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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보상절의 기원정사 인연담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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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장자의 기원정사 기부는 붓다 재세시에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정

사(精舍) 기부의 예로 모든 붓다 전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석보상절
의 기원정사 인연담은 범어 불전인 붓다짜리타와 초기 한역 이본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붓다짜리타는 사실적이고 교법 중심적이지
만, 한역 이본들에서는 불·승의 개념을 정의하고, 문신(門神)설화를 포

함하는 등 불교 전파에 따른 변화를 보인다. 여기서 불승의 개념은 역

사적이며 사실적이고, 문신설화를 포함함으로써 보다 대중적인 불전으

로 변화한다. 석보상절은 가장 발달된 양상을 보이는데, 문신설화 이
외에 사리불과 외도의 신력 대결 설화와 개미설화를 추가적으로 포함시

킴으로써 설화가 붓다의 설법을 대신하는 설화 중심적인 불전으로 변화

한다. 문신설화는 불교귀의를 목적으로 하며, 사리불과 외도의 신력 대

결 설화는 억불숭유라는 조선의 시대상에 대한 대응으로 불교의 수승함

을 보여주고자 한다. 개미설화 역시 삼보(三寶)에의 귀의가 가장 큰 ‘복

짓기‘임을 암시한다. 석보상절에서 불·승의 개념은 신력적이고 초월적
인 의미로 대체되며, 정사의 용도 역시 ’수행처‘가 아닌 ’중생 교화처‘로

변모한다. 석보상절은 기원정사 인연담을 통해 불법(佛法)의 대중 홍

포와 시대상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Ⅰ. 서론

붓다 승단과 재가자와의 관계는 물질적인 보시와 정신적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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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의 관계에 있다. 즉 재가자들의 승단에 대한 재시(財施)와 붓다

와 승단 구성원들의 재가자들에 대한 설법(說法)이라는 법시(法施)

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정사를 기부하는 등의 승가를 외호하는

재가자들의 존재는 승단의 존속에 절대적인 근간이 된다. 수달장

자의 기원정사1) 기부는 붓다 재세시(在世時)에 이루어졌던 대표

적인 정사기부의 예로 모든 붓다 전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붓다 재세시 재가자들 중에서 승단에 대한 대표적인 후원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마가다국의 왕이었던 빔비사라(Bimbisāra)와

코살라국의 왕 빠세나디(Pasenadi), 그리고 빔비사라 왕의 주치의

로 붓다 승단에 의료적인 보시를 했던 지바카(Jīvaka), 상인계급

출신의 아나타핀다다(Anāthapiṇḍada, 수달장자)2)를 들 수 있다.

빔비사라 왕과 빠세나디 왕은 붓다와 거의 같은 연배로 평생 비구

승단의 진정한 후원자였고, 수달장자는 붓다가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물렀던 정사인 제따바나(Jetavana, 기원정사)의 기증자이다.3)

1) 기원정사(祇園精舍, 祇洹精舍, 祇桓精舍)는

기타원림수달다정사(Jetavana-sudatta-vihāra, 祇陀園林須達多精舍)의

줄임말로, 산스크리트어로는 제타바나 비하라(Jetavana-vihāra) 또는

제타바나 아나타핀다다시야라마(Jetavana-Anāthapiṇḍadasyārāma)이고,

팔리어로는 제타바난아타핀디카라마(Jetavanānāthapiṇḍikārāma)이다. (

가산불교대사림2권, 智冠編著, p. 1139 참고), 이외에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 기타정사(耆陀精舍), 기환사(祇桓寺),

서다림급고독원(逝多林給孤獨園), 기원아나빈지아람(祇洹阿那邠遲阿藍),

기원아난빈저아람(祇園阿難邠低阿藍), 기원아난빈지아람(祇洹阿難邠坻阿藍)

등으로 표현되며, 석보상절에서는 태자기타수급고독원으로 되어 있다.
2) 수달장자는 코살라(Kośala)국 슈라바티(Śrāvastī, Sāvatthi, 舍衛城)

사람으로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나타핀다다(Anāthapiṇḍada), 또는

수다타(Sudatta), 빨리어로는 아나타핀디카(Anāthapiṇḍika)라고 불리며,

한역 경전에서는 아나타빈다게리나파저(阿那他賓茶揭利那跛底),

아나타빈다타사나(阿那他賓茶馱寫那), 아나타빈다사나(阿那他賓茶私那),

아나분제(阿那分提), 아나빈기(阿那邠祁), 아나빈제(阿那邠提),

아나빈지(阿那邠坻, 阿那邠持, 阿那邠池), 아난빈기(阿難邠祇),

아난빈저(阿難邠抵, 阿難邠低), 아나타빈다타(阿那陀擯茶陀),

아나타빈타태(阿那他邠陀駄), 아나빈(阿那賓) 수달(須達), 수달다(須達多),

급고독(給孤獨)으로 음역되거나 의역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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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장자의 기원정사 기부의 사실에 대한 이야기는 초기 경전

과 후기 경전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한 가지 이유는 붓다의

입멸 후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붓다에 대한 신애(信愛)가 강화되

어 붓다를 신격화하거나 초인화(超人化)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점은 불전문학(佛傳文學)이 불교철학을 대중화 하는

방향으로 불타관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설화들이 불전(佛傳)에 포함되고,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 내용이 부가적으로 편입 된다. 설화는 대중교화에 좋은 방편

이 되는데, 그것은 어려운 전문용어가 들어 있는 철학적 불교가

아니라 이해하기 쉽고 친근한 설화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불교 교

의를 함의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최초의 한글 불전인 석보상절(釋譜詳節)에 나타난

수달장자의 기원정사 인연담이 인도 최초의 완전한 범어 불전인

붓다짜리타(Buddhacarita)와 초기 한역 경전들과 어떤 차이와

변화 양상을 보이며, 그 변화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붓다짜리타에서 묘사되고 있는 수달장자

이야기는 간단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되며, 교법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초기 한역경전들에서는 붓다짜리타와 다르게 문신4)

설화(門神說話)가 포함되며,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불·승(佛·僧)의 개념을 소개하는 등의 변화를 보인다. 석보상절
에 이르러서는 설화가 기원정사 설립 인연담의 주 내용으로 변모

하고, 붓다와 승려의 개념은 한역 이역본들과는 전혀 다른 초월적

이며 신력적인 것으로 정의되며, 불교 예법을 소개하는 등의 변화

3) Oldenberg(1992) p. 163.

