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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저는 금강역사의 무기나 지물(持物)로서 잘 알려져 있고, 그 둘

은 불가분의 연결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지금까지 볼 수 있는 가장 일

반적인 서술이었다. 또한 금강역사와 바즈라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

들 중 대다수는 가우타마 붓다의 생애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표현하고

있는 도상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국과 서

역, 우리나라, 일본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

습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는 금강역사의 지물, 바즈라는 가우타마

붓다의 등장보다 더 오래된 인도 신화적 기원을 갖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금강저의 원형은 가장 먼저 인도의 신화에서 찾아

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강저가 불교의 미술 도상에 국

한되었거나 또는 그것을 우선시하여 논의해 왔던 기존 연구의 외연을

자이나교와 브라만교의 신화까지 넓히고 있다. 흔히 말하는 바즈라는

불교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며 그보다 먼저 자이나교와 브라만교에 나오

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다양한 문헌적 근거를 들어서, 금강저의 기원을

밝히고 있다. 예컨대, 금강저는 번개처럼 빛을 낸다거나, 다디치 성현의

뼈처럼 강인하다거나, 수문장의 무기처럼 적들을 쳐부수고 제압하는 용

도로 사용되는 것, 탁월한 기능을 가졌기에 보배와 같은 것 등, 다양한

원천에 따라 그 기능과 상징도 매우 중층적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여

러 기능들이 신화적인 기원과 더불어 세월이 흐르면서 복합적으로 결합

되어 현재 불교의 법구(法具)인 금강저가 되었다고 말한다.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2-A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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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강역사와 금강저

금강저(金剛杵)는 금강역사(金剛力士, vajrapāṇi)의 무기나 지물

(持物)로서 잘 알려져 있고, 그 둘은 불가분의 연결 관계로 설명하

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서술이다. 하지만 금강역사의 기원에 대해

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예컨대, 인드라 신에서 기원한 것

이라는 설과 야크샤(yakṣa)에서 비롯되었다는 설, 그리스 신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설까지 매우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간다라(gandhāra) 불전(佛傳) 미술에 등장하

는 금강역사의 도상적 원류를 그리스 신상에서 찾는 견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오히려 간다라

불교 미술이 그리스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관

점에서는 거의 당연시하던 입장이었다. 그러한 설명의 실례는 쉽

게 찾아볼 수 있다.

간다라의 금강역사를 연구한 뒤, 임영애는 “금강역사는 출신이

야차이지만, 그의 얼굴 모습은 서양 고전 미술의 신들을 연상시킨

다. 이는 야차 출신인 그가 제석천에게 금강저를 넘겨받고 힘을

얻었지만, 그에게 더욱 강력한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새로운 모

델이 필요했을 것이며, 그 대상이 바로 용맹함의 표상인 헤라클레

스나 제우스 등과 같은 신의 모습이었던 것이다.”1)라고 결론을 내

리고 있다.

유근자는 “집금강신은 바즈라를 들었다는 점에서는 제석천과

같지만 간다라 불전도에서는 제석천과 구별된다.”라고 하면서 의

상이나 외모가 제석천, 즉 인드라와 구별되는 집금강신에 초점을

두고 있다.2)

1) 임영애(2004) p.181.

2) 유근자는 그의 논문에서 vajrapāṇi에 대해서 주로 “執金剛神”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지물로서는 “금강저”와 함께 음역어인 “바즈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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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근년에 금강역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목을 끄는 논의

가 제기되었다.3)

심재관은 “Herakles, Indra, 그리고 Vajrapāṇi”라는 글을 발표하

면서, “간다라 조각에 나타나는 헤라클레스 모습의 바즈라빠니는

불교의 바즈라빠니가 그리스 미술의 영향으로 헤라클레스의 모습

을 띠게 된 것이 아니라, 헤라클레스가 그대로 불교 속에 수용되

어 바즈라빠니라는 새로운 신격을 형성하는 과정의 일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조각을 통해 표현된 새로운 신장 바즈라빠니는 불전

에 삽입되어 차후 독립된 신장이나 보살로 묘사된다.”4)라고 주장

하였다. 그는 특히 “헤라클레스-바즈라빠니”라는 용어를 구사하면

서, 기존의 학자들은 바즈라빠니의 바즈라를 “인드라의 소유물이

라는 일반화된 통념을 쉽게 떨치지 못했기 때문”에 “인드라를 매

개로 불교로 편입되는 과정을 설정한다.”고 지적하였다.5) 또한 W

atkins와 M. West의 분석을 채용하여 “인드라의 바즈라나 헤라클

레스의 몽둥이는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고대 인도의 바즈

라는 도상적으로 그리스 식 ‘뽕’이 보이지 않을 뿐이고 ‘개뼈다귀’

형태의 바즈라로 바뀐 것”이라고 하였다.6)

이와 같이 금강역사와 바즈라에 대한 여러 분야의 학자들의 해

명이 제기될수록 그에 대하여 정리가 되어가기보다는 더욱더 혼

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총합하여 말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금강역사의 정체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지금

까지의 주요 논의가 “바즈라를 든 금강역사”에만 초점이 놓여 있

다는 데 주목하고, 먼저 바즈라의 해명에 주력하고자 한다.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집금강신이 “간다라 불전도를 특징 지우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근자(2005) pp.51, 399, 398～412.

3) 이재형(2009), “금강역사 원류는 헤라클레스” 주장 제기 .

4) 심재관(2009) p.1.

5) 위의 책, p.7.

6) 위의 책,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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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설명하기를, 금강역사의 기본적인 뜻은 ‘금강(vajra)

이라는 무기를 손에 든 역사(力士)’라고 한다.7) 그렇다면 ‘금강역

사’라는 이름을 얻게 된 원인, 즉 ‘금강’을 해명하는 것이 금강역사

의 정체를 알기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할 작업이라고 보았다. 그래

서 먼저 금강저의 유래와 도상학적 형태를 분석한 뒤, 그것을 토

대로 하여 금강저의 상징소적(象徵素的) 변천을 논하고자 한다.

Ⅱ. 금강저의 유래

금강역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사를 살펴보면, 그의 지물인

금강저에 대해서는 매우 도식적인 설명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금강저의 유래는 인드라의 무기인 벼락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설명하는 다수설과 그리스 신과 연결하여 설명할 때 그 신

상의 무기와의 연결성을 인정한 몽둥이 종류라고 언급하는 설, 이

두 입장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금강저의 형태적 기원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간단하지도 않다.

7) 금강역사가 한 쌍으로 이루어진 수문신(守門神)으로서, 각각 금강과 역사,

둘로 이루어져 있다는 관점도 있으나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다만 그러한

견해에 따르면, ‘금강은 무기를 들고 있는 신’이고, ‘역사는 무기나 어떠한

도구도 손에 들지 않은 채 맨손으로 권법(拳法)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나누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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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벼락 유래설

고금을 불문하고 인도에서 금강저에 대한 가장 첫째가는 설명

은 인드라(indra)의 무기라는 것이다.

인드라는 누구인가? 사전적으로는 신 이름이나 신격(神格)보다

앞서는 뜻이 있다. 즉 인드라는 “뛰어난 사람”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이기도 하다.8) 신으로서 인드라는 베다 시대의 최고 신격이

자 주요 3신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브라만 전통을 대표하는 천신

이다.9)

흔히 인드라는 천둥 번개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그가 번개를

무기로 삼아서 악신(惡神) 또는 적들을 처단하는 내용이 신화의

줄거리를 이룬다. 따라서 인드라의 무기가 금강저라고 설명하는

한, 그 원형을 벼락에서 찾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10)

이러한 벼락 기원설을 이름에 반영한 예로서, 기야마 지로의 번

역 예를 들 수 있다. 그는 바즈라를 “전격저”(電擊杵)라고 하였

다.11)

고대 인도에서는 갖가지 자연 현상들을 신격화하였는데, 벼락

유래설은 그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천둥(thunder)과 번개(bolt), 즉

벼락(thunderbolt)을 ‘바즈라’라고 불렀다는 데서 그 유래를 찾는

입장이다.

바즈라라는 자연 현상이 신격화되면서 ‘인드라’라는 이름을 얻

고, 인드라와 바즈라는 동일시되는 단계를 지나서 다시 개념적으

8) Maharaj(1988), “iṃda” 항목, p.128.

9) 베다 시대의 주요 8신은, indra, agni, sūrya 등의 3신과 vāyu, varuṇa,

yama, soma, kubera 등을 합해서 헤아린다. 그 중에서 으뜸 신으로서

인드라를 꼽는다.

