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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ākapi Jātaka의 변천

__동물우화에서 인간적 합리적 이야기로__

황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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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인 측면으로. Ⅳ 자기희생과 인욕에서 정진으로. Ⅴ 결어.

요약문 [주요어: 원숭이 왕 이야기, 본생담, 빨리 자따까, 자따까말라,

육도집경, 잡보장경]

마하까비자따까(Mahākapijātaka)는 기본적으로 영웅적인 자기희생을

한 원숭이 왕을 주제로 한 동물우화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인도인들

에게 많은 종교적인 영감과 감성을 느끼게 했으며, 초기 인도불교 유적

지에서 폭넓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불교우화로 성장했다. 하지만 마하까

비자따까는 인도를 떠나면서 점차적으로 인간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현

재생과 과거생의 복잡한 관계들이 반영되면서 변형되고 특유의 역동성

을 상실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잊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희생

이란 인욕(kṣānti)적 측면이 강했던 원숭이 왕 이야기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정진(vīrya)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이러한 지나친 합리화가 오히려 이야기 자체의 역동성을 상

실하게 만들어서 동아시아에서 더 이상 종교적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

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한다.

Ⅰ. 서언

위대한 원숭이 왕 이야기로 잘 알려진 마하까삐자따까(Mahāka

pijātaka)는 바르후트(Bharhut)와 산치(Sanchi)에 남아있는 부조와

아잔타(Ajanta) 제17석굴에 남아있는 벽화로 보아 적어도 기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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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기부터 기원후 5세기까지 인도에서 아주 잘 알려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자따까(jātaka)란 과거에 속하는 것이란 의미를 지니

며1), 불교 문학작품으로서 붓다의 과거 생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을 지칭한다.2) 빨리어 문헌에서 마하까삐자따까는 게송으로서 경

전적인 권위를 지닌 쿳다까니까야(Khuddakanikāya)에 남아있고,

자따까 주석서(Jātaka-aṭtihakathā)인 자따깟타완나나(Jātakatthav

aṇṇanā)에서 장황하게 산문으로 주석되고 있다.3) 또한 거의 유사

한 내용이 아리야 슈라(Ārya Śūra)의 자따까말라(Jātakamālā)에

서 범본으로 남아있다.4)

이 이야기는 인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는데 중앙아시아의 경

우 키질(Kezil) 석굴에서 그 흔적이 보이고5), 동남아시아의 경우

보로부두르(Borobudur)에서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6) 또한 내용

적으로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지만, 한역으로 2종류가 각각 육도집

경(六度集經)7)과 잡보장경(雜寶藏經)8)에서 전해지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마하까삐자따까가 고대 인도에서 가졌

던 대중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잊혀 갔다는 것이

다. 오늘날 남방 테라와다(Theravāda) 불교권과 동아시아 대승(M

ahāyāna) 불교 권에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비중 있

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아마도 이러한 비중 축소는 붓다가 과거

생에서 인간이 아니라 동물로서 나타난 이야기들 대부분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마하까삐자따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서 자기희생을 통해 종교적 감성을 자극했던 원숭이 왕 이야기가

1) Skilling(2008) p. 59.

2) Hwang(2012) p. 67.

3) Ja III pp. 369-373.

4) Khoroche(2006) pp. 186-192.

5) Schlingloff(2012) II p. 25.

6) Miksic(1990) pp. 71-75.

7) 六度集經(TD3 p. 32).

8) 雜寶藏經(TD4 p.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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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인간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여러 가

지 현재생과 과거생의 복잡한 관계들이 이야기에 반영되면서 변

형되어 결국 잊히게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사실상 마하까삐자따

까의 경우 이야기의 지나친 합리화가 오히려 이 이야기의 역동성

과 종교적 감흥을 상실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Ⅱ. Mahākapi Jātaka의 다양한 판본

