냐

고 되묻기도 한다. 이것은 烏巢禪師로부터 이미 전수받은 《多心經》을 무작정 암송

하는 玄奘은 무지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목적지인 靈山에서 최초에 ‘無字經’

을 받은 것은 그가 여전히 ‘般若’의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에도 불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암송되는 대표적인 禪詩가 

하나 있다. 

我有一卷經 사람마다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不因紙墨成 그것은 종이나 활자로 된 게 아니다

展開無一字 펼쳐보아도 한 글자 없지만

常放大光明 항상 환한 빛을 발하고 있네.33)

32) 같은 책, 《西遊記》 제93회, 1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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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식의 차원이자 감각기관으로 인식되는 방편의 언어를 

거쳐 종국에는 마음으로 얻는 것이다. 또한 그 깨달음의 대상은 다름 아닌 자신을 

두렵게 하고 옥죄이는 것이 바로 번뇌와 망상임을 자각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

를 설법한 것이 바로 《心經》의 요체인 것이다. 

2. 空과 緣起

1) 空(śūnya)

일반적으로 불교 전체의 핵심은 《金剛經》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金

剛經》의 핵심사상은 《般若心經》에 응축되어 있다고 한다. 또 《般若心經》의 사상을 

한 글자로 표현할 때는 흔히 ‘空’으로 표현한다.34) 

《西遊記》의 주인공을 한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孫悟空을 지목할 것

이다. 그 이유는 어린 철부지처럼(孫) 좌충우돌하는 사바세계의 중생들에게 이 작

품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의(悟)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궁극적 지향점이 바로 ‘空’

의 사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般若心經》의 제목에 보이는 ‘心’은 ‘眞 ’ 또는 ‘핵심’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사상적 측면에서는 ‘空心’이라는 개념어로 치환할 수 있다. 불교에 몸

담고 있는 종교인이나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 ‘空’에 대한 해석은 매

우 다양하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해석을 ‘方便 語’라고 한다. ‘空’이 의미하

는 진리가 하나라고 하자. 그런데 저마다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관념을 이해시키려면 그 언어 또한 서로 다른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方便’이라는 용어를 쓴다. 따라서 필자 

또한 방편의 언어로써 ‘空’이 지니는 사상적 의미에 대해 다음처럼 접근하고자 한

다. 우선 ‘空’은 아래 도식처럼 우리말로 옮기면 ‘텅 빔’이요, 그것을 숫자로 표현하

33) 법정 지음, 《무소유》, 경기도, 범우사, 2010년, 103쪽.

34) 실제로 《金剛經》에는 ‘空’(śūnya)이라는 글자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다시 말

해서 《金剛經》은 반야경전의 대표경전임에도 불구하고, ‘반야사상=공사상’이라는 일반

적 도식이 성립하기 이전의 초기경전인 것이다. 김용옥 지음, 《金剛經강해》, 서울, 통

나무, 1999년, 5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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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0’이 될 것이다. 

韓譯 漢譯(산스크리트어) 아라비아 숫자

텅 빔 空(śūnya) 0

<도표 5>

여기서 ‘텅 빔’이라는 것은 물리적 공간으로서 아무것도 없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

니다. 그것은 ‘0’이 ‘1’도 아니고 –1도 아니지만 이 둘을 다 포용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 1부터 9까지의 숫자도 ‘0’이 없으면 확장성을 잃어버린

다. ‘0’이라는 숫자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십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백 단위가 될 

수도 있으며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 마치 한 명의 孫悟空이 변신술을 부려 무수한 

孫悟空으로 변신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空이란 인간의 분별심으로 인한 고정된 실

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절대 허무주의를 상징하는 개념이 아니다.

空의 사상과 관련하여 《般若心經》에서는 먼저 ‘五蘊皆空’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다. 우선 숫자 5와 《西遊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玄奘과 함께 天竺까

지 끝까지 동행하는 인물은 孫悟空⋅豬八戒⋅沙悟淨⋅白馬이다. 그리고 孫悟空이 

천궁에서 난동을 부리고 갇힌 곳이 五行山이다. 필자는 《西遊記》의 중심인물에 해

당하는 이 다섯 인물과 五行山의 의미를 ‘五蘊’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五蘊’은 ‘色’⋅‘受’⋅‘想’⋅‘行’⋅‘識’의 다섯 가지를 말한다. 각각이 지니는 의미를 

도표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물질  측면 色(rūpa) 물질의 총칭

정신  측면

受(vedan ) 수동 인 느낌(passive perception)

想(saṃjña) 개념 인 구성(representation)

行(saṃsk ra) 의지작용, 형성작용(volition)

識(vijñ na) 인식작용(consciousness)

<도표 6>35)