10) “금강저는 고대 인도의 신인 인드라(Indra) 즉 제석천의 번개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다가 점차 여러 신과 역사(力士)가 지니는 무기를

일컫게 되었다.”(유근자(2011b) p.196.)

11) 杉山二郞(1970)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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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리되었다. 인드라는 주체적인 신격으로, 바즈라는 그 주체의

소유물 또는 도구 개념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 결

과 바즈라는 인드라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도구, 즉 무기가 된 것

이다.

예나 지금이나 자연 현상들 가운데서도 번개는 비할 데 없이

강력한 빛과 열과 힘을 지닌 현상이고, 무엇이든지 박살을 내거나

부셔 없애며, 그 현상과 함께 수반되는 천둥소리는 누구든지 공포

심을 가질 만큼 두렵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인드라의 바즈라 또한 그러한 벼락과 동일한 힘과 기능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세상에서 대적할 것이 없는 최고의 무기

로 여겨졌다.

이와 같이 바즈라와 결합된 인드라 신은, ‘바즈라를 가진’ 인드

라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예컨대, “vajra-pāṇi, vajra-dhara, vajra

-bhṛt, vajra-dhṛk, vajra-hasta, vajra-muṣṭi” 등의 다양한 별칭들

은 1차적으로 인드라를 가리킨다.12) 이러한 단어들을 인드라의 별

칭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즈라를 인드라의 무기 또는 지물로서 귀

속시키는 한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별칭들은 다음과

같이 한역(漢譯)되어 쓰이고 있다. ‘금강수(金剛手), 수집금강저(手

執金剛杵), 지금강저(持金剛杵), 집금강(執金剛), 집금강저(執金剛

杵), 집지금강(執持金剛)’ 등이다.13) 물론 이러한 한역어들은 불전

(佛典)의 내용 중에서 반드시 인드라와 결합하거나, 인드라의 별

칭으로만 쓰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바즈라가 인드라 즉 제석천의

지물로 등장하는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14)

그리고 자이나교에서는 24명의 티르탕카라(tīrthaṃkara)들을 각

12) 林光明, 林怡馨(2005) pp.1378～1379, 참조. 그러나 구체적인 문헌 내용에

따라서 이러한 별칭으로 함축되거나 수식하는 대상이 인드라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일 수 있다는 세세한 용법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13) 林光明, 林怡馨(2005) pp.1378～1379, 참조. 물론 실제 경전상으로는 훨씬

더 다양한 의역어가 쓰이고 있으나, 여기에 열거한 것은 바즈라에

해당하는 ‘금강’을 포함한 용어들이다.

14) “帝釋天主持金剛杵來入會中. 諸魔外道懾然而視十方世界.” T. 13, p.98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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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다른 상징 문장(紋章)으로 구분하고, 도상학적으로도 매우 중

요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15대 티르탕카라 다르마(dharma)

의 문장이 바즈라이다.15) 그런데 이 경우에도 대체로 영어로 번역

하여 설명할 때 벼락(thunderbolt)이라고 한다.16)

인드라는 자이나교 문헌에도 흔히 나오는 신격으로서 그의 손

에는 바즈라를 갖고 있다고 묘사되고 있다.17) 다만 베다적인 신격

과는 달리 인드라는 최고 신격이 아니고, 유일한 신격도 아니라는

점이 베다 전통과 차이가 있다. 물론 문헌에 따라서는 베다 전통

과 유사하게 주신(主神) 개념으로 등장하거나, ‘indra yakṣa’라고

하여 ‘야크샤들 가운데 우두머리’ 신이라는 개념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자이나교에서의 인드라 신격이 여러

부류의 신 존재들 가운데, 한 부류 중 최고 신격을 인드라라고 부

르는 용법에 의거한 것이다. 따라서 자이나교에서 인드라란 최고

신격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유일 최고가 아니라 어떤 특정 부류,

집단 가운데서 최고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이나교에서 인드라는

고유 명사라기보다 보통 명사적 용법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한 예를 들자면, 제24대 조사 마하비라가 출가할 때에 손

으로 뽑아 낸 머리카락을 인드라가 손으로 받았다는 일화가 있다.

<그림 1>에서도 보듯이,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경우에 인드라는

네 개의 손 중에서 한 손에 금강저를 세워서 들고 있다.

이처럼 힌두교와 자이나교에서 인드라 신의 속성을 금강저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두 종교에 이어서

나중에 성립한 불교에서도 인드라의 속성을 금강저로 나타내거나,

인드라의 지물을 금강저로 표현하는 것은 힌두교와 자이나교를

15) 자이나교의 24조사에 대한 성상이나 도상은 모두 비슷한 외양의 나체로

조성되기 때문에 각각을 구별할 수 있는 특유의 문장이 발달하였다. 각

문장(lāñchana)의 상징성은 해당 조사의 일생이나 어떤 특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대체로 기원전 3세기경부터 발달하여 서력 기원

초엽에는 이미 정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 Wiley(2004) p.247, 참조.

17) Mohadikar(2011)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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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인도 전래의 관념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다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그림 1> 마하비라와 인드라18)

2. 강골 유래설

금강저가 인드라의 무기인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 무기의 배

경을 달리 설명하는 입장이 강골(强骨) 유래설이다. 즉 인드라의

무기로서 바즈라는 트와슈트리(tvaṣṭṛ)19)가 그를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이라는 설이다.

리그베다 이래로 신화적 전승에 따르면, 트와슈트리는 다디

치(dadhīci)의 뼈로 인드라에게 최상의 무기를 만들어 주었고, 그

무기가 바로 인드라의 벼락(thunderbolt)이라고 한다.20)

18) 1417년 제작, 뉴델리 국립 박물관 소장(Nagarajaiah(2002), 도판 K,

p.ⅹⅴ, 참조).

19) Choudhuri(1981) p.3에서 tvaṣṭā라고 하거나, p.169에서는 tvṣṭṛ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tvaṣṭṛ로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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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디치는 베다 시대 이래로 가장 위대한 성현(聖賢, ṛṣi)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은 고행과 단식

을 잘 닦은 까닭에 매우 강인해져서 신성한 몸을 가지게 되었는

데, 악신(惡神)을 처단하기 위해 싸우는 인드라 신을 위해서 기꺼

이 자기 몸을 희생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다디치의 뼈로 바즈라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은 동일하

지만, 바가바타 푸라나에서처럼, 바즈라를 만든 것은 비슈와카

르마(viśvakarma)였다는 설도 있다.21) 예컨대 “바가바타 푸라나
에 따르면, 크리슈나가 브리트라(vṛtra)와 싸우는 데 도와주려고

온 신들에게 충고하기를, 다디치라는 성현에게 가서, 그가 자신의

몸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라고 했다. 왜냐하면 다디치는 엄격한 고

행과 신성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강하고 단단한 몸을 가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디치가 그 신들에게 자기 몸을 주었고,

그들은 비슈와카르마가 만든 최고의 무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한

다.22)

간단히 말하자면, 비슈와카르마가 다디치의 뼈로 바즈라를 만

들었고, 그 바즈라로 인해서 인드라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두 설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은 바즈라의 재료가 다디치의 뼈

라는 점이다.

본래 다디치는 아타르반(atharvan)의 아들이었다. 베다 신화상

으로는 아타르반이 브라마 신의 장남이므로, 다디치는 브라마 신

의 손자인 셈이다.

20) “1. 32. 1. indrasya nu vīryāṇi pra vocaṃ yāni cakāra prathamāni vajrī.

ahannahimanvapastatarda pra vakṣaṇā abhinat parvatānām. 1. 32. 2.

ahannahiṃ parvate śiśriyāṇaṃ tvaṣṭāsmai vajraṃ svaryāṃ tatakṣa.

vāśrā iva dhenavaḥ syandamānā añjaḥ samudramava jagmurāpaḥ.”

Sātavalekara ed.(1997) pp.18～19. ; 리그베다 1. 32. 2 참조. Nooten &
Holland ed.(1994) p.20.

21) Tagare(2002) pp.824～837, 참조.

22) Choudhuri(1981)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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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에 따르면, 인드라는 다디치의 뼈로 브리트라를 죽

이게 되고, 또한 후대 서사시 시대에 이르러서, “다디치는 인드라

와 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쳐 뼈를 제공함으로써, 브리트라

와 아수라를 파멸시키는 데 벼락보다 더 효과적인 무기였던 그의

뼈로 무장시켰다.”23)라는 식으로 전개되어, 다디치의 뼈가 가장

강력한 최고의 무기로서 자리 잡게 된다.24)

여기서 인드라의 무기는 벼락에서 바즈라로 교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벼락은 인드라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무기

이고, 다디치의 뼈로 만든 바즈라는 최상의 신무기가 된 셈이다.

