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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가 설한 왓지국의 7불쇠법

원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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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붓다가 제시한 국가 공동체의 원리. Ⅱ 붓다와의 련성. Ⅲ 국가 

공동체의 원리로서의 7불쇠법. Ⅳ 7불쇠법의 의의.

요약문 [주요어: 붓다, 왓지국, 7불쇠법, 국가 공동체]

기 열반경 텍스트의 이 에피소드는 ‘왓지국의 7불쇠법’에 한 

것이다. 국가 공동체에 심을 보인 붓다는 불교가 개인의 해탈을 한 

종교라는 학설과 더불어 출가자가 몸담고 있는 국가 공동체 기능에 

련한 이야기를 한다.

붓다는 “자주 모이고 많은 모임을 가질 것, 통일 으로 모이고, 통일

으로 일어날 것, 이미 규정된 것을 새로 정하지 않을 것, 노인을 공경

하고 존경할 것, 좋은 집안의 여자들과 소녀들을 강제로 끌어다 살지 

않을 것, 왓지 탑묘를 공경하고 존경할 것, 아라한을 보호하고 존경할 

것”이라는 7가지 국가가 쇠망하지 않은 법을 설했다. 이 법들은 국가 

성장을 한 교리와 합한 정치  안목을 제공한다. 붓다는 폐쇄 인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를 지지한다. 화합의 기운이 되는 것

은 열려 있는 유기 인 체계 아래서 가능하다.

Ⅰ. 붓다가 제시한 국가 공동체의 원리

붓다는 왜 기 열반경 텍스트 입의 에피소드에서 상가 공

동체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를 해 설득력 있는 법들을 다루었는

가? 이 텍스트는 출세간이 아니라 세간의 입장에서 시작된다. 붓

다는 출가 수행자 다. 출가수행자인 붓다가 열반이라는 한 

사건을 앞에 두고 국가 공동체의 화합을 주장한 것은 불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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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부분의 견해에 의하면, 붓다

는 국가 공동체에 무 심했다고 생각되지만, 국가 성장을 해 교

리와 합한 정치  안목을 제공한다.

이 에피소드가 갖는 의의는 일반 인 편견의 불식에 있다. 오해

의 불식은  하나의 큰 벽을 넘는 것처럼 어렵지만 근거가 제공

된다면 가능하다. 그 근거는 바로 ‘왓지국이 쇠망하지 않는 가르

침인 7불쇠법(七不衰法)’이란 에피소드이다. ‘왓지국의 7불쇠법’은 

화합이라는 테마가 상가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 공동체에서도 

쓰 다는 것을 보여 다. 화합의 차원에서 조직의 건실함을 어떻

게 리할 것인가를 이 에피소드에서 논하고 있다. 붓다는 폐쇄

인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를 지지한다. 화합의 기운이 

되는 것은 열려 있는 유기 인 체계 아래서 가능하다. 

붓다는 어떤 공동체이든지 조직을 운 하기 해서는 그 공동

체 구성원들의 동의가 제되어야 하며 그런 동의가 제되기 

해서는 화합이라는 목 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구

성원들의 안  확보와 신뢰를 한 체계 인 시스템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붓다는 체계 인 이론에 따르는 성장을 간 했

으며, ‘왓지국이 쇠망하지 않는 가르침’이라는 에피소드는 구성원

들의 화합 인 방법론으로 일 하 고, 잇달아 나오는 에피소드는 

붓다의 입멸 후의 상가 공동체 화합을 강조하 다. 화합은 멸망이 

아니면 성장이라는 기로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그런데 상가 공동체의 화합이라는 문제에 앞서서 붓다는 국가 

공동체에 많은 이해력을 가졌다. 국가 공동체와 상가 공동체는 그

릇 안의 구슬과 같은 연 성을 가졌고 연기 으로 상호 긴 한 

계 아래 있다. 붓다는 연기  시스템으로 국가 공동체 조직을 

체계 으로 간 했고 더 나아가서 상가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가 

도움을 주고받는 기능  계를 인정한 것이다. 

국가의 여러 사람들의 의견, 다양성, 그리고 이해 계 립을 

조 하는 것은 종교  의도와 무 하지 않다. 종교 집단은 결코 

국가와 결별될 수 없다. 붓다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국가에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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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수 있는 차원 높은 수행자의 자세이다. 출가자가 좋은 원

리로 국가 공동체에 이익이 된다면, 그 원리는 다시 출가자에게 

돌아가는 피드백 효과를 가진다. 이것은 연기의 순환  원리이다.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이 에피소드를 본다면, 고  공동체의 원리

가 순환  시스템을 가지는 동시에, 미래지향 인 가르침을 지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환 ’이라는 것은 각각의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에 향을 주고받는 계를 말하며, 연기법의 상호 의존성

에서 맥락을 찾을 수 있다. ‘미래지향 ’이라는 것은 건 한 국가

를 운 하기 한 가르침으로써 후 에도 통용되는 연기의 피드

백 효과인 것이다.

붓다가 왓지국을 해 설한 에피소드이다. 아자따사뚜왕(Aj tas

attu, 기원  491～459년경)이 왓지국을 정벌하기 해 붓다에게 

쟁의 성공여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하며, 붓다는 7불쇠법을 거론

해서 쟁을 막는다. 7불쇠법의 내용은 ‘자주 모임, 통일 인 모

임, 정해진 규칙의 수, 노인 공경, 여성 존 , 탑묘 공경, 아라한 

존경’이다. 우선 붓다와 련된 아자따사뚜 왕과의 인연, 그리고 

붓다와 왓지국의 연 성을 살펴보자. 

Ⅱ. 붓다와의 련성

1. 붓다와 아자따사뚜의 인연

아자따사뚜왕은 붓다가 처음 출가했을 때, 가비라성으로 돌아

가서 나라를 통치할 것을 권한 빔비사라(Bimbis ra)왕의 아들이

다. 아자따사뚜는 붓다 말년에 아버지인 빈비사라왕을 가두고 왕

를 찬탈한다. 그는 왕권이 뒤바  뒤에 오는 무상감, 굶주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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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사랑 등을 체험한다. 고 에서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권을 찬

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 국가에서 권력에 한 욕심은 친족 

살해라는 극단 인 형태로 나타났다. 

아자따사뚜는 데와닷다(Devadatta)와 연계해 붓다를 상가 공동

체에서 제거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었다. 그러나 왕 를 찬탈한 뒤 

데와닷다와 결별하게 되자 다시 붓다에게 호의를 갖게 된다.1) 아

자따사뚜도 나 에 자기 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해 왕권을 빼앗겼

는데2), 우리는 그에게서 비참한 정치  딜 마를 읽어낼 수 있다.

그 다면 기 열반경에서 아자따사뚜에게 집 하고 있는 에

피소드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아자따사뚜왕은 ‘왓지국의 쇠망하

지 않는 가르침’에서 이야기를 개하는 인물이다. 빨리본에서 주

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자따사뚜왕은 신(am tya)을 시켜서 왓지족을 멸망시키려고 

붓다에게 자문을 구한다. 하지만 붓다는 마가다 아자따사뚜왕에게 

왓지국을 정복할 묘안을 주지는 않았다. 붓다는 국가에 한 미래

지향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단을 내렸다. 이런 단

은 의도된 것으로, 붓다와 아난의 화형식을 신이 듣게 다는 

사실에 있다. ‘왓지국이 쇠망하지 않는 가르침’은 붓다가 직  

신에게 설한 것이 아니다. 신 바사카라(Vassak ra)는 아자따사

뚜의 명을 받고 격식과 의를 갖춰 붓다에게 청한 후에 붓다가 

아난에게 말한 것을 들었다. 신 바사카라는 바라문의 신분이며, 

붓다는 크샤트리아 출신이지만 성의 있게 물었다. 이것은 B.C. 

