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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비명을 통해 중부 자바의 짠디들은 산자야 계통의 므당 왕국과 샤일렌드라 왕실의
후원으로 건립됐음을 알게 됐다. 이들은 신상을 세워 ‘달마’를 수호하여 왕실의 권위를
확보하고자 했는데, 이는 샤일렌드라에서 도망가 캄보디아에 크메르 제국을 세운 자야
바르만 2세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크메르 제국의 왕들은 왕이 사후에
신과 합일한다는 신왕사상에 입각하여 대대로 사원을 세우고 조각을 안치했다. 샤일렌
드라의 인드라왕은 왕과 붓다와의 합일을 추구했지만 신왕사상에서 입각해 이처럼 왕
과 붓다의 합일을 주장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다. 영토와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전쟁
과 전투가 잦았던 동남아에서 평화로운 불교 이념과 신앙보다는 왕의 위엄을 과시하고
복종을 강요하기에 시바나 비슈누와의 합일을 강조하는 힌두교가 유용했기 때문에 힌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
A5C2A0108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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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교 사원 건립이 불교사원보다 활발하게 이뤄졌다. 중부 자바에서는 불교에 귀의하고,
승려들을 위해 승원과 마을을 희사하는 일이 수월했다. 날란다에 승원을 건설할 정도로
불교에 우호적이었고, 인도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중부 자바에 금강승 불교
역시 일찍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후기밀교 경전 중 하나로 여겨지는 뺷성대승론뺸은 중
부 자바 불교 신앙의 일면을 보여준다. 하지만 밀교가 네팔이나 티벳처럼 체계화된 조
직적인 불교 종파로서 자리 잡았는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관련 문헌 단편들과 론
따르 경전을 통해 보면 일부 학승들을 중심으로 후기밀교가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크
다. 크메르처럼 중부 자바 시기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힌두교와의 결합이 더욱 가속화
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역시 왕실의 강력한 후원이 힌두교로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주제어
샤일렌드라, 크메르, 신왕사상, 짠디, 성대승론, 힌두교, 중부 자바

I. 서언
4개의 큰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는 수도 자카르

타가 있는 자바섬이다. 역사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수마트라와 자바에 존재했
던 나라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수마트라 팔렘방에 수도를 두었던 슈리비
자야는 강력한 해군을 바탕으로 해상세력을 장악하여 경제적인 부를 이뤘고,
정치적인 부침이 있었지만 14세기까지 존속했다. 슈리비자야보다 상대적으
로 덜 알려진 자바 중부에 있었던 샤일렌드라 왕국은 존속기간이 짧았지만 보
로부두르라는 세계 최대의 불교 모뉴먼트를 남겼다. 수마트라와 자바는 이른
시기부터 인도문화가 전해져 인도 종교와 문자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힌두교
와 불교 사원이 여러 곳에 건설되었다. 특히 중부 자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가
장 이른 시기에 건립된 사원들이 남아있다.
동남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좌부 불교가 압도적인 것과 달리 인도네시아
에서는 상좌부 불교 유산이 확인되지 않았다.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 대륙부
동남아 여러 지역이 사상적으로나 신앙의 측면에서 스리랑카 불교와 긴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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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결부되어 상좌부 불교가 발전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상좌부 불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거대한 기념비적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는 자바에는
힌두교 사원과 불교 사원이 섞여 있을 뿐이다. 특히 중부 자바에는 이르면 7세
기부터 약 10세기까지 건립된 사원, 즉 짠디들이 적지 않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힌두교, 혹은 불교 사원을 짠디(candi)라고 부르며 짠디가 건립된 시기는 대체
로 이슬람교가 인도네시아 전역에 퍼지기 전인 7세기부터 15세기까지이다. 현
지에서 7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네
시아를 포함한 도서부 동남아시아는 대륙부에 비해 인도화가 뒤늦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대로 그만큼 토착적인 성격은 더 강하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원유적은 종교라는 측면에서 동남아의 인도화를 보여주는 중
요한 근거이다. 그렇지만 무수히 많은 종족들이 공동체를 이루거나 왕국을 건
립하여 명멸했던 사회이니만큼 인도네시아 사원들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
기는 매우 어려우며, 이는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인도의 사원 및 후원자에 대
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과도 관계가 있다. 한국의 경우는 훨씬 심각해서
중부 자바의 짠디에 관한 연구가 단 한 편도 발표된 적이 없다.
거대한 건축물은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지닌 후원자가 없으면 건립이 불가
능하다는 점에서 중부 자바의 짠디들은 자바의 왕조가 적극적으로 인도에서
전해진 종교를 지지하고 후원했음을 보여준다. 이 점은 같은 시기에 새겨진 중
부 자바에서 발견된 다양한 비명(碑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아시아
에서는 상좌부불교, 대승불교, 밀교로 분류하지만 인도네시아와 대륙부 일부
지역의 불교는 따로 ‘힌두불교’라고 지칭하는데, 흔히 힌두교와 불교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형태의 종교문화를 말한다.1) 특히 동남아시아 캄보
디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시바나 비슈누를 섬기는 사원이나 신앙의 추세와

1) 인도네시아에서 흔히 쓰는 ‘힌두 붓다’나 ‘힌두-불교 시대’를 힌두불교로 불러도 무리가 없으리라
고 판단한다. 힌두불교가 하나의 종파로 발달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특정한 시대 동남아 불
교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Hindu-Budha Di Indonesia”에 관한
연구가 매우 많은데 이를 힌두 붓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마치 특별한 존격의 붓다가 따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힌두-불교 시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짠디와 신왕사상

