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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통일제국의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시킨 인

물은 아쇼까왕이었다. 그가 전륜선왕으로까지 불8리게 된 아쇼까의 위

대성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통일제국을 건설하였다는 사실에만 있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에 의한 승리’라는 그의 통치이념으로 그의

국토를 이상세계인 복지사회 즉 ‘佛國淨土’로 건설하려는 노력에서 찾

아야 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고찰했다. 아쇼까왕은 그에게 부과된 최고

의 의무는 현세․내세에 있어서 일체의 생명체의 이익․안락을 도모

하는 것으로서, 이보다 더 숭고한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다르마 정책을 폈다. 아쇼까왕은 이러한 다르마의 정책을 통하여 복지

사회 즉 정토사회를 건설하려고 法大官이라고 하는 직책을 설치하여

복지사업을 관리하게 하였다. 특히 아쇼까왕은 기존의 일상적인 관습

이나 관례로 행해지던 복지사업을 국가의 행정기구로 만들어 부처님

의 가르침대로 지상에 이상 정토를 세우고자 제도화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Ⅰ. 들어가는 말

동양인으로선 처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시인이요 사상

가인 라빈드라나트 따고르(Rabindranath Tagore, 1861～1941)는

노벨 수상 작품인 기딴자리(gitanjari)에서 “죽음의 신(神)이 나의

문을 두드릴 때에 나는 그를 빈손으로 돌려낼 수는 없습니다. 내

** 徐聖雲 스님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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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그릇 속에 내가 날마다 쌓고 만들고 저축한 보배를 죽음

의 신에 내어 놓아야 되겠습니다.”는 의미심장한 내용의 시로써

누구나 인생은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 세상에 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이 세상에서 무

엇을 이루어 놓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인도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지배자로서 전륜성왕(轉輪聖王, cak

ravartirājan)으로 추앙받고 있는 Aśoka(B.C. 268～232 재위)는 법

(法, dharma)에 의한 정치를 지구상 최초로 시도했다1). 아쇼까의

정치 이념은 현대의 인도연방에 지표(指標)가 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한 사르나트(Sārnāth, 鹿野

苑)에 세워져 있는 아쇼까왕 석주에는 4마리의 사자상(獅子象)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인도연방의 상징이 되었다. 이 4

두 사자상은 대통령 기(旗)뿐만 아니라 인도 정부의 문서나 화폐

를 비롯해서 인도를 상징하는 모든 것에 새겨져 있다.

그의 위대성은 그가 그의 시대를 올바로 이해하고, 인도의 역사

적 배경에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미래에 귀감이 될 공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아쇼까왕은 그에게 부과된 의무는 현세․내세에

있어서 일체의 생명체의 이익․안락을 도모하는 것으로서2), “모

든 백성의 복지를 도모하는 일보다 더 숭고한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3)라고 하면서 法의 실천에 힘썼다. 그는 不殺生의 입장에

서 무력정책을 버리고, 가능한 한 살생을 수반하는 기존의 행사를

금하였다. 영토의 내외에 인간과 동물을 위한 2종의 병원을 건설

하고, 여행자를 위하여 길가에 果實나무를 심고 휴게소와 우물을

파는 일, 약초의 재배와 요양원의 설치 등 생류(生類)의 복지사업

에 힘썼다. 그것은 종교단체의 봉사활동 수준이 아니라 정부의 방

침으로 주도면밀하게 추진한 것이 그의 업적으로 남는다. 그야말

로 그는 법(法, dharma)에 의한 이상세계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1) P.E. Ch 17.

2) R.E. Ch 11.

3) R.E. Ch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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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이상세계인 복지사회는 불교적 용어로는 ‘佛國淨土’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논자는 Aśoka王의 통치이념에 나타난 福祉思想을

불교적으로 그의 정토(淨土, Sukhāvatī)관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本 稿에서는 그의 정토관의 형성배경과 내용을 究明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해 직접 그의 활동 무대였던 인도의 현장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나 후일로 미루고, 여기서는 아쇼까왕의 비문(碑文)

과 불교의 초기경전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쇼까왕의

법칙은 마애법칙(Rock Edict)과 소마애법칙(Minor rock Edict),

석주법칙(Pillar Edict), 소석주법칙(Minor Pillar Edict) 그리고 별

각마애법칙(Seperate Rock Edict) 등이 있다. 여기서 마애법칙은

국경지방에, 석주법칙은 국내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Hultz, Inscription of AśokaⅡ에 영역된 비문을 主 史料로

사용한다. 표기는 마애법칙은 ‘R.E’, 석주법칙은 ‘P.E’, 소마애법칙

은 ‘M.R.E’, 소석주법칙은 ‘M.P.E’, 별각마애법칙은 ‘S.R.E’로 생략

하여 사용한다.

이 본문에서는 Aśoka王의 淨土觀에 관련된 것에만 한정하여 연

구한다. 그럼 먼저 그의 정토관이 형성되는 배경을 탐색해보자.

Ⅱ. 복지사회로서의 淨土 형성 배경

1. 시대적 배경

아쇼까 이전의 역사를 파악하는 것은 아쇼까의 정토 형성 배경

을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다. 붓다이후, 인도에는 지역적으로 여러

왕조가 성쇠를 되풀이 하며 작은 나라들은 전제적인 국왕이 지배

하는 대국에 합병되고 있었는데, 16국 중에서도 마가다국이 가장

강력하였다. 이후 인도의 역사는 마가다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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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마가다 지역은 마가다 왕국의 아자트사뜨루(B.C. 49

4～462?) 이후 싸이슈나가(Śaiśunaga, B.C. 430～362?)와 난다(Na

nda, B.C. 362～320) 등의 왕조가 뒤를 이어 통치를 하였다. 이 무

렵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Alexander, B.C. 336～326재위) 대왕은

B.C. 327년에 서북인도를 침입하여 여러 곳에 식민 도시를 건설하

였다. 그러나 휘하의 장병이 더 이상의 행군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왕은 군대를 인솔하여 인더스강을 따라 내려가 페르시아

로 돌아가 B.C. 323년 바빌론에서 객사하였다고 한다.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지역은 서북지방의 일부에 지나지 않

았지만 그의 인도 원정이 미친 영향은 정치적, 군사적 영향보다는

문화교류의 측면이 훨씬 컸다. 정치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왕은 인

도 서북지방의 여러 세력들을 제압하여 하나의 정치단위로 결합

함으로써 이 지역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내부의 장벽을 깨뜨렸

다. 이것은 인도가 통일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열어준

것이었다. 그의 원정은 지리적 시야를 넓혀주어, 인도에서 아프가

니스탄과 이란을 통하여 소아시아와 지중해 항구에 이르는 무역

로가 활발히 소통되었다. 원정군이 열어놓은 이 길을 통해서 그리

스인들은 인도철학을 배워갔다. 또 인도인들은 그리스의 화폐주조

를 모방하였다고 한다.

