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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남방 테라와다(Theravāda) 불교는 자신들이 유지하고 보존해 온 빨리 삼장(tipiṭaka)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위치를 확립시켰다. 남방불교는 오랜 역사 속

에서 빨리 삼장(tipiṭaka)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전승하는 것을 통해 오늘

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 여기에는 오늘날 동남아시아의 불교

계와 학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랑카중심주의(Lanka Centric Attitude) 그림자가 짙게 드리

워져 있다.

랑카중심주의란 불전의 전승과 교단의 권위에 있어서 스리랑카의 불교와 교단을 최

우선시하는 전통을 말한다. 스리랑카 마하위하라(Mahāvihāra)의 오랜 노력을 통해 전승

된 빨리 삼장(tipiṭaka)을 사실상 부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마하위하라

(Mahāvihāra)의 비구계 전통을 마힌다(Mahinda)로부터 중단없이 이어지는 가장 순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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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전통으로 받아들인 후 이를 통해서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에 광범위하게 전파된 

남방 테라와다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불교학계에도 만연해 있

어서, 빨리 삼장에 사용된 언어와 교리에는 권위와 전통을 부여하고, 스리랑카와 동남

아시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빨리 문헌들의 언어와 교리에 대해서는 버네큘러

(vernacular)라고 하여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남방 테라와다(Theravāda) 불교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있어서 랑카

중심주의가 생겨난 복잡한 역사적 종교적 배경을 태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동남아시

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빨리 문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굴된 최

신문헌들을 통해 소개하면서, 지역 불교의 입장에서 남방 테라와다(Theravāda) 불교를 

재평가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빨리 삼장의 권위와 정통성에 가려진 남방 테라와다

(Theravāda) 불교의 참모습을 드러내면서 현재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빨리 삼장

(tipiṭaka)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새롭게 평가하고자 한다.

주제어

랑카중심주의, 남방불교, 스리랑카불교, 동남아시아불교, 빨리삼장, 태국불교

I. 서언

남방 테라와다(Theravāda) 불교는 자신들이 유지하고 보존해 온 빨리 삼장

(tipiṭaka)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위치를 확립시켰다. 남

방불교는 오랜 역사 속에서 빨리 삼장(tipiṭaka)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체계

적으로 전승하는 것을 통해 오늘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 남방 테라와다 불교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확립하고 교단의 

정통성을 확립했을까? 여기에는 오늘날 동남아시아의 불교계와 학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랑카중심주의(Lanka Centric Attitude)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랑카중심주의란 불전의 전승과 교단의 권위에 있어서 스리랑카의 불교와 

교단을 최우선시하는 전통을 말한다. 스리랑카 마하위하라(Mahāvihāra)의 오

랜 노력을 통해 전승된 빨리 삼장(tipiṭaka)을 사실상 부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마하위하라(Mahāvihāra)의 비구계 전통을 마힌다(Mahinda)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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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중단없이 이어지는 가장 순수한 수계전통으로 받아들인 후 이를 통해서 스

리랑카와 동남아시아에 광범위하게 전파된 남방 테라와다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불교학계에도 만연해 있어서, 빨리 삼장에 사용

된 언어와 교리에는 권위와 전통을 부여하고,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자

생적으로 생겨난 빨리 문헌들의 언어와 교리에 대해서는 버네큘러(vernacular)

라고 하여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1) 일반적으로 버네큘러(vernacular)는 표

준어에 상대되는 비표준어로서 방언을 지칭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용어는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노예들의 언어를 지칭해 왔던 것으로 보이

며 로마 가톨릭교회의 경우 라틴어를 표준으로 하고 라틴어가 아닌 수많은 현

지 언어들을 버네큘러라고 지칭하며 무시해왔었다. 따라서 이 용어 자체가 우

리에게 편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한 문헌들을 정통성과 권

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하고 있다. 이는 마치 僞經(apocrypha)이란 용어를 

통해 중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불교 문헌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깎아내리

는 것과 같은 일들이 남방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남방 테라와다(Theravāda) 불교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있어

서 랑카중심주의가 생겨난 복잡한 역사적 종교적 배경을 태국을 중심으로 살

펴보고, 동남아시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빨리 문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와 가치를 새롭게 발굴된 최신문헌들을 통해 소개하면서, 지역 불교의 입장에

서 남방 테라와다(Theravāda) 불교를 재평가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빨리 삼

장의 권위와 정통성에 가려진 남방 테라와다(Theravāda) 불교의 참모습을 드

러내면서 현재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빨리 삼장(tipiṭaka)이 가지는 의미

와 역할을 새롭게 평가하고자 한다.

