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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론

모든 집단에는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한 집단의 질서 유

지와 화합을 실현하기 위한 독자적인 규범이 존재한다. 불교 승단

에도 율장(律藏, Vinayapiṭaka)이라고 하는 승단 특유의 규범집이

* 李慈郞: 중앙승가대 강사.



150 ∙ 印度哲學 제13집 1호

있어, 깨달음의 획득이라는 동일한 목적 하에 출가의 세계로 뛰어

든 사람들의 원만한 공동 생활과 질서 유지, 그리고 출가의 목적

을 달성하는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정해져 있다. 이 규칙들은 율(律, vinaya)이라고 불리며,

내용에 따라 개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과 승단의 일원으로서 지켜

야 할 것의 두 가지로 나뉜다. 구속력을 지니는 타율적인 규칙이

므로, 어겼을 경우에는 일정한 벌을 받게 된다. 죄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속죄 방법이 있어, 가벼운 죄인 경우에는 두 세 명이나 한

명의 비구 앞에서 참회의 뜻을 밝히거나, 혹은 범계자가 혼자서

마음속으로 참회함으로써 속죄할 수 있다. 그러나 바라이(波羅夷,

pārājika)나 승잔(僧殘, saṃghādisesa)과 같은 중죄(重罪)나, 징벌

갈마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승단이 제재력을 갖고

일정한 벌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승단이 내리는 벌 중에서 가장 가혹한 것이 바로추
방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깨달음을 얻겠다는 일념으로

불교 승단에 출가한 자에게 있어 승단 추방이란 출가자로서의 모

든 권리를 박탈함과 동시에 수행의 기회마저 빼앗는 것이므로 이

보다 더 가혹한 벌은 없다. 화합과 자비를 중시하는 불교 승단에

서 추방과 같은 극단적인 처벌은 물론 그리 흔한 조치는 아니었

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분명 이와 같은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용

어들이 율장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바라이죄를 지은 자에게

내려지는 바라이 불공주(不共住, asaṃvāsa)를 비롯하여, 구출(驅

出, pabbājana), 불공수(不共受, asaṃbhoga), 부동주(不同住, nānās

aṃvāsaka), 그리고 멸빈(滅擯, nāsana)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구

체적인 용법과 그 의미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현전승

가의 일원으로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는 유사한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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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용어 중에서, 승단으로부터의 영원한 추방을 의미하는 말

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마도바라이 불공주와
멸빈일 것이다. 특히 바라이 불공주는 단두죄(斷頭罪)라고 하

여 마치 사람이 머리가 잘리면 재생할 수 없듯이, 영원히 추방되

어 다시는 승단에 복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 것을 의미하는

승단 추방의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바라이죄를

지으면 영구 추방되어 다시는 승단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

의 일반적인 이해에 대하여, 바라이죄를 지은 자가 승단으로부터

영구 추방된 것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는 논문이 최근에 발표되

었다2).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

지만, 바라이 불공주에 관한 율장의 정의를 비롯하여 바라이학회

(波羅夷學悔, Śikṣādattā-śrāmaṇerī)라고 하는 특수한 지위의 존재

를 고려하는 한, 이 용어가 반드시 승단으로부터의 영구 추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은 분명 납득이 가는 의견

이다. 지금까지 승단 추방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어 온 바라이 불공

주라는 말에 이와 같이 재검토의 여지가 제기된 이상, 율장을 통

하여 승단 추방의 문제를 세심하게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1) 불공수(不共受, asaṃbhoga)와 부동주(不同住, nānāsaṃvāsaka)의 차

이에 관해서는 졸고, 「コ-サンビ-犍度における二種の不同住地」韓國
佛敎學SEMINAR韓國留學生印度學佛敎學硏究會, Vol. 8, 2000, pp.

300～332를 참조 바람.

2) Shayne, C., Pārājika: the Myth of Permanent and Irrevocable

Expulsion from the Buddhist Order: A Survey of the Śikṣādattaka

in Early Monastic Buddhism, MA thesis to the University of

Canterbury, New Zealand, 1999; 이 논문의 일부를 발표한 것으로

The Existence of the Supposedly Non-existent Śikṣādattā-

śrāmaṇerī ― A New Perspective on Pārājika Penance, 佛敎硏究,
vol. 29, 2000, pp. 149～176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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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번 기회에 멸빈을 중심으로 승단 추방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멸빈은 바라이 불공주와 함께

흔히 승단으로부터의 영구 추방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사

용되고 있으며, 매우 가혹하고도 중대한 징벌이다. 그런데 이 용

어가 승단 운영상 지니는 영향력에 비하여, 정작 율에서는 체계적

인 설명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기존의 연구에서도 또한 막연히 승

단 추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한국 불교 승단에서도 멸빈은 중요한 징

계 중의 하나로 실제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 그 적절함을 둘

러싸고 논의가 많다. 이에 제 율의 멸빈 용례를 중심으로 인도 불

교 승단에서의 승단 추방의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멸빈의 구체적

인 실태, 즉 멸빈이 의미하는 상황이나, 그 대상과 작법 등에 관한

제 문제를 고찰하고 이것이 승단 운영상 지니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자 한다3).

3) 필자는 본 논문에 앞서 월간 선원7월 호에서 빨리율을 중심으로 멸
빈의 용례를 조사하여, 멸빈 대상 및 작법에 관하여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원고의 내용에 한역 제 율의 검토 결과

를 추가하고, 또한 빨리율의 용례도 좀 더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월
간 선원7월 호, 「초기 승단, 갈마와 참회로 화합」pp.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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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멸빈의 의미

일반적으로 멸빈이란 승단 추방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가에 관해서는 좀 더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승단 추방에는 죄를 짓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는 비구에게 참회를 촉구할 목적으로 일시적으

로 승단 생활에 제약을 부과하는 경우와, 출가자로서의 자격을 완

전히 박탈하여 더 이상 불교 승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율장에는 승단 추방을 암시하는 몇몇

용어들이 발견되는데, 이 중에서 구출(驅出, pabbājana)이나 불공

수(不共受, asaṃbhoga)는 분명 일시적인 추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비구가 부녀자들과 교제하거나 여러 가지 오락이나 유희를