마하까삐자따까는 원숭이 왕의 영웅적인 자기희생을 주제로 하

고 있다. 남방 빨리 전통의 경우 경전적인 권위를 지니는 삼장(tip

iṭaka)에는 자따까(Jātaka) 게송만이 포함되며, 이 이야기의 경우

원숭이 왕과 인간인 왕의 대화가 7개의 게송으로 남아 있다. 이 7

개의 게송은 마하까삐자따까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으로 “스스로

를 다리로 만들고서 그 [부하]들을 안전이 건너가게 한이여, 그들

에게 있어서 당신은 무엇입니까, 오 위대한 원숭이여, 당신에게

그들은 무엇입니까?”9)라는 인간인 왕의 게송으로 된 질문에 대해

서 원숭이 왕이 6개의 게송으로 다음과 같이 답하는 것으로 구성

된다:10)

나는 그들의 왕이자 우두머리입니다. 그들이 절망에 빠지고 당신을

두려워할 때, 오 승리자여, 나는 그 무리의 보호자입니다. 다리 끝에

나무덩굴 줄기를 단단히 맨 나는 스스로 당겨진 활 100개 [정도의 거

리]를 점프했습니다. 마치 바람에 의해서 검은 구름이 사라지듯이, 나

는 점프해서 나무에 도달했습니다. 나 스스로 [나무에 도달할] 수 없

었으므로 그곳에서 가지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뭇가지

9) Ja III p. 373.

10) Ja III p.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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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넝쿨을 통해서 뻗어서 [공중에] 머무를 동안에, 원숭이들은 자신들

의 발로 나를 넘어서 안전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 계박은 나에게 고통

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죽음도 또한 고통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내가 통치했던 그들에게 행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여기에 당신에게 이익을 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크샤뜨리야

로서 왕은 왕국과 가축과 군대와 도시를 포함한 모두의 행복을 추구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7개의 게송을 바탕으로 기원후 5-6세기경에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자따까 주석서(Jātakatthavaṇṇanā)는 현재(pa

ccuppannavatthu), 게송(gāthā)과 산문(veyyākaraṇa)을 포함한 과

거(atītavatthu),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연결(samodhāna)을 추가하

여 독특한 남방 자따까 문학작품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빨리어

자따까 주석서11)와 범본 자따까말라12)에 나타난 이야기를 바탕으

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깊은 숲속 망고나무에 한 무리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다. 이

원숭이 무리의 왕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무의 강에 떨어져서 사람

들이 사는 마을로 흘러가지 않도록 보초를 세웠다. 하지만 망고 하나

가 강에 떨어져 마을로 흘러가게 되고, 망고의 맛에 매료된 왕은 즉시

부하들을 거느리고 망고나무를 찾아오게 된다. 왕은 망고나무에서 한

무리의 원숭이들이 망고를 먹으며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하찮은

원숭이들이 자신도 매료된 망고를 먹고 있는 것에 분노한 왕은 부하

들에게 화살을 쏠 것을 명령한다. 그러자 원숭이 왕은 강 건너편의 나

무에 나무 덩굴의 한쪽을 묶고 자신의 다리에 나무 덩굴의 다른 한쪽

을 묶은 다음 점프하여 망고나무의 가지를 자신의 손으로 꼭 잡아 다

리를 만들고 원숭이들을 강 건너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대피 중

에 허리가 부러진 원숭이 왕은 결국 강을 건너지 못하고 망고나무에

매달리게 된다. 멀리서 원숭이 왕의 덕행을 지켜본 인간인 왕의 명령

으로 망토를 사용하여 떨어지는 원숭이 왕을 안전하게 구한다. 인간인

11) Ja III pp. 369-373.

12) Khoroche(2006) pp. 18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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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원숭이 왕에게 진정한 지도가의 길을 묻고 원숭이 왕은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적의 백성과 군대마저도 사랑할

줄 알아야한다고 가르치고 죽음을 맞이한다.

