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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경의 비유 연구
- 예수 비유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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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이 글의 목적

종교적 진리는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생활하는 이 세상의 질서와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심오하여 일반 사람

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양한 종교 전통들은 비유를 사용한다. 이해하기 어

려운 것을 쉬운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 비유이므로 비유를 통

해 형이상학적인 교리나 개념을 전달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 경전에 비유가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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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화경은 다른 어떤 불교 경전보다도 비유가 풍부한 것으로 유

명하다. 제목부터 묘법연화경이라 하여, 경전 전체의 내용을 일컫

는 묘법(妙法)을 하얀 연꽃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흰

연꽃이란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더 아

름답게 피어 주위를 밝게 만들어주는 꽃이다. 이처럼 책 전체를 아

우르는 내용의 비유를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법화경은 불경에 나

타나는 비유의 특징을 연구하는 데 적절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법화경에 제시된 비유 중 대표적인 것으로 7개를 꼽을 수 있다.

이를 ‘법화칠유’(法花七喩)라고 한다. 이 7개의 비유는 ①화택의 비

유(제3비유품), ②장자궁자의 비유(제4신해품), ③약초의 비유(제5

약초유품), ④화성의 비유(제7화성유품), ⑤의주의 비유(제8오백제

자수기품), ⑥계주의 비유(제14안락행품), ⑦의사의 비유(제16여래

수량품)이다. 이 글에서는 법화칠유를 중심 자료로 하여, 법화경
에서 제시되는 비유의 특징을 밝혀보고자 한다.

붓다는 비유를 통해 어떤 사물의 의미를 다른 사물을 가지고 설명

함으로써, 법을 듣는 대상에게 더욱 쉽게 도리를 깨우쳐주고자 하였

다. 어려운 교리를 알기 쉽게 비슷한 예나 우화를 가지고 설하여, 붓

다의 형이상학적 교리를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화경에 나오는 붓다의 비유는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비

유와 비교했을 때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 먼저 예수의 비유가 ‘하나

님 나라’가 의미하는 바를 보여주고 있다면, 법화경의 비유는 붓다

의 가르침은 언급하지 않고 붓다가 가르친 방법, 즉 방편을 들어 중

생들에게 설법하는 방식을 비유를 통해 정당화한다. 이것은 법화칠

유의 공통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일불승(一佛乘), 즉 일체중생에

게 갖추어져 있는 불성(佛性)을 여실히 깨닫게 하여,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터득하게 하는 것이 단 하나의 도(道)인데,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각자 이해하기 쉬운 방식을 통해 다양한 방편으로 붓다가 이

진리를 설하여 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예수의 비유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화경에 나오는 비유의 대상은 모든 중생을 포괄한다는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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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수의 비유와 법화경의 비유 모두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소재와 상황을 이용하여 진리를 전한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일반 대중이 친숙한 소재를 비유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고차

원적인 종교적 진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가르침의 대상으

로 이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예수의 비유는 이야기를 시작하

기 전이나 후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라고 말하고 실제로 이

를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이 생겨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

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펼친 것이 아니다. 예수의 비유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리를

해설하고 있다. 반면, 붓다의 비유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진리를 전하고 있다. 자식을 구해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제자의 근기에 따라 진리를 전해주고자 한 붓다의 의도는 비

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고,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평

등하게 성불하도록 이끌고자 하는 것이 붓다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비유가 통상적인 예상을

깨뜨림으로써 충격과 놀라움을 청자에게 안겨준다면, 법화경의 비

유는 별다른 반전 없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는 예수의 가르침이 기존 종교 체계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법화경에 나타나는 붓다의 가르침은 기존의 모든 가르침

을 방편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궁극적 진리를 제시

하고자 한다는 차이점 때문에 발생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유에 대한 연구사

불교 경전에 나타나는 비유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유라는 문학적 장치에 집중하여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나, 각각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

를 교학적으로 해석하는 연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다만 경전

에 나오는 비유를 주제별로 엮어 놓은 자료들이 있다.2)

2) 전상태수(田上太秀), 석존의 마음 사람의 마음: 석존의 비유와 설화 (법련화 

역, 해뜸, 1990); 전대운, 비유와 설화로 엮은 불교의 진리 (봉은사출판부, 

1990); 법성, 법화경의 보석같은 24비유 (무량수, 2011); 강기선, ｢불전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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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 비유에 대해 오랜 연구의 역사

를 가지고 있다.3) 초기 교부시대부터 예수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현대에 들어 구조주

의, 탈구조주의, 고등비평 등 새로운 방법론의 등장으로 예수 비유

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의 모든 설교의 약 3분의 1이 비유의 형식이라는 점이 기

독교에서의 활발한 비유 연구를 촉진한 요인이었을 것이다.4)

‘비유’를 뜻하는 신약성서의 헬라어 파라볼레(παραβολἠ)는 ‘~와

함께,’ ‘~에 가까이에,’ ‘~옆에’를 뜻하는 전치사 파라(παρἀ)와 ‘던지

다,’ ‘놓다’를 의미하는 발로(βἀλλω)의 합성어로, ‘옆에 던지다,’ ‘가까

이 놓다’는 뜻을 가진다. 따라서 신약성서에서 말하는 비유는 ‘어

떤 것 옆에 어떤 것을 제시하여 대비시키고 비교한다’는 의미로 이해

될 수 있다.5) 예수의 비유를 특징짓는 중요한 점은 그것이 ‘이야

타난 문학적 비유｣, 동아시아불교문화 9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2).  