알렉산더왕에 의하여 정복되었던 지역들은 몇 개의 속령(屬領)

지배자들이 정치적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혼란한 시기

에 틈을 타 마가다의 짠드라굽따(Candragupta)가 난다(Nanda)왕

조를 정복하고 인근제국(隣近諸國)을 병합하여 마우리야(Maurya,

孔雀)왕조를 건설하였다. 짠드라굽따(B.C. 320～293)는 서북인도로

부터 그리스인의 군사적 세력을 일소하고, 침입해 온 시리아 왕

세레우코스․니이카토오르(Seleukos․Nikator)의 군대를 격퇴하

여 북으로는 히말라야산맥, 남으로는 빈드야 산맥, 동으로는 벵골

지방, 서로는 아라비아해로부터 힌두꾸시산맥에 이르는 지방을 포

함하는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성공은 당시 인도의

곡창지대라고 불리우던 마가다국의 풍부한 재부(財富)와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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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 등을 이용한 우수한 군사기술이 그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나, 직접적인 이유는 그의 현명한 재상이었던 까우띨리야(Kauṭi

lya)의 책략에 힘입은 바가 많았다고 한다.

짠드라굽따는 위대한 정복자인 뿐만 아니라 유능한 행정가였다.

그가 정비해 놓은 통치조직은 후계자들에 의해 큰 변화 없이 그

대로 유지되었으며 후에 아쇼까 왕이 기존의 제도들을 보완하고

관대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마우리야 제국의 통치형태는 군주제였

으며 때로는 왕의 신권(神權)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부족의 세력

은 아주 약화되었고, 왕은 나라의 기둥으로서 ‘국가는 왕’, ‘모든

백성은 왕의 자식들’이라고 주장하는 가부장적 전제정치였다. 왕

위는 세습적으로 계승되었으며, 왕은 국가의 행정, 사법, 군사, 입

법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왕은 절대권을 자의적으

로 휘두를 수는 없었다. 왕에게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복리를 추구해야 할 의무가 강조되었다. 까우띨리야는 그의

아르타사스뜨라(Artha-śāstra, 實利論)에서 왕의 의무 조항에 관
하여, “모든 백성의 행복 속에 왕의 행복이 깃들어 있으며 또한

그들의 복리 속에 왕의 복리도 있다”4)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전통은 아쇼까왕 재위시기에 더욱 확장․보편화되어 ‘법

(dharma)에 의한 정치’로 나타났다.

짠드라굽따 다음의 제위는 아들 빈두사라(Bindusara, B.C. 29

3～272)에 의해 계승되었다. 그는 ‘적의 살육자(Amitraghata)’라는

칭호가 붙여진 것과 같이 부왕(父王)이후 진행되어온 영토 확장정

책을 계속 추진했다고 한다. 영토 확장 정책으로 인한 그의 영토

는 데칸 고원을 넘어 아라비아 해와 벵골만 사이의 중남부 인도

까지 지배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에 인도는

이집트, 시리아 및 그리스 등과 사신을 주고받으면서 활발한 문화

교류를 하였다. 빈두사라는 이런 정복사업을 통하여 인도아 대륙

4) Raj(1993) p. 192.



58  ∙ 印度哲學 제18집

의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시키는 기반을 조성하

였다.

마우리아 제국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제3대 아쇼까 왕(Aśoka,

B.C. 268～230)에 이르는 기간이다. 제국은 아쇼까 왕 때 그 전성

기에 이르렀다. 그는 짠드라굽따 이래 지속되어온 영토 확장정책

을 계속 추진하여 즉위 8년에, 깔링가(Kaliṇga)지방을 정복하였다.

남단의 마이소르와 마드라스 남쪽 지역을 제외한 인도아대륙의

거의 전역이 아쇼까왕의 마우리야 제국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인도반도 내에서의 무력적 영토 확장정책은 완성되었다. 아쇼까는

반도를 통일한 후 비참한 전쟁에 대한 통절한 참회로부터 무력에

의한 정복위주의 정책에서 ‘다르마(dharma, 法)에 의한 정복’정책

으로 전환하였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

해 전국 곳곳에 석주법칙과 마애법칙등을 세워 ‘다르마에 의한 통

치’를 선언하였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이런 ‘법에 의한 승리(dha

mmavijaya)’를 추구하게 된 사상적 배경을 考察해보자.

2. 사상적 배경

인도에서 사상 처음으로 통일국가를 형성한 아쇼까왕은 대제국

의 통일유지를 가능하게 한 것은 실로 ‘법(法, dharma)’의 수호

자․실현자로서의 자각과 긍지였다. 아쇼까왕의 정치적 실천의 목

표는 오직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5)라고 하는 것이

었다. “나는 전 세계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나의 의무하고 생

각한다.”6) 이러한 기록은 극히 간략하게 아쇼까왕의 복지사회로

서의 淨土世界를 건설하려는 의도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예문

이다. 이것은 불교의 이상적인 轉輪聖王의 실천이념이 용해되어

5) P.E. Ch 6: lokassā hitasukhāye.

6) R.E. C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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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륜성왕은 전 인도를 통일하는 이상

적인 제왕을 호칭하여 불리워져 왔다.7)

불교적 전통에 의하면 轉輪聖王은 불교의 이상을 정치에 실현하

는 사람으로서 사대주 오대양을 正法으로 統治하는 왕을 칭한다.

본 논문에서는 諸經論에서 전륜성왕의 관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전륜성왕은 왕중의 왕으로서 금윤보(金輪寶), 상보(象寶), 마보(馬

寶), 주보(珠寶), 여보(女寶), 거사보(居士寶), 주병보(主兵寶)라고 하는 7

보(七寶)를 구비한다고 생각하였다. 輪寶를 굴려서 천하를 다스리고 정

법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전륜성왕이라고 한다.8)

원시 불교경전 가운데서 전륜성왕이 통치하는 이상적 국가의

특질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⑴ 물자가 풍부하게 되어, 국민생활이 편안하고 안락해진다.

