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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슈니샤의 번역 용례와 도상학적 상징 분석

김미숙*1)

머리말. Ⅰ계주 관련 용례의 의미 분석. Ⅱ 계주에 대한 도상학적 해설.

Ⅲ 육계와 계주의 상징적 원형과 의미. Ⅳ 결론.

요약문 [주요어: 계주, 계중주, 계뉴, 불상, 삼십이상, 우슈니샤, 육계.]

계주(髻珠)와 육계(肉髻)에 대한 도상학적 표현과 기존 논의를 고찰

한 뒤에, 각각의 주장을 원어와 한역(漢譯) 예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기

존 용례의 정합성을 논하였다. 그 원어인 우슈니샤(uṣṇīṣa)의 중층적 의

미와 다양한 변용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머리 위로 솟은 형태는 우슈니샤를 표현한 것이다. 계주의

표시가 없이 방광(放光)이 그려진 것도 우슈니샤의 방광으로 본다.

둘째, 솟은 모양의 우슈니샤가 대소의 크기로 표현되어 있지만, 동시

에 머리 중간 부분에 특이한 구슬 모양의 도상 표시가 있는 경우에 그

것을 ‘중간 계주’라고 부른다. 대체로 빛을 방출하는 표현이 함께 나타

나는 머리 중간에 있는 것은 우슈니샤라는 특상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계

주의 기능, 특히 방광을 의도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슈니샤의 끝 부분에 있는 정상(頂上) 계주의 경우는 먼저 방

광의 기능이 강화된 우슈니샤로 보아야 한다. 다만 불화의 표현상 보주

의 형태가 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상 계주라고 부른다. 그리고 도상

에서 방광이 표현된 경우는 계주의 방광이라고 보기 전에, 우슈니샤에

서 방광하는 모양을 묘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넷째, 보주를 표현하는 선(線)과 같은 특이한 표시가 없이 머리 중간

의 특수 도상에 붉은색 또는 살구색이 칠해진 경우에는 계주라기보다는

우슈니샤를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본론의 고찰에 의하면 uṣṇīṣa를 육계 등으로 의역한 것은 부적합하

다. 왜냐하면 육계와 계주라는 개념과 도상에 얽힌 다기(多岐)한 관점들

은 고대 인도부터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다양한 의장(意匠) 양식, 문화

적 전통, 불전 문학의 서사적 상징 등이 혼재되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의미가 내포된 중층적 복합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uṣṇīṣa는 ‘5

종 불번(不翻)’ 중 “함다의(含多義)”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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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2-A00044).

* 金美淑 : 동국대학교 외래 강사. asho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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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불교 예술에서는 불상의 도상적 특이점으로 인하여 학설상 논

란이 있는 예가 적지 않다. 그 중에서 최근까지도 쟁점으로 부각

되고 있는 것은 계주(髻珠)의 도상학적 해석 문제이다.

계주에 대응하는 인도의 원어는 추다마니(cūḍāmaṇi)이다. 추다

마니는 한역(漢譯) 경전에서 주라마니(周羅摩尼), 주잡마니(周匝摩

尼), 주라보(周羅寶) 등의 다양한 음역과 합역어로 쓰이고 있다.1)

인도에서 추다마니의 용법은 인도 복식 문화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머리를 올려 묶은 뒤에 장식하는 보석’을 뜻한다. 동의어

로는 쉬카마니(śikhāmaṇi), 추다라트나(cūḍāratna) 등이 있다. 그

런데 <그림 1>2)에서 보듯이, 불상의 머리에 표현된 특이 형태,

예컨대 나발(螺髮)과 구분하여 살구색, 적색 등으로 묘사된 두 곳

과 머리끝에서 피어오르는 듯 솟구치는 광명 등은 우리가 주변에

서 흔히 보는 불상 장엄의 일반적인 양식이다.

하지만 불상의 특이한 머리 형태에 대한 우리말 명칭과 광명의

출처를 지시하는 용어는 학자마다 달라서 일치하지 않는다. 예컨

대 이 부분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용어로는, ‘계주, 계뉴주, 계중주,

정상(頂上) 계주, 중간 계주’ 등과 같이 ‘계주’라는 말을 사용하는

설이 있고, 이와 달리 ‘육계’(肉髻)라는 개념에 비중을 두는 설이

있다.

먼저 요점만 간단히 말하자면, 본래 ‘우슈니샤’3)라는 하나의 의

1) “放大光明, 名周羅摩尼”(T. 9, p. 606b). “無量諸池邊 周匝摩尼寶”(T. 16, p.

647a). “其中或以周羅寶”(T. 13, p. 22a).

2) 김정희(2011) p. 314, 도판의 일부.

3) 우슈니샤(uṣṇīṣa)는 ‘피하다, 벗어나다, 면하다’라는 뜻을 지닌 √īṣ에서

파생된 우슈나(uṣṇa)가 어원이다. 우슈니샤의 어원에 근거한 첫째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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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용례들이 어지럽게 혼

재된 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 1> 연화사 괘불도의 일부

조선 시대, 1901년 작품

필자는 특히 하나의 뚜렷한 대상, 즉 ‘우슈니샤’를 묘사한 도상

에 대한 지시 개념들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는 핵심적인 선결 논

점이 간과되었기 때문이라 본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그러한 선결

논점을 해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논의 전개의 방법으로는 먼저, 계주에 대한 기존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고찰한 뒤에, 각각의 주장에 대해 원어의 한역 예를 통

해서 비교해 보고, 그런 다음에 우슈니샤의 다양한 용례들을 분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분석과 병행하여 우리나라 불교 미술

도상에 나타난 우슈니샤의 표현 양식에 대해서 각각의 지시 개념

과 상징을 적용하여 개념적 혼동의 근원을 추정하고 그 해결 방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머리를 감싼 것’이라고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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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모색해 보았다.

Ⅰ. 계주 관련 용례의 의미 분석

계주에 대한 논의에 앞서 먼저 용어의 지시 범주를 정의할 필

요가 있다. 왜냐하면 논의를 전개할 때 용어에 대한 이해가 저마

다 상이한 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주에 대한 논의에서 주로 거론되는 핵심 용례는 다음과 같다.

1. 계주와 괄주

계주란 계(髻)와 주(珠)의 복합어로서 ‘상투(cūḍa) 구슬(maṇi)’

또는 ‘상투의 구슬’을 뜻한다. 상투를 틀어 올린 머리 부분에 붙어

있는 구슬은 모두 ‘계주’에 해당하는데, 이는 광의의 계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투의 앞, 뒤, 위, 아래 가릴 것 없이 상투 형식의

머리 모양에 장식된 모든 구슬은 계주로 간주한다.

그런데 추다(cūḍa)를 상투라고 번역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고

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추다라는 인도어의 가장 빈번한 용례

는 우리의 전통적 상투와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서 상투라고 하면 대체로 전체의 머리털을 고르게 길러서 감아

틀어 올리는 머리 모양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머리

꼭대기의 일부분, 즉 특정 부위의 머리털만을 남기고서 나머지 부

분을 완전히 삭발하는 머리 모양을 추다라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이 경우에 길게 남겨 놓은 머리털이 바로 추다이다. 일반적으로

그 추다를 돌돌 말아서 감기도 하고 묶기도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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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문헌에서는 ‘계(髻)’ 대신 ‘괄(髺)’을 사용하기도 한다.5) 괄

이든 계이든, 우리말의 상투는 긴 머리를 묶어서 올린 형태의 머

리 모양을 가리킨다. 따라서 계주는 곧 괄주(髺珠)와 같은 말이다.

계주는 도상에 표현된 위치에 따라 정상 계주와 중간 계주, 둘

로 나뉜다.

이에 대해서 강우방은 “학계에서는 중간 계주와 정상 계주라

부르고 있으나 아무 의미를 모른 채 그릇된 용어만 만들어 쓰고

있다.”6)라고 비판한다.

물론 계주를 정상 계주와 중간 계주로 나누어 부를 때에는 계

주와 육계의 혼재로 인해서 그 둘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하지만

영시암의 벽화를 보면 그 의미의 차이는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그림 2>에서는 살구색의 육계만이 두드러지게 표현되

어 있으나, <그림 3>에서는 머리의 아래쪽 가운데에는 중간 계주,

머리 꼭대기에는 정상 계주로 나누어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계주와 육계의 구분이나 차이점은 <그림 3>에

나타나 있듯이 붉은 띠를 둘러 계주를 표현한 것으로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영시암의 전각 벽화 중에서 <그림 2>는 붓다가 수자타의 공양

을 받는 장면의 일부이고, <그림 3>은 마라의 세 딸이 붓다를 유

혹하는 장면의 일부이다. 이 두 장면에서 붓다의 머리 모양이 상

이하게 표현된 데에는 어떤 특별한 서사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

니다. 영시암 벽화는 최근 작품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구사하는 계주의 2종 구분과 육계와의 차이를 뚜렷하

게 보여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만하다.7)

4) “周羅者隋言髻也, 外國人頂上結少許長髮為髻”(T. 1, p. 365a). 여기서

외국인이란 대체로 인도인을 지시한다. 인도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우를

가리지 않고 머리털 전체를 고르게 길러서 상투 형식으로 틀어 올린

경우에는 대체로 다밀라(dhamilla)라고 부르며, 추다와 구분한다.

5) “頂有螺髺.”(T. 19, p. 165b).

6) 강우방(2012) p. 11.

7) 설악산 영시암에서 해당 건물 벽화의 사진을 촬영한 2012년 7월에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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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계주와 동일한 의미로서 불전(佛典)에 나오는 다른

용어는 계명주(髻明珠)8)와 육계주(肉髻珠)9) 등이 있다.

