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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와 륜성왕에게 행한 유해 방식은 닮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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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 장례법을 통해 공동체의 와해가 아니라 통합의 역사  의례행

를 살펴볼 수 있는 이 에피소드는 ‘붓다와 륜성왕에게 행한 유해

방식이 닮아 있다’라는 기 열반경 텍스트를 근거로 한다. 6종의 텍

스트를 비교함으로써 문헌학  에 을 맞추려고 한다. 여러 가

지 의례 행 들은 6종의 기 열반경 텍스트에서 거론된 것으로 사리

공양, 장례행렬, 장례의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와 같은 의례 행 들

은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자들의 참여, 그리고 나아가서 신들의 참여

로 일반 으로 생각되는 폐쇄 인 공동체 의식이 아니었다.

붓다 장례 연출은 고  이미지의 체계방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고  

공동체의 성향이 화합에 맥을 같이 한다는 과 권 의 종교의식이 

공동체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고  텍스트의 서술방식

을 그 로 살펴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Ⅰ.들어가는 말

붓다 장례법은 일반 인 장례 의례와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

게 한다. 일상 범부의 죽음은 유  기간을 주지도 않고 고되지

도 않는다. 죽음이 인간을 기습 으로 공격한다. 그러나 붓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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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멸은 다른 의도를 가진다.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형태

가 아니다. ‘한 사람을 잃고 나면 온 세상이 텅 비어버린 것 같다’

는 느낌은 일상의 범부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사람들은 삶으로부

터 격리시키는 것, 즉 살아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로부터 ‘나이든 

사람, 죽어 가는 사람들이 암묵 으로 분리되는 것’이 범부의 죽

음일 것이다. 죽음은 친한 사람들과의 계가 차 차가워지는 것

이며 그들에게 삶의 의미와 안온함을 주었던 사람들로부터 멀어

지는 것이다.

붓다의 장례법은 이러한 일상의 죽음과는 다르다. 그래서 붓다

의 장례법은 ‘원형 , 자연 , 기본  념’을 주요 주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회  역사  념까지 포함하며 미래 공동

체에게도 향을 미친다. 붓다 장례법은 마지막에 행해지는 의식

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근원 경험에서 나와 상징 으로 퍼진다. 

붓다의 장례법에 행해진 의식은 경험과 권 의 종교 의식으로 원

형에서 생되어 공동체 확산에 기여한다. 이것은 자연법에 의거

한 다르마  원리에 입각한 것이며 륜성왕의 통치 방식과도 닮

아있다. 이 논문에서 불교 흥기 직 의 인도사회의 장례법, 특히 

인도 제왕의 장례법과 륜성왕 장례법을 비교하는 작업은 논의 

심에서 벗어나기에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붓다 장례법에 한 기 열반경의 이 에피소드는 그 형식과 

차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근본 이고 분명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 이다. 이 에피소드는 그 개념조차 

악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다. 신화  요소가 기 경 에서 

포함되고 있으며 그것은 삶과 연결된 죽음을 연출하는 이미지의 

체계방식이다. 그 의미는 두 가지 방식으로 악될 수 있는 데 첫

째는 사유의 방식이고 둘째는 경험의 방식이다. 붓다의 장례법은 

륜성왕에서 차용된 사유방식, 축제  요소가 포함된 경험방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 축제는 세계를 창조하는 신화  사건이 재로 

확장된 것이기에 경험 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의 길고 넓은 과

정에서 보자면 문명의 쇠퇴도 그것을 지탱하는 신화  요소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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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正典)의 완결성과 설득력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

리는 이런 완결성과 설득력을 붓다의 장례법에서 볼 수 있다.

Ⅱ. 붓다와 륜성왕에 한 일반 인 련성

륜성왕과 붓다 유해 처리의 련성은 이 의 논의들을 우선

으로 정리한 후에 하기로 하자. 왜냐하면, 륜성왕과 붓다의 

계는 기경 을 비롯해서 방 하게 퍼져 있으며 앞으로도 많

은 논의들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륜성왕과 붓다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련되었을까. 

략 으로, 붓다의 탄생과 륜성왕의 계, 그리고 붓다 출가와 

련된 륜성왕과의 계 등이 있다. 국내에서 륜성왕과 붓다

의 계를 정치 이념 으로 논의한 다수의 논문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세속법을 실 하는 인물로 륜성왕은 부각되었다.1) 이들

1) 우선 륜성왕과 련된 국내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겠다. 

김호성(1989)에 의하면, 륜성왕의 이념  기 를 다르마로 놓고 모두가 

복종해야할 자연법이라는 을 강조했다.; 윤호진(1991)에 의하면, 

아쇼카의 다르마가 어느 한 종교 인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배워 

실천해야 하는 보편 인 사회윤리라고 하더라도 그 법칙에 나오는 내용은 

불교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박경 (1996)에 의하면, 

륜성왕의 국방정책에 한 기본 정책을 정법에 의한 통치로 보고 

이상 인 국가를 실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윤세원(2006)에 의하면, 

통치자질이라는 으로 7보를 거론해 구체 인 륜성왕의 명칭들을 

소개한다. 이 논문도 세속  질서를 지배하는 군주를 지칭하는 것에 

을 맞추고 있다. 국내학자들의 논문은 륜성왕의 7보를 거론했고 

세속 인 통치자의 모델로 붓다의 이상을 실 하고 있다는 을 

공통 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의 논문에서 나름 로의 차이 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김호성의 

논문은 다르마(Dharma) 인 륜성왕과 무력(kṣatra)  륜성왕의 두 

가지 유형을 설명했다. 윤호진의 논문은 아쇼카왕의 가계, 년 ,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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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문은 마다의 공통 과 차이 을 가지고 있지만, 이상 인 

