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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적전환시발점으로서의돈황불교에대한고찰

한지연*1)

Ⅰ서론. Ⅱ 남북조시대 이전의돈황. Ⅲ 수당시대이민족과불교의관계. Ⅳ 결론.

요약문 [주요어: 敦煌, 涼州, 竺法護, 鳩摩羅什, 막고굴, 유림굴]

돈황에 대한 인식은 그간 지극히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방식으로 평가

되어 온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면서 비로소 돈황에

대한 再考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돈황 불교에 대한 인식 역시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돈황 불교의 전래와 수용에 대해

재해석해보고, 그 전개양상에 대해서도 수당시대로 한정하여 문제를 풀

어보고자 한다. 그러나 돈황 불교를 정의내릴 수 있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어 돈황 막고굴과 안서 유림굴에서 보이는 현상학적 측면에서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돈황 불교의 성격을 규명해보고, 당시의 신

앙상, 사회상, 교류상 등을 짚어보았다.

지금까지 돈황의 문화를 통해 불교신앙의 극대화를 논하는 것이 주

로 진행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지역 여러 민족들의 활동을 고려해볼 때

한족문화가 아닌 이민족문화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불교였을

가능성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남북조시대 북위불교의 전개나 혹은

당나라 불교전개 방식과 유사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후대의 불교사 해석을 통해 돈황 불교를 재고한 것이 아니라 돈황에서

의 불교 전개 방식이 중원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침으로써 해석된 결과

일 것이다.

Ⅰ. 서론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서역을 통해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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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되면서 불교의 기본 사상은 유지되나 동아시아 지역적 특색이

덧입혀지면서 인도와는 다른 전개방식이 존재했음은 일반론적 이

론이다. 대표적으로 서역일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 즉 전파

과정에서의 변이과정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으며, 불교가 중국

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또 다른 차원의 변이과정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원인을 모두 포괄함으로써 전파와

수용에서의 혼합양상을 띠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돈황이라 할 수

있겠다. 때문에 동아시아 불교의 색채를 확연하게 낼 수 있는 결

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준 지역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돈황의 불교에

대해 체계성을 띤 연구는 미비하다. 주로 장경동유서를 중심으로

하는 敦煌遺書, 고고학 혹은 미술사적 측면에서 접근되는 돈황석

굴예술, 현재 진행되는 돈황에 대한 연구과 관련한 돈황학 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중고시대의 역사 지리 등의 분야를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돈황학’1)에서 포괄적 차원에서 불교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는 수준이다. 오히려 돈황사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불교사상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괄적 차원으로 돈황 불교의 전래와 수용

에 대해 재해석해보고, 그 전개양상에 대해서도 수당시대로 한정

하여 문제를 풀어보고자 한다. 그러나 돈황 불교를 정의내릴 수

있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어 돈황 막고굴과 안서 유림굴에서 보이

는 현상학적 측면에서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돈황 불

교의 성격을 규명해보고, 당시의 신앙상, 사회상, 교류상 등을 짚

어봄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불교발전의 한 단면을 밝혀보

고자 한다.

劉進寶는 ‘돈황의 예술 및 문화는 서쪽에서 온 것도 아니고, 동

1) 돈황학은 1900년 6월 22일 장경동에서 유서의 발견을 계기로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학자들이 이에 주목하면서 학문의 한 부류로

정착하였으나 돈황학의 범위나 개념 등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林家平;寧强;羅華慶(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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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간 것도 아니라, 중국의 오래 된 전통문화가 돈황이라는

특수한 지리환경 속에서 외래문화와 서로 결합해 만들어진 산

물’2)이라고 지적했듯이 교류의 측면에서 돈황이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교류 속에서 과연 불교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

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Ⅱ. 남북조시대 이전의 돈황

1. 돈황의 역사와 불교의 전래

돈황은 하서사군3) 가운데 사주(沙州)에 해당하며, 하서 회랑지

대의 가장 서쪽 끝에 위치해 있다. 동서교류의 요충지로 잘 알려

져 있는 돈황은 주로 동서교류의 교차점으로 인식되어 있는 부분

이 크다. 교차점이니만큼 이 지역의 역사 또한 혼란스러움으로 인

식되는 경우도 많은데, 돈황에 대한 본격적인 역사 서술이 보여지

고 있는 後漢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王莽의 난을 만나 공분은 노모와 동생을 데리고 난을 피해 하서로

갔다.……그때 천하가 어지러웠는데 오직 하서 지방만이 안정되어 고

장은 부유한 읍이었고 강호와 교역해 하루에 시장이 네 차례 섰다.4)

2) 유진보(2003) p. 77 참조.