3

붓다를 섬기는 종교로서의 불교가 서로 배타적으로 영위되지 않고 섞여 있었
다. 불교의 측면에서는 밀교와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힌두교는 불교를
포괄하는 상위의 종교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힌두불
교의 성격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도에서도 힌두교의 맥락에서 불교
를 포괄하며 비슈누의 아홉 번째 화신이 붓다라고 주장했으므로 동남아시아
의 사례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역으로 불교 역시 힌두교의 의례 등
을 받아들여 고차원적인 밀교를 발전시켰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불교와 힌두
교를 명백히 다른 종교로 인식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인도 종교와 연동하여
발전한 동남아의 불교를 힌두불교로 분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인도네
시아의 지배계급 역시 힌두교와 불교를 각기 다른 종교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불교를 힌두교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하
고 힌두-불교 시대라는 시대 구분을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초
기 미술에서는 힌두교의 특정 신을 불교사원에서 함께 봉안하거나 신앙한 것
이 아니고 각기 다른 사원을 건립하여 구분하고 있었다. 중부 자바의 짠디와
비명들에서는 양자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었는데, 점차 그 경계가 흐려진 것으
로 보인다. 토착적인 성격이 강한 인도네시아의 신앙 체계에서 밀교가 좀 더
널리 받아들여지고, 힌두교와 금강승 불교가 공생‧공존하면서 토착성이라는
인도네시아적 특수성이 더해져 중부 자바 힌두불교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힌두-불교시대(Zaman Hindu-Buddha)라 불리는 이 시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쉽게 생각하면 힌두교와 불교가 공존했던 시기이고, 불
교의 특징에도 힌두교적 속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시기이다. 중부 자바를 중심
에 놓고 본다면 왕들의 이해관계와 선호도에 따라 힌두교 신에 대한 신앙이 두
드러진 때가 있고, 불교가 강할 때가 있었다. 중부 자바에 왕국이 존재했던 짧
은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불교가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힌두교와 왕권
과의 결탁이 강했기 때문이다. 동남아 전통시대 종교의 특징 중 하나가 신왕
(神王, devaraja) 사상이다. 신왕사상은 왕이 살아 있을 때, 특정한 신을 섬기고,

그의 사후, 왕과 신이 합일한다는 것이 그 개요인데, 신왕사상이 가장 잘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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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은 대개 캄보디아로 캄보디아의 문화유적과 비명 등에서 다양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수리야바르만이 건립한 앙코르와트이 대표적인 예이다.
캄보디아의 신왕사상과 인도네시아의 짠디들은 무관하지 않다는 가설 아
래, 본고에서는 중부 자바 짠디의 현황을 검토하고,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신왕
사상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의 신왕사상이 어떻게 인도
네시아 중부 자바와 연관될 수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중부자바 불교의 특수
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동남아에서 10세기 이전에 건설된 거대유적
이 현존하는 곳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이고, 이들은 강력한 왕권의 뒷받침
을 확인시켜주는 모뉴먼트이기도 하다. 그에 앞서 미리 지적해둘 것은 중부 자
바에서의 짠디의 기능이다.2) 중부 자바의 짠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서는 신앙을 위한 공간으로서 예배와 공경, 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장소로 건설
한 단순히 종교사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와 동시에 왕의 유골, 혹은 화장한 재를 모시는 공간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중
부 자바의 많은 짠디가 예배를 위한 종교적 공간으로 건설되었는가, 신왕 사상
에 의거해 사후 신이 될 왕을 모시기 위해 세워졌는가 하는 문제는 오랜 논란
의 주제였다. 신왕사상과 종교 유적의 관계는 중부 자바만이 아니라 캄보디아
를 포함한 고대 동남아 종교유적에서 공통된 주제이다.

II. 중부 자바 짠디의 현황
인도네시아에서 짠디는 기본적으로 위로 높이 솟은 피라미드형 구조를 갖
춘 인도식 사당을 지칭하며, 그 형상은 통상 인도식 우주관에서 우주의 중심인

2) 인도네시아에서는 목욕장, 특수한 문, 도시유적 등 세속공간도 짠디라 칭하고, 무덤의 역할을 하
는 사당은 쭝꿉(cungkup)이라 부른다고 한다. Soekmono 1995, 26. 특히 발리의 사례를 보면 마을에
있는 입구, 계단, 피라미드형 지붕을 갖춘 단순한 사당 역시 짠디라 부르는데 이것은 동부 자바의
경우를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슬람교를 숭배하지 않는 마을에서 일한 짠디가 현재도 기능하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은 전통적 맥락에서 짠디는 스투파를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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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루산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본다.3) 짠디가 불교 사원이나 힌두교 사원 어느
한 종교의 건축물은 아니고 종교적인 성격의 건축물을 짠디라고 부른다. 인도
네시아에서 사원이나 사당을 항상 짠디라고 불렀던 것은 아니다. 고대 자바에
서는 사원을 프라사다(prāsāda)라고 불렀는데 그 근거는 1960년에 짠디 세우
(Sewu) 사당 입구 계단 우측에서 발견된 만주스리그라하(Manjusrigrha)의 비명

에 프라사다라는 명칭이 나오기 때문이다. 고대 자바문자로 쓴 고(古) 말레이
어 비문인 이 명문에는 ‘샤카력 714년(792)’에 당 나야카 디란달루라와(Dang
Nayaka Dirandalurawa)가 “프라사다 바즈라사나 만주스리그라하(Prasada
Vajrasana Manjusrigrha)”를 복원하는 수리공사를 완료했다는 내용이 담겨있

다. 바즈라사나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금강좌를 말하고, 만주스리그라
하는 문수보살의 사당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프라사다 바즈라사
나 만주스리그라하를 프람바난 인근에 있는 사원인 짠디 세우일 것으로 추정
한다. 그러므로 이 비명에 근거하여 이른 시기 자바에서는 짠디 대신 프라사다
라는 말로 사원을 지칭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4)
짠디의 어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그 말은 ‘스투파를
지닌 사원’을 의미하며 미얀마와 타이에서 쓰는 팔리어 쩨디(chedi, cedi, zedi)
에 기원을 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팔리어가 주요 문자체계
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쩨디에서 짠디가 파생됐다는
견해를 타당하다고 보는 이유는 타이와 미얀마의 쩨디에는 스투파(stūpa)가
있고, 스투파가 있는 사원공간은 인도에서 차이티야(caitya)로 부르기 때문이
다. 탑처럼 높이 솟은 건축물이 있기는 하지만 애석하게도 인도네시아의 짠디
에 스투파가 반드시 세워지지는 않았다는 점이 이 견해를 전적으로 찬성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이다. 스투파는 기본적으로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곳이지

3) 필자는 개인적으로 짠디가 차이티야(caitya)의 변형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짠디가
힌두 여신인 짠디카(Candika)에서 파생됐다고 보기도 하지만 짠디카 여신의 사장이나 신상이 발
견된 사례가 매우 적고, 짠디가 특정한 개별 신의 사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4) Dumarçay 2007, 89. 힌디어 프라사다는 공양하는 음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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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애초에 스투파를 세울 때, ‘왕, 侯(후), 長者(장자)의 선례’를 따라 세운 것이
므로 인도에서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의 유골, 또는 화장한 재를 짠디에 안
치하는 풍습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스투파를 세운 차이티야의 팔리
어 표기인 쩨디에 짠디의 어원이 있다는 견해는 여전히 좀 더 널리 받아들여지
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여기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스투파를
세워서 신분이 높은 망자의 유골을 모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도불교에서도
받아들여진 관행임에도 인도네시아에서는 힌두교나 불교, 어느 쪽 사원이든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사원들을 모두 짠디라고 통칭해왔고, 힌두교 사원의 경
우에 특별히 스투파를 두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에서 짠디에 유골을 안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카후리판(Kahuripan)의 유일한 왕이었던 아이를랑가
(Airlangga, 1002-1049)처럼 가루다를 타고 있는 비슈누상으로 조각된 경우가

