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붇다의 일 기에 한 승을 하는 문헌들에서 특징 인 은 붇

다의 유년시 에 한 서술에서 불교사 으로 의미가 큰 두 사건들, 즉 

“사문유 ”(四門遊觀)이라고 불리는 사건과 “ 선”(初禪 prathamaṃ dhy nam)

이라는 사건이 결합되고 유기 인 일체가 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다. 특히 선에 한 승들이 보여주는 내용의 편차는 아주 크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선이라는 사건과 사문유 의 사건이 그 발생사 인 

출발 에서 근본 인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즉 사문유 은 설

화 인 요소가 강한 반면, 선에 한 서술은 설화 이라기보다는 역

사 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Majjhimanik ya에 나타난 것과 같은 

‘ 선의 회상’이라는 경험이 갖는 구조 인 이 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

러한 구조 인 정확한 이해가 제되어야만 후  여러 불교문헌들에 나

타나는 선의 경험에 한 연하게 다른 서술들이 모두 연 된 역사

인 흐름 안에 놓여 있으며, 시 와 통에 따른 붇다에 한 이해 그

리고 해탈에 한 이해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들임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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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들이나 미술작품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소들 의 하

나가 바로 흔히 “ 선(初禪)”이라 불리는 경험에 한 서술이다. 

여기서 “ 선”이라는 말은 “첫 선”이라는 의미인데 인도말 “댜나/

자나”(Skt. dhy na, P l. jh na)를 음사한 한자어 “선나”(禪那)라는 

말의 첫 자만 따서 부르는 말, 즉 “禪”의 첫 단계라는 뜻이다.1) 

쓰끄릳으로는 “prathamaṃ dhy nam”이라는 말이다. 국의 토

착불교 인 성격을 강하게 지닌 선불교(禪佛敎) 통에 익숙한 한

국인들에게, 최소한 불교 통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선에도 

일단계, 이단계 하는 단계의 구분이 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만도 하다. 해탈이 최종 인 목표가 되는 불교에서 해탈에 이르는 

실천 인 방법으로 제시되는 댜나(禪)에 연 되는 용어들은 아주 

많으며  그 구체 인 의미와 실행 방법에 한 이론 인 논의

들이 무나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 불교의 명상2) 수행의 

여러 형태를 가리키는 많은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3) 이러한 여러

가지 명상 수행의 형태와 그에 따른, 혹은 그를 규정하는,4) 이론

1) 물론 “dhy na/jh na”를 한문으로 의역한 말들도 있는데 “定”, “靜慮”와 

같은 말들이다. 략 안정하고 마음을 집 한다는 의미를 달하는 

번역들이다. “sam dhi”가 항상 수행론의 맥락에서만 쓰이는 말은 아니며 

sam- -√dh 에서 나온 말로 “sam dhi”가 “( 상을) 제 자리에 두다”의 

의미로 쓰이며 따라서 “바로잡다”에 해당하는 말로 쓰인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로 Ny yabh ṣya 1.1.1에 나오는 용례를 보라.

2) “冥想”이라는 한국어의 의미나  서구어의 “meditation”의 의미는 그 

자체가 복잡한 변천사를 갖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필자가 언 하는 

것만으로 본 논문에서는 만족하겠다.

3) 로 우리가 “독서삼매(讀書三昧)에 빠졌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인 

“三昧”라는 말도 불교의 수행론 내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는 용어인데, 

인도어(Skt. P l. sam dhi)를 음사한 말이며 이 외에도 “三摩地”나 

“三摩提”등의 한역 음사는 물론 “定”, “正受”, “等持”등의 의역도 있다.

4) 불교철학에서의 존재론이나 형이상학  이론은 구체 인 수행론과의 

한 연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확한 지 이다. 

하지만 모든 불교의 철학  이론들이 수행론 인 맥락에 그 뿌리는 두고 

있어서 결국 수행론으로 환원된다고 하는 단순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수행론 인 방법론이나 그 내용과 연 된 제를 가지고 불교사상의 많은 

이론들이 발 된 것도 사실이지만, 거꾸로 발 된 이론에 근거해서 

선의 경험과 회상 그리고 서술 ∙ 1 1 9

들에 한 논의는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댜나”5)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불교의 수행론에 한 이론 인 해명이나 선불교  수행

론의 발생사  기술을 기 하는 독자들은 본 논문에서 기 하는 

바를 얻기 힘들 것이다. 다만 고따마 싣달다의 일 기를 서술하는 

인도의 불교문헌들에 나타난 선에 한 서술이 변천하는 과정

을 살펴 으로써 붇다의 일생에 한 설화가 발 되어간 과정의 

단면을 보여  것이며, 그러한 가운데 왜 이 선의 경험이라는 

것이 붇다의 일생에서 그리고 불교사 체에서, 따라서 불교를 이

해하는 데에 있어서 요한 사건인지를 보여  것이다. 본 논문에

서는 불교의 해탈론에 한 사료 인 구체성이 없거나 시 착오

(anachronism)에 입각한 입장에 선 논의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불교의 해탈론이 이론화되고 발 해 간 후 의 틀로 기

의 승을 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독자라면 본 논문에서 

그런 독자가 기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루고 한 논의의 근

거로 삼는 불교의 문헌 이고 문헌외 인 승이 갖는 역사성에 

한 명확한 한 번의 경험이 될 것이다. 어릴  선의 경험과 

그에 한 회상이라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개입되어 있는 

선이라는 사건의 특징이, 사문유 과 같은 붇다 일 기에 삽입된 

다른 서사 인 요소들과는 달리 후 의 붇다 일 기를 서술하던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를 안겨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서 

필자는 선에 한 서술이 여러 문헌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서사

인 편차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이

를 통해 독자들은 불교설화의 발 이 불교의 수행론이나 해탈론

수행론의 형태를 맞추어 나간 도 불교사상사에 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구체 인 들과 논의는 Schmithausen(1976)을 보라.

5) “dhy na”라는 말은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를 의미하는 

√dhy /dhyai에서 나온 말로 고아리아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인도 

세어로 기록된 비문들에 “j na”혹은 인도 세 일상어(Prakrit)의 

“jh na”등의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Turner(1966), p. 395 s.v. 

dhy na와 Werba(1997), p. 443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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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이론 인 발 을 반 해 가면서 확장되고 발 되어 왔음

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사문유 과 선:  

Mūlasarv stiv davinaya(=MSV)의 기록

기 불교 통에 속하는 한 부 인 물라사르바쓰띠바다 통의 

계율 모음집(Mūlasarv stiv davinaya) 의 Saṅghabhedavastu 
(根本說一 有部毗奈耶破僧事)에 보면 고따마가 사문유 (四門遊觀)

