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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돈황 막고굴 제285굴을 대상으로 조영 당시 석굴의 의

미와 기능에 대해 고찰한다. 285굴은 북벽〈불설법도(佛說法圖)〉에

서 년기[538, 539년]를 포함한 공양인제기가 확인되어, 당시 과주자

사(瓜州刺史)였던 동양왕(東陽王) 원영(元榮)이 후원한 굴로 간주되

었다. 또한 이 굴은 막고굴 북조 시기 석굴들의 조영 연대와 순서를

편년하는 기준으로서, 중원 양식의 상과 벽화가 최초로 등장한 석굴

로 중요시되어 왔다. 하지만 석굴 자체의 의미와 기능에 관해서는

‘수선(修禪)’과 관련된 석굴이라는 공통된 견해 이상의 진전을 보이

지 못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이 굴이 선정 사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시각적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비

하라(vihāra)식 석굴(또는 多室 禪窟)에 속하는 평면 형제, 둘째, 서

벽의 양 측감에 안치된 선정비구좌상(禪定比丘坐像), 셋째, 천정 하

단에 그려진 35구의 선정비구도(禪定比丘圖)이다. 이 요소들은 학자

들이 285굴을 승려들의 선정 수행을 위한 공간[禪窟]으로 상정하게

되는 데 있어 강력한 기표로 작용했다. 그러나 285굴은 다른 선굴들

과는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우선 측실이 매우 협소하여

승려들이 오랫동안 선정 수행을 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더불어

285굴의 내부에는 의례가 행해지는 공간에 어울리는 장엄과 시설이

존재한다. 다채롭고 화려한 벽화와 상들은 고요한 선실의 환경에 어

울리지 않으며, 주실의 방형단(方形壇)과 천정의 화개(華蓋), 벽면

상단의 유막(帷幕)은 의례가 행해졌을 가능성을 보다 높인다.

285굴은 주실과 측실의 평면 형태에 있어 돈황과 중앙아시아에

산재한 다실 선굴들과 차이가 있다. 반면 정방형의 주실 양측에 비

교적 일정한 규모의 측실들이 대칭적으로 개착된 것과 정벽 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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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이 안치된 성소가 마련되어 있는 점은 인도 후기(5세기 이후)

비하라굴과 일견 상통하는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인도의 비하라

굴이 기거와 수행에서 의례가 중심이 되는 장소로 변화하였음을 반

영하며, 285굴 역시 의례적 공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285

굴의 측실은 통로가 없고 측실의 너비에 가까운 큰 출입구가 있다.

그리고 불당은 독립된 굴실이 아닌 서벽 평면상에 구현되었으며 주

실 중앙에는 방형단도 존재한다. 즉 공간상 서로 간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진 285굴의 주실·불단·측실은 단독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졌음을 의미한다. 결국 285굴은 의례가 행해졌을 경우 사람들의 모

든 동선과 시선이 주실[특히 방형단]에 집중되도록 하는 설계 의도

가 반영된 공간으로 추론할 수 있다.

서벽과 천정의 선정비구 도상에는 선정 수행의 상태보다 그 실천

으로 얻어진 성자의 측면이 부각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천정 선정비

구가 갖춘 원형 두광, 염견, 연화좌는 성승(聖僧)으로 볼 수 있는 도

상적 징표이다. 더욱이 그 크기와 형태가 유난히 과장되어 있는 것

은 존상의 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여겨진다. 천정 선정비

구도의 초려 주변에 그려진 산악문은 측실 문미의 테두리에 유사하

게 그려졌다. 또한 측실 문미의 의장은 서벽 대·소감 감미를 고려하

여 위계적인 질서 하에 장엄되었다. 이러한 점은 측실을 사용했던

승려들 역시 성승에 걸맞은 자들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들의 입

장에서 천계에 존재하는 성승들은 자신들이 도달해야 하는 이상적

인 상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성자들과 조우할 수 있는 285굴의 주실 공간은 수계와 참회 의례

를 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아라한과로 나아가기 위한 승

려들의 수행 체계에서도 개인의 선정 수행과 함께 수계와 참회라는

집단의 의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했다. 인도와 중국의 불교에서는

그러한 의례들을 거행하기 위해 계단(戒壇)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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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 내었으며, 이곳은 승단의 경계로부터 독립된 채 의례에 참여하

는 승려들만의 공간이 되어야 했다. 7세기에 의정(義淨, 635-713)이

날란다(Nālandā) 사원에서 보았던 계단의 형제는 285굴과도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필자는 285굴이 선정 수행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수

계와 참회 의례가 행해지는 계단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

가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측실은 이들 의례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승려들이 위치했던 공간이며, 방형단은 수계 및 참회의 대상이 되는

승려가 부처와 성승의 현현과 직접 마주하는 좌기였을 것이다. 계율

에 기초한 실천의 내용은 천정과 남벽에 그려진 수렵 모티프와 남

벽의 불교설화도(佛敎說話圖)에도 강조되어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북위 말기 승단의 실상을 반영

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막고굴 승단에서는 승려들이 계율의 정화

를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원영을

중심으로 하는 읍의의 후원은 이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선정 수행과 모종의 의례가 공존했을 것이라는 기존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한 발 나아가 285굴의 유기적인 공간 구조 전

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선정 수행과 밀접한 수계 및 참회

의례에 적합한 공간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밝히는 사례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주요어: 돈황 막고굴 제285굴, 다실 선굴(多室 禪窟), 계단(戒壇),

수계(受戒), 참회(懺悔), 성승(聖僧), 원영(元榮)

학 번: 2010-2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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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돈황(敦煌) 막고굴(莫高窟) 제285굴(이하 285굴)은 승려들의 개인

적인 선정(禪定) 수행을 위해 사용되었는가?1) 이 굴은 돈황 막고굴

북조(北朝) 시기 석굴 중 미술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굴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석굴 자체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는 ‘수선(修

禪)’과 관련된 석굴이라는 공통된 견해 이상으로는 뚜렷한 해결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막고굴 남구(南區) 중단(中段) 제2층에 위치한 285굴은 막고굴의

석굴들 가운데 가장 이른 절대 연대를 간직한 굴이다(도 1, 2).2) 현

재 주실 내부 북벽 상단에 그려진 총 7폭의 〈불설법도(佛說法圖)〉

중 제1·4·6폭 본존불의 대좌 아래에는 ‘대대대위대통4년(大代大魏大

統四年, 538)’, ‘대대대위대통5년(大代大魏大統五年, 539)’의 묵서(墨

書)를 포함한 공양인제기(供養人題記)가 남아있다(도 3, 4, 5).3) 서위

1) 필자는 이 질문이 그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중국 新疆과 甘肅 지역의 선굴들

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285굴의 개관에 대해서는 季羡林

主編, 敦煌學大辭典(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8), p. 48; 로드릭 위트필드, 嗚
沙山의 敦煌: 비단길의 불교 미술, 권영필 옮김(예경, 1995), pp. 284-288; 大沼

淳, 樊錦詩 監修, 敦煌石窟-莫高窟 第二八五窟(東京: 文化学園ㆍ文化出版局,
2001) 참조. 285굴 내의 소상 및 벽화의 내용은 敦煌文物硏究所 編, 敦煌莫高窟
內容總錄(東京: 平凡社, 1982), pp. 80-81 참조. 석굴 실측 보고서는 石璋如, 莫
高窟形 1(臺北: 中央研究院歴史語言研究所, 1996), pp. 147-153; 同, 莫高窟形
2(臺北: 中央研究院歴史語言研究所, 1996), p. 71 참조.

2) 막고굴 중단에서도 285굴 주변의 절벽 면에는 가장 많은 석굴들이 밀집해 있다.

대략 2500㎡의 斷崖 상에 모두 157기의 굴이 개착되었고, 석굴이 가장 밀집된

구역은 5층에 달한다. 孫毅華·孫儒僩 主編, 敦煌石窟全集 22-石窟建築卷(香港:
商務印書館, 2003), p. 158.

3) 285굴의 공양인제기에 대해서는 敦煌硏究院 編, 敦煌莫高窟供養人題記(北京:
文物出版社, 1986), pp. 114-119 참조. 사실 공양인제기의 연대는 제1·4·6폭뿐 아

니라 제5폭에도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敦煌莫高窟供養人題記에는 5폭의 제기

말기에 “大代大魏……八☐中旬造”로 기록하고 있다. 이시마츠 히나코(石松日奈

子)는 제5폭 제기에서 지워진 부분의 연대가 제6폭과 동시기(538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石松日奈子, 敦煌莫高窟第二八五窟北壁の供養者像と供養

者題記 , 龍谷史壇 131(2010.3), p. 50 참조. 하지만 총 7폭의 북벽 설법도가

석굴의 조영 과정에서 마지막에 그려졌을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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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魏) 초에 해당하는 이 연대는 북위(北魏) 말 낙양(洛陽) 조정에서

파견된 동양왕(東陽王) 원영(元榮)이 과주자사(瓜州刺史)로 재임했던

시기(525년 초-542년 11월)에 속한다. 따라서 이 굴은 연구자들이

막고굴 북조 시기 석굴의 개착 연대를 편년하는 기준작으로서 중요

시되어 왔다.4) 이 굴은 또한 제268굴, 제487굴과 함께 막고굴 남구

에 현존하는 3기의 비하라(vihāra)식 석굴 중의 하나로, 형제(形制)

와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희소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5)

285굴은 통로를 기준으로 전실과 복두형(覆斗形, truncated

-pyramid) 천정의 주실로 나뉜다(도 1, 6). 평면이 정방형에 가까운

주실의 바닥 한 가운데에는 낮고 평평한 방형의 단(壇)이 존재한다.

주실 서벽(정벽)의 중앙에는 1구의 소조불의좌상(塑造佛倚坐像)과 2

구의 소조보살입상(塑造菩薩立像)이 안치된 원공형(圓拱形)의 대감

(大龕) 1기가 개착되어 있으며, 대감의 좌우에는 각각 1구의 소조선

정비구좌상(塑造禪定比丘坐像)이 안치된 소감(小龕) 2기가 개착되어

있다. 남·북벽(측벽)에는 총 8기의 측실들이 주실 방향으로 가지런히

개착되어 있다. 측실과 선정비구상은 이 굴의 사상적 기저(基底)에

선정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증거로 인식되어 왔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285굴을 석굴의 형식 가운데 선굴

(禪窟, meditation caves), 엄밀히 말해 다실 선굴(多室 禪窟, multi

-chamber meditation caves)로 분류하고 있다.6) 대부분 석굴들은

를 따른다면, 제기의 연대는 석굴이 조영되는 시간의 마지막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4) 宿白, 參觀敦煌莫高窟第285號窟札記 , 中國石窟寺硏究(北京: 文物出版社,
1996), p. 211.

5) 形制는 중국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사물·건축물의) ‘형태와 구조’라는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필자도 석굴의 형태와 구조라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담기 위해서는 형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

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6) 인도의 용어인 vihāra는 음역으로는 毘訶羅, 의역으로는 住處, 僧坊(房), 遊行處,

精舍, 寺로 옮겨졌다. 그 의미는 住居를 뜻하는데, 일찍이 불교에서 비하라는 하

안거 기간 동안에 머물 수 있는 개인적인 오두막(kuṭi), 단실(cell) 또는, 승방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후 승려들의 정주거처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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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착과 이용에 관한 문헌자료가 희박하고, 석굴 건축의 특성상 부분

적인 개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과 의미를 파악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그간 중국 연

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석굴의 기능에 대한 연구 방법은 석굴의 형

제와 그 내부시설이 그 공간에서의 실제 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

진다는 가정 하에, 석굴의 기능을 형제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는 논

리에 입각하여 진행되어 왔다.7) 석굴의 기능을 파악할 때 형제가 최

우선으로 고려되는 방식은 일견 형제가 기능의 유일한 단서가 되는

석굴들의 통일적인 계보를 작성하는 데는 효과적으로 보인다. 그러

나 285굴과 같은 굴을 연구할 때, ‘선굴’이라는 분류학적 편제는 오

히려 특수한 맥락 속에 놓인 개별 석굴의 의미와 기능을 간과할 우

려가 있다.

285굴은 여타의 선굴들과는 구별되는 특징들을 지닌다. 첫째, 남·

이 용어는 승원 전체를 뜻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후자의 의미로서의 용례가

더욱 보편적이다. 비하라에 대해서는 望月信亨, 毘訶羅 vihāra , 佛敎大辭典
(東京: 世界聖典刊行協會, 1974), p. 4288a; 中村元, 佛敎語大辭典(東京: 東京書
籍, 1981), p. 1133; 中村元·久野健, 佛敎美術事典(東京: 東京書籍, 2002), p. 111
참조. 따라서 인도에서 비하라의 의미는 기거의 장소를 뜻하면서도 선정 수행의

기능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용어를 중국의 석굴에 적용시킬 때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주 기능의 僧房窟과 선정 수행 기능의 禪窟로 구분

짓는 경향이 강하다. 한 예로 돈황연구원에서 실시한 북구석굴의 발굴조사에서

는 부뚜막(竈) 또는 온돌(炕)시설이 있고 불의 사용 흔적이 있어 거주용이었음

이 보다 분명한 석굴을 승방굴로 지정했으며, 불의 사용에 관한 흔적과 시설이

없는 방형의 굴들을 선굴로 지정하였다. 彭金章·沙武田, 敦煌莫高窟北區洞窟淸

理發掘簡报 , 文物(1998年 第10期), p. 6. 그러나 승려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수

선과 주거는 본질적인 경계가 모호하고, 현재 선굴 및 승방굴로 지정된 석굴들

대부분은 형제가 아주 간단하고 벽화나 상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필자는 이러한 석굴들을 형제를 통해서 양자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

한 것인지 의문이다. 로버트 샤프(Robert Sharf)도 석굴 내에 선정 수행에 대한

증거의 유무와는 별개로 최소한의 구조를 보이는 이러한 굴들을 형태를 통한

기능의 가정만으로 선굴로 분류한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Robert

Sharf, “Art in the Dark: The Ritual Context of Buddhist Caves in Western

China,” Art of Merit: Studies in Buddhist Art and its Conservation, ed.
David Park, Kuenga Wangmo, and Sharon Cather (London: Archetype

Publications Ltd, 2013), pp. 42-44 참조.

7) 鄭炳林·沙武田 編, 敦煌石窟藝術槪論(蘭州: 甘肅文化出版社, 2005), p. 357;
Robert Sharf, 앞의 논문,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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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벽에 개착된 8기의 측실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스장루(石璋如)의

실측조사에 따르면, 8기 측실의 평균 크기는 사방 1.1×1.1m, 높이

1.5m로,8) 실제로 그 속에서 장기간의 수행을 하기에는 힘들어 보인

다(도 7).9) 이는 인도의 비하라식 석굴에 있는 굴실(cell)의 절반에

도 못 미치는 규모로, “겨우 무릎을 들여놓을 만한[才容膝頭]” 크기

가 오히려 승려들의 고된 두타행(頭陀行, dhūtāṅga)에 적합했을 것

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10) 또한 최근의 구미학계에서는 측실들의 좁

은 크기를 주요한 근거로 삼아 본 석굴의 선정 수행의 기능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다.11)

둘째, 285굴의 주실에는 바닥을 제외한 벽면과 천정 모두에 화려

8) 참고로 막고굴 제268굴의 통로 양측에 있는 4기의 측실(남벽: 267, 270굴, 북벽:

269, 271굴) 또한 사방 1×1m의 크기를 가진다. 제268굴의 세부 실측에 대해서는

石璋如, 앞의 책 1(1996), pp. 457-459; 同, 앞의 책 2(1996), p. 152 참조.

9) 측실의 깊이는 존상을 안치하기 위한 감에 비해서는 확실히 깊다.

10) 趙聲良, 敦煌北朝石窟形制諸問題 , 敦煌硏究(2006年 第5期), p. 5; 王書慶·楊

富學, 敦煌莫高窟禪窟的歷史變遷 , 中國禪學 4(北京: 中華書局, 2006), p. 312.
작은 규모의 굴실을 실제 수행의 용도임을 인정하는 논의들에서는 續高僧傳
에 기록된 “才容膝頭(또는 容膝)“라는 구절을 자주 인용한다. 해당 전거는 다음

과 같다. “그가 머무는 감실은 겨우 무릎을 들여 놓을 만한 좁은 곳이었다.” 續
高僧傳 卷16 釋法忍傳, T2060, 50:557c7-8; ”두타행을 닦는 집[頭陀之舍] 여섯

채를 세웠는데 …겨우 무릎을 굽혀 앉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집이었다.“ 續高
僧傳 卷5, 釋智藏傳, T2060, 50:467a27-28.

11) 최근 로버트 샤프는 이 굴의 남·북벽에 4개씩 개착된 측실의 존재를 지적하여

이것들이 선실을 표현하려는 의도임은 분명하지만, 개개 측실의 크기가 중앙아

시아를 포함한 모든 비하라굴보다 작다는 점을 주요한 논거로 들어 실제 선실

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icon)으로 이해하였다. Robert Sharf, 앞의 논문, pp.

38-65. 그 외에, 온라인상에 있는 멜론 국제 돈황 아카이브(The Mellon

International Dunhuang Archive)의 285굴에 대한 설명에도 “그 측실들은 실제

로 승려들이 좌선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 인도 비

하라 구조물의 모조건축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보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h t t p : / / l i b r a r y . a r t s t o r . o r g / l i b r a r y / w e l c om e . h t m l # 3

|search|1|dunhuang20cave20323835|Multiple20Collection20Search|||type3D3126kw

3Ddunhuang20cave2032383526id3Dall26name3DAll20Collections 또한 스티븐 타

이저(Stephen Teiser)도 285굴을 “비하라의 형태를 따르고 있지만, 거기에 포함

된 소굴은 매우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승려가) 그 내부에 실제로 기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Stephen F. Teiser, Reinventing the Wheel: Paintings
of Rebirth in Medieval Buddhist Temples (Seattle, W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6), pp. 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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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벽화와 소상이 빽빽이 들어차 있다. 벽화와 소상에 착안한 일부

연구자들은 이 굴을 선관 수행을 위한 선관굴(禪觀窟, meditative

-visualization caves)로 보기도 했다.12) 즉 주실 내부에 가득 차 있

는 많은 이미지들이 관상(觀想)을 돕는 지시체로서 기능한다는 것이

다.13) 하지만 투르판(吐魯番, Turfan) 지역의 선관과 관련된 벽화들

은 관경(觀經)이나 선경(禪經)에서 묘사하는 내용과 일치하거나,14)

선관 체험 중의 장면이 그려져 있는 반면,15) 285굴 벽화의 성격은

12) 로버트 샤프는 중국의 연구자들이 선굴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경우 觀

(visualization)수행을 위한 공간으로, 벽화가 없는 경우 禪(meditation)수행을 위

한 공간으로 구분지어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선 수행과 관 수

행의 이러한 구분이 선정과 그 의례를 담고 있는 문헌 전통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선(dhyāna)은 관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수행의 형태를 포함하

는 포괄적 용어이며, 관(vipaśyanā)은 선 수행으로부터 ‘증득된 시각체험

(verificatory visions)’이다. 따라서 그는 관이 의미상 선의 영역에 포함되기 때

문에 선과 관을 구분된 수행의 양식으로 보는 것은 오해임을 피력했다. Robert

Sharf, 앞의 논문, p. 44 주11 참조.

13) 그린(Eric M. Greene)은 5세기 초 중국에서 한역된 다양한 선경들을 분석한 결

과, 선경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형상을 선수행의 과정을 통해 증득된 시각체험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해야 하며, 관을 위한 지시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Eric M. Greene, “Meditation, Repentance, and Visionary Experience in Early

Medieval Chinese Buddhism,”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12). 3장 참조. 이러한 해석은 일찍이 1950년대에 알렉산더 소퍼(Alexander C.

Soper)에 의해 제시되었다. 소퍼는 관 수행의 목표가 실제의 시각 이미지를 직

접 보기보다는 불교 미술에 대한 기억의 도움으로 수행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단계적인 진전에 의해 ‘내면의 그림(mental pictures)’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장했다. Alexander Coburn Soper, Literary Evidence for Early Buddhist Art
in China (Ascona: Artibus Asiae Publishers, 1959), p. 144. 따라서 이들 벽화

가 선관수행을 돕기 위한 지시체로 기능한다는 사고는 그 기초부터 재고해야

할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14) 한역 선경은 크게 觀經과 禪經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관경은 대승경전의 포맷을

지니고, ‘부처의 말씀’으로 제시된다. 반면 선경은 대승경전의 포맷이 아닌 고승

들이 찬술한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야마베 노부요시(山部能宜), 중

앙아시아 불교의 관상수행: 문헌과 미술자료 , 실크로드의 삶과 종교, 중앙아
시아학회 편(사계절, 2006), pp. 186-188.

15) 토육(Toyoq)석굴이 대표적이다. 토육석굴의 선관에 관해서는 宮治昭, 吐峪溝
石窟壁畫與禪觀, 賀小萍 譯(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야마베 노부요시, 앞

의 논문, pp. 184-229; Ning Qiang, “Visualization Practice and the Function of

the Western Paradise Images in Turfan and Dunhuang in the Sixth to

Seventh Centuries,” Journal of Inner Asian Art and Archaeology, Vol. 2
(2007), pp. 133-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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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 수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16) 선정 수행을

위한 공간이 적정처(寂靜處), 즉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 방해받지 않

는 환경이어야 함을 고려할 때, 승려들이 이처럼 화려하게 장엄된

장소에서 일상적인 선정 수행을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17)

이상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285굴은 승려 개인들이 실제로 선정

수행을 했던 공간이라기보다 적어도 승려 집단이 모종의 의례를 염

두에 두고 조영된 석굴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된다. 또한 이 관

점은 비교적 근래에 제기된 많은 연구자들의 입장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18)

무엇보다 이 석굴이 의례의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뒷받

침하는 구조상의 주요 특징은 넓은 주실(남·북 너비 6.45m, 동·서

깊이 6.4m, 높이 5m, 면적 41.28㎡)과 주실 바닥 중앙에 존재하는

방형단이다(도 8). 가지런히 배치된 8기의 측실과 주실의 방형단이

결합된 형제는 285굴을 제외하고는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다. 방형

단은 현재 한 변이 약 2.3m, 높이 30cm가량인 납작한 사각형이며,

단 위의 표면은 평평하다. 연구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이 방형단의

16) 참고로 안젤라 하워드(Angela Howard)는 쿠차 지역 석굴들 내부에 장엄된 신

변과 비전을 다룬 벽화가 선정을 돕는 시각적 지시체라기보다는 선정 중에 찾

아오는 무아지경(meditational trances)을 표현한 것이라는 절충적인 입장을 보

였다. Angela F. Howard, “The Role of Meditation among the Monastic

Communities of Kucha,” The Art of Central Asia and the Indian
Subcontinent: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ed. Anupa Pande (New Delhi:
National Museum Institute and Aryan Books International, 2009), p. 121.

17) 닝창(Ning Qiang)은 선실은 무엇보다 방해받지 않는 환경이 필요함을 역설하

면서, 그 일례로 東晋 시기 돈황 출신인 竺曇猷가 赤城山에서 석실을 개착하고

수행할 때 그를 찾아갔던 王羲之가 그의 석실이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올라가

지 못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寧强, 敦煌最早三窟供養人及相關問題硏究 , 漢唐
之間的宗敎藝術與考古, 巫鴻 主編(北京: 文物出版社, 2000), p. 492.

18) 趙聲良, 앞의 논문, p. 2; 山部能宜, 再探石窟用途 , 吐魯番學硏究: 第三屆吐魯
番學暨歐亞游牧民族的起源與遷徙國際學術研論會論文集, 新疆吐魯番學研究院 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0), p. 787; 佐々木律子, 敦煌莫高窟第285窟西壁内容

解釈試論 , 美術史 141(1997),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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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은 암석질이고, 석굴의 바닥면과 일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석굴

개착 당시에 조성된 것이라고 한다.19) 방형단의 바로 위의 천정은

화개(華蓋)식 조정(藻井)으로, 조정의 네 모퉁이에는 수두(獸頭)의

입에 유소(旒蘇), 옥패(玉佩), 우보(羽葆)가 달린 끈이 그려져 있다

(도 1). 그리고 주실 네 벽의 상단에는 유막(帷幕)이 그려졌다. 막고

굴의 여타 굴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없는 이러한 장엄 요소는

285굴을 더욱더 의례가 행해지는 공간으로 볼 수 있게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 굴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시작되면

서 방형단이 있는 중앙 공간은 이 굴의 기능과 의미를 해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주목받았다. 방형단의 구체적인 기능과

의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현 시점에서 정리해보면 크

게 두 가지의 견해로 좁혀진다.

첫째, 방형단을 불단(佛壇)으로 여기고, 그 중앙 공간은 불단을 돌

며 예불(禮佛)하는 요잡(繞匝) 의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견

해이다. 이러한 견해를 피력한 연구자들의 논지를 종합해보면, 먼저

방형단이 중심탑주식(中心塔柱式) 석굴의 탑과 유사한 기능을 했을

것으로 상정하고, 불교도들이 단을 중심으로 우요 예배를 하면서 벽

면의 존상(尊像)들에 대해 예불 및 관상을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20)

19) 스후이진(釋慧謹)은 2002년의 285굴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모두가 이

방형단이 개착 당시의 것임을 인정했다고 한다. 釋慧謹, 莫高窟285窟之部分功

能探討 (未刊稿) 2005年 8月 甘肅石窟考察活動 口頭發表 發表文; 賴鵬擧, 莫高

窟戒壇的造像思想 , 敦煌莫高窟造像思想硏究(北京: 文物出版社, 2009), p. 303.
한편 근래에 동경문화재연구소와 돈황연구원에서 실시한 285굴의 방사성탄소연

대측정(C14 dating) 결과 단은 11-12세기로 편년되었다. 하지만 샤오모(蕭默)에

의하면, 단의 표면에는 원대에 칠한 泥塑가 덮여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탄소

연대측정 보고서에서도 후대에 개조가 일어났던 단에서 채취된 시료 상의 부정

확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1960년대에 발굴된 285굴과 매우 유사한 형제를 지

닌 제487굴(北魏)에서도 거의 같은 크기의 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자는 285굴

의 방형단을 개착 당시의 것으로 보고자 한다. 蕭默, 敦煌莫高窟の石窟形式 ,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2(東京: 平凡社, 1982), p. 215; 高林弘實·中村俊夫·郭靑林·
岡田健, 莫高窟初期窟の放射性炭素年代 , 日本文化財科學會大會硏究發表要旨
集 25(2008), pp. 138-139 참조.

20) 순이화(孫毅華)와 순루시엔(孫儒僩)은 방형단이 우요의례의 기능을 지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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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방형단을 수계(受戒) 의례가 행해지는 계단(戒壇)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주장은 1990년대 중반에 그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이

래로 꾸준히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하지만 그 기능을 해석

하기 위한 접근이 계학(戒學)이나 불교 사상사적 흐름에 치우쳐 있

으며, 그 시대의 불교적 맥락 속에서의 실천에 대한 고찰은 전혀 이

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21)

근래에 제기된 두 견해의 공통점은 285굴의 중심 기능을 여전히

선정 수행으로 봄과 동시에 또 다른 기능이 병존할 가능성을 지적

하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의 연구는 석굴 내의 모든 프로그램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방형단과 측실을 중심으로 하는 단독의 기능

을 해석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22)

이 굴이 질서정연한 형제에 석굴 내 각 공간의 성격에 따라 다양

한 상과 그림들을 배치한 도상적 프로그램을 갖춘 특수한 석굴임을

상기할 때, 285굴의 전체 공간은 분명한 설계 의도 하에 치밀하게

조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종교적 맥락 속에 놓인 이 굴의

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장징펑(張景峰)역시 이 굴이 요잡 관상과 좌선 수행이

동시에 행해졌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더해 왕슈칭(王書慶)과 양푸쉐(楊富學)는

원래 방형단에 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孫毅華·孫儒僩 主編, 앞의 책,

p. 44; 王書慶·楊富學, 앞의 논문, p. 314; 張景峰, 敦煌石窟的中心佛壇窟 , 敦
煌硏究(2009年 第5期), pp. 32-33 참조.

21) 1996년 히가시야마 겐고(東山健吾)는 285굴이 계단일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

하였지만, 그의 견해는 이렇다 할 근거가 없는 가정에 불과했다. 東山健吾, 敦
煌三大石窟: 莫高窟·西千佛洞·楡林窟(東京: 講談社, 1996), pp. 82-83. 2002년에
그가 집필을 맡은 佛敎美術辭典의 ‘석굴사원(중국)‘편에서도 역시 “돈황에는

계단을 설치한 선굴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中村元·久野健, 石窟寺院(中國) , 앞

의 책, pp. 498-499. 그 이후 285굴을 계단으로 본 견해는 스후이진(釋慧謹)과

라이펑쥐(賴鵬擧)에 의해 제시되었다. 스후이진은 戒·定·慧에 입각하여 285굴을

선굴과 계단이 합쳐진 기능상의 공간으로 본 반면, 라이펑쥐는 285굴을 선굴이

아닌 비구 계단으로 주장하였다. 釋慧謹, 앞의 논문; 賴鵬擧, 앞의 논문, pp.

300-312.

22) 독특한 석굴 형제와 주실 내부에 빈 공간 없이 들어차 있는 수많은 도상뿐 아

니라 도상들 사이의 통일성이 떨어지는 점은 이 굴의 기능과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난점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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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 이 굴의 본래 의미와

기능은 무엇인가? 필자는 위의 기본적인 의문들을 본 연구의 출발

점으로 삼고자 한다. 본 논문은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 및 새롭

게 추가한 자료들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한편 석굴의 조영 및 사용

주체가 되는 승려 집단과 재가신자들의 입장에서 285굴의 조영 동

기와 그 실제적 기능에 대해 재고해볼 것이다.23)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285굴의 모든 구조적·시각적 요소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

체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의례를 해명하는 것이 관건이 되리라 생각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론의 Ⅱ장에서는 285굴의 형제에 대해

재고해보려 한다. 우선 20세기의 실측자료와 펠리오(Paul Pelliot)의

답사노트 및 사진자료를 검토하여, 조영 당시 285굴의 형제를 유추

할 것이다. 나아가 돈황 및 중앙아시아의 다실 선굴, 그리고 인도

후기 비하라굴 및 막고굴 제487굴의 형제와 차례로 비교하여 285굴

만의 특징을 도출해낼 것이다. Ⅲ장에서는 기존에 285굴을 선정 수

행과 관련된 공간으로 여기게 된 핵심적 모티프인 선정비구상에 대

해 집중적으로 고찰해보겠다. 우선 285굴은 막고굴이 선정 수행처에

서 공덕을 위한 굴로 그 성격이 변모되기 직전에 다실 선굴의 형제

를 갖추고 개착된 굴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후 본격적 논의로서 선

정 사상을 내포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선정비구 도상이 선정 수행

23) 본 논문의 관심과 연구 방법은 작품이 ‘본래의 문화적 환경(original cultural

context)’과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기능학(功能學)’의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임스 캐힐 외 11인, 중국미술사연구 입문, 김홍대
옮김 (한국학술정보, 2013), pp. 555-557. 이 연구 방법은 근래에 우훙이 제안한

‘中層硏究’와도 상통한다. 그는 低層硏究가 단독 도상을 해석하는 것이고, 高層分

析이 예술과 일반적인 사회·종교·의식의 관계를 조망하는 것이라면, 중층연구의

목적은 단독의 석굴 또는 墓葬, 禮儀 건축을 대상으로, 시각적 요소의 상징과,

구조, 설계 의도, 후원자의 배경과 동기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필자의 본

논문은 중층연구의 예시라고 할 수 있는 막고굴 제323굴과 道宣의 ‘律宗’과의 관

계에 대한 우훙의 글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巫鴻, 敦煌323窟與道宣 , 佛敎
物質文化: 寺院財富與世俗供養國際學術硏討會論文集, 胡素馨 主編(上海: 上海書

畵出版社, 2003), pp. 33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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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보다도 성자(聖者)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제시할 것이

다. 나아가 성승(聖僧) 도상들의 배치가 갖는 의미와 함께 이 도상

과 측실(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겠다. Ⅳ장은 조영 당시 285

굴의 기능을 새로이 모색하는 시도로, 본 논문의 핵심적 논의가 될

것이다. 먼저 성승이 석굴의 주요한 장엄 요소가 되는 점에 착안하

여, 성승과 밀접한 관련을 지님과 동시에 선정 수행과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의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285굴의 형제상 특징과

도상들이 앞서 추출된 의례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고,

285굴이라는 공간에서 그 의례의 실행 가능성을 보다 분명히 밝혀

낼 것이다. Ⅴ장에서는 285굴의 조영에 참여한 자들과 그들이 담당

했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당시의 시대적 맥락 속

에서 중앙 정부와 돈황 승단이 지녔던 입장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285굴이 막고굴에 조영될 수 있었던 배경을 제시해보

려 한다.

본 논문은 다양한 시각형식의 종합체인 285굴의 전체를 연구 대

상으로 삼아 본래의 맥락 내에 놓인 석굴의 기능과 의미를 이해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조영 및 계획에 참여했던 자들이

독특한 석굴건축 속에 담아내려 했던 사유방식을 조금이나마 이해

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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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285굴의 형제

285굴은 20세기에 들어 몇 차례의 보수 과정을 거쳤으나, 현재 석

굴은 비교적 개착 당시의 모습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

만 현재에도 석굴 내부의 곳곳에는 개착 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뒤 원래의 벽 위에 덧그려진 벽화들이 있으며, 심지어 일부 구조가

변경된 흔적들도 보인다. 돈황막고굴내용총록(敦煌莫高窟內容總錄)
에 따르면,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도상 및 시설들이 중당(中

唐), 송(宋), 서하(西夏), 원(元)대로 편년된다고 한다.24) 즉 이 굴은

개착 후 각기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나름의 목적을 갖고서 4 차례

의 중수(重修)를 거쳤던 것이다.

