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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파불교에서 分別說部의 多義性

최 경아
*

1

1. 머리말

불교문헌학의 난점이기도 하지만, 특히 부파불교의 규명은 실

로 난해할 수밖에 없다. 신뢰할 수 있는 사서의 부재와 역사적 사

실을 현재의 관점에서 서술했던 불교학자들의 관례 등이 야기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부파불교에는 그 주장이나

위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학파도 있다. 그 가운데 소위 분별

설부라고 불리우는 학파만큼 그 정체가 모호한 학파도 없을 것이

다.

스리랑카 상좌부를 분별설부(vibhajjavādin)로 알고 있는 필자에

게 과연 이 학파가 북전 아비달마에서 종종 언급되는 분별설부와

동일한 것인 지, 의문이 일어났다. 스리랑카의 사서에 따르면 제3

결집의 결과로 편찬된 카타밧투(Kathāvatthu)는 붓다의 교설을

* 崔景雅 : 위덕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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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론이라고 명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타학파의 주장을 논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남전의 전승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북전에 나타난 분별설부가 과연 카타밧투의 논주
인 분별설부와 동일한 학파일까?

그들이 남전의 제3결집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과 카타밧투
를 모르고 있었다면, 스리랑카 상좌부에서 정통 佛說로서 간주되

는 소위 분별상좌부(vibhajjavādin : 分別論者·分別論師·分別說者·分別說은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함. 이하 분별설부로 통칭)의 학설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전에서 말하는 분별설부(大毘婆

論 등에는 주로 분별론자라고 명시하고 있다)와 남방상좌부의 다른 이
름으로 간주되는 분별설부는 분명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요컨대 카타밧투의 논주인 분별설부를 북전에서 언급되는 분별
설부와 대응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전의 부파분파표와

남전의 사서에 나타난 부파간의 관계에서 분별설부의 위치도 상

이하다.

북전에서 분별설부에 대한 언급은 피상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

에 기준이 될만한 주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반면, 붓다가 스스로

를 분별설자라고 칭했다는 설에 기인하여, 자기 나라의 불교를 분

별설부라고 통칭하고 있는 스리랑카 전통에서는 이 학파가 특정

부파의 명칭이 아닌, 그 나라의 불교 전체를 일컫는 말로도 사용

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학파의 정체를 규명하는데 남

북전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분별설부의 위치와 교상을 연구하는데는 이상과 같은 많은 어

려움이 있다. 인도 대륙에서는 그다지 유력한 부파도 아니었던 이

학파가 스리랑카에서 정통 불설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남방불교와

의 연계도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연구 범위가 계속 확대될 경우

스리랑카의 불교전래에서부터 제3결집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된

불교사적 문제까지 줄줄이 연계되는 복잡한 상황이 초래될 것으

로 보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우선 분별설부라는 학파의 정체를 규

명하는데 촛점을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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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요 텍스트에 관해 소개하고, 다음으로 분별설부가 성립

된 인도 대륙에서 여타 다른 학파와의 관계상에서 이학파가 어떠

한 위치에 있었으며, 그 특징이 어떠한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

한 북전 아비달마문헌에 나타난 분별설부와 남방상좌부로서의 분

별설부의 위상이 어떠한지, 이 학파를 보는 남북양전의 시각을 조

명해 보도록 한다. 이 논문에서는 분별설부의 학설에 대한 심층적

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보다는 부파불교 속에서 아직도

정체가 모호한 이 학파의 외적인 모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문

제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그 철학적 연구도 행해질 수 있을 것이

다.

2. 주요 문헌의 범위

분별설부가 북전의 부파체계에서 어느 위치에 자리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부파사를 담고 있는 문헌들을 파악해야

한다. 현존하는 10수종의 분파설은 부파계통의 전후관계 등에 관

하여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지라도, 특정 부파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에 일치하거나 또는 유사하다.

남전 이외의 분파의 계보로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중

국이나 티벳에서 전승되어진 다음과 같은 문헌들이다.

① 異部宗輪論, 大正 49, T. 2031, p. 15a～b. 異譯 ; 部執異論,
大正 49, p. 20a～b. 十八部論, 大正 49, p. 17b～c. 티벳본 ;

Gshuṅ lugs kyi bye brag bkod paḥi ḥkhor

lo(Samayabhedoparacanacakra), 北京版 No. 5639.

