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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원*1

*

序 言

불전의 Māra 전설은 지금까지 신화적 또는 교리적 측면에서 다양

하게 연구되어 왔다. 그렇지만 그 구성 요소는 물론 상징적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이 降魔 전설에는 아직도 많은 흥미로운 과제들이 남

아 있다. 몇 해전에 우리는 魔女經과 Sattavassāni-Dhītaro경을 중심

으로 초기 경전의 Māra설화에 대해 연구하면서 Padhānasutta의 중

요성을 간단히 언급하고 그것을 후일의 연구 과제로 미루어 두었다.
1

그 후속으로서 오늘 발표하게 되는 이 논문은 阿含과 빨리 Nikāya에

편입된 두 개의 대표적인 降魔전설을 불교의 실천 윤리적인 한 측면

에서 추구해 본 연구이다.

** 徐盛源 :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인도철학 전공 교수.

1) 印度哲學, 創刊 第1輯(1989) p. 39-59. Māra는 불교적인 惡의 인격화로서,

죽음과 욕망을 상징하는 신화적 인물이다. Māra의 어원과 의미에 대해서:

印度哲學 (앞의 책) p. 55-57 참고.(지금부터 Māra를 ‘마라’라고 표기함)



10 印度哲學 제6집

Padhānasutta는 詩的 가치가 높은 경전 70여 개를 다섯 개의 章에

나누어 싣고 있는 經集의 제3章 大品의 제2경이다.
2
增一阿含의 降魔

전설은 현존 四部阿含의 일부로서 漢譯된 增一阿含의 제38과 39 두

권에 나뉘어 실려 있다.
3
Padhānasutta는 마라 설화를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기술하고 있는 경전이며 거기에는 붓다와 마라의 투쟁에

관한 최초의 암시로 간주되는 불전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

터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초기 경전에서 진정한 의미의 마

라와 투쟁 장면을 나타내는 것은 이 텍스트 외에는 없다고 그 중요

성을 강조한다.
4
增一阿含의 降魔전설은 유일하게 阿含部에 편입되어

있는 ‘발전된 불전’의 사례로서
5
마라 전설의 중요한 내용을 상당한

경제성을 가지고 기술한 작품이다. 우리는 위의 두 텍스트를 직접 번

역하고 주석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 할 것이며 기존 연구에 구애

되지 않고 자유롭게 해석을 시도해 볼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

구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이번의 발표는 그 일부로서 正覺 직전에

있었던 투쟁 설화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2) Suttanipāta, éd. by D. Andersen & H. Smith, PTS, London, 1913. p. 74-78 ;
E. M. Hare, trans. Woven Cadences of Early Buddhists, Londen. 1947. p.
63-65.

3) 大正 2, p. 760b-761a.

4) E. Windisch, Māra und Buddha, Leipzig. 1895. p. 204 ; E. J. Thomas, The
life of Buddha as Legend and History, London, 1975, p. 71 ; T. O. Ling,
Buddhism and the mythology of Evil, London 1962, p. 50.

5) 초기 단편적인 미완성의 불타전과 구분하기 위해, 발전된 형태의 불전류를

“발전된 불전”으로 분류해서 불렀다. 불전의 구분과 발전 양상에 대해 : E.

Lamotte, Histore du Buddhisme indien, Louvain, 1958. p. 718-726 ; A.
Bareau, les religions de l'inde, paris 1966.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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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dhānasutta

Padhānasutta는 Pabbajjāsutta와 함께 經集 大品의 序頭에 위치하

는 두 경이다.
6
이 경들은 각각 초기 불전의 중요한 두 사건인 출가

와 苦行 사실을 詩語로 소묘하고 있다. 沙門 고타마
7
는 출가하여 동남

쪽으로 계속 유행하면서 Magadha국의 왕사성까지 오게 된다. 여기

서 당시 이곳의 지배자였던 빔비사라왕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王은 그에게 국가 경영에 동참할 것을 제의한다.
8
그러나 沙門 고타

마는 석가족 출신이라는 자기 신분을 밝히고, 이미 출가하여 더 이상

세속적 욕망에 집착이 없다고 하면서 왕의 제안을 거절한다. 그리고

그는 정진 노력에 전념할 뜻을 분명히 한다. 다음은 Pabbajjāsutta(S

n. III. 1)의 결론송이다.

424. 욕망(kāma)에서 해악(ādīnava)을 보며

그것의 포기에서 평온(khema)을 보노라

나는 이제 정진 노력을 할 것이다

내 마음은 그것을 기뻐한다.

6) Suttanipāta 앞의 책 p. 72-78

7) 붓다의 호칭에 대해 : 불타, 붓다Buddha라는 명칭은 正覺후에 붙여진

이름이다. 출가 전에 그의 이름은 Siddhārtha, 姓은 Gautama(Gotama)이며

Śākya는 종족의 이름이고 Śākyamuni는 ‘석가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이다.

Bhagavant는 世尊이라는 경칭으로 불교 이외의 정신적인 지도자에게도

붙여지는 호칭이다. 붓다가 되기 전 그를 불교도들은 보살(Bodhisattva)이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으로(주로 불교 이외의 사람들에 의해) 사용된 호칭은

Śramaṇa Gautama 또는 Siddhārtha Gautama 등 이다. 그래서 현대 학자들도

그를 ‘沙門 고타마’ ‘고행자 고타마’ ‘고타마 붓다’ 등으로 부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正覺을 추구하며 고뇌하는 인간적인 모습에 중요한 관점을 두기

위해 보살이란 명칭 대신에 ‘沙門 고타마’라는 호칭을 쓰기로 했다.

8) Pabbajjasutta의 시구 421 : “코끼리떼를 앞세운 날쌘 군대를 정비해서
그대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고 왕이 제의한다. 四分律의 불타전(大正 22, p.

780a)에는 ‘국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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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과 작별한 그는 가야 근처 네란자라江 가까이에 자리를 잡고 정

진에 전념하게 되며, 正覺 직전에 마라와 투쟁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

지는 것이 Padhānasutta이다(Sn.III.2). 위의 두 경은 상당히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우리의 Padhānasutta는 25개의 스트로프(425-449)로 구성되어

있으며 沙門 고타마와 마라의 대면이 곧 바로 긴박한 상황으로 이어

진다(텍스트는 붓다가 자신의 경험 사실을 직접 회상하는 것처럼 시작되고 있다).

425. 네란자라 강 가까이에서 평안(yogakkhema)을 얻기 위해

열심히 명상하며(viparakkamma jhāyanta)

정진 노력하는(padhānapahitatta) 나에게

426. 연민에 찬 어조로(karuṇaṃ vācaṃ) 말을 걸면서

Namuci
9
가 다가왔다 :

당신은 야위었고 안색이 나쁩니다.

당신은 죽음에 임박해 있습니다.

427. 당신에게 천 조각이 죽음이라면

살아 있는 부분은 단 한 조각 뿐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당신은 선행도 할 수 있습니다.

428. 당신이 梵行(brahmacariya)
10
을 실행하고

聖火에 공물을 바친다면

큰 공덕(puñña)이 쌓일 것이거늘 ,

이런 노력(padhāna)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429. 아, 정진 노력하는 길은 힘들도다!

9) Māra의 다른 명칭으로서, 신이나 인간을 그의 손아귀에서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Dict. of pāli proper names)

10) 불교에서도 梵行, 淨行(Vusitaṃ brahmacariyaṃ) 등으로 이 말을 사용하지만,

brahmacarya란 원래 바라문계에 근원을 가진 용어로서 규정된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그리고 특별히 집을 떠난

梵行者(brahmacārin)로서 스승의 지도하에 학문을 닦는 初心者가 지켜야 할

禁慾的인 생활을 의미한다.(참고. Manusmṛti II. V. 249 : evaṃ carati yo
vipro brahmacaryam aviplutaḥ / sa gacchati uttamaṃ sthānaṃ na

cehājāyate puna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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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도 힘들고 도달하기도 어려워라!

이런 詩를 발음하면서

마라는 붓다 곁에 섰다.

불전의 사건 전개의 과정에서 볼 때, 우리 텍스트는 명백히 沙門

고타마가 고행을 실천하고 있는 시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붓다의 정각 직전 행적에 따르면 그는 여러 해 동안 苦行을 철저히

실행하고 나서, 이런 고행이 기대하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

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방법을 포기한다. 따라서 음식을 다시

정상적으로 섭취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우루빌라 근처에 보리수 아래

로 가서 정각을 얻기 위한 선정을 시작하게 되며, 바로 이 때에, 정각

이 임박한 것을 알고 마라가 개입한다는 것이 불타전의 일반적인 사

건 설정이다. 그러나 여기 Padhānasutta는 沙門 고타마와 마라의 갈

등 장면을 苦行 도중의 상황으로 전개 시키고 있다. 곧 확인하게 되

겠지만, 우리 텍스트에서는 고행의 포기는 문제로 제기되지도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 고행의 실천이 정신적 육체적 정화의 기회로 간주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타마의 용맹과 영웅적 행동을 크게 부각시

키게 된다.(게송 433-435)

Padhānasutta의 설화는 이런 관점에서 불전 일반의 구성과는 다

른 형식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Padhānasutta의 이러한 불

전 구도가 일회적이고 우연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변형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

다. 우리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Padhānasutta가 다른 불교 전통에

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하여 고찰함으로서 어느 정도의 의문을

해소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Padhānasutta는 유감스럽게도 빨

리 경전 외의 Āgama에는 비교될 대상의 텍스트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경전이 독립된 여러 다른 텍스트 속에 인용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Mahāvastu II, p. 224-227 ; Lalitavistara

제18장 p. 225-226 ; 大智度論(Fr.) I, p. 347-349 및 II, p. 906-908
등이다.

11
따라서 이들 텍스트에 인용된 내용들을 Pāli경의 Padhānas

utta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제 해당되는 텍스트의 내용을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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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해 보기로 한다.

우선 Mahāvastu(II)의 Padhānasutta형 텍스트에는 동일한 설화가

서두에는 산문체로 시작하여 詩語로 본문에 이어진다 :

‘보살이 우루빌바 근처 강가에 苦行林에서 苦行을 실천(duṣkaracārikaṁ c

aranṭam)하고 있을 동안에 악마 마라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 이 苦行

으로 당신은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당신은 살아야 하오, 당신은 전륜성

왕이 될 것이오, 큰 희생의 재물을 바치시오, 말(馬)의 희생물, 인간의 희생

물(…), 이 희생물을 바치면 당신은 天上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고 큰 공덕

(puṇya)을 낳게 될 것입니다. 고행은 힘들고 극복하기에 고통스럽습니다.

청정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나무랄 것이 없는 공덕의 상실을 의미하게 됩니

다.’ 보살은 이에 대답해 말했다 : ‘공덕행이란 나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 너 악마여’

1. 우루빌바 근처에 있는 이 쾌적한 숲과 총림을 보면서 나는 고행 정

진을 했다. 최고의 善을 획득하기 위해 내가 苦行 정진의 끝에 이르렀을

때 Namuci가 연민의 어조로 말을 걸며 다가 왔다.

