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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 인식된 자이나교의 실체 분석

__파에시 논쟁과 지바의 특성을 중심으로__*

김미숙1)

**

머리말. Ⅰ 지바의 개념과 용례. Ⅱ 영혼에 대한 논쟁과 출전.

Ⅲ 서사 구조의 비교 분석. Ⅳ 논쟁의 본질과 핵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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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나교와 불교, 두 교단 전통에서 자파의 경전으로서 동시에 인정

하고 있는 파에시 논쟁에 관한 문헌들을 상세히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쿠마라 캇사파 또는 케시 쿠마라가 논증하고자 했던 주장 내용

은 지바, 즉 영혼이 실재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불교 쪽에서 전하는 쿠마라 캇사파의 주장은 불교의 기본 교리

인 무아설과 배치된다. 불교 쪽 문헌에서는, 무아론과 배치되는 쿠마라

캇사파의 주장 내용을 번역어의 선택 또는 해당 부분의 생략 등을 통해

서 순화 또는 회피하려 했지만, 불교의 기본 교리와 모순되는 것을 피

할 수 없었다.

셋째, 불교와 자이나교 양쪽에서 자파의 경전으로 삼고 있는 파에시

논쟁이 담긴 문헌의 원류는 자이나 교리를 선양하기 위해서 편찬된 자

이나 쪽 문헌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파에시 논쟁이 들어 있는

자이나 경전을 불교 쪽에서 수용하여 편집과 수정을 가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넷째, 불전에서 갖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법하는 데 능했다고 전하는

쿠마라 캇사파는 자이나 쪽의 케시 쿠마라와 동일한 인물이다. 요컨대

쿠마라 캇사파는 불교 교단의 비구(比丘)였다기보다는 자이나 교단의

사마나, 즉 사문(沙門)이었다고 본다.

분석 결과로 볼 때, 자이나교에 원류를 둔 파에시 논쟁과 관련된 일

련의 문헌들이 불교 경전 속에 입장(入藏)된 것은 긴 세월을 거치는 동

안 변개(變改) 편찬된 사례 중 하나라고 보며, 필자는 파에시 논쟁과 관

련된 문헌이 불교 경전군(群)에 들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S2012A0004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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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불교와 자이나교는 고대 인도에서 동시대에 교단

이 정립되어 발달하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불교의 교조, 가우타마

붓다와 자이나교의 제24대 조사 마하비라가 거의 동시대에, 거의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전법 활동을 펼쳤다고 전한다. 이러한

사실은 양 교단의 전승 문헌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으며, 그와 같

은 공통된 배경에 더하여, 수행 방법과 교의 내용에서도 적잖이

유사한 점들이 발견되며, 언어상의 용례들도 공유되고 있다는 사

실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공통점 중에서 하나를 예로 들자면, 지바(jīva)라는 용어

의 공유를 꼽을 수 있다. 지바는 자이나와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

철학 전반의 존재론과 실재론의 규준(規準)이 되는 개념이며, 그

분류 체계는 종파나 문헌에 따라 상이한 점이 적지 않다. 그 이유

는 지바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범주가 달라지기 때

문이며, 또 다양한 분류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재의 주

체 개념으로서 철학의 기초이자 핵심이 되는 지바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명확히 가름하는 것은 다른 논의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정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바에 대한 번역어

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정의와 범주를 확

정하는 것은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특히, 자이나 철학에서 지바

는 다양한 용례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석이 달

라서 교단이 분열될 만큼 논란을 야기했던 핵심어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불교와 자이나교 문헌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파에

시(paesi) 논쟁”1)과 “지바”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하여, 영혼에 대

1) 본 논문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불교 쪽 출전을 특정하여 언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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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와 병

행하여 파에시 논쟁을 전하고 있는 각 문헌의 서사 구조를 비교

한 다음에, 불교와 자이나교의 전승 중에서 과연 파에시 논쟁의

원류는 어디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Ⅰ. 지바의 개념과 용례

지바의 설명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지바는 영혼, 의식 있는 것, 생명 있는 것, 살아 있는 것 등으로 다

양하게 번역된다. 그 반면에, 유사한 방식으로, 아지바(ajīva)는 물질,

비영혼(非靈魂), 무의식, 생명이 없는 것, 살아 있지 않는 것 등의 의미

로 쓰인다.2)

대체로 지바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그 어원, 즉 √jīv(살다)와

관련이 있다. 살아 있다는 것은 곧 생물학적 생명의 유무를 판단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철학적인 자아 개념의 토대가 되기도

하며, 종교적인 영혼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지바

의 개념은 자이나를 비롯한 인도 철학에서 다양한 용례로 진술되

고 있다. 그리고 흔히 “인도 철학의 목표는 자아 탐구에 있다.”라

고 말할 때, 구사되는 자아에 해당하는 용어는 아트마(ātma)이며

그 기원을 우파니샤드에서 찾기도 한다.

앗파스와미 차크라바르티는 베다의 신을 숭배하는 데 반대하는

크샤트리야 계층의 주도로 자아 탐구가 발달했다고 주장하였다.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이나 쪽의 이름인 파에시로 통일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2) Radhi(1998)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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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크라바르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파니샤드의 자아 탐구(ātma-vidyā)는 동인도의 여러 나라들(카

시, 코살라, 비데하, 마가다)에서 크샤트리야에 의해 계발된 것으로 알

려졌으며, 그러한 사상은 쿠루 판찰라(Kuru-Pañcāla)국에서 행해지던

종교적 희생제와 신들에 대한 숭배에 반대하여 성립되었다. 우리는 또

한 바로 이 지역에서 보다 후대에 발흥하였던 자이나교와 불교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다.3)

이와 같은 차크라바르티의 입장은 다수설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어긋난 것은 아닐 것이다. 인도 철학에서는 대체로

신 개념이 선재한 뒤에 그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서 인간의 자의

식이 차츰 깨어나면서 탐구되기 시작한 것이 자아론의 전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론에 해당하는 인도 말에

대해서 정승석은 다음과 같이 셋으로 요약하고 있다.

인도 철학에서 영혼에 상당하는 개념들 중 탐구의 일차적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는 단연 셋을 주목할 수 있다. 즉, 아트만, 푸루샤, 지바

가 그것이다.4)

그리고 이어서 정승석은 영혼이란, ‘불멸의 자아’라고 규정하고

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 단어 중에서 지바가 자이

나적인 개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자이나 철학의 핵심 개념이라

할 지바 개념은, 실제로 사용되는 용법상으로는 그와 같이 명확하

게 규정하거나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바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헌에 나타나는 의미는, 일단 다음

네 가지의 우리말 개념으로 세분할 수 있다.

생명 / 정신 / 자아 / 영혼.

3) Chatterji(1982) p. 414.

4) 정승석(2011) pp. 164～165.



불교에 인식된 자이나교의 실체 분석 ∙ 223

그 중에서 생명이라는 개념은 불살생서(不殺生誓)의 대상이 되

는 말로서 잘 알려져 있다. 현대적인 해석을 더하자면, 특히 생물

학적인 분류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생명이 있는 생물체와 생명

이 없는 무생물체라는 구분이 지바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나누어

진다. 다시 세분하면 생명이라는 지바는 프라나(prāṇa)의 유무와

개수로 다시 재분류된다. 엄밀히 말하면, 가장 일반적인 지바의

의미 규정은 프라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 1개의 프라

나만 있어도 지바인 것이다. 그 나머지 ‘정신, 자아, 영혼’은 대체

로 몸 또는 신체 등과 관련하여 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논의되

고 있다.

다시 요약하여 말하자면, 생명이란 신체 또는 신체적 기능과 관

련하여 실체성을 담지한 용어라기보다는 살아 있는 현상을 표현

하는 단어이며, ‘정신, 자아, 영혼’ 등은 신체 또는 신체적 기능을

제외하거나 그와 반대되는 다른 어떤 것을 지시하는 의미로 쓰인

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각 용례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그

경계가 적잖이 모호하다.

대표적인 예로서, 잡아함경에서는 ‘사람’[人]에 해당하는 말이
다음과 같다고 열거한다.

“중생(眾生), 나라(那羅), 마누사(摩㝹闍), 마나바(摩那婆), 사부(士
夫)5), 복가라(福伽羅), 기바(耆婆), 선두(禪頭).”6)

이러한 용어의 나열은 대방광불화엄경, 아비달마구사론 등
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서 거의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5) 원본은 “士其”로 되어 있으나, 교정본에서는 “士夫”로 보고 있다. 본문의

인용구에는 교정본을 반영하여 서술하였다. 사부는 puruṣa의 의역이다.

다음과 같은 번역에서 보듯이, 사부가 아닌, ‘사기’라고 할 때, 그에

해당하는 원어는 모호해지고 무의미한 단어가 된다.

“중생․나라(那羅)․마누자(摩㝹闍)․마아나바[摩那婆]․사기(士其)․풋갈
라[福伽羅], 지이바[耆婆], 쟌투[禪頭].”(동국역경원(1996) p. 239 상.)

6) T. 2, p. 87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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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 구절이다. 이 용어들에 해당하는 원어는 다음과 같다.