묘장(墓葬)이나 지궁(地宮)처럼 밀폐될 순간의 시간성을 비교적

간직한 폐쇄적 성격의 공간과는 달리, 석굴건축은 이를 사용하던 첫

세대가 사라지게 되면 후대에 의해 재사용되기 용이한 공간이다. 일

반적으로 석굴을 재사용할 때에는 형제나 내용에 부분적인 변형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는 개착 당시의 원형(原形)을 추적하는 데 난점

으로도 작용한다. 다행스럽게도 285굴은 굴 자체의 중요성으로 인해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성과는

이 석굴의 최종 폐기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변화과정을 알게 해준다.

필자는 285굴 전체의 본래 맥락을 파악하는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그 원형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세기에 들어

진행된 조사로부터 얻어진 석굴 내의 변형을 암시하는 단서들을 석

굴의 최종 폐기 시점에서부터 현재 상태에 이르는 시간 축을 따라

조사 당시의 연대순으로 배열함으로써 그 변화 과정을 이해함과 동

24) 동벽 출입문 양측의 하단의 서위 시기 夜叉圖 위에 덧그려진 송대의 供養者圖

를 제외하면, 중수된 벽화의 대부분은 전실과 통로에 집중되어 존재한다. 이들

벽화는 주실의 일부를 개조한 원대의 시설 및 벽화에 비해 석굴의 원형을 파악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의 고찰대상에서 제외하였다.

敦煌文物硏究所 編, 앞의 책(1982), pp. 80-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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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원래의 상태에 가까운 형태를 추적하는 작업을 그 방법으로

삼고자 한다.

1. 돈황 막고굴 및 중앙아시아 다실 선굴과의 비교

돈황 막고굴에 대한 최초의 학술자료로 높이 평가받는 펠리오의

사진자료와 노트에는 1908년에 그가 285굴(펠리오 번호 120n굴)을

방문하여 조사했던 당시에 기록한 귀중한 정보가 간직되어 있다.25)

무엇보다 그는 당시 석굴 내부에 있던 중앙 스투파와 남·북벽 측실

내·외부의 스투파들에 주목하였는데, 이 시설들은 개착 당시의 것이

아니며 대략 13-14세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의

노트에 의하면, 남벽의 제4실(순서: 동→서)과 북벽 제3·4실의 출입

구 바깥에는 세로로 반을 자른 듯한 형태의 스투파가 출입구와 그

주변의 벽 일부를 막고 있었으며, 남벽 제1·3실 내에는 소형 스투파

가 안치되어 있었다고 한다(도 9, 10).26) 그 후 수바이(宿白)는 이

측실들이 만당(晩唐) 이후 고승(高僧) 개인의 수행처 및 묘혈(墓穴)

로서 불전식(佛殿式) 석굴의 통로 양측에 개착된 선굴의 성격과 유

사하게 원대에 들어 승려들의 묘혈로 재사용된 것으로 주장했다.27)

25) 그는 총 328기의 석굴들을 대상으로 편호를 붙임과 동시에 30기 석굴들의 외

경·건축풍격·경변화·고사화의 내용 및 당시에 식별해낼 수 있었던 동굴 내의 題

記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였다. 유진보(劉進寶), 돈황학이란 무엇인가, 전인초
옮김(아카넷, 2003), pp. 569-570. 펠리오의 사진과 필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

조. Paul Pelliot, Les Grottes de Touen-houang, 6 vols. (Paris: Librairie Paul
Geuthner, 1920-1924); 同, Grottes de Touen-Houang: Carnet de notes de
Paul Pelliot: Inscriptions et Peintures murales, 6 vols. (Paris: Collège de
France, Instituts d'Asie, Centre de recherche sur l'Asie centrale et la Haute

Asie, 1981-1992); 耿昇, 伯希和敦煌石窟筆記(蘭州: 甘肅人民出版社, 1993).
26) Paul Pelliot, Les Grottes de Touen-houang vol. 5 (1921), pl. CCLX; 同, Les
Grottes de Touen-houang, vol. 6 (1924), pl. CCLII. CCLV; 耿昇, 앞의 책, p.

240 참조. 현재까지도 남벽 제4실과 북벽 제3·4실 출입문 외측의 아래와 남벽

제1실 내부에는 스투파 기단부에 해당하는 잔해가 남아있다.

27) 대표적인 예로는 막고굴 제17굴(藏經洞), 제137굴, 제174굴 등이 있다. 宿白, 앞

의 책, p. 206. 그런데 오키모토 가츠미(沖本克己)는 285굴의 측실들을 막고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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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당시 주실 바닥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스투파는 단지

거친 진흙을 쌓아 만든 것이며 그 위에는 밀교 신상이 배치되어 있

었다고 한다(도 11).28) 특히 중앙 스투파의 부분적 형태는 펠리오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스투파는 위로 갈수록 너비가 좁아지

는 5단의 층계를 이루며, 높이는 적어도 서벽 중앙 감의 절반 이상

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도 12).29) 따라서 스투파는 현재 주실 중

앙에 있는 방형단의 형태와는 분명히 다르며, 기존의 방형단을 개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의 방형단이 개착 당시의 것이 분명하다

는 점과는 별개로, 현재 남아있는 방형단의 형태와 크기 또한 당초

그대로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형단의 정확한 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자료들은 드

물다. 히가시야마 겐고(東山健吾)에 따르면 현재 방형단의 크기는

한 변의 너비와 길이가 각각 2.8m, 높이가 30cm 가량이라고 한

다.30) 하지만 1942년에 작성한 실측도와 1980년대 이후의 실측도를

북구 석굴의 매장굴(瘞窟)들과 비교한 뒤, 285굴이 실제로는 입적한 고승을 공

양하기 위해 만든 ‘坐亡窟’이었을 것으로 주장하였다. 즉 입적할 때가 가까워진

고승들이 측실 속에 들어가 앉게 되면, 사람들이 공기구멍만을 남긴 채 출입구

의 외면을 막아 坐化의 장소로 삼는다는 것인데, 그의 의견은 285굴 측실의 개

조된 모습으로부터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가 285굴의 직접적인 비교

대상으로 삼은 북구의 B19굴과 B121굴은 굴실 대부분이 붕괴되어 있다. 특히

B121굴 같은 경우 그 사용 시기는 원대이고 내부에서 발견된 人骨은 20대로 추

정되는 여성이라는 보고서의 의견은 그가 비교 대상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

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위와 같은 모순점과 오류들은 285굴이 처음부터 좌

망굴로서 조영되었다는 그의 주장을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 沖本克己,

敦煌莫高窟北區石窟之課題 , 敦煌硏究院 編, 2004年石窟硏究國際學術會議論文
集 上(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p. 433.

28) 耿昇, 앞의 책, pp. 235, 242. 이 중앙 스투파는 측실을 막은 스투파들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중앙 스투파와 매우 흡사한 형태는 원대

에 개착된 밀교굴인 막고굴 제465굴 주실 중앙에도 존재한다. 한편 펠리오의 사

진자료에는 그가 보고한 밀교 신상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 대부분은 파손된

채 스투파 위에 산재해 있지만, 서벽 중앙 감 내에는 머리와 두 팔이 결실을 제

외하고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立像이 본존상의 양 다리 사이에 기대어져 있음

이 주목된다. 이 상의 양식은 분명 개착 당시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Paul

Pelliot, 앞의 책(1921), pl. CCLXIV, CCLXVII 참조.

29) 중앙 스투파의 부분적 형태에 대해서는 Pelliot, 앞의 책(1921), pl. CCLX,

CCLXIV, CCLXVII, CCLXVIII; 同, 앞의 책(1924), pl. CCLV 참조.



14

삽도 1. 돈황 막고굴 제285굴 실측 평면도 간의 비교 (좌: 1942년

실측, 우: 1980년대 실측)

통해 그 형태와 크기를 비교해보면 현재 단의 크기를 기록한 치수

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1942년의 실측도 및 보고서는 당시 스투파

가 최상층(제5층)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층이 남아있었으며 정방형에

가까운 최하층은 길이와 너비가 모두 2.8m, 높이는 70cm임을 보고

하고 있다(도 5).31) 게다가 이 스투파의 기단(基壇)을 1980년대 이후

의 실측도에 그려진 방형단과 비교해보면 현재 단은 예전의 기단부

에 비해 크기가 작음을 알 수 있다(삽도 1). 그렇다면 현재의 단은

스투파의 기단부와 근본적으로 다른 시설인가?

스투파의 기단부는 1960년대까지도 남아있었고 당시 스투파의 표

면에는 만다라(曼茶羅)가 선각되어 있었다고 한다(삽도 2).32) 하지만

30) 東山健吾, 앞의 책, p. 83.

31) 石璋如, 앞의 책 1(1996), p. 148; 同, 앞의 책 2(1996), p. 71.

32) 수바이가 1960년대 전반에 이 굴을 조사했을 때 이 중앙 스투파의 기단부를 제

외한 나머지 4개 층은 이미 허물어진 상태였다. 그의 글에 의하면 기단부 표면

의 만다라는 圓界圖와 방형구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방형구획의 내측 공간은 제

2층이 세워져 있던 자리였음을 알 수 있다. 宿白, 敦煌莫高窟密敎遺迹札記 , 
中國石窟寺硏究(北京: 文物出版社, 1996), pp. 307-308; 平井宥慶, 敦煌における
陀羅尼の効用 , 豊山教学大会紀要 7(1979),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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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도 2. 돈황 막고굴 제285굴 스투파

기단부 표면의 선각 만다라

현재 단의 표면에는 그러한

선각의 흔적을 볼 수 없는 대

신에 네 모서리에 둥글게 파

인 홈이 남아있다(도 8).33) 또

한 현재의 방형단이 암석질로

이루어져 있고 굴의 바닥과

일체로 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현재의 단은 스투파 기단부와

는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스투파는 기존의 방형단에 진흙

을 전체적으로 덮어씌워 기단부로 삼은 뒤, 그 위에다 차례로 단을

쌓는 방식으로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개착 당

시의 285굴은 측실 내부와 그 출입구 바깥에 어떠한 시설도 설치되

어 있지 않았고, 주실 중앙에는 한 변의 길이가 기존에 보고되었던

수치(스투파 한 변의 길이: 2.8m)보다 작은 한 변의 길이가 2.3m,

높이는 약 30cm가량의 방형단이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돈황 막고굴의 남구 석굴군 중에는 285굴과 비교적 유사한 형제

를 가진 석굴들이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그것은 제268굴,

제487굴로, 285굴을 포함한 이 3기의 석굴들은 막고굴 남구에 현존

하는 오직 3기의 다실 선굴이다. 돈황연구원(敦煌硏究院)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현재 막고굴의 단애(斷崖) 상에 존재하는 석굴

가운데 제268굴과 그 옆에 나란히 개착된 제272굴, 제275굴을 가장

이른 시기에 개착된 것으로 보며, 이 굴들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벽

33) 스회이진은 이 홈이 언제 생긴 것인지 단정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燈柱를

끼우기 위해 계단 앞에 설치한 구멍일 것으로 주장했다. 釋慧謹, 앞의 논문 참

조. 하지만 계단 앞에 등을 설치하는 禮制는 7세기 중반에 편찬된 道宣의 關中
創立戒壇圖經에서 그가 제정한 계단의 형제를 묘사하는 부분에 처음으로 등장

한다. “隨力作二明燈 若石若木 常在壇前 高於上層 令光明遠照上下通曉” 關中創
立戒壇圖經, T1872, 45:808c19-21. 따라서 唐대에 새롭게 정립된 전혀 다른 계

단에 부속된 시설물을 이 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시켜 상정하기에는 다소 무리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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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도 3. 돈황 막고굴 제268굴(좌)과 제285굴(우) 평면도

화와 상들이 북량(北涼)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편년하고 있다(도 13

).34) 제268굴의 형제는 종으로 긴 장방형(長方形) 평면과 평천정(平

天井)으로 된 주실(제268굴)과 주실 남·북벽에 2기씩 개착된 총 4개

의 측실(남측: 제267, 269굴, 북측: 제270, 271굴)로 구성된다. 주실의

크기는 동·서 길이 3.1m, 남·북 너비 1.2m이며, 주실의 가장 깊은 곳

에 위치한 서벽의 중앙에는 소조교각불상(塑造交脚佛像) 1구가 안치

된 1기의 원권형 감이 존재한다.35)

먼저 주실을 285굴과 비교해 보면 양자 간의 면적 및 형태가 상

당히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삽도 3). 제268굴의 서벽에는 불감

이 설치되어 있어 소규모의 예불 활동이 행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

다. 그러나 주실 자체는 한 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

34) 마더(馬德)는 북량 3굴 내에 있는 벽화와 소상의 내용 및 제재가 중복되지 않

고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한 사상체계를 표현하는 것이며, 이 한 조의

석굴 건축군 중 제268굴은 선정 수행을 위한 禪室, 제272굴은 공양과 예배를 위

한 佛殿, 제275굴은 교육과 선전을 위한 講堂으로 보았다. 馬德, 敦煌莫高窟史
硏究(蘭州: 甘肅敎育出版社, 1996), pp. 56-57. 한편 닝창은 북량 3굴이 일관된

계획에 의해 조영된 것이라는 마더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3굴 모두 禪觀의 실

천이라는 단일한 사상체계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제275굴을 관상의 실천을

위한 공간으로 보았다. 寧强, 앞의 책, pp. 498-499.  
35) 이하 제268굴과 크기를 나타내는 치수와 그 평면도는 石璋如, 앞의 책 1(1996),

pp 457-459; 同, 앞의 책 2(1996), p. 1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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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면적으로 285굴처럼 집회가 가능한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

지 이 굴을 사용하던 약 4명의 승려들이 측실을 드나들기 위한 통

로의 역할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기의 측실은 평균 너비

가 0.93m, 길이가 1m이며, 그 면적은 0.94㎡로 285굴의 측실보다 작

다. 측실의 협소한 크기는 이 굴이 선정 수행만을 위해 사용되었다

는 주장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장기간의 수행에 적

합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36)

측실들의 형태 또한 285굴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285굴의

측실들은 정방형에 가까우며, 크기와 배치 또한 정형성을 띠지만,

제268굴의 측실들은 형태가 제각각이어서 정형성(定型性)이 떨어진

다.37) 즉 제268굴의 형제는 285굴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공간으로,

오히려 토육(吐峪溝, Toyoq)석굴에 있는 선굴의 형제와 상당히 유사

하다.38) 또한 양자 간의 형제와 규모의 근본적 차이는 그 용도 또한

서로 달랐음을 의미한다.

한편 허스저(賀世哲)에 의하면, 제268굴 서벽의 불감 하단에 북량

시기 공양자상(供養者像)이 그려진 표층의 박락된 부분에는 또 다른

공양자상이 그려진 층과 그 아래 회화가 없는 석회층이 있으며, 북

벽의 제1실(제270굴) 내부에도 수대의 천불도(千佛圖) 아래층에 천

불, 금강역사(金剛力士) 및 비천(飛天)이 그려진 북량 시기의 층과

그 아래의 벽화가 없는 석회층이 존재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

면, 이 굴은 개착 후에도 두 차례 이상의 중수과정을 거쳤으며 개착

시점은 적어도 북량 시기보다 빨랐던 것이 분명하다.39) 따라서 제

36) 山部能宜, 앞의 논문(2010), pp. 784-785.

37) 허스저(賀世哲) 역시 제268굴의 형제가 다른 굴들에 비해 정형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賀世哲, 敦煌圖像硏究: 十六國北朝卷(蘭州: 甘肅教育出版社,
2006), pp. 8-9 참조.

38) 특히 토육 제42굴과의 유사성이 학자들에 의해 줄곧 지적되어왔다. 위의 책, p.

10; 山部能宜, 앞의 논문, p. 784; 蕭默, 앞의 논문, p. 214.

39) 허스저는 제268굴이 樂僔이 막고굴을 창건했을 당시에 사용된 선굴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박락된 곳에서 드러난 층위들의 분석에 대해서는 賀世哲, 앞의 책,

pp. 9-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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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도 4. 돈황 막고굴 B113굴(좌)과 제285굴(우) 평면도

268굴은 막고굴이 창건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승려들의 개인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285굴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공력(功力)으로 조영된 제268

굴이 비정형적인 형태와 소규모의 특징을 보이는 점은 이해할 만하

다.

막고굴 남구와 연접한 북구의 석굴들 중에서도 일군의 다실 선굴

들이 존재한다. 북구 석굴은 1988년 6월부터 1995년 11월까지 돈황

연구원에서 실시한 정리발굴조사를 바탕으로 간행된 돈황막고굴북
구석굴(敦煌莫高窟北區石窟)을 통해 그 전모가 상세히 드러나게 되

었다.40) 새로운 번호가 붙여진 총 243기의 굴 중에 다실 선굴은

B100굴(5실), B103굴(2실), B113굴(5실), B114굴(3실), B118굴(4실),

B119굴(2실), B132굴(6실), B159굴(2실), B162굴(2실)로 총 9기에 달

한다(도 14~22).41) 이 석굴들의 구조는 전실과 중실(中室), 1기의 후

40) 彭金章·王建軍·敦煌硏究院 編, 敦煌莫高窟北區石窟 全3卷(北京: 文物出版社,
2000-2004).

41) 북구 석굴군에서 선굴로 분류된 석굴은 총 82기로 북구의 여러 유형의 석굴 중

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샤우티엔(沙武田)은 파괴된 선굴과 승방굴 내에

부설된 선굴, 그리고 후대에 예굴(瘞窟)로 개조된 선굴을 더하면 북구 석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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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도 5. 돈황 막고굴 B132굴 남벽 제1측실과 다실 선굴 입체도

실(後室) 및 1~5기의 측실로 구성되어 있다(삽도 4). 석굴의 내부에

는 상이나 벽화의 흔적이 전혀 없고 벽면은 단지 초니(草泥)가 발라

져 있거나 개착 당시의 역암(礫巖)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종으로

긴 장방형의 중실은 후실 및 측실보다 넓고 내부에는 어떠한 벽화

나 시설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실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이거나

승려들의 집체활동(集體活動)을 위한 공간으로 여겨진다.42) 후실 및

측실은 한 변의 길이가 2m이상, 높이가 1.7m이상으로 중실에 비해

결코 작은 면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균일하지 않은 형태를 가진 모든

선실들의 내부에는 개착 시에 바위 면을 깎아 만든 단이 존재하는

데, 연구자들은 이것을 선상(禪床, meditation cots)으로 규정하였

다.43)

전체에서 선굴은 과반수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수치는 북구석굴의 주요한 용도

가 선정 수행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沙武田, 敦煌莫高窟北區石窟

與僧人禪修 , 敦煌佛敎與禪宗學術討論會文集, 敦煌硏究院 編(西安: 三秦出版社,

2007), pp. 439-440.

42) 彭金章·王建軍·敦煌硏究院 編, 앞의 책 1(2000), pp. 3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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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형제상 285굴과 북구의 다실 선굴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

이 존재하는가? 첫째, 석굴의 전체 면적에서 측실이 차지하는 비중

을 고려하면, 북구의 다실 선굴들은 285굴에 비해 후실과 측실들에

공간상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삽도 5). 한 변의 길이가 2m를 넘는

선실의 규모는 1명의 승려가 활동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뿐더

러 장기간의 수행에도 적합하다. 게다가 선실 내부에 존재하는 선상

이 수행과 취침을 겸한 용도일 것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이

선실들이 지닌 성격은 보다 분명해진다.44)

둘째, 북구의 다실 선굴에는 중실에서 측실 및 후실로 이어지는

좁고 긴 통로가 만들어져 있지만, 285굴에는 주실과 측실을 잇는 통

로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이 단지 측실과 비슷한 너비의 출입구만으

로 양 공간을 연결하고 있다. 즉 측실 출입구의 너비와 측실 내부의

너비(남·북 길이)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주실 벽면과 측실 내

부의 바깥쪽 벽면 사이의 깊이가 10cm 정도에 불과하다.

셋째, 북구 석굴의 통로는 측실의 한가운데가 아닌 한쪽 끝에 치

우쳐 있으며, 선상은 후실의 경우 서벽(정벽)과 연접하는 곳에, 측실

의 경우 통로와 측실이 만나는 지점에서 90°로 꺾인 내부 공간에 위

치한다.45) 이러한 형제를 염두에 두고 승려들이 실제로 측실 및 후

실 내 선상에서 좌선 수행을 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후실을 제외

43) 선실 내부에 부뚜막이나 연도와 같이 불을 사용한 증거가 되는 시설이 없는 대

신 선상이 존재하는 점은 선실이 오로지 승려의 선정 수행을 위해 사용된 것으

로 해석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44) 야마베 노부요시(山部能宜)는 북구 다실 선굴의 측실 면적이 넓고, 내부에 장식

이 없으며, 현재 일본에서 선승들이 취침용으로 사용하는 床은 선정 수행용이기

도 한 점을 근거로 들어, 이 측실이 선정 수행을 위한 선실이라는 것에 동의하

고 있다. 山部能宜, 앞의 논문, p. 788.

45) 쿠차(Kucha) 지역에 산재한 소형 비하라식 석굴 중에는 통로가 벽의 한쪽 편

에 치우쳐 있거나 통로 자체가 90°로 꺾여있는 형제를 가진 예들이 여럿 존재한

다. 이 석굴들의 통로와 북구 다실 선굴 측실의 통로는 외부의 방해요소로부터

차단이라는 공통된 기능 하에 구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쿠차 지역에 있는 단독

의 소형 비하라식 석굴에 대해서는 李麗, 新疆龜玆地區中小型石窟調査 , 漢唐
之間的宗敎藝術與考古, 巫鴻 主編(北京: 文物出版社, 2000), pp. 163-1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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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실의 승려들은 통로가 아닌 벽과 마주하게 되어, 그들은 서로

의 모습을 볼 수 없었음에 틀림없다. 즉 북구의 다실 선굴 내 측실

및 후실은 폐쇄적이고 개인적인 수행의 공간이 되는 반면, 285굴의

측실은 주실을 직접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방적인 공간이

되는 것이다.

돈황연구원은 북구의 다실 선굴들 대부분이 북조 시기로 볼 수

있을 만큼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개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46) 또한

북구 석굴은 단애의 남쪽부터 개착되어 북쪽으로 전개되었다고 한

다. 그렇다면 북조 시기부터 남구와 북구 석굴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녔을 가능성이 높다. 양자의 차이는 현 시점에서 석굴의 형제를

비교·분석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다.47)

중앙아시아의 불교 유적 중에서도 다실 선굴의 예가 여럿 존재한

다. 투르판 분지의 고창고성(高昌故城)에서 동쪽으로 약 15km에 위

치하는 토육 석굴 가운데는 벽화가 그려진 총 5기의 선굴이 있다.

그 중 다실 선굴은 제1굴, 클레멘츠(Klementz) 제38굴, 제42굴이다

(도 23, 24, 25).48) 이 선굴들에 그려진 벽화의 연대는 6~7세기 중엽

국씨고창국(麴氏高昌國) 시기에 해당한다.49) 먼저 석굴 형제의 경우,

이 3기의 다실 선굴(이하 토육) 모두는 종으로 긴 장방형 평면과 종

으로 긴 권형(縱券形) 천정으로 된 주실과, 주실 정벽에 개착된 1기

46) 북구 다실 선굴들의 개착 연대 추정에 대해서는 彭金章·王建軍·敦煌硏究院 編,

앞의 책 2(2004), pp. 32, 37, 77, 87, 121, 132, 211; 同, 앞의 책 3(2004), pp. 47,

123 참조.

47) 돈황연구원에서는 북구에 석굴이 처음으로 개착된 시점이 북조 시기이나 남구

보다는 약간 늦을 것이며, 최종적으로 폐기된 시점은 모두 원대로 대체로 남구

와 북구가 함께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彭金章·沙武田, 앞의 논문, p. 19.

48) 나머지 2기의 선굴은 Stein IV-vii굴과 제20굴이다. 이 2기의 굴은 西厓의 大寺

院遺跡에 속하는 것으로서 뒷부분은 암반을 개착했지만, 앞부분은 벽돌을 쌓아

축조한 것이다. 제20굴은 주실의 정벽에 凸자형으로 들어간 1기의 후실만이 존

재하며, Stein IV-vii굴 주실의 좌우측벽에 개착된 小支洞은 측실이라기보다는

회랑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엄밀히 다실 선굴의 형제가 아니다. 따

라서 본 장의 비교 대상으로는 적합지 않아 제외하였다. 이 2기의 석굴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위의 책, pp. 28-57 참조.

49) 宮治昭, 앞의 책, pp. 1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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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실, 좌우 측벽에 서로 마주보며 개착된 총 4기의 측실로 이루

어져 있다. 이 3기의 토육 다실 선굴의 형제는 석굴의 전체적 규모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막고굴 제268굴과 유사하다.50)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육 다실 선굴의 평균 주실 크기는 6.3×3.8m

정도로 측실을 이용하는 승려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

간이다. 측실(1.8×1.7m)과 후실(2×2.5m)은 개인이 수행을 하기에 충

분한 규모이다. 게다가 주실과 측실(후실)을 잇는 좁고 긴 통로는

양자를 독립된 공간으로 분명히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조

는 오히려 위에서 살펴본 막고굴 북구의 다실 선굴들과 닮아 있다.

다만 이 3기의 다실 선굴이 막고굴의 다실 선굴들과 차별되는 점은

석굴 내부에 정토도(淨土圖), 정토관상도(淨土觀想圖), 부정관상도(不

淨觀想圖)라는 관상 수행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묘사한 벽화가 그려

져 있고, 벽화의 제재와 배치가 어느 정도 규범성을 보인다는 것이

다.51) 결국 이 다실 선굴들의 형제와 벽화는 선정 수행과의 관련성

을 강하게 시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선정 수행이 행해졌던 공간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토육의 다실 선굴과 유사한 형제는 교하고성(交河故城) 서남하곡

(西南河谷)의 남안(南岸)에 있는 야르호토(雅爾湖, Yar-khoto) 제4굴

에서도 보인다(도 26). 이 굴은 현존 7기의 동굴들 가운데 중심이

되는 굴로서 주실의 규모가 가장 크고, 내부에는 화려한 벽화가 존

재한다.52) 이 굴의 형제는 토육의 다실 선굴과 마찬가지로 장방형의

50) 山部能宜, 앞의 논문, pp. 784-785.

51) 미야지 아키라는 토육 선굴 중 벽화가 남아있는 5기의 선굴에 대한 상세한 보

고와 일부 남아있는 선관 관련 벽화에 대한 고증을 시도했다. 그에 따르면, 3기

의 다실 선굴의 주실 정벽에는 방형사방연속도안을 채택한 정토도와 고사도로

추정되는 벽화, 그리고 관상도가 그려져 있으며, 특히 제42굴의 측실 및 후실 벽

에는 禪定僧이 특정한 물체를 응시하는 그림이 있어 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3기의 다실 선굴의 형제와 벽화에 대해서는 宮治昭, 앞의 책,

pp. 7-28 참조. 한편 야마베 노부요시는 제42굴과 제20굴에 있는 선정 수행의

벽화와 선경 및 관경의 내용을 비교하여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야마

베 노부요시, 앞의 논문, pp. 18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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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실과 1기의 후실, 4기의 측실로 구성되어 있다. 주실의 평면 크기

는 14.7×4.3m로, 주실은 토육에 비해 훨씬 깊은 형태이다. 4기의 측

실은 주실의 가장 깊은 곳에 마주보는 형태로 개착되어 있으며, 후

실은 측실보다 2배 가량 규모가 크다(3.8×2.9m). 연구자들은 큰 규

의 주실과 제4굴 주변의 굴들이 승방굴이라는 점을 들어, 이 굴이

승방에 머물던 승려들의 예배와 의식을 위한 장소였다고 주장했

다.53)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주실의 형태와 측실 및 후실의 배치는

이 석굴이 285굴 같은 중앙집중형의 공간이 아님을 나타낸다. 그리

고 측실 내부의 출입구 상방에 있는 2개의 구멍이 측실의 실용성을

암시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측실(후실)과 주실이 어느 정도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54)

베제클리크(栢孜克里克, Bezeklik) 제10굴도 측실을 갖춘 다실 선

굴이다(도 27). 하지만 6기의 측실과 2기 후실이 주실의 세 면에 일

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것은 토육이나 야르호토의 다실 선굴과는 다

른 점이다. 주실과 측실(후실)이 일정한 형태로 주실을 향해 가지런

히 배치된 점은 285굴의 성격과도 상통한다. 하지만 막고굴 북구의

다실 선굴과 마찬가지로 좁고 긴 통로가 측실의 한쪽 끝에 치우쳐

설치된 점과 3호 측실 내부의 출입구 상방에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으로 추정되는 감실(龕室)이 존재하는 점은 측실(후실)이 독립

된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55)

52) 리우홍량(柳洪亮)은 후실의 측벽에 있는 回鶻文의 榜題를 통해 석굴 내부 표층

에 그려진 벽화의 연대가 회골 시기(11세기 전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柳洪亮, 雅爾湖千佛洞考察隨筆 , 敦煌硏究(1988年 第4期), pp. 47-48. 한편 얀

원루(閻文儒)는 제4굴을 포함한 모든 석굴에 그려진 벽화를 통해 그 화풍을 고

찰한 결과, 이 석굴군은 晉이 高昌郡을 설치한 시기(327-450)에 처음으로 개착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閻文儒, 新疆天山以南的石窟 , 文物(1962年 第7·8期),

pp. 58-59.

53) 山部能宜, 앞의 논문(2010), p. 795; 柳洪亮, 앞의 논문, p. 49.

54) 야마베는 이 小孔이 승려들의 소지품을 보관하기 위한 시렁을 설치했던 흔적으

로 추정하였다. 山部能宜, 앞의 논문(2010), p. 795.

55) 위의 논문, p.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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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쿠차현성(庫車縣城)에서 북쪽으로 약 23km의 지점에 위치

한 스바시(蘇巴什, Subashi) 석굴군에는 기존과는 다른 독특한 형제

를 가진 다실 선굴이 있다.56) 제3굴과 제5굴이 그것으로, 이 2기의

석굴들은 공통적으로 횡으로 긴 장방형의 전실과 종으로 긴 장방형

의 주실이 십자형으로 결합되어 있는 평면 구조를 이루고 있다.57)

제3굴은 주실 측벽의 가장 깊은 곳에 2기의 측실과 정벽에 1기의

후실이 개착되어 있다(도 28). 이 측실(후실)은 너비가 0.8m에 불과

한 좁고 길쭉한 형태이며 따로 통로의 구분 없이 개착되었다. 제5굴

은 제3굴의 평면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실과 주실의 폭이

더욱 좁고 길이는 더욱 늘어난 형태이며, 여기에는 정방형에 가까운

많은 수의 측실들이 통로를 따라 나란히 개착되어 더욱 복잡한 구

조를 지닌다(도 29).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던 중앙아시아의 석굴들

과는 달리 이 석굴들의 측실(제3굴 너비 0.8m, 제5굴 1×1m)은 매우

협소하고, 모든 측실과 후실 출입구의 상방에는 고부조(高浮彫)로

된 첨공형(尖拱形)의 문미(門楣)가 있다. 이러한 특징은 285굴과도

상통하며, 이 측실들이 장기간의 선정 수행보다는 어떠한 상징성 또

는 의례성을 띤 공간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스바시는 현장(玄奘)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 기술된 조호

리대사유적(照怙釐大寺)유적을 가리키는 것으로,58) 이곳에서는 대형

56) 샤오모는 門楣의 양식에 근거해서 이 석굴의 개착은 늦어도 북조 시기에 이루

어진 것임을 제시했다. 蕭默, 敦煌建築硏究(北京: 機械工業出版社, 2003), p.
42. 보다 구체적으로 샹다(向達)는 이 석굴이 5세기 초에 개착된 것으로 보았다.

向達, 西域見聞瑣記 , 文物(1962年 第7·8期), pp. 33-36; 賀世哲, 앞의 책, p.

10 에서 재인용.

57) 야마베 노부요시는 이 두 석굴의 측실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장기간의 선

정 수행에는 적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지만, 제3굴과 제5굴 주실의 측벽 및

천정에는 선정승 벽화가 그려져 있음을 들어, 이 석굴들이 선정 사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山部能宜, 앞의 논문(2010), pp. 800-801. 한

편 그는 제5굴의 선정비구도로 안젤라 하워드의 논문에 수록된 도판을 인용했

다. 그러나 하워드의 글에 의하면, 이 도판의 선정비구도는 제5굴이 아니라 스바

시 동쪽 구역의 2기의 선실 입구 상부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한다. Angela F.

Howard, “Miracles and Visions among the Monastic Communities of Kucha,

Xinjiang,” Journal of Inner Asian Art and Archaeology, Vol. 2 (2007),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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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에 걸맞게 많은 승려들의 불사(佛事)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

된다.59) 게다가 사원의 북쪽 언덕에 있는 선굴군이 주로 승려들의

선정 수행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특수한 형제의 다

실 선굴인 제3굴과 제5굴은 승려들의 일상적인 선정 수행과는 다른

성격의 공간으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스바시 제5굴의 독특한 형제적 특징은 언기(焉耆, Kharashahr)의

불교유적인 석격심(錫格沁, Shikshin)의 선굴에서도 감지된다(도 30,

31). 북대사(北大寺) 서북쪽 산의 남면에 위치한 10기의 석굴 중 유

일한 선굴인 이 굴은 좁고 긴 회랑 형태의 주실이 있으며, 주실의

정벽에는 정방형의 후실(1×1m)을, 양 측벽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각

각 3기의 측실(1×0.8m)을 배치하였다. 측실과 후실의 대단히 협소한

규모, 그것들의 형태와 배치의 정형성, 굴실 출입구 상방의 첨공형

문미장식은 역시 스바시 석굴 및 285굴과 유사한 특징이다.60) 게다

가 이 굴을 조사했던 그륀베델(Albert Gru ̈nwedel)과 찌아잉이(賈應

逸)는 이 석굴의 주실 양 측벽과 측실 내에 남아있는 선정승 벽화를

보고하고 있다.61) 이상과 같은 특징은 스바시 석굴과 285굴처럼 이

굴을 일상적인 선정 수행의 공간으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58) 大唐西域記 卷1, T2087, 51:870b8-13.
59) 李麗, 앞의 논문, p. 170.