4) 기원정사 인연담에서 나타나는 문신(門神)은 불법으로 이끄는 과거 인연

있었던 사람이 신으로 환생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외부로 부터의

불행을 막아주는 역할, 즉 대문을 지켜 불행의 요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신으로 받아들여지며, 수문신(守門神)이라고도 한다. 그 유래는

오래된 것으로 신라시대에 이미 벽사신(辟邪神) 처용의 모습을 수문신으로

문에 그려 붙이는 풍습이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도교의 문신상도 그려

붙었다고 한다.(한국민속대사전,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p. 5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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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들은 어떻게 나타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Ⅱ. 붓다짜리타에 나타난 기원정사 인연담

붓다짜리타에서 수달장자 기원정사 건립 이야기를 다루고 있
는 부분은 18장 전체와 20장의 일부(1송-3송)이다. 18장은 ‘아난타

핀다다에게 설법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총 87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8장의 내용은 수달장자의 기원정사 설립

과정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붓다의 설법이 그 중심을 이룬다. 20

장은 기원정사가 완성 된 후 붓다께 정사를 기증하는 상황을 묘

사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송-3송 : 수달장자의 소개와 붓다 친견의 경위

② 4송-17송 : 수달장자에 대한 붓다의 칭찬과 설법 (붓다께서는 지

계, 색욕의 경계, 수행할 것, 무상, 무아, 윤회, 인과의 법칙을 설하시

고, 수달장자는 법 수행의 최초의 결과를 얻는다.)

③ 18송-56송 : 당시 주류 철학에 대한 비판 (이슈와라(Īśvara) 개

념의 모순과 상키야 철학등을 비판한다.)

④ 57송-58송 : 슈라바스티(Śrāvastī)에 정사 건립을 서원함

⑤ 59송-80송 : 정사 건립의 발원에 대한 붓다의 칭찬과 보시의 공

덕에 대한 설법

⑥ 81송-87송 : 제타(Jeta) 동산의 구입과 정사건립 (수달장자는 제

타 태자의 동산을 보물로 덮어 구입하고, 제타태자도 수달장자의 헌신

적인 모습에 감동하여 나머지 숲 전체를 붓다 승단에 기증한다. 우파티

샤(Upatiṣya, 사리불)의 감독 하에 신의 궁전과 같은 정사가 완성된다.)

⑦ 1송-3송 : 붓다께 기원정사 기부(①-⑥은 18장이고, ⑦은 20장)

붓다짜리타 18장 87송 중에서 75송이 붓다의 설법이고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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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12송만이 기원정사 건립에 관한 에피소드이다. 따라서 붓다짜
리타의 기원정사 건립 인연담은 붓다의 교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붓다의 설법은 당시 인도의 주류 학파

들의 학설을 논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 붓다짜리타
는 타 학파의 교설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당시 제

철학을 논파하고 불교의 수승함을 논할 수 있었던 것은 저자 아

슈바고샤(Aśvaghoṣa, 馬鳴)의 배경에 있다. 그는 바라문족 출신으

로 불교에 귀의하기 전 바라문 교육을 깊이 있게 받았고, 4베다와

육론(六論)에 통달하는 등 학식과 웅변으로 명성이 있던 시인이었

다.

붓다께서 수달장자에게 설하셨던 설법내용은 재가자 대상 설법

인 보시, 지계, 생천(生天)의 차제설법(次第說法)과 이욕(離欲), 무

상, 무아, 윤회, 인과의 법칙, 수행 등이다. 붓다 당시 계율을 지키

는 사람은 하늘세계에 태어난다고 하는 브라만교의 신앙이 있었

는데, 이 생천의 교리를 초기불교에서 세속인을 교화시키기 위해

수용했던 것으로 생천의 지복(至福)과 생천에 만족하는 재가자들

에게는 신앙에 대한 기초 교리와 세속 윤리 원칙이 가르쳐 진다.5)

생천의 교리는 생활 속의 구체적인 윤리와 관련되며, 윤회와 인과

의 법칙 또한 수행에 의해 해탈하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 없는 굴

레로 묘사된다.

붓다짜리타에서 설해지고 있는 보시, 지계, 생천의 설법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계율을 지킴으로써 행동을 통제하라. 왜냐하면 계율이 준수되고

갖추어졌을 때, 인간의 영역 아래의 악한 영역에 존재하게 될 모든 위

험들은 제거되고, 하늘들로 오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18장 6송)

② 인간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이 행했던 보시 때

문에 그들과 동등한 자들보다 더 나은 지위를 얻는다. 말이나 코끼리

로 태어난 자들도 역시.(18장 68송)

5) 라모뜨(2006).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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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시로 인하여 즐거움이 가득하고, 계율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그는 하늘 세계로 갈 것이다. 적정의 상태에 있으며 지식(jñānapūrva

m)으로 행동하는 그는 육신의 몸(āśraya)을 취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이 가는 길로 가지 않는다.(18장 69송)6)

④ 불사(不死)를 획득하기 위하여 보시를 행하며, 보시에 대해 생각

하기를 즐겨한다. (보시에 대한) 생각을 즐겨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확

실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18장 70송)

⑤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점차 그는 탄생과 제압(suppression)의 지

식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시를 행함으로써, 보

시자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18장 71송)

지계(持戒)는 인간이하의 존재로 태어날 위험을 제거하며 생천

이라는 낙과를 받게 한다. 또한 보시를 행함으로써 보시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내생에 더 좋은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보시는

즐거움이라는 결과를 가져다주며,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 불사(不死)를 획득하게 한다.

이렇게 붓다짜리타가 수달장자의 기원정사 기부 사실과 그

인연에 대해 서술하면서 스토리 중심이 아닌 교설 중심의 전개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저자 마명의 작품태도와 당시

인도 문학계의 경향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마명 당시 인도

에는 이미 붓다 전설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그는

이러한 전설들은 전거에 없는 것으로 자신의 불전에서 배제시켰

다. 또한 당시 인도 문학 전통에서 시인은 학문의 일반적 규칙들

을 섭렵하여 정확한 지식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요구되었

다. 즉 시인에게 필요한 것은 독창적인 사상이 아니라 정확성이

고, 정확하지 않을 경우 비평가들의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7)

마명은 설화와 문학적 수식을 배제한 수달장자의 기원정사 건

립 이야기를 전달한다. 그는 이 일화를 통하여 재가자들에게 붓다

께서 하신 설법을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였고, 타 학파의 교설들

6) Johnston(1984) appendix, p. 39.