남방계통 빨리 주석전통은 과거생과 현재생의 사이의 인과적

연관성과 개개인의 관계를 중시한다. 따라서 빨리 주석 전통의 경

우 원숭이 왕은 붓다, 인간인 왕은 아난다, 원숭이 부하들은 붓다

를 따르는 승려들이 되고, 높이 점프하여 원숭이 왕의 허리를 부

러트리고 심장을 파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원숭이 이야기가 추

가되면서 이 나쁜 원숭이를 데와닷따(Devadatta)로 명시한다.13)

북방계통 아리야 슈라(Ārya Śūra)의 자따까말라(Jātakamālā)의

경우 현재 이야기와 과거와 현재의 연결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잔

따(Ajanta) 제2석굴의 크샨띠와딘(Kṣāntivādin)과 마이드리발라자

따까(Maitrībalajātaka)에 대한 벽화에서 아리야 슈라의 게송이 인

용14)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따까말라는 적어도 5세기 이전에

형태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따까말라는 힌두계통인 빤

짜딴뜨라(Pañcatantra)와 히또빠데샤(Hitopadeśa)와 유사하게 산

문과 게송이 혼재되어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아주 잘 만들

어진 도덕 우화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자따까말라에서 원숭이

왕 이야기는 대승불교 6바라밀(satpāramitā) 중에서 3번째에 해당

되는 인욕(kṣānti)을 설명하는 부분에 포함되며 전체적으로 27번

째 이야기가 된다. 여기에서 붓다는 부하들을 위해 스스로의 고통

을 감내하는 인욕바라밀(kṣāntipāramitā)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결국 그 고통으로 인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이야

기가 진행된다.

마하까삐자따까(Mahākapijātaka)는 초기 인도불교 유적지에서

자주 등장한다. 기원전 1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바르후트(Bharhu

t)15)와 기원후 1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산치(Sanchi)16)에 부조가 남

13) Ja III p. 375.

14) Skilling(2008)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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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으며 5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아잔따(Ajanta)17) 제17석굴에

벽화로서도 남아있다. 바르후트의 경우 원숭이들이 원숭이 왕을

넘어가는 장면과 원숭이 왕을 구출하기 위해 망토를 펼치는 장면

그리고 인간인 왕이 원숭이 왕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장면이 위에

서부터 아래로 구성된다. 산치의 경우 바르후트의 요소들을 다 포

함하면서 망고나무를 찾아 나서는 인간인 왕 일행과 원숭이들을

향해 화살을 쏘는 장면이 제법 비중 있게 묘사되고 있다. 한편 아

잔따의 벽화는 바르후트와 산치의 요소들을 대부분 포함하며, 인

간인 왕이 목욕하는 장면, 망고나무를 찾아 떠나는 행렬 등이 추

가되어 제17석굴의 입구 벽면 위쪽에 정교하게 묘사되고 있다.18)

그림 1 바루후트

 
그림 2 산치

15) Huntington(1999) p. 70.

16) Huntington(1999) p. 97.

17) Hunrington(1999) p. 239.

18) Schlingloff(2012) pp.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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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잔타

슈링로프(Schlingloff)에 의하면 이 이야기는 인도에서 새롭게

발견된 깐간할리(Kanganhalli)에서도 발견된다.19) 깐간할리는 인

도 중남부 까르나따까(Karnataka)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함께 발

견된 아쇼까 비문의 서체로 보아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3-4세

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깐간할리의 부조는 원숭이 왕이 부

하들을 구하는 모습과 궁수들이 활을 쏘는 장면이 위쪽에 배치되

고 원숭이 왕이 인간인 왕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아래쪽에 나

타난다.

그림 4 깐간할리

 

19) Schlingloff(2012)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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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보로부두르

 
그림 6 키질

마하까피자따까(Mahākapijātaka)는 인도를 벗어나 동남아시아

와 중앙아시아에서도 발견된다. 인도네시아 욕자카르타의 보로부

두르(Borobudur) 유적에서 원숭이 왕이 나무덩굴을 허리에 묶고

있는 모습으로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의 키질 석

굴에서도 앞에서 이야기한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나타나고 있다.

Ⅲ. 동물적 측면에서 인간적 측면으로

마하까삐자따까(Mahākapijātaka)에서 원숭이 왕은 전생의 붓다

로서 지혜와 자비를 갖추었지만 아직까지 깨달음을 얻기 이전임

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원숭이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부하들을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희생하는 영웅

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위안을 주고 종교적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 문헌들과

부조 및 벽화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은 대체적으로 유사하지만 자

세히 살펴보면 몇몇 중요한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다.