2. 당신은 야위었고(…)
12

Lalitavistara의 제18장도 역시 산문으로 서두를 시작하여 詩語로

연속된다 :

‘비구들이여, 보살이 6년 동안 苦行을 실행하고 있을 때 악마 波旬은 [침

입 할] 기회를 탐색하고 엿보면서 뒤를 바싹 따라 다녔다.(…)

11) Mahāvastu, éd. E. Senart. 3 vol, paris. 1882-1897 ; J. J. Jones, trans. The
Mahāvastu 3 vol. London, 1949-1958 ; Lalitavistara, éd. S. Lefmann, Halle,
1902 ; P. Foucaux, trans, Le Lalitavistara, L'histoire traditionnelle de la
vie du Bouddha Çakyamuni, paris. 1884-1892 ; 大智度論, 大正 25, p.
57-756 ; E. Lamotte, trans. Le Traité de la grande Vertu de Sagesse de
Nāgārjuna, 5vol, 1949-1980.(Traité로 약칭함).

12) J. J. Jones 앞의 책 p. 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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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란자나 江이 흐르는 우루빌바 동쪽, 쾌적한 숲과 총림들이 어우

러진 그 곳에서

2. 최고의 善을 획득하려고 영웅적인 결의와 열성을 다해 항상 노력하

고 전념을 기울이는 그에게

3. Namuci가 접근하여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Śākya의 아들이여, 일어나시오!

당신의 몸을 [그렇게] 괴롭혀서 무슨 소용이 있겠소?

4. (…)

5. 당신은 야위었고 안색이 나쁘고 [극히] 쇠약해졌소 :

죽음이 바로 당신 곁에 있소,

천 조각이 죽음이라면 살아 있는 것은 단 한 조각뿐이오

6. 항상 보시를 하고 주야로 聖火에 헌공하는 그에게 큰 공덕이 쌓 일

것이요, 苦行을 해서 무엇하겠소? (…)
13

大智度論에는 Padhānasutta가 두 번이나 인용되고 있다.14
이 텍

스트가 원래 雜(法)藏經(kṣudraka)에 수록되어 있다고 그 출처를 밝히
고

15
있으며 두 번째의 인용문에는 산문으로 된 긴 도입 부분이 있고,

13) P. Foucaux 앞의 책 p. 225.

14) 大智度論, 大正 25, K 5, p. 99c, ; K 15, p. 169a ; E. Lamotte, Traité.(I). p.
341-343 ; (II). p. 906-908.

15) S. Lévi는 kṣudraka Āgama를 雜藏으로 한역했는데 그것은
雜阿含(SaṃyuktaĀgama)과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애써 설명하고 있다. J.
A의 발췌본(1916), p. 32- ; 그러나 E. Lamotte는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大智度論에서 雜藏(kṣudraka)을 인용한 것은 Āgama의
이름으로서가 아니고 散在된 경전의 명칭 또는 그룹의 이름일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大智度論도 산스끄리뜨 전통의 대부분 학파들처럼
四阿含(Āgama)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Traité. p. 340 ; H.B.I . p. 171-178).
우리가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빨리 padhānasutta는 남방 불교의 5Nikāya

중 khuddakanikāya의 다섯 번째로 구성된 Suttanipāta의 大品에 포함되고
있으나 대륙 및 북방 불교에서 지금까지 알려져 전해진 經藏의 정형은

四阿含뿐이다. 빨리 小部에 편집된 경들에 해당되는 북방 계통의 산발적인

경전들 상당 부분이 확인되고 있기는 하지만, Nikāya와 같은 결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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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곧 마라의 세력을 운문으로 나열하고 있다 :

‘붓다가 六年苦行(duṣkaracaryā)을 실행하고 있을 때 魔王이 그에게 다가

와서 말했다 : 貴人kṣatriya여, 당신(몸)의 천조각(sahasrabhāga)중에서 단 한

조각만이 아직 살아 있을 뿐이오! 빨리 일어나시오!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

시오, 그러면 당신은 현재와 미래에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의 행복한 길을

가게 될 것이오. 당신이 이 고통스러운 정진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은 불가

능한 일이오. 만일 당신이 나의 부드러운 충고를 듣지 않고 당신의 오류를

끝까지 고집 한다면, 빨리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大軍을

동원해서 당신을 격파하겠소! [그러자] 보살은 [이렇게] 대답한다 : 바로 오

늘 내가 너의 군대를 격파하리라(…)
16

위 텍스트들은 모두 마라의 접근을 붓다의 苦行이 절정에 이른 시

기로 설정하고 있다. Mahāvastu는 보살이 “고행을 실천하고 있는 동

안”(산문) 또는 “苦行의 끝에 이르렀을 때”(운문)라고 하였고 Lalitavist

ara와 大智度論은 “六년 간의 고행을 실천(duṣkaracaryā)하고 있을

때”라고 시기를 밝히고 있다.
17
장소는 우루빌바촌 바로 가까이 나아

란자나江 근처라는 것이 위의 모든 텍스트의 일치된 주장이다. 그러

나 고타마가 그 아래에 앉아 있었을 어떠한 樹木名도 거론되고 있지

않다.

Pāli 전통은 고타마, 즉 미래의 붓다를 Buddha라는 이름으로 호칭

하고 있는데 실재로 이 시기에 그는 아직 일개 苦行者 고타마이였을

뿐이다. 그런데 그를 Buddha로 명칭을 붙임으로서 상대적 인물인 N

amuci와 대립 관계를 더욱 뚜렷이 강조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

콜렉션을 형성함이 없이, kṣudraka의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완전한 kṣudrakapiṭaka는 어떠한 漢譯에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16) E. Lamotte 앞의 책 p. 906-907.

17) 북방의 Skt, 한역 경전에서는 ‘6년 고행’ 또는 6년 동안 마라가 추격했다고

기술하고 있는 반면, 남방 빨리어 경전에서는 7년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참고 : 中阿含, 大正 1, p. 469c ; 雜阿含, 大正 2, p. 167a ; 增一阿含. 大正2. p.

671b ; 四分律, 大正 22, p. 781a : The Mahāvastu by J.J. Jones, II, p. 228 ;
The Buddacarita by E. H. Johnston, p. 183. pāli경 SN I, p. 122 ;
Padhānasutta 게송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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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기 사용된 Buddha라는 명칭은 그가 正覺을 성취했을 때 붙여진

과거 분사형의 깨달은 者, 覺을 완성한 者의 의미와 차별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Buddha는 후대의 작가들에 의해 早期 사용된 명

칭이라고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호칭은 SN의 마라經群들에서

와 같은 正覺後의 사건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 본 여

러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8
빨리 Paddhānasutta 외의 다른

교정본들에서는 모두 이 시기에 적합한 bodhisattva라는 명칭을 부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라는 여기서 일반적인 그의 명칭 대신에 Namuci로 호칭되고 있

는데 Namuci는 “놓아주지 않는 者” “억제하여 붙들고 있는 者”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Namuci는 옛 인도 신화에서 물을 억제하여 내

려가지 못하게 함으로서 심각한 가뭄을 발생시켰던 악마인데 인드라

神의 타격을 받고 물을 자유롭게 풀어놓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혹

독한 한발과 기갈의 무서운 재앙이 종식되었다고 한다. 농경 중심의

옛 인도 사회에서 한발은 기아와 죽음을 의미하게 된다.
19
이 가뭄의

神, 악마 Namuci의 이미지는 당시 승려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고대 인도의 적

대적인 神들의 대표적인 대결 구도인 악마 Vṛtra 또는 Namuci와 그

들의 이익을 지켜 주고 보호해 주는 Indra神의 관계와 비교됨으로서

초기 불교에서 마라와 Buddha의 관계를 잘 드러내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20
마라와 붓다의 대결은 이와 같이 문화적 사회적인 배경 및

18) Suttanipāta의 大品 제1경 Pabbajjāsutta(게송 : 405, 408)에서도 正覺하기전
沙門 고타마를 Cakkhumā 또는 Buddha라고 지칭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후대 작가들에 의해 그렇게 호칭될 수 있었을 것이며, 그것을 시대 착오적

모순을 범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Mahāvastu는 Padhānasutta의 게송
429에 해당하는 시구에서 Bodhisattva로 정확히 호칭하고 있다 : ‘imāṃ

vācāṃ bhaṇe Māro, Bhodhisattvasya santike.'(Mahāvastu(II) ed. E. Senart,
P. 238). 雜阿含과 SN의 Māra經群에 나오는 Māra 설화들은 모두 正覺
이후의 붓다에게 Māra가 여러 차례 반복하여 나타났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참고. 印度哲學 第1輯 p. 55).

19) A. Bergaigne, La Religion Védique d'après les hymnes du Rigveda II.
paris(1878-1883) p. 345-347 ; J. Gonda, les religions de l'inde(Védisme et
Hindouisme ancien), paris, 1962. p. 73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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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상황 속에서 극적인 대립 구도로 형성되어 있다. 마라는 우리

텍스트에서 Namuci란 명칭 외에도 일반적 호칭인 죽음을 의미하는

Māra, 惡, 불행, 슬픔 등의 뜻을 가진 Pāpimā, 그리고 kaṇha, yakkha

등의 고대적인 神들의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우리 텍스트의 마라

설화는 이와 같이 시대적으로 상당히 고층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라에 맞서서 沙門 고타마는 苦行에 용기 있는 영웅으

로서, 지속적으로 투쟁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Pāli 텍스트는 이렇

게 계속 한다.

430. 그렇게 말하는 Māra에게 세존(bhagavā)은 대답했다 :

오, 게으른 자의 친척(Pamattabandhu)이여 오 波旬(Pāpimā)이여

무슨 이익(attha)을 구해서 너는 여기에 왔는가?

431. 내게는 공덕(puñña)이 털끝만큼도 필요하지 않다.

공덕을 필요로 하는 자, 그들에게나 가서 Māra는

그 말을 해야 하리라!

432. 나에게는 신념(saddhā)이 있고 노력(viriyaṃ)이 있고

또한 지혜(paññā)가 있도다.
21

이처럼 힘써 노력하는 나에게

20) J. Gonda 앞의 책, p. 70-73 ; L,Renou et J.Filliozat, l'Inde classique(I).

paris, 1947. p. 319 ; P.J.Varenne, trans, Mythes et Légendes extraits des
Brāhmaṇa. paris 1967. p. 91-93; H. Zimmer, Mythes et symboles dans
l'art et la civilisation de l'Inde,(tr.Fr), paris 1951, p. 11.