3) 이 글은 예수가 말한 비유와의 비교를 통해 법화경에 나오는 붓다의 비유가 

가진 특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수 비유의 내용을 다루지

는 않는다. 다만,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하는 예수의 비유는 공관복음서, 즉 ｢마태

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비유들이다. 공관복

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비유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사람을 낚는 어부

(마태 4:18~22, 마가 1:16~20, 누가 5:1~11), 세상의 소금(마태 5:13, 마가 

9:50, 누가 14:34~35), 세상의 빛, 등경과 말(마태 5:14~16, 마가 4:21, 누가 

8:16~17, 11:33), 의사와 병자(마태 9:12~13, 마가 2:17, 누가 5:31~32), 신

랑(마태 9:14~15, 마가 2:19~20, 누가 5:33~35), 새 헝겊조각과 낡은 옷(마태 

9:16, 마가 2:21, 누가 5:36),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부대(마태 9:17, 마가 

2:22, 누가 5:37~38), 감추어진 일(마태 10:26~27, 마가 4:22, 누가 8:17, 

12:2~3), 구덩이에 빠진 양(마태 12:9~13, 마가 3:1~5, 누가 6:6~10), 씨 뿌

리는 사람의 비유와 설명(마태 13:3~9, 18~23, 마가 4:2~9, 13~20, 누가 

8:4~8, 11~15), 겨자씨(마태 13:31~32, 마가 4:30~32, 누가 13:18~19), 바리

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마태 16:5~12, 마가 8:14~21, 누가 

12:1), 하늘나라의 열쇠(마태 16:13~19, 마가 8:27~30, 누가 9:18~21), 겨자

씨 한 알만한 믿음(마태 17:19~20, 마가 9:28~29, 누가 17:5~6), 낙타와 바늘 

귀(마태 19:23~26, 마가 10:23~27, 누가 18:23~27),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들

(마태 21:33~41, 마가 12:1~9, 누가 20:9~16), 건축자들이 버린 돌(마태 

21:42~46, 마가 12:10~12, 누가 20:17~19), 무화과나무의 가지와 잎(마태 

24:32~33, 마가 13:28~29, 누가 21:29~31). 

4) 최갑종, 예수님의 비유연구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199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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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narrative)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헬라어 사전에 따르면 비

유는 “어떤 것이든지 실제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 가상적인 것이

사용되거나 표현된 짧은 이야기이다.”6) 예수 비유에 대한 연구로 유

명한 버나드 브랜든 스코트(Bernard Brandon Scott)는 “비유는 천국

이라는 상징과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의 짤막한 설화체 이야기이다.”

라고 정의하였고,7) 도미닉 크로산(J. Dominic Crossan)도 비유를

“은유(metaphor)나 직유(simile)가 확장되어 이루어진 짧은 이야기

로, 주로 설교의 목적으로 성서에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

다.8)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비유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익숙한 ‘이야기’이다.

비유는 일상 경험에 기초하는 익숙한 일을 사용하여, 전혀 알려져

있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적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이다.9)

그렇지만 비유는 단순히 일상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

는다. 그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흔한 교

훈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 않은 요소를 담고 있는

진리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10) 청자들은 이러한 비유를 통

해 전달되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확신하게 된다. 비유의

가장 큰 역할은 청중들이 화자의 의도와 같은 것을 결단하도록 하

며, 주어진 상황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11)

그리스도교에서 이어져 온 비유 해석의 역사를 살펴보는 작업은

붓다의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론을 찾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사례를

5) 윤승은, 예수님의 비유들 연구 (성광문화사, 1997), 11.

6) 윤승은, 예수님의 비유들 연구, 12.

7) B. B. Scott, Hear Then the Parable: A Commentary on the Parables of 
Jesu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7-17. (최갑종, 예수님의 비유

연구, 20에서 재인용.)

8) David Noel Freedman (ed.), “Parable,” The Anchor Bible Dictionary 5 

(New York: Doubleday, 1992), 146.

9) 윤승은, 예수님의 비유들 연구, 14. 

10) James Breckenridge, “The Salvific Role of Knowledge in a Buddhist and 

a Christian Context: A Comparative Study of Two Parables,” 

Buddhist-Christian Studies 11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1), 75.

11) 윤승은, 예수님의 비유들 연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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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교부시대부터 19세기까지 예수의 비유

를 해석하는 지배적인 방법론은 알레고리적(allegorical) 해석이었다.

이 해석의 대가는 알렉산드리아의 필로(Philo)이다.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은 플라톤 이전부터 있었는데, 2세기 들어서면서 크게 유행하였

다. 필로 외에도 오리겐(Origen),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이레니우스(Irenaeus) 등의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이 흐름을 주도했

다. 이들은 비유들의 주제와 배후에는 의미가 숨어있다고 하여, 비

유의 은폐적 성격을 인정하고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알레고리적

방법으로 비유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2) 알레고리적 방법

이라는 것은 모든 각각의 개념에 상응하는 신비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어거스틴(Augustine)도 이 방법을 받아들였다. 그는 성서해석을

할 때 문자적 · 역사적 의미를 기본으로 하는 한편, 문자적으로 조리

가 닿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알레고리로 해석하였다. 예를 들어

어거스틴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를 해석하면서,13) “여행자를 아담으로, 예루살렘을 천상으로, 여리

고를 죽음의 달로, 강도들을 마귀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약의 사

역자들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리스도로, 기름을 위로로, 포도주를

영적인 권면으로, 짐승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관을 교회로, 데나리

12) 윤승은, 예수님의 비유들 연구, 38-39.

13)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

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 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었다.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

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

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누가복음 10:29~37 [표준

새번역,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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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둘을 사랑의 두 계명으로, 여관 주인을 사도 바울로, 선한 사마리

아 사람의 귀환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알레고

리적 해석은 화자인 예수의 의도나 메시지보다는 해석자 자신의 생

각을 내세우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14) 알레고리적 해

석은 비유 본문 자체의 전후 문맥이나, 비유가 발화되는 역사적 상

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15) 또한 비유라는 것이 ‘이야기’라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각 단어들의 독립적 은유보다는 이야기 자체

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 전체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

요할 것이다.