<그림 2> 육계. 설악산 영시암 전각 벽화의 일부

<그림 3> 계중주. 정상 계주(위)와 중간 계주(아래)
설악산 영시암 전각 벽화의 일부

현판이 걸려 있지 않은 상태였다. 2012년 12월 현재, 영시암에서는 장차

해당 건물을 ‘대웅전’이라 부를 예정이라 한다.

8) “以星宿幢妙莊嚴藏摩尼寶王為髻明珠”(T. 10, p. 664a).

9) “要學世尊頂上有肉髻珠”(T. 47, p. 349b). 학자에 따라 일본의 藤岡 穰의

경우처럼 계주 대신에 육계주(肉髻珠)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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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역 경전의 계주, 계명주에 대해 우리말 경전에서는 “진주 동

곳”10)이라고 번역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3. 계뉴주와 동곳’ 절에

서 고찰하였다.

2. 계중주와 계중명주

계중주(髻中珠)는 “괄중주(髺中珠)”11)라고도 한다. 한역 경전에

는 계중주라는 용례보다는 “계중명주(髻中明珠)”라는 표현이 더

빈번하게 나온다.

가산 불교대사림에서는 “계중명주”라는 표제어에서 “왕의 상
투 속에서 빛나는 보옥(寶玉)을 말한다.”라고 간단히 정의한다. 그

와 연관된 “계주유(髻珠喩)” 항목에서는 법화칠유(法華七喩) 중의

한 내용으로만 설명하고, 전륜성왕의 “상투 속에 있는 구슬”에 대

한 불전 삽화를 인용하며 서술한다.12) 하지만 필자는 계중명주에

서, 명(明)이란 주(珠)를 수식하는 첨가어일 따름이므로 계중명주

를 계중주에 포함시켜 함께 논하고자 한다.

먼저, 계주에 대한 여러 학설 가운데는 계중주와 계주를 구분하

여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역 문헌에 ‘髻中珠’라고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말로 번

역할 때는 ‘계주’라고 쓸 수 있다. 계주 자체가 ‘계의 주’ 즉 상투

의 구슬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자어 ‘髻中明珠, 髻中珠, 髻珠’ 등은

우리말로 풀면 아무런 차이 없이 번역할 수 있다. 때로는 ‘중(中)’

자를 살려서 ‘상투 속의 구슬’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한역 경

전에서 서술하는 계중주의 첫째 의미는 앞에서 설명한 ‘계주’와

10) “菩薩摩訶薩施髻明珠時, 如是迴向”(T. 9, p. 507a). “보살 마하살이 진주

동곳을 보시할 때는 이렇게 회향합니다.”(동국역경원(2002) p. 463).

11) “帝釋得之為髺中珠”(T. 85, p. 358b).

12) 이지관(1998) p.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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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 않다.13)

그리고 한역 경전에 계중주라고 서술되어 있어도 우리말 번역

으로는 계주와 다를 것이 없다. 굳이 계중주를 풀어서 설명하자

면, ‘상투의 구슬’이 될 것이며, <그림 3>에서도 보듯이 중간 계주

와 정상 계주 모두가 계중주이다. 따라서 계중주라는 용어에 대하

여, 특정한 삽화에서 소재로 등장하는 몇몇 사례, 예컨대 상투의

안쪽, 그야말로 보이지 않게 숨길 목적으로 상투의 안쪽 깊은 곳

이라든지, 머리의 살 속에 감추어 둔 구슬 등의 예는 매우 드물게

나오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소위 ‘의리계주(衣裏髻珠)’14)

등은 육계와 계주의 도상적 표현 문제와는 무관하며 일반적인 서

사 구조의 한 요소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3. 계뉴주와 동곳

‘계뉴주’(髻紐珠)라는 단어는 한역 경전이나 불전 문헌에서 찾아

보기란 쉽지 않다. ‘계뉴’도 ‘뉴주’도 검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말은 계주에 대한 해설에서 사용되는 신조어(新造語)로 여겨진다.

인도에서는 머리를 묶어 매는 끈을 케샤반다(keśabandha)라고

하며, 그 끈에 다양한 보석 장식이나 꽃 장식 등을 첨가했다. 바로

그 케샤반다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바로 계뉴, 계뉴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우리말 번역 용례 중 하나가 ‘동곳’이다.

한글대장경에서 다음 예와 같이 “계중주”를 “상투 속의 진주 동

13) 이와 같은 방식의 해석 사례로서 “장중주(掌中珠)”를 들 수 있다.

한글대장경에서는 장중주에 대해서 “손바닥 안의 구슬”, “손바닥 위에

있는 구슬”, “손바닥의 구슬”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 의미는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이 경우에 掌中珠를 우리말로

장주(掌珠)라고만 번역해도 어법상 그 뜻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14) “即解衣裏以珠示之. 弟得見珠, 因而懷情”(T. 4, p. 4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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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라고 번역한 예가 있다.

보살마하살은 …… 마니 보배관과 상투 속의 진주 동곳으로 중생에

게 보시하면서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고, …… 모든 것을 베풀어 줍

니다.15)

여기서 한역본의 ‘珠’를 굳이 “진주 동곳”으로 번역한 것은 ‘髻’

를 우리 식의 상투로 간주하고, 구슬을 진주로 번역한 뒤, 그 기능

이 우리 전통의 동곳과 동일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동곳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모양은 다음과 같다.

상투를 튼 뒤에 그것이 다시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꽂는 물건. 금ㆍ

은ㆍ옥ㆍ산호ㆍ밀화ㆍ나무 따위로 만드는데, 대가리가 반구형이고 끝

은 뾰족하여 굽은 것과 굽지 않은 것, 말뚝같이 생긴 것 따위가 있

다.16)

<그림 4> 동곳

이 내용에 따르면 ‘진주 동곳’이란 ‘진주로 장식한 동곳’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림 4>에서도 보듯이, 동곳 자체를 진주로

15) 이운허(2006) pp. 427～428. “菩薩摩訶薩以 …… 摩尼寶冠及 髻中珠,

普施眾生, 心無吝惜, …… 給施一切.”(T. 10, p. 143b).

16) “동곳”의 설명과 그림 참조 : 국립국어연구원(1999) p.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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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만들었다고 상정하기는 곤란하다. 게다가 한역어인 주(珠)를

‘진주’로 국한하여 우리말 번역한 것은 분명한 오류이다. 계중주나

계주의 경우에 그 구슬이 결코 진주로만 한정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계중주는 보다 더 많은 경우에 ‘계중명주(髻中明珠)’라고

한역되어 있듯이, 특정 보석을 지칭하기보다 ‘빛나는 보석’이라는

일반적인 뜻이 강하다.

계주와 관련된 논의에서 언급하는 계뉴주는 엄밀히 말하면 동

곳과 무관하다. 상투를 끈으로 돌려 맨 다음에 상투의 중앙에 고

정하거나 장식할 목적으로 달아 놓은 구슬을 계뉴주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동곳은 고대 인도식 머리 장식

품도 아니다.

계뉴주라고 할 때, 끈과 구슬이 분리되어 있는지, 구슬로 이루

어진 끈인지, 그 외의 것을 지시하는지는 단정하여 말하기 곤란하

다. 이에 대한 경전이나 다른 전례,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다라 불상에도 나타나 있듯이, 끈만 있고 구슬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뉴와 계주, 즉 끈과 구슬은 분리하여 말한

다. 이 글에서도 ‘계뉴주’라고 하면 상투를 묶는 끈이 있을 때, 거

기에 더하여 구슬까지 표현되어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 구슬

이 한 개에 불과하든지, 여러 개의 구슬이 줄을 이어 있는지의 여

부는 무관하다.

수잔 헌팅턴은 <그림 5>17)를 근거로, 우슈니샤는 혹이 아니라

17) 붓다, 브라마, 인드라 조각, 1세기 초엽 작품, 파키스탄 스와트(Swāt)

지역 출토품(Huntington(1999) p. 120, 도판의 일부). 이 작품은

일반적으로 범천 권청(梵天 勸請)을 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학자에

따라 2세기 초엽의 작품으로 보기도 한다. 필자는 붓다의 우슈니샤를

이해하는 데, 이 작품에 묘사된 브라마와 인드라의 머리 형태가 적잖은

시사점을 준다고 본다. 즉 붓다의 머리 형태와 비슷하게 상투 머리를 한

브라마, 그리고 비교적 화려한 터번을 쓴 인드라의 머리 형태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나타내고자 했던 붓다는, 삭발한 상태의 일반 수행자

신분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정각(正覺)을 성취한 위대한

인물로서의 붓다를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도리어

균형감을 잃을 정도의 거대한 머리 모양을 한 붓다로 표현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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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모아 올려서 다발로 묶은 결절(結節)로 보았다. 즉 그녀는

“붓다는 승복과 보석 장식이 없는 우슈니샤 끈(uṣṇīṣa tie)을 착용

한다.”18)고 한다. 이 경우에 우슈니샤를 돌려 묶는 끈이 곧 계뉴

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림 5>에서 계뉴 중간의 매듭 부분에 보

석 장식이 부착되어 있다고 보면 계뉴주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림 5> 범천 권청

그러나 계주와 관련된 동곳이라는 용어는 불교 미술 학계에서

는 널리 쓰이지는 않으며 극히 일부의 사례가 보일 뿐이다.19)

18) Huntington(1999) p. 121.

19) 최완수(2006) : “동곳[導玉]”(p. 39), “동곳 모양의 상투 구슬[髻珠]”(p. 60).

최완수는 동곳이 ‘도옥(導玉)’이라고 보며 병기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도옥은 어떤 의미로든 불교 문헌을 비롯한 의장 용어로서

쓰이는 유례가 없고, 다른 전거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용어로 보인다.