중생(sattva) ; 나라(nara) ; 마누사(mānuṣa) ; 마나바(māṇava) ; 사

부(puruṣa) ; 복가라(pudgala) ; 지바(jīva) ; 선두(jantu).

이러한 용어들은 문헌마다 혼재된 용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사람이라는 뜻의 지바의 의미가 아니라, 자이나적

용법, 즉 실재로서의 영혼에 해당하는 지바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

여 고찰하고자 한다.

Ⅱ. 영혼에 대한 논쟁과 출전(出典)

동서고금의 종교와 철학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와

그 유무에 대하여 의문점을 가지고 매우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논

의를 진행시켜 왔다. 인도에서는 특히 윤회의 주체 문제와 관련하

여 더욱 더 치열한 논쟁의 역사가 전개되었고, 그 논쟁은 아직까

지도 진행 중이다. 그 가운데서 자이나교와 불교는 동일한 슈라마

나 전통을 배경으로 하여 발달하였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가장 대

립적인 견해를 보여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자이나교는 영혼의 실재성과 영원 불멸성을 인정하는 반면에,

불교에서는 불멸의 영혼 따위는 없다는 것을 교리의 전방에 내세

웠다. 문헌사적으로 보더라도, 양 교단 간에는 적지 않은 교리적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편린들이 초기 불교 경전 곳곳

에 나타나 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자이나 경전이나 문헌에서는

불교와의 대립이나 논쟁을 전하는 예가 매우 적은 편이다. 다만,

파에시 논쟁이라 불리는 영혼에 대한 일련의 논증만은 불교와 자

이나교 양쪽 문헌에서 매우 유사한 구조로 전하고 있다. 사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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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동일한 주제의 논쟁이 양쪽 문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문헌을 심층적으로 비교 연구한 예

는 아직까지 거의 없었다고 할 만큼 미답의 영역이었다. 더구나

자이나에서도 다른 경전 문헌과 달리, 이 논쟁의 주제가 담긴 문

헌에 대한 주석은 전통 연구사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

도리어 특징의 하나로 꼽힐 만큼 연구가 미흡한 분야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두 종교의 전승 문헌에 나타난 파에시 논쟁의 골조

에 대하여 서사적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 대조하고, 핵심적인 영혼

개념에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파에시 논쟁이 들어 있는 양쪽의 주요 문헌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아함경 비사경 (蜱肆經)7)
<나> 불설장아함경 폐수경 (弊宿經)8)
<다> 대정구왕경(大正句王經)9)
<라> 분별공덕론(分別功德論) 제5권10)
<마> 디가 니카야의 파야시 경 (Pāyāsi-suttanta)

<바> 라야파세니야 수트라(Rāyapaseṇiya Sūtra)11)

그 중에서 자이나 경전에 속하는 것은 “<바> 라야파세니야
수트라”이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교 쪽 문헌이다. 그 외

에도 불교 경전에는 그와 유사한 내용, 또는 동일 판본의 다른 이

7) T. 1, p. 525 상. 동진(東晉) 계빈(罽賓) 출신의 삼장 구담 승가제바(瞿曇

僧伽提婆) 번역.

8) T. 1, p. 42 중. 각묵 스님(2006, p. 547)은 ‘파야시’의 음역어가

“폐숙”(弊宿)이라고 하지만, ‘폐수’라고 읽어야 옳다.

한글대장경(동국역경원(1993) p. 161.)에서도 “폐숙”이라고 음독하였지만,

오류이다.

9) T. 1, p. 831 상.

10) T. 25, p. 50.

11) Muni(2007) pp. 237～4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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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라고 추정되지만, 현재 목록상의 경 이름만 전하고 있는 것들

은 다음과 같다.

사. 가섭경(迦葉經)12)

아. 가섭해난경(迦葉解難經)13) 　

자. 구가섭경(鳩迦葉經)14)

차. 구마가섭경(鳩摩迦葉經)15)

카. 동가섭경(童迦葉經)16)　

타. 동가섭해난경(僮迦葉解難經, 童迦葉解難經)17)

파. 동자가섭해난경(童子迦葉解難經)18)

이상의 경전 목록상 공통점은 쿠마라 캇사파(kumāra kassapa)

의 한역어인 ‘구마라 가섭’이라는 주인공 이름을 제목으로 내세우

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름들 중에서 “가섭, 구가섭, 구마가섭” 등

은 축역 방식으로 번역된 것이고, “동가섭, 동자가섭” 등은 합역

방식을 취하여 번역한 것이다.

이상의 주요 문헌에 나타난 논쟁의 핵심 중에서도 영혼과 관련

된 것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한 내용을 열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요약한다.

12) “僮迦葉解難經(第二出與什譯迦葉經同庾爽筆 …… 同載).”(T. 55, p. 255 상.)

13) “鳩摩迦葉經一卷(一名同迦葉解難經出第十五卷).”(T. 55, p. 421 상.)

14) “鳩迦葉經一卷(與僮迦葉解難經同本出長阿含 …… 出中阿含第十六.”(T. 55,

p. 830 중.)

15) “鳩摩迦葉經一卷(與僮迦葉解難經同本出 …… 出中阿含第十六卷異譯).”(T.

55, p. 533 중.) “鳩摩迦葉經一卷(出中阿含第十五卷).”(T. 55, p. 217 하.)

“鳩摩羅迦葉(譯曰童子) 鳩摩迦葉經.”(T. 54, p. 1026 중.)

16) “童迦葉經一卷(出長阿含. 或云童迦葉解難).”(T. 55, p. 33 상.)

17) “僮迦葉解難經一卷(第二出. 與羅什譯迦葉經同本異出.)”(T. 49, p. 83 하.)

“僮迦葉解難經一卷.”(T. 55, p. 814 하.) “童迦葉解難經一卷.”(T. 55, p. 180

상.)

18) “鳩摩迦葉經一卷(一名童子迦葉解難經).”(T. 55, p. 972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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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론자, 수행자: K 질문자, 왕: P
대론 주선
권유자

가 구마라 가섭
뛰어난 변재 아라하
(阿羅訶).

비사(蜱肆)

나 동녀 가섭
아라한이 된 지 오래
됨.

폐수(弊宿) 바
라문. 왕.19)

다 동자 가섭 설법 잘하는 아라한.
대정구
(大正句)

<표 1>

“가”부터 “바”까지의 문헌

P : 파에시 > 파야시

K : 케시 쿠마라(kesī kumāra) > 쿠마라 캇사파

예 : <가-P-1>, <가-K-1> : 여기서 동일한 숫자의 나열은 동일한

주제에 대한 상호 논박 또는 대론의 한 묶음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총 글자 수의 제한 때문에 이미 완료한 토대 자

료에서 필요에 따라 발췌 언급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정 발췌문은

부록으로 따로 모아두었다.

Ⅲ. 서사 구조의 비교 분석

1. 등장 인물의 비교 분석

각 문헌에 따라 등장하는 주요 논쟁자의 이름과 해당 문헌 속

에 나오는 관련 설명은 다음과 같다.

19) T. 1, p. 47 상.



228 ∙ 印度哲學 제38집

라
구마라 가
섭, 동 가섭
(童 迦葉)

가섭은 성(姓), 동녀
(童女)가 낳은 아이
라는 뜻. 논의 제일.
아라한. 도인(道人).

파설
(波紲)

마

쿠마라
캇사파
(kumāra
kassapa)

존자, 명성 높은 아
라한트(arahant).
사마나[슈라마나] 고
타마(gotama)의 제
자.

파야시

바 케시 쿠마라
제23대 조사 파르슈
와의 제자. 사마나
(samaṇa).

파에시
재상, 칫타 사
라히(citta
sārahi)

<문헌 가>에 따르면, 그 당시 구살라국의 왕, 파사닉이 비사(蜱

肆, pāyāsi)에게 사화제읍을 봉토로 주었다고 하며, 그로 인해서

비사는 사화제의 왕으로 불렸다고 한다.20)

그와 달리, <문헌 나>에서는 폐수가 바라문이라는 것을 강조하

고 있는데, 바라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외도’ 또는 ‘이교도’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본론의 내용에서

도 폐수를 줄곧 ‘바라문’이라고만 호칭하고 있으며, 동녀 가섭은

‘가섭’으로만 진술하고 있다. 폐수라는 이름 없이, 바라문이라고만

부르는 것은 ‘사문 대 바라문’이라는 논쟁 형식, 즉 외도와 대립의

각을 세우는 데 매우 효과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문헌 나>에서

는 논쟁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폐수를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문헌 라>는 상대적으로 매우 소략한 분량에 불과하다. 분별
공덕론 제5권에서 간단한 비유를 들어서 왕의 귀의를 받아 내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구마라 가섭 비구의 출생 인연이 담겨 있다

는 점이다. 이는 다른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 “爾時, 斯惒提中有王名蜱肆.”(T. 1, p. 525 상.) 하인은 비사 왕을
천왕(天王)이라고 부르고 있다. “侍人白曰 : 天王! 彼斯惒提梵志 ……”(T.
1, p. 525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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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라는 아이라는 뜻이고, 가섭이 성(姓)이며, 동녀자(童女子), 즉

동녀가 낳은 아이라는 뜻이다.