국가 을 실 하고자 하는 륜성왕의 다르마에 집 한다. ‘ 륜

성왕’이 ‘보편 인 왕’의 명칭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들의 

논문에서 거론된다. 大人 轉輪聖王(mah puruṣa cakravartin)은 

기 베다 뿐만 아니라 통 인도의 베다와 아리안 이 부터 있었

으며, 불교와 자이나 문학에 다양하게 향을 주었다. 불교 인 

개념에 의해서, 붓다와 다른 세속의 짝으로서 자리 매김 했다.2) 

한 7보에 한 논의도 활발했다. 7보가 왕권의 상징이라고 보는 

견해3)에 동의하면서, 김호성, 윤호진, 박경 , 윤세원이 거론한 

륜보, 백상보, 감마보, 신주보, 옥녀보, 거사보, 주병보는 충분해서 

여기서 생략한다. 

붓다의 탄생에서, 붓다의 신체 인 특징인 32상은 륜성왕이 

갖춘 특징에서 용되었다는 설을 무시할 수 없다. 언자가 언

한 32상은 ‘ 륜성왕이 아니면 붓다가 될 것이다’라는 제시를 통

해 최상의 치에 륜성왕과 붓다를 놓게 했다. 

한 출가와 련한다면, 불교의 범주 안에서 왕은 아무리 선정

을 하 다고 해도 생천(生天)이상은 못 간다는 입장을 보인다. 생

천은 천상에 태어나는 것으로 ‘사왕천(四王天)에서 비유상비무상

천(非有想非無想天)까지’4)를 말한다. 붓다가 륜성왕의 길을 버리

고 출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무 피상 인 것일까. 

고  인도의 왕들은 아무리 불교를 믿고 선정하 어도 성불하기 

해 왕 를 버리고 출가한다.5) 왕의 권 보다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은 인도의 세계 과 기 불교의 세계 이 많이 

그리고 불탑건립과 제 3결집에 련한 아쇼카의 행 으로 역사 인 

스토리를 자세하게 알린다. 박경 의 논문은 륜성왕 사상의 기원에 

하여 석존이 과 아쇼카왕 이후라는 두 가지 학설의 충을 주장했다. 

윤세원의 논문은 고  륜성왕의 7보를 인 으로 재해석했다.

2) Zimmer(1957), pp. 129-130 참조.

3) 윤세윤(2006), p. 296 참조.

4) 大智度論(TD25), 227C.
5) 원의범(1992), p. 2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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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 않다는 사실도 입증한 것인데, 둘 다 내세 과 정신의 세

계를 시하는 것에 비 을 둔다. 륜성왕과 붓다의 계는 이 

부분에서 다시 드러난다. 

이들의 계는 상징 이다. 륜성왕의 상징 인 표 인 차륜

(車輪)은 무력을 쓰지 않고  세계를 평정하며, 정의에 의해서 지

배한다고 믿어지고 있다. 그런 이유로 붓다 설법을 법륜(轉法

輪), 다시 말해 ‘법륜을 활동시킨다’고 부른다. 붓다 최  설법을 

‘ 법륜’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6) 이처럼 륜성왕

과 붓다의 계는 략 상징 으로 맺어졌다. 붓다 입멸을 통해 

다시 연결되는 륜성왕과의 계를 총체 으로 거론한다면 다소 

의문 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Ⅲ. 붓다와 륜성왕에게 행한 장례의식

륜성왕의 유해에 해 행하는 것과 같이 그 게 여래의 유해에도 

행해야 한다.7)

 인용문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힌두교의 장례법과 

불교의 장례법이 계한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 이것은 신앙과 

계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교와 종 도 인정하고 포용하려는 

불교  통에 따른 것이다. 륜성왕으로 표할 수 있는 아쇼카

왕(Asoka 268～239 B.C)의 비문에서도 그 래를 찾아볼 수 있

다. 아쇼카왕은 모든 종 가 어디서나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그는 신들에게 불교, 바라문교, 사명외도, 자이나교 

6) 渡辺照宏(1983), p. 117.

7) MPS, p. 161 : 17. 'Yath  kho …rañño cakkavattissa sar re paṭipajjanti, 

evam Tath gatassa sar re paṭipajjitabb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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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모든 종 를 육성하는 일에 여하도록 하 다.8) 륜성왕

으로 알려진 아쇼카왕의 행 을 통해서 그가 행한 것은 종교 인 

분 나 벌의 립양상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쇼카왕은 자

연법에 근거한 다르마의 실 을 추구했으며 이것은 기불교를 

근 로 놓고 있기 때문에 설 이고 신화 인 붓다의 장례법에

서도 상징 으로 연결된다. 붓다 보다 후  인물로 추정되는 아쇼

카왕으로 인하여9) 륜성왕의 념과 기원에 한 문제는 이견이 

생길 수 있다. 붓다의 장례법에서 륜성왕에 한 언 은 륜성

왕의 념과 기원이 이 부터 있어왔다는 주장을 표면 으로 뒷

받침해 다. 하지만 기 열반경의 편찬자들이 붓다 입멸 이후라

는 입장을 든다면, 아쇼카왕이 모든 종 를 총 하는 이상 인 행

을 군가가 기리기 해 보편자인 륜성왕을 첨가했을 가능

성도 남겨두어야 한다. 