1) CLAUDIO, Cicuzza. 2020. “Current Studies and Research Activities on Pali Manuscripts and Text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umbini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Lumvini: Lumbini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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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

남방 테라와다(Theravāda) 불교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절

대적인 위치는 이 지역의 복잡한 역사적 종교적 배경을 통해서 오랜 기간에 걸

쳐 만들어진 것이다. 스리랑카 불교가 오늘날의 형태로 틀을 잡은 것은 인도에

서 온 학승 붓다고샤(Buddhaghosa)를 통해 자신들의 교리체계와 수행체계를 

정비한 5세기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는 빨리 삼장(tipiṭaka)에 대한 싱할라

(Sinhala)어 주석을 빨리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주도하면서 남방 테라와다

(Theravāda) 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집대성한 청정도론(Visuddhimagga)를 남겼

고 이를 통해서 빨리 삼장(tipiṭaka) 전체를 부처님의 말씀(Buddha-vacana)으로 

확립시켰다.2)

<그림 1> 붓다고샤와 마하위하라, 켈라냐라자마하위하라, 스리랑카

불교는 중세 스리랑카에서 인도와 달리 범국가적이고 지배적인 종교로 발

2) 황순일 20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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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했다. 그리고 왕가와 불교 교단이 점차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

게 된다. 즉, 불교 교단의 안정을 위해 왕가의 후원과 정치적 안정이 필요했고, 

왕가는 통치의 정당성과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불교 교단이 필요했다.3) 

왕가는 불교 교단에 의복 거처 약품 음식으로 대표되는 엄청난 보시를 했고, 

불교 교단은 왕가의 공덕을 칭송하면서 국왕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따라서 불교를 진흥하고 보호하는 법왕(dhamma-rāja)이 가장 이상적인 군주의 

이미지가 되었다. 스리랑카 불교 교단은 크게 3개의 부파로 갈라져서 왕가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했다. 그리고 1000년경 남인도 촐라(Chola) 왕국의 침입 

이후 불교 교단이 크게 약화 되었으며, 빠라끄라마바후(Parākramabāhu) 1세가 

집권했던 12세기 중반에 하나의 단일교단으로 통합되게 된다.4)

남인도와 스리랑카의 불교는 동남아시아의 인도화(Indianasation)가 시작된 

이래에 지속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아마도 힌두교 

및 대승불교와 함께 스리랑카계 남방불교 또한 동남아시아 전반으로 퍼져나

갔을 것으로 보인다.5) 다만, 스리랑카계 남방불교가 오늘날과 유사하게 지역

의 지배적인 종교로 확립된 것은 미얀마 남부 해안의 몬(Mon)족 도시인 타똔

(Thaton)이 처음이었던 것 같다.6) 대체로 12세기 중반이 되면 뱅골만을 중심으

로 하는 국제무역의 주도권을 스리랑카가 잡게 되고 동남아시아의 서부지역

에서 스리랑카 불교가 점차 지배적인 종교로서의 위치를 획득하게 된다. 당시 

동남아시아에서는 크메르(Khmer) 제국이 점차 쇠퇴하면서 변경 지역에 권력

의 공백이 생기고, 몽고의 남하와 남송의 성립으로 윈난성의 타이족이 대규모

로 남하하면서 새로운 지배체제가 형성되는 시기였다.

3) Verkwitz 2010, 144-146.

4) Verkwitz 2010, 147-148. 스리랑카 불교의 통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다만, 통합

의 주체가 된 숲속불교전통(Aranyavasin)이 기본적으로 마하위하라(Mahāvihāra)에 속하기 때문에 

마하위하라 위주로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아와야기리 위하라와 제타와타 위하라가 빠라

끄라마바후(Parākramabāhu) 1세 시기에 즉시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없어졌고 동남아

시아에서는 흔적을 찾기 어렵다.

5) Prapod 2010.

6) Stadtn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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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 불교 네트워크 지도, 10-16세기

이 시기에 스리랑카계 남방불교는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의 마하위하

라(Mahāvihāra)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의 아라칸(Arakan), 타똔(Thaton), 빠간

(Pagan), 마르따반(Martaban), 나콘시탐마랏(Nakhon Si Thammarat), 수코타이

(Sukhothai), 치앙마이(Chiang Mai), 아윳타야(Ayutthaya)와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승려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게 된다.7) 당시 원나라의 등장으로 중국 

남부로 축소된 송나라가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적극적인 해상무역에 나서

면서, 도자기와 실크를 주요 교역품으로 활발한 교류가 남인도 및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 사이에 일어나게 된다.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의 활발한 해상무

역과 함께 승려들의 교류가 활성화되었고 이를 통해 랑칸(Lankan)이란 이름 

아래 서로 경전을 교환하고 제식을 공유하며 염색한 직물과 봉헌판을 전파하

는 전통이 생겨나게 된다.8) 그리고 점차 스리랑카계 남방불교가 정통성이 있

는 불교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인정받으면서 동남아시아의 군주들은 자신

이 통치하는 지역의 승려들을 스리랑카로 파견하기 시작했다.

