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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인도 ‘초기 석굴사원’으로서의 학계에 중시되고 있는 나식
(Nāsik) 석굴사원에 관한 시론적 탐색으로 그 창건 시기 및 조영 양식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미술사적 의의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인도에는 약 1,200개의 석굴사원이 있는데, 그중 불교 석굴이 75%를
차지한다. 서인도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것은 기원전 3세기 아쇼카 왕 때
의 일이다. 그 이후 서인도 중부 데칸 지역은 고대 무역로로서 중요한 역
할을 했으며, 다양한 사회계층의 후원으로 수천 개의 승원과 탑원이 건립
되었다. 그 가운데 유명한 나식 석굴사원은 모두 23개(혹은 24개) 그룹으
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불교 석굴로, 개착시기에 따라 기원전･후 1세기경의
‘전기 석굴’과 기원후 7세기경에 걸쳐 조영된 ‘후기 석굴’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 기간 동안 상좌부(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大乘佛敎)로의 변화가
있었다. 즉 이것은 테라바다 불교 에서 대승불교 건축양식으로의 변천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주요한 발자취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석굴사원의 모습은 초대형 석굴과 간소하고 규모가 작
은 석굴 그리고 사원 내에 뒤늦게 세워진 미완성 석굴들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후기에 이르면 나식 18굴 차이티야(Caitya)에 한정되었던 예배 대상
이 불상으로 대체되어 승려들의 주처로 사용된 비하라(Vihāra)에도 표현
되었다. 이는 비하라의 용도가 더 이상 승려들이 거주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역할을 겸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전기 석굴에
비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나식 석굴사원에는 건축 양식 및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헌납 명문, 조영
기록 등이 풍부하게 남아있어 당대의 사회사·경제사·정치사·미술사·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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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을 검증해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Ajanta, Ellora, Bhaja, Aurangābād, Bedsa, Pitalkhora, Karli,
Junnār, Kanherī 등 서인도 석굴사원의 시원 형식을 살필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인도의 종교문화와 건축문화들은 역사적 변
화 발전과정 속에서 이질문화간의 상호 혼합과 결합의 영향을 받아 다양성
을 가지고 발전하였으며 그러면서 거기에는 인도 특유의 통일성을 유지하
고 있음이 큰 특징이라 하겠다.

Ⅰ.

머리말

고타마 싯다르타1)에 의해서 기원전 5세기경 창시된 불교는 자
이나교와 같이 개인적인 삶의 방법을 되묻는 종교라고 할 수 있
다. 석가 생전에도 어느 정도 교단이 조직되어 있었던 불교는 석
가 입멸 후 교단이 본격적으로 조직되어 포교활동도 함께 발전하
였다. 기원 전후에 인도·스리랑카 등지로 전파된 불교는 동남아시
아와 서역을 거쳐 중국과 한국 등을 비롯한 동아시아로 교권이 확
대되면서 종교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불교 성립과 함께 시작된 불교미술은 초기에 불상을 대신하여
불족(佛足)이나 법륜(法輪), 보리수(菩提樹) 등의 상징적 대상물을
예배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점차 체계를 갖추어 감에 따라 불탑
과 불상이 불교 신앙의 중심이자 당탑 가람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
게 되었다. 불교미술은 기원전 2세기경 인도에서부터 시작되어 중
1) 명칭 싯다르타: 출가 전 이름 붓다: Buddha의 한자 음역(부처, 佛, 佛陀), 깨친
사람의 보통명사에서 석가모니(석가족 성인) 지칭, 불교, 고유명사로 변환,
中村元(2005)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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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불교가
전파가 된 지역에서 각 민족 고유의 역사와 사상에 알맞은 독특한
신앙과 문화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Pandavleni, Pandulena 혹은 Pandava의 석굴로 유명한 나식
(Nāsik) 석굴은 서인도 데칸고원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마하라

슈트라(Maharashtra) 주(州) 지역에서 기원전 1세기부터 조성된
나식 석굴사원은 대부분 불교석굴로 구성되어있다. 데칸(Deccan)
지역에서는 수많은 석굴사원이 조성되었는데, 특히 데칸 지역 서
쪽 산록에 집중적으로 석굴사원이 개창되었다. 현존하는 1,200여
개의 인도 석굴 가운데 불교 석굴은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바위산을 인공적으로 깎아서 조성하였다.2) 내부에 불탑이
나 가람 등을 배치하여 항구적인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 석굴사원들은 현재까지도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나식 석굴사원은 개착 시기에 따라 기원전 1세기경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의 전기 석굴과 기원후 7세기경에 걸쳐 총 23개(혹은 24

개) 그룹이 조영된 후기 석굴로 구분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인도
석굴 조영의 기술적 측면이나 석실 구축 전통에 관한 건축학적 연
구도 적지 않았다.3) 인도의 석굴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괄목할
2) 인도 불교석굴은 주로 중부 데칸고원에 지질학상, 축적형 층상형
현무암(basalt)의 산 중턱 절벽에 일렬로 조성되어있다. 문명대(1997) p. 80;
미야지 아키라(2006) pp. 92-105.
3) 인도 데칸 지역 석굴 건축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Brown(1941/1971)은 초기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전반적인 인도미술과 건축,
석굴 양식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밖에 Akira(1998); Burgess(1964); Burges &
Indraju(1976); Das(1969); Dehejia(1969); Gokhale(1976); Hazra(1984);
Jha(1977); Jouveau-Dubreuil(1991); Lamotte(1988); Lüders(1973);
Mangvungh(1996); Nagaraju(1980); Ray(1986); Sharma(1995); Smith(1972);
Tripathi(1942)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의 연구는 인도 불교건축, 조각, 벽화,
탑까지 총망라하는 건축 유형과 형식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다. 그리고 20세기
초 야나기 무네요시(柳宗悅)를 시작으로 인도를 언급하고 있으며, 근래의
학자인 미야지 아키라(2006), 마츠바라 사브로의 동양미술사(2009)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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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성과를 이뤘고, 우리 학계의 연구들은 오늘날 인도 불교미술
에 대해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나식 석굴사원에 대
한 연구는 석굴 인식에 대한 논의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
로 전해진 불교미술이라는 점에서의 접근에서 이루어 졌다. 그러
나 아직까지 ‘나식 석굴사원’에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나식 석굴사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불
교 석굴을 위주로 그동안의 조사 및 발굴 기록, 현지조사를 토대
로 나식 석굴 불교사원에 조상(造像)이 봉안되었던 장소와 양태(樣
態)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리와 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4) 먼저 나

식 석굴은 언제부터 조영이 되었으며, 나식 석굴사원이라는 위상
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나
식 석굴사원에 조성된 차이티야 석굴과 비하라 석굴을 대상으로
전기굴과 후기굴로 나눈 뒤 건축, 조각 등의 전체적인 현황과 특
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동시기에 조성된 다른 작례와의 비교
를 통해 나식 석굴사원의 성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의해서 인도 미술과 건축의 전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의 인도
건축에 대한 저서와 논문은 이주형 김리나(2001); 윤장섭(2002); 이주형(2007);
이희봉(2012/2007); 조명림(2010); 김준오 천득염(2012); 문명대(2015/2016)
등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인도를 포함하여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인도의
미술, 건축, 역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되었다.
4) 사)한국미술사 연구소에서는 2011년 1월 3일～11일 9일간 인도 석굴
학술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2차 조사는 동국대 미술학과 대학원 팀에서
2015년 11월 14일～22일 9일간에 걸쳐 인도의 여러 佛蹟을 조사하는 가운데
인도의 古典的 原形이라 할 나식 석굴사원에 대한 답사 내용을 바탕으로
미약하나마 언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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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나식 석굴사원의 창건

기원전 1세기 중엽 경 사타바하나(Satavahana)는 남인도의 안
드라(Andhra) 전역을 지배하였다. 수도는 현재 고다바리(Godavari)의 위쪽에 있는 파이탄(Paithan)인 프라티스타나(Prati sthana)

였다.5) 얼마 후 샤카족(Sakas)이 서쪽으로부터 그들의 영토를 침
범했고 이 지방들을 정복해 갔다. 웃쟈니에 샤카, 즉 西크사트라
파는 1세기 말 또는 후반기 이후로 알려져 있다. 샤카는 78년에
그곳으로 이주했으며, 안드라 영토의 일부분을 합병하면서 멀리
나식까지 침투했다.6)
나식 근처의 제3굴에는 고타미푸트라가 크샤하라타족, 샤카족,
야바나족, 그리고 파흐라바족을 지배한 결과에 대한 명문이 남아
있다. 그 연대는 대략 106～130년에 해당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드라의 새로운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샤카 왕조였다. 그 왕조는
굽타의 칸드라굽타 Ⅱ의 연대(4세기 말) 하에서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명문에 따르면 카스타나의 손자로 수라스트라, 아반티, 비
디사, 사타바하나의 이전 영토를 점령했고, 두 번째로 사타바하나
군대를 정복한 이후로 왕조는 데칸에 한정되었다.7)
5) 辛島 昇(1992) pp. 51-52.
6) 미야지 아키라(2006) pp. 92-94.
7) 안드라 동전을 연구한 랩슨 교수는 그를 푸르마이의 형이라고 여겼다. 그의
통치가 4년 혹은 7년간 지속되었다는 기록에 따라 그의 통치는 159～163년,
혹은 166년까지 지속된 것이다. 빈센트 스미스 박사는 그의 연대를 대략
170년으로 추정했다. 다음 왕인 슈리 야즈나는 가장 강력한 군주였다. 그의
통치는 29년간 계속되었다. 그는 166～195년까지 왕좌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山本智敎(1954) pp.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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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적으로 나식에서 가장 오래된 굴원은 기원전 1세기 말부터
개착되었으며, 제14굴인 승원에는 칸하(Kanha) 왕 치세 때 나식에
거주하던 대궁(大宮)이 이 굴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8) 그
러나 일반적으로 안드라 왕조는 바라문교(婆羅門敎, Brāhmanis
m)9)에 귀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기원전 1세기 말부터 2세

기 무렵으로 크샤하라타 가문 크샤트라파(大守)였던 우샤바다타가
기부한 사실은 카를라 석굴과 나식에 굴원, 토지, 금전을 보시한
사실이 나식 8굴의 2개의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나식
에 대한 샤카족의 보시는 8굴과 17굴 비문에도 보인다.
나식 3굴 비문에는 고타미푸트라가 나식에 굴원과 토지를 기증
한 사실이 2곳에 기록되어 있고 같은 사타바하나 왕가이면서 고타
미푸트라의 직접적인 후계자였다고 하는 슈리 푸루마이 왕이 굴
원을 보시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는 고타미푸트 가
문의 모후가 현주부(賢胄部 Bhadavaniya)의 비구 승가에 굴원을
보시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보아 나식 석굴사원의 조영은
당시 인도에 세력을 떨친 사타바하나 왕조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몇몇 석굴의 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11)
나식은 고다바리 위쪽에 있는 도시로 장대한 언덕이 있고 서인
8) 칸하는 안드라 지역의 크리슈나로 비정되어 사타바하나 왕조의 제2대 왕으로
추정된다. 山本智敎(1954) p. 87.
9) 고전기 브라만에 의해 성립된 계급 제도와 Upanishad 철학은 특권층을 위한
제도로, 점차 사회적 괴리와 소외에 따른 불만이 표출된다. Upanishad는
고대 인도의 철학서로 바라문교(波羅門敎: Brāhmanism)의 성전 베다에
속하며, 시기 및 철학적으로 마지막 부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Vedānta(베다의 말미·극치)라고도 한다. 현재 200여 종이 전해지는데, 그중
중요한 것 10여 종은 古 우파니샤드로 불리며, 기원전 600 ～ 기원후
300년경에 성립된 것으로, 늦어도 기원 전후에 성립된 것이다. 이후 10세기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진 것을 신(新) 우파니샤드라고 하며, 모두 산스크리트로
쓰였다.

10) 山本智敎(1954) p. 87.
11) 미야지 아키라(2006)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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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바나라스라고 불
린다. 프톨레미의 책
에서 ‘ 나식 ’ ( 古名 은
Nāsik)이라고 언급했

는데, 그곳은 매우
오래전부터

종교적

중심지로 불린다.12)
힌두교의 7성지 중

도 1. 나식 석굴사원, 인도 마하라슈트라.