3) 돈황〔敦煌;沙州〕, 주천〔酒泉;肅州〕, 장액〔張掖;甘州〕,

무위〔武威;凉州)로 하서사군의 설치에 대해서는 동서 교역이 성행하고,

한나라의 흉노 정벌, 둔전병의 진출 등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다.(日比野丈夫,(1954); 張維華(1962))

4) 後漢書권31 孔奮列傳
“遭王莽亂，奮與老母幼弟避兵河西……時天下擾亂，唯河西獨安，而姑臧稱為

富邑，通貨羌胡，市日四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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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에 의하면 이미 전한시대에 하서지역으로 이주한 이

들이 존재했고, 당시 돈황지역은 중원지역보다 훨씬 안정적인 지

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돈황군의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대략 기원후 100년을 전후한

시점에 설치되었다는 것은 공히 인정되는 사실이며, 이 시기를 지

난 기점부터 상당한 안정세 지역이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안정이 존재하는 것에는 지리적인 원인도 있었던 것으

로 추정되는 기사를 다음 내용에서 볼 수 있다.

고조부는 장액태수를 하였고, 종조부는 護羌校尉를 지냈으며 사촌동

생도 무위태수를 지냈다. 대대로 하서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지역과

풍속을 잘 알아 오직 그 형제에게만 말하기를 ‘천하의 안위가 어찌 될

지는 알 수 없으나, 하서는 풍요롭고 강을 끼어 견고하며, 장액의 속국

은 정예 기병 만여 기를 거느리고 있다. 일단 급한 일이 발생하면 강

나루만 철저히 막으면 되므로 스스로 방비하기 충분하여 이곳은 종족

을 퍼뜨릴 만한 곳이다’라고 하였다. 형제들은 이를 듣고 모두 동의했

다.5)

東漢시대를 거쳐 5호16국 시대를 맞이하면서 돈황지역은 오히

려 五凉국가가 설립되었다. 西涼, 北涼, 南涼, 前涼, 後凉으로 이루

어진 5개의 국가는 한족을 비롯해 흉노족 등의 각 민족들이 지배

하는 형국을 지니고 있었다. 이 가운데서 전량의 경우 永寧 初에

刺史로 임명된 張軌6)에 의해 인재양성 정책이 펼쳐졌는데 이는

오량 문화의 발전에 있어 漢晋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7) 資治通鑑에서도 영가의 난 때 중앙의 인사들이

5) 後漢書권23 竇融列傳
“融見更始新立，東方尚擾，不欲出關，而高祖父嘗為張掖太守，從祖父為護羌

校尉，從弟亦為武威太守，累世在河西，知其土俗，獨謂兄弟曰：

天下安危未可知，河西殷富，帶河為固，張掖屬國精兵萬騎，漢邊郡皆置屬國。

一旦緩急，杜絕河津，足以自守，此遺種處也。 遺，留也，可以保全不畏絕滅。

兄弟皆然之”

6) 晋書권86 張軌傳 “永寧初，出為護羌校尉、涼州刺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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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을 피해 하서 지방으로 갔고, 장씨는 예로써 그들을 맞이하

고, 등용하였다. 자손들은 지속적으로 벼슬을 함으로써 양주는 인

재가 많은 곳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기록8)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

아 중국 역사상 가장 복잡다단한 시기에도 오히려 이 지역의 안

정을 가늠해볼 수 있다.9) 이에 대한 자세한 역사적 분석을 陳寅恪

이 하였는데, 중원지방이 전쟁터로 변했을 때 오로지 전량 장씨

이후로 하서지방이 잘 다스려졌던 점을 첫 번째 원인으로 들고

있다. 두 번째로는 본토 세가의 학술이 보존될 수 있었을 뿐만 아

니라 난을 피해 온 유학의 인재들이 학문을 전수시킬 수 있는 시

간이 길어짐으로써 점차 이 지역만의 문화 및 학술적 특징을 나

타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10) 이와 같은 하서의 전형성과 대표성

을 지니고 문화 및 교육 등에 큰 영향을 미친 문인학사가 돈황에

서 나오는 경향에 대해 陳垣 역시 한대 이래 돈황문화는 매우 발

달해 서역과 京洛의 출입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큰 길이었으며 실

제로 중서 문화교류의 중추 역할지였다11)고 밝히고 있어 이른 시

기부터 하서사군, 특히 돈황 일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돈황은 불교 전래 초기에 ‘東漸’의 위치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불교가 중국에 언제 전래되었는지에 대해 아직 정확한 학

설이 없는 만큼 돈황의 불교가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명

확하게 밝힐 수 없다. 다만 후한 章帝 및 和帝연간(76~105) 이후

班超가 서역 경영에 대한 평정을 이루고 동서 교통이 크게 일어났

을 무렵으로 보는 역사, 문화적 관점도 존재12)하는 만큼 돈황에

대한 불교전래 시점을 역사적으로 고찰될 필요성이 있다.