즐기며 스스로도 타락하고 재가신자들의 믿음도 타락시키는 등의

출가자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 이 비구를 문제를 일으킨 일

정한 지역으로부터 추방할 경우에 구출을 행하게 되는데, 이는 분

명 일시적인 추방이다. 구출된 비구는 일정한 주처의 경계 밖에서

살게 되지만, 여법하게 행법(行法)을 실천한 후에 해(解)갈마를 청

함으로써 다시 승단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4). 불공수의 경우

도 마찬가지이다. 불공수란 비구가 죄를 짓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

정하지 않거나, 참회하지 않거나, 또는 부처님의 법이나 율에 비

추어 반하는 것을 주장하며 승단의 충고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

을 고집할 경우, 승단이 그에게 거죄갈마를 행하고 다른 비구들과

4) Vinaya piṭaka, vol. ⅱ, pp.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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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식 미식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공수의 입

장에 놓인 비구는 일반 비구가 지니는 많은 권리를 빼앗기게 되

지만, 승단이 부과하는 일정한 행법을 실천하고 여법하게 복죄(服

罪)한 후에 승단에 참회의 뜻을 전달하게 되면, 승단은 그의 참회

상태를 검토한 후에 자비와 화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해빈(解擯)갈

마를 통하여 그를 승단에 복귀시키게 된다5). 이렇게 복귀된 비구

는 다시 청정한 비구의 입장으로 정상적인 승단 생활을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역시 참회를 촉구하기 위한 일시적인 추방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거나

참회할 마음이 없으면 자의(自意)에 의해 환속할 수는 있다. 그러

나 이것은 결코 승단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추방은 아니

며, 오로지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멸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추방을 의미하는 것일

까? 멸빈, 즉 빨리율에서nāsana6), 한역 제 율에서멸빈(滅

擯)7)이라고 사용되는 경우는 분명 구출이나 불공수와 같은 일

5) Vinaya piṭaka, vol. ⅱ, pp. 21～28.

6) 빨리율에서는 승단으로부터의 완전한 추방, 즉 멸빈을 나타낼 때는

추방하다는 의미의 동사 nāseti로부터 파생된 말들을 사용한다.

즉 명사형인 nāsana나 과거수동분사형인 nāsita 등이다.

7) 한역 제 율의 경우는 구출(驅出)이나 불공주(不共住), 멸빈 외에도 빈

출(擯出) 빈(擯) 구빈(驅擯) 등 승단 추방을 의미하는 용어들이 다

양한데, 이들이 다소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어 이들간의 명확한 의미

파악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분명 구출갈마를 언

급해야 할 문맥에서 빈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마하승기율권24, 대정장22, p. 425a). 구출과 빈출을 동일한 용법

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빈출이 단순한 추방

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구출이나 빈출이나 모두 추방의 의미를

지니므로 사실 이 양자를 혼동하여 사용한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

다. 단, 명확하게 승단 추방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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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추방을 의미하는 용어들과는 구별되는 문맥에서 나타난다.

그 용례를 세심하게 살펴보면, 멸빈은 죄를 참회시키기 위한 일시

적인 비구로서의 권리의 제한이라기보다는, 완전한 추방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추측된다. 참회를 목적으로 한 승단 추방의 경우

는 정해진 행법을 실천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 승단의 해갈마

를 통하여 승단 복귀가 가능하므로, 행법과 승단 복귀 과정이 상

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멸빈의 경우는 멸빈된 자가 지켜야

할 행법에 대한 언급도 없을뿐더러, 멸빈된 자가 참회하고 승단의

해갈마를 통하여 승단에 복귀한 경우를 보여주는 기술 또한 발견

할 수 없다. 따라서 똑 같이 승단 추방이라 하더라도 멸빈의 경우

는 완전히 출가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승단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라이학회의 신분에 놓인 자가 다시 바라이를 저지를

경우에 멸빈된다는 사실로부터도 짐작할 수 있다. 즉 바라이 음욕

죄를 저지른 자는 만약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또한 본인이 원한

다면 바라이학회라고 하는 특수한 신분으로 승단에 머무를 수 있

는데, 이 신분에 놓인 자가 다시 바라이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멸

빈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바라이학회의 비구는 보통 비구가 누릴

수 있는 35종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참회하며 살아가야 하므로, 바

같은 혼동이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멸빈을 의미하는 경우

도 한역 제 율에서는 멸빈이라는 역어 뿐만이 아니라 빈출이나 빈과

같은 말을 사용할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빈출이나 빈과 같은 경

우는 언급한 바와 같이 추방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멸빈이란 용어는 비교적 제 율에서

일치된 용법을 보인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빨리율에서 추방하

다는 의미를 지닌 동사 nāseti를 비롯하여 이로부터 파생된 단어인

nāsana, nāsita 등과, 한역 제 율에서 이에 상응하여 滅擯이라고
사용되는 부분만을 우선 고찰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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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학회를 받은 자가 다시 바라이를 저질렀을 경우에 다시 일시

적인 추방을 부과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멸빈은 분

명 승단으로부터의 완전한 추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추방, 다시 말해서 재 출가까지도 부정하

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제 율에서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단언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멸빈은 승단으로부터의 영원한 추방을 의미한

다고 이해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불광사전에서는 빈
출(擯出) 구빈(驅擯) 빈(擯)등과 같은 말로 승적을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구가 바라이죄를 짓고도 뉘우치는 마음이 없을 경우

에 승적을 없애고 빈척하는 것으로 세간의 사형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한다. 이 정의에서는 멸빈을 세간의 사형에 비유함으로써

멸빈된 자가 다시는 불교 승단의 일원이 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불교 조계종단의 현행 승려법 제45조를 보면,

멸빈된 자는 승적을 박탈하고, 승복 법복 승려증 등 승려신분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회수하고, 사찰에서 빈척하고, 복적 또는 재

득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8), 멸빈된 자의 재출가가 명확히

부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 제 율에서는 명확한 설명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멸빈된 경우라도 그 내용에 따라 재 출가 여부가 결정

되었던 듯 하다. 예를 들어 빨리율에서는 사미가 멸빈 당하는 열

가지 잘못된 행동을 거론하고 있는데9), 주석인 선견율비바사에
서는 이 열 가지 행동 중에서 비구니를 범한 경우만이 영원히 멸

빈되고 재 출가가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아홉 가지 경우는 만약

능히 고치고 뉘우쳐서 다시 짓지 않으면 출가할 수 있다고 한

8) 대한불교 조계종 법령집(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1995), p. 209.