의 하나로 도시 근처
언덕 위에는 남서쪽

에서 북동쪽으로 23개(혹은 24개)의 불교 석굴사원이 있다. (도
1)

나식에 대한 연구에는 제임스 버제스(Burgess)의 인도의 굴
당 (1880)13)과 인도의 동양의 건축 (1910)14)에서 처음 언급되
었으며, 일본 학자 센타로 사와무라(澤村專太郞)는 ｢東洋美術史の
硏究｣에서 나식 3굴에 대해15), 미야지 아키라(宮治昭) 교수는 한국

어판으로 출간된 인도미술사에서 인도 석굴사원의 개괄과 함께
차이티야 굴인 나식 18굴에 대해 기술하였다.16)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도 나식 부근 불교사원이 융성한 이유에
대해서 환경, 건축기법, 종교라는 3가지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
다.17) 인도인들은 일찍부터 석굴을 종교적인 공간으로 활용했다.
석굴은 우기의 몬순, 건기를 피하기에 알맞은 실용적인 이점 외에
도 그 안에는 우주적질서와 생명의 근원, 깨달음과 영원한 평화
12)
13)
14)
15)
16)
17)

山本智敎(1954) p. 98.
Fergusson & Burgess(1880).
Fergusson & Burgess(1910).
沢村専太郎(1932).
미야지 아키라(2006) pp. 92-105.
平岡三保子(2000) p.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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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성스러운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다.18) 이러한 석굴의 이미지는
불교미술뿐 아니라 훗날 힌두교 신전의 성소에서도 재현되었다.
나식 석굴사원이 집중된 데칸 고원에는 테이블 마운틴(Table
Moutain)이라 불리는 낮은 구릉은 평지로부터 접근이 쉽고 석질

의 혜택이 많아 석굴 사원을 만드는데 용이했다. 또한 석축 건축
은 내성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항구적으로 남기고 싶다고 바라
는 시주자의 요구를 만족시켰다.
이 외에 석굴 사원에 대해 테라카타 등 옛 불교 경전은 불교
교단이 즐겨 동굴을 수행과 명상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기
록하고 있다.19) 현장스님의 대당서역기에는 왕사성의 영축산에
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사성 교외의 동굴에서 명상할 때 도리천
에서 내려온 제석천에게 설법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20) 특히
‘제석굴 설법’의 동굴 안에서 제석천에게 법을 설한 붓다의 이미

지는, 후기 불교 굴의 불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은 당시 대상로(隊商路)를 따라 암산(岩山)을 이용해서 건조
한 사원군(寺院群)의 하나로 법당과 승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
기의 석굴에서는 석가(釋迦)의 ‘불족석(佛足石)’이 예배의 대상이
되었으나, 후기의 석굴에서는 불상으로 바꾸어졌다.21)

18)
19)
20)
21)

천득염(1993) p. 89.
현장(1983) p. 38
平岡三保子(2000) p. 258.
山本智敎(1954)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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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식 석굴사원의 분석

인도의 석굴사원은 아쇼카 왕22) 때 이미 만들어졌다. 라지그리
하(王舍城) 부근 바라바르 힐(Barabar Hill)에 있는 로마스 리시
(Lomas Rishi) 석굴23)은 기원전 3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아쇼카
12년이라는 명문이 있다.24) 이 석굴은 타원형과 장방형 등 두 개

의 방(전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석굴은 자이나교의 일파인 아
지비카(Ajivika)파25)의 수행자들이 우기에 사용하던 석굴이다.
22) 아쇼카(Aśoka, 기원전 273∼272경 즉위) 왕은 고대 인도의 이상적인
군주 상인 轉輪聖王 중의 하나인 鐵輪王으로 알려졌다. 漢譯으로는 阿育,
阿輸伽, 阿輸迦, 阿恕伽, 阿戌笴, 無憂(意譯)이며, 天愛喜見王이라 불린다.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阿育王’이라 한다. 고대 동아시아 불교
발전에 있어 왕실의 후원과 역할은 중요했다. 즉 아쇼카 왕을 시작으로
불교가 급속도로 확장된 것이다. 많은 치적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팔만사천 스투파의 건립고사이다. 팔만사천 스투파, 즉 아쇼카 스투파
관련 기록은 중국 남북조시대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즉 구법승이 인도를
방문한 5세기 전반부터 기록하고 있다. 高僧傳, 魏書, 釋老志 등 수많은
경전에서 많은 아쇼카 왕 스투파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옛 터인
고구려 요동성 방형탑에 대한 기록이 三國遺事 ｢遼東城育王塔條｣에
남아있어 중국을 거쳐 고대 한국에까지 그 영향이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아육왕탑은 정확한 연대를 추정할 수 없으나, 아쇼카 왕
재임 시기보다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육왕탑은 인도식
복발탑이나 중국 錢弘俶塔 형식으로 한정하기도 하지만, 특정한 탑
형식이나 양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기는 어렵다. 주경미(2007) pp.
370∼371.
23) 로마스 리시는 Barabar와 Nagarjuni 언덕을 사이에 두고 7개의 석굴이
있다.
24) 村田治郎(1980) pp. 29-31 ; 윤장섭(2002) p. 68.
25) 漢譯佛典에서는 ‘邪命外道’라고 번역하였는데, 원래는 ‘생활법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자’라는 뜻이며, 이후에 자이나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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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원전 1세기부터는 현재 마하라슈트라 주의 뭄바이
(Mumbai)를 중심으로 반경 500km 거리에 집중적으로 불교사원이

만들어졌다. 전기 석굴은 기원전 2세기 ～ 기원후 3세기경과 조금
중단된 후 5세기 후반 ～ 8세기경으로 일반적으로 전자에 속하는
것을 전기 석굴, 후자에 속하는 굴을 후기 석굴로 부른다. 전기 석
굴은 이 시대에 데칸에서 패권을 장악한 사타바하나 왕조에서 특
히 활발하게 조영되었다. 전기 석굴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유적으
로는 Aurangābād, Ajanta, Kanherī, Kārlā, Kuda, Kondane,
Junnār, Nāsik, Bhaja, Pitalkhora, Bedsa 등인데, 대부분 마하라

슈트라 주에 속하는 서데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26)
후기 석굴은 데칸에서 번영한 바카타카(Vākāțaka) 왕조와 후기
바카타카 왕조 지방 정권 하에서 5세기 후반부터 조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Ajanta, Aurangābād, Ellora, Kanher,
Nāsik, Pitalkhora 등이 있다. 전기 석굴은 전반적으로 간소하고

규모가 작은 것이 많고 목조 건축을 모방한 모티프 장식이 부분적
으로 사용되며 불상은 표현되지 않는다. 후기굴은 구조가 복잡해
지고 건축 장식이 화려해지며 많은 불감(佛龕)이 만들어지고 다양
한 불상이 새겨진다.
흡수되었다. 사명외도의 한 명인 고살라(Makkhali Gosala: ∼기원전
392)는 생물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靈魂, 地, 水, 火, 風, 虛空, 得, 失, 苦,
樂, 生, 死 등 12가지를 들고 이것들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영혼은 물질과 같이 취급되어 모든 원소뿐만 아니라 동식물 등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일체의 생물이 윤회(輪廻)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은 無因無緣이고, 그것들이 淸淨해지고 解脫하는 것도 역시
무인무연이다. 그것들에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고 운명, 상황, 본성에
지배되어 무한히 긴 시간을 어리석은 자나 어진 자가 함께 流轉하다가
고통의 종말에 이른다. 그동안에는 수행에 의해 해탈할 수도 없다.
고살라는 이상과 같은 결정론을 주장하면서 브라만교의 권위를
부정하였다. 金吉祥(2011) p. 125, p. 1067.
26) 미야지 아키라(2006) pp. 92-94 ; 平岡三保子(2000) p. 258 ; (1981)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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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 후기를 통해 불교굴에는 기능적으로 2개의 형식이 있다.
하나는 차이티야 석굴(탑원굴)로 스투파를 봉안해 예배 의례를 행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는 초기불교 시대, 즉 상좌부불교 시대였다.27) 초기 차이티야의
경우 예배당 한가운데 스투파를 안치한 구조, 그리고 후기 대승석
굴의 경우 스투파의 아래쪽에 불상이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예배
공간만을 위한 석굴이다. 다른 하나는 초기 비하라 석굴(승원굴)로
공동 공간이 없이 승려들의 개인 방만 있고 나식이나 베드사
(Bedsa)처럼 공동 공간을 가지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후기에

이르러 아잔타석굴의 제1, 2굴처럼 좌우에 승방과 안쪽에 불상을
안치한 성소를 가진 공간구조로 변형된다.
차이티야 석굴의 형식은 전･후기 모두 말발굽 형태가 기본이 된
다.28) 산등성이의 경사면을 깊게 터널 상태로 파 들어가고 안쪽
벽을 반구형으로 파서 後陣(apse)29)으로 만들어 그곳에 스투파 형
27) 상좌부 석굴의 중요한 차이트야 석굴 유례(遺例)를 연대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바자(Bhaja) 석굴: 봄베이 시 동남쪽 137㎞
(2) 베드사(Bedsa) 석굴: 바자 석굴의 동쪽 9㎞
(3) 콘다네(Kondane) 석굴: 카를리 석굴의 서북쪽 16㎞
(4) 피탈르코라(Pitalkhora) 석굴: 봄베이 시 동북쪽 328㎞
(5) 아잔타(Ajanta) 석굴: 마하라슈트라 주 서북부, 제9호 굴과 제10호 굴
(6) 나식(Nasik) 석굴: 봄베이 시 동북쪽 193㎞, 마하라슈트라 주
(7) 카를리(Karli) 석굴: 바자 석굴 북쪽 6.5㎞
(8) 준나르(Junnar) 석굴: 푸나의 북쪽 77㎞
이 석굴들의 개착 년대는 (1)~(5) 아잔타 석굴군(石窟群)의 제10굴까지는
기원전 2세기, (6)과 아잔타 석굴군의 제9굴은 기원전 1세기, (7)과 (8)은
1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村田治郎(1980) pp. 51-52 ; 윤장섭(2002).
28) 인도 불교의 말굽형 차이티야 석굴 기본 유형은 기원전 2세기에
시작되어 1세기면 완성된다. 이희봉(2009) p. 119
29) 後陣 혹은 애프스(apse, apsis)는 하나의 건물이나 방에 부속된 반원
또는 반원에 가까운 다각형 모양의 내부 공간. 후진(後陣)이라고도 한다.
로마의 바실리카에서는 신랑의 한쪽 또는 양쪽을 마무리 짓는
반원형이나 다각형의 벽감에 해당한다. 기독교 건축에서도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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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바위를 남겨 조각해 두었다. 상좌부불교 시대에 가장 발전된
차이티야 석굴은 카를리(Karli) 석굴이다. 길이 37.6m, 폭 14.1m,
높이 13.6m의 전방후원(前方後圓)형 평면은 주랑(主廊) 좌우에 열
주들이 서 있어 양 측면에 측랑(側廊)이 배치되어서 초기 바실리카
건축과 같은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후원 평면 중심에는 높은 2층
기단 위에 복발, 평두, 산간, 산개로 이루어진 스투파가 서 있
다.30) 스투파 주위에는 고풍의 간단한 기둥을 세웠으나 주랑의 양
측면에 서 있는 열주의 주두 부분에는 아쇼카 왕 석주와 같은 조
각상들을 만들어 석굴 내부를 장식하였다.31)
한편 군투팔리(Guntupalle)32) 석굴 부근에 있는 상좌부 초기의
비하라 석굴은 암산 기슭에 굴착되었으므로 정연한 형태를 하지
않고 있어 초기적인 유례를 나타내고 있다.33) 상좌부불교 시대의
전형적인 비하라 석굴은 중앙에 기둥이 없는 개방된 넓은 공간을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비하라 석굴의 예는 아잔타 석굴 중 제12

30)

31)
32)

33)

받아들여 발전시켰으나 그 위치와 역할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는 입구의 반대쪽, 신랑의 동쪽 끝에 애프스를 두고
성직자가 의식을 집행하는 프레스비테리움(presbyterium)이 위치하는
주제단(主祭壇)을 설치하였으며, 그 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제단을 애프스에 둔 채 프레스비테리움을 전면으로 이동시켰다.
이 형태는 로마시대 바실리카 건축과 교회당 건축과 유사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즉 크리스트교에서 의미상 신의 집인 교회당에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 불교에서는 열반한 붓다에 대한 우주형태의 주거를
상징하는 것이다. Fergusson(1910) pp. 142-145 참조.
윤장섭(2002) p. 75.
Guntupalle 이외에 이러한 유형으로 변화･적용된 대표적인 초기 불교
석굴로는 서인도 Andheri의 Kondivite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평면구조에서 로마스 리시와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으나 중앙의 스투파
조영과 세부적인 구성요소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초기 석굴 형태로
Bhaja, Kondane, Pandulena, Pitalkhora, Ajanta 등으로 서인도
데칸고원을 중심으로 인도 전역에 조성된다. 미야지 아키라(2006) pp.
94-95.
村田治郎(1980) pp.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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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이다. 이것은 제일 처음 개착된 차이티야 석굴인 제10굴 옆에
만들어진 것이다. 비하라 석굴인 제13굴은 수도승의 증가로 그 후
에 추가해서 만들어진 것이다.34) 비하라 석굴은 방형이 기본이며,
직사각형의 큰 방 둘레의 벽(周壁)에는 승려의 개인 방이 배치된
다. 큰 방은 별도로 방 안을 장식하고 있지 않지만, 암벽에 침대를
깎아 내거나 불을 밝히기 위한 감실을 뚫은 경우 등이 있다.35)
석굴사원은 만든 기법에 따라 자연석굴, 굴착석굴, 축조석굴 등
으로 분류된다. 먼저, 자연석굴의 경우 자연적인 동굴을 수도처로
삼은 굴이다. 왕사성 영축산의 설법지 주변(가섭굴)과 전정각산 석
굴 등이 유명하다.36) 둘째, 굴착석굴은 바위를 파서 만든 석굴로
최초의 예는 바라바르 석굴(아지비카라: 邪命外道)과 나가르주나
언덕 7굴(로마스 리시, 기원전 3세기)이다.37) 마지막으로 축조석굴
(築造石窟)은 벽돌형 돌인 모전석이나 큰 판석을 쌓아 석굴 형식으