7) Baker 2017, 36.

8) Baker 2017, 37.



랑카중심주의와 남방 테라와다(Theravāda) 불교   151

1200년대 후반 치앙마이(Chiang Mai)의 망그레이(Mangrai) 왕이 스리랑카로

부터 붓다의 사리를 모셔온 승려들의 방문을 받고 기뻐했다는 기록이 치앙마

이 역사서에서 나타난다. 1300년대 초반 미얀마 남부 해안도시 마르따반

(Martaban)의 군주는 12명의 승려를 스리랑카로 파견했고 이들은 중세 스리랑

카의 수도인 뽈론나루와(Polonnaruwa) 근교의 우둠바라기리(Udumbaragiri) 사

원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1331년에 숲속불교전통(Aranyavasin)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한다.9) 1300년대 중반 태국 중부 수코타이(Sukhothai)의 람캄행(Ram 

Khamhaeng)왕이 나콘시탐마랏(Nakhon Si Thammarat)에서 온 승려를 위해 숲

속불교(Aranyavasin) 사원을 세웠다는 기록이 람캄행 비문에 남아있다.10) 또한 

1330년 경에 2명의 수코타이(Sukhothai) 승려가 마르따반(Martaban)으로 가서 

스리랑카 불교를 공부하고 재차 방문하여 스리랑카 전통의 수계를 받았다고 

한다. 1400년대 초반에는 수코타이(Sukhothai)의 수자또(Sujato)란 승려가 스리

랑카에서 5년, 빠간(Pagan)에서 5년 유학한 후 아윳타야(Ayutthaya)에 자리 잡

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11) 

<그림 3> 람캄팽 비문, 수코타이, 태국

9) Baker 2017, 37.

10) Terwiel 2010, 99.

11) Baker 201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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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러한 교류에 참여했던 승려들이 스리랑카로부터 동남아시아로 보

급한 불교를 오늘날 남방 테라와다(Theravāda) 불교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스리랑카계 남방불교는 당시에 동남아시아에 새롭게 나타난 불교가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전파된 다양한 불교 중에서 스리랑카를 매개로 이들이 순수하

고 정통성이 있는 불교로 새롭게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12) 이들은 스리

랑카 마하위하라(Mahāvihāra)의 수계전통이 붓다와 그 직제자들에게 올라가

는 순수한 전통임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행하는 비구계 의식과 자신들이 입

는 승복과 자신들이 행하는 경전 합송이 가장 정통적인 것임을 주장한다. 자신

들이 행하는 불교가 순수하고 정통성이 있는 불교라는 이들의 주장은 동남아

시아의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13) 1430년대 치앙마이(Chiang Mai)의 

나나감비라(Nanagambhīra)라는 승려가 스리랑카로 유학해서 새롭게 스리랑

카 마하위하라(Mahāvihāra) 전통에서 수계 받고 수코타이(Sukhothai)에 돌아오

자 7520명의 승려들이 다시 수계를 받았다. 이에 수코타이의 왕이 1000명의 신

하들과 시민들에게 수계를 받고 그를 돕도록 했다고 한다.14) 

<그림 4> 깔랴니 시마 수계, 켈라냐라자마하위하라, 스리랑카

12) Prapod 2010.

13) Prapod 2010, 176.

14) Baker 201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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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왓마하탓, 수코타이, 태국

1400년대 후반 남부 미얀마의 담마체띠(Dhammacetī) 왕은 22명의 승려들을 

자신의 친서와 함께 스리랑카 콜롬보 부근에 있었던 부바네까 바후(Bhuvaneka 

Bahu)왕에게 파견했고 이들은 깔야니(Kalyāṇī)강의 준비된 땟목에서 마하위

하라(Mahāvihāra)의 전통에 따라 수계를 받고 돌아와 깔야니 시마(Kalyāṇīsīmā)

전통을 확립했고 1479년까지 약 15,666명의 승려들이 새롭게 수계를 받게 된

다.15) 1420년 치앙마이(Chiang Mai) 출신의 한 스님이 아윳타야(Ayutthaya)의 

담마감비라(Dhammagambhīra) 아래에서 수학하고 스리랑카에 유학한 후 1424년 

야윳타야에 돌아왔다. 이때 담마감비라(Dhammagambhīra)는 당시 아윳타야

(Ayutthaya)의 왕 보롬마라차(Borommaracha) 2세에게 “오래된 가르침(sāsana)을 

버리고 모든 승려를 초청하여 새롭게 수계를 받도록 하고, 가르침과 계율

(dhammavinaya)을 공부하도록 합시다”라고 제안했다. 이때 아윳타야의 600여 

불교사원들이 그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16) 당시 스리랑카에 유학하고 마

하위하라(Mahāvihāra) 전통에 따라 수계를 받은 승려들은 동남아시아 각지에

15) 황순일 2014.