9) Vinaya piṭaka, vol. ⅰ,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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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 이와 같이 승단으로부터 멸빈되어 쫓겨난 경우라도 재 출가

의 허용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았으며, 그 내용에 따라 조치가 달

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멸빈은 분명 구출이나 불공수와 같은 참회를 촉구하기 위한 일

시적인 승단 추방과는 구별되는 좀 더 엄중한 처벌이며, 승단에서

완전히 추방되어 승려로서의 모든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를 가

리킨다고 할 수 있다. 승단으로부터 일정한 갈마를 통하여 멸빈된

자는 더 이상 불교 교단의 출가자로 행세할 수 없으며, 모든 권리

를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단 멸빈된 자의 재 출가 허용

여부에 관해서는, 제 율에서 이를 완전히 금지하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죄의 내용에 따라 재 출가를 허용하는 기술도 있으

므로 지금으로서는 단언할 수 없는 문제이다. 바라이 불공주와 관

련하여 앞으로 좀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Ⅲ. 멸빈의 대상

멸빈이 승단으로부터의 완전한 추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

교 승단이 내리는 처벌 중에서 가장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죄를 지은 자들이 멸빈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제 율에 나타난 멸빈 용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

고자 한다. 제 율의 멸빈 용례를 분류하면,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나뉜다.

10) 선견율비바사권17, 대정장24, p. 792a. 본 논문의 주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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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법(遮法, antarāyikā dhammā)

차법에 저촉하는 것을 숨기고 구족계를 받았다가 나중에 발각

된 자는 멸빈의 대상이 된다. 차법이란, 비구가 될 수 없는 몇 가

지 조건을 가리킨다. 승단의 정식 구성원인 비구가 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비구가 모인 자리에서 구족계(具足戒, upasampadā)

를 받아야 하는데, 바로 이 구족계 의식을 행할 때 승단은 수계

희망자가 20여 종의 차법, 즉 비구가 될 수 없는 결격 사항에 해

당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만일 이 중에 하나라

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구족계를 받을 수 없으며 비구가 되는 것

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구족계를 받았다가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제 율은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멸빈을 규정한다. 즉 차법에 저촉하는 것을 숨기고 구족계

를 받은 자는 나중에 사실이 발각되면, 멸빈해야 한다는 것이다.

빨리율에서는 구족계를 주어서도 아니 되며, 모르고 이미 주었

다면 멸빈해야 할 사람으로 다음 11종을 열거한다. 즉, 황문(黃門,

paṇḍaka) 적주자(賊住者, theyyasaṃvāsaka) 외도로 전향한 자(tit

thiyapakkantaka) 축생(tiracchānagata) 어머니를 살해한 자(mātu

ghātaka) 아버지를 살해한 자(pitughātaka) 아라한을 죽인 자(ara

hantaghātaka) 비구니를 범한 자(bhikkhunīdūsaka) 파승자(破僧

者, saṃghabhedaka)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낸 자(lohituppādaka)

이근자(二根者, ubhatovyañjanaka)이다11). 이들은 차법에 저촉하

므로 사실상 처음부터 구족계를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11) Vinaya piṭaka,, vol.ⅰ, pp. 85～89; vol.ⅴ,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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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속이고 비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애

초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 비구가 된 것이니 후에 발각되면 멸빈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역 제 율의 기술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빨리율과 거의 동

일하다. 사분율에서는 13종의 사람을 열거한다. 즉, 스스로 변
죄(邊罪)를 지었다고 말하는 자 비구니를 범한 자 적주자 이도(二

道)를 파괴한 자 황문 아버지를 살해한 자 어머니를 살해한 자

아라한을 살해한 자 파승자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낸 자 비인(非人) 축생 이근자이다12). 오분율에서는 14종을 든

다. 빨리율의 11종에 비인(非人) 스스로 변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자 불능남(不能男)13)의 3종을 더하여 14종이다. 사분율과 오분
율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십송율의 경우는 다른 제 율과 취지는 같으나, 몇 가지

다른 항목이 보인다. 비구니를 더럽힌 자 적주자 불능남 외도 전

향자 부모를 살해한 자 아라한을 살해한 자 나쁜 마음으로 부처

님 몸에서 피를 낸 자 파승자를 거론하는 것은 다른 율과 공통된

12) 사분율권60, 대정장22, p. 1014a.

한편사분율의 다른 곳에서는, 이 13종 외에도 외도와 스스로 자신

의 힘으로 남근과 불알을 끊은 자, 즉 불능남(不能男)도 멸빈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사분율권34～35, 대정장22, pp. 806c～807b,

813c)

13) 불능남은 사분율이나 오분율에서 모두 멸빈의 대상에 포함되지
만, 이 두 문헌의 불능남에 대한 설명은 각기 다르다. 사분율에서
는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남근을 끊은 자 만이 해당되지만, 오분율
은 스스로 거세한 경우이든 나쁜 짐승에게 깨물리거나 원수에게 해

를 당한 경우이든 혹은 저절로 문드러져 못쓰게 된 경우이든 상관없

이, 다시는 남자가 될 수 없을 때는 모두 멸빈이 적용된다. (사분
율권35, 대정장22, p. 813b～c; 오분율권17, 대정장22, p. 1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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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이 9종에 축생과도 음욕죄를 저지른 자 5전이나 그에

해당하는 물건을 훔친 자 살인자 대망어를 저지른 자라고 하여 4

바라이를 저지른 자, 그리고 구족계를 받은 후에 자신의 죄를 인

정하겠다고 해 놓고는 하지 않는 자 여근과 남근을 동시에 갖추

고 있는 이근인불능녀(二根人不能女) 소변을 보는 기관과 대변을

보는 기관이 함께 있는 이도합불능녀(二道合不能女) 항상 생리가

나오는 상유월기불능녀(常有月忌不能女) 늘 생리가 없는 상무월기

불능녀(常無月忌不能女) 여자의 모습이 약간 있는 소유여상불능녀

(少有女相不能女) 남근을 지닌 채 여근이 생기거나, 여근을 지닌

채 남근이 생긴 불실남근득여근(不失男根得女根)과 불실여근득남

근(不失女根得男根)의 11종을 더하여 전부 20종을 든다.