굳이 한자를 쓰자면 “동곶(銅串)”이라고 써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 “신수(新收)-011815-000”의

이름이 “금동제(金銅製) 동곳[銅串]”으로 쓰여 있다. 더구나 그 동곳

유물의 이름은 흔히 불두잠(佛頭簪)이라 부르는데, 그 끝이 마치 붓다의

머리 형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한다. 동곳에 대한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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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주에 대한 도상학적 해설

계주와 관련된 도상에 대한 기존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1. 정상(頂上) 육계설

이 설은 계주의 명칭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다른 학자들이 계

주라고 부르는 부분까지도 육계라고 통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계주라거나 계중주라는 말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고 여긴다.20)

이 설은 다수의 학자들이 취하고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

인 설명이기도 하다.21) <그림 6>22)은 이 설의 입장을 잘 보여 주

국어사전의 표제어에서는 한자를 병기하지 않고 마치 순우리말인 듯이

쓰고 있다. 예컨대 “동곳-잠(簪)” 항목이 그와 같다(국립국어연구원(1999)

p. 1630 ; 고려대학교(2009) p. 1671).

20) 뚜렷하게 표현된 중간 계주, 육계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간단히

“나발”의 표현만 언급한 예가 있다(국립중앙박물관(2010) p. 289, 참조). 이

책의 도판 해설에서는 양희정이 관무량수경을 인용하면서 육계를
언급한 예(p. 291)와 유경희가 “큰 육계와 머리 중앙에 붉은색의 중간

계주”(p. 315) 등으로 3회 더 언급한 것 외에, 육계에 관한 다른 언급을 볼

수 없다. 또한 박혜원은 “아미타불의 이마로부터 발하는 구불거리는

서기(瑞氣)는 남녀 예배자의 위로 내려오고 있다.”(p. 312)라고, 미간

백호의 설명을 대신하고 있다.

21) 장경숙 외(1996) p. 224 : ‘불상의 명칭’을 설명하는 도상에서 이와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육계라는 말을 사용하며, 계주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22)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편(2009) p. 471, 도판의 일부. 이 책의 도판

부분의 집필자는 목경찬이다. 홍윤식도 이와 동일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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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림 6> 정상 육계설

이 설의 특징은 <그림 6>의 설명에서도 보듯이, 중간 계주 부

분이 함께 표현되어 있어도 정상 부분만 육계라고 지칭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육계는 솟아오른 부분을 말하는데, 중간 머리

부분은 굳이 솟아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7> 갑사 삼신불 괘불화의 일부

석가불(향좌), 비로자나불(향우, 지권인)

홍윤식(1994), 부록 7. 여래 세부 명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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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림 7>23)에서도 보듯이 머리 꼭대기와 머리 중간 부

분은 동일한 색채 기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개 살구

색과 적홍색이 주조를 이룬다.

이 설에 따르자면 <그림 7>에서 ‘기둥처럼 솟은 특이한 머리

모양’의 끝에 있는 살구색과 붉은 빛을 띠는 원형(圓形)만이 육계

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마 바로 위 앞머리 부분에 초승달 모양의

살구색 바탕에 적색으로 그려진 형태는 동그라미의 일부로 추정

할 수 있는 모양을 취하지만, 이 설에 의하면 지칭하는 특별한 다

른 이름이 없다. 이 견해로는, 솟아 있는 머리 모양은 말 그대로

‘머리’라고 하며, 나발이라는 지칭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소라처럼 말려 있는 곱슬머리 모양만을 지칭하는 것이

나발이다. 상투를 튼 것처럼 솟은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카락을

모아 틀어서 만든 상투인지, 아니면 머리뼈가 솟아오른 형태 위에

곱슬머리 털을 그렸다고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이 설에서 분명한 것은 <그림 6>과 <그림 7>에서도 보듯이,

불두(佛頭)의 꼭대기에 머리털 색과는 확연히 다른 살구색 바탕에

적색 칠을 가미한 원형 부분을 ‘육계’라고 지칭한다는 점이다.

<그림 8> 육계

23) <그림 7>은 이 작품을 소개하는 글에서 흔히 ‘머리 모양은 기둥처럼

솟은 특이한 모양’이라고 말하는 갑사 삼신불 괘불화의 일부이다.

1650년에 조성된 괘불화로서 국보로 지정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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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 표시가 없는 예에도 적용시켜 보자면, <그림 8>24)과 같이

정수리 쪽에 그 높이와는 무관하게 조금이라도 솟아오른 끝 부분

만을 육계라고 부르는 입장이 정상 육계설이다.

2. 중간 육계설

김정희는 머리 정상이 아닌 머리 중간 한 곳에만 특이한 양식

이 표현되어 있을 때, 그 중간 부분을 가리켜 “육계에서 나오는

빛을 받으며”25)라고 설명한다.

<그림 9> 머리 중간의 타원형 표시 부분을
육계라고 부르는 경우

이 설은 <그림 9>26)에서도 보듯이, 원칙적으로 불두의 상투머

리 부분의 크기라든지 그 유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머리 중간,

24) 국립중앙박물관(2010) p. 17, 그림의 일부.

25) 김정희(2011) p. 86.

26) 국립중앙박물관(2010) p. 17, 그림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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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만 특이한 도상이 있는 경우에 그곳만을 ‘육계’라고 부르

는 입장이며, 그 육계가 빛을 낸다고 간주한다. 이 경우에도 계주

와 중간 계주 등의 용어를 적용할 여지는 없다.27)

<그림 9>처럼 머리의 정상이 아닌 중간에 있는 작은 도상을

육계라고 할 때, 상투처럼 솟은 부분을 육계라고 하는 일반적인

정의와는 적잖은 차이가 난다. 그림에서와 같은 중간 부위는 솟았

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머리털이 짙게 색칠되어 있어도

이 육계 부분은 적색이나 살구색을 띠며, 머리색과 다른 옅은 색

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추정하건대, 이 설에 따른 도상은

한자어 ‘육계’에서 특히 ‘살’이라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묘사한 예

로 보인다.

3. 중간 계주와 육계의 이분설

김정희는 육계에 대해 “정수리 부분에 혹 모양으로 솟아 있는

것으로, 살 상투라고도 한다.”28)라고 정의한다. 이에 따르자면 ‘혹

모양’이 아닌 앞머리 부분의 특이 도상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부연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그에 대해서 김정희는 머리 중간 부

분의 특이한 도상을 “중앙 계주”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김정희는 봉정사 대웅전의 영산회상도를 설명하면서 “석가모니

의 넓적한 육계(肉髻)와 중앙 계주(髻珠), 둥근 얼굴과 단아한 신

체”29)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중간 육계설 항에서 보

27) 문명대의 경우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이 설의 입장을 취한

듯하다. 예컨대 문명대는 개운사 목조 아미타불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 큼직한 머리에 나발의 육계가 유난히 커진 것도 이런

인상을 더해 주는 것이다.”(문명대(1997) p. 187).

28) 김정희(2011) p. 50.

29) 김정희(2011) p. 82.



우슈니샤의 번역 용례와 도상학적 상징 분석 ∙ 179

았듯이, 김정희는 중간 계주의 자리 한 곳에만 특이한 표현이 있

을 때에는, 그곳을 가리켜서 육계라고 한다. 결국 김정희에 따르

자면, 머리 중간의 특이한 표현은 육계이기도 하고, 계주이기도

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설은 육계와 계주의 구분이 모호하고, 설명하는 데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육계와 계주는 결코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

이다.

4. 계중주설

계중주설은 육계가 있고, 거기에 더하여 계중주라는 구슬이 있

으며, 그 구슬이 두 곳에 표현되는 경우에, 아래는 중간 계주, 머

리 꼭대기는 정상 계주라고 부르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그림 6>에서 ‘육계’라고 지칭하는 부분은 정상 계주이고, 아래

머리 중간에 이름이 없는 특이 표시 부분은 중간 계주가 된다.

이 설은 특히 둥글게 표현되는 부분을 보석이나 구슬로 간주하

고 ‘정계(頂髻)에서 나오는 대광명’30)의 근거로 삼는다. 다만, 이

입장에서는 육계와 계주의 구분을 표현상 명료하게 구분해야 한

다. 앞의 그림들에서도 보듯이, 살구색 바탕은 육계를 표현한 것

이고, 적색 계열의 원형 선(線) 모양은 계주, 즉 구슬 모양으로 표

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황금색의 원형으로 표현된 경우에도 당

연히 계주라고 한다. 물론 채색이 있는 불상 미술에 해당한다. 대

체로 채색이 없는 불상 조각류의 경우에는 달리 분석해야 할 것

이다.

30) “入佛莊嚴三昧, 從於頂髻放大光明”(T. 3, p. 53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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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머리 부위의 두 부분의 특이상은

두 계주를 표현한 것

계중주설의 요지는 <그림 10>31)과 같이 불상의 머리에 표현되

어 있는 하나 또는 두 개의 특이 도상을 ‘육계’라고 부르지 않으

며, 계중주 즉 ‘중간 계주’와 ‘정상 계주’로 나누어 말하거나 ‘계주’

라고 부른다는 점이다.

5. 보주설

이 설은 다음 쪽의 <그림 11>32)에서 a 위치에 있는 것을 보주

라고 보는 입장이다.

31) 국립중앙박물관(2010) p. 17. 그 도안을 바탕으로 하여, 설명의 편의상

필자가 머리 꼭대기에 원형 그림 한 개를 첨가한 것이다.

32) 도상 : “여래만월면(如來滿月面)”(T. 21, p. 941a). 필자가 원래 그림에

설명의 편의상 abc 문자만을 첨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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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불설조상양도경(佛說造像量度經)의 도상

유경희는 “부처의 육계 정상의 보주 표현”, “육계 정상 위로 보

주가 있는 점” 등으로 설명한다.33)

대체로 이러한 형태가 불상 조성의 기본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이 도상이 대장경에 입장(入藏)된 이후로 도상의 기본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터이나, 그 이전에 불교 문헌상 다양한 내용으로

보주가 등장하고 있다.