16) Baker 201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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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환영을 받았으며 이들이 절을 새우면 수많은 신도가 몰려들었고 계속해서 

수많은 사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17) 

동남아시아에서 민족국가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스리랑카계 남방불교는 다

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 그리

고 타이족의 대규모 이동이 마무리되고 이들이 동남아시아의 각 지역에 정착

하면서 호전적인 무인들 중심의 사회가 스리랑카계 남방불교를 중심으로 종

교를 통해서 안정화되었다. 1357년 태국 중부 수코타이(Sukhothai)의 리타이

(Lithai)왕은 불교적인 군주는 5계를 수지하고, 세간의 지혜를 갖추어야 하며,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농업과 상업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며 남방불교를 중심으로 이상사회를 건설하여 국가를 안정시키려 했다.18)

따라서 동남아시아에서 타이족의 이동을 통해 민족국가가 형성되는 시기

에 스리랑카계 남방불교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복잡한 사회를 통합하고 국가

를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역할을 했다. 동남아시아의 군주들은 직접 승려들을 

스리랑카로 파견하여 스리랑카 마하위하라(Mahāvihāra)의 수계전통을 통해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의 불교 교단을 통합하고, 빨리 삼장(tipiṭaka)의 권위를 

통해 교단을 정화(purification)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불교를 진흥하고 보호하

는 법왕(dhamma-rāja)으로 자리매김하여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

를 통해 동남아시아불교는 점차적으로 스리랑카불교의 수계전통을 따르게 

되고 빨리 삼장(tipiṭaka)을 절대시하는 랑카중심주의(Lanka Centric Attitude)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III. 동남아시아 남방불교의 발전

동남아시아의 왕가는 적극적으로 스리랑카계 남방불교를 도입하고 마하위

17) Baker 2017, 37.

18) Baker 2017,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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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6세기 유럽에 소개된 태국의 불교사원

하라(Mahāvihāra)의 수계전통과 빨리 삼장(tipiṭaka)의 권위를 통해 자신이 통

치하는 지역의 교단을 정화(purification) 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스리랑

카는 너무나 먼 곳에 있었고, 빨리 삼장(tipiṭaka)은 너무나 어려웠으며, 빨리어

는 거의 접근이 불가능했다.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아윳

타야(Ayutthaya)의 경우 빨리어는 불교를 공부하는데 사용된 언어가 아니라 

주로 제식과 합송에 사용된 언어였다.19) 도시의 왕족과 귀족들은 사원의 몇몇 

학승들을 통해서 빨리어를 공부할 수 있었겠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빨리어

를 익히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 출가해서 빨리어를 공부하고 빨리 삼장

19) Peter Skilling in “The Importance of Pali Studies in Thailand” lecture appeared in MinuteBuddhism 

Youtube Channel (https://youtu.be/WZePjtcPG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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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iṭaka)을 공부할 수도 있었지만, 이는 주로 1800년대 이후 방콕(Bangkok) 시

대가 되어야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이었다.20) 따라서 동남아시아에서 남방불

교를 중심으로 민족국가를 형성한 아윳타야(Ayutthaya)의 경우 일반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적인 불교와 왕가와 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 불교가 

발전하면서 점차적으로 양분되게 된다.

16-17세기 아윳타야(Ayutthaya)를 방문했던 유럽인들은 약 500여개의 불교

사원에 60000명 이상의 스님들이 수도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아윳타야의 귀족들이 불교 사원을 건축하여 종교적인 공덕과 세간적

인 명성을 얻는 것을 보았고, 일반 국민들을 헌신적으로 불교 교단에 보시하는 

모습에 놀랐다.21) 유럽인들은 업(kamma)설에 기초하여 땀분(Tam boune)이란 

이름으로 공덕 쌓기에 열중하는 일반 국민들의 모습에 주목했다.22) 현재의 행

복은 과거의 덕행 덕분이며 미래의 행복은 현재의 덕행 즉 땀분(Tam boune)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믿음을 널리 퍼져 있으며, 아윳타야(Ayutthaya)의 시민들

은 절을 만들고, 승단에 보시하며, 5계를 수지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새

와 물고기를 방생하고, 늙은 소를 돌봄을 통해 공덕을 쌓는 일에 열중했다고 

한다. 선인락과 악인고과를 중심으로 하는 업(kamma)설에 기초한 땀분(Tam 

boune)은 주로 붓다의 전생이야기인 자따까(Jātaka)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빨

리 삼장(tipiṭaka)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자따까의 다양한 이야기들

을 각색하여 올바른 행위와 공덕 쌓기를 통해 장수와 건강, 부와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유행했고, 웨싼따라 자따까(Vessantara Jātaka)의 서

론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프라 말라이(Phra Malai) 이야기가 

널리 유행하게 된다.23) 

20) Nidhi 2005, 263-269.