7) 晋書권86 張軌傳 “天下方亂，避難之國唯涼土耳”

8) 資治通鑑권123 “永嘉之亂, 中州之人士避地河西, 張氏禮而用之, 子孫相承,
衣冠不墬, 故凉州號爲多士”

9) 이와 같은 견해는 武守志 역시 그의 논문에서 하서 지역에서 유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밝히고 있다. (武守志(1987))

10) 陳寅恪(1982)

11) 陳垣(1984)

12) 和田淸(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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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사를 통해 내려진 잠정적 결론이 후한연간에 불교가 전

래되었다라는 것이라면, 과연 불교사 내에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

해야 할까? 중국 불교사상 譯經에 있어 古譯으로 분류된 경장 가

운데 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역량을 발휘한 竺法護의 경우 돈황지

역에서 거주, 중원으로 진출하기 전까지 주로 이곳에서 활동한 인

물로 기록13)되고 있다. 축법호가 활동한 시기를 고승전에서는
晋 武帝연간(265-274)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축법호가 8세에 출가

하였다는 사실과 맞추어보면 이미 3세기 전반에 돈황 지역에서는

불교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돈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인물

인 축법호를 제외하더라도 역경이 시작되는 시점, 즉 安世高 혹은

支樓迦讖이 중원지역에서 활동한 시점인 2세기 중후반임을 감안한

다면 현존 기록에 의거, 2세기에는 이미 돈황에 불교가 전래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5호16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돈황지역에서 불교가

급속도로 유행을 했다는 사실은 鳩摩羅什의 예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太元8년(383) 전진의 呂光이 서역원정을 떠나 구자국 등을

복속시키면서 구마라집을 驛送시키고, 後凉을 건국하기에 이른다.

물론 여광이 스스로 구마라집을 찾은 것이 아니라 부견의 명에

의한 것이었고, 역송과정에서 구마라집을 경멸하는 내용 등은 당

시 여광이 불교적 태도를 취한 위정자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구마라집을 정치 고문과 같은 역할을 취하게

하고, 후에 後秦의 姚興 역시 구마라집을 초빙하는 사실이 확인된

다. 이는 3세기 말 무렵 불교와 승려에 대한 각 국가 위정자들의

갈구가 대단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으로 돈황에서의 불교발전은 이

미 전래 단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러한 경향

은 장안으로 옮겨가 역경을 할 때 라집 문하에 약 800여 명이 있

었고, 좌선을 하는 승려가 약 천여 명에 달한다는 기록14)을 보았

13) 慧皎, 高僧傳(TD 50), p. 326c. “世居燉煌郡。年八歲出家”
14) 晋書권187 載記 제17.
“羅什及沙門僧略僧遷道樹僧叡道坦僧肇曇順等八百餘人……沙門坐禪者恒有千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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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돈황은 시기적으로나 발전양상의 측면에서 장안보다 더 융

성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남북조시대까지 돈황 지역의 불교가 어

떻게 발전해갔으며, 발전의 일환으로 조성된 막고굴의 주요 내용

들을 다루어 본다.

2. 돈황불교와 막고굴의 개착

앞서 돈황의 역사부분에서 보았듯이 중국 남북조시대 이전의

혼란기 속에서도 돈황지역 만큼은 한족의 전통을 고수하고 발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불교가 유입되

었고, 이 지역에서 승려들을 비롯해 교화 측면에서 활동한 이들의

흔적이 남아있어 전래와 발전의 경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東晋 隆安 3年(399)년 장안에서 구법의 뜻을 가지고 慧景, 道整

등과 함께 출발한 法顯15)은 중도에 釋智嚴과 釋寶雲을 만나 함께

인도로 향한다. 여기서 석지엄은 西涼州 사람이라 기록16)되어 있

으며, 석보운의 경우 전하는 말에 양주인이라 기록17)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장안을 출발한 법현이 돈황지역을

거쳤다는 점이다. 長澤和俊은 그의 책에서 법현이 돈황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돈황 태수 李浩를 만나 그가 제공한 필수품을 가

지고 沙河를 건널 수 있었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18)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은 법현의 佛國記안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중국 史書

15) 晋書권187 載記 제17(TD50), p. 337b.
“以晉隆安三年。與同學慧景道整慧應慧嵬等。發自長安。西渡流沙”.

16) 晋書권187 載記 제17(TD50), p. 339a. “釋智嚴。西涼州人”.
17) 晋書권187 載記 제17(TD50), p. 339c. “
釋寶雲。未詳氏族。傳云。涼州人”.

18) 나가사와 카즈토시(2010) pp.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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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법현을 언급19)하고 있으나 동일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 진위여부를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지엄, 보운과의 만남은 분명

돈황 인근에서 이루어졌음은 틀림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상의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법현의 경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

다.

법현의 경로 상에 나타난 지엄과 보운이 양주에서 이미 활동하

던 승려였고, 더욱이 이들은 법현과 같이 구법의 뜻을 지닌 인물

들이다. 이는 곧 돈황지역에 불교경전이 다량으로 전해졌고, 각

경전의 뜻을 새기며 이해함으로써 불교사상을 전개하고자 한 일

련의 활동이 4세기에는 이미 팽배해져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현이 장안을 출발한 시점 무렵에는 이미 돈황 莫高

窟이 개착되어 있었다.

