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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기경전과 불전문헌에 나타나는 붓다의 고행담의 전

개양상과 석보상절의 고행담에 대해 살펴보았다. 붓다의 고행담은 正
覺前 6년간의 수행의 노정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전승에 따라 고행 결

심과 고행의 내용, 고행 장소, 기간, 그리고 고행 포기의 사유 등고행담

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불전의 발전에 따른 확대ㆍ

발전과 붓다와 관련된 사건들을 상징화한 결과이다. 고행결심과 포기는

自利에서 利他로, 내부에서 외부로 전개되고, 고행 내용은 단식에서 호

흡제어와 선인림에서의 수행으로 확대된다. 고행처 역시 초기에는 정각

처와 분리되지 않은 채로 전해지다가 발달된 불전에서는 두 장소가 분

리되어 무덤과 고행림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무덤 역시 상징성

이 다분하다. 석보상절의 고행담은 초기 경전이나 여러 한역경전과는
차별적인 양상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고행 내용과 고행 후 붓다 묘사,

고행 기간의 문제 등에서 나타나며, 이는 우리 문화로의 변용을 보여주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붓다의 6년

고행설은 석보상절의 경우 가장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며,

그 외의 불전들에 있어서는 6년 수행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게

생각된다.

Ⅰ. 서론

인도에서 후기 베다시대(B.C.E 1500～200)가 되면, tapas(‘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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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열’)가 죄악을 제거한다는 관념의 영향으로 타파스는 명상이

나 요가와 관련을 맺게 된다.1) 고행으로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통제하고, 신체행위나 정신작용의 제어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인도의 오래된 견해이다.2) 붓다 당시에도 인도에

서는 온갖 금욕적 고행이 유행하고 있었고3), Arāḍa와 같은 붓다

의 스승은 요가에 정통했다고 한다.4)

붓다 역시 수행 기간 동안 고행이 깨달음의 방법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바라문 수행자들을 만나고 아라다와

Udraka에게서 선정 수행을 해 보았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문

고타마는 고행에 들어간다.5) 간다라 고행상에 잘 묘사되어 있듯

이 이 시기 붓다의 고행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지독한 것이

었다. 그러나 이러한 극한 고행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고타마는 고행 또한 포기하게 된다.

고타마의 고행 포기는 당시 인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던 수행

방식에 대한 포기라 할 수 있다. 고행 포기 이후 그가 취한 일련

의 행위들, 즉 목욕과 우유죽 공양, 길상초를 깔고 앉는 등의 행위

는 고행을 포기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왜냐하면 고행자는 씻

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자리를 깔고 앉지 않기 때

문이다.

1) http① 참조.

2) 라다크리슈난(2002) Ⅲ, p. 482.

3) 붓다를 칭하는 호칭은 다양하다. Buddha라는 명칭은 정각 이후 붙여진

이름이다. 출가전의 그의 이름은 Siddhārtha, 성은 Gautama(Gotama)이며,

Śākya는 종족의 이름이고 Śākyamuni는 ‘석가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이다.

Bhagavant(世尊)는 경칭으로 불교 이외의 정신적인 지도자에게도

붙여지는 호칭이다. 붓다가 되기 전 불교도들은 그를

보살(Bodhisattva)이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Śramaṇa Gautama(사문

고타마) 혹은 Siddhārtha Gautama 등으로 불린다. 본 논문은 붓다의 출가

수행 시절에 관한 내용이므로 붓다라는 명칭이외에 고타마, 혹은 사문

고타마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서성원(1996) p. 81 참조.

4) 라다크리슈난(2002) Ⅲ, p. 484.

5) Buddhacarita 12장 88-93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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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행담은 붓다가 포기하고 버린 일로 받아들여져서 그런지 별

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붓다의 탄생과 열반에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고행담에 대한 연

구는 많지 않다.6) 또한 고행담을 비교 연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

들고, 더욱이 한국 불전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붓다의 생애를 묘사한 많은 일화가 그렇듯 고행

담 역시 전승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지니고 있고, 그 전개양상 역

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본 논문은 붓다의 고행담을 다루고 있는 다양한 불전들의 비교,

고찰함으로써 고행담의 전개상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 고행담의

한국불전인 석보상절으로의 전개양상과 그 의의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6) 붓다의 고행담에 관련한 연구로는 고행에 대한 붓다의 태도, 고행배경,

붓다의 고행과 불교미술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고행에 대한 붓다의

태도에 관한 연구로는 Ria Kloppenborg(1990)의 “THE BUDDHA’S

REDEFINITION OF TAPAS(ASCETIC PRACTICE”와 도정태(2012)의

苦行에 대한 붓다의 見解 등이 있다. Kloppenborg에 의하면 고행은

붓다에 의해 포기된 수행법임에도 불구하고 불제자들이 고행을

수행법으로 계속 채택하게 된 원인은 붓다의 고행에 대한 재해석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도정태 역시 초기불전을 근거로 고행에 대한 다양한

재해석을 다루고 있다. 도정태(2012)는 또 다른 논문( 붓다의 고행배경에

대한 비교 연구-세 가지 비유 Tisso upamā를 중심으로 )에서 팔리어

경전들과 후기 문헌들을 통하여 세 가지 비유의 내용 변화와 그 위치를

비교하고 의의를 논하고 있다. 이주형(2006)은 간다라 미술과 경전상의

자료 : 고행불상과 랄리타비스타라, 카루나푼다리카에서
카루나푼다리카와 간다라 고행상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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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상의 출전과 특징

원전과 한역 佛典 중 붓다의 출가 수행담을 다루고 있는 경전

들로는 異譯本을 제외하면 대략 13종에 달한다. 다음의 a에서 d까

지는 초기경전이고, 자타카 주석서인 k를 제외하면, e 이하의 문

헌은 佛傳문헌이다. 우선 붓다의 출가 수행담을 다루고 있는 원전

과 한역 불전, 그리고 석보상절의 간단한 書誌上의 정보를 살펴
본다.

a. 中阿含經(T. 26) 卷第56, 羅摩經 (第3)

설일체유부 소전, 僧伽提婆의 漢譯(AD 397～398년간).

b. 增一阿含經(T. 125), 卷第23, <增上品> (第31)
대중부 혹은 법장부 혹은 비정통적인 유부의 소전7). 曇摩難提와

僧伽提婆의 한역(AD 397년)

c. 四分律(T. 1428)
罽賓의 佛陀耶舍와 중국승려 竺佛念의 共譯(410～412년),

法藏部(Dharmaguptaka)의 율

d. 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破僧事(T. 1450) 卷第48)
설일체유부의 율장, 唐의 義淨 한역(700-711년)

e. Buddhacarita

7) 증일아함경은 구사(俱舍)와 계고(稽古)에 의하면 대중부소전이고, 南傳
論事에 의하면 여러 부파에서 通誦되었다고 한다.

8) 이하 파승사로 표기함.



붓다 고행담의 전개양상과 석보상절 고행담 고찰 ∙ 85

Aśvaghoṣa의 AD 1세기 경 작품

漢譯本(佛所行讚 : 寶雲 역, 4c 전반)과 티베트 本도 있음.
f. 修行本起經(T. 184) 卷下, <出家品> (第5)
後漢의 竺大力과 康孟詳의 共譯(AD 197년)

g. 僧伽羅刹所集經(T. 194)
符秦罽賓의 僧伽跋澄(Saṅghabhũti) 등이 한역(384년)

h. 過去現在因果經(T. 189) 卷第 3
劉宋의 求那跋陀羅 한역(AD 444～453년간) 이역본으로 佛說太

子瑞應本起經

I. 佛本行經
劉宋의 寶雲 한역(424～453년)

j. Mahāvastu (B.C 2～A.D 4․5세기)

大衆部 중 說出世部의 율장의 내용을 발췌․편찬한 佛傳

k. Nidānakathā(Intermediate Epoch)9)

Buddhaghosa가 저술(AD 5세기)

l. 方廣大莊嚴經(T. 187) 卷第7, 頻婆娑羅王勸受俗利品 (第16)
唐의 地婆訶羅譯(AD 683년), (Sk) Lalitavistara, 티벳어 본 있음

普曜經의 異譯.

m. 佛說衆許摩訶帝經(T. 191)
北宋의 法賢 한역(AD 985～994년)

9) Jayawickrama(2000) p.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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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 佛傳 내용 특징

a 출가 ～ 5비구 교화 두 스승 이야기 상술
b 연등불 수기 ～ 5비구 등 교화 고행담 상술
c 석가족의 계보 ~ 火葬
d 도솔천에서 세간관찰 ~ 석가족 