로 조성한 석굴을 말하는데 인도 스와트(Swāt) 지방의 붓카라
(Butkara) 제3사원지 석굴과 한국의 석굴암, 사천 보안암 석굴38),

충주 미륵대원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39)

34) Percy(1941) p. 27.
35) 平岡三保子(2000) p. 259.
36) 전정각산 석굴은 부처님이 깨닫기 전의 수도처이며 제석천에게 설법을
하신 곳이다. 제1집결지(7 엽굴)
37) 굴착석굴은 불교 석굴들, 이른바 아잔타 및 엘로라 석굴, 중국의 돈황,
운강, 용문석굴 등으로 대량으로 조성된다.
38) 다솔사 보안암 석굴에 관해 언급한 논문은 아래와 같다.
⓵ 황수영(1966).
⓶ 문명대(1968) pp. 89-163.
⓷ 강우방(1992).
⓸ 고정은(2008) pp. 247-284.
39) 문명대(2016)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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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이티야(Caitya=支提 : 단일굴 : 예배당 : Temple) 석굴

인도의 사원은 승원과 불탑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자 중심의
종교로 출발한 불교에서 승려들이 수행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승
원 혹은 승방은 사원의 핵심적인 요소였다.40)
석굴의 형식은 일반 사원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예배굴(禮拜窟) 혹은 탑원굴(塔院窟)이고, 다른 하
나는 복합굴(複合窟) 혹은 승원굴(僧院窟)이다. 예배굴은 탑이나 불
상을 본존으로 봉안하는 석굴로서 예배나 의식만 행하는 예불당
(禮佛當)이라 한다.41) 구조는 전실과 주실로 이루어지는데 전기에

는 안쪽에 탑을 봉안하였고, 후기에는 불상을 봉안했다. 차이티야
는 따라서 단일 예배굴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탑에서는 사리 없는
탑을 일명 차이티야(支提)라 한다.42)

Ⅰ형식

예배굴+강당굴+승방굴

Ⅱ형식

예배굴+일반사원

표 1. 차이티야 굴 형식
이 경우 주위에 승방이나 강당 등이 따로 개착되거나 중국의 경
우처럼 석굴 앞 평지에 목조 사원을 별도로 세우는 형식이 주류를
이룬다. 차이티야 형식도 다시 두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예배굴
형식 중 1형식은 예배굴, 강당굴, 승방굴이 별도로 개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로 서인도 나식 석굴 등에 많이 보인다. 2형식은
40) 일반적으로 聖所를 의미하는 '차이티야'와 구별하여 석굴 성소는
'차이티야 그리하'라고 부른다. 밴자민 로울랜드(1996) p. 106.
41) 문명대(2015) pp. 26-27 재인용.
42) 문명대(2016)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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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굴만 석굴로 개착하고 강당이나 승방의 기능은 일반 목조 사
원에서 행하는 형식을 말한다. 이 형식은 경주 석굴암과 중국 돈
황 석굴 등에서 주로 애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 참조>)
18굴은 나식의 유일한 차이티야(Caitya) 양식의 석굴이다.43) 나

식의 석굴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중요한 석굴이라고 할 수 있다
(도 5). 이 석굴은 앞에서 언급한 두 차이티야 굴 형식 중 1형식(예

배굴+강당굴+승방굴)에 해당된다. 예배굴은 시대나 발원자에 따라
형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막고굴에서는 두 예배굴
형식이 혼재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예배굴의 종류는 ① 말각조정,
후진불감식(後陣佛龕式)44) ② 중심탑주식(中心塔柱式)45) ③ 복두식
(覆斗式=우물천정식)46) ④ 후벽식(後壁式)47)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외에 특이하게 열반굴(涅槃窟),48) 거대한 불상을 봉안한
43) 미야지 아키라(2006) pp. 97-98.
44) 후진불감식(後陣佛龕式)의 형식은 방형 또는 장방형의 석실 정면 벽에
감실을 마련하고 본존불로 미륵불, 보살상을 봉안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명대(2015) p. 28.
45) 중심탑주식(中心塔柱式)은 북조 시대(北朝時代)에 출현한 형식으로
아른바 인도 정통 불교(小乘) 석굴사원 중 탑이 있는 차이티야 석굴
형식과 유사하다. 문명대(2015) p. 28.
46) 복두식(覆斗式)은 굴 천정이 4벽에서 중심부 쪽으로 기울어지게
장치하고 천정 중심부를 방형의 우물형 도안을 그린 이른바 우물
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 형태는 ‘斗’를 엎어놓은 모양과
비슷하다. 이런 형식의 우물천정은 후진불 감식에도 선행적인 면을
보여주지만 서위의 249굴에서부터 정착되기 시작하다가 수･당(隨･唐)
시대 때 완전히 뿌리내리고 있다가 송･원대(宋元代)까지도 계속 이어졌
다. 문명대(2015) p. 28.
47) 후벽식(後壁式)은 복두식에서 후벽이 새로 첨가되는 현저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등장 시기도 다르고 독립적인 형식이 부여되고 있다. 이
형식의 대표적인 예는 오대(五代) 98, 100, 108, 146굴과 송의 55, 61굴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 가장 유행한 불전 배치
형식인데 후벽에는 무위사 극락전처럼 직접 그리거나 후불화를 걸거나
하며, 뒷면에는 백의관음도 등을 그리고 있다. 문명대(2015) p. 28.
48) 열반굴(涅槃窟)은 불교의 진리를 체득한 불교 최고의 경지, 즉 열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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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굴(大佛窟)49)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굴들은 위의 네 형식 안에
포함되어 있다.
시기

석굴명

기원전 2세기

아잔타 9굴, 아잔타10굴, 바자

기원전 1세기

아우랑가바드 4굴, 나식 18굴, 베드사,
콘다네, 피탈코라 3굴

1세기

카를라, 준나르 레냐드리

2세기

칸헤리

5세기

아잔타 10굴, 아잔타 26굴

7세기

엘로라 10굴

표 2. 인도 말발굽형 열주 차이티야 석굴 연대
나식 18굴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서기전 1세기인데,
현재의 형태는 1세기, 또는 1세기 직후에 완성되었다고 비문에 의
해 증명되었다. 이 예배굴의 형식은 중심탑주식으로 가늘고 긴 말
발굽형의 석실, 반원형의 뒷부분 중심에 복발 탑이 안치되었고 앞
부분은 예배당으로 하는 2중 공간으로 구성, 중심부와 통로 천정
의 골격은 나무로 된 돔형 천정과 석굴 벽에 열주(列柱)가 배치된
점 등은 인도 불탑 차이티야 석굴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가 북위대의 254굴과 427굴, 초당의 332굴 등이 그 대
표적인 예인데, 특히 332굴 뒷벽에 열반상이 봉안되어 있어 키질
석굴의 예와 비슷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50)
나타낸 상이다. 이러한 열반상은 인도 아잔타 석굴이나 쿠챠의 키질석굴
등에 봉안되고 있으며, 우리가 지나온 난주나 장액 등에도 봉안되고
있다. 문명대(2015) p. 30.
49) 대불굴(大佛窟)은 30cm 내외의 대불상을 안치하기 위한 석굴은 높이가
그 이상 될 수밖에 없다. 대불굴로는 돈황 96굴과 아프카니스탄 바미얀
석굴에는 대불 높이가 50cm나 되는 작품이 남아 있다. 문명대(2015) p.
31; 미야지 아키라(2006) 참고.
50) 문명대(2015)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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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배굴의 내부는 길이 12m, 너비 6.5m의 바닥면적을 가진
반원형 구조인데, 중심부와 17개의 기둥이 줄지어 있는 회랑으로
나뉜다. 이 말발굽형 석실에는 화려한 장식이 있는 열주들이 늘어
서 있다. 인도 불교의 말발굽형 열주 차이티야 석굴 기본 유형은
기원후 2세기 ～ 기원전 1세기면 완성된다(<표 2>). 기둥은 팔각이
며, 주춧돌에 해당하는 부분은 항아리 모양이다. 중심부 후면에는
높이 3.6m의 탑이 있다. 탑의 기대는 복발보다 높고, 상단은 사각
형이며, 높은 기단 위에 난간을 두루고 반구형의 탑신을 조성하였
다.51) 상륜부 하미카52)는 역피라 미드 모양의 산개(傘蓋)를 가지고
있다(도 4). 한국 탑에는 ‘하미카’ 구성을 한 탑이 없고, 인도 스투
파의 역피라미드 하미카는 중국 운강석굴에서부터 한국 석탑 상
부의 ‘앙화(仰花)’ 형태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간략화 되는
동시에 꽃잎이 처마 대신 위로 향해 역피라미드를 대체하는 것이
다.53)
굴의 정면 중앙에 출입문이 한 개뿐이다. 상부에 큰 차이티야
창이 있고, 그 아래 입구를 뚫었다. 파사드 (facade) 벽면(도 5)에
보주형의 맞배형이나 스투파형 부조 등의 장식이 베풀어졌고, 입
구 양쪽의 신장상이 배치되어있다(우측 상은 결실). 입구 좌우에
있는 수문신(向左像만 남음)은 산치 1탑 수문신과 비교된다(도 2,
도 3). 굴의 입구 좌우에 수문신을 배치한 점은 차이티야 굴에서는
보기 드문 예이다. 조각적으로 형태는 부드럽지만 지나치게 편평
51) 기단(stylobate+stereobate)은 본 건물을 올려놓기 위한 별개의 바닥
구조물이지만 인도 스투파에서는 돔과 일체가 되는 아랫부분에 해당한다.
기단이라는 용어는 일본인 연구자가 임의로 사용하여 한국에서도
학술용어로 굳혀졌다고 밝혔다. 이희봉(2010) p. 60 재인용.
52) 하미카에 대한 명칭은 학자마다 ‘하미카’ 혹은 ‘하르미카’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하미카로 통일해서 기술하겠다.
53) 하미카는 불교 이전 브라흐만 시대 불의 신 아그니 제사 제단이라는
설이 유력하며 불교 이후 사리 유골함 뚜껑으로 시작되었다.
이희봉(2010)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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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향이 있으며, 육체 표현은 카를라 굴의 미투나 상과 비교하
면 다소 격조가 떨어지는 느낌을 준다. 높은 기단의 복발탑은 바
자 석굴보다 좀 더 진행된 기원전 1세기 ～ 기원후 1세기 작품인
데, 아잔타 9굴, 베드사 석굴 등과 같은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도 4).54)

도 2. 산치 1탑 동문 수 도 3. 나식 제18굴 정면 도 4. 나식 제18굴 내부,
문신(내측면), 기원전 1 입구 수문신(향좌), 인 인도 마하라슈트라.
세기 말 ～ 기원전 1 도 마하라슈트라.
세기 초, 인도 마디아
프라데슈.
중앙에 있는 입구의 상인방에는 방패모양 문장(紋章)인 트리수
라(trisula) 문양이 새겨져 있고, 양쪽 면에는 가나(gana)가 있는
마카라(makara),55) 코끼리, 날개 달린 말 등이 있다. 비록 많이 손
54) 서부 데칸에는 다른 지방처럼 마음대로 건물을 배치할 자유가 제한되어
있으나 몇몇 굴원이 연합되어 하나의 생활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비문에
이름을 남기고 있는 각 부파 소속의 비구들은 이러한 형태로 각각
독립된 승원 생활을 하였다. 나라 야스키(1990) pp. 180-181.
55) 인도에서 거대한 바다 속에 사는 상상 속의 怪魚를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音寫하여 摩竭魚라 한다. 바루나(Varuna, 水柛) 또는 강가 여신이 타고
다니며, 설화에서는 해상의 재액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여겨진다. 입을
크게 벌린 괴어의 모양으로 나타나며, 흔히 장식에 쓰인다. 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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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었으나 안쪽 면에는 드바라팔라 입
상이 있다. 오른쪽 것은 거의 전부가 손
상되었다. 왼쪽 것도 역시 손상되었으
나 구식인 터번이 남아있다. 대문 위쪽
에 커다란 아치형 창문의 오른쪽과 왼
쪽에 난간 문양이 있는데 그것은 8각주
와 탑이 번갈아 부조로 배열된 위쪽에
있다. 기둥의 주두는 옛 종 형태도 아니
고 거꾸로 된 수병 형태도 아닌 중간