21) Baker 2017, 199-200.

22) Gervaise 1998, 108.

23) Baker 2017, 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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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출라마니 불탑, 왓아룬, 방콕, 태국

프라 말라이 이야기는 신통력을 가진 승려 프라 말라이가 천상세계와 지옥

을 방문하여 선하거나 악한 행위의 결과를 목격하고, 가난한 농부의 소원을 들

어주기 위해 천상세계로 올라가 인드라(Indra) 신을 만나고, 출라마니(Chulamani) 

불탑에서 미래의 붓다인 마이뜨레야 (Maitreya, Metteyya, 미륵)를 만난다는 이

야기이다. 이때 미래불인 마이뜨레야(Maitreya)는 프라 말라이(Phra Malai)에

게 자신이 인간세계에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나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위

대한 웨싼따라 자따까(Vessantara Jātaka)를 처음부터 끝까지 매년 읽어야만 하

며, 자신이 인간세계에 태어날 때 자신 앞에서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으려면 위

대한 웨싼따라 자따까(Vessantara Jātaka)가 낭송되는 사찰에 수없이 많은 보시

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24) 즉 불교의 업(kamma)설이 신통력 천상세계

와 같은 전설적인 측면들과 결합되어 일반 대중들에게 깊이 자리 잡은 것이다.

한편 아윳타야(Ayutthaya)의 왕가와 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 불교는 

24) 황순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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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전성기의 아윳타야 전도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을 강조했다고 한다. 1600년대 중반 나라이(Narai) 왕

때 아윳타야를 방문한 유럽인들은 왕과 귀족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합리적

인 불교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들은 붓다를 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준 선지자였다고 이야기한다.25) 1600년대 

후반 아윳타야를 통치했던 페트라차(Phetracha) 왕이 불교 교단의 지도자로서 

왓 풋타이사완(Wat Phutthaisawan)에 주석하는 프라 푸타꼬사잔(Phra Phuthakosajan)

과 나눈 대화가 기록으로 남아있다. 왕의 불교에 대한 질문에 대해 프라 푸타꼬

사잔은 이 세계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고(anicca), 결국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 뿐이며(dukkha), 나의 것이라 할만한 것이 없다(anatta)고 가르치면서 우리는 

지혜를 통해 이러한 조건을 극복하고 위빳사나(vipassana)를 통해 탐욕과 혐오

와 우둔함을 뛰어넘어 끊임없는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 영원한 행복인 열반

(nibbāna)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26) 사실상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초기

25) Gervaise 1998, 110.

26) Baker 2017,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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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냉철하고 합리적인 불교가 아윳타야(Ayutthaya)

의 왕가와 귀족들 사이에서 일종의 엘리트 불교로서 유행했던 것이다.

아윳타야(Ayutthaya) 시대에 일반인들의 대중적 불교와 왕가와 귀족들의 엘

리트 불교의 차이는 점차 확대되었으며, 명상에서도 보란 깜맛타나(Borān 

kammaṭṭhāna)와 같은 복합적이고 치밀하며 사실상 밀교에 가까운 명상운동이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일반적으로 고대 업처

수행운동으로 알려진 보란 깜맛타나(Borān kammaṭṭhāna)는 1500년대로 거슬

러 올라가는 동남아시아의 자생적 명상법으로 아윳타야(Ayutthaya)의 왕가와 

왕 딱신(Taksin)이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딱신(Taksin)을 제거하고 

반정을 통해 집권한 태국의 차끄리(Chakri) 왕가에서 이 수행법은 빨리 삼장

(tipiṭaka)에 기초한 정통성 있는 수행법인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금지했고, 

왕실 교단인 탐마유띠까(Thammayutika)를 만들어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이

를 탄압한다.27) 사실상 거의 사려져 가던 이 명상 전통이 현대 태국에서 비록 

이단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담마까야(Dhammakaya) 교단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IV. 랑카중심주의와 남방불교

1767년 4월 7일에 있었던 미얀마 꼰바웅(Konbaung) 왕가에 의한 아윳타야

(Ayutthaya)의 함락은 동남아시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아윳타야(Ayutthaya)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1750년 보롬마꼿(Borommakot) 왕이 직접 나서서 스리랑카 불교를 부흥시키는 

작업을 맡으면서 사실상 남방불교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다. 아윳타야(Ayutthaya)

가 갑작스럽게 몰락한 후 태국을 부흥시킨 왕 딱신(Taksin)은 천재적인 군사 

지도자였지만 중국계 화교의 후예로서 독특한 불교관을 지니고 있었다.