의 경험을 한 이후에 선의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

서 사문유 이라는 것은 왕자인 고따마가 성문 밖으로 놀러 나가

다가 병자, 늙은 사람, 죽은 사람을 보고 삶의 본질 인 모습이 괴

로운 것임을 알고 네번째 외출에서 마주치게 되는 출가한 사람(śr

amaṇa, 沙門)을 보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는 붇다의 일생에 

해 리 퍼져있는 설화이다.  가베다바스뚜(Saṅghabhedavast
u)에서 해주는 이야기에는 사문유 과 선의 경험이 이 게 

얽  있다. 사문유 을 통해서 세상의 즐거움에 탐닉하기 보다는 

출가자의 삶을 동경하게 되고 삶 자체가 내포하는 불만족스러운 

모습들에 해 고민하게 된 왕자 고따마를 보면서 아버지인 왕은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 고따마가 출가하여 붇다가 되는 것을 막고

자 한다. 그래서 아들의 태도를 바꾸어 보기 한 시도로 아들에

게 경작지를 살펴보고 오도록 시킨다. 그런데 왕이 소유한 경작지

를 보러 간 고따마는 그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동물들의 비참

한 모습을 보고서 그들을 풀어 다. 그리고 나서는 잠부나무 아래

에 가서 선에 이른다. 이 선에 이른 목을 서술하는 구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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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o bodhisattvas tenaiva saṃvegena pituḥ ś kyasya śuddhodanas

ya karm nt n avalokya yena jambūch y  tenopasaṅkr ntaḥ upasaṅk

ramya jambūch y y ṃ niṣadya viviktaṃ k mair viviktam p pakair 

akuśaladharmaiḥ savitarkaṃ savic raṃ vivekajaṃ pr tisukhaṃ an śr

avasadṛśaṃ prathamaṃ dhy naṃ sam pannaḥ…6)

그리고 나서 보살은 이런 강한 마음의 동요(saṃvaga) 때문에 아버

지 샤꺄, 슏도다나의 경작지를 둘러볼 때 잠부나무그늘로 가서 [그곳

으로] 간 다음에 잠부나무 아래에 앉아서 욕구들로부터 떨어지고 나

쁘고(p pa) 좋지 않은(akusala) 것(dharma)들로부터 떨어져서 악하

는 사고(vitaka) 그리고 견지하는 사고(vic ra)와 함께하는, 떨어짐에

서 생겨나고 즐거움과 편안함이며, 장애가 되는 작용( śrava)들이 없

는 상태와 같은 선에 이르 다.…

그리고 선에 빠진 고따마를 찾아 나섰던 아버지는 고따마를 

해 해가 움직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고따마를 계

속 덮고 있는 잠부나무그늘을 보고서 고따마에게 경의를 표하고 

아들을 칭송한다. 

그런데 이러한 선의 사건은 거리 상으로 볼 때도 그 고 

그 내용 면에서도 그다지 맥락에 맞는 치에 놓여 있지를 못하

다. 즉 생노병사를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기 해서는 속세의 삶을 

떠나 출가유행자로 살아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 동기로서

의 사문유 과 출가를 결행하는 사건의 사이에 삽입될 특별한 근

거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동물

들의 비참한 모습이 다시 한 번 삶의 고통을 직시하게 해 주었다

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이미 사문유 의 경험으로 고따마가 

실하게 느끼던 문제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령 그 다 하더

라도 이러한 생노병사와 같은 보편 인 상도 아닌, 왕의 농지에

서 일하는 사람들과 동물들의 힘든 노동의 모습이 선에 들어가

6) MSV, Vol. 1, p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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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상을 하게 한다는 맥락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 고따마의 출생 당시에 한 서술에서부터 시작해서 삽입되

는, 후 에 올 수록 강화되고 확장되는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 의 일종으로 나무의 그림자가 시간이 오래 지남에도 불구하

고 그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건이 붇다를 추앙하는 의도로 쓰여졌

다는 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에 한 에피소드가 서사

인 구조상 제자리에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불교문헌에, 특히 붇다일 기에 한 조 의 심이 있

는 독자라면 MSV에 있는 이야기와는 다른 선에 한 이야기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선의 경험이 붇다가 유아기 을 

때의 사건으로 서술하고 있는 문헌들이 있고  다른 문헌들은 

선의 경험을 사문유 과 출가의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서술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선의 경험을 출가 후의 사건으로 서

술하고 있는 문헌들도 해져 온다.7) 선의 에피소드가 이 게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문유 에 한 서술과 비교해 

볼 때 특히 극명하게 조되는 이다. 붇다일 기의 서사  개

상의 구조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사문유 의 에피소드는 그 

의미와 그 치 그리고 그 함축이 아주 정확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차이의 근본 인 이유는 사문유 이라는 사건은 역사 인 붇

다의 일 기에 있었던 사건을 단 로 구성된 이야기가 아니고 붇

다의 일 기에 있었던 요한 사건, 즉 출가라는 사건을 설명하기 

해 불교 인 세계 과 일치하도록 고안된 극 인 구성의 요소

로 나 에 첨부된 사건이기 때문이다.8) 반면 선의 경험이라는 

사건에 한 서술은 그 기본 인 출발이 붇다의 개인 인 경험과 

그 경험에 한 회상에 기반한 이야기이고, 이 사건이 가진 어떤 

특성상 후 의 붇다일 기가 갖는 극  구조 속에 맞추어지기 어

7) Schlingloff(1983), p. 139는 여러 문헌들에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들을 

언 하고 있다.

8) 이에 한 자세한 논의는 강성용(2005)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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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면이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리나 선의 경험은 붇다

가 깨달음을 얻는, 다시 말해서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붇다가 있게

되고 그리하여 불교라는 종교가 생겨나는 결정 인 단서가 되는 

사건인 바, 후 의 붇다 일 기에서 쉽게 지워내지 못하는 무게를 

가진 사건이었다. 

Ⅲ. Majjhimanik ya(=MN)에 나타난 선의 회상

우선 선의 경험이 붇다의 일 기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 역사 으로 원 인 형태와 기본 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선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가장 상응하는 

문헌자료를 우리는 빨리경 의 Majjhimanik ya(=MN)에서 찾을 

수 있다.

tassa mayhaṃ aggivessana etad ahosi. abhij n mi kho pan haṃ 

pitu sakkassa kammante s t ya jambucch y ya nisinno vivicc’ eva 

k mehi vivicca akusalehi dhammehi savitakkaṃ savic raṃ vivekaja

ṃ p tisukhaṃ paṭhamaṃ jh naṃ upasampajja viharit . siy  nu kho 

eso maggo bodh y ti. tassa mayhaṃ aggivessana sat nus ri viññ ṇ

aṃ ahosi. eso va maggo bodh y ti. tassa mayhaṃ aggivessana etad 

ahosi. kin nu kho ahaṃ tassa sukhassa bh y mi yan taṃ sukhaṃ a

ññatr’ eva k mehi aññatra akusalehi dhammeh ti. tassa mayhaṃ agg

ivessana etad ahosi. na kho ahaṃ tassa sukhassa bh y mi yan taṃ 

sukhaṃ aññatr’ eva k mehi aññatra akusalehi dhammeh ti.9)