슈링로프(Schlingloff)는 아잔따(Ajanta) 제17굴에 나타난 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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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삐자따까(Mahākapijātaka) 벽화가 그 이전에 만들어진 바르후

트(Bharhut)와 산치(Sanchi)의 부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20) 아잔따의 벽화는 원숭이 왕이 자신의 양발에 나무덩

굴을 묶었다는 자따까말라(Jātakamālā)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반

영하고 있지만 바르후트와 산치의 부조는 이러한 문헌전통의 설

명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따까말라에서 원숭이 왕이 양

발에 나무덩굴을 묶었다 것은 기본적으로 마하까삐자따까(Mahāk

apijātaka)의 가장 오래된 부분인 빨리어 게송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1) 아마도 바르후트와 산치의 부조를 조각했

던 사람들은 마하까삐자따까(Mahākapijātaka)의 게송을 알았음에

도 나무덩굴을 양다리에 묶고 아주 큰 점프를 통해 강을 건너오

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쪽 다리에만 나무덩굴을 묶은 것으로서 원

숭이 왕을 표현하고 있다.

사실상 이렇게 원숭이 왕의 발에 나무덩굴을 묶는 것은 인도네

시아 욕자카르타의 보로부두르(Borobudur)에서 발견된 마하까삐

자따까(Mahākapijātaka) 부조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

면 여기에서 원숭이 왕은 자신의 발이 아니라 자신의 허리에 나

무덩굴을 묶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7 보로부두르 원숭이왕

20) Schlingloff(2012) I p. 142.

21) Schlingloff(2012) I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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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로부두르 제1회랑의 자따까(Jātaka) 부조들은 아

리야 슈라(Ārya Śūra)의 자따까말라(Jātakamālā)를 따르는 것으

로 이야기되고 있다.22) 물론 아이야 슈라의 이야기 순서에 따라

보로부두르의 자따까 부조들이 배열되어 있어서 양자 사이의 깊

은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마하까삐자따까(Mahākapijātak

a)의 경우 자따까말라 보다는 남방 빨리어 주석전통의 영향을 더

욱 많이 보여주는데 원숭이 왕이 나무덩굴을 자신의 허리에 묶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남방 빨리 주석전통을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23)

그 [원숭이 왕]은 나무 덩굴을 쥐고 나서 한쪽 끝을 겐지즈강 강둑

에 견고하게 서있는 나무에 묶었다. [다른] 한쪽 끝을 자신의 허리에(a

ttano kaṭiyaṃ) 묶고 나서 바람이 검은 구름을 밀어내는 속도로 활 10

0개 정도의 거리를 [공중으로] 날라서 점프를 했다. 그의 허리에 묶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에 도달할 수 없었던 그는 두 손

으로 망고나무의 가지를 굳게 쥐었다. 그는 원숭이 군단에게 ‘너희들

은 빨리 나의 등을 지나서 덩굴줄기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건너가라!’

라고 신호했다.

원숭이 왕이 이렇게 나무 덩굴을 허리에 묵었다는 이야기는 비

록 많이 변형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마하까삐자따까(Mahākapijātak

a)와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육도집경의 원숭이 왕 이야기(56

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24) 빨리 주석전통은 자따까에 나타난 붓

다를 보디삿따(bodhisatta)로 칭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용어는 아직까지 깨달음을 얻기 전에 완전한 깨달음을

22) Miksic(1990) pp. 71-75.

23) Ja III p. 373.