반면, 안디옥(Antioch) 학파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극소화하고, 문

자적 의미를 밝히는 데 힘썼다. 이들은 성서를 영적이고 신비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역사적 ·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대

표적인 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이다. 그러나 중세

시대까지 성서의 비유 해석은 안디옥 학파의 문자적 · 역사적 해석

보다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알레고리적 영적 해석에 치중되어 있었

다.16)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서가 최고의 권위로 인정되기 시작했고, 그

에 따라 성서의 문자적 의미가 강조되었다. 19세기부터 알레고리적

비유 해석에서 탈피하여 비유의 참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대두한

것이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 존 칼빈(John Calvin), 아돌프

율리허(Adolf Jülicher)가 대표적인 학자였다.17)

양식비평가들이었던 카두(A. T. Cadoux), 도드(C. H. Dodd), 예

레미아스(J. Jeremias)도 알레고리적 해석방법을 거부하였다. 이들

은 예수의 비유가 그것이 발화되는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서 무

엇을 의미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수의 생애와 예수가

말한 실제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18)

14) 최갑종, 예수님의 비유연구, 29.

15) 알레고리적 비유 해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크레그 블롬버

그, 비유해석학, 김기찬 역 (생명의말씀사, 1996), 38-46.

16) 윤승은, 예수님의 비유들 연구, 40.

17) 윤승은, 예수님의 비유들 연구, 40-41.

18) 윤승은, 예수님의 비유들 연구, 42. 예수의 비유를 그의 생애 안의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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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비유 해석의 조류는 역사적 · 윤리적 · 신학적 관심이 줄어

드는 반면, 문학 비평적 · 실존주의적 분석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

다. 불트만(R. Bultmann)과 하이데거(M. Heidegger)는 비유에 대한

실존주의적 이해를 주장하였다. 오늘의 정황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의 비유 중에서

지금 요청되는 의미를 깨닫고, 삶의 정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 이들 실존주의자들의 주장이다.19)

2. 법화경에 제시된 7가지 비유

법화칠유는 법화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7가지 비유이다. 7가지

비유 각각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

겠다. 붓다의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방

법론이 적용될 수 있으나, 당시 화자의 삶의 정황에 입각한 양식비

평의 방식은 적용하기가 힘들다. 법화경은 오랜 시일에 걸쳐 완성

되었기 때문이다. 경전에 직접적으로 성립 연대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전에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 사회적 배경의 내용을 검토

해 보면 성립 연대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법
화경은 기원전 1세기 내지 기원후 40년에서 기원후 150년에서 220

년 이후 사이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20) 이처럼 법화경이 오

랜 시기에 여러 사람에 의해 서술되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화자를

상정하기도 힘들고 특정 시기를 배경으로 삼기도 어렵다. 따라서 당

시의 역사적 ·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여 법화칠유를 해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1) 화택(火宅)의 비유 (제3비유품)

역사적 자리를 파악함으로써 이해하고자 한 시도로는 다음의 글이 대표적이다. 

요아킴 예레미아스, 예수의 비유, 허혁 역 (분도출판사, 1974).

19) 윤승은, 예수님의 비유들 연구, 43-45.

20) 전나미, ｢법화경의 비유에 나타난 붓다의 상담기법｣, 한국불교상담학회지
1/1 (한국불교상담학회, 20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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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유는 법화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비유 중의 하나이다. 사리

불이 모든 가르침과 계율은 열반에 도달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붓다가 이에 답하여 비유를 든다. 붓다는

일불승이 진리이며, 이를 중생의 성품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

기 위해 이승이나 삼승을 방편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한다.

어느 나라의 한 마을에 큰 장자가 살았다. 어느 날 그의 거대한 저택에
불이 났는데, 그의 아들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 불
이 났음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너무 늙어 아들들을
구출할 수 없었다. 이에 그 장자는 아들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집 밖에
있다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아들들은 모두 집에서 뛰쳐나왔다. 아들
들은 각자 소 수레, 양 수레, 사슴 수레 장난감을 달라고 하였으나, 아버
지는 그들에게 최고로 좋은 소 수레를 주었다.21)

거짓말을 하여 자식들을 살린 장자가 잘못한 것이냐는 붓다의 물

음에 사리불은 그가 절묘한 방편으로 아이들을 불타고 있는 집에서

나오게 하였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답한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붓다를, 세 아들은 중생을 의미한다. 그리고 불은 세속적

인 재물과 즐거움에 대한 욕망을 상징한다.22) 여기에서 아버지가 한

거짓말은 나쁜 것이 아니라 훌륭하고 신비스러운 역할을 하는 방편

이다. 붓다는 이 비유를 통해 세속적인 욕망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

는 중생들을 구해내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을 일

불승으로 이끌고자 하는 단 하나의 진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

제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장자가 세 아들을 불러내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낸 세 가

지 수레는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의 3승을 의미한다. ‘승(乘)’이 ‘탈

21) 불전간행회 편, 묘법연화경: 방편과 비유의 극치 (이재호 역, 민족사, 1993), 

98-101.

22) 고대 불교 전통에서 불은 세속적인 재물과 즐거움에 대한 욕망을 상징하는 것

과 동시에 이것들을 초월하는 수단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상징하는 은유로 사용

되었다. Alan L Miller, “Spiritual Accomplishment by Misdirection: Some 

‘Upāya’ Folktales from East Asia,” History of Religions 40/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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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수레’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각의 수레가 다른 지향을

가진 승들을 가리킨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비유는 성문승과

연각승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세 아들 모두에게 주기로 한

장난감 수레들이 모두 질 낮은 수단을 상징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

에 보살승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세 아들을 모두 구해낸 다음 아버

지가 이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 최고로 좋은 진짜 소 수레는 일불

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하나의 수레가 수많은 교리를 포괄한다.