제자의 출가 · 데바닷타의 破僧
e 선조와 種姓 ~ 화장·사리분배 사실적 불전

f
연등불 수기·도솔천의 석가보살 
~ 타풋사와 발리카의 공양과 
귀의

序品이 없음

g 도솔천에서 세간관찰 ~ 아육왕
의 팔만 사천탑 건립 佛傳 순서 불완전

h 연등불 수기 ~ 사리불과 목건
련의 귀의, 대가섭의 귀의

i 도솔천의 석가보살 ~ 화장·사
리분배

j 연등불 수기 ~ 석가족 제자의 
출가 신·구 요소의 혼재

k 연등불 수기·도솔천의 석가보살 
~ 기원정사의 완성과 기증 자타카 주석서 서론

l 연등불 수기·도솔천의 석가보살 
~ 석가족 제자의 출가 八相錄 의 성격

n. 釋譜詳節
수양대군 편찬(세종 29년, AD 1447년)

위 경전들이 다루고 있는 佛傳 내용과 특징을 도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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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도솔천의 석가보살 ~ 석가족 
제자의 출가 西藏界 경전

n 탄생 ~ 아육왕의 팔만 사천탑 
건립 조선시대 불전 

위 불전들 중 d, m은 탄생 ～ 제자 교화까지를 서술대상으로

하고 있다. f, h, j k, l의 경우는 연등불 수기 ～ 제자 교화까지를

다루어 붓다 생애를 현생에서 전생까지 확장하고, 붓다의 깨달음

을 전생과 관련시키고 있다. c, e, g, i는 붓다 탄생 ～ 열반까지

붓다의 전 생애를 다룬다.

위 경전들 중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본다.

a는 붓다가 두 스승에게서 행했던 수행에 대해서 상술하고 있

다. 하지만 6년 고행설은 물론 붓다의 고행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반면에 b는 붓다의 고행담 만을 하나의 품으로 엮어 붓다의 고행

을 소개한다. 이는 붓다의 고행력을 강조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

러한 방식은 b가 붓다를 초월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대중부의

소전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 하겠다.

e의 저자 아슈바고샤의 소속부파에 대해서는 한역전통에서는

설일체유부라 하고, 혹은 다문부, 경량부, 유가행파라는 등 다양한

주장이 있다. 하지만 e의 출가 수행상의 서술 태도는 a와 유사하

다. 즉 e에서 붓다의 출가수행상은 아라다와 우드라카와 붓다간의

법에 대한 문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말하자면 e의 붓다의 출가

수행상의 서술방식만을 고려한다면 설일체유부에 가깝다고 하겠

다.

j는 b와 동일한 계열인 설출세부의 소전으로 현재의 형태로 만

들어지기 까지는 6～7세기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 결과

신․구의 기술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l은 팔상록의 성격을 띠

고 있어 체재에 있어 석보상절에의 영향성이 주목된다.



88 ∙ 印度哲學 제38집

a b c d e f g h i j k l m n
① x x x o o o x o o o o o o o② △ x △ o o o △ o o x o o o o③ x x x o o x x o o x x o x o④ x x o o o o x o o x o o o x⑤ x x x o o x x o x x x x x o⑥ o x o o o o △ o o o o o o o⑦ x x x o x x x o x x x x o o⑧ x x x x x x x x x o x o o x⑨ x o x o o o o o o o o o o o

m은 붓다와 티벳을 관련시키고자 한다. m은 고타마의 출가 후

도착지를 설산이라고 상정하고 있고,10) m의 서두에 m이 西藏界

경전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11) 설산은 히말라야

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붓다의 고행처가

티벳에 있다는 티벳 성지화의 의도를 함의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八相圖는 n을 토대로 그려지고 있는데, 팔상도 중 설산고행상의

話題와 그림은 붓다의 고행이 설산에서 행해졌음을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붓다의 고행처에 대해 n은 m과 같은 입장임을 알 수

있다.

Ⅲ. 출가 수행담의 내용 전개

출가 수행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붓다의 출

가 후 도착지 ～ 고행 포기까지의 경전별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10) 須臾之間至雪山中. 去迦毘羅城一十二由旬. 중허마하제경 TD 3, p. 946c.
11) 西天譯經三藏朝散大夫試鴻矑少卿 明敎大師臣 法賢奉 詔譯. 중허마하제경
TD 3, p.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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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x x x △ x x x x x x x x △ o⑪ x x x o x x x x x x x x x o⑫ x o o o o o o o o o o o x o⑬ x o o o o x x o o o x o o △
①최초도착지 ②삭발, 의복교환 ③바라문 수행자들 ④빈비사라

왕과 만남 ⑤태자 찾기 ⑥두 스승 ⑦궁중에서 양식보냄 ⑧젖은

나무 비유 ⑨고행담 ⑩야쇼다라 임신, 출산 ⑪야쇼다라 전생담 ⑫

6년 고행 ⑬염부수 아래 선정 회상과 고행 포기.

위 도표에서 ①～⑬은 붓다의 출가 ～ 고행 포기까지의 내용을

소재별로 나눈 것이다. 그 내용을 분류해보면, 붓다의 수행과 직

접 관련된 항목은 ⑥⑨⑫⑬이다. ①②는 출가자로서의 시작을 알

리는 일종의 출가의식에 관한 것이다. ⑤⑦⑩⑪은 출가이후 왕궁

의 반응과 부인의 출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붓다의 고행과 직접적

인 관계가 없다. 위의 도표를 보면 대부분의 경전들이 채택하고

있는 출가수행담의 내용은 붓다의 수행과 관련된 ⑥⑨⑫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마경 은 ②와 ⑥ 두 가지의 소재만을 포함하여,12) 최소한의

소재로 붓다 출가수행담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라마경 이 초기적인 형태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⑥의

두 스승, 즉 아라다와 우드라카와 관련된 붓다의 수행 이야기는

상당히 상세하고 발전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붓다

일생을 풍부하고 체계적으로 묘사하여 발전된 불전이라 할 수 있

는 파승사에서도 두 스승과 관련된 이야기는 라마경 의 것과

거의 유사하다. 동일 소재의 일화가 동일한 형태로 편찬 시기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두 경전에 나타난다는 것은 두 스승과 관련

된 이야기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정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것

12) 중아함경 TD 1. pp. 776b-777a. 중아함경 라마경 에 대응되는

빨리어 Majjhima Nikāya 36은 ②와 ⑥이외에 ⑧을 포함시키고

있다.(MN Ⅰ, pp. 240-246)



90 ∙ 印度哲學 제38집

은 또한 라마경 과 사분율이 모두 설일체유부의 소전이라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다.

라마경 과 사분율을 비교해보면 사분율에서 출가 전 사유
에서 정각성취까지의 노정은 라마경 과 상당히 유사하고, 두 경

전 모두 고행담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두 경전간의 관련성

이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법장부가 설일체유부를 토대로 전

개된 부파인 점을 고려한다면,13) 소속부파에 있어 논란이 있는 
중아함경은 대중부 소전일 가능성은 적어진다. ⑥번 일화와 같은
빈도로 경전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⑫의 붓다의 6년 고행이다.

붓다의 6년 고행설은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라마경 에는

6년 고행설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고행담 조차도 다루고 있지 않

다. 고행담은 포함하되 고행 기간은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

다.14) 고행담과 고행 포기의 원인이 되었던 ⑬의 염부수 아래의

선정회상, 그리고 ②의 삭발 및 의복교환의 일화는 대부분의 경전

들에 언급되어 있다. ④의 빈비사라왕과의 만남도 많은 경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일화가 중요시된 이유는 붓다 당시

빈비사라왕의 위치 때문이었을 것이다.

초기경전과 여러 佛傳들에서 다루고 있는 ②·④·⑥·⑨·⑫·⑬의

일화는 붓다 출가수행담의 주요 소재로 이른 시기에 정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⑧의 젖은 나무비유와 야쇼다라와 관련된 ⑩과

⑪의 소재는 불전 발달상 가장 늦은 시기에 편입된 것으로 생각

된다. 야쇼다라에 관한 일화를 포함시키고 있는 경전은 중허마하
제경과 석보상절 두 경전뿐이다. 주지하다시피 야쇼다라는 붓
다의 부인이었지만 붓다가 출가한 후 그녀와의 관계는 재가자와

출가자로 분리·단절된 상태라 하겠다. p. 6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석보상절은 야쇼다라 이야기를 포함하는 등 가장 다양한 소재

13) 에띠엔 라모뜨(2006) p. 208.