이 중에서 신체적인 것을 문제로 하는 조항은 다른 율에서 언

급하는 이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특히 불능녀

에 대하여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점이 다른 율과는 다르다. 한편,

4바라이를 어긴 경우는 다른 율에서 말하는 스스로 변죄를 지었

다고 말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이미 출가하기 전

에 이 네 가지 중죄를 어긴 경우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를 출가시켜서도 아니 되며, 설사 모르고 출가시켰다 하더

라도 멸빈해야 하는 이유로써, 원래부터 계를 어긴 자는 여래의

선법비니(善法比尼)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십송율의 기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구족계를 받은 후

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겠다고 하고는 이를 실행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기술이다. 이것은 이전에 출가하였을 때 죄를 짓고도 인정하

지 않아 승단으로부터 거죄갈마를 받은 자가, 비구로서의 권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자 구족계를 반납하고 환속하였다가 다시 출

가하고자 할 경우에, 구족계를 받고 난 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

겠다고 해 놓고는 실천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거죄갈마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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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정해진 행법을 실천하여, 승단으로부

터 해갈마를 받고 출죄한 후에만 승단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출죄하지 않고 다시 정식 비구로 승단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율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차법에 저

촉되는 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출가하였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멸

빈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2. 십분구족(十分具足) 사미

빨리율에서는 사미가 멸빈되는 경우를 10가지 든다. 즉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여! 십분(十分)을 구족한 사미를 멸빈할 것을 허락한다.

즉, 살생하거나 투도하거나 비범행(非梵行)을 하거나 망어를 하거나

음주하거나 부처님을 비방하거나 법을 비방하거나 승을 비방하거

나 사견(邪見)이 있거나 비구니를 범한 경우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십분 구족 사미를 멸빈할 것을 허락한다14).

14) Vinaya piṭaka, vol. ⅰ, p. 85.

anujānāmi bhikkhave dasahaṅgehi samannāgataṃ sāmaṇeraṃ

nāsetuṃ: pāṇātipātī hoti, adinnādāyī hoti, abrahmacārī hoti,

musāvādī hoti, majjapāyī hoti, buddhassa avaṇṇaṃ bhāsati,

dhammassa avaṇṇaṃ bhāsati, saṃghassa avaṇṇaṃ bhāsati,

micchādiṭṭhiko hoti, bhikkhunīdūsako hoti, anujānāmi bhikkhave

imehi dasahaṅgehi samannāgataṃ sāmaṇeraṃ nāsetun ti.

한편 선견율비바사권17 에서도 사미에게 십악(十惡)이 있음을 기

술하면서, 이 중에서 비구니의 깨끗한 행을 파괴하는 것만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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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의 경우는 출가할 때 사미 10계를 받게 되는데, 이는 비구

의 250계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이다. 그리고 10계의 내용 또한 재

가자에게 요구하는 오계 내지 팔재계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므로,

이는 주로 불교도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에 불과하며, 엄격

한 생활을 요구하는 것들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사미를 승단

의 정식 출가자가 아닌 견습생으로 간주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

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은 견습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적인

계율의 수지를 더욱 더 철저하게 요구받았던 것 같다. 즉 불살생

불투도 불음행 불망어 불음주의 오계를 비롯하여, 불법승 삼보에

대한 비방, 그리고 사견을 지니거나 비구니를 범하는 등의 행동은

불교 승단의 출가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고 간주하고 이를 저지른 사미의 멸빈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된

다.

한편, 한역 제 율에서는 사미의 멸빈 사유를 빨리율과 같이 10

종으로 규정하는 기술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열 가지 중

에서 특히 사미가 사견을 버리지 않을 경우에 관해서는 제

율이 공통으로 멸빈을 명확히 규정한다. 먼저 빨리율의 바일제 제

70조 공주빈사미계(共住擯沙彌戒)를 보면, 깐다까(Kaṇḍaka)

라는 사미가 내가 세존이 설하신 법을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세존이 장도법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이를 실행하는 자에게 전

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악견을 주장하며, 비구들의 충고도

멸빈되어 다시 출가할 수 없으며, 나머지 아홉가지 계는 만약 고치고

뉘우쳐서 다시 짓지 않으면 출가할 수 있다고 한다.(沙彌有十惡 應滅

擯 何者爲十 殺盜婬欺飮酒毁佛法僧邪見壞比丘尼 是名十惡法 唯壞比丘尼

淨行 永擯不得出家 餘九戒若能改悔 不更作得出家) 선견율비바사권17,

대정장24, p. 79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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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일을 전해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

은 학처를 제정하셨다고 한다.

어떤 사미이든내가 세존이 설하신 법을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세존이 장도법(障道法, antarāyikā dhammā)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이를 실행하는 자에게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비구들은 그 사미에게 사미여! 그와 같이 말해서는 안 된다. 세존
을 비방하지 마라. 실로 세존에 대한 비방은 좋지 못하다. 세존은

그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다. 사미여! 많은 방법으로 세존께서 장

도라고 설하신 장도법은 그것들을 실천하는 자에게 분명히 장애가

되느니라라고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 그 사미에게 이렇게 말하는
데도, 여전히 그와 같이 주장한다면, 비구들은 그〔악견〕을 버리도

록 하기 위하여 그 사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사미여!
오늘 이후 너는 세존을 너의 스승이라고 칭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

미는 비구들과 함께 이틀 밤이나 삼일 밤을 동숙할 수 있으나 너는

할 수 없다. 멀리 떠나 사라지거라.어떤 비구라 하더라도 알면서
이와 같이 멸빈당한 사미를 설득하거나, 돌보거나, 함께 식사를 하

거나, 함께 잔다면 바일제이다15).

15) Vinaya piṭaka, vol. ⅳ, p. 139.

Samaṇuddeso pi ce evaṃ vadeyya: tathāhaṃ bhagavatā

dhammaṃ desitaṃ ājānāmi yathā yeme antarāyikā dhammā

vuttā bhagavatā te paṭisevato nālaṃ antarāyāyāti, so

samaṇuddeso bhikkhūhi evam assa vacanīyo: māvuso samaṇuddesa

evaṃ avaca, mā bhagavantaṃ abbhācikkhi, na hi sādhu bhagavato

abbhakkhānaṃ, na hi bhagavā evaṃ vadeyya; anekapariyāyena

āvuso samaṇuddesa antarāyikā dhammā antarāyikā vuttā bhagavatā

alañ ca pana te paṭisevato antarāyāyā ti. evañ ca pana so

samaṇuddeso bhikkhūhi vuccamāno tatheva paggaṇheyya, so

samaṇuddeso bhikkhūhi evam assa vacanīyo: ajjatagge te āvuso

samaṇuddesa na ceva so bhagavā satthā apadisitabbo, yam pi c
aññe samaṇuddesā labhanti bhikkhūhi saddhiṃ dvirattatiratt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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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처로부터 알 수 있듯이, 사미가 다른 비구들의 충고도 무