60) 야마베는 이 석굴의 구조와 면적이 막고굴 제268굴과 유사함을 지적했다. 그러

나 제268굴의 경우 후실 대신 얕은 깊이의 불감(0.3×0.8m)이 있으며, 측실 4기의

형태와 배치는 석격심 선굴에 비해 정형성이 떨어지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위의

논문, pp. 805-806.

61) 그륀베델에 따르면 주실 측벽에는 총 4폭의 焰肩이 있는 羅漢과 그 배후에 草

廬가 그려져 있고, 천정에는 독특한 풍격의 連山이 그려져 있으며, 나머지 6기의

측실 정벽에는 모두 비구의 형태가, 양 측벽에는 화초와 여의보주가 그려져 있

었다고 한다. Albert Grünwedel, Altbuddhistische Kultstätten in Chinesisch
-Turkistan; Bericht über archäologische Arbeiten von 1906 bis 1907 bei Kuc̆
a, Qaras̆ahr und in der oase Turfan (Berlin: Reimer, 1912), pp. 194-195; 格倫
威德爾(Grünwedel, Albert), 新疆古佛寺: 1905-1907年考察成果, 趙崇民, 巫新華
譯(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pp. 348-349 참조. 한편 찌아잉이는 측실의

벽화를 比丘禪觀圖로 비정했다. 賈應逸·祁小山, 印度到中國新疆的佛敎藝術(蘭
州: 甘肅敎育出版社, 2002), p.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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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도 6. 돈황 막고굴 제285굴 북벽 제2측실과 입체도

2. 인도 후기 비하라굴의 영향과 제285굴의 특수성

이상 돈황 및 중앙아시아의 다실 선굴들을 차례로 검토한 결과

285굴 형제상의 특수성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첫째, 8기의 측실

이 지닌 특수성이다(삽도 6). 평균 면적이 1.28㎡(0.38평)에 불과한

이 측실들은 평면 형태가 정사각형에 가까우며, 평면 상 한 변 길이

의 편차가 7.5cm에 불과해 모든 측실이 거의 동일한 형태와 규모인

것을 알 수 있다. 정사각형의 밑면과 직사각형의 옆면으로 이루어진

입방체(立方體)에 가까운 형태의 측실들에는 주실로 이어지는 통로

가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며, 단지 출입문 단면의 두께로 두 공간

사이를 구분하고 있다. 출입문은 측실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측실 전벽의 정가운데에 배치되어 있다. 이 측실들은 주실의

남·북벽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주실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을

이룬다. 따라서 승려들이 측실 내부에 앉았을 경우, 주실을 향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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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도 7. 아잔타 제15굴(좌)과 돈황 제285굴(우) 평면도

로 마주보게 되어 그 모습이 밖으로 노출될 것이다.62)

둘째, 벽화로 가득 찬 정방형의 넓은 주실과 내부에 설치된 불단

및 방형단이다. 주실은 평면 크기가 6.45×6.4m로 석굴 전체 면적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더욱이 중앙이 한 층 높게 되어있는

복두형 천정은 주실의 넓은 공간이 더욱 확대된 느낌을 준다.63) 주

실의 정벽(서벽)에는 아래 지면에서부터 65cm의 높이를 가지는 불

단(佛壇)이 마련되어 있다(도 32). 단 위에는 각각 주존과 협시 그리

고 선정비구상이 안치된 3기의 불감이 있으며, 그 주위에는 여러 존

상들이 벽 전체를 빼곡히 메우고 있다. 각 존상들의 크기와 공간 내

에서의 위치는 분명 중앙의 주존을 정점으로 위계적(位階的)인 질서

62) 돈황막고굴내용총록에 의하면, 흥미롭게도 남벽의 제2·3·4실의 내부 정벽에는

頭光과 背靠가, 북벽의 제1·2·3·4실의 내부 정벽에는 禪僧像 1구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게 그려져 있다고 한다. 펠리오도 역시 이 그림들의 존재

를 보고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 그림은 현재의 석회층 아래의 층에 그러져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돈황연구원에서는 이 그림들을 西魏 시기로 비정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까지 이 벽화를 서위 시기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 敦煌文物硏究所 編, 앞의 책(1982), p. 80; 耿昇, 앞의 책, p.

240.

63) 蕭默, 앞의 논문,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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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벽은 석굴 내에서 성소(聖所)의 역할

을 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실 한 가운데 바닥에는 배

례석(拜禮石)과 비슷한 형태의 방형단이 존재한다(도 8). 이러한 점

은 앞서 검토했던 다실 선굴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징이다. 서벽

의 존상과 방형단, 측실의 세 요소는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 놓여있

는 것으로 보인다.

근래에 들어 285굴의 넓은 정방형의 주실, 좌우 측실과 정면 불

감, 내부의 화려한 벽화와 같은 요소들은 5세기부터 인도에서 유행

한 후기 비하라굴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곤 했다(삽도

7).64) 기본적으로 인도의 비하라굴은 정방형의 넓은 중정(中庭)과 중

정의 가장자리를 따라 배치된 승방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잔타석굴

을 예로 들면, 조기(早期, 기원전 1세기)의 비하라굴은 소규모이고

내부 장식이 거의 없는 소박한 중정에 몇 기의 승방들이 배치된 것

임에 반해(도 33), 후기(5세기~)의 비하라굴은 규모가 크고 그 내부

가 화려한 벽화와 부조로 장식되었다(도 34).65) 무엇보다 후기 비하

라굴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중정의 후벽 중앙부에 승방 대신 불

상이 안치된 불당(佛堂)이 마련된 점이다. 이는 비하라굴에서도 불

상 봉안과 예불이 행해졌음을 시사한다(도 35).66) 야마베 노부요시

는 이 시기에 차이티야굴의 수가 매우 적은 현상을 지적하며, 비하

라굴이 예배 장소로 변모하여 차이티야굴의 성격을 대신했기 때문

으로 보았다.67)

64) 이러한 의견을 피력한 글들은 다음과 같다. 趙聲良, 앞의 논문, p. 5; 蕭默, 앞의

논문, p. 214; 山部能宜, 앞의 논문(2010), p. 792; 孫毅華·孫儒僩 主編, 앞의 책,

p. 43.

65) 이강근, 아잔타 石窟寺院의 건축 , 講座美術史 11(1998), pp. 176-180.
66) 불당은 그 평면구성 상 ‘전후 2실’의 형식이 가장 보편적이나, 그 외에도 ‘단실’

형, 불당 좌우에 측실을 둔 ‘3실’형, 불당 좌우에 불당을 추가로 마련한 형식이

있다. 이강근, 앞의 논문, pp. 178-179 참조.

67) 야마베는 한발 더 나아가 당시 승려들의 일상적인 선정 수행은 이러한 비하라

굴 이외의 야외나 근방의 소굴에서 행해졌을 것으로 보았다. 山部能宜, 앞의 논

문(2010), p.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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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을 고려하면 285굴도 인도 비하라굴이 일상적인 기거와

수행의 장소에서 의례적인 장소로 변화한 흐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세부적인 차이는 형태와

구조상의 영향 관계가 이념적이고 간접적인 것에 불과했음을 짐작

케 한다. 이는 인도의 후기 비하라굴이 285굴에 비해 규모가 상당히

크긴 하지만, 각 공간 구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으로 설

명이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도 후기 비하라굴은

승방의 규모에 비해 출입문이 상당히 좁고, 중정의 가장자리를 따라

배치된 열주가 중정과 승방의 영역을 구분 짓는다. 그리고 불상은

독립된 불당에 안치되어 있다. 인도 후기 비하라굴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큰 규모로 조영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승방과 불당

및 중정이 독립성을 띠는 영역들로 구성된 점은 이해할 만하다.68)

반면 285굴에서는 불당에 해당되는 공간이 불감과 불단으로서 서

벽 평면상에 구현되었고, 측실은 통로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이 단

지 넓은 출입문에 의해 주실과 직접 맞닿아 있다(삽도 8). 즉 주실·

불당·측실 간의 공간 상 경계가 더욱 모호해진 것이다. 남·북벽의

측실이 개방적인 성격의 공간임을 고려하면, 내부에 자리했을 승려

들 역시 주실에서 일어났을 활동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받았으리

라 생각된다. 여기에다 불단에 있는 존상들의 묵시적(默示的)인 시

선까지 더해진다면, 방형단이 있는 주실 공간의 주목성은 배가될 것

이다. 결국 285굴은 주실에서 일어나는 모종의 의례에 초점이 맞춰

지도록 설계된 구조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285굴이 지닌 본래의

기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주실 공간을 중심으로 불단과 방형단 그

68) 인도의 이러한 비하라굴은 당시 지상에 세워졌던 승원의 형태를 모방한 것으

로, 간다라(Gadhāra)의 탁실라(Taxila) 지역의 승원(monastery H)에는 승방 구

역의 중정을 노천 상태로 두지 않고 그 둘레에 벽을 쌓아 방을 만든 예도 존재

한다. 이 공간은 승려들의 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受戒나 布薩과 같은 의례가 행

해졌던 會堂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형, 간다라 미술(사계절,
2003),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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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도 8. 돈황 막고굴 제285굴 형제의 특징

리고 측실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하게 되는 의례를 설명하는 것이

관건이 되리라 생각한다.

한편 285굴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갖춘 다실 선굴은 1960년대 돈

황문물연구소의 막고굴 굴전건축유지(窟前建築遺址) 발굴조사에 의

해 발굴된 제487굴이다.69) 제487굴은 남구 중단의 저층에 위치한 제

제467굴, 제54굴, 제53굴 아래에 위치하며, 석굴 바깥의 지면은 현재

지표면에서 약 6.4m아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굴이 개착되어 사용

되던 당시에는 현재보다 지면의 고도가 훨씬 낮았음을 알 수 있

다.70) 이 굴은 발굴 당초부터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이미 개착 당

69) 제487굴은 1962년부터 시작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절벽 면에 대한 공사작업의

일환으로, 제55-61굴, 제100굴 에 이르는 길이 380m 구간의 시굴조사 때에 발견

된 석굴 중 하나이다. 공사작업의 개요에 대해서는 敦煌文物硏究所, 敦煌莫高窟

窟前建築遺址發掘簡記 , 文物(1978年 第12期), p. 47 참조.
70) 판위산(潘玉閃)은 막고굴 窟前 퇴적층의 고고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북위 이전

의 굴전 지면이 현재의 지표면으로부터 최대 14m아래(옛 강바닥)에 위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제487굴도 개착 당시에는 지면에서 상당한 높이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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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도 9. 돈황 막고굴 제487굴(좌)과 제285굴(우) 평면도

시의 모습이 아니었으며, 대략적인 형제만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에

불과했다(도 36, 37). 보고서에 의하면, 이 석굴은 평면상 횡으로 긴

장방형의 전실과 종으로 긴 장방형의 주실(8×6~6.6m)이 좁은 통로

에 의해 연결된 구조이다. 주실의 양 측벽에는 원래 8기였던 측실들

이 동쪽으로 치우친 채로 개착되었고, 주실 바닥의 중앙에서 서쪽으

로 조금 치우친 위치에 방형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71) 동·서 길

이가 1.5m가량 긴 주실의 평면 형태와 방형단과 측실의 배치, 감이

존재하는 않는 서벽 등의 부차적인 차이점을 제외하면, 석굴의 전체

적인 형제는 285굴과 상당히 유사하다(삽도 9). 특히 제487굴의 측

실(1.1×1.1~1.4×1.6m)과 방형단(2.6~7×2.6~9×0.3m)의 크기와 형태는

285굴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따라서 285굴의 방형단 역시 개착 당

시 계획된 구조에 속하는 건축 요소가 분명하다. 두 석굴이 공통적

벽 면에 위치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487굴 전실 서벽에 뚫려있는 10개의

대들보 구멍(梁孔)은 전실 앞에 窟檐式 목조건축 및 棧道가 세워졌던 사실을 증

명한다. 潘玉閃, 有關莫高窟外貌變遷的几個問題 , 敦煌硏究文集-敦煌石窟考古
篇, 敦煌硏究院 編(蘭州: 甘肅人民出版社, 2000), pp. 454-457. 이러한 목조건축

은 보다 높은 곳에 개착된 285굴에도 역시 적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71) 潘玉閃·馬世長, 莫高窟窟前殿遺址(北京: 文物出版社, 1985), pp. 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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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방형단과 측실이 결합된 형제를 보이는 점은 마찬가지로 이

두 석굴이 서로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72)

다시 말해, 제487굴 또한 일반적으로 승려들이 머무는 승방이라기보

다 그들이 수행한 의례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발굴 당시 석굴 전체 벽면에는 벽화와 상의 흔

적을 볼 수 없었으나, 석굴 내부를 메우고 있던 퇴적층에는 인자피

(人字披) 천정에서 떨어져 나온 벽화 잔편들이 발견되었다.73) 그 벽

화들은 천정에 있던 목조 결구를 모방한 니소(泥塑)의 표면에 그려

진 것으로서,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그 문양 및 인자피 천정과의 결

합 방식이 북위 시기 중심탑주식 석굴의 형태와 동일한 점을 지적

하여, 이 석굴 역시 대략 북위 시기에 개착된 것으로 판단했다.74)

그러나 마더(馬德)는 막고굴 절벽 면에 석굴이 개착되는 순서상의

규칙에 따라 북조 시기 석굴들의 시대를 구분한 결과, 제487굴은 북

위 시기가 아닌 서위 시기(원영이 돈황을 다스린 기간)로 비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75) 그에 의하면, 막고굴 북조 시기 석굴들은 북

72) 285굴의 서벽에 불감이 개착되어 있는 것과 달리, 제487굴의 서벽에는 감을 개

착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唐대에 들어서 이 석굴은 工匠들에 의해 개

조되어 작업장으로 사용되었고, 발굴 당시 석굴의 도처에는 이를 명확히 뒷받침

하는 유물과 흔적들이 남겨져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천정에서 탈락된 벽화 잔

편을 제외하면, 발견 당시 석굴의 모든 벽과 퇴적층에서는 원래의 상이나 벽화

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의 책, pp.

93-94. 즉 석굴의 최초 폐기 시점이 당대보다 더욱 빨랐거나, 늦어도 당대에는

석굴 내부를 장엄했던 벽화와 상이 모두 제거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석굴이 처음 완성되었을 때부터 서벽에는 불감이나

벽화가 없었다고 단정해버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73) 그것들은 土紅色의 표면에 백색의 垂三角紋이 그려진 泥塑椽, 菱形方格紋이 그

려진 泥塑挑檐枋, 蓮花化生圖案이 그려진 벽화 잔편으로, 당시 석굴 내부를 메우

고 있던 침적사석층(沈積沙石層, 제2층에 해당)의 윗부분에 깔린 모래 위에서

발견되었다. 敦煌文物硏究所, 앞의 논문, p. 51.

74) 돈황문물연구소에서는 제487굴의 개착 연대가 제251, 254, 257, 259굴과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다. 위의 논문, p. 53. 또한 판진스(樊錦詩), 마스창(馬世長), 꾸안

요우후이(關友惠)는 제251, 254, 257, 259굴과 제487굴을 북조 第2期 석굴

(465-500년 경)에 포함시키고 있다. 樊錦詩 外 2人, 敦煌莫高窟北朝石窟の時代

區分 ,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1, 敦煌文物硏究所 編(東京: 平凡社, 1981),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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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3굴이 위치한 십육국 시기 석굴군을 기준(중심축)으로 해서 남·

북(좌우)방향으로 석굴이 연이어 개착되어 가는 규칙성을 띤다. 즉

석굴의 위치가 남·북 방향으로 멀어질수록 개착 시기 역시 늦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막고굴의 절벽 면에 존재하는 북주 시기

이후의 석굴들을 배제하고 이 규칙을 적용해 볼 때, 285굴은 제487

굴의 북쪽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2기의 석굴들이 개착

된 시기도 매우 가까웠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285굴과 제487굴은 절벽면상의 위치, 개착 시기, 석굴의

형제상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된다. 막고굴에서 단 2기밖

에 존재하지 않는 매우 특수한 형제의 석굴이 이 시기에 갑작스레

출현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면에는 당

시 막고굴의 불교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황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

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특히 285굴은 538년, 539년이라는 연대를 통해 원영이 과주자사로

재임했던 시기에 개착된 것이다. 이는 무주성력이군막고굴불감비
(武周聖曆李君莫高窟佛龕碑)(이하 이군불감비)에 등장하는 동양왕

이 수건(修建)한 ‘일대굴(一大窟)’이 285굴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근

래 연구자들의 일치된 견해의 시발점이 되었다(도 38).76) 그 외에도

285굴은 대굴에 비견되는 규모를 가지며, 풍부한 내용의 벽화와 상

은 기존 막고굴에서 볼 수 없었던 중원양식으로 그려져 있어 원영

이 낙양에서 돈황으로 파견되었을 당시 새롭게 유입된 영향으로 볼

수 있다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한다.77) 일대굴이 지칭하는 대상이

75) 그는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북위 시기의 굴로 인정되던 제248굴이 근래에 들어

석굴 내용의 고찰을 통해 서위 시기로 새롭게 비정된 사례를 근거로 들어 이

시기구분법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있다. 馬德, 앞의 책, pp. 63-67 참조.      
76) “또한 자사인 건평공 동양왕이라는 자가 있어 각각 하나의 대굴을 수건하였

다.” “…復有刺史建平公東陽王等 各修一大窟…” 해당 원문과 해석은 다음 자료

를 참고하였다. 宿白, 《武周聖曆李君莫高窟佛龕碑》合校 , 中國石窟寺硏究
(北京: 文物出版社, 1996), p. 265; 나가사와 카즈토시, 돈황의 역사와 문화: 문

명의 십자로 실크로드의 요충, 민병훈 옮김(사계절, 2010), pp. 139-140.
77) 일대굴이 285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 견해에 관해서는 賀世哲, 從供養人題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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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굴인지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학자들의 이러한 견해는 285굴이

북조 후기의 여타 석굴들과는 일견에 차별될 정도로 특수하면서도

높은 예술 수준을 가진 종교적 공간임을 피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看莫高窟部分洞窟的營建年代 , 敦煌莫高窟供養人題記, 敦煌硏究院 編(北京: 文

物出版社, 1986), pp. 197-198; 段文傑, 第285窟からみた中國と西方藝術との交流

, 敦煌石窟-莫高窟 第二八五窟, 大沼 淳, 樊錦詩 監修(東京: 文化学園ㆍ文化出

版局, 2001), p. 38 참조. 반면 수바이는 원영이 개착한 대굴이 제249굴일 것으로

주장했다. 그는 藏經洞에서 출토된 원영이 발원한 寫經 刊記의 내용과 제249굴

의 주요 제재 사이의 관련성을 고찰한 결과, 석굴과 간기의 내용 모두 天王을

위해 발원한 공통점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宿白, 東陽王與建平公(二稿) , 
中國石窟寺硏究(北京: 文物出版社, 1996), pp. 249-2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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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285굴에 내포된 선정 사상의 재고

1. 아란야로 창건된 돈황 막고굴

앞서 거론한 이군불감비(李君佛龕碑)는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막고굴에 관한 가장 이른 시기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료(史料)이

다.78) 이 비는 원래 막고굴 제332굴 전실 서벽 남측에 있었던 것으

로, 무주(武周) 성력(聖曆) 원년(698)에 이회양(李懷讓)이 이 굴을 수

리할 때 세운 것이다.79)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진(前秦)의 건원(建元) 2년(366) 막고굴에는 사문 낙준(樂僔)이라

는 자가 있었다. 그는 계행(戒行)이 깨끗하고 심성도 명리를 탐내지 않

았으며 고요하고 평온하였다. 숲과 들을 찾아다니며 여행하기를 즐겼

던 그가 때마침 이 산을 찾았다가 홀연히 금색의 빛을 보고 천불이 있

는 것이 아닐까 직감했다. 마침내 공중의 낭떠러지를 파서 감실을 조

영했다. 이어서 법량선사(法良禪師)라는 자가 동방에서 이곳을 찾아왔

다. 그 또한 낙준의 굴 옆에 (석굴을) 조영했다. 이곳에 가람이 조영된

것은 이 두 승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80)

78) 이 비문보다 후대의 기록인 莫高窟記(815년, P. 3720)와 沙州土鏡(949년, P.
2691)에는 막고굴의 창건연대를 366년보다 올려다보게 하는 기사[索靖의 題壁과

永和9년의 건굴]가 존재한다. 수바이는 이 두 기사가 그 이전의 어떤 문헌에서

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宿白, 敦

煌莫高窟早期洞窟雜考 , 中國石窟寺硏究(北京: 文物出版社, 1996), pp. 214-215.
索靖의 題壁에 관해서는 주84 참조.

79) 이 비의 내용은 淸 嘉慶25년(1820)년에 막고굴을 방문한 徐松의 西域水道記
의해 세상에 처음 소개되었다. 하지만 1823년에 東干族의 반란으로 인해 비의

상부는 완전히 소실되었고, 나머지 편들은 현재 돈황연구원에 소장되어있다. 다

행히도 1932년에 파리를 방문한 王重民은 이 비의 내용이 太上業報因緣經 卷
3 殘卷(P. 2551)의 배면에 주서로 기록되어있는 것을 발견해 학계에 보고했다.

현재는 원래의 비석과 이 주서를 비교하여 전문이 대부분 복원된 상태이다. 宿

白, 앞의 책, pp. 262-269.

80) “莫高窟者 厥前秦建元二年 有沙門樂僔 戒行淸虛 執心恬靜 當杖錫林野 行至此山

忽見金光 狀有千佛 遂架空鑿嶮 造窟一龕 次有法良禪師 從東屆此 又於僔師窟側

更 卽營建伽藍之起 濫觴於二僧” 해당 원문은 위의 책, p. 265 참조. 한글 해석은

나가사와 카즈토시, 앞의 책, pp. 139-140을 토대로 했으나, 빠진 글자나 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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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명문에서는 막고굴이 366년에 낙준이라는 승려와 동쪽에서 온

법량선사에 의해 선정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창건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막고굴 제156굴 전실 북벽에 묵서로 쓰여진 막고굴기(莫高
窟記)에서도 이군불감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사한 기록이

있다(도 39).81)

…진의 건원 시기에 사문 낙준이라는 사람이 지팡이를 끌며 서쪽을 여

행하다가 이 땅에 도달해 그 산을 순례하였는데, 금빛으로 된 천불과

같은 모습을 보았다. 마침내 공중의 바위를 파서, 크게 감상(龕像)을

지었다. 이어서 법량선사가 동방에서 찾아왔다….82)

이는 이군불감비보다 간략화 되었으나 기본 내용은 서로 일치한

다.

이 두 사료에는 선정 수행처로서의 성격 외에도 막고굴의 시원적

(始原的)인 모습에 관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단서들이 포함되어 있

다. 첫째, 낙준이 이곳을 찾았을 때 금빛으로 된 천불과 같은 모습

을 보았다는 것은 승려가 선정에 들었을 때 눈앞에 나타나는 일종

의 관상(觀想, visualization)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

다.83) 그러한 체험이 석굴 개착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는 내용은

적어도 이 이야기가 처음으로 돈황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될 때부터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부분에 한해서는 필자의 해석을 가미하였다.

81) 굴에 잔존하는 이 기록은 唐 咸通6년(865)의 연대를 가리키고 있어, 이군불감
비가 세워진 지 167년이 지난 뒤에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석굴에 남겨진

묵서는 현재 대부분이 박락된 상태로 전문을 해독할 수 없으나, 펠리오의 사본

중에 원래 기록과 동일한 莫高窟記(P. 3720)가 있어 대부분 판독이 가능하다.

岡崎敬, 絲綢之路と敦煌莫高窟-４, ５世紀を中心として ,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1, 敦煌文物硏究所 編(東京: 平凡社, 1981), pp. 216-217.
82) “秦建元之世 有沙門樂僔 杖錫西遊至此 巡禮其山 見金光如千佛之狀 遂架空☐
(鐫)巖 大造龕像 次有法良禪師東來…” 해당 원문은 賀世哲, 앞의 책, p. 1에 수록

된 것을 따랐다. 한글 해석은 나가사와 카즈토시, 앞의 책, pp. 140-141을 바탕

으로 하여, 원문의 의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부분은 수정했다.

83) 賀世哲, 앞의 책,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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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고굴의 지위를 선정 수행을 위한 영적인 성지(聖地)로서 격상시키

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84) 둘째, 낙준과 법량이

개착한 최초의 석굴은 지면이 아닌 높은 곳에 위치하였던 것이 분

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막고굴의 창건 시에 석굴 앞의 지면이 현재

지면보다 최대 14m아래였다는 사실은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굴로 여겨지는 제268굴과 제498굴 역시 당시에는 현재보다 훨씬 높

은 곳에 위치했다는 것을 알려준다.85)

창건 당시 막고굴은 소수의 승려들에 의한 소규모의 선정 수행처

였다. 그들이 이곳을 수행처로 삼은 데에는 막고굴이 무엇보다 선정

수행처로서 이상적인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와 관련하여, 불교 문헌에서는 수행승들이 선정 수행을 하기에 적합

한 장소를 가리켜 아란야(阿蘭若, araṇya)라고 한다.86) 아란야는 기

본적으로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의 산림이나 숲속과 같은 고요

한 수행처를 의미하지만, 지역 재가신도들의 공양을 받기 위해서 촌

락과 비교적 가까운 곳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동시에 지닌다.87) 즉

세속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 위치한 적정처로서의 입지 조

84) 샤프는 이 두 사료의 구절 중에서 특히 ‘伽藍(saṃghârāma)’이라는 용어에 주목

하여, 가람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두 사료의 저자가 막고굴을 승려가 거주하는

僧院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았다. Robert Sharf, 앞의 논문, p.

51.

85) 막고굴 窟前 퇴적층의 고고학적 조사에 대해서는 주67 참조. 제268굴의 개착

시기에 관한 허스저의 견해는 주37 참조. 마더는 1960년대에 발굴된 제489굴이

현존하는 석굴들 중에서 가장 낮은 높이에 위치한다는 것을 주요한 근거로 삼

아 이 굴이 막고굴 역사상 최초의 선굴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馬德, 앞

의 책, p. 52.

86) 阿蘭若는 araṇya의 음역이며 다르게는 阿練若, 阿蘭那, 阿蘭拏 등으로도 쓰이

며, 줄여서 蘭若 또는 練若이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는 原野나 荒地를 포함한

森林을 의미하지만, 불교에서는 촌락과 가깝지 않으면서도 또한 멀지도 않은 수

행을 하기 위한 적합한 장소를 지칭한다. 보다 포괄적으로는 수행에 적합한 閑

處로 수행승이 머무는 庵子 또는 小房을 의미하기도 한다. 望月信亨, 阿蘭若處

, 앞의 책, p. 100a; 中村元, 앞의 책, p. 11 참조.

87) James Robson, “Neither too far, nor too near: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of Buddhist monasteries in medieval Chiana and Japan,” Buddhist
Monasticism in East Asia: P laces of P ractice. eds. Benn, James, Lori Meeks,
and James Robson (London: Routledge, 2009), p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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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이른 시기에 막고굴이 처해 있던 주변 환경과도 잘 들어맞는

다는 점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줄곧 지적되어 왔다.88) 돈황에

서 동남쪽으로 2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앞으로는 대천하(大泉河)

가 흐르는 명사산(鳴沙山) 기슭에 자리 잡은 막고굴 일대는 확실히

6세기 이전까지는 승려들의 선정 수행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

고 있었다.

막고굴은 창건된 지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란야처라는 본연

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갔던 듯하다. 장경동(藏經洞)에서 발견된 유
부계경(有部戒經)(S. 797) 말미의 간기(刊記)에는 서량(西涼) 시기

에 막고굴로 보이는 곳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도 40).89)

건초(建初) 원년 을사(405) 12월 5일 술시(戌時)에 비구 덕우(德祐)는

돈황성(敦煌城) 남쪽에서 화상 법성(法性), 계사 보혜(寶慧), 교사 혜영

(惠頴)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그때 계장(戒場)에 모였던 도보(道輔)와

혜어(惠御)를 비롯한 12명과 함께 하안거(夏安居)에 들어갔다…90)

방위상으로 막고굴은 서량 시기 돈황성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이 문

88) 선정 수행처로서 석굴의 입지 조건에 관한 논의는 1962년에 완성한 리우후이다

(劉慧達)의 北魏石窟與禪 에서 처음 다루어졌다. 그는 중국의 중원과 서북지방

에 있는 조기의 많은 석굴들이 번화한 城市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에 위치하며,

부근에는 산천이 흐르는 지리환경상의 공통점이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劉慧達,

北魏石窟與禪 , 中國石窟寺硏究, 宿白(北京: 文物出版社, 1996), pp. 332-334 참
조.

89) 이 유서는 책머리가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 및 역자 등을 알 수 없으며,

본문 역시 4波羅夷法 중간까지 탈락되어 있다.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는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說一切有部 계통의 戒本(十誦戒本)이 확실하며, 廣

律이 번역되기 이전의 불완전본으로서 전해진 것으로 한역 시기는 대략

265-360년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율장연구,
박용길 옮김(토방, 1995), pp. 181-189 참조.

90) “建初元年歲在乙巳十二月五日戌時 比丘德祐於敦煌城南受具戒 和上僧法性 戒師

寶慧 敎師惠頴 時同戒場者 道輔惠御等十二人 到夏安居…” 묵서 刊記의 원문과

해석은 Giles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Lionel Giles, “Dated Chinese Manuscripts

in the Stein Collection,”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Studies 7, no.
4(1935), pp. 810-811 참조.



39

서가 장경동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은 기재된 ‘돈황성 남쪽’이라는 위

치가 막고굴을 지칭할 가능성을 높인다.91) 만약 그러한 추정이 사실

이라면 당시 막고굴은 돈황 지역 승려들의 하안거 장소로 기능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92) 안거(安居, vārṣika)란 기본적으로 고정된 주

거지가 없이 유행(遊行) 생활에 의존하는 승려들이 비가 많이 오는

3개월 동안에는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채 한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

을 의미한다.93) 그 장소는 일시적으로 기거하기 위한 오두막(hut)이

나 석굴과 같은 곳이 주로 선택되었고, 승려들은 안거 기간 동안 경

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재가신자들의 공양에 전적으로 의지하

는 것이 통례였다.94)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당시 막

고굴의 환경은 돈황 지역에서 가장 이상적인 하안거 성지로 손색이

없었을 것이다.95)

중국에서 하안거의 실천은 설일체유부(說一切有部, Sarvāstivādin)

의 십송율(十誦律)과 법장부(法藏部, Dharmagupta)의 사분율(四
分律) 등의 광율(廣律)이 전해져 번역된 것과 관련이 있다.96) 율장

(律藏) 속에서 안거의 규율은 승단이 집단으로 활동할 경우의 예식

(禮式)을 정리한 건도(犍度, skandha)에 포함되어 있다. 이 유부계
91) 賀世哲, 앞의 책, p. 12. 참고로 막고굴기의 서두와 集神州三寶感通錄, 北
涼沮渠丈六石像現相緣 에는 막고굴의 위치를 각각 “사주성 동남쪽 25리[右在州

東南廿五里]”, “사주 동남쪽 30리[沙州東南三十里]”로 기록하고 있다. 유부계경
과 마찬가지로 막고굴이 성의 남쪽에 위치한다는 서술 방식은 참고할 만하다.

옛 돈황성에 관한 연구로는 蕭默, 앞의 책, pp. 281-288 참조.

92) Stanley K. Abe, “Mogao Cave 254: A Case Study in Early Chinese Buddhist

Art,"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89), p. 91.

93) 安居(vārṣika)란 비를 의미하는 varṣa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의역으로는 夏行,

夏書, 夏經, 夏斷, 夏籠, 坐夏, 坐臘 등으로 쓰인다. 안거의 체제는 인도 고대 전

통종교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불교도는 4월15일(또는 5월 15일)부터 3개월간

雨期의 영향으로 동굴이나 사원과 같은 고정된 장소에서 수행에 전념하였다. 이

것을 雨安居라고 하며, 안거는 그것의 약자이다. 望月信亨, 安居 , 앞의 책, p.

79c; 中村元, 앞의 책, p. 23c 참조.

94)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원시불교의 연구-교단조직의 원형, 釋慧能 옮김(민

족사, 2003), pp. 334-335.

95) 賀世哲, 앞의 책, p. 12.

96) 湛如, 敦煌佛敎律儀制度硏究(北京: 中華書局, 2011), pp.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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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개인에 대한 금지 조목을 집성한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prātimokṣa)이기 때문에 당시 돈황의 승려들이 어떤 것에 의거하여

하안거와 수계의식을 거행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어쨌거나 해당 간기

의 내용만을 받아들이면, 막고굴은 5세기에 접어들어 소수의 승려들

이 개인적으로 기거한 선정 수행처에서 승려 집단에 의해 지정된

선정 수행처로 발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97)

5세기 전반기의 돈황은 세 차례의 큰 참화를 입게 된다.98) 장기간

에 걸친 돈황 지역의 불안한 정세는 오히려 불교가 지역민들 속으

로 깊이 스며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4세기 중반부터 돈황에는

불교도들이 급증했으며, 그 중에는 두타행에 뛰어난 고승들도 출현

했다.99) 특히 5세기부터 인도와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승려들 중에

는 선학에 뛰어난 고승들이 많았다. 그들에 의한 선정의 지속적인

유입은 하서(河西) 지역에서 선정 수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100) 명승전초(名僧傳抄)와 고승전(高僧傳)에 수

97) 한편 法顯은 400년에 張掖에서 동료들과 함께 하안거를 마친 뒤, 돈황에 도착

해 약 한달 동안 체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법기에서 막고굴에 대한 어

떠한 언급도 남기지 않았다. 해당 부분은 高僧法顯傳 T2085, 51:857a12-15. 아
베는 이 부분을 지적하며, 당시의 막고굴은 돈황 불교의 중심이 아닌 지엽적인

장소였을 것으로 파악했다. Stanley K. Abe, 앞의 논문, p. 90.