있다(도1).5) 아이를랑가 조각에서 볼 수 있듯이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인도
네시아도 신왕사상에 입각해 죽은 왕을 화현한 신의 조각상으로 만들어 사원
에 안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골을 봉안하기 위한 스투파를 세우지 않았다
고 해서 짠디의 의미와 기능, 어원을 단순하게 파악하면 안된다. 물론 선왕의
유골을 모시는 공간과 신과 합일한 상태의 선왕 조각상을 봉안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짠디가 건립되기는 했지만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짠디
건립이 융성했던 곳은 중부 자바이며, 여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
기에 세워진 짠디들이 있다. 특히 중부 자바 꺼두(Kedu), 꺼우(Kewu) 평원을 중
심으로 족자카르타(Yogyakarta), 마글랑(Magelang), 끌라튼(Klaten) 등지에 짠
디가 주로 분포한다. 이들보다 늦은 시기에 건립되기는 했으나 같은 힌두불교
유적에 속하는 동부 자바의 말랑(Malang), 트라울란(Trowulan)의 규모가 큰 짠

5) 아이를랑가왕은 비록 중부 자바는 아니지만 동부 자바 파수루완(Pasuruan)의 블라한(Belahan) 사
원에 신상이 있었고 현재 트라울란(Trowulan) 박물관에 있다. 비슈누의 승물인 가루다를 타고 4개
의 팔로 비슈누의 지물을 들고 있는 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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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들도 주목할 만하다. 인도네시아 4개의 섬 전체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
된 짠디들은 중부 자바 디엥(Dieng) 고원에 있는 것들이다(도2). 대략 7-8세기
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디엥 고원의 사원들은 자바에서 가장 오래된 8곳
의 힌두사원을 말하며, 원래 현지에는 400기 이상의 건축물이 있었다고 하는
데 대부분 19세기에 파괴되었다고 한다.6) 이들 사원들이 건설되기 전에는 대
규모의 모뉴먼트가 중부 자바에서 건설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 힌두사원은
인도 종교미술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세워졌고, 그중에서도 칼링가
(Kalingga) 왕조의 미술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믿어진다.7) 족자카르타 인근에

있는 여러 사원과 비교하면 불행히도 디엥 고원에 있는 힌두사원들을 누가 언
제 세웠는지 그 건립 주체나 후원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8) 현
재 이들 사원군은 아르주나(Arjuna) 사원, 스마르(Semar) 사원, 스리칸디
(Srikandi) 사원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처음 건립되었던 당시부터 이와

같은 명칭으로 세워졌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아마도 인도네시아의 이슬
람화가 이뤄져 사원들이 그 기능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고, 훨씬 후대 사람들이
<마하바라타(Mahābhārata)>에 나오는 이름들을 따라서 나중에 이와 같은 이름

을 붙였을 것으로 생각된다.9) 이 시기는 인도에서도 대규모의 힌두사원이 건
립되기 시작한 때였음을 생각하면, 디엥 고원의 사원들이 처음부터 힌두사원
으로 계획되어 건립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들 사원보다 약간 늦은 8-9세기에 건립된 사원으로 중부 자바 스마랑
(Semarang) 게동 송오(Gedong Songo)에 5기의 힌두사원 콤플렉스가 있다.10) 이
6) 이 사원들이 근대적으로 발견된 것은 1814년 영국군 군인에 의해서였고 이 당시만 해도 아르주나
사원은 물에 잠겨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그 이전에 크게 홍수가 나서 사원 전체 지형이 물에 잠겼
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856년에 이시도르 반 킨스베르헨(Isidore van Kinsbergen)이 호숫물을 퍼
내는 작업을 하며 사원을 드러내려 했고, 동인도회사가 1864년까지 재건에 전념했다. Wright and
Smith 2013, 86-87.
7) Coedès 1968, 79-90.
8) 드물게 발견된 명문 중에 아르주나 사원 근처에서 발견된 것에서 808-809년의 절대연대가 확인된
적이 있는데 이 명문이 7세기 중엽에서 9세기초까지 아르주나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근거로 제시
되고 있다. Soekmono 1973, 81.
9) 이외에 푼타데와(Puntadewa), 슴바드라(Sembadra), 드와라와티(Dwarawati), 가톡카차(Gatotkaca),
비마(Bima) 사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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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사원이 건립되던 당시 현지에는 므당(Medang)이라는 왕국이 중부 자바를
통치하고 있었다.11) 이 사원들은 거리상 가까운 디엥 고원에 있는 짠디들과 유
사한 구조와 건설 수법을 보여준다. 게동 송오 제3사원에는 시바를 모시는 주
신전과 시바의 승물인 난디를 봉안한 사당이 있어 힌두교 시바사원임을 분명
히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에서 프람바난 사원에 선행하는 짠디로 보인다. 므
당 왕국은 일명 마타람(Mataram)이라고도 불렸던 전형적인 자바의 힌두불교
왕국이다.12) 산자야(Sanjaya) 왕자가 세운 마타람 왕국은 뒤에 결혼을 통해 샤
일렌드라를 병합하게 된다. 후에 동부 자바에 세워진 마타람 왕국과 구분하여
고(古) 마타람이라 불리는 이 왕국의 경제적인 번영과 문명의 발전 양상은 거
대한 규모의 짠디 건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13) 하지만 이때의 짠디는 디엥 고
원에 세운 것들이 아니라 대개 족자카르타 일대에 세운 보로부두르라든지 짠
디 칼라산, 짠디 세우, 짠디 프람바난 등이다. 일반적으로 9세기는 시바를 숭상
하는 라카이 피카탄(Rakai Pikatan)이 통치한 므당 왕국에 의해 자바에서 수마
트라로 쫓겨간 발라푸트라(Balaputra)가 슈리비자야 왕국을 지배했고, 이들은
불교 신앙을 중심에 두었다고 알려졌다. 그러므로 불교의 슈리비자야와 힌두
교를 믿는 므당 왕국이 각각 자바와 수마트라를 다스렸다고 알려졌으나 실제
로 두 왕국이 시바교와 불교를 배타적으로 신앙하고 이로 인한 종교적 갈등을
10) 이 힌두사원 콤플렉스 역시 강력한 인도 힌두사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Mitchell 1977,
160-161.
11) 므당왕국이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샤카력 822년(900)에 새겨진 라구나(Laguna) 동판명문이
다. 이 동판은 1989년 필리핀 라구나의 룸반(Lumban)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명문으로 산스
크리트와 古자바어의 영향이 보이는 카위 문자로 된 古말레이어에 기반한다. Postma 1992,
182-203.
12) 므당과 마타람이 동일한 왕국이라는 비정은 수크모노에 의한 것이다. 창갈 비명에는 자바섬을 지
칭하는 말로 야와드비파(Yawadvipa)라는 말이 나온다. 이보다 후대인 937년과 982년에 새겨진 두
개의 비명인 안죽라당(Anjukladang) 비와 민토(Minto) 스톤에 의거하여 중부 자바가 중심이었던
시기를 마타람 왕국(732-929)으로 보고, 동부 자바에 중심이 있던 시기를 므당 왕국(929-1006)으
로 나누어 본다. 즉 929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마타람과 므당 왕국이라는 같은 정치세력이 중심지
를 각각 중부 자바에서 동부 자바로 옮겼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안죽라당 비명에 이미 “마타
람 땅의 므당(Mdaŋ i Bhûmi Matarâm)”이라는 용어가 보여서 마타람 땅은 중부 자바를 뜻하므로 동
부 자바에 므당 왕국을 건립하기 이전 중부 자바에 므당이라고 칭했던 나라가 있었고, 므당과 마
타람이 특정한 하나의 나라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13) 산자야 왕자에 대한 창갈 비명은 뒤에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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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두 섬, 두 나라 간의 갈등은 종교보다는 정치적
인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성기의 므당 왕국은 수마트라, 발리,
타이와 캄보디아 일부를 통치할 정도로 번영했다. 바로 이 점에서 중부 자바의
부족한 문헌과 비명으로 파악하게 되는 왕실 중심 종교의 양상을 캄보디아 자
료를 통해 보충할 수 있는 것이다.