시한 채 끝내 사견 내지 악견을 주장한다면 멸빈된다. 이것은 한

역 제 율에서도 동일하다. 사분율에서는 발난타(跋難陀) 석자가

데리고 있던 갈나(羯那)와 마후가(摩睺迦)라는 두 사미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는 우리들이 부처님께 법문을 듣건대 음욕을 행
하여도 도법에 장애되지 않는다 하시더라라고 하는 악견을 주
장하였다고 한다. 승단이 백사갈마로 악견을 버릴 것을 간고해도

버리지 않았으므로, 백사갈마를 하여 이 사미를 멸빈해야 한다고

한다16). 오분율과 십송율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사갈마로 멸빈
해야 한다고 기술한다17). 악견을 주장하는 비구에게 바일제가 적

용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동일한 죄라도 사미에게는 훨씬 더 엄격

했음을 알 수 있다18).

sahaseyyaṃ, sāpi te natthi, cara pire vinassāti. yo pana

bhikkhu jānaṃ tathā nāsitaṃ samaṇuddesaṃ upalāpeyya vā

upaṭṭhāpeyya vā saṃbhuñjeyya vā saha vā seyyaṃ kappeyya,

pācittiyan ti.

16) 사분율권17, 대정장22, pp. 683c～685a.

17) 오분율권8, 대정장22, pp. 57c～58a; 십송율권15, 대정장23, pp.

106c～107a.

18) 비구가 악견을 주장하며 승단의 간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일제가 적용된다. Vinaya piṭaka, vol. ⅳ, pp. 133～136; 사분율
권17, 대정장22, pp. 682a～683a; 오분율권8, 대정장22, pp. 56c～

57b; 십송율권15, 대정장23, p. 106a～b; 근본유부율권39, 대정

장23, pp. 840b～841b; 마하승기율권17, 대정장22, p. 367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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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근비방

만일 아무런 근거 없이 바라이죄로 비구를 비방한다면, 이 역시

도 멸빈 대상이 된다. 빨리율 「멸쟁건도」에 의하면, 답바 말라

뿟따(Dabba Mallaputta)비구는 승단에서 와좌구(臥坐具)를 분배하

거나 신자의 청식에 응하는 순서를 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

데, 자지(慈地) 비구가 좋지 못한 대접을 받게되었다. 이것을 답바

말라뿟따의 탓이라고 여겨 원한을 품은 이들은 누이 동생인 자

비구니에게 답바 말라뿟따가 저를 더럽혔습니다라고 부처님

께 고하여 답바 비구를 멸빈당하게 하려 한다. 그러나 사실을 알

고 계신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자 비구니를 무근 비방죄로 멸빈하

셨다고 한다19). 사분율과 오분율도 빨리율과 동일하다20). 한

편 십송율에서는 단지 답바 말라뿟따가 차회인(差會人)의 역할

을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했다고 무근으로 비방하여 멸빈시키려고

한다21).

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비구에게 근거 없이 누

명을 씌워 비방하는 자, 특히 죄를 짓지 않은 청정 비구를 바라이

음욕죄를 저질렀다고 거짓으로 승단에 고하는 자는 멸빈의 대상

이 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바라제목차에 의하면, 원래 무근비방죄, 즉 죄를 저지

르지 않은 청정한 비구에게 바라이죄의 누명을 씌워 승단에 고하

19) inaya piṭaka, vol. ⅱ, pp. 78～79.

20) 사분율권4, 대정장22, p. 588a; 오분율권3, 대정장22, pp. 15b～

16a.

21) 십송율권10, 대정장23, p. 7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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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승잔죄 제8조 무근방계(無根謗戒)에 해당하므로, 이는

멸빈이 아닌 승잔죄의 대상이 된다. 이 무근방계의 인연담 역시

위에서 소개한 답바 말라뿟따 비구의 사건과 동일하다. 즉 근거

없이 다른 비구를 바라이죄로 비방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멸

빈이 아닌 승잔죄이다. 승잔죄는 죄를 짓고 숨긴 날 만큼 별주(別

住, parivāsa) 생활을 하고, 또한 마나타(摩那埵, mānatta)라고 하

는 일주간의 근신 생활을 보낸 후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승단

에서 출죄할 수 있다고 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22). 그러므로 이

것은 분명 멸빈과는 다르다. 따라서 무근 비방을 저지른 자가 모

두 멸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근 비방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 멸빈이 이루어

지는 것일까? 지금까지 언급한 무근방계와 「멸쟁건도」에 보이

는 답바 말라뿟따에 관한 전승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이것은

비구니가 비구에게 바라이죄의 누명을 씌운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무근방계를 보면, 음모를 꾸민 자지 비구에게는

승잔죄를 적용하고 이들을 도와 부처님께 답바 말라뿟따에게 더

럽혀졌다고 직접 거짓말을 한 자 비구니는 멸빈되었다고 한다. 이

것은 「멸쟁건도」의 기술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 전승을

통해서 보는 한은, 비구에게 바라이 음욕죄의 누명을 씌운 비구니

가 멸빈의 대상이며, 무근 비방이라 하여도 비구의 경우는 승잔죄

가 됨을 알 수 있다.

22) Vinaya piṭaka, vol. ⅲ, pp. 158～166; 사분율권3～4, 대정장22, pp.

587a～589b; 오분율권3, 대정장22, pp. 15a～16b; 십송율권4,

대정장23, pp. 22a～23b; 근본유부율권13, 대정장23, pp. 691b～

699b; 마하승기율권6, 대정장22, pp. 280a～28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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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라이 음욕법

이상 언급한 세 가지 경우는 제 율의 기술이 거의 동일하며, 의

미하는 바도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라이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멸빈은 율에 따라 기술에 차이가 있으며 내용

에도 혼란이 있어 그 실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비교적 일치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 두 가지 점은 분명하다.