14) 중허마하제경에는 ‘카필라성을 나와 산과 들 가운데 들어가 오랫동안
고행’했다고 할 뿐 6년 고행설은 말하고 있지 않다. 昔者太子捨輪王位

出迦毘羅城入山野中久茲苦行, 중허마하제경 TD 3, p. 94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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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붓다의 출가 수행담을 구성하고 있다.

Ⅳ. 고행과 고행 포기 선언

1. 고행의 이유와 고행 장소

출가 후 고타마는 바라문들이 행했던 다양한 수행들과 아라다

와 우드라카에게서 선정 수행도 해보았지만 결국 죽음을 초월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그 결과 그는 독자적인 수행을

결심한다. 이 때 시도된 것이 바로 극한의 고행이다. 대부분의 경

전들에서 붓다의 출가와 선정 수행, 고행의 선택은 자신의 해탈을

위한 自利的인 경향이 강하다. 고행을 선택하게 된 고타마의 심경

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이것은 바른 도가 아니요, 바른 지혜가 아니요, 바른 소견이 아니니

위없는 등각에 이르지 못한다.15)

이 법과 행 역시 마지막이 못되며 참된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속히

이를 버리고 따로 밝은 도를 구해야겠다.16)

파승사와 중허마하제경과 같은 입장에 있는 경전들로는 
사분율, 승가나찰소집경, Buddhacarita, Mahāvastu, Nidānakat
hā 등을 들 수 있다.17) 이 경전들에서 고타마가 두 스승을 떠난

15) 此非正道非正智非正見. 非能至於無上等覺. 파승사 TD 24 p. 121b.
16) 此之法行亦未究竟 非真覺路 速須捨彼別求明道. 중허마하제경 TD 3,
p.948b.

17) 사분율 TD 22, p. 780c, 승가나찰소집경 TD 4, p.119c,
Buddhacarita 12장 101송-102송, Mahāvastu, p. 120, Nidānakathā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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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고타마 자신의 출가 목표의 성취에 있었다. 하지만 수행
본기경의 경우에는 고행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일체를 위하여

위없는 바르고 참된 도를 구하고자’하는 모든 존재를 위한 이타적

인 선택이었다.18)

나는 이제 외도를 꺾고 항복시키기 위하여 희유한 일을 나타내어

모든 하늘과 사람들에게 깨끗한 마음을 내게 하겠고, 그 인연을 부정

하는 이들에게 법의 과보를 알게 하겠다. 또한 공덕과 지혜를 나타내

보이고 크고 거룩한 신력을 지니어 모든 선정의 차별되는 형상을 분

석하겠으며, 또 크고 용맹스런 정진의 힘을 나타내 보이겠다.19)

‘크고 용맹스런 정진의 힘’, 즉 ‘고행’을 하게 된 이유는 외도들

의 항복과 인연법이라는 진리의 시설, 고타마 자신의 공덕과 지혜

를 보이고 선정에 대한 제 양상의 분석하는 것으로 깨달음을 이

루겠다는 언급은 없다. 단식 역시 세간의 사문과 바라문들을 항복

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다.20)

이에 더 나아가 고타마의 고행은 중생제도에 있었음을 분명히

한다.

네란자라 강 곁에서 고요히 앉아 생각하되 ‘중생들의 근기를 자세

히 살펴보니 6년은 고행해야 그들을 제도 하겠구나’21)

18) 수행본기경 TD 3, p.469c.
19) 佛告諸比丘. 菩薩爾時復作是念. 我今為欲摧伏外道現希有事

令諸天人生清淨心, 又欲令彼壞因緣者知業果報, 又欲示現功德智慧有大威神

分[打-丁+片]諸定差別之相；又欲示現有大勇猛精進之力. 방광대장엄경
TD 3, p.581a-b.

20) 菩薩爾時修如是等最極苦行. 諸比丘！菩薩復作是念. 世間若沙門婆羅門

以斷食法而為苦者 我今復欲降伏彼故日食一麥(방광대장엄경 TD 3,
p.581b.

21) 即便前進迦闍山苦行林中 是憍陳如等五人所止住處, 即於尼連禪河側

靜坐思惟. 觀眾生根 宜應六年苦行 而以度之. 思惟是已 便修苦行.

과거현재인과경 TD 3, p. 63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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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고타마의 고행결정은 대중교화를 위한 방편적인 선택이

된다. 고행의 이유가 외도와 사문, 바라문의 항복에 있든 중생제

도라고 하든 어느 경우든 고타마의 고행은 자기 자신이 아닌 외

부로 향하고 있다. 고타마의 고행은 의도적, 이타적이며 붓다의

행위는 중생들을 위한 대승행이자 적극적인 선택이 된다.

고행을 결심한 고타마는 적당한 고행 장소를 찾게 된다. 수행을

위한 최적의 장소는 어떤 곳일까. 고타마 붓다의 정각처가 바로

최상의 수행처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象頂山 남쪽에 있는 우루벨라〔鬱鞞羅〕숲의 세나〔斯那〕라는 바

라문 마을로 갔다. 그 땅은 아주 훌륭하여 즐길 만하며 산림은 우거지

고 네란자라〔尼連禪〕강의 맑은 물은 언덕까지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곧 ‘이 땅은 지극히 사랑하고 즐길 만하다. 산림은 우거지

고 네란자라 강 맑은 물은 언덕까지 가득 차 있다. 만일 큰 종족의 아

들로서 공부하고자 한다면 이런 곳이 좋을 것이다. 내게도 공부하기에

적당하다. 이제 여기서 공부하자’라고 생각하였다.22)

사문 고타마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우루벨라 숲은 바라문

들의 거주지로 나무가 우거져 있고, 물이 풍부히 흐르는 강가였

다. 따라서 네란자라 강가는 수행자들에게 더없이 훌륭한 장소라

할 수 있다. 이곳은 부유한 바라문들의 거주지였기 때문에 탁발의

부담이나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나무가 우거져 풍부한 그

늘을 제공함으로써 더위로 인한 혼침 등 선정 수행에 방해가 적

었을 것이다. 또한 네란자라 강으로부터 깨끗한 식수를 얻고 목욕

도 할 수 있어 몸과 마음을 충분히 정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정각 당시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경전들은 모두 네란자라 강둑을

22) 往象頂山南 欝鞞羅梵志村 名曰斯那. 於彼中地至可愛樂 山林欝茂

尼連禪河清流盈岸. 我見彼已 便作是念. 此地至可愛樂 山林欝茂

尼連禪河清流盈岸 若族姓子欲有學者 可於中學 我亦當學 我今寧可於此中學.

중아함경 TD 1. p. 77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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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행처 경전

네란자라 강둑
Buddhacarita, Mahāvastu, 

수행본기경, 과거현재인과경, 
방광대장엄경

 무덤 증일아함경
네란자라 강둑, 

무덤 중허마하제경

네란자라 강둑, 
무덤, 고행림 파승사, 석보상절

정각처로 언급하고 있다. 붓다가 네란자라 강둑에서 깨달음을 얻

었다는 사실은 모두 일치한다. 그러나 고행 장소에 대해서는 다양

하게 언급되고 있다.23) 정각장소와 고행처가 일치하는 경전들과

일치하지 않는 경전들로 나누어지는데, 고행처 별로 경전들을 분

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행처를 우루벨라의 네란자라 강둑으로 상정하고 있는 경전들

로는, Buddhacarita, Mahāvastu, 수행본기경, 과거현재인과경
, 방광대장엄경 등으로 이 경전들에서는 고행과 정각성취가 동
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24) 이 경전들에 있어 우루벨라 네란자

23) 羅摩經 의 경우, 고타마의 고행에 대한 서술이 없고, 다만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성취한 것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마라와의 싸움이나

5비구와의 수행, 길상초와 관련된 이야기 등 여러 전승에서 설화적으로

다루는 이야기들을 배제하여 원시적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

即便持草往詣覺樹 已布下敷尼師檀 結跏趺坐 要不解坐 至得漏盡 我便不解坐

至得漏盡. 我求無病無上安隱涅槃 便得無病無上安隱涅槃.

求無老、無死、無愁憂慼、無穢污無上安隱涅槃

便得無老、無死、無愁憂慼、無穢污無上安隱涅槃. 중아함경 TD 1. p.
777a.