III. 자바의 영향을 받은 크메르 제국의 신왕사상
오랜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짠디들이 역사상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가에
대해 캄보디아의 사례가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의 사
원에는 왕이나 고승, 귀족들의 유골을 안치했다고 보는 일반적인 견해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고대국가 푸난을
세웠던 만큼 다른 지역보다 문화적, 사회적으로 먼저 발달했지만 수마트라와
자바에서 왕국이 번창하기 시작한 6세기경에는 그 힘이 미약해져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정도였다. 푸난을 이어 첸라가 들어섰지만 첸라는 오래 존속하
지 못했고, 8세기에 이르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자바가 연이어 대륙부 동
남아시아를 침략했다. 빠낭카란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한 드라닌드라, 즉 인
드라왕은 767년, 774년, 787년 베트남 중부의 참파와 첸라를 연달아 공략했다.
782년에 새겨진 껄루락(Kelurak) 비명에서 그를 매우 호전적이고 용맹한 성격

으로 묘사하고 있듯이 연이은 대륙부 공략을 통해 인드라왕은 캄보디아와 참
파는 물론 말레이반도 일부까지 통제하게 되었다.14)
다라닌드라의 후계자인 사마라그라비라(Samaragrawira, 재위 800-819) 왕의
이름은 인도 날란다에서 발견된 동판(銅版) 비명에 발라푸트라데바(Balaputradewa)의 아버지로 나온다. 86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날란다 동판은
1921년 날란다 제1승원지 전실에서 발견되었다. 명문 내용은 팔라(Pala) 왕조
14) Coedès 1968,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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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데바팔라데바(Devapaladeva) 왕이 날란다에 승원을 세우게 허락해달라는
수바르나드비파(Suvarnadvipa)의 발라푸트라(Balaputra) 왕의 요청을 받아들
였다는 것을 담고 있다.15) 그런데 이 발라푸트라의 아버지가 사마라그라비라
이고, 초기 인도네시아 역사 연구자들은 사마라그라비라가 사마라퉁가
(Samaratungga) 왕과 동일 인물이라고 비정하기도 한다.16) 사마라그라비라는

바로 짠디 보로부두르의 건설을 완료한 인물이며 동시에 크메르 왕자라고 알
려진 자야바르만(Jayavarman)을 당시 샤일렌드라 왕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인
드라푸라(Indrapura)의 수장으로 지명한 사람이다.17) 자야바르만은 802년 톤
레 삽(Tonle sap)에서 훨씬 캄보디아 내륙의 북쪽으로 들어간 마헨드라빠르바
타(Mahendraparvata)에 수도를 세우고, 자신이 깜부자, 즉 캄보디아의 전륜성
왕(Cakravartin of Kambujadesa)임을 자처하며 앙코르 제국을 세운 인물이다.18)
그가 젊은 시절을 보낸 중부 자바의 종교와 신앙 의례가 그에게 영향을 주었음
은 당연한 일이다.
크메르 제국은 전 국토에 900여 곳 이상의 사원을 세운 종교의 제국이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동남아 대륙부에서 세력을 떨쳤던 크메르 제국이 쌓아
온 경제적인 부와 자신들을 신격화하고자 했던 왕들의 강력한 의지 덕분이었
다.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크메르의 왕들이 자신들의 왕위
계승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강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로 신왕사
상에 크게 의지했음은 분명하다. 흥미로운 것은 단지 왕만을 신격화하는 것이
15) Shastri 1924, 310–327.
16) 세데스 외에도 N. J. Krom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인도네시아 학자들은 사마라퉁가가 사마라그라
위라의 후계자로 재위 기간도 819-838년이었다고 주장한다. 만일 사마라퉁가가 더 후대의 왕이라
면 보로부두르의 건립 역시 사마라퉁가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대를 늦춰 보아야
한다. 바로 사마라퉁가의 딸 프라모다와르다니(Pramodhawardhani)가 라카이 피카탄과 결혼함으
로써 샤일렌드라 왕조는 막을 내리고 불교사원의 건립도 일단락된다. Coedès 1968, 108.
17) Ibid,, 92.
18) 마헨드라빠르바타는 산스크리트로 “위대한 인드라의 산”을 의미하며, 오늘날 프놈 쿨렌으로 불
리는 곳이 중심이다. 스독 칵 톰(Sdok Kak Thom) 비명에 의하여 자야바르만 2세가 수도를 하리하
랄라야로 옮기면서, 군주의 수도 이전과 데바라자의 위치 역시 이동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야
바르만 2세를 계승한 후계자 왕은 데바라자가 새 수도로 이전되었으므로 새로 데바라자를 건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Higham 2001, 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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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왕비들과 그들의 부모까지 포함하여, 왕실의 주요 인물들을 모두 신격
화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한 예를 들면 자야바르만(Jayavarman) 7세(재위
1181-1219)의 부인이었던 자야라자데비(Jayarajadevi) 공주가 생전에 씨엠립에

