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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레고리 쇼펜의 책을 한글로 만나다

아직까지도 불교학의 중심지는 일본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일본 학계가 보

유하고 있는 학자들의 두터운 층과 오랜 시간 축적되어온 업적 뿐 아니라, 그 

연구 범위에도 매번 놀라곤 한다.  예를 들면,  터키어와 아랍어로 번역된 불교

문헌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세계적으로도 한 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런데 필

자에게는 산스크리트를 비롯한 인도어(Indic) 뿐 아니라 터키어 혹은 아랍어에 

능통한,  젊은 일본 학자들이 이 분야에서 연구를 발표하는 것을 마주친 경험

이 몇 번이나 있다. 이 같은 연구주제의 확장 혹은 다양화는 한편으로는 선구

자들의 진취적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중심부의 

연구가 튼튼해 흘러넘쳤다는 방증(傍證)이 되기도 한다.  

그레고리 쇼펜(Gregory SCHOPEN)은 이러한  일본학계에 충격 혹은 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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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트라우마를 안긴 장본인 중 한명이다. 쇼펜은 그 등장 자체가 화려했다.  

‘sa pṛthivīpradeśaś caityabhūto bhavet’라는 �금강경�의 한 구절을 시작점으로 하

는 1975년 논문은 ‘경전 숭배’(cult of the book)라는 용어를 통해 그동안 대승(大

乘) 기원에 관한 정설(定說)로 간주되어온,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의 ‘재가불

탑기원설’의 권위를 거세게 흔들었다. 그 결과 “히라카와 아키라의 설이 아직

까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라고 방어하는  몇몇 일본의 학자들을 제외

하고 현재는 불탑의 흔적만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대승불교

연구의 집대성인 �시리즈 대승불교�(2011~2014)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시

모다 마사히로(下田正弘)가 주창한, “대승경전을 제작하면서부터 대승불교가 

시작했다”는  설은 ‘경전 숭배’의 연장선상에 있을 만큼 쇼펜의 영향력은 여전

히 지대하다. 

쇼펜은 첫 논문을 발표한 이후 비문 등의 고고학적 자료와  율장 특히 �근본

설일체유부율�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관점과 상반되는 혹은 기존의 시

각을 교정하는 일련의 논문을 발표한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묶어서 소위 ‘쇼

펜 트릴로지’를 발간한다. 그는 이 일련의 작업을 통해  ‘대승불교주변지역기

원설’을 주창함과  더불어 마치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경제와 돈을 부

정하거나 경원시하지 않았던, 1~5세기 인도불교사원 그리고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그려냈다고 평가받는다. 

1. SCHOPEN, Gregory. 1997. Bones, Stones, and Buddhist Monks: Collected Papers 

on the Archaeology, Epigraphy, and Texts of Monastic Buddhism in Ind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 SCHOPEN, Gregory. 2004. Buddhist Monks and Business Matters: Still More 

Papers on Monastic Buddhism in Ind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3. SCHOPEN, Gregory. 2005. Figments and Fragments of Mahāyāna Buddhism in 

India: More Collected Paper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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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0편의 논문에 이르는 이 일련의 작업 중 필자가 접한 것은 몇 편 되지 않

으며, 이해가 가능했던  것은 더욱 소수라고 할 수 있다.  쇼펜의 논문 대부분은 

아주 작은 하나의 점을 시작으로 그 파문이 급속도로 증폭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때로는 하나의 구문에서 시작하여  관련 있는 다양한 문헌과 비문 등의 

고고학적 증거를 종횡으로 활용하며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나간다. 따라서 그

가 언급한,  산스크리트 혹은 티벳어로 작성된 문헌들의 앞뒤 맥락을 꿰뚫지 

못한다면, 더욱이  산스크리트가 아닌 프라크리트로 쓰인 비문 등에 익숙하지 

않다면,  그의 논리를 뒤쫓아 가다가 잠깐 한 눈을 파는 사이에 낙마하기 십상

이다. 필자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트릴로지를 정복하기 보다는 흥미로운 제

목의 논문을 취사선택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그레고리 쇼펜의 책이 번역 출판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트릴로지 중 어떤 편이 번역될까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

로는 적절한 번역이 출판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책이 트릴로지 중의 한편이 아니라  오타니 대학에서 1996년과 1997년에 쇼

펜이 강연한 세미나와 공개강의의 원고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리고 영어로 작성된 강의원고를 오다니 노부치요가 일본어로 번역하고 이 일

본어 번역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중역(重譯)이라는 점을  알았을 때, 실망감

을 감추기 어려웠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지금 이런 실망감은 사라졌다. 이 책은 우선  먹기 편하게 

가시를 발라낸 생선처럼 텍스트와 고고학적 자료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통한 

치밀한 논리 전개가 제거 혹은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쇼펜이 의도하고 주장하

는 바가 무엇인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여 소화할 수가 있다.  둘째 중역이라

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번역이 명료하며 영어 혹은 일본어의 도움 없이도 

내용파악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 점에서 한국어 번역자가 얼마나 정성과 노

력을 쏟아 번역에 임했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대승불교 흥기시대 인도의 사원 생활�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쇼펜이 트

릴로지를 통해 구축한 학문적 세계관에 들어갈 수 있는 훌륭한 입문서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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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물론 그의 세계관과는 상관없는 독자들에게는  1~5세기의 불교 사원

은 실제 어떤 모습인가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의 완결된 서사를 제공해 

준다.