옛날에, 거부였던 선시(善施)21) 장자에게 미혼의 딸이 있었는데, 따

뜻한 불기운이 몸에 들어와서 임신이 되었다. 부모가 그 연유를 물어

도 모른다고만 하여, 그녀는 매질을 당했다.

그 이야기가 파설 왕에게 전해져서, 결국 그녀를 죽이라고 했다. 그

러자 그 여인은 왕의 무도함을 비난하면서, 자신이 불량(不良)하지 않

음을 증명하겠다고 말하였고, 왕은 그녀를 거두어 보살폈다. 궁전에

들어간 여인이 아이를 낳았고, 그가 바로 아라한이 된 구마라 가섭이

고, 마침내 부모까지 제도하였다고 한다.

흔히 동정녀(童貞女) 신화는 어떤 영웅적인 인물이나 위대한 인

물의 청정무구한 순수성을 상징하는 모티프로 쓰인다. 다른 문헌

과 달리, <문헌 라>에서 구마라 가섭의 탄생을 오염 없는 동정녀

설화로 구상화시킨 것은 그가 그만큼 위대한 아라한이었다는 것

을 반증시켜 주는 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볼레(Bollée, Willem B.)는 주로 불교 쪽 주

석 문헌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캇사파의 모친이 본래 결혼했던 여인이었으나, 캇사파를 낳기

전에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었고, 이후에 출산한 캇사파를 사밧티

(sāvatthi)에 있는 코살라의 왕, 즉 파세나디가 데려다 키웠으며,

그 결과, 왕자 즉 쿠마라로 불리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볼레

는 그와 같은 배경 설화로 볼 때, 캇사파도 왕족의 신분이라 할

수 있기에 결국 대론자인 왕과 겨룰 만한 매우 흥미로운 출신 배

경이라고 보았다.22)

21) 여기서 언급하는 선시(善施) 장자가 다른 불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유명한 수닷타(sudatta) 장자와 동일한 인물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문헌 라>의 문맥으로는 분명히 기원정사와 관련성이 있는

수닷타 장자를 연상시켜 주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須達多. 亦云修達多.

或婆須達多. 西域記云. 唐言善施. 或名樂施. 舊曰須達. 訛也. 正名蘇達多.

勝軍王大臣.”(T. 54, p. 1083 하.)

22) Bollée(2005) p. 46. “波紲(私列反國名也阿含經作蔽宿亦云蜱斯也).”(K. 3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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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볼레의 관점과는 달리, 대론하는 양쪽이 크샤트

리야 출신이라는 점은 파에시 논쟁과 관련된 문헌들 중 어디에서

도 언급되지 않는다. 슈라마나 교단에서는 출가 전의 출신을 그다

지 중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레가 간과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필자는 그러한 신분적 배경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K의 인

물 성격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불교와 자이나교 양쪽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성격은 그가 논변하는 데 매우 탁월했

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불교 쪽의 문헌에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인물 K는 아라한

이자 변재 또는 설법에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

로 인해서 명성이 매우 높았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문헌 마>에

따르면, K는 슈라마나로서 고타마의 제자였다고 한다. 여기서 고

타마는 당연히 가우타마 붓다, 불교의 교조를 말한다.

자이나에서 전하는 K, 즉 케시 쿠마라는 제23대 조사인 파르슈

와의 전통을 따랐던 수행자, 즉 사마나(samaṇa)였다.23)

케시는 성씨이고, 쿠마라는 어린 남자애를 가리키는 보통명사

이다. 원전에서는 “케시 쿠마라 사마나”라고 매번 갖추어서 언급

하고 있다.

고대 인도에서 케시 쿠마라라고 할 때, 쿠마라 앞에 오는 단어

는 모친 또는 부친의 성씨를 딴 예가 적지 않다. 특히 모계를 따

르는 예가 많은데, 여기서는 케시가 모친의 성씨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쿠마라를 붙인 수행자의

호칭은 대개 어린 나이에 출가한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또 어린

나이에 출가한 만큼 오랜 기간의 수행과 많은 공부를 하여 지혜

와 덕망도 높았다고 한다.

300 중.) <문헌 라>에서는 캇사파를 데려다 기른 왕의 이름은

파설(波紲), 즉 파에시라고 한다. 그리고 쿠마라 캇사파의 출생 인연담은

불교 쪽의 주석 전통에서 다양하게 각색되어 회자 전승되었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23) “213. teṇaṃ kāloṇaṃ samaeṇaṃ pāsāvaccijjie kesī nāma

kumārasamaṇe.”(Muni(2007) p.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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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바>에서는, 케시의 제자는 500명에 달했고, 사밧티 교외

에 있는 콧타(koṭtḥa) 체이야(ceiya)에 머물렀을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24)

그렇다면, 불교 쪽의 캇사파와 자이나교 쪽의 케시가 별개의 인

물인가? 필자는 각 출전의 서사 구조상 기능적 동일인이라고 보

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또한 각 문헌에 등장하는 모

든 인물들을 통틀어 보아도, 동일성 지수가 가장 높은 인물은 단

연코 K이다. 그런 K, 즉 케시는 자이나 교단사에서 제23대 파르

슈와의 제자들 중에서도 매우 탁월했던 대표적인 인물로서 잘 알

려져 있다.

K와 논쟁하는 질문자, P는 파에시 왕이다. 그는 한역본에서는

비사, 폐수, 파설 등의 음역어로 나오는데, <문헌 다>에서만 대정

구라고 의역되어 있다.

대정구(大正句)란, ‘위대한 바른 말’이라는 뜻인데, 왕 자신이 믿

고 있던 본래의 신념, 즉 단견(斷見)인데도 불구하고 지식에 의거

한 진리라고 믿고 살았던 주장 내용에서 연유한 번역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25)

불교 쪽에 묘사된 P는 자이나 쪽과 비교하면, 이미 형해화된 채

로 형식적인 질문을 하고, 이미 굴복한 대론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24) Muni(2007) p. 259.

25) 가라시마 세이지는 팔리 pāyāsi에 대응하는 단어는 프라크리티

파에시(paesi)이고, 그에 대응하는 산스크리트는 파다르쉬(pādarṣi)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그는 pāda+ṛṣi란 “sage of verses”, 즉 “언어의

성현”이라는 뜻이 도출된다고 보았다. 그는 그 단어의 변천사를 “pādarṣi

> pādassi > pādāsi > 팔리, pāyāsi ; pāda+ṛṣi > pāda+isi > pādesi >

프라크리티, paesi”로 이어진다고 분석하였고, 그 결과 대정구(大正句)의

“句”가 해명된다고 보았다.(辛嶋靜志(1994) pp. 179, 241.) 그런데 “句”

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에시 또는 파야시라는 본래 이름의 의미에

들어 있지 않은, 위대한[大], 바른[正] 등의 의미를 첨가해서 번역한 것은,

결국 패퇴하고 마는 쪽인 왕의 논변을 수식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필자로서는 파에시를 대정구라고 한역한 것은 적합한 의역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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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따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반면에 자이나 쪽의 P, 즉 파에

시 왕의 성격은 매우 인상적일 만큼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문헌 바>에 따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파에시 왕은 신심이 없었고, 수많은 악행을 짓고, 남을 기만하고, 죄

인을 매우 가혹하게 다루었다. 특히 죄인을 죽여서, 조각조각 잘라내

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전혀 수행하

지 않았고, 단식하지도 않았고, 부모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다.26)

이와 같이 파에시 왕은 비이성적이며, 비종교적인 인간의 표상

으로서 묘사되어 있다. 경에 나타난 왕의 성격은 그가 영혼의 존

재를 믿지 않았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 문맥상으로는

그 수위를 넘어서서 인격적으로도 매우 혹심한 악행자였다는 사

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단적인 예로는 <바-K-3>에 나오는 사냥꾼 빌룽가(bhiluṃga)

의 비유를 들 수 있다. 케시는, 자신에게 세야비야로 가서 파에시

왕을 만나자고 권하는 칫타 사라히에게 말하기를, 파에시 왕은 마

치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빌룽가라는 사냥꾼처럼 매우 포악하고,

기만과 살생을 자행하는 인물이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있다. 그리

고 논쟁에서는 매우 공격적인 태도로 케시에게 말하며, 무례한 태

도를 보였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물론 파에시도 케

시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신랄하게 공격하기도 한다.

예컨대 <바-P-10>에서 케시 쿠마라 사마나의 논법을 비난한

다. 파에시 왕은 케시에게 스스로 “붓다(buddha)”27)이고 현명하다

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거칠고, 기분 나쁘고, 경멸적인 언사

로써 상대방을 위협하고 모욕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과연 합당

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힐문하고 있다. 이러한 장면은 불교 쪽 문

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논박이다. 요컨대, 불교 쪽 P보다

26) RS. 207. Muni(2007) p. 238.

27) RS. 260. Muni(2007) p.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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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이나 쪽의 P가 K의 대론자로서는 훨씬 더 강한 상대로서 묘

사되어 있다.