위치한 수도 앙코르의 피메아나카스(Phimeanakas)에 남긴 명문을 들 수 있다.
공주는 자신의 부모와 남녀 형제, 자매들과 친구를 포함한 왕실 일가의 조각상
을 만들어 봉안했고, 그녀의 사후, 여왕의 자리를 승계한 여동생 인드라데비
(Indradevi)는 자야라자데비를 조각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들은 성

전에 안치되어 신으로 숭배되었다.19) 따라서 크메르의 경우를 보면 신왕사상
은 반드시 왕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왕가의 일족들을 신성한,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한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마헨드라빠르바타에 이어 하리하랄라야(Hariharalaya)를 또 다른 수도로 건
설했던 자야바르만 2세(재위 802–850)는 자바 문화의 영향을 체득하고 대륙에
돌아갔는데 그 중 하나가 “법(dharma)”이었다.20) 자야바르만이 제국을 건립하
기 이전에도 캄보디아에서 왕을 신격화하는 작업은 있었지만 왕권과 신권을
결부시킨 이 시기의 종교적 체계화는 단지 신성함을 뜻하는 “푼야(puṇya)”라
는 용어로 지칭한 데 반해 앙코르 제국을 설립한 이후에는 “달마”라고 바꿔 썼
다.21) 라젠드라바르만(Rājendravarman, 944-968) 왕이 자신의 조각상을 세우고
프레 뤂(Pre Rup)에 새긴 명문에 따르면 특정한 의례를 통해 ‘왕가의 정수(精
髓)’가 신상(神像)에 보존되고, 달마는 바로 자신의 초상조각을 통해 영원히 현

현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왕의 후계자와 왕실은 사당에 봉안된
이 조각을 숭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후대의 왕들은 이 달마를 존중하고 예를
표함으로써 왕의 권위를 획득할 수 있다.22)

19) Soekmono 1995, 40.
20) 자야바르만은 세 곳을 수도로 삼았는데 그 중 한 곳인 하리하랄라야는 오늘날의 롤루오스(Roluos)
이며 힌두 신 하리하라의 집이라는 뜻이다. 자야바르만은 수도를 하리하랄라야로 옮기고 그 자신
도 하리하랄라야에서 숨을 거뒀다. Ibid., 84.
21) Soekmono 1995, 36.
22) Soekmono 1995,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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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는 추상적인 것이지만 신의 형상으로 만든 조각상에 실재하는 것이고,
이것이 크메르 제국의 왕권에 권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실제로 장자의 왕
위 상속이나 계승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은 동남아에서 왕위의 정당성과 왕
통의 승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앙코르 제국을 건설한 자야바르만 2세 역
시도 원래의 혈통은 불분명하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왕위의 정통성을 확
립하고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었고, 여기에 종교적인 신성한 힘을 달마라는 이
름으로 계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했을 것으로 보인다.23)
‘왕가의 정수’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어떤 정신이나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

라 자신들이 세운 조각상들의 신격화를 통해 왕위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보장
하기 위해 포장한 말이다. 크메르의 여러 명문에서 종종 발견되는 ‘달마를 수
호하라’는 선왕의 명은 불교의 법이나 우주의 진리로서의 달마를 수호하라는
말이 아니라 왕의 사후, 그가 합일되는 법의 신이자 조각상의 형태로 윤회한
신을 지키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왕의 초상조각과 신왕의 합일(合一)은
‘왕가의 정수’와 ‘달마’가 전달되는 통로이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크메르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왕사상을 구체적으로 보
여주기 위해 많은 사원을 건립하고 신상 형태의 초상조각, 링가를 활발하게 건
설했다. 신왕사상이 달마로 언급된 것은 자야바르만 2세가 자바에서 습득한
종교문화의 한 단면을 통해 습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주제가 신왕사
상이 아닌 만큼 이를 상세하게 논의할 수는 없으나 크메르에서 힌두교가 교세
를 떨친 데 비해 불교가 상대적으로 번창하지 못한 것은 붓다와의 합일이라는
아이디어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
야바르만 2세는 스스로 차크라바르틴, 즉 전륜성왕이라고 칭했지만 전륜성왕
이 불교에서만의 성왕은 아니다. 앙코르 톰을 건립한 자야바르만 7세(재위
1181-1219)를 제외하면 크메르 제국의 왕들은 대개 힌두신과의 결합을 추구했
23) 롤라이(Lolei) 비명에서 야쇼바르만(Yasovarman)은 자신의 후계자에게 달마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라고 썼다(Soekmono 1995). 즉, 달마를 지켜서 후대로 전해주는 것이 정당한 왕
권을 지닌 자의 의무라는 뜻이고, 우리가 기존에 ‘불교의 법’이라고 생각했던 달마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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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자야바르만 1세 때까지 왕가의 신화화 작업
은 진행되지 않았다.24) 비슈누와의 합일을 추구하고 앙코르 와트를 건설한 수
리야바르만 2세(Suryavarman, 재위 1113-1150)를 제외하면 캄보디아 곳곳에 세
워진 무수한 링가는 크메르의 거의 모든 왕이 시바와의 합일을 추구했음을 말
해준다. 3대 왕인 인드라바르만이 881년 바콩(Bakong) 사원 초석에 새긴 명문
에는 인드레슈바라(Indreśvara)라는 데바라자를 위해 사원을 세웠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왕의 이름 인드라와 신의 이름 이슈바라를 결합시
켰다는 점이다. 야쇼바르만(Yaśovarman) 1세(재위 880-900) 역시 수도를 오늘
날의 앙코르(씨엠립) 지역으로 옮기고 야쇼다라푸라(Yaśodharapura)라 이름했
으며, 새로운 수도 한가운데 언덕 위에 야쇼다레슈바라(Yaśodhareśvara)라는
데바라자를 세웠다. 왕의 이름과 이슈바라를 결합시켰는데 이슈바라는 ‘자재
(自在)’를 속성으로 하는 시바의 별칭이다. 그러므로 이들 조각상들의 명칭은