24) Buddhacarita(12장 90송), ahāvastu(p. 123), 수행본기경(TD 3, p.
496c), 과거현재인과경(TD 3, p. 638b), 방광대장엄경(TD 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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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강둑은 깨달음의 장소, 정각처였다는 사실이 더 큰 의미로 다

가왔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고행은 포기된 것일 뿐, 그 이상의

큰 의미가 없다. 또한 이 경전들에 있어 깨달음은 고행의 연장선

상에 존재하게 된다. 고행 기간은 두 스승을 떠나 네란자라 강가

에서 5비구와 함께 수행했던 때에 한정되어 단식과 호흡제어, 극

한 자연환경에서 수행했던 때가 고행기로 6년이라는 수행 기간

내에 극한의 고행기가 포함된다.

하지만 증일아함경에는 고행처가 정각처에서 분리되고 있다.
고행처의 분리는 ‘죽음’을 개입시킴으로써 발생한다. 증일아함경
은 붓다의 고행 장소가 大畏山었던 것으로 하고 있다. 이 산은 이

름 그대로 머리카락이 쭈뼛 설 정도로 두려운 곳으로 시체가 버

려지는 장소다. 고타마는 무덤사이를 오가며 죽은 사람의 옷을 주

워 몸을 덮어가며 고행했다.25) 시체에서 옷을 걷어내 자신의 몸을

덮는 이러한 행위는 수행자가 옷을 얻었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자 죽음의 體化를 상징한다.

무덤에는 두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수행

의 결의와 해탈의 성취이다. 즉 깨달음을 위해 죽음의 각오로 노

력하겠다는 결의와 머지않아 죽음을 초월할 깨달음을 성취 할 것

이라는 암시가 들어있다. 깨달음은 무명에 덮여있는 자아를 초월

하는 것이며, 새로운 자아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윤회사상에 있어

죽음은 현재의 존재 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와 같이 대외산과 가사산은 붓다의 고행처였다는 실제적

인 의의 이외에 현재의 자기 상태를 극복·초월한다는 해탈의 의미

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이유로 무덤은 실제적으로나 상징적으로 고

580b). Nidānakathā의 경우, 고행처를 우루벨라고 지명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세부적으로 네란자라 강둑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The Story of

Gotama Buddha, p. 89.

25) 증일아함경 TD 2, p. 670c. 고행처이자 정각처가 迦闍山 네란자라
강가로 여기서 고행의 숲이다. 여기서 ‘闍’는 ‘火葬한다’는 의미로

가사산이 화장터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현재인과경 TD 3,
p. 63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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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처로서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중허마하제경의 경우는 붓다의 고행이 네란자라 강가와 무덤
두 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하고 있다.26) 고타마는 네란자라 강

가에서 5비구와 함께 호흡제어, 단식 등 일차적인 고행을 한 후

尸陀林으로 이동하여 계속 고행을 이어간다.27) 시타림 역시 시체

를 버리는 곳으로 죽음과 관련된 곳이다. 시타림에서 고타마는 시

체를 베고 누워 죽음과 재생을 사유하고 선정에 들기까지 한다.28)

시체를 베개로 삼아 臥禪을 하고 있다는 것 역시 모든 존재의 必

滅性과 수행의 궁극적 목표가 죽음의 극복임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허마하제경의 경우 고행이 두 장소에서 이루어짐으
로써 고행의 연장과 강조의 양상을 보인다.

파승사에서는 네란자라 강둑과 무덤뿐만 아니라 仙人林을 고
26) 중허마하제경 TD 3, p. 948c; p. 949b.
27) 菩薩即時將此五人 往[言*我]耶仙人聚落 名烏嚕尾螺西曩野禰

側近經行觀眺習靜之處. 尼連河次見一林野 地土平正樹木幽閑

如月清涼呼為聖地. 告五人曰. 善男子！若人於此修諸梵行 未證寂滅不久證得

我今依止求無上道. 即於樹下結跏趺坐 學修禪觀 閉口齧齒 舌拄上齶

收攝心神如手握物 經良久間毛孔出汗 精進不退念定相應 專注一心 引發無漏

而不現行. 復修別觀 跏趺而坐 合口閉目舌拄上齶 屏住氣息令不出入

良久之間氣逼頭頂疼痛至甚 如錐刺腦受斯大苦 心不顛倒亦不散亂 堅固精進

念定現前 專注一心 引發無漏而不現行. 如是息氣漸次運動 從頭頂下至兩耳門

痛楚復增如地獄苦. 菩薩爾時心不顛倒 亦無散亂 策勤猛利 念定現前 一心專注

引發無漏亦未現行. 又復閉息外忘視聽 氣積臟腑脹滿遍身 苦惱至極無以方比

菩薩爾時心不顛倒 亦不散亂 堅進修習 念定現前 專注一心 引發無漏而不現行.

如是修已 又自思念. 我於今後斷絕飲食. 時有天子遙已觀知 告菩薩言.

我此色身毛孔之內 而有天上細妙珍食 堪充供養. 菩薩告曰. 如我所食本非葷辛

食出汝身亦非清淨 若令我食必墮地獄. 天子！但以隨方所有 或米、或豆

聽汝豐儉以作供獻 我即受之. 天子奉教以穀為膳. 菩薩食已 身體羸瘦顏容憔悴

心無苦惱亦無退失 發精進意 念定現前 專注一心 引發無漏亦未現行.

又節所食身轉羸惡 兩目深陷如井現星 菩薩爾時心無苦惱 亦無退失 發精進意

念定現前 專注一心 引發無漏亦不現行. 又於所食減令極少

或一豆、一麻、一米、一麥 如是食已 身力轉乏 若行若步 一起一倒.

중허마하제경 TD 3, pp. 948c-949a.
28) 爾時菩薩往尸陀林中 右脅枕屍累足而臥 思想世間有為生滅 如蟻循環無有窮盡.

思已復坐 入三摩地. 중허마하제경 TD 3, p. 94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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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처로 포함시킴으로써 고행 장소가 세 곳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

다.29) 파승사 고행담은 선인림에서의 고행을 제외하면 중허마
하제경과 매우 유사하다.30)

2. 고행 내용

출가 후 고타마는 당시 인도의 수행자들이 행했던 다양한 수행

을 했고, 한때 극한 고행의 시기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의 佛傳들은 붓다의 고행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고행 내

용에 따라 경전들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단식 수행 : Buddhacarita, 수행본기경, 불본행경, 과거현재인과

경, 석보상절

② 단식 수행, 호흡제어 : Nidānakathā, Mahāvastu, 방광대장엄경,

중허마하제경

③ 仙人林에서의 수행, 단식수행, 호흡제어 : 증일아함경, 파승사

④ 선인림에서의 수행, 단식수행 : 승가나찰소집경

위의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제 불전들은 붓다가 출가 수행자

시절 단식수행을 했었음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 단식은 고대로부

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도에서 가장 흔히 행해지는 수행법이다.

고대 인도의 일부 원시 종족들은 음식 섭취 중 악한 기운이 신체

에 유입될 수 있다고 믿었고, 특정 음식은 특히 위험한 것으로 생

각했다. 단식수행은 고대인도 사람들의 이러한 思考에서 유래한

29) 파승사 TD 24, p. 119a, p. 119c, p. 121b.
30) 菩薩即往耆闍崛山傍仙人林下. 既到彼已. 隨彼仙眾行住坐臥見彼苦行.

常翹一足至一更休. 菩薩亦翹一足至二更方休. 見彼苦行. 五熱炙身至一更休.

菩薩亦五熱炙身至二更方休. 如是苦行皆倍於彼. 仙人見已共相議曰.

此是大持行沙門. 猶此緣故. 名大沙門. 파승사 TD 24, p. 1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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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31)

Buddhacarita는 붓다의 고행에 대해 소략하고 있는데, 붓다가

행했던 단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단식이 윤회를

끝낼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고타마는 ‘멀리 놓여있는 피안

을 갈망하며, 식사로 한 종류의 쌀 낱알, 깨(후추 알갱이),32) 혹은

한가지의 과일을 먹었다.’33) 쌀이나 깨, 과일 등은 고행 중 근처에

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또한 인도에서 곡물과 과일은 청정한

음식(Satvik)으로 간주되어 이것들은 고행자를 위한 음식이라 할

만 하다.

Buddhacarita에서 ‘단식’은 單食으로, 한 가지 음식만 섭취하는

것으로 음식의 양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Buddhacarita

를 제외한 다른 경전들에서 단식은 음식량을 극소로 제한하는 것

이다. 즉 여기에서 단식은 單食이 아닌 短食(節食)을 의미한다.