⑵ 국민은 높은 덕성을 마음에 새겨 실행한다. 법을 준수한다.

⑶ 전 세계에서 산하(山河)의 차이가 없고, 교통이 편리해 촌락이

가까워진다.

⑷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화목하게 되어 언어도 한 종류가 된다.

⑸ 보석은 남아돌아갈 정도로 많이 산출된다.9)

이것은 분명히 통일국가의 이상이다. 이런 복지국가사회를 구

현하려는 전륜성왕은 이상적 제왕으로서 인도에서 일반적이고 보

편적인 개념으로 성립됐다. 그것은 특정의 제왕 또는 왕조에 대해

서만 적용된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구체적이고 특수한

영역을 벗어나 보편적 영역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려고 하

는 인도 민족의 사유 성향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초기 불전에서

7) DN 30 1 27: Vatteti cakkam.

8) 雜阿含經(TD 2) p. 194, 增一阿含經(TD 2) pp. 787～789.

9) 長阿含經(TD 1) pp. 39～40, 增一阿含經(TD 2) pp. 78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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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전륜성왕의 이상은 아쇼까왕에 있어서 생동하여 작용하였

다고 볼 수 있다.

Ⅲ. 복지사상 실현으로서의 Dharma

1. 불교귀의 동기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웰즈(H.G. Wells)는 아쇼까를 ‘역사상 가

장 위대한 군주의 한 사람’이라고 했다. 아쇼까의 위대성은 그의

통일제국을 인도에 건설하였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통치자로서의 이념과 불교옹호 정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웰즈는 “역사의 대열에선 수만 명의 군주 가운데서 아쇼까 이름

이 빛나고 있으며, 어쩌면 유일하게 큰 별로서 찬란히 빛을 발하

고 있다.”10)고 찬탄하였다. 아쇼까도 처음에는 대부분의 군주들이

그러하듯이 방탕스럽고 포악한 성격을 보여주었다. 南方 傳承의

大史(Mahāvaṃsa)에 의하면, “아쇼까는 ‘빈두사라’왕의 101명의
왕자 중 가장 뛰어났다. 그는 변방의 웃제이니(Ujjeni)지방의 민중

반란 진압 차 파견되어 있었는데 부왕의 중병소식을 듣고 수도인

Paṭaliputra(華氏城)로 돌아와 수도를 자기 것으로 하고, 부왕이 죽

은 후 맏형 수마나(Sumanā)를 살해하고 왕권을 장악했다.”11)고

한다. 4년 후에 그는 灌頂 즉위식을 가졌다. 이와 같이 그는 왕위

쟁탈을 위해 이복형제와 그들을 도운 5백병의 신하를 죽이고 많

은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惡阿育王(Canda Aśoka)라 칭할 만큼

난폭했다고 한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아쇼까는 부왕이 사망

한지 4년 후에야 즉위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왕위계승이 순조롭

10) Wells(1949) pp. 402～404.

11) Mv Ⅴ pp. 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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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아쇼까는 조부 짠드라굽따 이래 지속되어온 영토 확장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즉위 8년에 마가다 동쪽에 위치한 깔링가(Kaliṇga)

지역을 엄청난 희생을 치루며 정벌했다. 아쇼까가 깔링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인도 동

부 해안지방의 깔링가 왕국은 마우리야 제국의 패권을 받아들이

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또 깔링가는 마우리야국과 인접에 있었으

면서 동남 변경지역에 자주 침략하여 약탈을 일삼았으며, 데칸 이

남 지역과 벵갈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陸路와 江上貿易路, 그리

고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연결하는 海路도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

서 아쇼까는 정치․경제적으로 통일제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지역을 정벌하는 것이 당위였다.

아주 처절한 전투 끝에 깔링가는 마우리야 제국에 병합되고 말

았다. 그러나 영토 확장의 전쟁에서 아쇼까는 승리는 했지만 이

전쟁에 따른 참상이 극심했었음을 마애법칙은 다음과 같이 기록

하고 있다.

그 전쟁의 상황은 15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송되었으며, 10만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해되었고, 또 그 몇 배의 사람들이 사망하였

다.12)

아쇼까가 깔링가 전쟁을 겪은 후 비통하게 생각했던 것은 수행

자들과 올바르게 살아가는 민간인들의 희생이었다. 그 때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이송되어 부모를 잃거나 자식과

헤어지고 부부가 이별하는 등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 전쟁의 죄악

성을 통감했다. 그는 그의 법칙문에서 불교에 귀의한 동기를 다음

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그 이후 王의 열성적인 法의 實修, 法에 대한 愛慕, 그리고 法의 敎

12) R.E. Ch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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誡가 행해졌다. 이것은 깔링가를 정복하였을 때의 王의 悔恨이었다. 왜

냐하면 정복된 적이 없는 나라가 정복되면, 그 곳에 인민의 살해 또는

사망 또는 이송이 있으며, 이것은 王에 있어 극심한 고뇌로 느껴지고

비통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 그러면 이 정복, 즉 法에 의

한 정복은 王에 있어 최상의 정복으로 생각된다. 이에 의해 획득된 정

복은 어느 곳에 있어서도 기쁨을 낳은 정복이다. ······ 그리고 이 法에

의한 정복만이 참된 정복임을 나의 여러 왕자, 여러 증손이 깨우치도

록 銘刻되었다. 이 법에 의한 정복은 현세와 내세에 관계하는 과보를

낳는다.13)

이상과 같이 아쇼까왕이 독실한 불교도가 되게 한 동기는 외적

으론 깔링가 정벌에 있어 ‘죽음’의 문제를 깊이 체험했던 것이 직

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죽음’의 문

제와 관계되는 부처님의 三法印(無常․無我․苦)의 깨달음을 자신

의 깨달음으로 하여 이를 자기 생활 속에서 실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쇼까의 다르마(dharma, 法)이다.14)

그가 불교도로서 얼마나 신심이 깊었는가는 우빠굽따(Upagupt

a)에게 안내되어 불적 순례를 나서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

다.