② Bhavya, Sde pa tha dad par ḥbyed pa daṅ rnam par bśad

pa(Nikāyabhedavibhaṅgavyākhyāna), 北京版 No. 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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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Tāranātha 印度佛敎史 ; 티벳인 Kun dgaḥ sñiṅ

po(Taranatha)의 원저서 Dam paḥi chos rin po che ḥphags

paḥi yul du ji ltar dar baḥi tshul gsal bar bston pa, Dgos

ḥdod Kun ḥbyuṅ의 통칭이다. 日譯으로 寺本婉雅의

タラナダ印度佛敎史(丙午出版社, 1928)가 있다.

④ Vinītadeva, Gshuṅ tha dad pa rim par klag paḥi ḥkhor lo las

sde pa tha dad pa bstan pa bsdus pa shes bya ba

(Samayabhedoparacanacakre nikāyabhedopadeśana saṃgraha

nāma), 北京版 No. 5641.

⑤ Dge tshul gyi daṅ poḥi lo dri ba(Śrāmaṇeravarṣāgrapṛcchā),

北京版 No. 5634.

⑥ 舍利弗問經, 大正 24, T. 1465, p. 900c.

⑦ 南海寄歸內法傳, 大正 54, T. 2125, p. 205a～b.

⑧ 出三藏記集, 大正 55, T. 2145, p. 20a.

⑨ 文殊師利問經, 大正 14, T. 468, p. 501b～c.

⑩ 三論玄義, 大正 45, T. 1852 p. 8.

이 가운데 ①～⑤까지가 이 논문에서 참고 자료로 쓰여질 것이

며, 북전에 나타난 분별설부의 학설을 살펴보는데는 대비바사론
을 주로 인용하게 될 것이다.

남전의 경우, 부파사를 알 수 있는 문헌으로는 디파밤사(Dīpa
vaṃsa), 마하밤사(Mahāvaṃsa) 등이 있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분별설부 자체가 남방상좌부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졌기 때문에 학파로서의 교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단, 카타밧
투의 경우 분별설부의 입장에서 타학파의 교리를 파하는 형식으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카타밧투는 南傳에 따른면
1
아쇼카왕의 치하에 있었던 제3결

집때, 목갈리풋타팃사(Moggaliputta-Tissa)가 편집하였다고 한다. 그

러나, 카타밧투의 본론을 살펴보면 아쇼카왕 이후에 성립한 안

다카(Andhaka)파의 4宗과 北道派, 方廣部
2
의 학설이 나타난다. 특히

1) Dīpavaṃsa Ⅶ, Mahāvaṃsa Ⅴ, Samantapāsādikā(pp. 37～69),

善見律毘婆沙 2권, 大正 25, T. 1462, p. 68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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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품에는 犢子, 正量, 安達 등 여러 학파의 학설이 논해지며, 또

한 북전 대비바사론에서 설해진 ‘大天 五事’의 문제도 다루어지

고 있다.
3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아쇼카왕 시대에 이 논의 論母가

몇개 성립되었다고 보는 의미에서 남전의 전승을 최소한 수용할

수는 있지만,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아쇼카왕 이후부터 기원전 2세

기 말까지의 기간에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현존하는 카타밧투는 5세기경에 붓다고사(Buddhaghosa)의 카타
밧투註와 혼용되어진 형태로 보전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학파들

의 성립연대를 추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어쨋든 이 문헌은 남방의 각 부파에 대한 연구의 귀중한 자료

가 되는데, 이부종륜론 등의 북전에 보이는 異說과 상호 보완하

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파의 교의를 연구함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이다. 실질적으로는 북전 가운데서도 주로 대비바사론이 주
로 인용될 것이다. 그럼에도 카타밧투에 대한 소개에 다소 비중
을 둔 것은 스리랑카 불교가 스스로를 분별설부라고 칭하고 있으

며, 바로 이 문헌은 이 분별설부의 관점에서 타학파를 논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전에 나타나는 분별

설부의 모습이 남전과 일치되는지 아닌지는 다른 어느 문헌보다

대비바사론과 카타밧투의 대조에서 용이하게 드러날 것이다.

3. 부파불교에서의 분별설부의 위치

水野弘元은 부파의 분파를 소개한 문헌 등을 종합 검토하여 다

2) 이들 부파의 명칭은 편의상 한역을 사용하였다. 이 논문에서 언급되는

모든 부파의 원어 명칭은 이 논문의 마지막의 부록에서 정리하겠다.