35) EBS기획특강 -<도올, 인도를 만나다>, 제21강 ‘金剛經과 般若心經’, 2002년, 방송녹



《반야심경》으로 분석한 《서유기》 연구  47

‘五蘊皆空’이란 ‘一切皆空’과 같은 의미로 일체의 물질현상과 정신작용의 本性은 

空임과 동시에 또한 空이 일체의 물질현상과 정신작용의 속성임을 말한다. 이를 取

經의 과정에 비유해 보기로 하자. 우선 문자화된 책으로써의 《般若心經》은 물질적 

측면으로서의 ‘色’에 해당된다. 그런데 그 책과 문자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인데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다. 그래서 물질적 형태의 문자가 빛을 받아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을 感受하는 것이 ‘受’에 해당된다. ‘想’은 표상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언어로서의 ‘名’(多心經, 心經 등)과 이미지로서의 ‘相’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말한다. ‘行’은 의지작용으로 인해 진행되고(~ing) 있는 상태로 고정된 상태로 존

재함이 없이 모든 것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般若心經》이 나와 

무관하게 존재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며, 나의 육신과 의식 또한 無常하게 흘러

감을 말한다. ‘識’은 경험과 체험 등을 통해 자기중심적으로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판단하는 것이다. 가령 누군가 “불경은 심오하다”라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나는 

“그래, 《般若心經》은 정말 심오하지”라고 자기중심적으로 기억을 떠올려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세상의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하기 때문에 ‘五蘊皆空’이라고 하

는 것이며, 결코 물질을 비운다거나 텅 비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일어나는 주관적인 의식과 그로 인한 삿된 망상을 비우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

은 종종 ‘一切唯心造’라는 말과 호응한다. ‘一切’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心’은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自己意識’ 내지는 지혜를 깨닫지 못한 보

통 사람들의 ‘衆生心’을 의미한다. 意識은 스크린과 같아서 눈을 감아도 사물이 나

타난다.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실체가 없는 것처럼 의식 속에 맺힌 모습 또한 실체

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의 논리는 철저하게 唯心論에 입각하여 모든 이론을 

전개한다.

《西遊記》에 등장하는 중심인물들은 玄奘을 포함하여 21세기에 실재하지 않는 존

재들이다. 그래서 이들 역시 ‘五蘊皆空’이자 ‘一切唯心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西遊記》의 몇몇 回目에서는 이들을 ‘心猿意馬’36)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다. 즉 이

화분 참고.

36) “명상에서 원숭이 마음이란 원숭이가 숲속에 살면서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건

너 뛰어다니는 것처럼, 이 일에서 저 일로 한시도 쉬지 않고 건너 뛰어다니는 분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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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다섯 개의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우리 자신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나의 모습들이기도 하다.37) 이렇듯 《西遊記》는 인물 설정에서도 

‘五蘊皆空’의 사상적 구조를 훌륭하게 그려냈으며, 다섯 일행(五行 )은 五行山의 

압제에서 벗어난 孫悟空이면서 玄奘이기도 하고, 동시에 豬八戒와 沙悟淨이면서 

白馬이기도 한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孫悟空

玄奘 白馬

豬八戒 沙悟淨

<도표 7>

2) 緣起(Paticca-Samuppada)

‘緣起’는 산스크리트어로 ‘Paticca-Samuppada’로 차례로 ‘말미암아, 때문에’, ‘일

어난다’는 뜻이다. 앞에서 ‘空’이라는 개념은 ‘텅 빔’이나 ‘없다’는 의미의 단순 부정

이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의 ‘0’처럼 무수한 숫자를 서로 이어주기도 하고, 다른 숫

자와 곱하면 없어지기도 하는 적극적인 기능까지도 함께 지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緣起’는 ‘因緣’이란 말로 설명하기도 한다. ‘空’이라는 것도 ‘因’과 ‘緣’에 의해서 모

였으므로 ‘因’과 ‘緣’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것이 緣起의 법칙이기 때문에 ‘空이 곧 

緣起’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西遊記》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수많은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 如來, 觀音, 

玄奘, 菩提, 孫悟空, 沙悟淨, 豬八戒 등은 모두 시간과 공간을 매개로 한 생명

활동의 작용(여행) 속에서 만난 시절인연이며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동시에 여럿이

면서 하나라고 하는 불교의 緣起 사상이 절묘하게 구현되어 있다. 위에서 玄奘을 

마음을 일컫는 은유였다. 고요히 멈춰야 하는 나쁜 마음이었다.” 아잔 브라흐마 지음, 

각산 엮음, 《시끄러운 원숭이 잠재우기》, 서울, 나무옆의자, 2015년, 77쪽에서 인용.

37) 《西遊記》 제58회에서는 사오정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이 요괴들은 사부님과 백마

로도 변신하고, 팔계 형님으로도 변신해서 저희들의 봇짐을 지고 있었고, 또 저로 변신

한 놈도 있어요.” 또 진짜 손오공과 가짜 손오공이 분별을 위해 석가여래를 찾아가니 

석가는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은 모두 한마음이구나, 그런데 저것 보아라. 