21) 5根(pañcindriyāni) : ①信根Saddhindriya, ②精進根Viriyindriya,

③念根Satindriya, ④定根Samādhindriya, ⑤慧根Paññindriya에서 ③과 ④를

제외한 것이 게송 432의 내용이다. 여기서 5根은 眼, 耳, 鼻, 舌, 身의

5감각기관과는 구별되는 5가지 정신력의 기관이다.(cf. SN V, p. 196-197 ;
雜阿含. 大正 2, 經 N0 643-647, p. 182a-b). 위의 내용은 5力(balāni)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특히 信, 進, 慧나 信, 念, 慧 또는 信, 定, 慧 등의 세트로

구성되어 별개의 經에 三種力으로 취급되기도 한다.(cf. MN. II. p. 12 ; SN
IV, p. 366 ; AN. III. p. 10-11 ; 雜阿含. 大正 2, 經 N0 664-666, p. 184b-c 經
N0673-677. p. 185b-c). Saddhā(Skr. śraddhā)는 일반적으로 信, 믿음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특히 초기 불교에서는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교리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숙고함으로서 생긴 信念, 또는

확신(conviction)을 뜻한다. (cf. A. Bareau : les relions. 앞의 책. p. 48 ; W.

Rahula : L'enseignement du Bouddha(1961),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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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여, 너는 생명의 보전을 권유하는가.

433. 바람은 강물까지도 말려 버릴 수 있으리라.

하물며 결연히 노력하는

내 몸의 피가 어찌 마르지 않겠는가.

434. 몸의 피가 마르면 쓸개와 담도 마르며

살이 빠지면 마음은 점점 더 맑아지리라.

그 위에 기억(sati)과 지혜(paññā)와

三昧(samādhi)가 나에게 지속되리라.

435. 내가 이렇게 최고의 고통을 견디면서

머물고 있는 동안 마음은 욕락을 찾지 않는다.

보라 한 존재의 [마음이] 청정함을!

우리는 여기에서 沙門 고타마의 苦行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영웅적인 용기와 굳은 결의로 죽음에 이를 정도의 苦行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곧 이어 우리 텍스트는 마라의 세력(Mārasenā)

이 무엇인가를 나열하면서 그 실상을 보여 준다. 그리고 연속되는 게

송에서 두 적대자의 심각한 갈등과 충돌 직전의 위기 상황을 생생하

게 묘사한다.

436. 욕망(kāma)은 너의 첫 번째 군대(senā)요

두 번째는 혐오(arati)이며

세 번째는 기갈(khuppipāsā)이고

네 번째는 갈애(taṇhā)이다.

437. 다섯 번째는 惛沈과 睡眠(thīnamiddha)이요,

여섯 번째는 공포(ābhīrū)이며

일곱 번째는 의혹(vicikicchā)이요

여덟 번째는 위선(makkha)과 고집(thambha)이다.

438. 그릇되게 얻은 이익과 명성과 존경과 명예,

자기를 찬양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

439. Namuci여 이것들이 너의 군대다.

검은 악마의 공격군(kaṇhassābhippahāraṇ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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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비겁자도(asūra)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정복한 용기 있는 자는 행복을 얻는다!

440. 보라 나는 muñja풀을 지니고 있다!

이 세상의 생명 따위가 다 뭐냐!

나는 패배해서 사는 것 보다

차라리 싸워서 죽는 편이 더 나으리라.

441. 거기에 휩쓸려서

어떤 沙門 婆羅門들은 길을 잃고

덕 있는 자가 가는 길을 알지도 못한다.

442. 포진한 병력, 승용馬(코끼리)를 탄 마라를 보고

나는 그들과 맞서 싸우러 나간다(yuddhāya paccuggacchāmi)

그는 결코 나를 이 자리에서 물러서게 하지 못하리라.

443. 세상의 어느 누구도 신들도 꺾을 수 없는 너의 군대를

나는 지혜로서(paññāya) 격파하리라

마치 굽지 않은 흙단지를 돌로 깨듯이.

444. 잘 제어된 思惟(saṃkappa), 굳건한 (正)念(sati)으로

내 성문 제자들을 인도하면서

나는 이 나라 저 나라로 편력 할 것이다.

445. 내 가르침에 열성을 다하여(appamattā) 정진하는(pahitattā) 그들은

(한번) 가면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그곳에(yattha gantvā na socare)이르

게 되리라.

빨리 텍스트에 대응하는 Mahāvastu, Lalitavistara, 大智度論 등
은 게송 445까지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병행하고 그 다음 곧

결론 게송이 온다, 즉 상투적인 표현법으로서 Māra經群에서 반복되

는 종결 문구 : “그때 비애로 압도되어, 마라의 비파가 옆구리에서 떨

어졌고, 위로할 길 없는 악마는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다”(Mahāvast

u II, p. 227) ; “그때 마왕은 그 말을 듣고 슬픔과 근심에 잠겨 그 자리

에서 물러갔고, 악마 군대들도 역시 곧 사라져 버렸다”.(大智度論, p. 3
43) Lalitavistara도 비슷한 종결 문구로 끝을 맺고 있다.

22
빨리 텍스

트의 경우, 결론 게송(449)이 오기 전에 3개의 다른 게송을 더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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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446-448), 이 게송들은 빨리 SN의 Sattavassāni와 漢譯 두

異譯本의 魔女經(雜阿含과 別譯雜阿含)에 각각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

다.
23
이 3개의 게송은 마라가 고타마를 6년 혹은 7년 동안 추적하다

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물러간다는 내용인데

간단하지만 상당히 사실적 내용으로 기술된 부분이다.

446. 7년 동안 (satta vassāni) 세존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다녔다 :

그러나 완전히 깨어 있고 주의 깊은 그에게

침입 할 틈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447. 어떤 까마귀가 기름기 있는 것 같은 바위를 보고

“여기서 아마도 부드럽고 맛있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하고 빙빙 돌고 있었다.

448. [그러나] 거기서 아무 것도 맛있는 것을 얻을 수 없어서

그 까마귀는 날아 가 버렸네.

마치 바위에 다가갔던 이 까마귀처럼

나는 싫증이 나서 고타마를 떠난다.

449. 비탄으로 쇠잔해진 악마의 옆구리에서

비파가 뚝 떨어졌고 그때 그 야차(yakkha)는

의기 소침하여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다.

빨리 텍스트는 이렇게 마라가 7년 간의 오랜 기간동안 추적 끝에

결국 패배를 자인하고 떠나 버린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전체적

인 조명과 문제되는 부분들을 밝혀 보기 위해 우선 게송 436-439 그

리고 440-443으로 되돌아와서 각각 차례로 살펴보자. 첫 번째 4개의

게송은 마라의 군대 또는 세력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다. 즉 욕망(kāma), 혐오(arati), 갈애(taṇhā) 공포(ābhīrū), 위

선(makkha) 등등 인간 존재의 근원에 잠재하는 일체 패악들, 저속한

22) 빨리 Māra경군의 상투적 문구 : “Atha kho Māro pāpimā jānāti maṃ

bhagavā jānāti maṃ sugato ti dukkhī dummano

tatth-ev-antaradhāyīti”(SN I, p. 103-129) ; 雜阿含의 문구 : 時魔波旬作是念,
沙門瞿曇已知我心, 內懷憂慼卽沒不現 (大正 2, 經 No 1084-1103. p. 284b-290b)

23) SN I, P. 122, 124 ; 雜阿含. 大正 2, p. 286c ; 別譯雜阿含. 大正 2. p. 38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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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 나약하고 악한 심성 등 번뇌 일체가 바로 마라의 세력이라는

것이다. 후대의 불전에 기술된 장황하고 그로테스크한 마라 군대의

표현과 비교해 볼 때 Padhānasutta에 보이는 이런 단순성과 뚜렷한

은유적 표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魔軍의 열거에서 첫 번째 두 번

째 네 번째는 雜阿含의 魔女經과 SN의 dītaro에서는 마라의 3딸들(Ra

gā 동의어 kāma)로 등장하여 붓다를 끈질기게 유혹하려 했던 것으로 묘

사되고 있다.
24
이런 마라의 세력을 ‘검은 악마의 공격군(Kaṇhassābhipp

ahāraṇī)’이라고 호칭하여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철저히 인식함으로

서 상황을 자기화 시켜 극복할 태도를 취하게 된다. 미래의 붓다, 고

타마는 마치 전사와도 같이 그들과 맞서서 결연히 투쟁할 강인한 의

지를 보이고 있다, 즉 “어떤 비겁자도 그것을 이겨 낼 수 없다. 그렇

지만 그것을 정복한 용기 있는 자는 행복을 획득한다.”고 그는 스스

로 다짐하고 결의를 한다.

다음 4개의 게송(440-443)은 우리 텍스트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요소

들, 즉 두 적대자가 긴박하게 정면 대결하는 역동적인 전투 상황을

싣고 있는 것이다. 사실 빨리 텍스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설화를

고려할 때 우리는 여기서 결정적인 투쟁의 긴박한 순간에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
25
장면은 상당히 사실적이고

도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어서 앞에서 마라의 세력을 은유적으로 단

순하게 표현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마라는 그의 승용馬(주석에 의

하면 코끼리)를 타고 병력에 둘러싸인 전투 태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王으로서 마라는 그의 주요 상징인 코끼리에 올라타고 늠름한

위용으로 투쟁할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붓다, 고타마 편에서도 그는 확고한 의지와 투쟁할 단호한

결의가 되어 있다. 그는 임전 상황에서 죽음을 불사하는 용감한 전사

의 당당한 자세로 표현되고 있다 : “이 세상의 생명 따위가 다 무엇

24) “Atha kho Taṇhā ca Arati ca Ragā ca māra-dhītaro”(SN I, p. 124) ;
魔有三女 一名愛欲 二名愛念 三名愛樂(大正 2, p. 286c) ; 時魔三女 一名極愛

二名悅樂 三名適意(大正 2, p. 383b).

25) T. O. Ling 앞의 책 p. 145- ; Windisch 앞의 책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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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냐! 나는 패배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투쟁 속에서 죽는 편이

더 나으리라”(440)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신들도 너의 군대를 꺾을 수

없지만, 나는 너의 군대를 지혜로서 격파하리라. 마치 굽지 않은 흙

단지를 돌로 깨듯이”(443) 이렇게 말하며 고타마는 그의 임전 태세와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6
두 적대자는 이와 같이 긴장감이 팽

팽하게 고조된 상태에서 서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 텍스트에는

표현적으로 명백하게 결정적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

으로 보아, 이 때에 沙門 고타마는 죽음(Māra)과 대결하여 生과 死의

백척간두에 서 있었으며 바로 이 순간 그에게 결정적인 일대 전환이

일어났던 것으로 암시되고 있다. 고타마의 승리와 마라의 최종 패배

가 사실상 마지막 4개의 게송(446-449)에서 마라에 의한 독백 형식으

로 표현되어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

2. 텍스트의 분석과 이해

우리는 이제 두 측면으로 Padhānasutta의 설화를 보다 가까이에서

분석하고 해석해 보려고 한다, 즉 마라 설화 자체의 이해 문제와 두

적대자의 갈등 관계로 나타나고 있는 가치관 및 실천 문제에 대한

접근이다.