즉 아들들을 불난 집에서 이끌어낸 것은 장난감 수레들이지만, 이들

은 결국 모두 일불승이라는 하나의 궁극적 진리로 인도된다는 것이

다. 다만 일불승을 상징하는 진짜 소 수레가 보살승을 나타내는 소

수레 장난감과 가장 많이 닮았다는 점에서, 보살승이 일불승의 진리

에 가장 가깝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강기선은 이 화택의 비유에 알레고리적 해석을 시도한다. “어떤

나라는 ‘삼천대천세계’이고, 큰 장자는 ‘붓다’이며, 장자가 나이가 많

다는 것은 ‘열반에 들게 된 것’이고, 재물은 ‘여래의 법재’이고, 전답

은 ‘방편 지혜’이며, 큰 집은 ‘삼계’이다.” 문이 하나라는 것은 “‘생사를

여의는 일승의 길’이고, 식구들이 1백~2백인 것은 ‘인천’이며, 5백인

은 ‘5악취 중생’이고, 10명의 아들은 ‘보살승,’ 20~30명은 ‘성문 연각

승’이며, 사면에서 불이 타는 것은 ‘생로병사의 형상’이다. 장자가 불

타는 집에서 무사히 나온 것은 ‘여래가 무사히 벗어나 다시는 생사고

를 받지 않고 우환도 없는 것’에 비유된 것이고, 양을 맨 수레는 ‘성

문승,’ 사슴을 맨 수레는 ‘연각승,’ 소를 맨 수레는 ‘보살승,’ 흰 소를

맨 수레는 ‘일불승’에 각각 비유된 것이다.”라고 그는 보았다.23) 앞에

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알레고리적 해석은 해석자의 주관적인 입장

이 절대적으로 개입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붓다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는 데 있

어서 하나의 의미 있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2) 장자궁자(長者窮子)의 비유 (제4신해품)

23) 강기선, ｢불전에 나타난 문학적 비유｣,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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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유는 붓다인 아버지가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는 아들에게

본래 자리를 찾아주려고 오랫동안 노력한다는 이야기이다. 수보리

존자와 대가전연 존자, 대가섭 존자와 대목건련 존자가 붓다의 가르

침을 듣고 깨달은 바를 비유를 들어 붓다에게 말한다. 이 비유는 붓

다가 하는 비유가 아니라 제자들이 하는 비유라는 점이 독특하다.

이처럼 불교 경전에는 붓다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자신이 깨달

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남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 집을 나가 거지가 되었다.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부유한 아버지
의 집에 가게 되었다. 아들은 그 부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겁이
나서 도망가려고 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불러오라 하
였으나, 아들은 더욱 겁에 질려 쓰러지고 말았다. 이에 아버지는 아들을
자유롭게 가도록 한 후, 아들이 스스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에게 일을 시
켰다. 아버지는 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일하기도 했다. 20년이 지
난 후 죽을 때가 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그의 아버지임을 밝히고,
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다. 이를 통해 아들은 갑작스럽게 많은 재물
을 얻게 되었다.24)   

부자인 아버지는 자신의 지위를 알지 못하는 아들에게 먼저 거름

을 치우는 일을 시키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는 집안의 마름 일을

시키고, 나중에는 곳간을 지키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아들과

점점 친밀해지고, 자신이 죽기 직전에 그가 자기 아들임을 발표하게

된다. 이는 붓다가 작은 깨달음에 만족하고 있는 중생들에게 갑작스

럽게 붓다의 깨달음을 알려주지 않고, 서서히 그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화려한 집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고자 한 아

들과 같이, 근기가 낮고 능력이 부족한 중생들에게 붓다의 깨달음을

곧바로 알려주면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

문이다. 4명의 성문들은 부파불교로부터 대승불교로의 발전에 대한

알레고리로서 이 비유를 붓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25)

24) 불전간행회 편, 묘법연화경, 132-38.

25) Roger Corless, “The Dramas of Spiritual Progress: The Lord and the 

Servant in Julian's Showings 51 and the Lost Heir in Lotus Sutr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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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고 어떠한 일

을 하더라도 그는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지위를 갖고 있다

는 것이다. 다만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 비유에

서 아들은 모든 중생을 가리킨다. 중생은 미성숙 혹은 무지 때문에

붓다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결과 붓다를 알

아보지 못하고 그의 깊은 가르침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아들

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의 자식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존

재는 평등하게 불성을 갖추고 있다. 이 불성은 노력하지 않아도 처

음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 비유 속에서 아버지의 엄청난 재물이

바로 이 불성을 의미한다. 불성이라는 것은 없던 것이 수련을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이고, 내 안에 있음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성사상에 따라 모든 이는 성불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미성숙과 무지로 가려지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붓다의

깨달음으로부터 멀리 떠나지만 않는다면, 깨달음을 얻는 데에는 긴

시간과 고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의 지위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려

주는 것은 바로 이 비유가 포함된 법화경의 기능을 상징하는 것이

라고도 볼 수 있다. 이전의 모든 가르침은 일불승으로 가기 위한 하

나의 방편이었고, 궁극적인 진리는 제일 마지막에 제시되는데 그것

이 바로 이 법화경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제14안락행품에

나오는 계주의 비유와 함께 고려할 때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3) 약초의 비유 (제5약초유품)

이 비유는 붓다가 가섭 존자와 다른 비구들에게 말한 비유이다.

붓다는 인간, 천신, 아수라를 포함한 모든 존재를 덮어버리는 구름

과 같고, 식물은 환경과 기세에 따라 각각의 종류에 맞는 크기로 성

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이 식물이 의미하

는 것은 각각 근기와 능력이 다른 중생들이다.