7) ibid, p. xl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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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불교교리에 의해 비판하여 불교의 진리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것에 보다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마명의 작품 태도

는 붓다짜리타를 교설 중심적이며 사실적인 불전이 되게 했다.

Ⅲ. 초기 한역경전에 나타난 기원정사 인연담

불타의 행적에 관련된 최초기의 기록은 율장의 계율 제정 동기

를 설명하는 곳에서 단편적으로 나타나는데8), 수달의 기원정사

설립 이야기는 아함경과 율장에 포함된 여러 초기 한역 경전들에

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역경전들에서의 수달장자 이야기는 
붓다짜리타의 사실적이며 설법중심적인 묘사와 어떤 차이를 보

이는가.

먼저 초기 한역경전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기원정사 연기의

내용을 분류해 보면 다음 네 가지9)로 나누어지며, 각 경전들은 이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 네 가지 내용은 수달장자

의 귀의10)와 정사(精舍) 건립의 발원11), 제타 태자의 원림(園林)

구입12), 기원정사의 완공과 기증13) 등이며, 모든 한역경전들에서

8) 平等通昭 (소화3년) p. 140.

9) 유근자(2005) p. 442 재인용.

10) 中阿含經(TD 1) p. 460c, 雜阿含經(TD 2) p. 158b, 四分律(TD 22) p.939a,

五分律(TD 22) p. 167a, 十誦律(TD 23) p. 244b,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TD 24) p. 139b.

11) 중아함경(TD 1) p. 460c, 잡아함경(TD 2) p. 158b, 사분율(TD 22)

p.939a, 오분율(TD 22) p. 167a ,십송율(TD 23) p. 244b,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TD 24) p. 139b.

12) 중아함경(TD 1) p. 460c, 사분율(TD 22) pp. 939b-939c, 오분율(TD 22)

p. 167a, 십송율(TD 23) p. 244c,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TD 24)

pp. 139c-141b.

13) 사분율(TD 22) p. 941b, 오분율(TD 22) p. 167a, 십송율(TD 23) p. 24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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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는 내용은 수달장자의 붓다귀의와 기원정사 건립발원이

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수달장자의 붓다 귀의와 정사 건립발원이

라는 공통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서술은 후일 편입물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타 태자의 원림 구입의 내용은 수달장자

가 붓다 승가에 기증할 기원정사를 건립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얼마나 큰 노력을 들였는가, 그리고 그의 붓다에 대한 신앙심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원정사 완

공과 기증식은 기원정사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강조하여 자세히

이야기 하고자 했던 후일의 불자들의 소망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코살라(Kośala) 국에서 왕사성에 온 수달장자가 붓다를 친견하

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붓다짜리타는 단 한 구절로 간략하게 설
명한다. “현자께서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수달은 현

자를 만나기를 소망했다. 그래서 그는 밤임에도 불구하고 붓다를

방문했다. 그는 세존께 경의를 표하고...”14) 한역 이본들에는 이

부분에 부처님과 승려의 개념을 정의하고 수달장자를 붓다께 이

르도록 하는 과정에 문신설화를 포함으로써 붓다짜리타의 간결
한 내용을 크게 확장하여 비중 있게 다룬다. 이와 대조적으로 붓

다의 직설(直說)은 오히려 간략하게 소개하는 방식을 취한다. 우

선 부처님과 스님의 정의를 살펴보자.

“무엇을 부처라 하는가?” 그 장자는 대답했다. “사문 고타마라는 이

가 있는데, 석종의 아들로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바른 믿음

으로 집을 나와 도를 배워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를

부처라 합니다.” “어떤 것을 스님이라 하는가?” “바라문 종족으로 수

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믿음으로 집을 나와 부처님을 따라 스

님이 되거나, 혹은 찰제리 종족·비사 종족·수다라 종족의 선남자로서

… 부처님의 출가하심을 바로 믿고 그를 따라 집을 나오면 그것을 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TD 24) pp. 142a-142b.

14) Johnston(1984) appendix,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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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라고 합니다. 15)

수달장자는 ‘부처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온몸으로 환희심을

느끼며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부처님을 따르는 승려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자한다. 초기 한역경들은16) 수달장자의 질문

을 빌어 붓다와 승려의 의미를 포함시킨다. 이것은 불교경전의 번

역 과정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붓다와 승려의

개념을 적시할 필요를 느끼고 수달장자의 상황을 적절하게 응용

하여 설명을 부가한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붓다는 정등정각을 이룬 분으로 말하고 있을 뿐 붓다

의 신통력이나 위의를 이야기 하지 않는다. 또한 스님은 부처님을

따라 출가한 출가 수행자로서 정의되고 있을 뿐 석보상절에서
처럼 신력 있고, 중생에의 복전(福田)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다.

수달장자 기원정사 기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모든 한역 이본

들이 유일하게 포함시키고 있는 설화가 문신설화다. 수달장자 이

야기를 다루면서, 왜 문신설화를 유일하게 포함되게 되었는가. 한

역경전들에 포함된 문신설화에서 문신은 수달장자로 하여금 지체

함이 없이 붓다를 친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세부적인 점들에

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성문신의 이름이라든가 수달장자와의

전생인연 등), 전반적인 이야기 전개는 대동소이하다. 잡아함경
에 묘사된 문신설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달장자는 새벽인 된 줄로 생각하고] 집을 나와 성문으로 향했다.

성문 아래에 이르렀을 때, 시각은 이경(二更)으로 성문은 아직 열려있

15) 何名為佛. 長者答言. 有沙門瞿曇. 是釋種子. 於釋種中剃除鬚髮. 著袈裟衣.

正信. 非家. 出家學道.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是名為佛. 給孤獨長者言.

云何名僧. 彼長者言. 若婆羅門種剃除鬚髮. 著袈裟衣. 信家. 非家. 而隨佛出家.

或剎利種. 毘舍種. 首陀羅種善男子等剃除鬚髮. 著袈裟衣. 正信. 非家.

彼佛出家而隨出家. 是名為僧. (잡아함경(TD 2) p. 157c).

16) 중아함경(TD 1) p. 459c, 잡아함경(TD 2) p. 157c, 십송율(TD 23) p.