3) Kathāvatthu, ed. by Arnold C. Taylor, B. A. (London : P. T. S, 1979)

Ⅱ. 1～5, pp. 1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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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각부파의 관계를 정리했다.
4

예를 들어 대중부에 대해서 말하자면, ① 一說, 多聞, 說出世, 雞胤,

說假 등의 諸部는 같은 류에 속하고, 특히 이부종륜론 등에 따르면
大衆, 一說, 說出世, 雞胤 등의 4부는 대체적으로 동일 주장을 하고 있

고, 이들 제파는 중부로부터 서북부 인도에서 번영했던 듯하다. ② 남

인도의 안드라지방에서 번영했던 制多山, 東山, 西山, 北山 등의 남방대

중부는 동류로서, 안다카파라든가 大天派라고 불리웠다.

상좌부계를 보면, ③ 犢子部 밑으로 法上, 賢乘, 六城, 正量 등의 4부

가 분출되어 있는 것은 많은 문헌이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제파는 중

인도에서 점차 서부로 퍼져, 서남부 인도에서 발전한 것으로 정량부의

일파라고도 하며 아반티파라고도 불리운다.

④ 說一切有部로부터 飮光部와 說轉部, 또는 經量部가 붙출되었다는

것은 여러 문헌이 대개 인정하는 것으로 이들 1파는 주로 서북인도에

서 번영했다.

⑤ 化地部에서 法藏部가 나왔던 것도 여러 문헌이 전하는 바가 일치

한다. 이 2파도 서북인도에서 번영했던 듯 하다.

⑥ 상좌부 가운데서 細派를 분출하고 있는 主派, 곧 설일체유부, 독

자부, 화지부 등의 3파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문헌들이 일치하지 않

는다. 유부로부터 화지부가 나왔다는 것과 또 그 반대를 말하는 경우

도 있고, 독자부가 유부로부터 나왔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이 양자는 형제파로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북전의 부파사에서 분별설부를 직접 거명한 문헌

은 많지 않다. 이부종륜론은 아예 분별설부를 거론조차 하지 않

고 있다. 이 논의 저자 바수미트라(Vasumitra, 世友)가 이를 몰랐다

는 것은 당시 북방의 설일체유부 역시 분별설부의 존재를 몰랐을

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Tāranātha 불교사 有部傳의 경

우는 분별설부를 설일체유부의 한 부파로 보고 있을 뿐이다. 게다

가 북전에서 분별설부라고 불리우는 학파가 스리랑카 상좌부와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Bhavya의 제3설(正量部

4) 水野弘元, 講座佛敎 第3卷, 印度の佛敎(東京, 1967), pp.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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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은 化地, 法藏, 銅衣, 飮光 등 4部의 母派를 분별설부(vibhajyavadi

n)라고 부르고 있는데, 화지, 법장, 음광 등은 서인도에 기원을 둔

부파이다.
5
또한 Bhavya의 제2설(大衆部傳)에서는 상좌, 대중 등과

함께 3대 모파로 언급된다.

北傳(異部宗輪論, 部執異論, 十八部論)의 부파 체계

1 一說部
 (a) 大衆部 (AB 100-200) 2 說出世部(世間說)
  3 雞胤部(灰山住部, 窟居)

AB
6  4 多聞部

100  5 說仮部
 6 制多山部(支制山部, 遊迦)
 AB 200 이후 7 西山住部(阿羅說)
 8 北山住部

 (b) 上座部1 說一切有部(說因部) 3 犢子部4 法上部

AB  AB 8 化地部(正地部)-9 法藏部 5 賢胃部
200-300 300 이후 10 飮光部 6 正量部

2 說山部(根本上座部) 11 經量部 7 密林山部

南傳의 부파 체계

1 牛家部(雞胤部) 3 多聞部
(a)大衆部  2 一說部 4 說仮部
 5 制多(山)部

 AB 100

AB100  
 AB 200
 7 說一切有部-9 飮光部-10 說轉部-11 經量部
(b)上座部 1 化地部

 8 法藏部

 3 法上部
2 犢子部4 賢乘部(賢胃部)

5 六城部(密林山部)
6 正量部

5) 靜谷正雄, op. cit., pp. 237～238.