그리고 불교 쪽 문헌에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인물이 자이나 쪽

에 등장하는데, 바로 파에시의 재상, 칫타 사라히이다. 고대 인도

의 왕조 설화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가 왕을 돕

는 현명한 재상인데, <문헌 바>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재상이 등

장하고 있다.

그 외 주인공을 돕는 보조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보시를
수행한 자

가밤파티
gavāṃpati

P의 왕비
P의 아들

K의 모친

가
우다라
(優多羅)

교험발제
(橋㷿鉢帝)
존자

나
마두
(摩頭)
범지

다

라
선시(善施) 장자의 딸이
미혼 상태에서 K를

출생 ➡ 동녀자(童女子)

마
웃타라
(uttara)

가밤파티
존자

천신,
파야시를
만나고 오는
역할.

바

수리야칸타

아들,
수리야칸타

<표 2>

<문헌 가, 나, 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웃타라는 자이나 문

헌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헌 가>와 <문헌 마>에서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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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구조상 천계 이야기가 펼쳐질 때 등장하는 가밤파티 존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밤파티는 인간계에 살면서도 탁

월한 수행력으로 인해서 천계를 오고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뛰어난 존자로서 묘사되고 있다.

가밤파티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P가 K와 대론하

면서, 선행(善行)의 과보로 인해 죽은 다음에 천상에 다시 태어난

다고 할지라도, 그 천상의 유무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박으로 K 쪽에서 천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문헌 바>에서는, 사밧티의 지야삿투(jiyasattu ; jitaśatru) 왕

이 등장하고 있다. 지야삿투라는 이름은 ‘적을 정복한 자’라는 뜻

이다. 파에시 왕의 재상인 칫타 사라히는 지야삿투 왕을 도와서

법률, 행정 등을 처리하였다고 한다.

지야삿투 왕의 등장은 파에시 논쟁의 서막 부분에 해당한다. 지

야삿투 왕은 어느 날 비싼 선물들을 마련한 뒤, 칫타 사라히를 불

러서, 세야비야로 가서 파에시 왕에게 그 선물들을 바치라고 명한

다.28)

또한 <문헌 바>에는 불교 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파에시 왕

의 왕비와 그 아들, 수리야칸타(sūriyakaṃta)가 등장한다. 왕비와

아들의 이름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도 특이점이지만, 왕비가 왕을

독살하는 결말은 불교 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개이다.

왕비는 왕이 K에게 논파당한 후에 선한 사람으로 변모하자, 그

녀의 탐욕심으로 인해서 왕을 독살하고 만다. 그런데 왕비가 그렇

게 변하기 전에, 이미 파에시 왕의 권유로 케시의 설법을 들었던

것을 상기한다면, 왕비의 변심과 배반은 지나치게 세속적인 탐욕

을 통해서, 파에시 왕의 완전한 탈속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작자

의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추측해 본다. 왕비의 극악스런 죄상(罪

狀)은 표면적으로는 그녀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아들의 왕위

28) Muni(2007) p.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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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을 도모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지만, 적잖은 비중을 차지

할 동인(動因)은 사실상 왕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왕비의

깊은 배반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 서사 구조의 분석

문헌의 내용에 따라 서사 구조는 여러 기준으로 세분할 수 있

다. 예컨대 불설장아함경에서 폐수 바라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논쟁은 다음과 같이 7단계로 분석할 수 있다.

1단계 : 아라한인 동녀 가섭과 500명의 비구가 사파혜 마을로 와

서 설법하는 부분.

2단계 : 폐수 바라문이 설법장에 가서 질문하는 부분.

3단계 : 동녀 가섭의 반박과 대론하는 부분.

4단계 : 폐수 바라문이 굴복한 후 3보에 귀의하는 부분.

5단계 : 동녀 가섭의 보시 권유, 보시의 결과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

6단계 : K의 권유에 따라 보시를 실천한 폐수 바라문이 곧 왕이

라고 묘사되어 있는 부분.

7단계 : 폐수 바라문이 죽어서 하열천(下劣天)에 태어나는 부분.

이상의 7단계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보시, 즉 선한 보시

의 실천이다. 선한 보시의 과보는 생천(生天), 즉 천계에 재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 세상, 즉 타세(他世)가 있다고 믿는 입장이다.

이처럼 선악의 업보 사상이 이 경전의 핵심적 교리라 할 정도로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에 악행을 저지른 죄인은 지옥행이며, 선행자는 천상행이라는

2대 구분을 분명히 전제하면서 동녀 가섭은 토론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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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

1단계 2단계 3단계

가
구마라 가섭과
비사의 대론.

비사와 우다라
이야기.

비사와 교험발제 이야기.

나
동녀 가섭과 폐수의

대론.

폐수 바라문이 죽은 뒤에
하열천에 태어남. 마두 범지는
도리천(忉利天)에 태어남.

다
동자 가섭과
대정구의 대론.

<표 3>

그런데 이보다 더 상세하고 정밀한 구조를 보여 주고 있는 것

이 <문헌 바>이다. 라야파세니야 수트라는 총 3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전체 서사 구조는 사마나 바가반 마하비라가 고야마(goy

ama)에게 이야기해 주는 형식으로 시작되고 있다.

제1장은 수리야바(sūryābha) 천신(deva)의 이야기이고, 제2장은

파에시 왕과 케시 쿠마라 사마나(kesī kumāra samaṇa)의 이야기

이며, 제3장은 수리야바 천신의 미래 화신, 드리다 프라티갸 쿠마

라(dṛḍha pratijña kumāra)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파

에시 왕은 수리야바의 화신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헌 바>의 전체 구조는 제24대 마하비라가 제자, 고야마에게

들려주는 자이나의 핵심 교리로 이루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

제의 주인공은 제23대 파르슈와의 가르침을 대표하는 케시 쿠마

라인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문헌 바>의 최종 구절도 제23대 파

르슈와에게 예경을 바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문헌 바>의 원형은 자이나 경전 결집의 초기에 편찬된 이야기

로 추정이 가능하며, 제24대 마하비라 시대 이후에 수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본다.

파에시 논쟁 부분을 전하고 있는 <문헌 가>부터 <바>까지의

서사적 전개는 다음과 같은 구성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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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마라 가섭의 탄생
설화 : 불기운을
받고 잉태.

파설과 구마라
가섭의 대론.

마
파야시와 쿠마라
캇사파의 대론.

파야시와
웃타라의 보시행

실천.

파야시 사후, 천계에 재생.
파야시와 가밤파티, 천계에서

대면.

바

마하비라가 제자,
고야마에게 해 주는

이야기. 파에시와 케시
쿠마라의 대론.

수리야칸타 왕비에 의해 왕이
독살을 당함.

칫타 사라히와 케시
쿠마라.

파에시의 죽음과 천계 재생.

구조
조밀
순서

편찬 연대, 번역본의 연대 판본의 크기 : 글자 수

바 최초 편찬 시기 추정 불가.
6종의 문헌 중 최대의

분량.

마
기원전, 불멸 후 최초의 불교 쪽

판본으로 추정.
6종 중 두 번째 분량.

(라)
후한(後漢, 25～219년)

실역(失譯).
한자 대략 594자, 6종

중 최소량.

<표 4>

위의 표에 나타난 서사 구조의 조밀성은 다음과 같은 정렬 순

서를 보여 준다.

<문헌 : 바 ➡ 마 ➡ 가 ➡ 나 ➡ (라) ➡ 다.>

여기서 <문헌 라>의 소략한 분량을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본다면, 위의 정렬 순서를 토대로 하여 문헌의 편찬 연대 내지 한

역본(漢譯本)의 저본의 편찬 연대까지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제로 각 문헌의 편찬 연대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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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진(東晉, 317～410년)

계빈(罽賓) 구담 승가제바(瞿曇
僧伽提婆) 번역.

한자 대략 10,367자.

나
후진(後秦, 384～417년)
불타야사, 축불념 공역.

한자 대략 6,298자.

다
북송(北宋) 시대(980～999년경)

법현(法賢) 번역.
한자 대략 6,486자.

소략본인 <문헌 라>를 제외하고는 그 편찬 연대가 서사 구조

의 조밀성과 문헌의 분량 등과는 정반대로 정렬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논쟁의 역사적 시공

(1) 논쟁이 전개된 역사적 시점

역사적으로 파에시 논쟁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는 각

주인공의 생존 시점을 토대로 추정할 수 있다. <문헌 바>를 비롯

한 자이나교의 전승을 토대로, 제24대 마하비라의 생존 연대인 기

원전 599～527년 사이에, 케시 쿠마라와 마하비라의 제자 고야마

가 동시대에 살아서 대론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에

시 논쟁이 전개되었던 역사적 시점도 실제에 근접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고야마는 마하비라보다 먼저 타계했으므

로, 파에시 논쟁은 최소한 기원전 515년 전후에 이루어졌을 가능

성이 있다.

다음 표는 각 문헌에 나타난 논쟁의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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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세
공간

나라 성 / 읍 숲 사후 세계

가 염부주 구살라국
사화제(斯惒
提)읍 북쪽

시섭화 나무 숲
(尸攝惒林)

사왕천 용수
림, 횅한 궁전
희락처.