보살은 娑羅樹 아래 앉아서 일체를 위하여 위없는 바르고 참된 도

를 구하고 있었다. 여러 하늘들이 단 이슬을 바쳤지만 보살은 하나도

받지 않고 스스로 맹세하여 하루에 깨 한 알과 쌀 한 낱을 먹으며 정

신과 기운을 잇고 있었다.34)

태자는 바르고 참된 도를 닦기 위하여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계율을

지키면서 하루에 한 톨의 깨와 한 낟의 쌀을 먹으면서도 만일 구걸하

는 이가 있으면, 역시 보시했다.35)

위의 내용을 통해 고타마에 대한 천신들의 공양시도(수행본기

31) http① 참조

32) kola : n. black pepper, the grain of Piper Chaba. Monier

Williams(1899) p. 313.

33) annakāleṣu caikaikaiḥ sakolatilataṇḍulaiḥ apārapārasaṃsārapāraṃ

prepsur apārayat. Buddhacarita, 12장 96송.

34) 於是菩薩坐娑羅樹下 便為一切志求無上正真之道. 諸天奉甘露 菩薩一不肯受

自誓日食一麻一米 以續精氣. 수행본기경 TD 3, p. 469c.
35) 太子為求正真道故 淨心守戒 日食一麻一米 設有乞者 亦以施之.

과거현재인과경 TD 3, p. 63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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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와 단식 중에도 보시행을 했다는(과거현재인과경)는 등의

단식 과정 중 세부적인 사건의 묘사가 다르지만 단식 방식은 깨

나 쌀 한 톨이라는 短食으로 동일하다. 또한 곡류의 종류는 깨,

쌀, 콩, 보리 등으로 차이가 나지만 그 양은 모두 곡식 알갱이 하

나였고, 과일인 경우 과일하나를 한 끼니 혹은 하루의 식사로 섭

취했다.36) 이와 같이 Buddhacarita를 제외한 모든 경전들은 단식

수행을 음식량의 제한과 관련시키고 있다. Mahāvastu에서 고타마

는 節食에서 음식 섭취를 완전히 중지하는 斷食으로 고행의 강도

를 높였다.37) 게다가 혐오물을 섭취하는 고행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때 보살은 자신이 먹는 깨 한 알, 쌀 한 톨에 대해 스스로 생각했

다. ‘지금 행하는 이 방법은 바른 지혜와 바른 소견이 아니어서 위없는

도를 얻을 수 없다. 나는 마땅히 따로 고행을 닦고 더러운 음식을 먹

어야 한다.’ 보살은 다시 생각하였다. ‘어떤 더러운 음식을 먹을까? 아

직 풀을 먹어보지 않은 갓 태어난 송아지의 똥과 오줌을 먹어야겠다.

그러나 똥과 오줌을 먹더라도 이미 먹은 것이 다 소화되어 없어진 후

에 먹어야겠다.’38)

단식은 이에 적응되면 견딜만하다고 한다. 하지만 막 태어난 송

아지의 태변을 그것도 위를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먹는 일은 실

로 고행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붓다가 행했다고 하는 호흡제어 수행을 살펴보자. 호흡제

어 수행을 언급하고 있는 경전들로는 증일아함경, 파승사, M
ahāvastu, 중허마하제경, 방광대장엄경 등이 있다. 호흡제어

36) 중허마하제경, 방광대장엄경, 파승사, 증일아함경, Mahāvastu
등에 언급되어 있다.

37) sarvaśo anāhāratāyai pratipannasya ayam kāya adhimātram

kŗiśatāprāptaḥ amūṣi. Mahāvastu p. 129.

38) 菩薩爾時所食一麻一米. 乃自念言. 今為此法. 非正智非正見.

不能得於無上之道. 我當別修苦行食諸穢食. 復作是念. 食何穢食.

應取新生犢子未喫草者之所糞尿. 作是念已便取而食. 雖食此物. 仍令食力消盡.

然後復食. 파승사 TD 24, p. 121b, 증일아함경 TD 2, p. 67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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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은 붓다 당시 널리 행해지고 있던 인도의 전통적 수행이라

할 수 있다. Patanjali 八支요가(Ashtanga Yoga)에 따르면 제 四

支에 호흡을 제어하는 수행(Prāṇāyāma)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Prāṇa는 ‘숨(breath)’의 의미고, āyāma는 ‘제어하다 혹은 중

지 한다’는 의미로 ‘生氣의 제어(control of the life force)’의 의미

로도 번역된다. 고타마의 호흡제어 수행에 대해 증일아함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숨이 없는 선정에 들자’고 나는 다시 생각하였다. 나는 곧 숨이 없

는 선정에 들어 드나드는 숨길을 세었다. 나는 드나드는 숨길을 세다

가 어떤 기운이 귀에서 나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람소리와 우

레 소리와 같았다. ‘나는 입과 귀를 막아 숨이 나오지 못하게 하자’고

다시 생각했다. 숨이 나오지 않았다. 그 때 나는 안의 기운이 손과 다

리로 나와 귀. 코. 혀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그때 내 안의 소리는 우

레 소리처럼 울렸다. 그 때 내 의식은 온 몸을 따라 도는 것과 같았다.

‘다시 숨이 없는 선정에 들자’고 나는 다시 생각했다. 나는 곧 모든 구

멍의 숨길을 막았다. 모든 숨길을 막자 곧 머리와 이마가 아팠다. 마

치 어떤 사람이 송곳으로 머리를 쑤시는 것처럼 머리의 아픔은 그와

같이 심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의식이 있었다. ‘다시 선정에 들어 숨

길을 드나들지 못하게 하자’고 다시 생각했다. 그 때 모든 숨은 다 배

속에 모였다. 그 때 내 숨의 움직임은 지극히 미세했다. 그러나 마치

백정이 칼로 소를 죽이는 것처럼 그 때의 내 고통은 심했다. 또 건장

한 두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맞붙들고 불 위에 구우면 그 고통이 지독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그 때의 내 고통도 그와 같아 이루 말 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의식이 있었다.39)

39) 我復作是念. 今可入無息禪中. 便入無息禪中 數出入息 我今以數出入息

覺知有氣從耳中出 是時風聲如似雷鳴. 爾時 復作是念. 我今閉口塞耳

使息不出. 息以不出 是時內氣便從手腳中出 正使氣不得從耳、鼻、口出

爾時內聲如似雷吼 我爾時亦復如是. 是時神識猶隨身迴. 是時 復作是念.

我宜更入無息禪中. 是時 盡塞諸孔之息. 我以塞諸出入息 是時便患頭額痛

如似有人以鑽鑽頭 我亦如是極苦頭痛. 爾時 我故有神識 爾時我復作是念.

我今更可坐禪 息氣不得出入. 爾時 我便塞出入息 是時諸息盡集腹中. 爾時

息轉時極為少類 猶如屠牛之家 以刀殺牛, 我亦如是 極患苦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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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은 생명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호흡의 중지는 죽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호흡을 중지하는 수행은 고통도 그만큼 극단적일 것

이다. 단식수행을 해 본 후 고타마는 더 힘든 고행을 하기로 했던

것 같다. 호흡이 없는 선정을 결심한 고타마는 이 선정 속에서 숨

을 셌고, 귀와 입, 코 등의 모든 숨길을 막자 그 고통은 송곳으로

머리를 쑤시는 두통에서 부터 백정에 의해 살해될 때 소가 느낄

날카로운 고통, 불 위에서 산 채로 구워지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

다. 호흡중지 수행으로 인한 고통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

가장 큰 것인 듯하다. 고타마의 고행은 이처럼 지독한 것이었다.

제 경전에서 서술되고 있는 호흡제어 수행담은 마치 동일한 원

천에 토대를 둔 것처럼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즉 호흡 조절,

호흡 중지, 그에 따른 고통의 묘사 등의 순서로 일관되게 구성되

고 있다.