도 5. 나식 제18굴 정면(북동쪽에
서), 사타바하나 시대, 1세기,
인도 마하라슈트라

형태이다. 아치 근처에는 커다란 용이
조각되어 있고 4개의 소형 아치가 꼭대
기를 장식하고 있다. 그 파사드는 장식

이 과잉되지 않고 적당히 정돈되어 있어 비교적 깔끔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56)
이 석굴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
저 ① 입구 정면의 윗부분은 목조건물을 모방하여 조성하였으며,
② 두 번째 단계에서 전체적인 정리와 계단 부분이 만들어졌다.
③ 마지막으로 법당의 창문들, 난간들, 서까래 끝단을 지닌 대들
보, 8각의 석주 등으로 장식된 입구 정면은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현재 확인한 바로는 굴 안쪽 14개의 8각주가 수병 형태의 주초 위
에 서 있는데 3개가 탈락되었다.
문에서 가장 가까운 기둥 2개의 안쪽 면은 돌출부가 있는 장방
형인데, 베드사 굴과 같은 위치에 있다. 뒤쪽 가까이 오른쪽에 있
는 기둥에는 기증자의 이름이 있는 헌납 명문이 있다. 이 굴의 명
문에는 아마도 왕가인 듯한 Mahaha kusiri의 이름이 보인다. 모두
3개의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첫째는 입구의 위쪽, 아치의 상단 아
특히 자바에서는 칼라와 결합되어 나타난다.
56) 山本智敎(1954) pp.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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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Nasika Dhambikagama’의 보시라고 적혀있다. 둘째는 난간
의 왼쪽에 있는 야차(Yaksha)의 윗부분 장식 몰딩에서 ‘Nadasiriya’에 의한 것이라고 기록되어있다. 셋째는 법당의 팔각기둥에서
Trirasmi 산에 있는 법당에 ‘Mahaha kusiri Bhatapalika’ 라는 대

신의 딸이 봉헌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명문 내용을 보아 이 굴
은 기원전 1세기 전반부로 편년을 봐야 할 것 같다. 좌측 상단의
열주에 있는 것은 제20굴 비하라 굴이다. 여기에 오르는 계단이나
난간은 후에 보수한 것이다.

2. 비하라(Vihāra=毘訶羅=복합굴=수도원 : Monastery) 석굴

복합굴은 인도에서 비하라(Vihāra)라고 하며, 한 석굴 내에 예배
당, 강당, 승방 등이 일정하게 배치된 형식이다. 이 경우 중앙의
대형 홀을 강당으로 활용하며, 강당의 후진(禪房)에 예배당, 좌우
측면에 승방, 식당 등이 배치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한 석굴
내에 모든 사원 기능이 복합적으로 갖춰져 있는 일종의 종합 석굴
사원, 이른바 중원(衆圓)적인 석굴을 말한다. 복합굴 형식도 다음
의 두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표 3> 참조)
Ⅰ형식

예배당+강당+승방

Ⅱ형식

예배당+수행방

표 3. 비하라 굴 형식
복합굴의 승방은 스님이 거주하면서 참선이나 염불 등을 수행
하는 수도방의 기능도 겸하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대부분 침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57) 중앙의 홀은 승려들의 강의나 집
57) 문명대(2015)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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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소로 사용했고 작은방은 침실 겸 참선당과 식당, 목욕탕, 물
저장 탱크로 사용하거나 후진이 굴실에 탑 또는 불상을 봉안하여
예배당과 승려들의 전실이 복합된 복합굴로서 수도원의 기능을
하는 석굴이다. 방실들은 바자 석굴처럼 예배당 주위로 작은 자연
동굴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58)
나식의 복합굴 중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 것은 가운데에 장방형
의 홀을 중심으로 네 변을 따라 작은 전실(굴실)이 줄지어 둘러싸
는 형식이다. 각 전실의 입구는 동쪽으로 내고 전체 구역의 입구
는 한 변의 중앙에 마련되었다. 이러한 평면 형식은 고대로부터
서아시아와 인도에서 광범하게 쓰인 주거 건축 구조에 기초한 것
이었다.59)

1) 제3굴
나식 석굴 3, 10, 20굴 등은 한 석굴 안에 예배당, 강당, 승방이
모두 갖추어진 복합 석굴 형식에 속한다. 즉, 한 굴이 독립된 하나
의 사원 역할을 담당하는 전기 비하라 석굴이다. 인도나 서역에서
는 실제로 기후 조건 때문에 이러한 석굴이 가능하여 애용되었던
형식이다.
3굴은 대형 비하라 굴로 넓은 중앙공간의 세면 벽에 총 19개의

승방이 마련되어 있다(도 6). 이와 같은 구조는 이른바 전기 비하
라 굴의 전형인데, 특징적인 것은 후벽 중앙에 새겨진 스투파 부
조이다. 안쪽 공간에는 거의 장식이 없다. 그 공간은 사방이 12m
이상이고 모양은 정방형이다. 기둥도 없고 벽 위에는 어떠한 종류
의 장식물도 없다. 오른쪽, 왼쪽, 뒷벽들에 각각 5, 6, 6개 전실을
58) 문명대(2016) p. 13.
59) 蕭默(1981) pp. 2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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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베란다 끝에 2개가 더 있어서 승방은
모두 총 19개가 된다.
각 室의 바닥은 홀보다 더 높이 올라 있다. 각각의 전실에는 뒤
쪽에 약 60cm 정도 높이로 돌 침상(寢牀)이 없는 hall로 된 전통양
식을 따르고 있다.60) 이 굴처럼 아름답게 많이 장식된 기둥이 있
고 대(臺)가 없는 것은 굽타시기의 비하라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
다.
(1) 기둥

도 6. 나식 제3굴 비하라 내부 정면 및 평면도. 1세기 후반 ～ 2세기 전반, 인
도 마하라슈트라.
3굴의 장식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둥들로 난간 안쪽 베란

다에 세워져 있으며 평방(平枋)을 지탱한다(도 7). 베란다에는 열주
와 난순 패턴을 부조로 새긴 요벽(腰壁)이 있고 장식적인 정면관을
하고 있다. 열주 양식은 베드사, 카를라, 나식 10굴에 가깝지만 또
한 아마 라카의 네 모서리에 작은 공양자상을 배치한 점 등에서
복잡해지고 있다.61) 기둥은 모두 6개이고 3개씩 계단의 양쪽 부분
에 있다.
60) 山本智敎(1954) p. 97.
61) 平岡三保子(2000) p.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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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나식 제3굴 기둥(북동쪽에서). 1세기 후반 ～ 2세기
전반, 인도 마하라슈트라.
오른쪽 2개는 주두만 남아있다. 형태는 水甁基壇에 8角柱의 모
양이다.62) 기둥은 끝이 가늘고, 주두는 3부분으로 되어있다. 가장
낮은 부분은 옛날 종 형태이고, 사각 틀에 있는 구(球) 형태부분,
그리고 그 위에 사각판(四角板)을 포개어 놓았다. 주두에는 한 쌍
의 사자, 코끼리, 그리고 황소가 등을 맞대고 얹혀 있다.
평방은 그 동물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63) 이러한 수병 기단이
62) 기단은 범어로 ‘메디(medhi)’로서 스투파 몸체 상충 탑돌이를 하기 위한
용도의 스투파 돔의 어긋난 아래 부분이다. 고유섭 교수는 돔 구조의
상하 부를 구분하는 단선으로 표현했으며, P. 브라운은 ‘발디딤 통로’
뜻의 영어 ‘berm’으로 표기하였다. 이에 인도학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drum’으로 표기한다. 그 후로 일본인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드럼을
‘고동부’(鼓胴部) 즉 ‘북 몸통’으로 명명되었고, 그 후 한국 연구자들이
받아들였다. 탑의 ‘기단’은 건축용어 기단과는 전혀 다르다. 기단은 본
건물을 올려놓기 위한 별개의 바닥이지만 산치 스투파에서는 돔과
일체가 되는 아랫부분에 해당된다. 이희봉(2010) p. 60. ; 천득염(1933)
p. 96.
63) 대영박물관(동양관) 소장 마투라 사자 기둥머리(Mathura lion capital)는
인도 중부 마투라에서 발굴된 인도-스키타이의 사암제 기둥머리이다.
기원후 1세기경의 유물로 1869년 바그완 랄 인드라지가 발굴했다.
유물은 카로슈티 문자로 쓴 프라크리트 명문들이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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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8각주 양식은 고대에 인도 전역에 걸쳐 유행하였다. 그것은
고대 기념물의 얕은 부조에서 보이는 가장 보편적인 기둥 양식이
다. 이 굴과 거의 동시대인 쿠샨시대 연대가 있는 마투라 조각에
는 오로지 이 양식의 기둥만이 보이는 특징이다.

도 8. 나식 제3굴 비하라 굴 스투파, 1 도 9. 나식 제3굴 베란다 뒷벽 전실 입
세기 후반 ～ 2세기 전반, 인도 마하 구, 미투나 부조 장식, 사타바하나
라슈트라.
시대(2세기), 인도 마하라슈트라.

ṇḍ

(2) 탑신(a a)

탑신64)은 Snodgrass의 연구에 의하면 인도의 신화에서 우주를
64) 인도 스투파의 주요 형태는 단단한 반구형 돔인 복발(覆鉢)로
구성되었다. 이 복발은 중심(Centre)이자 그릇(Container)으로서 고대
Divyāvadāna시대의 불교 문헌에서 ‘garbha’, 즉 womb(자궁),
embryo(배아), container(그릇)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동의어로
사용되는 용어인 egg, 즉 ‘aṇḍa’로 변화된다. 일반적으로 ‘자궁(womb of
the element)’인 dhātu-garbha로 불리기도 한다. 스리랑 카에서는
스투파의 일반적인 명칭은 dagoba라 하며, aṇḍa는 고대 인도 신화에서
우주와 같은 뜻이었다. Ceylon에서는 방(房, chamber)으로, 혹은
지성소(Holy of Holies)로 번역된다. 스리랑카에서 스투파의 일반적인
명칭은 dagoba라 하며, aṇḍa는 고대 인도의 신화에서 우주와 같은
뜻이었다. 한･중･일의 불탑에서는 상륜부에 축소된 모습으로 올라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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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아 길렀다는 ‘금알’(金卵)을 상징하며 ‘알’(卵) 또는 ‘자궁(wombegg)’을 의미한다.65) 모양은 반구 형태이며 내부에 사리가 안치되

어 스투파의 중심으로 강조되는 ‘안다(aṇḍa)’로 알려져 있다.66) 부
조 스투파의 경우 초기 스투파67)와 다른 구형의 모습으로 돌에 돋
을새김 한 부조(浮彫) 형태는 오늘날까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어 스투파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스투파를 몇 개의 계
열로 나누어 살펴보면, ① 산치 1탑문 장식 부조 ② 스투파 드럼
판석 부조(아마르바티, 나가르주나콘다) ③ 석굴 내･외부 부조 ④
나식 제3굴 비하라 중심 숭배 부조 ⑤ 카를라 차이티야 기둥 부조
등이 대표적인 부조 형태의 스투파이다. (<표 4>)68)
먼저 기원전 1세기로 추정되는 산치 탑문에는 초기 숭배 대상이
었던 보리수, 법륜, 불전도가 새겨져 있고, 상부에는 역 피라미드
의 하미카(平頭, Harmika)69)가 있다. 둘째, 3～4세기경의 아마라

65)
66)

67)

68)
69)