두 마음이 서로 싸우며 오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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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중심인물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玄奘에게 

최초로 《般若心經》을 전수해준 烏巢禪師와 孫悟空의 스승으로 잠시 등장하는 

菩提를 중심으로 緣起 사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西遊記》 제19회에 등장하는 烏巢禪師는 浮屠山에서 수행하고 있는 승려인데, 

豬八戒가 예전에 본 적이 있다고 운을 띄우고, 직접 만난 자리에서는 烏巢禪師 역

시 그와의 인연을 언급한다. 烏巢禪師는 《多心經》을 한 권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

서 직접 책을 주지는 않고 口誦으로 《摩訶般若波羅蜜多心經》 전문을 전수해주었

다. 또한 烏巢禪師는 玄奘 일행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앞으로 

겪게 될 장애물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예언을 해주었다. 그러면서 길은 비록 멀지만 

결국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다만 여정 중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多心

經》을 전해줄 테니 위기 때마다 계속 외우라고 주문한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

이 공교롭게도 玄奘은 唐 太宗이 죽기 전날 《般若心經》을 새로 번역하기 시작해서 

이 경전의 번역을 끝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즉 현실에서도 소설 속에서도 《般若心

經》은 玄奘의 구도과정의 처음과 끝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현재까지 《摩訶般若波羅蜜多心經》은 新譯으로 불리는 玄奘의 번역본이 所依

經典으로써 주로 유통되는 반면 《金剛經》은 鳩摩羅什의 번역본이 주로 유통되고 

있는 점도 玄奘과 《般若心經》의 인연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玄奘은 최초 烏巢禪師로부터 전수받은 《般若心經》을 取經 과정 내내 곤

액을 당할 때마다 암송하였다. 마침내 그는 문자로 된 경전을 얻어 번역하면서 《般

若心經》과는 불가분의 인연을 맺게 되면서 결국 元代를 거쳐 明代의 소설 《西遊

記》에서 正果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烏巢禪師로부터 玄奘으

로 이어진 《般若心經》의 인연이 현실에서도 진행형으로 이어지는 緣起法의 실체를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般若心經》에서 《西遊記》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緣起

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아래의 관계망처럼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烏巢禪師 → 豬八戒 → 玄奘 → 《般若心經》 取經과 翻譯 → 《大唐西域記》  → 
《大慈恩寺三藏法師傳》  → 《大唐三藏取經詩話》  → 雜劇 《西遊記》  → 說 《西遊

記》 → 烏巢禪師 → 豬八戒 → 玄奘 → 《般若心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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緣起法을 잘 보여주는 다른 한 예로 菩提와 孫悟空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

자. 菩提는 석가여래의 십대제자 가운데 하나로 ‘解空第一’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다. 그런 그가 《西遊記》에서는 孫悟空의 스승으로 등장한다. 두 인물의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이 둘은 ‘空’을 매개로 둘이면서 하나임을 증명하고 있다. 즉 

‘空’과 ‘緣起’는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는 것을 《西遊記》의 서사구조적 측면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因(씨앗) 緣(환경) 果(法, 道)

玄奘 烏巢禪師 取經 / 西遊記

원숭이 菩提 悟空

<도표 8>

이처럼 《西遊記》의 서사구조에 드러나는 ‘空’과 ‘緣起’의 사상은 비단 작품 내에

서뿐만 아니라 필자를 포함한 이 작품을 읽는 무수한 독자와 더불어 시공을 초월해

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3. 觀音思想

1) 《西遊記》 속 ‘觀音’ 의 이미지와 역할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나 극심한 고통에 빠졌

을 때 초월적인 힘을 지닌 존재를 찾게 된다. 《西遊記》에도 玉帝와 太上 君, 釋

迦如來 같은 여러 신적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玄奘 일행이 곤경에 빠졌을 때 정작 

구세주 역할을 하는 인물은 觀音38)이다. 觀音이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의 

38)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어 불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觀音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Avalokiteśvara는 ‘阿婆盧吉低 婆羅’라는 音譯을 거쳐 ‘光世音’⋅‘觀世音’⋅‘觀自在’⋅
‘觀世自在’ 등으로 意譯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號는 ‘大慈大悲救苦救難觀世音菩薩’

이다. 그의 명칭과 관련해서 鳩摩羅什을 대표로 하는 譯에서는 ‘觀世音菩薩’로 통용

되었고, 玄奘을 대표로 하는 新譯에서는 ‘觀自在菩薩’로 통용되었다. 그런데 唐代에 玄

奘이 《般若心經》의 번역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觀音’이라는 호칭이 통용되

었는데 《大慈恩寺三藏法師傳》에도 모두 ‘觀音’으로 표기되어 있다. ‘觀世音’이 ‘觀音’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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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현재까지도 신앙의 대상으로 추앙받는 대표적인 보살이 된 까닭은 《西遊

記》에서의 역할과도 일맥상통한다. 