하지만 수행을 한 후의 상태에 대해서는 각기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 Mahāvastu는 호흡제어와 그로인한 신체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다.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증일아함경의 경우는 극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있었다고 하여 붓다의 정진력을 강조

하고 있는 반면, 파승사는 극단의 호흡 제어 수행을 했지만 선
정에 들 수 없었다고 하여 고행의 무익성을 말한다.40) 중허마하
제경은 호흡제어 수행 결과 선정이 나타났다고 하고,41) 방광대
장엄경에서는 四禪에 든 것으로 하여 두 경전은 붓다의 선정력

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행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42) 파승사의
경우 고행 후 고행 포기로 이어지는 입장에 대한 논리적 표현이

亦如兩健人共執一劣人於火上炙 極患疼痛不可堪忍, 我亦如是

此苦疼痛不可具陳. 爾時 我猶有神識存. 증일아함경 TD 2, p. 671a.
40) 菩薩受如是苦受. 乃至不能獲於正定. 파승사 TD 24, p. 120b.
41) 堅進修習念定現前. 專注一心引發無漏而不現行. 중허마하제경 TD 3, p.
948c.

42) 我今住彼不動三昧 身口意業皆得正受 入第四禪遠離喜樂 遣於分別無有飄動

猶如虛空遍於一切無能變異 此定名為阿娑婆那. 방광대장엄경 TD 3, p.
58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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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고, 중허마하제경과 방광대장엄경은 초인간적 붓
다관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3. 고행 포기 선언

붓다 당시 알려졌던 다양한 수행과 극단의 고행을 통해서도 출

가 목적인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고타마는 마침내 고행을 포기하

기에 이른다. 고행 포기 선언은 불교도가 올바르지 않은 수행법을

언급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43) ‘나는 6년 동안 이렇게 고행하였다.

그러나 그 거룩한 법은 얻지 못했다.’44) ‘내가 받은 괴로움은 누구

보다 많지만 이것은 바른 도가 아니요, 바른 지혜가 아니요, 바른

소견이 아니니 위없는 등각에 이르지 못한다.’45) 고행을 경험해

본 결과 고행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자신의

경험을 통한 고행의 무익성을 말하고 있다. 고행을 닦으며 몸과

마음을 괴롭혀 고통 받는 사람은 다만 스스로 괴롭히는 것으로

도무지 이익이 없는 줄 알아야 한다.46) 극한 고행은 깨달음에 이

르게 하는 바른 수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붓다의 고행의

포기는 경험과 이성적 사유라는 실제적 탐구에 의해 이루어졌

다.47) 중허마하제경에서는 깨달음은 고행에 있지 않으며, 正見

의 우위성은 젖은 땔나무의 비유를 통해 확장되고, 마음에 집착의

有無가 출가 여부에 우선된다는 사유로 발전되고 있다.

43) Thomas(1992) p. 80.

44) 我六年之中作此苦行 不得上尊之法. 증일아함경 TD 2, p. 671b.
45) 我所受苦無人超過. 此非正道非正智非正見. 非能至於無上等覺. 파승사 TD
24, p. 121b.

46) 過現未來所有沙門、若婆羅門 修苦行時 逼迫身心受痛惱者

應知是等但自苦己都無利益. 방광대장엄경 TD 3, p. 583a.
47) Thomas(1992)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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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고생하며 얼굴빛이 변하여졌지만 얻는 바가 없구나. 바른 깨

달음을 구하자면 어찌 적게 먹는데 있겠느냐. 바른 소견이 서로 응하

고 가짐과 버림을 잊을 수 있어야 이것이 바른 보리요. 참된 마지막이

리라. 마치 축축한 땔나무가 비록 물에 불었다하더라도 타는 불을 만

나면 반드시 왕성한 불꽃이 생기는 것과 같고, 또 바라문이 집에서 비

록 욕심을 행하더라도 마음에 집착이 없으면 역시 해탈할 수 있는 것

처럼, 나도 만약 바른 법에 의지하고 마음에 집착한 바가 없으면 반드

시 보리를 증득하리라.48)

깨달음은 고행이라는 외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正見과 집

착의 유무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허마하제경은 깨달음
의 선제 조건으로서 출가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고행의 무용론을

재가 성불론으로까지 확장, 발전시키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전승들은 모두 고타마가 깨달음의 길을 모색하

고 있었고, 고행 포기는 그 자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다음

의 경우는 고행 포기가 고타마 자신이 아닌 天神에 의해 간접적으

로 이루어진다.

제석이 생각하기를 ‘보살께서 나무아래 계신지 6년이 다 차고 형체

가 파리해지셨으므로 이제 세간 사람에게 전륜왕의 음식을 바치게 하

여 6년 동안의 굶주림을 돕도록 하여야겠다.’49)

6년간의 고행을 중단하고 음식을 공양하게 된 것은 고타마 자

신이 아닌 帝釋天의 뜻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고타마의 고행중단

은 제석천의 붓다에 대한 공경과 공양의 의미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붓다의 고행 포기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식한 결

48) 我於此方如是勤苦 容色變異終無所獲. 若求正覺 何在節食？正見相應

取捨能忘 是正菩提 是真究竟. 譬如濕柴體雖滋潤 若遇火然必生熾焰.

又如婆羅門家雖行欲心無所著 亦得解脫, 我今亦爾 若依正法行無所著

必證菩提. 중허마하제경 TD 3, p. 949a.
49) 天帝釋意念言. 菩薩坐樹下 六年已滿 形體羸瘦 今當使世間人 奉轉輪王食

補六年之飢虛. 수행본기경 TD 3, p. 46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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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보인다. 고행 포기에 대한 비난은 붓다와 함께 고행했던 다

섯 수행자들의 행동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수행본기경은 붓다
가 고행 포기를 하게 되었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로 제석천을 등

장시킴으로써 고행 포기는 신비화되고 있다. 여기에서 제석천의

행위는 붓다 생애의 중요 사건들에 등장하는 바라문교의 주요 천

신들의 역할에 다름 아니다.

과거현재인과경에서는 중생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행을

포기한다. ‘이 파리한 몸으로 도를 얻는다면, 외도들은 굶주림이

바로 열반의 원인이라 말할 것이므로, 뼈마디마디 那羅延의 힘이

있더라도 도를 얻지 않으리라. 음식을 공양한 후에 도를 이루어야

하겠다.’50) 여기서 붓다의 고행중지는 고행 포기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염려이고 이타적인 것으로 요익중생의 행이라 할 수 있다. 
과거현재인과경의 고행 포기 이유는 석보상절과 동일하다.

Ⅴ. 석보상절의 고행담

석보상절 붓다 수행담을 살펴보면 구성방식과 고행 내용에

있어 석보상절만의 독특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붓다
의 수행 기간이 12년이었다는 입장은 6년 고행설을 주장하는 다

른 불전들과 차별화된 석보상절만의 독자적인 것이라 판단된다.
먼저 석보상절의 출가 수행담 내용 구성을 살펴보자. p. 6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불전들은 붓다의 출가 수행담의

내에 빈비사라왕과의 만남을 주요 일화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B

uddhacarita의 경우는 10장(전체 41송)과 11장(전체 73송)에 걸쳐

50) 今我若復以此羸身 而取道者 彼諸外道 當言自餓是般涅槃因,

我今雖復節節有那羅延力 亦不以此而取道果 我當受食然後成道.

과거현재인과경 TD 3, p. 63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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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왕과의 만남을 상술하고 있다. 하지만 석보상절은 이 일화를
제외시키고 있고, 그 대신 야쇼다라의 출산과 관련된 설화와 전생

담을 포함시켜 윤리적인 면모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석보상
절의 구성방식은 중국 찬술 불전이자 석보상절의 주요 저경이
라 할 수 있는 석가보와도 다른 석보상절만의 독자적인 구성
방식이다.51)

빈비사라왕은 붓다 당시 가장 강대했던 두 왕국 중 하나인 마

가다국의 왕이다. 그는 또한 붓다에게 귀의한 최초의 왕으로 죽림

정사를 지어 기증하는 등 붓다승가에 유력한 후원자였다. 반면에

야쇼다라는 붓다의 부인으로 외아들 라훌라를 출산한 장본인이다.

전자는 불교 승단과 관련하여 중요하며 후자는 혈족과 관련하여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붓다가 출가하기 직전 붓다의 신력으로 임신하게 된 야수[야쇼

다라]는 임신 6년 만에 라훌라[羅雲]를 출산한다.52)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은 전생담에 의하면 야수의 전생 惡業에서 기인한

것이다.

야수는 전생에 어머님과 같이 길을 가시다가, 길이 멀어 가쁘시므

로 뒤보기를 핑계 삼아 제 짐을 어머님께 맡기시고 일부러 떨어져 여

섯 리(里)를 가시니, 그 인연으로 육년을 배고서도 낳지 못하였더라.53)

51) 석보상절은 釋迦譜(第4)와 釋迦氏譜(出家尋敎迹 同邪苦行相),

雜寶藏經(卷10, 羅目侯羅因緣 第107), 佛本行集經(卷55, 羅目侯羅因緣品

上)등을 저본으로 채택하여 고행담을 구성하고 있다. 김기종(2010) p. 51.