9) MN I, pp. 246-247. 이 목에 한 번역은 Vetter(1988), p. 3 그리고 

Bronkhorst(1993), pp. 22-23을 보라. 아래는 Dharmaguptaka 통의 

계율(Vinaya)을 한역한 것에 포함되어 있는 선의 회상에 한 내용인데 

약간의 내용상의 차이를 보이지만  MN의 서술과 그다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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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벳싸나(Aggivessana10))여,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버지 싹까(Sakka)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내가 앉아서 욕구들로부터 떨어지고 좋지 않은(akusala) 것들

로부터 떨어져서 악하는 사고(vitaka) 그리고 견지하는 사고(vic ra)

와 함께하는 떨어짐에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편안함, 즉 첫 댜나에 이

르러서 그 [상태에] 머물 다. ‘과연 이것이 깨달음(bodha)으로 가는 

길일 수 있을까?’ 악기벳싸나여, 이런 기억에11) 따라서 내게 이런 인

식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악기벳싸나여 내

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도 체12) 이런 편안함, 즉 욕구들과는 

따로 있으며 좋지 않은 것들과는 따로 있는 편안함을 두려워하는가?’ 

악기벳싸나여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런 편안함, 즉 욕구들

과는 따로 있으며 좋지 않은 것들과는 따로 있는 편안함을 두려워하

지 않는다.’

떨어져있지 않다. T. 1428 四分律 31卷 p.781a, 4-10: 爾時菩薩自念. 

昔在父王田上坐閻浮樹下. 除去欲心惡不善法. 有覺有觀喜樂一心. 遊戲初禪. 

時菩薩復作是念. 頗有如此道可從得盡苦原耶. 復作是念. 如此道能盡苦原. 

時菩薩卽以精進力修習此智. 從此道得盡苦原.

10) Aggivessana(Skt. Agniveṣy yana)는 짜까(Saccaka)의 고뜨라(gotra) 

이름이다: Horsch(1964), p. 106, fn. 14. 고뜨라 이름에 해서는 

강성용(2005), p. 111, fn. 1을 보라.

11) Horner(1976), p. 301은 sata를 sati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Then, 

following on my mindfulness…”라고 번역하고 있다.

12) “kin nu kho”로 시작하는 이 문장에서 “nu kho”가 강하게 의문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인지 Vetter(1988), p. 3은 “I 

thought: why should I be afraid of this…”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PED, 

p. 212, s.v. kiŋ에서 “why, but why, why in this world”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Cone(2001), p. 600, s.v. ka에 “frequently 

followed by particles, esp. by nu, nu kho, (s)su, ssa”라고 언 되고 

있으며 몇몇 용례들에 해서는 “sometimes expressing 

indignation”이라고 언 하고 있다. Bronkhorst(1993), p. 23의 번역에는 

이문장이 빠져있고, p. 301에서는 “Now, am I afraid of that happiness 

which is …”라는 번역으로 나름의 강조를 반 하고 있다. 일반 으로 

인도 고 어에서 조사들의 의미는 명확한 구분선을 그어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어의 “why”가 갖는 뉘앙스를 가지고 한국어의 

“왜”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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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칭의 회상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형식상의 특징은 물론이

고 다른 여러 문헌상의 그리고 문헌 이외의 정보들을 고려할 때 

이 서술이 가장 원 인 형태의 선에 한 서술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여러 경  혹은 경  이외의 문헌들은 물론

이고 불교미술 작품들에서도 이상의 서술과 핵심 인 면에서는 

일치하면서 각각의 맥락에 따른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의 서술들

이 나타난다는 , 그리고 후 의 주석들이 나름 로의 변형된 해

석을 통해 후 의 붇다 에 맞는 해석을 시도하면서도 부분 이 

목의 주된 내용을 보 하 다는 은 이 목의 원형성과 요

성을 잘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호르쉬(P. Horsch)는 여러 문헌들에 나타난 선의 경험에 

한 서술을 비교하고 해석하기 해 주목할 기본 인 요소들로 주

된 다섯 가지를 꼽았지만13) 이 이야기를 이루는 부분의 요소들

은 거의 모든 문헌들에 나타난다. 특정한 요소가 삭제되거나 체

되기 보다는 이야기 자체가 확장되거나 다른 요소들이 첨가되는 

것이 일반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핵심 인 요소들은 선의 경

험에 한 서술이 맥락에 따라 변형되더라도 보 되는 것이 보통

이다. 한 좋은 가 아마도 잠부나무가 될 것이다. 선의 내용과 

강한 연 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불교 기부터 선에 한 

승을 이루는 불변의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붇다일 기와 연

된 나무에 한 일화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붇다가 

라(S la)나무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이고  하나는 붇다가 어릴 

13) Horsch(1964), p. 115: Um jedoch einen Zusammenhang mit den 

Archetypus mit Gewißheit festzustellen, genügt es, die fünf 

Hauptmotive hervorzuheben: 1. der Vater, 2. die Feldarbeit, 3. der 

Schatten spendende Baum, 4. die Meditation und 5. deren 

Verknüpfung mit der höchsten Erkenntnis. 본 논문의 무게 심은 여러 

문헌에 나타난 개개의 편차들을 자세히 다루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작업은 이미 P. Horsch가 발표한 논문에 잘 제시되어 있으므로 

독자들은 그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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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잠부(Jambu)나무 아래서 선에 해당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

고 나 에 붇다가 아쉬받타(Aśvattha)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

다는 것이다. 잠부나무의 잎은 부분의 불교 미술작품들에서 아

주 길고 뾰족한 모양으로 단순화되어 표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

실은 종종 불완 하게 보존된 불교 미술작품의 내용을 이해 내지

는 해독하는 핵심 인 단서가 된다.14) 하지만 본 논문에서 우리에

게 심이 가는 부분을 이러한 불변 인 요소들만이 아니라 변화

되고 변형되는 요소들이며 그것들이 보여주는 불교설화 내지는 

불교문헌의 형성과 발 의 흔 이다.

앞서 인용한 MN의 문헌 거가 요한 이유는 고따마 싣달타의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불교라는 종교 통이 만들어지는 핵심

인 환 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라만 통이나 다

른 쉬라마나 통들과는 다른 불교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불교도들의 입장에서 고따마 싣달타의 깨달음이란 기존의 

인도 통들로 환원되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

데 그러한 깨달음에 이르기 에 행하 던 여러 가지 시도들을 

모두 포기하고 고따마가 새로운 방법의 수행을 시작하게 해  

계기가 바로 이 어릴 때의 경험에 한 막연한 회상이었기 때문

이다. MN에서 이 목의 앞에는 붇다가 두 가지 고행을 극도로

까지 행하 음을 회상하고 있다. 숨을 쉬지 않는 수행을 하고 음

식을 먹지 않거나 극도로 여서 먹는 수행을 시도한 것이 그 내

용이다. 물론 이러한 형태의 고행이 역사 으로 어떤 사실 계와 

연 되어 있는지는 계속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롱크호르스트

(Bronkhorst)는 우선 의 인용문을 포함하고 있는 MN의 일부인 

“마하싸짜까쑫따”(Mah saccakasutta)라는 이름에서부터 이 쑫따

가 자이나의 수행법에 한 비 을 담고 있음을 함축한다고 해석

한다.15) 물론 그 이외의 수많은 문헌 거들이 롱크호르스트의 

14) 로 Schlingloff(1983), pp. 138ff.를 보라.