24) 육도집경(TD3 p. 32): 그 [원숭이] 무리들에게 흩어져 칡을 구해 오라고

신칙하였다. 무리들이 칡을 구해 가지고 돌아와 그것을 이어서 그 한 끝을

큰 나뭇가지에 매고, 또 한 끝은 원숭이의 왕 자신의 허리에

매고(猴王自繫腰) 나무에 올라가서 몸을 던져 저쪽 나뭇가지를

휘어잡았으나, 칡이 짧았기 때문에 몸뚱이가 늘어져 매달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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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 위해 묵묵히 자신을 길을 가고 있는 미래의 붓다를 지칭하

는 용어로 사용된다.25) 이 단계에서 보디삿따는 아직까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가 되겠다는 굳은 서원을 세우고 바라

밀(pāramitā)를 닦는 존재이다.26) 빨리 주석전통은 보디삿따로서

뛰어나지만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원숭이 왕이 위기에 처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보디삿따께서는 ‘너희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원숭이 군단을

안심시키고 나서 곧장 높은 가지로 올라가 겐지즈 강 쪽으로 향한 가

지로 갔다. 그 [가지]의 끝으로부터 뛰어 올라서 활 100개 정도의 거리

를 [공중으로] 날라서 [강을] 건너서 겐지즈 강둑의 한 수풀 위에 내렸

다. 그곳으로 내려오면서 ‘이 만큼이 내가 온 것이다’라고 공간을 측정

한 후 한 나무덩굴 줄기의 뿌리를 자른 후에 [줄기의 껍질을] 벗긴 후

‘이 만큼은 나무에 묶일 것이고 저만큼은 공간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두 지점을 결정했다. 스스로의 허리에 묶는 [거리를] 고려하

지 않았다.

빨리 주석전통은 여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원숭이 왕이 나무

덩굴의 길이를 측정하면서 실수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자신

의 허리에 묶을 길이만큼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덩굴의

길이가 부족했으며 결국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게 된다는 맥락으

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자따까말라(Jātakamālā)의 경우 원숭이 왕

은 자신의 두발에(caraṇau) 나무덩굴을 단단히 묶고 점프하지만

양쪽의 간격이 너무 넓거나 자신의 두발에 나무덩굴을 묶었기 때

문에 망고나무 가지의 끝부분만을 간신히 잡을 수 있었다고 이야

기한다.27) 나무덩굴을 양다리에 묶었다는 부분에서 자따까말라는

빨리 자따까(Jātaka) 게송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두발에 나

25) Skilling(2008) p. 59.

26) Strong(2009) pp. 37-42.

27) Khoroche(2006)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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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덩굴을 묶었기 때문에 길이가 짧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빨

리 주석전통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이렇게 원숭이 왕이 실수하는 부분은 마하까삐자따까

(Mahākapijātaka)의 가장 고층을 이루는 자따까(Jātaka) 게송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마하까삐자따까는 시간이 지나면서 원숭이 왕이

위기에 처하는 장면을 점차적으로 다르게 설명하게 되었을까? 논

자의 생각으로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적인 측면을 중시

하는 관점에서 인간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변했기 때문

으로 보인다.

빨리어 게송과 바르후트(Bharhut) 및 산치(Sanchi)의 부조는 마

하까삐자따까(Mahākapijātaka)가 기본적으로 동물이야기라는 점

에 충실하고 있다. 그리고 원숭이 왕이 동물임에도 인간에게도 쉽

게 보이지 않은 자기희생을 보여준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왜 원숭이 왕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

다. 자따까(Jātaka) 게송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점프 했지만 나무에

도달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28), 바르후트와 산치의 부조

는 양쪽 발을 묶어버리면 원숭이 왕이 어떻게 큰 점프를 할 수 있

을까 하는 생각에 한쪽 발에만 나무덩굴을 묶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29)

아잔따(Ajanta)의 벽화와 자따까말라(Jātakamālā)의 경우 원숭

이 왕이 양발을 모두 묶고 점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따까

말라가 빨리어 게송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산과 망고나무 사이

의 거리가 너무 멀었거나 자신의 두발에 나무덩굴을 묶었기 때문

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거의 완벽하지만 아직 가지 조금은 모

자란 보디삿따(bodhisatta)로서의 한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원숭이

왕 이야기가 점차적으로 불교적 색체와 인간적 면모를 갖추게 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8) Ja III p. 373.

