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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적 감수성에 의한 역동적인 세계이해는 신화적 사유에 나타나

는 일반적 특징으로써 인도전통설화이든 불교전통이든 예외 없이 발

견된다. 이러한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설화 전통 속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차이점은 인도사상사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바라문 계열과 비바라문 계열 사상의 세계관 차

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차이점을 인도 정

통 계보의 민간 설화와 불교설화의 이야기 구조를 분석하여 찾아보는

글이다. 이 분석을 통해 우리는 베다 혹은 바가바드기타에서 보이는

실체론적 세계관과 강한 결정론에 바탕한 윤리관이 판차탄트라 등의

인도 정통 설화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에 반해 유사

한 모티브를 지닌 불교설화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의 구조와 강조점이

달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비실체론적인 연기적 세계관에

바탕한 불교의 윤리관이 개입되어 나타나는 변형임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두 전통의 철학적 논구뿐만 아니라 일반 민

중을 대상으로 한 신화 혹은 민간설화 속에서도 상호 다른 세계관이

관철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Ⅰ. 들어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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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사상사의 흐름에서 볼 때 불교가 비바라문 계열(Anti-Ved

ic)의 정점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이는 없다. 그러나 그

동안 불교이론이 비바라문 계열의 철학이었음을 섬세하게 고려하

면서 설명되고 이해되어왔는지를 묻는다면, 동서양 학계의 어느

누구라도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힘들 것이다. 불교 이해에 있

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첫째 동북아 전통에

서는 불교가 철저히 중국화 됨으로써 인도사상사에서의 불교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학적인 분석 요구가 약했

기 때문이었을 것이며, 둘째 인도의 경우는 불교의 이해가 인도인

의 내적인 요구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서구학계

의 관심에 의해 촉발되고 또한 정통 브라흐마니즘의 관점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셋째 서구의 경우는 불교가 서구의 종교 철

학적 관심에 의해 이해됨1)으로써 불교의 인도사상사적 지위에 대

한 인식이 그렇게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불교이해에 있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시

도로써 인간 사유일반의 관점에서 본 신화적 사유와 철학적 사유

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의거하여 Pre-vedic, Vedic-upaniṣad, A

nti-vedic 시기의 각 사유방식의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 또는 중국 불교의 이론적 특성을 분석하는 논문을 몇 차례

발표한 바 있다.2) 이러한 필자의 논문들은 Vedic 전통과는 매우

다른, 오히려 Pre-vedic적인 신화적 감수성이 불교적 세계관에서

발견된다는 사실로부터 논의가 시작된다. 필자는 이와 같은 현상

이 발견되는 원인을 인간의 신화적 사유방식과 논리적 사유방식

1) 서구에서의 불교이해방식에 대한 분석적 고찰은 Andrew p.

Tuck(1990)에서 비교적 상세히 볼 수 있다. Tuck은 이 책에서 불교 (특히

중관 불교)가 유럽에서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오해되었는지를 일종의 비판 불교이론사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서구에서 불교 수용자가 이미 지니고 있던 철학적

관심 혹은 세계관에 의해 불교가 어떻게 윤색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2) 허인섭(1997) pp. 227-267. 또는 허인섭(1998) pp. 313-334.



의 이질성에 기초한 사유 구조 분석을 통해 추적해 나아가는데,

이미 우파니샤드 시대를 거쳐 철학적으로 성숙된 시기에 나타나

는 불교의 사유 속에서는 이 감수성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수용되

어 표현되고 있는 지를 주로 분석하였다. 사실 이러한 분석의 목

표는 불교이론의 중심에 있는 무아와 연기 개념이 인간사유 일반

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가를 숙고해 보는데 있다. 이러한 방향의

연구는 불교이론의 중심개념인 무아와 연기 개념이, 첫째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축적되어온 인간의 세계 이해 방식의 두 종류라

할 수 있는 신화적 감수성과 철학적 분석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가 수반될 때, 둘째 두 가지 이해 방식이 어느 한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작동될 때, 비로소 수립될 수 있었다는 점을 밝히

는데 그 중점을 두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필자의 기존 논문이 지닌 약점은 그 분석방

식이 매우 관념적이어서 독자들에게 특히 철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결론이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는 점이다. 이 글은 이런 약점을 보강해 보려는 작은 시도이다. 즉

기존 논문에서의 필자의 위와 같은 생각이 일반 독자들에게도 설

득력을 지닐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비 이론적인 불교설화와 인도

전통설화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이 어떻게

불교설화를 인도의 전통설화와는 다르게 성립되도록 하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Ⅱ. 베딕 전통의 신화와 민간 설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신화를 비교해 보면 종종 유사한 모티브로

시작된 신화적 이야기도 각기 그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한다.3) 심지어는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주류 문화인

가 비주류 문화인가에 따라 그 세계관이 다를 수 있고, 따라서 그

문화권에서 함께 통용되는 개념조차도 매우 다르게 서술되는 경

우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인도의 경우, 베다서에서

묘사되는 신 개념과 민간설화에서 묘사되는 신 개념이 매우 이질

적으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William Crooke은 북부 인도 지방 사람들의 인드라(Indra) 신