이 설에서는 <그림 11>에서 b 부분을 육계라고 부른다. 불설
조상양도경에서는 육계의 높이를 4지(指)로 정하고 있다.34)
그리고 같은 보주설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 배경 설명은 판이

하게 다른 예가 있는데, 앞서 언급한 강우방의 주장이다. 하지만

그가 영기설(靈氣說)과 관련시켜서 언급하는 한, 전통적인 불교 도

33) 국립중앙박물관(2010) pp. 316～317.

34) “肉髻崇四指”(T. 21, p. 941b). 여기서 1지(指, aṅgula)는 인도의 단위로서,

손가락 하나의 길이가 아닌, 그 너비를 말한다. 따라서 1지의 길이는

1.5～2센티미터 정도이다. 프라티마라크샤나(Pratimālakṣaṇa)에서는,
‘전체 크기가 120앙굴라에 달하는 불상을 조성할 때 우슈니샤의 크기는

4앙굴라, 즉 4지’라고 정하고 있다. Banerjea(1985) p. 619, 참조.



182 ∙ 印度哲學 제36집

상학의 범주를 넘어선 주장으로 판단하며 별개의 논의가 필요한

설이라고 여겨진다.

6. 비릉가보설

인도의 의장(意匠) 전통에서 머리 장식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머리카락만의 모양뿐 아니라 거기에 덧붙이는 장신구

또한 단순하지 않다. 인도의 다양한 머리 장신구 중에서 계주와

관련된 것은 비릉가보(毘楞伽寶)이다.

비릉가보는 ‘사가라비릉가나마니보(舍迦囉毘楞伽那摩尼寶)’의 준

말이다.35) 샤크라 아빌라그나 마니 라트나(śakra-abhilagna-maṇi

-ratna)가 그 원어이다. 샤크라는 제석천 즉 인드라 신을 뜻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abhilagna : 持) 보석이라는 뜻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 보석은 실재하는 현실 속의 특정 보석이라기

보다는 최고의 힘과 지배력을 상징하는 인도 문화 특유의 개념이

었다. 그런데 갈수록 후대에는 인드라닐라(indranīla)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파이어 또는 에메랄드 등의 “청색을 띤 보석”이 비릉가

보로서 주로 쓰이게 되었고, 인드라닐라는 제석보(帝釋寶)36), 제석

청보(帝釋靑寶)37), 제청보(帝青寶)38), 천주대주(天主黛珠)39), 인다

라(因陀羅)40)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전에서 쓰이게 되었다.

비릉가보와 동일한 의미로서 불전에 나오는 주요 번역어들은

석가비릉가마니보주41), 석가비릉가마니보42), 석가비릉가마니43),

35) “或有知如來身舍迦囉毘楞伽那摩尼寶色”(T. 10, p. 920a).

36) “當獲最上帝釋寶”(T. 18, p. 534b) ; “釋提桓因以帝釋寶摩尼”(T. 9, p. 318c).

37) “所謂珊瑚鞞琉璃夜帝釋青寶.”(T. 17, p. 862a).

38) “伊陀尼羅此云帝青寶也.”(T. 35, p. 399a).

39) “因陀尼羅(論曰青珠也 譯曰天主黛珠).”(T. 54, p. 1053c).

40) “如梵天王頂上寶珠名因陀羅.”(T. 44, p. 873a).

41) “頂上肉髻如釋迦毘楞迦摩尼寶珠”(T. 20, p. 66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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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비릉가보주44), 석가비릉가보45), 석가비릉가46), 비릉가마니

주47), 비릉가보주48), 비릉마니49), 비릉가보50), 제석비릉가마니

보51), 릉가보52) 등이다.

요컨대, 비릉가보는 제석천의 보주이자53) 최상의 보배이므로

자연스럽게 여의보주(如意寶珠, cintāmaṇi-ratna)로 치환되었고,54)

의장상(意匠上)으로는 추다마니(cuḍamaṇi), 즉 계주 형태로 구현

되었다.55)

필자는 이와 같은 비릉가보설이 앞서 말한 보주설까지 포함시

키는 동시에 불교 문헌적 고증과 인도 문화적 기원을 함께 충족

시켜 주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이 설이 불상의 계주에 대한 도상학

적 기원을 해명하는 데에도 가장 유력한 실마리가 되리라고 본다.

42) “一一童子有五百億釋迦毘楞伽摩尼寶以為瓔珞.”(T. 12, p. 342b).

43) “頂上肉髻髮紺瑠璃色. 釋迦毘楞伽摩尼.”(T. 14, p. 419c).

44) “百千釋迦毘楞伽寶珠”(T. 13, p. 656b).

45) “如釋提桓因著釋迦毘楞伽寶瓔珞已”(T. 9, p. 301b).

46) “常在其頂上 釋迦毘楞伽”(T. 13, p. 648c).

47) “即以毘楞伽摩尼珠, 瓔珞”(T. 21, p. 487c).

48) “如來臍如毘楞伽寶珠”(T. 15, p. 648b).

49) “足下相毘楞摩尼色”(T. 15, p. 667a).

50) “毘楞伽寶(譯曰不好色也)”(T. 54, p. 1054a). 비릉가, 즉

아빌라그나(abhilagna)를 불호색(不好色)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1) “兩手執持帝釋毘楞伽摩尼寶鬘”(T. 13, p. 307a).

52) “楞伽寶名. 具云釋迦毗楞伽.”(X. 17, p. 471c).

53) “如釋提桓因著釋迦毘楞伽寶瓔珞已”(T. 9, p. 301b).

54) “釋迦毘楞伽摩尼 …… 釋迦毘楞伽此云能聖. 摩尼亦云離垢亦云如意.”(T. 37,

p. 293ab).

55) “如毘楞伽摩尼寶珠在帝釋頸.”(T. 14, p. 468a). 때로는 대방광보협경의
이 예문처럼 제석천의 목에 있다고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도리어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도의 천신들은 왕족과 마찬가지로

주로 머리에 천관을 쓰는 형식을 취하고, 그 관을 보배로 치장하며,

최상의 보배는 머리 장식에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조 : T. 54, p. 108a ; T. 14, p. 48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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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육계와 계주의 상징적 원형과 의미

1. 육계와 우슈니샤

육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의는 “부처의 정수리에 있

는 상투 모양으로 두드러진 혹 같은 모습.”56)이다. 이 정의는 문

화재 관련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한다는 취지 아래 발간한 자료

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육계(肉髻)’ 항은 순화어를 따로 만들

지 않고, “순화안, 한글, 북한” 등의 항목이 모두 “육계”로 동일하

다. 또한 영문 표기는 “protrusion on the top of Buddha”(붓다 정

수리의 돌출물)라고 정의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머리 혹’을 뜻하

며, 상투 그 자체는 결코 아니다.

그런데 육계의 우리말 풀이는 “상투 모양의 살”이 될 것이다.

그래서 흔히 ‘살 상투’라고 풀어쓰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도 살

상투보다는 ‘머리 혹’이 더 합당한 말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상투

가 살로 되어 있다는 말보다 머리에 혹이 솟았다는 표현이 더 상

식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머리 혹’은 한역 경전에서 “육

괴(肉塊 : 살덩어리)”57)로 표현되기도 한다.

56) 문화재청(2004) no. 839의 용어 해설 부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육계’의 항목을 ‘무견정상(無見頂相)’ 항목으로

넘겨서, “부처의 정수리에 있는 뼈가 솟아 저절로 상투 모양이 된 것.

인간이나 천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므로 이렇게 이른다. 부처의

팔십수형호의 하나이다.”라고 설명한다. 국립국어연구원(1999) p. 2224.

57) “肉髻. 佛頭巔頂上有肉塊. 高起如髻”(T. 21, p. 94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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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붓다 입상 일부, 인도 마투라, 2세기 작품

<그림 12>58)는 머리 혹으로 묘사된 우슈니샤(uṣṇīṣa ; uṇhīsa)

의 예를 잘 보여 주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한역 경전을 거쳐서 형성된 우리말 우슈니샤 관련 용례의 특징

은 ‘상투’라는 용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데 있다. 필자는

계주의 도상적 혼란 문제도 이러한 용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본다. 이 점은 인도의 불상이 계주의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

롭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인도를 비롯한 국제 학회에서는 육계에 대한 영문 표기로 원어

‘uṣṇīṣa’를 그대로 채용하여 쓰는 추세이다. 그리고 상투와 결합할

필요가 없는 우슈니샤라는 원어의 직접 사용 때문인지 계뉴주라

든지 계주 등과의 혼동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우슈니샤라는 원어를 음역하여 사용하는

예가 있다.

58) 東京國立博物館 외(2002) p. 23, 인도 마투라 박물관 소장 불상, 도판의

일부. 최완수는 동일한 작품의 연대를 “3세기 전기”라고 보고 있다.

최완수(2006)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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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이 “우슈니샤가 솟아 있고 나발이 덮여 있다.”59)라고 한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원어의 음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

다. 그리고 머리카락의 형태에 대해서는 ‘나발’이라고 따로 구분하

여 표현한다. 다만 이주형은 우슈니샤에 대해 “정계(頂髻)”60)라는

말을 첨기(添記)하기도 했으나, 주로 ‘우슈니샤’라고 서술한다.

우슈니샤에 대한 한역어는 매우 다양하다. 음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전역(全譯)은 오솔니사(烏率膩沙), 오슬니사(烏瑟膩沙, 烏瑟尼沙,

烏瑟膩砂, 塢瑟膩沙, 烏瑟抳娑, 烏瑟柅沙, 鄔瑟膩沙), 오슬니쇄(烏瑟抳

灑, 塢瑟膩灑), 올슬니사(嗢瑟尼沙), 울슬니사(鬱瑟尼沙) 등이며, 축

역은 니사(膩沙), 오니사(烏膩沙), 오슬(烏瑟), 울니사(鬰尼沙) 등이
있다.