<표 6>

논쟁의 시점

가 비사 왕

코살라국
파세나디 왕.

세타비야,
파야시 왕.

나
붓다가 얼마 전에 멸도했다는 사
실을 가섭이 말하고 있다. “如來
滅度未久”

다 대정구 왕

라 파설 왕

마 파야시 왕

바
제23대 조사 파르슈와(기원전
877～777년)의 제자, 케시 쿠마
라.

마하비라(기원전 599년～527
년) 시대, 고야마의 생존 연대
(기원전 607～515년).

<표 5>

이를 요약하면 실제 역사 속에서, 파에시 논쟁은 기원전 6세기

경에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문헌 나>에서 붓다의

멸도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특이한데, 그 언급으로

인하여 논쟁 시점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불교 쪽 문헌에서 가우타마 붓다의 제자라고 말하는 쿠마라 캇사

파는 붓다의 입멸 시기에 대한 논란은 제쳐 두고서라도, 마하비라

와 비슷한 연대에 살았으며, 붓다와 동시대의 인물이었다는 사실

을 확실히 반증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2) 논쟁이 펼쳐진 장소

각 문헌에 언급된 지리적 공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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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염부리
지(閻浮
利地)

구살라국

사파혜(斯波
醯)29) 바라문
마을. 파사닉
이 폐수에게
준 범분(梵
分).30)

시사파 나무 숲
(尸舍婆林)

왕 : 하열천

마두 범지 :
도리천

다 교살라국
시리사 대성
(尸利沙 大城)

시리사 나무 숲
(尸利沙林)

녹야원

라

마 코살라국
세타비야
(setavyā)

싱사파 나무 숲
사대천왕 있
는 텅 빈 세
리사카 궁전

바
잠부 드
위파,
바라타.

케카야
아르다
➡사밧티
서북쪽

세야비야
(seyaviya)

사밧티 교외,
콧타 체이야 수리야바 천

계세야비야, 북동
쪽, 미가바나

6종의 문헌에 나타난 지명을 종합하면, 파에시 논쟁의 역사 지

리적 배경은 사밧티, 코살라, 세야비야 등이다. 세야비야는 디가
니카야에 나오는 세타비야(setavya)와 같고, 위치는 사밧티의 서

북쪽에 있었다.

<문헌 바>에 의거하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케시 쿠마라가 수행하면서 돌아다니던 장소는 잠부 드위파의

바라타 땅에 있는 ‘케카야 아르다’(kekaya ardha) 지역이었다. 본

론에서의 이야기는 케카야 아르다 지역에 속하는 세야비야(seyavi

ya)라는 마을에 있을 때부터 시작하는데, <문헌 바>에서는 세야

비야가 매우 풍요로운 마을이었고, 평화로운 곳이었다고 설명한

다. 그리고 세야비야 교외 북동쪽에 미가바나(migavaṇa)가 있었

는데, 시원한 그늘과 사계절 내내 꽃과 과일이 풍부했다고 전한

다.31)

29) CETC.의 각주에서는 “setanyā”라고 한다.(T. 1, p. 42 중.)

30) CETC.의 각주에서는 “brahmadeyya”라고 한다.(T. 1, p. 8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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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수종(樹種)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불교 쪽 문헌에서 빠

뜨리지 않고 언급하는 숲과 나무의 명칭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한다.

그 중 첫째는, K라는 수행자가 슈라마나 전통에 따라 숲을 거

처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을 뚜렷이 보여 준다는 것이다.

둘째, <문헌 바>에서 언급하는 미가바나가 <문헌 다>에서 녹

야원(鹿野園)이라고 번역되어 동일한 지명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는 소소한 지명 하나이지만, 도리어 <문헌 바>와 <다>,

즉 자이나 쪽 문헌과 불교 쪽 문헌의 근접성 내지 동일성을 판단

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다.

셋째, 불교 쪽 문헌에서는 K의 주처로서 2종의 나무가 언급되

고 있다. 싱사파(siṃsapā)와 세리사(serīsa)가 그 둘이다. 두 나무

모두 불전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인데, 특히 세리사는 천상, 희락

처(戲樂處)의 궁전을 짓는 재목(材木)으로 쓰였다고 한다. 따라서

세리사 또는 세리사카(serisaka) 궁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곧 희락

천(戲樂天, 喜樂天)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헌 마>에서

바로 이 세리사카 궁전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천계에 대한 단

계가 생략되어 있는 <문헌 다>에서는 천계를 상징하는 ‘세리사’

가 ‘시리사’로 음역되어 K가 머무는 숲의 이름으로 등장하며 논쟁

장소가 된다.

<문헌 바>에 나오는 수리야바 천계는 본 연구와 관련된 불교

문헌뿐만 아니라 다른 불전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세의

인간계를 지시하는 ‘잠부 드위파의 바라타’라는 구체적인 언급 중

에서 ‘잠부 드위파’라는 이름은 <문헌 가>와 <나>에서도 언급하

고 있으며, 다른 불전에서도 두루 언급되는 명칭이다. 그리고 불

교에서는 흔히 천계에 대해 33천 구조로 설명하는데, 파에시 논쟁

과 관련하여 언급하는 곳들은, 그 중에서 “사왕천, 희락천, 하열천,

도리천” 등 네 곳에 불과하다.

31) RS. 207. Muni(2007)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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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P의 주장

가

“죽은 다음에 후세(後世)가 없고 중생이 다시 태어나는 것도 없
다.”33) 이를 비사 왕의 “무후세견”(無後世見)34)이라고 한다. 특이
한 점은 비사 왕이 사문 구마라 가섭의 주장 또는 설법 내용이 무
엇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구마라 가섭의 명
성이 그만큼 높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나
타세(他世)도 갱생(更生)도 없고, 선악의 업보, 즉 죄복(罪福)의
응보도 없다.35) ➡ 단견(斷見)

다 내세, 영혼, 화생(化生)은 없다.

라

금세와 후세라든지, 선행을 하면 복을 얻고, 악행을 하면 재앙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없다. 죽으면, 신(神)이 멸하고 다시 생(生)
을 받지 않는다. 붓다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열반을 알지 못
하였다.36)

<표 7>

불교에서, 희락천의 세리사 궁전은 특히 가밤파티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32) <문헌 가>와 <마>에서도 천상을 오고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자로서 가밤파티를 등장시키고 있다. <문헌 가>와

<마>에서 보듯이 가밤파티는 결코 신은 아니지만, 천계를 오고갈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수행력 높은 존자이다. 가밤파티는 이미

죽어서 천계에 태어난 P를 만나고 와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시켜 주는 역할을 맡고 있

다.

4. 주장 내용과 비유 논증

각 문헌에 따른 논쟁점을 인물에 따라 나누어 분석해 보면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2) “五百比丘皆噉馬麥. 而憍梵獨在天上尸利沙園.”(T. 34, p. 16 중.)

“復遣至三十三天尸利沙翅宮. 呼憍梵波提.”(T. 22. p. 491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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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저 세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화생하는 중생도 존재하지 않는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과보도 존재하지 않는다.37)

바 영혼과 몸은 같다.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없어진다.38)

수행자 K의 주장

가 후세가 있고 중생이 다시 태어난다.39)

나
반드시 다른 세상이 있다. 또 다시 남도 있고 선악의 갚음도 있
다.40)

다 영혼이 있고, 타세가 있고, 화생이 있다.41)

라 사제(四諦). 선은 복을, 악은 재앙을 가져온다.42)

마
“저 세상이란 존재한다. 화생하는 중생도 존재한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과보도 존재한다.”43)

바 영혼과 몸은 별개의 것으로서 같지 않다.44)

<표 8>

파에시 논쟁을 담고 있는 일련의 문헌들은, 고대로부터 비유법

을 사용하여 난문(難問)을 논증하는 대표적인 문헌으로서 그 명성

33) “無有後世, 無眾生生.”(T. 1, p. 525 하.)

34) “斷蜱肆王無後世見. 又以種種喻.”(X. 74, p. 956 중.)

35) “…… 而實無他世, 亦無更生, 無善惡報.”(T. 1, p. 42 하.)

36) “不知今世後世作善得福為惡受殃. 謂死神滅不復受生. 不信有佛. 不識涅槃.”(T.

25, p. 50 중～하.)

37) 각묵 스님(2006) pp. 549～550.

38) RS. 243～244. Muni(2007) pp. 314～317.

39) T. 1, p. 525 중.

40) “以此可知, 必有他世, 亦有更生, 有善惡報.”(T. 1, p. 43 상.)

41) T. 1, p. 831 중.

42) “作善有福為惡受殃.”(T. 25, p. 50 하.)

43) 각묵 스님(2006) p. 553.

44) RS. 242. Muni(2007) p.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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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았다.

인도의 경전 문헌에서는 다양한 수사법(修辭法)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비유법은 직접적인 지각을 통해서 입증할 수

없는 명제에 대해서 논증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쓰인다. 무엇보

다도, 고대 인도에서 철학 시대를 거치면서, 논리적인 추론법 또

는 유추법은 지각을 통해서 쉽사리 알 수 없는 경우에, 인식론적

인 정합성을 이끌어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믿어져 왔다.