15) Bronkhorst(1993), p. 16: The Mah saccaka Sutta mainly describ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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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언 되고 제시되고 있다.16)

하지만 결국 남는 문제는 붇다가 알라라 깔라마( ḷ ra K l ma) 

와 욷다까 라마뿓따(Uddaka R maputta)라는 스승에게서 배운 것

으로 생각되는 특정한 수행의 방법이 자이나에만 혹은 자이나에 

주로 속한다라고 해석할 근거를 롱크호르스트가 제시하지 못한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쉬라마나 통 반에 걸쳐 리 퍼져 

있었고 상당한 성까지를 지녔던 어떤 수행법들이 자이나 

통 안에 일부 보존되어 있는 것이라는 가설을 받아들일 경우 이

러한 좁은 해석이 타당성을 주장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 로 기 불교문헌에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댜나(dhy n

a) 혹은 싸마디(sam dhi)에 연 되는 체계들은, 그러한 체계를 서

술하기 하여 사용되는 용어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요가쑤뜨라

(Yogasūtra)에도 같이 나타난다.17) 이러한 경우 요가쑤뜨라가 

속한 통이 불교 인 수행방법의 향 하에 있었다거나 불교

인 수행법을 아주 많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그

다면 불교 인 수행법은 자이나의 수행법을 그 로 받아들인 것

이라고 해야 맞지 않겠나? 결국 우리에게 재 주어지는 문헌자

료들 에 불교문헌들이 양 으로 주된 것들이고 자이나 문헌들

이 일부 남아있는 형편을 객 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존하는 자료의 양에 따라 어떤 정신사  흐름의 근원을 

단하는 오류를 범하면서 근원에 한 논의를 진행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기 불교문헌에 나타나는 수행방법에 한 

다수의 용어들이나 그 구체 인 수행방법에 한 이해는 붇다 생

converstion between the Buddha and Saccaka Nigaṇṭhaputta, alias 

Aggivessana. The Nigaṇṭhas of the P li canaon are … the Jainas. 

Saccaka is called ‘Nigaṇṭhaputta’, i.e., ‘son of a Nigaṇṭha’, which 

indicates that he was a Jaina.

16) Bronkhorst(1993), pp. 1-25의 논의를 보라.

17) 간단한 조는 Schneider(1980), pp. 84ff.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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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시기의 쉬라마나(śramaṇa) 통 반에 걸쳐 두루 퍼져있던, 다

시 말해서 어떤 학 나 집단의 경계를 넘어선 공통의 지식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자에게는 최선의 가설로 보인다. 

따라서 의 선의 회상을 서술하는 목을 좁게 해석하여, 붇

다가 자이나교의 수행방법을 비 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

니면 넓게 당시 쉬라마나 통 반의 수행방법에 한 비 을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인지의 결정과는 상 없이, 이미 있었

던 수행방법들로부터의 결별에 결정 인 계기가 된 것이 선의 

경험에 한 회상이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선의 회

상이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요성은 무어라 해도 과장이 아닐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회상에 의해 시작한 새로운 길을 통해 고따

마 싣달타가 얻은 깨달음은 나 에 극심한 고행주의나 보통 사람

의 안락함을 찾는 쾌락주의와는 조되는 것으로 도라고 규정

되는 불교의 자기이해의 출발 이기도 하다.18)

18) 이 목의 해탈론 인 의미에 해서는 다음의 페터(Vetter)가 하는 

서술이 명확하게 핵심을 보여 다. Vetter(1988) p. 4: According to the 

account in MN 36 there were still two obstacles that had to be 

removed before achieving this new experience, an ascetic prejudice 

and his poor physical condition. The ascetic prejudice was that one 

could reach salvation only through pain (whether by patiently 

suffering it or through selfmortification) and not by happiness. 

Gotama, too, was of the opinion that one could not achieve salvation 

through worldly happiness because it is dependent on “objects of 

desire” (k ma). For this reason he left his home and became a 

wandering religious mendicant and would always remain one. … But 

the memory from his youth offered a third possibility besides worldly 

happiness and self-mortification. It was a state of bliss that was not 

dependent on the objects of desire; that was even only possible 

through tha absence of any desire. That is why, in the passage 

quoted above, the question is asked, “Why should I be afraid of this 

happiness …?” and the answer is, “I am not afraid of this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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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선의 경험이 이야깃거리로서 갖는 특성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일인칭 

회상의 형식으로 주어진 서술에서도 이미 후 의 체계화된 개념

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4선 혹은 다른 단계들로 나뉜 체

계가 제되지 않고서 “ 선”이란 말을 쓸 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

하다. 한 선의 단계를 서술하고 특징짓는 용어들도 그 단계를 

처음 경험하거나 처음으로 다시 기억해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The memory of an experience in his youth is described in the st

ereotype terms which became common usage in Buddhism for the f

irst stage of dhy na. It is not very probable that the Buddha experi

enced this at that time in the exact form as described or that he th

ought of is as the first step of a series towards some goal. But the

re appears to be little doubt as to the nucleus of this story. It is th

e memory of a state of joy and happiness while he was quietly sitti

ng somewhere; the remembrance of a state which was due to the a

bsence of disturbing objects as well as disturbing emotions. The en

vironment was such that one could tranquilly observe a thing and c

ontemplate it.19)

이러한 사실과 연 하여 붇다 기의 일부로 나타나는 이야깃

거리로서의 선과 연 된 사건이 갖는 다 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에 연 된 서술은 세 서로 다른 사건을 포함해야만 한

다. 즉 어릴 때의 경험 자체와 이 어릴 때의 경험을 회상하고 나

서 이 회상을 단서로 하여 선을 넘어서는 선의 경지에 도달하

19) Vetter(1988),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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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험을 하는 일이다. 그리고 나 에 선의 회상을 실마리로 

해서 얻은 깨달음에 기반해서 이 에 있었던 선의 회상이라는 

사건을 개념화하여 설명하는 일이다. 본 논문에서의 서술을 쉽게 

하기 해 도식 으로 나타내어 보자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다.