인드라의 무기가 된 다디치의 뼈라는 원형은, 결국 번개가 칠

때 퍼져 나가는 모양이 바로 다디치 성현의 늑골 형태이고 빛나

는 백색도 그 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귀착되기에 이른다.

이 설을 따라 신화를 구성한다면, 다디치가 가장 앞서서 등장하

고, 그 다음에 인드라가 있고, 그 다음으로 번개라는 자연 현상 내

지 아수라와 인드라의 싸움, 즉 악신과 선신의 투쟁과 갈등이 생

겨난다는 여러 신화소(神話素)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인드라가 좋아하는 무기는 수백 수천 마디 또는 날을

지닌 금속 바즈라이며, 그것으로 적들과 주술을 쳐부순다.”25)라는

설명에서도 다디치의 뼈가 신화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짐

작하게 해 준다.

이처럼 다디치의 강골 유래설에 의거하여, 인드라가 들고 있는

바즈라의 모양이 다디치의 뼈 형태로 그려진 예도 적잖이 찾아볼

23) Dowson(2000) pp.31, 75～76. 여기서는 dadhyanch, dadhīcha 등으로

서술되고 있으나, 동일한 인물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디치로 통일하였다.

이 내용과 대동소이하지만 dadhyañch라고 하는 문헌도 적잖이 나온다.

Rengarajan(2004) pp.73～74.

24) 이러한 내용의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이름들은 베다 시대 이래로

푸라나와 마하바라타 등의 다양한 서사적 구조 속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신화적인 인물들이다.

25) 리그베다(1. 80. 6. ; 8. 66., 등)와 아타르바베다(8. 5. 15.)를 참조하여
정리한 설명이다. Stutley(2001)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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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림 2> 아이라바나(airāvaṇa) 위의 인드라26)

<그림 2>에서는 인드라가 비구름을 배경으로 하여 코끼리를

타고 앉아 있다. 여기서 인드라의 오른쪽 윗손에는 바즈라가, 왼

쪽 윗손에는 트리슐라(triśūla), 즉 삼차극(三叉戟)이 들려 있는데,

바즈라의 형태는 다디치의 뼈 모양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상은 초기 자이나 경전의 일화 속에서도 흔히 발견된

다. 일반적인 인드라 신을 묘사하는 다음 삽화의 예에서도 보듯

이, 자이나교에서도 인드라의 지물인 바즈라는 당연히 다디치의

뼈로 만들었다는 신화적 배경 아래, 신체의 중앙 골조인 갈비뼈

모양에 빛을 내고 있는 형태로 묘사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매

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26) Majupuria(2000) p.97. 현대의 삽화이지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도와 네팔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바즈라의 형태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뼈 모양과 연결되며, 그 바탕에는 다디치의 신화가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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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뼈 모양의 바즈라를 세워서 들고 있는 인드라27)

또한 다음과 같이 자이나 경문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삽

화에서는 자이나교에서의 바즈라의 기능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표

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7) Maharaj(2004), 삽화 p.7, 그림의 일부. Śrī Sthānāṃgasūtra는 초기

자이나 경전으로서 불교의 초기 경전보다 앞선다.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현대의 삽화이기는 하지만,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도상에서 보여 주는 바즈라의 형태 묘사와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어느 특정 시대의 도상들을 비교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 고래의 바즈라에 대한 신화적 원형과

상징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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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데바의 왕 인드라, 바즈라, 아수라 왕28)

이와 같이 인드라의 무기인 바즈라가 다디치의 뼈와 관련되어

있다는 신화는 자이나교에서도 매우 일반적이라는 사실은 의문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디치 성현의 존재가 베다 전통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지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

하면 다디치의 고행력은 인도 고래의 토착 전통, 예컨대 고행의

공덕을 강조하는 슈라마나적인 배경에서 그 유래를 찾는 것이 다

수 학자들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점 하나는 불교나 힌두교와 달리 자이나교에서는

뼈와 관련된 바즈라의 일반 용례가 쉽게 발견된다는 것이다.

자이나교에서는 신체의 힘을 결정하는 것은 뼈의 힘에 달려 있

고 하며, 뼈의 힘은 뼈의 구조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뼈의

28) Ibid., 삽화 p.11.



72 ∙ 印度哲學 제33집

구조를 여섯 종류로 나눈 뒤에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뼈 구조를

“바즈라 구조”라고 부른다.

스타낭가수트라(Sthānāṃgasūtra)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뼈 구조에는 여섯 종류가 있다. 1) 바즈라 구조, 2) 리샤바 구

조, 3) 나라차 구조, 4) 반(半) 나라차 구조, 5) 킬리카 구조, 6) 세

바르타 구조 등이다.”29)

<그림 5> 6종의 뼈 구조30)

여기서 말하는 바즈라 구조란 둘 이상의 뼈들이 마치 쐐기가

박힌 듯 단단하게 조여 있는 형태로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

는 경우이다.

자이나교에서는 이 분류에 따라 존재들도 구분하는데, 바즈라

뼈를 가진 부류에는 티르탕카라, 차크라바르티(cakravarti), 발라

데바(baladeva), 바수데바(vāsudeva) 등이 있다. 이들은 바즈라 뼈

를 가졌기에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가 되는 것이다. 보통 사

람들이 이 뼈를 갖기 위해서는 매우 오랜 동안 고행을 해야 한다.

29) “St. 30. saṃhanana-pada : chavvihe saṃghayaṇe paṇṇatte, taṃ jahā-

vairosabhaṇārāyasaṃghayaṇe, usabhaṇārāyasaṃghayaṇe,

ṇārāyasaṃghayaṇe, addhaṇārāyasaṃghayaṇe, khīliyāsaṃghayaṇe,

chevaṭṭasaṃghayaṇe.” Ibid., p.232.

30) Ibid., 삽화 p.10, 그림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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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나교에 따르면 뼈의 구조도 고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 밖에도 라야파세니야 수트라(Rāyapaseṇiya Sūtra)에서는
천신들의 탈것을 만들 때, 부품 간의 이음매에 쓰이는 강력한 촉

(鏃)도 바즈라라고 한다. 이 때 마치 일반적인 뼈의 구조를 말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경우를 ‘바즈라형 뼈 구조’라고 불렀듯

이, 동일한 용법으로 ‘가장 강하게 이어주는 기능성을 띤 부품’을

지시하는 말로도 바즈라를 쓰고 있는 것이다.31)

이처럼 자이나교의 경전에서 뼈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나타나는

바즈라의 용례는 다디치의 뼈와 금강저를 연결시키는 데 보다 더

용이한 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3. 수문신의 무기설

바즈라의 기원을 수문신(守門神)의 무기에서 찾는 설로서, 수문

장(守門將) 또는 수문신의 지물이 바로 바즈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설이다. 특히 불교 문헌에 등장하는 금강역사, 즉 ‘바즈라파니 야

크샤’가 수문신의 역할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그가 들고 있는 것이

곧 금강저라고 새기는 입장이다. 물론 수문신이 항상 야크샤인 것

은 아니다.32)

31) Muni(2007) pp.35～37, 참조.

32) 금강역사의 원류는 인드라 신과 야크샤의 복합이라고 보는 백남주의

입장에서는 금강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드라 신의 지물로

대표되는 금강저(바즈라)가 금강역사를 상징하는 지물로 변하여

금강역사의 위력을 더해 주고 있다는 사실도 금강역사상 성립 과정에

있어 인드라 신과 금강역사와의 연관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렇게

인도의 재래 신인 야크샤와 인드라 신을 그 원류로 해서 형성된

금강역사의 모습은 간다라 지역의 불교 미술에서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서역 및 중국의 불교 미술에서 그 제작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백남주(1995) pp.88～89. 밑줄 부분은 필자가 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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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불교 문헌에서, 문지기는 “수문인”(守門人)이라고 하여 사

람과 연결되는 예가 더 많으며, 신격 또는 야크샤 등과 연결을 짓

는 예는 오히려 드물다.

불교 미술에서 야크샤는 야크쉬니(yakṣīṇī, 야차녀)와 함께 산치

(sāñcī)와 바르후트(bhārhut) 유적 등에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

기 시작한다. 불상이 성상 표현으로 구체화되기 전부터 불교 예술

에 나타나는 야크샤는 최초기에는 손에 특별한 무기를 지니지 않

았다. 그러나 차츰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

개념이 부가되자 손에 무기를 들기 시작했는데, 그 무기로 금강저

가 주로 선택되었다는 설이다.