석가보는 因果經과 瑞應本起을 저본으로 하여 출가수행담을
전개한다. 인과경에서는 발가선인의 고행림에서 삭발 → 태자찾기 →
頻婆娑羅王과의 만남까지의 내용을 채택하고, 서응본기에서는
甁沙王(頻婆娑羅王)과의 만남 → 阿羅羅 선인(阿藍迦蘭)과 迦蘭과의 논의

문답 → 가사산 고행림에서 고행 → 고행 포기의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하고 있다. 석가씨보는 迦蘭仙(迦蘭)과 논의 → 가사산 고행림에서
고행(왕궁에서 재물 보냄)이라는 두 가지 사건만으로 축소·요약하여

출가 고행담을 구성하고 있다.

52) 석보상절 권3, p. 22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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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수의 현생 고난은 어느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전생 모친과 관련된 업이다. 6년 동안 태어

나지 못한 채, 태중에 머물러야만 했던 나운 역시 그 자신 전생의

큰 과오 때문에 큰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나운(羅雲)이 전생에 한 나라의 왕이 되었더니, 한 도사(道士)가 조

그마한 죄를 지어서 그 왕이 동산에 들여다가 잠간 가두어라 하고서

는 잊고 엿새를 두었더니, 그 인연으로 여섯 해를 배 속에서 나오지

못했다.54)

두 전생담을 모두 불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경전으로는 석보상
절이외에 파승사가 있다. 파승사는 이 전생담들뿐만 아니라
빈비사라왕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상술하고 있다. 석보상절과 
파승사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나운의 전생담에서는 ‘조그만 죄’를
‘瞋心’으로, ‘도사’를 ‘선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과 야수의 전생

담에서는 ‘짐’을 ‘酪’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석보상절에서
도사를 가둔 장소가 ‘동산’으로 구체화 된 것 등 세부적인 묘사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55)

비록 실수였지만 라훌라가 6일간 수행자를 잘못 대우했던 일과

야쇼다라의 거짓으로 모친에게 짐을 맡기고 6km를 편하게 갔던

불효는 6년간의 천형에 가까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 수행자(道士)

에 대한 공경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 두 전생담

은 조선이라는 석보상절 찬술당시의 시대상과 관련하여 특별한
함의를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석보상절에서 채택한 고행 내용 역시 당시 일반대중의 이해
와 붓다관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붓다는 고행으로 단식을

했다. 하루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삼씨나 쌀알을 한 개를 먹었다.

53) 석보상절 권3, p. 37ㄴ.
54) 석보상절 권3, pp. 37ㄱ-37ㄴ.
55) 파승사 TD 24, p.16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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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고 천둥이 칠 때에도, 한여름의 더위와 한겨울의 추위 속

에서도 미동도 없이 까치가 머리위에 새끼를 칠 정도로 앉아 수

행에 몰두 했다.56) 붓다의 단식은 斷食에 가까운 絶食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단식이외에 석보상절은 증일아함경이나 파승사처
럼 갓 태어난 송아지의 배설물 등 혐오물 섭취나 송곳으로 찌르

는 두통과 뜨거운 숯불 위에서 산 채로 구워지는 듯한 지독한 고

통을 동반하는 호흡 중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더러운 음식을

먹고 있는 붓다, 혹은 고통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붓다의 모습을

조선민중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호흡

제어, 혐오물의 섭취 수행 등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

다. 석보상절에서 고행하는 고타마는 깨달음만을 향해 一念으로
존재했던 치열한 수행자이다.

단식 중 고타마가 섭취했던 곡물에 대해서는 수행본기경, 과
거현재인과경, 석가보와 석가씨보는 모두 한 톨의 깨나 쌀알
이었다는 것과 달리 석보상절은 삼씨와 쌀알이었던 것으로 하
고 있다. 다른 경전들과 다르게 석보상절만이 ‘깨’ 대신 ‘삼씨’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삼씨에는 심신의 피로와 쇠약함을 補하

는 효과가 있어 건강식품으로 활용된다.57) 석보상절의 편자는

극단적인 고행으로 쇠약해진 붓다의 몸에는 藥理的 효능을 지닌

삼씨가 깨보다 적절한 곡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삼씨에

대한 특별한 의미부여는 불상조성 腹藏儀式에서도 드러난다. 즉

삼씨는 복장의식에서 보배 병에 들어가는 五穀 중 하나로 우주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신성시된다.58)

석보상절의 편자는 고행 후 서술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익숙
한 장엄하고 위의가 넘치는 붓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다. 6년

동안의 고행 후 붓다의 모습은 살이 좀 빠졌을 뿐 붓다에게서는

‘금빛’이 훨씬 찬란하게 빛났다59). 이는 대다수의 불전들이 고행 6

56) 석보상절 권3, pp. 38ㄱ-39ㄱ.
57) http② 참조.

58) 조상경(2006)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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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후 붓다의 모습을 처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입

장이다. 고행 후 붓다 모습을 身光의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는 경

전들로는 석보상절 외에 Buddhacarita와 Nidānakathā 등이 있
다. 석보상절의 고행 후 붓다의 모습 묘사는 Buddhacarita에 가
깝다. ‘쇠약했고, 지방과 살은 말할 것도 없이 피도 없어, 다만 가

죽과 뼈뿐이었지만 고타마는 측정할 수 없는 깊이로 빛났다.’60)

하지만 석보상절의 고타마는 Buddhacarita와는 달리 고행으로

인한 신체적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고, 오히려 정신적 수행력은

더욱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Nidānakathā도 신광에 대해 언급

하고 있지만, 석보상절과 Buddhacarita와는 상반된 묘사를 하

고 있다.61) 석보상절의 이러한 묘사는 ‘붓다는 이미 깨달은 존
재이나 중생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단지 세간의 법을 따라

삶을 살아가신 상주불멸의 존재’라는 석보상절의 입장을 드러내
고 있다고 생각된다.62) 고행을 포기한 후 음식을 다시 먹게 된 이

유에 대해서도 석보상절은 대부분의 경전에서 언급되고 있는

‘고행결과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대목은 제외시키

고 있다.

석보상절의 독자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붓다의 출가 수
행 기간에 대해 살펴보자. p. 6 도표에서 6년 고행에 대해 언급하

고 있는 c, d, e, f, g, h, I, j, k, l 경전들은 고타마의 출가 이후 정

각에 이르기까지의 전 수행 기간을 6년으로 하고 있다.63)

고행 기간을 출가 수행에서 어느 기간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

59) 석보상절 권3, pp. 39ㄴ-40ㄱ.
60) tvagasthiśeṣo niḥśeṣair medaḥpiśitaśoṇitaiḥ kṣiṇo 'py

akṣiīṇagāmbhīryaḥ samudra iva sa vyabhāt. Buddhacarita, 12장 99송.

61) 고행 후 붓다 몸은 금빛이 검은 색으로 변했고 32상이 사라졌다.

Jayawickrama(2000) p. 89.

62) 석보상절 권23, p. 44ㄱ.
63) Buddhacarita, 12장 95송, 사분율 TD 22, p. 781a, 수행본기경 TD 3,
p. 469c, 증일아함경 TD 2, p. 671b, 과거현재인과경 TD 3, p. 639a,
방광대장엄경 TD 3, p. 58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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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6년 고행설’이라고 널리 알려진 용어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

한 가지 방식은 고행 기간을 출가 ～ 수자타 공양으로 대변되는

고행 포기까지, 즉 출가 수행 기간의 전부를 고행기로 보는 것이

다. 이는 붓다 29세 출가ㆍ35세 성도설과 부합된다.