아쇼카의 비문을 근거로 하지 않더라도, 기불교의 의례는 힌

두 ‘세계’의 여러 문화를 흡수한다. 장례법도 마찬가지이다. 불교

는 힌두교의 신 과 신앙에 상당히 근했다고 할 수 있다. 힌두

교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가 힌두교의 많은 지류 에서  다른 

하나의 흐름으로 간주된다. 불교  측면에서 본다면, 인도에 문화

와 사회 그리고 의례에서 그 흐름에 아주 거스르지 않고 포용의 

입장을 취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인도의 사회 인 계층구조를 

변 하기 해 불교가 나타났다고 하는 취지에서 거론한 것이 아

니라, 문화  측면에서 서로 향을 주고받았음을 설명하기 한 

것이다. 문화 인 상호 교류는 기불교를 나름 로 성장시켰다. 

그 다면 륜성왕의 장례법은 어떠한가? 

 륜성왕의 유해는 떨어진 곳이 없는 천으로 둘러싼다. 떨어진 곳

8) 塚本啓祥(1976), p. 93 ; pp. 133-134 참조.

9) 윤호진(1991), p. 500 참조. 아쇼카왕의 즉 연도와 련하여 불멸 연 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요하다. 남 은 불멸후 218년에 아쇼카가 즉 한 

것으로 보고, 북 은 100년, 116년 정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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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천으로 둘러싼 뒤, 넓은 무명천으로 둘러싼다. 넓은 무명천으

로 둘러싼 뒤, 떨어진 곳이 없는 천으로 둘러싼다.10)

‘떨어진 곳이 없는 천’이란 손상됨이 없는 온 한 천을, ‘넓은 무명

천’이란 솜, 는 무명을 말하며 후에 기름에 잘 먹고 잘 탈 수 있는 

천을 의미한다. 이 텍스트에서는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런 방식으로 500겹으로 륜성왕의 유해를 둘러싼 뒤 철로 된 

기름통에 넣었다가  하나의 철로 된 통으로 덮은 뒤 모든 향을 갖춘 

화장용 장작더미를 만들고 나서, 륜성왕의 유해를 불태운다.11)

‘500겹으로 둘러싼다’는 것은 온 하게 유해를 보호하기 해서

이다. ‘철로 된 기름통에 넣었다’는 기름이 들어 있는 철통을 말한

다. 이 게 하는 이유는 당일 화장하지 않고 보 하는 것을 뜻한

다. 기름통에 넣으면 시체가 썩지 않기 때문에 시체 보 의 의미

도 있다. 인도 고  장례법을 소개한 것으로 왕이 죽으면 기름에 

넣는 행사를 붓다에게 용한 것이다. “큰 사거리에 륜성왕의 

탑을 세운다”12)며 륜성왕의 유해 방식을 설명한다. “ 륜성왕의 

유해가 처리되는 방식이 그러하니 여래의 유해는 그 방식을 따라

야 한다”13)며 붓다의 장례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 다면 붓다 유해도 이와 같은 방식을 같이 취했다고 단정

할 수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붓다는 이런 식으로 장례하지 않

았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 불교에 의해 배척받은 라만 의례 

10) MPS; p. 161 ; Rañño … cakkavattissa sar raṃ ahatena vatthena 

vaṭhenti, ahatena vatthena vaṭhetv  vihatena kapp sena veṭhenti, 

vihatena kapp sena veṭhetv  ahatena vatthena veṭhenti.

11) MPS, p. 161 ; etena up yena pañcahi yuga-satehi rañño cakkavattissa 

sar raṃ veṭhetv  ayas ya tela-doṇiy  pakkhipitv , aññiss  ayas ya 

doṇiy  paṭikujjitv , sabbagandh naṃ citakaṃ karitv  rañño 

cakkavattissa sar raṃ jh penti.

12) MPS, p. 161 ; c tummah pathe rañño cakkavattissa thūpaṃ karonti.

13) MPS, p. 161 : 'Yath  kho… rañño cakkavattissa sar re paṭipajjanti, 

evaṃ Tath gatassa sar re paṭipajjitabbaṃ.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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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주의가 불교보다도 더 인 종교로 발 하 기 때문에, 

륜성왕의 유해처리가 원래 이야기에 첨가되지 않았는가 싶다. 

다만 이러한 장례법이 그 당시 있었음은 확실해 보인다. 아난이 

장례 차에 참석했을 것은 분명하며, 그와 상가 공동체가 으

로 붓다 유해에 행한 방식을 륜성왕에게 했던 방식으로 용하

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기 열반경 6종의 텍스트는 륜성왕과 여래의 유해 

방식에 계를 피력하고 있다. 이 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경

의 서술에 근거한다면, 붓다 입멸 후 장례 의식을 묘사한 다른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침묵할 수밖에 없다. 맹목 으로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경 의 권 를 무 뜨리는 실례를 남기는 것은 

험하기 그지없어 보인다. 인 잘못된 보편화는 진실된 진

리를 왜곡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것도 텍스트 밖에서 찾을 수 없

다. 특정한 역사 인 자료의 담론들은 과학 인 주장 이상으로 의

미를 부여하고, 배경의 조건으로 확고한 자료를 제공한다. 진리란 

역사 이고 개연 인 담론이 거론되는 자료에서 출 하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필자는 한쪽으로 치우쳐 단정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하지 않을까. 기불교가 고  힌두 장례 

의식을 간과할 수 없었고, 기 불교의 장례 문화 방식은 고 인

들을 당시 빠른 변화에 서서히 응시키기 해 ‘여래의 유해방식

과 륜성왕의 유해방식’을 련시켰을 것이다. 이와 련된 의례

는 다른 종교를 새롭게 받아들이게 하는 완충 인 역할을 했으리

라고 본다. 붓다의 장례법을 기술한 의도가 어떠한가를 잠시 미루

어 두더라도, 기 열반경의 작자들은 륜성왕과 붓다의 장례법

은 같은 방식으로 결합시켜 진행하게 한다. 그 다면, 유행경을 

살펴보자. 