첫째, 4바라이를 저지른 식차마나 사미 사미니는 멸빈된다. 이

것은 본 장의 2. 십분구족사미에서 언급한 빨리율의 사미가 멸
빈되는 10가지 경우중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분
율에서는 4바라이, 즉 음욕 살생 투도 대망어를 저지른 비구나

비구니는 바라이이며, 식차마나 사미 사미니는 돌길라이며 멸빈

이라고 한다23). 바라이와 멸빈을 이와 같이 구별하고 사용하는 것

은, 구족계를 받은 비구나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저지르면 바라이

불공주라고 하는 벌이 적용되지만, 식차마나나 사미, 사미니의 경

우는 구족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벌을 적용할 수 없는 것에 기

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양자에 의미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

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바라이 불공주와 관련하여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둘째, 비구가 바라이 음욕죄를 저지르고 난 후 참회하는 마음이

없이 그 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바라이 음욕죄를 짓고 바라이학회

의 입장에 있으면서 다시 음욕죄를 저지를 경우는 멸빈된다. 멸빈

23) 사분율권1, 대정장22, pp. 572b～5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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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라이죄 중에서도 특히 음욕법과 관련하여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오분율에서는 음욕죄를 저지른 비구를 백사갈마로 멸빈한

다는 기술이 보이며24), 빨리율에서는 어떤 비구가 자고 있는 비구

에게 성행위를 하였을 경우, 만약 자고 있던 비구가 깨어난 후에

쾌감이 있다면 두 사람을 함께 멸빈해야 하며, 만약 깨어난 후에

쾌감이 없다면 더럽힌 자만 멸빈해야 한다고 한다25). 빨리율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웨살리에 살고 있던 리챠비족의 청년들이 비구

를 끌고 가서 비구니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 때 만약 쾌감

이 있다면 둘 다 멸빈해야 하며, 쾌감이 없다면 둘 다 무죄라고

한다26). 즉 바라이 음욕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쾌감이 있는 경우와

적극적으로 더럽힌 자가 멸빈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구를 비롯하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의 경우도 마찬가

지이다. 그러므로 바라이 음욕죄를 저지른 비구도 멸빈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음욕죄를 저질렀다고 즉시 멸빈되는 것은 아니다. 바라

이 음욕법은 범계 후에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또 범계자가 바란

다면 바라이학회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승단에 머무를 수 있다. 바

라이학회는 바라이 음계에만 적용되는 특례로써, 여학사미(與學

沙彌) 진형학회(盡形學悔)라고도 불린다. 음욕의 경우에는 교묘하

게 유혹 당하면 수행의 의지가 있는 비구라도 범계할 수 있으므

로,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다. 즉 음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즉시 뉘우치고 숨기지 않으며, 또한 자신이 희망한다면 바라이학

회라는 신분으로 승단에 머무를 수 있다. 바라이계를 받고 바라이

학회의 신분이 된 자는 35사(事)라고 하여 일반 비구가 누릴 수

24) 오분율권1, 대정장22, p. 4a～b.

25) Vinaya piṭaka, vol. ⅲ, p. 33.

26) Vinaya piṭaka, vol. ⅲ,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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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35종의 권리에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를 잘 지키는 한

승단에 머물 수 있다27). 사분율에서는 만일 어떤 비구에게 바
라이의 충고를 주었는데 그 비구가 다시 음욕의 부정한 행을 범

하면 다시 바라이의 충고를 줄 수 있습니까?라고 비구들이 묻
자,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마땅히 멸빈해야 한다.라고
하신다28). 이것은 바라이 음욕죄를 저지른 자가 바라이계를 받은

후에 다시 음욕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멸빈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처음 음욕죄를 저지른 자는 스스로 참회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멸빈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승갈마(僧羯磨)의 「제죄편」에 잘 정리되
어 있는데, 바라이죄를 소멸시키는 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바라이라고 한다. 바라이죄를 범하고서 법

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죄를 범하고 덮

어 숨긴 자에게 멸빈갈마를 주는 경우이고, 둘째는 죄를 범하고 덮

어 숨기지 않은 자에게 진형학회갈마(盡形學悔羯磨)를 주는 경우이

고, 셋째는 학회갈마를 하고서도 거듭해서 죄를 범한 자에게 멸빈

갈마를 주는 경우이다29).

이 기술로부터 바라이죄를 범하더라도 숨기지 않는 자에게는

진형학회갈마, 즉 바라이학회를 주며, 멸빈갈마는 바라이죄를 저

27) 平川 彰, 二百五十戒の硏究Ⅰ平川彰著作集 제14권 (東京: 春秋社,

1993), pp. 129～131; Shayne Clarke, 「四分律の揵度成立に關する一考

察 - 特に波羅夷學悔の規定をめぐって -」 印度學佛敎學硏究제49권

제2호, 2001, pp. 923～921.

28) 사분율권34, 대정장22, pp. 809a～c: 권55, 973a.

29) 승갈마 대정장40, p. 5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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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고 그 사실을 숨기거나, 바라이학회의 신분에 있는 자가 다시

반복해서 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되는 바라이란 4 바라이죄 중에서도

특히 음욕죄를 가리킨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 부파의 현존하는 광율은 바라이 음욕죄

를 저질렀을 경우에 한해서만, 바라이학회라는 특수한 신분을 인

정하며, 또한 음욕죄를 저지르고도 숨기려 하거나 재범할 경우에

한정하여 멸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살생 투도 대

망어와 같은 바라이죄의 경우에는 보통 바라이 불공주 만이 언급

되며, 멸빈이라는 표현은 거의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음욕죄 외의 다른 바라이죄의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만약 바라이 불공주가 종래의 일반적인 이해와는 달리 승

단으로부터의 영원한 추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분

명 멸빈과는 구별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살생 투도 대망어를 저질

렀을 경우는 멸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살생이나 투도는 세간법에 의해 처벌될 죄이므로 승단이

적극적으로 멸빈을 규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

고 대망어는 중한 죄이기는 하지만 범계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범

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멸빈과 같은 중대한 벌을 적용하기

는 어려웠을 것이다. 제 율에서 멸빈을 음욕죄에만 한정하여 사용

하는 것은 바로 살생이나 투도, 대망어와 같은 바라이죄가 음욕법

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제 율에서 명확히 멸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는 것은 ① 차법에 저촉하는 것을 숨기고 구족계를 받았다가 나

중에 발각된 자 ② 10가지 악행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미, 그

중에서도 특히 악견을 버리지 않거나 비구니를 범한 사미 ③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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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게 바라이죄의 누명을 씌워 비방하는 비구니 ④ 바라이 음욕

죄를 저지르고 그 사실을 숨기거나, 바라이학회의 신분에 놓인 비

구가 다시 음욕죄를 저질렀을 경우의 4 종임을 알 수 있다30). 제

율에 나타난 멸빈의 용례로부터 보아 불교 승단에는 분명 멸빈이

라는 조치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식 비구의

경우에는 바라이 음욕죄를 저지르고 그 사실을 숨기거나, 반복해

서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멸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차법의 경우는 비구가 될 자격이 없는 자

가 이를 숨기고 출가한 것이니 나중에 발각되면 비구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멸빈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이것은 정식 비구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 두 번째는 사미의 경우이니, 비구에게는 해