사건1: 유아기의 경험

사건2: 사건1을 떠올리는 일과 이를 기반으로 댜나를 행하는 일

사건3: 사건2에서 얻은 깨달음을 기반으로 사건2에 해 개념화하

고 서술, 설명하는 일

MN에 나타나는 선에 한 서술은 1인칭 회상의 형식을 취하

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건3의 측면에서 서술을 하게 되므로 서

사구조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건1이나 사건2를 직  붇

다의 일 기 안에 포함시켜 붇다가 겪은 사건들로 서술하고자 하

는 후 의 불  승자에게는 선의 경험에 한 서술 자체가 

주는 어려움이 있게 된다. 즉 사건1이나 사건2만을 서술하는 단계

에서는 지  서술자의 시 을 채택하지 않는 한 “ 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내용상 껄끄러움으로 남게 될 것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선에 한 서술이 갖는 다 인 시간 

연 이 불 편찬자가 붇다 일 기 안에 선의 경험을 어떻게 편

입시켜 넣을 것인지에 하여 개별 인 경우마다의 결정을 강요

하는 핵심 인 사실로 작용하게 된다는 을 지 하고 싶다.20) 다

20)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러한 선의 경험에서 비롯되어 붇다가 해탈에 

이른 과정의 내용이나 그 체계를 다루고자 하지 않는다. 해탈을 그 

궁극 인 목표로 삼는 불교 통 내에서 거의 외 없이 모든 문헌과 

불교사상가들은 이러한 해탈로 이르는 길을 논의하고 이론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가 다루어질 수 있는 형식 인 틀도 본 논문에 

주어져 있지는 않다.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이러한 선의 

경험에 한 내용이 어떻게 붇다설화의 일부로 불교 통 안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가능하다면 왜 그 게 다루어졌을 것인가에 한 

나름 로의 답을 구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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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서 선의 경험에 한 이야기는 불 에 나타나는 많은 

다른 에피소드들과는 달리 승자의 분명한 서사구조 인 결정과 

개입을 요구하며 따라서 각 문헌 안에 선의 경험에 한 이야

기가 어떤 치와 어떤 맥락에 놓이는가가 아주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게 된다. 

불  승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건3은 개별 인 사건으로, 다

시 말해서 사건2의 내용을 개념화하고 남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

다는 사건으로 독립 으로 서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요소는 아

니다. 따라서 선의 경험을 붇다 기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람

은 우선 사건1과 사건2를 어떻게 붇다 기 안에 포함시킬 것인

지를 결정해야 한다. MN에 그러하듯 사건2만을 서술하고 사건1

은 그 안에 회상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며 

는 사건1과 사건2를 별개의 사건들로 서술하는 것도 가능할 것

이다. 이런 면에서 어릴  경험(사건1)의 이야기는 설화 으로 

많은 해석, 내지는 윤색의 가능성을 열어 다. 즉 이야기에 등장

하는 몇몇 요소들만을 잘 배열한다면 사건1을 붇다 기 안에 포

함시키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다만 내용 으로 

불교의 기본 인 해탈론에 포함되는 4선의 혹은 4선보다 더 확장

된 틀을 제하고 있는 “ 선”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의 결정, 즉 사건3을 어떻게 간 으로 이야기 안에 반 시킬 것

인지의 결정도 내려져야 한다. 

근본 으로 사건2의 요성에 근거한 선에 한 이야기이지

만, 붇다 기가 갖는 일반 인 성격에 맞게 사건2의 요성은 시

가 바 면서 차 어들게 된다.21) ‘붇다’가 역사 인 붇다가 

아니라 월 인 존재로서의 붇다로 자리매김되는 과정에서 붇다

는 이 세상에 고따마 싣달타라는 사람으로 하기 부터 이미 

21) 강성용(2005), pp. 121-122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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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던 붇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붇다 의 변화, 즉 

고따마 싣달타는 이미 태어나기 에 이 세상에서 붇다가 되기 

해 비된 존재(보살)로서 이 세상에 와서 활동을 했다는 붇다

를 보는 이 지배 이 된 상황이라면 붇다의 유아  경험을 

‘ 선’이라고 규정하고 붇다 자신이 이를 ‘ 선’이라고 인지한다고 

해도  어색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건2의 무게가 어들어 

가면서 역사 인 붇다와 연 된 기 인 면들이 확장되고 강조

되면서 사건1의 요성이 두되어 가는 방향으로 붇다 기들은 

발 하게 된다.22) 물론 이와 함께 사건1과 연 되는 구체 인 내

용들은  더 강하게 기 인 내용들로 채워지게 된다.

Ⅴ. 빨리문헌들에서의 서술형태의 변천

에 인용된 MN의 목에 계속되는 부분에서도 네 댜나(dhy

na)에 이어 네 가지 선정수행의 단계가 더 추가되어 나온다.23) 그

러나 이것들은 수행의 단계에 한 이론 인 확장의 결과일 것이

며 역사 으로 원 인 깨달음의 과정에 한 설명은 사선(四禪)

으로 끝나는 것이었을 것이다.24) 그러면 이제 사선의 단계를 거쳐 

22) 물론 이때 고려해야 할 은 불교경 들은 물론이고 설화작품들이 

논리 으로 앞뒤가 맞는 이야기 개를 가져야 한다는 제를 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같은 단락 안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들로 불교설화들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요한 것은 다만 후 에 붇다 일 기를 윤색하던 사람들이 어떤 

연유에서 특정한 방향의 발 을 택하게 되었을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분석의 틀일뿐이다.

23) 공간이 한없는 경지( k s nañc yatana 空無邊處定), 의식이 한없는 

경지(viññ ṇ nañc yatana 識無邊處定), 아무것도 없는 경지 

( kiñcaññ n saññ yatana 無所有處定), 의식함도 의식하지 않음도 아닌 

경지(nevasaññ n saññ yatana 非想非非想處定)가 그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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붇다가 니르바나에 도달하게 된 출발 이 된 붇다의 어릴  경험

에 한 회상으로 되돌아가서 다른 불교문헌들에는 어떻게 선

의 경험이 서술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선의 경험에 한 회상이라는 사건 자체가 모든 붇다

기에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밝  두어야 하겠다. 로 빨리(P li)

경  계율모음(vinaya 律藏)의 첫 부분인 마하박가(Mah vagga)

에는 이 어린 시 의 경험에 한 회상이 빠져있다.25) 반면 테라

바다(Therav da 上座部) 통의 경 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요한 

문헌으로 선에 한 회상을 포함하고 있는 문헌은  린다빵하

(Milindapañha)이다.  린다빵하(Milindapañha)에서 나가세나

(Nagasena)가 붇다의 고행에 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

이 나온다. 

Api ca mah r ja bodhisattassa saññ mattaṃ uppajji: siy  nu kho 

añño maggo bodh y ti. Pubbe kho mah r ja bodhisatto ekam siko s

am no pitu sakkassa kammante s t ya jambucch y ya sirisayane pa

llankaṃ bhujitv  nisinno vivicc' eva k mehi vivicca akusalehi dha

mmehi savitakkaṃ savic raṃ vivekajaṃ p tisukhaṃ paṭhamajjh na

ṃ upasampajja vih si -pe- catutthajjh naṃ upasampajja vih s ti.26)

이 구 이 내용 으로 MN의 해당하는 목과 에 뜨이게 다

른 은 보살(Bodhisattva/Bodhisatta)이 일개월 째 되었을 때(eka

m siko sam no)의 일이며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잠부나무

그늘에서 왕좌(sirisayana)에 앉아 가부좌를 하고서(pallaṅkaṃ b

hujitv ) 선에 들었다는 서술이다.27)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

24) 추가 인 단계로 올라간 붇다가 다시 4선의 상태로 돌아와서 니르바나에 

든다는 서술이 이러한 이해에 결정 인 단서를 다.