246a,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TD 24) p. 13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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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왕가의 법으로는 왕의 명령을 기다려 초저녁이 지나면 비

로소 성 문을 닫고, 밤중이 지나야 다시 문을 열어 행인들이 일찍 내

왕하게 하는 것이다. 급고독 장자는 성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렇게 생

각했다. ‘이는 틀림없이 밤이 지나 새벽이 되어 문이 열린 것이다.’ 그

래서 밝은 빛을 따라 성 문을 나오자 빛은 곧 사라지고 다시 어두워

졌다. 급고독 장자는 공포로 온 몸의 털이 곤두섰다. ‘사람이나 사람

아닌 것, 아니면 요망한 것이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

고, 곧 돌아가려 했다. 그 때에 성 문 곁에 있던 천신은 곧 몸의 광명

을 놓아 성문에서 찬 숲 묘지에 이르도록 광명을 두루 비추었다. 천신

은 급고독 장자에게 “너는 앞으로 나아가라. 승리를 얻을 것이다. 부

디 물러나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곧 게송으로 말했다.…17)

문신은 한밤중임에도 밝은 빛으로 수달장자를 깨워 붓다를 향

해 가도록 만든다. 성문을 열어주고, 두려움 때문에 수달장자가

돌아가려하자, 문신은 붓다가 계신 숲까지 밝은 빛을 비춰준다.

문신은 수달이 무지의 어둠에서 깨어나 정법의 밝은 세상으로 나

가도록 일깨워주며 독려하는 존재이다. 여기에서 한 밤중의 어두

움은 무지의 어두움을 상징하며, 붓다를 향한 길은 밝은 정법의

길임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설화 중에서 왜 문신설화가 수달장자 이야기에 유일하게

편입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문이 갖는 의미에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문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전이의 지점이 되고, 또

한 변화와 새로운 탄생의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달장자

가 기존의 신념체계에서 벗어나 붓다의 재가 수행자로서의 새로

운 탄생을 가능케 하는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17) 欲出其舍. 行向城門. 至城門下. 夜始二更. 城門未開. 王家常法. 待遠使命來往.

至初夜盡. 城門乃閉. 中夜已盡. 輒復開門. 欲令行人早得往來. 爾時.

給孤獨5長者見城門開. 而作是念. 定是夜過天曉門開. 乘明相出於城門.

出城門已. 明相即滅. 輒還闇冥. 給孤獨長者心即恐怖. 身毛為竪.

得無為人及非人. 或姦姣人恐怖我耶. 即便欲還. 爾時. 城門側有天神住. 時.

彼天神即放身光. 從其城門至寒林丘塜間光明普照. 告給孤獨長者言. 汝且前進.

可得勝利. 慎勿退還. 時. 彼天神即說偈言. (잡아함경(TD 2) p. 15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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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함경 무상, 보시·지계·생천의 복, 이욕(離欲)의 복

문인 것이다. 수달장자가 붓다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무명의 상태

에서 깨달음을 향한 것이기에, 그를 안내하고 보호해주는 선신(善

神)으로서 문신의 등장은 적절하게 보인다.

문을 통과할 때 문신이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모하메드

(Mohammed) 시기의 아랍 민족들이나 정통 유태인들의 습관에도

남아 있다고 한다. 이는 문이 특수 의례를 통하여 신성화되기 때

문이거나 또는 좋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18)에 문신이 보호

해 준다는 것이다.

문신은 붓다를 향하는 것이 그 어떤 선행보다도 큰 복을 쌓는

일이며, 큰 이익을 얻는 일임을 게송으로 말하며, 자신은 과거 수

달장자의 친한 벗으로 사리불과 목건련을 믿고, 공경함으로써 그

공덕으로 하늘나라에 태어나 이 성문을 맡고 있다고19) 말한다. 문

신설화는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승하고 복된 것인지

과거 수달과 인연이 지중했던 존재인 문신의 입과 행위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역 이본들에서 생천 조건은 보시와 지계 뿐 만 아니라, 승보

에의 믿음과 귀의까지도 생천의 조건으로 설정함으로써, 붓다짜
리타의 보시·지계=생천이라는 공식이 초기 한역경들에서는 보시·
지계·불법에의 귀의=생천이라는 방식으로 확장됨을 알 수 있다.

한역 이본들에서의 붓다의 설법은 어떤 내용이며, 붓다짜리타
와 어떤 차이를 지니는가. 한역 이본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붓다

의 설법을 도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18) 반겐넵(1985) p. 58.

19) 給孤獨長者問天神言. 賢者. 汝是何人. 天神答言. 我是摩頭息揵大摩那婆先.

是長者善知識. 於尊者舍利弗. 大目揵連所起信敬心. 緣斯功德. 今得生天.

典此城門. 是故告長者. 但當進前. 慎莫退還. 前進得利. 非退還也.

(잡아함경(TD 2) p. 15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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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아함경 보시·지계·생천의 법, 이욕을 칭찬하심, 사성제

십송율
보시·지계·생천, 오욕(五欲)의 고(苦), 출가의 즐거움과

청정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할 것

사분율 방편설법

오분율 사성제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파승사 보시·지계·생천, 욕망의 고, 출가찬탄, 청정한 관찰, 사성제

붓다짜리타에서는 붓다께서 직접 수달장자에게 많은 설법을

하시는 인간 스승으로 나타난다. 보시·지계·생천이라는 차제 설법

만 보더라도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와 다르게 한역경전들에서는 재가자 대상의 설법이 어떤 것인가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잡아함경에서의 붓다 설법을 보
면 무상, 보시·지계·생천을 설하셨다고만 할 뿐, 왜 제법이 무상한

것인지 보시와 지계는 어떻게 생천에 이르게 하는 것인지 하는

등의 자세한 설명은 모두 배제되어 있다. 오히려 문신설화를 통해

불법에의 귀의가 생천에 이르게 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 중아함경과 십송율,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는 보

시·지계·생천의 교리와 이욕에 대해 설법하신 후, 그다음 단계로

사성제를 설하셨다고 한다. 오분율은 사성제만을 언급하고, 사
분율은 방편설법을 하신 것으로 묘사한다. 잡아함경의 설법내
용이 붓다짜리타에서의 설법내용과 가장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붓다짜리타에서는 사성제가 설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중아함
경과 십송율,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에서는 사성제의

설법이 붓다께서 수달장자에게 마지막 단계로 설했던 상법(上法)