27) Kate 2014, 15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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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딱신 동상, 톰부리, 태국

남방불교는 기본적으로 마힌다(Mahinda) 이래 중단 없이 이어지는 비구계 

수계전통을 중심으로 하는 승단(Sangha)을 통해서 유지된다. 전통적으로 승단

은 독립적이며 스스로 지속 가능 조직으로 왕가의 후원을 받고 왕가의 규제를 

받지만, 왕가에 의해서 지배되는 조직은 아니었다. 아윳타야(Ayutthaya)의 왕

가와 귀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구분은 전통적이고 명확한 것이었다. 딱신

(Taksin)은 비록 아윳타야 귀족 가문의 후원을 받았지만, 지방의 행정관료로서 

아윳타야의 엘리트 불교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일반 국민들이 선

호했던 대중적인 불교를 선호했으며 보란 깜맛타나(Borān kammaṭṭhāna)를 수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28) 딱신(Taksin)은 자신이 군사적으로 성공하여 왕이 된 

것이 전생에 한 공덕 덕분인 것으로 생각했으며 명상을 통해서 하늘을 날아다

닐 수 있고 비록 일반인이지만 4향4과의 출발점인 예류과(sotapanna)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29) 딱신(Taksin)은 승단을 압박하고 자신에 반대하는 승려

들을 환속시킨 후 처벌했으며, 500여명의 승려들에게 형벌을 내렸다. 딱신

28) Kate 2014, 157.

29) Baker 2017, 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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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sin)이 전통적인 왕가와 불교 교단의 관계를 해치고 사실상 승단을 탄압하

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불교를 진흥하고 보호하는 법왕(dhamma-rāja)으

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딱신의 국가 장악력은 급속히 떨어졌고 결국 

자신의 밑에 있었던 아윳타야(Ayutthaya) 귀족 가문 출신의 차끄리(Chakri) 형

제에 의해서 제거되게 된다. 

<그림 10> 웨싼따라 자따카, 왓콩카람, 랏차부리, 태국

차끄리 왕가의 첫 번째 왕이 된 라마 1세 통두앙(Thongduang)은 딱신(Taksin)

의 실패를 거울삼아 보다 적극적으로 불교 교단이 스스로 변화하고 불교 교단

이 사회를 위해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요구했다. 그는 스스로를 불교의 깨

달음 추구하는 보다삿따(bodhisatta)로서 국민들을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로 가

도록 하는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한다. 따라서 그는 승려들이 불교의 업

(kamma)설과 신통력에 대한 믿음이 결합한 프라 말라이(Phra Malai) 전설을 이

야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승려들은 철저하게 빨리 삼장(tipiṭaka)에 의거하여 

가르침을 설하도록 했다. 붓다의 전생이야기인 자따까(jātaka)의 경우에 있어

서도 위대한 웨싼따라 자따까(Vessantara Jātaka)를 읽도록 하고 주요한 빨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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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몽쿳 동상, 카오산, 방콕, 태국

전을 태국어로 번역하여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려고 했다.30) 그리고 왕은 

1788년에 승려들의 모임을 주재하고 빨리어 삼장(tipiṭaka)을 완전히 개편하는 

작업을 행한 후 이를 제9차 결집으로 명명하게 한다.31) 사실상 랑카중심주의

(Lanka Centric Attitude)가 동남아시아의 근대 태국에서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 때문에 자생적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차끄

리(Chakri) 왕가에서 점점 더 강화되었으며 4번째 왕이 된 라마 4세 몽콧

(Mongkut) 시대에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라마 2세의 아들이었던 몽콧은 1800년대 초반 당시 왕가의 법도에 따라 단기 

출가했다. 하지만 그는 빨리어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환속을 연장한 후 빨리 

삼장(tipiṭaka)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그는 태국 각지를 순례하며 불상과 금석

문을 발굴하고 조사했으며 라마 2세 사후에도 계속해서 승단에 남아 학자로서 

30) Baker 2017. 272.

31) Baker 2017.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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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가로서 역할을 했다. 그는 빨리어 율장(vinaya)에 의거하여 기존의 태국

불교 여러 관행이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남부 미얀마 담마체띠

(Dhammacetī) 왕의 예를 따라서 깔야니 시마(Kalyāṇī sīmā) 전통을 태국에 세우

게 된다. 그는 붓다의 가르침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탐마유띠까(Thammayutika) 

운동을 전개하여 불교 교단의 개혁에 나섰는데, 이는 철저하게 스리랑카 마하

위하라(Mahāvihāra) 수계 전통에 의거하고 빨리 삼장(tipiṭaka)을 중심으로 불

교를 개혁하는 것이었다.32)

따라서 몽쿳(Mongkut)의 개혁 종단인 탐마유띠까(Thammayutika)에 의해 일

반인들이 선호하는 대중적 불교는 평가절하되었고 보란 깜맛타나(Borān 

kammaṭṭhāna)는 사실상 이단으로서 탄압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1800년대 후반부터 유럽의 학자들이 빨리어를 중심