觀音菩薩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면 왼손에는 감로수, 오른손에 연꽃 또는 

버들가지를 들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다.39) 연꽃과 버들가지는 혼탁한 물에서도 잘 

자라며 그 뿌리는 다시 물을 정화하는 속성으로 인해 일체 중생의 고통을 씻어주고 

본래 성품(本性)으로 회귀할 수 있게 하는 상징물이다. 또 감로수는 우리들이 번뇌

와 망상으로 고통 받고 열에 들떠 신음할 때 그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일종의 

藥水로 상징된다. 《西遊記》 제8회에서는 觀音의 모습을 다음처럼 묘사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그 관음보살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어요. 

이치는 사덕을 두루 갖추었고, 지혜는 금빛 몸에 가득 찼네. 푸른 구슬 끈을 드

리우고 향기로운 귀걸이에는 빛나는 구슬 묶었네. 검은 구름이 기묘하게 겹친 듯

한 반룡계, 수놓은 허리띠에 가벼이 날리는 채봉령. 벽옥 끈 두른 하얀 비단 옷에

는 상서로운 빛이 감싸고, 비단 융 치마 금실 끈에는 상서로운 기운 휘감아 도네. 

초승달 같은 눈썹과 별 같은 두 눈, 옥 같은 얼굴은 태어나면서부터 웃음 가득하

고, 입술은 붉은 점 하나 찍은 듯하네. 맑은 병에 감로는 해마다 가득 차고, 비스

듬히 꽂아 늘어진 버들은 해마다 푸르네. 팔난을 풀고 중생을 제도하며 자비와 연

로 약칭된 이유는 당 태종 李世民의 이름 가운데 ‘世’라는 글자를 避諱한 데서 연유한

다. 산스크리트어 ‘Avalokiteśvara’를 다시 둘로 나누어 분석하면 ‘Avalokite’는 지켜본

다는 뜻이고, ‘śvara’는 ‘자유자재롭다’의 뜻이기 때문에 번역 자체로만 보면 ‘觀自在’가 

원뜻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觀世音’은 ‘세간 중생의 신음소리를 마치 

눈으로 보듯 알고 있는 분’이란 뜻으로 원뜻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 민간에서

는 ‘觀世音’이 ‘觀自在’보다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둘의 의미를 좀 더 분석

하자면 ‘觀自在菩薩’은 知慧의 맥락이 강조된 호칭이고, ‘觀世音菩薩’은 慈悲의 맥락이 

강조된 호칭이라고 할 수 있다.

39) 대부분의 觀音 형상은 연꽃을 들고 있으나, 버들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楊柳觀音과 灑水觀音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본성의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西遊記》 제26회에서 觀音이 직접 淨 과 감로수의 효험에 대해 얘기한다. “나

의 이 淨  바닥에 담긴 감로수는 신선 나무의 신령한 싹을 잘 고친다. …… 옛날 태상

노군이 나와 승부를 겨룰 때, 그가 내 버드나무의 가지를 뽑아가서 단약을 제조하는 화

로 안에 넣고 불을 때서 말려버리고는 내게 돌려주었다. 내가 그것을 받아 하룻밤 동안 

병 속에 꽂아두었더니 푸른 가지와 연두색 잎이 다시 돋아나 옛날과 같아졌다.”(我這淨

底的甘露水, 善治得仙樹靈苗. …… 當年太上 君, 曾 我賭勝, 他把我的楊柳枝拔

了去, 放在煉丹爐裡, 炙得焦乾, 來還我. 是我拿了, 揷在 中一晝夜, 復得靑枝綠

葉, 相同.) 같은 책, 《西遊記》, 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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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마음 크네. 그러므로 태산을 진압하고 남해에 거하며 고통을 구해주고 하소

연 소리 찾아 들어주니, 만 번 부르면 만 번 응답하고, 천 번 거룩하고 천 번 영

험하네. 난초 같은 마음은 붉은 대나무를 좋아하고, 혜란 같은 성품은 향기로운 

등나무를 사랑하네. 그는 낙가산의 자비로운 주인이자 조음동의 살아 있는 관음보

살이네.(諸衆擡頭觀看, 那菩薩: 理圓四德, 智滿金身. 纓絡垂珠翠, 香環結寶明. 