장로여! 부처님이 살아계셨던 장소를 공양하고 싶다. 또 후세의 사

람들을 이익 되게 하기위해서,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표적을 남기고

싶다. 이것이 나의 희망이다.15)

그는 즉위 관정 후 20년을 경과한 해에 석가 세존의 탄생지 룸

비니(Lumbini)를 참배하고, 세존이 여기에서 탄생하였음을 기념하

여 마상(馬像)을 새긴 돌을 만들게 하여 석주(石柱, Silāthabha)를

세웠다. 그리고 “룸비니 마을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ubalik

13) R.E. Chp 13.

14) 本村日紀 p. 46.

15) Dv p.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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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그리고 생산의 8분의 1을 지불하도록 했다.”16)라고 하는 것이

룸비니 동산의 유족에 남아있는 석주의 법칙문에 기록되어 있다.

또 그는 붓다가야의 보리수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세존이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찬탄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쇼까왕은 “10

만 금으로 보리수에 공양하고 탑을 세우고 떠났다”17)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이 그가 말하는 ‘법의 순행(dharmayātrā)’의 기원이

라고 한다. 후대의 불교도는 아쇼까왕의 보리수 참배를 대단히 중

시하고 있다. 그는 탑을 건설했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아쇼까(Dh

armāśoka)’18), ‘아육법왕(阿育法王)’19)이라고 부르게 됐다. 아쇼까

왕의 불교귀의20)는 옛 바라문교의 사상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사

이에 약간의 마찰을 일으켰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는 “불제자를

보면 長幼를 묻지 않고 반드시 말위에서 내려 발에 가깝게 가서

예를 했다.”21)는 것을 그의 대신 야샤스(Yaśas)는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새로운 종교를 신봉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국왕이

라도 저항 없이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통일제국의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한 내적인 동기를 갖고 있었다

고 볼 수 있다. 짠드라굽따 이래 세력을 확대하여 왕의 통치권을

제약하고 있는 브라흐만 세력을 극복하고 다양한 계급과 계층을

포용해야 하는 아쇼까왕으로서는 사회통합의 차원으로 ’법의 만민

평등‘을 주장하는 불교에 귀의하는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아쇼까왕은 국적 민족 종교 여하를 불문하고 이 세상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시대에도 지켜야 하는 영원의 이법(理法)이 존재한

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법(dharma)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 법

으로 대제국의 통일 유지를 하여 복지사회를 건설 하려고 하였다.

16) 아육왕경(TD 50) p. 136c.

17) 아육왕경(TD 50) p. 137c.

18) Dv pp. 381～382.

19) 아육왕경(TD 50) p. 135a.

20) 아육왕경(TD 50) p. 133c.

21) 아육왕경(TD 50) p. 13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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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쇼까왕에 의하면 국왕의 정치활동의 목적은 법의 구체적인 실

현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면 그가 준거하고 있던 법의 내용은 어

떠한 것이었으며, 그 정책을 어떻게 펴게 되었는가를 탐구해 보

자.

2. 淨土實現을 위한 다르마 정책

먼저 아쇼까왕의 법(dharma)은 그의 다르마 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 법의 원어는 산스끄리뜨의 ‘dharma’이지

만, 그것은 어원적으로는 ‘保持하다, 지탱하다, 유지하다’ 등을 뜻

하는 동사의 어근 ‘dha’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따라서 ‘보지하는

것’, 특히 ‘인간의 행위를 보지하는 것’, ‘행위의 규범’, 예를 들면

관례, 습관, 의무, 사회제도, 법률 등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 규범

이 목적으로 하는 善, 德, 正義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法은 人倫

을 실현시킴과 같이 인간을 유지하는 것으로서의 절대자, 진리도

의미하며, 종교적 행위의 규범이라는 점에서 제식규정, 제사행위,

종교 그 자체를 가리킨다.22) 이와 같이 이 말은 다양한 개념을 망

라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를 내리기는 불가능하나 아마 ‘진

리’, ‘정의’라는 말이 가장 근접한 개념일 것이다.23) 아쇼까의 다르

마에 대하여 ‘불교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다르마’라고 보는 견해24),

인간생활 규범의 원리라는 의미의 견해25), 그리고 ‘브라흐만적 개

념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26) 필자의 견해는 아쇼까의 다르

마는 불교에 근거를 이루는 사회윤리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인간

이 지켜야 할 보편적 理法으로 定義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이

22) MWD p. 510.

23) Davids, p. 45.

24) 金倉圓照 p. 224, 中村元 p. 248.

25) Thapar p. 181.

26) J.F. Fleet, R. Dikshitar 등 (山崎元一 p. 324 not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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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논거는 고대 인도에서 나타난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이론이

크게 다를 바가 없었으므로 아쇼까의 시각에선 불교에 입각한 다

르마가 다른 종교에도 공통적인 도덕률로 보였을 수 있다는 추론

에 근거한 것이다.

아쇼까왕이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법’으로 생

각한 것은 인간의 본질은 평등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

물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관용과 인내를 발휘하고 가난한 사

람을 돕는 등의 윤리적인 성실성과 자비의 이념이었다. 그는 이런

이상을 보급시키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민

중에게 직접 말을 건네기 위해 각지의 절벽바위를 연마해서 법칙

문(法則文)을 새기든가 혹은 석주(石柱)를 세워 거기에 법칙문을

새기는 것이었다. 왕은 즉위한 지 12년이 지나서부터 왕이 깨달은

법을 선포하고 후세에 남기기 위해 돌비석에 새겨 이것을 즉위 2

7년까지 계속했다고 한다.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석주법칙 7

장 중 최초의 6장은 즉위관정(灌頂)후 제 26년에 새겨졌고, 최후의

제 7장은 1년 늦은 제27년에 새겨졌다. 그리고 아쇼까왕은 산간의

절벽에도 소마애법칙 을 새겼으며, 최후에 14장으로 된 마애법

칙 을 새겼다고 한다.27) 14장으로 된 장문(長文)의 마애법칙 은

모두 마우리야 제국의 국경지방의 기르나르(Girnār)등에서 7개소

가 발견되고, 이에 비해 6장 또는 7장의 장문의 석주법칙 은 중

인도 북부, 즉 갠지스강 유역에서만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소석주법칙은 사르나트, 산치 등의 불교유적지에서