삼천대천세계에 갖가지 풀, 약초, 수목이 나 있다. 그곳에 구름이 솟아

Mystics Quarterly 11/2 (Penn State University Press, 1985),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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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 모든 것을 다 덮는 비를 뿌렸다. 각각의 식물들은 능력과 환경에 맞
게 물을 빨아들인다. 비록 같은 곳에 있는 식물들이 같은 물로 적셔지지
만, 꽃과 열매는 각각 다른 모양으로 맺게 된다.26)

비유를 보면 중생을 향한 붓다의 가르침은 고르게 내리지만, 중생

들은 각자의 근기에 따라 다르게 자라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생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모두 다르므

로, 이들 각각에 맞는 방편을 내려주어야 한다. 방편의 양상과 방향

이 모두 다르다고 해서, 가르침의 내용이나 깊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마치 삼천대천세계에 골고루 뿌려지는 비처럼 말이다.

여기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비가 삼천대천세계 모두를 뒤

덮는 것으로 설명되는 점도 의미가 있다. 붓다의 가르침, 즉 법(法)

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고루 스며들어 있다. 인간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만물 삼라만상에 법은 깃들여 있고, 인간 존재도 그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로부터 모든 존재에 불성이 있다는 것과

붓다의 편재성(遍在性) 사이의 연관성을 도출할 수 있다.

4) 화성(化城)의 비유 (제7화성유품)

붓다가 비구들에게 말하는 비유로, 중생들이 불도를 이루기 위해

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려는 방편으

로 환상적인 도시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이다.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숲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너무 지쳐
되돌아가고자 했다. 이에 현명한 지도자는 신통력을 써서 아름다운 도시
를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편히 쉬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자 그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가짜 도시를 만들어냈음을 말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 보물섬으
로 가자고 말한다.27)

이 비유에서 보물섬으로 가는 도중에 지도자가 만들어낸 가짜 도

26) 불전간행회 편, 묘법연화경, 155-57.

27) 불전간행회 편, 묘법연화경, 236-38.



48   종교학 연구

시는 성문과 연각을 위한 두 가지 길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지 환상

에 지나지 않을 뿐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중생이 성문, 연

각, 보살승이라는 목표를 단계적으로 이루도록 방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일불승일 수밖에 없다. 지도자가 환

상으로 만든 도시를 없앤 다음 새로운 목적지로 제시한 ‘보물섬’은

궁극적인 깨달음인 ‘일불승’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가짜 도시를

단순히 ‘거짓’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많은 중생들은 이 가짜 도시

덕분에 보물섬으로 갈 힘을 다시 내게 된다. 따라서 가짜 도시는 중

생들을 일불승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 또한

진리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생들이 편히 쉬고 난 뒤 지도자가 이 환상을 지워버리

는 것은 궁극적인 깨달음에 다다르기 위해서 방편이 필요하기는 하

지만, 결국에는 그 방편도 모두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리로 가는 여정에서 중간 단계로 방편이 필요하지만, 일시적인 목

적을 달성하고 나면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이 방편도 치

워버려야 하는 것이다.

5) 의주(衣珠)의 비유 (제8오백제자수기품)

이 비유에서 아라한들은 자기의 옷 속에 보석이 동여매어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고생하는 한 남자와, 그에게 보석이 있음을 알려

주는 친구의 이야기에 빗대어, 자신들이 깨달은 바를 붓다에게 말하

고 있다.

한 남자가 친구 집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남자를 도와
주기 위해 값비싼 보석을 그의 옷 끝에 동여매었다. 이후 이 남자는 큰
어려움을 만나 고생을 하며 살았다. 친구가 이 남자를 다시 만나, 자신이
보석을 달아두었음을 말했다. 남자에게 자신의 음식이나 의복에 만족하
지 말고, 그 보석을 팔아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충고한다.28)

여기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남자는 이 비유의 화자인 아라한들을

28) 불전간행회 편, 묘법연화경, 2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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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고, 그가 보석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친구는 붓다를 상징

한다. 아라한들은 자신이 이미 보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고자 구걸을 하고 다

니는 남자와 같은 것이다. 결국, 자신의 깨달음은 외부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비유는 보여준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참모습을 여실히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온다. 남자가 자기 옷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기만 했어도, 필요 없는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

고, 그 속에 보석으로 존재하는 불성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것이 곧

성불하는 것임을 아라한들은 이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다.

6) 계주(髻珠)의 비유 (제14안락행품)

붓다가 문수사리에게 전하는 비유로, 삼승의 방편설로 중생에게

가르침을 전하다가 마지막으로 법화경을 전해준다는 내용이다.

전륜왕이 무력으로 왕국을 평정하고, 자신의 전사들이 분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들에게 여러 가지 상을 준다. 토지나 의복, 허리띠, 팔
찌, 귀고리, 금괴, 유리, 수정 등의 보물을 주지만, 상투에 달린 보석구슬
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군대에 준다. 이에 왕의 군대
는 모두 놀라 감명을 받는다.29)

이 비유에서 왕이 군대에 상으로 주는 토지나 의복 등은 삼승의

방편설에 해당하고, 마지막으로 하사하는 보석구슬은 완전한 법이

담겨 있는 법화경을 의미한다. 법화경의 내용이 모든 다른 경전

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 최상의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이 비유는 법화경 자체의 의미와 가치를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투에 달린 보석구슬을 주는 왕은 붓다를 가

리키고, 그 구슬을 받는 군대는 중생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궁극

적인 가르침을 아낌없이 중생에게 전해주는 붓다의 자비로움을 이

비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9) 불전간행회 편, 묘법연화경, 3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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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사의 비유 (제16여래수량품)

붓다의 수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설하면서, 붓다가 죽는 모습을 보

인 것은 중생들이 스스로 해독제를 먹고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

록 하려는 방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이다.