6～7세기경에 일어난 사건으로 카스트제도에서 바라문이 크샤트

리아에게 자리를 내주는 과도기  시기에 있었던 일로 보여진다. 

붓다는 왓지국이 강성해서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에 

있는 신을 설득한다. 붓다는 신을 통해서 아자따사뚜에게 설

득력 있는 권고를 했다. 더 나아가 극 으로 쟁의 불가함을 

제시해 국가 공동체를 존립시키려고 하 다. 종교 으로 본다면, 

1) Etienne(1988) pp. 19-20.

2) 아키라(1991) p.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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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살생(ahiṃsa)라는 입장을 권장한 셈이다.

이 두 사람의 계는 텍스트 후반부에서  한번의 긴 한 

계로 연결되는데, 후에 왕은 붓다의 외호(外護)자가 고 붓다 열

반 뒤에는 붓다의 말 을 결집하는 데 도움을 다. 그리고 왕은 

붓다 열반 후에 사리분배에도 참여한다.3) 고 의 왕은 국가 권력

의 자 고, 상가 공동체도 왕의 보호 아래 발 했다. 고 에 

국가와 불교와의 계가 이 에서 잘 설명된다. 당시 바라문 종교

와 자유사상가의 등장 등 사상계의 각축장에서 불교가 속한 발

을 이룩하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물론 붓다 개인  

탁월성과 교법의 훌륭함 등에 힘입은 바이지만, 이 한 국가와의 

계 없이는 불가능하 을 것이다.4) 기 열반경 텍스트에서 

아자따사뚜왕과 붓다의 계는 상가 공동체가 발 할 수 있었던 

결정 인 요인을 제공한다. 반에 나오는 ‘왓지국에 한 에피소

드’와 후반에 나오는 ‘사리분배 에피소드’로 볼 때 불교가 왕의 보

호 아래 발 했다는 구체  사례가 성립된다. 

2. 붓다와 왓지국의 연

붓다 시 의 정치체제는 두 개의 구별되는 국가 형태로 특징지

을 수 있다. 군주제왕국과 부족 공화국(gaṇa-saṃgha)이다. 그

다면 왓지국과 마가다국은 어떤 나라 는가? 가장 큰 공화제 국

가인 왓지안(Vajjian) 연합은 강가 북쪽 간닥(Gandak)의 강 동쪽

을 지배했다.5) 여덟 개의 연합국으로 구성된 연맹체제는 일반

3) 불 간행회(1994) p. 168.

4) 신성 (1997) p. 311.

5) Chakravarti(1987) p. 7. 불교와 자이나교 문헌에서 16개의 국가들이 

언 되어 있다. 16개 역국가 가운데 특히 요한 국가는 4개이다. 이 

국가들은 마가다(Magadha), 꼬 라(Kosala), 방사(Vaṃ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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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정되지만, 왓지안 연합의 정확한 구성에는 논란이 있다. 

이들 공화제 국가는 후기 베다 시 에 왕국들의 힘이 차 커지

고 왕에게  권력이 집 되는 데 따른 반작용으로 나타난다. 

기 베다 시 의 공화제 통은 이 변화를 따르지 않았고, 일

부 사람들은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해 동쪽으로 이주했다. 이 

은 붓다 시 에 융성한 공화제를 볼 때 명백하며, 공화제국가들이 

과거에 왕의 통치를 받았다는 서술을 통해 설명된다.6) 불교 문헌

에서는 마우리아 왕조의 성립을 끝으로, 확 되는 정치  통합의 

일부과정을 볼 수 있다.7) 이러한 정치  통합과 확  과정은 정치

가 효과 으로 행사될 수 있는 행정체제의 필요성을 두시켰다.

불교 문헌에서 행정체제의 료가 존재함은 ‘ 신’을 거론한 것

으로 알 수 있다. 기 열반경 텍스트에도 신의 등장은 있었

다. 신은 이 에피소드에서 아자따사뚜의 명을 받고 붓다에게 문

의한다. 열반경 텍스트에 보이는 신은 그 당시 정치의 행정체

제의 수 을 알게 한다. 이 시기는 거 한 료 정치의 출발 으

로 간주된다. 아자따사뚜의 아버지, 빔비사라왕은 인도에서 효과

인 료정치의 가치를 최 로 인식한 왕이다. 따라서 신, 감

독자, 고문 을 별개의 사회  그룹으로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일

이 아니다.8) 마가다국이 정치 사회 인 체계를 조직 으로 갖추

고 있었음은 이 ‘ 신, 감독자, 고문 ’에게 독립  지 를 허락한 

것으로 볼 때 명백하다.

토의 확장과 통합을 향한 상황에서 기본방침은 정치가 윤리

인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며, 아자따사뚜는 그러한 형

인 사례를 보여  인물이다. 아자따사뚜가 통치하는 마가다는 강

아반띠(Av nti)이다. 이들 4개 국가는 서로 군사  긴장 계에 있었고, 

이러한 인 모습은 당시의 정치사에 있어서 주요한 모습이었다. 

한 군주제 왕국들과 공화국들 사이에도 알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6) Sharma(1968) p. 239.

7) Ray에 따르면, B. C. 600-320년 사이의 기간 동안 강가 유역의 발 은 

길고 힘겨운 국가형성의 과정을 보여줬다. Ray(1975-1976) p. 136.

8) Majumdar(1960)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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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안의 항구 지배권을 둘러싸고 왓지족과 다툼을 벌 다.9) 갠

지스 강의 지배가 얼마나 요한가는 이들의 치에서 드러난다. 

강을 통한 물자수송은 육상수송보다 비용이 훨씬 고 용이해서 

교역량이 날로 증가했다.10) 군주제왕국과 공화국들 사이의 다툼

은 그들의 독특한 정치․사회경제 체제를 지키기 해서 배수진

을 치고 싸웠다는 특징을 가졌다. 아자따사뚜는 장기 이고 계획

인 쟁11)을 통해 왓지족을 정복했다고 해진다.12) 하지만 

기 열반경 텍스트 상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은 역사 속에 묻어 두겠다. 

그 다면 붓다와 왓지국는 어떠한 련이 있는가? 아자따사뚜

가 자문을 구하기 에 붓다와 왓지국은 연결되었는가? 이러한 

일련의 의문과 가정을 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붓다는 아자따사뚜

가 왓지국을 정벌하려는 야망을 견하며, 신을 보내 자문할 것

이란 것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터 쟁의 기운을 감지하

고 왓지국에게 ‘7불쇠법’을 알려 다.

붓다는 설득력 있는 공동체의 원리를 설명해야 함을 감지했고, 

왓지국이 강건하게 자리잡고 있어 멸망시키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의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이러한 상황은 붓다와 7불쇠법

이 련있으며, 기 열반경 텍스트가 ‘붓다의 의도’로 구성 다

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텍스트에서 붓다의 의도를 찾아가는 

과정은 역사  근거를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원리를 찾는 것이

다. 7법 스토리의 시작을 한역 경 에서 살펴보자.