이처럼 육계라는 의역어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수의 음역

어가 사용된 것만 보아도 우슈니샤에 대한 육계라는 의역어의 적

절성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대인상(大人相)과 육계

육계는 경전에서 말하듯이, 32대인상(mahāpuruṣa-lakṣaṇa) 중

하나이다. 흔히 32대인상을 줄여서 32상(相)이라고 하며, 80수형호

(隨形好)와 함께 언급한다.61)

후대의 법화경류와 화엄경류의 불전에서는 97종의 대인상까지

59) 이주형 외(2007) p. 230.

60) 이주형 외(2007) p. 222.

61) “忍辱即是助菩提法, 具足三十二相, 八十隨形好故.”(T. 3, p. 222a).

80수형호는 줄여서 80호(好), 80수호(隨好)라고 한다. “成為一切智,

三十二相, 八十好, 十種力”(T. 8, p. 504c). 그리고 대인상은 대사상(大士相),

대장부상(大丈夫相)이라고도 한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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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키고, 그 중 제일 특징은 육계상이라고 하였다. 97종을 헤

아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대표적인 예는 97종 가운데 32가

지가 불상의 머리 부분의 특징으로 꼽으며, 나머지 65가지가 머리

외의 다른 신체의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다.62)

32종, 80종, 97종 등의 특이한 표징들은 대인상이라는 이름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위대한 인물의 징표로서 고대 인도로부터 전래

되어 오는 문화적 상징이자 관습의 하나이다. 그리고 불교뿐만 아

니라 자이나교를 비롯한 다른 인도 종교에서도 언급하는 특징들

이기도 하다.

필자는 그러한 표징에 대한 관습은 사람의 외양만을 보고 신분

과 지위, 인품까지도 판단하는 인도의 고대적 전통 문화에서 기인

한다고 본다. 또한 그러한 전통적인 관습을 토대로 하여 붓다의

탄생 직후부터 이미 그가 그토록 고귀한 대인의 풍모를 타고났다

는 식의 전승이 형성되었고, 그 내용이 불전에 기록되었을 것이

다.63)

그 이후 불교 문헌에서 32상은 불상 장엄의 기본적인 양식으로

서 고착화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육계상은 불상의 대표적인 특

징으로 꼽힌다.64)

인도 미술사에서는 불상의 특징으로서 미간 백호상을 첫손에

꼽는 예도 있다. 왜냐하면 우슈니샤는 자이나교 성상들에서도 동

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며65), 불상만의 고유한 특징이 아니기 때

62) “如來頂上有三十二眾寶莊嚴相. …… 以上共九十七種大人相也.”, 참조(X. 25,

p. 849c).

63) 모니카 진은 32상 중에서 가장 쉽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슈니샤라고 하면서, 붓다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 인물들도 우슈니샤가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는 사례를 아잔타 석굴 벽화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Zin(2003), 논문 참조. 그리고 아난다 K. 쿠마라스와미는

사람뿐 아니라 나가(nāga)의 머리에도 “우슈니샤”가 표현되었다고 보았다.

Coomaraswamy(1980) pp. 10, 17.

64) 프레드릭 번스는 우슈니샤란 힌두적인 의장이지만 특히 불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붓다의 32상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Bunce(2001) p.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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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오히려 자이나교 성상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며, 찾아보기

힘든 미간 백호상은 불상과 자이나교 성상을 구분하는 척도로 꼽

힌다. 그리고 자이나교의 지나(jina) 상은 인도 불상에서는 보기

힘든 슈리밧사(śrīvatsa) 문양, 즉 가슴 부위에 표시되는 길상 문

양을 제일의 특징으로 삼기도 한다. 자이나교 미술 전통에서는 우

슈니샤를 그다지 강조하지 않으며, 유일한 성상 장엄은 슈리밧사

뿐인 예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3. 계주의 상징적 원형

1) 광명 방출

보석이나 구슬이 계주의 원형이며, 빛을 방출한다고 보는 경우

이다. 이 경우에 계주는 곧 광명을 상징한다.66) 다만, 계주가 보석

이나 구슬이라는 뜻에서 밝고 빛나는 특성은 당연시되고 있으나,

계주를 중심으로 고찰할 때, 불상에서 계주의 위치는 부정확하다.

예컨대 대승밀엄경에서 “대중이 이미 자리를 정하자, 이때 세
존께서 사방을 둘러보시며 미간으로 청정한 광명을 놓으시니, 계

주 장엄이라 불렀다.”67)라고 하며, 미간의 광명을 계주에서 기인

65) 라마프라사드 찬다는 자이나교의 제1대 티르탕카라인 리샤바를 제외한

나머지 23명의 티르탕카라의 성상은 머리털로 덮힌 혹(“bump”), 즉

우슈니샤를 가진 모양으로 표현되었지만, 삭발한 모습의 지나(jina)

성상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한 예를 들고 있다(Chanda(1934) p.

673, 참조). 그러나 리샤바는 장발 모습으로, 다른 티르탕카라들은

우슈니샤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자이나 예술의 일반적 양식이다.

66) “此輪王亦放周羅摩尼光.”(T. 45, p. 781a) ; “彼輪王放大光明.

名周羅摩尼.”(T. 45, p. 596b). 여기서 계주는 주라마니라는 음역어로

쓰였다.

67) “從眉間出清淨光明名髻珠莊嚴.”(T. 16, p. 723c) ;

“遍觀十方從髻珠中放大光明.”(T. 6, p. 73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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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간주한다.68)

묘법연화경에서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대인상인 육계에서 광
명을 내비추시고, 또 미간의 백호상에서도 빛을 내어”69)라고 하듯

이, 32상 중에서 광명을 방출하는 곳은 주로 백호과 육계이다.

불상에서 광명을 방출하는 것은 조각상이 아니라 불화에서 더

용이하게 표현된다. 그리고 고려 불화에서도 보듯이 중간 계주에

서 빛을 방출하는 방식이 미간 백호에서 방출하는 것보다 더 많

으며, 백호는 자그마하게 둥근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다.70) 구체적

으로는 정면상일 경우에는 정상 계주에서 방출하는 방식이 많고,

아미타불의 내영도에서 나타나듯이 측면이나 아래를 향하는 자세

에서는 중간 계주에서 광명을 방출하는 예가 많다.

정리하자면, 계주, 육계, 백호, 세 곳에서 모두 광명 방출을 보

이지만, 계주와 육계에서 방출하는 것을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육

계에서 방출할 경우에도 광명과 보석의 친연성 때문에 보주로서

특별한 도안, 예컨대 선(線), 원형 표시 등을 병행하는 예가 많다.

때로는 미간 백호(uṇṇa)를 육계(uṇhīsa)로 번역하기도 한다. 전

재성은 “osadhi-paṇḍra-suddha-su-uṇṇo”에 대해 “육계는 새벽의

샛별처럼 밝고 아름다우시니”71)라고 번역하였다. 광명 방출이라

는 공통점 때문에 빚어진 착오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 외에도 경전에서는 불꽃, 물 등이 정수리에서 방출하는 예를

언급하고 있으며, 남인도를 비롯한 남방 불교의 불상에서 흔히 보

듯이, 불상의 정수리에 불꽃 즉 화염을 올려놓는 사례도 광명 방

출과 동일 내지 유사 기능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72)

68) “從眉間珠髻光明莊嚴”(T. 16, p. 748). 계주는 주계(珠髻)라고도 한다.

69) “爾時釋迦牟尼佛放大人相肉髻光明, 及放眉間白毫相光”(T. 9, p. 55a).

70) 국립중앙박물관(2010), 호암미술관(1993), 참조.

71) 전재성 역(1997) pp. 38～39.

72) Snellgrove(1978) p. 127, 도판 설명 참조.



190 ∙ 印度哲學 제36집

2) 사리 장엄

계주의 위치는 사리 장엄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계주가 곧 사

리를 상징한다고 보는 설이 있다.73) 이 설은 특히 ‘계리주(髻裏珠)’

또는 ‘윤왕(輪王) 계리주’와 관련된 일화와 연결하여 주장하는 설

이 해당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용어가 유사할 뿐이고, 32대인상

내지 불상의 특성으로 꼽히는 우슈니샤와는 무관하다고 본다. 이

점은 본래 우슈니샤가 계주, 즉 추다마니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

에 당연한 귀결이며, 계주 또는 계리주 이야기와 사리 장엄 등을

연결 짓는 것은 후대의 문학적 발전에서 파생된 이야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일반적인 사리 수장의 위치는 정수리가

아니다. 사리의 수장 장소는 불상의 재질이나 소재, 크기, 좌상인

가 입상인가 등등 여러 가지의 변수와 맞물려 있다. 그리고 그 위

치를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선정 수행

계주 또는 육계의 자리가 다양한 선정이나 명상 수행 등과 관

련이 있다고 보는 설이 있다.

유근자는 “초기에 제작된 중인도의 마투라와 간다라 부처님 상

의 육계는 우리나라 부처님의 육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이

유는 마투라와 간다라의 부처님은 당시 사람들의 상투 튼 머리

모습을 부처님의 상에 반영했기 때문이지만, 우리나라 부처님의

육계상은 오랜 수행의 결과 생겨난 살 상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추상화되어 정수에 혹이 솟아오른 모습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

다.”74)라고 한다.