한 명의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다. 이 의사가 외
국에 있을 때, 아들들이 독약 때문에 병이 났다. 아버지가 돌아와 약을
만들어 아들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아들 중 정상인 아들은 바로 약
을 먹어 병이 나았다. 정신착란을 일으킨 아들은 약의 향기와 맛이 좋지
않아 그것을 먹지 않는다. 이에 의사는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멀리 떠나 거짓으로 죽음을 전했다. 이에 의지할 곳이
없어진 아들들은 정신을 되찾아 약을 먹어 병이 나았다. 이 사실을 안 아
버지가 아들들에게 돌아온다.30)

이 비유에서 의사는 붓다를, 독을 먹고 병에 걸린 아들들은 중생

을 가리킨다. 사실 붓다는 헤아릴 수 없는 업의 시간 동안 존재해

왔으나,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절묘한 방편으로 자신의 죽음을 보

여준 것이다. 중생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붓다에 지나

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붓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중생들은 간절히 붓다를 그리워하

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선근(善根)을 심을 것이다. 이를 위해 붓

다는 일부러 열반에 든 모습을 중생들에게 보여줬을 뿐, 붓다는 영

원히 존재한다.

법화경의 붓다는 석가모니 붓다를 포괄하는 훨씬 더 큰 범주의

존재이다. 이 붓다는 지치지도 않고 제한적이지도 않다. 석가모니

붓다의 해탈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

많은 해탈과 붓다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법화경의 제10설법자품

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법화경
은 모든 붓다와 보살들의 가르침과 지혜를 포괄적으로 종합하고 있

는 경전이다. 이것은 경전 자체의 지위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붓다에

30) 불전간행회 편, 묘법연화경, 3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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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결과를 낳는데, 모든 시간과 장소에 존재하고

있는 붓다의 편재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이 의

사의 비유이다.

3. 법화경 비유의 특징: 예수 비유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 방편에 대한 비유

법화경에는 사성제(四聖諦), 12연기(十二緣起), 6바라밀(六波羅

蜜) 등 불교의 핵심적 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31) 즉 붓

다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보다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

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전의 내용보다

는 경전 그 자체의 중요성을 다룬다고도 할 수 있다.32) 법화칠유는

붓다가 방편으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비

유이다.

붓다의 깨달음은 너무 깊고 완벽하기 때문에 중생이 이해하기 어

렵다. 특히 불교의 가르침은 언어를 초월하는 성격을 지닌다.33) 방

편설은 진정한 진리의 증득(證得)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걸림돌로 여

겨지기도 했다. 불교 사전에서는 방편을 “근기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

31) 김종인, ｢법화경 방편사상에 나타난 해석학적 관점｣, 정토학연구 5 (한국

정토학회, 2002), 132.

32) Paul J. Griffiths, “The Lotus Sūtra as Good News: A Christian Reading,”  

Buddhist-Christian Studies 19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9), 8.

33) 이에 대해 비유가 밀의(密意)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유가행

파의 사례를 들어 보여주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안환기, ｢유가행파의 비

유적 표현과 소통: 밀의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1/2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

원, 2014). 언어의 인식적 기능에 대한 불교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비유

를 통해 언어에 대한 긍정적 진술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

나 이 글도 비유를 통해 추상적 교리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깨달음

이라는 존재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는 점에서는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명법, ｢불교의 언어 비판과 그 극복｣, 불교학연구 9 (불교학연구

회, 2004)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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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깊고 묘한 교법을 받을 수 없는 이를 위하여, 그를 깊고 묘한 진

실도에 꾀어 들이는 수단 방법으로서 권도로 시설한 낮고 보잘것없

는 법문”이라고 정의해 놓았다.34) 깊고 묘한 진실도로 이끌기 위한

목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방편 자체를 “낮고 보잘것없는 법문”이라

하여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화경의 비유는 이러한 방편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기

존의 삼승설도 방편의 일종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서술되었다.

방편설에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중생을 불교의 진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사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오래된 태도가 반영되어 있

다.35) 그리고 일불승이라는 궁극적인 진리로 가기 위한 방편 그 자

체도 하나의 개별적인 진리임을 분명히 한다. 방편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궁극적인 진리를 간접적으로 언급한다는 점에서 상

대적인 진리이다. 방편이 사람들을 열반으로 이끄는 궁극적인 진리

자체는 아니지만, 궁극의 진리인 열반으로 인도하는 진리이기는 한

것이다.36) 대승불교에서 방편이라는 것은 붓다와 보살로부터 나오

는 지혜의 특별한 힘이다. 그것을 통해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

생들이 깨달음에 더 가까이 다다를 수 있다.37) 법화경에서는 중생

을 열반으로 이끌 때에 붓다가 방편으로 가르침을 폈고, 그것이 필

요한 이유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해명하고 있는 것이다.

피더만(A. Federman)은 방편에 대한 강조가 대승불교의 특징이라

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대승불교 이전의 부파불교는 방편을 둘

러싼 주제에 대해 거의 침묵하고 있었다.38) 물론 방편이라는 개념이

대승불교에서 탄생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대승 경전에서

널리 사용된다.

34) 운허용하, 불교사전 (법보원, 1961), 251.

35) J. Le Roy Davidson, “Traces of Buddhist Evangelism in Early Chinese 

Art,” Artibus Asiae 11/4 (Artibus Asiae Publishers, 1948), 254.

36) 김종인, ｢법화경 방편사상에 나타난 해석학적 관점｣, 139. 

37) Alan L Miller, “Spiritual Accomplishment by Misdirection,” 82-3.