 먼  향탕(香湯)으로써 그 몸을 씻고 신 겁패(劫貝)로써 두루 몸을 

싸고 500장의 모직으로 차례 로 몸을 싼 뒤, 황  안에 넣고 삼씨 

기름(麻油)을 거기에 쏟는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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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탕으로써 그 몸을 씻는다’라는 구 은 빨리본에는 없는 문구

이다. 이것은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황 을 들어 제 2

의 큰 철곽 속에 두고 … 네 거리에 탑을 세우고 찰간 로 표시하

고 비단 번을 걸어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  모두 왕의 탑을 보

고 그 바른 교화를 사모하여 많은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다”15)고 

하면서 여래의 장례법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한다. 

불반니원경에서는 여래의 장사법을 어떻게 표 했는가. 이 

경 은 “비행(飛行)황제의 법과 같이 하는데 붓다는 그 보다 배나 

더 낫게 한다”16)고 한다. 비행(飛行)은 ‘공 을 자유자재로 날아다

니는 것’ 는 ‘육통(六通) 에서 여의통(如意通)에 듦’17)이란 용어

로 인해서 신비 인 요소가 가미된다. 륜성왕의 보편  이미지

와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경 에서 같은 치를 가진다.

 새로운 비단 베로써 몸을 둘러싸고 신 겁 육(劫波育)으로 다시 그 

를 묶고, 속에 넣고 윤택한 향의 기름으로 부어 몸에까지 사무치

게 하고 덮개로 를 덮고 단향나무 땔감과 침향나무 땔감과 가래

나무 땔감과 녹나무 땔감을 의 아래에 덮되 4면의 높이와 넓이를 

각기 30 길이 되게 하고 불을 붙여 화장하는데 12부의 풍악을 동시에 

함께 아뢰며, 좋은 향과 꽃으로 그 에 모두 흩고서 사리를 거두어 

취하되, 재와 숯은 골라 버리고 좋은 향수로 잘 깨끗이 씻어서  단

지 속에 넣고  단지를  평상 에 안치하고 궁 에 모시어 궁  

에서 90일 동안 재계하고는 응당 네거리 길에 탑을 세우고 찰간을 

세우고 비단과 번을 달고 꽃과 향을 뿌리며 풍악을 울린다.18)

14) 遊行經(TD 1), 28b11-28b13, “先以香湯洗浴. 用新劫貝周匝纏身. 

以五百張疊次如纏之. 內身金棺. 灌以麻油畢.” 

15) 遊行經(TD 1), 28b14-28b17, “擧金棺置於第二大鐵槨中. …. 

於四衢道起立塔廟. 表刹懸繒. 使諸 人皆見佛塔. 思慕如來法王道化. 

生獲福利.” 

16) 佛般泥洹經(TD 1), 173a17, “如飛 皇帝法. 佛復踰之.” 

17) 길상(2001), p. 1031.

18) 佛般泥洹經(TD 1), 173a19-173a26, “用新褻錦. 牢纏身體. 新劫波育. 

復以纏上. 著假棺中. 以澤香膏. 灌令徹身. 以蓋覆上. 栴檀香薪櫁香薪梓薪樟薪. 

著棺上下. 四面高廣. 各三十丈. 投火蛇維 十二部樂. 同時俱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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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본에서 유해는 무명천으로 둘러쌓 지만, 여기서는 비단 

베를 사용해서 고 스럽게 취 한다. 그리고 겁 육으로 묶는다. 

겁 육은 나무이름인데, 면(綿) 나무의 일종으로 목면이라고도 한

다.19) ‘ 단향나무, 침향나무, 가래나무, 녹나무’는 향기가 나는 나

무들로 죽음이 단순한 정지와 정 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향나

무들로 인하여 풍요롭고 향기 나는 의식의 하나로 표 되고 있다. 

고  성인들이 돌아가시면 축제 분 기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

는 행 는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12부의 풍악을 동

시에 함께 아뢰며’라는 문구와 ‘꽃과 향을 뿌리며 풍악을 울린다’

는 두 번의 음악 공양으로 축제  요소를 부각시킨다. 

아쇼카왕도 상가 공동체를 해 5년마다 성 한 축제기간을 두

면서 보시를 행했다고 한다.20) 라므뜨는 “이 축제는 매번 열릴 

필요는 없었지만 아쇼카왕이 상가를 해 5년마다 모아둔 재물들

을 보냈다”고 서술했다. 5년마다 열리는 축제는 어마어마한 규모

로 상가를 해 제공된 것만은 분명했다.21) 아쇼카왕은 바라문교

도 후원했으며, 다른 종교에도 심이 있었다고 한다.22) 아쇼카왕

은 붓다 입멸 후 백년이 지난 다음 태어났기 때문에 붓다와 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지만 상가 공동체의 우 굽타(Upagup

ta)나 핀돌라(Piṇḍola) 같은 이들에게 인간 붓다의 정신과 카리스

마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쇼카왕은 팔만 사천개 스투 의 

건립과 보리수의 숭배로 붓다 열반을 신할 기념비 인 상징물

로 치시키는 일련의 행동들을 감행했다.23) 인간 붓다와 아쇼카

왕의 계는 보편왕인 륜성왕의 치로 인하여 장례법에서도 

以好香華皆以散上. 斂取 利擇去灰炭. 以好香汁熟淨洗之. 著金甖中. 

以甖著金床上. 當著宮中齋戒殿上. 九十日訖. 當於四交道. 起塔立刹. 懸繒施幡. 