으로 불교를 연구하면서 더욱 심화하게 된다. 리즈 데이비스(Rhys Davids)에 

의해 설립된 빨리경전협회(Pali Text Society)가 빨리 삼장(tipiṭaka)의 번역과 연

구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빨리경전을 유지한다는 정통성마저도 서

구로 넘어가 버리게 된다.33) 리즈 데이비스는 철저하게 빨리 삼장(tipiṭaka)을 

중심으로 불교를 재구성했고 동남아시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대중적 불

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했다.34) 사실상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초기불교를 

재발견하고 재구성할 테니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불교인들은 자신들을 

따르라고 하며 식민지 시대 불교연구의 방향을 잡았다.35) 그리고 동남아시아

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랑카중심주의(Lanka Centric Attitude)의 영향으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불교인들은 이들의 이야기에 쉽게 저항할 수 없었다.

32) 황순일 2014, 88-89.

33) 황순일 2020, 250-253.

34) 황순일 2020, 256-258.

35) 황순일 2020, 25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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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동남아시아의 자생적 불교문헌 

그렇다면 동남아시아 불교의 일반적인 보습을 볼 수 있는 대중적 불교의 흔

적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불교가 동남아시아에서 

지역화하고 동남아시아의 환경에 맞게 변화하고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지난 10여 년간 룸비니국제불교연구소(LiRi)와 프랑스극동학원(EFEO)를 

중심으로 Materials for the Study of the Tripiṭaka 시리즈를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문헌들을 수집하고 번역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어왔다.36) 

여기에서는 Jambūpatisūtra와 Buddhapādamaṅgala 등과 같은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진 빨리어 문헌들이 수집되고 연구되고 번역되고 있다. 사실상 오랫동

안 서구의 학자들과 남방 불교의 승려들은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자생적 문헌

들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오랫동안 서구에서 남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랑카중심주의(Lanka Centric Attitude)적인 태도로 불교를 접했기 때문에 이러

한 문헌들은 가치가 없고 열등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림 12> 룸비니국제불교연구소(LiRi)와 프랑스극동학원(EFEO)의 동남아시아 

불교문헌 시리즈

36) 다양한 동남아시아의 자생적 문헌들에 대해서: Skilling 2004, Skilli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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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남방불교는 초기불교가 빨리 삼장(tipiṭaka)

을 통해 전혀 변화 없이 이어져 온 불교도 아니고 마힌다(Mahinda) 이래 스리랑

카 마하위하라(Mahāvihāra)의 수계 전통이 단 한 번의 중단도 없이 계속해서 이

어져 온 불교도 아니다. 남방불교는 남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지역화했고 

지역 불교로서의 특성들을 가지게 되었으며 역사적 사회적 시대적 상황에 따

라 발전했다. 따라서 우리가 빨리 삼장(tipiṭaka)에서 볼 수 없었던 동남아시아 

불교의 진면목을 사실상 동남아시아의 자생적 빨리어 문헌들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잠부빠띠 수뜨라(Jambūpatisūtra)37)는 동남아시아의 많은 불교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남아시아의 군주 복장을 한 불상을 이해할 수 있

게 한다. 이 이야기에서 붓다는 잠부빠띠 왕을 불교로 이끌기 위해 스스로 전

륜성왕으로 변장하고 자신의 모든 제자를 전륜성왕의 부하들로 만들고 있다. 

잠부빠띠 왕은 전륜성왕으로 나타난 붓다의 위용에 압도되고 불교의 가르침

에 설득되어 불교에 귀의하게 되고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된다

는 것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요지이다.

<그림 13> 잠부빠띠 불상과 벽화로 유명한 왓마하탓, 페차부리, 태국

37) Pakdeekha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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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불교는 동남아시아에서 사실상 지배적인 위치를 점한 범국가적인 종

교였다. 불교는 정치에 있어서 소극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치

에 개입하고 사회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냈었다. 따라서 붓다가 종교적인 길로 

나섰기 때문에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가 되었지만 붓다가 세속적인 길로 나섰

다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전륜성왕이 되었을 것이란 점을 잠부빠띠 수뜨라

(Jambūpatisūtra)가 전륜성왕으로 변신한 붓다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림 14> 와불상, 왓포, 방콕, 태국, 방콕

붓다빠다망갈라(Buddhapādamaṅgala)38)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빨리어 문헌으로 주로 태국에서 전승된 문헌으로 보인다. 이 책은 붓다

의 발자국에 나타나는 108가지의 길상들을 설명하면서 붓다의 공덕을 칭송하

고 있다. 태국의 많은 사찰에서는 붓다의 발자국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각의 발자국에는 108가지의 현란한 부처님의 성인상과 길상들이 나

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태국 방콕의 왕실사원 왓포(Wat Pho)의 실내 와불 발

바닥에 자게로 아름답게 새겨진 108 길상들 있다. 이들이 동남아시아의 불교

38) Claudi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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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는 붓다빠다망갈라(Buddhapādamaṅgala)를 통

해서만 알 수 있다.