이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이들 지방에서 Vedic의 Indra 신 -가뭄을 가져오는 악마 Vritra를

잡는 혹은 구름을 흐트러뜨리고 악마 Ahi 를 물리치는- 은 이렇게 이

해된다. 비록 Tulasidas 지방 사람들은 그를 ‘가련한 존재’라고 부를

정도로 그 권위가 크게 손상되어 있긴 하나, 불교도들 사이에선 아직

상당한 권위가 유지되고 있다. Bengal 지역의 Koch 그리고 Rajbansis

사람들은 그들의 토속신 Hudem Deo와 그를 동일시한다. 그는 남녀양

성(Androgynous)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기도하며, 암소 똥으로

만들어졌다고도 생각된다. 가뭄이 닥쳐 어려움이 고조되면 그 지방 여

인들은 응고된 우유, 볶음밥, 그리고 당밀을 그에게 바치고, 그의 주위

를 밤새 돌며 춤을 춘다. 많은 외설적인 제의(祭儀)를 펼치는데, 이는

그가 이 제의에 자극 받아 비를 내리도록 하려면 계속 그를 못살게 굴

어야한다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4)

3) 기존의 대부분의 신화연구 또는 유사 신화 연구가 신화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연구의 목표는 신화적 이야기의

전 인류적 보편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획일적이다. 신화연구 전반의 경향 보고를 겸하고 있는 J.F.

Bierlein(1994)의 Parallel Myth와 같은 저서에서 우리는 신화연구의 그와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필자도 다양한 세계 신화 속에서

발견되는 신화의 보편적인 성격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성이 섬세하게 다루어져야할 유사 신화의 상호이질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면을

다시 고려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4) Crooke(1925) pp. 69-70.



이 사례에서 우리는 Vedic의 신 인드라가 그 권위를 잃고 지방

의 한 잡신(godling)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인드라

신이 토착 지방민들에 의해 그들 방식대로 이해될 때 권위가 얼

마나 약화되는지는 Ṛg-Veda에서 찬미되는 인드라 신에 대한 다

음과 같은 예와 대비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충만한 영(靈)이신 으뜸가는 신으로 당신을 드러내는 그대는 그 지

혜로 다른 모든 신들을 뛰어 넘으시나이다. 당신의 장엄함과 위대한

품성 앞에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전율할 따름입니다. 오

그대 인드라 신이시여.”5)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인드라 신에 대한 정서가 이렇게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필자는 기존의 논문6)에서 이와 같은 차이를 신

과 인간과의 관계설정 차이로부터 찾아 분석해 보았다. 즉 미분적

정서가 보다 더 강하게 전개되는 초기의 신비적 사유방식이 유지

되고 있는 민간 설화의 경우와 그 신비감에 이분적 가름이 강하

게 개입되어 분리가 일어나고 나아가 그 신비감은 더욱 더 압도

적인 신의 존재를 요청하여 그 존재를 초월시키고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같은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신에 대한 감수성 차이를 설

명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전자의 민간 구전설화는 토착민이었던 P

re-Aryan의 신화적 감수성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을 것

이라고 추론할 수 있고, 후자의 베다는 이주 지배민족으로서의 아

리안(Aryan)의 신화적 감수성이 논리적 추상적 사유와 결합하여

표현되어 나온 결과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7)

5) Macdonell(1966) pp. 43-47.

6) 허인섭(1998) pp. 313-334.

7) 이와 같은 추론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참조되었다.

Deshmukh(1982) 에서는 Pre-Aryan들이 Aryan 신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는 Vedic 문헌과 이후 Hindu

문헌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과 그 속성을 분석하고 Pre-Aryan 신들이

후기 인도문화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 나오는 가를 설명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단순하게 보자면 이 둘은 모두 같은 베딕 문화권에

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해야겠지만 토착민들의 신에 대한 이해에

서는 신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다신론

적인 정서가 강하며, 따라서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주 날카롭게

나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정통 베다서에 기

초한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보다 분리적으로 나타난다. 즉 분리

초월 압도적인 힘이라는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는 베딕 전통의

신에 대한 이해는 분명 토착민의 그것과는 다르다.