6) AB는 After Buddha, 곧 불멸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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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북전의 아비달마 문헌에 나타나는 분별설부의

정체는 무엇인가? 요컨대 북전의 분파도에 나타나는 雪山部를 분

별설부와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Bhavya의 제3설은 설산

부를 상좌부로부터 분립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특히 이부종륜

론은 분별설부를 전혀 무시하고 설산부를 본상좌로하여 상좌의

본파와 동일시하고 있다. 이는 설산부와 분별설부의 관계를 시사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7
또한 Poussin은 識身足論이 사문 木連의

설을 논파한 것에 주목하고, 그를 제3결집의 목갈리풋타팃사로 유

추하여, 유부의 ‘三世實有論’에 대해 목련은 과거를 부정하는 부파

의 대표자로 보고, 이 부파를 분별론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부와 분별설부와의 대립관계를 추정할 수도 있을 뿐만아니라,

유부와 분별설부에 의해 행해졌던 2가지 파탈리풋타(Pāṭaliputta)

결집 전설의 배경도 엿볼 수 있다.
8

북전의 아비달마 문헌 가운데 분별설부가 자주 거론된 것으로

대비바사론이 있다. 대비바사론은 파탈리풋타 결집을 전하고

있다. 이 결집을 남전의 제3결집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이

지만, 대비바사론에서 논해지는 大天의 5事문제를 카타밧투에
서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때,

9
또한 카타밧투가 파탈리풋타 결

집의 산물로 성립되었다는 전설에 미루어 볼 때, 대비바사론에
등장하는 분별설부를 남방상좌부와 연결해 보는 발상이 무리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이 문헌은 분별설부를 논하는 논문에서

자료로 많이 인용된다.

특히 대비바사론에 나타난 분별설부의 정체에 대해서는 赤沼

智善과 木村泰賢의 논쟁으로 유명하다. 赤沼智善은 그의 논문에서

7) 塚本啓祥, アショ-カ時代の佛敎史硏究の問題點 , 佛敎思想論叢
佐藤博士古稀記念(東京, 1972), p. 182.

8) L. de la Vallee Poussin, L'Inde aux temps des Mauryas, et des

Barbares, Grecss, Scythes, Parthes et Yue-tchi(Paris, 1930), p. 138.

9) 5事에 관한 내용은 카타밧투 Ⅱ. 1～5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5사는

東山住部와 西山住部의 邪義로 해석되어 상세히 논파되고 있지만,

분파결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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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바사론에 나타난 분별설부의 주장을 화지부와 대비하여 10

가지로 정리하여 대체로 이와 합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0
그

는 대비바사론의 분별론자 곧, 화지부는 독자부와 더불어 상좌

부로부터 분파하여 다시 시간이 지나 유부의 분파가 되었다고 주

장한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木村泰賢은 첫째, 赤沼智善의 경우

대비바사론에 나타난 분별론자의 이론을 단지 이부종륜론 등
의 漢譯 경전에만 치우져 검증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음을 지

적했다. 요컨대, 有部의 입장이 강한 이부종륜론과, 분별설부를
정통파로 본 카타밧투를 같은 비중으로 취급하여 중도적인 관

점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는 赤沼智善이 화지부의

입장으로 정리한 10가지가 대중부 모두에 공통하는 사상임을 지

적한다. 세째, 상좌부의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분별설부가 대비바

사론 등에서 유부의 입장과 상치되는 이단 학파로 대우받고 있

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하여 木村泰賢은 남방상좌부와

대비바사론의 소위 분별론자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일이 곤

란함을 지적하고, 이 분별설부가 특정 학파의 異名이 아닌, 어떤

입장의 차이에서 명명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11

木村泰賢은

10)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信 등의 5根이 無漏라고 하는 분별론자의

설은 화지부의 교의로도 되어 있다. ② 분별론자의 3종의 상속은 無性이

화지부의 窮生死蘊에 대한 설명에서 전하고 있는 3종의 蘊과도 관계가

있다. ③ 9無爲說도 화지부와 유사하다. 양자를 비교해 보면 5무위가

일치하기 때문에 원래 동일한 것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④

분별론자가 諸法은 他性을 섭하고 自性을 섭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화지부도 이와 일치한다. ⑤ 분별론자의 齊頂羅漢說에 대해 화지부도

이를 취하고 있다. ⑥ 분별론자의 阿羅漢無退說은 화지부도 주장하는

바이다. ⑦ 中有의 부정은 분별설부의 한 특색인데, 이것도 화지부의

설이다. ⑧ 분별론자의 無色界에 色이 있다는 설도 화지부의 주장으로,

동일한 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⑨ 四聖諦一時現觀說도 분별론자의

설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화지부의 주장이다. ⑩ 분별설부는 隨眠은

纏의 種子라 하고, 心不相應을 주장하는데 이것도 화지부의 설이다.