烏雲巧叠盤龍髻, 繡帶輕飄彩鳳翎. 碧玉紐, 素羅袍, 祥光籠罩; 锦城裙, 金落索, 

瑞氣遮迎. 眉如 月, 眼似双星. 五面天生喜, 朱唇一点红. 净瓶甘露年年盛, 斜

插垂杨岁岁青. 解八难, 度群生, 大慈悯. 故镇大山, 居南海, 救苦寻声, 萬稱萬

應, 千聖千靈. 兰心欣紫竹, 意性爱香藤. 他是落伽山上慈悲主, 潮音洞裡活观

音.)40)

《西遊記》에서 觀音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제8회에서 西王母의 초청을 

받은 蟠桃大 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버들가지와 감로수는 중생을 제

도하는 상징물인데, 觀音은 여기서 오히려 孫悟空을 제압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은 

제안한다.41)

이 정병과 버들가지를 떨어뜨려 저 원숭이의 머리를 치겠습니다.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한 번 비틀거릴 정도는 될 것입니다.(我 那淨 楊柳抛下去, 打那猴頭, 

卽不能打死, 也打個一跌)42)

반도대회의 잔치상을 뒤엎고 하늘나라를 좌충우돌하며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孫

悟空의 행위는 마치 철없는 아이가 식탁과 온 집안을 어질러 놓거나 미치광이가 미

쳐서 날뛰는 모습과 흡사하다. 이때 觀音의 역할은 마치 어머니나 스승, 또는 의사

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제8회에서는 계속해서 觀音이 沙悟淨⋅豬八戒⋅孫悟空을 

만나 摩 受戒를 통해 ‘悟’을 돌림자로 하여 차례로 沙悟淨⋅猪悟能⋅孫悟空이라

는 法名을 부여함으로써 스승이자 보호자를 자처한다. 

40) 같은 책, 《西遊記》, 95-96쪽. 번역은 서울대학교 西遊記 번역 연구회 옮김, 《西遊記》, 

서울, 솔출판사, 2004년, 238-240쪽 인용. 제12회에도 觀音의 모습을 묘사한 시가 

있는데 내용은 역시 그를 찬미하는 것으로 일관한다.

41) 같은 책, 《西遊記》 제42회에서는 觀音菩薩이 淨 과 甘露水,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를 

사용해서 紅孩兒를 사로잡는다. 또 제71회에서도 버드나무 가지로 감로수 몇 방울을 

뿌려 연기와 불, 모래 먼지를 모두 사라지게 해서 賽太歲 요괴를 거두어 간다.

42) 같은 책, 《西遊記》 제6회,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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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音의 이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또 하나의 특징은 그가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여 일체의 有情(衆生)을 구제한다는 것이다. 즉 觀音은 應

身사상이 가장 잘 구현된 보살이다. 宋代의 《大唐三藏取經詩話》에서 觀音은 第四

<入香山寺>에서 ‘千手千眼菩薩’로 불린다. 그리고 明代 《西遊記》에서 觀音은 서사

구조상 이야기 전개에 필요한 마디마다 그 상황에 맞는 모습(應身)으로 등장하는

데, 관련된 장면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12회: 나병 환자로 변신, 玄奘에게 서역으로 갈 때 입을 가사를 전해준다.

② 제14회: 노파로 변신, 玄奘에게 緊箍兒咒 주문을 알려준다.

③ 제17회: 凌虛仙子로 변신, 곰 요괴로부터 일행을 구해준다.

④ 제41회: 紅孩兒가 가짜 관세음보살로 변신, 저팔계에게 골탕을 먹인다.

⑤ 제49회: 觀音이 玄奘을 구하자 어떤 이가 ‘魚籃觀音現身’이란 그림을 그림.

⑥ 제55회: 노파로 변신, 전갈 요괴를 물리칠 인물로 昴日星官을 추천한다.

이 외에도 觀音보살은 玄奘 일행이 극복하기 힘든 난관을 만나 고통 받고 있을 

때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을 위기로부터 구해준다. 이처럼 《西遊記》에서 석

가여래보다 觀音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필자의 생각으로 구

원불로서의 석가여래는 이미 입적한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저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의 스승이라는 이미지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반면 ‘觀世音菩薩’ 항상 중생의 

소리를 듣고 온갖 고난을 구제하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 세상과 이 세상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이미지가 강하다. 《西遊記》에서 그가 처음 등장할 때 호칭이 ‘남

해 보타낙가산에 계시는 자비롭기 그지없고 중생의 고난을 구제해주시며 영험하게 

감응하시는 관세음보살(南海普陀洛迦山大慈大悲救苦救難靈感觀世音菩薩)’로 표

현된 것은 바로 이런 연유인 듯하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아이들이 즐겨 쓰는 ‘ 子觀音帽’라는 모자가 있고, 일반인들

이 즐겨 마시는 ‘鐵觀音’이라는 茶가 있으며, 雲南의 白族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觀