華香作樂.” 

19) 四分律(TD 22), 574a.
20) Strong(1989), p. 91 참조.

21) Ibid, p. 92 참조.

22) 木村日紀(1985), pp. 19-20 참조. 

23) Strong(1989), p. 1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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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친 한 연결고리를 가진다. 

장의 한역 기술에 의하면, 7세기 북인도의 하르샤(Harṣa)왕도 

상가를 해 축제를 열었다고 한다. 이때 만 명의 비구들에게 갖

가지 진귀한 보석, 옷, 음식, 음료, 향수, 꽃들이 제공되었다고 한

다.24) 하르샤왕도 같은 방식으로 바라문교, 비-불교도들, 자이나

교, 가난한 이들에게 축제 인 보시 방법을 시행했으며, 왕 자신

의 국토를 유지하기 해 필요한 말, 코끼리, 무기들을 제외하고

는 남은 것이 없었다고 한다.25) 그를 거론한 경 들은 그를 보

시의 륜성왕이라고 해서 아쇼카왕의 축제 인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하게 한다.26) 고  상가 공동체와 다른 종

를 한 왕들의 극 인 보시 축제는 사회 인 화합을 목 으

로 한 것임은 분명해 보이지만, 더불어 축제 자체는 왕권 자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해서, 붓다 장례의식에서 보인 축제는 그 자체로 붓다의 

상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황홀한 축제의 모델은 고

에서 미래로 옮겨졌거나, 경 에 새롭게 첨가되었다는 두 가지

의 가정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동체의 분 기를 재 하기에 충

분하다.

왕들이 행한 축제는 궁 에서 거행되었을 것이고, 같은 방법이 

붓다의 장례의식에도 재 되었다고 본다. 붓다의 유해는 궁 에 

모셔지고 90일 동안 재계하는 행 로 이채로웠다. 붓다의 출가는 

궁 에서 나와 사문의 길을 걸었지만, 그의 열반은 호사스러운 궁 

안에 다시 머물 다. 륜성왕이 궁 안에서 생활하고 그의 열반이 

궁 안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이상할 것이 없지만, 붓다의 유해

가  평상 에 안치되고 궁 에서 치러졌다면 그 상징  의미

는 크다. 붓다의 열반은 그의 유해로 인해 과거의 화려한 궁 생

활 속으로 복귀되었다. 붓다의 상과 권 는 장례 차로 인해 

24) Strong(1989), p. 92 참조.

25) Grousset(1971), pp. 205-206 참조.

26) Strong(1989), pp. 95-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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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하게 각인되었다. 한 ‘네거리 길에 탑을 세우고 비단과 번을 

다는 것’은 붓다의 열반을 사방에 알리는 효과를 가진다. 화려한 

장례 의식은 모든 참여하는 이들에게 보여지며 그런 방식 안에서 

고  기 불교공동체가 결속한다. 이러한 결속은 어쩌면 종교의 

교리보다 효과 일지 모른다. 

반니원경에서는 “ 륜성왕의 법으로 하되 붓다는 배는 더 성

하게 하라”27)고 하며 불반니원경처럼 7일간의 비기간을 두

었으나 이 경 에서는 더 축약했다. 붓다 유해에 련된 7일간의 

비기간은 하르샤왕의 축제 4일간의 기간과 일맥상통한다. 하르

샤왕의 첫째 날 축제일에서 붓다의 이미지를 사원 지붕에 세우고 

진귀한 보석들을 보시했으며, 둘째 날에는 비슈 (Viṣṇu)의 이미

지를 신성시했으나 첫째 날보다 반 정도의 행사에 그쳤으며, 셋

째 날에는 시바(Śiva)의 이미지를 설치해서 보시했고, 넷째 축제

일에는 만 명의 비구들을 좌석에 앉게 하고 갖가지 공양을 했

다28)고 한다. 

 반열반경에서도 여래의 유언에 따라 륜성왕과 다름없게 

하는 것은 다른 경 과 동일하다. 화장할 채비를 마련하면서 다음

과 같이 말했다.

 먼  보배 수 를 만들어 아로새기고 화려하고 장엄하게 여래의 

몸을 보배 수  에 안치하고 향을 사르며 꽃을 뿌리고 온갖 풍류를 

아뢰고 노래와 게송으로 찬탄하며, 음악 소리에는 苦, 空, 無常, 無我, 

不淨之法을 말하 다.29)

인도의 일부 승려들이 우는 것은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

는 것으로 본다. 일부 재가자들과 비구들이 슬퍼서 우는 장면과 

27) 般泥洹經(TD 1), 189a13, “轉輪王法. 佛當復勝.” 

28) Strong(1989), p. 92 참조. 

29) 大般涅槃經(TD 1), 206a15-206a17, “先造寶輿雕鏤莊麗. 

以如來身置寶輿上. 燒香散華. 作衆伎樂. 歌 讚歎. 於音樂中. 