바리때(鉢), 즉 사발인 鉢盂를 엎어 놓은 모양 같아서 ‘覆鉢’로 불린다.
천득염(2002) p. 97.
이주형(2006) p. 15. ‘알’ 또는 ‘자궁’의 형상은 인도 문화에서 불교
이전부터 즐겨 쓰던 생명의 상징을 불교도들이 차용한 것이다.
인도의 가장 오래된 석조 건축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산치 대탑의
구성요소는 기단(Medhi), 반구형의 안다(Anda), 하미카(평두, Harmika),
산개(Chattra), 탑문(Torana), 난간(Vedika), 탑돌이 길(Waikway)로
구성되었다.
스투파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는 천득염, ｢印度始原佛塔의
意味論的 解析｣(1993)에서 각 부분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와 어원, 표현
방법이 다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준오･천득염의 논문인
｢탑돌이 유형과 민속적 전개｣(2011)에서 요도, 탑돌이에 대해 탑문,
난간의 상관성과 한국적 적용에 대해 선행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이희봉, ｢탑 용어에 대한 근본 고찰 및 제안｣(2010)이 있다. 이희봉은
스투파의 구성요소 언급과 함께 스투파 용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는데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봉(2009) p. 110.
하미카(harmikā)는 한국과 일본에서 평평한 머리모양, 즉 ‘平頭’라
지칭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구성요소와 달리 일본인에 의해
정의된 일본식 용어이다. 이 용어는 고유섭을 비롯해 다수의 한국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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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 스투파 부조는 산치 스투파에 비해 원통 드럼이 더 길어졌
고, 4방향 아야카 5기둥과 돔에 X자형 매듭술 장식이 조각되었다.
셋째, 기원전 1세기로 추정되는 나식 제3굴(비하라)의 내부 정중
앙 벽면에 스투파 조각이 도입된다. 거주굴이 예배굴 화하는 시초
로서 의미 있는70) 부조 스투파 형태를 살펴보면 ‘알’ 모양 구형으
로 조각했음을 알 수 있다(도 8).
원통 드럼은 구와 일체가 아닌 ‘알’을 올려놓는 분리된 대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드럼 상부에는 축적 스투파의 탑돌이길 난간
이 명확히 조각되어있다. 탑 상부에 전형적인 난간 베디카와 역피
라미드 층단 내뻗침 구조물과 그 위에 중심 일산(日傘, chattra,
yaṣṭi)71)으로 마무리된다. 중심 일산 좌우에서 줄기가 뻗어나가 2

층의 일산으로 총 5개의 일산인데, 주1 부2의 3일산대 개념은 산
치 및 아마라바티의 것과 같다. 스투파 양옆은 인도의 토착정령인
약시가 협시하며 그 위에 법륜과 사자 조각이 있고, 상부에 비천
상이 지키고 있다.72)

연구자에 의해 다른 용어로 대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되었다. 인도
용어인 하미카를 지칭하는 부분으로, 한국 탑 상륜부에서는 이 부분이
‘仰花’에 해당한다. 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윤창숙, 강우방에 의해
언급되고 있으며, 이희봉의 ｢탑 용어에 대한 근본 고찰 및
제안｣(2010)에서도 인도 용어인 ‘하미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도 적당한 대체 용어가 없는 관계로 원어인 하미카를 사용한다.
70) 이희봉(2008) p. 144.
71) 傘蓋는 우산의 덮개로 인도에서 국왕 또는 귀인의 뒤에서 시자가 서서
우산을 덮어주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불상에는 산개가 부가된다. 그리고
유사한 용어인 寶蓋(산: ratnacchattra)는 ‘寶玉의 덮개 우산’의 미칭으로
天蓋와 동일한 용어이다. 인도에서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 사용한 비단
우산이 변하여 불보살상의 상 위에 걸치는 것을 말한다. 金吉祥(2011)
p. 867, 1147.
72) 스투파 숭배의 원형은 우주목으로서 나무 숭배에 기원한다. 산치 제2
스투파 난간 기둥에 보리수 추정의 나무는 좋은 작례이며, 특히 2명의
약시는 비천상의 원조가 된다. 이희봉(2009)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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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치
탑문
부조
스투파

아마라
바티
드럼
판석
부조
스투파
나식
3굴,
비하라
부조
스투파
카를라
석굴
기둥
돌출새
김 부조
스투파
콘다네
비하라
굴 입구
베란다
부조
스투파

표 4. 인도의 부조 스투파
나식 3굴 부조 스투파와 마찬가지로 1세기에 제작된 카를라 석
굴의 차이티야 굴의 한 팔각기둥에 새겨진 부조 스투파 역시 양각
의 부조로서 단순한 형태의 드럼, 돔, 층단 역피라미드 하미카, 그
리고 일산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원전 1세기 콘다네 석굴 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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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베란다 우측 상부 벽에 새겨진 부조 스투파 역시 ‘드럼, 난
간, 돔, 층단 역 피라미드, 일산대’로 구성된다.
나식 3굴의 스투파73)는 개굴 당초부터 설계된 것이며, 후대에
추각 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조로 된 벽의 위치와 좌우 승방의 위
치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는 곧 예배 대상으로써 표현된 것
으로, 이것이 부조라는 것과 비하라 굴 내에 새겨진 예는 거의 보
기 드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스투파는 비교적 두터우며 복
발 본체도 완연한 구형을 취하고 있다.74) 기단 옆에는 불자를 쥔
시녀가 있으며 그 머리 위에는 법륜이 표현되어 있다. 좌측의 시
녀는 합장하고 있으며 그 머리 위에는 사자가 표현되어 있다. 또
이들 위의 중앙 공간에는 비천이 춤추고 있다. 단순히 희귀하다는
것을 넘어 조형적으로도 격조 높은 아름다운 부조 스투파75)이다.
이 스투파는 정숙한 공간 속에 한 점의 빛을 발하고 있다. 이와 같
은 계열의 부조 스투파가 10굴에도 있는데, 이쪽의 부조 스투파는
파괴되었고 그 위에 후대 힌두교의 신상을 새겨놓았다.76) 10굴보
다 좀 더 후대에 만들어졌으나 정성 들여 만든 노력이 느껴지는
73) 스투파의 용어의 시작은 기원전 1500년～1000년에 저술된 리그베다로,
적어도 기원전 15세기경부터 쓰인 용어라 보고 있다. 인도의 불경은
3세기경부터 수 세기에 걸쳐 중국으로 꾸준히 번역되면서 옮겨진다.
이렇게 한 문화권의 언어가 다른 문화권으로 옮겨질 때에는 오해와 함께
도입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Buddha의 음역 ‘부도’도 시대별로 부처,
불상, 탑, 절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한국에서는 스님의 사리를
안장하는 유골탑이란 의미의 스투파로 굳혀진다. 鎌田茂雄,(1985) p. 49;
M. Winternitz(1920) p. 1907; 윤창숙(1993) p. 6; 스투파 용어에 관한
논의는 고유섭(2011) p. 167; 김희경(2005) p. 11을 참조할 수 있다.
74) 인도 스투파 외형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둥그런 반구형 혹은 구형의
몸체는 복발이라는 한자 변역이며, 한국 석탑 상부에 축소된 형태로
올라앉는다. 이희봉(2010) p. 57.
75) 이희봉(2009)은 그 유형을 ‘평지 봉분형 築積 스투파’, ‘浮彫 스투파’,
‘석굴 스투파’, ‘간다라 스투파’로 분류하였다.
76) 佑藤宗太郞(1985) pp. 1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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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한 조각들이 있는 비하라 양식의 석굴이다.
(3) 난간

굴 앞쪽 지반 위에는 난간(vedikā)이 있다.77) 현재 심하게 상했
고 일부는 부서졌다. 이 난간78)은 대체로 남인도 안드라 지방에서
보이는 화려한 난간들과 유사한 편이다. 이는 거의 동시대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이 같은 영역에 있다고 추정된다. 지반 위
에 있는 난간과 평방(平枋) 위쪽 난간의 차이점은 지반 위의 것에
는 6개의 아틀라스-약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조각들은 나신이고
매우 손상되었다. 둥근 눈과 넓고 낮은 눈꺼풀을 하고 있어 마치
쿠샨시기 마투라의 남성인물상을 연상시킨다. 세부 수법은 세련되
지 않고 거칠다. 위에서 언급한 건축 장식은 고대 양식이 엿보이
고 세부에 세련된 요소는 없다. 이 시기에 불상은 아직 보이지 않
는다. 산치의 1탑문에 있는 얕은 부조들과 비교하면 이 조각들은
정열적인 그 시대 활력에 찬 정신에 따라 발전된 양식을 보여준
다.

77) 불탑의 바깥쪽에는 난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律에 기록되어 있는데,
摩訶僧 祈律 33권(大) 22권 497下, 498上, 五分律 26권(大) 22권
173上, 阿彌陀經 (大) 12권 346下: SSukh.3, 未曾有經(大) 16권 781中,
要集 94 등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十通律(大) 23권 中에
‘欄楯處’라는 용어가 보이는데, 이는 난간이 있는 곳을 말한다. 난간은
스투파의 반구형 돔(안다)의 하부의 스투파 보호 울타리 난간과 상부
탑돌이 길의 추락방지용 난간, 탑 상부 하미카 보호난간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78) 난간에 대한 명칭은 학자마다 다르게 난간, 난순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난순은 일본식 표기라는 지적에 동감하고 용어의 객관성이나
통일성을 염두하여 본 논문에서는 난간으로 서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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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탑문(Torana)

베란다에서 언덕으로 연결되는 문 주위에는 塔門(Torana)이 얕
게 부조로 되어 있다. 토라나 양쪽 면에는 문을 지키는 드바라팔
라(dvarapala, 수문신)가 있다. 들어 올린 한쪽 손에는 여러 개의
연꽃 줄기가 있고 다른 손은 허리에 얹었다. 머리장식은 쿠샨 마
투라 조각에 보이는 것과 동일하다. 이 상은 키가 작고 견고하며
활력에 차 있다. 눈은 둥글고 전반적인 형식이 쿠샨 마투라와 남
인도 안드라 미술에서의 남성상과 유사하지만 그리 세련되지는
못하다.
드바라팔라 상은 바자 석굴 등 훨씬 이른 시기에 유사한 작품이
보이고 멀리 고대 5세기의 우다야기리 석굴, 6세기의 아잔타 석
굴, 그리고 8세기의 엘라판다 석굴에서도 보이는데 이전에는 매우
단순하고 작게 표현되었으며 위엄으로 충만해 보인다. 화려한 외
관과는 대조적으로 내부는 거의 장식이 없다. 이 부조물은 마투라
박물관의 Q2의 하나와 유사하다. 문 양쪽 겉 기둥은 탑문의 기둥
에 해당한다.79)
탑문 바닥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인도 고유의 전통이 반영
된 주제들이 표현되었다. 가령 아틀라스-약샤는 오른손을 들어 올
려 위쪽 구조물을 바치고 있고 한 쌍의 상들이 서 있는데, 새가 있
는 나무에 기대고 여성과 상대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요염한
쌍, 여성과 아이, 그리고 여성을 위로 쳐들고 있는 남성이다. 특히
남녀 한 쌍의 미투나상은 인도 고대 미술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
이며 이러한 경향은 불교미술에서도 적극적으로 흡수한 것은 물
론 마투라의 얕은 부조에서 자국의 정경을 회상하면서 이 시대에
훨씬 보편화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쿠샨시기의 풍속
화(la Peinture de genre)인 셈이다. 이 상들은 기술적으로 세련된
79) 山本智敎(1954) pp.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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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또 넓은 방 입구 주위에 탑문을 모방한 부조 장식을
한 점도 특이하다.80)
탑문에는 2개의 평방이 문간 위에 표현되어 있다. 낮은 것은 납
작한 반쪽 연꽃으로 줄지어 채워져 있는 반면, 위쪽의 것은 활짝
핀 연꽃과 연봉우리가 측면 형태로 뒤덮여 있다. 2개의 평방(처마
도리) 사이에는 탑과 법륜(dharmacakra), 보리수와 경배하는 인
물들이 표현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시대를 나타내는 상징물들이
다.
나식 3굴은 사타바하나 왕조의 Gautamiputra Satakarni 왕이
Nahapana를 멸망시키고(일설에는 124년) 기증했다는 명문이 있

으며, Vasishtitr Pulumabi 왕 때에 완성되었다.

2) 제10굴
10굴은 배열과 규모에 있어서 3굴과 매우 흡사한 형식이다. 원

양식의 이 굴은 넓은 홀의 3면에 돌침대를 겸비한 16개의 방을 갖
추고 있고, 입구는 기둥이 있는 베란다로 구성되어있다(도 10). 2
개의 굴 모두 기둥들과 홀의 뒷벽 위에 있는 탑이 매우 비슷하다.
10굴이 3굴과 구별되는 차이점은 전면에 지상 난간이 없고 대문

과 벽기둥들에 장식이 없다는 것과 거의 지워진 뒤쪽 탑에 후대에
새긴 상이 있다는 것이다.
(1) 기둥

외관상 기둥 장식물은 6개의 8각주로만 되어 있고 그 모양과 비
례는 3굴과 흡사하다. 단지 차이점은 주두의 뒤집힌 듯한 수병 형
80) 山本智敎(1954)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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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3굴의 것보다 약간
더 길고 세련되었다는
것이다. 뒤집어 놓은 수
병 형태는 원래 화판을
묘사한 주두를 구성하
는 부분이었다. 이 시기
마투라의 모든 얕은 부
조에 보이는 기둥들에

도 10. 나식 제10굴 비하라 내부. 1세기 후반 ～
2세기 전반, 인도 마하라슈트라.