赤沼智善, 分別論者に 就いて , 宗敎硏究 2卷 5號.

11) 이 점에 대해서는 Dutt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Nalinaksha Dutt,

Buddhist sects in India(Delhi: Motilal Banarsidass, 1978),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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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상좌부도 물론 분별론자임과 동시에, 특히 대비바사론에서
말하는 소위 분별론자는 주로 대중부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몇몇

파의 칭호라고 주장한다. 대중부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학파라면

어떠한 학파를 일컫는 것인가? 이부종륜론과 카타밧투의 내
용을 취합한 결과, 木村泰賢은 카타밧투에서 기술하는 遊軍波

등의 주장이 소위 대비바사론의 분별론자의 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2

이들 두 일본 학자들의 논쟁의 결론은 어쨋든 분별설부가 대중

부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부종륜론의 부파분포

표에 명백히 상좌부에 속해있는 화지부가 대중부와 그 학설이 유

사하다는 점은 다시 검토해 볼만한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해서 木村泰賢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소위 18부로 부파가 정착되었을 무렵에는 남인도의 안드라 부근을

중심으로 자유사상가들이 발흥했다. 이것이 소위 남전의 안다카 4파이

다. 이들은 점차 대승에 가까운 사상으로 전개되었는데, 이것이 北道派

및 大空派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대승 흥기의 분위기에 힘입어

점차 유력해져 화지부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13

북전 측에서 대중부계를 분별설부와 동명으로 칭했던 것만은

아니다. 일례로 대비바사론 가운데 ‘분별론자 및 대중부 논사가

주장하는’
14
이라고 하여 ‘佛身無漏說’을 양자가 주장하고 있다고 밝

히고 있다. 여기서 분별론자를 木村泰賢의 주장대로 대중부계의

유군파 등이라고 본다면
15
, 이 인용문은 동어반복을 하고 있는 것

“이와같은 Vibhajyavādin의 변칙적 입장은, 그들을 독립의 부파로 보지

않고 어떤 특정한 학파의 교의를 전체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간주된다.”

12) 木村泰賢, 分別論者と部派の所屬に就いて , 宗敎硏究 2卷 6號.

13) Ibid.

14) 大毘婆沙論, 大正 27, T. 1545, p. 871c.

15) 木村泰賢, op. cit., “이부종륜론에 따르는 한, 소위 분별설에 합치되는

것은 본가대중부와 그 한 분파인 一說部, 說出世部, 鷄胤部로 이루어진



부파불교에서 分別說部의 多義性/ 최경아 259

으로 모순이 된다. 이는 동일한 주장을 한, 두 학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논쟁을 정리해 보면, 분별설부는 상좌부의 일파로 시작하여

점차 대중부적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중부적

사상이란 주로 인도 중남부에서 유력했던 소위 남방대중부로, 같

은 상좌부계이지만 분별설부와 대립하여 이미 캐쉬미르 지역으로

떨어져, 또 다른 세력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던 설일체유부와는 별

도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André Bareau 역시 부파불교 가운데 가장 규명하기 난해한 부

파가 분별설부라는 것을 주목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시도

하였다.
16
그의 해석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분별설부는 설일체유부의 대비바사론에서는 분별론자로 나타나

고, 남방상좌부의 大寺派에서는 아쇼카왕 당시 파탈리풋타 결집의 산

물인 목갈리풋타팃사의 분별설로 나타나고, Bhavya가 언급한 정량부

전승(제3설)에서는 상좌부 계통으로서, 독자부나 설일체유부와는 구별

되는, 화지부, 법장부, 銅衣部, 음광부 등의 모파로 언급되며, Bhavya

가 언급한 대중부 전승(제2설)에서는 상좌부, 대중부와 함께 3대 모파

로 언급된다. …
17

이를 종합하여 Bareau는 분별설부를 상좌부 계통의 한 부파로

보고, 다음과 같이 그의 견해를 도식화했다.
18

파에 해당한다. 그러나 카타밧투에 따르면, 그것은 대중부의 소위
遊軍派로 안다카(Andhaka)파의 4파(義成部, 王山部, 東山部, 西山部)를

정점으로 다시 한 번 전개된 北道派, 大空派의 주장이 소위 분별론자의

설과 합치한다고 되어 있다.”