으로 되어있다. 붓다짜리타에서는 사성제가 재가자 대상의 설법
은 아니라고 여겼던 것으로 생각되고, 한역경들에서는 사성제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설이므로 붓다설법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사성제를 중심교설로 채택했을 것이다. 사분율에서는 방편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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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하신 것으로 말하여, 붓다의 설법에 대한 가장 요약된 태도

를 취한다. 오분율은 사성제를 설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석보
상절도 오분율과 동일하게 사성제만을 설하신 것으로 하고 있
다. 한역 이본들에서의 설법은 붓다직설과 설화를 통한 방편설법

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내용의 상세함과 비중 면

에서 보면 오히려 설화가 강조되어 그 중심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석보상절에 나타난 기원정사 인연담

석보상절에는 한역 이본들보다 더욱 변화되고 발전된 관점들
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붓다짜리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수달장자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것은 붓다짜리타와
석보상절간의 14세기라는 큰 시간적 거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라는 문화적 영향과 더불어 조선시대라는 시대상황도 수달장자

이야기의 차별성을 만들었을 것이다. 먼저 석보상절에서는 수달
장자가 왕사성에 가게 된 연유를 살펴보자. 한역 이본들에서 수달

장자가 왕사성에 가게 된 이유는 ‘일’ 때문이라고 간략하게 말하

고 있는 반면, 석보상절에서는 막내아들의 혼사 일로 왕사성에
간 것으로 설명한다. 한역 이본들의 막연한 이유를 후일 구체적으

로 서술한 것으로 아들의 결혼이라는 가족 중대사와 붓다 친견과

불법귀의라는 일생일대의 사건을 연관시켜 붓다귀의와 그 인연의

진중함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 생각된다.

붓다짜리타와 달리 한역 이본들에 편입되어 있는 불·승(佛·

僧)의 개념 정의는 석보상절에서도 역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그 의미는 큰 변화를 보인다. 석보상절에서 붓다와 스님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수달의 질문에 호미장자는 다음과 같이



224 ∙ 印度哲學 제26집

대답한다.

정반왕 아드님 실달이라 하시는 분이 나실(나시는) 날에 하늘에서

부터 서른두 가지 상서가 내리며, 일만 신령이 모시어 지키며, 잡을 이

없이 일곱 걸음을 걸으시어 말씀하시기를,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만이

높다.’ 하시며, 몸이 금빛이시며, 서른두 상과 여든 가지의 몸의 좋은

모습이 갖으시더니, 세계를 다스리는 가장 힘이 센 금륜왕이 되시어,

네 천하를 맡아 다스리시련마는, 늙은 이, 병한 이, 죽은 사람 보시고

세상을 싫게 여기시어 출가하시어 도리를 닦으시어 육년을 고행하시

어 정각을 이루시어 마왕의 병마 십팔억만을 항복하게 하시어, 빛이 세

계를 사뭇 비치(추)시어, 삼세의 일을 아시므로 부처님이시라고 하오.20)

여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붓다는 정반왕의 아들로 인간이 지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출가, 6년간의 고행을 통해 정각을 이루

었다는 사실적인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탄생부터 있던

온갖 상서롭고 신력적인 모습과 신화적인 수식이 주를 이루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탄생일의 서른두 가지 상서와 수많은 신들의 호

위, 칠보의 걸음, 탄생게, 삼십이상 팔십종호의 상호, 삼명(三明)등

붓다를 수식하는 모든 신이하고 장엄한 것이 언급되어 있다. 이는

붓다가 귀한 실재이며, 인간을 초월한 신력적인 존재로 중생들은

의심없이 믿고 귀의할 수 있게 된다. 연이어 스님이 어떤 존재인

지 묻자,

부처님이 도를 이루시매, 범천왕이 ‘전법하소서.‘하고, 청하므로 바

라내국 녹야원에 가시어, 교진여들 다섯 사람을 제도하시며, 다음으로

울비가섭 세 형제의 무리 일천 사람을 제도하시며, 다음으로 사리불과

목건련의 무리 오백을 제도하시니, 이 사람들이 다 신족이 자유자재하

여 중생의 복 밭이 되므로 중이라 하오.21)

20)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1) pp. 18-19.

21) 위의 책,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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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승려들은 붓다를 믿고 붓다를 따라 출가한 출가 수행자

가 아니다. 석보상절에서 정의되고 있는 승려는 초기 승단의 구
성원들에 한정된 것으로, 이미 모두 깨달음을 완성한 존재들이다.

따라서 스님들은 모두 신력이 자재하고 그 자재함으로 중생들에

게 복의 원천이 된다. 스님들은 깨달음을 완성했기에 중생들의 귀

의처가 될 수 있다. 승려에 대한 이러한 개념정의는 당시 조선시

대라는 배불의 시대 상황에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으로 주목된다.

석보상절도 한역 이역본들과 마찬가지로 문신설화를 포함하

고 있지만 보다 요약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문신설화에 이

어 부처님께 드리는 예배방법을 포함시키고 있다. 수달장자가 적

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붓다께 예를 올리는 것을 본 수다회천은

네 사람으로 변하여 ‘꿇어 안부를 여쭙고 오른쪽으로 세 번 감돌

고 한 쪽에 앉는 것’22)이 붓다께 드리는 예법임을 직접 보여준다.

붓다에 대한 예법 역시 후일의 편입물로 불교 전파과정에서 필요

에 의해 새로이 편입되었을 것이다.

법답게 붓다께 예를 다시 갖춘 후, 수달장자는 붓다로부터 사성

제의 설법을 듣게 된다. 석보상절에서 붓다의 설법은 ‘사성제’였
다고만 할 뿐 더 이상의 설법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석보상절
에서 붓다는 거의 직접 설법하시지 않는다. 붓다로부터 사성제의

설법을 들은 수달장자는 수다원과를 성취하며, 붓다께 자신의 나

라인 사위국으로 오셔서 삿된 믿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교화시

켜 달라고 청한다.

그 때에 사위국의 사람이 요사스럽고 바르지 않은 도리를 믿어, 바

른 법을 가르치기가 어렵더니, 수달이 부처님께 사뢰되, “여래님이시어,

우리나라에 오셔서 중생의 요사스러움을 덜게 하옵소서.” 세존이 말씀

하시되, “출가한 사람은 속인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 정사가 없으니

어떻게 가리오.” 수달이 사뢰되, “내가 속히 이루어 내겠습니다.23)

22) 위의 책, p. 20.