발견되는데, 상가의 분열을 훈계하는 등, 불교교단과 관계가 있는

법칙이다. 이 비문들은 19세기 초부터 계속해서 발견되었으며, 19

66년에는 델리(Delhi)시내에서 마애법칙이 발견되었음이 보고되어

있다. 현재까지 30여개 이상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어찌됐든 이 모두가 돌에 새겨 후세에 영원히 남기려고 했

던 염원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27) Bhandarkar(1955) pp. 24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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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법칙은 이것이 영구하게 존속하여 나의 아들과 손자 증손

이 모두 세간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같이 노력하도록 하기 위

해서이다.28)

그는 자신의 법칙의 취지가 영토 내 구석구석까지 철저하게 실

천되길 열망했다. “실로 전 세계 사람들의 이익을 행함보다 숭고

한 사업은 없다.”29)라고 하면서 “나는 인민에게 법을 청문(聽聞)

시켜 법을 가르치련다.”30) 이것이 그의 절실한 서원이었다. 그는

“법을 가르쳐 깨닫게 하는 것은 최고의 행위(karman)이다.”31)라

고 했다. 그의 서원은 자신의 이상을 민중에게 직접 호소함으로써

국민이 그와 같이 실천할 것을 소망했기 때문이다.32) 이것은 확실

히 유효한 방법이었다. 물론 당시 문자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소수

의 사람들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한

의 사람들은 직접 국왕으로부터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만

약 이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교통 통신기관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 국왕의 사상을 전달하는 중간자의 해석을 거쳐서 전

해질 염려가 있다. 돌에 새긴 국왕의 법칙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는 제왕과 민중과의 접근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아쇼까왕이 이런 다르마 정책을 추구했던 이유는 무엇

일까? 그것은 그의 서원과 그 시대의 상황과 대제국을 통합해야

겠다는 정치적 이상 등이 함께 어울러져 작용하고 있었다고 생각

된다. 인도 국민은 지역적 구분을 근거로 하여, 또 문화의 상이함

에 따라 분열되어 있었으므로 그들 사이에 통합을 튼튼하게 하는

공통의 이념이 요구되었으며 여기에서 그는 다르마의 이념을 취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도아대륙의 거의 전역을 통합한 그의

28) R.E. Ch 4,5,6; P.E.Ch 7.

29) R.E. Ch 6.

30) P.E. Ch 7.

31) R.E. Ch 4.

32) R.E. Ch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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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한 제국은 힘의 정치에만 의존할 수 없었으므로 도덕정치인

다르마 정책이 필요했던 것이다.33) 또 다른 이유는 모든 종파의

화합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서 다르마 정책

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마우리야 제국은 브라흐만교에 적대적이었

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이나교와 불교에 더욱 동정적이었다. 그

러한 논리는 아쇼까왕과 불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시조인 짠드

라굽따가 말년에 자이나교를 받아들였던 데서도 엿볼 수 있다. 불

교와 자이나교 등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결과로 새로이

나타난 개혁종교였으므로 이들 종교는 제국에서 분열적인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 소속된 사람에게도 받아

들여질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도덕규범이 필요했을 것이다. 대제

국으로 통합하는데 지역 민족 종교 여하를 불문하고 이 세상 어

떠한 인간도 어떠한 시대에도 지켜야 하는 영원의 이법(理法)으로

다르마 정책이 채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다르마는 권

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 인도와 더 나

아가 세계에 평화와 선전과 동정심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도구로

서 채택되었다. 그의 다르마 정책은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하였

다 하더라도 대제국을 권력의 힘이 아닌 정신적 감화를 통하여

다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 하겠

다.34)

아쇼까왕은 오직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의 이

익과 안락을 위함”35)이 법칙문의 실천목표였다. 그래서 법칙문의

내용은 깊은 철학적 사상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인민에게

대한 도덕적인 훈계를 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법칙문의 내용의

類型에 따라 몇 가지만 개괄적으로 그 意義를 考察해 보자.

그의 다르마는 ‘緣起의 相依相關’에 근거를 두고 있는 도덕적 교

33) 조길사(1994), p. 108.

34) 조길사(1994), pp. 108～110.

35) P.E. Ch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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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부모에 순종하는 것은 선(善)이다. 또 친구, 아는 사람, 친족 및 바

라문,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것도 선이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

것도 선이다. 조금만 쓰고 조금만 저축하는 것은 선이다.36)

위 법칙의 전반부는 인간관계의 확립을 통한 복지사회를 구현

하려는 의도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구상은 Wicken

den이 제시한 사회복지의 공통된 세 가지 이념 중의 하나인 ‘상호

관계의 이념(the idea of mutuality)’의 기본이자, ‘사회 연대의식의

실천규범’과 상통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이 법칙의 사상적인

배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생물을 사랑하고 보시를 실

천하는 生命尊重思想에 근거한 이념이다. ‘적게 지출하고 적게 저

축하라’고 하는 경제원리는 ‘小欲知足’의 中道思想의 관점에서 나온

불교적 요소가 언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은 善生經에 잘 나타나
있다.37) 이 법칙은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그의 올바른 인식이 나

타나 있다. 이 법칙에서는 개인의 행동을 사회적 덕행으로 전환하

도록 강조하고 있다.

불교의 자비의 종류에는 衆生緣慈悲 , 法緣 慈悲 , 無緣慈悲

가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衆生緣慈悲 가 佛敎福祉실천에 해당되

는 것으로, 그 내용은 一切衆生을 부모나 형제처럼 보고, 이러한

인연을 통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이익과 안락을 주는 것을 말

한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법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들은 내 자식(pajā)이다. 나는 마치 나의 여러 왕자들 모

두가 現世와 來世의 이익과 안락을 얻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모든 사

람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원한다.38)

36) R.E. 제3장.

37) 長阿含經(TD 1) pp. 70～72.

38) S.R.E. Ch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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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쇼까왕은 이 같은 ‘同體大悲’의 자비정신의 원을 가지고 모든

중생의 복리 증진을 위해 仁政을 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

같은 아쇼까왕의 對國民 救濟觀은 모든 生類는 서로 돕는 존재이

며, 서로 은혜를 받고 있다는 ‘衆生恩의 道理‘를 강조한 것이다. 이

’중생은의 도리‘는 국왕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衆生

緣慈悲 를 실천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사상을 실천한 아쇼까왕

은 그의 마애법칙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진실로 모든 중생의 福利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내가 어떠한 노력

을 해도, 그것은 모든 중생에게 진 빚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이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하고, 내세에는 生天을 얻

게 하기 위함이다.39)

아쇼까왕의 복지이념은 국민에게 군림이 아니라 ‘衆生恩惠’에

보답하는 봉사자로서의 普賢行을 실천한 것이다.