빨리 Padhānasutta는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초기 경전 가운데

서 미래의 붓다, 고타마가 正覺(sambodhi)에 앞선 시기에 마라에 대항

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했다고 증언하는 중요한 텍스트의 하나로 간

주된다. 그러나 沙門 고타마와 마라 사이에 과연 이 시기에 절정을

26) 적을 격파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임전 태세의 묘사는 각 텍스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투쟁적 인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Padhānasutta 게송 443 ; The Mahāvastu II, p. 227 ; Le Lalitavistara, p.
226 ; 大智度論. 大正 25, K 5, p. 99c (Lamotte 앞의 책 p.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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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투쟁이 있었고 沙門 고타마의 결정적인 승리가 있었다고 가

정했을 때, 正覺 사이클에 속하는 다른 설화들과의 관계가 모순 없이

설명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즉 다른 전통에 보존된 Padh

ānasutta 계열의 내용과 일치 문제, 그리고 이른바 菩提樹 아래에서

降魔成道의 순간에 관한 설화들과의 관계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Padhānasutta에서 결정적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4개의 게송

(440-443)이다. 이 4개의 게송을 다른 전통의 텍스트들 : Mahāvastu, L

alitavistara, 大智度論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대응하는 문제의 게송
내용에서 서로 뚜렷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위 3개의 異本에는

빨리 게송 441과 443만이 서로 일치하고 있으나, 그것도 부분적일 뿐

이지만 나머지 2개의 게송 440과 442는 해당 내용이 전혀 없거나 일

부가 다른 위치에 분산된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의 차이와

결여는 불타전의 정각 사이클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의 특별한 노력

과 상상력을 자극시켰던 것이다.

문제의 게송 440과 442는 이 설화에서 사실상 가장 드라마틱하게

투쟁 상황을 묘사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통의 텍

스트들에는 결여되고 있다. 다만 게송 440이 유일하게 Laliravistara

제18장에 마라의 세력을 나열하기에 앞선 위치에 배열되어 있다.
27

그 내용 역시 완전히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텍스트를 비

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두 전통에서 게송의 첫 번째 줄이 서로 다른 내용이다. 빨리 게송

의 의미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이 텍스트의 연구 초기에는 다양한

해석을 시도했던 문제의 부분이다. 마라와 붓다에 대한 최초의 연구

자인 Windisch는 게송 440의 “Esa muñjaṃ parihare"를 ”Varaṃ ma

ccu pāṇaharo"로 정정할 것을 제안하고 이 부분의 빨리 수사본 모두

가 왜곡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28
이와 같은 가정에 의해 이 텍스트가

수정될 경우 두 전통의 내용은 일치하겠지만 이 게송의 원 위치가

27) Lalitavistara(éd. S. Lefmann) p. 262 ; Le Lalitavistara(trans. by P.E. de
Foucaux) p. 226.

28) Windisch 앞의 책 p.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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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이며 어느 쪽이 현재의 자리로 이동시켰고 왜 그렇게 고쳤는지

어쨌든 알 수 없는 문제로 남는다.

Paddhānasutta. Vs.440 Lalitavistara. XVIII.1.15

보라, 나는 muñja풀을 지니고
있다! 이 세상의 생명 따위
가 다 무엇이냐!

나는 패배해서 살기보다 차라
리 투쟁해서 죽는 편이 더
나으리라.

(Esa muñjaṃ parihare,
dhiratthu idh a jīvitaṃ /
saṅgāme me mataṃ seyyo,
yañce jīve parājito //)

세상에 멸시 받는 삶보다 차라리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이 더 낫
겠다!

패배해서 살기 보다 차라리 투쟁해
서 죽는 편이 더나으리라.

(Varaṃ mṛtyuḥ prāṇaharo, dhig
grām yaṃ no ca jīvitam /
saṅgrāme maraṇaṃ śreyo na ca
jīvet parājitaḥ//)

빨리 텍스트의 문맥에서 볼 때 게송 440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대로 沙門 고타마의 비장한 결의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요

소가 되고 있다. 일찍이 Pischel 등의 오역으로 모호해진 의미가 오

늘날은 바로 잡혀지긴 했지만 아직도 다양한 뉘앙스를 가진 해석을

하고 있다. Fausbôll에 이어 두 번째로 Suttanipata를 영역한 E.M. H

are는 “문자풀의 휴대는 브라만에게 서원(vrata)을 의미한다.”고 주를

달고 있다. E.J. Thomas의 견해로는 “나는 문자풀을 지니고 있다.”라

고 하는 것은 전투를 개시할 의도를 가진 전사의 표식이라고 한다.

비슷한 해석으로 K. Chaṭṭopādhyāya는 “나는 단단히 태세를 갖추고

있다.(크게 분발한다)”라고 번역하고 이것은 결정적 전투를 위해 자신의

마지막 힘까지 모두 발휘하겠다는 의미라고 한다. 불교에 있어서 악

의 神話를 연구한 T.O. Ling은 이 문구에서 초미의 절박한 임전 상

황을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29
현대 학자들 대부분이 위의 문구(Esa

29) E. M. Hare 앞의 책. p. 64, n. 1 ; E. J. Thomas 앞의 책 p. 73, n. 1. ;

K.chaṭṭopādhyāya. J.R.A S. 1930. pp. 897-898 ; T. O. Ling, Buddhism
앞의 책 p. 145 ; 149.



26 印度哲學 제6집

muñjaṃ …)를 임전 태세와 결단력을 표시하는 특별한 효과를 가진 내

용으로 이해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이 문구가 Padhānasu

tta의 설화를 성격 지우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게송 442(samantā dhajiniṃ …)의 경우, 다른 전통의 異本

에는 완전히 결여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

견이 맞서고 있다. Windisch에 의하면 Skt. 텍스트 편에서 이 부분의

구절을 발취하여 신화적 전투의 형식을 가진 그로테스크한 모형으로

개작했다는 것이다.
30
사실 Lalitavistara의 정각 이야기에는 서술적으

로 된 마라 공격의 묘사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장황하며 조야한 모델

로 표현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빨리 텍스트만이 단순한 마라 이미지

의 고층의 형식을 본래 상태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N.A.

Jayawikrama는 동일한 텍스트를 연구하면서 다른 Skt 전통에는 결

여된 이 게송이 진본인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다. 그는 문제의 게송

442가 오히려 후대에 Skt 텍스트의 투쟁 전설에서 영향을 받아 첨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시사한다.
31
사실 고대 불교 문학 작품

의 반복하는 경향을 생각할 때, 같은 문구 또는 같은 이야기를 축어

적으로 수 차례 지칠 줄 모르고 되풀이하는 경향성과 특히 동일한

사건에 대한 고대와 후대의 모든 이야기를 축소나 단순화시키지 않

고 중첨하는 구성 습관을 가진 Mahāvastu를 고려해 볼 때 위에 문

제된 게송이 빨리 외에 다른 Skt 텍스트 어느 곳에도 발견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축소나 누락시킨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

다.
32
Mahāvastu와 大智度論에는 문제의 게송 440과 442 모두가 결

여되어 있다는 것은 의문의 소지를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빨리 텍스

트에는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위의 게송 외에도 마라의 최종 패배를

표현하는 3개의 게송 446-448이 결론 게송 직전에 삽입되어 있으며

이 게송들의 원래 자리는 SN의 “Sutta-sattavassāni”일 것이라고 보

30) E. Windisch 앞의 책 p. 29.

31) N. A. Jayawickrama ; Univ. of ceyl on Review, vol. VIII.(1950), p. 188-189

32) J. W. de Jong의 비판 참조 : “ā propos de Nidānasṃyukta” dans :

Mélanges de Sinologie (Biblio. de I.H.E.ch.vol.XX) p. 13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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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오늘날 거의 일치된 의견이다.
33
요약하면 Padhānasutta의

진본 문제에서 pali 텍스트만이 유일하게 원초적인 형태의 내용을 그

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어떤 시기에, 빨리 텍스트

에는 상당한 부분의 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

는 것이다.

다른 異本들과 비교하여 연구를 진행시키면서 우리에게 더욱 분명

해지는 것은 고대 전통 전체에 알려진 Padhānasutta 이야기의 공통

기반에는 미래의 붓다가 이 시기에 마라에 대해 결정적인 큰 승리를

획득한다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阿含이나 Nikaya 등 고대 경전에 보이는 단편적인 마라 공세

의 내용과 비슷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Padhānasutta의 가장 특징적인 중심 내용은 이 경전의 명칭이 보여

주듯이 강인한 의지와 노력, 즉 영웅적인 투쟁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

었을 것이다.

미래의 붓다가 이 시기에 苦行을 실천하고 있을 때 또는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상징하는 불교적인 惡의 인물 마라를 결정적으로 정

복했다면 그리고 마라의 정복과 함께 그의 인격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보리수 아래에서 다시 正覺을 향해 정진 노력하는 이

중성이 설명 될 수 없을 것이다. 앞에서 가정해 본 이런 기본 구도에

서는 실천 수행의 과정에 중요성이 있었으나 후대의 제자들은 결과

적으로 붓다의 정각과 승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설명이 충분하

지 못하다는 것을 느낀 나머지 그들이 희망하는 결정적 승리라는 확

실한 내용으로 발전시켰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Mahāvastu의 Avalo

kitas, Lalitavistara의 제21장, Buddhacarita의 제13장 등, 후대 불전

의 전형적인 내용에서, 진정한 신화적인 투쟁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붓다의 결정적 승리를 희망하는 제자들의 요구에 충분히 응

답하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붓다가 결정적이고

유일한 최후의 승리를 획득하고 正覺을 성취한다는 것으로 붓다의

33) E. J. Thomas 앞의 책. p. 71 ; G. P. Malalasekera : Dict. of pāli proper

Names, II, p. 615 ; T. O. Ling 앞의 책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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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의 대 전환기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는 곧 ‘발전된 불전’의

降魔 전설에서 다시 이 문제를 취급하게 될 것이다.

이제 Padhānasutta에서 두 적대 인물에 의해 갈등 구조로 나타나

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위에서 고찰한 여러 異本을 통

해 일치되고 있는 의견에 의하면, 苦行으로 극히 쇠약해진 신체적 조

건을 최적의 기회로 간주하고 마라는 동정하는 말로(karuṇavācaṃ) 회

유하면서 고타마에게 접근한다. 마라가 이 때에 제안한 주된 내용은

고행으로 대표되는 정진 노력(padhāna 또는 viriya)을 포기하고 그 대신

에 기존 윤리와 전통적 습관에 따라 聖火에 불을 지피고 희생물을 바

치면서 공덕(puñña)을 쌓고 전통 방식에 순응하여 안일하게 세속적 욕

망을 즐기는 삶을 영위하라는 것이다.
34
마라가 권유하고 유도하는

이런 삶의 방식은 극히 자연적인 것이며 다수의 일반 대중이 보편적

인 상식선에서 갖게 되는 당시의 가치관이요, 윤리적인 태도일 것이

다. 이런 자연적인 삶의 틀을 깨고 벗어나려는 것은 기존 윤리와 사

회 질서에 역행하는 일이요 유해로운 행동일 것이다. 따라서 욕망과

죽음과 재생을 상징하는 마라로서는 자기 영역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라는 苦行의 극한에 이른 沙門 고타마에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

하고 생명이 있어야 선행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만류한다.