돈황 막고굴이 언제 개굴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사서 상의 기록

도 없고, 아직까지 異見이 많다. 하지만 막고굴 14굴에서 발견된

李懷讓重修莫高窟佛龕碑라 명명된 비석에는 前秦 建元2년(366)에

사문 樂僔이 굴을 파기 시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회양중수

막고굴불감비는 당나라 聖曆 元年(698)에 이회양이 석굴을 수리할

당시 조성한 기념비인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 건원2년 막고굴에는 사문 낙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계행

이 깨끗하고 심성도 명리를 탐내지 않으며 고요하고 평온하였다. 숲과

들을 찾아다니며 돌아다니기를 즐겼던 그는 때마침 이 산을 찾았다가

홀연히 금색의 빛을 보고 천불이 있는 게 아닐까 짐작했다. 그래서 이

곳에 감실을 조영했다. 이어 法良禪師가 동방에서 이곳을 찾아왔다. 그

또한 낙준의 굴 옆에 석굴을 조영했다. 이곳에 가람이 만들어진 것은

이 두 승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또한 자사인 建坪公, 東陽王이라는

자가 있었다. ‥‥후에 州의 사람들도 협력해 석굴을 조영했다. 즉 이

19) 魏書권187 釋老志 제20, 後漢書권88 西域傳 제78, 晋書권117
載記 제17, 隋書권35 志 제30, 宋史권205 志 제158 등에서 법현의
기록이 보이고 있으나 나가사와 카즈토시가 제시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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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은 실로 신비하고 빼어나며 그윽한 석굴이며, 신령스럽고 기이한 정

토인 것이다.20)

이와 다르게 펠리오 문서 P.2691 沙州地志殘卷에서는 永和8년
계축년에 처음 굴을 세우고, 大漢乾祐2년 을유년에 이르기까지 약

596년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21) 영화8년 곧 353년은 앞서 본

건초2년보다 약 13년이 앞당겨지기 때문에 대략 4세기 중반기에

돈황 막고굴이 처음 조성되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시대를 추정해볼 수 있는 最古의 굴, 다시 말해서 北涼 시대 때 조

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일군의 석굴들을 통해 5호16국 시대에는

이미 석굴이 조성되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개착된 막고굴은 특히 5호16국 시대에서 북주에 이르기까지 약 2

백여 년에 걸쳐 조성된 굴을 초기 석굴로 분류되고 있다. 초기 석

굴이 조성된 시점과 축법호, 구마라집, 불도징 등의 활동 시기는

거의 일치한다. 이들 모두 서역 일대에서 불교사상을 학습하고 경

전을 입수하는 형태의 활동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초기 석굴에

드러나고 있는 서역적 양식은 승려들의 활동 지역, 불교전파 루트

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돈황 막고굴의 기본구조는 中心塔柱式, 伏斗式, 背展式의 세 가

지 형식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주심탑주식은 인도 후

기 석굴군과 천산남로상의 구자국 석굴군에서 공히 보여지고 있

는 것으로 차이티야형의 기본 구조라 보기에 무리가 없다. 그러나

나머지 두 구조는 돈황지역에서 보여지고 있는 구조라는 점은 돈

황 석굴의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족 위주의 전통문

화가 팽배해져 있는 돈황의 역사를 배경으로 본다면 오히려 전파

상의 변이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답을 천장 모양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기본 구조에

따라 천장의 모양도 다양화된다. 초기에는 주로 말각조정형(북량

20) 나가사와 카즈토시(2010) pp. 139-140 재인용.

21) 羽田亨共(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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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272굴, 서위시대 249굴, 북주시대 285굴 등)으로 대표되다

가22) 점차 복두형의 방형구조 혹은 맞배형 천정23)으로 변화됨으

로써 중국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가운데 말각조정형의 경우 간

다라 지역의 가옥형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석굴내부

에서는 원형만을 차용할 뿐이고 그 문양면에 있어서는 지극히 중

국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흔히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복

두형의 방형구조나 맞배형구조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돈황 막고굴만의 독특한 구조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돈황 막고

굴의 기본구조에서도 일방적인 흡수가 아닌 중국적 변용의 시작

단계에 서 있는 곳이 곧 돈황이라는 점을 볼 수 있다.

막고굴 초기 석굴에서는 주로 불상과 벽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벽화내용은 본생고사가 주된 것이고 각 측벽의 하단 부분에서는

공양자상이 발견되고 있다. 초기 석굴 형성시기와 동일시기에 조

성된 구자의 키질석굴 내부 벽화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보여지

고 있어 막고굴 개착 당시 구자국의 기술이 일부 전해졌을 가능

성도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暈繝法의 기술적 묘사는 이러한 가능

성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게다가 불상으로는

교각미륵보살상이 주로 모셔져 있어 키질석굴에서의 특성과 부합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공양자상의 모습이 키질석굴과는 확

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키질석굴 내부에는 주로 소그드인으로 추

정되는 공양자상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 것에 비해 막고굴에서는

주로 북방 기마민족의 복장을 하고 있는 공양자상이 주로 발견되

고 있다. 이는 돈황 지역에 鮮卑族을 비롯한 여러 민족이 공존했

기 때문에 지역 특성의 단면을 공양자상을 통해 표현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돈황 막고굴의 불교문화는 개착 당시부터 서역의 영

22) 궁륭형천정(큐폴라cupola식의 원정천정)은 인도 및 서역에서 주로

이용되었으나 막고굴에서는 한 예도 찾을 수 없다.