73) 염중섭은 “육계에 사리를 수납하는” 사례와 관련하여 이주형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초기 간다라 불상의 북상투[椎髻] 표현 역시 그 속에 든

계주의 존재를 염두에 둔 것일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본다. 염중섭(2010)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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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자는 인도 수행 문화의 전통에서 수행 내지 고행의

결과 머리 위에 ‘살 상투’ 즉 ‘혹’이 생겨난다는 유례(類例)를 담고

있는 어떠한 문헌적 전거나 논증 자료를 찾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엄밀한

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간다라 미술품에서는 우슈니샤를

머리털 묶음, 즉 상투로 묘사한 예가 일반적이지만, 마투라 미술

품의 경우에는 <그림 12>처럼 머리 혹으로 표현한 예도 적지 않

기 때문이다.

그 외, 도교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예는 강우방이 대표적이다.

강우방은 “도(道)가 깊을수록 머리 위가 솟아오른다.”라는 도교

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미황사 괘불의 경우, 기(氣)가 쌓여서 머

리로 올라온 것은 머리를 뚫고 솟구쳐 오르려고 하는데 마치 보

주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 그러니 여래의 얼굴은 바로 보

주였던 것이다.”75)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설은 강우방 자신이 제시하는 ‘갖가지 논증’에도 불

구하고, 불교 미술의 일반적 이론으로 수용되기에는 난점이 적지

않다.76) 그 이유는 고대 인도로부터 시작된 불교가 오랜 세월 동

안 각 나라에서 뿌리 내리며 축적한 문화적 전통과 배치되는 점

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정 수행 및 요가 전통 등과 연관하여 육계와 계주를

설명하는 경우, 인도 문화에서 유독 정수리를 중시했다고도 한

74) 유근자(2010) p. 80. 밑줄은 필자가 표시하였다. 인용문 중에는 “정수에

혹이”라고 되어 있으나, 아마도 “정수리에 혹이”라는 말일 것이다.

75) 강우방(2012) p. 11. 또한 이 글에서 강우방은 “우리가 불상을

연구하면서 여래의 머리에 무엇인지 모를 것이 있으면 되겠는가. 평생

불상을 연구해 온 나는 그 육계, 계주, 그리고 중간 계주나 정상 계주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나 시원한 해답을 주는 책이나 논문을 보지

못했으므로 내가 풀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왔다.”라고 하면서 영기설,

또는 영기화생론을 제시한다.

76) “승(僧)이 어찌 곱슬곱슬한 머리를 기를 수 있는가. 이른바 나발이란

것은 도르르 말린 제1 영기싹으로, 여래로부터 발산하는 영기문이지

소라모양의 머리칼인 나발이 아니다.” 강우방(2012)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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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7)

<그림 13>

“인체의 차크라와 그 영적(靈的) 상호 관계”78)

그러나 쿠마라지바가 번역한 좌선삼매경에서도 언급하듯이

신체의 다섯 곳, 즉 “정수리, 이마, 미간, 코끝, 심장[마음]”79)은 동

등한 비중을 갖는다. 굳이 하나를 강조했다면 도리어 마음을 강조

했다고 말해야 보다 더 합당할 것이다.

특히 <그림 13>과 같이 차크라의 위치와 그 도상적 표현으로

인해서 마치 우슈니샤가 차크라가 관련이 있는 듯이 설명하거나,

77) 염중섭은 “인도인들이 상투 속에 보주를 넣는 것은 인도의 명상

문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하면서 인더스의 요기 인장,

차크라 등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염중섭은 그에 앞서서 “32상

중 육계상”이란 “불상의 표현이 경전으로 인입(引入)된” 것이고

“불상에서의 계주 표현”은 “관련 전적의 내용이 표현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들은 앞뒤의 논리적 정합을 이루지 못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염중섭(2010) pp. 196～198, 190～191, 참조.

78) 셰크 외(2007) p. 98, 도상. 한국어 본에는 없지만, 일본어 번역판에는 이

도판에 위과 같은 제목이 붙어 있다. シェック 외(2007) p. 141.

79) “繫意五處. 頂額眉間鼻端心處.”(T. 15, p. 27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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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마란드라(brahmarandhra)와 연결을 갖는다’80)고 설명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요가와 탄트라교의 발전 이후에나 연결 가능한

설명이 될 것이다. 초기 불교 또는 그 이전부터 시작된 우슈니샤

개념을 차크라 개념과 직접적 연결성이 있는 양 설명하는 것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낳았다고 보는 것과 같은 입장이 되고 말

것이다.

4) 실상 지혜

계주가 실상 지혜를 상징한다고 보는 예도 있다. 즉 법화경류에

나오듯이 왕이 상투에 명주를 가지고 있는 것은 권위와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유마경 약소 등에도 나오는 내용
이다.81)

이상과 같이 계주의 상징적 원형이나 기원에 관한 다양한 학설

이 있다. 그러나 불상의 특이 도상과 관련된 계주인 한, 예컨대 문

학적인 소재로서 표현된 보주 또는 계주에 대한 내용은 육계와는

별개의 범주에서 다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32상을 중심으로 불상

과 불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계주는 32상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의장이나 머리 장식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후대에 밀교적 관상 수행과 결합한 계주 장엄

또는 “종자(種字)의 총지(總持)”82)도 우슈니샤 상과는 그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80) Salter 외(1991) 참조.

81) “珠髻者即實相智慧”(T. 38, p. 580b).

82) 종자의 총지 중에서 “정상 육계(頂上 肉髻) 안에 옴(oṃ). 목구멍[項喉]

안에 아(āḥ). 심장 속[心間衷]에 트람(traṃ). 배꼽[臍孔] 안에 훔(hūṃ)

삼(saṃ). 밀처(密處)에 흐리(hri). 이마 위[額上] 캄(kaṃ).” 등으로

배치하고 있다(T. 21, p. 95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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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슈니샤의 상징적 원형

필자는 우슈니샤의 도상적 상징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서

완성되고 그 상징의 이해라는 목적에 이른다고 본다.

제1단계 : 머리가 유독 도드라지게 솟은 것은 우슈니샤이다.

➡ 실제 형상(形象 ; pratimā ; figure)

제2단계 : 상투처럼 머리에 혹이 있는 듯 도상으로 표현한다.

➡ 우슈니샤의 표징(表徵 ; pratīka ; symbol)

제3단계 : 우슈니샤가 있는 도상은 대인상, 즉 불상이다.

➡ 직관적 심상(心象 ; pratīta ; image)

우리는 이와 같은 상징 구현 과정을 거쳐서 우슈니샤가 있는

성상만 보고도 불상으로 판단하고, 불상의 우슈니샤는 매우 특별

한 상징이므로 그것만으로도 갖가지 수행의 방편이 된다고 믿기

에 이르렀다. 우슈니샤가 32상 중 하나가 되고, 불상의 특성이 되

는 과정에는 위와 같은 복합적인 과정이 상징화의 기제(機制)으로

서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제1단계 ‘머리

가 유독 도드라지게 솟은 우슈니샤’일 것이다. 그런데 인도에서

우슈니샤라는 단어는 단일한 의미를 가진 단순어가 아니다.

필자는 인도 전통에서 사용되는 우슈니샤에 대한 다양한 의미

와 지칭을 면밀히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정리하였다.

① 머리 싸개 : 터번의 일종으로 머리를 덮는 천 종류를 뜻한

다.83) 인도에서는 태양의 열기로부터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천 등으로 머리를 감싸는 것을 우슈니샤라 불렀다.84) 인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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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터번 종류의 머리 싸개는 학생, 귀족, 왕족, 제사자(祭祀者)

등이 주로 착용할 뿐만 아니라 신분의 높낮이를 막론하고 일

반인도 착용하는 일상적인 의장 용품이다. 다만, 신분이나 지

위에 따라 그 형태나 재질, 크기, 장식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

에 당연히 머리 장식으로서 터번은 신분과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졌다.85) 경전에서는 우슈니샤를 다양한 음역어로 번역하

는데, 그에 대한 한 설명에서는 마치 천개(天蓋)와 같다고도

하였다.86) 그 이유로는 뜨거운 햇볕을 가리고 그늘을 덮어 주

는 기능적인 면에서 그 둘이 유사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② 의례용 머리 싸개 : 베다의 희생제에서 제사를 시작할 때 제사

자의 머리에 천을 세 번 감아서 올리는데, 그것을 우슈니샤라

고 불렀다.87) 이 용례는 ①과 같이, 일반적인 머리 싸개를 우

슈니샤라고 칭하는 것과 동일한 용례이기는 하지만, 힌두 전

통 의례를 통해서 정립된 특수 용법이며 보다 더 좁은 의미라

서 별개로 정의한다. 특히 힌두 입문식에서 아이의 머리를 천

으로 두르는 것은 태아 상태를 상징하며, 입문식을 통해서 다

시 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88)

③ 소마(soma) 줄기를 묶는 천 : 소마 제의를 위해 준비하는 소마

83) 우슈니샤의 가장 일반적인 뜻은 ‘터번’이다. Edgerton(1985) p. 149, 참조.

84) 앞의 각주 3)에서 말했듯이, 우슈니샤는 그 어원인 우슈나(uṣṇa)가

‘뜨겁고 더운 열기’를 의미하며, 그로부터 파생한 단어이기 때문에, 다수의

학자들이 우슈니샤는 머리 싸개라고 설명한다. Poddar(2008) p. 1389,

참조.

85) 현대 인도에서는 머리에 쓰는 의장으로는 터번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다양한 용어가 쓰였다. 예컨대 coloṇḍuka,

saveṣṭana, soṣṇīṣa, uṣṇīṣabhājana, veṣṭita, veṣṭitaśiras, śiraḥpaṭṭa,

śiraska, śirastra, śirodāman, śiroveṣṭa, śuka 등이 있다.