23) 위의 책,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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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정사는 승가 구성원들이 오고가며 머물러 안거에 드는

수행처24)가 아니며, 정사는 오히려 대중 교화의 장소로 간주되고

있다. ‘사위국 사람’은 또 다른 의미로 척불을 부르짖던 ‘조선 유학

자’로, 그리고 ‘요사스럽고 바르지 않은 도리’란 ‘유학자들의 배불

의 논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수달장자의 붓다에 대한 청은 반

불교도인 조선 유학자들을 포함하여 비불교도들을 제도하여 교화

시켜 달라는 간청인 것이다.

석보상절의 수달장자 기원정사 인연담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설화다. 석보상절은 문신설화뿐만 아니라 사리
불과 외도의 신력 대결설화와 개미설화 등 세 가지 설화를 포함

하고 있다. 개미설화는 한역 이본들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설화

이고, 사리불과 외도의 신력 대결 설화는 석보상절과 근본설일
체유부비나야파승사에 포함되어 있다.
사리불은 신력대결 장소로 가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내가

무수한 겁에 부모에 효도하고, 사문과 바라문을 공경했더라면, 내

처음에 모인 곳에 들어가거든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예를 차

려 맞이할 것이다.’… 사리불이 선정에서 일어나서, 옷을 고치고

니사단을 왼쪽 어깨에 얹고 자늑자늑하게 걸어서 모인데 가매, 모

인 사람과 육사가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여 자연히 일어나 예를

갖추어 맞이하더라.25) 이 이야기는 사리불이 출가자라해도 결코

불효자가 아니며, 오히려 무수겁 동안 효행을 했던 존재였음을 말

하고 있는 것이다.

육사를 대표하여 노도차(적안 외도)는 사리불과 신력 대결을 하

게 된다. 그는 주문으로 나무를 만들고, 연못과 산, 용, 소도 만들

어 냈으나 그때마다 사리불은 더 큰 신력으로 모두 물리친다. 결

국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사리불의 신력적인 모습에 신앙심

24) 중아함경(TD 1) p. 460c, 사분율(TD 22) p. 939a, 오분율(TD 22) p.

167a, 십송율(TD 23) p. 244b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 (TD 24) p.

139b.

25)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1)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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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게 되고 사리불에게 출가 하게 된다.

외도와의 신력대결에 신력제일인 목건련이 아니라 지혜제일의

사리불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석보상절의 편찬자
가 저본이 된 경전의 내용 중 일부만을 편집한데서 연유한 것으

로 보인다. 사리불과 외도의 신력대결의 에피소드를 석보상절과
거의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를
보면 외도와의 신력대결에 사리불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를 추정

할 수 있다. 외도들은 자신들의 세력지인 왕사성에 불교 정사를

세우려고 한다는 사실에 강력히 반대하며, “교답마의 수제자와 대

론(對論)하여 결정”26)하자고 제안한다. 방술(方術)에 능했던 적안

(赤眼)외도27)는 신력대결을 제안한다. 따라서 처음에는 외도와의

대결이 신통력이 대결이 아닌 대론, 즉 지혜의 대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리불과 외도의 신력 대결 설화는 출가자라고 해서 결코 불효

자가 아니며, 불법은 어떤 외도의 세력도 능가할 수 있는 탁월한

법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외도세력은 불교의 전파과

정에서 불교의 신장에 강경하게 반응했던 세력28)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조선시대 파불을 부르짖던 유학자들에 비유될 수도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지혜제일의 사리불이 신력제일의 목건련에 버

금가는 신력을 보여주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사리불은 정사 건립을 반대하던 외도들을 조복시키고 정사를

짓기 위해 터를 줄로 재다가 개미를 보고 한스러운 얼굴빛을 한

다. 이 개미는 과거 육불(六佛) 시대 때부터 줄곧 이 땅 속에서 살

면서 91겁의 세월동안이나 미물의 몸을 벗지 못했다. 개미를 본

사리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복은 종요로운 것이니 심지 아니

하지 못할 것이라.”29) 복을 심기 전에는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

26) 然喬答摩沙門上首弟子. 與我等共相論議.

若能勝我隨意造寺(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TD 24) p. 140a).

27)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TD 24) p. 140c.

28) 최석호(1990) p.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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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짜리타 잡아함경 중아함경 십송율 사분율 오분율 파승사* 석보상절

불·승의 의미 × ○ ○ ○ × × ○ ○

문신설화 × ○ ○ ○ ○ ○ ○ ○

귀의와
정사건립발원

○ ○ ○ ○ ○ ○ ○ ○

제타태자
원림구입 ○ × ○ ○ ○ ○ ○ ○

사리불과
외도의
신력대결

× × × × × × ○ ○

개미설화 × × × × × × × ○

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을 행하고 사문을 공

경하며 불법에 귀의하여 복을 심으라는 것이다.

한역 이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석보상절의 차별성은 ①수
달장자가 왕사성에 가게 된 연유에 대한 상세하고 실제적인 설명

② 붓다와 스님을 신력적으로 정의하고 스님들은 출가 수행자가

아닌 수행의 완성자로 설명 ③ 부처님에 대한 예법의 편입 ④ 기

원정사 건립 목적의 변화(중생교화) ⑤ 사리불의 외도와의 신력대

결 설화와 개미설화의 추가적 편입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석
보상절은 설화 중심의 불전으로 변화된다.

Ⅴ. 기원정사 인연담 구성의 비교

붓다짜리타와 초기 한역 이본들, 그리고 석보상절에서 다

루어지고 있는 수달장자 기원정사 건립이야기 내용의 유무를 도

표로 나타내보면 같다.

_수달장자 인연담 내용의 유무

29)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1)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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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정사
기증식 ○ × × × ○ × ○ ○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

도표를 보면, 붓다짜리타는 수달장자의 귀의와 정사 건립 발
원, 기원정사 건립 후 기증식을 다루며, 그 구성은 한역 이본들과

석보상절과 비교해보면 가장 간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붓다짜리타의 설화를 배제한 사실적인 내용전개에서 연유한 것
이다. 또한 붓다짜리타는 에피소드에 대한 설명 역시 요약하여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다. 기원정사 인연담의 도입부를 보면 붓다
짜리타의 이러한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붓다짜리타는 기
원정사 인연담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코살라(Kośala) 국

으로부터 한 부유한 장자가 왔다’30)라는 한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 간결한 한 문장은 후일 석보상절에서는 수달장자의 막내아
들 혼사일과 연계하여 그 내용이 크게 확대·발전된다. 왕사성 방

문은 궁극적으로 수달장자의 불법귀의와 불제자로서의 시작을 의

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석보상절에서는 기원정사 건립 인연의

시작점인 왕사성 방문의 의미를 크게 강조하게 되었을 것이다.