音街’가 있다. 이처럼 觀音의 이미지는 대중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그 

기저에는 역시 《般若心經》과 《西遊記》의 문학적 힘을 절대 빼놓을 수 없다고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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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西遊記》에 드러난 觀音思想

현재 한국과 중국의 불교계는 염불을 욀 때 거의 빠지지 않는 구절이 아마도 ‘南

無阿彌陀佛觀世音菩薩’일 것이다. 석가나 부처가 아니라 阿彌陀佛과 觀世音菩薩

에게 돌아가 의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대승불교가 흥기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그 가운데 觀音은 항상 대중을 사랑하고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는 ‘慈悲’

의 화신이다. 그러니까 중생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觀音思想

을 논함에 있어서 여성성을 절대 빼놓을 수 없다. 최초 인도의 觀音像은 대부분 남

성이었으나 중국에 유입된 후는 거의 대부분 여성으로 바뀌었다.43) 《西遊記》에서

도 觀音은 여성의 형상으로 등장해서 시종일관 玄奘 일행의 고난을 지켜보며 위기 

때마다 그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구원해준다. ‘觀音’은 ‘소리를 듣는다’는 뜻으로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 마치 젖먹이 갓난아기의 일거수일투

족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며 아기의 욕구를 채워주고 고통을 제거해주는 것

에 비유할 수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觀音을 어머니의 관점에서, 또 玄奘 일행

을 자식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며 《西遊記》 속에 드러난 觀音사상을 크게 아래의 

두 가지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觀音思想은 母性과 직결되어 있다. 母性은 잉태와 더불어 시작되며 출생 

후부터 자신이 죽는 날까지 자식에 대한 利他行을 실천한다. 그래서 자식들은 몹시 

아플 때나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엄마를 찾는다. 연약한 아기가 아프고 힘들 때 엄

마를 찾는 것처럼 《西遊記》 속에서 玄奘 일행은 위기 때마다 觀世音菩薩을 찾기에 

급급하다. 다른 각도에서 《般若心經》은 소설 《西遊記》에 있어서 觀音 내지는 어머

니와 같은 존재이다. 《般若心經》의 시작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다를 행할 때.

(觀自在菩薩, 行深般若波羅蜜多時)

43) 이는 고대 인도가 매우 엄격한 계급사회를 형성한 문화적 특성 때문이다. 고대 인도인

들의 종교적 관념 속에서 여성은 심지어 윤회의 과정 속에서도 절대 해탈을 할 수 없는 

계급으로 묘사되어 있다. 현대에도 인도는 남녀차별이 가장 극심한 국가로 유명하다. 

그러나 중국에 대승불교가 유입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대승불교에서 菩薩은 이상적인 

수행자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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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般若心經》이 없었다면 소설 《西遊記》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觀自在

菩薩’ 즉 ‘觀音’이 주인공인 《般若心經》의 사상은 고스란히 《西遊記》의 핵심 사상

으로 옮겨 간다. 역사적 인물이자 소설의 중심인물인 玄奘은 觀音의 자식이기도 하

면서 경전과 소설의 매개자이기도 하다. 

《西遊記》의 또 다른 모태인 《大慈恩寺三藏法師傳》에서 玄奘의 觀音에 대한 의

지와 숭배는 소설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서술되어 있다.

‘나는 처음에 발원할 때 만약 天竺에 이르지 못한다면 끝내 한 걸음도 동쪽으로 

옮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째서 되돌아오고 있는가. 차라리 서쪽으로 가다

가 죽을지언정 어찌 동쪽으로 되돌아가서 살기를 바라겠는가?’ 이에 말고삐를 되

돌려 오직 觀音만을 염송하면서 서북쪽으로 나아갔다.

이때 사방을 돌아보니 망망한 사막일 뿐 인적도 없고, 하늘을 나는 새의 자취도 

완전히 끊어졌다. 밤에도 요사스런 도깨비의 불빛이 찬란하기가 마치 무성한 별빛 

같았고, 낮이면 거센 바람이 모래를 휘몰아 흩뜨리는 것이 마치 소나기가 쏟아지

는 것 같았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은 일을 만나도 마음에 두려움은 없었다. 단지 

물이 없어 갈증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괴로웠다.

이때에 법사는 4일 밤, 5일 낮 동안 입에 물 한 방울도 적시지 못해 목구멍과 

배가 바싹바싹 타들어가도 있었다. 법사는 거의 절명 상태로 더 이상은 나아갈 수

가 없게 되어 마침내 모래 위에 쓰러졌지만 묵묵히 觀音을 염송했다. (自念我先

發願, 若不至天竺終不東歸一步, 今何故來. 寧可就西而死, 豈歸東而生. 於是旋

㘘, 念觀音, 西北而進. 是時四顧茫然, 人鳥俱絶. 夜則妖魑擧火, 爛若繁星, 

晝則驚風擁沙, 散如時雨. 雖遇如是, 心無所懼, 但若水盡, 渴不能進. 是時四夜

五日無一滴霑喉, 口腹乾燋, 幾 殉絶, 不復能進, 遂臥沙中默念觀音.)44)

간절한 기도에 의하여 곤란과 액난에서 벗어나고자 함은 觀音신앙의 출발점이다. 