 II. 쇼펜 월드의 입문서, 그 활용법

쇼펜의 저작과 방법론은 몇 번이나 국내에 소개되었다(예를 들어, 성청환. 

2009. ｢불교 연구에서 고고학의 중요성｣, �불교평론� 38을 보라). �대승불교 흥

기시대 인도의 사원 생활�에서는 그동안 간략히 소개되었던 쇼펜의 방법론, 경

전과 율장이라는 문헌과 비문 등의 고고학적 자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세하게  

그리고 평이하게 서술된다. 따라서 이를 다시 소개하거나 정리하는 것은 아까운 

지면을 낭비하는 것이 되리라.  그래서 이 글에서는 ‘쇼펜 월드의 입문서’라 명

명한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일단 이 책은 짧은 ‘한국어 역자 머리말’ 이후에 ‘일본어 역자 후기’―‘일본

어 역자 서문’으로 시작한다. 한국어 역자는 “후기를 먼저 읽고 본문을 읽는다

면 이 또한 재미있을 것”이기 때문에 순서를 이와 같이 배치했다고 말한다. 이

는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동의하며 특히 쇼펜 교수와의 인터뷰(pp.9-19)에 집중

하라고 권하고 싶다. 쇼펜은 불교 출가자의 생활을 알고 싶어  이상적인 모습

이 그려있는 경전이 아니라 실제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율장과 비문 등을 살펴

보았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그의 학문적 여정이 어떠했으며  어떠한 생각

과 의도로 그런 여정을 거쳐 왔는지를 염두에 둘 때  그가 그려낸 학문적 세계

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경우, 그의 학문적 여정을 알고 난 

후 “기성의 지배적인 모집단 주위나 주변에 있는 소규모의 전투적 집단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p.53)고 묘사한 대승의 특징이 왠지 

모르게 그 스스로를 투영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쇼펜의 인터뷰를 읽고 

나서는 쇼펜 트릴로지의 헌사(dedication)를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다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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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헌사들은  그의 학문적 여정을 알고 나서야 이해

가 되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비문을 읽고, 티베

트 대장경에 수록된 4천장의 오래된 율장인 �근본설일체유부율�을, 의미를 

알거나 모르거나 매일 2~3장씩 읽는 것을 일과로 삼는 것”(p.7)이라고 스스로

의 방법론을 정의한 말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도 잔잔한 파문을 주고 있다. 

서장 ‘인도와 중국에서의 불교 전개’는 한마디로 ‘그 동안의 인도대승불교

에 관한 연구는 잘못되었으며, 그 원인은 바로 중국이라는 안경을 낀 채  인도

의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쇼펜은 �팔천송반야경�, 

�호국소문경�, 용수의 �라트나발리�, 비문 등을 통해서 “중국에서 초기에는 

대승이 주류였지만, 인도에서는 ‘변방’에 위치한 소수파 집단”(p.71)이었다는  

소위 ‘대승불교주변지역기원설’을 증명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것은 ‘대승’이라는 이름이 비문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5~6세기라는 사실

이다. 왜냐하면 필자의 �십지경�에 관한 최근 연구결과 즉, “본래 위대한 지혜/

위대한 자의 지혜를 의미했던 mahājñāna가 5세기 경  커다란 수레/위대한 자로 

향하는 길을 의미하는 mahāyāna로 바뀌어 갔다”와 시기상으로  겹치기 때문이

다. 이 서장을 읽고 나면 기본적으로는 쇼펜 트릴로지의 마지막 권 중 ‘허

상’(figment)의 첫 번째 논문인 “The Mahāyāna and the Middle Period in Indian 

Buddhism: Through a Chinese Looking-Glass”를 읽는 것이다.