“당신이 梵行을 닦고
35
聖火에 공물을 바친다면

큰 공덕이 쌓일 것이거늘 이런 노력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kiṃ padhānena kahāsi) (게송428)”

이렇게 말하고 “정진 노력의 길을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강조한

다 : Duggo maggo padhānāya dukkaro durabhisambhavo(게송429)”

Mahāvastu에서도 마라의 속삭임으로 이렇게 기술되고 있다 : “이런

苦行으로 당신은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당신은 살아야하오, 당신

34) 게송 428 : Carato ca te brahmacariyaṃ aggihuttañca jūhato pahūtaṃ

cīyate puññaṃ, Kiṃ padhānena kāhasi.

35) brahmacariya의 의미에 대해 註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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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轉輪王이 될 것이요, 큰 회생의 재물을 바치시오(…) 이 회생물을

바치면 당신은 天上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고 큰 공덕을 낳게 될 것입

니다. 고행은 힘들고 극복하기에 고통스럽습니다.”
36

Lalitavistara에도 苦行을 포기하고 공덕을 쌓으라고 마라가 권유한

다 : “항상 보시하고 주야로 성화에 헌공하는 사람에게는 큰 공덕이

쌓일 것이요 [그런데] 고행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청춘이 흘러 가

버리기 전에, 당신이 아직 인생의 초반에 있을 동안에, 늙음과 질병

이 당신을 침범하기 전, 미모와 젊음을 갖고 있을 동안에 웃음 띤 얼

굴로 欲樂을 즐기시오.” 大智度論에서도 마라는 고타마에게 접근하
여 고행을 포기하고 인간 세상과 천상 세계의 행복한 길을 가라고

권유한다.
37
마라는 이와 같이 기존 질서와 윤리 도덕에 순응하며 공

덕을 쌓고 주어진 조건 안에서 세속적 욕망을 즐기는 평범한 삶의

방식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붓다, 고타마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전혀 다른 차

원이다. 그는 人間 조건의 근원적인 불안과 한계 상황을 깊이 의식하

고 있었으며, 그것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이 限界를 돌파하려는 높

은 의지와 도전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生死가 되풀이

되는 윤회 세계 속에서의 끝없는 再生에 인종할 수 없었고, 미래세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오로지 전통적 윤리에 따라 습관적으로 행동

하는 것에 만족할 수도 없었다. 아무리 선업과 공덕을 쌓아서 앞날의

보다 나은 복락이 약속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

하며, 모든 존재는 피할 수 없이 인과율과 무상의 법칙에 지배되어

필연적으로 생노병사의 고통을 받게 되고 生과 死의 사슬에 계속 묶

여 있을 뿐인 것이다. 그는 재생의 연속에 종지부를 찍고 윤회의 사

슬을 결정코 끊어 버리려는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

라서 그가 추구하는 길은 결국 욕망과 죽음으로 상징되는 마라의 영

역을 영원히 벗어나는 해탈의 길인 것이다.
38

36) The Mahāvastu(by j.j. jones) II. p. 224-225.

37) Le Lalitavistara(by P. E. de Foucaux) p. 225, 277 ; 大智度論. 大正 25, k
15, p. 169a(Lamotte 앞의 책 p. 90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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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고타마의 목표를 악마 마라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차단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며, 반면에 고

타마는 그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영웅적인 용기와 투지를 발휘하

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그는 생

명을 초개같이 생각하는 결의에 찬 영웅의 자세로 “이 세상의 생명

따위가 다 무엇이냐.”고 부르짖으며, “나는 패배해서 사는 것보다 차

라리 투쟁 속에 죽는 편이 더 나으리라.”고 강인한 의지로 다짐한

다.
39
우리는 이미 앞에서 두 적대자 사이에 긴박한 전투적인 상황 설

정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제 근본적인 이유와 갈등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실천적인 면에서 노력(Viriya)과 공덕(Puñña)의 문제에 더욱 주목해

보자. 정진 노력 대신에 공덕을 쌓기를 권유하는 마라를 향해 고타마

는 “태만한 자” 또는 “부주의하고 게으른 자의 친척”, “pamattabandh

u”이라고 그를 몰아 세우고, “공덕을 필요로 하는 자 그들에게나 가

서 그 말을 하라.”고 윽박지른다. 그리고 고타마는 “나에게는 信念(sad

dhā)이 있고 努力(viriya)이 있고 지혜(paññā)가 있다. 이처럼 힘써 정진

노력하는 나에게 어찌하여 너는 生命의 보전을 권유하는가”라고 반

문한다.
40
공덕행이 여기서는 무기력하고 태만한 용기 없는 자의 쉬

운 방법 정도로 그 가치가 폄하되고 있다. 반면에 신념과 정진 노력

그리고 지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으며, 특히 생명을 건 노력과 용

기가 높이 평가된다. Padhānasutta에는 의지와 노력하는 모습을 이

38) Padhānasutta의 첫 게송 425 : “yogakkhemassa pattiyā” 즉 “安穩(平安)에

이르기 위해” 정진 노력한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게송 439 : “jetvā ca

labhate sukham” 즉 “승리해서 행복을 획득”할 결심을 한다. 게송 445 :

“gamissanti yattha gantvā na socare”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한번

도착하면 다시는 더 이상 슬픔과 고뇌가 없는 곳으로 갈 것이다”고 분명한

목적지를 밝히고 있다 ; 여기서 특히 ‘yogakkhema’(Skt.yogakṣema)는

‘신비적 安穩’ ‘最上의 安全’ ‘至福’의 뜻을 가지며 Nirvāṇa와 거의 동의어이다.

또는 열반의 부가형용사로서 ‘安穩涅槃’으로 종종 표현된다.(cf. PTS Dic. p.

558 : Hôbôgirin. p. 593)

39) 게송 439, 440, 참조.

40) 게송 430. 431.4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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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표현하고 있다 : “바람은 강물까지도 말려버릴 수 있으리라, 하

물며 결연히 노력하는 내 몸의 피가 어찌 마르지 않겠는가(…)
41
이런

용맹과 정진 노력에 관한 표현은 거의 반복하는 상투적 문장으로 고

정되어 유사한 형태로 고대 경전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

“내 몸의 가죽, 힘줄, 뼈만 남는다 해도, 또는 내 몸의 살점과 피가 말라

버린다 해도, 인간의 용기(purisatthāmena), 인간의 노력(purisaviriyena), 인간

의 결심에 의해(purisaparakkamena) 획득될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는 한

나의 정진 노력은 끈질기게 지속되리라.”
42

정진 노력의 중요성은 이와 같이 고대 경전에서 일반화되어 수 없

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우리 텍스트 Padhānasutta는 그것을 더욱 극

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붓다 자신의 경험 사실로 강조하고 있는 것

이다.

수행 덕목의 일반적인 체계를 보더라도 초기 불교의 八正道(arya aṣṭ

āṅgamārga)에서 점차 조직화된 37助道品(bodhipakṣika)의 여러 카테고리

에는 필수적으로 精進이 강조되고 있으며, 바로 이 精進, 즉 노력과

용기에 의해 실천 수행이 해탈로 약진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43
: 四神足(ṛddhipāda)에는 精進 努力이 두 번째로 viriyas

amādhi padhānasaṃkhāra, 五根(indriya)에는 두 번째로 Vīryendriya,

五力(bala)에는 두 번째로 Vīryabala, 七覺支(saṃbodhyaṅga)에는 세 번째

로 Vīryasaṃbodhyaṅga, 八正道(mārgāṅga)에는 여섯 번째로 Samyagv

yāyāma이다. 특히 四念處(smṛtyupasthāna)와 四正勤(samyakpradhāna)에는

정진 노력이 각 항목 마다 필수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는

초기부터 노력 정진 없이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보

41) 게송 433. 434. 435. 참조.

42) SN II, p. 28 : ‘kāmaṃ taco ca nahārū ca aṭṭhi ca avasissatu sarīre
upasussatu maṃsaṃ lohitaṃ, yan taṃ purisathāmena purisaviriyena

purisaparakkamena pattabbaṃ na taṃ apāpuṇitvā viriyassa saṇṭhānaṃ

bhavissati’ ; (상투적 문구가 여러 텍스트에 나타난다. cf. MN I, 481 ; AN
I, p. 50 ; 雜阿含. 大正 2, no 348, p. 98a 등)

43) E. Lamotte, Traité. p. 1119-1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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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력을 높히 평가하고 있으며 실천적인 덕목에 중요한 위치를 부

여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노력에서 실현되고 그것이 완성될 때 노력

은 끝난다. 정진노력은 바로 魔軍을 격파하고 정각을 여는 길이 된다.

경전에는 이렇게 말한다 : “비구들이여, 나는 너희들에게 魔軍을 격

파하는 길을 가르쳐 주겠으니 잘 들어라, 비구들이여 무엇이 그 길인

가 그것은 七覺支이다. 七覺支란 무엇인가 念覺과 그리고 그 나머지

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마군을 격파하는 길이다.”
44
불교도의 정

진 노력하는 태도는 가히 스토아 학파적 투쟁이라 할 정도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전사들, 전사들이라고 우리는 서로 부른다. 우리는 숭고

한 덕, 드높은 노력, 최상의 지혜를 위해 투쟁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

사들”이라고 한다
45
고 격려한다. “여래는 설법자일 뿐이다. 노력해야

할 사람은 너희들 자신이다. 道에 들어가서 정진 선정하는 사람은 죽

음의 덫에서 풀려난다.”
46
“붓다는 번뇌의 사슬을 꺾어버린 사람”이며

“악마의 정복자요” “위대한 영웅”이라고 불려진다.
47

Padhānasutta에는 이런 노력과 승리의 정신이 전편에 흐르는 중요

한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현존하는 상태의 Padhānasutta에는

정진 노력 (투쟁)과 공덕(선업) 사상이 갈등 관계의 구조로 되어 있으

며 정진 노력의 가치와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있다. 6년 또는 7

년간의 노력과 투쟁 끝에 沙門 고타마는 결정적인 대승리를 획득한

다. 이 승리는 외적인 어떤 힘이나, 전생의 공덕이나, 예정된 운명 또

는 절대자의 어떤 도움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요, 인간으로서 고타

마가 무서운 결심과 노력, 그리고 생사를 건 투쟁을 통하여 자기 자

신의 힘으로 그것을 쟁취해 낸 것이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그를 “큰

승리자(最勝者)” “대 정진자”, 큰 영웅(mahāvīrā) 또는 “전투에 승리한 영

웅(vīra vijitasaṅgāma)”으로 호칭한다.
48
그는 진정코 인간의 무한한 가

44) SN V, p. 99.