觀音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의지는 《西遊記》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西遊記》

에서 孫悟空이 절을 한 대상은 단 3명이다. 그것은 바로 서천의 부처님과 남해의 

觀音보살, 그리고 兩界山에서 자신을 구해준 사부 玄奘이다.45) 이것은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三歸依’ 또는 ‘三寶’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서천의 부처는 깨달

44) 같은 책, 《大慈恩寺三藏法師傳》, 17쪽.

45) 같은 책, 《西遊記》 제34회, 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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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를 의미하는 佛寶이고, 남해의 觀音보살은 敎法으로 따라야 할 모범인 法寶

이며, 玄奘은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僧寶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 가운

데 觀音은 곧 천상계와 지상계를 이어주는 매개이자, 자연과 생명을 이어주는 어머

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과 사상은 수행자에게 있어 가장 가깝고 현

실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불가에서는 주로 여성 불자를 보살님이

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러한 사상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둘째, 觀音思想은 궁극적으로 菩薩行의 실천이 핵심이다. 즉 觀音사상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그래서 觀音의 뒤에는 일반적으로 부처가 아

니라 菩薩이란 말이 짝을 이룬다. 

菩薩은 산스크리트어로 ‘Bodhisattva’인데 이것은 깨달은 자(覺 )를 나타내는 

‘菩提’(Bodhi)와 살아있는 자(有情) 또는 중생을 뜻하는 ‘薩埵’(sattva)의 합성어이

다. 따라서 보살은 깨달은 자를 의미하는 부처와 깨닫지 못한 중생의 성품이 공존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깨달은 자가 깨닫지 못한 자의 아픔까지 함께 한

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菩薩은 慈悲를 근본에 둔 利他行을 가장 큰 

실천 강령으로 삼게 되는데, 인간 세상에서 이와 가장 흡사한 존재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머니로서의 여성인 것이다. 오늘날 불교에서 菩薩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여성 신도를 떠올리게 된다. 또 우리가 흔히 쓰는 ‘嚴父慈母’라는 말 속에서도 모성

은 자애롭고 자비로운 존재라는 인식이 강렬하게 반영된 것이다. 이밖에 文殊菩薩

과 普賢菩薩도 여성성을 띠는 대표적인 존재인데, 일설에는 觀音⋅文殊⋅普賢을 

세 자매로 부르기도 한다.46) 

觀音菩薩이나 文殊菩薩, 地藏菩薩 등은 왜 뒤에 보살이란 이름이 짝을 이루는 

가에 대한 의미를 좀더 따져보면 이들이 인간과 가장 가까이에서 보살행을 실천하

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을 부처라고 부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에서 소멸되고 멀어지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

계를 ‘사바’라고 한다. 따라서 부처라는 호칭을 달게 되면 사바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보살들은 우리들 중생을 위해서 어머니처럼 이 사바세계에 항상 머

물면서 구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觀音사상은 실천을 중시하기 때문에 《西遊記》에서 觀音은 玄奘 일행을 도와주

46) 邢莉 著, 《觀音-神聖 世俗》, 北京, 學苑出版社, 2003년, 2-18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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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지만 실제로 곤경에 빠뜨려 시험하며 지켜보는 대상이기도 하다.

경전을 가지러 가는 이 짓거리도 원래 남해 觀音보살이 시킨 거고, 우리들을 

풀어준 것도 觀音보살이 아니더냐.(這取經的勾當, 原是觀音菩薩, 及解脫我等, 

也是觀音菩薩)47)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오해하지 마라. 이것은 남해의 觀音보살이 나한

테 세 번이나 찾아와 저놈들을 빌리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觀音보살이 그들

을 이곳으로 보내 요괴가 되게 하여 너희 스승과 제자를 시험한 것이다.(不干我

事, 不可錯怪了人. 此乃海上菩薩問我借了三次, 他在此, 託化妖魔, 試你師徒

可有眞心往西去也.) 48)

觀音은 이처럼 일행의 마음을 끝까지 시험한다. 제99회에서 觀音보살은 玄奘 일

행이 고난을 겪은 것을 기록한 장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다. 그리고나서 81개

를 채워야 하는데, 한 개가 모자라자 다시 고난을 하나 더 설계한다. 81개의 고난

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소설에서는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觀音은 마지막까지도 인간의 고통을 지켜보는 행위(觀)를 멈추지 않고 함께 한다. 