98) 세 차례의 참화는 첫째 405년에 西涼의 李暠가 주천으로 천도했을 때 돈황인 1

만3천호를 강제로 이주시킨 사건, 둘째 421년에 北涼의 沮渠蒙遜이 돈황을 함락

시킬 때 돈황인들을 도륙한 사건, 셋째 441년부터 북위가 돈황을 공격했을 때

沮渠無諱가 돈황을 포기하고 돈황인 1만호와 함께 高昌으로 달아난 사건을 말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宿白, 兩漢魏晉南北朝時期的敦煌 , 中國石窟寺
硏究(北京: 文物出版社, 1996), pp. 234-235 참조.

99) 高僧傳 卷9 單道開傳, T2059, 50:387b-387c; 高僧傳 卷11 竺曇猷傳, T2059,
50:395c-396b.

100) 須藤弘敏, 禪定比丘圖像と敦煌第二八五窟 , 佛敎藝術 183 (1989), p. 16. 한
편 이군불감비에서 막고굴의 개창자로 등장하는 낙준과 법량은 구체적인 출

신지가 나타나있지 않은 채 동쪽(中原)에서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일

반적으로 서쪽에서 중앙아시아를 경유하여 중국으로 전해진 것으로 인정되는

선학(禪學) 및 석굴 양식의 전파 루트와는 상치되는 것이다. 나가사와 카즈토시

역시 이군불감비의 저자가 돈황을 찾아온 서역승들의 존재를 제쳐두고 낙준

과 법량을 막고굴의 창건자로 여긴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관해

서는 나가사와 카즈토시, 앞의 책, pp. 140-1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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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된 5세기 전반의 돈황 출신 및 돈황에서 활동한 승려들의 전기는

선업(禪業)이 매우 성행했던 당시의 돈황 불교의 일면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101)

십육국(十六國) 중 북량(北涼)의 저거몽손(沮渠蒙遜)은 특히 불교

에 심취하였으며, 선업을 중시했다.102) 북량 지배 하에 있던 당시 돈

황의 불교는 이전에 비해 한 단계 높이 발전했으며, 막고굴은 더욱

왕성하게 개착되었다. 집신주삼보감통록(集神州三寶感通錄)권 중

북량저거장륙석상현상연(北涼沮渠丈六石像現相緣) 에는 막고굴에

대해 “지금의 사주(沙州) 동남쪽 30리 되는 곳에 있는 삼위산(三危

山)으로 절벽의 높이가 2리이다. 불상 280구가 모셔져 있는 감실(龕

室)에서는 자주 방광(放光)을 한다고 한다103)”고 기록하고 있다.104)

감통록이라는 글의 성격상 이 기록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저거몽손이 조성한 장륙석상(丈六石像)의 이야기를

이 지역과 연관시킨 점은 당시의 막고굴이 일정 부분 북량정권의

후원 하에 개착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105)

101) 名僧傳抄 第20 釋道韶傳, X1523, 77:355b-c; 名僧傳抄 第20 釋惠欖傳,
X1523, 77:356a(高僧傳 卷11, T2059, 50:399a); 名僧傳抄 第24 釋道法傳,
X1523, 77:358a(高僧傳 卷11, T2059, 50:399b); 高僧傳 卷3 曇摩密多傳,
T3059, 50:342c-343a.

102) 아베는 담무참(曇無讖, Dharmakṣema, 385-433)을 구심점으로 하여 5세기에

하서지역에서 유행한 실천적인 불교를 ‘양주불교(涼州佛敎)’로 정의했다. 이것은

선과 관의 유행, 이러한 수행을 돕기 위한 상의 이용, 주술(呪術)의 사용, 업보

(業報)의 강조라는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성격의 불교가 막고굴에

서도 매우 강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석굴의 기능을 해

석했다. Stanley K. Abe, “Art and Practice in a Fifth-Century Chinese

Buddhist Cave Temple,” Ars Orientalis, Vol. 20 (1990), pp. 2-4.
103) “今沙州東南三十里三危山(卽流四凶之地)崖高二里 佛像二百八十 龕光相亟發” 
集神州三寶感通錄 卷中 北涼沮渠丈六石像現相緣 T2106, 52:418a24-26. 이 내

용은 法苑珠林 卷13의 北涼河西王蒙遜條 에도 기록되어 있다.

104) 그런데 이 기록은 ‘지금’이라는 글자가 문두에 있기 때문에 저자인 도선(道宣,

596-667)의 생전에 막고굴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아닐지 의문이다. 반면 아베는

이 구절의 내용이 북량 시기 막고굴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Stanley K. Abe, 앞의 논문(1989), p. 87.

105) 북량 시기에 개착된 막고굴 현존 석굴로는 제268굴, 제272굴, 제275굴이 유일

하다. 이 북량 3굴에 대해서는 2장 1절의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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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위가 북량을 멸망시키고 돈황에 군진을 설치하면서 돈

황의 정세는 복잡해져 갔다. 결정적인 문제는 당시 북방에서 세력을

크게 확장한 유연(柔然)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 있었다. 이와 관련하

여 막고굴의 현존 석굴들 중 5세기 중엽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을 지

닌 굴을 찾기 힘든 사실은 분명 우연이 아니다.106) 돈황의 불안한

정세는 480년대에 들어 유연의 세력이 약해짐에 따라 점차 회복되

어 갔다. 대량으로 조성된 현존 조기 석굴들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출현한 것이다.107)

본래 승려들의 수행을 목적으로 개창되었던 막고굴은 6세기에 접

어들어 승려와 재가신자들의 공덕(功德)을 기리는 석굴을 개착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해갔다. 더욱이 불교에 호의적인 유력한 후원자의

등장은 막고굴 석굴 개착을 보다 빠르고 동시다발적으로 재촉시키

는 결과를 가져왔다.108) 수·당대에 들어 더욱 고조된 이러한 흐름은

적정처였던 막고굴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왕슈칭(王書

慶)과 양푸쉐(楊富學)는 그러한 대량의 건설공사가 승려들의 선정

수행에 방해가 되었고, 그로 인해 막고굴 남구에서 수행하던 많은

승려들이 북구로 모여들게 되었을 것으로 주장한다.109)

285굴이 개착되었던 6세기 전반의 막고굴의 상황은 분명 그러한

변화의 과도기에 있었다. 남구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비하라식 석굴

인 285굴이 이때에 개착되었다는 사실은 이 굴을 선정 수행을 위한

공간으로만 볼 수 없다는 필자의 견해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106) 5세기 중엽 돈황의 정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宿白, 앞의 책, pp.

240-241 참조.

107) 위의 책, p. 242.

108) 현존 막고굴 남구 석굴군 중 5세기로 편년되는 석굴은 모두 11기이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14년마다 1기의 석굴이 개착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석굴 수를

현존하는 석굴 수만으로 상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5세기 막고굴의 개착 속

도는 이후에 비해 분명 더딘 편이었다고 생각된다. 王書慶·楊富學, 앞의 논문, p.

312.

109) 위의 논문, pp. 3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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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85굴의 선정비구 도상

기존 학계에서 285굴을 선정 수행과 관련된 공간으로 여기게 된

데에는 주실 남·북벽 8기의 측실과 서벽 양측 감에 각각 안치된 총

2기의 소조선정비구좌상 외에도, 복두형 천정의 기저부(基底部)에

일렬로 그려진 총 35구의 선정비구도가 중요한 근거로 참고 되었다.

이 상과 벽화들은 이 굴의 기능이 선정 수행임을 알려주는 핵심적

인 표지로서 이 굴의 성격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110) 그

러나 각 도상의 세부와 그것들이 석굴 내부에 배치된 상황을 구체

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와 유사한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희소한 것

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85굴의 선정비구 도상은 선정 수행 중의 모

습보다도 수행으로 얻어진 성자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보다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오히려 285굴이 다른 선굴과 차별되는

공간임을 역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 도상들

을 다른 석굴에 있는 유사한 작례와 비교하여 그 특수성을 추출해

낸 뒤, 석굴 전체의 시각적 프로그램이라는 틀 속에서 그것들이 차

지하는 의미와 기능을 탐색해 보려 한다.

먼저 서벽 양측(남·북)의 소감 내에는 각각 1구의 소조선정비구좌

상이 안치되어 있다(도 41, 42). 이 상들은 불보살상이 있는 중앙 대

감이 아닌 독립된 감에 안치되어 있어 존상의 구성 또한 매우 독특

하다.111) 선정인(禪定印)을 결하고 고개를 약간 숙인 듯이 표현된 상

은 백납가사(百衲袈裟)를 입고 있으며, 가사는 얼굴과 목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분을 가리고 있다.112) 상의 뒤편에는 화염을 표현한

110) 須藤弘敏, 앞의 논문, pp. 11-28; 八木春生, 敦煌莫高窟第二八五窟壁畵に關す

る一考察 , 中國佛敎美術と漢民族化: 北魏時代後期を中心として(京都: 法藏館,
2004), pp. 236-263.

111) 285굴 서벽 불단의 존상 구성은 분명 북위 시기의 1불 2보살의 구성이나, 중

앙의 대형 감에 阿難과 迦葉이 추가된 北周 시기의 5존형식과도 차이를 보인다.

段文傑, 早期の敦煌莫高窟藝術 ,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1, 敦煌文物硏究所 編

(東京: 平凡社, 1981), pp. 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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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두광과 역삼각형의 배고(背靠)를 그려 넣었다. 그 좌우에는 역

시 두광을 갖춘 4구의 비구가 시립하고 있다. 감의 천정에는 화개

(花蓋)와 2구의 비천(飛天)이 그려져 있다.113) 현재 우측 감의 비구

상은 머리가 소실되었지만, 펠리오가 조사하던 당시에는 머리가 남

아 있었다. 현재 연화(蓮華)로 표현된 두 상의 대좌 또한 당시에는

방형좌(方形座)로 되어 있었다(도 43, 44).114) 사사키 리츠코(佐々木

律子)는 원형 두광과 배고, 그리고 방형좌라는 요소가 막고굴 북량

시기 소조교각보살상(塑造交脚菩薩像)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며 두 상 역시 그러한 요소를 차용한 것으로 보았다(도 45).115) 이러

한 점에서 이 상은 존명(尊名)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존격

(尊格)을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116)

그리고 복두형 천정의 하단에는 천정의 4면을 한 바퀴 둘러 그려

진 총 35구의 선정비구가 존재한다. 그들은 군데군데 일렬로 배치된

초려(草廬) 내부에서 좌선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117) 배경에는 천정

112) 두부가 남아있는 좌측 상은 가사를 머리에 뒤집어쓴 형태(覆頭衣)으로 표현되

었는데, 이러한 도상은 중앙아시아 이서 지역의 선정비구상에서는 전혀 발견되

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돈황석굴, 雲岡石窟, 일본 奈良 法隆寺에는 복두의를 착

용한 선정비구상이 다수 발견된다. 수도는 복두의를 입은 선정비구 도상이 북위

이전부터 선정이 매우 번성했던 하서에서 성립되었을 것이며, 그것은 당시에 석

굴 등지에서 실제 수행했던 승려들의 모습을 참조하여 조형화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須藤弘敏, 앞의 논문, pp. 16-17; 同, 法隆寺金堂舊壁畵 傳山中羅漢圖

について , 日本美術の水脈, 辻惟雄先生還曆記念會 編(東京: ぺりかん社,

1993), pp. 236-237.

113) 段文傑, 앞의 논문(2001), p. 40.

114) Paul Pelliot, 앞의 책(1921), pl. CCLXIV. 사사키 리츠코(佐々木律子)는 당시

남아있던 우측 상의 얼굴이 노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좌측의 청년

비구상과 대비시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존명에 대해서는 대답

을 회피하고 있다. 佐々木律子, 敦煌莫高窟第285窟西壁内容解釈試論 , 美術史
141(1997), p. 134.

115) 그는 이 상들이 단지 미륵보살상의 요소가 채용된 것을 넘어 미륵과 동질의

성격이 부과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위의 논문, pp. 134-135.

116) 참고로 로드릭 위트필드는 좌측 감의 비구상 뒤에서 손바닥으로 散花를 받고

있는 듯이 그려진 비구가 維摩經에서 꽃을 털어내는 舍利弗을 가리킬 가능성

을 제기하였다. 로드릭 위트필드, 앞의 책, pp. 286-287.

117) 기존 연구자들은 이 감실을 ‘草廬’ 또는 ‘석굴’로 칭했으며, 이것들이 주실의

측실을 연상시킨다는 점에 주목했다. 석굴로 본 연구는 劉慧達, 앞의 논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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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가장자리를 따라 펼쳐진 산악문 속에 여러 야생동물들이 뛰

어다니는 대자연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도 46). 선정비구가 있는

산악 위로 광활하게 펼쳐진 천정의 흰 바탕에는 보주(寶珠), 연화(蓮

花), 비천과 같은 불교도상과 복희(伏羲), 여와(女媧), 오획(烏獲), 벽

전(霹電), 비렴(飛廉) 등의 한족(漢族) 전통의 신선(神仙)과 신수(神

獸) 도상이 함께 그려져 있다(도 47).118) 두안원제(段文傑)의 지적처

럼, 285굴의 복두형 천정 형식과 그곳에 그려진 신수우인(神獸羽人)

과 산악 도상은 주천(酒泉) 정가갑(丁家閘)의 십육국벽화묘(十六國壁

畵墓)와 매우 유사하다.119) 또한 낙양(洛陽)에서 출토된 북위 말의

〈이주습묘지(爾朱襲墓誌)〉나 〈전하출토석관(瀍河出土石棺)〉등에

는 285굴과 유사한 신수와 불교적 도상이 혼재되어 있어 520년대

낙양에서 유행했던 묘장미술의 영향도 감지된다.120)

285굴 천정의 선정비구도 및 산악문의 구성과 배치는 시각적인

구조 속에서 천궁기악(天宮伎樂)이나 중앙아시아의 선정비구도와 석

굴 내 비슷한 위치에 그려졌으나, 그러한 예를 직접적으로 따르지는

않았다. 첫째, 키질 초기 석굴(5-6세기)에 보이는 선정비구도는 종으

로 긴 권형 천정의 하연부에 산악문과 함께 그려져 있어 285굴의

예와 비교된다. 그러나 285굴의 비구들은 초려 속에서 정면을 향해

앉아있지만, 키질의 예는 대부분이 산림 노지에 앉아 있으며, 옆으

로 앉은 비구들도 표현되어 있다.121) 이러한 점은 석굴 공간상 선정

334; 段文傑, 앞의 논문(2001), p. 47; 초려로 본 연구는 宿白, 앞의 책, pp.

207-208 참조.

118) 문헌자료를 통해 천정에 그려진 각 도상의 의미와 천정 벽화의 세계관을 고찰

한 논문은 장지영, 敦煌 莫高窟 제249·285굴 窟頂의 神仙·神獸圖 硏究 ,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1996) 참조.

119) 段文傑, 앞의 논문(1981), pp. 191-192.

120) 田林 啓, 敦煌莫高窟第249窟 第285窟天井壁画の制作過程について: 魏晋南北朝

時代における墓葬美術との関係を中心に (未刊稿) 第61回 美術史学会全国大会

發表資料(2008.6); 同, 敦煌莫高窟第285窟の佛敎世界について-天井壁畵を中心と

して , 美術史 170(2011), pp. 233-238.
121) 須藤弘敏, 앞의 논문(1993), p. 243. 그륀베델에 의하면, 焉耆의 錫格沁

(Shikshin) 선굴 주실(통로) 제2단 벽에는 조사 당시 염견과 초려를 갖춘 총 4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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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 도상의 배치와 산악문이 결합된 도상의 구성에서 285굴의 그

것과 유사한 전통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양자 사이의 직접적

인 영향 관계는 찾기 어렵다.

둘째, 쿠차 지역의 석굴들에서 창안된 것으로 보이는 천궁기악도

는 키질 석굴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석굴들의 경우 종으로 긴 권형

천정과 좌·우벽이 만나는 지점에 주로 그려졌다(도 48).122) 막고굴의

경우 천궁기악은 북조 제2기(북위 시기) 석굴들에서부터 시작되어,

285굴이 속한 제3기(서위 시기)까지 계속해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제254굴(제2기)과 제288굴(제3기)에서는 천궁기악이 천정과 접한 벽

면 최상단에 띠를 두르듯이 그려졌으나 산악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

다(도 49). 반면 285굴과 더불어 막고굴에서 산악이 그려진 유일한

예는 제3기에 속하는 제249굴이다(도 50).123) 이 굴은 정방형에 가까

운 평면 형태에 복두형 천정을 가진 석굴로 천정 4면의 하단에 선

정비구도가 없이 단지 산악문이 그려졌고, 벽면 최상단에는 천궁기

악이 그려져 있다. 즉 양자는 천정과 벽의 경계선을 두고 연접하고

있다. 반면 285굴 산악문 사이에는 선정비구도가 있는 초려가 일정

한 간격으로 그려져 있다.124) 그리고 북조 시기 석굴 벽면 최상단

의 아라한도가 남아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종권형의 천정에는 키질의 예와 비슷

한 양식의 산악이 그려져 있었다고 전한다. 이에 대해서는 Ⅱ장 주601 참조.

122) 천궁기악은 忉利天(Trāyastriṃśa) 또는 兜率天(Tuṣita)의 아름다운 장면을 나

타낸 것으로 쿠차 지역의 석굴에서는 시기상 두 종류의 천궁기악이 표현되었다.

이른 시기의 것은 발코니의 중심에 기악을 동반한 부처 또는 미륵이 그려지며,

후기의 것은 중심주 석굴의 주실 양 측벽 상단에 기악천만이 그려진다. Huo

Xuchu, “The Artistic Pattern of the Kizil Caves and Its Influence on Other

Sites,” Turfan Revisited: The F irst Century of Research into the Arts and
Cultures of the Silk Road, Desmond Durkin, eds. (Berlin: Reimer, 2004), p.
132.

123) 제작자의 관점에서 285굴과 제249굴의 천정을 비교·고찰한 연구는 다음과 같

다. 八木春生, 앞의 논문, pp. 249-254; 田林 啓, 앞의 논문(2008)

124) 참고로 쿰투라 GK 제20굴에도 천궁의 감 속에 기악천(伎樂天) 대신 선정불

(禪定佛)을 그린 예가 있다. 이것은 천궁기악의 일부요소가 변형된 예에 불과하

기 때문에 285굴과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新疆ウイグル自治區文物管理

委員會, 庫車縣文物保管所 編, 中國石窟 クムトラ石窟(東京: 平凡社, 1985), p.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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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도 10. 돈황 막고굴 제285굴 천정 남

면 선정비구도

둘레에 그려졌던 천궁기악은

285굴에서 오직 남벽 최상단

(제4층)에만 그려진 기악비천

의 모습으로 격하되었고, 해당

위치에는 대신 유막이 그려져

천정과 벽면을 구분하고 있다.

이렇듯 285굴 천정의 선정비구

도는 이 굴의 특수한 형제만큼

이나 독특한 예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석굴 전체의 시각적 프

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각의 비구들은 초려 내부

에 결가부좌하여 선정인을 결

하고 있다(삽도 10). 어떤 이는 대의를 쌍령하수식(雙領下垂式)으로

입어 내의(內衣)가 드러나 있고, 어떤 이는 통견식(通肩式)으로 입어

신체를 모두 가리고 있다. 또한 서벽의 소조선정비구상처럼 가사를

머리에 쓴, 소위 복두의(覆頭衣)를 착용한 비구들도 보인다. 그들은

연화좌에 앉아있으며, 머리 뒤에는 원형 두광이, 양 어깨에는 조익

형(鳥翼形)의 염견(焰肩)이 표현되어 있다. 또한 그들이 자리한 초려

내부에는 서벽의 감과 마찬가지로 하늘하늘 떨어지는 산화(散花)가

그려져 있다. 한편 예외적으로 천정 북면의 서쪽 끝에 있는 비구는

연화좌 대신 승상(繩床)에 앉아 있다(도 51).125) 그리고 천정 남면의

125) 繩床(胡床)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틀을 가진 접을 수 없는 의자를 말하며, 선정

에 방해가 되는 독충이나 뱀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불교 문헌에

서 승려들은 때때로 승상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것으로 기술된다. John

Kieschnick, The impact of Buddhism on Chinese material culture (Princeton;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pp. 222-249; 釋見量, 漫談《四分

律》中的繩床 , 靑松萌芽(2009年 第3期), pp. 35-39. 특히 고승전에서는 승상에

앉아 선정 수행을 하거나 승상에 앉은 채로 입적에 들었던 고승에 관한 구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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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감 속에는 속백좌(束帛座)위에 비스듬

히 앉아 한쪽 다리를 올려 반가(半跏)자세를 취한 나형(裸形)의 상

이 그려져 있다(도 52). 이 인물은 천의(天衣)를 두르고 영락(瓔珞)

과 팔찌(環釧)로 장식한 보살형의 모습으로, 측면으로 틀어 앉아 한

쪽 손바닥을 바깥으로 하여 머리 가까이 올리고 있어 다른 비구상

들과는 구별된다.126)

천정의 선정비구도는 34구의 선정비구와 1구의 보살이 동면에 8

구, 서면에 6구, 남면에 11구, 북면에 10구씩 배치되어 있다. 수도

히로토시(須藤弘敏)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선정 관련 경전이나 율에

서도 이러한 구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남면에

그려진 1구의 보살을 제외하면 남·북면의 상이 각 10구씩 대응하고,

모든 상이 대체로 비슷한 크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선정비구도는

무계획적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했다.127) 특히 그는

이 상들이 모두 두광을 가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범승(凡僧)이

아닌 아라한과를 얻은 성승(聖僧)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28)

이를 받아들인다면 구체적인 존명이 불분명한 소조선정비구상 역시

성승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수도 히로토시가 지적했듯이 천정에 그려진 선정비구가 갖추고

종종 확인할 수 있다. 高僧傳 卷3 釋智嚴傳, T2059, 50:339b; 高僧傳 卷3 求
那跋摩傳, T2059, 50:341b; 高僧傳 卷9 竺佛圖澄傳, T2059, 50:384a; 高僧傳
卷11 釋道法傳, T2059, 50:339b.

126) 285굴의 보살형 인물은 키질 석굴 제114굴 주실 천정 좌측 〈忍辱仙本生圖〉

에 그려진 산중에서 인욕의 수행을 하고 있는 羼提波利仙人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 新疆ウイグル自治區文物管理委員會, 拜城縣キジル千佛洞文物保管所

編, 中國石窟 キジル石窟 2(東京: 平凡社, 1991), 도 141.
127) 須藤弘敏, 앞의 논문(1989), pp. 22-23; 수도는 비구 列像의 다른 작례로서 歷
代名畵記와 圖畵見聞誌에 기록된 長安 資聖寺 觀音院 회랑의 42구 성승상도

와 法隆寺 金堂 外陣에 그려졌던 28구(추정) 비구도(1949년 화재로 완전 소실)

를 예로 들고 있다. 이 비구도의 존상 수 역시 어떠한 도상적 전통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호류지 비구도의 경우 건축구조상 栱間壁의 수와 크기라는

물리적인 조건이 존상 수를 결정짓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았다. 須藤弘敏, 앞

의 논문(1993), p. 243.

128) 須藤弘敏, 앞의 논문(1989),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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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두광, 연화좌, 염견은 이들을 성승으로 볼 수 있는 도상적 징

표이다. 머리 뒤에서 솟아난 원형의 두광은 그 끝이 초려의 천정에

맞닿아 있으며, 어깨와 등 전체에서 생겨난 조익형의 염견은 원형

두광의 아랫부분의 가장자리를 감싸듯이 표현되어 있다. 승상과 속

백좌에 앉은 두 예를 제외한 33구의 비구들은 둥글한 잎들로 이루

어진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고 있다.129) 선정비구가 두광과 연화좌,

염견을 모두 갖춘 예는 매우 드물며, 오직 토육 제20굴 주실 우벽

중단에 그려진 불제자(佛弟子)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선정비구도

에서 찾을 수 있다(도 53-1).130) 토육 선정비구들은 285굴과 달리

염견뿐 아니라 유수(流水)도 그려진 것이 특징이다. 염견과 유수는

승려의 어깨와 팔, 그리고 허벅지 뒤에서 좌우로 번갈아 가며 방사

형으로 분출되듯이 표현되었다(도 53-2). 그리고 염견은 285굴처럼

끝이 뾰족하고 곡선으로 휘어진 초승달 형이 아니라, 화염의 형태가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며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다.

그 외 염견과 유수가 표현된 선정비구도는 키질 제77굴과 제92굴

에 그려진 두 예가 있다(도 54, 55). 삼각형의 화염은 선정비구의 양

어깨와 대퇴부를 포함한 총 4곳에 나타나 있고, 구불구불한 형태의

유수는 양팔의 2곳에 나타나 있어 285굴의 도상과 역시 차이가 있

다.131)

129) 선정비구도는 하반신 아래 부분이 앞산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천정 서면의 예

와 승상으로 표현된 북면 서단의 1구를 제외하고 모두 연화좌에 앉아있다. 중앙

아시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선정비구 도상은 그것이 성승상이라고 할지라도

연화좌가 아닌 床座나 尼師壇, 또는 草座에 앉아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須藤弘

敏, 앞의 논문(1989), p. 23.

130) 기존에 이 벽화는 須摩提女因緣故事을 도해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미

야지 아키라는 이 벽화와 막고굴 제257굴의 주실 북벽과 서벽에 걸쳐 그려진

〈須摩提女因緣圖〉를 비교·고찰한 결과, 돈황의 벽화는 增一阿含經의 기술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서사성이 강하지만, 토육의 벽화는 산스크리트어본인 
Sumāgaghāvadāna에 비교적 근접한 것으로 서사성이 상실된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宮治昭, 앞의 책, pp. 64-71 참조.   
131) 그러나 키질에서 겹쳐진 산악들이 선정비구의 신체를 둘러싸듯이 그려진 점은

285굴의 선정비구상과도 관련성이 있으며, 양자는 산중수행이라는 공통점을 공

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책, pp.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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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비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염견과 유수의 도상은 간다라

(Gandhāra)에서 유행한 제석굴삼매(帝釋窟三昧)나 사위성신변(舍衛

城神變)처럼 불전을 주제로 하는 부조에서 석가의 신이를 나타내기

위한 서사적(narrative) 요소로서 표현된 것에 기원을 둔다.132)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염견과 유수는 도상이 지닌 서사성에서 탈피하여

초자연적 힘의 상징으로서 선정비구의 도상에까지 널리 채택되었

다.133) 선정비구상에 이러한 도상이 표현된 것은 승려가 선정 수행

으로 인해 가장 높은 깨달음에 다다른 순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34)

막고굴 제257굴 서벽과 북벽의 요벽부(腰壁部)에 그려진 〈수마제

녀인연도(須摩提女因緣圖)〉에도 염견과 두광을 갖춘 불제자들이 그

려져 있다(도 56). 여기서 염견이 원형 두광의 가장자리를 감싸는

듯이 표현된 점은 285굴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285굴

선정비구상의 염견은 곡선이 강조되고 끝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

어 마치 뿔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반면 형태와 크기 상으로 제

257굴 불제자상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염견과 두

광은 상의 성스러움을 부가하는 부수적인 장치에 불과하며, 각 상의

개성은 그들이 타고 있는 승물(乘物)로 표현되었다.

이에 반해, 285굴 선정비구도의 두광·염견·연화좌는 키질과 토육,

막고굴 제257굴의 예보다 크기와 형태가 유난히 과장되어 표현되어

있다. 더구나 초려 내부에 그려진 산화는 승전 류에서 고승의 성스

러운 공간을 수사적으로 표현한 ‘이향(異香)’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135) 이러한 성자적 측면을 강조하는 도상을 갖춘 선

132) 위의 책, pp. 58-59.

133) Angela F. Howard, 앞의 논문(2009), p. 119.

134) Eric M. Greene, “Death in a Cave: Meditation, Deathbed Ritual, and

Skeletal Imagery at Tape Shotor,” Artibus Asiae, Vol. 73, No. 2(2014), pp.
290-291.

135) 후나야마 토루는 당시 중국에서 비교적 다수의 성자를 인정하는 흐름과 진정

한 성자는 희소하다는 두 가지의 상반된 흐름(聖者觀)이 공존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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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는 각각 독립된 초려 속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들은 천상세계

라는 이상향에 존재한다. 이는 285굴의 선정비구가 선정 수행의 상

태나 상의 개성보다 존상으로서의 성스러움이 강조되어 있음을 나

타내며, 이 선정비구는 아라한과에 근접한 성승으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선정비구가 자리한 초려 역시 성승의 적정처와 밀접한 관계에 놓

여있다(삽도 10). 초려는 승려들의 가장 시원적이고 기본적 선정 수

행처였다.136) 285굴의 초려는 돔(dome)형의 전체적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출입구 테두리는 식물의 줄기를 구부려 만든 듯한 아치형이

고, 바깥 면에는 식물문양이 얇은 선묘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외양

은 간다라와 인도의 부조에 표현된 브라만교 수도자들의 거처와도

매우 흡사해 그 기원이 상당히 오래된 것이다(도 57).137) 또한 초려

는 당시 중국에서도 고승들이 개인적인 선정 수행을 위한 적정처로

서 깊은 산 속에 널리 세워졌다.138) 특히 중국의 동시대 문헌 기록

에는 초려가 성승의 적정처를 대표하는 장소로서 묘사되어 성승과

의 연결 고리가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승전 류에서 성승들의 공간이 성스러움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異香’

이라는 표현이 상반된 두 가지의 성자관을 중개하기 위한 무대장치로 기능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船山徹, 聖者觀の二系統-六朝隋唐佛敎史鳥瞰の一試論 , 三
敎交涉論叢, 麥谷邦夫 編(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硏究所, 2005), p. 404.

136) 쿠마라스와미(Coomaraswamy)는 초려가 인도 건축의 발전선상에서 가장 기본

적 형태인 쿠티(kuṭi)에 해당되며, 쿠티들이 모여서 승원이 구축되었음을 피력했

다. Ananda K. Coomaraswamy, “Early Indian Architecture: IV Huts and

Related Temple Types,” Essays in Early Indian Architecture, ed. Michael
Meister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p. 105-106.

137) Kazi K. Ashraf, The Hermit's Hut: Asceticism and Architecture in India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3), pp. 4-9.

138) “…따로 한 칸의 茅室을 산마루 위에 세워 선정에 들고자 생각할 때마다 문득

그곳에 가서 지냈다. 당시 그의 승방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게 되면 모두가 특이

한 향내를 맡았다.” 高僧傳 卷6 釋慧永傳, T2059, 50:362a19-20, cf. 이창섭 역,

高僧傳 , 한글대장경 高僧傳 외(동국역경원, 2002), p. 201; 吉川忠夫·船山徹
옮김, 高僧傳 2(東京: 巖波書店, 2009), p. 251. “그 후 羅浮山에 들어가 홀로

茅茨에서 거처하며 소연히 세상 밖에서 살다가….” 高僧傳 卷9 單道開傳,
T2059, 50:387b27, cf. 이창섭 역, 앞의 책, p. 327; 吉川忠夫·船山徹 옮김, 高僧
傳 3(東京: 巖波書店, 2010), p.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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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초려는 북조 시기 막고굴에서 그 사용자인 성승과 함께

시각적 이미지로서 표현되기에 이르렀다. 로버트 샤프는 초려가 현

존 막고굴의 벽화 중에서 유사한 예를 발견하기 어려운 특수한 모

티프임을 언급한 바 있다.139) 그러나 기존의 견해와 달리 막고굴 제

254굴(북조 제2기)의 주실 북벽에 그려진 〈불설법도〉에는 285굴의

초려와 거의 흡사한 예를 찾을 수 있다(도 58-1).140) 화면 상 주존

의 좌우에 3기씩 나란히 그려진 초려와 그 주변의 산악 배경은 285

굴의 초려와 상당히 유사하다(도 58-2). 게다가 첨공형의 감 내부의

주존이 화면 중앙에 크게 그려지고, 그 좌우에 배치된 초려 위로 천

상계가 펼쳐진 모습은 285굴의 주존과 선정비구도의 시각적인 구성

을 연상케 한다.141) 초려 속에서 좌선하는 비구들은 두광을 가지고

있어 성승 이상의 계위를 지녔음을 암시한다. 비구의 얼굴에 나타난

상의 개성은 뚜렷하지 않지만 그 중 한 명이 노년의 상으로 그려진

점과 설법도의 존상구성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계위를 고려하면, 이

비구들은 불제자상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142) 그렇지만 285굴의

선정비구도는 두광만이 표현된 254굴의 불제자상보다도 성자적 측

면을 더욱 강조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285굴의 초려

역시 승려들의 선정 수행을 위한 거처라는 일반적 의미보다 염견·두

139) 수바이는 북위 시기 막고굴 제257굴의 〈수마제녀인연도〉에서 須菩提

(Subhūti)의 좌선처로 그려진 첨공형의 감실과 盛唐 시기 막고굴 제208굴 북벽

〈彌勒變相圖〉중에 그려진 오두막을 285굴 감실의 시각적 비교 대상으로 제시

하였다. 宿白, 앞의 책, p. 207. 한편 로버트 샤프는 285굴 천정에 그려진 이상화

된 선굴들은 남아시아에서 수행자들이 이용하던 쿠티(kuṭi)가 산악 풍경 속에서

새롭게 재해석된 것으로 보았다. Robert Sharf, 앞의 논문, pp. 53-54.

140) 기존까지 이 벽화는 스웨이샹(史葦湘)과 허스저(賀世哲)의 의견에 따라 석가의

이복동생인 難陀의 출가를 도해한 것으로 비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하마다

타마미(濱田瑞美)는 이 벽화가 觀佛三昧海經에서 이야기하는 那乾訶羅 용들의

항복 설화에 기반해 그려졌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濱田瑞美, 中国石
窟美術の研究(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2012), pp. 83-116.