는 항상 일관되게 수병
형태의 주두가 있다. 그
러한 것은 카를라에서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초기 화판이 없는 양식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팔각의 베란다 열주에는 카를라 석굴과 같은 열주 장식과 주초
가 새겨져 있다. 기둥들은 사자, 코끼리, 황소, 상상의 짐승(여러
짐승의 특징이 함께 있는)으로 장식된 역 피라미드 모양의 사각기
둥 받침과 단지 모양의 주춧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의 표본
이 될 만큼 뛰어난 것이다. 입구의 좌측에는 나가(Naga=뱀의
왕)81)가 수호신으로 조성되어 있다(도 12).

81)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반신 격의 뱀이다. 한역으로는 용, 여성은
나기(Nagi, 용녀)라고 한다. 인도에서 널리 숭배되었으며, 그 신앙은
아리안의 종교도 채택되어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어디에나 여러 가지의
형태로 등장한다. 머리는 나가에서는 7두, 5두가 많고, 나기에서는 거의
하나뿐이다. 바르후트와 산치 등 불교미술의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
있고, 아잔타 19굴의 용왕은 가장 훌륭하다. 불교에서는 팔부중의
하나이며, 힌두교에서는 비슈누의 좌로 천적 가루다와 함께 표현되며,
오릿사와 남인도에서는 단독상도 많다. 물의 신이라 하나 때로는
코끼리와 동일시될 때도 있다. 한국사전연구사 편(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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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나식 제10굴 내부 스투파, 1세기 도 12. 나식 제10굴 정면, 1세기 후반
후반 ～ 2세기 전반, 인도 마하라슈 ～ 2세기 전반, 인도 마하라슈트라.
트라.
(2) 스투파

전체적인 형태는 나식 3굴보다 더 고식이다(도 11). 위에서 언급
했듯이 뒷벽에 부조된 탑의 돔은 후에 새긴 상 때문에 거의 지워
져 3굴의 것과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남아 있는 하미카
(harmika)와 3개의 산개는 매우 유사하다. 여기에는 사자도 법륜

도 없고 건달바도 없다. 약시상은 3굴의 것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
므로 이굴이 3굴과 동시대이거나 약간 이를 것이다. 3굴의 원형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석굴이다.
베란다 벽과 실내 왼쪽 벽에는 서기 120년, Nahapana 왕의 사
위의 기증명이 남아 있는데,82) 검소한 20명의 비구들에게 가사를
공양을 올리고, 병든 스님에게 약을 제공하는 등의 끊임없는 기부
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비라(Abhira) 국의 Isvarasena
왕 시절에 사까(Saka)의 청신녀(Upasika)가 기증한 기록도 남아
82) 나식 10굴 베란다 열주에는 카를라 석굴과 같은 열주 장식과 주초가
새겨져 있다. 平岡三保子(2000) p.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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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 편년

나식 석굴 10굴과 3굴의 편년과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
터 여러 학자들의 다음과 같은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83)
10굴은 나하파나의 헌납으로 개착되었다. 샤카족인 그는 독실

한 불교도였다. 그가 나식에 왔던 것은 바로 2세기 초 무렵이므로
그 굴은 대략 그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식 3굴과 비교하
면 나식 10굴은 약간 더 이르다. 왜냐하면 기둥을 제외하고는 장
식물이 전혀 없고 주두가 좀 더 고식이기 때문이다. 방형 홀 안쪽
에 탑이 있는 차이티야-비하라의 예는 몇 군데 다른 곳에서도 발
견된다. 사일라와디에 있는 것들 중 하나인데, 그곳에는 안드라의
수도에서 온 한 남자가 지었음을 말해주는 명문이 남아있다. 그러
므로 인도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이러한 굴당 형태는 안드
라 원류임을 알 수 있다.
나식 3굴을 조성한 건축가는 단지 나식 10굴을 본뜨는 것만으
로 만족하지 않았고, 지상에 난간을 설치하고 문간에 탑문을 첨가
했다. J 버제스가 이 석굴을 약 100년 무렵이라고 주장했듯이, 이
굴은 2세기 초의 대표적인 굴로 여겨진다.

3) 제20굴-22굴
나식 20굴은 3굴, 제10굴처럼 나식의 중요한 비하라 굴이다. 나
식 20굴의 설계와 구조는 10굴과 유사하다. 그러나 홀은 길고 일
정하지 않은 방형이며, 후대에 추가된 흔적은 뚜렷하지 않다. 구
83) 平岡三保子(2000) p.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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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살펴보면, 방의 크기와 위치는 규칙적이지 않고 불감(佛龕)은
뒷벽에 있는데 그곳에는 양쪽에 보살 입상이 협시하는 설법인의
불좌상이 안치되어 있다.

14. 나식 제20 비하라 굴 내부. 기원후
도 13. 나식 제20굴 정면. 기원후 1세기 ～ 도 1세기
～ 기원전 1세기, 인도 마하라슈
기원전 1세기, 인도 마하라슈트라.
트라.
이러한 상들은 엘로라 석굴에 있는 불교사원의 것과 같은 시기,
즉 중세 초기의 것이다.84) 감실 안쪽의 방형 기둥들 역시 같은 시
대의 것이다. 감실은 추가로 8세기 무렵에 개착되었다. 결론적으
로 나식 3굴과 10굴에 비하여 홀의 길이는 매우 길어졌으며, 후대
의 전실들은 그 이전의 것들과 구별된다. 예를 들면 뒤쪽 2개의
전실은 크기와 방향(東向)이 틀려 후대에 추가되었음을 의미한다.
원래 후벽(後壁)은 그 방들의 앞에 있다. 현재 왼쪽 전실들은 오래
있었던 돌 침상이 깨져있고 전실의 모양은 길어졌다(도 14).
(1) 기둥

20굴 전면에 있는 6개의 기둥은 3굴의 것과 비슷하지만 더 후대

84) 엘로라 석굴의 불교굴 말기에 해당하는 11굴(통칭, Do Tal)과 12굴(TIN
Tal)에는 주불전 이외에도 불당과 불감이 조영되어 있고 다양한 불교
존상이 새겨져 있다. 平岡三保子(2000) pp. 2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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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이다. 문간 근처에 있는 벽의 아랫부분은 부서졌다. 홀에는
기둥이 없다(도 13).
(2) 편년

이 굴의 설립 연대는 베란다에 있는 기둥으로 대략 추측할 수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남아 있는 명문에 의해 더 자세히 알 수 있
다. 복합굴 양식의 이 석굴은 처음에는 수행자들에 의해 시작되었
으나 후에 사타바하나 왕조의 7대 왕인 Satakarmi 왕 시대에
Mahasenapati의 부인에 의해 완성(서기 166～198년)되었다. 후대

에 작은방들과 사리함이 만들어지고 6～7세기에는 승원이 확장되
었다. Padmapani와 Vajrapani에 의해 간직되었던 부처님의 사리
가 봉안되었다고 전한다.
명문에 의하면 이 굴은 안드라 지역의 야즈나 슈리 下의 장군 부
인인 바스의 시주로 만들어졌다. 개착 시기는 그의 재위 7년째 되
는 해에 완성되었고, 보파키라는 이름의 고행자가 처음 사용했다.
기둥 양식으로 보아 나식 3굴, 10굴에 비해 앞설 수 없다. 이에 대
해 빈센트 스미스 박사는 야즈나 슈리의 즉위식이 184년이라고
추정했다. 서브라마니안은 그의 통치가 166년～195년까지라고 추
정했다.85) 따라서 어느 경우에도 이 굴은 2세기 후반부로 편년된
다. 이 굴의 건축양식으로 보아 샤타족인 나하파나가 안드라 양
식86)에 정통한 건축가들에게 굴의 개착을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85) 山本智敎(1954) p. 88.
86) 안드라 미술의 미술사적 시기 구분은 전기 안드라(기원전 72～25)와
후기 안드라(기원전 25 ～ 기원후 320)로 구분할 수 있다. 전기
안드라의 부조는 선화에 가까운 연속 도해식 표현과 사건의 지역적
역사적 통일성을 중시한다. 환조에서는 자연신 숭배의 잔영인 약시상
위주로 정신적, 관능적 결합이라 할 수 있다. 후기 안드라는 4세기
힌두교의 점진적 발흥과 해상 교역 단절로 쇠퇴한 시기로 인도적 전통이
강하게 보인다. 부조는 화면이 복잡하게 구성되었고 육감적인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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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타미푸트라는 이 굴을 보면서 3굴이나 10굴을 본뜨는 것
에 만족하지 않고 지상에 난간을 설치하고 문각에 탑문을 추가로
첨가했다. J 버제스의 주장대로 이 석굴이 100년경이라고 본다면,
이 굴은 적어도 2세기 초의 대표적인 굴로 여겨진다. 21굴은 기둥
과 승방이 있는 미완성 굴이다. 22굴은 작은 승방이 하나 있다.

도 15. 나식 제23굴. 1세기 후반 ～ 2세 도 16. 중국 돈황석굴 제259굴 서벽, 이
기 전반, 인도 마하라슈트라.
불병좌상.
4) 제23굴-24굴
나식 23굴은 불규칙하게 배열된 5개의 작은 승방으로 이루어졌
으며, 중세의 불보살이 벽에 새겨져 있다. 이 굴은 그때 새로이 개
착되었다. 24굴은 2개의 승방으로 이루어졌는데 낮은 부분은 무너
졌다. 그러나 난간 문양이 평방 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된 굴
로 보이며, 벽 안쪽 윗부분에 명문이 남아 있다.87)
특히 23굴은 나식 석굴군 중에서 가장 많은 불상, 보살상, 천신
상,

여신상 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의 반열반

(Mahaparinirvana)에 관한 부조도 있다.88) 이 굴은 전기 비하라
강조하고 있으며, 환조는 정면관 위주로 묵중한 형체감을 강조하고 있다.
87) 山本智敎(1954) pp. 88-98 참고.
88) 판둘레나 석굴의 조성과 번창은 다른 석굴의 성립과 발달에서처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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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의 말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곳에 석굴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기원전 3～4세기까지 석굴을 조성하였다.

비문으로 보아 그 이후의 6～7세기까지 석굴 조성 작업이 이어졌
지만, 그 이후의 시대에는 새로 만들거나 수정 보수하는 일은 거
의 없던 것으로 보인다.
23굴 석실 출입구 향 좌측 벽면에는 부처님 열반상과 함께 두

구의 불의좌상이 시선을 끈다(도 15). 필자는 이 중에서 병립하여
조성되어 있는 두 구의 불상에 대해서 이불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
는 것은 아닌지 조심히 추정해보았다.89) 작품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상과 존호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쉽
게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하나의 대좌를 반으로 나누어 두
불상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이불병좌상은 일반
적으로 묘법연화경(이하 蓮華經) ｢견보탑품｣의 내용을 도상화
계층 사람들의 기증과 적극 전인 후원에 의한 것이다. 이 24개의 석굴도
서기전 3세기에서 4세기까지, 이 지역의 왕조였던 사타바하나 왕조의
역대 왕들의 후원에 의한 것이다.
89) 문명대 교수는 일찍부터 동아시아의 이불병좌상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해왔다. 특히 나식 23굴의 이 두 구의 불상이 도상학적으로
이불병좌상과 유사한 점에 착안하고 필자에게 교시를 주셨다. 그러나
인도에서 이불병좌상의 조성 예가 보고된 바 없고 따라서
이불병좌상으로 볼만한 근거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이불병좌상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① 駒井和愛(1946); (1977).
② 통일신라시대와 발해, 대전사 출토 이불병좌상의 논의는 문명대(1976);
(1999); (2003) 등 참조.
③ 河上洋(1992).
④ 氣賀澤保規(1995)
⑤ 발해의 東京龍原府 반납성에서 출토된 二佛竝坐像의 양식에 대해서는
임석규(1995) 참조.
⑥ 林碩奎(1995).
⑦ 강희정(2001).
⓼ 양은경(2008).
⓽ 최성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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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서 이불병좌상의 조상 역시 법화경의 출현과 깊은 관
련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여겨진다.90) 이 법화경이 언제
누구에 의해 성립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인도에서 대승
불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1세기경에 성립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인 견해다. 이불병좌상은 중국의 여러 석굴 조상을 포함해서 근
동, 석조를 막론하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애호되던 주제였다. 이불
병좌의 장면은 다보불이 법화경을 설하는 석가불(현세불)에 대
하여 정법을 증거하는 이야기를 표현하기에 상징적이어서 시각적
으로 표현하기에도 적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불병좌상이 많이 조성된 중국의 경우, 최고 예는 그 제작 시
기가 5세기 전반이라고 생각되는 병영사 169굴 동벽에 묘사되어
있는 벽화로서 이불은 모두 우수를 들고 기좌하고 있다. 또한 운
강석굴(云岡石窟)에서 가장 많은 이불병좌상의 조상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이른 시기에 개착되었다는 담요(曇曜) 5굴(16～20
굴)을 포함해서 주로 1, 2기에 걸쳐 꾸준히 조상되었다.91) 다음으
로 막고굴 259굴과 천수현의 맥적산석굴 80굴과 148굴에서 북위
시대의 이불병좌상을 볼 수 있다(도 16). 병령사 석굴에서도 2, 80,
81, 82, 100호 굴의 조상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불병좌상의 조