29) Schlingloff(2012) I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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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무덩굴을 허리에 메었다는 빨리 주석전통과 육도집경의

이야기는 보로부두르의 부조에서 표현되고 있으며 원숭이 왕의

이야기에서 동물적인 측면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측면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빨리 주석전통은 원숭이 왕이 나

무덩굴을 자신의 허리에 감았다고 이야기함으로서 몇몇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먼저 원숭이 왕이 자기 스

스로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주 뛰어나지만 아직까지

는 조금 불완전한 보디삿따(bodhisatta)로서의 한계 때문인 것으

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 이야기에서 원숭이 왕을 사실상 사람

과 같이 취급하여 원숭이 왕의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을 오를 때 사람들은 밧줄을 자신의 허리에 메지만,

동물 서커스에서 원숭이들은 주로 밧줄을 다리에 메고 무대에 등

장한다. 어떻게 보면 미래에 깨달음을 얻고 붓다가 될 원숭이 왕

이 하찮은 동물로서 밧줄을 자신의 다리에 메고 있는 지극히 동

물적인 모습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듯 하다. 스리랑카의 BP

S에서 2009년 출간된 Jataka Tales of the Buddha에서 마하까삐

자따까(Mahākapijātaka)를 묘사하는 삽화는 원숭이 왕을 비록 동

물이지만 사실상 사람에 아주 가깝게 묘사하고 있다.30)

그림 8 BPS 삽화

30) Kawasaki(2009) Vol II p.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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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기희생과 인욕에서 정진으로

빨리 주석전통은 마하까삐자따까(Mahākapijātaka)에서 한편으

로 원숭이 왕의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데와

닷따(Devadatta) 이야기를 추가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붓다의 과

거생으로서 원숭이 왕 이야기가 현재생과 연결되기 때문에 추가

된 것으로 보인다. 빨리 주석전통에서 원숭이 왕은 붓다이고 인간

인 왕은 아난다(Ānanda)며 원숭이 무리는 붓다를 따르는 승려들

이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현재생의 아난다와

붓다의 제자들은 과거생에서 붓다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면

할 수 없게 된다.

아난다는 원숭이 왕을 포함한 모든 원숭이들을 공격할 것을 명

령했고, 지금 과거생 이야기를 듣고 있는 승려들인 원숭이들은 스

스로 살기위해서 원숭이 왕을 넘어 도망가다가 원숭이 왕을 죽음

으로 내몬 것이 되기 때문이다. 데와닷따(Devadatta)의 등장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데, 원숭이 왕의 죽음을 데와

닷따 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빨리 주석전통은 데

와닷따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31)

그때 데와닷따(Devadatta) 또한 원숭이가 되어서 그 [원숭이]들의

사이에 있었다. 그는 ‘지금이 나의 적의 등을 보는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높은 가지로 올라간 후 속도를 내서 그 [원숭이 왕]

의 등으로 점프했다. 위대하신 분의 심장이 파괴되었다. 엄청난 고통

을 느꼈다. 그 [데와닷따] 그렇게 그 고통만을 만들고 나서 떠나갔다.

 
흥미로운 점은 데와닷따 이야기가 육도집경(六度集經)32)과 잡보

31) Ja III p.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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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雜寶藏經)33)이란 2종류의 한역본 중에서 후자에만 나타난다

는 점이다. 육도집경은 원숭이 왕은 붓다, 국왕은 아난다, 500 원

숭이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500 비구들로 이야기하고, 잡보

장경은 착한 원숭이는 붓다이고 나쁜 원숭이는 데와닷따 라고 이

야기하고 있다. 물론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두 한역본은 빨리어와

범어로 남아있는 인도의 마하까삐자따까(Mahākapijātaka)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육도집경(六度集經)은 康僧會의 작품으로 高僧傳에 의하면 그는

사마르칸드 출신 소그디언(Sogdian) 상인의 아들로서 오늘날 베

트남의 하노이 근방 交趾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부모님이 돌아가

신 후 출가한 康僧會는 삼국시대 중국 오나라로 건너가 황제 孫權

과 교류하면서 최소의 불교사원을 지었다고 한다. 육도집경의 원

숭이 왕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34)