16) André Bareau, Les Sectes Bouddhiques du Petit Véhicule(Paris :

Ecole Francaise d' Extréme-Orient, 1955), pp. 16～27.

17) Ibid., pp. 167～180.

18) Ibid.,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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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說部 (=說出世部)

大衆部  雞胤部  多聞部

 │  說假部

 ↓  東山住部

 制多山部  西山住部(=北山住部)

↑ 王山部

│  義成部

┌─ 說山部

│ ┌ 法上部

├─ 犢子部 ┼ 賢乘部

上座部 ┤ ├ 正量部 ┬ 아반타부

│ │ └ 雞園部

│ └ 密林山部

│ ┌ 化地部

├─ 分別說部 ┤ ↓

│ │ 法藏部

│ ├ 南方上座部 ┬ 大寺派

│ │ ├ 無畏山寺派

│ │ └ 祈多林寺派

│ └ 飮光部

│ ↙

└─ 說一切有部

↘

經量部(=說轉部)

Bareau를 포함한 유럽의 학자들은 파탈리풋타 결집과 관련하여

이 학파와 설일체유부와의 관계도 추정하고 있다. 곧, 아쇼카왕

시대에 불교승단은 존재론적 측면에서 ‘삼세실유’를 주장하는 집

단들과 분별설을 주장하는 집단으로 크게 양분되어 대립하고 있

었다. 아쇼카왕은 이 대립을 중단시키기 위해 수도인 파탈리풋타

에서 법의 결집을 행하게 했고, 이때 분별설이 정설로 채택되었

다. 바로 이들이 계속해서 마가다지방에 머물면서 분별설부를 형

성했고, 이후 스리랑카에 전파되어 남방상좌부로 발전했다는 것이

다. 반면, ‘삼세실유’를 주장하는 자들은 마가다를 떠나, 인도 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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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캐쉬미르나 간다라지방으로 이동하여 설일체유부라는 거대

한 학파를 형성했다고 한다.
19

북전 아비달마 문헌을 통해 분별설부는 대략 다음과 같이 결론

지을 수 있다. 첫째, 분별설부는 특정한 한 파를 일컫는 것이 아니

라 총체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명명하는 것이다.
20
요컨대, 분별설

부가 상좌부계통의 부파라고는 하지만 설일체유부와는 상반되는

입장도 취했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대중부와 더불어 유부와 대

립되는 세력으로 간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 범위도 반

드시 일정한 것이 아니며, 때와 장소에 따라 그 칭호에 다소의 차

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스리랑카에 전파된 이후, 분

별설부는 남방상좌부(Theravāda) 또는 大寺派(Mahāvihāravāsin) 등으

로 불리운다. 나가르주나콘다(Nāgārjunakoṇḍa)의 대탑에 나타난 비

문에는 ‘상좌이며 분별설자인 사제들(ācariyanaṃ Theriyānaṃ Vibhaja

vādānaṃ)’이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이는 또다른 비문에 나타난 ‘스

리랑카의 상좌들’과 마찬가지로 大寺派에 속하는 상좌부 비구들로

봐야 할 것이다.
21
곧, 여기서 분별설자는 바로 스리랑카 상좌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분별설부를 보는 남북 兩傳의 시각

붓다고사가 카타밧투註에서 주를 달은 학파는 총 16이다. 이

19) E. Lamotte, History of Indian Buddhism, Trans by Sara

Webb-Boin(Paris : Peeters press, 1988) pp. 272～274.

20) “상좌부를 자부하는 대비바사론은 자신의 주장에 합치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應理論者(Yuktā vādin)라고 한데 대해, 異說의 경우

분별론자로 대개 통칭하여 이단시한 경향이 있다.” André Bareau, op.

cit., p. 167.

21) 靜谷正雄, op. cit.,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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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디파밤사와 마하밤사에 아쇼카왕 이전의 부파라고 되

어있는 18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8부이다. 또 그 이후에 분열되

었다고 하는 6부중 여기서 열거되어진 것은 4부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카타밧투에 있어 상좌부의 경쟁자로서 주목되었던 부파

는 새롭게 성립된 부파였음을 알 수 있다. 카타밧투에는 북인도
나 서북인도방면의 부파의 교리의 인용이 적다. 설일체유부의 교

리의 인용이 적은 것은 카타밧투의 저자가 북인도의 불교에 능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카타밧투는 남인도의 교리에

능통했던 사람에 의해서 저술되어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스리랑카에 전해진 전승은 남인도로부터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중인도나 북인도의 불교의 정보에 상세하지 않았다는 것

에서도 추리된다. 만약 중북인도에서 성립되었다면 북인도의 불교

를 이렇게 모를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려 했을

까? 바수미트라(Vasumitra)가 몰랐다는 것은 북방의 설일체유부 역

시 분별설부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일 것이다.