베다서에 보이는 이러한 세계관과 관련하여 A.N. Chandra와

같은 학자들은 신의 절대성에 대한 압도감과 이를 이해하려는 노

력이 고대 베딕(Vedic) 전통을 고수하던 아리안(Aryan)들의 구체

적 생활 방식조차도 규정하게 되었다고까지 주장한다.8) 이러한

주장은 사실 근래까지 인도에서 강건하게 유지되어온 카스트 제

도의 현실을 볼 때 무리한 추론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9) 이와 같

은 세계관은 자칫 신에 의해 혹은 운명의 힘에 의해 결정된 세계

안에서의 비주체적이고 피동적인 인간상을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

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Pre-Aryan 문화와 그 인종적 성격에 관해서는 Ramachandran 외(1991)의

내용이 도움이 된다. Vedic과 Pre-Vedic 문화의 인종적 특성 문제에 관해

Deshmukh와 다른 견해-유사 혹은 복합인종설-를 보여주는 연구로는

Chandra(1980)와 Rao(1991)가 주목되며, 같은 견해가 Dyson. Jr.(1993)의

고고학적 발굴 분석에 의한 보고서를 통해 지지되고 있음. 선주민과

이주민의 날카로운 인종적 구분을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Internalists”로

분류되는 학자들은 Aryan이 캐쉬미르 지역에서 판잡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속되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도 문화와 사상을 형성하는데 대립되는 두 문화가 있었다는

전제를 전적으로 부인할 만한 반례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8) Chandra(1980) p. 63. 같은 견해를 Sinari(1970) Ch. 5. 에서도 볼 수 있다.

9) 길희성(1989) pp. 61-83. 길희성 교수도 이 글에서 현대인도사회의 불평등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을 그들의 베딕 전통의

사유방식으로부터 찾고 있다.



인도 지배층의 세상 보는 눈이 투영되었을 ‘왕자를 위한 인도의

지혜 교육서’ 이른바 판차탄트라는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매우 적절한 설화집이라 할 수 있다.

Ⅲ. 판차탄트라의 세계관

판차탄트라를 읽은 독자들이 이 우화집의 내용에서 받는 첫
번째 인상은 아마도 매우 냉소적이라는 점일 것이다. 판차탄트라
가 일종의 교훈서인지라 도덕적인 지향점이 전혀 없다고 할 수
는 없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이라는 개념보다는

처세라는 개념이 이 우화집에서는 더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는 느

낌을 지울 수 없다. ‘매 맞고 쫓겨난 옹기장이’10) 이야기를 요약하

여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해 얼굴을 크게 다쳐 흉터를 지닌 옹기장이가 가뭄으로 장

사가 안 되자 성문 호위병이 된다. 왕은 그를 보고 용감한 병사로 오

인하고 크게 후대한다. 왕이 관병식 사열도중 옹기장이에게 상처의 유

래를 묻고 진실이 들어나자 대노해 그를 벌하려 한다. 그가 자신은 왕

을 속일 의사가 없었음을 고했으나, 왕은 그에게 “처음부터 자신의 본

모습을 숨겼으면 끝까지 숨겨야지”라고 꾸짖고 어리석은 놈이라며 더

욱 화를 내었다.’

“처음부터 자신의 본 모습을 숨겼으면 끝까지 숨겨야한다”고

꾸짖는 태도에는 단지 처세만이 문제가 되고 있지 결코 진심과

위선을 가리는 도덕적 잣대는 작동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태도가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달갑

10) 판챠탄트라 Ⅲ. pp. 26-32.

지 않은 손님’의 이야기11)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상인 이쉬아르는 사위들 넷이 집을 방문해 반년동안이나 돌아갈

생각을 않자, 차츰 강도를 높인 푸대접을 하여 첫째, 둘째, 셋째 사위

를 차례로 돌려보낸다. 그러나 넷째 사위가 눈치를 못 차리자, 억지로

등을 떠밀어 보낸 후, ‘훌륭한 인격과 능력을 갖춘 자는 정중함과 공손

함으로 대접해야하고, 힘이 센 자는 높은 지위에 앉지 못하게 함으로

써 견제해야 하며, 야비한 자는 뇌물로 다뤄야 하고, 비루한 자는 힘으

로 다스려야 하는 법이지요’ 라고 말한다.’

“야비한 자는 뇌물로 다루고, 비루한 자는 힘으로 다스려야 한

다”는 말에서 어떤 도덕적 느낌을 받기는 매우 어려우리라 생각

한다. 문제는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책이 이른바 지혜의 책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을 중

시하는 다음과 같은 ‘공주와 베 짜는 직공’의 결과지상주의를 부

추기는 예화12)로 발전된다.

‘직공과 목수는 둘도 없는 친한 친구였다. 어는 날 코끼리를 타고

가는 공주에게 반한 직공이 사랑의 화살을 맞아 시름시름 거리자, 목

수는 가루다 새 모양의 목조물을 만들고는 직공 친구에게 비슈누 신

처럼 보이는 옷을 입혀 그 목조물을 타고 공주에게 접근토록 하여 결

혼을 성사시킨다. 왕과 왕비는 공주가 비슈누 신과 결혼한 것으로 오

인하여 기뻐하고, 왕은 자신이 비슈누의 장인이니 어떤 나라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웃나라를 침범하다 연속 큰 패배를 당한다. 이에

딸에게 비슈누신이 자신을 돕도록 하라며 온갖 재물을 바치지만 사위

의 큰 소리와는 달리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나라가 망하게 되자 직공

은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가루다 목조물을 타고 전선에 나가기로 결

심하는데 진짜 비슈뉴 신이 이를 보고 저 직공의 용기가 가상하다며

진짜 가루다와 함께 그를 도와 적을 물리쳐 준다. 전쟁이 끝나고 사람

들이 직공을 알아보자 그제서야 직공은 진실을 고백한다. 그러나 왕은

11) 판챠탄트라 Ⅳ. pp. 68-70.
12) 판챠탄트라 Ⅴ. pp. 64-80.