다만, 추론과 유추는 인식과 지식의 수준에 따라 그 논증의 성패

가 좌우되는 만큼 논의 당사자의 배경 지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

이자 관건이 된다.

파에시 논쟁에서도 지각으로는 쉽게 입증할 수 없는 영혼과 사

후 세계에 대한 대론인 만큼 비유를 통한 추론이 구사되고 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난문에 대한 논증인 만큼, 대론의 당사자가 모

두 비유에 비유로 답하면서,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본 논쟁에서 P와 K가 대론하는 가운데, 사용하는 비유의 총수

는 다음과 같다.

왕 P의 비유 수행자 K의 비유

가 7종 16종

나 8종 14종

다 6종 13종

라 1종 2종45)

마 9종 15종

바 8종 20종

<표 9>

<문헌 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5종 문헌에서 사용하는 비유

의 총수는 그다지 큰 차이를 보여 주지 않는다. 다만 <문헌 바>

45) “이와 같이 비유하자면, 수십 가지에 이른다.”라고 생략하고 있다.

“如是比譬喻數十條事.”(T. 25, p. 50 하, 16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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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총 20종의 비유가 제시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비유를 구

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문헌의 양이 그만큼 많기도

하고, 짜임새의 조밀함이 그만큼 많은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원인

으로 여겨진다.

이 글에서는 두 논쟁 당사자가 구사하고 있는 비유들의 핵심적

인 특징만을 간단히 언급해 보고자 한다.

먼저, P가 논증을 위해서 들고 있는 예화와 비유들은 상당히 자

극적이고, 극도로 잔인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더구

나 주요 비유의 주인공으로서 거론되는 인물이, 왕 자신과 가까운

친척이거나, 죄를 지은 범죄자인데, 그들을 상대로 왕이 경험했거

나 실험삼아서 자행했던 일들을 예시로 들고 있다. 요컨대 6종의

문헌에서 거론되는 비유 속에 나타난 공통된 특징 하나는, 왕 P가

몹시 잔인한 성격을 가졌으며,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또는 자

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이의 목숨 따위는 가볍게

아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와 달리 수행자 K가 거론하는 비유들의 성격은 자이나와 불

교 쪽 내용이 서로 적잖은 거리가 있다.

불교 쪽에서 드는 K의 비유는 P가 먼저 논박을 위해서 거론하

는 비유를 역이용하거나, 재가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중 한 예로서 <마-K-3> 똥통에 빠진 자의 비유를 들 수 있

다. 이 경우는 바로 직전에 <마-P-3>에서 P가 선행을 하다가 죽

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선한 곳에 태어났다는 말을 해 준 적이

없기에 선인선과(善人善果) 내지 천상에의 재생을 믿지 못한다고

말하자, 그에 대한 대극적인 비유로서 K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염부제가 마치 똥통처럼 더럽기 때문에 천계에 난 선행자들이 되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 논박

에 쓰이는 비유들의 논리적 정합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

요하다. 그에 대한 논의는 차후의 기회로 미루고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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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의 결론 : K의 승리

가

비사 왕 밑에서, 부엌일을 맡아서 하던 우다라는 직접 보시를 했던
업 덕분에 죽어서 사왕천에 태어났다. 비사 왕은 보시를 명하였지
만, 스스로 진심과 성의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왕천에서도 작
은 용수림의 횅한 궁전”46)에 태어났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천상의
용수림 궁전은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 희락처로 본다. 사실상 비사
왕도 그리 나쁘지 않은 곳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험발제 존자는 자주 천상에 있는 용수림의 궁전으로 놀러 다녔
다. 그곳에서 천인(天人)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비사 왕을 만나서,
부탁의 말을 듣고 나서 염부주, 즉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전하였
다. 그 요체는 “보시와 업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었다.

나

폐수 바라문의 3보 귀의, 5계 수지, 보시 맹세.

마두 범지는 폐수 바라문의 명에 따라서, 나쁘고 상한 음식을 승가
에 보시했다. 그 음식은 ‘폐수’47)라 해도 먹지 못할 것들이라서,
마두는 금세와 후세에 그로 인한 과보를 폐수가 받지 않기를 빌었
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폐수는 앞으로 자신이 먹고 입는 수준의 것
을 승가에 보시하라고 명령하였다. 폐수는 죽은 다음에 하열천에
태어났고, 마두 범지는 도리천에 태어났다.

<표 10>

5. 논쟁의 귀결 분석

각 문헌의 서술 방식은 주로 문답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호

대면하여 주고받는 대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문헌 바>의 마

지막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파에시 왕의 질문에 케시 쿠마라가 응

답하는 방식, 즉 왕이 묻고, 수행자가 답하는 방식이 기본 구조를

이룬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흔히 상호 논쟁 방식을 취하고 있

다고는 말하지만, 사실상 이미 승패가 빤히 보이는 논쟁이 펼쳐지

고 있다. 우위는 수행자가 차지하고 있고, 질문자는 약자이자 동

시에 패자이다.

46) “榵樹林空宮殿”은 “suñña serīsaka vimāna”이다.(T. 1, p. 53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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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왕은 가섭에게 신복(信伏)하고 그에게 귀의한다고 말하지만, 가섭
은 불, 법, 승에 귀의하라고 가르친다. 왕은 근사계, 즉 5계, “불살
(不殺), 부도(不盜), 불음(不婬), 불망(不妄), 불음주(不飲酒)”48)

를 지키겠다고 맹세한다. 왕은 삼자귀(三自歸)와 근사계(近事戒)를
수지한 불교 신도가 된다.

라 삼존(三尊)에 대한 귀의.49)

마
보시하면 천상에 태어난다는 것. “공경하여 보시하시오. 자신의 손
으로 보시하시오. 지심으로 보시하시오. 아낌없이 보시하시오.”50)

바

케시 쿠마라가 칫타 사라히와 파에시 왕에게 재가자로서 지켜야 할
5소서(小誓)와 7수서(修誓)를 주었다.51)

파르슈와의 4담마, 살생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여성을 포함한 일체의 부를 축적하지 않기 등을 강조하였
다.52)

위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지금까지 분석한 P와 K 사이에 나누

었던 논쟁은 K에게 P가 굴복하고 마음을 다해 귀의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문헌 가>부터 <마>까지의 불교 쪽 문헌에서는 당연히 외도

인 P가 불교 신도가 되어서 3보에 귀의하고 5계를 받아서 선행을

베풀었고, 그 결과로 죽은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는 선한 과보를

받았다고 마무리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달리 <문헌 바>에서는

자이나 재가자를 위한 5소서(小誓, paṃcāṇuvvaiya, 5aṇuvrata)와

7수서(修誓, sattasikkhāvaiya, 7śikṣā-vrata)를 가르쳐 주고 있다.

특히 K가 속해 있었다는 파르슈와 교단의 4담마를 강조하고 있는

“四王天小榵樹林空宮殿中.”(T. 1, p. 532 중.)

47) 여기서는 폐수를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T. 1, p. 47 상.)

48) T. 1, p. 835 하.

49) 이 경전에서 “삼존”이라고 하는 것을 이태승은 “삼보”라고 의역하고

있다. 이태승(2002) p. 507.

50) 전재성 역(2011) p. 1043 ; Barua(2008) p. 689 ; 각묵 스님(2006) p. 597.

51) “saddahāmi ṇaṃ bhaṃte! niggaṃtham pāvayaṇaṃ.” Muni(2007) pp.

270～271.

52) Muni(2007) p.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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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살생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여성을 포

함한 일체의 부를 축적하지 않기 등이 그것이다.

<문헌 바>에서 언급하는 4담마는 제24대 마하비라에 의해 수

정된 5대서와 비교할 때, 단 하나, 불음행서가 없다는 것이 다르

다. 파르슈와 때까지는 여성과 관련된 것은 불소유서에 포함된 것

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문헌 바>에서는 파르슈와의 규율을 4담

마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4금계(禁戒, yāma)라고 부른다.

마하비라 대에 불음행서가 더해진 5대서와 5소서를, 불교의 5계

와 비교하면, 불소유서가 빠지고 불음주계가 더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이나의 전승과 불교의 전승이 확연히 다른 점은,

불교 문헌의 귀결이 선행과 보시의 실천이라는 다분히 윤리 도덕

적인 교훈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과 달리, <문헌 바>에서 일관되

게 강조하는 것은 영혼, 즉 지바를 몸과 별개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P를 이해시키고, 자이나의 중요 교리들을 알게 하는 데 비중

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 쪽 문헌의 결론처럼, 보시하면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나는

과보를 얻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면, 굳이 그토록 많은

비유들을 써 가면서 치열한 논쟁을 벌일 필요가 있었을까?