而說苦空無常無我不淨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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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이는 노래와 게송으로 찬탄한 것은 비교된다. 음악 소리

에 고, 공, 무상, 무아, 부정지법을 어떤 식으로 포함시켰는가는 의

문이다. 음악가사에 고, 공, 무상 등을 언 했다고 일반 으로 생

각할 수 있지만, 의식 체가 이러한 교리를 상징 으로 변한다

고도 볼 수 있다. 고  붓다의 장례 의식은 종합 술의 성격을 가

지고 있다. 의 범패의식이 종합 술의 성격을 지녔다는 견해

에 동의하면서, 그 유래를 이곳에 담긴 다원 인 술 행 에서 

기원한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깨끗한 무명천과 가는 모직으로 여래의 몸을 두른 후  안에 

넣고 그  안에는 우두(牛頭) 단향의 가루와 미묘한 꽃을 뿌리고

서 곧 을 은  속에 넣었다.  은 을 구리  속에 넣고  구리

을 철  속에 넣고 다시 철 을 보배 수  에 안치하고 갖가지 풍

류를 아뢰며 노래하며 읊고 찬탄하 다. 천(신)들은 허공에서 만다라

화․마하만다라화․만주사화․마하만주사화를 뿌리며 아울러 하늘 음

악을 아뢰어 갖가지로 공양하 다. 그리한 후에 차례로 의 덮개를 

내렸다.30)

인도에서 부자들은 죽은 자를 화장하지만 일반 으로 죽은 자

를 백포(白 )로 도르르 말아서 묘지에 옮겨서 방치하고 부패할 

때까지 있다. 인도에서 목재는 귀 품이기 때문에 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체를 땅 속에 묻거나 묘석을 세우거나 하지 않

는다.31) ‘ ’에서 ‘은 ’으로 ‘구리 ’으로 ‘철 ’으로 을 차례차

례 들어가서 넣어지는 상황을 표 해 장례 의식을 엄격하고 소

하게 다룬다. 붓다의 유해는 평범함을 넘는 상징 인 결합들로 이

루어졌다고 이해될 수 있다. 

30) 大般涅槃經(TD 1), 206a25-206b02, “新淨綿及以細氎纏如來身. 

然後內以金棺之中. 其金棺內散以牛頭栴檀香屑及諸妙華. 卽以金棺內銀棺中. 

又以銀棺內銅棺中. 又以銅棺內鐵棺中. 又以鐵棺置寶輿上. 作諸伎樂歌唄讚歎. 

諸天於空. 散曼陀羅花. 摩訶曼陀羅花. 曼殊沙花. 摩訶曼殊沙花. 幷作天樂. 

種種供養. 然後次第下諸棺蓋.” 

31) 平川彰(1993) p.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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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라화․마하만다라화․만주사화․마하만주사화’를 언 한 

것은 축제의 분 기를 돋우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 놀랍게도 

이 식물들은 신비로움이란 테마를 가지고 있는 꽃들이다. 이 꽃들

은 생명의 조력자인 동시에 죽음을 장하며 혼을 일깨우는 역

할을 한다. 특히 만다라는 빛깔 좋고 방향(芳香)을 내며 고결해서 

사람들에게 환희심을 내게 한다는 하늘의 꽃으로 알려졌다.32) 이 

꽃들은 신을 모방한 상징일 수 있다. 신들을 모방함에도 불구하고 

통불교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과 상호 작용했다.33) 이 꽃들을 

언 한 것은 인간들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천신들도 참여함을 

의미한다. 꽃들은 천신들을 상징한다. 정교한 의례 차와 축제

인 술행 , 그리고 천상의 신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만다라화, 

마하만다라화’ 등의 언 은 붓다의 유해에 여러 가지 의미를 더한

다. 한편의 환상 인 이 장면은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일상 

생활 속에 함께 지내온 천신들을 완 히 부정해 버릴 수는 없다

는 당시의 문화 인 색채를 보인 것이다. 

한 인도인들의 특성으로 보아도 굳이 힌두 세계의 신을 배척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상당수의 힌두 신들이 불교에 

흡수되어 있음을 이 목에서 알 수 있다. 종교 의식의 하나인 붓

다 장례법은 신과 인간들을 넘나드는 우주  이미지를 지닌다. 여

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지 이고 정서  색채를 띈 공동체의 통

찰력을 얻게 된다. 이것은 한 사회의 토 가 된 의례의 근본  

감이다. 조야한 의 시각에서는 기 열반경에서 보여주는 사

회 체계의 상학을 설명할 방도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고 의 

사회체계는 막 한 시간과 에 지를 정교한 의례  활동에 투여

했기 때문이다. 

 먼  흰 모직과 솜으로 몸을 싸고 다음은 1000장의 흰 모직으로 

두루 몸을 감아서  속에 모시고 향유를 가득히 채워서  뚜껑으

32) 마명(1988), p. 15 참조.

33) Gombrich(1971), pp. 191-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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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덮고 단 나무와 해안의 여러 향을 쌓아 불사른 뒤에 우유를 뿌려

서 불을 끄고 남은 사리가 있으면 병에 넣어서 큰 길 네거리에 탑을 

세우고, 그 둘 에는 비단과 번기와 일산을 달고, 길가에서 향을 태우

고 여러 가지 기악을 아뢰어서 공경, 공양하고 시회(大施 )를 베푸

는 것이다.34)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서도 륜성왕의 장례법과 같이 

하되 배나 나아야 한다. 이 경 의 특색은 천의 분량이 상당하고 

우유로 불을 끈다는 것이다. 고  인도에서 이와 같은 장례식은 

귀한 신분에게만 행해질 수 있는 제물들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붓다에게만 행한 의식인지는 알 수 없다. 다른 것은 열반경의 다

른 이본(異本)들과 비슷하다. 경 들은 공통 으로, 붓다 유해의 

보존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풍요함과 화려한 치장, 그리고 오

래도록 비된 차를 붓다 유해에 부여한다.

Ⅳ. 합일된 공동체 의례로서 장례의식

륜성왕에게 치러진 행 는 정서 인 동력이 되어 다시 재연

되어 지각되고 그것에 해 느끼게끔 한다. 일종의 연속 인 활동

인 듯 련되었다. 륜성왕에게 행한 의례와 붓다에게 치러진 의

식은 인 것이 아니라 모든 정서가 본래의 출구와 완성에서 

계산된 행 로 불가피한 듯 보인다. 이 두 인물에게 행한 의례는 

정서의 표출이 기본 으로 감동의 요인이고 집단 으로 길게 이

어진 한 음 의 흥미로운 의례로 보인다. 각각의 기 열반경들이 

34) 根本說一 有部毘那耶雜事(TD 24), 400b27-400c03, “以白疊絮先用裹體. 