속은 것에 개의치 않고 그의 용기를 칭찬하며 딸과 정식으로 결혼시

켜 행복하게 살게 하였다.’

여기서 보이는 직공의 큰 거짓행위(비슈뉴 신으로 가장하는)도

결과(전쟁에 이김)만 좋으면 용인된다는 시각은 확실히 우리가 알

고 있는 도덕적 상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보

면 판차탄트라에서 지혜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된 위
기 극복의 과정들 가운데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것이 미화되기까

지 하는 현상을 그들의 세계관과는 무관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말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삶속에서의 인간 행

위의 주체적인 면보다는 피동적인 면을 더욱 부각시킬 때 생기는

부작용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책의 ‘소밀라카의 운명’ 이야기

는13) 이와 같은 의심이 단순히 의심만은 아닐 것이라는 증거로

기능할 만한 예화이다. 이 예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밀라카는 임금님이 입어도 될 훌륭한 천을 짜는 기술을 지닌 근

면한 직공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보다 못한 다른 직공들보다 항상 가

난하게 살게 되자 아내에게 고향을 떠나 도시에 나가 돈을 벌어보겠

다고 말하고 길을 떠난다. 삼년동안 일하여 큰돈을 번 소밀라카는 고

향으로 돌아오다 깊은 숲속에서 잠이 들어 두 사람이 다투는 꿈을 꾸

다 깨어보니 자신의 금화 삼백 냥이 고스란히 사라졌음을 발견한다.

그는 크게 낙심했지만 다시 힘을 내어 일 년 동안 더 일을 해 오백 냥

을 벌어 돌아가게 된다. 날이 저물어 같은 숲속을 지나게 된 그는 잠

을 자지 않고 걷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된다. 그것은 ‘운명’과 ‘행

동’이라는 두 신의 대화였다. 운명은 행동에게 왜 소밀라카가 가난하

게 살아야 하는데 돈을 벌게 했냐고 추궁하니, 행동은 소밀라카가 열

심히 한 만큼 주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며 그 양은 운명이 결정하니 당

신이 최종 책임을 질 일이라고 답변한다. 이에 소밀라카가 절망하여

자살하려하자 운명의 신이 나타나 너는 근근이 살 운명이나 워낙 성

실하니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다만 도시로 돌아가 ‘구

프타다나’와 ‘우파브후카다나’를 만나고 난 후에 어느 쪽 삶을 택할 지

13) 판챠탄트라 Ⅴ. pp. 16-26.

를 정하라고 지시한다. 인색한 부자인 구프타다나는 그를 소홀히 대하

고 그날 밤 그는 다시 두 신의 대화를 듣게 된다. 운명은 행동에게 왜

구프타다나가 소밀라카에게 밥을 주게 했느냐고 힐난하고 행동은 구

프타다나가 인색한 성품에 맞게 대접한 것이며, 그것은 운명 네가 결

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되받는다. 다음날 소밀라카는 가난하지만 다정

한 우파브후카다나의 집에 가서 후대를 받게 된다. 그날 밤 그는 두

신의 대화를 또 듣게 되는데, 운명이 행동에게 왜 우파브후카다나가

외상으로까지 구한 음식을 내놓게 했느냐고 힐난하자, 행동은 우파브

후카다나가 자기의 성품대로 후대했으니 그것은 운명 너의 책임이 아

니냐고 되받는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소밀라카는 인자한 우파브후카

다나처럼 살게 해달라고 운명에게 청하며, “열심히 일하되 모든 것은

운명에 맡기고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야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

한다.’

위의 이야기 구조에서 우리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가 주체적인

결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세

계관에서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통찰을 지나쳐 인간

의 모든 행위가 비주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인간의

모든 행위를 결정하는 거대한 힘에 우리 자신을 종속시켜야 한다

는 주장이 성립되는 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예화의 성립이 앞서 지적한 베딕 아리

안(Aryan)들의 종교와 철학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절대 완전 세계의 존재 즉 신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불완전하고 피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그리고 극단적으로 적용될 때 위와 같은 설화가 이루어진다고 보

는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견해는 베딕 아리안 세계관의 결정체라

고도 할 수 있는 바가바드기타의 다음과 같은 구절들 가운데에
서 다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가 죽이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또는 죽임을 당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둘 다 무지한 사람이다.



죽는 것도 없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태어난 적이 없으며, 죽지도 않는다.

그대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태어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태곳적부터 존재한 영원한 그대는

육체가 죽는다고 해도 죽지 않는다.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는 영원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14)

크리슈나가 회의와 고통에 휩싸인 아르주나에게 영원불멸의 아

트만 개념을 근거로 형제와 친척을 죽여야 하는 전쟁에 나아가도

록 권하는 구절이다. 불멸의 세계의 극단적 긍정은 가멸의 현상세

계의 극단적 부정을 가져온다. 따라서 아르주나가 현상세계의 인

연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옳은 행동이 못된다. 다만 그는 이미 절

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크리슈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대의 의무는

그대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행위의 결과는 그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행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행위를 피해서도 안 된다.