이 설에는, 붓다를 협시하는 역할은 초기에 인드라와 브라마,

즉 제석천과 범천이 담당하였고, 제석천은 금강저 또는 털채를 든

모습으로 조성되었던 까닭에, 야크샤가 불법을 호위하는 수문 신

격의 역할을 하게 될 때 인드라로부터 금강저를 넘겨받게 되었다

는 주장도 포함된다.

임영애는 이와 관련하여, “간다라 미술에서 인드라 즉 제석천이

실제로 바즈라를 들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 금강저는 인

드라(제석천)의 지물이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금강저는 바

즈라파니, 즉 금강역사가 들고 있다. …… 따라서 분명한 사실은

제석천이 원래 자신의 지물이었던 금강저를 금강역사에게 넘겨주

었다는 것이다.”33)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권위와 용맹을 상실한

인드라는 자신의 지물인 금강저를 하위신인 야차에게 건네주게

되었다. …… 금강저를 받은 야차는 야차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가 바로 집금강야차, 즉 금강역사인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다.34)

33) 임영애(2004) p.165.

34) 인용문에서 밑줄은 필자의 교정 부분이다. 원문에는 밑줄 친 부분의

‘자신의’가 반복되어 있고, ‘금강저’가 “금강역사”라고 되어 있으나 오자로

추정되고, “야챠”라고 쓰고 있으나, 이 글의 일관성과 일반적 용례에

의거하여 ‘야차’라고 교정하였다.(위의 책, p.166.) 심재관은 임영애가 “한

장면에 제석천과 금강역사가 동시에 금강저를 든 예는 전혀 없다.”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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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은 우리나라의 미술사학계에서 두루 언급되고 있는 설이

다. 그런데 인드라가 금강역사 또는 어떤 야차에게 바즈라를 넘겨

준다는 구체적인 일화나 신화적 배경을 문헌상으로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설의 최초 주장자가 누구인지 알 길 없으나, 필자로서는

보다 구체적인 문헌의 근거가 필요한 추정설이라고 생각된다. 왜

냐하면, 문헌적인 어떤 근거나 고대 인도 신화적 전승에서도 찾기

가 힘든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 천신의 보배설

바즈라에 대해서 천신의 보배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적인 서술 표현의 경우에, 바즈라란 매우 고귀한 것으로서 특히

인드라 신에게 속한 아주 특별한 보배라고 말하는 예 등이 여기

에 해당한다.

이러한 용법으로 표현된 바즈라는 그 원형이 뼈이든 번개이든

상관없다. 이미 특정한 고유의 무기로 정착된 단계의 바즈라를 말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드라 또는 인간이 아닌 다른 천신이 소

지하고 행사하는 어떤 것으로서, 그것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보배란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광의의 바즈라는 천신의 보배이다. 이와 같은 맥

락에서 ‘바즈라 보(寶)’라는 용법으로도 흔히 쓰인다. 하지만 이

경우에 보배라는 말은 상징적인 수식어일 따름이다. 루비나 다이

아몬드와 같은 구체적인 보석이라는 뜻은 아니다.

고대 인도인들에게 바즈라는 천신들이나 왕이 갖고 있는 여러

보배들 가운데 하나라는 관념이 있었다. 신들 중에서도 특히 인드

것은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제석천이 금강역사에게 원래 자신의

지물이었던 금강저를 금강역사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재관(2009) p.5, 각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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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믿어졌던 바즈라는 가장 최고의 것이

고, 천상의 보배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던 것 같다.

자이나교 문헌에서도 천신들이 갖고 있는 보배의 종류를 열거

하는 중에 바즈라가 포함되어 있는데, ‘바즈라 보배’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빛이 나고 각이 진 형태로 연마된 어떤

보석으로서의 다이아몬드가 아닌 것은 당연하다.

인도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푸자나 각종 의례에 사용되는 다섯

가지 보석은 “금,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진주” 등이 꼽힌

다.35) 여기서 다이아몬드란 금강저가 아닌 것은 명약관화하다.36)

그런데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에 따르면, 금강이란 범어로

발절라라고 하고, 금강역사가 지니고 있는 저(杵)는 이 보석으로

된 것이다. 금속 광물 중에서 가장 강하기에 금강이라고 한다. 이

것은 제석천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복이 적은 사람은 보기 어렵

다. 매우 견고하고 예리하여 반야에 비유되기도 한다. 아무것도

이것을 깨뜨릴 수 없으며, 만물을 다 깨뜨릴 수 있다.”37)라고 설

명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을 면밀히 살펴보면, 바즈라가 보석류인 다이아몬

드로서 금강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 있는 듯하다. 그

렇다면 이 설명처럼 금강역사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저’를 들

고 있어서 그것을 ‘금강저’라 하고, 그런 이유로 ‘금강역사’로 불렸

다고 볼 것인가? 불교의 금강역사와 그의 지물이 인도의 신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한, 아무래도 위의 설명은 논리적인 정합을 이룬

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金剛’이라는 한역 용어에 대한 “표준화 용

35) Prasad(2010) p.37.

36) 인도는 세계 최초로 다이아몬드를 생산하고 산출한 나라로서 그 명성이

높으며, 오늘날에도 다이아몬드 연마 기술로는 세계적 중심지로 꼽힌다고

한다.

37) “金剛般若波羅蜜經 金剛者. 梵云跋折羅. 力士所執之杵是此寶也.

金中最剛故名金剛. 帝釋有之. 薄福者難見. 極堅極利喻般若焉. 無物可能壞之.

而能碎壞萬物.” T. 33, p.155b. : 이지관(1999) p.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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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서 ‘금강’을 그대로 채용한다고 제안한 사례가 있다. 사실 ‘金

剛’을 ‘금강’이라고 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한

국어에서는 ‘금강석’과 같은 언어로 사용”한다고 설명하면서, 예로

서 “金剛不壞身”과 “金剛堅固”의 예를 들고 있다.38) 그러나 이들의

원어는 분명히 바즈라일 것이며, 또 바즈라인 한 금강석, 즉 다이

아몬드가 아닐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전(佛典)에 나오는

‘金剛’이 한국어에서는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의미의 규정이자 확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불교 문헌에서 흔히 설명하듯이, 바즈라의 특성이 “견고하고 예

리하고 세상 모든 것을 부수어 버리는 것”이라면, 당연히 다이아

몬드가 아니라 번개와 결부시켜야 할 성질이다. 다이아몬드가 광

석들 중에서 경도가 높은 광물이기는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을 부

수어 없애는 번개와 대적하겠는가? 다만 그렇게 강력한 힘을 지

닌 바즈라가 인간의 것도 아니고 지상의 것도 아닌, 인드라 또는

천상의 신들에게 귀속된 귀한 보배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 고대

인도인들이 상정한 바즈라였다. 그렇지만, 천신 또는 왕이 가진

여러 가지 특별한 보배의 일종이라고 열거될 때에는, 바즈라가 과

연 다이아몬드라는 구체적인 보석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무기로서

의 금강저를 뜻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금강저에 대해서 “원래 고대 인도의 무기였다.”라는 설

명을 볼 수 있다.39) 또는 고대 인도의 무기이긴 하지만 “아리얀의

전쟁 신인 인드라가 좋아하는 무기가 바즈라, 즉 벼락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한다.40)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고대 신화 속 신들

의 무기와 인간 세계의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실용 무기가

혼재되어 설명된 예라고 본다.

필자는 바즈라를 고대 인도의 무기라고 보는 경우에는 천신의

38) 정우스님(2011) p.231.

39) “原爲古代印度之武器.” 佛光大藏經編修委員會(1988) p.3543 上. 이와

동일한 설명 ; 佐和隆研 편(1975) p.231.

40) Stutley(2001)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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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라는 관념과 교차 쓰임이 가능하며, 이러한 용법에는 바즈라

가 다이아몬드라는 구체적인 보석, 즉 금강석을 가리키지 않고 인

드라의 무기와 같은 개념을 지시한다고 본다. 그러나 왕이 가진

무기들 중 하나, 또는 보배들 중 하나라고 열거되는 바즈라는 신

화적인 상징소를 토대로 한 다음에, 구체적인 형상으로 정립된 것

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 이면에는 신화적인 배경이 깔려 있을지라

도, 이미 구체화된 바즈라를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그 경

우에도 바즈라를 어떤 재질로 만드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

다. 요컨대 신화 속에서 바즈라는 인드라가 아수라를 퇴치하는 과

정에서 무기로서 구상화된 신화소로서의 무기일 뿐이고, 구체적

물상 또한 뼈의 형태와 번개의 특성을 따서 모사한 형상화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즈라에 대해서 “범어 vajra를 번역하여 금강(金剛)

이라 한다. 이는 쇠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라는 뜻이다. …… 보석

의 이름으로도 쓰이고 있으니 금강석 곧 다이어몬드가 그것이며,

이 보석은 무색투명한 물질로 햇빛이 비치면 여러 가지 빛깔을

나타내므로 그 기능이 자재한 것에 비유가 된다.”41)라든가 또는

“금속 가운데서 가장 견고하다는 뜻. 보석으로서의 금강석.”42) 등

으로 사전적 설명을 내리기에는 바즈라의 원형은 그리 단순하지

도 않고, 그 근거도 희박한 서술이라 본다.