86) “頂有烏瑟膩沙如天傘蓋相.”(T. 17, p. 661b). “烏瑟膩沙(梵語也如來頂相

…… 高顯端嚴猶如天葢又一譯云無見頂相 …… )”(T. 54, p. 329c).

87) Sen(2001) p. 56. 또한 이 책에서는 쉬바에게 우슈니샤가 있다는 표현을

간단히 “터번을 쓴 쉬바”라고 한다.

88) Stutley(2003) p. 1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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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를 천으로 매듭을 지어 동여매는데, 그것을 우슈니샤라고

한다.89) 이 천은 소마 제의를 마친 다음에, 치우고 정리할 때

라든지, 다른 희생제 때 머리에 쓰는 터번으로 재사용했다. 물

론 소마 제의를 위해 준비하는 제사자의 머리에 쓴 터번도 우

슈니샤이다.

④ 감아 올린 머리 다발 : 고행자의 긴 머리카락 다발을 감아서

머리 위에 올린 상태를 우슈니샤라고 부른다.90) 쉬바의 천 가

지 별명 중 “우슈니샤가 있는 자”(uṣṇīṣin)라는 호칭은 장발의

쉬바가 머리를 땋아서 감아 올려 마치 왕관처럼 보이는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이다.91) 이와 같은

의미로 상투 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올린 머리 형태를 우슈

니샤라고 지칭하기도 한다.92) 고대 인도에서는 남녀 모두 머

리를 길렀고, 다양한 형태의 머리 장식을 가미한 상투를 틀어

올렸다.93) 머리 다발로 표현된 우슈니샤는 특히 서역의 불교

미술 작품에서 매우 뚜렷하게 보여 주는 특징이기도 하다.94)

⑤ 머리 혹 : “정골(頂骨)이 융기한 모습”95)이다. 엄밀히 말해서

89) Sen(2001) p. 56, 참조.

90) 근본살바다부율섭(根本薩婆多部律攝)에서는 “머리를 묶어서
우슈니샤를 만들 경우”를 비법(非法) 악작(惡作)의 예로서 열거하고 있다.

“或時繫髮為烏率膩沙.”(T. 24, p. 551a).

91) Kumar(2006) p. 21.

92) 수잔 헌팅턴은 우슈니샤가 머리 매듭을 의미하는 말이며, 붓다의 왕자

시절에 썼던 터번의 매듭을 의미한다고 추정하였다(Huntington(1999)

p.121).

93) 이주형은 “우슈니샤는 원래 터번이나 고귀한 머리 모양을 가리키는

말로, 간다라 불상의 상투는 바로 우슈니샤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말한다(이주형 편(2006) p. 20). 다시 말하면, 이주형은 간다라 불상의

우슈니샤는 터번이 아니라 머리 모양, 즉 상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94) 村上 眞完(1984) 도판 Ⅳ, Ⅴ : 제9호 굴사(窟寺)의 서원화(誓願畵) ①, ③,

⑤ 등 참조.

95) 마츠바라(1996) p. 636. 하지만 마츠바라 사브로는, 우슈니샤는 원래

“단순히 ‘터번을 쓸 만하다’라는 뜻의 말이었던 듯하고, 초기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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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뼈가 융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머리 위의 살이 마치

상투처럼 융기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는 견해가 나뉜다.96)

대체로 ‘육계’라고 한역된 탓인지, 우리나라에서는 한자를 풀

어서, ‘살이 솟아 생긴 혹’으로 설명하는 예가 많다.97) 하지만

붓다의 32상 중의 하나로서, 불전에는 불정골(佛頂骨)이라는

표현도 있기에 머리뼈라는 설도 비등하다.98) 결국 여기서 적

잖은 논란이 발생한다.99) 과연 이러한 혹의 의미가 두개골이

나 머리 피부의 기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중층적인 의미를

지닌 상징적 표현인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100) 전자의 경

우는 자연적으로 솟은 혹, 즉 머리뼈 모양이라고 한다. 이는

특히 붓다의 탄생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특상이라는

미술에서도 단지 상투가 머리 위로 솟은 모습으로 표현되었다.”고

부연하고 있다.

96) 大川 幸太郞도 “살이 솟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大川 幸太郞(1984) p.

31.

97) 베냐민 롤런드(Benjamin Rowland)는 우슈니샤의 개념적 변천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원래는 ‘터번을 쓸 수 있을 만큼 고귀한 머리’라는

뜻으로 터번을 벗었을 때 드러난 상투 튼 머리를 의미했다고 생각된다.

나중에 정수리에 살이 솟아 있다는 의미로 뜻이 바뀌었는데, 동아시아

불교 미술에서 사용하는 ‘육계’(肉髻)라는 역어(譯語)는 이 후자의 의미를

반영한다.”라고 하였다(로울랜드(1996) pp. 322～323, 150b, 152b 참조).

“三十二者, 頂髻肉成.”(T. 25, p. 681a).

98) 다음의 예처럼 여러 가지 설명을 병기하는 예도 적지 않다. “보통

부처의 머리 위에 혹과 같이 살[肉]이 올라온 것이나 머리뼈가 튀어나온

것으로 지혜를 상징한다. …… 원래는 인도의 성인(聖人)들이 긴

머리카락을 위로 올려 묶었던 형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장경숙

외(1996) p. 223.

99) 최완수는 “본래 32대인상 중의 하나로 화려한 머리 장식을 가할 수 있게

높고 큰 상투를 틀 수 있는 숱 많은 머리라는 의미인 우스니샤 실샤가

정수리의 살이 상투 모양으로 솟아올라 있다는 육계의 의미로

신비화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최완수(2006) p. 45). 여기서 “우스니샤

실샤”는 우슈니샤 쉬르샤(uṣṇīṣa śīrṣa)를 말한다.

100) 수잔 헌팅턴은 우슈니샤를 머리의 혹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라고

단언하며, 머리 다발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untington(1999)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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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를 토대로 한다.

⑥ 두관(頭冠) : 왕관을 비롯하여 머리에 쓰는 두관과 장식 등은

머리 위로 높이 솟아 있기 때문에 우슈니샤라고 한다.

⑦ 머리띠 : 머리띠를 비롯하여 광의의 머리 장식도 우슈니샤라고

불렀다. 원래 머리띠는 우슈니샤팟타(uṣṇīṣapaṭṭa)라고 하는데,

줄여서 우슈니샤라고 한다. 터번이나 머리띠에 두루 쓰이는

말이다. 고대 인도에서는 특히 앞이마를 장식하는 머리띠가

남녀를 불문하고 널리 사용되었다. 이마 또는 머리 부위에 두

르는 리본, 머리띠, 끈 등의 장신구 일체를 가리키는 말이 팟

타(paṭṭa)이다. 고대 인도에서는 황금 팟타를 왕과 왕비, 왕세

자 등 최고위 신분이 착용했다고 한다. 팟타는 다양한 보석으

로 장식되었고, 팟타에 부착된 보석도 팟타마니가 아닌, 추다

마니(cūḍāmaṇi) 즉 계주라고 불렀다. 머리띠는 보석 장식 때

문에 보대(寶帶)라고 한역되었다.

⑧ 머리 : 두부(頭部)는 몸 전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따

라서 우슈니샤는 몸의 정상인 머리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다. 우슈니샤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는 혹이 솟아 있다는

특징에만 주목하여 놓치는 것이 있는데, 우슈니샤의 특징으로

자주 부연되는 “고현주원(高顯周圓)”101)이다. 즉, 높고 둥근 머

리 형태를 말한다. 이 설명은 뾰족하게 솟았다는 의미와는 다

르며, 혹 모양의 설명이라고 보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이는

‘크고 원만한 머리 형태’를 우슈니샤라고 이해한 예라고 본다.

<그림 14>102)는 “고현주원”하게 묘사된 우슈니샤의 대표적인

예로 꼽을 만하다.103)

101) “太子頂上有烏瑟膩沙, 金頂之骨高顯周圓, 亦如天蓋.”(T. 3, p. 940c).

102) 호암미술관(1993) p. 101. 필자가 보기에 이 그림의 육계상은 상당히

특이한 작례로 보이지만 그 해설 중에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103) 32상 80수형호는 여러 불전 문헌에서 언급하는 사항이고, 불교 미술의

기본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세세한 조목들은 문헌마다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더구나 32상에서 중시되는 우슈니샤 상의 경우에, 80수형호로

언급되는 “七十二, 頭頂圓滿”(T. 3, p. 557c)이라든지, 32상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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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오백나한도 의 일부, 조선 시대 초기

일본 지온인(知恩院) 소장

⑨ 꼭대기 : 정수리 즉 머리 꼭대기를 가리켜서 우슈니샤라고 한

다. 이 경우는 “일반 건물의 꼭대기”104) 또는 벽돌이나 돌로

쌓아올린 제단, 난간, 담 등의 맨 위에 얹는 “갓돌”105)을 우슈

니샤라고 부르는 것도 포함한다. 이는 모든 사물의 정점(頂點)

을 통칭하는 일반적인 용례에 속한다.

⑩ 초월성 : 우슈니샤는 인격적 초월성과 신분적 존귀성과 신성성

(神聖性)을 상징한다. 불교 문헌에서는 우슈니샤가 단순히 높

은 신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에는 갖가지 공덕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그로 인한 덕상(德相)의 일종으로 본다. 예

컨대 상경(相經, lakkhaṇasutta) 에서 붓다가 스스로 말하기

를, 전생에서의 선업의 결과로 천상에 태어났다가, “거기서 죽

어 여기에 와서는 정수리에 육계가 솟은 이런 대인상을 얻었

언급되는 “雙肩頭頂圓滿殊妙相”(T. 17, p. 661b) 등과는 배치되는 점이기도

하다. 결국 머리 모양이 전체적으로 원만하지만 우슈니샤가 솟아올라

있다고 정리할 수밖에 없다.