주로 힌두교, 시바파에 기반한 신왕사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IV. 중부 자바 불교의 특징과 힌두교
전술한 므당-마타람 왕국에 대해서 이른 시기의 문자 기록은 팔라바 문자를
쓴 산스크리트 비명인 창갈(Canggal) 명문에 의지해왔다. 중부 자바 마글랑에
위치한 창갈의 구눙 우키르(Gunung Wukir) 사원에서 발견된 이 비명은 축복의
땅 ‘자바섬(Yawadvipa)’ 쿤자라쿤자(Kuňjarakuňja)에 시바 링가를 세운 일을 기
록하고 있다. 이 링가는 마타람의 주인인 산자야왕의 명령으로 세웠는데, 산자

24) 수크모노의 지적대로 과거 첸라의 명문들에도 이와 유사하게 링가를 세우고 조각상을 건립한 내
용들이 나온다. 611-635년 재위에 있었던 이샤나바르만(Īśānavarman) 1세 역시 아버지 마헨드라바
르만(Mahendravarman)이 건립한 사원에 링가를 세우고, 그 자신은 여러 구의 하리하라(Harihara)
상을 만들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8세기부터 신왕사상의 흔적이 조금씩 발견된다. 하지만 이들이
이를 통해 왕가의 정수, 혹은 달마를 지키고 보존하여 후대에 전해야 한다는 이념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다. 신과의 합일을 통한 왕과 왕권의 신격화가 본격화된 것은 앙코르 시기이다. Soekmono
1995, 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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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는 선대 산나(Sanna) 왕의 여동생의 아들이라고 했다. 바꿔 말해서 적자(嫡
子)나 장자(長子)가 아닌데 왕이 된 것이다. 비명의 내용으로 추산하면 산자야

가 즉위한 해는 717년경으로 추정되며, 그는 명백히 시바교, 힌두신자였다. 왕
은 지상에 내려온 시바의 현현이자, 왕권의 정수가 링가라는 상징물로 구현된
것이다.25) 크메르에서 줄곧 강조되었던 신왕사상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쿤자라쿤자가 강가(Gaṅgā),
즉 갠지스와 다른 성스러운 강이 둘러싼 곳에 있다고 썼다는 점이다.26) 이 부
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러 설이 나왔지만 무엇보다 산자야 집안이 남인도 쿤
자라다리(Kuňjaradari) 출신임을 강조하기 위한 구문이라는 지적에 주목하고
자 한다. 즉, 산자야 집안의 지배자로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남인도 출자라는
점에서 부여하고자 했고, 그것이 링가를 세운 사원 명칭에 드러내려고 한 것이
다. 왕권의 정당성, 권위를 세우기 위해 링가를 세웠다면 왕이 죽은 뒤, 짠디에
유골을 안치하는 것이 적어도 짠디 건립의 처음 목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후계자인 빠낭카란(Panangkaran, 재위 760-780) 왕은 적어도 5곳 이상
의 주요 짠디를 건설했다. 그 중에는 타라여신(Bodhisattva-devī Tārā)을 위한 신
전이 있고, 또한 승려들을 위한 승원(vihara)을 세웠으며 승가를 위해 칼라사
(Kalaça) 마을을 기증하기도 한 불교도였다. 빠낭카란의 대대적인 짠디 건설을

전하고 있는 기록은 칼라산 비명이다. 이 비명에 따르면 짠디 칼라산은 타라에
게 바쳐진 사원이며 주변의 사리(Sari) 사원이 짠디 칼라산을 위한 승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대의 산자야와 달리 빠낭카란은 라투 보코(Ratu Boko)에
있는 무외정사(Abhayagiri Vihara)를 세울 정도로 열렬한 불교의 후원자였다.
현재 이곳은 종교의례를 한 사원 구조라기보다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비하라
25) 이에 대해 보슈는 짠디 구눙 우키르가 데바라자를 위한 사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슈의 원문은
독일어라 필자가 읽지 못했고, 수크모노의 글에서 재인용한다. Ibid., 51-52. 물론 이는 자야바르만
2세의 경우에 기반한 논의이지만 역으로 산자야가 자야바르만 2세보다 앞선 인물이고 링가 건립
도 약 70년 선행하는 일이므로 산자야의 중부 자바에서의 신앙과 정치적 고려가 자야바르만에게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6) 스투터하임은 다른 성스러운 강은 야무나강이라고 추정했으며 힌두스탄과 꺼두 평원 일대의 지
형적 유사성으로 인해 이러한 언급이 가능했고, 산자야가 세운 링가 사원 쿤자라쿤자데샤는 꺼두
평원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Ibid.,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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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충실했던 곳으로 보인다.27)
비록 빠낭카란 당대에 완공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사후 12년이나 지난
792년 다라닌드라(Dharanindra) 왕 때에 완공된 만주스리가라하 역시 그가 주

도한 대규모 건설사업이었다. 칼라산, 아바야기리 비하라, 만주스리그라하 등
의 비명에 나오는 짠디들은 모두 불교사원이고, 이의 건설을 주도한 빠낭카란
의 권력과 경제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던 대규모 토목공사였음은 분명하
다. 다라닌드라, 즉 인드라왕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만주스리그라하를 완공
했고, 베누바나(Venuvana) 사원을 건설했으며, 짠디 믄둣(Mendut)을 세우고 짠
디 보로부두르와 짠디 파원(Pawon) 건설의 토대를 쌓았다는 것으로 보아 산자
야 계통과는 달리 불교를 신봉한 것은 명확하다. 여타 힌두교 신봉자들처럼 인
드라왕도 신과의 합일을 추구했는데 드물게도 붓다가 되기를 희망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까랑뜽아(Karangtengah) 비명을 근거로 라카이 피카탄과 결혼한 사마
라퉁가의 딸 프라모다와르다니가 인드라왕을 슈리 가나나타(Ghananātha)라
는 신상으로 만들어 지날라야(Jinālaya)에 안치했는데 이 지날라야가 짠디 파
원이라는 주장이 있다(도3). 여기에는 인드라왕이 푼야를 위해 “지나만디라
슈리마드 베누바나(Jinamandira śrīmad Venuvana)라는 사원을 세웠다는 내용도
있다.28) 베누바나는 산스크리트로 대나무 숲, 즉 죽림(竹林)을 뜻하고, 석가모
니가 설법을 한 죽림정사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보로부두르 가까운 곳에 있
는 사원 가운데 설법을 상징하는 전법륜인의 수인을 하고 있는 석가상이 안치
된 곳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베누바나는 족자카르타의 또 다른 중요한 사원인
짠디 믄둣(Candi Mendut)으로 비정되었다(도4).29) 명문에 따른다면 사마라퉁
가는 아버지 인드라왕의 유골을 안장하기 위해 짠디 믄둣을 세운 셈이 되지만
27) 성채 같은 구조물과 문 등이 있어서 후대에 용도가 변형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Soetarno 2002, 67.
28) 원래 명문에 나오는 사원 이름은 지날라야(Jinālaya)인데 이를 짠디 파원으로 비정한 것은 드 카스
패리스이다. Soekmono 1995, 59.
29) 이에 대해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며 짠디 믄둣의 본존을 선정불(Dhyāni Buddha) 비로자나라는 로
케쉬 찬드라의 주장도 있다. 베누바나를 짠디 믄둣으로 비정한 것은 네덜란드 고고학자 데 카스패
리스(de Casparis)이다. Soekmono 197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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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유골이나 화장한 재가 짠디 파원에서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30)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의 짠디 건립은 짠디 믄둣에서 파원, 그리고
보로부두르에 이르는 통일적인 구조는 곧 보살십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
이다.31) 이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보살십지에 대한 견해는 보로부두르
에 표현된 뺷화엄경뺸｢보현행원품｣, ｢입법계품｣을 생각하면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잠정적으로 이 시기 중부 자바의 불교를 대승불교라 하면 어떤 성격의 대승
불교였을까에 대해 궁금증이 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문헌 속 짠디의
용례를 살핀 연구 중에 시사하는 대목이 있다. 수크모노는 고(古) 자바어로 쓰
인 문학작품들을 통해 짠디의 원어를 규명하려는 연구를 했다. 필자가 주목한
것은 미간행 문학 가운데 ”아르주나위자야(Arjunawijaya)“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아르주나는 인도 서사시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영웅 판다바 5형제 중 1
인이자 비슈누의 화신 크리슈나의 사촌동생이다. 아르주나위자야는 카위
(Kawi) 문자로 쓰인 고 자바어 문학으로 주트물더(Zoetmulder) 교수의 개인수