5. 그리스 신의 지물 유래설

금강역사 또는 인드라 신의 원류가 그리스의 신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주장을 배경으로 하여, 금강저의 유래도 그리스 신

41) 주보연 편저(1998) p.92.

42) 김승동(2001)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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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물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 번개는 제우스 신의 무기였다. 하늘을 지배하

는 최고 신격인 제우스의 번개는 마치 인드라와 비견되며 둘이

동일한 번개의 신으로서 일치한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간다

라 불교 미술에 등장하는 바즈라의 주인공은 제우스와 다를 바

없다는 설이 자연스레 등장하고, 간다라 미술과 그리스 미술의 연

관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인드라가 아니라 제우스 또는 헤라

클레스가 금강저를 들고 붓다의 협시로 등장하고 있다는 설도 제

기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설은 푸셰(Alfred A. Foucher, 1865～1952년)의

연구인데, 이주형은 그의 연구가 현재 “학술적 효용을 많이 상

실”43)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바즈라파니에 대해서는 푸셰의 견지

를 따르고 있는 듯하다.

이주형은 푸셰의 도상 설명을 그대로 채용하는 각주를 단 본문

서술 중에 “간다라 미술에 등장하는 바즈라파니는 서양 고전 미

술의 헤라클레스, 헤르메스, 제우스, 디오니소스, 에로스, 판 등 다

양한 신의 유형을 차용하여 표현했다.”44)고 하면서, “서양 고전

미술의 여러 유형을 차용한 바즈라파니”로서 “바즈라파니-헤르메

스”, “바즈라파니-디오니소스”, “바즈라파니-제우스”, “바즈라파니

-판” 등의 표현을 열거하고 있다.45)

그러나 바즈라파니와 함께 열거되는 여러 그리스 신들과 바즈

라라는 지물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

심재관은 “헤라클레스 모습을 하고 붓다를 호위하는 간다라의

신장상은 경전 속에 이미 존재해 있던 바즈라빠니를 조각한 것이

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 ”46)라고 하면서, “인드라

43) 이주형(2003) p.377.

44) 위의 책, p.246. 이주형의 글 중 “디오뉘소스”라고 쓰여 있는 것을 필자가

‘디오니소스’라고 교정하였다.

45) 위의 책, p.391.

46) 심재관(2009)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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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제하지 않고 곧장 헤라클레스를 연결시킬 수 있다. 바즈라빠

니가 곧 헤라클레스인 셈이다. 이 두 존재를 연결하는 매개는 그

들의 지물인 ‘바즈라’이다.”라는 견해를 제시한다.47)

스넬그로브도 바즈라를 든 모습의 상은 그리스의 신상과 유사

하다고 이해하였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바즈라는 원래, 베다의 신 인드라의 벼락인데, 그리스 전통의

주피터(Jove)와 매우 유사하다. 바즈라는 불교에서는 바즈라파니

의 상징으로 수용되었고, 샤키야무니의 특별 보호자로서 초기 불

교 조각에서 자주 등장한다.”48)

만약 불교만의 범주 안에서 금강역사와 금강저를 논하고자 한

다면, 그러한 가설이나 추정이 성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

만 이러한 설에 따르면, 그리스 신상이 들고 있는 금강저 이전에

는 인도에 어떠한 금강저도 등장하지 않아야 논리적인 정합이 성

립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 살펴본 여러 경우에 비추어 보

아도 사실일 리가 없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서기 3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간다라 양식을

띤 핫다(Haḍḍa) 출토 조각품은 헤라클레스와 바즈라파니의 연결

고리로서 설명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49) 그러나 그보다 먼저 조

각된 마투라 양식의 조각품에 등장하는 바즈라파니는 서기 152년

경 작품이다.50)

필자는 간다라 미술 양식에 그리스식 양식이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표현 내용은 거의 전적으로 경전과 문헌적 전승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본다. 간다라 양식 속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소위 마투라 양식이나 그 외 일반적인 고대 인도적 미술 양식은

당연히 간다라 불교 미술보다 선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7) 위의 책, p.7.

48) Snellgrove(1978) p.425.

49) Ibid., p.180.

50) Ibid., p.57 ; Huntington(1999)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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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금강신”의 외형이 그리스 신상과 유사하다는 뜻에서 ‘헤라클레

스형의 집금강신’이라고 명명할 수는 있을 것이다.51) 그러나 필자

로서는 금강역사와 바즈라에 대해서 심재관이 추정하듯이, “고대

인도 북서부 지역에서 일종의 헤라클레스 컬트가 존재했을 가능

성”이 있다거나, “‘곤봉’을 들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명칭은 당연히

‘인도식’ 표현법으로 ‘바즈라빠니’가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은 고유

명사가 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더군다나 “도상이 텍스트에 영

향을 준 특별한 하나의 사례”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52)

6. 인드라의 곡구 유래설

바즈라의 모양이나 기원에 대하여, 인드라 신이 코끼리를 조련

하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곡구(曲鈎, aṅkuśa)라는 도구와 관련성

이 있다고 보는 설이 바로 인드라의 곡구 유래설이다.

인도에서 신들의 지물은 해당 신의 속성을 표시한다. 신의 속성

을 표시하는 또 다른 방식은 탈것(vāhana)이다. 인드라 신의 탈것

은 아이라바나(airāvaṇa) 또는 아이라바타(airāvata)라는 이름의

코끼리이다.

인도에서는 고대부터 코끼리를 조련시켜서 쓸모에 따라 다양하

게 사용해 왔는데, 코끼리를 제어하고 조련시키는 도구가 바로 곡

구였다.

다음 <그림 6>과 <그림 7>은 서로 다른 이름의 두 지물을 보

여 주고 있으나, 원어는 두 단어 모두 앙쿠샤로 일치한다.

구시철구(俱尸鐵鉤)의 구시(俱尸)는 앙쿠샤의 축역이고, 철구(鐵

鉤)는 다른 문헌에서 앙쿠샤에 대한 번역어로 쓰이기 때문에, 음

51) “부처님의 호위자인 바즈라를 든 헤라클레스형의 집금강신(執金剛神)이

서 있다.” 유근자(2011a, “41. 부처님의 납관”.

52) 심재관(2009)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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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의역을 동시에 쓰고 있는 용례일 뿐이다. 물론 그림의 형태

로 보자면, 구시철구는 인도 전래의 도끼, 파라슈(paraśu)에 근접

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곡구를 든 인드라는 자이나교의 도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다만 자이나교에서는 곡구를 언제나 인드라 신과 결

합하여 사용하며, 다른 야크샤 신 등의 지물로는 찾아보기 힘들

다. 또 인드라의 지물일지라도, 자이나교의 경우에는 곡구 모양의

지물보다는 바즈라 형태의 지물을 들고 있는 예가 많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자이나교 전통에서는 인드라의 종자(從者) 신으로서 아

이라바나보다는 하리나이가메쉬(harinaigameṣī)라는 이름의 영양

(羚羊) 신을 더 앞세우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림 6> 곡구53) <그림 7> 구시철구54)

따라서 바즈라가 인드라의 곡구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려

면, 엄밀히 말해서 코끼리를 탈것으로 전제한 경우의 인드라 신에

국한하여 곡구가 지물로 표현된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 따라야 할

것이다.

53) “盎句奢此云曲鈎” T. 54, p.437b.

54) “俱尸鐵鉤手” T. 20, p.1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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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강저의 형태와 상징적 원형

법구로서의 금강저는 주로 밀교 계통의 종파에서 주로 사용하

기 때문에 금강저는 밀교의 법구라고 간단히 설명되기도 한다. 따

라서 선종(禪宗)이라든지 남방 불교 계통의 종파에서는 의례든지

수행자의 실제 생활에서든지 금강저를 사용할 여지가 그다지 많

지는 않다. 그래서 금강저의 사용 여부는 교파의 성향을 판단하는

데에도 적잖이 도움을 주기도 한다.