아르주나여,

진정한 그대 자신 안에 머물면서,

성공과 실패를 평등하게 여기며,

이기적인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대의 의무를 수행하라.

14) B.G. II. 19-21. 본문 인용은 정창영(2002)의 번역을 사용하였으며,

원문과 영문 번역과의 대조 확인은 S. Radhakrishnan(1989) 역본을

참고하였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절대 평정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곧 요가이다.”15)

이러한 세계관이 유지되는 한 현상세계에서의 선악의 문제는

결코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세계관을 가

진 사람이 현실적인 도덕률을 강하게 지지하고 중시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그의 관심은 오직 부정적 가치를 지

닌 이 현실세계를 초월하는 것에만 집중된다.

“만물의 주(主)인 참자아 주인공은

어떤 사람의 선행이나 악행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는 누구의 행위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어떤 행위와도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자기가 행위의 주체로서

선이나 악을 행하고

그 결과로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믿으며

미혹의 늪에서 헤매는 이유는

참지혜가 무지의 장막으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무지의 장막은

자기 내면에 거하는 참자아를 깨달을 때 사라진다.

태양처럼 빛나는 이 깨달음의 빛이 비치면

자신의 지고한 신성(神性)인 브라흐만이 밝게 드러난다.”16)

절대불변의 개체적 아트만이 절대불변의 우주적 브라흐만에 합

일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세계관

을 지닌 사람이 구체적인 삶속에서 운위되는 도덕률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앞서 살핀 판차탄트라의 예화들은 이러한 세계관의 대중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불교는 바로 이러한 세계관

15) B.G. II. 47-48.

16) B.G. V. 15-16.



즉 아트만과 브라흐만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성립된 사상

이다. 따라서 불교적 세계관에 의식 무의식적으로 크게 영향 받아

성립되었을 불교설화는 분명 위의 예화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측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Ⅳ. 불교설화의 세계관

필자는 판차탄트라와 거의 유사한 모티브를 가진 불교설화를
비교해 보면서 이와 같은 결론이 결코 무리한 추정이 아님을 확

인하였다. 유사한 모티브와 이야기 구조가 불교설화에서 반복되는

까닭은 시기적으로 후대에 성립된 불교가 동일 지역 동일 문화권

내의 전통설화를 차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불교설화는 그

이야기를 불교적 세계관에 의해 그 의미를 재해석해 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거의 같은 이야기도 그와 같은 재

해석에 의해 윤리적인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탈바꿈 된다는 것이

다. 필자는 이러한 의미 전환 과정 가운데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

이 기능하고 있음을 본다. 특히 본생경(本生經)과 같은 경전은

그 구성 자체가 과거와 현재의 인과를 연계하는 형식으로 불교적

세계관을 분명히 들어내고 있다. 판차탄트라의 ‘상인과 거짓말

쟁이’ 예화17)와 유사한 본생경의 ‘사기꾼 상인의 전생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불교적 세계관이 그 형식과 내용에서 불교설화에 어

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판차탄트라의 예
화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 가난한 상인이 도시로 장사를 떠나며 가보인 저울을 전당포에

17) 판챠탄트라 Ⅲ. pp. 8-15.

맡긴다. 돈을 벌어 돌아와 저울을 찾고자 하니 전당포 주인은 쥐가 갉

아먹었다고 발뺌을 한다. 상인은 태연한 척하며 전당포 주인 아들과

목욕을 가겠다고 주인의 허락을 받는다. 상인은 주인 아들을 동굴에

가두고 매가 잡아 갔다고 둘러대니 주인은 이를 법정에 호소한다. 그

러나 재판관은 저울을 돌려줘야 아들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다.

상인은 저울을 돌려받고는 “분명 지금쯤 전당포 주인도 깨달았을 거

야. 거짓말을 하면 가끔은 괴롭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다

는 걸 말이야” 라고 생각한다.’

위의 이야기가 거짓말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고는 있지만 거짓말에 대해 그렇게 심각한 윤리적 비판

이 가해지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 이야기의 초점은 가난한

상인의 기발한 기지(機智)에 맞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생경의 경우는 상인의 기지 내용은 거의 유사하게 채
택되고 있지만 이야기의 초점이 전생에서 현생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기꾼의 행위에 대한 비난에 맞추어지고 나아가 인과응보의 교

훈이 덧붙여지는 점이 주목된다.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은 사기꾼 상인의 농간에 어려움을 겪고 돌아온 현명한 상

인에게 그 사기꾼이 전생에도 사기꾼으로 현명한 상인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옛날 범여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한 촌상인이 친구인 도시상인에게 5백 개의 호미를 맡긴다. 그 뒤

촌상인이 이를 찾으러 가니 도시상인은 호미를 둔 곳에 쥐똥을 보여

주며 쥐가 모두 먹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한다. 촌상인은 이를 태연히

받아들이는 듯이 하면서 사기꾼 도시상인의 아들을 목욕을 핑계 삼아

데리고 나간다. 그리고는 사기꾼 아들을 한 친구 집에 감추어 두고 다

시 찾아가 아들을 매가 채어갔다고 말한다. 흥분한 사기꾼은 촌상인을

재판소로 데리고 가지만, 상황을 알아차린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게송

으로 판결하며 이야기가 종결되어간다.