옛날에 내가 월지국의 정조 신사에서 머물 는데 … 7가지 법인 

태롭지 않는 도를 설명했다.13)

9) Basham(1964) p. 73.

10) Basham(1964) p. 77.

11) DN Ⅱ, p. 70. ; P talig ma의 축성에 한 언 을 통해 볼 때 명백하다.

12) Basham(1964) p. 75. 열반경의 흐름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에 해서는 유보한다.

13) TD 1, 176a02-176c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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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월지국은 왓지국을 한역한 것이다. 반니원경을 근거

로 할 때, 붓다는 에 왓지족에게 일곱 가지 법을 설명했다. 

군가에 의해 ‘7불쇠법’이 숙지된 상태이며 그 군가는 붓다임을 

입증된다. 불반니원경에서 ‘근칙’이라는 원리를 물었는데, 내용

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붓다에게 월지국의 장로들이 “아사세왕이 정벌하고자 하니, 스

스로 나라를 지킬 근칙”을 물었다. 이때 붓다는 “일곱 가지 법으

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14)고 하 다. 이 경 은 회상하는 듯한 

장면으로 개한다. 이 두 경  반니원경과 불반니원경에 의

하면, 붓다는 이 에 왓지국에게 ‘쇠망하지 않는 7가지 가르침’을 

설명했다. 빨리본의 개 방식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아자따사뚜는 왓지국의 정복을 붓다에게 문의한다. 어느 학 의 

서술이 사실과 가까운지는 알기 어렵지만, 가장 고  텍스트로 알

려진 빨리본과 반니원경 그리고 불반니원경은 다른 차이를 

보인다. 기 열반경 텍스트 에 반니원경과 불반니원경은 

그 유사성에서 이본들보다 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차이가 주

목된다.

 이 회상 장면은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우선 붓다는 

아자따사뚜가 신을 보내기 에 왓지국에게 조언할 만큼 국가

와 사회에 한 넓은 식견을 소유한 것이다. 그는 열반에 들 것을 

견한 것처럼, 왓지국에 한 마가다국의 야심을 언했다. 마가

다국은 왓지국의 국력이 커져감에 따라 기를 느 다. 반니원경

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계를 드러냈다. 마가다국은 왓지국의 

풍성한 재력과 소유물들로 인해 침략하려는 의도를 확실하게 보

다.15) 다른 경 들인 불설장아함경, 우세경, 근본설일체비

14) TD 1, 176a02-176c13 ; “佛 , 我昔嘗往到越祇國, 國有急疾神 , 

我止 其中, 越祇國中諸長老, 皆來語我 , 阿闍世王, 欲來伐我國. 

我曹謹敕自守國. 佛 , 我卽告諸長老, 莫 莫恐, 若曹持七法. 阿闍世王來 , 

不能勝汝.”

15) TD 1, 176a02-176c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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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잡사에서는 조 씩 다르다. 이것은 여러 학 에서 독자 으

로 경율을 소유했다는 증거다. 빨리본과 반니원경의 차이도 확

연하다. 빨리본에 의하면, 왓지국이 강성해지자 마가다국은 방어

인 입장에서 쟁을 시작하려 했다.16) 반니원경에서는 마가

다국과의 계가 원만하지 않음을 하나의 이유로 내세웠다. 한 

왓지국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한 동경을 쟁의 조건으로 내세

웠다. 결론 으로 왓지국이 강성했다는 사실은 공통된다.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붓다가 석가족의 민주 인 

방식을 소유한 공화제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국가  식견을 

습득한 상태 고, 그래서 붓다는 왓지국에게 가나와 상가의 집단

 성격인 공화제 국가 체제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석가족들

은 정치  독립과 그들만의 특별한 습 과 생활에서 분리된 사회

인 형태를 지녔다.17) 붓다가 태어나기 부터 석가족들의 사회

 독립은 자연스럽게 붓다에게 향을 주었다. 붓다가 정치  자

유와 사상의 자유를 제공하는 정치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체득

했을 것이다.

불반니원경에 보이는 이 회상 장면으로, 붓다는 왓지국을 

해서 이미 ‘7불쇠법’을 말했고, 그 설법을 실행한 왓지국은 강건한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붓다와 왓지국, 둘 사이의 

계는 이미 하나의 원리로 묶여 있다. 원리를 달한 붓다와 그 원

리를 실천한 왓지국은 친 할 수밖에 없었다. 

바라문이여! 나는 한때에 베살리에 있는 사란다 탑묘에 머물 다. 

그곳에서 나는 왓지족에게 이 일곱 가지 멸하지 않는 법들을 가르쳤

다.18)

빨리본은 다른 경 들과 다르게 구체 인 회상 장면은 아니지

16) MPS [DN. 1.xvi.] p. 72, 2.

17) Dutt(1960) pp. 170-171.

18) MPS[DN. xvi. 1] 2-7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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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붓다가 이미 7불쇠법을 설한 것은 인정했다. 이런 단편을 살

펴볼 때, 고  공동체가 역사 으로 발 음을 알 수 있다. 왜냐

하면 ‘7불쇠법’이라는 공동체 원리가 이미 고  국가에서 용되

고 있었기 때문이다. 붓다 시  이 부터, 국가는 강력한 국왕을 

심으로 통치되는 체제와 뛰어난 정치  시스템으로 운 되는 

공화제 성격을 가졌다. 왓지국은 여덟 개의 연합국으로 이루어졌

기에 공동체  합의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었다. 7불쇠법은 공동체

의 합의에 맞을 뿐만 아니라, 독립 으로 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 으로 용된다.

붓다는 도 인 가르침으로서 방  차원의 법을 제공했는데, 

이는 집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화제 성격을 가진다. 이런 공

화제 성격은 후에 종교, 경제에도 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실상 

붓다가 상가 공동체를 세운 것은 공화제의 공동체  시스템을 숙

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 공동체의 원리가 되는 7불쇠법의 

각 조목들을 열반경 텍스트에서 살펴보는 것은 역사와 시  

배경에서 공동체의 의미를 드러내는 작업이다.

Ⅲ. 국가 공동체의 원리로서의 7불쇠법

왓지국이 강성한 원인에 해 경 들에서는 ‘7불쇠법’으로 귀결

시켰다. 여기서는 빨리본, 불반니원경 그리고 붓다고사의 주석

으로 해석된 공통 인 ‘7불쇠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에피소드

는 붓다가 국가 경 의 기본 원칙을 유언으로 남긴 것이다.

“왓지족들이 자주 모이고 많은 모임들을 가진다.”라고 는 들었느

냐?