예컨대, 조계종 계통에서는 금강저를 거의 내세우지 않고, 주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데에 그치는 것과 같다. 반면에 밀교적

성향을 띠는 종파일수록 금강저는 전면에 등장하고 수행자의 법

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종파로는 티베트 밀교

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CETC.에서 “金剛杵”를 단순 검색만 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金剛杵”는 잡아함경에서 3회, 증일아함경에서 1회가 나올

뿐이고, 그 외 출처는 밀교부 문헌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함부 문헌에 나오는 금강저일지라도 ‘인

드라’와는 무관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금강역사의 정체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점이다.

금강저는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의 다양한 신상(神像)의 도상과

예술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금강저의 형태는 일반화

된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물론 후

대의 밀교 문헌에서는 금강저를 만드는 방법과 모양, 크기에 대해

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용도까지도 매우 상세하게 규정

하여 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후대 밀교

의 법구(法具)로서의 금강저라기보다는 초기 불교의 금강역사와

관련된 특성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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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Ⅱ장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유래에 따라 그 형태와 기능

은 차이가 나고, 매우 복합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금강저이

다. 특히 여러 전승들이 서로 얽히고 영향을 주고받은 끝에 지금

의 금강저는 매우 중층적인 상징과 다양한 기능적 특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혼동을 초래하는 실례가 있다.

가범달마(伽梵達摩, bhagavaddharma)가 번역한 천수천안관세
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바즈라에 두 종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모든 천신과 악신들의 항복을 받고자 한다면, 마땅히 발절라

수인(手印)에.55)

만약 모든 원수와 적수를 굴복시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금강저 수

인에.56)

여기서 발절라는 바즈라의 음역어이고, 금강저는 바즈라의 의

역어로서 서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굳이 의미를 구분하여 따

로 열거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으로서, 불공(不空, amogha

vajra)이 번역한 천수천안관세음보살대비심다라니에서는 구체

적인 도상을 제시하고 있다. 거기에 나오는 발절라와 금강저의 모

양은 <그림 8>과 <그림 9>에서 보듯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57)

55) 수인과 계인(契印)을 구분하는 경우에, 아무런 지물도 들지 않고

맨손으로 짓는 것을 수인이라 하고, 손에 지물을 들고 있을 때는 계인이라

하며, 둘을 합쳐서 인계(印契)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 도상학적으로는

무드라(mudrā)라는 하나의 단어에 수인과 계인, 자세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광의로 수인이라 통칭한다. 이 논문에서는 계인과

수인을 구분하지 않고 광의의 의미로 쓰고자 한다.

56)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 “若為降伏一切天魔神者,
當於跋折羅手. 若為摧伏一切怨敵者, 當於金剛杵手.” T. 20, p.111a.

57)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悲心陀羅尼에 나오는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
불교의 신행 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관음전을 비롯한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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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전에는 그림 8과 9처럼 제5수와 제6수가 나란히 열거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판본에 나오는 수인들의 열거 번호는

거의 모두가 뒤죽박죽으로 매겨져 있다. 필자는 그러한 혼돈의 이

유가 그에 앞서 번역된 가범달마(伽梵達摩) 본에 의거해서 정리

번호는 별도로 정리하여 붙여 놓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림 8> 제5수 발절라 수인58) <그림 9> 제6수 금강저 수인59)

이러한 문헌에서 이처럼 동일한 바즈라의 2종 형태를 번역의

차이를 통해서 구분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모양이

다르면 이름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바즈라의

기원이 단순하지 않듯이, 바즈라의 형태나 기능 또한 단순하지 않

다. 바즈라의 다양한 형태는 그 유래의 갈래가 여럿인 데서 찾아

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제5수와 제6수는 둘 다 발절라인 동시에 금강저

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발절라니 금강저니 하는 이름으로

는 그 둘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그 둘을 분명하게 구분하고자

한다면 서로 다른 이름을 붙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바즈라의 의

역어로서 ‘저’(杵)를 취하고, 양 끝의 고(鈷, śūla)의 수를 헤아려서

‘제5수 삼고저(三鈷杵) 수인’ 또는 ‘제6수 독고저(獨鈷杵) 수인’이라

건물의 단청이나 벽화, 불화 등의 도안에도 그대로 채용되고 있다.

58) T. 20, p.119a.

59) T. 20, p.1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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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삼매소박라(三昧蘇

嚩羅, samādhisvara)가 번역한 천광안관자재보살비밀법경에 나
온다. 여기서는 삼고 금강은 발절라로, 독고 금강은 금강저로 이

름하고 있는 듯하다.60)

그리고 앞서 고찰한 유래설에 따라 분석해 보자면, 제5수는 번

개나 강골에서 유래된 삼고저(三股杵) 형태이고, 제6수는 수문신

의 무기나 지물에서 유래된 독고저(獨股杵) 형태를 띠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찌 해석하든지 간에, 제5수와 제6수의 이름을 각각 발절라 수

와 금강저 수로 붙여 놓은 것은, 마치 모양과 쓰임새가 크고 작은

두 개의 ‘stapler’를 두고, 하나는 음역하여 ‘스테이플러’라고 명명

하고, 다른 하나는 번역하여 ‘지철기’(紙綴器)라고 이름 붙이는 것

과 다르지 않다.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전승 과정에서 고유의

특성을 지니게 된 어떤 사물이나 도상은 그 고유한 이름과 상징

이 상호 긴밀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도상학적 역사가 유구한 인도

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금강저의 경우에도, 삼고저와 독고저가 서로 상징하는 내용이

각기 달라진다. 모양과 이름이 달라진 만큼 그 기능과 효력뿐 아

니라 상징성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자면, 금강저의 모양을 4각으로 보는 경우에 “상단의

검두(劍頭)는 금강계(金剛界)의 지혜, 아래의 사각은 태장(胎藏)의

이치로 대지(大地)를 표현하였고, 4방 4면은 발심⋅수행⋅보리⋅

열반 등 4문(四門)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며, 금강장(金剛杖)의

원어를 vajra-daṇḍa라고 한 뒤, 금강저, 즉 바즈라와 동일하게 간

주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집금강신(執金剛神)이 일체의

마군(魔軍)을 항복받아 불법(佛法)을 호지(護持)하고 중생을 요익

60) 千光眼觀自在菩薩祕密法經, “是故有跋折羅手(唐言金剛是三鈷金剛)
金剛杵手(猶鈷金剛)” T. 20, p.1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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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饒益)하게 하기 위해 들고 있는 금강저(金剛杵).”라고.61)

그러나 독고저이든 삼고저, 또는 오고저이든 다양한 금강저의

원형은 다양한 유래가 복합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금강저의 일반적 형태는 일체경음의에
서 보여 주고 있는 다음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림 10> 금강저62)

일찍이 중국에서 바즈라를 번역할 때 인지하고 있었던 형태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런데 한역자(漢譯者)들은 그 모양에서 절

굿공이 또는 방앗공이를 떠올렸고, 그러한 절굿공이 종류를 가리

키는 저(杵)라고 번역했을 것이다. 이는 바즈라와 저, 두 사물의

형태적 유사성을 따서 번역어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바즈라는

절굿공이 종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가장 간단하게 도식화된

바즈라는 마치 작은 아령과도 같지만, 그것도 사실은 다음 삽화들

에서도 보듯이 뼈 모양을 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단순화된 바

즈라의 형태는 뼈 모양과 매우 흡사하다.

<그림 12>는 작은 아령 모양의 바즈라로 아수라 왕을 공격하

는 인드라의 모습을 그린 삽화이다.

자이나교에 등장하는 바즈라는 그 모양과 상관없이 인드라의

지물이고, 바가바티 수트라(Bhagavatī Sūtra)에서도 보듯이 바

즈라파니는 인드라의 별칭으로서 거의 당연시되고 있다.63)

61) 이지관 편저(1999) p.913.

62) 一切經音義, 제21권, “跋折羅此云杵.” T. 54, p.437b.
63) 바가바티 수트라에서는 인드라의 여섯 가지 별칭을 열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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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뼈 그림64)

<그림 12> 바즈라로 아수라를 공격하는 인드라65)

이처럼 아령 모양뿐 아니라, 여러 갈래의 갈고리 형태로 갈라진

바즈라는 당연히 갈비뼈의 갈래 모양을 딴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수문신의 무기설과 관련해서는 장대처럼 긴 막대 형

바즈라파니를 말하고 있다. Maharaj(2005) p.417.

64) Śrī Amara(2008) p.82-1, 삽화의 일부.