성은 북위대에 활발하게 조성되었고,92) 훗날 우리나라에도 큰 영
향을 미치어 이불병좌상을 등장케 하였다.93)
90) 임석규(1994) p. 13.
91) 운강석굴 시기는 대개 3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460-465년경): 16～20굴
제2기(465-494년경): 1, 2, 3굴과 5～13굴
제3기(494-524년경): 4, 14, 15굴, 11굴～13굴의 외벽과 그 서쪽의 상부와
5, 6굴의 상부에서부터 동쪽의 중소형 굴, 그리고 21굴 ～ 마지막 굴.
문명대(1991) pp. 217-218.
92) 문명대(2003) pp. 145-148.
93) 통일신라의 이불병좌상은 경주 황룡사지와 청동 대전사 출토의 상이
알려져 있으며, 발해에서는 반랍성 출토 이불병좌상이 다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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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식 23굴 불상의 배치에 대한 고찰은 서인도 석굴 내지 나식
석굴사원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감실 內 불의좌상이 “왜 나
식 23굴 벽면에 두 구만 조성되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다.
물론 미완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이불병좌상
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나식 23굴 불의좌상의 형태면으로 살펴보면, 육계가 둥글게 솟
아 있는 나발의 머리와 팽만감 있는 얼굴, 건장한 어깨, 신체의 모
습은 나신의 모습으로 정면 향을 향하여 앉아 있다. 수인은 초전
법륜94)을 취하고 있고, 바위 대좌 위에 다리를 벌리고 걸터앉은
변형된 교각좌상(交脚坐像)95)의 자세, 앙련(仰蓮)의 연화대좌(蓮華
臺座) 등으로 세련미는 다소 떨어지나 마치 초기의 이불병좌상의

모습과 근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식 23굴의 두 불의좌상이 각각의 두광을 가진 점, 2구

고려시대의 이불병좌상으로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에 있는
마애불상이 남아 있으며, 이 외에도 동국대박물관 소장 보협인석탑의
최하 일석에도 이불이 병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역시 고려시대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석규(1994) pp. 21-38; 대전사 출토 청동
이불병좌상 역시 신라 불의 영향도 많이 남아 있지만, 고려 초 양식으로
9세기 말 내지 10세기초 양식으로 보고 있다. 문명대(2003) p. 148.
94) 이 수인은 법륜을 돌리는 형태 혹은 법륜 자체를 표현한 것이다. 고대
인도인의 관념 속에는 불타가 진리의 수레바퀴를 돌렸다는 것은
전륜성왕이 지닌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치 태양이 모든 공간과 시간을
지배하듯 불법의 힘이 전 우주를 지배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전법륜인 부처가 녹야원에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 난 직후 자신과
고행을 함께 했던 5명의 선인에게 처음으로 설법을 할 때 취했던
수인으로 초전법륜(初轉法輪)이라고도 한다. 문명대(1999) p. 135.
95) 교각좌상은 의자에 앉아 두 발목을 서로 교차시키며 앉은 像으로
반가좌상과 함께 간다라 조각에서 출현되는 특징적인 조각 양식이다.
의자 생활을 습관으로 하는 그리스계의 간다라 지방 사람들은 의자에
앉은 자세로 가부좌를 틀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상에 영향을 미쳐
의자세의 조각이 조상되었다. 나식의 불의좌상은 비록 발목에서
교차하는 형식은 아니지만 변형된 교각좌상 형식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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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시가 있는 점, 이형 대칭을 이룬다는 것만으로는 대승기신
론이나 법화경 ｢견보탑품｣ 사상에 의한 이불병좌상인지는 단
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석가･다보 이불병좌상의 시원으로
볼 수 있다면, 중국 특유의 조상으로 취급되어온 논의도 적지 않
게 나오고 있는데 비하면 주목해 봐야 하는 보물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인도 석굴의 이불병좌상이 배치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기록도 전해지지 않는다. 중국에서도
초기 굴 개착의 배경이 되는 사상은 당연히 법화사상이었지만 후
대로 내려오면서 발원자들이 경전의 교의로부터 자유롭게 성법이
나 흥법 보다는 부모나 형제의 안녕과 명복을 비는 이유로 꾸준히
조상되었던 것을 현존하는 이불병좌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즉
병좌상이라 해서 전부 석가･다보 병좌상인 것도 아니고, 석가･미
륵 병좌상, 쌍미륵상도 있으며 병좌는 아니더라도 미타･미륵 병좌
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석굴의 구조는 불상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기본
계획이 세워지므로 불상의 배치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불상의
배치 문제와 사상적･교리적인 배경이 좀 더 명확히 해명된다면 나
식 석굴의 불의좌상의 배치 또한 완벽하게 해명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되며 훗날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불국사의 다보･석가 병존탑이 존재함으로 인도 나식 석굴 불의좌
상의 불상의 배치 문제와 조성배경이 밝혀진다면 앞으로 법화
경 미술과 사상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5) 기타 석굴
제1굴 베란다 양 끝 방은 개착되기 시작하였으나 어떤 이유로
도중에 중지되었다. 홀 주위의 방들은 아직 개착이 시작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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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베란다에 4개의 기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코끼리와 남녀
상으로 덮여 있다. 형식은 다소 약하며 평방 너머로 난간 양식이
있으나 목조 서까래를 석조로 표현하는 것은 생략했다. 문간은 파
괴되었으며 3굴보다 약간 후대로 보인다(도 18).
6굴은 앞부분은 많이 파괴되고 3개의 방만 남아있다. 정면 너머

에 난간 양식이 있다. trisula 상징은 역시 주목된다. 연대는 3굴과
같으며 8각주의 꼭대기는 남아 있다. 7굴은 1개의 방만 남아 있다.
베란다에는 가느다란 8각주가 있다. 9굴 베란다에는 2개의 8각주
가 있다. 그 주두는 물그릇을 뒤집어 놓은 듯한 형태이다. 기둥에
는 코끼리와 황소가 각각 표현되었으며 3굴과 동시대로 보인다.
나식 11굴부터 16굴은 작은 굴들로 손상이 매우 심하고 파괴되
었다. 11굴은 3개의 전실로 이루어진 작은 굴인데 뒷벽 근처에 침
상이 있다. 장식은 없고 대문 가까이에 서투른 조각된 불상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 15굴은 불좌상이 약간 있고, 약 8세기 무렵
의 굴이다. 16굴에는 앞쪽이 부서진 한 개의 방이 있다. 현재 이
굴은 사다리에 의해 접근한다. 16굴은 약 8세기경의 조상으로 나
식은 스투파를 예배 대상으로 한 고대(기원전 1세기 ～ 기원후 1
세기)의 불교 석굴군이었는데 7세기경에 불상을 기원하는 굴원이
새롭게 조성되었다. 새로이 조성된 불교 굴은 고대 굴의 사이사이
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규모가 많다.
16굴은 특히 작은 굴로 외관은 미완성 상태이다. 입구 폭은 사

람이 겨우 통과할 정도이며 내부도 좁다. 정면 벽과 좌우 벽에 3
군의 삼존불이 표현되어있다. 이 정면의 삼존불을 입구를 통해 밖
에서 내부를 들여다보면, 훨씬 좁으며 불상이 꽉 채우고 있는 듯
한 느낌이 든다. 불상은 소형이면서도 비교적 볼륨감 있는 체구로
생동감이 있다. 채색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나식 17굴은 비교적 큰 규모의 미완성 굴이다. 구조 방식은 3,
10굴과 동일하다. 앞쪽에 4개의 기둥이 있고, 2개의 사각기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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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의 뒤쪽에 있다. 2개의 사각기둥에는 코끼리와 인물상이 부조로
표현되었다(도 19).

도 17. 나식 제2굴 정면. 사타바하나 시대 도 18. 나식 제4굴 정면. 사타바하나 시대
(2세기경), 인도 마하라슈트라
(2세기후반), 인도 마하라슈트라.

도 19. 나식 제17굴 정면, 사타바하나 시대(2세기후반),
인도 마하라슈트라.
오른쪽 부분에 전실이 4개 있고 왼쪽에 2개가 있다. 미완성 개
착이라는 점에서 3굴보다 약간 후대인 것 같지만 아마도 같은 시
기로, 2세기 후반으로 보인다. 이 석굴은 나식 18굴과 같은 시대
의 것인데, 나식 17석굴은 Dattamitri의 Yavana가 보시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석굴은 후대에 부조로 된 불상이 추가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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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
나식 19굴은 나식 18굴에 속했던 굴로 18굴의 왼쪽으로 그보다
약간 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비하라 굴이다. 베란다 앞에 2
개의 가는 기둥이 있는데 가장 낮은 곳은 장방형이고 중간 부분은
8각, 다시 윗부분은 방형인데, 이것은 고대 인도에 있어서 보편적

인 특징이다. 풍화에 상하긴 했지만 반연화문(半蓮花紋)과 달리는
황소가 새겨져 있다. 안쪽 홀에는 각 면마다 2개의 전실이 있어서
즉 모두 6개인데 여기에는 돌 침상이 있다. 각 전실의 입구는 아
치형으로 장식되었다. 아치의 형태는 아잔타 12굴과 베드사
(Bedsa) 석굴에 있는 비하라의 것과 비슷하다. 2개의 격자로 된 창

이 눈에 띄는데 마치 Bhaja, Bedsa, Ajanta, 그리고 Pitalkhora와
같다.96) 이 석굴은 사타바하나 왕조의 Krishna 왕의 통치 기간에
Nasika의 스님들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석굴 중의 하나이다.

Ⅳ.

맺음말

이상과 같이 동아시아 서인도의 나식 석굴사원에 남아 있는 조
각･명문 그리고 건축적 특징을 차이티야와 비하라 형식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7세기에 걸쳐 인도 중부
데칸 지역은 불교미술과 건축물로 유명했으며, 이 지역 석굴들이
조성된 곳은 거의 예외 없이 옛날의 교역로와 연결돼 있음이 파악
되었다.
첫째, 나식 석굴사원은 불교의 북전로, 즉 중앙아시아 지역에
96) 平岡三保子(2000) pp. 2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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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펼쳐진 실크로드 상에 전파되어 현 아프가니스탄, 키질석굴,
베제크릭 석굴사원, 돈황 막고굴 등 아시아 여러 나라 불교 전파
의 중계지 구실을 단단히 한 것이다.
둘째, 나식 2, 3, 10, 17, 18, 19, 20호 굴에는 기증자 명문이 있
으며, 이들 명문들 외에도 여러 곳에서 왕들의 동전이 발견되었
다. 이들 명문들은 인도와 동양의 건축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
공해 주고 있다.
셋째, 석굴의 형식(24개 혹은 23개 굴)은 유일하게 18굴만 차이
티야 굴이고 나머지는 비하라 굴이다. 18굴은 기원전･후 1세기에
개굴 되었으며, 정면 아치형 창문 형태, 말발굽형 굴실 등은 아잔
타 9굴, 베드사 석굴 등과 같은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바자보다
는 조금 진행된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다. 3굴의 베란다 열주 양
식과 여러 가지 동물의 부조 장식, 스투파 등은 전기 비하라 굴의
말기적인 특징을 보인다. 10굴은 3굴보다 약간 간소하며 부조 스
투파가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20굴은 약 2세기 후반으로 추정
되며 후세에 다시 복원한 흔적이 보인다.
그밖에 나식 2, 5, 8, 9, 17굴 등도 약 2세기경으로 추정되며, 불
상은 보이지 않고 서기이전의 건축 방식을 따르고 있다. 나식 23
굴에는 가장 많은 불･보살상 들이 부조로 새겨져 있다. 그중 23굴
의 불의좌상은 두 구가 나란히 배치되어 이형 대칭을 이룬다는 점
에서 이불병좌상과 유사하나 이 굴에는 명문이 없어 그 근거가 아
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시론에 불과하지만 나식 석굴
사원은 불교석굴과 힌두교 석굴의 건축적, 예술적 도상들의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보고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
료이다.
끝으로 나식의 주요한 차이티야와 비하라 굴은 정치적 세력권
안에서 제작되었던 것이 석굴의 명문들에 의해서 확인된다. 또한
미술사적으로는 안드라 미술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나식 석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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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서인도 사타바하나 왕조 시대의 Ajanta, Pitalkhora, Aurangābād, Kanherī, Junnār, Karli 등의 석굴사원군과 함께 인도불교

사의 변천과정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잔타에는 최고의
諸窟과 6세기 비하라 굴과의 중간에 조영된 굴이 없다. 나식의 대

부분에는 이러한 아잔타의 시기적인 빈틈을 메워 주는 것으로 조
각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인도의 종교문화와 건축문화들은
역사적 변화 발전과정 속에서 이질문화간의 상호혼합과 결합의
영향을 받아 다양성을 가지고 발전하였으며 그러면서 거기에는
인도 특유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이 큰 특징이라 하겠다.