당되지 않는다. 세 번째에 기술한 무근비방의 경우는 비구라면 승

잔죄가 적용되므로, 비구니가 비구를 무근 비방한 경우에만 멸빈

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남는 것은 바라이 음욕죄를
저지르고 참회하는 마음이 없이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하거나, 승단

으로부터 바라이학회를 받은 비구가 다시 음욕죄를 저질렀을 경

우뿐이다. 정식 비구에게 멸빈이 이루어진 것은 이 경우뿐이었

30) 빨리율 「부수(parivāra)」에서는 nāsitakā tayo vuttā라고 하
여 3 가지 종류의 멸빈자를 든다 (Vinaya piṭaka, vol. ⅴ, p. 211). 이

에 대한 사만따빠사디까의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nāsitakā tayo

nāma Mettiyaṃ bhikkhuniṃ nāsetha, dūsako nāsetabbo, dasah
aṅgehi samannāgato sāmaṇero nāsetabbo, Kaṇḍakaṃ samaṇuddesaṃ

nāsethāti evaṃ liṅga-saṃvāsa-daṇḍakamma-nāsanavasena tayo

nāsitakā veditabbā. (Samantapāsādikā, vol. ⅶ, pp. 1383～1384.) 세

종류의 멸빈자란, 멧띠야 비구니를 추방하여라, 즉 더럽힌 자가 추방

되어야 한다 십분구족(十分具足) 사미는 추방되어야 한다 깐다까
사미를 추방하여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옷을 빼앗는 것 다

른 비구들과의 교제를 금하는 것 범계에 대한 벌로써 사미를 내쫓는

것에 의하여 세 종류의 멸빈자가 있다고 알아야 한다.



172 ∙ 印度哲學 제13집 1호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바라이학회의 신분에 놓인

자는 이미 정식 비구가 아닌 사미의 신분에 있는 자이므로 이 역

시 정식 비구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정식 비구의 경우에는

바라이 음욕죄를 저지르고도 참회하는 마음이 없이 그 사실을 숨

기려고 했을 때만 멸빈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Ⅳ. 멸빈 작법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멸빈은 적은 예이기는 하지만, 분명 특

별한 몇 가지 죄에 대하여 이루어진 처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렇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사미를 멸빈하는 경우를 보면, 율에 따라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바일제공주빈사미계에서 악견을 주장하는 사미를 멸

빈하는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31). 빨리율의 이 학

처에 의하면,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사미를 멸빈시키는 작법을 다

음과 같이 제정하셨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승단은 깐다까 사미를 멸빈해야 한다.

31) 이 학처는 빨리율과 사분율에서는 바일제 제70조, 오분율에서는
제50조, 십송율과 근본유부율에서는 제57조, 마하승기율에서는
제47조이다.

Vinaya piṭaka, vol. ⅳ, pp. 138～140; 사분율권17, 대정장22, pp.

683c～685a; 오분율권8, 대정장22, pp. 57c～58a; 십송율권15, 대

정장23, pp. 106c～107b; 근본유부율권39, 대정장23, pp. 841b～

842c; 마하승기율권18, 대정장22, pp. 368a～36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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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멸빈해야 한다. 벗 깐다까여! 오늘 이후

너는 세존을 너의 스승이라고 칭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미는 비구

들과 함께 이틀 밤이나 삼일 밤을 동숙할 수 있으나 너는 할 수 없

다. 멀리 떠나 사라지거라.

이 기술에 이어 이렇게 하여 승단은 깐다까 사미를 멸빈했
다라는 기술이 이어진다. 그러므로 빨리율에 의한다면 사미의

멸빈은 승단의 갈마를 통하지 않고, 단지 위의 말을 읊는 것에 의

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사분율에서는 빨리율과 거
의 유사한 멸빈 작법을 기술하고는 있지만, 멸빈을 백사갈마로 진

행한다고 하는 점에서 다르다. 즉 승단의 간고에도 악견을 버리지

않는 사미를 대중 앞에 데려다가 눈으로는 보이고 귀로는 들리지

않는 곳에 세워 두고는 비구들 중에서 유능하게 갈마를 할 수 있

는 자를 선발하여, 이 사미가 악견을 버리지 않으니 멸빈하자는

내용의 백을 선언한다. 그리고 이어서 빨리율과 마찬가지로, 지
금부터 이 두 사미에게 부처님은 나의 스승이다 라고 하지 못하

게 하며, 다른 비구들을 따르지 못하게 하며, 다른 사미들은 비구

들과 함께 두 밤 세 밤을 잘 수 있거니와 너희들은 못한다. 너희

들은 떠나라. 너희들은 사라져라. 여기에 있지 말라 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멸빈 갈마를 행한다고 한다. 이를 백사갈마로 하면, 이

것이 곧 그 사미를 멸빈하는 작법이 되는 것이다32). 사분율에서
는 멸빈을 승단이 멸빈백사갈마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33).

오분율에서도 사분율과 마찬가지로 백사갈마로 멸빈을 행

할 것을 규정한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먼저

한 비구가 큰 소리로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사미가

32) 사분율권17, 대정장22, p. 684b.

33) 사분율권17, 대정장22, p. 68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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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견을 버리지 않으므로 이제 대중은 그에게 멸빈을 짓겠습

니다. 만약 대중이 때에 이르렀으면 대중은 승인하고 허락하십시

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시 큰 소리로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사미가 나쁜 소견을 버리지

않으므로 이제 대중은 그를 멸빈시키겠습니다. 어느 장로께서든지

승인하시면 잠자코 계시고 만일 승인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

오.라고 한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이렇게 말하고는, 승가는
아무개 사미를 멸빈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스님들께서 승인하시어

잠자코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라
고 하며 끝맺는다고 한다34). 즉 오분율에서는 백사갈마로 멸빈
을 행하기는 하지만, 빨리율이나 사분율에 보이는 것과 같은

오늘 이후 너는 세존을 너의 스승이라고 칭해서는 안 되며, ...

멀리 떠나 사라지거라.라는 말은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십송율에서는 이 말은 보이지 않지만, 한 비구가 승단에 악견

을 버리지 않는 사미를 멸빈할 것을 고하는 형식으로 갈마를 통

하여 멸빈이 이루어진다35).

이와 같이 제 율에 따라 멸빈 작법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빨리율에서는 더 이상 불법을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과 사

미로서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것을 비구들이 당사자인 사미에게

선언함으로써 멸빈이 이루어지지만, 한역 제 율에 의하면, 멸빈은

백사갈마로 행하여야 한다. 단 백사갈마로 멸빈을 행하는 구체적

인 과정은 율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편 비구니의 멸빈 과정은 오분율에서만 상세하게 전해진다.