25) Horsch(1964), p. 116.

26) Milindapañha, pp. 289-290.

27) Horsch(1964), p. 117, fn. 42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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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 여기서의 설명에서는 어린 보살이, 다시 말해서 사건1 자

체에서 고따마 싣달타가 선에서 사선까지를 연이어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변형된 형태의 선에 한 기록은 빨리경 의 본생담(j

taka)의 서두에 해당하는 Nid nakath 에도 나타난다.28) 이 

본에는 선의 경험이 젖먹이 어린 시 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

으며, 이 사건은 부왕에게 라흐만들이 고따마가 세계를 지배하

는 왕이 되거나 아니면 출가해서 붇다가 될 것이라는 언을 하

는 목의 뒤에, 그리고 여러 가지 싸우는 기술을 포함한 교육을 

받는 내용의 앞에 나온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변형된, 다시 말해서 

MN에 나오는 것과 같은 내용(사건3)에 기반해서 보다 더 꾸며진 

내용을 가진 서술들은 빨리문헌들과 불교 쓰끄릳문헌들에 공통

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붇다고싸(Buddhaghosa)가 이와 동일한 내용을 MN의 해

당하는 목에 한 주석으로 그 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29) 빨리

승과 쓰끄릳 승이 공통으로 그 뿌리를 두고 있던 어떤 승

의 단계에서 이미 선의 경험에 한 기 과 같은 서술이 확립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앞의 MN에 나온 서술에 나타나는 기본 인 이야기의 요소들을 

그 로 보존하면서도 변화되어 가는 붇다 이 반 되어 선의 

경험이 차 더욱 더 기 인 사건으로 서술되는 방식으로 변형

되는데 있어서 후 의 불교도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28) Horsch(1964), pp. 118-119를 보라.

29) 니다나카타의 자가 붇다고사인지의 문제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겠다. 

Norman(1983) p. 79: … The agreement between the Nid nakath  and 

Buddhist Sanskrit sources about these and other details suggest that 

both the P li and the Sanskrit traditions are based upon a common 

body of biographical material, both legendary and historical, which 

was in existence in North India before the time of the sch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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붇다의 아버지가 일을 했다는 서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 M

N에는 오직 ‘pitu sakkassa kammante(아버지 싹까(Sakka)가 일

을 하고 있을 때)’라고만 나와 있다. 요한 것은 ‘kammante(Skt. 

karm nte)’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kammanta”를 

의 각주 9에 인용된 한역본의 번역자가 아마도 그 게 이해한 

것처럼 경작지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해서 PW. Bd. II, p. 140 s.v. karm nta에서 karm nta 를 karma

bhū와 동일시하는 거를 주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거는 사

(Lexicography)문헌에 나온 이차 인 거에 그치고 있다.30) 그

지만 “경작지”의 의미로 사용되는 직  거들 한 있다. 코운

(Cone)은 “경작지”라는 의미로 kammanta라는 단어를 쓰는 를 

들고 있다.31)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은 kammanta(Skt. karma-

anta)라는 말의 주된 의미는 “행 , 노동, 일, 직업”이고 직업 인 

일 에서도 주로 “농사짓는 일”을 가리킨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일하는 장소”라는 의미로 그리고 주로 “농사일

을 하는 장소”라는 의미로 쓰이는 용례는 이차 인 용례라고 보

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32) 그리고 최소한 MN의 문맥에

30) Horsch도 이 문제를 언 하고 있다. Horsch(1964), p. 108 Fn. 21:    

Vgl. pw: Ende einer Arbeit, einer heiligen Handlung, Beschäftigung, 

bebautes Land (Lex.). Im P li wird der Terminus häufig auf die 

Feldarbeit (khettakammanta) bezogen, cf. Aṅguttara III, S. 77; D gha I, 

S. 71; Majjhima III, S. 7 usw. Daher die häufige Verbindung in den 

jüngern Versionen mit dem gepflügten Feld. In der unten angeführten 

Stelle von J taka I, S. 57 bedeutet kammanta offensichtlich «Feld». 

Sicher handelt es sich um das Werk des Vaters … .

31) Cone(2001), p. 642b, s.v. kammanta를 보라.

32) 이 단어를 “끝”, “테두리” 혹은 “경계”를 뜻하는 “anta”라는 말의 

의미에서부터 어떻게 어원 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는 필자에게 

의문으로 남는다. 혹은 더 나아가 MN과 같은 기 승에서 “농사일”을 

의미하던 “kammanta”라는 단어가 선의 에피소드를 서술하는 승의 

변형, 즉 “왕인 아버지의 지”를 둘러보던 에 선을 하게 되었다는 

방식의 서사 인 변형을 계기로 해서 “ 지” 혹은 “농토”의 의미로 

사용되는 의미상의 변천을 겪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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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작지”보다는 “[경작지에서 하는] 일”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

일 것이다. 붇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실제로 슛도다나(Śuddhodana 

淨飯王) 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최소한 그의 이름이 함축

하듯 싸까(Sakka) 사람들이 농사와 연 되어 있었던 정황은 매

우 강하다. 이런 여러가지 의미에서 내용상 붇다의 아버지가 들에

서 일하고 있을 때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라 

고려된다.

호르쉬도 지 하듯, 후 의 문헌들이 이 표 을 주로 쟁기갈이

된 경작지(gepflügtes Feld)와 연 시키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후 의 불교도들에게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 호화스러운 생활을 

렸다고 해지는 고따마 싣달타에 한 고정 념 때문에 왕이 

들에서 일을 한다는 서술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고 따라서 

쟁기갈이와 연 시켜 “kammanta”를 이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하 을 것이다. 실론에서 창작된 붇다고싸(Buddhaghosa)의 

마지마니까야(Majjhimanik ya 中阿含經)에 한 주석서인 빠빤차

쑤다니(Papañcasūdan )에서 붇다고싸는 제례의식에 속하는 종

의식(vappamaṅgala)의 일부로 이 목을 해석한다. 즉 아버지 숟

도다나가 들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례의식의 일부로 일을 

하는 척하던 상황이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33) 그리고 이 서술은 

바로 니다나까타(Nid nakath )의 서술과 동일하다.

필자의 단견이다.