次以千張白疊周遍纏身. 置金棺中盛滿香油. 覆以金蓋積栴檀木及海岸諸香. 

以火焚燎. 後 牛乳澆火令滅. 有餘 利盛以金 . 於四衢大道建窣睹波. 

周匝圍繞懸繒幡蓋. 塗末燒香奏衆伎樂. 恭敬供養設大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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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호흡으로 의식을 설명하고 있어서 이것과 무 해 보이지 않다. 

기 열반경 텍스트의 거를 통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조심스럽게 제시한다. 붓다에게 행한 의례가 륜성왕에게 행한 

의례를 모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서의 집단  통합이며 재

생산의 결과이다. 기 공동체는 자극을 수용할 뿐 아니라 자극에 

반응해야 하며 이런 정확한 차이는 모방을 뛰어넘는 정서의 유

감에 비 을 둔다. 공인된 집단에 의해 공 으로 공식 으로 행해

지고 있기 때문에 기 불교 시 뿐만 아니라 재 이 순간 우리

의 심을 갖게 만든다. 행해졌으면 하고 바라는 그 행 는 행해

졌다. 집단 이기 때문에 리듬 이고 규칙 으로 반복 발 되었다

고 본다. 이들의 의례행 에 제의 인 음악과 술  감각이 포함

된 것도 집단  정서와 열망의 방출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 으

로 느껴진 것은 성스러운 것이며 집단 체에 의해 행해지지 않

으면 의례는 율동 일 수 없다. 역동 으로 행해진 붓다의 장례의

식은 드라마틱하게 반복되고 재연된 성공 인 표 방식을 차용했다. 

그 옛날의 참여와 일체감이 느껴진다. 붓다의 장례를 행했던 공

동체는 모방이라 생각하기보다 참여와 일체감을 되살리려는 노력

을 보인다. 붓다의 장례 의식은 붓다의 입멸이 견된 것처럼, 기

되는 것이며 기다려지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커다란 가치의 원

천이 되고 상 으로 아름다운 축 인 축제  행 들을 작용시

켰다. 

붓다의 장례 차에서 보이는 식물들의 출 은 특이하게 이 축

제  요소를 드러냈다. 식물들의 출 은 신성함을 공동체 구성원

에게 골고루 나 어주어야 한다는 상징과 은유성을 보인다. 열반

은 죽음의 종교 인 다른 이름이다. 죽음, 포기, 어떤 것과의 계

를 끊어버림 등은 익숙한 것이 아니지만, 붓다의 장례의식에서는 

역설 으로 작용되었다. 끔 한 일이 아니고 꺼리는 행 가 아닌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강렬한 욕구를 재 시키는 사건이 된다. 

세부 으로 본다면, 다양한 차이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경

들에 쓰여진 붓다의 열반 상황에 한 의도는 동일하다. 기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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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텍스트에서 보여진 붓다의 장례 차들이 주는 이 정보들을 

함부로 내던지기에는 발생의 기원학 인 면에서 완벽한 진술에 

속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어렵다. 륜성왕이라는 통 고 에 속

하는 기원에서 차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 에 지각되고 기

억되며 상정된 차들은 이미 심  이미지로 우리에게 깊이 각인

되었다. 하나의 사회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것은 제의

인 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삶과 술 사이에 다리 놓여진 붓

다의 장례의식은 그 최후의 목 이 끝이라는 결말과 어울리지 않

게 노래하고 춤추는 비실천 인 일이 되고 있지만, 그 의도는 분

명하게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있다. 장례행 는 단결을 표 하기 

한 사회 이고 집단 인 행 이다.

Ⅴ. 나오는 말

붓다 열반에 련된 승의 텍스트는 교리에 련된 철학 인 

내용을 심으로 하고 있는 반면, 기 열반경은 인간 붓다의 열

반에 한 고 의 상황을 사실 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기

불교의 장례 문화에 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텍스트의 마

지막 부분은 이 부분이 집 되어 있다. 기 열반경 텍스트에 의

하면, 붓다의 열반 후부터 장례 차, 그리고 붓다의 사리를 안치

한 스투 라는 인공물에 이르기까지 그 행  의례는 장 함을 넘

어서 숭고하기까지 하다. 기 열반경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들을 

세 하게 나 다면 다음과 같다. 붓다 입멸과 더불어 시작되는 

진동, 재가자인 말라족들이 참여한 붓다의 장례 의식, 붓다 유체

를 다비하기 의 7일간의 장례 행렬, 륜성왕의 유해에 행한 방

식으로 붓다의 유해에 행한 의식, 사리공양을 하는 사부 , 사

리분배를 통한 스투 라는 인공물의 확산 등은35) 기 불교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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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문화와 여래에 행해지는 정확한 상징  의례를 악할 수 있게 

한다. 

기 열반경 텍스트와 련된 장례의식 에서 이 논문은 ‘붓다

와 륜성왕에게 행한 장례 방식’을 거론했다. 6종의 기 열반경 

텍스트 모두에서 륜성왕과 여래의 유해 방식은 련되고 있다. 