다음은 아쇼까왕의 淨土實現을 위한 실천방법 중 ‘福田思想’을

살펴보자. 복전사업은 크게 ‘人物福田’과 ‘施物福田’의 방법으로 실

행된다. ‘인물복전’은 인간에게 法布施하는 것이고, ‘시물복전’은 주

로 물질을 보시, 공양하는 내용을 말한다.40) 아쇼까왕은 ‘施物福田’

사상을 통하여 民衆에게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들이 많았

음을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보시 정신에 의거하여 영토(vijita) 곳곳에 두 종류의 병원(cikicha)

을 세웠다. 즉 인간을 위한 병원(manusacikicha)과 동물을 위한 병원

(pasucikicha)이다. 또 약초 재배에도 힘을 기울였다. 사람에게 효과가

있고, 동물에게 효과가 있는 약초가 전혀 없는 지방에는 어디든지 수

송하여 재배시켰다. 또한 도로변에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어 사람과

동물들이 이용케 했다.41)

39) R.E. Ch 6.

40) 김용택(1997)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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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는 사람과 동물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리수와 망고나

무를 심었다. 나는 다양한 장소에 우물(井)을 팠고, 휴식의 집을 세웠

으며, 사람과 동물들이 사용할 물 마시는 곳을 만들었다.42)

우리는 그가 세운 법칙을 통하여 통치의 근간을 다르마에 두고

있음을 고찰했다. 아쇼까왕의 다르마는 바라문의 사회윤리로서 의

‘다르마’가 아니라 불교의 普遍主意的 平等思想에 입각한 윤리적

善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아쇼까 법칙의 다르마 서술에 있어서,

긍정적인 형태의 내용은 선행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P.E.

Ⅱ), 부정적인 형태의 내용은 분노. 잔인함, 증오, 자만심, 질투와

같은 일군의 성벽에 의해 야기되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P.

E.Ⅲ)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석할 수 있다.43) 우리는 아

쇼까가 다르마의 정책을 통하여 그가 갈구하던 복지사회 즉 淨土

實現을 하려고 했고, 전제군주로서 백성들에게 군림한 니라 백성

들의 ‘利益과 安樂’을 위해 봉사자로서 헌신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3. 法大官(dharmamahāmātra)을 통한 복지 관리

아쇼까왕은 정치의 윤리성을 강조했다. 정치는 종교적 윤리적

의미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입장에

선 행정관은 단순한 행정 기술적 관료가 돼서는 안 된다. 적극적

으로 민중의 교화에 참여하는 것이 요청됐다. 모든 관리들은 다만

자기의 사무(kamma)로만 출장순찰(anusaṃyāna)을 하는 것이 아

니라, 국민들 간에 도덕적인 정치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시찰해야

41) R.E. Ch 2.

42) P.E. Ch 7.

43) Mookerji p. 71.



Aśoka王의 淨土觀 ∙ 71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4)

왕의 법의 본질은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고 하는 생명의 본질에

대한 자각이다. 왕은 이 법이 영원히 세간에서 통용되도록 즉위 1

3년에 法大官(dharmamahāmātra)이라고 하는 직책을 설치했다고

그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과거에는 법대관이라고 하는 관리가 없었으나 즉위13년에 나에 의

해 법대관이 임명되었다. ······ 법대관은 법에 헌신하는 모든 이의 이익

과 안락 그리고 세속적인 삶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

또한 법대관은 구속된 죄인들을 돕고, 그들을 속박으로부터 구제하며,

그리고 만일 그들이 아이를 가졌거나 곤경에 처해있거나 노쇠해져있

다면 그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일을 담당한다.45)

위의 예문에는 법대관이 교화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규정하고,

국민 생활이 도덕적으로 향상되기를 열망하는 원이 서려져있다.

법대관의 직무는 대단히 다방면이지만 특히 ⑴여러 종교교단의

감독과 ⑵복지사업의 관리가 주요한 것이었다. 아쇼까왕은 법대관

으로 하여금 5년마다 국내를 순회하면서 법의 확립증진을 도모하

게 하였다. 또 왕은 법대관들이, 나의 영토 내에서 가는 곳마다 사

람들이 法에 의지해 있는가 어떤가, 법을 확립하고 있는가 어떤가

를 감독 확인하게 했다.46)

먼저 인도에서는 고래로 교단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교단을

잘 지도함으로써 종파의 화합을 주장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비문

에서 종파의 화합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나는 출가와 재가의 모든 종파를 보시와 공양으로써 존경한다. 그

러나 모든 종파의 본질을 증진시키는 것보다도 뛰어난 보시는 없다.

본질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나, 그 근본은 부적당한 기회에 자신

44) R.E. Ch 3.

45) R.E. Ch 5.

46) S.R.E. C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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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파를 찬탄하고 다른 종파를 비난하는 것을 삼가 하는 것이며, 각

각의 종파는 각각의 방법으로 존경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자신의 종파를 증진시키는 것이며, 다른 종파에게도 이로운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종파를 해치고 다른 종파에게도

해를 끼친다. ······ 그러므로 종파의 화합이 최선이다. 즉 다른 각각의

종파가 서로의 법을 듣고 준수해야 한다. ······ 많은 관리들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종사하도록 하였다.47)

아쇼까왕은 불교에 귀의했지만 다른 종교도 평등하게 취급했다.

그는 각 종파의 모든 국민은 모든 종교에 관용의 태도를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개발함으로써

종파간의 화합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파의 화합은 통

일제국의 방대한 영토에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여 안정적 지배체

제를 구축하여 이상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것이었다. 이런 논

거에 의하여 아쇼까왕은 법대관으로 하여금 불교승가, 바라문교,

자이나교, 아지비까(Ajivika) 등 모든 종교에 대하여 관용의 태도

로써 법의 신장에 힘쓰도록 했으며, 이들을 평등이 보호하게 하였

다. 이와 같은 아쇼까왕의 다르마 정책은 불교를 그 사상의 근간

으로 하여 종파적인 화합을 확대하였다.

