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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찾아낸 우리의 직지

청주 운천동에는 통일신라시대의 절터인 흥

덕사지가 있다. 이 절터가 우리에게 더욱 의

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

指心體要節)』을 찍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

지심체요절은 우리에게 한동안 잃어버린 유

산이었다. 직지심체요절이 다시 세상에 드러

난 것은 1972년이 되어서였다. 

한국 전쟁 직후 민간 여성 가운데 최초로 유학 비자를 받은 여성인 박병선은 프랑스로 건

너갔다.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일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에게는 남모르는 관심사가 하나

있었다. 바로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한 것이었다. 

청청주 >  흥 덕사지

직지의 빛

세계를 비추다
종목 사적 제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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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6·25전쟁 직후에 프랑스에 건너갔어요.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병인양요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애초에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취직한 것도 외규장각 도서를 찾기 위해서

였어요. 프랑스 함대가 가져간 책이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있다는 풍문을 들었거든요. 호랑

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정작 그녀의 눈에 띈 것은 외규장각이 아니라 바로 직지심체요절이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불경이고, 금속활자본이 맞다!’ 

박병선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증명하기로 했다. 

그녀는 직지심체요절을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이것이 우리 불경이고, 나아가 금속활자본

이 맞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자기 감(感)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파리의 인쇄소와 신문

사에서 금속활자 주형을 얻어다 집에서 직접 찍어봤다. 납활자를 만들어 찍어보느라 세 번

이나 집에 불을 낼 뻔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불교의 게송(偈頌·부처의 공덕이나 가

르침을 찬탄하는 노래)을 적은 오래된 종이 위에서 미세한 금속 부스러기를 찾아냈다. 이

렇게 박병선은 혼자의 노력으로 이 책이 금속활자 인쇄본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영원히 역

사 속에 묻힐 뻔했던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발견해 낸 것이다. 

직지심체요절은 구한말 초대 주한 프랑스공사를 지낸 플랑시라는 사람이 구입해 간 것이

다. 이후 1911년에 드루오 호텔에서 경매되었는데, 이때 앙리 베버(Henry Vever)라는 골

동품 수집가가 180프랑에 구입하여서 소장하였다. 그러다가 앙리 베버의 수집품들은 그

의 유언에 따라서 1950년경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되는데, 이중에 직지가 들어 있었

다. 그렇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흘러들어간 직지심체요절은 1972년이 되어서 박병선이라

는 같은 민족 사람을 만나 다시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다. 

600여 년 전 흥덕사에서 직지를 인쇄하다

직지심체요절은 고려 말에 국사를 지낸 백운이라는 승려가 선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여러

이야기를 모아 만든 책이다.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

體要節)』, 우리가 흔히 줄여서 부르는 직지이다. 원래 상·하권으로 2권이었는데, 지금은

하권만 남아 있다. 직지의 하권 마지막 장에는 ‘선광칠년정사칠월일청주목외흥덕사주자인

시(宣光七年丁巳七月日淸州牧外興德寺鑄字印施)’라는 출판기록이 있어, 직지가 1377

년(우왕 3) 7월에 청주목 외곽에 있었던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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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직지가 인쇄된 ‘청주목 외곽의 흥덕사’가 어디인지는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고 있었

다. 그러다가 1984년 청주시 운천동에 택지조성공사를 하던 중 절터가 하나 나왔다. 거기

에서 ‘서원부 흥덕사’라고 새겨진 쇠붙이와 ‘황통 10년 흥덕사’라 새겨진 청동그릇 뚜껑이

나옴으로써 흥덕사 터가 세상에 드러났다. ‘대중 3년명(大中 3年銘)’이라 새겨진 기와와

기타 유물들로 보아 흥덕사는 늦어도 9세기에 지어져 고려 후기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직지의 저자와 출판한 사람은 달랐다. 저자는 백운화상이었지만 이를 인쇄한 것은 백운의

제자들이었다. 백운화상은 1289년에 태어났으며 어린 나이에 승려가 되었다. 백운화상의

호는 백운이고, 법명은 경한이다. 선종의 대가였고 1374년에 죽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제자인 석찬과 달잠이 1377년에 스승이 엮은 책을 금속활자로 인쇄하였다. 비구니 묘덕은

이들에게 공양하여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직지의 내용은 불교의 가르침을 수집한 것이다. 직지(直指)는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 ‘정

직한 마음’, ‘바로 다스린다’ 등의 뜻으로 풀이되는 말이다. 직지심체(直指心體)는 사람이

마음을 바르게 가졌을 때 그 심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역대 여

러 부처와 고승들의 법어, 대화, 편지 등을 통해 직지가 무엇인지 느끼게 하고자 함이 아니

었을까. 

이처럼 직지는 1377년에 인쇄되었으므로, 1455년에 인쇄된 서양 최초의 금속활자인쇄본인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것이 된다. 우리나라는 인류 문화의 핵

심이라 할 수 있는 금속활자의 최초 발명국이었던 것이고 그것은 당시 고려가 세계 최고의

선진국 수준이었음을 말해준다. 

흥덕사지 발굴모습 복원된 흥덕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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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직지, 세계 기록유산으로

1972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도서의 해’를 기념하여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주최하는

‘책’ 전시회에 직지가 전시되었다. 이로써 직지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고, 전시 기간 동안

많은 역사학자들이 직지를 검토하였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국제

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직지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1996년 유네스코 충북협회의 유네스코

와 고인쇄문화라는 학술세미나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이 학술세미나에서의 결론은 청

주지역이 고인쇄출판 문화의 도시이며, 직지야말로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인 만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곧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충청북도협회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하여 2001년 6월 27∼29일까지 청주에서 열린 제5차 유

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의 심사에 세계 23개국 기록유산 42점이 심의 목록에

올랐고, 2001년 9월 4일에 직지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비록 직지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프랑스에 있지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유네스코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청주고인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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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련된 유적(물) 청주 흥덕사지

간접 관련된 유적(물) 직지심체요절

“이 책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책이기 때문에 소재가 어디인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직지는 문화유산이 해당 국가에 있지 않는데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유일한 사

례가 되었다. 

1992년 흥덕사지 옆에 청주고인쇄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는 직지가

만들어진 바로 그곳에서 직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이를 토대

로 프랑스로부터 직지를 찾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격

년제로 청주직지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2007년 ‘청주직지문화특구’를 지정하여 직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청주직지문화특구에는 흥덕사지뿐만 아니라 청주고

인쇄박물관과 한국공예관이 있고, 운천공원과 청주예술의전당 등 문화 시설이 밀집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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