23) 중국 전통 가옥양식을 따라 지붕의 용마루, 서까래, 두공을 벽화로

장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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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속에 있었지만,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역

민족상 및 특성과 함께 형상화시켰다. 이는 곧 이후 중원에서의

불교발전에 변화과정이 존재할 것임을 예견해주는 부분이기도 할

것이다.

Ⅲ. 수당시대 이민족과 불교의 관계

1. 수당시대 돈황불교의 정체성

300여 년에 걸쳐 지속된 중국의 분열은 수왕조의 출현과 동시

에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당시대에 이르면 돈황

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우선 수나라 문제가 전국의 모든 군

을 없앤다24)는 조칙 하에 州, 郡, 縣에서 州, 顯제도로 바뀌게 되

며 돈황군에서 돈황현으로 개칭된다. 하지만 곧 郡제도가 부활되

고 돈황은 다시 돈황군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수나라 초기,

하서사군을 비롯해 서역 일대를 돌궐과 토욕혼이 경영권 쟁탈25)

에 나서게 되면서 돈황이 실재 중국령에 속했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이다. 수 煬帝에 이르면 서역 경영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에 온 힘을 쏟았다.26)

당 왕조가 건립되면서 당 高宗 永隆2년(681)과 顯宗 開元15년(727)

각각 한차례씩 돈황 지역과의 길이 단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황은 지속적으로 동서 교류의 중심지에 서 있었다. 그리고 당시

대 때 돈황군을 현재 잘 알려져 있는 瓜州라는 명칭으로 부르면서

24) 隋書권46 楊尙希傳 . “罷天下諸郡”
25) 隋書권67 裵矩傳 . “但突厥、吐渾分領羌胡之國，為其擁遏，故朝貢不通”

26) 資治通鑑권180. 煬帝 大業3년 條에서는 토욕혼과 돌궐을 격파, 한족과
오랑캐를 융했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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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래 주요 지역을 顯으로 영입, 이를 다스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이후 안사의 난 후로는 토번문화가 밀려들

어오면서 돈황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적 변화

를 겪게 된다.

때문에 수당시대 돈황의 역사를 3기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 제1

기는 중원 왕조의 지배기로 581-781년의 시기, 제2기는 토번의 지

배기로 781-848년의 시기, 제3기는 귀의군시대로 848-1036년의

시기이다.27) 이와 같은 시대구분법을 통해 복잡다단한 돈황의 역

사를 구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특히 당나라 시대

의 돈황은 여러 민족이 할거하기도 하고, 지역 통치자의 독립 문

제 등이 함께 거론될 수 있어 중국 역사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

대구분법이 돈황에서 통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수당시대 돈황의 시대상황 속에서 불교는 꾸준히 발

전하고 있었지만, 남북조의 혼란기를 이용한 교류의 한 맥을 잇고

있는 양상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구마라집

에 의해 방대한 분량의 불교경전이 한차례 번역된 바 있고, 더욱

이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북조와 남조의 특수성에 맞추어진 불

교가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北魏 시대 때에는 중원 내

부에 거대 석굴이 조성될 만큼 불교가 융성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轉變의 역할을 하면서 교류의 한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수당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미 중원 내부

의 불교가 번성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 중심축이 洛陽 혹은 長

安으로 완전히 이동하게 된다. 즉, 돈황 불교만의 특수성이 사라

지는 시점인 셈이다. 불교적 특수성은 이전 시기보다 줄어드는 추

세이지만, 지역 특성상에서 나타나는 교류의 측면은 부각되는 현

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거론하

도록 한다.

다만 역사 전반에 걸쳐 돈황 불교를 고찰했을 때, 과연 이 시기

27) 나가사와 카즈도시(2010) pp.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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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황 불교가 교류의 중심축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문제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交流’라는 측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중국 내부의 불교가 서쪽으로 이동함으로

써 기존의 불교가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다. 이는 玄奘의 구법행로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大慈恩寺三
藏法師傳 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현장이 구법을 위해 양주에
머물고 있을 때, 큰 법회에서 상인들과 승려들에게 강설했다는 기

록28)이 보이고 있다. 이는 곧 당시 돈황 인근에 법회가 성행하였

고, 승려뿐 아니라 이곳을 오가는 상인들이 법회에 참석함으로써

불교의 융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돈황 인근에서의 현장의 활동은 곧 당시 涼州都督 李大亮에게

알려지고, 이대량은 현장을 만나 곧바로 장안으로 돌아갈 것을 권

유했다. 하지만 현장은 양주의 惠威法師가 은밀하게 붙여준 惠琳

과 道整, 두 제자의 도움으로 돈황 西端에 도착하게 된다.29) 이 대

목은 당시 이 지역에서 역시 많은 불교경전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사상적 이해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했던 움직임이 존재했을 것

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다. 앞서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수당시대에도

돈황 지역은 대부분 한족문화권에 속해있었고, 불교사상에 대한

접근 방식도 장안에서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상적 갈구를 가진 승려들이 장안과 마찬가지로 돈황에

도 존재했었기 때문에 현장의 구법행을 직접적으로 돕게 되는 장

28) 釋彦悰, 大慈恩寺三藏法師傳권1 (TD54), p. 222c. “
涼州為河西都會，襟帶西蕃、葱右諸國，商侶往來，無有停絕”.