전장에서 우리는 일단 대비바사론에 나타난 분별설부가 대중
부와 연계된 학파들의 총칭일 것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그러

나 문제점은 남북양전에 나타난 상위한 시각이다. 요컨대, 북전에

서 말하는 대중부는 남전의 상좌부, 즉 분별설부에 오히려 가깝

다. 또한 대비바사론에서 분별론자의 설은 이부종륜론의 대중
부설과 유사하다.

예컨대, 대비바사론 27권에서 “어떤 자는 심성이 본래 청정함

을 주장하니, 분별론자와 같다. 그는 마음의 본성이 청정함을 설

하나, 마음은 客塵煩惱이고 染汚이므로, 그 모습이 청정하지 못하

다.”
22
라고 하는데, 이부종륜론에서는 대중부를 설하면서 “심성

은 본래 청정하나, 객진번뇌이므로 잡염이니 부정하다고 한다.”
23

22) 大毘婆沙論, 大正 27, T. 1545, p. 140b. “或有 執心性本淨 如分別論者

彼說 心本性淸淨 客塵煩惱所 染汚故 相不淸淨”.

23) 異部宗輪論, 大正 49, T. 2031, p. 15c. “心性本淨 客塵隨煩惱之所 雜染

說爲不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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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우리는 앞에서 대중부계의 학파들과 남방상좌부의 사상이 대
비바사론에서 말하는 분별론자의 사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대
비바사론에서 분별론자와 대중부를 동시에 거명한 것을 보면 이

들을 반드시 동일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도 대비바사론
의 대중부는 五事를 승인했지만 카타밧투의 대중부는 五事를 부

인했다. 이 점은 남북 양전에서 대중부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한 예이다. 이부종륜론의 대중부와 대비바사론의 분별론
자의 특징이자 공통점은 有部의 실재론적 경향에 대적하는 입장

에 있는 것이다. 카타밧투에서 그러한 특징에 부합하는 학파를

고른다면 안다카 4파(東山住部, 西山住部, 王山部, 義成部)와 北道派 및

大空派(無比部) 등이다.

이는 木村泰賢박사가 지적한 소위 대비바사론의 분별론자인

대중부 遊軍波이므로, 이것이 카타밧투에서 말하는 대중부가 아
닌 것은 명확하다. 옛날부터 모든 아비달마 광설에 있어 유부상좌

의 계통에 대립하는 것을 대중부라고 본 북전의 취급방법과 카
타밧투의 대중부에 대한 취급방식은 입장에 따라 큰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대비바사론은 대중부에 대해서도 여러번 언급했지만, 나머지

대중부 각파의 이름은 설하지 않고 대중부적 사상을 추상화시켜

분별론자라고 일괄적으로 불렀던 것이다. 이부종륜론에는 대중
부를 8가지로 나눈다. 이 가운데 대비바사론의 대중부는 통칭

대중부이고, 나머지 8가지는 분별론자 및 一心相續論者에 포함되

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비바사론의 분별론자를 남전에 대
비하면, 언급한 바와 같이 안다카 4파, 북도파, 대공파(무비부) 등

에 상당한다. 대비바사론에서 분별론자등으로 칭해지는 대중부
는 인도 동북부에 있었던 학파였던 듯하고, 카타밧투에서 전하
는 대중부는 서남부에 있었던 학파인 듯한데, 전자는 아라한의 五

事를 인정하는 佛陀論, 本生菩薩論 등을 특징으로 하고, 후자는 五

事를 인정하지 않으며 대체로 전자에 비해 북방사상에 가까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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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하고 있다. 반면, 북방상좌의 유부 등에 의해 대중부적 邪說

이라고 내몰린 心性本淨論, 中有不定論, 四諦頓觀說, 三世實有否定說,

過去無體說등은 인도 남부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남방분별

상좌부, 곧, 분별설부에서는 인정되었다.