이와 다른 방식은 고행기를 붓다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아라다

와 우드라카를 떠난 후인 네란자라 강가의 극심한 고행 시기에

한정 시키는 것이다. 앞의 경우는 출가 자체를 고행으로 보는 입

장이다. 후자의 경우는 바라문들의 각종 기행이나 두 스승에게서

배운 선정 수행은 제외시키고 정각 직전에 행해졌던 혹독했던 수

행만을 고행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뒤의 견해를 따르는 경우 불전

전개상 대부분의 경전에서는 바라문들의 극단적 기행은 고행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바라문들의 이러한 수행 내용은 대

부분의 경우 붓다의 출가 직후, 혹은 두 스승에게서의 수행 이전

의 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붓다가 바라문들의 극한의

수행도 경험했었다는 입장을 지닌 불전의 경우에는 바라문들의

극한 기행을 네란자가 강가에서의 고행 일화 사이에 포함시키기

도 한다.64) 후자의 경우 문제점은 출가 6년 후 성도설과 맞지 않

다는데 있다. 석보상절은 이 문제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해결하
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석보상절은 출가수행담을 선정 수행과 고행 수행으로 나
누어 각각 6년씩 이루어졌던 것으로 하고 있다. 두 선정 수행자에

게서의 수행이 각각 3년이었고, 고행을 중단하고 목욕했던 나이가

30세였다고 하여 수행 기간과 당시 붓다의 나이를 명시하여 수행

기간과 수행 시기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65) 따라서 우리가 일반

적으로 말하는 6년 고행설은 석보상절에 가장 부합하는 용어라

64) 방광대장엄경 TD 3, p. 580c.
65) 태자가 彌樓山 阿藍迦蘭이라는 선인 있는 곳에 가셔서 不用處定을 삼년

익히시고 또 鬱頭藍弗이라 하는 선인 있는 데 가셔서 非非想處定을 삼년

익히시고 여기시되, “선인의 일이 큰 結이야 없거니와 생사를 면할

도리가 아니로다.” 하시고 버리고 가셨다. 석보상절 권3, pp.35ㄴ-46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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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붓다 6년 고행설은 고행 기간과

고행 내용으로 판단할 때, 석보상절에서는 6년 고행설로 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나머지 대부분 불전들의 경우는 출가 수행 6년

안에 바라문의 기행과 선정 수행, 붓다의 독자적인 고행이 포함되

어 있어 6년 고행설이 아닌 6년 수행설이라 부르는 것이 보다 정

확하다 하겠다. 이러한 차별화된 석보상절의 6년 고행, 12년 출
가 수행설은 붓다전기의 한국적 불전으로의 발전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붓다의 출가 수행담인 6년 고행담은 붓다의 正覺 前 6년간 수행

의 노정과 관련된 일화이다. 고행 포기 설화는 붓다 당시 극단적

바라문 수행법을 파기하고 불교 수행의 길을 열었다는데 큰 의의

를 지닌다. 6년 고행담은 佛傳 발달에 따라 다양한 전개양상을 보

이고 있다.

대략 13 종(이역본 제외)의 경전들에서 6년 고행담이 다루어지

고 있다. 그 내용은 ①최초도착지 ②삭발, 의복교환 ③바라문 수

행자들 ④빈비사라왕과 만남 ⑤태자 찾기 ⑥두 스승 ⑦궁중에서

양식 보냄 ⑧젖은 나무 비유 ⑨고행담 ⑩야쇼다라 임신, 출산 ⑪

야쇼다라 전생담 ⑫6년 고행 ⑬염부수 아래 선정 회상과 고행 포

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⑥⑨⑫⑬ 항목은 붓다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대부분의 경전들이 채택하고 있다.

②·④·⑥·⑨·⑫·⑬의 일화는 주요 소재로 이른 시기에 정착된 것

으로 판단된다. 석보상절은 이것들 중 11가지 소재를 포함시켜
가장 다양한 출가 수행담을 구성하고 있다.

붓다가 6년 고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불전들은 自利行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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利他行으로 설명한다. 자리적인 목적에서 고행을 선택했다고 설명

하는 경전들로는 파승사와 중허마하제, 사분율, 승가나찰
소집경, Buddhacarita, Mahāvastu, Nidānakathā 등을 들 수 있

다. 반면에 방광대장엄경, 과거현재인과경은 고행결정이 대중
교화를 위한 방편적인 선택이라 주장한다. 대승불교의 발달에 따

라 초기의 자리적인 입장에서 이타적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고행 장소로 언급되는 곳은 네란자라 강둑, 무덤, 고행림 등인

데, 다수의 경전들이 네란자라 강둑을 고행처이자 정각처로 언급

한다. 이러한 입장의 경전들로는 Buddhacarita, Mahāvastu, 수행
본기경, 과거현재인과경, 방광대장엄경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고행의 연장선상에 깨달음이 놓이게 된다. 증일아함경은
‘죽음’을 개입시키는 방식으로 고행처를 정각처에서 분리하고 있

다. 중허마하제경에서는 무덤과 네란자라 강둑 두 장소를 모두
고행 장소로 언급하고 있으며, 파승사에서는 仙人林도 고행처에
포함시킴으로써 고행 장소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이 고행 장소에 관한 사유는 일치, 분리, 확대·포섭이라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행 내용에 대해서는 경전들에 따라 단식, 호흡제어, 바라문의

기행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언급하고 있다. 모든 불전에서 언급하

고 있는 고행법은 단식수행으로 당시 가장 일반적으로 인식되던

고행법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식 방법과 단식 중 섭취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된다. 단식 중 섭취했던 것은 대개의

경우 곡물이며, 예외적으로 과일 혹은 혐오물(증일아함경)이 포
함되기도 한다. 단식 방식 또한 음식 종류만 제한하는 單式(Budd

hacarita)과 음식량을 제한하는 單食(수행본기경, 과거현재인과
경, 중허마하제경등 다수), 음식 섭취를 중단하는 斷食(Mahāva
stu) 등 다양하다.

그러나 호흡제어는 마치 동일한 원천에 토대를 둔 것처럼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수행을 한 후의 상태에 대해서는

신체의 고통을 묘사하거나 붓다의 정진력을 강조하는 등 경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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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양하다. 석보상절은 고행방식에서 혐오물 섭취나 호흡제
어 수행은 제외함으로써 붓다 고행을 축소시킨 결과를 갖게 되었

다. 이는 붓다 위의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석보상절
에서 붓다는 극한 고행을 했음에도 고행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

는 정진력과 신력 있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고행 포기 선언에서도 다양한 전개가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에

고행은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는 고행의 무익성을 말하고 있지만,

집착의 有無가 출가 여부에 우선된다는 사유로 발전되어 재가 성

불론으로까지 확장되기도 한다(중허마하제경). 경전에 따라서는
고행 포기가 天神에 의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고행 포기

를 신비화하는 전략을 나타내기도 하고(수행본기경), 붓다의 중
생에 대한 자비심이라는 입장에서 서술되기도 한다(과거현재인
과경).

석보상절은 붓다 출가 수행담의 내용 구성과 고행 기간 상정
에 있어 석보상절만의 독창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즉 석보
상절은 출가 수행담에 빈비사라왕과의 만남을 제외시키고, 야쇼
다라 출산과 관련된 신비담과 전생일화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이다. 빈비사라왕의 역사적으로나 붓다 승단에 있어서 위치를 생

각해 보면 이러한 수행담 구성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석보상절은 보다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佛傳으로 재탄생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석보상절의 두드러진 독창성은 ‘6년 고행설’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석보상절에서 고타마는 출가 후 먼저 두 선정

수행자에게서 6년간 수행을 하고, 그 후 6년간 독자적인 고행을

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제 불전에서 말하고 있는 6년 고행

설이 석보상절에서는 12년 수행설로 확대·변화되고 있다.66) 석
보상절의 이러한 편찬방식은 역사적 존재로서의 고타마 붓다의

생애를 보다 체계화시켜 전달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66) 석보상절 권3, p. 41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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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Development Aspects of the

Buddha's Ascetic Practices and Those of

Seokbosangjeol

Kim, Yumi

Dongguk University

The story of asceticism renunciation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Buddha abandoned Brahmanism's ascetic

practices and opened the way of Buddhist practices.

Six-year asceticism story of Buddha dealt with in the

Buddha's biographies was described differently in the con-

tents of asceticism, the place of asceticism, the period of

asceticism and the reason of asceticism. \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Buddha's biography

there appeared the variety of the contents, symbolic evolve-

ment of ascetic place, the change of the reasons of asceti-

cism from Gautama to human beings. Buddha Himself was

changed from śramaṇa Gautama to the avatar of sympathy.

It can be understood that all these changes seem the proce-

dure of the story's development as well as the transition of

Buddhology and ascetic practices.

The term of well-known 'six-year asceticism' is fit

only for the Korean Buddha biography, Seokbosangjeol. But

instead of 'six-year asceticism', the term of 'six-year prac-

tices' is thought to be more appropriate to the most

Buddha's biograph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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