29) 釋彦悰, 大慈恩寺三藏法師傳권1 (TD54) p. 223a.
“時國政尚新，疆場未遠，禁約百姓不許出蕃。時李大亮為涼州都督，既奉嚴勅，

防禁特切。有人報亮云 有僧從長安來，欲向西國，不知何意

亮懼，追法師問來由。法師報云

欲西求法。亮聞之，逼還京。彼有惠威法師，河西之領袖，神悟聰哲，既重法

師辭理，復聞求法之志，深生隨喜，密遣二弟子，一曰惠琳、二曰道整，竊送

向西。自是不敢公出，乃晝伏夜行，遂至瓜州。時刺史獨孤達聞法師至，甚歡，

供事殷厚。法師因訪西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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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펼쳐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장의 행로는 돈황에서도 한차례 막히게 되지만, 당시

州吏를 지내던 李昌은 오히려 현장 앞에서 통첩장을 찢으며 위험

성을 알려주며 길을 재촉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30) 당시 중앙에

서 하달된 命이 이와 같이 무시되는 일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

다. 한 예로 당 고조가 중국 전역을 평정한 후, 天水에 있던 李軌

에게 ‘從弟軌’라 부르며 제호를 내린다. 이에 이궤는 제호를 물리

고 그 봉책을 받고자 한다는 뜻으로 고종에게 ‘從弟大凉皇帝’라 적

어 보내면서 결국 고종의 분노를 샀고, 결과적으로 이궤는 참살당

하는 사건이 있었다.31) 이와 같은 사건이 당나라 건국 초에 일어

났기 때문에 이후 양주지역의 관리들은 중앙정부의 명에 복종하

는 관례가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장이 구법을 위해 서쪽으로 간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보냈다는

점은 당시 돈황에서 불교경전 및 사상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돈황 막고굴과 유림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데, 초기 막고굴에서는 주로 서역풍으로 조성되고 그 내용면에 있

어서도 일부의 전통문화와 불교가 어울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구자국에서 유행하던 법화신앙의 형상화작업이라던가,

혹은 현겁경에 의한 천불조성 등으로 대변될 수 있다 하겠다.32)
반면 수당시대 들어서면서부터는 법화신앙, 미륵신앙, 미타신앙,

천불신앙, 유마경신앙 등 신앙체계가 더욱 견고해지을 볼 수 있

30) 釋彦悰, 大慈恩寺三藏法師傳권1 (TD 54)
“州吏李昌，崇信之士，心疑法師，遂密將牒呈云 師不是此耶

法師遲疑未報。昌曰

師須實語。必是，弟子為圖之。法師乃具實而答。昌聞，深讚希有，曰師實能

爾者，為師毀却文書。即於前裂壞之。仍云 師須早去”

31) 舊唐書권150 列傳 제7.
32) 이에 대한 논의는 한지연(2011)에서 한차례 기술한 바 있으며,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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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다음 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한다.

2. 서역각국 교류현황 寶庫로서의 막고굴과 유림굴

수나라의 통일 직전, 北周 武帝의 폐불사건은 이곳 돈황에까지

그 파급효과가 있었던 것33)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 문제의 적극적

인 불교 부흥 정책으로 막고굴에는 수나라 때 조성된 굴 숫자가 1

10여 개에 다다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302굴과 305굴에

는 각기 開皇4년(584)과 개황5년의 題記가 발견되어 당시 중원지

역의 불교정책에 힘입어 돈황에서도 그 파급효과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당나라 때 들어서면 석굴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특

히 성당양식의 출현으로 불교미술의 美的 수준이 극점에 이르는

시기이다. 미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당시의 신앙형태도 중원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막고굴은

寶庫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신앙사적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첫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유마경을 바탕으로 하
는 신앙형태이다.

대표적으로 막고굴 420굴, 203굴 등을 유마경신앙 관련 굴로 볼

수 있다. 유마경은 호탄 등지에서 단편적으로 호본이 나오고 있
으나 완본으로는 한문본과 티벳본을 들 수 있으며, 티벳본의 경우

는 시대가 8세가 전후로 추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문본을

고본으로 볼 수 있다. 서역 지역에서는 주로 후대에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유마힐경변상도이지만, 난주지역에서는 5세기 초반, 돈

황에서는 6세기 이후부터 자주 등장하는 요소로 鳩摩羅什 이전부

33) 道宣, 集神州三寶感通錄(TD52), p. 407c.
“瓜州城東古基者。乃周朝阿育王寺也。廢教已後。隋雖興法更不置寺……沙州

城內廢大乘寺塔者。周朝古寺見有塔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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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유마힐경 번역34) 이후 신앙
적으로 자리잡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마경신앙이 유행하게 된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유교 혹은 도교

를 중심으로 정치사상 및 종교성을 지닌 사상 중국 내에는 이 시

기 불교에 대해 사상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았다. 때문

에 경전의 내용전개 상 재가신자입장에서 대승사상을 가장 완벽

하게 이해하고 있는 유마힐을 통해 사상을 전개하고자 했으며, 유

마힐에 대한 동경의 의식이 곧바로 신앙과 연결되어 문화적으로

발현했다고 보여진다.