덕이시여, ‘왓지족들이 자주 모이고 많은 모임들을 가진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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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왓지족들이 자주 모이고 많은 모임들이 있는 동안에는 왓지

족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성장만이 기 된다.19)

첫 번째로, ‘자주 모임, 많은 사람들이 모임’의 방식은 공동체 

구성원의 결속과 련된다. 고  국가에서 국왕이  권력을 

가졌다면, 사람들의 모임을 자주 갖는 것은 불가능했다. 고  국

가에서  군주 체제와 다른 방식을 소유한 국가들의 등장으로 

공동체의 집회 방식은 주목된다. 고  국가를 과두 정치와 민주  

체제를 가진 나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들 국가가 여러 종족을 

포함해 국가를 형성하는가, 아니면 단일 종족만으로 제한하는가로 

구분된다. 정치 인 권 가 높을수록, 종족의 모임에서 용되는 

방식은 투표나 의사 결정을 하기 한 모임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도자의 독단으로 결정된다. 왓지족의 ‘자주 모임’에는 은이와 

노인 구성원을 포함하고, 그들은 국가의 사에 참여하게 해서 

그 모임 자체에 통치  권력을 부여하 다. 

군주제와 공화제는 다른 방식이다. 공화제 국가에서 요한 이

슈는 원들의 재나 만장일치에 의해 결정된다. 인도 고  국가

의 공화제 방식의 요한 특징  하나는 회의당에 은 사람들

과 나이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 사를 의논했다는 

이다. 국가의 주권은 어떠한 외부 권력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

다. 국가 주권은 국가 구성원의 자발 인 모임과 회의에 의해 결

정된다. 왓지족은 왓지국 사람들을 의미한다. 모임과 회의는 왓지

국 사람들에 의해 진행된다. 불반니원경에서 붓다는 “월지국 사

람들이 자주 서로 모여 정사를 논의하며 힘써 비하여 스스로 

지킨다.”며, “이와 같다면 들은 쇠하지 않으리라.”20)라고 했다. 

19) MPS [DN. 1.xvi.] 4 ; …`kin ti te nanda sutaṁ, vajj  abhiṇhaṁ 

sannip t  sannip ta-bahul  ti?' `sutaṁ me taṁ bhante vajj  abhiṇhaṁ 

sannip t  sannip ta-bahul  ti.' `y vak  vañ ca nanda vajj  abhiṇhaṁ 

sannip t  sannip ta-bahul  bhavissanti, vuddhi yeva nanda vajj  naṁ 

p ṭikaṅkh  no parih ni. 해석에서 ‘아난이여!’라는 호격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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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본이 ‘자주 모임’을 강조했다면, 불반니원경은 ‘자주 모여 

정사를 논의한 것’이 특징이다. 정사를 논의한 것은 생각의 자유

를 나타낼 수 있다. 생각의 자유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정치  

자유를 양성하는 민주 인 원칙에서 나왔다. 붓다고사는 “자주 모

이지 않는 자들은 사방팔방에서 들려오는 가르침을 듣지 못한

다”21)고 주석한다. 한 어떤 마을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건

을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 도 의 출 이나 다른 나라의 침입 등

은 마을에 모임이 없다면 경계하고 주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멸망할 수 있다. 자주 모이는 자들은 정보

를 공유하고, 이런 런 소식을 들음으로 해서 군 를 보내 을 

멸할 수도 있다. 서로 모여 정사를 나 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붓다고사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방어

인 입장으로 자주 모임을 강조한다. 기 열반경 텍스트에 보

이는 ‘자주 모임’을 민주 인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방

어 인 입장으로 이해할 것인가는 경 들과 주석서의 편찬자들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 

“왓지족들이 통일 으로 하나로 모인다, 하나로 일어난다, 하나로 

왓지족들의 해야 할 일들을 한다.”라고 는 들었느냐?

덕이시여, ‘왓지족들은 통일 으로 모인다. 통일 으로 일어난다. 

통일 으로 왓지족들의 해야 할 일들을 한다’라고 는 들었습니다.

왓지인들이 통일 으로 모일 것이다, 하나로 일어날 것이다, 하나로 

왓지족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할 것인 한에서는 왓지족들의 멸망이 아

니라 성장만이 기 된다.22)

20) TD 1, 160c06-160c08 ; “佛告阿難, 汝寧聞越祇國人, 數相聚 , 講議政事, 

修備自守不, 曰, 聞其數相聚 , 講議政事, 修備自守, 佛 如是, 彼爲不衰.”

21) MPSV, p. 521.

22) MPS [DN. 1.xvi.] 2-73 ; kin ti te nanda sutaṁ, vajj  samagg  

sannipatanti samagg  vuṭṭhahanti samagg  vajj  -karaṇ  y ni karont  

ti?' `sutaṁ me taṁ bhante vajj  samagg  sannipatanti samagg  

vuṭṭhahanti samagg  vajj  -karaṇ  y ni karont  ti. `y vak  vañ ca 

nanda vajj  samagg  sannipatissanti samagg  vuṭṭhahissanti 

붓다가 설한 왓지국의 7불쇠법 ∙ 1 5 1

‘통일 으로 하나로 모이고, 일어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란 구성원들의 의견일치를 말한다. 붓다고사 주석서에 의하면, 이 

부분은 ‘모인 자들은 다시 생각하고 할 일을 하고 나서 혼자서 독

단 으로 행하지 않고 통일 으로 일어난다’23)로 주석된다. 한 사

람의 행 가 정해지면,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앞에 행한 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체 인 단합이 이루어진다. 쟁 등과 같

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서로가 일치 단결한다. 주석서의 의미가 

구체 이지만 기 열반경 빨리본에서 언 된 귀를 이해시키

는 데 도움을 주며 다른 문장의 주석과는 다르게 어 나지 않았

다. 한 빨리본과 주석서가 같은 언어로 되어 있어 한역 경 에 

보이는 다른 유입된 사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불반니원경에서는 “월지국 사람들은 군신이 서로 화합하고 

맡은 바에 충실하고 일하게 서로 받들어 기용한다.”24)고 한다. 

이 경 은 빨리본의 ‘통일 으로 모이고 일어나고 해야할 일들을 

한다’는 의미를 ‘군신들이 화합하고 맡은 바에 충실하고 서로 받

들어 기용한다’라는 집단의 상하 계로 구체화한다. 군신의 계

로 표 해 유교  분 기가 많이 난다. ‘서로 받들어 기용한다는 

것’은 군주는 신하를 부리되 받들어서 하고 신하는 군주를 섬기되 

충성하는 것을 말한다. 유교 경 에서 화합은 임 과 신하의 상하 

계의 질서를 말한다고 하겠다. 빨리본의 ‘통일 으로 하나로’라

는 의미는 상하 개념을 찾아볼 수 없고 집단의 통일성과 일치성

을 강조하므로 불반니원경과는 다르다.

“왓지족들은 이미 규정된 것은 새로 정하지 않는다, 그들이 정한 옛 

왓지국의 법들을 지니고 실행하는 것과 같이, 이미 정해진 것을 괴

samagg  vajji-karaṇ  y ni karissanti, vuddhi yeva nanda vajj  naṁ 

p ṭikaṅkh  no parih ni. … 략… 호격 생략함. 반복 인 귀는 

왓지국의 정벌이 불가함을 인식시켰다.

23) MPSV, p. 521.

24) TD 1, 160c09～160c11 ; “越祇, 君臣常和, 所任忠良, 轉相承用不, 曰, 

聞其君臣常和, 所任忠良, 轉相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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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라고 는 들었느냐?

덕이시여, ‘왓지족들이 이미 정했던 것을 새로 정하지 않는다, 그

들이 정했던 옛 왓지국의 법들을 지니고 실행하는 것과 같이, 정했던 

것을 괴하지 않는다’라고 는 들었습니다.