5. 맺음말

학계에서는 분별설부를 아직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미결의

학파로 분류하고 있다. 북전 아비달마를 통해 볼 때, 분별설부는

특정 부파명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남전 아비달마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스리랑카 상좌부가 스스로를 분별설부라고 부르지만,

그 명칭 자체는 법은 한 측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되고 잘 분별

하여 헤아려야 한다는 부처님의 설법에서 유래한 것일 뿐이다. 그

러나 아비달마 문헌 도처에서 분별설부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학파에 대한 궁금증을 방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모색의

한 일환으로 이 논문이 작성되었으나, 보다 다양한 검증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전에서 언급되는 분별설부와 남방상좌부와 일체

시되는 분별설부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인도 대륙

에서 분별설부는 설일체유부와는 대립되며, 때로는 대중부와 입장

을 함께 하기도 한, 특정 학파의 이름이 아닌 어떠한 입장을 대변

하는 세력으로서 존재했던 듯하다. 이와같이 설일체유부가 성행했

던 북방에서는 학파로서 정착하지 못 한 반면, 그와는 별도로 중

남인도로 전파되어간 분별설부는, 그 과정에서 이 지역에서 위세

를 떨치던 남방대중부의 영향을 받아, 전자와는 성격이 다른 학파

로서 형성되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카타밧투를 통해 분별설부의
위치를 점검해 볼 때, 스리랑카에 전래된 불교는 바로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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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 이후 분별설부라는 이름으로 정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카타밧투의 저자가 북방에서 성행하였던 부파

의 학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좌부 계통의 부파로 간주되면서도 남북 양전에서 모

두 설일체유부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볼 때, 양전 모

두에서 분별설부의 상대는 대중부보다는 오히려 설일체유부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 양전에 나타나는 분별설

부가 별개라고 단언할 수도 없을 것 같다.

漢·梵·巴 부파명

大衆部系

1. 大衆部(S, P : Mahāsaṅghika)

2. 一說部(S : Ekavyavahārika, P : Ekabbohārika)

3. 說出世部(S : Lokottaravāda P : Lokuttaravāda)

4. 雞胤部(S : Kukkuṭika or Kukkulika P : Gokulika)

5. 多聞部(S : Bāhuśrutīya P : Bahussutaka)

6. 說仮部(S : Prajñaptivāda P : Paññattivāda)

7. 制多山部 (S : Caityavāda, Caitika or Caityika)

8. 西山住部(S : Avaraśaila P : Aparaseliya)

9. 北山住部(S : Utaraśaila)

10. 東山住部(S : Pūrvaśila P : Pubbaseliya)

11. 王山部(P : Rājagirika)

12. 義成部(P : Siddhatthika)

13. 北道派(P : Uttarāpathaka)

14. 方等派(P : Vetulyaka)

15. 案達羅派(P : Andh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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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座部系

1. 上座部(S : Shtaviravāda P : Theravāda)

2. 說一切有部(S : Sarvāstivāda P : Sabbatthivāda)

3. 犢子部(S : Vātsīputrīya or Vāsaputrīya P : Vāsaputrīya)

4. 法上部(S : Dharmottarīya P : Dhammuttarika)

5. 賢乘部(S : Bhadrayānīya P : Bhaddayānika)

6. 正量部(S : Sammatiya P : Sammitīya)

7. 密林山部(S : Saṇṇāgarika P : Channāgārika)

8. 化地部(S : Mahīśāsaka P : Mahiṁsāsaka)

9. 法藏部(S : Dharmaguptaka P : Dhammaguttaka)

10. 飮光部(S : Kāśyapīya P : Kassapika)

11. 經量部(S : Saṁkrāntika P : Saṅkantika)

12. 說轉部(S : Saṁkrāntika P : Saṅkantika)

13. 說山部(S : Haimavata P : Hemavata)

14. 說因部(P : Hetuvāda)

15. 分別說部(S : Vibhajyavāda P : Vibhajjavāda)

16. 守護部(S : Guptaka)

17. 雞園部(S : Kurukullaka)

18. 銅衣部(S : Tāmraśāṭīya)

19. 赤銅葉部(S : Tāmraparṇīya)

20. 大寺派(S, P Mahāvihāravāda)

21. 無畏山寺派(S, P : Abhayagirika) =法喜部(P : Dhammaruciya)

22. 祈多林寺派(S, P : Jetavanīya) = 海部(P : Sāgaliy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