원숭이 왕과 500 원숭이들은 큰 기근을 맞이하여 먹을 것이 부족해

지자 국왕의 왕실동산으로 들어가 과일을 먹다가 군사들에게 포위당

하게 된다. 원숭이 왕은 부하들에게 칡뿌리를 구해오게 해서 길게 연

결하여 강 건너의 나무까지 점프했지만 칡뿌리의 길이가 짧아서 나뭇

가지를 겨우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원숭이 왕은 부하들을 재촉하여 강

을 건너게 하지만 자기 자신은 겨드랑이가 찢어지면서 물가의 언덕에

떨어져 기절하게 되고 군사들에게 잡혀서 국왕 앞으로 가게 된다. 원

숭이 왕은 국왕에게 자신의 부하들은 죄가 없다며 자기 자신의 몸을

대신 받히겠다고 한다. 원숭이 왕의 자기희생에 감복한 인간인 왕은

원숭이 왕을 풀어주고 자신의 나라에서 원숭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원숭이도 죽이지 못하도록 한다.

육도집경에서는 데와닷따(Devadatta)가 나나타지 않는다. 이점

은 이야기에서 원숭이 왕과 인간인 왕의 관계를 보면 쉽게 알 수

32) 六度集經(TD3 p. 32).

33) 雜寶藏經(TD4 p. 454).

34) 六度集經(TD3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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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재의 아난다(Ānanda)인 인간인 왕은 현재의 붓다인 원숭

이 왕을 죽이지 않았고, 현재 이야기를 듣고 있는 승려들인 원숭

이 부하들도 현재의 붓다인 원숭이 왕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이야기에서 원숭이 왕은 인간인 왕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라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강조점은 수동적인 측

면에서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칡뿌리를 허리에 감고 나뭇가지의

끝을 잡고 인내하는 인욕 바라밀(kṣāntipāramitā)에서 지혜를 갖

추고 적극적으로 인간인 왕을 만나서 모든 원숭이들을 구해내는

정진 바라밀(vīryapāramitā)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康僧會는 이

이야기를 자신의 육도집경에서 인욕(kṣānti)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정진(vīrya)에 해당되는 부분에 배치하고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리야 슈라(Ārya Śūra)는 자따까말라

(Jātakamālā)에서 원숭이 왕 이야기를 인욕(kṣānti)에 해당되는 부

분에 배치하고 있다. 아리야 슈라의 이야기에서 원숭이 왕은 철저

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 원숭이 왕은 원숭이 부하들의 발길에

밟히면서도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마지막 원숭이가 안전한

곳으로 갈 때까지 참는 인욕 바라밀(kṣāntipāramitā)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35) 자따까말라에서 원숭이 왕은 결국 죽음을 맞

이했지만, 빨리 주석전통과 같이 데와닷따 이야기를 추가하여 원

숭이 왕의 죽음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따까

말라는 과거생의 등장인물들과 현재생을 연결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숭이 왕의 영웅적인 최후가 현재생

의 아난나(Ānanda)와 비구들 때문이라는 스토리 구조가 가지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한편 데와닷따(Devadatta)가 등장하는 잡보장경(雜寶藏經)36)에

서도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크게 변형되어 있다. 잡보장경은 샤키

야무니(Śākyamuni) 붓다의 시대로부터 까니시까(Kaniṣka)왕에

35) Khoroche(2006) p. 190.

36) 雜寶藏經(TD4 p.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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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의 121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선한

원숭이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악한 원숭이와 그를 따르는 무리

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사냥을 나온 왕의 군사들

이 원숭이 무리를 포위하자 선한 원숭이가 비다라(毘多羅) 나무의

가지를 잡고 강을 건너가자고 제안한다. 나쁜 원숭이가 강을 건너

가는 것을 거절하자 선한 원숭이는 자신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강

을 건너 안전하게 탈출한다. 남아 있었던 나쁜 원숭이와 그를 따

르는 무리들은 모두다 왕의 군사들에게 사로잡힌다. 이때 선한 원

숭이는 붓다이고 나쁜 원숭이는 데와닷따(Devadatta)이다.