65) Śrī Amara(1995), 삽화 M 23의 일부. 자이나교 문헌에서는 주로

데바(deva)의 인드라(devendra ; deva-indra) 대(對) 아수라(asura)의

인드라, 즉 아수라의 왕인 차마렌드라(camarendra ; camara-indra)의

대립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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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부터 곤봉 모양 등, 훨씬 다양한 형태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간

단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대적 변천과 지역적 영향이 큰 요소

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간다라 시대 붓다의 열반 장면에 등장하는 금강역사가

왼손에 들고 있는 바즈라에 대해서 고대 물시계(clepsydra) 모양

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66) 그러나 필자는 바즈라의 원형 신화는

인드라의 무기로서 번개에서 파생된 것이고, 그 무기의 형성 배경

에 강골 신화가 삽입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바즈라의 모양은

어떤 형태이든지 다디치의 뼈 또는 인도 신화적 기원과 연결점을

찾는 것이 보다 더 근사치를 도출할 수 있는 추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형태적 원형이 반영된 바즈라의 특징으로는 좌우 끝이

대칭을 이루며, 손잡이가 중앙에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바즈라를 쥐는 법은 손으로 그 중앙을 잡거나, 밀교에서 보여 주

고 있듯이, 오른손바닥에 세로로 세워서 받쳐 들고 있는 형식을

취한다.

간혹 불화나 신중탱화에서는 바즈라를 손바닥에 가로로 눕혀서

들고 있거나, 두 팔을 합장하고 그 사이 두 팔에 가로로 끼워 들

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흔한 것은 아니다.67)

이와 관련한 예로서, 우리나라에서 제석천의 상으로 가장 오래

된 것은 석굴암의 경우이다. 그런데 석굴암의 제석천은 왼손으로

금강저를 받쳐 들고, 오른손으로는 털채를 잡고 있다.68)

금강저는 밀교 계통의 경전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무기라는 개

념이 앞서기 때문에, 또한 남성 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대체로

오른손으로 잡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 석굴

암의 제석천상은 상당히 예외적인 수법이 아닐 수 없다.

요컨대 바즈라를 잡는 형식은 다른 무기들, 예를 들어 아수라의

66) Snellgrove(1978) p.188.

67) 104위 신중도 의 중앙에 두 손은 합장한 채로 두 팔에 가로로 금강저를

든 신상이 있다. 홍윤식(1996) p.22.

68) 문명대 외(2011), 도 8 제석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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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인 곤봉(gadā)과는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곤봉은 결코 중간

을 잡거나 받쳐 들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따라서 바즈라를 “곤

봉”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몽둥이나 방망이에도 동

일하게 적용된다.

인도 신화상으로는 대체로 언제나 인드라 신은 크기는 작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바즈라를 손에 쥐고서, 커다란 곤봉

을 휘두르는 아수라 왕을 간단히 제압하고 패퇴시킨다는 것이 신

화의 골조를 이룬다. 이러한 내용은 자이나교나 불교, 힌두교를

막론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림 13> 오른손에 몽둥이(mudgara)를 쥔 아수라 왕69)

간단히 말하자면, 앞서 고찰한 대로 필자는 인도 신화적인 기원

을 고려한다면, 바즈라의 가장 유력한 형태적 원형은 어디까지나

뼈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69) Maharaj(2005), 삽화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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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금강저의 상징소적 특성

하나의 물상(物象)이 서사적 구조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결합되

는 상징적인 의미는 그러한 물상이 어떠한 상징소로서 어떠한 기

능과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마치 하나의 단어가 언어적

맥락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과도 같다.

금강저는 그 유래도 단순하지 않듯이, 매우 다층적인 의미와 상

징을 지닌다. 금강저는 흔히 ‘금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그 용

례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물상(物象) 또는 특정한 오브제에 국

한되기보다는 오히려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으로 쓰이는 용례가 훨

씬 더 많다. 따라서 금강저의 올바른 상징소를 적절하게 읽어내는

것은 적잖이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 용례와는 달리, 바즈

라에 대한 영어 번역어로는 벼락(thunderbolt)과 금강석(diamond)

을 뜻하는 두 단어로 정리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갈수

록 빈번하게 다이아몬드가 쓰이고 있으며, 바즈라가 곧 다이아몬

드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금강경의 원어는 “Āryavajracchedikāprajñā

pāramitāsūtra”이고, 그에 따른 영어 번역으로는 “다이아몬드 수

트라”(Diamond Sūtra)가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70)

더 나아가, 사전이나 문헌에 따라서는 아예 바즈라의 기본적인

뜻이 다이아몬드라고 규정하고 있다.71)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즈

70) 인터넷 사이트 “http://en.wikipedia.org/wiki/Diamond_Sutra”, 참조.

71) 이지관 편저(1999) pp.832, 917. 여기서는 각기 원어가 vajra로

동일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금강저’와 ‘금강’ 항목을 별개로 서술하고

있는데, ‘금강’ 항목 중에서 “금강석(金剛石), 곧 다이아몬드를 말한다.

…… 낮에는 햇빛을 받아 갖가지 색을 내고, 밤에는 형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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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번개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설도 적지 않다. 도리어 여러

문헌들이 일말의 고려도 없이, 바즈라는 번개이며 인드라의 무기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전재성은 금강경의 명칭에 대한 설명에서, 영어로 다이아몬드

경이라고 한다고 언급한 뒤, 그러한 영어 제목은 “정확히 그 의미

가 들어맞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말한다.72) 그 이유로

서는 마트리체타(mātṛceṭa)라는 찬불(讚佛) 시인의 문구를 예시하

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마트리체타가 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교만의 산맥을 부수는 인

드라 신(Śakra)의 무기(Vajra)란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인드라

신의 무기는 곧 이는 곧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번개를 뜻하는 것

이다.”라고 단정하고 있다.73)

그에 따라 전재성은 금강경의 주해와 관련된 모든 설명에서 바

즈라는 번개라고 서술하고 있다. 단적으로 그가 이 금강경의 역주

서에 부제를 붙이기를, “번개처럼 자르는 지혜의 완성”이라고 요

약하고 있는 점으로도 잘 알 수 있다.74)

그러나 필자는 “Āryavajracchedikāprajñāpāramitāsūtra”라는 경

전 이름에 사용된 바즈라는 구체적으로 ‘번개’나 ‘다이아몬드’에

대응하는 말이 아니며, 복합적인 상징소를 가진 단어로서 비유적

인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풀이해야 된다고 본다. 굳이 경의 이름

을 줄이고자 한다면, “반야경”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의

이름이나 경의 전체 내용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반야(prajñā)이기

때문이다.

방출한다.”라고 설명한다. 벳산타라도 이와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Vessantara(2001) p.9, 참조.

72) 전재성 역주(2003) p.415.

73) 위의 책, p.416. 필자가 밑줄 그은 단어를 맞춤법에 따라 바로잡았고

띄어쓰기를 교정하였을 뿐 그 외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써 두었다.

74) 위의 책, 책 제목, 표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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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관은 인드라 신화를 논하는 가운데 마하바라타의 한 구
절을 인용하면서, “바위나 나무, 벼락(바즈라) 또는 무기에 의해

죽지 않는 것이다.”75)라고 하며, 바즈라를 자연 현상의 벼락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듯하다.

언제나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

속에서 발휘되는 상징소이다. 그 상징소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뼈’를 ‘다이아몬드’로 번역하는 결과

를 초래할 것이다.

예컨대 일체여래대비밀왕미증유최상미묘대만나라경에도 나

오듯이 금강저는 밀교에서 전법을 상징하기도 한다. 스승이 제자

에게 금강저를 건넸다고 하자. 그런데 제자는 그 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단순히 흔한 법구, 물건 하나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상호

간에 패착(敗着)이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인도 신화에서 기원한 금강저는 불교에 채용된 뒤 더욱 다양한

상징성을 갖는 불구로 발전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금강저의 본

래적 기능 위에 온갖 밀교적 교리가 더해졌고, 매우 중층적인 상

징소로 발전되었다.

“순수 상징으로서, 바즈라는 남성적 요소, 연꽃은 여성을 표현

한다.”76)

이러한 상징은 밀교에서 더욱 심화된다. 밀교, 즉 금강승(vajrayāna)

에서 완전한 깨달음은 공성(śūnyatā)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은 곧

“바즈라”라는 말과 형태로 표현된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금

강승에서 남성과 여성은 각기 방편(upāya)과 지혜(prajñā)를 대신

하는 상징으로 쓰이고, 여성 원리인 지혜는 ‘vajra kanyā’라고 한

다. 방편은 바즈라로 대신하여 상징되며 남성 원리라고 설명한

다.77)

두 원리의 결합(yab-yum)은 금강승에서 추구하는 깨달음이라

75) 심재관(2011) p.14.