Ⅳ. 논쟁의 본질과 핵심

<문헌 가>부터 <마>까지, 불교 쪽 논쟁에서 보여 주고 있는

유사 동일한 주장 내용은, 생전 보시의 공덕으로 인하여 사후 생

천한다는 귀결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보시 공덕으로 사후 생천

한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반드시, 그 주체가 누구인지, 생전과 사

후 과보의 주체는 누구 또는 무엇이며, 그 주체를 어떻게 규정해

야 하는지, 즉 생전과 사후 주체의 자아 동일성 문제는 어떻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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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파에시 논

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불교 쪽 문헌과 유사 또는 동일한 사례를 비유로 들면서 논쟁

을 벌이고 있는 <문헌 바>의 핵심이 바로 그 주체, 지바 내지 영

혼의 실재성을 어떤 근거로 인정하고, 어떻게 인식하며, 어떤 방

식으로 논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도

본 논쟁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간명하게 알 수 있다.

파에시 논쟁의 핵심 용어는 분명히 영혼, 즉 지바이다. 이 점은

<문헌 마>에서도 일관되게 구사하는 용어가 지바인 점에서도 분

명히 인식할 수 있다.

영혼에 해당하는 각 문헌별 용례는 다음과 같다.

영혼에 해당하는 용례

가 중생(眾生).

나 정신(精神) : 1회 / 신(神) : 4회 / 식신(識神) : 7회.

다
인(人), 정(情).
유인(有人) 무인(無人) / 무정(無情)과 유정(有情).

라 사후의 신(神).

마 지바(jīva) : 50회 단순 검색 > 전체적으로 지바 사용.

바 지바(jīva) > 전체적으로 지바 사용.

<표 11>

그런데 위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특히 한역 불전에서는 매우

특이한 번역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문헌 가>에서, 비사 왕은 우사(右伺)를 시켜서, 죄인을 가마솥

에 넣고 단단히 밀봉한 뒤에, 불을 때서 “중생이 드나듦이 있는지

관찰하였으나”53)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무중생생

53) “觀視眾生入時出時.”(T. 1, p. 528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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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眾生生)”54)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문헌 가>에서는 중생이

라는 단어 외에 특별히 영혼에 해당하는 용례를 찾아볼 수 없다.

<문헌 나>에서, ‘폐수는 ‘사찰(伺察)’55)에게 시켜서, 도적을 묶

어서 큰 솥에 넣고 단단히 진흙으로 봉한 다음에 불을 피워서 삶

았다. 그러나 그 ‘정신(精神)’ 또는 ‘신(神)’이 드나들었다는 흔적을

보지 못했다.’56)라고 하듯이, 영혼에 해당하는 용어가 상당히 정돈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헌 다>에서, 대정구 왕은 “내세 없고, 영혼 없고, 화생 없

다.”57)라는 단견을 주장했는데, 대정구 왕은 동자 가섭 사문(沙門)

이 “지식(智識)에 의거하지 않고, 허망하게 영혼이 있다거나 타세

가 있고, 또 화생이 있다.”58)라는 등의 사법(邪法)으로 대중을 잘

못 인도한다고 비난한다. 대정구 왕은 여기서 “인”(人)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의미상 영혼으로 번역해야 합당하다. 그리고 한글대

장경에서는 계속하여 “사람”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적절한 번역 용

어라고 볼 수 없다. “미래 세상도 없고, 사람도 없으며, 또한 화생

(化生)도 없다.”59)라는 것은 본래 논쟁의 주제와 합치하는 의미

용법과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 쪽에서 파에시 논쟁의 핵심어인 지바라는 단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의식 또는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근년에 이루

어진 팔리 본의 한글 번역 용례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문헌 마>의 팔리 원전에서 일관되게 구사하는 지바에 대한

한글 번역 용례는 다음과 같다.

54) T. 1, p. 528 하, 4행.

55) 중아함경에서는 “우사(右伺)”로 번역된 단어인데, 한글대장경에서는
“경관”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동국역경원(1993) p. 167 상.) 사찰(伺察)에

대한 번역어로서 경관은 지나치게 현대화한 용어가 아닌가 생각한다.

56) T. 1, p. 44 상, 15행, 16행.

57) “無有來世, 亦無有人, 復無化生.”(T. 1, p. 831 상.) “我以此知定無來世,

亦無有人復無化生.”(T. 1, p. 833 중.)

58) “不依智識妄稱有人及有他世, 復有化生.”(T. 1, p. 831 중, 6～7행.)

59) 동국역경원(2002) p. 371 상.



불교에 인식된 자이나교의 실체 분석 ∙ 251

K의 논박 : “그러면, 그들이 그대의 영혼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 왕자여, 그들이 살아 있는 자들이 살아 있는 그대의

영혼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데, 어찌 그대가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보겠습니까?”60)

K의 논박 :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당신의 영혼을 그녀들이 보았다

던가?”61)

K의 논박 : “그러면, 그들은 그대의 목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봅니까?”62)

이 구절은 바로 K가 P에 대해 논박하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사후에 지바가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고 역설하는 장면의 일부이다. 간단히 말하면 K, 즉 불교 수행자

이자 아라한인 쿠마라 캇사파는 사후에도 생전의 지바는 있으며,

생전의 선행은 사후의 지바가 과보로서 받고, 만약 선행하면 죽어

서 천상에 태어나는 지바가 있다고 역설하는 논증 부분이다. 그렇

다면, 각묵 스님이 지바라는 원어에 대해서 굳이, “목숨”이라고 번

역한 까닭은 아마도 ‘무아’(無我)를 주장하는 불교의 기본 입장과

배치된다고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어지는 각묵 스님의 번역

문은 다음과 같다.

“태수여, 참으로 살아 있는 자들이 살아 있는 그대의 목숨이 들어오

고 나가는 것도 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대는 죽은 자의 목숨이 들어

오고 나가는 것을 보려 합니까?”63)

이에 따르면 “목숨”이라는 것은 살아 있는 자도 가지고 있고,

60) 전재성(2011) p. 1021.

61) 최봉수(1995) p. 69.

62) 각묵 스님(2006), 제2권, p. 570.

63) 각묵 스님(2006), 제2권, p.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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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목숨이란 과연 썩은

시체에게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단어인가? 목숨에 대한 참으로

새로운 정의가 아닐 수 없다.

불교 경전, 증일아함경의 제자품 에서 붓다는 말하고 있다.

“갖가지로 논의하는 데 뛰어나고, 즐거이 심식(心識)을 주창하

는 이는 구마라 가섭 비구이다.”64)

이 부분에 해당하는 팔리 본 경전에서는 이렇게 전한다.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하는 것으로는 쿠마라 캇사파가 으

뜸이다.”(cittakathikānaṃ yadidaṃ Kumāra-kassapo.)65)

이 부분에 대한 한글 번역의 다른 예를 들어보자.

“다양하게 설법하는 자들 가운데서 쿠마라 캇사파가 으뜸이다.”66)

“빅쿠들이여! 쿠마라 캇사파는 나의 성문 제자로서 경이로운 법문

을 설하는 빅쿠들 중에서 최고이다.”67)

“수행승들이여, 나의 제자 수행승 가운데 쿠마라 캇사파는 재기에

넘친 설교님 가운데 제일이다.”68)

구담 승가제바(瞿曇 僧伽提婆)는 증일아함경의 제자품 을 번

역하면서, citta라는 단어의 이중적 의미, 즉 “여러 가지”와 “마음”

64) “能雜種論, 暢悅心識, 所謂拘摩羅迦葉比丘是.”(T. 2, p. 558 상, 13행.) 이에

대한 한글대장경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여러 가지로 이론(理論)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는 바로 쿠마알라 카아샤파[拘摩羅迦葉]

비구이니라.”(동국역경원(1992), Vol. 1, p. 48 상.) “能雜種論暢悅心識.

即拘摩羅迦葉比丘.”(T. 50, p. 11 중.)

65) Morris(1961) p. 24.

66) 대림 스님(2006), Vol. 1, pp. 125, 569.

67) 강종미(2002), Vol. 1, p. 125.

68) 전재성(2007), 제1, 2권 합본, p. 193. 전재성은 “cittakatha” 또는

“cittakathika”를 “재기에 넘친 연설자”라고 의역하고 표제어로도

취급하고 있다. 전재성(2012) pp. 385 우, 1258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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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채용하여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뛰어난 변재를 지녔고 토론에 능했다는 K, 쿠마라 캇사파는 과

연 불교 교단의 비구였는가? 그가 주창했다는 심식, 칫타(citta)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자이나에서는 무지(無知)와 오염(汚染)을 제거하고 지혜와 청정

을 성취하는 주체가 바로 지바라고 보았다. 자이나 체계에서 무지

와 오염은 최고의 악덕인 반면에, 지혜와 청정은 최고의 미덕이

며, 살아 있는 모든 존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기도 하다. 자이나

에서 수행의 목적은 지바의 완전한 청정 회복에 있고, 완전한 지

혜 상태를 곧 지바 그 자체만이 독존하는 상태로 보았다. 지바는

일체의 물질과 결합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며, 그

상태가 곧 사후 재생의 근거가 된다고 전제하고 있다.