왓지족들은 이미 정했던 것을 새로 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정

했던 옛 왓지국의 법들을 지니고 실행하는 것과 같이, 정했던 것을 

괴하지 않는 한, 왓지족들의 멸망이 아니라 성장만이 기 된다.25)

‘이미 정해진 일 된 규칙을 어기지 말라’는 공동체에 이로움을 

주는가? 왓지국처럼 독립된 국가들은 자신만의 습과 특별하고 

독특한 의식들을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석가족들에게 자신

의 습과 특별한 의식이 있었던 것과 같다. 붓다로 인하여 이러

한 고유한 법들은 인정받았다. 특별한 형태의 정부, 자유로운 기

구, 습과 종교 인 견해는 인도 통 시 를 엿볼 수 있는 기회

를 우리에게 다. 숙고된 행 와 규범들은 고  인도 이 부터 

내려왔으며, 통이란 이름으로 보존되고 있다. 

불반니원경에서 이 부분은 이해하기 쉽다. “월지국 사람들이 

법을 받들어 서로 따르며 취함이 없고 바라는 것도 없어 과실이 

있지 않다.”26)고 정하 다. 붓다고사 주석서를 의역한다면, ‘이

미 정했던 것을 새로 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 의 습, 통, 

제도, 형벌을 새롭게 고쳐서 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옛날의 습으로부터 온 것은 통을 고수한다는 의미다. 새로운 

25) MPS [DN. 1.xvi.] 2-73 ; kin ti te nanda sutaṁ vajj  appaññattam na 

paññ penti, paññattaṁ na samucchindanti, yath  paññatte por ṇe 

vajji-dhamme sam d ya vattant  ti?' `sutaṁ me taṁ bhante vajj  

appaññattaṁ na paññ penti, paññattaṁ na samucchindanti, yath  

paññatte por ṇe vajji-dhamme sam d ya vattant  ti.' `y vak vañ ca 

nanda vajj  appaññattaṁ na paññ pessanti, paññattaṁ na 

samucchindissanti, yath  paññatte por ṇe vajji-dhamme sam d ya 

vattissanti, vuddhi yeva nanda vajj  naṁ p ṭikaṅkh  no parih ni. 

호격은 생략함.

26) TD 1, 160c11-160c12 ; “越祇國, 奉法相率, 無取無願, 不敢有過不.”

붓다가 설한 왓지국의 7불쇠법 ∙ 1 5 3

것의 시작은 과거에 제정된 법을 버리는 것이다. 법이 바뀜으로 

해서 혼동이 올 수 있다. 부터 지켜오던 것이 새롭게 바 다

면, 그 새로운 법에 따라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을 정비해야 한다. 

를 들어, 안 하게 생각되던 장소가 새로운 법에 의해 힘을 잃

을 수도 있으며, 에는 불법이던 것이 정법으로 변할 수 있다. 

하나의 원칙으로 일 해야만 나라가 번성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는 제 군주제도에서 군주가 자신의 마음 로 법을 바꿀 수 있

는 사태를 우려한 것이다. 형벌에 있어서도 공동체 구성원에게 일

되어야 공동체는 성장할 수 있다.

“왓지족들이 왓지국의 노인들을 공경하고 존경한다, 그리고 그들에

게 올려야 할 것을 생각한다.”라고 는 들었느냐? 

덕이시여, ‘왓지족들이 왓지국의 노인들을 공경하고, 존경한다. 그

리고 그들에게 올려야 할 것을 생각한다’라고 는 들었습니다.

왓지족들이 왓지국의 노인들을 공경하고, 존경할 것이다, 그리고 그

들에게 올려야 할 것을 생각하는 한, 왓지족들의 멸망이 아니라 성장

만이 기 된다.27)

효(孝)와 경(敬)의 사상은 공동체에 이로움을 다. 효는 각 종

교에서 공동으로 존 하는 것이지만 불교에서 더욱 효를 존 함

을 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유교보다 더 효를 강조한다는 주장도 

있다.28) 붓다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고 공양하도록 권한

다. 불반니원경에서는 “월지국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

27) MPS [DN. 1.xvi.], 2-73 ; kin ti te nanda sutaṁ vajj  ye te vajj  naṁ 

vajjimahallak  te sakkaronti garukaronti m nenti pūjenti tesañ ca 

sotabbaṁ maññant  ti?' `sutaṁ me taṁ bhante vajj  ye te vajj  naṁ 

vajjimahallak  te sakkaronti garukaronti m nenti pūjenti tesañ ca 

sotabbaṁ maññant  ti.' `y vak vañ ca nanda vajj  ye te vajj naṁ 

vajj  mahallak  te sakkarissanti garukarissanti m nessanti pūjessanti 

tesañ ca sotabbaṁ maññissanti, vuddhi yeva nanda vajj  naṁ 

p ṭikaṅkh  no parih ni. 호격 생략함.

28) 蔡尙思(2000)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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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과 웃어른에게 겸손하고 온순하며 훈계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인

다.”29)고 한다. 붓다고사 주석서는 ‘왓지국에서 노인들을 공경하는 

이유는 그들에게서 의 통과 경험을 배울 수 있기 때문’30)이

라고 했다. 노인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왓지국을 해 충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은 방향으로 충고할 것

이다. 불반니원경에서는 부모, 스승, 웃어른의 가르침을 지키고 

따르라고 하면서 빨리본보다 상을 구체 으로 지시한다. 훈계하

고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석서의 의도와 같다.

“왓지 마을에 사는 좋은 집안의 여자들과 소녀들을 힘으로 끌어다 

살게 하는 일이 없다.”라고 는 들었으냐?

덕이시여, ‘왓지족들이 좋은 집안의 여자들과 소녀들을 힘으로 끌

어다 살게 하는 일이 없다’라고 나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왓지족들이 좋은 집안의 여자들과 소녀들을 힘으로 끌어다 

살지 않는 한, 왓지족들의 멸망이 아니라 성장만이 기 된다.31)

국가 성장의 차원에서 여성은 요하다. 이 항목은 여성 문제를 

시사한 것이다. 경 에서 말하는 힘이란 ‘강제’다. 권력이나 재력

을 가진 자가 가난한 양가의 부녀자를 강제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들을 힘으로 끌어다 살게 하

는 일이 없다’는 말은 여성이 그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

는 것이다. 즉 그들의 힘으로, 의지로 행동한다는 것이지, 부모나 

배우자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은 가족의 구성원 

29) TD 1, 160c15-160c17 ; “越祇, 孝於父母, 遜弟師長, 受誡敎誨不, 

曰聞其孝於父母, 遜弟師長, 受誡敎誨.”

30) MPSV, p. 521. 