법대관의 제 2의 직무는 사회사업(복지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었다. 먼저 왕실의 자선행위를 첫 번째로 관장한다고 석주법칙

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들(법대관) 및 다른 많은 주요한 관리는 나와 나의 황후가 행하

는 보시의 반포(頒布)에 종사한다. 또한 나의 모든 후궁들에게도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수도 및 모든 지방에서 인민이 각각 원하는 것을 들

어주어야한다. 또 이들 관리는 나의 여러 왕자와 다른 왕비의 모든 왕

자가 법의 실천과 법의 준봉(遵奉)을 위해서 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일

에 종사해야 할 것을 명령했다. 왜냐하면 법의 시행과 법의 준법(遵法)

이란 즉 동정 보시와 신구의(身口意)청정, 유화(柔和), 선량(善良)이며

47) R.E. Ch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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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하여 미덕을 실행한다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증대할 것이기

때문이다.48)

그 밖에 법대관은 민중의 생활을 안락하게 하고 생활을 안정시

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했다.

법대관은 하인과 주인, 바라문과 호상(豪商), 고독한 자와 노인 가운

데 있으면서 법에 전심하고 있는 자들의 이익 안락을 위해 장애가 없

도록 관리한다. 또한 죄수를 올바르게 취급하고 묶는 것을 풀어주며,

만약 많은 자녀가 있다든가 재화(災禍)를 당하고 있는가, 노쇠해 있을

때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준다.49)

고독자나 노인에 대한 부양 의무는 바라문교에서도 설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놀랍게도 죄수의 사면에 관해서 특별히 고려를 하

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죄수에 대한 휴머니즘 정신이 이 같이

발휘되고 있는 것은 고대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왕실이 자선사업에

열심히였던 것은 비문50)에서도 알 수 있다. 아쇼까왕의 두 번째 황후

까루와끼(Kāluvākī)는 꼬삼(Kosam)의 망고나무 숲(ambāvapika), 유원

(遊園, ārāma), 베푸는 집(dānagṛha)을 보시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도 이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쇼까왕은 사람과 동물을 위해서 각기 요양원을 건립하고 약

초나 과수를 재배했으며, 도로에 표식을 세우고, 가로수를 심고

휴양소를 세웠다. 또한 맑은 우물을 파서 사람과 동물이 이용하게

했다. 만민을 구제하고 병자를 요양시키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회

정책은 그 뒤 인도에서 오랫동안 계속 행해졌다. 이상의 복지관리

들을 오늘날의 사회복지 類型 별로 分類하여 이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8) P.E. Ch 7.

49) R.E. Ch 5.

50) P.E. Ch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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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복지관리 내          용 관 련 법 칙

4 빈민구제

빈궁자에 대한 보시

生物에 대한 不殺生 아동보호

요부양 부녀자 및 노인이 있는 죄

인의 석방

R.E. 제4, 8장

R.E. 제1, 4, 9장

R.E. 제4장

R.E. 제5장

1 아동복지
아동보육

아동보호

R.E. 제4장

P.E. 제4장

5 의료사업
사람과 동물을 위한 병원

사람과 동물을 위한 약초재배

R.E. 제2장

R.E. 제4장

2 노인복지
노인, 노인이 있는 죄인의 석방

노인에 대한 방문과 보시

R.E. 제5장

R.E. 제8장

3 장애자구

제

빈궁인, 노예, 머슴, 장애동물 P.E. 제7장

6 司法福祉

공정한 司法福祉를 위한 法大官制

공평한 法 운용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

R.E. 제5장

S.R.E. 제7장

P.E. 제4, 5장

7 지역복지

가로수, 우물, 도로표지, 교량건설

宿舍등 여행자 편의시설

지역민 보호

각 공동체간의 조화

P.E. 제7장

R.E. 제2장

P.E. 제4, 7장

R.E. 제1, 2장

Ⅳ. 맺음말

인도 역사상 최초의 통일제국의 건설자는 짠드라굽따였다. 그

러나 통일제국의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시킨 인

물은 아쇼까왕이었다. 그 당시 제국의 판도는 곳곳에 세워진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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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비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그의 영토는 남단의 마이소르와 마

다라스 남쪽 지역을 제외한 인도아 대륙 거의 전 지역이었다. 서

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동쪽의 벵갈 지방에 이르고, 북쪽의

히말라야에서 남단의 따밀국가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이었다.

마우리야 제국의 통치형태는 군주제였으며 때로는 왕의 신권

(神權)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왕은 나라의 기둥으로서 ‘국가는 곧

왕’이라느니 혹은 ‘모든 백성은 왕의 자식들’이라고 주장하는 가부

장적 전제정치였다. 왕권은 점차 강화되어갔지만 거기에 상응하여

왕의 의무도 강조되었다. 까우띨리야(Kauṭilīya)는 왕이 수행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아르타샤스뜨라(Arthaśāst
ra)에는 ‘모든 백성의 행복 속에 왕의 행복이 깃들어 있으며 또
한 그들의 복리 속에 왕의 복리도 자리하고 있다’는 왕의 직무정

신이 기술되어 있다. 이런 이념으로 인도 역사를 통하여 가장 넓

은 통일제국을 건설했던 인물이 아쇼까왕이었다. 그가 전륜선왕으

로까지 불리게 된 아쇼까의 위대성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통

일제국을 건설하였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에

의한 승리(dharma-vijaya)’라는 그의 통치이념으로 그의 국토를

이상세계인 복지사회 즉‘佛國淨土’로 건설하려는 노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考察했다.

이런 ‘佛國淨土’를 실현하려는 dharma 정책의 동기는 깔링가(K

aliṇga)전쟁의 비참한 죄악성을 통감하여 폭력에 의한 승리는 진

정한 승리가 아니며 ‘법에 의한 승리’가 진정한 승리임을 자각하

고 초기불교의 이상적 제왕인 轉輪聖王의 이념이 생동하여 작용하

였다고 볼 수 있다.

불교의 전륜성왕은 正法으로써 修身하고 正法으로 국가와 백성

을 다스리고 모든 惡法을 행하지 않고 나라에 모든 非法이 일어나

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아쇼까왕은 그에게 부과된 최고의 의무는

현세․내세에 있어서 일체의 생명체의 이익․안락을 도모하는 것

으로서(R.E. 제 11장), 이보다 더 숭고한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R.E. 제6장)라고 하면서 다르마 정책을 폈다. 그가 말하는 다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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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arma, 法)는 세계 속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보편적 理法이다.