33) MNA, p. 290: … rañño kira vappamaṅgaladivaso n ma ho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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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Mah vastu(=MV)에 나타나는 서술의 변형: 

선의 경험과 사문유

MV는 언어 으로도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재미있는 간형태

의 문헌이다. MV는 세방언들과 섞인 형태의 쓰끄릳을 쓰고 

있으며 내용상으로는 빨리경 들과 강한 일치를 보여 다.  달

리 흔히 승불교 이라고 불리울 만한 인상을 주는 내용들도 많

이 포함하고 있다. 최소한 MV가 로꼳따라바다(Lokottarav da) 

통에 속하는 문헌이며 이 통은 붇다를 세상을 월하는 존재자

로 간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많은 함축을 던져 다.

abhij n mi khalu punar ahaṃ pūrve pravrajy yai apravrajito pitu

ḥ ś kyasya udy nabhūm ye ś tal yaṃ jambuch y y ṃ paryaṅkena n

iṣaṇo viviktaṃ k maiḥ viviktam p pakair akuśalair dharmaiḥ savitar

kaṃ savic raṃ vivekajaṃ pr tisukhaṃ prathamaṃ dhy naṃ upasaṃ

padza vihar mi. sy t khalu punaḥ so m rgo bodh ya. tasya me bhik

ṣavo eva smṛtasya34) tadanus ri vijñ nam udap si.35) 

그러니까 나는 기억한다. 내가 출가하기 에 출가자가 아니었을 

때 아버지 샤꺄의 공원에서 시원한 잠부나무그늘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아 욕구들로부터 떨어지고 나쁘고(p paka) 좋지 않은(akusala) 것들

로부터 떨어져서 악하는 사고(vitarka) 그리고 견지하는 사고(vic r

a)와 함께하는 떨어짐에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편안함, 즉 첫 댜나에 

34) Horsch(1964), p. 123는 tasya me bhikṣavo vasato tadanus ri vijñ nam 

udap si에서 vasato가 의미있게 해석될 수 없다고 지 하고 tassa 

mayhaṃ sat nus ri 라는 빨리어 본( 에 인용한 MN 참조)과 

조하여 tasya me bhikṣavo eva smṛtasya tadanus ri vijñ nam 

udap si로 고쳐서 읽고 있다. 필자는 이 교정을 따른다.

35) MV II, 130, 14ff. Horsch(1964), p.122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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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러서 그 [상태에] 머물 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깨달음(bodha)으

로 가는 길일 수 있을까? 비구들이여, 이런 기억을 하는 내게 이 기억

에 따라서 내게 이런 인식이 생겨났다.

이 목이 보여주는 승에서 에 뜨이는 것은 앞부분에 “pūr

ve pravrajy yai apravrajito”와 “p pair”가 추가되어 있는 이

다.36) 그리고 사건의 장소를 유희를 한 공원(udy nabhūm ye)이

라고 바꾸어서 서술한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아버지가 일을 할 

때”라거나 “아버지 소유의 농지”를 “공원”으로 바꾸게 된 것은 아

마도 당시 붇다일 기의 일부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사문유 의 

에피소드를 연상한 때문인 것 같다.37) 이상의 서술은 물론 사건3

의 서술에 한정된 것이어서 그 맥락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MV에서 붇다가 선을 하게 되는 정황을 설명하는

데, 즉 사건1을 서술하는데 사문유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여자, 

공원 그리고 삶의 괴로운 측면에 한 붇다의 직시 같은 요소를 

보여주는 서술은 다른 곳에 있다.

r j  śuddhodano s ntaḥpuro s rdhaṃ kum reṇa udy nabhūmiṃ ni

rdh vito. bodhisattvo udy nabhūm ye anucaṃkramanto kṛṣigr mam 

anupr pto. tatra paśyati hal ni vahant ni. tehi halehi d rghako ca ma

ṇḍūko ca utkṣipt  maṃdūko gṛh to bhojan rthaṃ so pi d rghako ku

m reṇa kṣipto. taṃ ca bodhisattvena dṛṣṭam dṛṣṭv  ca bodhisattvas

ya mahantaṃ saṃvegam utpannam.

k maṃ śar raṃ samaṃ tapyati jivitaṃ ca

pr psy mi adya amṛtaṃ bhavavipramoksaṃ 
v ryaṃ may  hi pratisaṃharituṃ na śakyaṃ

vel ya va salilavegaṃ yath rṇavasya 
jambucch y y ṃ bodhisattvo niṣaṇo pūrv hṇe parivṛtte divasakar

e ch y  bodhisattvaṃ na jah ti savitarkaṃ savic raṃ prathamaṃ d

36) Horsch(1964), p. 122, fn. 52

37) Horsch(1964) p. 123 fn.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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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nam upasaṃpadya viharati. himavantap rsvato paṃca ṛṣayo vaih

yasena viṃdhyaṃ gacchanti. te tatra bodhisattvasya na śaknonti u

parigantum.38) 

슛도다나 왕은 내궁의 여자들과 왕자를 데리고 공원으로 갔다. 보

살은 공원을 거닐다가 농 마을에 도착하 다. 그곳에서 (보살은) 작

업/일을 하고 있는 쟁기를 보았다. 이 쟁기들에 의해 헤쳐진 뱀과 

개구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개구리는 먹기 해 잡혔고, 한 그 뱀

은 아이에 의해 버려졌다. 이것을 보고 난 보살에게 아주 큰 감정 인 

격동이 생겨났다.

욕망과 몸과 삶은 같이 고통을 다

오늘 나는 죽음이 없는 존재로부터의 해방에 이를 것이다

이 힘은 내가 막아낼 수 없다.

마치 바닷가에 있는 바다의 물흐름처럼

오 에 보살이 잠부나무 그늘에 앉았는데 해가 돌았을/기울었을 때 

그늘은 보살을 떠나지 않았다. 악하는 사고가 있고 견지하는 사고가 

있는 선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 다. 히말라야기슭에서부터 다섯 명

의 성자들이 공 을 날아 빈디야산맥으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 

[이르 을 때] 보살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째로 주목할 은 선의 경험이 갖는 다

인 시간연 과 계하여 MV는 사건1과 사건3을 독립시켜 따로 

서술하고 있다는 이다. 그리고 사건1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릴 때의 기 인 사건으로 기술되면서 고따마 싣달타의 어린 

시 의 삶을 호화로운 왕자의 삶에 걸맞은 것으로 그리고 있으며 

많은 이변이나 기 을 동반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의 인용구

 끝부분에 나오는 성자(ṛṣi)들이 날면서도 어린 붇다가 있는 자

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기 문헌에도 나타나는 

성인 아씨따(Asita)의 이야기를 연상하여 이곳에 삽입된 것이기는 

하지만39) 기 과 자연 인 힘을 과시하는 붇다의 어릴  사건

38) MV ii, 45, 4f. Horsch(1964), p. 124를 참조하라.