인도 나식(Nāsik) 석굴사원(石窟寺院) 시론

∙ 393

참고 문헌

한국어 문헌
강우방(1992). ｢사천 보안암석굴의 구조와 불상｣, 가산이지관스님
화갑기념논총 한국불교문화사상사 하, 가산문고.
강희정
2001
｢中國 南北朝時代의 半跏思惟像像과 彌勒信仰｣, 百濟硏究
33. 충남대 백제연구소.
2010
｢6-7세기의 동남아 힌두 미술 –인도 힌두미술의 전파와
초기의 변용｣, 동남아시아연구 20권 3호.
한국동남아학회.
2003
｢6세기 부남(扶南)과 산동(山東)의 사르나트 양식 불상:
남방해로를 통한 인도 불교미술의 동박(東博)｣,
中國史硏究 67권. 중국사학회.
鎌田茂雄(1985). 중국불교사, 정순일 역. 서울: 經書院.
고유섭(2011). 한국탑파의 연구. 서울: 열화당.
고정은(2008). ｢다솔사 보안암 석굴과 불상에 대한 고찰｣, 강좌미술사
 30. 한국미술사연구소.
金吉祥(2011). 佛敎大辭典. 서울: 弘法院.
김준오･천득염(2012). ｢인도 석굴사원의 Relief Stupa 연구｣,
건축역사연구 21(4), 통권83. 한국건축역사학회.
김희경(2005). 한국의 탑. 서울: 열화당.
나라 야스키(1990). 인도불교, 정호영 역. 서울: 민족사.
문명대
1997
한국불교미술사. 서울: 한언.
1999
한국 불교미술의 형식. 서울: 한언.
2015
실크로드의 석굴, 학술총서 25. 한국미술사연구소.
1968
｢한국석굴사원의 연구｣, 역사학보 37, 38. 역사학회.
1976
｢傳大典寺出土 靑銅二佛幷坐像의 一考察｣, 東國史學 13輯.
동국대 사학회.
1991
｢운강석굴의 석굴형식과 불상조각의 특징｣, 중국대륙의

394

∙ 印度哲學 제49집

문화 5, 운강석굴.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渤海 佛像彫刻의 流波와 樣式 硏究｣, 강좌미술사 14(1).
한국미술사연구소.
2003
｢대전사 출토 이불병좌상｣, 한국의 불상조각 4: 삼매와
평담미. 서울: 도서출판 예경.
문명대 외(2016). 인도 석굴, 학술총서 32. 한국미술사연구소.
미야지 아키라(2006). 인도미술사. 김향숙･고정은 공역. 서울:
다할미디어.
밴자민 로울렌드(1996). 인도미술사, 이주형 역. 서울: 도서출판 예경.
사사키 시즈카(2007). 인도불교의 변천.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양은경
2006
중국 불교석굴. 서울: 다할미디어.
2008
｢中国 辽宁省博物馆 所藏 金铜佛像에 대한 硏究｣, Journal
of China Studies 4. 부산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兪聖雄(1994). 한국불교미술대전, 辛島. 한국색채문화사.
윤장섭(2002). 인도의 건축. 서울대학교출판부.
윤창숙(1993). 한국 탑과 상륜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주형
2000
｢사르나트 출토 4사자 주두의 네 가지 동물과 그 역사적
전개｣, 인도연구 5. 한국인도학회.
2006
인도의 불교미술.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주형･김리나(2001). ｢인도초기불교미술의 佛像觀｣, 미술사학 15.
한국미술사교육학회.
이희봉
2008
｢인도 불교 석굴사원의 시원과 전개: 힌두교, 자이나교,
아지빅파의 관련과 함께｣, 건축역사연구 174.
한국건축역사학회.
2009
｢탑의 원조 인도 스투파의 형태 해석｣, 건축역사연구
18(6). 한국건축역사학회.
2010
｢탑의 용어에 대한 근본 고찰 및 제안: 인도
스투파에서부터 한국 석탑으로의 변환을 바탕으로｣,
건축역사연구 19(4), 통권 71. 한국건축역사학회.
1999

인도 나식(Nāsik) 석굴사원(石窟寺院) 시론

2012

임석규
1994
1995

∙ 395

｢서양 중세 바실리카 교회와 인도 불교 석굴 차이탸와의
연관성 비교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대한건축학회.
｢발해 반랍성 출토 이불병좌상의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渤海 半拉城 出土 二佛竝坐像의 硏究｣, 佛敎美術硏究 2.
동국대 불교미술문화제연구소.

조명림
2006

｢사타바하나시대 데칸지역에 나타난 불교사원에 대한
후원 연구｣, 인도연구 11(1). 한국인도학회.
2010
고대 인도의 불교사원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의 연구,
University of Delhi 박사학위논문.
주경미(2007). ｢中國의 阿育王塔 전승 연구｣, 동양고전연구 28.
동양고전학회.
中村元(2005). 불타의 세계. 서울: 김영사.
천득염
1993
｢인도시원불탑의 의미론적 해석｣, 건축역사연구 2(2).
한국건축역사학회.
2002
전탑. 서울: 대원사.
최성은(2007). ｢발해 불교조각의 새로운 고찰｣, 고구려발해연구 26.
고구려발해학회.
한국사전연구사 편(1998), 미술사대사전: 인명편
현장(1983). 大唐西域記, 권덕주 역. 서울: 일월 서각.
황수영(1966). ｢자료보고 다솔사 보안암석굴과 하동 이맹굴｣,
동국사학 9, 10. 동국대학교 사학회.

일본어 문헌
駒井和愛

｢渤海國の二佛竝坐石像｣, 學海 3-4. (中國考古學論叢,
慶友社 재수록).
1977
｢渤海國の二佛竝坐石像｣, 中國部城･渤海硏究. 雄山閣.
氣賀澤保規(1995). 則天武后. 東京: 白帝社.
山本智敎(1954). ｢ナーンクとジコナル附近の佛敎窟堂群｣, 密敎文化
1946

396

∙ 印度哲學 제49집
第29, 30合集. 高野山大學密敎硏究會.

蕭默(1981). ｢敦煌莫高窟の石窟形式｣,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第2卷,
敦煌文物硏究所編. 東京; 平丹社.
辛島 昇(1992). 南アジア. 朝日新聞社.
佑藤宗太郞(1985). The cave Temples of India : インド石窟寺院.
東京書籍
伊東照司(1981). ｢エロ一ラ石窟寺院の仏敎図像｣, 佛敎藝術 134.
村田治郎(1980). 東洋建築史, 建築學大系 4-Ⅱ.
平岡三保子

インド仏教石窟寺院の成立と展開. 東京; 山喜房佛書林.
2000
｢西インドの石窟寺院―仏教石窟寺院の発生と展開｣,
世界美術大全集: 東洋編 第13巻 インド (1). 東京: 小學館.
2005
｢ナーシク前期ヴィハーラ窟をめぐる試論:
17石窟を中心に｣, 仏教芸術と歴史文化. 京都: 法蔵館.
河上洋(1992). ｢渤海の東京 二佛竝坐像｣, 佛敎史學硏究 35(2).
2009

영어 및 기타 외국어 문헌
Akira, Hirakawa (1998). A History of Indian Buddhism. tr. Groner,
P. New Delhi: Motilal Banarsidass.
Brown, Percy

Indian Architecture(Buddhist and Hindu Periods),
Taraporevala. Bombay.
1971
India Architecture, Buddhist & Hinda Periods.
Burgess, J. (1964). Report on the Buddhist Cave Temples and Their
Inscriptions. Varanasi: Indological Book House.
Burges, J. & Indraju B. (1976). Inscriptions from the Cave Temples
of Western India, ASWI, X (reprint), Varanasi.
Das, D. (1969). Economic History of the Deccan, New Delhi:
1941

Munshiram Manoharlal.
Dehejia, V. (1969). Early Buddhist Caves at Junner, Artbus Asiae,
XXXI.
Fergusson & Burgess
1880

Cave Temples of India, Academy and Literature.

인도 나식(Nāsik) 석굴사원(石窟寺院) 시론

∙ 397

Academy Publishing Co.
1910

History of Indian and Eastern architecture.
Musulmans.

Gokhale, B. G. (1976). Buddhism in Maharashtra. Bombay: Popular
Prakashan.
Hazra, K. (1984). Royal Patronage of Buddhism in Ancient India,
New Delhi: D.K. Publications.
Fergusson, James (1910). History of Indian and Eastern

Architecture, J. Murray. London, BookⅠ.
Jha, D. N. (1977). Ancient Inida: In Historical Outline. New Delhi:
Manohar.
Jouveau-Dubreuil, G. (1991). Ancient History of the Deccan. New
Delhi: Asian Educational Services.
Krishna, Nanditha (2007). The Book of Demons. Penguin Books
India.
Lamotte, Étienne (1988). History of Indian Buddhism. Paris: Institut
Orientaliste Louvain-La-Neuve.
Lüders, H. (1973). List of Brahmi Inscriptions from the Earliest

Times to about A.D. 400 with the Exception of Those of
Asoka. New Delhi: Indological Book House.
Mangvungh, G. (1996). Buddhism in Western India. Jodhpur:
Kusumanjali Book World.
Winternitz, M. (1920). Geschichte der indscken Literature, Bd.1, p.
1907.
Nagaraju, S. (1980). Buddhist Architecture of Western India,
Andhra Pradesh.
Rapson (1922). Cambridge History of India. London : S. Chand &
Company.
Ray, H. P. (1986). Monastery and Guild.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Senart, F. (1905-6). The Inscriptions in the Caves at Nsik, EI, VIII.
Sharma, R. S. (1995). Perspectives in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Early India. New Delhi: Munshiram Manoharlal.

398

∙ 印度哲學 제49집

Smith, V. A. (1972). Coins of Ancient Inda: A Catalogue of the

Coins in the Indian Museum. Calcutta.
Tripathi, R. S. (1942). History of Ancient India. New Delhi: Motilal
Banarsidass.

인도 나식(Nāsik) 석굴사원(石窟寺院) 시론

∙ 399

Abstract

A Study on India Nāsik Cave Temple
Kim, Seon-hee
(Researcher of Korean Art History Institute)

This study is a rudimentary exploration of Nāsik cave
temple, which is regarded as an important part of academia
as an 'early cave temple' in India, and aims to examine its
characteristics of establishment period and build style and
clarify its significance in the art history.
There are about 1,200 cave temples in India, of which
75% are Buddhist caves. Buddhism was first introduced to
West India in Ashoka dynasty in the third century B.C. Since
then, the Deccan region in the middle of the west India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n ancient trade route, and
thousands of temples and pagodas have been built with the
support of various social classes. Among them, the famous
Nāsik cave temple is a large-scale Buddhist cave consisting
of 23 groups (or 24 groups), and according to the excavation
period, they are classified in ‘caves of the preceding period’
in the 1st century B.C. or A.C. and ‘caves of the latter period’ in the 7th century A.C. During this period, there was a
change from Hinayana Buddhism (小乘佛敎) to Mahayanist
Buddhism (大乘佛敎). In other words, this is a major stepping
stone to look back on the transition from Theravada
Buddhism architecture style to the Mahayana Buddhist architecture style.

400

∙ 印度哲學 제49집

The cave temples that remain at the present time are a
mixture of extra large caves, simple and small caves, and
incomplete caves which were belatedly built inside the
temple. Especially in the latter days, the worship destination
limited to Nāsik 18 cave Caitya was also replaced by Buddha
statues and expressed in Vihāra, which was used as the residential area for monks. This shows that the use of Vihāra is
not the monks' residential area but the role of the sanctuary, which is the biggest change compared to the preceding caves.
The Nāsik cave temple is rich in architectural forms and
works of art, as well as the dedication and documentation
records, which provide important clues to verify the social
history, economic history, political history, art history, and
spiritual culture of the time. Also,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explore the origin styles of the world-famous caves such
as Ajanta, Ellora, Bhaja, Aurangābād, Bedsa, Pitalkhora,
Karli, Junnār and Kanherī, etc.
In sum, the religious and architectural cultures of India
have been developed with diversity under the influence of
intermixture and combination between heterogeneous cultures in the course of historical change, and in the meantime there is a distinctive characteristic that they maintain
the unity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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