그의 理法은 불교의 普遍主義的 平等思想에 입각한 윤리적 善을 뜻

한다. 생명체에 대한 불살생․부모․장로에 대한 순종, 장로․은

사에 대한 존경과 예절 등 ‘먼 옛날부터의 法則’을 그 내용으로 하

고 있다. 이러한 법은 국적․민족․종교 여하를 불문하고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어떤 시대에도 지켜야 하는 여원의 理法, 즉 ‘법(法, d

harma)’이라고 불렀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일반 백성들 사이에 법이 확립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대단히 고심했다. (P.E. 제4장) 그는 “법을 가르쳐 깨닫

게 하는 것은 최고의 행위(karman)이다.” (R.E. 제4장) 그래서 그

가 적절한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백성들에게 직접 말을 건네기

위해 각지의 절벽바위나 혹은 석주를 세워 거기에 법칙문을 새긴

것이다.

아쇼까왕의 다르마 정책은 그의 법칙 가운데 가장 잘 표명되어

있다. 그 정책의 내용의 類型에 따라 分析한 德目들은 (1)緣起思想

(R.E. 제4장), (2)生命尊重思想(R.E. 제3장), (3) 平等思想(R.E. 제12

장), (4)慈悲思想(S.R.E. 제1장, 제2장), (5)福田思想(R.E. 제2장), (6)

관용사상(R.E. 제12장), (6)보시사상(R.E. 제9장)등이다.

아쇼까왕은 이러한 다르마의 정책을 통하여 복지사회 즉 淨土

社會를 건설하려고 法大官(dharmamahāmātra)이라고 하는 직책을

설치하여 복지사업을 管理하게 하였다. 아쇼까왕은 법대관으로 하

여금 5년마다 국내를 순회하면서 다르마 정책에 의지해 있는가

어떤가를 감독확인하게 했다. 법대관의 직무는 다양하지만 특히

⑴여러 종교교단의 감독과 ⑵복지사업의 관리가 주요한 것이었다.

여러 종교교단의 감독 직무는 종파간의 화합을 가져오도록 독

려하는 것이었다. 종파의 화합은 통일제국의 방대한 영토에 다양

한 계층을 포용하여 안정적 지배체제를 구축하여 정토사회를 구

현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아쇼까왕이 지향한 淨土社會를 실현하기

위해서 갖가지 활동을 했다. 그 구체적인 활동들을 오늘날의 사회

복지 類型별로 분류하면 ⑴아동복지(R.E. 제4장; P.E. 제4장), ⑵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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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지(R.E. 제5, 8장), ⑶장애자구제(P.E. 제7장), ⑷빈민구제(R.E.

제1, 4, 5, 8, 9장), ⑸의료사업(R.E. 제2, 4장), ⑹사법복지(R.E. 제5

장; S.R.E. 제7장; P.E. 제4, 5장), ⑺지역복지(S.R.E. 제2장; R.E.

제1, 2장; P.E. 제4, 7장) 등이다. 이상과 같은 아쇼까왕의 복지사

업은 前近代的 社會에서 실행되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의 특성들

은 현대사회에 조차 해결치 못한 일들을 실천함으로써 많은 시사

점을 던져주고 있다.

아쇼까왕의 다르마에 의한 통치는 그의 재임기간 충분히 그

진가를 나타냈지만, 후대의 왕조에서는 그 정책을 계승하거나 확

대발전시킨 흔적은 인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다르마 정책이

계승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은 슝가(Śuṇga, B.C. 183～71), 깐와(K

āṇva, B.C. 71～30)로 이어지는 왕조들이 마우리야 왕조 통치시기

에 비하여 짧아 왕조지배체제의 안정이 이룩되지 못했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그러나 아쇼까왕의 다르마 정책은 오랫동안 지속되

지는 못했더라도 대제국을 무력의 힘이 아닌 정신적 감화를 통하

여 다스릴 수 있다는 모델을 제시한 것이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아쇼까왕은 기존의 일상적인 관습이나 관례로 행해지던

복지사업을 국가의 행정기구로 만들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지상

에 理想淨土를 세우고자 制度化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그는

전제군주로서 백성들에게 군림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봉사자로서 헌신했다. 이런 자세는 인류 역사가 지속

되는 한 모든 지도자들이 귀감 삼아야 할 좌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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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ng Asoka's Philosophy of Pure Land Buddhism

Seo, Byung Jin

(Dongguk Univ.)

King Asoka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exemplary

rulers in world history. He converted to Buddhism and

became the first king to rule anation by "law" or "right"

(dharma). His political doctrine still serves as a guide for

the Republic of India today. While carrying out policies to

foster respect and provide comfort for everything living on

earth, and encouraging harmlessness towards all

life(ahimsa), he pursued the Pure Land Buddhism, a state

based on Buddhist principles that would be governed

according to the rule of law.

Asoka attempted to reconstruct Indian society by

realizing his political aim of a unified Empire of India and

peaceful coexistence of diverse religions. Asoka is very

unlike other monarchs in that he tried to rule India through

generosity and moral reform rather than by exercising

power. The laws of King Asoka were intended to realize a

welfaresociety by establishing good human relations and

good administration that would bring benefits and comfort

to all people without discrimination. Everyone was to be

treated as his own parent, brother, or sister. Asoka, in other

words, brought to administration the concept of welfare,

under which he practiced the Buddhist values of

compassion, moderation, tolerance,and respect for all life as

a king grateful to all living things rather than a king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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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his subjects. He envisioned a more spiritually inclined

society based on the Buddhist doctrine of universal equality.

In order to foster morality of his administration, Asoka

established something like a Department of Religious Affairs

the mission of which was to educate a nation, look after the

affairs of various religious bodies, encourage the practice of

religion, handle welfare programs, and bring stability to the

day-to-day life of the general populace. Asoka carried out

many specific and practical welfare initiatives, setting an

example for the modern welfare state today.

Although Asoka's policy of "dharma" was not upheld

by his successors and could not be further developed,

"dharma" is of great significance today in that it suggested

a new model of administration for ruling agreat empire by

moral reform rather than power. Equally noteworthy is that

Asoka attempted to establish Pure Land Buddhism on the

earth following the teachings of Buddha, as he created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o implement welfare programs.

Key words : Pure Land Buddhism, ahimsa, welfare

programs, respect for all life, compa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