집품이었다.32) 이 중에 왕이 달마를 찾아가는 대목이 있는데 사원에 있는 2기
의 짠디 중 하나는 불교 짠디였고, 다른 하나는 시바교 짠디였다. 왕가 일행은
먼저 불교 짠디에 가서 경의를 표하고 다음으로 시바를 위한 짠디로 간다. 왕
과 동행한 브라만은 왕에게 “중앙에 모신 비로자나불은 시바사다(Śivasadā)이
고, 동쪽의 아촉불은 루드라(Rudra)이며, 남방 보생불은 브라마(Dhātradeva),
서방 아미타불은 마하데바(Mahādeva), 북방 불공성취불은 하리무르띠데바
(Harimūrtideva=Viṣṇu)와 같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그는 “향 붓다(Hyang
30) 명문에서 인드라라고 호칭한 것은 아니며, “구름의 왕”이라고 썼는데 이것이 인드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라카이 피카탄은 사마라퉁가의 뒤를 이은 발라푸트라를 슈리비자야로 쫓
아내고 샤일렌드라 왕조를 멸망시켰다. Soekmono 1995, 59-60.
31) 역시 요하네스 드 카스패리스의 주장이며 그에 따르면 인드라왕이 짠디 믄둣을 세우고, 인드라의
무덤에 해당하는 것이 짠디 파원이며, 보로부두르의 기단부는 인드라왕을 위한 것이며, 보로부두
르의 상부 2-9층 테라스는 사마라퉁가 이전의 샤일렌드라 왕 8명을 상징하며, 제10층 최상부는 샤
일렌드라 왕조의 선조에게 바쳐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32) 카위 문자는 800년경부터 16세기 무렵까지 쓰인 팔라바 문자의 변형 문자이지만 고 자바어를 썼
다는 점에서 12세기 이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태영 2012, 14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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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a)와 시바 사이에는 분별이 없다. (이들은) 신 중의 신으로 양자는 동일하

며 종교의 최종 목표이다”라고 강조한다.33)
문학작품이라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이것이 당대 얼마나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졌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금강계 밀교 오방불의 개념이 분명하게 보이
고, 이들을 각각 힌두교 신과 결합하여 동일시하는 것도 명확하다. 중부 자바
에서 밀교의 5방불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은 현재 짠디 보로부두르밖에 없
다(도5). 그러나 보로부두르는 뺷금강정경뺸 계통의 금강계 만다라와는 같지 않
다.34) 무엇보다 파트너인 여성신 명비(明妃)가 조각되지 않았고, 다면다비(多
面多臂) 신격(神格)의 형상도 보이지 않으며, 탄트라의 형상화, 혹은 어떤 의식

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자바의 밀교를 짐작하게 하는 텍스트로 뺷성대승
론(聖大乘論, Sang Hyang Kamahāyānikan)뺸을 들기는 하지만 일부 구문상 뺷대일
경(大日經)뺸과의 유사성이 확인되었을 뿐, 이것이 얼마나 유통되었고, 실제 밀
교 의례나 작법의 기준서가 되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뺷성대승론뺸
은 카츠(Kats)에 의해 1910년 네덜란드어로 번역되면서 처음 일반에 소개되었
다. 경전에는 신‧구‧의(身‧口‧意) 삼밀(三密) 수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
지만 뺷금강정경(金剛頂經)뺸 계통은 아니다. 부분적으로 구문 단편들이 뺷대일경
(大日經)뺸과 일치한다고 한다.35) 따라서 고차원의 체계화된 밀교가 중부 자바

에 전해지기는 했지만 중요한 종파로 자리잡거나 왕실의 후원을 받지는 못했
을 가능성이 크다. 금강지(金剛智)가 슈리비자야에 체류했다는 뺷정원록(貞元
錄)뺸 내용이나 불공(不空)이 인도네시아에서 금강지를 만났다는 다양한 기록

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게다가 뺷대일경뺸 및 뺷금강정경뺸 계통의 경론이 비록
단편이라도 발견되고, 보로부두르 조각에 보이는 오방불 체계 및 비로자나불
의 존재로 미루어 볼 때, 일본에서 분류하는 방식의 소위 순부(純部) 밀교가 중