두 번째로 언급될 천불신앙은 賢劫經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막고굴 103굴의 경우 천정 중앙의 蓮花格문양이 있고, 그 주변을

천불로 조성하고 있다. 329굴은 천장 일부와 벽면에 천불이 조성

되어 있으며, 329굴, 420굴 등에서 수당시대 천불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기반이 되는 현겁경의 경우도 그 번역 횟수가 빈
번한 것으로 보여진다.35) 때문에 초기부터 천불신앙이 존재했고,

이것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바로 수당시대라 할 수 있다.

이밖에 미타신앙, 미륵신앙 등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돈

황 막고굴 전체 변상도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토변상도라

는 돈황문물연구소 발표 결과를 고려해본다면36) 수당시대 정토신

34) 僧祐의 出三藏記集에 의거해보면 유마경이 처음 번역된 것은 魏 文帝
때 支謙에 의한 것이나 소실된 것으로 적고 있다. 두 번째는 晋 惠帝

때로 축숙란에 의해 번역된다(“異維摩詰經三卷,

首楞嚴經二卷(別錄所載安錄先闕舊錄有叔蘭首楞嚴二卷)右二部。凡五卷。晉

惠帝時。竺叔蘭。以元康元年譯出”). 또한 같은 때에 支敏度가 지겸,

축법호, 축숙란의 번역본을 1부로 합치는 작업이

이루어지며(“合維摩詰經五卷(合支謙竺法護竺叔蘭所出維摩三本合為一部)”),

그리고 鳩摩羅什에 의해서 신유마힐경으로 번역이
이루어진다.(新維摩詰經三卷(弘始八年於長安大寺出))

35) 출삼장기집에서는 竺法護가 元康 元年 7월 21일 처음 번역하였고,
賢劫三昧經 혹은 賢劫定意經이라고도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

번역은 賢劫千佛名經이라는 이름으로 축담무란에 의해
이루어진다(晉孝武帝時。天竺沙門竺曇無蘭。在楊州謝鎮西寺撰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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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이 滿開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변상도를 통해 당시의 신

앙상을 볼 수 있고, 또한 당시 돈황에 거주했던 민족의 생활상 및

문화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양자상에서는 시대별 점령

민족의 생김새, 의복, 가족상 등이 표현되어 있다. 앞서에서도 선

비족을 비롯한 여러 북방 유목민으로 추정되는 공양자상을 언급

한 바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수당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상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당시

의 교류상황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159굴

벽화는 유마변상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공양자

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맨 앞에 나와 있는 인물 즉 토번왕을 비롯

해 그 뒤에는 한족을 비롯해 여러 민족의 남성, 여성, 승려의 모습

이 표현되어 있다. 토번 점령기에도 막고굴의 석굴은 지속적으로

조성되는데, 이 시기 공양자상에는 여러 민족을 거느리고 등장하

는 토번왕의 모습이 특징적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돈황을 점령하

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 민족, 특히 한족을 뒤

에 거느리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데 벽화에서의 이런 우월감 표현은 다른 어떤 민족, 어떤 시

대보다 과격하여 심하게는 기존 벽화를 완전히 훼손하고 자신들

의 신앙을 표현하는 예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난주에 위치한 병

령사 석굴 172굴에서도 후대에 쫑카파의 모습을 새겨 넣으면서

역사성을 지닌 벽화를 완전히 훼손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토번족의 성향은 P.3418에 ‘죽음이 삶보다 낫다고 말하고

싶다’는 당시 유행시로 대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를 거쳐 토번족을 완전히 몰아낸 張議潮는 기념비

적인 공을 세워 돈황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었다. 그 역시 막고굴

에 석굴을 조성하였는데, 156굴의 경우 出行圖를 보면 기마의장대

가 이어지고, 행렬 후반부에 장의조가 묘사되어 있다. 이와 같은

36) 타가와 준조(1999) p. 1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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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행도를 통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쉽게 알 수가 있

는데, 이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의 변상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의조 家系는 4대에 이르기까지 돈황을 지배하였는데, 당나라

가 멸망하고 五代로 들어서면서 돈황은 曹씨의 통치를 받게 된다.

曹議金은 돈황 막고굴 98굴을 가족굴로 조성하면서 입구에 본인의

모습을 비롯해 부인들의 모습을 함께 벽화로 그려 넣었다. 더욱이

安西 유림굴 16굴 역시 막고굴 98굴과 동일한 구조와 벽화로 조성

하면서 당시 가족굴 형성에 박차를 가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조의금은 우전국 왕을 사위로 맞이하면서 98굴 가족굴 안

에 우전국 왕의 모습을 함께 넣고 있다. 이는 귀의군시대 한족을

비롯한 여러 이민족과의 혼인양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불교를 국

교로 삼고 있는 우전국 왕의 경우에는 유림굴에 직접 석굴을 조

성하는 예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족굴 조성은 조의금의 아들

曹元忠 代에도 이어져 막고굴 61굴과 유림굴 19굴에서 그 예를 찾

아볼 수 있다.