38) Asaf Federman, “Literal Means and Hidden Meanings: A New Analysis 

of Skillful Means,” Philosophy East and West 59/2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9),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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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편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붓다의 언행은 붓다의 의도와 다를 수

있는 것이 되었다.39) 붓다의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종적 목적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 의도와는 다른 언행이 방편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붓다는 영원히 존재하지만, 중생들에게 열반에 드

는 것을 보여준 것이 그 예일 수 있다. 붓다의 말과 행동, 그의 생애

는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붓다의 가르침도 방편이기 때

문에, 그것은 새로운 가르침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40) 따라서 중생

의 근기에 따라,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가르침이 계속

나올 수 있고, 또한 나와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법화경의 화자인 붓다는 물리적 · 실존적 존재를

뛰어넘어 모든 곳에 편재하는 존재이다. 중생이 만나게 되는 붓다의

다양한 모습은 그 각각이 방편의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김종인은

법화경을 통해 “세계의 궁극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침묵 속에 남

겨져 있지 않게 되었으며, 교리의 초점은 유한하고, 의존적이며, 순

간적이고 상대적인 현상 자아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무한하고, 독립

적이며, 영원한 절대 초월인 열반의 세계로 옮아갔다”고 지적하였

다.41)

방편에 대한 비유라는 법화경의 비유의 특징은 그리스도교의 예

수 비유와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예수가 비유로 말한 이유

는 ‘하나님 나라’의 감추어진 뜻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즉 예수는 가

르침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한 반면, 법
화경에 나오는 붓다의 비유는 가르침의 ‘방식’을 알려주기 위해 비

유를 사용한 것이다.

2) 포괄적 청자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의미를 제자들은 알게 하고, 무관

심한 청중에게는 숨기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였다. 불신자들이 ‘하나

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도록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39) Asaf Federman, “Literal Means and Hidden Meanings,” 126.

40) Asaf Federman, “Literal Means and Hidden Meanings,” 128.

41) 김종인, ｢법화경 방편사상에 나타난 해석학적 관점｣, 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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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42)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감추어진 뜻을 밝히기 위해 장터,

바닷가, 빈들, 유대인의 회당에서, 농사, 장사, 고기 잡는 일, 양 치

는 일, 포도원 경영, 빵 반죽하는 일 등을 소재로 하여 “들을 귀 있

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했다.43)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과 소재들에

익숙한 이들은 예수의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누룩을 넣어

빵을 반죽해보지 않고,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으며, 고기를 잡아보지

않은 이들은 예수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이나 사물들을 가지고 붓다

의 의도를 전함으로써 근기가 낮은 이들까지도 쉽게 불교 교리를 이

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는 법화경에 제시되어 있는 비유

도 이와 같다. 비유라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나 내용을 쉽

게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함으로써 의미 전달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붓

다가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나 사물을 이용하여

비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의 비유와 붓다의 비유가 상정하는 대상은 다르다. 예

수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소재와 상황들을 비유로 들어

설교함으로써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배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붓다는 모든 중생들을 포용하여 깨달음으로 이

끌고자 비유를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예수의 비유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최적화되어 있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붓다의

비유는 근기가 높고 능력이 뛰어난 제자들뿐만 아니라 낮은 근기의

중생들까지도 깨달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다. 앞에서 방편설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화칠유를 설명하면서 제

시한 개념이 ‘방편에 대한 비유’라면, 낮은 근기의 중생을 위한 비유

를 ‘방편으로서의 비유’라고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붓다는 누구

도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주어진 불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비유로 말한 것이다.

반면 예수가 비유로 말한 이유는 어떤 특정 집단이 알아듣지 못하

42) 윤승은, 예수님의 비유들 연구, 20-22.

43) 윤승은, 예수님의 비유들 연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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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기 위해서였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
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
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
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
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
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
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
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
다.” (마태복음 13:10~1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
겨 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
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마
가복음 4:11~12)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
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복음 8:10)

위의 구절을 보면, 예수가 비유로 말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알아듣

지 못해 결국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예수의 비유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있

다.

여기에서는 “너희들”과 “바깥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너희들”

과 “바깥사람들”이 각각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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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유의 대상에

서 소외되는 특정한 집단이 상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갑종은 예수

비유의 두 가지 기능을 제시하는데,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계시의 기능’과 “바깥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은닉의 기능’이 그것이다.44) 이런 점에서 예수의 비유

는 일종의 심판 역할을 한다. 예수의 비유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들에게는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수단이

되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

언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45)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명료하게 나타내기 위해 비유를 사

용하였다. 위에 제시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나오는 비밀이란

‘은밀한 일, 신비, 숨겨진 원리, 비밀로 된 원칙, 숨겨진 상징의 의

미’ 등을 의미한다.46) 또한 마태복음 13장 35절에는 “나는 내 입

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 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라고 하여, 예수가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이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에 대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

멘트는 비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 속에 감추어진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명백히 드러난다고

말하였다. 도드는 마가복음 4장 11~12절의 내용은 예수의 말이

아니라 후대 교회가 삽입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맨슨(T. W.

Manson)은 이것이 예수의 말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레미아스는 하나

님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주어졌으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

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비유가 수수께

끼처럼 남아 있게 되었다고 했다. 슈타인(R. H. Stein)은 예수가 비

유로 말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교훈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47) 이처럼 예수가 비유로 말한 이유에 대해 공관복음에서 제시

된 내용과 그것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예수의 비유는 모

44) 최갑종, 예수님의 비유연구, 23.

45) 최갑종, 예수님의 비유연구, 25.

46) 윤승은, 예수님의 비유들 연구, 21.

47) 윤승은, 예수님의 비유들 연구,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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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

라고 할 수 있다.

3) 자연스러운 이야기

예수 비유의 특징은 반전이 있다는 것인 반면에, 붓다의 비유에는

놀라움이나 충격, 반전이 없다. 크로산은 예수의 비유가 기존 세계

에 강한 충격을 주는 이야기라고 말한 바 있다.48) 예수의 비유를 살

펴보면, 처음 도입부에서 결말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놀라움 혹은

예측 불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그는 지적한다.49) 예수의 비유는 아이

러니와 패러디, 그리고 익살스러운 심상을 사용하여 통상적이고 전

통적인 종교와 윤리를 전복한다.50) 예수가 비유를 통해 전파하는 가

르침은 인습적인 신화, 즉 통상적인 지혜의 거짓을 폭로하고 공격하

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충격과 무례함을 느끼게 하는 방식을 취

하는 것이다.51)

법화경이 소승불교를 공격하기 위해 서술된 책이라는 주장이 있

기는 하지만,52) 법화칠유는 예수의 비유에서처럼 예상치 못한 반전

이나, 이에 따른 당혹감 같은 것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법화경
에 나오는 붓다의 비유는 불난 집에서 아이들을 구해낸다거나, 비를

맞고 식물들이 제각각의 모습으로 성장한다거나, 집 떠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거나 하는 등의 지극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황

을 보여준다.