기 불교장례 문화에서 최고의 장례 의식은 륜성왕에게 행한 

방식에서 체험된 의례가 붓다에게 행해짐으로 부각된다. 여기서는 

륜성왕의 장례법이 훌륭하다던가, 붓다의 장례의식이 더 권 가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고  경 의 서술을 통해 장

례의식은 우리가 그 당시 순간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는 것과 같

은 느낌으로 수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 한 이 에

피소드를 통해, 불교가 인도문화와 련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를 바란다. 

앞에서도 언 했듯이, 붓다의 장례 의례는 상징  행 로 고  

인간들에게 힌두 세계에서 기 불교 시 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륜성왕의 유해에 행한 방식과 여래에게 행한 유해 

방식의 유사성은 기 불교 의례행 를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도

록 하는 완충 작용을 한다. 여래 유해에 행한 상징  의례는 이미 

고  인도에서 경험된 성 한 의식으로 인해 어색하지 않았다. 

륜성왕의 권 와 상을 체득한 고 인들로 인해, 더 많은 숙고와 

존 함이 여래의 유해에 행해졌다. 다만 특이할 만한 이 있다

면, 륜성왕의 장례를 압도 할 수 있는 붓다의 장례 행 가 되길 

기 하는 심리가 경 들에서 보여진다. 

그 다고 해도, 6종의 경 에서 장례 의례는 물리  공식과도 

같아 보인다. 장례법은 흰 종이 에 검게 쓰여진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인간 붓다의 육체 에 각인되는 하나의 차이다. 이러한 

의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신과 인간과 자

연과 물질의 장엄한 신비의 한 방식에 참여한다. 그 방식 자체가 

35) 세세한 부분은 다른 논문을 통해 논의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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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기로 그 구에게도 더 이상 치러 질 수 없는 단 한번의 

행사로 확정지어진다. 붓다 장례 의례는 그 공식에서 제의 으로 

장식되는데, 인간 으로 취 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 으로 취 된다. 

붓다의 장례법은 개인의 시각보다는 집단의 시각에 근거하며 

장례 의식에서 우리는 ‘성인의 죽음’으로 간주되는 것이 우주 체

계의 심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둔감한 능력으로 느끼는 것

보다 훨씬 고차 인 실재성을 지닌 일상성 속에 느끼는 공동체의 

의례이다. 붓다의 장례법은 역사의 단순한 참고서나 그 당시의 문

화를 분석하는 체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 가는 

과정의 기괴성과 경이감의 표출이다. 이런 경이감은 구체 인 인

공물로 해진다. 붓다의 장례 의례는 새로운 인공물을 조성하게 

함으로 해서, 인간의 깨달음과 인간 목 의 증진을 하여 기능한

다. 사리탑이라는 스투 의 조성은 붓다 열반 이 부터 있어왔으

나, 붓다로 인해 구체화되었다. 사리탑에 공양하고 존경하는 행

는 붓다 생 에 붓다에게 공양하고 존 하는 행 와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붓다의 제자들도 아라한으로 존경받았기 때문에 사리탑

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아라한을 공경하는 기 불교의 문화에

서 이것은 무나도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붓다 유해에 행한 의식이 아라한 제자들에게도 같이 

시행되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이것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런 차이는 붓다의 장례법을 통해 세계와 우리자신을 깊은 차원

에서 경험하게 한다. 이런 것은 그 당시의 공동체가 치러낸 축제

인 요소가 결핍된다면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근엄하면서도 

술 이고 장 하면서도 화려한 뮤지컬을 보는 듯한 분 기를 느

끼게 하는 붓다의 장례의식은 매력 있다.

일반 으로 장례 차가 끝나면 공동체의 결집력이 약화된다. 

이런 일반 인 성향과는 다르게 붓다의 장례 의식은 공동체의 통

합을 이끈다. 그러한 주요 요인은 붓다의 장례가 축제  분 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텍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공동

체의 핵심이 아직까지 붓다에게 있으며, 이것은 장례 반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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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입멸한 붓다를 심으로 행해진다. 인도의 제식이 살아있는 자

들을 해 행해지는 의식이라면 붓다에게 행한 공양 등은 여러 

장식물들로 인해서 입멸한 붓다가 공동체의 심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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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 of Buddha and Cakkavatti Kings in 

Funeral Ceremony

With a special focus on the early Mah parinirvaṇasuttanta

Won, Hye-young

(Yonsei University)

This episode in particular, where I attempts to define 

the meaning of funeral ceremony, shows me moving on 

from ancient India toward early Buddhist. When 

Mah parinirv ṇa  texts used concepts drown from Hindu or 

Buddhism thought, it sounded like any other version of the 

texts(Chinese) for Cakkavatti kings of funeral ceremony 

that first brought its concepts to the Buddha funeral 

ceremony.

The funeral pyre of events that follw happened with the 

Buddha's attainment of final Nibb na.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early Mah parinirvaṇasuttanta  texts have come 

a long way from the time when it was chiefly concerned 

with literal comparisons between beliefs.

The Buddha and Cakkavatti resemble each other in 

Funeral ceremonies. That is to say, Cakkavatti king is- 

“The body of a Cakkavatti kings is wrapped in new cotton 

cloth, … it is placed in an iron coffin filled with oil, which 

is then covered with another iron coffin. A funeral pyre of 

fragrant wood is piled up, set a fire,…are paid with 

offerings of perfumes, garlands, flowers, incense, and 

music.” All of these events are preceded by a long history 

of Cakkavatti funeral toward Buddha funeral. It is last day 

when Buddha's funeral practiced to community on a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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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in festival. The relation of Buddha and Cakkavatti 

kings in funeral ceremony toward a positive view is almost 

a history of manners, on its theatrical side, and certainly an 

example of cultural mutuality.

Key words : Buddha, Cakkavatti, funeral ceremony, festival, 

community, cultural mut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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