토번기와 귀의군시대에 들어서면서 불교를 신앙하는 것은 동일

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과연 순수한 신앙의 반로인지 혹은 한

민족이나 가계의 우월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각 민

족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정치, 생활, 문화적 접

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서역 각국

과도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류의 현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측면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문제인 듯하

다. 앞서 보여지고 있는 토번기 공양자상이나 귀의군시대 혼인문

제를 담고 있는 벽화는 당시의 외교적 문제까지 고려대상으로 하

고 있어 교류사적 접근을 통해 풀어나아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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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돈황에 대한 인식은 그간 지극히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방식으로

평가되어 온 경향이 없지 않다. 이는 돈황 문물을 약탈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확대, 역사적 대결, 공감, 분류라는 작업을 통해 특유

의 知的․制度的 구조를 창출해낸 18세기 오리엔탈리즘을 확산하

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1세기 들

어서면서 비로소 돈황에 대한 再考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돈황 불교에 대한 인식 역시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때

문에 본론에서 서술되었던 몇 가지 사항들을 다음과 같은 결론으

로 이끌어보고자 한다.

첫째, 돈황불교의 시작점에 있어서의 불교 전래과정은 일방적

전래가 아니라 지극히 전통적 중국 문화 속에서 어울림을 통해

이루어진 일련의 전개과정이 존재한다.

둘째, 장안 불교시대가 열리기 직전까지 돈황의 불교가 후대 장

안 불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장안불교 위주로 서술되는 이유는

장안이 종착지로 활발한 활동이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인데, 활

동 승려들의 경유지였던 돈황은 사실상의 매개체 역할을 넘어 장

안에서 불교가 꽃피울 수 있는 토양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할 것

이다.

셋째, 지금까지 돈황의 문화를 통해 불교신앙의 극대화를 논하

는 것이 주로 진행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지역 여러 민족들의 활

동을 고려해볼 때 한족문화가 아닌 이민족문화를 대표하는 역할

을 한 것이 바로 불교였을 가능성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세 가지 결론과 중국에서의 불교 전개상을 비교해보면 유

사성을 지닌 형태임을 볼 수 있다. 특히 세 번째 결론의 경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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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시대 북위불교의 전개나 혹은 당나라 불교전개 방식과 유사

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후대의 불교사 해석을 통

해 돈황 불교를 재고한 것이 아니라 돈황에서의 불교 전개 방식

이 중원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침으로써 해석된 결과일 것이다. 본

고에서는 지극히 표면적 문제들과 몇 가지의 사항들을 가지고 돈

황불교를 고찰하였으나, 앞으로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동아시

아 불교전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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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Dunhuang Buddhism as East Asian

changing start point

Han, Jeeyeon

(Geumgang University)

An awareness of the Dunhuang tends to be appraisal

quite oriental in the way of thinking. However entering to

21century, for the first time reconsideration on the

Dunhuang is arising in new also an awareness of the

Dunhuang Buddhism showing that still has a matter to

reconsider. Accordingly, this paper reinterprets about the

introduction and acceptance of Dunhuang Buddhism and

makes an attempt to solve the problem about that changing

process limit to the Sui-Tang period. But the sources given

definition on Dunhuang Buddhism are limited and thus take

a look which appearing in the Mogao Caves and Yu-lin-ku

of Anxi with in phenomenological side. Through this,

investigate character of the Dunhuang Buddhism and

watched the religious belief, social aspect and interchange of

ideas at that time. On this, introduction of Buddhism is not

one sided introduction in the start point of Dunhuang

Buddhism and able to see a series of development process

which exist in harmonize with traditional Chinese culture.

Also, just before the raising Chang-An Buddhist period, it

is able to identify the Dunhuang Buddhism took a role of

later Chang-An Buddhism. The reason that described

centering to Chang-An Buddhism, for remaining active

activity in records as an ending point and the Dunhuang

which via area of active Buddhist monks actually ov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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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 role, must see as a foundation role to develop the

Buddhism in Chang-An. And up to now being discussed

mainly the maximization of Buddhist faith through the

culture of Dunhuang though, on the other hand when

concern the activities of many different races, it must

consider of possibility that Buddhism was the role in

represent not the Chinese culture but the culture of different

race. Development of Northern Buddhism in period of North

and South dynasty and in Tang dynasty, it is able to see of

appearing the point of similarity with method of Buddhist

development. This is not the reconsideration of Dunhuang

Buddhism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later Buddhist

history but will be the interpreted result due to the affect in

central district in directly and indirectly by the method of

Buddhist development in Dunhuang.

Keywords: Dunhuang, ling-zhou, Dharmarakse, Kumarajiva,

magaos-cave, yulin-c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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