<그림 15> 108 길상, 왓포, 방콕, 태국

앞에서 언급한 프라 말라이(Phra Malai) 설화의 경우 왜 동남아시아에서 웨

싼따라 자따까(Vessantara Jātaka)가 가장 사랑받는 자따까가 되었는지, 방콕의 

왕실사원과 치앙마이(Chiang Mai)의 대규모 불교 사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웨

싼다라 자따까(Vessantara Jātaka)가 왜 낭송되는지, 태국 북부에서 웨싼다라 자

따까(Vessantara Jātaka) 컬트가 생기게 되었고 이들이 웨싼따라 자따가를 통해 

어떻게 미래불인 마이뜨레야(Maitreya)를 만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즉 랑카중심주의(Lanka Centric Attitude)에 가려진 동남아시아 지역 불교

의 진면목을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자생적 빨리어 문헌들에서 만날 수 있다. 



168   불교학연구 제66호

VI. 맺음말

남방불교에서 빨리 삼장(tipiṭaka)의 가치는 여전히 절대적이다. 여기에는 랑

카중심주의가 스리랑카에서 시작되고 동남아시아에서 정착 발전했으며 유럽

의 식민주의와 함께했다는 오랜 역사적 배경이 있다. 사실상 빨리 삼장은 단일

한 불교 교단에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일한 컬렉션으로 유지해온 중요

한 불교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빨리 삼장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

게 되면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지역적으로 발전한 불교의 모습을 잃어

버리게 된다. 이는 남방불교가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지역화하여 발전

한 모습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오늘날 스리랑카

와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자생적 불교 문헌들이 남방불교 교단과 불교학계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방불교의 빨리 삼장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종교적인 측

면에서 남방불교 신자들에게 빨리 삼장이 부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학문적인 입장에서 빨리 삼장을 다룰 때는 이러한 단순한 

도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빨리 삼장을 한문 초기 경전과 비교하고 인도에서 

산발적 발견되고 있는 필사본들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을 거친다고 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스리랑카 중세불교에서 만들어

진 편견과 오해를 극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초기불교의 연구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간다는 

회고주의적(retrospective) 경향을 강하게 유지했다. 이러한 경향의 상당 부분

은 식민지 시대 불교연구가 가지고 있었던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이 현대 한국

의 불교학계에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불교의 연구가 학문

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불교의 연구가 과거에 머물러서

는 안 된다. 초기불교의 연구가 단순한 회고주의에 머문다면 초기불교는 박물

관에 박제된 과거의 유물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초기불교의 연구가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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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기 위해서는 빨리 삼장과 다양한 초기경전의 연구를 통해서 현재 다양하

게 발전한 지역불교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즉, 빨리 

삼장의 연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불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불교의 미

래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때, 빨리 삼장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동남아시아

의 자생적 불교문헌의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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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nka-Centric Attitude and Southern Theravāda Buddhism

Hwang, Soonil
Professor / Department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The authenticity of Pali Tipiṭaka has been unquestionable among Theravāda 

Buddhists within the South and Southeast Asia. Indeed, Theravāda Buddhists 

themselves are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such absolute authority on their 

Buddhist canon based on Lanka-centric attitude easily seen among Buddhist 

academia in the South and Southeast Asia.

What is Lanka-centric attitude? It is a kind of tendency to put too much role in Sri 

Lankan Buddhism in terms of understanding Southern Theravāda Buddhism. Within 

this attitude, Pali tipiṭaka has been of the ultimate warrant that the entire Pali Tipiṭaka 

was regarded as the words of the Buddha (Buddha-vacana). For them, Mahāvihāra 

ordination lineage could be among the most pure and be understood as the 

uninterrupted continuation from Mahinda around the third century BCE to present 

days in the South and Southeast Asia. The side effect of this Lanka- centric attitude 

tends to be appeared among contemporary Buddhist scholarship that there is no 

interest at all in the locally developed Buddhist texts within Southeast Asia while 

there is so much weight on Pali Tipiṭaka to do their research on Early Buddhism.

In this paper, I am going to deal with Lanka-centric attitude within Southern 

Theravāda Buddhist tradition in terms of studying its origin and regional as well as 

historical development and of clarifying the value of Southeast Asian origin Buddhist 

materials, so that I hope to show the true face of Southeast Asian Buddhism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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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ly developed Buddhist texts and to reevaluate the value of Pali Tipiṭaka within 

the Buddhist scholarship among the South and Southeast Asia.

Keywords 

Lanka-centric attitude, Southern Buddhism, Sri Lankan Buddhism, Southeast Asian 

Buddhism, Pali Tipitaka, Thai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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