“사기꾼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 속임은 잘 생각된 것이다.

사기꾼에 대해 이 속임은 계획된 것이었다.

만일 쥐가 그 호미 먹었다면



매는 왜 아이를 채어가지 못하겠나.

사기꾼으로 속이는 자는 그 수 실로 많다.

또 사기꾼을 속임으로 속이는 이도 있다

아들을 잃은 이여, 그 호미를 돌려주라.

호미를 잃은 이여 그 아이를 돌려주라.”

그리하여 아들을 잃은 이는 그 아들을 찾고 호미를 잃은 이는 그

호미를 도로 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업보를 따라 이 세상을 떠났

다.’18)

이 이야기에 나타나는 행위들에 대한 인과응보적 판단은 불교

가 구체적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리는 윤

리적 판단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게송에서 볼 수 있듯이 거짓말과 속임에 대해서도 매우 현실적인

가치판단을 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즉 참과 거짓에 대한 가

치 판단이 현실적인 사실들과 연관되어 규정된다는 점이다. 이러

한 점들을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까닭은 이러한 판단들이 불교의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방식을 배제하고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판단이 베딕적 절대 초월의 세계가 아닌

구체적인 현실세계의 구체적인 인간 상황을 중시하는 불교의 연

기적세계관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유연하지만 현실적으

로 분명하게 추구되는 가치판단,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관점, 단순

한 지혜가 아닌 주위의 모든 존재에 대한 동정심과 자비심이 함

께 병행되는 지혜 등은 불교설화와 인도전통설화의 차이를 가르

는 중요한 요소들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들은 바로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판차탄트라의 ‘할아버지 새의 지혜’의 예화19)

18) 본생경(本生經) pp. 150-151.
19) 판챠탄트라 I. pp. 18-24.

와 유사한 모티브를 보여주는 불교설화 “슬기로운 메추라기”이야

기에서도 확인된다. 단순한 지혜의 이야기와 가치판단이 개입된

지혜의 이야기의 대비되는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할아버지 새의 지혜’의 예화를 요약해 보자.

‘할아버지 새는 새들이 사는 보리수나무에 덩굴이 타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어린 새들에게 덩굴을 제거하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충고를

무시한다. 사냥꾼이 다자란 덩굴을 타고 올라가 그물을 치고 마침내

새들은 그물에 걸리게 된다. 후회하며 할아버지 새에게 도움을 청하니

내일 아침 사냥꾼이 오면 모두 함께 죽은 체 하고 있다가 단박에 날아

도망치라고 한다. 도망에 성공한 새들은 할아버지 새의 경험과 지혜를

칭송한다.’

이 예화는 사냥꾼을 속여 새들이 새그물에서 빠져나가도록 하

는 할아버지 새의 지혜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힘

을 합쳐 그물을 빠져나가는 모티브를 지닌 유사한 불교설화 ‘슬기

로운 메추리 이야기’20)는 아래 요약과 같이 그 강조점이 다르다.

‘어느 한 산골짜기에 메추리 수천이 살고 있었다. 그 중 한 마리가

사냥꾼이 먹이와 그물을 놓아 우리를 잡으려 하는데 우리가 화합한다

면 먹이를 쉽게 구하고 사냥꾼의 위험으로 벗어날 수 있다며, 모두 함

께 그물에 들어가 먹이를 먹도록 하고 동시에 날아 그물을 가시덤불

에 던져놓는 지혜를 발휘한다. 그러던 중 무리들 가운데 몇몇이 힘자

랑을 하며 다툼을 일으키니 이를 보고 현명한 일부는 무리를 떠난다.

그러나 고집스럽게 끝까지 서로 힘을 다투던 메추리는 지쳐 죽고 결

국 그 권속들까지 사냥꾼에게 모두 잡히고 만다.’