141) 즉 285굴의 초려라는 모티프 자체와 주존의 관계 속에서의 배치 및 구성은 제

254굴에서 이미 그 模式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

2차원의 화면에 그려졌다면, 285굴에서는 3차원의 석굴 공간상에 구현되었다.

142) 위의 책,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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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연화좌처럼 성승으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의도

가 반영되어 있는 모티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성승과 조우하는 공간으로서의 제285굴

불교에서 성자라는 것은 석가에만 한정된 좁은 개념이 아니었다.

승려 중에서도 범승(凡僧)의 대의어로서 성승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많았으며, 대승불교에서는 성자로서의 보살이라는 개념도 존재하고

있었다.143) 승전 류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들은 사후뿐 아니라 살아

있을 때부터 성승으로 인식된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세 중국의 불교도들에게 성승이란 존재는 절대적인 신의 영역

에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니었으며, 청정한 계의 유지와 선정 수행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인식되었다.144)

승려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계위(階位)는 아라한과이지만,

성승은 아라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표준적인 교학 체

계를 갖춘 설일체유부에서는 승려가 수행을 통해 사선근(四善根)을

지나 견도(見道)에 들어갈 때부터 성승으로 보고 있다.145) 다시 말해

견도 이후의 사향사과(四向四果)의 총 8가지 단계 중에 속한 자들이

성승인 것이다.146) 기본적으로 대승에 속했던 당시 중국의 불교계가

143) 高僧傳 및 續高僧傳 에서는 당시 聖菩薩로 칭해진 고승들의 이야기가 다

수 발견된다. 高僧傳 卷10 釋保誌傳, T2059, 50:394c21-23; 高僧傳 卷11 慧
崇傳, T2059, 50:398b7-8; 續高僧傳 卷27 釋僧崖傳, T2060, 50:678c23. 그렇다
면 285굴 천정에 그려진 1구의 보살형 인물도 대승의 성보살일 가능성이 있다.

144) 船山徹, 앞의 논문, pp. 377-378.

145) 성자로서의 보살은 마찬가지로 四善根의 단계 이후 初地에 들어갈 때부터를

성인으로 간주한다. 船山徹, 앞의 논문, p. 378.

146) 성승을 預流(須陀洹, srotāpanna), 一來(斯陀含, sakrdāgāmin), 不還(阿那含,

anāgāmin), 應供(阿羅漢, arhat)의 4가지 계위로 나누고 각 위를 다시 向(출발

점)과 果(도달점)으로 나눈 것을 사향사과라고 한다. 사향사과와 수행에 따른 보

살의 계위(菩薩地)에 대해서는 이기영, 불교개론강의 상(한국불교연구원,

1998), pp. 39-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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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승의 수행체계에 따른 계위를 사용해 성승으로서의 성격을 드러

낸 점은 매우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147)

399년에 인도로 구법행을 떠났던 법현(法顯)의 고승법현전(高僧
法顯傳)에는 이러한 모순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

서가 담겨 있다. 그는 당시 인도의 아라한 신앙에 대해 설명하면서,

불교의 성자를 부처, 연각(緣覺, pratyeka-Buddha), 아라한의 세 종

류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그는 대승의 성자를 지칭할 때조차 보살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보살을 이상적인 인간상 대신 초

인적인 존재로 인식했다.148) 법현은 당시 인도 불교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나, 이러한 점은 그의 사고 기저에 존재하는

시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법현의 구법기에서 아라한 신앙이 주요

한 테마인 것은 아라한 신앙에 대한 그의 관심이자 당시 중국의 불

교도들이 가졌던 보편적인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

시 중국에서는 대승의 선정 수행에 있어서 아라한 신앙의 성격도

매우 강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 승려를 아라한 또는 성승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특징

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덕성(德性)이라는 기본적 소

양 외에 구체적인 특징이 드러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추

출 가능한 자료들에 한하여 그들이 지닌 주요한 성격을 정리해 보

면, 아라한(성승)은 범승과 달리 깊은 숲속, 동굴, 산과 같은 속세와

멀리 떨어진 적정처에 머무는 숲속의 수행자로 여겨졌다. 법현은 숲

속에서 수행하는 아라한을 정착 승원(僧院)이 어울리는 범승들과 구

분된 범주로 인식했다. 하지만 그는 예외적으로 승원에 기거하는 승

려들 중에서도 계행(戒行)이 청정한 자들은 성승으로 여겨질 수 있

었던 사실을 전한다.149) 아라한을 포함한 성승들은 그들의 깨달음을

147) 船山徹, 앞의 논문, p. 383.

148) Reginald A. Ray, Buddhist Saints in India: A Study in Buddhist Values
and Orient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p. 187-188.



55

바탕으로 초인적인 능력(神異, ṛddhi)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예언을

통해 미래의 일을 꿰뚫어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성승들

의 신이는 일반인들이 그들을 성자로 간주하여 공경토록 하는 중요

한 표지가 되었다.150) 위와 같은 성승에 대한 인식 체계는 인도뿐

아니라 당시 중국의 불교도들 사이에서도 공유되는 것이었다.

한편 당시 중국의 성승들은 도교의 신선과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

고 있었다.151) 그들이 수행하는 장소, 방식, 사상 등이 도교의 신선

과 원시적 공존관계에 있었고, 당시 사람들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키

기도 했다.152) 특히 중국인들은 고대부터 선산(仙山, 崑崙山)으로 승

선(昇仙)하여 불노불사(不老不死)가 되거나 사후에 영혼이 승선하려

는 염원이 널리 존재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본래 사당이나

궁전에 그려진 한족 전통 도상들은 이후 묘장이나 석굴에 도입되어

사자의 안녕과 영혼의 승천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153) 471

년 대동(大同)에 조영된 녹야원(鹿野苑)석굴에 대한 상찬을 담은 고

윤(高允)의 녹원부(鹿苑賦)에는 “선굴(仙窟)을 파서 머물며 좌선하

고…”154)라고 기술하여, 당시 사람들이 선정 수행을 위한 석굴을 신

선 사상과 연관된 것으로 인식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155)

149) Reginald A. Ray, 앞의 책, p. 190. 師子國(스리랑카)의 대승원에 거주하던 그

사문의 성스러움은 청정한 계를 완벽하게 유지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다. 高僧法顯傳, T2085, 51:865b12-26.
150) 성승이 하늘을 나는 신이를 보인 이야기는 다음을 참조. 高僧傳 卷1 曇摩耶
舍傳, T2059, 50:329c13-24; 高僧傳 卷11 慧崇傳, T2059, 50:398a25-29; 高僧
傳 卷11 釋普恒傳, T2059, 50:399b16-18.

151) 특히 두타행의 일환으로서 오곡을 먹지 않는 등의 섭식이나 조용히 호흡하는

방법들은 신선방술의 기본이기도 했다. 당시 선정 수행과 도교의 수행, 그리고

성승과 신선은 서로의 조화 속에서 공존하고 있었다. 기무라 기요타카(木村淸

孝), 중국불교사상사, 章輝玉 옮김(민족사, 1995), pp. 146-149.
152) 高僧傳에는 單道開가 臨漳의 昭德寺의 선실로 거처를 옮겨 좌선할 때, 당시

신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자문을 구하자, 신선과 혼동하지 말 것을 게

송으로 설한 이야기가 있어 흥미롭다. 高僧傳 卷9 單道開傳, T2059,

50:387b18-21.

153) 段文傑, 앞의 논문(1981), p. 192.

154) “鑿仙窟以居禪 闢重階以通述” 廣弘明集 卷29, T2103, 52: 339b22-23.
155) 녹야원석굴은 1980년에 진행된 문물조사 당시에는 小石寺石窟로 명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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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기 하루오(八木春生)는 285굴 천정 벽화에 반영된 사상적

측면에 대해 산악문양이 선산 이미지에 가까우며 그곳에 한족 전통

의 신들이 그려진 것도 승선 사상의 이미지가 투영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156) 불교 도상과 신선 도상이 혼재된 천상세계의

하단부에서 주실을 내려다보고 있는 선정비구들은 내세에 승선(昇

仙)한 이상적인 존재로서의 성승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천정뿐

아니라 서벽 불단의 중앙에는 성자의 정점에 위치한 대성(大聖)으로

서의 석가불(釋迦佛)이, 그 좌우에는 성승이 자리하고 있다.157) 285

굴을 이용하던 승려들에게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현생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상향을 향한

그들의 수행은 내세까지도 이어졌을 것이며[一來=斯陀含], 어쩌면

1987년에 진행된 雲岡石窟硏究所의 조사에서 이 석굴은 문헌에서 471년에 獻文

帝가 건립했다고 전하는 鹿野苑石窟임이 입증되었다. 李治國·劉建軍, 鹿野苑石

窟調査記 , 雲岡石窟, 雲岡石窟文物保管所 編(東京: 平凡社, 1991-1992), pp.

219-224 참조. 한편 양은경은 현재 이 석굴이 문헌에 등장하는 녹야원석굴임에

는 의심치 않으나, 석굴에서 녹야원(사르나트)의 초전법륜과 관련된 도상을 전

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녹야원석굴이 북위의 평성 도

성계획의 일환으로 건립된 鹿苑(北苑)에 개착되었기 때문에, 이 석굴의 명칭은

인도의 녹야원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녹야원에 있는 석굴’, 즉 그 이름의 연

속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주장했다. 양은경, 北魏 시기 大同 지역의 小石窟群

, 강좌미술사 23(2004), pp. 343-347 참조.
156) 八木春生, 앞의 논문, pp. 254-255. 또한 6세기경의 책인 拾遺記에서 “崑崙

算을 서방에서는 須彌山이라한다”고 기록한 것을 지적한 林溫의 글을 부분적으

로 인용하여 개념상 양자 간의 혼동을 지적하고 있다. 林溫, 飛天と神仙 , 日
本の美術 330(東京: 至文堂, 1993), p. 37; 八木春生, 雲岡石窟における山岳文樣
について , 雲岡石窟文樣論(京都: 法藏館, 2000), p. 145 주 13에서 재인용. 나

아가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285굴 천정 북면의 서단에 위치한 선정비구의 염견

에 승상의 등받이 부분이 나타나 마치 염견이 투명한 것처럼 표현된 점에 착안

하여, 이것은 염견이 아니라 한족 전통의 氣를 표현한 것이라 주장했다. 八木春

生, 앞의 논문(2004), pp. 255-256.

157) 285굴의 주존상은 倚坐像이다. 이시마츠 히나코(石松日奈子)의 연구에 의하면,

불의좌상의 존명은 彌勒으로 정착되는 初唐대 이전에는 釋迦 또는 阿彌陀로 인

식되는 등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石松日奈子, 北魏佛敎造像史の硏究
(東京: ブリュッケ, 2005), pp. 250-251. 게다가 285굴의 주존과 제작 시기 및 상

의 양식이 유사한 河北省 曲陽 修德寺 출토 북위 ‘正光元年(520)명 불의좌상은

광배 뒷면에 ’釋迦‘라는 존명이 있어 285굴 주존의 존명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된다. 楊伯達, 埋もれた中國石佛の硏究-河北省曲陽出土の白玉像と編年銘文, 松
原三郞 譯(東京: 東京美術, 1985), 도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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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도 11. 제285굴 선정비구도의 초려·산악문과 측실 문미의 산악문

현 생애가 이상향을 향한 마지막 생[不還=阿那含]이 되었을 수 있

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 성자들은 자신들이 도달해야하는 이상적인

모습이자 경외의 대상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측실의 사용자와 성승 간의 긴밀한 관계는 천정의 초려 주변에

그려진 산악이 측실 문미 테두리의 의장에 그대로 적용된 것에서도

감지된다(삽도 11). 남·북벽 측실의 문미 테두리에는 거치형(鋸齒形)

의 연속된 산악과 나무들을 배치하고 있다. 그 중 남벽 측실 문미의

산악 주변에는 불교설화도(佛敎說話圖)가 그려져 있어, 문미의 산악

은 설화 장면의 배경이 됨과 동시에 각 장면들을 나누는 무대장치

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이 의도적인 의장은 측실들이 천정의 선정

비구도가 머무는 초려 및 주변의 산악 표현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

을 암시한다.158)

게다가 야마베 노부요시는 서벽의 불감과 선정비구감의 감미, 그

리고 남·북벽의 측실에 있는 문미의 의장을 서로 비교한 결과, 측실

158) 감미의 외연을 따라 산악표현이 그려진 예는 북조 시기에 해당되는 제254굴,

제263굴, 제435굴에 그려진 〈백의불도(白衣佛圖)〉에서도 볼 수 있다. 하마다는

감 외연에 산악을 수반하는 표현은 백의불이 산 속의 감실 또는 석굴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보았다. 濱田瑞美, 앞의 책, pp.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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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도 12. 제285굴 서벽 불감 감미, 서벽 선정비구감 감미, 남·북벽 측실

문미 간의 비교

의 문미는 서벽 대·소감의 감미와 유사하게 그려졌으며, 각각의 장

식은 내부 존상(측실의 경우: 승려)의 위계를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

했다(삽도 12).159) 따라서 이 측실들은 성승과 견줄만한 높은 계위의

승려들이 모종의 의례에 사용했을 것이며, 측실에 자리한 그들의 모

습은 마치 천정과 서벽의 성승과도 흡사한 인상을 불러일으켰으리

라 생각된다.

159) 그는 또한 화려한 문미 장식이 있는 측실이 실제적인 용도를 가지려면 고승들

이 모종의 의례에 사용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山部能宜, 앞의 논문

(2010), pp. 78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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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285굴의 기능

1.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계와 참회 의례의 실천

성승들과 접촉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인 285굴은 개인적인 선

정 수행보다 수계(受戒)와 참회(懺悔)라는 집단적인 의례를 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 도선(道宣, 596-667)은 관중창립계단도경
(關中創立戒壇圖經, 이하 계단도경)을 통해 수계 의례가 속세를 넘

어 성자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는 힘을 지녔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무릇 계를 받는 자는 일반 대중의 예류를 넘어 성자의 보배로운 지위

에 들어간다.160)

계를 아는 것은 성자에 들어가는 근본이 되며, 속세를 벗어나는 기초

가 된다.161)

또한 고승전 권10 배도(杯度)전에는 참회 의례 역시 성승을 만나

볼 수 있도록 하는 스스로의 정화과정이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 분들은 성승으로 우리들처럼 죄가 심한 자는 볼 수 없다. 그래서

모두 진심으로 참회했다. 다시 가서 보았더니 나한이었다.162)

이를 통해 수계와 참회뿐 아니라 그 의례가 행해진 장소 역시 참여

자들이 성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어야 했음을 알

수 있다.163) 즉 285굴 주실을 가득 채운 성승의 도상은 참회와 수계

160) “夫受戒者 超凡鄙之穢流 入聖衆之寶位也” 四分律刪繁補闕行事鈔 卷上,

T1804, 40:24b19.

161) “…是知戒爲入聖之本 爲出俗之基” 關中創立戒壇圖經, T1892, 45:817b22.
162) “此是聖僧 吾等罪人不能得見 因共竭誠懺悔 更往乃見 眞人…” 高僧傳 卷10
杯度傳, T2059, 50:391c2-4. cf. 해석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백명성 외 2인 옮김,

앞의 책, p. 349; 吉川忠夫·船山徹 옮김, 앞의 책(2010), p. 401. 원문에서의 ‘眞人’

은 종종 阿羅漢(羅漢)의 역어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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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를 위한 정화된 공간에 어울리는 장엄 요소일 가능성이 있다.

사실 수계와 참회 의례는 수행자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서 선정 수행과 함께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의례이다. 승려는 수계라

는 의례적 행위를 통해 불교의 수행자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는 순

간에 계(戒, śīla)를 지킬 것을 서약한다.164) 그 후 계의 긍정적인 상

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정 수행을 통해 유지해나갈 수 있지만,

그 상태를 무너뜨리는 마사(魔事)의 위험이 수행자의 가장 가까이에

늘 상존하고 있다.165) 이러한 경우에 수행자가 가진 계체(戒體), 즉

계의 본질의 순수성을 어떻게 유지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

다.166) 그것은 개인의 굳건한 믿음에만 의존해서 되지 않는다. 계체

가 순수한지의 여부는 수행자가 선정 수행 중에 경험하게 되는 시

각적 환영(vision)으로 드러나게 된다.167) 가령 고승전은 지엄(智

嚴)이 겪은 시각 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63) Funayama Toru, “Guṇavarman and Some of the Earliest Examples of

Ordination Platforms(jietan) in China,” Images, Relics, and Legends: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Buddhist Sacred Sites, James A. Benn,
Jinhua Chen, James Robson eds. (Oakville: Mosaic Press, 2012), pp. 21-22.

164) 동아시아 불교권에서는 廣律이 번역되기 시작한 5세기 초부터 지금까지도 戒

律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계율은 대체로 율을 의

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계율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戒는 악

을 멀리하려는 비구 개인의 결의로 자율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律은 승단

이 존속하기 위한 강제적 규범으로서 준엄성을 지니는 것이다. 히라카와 아키라

(平川彰), 앞의 책(2003), pp. 125-129.

165) 魔事는 마라(魔, Māra)의 악한 행위를 말한다. 특히 마사는 불교의 진리에 역

행하여 승려가 수행으로 쌓은 공덕과 지혜를 소멸시킨다. 이 용어에 대한 사전

적 정의는 다음을 참조. William Edward Soothill and Lewis Hodous, A
Dictionary of Chinese Buddhist Terms: with Sanskrit and English
Equivalents and a Sanskrit-Pali Index (Delhi : Motilal Banarsidass, 1987), p.
485; 望月信亨, 魔 , 앞의 책, p. 4720a.

166) 戒體는 한 개인이 계를 받게 될 때 스스로에게 갖춰지게 되는 형이상적인 계

의 본질을 뜻한다.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앞의 책(2003), pp. 183-184.

167) 에릭 그린은 5세기에 중국에서 번역된 禪經들과 당시 불교도들 사이에서 유행

했던 선정 수행의 양상을 분석하여, 문헌들에서 등장하는 비전(vision)의 구체적

형상을 시각 체험 상태의 묘사로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Eric

M. Greene, 앞의 논문(2012), pp. 139-1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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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으나 항상 계를 얻지[得戒] 못했다고 의

심하고 그 때문에 번번이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선·관을

닦았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 …나한 비구를 만나 그 일을 갖추어

물으니, 감히 판결을 내리지 않고 곧 지엄을 위해 선정에 들어 도솔궁

에 가서 미륵에게 여쭈었다. 미륵은 “계를 얻었다”고 대답했다.168)

이 구절을 통해 수계 의례로부터 얻은 계체의 순수성을 선정 수행

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는 당시 수행자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수행자가 경험하는 시각적 환영이 예전의 의례와 선정 수행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표지로서 작용한다는 사실 역시 분

명히 보여준다. 이와는 반대로 수행자가 불길한 환영을 봄으로써 계

체가 순수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참회 의례의 적

절한 수행으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공적인

참회는 계의 순수성을 회복하거나 증명케 하며, 깨달음을 향해 다시

정진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선정 수행과 참회 의례는 내적인 수행

으로부터 외적인 의례라는 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 속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세기부터 중국에서 한역 또는 편찬된 선정 관련 문헌들은 선정

과 참회 의례를 필수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에릭 그린(Eric M.

Greene)은 선비요법경(禪秘要法經)과 치선병비요법(治禪病秘要
法)과 같은 선경을 근거로, 중국에서는 선정 수행이 수행자의 정신

상태를 제어하는 기술이라기보다 당시 불교의 핵심적 의례인 참회

의 효험을 예측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는 점을 제시한다.169)

168) “後入道受具足 常疑不得戒 每以爲懼 積年禪觀而不能自了 値羅漢比丘具以事問

羅漢 不敢判決 乃爲嚴入定往兜率宮諮彌勒 彌勒答云 得戒” 高僧傳 卷3 釋智嚴
傳, T2059, 50:339c6-10. cf. 백명성 옮김, 高僧傳 , 한글대장경 高僧傳 외(동
국역경원, 2002), pp. 86-87; 여기에서 ‘得戒’의 뜻은 受戒者가 戒體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계체는 받은 계가 효력을 계속 발휘하기 위한 기반으로 이것이 몸

에 갖춰지지 않으면, 진실로 계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吉川忠夫·船山徹

옮김, 高僧傳 1(東京: 巖波書店, 2009), pp. 268-269.
169) Eric M. Greene, 앞의 논문(2012), pp. 3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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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와 참회가 지닌 의례의 성격과 그 효험이 강화된 점은 분명

중국적인 변용이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했듯 수계 의례 자체

는 성자의 지위에 들어가게 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중국의 율 관련 논서 중에는 승단에서 가장 무거운 죄인 바라이(波

羅夷)조차도 소멸시킬 수 있는 참회의 효험을 설하고 있다.170) 그러

한 가능성의 밑바탕에는 과거에 지은 업장(業障)으로 인해 내세에

겪게 될 응보(應報)를 대신하여, 현재 순간에 ‘약화된 형태의 응보’

를 통해 미리 경험함으로써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

다.171) 이는 당시 중국 승려들이 왜 그토록 두타행에 몰두했던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172) 수행자들이 선정 수행 중에 겪는 불길한

시각체험은 약화된 응보로 이해되었고, 또한 이는 필연적으로 참회

의례로 연결되었다.173) 따라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계에서

서약한 계를 선정 수행과 참회 의례를 통해 실천함으로써 계체의

순수성을 지속적으로 재건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필자는 앞 장에서

부터 285굴이 의례적인 공간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이

상의 실천적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의례는 수계와

참회(布薩과 自恣가 대표적)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2. 계단으로서의 제285굴

수계와 참회 의례는 승단의 존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례이다.

170) 위의 논문, pp. 269-271; 베르나르 포르(Bernard Faure), 불교 LE

BOUDDHISME, 김장호 옮김(영림카디널, 1998), pp. 63-64.

171) Eric M. Greene, 앞의 논문(2012), pp. 280-286.

172) 阿毘達磨大毘婆沙論 卷20, T1545, 27:100a17-21. “어떤 한 사람이 하나의 생

명을 해치면 이 업은 지옥에서의 응보를 이끈다. 만약 그가 부지런히 힘써 도를

닦을 수 없어 (결국) 아라한이 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서 이 업과(業果)를 받

을 것이요. 그 사람이 만일 부지런히 힘써 도를 닦아 아라한이 되면 지옥에서

받을 괴로운 일을 미리 이끌어 와서 그의 현세에서 받게 된다.” cf. 송성수 옮

김, 한글대장경 阿毘達磨大毗婆沙論 1(동국역경원, 1996), pp. 445-446.
173) Eric M. Greene, 앞의 논문(2012), pp. 28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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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의례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상 현전승가(現前僧伽)에

속한 모든 승려들의 참석이 필수적이다.174) 그러나 많은 승려들이

있는 승단의 경우에는 모든 승려가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

고자 승단의 경계로부터 독립된 곳에 따로 소계(小界)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수계와 참회 의례를 행했다. 이 특별한 장소를 일반적으로

계단(戒壇, upasampadā-sīmāmaṇḍala)이라 부른다.175) 물론 계단은

수계 의례를 집행하는 공간을 의미하지만, 여러 율을 비롯한 문헌들

에는 계단에서 수계 의례뿐 아니라 참회 의례도 행해졌을 가능성을

상정케 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176) 마츠모토 분자부로(松本文三

郞)는 고대 인도에서 수계 의례가 행해졌을만한 장소로 제다당(制多

堂, caitya-grha)을 언급했다. 설계당(設戒堂)으로도 번역되는 이곳

은 후대에 들어 평면형태가 정방형에 가까운 예도 등장했고, 특히

내부에는 대승불교의 영향으로 스투파 대신 불상을 안치한 변화가

일어났다. 마츠모토는 이곳이 수계와 포살, 즉 참회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177) 사실 율장에는 계단에 대한 정해진 제

도가 없고 만드는 방법 또한 제각각으로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율

장을 통해 인도에 존재했던 계단의 구체적 형제를 파악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견해는 참고할 만하다.

174) 現前僧伽의 원의는 “지금 여기에(sammukha) 성립되어 있는(bhūta) 승가”를

뜻한다. 기본적으로 각 승가는 자신들이 정한 경계(sīmā, 界)를 가지고 있다. 그

경계 내에는 상주하는 비구들이 있는 반면, 유행하는 비구들도 있기 마련이여서,

현전승가의 기준은 매 때마다 그 경계 내에 있는 모든 승려들의 집합체가 된다.

따라서 그러한 경계에 세워진 모든 승가들은 필연적으로 현전승가의 성격을 가

진다.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앞의 책(2003), pp. 331-332.

175) 히라카와 아키라에 의하면, 계단의 원어는 upasampadā-sīmāmaṇḍala로, 具足

戒(upasampadā)를 위해 경계(sīmā)지어진 구역(maṇḍala)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계단이 하나의 원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한역 율장에서는

이것이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었는데, 五分律에서 사용하는 戒壇 외에도, 四
分律에서는 戒場, 十誦律에서는 界場, 摩訶僧祇律에서는 界場 또는 戒場, 
根本有部律에서는 界場 또는 壇場으로 사용되었다. 위의 책, pp. 396-399.

176) “今僧結作戒壇共住共布薩共得施”五分律 卷16, T1421 22:111c.
177) 松本文三郞, 鑒眞和上の戒壇に就いて , 東洋文化の硏究(東京: 岩波書店,
1926), pp.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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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장에서 말하는 계단의 결계 조건에는 10인 이상의 승려를 수용

할 수 있어야 했다. 그리고 오로지 의례를 위해 대계(大界)와 격리

된 독립적 공간영역(界, sīmā)의 설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계단을 만

드는 방식은 사방에 말뚝을 치거나, 혹은 주변에 돌(結界石,

pāsāṇa-nimitta)을 쌓아 흔적을 만들거나, 또는 흙으로 지면을 높여

소계를 표시하는 것이다.178) 따라서 존 맥레이(John R. Mcrae)는 인

도에서의 계단은 지표면을 긁어내거나, 돌로 울타리를 두르는 방법

으로 소계의 윤곽을 정했을 것으로 추정했다.179)

현재 인도에는 계단의 유적이 전무하듯, 당대(唐代) 이전 중국에

존재했던 초기 계단의 구체적인 모습은 불분명하다. 현재 역대 중국

에 존재했던 계단들 중에 구체적인 형제를 파악할 수 있는 예는 당

대 도선이 집필한 계단도경에 등장하는 계단이다.180) 그가 구상한

계단은 3층의 거대한 석조물로서, 당시로서는 인도를 비롯한 어디에

서도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제였다.181) 도선이 자신의 글에서

밝혔듯이 이 새로운 계단은 율장에서 말하는 계단의 본래 의미와는

달리 평지보다 높게 만들어졌는데, 수계자가 단에 오르는 행위는 특

178) 四分律과 五分律에서는 계단이 四方界의 형태를 가진다고 한다.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앞의 책(2003), pp. 396-397.

179) John R. Mcrae, “Daoxuan's Vision of Jetavana: The Ordination Platform

Movement in Medieval Chinese Buddhism,” Going Forth: Visions of Buddhist
Vinaya, ed. William M. Bodiford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p. 75.

180) 그는 乾封2년(667)에 戒壇圖經에 의거하여 장안 외곽의 淨業寺에 계단을 설

립했다. 도선의 계단의 형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위의 논문, pp. 78-84 참조.

원문은 關中創立戒壇圖經, T1892, 45:808c27-809a16.
181) 한편 도선의 戒壇圖經에 의하면, 보드가야의 승려 釋迦蜜多羅(Śākyamitra)

는 667년 9월에 도선의 계단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인도의 사찰에도 계단이 있

다는 사실을 전한 뒤, 당시 烏仗那國(Uḍḍīyāna, 현 스와트 계곡)에 있었던 石造

大戒壇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한다. 기록에 따르면, 그 계단은 수미산의 형태로,

그 면적은 152㎡, 높이는 3m가 된다. 무라타 지로(村田治郞)는 이 계단이 믿기

어려울 정도의 거대한 규모를 가지는 점, 그러한 기념비적인 시설이 오장나국을

거쳐 간 法顯이나 玄奘의 구법기에 나와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그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村田治郞, 戒壇小考 , 佛敎藝術 50(1962.12),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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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의미로 간주되었다.182) 무라타 지로(村田治郞)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도선의 계단이 중국 역대 종교 의례에서 단이 가지는 중요성

으로부터 기인했을 것으로 보았다.183)

하지만 몇몇 문헌들의 소략한 기술은 중국 초기 계단의 형제가

통일되어 있지 않음을 전한다.184) 도선은 계단도경에서 중국의 가

장 초기 계단으로 남림사(南林寺) 계단을 지목했다.185) 남림사 계단

에 관한 정보는 구나발마(求那跋摩, Guṇavarman, 367-431)와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있다.186) 이에 관한 최초의 기록인 출삼장기집(出
三藏記集) 권14와 고승전 권3에 수록된 그의 전기(傳記)에 의하

면, “그는 입적한 뒤 남림(사) 계단 앞에서 외국의 법에 의해 다비되

었다”고 한다.187) 수많은 대중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진 이

다비식은 당시 성승이었던 구나발마의 지위와도 어울리는 것이었으

며, 당시 불교도들은 이 계단 역시 그에 걸맞은 성스러운 장소로 인

식하였다.188) 당시 성승으로 간주되던 구나발마가 남림사 계단의 설

립과 수계를 주도했던 점은 계단이 성자와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음

182)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앞의 책(2003), p. 408. 인도에서 계단은 경계가 지어

진 구역을 뜻하는 데 반해, 중국에서는 壇으로 번역된 것은 지면보다 높은 것으

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Funayama Toru, 앞의 논문, pp. 29-30. 戒壇圖經
에서 도선은 “壇이 (지면보다) 높은 것이며, 場은 평평한 것”이라는 정의를 내려

양자 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關中創立戒壇圖經, T1892,
45:807c25-26.

183) 이러한 그의 견해는 오초 에니치(橫超慧日)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村

田治郞, 앞의 논문, p. 6.

184) 湛如, 앞의 책, p. 86.

185) 關中創立戒壇圖經, T1892, 45:812c21-26.
186) 이 이야기는 出三藏記集과 高僧傳에 가장 처음 수록되었고, 이후 당 道宣

의 戒壇圖經(T1892, 45:812b21-29)과 宋 志磐의 佛祖統紀 卷36(T2035,
49:344c24-29)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윤색되었다. 도선은 그의 글 속에서 이 계단

이 중국에서 최초의 계단임을 분명히 밝혔다.

187) 두 문헌의 해당 구절은 거의 일치한다. “卽於南林戒壇前. 依外國闍毘葬法”出
三藏記集 卷14 求那跋摩傳, T2145, 55:104b29-c1; “卽於南林戒壇前 依外國法闍

毘之”高僧傳 卷3 求那跋摩傳, T2059, 50:341b15-21. Funayama Toru, 앞의 논

문, p. 23.

188)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의 법에 의한 다비는 승전류에서 종종 언급되는 凡夫의

그것과 차별되는 聖僧의 장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위의 논문, pp.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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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암시한다.189)

반면 선상수계(船上受戒)처럼 임시적으로 가설된 계단들도 다수

존재했다. 초기 계단의 상황을 담고 있는 문헌들에서는 강 한가운데

에 떠있는 배를 계단(小界)으로 삼았다는 구절들을 볼 수 있다.190)

이러한 선상수계 자체는 일반적인 것으로, 율장에서 수계 의례를 행

하는 동안 외부에서의 방해나 침입에도 깨질 수 없는 분명한 경계

(界, sīmā)를 설정해야 한다는 요건을 간단히 충족시킬 수 있는 장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191)

Ⅱ장에서 언급했듯 405년의 연대를 갖고 있는 유부계경의 간기

에 의하면, 늦어도 5세기 초부터 돈황 지역에서도 계단(戒場)을 갖

추고, 3사(和尙, 敎師, 戒師)에 의한 수계가 행해졌다(도 40).192) 기록

상의 한계로 인해 형제나 의례의 과정은 불분명하지만, 돈황에서는

285굴이 개착되기 130여 년 전부터 계단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율장에는 계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대계(大界)와

격리된 독립적 공간영역(小界)에 위치해야 하며, 대계와 소계 사이

에는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 공지(空地)가 형성되어야 함을 설

하고 있다. 당시 승원과 떨어진 명사산의 절벽 내부에 자리한 285굴

은 석굴 건축의 특성상 대계(외부)와 소계(석굴 내부 공간)의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 공지(바위면)가 자연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율장에서 설하는 완벽한 계단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7세기 후반에 의정(義淨, 635-713)이 인도 날란다(Nālandā)

사원에서 보고 기록한 계단의 구체적인 묘사는 285굴의 형제와 많

189) 高僧傳에 수록된 그의 전기에 의하면, 그는 摩羅婆國에서 初聖果(須陀洹,

srotāpanna)를 얻었고, 후에 師子國에서 第2果(斯陀含, sakrdāgāmin)를 얻었다고

한다. 高僧傳 卷3 求那跋摩傳, T2059, 50:342a27-b1.
190) 중국에서 선상 수계의 가장 이른 예는 東晋 升平원년(357)에 淨撿을 비롯한 4

명의 비구니들이 계단으로 지정된 배 위에서 수계를 받았다는 比丘尼傳의 기

록에서 찾을 수 있다. 比丘尼傳 卷1 淨撿尼傳, T2063, 50:934c22-27.
191) 위의 논문, p. 26.