파에시 왕은 K, 즉 케시 쿠마라와 펼친 긴 논쟁 끝에 이와 같

은 지바의 특성을 잘 이해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 때까지 자신이

믿고 있었던 단멸론적(斷滅論的) 인식을 버릴 수 있었고, 자이나

수행자들을 외호하고 공경하는 재가 수행자로서 거듭나게 된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불교 쪽의 K, 쿠마라 캇사파 비구가 갖

가지 논의와 비유를 통해서 입증하고자 했던 것도, 단멸론의 대극

에 있는 자이나적인 지바, 즉 생전과 사후를 불문하고 영원히 불

멸하는 실재로서의 영혼의 존재였다.

Ⅴ. 결론

파에시 논쟁이 나오는 자이나교와 불교 쪽 문헌들을 비교 분석

한 결과,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파에시 논쟁에서 K가 논증하고자 했던 주장 내용은 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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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혼의 실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파에시 논쟁에서 구사하는

용어, 지바의 영어 본 번역어로는 대체로 ‘soul’ 즉 영혼이라는 단

어를 채택하고 있으며,69) 자이나 교리상 인정되는 실재로서의 지

바, 즉 영혼 개념이 본 논쟁의 핵심어이다.

둘째, 파에시 논쟁과 관련하여 불교 쪽에서 전하는 K의 주장은

불교의 교리와 배치된다. 불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K의 비유

교설들은 사실상 “지바”를 인정하기 위한 논증이기 때문이다.

셋째, 파에시 왕은 결국 영혼의 실재를 주장하는 K의 비유 논

쟁에 굴복하고, 자이나교의 파르슈와와 마하비라의 가르침에 귀의

했다. 다시 말해서, 파에시는 논쟁에서 패배하여 결국에는 자이나

교도가 되었다.

넷째, 파에시 논쟁을 담고 있는 자이나 경전을 불교 쪽에서 수

용하면서 편집과 수정을 적절히 가미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불교

문헌을 자이나 쪽에서 수용하여 경전으로 편입했을 것이라고 보

기에는 파에시 논쟁의 주장점이 정통적인 불교 교리, 즉 무아론과

지나치게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다섯째, 갖가지 비유를 통해서 K가 논증하고자 했던 핵심은 바

로 실재하는 지바의 특성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불교도들은 간

파하지 못했거나 무시 또는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불교 쪽 문헌

에서는, 무아론과 배치되는 K의 주장을 번역어의 선택을 통해서

순화 또는 회피하려 했지만, 교리상 모순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

다. 이 점은 고대의 한역 경전부터 현대 우리나라의 팔리 본 번역

까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여섯째, 결론적으로 불교와 자이나교 양쪽에서 자파의 경전으

로 삼고 있는 파에시 논쟁이 담긴 문헌의 원류는 자이나 교리를

선양하기 위해서 편찬된 자이나 쪽 문헌에 있다고 본다.

일곱째, 불교 문헌, 즉 한역본과 팔리 본 등을 막론하고, 갖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법하는 데 능했다고 전하는 쿠마라 캇사파라는

69) Barua(2008) p.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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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의 출가 수행자는 자이나 쪽 문헌에서 언급하는 케시 쿠마라

와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즉 양자는 동일 인물로

보아야 한다.

필자는 일련의 파에시 논쟁에 등장하는 “쿠마라 캇사파 비구”

는 가우타마 붓다의 제자가 아니었다고 확신한다. 쿠마라 캇사파

비구 스스로 무아설을 입증하기 위해 그 많은 논증을 펼쳤을 리

만무하다. 그가 역설했다는 심식 이론은 지바, 즉 영혼 실재설이

었고, 그의 주장은 자이나의 핵심 교리, 그 자체였다. 쿠마라 캇사

파 비구는 자이나 교단에 속해 있던 수행자, 케시 쿠마라 사마나

의 불교 쪽 전승 이름일 따름이다.

사람들은 경전이라는 이름에 갇혀서, 경전 속의 가르침은 모두

교조의 가르침이자 진리일 것이라고 믿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

러나 현대의 우리는 긴 세월 속에서 경전의 편찬 작업을 거치는

동안 변개(變改)되었을 가능성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이 논

문에서 분석해 보았듯이, 파에시 논쟁과 관련된 일련의 문헌들이

불전에 입장(入藏)된 것 또한 그러한 변개 편찬의 일례에 불과할

것이다.

부록 : 관련된 출전의 요약문

필자는 본 연구를 위해서 파에시 논쟁이 등장하는 출전을 면밀

히 분석하고 기호로 구분해 놓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전체적

인 대조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특성상, 다음 4종만 직접 언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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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P-3> 돌아오지 않는 선행자 : 착한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

들도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났다는 말

을 전해 준 적이 없다.70)

<마-K-3> 똥통에 빠진 자의 비유 : 한 번 똥통에 빠졌다가 다시

나와서 깨끗이 몸을 씻은 자에게 다시 똥통에 들어가라고

하면 누가 다시 그러겠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한 번 좋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마치 똥통 같은 이 세상에 다시는 되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저 세상도 있고, 선악의 과보

도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1)

<바-K-3> 사냥꾼 빌룽가의 비유 : 케시 쿠마라 사마나는 동물을

잡아먹는 빌룽가라는 사냥꾼의 예를 들어서, 파에시 왕은

매우 포악하고, 기만하며, 살생을 자행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자신은 세야비야로 가지 않겠다고 한다.72)

<바-P-10> 케시 쿠마라 사마나의 논법 공격 : 파에시 왕은 케시

쿠마라 사마나에게, 자칭 붓다(buddha)이고, 현명하다고 스

스로 말하면서, 그렇게 거칠고, 기분 나쁘고, 경멸적인 언사

로써 자신을 위협하고 모욕하는 태도로 응대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 태도인지 반문하고 있다.73)

70) 각묵 스님(2006), 제2권, pp. 557～559 ; 전재성(2011) pp. 1012～1013,

“똥구덩이의 비유” ; Barua(2008), Vol. 2, pp. 634～636.

71) 각묵 스님(2006), 제2권, pp. 559～563, “분뇨 구덩이에 빠진 사람의

비유” ; 전재성(2011) pp. 1014～1016, “똥구덩이의 비유” ; Barua(2008),

Vol. 2, pp. 636～639.

72) RS. 226. Muni(2007) pp. 280～281.

73) RS. 260. Muni(2007) p.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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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Facts of Jainism in Buddhist

Cannon: Centering Around the Paesi's Arguments and the

Specific Character of Jīva(Soul)

Kim, Mi Suk

Dongguk University

The Rāyapaseṇiya Sūtra is the second Uvaṅga of Jaina

Canon. The main topic of the Rāyapaseṇiya Sūtra is the de-

bate on the specific character of jīva, that is to say, soul.

There is constant controversy concerning the theory of

soul and the celestial sphere, heaven.

In the Rāyapaseṇiya Sūtra, Paesi and Kesī Kumāra

Samaṇa were the debaters. Primarily Paesi was a King of

Seyaviya City of Kekaya Ardha and he was a akriyāvādin.

Paesi believed the Cārvāka darśana. Because he didn’t be-

lieve about any soul and deva-loka, the existence of another

world.

Touching these topics, Paesi had a long dispute with

Kesī Kumāra Samaṇa. They argued hotly about many top-

ics, soul and deva-loka, no life after death etc. In debating

Kesī Kumāra Samaṇa had recourse to various metaphorical

expressions and figurative similes. Kesī Kumāra Samaṇa

could give ready answers to any questions of Paesi. Paesi

too had recourse to several allegories and the episodes of

his family.

At last, Paesi succeeded in dispersing his doubt

altogether. He undertood totally the Jaina doctrine of jīva

and ajīva, paṃcāṇuvvaiya, sattasikkhāvaiya, four yāmas of

Pārśvanātha. Paesi became Kesī Kumāra Samaṇa’s dis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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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way, there are many Buddhist versions of the

Rāyapaseṇiya Sūtra of Jaina order, that is, The Pāyāsi-sut-

tanta of D īgha-Nikaya and the other Buddhist sūtras of

Chinese versions of the Buddhist Tripiṭaka. And the stories,

sentence structure, argument’s logic in the Paesi’s argu-

ments sūtras of two religions are the same.

In this Paper, upon investigation of the six editions of

Paesi’s arguments, I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ose edi-

tions of Buddhist canon were derived from the sources of

Jaina canon, Rāyapaseṇiya Sūtra.

Once more I have tried to sum up the points that in the

Pāyāsi-suttanta of D īgha-Nikaya and the other Buddhist

sūtras of Chinese version of the Buddhist Tripiṭaka, Kumāra

Kassapa Bhikkhu was the same person of Kesī Kumāra

Samaṇa of the Rāyapaseṇiya Sūtra.

The point is that Kumāra Kassapa was not the bhikkhu of

Gautama Buddha’s disciple. He had recourse to the same vari-

ous parables and analogies as Kesī Kumāra Samaṇa in

proof of jīva, that is, soul as reality. To put it flatly, the

main doctrine of Buddhism is the no soul theory, that is,

anātma-vāda.

Keywords : soul, jIva, attan, paesi, pAyAsi, KumAra

Kassapa, Kesī Kumāra, RAyapaseNiya sUtra,

Jainism,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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