제 1장 ‘�근본설일체유부율�의 위치 매김’은  총 130페이지가 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쇼펜의 전형적인  사유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장을 읽다

가 두 번 정도 포기하는 독자가 있다면 과감하게 2장으로 넘어가라고 권유하

고 싶다. 왜냐하면 이 장은 마치  가시를 발라내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잔가

시들이 남아있는 생선처럼 독자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쇼펜의 사유체계와 증명방식에 흥미를 느끼는 독자가 있다면, 그가 

각주로 언급하는 구절이 나타난 참고자료들을 따라가서  앞뒤 문맥을 확인하

라고 권유하고 싶다.  제1장은  ‘쇼펜 월드’의 주춧돌에 해당하며, 그의 학설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면 균열은 바로 이 부분 즉, �근본설일체유부율�을 1~5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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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세기, 특히 쿠샨왕조 시대(45~320) 인도북부의 사원생활을 보여주는 자료

로 자리매김한 곳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워낙 많은 자료를 인용하고 분석하다보니 간혹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오류―그것이 저자이든 번역자들에게서 기인했던 간에―를 찾아내는 

것도 이 책을 읽는 소일거리중 하나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쇼펜은 �근본설일

체유부율�중 ｢의사｣에서 인용한 “tathā sthavirair api sūtrānta upanibaddham”에

서 ‘upanibaddham’이 아니라 ‘upanibaddha’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에

저튼(F. Edgerton)은 upanibaddham이 틀림없이 upanibaddha의 오기誤記라는 것

을 이미 눈치 채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

습니다”(p.105)라고 언급한다. 그렇지만 에저튼의 �불교혼성범어사전�(BHSD 

137)을 찾아보면 ‘upanirbaddha’가 ‘upanibaddha’의 오기임을 밝히며 더욱이 후

자의 동사형인 ‘upanibadhnāti’ 항목(BHSD 13)에서 �근본설일체유부율�을 포

함한 네 종류의 예시와 각각에 어울리는 번역을 제시하고 있다. 결정적인 것은 

그가 인용한 문장이 산스크리트 문법상 ‘upanibaddham’일 수밖에 없다. 만약 

일역 혹은 한국어역 번역 과정에서 나온 실수가 아니라면, 매우 이상한 이해 

혹은 오해가 될 것이다.

제2장 ‘교단사에서 경제가 갖는 의미’와 제 3장 ‘인간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다’ 그리고 제4장 ‘비구의 업무와 생활을 위한 노동’은 첫 번째 장과 달

리 어떤 어려움이 없이 술술 읽혀 나갈 것이다.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현재 자

본주의 사회가 반영된 것처럼 느껴지는 �근본설일체유부율�의 서술에 당혹

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당혹했던 지점은 제2장과 제3장에서 

서양의 ‘수도원 제도’를 통해 인도불교의 사원생활을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시각이 서장에서 그가 비판한 중국이라는 안경을 끼고 인도 대승불교를 바라

본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의문과 의구심이 든다. 

제2장부터 4장까지는 그의 트릴로지 중  두 번째 Buddhis Monks and Business 

Matters에 수록된 논문들과 대응한다. 물론 이 두 번째 논문 모음집에는 인도불

교 사원생활과 관련해 훨씬 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5~6세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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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도의 사원생활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권2를 탐독하기를 권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가장 먼저 나오는 ‘일본어 역자 후기’로 돌아가자. 개

인적으로는 트릴로지의 감사의 서(acknowledgements)를 읽고 후기로 돌아가

기를 권하고 싶다. 이 ‘감사의 서’들 역시 앞선 인터뷰처럼  스스로의 작업에 대

한 쇼펜 자신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마친다면 ‘쇼펜 월드’의 가장 바깥층을 한 바퀴 둘러본 느낌

이 들것이다. 이제 더욱 깊숙한 쇼펜 월드에 들어갈지 말지는 전적으로 독자에

게 달렸다.

부언(附言)

본 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출판 오류들이 눈에 띄는데 2판에서는 이러한 

점이 수정되기를 바란다. 

가장 큰 문제는 출판과정에서 산스크리트의 발음부호(diacritical mark)가 빠

져버려 영어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예를 들면 ‘puṇṇya-sahāya’라고 표현되어야 

할 것이 ‘punya-sahaya’라고 표기된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예는 책 전체에 걸쳐 

너무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하기 힘들다. 

두 번째는 산스크리트와 티벳어 인용 시에 보이는 부주의함이다. 몇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p.89,  l.5  (pā)ṃ(s) [us]tūpakai → (pā)ṃ(s)[us]tūpakaiḥ  

p.89,  ll.8-9 + p.90,l.12: vu(ddhak) āryaṃ →  vu(ddhak)āryaṃ / bu(ddhak)āryaṃ

p.108, l.14 sūtra-upanibaddham → sūtra upanibaddham (티벳역이 mdo sde'i nang 

du ... zhes gdags pa byas so로 번역하기 때문에 복합어가 될 수 없음)

p.112, l.5 mdosde dag la → mdo sde dag la

p.256, l.16 punya-sahaya, bcodnanskyigrogs → puṇya-sahāya, bsod nams kyi 

gro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