39) Horsch(1964), p. 129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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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서술하고자 하는 면에서 삽입된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

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은 이 인용된 목에는 어린 붇다가 

선에 들어가게 된 계기를 따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건3의 서술이기는 하지만 MN에 나타나는 방식의 서술을 보면 

어린 고따마 싣달타가 선에 들어가야 할 특별한 동기가 필요하

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동기가 없이, 다시 말해서 특정한 

감정 인 유발을 가져오는 상이 없이 그러한 상태를 경험했다

는 것이 원래 선에 한 회상(사건2)의 맥락에서는 요하므로 

특별한 동기를 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의 MV II, 45는 선에 들게 된 동기로 쟁기에 

의해 헤쳐진 개구리와 뱀의 비참함에 한 동정심(Karuṇ  悲)

이 제시되고 있다. 이 동정심(Karuṇ )은 승불교에서 붇다를 이

해하는 핵심 인 개념 의 하나인 만큼 우리는 MV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선에 드는 계기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Ⅶ. Lalitavistara(=LV)에서의 서술

LV는 승경 에 속하지만 내용은 소승 싸르바쓰띠바다(sarv

stiv da 說一 有部)의 승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선의 경험과 

련하여서는 LV에도 두 가지 서술이 서로 떨어져서 독립 으로 

나타난다. LV, Teil I, p. 263, 15-20에 선에 한 기억을 해 내

고 이를 기반으로 사선에까지 오르며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이라는 확신을 얻는 목, 즉 사건2에 한 서술이 나온다. 이 

목의 앞으로는 마하 짜까쑫따(Mah saccakasutta(MN))같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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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승경 들에 비교해서 훨씬 더 확장된 고행에 한 서술이 나오

고 그 다음에는 소승경 들과는 달리 어머니 마야(M y dev )가 

아들이 고행 끝에 죽었다는 잘못된 소식을 듣고 하늘에서 내려오

는 장면이40) 그리고 마라(M ra)의 유혹이41) 삽입되어 있다. 하지

만 선에 한 서술의 핵심 인 부분은 부분 기경 들에 나

오는 내용과 일치한다. 물론 이런 회상의 부분 앞뒤로 다른 서술

들이 들어가서 이러한 회상이 불교의 교리상 어떠한 내용을 갖는

지를 분명히 밝 주는 내용상의 확장이 있다. 즉 다른 수행의 방

법들이 궁극 인 목 에 이르는 방법들이 될 수 없음을 붇다가 

깨닫는다는 서술을 이 선의 회상 앞에 서술하고 있다던가 선

에 든 이후 곧 이선 삼선을 거쳐 사선에 이르 다고 서술하고 있

다던가,42) 선에 한 회상의 바로 뒤에는 이러한 선의 회상이 

단서로 주는 길이 깨달음의 길이며 생, 노, 사의 괴로움이 생기는 

것을 없애는 길이라는 것을 붇다 스스로가 확인하는 내용이 삽입

되어 있다.  다른 차이로 에 들어오는 것은 pitu sakassa kam

mante 신 pitur udy ne가 쓰이고 있다는 이다. 아버지가 일하

고 있는 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공원이 어린 시  사건의 장소로 

교체되어 있다.43) 이러한 변형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은 불교설화 

발 의 반 인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며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다른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은, 사건2에 연 해서 회상

이라는 사건 자체가 더욱 더 정교하게 붇다가 깨달음을 얻는 과

정에 한 서술 안에 통합되어 있다는 이다. 다시 말해서 LV에

서는 선에 한 회상이 가리키는 바의 방향이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 길인가를 붇다가 스스로에게 묻고 그 다라고 확인을 한 이

40) LV, Teil I, p. 252, 15ff.

41) p. 260, 17ff.

42) p. 263, 17-18:… prathamaṃ dhy nam upasaṃpadya vy h rṣaṃ y vac 

caturdhadhy nam upasaṃpadya vy h rṣam. 선에 도달하여 머물고 

(이선 삼선도 마찬가지이고) 사선에 도달하여 머물었다.

43) Horsch(1964),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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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붇다가 자신의 고행으로 쇄약해진 몸으로는 이 게 발견된 

깨달음의 길을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설명이44) 나온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결론에 따라 붇다가 다시 음식을 먹고 육체 인 기

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음식을 먹기 이 에 이미 

새로운 깨달음의 길을 발견하고 이러한 길을 가기 해서 의도

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서술은 MV (II, pp. 130-131)의 서

술들과는 일치하지만 빨리어 문헌들에 나오는 서술들과는  

다르다. 이것도 한 붇다가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에 한 서술

을 보다 논리 이고 일 되게 정리한 흔 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후 의 편집이 선의 이야기가 갖는 시간 인 

다 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릴 

의 경험으로서의 선, 즉 사건1은 설명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LV, p. 128f. 에는 사건1에 한 서술이 나온다. 붇다가 자라고 나

서 다른 소년들과 함께 경작지의 마을(kṛṣigr ma)을 방문하고 그

곳에서 잠부나무를 발견하고 그 아래서 선에 드는 경험을 한다. 

이 때 LV의 서술이 다른 후 의 승들과 다른 은 선에 들게 

된 직 인 계기에 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에 한 설명 뿐 아니라 선에 이어 이선(dvit yaṃ dhy nam), 

삼선(tṛt yaṃ dhy nam), 그리고 사선(caturthaṃ dhy nam)에 

한 서술까지도 자세하게 그리고 당시의 체계화된 불교의 해탈론

에 맞게 주어진다. 한 사건의 장소로는 우리가 MN에서 본 것

과 같은 아버지가 일하던 들과  MV와 LV, 263f.에서 본 것 같

은 왕의 유희를 한 공원이 함께 섞여 있다.45) 

44) LV, pp. 263,21-22: n sau m rgaḥ śakya evaṃ 

daurbalyapr pten bhisamboddhum.  길은 기력이 쇄약해진 사람이 

제 로 악할 수는 없는 것이다.

45) LV, p. 128, 17: avalokya ca kṛṣikarm ntam anyata udy nabhūmiṃ 

praviśati sma. 그리고 경작지/밭갈기 를 살펴보고 나서 다른 곳의 

pleasure park에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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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rience, Recollection and Description of the 

First Meditation

KANG, Sung Yong

(University of Vienna)

The descriptions of the life of the historical Buddha 

preserved in numerous texts show a peculiar feature: the 

two significant events, namely "Four Doors' Encounter" and 

"The First Meditation" are not, at least for the later 

Buddhists, harmoniously united in the whole story of the 

life of the historical Buddha. Especially the transmitted 

stories of "The First Meditation" show very divergent 

contents and structures. 

In this article it is attempted to demonstrate that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se two stories are totally different. 

The "Four Doors' Encounter" comes from the narrative 

elements fitted to the later standards of the Buddhist 

teachings rather than from the historical elements. In 

contrast, the stories concerning "The First Meditation" seem 

to stem from the historical reports of the historical Buddha 

(for example, those reported in Majjhimanik ya I 246f.) 

about how he has come to change the methods to reach his 

Enlightenment. 

Furthermore, th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structural peculiarity of the story of "The First Meditation." 

The historical starting point of the whole event is a 

recollection of the Buddha of his experience in his childhood. 

As a recollection, this story has two time-reference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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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ginning, and this fact can explain the formation of the 

divergent versions transmitted in numerous texts.

Key words : prathamaM dhyAnam, buddha legend, four 

doors' encounter

심사 기간 : 2007년 7월 24일～8월 16일(1차 후 수정)

게재 확정일 : 2007년 8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