비록 이 이야기에서 데와닷따가 등장했지만 데와닷따의 역할은

빨리 주석전통에서와 같이 붓다의 죽음을 합리화 하는 것과 관련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선한 원숭이인 붓다는 죽지

않았고 원숭이 부하들도 그를 따르면 무사히 탈출했기 때문이다.

잡보장경의 원숭이 왕 이야기는 데와닷따와 붓다의 경쟁관계에서

데와닷다를 따르면 언제가 괴로움이 있고 장래에 3악도에 떨어질

것이란 점을 부각시켜서 붓다의 뛰어남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야

기가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이야기 또한 육도집경의 경우와

같이 정진 바라밀(vīryapāramitā)의 측면이 강하며 부하들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인욕(kṣānti)적인 측면은 완

전히 사라져 버렸다.

V. 결어

동물에 불과한 원숭이 왕이 인간도 흉내 내기 힘든 자기희생을

통해서 부하들을 구하고 영웅적인 최후를 맞이한다는 마하까삐자

따까(Mahākapijātaka)의 핵심내용은 인도인들의 종교적인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위대한 원숭이 왕 이야



22 ∙ 印度哲學 제38집

기는 인도를 넘어서면서 점차적으로 잊혀 가게 되고 중국에 이러

면 거의 이야기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서 단순한 원숭이 왕 이야기에 많은 요소들이 추가되고 점차적으

로 동물 우화적인 측면보다 인간으로서 보살행이 강조되면서 이

야기가 변형되고 지나치게 합리화되면서 이야기 자체의 역동성과

종교적 감흥이 상실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육도집경(六度集經)에

나타난 원숭이 왕은 비록 자기희생적 측면을 보이지만 예지력을

통해 왕과 담판하고 모든 원숭이들을 구해낸다는 정진(vīrya)적

측면을 더욱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는 보살로서 모든 중생을 구

제한다는 이념에는 적합하지만 어떤 종교적인 영감과 감성을 느

끼기에는 너무 무미건조한 측면이 있다. 오늘날 남방 테라와다(T

heravāda) 불교 권에서도 마하까삐자따까(Mahākapijātaka)는 초

기 인도불교 유적에서 보이는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태

국 미얀마 스리랑카의 수많은 사원벽화들은 붓다의 일생과 과거

생 이야기들을 아름답고 현란하게 묘사되고 있지만, 마하까삐자따

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비록 빨리 주석전통에서 원숭이 왕의

인간적인 측면이 강조되기는 했지만, 동물 우화가 가지고 있는 특

유의 역동성이 점차적으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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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nsition of the Mahākapi Jātaka:

from Animal Fable to Humanistic Rational Story

Hwang, Soon Il

Dongguk Univ.

From the remaining stone reliefs in Barhut and Sanchi

as well as a mural painting survived in the cave 17 in

Ajanta, the Mahākapijātaka seems to have been very popu-

lar among Indian Buddhists from the 1st century BCE to

the 3rd or 4th century CE. The story of this great monkey

king has been preserved in the Jātaka in the Pali canon in-

cluding the exegetical explanation from the Theravāda

Buddhist perspective. Fortunately, this story was also

adapted as an elaborate and polished morality tale, stylis-

tically similar to the Pañcatantra and the Hitopadeśa in

Hindu tradition, by Ārya Śūra in his Jātakamālā. This col-

lection of Buddhist morality tales becomes popular later

both in Tibet and in Mongolia as well.

In this paper, I am going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hree different versions: the verses

in the Pali Jātaka, the core of the story, the Theravāda exe-

getical explanation, popular in Southern Buddhism, and the

Ārya Śūra’s stylistic adaptation, spreading around Northern

India, Tibet and Mongolia. In this process I hope to show

how the simple storyline focusing on leadership and

self-sacrifice becomes complex religious and morality tales

appeared in the Theravāda exegetical tradition and the Ārya

Śūra’s Jātakamālā.



26 ∙ 印度哲學 제38집

Keywords : monkey king story, former birth story,

Jātaka, Jātakamālā, Liudujijing,

Samyuktaratnapitakasutra.

투고 일자 : 2013년 7월 20일

심사 기간 : 2013년 7월 27일～8월 11일

게재 확정일 : 2013년 8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