104) Acharya(2004) p. 99.

105) Banerjea(1985) p.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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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6)라고 말한다. 또한 비디야 데헤지아는 불교 경전에 나

오는 32상을 반영하여 불상이 조각되었고, 우슈니샤란 “지혜

의 혹(a wisdom bump)”107)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우슈니샤는 인도의 오

랜 문화적 전통이 낳은 복합적인 상징 개념이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의와 관련하여 정리하자면, 민머리 위에 특

별하게 솟아 있거나, 덮어 쓰거나, 감아 올려서 특이한 형태를 보

여 주는 머리 모양뿐만 아니라 그저 둥글게 보이는 민머리조차도

모두 우슈니샤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민머리란, 나발 표현이

아니라는 뜻의 소발(素髮)을 우리말로 표현한 ‘민머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런 장식도 상투조차도 없는 보통 머리라는 뜻이

다. 어떤 것의 맨 위 부분, 정상(頂上) 부분도 우슈니샤이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예컨대 “북상투의 육계화(肉髻化)”108)라는 표현은 결

국 ‘우슈니샤의 우슈니샤화(化)’라는 말과 다를 바 없으며, 적절한

용어 구사도 아니고, 바른 번역 용례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우슈니샤라는 용어를 ‘5종 불번(五種 不翻)’ 가운

106) 각묵 스님(2006) p. 295. 그리고 같은 경전에서 붓다가 다음과 같이

단언하고 있는 점은 적잖이 흥미롭다. “비구들이여, 대인에게 있는 이러한

서른두 가지 대인상들은 외도의 선인(仙人)들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업을 지어서 이런 특징[相]을 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각묵 스님(2006) p. 265). 그리고 붓다 자신의 32상은 어떤 인연,

어떤 선업에 의거한 것인지를 부연하고 있다. 그 외, 32상 80종 호와

공덕의 관련성은 불설무상의경(佛說無上依經)에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07) Dehejia(2002) p. 80. 이 책의 번역본에서는 “조각가들은 이러한

32길상에 의거하여 불상을 제작했다. 그들은 부처를 형상화할 때 눈썹

사이에 난 털을 의미하는 백호(白毫)와 지혜의 혹으로 해석되는 정수리에

솟은 육계(肉髻)를 표현했다.”(데헤자(2001) p. 80)라고 한다. 요컨대

비디야 데헤지아는 붓다의 우슈니샤를 단순한 머리 혹이라기보다는

지혜의 표징이라는 데에 더 큰 방점을 두었던 것이다.

108) 최완수(1973)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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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함다의(含多義)”109) 내지 “다함불번(多含不翻)”110) 항에 해당

하는 용어라고 판단하며, 원어를 음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

Ⅳ. 결론

앞서 고찰했듯이, 불상의 도상적 표현에서 솟은 부위와 함께 머

리 중간의 특이상을 동시에 표현할 때 개념상 혼란이 발생한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육계와 계주’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민머리 위로 솟은 형태는 우슈니샤를 표현한 것이다. 계

주에 대한 도상적 표시 없이 방광이 그려진 경우 우슈니샤의 방

광으로 본다.

둘째, 솟은 모양의 우슈니샤가 대소의 크기로 표현되어 있지만,

동시에 머리 중간 부분, 즉 <그림 11>의 c 부분에 특이하게 구슬

모양의 도상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중간 계주’라고 부

른다. 대체로 빛을 방출하는 표현이 함께 나타나는 머리 중간에

있는 것은 우슈니샤라는 특상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계주의 기능에

가깝다고 본다. 이때 ‘계’의 의미는 상투 또는 육계의 계라기보다

는 위치 개념으로서 머리 부분을 지시한다. 그리고 필자는 상투와

맞물려서 오해를 낳는 ‘중간 계주’라는 말보다는 ‘머리 구슬, 즉 두

보주(頭寶珠)라는 용어로 교체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셋째, 우슈니샤의 끝, 정상 계주의 경우는 방광의 기능이 강화

109) “唐奘法師論五種不翻. 一祕密故. 如陀羅尼. 二含多義故.

如薄伽梵具六義.”(T. 54, p. 1055a).

110) “五不翻一祕密不翻即神呪等二多含不翻即羅漢須菩提等”(X. 10, p. 16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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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우슈니샤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불화 등의 표현상 보주의 형

태가 특히 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상 계주라고 부른다. <그림

11>의 a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림 11>과 같은 형식에서 a는 없

이 b에서 바로 방광하는 식으로 도상에 표현된 경우는 우슈니샤,

즉 육계에서 방광하는 모양을 묘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상 계주

의 경전상 용어는 ‘정상(頂上) 보주(寶珠), 즉 정수리 구슬’이다.111)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불화에서 보듯이, 보주를 표현하

는 선(線) 등의 특이한 표현 없이 머리 중간 부위를, 단순히 붉은

색 또는 살구색 등으로 묘사한 경우에는 당연히 우슈니샤라고 본

다. 그러한 표현 배경으로는 아마도 ‘육계’라는 말뜻 때문에 ‘머리

털 없는 특수 머리 부위’라고 이해하고서, 채색을 살[肉] 빛에 가

깝게 칠했던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광의 묘사

가 있다면, 우슈니샤의 방광 묘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그림 15>는 앞서 인용한 <그림 6>에 위와 같은 필자의

결론을 적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림 15> a : 우슈니샤 부분. b : 정수리 구슬, 정상 보주.

c : 머리 구슬, 두보주.

인도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말보다 상징이 중요한 사회라는

점을 꼽는다. 예컨대 결혼의 유무를 말을 해야 알게 되는 다른 나

라의 문화적 전통과 달리, 21세기 인도에서도 기혼 여성인지 아닌

111) “世所希有, 頂上自然有一寶珠, 光曜城內, …… 頂上寶珠”(T. 4. p. 23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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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신두라(sindūra), 즉 가르마에 붉은 칠이 있는지의 여부를 통

해서 단박에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신두라는 미혼녀나 과부는 하

지 않는 것이 힌두 문화의 전통이며, 신두라 그 자체만으로도 남

편 있는 기혼녀를 상징한다. 이처럼 하나의 상징은 동일 문화를

공유한 구성원 간의 약속이다.

불상의 표현은 32상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 그것은 불교 문화

전통의 약속이다. 32상의 조목 각각에는 인도의 뿌리 깊은 사회

문화적 전통이 스미어 있다. 그런데 그 상징적 의미를 제대로 읽

어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32상을 비롯한 갖가지 붓다

의 특상은 불상을 더욱 장엄하게 만들어 주며, 엄정한 구현을 통

해서 우리들은 붓다의 인격적인 위대성을 직관적으로 공감하기에

이른다.

본 논고를 통해서, 필자는 계주에 대한 갖가지 오해와 갈수록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새로운 주장들은 인도 문화적 연원과 원의

를 적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번역 과정을 거쳤고, 그로 인해서

변용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필자는 먼저, 계주는 본래 32상 중의 우슈니샤와 관련된 특이

도상인 만큼 우슈니샤의 다양한 상징적 원형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우슈니샤의 번역 또는 중역(重譯) 과정에

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개념적 오류로 인한 패착은 역사와 문

화적 배경이 상이한 까닭에 파생된 일종의 변용이었다고 본다.

끝으로, 필자는 육계와 계주라는 개념과 도상에 얽힌 복잡 다기

(多岐)한 관점들은 고대 인도부터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다양한

의장 양식과 신화적 영향, 문화적 전통, 그리고 불전 문학의 서사

적 상징뿐만 아니라 불교가 이식(移植)된 타방(他邦)의 민족 문화

적 전통까지 혼재된 문화적 복합의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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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quiry into the Iconographical Symbol and

Translated Terms of Uṣṇīṣa

Kim, Mi Suk

Dongguk University

In this paper I should like to explore the problem of th

translated terms of uṣṇīṣa.

The ancient Indian Buddhists have expressed Buddha’s

greatness and eminence by means of various symbols.

Indian art is designed following very strict iconometric and

iconographic systems. Because the symbolic meaning is

very important.

Buddha’s thirty-two lakṣaṇas(marks ; lineament of the

icons) gave the key to understand Buddha’s greatness and

eminence. Thirty-two lakṣaṇas were present all of which

were apparently standard attributes of Buddha figures.

The uṣṇīṣa lakṣaṇa is the most noticeable symbol of

Buddha’s thirty-two major marks. These symbols matured

and changed in course of centuries. And especially the

figure of uṣṇīṣa mark have changed in various forms for

various reasons.

At first, in Indian Buddhist art the uṣṇīṣa lakṣaṇa

appears as much like a topnot as a cranial protuberance of

an enlightened Buddha.

But there were much more various patterns of uṣṇīṣa in

Korean Buddhist art. And there were various translated

terms of uṣṇīṣa.

What I have tried to show in this paper is that to make

a scrutiny into the original meaning of iconographical uṣṇīṣ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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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ranslated Korean terms of uṣṇīṣa regardless of the

Indian art tradition.

It follows from what has been said that uṣṇīṣa is a

complex conception. There is a wealth of meaning in this

brief word, uṣṇīṣa.

The symbolic meanings of uṣṇīṣa are a turban, a ritual

donning of turban, a mound of hair on the head, a fleshy

protuberance, a crown, a headband, a coping stone, a

sources of special power, and so on.

That is implicit in relation to the religious practice

experience of Indian buddhist and multi-cultual

consequence. And Gye-Ju(髻珠) and Yuk-Gye(肉髻) are not

suited for the translated Korean terms of uṣṇīṣa. The reason

is that uṣṇīṣa is rooted in Indian history, culture and the

numerous religions worshipped by the people.

Keywords : uSNISa, cUDamaNi, kezabandha, Buddhist art,

thirty-two major marks, Buddha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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