한역 이본들은 붓다짜리타의 내용에 불·승의 개념과 문신설

화를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승 개념의 도입은 사분
율과 오분율을 제외한 잡아함경, 중아함경, 십송율에서
다루어지며, 여기서 붓다는 ‘출가수행을 통해 정각을 이룬 분’이

며, 승려는 ‘붓다를 따라 출가한 수행자’로 묘사될 뿐 석보상절
에서처럼 초월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문신설화는 모든 한역 이본들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수달장

자 기원정사 인연담에서 최초로 편입된 설화다. 그 내용이 거의 유

사하여 동일한 전거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잡아함경
은 문신과 수달장자와의 인연을 언급하지 않고, 문신을 다만 ‘어

떤 천신’으로 막연하게 묘사하고 있다. 잡아함경을 제외한 나머
30) Johnston(1984) appendix,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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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든 한역 이본들에서 문신은 수달장자와 깊은 인연이 있는

존재로 나타나나며, 그가 문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불법귀의라는

큰 공덕 때문이다. 문신은 수달장자의 옛 친구(중아함경, 근본
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31))이거나 전생의 선지식(善知識)(오분
율, 십송율32)), 옛 친척(사분율33))등 큰 인연이 있는 존재들
로 수달장자에게 붓다께 나아가 귀의하여 그 공덕으로 생천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여기에서 수달장자와의 인연관계를 설정하지

않은 잡아함경의 문신설화가 다른 경전들보다 오래된 형태일

것이다.

잡아함경은 기원정사 인연담의 전반부까지 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사터의 구입과 그 이후의 일화는 잡아함경에 포함되
어 있지 않다. 제타태자의 원림구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전에

서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사항은 사리불의 정사 건립 감독(사
분율제외) 사실과 정사터를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것, 그리고 제타태자도 정사 건립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것 등

이다.

붓다짜리타와 사분율을 제외한 중아함경과 오분율, 
십송율,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 그리고 석보상절에는
정사터 구입 과정에 시비가 있어 재판을 받은 것으로 하고 있는

데, 이는 수달장자의 붓다에 대한 신앙심을 강조하고, 기원정사의

훌륭함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라고 여겨진다. 정사터 구입과 관련

된 재판에서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와 석보상절은 천신
을 등장시키기 까지 한다. 수달장자가 제타태자와 정사터 구입과

관련되어 시비가 생기자 사천왕34)과 수다회천35)이 스스로 재판관

으로 변하여 기원정사 건립의 장애를 제거한다. 이는 불교교단을

31) 중아함경(TD 1) p. 460a,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TD 24) p. 139a.

32) 오분율(TD 22) p. 166c ,십송율(TD 23) p. 244a.

33) 사분율(TD 22) p.938c.

34)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TD 24) p. 139c.

35)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1)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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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보시행에는 선신들의 보호와 도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역

설하는 것이다. 문신이외에 더 높은 위치의 천신이 관련됨으로써

기원정사 건립의 인연은 더욱더 신성하고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

게 되며, 기원정사 건립은 필연성을 띠게 된다. 재판에 천신이 개

입했다는 내용은 기원정사건립 인연담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도표를 보면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는 개미설화를 제외
하고 석보상절과 동일한 구성을 보이며, 한역 이본들 중에서 가
장 발달된 형태를 취한다. 또한 다른 한역 이본들보다 석보상절
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내용을 비교해 보면, 문신설화와 수

달장자의 붓다귀의와 정사건립발원, 그리고 제타태자의 원림구입,

원림구입시 재판에 천신의 등장, 사리불과 외도의 신력대결은 석
보상절과 거의 유사하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는 다른
한역 이본들과는 달리 사리불과 외도의 신력대결 설화를 포함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력제일의 목건련이 아닌 사리불이 외도와

의 신력대결에 등장하게 된 연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외

도와의 신력대결이 처음에는 대론으로 경쟁하고자 했기 때문이

다. 석보상절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에서 사리불과

외도의 신력대결설화를 중심되는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편집했던

것으로 보인다.

불·승의 개념은 다른 한역 이본들과 동일하게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파승사에서 사실적이고 인간적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석
보상절에서는 초월적이고 신력적인 의미로 변화된다. 또한 정사
의 용도 역시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에서는 출가자의 수

행처로 여겨지고 있는 반면, 석보상절에서는 중생의 교화처로

변화된다. 석보상절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에서 편찬
자의 시각으로 부분적으로 내용을 편집하였고, 불·승의 개념과 정

사의 의미를 시대에 맞게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석보상절은 문신설화와 사리불과 외도의 신력 대결설화뿐만

아니라 개미설화를 부가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설화가 수달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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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정사 인연담의 중심에 위치하게 한다. 석보상절에서 설화는
붓다의 설법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외도와의 신력대결 설화는

출가자라고 해서 불효자가 아니며, 오히려 무수겁동안 효행을 통

해 불제자가 될 수 있었음을 암시하고, 불법은 어떤 다른 외도의

법보다 수승함을 강조하고 있다. 개미설화는 석보상절에만 포함
되어 있는 설화로 선업을 짓지 않는 한, 영겁의 세월동안 ‘개미’라

는 미물의 몸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선업이란

효행뿐만 아니라 사문을 공경하며 삼보에의 귀의를 의미하는 것

이다. 석보상절은 개미설화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불법은 최고
의 선이며, 심어야할 복임을 되풀이 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정사를 건립한 후 이루어진 기원정사 기증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전은 붓다짜리타와 사분율,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
석보상절이다. 붓다짜리타는 정사 기증식 역시 사실적이고 간
단하게 묘사한다.36) 이에 비하여 사분율과 근본설일체유부비
나야파승사, 석보상절에서는 금 물병 사건37)과 정사를 서다림
급고독원38)(逝多林給孤獨園, 태자기타수급고독원39))이라고 명명하

게 된 연유, 그리고 정사 건립의 공덕40) 등을 포함함으로써 내용

은 문학적으로 더욱 풍부해 진다.