192) 원문은 Ⅲ장 주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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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193) 그가 기록한 당시 날란다 사원의 계단

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다.194)

그 다음 서쪽 언덕에는 계단이 있다. 이것은 사방이 당의 대척(大尺)으

로 한 변이 1장(3.1m) 남짓한 평지 위에 세워졌고, 그 주위에는 높이

2척(62cm)쯤 되는 벽돌로 둘렀으며, 그 벽 내에는 높이 5촌(16cm)정도

되는 좌기(坐基)가 만들어졌으며, 그 속에 작은 제저(制底, caitya)가

있다.195)

인도의 계단에 대한 그의 묘사는 총 4편의 문헌에서 발견되며, 그

형제는 대동소이하다.196) 의정이 기록한 계단은 사찰의 한적한 곳에

입지한 영구적인 시설로 평지에 세워졌다. 한 변이 3.1m정도인 정방

형 평면 형태이며, 네 변의 가장자리에는 벽돌을 사용하여 62cm 높

이(두께 47cm)의 담장을 둘렀고, 한쪽에는 출입문이 마련되어 있었

다. 계단의 내부에는 승려가 앉기 위해 회반죽으로 만든 좌기(높이

16cm)와 부처를 상징하는 차이티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실제 작례를 상정하는 데에는 오해

193) 671년 중국을 출발해 날란다에서 10년 동안 체류하다 695년 낙양에 도착한 그

는 흥미롭게도 도선이 만들었던 계단과 같은 것은 인도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분명히 피력했다. 大唐西域求法高僧傳 卷上, T2066, 51:6b15-16.
194) 현재 날란다 사원에 있는 제12사당지와 제13사당지는 7세기 이후로 편년되기

때문에 의정이 방문했을 때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유적이다. 이주형 책임편집,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 유적: 인도로 떠난 순례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사회평론, 2009), pp. 277-284.

195) “其次西畔有戒壇 方可大尺一丈餘 卽於平地周壘塼牆子 高二尺許 牆內坐基高五

寸 中有小制底” 大唐西域求法高僧傳 卷上, T2066, 51:6b9-12. cf. 최철환 옮김,

大唐西域求法高僧傳 , 한글대장경 大唐內典錄 外(동국역경원, 2000), p. 523.
196) “然戒場法 如善見第八云 極小容二十一人 淨三藏云 其量纔可丈餘 若其更寬 集

僧難故 本梵音云曼荼羅 譯為壇場 或云屈達里迦四磨 譯為小界 當今五天現製此法

方可丈餘 一丈之外 周[這-言+(一/巾)]壘塼 可二三重 寬四五尺 以石灰泥 擬充人

坐 圍塼之外 接次壘塼 高二三丈 厚可尺五 作牆圍之 而於壇中安制底(此云聚相也

謂壘塼石以為高相也 即佛塔是也) 高一丈許 中安設利” 四分律疏飾宗義記 X733,
42:248a2-9; “五天壇場安在寺中閑處 但唯方丈 四邊塼壘可高二尺 內邊基高五寸

僧於上坐 中有小制底高與人齊 傍開小門 得容出入” 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卷
1, T1453, 24:457b26-27; “此小界場文無定制 西方在處皆有其量纔可丈餘平地 [專*

瓦]圍更無階級中安制底門向一邊” 根本薩婆多部律攝 卷1, T1458, 24:527a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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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계단과 285굴은 공통적인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어 주목된다. 담으로 둘러싸인 정방형의 공간에 차이티

야와 좌기가 설치된 형제는 석굴 공간 내에 불상과 방형단이 있는

285굴 주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주변에 담을 두른 것은 285굴과

마찬가지로 대계로부터 독립된 소계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

된다. 특히 대승불교의 영향으로 스투파 대신에 불상이 안치되었다

는 지적과 동일하게, 285굴 서벽(정벽)의 정중앙에는 소조불의좌상

(부처)이 안치되었다. 이 불의좌상은 1.9m의 높이에 당당한 체구를

가진 의좌상(倚坐像) 형식으로 조성됨으로써 주실 내부에서 행해진

의례들에 효력을 부여하는 절대적 권위의 상징이 되었다.197) 그리고

주실의 시각적 프로그램은 주존을 계위의 정점에 위치시키는 위계

질서 하에 구현되었다. 서벽 불단에 있는 존상들은 중앙의 주존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구성되어 있고, 불감·선정비구감·측실의 감미(문

미) 장식 사이에도 등급이 존재한다.198) 천정의 경우 모든 성승은

주존이 있는 서벽을 향해 앉아있으며, 신상들은 주존을 향해 일제히

날아가는 동세를 취한다.199) 중앙의 방형단은 의례의 주체인 수계자

(受戒者)와 참회를 구하는 승려가 부처 및 성승의 현현과 직접 마주

하게 되는 좌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200)

남·북벽에 나란히 개착된 8기의 측실은 의례에 참여하는 또 다른

승려들이 자리하는 공간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측실은 기타 다실 선

197) 의좌상은 인도의 쿠샨(Kushan) 시기부터 간다라(Gandhāra)와 마투라

(Mathurā)의 조각 중 왕의 상이나 신상 등에 주로 채택된 형식으로, 엄격함을

상징하는 왕과 같은 특별한 존격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 石松日奈子, 앞의 책,

pp. 242-243.

198) 山部能宜, 앞의 논문(2010), pp. 786-787.

199) 長谷川智治, 敦煌莫高窟壁畵にみるモティーフの關連性-第二五八·二四九窟に

ついて , 佛敎大學綜合硏究所紀要 21(2014), p. 112; 田林 啓, 앞의 논문(2008)
200) 라이펑쥐와 스후이진 역시 방형단을 수계자가 올라가 앉는 좌기로 보았다. 釋

慧謹, 앞의 논문; 賴鵬擧, 앞의 논문, p. 303. 高僧傳 卷2 曇無讖傳에는 菩薩戒

를 받기에 앞서 업장을 가진 사람을 정화시키기 위해 佛像 앞에서의 참회 의례

가 동반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高僧傳 卷2 曇無讖傳, T2059, 50:336c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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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의 측실과 다르게 통로가 없어 내부가 전부 노출되는 구조로 되

어 있다. 그리고 이곳의 사용자는 성승에 가까운 높은 계위의 승려

였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수계 의례가 행해질 경우에는 수계자를

제외한 10명의 승려 중에 사회자인 계사(戒師)와 심문자인 교사(敎

師)를 제외하고, 증인의 역할을 맡은 8명(和尙도 포함)의 승려들이

이곳에 자리했을 것이다.201) 참회 의례의 경우에는 참회를 구하는

자가 먼저 개인적인 참회를 한 후에 청정승(淸淨僧)들에게 나아가

참회를 구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선정 수행 중에 보았던 시각적 환

영을 설명해야 하는 과정을 거처야 한다.202) 이때 측실들은 이를 증

명하는 청정승들이 자리하는 공간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의례가 행

해지는 동안 주실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

고, 지원자 역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3. 계율이 강조된 제285굴의 불교설화도와 수렵 모티프

285굴의 수계와 참회 의례로서의 기능은 천정 기저부와 남벽에

그려진 수렵 도상과 남벽의 불교설화도가 지닌 의미와도 부합된다.

285굴 천정의 하단부에 그려진 선정비구도와 남벽의 불교설화도의

산악 배경 속에는 여러 야생동물들이 뛰어다니는 대자연의 모습이

펼쳐져 있다. 그런데 일견 평화롭게 보이는 자연 속에는 그러한 분

위기와 위배되는 참혹한 수렵과 도축의 장면을 볼 수 있다.203) 천정

201) 수계 의례에서 화상은 증인으로서 참석하는 7명의 승려들과 마찬가지로 특별

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앞의 책(2003), pp. 492-493.

202) Eric M. Greene, 앞의 논문(2012), pp. 275-278; 續高僧傳 卷18 釋慧瓚傳,
T2060, 50:575b5-7. 대반열반경에 의하면, 청정승은 계행이 깨끗하여 마사가

깨뜨릴 수 없는 경지에 있는 승려를 가리킨다. 大般涅槃經 卷3 金剛身品,
T374, 12:b19-c8.

203) 이와 유사한 수렵 모티프는 막고굴 제249굴의 산악 배경 속에도 나타나 있다.

이 장면들은 막고굴 제98굴(五代) 背屛 뒤에 그려진 劉薩訶의 수렵도처럼 특정

설화의 한 장면을 나타낸 서사적 성격의 그림이 아닌 산악의 풍경을 구성하는

시각적인 모티프에 해당된다. 梁尉英, 莫高窟第249·285窟狩獵圖似是不律儀變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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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에서 3, 4번째 초려 사이의 공간에는 멧돼지의 앞뒤를 포위한

두 명의 세속인이 그려져 있다(도 59). 앞사람은 칼을 멧돼지의 입

속으로 찔러 넣으려 하고 있고, 뒷사람은 꼬리를 붙잡은 채 칼로 내

리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옆 4, 5번째 초려 사이

에는 창을 들고 산양을 뒤쫓는 사람이 그려져 있다(도 60).204) 천정

동면의 중앙부에는 야생소를 향해 활시위를 겨누는 사람이 있으며

(도 61), 남벽 〈오백강도성불연도(五百强盜成佛緣圖)〉중 설법 장면

의 배경에도 사냥꾼이 사슴을 향해 활을 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도 62). 총 네 곳에 표현된 수렵 도상은 단순히 산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수렵 장면의 묘사로 여겨지기도 했다.205) 그러나 량

웨이잉(梁尉英)은 수렵이 대계(大戒, 즉 바라이) 중에서도 가장 무거

운 살계(殺戒)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상이 불교적 공

간에 존재하는 것은 불율의(不律儀)를 나타내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

로 보았다. 게다가 그는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대지도론(大智
度論) 등에서 사낭꾼을 파계승(破戒僧) 또는 마사에 빗대어 설명하

는 구절에 근거하여, 선정비구와 수렵 모티프가 나란히 그려진 것은

선정 수행을 통해 계를 지니고 악업을 단절시킴을 뜻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206)

, 敦煌硏究(1997年 第4期), p. 2.
204) 285굴의 사냥꾼들은 모두 유목민족(胡人)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

다. 특히 천정 남면의 제4, 5번째 초려 사이에 그려진 인물은 매부리코에 버섯을

연상시키는 두발 형태를 갖추고 있다. 北史 卷97 西域傳에서 柔然인들의 두발

형태를 “髮始齊眉[두발이 깎여서 눈썹의 높이와 같다]”로 묘사한 것과, 5세기 후

반 유연이 세 차례에 걸쳐 돈황에 침입한 사실을 고려해보면, 285굴에 그려진

이 사냥꾼은 유연인을 나타내려 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동북아역사

재단 편, 北史 外國傳 譯註 하(동북아역사재단, 2010), p. 332 참조.
205) 두안원제는 산악에 짐승과 새가 가득한 시끄럽고 비참한 자연환경 속에 일체

의 초탈에 주력하는 선정비구를 배치한 것은 양자를 대비시킴으로써 선정이 지

닌 심원한 철학을 한층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段文傑, 앞의 논

문(2001), p. 51.

206) 梁尉英, 앞의 논문, pp. 1-11. 한편 승전류에서는 수렵의 행위가 승려들이 출

가를 결심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던 예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高僧傳 卷11
釋淨度傳, T2059, 50:398c16-18; 高僧傳 卷12 釋法宗傳, T2059, 50:407a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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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율에 기반한 실천적인 내용은 남벽 중단에 그려진 다양한 주제

의 벽화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도 63). 남벽의 측실 출입문 사

이와 문미 상단에 그려진 벽화들은 불교 문헌에 등장하는 설화를

연환화(連環畵)식으로 도해한 서사적 그림으로, 각 장면에는 표제가

쓰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방제(榜題)가 마련되어 있다.207) 현재까지

연구자들은 이들 벽화를 〈화발제장자자도(化跋提長者姊圖)〉, 〈도

악우연도(度惡牛緣圖)〉, 〈사미수계자살도(沙彌守戒自殺圖)〉, 〈바

라문시신문게도(婆羅文施身聞偈圖)〉, 〈오백강도성불연도〉로 비정

했다. 그리고 제재(題材)의 선택과 구성은 개착 당시부터 통일된 계

획 하에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208) 인물과 배경은 설화의 본 무대인

인도가 아닌 당시 중국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그려져 있다. 내용의

측면에서는 계율의 실천이 주된 주제이다. 특히 이 그림의 내용은

북조 시기 막고굴의 어떤 벽화보다도 당시 돈황의 불교 승단을 둘

러싼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지금부터의 논의에서

는 이 그림들이 당시의 사회적 맥락 내에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그 의미가 285굴의 기능과도 긴밀히 연관됨을

밝히고자 한다.

남벽 제1측실 좌측의 공간에는 중단의 산맥을 기준으로 상하로 2

개의 불교설화도가 있다. 먼저 위쪽에 〈화발제장자자도〉가 그려져

있다(도 64). 이 제재는 오분율(五分律) 권26에 등장하는 계율과

관련된 설화로, 부처의 제자인 빈두로(賓頭盧, Piṇḍola)가 신이력(神

異力)을 이용하여 강제로 탁발(托鉢)을 받아냄으로써 발제장자(跋提

長者)의 누이를 무리하게 교화시키려 했던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보

인다.209) 벽화에서는 발우(鉢盂)와 석장(錫杖)을 든 빈두로가 탁발행

207) 2000년대에 285굴의 남벽 벽화를 대상으로 실시된 광학조사에서 이 방제들을

자외선 형광 및 적외선 사진으로 촬영한 결과 문자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고 한다. 高林弘実 外 7人, 敦煌莫高窟第285窟壁畵の光学調査(1) , 保存科學
46(2007), p. 163.

208) 八木春生, 앞의 논문(2004), p. 245.



72

을 하는 장면, 빈두로가 공중에 거꾸로 매달린 장면, 장자의 누이가

떡을 만들어 방형의 연못 속에 두는 장면만이 간략하게 그려져 있

다.210) 왕후이민(王惠民)에 의하면, 이 설화도의 핵심적 의미는 부처

가 계율에 위배되는 빈두로의 강압적인 교화를 훈계하는 데 있다고

한다.211)

사실 승려들이 절을 떠나 촌락을 유행하며 교화하는 것에 대한

금지는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까지 북위 정부와 소현조(昭玄曹)에

의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212) 북위 말기에 이르러 승니(僧尼)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검증이 되지 않은 자들이 민간 포교에 가담하

게 되었다. 결국 승려들의 유행 교화는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되었고, 국가와 중앙교단기구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엄격

히 경계할 필요가 있었다.213) 이 조항의 파급력은 당시 돈황의 승단

에까지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서위 시기 돈황 승단의 제규로 여

겨지는 돈황본교단제규(敦煌本敎團制規)(가제)에도 유행 교화에

대해 경계하는 구절을 찾을 수 있다.214) 따라서 이 그림은 단지 계

209) 五分律 卷26 第五分雜法, T1421, 22:170b-c. cf. 송성수 옮김, 한글대장경
彌沙塞部和醯五分律 2(동국역경원, 1998), pp. 321-325. 한편, 판진스와 마스창

은 經律異相 卷13 중에 등장하는 내용을 해당 벽화의 소의경전으로 보았다.

그러나 왕후이민(王惠民)은 경율이상의 해당 설화 마지막에 이 설화가 “彌沙
塞律(오분율)에 나온다”는 구절과, 경율이상이 516년에 편찬된 것을 근거로,

이 벽화가 오분율에 바탕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았다. 王惠

民, 古代印度賓頭盧信仰的産生及其東傳 , 敦煌學輯刊(1995年 第1期), p. 74.
210) 벽화의 장면 구분은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필자가 구분한 남벽 각

설화도의 장면들은 우선적으로 벽화의 육안 관찰을 토대로 한 뒤, 이들의 구분

방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段文傑, 앞의 논문(2001), pp. 42-43; 賀世哲, 앞의

책, pp. 256-257; 王惠民, 앞의 논문, p. 73.

211) 위의 논문, p. 74.

212) 魏書, 釋老誌 에는 延興2년(472)의 조서를 시작으로 永平2년(509) 沙門統

惠深의 상주 등에는 승니가 巡民敎化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환속시

킬 것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塚本善隆, 魏書釋老志の硏究(東
京: 大東出版社, 1974), pp. 215-243; 전영섭, 《魏書》〈釋老志〉譯註 , 중국
사연구 8(2000), pp. 266-275 참조.

213) 諸戶立雄, 中國佛敎制度史の硏究(東京: 平河出版社, 1990), p. 58.
214) 해당 구절은 諸戶立雄, 앞의 책, pp. 82-84; 塚本善隆, 敦煌本·中國佛敎敎團の

制規-特に 行像 の祭典について , 塚本善隆著作集 3(東京: 大東出版社,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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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 측면뿐 아니라, 당시 중앙 및 지방 승단이 직면했던 현실적인

위기의식과 그에 따른 자치적인 조치를 반영하기에 적합한 설화를

선택하여 벽화로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 그림의 아래에는 〈도악우연도〉로 비정되는 벽화가 있다(도

69). 이 제재는 찬집백연경(撰集百緣經) 권6에 등장하는 설화로,

부처의 신이력으로 조복된 악우(惡牛)는 고행을 통해 도리천(忉利

天)에 태어나게 되고, 이를 알게 된 500명의 목동(牧童)들도 뒤따라

출가하여 수행을 통해 결국 아라한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215) 벽화

에서는 악우가 악업을 깨달은 뒤 고개를 숙인 채 엎드려 있는 장면

과, 출가자가 복두의를 입고 산속에서 수행하는 장면이 늑나수(勒羅

樹)로 생각되는 중앙의 큰 나무를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배치되어

있다.216) 벽화의 표현은 설화의 내용에 비해 매우 간략해졌지만, 참

회와 수행을 통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는 관념을 조형한 것으로,

그것은 285굴에 반영된 의미와도 부합한다.217)

제1, 2측실 사이와 제2, 3측실 사이, 그리고 제3, 4측실 사이의 세

공간에는 〈사미수계자살도〉로 불리는 벽화의 장면들이 S자형으로

전개되어 있다(도 65-1, 65-2, 65-3).218) 앞에서 거론한 벽화들에 비

해 많은 공간을 할애하여 자세하게 그려져 있으며, 전거가 되는 현
우경(賢愚經) 권6의 해당 설화와도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219) 설화

pp. 297-298 참조. 이 돈황 출토 사본은 북경의 郝씨가 소장하고 있던 것을 츠

카모토 젠류(塚本善隆)가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한 것이다. 이 사본은 모두 217

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앞부분과 뒷부분이 모두 남아있지 않다. 모로토

다츠오(諸戶立雄)는 이 사본의 서체와 내용에 근거해서, 이것은 서위 시기 돈황

승단의 제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을 보였다.

215) 撰集百緣經 卷6 佛度水牛生天緣, T200, 4:232a-c.
216) 段文傑, 앞의 논문(2001), p. 43. 이 제재는 키질 제32굴과 제163굴의 천정에도

그려져 있다. 賀世哲, 앞의 책, p. 256.

217) 李銀廣, 敦煌莫高窟第二八五窟南壁故事画の意味とその宗教的機能 , 美術史学
 34(2013), p. 57.

218) 같은 제재의 벽화는 키질 제69, 178굴과 막고굴 제257굴 남벽에도 존재한다.

賀世哲, 앞의 책, pp. 242-243.  
219) 賢愚經 卷5 沙彌守戒自殺品, T202, 4:380a-382a. cf. 동국역경원 편, 한글대
장경 賢愚經 外(동국역경원, 1993), pp. 1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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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벽화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안타국

(安陀國)의 한 장자의 아들은 덕행을 갖춘 비구에게 출가하여 사미

(沙彌)가 되었다. 스승 대신 탁발을 위해 한 우바새(優婆塞)의 집에

방문하게 된 사미는 우바새의 딸의 유혹을 받고, 지계(持戒)를 위해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바새가 이 일을 국

왕에게 보고하자, 국왕은 사미의 지계를 찬탄하여 성대히 다비(茶

毘)를 치룬 뒤 영당(影堂)을 세워 공양하였다.220) 이 그림은 ‘계율의

준수’라는 의미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북위 말 계율을 지키지 않던 승려들의 현실과 관련지어 해석

되어 왔다.221) 특히 이것은 낙양가람기(洛陽伽藍記) 권1에 수록된,

529년 요광사(瑤光寺)에서 일어났던 비구니(比丘尼)들의 음행(淫行)

의 이야기처럼, 계율이 느슨했던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부응하여 종

교적 금욕주의를 선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222)

제4측실 오른쪽 공간에 그려진 〈바라문시신문게도〉는 285굴의

유일한 본생도(本生圖)로서, 담무참 역 대반열반경 권14의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도 66).223) 그것은 설산에서 선정 수행을 하던

바라문이 나찰(羅刹)의 모습으로 변한 제석천(帝釋天)이 읊은 게송

(偈頌)의 절반을 듣고 난 뒤, 나머지를 듣기 위해서는 육신을 공양

하여 나찰의 먹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높은 나무에 올

라가 몸을 던졌고, 제석천은 그를 공중에서 받아 땅에 내려놓은 뒤

220) 다카타 오사무(高田修)는 장자와 사미가 서 있는 건물 뒤에 자살 장면이 그려

진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다비식의 장면을 자살 장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

하여, 비구의 자살이 율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미가 火光三昧에 드는 듯이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高田修, 佛敎說話圖と敦煌の壁畵-特に敦煌前期の本緣說

話圖 ,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2, 敦煌文物硏究所 編(東京: 平凡社, 1982), p.

235.

221) 蔡偉堂, 莫高窟壁畵中的沙彌守戒自殺圖硏究 , 敦煌硏究(1997年 第4期), p.

19; 賀世哲, 앞의 책, pp. 243-244.

222) 洛陽伽藍記 卷1 瑤光寺條, T2092, 51:1003a20-23.
223) 大般涅槃經 卷14 聖行品, T374, 12:449b-451b. 한편 經律異相 卷8 爲聞半
偈捨身에도 이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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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탄했다는 이야기이다. 벽화에서는 바라문이 산속에 있는 초려에서

수행하는 장면, 바라문이 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던지는 장면, 제석

천이 공중에서 받는 장면이 아래에서 위로 전개되고 있다.224) 그런

데 나찰과 바라문의 대화가 주를 이루는 설화의 내용과는 달리 벽

화에서는 수행과 사신(捨身)의 장면만을 그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 소남해중굴(小南海中窟)에 새겨진 〈시신문게도〉에서도 사신의

장면이 강조되어 있는 반면, 화면 내 두 곳의 방제에 게송의 앞뒤

구절을 나눠 새김으로써, 게송의 뜻을 명심하고 바위에 써놓았다는

설화의 구절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점은 285굴 작례와의 차이로 보

인다.225)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벽화와 〈사미수계자살도〉는 공통

적으로, 수행자의 자해(自害)를 통한 순교(殉敎)를 상찬하는 종교적

의미를 지닌다. 본생고사에서처럼 자리이타(自利利他)를 위해 스스

로를 희생한 석가의 전생 이야기는 당시 중국의 승려들이 이를 모

방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승전류에는 순교를 통해 성자로 추앙

받았던 고승들의 이야기가 다수 전해지며, 그것은 당시의 많은 수도

승들에게 고행의 극단적인 형태임과 동시에 가장 진실된 행동으로

여겨졌다.226) 그렇다면 시각적인 재현을 통해 순교의 가치를 상찬하

는 285굴의 이 벽화들은 당시 이 공간 내에 있었던 승려들의 사고

방식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남벽 첨공형 문미들의 네 정점을 따라 그어진 얇은 주선(朱線) 위

의 넓은 공간에는 〈오백강도성불연도〉로 불리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도 67).227) 이 벽화는 285굴에서 단일 주제의 벽화들 중 최대

224) 段文傑, 앞의 논문(2001), pp. 43-44.

225) 이나모토 야스오(稻本泰生)는 게송이 題箋에 새겨진 것이 북조 시기 刻經의

성행과 상관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稻本泰生, 小南海中窟と滅罪の思

想-僧稠周邊における實踐行と涅槃經 觀無量壽經の解釋を中心に , 鹿苑雜集
 4(2002.3); 李銀廣, 앞의 논문, p. 57에서 재인용.

226) John Kieschnick, The Eminent Monk: Buddhist Ideals in Medieval
Chinese Hagiograph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7), pp.
35-50.

227) 기존 연구에서는 벽화의 전반부에 생생하게 묘사된 전투 장면에 특히 주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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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1×6m)을 차지하고, 막고굴 제296굴(북주 시기)의 남벽 중단에

그려진 예를 제외하면 해당 주제의 다른 예가 전무하기 때문에, 시

대와 종교적 맥락 속에서 285굴의 기능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위치

를 점하고 있다.228) 이 벽화의 내용은 북량 시기에 담무참이 번역한

대반열반경 권16 범행품(梵行品)에 등장하는 설화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229) 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교살라국

(憍薩羅國, Kosala)에는 노략질을 일삼는 500명의 도적이 있었다. 그

들의 행패를 염려한 파사닉(波斯匿, Prasenajit)왕은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체포해 눈을 뽑는 처형을 한 뒤, 수풀 속으로 추방시켜 버렸

다. 그들은 고통스러워하며 구원을 빌었고, 그 소리를 듣게 된 부처

는 향산(香山)의 약을 바람에 실어 보냄으로써 그들의 시력을 되찾

아주었다. 눈을 뜬 도적들은 앞에 나타난 부처의 법을 듣고 아뇩다

라삼먁삼보리심(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을 내었다.230)

벽화는 군대와 도적과의 전투 장면(도 68), 도적이 체포되는 장면

(도 69), 국왕이 도적들을 심문한 뒤 눈을 도려내는 처형을 집행하

여 이 장면이 북위 말기 돈황 지역의 불안했던 정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

었다. 특히 두안원제는 원영이 사경한 간기의 내용 중 “국내의 정세가 들끓어

불안하며, 지방이 황폐해지고 있다”, “세상은 재앙이 가득하여 황폐하고 정도는

막혀서 …악적이 퇴산하기를”과 같은 구절을 인용하여 이 벽화가 당시 정세와

잠재적으로 관련됨을 지적하였다. 段文傑, 앞의 논문(2001), p. 42.

228) 막고굴 제296굴의 남벽(腰壁部)에 그려진 〈오백강도성불연도〉는 위치와 면

적 상 석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내용의 구성 또한 285굴의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특히 도적을 진압하는 장면(전체 장면의 5/6을 차지)이 강조되어

있다. 賀世哲, 앞의 책, p. 253.

229) 그 외에도 이 설화를 담고 있는 남북조 시기 이전 불교 문헌들은 다음과 같

다. 宋 慧嚴 등이 泥洹經에 의거하여 덧붙인 大般涅槃經 卷14 梵行品, T375,
12:700c; 失譯 大方便佛報恩經 卷5 慈品, T156, 3:150c; 梁 僧旻과 寶唱 등이

편집한 經律異相 卷5 吹香山葯人五百盲賊眼中還得明眼, T2121, 53:23a-b; 法
顯, 高僧法顯傳, T2085, 51:860c. 차이웨이탕(蔡偉堂)은 문헌의 해당 설화와 벽

화의 각 장면을 비교·분석하여, 이 벽화가 담무참의 大般涅槃經에 근거하여

그린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蔡偉堂, 敦煌莫高窟五百强盜成佛圖硏究 , 段文傑
敦煌硏究五十年紀念文集, 敦煌硏究院 編(北京: 世界圖書出版公司北京公司,

1996), pp. 112-115.

230) 大般涅槃經 卷16 梵行品, T374, 12:458b-c. cf. 최봉수 옮김, 한글대장경 大

般涅槃經 1(동국역경원, 2002), pp. 366-367.



77

는 장면(도 70), 추방당한 도적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도 71), 도

적들 앞에 부처가 나타나 눈을 되찾아주는 장면(도 72), 도적들이

설법을 듣고 출가하는 장면(도 73), 도적들이 산속에서 수행하는 장

면(도 74)의 총 7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면에는 5명의 도

적이 500명의 도적을 대표하여 등장한다.231)

그러나 양자를 비교하면 설화와 벽화 간에는 일치하지 않는 장면

이 다소 존재한다. 특히 “눈을 되찾은 도적들이 부처의 설법을 듣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었다”는 설화의 내용이 벽화에서는 출가

(受戒) 전후의 장면과 산중 수행 장면으로 새롭게 각색되었다.232) 즉

이 설화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悉有佛性], 극악

한 자라 하더라도 성불할 수 있다[闡提成佛]”는 대반열반경의 요

체(要諦)를 전달하기 위한 짤막한 예에 불과하다. 그러나 벽화에서

는 그러한 의미보다 도적들이 과거의 악업을 참회화고, 수계를 통해

불법에 귀의하여, 깨달음으로 향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 필

수저긍로 실천해야 하는 수계와 참회 의례, 그리고 선정 수행의 구

체적인 시각화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벽화에는 사건의 전개와는 별개로 도적들의 추방 장면

을 기점으로 하여 속세의 공간인 전반부와 종교적 공간인 후반부로

231) 장면의 구분은 차이웨이탕의 분류를 따랐다. 蔡偉堂, 앞의 논문(1996), pp.

109-111.

232) 특히 맨 마지막 장면은 得眼林(Andhavana)에서의 수행을 묘사하고 있는 듯하

다. 법현은 法顯傳에서 500명의 맹인 고사와 더불어 그들이 정사에 의지해 이

곳에 머물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차이웨이탕은 이 장면이 법현전을
참작하여 그린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당시 북방에서 선정 수행을 중

시했던 형세를 반영해서 그렸거나, 석굴의 소상 및 벽화의 조합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위의 논문, p. 116. 그러나 당시 중국 중원 및 서북지방의 승단

을 중심으로 널리 이용되던 十誦律에는 500명의 도적과 安陀林(득안림)을 언

급하고 있는 구절들이 여럿 보인다. 田林啓, 敦煌莫高窟第285窟の開鑿背景につ

いて (未刊稿) 美術史學會西支部例會 講演資料(2010.11). 따라서 당시 중국의

불교도들이 양자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이 마지막 장면이 득안림을 그린 것으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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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는 특수한 시각적 구조가 존재한다(도 75). 관청이 자리한 세

속적 공간에는 무자비한 왕에 의해 섬뜩한 형벌이 가해지고 있

다.233) 그러나 산속을 배경으로 하는 불교적 공간에는 부처가 그들

의 죄를 자비로써 포용하고 있다. 게다가 화면 전반부와 후반부의

대립적인 분위기는 장면 내의 부수적인 모티프들에 의해 더욱 강조

된다. 국왕이 자리한 관청 지붕의 치미(鴟尾)에는 두 마리의 수탉이

발톱과 꼬리를 세운 채 마주하여 싸우는 모티프가 나타나 있다(도

76). 중국의 전통적 관념에서 지붕 위에 올라간 투계(鬪鷄)는 앞으로

닥쳐올 불길한 징조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

다.234) 반면 도적들의 출가 전후의 두 장면에는 부처의 머리 위에

떠 있는 천개(天蓋) 곁으로 봉황(鳳凰)이 날고 있어 상서로운 분위

기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도 77).235)

흥미로운 것은 실제 당시 돈황 승단이 벽화의 대립 구도와 유사

하게 승려에 대한 처벌권을 두고 중앙 정부와 대립 관계에 있었다

는 사실이다. 당시 돈황 지역 승단에서 자치적인 제규로 사용되었던

돈황본교단제규에는 국가권력이 지방 교단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승단 측의 강한 반발이 일관되게 나타난다.236) 당시 지방의 교단은

왕권에 예속된 중앙의 사문통(沙門統)에 의해 통솔되고 있었고, 북

위 말기의 불교 교단 전체가 타락해가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정한

승제(僧制)를 어기는 승려들에게는 조칙에 따른 법적인 처벌이 적용

되었다. 국가의 이러한 조치에 반발한 돈황의 승려들은 자주적인 교

233) 근래 285굴의 벽화를 대상으로 실시한 광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오백강도

성불연도 중 처형당하는 도적의 눈 주위에는 눈이 뽑힌 뒤 안와에서 분출되는

피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강한 형광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高林弘実 外

7人, 앞의 논문, p. 166.

234) C. A. S. Williams, Chinese Symbolism and Art Motifs: a comprehensive
handbook on symbolism in Chinese art through the ages (Rutland, Vt.:
Tuttle, 2006), pp. 206-207.

235) 야기 하루오는 이곳에 그려진 봉황이 부처가 도적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보낸 薰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八木春生, 앞의 논문(2004), p. 256.

236) 諸戶立雄, 앞의 책, pp. 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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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운영과 승려가 엄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경율(經律)에 있는

전거를 구하여 돈황본교단제규를 제정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237)

특히 승려에게 속인과 동일한 장형(杖刑)을 내리고, 관부(官府)에 압

송하여 구금해서는 안 될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구절은 중앙 정부

와 돈황 승단 사이의 대립 관계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238) 이처럼

당시 돈황 승단이 중앙 정부에 대해 자주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

던 데에는 돈황이 과주(瓜州)로 승격된 직후부터 북위가 동·서위로

분열됨에 따라 독립적인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상황과, 서위 시

기에 들어 승관제가 약화됨에 따라 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돈황

지역에서는 자주적인 승단의 운영이 용이했던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239) 이로부터〈오백강도성불연도〉에는 당시 돈황의 승단이

중앙 정부에 대해 가졌던 대립적 입장이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 보여진다.

또한 속세에서의 처벌과 불교에서의 참회라는 시각적 병치는 당

시 불교도들이 종교적인 참회를 범죄자가 재판에서 물리적인 처벌

을 받아들이는 행위와 유사하게 인식했음을 반영한다. 중국의 후한

(後漢)대 도교도(道敎徒)들에게 ‘계’란, 신들이 부여한 것으로 계의

위반은 현재와 미래의 불운으로 직결된다는 뿌리 깊은 관념이 있었

다.240) 그리고 그러한 불운은 죄를 뉘우치고 그에 따른 형벌을 받아

들임으로써 비로소 소멸될 수 있었다. 이러한 관념은 이후 중국의

종교 의례에서 참회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데에 큰 영

향을 미쳤다. 일례로 5세기 중국 강남지방에서 유행한 도탄재(塗炭

齋)에서는 〈오백강도성불연도〉에 등장하는 도적들의 처형 장면과

237) Alexander Coburn Soper, “Northern Liang and Northern Wei in Kansu,”

Artibus Asiae, Vol. 21, No. 2 (1958), pp. 156-157; 위의 책, pp. 94-95.