예수 비유와 붓다 비유의 이러한 차이는 예수와 붓다의 종교적 가

르침이 당시 종교적 상황에서 지향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생겨난

다. 예수는 당시 주류 종교인 유대교에 대한 비판을 기반으로 해서

48) J. D. Crossan, The Dark Interval (Sonoma: Eagle Books, 1988), 101-5. 

(최갑종, 예수님의 비유연구, 19에서 재인용.)

49) J. D. Crossan, “Parable,” David Noel Freedma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5, 149.

50) 크레그 블롬버그, 비유해석학, 29.

51) 버나드 브랜든 스캇, 예수의 비유 새로 듣기, 김기석 역 (한국기독교연구소, 

2011), 44-45.

52) J. Le Roy Davidson, “Traces of Buddhist Evangelism,”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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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종교적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래서 기존에 자연스럽다

고 여겨지는 사고관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비유를 통해 자신의 종교

적 지향을 나타낸 것이다. 예수 사후에 예수가 말한 비유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시작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비유

만으로는 예수가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당혹스럽

고 혼란스러운 내용을 공관복음서는 담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불교

는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는 식의 사고방식 자체를 지양한다.

특히 법화경은 성문도, 연각도, 보살도 모두 일불승이 중생의 근

기와 능력에 맞춰서 제시된 방편이라는 사상을 핵심으로 한다. 따라

서 성문, 연각, 보살 중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두가 일불승이라는 ‘궁극적 진리’로 가는 하나

의 길에서 일시적으로 제시된 ‘개별적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법화경의 중심 내용이다. 다시 말해, 성문, 연각, 보살 모두가 일

불승으로 포괄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의 비유는 기존

의 생각을 뒤엎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교리들을 방편으로

여기고 이 모두를 끌어안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인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법화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붓다의 비유는 붓다가 방편으로

중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방편으로서의 삼승설과

그 외의 여러 수단들을 비유를 통해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

이 일불승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붓다의 비유는 듣

고 깨달음을 얻게 될 대상을 모든 중생으로 상정한다는 특징이 있

다. 근기가 높은 이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

고 근기가 낮은 중생들에게는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붓다는 가르침을 전한다. 붓다의 비유는 모든 중생들이 불성을 깨달

아 성불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법

화칠유는 특별한 반전이나 전복의 내용 없이, 일상적인 소재들이 자

연스럽게 흘러가는 특징이 있다. 이는 법화경이 기존의 불교 교리

들을 모두 포괄하는 일불승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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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경은 일승 사상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삼승을

일승으로부터 분리된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것은 비판하지만, 삼승설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삼승을 아우르는 궁극적 진리

가 일승이고, 삼승은 일승을 깨닫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된 진리인

것이다. 법화경에 나오는 비유는 기존의 불교 교리들을 방편으로

설명하고, 모든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을 깨달

아 성불하게 이끌며, 모든 진리를 아우르는 하나의 궁극적인 진리로

서의 일승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이 글은 붓다의 비유가 갖는 교리적 · 문학적 의미를 분석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붓다의 비유를 예수의 비유와 비

교하는 과정이 다소 인위적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공관복음

서에 나오는 예수 비유는 역사적 예수로부터 기인할 확률이 높다.

어느 정도까지가 역사적 예수가 말한 비유이고, 어떤 것이 이후 첨

가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비유는 역사적 예수

의 가르침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법화경의 경우는 다르다. 법화경은 대승 불교가 성립되고 꽃을

피운 시기에 이루어진 경전으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석가모니 붓

다로부터 기인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법화경에서 말하는 붓다는

수명이 무한하여 영원히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방편의 차원에서 석

가모니 붓다로 태어나 열반에 든 존재이다. 그러하기에 법화경에
나오는 비유가 붓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

지만 공관복음서에 제시된 예수의 비유와 법화경의 붓다 비유를

같은 차원으로 놓고 대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는 두 자료의 대표성이라는 문제

로 귀결된다.

공관복음서의 예수 비유는 공관복음서라는 제한된 경전 내에서 추

출되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예수의 비유를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

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화경은 수많

은 불교 경전들 중에서 한 권의 경전에 불과할 뿐이며, 붓다 비유의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기보다는, 붓다 비유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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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격을 보여주는 경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붓다의 비유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붓다 비유의 문

학적 · 교학적 · 역사적 특징에 대해 좀 더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

기 위해서는 여러 불교 경전들의 비유 연구가 좀 더 체계적이고 밀

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주제어: 법화경, 비유, 예수의 비유, 방편, 불교, 그리스도교

투고일: 2016.10.1.  심사종료일: 2016.10.25.  게재확정일: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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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Parables in the Lotus Sūtra

Kim, Min-ah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igious truths are so intricate and profound that it’s hard for

ordinary people to realize them. The parables are used to help

ordinary people understand the truth. That is why religious texts

include a wide variety of parables. Lotus Sūtra also has

abundant parables. This article aims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ables in the Lotus Sūtra. First, Buddha’s parables in

the Lotus Sūtra explain how the Buddha teaches people via a

means. Second, the parables in the Lotus Sūtra are directed

towards a comprehensive range of people regardless of age, sex,

social class, or education. Third, Buddha’s parables are the

natural narratives with no surprise, unpredictability, and irony.

Key words: Lotus Sūtra, Parables, Parables of Jesus, Means,

Buddhism, Christia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