‘집집마다 관세음보살 곳곳마다 아미타불(家家觀世音, 處處彌陀佛)’이라는 불교 

성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觀音신앙은 彌陀신앙과 더불어 오늘날까지도 중국의 불

교신앙을 대표하고 있다. 

그밖에 순수한 불교국가라고 할 수 있는 티벳에서 티벳인들은 일상 속에서 觀世

音菩薩의 眞 인 ‘옴마니반메훔’을 持誦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국민 전체가 觀

音 신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마 교황과 더불어 세계 양대 종교지도자로 추앙

받는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들에게 있어서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믿어지고 있다. 

예로부터 티벳은 관세음보살을 나라의 開祖로 여기고 있으며, 역대의 국왕은 관세

음보살의 權化로 믿어진다. 또한 달라이라마가 거주하는 사원을 ‘포탈라궁( 達喇

宮)’이라 하는데 이는 바로 觀音의 靈場인 ‘보타락가(Potalaka)’의 음을 그대로 사

용한 것이다. 즉 觀音은 천상이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며 항상 중생들 곁에서 보살

47) 같은 책, 《西遊記》 제22회, 289쪽.

48) 같은 책, 《西遊記》 제35회, 4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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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실천하는 존재인 것이다. 결국 觀音思想의 핵심은 ‘大慈大悲’와 ‘救苦救難’라

는 그의 號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은 《西遊記》에서도 충실히 반영되었다. 

Ⅴ. 나오는 말

길을 떠남은 생명활동의 시작이다. 노마디즘은 정체되고 머무는 것을 거부하는 

유목민의 삶의 행태를 말한다. 삼장법사 일행이 여정길에 오르는 것은 생명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만나는 시절인연으로 인해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은 물이 흘러가는 방식(法)과도 닮아 있다. 머물면 썩고 흐르면 생명활동을 지

속하는 것이다. 흐르기 위해서는 의식 속의 번뇌와 망념을 비워야 한다. 번뇌와 망

념의 숲에서 자기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見性이라고 하고 往生이라고도 한다. 

중국은 현재 ‘一帶一路’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통해 본격적인 대국굴기를 추진

하고 있다. 一帶一路 가운데 육로를 통한 경로는 바로 玄奘이 걸었던 길과 상당부

분 일치한다고 한다. 당나라의 玄奘과 《般若心經》으로부터 시작되어 소설 《西遊

記》로 이어지는 여정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따라서 《西遊記》에 대한 해석

의 지평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般若心經》으로부터 《西遊記》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거대한 因緣으로 보고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般若心經》의 핵심적 사

상을 통해 《西遊記》의 사상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논문을 진행하면서 《西遊

記》 텍스트로부터 시작해서 玄奘과 《般若心經》으로, 그리고 다시 《西遊記》로 돌아

오는 과정을 수없이 진행하였다. 또한 본 논문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공부도 매일 

매일의 삶도 玄奘 일행의 여정처럼 끝없는 수행의 과정이며, 세상만사가 ‘眞空’ 또

는 ‘眞如’로 이루어져 있다는 절대진리의 이면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필자 자신의 

가장 큰 수확이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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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西游记》是中国古典四大名著之一, 成书于16世纪明朝中叶, 主要描写了唐

僧、孙悟空、猪八戒、沙悟净师徒四人去西天取经, 历经九九八十一难的故事. 《西

游记》不仅内容极其丰富, 故事情节完整严谨, 而且人物塑造鲜活、丰满, 想象多

姿多彩。更为重要的是, 《西游记》在思想境界和艺术境界上都达到了前所未有的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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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 可谓集大成者. 《西遊記》所講述的主題意識, 就是與 《般若心經》有相當密切的

關係. 《摩訶般若波罗密多心经》即是《大般若经》的心髓, 全部般若的精义皆设於此

经, 故名为《心经》. 

本論文主要阐释唐代歷史人物玄奘、《般若心經》、《西遊記》三者的因緣關係. 

然後再分析《般若心經》和《西遊記》之主題意識的關係和特點. 本論文主要內容以

下: 

第Ⅱ章主要是分析《般若心經》和《西遊記》的成書過程和因緣. 這又以兩个部分

來進行分析: 第一節是在西天取經過程中的《般若心經》所占有的位置和重要性. 第

二節是在《西遊記》成書過程當中《般若心經》起的作用.

第Ⅲ章用《般若心經》的主題意識來分析《西遊記》的思想結構. 具體的內容有三

個部分組成: 第一節是摩訶般若波羅蜜多心經所具有的思想內容. 第二節是‘空’和

‘緣起’的思想內容. 第三節是觀音思想.

【主題語】

般若心經, 西遊記, 공, 玄奘, 觀音

般若心經, 西遊記, 空, 玄奘, 觀音

the Heart Sutra, The Journey to the West, Emptiness, Xuan Zang, the 

Goddess of Mer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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