238) 이 구절은 敦煌本敎團制規 중 僧綱維行法第十三(112-125행)에 기록되어 있

다. 이에 대해서는 塚本善隆, 앞의 논문, p. 297; 諸戶立雄, 앞의 책, pp. 81-82

참조.

239) 諸戶立雄, 앞의 책, p. 94.

240) Eric M. Greene, 앞의 논문(2012), pp. 3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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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속죄자(贖罪者)들이 죄에 대한 응보를 소멸하기 위해 머리

를 풀어헤치고, 양손을 뒤로 결박하여 스스로를 속세의 범죄자처럼

내보이기도 하였다(도 78).241) 이렇듯 당시 중국인들은 종교적인 참

회 의례를 재판에 비유하여 생각했다. 양자 간의 시각적 유사성과

비유적 관념은 불교도들의 사고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285

굴의 〈오백강도성불연도〉는 참회에 대한 관념적이고도 시각적인

연상을 벽화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벽에 그려진 불교설화도들은 경전이라는 틀에 갇힌 설화에 바

탕을 두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설화는 285굴을 조영했던 자들의

의식 체계를 반드시 거침으로써 비로소 시각적 결과물로 구현될 수

있었다. 그리고 텍스트에서 시각 매체로 구현되기까지의 과정은 남

벽의 다른 불교설화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설화도들이 왜 다양한 주제와 의미를 가지는 벽화들로 복잡하게 구

성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바탕으로

수렵 모티프와 남벽의 불교설화도는 수계 의례, 업장의 소멸을 위한

참회, 고행과 같이 구도의 과정 속에서 계율에 기초한 실천들을 나

타내고자 했던 것이며, 이러한 의미는 285굴이 지닌 수계와 참회의

기능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241) 그린은 당시 중국 불교도들이 참회를 죄에 대한 물리적인 처벌이라는 개념 속

에 위치시키게 된 데에는 승려와 범죄자 사이에 존재하는 강력한 시각적 유사

점들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승

려들이 체발하는 것[髡]은 신체를 손상시키는 처벌 중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하며,

이러한 범죄자들에게 특별히 입혔던 赭衣의 색은 승려들의 法衣와도 일치했다.

위의 논문, pp. 3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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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양자의 역할과 제285굴의 조영 배경

북벽의 상단과 동벽의 주실 출입구 양측에는 구도와 제재 및 양식

에 있어 주실의 다른 벽화들과 호응되지 않는 벽화가 있다(도 79

80).242) 일반적으로 〈불설법도〉로 불리는 이 벽화들은 동벽에 2폭

과 북벽의 7폭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들은 세로로 그어진 주선을 경

계로 방형의 정해진 구역 내에 그려졌다. 〈불설법도〉모두는 비슷

한 양식으로, 한족식의 복식(服飾)을 착용한 불보살상이 그려져 있

고, 주존의 수미좌(須彌座) 아래에 있는 방제에는 공양자(供養者)들

의 발원문이 적혀 있다.243) 방제의 양쪽으로는 남녀 재가신도들이

불보살을 향해 다가오고 있으며, 이들 중 몇몇은 향로(香爐)나 꽃을

들고 있다. 그리고 행렬의 선두에는 비구 또는 비구니가 앞장서고

있다. 이 공양자상들은 현재 우리가 이 석굴 내에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285굴의 조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흔적이다.244)

앞선 고찰을 통해, 285굴은 승려들을 위한 수계와 참회 의례가 행

해지던 공간일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르면 여기에 나타난 공양

자들은 285굴의 사용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석굴의 조영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가?

이 〈불설법도〉들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북벽 제

1·4·5·6폭(진행순서: 동→서) 〈불설법도〉의 발원문에 기록된 기진

242) 石松日奈子, 앞의 논문, pp. 43-44.

243) 방제의 발원문이 전부인 북벽의 〈불설법도〉와 달리, 동벽의 대형 〈불설법

도〉에는 대좌 하단의 방제와 더불어 각 존상들의 곁에 존명을 적은 직사각형

의 題箋이 있다. 현재 이 발원문은 지워져 확인할 수 없지만, 북측 〈불설법도〉

의 방제에는 묵서가 남아있어 존명을 판독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북측의 주

존은 無量壽佛, 4구의 협시보살은 無盡意菩薩, 文殊師利菩薩, 觀世音菩薩, 大☐至
菩薩, 4구의 불제자는 阿難, 迦葉, 舍利佛, 目連이다. 위의 논문, p. 47. 남측의

〈불설법도〉는 현재 명문이 지워졌지만, 인물의 형상과 화면의 구성이 역시 북

측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장위엔린(張元林)과 장쯔하이(張志海)는 이것

역시 무량수불 설법도로 여기고 있다. 張元林·張志海, 敦煌北朝時期法華信仰中

的無量壽佛信仰 , 敦煌硏究(2007年 第1期), p. 34.
244) 동·북벽에 그려진 공양자는 총 12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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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폭 불설법도 제5폭 불설법도 제4폭 불설법도 제1폭 불설법도

기진 시기:

538년 8월 중순

존명:

가섭불

(迦葉佛)

기진 시기:

538년 8월 중순

존명:

구나함모니불

(拘那含牟尼佛

기진 시기:

539년 4월 28일

존명:

?

기진 시기:

539년 5월 29일

존명:

무량수불

(無量壽佛)

삽도 13 북벽 불설법도 중 현존 발원문에 나타난 기진 시기와 존명

(寄進) 시기와 주존의 존명에 특히 주목해 왔다(삽도 13). 먼저 발원

문에 의하면, 제6폭과 제5폭은 538년 8월 중순, 제4폭은 539년 4월

28일, 제1폭은 539년 5월 29일이라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자

들은 285굴 전체 벽화의 바탕색(地色)과 양식에 근거하여, 석굴 내

벽화들이 서벽, 남벽·천정, 북벽·동벽의 순서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그려졌을 북벽 〈불설법도〉의

기진 시기(538-539년)가 285굴 조영 시기의 하한이 되기 때문에 석

굴 조영은 그보다 일찍(북위 말) 시작되어 원영이 돈황을 통치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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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완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245)

다음으로 북벽 제1·5·6폭의 발원문에는 〈불설법도〉의 주존에 해

당하는 존명이 기록되어 있다.246) 그것에 의하면 제1폭의 주존은 무

량수불(無量壽佛)(도 81), 제5폭은 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도

82), 제6폭은 가섭불(迦葉佛)(도 83)이다. 제7폭은 발원문이 남아있지

않지만 2불 2보살의 구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흔히 이불병좌상(二

佛竝坐像)으로 해석되었다(도 84). 따라서 7폭 총 8구의 불상은 무량

수불과, 과거칠불(過去七佛) 중 구나함모니불·가섭불, 그리고 이불병

좌상으로 구성된다. 이는 제작 당시부터 계획되었다고는 보기 어려

운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8구의 존명의 비정에

유난히 집중하였고, 제1폭을 제외한 나머지 7구가 과거칠불이라는

데 동의했다.247) 게다가 제1폭이 무량수불인 것은 과거칠불로 구성

하려는 당초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 후에 새로 첨가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248) 그들은 북벽〈불설법도〉7폭이 통일된 구성체로서 선

245) 이러한 논의는 1956년에 수바이가 처음 제시하였다. 宿白, 앞의 책, pp.

209-210. 아키야마 테루카즈(秋山光和) 역시 수바이의 입장을 지지하며, 서벽처

럼 짙은 적색을 바탕색으로 하는 것은 중앙아시아 석굴 벽화의 전통이라는 점

을 지적했다. 秋山光和, 敦煌壁畵の編年史料その一 , 東京大學文學部硏究紀要
1(1975); 石松日奈子, 앞의 논문, p. 44 에서 재인용. 다구치 에이이치(田口榮一)

는 논의를 보다 발전시켜, 서벽의 벽화는 돈황에 거주하던 서역 양식에 뛰어난

화가가 먼저 그렸고, 남벽·천정·북벽·동벽의 벽화는 원영과 관련된 화가가 중원

의 회화양식을 바탕으로 그렸을 것으로 추측했다. 田口榮一, 壁畵について , 
昭和五十八年度文部省科學硏究費による海外學術調査(第一次)報告書(1985), p.

53; 위의 논문, pp. 44-45 에서 재인용.

246) 과거의 연구들에서는 敦煌莫高窟供養人題記에 나와 있는 명문에 따라 제4폭

도 역시 無量壽佛로 본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펠리오는 그의 노트에서 제4폭의

주존에 해당되는 글자가 이미 판독불가의 상태였음을 밝히고 있다. 허스저는 이

러한 오류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賀世哲, 石室札記-重新解讀莫高窟第285窟北

壁八佛 , 敦煌硏究(2003年 第1期), pp. 22-24.
247) 과거칠불로 상정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 제1폭은 과거칠불 중 첫 번째 부

처인 毘婆尸佛이 아니라 무량수불이기 때문에 전체 구성과 순서 모두 과거칠불

과는 맞지 않으며, 7폭의 2불을 이불병좌로 본다면 마지막 1구는 彌勒佛이 아니

라 多寶佛이 되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된다.

248) 東山健吾, 앞의 책, pp. 85-86; 張元林·張志海, 앞의 논문, pp. 34-35; 賴鵬擧,

앞의 논문, pp. 3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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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수행과 관계된 실천적인 기능을 가지거나, 석굴 전체의 의미와

결부된 것으로 여겼다.249)

그러나 〈불설법도〉들은 각 폭 간의 경계가 뚜렷하고, 불보살상

과 함께 공양자상, 발원문, 공양자의 명부로 구성된 분명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한 폭의 〈불설법도〉는 공양자만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발원문에 기록된 존명의 차이가 불상의 외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부터 이를 그린 화가들이 불상의 시각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불설법도〉의 존명은 처음부터 차례로 계획되었다기보다 각 폭을

발원한 공양자들의 의향을 반영하여 기록한 것에 가깝다.250) 따라서

동벽과 북벽의 〈불설법도〉가 그려진 영역은 석굴의 조영에 시주

249) 수도 히로토시는 觀佛三昧海經 卷10에 등장하는 “관상의 마음을 달성하려면

계속하여 과거칠불상을 보아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북벽의 〈불설법도〉가 관

상 수행을 위한 시각적 도구로 보았다. 須藤弘敏, 앞의 논문, p. 21. 장위엔린과

장쯔하이는 북벽과 동벽의 〈불설법도〉가 과거칠불과 무량수불이 조합되어 있

음에 착안하여, 우선 이불병좌와 과거칠불 및 북벽 중단의 千佛은 法華三昧觀法

에서 말하는 “釋迦牟尼가 耆闍崛山에서 다보불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시방의 分身化佛은 중생의 국토에 가득 찬다”는 관법 경지를 표현한 것이

며, 무량수불은 선정 수행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남북조 시기 淨土往生信仰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다. 張元林·張志海, 앞의 논문, pp. 34-39. 한편

285굴을 계단으로 본 라이펑쥐는 四分律比丘戒本, 四分律比丘尼戒本 등에서
설하는 구절을 인용하여, 북벽의〈불설법도〉가 受戒僧이 戒를 읊기 전 과거칠

불에게 예경하는 용도로 보았다. 賴鵬擧, 앞의 논문, pp. 304-305. 허스저는 북벽

의 〈불설법도〉가 北涼 시기 法衆이 한역한 大方等陀羅尼經 卷2 授記分에서
“멸죄를 위해서는 無量壽佛, 釋迦牟尼佛, 維衛불, 式佛, 隨葉佛, 拘樓秦佛, 拘那含

牟尼佛, 迦葉佛 앞에서 참회를 해야 한다”는 구절에 근거해 그려졌으며, 예참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주장했다. 賀世哲, 앞의 논문(2003), pp. 22-24.

250) 북벽의 〈불설법도〉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진행한 이시마츠 히나코는 북벽의

총 7폭의 벽화가 총 4부류의 화가들에 의해 그려졌고, 특히 제4폭의 경우 벽화

의 완성보다 발원문의 서사 시기가 조금 더 늦을 수 있다는 중요한 지적을 하

였다. 그녀가 제시한 벽화의 제작과 발원 순서는 다음과 같다. 원영 일가가 발원

한 제7폭은 북벽 중단의 천불 및 보살상을 그리던 화가들이 이어 그린 것으로,

북벽의 〈불설법도〉중에 가장 먼저 완성되었다. 그 후 또 다른 화가들에 의해

제6·5·4폭이 차례로 그려졌고, 그 중 제6·5폭은 음씨 가문에 의해 538년 8월 중

순에 기진되었다. 반면 제4폭은 완성된 뒤 곧바로 기진되지 않고, 또 다른 화가

들이 그린 제1·2폭과 함께 539년 5월 말에 활씨 가문에 의해 기진되었다. 마지

막으로 그려진 제3폭은 539년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모 집단에 의

해 기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石松日奈子, 앞의 논문, pp.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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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자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자, 석굴이 계획될 때부터 그들을

염두에 두고 할당된 공간으로 생각된다.251)

실제로 285굴과 같은 대형 석굴을 조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

력과 경제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했다. 예를 들어 북조 시기

막고굴 중에서 가장 대형의 석굴인 제428굴(북주 시기)에는 주실 네

벽의 요벽부에 3단의 구획을 나눈 뒤 약 900명에 달하는 공양자상

들을 그들의 이름과 함께 그려 넣고 있다(도 85).252) 이들은 분명 제

428굴의 완성을 가능케 한 실질적인 비용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었

다고 생각된다. 285굴처럼 정교하고 화려한 대형굴의 조영은 막고굴

승단 자체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후원할 재가신

자를 모집하는 일은 불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사전에 고려

된 사항이었을 것이다.

285굴의 〈불설법도〉에 그려진 재가신자들과 승려[邑師]들은 당

시 돈황 지역에서 결성된 읍의(邑義)의 활동을 나타내고 있다.253) 판

독 가능한 명문에 의하면, 제6폭은 음(陰)씨 가문이, 제4폭과 제1폭

은 활(滑)씨 가문이 발원한 것이다(도 86, 87, 88).254) 한편 제7폭의

251) 반면 이시마츠 히나코는 이 〈불설법도〉들이 285굴의 전체적인 성격과 맞지

않는 점을 강조하여, 석굴 조영 시 이 벽화들은 원래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공양

자들이 285굴의 조영에 새로이 참여함에 따라 당초의 계획이 변경되어 그려졌

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논문, pp. 47-49.

252) 로드릭 위트필드(Roderick Whitfield), 앞의 책, p. 288.

253) 法義, 合義로도 알려진 이 단체는 재가신자들과 그들의 교화를 담당한 승려

(邑師)로 조직되어 북위 시기에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들은 지방의 각종 佛事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주하였고, 그로 인한 공덕을 조상과 국가에 회향하는 등

기복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을 지닌다. 285굴의 〈불설법도〉에 남아있는 발원문

의 내용 또한 공양자들의 기복적인 염원을 담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보더라도

북벽과 동벽의 〈불설법도〉는 285굴 전체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254) 제6폭과 연접한 제5폭 〈불설법도〉의 여성들로만 구성된 공양자들도 음씨 가

문의 일족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제6폭과 제5폭은 회화 양식이 매우 유사해

같은 화가 집단에 의해 그려졌을 가능성이 높고, 두 폭의 〈불설법도〉의 주존

은 과거칠불인 가섭불과 구나함모니불이며, 제6폭의 남성 공양자 행렬의 끝부분

이 제5폭의 영역을 침범하여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장징펑은 陰安歸를 비롯한

이 음씨 가문이 前涼 시기에 張駿의 핍박을 피해 돈황으로 건너온 陰澹의 후손

으로, 당시 무역에 종사하던 소그드(Sogd)인 史씨(史崇姬, 반대편 첫 번째 공양

자)와 혼인하여 막대한 경제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았다. 張景峰, 敦煌陰氏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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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설법도〉는 현재 발원문과 명부는 남아있지 않지만, 여기에 그

려진 공양자상의 복식은 북벽과 동벽의 여타 공양자들과는 큰 차이

가 있다(도 89, 90). 오른쪽 3구의 남성 공양자상은 농관(籠冠)과 장

포(長袍)를 착용했으며, 왼쪽 1구의 여성 공양자상은 화려한 규의(袿

衣)를 입고 있어 고위의 신분을 드러낸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양

쪽 선두의 상이 원영과 그의 부인일 것이라는 주장이 일찍부터 제

기되어 왔다.255) 독실한 봉불자(奉佛者)였던 원영은 과주자사로 부임

하면서부터 많은 경전들을 사경(寫經)했는데, 그 일부가 장경동에서

발견된 점은 당시 그가 막고굴의 승단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근거가 된다.256) 더욱이 이군불감비에서 원영이 수건한 ‘일대굴(一

大窟)’이 285굴을 가리킨다는 기존의 연구를 떠올려 볼 때, 원영은

285굴의 조영을 후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257)

族與莫高窟陰家窟硏究 (蘭州大學碩士學位論文, 2008), pp. 8-14. 또한 장보친(姜

伯勤)은 滑黑奴를 비롯한 285굴의 활씨 공양자들이 厭噠(Ak Hun Hephtalites)

사람들일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姜伯勤, 敦煌壁畵與粟特壁畵的比較硏究 ,

1987敦煌石窟硏究國際討論會文集-石窟藝術編, 敦煌硏究院 編(瀋陽: 遼寧美術

出版社，1990), p. 157; Ning Qiang, Art, Religion, and Politics in Medieval
China-The Dunhuang Cave of the Zhai Famil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p. 107 주4에서 재인용.

255) 賀世哲, 앞의 논문(1986), p. 198. 특히 제7폭 남성 공양자상의 服制는 남벽의

〈사미수계자살도〉에 그려진 왕과 장자, 그리고 〈오백강도성불연도〉의 형벌

집행 장면에 그려진 고위 관리의 복제와도 일치한다. 285굴 공양인들의 복식에

관한 전면적인 연구는 范婷婷, 敦煌莫高窟西魏第285窟供養人像服飾硏究 (東華

大學碩士學位論文, 2007)을 참고.

256) 현재까지 장경동에서 발견된 원영 관련 사경 중에 원영의 이름으로 된 寫經은

12건, 그와 관련된 인물이 쓴 寫經은 5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경들의 간기 내

용에 대해서는 宿白, 앞의 책, pp. 244-261 참조.

257) 이군불감비에서 낙준과 법량의 막고굴 창건 내용 뒤에는 곧바로 동양왕과

建平公에 의해 막고굴이 발전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낙준과 법량처럼 동양왕

과 건평공 또한 왕실에 의해 자사로 임명되어 중원(동쪽)에서 온 인물이다. 이

사료는 당시까지의 막고굴 역사를 편년체로 기술하면서 漢人 승려와 한인 관료

의 功績만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에 대해 제임스 캐스웰(James O. Caswell)은

국가의 중앙 권력이 급성장하여 왕조로부터 성대한 불교후원을 받던 唐代 초에

기록된 문헌들이 일반적으로 조기 석굴에 대해 중앙으로부터의 후원을 과장하

는 견지를 취한다고 주장했다. James O. Caswell, Written and Unwritten: A
New H istory of the Buddhist Caves at Yungang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1988), pp. 125-126. 스탠리 아베는 캐스웰의 지적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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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굴의 조영 연대의 하한인 539년까지는 원영이 과주자사로 재임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적어도 제7폭의 공양자상은 원

영의 관계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258)

이 읍의의 구성원들은 제7폭에 그려진 원영 일파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다.259) 왜냐하면 제1·4·5·6폭의 발원문에 사용된

“대대대위대통(大代大魏大統)”이라는 연호(年號)는 동시기의 다른 조

상명(造像銘)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표기방식인데 비해, 원영의

사경에서는 그러한 예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260) 그들은 원영 일파

가 주도했던 시주를 도와 285굴의 조영이라는 신성한 불사가 성공

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했고, 원영과 동일한 연호의 표기방식을 자

신들의 발원문에 사용함으로써 그와 뜻을 함께하였을 것이다. 이처

럼 285굴의 조영에 있어 공양자들의 참여가 결정적이었지만, 기본적

으로 그들은 승려들에게 노동력과 자금을 지원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승려들을 사용 주체로 하는 285굴 조영의 실무는 승려들의

계획과 감독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북위 말기의 승관제

전시켜, 이 사료가 중앙 왕조에서 파견된 고위 관료의 참여를 의식적으로 강조

함으로써 막고굴의 명성과 혈통을 고양시키려는 정치적 함의를 읽어냈다.

Stanley K. Abe, 앞의 논문(1989), pp. 92-93.

258) 資治通鑑 梁紀의 545년 조에 의하면, 당시에 원영은 이미 죽었던 것으로 보

인다. 한편 542년 11월 15일에 원영의 딸인 昌樂公主 元이 사경한 摩訶衍經
卷8(소장처 미상)의 刊記에 따르면, 이 때 이미 과주자사가 원영의 사위인 鄧彦

으로 바뀌어 있었다. 따라서 원영은 늦어도 542년 11월 이전에는 죽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文夢霞, 再論東陽王元榮領瓜州刺史的時間 , 敦煌硏究(2006年 第2

期), pp. 102-103.

259) 장징펑은 원영 또한 이 읍의의 구성원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張景峰, 앞의

논문(2008), pp. 13-14.

260) 大代는 鮮卑 拓跋族이 魏國(북위)을 건국하기 전의 국가명(代國)에 대한 미칭

이며, 大魏는 魏國의 미칭이다. 대대는 북위 건국 후의 비문·조상명에서도 종종

사용되었지만, 북위 후반부터 동·서위에 들어서는 대위가 일반적으로 표기된다.

어쨌거나 양자가 붙어서 사용된 예는 매우 희소하다. 石松日奈子, 앞의 논문,

pp. 66-67. 대대대위의 연호 표기가 사용된 원영 관련 사경의 제기는 다음과 같

다. 大方等大集経 卷2(五島美術館) “大代大魏永熙二年五月七日”; 大般涅槃經
卷31(S. 4415) “大代大魏永熙二年七月十三日”; 摩訶衍經 卷8(소장처 미상) “大

代大魏大統八年十一月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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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僧官制)에 의하면, 285굴 조영의 설계와 책임자는 한 사찰의 사무

를 총괄하는 사주(寺主)의 직위에 있는 승려였다.261) 고승전에 등

장하는 사찰의 조영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찰의

설계와 감독은 승려가 주도했고, 그 실현에 있어서는 후원자의 시주

가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262) 이를 받아들인다면, 사주를

중심으로 하는 승려들은 석굴의 개착 지점을 정한 뒤 전체적인 규

모와 구조를 설계하고, 실내에 장엄될 소상 및 벽화의 내용과 배치

를 결정한 뒤 불사를 감독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와 장인(匠人)

들은 승려들이 정한 지침을 따르는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263)

285굴이 조영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원영과

막고굴의 승단이 각각 직면했던 입장이 반영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북위 말기인 효창(孝昌)원년(525)에 북위 조정은 돈황진(敦煌

鎭)을 과주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당시 낙양에 머물던 황실 종친 출

신의 원영을 자사로 임명하여 돈황 지역에 파견시켰다.264) 사실 북

위 정부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형세가 급격히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 그보다 1년 전인 정광

261) 魏書 釋老志의 기사에 의하면, 북위의 지방 승관은 各州에 正官으로서의 州

統과 副官으로서의 維那, 그리고 각 사원에는 사원의 총책인 上座와 그 아래에

사원 운영의 책임자이자 실무자였던 寺主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영석, 南北朝
佛敎史(혜안, 2010), pp. 288-290.

262)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每講會法聚 輒羅列尊像 布置幢幡” 高僧傳 卷5
釋道安傳, T2059, 50:352b15-16; “永明中敕入吳 試簡五衆 幷宣講十誦 更申受戒之

法 凡獲信施悉以治定林建初 及修繕諸寺 …祐爲性巧思能目准心計 及匠人依標尺

寸無爽 故光宅攝山大像剡縣石佛等 並請祐經始准畫儀則” 高僧傳 卷11 釋僧祐
傳, T2059, 50:402c13-20; “會有西域道士敘其光相 遠乃背山臨流營築龕室 妙算畫

工淡彩圖寫” 高僧傳 卷6 釋慧遠傳, T2059, 50:358b11-13.
263) Stanley K. Abe, 앞의 논문(1989), p. 114.

264) 魏書 卷9 肅宗紀에는 正光5년(534) “8월에 鎭을 고쳐 州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元和郡縣圖志 卷40 隴右道下沙州에는 “효창연간 중에 (돈황)진을

고쳐 과주를 세운다”고 되어있으며, 孝昌원년(535) 9월 16일에 죽은 원영의 여동

생의 묘지인 金城郡君(王夫人華光)墓誌에는 “瓜州刺史榮”이라는 구절이 등장

하기 때문에 돈황은 535년에 과주로 승격되었고, 원영은 늦어도 535년 9월 16일

이전에는 과주자사에 부임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宿白, 앞의 책, pp. 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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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光)5년(524) 3월부터 옥야진(沃野鎭)을 시작으로 불붙듯이 번져나

간 육진의 난은 북위 정부에 있어 국가 전체의 존망이 걸린 큰 위

협이었다.265)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정은 원영에게 돈황 지역의 통

제를 강화하여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임부를 부여했다. 하지만 그

가 부임한 뒤로 중앙 정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갔다. 급기야 527년부

터는 윤파(尹波)가 기록한 묘법연화관세음경(妙法蓮華觀世音經)
간기의 내용처럼 돈황과 조정 간의 신표(信表) 연락이 중단되고야

말았다.266) 돈황은 이때부터 546년에 서위에 의해 장악되기 전까지

조정의 손이 미치지 않는 사실상 독립적 지방 정권의 형태로 남아

있었다. 이 무렵 북위 말기의 여타 종실(宗室)들처럼 친불교적 성향

을 가지고 있었던 원영은 불교를 이용하여 돈황의 주민들을 위무하

고 안정화를 추구하고자 했다.267)

반면 북위 말기에 대혼란이 시작된 이후 승려와 불교사원은 오히

려 수적으로 급증했으며, 그러한 현상은 이미 6세기부터 조짐을 보

였다. 특히 승려 수의 폭발적 증가와 계율의 실천이 해이해진 현상

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당시 북위 불교계는 많은 승려들이

265) 육진의 난은 524년에 하서지역의 姑藏(현 武威)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Scott Anthony Pearce, “The Yü-Wen Regime in Sixth Century China,” Ph.D.

diss. (Princeton University, 1987), p. 252. 따라서 직접적인 여파는 돈황 지역까

지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266) 527년에 尹波가 사경한 妙法蓮華觀世音經은 2건으로, 1927년에 하네다 토루

(羽田亨)가 학계에 보고한 것(현 書道博物館 소장)과 1943년에 자오완리(趙萬里)

가 보고한 것(소장지 미상)이 있다. 이 2권의 간기의 내용은 서로 거의 비슷하

다. 羽田亨, 敦煌千佛洞の營造に就きて , 羽田亨博士史學論文集(東京: 東洋史
硏究會, 1957), pp. 574-575; 趙萬里, 魏宗室東陽王元榮與敦煌寫經 , 浙江與敦
煌學: 常書鴻先生誕辰一百周年紀念文集, 浙江省博物館·浙江省敦煌學研究會·浙江
大學古籍研究所 編(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4), pp. 296-297. 538년 4월에는 육

진을 난을 진압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爾朱氏집단이 정권의 침탈을 위해

낙양에 있던 王公·貴族·朝臣 2000여 명을 살육한 河陰의 變이 일어났다. 이에

관해서는 가마타 시게오(鎌田茂雄), 앞의 책, pp. 368-371; 이영석, 앞의 책, pp.

232-243 참조.

267) 소퍼(Soper)는 원영이 다스리던 6세기 전반 돈황의 정치적 상황을 ‘실제상 독

립적 지방 정권(virtually independent local regime)’으로 규정하였다. Alexander

Coburn Soper, 앞의 논문, pp.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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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의 욕망 속에 빠져 있었던 혼란 그 자체였다.268) 낙양가람기
와 위서 석로지 에는 수많은 파계의 사례들과 이를 개혁하기 위

한 노력들이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영평(永平)2년(509)년에는

사문통 혜심(惠深)이 상표를 올려 모든 주·진·군(州·鎭·郡)의 유나

(維那)·상좌(上座)·사주는 계율을 지키고 조제(條制)를 잘 체득해야

하며, 이에 위배될 경우 그 지위에서 물러나야 할 것을 명령했다.269)

희평(熙平)2년(517)에는 영태후(靈太后)가 명령을 내려 지방 승단에

있어 출가의 수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방관(地方官)

뿐 아니라 승관(僧官)까지 연좌하여 처벌할 것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270) 이 조치들은 계율에 따른 승단의 자체적인 정화를 요구하

면서도 당시의 지방 승단이 중앙 조정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

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원영이 자사로 있던 시기의 돈

황은 조정의 힘이 미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돈황의 승단은 
돈황본교단제규에 드러나 있듯이 그 어느 때보다 승단의 정화에

있어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원영도 율장초분권(律藏初分卷)
과 내율(內律)을 사경하는 등 당시 승단의 관심사와 함께하고 있

었다.271)

결과적으로 계·율을 바탕으로 하는 승려들의 수계와 참회 의례의

공간인 285굴의 조영은 돈황 승단에서 계율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

이 대두되던 시대적 맥락과 깊이 결부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68) 魏書 卷114 釋老志 에 의하면, 神龜 원년(518) 任城王 澄은 당시 낙양 불교

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의 僧寺는 곳곳마다 있지 않음

이 없다. 혹은 城邑의 안에 가득하고, 혹은 푸줏간이나 술집이 늘어선 저자 안에

까지 연이어 넘치고 있다. 梵唄의 소리와 도살하는 소리가 처마를 잇대어 울림

을 접하고 있으며, 불상이나 탑이 비린내 나는 더러운 것에 얽혀 있고, 정신이

욕망 속에 파묻혀 있다. 참과 거짓이 뒤섞이고 왕래가 복잡하다…” cf. 전영섭,

앞의 논문, p. 282.

269) 위의 논문, pp. 273-274; 이영석, 앞의 책, pp. 288-289.

270) 전영섭, 앞의 논문, p. 278.

271) 원영이 사경한 律藏初分卷 第14의 간기에는 그가 內律 55권을 사경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律藏初分卷 第14의 간기의 원문과 해석에 대해서는 羽田亨,

앞의 논문, pp. 572-5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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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막고굴을 기반으로 하는 승단 역시 승려들의 계율 정화를 자

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했고, 원영의 후원은 이를 실

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반대로 원영의 입장에서도 돈황

지역의 큰 불사의 후원을 주도하는 것은 지역 불교도들을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는 구심점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즉 원영과 막고굴

의 승단이 불교를 매개로 결탁하면서, 285굴은 막고굴의 길고 긴 역

사 속에서 현재까지도 ‘일대굴’의 지위를 간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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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이상의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85굴은 선정 수행을 실천하던

장소가 아니며, 의례와 선정 수행 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으로도 보기

어렵다. 285굴의 형제는 주실과 측실의 평면 형태에 있어 돈황과 중

앙아시아에 산재한 다실 선굴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한편 정방

형의 주실 양측에 비교적 일정한 규모의 측실들이 대칭적으로 개착

된 것과 정벽 한가운데 불상을 안치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는 점은

5세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인도 후기 비하라굴과 일견 상통하는 특

징으로 볼 수 있다. 인도 후기 비하라굴의 공간적 특징이 승려들의

기거와 수행을 위한 것에서 의례가 중심이 되는 장소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은 285굴도 역시 의례적 공간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

다. 한편 285굴의 측실은 규모가 매우 작고, 주실로 이어지는 통로

가 없이 측실 전체 너비에 육박하는 큰 출입구를 가지고 있으며, 굴

내부의 성소는 독립된 공간이 아닌 존상을 안치하기 위한 불단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주실 중앙에는 방형단도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들을 면밀히 살핌으로써, 필자는 285굴에서

행해졌던 모든 의례가 주실 공간을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으며,

측실은 승려들의 선정 수행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대로 285굴의 도처에는 천정과 서벽의 선

정비구 도상과 같이 이 굴이 선정 수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을 나타내는 시각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선정비구 도상은 성

자의 측면이 강조되어 있으며, 화려하게 장식된 문미와 선정비구가

자리한 초려와 산악을 연상시키는 의장을 갖춘 측실들은 그곳을 사

용했던 승려들 역시 성승에 걸맞은 자들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285

굴을 사용하던 승려들의 입장에서 천계에 존재하는 성승들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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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도달해야 하는 이상적인 상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따라서 성자들과 조우할 수 있는 285굴의 주실 공간은 수계와 참

회라는 집단적인 의례를 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아라한과

로 나아가기 위한 승려들의 수행 체계에서도 내적인 선정 수행과

함께 수계와 참회라는 외적인 의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했다. 인도

와 중국의 불교에서는 그러한 의례들을 거행하기 위해 계단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고안해 내었으며, 소계로도 불리는 이곳은 외부로부

터의 격리된 채 의례에 참여하는 승려들만의 공간이 되어야 했다.