이렇듯 불교설화에서는 판차탄트라와는 다르게 힘을 합하여

그물을 빠져나가는 경우와 다투다 잡히는 두 경우를 대비하고, 이

20) 불교설화 시나리오 창작소재 및 시각자료, 슬기로운 메추리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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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근거로 서로의 협력과 합심의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 이야기의

그 중심 주제가 되어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까

닭을 끊임없이 변하는 구체적 세계와 그 변화에 각 개인이 주체

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인간상이 항상 전제되

고 있는 불교의 세계관에서 찾고자 한다. 본생경 등에서 볼 수 있

는 불교설화들이 단순한 개인의 반짝이는 지혜나 책략이 이야기

의 중심이 되지 않고, 오랜 세월 나아가 전생에서 현생으로 그리

고 후생으로까지 이어져 쌓여진 결과로써의 지혜 이야기가 구성

의 중심 고리가 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각 개인의 주체적 노력에 의한 자신과 타

인의 변화를 인정하는 관점이 불교설화의 내용 구성에 투영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앞서 우리는 판차탄트라의
‘소밀라카의 운명’ 예화에서 운명의 신이 소밀라카의 자살을 막는

이유가 소밀라카가 정해진 운명을 받아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임

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법구비유경의 다음과 같은 예
에서 자살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이 존재함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는 이것을 불교의 세계관이 판차탄트라를 성립시킨 사람들의

그것과는 매우 다름을 말해 주는 하나의 중요한 예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에 의하면 한때 ‘다마라’ 국에 ‘마하로’라는 한

노승이 있었는데, 그는 500여 도반들이 그를 번갈아 가며 가르쳐

도 수년 동안 게송 하나를 외우지 못할 정도로 우둔하였다. 주위

의 조롱과 자신의 우둔한 천성을 비관하여 그 노승이 자살을 하

려 하는데, 석존이 나타나 다음과 같이 그를 타이르게 된다.

“부처님은 도의 눈으로 멀리서 그것을 보시고 나무 신(樹神)으로 화

(化)하되, 반쯤 사람 몸을 나타내어 그를 나무라며 말씀하셨다. "오오

비구여,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마하로는 곧 자기 마음속의 괴로움을

하소연하였다. 허깨비 신은 다시 말하였다. "그런 짓을 말고 우선 내

말을 들어보라. 과거 카아샤파 부처님 때, 너는 삼장(三藏) 사문이 되

어 5백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스스로 지혜가 많다 하고 남

을 업신여겨 경전의 이치를 아껴 조금도 남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었다.

그래서, 세상에 날 때마다 모든 감관이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나무랄 뿐이다. 왜 스스로 몸을 해치려 하는가." 그리하여 부처

님은 광명 모습을 나타내시고 곧 게송을 말씀하셨다.

사람이 만일 제 몸 사랑하거든

모름지기 삼가 자기를 보호하라.

지혜를 구하려 가지려 하거든

바른 법을 배우되 쉬지 말라.

무엇보다 제 몸이 제일이니라.

언제나 스스로 힘써 배우고

남을 가르쳐 이롭게 하되

게으르지 않으면 지혜 얻으리.

먼저 제 몸을 바로 하는 것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바로 하도록 하라.

내 몸을 다루어 지혜에 들어가면

반드시 훌륭하게 되리라.

먼저 제 몸 이롭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 이롭게 하랴.

마음이 고르고 몸이 바르게 되면

그 어떤 소원인들 이루지 못하리.

원래 내 몸으로 지은 업이라.

뒤에 가서 스스로 그 갚음 받는다.

악을 행하여 제 몸을 부수는 것

금강석이 구슬을 뚫는 것 같네.

마하로는 부처님의 광명 모습을 보자 기쁘면서도 슬프고 송구스러

워,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게송의 이치를 생각하면서

선정에 들었다가 이내 부처님 앞에서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그리하여



전생의 무수한 세상일을 생각할 때, 삼장의 많은 경전들이 모두 꿴 듯

이 그 마음에 있었다… ”21)

이와 같은 게송은 분명 앞선 인도 설화의 세계관과는 거리가

있다. 우둔한 천성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다. 과거 행위의 결과

로 우둔함이 초래되었으나 이것은 변할 수 없이 정해진 운명과는

다르다. 현재의 행위는 미래를 향해 열려있고 변화는 필연이며 나

아가 부정적이었던 과거의 의미까지 변화시킨다. 앞서 살핀 판차
탄트라 혹은 바가바드기타 와 같은 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절대 필연적으로 정해진 세계는 불교적 세계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모든 것은 서로 공간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각 주체의 행위

에 따라 모든 사건은 시간적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는 것이 불교

의 연기적 세계관이다. 이러한 관점은 아트만, 브라흐만과 같은

실체적 존재를 전제한 세계관에서는 결코 발견될 수 없다. 필자는

이러한 차이가 위에 제시한 불교설화가 유사한 소재 혹은 주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술하고 다루는 이유가 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논구적인 설법 혹은 논리적인 불교이론에서 뿐만 아니라 신

비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설화 혹은 구체적 일상을 다루는 민

담도 그것이 불교 전통 안의 것이라면 거의 어김없이 베딕 전통

과는 전혀 다른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이 개입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21) 法句譬喩經 한글대장경 권 20. pp. 200-201. (TK2004) K1020. V30. pp.
0539c17L-0540a12L; "佛以道眼, 遥見如是, 化作樹神, 半身人現, 而呵之曰.

咄咄, 比丘何為作此. 摩訶盧卽具陳辛苦. 化神呵曰, 勿得作是, 且聽我言.