45) A. Migot, Le bouddha, paris, 1957. p. 158 ; 190(MN의 경전 번역 인용).

46) A. Bareau, Bouddha, paris 1962. p. 180(Dhp. 276 인용).

47) Suttanipāta. vs. 562. 571.

48) Suttanipāta, vs. 562-563 ; SN I, p. 127 : Mahāvīrā ; 雜阿含 大正 2, p. 286a,
287b, 384a : 大方便 또는 大精進 ; 大正 2, p. 329a最勝 ; MN I,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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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과 노력의 가치를 몸소 보이고 크게 고양시킨 용기와 승리의 상

징이요 아르케타입이라 할 수 있다. Padhānasutta는 이런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되며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3. 增一阿含의 降魔전설

阿含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增一阿含에 ‘발전된 불전’의 降魔전설
49

이 실려 있다. 이 발전된 불전은 붓다가 正覺 직전에 보리수 아래에

서 마라 波旬을 결정적으로 완전히 정복하고 無上菩提를 성취한다는

붓다 생애의 획기적 전환점을 극히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降魔전설은 正典인 Āgama에 편입된 유일한 텍스트 일 뿐만 아니라

발전된 불전에 나타나는 降魔 이야기의 중요한 골격을 단순화된 상

태로 보전하고 있어 비교연구에 도움을 준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불

전 Lalitavistara와 서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공통적인 원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50
연구를 진행하면

서 우리는 이 후자로부터 많은 보충적인 설명의 도움을 받게 될 것

이다. 그렇지만 增一阿含은 大衆部에 속하는 경전이고 Lalitavistara는

원래 有部의 텍스트이지만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개작된 불전인 것으

로 간주되고 있다.
51

增一阿含의 전설에 흐르는 지배적인 실천 윤리는 앞서 연구한 Pad

hānasutta와는 대조적으로 정진 노력(viīrya)의 중요성이 공덕 사상(puṇ

ya)에 압도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 발전된 불전의 흐름을 따라

가면서 이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增一阿含의 이 전설은 Ro

49) ‘발전된 불전’ 용어에 대해, 註 5 참조.

50) Lalitavistara의 XXI 章(후반부의 魔女 개입 부분 제외).

51) A. Foucher, La vie du Bouddha d' apres les textes et les monuments de
l'inde. paris. 1949. p. 15 ; A. Barean 앞의 책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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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天子의 방문에서 시작되는 일련의 경전들 가운데 편입된 것으로

서, 붓다가 직접 옛일을 회상하여 비구들에게 사위성에서 설한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우선 增一阿含의 설화를 부분적으로 약

간 생략하고 번역하여 원문 그대로 정리해 보겠다.

나는 옛날 아직 佛道를 이루기 전에 보리수 아래(樹王下) 앉아 있었는데,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52
: “이 欲界에서 가장 豪貴한 자가 누

구일까? 나는 그를 항복시키리라, (그가 항복되면), 욕계의 天人들이 모두

항복할 것이다.”

그때 나는 다시 이런 생각을 했다. “그것은 魔波旬이라고 나는 들었다.

나는 지금 그와 싸우리라, 이 波旬이 정복된다면 오만하고 豪貴한 일체 天

神들이 모두 굴복하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 순간 나는 내 자리(座)에 앉아 미소를 지었다. 그 동작이

魔波旬의 영역 전체를 진동시켰고 허공에서는 게송 소리가 들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때에, 魔波旬은 분노가 불꽃처럼 일어나서 곧 師子大將(Siṃhahanu)에

게 이렇게 말했다 : “빨리 서둘러 4종군대를 모두 소집하라. 나는 저 沙門

을 공격하여 정벌하겠다. 감히 나에게 맞서 싸울려는 그의 세력이 무엇인

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라.”

나는 그때 다시 이렇게 생각했다 : 보통 사람들과 투쟁한다 하더라도

그냥 침묵하고 있을 수 없겠거늘 하물며 欲界에서 가장 豪貴한 者와의 싸

움에서이겠는가? 당연히 그와는 어느 정도의 대적하는 싸움이 있게 되리

라,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仁慈의 갑옷을 입고 三昧의 활과 智慧의 화살을

손에 쥐고서 波旬의 무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魔波旬과 그 大將이 거느린 군사들 무리는 18억(koṭi)이었다. 그들

은 원숭이 얼굴, 사자 얼굴 등 가지각색의 다른 얼굴 모양을 하고 나에게

다가왔다. 어떤 야차무리는 몸 하나에 여러 개의 머리가 달린 것들이고,

어떤 것들은 머리 하나에 수십 개의 몸뚱이를 가졌고, 혹은 두 어깨에 세

개의 목과 가슴에 입을 가졌으며 또 어떤 것은 손이 하나뿐이거나 둘 또

는 네 개를 가졌고 혹은 두 손으로 그들의 머리 움켜쥐고 입으로는 죽은

뱀들을 토해 내고 있었으며, 혹은 입으로는 火光을 뿜어내고 머리에는 불

이 훨훨 타고 있었으며 혹은 두 손으로 입을 벌리고 앞으로 치달으면서

52) 增一阿含. 大正 2, p. 760b ; 我昔未成佛道 坐樹王下時 便作是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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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먹으려고 했으며 혹은 배를 가르고 서로 마주 보고 있었고 혹은 칼과

창을 휘두르고 혹은 절구공을 들고 있었고 혹은 산, 바위 또는 나무들을

어깨에 메고 있었으며, 그들 중에 어떤 것들은 두 다리를 거꾸로 올리고

머리를 밑에 박고 있었고, 어떤 것들은 코끼리를 타고, 혹은 사자를, 혹은

이리를, 혹은 독충들을 타고, 어떤 것들은 발로 걸어서, 또 어떤 것들은 공

중을 날아왔다.

그때 魔의 군사 무리들은〔내가 앉아 있는〕道樹를 포위하고 魔波旬은

나의 왼편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

“沙門이여, 어서 빨리 일어나라.”

그러나 나는 그때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두 번 세 번

되풀이 한 후에, 이렇게 나에게 말했다 :

“沙門이여, 너는 내가 두렵지도 않은가?”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두려움이 없는 곳에 고정시키고 있노라(我今執心

無所畏懼).”

그때 波旬은 나에게 말했다 :

“沙門이여, 너는 정말 나의 4종 군대의 무리를 보고 있는가? 너는 지금

너 홀로이며, 어떤 군대도 어떤 무기도 없이, 삭발한 머리에 겨우 3개의

옷가지를 걸친 몸을 완전히 밖에 노출시키고 있다.”

그때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

“나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波旬을 향해 게송으로 말했다 :

‘자비의 갑옷을 입었으며

손에는 三昧의 활과 智慧의 화살을 잡았나니

나의 福業을 군대로 삼아

이제 나는 너의 무리를 격파하리라.
53
’

그때 魔波旬은 다시 나에게 말했다 :

“沙門이여, 나는 너에게 많은 이익을 주려고 한다. 그렇지만 만일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잡아 네 몸을 잿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

이다. 오 沙門이여, 더욱이 너의 용모는 단정하고 젊고 또 잘 생겼을 뿐만

아니라, 너의 근본은 크샤트리아로서 轉輪王의 종족이다. 빨리 이 자리에

53) 앞의 책 p. 760c ; 仁鎧三昧弓 手執智慧箭 福業爲兵衆 今當壞汝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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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어나 오욕의 즐거움을 누려라. 나는 너를 장차 전륜성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

“네가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 무상하고 변하며 지속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모두 버리고 떠나야 할 것들이다. 내가

선망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魔波旬은 다시 나에게 말했다 :

“沙門이여, 그렇다면 너는 대체 무엇을 추구하며 네가 지금 원하고 있

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은 슬픔도 근심도 없는 그 곳, 안락하고 평화로운

涅槃城에 이르는 것이며, 윤회의 길에 헤매이면서 苦惱에 빠져 있는 이 중

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54

그때 魔는 나에게 말대꾸를 했다 :

“沙門이여, 만일 네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앉아

있으면 나는 너의 다리를 잡아 大洋 저 너머로 던져 버리겠다.”

나는 波旬에게 말했다 :

“나는 天上이나 人間들 사이에, 魔나 魔天이나, 人間이나 非人間이나, 너

의 네 무리들 중 그 누구도 나의 털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관찰해 알고 있다.”

魔가 나에게 말했다 :

“沙門이여, 오늘 네가 진정코 나와 싸움을 할 작정인가?”

나는 대답했다 :

“너와의 交戰도 불사할 생각이다.” (여기서 魔軍과 驕慢 등에 대항해서 투쟁

하는 방법으로서 7종 三昧와 八正道 등을 설명한다. 그러나 波旬은 이런 것을 인정

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다시 계속한다.)

“沙門이여, 비록 네가 지금 그런 말을 하지만 그것들은 극복하기가 심

히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大洋 저 너머로 던지기 전에 어서 빨

54) 앞의 책 p. 760c : 吾所願者 無憂畏處 安隱恬泊涅槃城中

使此衆生流浪生死沈翳苦惱者引正路 ; 大智度論 大正 25, p. 174b :
能到佛道涅槃城 是名正精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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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여기서 당장 일어나라”

나는 그때 다시 魔波旬에게 말했다 :

“너는 한 번 보시한 공덕(puṇya)으로 오늘날 欲界에서 魔王이라는 지위

를 획득한 것이다. 그러나 옛날에 내가 지은 공덕은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다. 그런데도 너는 지금 어떻게 (그 극복이) 심히 어렵다고 말하는가
55
.”

魔波旬이 대답했다 :

“내가 지은 공덕은 네가 지금 그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너 자신이 옛

날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쌓았다는 것을 누가 알고 누가 그것을

증명하는가?”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곧 오른손을 펴서 손가락으로 觸地(bhūmisparśam

udrā)를 하고(卽伸右手以指案地), 波旬에게 말했다.

“내가 지은 功德은 이 땅이 알고 이 땅이 증명할 것이다.”
56

내가 이 말을 발음하자마자 곧 地神이 솟아 나와 나에게 합장을 하고

말했다 :

“세존이시여, 제가 그것을 알고 있으며 제가 그것을 증명하나이다.”

地神이 말을 마치자마자 魔波旬은 그때 근심하고 고뇌하면서 곧 그 자

리에서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되었다. (增一阿含, T 125. p. 760b-761a)

4. 降魔전설의 의미

增一阿含의 ‘降魔전설’은 Padhānasutta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마라와의 투쟁 무대가 정각 직전에 樹王下, 즉 보리수 아

래로 기술되어 있고 상황 전개도 특이하다. 우리 텍스트는 ‘발전된

불전’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불전으로서 유명한 Lalitavistara에서

55) 앞의 책 p. 761a : 汝作福唯一施 今得作欲界魔王 我昔所造功德無能稱計

汝今所說 方言甚難耶. cf. Le Lalitavistara p. 271.