36) ‘금으로 돋을새김을 하고 흰 화환으로 장식된 깨끗한 물이 든 항아리를

가져간 수달장자는 적당한 때에 기원정사를 여래께 선사했다‘

(Buddhacarita, 20장 3송).

37)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TD 24) p. 142a.

38) 위의 책, p. 142b.

39)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1) p.30.

40) 사분율(TD 22) p. 94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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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수달장자 기원정사 기부이야기는 모든 불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그 내용은 수달장자가 정사를 기부하게 된 연유와 붓다

의 설법, 정사건립의 에피소드, 그리고 정사 건립후의 기증식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붓다짜리타의 이야기 전개 방식을 보면 단순하고, 사실적으

로 부처님이 어떤 설법을 설하셨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되고 있다. 붓다짜리타가 사실적이며 경전에 충실한 불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자 아슈바고샤의 작품 태도와 당시 인도 문

학계에서 요구되던 시인의 자질과 관련이 있다. 붓다짜리타에서
나타나고 있는 붓다의 설법은 무상, 무아, 윤회, 인과의 법칙 등

초기불교의 교설과 재가신자에게 주로 행해졌던 보시, 지계 생천

이라는 차제설법 등이다. 설법하는 방식은 자세하게 예를 들어 이

해하기 쉽게 다양한 각도에서 설해지며, 또한 주요 학파의 학설을

자세히 언급하고 불교 교의에 의해 논파하는 방식을 취한다. 붓
다짜리타는 스토리의 전개가 아닌 재가자에 대한 설법이 무엇이
었던가를 알려주고자 하며, 이러한 의도 때문에 붓다짜리타는
교법 중심형 불전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수달장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초기 한역 이본들에서는 붓다
짜리타 내용의 틀에 붓다와 승려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편입시키고, 문신설화를 포함함으로써 수달장자 이야기를

발전시킨다. 붓다는 출가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은 분으로 그

려지고, 승려는 붓다를 따라 출가 수행하는 수행자로 언급된다.

여기에서 문신은 수달장자를 붓다께 이르게 하기 위하여 신력으

로 빛을 비추고,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문신은 수달장자와 과거

에 깊은 인연이 있는 존재로 나타난다. 불·승 개념은 역사적·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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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한역 이본들에서 문신설화가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초기 한역 이본들에서 설해지고 있는 붓다의 교설은 붓다짜리
타의 보시·지계=생천이라는 차제설법과 이욕, 경우에 따라서는

무상을 함께 설하며, 사성제만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붓다의

설법보다는 설화가 오히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대중교화를 위한 방편설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역 이본

들에서 정사는 붓다 승가의 수행처이며 안거의 장소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불전인 석보상절은 가장 발전된 형태를
보인다. 석보상절은 초기 한역 이본들보다 더욱 확대·발전된다.
석보상절은 풍부한 문학적 수식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많은 설
화를 포함시킨다. 또한 불·승의개념을 대승적이며 초월적으로 대

체한다. 여기서 붓다는 더 이상 인간적인 존재가 아닌 신앙적인

존재가 되며, 스님들조차도 ‘신족(神足)이 다 자유자재하여 중생에

게 복전(福田)’이 되는 복을 주는 존재가 된다.

석보상절은 문신설화뿐만 아니라 정사 건립 에피소드에 사리
불과 외도의 신력대결 설화와 개미설화를 포함시킴으로써 설화

중심형 불전으로 발전되었다. 사리불과 외도의 신력대결 설화에

빗대어 스님들의 신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출가자는 어느 누

구보다 효행을 행했던 사람임을 말한다. 불·승에 대한 신력적 정

의의 채택과 더불어 이 설화는 조선이라는 억불의 시대상 극복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개미설화는 복이 없으면, 무수한 세월

이 지나도 미물의 몸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며, 작복(作福)을 강

조한다. 여기서 최고의 작복은 다름 아닌 삼보에의 귀의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적·역사적이며 교법 중심적으로

편찬된 붓다짜리타의 내용은 초기 한역 이본들에서는 불·승의

개념이 소개되고, 문신설화를 포함하는 등의 대중 홍포용으로 발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보상절에 이르러서는 문신설화 이
외에 사리불과 외도의 신력대결 설화와 개미설화가 추가적으로

포함됨으로써 설화 중심형 불전으로 변화된다. 신이하고 초월적인

묘사의 설화들은 불·승의 개념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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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의 용도 또한 승려들의 수행처가 아니라 대중의 교화 장소로

변화한다. 석보상절은 많은 설화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교화하
고자 하는 목적을 지녔으며, 억불의 시대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

면의 의도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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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Constitution of Jetavana Vihāra

Construction Story in Seokbosangjeol

Kim, Yumi

Dongguk University

The paper aims at studying the differences and

developments in the story of Sudatta's building the

Jetavana vihāra among the Buddhacarita, the early

translated Sūtras in Chinese and Seokbosangjeol which is

the first Korean Sūtra about the Buddha Life. There are

great differences between the early Buddha stories and later

ones. That's because there appeared worship and bhakti for

Buddha and the tales were developed long after the

Buddha's Mahāparinirvāna. And the age to which Sūtras

belong and the cultural situation seem to have brought

about these changes.

What was represented realistic and historical in

Buddhacarita changed and early Chinese-translated Sūtras

came to contain new contents like door-god tale and add

the explanation of Buddhistic words. Here the door-god,

lighting the road, took a role to encourage for Sudal to

reach the place where Buddha stayed. Moreover in case of

Seokbosangjeol its tales and content expanded and enlarged,

containing the story about competing between Śariputra and

heretics and ant's story, etc. The doctrine in Buddhacarita

was expanded in early Chinese-translated Sūtras such as

the merit of dāna + precept = heaven-born state to that of

dāna + precept + conversion to Buddhism = heaven-born

state. And Seokbosangjeol took the more developed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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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early Chinese-translated Sūtras. Not only did it include

literary modification but also substituted it the concepts of

Buddha and the monks for the transcendental ones.

Eventually the doctrine oriented way in Buddhacarita turned

into the tale oriented one like Seokbosangjeol. These

narratives made Seokbosangjeol what emphasizes people to

accumulate good karma. Its main purpose lies in letting

people convert to three jewels(三寶). Vihāra in Buddhacarita

and early translated Sūtras in Chinese appeared as a place

in which monks practiced but that of Seokbosangjeol

changed into a place where laymen were preached and

converted to Buddhism.

Key words : Jetavana vihāra, doctrine-oriented,

tale-oriented, good karma,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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