33) Soekmono 1995, 93-95.
34) 정확히 뺷금강정경뺸보다는 소위 뺷진실섭경뺸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무상유가부밀교를 말한다. 마츠
나카 유케이 1990, 96-107. 오히려 반야/ 모 탄트라에 입각한 반야바라밀 등의 조상이 여러 점 남아
있는 동부 자바 시기에 좀 더 체계적인 밀교가 발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35) 石井和子 1989, 55-70. 뺷성대승론뺸과 자바의 밀교에 대해서는 후일의 연구로 지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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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자바에 전해진 것은 명백한 일로 보인다. 다만 그 양상과 구체적인 신앙 내
역이 텍스트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일부 분노신의 형상을 한 아이
를랑가 왕의 초상조각과 같은 예들이 현전하고, 명문에서도 분노존의 존재가
확인되기는 하지만 분노한 신의 형상은 밀교와 힌두교 양쪽에 존재한다. 현재
로서는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체계화된 의식과 작법 구현, 만다라의 존재 등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중부 자바에서는 불
교와 힌두교의 중요한 신격을 동일시하거나 왕가의 달마를 신격화하는 방향
으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경향이 동부 자바로 이전하여 왕국을 세운
뒤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자바 및 수마트라와 잦은 교섭과
전투를 벌였던 인도의 예와 비교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중부자바의 종교는
대승불교이든, 혹은 밀교나 힌두교이든 인도에서 전해졌지만 인도보다 훨씬
철저하게 왕권을 위한 종교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른 시기부터 인도 종교와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에는
이르면 7세기, 늦으면 9세기 말에 건립된 짠디들이 집중되어 있다. 현재 이슬람
교가 우세한 인도네시아에서 짠디들은 과거 역사의 유산에 불과할 뿐이고, 그
기능과 건립 목적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신앙의례를 거행한 공간인지, 예배처
였는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중부 자바 짠디들의 일반
적 현황을 살펴보고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비명을 근거로 짠디들의 건립연대와
후원자를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기초적 검토에 관해서 선행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을 밝혀둔다. 비명을 통해 중부 자바의 짠디들은 산자야 계통의 므당
왕국과 샤일렌드라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건립하고 신상을 세움으로써 달마를
수호하여 왕실의 권위를 확보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샤일렌드라에
포로로 잡혀 있다 도망가서 옛 첸라의 땅에 크메르 제국을 세운 자야바르만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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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크메르 제국의 왕들은 대대로 사원을
세우고 조각을 안치하여 왕이 사후에 신과 합일한다는 신왕사상에 입각하여 동
남아 대륙을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크메르 영토 내에 방대한 사원 건립이 이
뤄졌다.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크메르의 사원들은 전성기의 원래 모습을 확
인하기 어려울 만큼 파괴가 심하지만 중부 자바보다 더욱 힌두교에 매진했던 것
은 분명하다.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 모두 아무래도 불교의 특성상, 왕과 붓다
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사례가 인드라왕의 예에서 확인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대
승불교의 맥락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합일을 추구한다
면 삼밀 수행을 통한 신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밀교의 맥락에서 가능했을 것이
다. 또한 영토와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전쟁과 전투가 잦았던 동남아 상황에서 평
화로운 불교 이념과 신앙보다는 왕의 위엄을 과시하고 복종을 강요하기에 시바
나 비슈누와의 합일을 강조하는 힌두교가 유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혼란했던 대륙부를 장악하고자 했던 크메르에 비하여 마타람과 샤일렌드
라 간의 권력 다툼을 제외하면 비교적 전투와 분쟁이 많지 않았던 중부 자바에
서는 여전히 불교에 귀의하고, 승려들을 위해 승원과 마을을 희사하는 일이 수
월했다고 생각한다. 날란다에 승원을 건설할 정도로 불교에 우호적이었고, 인
도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중부 자바에 금강승 불교의 유입을 상정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헌으로도 확인되지만 금강승 불교 경전 중 하
나로 여겨지는 뺷성대승론뺸은 중부 자바 불교 신앙의 일면을 짐작하게 해준다.
하지만 밀교가 네팔이나 티벳처럼 체계화된 조직적인 불교로서 자리 잡았는
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관련 문헌 단편들과 론따르 경전을 통해
보면 일부 학승들을 중심으로 후기밀교가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크메르처럼 중부 자바 시기 이후는 힌두교와 왕권의 결합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역시 왕실의 강력한 후원이 힌두교로 집중된 것은 인도 종교의
발달과정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힌두불교의 여러 양상에 대해서는
후일의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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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이를랑가, 11세기경, 인도
네시아, 트라울란박물관(사진:
필자)

<그림 2> 짠디 아르주나, 7세기경,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디엥고원(사진: 필자)

<그림 3> 짠디 파원, 9세기,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사진: 필자)

<그림 4> 삼존불, 짠디 믄둣, 9세기, 인도
네시아, 족자카르타(사진: 필자)

<그림 5> 비로자나불좌상, 짠디 보로부두르,
9세기,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사진: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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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ndi of Central Java in Indonesia during the
Hindu-Buddha Period and Devaraja Concept
Kang, Heejung
Professor, Graduate Program in South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The Sanjaya-based Medang Kingdom and the royal family supported the
construction of the candis in Central Java. They believed that the 'Dharma', the
essence of the royal family, dwelled in the statue of a god. Therefore they wanted to
secure the authority of the royal family by erecting a statue. This is also confirmed
by Jayavarman II and his successors, who fled from Śailendra and established the
Khmer Empire in Cambodia. The kings of the Khmer Empire also built temples and
enshrined sculptures for generations based on the 'deva-raja' concept that the king
would unite with the god after death. King Indra of Śailendra sought the unity of the
king and the Buddha, but it was not common to declare the unity between the king
and the Buddha under the 'deva-raja' concept. In Southeast Asia, where wars over
territory and conflicts for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were frequent, Hindu temples
are established more actively than Buddhist temples. Hinduism was more useful to
show off the dignity and power of the king to the people rather than peaceful
Buddhist ideology and belief. In Central Java, it was befitting to have faith in
Buddhism and offer monasteries and villages to the monks for good karma.
Conjecting from the copper plate discovered from Nalanda, the kings of Śailendra
were friendly to Buddhism enough to build monasteries in Nalanda. It is no wonder
that Vajrayana Buddhism was introduced earlier than we thought to Central Java,
which had a constant relationship with India. Regarded as one of the later esot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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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st scriptures, Sang Hyang Kamahāyānikan discovered in the early 20th
century reveals an aspect of Central Javanese Buddhist belief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scertain whether the Esoteric Buddhism has established itself as a
systematic and organized Buddhist sect as it did in Nepal or Tibet. Judging from the
related texts and the scriptures written on the Lontar leaves, Vajrayana Buddhism
was likely accepted mainly by some scholar monks. Like the Khmer Empire, the
collusion of Hinduism and the sovereign power in Indonesia seems to have
accelerated after the Central Java period. This also resulted in strong royal support
being concentrated on Hinduism than Buddhism.
Keywords

Śailendra, Khmer, devaraja concept, candi, Sang Hyang Kamahāyānikan, Hinduism, Central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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