특히 7세기에 의정이 인도에서 보았던 계단의 형제는 285굴과도 많

은 유사점을 갖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필자는 285굴이 선정 수행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수

계와 참회 의례가 행해지는 계단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

가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측실은 이들 의례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승려들이 위치했던 공간이며, 방형단은 수계 및 참회의 대상이 되는

승려가 부처와 성승의 현현과 직접 마주하는 좌기였을 것이다. 계율

에 기초한 실천의 내용은 천정과 남벽에 그려진 수렵 모티프와 남

벽의 불교설화도에도 강조되어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북위 말기 승단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막고굴 승단에서는 승려들이 계율의 정화를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원영을 중심으로 하는

읍의의 후원은 이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선정 수행과 모종의 의례가 공존했을 것이라는 기존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한 발 나아가 285굴의 유기적인 공간 구조 전

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선정 수행과 밀접한 수계 및 참회 의

례에 적합한 공간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밝히는 사례 연구(case

study)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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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도판: 敦煌硏究院 主編, 敦煌石窟全集 19 (上海: 上
海印人民出版社, 2000), 도 20; 우측 도판: 敦煌硏究院 主編,

敦煌石窟全集 13 (香港: 商務印書館, 2003), 도 66)
삽도 12. 제285굴 서벽 불감 감미, 서벽 선정비구감 감미, 남·북벽

측실 문미 간의 비교 (敦煌硏究院 主編, 敦煌石窟全集 22
(香港: 商務印書館, 2003), 도 24; 敦煌硏究院 主編, 敦煌石
窟全集 22 (香港: 商務印書館, 2003), 도 23; 敦煌硏究院 主

編, 敦煌石窟全集 13 (香港: 商務印書館, 2003), 도 66)
삽도 13. 북벽 불설법도 중 현존 발원문에 나타난 기진 시기와 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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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版 目 錄

도 1. 돈황 막고굴 제285굴 주실 전경, 北魏 말-西魏 초 (서남쪽 방

향) (敦煌硏究院 主編, 敦煌石窟全集 22 (香港: 商務印書
館, 2003), 도 22)

도 2. 막고굴 남구 중단 절벽 면과 제285굴 (敦煌硏究院 主編, 敦煌
石窟全集 22 (香港: 商務印書館, 2003), p. 159)

도 3. 제285굴 북벽 제1폭 불설법도 발원문, 539년 5월 29일(西魏)

(敦煌硏究院 主編, 敦煌石窟全集 22 (香港: 商務印書館,
2003), 도 25의 세부)

도 4. 제285굴 북벽 제4폭 불설법도 발원문, 539년 4월 28일(西魏)

(大沼 淳·樊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
京: 文化学園ㆍ文化出版局, 2001), 도 53의 세부)

도 5. 제285굴 북벽 제6폭 불설법도 발원문, 538년 8월 중순(西魏)

(大沼 淳·樊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
京: 文化学園ㆍ文化出版局, 2001), 도 49의 세부)

도 6. 돈황 막고굴 제285굴 평면도 및 입면도 (敦煌文物硏究所 編,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1 (東京: 平凡社, 1981), p. 225)

도 7. 돈황 막고굴 제285굴 실측 평면도 및 입면도 (1942년 실측) (石璋

如, 莫高窟形 2 (臺北: 中央研究院歴史語言研究所, 1996),
도 70)

도 8. 제285굴 주실 방형단 (서남쪽 방향) (The Mellon

International Dunhuang Archive http://library.artstor.org/

library/iv2.html?parent=true#)

도 9. 제285굴 주실 북벽 제3·4실 (1908년 펠리오 조사 시 촬영)

(Paul Pelliot, Les Grottes de Touen-houang vol. 5 (Paris:



116

Librairie Paul Geuthner, 1921), pl. CCLX)

도 10. 제285굴 주실 남벽 제1·2·3실, (1908년 펠리오 조사 시 촬영)

(Paul Pelliot, Les Grottes de Touen-houang, vol. 6 (Paris:

Librairie Paul Geuthner, 1924), pl. CCLII)

도 11. 제285굴 주실 스투파 부분 (서북쪽 방향) (1908년 펠리오 조사 시

촬영) (Paul Pelliot, Les Grottes de Touen-houang vol. 5

(Paris: Librairie Paul Geuthner, 1921), pl. CCLXVII)

도 12. 제285굴 주실 스투파 부분 (남쪽 방향) (1908년 펠리오 조사 시 촬

영) (Paul Pelliot, Les Grottes de Touen-houang, vol. 6

(Paris: Librairie Paul Geuthner, 1924), pl. CCLV)

도 13. 돈황 막고굴 제268굴 주실 전경, 北涼 (敦煌硏究院 主編, 敦
煌石窟全集 22 (香港: 商務印書館, 2003), 도 21)

도 14. 돈황 막고굴 B100굴 평면도 및 입면도 (彭金章, 王建軍, 敦煌

硏究院 編, 敦煌莫高窟北區石窟 2 (北京: 文物出版社,

2004), 도 11)

도 15. 돈황 막고굴 B103굴 평면도 및 입면도 (彭金章, 王建軍, 敦煌

硏究院 編, 敦煌莫高窟北區石窟 2 (北京: 文物出版社,

2004), 도 19)

도 16. 돈황 막고굴 B113굴 평면도 및 입면도 (彭金章, 王建軍, 敦煌

硏究院 編, 敦煌莫高窟北區石窟 2 (北京: 文物出版社,

2004), 도 37)

도 17. 돈황 막고굴 B114굴 평면도 및 입면도 (彭金章, 王建軍, 敦煌

硏究院 編, 敦煌莫高窟北區石窟 2 (北京: 文物出版社,

2004), 도 47)

도 18. 돈황 막고굴 B118굴 평면도 및 입면도 (彭金章, 王建軍, 敦煌

硏究院 編, 敦煌莫高窟北區石窟 2 (北京: 文物出版社,

2004), 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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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 돈황 막고굴 B119굴 평면도 및 입면도 (彭金章, 王建軍, 敦煌

硏究院 編, 敦煌莫高窟北區石窟 2 (北京: 文物出版社,

2004), 도 74)

도 20. 돈황 막고굴 B132굴 평면도 및 입면도 (彭金章, 王建軍, 敦煌

硏究院 編, 敦煌莫高窟北區石窟 2 (北京: 文物出版社,

2004), 도 106)

도 21. 돈황 막고굴 B159굴 평면도 및 입면도 (彭金章, 王建軍, 敦煌

硏究院 編, 敦煌莫高窟北區石窟 3 (北京: 文物出版社,

2004), 도 7)

도 22. 돈황 막고굴 B162굴 평면도 및 입면도 (彭金章, 王建軍, 敦煌

硏究院 編, 敦煌莫高窟北區石窟 3 (北京: 文物出版社,

2004), 도 31)

도 23. 토육(Toyoq) 제1굴 평면도 및 정벽 벽화 배치도 (宮治昭, 
吐峪溝石窟壁畫與禪觀, 賀小萍 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도 4)

도 24. 토육 클레멘츠(Klementz) 제38굴 평면도 (Albert Grünwedel,

Altbuddhistische Kultstätten in Chinesisch-Turkistan;

Bericht über archäologische Arbeiten von 1906 bis 1907

bei Kuc̆a, Qaras̆ahr und in der oase Turfan (Berlin:

Reimer, 1912), fig. 662)

도 25. 토육 제42굴 평면도 (Albert Gru ̈nwedel, Altbuddhistische
Kultstätten in Chinesisch-Turkistan; Bericht über archä

ologische Arbeiten von 1906 bis 1907 bei Kuc̆a, Qaras̆ahr

und in der oase Turfan (Berlin: Reimer, 1912), fig. 658)

도 26. 야르호토(Yar-khoto) 제4굴 평면도 및 경관 (좌: 柳洪亮, 雅

爾湖千佛洞考察隨筆 , 敦煌硏究 (1988年 第4期), 삽도 1.

우: 國立情報學硏究所 Digital Silk Road: Digital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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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ultural Heritage http://dsr.nii.ac.jp/photograph/turfan/

0790. html.ja)

도 27. 베제클리크(Bezeklik) 제10굴 평면도 (晁華山, 尋覓湮没千年

的東方摩尼寺 , 中國文化 8 (1993), 도 2의 부분)
도 28. 스바시(Subashi) 제3굴 평면도 (山部能宜, 再探石窟用途 , 

吐魯番學硏究: 第三屆吐魯番學暨歐亞游牧民族的起源與遷徙國

際學術研論會論文集, 新疆吐魯番學研究院 編 (上海: 上海古

籍出版社, 2010), 도 37)

도 29. 스바시 제5굴 평면도 및 주실 전경 (霍旭初·祁小山, 絲綢之
路-新疆佛敎藝術 (烏魯木齊: 新疆大學出版社, 2006), p. 100
도 1, 2)

도 30. 석격심(Shikshin) 선굴 평면도 (Albert Grünwedel,

Altbuddhistische Kultstätten in Chinesisch-Turkistan;

Bericht über archäologische Arbeiten von 1906 bis 1907

bei Kuc̆a, Qaras̆ahr und in der oase Turfan (Berlin:

Reimer, 1912), fig. 440)

도 31. 석격심 선굴 주실 전경 (Monique Maillard, Grottes et

Monuments d'Asie Centrale (Paris: J. Maisonneuve,

1983), pl. CXVI)

도 32. 돈황 막고굴 제285굴 서벽 전경 (大沼 淳·樊錦詩 監修, 敦煌
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学園ㆍ文化出版局,

2001), 도 2)

도 33. 아잔타(Ajaṇṭā) 제13굴 평면도 (Walter M. Spink, Ajanta:

H istory and Development Volume Four Painting,

Sculpture, Architecture Year by Year (Leiden; Boston:

Brill, 2009), fig. 16)

도 34. 아잔타 제15굴 평면도 (Walter M. Spink, Ajanta: H 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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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velopment Volume Four Painting, Sculpture,

Architecture Year by Year (Leiden; Boston: Brill, 2009),

fig. 18)

도 35. 아잔타 제2굴 불당과 전실, 바카타카 시대(5세기 말-6세기 전

반) (肥塚 隆·宮治 昭, 世界美術大全集 東洋編 第13卷 イン

ド(1) (東京: 小學館, 2000), 도205)
도 36. 돈황 막고굴 제487굴 남벽 발굴 상태, 北魏 말 (동남쪽 방향)

(潘玉閃·馬世長, 莫高窟窟前殿遺址 (北京: 文物出版社,

1985), 도 37-3)

도 37. 돈황 막고굴 제487굴 북벽 발굴 상태, 北魏 말 (동북쪽 방향)

(潘玉閃·馬世長, 莫高窟窟前殿遺址 (北京: 文物出版社,

1985), 도 37-5)

도 38. 무주성력이군막고굴불감비(武周聖曆李君莫高窟佛龕碑) 및 세

부, 698년(唐), 돈황연구원 소장 (타가와 준조(田川純三), 돈
황석굴, 박도화 옮김 (개마고원, 1999), p. 14)

도 39. 막고굴기(莫高窟記, P. 3720)의 부분, 865년(唐), 프랑스국립도

서관 소장 (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 http://idp.bl.uk/

database/oo_scroll_h.a4d?uid=82895233016;recnum=61124;ind

ex=4)

도 40. 유부계경(有部戒經, S. 797)의 간기 부분, 405년(西涼), 대영도

서관 소장 (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 http://idp.bl.uk/

database/oo_scroll_h.a4d?uid=82907976212;recnum=796;index

=3)

도 41. 제285굴 서벽 남측 소조선정비구좌상 (大沼 淳·樊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学園ㆍ文化出版
局, 2001), 도 42)

도 42. 제285굴 서벽 북측 소조선정비구좌상 (大沼 淳·樊錦詩 監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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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学園ㆍ文化出版
局, 2001), 도 43)

도 43. 제285굴 서벽 남측 소조선정비구좌상 (1908년 펠리오 조사

시 촬영) (Paul Pelliot, Les Grottes de Touen-houang vol.

5 (Paris: Librairie Paul Geuthner, 1921), pl. CCLXI)

도 44. 제285굴 서벽 북측 소조선정비구좌상 (1908년 펠리오 조사

시 촬영) (Paul Pelliot, Les Grottes de Touen-houang vol.

5 (Paris: Librairie Paul Geuthner, 1921), pl. CCLXIV)

도 45. 돈황 막고굴 제275굴 서벽 소조교각보살상, 北涼 (敦煌硏究院

主編, 敦煌石窟全集 8 (香港: 商務印書館, 2003), 도 1)
도 46. 돈황 막고굴 제285굴 천정 남면 선정비구도 (大沼 淳·樊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学園ㆍ文化
出版局, 2001), 도 122)

도 47. 돈황 막고굴 제285굴 천정 (서남쪽 방향) (敦煌硏究院 主編,

敦煌石窟全集 13 (香港: 商務印書館, 2003), 도 51)
도 48. 돈황 막고굴 제285굴 천정 남면 선정비구도 및 남벽 비천

(大沼 淳·樊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
京: 文化学園ㆍ文化出版局, 2001), 도 5의 부분)

도 49. 돈황 막고굴 제288굴 북벽 천궁기악, 西魏 (敦煌硏究院 主編,

敦煌石窟全集 13 (香港: 商務印書館, 2003), 도 23)
도 50. 돈황 막고굴 第249굴 천정 북면 천궁기악 및 산악문, 西魏

(敦煌硏究院 主編, 敦煌石窟全集 19 (上海: 上海印人民出
版社, 2000), 도 16)

도 51. 제285굴 천정 북면 승상에 앉은 선정비구 (敦煌硏究院 主編,

敦煌石窟全集 24 (香港: 商務印書館, 2005), 도 26)
도 52. 제285굴 천정 남면 속백좌에 앉은 보살형 인물 (大沼 淳·樊

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学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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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文化出版局, 2001), 도 120의 부분)

도 53-1. 토육 제20굴 주실 우벽 중단 선정비구도 (中國壁畵全集編

委會 編, 中國新疆壁畵全集6-栢孜克里克·吐峪溝 (瀋陽: 遼
寧美術出版社, 1995), 도 45)

도 53-2. 토육 제20굴 선정비구도 부분 (中國壁畵全集編委會 編, 
中國新疆壁畵全集6-栢孜克里克·吐峪溝 (瀋陽: 遼寧美術出版
社, 1995), 도 45의 부분)

도 54. 키질(Kizil) 제77굴 우측 회랑 우벽 상부 선정비구도 (新疆ウ

イグル自治區文物管理委員會, 拜城縣キジル千佛洞文物保管所

編, 中國石窟 キジル石窟 2 (東京: 平凡社, 1991), 도 17의

부분)

도 55. 키질 제92굴 주실 천정 좌측 선정비구도 (新疆ウイグル自治

區文物管理委員會, 拜城縣キジル千佛洞文物保管所 編, 中國
石窟 キジル石窟 2 (東京: 平凡社, 1991), 도 77)

도 56. 돈황 막고굴 제257굴 수마제녀인연도 중 불제자, 北魏 (敦煌

硏究院 編, 敦煌石窟全集 3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1),
도 43의 부분)

도 57. 초려에 앉아있는 브라만교 수도자들, 간다라 (Harald Ingholt

and Islay Lyons, Gandhāran Art in Pakistan (New York:

Pantheon Books, 1957), pl. 431)

도 58-1. 돈황 막고굴 제254굴 북벽 불설법도, 北魏 (敦煌硏究院 編,

敦煌石窟全集 3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1), 도 29)
도 58-2. 제254굴 북벽 불설법도 중 초려 부분 (敦煌硏究院 編, 敦

煌石窟全集 3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1), 도 34)
도 59. 제285굴 천정 남면 수렵 모티프 (3, 4번째 초려 사이) (大沼

淳·樊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
学園ㆍ文化出版局, 2001), 도 121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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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0. 제285굴 천정 남면 수렵모티프 (4, 5번째 초려 사이) (大沼

淳·樊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
学園ㆍ文化出版局, 2001), 도 121의 부분)

도 61. 제285굴 천정 동면 수렵 모티프 (敦煌硏究院 主編, 敦煌石窟
全集 19 (上海: 上海印人民出版社, 2000), 도 23)

도 62.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성불연도 중 수렵 모티프 (大沼 淳·樊

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学園
ㆍ文化出版局, 2001), 도 79의 부분)

도 63. 돈황 막고굴 제285굴 남벽 전경 (大沼 淳·樊錦詩 監修, 敦煌
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学園ㆍ文化出版局,

2001), 도 5)

도 64. 제285굴 남벽 동단 화발제장자자도 및 도악우연도 (大沼 淳·

樊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学
園ㆍ文化出版局, 2001), 도 84)

도 65-1. 제285굴 남벽 감미 사이 사미수계자살도 중 출가와 설법

장면 (大沼 淳·樊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学園ㆍ文化出版局, 2001), 도 85)

도 65-2. 제285굴 남벽 감미 사이 사미수계자살도 중 탁발과 자살

장면 (大沼 淳·樊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学園ㆍ文化出版局, 2001), 도 86)

도 65-3. 제285굴 남벽 감미 사이 사미수계자살도 중 다비 공양 장

면 (大沼 淳·樊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学園ㆍ文化出版局, 2001), 도 88)

도 66. 제285굴 남벽 서단 바라문시신문게도 (大沼 淳·樊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学園ㆍ文化出版
局, 2001), 도 87)

도 67. 제285굴 남벽 상단 오백강도성불연도 (敦煌硏究院 編, 敦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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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窟全集 3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1), 도 61)
도 68.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성불연도 중 전투 장면 (敦煌硏究院

編, 敦煌石窟全集 3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1), 도 62의
부분)

도 69.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성불연도 중 체포 장면 (敦煌硏究院

編, 敦煌石窟全集 3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1), 도 62의
부분)

도 70.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성불연도 중 처형 장면 (敦煌硏究院

編, 敦煌石窟全集 3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1), 도 63)
도 71.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성불연도 중 추방 장면 (敦煌硏究院

編, 敦煌石窟全集 3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1), 도 66)
도 72.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성불연도 중 득안 장면 (敦煌硏究院

編, 敦煌石窟全集 18 (香港: 商務印書館, 2002), 도 14)
도 73.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성불연도 중 출가(수계) 장면 (敦煌硏

究院 編, 敦煌石窟全集 3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1), 도
68)

도 74.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성불연도 중 수선 장면 (敦煌硏究院

編, 敦煌石窟全集 3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1), 도 70의
부분)

도 75.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성불연도의 시각적 구조 (大沼 淳·樊

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学園
ㆍ文化出版局, 2001), 도 5)

도 76.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성불연도 처형 장면 중 투계 모티프

(敦煌硏究院 主編, 敦煌石窟全集 19 (上海: 上海印人民出
版社, 2000), 도 32)

도 77.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성불연도 득안 장면 중 봉황 모티프

(大沼 淳·樊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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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 文化学園ㆍ文化出版局, 2001), 도 79의 부분)

도 78.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성불연도 중 처형 장면의 세부 (敦煌

硏究院 編, 敦煌石窟全集 3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1),
도 63)

도 79. 돈황 막고굴 제285굴 북벽 상단 7폭 불설법도 (大沼 淳·樊錦

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学園ㆍ
文化出版局, 2001), 도 3)

도 80. 돈황 막고굴 제285굴 동벽 상단 2폭 불설법도 (大沼 淳·樊錦

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学園ㆍ
文化出版局, 2001), 도 4)

도 81. 제285굴 북벽 제1폭 불설법도, 무량수불, 539년 5월 29일(西

魏) (大沼 淳·樊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学園ㆍ文化出版局, 2001), 도 59)

도 82. 제285굴 북벽 제5폭 불설법도, 구나함모니불, 538년 8월 중순

(西魏) (大沼 淳·樊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学園ㆍ文化出版局, 2001), 도 50)
도 83. 제285굴 북벽 제6폭 불설법도, 가섭불, 538년 8월 중순(西魏)

(大沼 淳·樊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
京: 文化学園ㆍ文化出版局, 2001), 도 49)

도 84. 제285굴 북벽 제7폭 불설법도 (大沼 淳·樊錦詩 監修, 敦煌石
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学園ㆍ文化出版局,

2001), 도 45)

도 85. 돈황 막고굴 제428굴 주실 전경, 北周 (서남쪽 방향) (敦煌硏

究院 主編, 敦煌石窟全集 22 (香港: 商務印書館, 2003), 도
33)

도 86. 제285굴 북벽 제6폭 불설법도 중 공양자상 (陰씨 가문) (大沼

淳·樊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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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園ㆍ文化出版局, 2001), 도 51)

도 87. 제285굴 북벽 제4폭 불설법도 중 공양자상 (滑씨 가문) (大沼

淳·樊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
学園ㆍ文化出版局, 2001), 도 55, 56)

도 88. 제285굴 북벽 제1폭 불설법도 중 공양자상 (滑씨 가문) (大沼

淳·樊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
学園ㆍ文化出版局, 2001), 도 61)

도 89. 제285굴 북벽 제7폭 불설법도 중 남성 공양자상 (大沼 淳·樊

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学園
ㆍ文化出版局, 2001), 도 48)

도 90. 제285굴 북벽 제7폭 불설법도 중 여성 공양자상 (大沼 淳·樊

錦詩 監修, 敦煌石窟: 莫高窟 第二八五窟 (東京: 文化学園
ㆍ文化出版局, 2001), 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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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돈황 막고굴 제285굴 주실 전경, 北魏 말~西魏 초 (서남

쪽 방향)

도 2. 막고굴 남구 중단 절벽

면과 제285굴 (도판의 사

각형은 필자 표시)

圖 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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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제285굴 북
벽 제1폭 불설법
도 발원문, 539년 
5월 29일(西魏) 
(사각형 필자 표시)  

도 4. 제285굴 북벽 제4폭 불설
법도 발원문, 539년 4월 28일(西
魏) (사각형 필자 표시)  

도 5. 제285굴 북벽 
제6폭 불설법도 발원
문, 538년 8월 중순(西
魏) (사각형 필자 표시)  

도 6. 돈황 막고굴 제285굴 평면도 및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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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제285굴 주실 방형단 (서남쪽 방향)

도 7. 돈황 막고굴 제285굴 실측 평면도 및 입면도 (1942년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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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제285굴 주실 북벽 제3·4실 (1908년 펠리오 조사 시 촬영)

도 10. 제285굴 주실 남벽 제1·2·3실 (1908년 펠리오 조사 시 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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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제285굴 주실 스투파 부분 (서북쪽 방향) (1908년 펠리오

조사 시 촬영)

도 12. 제285굴 주실 스투파 부분 (남쪽 방향) (1908년 펠리오

조사 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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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 돈황 막고굴 제268굴 주실 전

경, 北涼

도 14. 돈황 막고굴 B100굴 평면도

및 입면도

도 15. 돈황 막고굴 B103굴 평면도 및

입면도

도 16. 돈황 막고굴 B113굴 평면도

및 입면도

도 17. 돈황 막고굴 B114굴 평면도

및 입면도

도 18. 돈황 막고굴 B118굴 평면도

및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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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 돈황 막고굴 B159굴 평면도

및 입면도

도 19. 돈황 막고굴 B119굴 평면

도 및 입면도

도 22.. 돈황 막고굴 B162굴

평면도 및 입면도

도 20. 돈황 막고굴 B132굴 평면

도 및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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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 토육(Toyoq) 제1굴 평

면도 및 정벽 벽화 배치도

도 24. 토육 클레멘츠

(Klementz) 제38굴 평면도

도 25. 토육 제42굴 평면도 (사각형은 필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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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 야르호토(Yar-khoto) 제4굴 평면도 및 경관 (사각형은 필자 표시)

도 27. 베제클리크(Bezeklik) 제

10굴 평면도

도 28. 스바시(Subashi) 제3굴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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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9. 스바시 제5굴 평면도 및 주실 전경

도 30. 석격심(Shikshin)

선굴 평면도

도 31. 석격심 선굴 주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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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2. 돈황 막고굴 제285굴 서벽 전경

도 33. 아잔타(Ajaṇṭā) 제13굴

평면도

도 34. 아잔타 제15굴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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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 아잔타 제2굴 불당과 전실, 바카타카 시

대(5세기 말~6세기 전반)

도 36. 돈황 막고굴 제487굴 남벽

발굴 상태, 北魏 말 (동남쪽

방향)

도 37. 돈황 막고굴 제487굴 북벽

발굴 상태, 北魏 말 (동북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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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8. 무주성력이군막고굴불감비(武周聖曆李君莫高

窟佛龕碑) 및 세부, 698년(唐), 돈황연구원 소장

도 39. 막고굴기(莫高窟記, P. 3720)의

부분, 865년(唐),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도 40. 유부계경(有

部戒經, S. 797)

의 간기 부분,

405년(西涼), 대

영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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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1. 제285굴 서벽 남측 소

조선정비구좌상

도 42. 제285굴 서벽 북측 소

조선정비구좌상

도 43. 제285굴 서벽 남측 소

조선정비구좌상 (1908년

펠리오 조사 시 촬영)

도 44. 제285굴 서벽 북측 소조

선정비구좌상 (1908년 펠

리오 조사 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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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5. 돈황 막고굴 제275굴 서

벽 소조교각보살상, 北涼

도 46. 돈황 막고굴 제285굴 천정 남면 선

정비구도

도 47. 돈황 막고굴 제285굴 천정 (서남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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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8. 돈황 막고굴 제285굴 천정 남면 선정비구도 및 남벽 비천

도 49. 돈황 막고굴 제288굴 북벽 천궁기악, 西魏

도 50. 돈황 막고굴 第249굴 천정 북면 천궁기악 및 산악문, 西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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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1. 제285굴 천정 북면 승상

에 앉은 선정비구

도 52. 제285굴 천정 남면 속백좌에

앉은 보살형 인물

도 53-1. 토육 제20굴 주실 우벽 중단 선정

비구도

도 53-2. 토육 제20굴 선정

비구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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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4. 키질(Kizil) 제77굴 우측 회랑 우벽

상부 선정비구도 
도 55. 키질 제92굴 주실 천

정 좌측 선정비구도 

도 56. 돈황 막고굴 제257굴

수마제녀인연도 중 불

제자, 北魏

도 57 초려에 앉아 있는 브라만교 수도자

들, 간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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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8-1. 돈황 막고굴 제254굴 북벽 불설법도, 北魏

도 58-2. 제254굴 북벽 불설법도 중 초려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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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9. 제285굴 천정 남면 수렵 모티프

(3, 4번째 초려 사이)

도 60. 제285굴 천정 남면 수렵

모티프 (4, 5번째 초려

사이)

도 61. 제285굴 천정 동면 수렵 모티프 도 62.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성불

연도 중 수렵 모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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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3. 돈황 막고굴 제285굴 남벽 전경

도 64. 제285굴 남벽 동단 화

발제장자자도 및 도악우

연도

도 65-1. 제285굴 남벽 감미 사

이 사미수계자살도 중

출가와 설법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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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5-3. 제285굴 남벽 감미 사

이 사미수계자살도 중

다비 공양 장면

도 65-2. 제285굴 남벽 감미

사이 사미수계자살도

중 탁발과 자살 장면 

도 66. 제285굴 남벽 서단 바

라문시신문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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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7. 제285굴 남벽 상단 오백강도성불연도

도 68.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성불연도

중 전투 장면

도 69.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성

불연도 중 체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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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0.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성불연도

중 처형 장면

도 71.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

성불연도 중 추방 장면

도 72.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성불연

도 중 득안 장면

도 73.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성불

연도 중 출가(수계)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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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4.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성불연도 중 수선 장면 

도 75.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성불연도의 시각적 구조 (사각형은 필자 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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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6.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성불

연도 처형 장면 중 투계 모티

프

도 77.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성불연

도 득안 장면 중 봉황 모티프

도 78. 제285굴 남벽 오백강도성불연도 중 처형 장면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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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9. 돈황 막고굴 제285굴 북벽 상단 7폭 불설법도 (사각형은 필자

표시)

도 80. 돈황 막고굴 제285굴 동벽 상단 2폭 불설법도 (사각형은 필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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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1. 제285굴 북벽 제1폭 불설법

도, 무량수불, 539년 5월 29

일(西魏)

도 82. 제285굴 북벽 제5폭 불설법

도, 구나함모니불, 538년 8

월 중순(西魏)

도 83. 제285굴 북벽 제6폭 불설법

도, 가섭불, 538년 8월 중순

(西魏)

도 84. 제285굴 북벽 제7폭 불설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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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5. 돈황 막고굴 제428굴 주실 전경, 北周

(서남쪽 방향)

도 86. 제285굴 북벽 제6폭 불설법도 중 공양자상 (陰씨 가문)

도 87. 제285굴 북벽 제4폭 불설법도 중 공양자상 (滑씨 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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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8. 제285굴 북벽 제1폭 불설법도 중 공양자상 (滑씨 가문)

도 89. 제285굴 북벽 제7폭 불설법도 중 남성

공양자상

도 90. 제285굴 북벽 제7폭 불설법도 중 여성

공양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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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nhuang Mogao Cave 285:

A Study on the Meaning and Function of

Cave Structure and Ornamentation

Kwon, Youngwoo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plores the original meaning and the function of

Dunhuang (敦煌) Mogao cave (莫高窟) 285 at the time of its

foundation. Cave 285 is the first clearly identifiable and firmly

dated (538, 539 C.E.) cave from the Beichao (北朝) period: the

date of its foundation is revealed by well-preserved inscriptions

of the mural depicting the Buddha’s preaching (佛說法圖 fo shuo

fa tu) on the north wall, and thus it has been used as the basis

to establish the chronological order of the other caves assumed

to have been built in the period here considered. Moreover, the

inscriptions in the cave also reveal the noteworthy facts that this

cave was sponsored by Yuan Rong (元榮, r. 525-542), the prince

of Dong Yang (東陽王), who was the provincial governor of

Guazhou (瓜州刺史) at that time. However, in the study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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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e, there have been not great progress behind the widely

accepted opinion that it is somehow related with Buddhist

meditation practices (修禪 xiu chan).

As many scholars previously pointed out, this cave has several

visual features related with meditation. Firstly, the cave is

assumed to be modeled after Indian vihāra caves. In addition to

this, there are statues depicting monks in meditation (禪定比丘坐

像 chan ding bi qiu zuo xiang) enshrined in both niches on the

west wall. On top of that, in the lower limit of the ceiling there

are also 35 paintings portraying monks in meditation (禪定比丘圖

chan ding bi qiu tu). Due to these elements, it has been widely

assumed that cave 285 was a space for meditation. Unlike their

Indian counterparts, however, the side cells of cave 285 are

apparently too small to be used for meditation or as a dwelling

space. Furthermore, the interior of the cave is highly decorated, a

feature that fits more with ritual practices then with a calm

meditative state. Other elements including squared platform (方形

壇 fang xing tan) installed in the central hall, the motif of a

canopy (華蓋 hua gai) ornamented on truncated pyramid ceiling,

and the curtain (帷幕 wei mu) image painted on the top side of

the walls also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the cave was originally

intended as a ritual place.

The shape and structure of cave 285 totally differs from those

in Dunhuang and in Central Asia. Instead, it shares several

common points with Indian vihāra caves constructed after the 5th

century. Most essentially, cave 285 consists of a square-based

main hall with side cells lined on the both sides of the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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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over, there is a holy place in the middle of a back wall,

built to enshrine a statue of Buddha. Given that late Indian

vihāra caves were not places for living or meditating but were

mainly used for rituals, cave 285 might have been constructed in

order to perform ceremonies, following the Indian models. Still,

there are some particular differences between cave 285 and the

late Indian vihāra caves. In contrast with vihāra caves, the large

entrance of the side cells is equal in size with the interior of the

cells, instead of being in the shape of a corridor. A Buddhist

shrine was constructed not as an independent cell but as a

Buddhist altar on the west wall, which shows a distinction from

the late Indian vihāra caves. In other words, the boundaries

distinguishing the main hall, side cells and Buddhist shrine

became so blurred that none of these spaces can perform its own

function independently. The overall structure of cave 285,

therefore, was intended to make the main hall, and especially its

square platform, to be the most important space on which all

attention is focu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monks in meditation found in

Mogao cave 285 and those in Central Asian caves is remarkable.

The monks, shown sitting on lotus pedestals (蓮花坐 lian hua

zuo) with circular nimbuses (圓形頭光 yuan xing tou guang), and

flames emerging from their shoulders (焰肩 yan jian), might be

regarded as Buddhist saints (聖僧 sheng seng). Those unique

motifs, expressed in an exaggerated way, might be intended as

means to emphasize the sanctity of the monks.

Intriguingly, design of the side cells is structurally analog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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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caitya arch of niches on the west wall as well as that of

the thatched huts (草廬 cao lu) housing the monks on the ceiling.

The background landscape of the thatched hut is similarly

painted along a rim of the caitya arch of the side cells. The

caitya arch of the side cells is also ornamented hierarchically,

seemingly based on the design of the caitya arch of the niches

on the west wall. It is, therefore, highly probable that the monks

using these side cells would be made equal with the several

Buddhist saints depicted in cave 285.

Cave 285 is suitable for performing ordination (受戒 shou jie)

and repentance (懺悔 chan hui) ceremony. In medieval Chinese

Buddhism, both the ceremony itself and the place where the

ceremony was performed had to be purified area where a person

can make interact with holy beings. Furthermore, it was

necessary for meditation practices to accompany ordination and

repentance ceremony to approach the path to liberation. Indeed,

the ordination platform (戒壇 jie tan) is the main space devised

to perform aforementioned ceremonies.

The existence of ordination platform in Mogao cave, i.e. cave

285, might also be understood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period. The late Beiwei (北魏) period, was chaotic period for

Buddhism, as most of the monks and nuns were violating

precepts and regulations (戒律 jie lu). Thus, it seems reasonable

to assume that an ordination platform was needed in the

monastic community of Mogao at that time: the community’s will

to renovate the precepts in also shown by texts such as

Dunhuang Manuscript Titled Regulations for the Local Relig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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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敦煌本敎團制規 Dunhuang ben jiao tuan zhi gui).

The shape and structure of cave 285 are much like those of

the ordination platform which Yijing (義淨, 635-713) saw at

Nālandā Mahāvihāra in the 7th century. As its Indian

counterpart, the side cells of cave 285 functioned as seats for the

pure monks (淸淨僧 qing jing seng) as witnesses during the

ordination or repentance ceremony. The squared platform might

have been used as the base for seats for the person who applied

for the rituals. Being related to the contents of the Buddhist

precepts, the hunting motifs on the ceiling and on the south wall

as well as Buddhist narrative paintings (佛敎說話圖 fo jiao shuo

hua tu) on the south wall are well fit with the ordination and

repentance ceremon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following two points.

First, by considering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cave, it offers a

new view that surpasses previous opinions that see cave 285 as

dual functioning space. Second, this study is the first case-study

that relates cave 285 not simply with meditation but with

ordination and repentance ceremonies closely linked to meditation.

Keywords: Dunhuang Mogao Cave 285, vihāra caves,

ordination platform (戒壇), ordination (受戒),

repentance (懺悔), Buddhist saints (聖僧), Yuan

Rong (元榮)

Student number: 2010-2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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