76) Snellgrove(1978) p.425.

77) Mishra(2000) pp.34, 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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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고의 경지를 의미하는 동시에 불교 탄트라에서 말하는 최고

의 희열(mahāsukha), 즉 니르바나이고, 보리심의 현현이다. 이것

이 불교 탄트라의 수행 목적이다.

불교 탄트라의 상징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78)

남성 원리=방편=바즈라=남자 성기(liṅga)=보석(maṇi)

여성 원리=지혜=파드마=여자 성기(yoni)=연꽃(padma)79)

이러한 도식에서 바즈라가 보석 즉 마니로 대치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마니가 다이아몬드를 지시하는 것

은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아챌 것이다.

만약 누군가 보석상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즈라’를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황당한 상황이 펼쳐질 것

이다. 왜냐하면 보석상 주인은 다이아몬드를 ‘히라’(hīra)로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반대로 종교 성물(聖物)을 파는 가게에 가서,

바즈라를 원하면서, ‘히라’를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 주인은 손님이 기대하는 바즈라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히

라’를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의 이름으로 알고 있을 것이고, 그곳에

서는 취급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천둥 번개가 내려치는 것을 가리켜, 바즈라라고 말하는 것은 인

드라의 신화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인드라 신의 바즈

라는 우리가 흔히 아는 다이아몬드가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즈라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다. 단지 부족한 예시와 언어적 표현

의 한계로 인해서,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강한 바즈라’(adamantine

vajra)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바즈라라는 하나의 상징(pratīka; symbol)이 여러 가

지의 다양한 상징소 내지 신화소로서 기능하고 있는 한, 그에 해

당하는 적확한 형상(pratimā; figure)을 읽어 내고, 그런 다음에야

78) Ibid., pp.25, 44.

79) Majupuria(2011) p.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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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그 신화소의 ‘직관적인 의미’ 즉 심상(心像, pratīta)를 얻는

데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불교 경전에 편입된 바즈라는 이미 천둥 번개가 아니며, 다디치

의 뼈도 아니고, 몽둥이도 아니며, 다이아몬드는 더더욱 아니다.

Ⅴ. 결론

지금까지 금강역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불교 미술사적인 연구

와 주장이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며, 특히 도상

학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었다. 또한 금강역사와 바즈

라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 중 대다수는 가우타마 붓다의 생

애와 관련된 에피소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중국과 서역, 우리나라, 일본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는 금강역사의

지물, 바즈라는 가우타마 붓다의 등장보다 더 오래된 인도 신화적

기원을 갖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필자는

인도 불교의 역사에서 경전적 전승의 역사는 미술을 비롯한 유물

의 역사보다도 앞선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간다라 불전도로 알려져

있는 미술품들이 초기 경전의 결집 이후에 등장하였으리라는 것

은 여실히 추정할 수 있다. 물론 기록 문헌이나 유물적 논거를 통

한 경전의 전승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붓다의 생존 시기의 전법과 열반 이후의 교리 전승에서 구전을

중심으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던가? 그리고 그러한 구전의 전승 내용도 경전이라고 부른다면,

그리고 바로 그 구전 전통의 경전을 후대에 이르러 문헌으로 옮

겨서 전승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전승의 과정에서 미술품으

로 표현하게 되는 시기가 대두했던 것이라면, 금강역사와 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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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바즈라에 대해서도 먼저 경전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보다는 더 먼저 구전 전통의 단계부터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작

업이라고 본다.

또한 초기 경전이 그 이전의 구전 전통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

다는 전제 아래서 초기 경전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다른 전통의 문헌, 예컨대 자이나교와 브라만교의 문헌 속에 나타

난 금강역사의 정체도 당연히 비교 분석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바즈라, 즉 금강저는 불교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는 종래의 금강역사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한편으로는 불

교 미술품에만 국한되었거나 또는 그것을 우선시하여 논의하였던

기존의 연구 방식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데 착안하였다.

그래서 일단, 연구의 외연을 자이나교와 브라만교의 신화까지 넓

히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 연구의 시작을 금강역사의 지물(持

物), 즉 금강저에만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인생은 짧고 의술(醫術)은 길다. 기회는 순식간이고, 실험은 위

험하며, 무엇보다도 판단은 어렵다.” 굳이 히포크라테스의 이 명

구를 들먹이지 않아도 뭔가 논증하여 판단하는 일은 지난한 작업

이 되기 마련이다.

본론에서 보았듯이, 금강저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래

가 있고, 그에 따라 금강저의 기능도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번개

처럼 빛을 낸다거나, 뼈처럼 강인하다거나, 수문장의 무기처럼 적

들을 쳐부수고 제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탁월한 기능을 가졌

기에 보배와 같은 것 등이다. 이와 같은 여러 기능들이 신화적인

기원과 더불어 세월이 흐르면서 복합적으로 결합되었고, 그 결과

로 현재의 형태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금강저는 종기(宗旗)의 도안으로 채

용하고 있는 천태종 외에도, 호법과 호신(護身)을 대표하는 도상

이자 수행 도구 또는 불구(佛具)로 쓰이고 있으며, 상업적인 응용

도 매우 활발한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예컨대 천태종에서는 종기 도안의 중앙에 있는 금강저 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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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면서, “금강저는 삿된 것을 물리치고 정법(正法)을 살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며, 부처님을 모시는 금강신장(金剛神將)

이 지니고 다니는 무기”라고 설명하고 있다.80)

천둥 번개를 신격화하고, 그것이 신의 무기, 또는 지물이나 상

징물로서 형상화되는 과정은 인류사의 발달 과정에 따라 어느 지

역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간다라 지역의 불교 미술

품에 등장하는 바즈라파니의 의장 양식과 모습이 그리스 신상과

닮아 있다고 하여 그 신상이 불교 경전과 무관하게 조성되었다가

경전으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인도 문화사 속에 차지하고 있는 바즈라는 너무도 깊은 유래와

역사를 가진다. 그 역사적 진화 과정에서 바즈라를 지닌 신격들이

불교 전통에 포섭되어 붓다 당대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심화되어 왔고, 상징 의미 또한 중층적으로 심오해져 가는 과정을

겪었다.

요컨대, 바즈라라는 상징소의 원형이 다양하고 매우 복합적인

만큼 그 상징적 의미도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바즈라가 인도 신

화에 등장하게 된 최초의 계기는, 인드라 신이 고행자였던 다디치

의 뼈로 만든 매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했다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인드라의 무기로서 바즈라는 본래 그 재료가 뼈였기 때문에 형

태적으로는 뼈의 모습을 따서 조성되지만, 그 힘은 인드라가 원래

지니고 있던 벼락의 기능과 다디치가 고행력으로 얻은 온갖 초능력

이 한데 합쳐져서 비할 데 없이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

한 바즈라의 신화적인 기원과 상징적 원형에는 고행과 그 고행으로

얻게 되는 초월적인 능력, 즉 고행력을 고귀한 것으로서 숭상했던

인도 문화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80) 인터넷 사이트 “http://www.cheontae.org”, 참조. 여기서 금강신장이란

‘금강저를 지닌 신으로서 불법을 수호하는 장수와 같은 신’이라고

풀이되며, 바즈라파니(vajrapāṇi)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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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ian Mythical Origin and Symbolic

Archetype of Vajra

Kim, Mi Suk

(Dongguk Univ.)

Vajra has been well known as both a ritual object and

a small metal weapon of vajrapāṇi.

These were the most accepted descriptions of vajra

until now in which the physical and symbolic elements

formed an inseparabl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research on vajra

and vajrapāṇi has been limited to the field of Buddhist Art

History until now. In addition, the most of research about it

does not seem to go beyond the iconographic category

which explains the artistic objects about some episodes of

Buddha’s life story.

The writer maintains that the archetype of vajra has to

be found in Indian mythology first. This expands upon the

previous research which is limited to the Buddhist Arts,

broadening the mythologies of Jainism and Hinduism.

The writer chose to research in this way is because

vajra is mentioned earlier in Jainism and Hinduism than in

Buddhism.

The writer reveals that the origin of vajra is based on

various literatures. The qualities of vajra are various

according to its diverse sources.

The writer supports this argument with many examples

about vajra: the vajra has the intense luminosity of a

lightning, has the strength of the bones of the sage Dadhī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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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used by the chief gatekeeper as a weapon to kill

or suppress enemies, and is valued as a treasure for many

of its functions.

The writer insists that those characteristics of vajra

have become the current Buddhist legacy, the mythological

origins blending syncretically over many years.

Key Words : vajra, vajrapāṇi, indra, dadhīci, jainism,

buddhism, indian myth, Diamond Sū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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