56) 앞의 책 p. 761a : 時我比丘卽伸右手 以指案地 語波旬我所造功德 地證知之. cf.

Le Lalitavistara, p. 2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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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이른바 마라와의 투쟁 장면의 구성이 상당히 독특하다. 여기서

는 마라편에서 먼저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沙門 고타

마 편에서 선공 자세를 취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실

우리 텍스트에서는 沙門 고타마가 마라의 세력을 파괴시키겠다고 위

협하는 도전자가 된 것이다.
57
이제 그는 단식과 엄격한 고행으로 피

골이 상접하고 허약한 고행자로서 고타마가 아니라 자기 실현을 성

취하고 완결에 이른 보살의 당당한 자세로 묘사되고 있다. (우리는 여

기서부터 그에게 합당한 보살의 명칭으로 부르기로 한다.)

보살은 樹下에 자리하고 앉아 단순한 미소를 지음으로서(於座上笑),

마라의 영역 전체를 진동시킨다. Lalitavistara에 의하면 그는 菩提座

(Bodhimaṇḍa)에 앉아, 양미간의 白毫(ūrṇā)로부터 “일체 魔軍衆을 摧伏하

는”(sarva māra maṇḍala vidhvansana-kāri) 光明을 투사함으로서 마라의 경

계를 암흑으로 만들고 큰 진동을 일으키게 한다. 보살의 이런 도전적

인 행위로 충격을 받고 격분된 마라는 (Lalitavistara에 의하면 32종의 불길

한 악몽을 꾸고) 4종 군대를 불러 모아 보살을 공격할 준비 태세를 갖추

게 된다.
58

마라 군대의 묘사는 길고도 장황하며 험상궂고 무서운 온갖 형태

들로서, 진정한 악마 무리의 그로테스크한 양상들을 갖추고 있다. 이

무리들은 신체적으로 정상 체형이 아닌 갖은 기형과 불균형, 짐승들

무리와 괴기한 소음 등, 악마 형태의 기본 구성 요소들이 모두 동원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악마 무리들이 보리수를 포위하

고 마라 자신은 직접 보살을 협박 또는 유혹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

나도록 집요하게 괴롭힌다. 增一阿含의 설화에는 소란스러운 준비에

도 불구하고, 마라의 실제적인 공격이라고 할만한 장면이 표현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으나, 보살을 포위하고 위협하는 상황 전개는 투

쟁의 긴박감을 충분히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러나 Lalitavistara에서는

마라의 군대가 보살을 실제로 정면 공격하고 있다. 무시무시한 온갖

57) 增一阿含 大正 2, p. 760b ; Le Lalitavistara 제21장 p. 257.

58) 增一阿含 大正 2, p. 760b : 於座上笑使魔波旬境界皆悉震動 ; Le Lalitavistara.
p. 25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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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가진 악마 군대들은 입으로는 뱀을 토해 내고 목에는 해골

목걸이로 장식을 하고 태산을 움직이며 먹구름을 불러모으고 번개를

발사하는 등등 온갖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야수들의 소리를

지르면서 보살에게 덤벼든다. 그러나 보살의 전생 功德(puṇya)과 慈悲

心이 그에게 완벽한 보호막을 형성하게 되고 마라와 그들 군대가 던

지는 창과 빗발처럼 쏘아 대는 화살들은 모두 그 촉이 자발적으로

꽃으로 변해 버려 무디어진다. 헛되이 마라는 그의 군대를 격려하고

고무시키지만 전세는 이미 기울어진다.
59
결국 그들은 이 신화적인

전투에서 보살의 털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며, 보살은

확고부동하게 앉은자리, 또는 菩提座를 지키고 正覺에 이른다.

이 降魔전설에서, 우리는 그 구성 배경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두

관념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장소’와 공덕 문제이다. 이 두 요

소는 언뜻 보기에 불균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우리 설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장소, 위치, 자리(avasthāna,

āsana)의 문제에 주목해 보자. 우리 설화에서 마라가 겨냥한 목표와

악마적인 끈질긴 추격이 주로 보살이 앉아 있는 자리 또는 장소인

것 같다. 무려 네 번 이상이나 마라는 보살에게 직접적으로 빨리 자

리에서 일어나라(速起)고 위협과 회유의 방법으로 독촉했다.
60
사실 보

살은 보리수 아래 그의 자리(座上, āsana) 또는 菩提座(Bodhimaṇḍa)에 앉

아서 正覺을 획득할 때까지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고 결심하

고 있다.
61 大智度論에서는 보살이 보리수 아래로 가서 金剛座(vajrās

ana)에 앉아 맹세를 했을 때, 魔王이 18억(koti)군대를 동반하고 보살의

처소로 몰려 왔다고 한다. Lalitavistara에는 보살이 菩提樹로 향해 가

서 菩提座(Bodhimaṇḍa)에 자리잡고 앉는 과정과 장면을 무려 두 개의

59) 增一阿含 大正 2, p. 760b-c ; Le Lalitavistara. p. 261-271.

60) 增一阿含. 大正 2, : 沙門速起(p. 670c) ; 速起此處(p. 670c) 沙門不速起乎坐者(p.

670c) 沙門今速起(p. 671a).

61) “無上正覺”을 성취 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내용을 여러 불전에서 불 수 있다. : Nidānakathā. p. 71 ; Buddhacarita.
XII.v.120 ; Laliravistara, p. 289 ; 羅摩經. 大正 1, p. 777a(이 경에 해당하는
Pāli경 Ariyapariyesanasutta(MN. I. p. 160-175)에는 맹세 내용은 없으나
正覺 추구와 노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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章(제19, 20)에 나누어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다.
62
이것은 보리좌, 즉 그

장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게 부각되고 특별한 의미로 인식되고 있

었나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불전과 고대 인도 신화를 비교 연구하여 잘 알려진 프랑스의 Sena

rt는 마라가 “보살을 樹下로부터 격리시킨다”는 것은 “보살을 패배시

킨다”는 동의어의 다른 표현이라고 했다. “樹王아래로 가까이 다가간

다”는 것은 正覺을 얻는 상태가 되는 것이며 그것은 “不死(amṛta)의

장소에 접촉한다”는 것이다.
63
그에 따르면 나무가 모든 투쟁의 진정

한 목표(l'enjeu vêritale)이다. 이 나무는 마라의 소유인데 보살이 그 나

무를 차지한 것이다. 이 菩提樹, 즉 지혜와 생명을 상징하는 이 나무

는 인도유럽의 모든 신화에 친숙한 나무이며, 마라와의 투쟁 장면 전

체가 결국 이 나무에 간직된 甘露(amṛta)의 쟁취에 관한 신화일 뿐이

라는 것이다.
64
이 나무 아래 실제로 아득한 옛 신화, 甘露를 지닌 천

국의 나무 신화(不死의 신비)가 은익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전설적인 옛 기억들이 바로 이 나무를 중심으로 집결되고 結晶되었

을 수 있다. 따라서 불전의 마라 전설도 이 고대의 전설에 밀접한 친

연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인도의 수많은 수행자

들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보살에게도 역시 선정을 닦기 위해 적합

한 곳은 나무 아래였을 것이다. 인도같은 기후 조건에서 비나 햇볕을

막아 줄 수 있는 나무 그늘 아래가 아니라면 어느 장소에 수행자가

앉을 수 있겠는가, 보살이 앉은 자리도 바로 이런 곳이었을 것이고

우연하게 만난 나무 그늘에 불과했을 것이다.
65
처음부터 신화적인

특별한 나무 아래 보살이 선택적으로 자리하여 앉아서 正覺을 했다

62) 大智度論. 大正 25, p. 83c(E. Lamotte. traité, p. 228) ; Le Lalitavistara, p.
234-256.

63) E. Senart, Essai sur la légende du Buddha son caractère et Ses
origines (paris 1882) p. 166.

64) E. Senart 앞의 책 pp. 187-189, 207, 210-212 ; A. Foucher 앞의 책 p.

145-146.

65) H. Oldenberg, Le Bouddha, sa vie, sa Doctrine et sa Communauté, (tr.
par Foucher) paris 1934.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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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다는 선정 수행에 알맞은 그런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간에 앉

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을 것이다. 그러나 붓다의 명성과 그에 대한

신격화가 증대됨에 따라 그가 그 아래에 앉아 정각을 성취했을 나무

까지도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고 찬양되었을 것이다. 붓다의 수행 편

력에 관한 단편적인 초기 이야기에는 나무의 존재가 거의 무시되고

있으며 어떤 자료에는 나무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실제 이 때에 중

요했던 것은 선정 수행에 적합한 조건들이 최대한 갖추어진 그런 장

소였을 것이다. 우리 텍스트 增一阿含의 설화에는 두 번에 걸쳐 樹王

또는 道樹가 언급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樹木의 중요성보다는 오

히려 여러 차례에 걸쳐 장소 또는 자리의 문제가 부각되어 있는 것

을 보았다. 增一阿含에는 보살이 “座上”에서 微笑로, Lalitavistara에는

菩提座(Bodhimaṇḍa)에 앉아 白毫光으로 마라의 영역에 충격을 주고 그

를 경악시킬 수 있었다.
66

여기서 座, 坐, 또 處는 공간적인 의미의 위치뿐만 아니라, 상황, 조

건 등 심리적 또는 상징적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장소 또는 상황을 강조하는 것은 발전된 불전에서도 樹木에

중요성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장소 또는 상황에 중요한 상징

적인 뜻이 놓여 있다는 것을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다. 잘 평형을 이

룬 확고부동한 위치 또는 자리, 안정성을 상징하는 장소는 智慧의 기

초 근거로 samādhi에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마라는 그의 악마적

세력을 발휘하여 보살이 samādhi의 확고한 자리에서 正覺을 달성하

지 못하도록 뒤흔들어 놓으려고 전력을 다해 방해했던 것이다. 평형

을 이룬 안정된 자리(siêge)에 연합된 확고한 결심은 거의 모든 정각

설화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인용한 불전 중에서 특

히 Bodhimaṇḍa에 중요성을 강조하는 Lalitavistara(p. 36, 44), Mahāva

stu(III, p. 278) 이 외에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維摩經에는 Vimalakīrt
i가 bodhimaṇḍa에 대해 중요하고도 다양한 의미를 길게 설하고 있는

데 그것 자체로 하나의 뛰어난 논설 제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66) 앞의 주 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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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7
민속적 요소와 우주론적 고대 천문학이 뒤섞인 후대의 불전에

서뿐만 아니라 고대에 속하는 正覺이야기에도 不動의 안정된 처소와

심리적 요인이 강조되고 있다. 서기 636년경 보드가야를 방문했던 玄

奘은 그곳에서 그때까지도 金剛座(vajrāsana)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증

언한다. 그에 의하면 金剛座라고 부른 이유가 Bhadrakalpa의 수많은

붓다가 바로 이 장소에서 정각 직전에 金剛三昧(vajropamasamādhi)에 도

달했고 앞으로도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道場(bod

himaṇḍa)이라고 이름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붓다가 이 장소에서 보

리를 성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장소는 또한 우주적인 충격으로

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기술한다.
68
용수나 붓다고샤 같은

큰 주석가도 확고부동한 앉음에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

마다 강조하고 있다.
69
붓다는 바로 이 다이아몬드 같이 확고부동한

자리, 金剛座에 앉아서 無上正覺, 최고의 깨달음을 달성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 보다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에서, 장소, 위치, 자리(avasth

āna, āsana)라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실존 상황, 일련의 조건들을 나

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前世의 善 또는 惡業이 빚은 결과로서 현재

의 상황은 자기 실현의 추구에 직접, 간접으로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

게 작용하는 조건이 된다. 달리 말하면, 공덕(puṇya)의 힘에 의해 결정

적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중요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이라는 관념이 발전된 불전의 배경에 깊게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공덕의 힘이 正覺을 달성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쪽으로 불교가 발전함에 따라 점점 무게를 가

지게 된다. 심지어 佛道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덕(puṇya)과 지혜(prajṅ

ā)의 두 개의 門(dvāra)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른다.
70
우리의 降魔

67) E. Lamotte, L'Enseignement de Vimalakīrti(Vimalakīrtinirdeśa), Louvain.
1962, p. 198-204.