徃迦葉佛時, 卿作三藏沙門, 有五百弟子, 自以多智, 輕慢衆人, 恡惜經義,
初不訓誨. 是以世世所生, 諸根闇鈍, 但當自責, 何為自賊. 於是世尊現神光像,

卽說偈言. 自愛身者, 慎護所守, 悕望欲解, 學正不寐. 身為第一, 常自勉學,

利能誨人, 不惓則智. 學先自正, 然後正人, 調身入慧, 必遷為上. 身不能利,

安能利人, 心調體正, 何願不至. 本我所造, 後我自受, 為惡自更, 如剛鑚珠.

摩訶盧比丘, 見佛現身光像, 悲喜悚慄, 稽首佛足, 思惟偈義, 卽入定意尋,

在佛前, 逮得羅漢道. 自識宿命無數, 世事三藏衆經, 卽貫在心."

Ⅴ. 맺는 말

신화 또는 설화 속에 내재된 세계관을 분석하는 작업은 그 내

용의 비유적 상징성으로 인해 다양한 해석이 도출되는 것을 피하

기는 어렵다. 따라서 필자의 분석 작업도 그러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다만 그런 한계 속에서도 이 글이 지닌 나름의 의의를

말하자면 그 분석에 있어 두 전통의 거시적인 세계관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이를 근거로 유사성과 차이점을 드러내고자 한 점일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부각시키지 않으면 이야기의

유사성이 차이점을 압도하여 양자의 동이(同異) 구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교 전통의 대표적인 설화집인 본생경뿐만 아니라 그 외의
설화적 내용을 지닌 많은 경전들도 결국은 인도에 뿌리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설화의 모티브들이 앞서 우리가 예를 든 
판차탄트라와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
는 그러한 경들에서도 판차탄트라에 못지않은 기발한 착상에

의지한 계략과 사기행위 또는 처세술들이 소개됨을 본다. 그러나

본생경과 같은 불교경전들에서 보이는 설화의 이야기 구조는

그러한 근시안적 대응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전생과 후생이라는 긴 시간의 흐름 속에 풀어 제시한다. 그 까닭

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불교경전 속의 설화가 판차탄트라
와 같은 임기응변적 기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 즉 연기적 세계

관을 전제로 기술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판차탄트라의 예화들에서 발견되는 세계관과 불교설화에서

보이는 세계관의 차이는 보다 다양한 관점과 많은 사례 분석을

통해야만 그 차이점들이 지닌 다양한 의미가 더욱 풍부하게 들어



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위와 같은 관점의 분석만으로

도 베딕 전통과 불교 전통의 차이점의 큰 맥락 정도는 가려질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더 많은 설화의 사례 분석을 통해 두 전

통의 차이점을 보다 더 명백히 하고, 나아가 필자의 기존 논문의

이론적 결론과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차후 연구 과제

로 남기면서 이 글을 여기서 마무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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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ddhist World View in Terms of the Comparative

Study of Buddhist and Traditional Indian Folk Tale

Hur, In-Sub

Duksung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aims at disclosing the cause of the

differences found between traditional Indian folk tale and

Buddhist one. In the analysis of these folk tales, we can

find different types of mythical sense. The mythical sense

to persue the transcendental world above and beyond this

world is found in the former one. However, the sense to

focus on a concrete world and to have a mysterious

experience in this world is found in the later. This shows

that two different types of mythical thinking have

maintained in the development of Indian thoughts. The

former sensitivity seems to have its origin in the Aryan

tradition to divide the world as the world of the God and

that of the man. In contrast, the later one is thought to be

found in the pre-aryan based local legend or folk story that

does not show such a sharp dichotomy. The former

sensitivity would be deeply involved in developing the Vedic

religion and Upaniṣadic philosophy. As a typical anti-vedic

idea, Buddhism tried to overcome the Brahmanic way of

thinking and suggest a new world perspective which is

highly possible to relate to the pre-aryan view.

As seen in Pañchatantra, we can find an ethical attitude

from traditional Indian folk tale that makes light of a



concrete human moral rules. It seems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Vedic or the Upaniṣadic world view searching for the

absolute something that cannot be found in this world. In

contrast with this characteristics, we can see a noticeable

attitude in the Buddhist based folk stories that consider

delicately a concrete moral situation and manners. It is

really remarkable in Buddhist fable that the stories having

an almost same motives with traditional Indian folk tale are

changed according to the Buddhist context.

This paper insists that this change is caused by the

Buddhist world view which is inferred to root in pre-aryan

tradition to maintain a primitive mythological way of

thinking. As seen in the analysis, the Buddhist theory of

'dependent arising' is formulated for criticizing the Vedic

and Upaniṣadic idea of brahman and ātman that are fortified

by a dichotomous way of thinking. Accordingly, it is natural

that the theory of 'dependent arising' gave a great influence

on the story formation of Buddhist folk tale.

Key Words : Buddhist Mythology, Indian Mythology,

Panchatantra, Jataka, Benshengjing, Theory of

Dependent Arising, Substantialism, Buddhist

Moral Se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