31) MPS [DN. 1.xvi.] 2-74. ; kin ti te nanda sutaṁ vajj  y  t  kulitthiyo 

kula-kum riyo t  na okkassa pasayha v sent  ti?'`sutaṁ me taṁ 

bhante vajj  y  t  kulitthiyo kulakum riyo t  na okkassa pasayha 

v sent  ti.'`y vak  vañ ca nanda vajj  y  t  kulitthiyo kulakum riyo 

t  na okkassa pasayha v sessanti, vuddhi yeva nanda vajj  naṁ 

p ṭikaṅkh  no parih ni. 호격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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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이며, 부인들과 시집가지 않는 여자들을 강제로 잡아두

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 여성은 재산이나 소유물이 아니

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가족의 요한 구성원이다. 기 경 에서 

붓다는 여성을 차별하지 않았다. 불반니원경에서는 “월지국 사

람들이 (禮)로 교화하여 삼가 공경하며, 남자와 여자가 유별하

고, 장유(長幼)가 서로 섬긴다.”32)라고 했다. 부부유별(夫婦有別)은 

남녀 존 을 기본 틀로 한다. 통치의 형태가 개인의 생활에 향

을 미친다. 왓지국은 민주 인 통치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건 통

치 체제와 구별된다. 

불반니원경의 ‘ (禮)로써 교화하고 공경하는 것’은 형식과 겉

치 가 아니라 상 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아함의 
우세경에서는 이 부분을 ‘남의 아내나 남의 처녀를 범하지 않는

다’라고 하여 여성과 가정의 소 함을 강조했다. 이 조목은  

공동체 문제와도 긴 하게 계된다. 보다도 고 에 이런 조

항이 구체화 다는 에서, 여성 개인과 공동체의 존립이 서로 긴

한 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항목은 국가의 쇠하지 않는 

가르침의 하나로 주목된다.

“왓지인들이 안 으로 있는 왓지인들의 왓지 탑묘를 공경하고 존경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에 주어진, 이 에 행해진 바른 제례를 잊

지 않고 행한다.”라고 는 들었는가?

덕이시여, ‘왓지인들이 안 의 왓지인들의 왓지 탑묘들을 공경하

고 존경한다, 그리고 그들이 이 에 주어진, 이 에 행해진 바른 제례

를 잊지 않고 행한다’라고 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왓지인들이 안 의 왓지인의 왓지 탑묘들을 공경하고 존경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에 주어진, 이 에 행해진 바른 제례를 

잊지 않고 행하는 한 왓지족들의 멸망이 아니라 성장만이 기 된다.33)

32) TD 1, 160c13-160c14 ; “越祇, 禮化謹敬, 男女有別, 長幼相事不, 

曰聞其禮化謹敬, 男女有別, 長幼相事.”

33) MPS [DN. 1.xvi.] ; kin ti te nanda sutaṁ vajj  y ni t ni vajj  naṁ 

vajji-cetiy ni abbhantar ni c' eva b hir ni ca t ni sakkaro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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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祭 )는 국가 성장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가? 고  인도

에서 탑묘에 한 공경은 종교 인 성향을 띠었다. 왓지인들이 행

하는 왓지 탑묘 공경은 자신들 조상에 한 의례 행 기 때문

에 결속을 다졌을 것이다. 탑묘 공양 자체가 자신의 수행, 내세와 

련된 것으로 여겨졌다. 불반니원경에서는 “월지국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받들고, 사직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사시(四時)를 

받들고 섬긴다.”34)고 했다. 이 경 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유교

인 맥락과 연결된 듯이 보인다는 이다. 하늘과 땅을 받들고, 

사직, 사시를 거론한 것은 유교  시 상과 맞물린다. 기 열반

경 텍스트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반니원경은 텍스트가 

국으로 넘어가 다시 재편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인도에서는 제의 형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인도의 제의 형

식을 국인들은 자기 나름 로 천인 사상, 주역 사상, 제사 의식 

등의 의례  요소와 혼합시켜, 해석 방식에서 륙 인 이미지를 

남겼다. 인도에도 나름 로의 제의 형식이 있지만 빨리본에서 구

체 으로 언 한 탑묘 공양과는 다르다. 다만, 종묘를 받든다는 

것은 빨리본에서 탑묘를 공양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조상을 기리

며 섬기는 것이다. 불반니원경에서 언 한 문구들은 인도에서 

통 으로 내려오는 뿌자(puj ) 형식과 유사하다. 뿌자는 인도 

고유의 사상으로 꽃, 과일 등의 여러 공양물 등을 제단에 놓고 지

garukaronti m nenti pūjenti tesañ ca dinna-pubbaṁ katapubbaṁ 

dhammikaṁ baliṁ no parih pent  ti?'2-75 `sutaṁ me taṁ bhante vajj  

y ni t ni vajj  naṁ vajjicetiy ni, abbhantar ni c' eva b hir ni ca, t ni 

sakkaronti garukaronti m nenti pūjenti, tesañ ca dinna-pubbaṁ 

kata-pubbaṁ dhammikaṁ baliṁ no parih pent  ti.' `y vak  vañ ca 

nanda vajj  y ni t ni vajj  naṁ vajjicetiy ni, abbhantar ni c' eva 

b hir ni ca, t ni sakkarissanti garukarissanti m nessanti pūjessanti, 

tesañ ca dinna-pubbaṁ kata-pubbaṁ dhammikaṁ baliṁ no 

parih pessanti, vuddhi yeva nanda vajj  naṁ p ṭikaṅkh  no parih ni. 

호격 생략함.

34) TD 1, 160c17-160c18 ; “越祇. 承天則地. 敬畏社稷. 奉事四時不. 

曰聞耳承天則地. 敬畏社稷. 奉 四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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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의식이다. 뿌자는 특정한 상을 향해 주 되기도 했는데, 

신화 인 요소가 주류를 이루는 당시의 상황을 변한다. 뿌자 의

식은 불반니원경에서 하늘과 땅을 받드는 의식으로 형태가 변

화 고, 사시를 받드는 것으로 치 다. 제사에 한 의례는 

통 으로 불교 공동체에서 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가 공동

체에서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불반니원경에서 ‘사시를 받

든다’는 말은 사계 과 계 있다. 즉, 씨가 나서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곧 증장하고 감소하는 이치를 유

학의 음양설35)로 체한 것이다. 이것도 후  국 문헌으로 오면

서 첨가된 것이다. 인도에서는 음양오행, 사시에 한 의례가 없

었다. 사계 이 뚜렷한 국에서나 원형이정(元亨利貞) 이치를 알 

수 있는 것이지, 무더운 인도의 기후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문구

다.

“왓지인들이 아라한들에 해 알맞은 장애의 보호와 방어가 잘 

비되었다, 그리고 오지 않은 아라한들이 왕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할 것

이다, 그리고 모든 아라한들이 왕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

이다’라고 는 들었습니다.”라고 아난이 답했다. 

붓다는 “왓지족들이 아라한들에 해 알맞은 보호와 방어가 잘 

비될 것이다, 그리고 오지 않은 아라한들이 왕국으로 올 것이다, 그리

고 모든 아라한들이 왕국에서 편안하게 거처할 것인 한은 왓지족들의 

멸망이 아니라 성장만이 기 된다.”고 하 다.36)

35) “如一粒之穀，外面有箇殼以裏之, 方其發一萌芽之始，是物之元也. 

及其抽枝長葉，只是物之亨. 到得生實欲熟未熟之際，此便是利. 

及其旣實而 ，此便是貞矣. 蓋乾道變化發生之始，此是元也.” 마치 한 알의 

곡식처럼, 외면에 각기 껍질이 있고 그것으로 속을 싸고 있다. 바야흐로 

하나의 맹아가 발하는 시작이 만물의 元이다. 가지가 자라서 잎이 

성장하는 것이 亨이다. 열매가 생하여 익고자 하는데 아직 익지 않는 

사이를 利라 한다. 그 열매가 단단해 진 것은 貞이다. 모든 건도의 

변화발생의 시작은 元이다. 黎靖德(1999), 第5冊, 卷68, 易4, 乾上 p. 1701.