68) 大唐西域記. 大正 51, K 8, p. 915b.

69) ‘師子座(Siṃhāsana)’를 비롯한 4종의 신체적 威儀道(īryāpatha)를 상세히

논술하고 있다. (大智度論. 大正 25, K. 3. p. 75c ; K 7, p. 111a-112b)
70) 欲成佛道 凡有二門, 一者福德 二者智慧(大智度論 大正 25, K 15, p. 172b ; K
15, p. 173b) 魔를 정복함에 있어서 福力 또는 福業의 중요성이 增一阿含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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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에는 보살이 마라와 그 세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 三昧와 智慧를

갖추고 있었지만, 특히 福業으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71
우리의

텍스트 增一阿含은 물론 거의 모든 발전된 佛傳에서 마라와의 최종적

투쟁 장면의 하일라이트로서 승리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무기는 功德

이었던 것처럼 기술되고 있다. 降魔전설의 마지막 결정적인 장면은

두 적대자가 공덕의 우열을 두고 경쟁하는 한판의 승부 게임 같은

내용이다. 한쪽 편은 欲界에서 가장 호귀한 자 또는 욕계의 지배자,

魔王의 위치에 있는 자요, 다른 한쪽 편은 轉輪聖王이 되거나 붓다가

될 수 있는 예정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로서 붓다가 될 것을 원해서

지향하고 있는 보살이다. 이 막강한 두 적수가 최종적으로 그들의 功

德(puṇya)을 내세워 승부를 겨루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마라가 욕계에서 그처럼 찬양 받는 높은 지위(그는 욕계의 最高天인 他

化自在天主로서 魔天宮에 거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행한 과거의

공덕 때문이다. 그러나 보살이 행한 공덕은 그보다 훨씬 우위라는 것

이다. 그는 과거에 무수한 공덕을 실천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

은 菩提樹 아래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을 충분한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이다.
72
우리의 說話는 마치 법정 논쟁을 방불케 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두 대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는 공덕의 우열이 판

가름 날 수 없을 것이므로, 공정한 증인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

나 마라편에는 18억이나 되는 무리가 동원되어 후원하고 있지만, 보

살은 단신으로 홀로 그들을 상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에서 진술된

과거 공덕의 실적 역시 보살의 입을 통해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오

히려 마라의 공덕은 스스로 확인된 셈이지만, 보살 자신의 공덕에 대

해서는 입증할 증인이 없는 상태이다. 마라는 이런 유리한 입장을 이

용해서 증인을 세우라고 독촉한다. 바로 이 때에 보살은 오른손을 펴

서 觸地의 동작을 하게 된다. 그 순간 地神(sthāvarā)이 땅에서 출현하

여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증언합니다.”라고 그 진실을 입증

여러 곳에서 강조되고 있다.(增一阿含 大正 2, p. 565c, 800b, 829a 등)

71) 앞의 주 53 참조.

72) 앞의 주 55 참조 ; Le. Lalitavistara.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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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서 보살과 마라 사이의 긴 투쟁은 보살의 승리로 곧 끝을 맺

는다.
73
보살의 과거 공덕이 마라의 것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이 입증

되었기 때문이다. 보살이 증언을 묻는 이와 같은 觸地의 동작(bhūmisp

arśa-mudrā)은 降魔 또는 正覺의 상징으로서, 후일 불상에 수없이 재현

되어, 降魔觸地印으로 유명하게 된다. 마라에 대한 이 결정적 승리는

佛傳의 전반부에서 절정을 이루는 획기적 사건인데 이 降魔成道의 드

라마에는 붓다의 위상 문제와 함께 功德(puṇya)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되어 중심 문제로 떠오른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텍스트의 종결 부분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과거 공

덕에 대한 결정론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降魔전설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 상황을 구성하고 결정짓는 것은 보살의 의지

적인 선택과 행동이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우선 첫째로, 降魔전설

의 초두에서, 사실상 보살이 먼저 욕계의 지배자인 魔王을 불러내어

신화적인 싸움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결정적인 장면에서도 地神을 불

러내어 증인으로 세운 것은 보살이었다. 그리고 특히 불전의 배경에

깔린 중요한 사실의 하나는 보살의 미래에 관한 예언적인 요소이다.

그에게는 전륜성왕이 되거나 붓다가 될 두 길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

으며 그는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그 가

능성을 행동으로 옮겨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만을 선택해

야 하는 필연적인 요청이 있었다. 여기서, 보살은 마라의 끈질긴 유

혹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륜성왕의 길이 아닌, 붓다의 길을 자신의

의지적 결정에 따라 선택했던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궁극적 목표인

평화롭고 안락한 涅槃城을 향해 가며 고뇌에 빠진 중생을 도와 함께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어려운 장애를 제거하고 정각을 여는 방법으로

三昧와 智慧를 구비했을 뿐만 아니라 福德을 군대로 활용했던 것이

다. 증언자로서 최후에 나선 地神은 바로 이를 대표하고 있다고 할

73) 앞의 주 56참조 ; Le Lalitavistara. p. 272 : 모든 중생의 住居地요, 어머니인
땅은 유정이든 무정이든 모두에게 공평 무사하고 평등하게 대해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그녀(地神)의 증언은 異議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cf. 增一阿含, 大正 2, p. 76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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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三昧와 智慧는 사실상 精進勞力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설화는 결국 앞서 Padhānasutta에서 강조되었던 정진 노력에

공덕의 실천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結 語

우리는 앞에서 붓다의 正覺을 축으로 하여 구성된 두 유형의 降魔

전설을 차례로 고찰하고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Padhānasutta에는

노력과 용기의 중요성이 핵심을 이루고 있었으며 강인한 의지와 결

단, 그리고 승리의 정신이 마라와의 대결 구도를 통해서 극적으로 표

현되고 있었다. 마라 전설 자체에서 볼 때, Padhānasutta는 고층에

속하는 많은 요소를 간직하고 있었으며 고대 마라 經群의 단편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후대의 어떤 시기에 부분적으로 의도적인

개작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보전된 그대로의 전

설은 정각 전에 마라와의 심각한 투쟁이 있었고 붓다는 여기서 승리

를 쟁취해 내었다는 것으로 인간 노력의 가치와 용기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增一阿含의 내용은 ‘발전된 불전’에 속하는 降魔전

설로서 신화적인 투쟁의 또 다른 모습을 특징 있게 보여주고 있었다.

정각 직전의 결정적 승리를 부각시킨 전설로서 여기서는 마라와 대

항해서 싸우기 위해 三昧와 智慧외에도 공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었으며 이런 공덕의 관념은 전설 속에 깊이 스며들어 마라와의 투쟁

성격을 Padhānasutta와는 다른 양상으로 발전시켰던 것을 볼 수 있

었다. Padhānasutta에는 정진 노력(padhāna, viriya)과 상대적으로 공덕

(puñña) 사상이 전통적 관습을 옹호하는 마라에 의해 주장되어 표면적

으로 노력과 공덕의 갈등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과거와 미래적인 경

향을 갖는 공덕의 선택은 현재 이 순간에서 주어진 조건과 한계 상

황을 돌파하려는 도전적 태도와 노력하는 정신에서 볼 때 그것은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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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고 태만한 수동적 태도로 간주되어 비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

나 增一阿含의 발전된 불전에서는 그 의미가 달라졌다. 즉 正覺을 가

로막는 惡과 투쟁함에 있어서 보살은 三昧와 智慧뿐만 아니라 공덕의

힘을 활용했다. 더욱이 보살은 자신이 과거에 행한 공덕으로 전륜성

왕이 되거나 붓다가 될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보살의

활동 반경과 선택의 폭이 그만큼 큰 것은 공덕의 결과로서 선험적으

로 주어진 유리한 조건이라고 본 것이며 공덕 사상이 이제 대단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핵심적 관건은 주관적인 의지와 행동이다.

전륜성왕이냐 붓다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전륜성왕 쪽으로 기울

수도 있었지만 보살은 붓다가 될 것을 원하고 지향하여 그 목표를

향해 노력했던 것이다.

대승불교의 실천 덕목인 6바라밀에 있어서도 공덕과 정진의 실천

문제가 제기되었고 정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해석이 지배적이지만

결국은 공덕과 정진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선정(dhyāna)과 지혜(prajñ

ā)는 福力(puṇya)에 의해 추구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몸과 마음을 기울

인 노력(kāyikacaitasikābhoga), 즉 大精進(mahā-vīryabala)에 의해 얻어진다

고 강조한다.
74
정진이 바로 선정삼매와 참된 지혜의 뿌리다. 설사 보

시, 지계, 인욕을 얻는다 해도 또한 깊은 선정, 참된 지혜 및 무량한

붓다의 속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역시 정진 노력이 필요하다.
75
그

렇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설정되고 보살의 願이 세워졌을 때 공덕의

실행은 정진 노력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며 노력과 공덕은

갈등 관계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 涅槃城과 중생 구제의 목적을 향

해 전진하는 큰 힘이 된다. 이제 보살은 정진과 복덕의 힘으로 마라

의 세력(mārasenā)과 일체의 속박(saṃyojana)을 격파할 수있게 되고 붓

다의 길을 완성하게 된다.
76

74) 大智度論 大正 25, K 15, p. 172b.
75) 앞의 책 K 15, p 172b-c.

76) 앞의 책 K 15, p. 173c : 復次菩薩一人獨無等侶 以精進福德力故

能破魔軍及結使賊 得成佛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