36) MPS [DN. 1.xvi.] 2-75 ; kin ti te nanda sutaṁ vajj  naṁ arahantesu 

dhammik rakkh varaṇa-gutti susaṁvihit , kin ti an gat  ca arahanto 

vijitaṁ gaccheyyuṁ gat  ca arahanto vijite ph suṁ1 vihar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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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한을 공경하는 것이 국가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가? 아라

한은 무학(無學)의 경지를 말한다. 불(佛)의 10호 에도 아라한이

라는 호칭이 있는데 깨달음의 최고 경지를 일컫는다. 류, 일래, 

불환, 아라한은 기 경 에서 깨달음의 계 를 지칭한다. 각각의 

단계는 향(向)과 과(果)로 나뉜다. 향은 ‘향해 가는 것’을 말하고, 

과는 ‘도달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류의 향은 ‘가르침의 길로 

향해 가는 것’을 말하고, 류의 과는 ‘가르침의 길에 도달된 상태’

를 말한다. 향보다는 과의 상태가 높은 경지이다. 아라한에도 향

과 과가 있다. 아라한의 향은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것’이고 아라

한의 과는 ‘깨달음에 도달된 상태’를 말한다. 류의 향과 과, 일래

의 향과 과, 불환의 향과 과, 그리고 아라한의 향은 ‘7종 유학(有

學)’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배울 것이 있는 상태를 말한

다. 아라한의 과는 ‘무학’이라고 한다. 무학은 ‘배움이 없다, 배우

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뜻이다. 

배울 것이 없는 경지는 이미 배울 것은 다 배웠다는 뜻이다. 기

와 부 에서 아라한은 깨달음의 최고 경지를 말한다. 기 열반

경 텍스트가 아라한과 사문을 거론한 것은 기 불교 텍스트에

서 깨달음의 경지와 유행자들에 한 시  흐름을 반 한 것이

다. 사문과 아라한을 공경하라는 메시지는 속세의 사람들이 좀더 

높은 수 의 도덕  성취를 지향하도록 권한다. 출가자만이 사문

과 아라한의 모범을 본받는 것은 아니다. 들도 높은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다. 불교의 도덕 인 신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세속인들의 넓은 지지층이 필요하며, 수  높고 엄격한 생활

ti?' `sutaṁ me taṁ bhante vajj  naṁ arahantesu 

dhammik rakkh varaṇa-gutti susaṁvihit , kin ti an gat  ca arahanto 

vijitaṁ gaccheyyuṁ gat  ca arahanto vijite ph suṁ vihareyyun ti.' 

`y vak  vañ ca nanda vajj  naṁ arahantesu 

dhammik rakkh varaṇa-gutti susaṁvihit  bhavissati, kin ti an gat  ca 

arahanto vijitaṁ gaccheyyuṁ gat  ca arahanto vijite ph suṁ 

vihareyyun ti, vuddhi yeva nanda vajj  naṁ p ṭikaṅkh  no parih n  

ti.'호격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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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사문과 아라한을 우호 으로 받아들여 존 하는 것은 주

변사회에 수행  자세를 확 하는 것이다.

불반니원경에서는 “월지국 사람들이 도덕을 높이 받들고 그 

나라에 사문과 아라한이 멀리서 온다면 의복, 이불, 평상, 침구, 약

품을 공양한다.”37)라고 했다. 도덕을 높이고 덕을 숭상한다면, 나

라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국가에 한 평가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념에 있다. 이념  체계가 도리와 덕성에 있다면, 사람들

은 그 국가를 찾을 것이다. 당시의 사문과 아라한은 덕망 있고 존

경받는 부류에 속했다. 멀리서도 명망 있은 인사들이 왓지국을 찾

아온다면, 그 나라는 쇠망하지 않고 오래도록 번 을 릴 것이

다. 번 되고 굳건한 나라가 되기 해서는 힘과 권력이 뒷받침이 

되는 경제력이 있어야만 했다. 경제력이 있어야 사문과 아라한을 

공양할 수 있고 그들도 찾아올 것이다. 

율장에 의하면, 의복, 이불, 평상, 침구, 약품은 귀 한 물품으로 

취 된다. 아라한에게 공양하는 물품을 구체 으로 언 한 것은 

율장에서 이러한 물품을 제한하는 조문이 제정 다는 사실에 비

추어볼 때, 이례 이다. 명망 있는 인사들의 국내 유입은 국력을 

신장시킨다. 

 반니원경에서는 이 일곱 가지 법을 다 설명한 후에 이것들

이 “왓지국이 쇠망하지 않는 가르침”임을 밝혔다. ‘어떤 나라일지

라도 이 일곱 가지 법을 행한다면, 태롭지 않을 것이다’38)라고 

했다. 이 에피소드에서 말하는 7불쇠법으로 왓지국의 국가 형태를 

알 수 있다. 아자따사뚜에 항한 왓지국은 공화국으로서 국가 내

의 민주  내용의 본질과 범 에 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들이 군주제 왕국과는 다른 정치체제를 가졌다는 사실은 의심

의 여지가 없다.

37) TD 1, 160c19-160c20 ; “越祇. 奉道德. 國有沙門應眞及方遠來 . 

供養衣被床臥醫藥不. 曰聞其 奉道德. 國有沙門應眞及方遠來 . 

供養衣被床臥醫藥.”

38) TD 1, 176b12-176b13 ; “佛 . 夫有國 . 此七法. 難可得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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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야스왈은 ‘왕의 지배와 정치  의체의 지배는 서로 상반된

다는 사실을 보여 다’39)고 지 한다. 반다르카르는 한 사람의 정

치  지배와 여러 사람의 정치  지배는 비되는 것40)임을 시사

한다. 왓지국은 마가다국과 같은 왕국들과 동등한 통치권을 행사

했으므로, 이들 별개의 정치단 들이 통치단체 다는 것41)은 명

백하다. 이러한 다른 형태의 권력은 B. C. 6세기에 정치  의체

(gaṇa, saṃgha)라는 술어로 표 다.42) 가나(gaṇa)와 상가(saṃ

gha)는 고  인도에서 집단을 의미한다. 가나는 자이나교에서 자

주 등장했고, 상가는 불교에서 출가자 집단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

다. 그 지만 기 불교 문헌에서도 가나라는 용어의 사용이 보

이기 때문에 자이나교에 한정된 용어라고 볼 수는 없다. 상가란 

용어는 후 로 갈수록 불교 교단을 상징하는 용어로 정착 다.

어떤 학자들은 가나와 상가 사이의 차이를 찾으려고 하는데, 빨

리본 텍스트에서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43) 인도 고  산스끄

리뜨 문법을 정 한 니니에 의하면, 상가는 집단을 의미하는 가

나 다.44) 이 상가라는 용어는 불교 교단뿐만 아니라 당시 사문들

의 집단을 의미한다. 일반 인 의미에서 상가는 특정한 목 을 

해 많은 개인이 구성하는 단체라는 의미로 쓰이나 정치 인 의미

로 공화국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 가나라고 하는 말도 공화국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으며, 때

로는 국왕 즉 한 사람의 왕(eka-r ja)이 통치하는 나라와 구별된

다.45) 알떼까르는 가나와 상가라는 술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이

며, 일부의 사람들에게 부여된 권력형태를 가리키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 된 군주제와 반 되는 것46)이라고 주장한다. 이 단

39) Jayawal(1967) p. 26.

40) Bhandarkar(1977) p. 147.

41) MNⅠ, p. 284.

42) Sharma(1968) p. 9.

43) Vasu(1962) p. 513.

44) Vasu(1962) 3. 86.

45) 中村元(1966) pp.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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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은 통치권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부여된 정부형태를 의미

하는 술어로도 사용되어 왔다. 이런 논리로 근거해서, 왓지국이 

하나의 왕으로부터 통치된 국가가 아니라, 집단의 이해와 노력으

로 운 된 국가임을 알 수 있다. 왓지국은 7불쇠법으로 국가를 운

하는 국가 공동체의 원리로 삼은 것이다.

Ⅳ. 7불쇠법의 의의 

일반 으로 사람들은 “붓다는 출가자인데, 국가 공동체에 심

을 가졌던 것이 가능한가? 공동체 운 에 있어 한 해답을 내

놓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석

가족에서 태어난 붓다는 석가족의 자유로운 민주  방식을 몸으

로 체득했으며, 인도의 역사에서 가장 요한 원리를 배웠을 것이

다. 붓다가 얻은 원리는 왓지족의 국가 공동체를 해 쓰 고, 더 

나아가 상가 공동체에도 용되었다. 왓지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한 법들은 이야기거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체계 인 습득 방

법에 의해 고안 다는 사실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런데 ‘왓지국에 한 에피소드’는 여러 다른 사상의 유입을 

함의하고 있다. 구체 으로 언 하자면, 유교의 효(孝)와 경(敬) 

사상이 그 하나이고,  기 열반경 텍스트의 하나인 유행경
에서는 힌두이즘의 슈라마니즘  사상이 체 인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이것은 그 시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경 을 편찬한 이들이 부차 인 자료로 삽입한 

것일 수도 있다. 

붓다의 심이 국가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은 ‘왓지국이 쇠망하

46) Alterkar(1955) pp. 109-110.



1 6 2  ∙ 印度哲學 제24집

지 않는 가르침’으로 증명 다고 할 수 있다. 기 열반경의 ‘왓

지족에 한 아자따사뚜의 문의’에서 붓다는 비유와 언설로 의미 

있는 법들을 설명하면서 왓지국 사람들이 일곱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실천해도 정복할 수 없으며, 만약 일곱 가지를 다 지킨다

면 도 히 그 나라는 무 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도 하 다. 나라

를 튼튼하게 하는 일곱 가지 법은 국가 공동체를 한 것이고, 하

나의 법이라도 효력이 있다고 강조한다. ‘왓지국이 쇠망하지 않는 

가르침’에 한 에피소드는 국가의 요성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공동체의 성장을 심사상으로 한다. 특징 인 것은 이 

논의가 기 상가 공동체의 화합을 기원하면서 내린 ‘쇠망하지 않

는 일곱 가지 가르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에 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에피소드의 연결에 해 다른 견해가 있

다. ‘왓지국이 쇠망하지 않는 가르침’은 국가라는 세속 인 조직 

자체의 에 목 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가 공동체의 유지를 

한 도입 장치라고 보는 설이다. 이 논의에 의하면, 내부 분열에 

의해 화합이 깨져 왓지국은 곧 마가다국에 의해 멸망되고 만다. 

이런 역사 인 사실은 상가도 화합하지 아니하고 다투면 존속하

지 못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한편 기 경 에서 붓다는 결코 세

속 인 국가 조직에 해 상가만큼 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항

상 세속 인 조직이나 문제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는 견해도 

제시 다. 그것은 붓다가 고국이 멸망당할 때도 극 으로 개입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기 열반경에서 논

의한 이 목은 분명히 붓다가 국가 공동체에 거리를 둔 것이 아

니라, 국가 공동체에 극 인 원리를 설 해 상가와 발 인 

계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공동체에 심을 보인 붓다는 불

교가 개인의 해탈을 한 종교라는 학설과 더불어 출가자가 몸담

고 있는 국가 공동체 기능에 심을 갖는 인물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불교를 실세계를 월한 출세간  면으로만 보는 것은 불

교 교리의 잘못된 이해이거나 불교 역사에 한 통찰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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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열반경의 첫 도입 부분에서부터 이러

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열반에 들어가는 붓다가 우리에게 ‘국가 

공동체라는 조직의 요성’을 알린 것으로 의미가 깊다. 이 에피

소드는 사회제도와 종교 사이에 면 인 인과 계가 존재한다

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따라서 ‘왓지국의 7불쇠법’은 공동체나 개인의 어느 한쪽만을 

우선하지 않고, 공동체와 개인을 하나의 유기  시스템으로 본 것

임에 틀림없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가 소통함을 의미한다. 일곱 

가지 조건들에서 개인의 존 이 공동체를 건 하게 유지할 수 있

는 조항으로 설명된다. 붓다가 설명한 조항들에서 사실 개인과 공

동체의 어느 쪽이 더 우선 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개별 인 인간

의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동체를 한 것이고, 공동체 이론은 

개인의 특성 속에서 녹아 있다. ‘왓지국의 7불쇠법’은 국가라는 공

동체의 원리 안에 녹아 있는 개별 인 인간의 존 인 것이다. 

이것은 개인과 집단이 포함 계 속에서 서로 보호되고 보호하

는 입장임을 보여 다. 간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애매한 입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유익한 의견에 해 모두가 

공감하고 실용 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붓다가 설한 국가 

공동체 원리는 인간에 한 정 한 경험  조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과 이라고 할 수 있다. ‘왓지국의 7불쇠법’은 붓

다가 설한 고  공동체의 원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고

로부터 생겨나고 차용된 원리이며  공동체 국가에서도 차

용할 수 있다는 에서 통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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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ven Conditions of the Welfare of a Community

Won, Hye Young

(Yonsei University)

This episode of the early Mah parinirvaṇasuttanta texts 

has concerned the state of community; That is to say, 

Buddha taught the Vajjians seven conditions of the welfare 

of a community. 

Buddha said "The Vajjians meet together in concord, 

and rise in concord, and carry out their undertakings in 

concord, they enact nothing not already established, 

abrogate nothing that has been already enacted, and act in 

accordance with the ancient institutions of the Vajjians, as 

established in former days, they honor and esteem in former 

days, they honor and esteem and revere and support the 

Vajjian elders, and hold it a point of duty to hearken to 

their words, no women or girls belonging to their clans are 

detained among them by force or abduction, they honor and 

support the Vajjian shrines in town or country, and allow 

not the proper offerings and rites, as formerly given and 

performed, to fall into desuetude, the frightful protection, 

defence, and support shall be fully provided for the 

Arahants among them", so long may the Vajjians be 

expected not th decline, but to prosper. The Buddhist 

community has as its goal harmony and peace. It cannot be 

said that the purpose of the modern communities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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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ate significantly away form that in any way.

Key words : Buddha, The Vajjians, Seven conditions of 

the welfare of a community, A state of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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