오분율에서는 비구니도 사미와 마찬가지로 백사갈마로 멸빈한

34) 오분율권8, 대정장22, p. 57c.

35) 십송율권15, 대정장23, p. 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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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미다라 비구니가 다바 비구를 근거 없이 바라이죄

음욕죄로 비방하자, 부처님께서는 다바에게는 억념비니(憶念比

尼)를 주어 일을 거론하지 말아야 하며, 미다라에게는 백사갈마

(白四羯磨)를 하여 자언비니(自言比尼)를 주고 멸빈해야 한다.라
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백사갈마로 멸빈을 행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소개한다. 먼저 한 비구가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

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미다라 비구니는 스스로 말하
기를, 〔다바가 나를 더럽혔다〕고 하였으니, 대중은 이제 자언비니

를 주어 멸빈하겠습니다. 대중이 때에 이르렀으면 대중은 승인하고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미다라 비구니는 스스로 말하기

를, 〔다바가 나를 더럽혔다〕고 하였으니, 대중은 이제 자언비니를

주어 멸빈하겠습니다. 어느 장로이든지 승인하시면 잠자코 계시고

만일 승인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와 같이 두 번째와 세 번째도 그렇게 하고는 대중은 이미 미

다라 비구니에게 자언비니를 주어 멸빈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스님

들께서 승인하시어 잠자코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

니겠습니다.36)

즉 이것이 백사갈마에 의한 멸빈 작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서 자언비니란 미다라에게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실토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승단이 갈마를 행할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중의 하나로써, 반드시 당사자를 불러다 놓고 스스로 인정하

게 해야 한다. 본인이 없는 장소에서 멸빈갈마를 하거나, 인정하

지 않는데 무리하게 갈마를 하여 처벌을 내리는 것은 금지되어

36) 오분율권3, 대정장22, pp. 15c～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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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7). 이외의다른 율에서는 비구니의멸빈에관한 상세한기술

은 발견할수없다. 이와 같이 사미의 경우에도 율마다 멸빈작법이

불일치하며, 비구니의 경우 역시 상세하게 소개하는 율은 적다.

한편, 비구를 멸빈하는 작법에 관해서는 더욱 더 설명이 부족하

며, 광율(廣律)에서는 거의 상세한 설명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사
분율에서는멸빈이란 승단이 백사갈마로 제거한 것이라고 하
며38), 십송율에서는 멸빈이란 불법에 따라 한 마음으로 화합
승단이 멸빈 갈마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여39), 일반적으로 멸

빈이 백사갈마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40). 그러나 이 외에 상세

37) 사분율권47, 대정장 22, pp. 913c～914a; 권56, 979c.

38) 滅擯者 僧與作白四羯磨除去사분율권22, 대정장22, p. 717a.

39) “滅擯者如佛法 一心和合僧 作滅擯羯磨십송율권15, 대정장23, p.

107b.

40) 백사갈마(白四羯磨)란 구족계 수여나 포살 자자와 같은 승단 운영상

매우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갈마의 형식이다. 1회의 의제

선언과 이에 대한 3회의 찬부 여부 확인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승단의 갈마는 현전승가의 모든 비구들의 참석 및 올바른 갈마 형식

에 의한 회의 진행 등의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그 유

효성이 인정된다. 즉 승단의 모든 결정은 반드시 현전승가 내의 모든

비구들의 의견에 근거하여 나중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가능한 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내리는 것이다. 멸빈 역시

백사갈마로 이루어졌다면, 현전승가의 모든 비구들이 참석한 자리에

서 멸빈 대상에 오른 비구를 불러다 놓고 그의 말을 충분히 들어 본

후, 모든 비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갈마 절차로 멸빈을 선언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계종의 현행 종헌에 보이는 멸빈의 절차는 전통적인 제 율

에 보이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총무원법 20조 2항에 의하면, 등
원 또는 출석 요구는 최다 3회까지 하며, 3회까지 출석 요구를 받고

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소된 내용대로 징계

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제소자가 주소 불명인 경우 3회의 출석

요구 후 총무원 게시판과 종단 기관지에 1회의 등원 공고를 함으로



승단 추방에 관하여 ∙177

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빨리율에는 아예 멸빈을 갈마에 의해

실행한다는 기술조차 없다. 이것은 다른 징벌 갈마와 비교할 때,

매우 큰 차이이다. 일반적으로 율장 건도부「갈마 건도」에는 거

죄갈마나 하의 갈마 구출 갈마 의지 갈마 등과 같은 징벌 갈마에

대하여 그 작법이나 대상에 관하여 매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멸빈갈마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승단이 제재력을 발휘하는 징벌 갈마의 일종이자 승

단 운영상 가장 엄중한 처벌인 멸빈 갈마에 관해서 체계적인 설

명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승단 운영에

서 멸빈이 중요한 징벌로써 기능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율장의 규칙은 필요에 따라 제정되고 정리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멸빈이 정말 승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시 말하자면 멸빈을 실행해야 할 경우가 많았다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그 과정이 상세하게 남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위의 멸빈의 대상에 관한 고찰 결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멸

빈 대상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사실상 정식 비구에게 멸빈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멸

빈의 작법이 체계화되지 못한 채, 단지 승단의 중요한 결정에 사

용되는 백사갈마로 행하라는 기술만이 한역 제 율에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써 등원 요구 절차를 완료한다.라고 하여 3번 출석 통보를 하여

출석하지 않을 시에는 불참해도 그대로 징계를 진행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대한 불교 조계종 법령집대한 불교 조계종 총무원,

1995, pp. 86～87)

호계원 심판부법 제12조 4항에서도 3번 송달 후에 만일 연락이

없을 때는, 주소 불명인 경우에는 3회 송달 후 총무원 청사 게시판과

종단 기관지에 1회 공고한 것으로 송달을 대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前揭書,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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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상, 제 율을 중심으로 멸빈의 의미와 대상, 그리고 그 작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집단에서는 그

단체의 규율을 어기는 자에게 일정한 처벌을 내린다. 그 처벌 중

에서 가장 가혹한 것이 바로 추방이다. 불교 승단에서도 승단 추

방이라는 가혹한 처벌이 분명 존재하였으며 이것은 멸빈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인도불교승단에서는 멸빈이 정식 비구를 대상으로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징벌이었다고 보여진다. 즉 비구가

될 수 없는 조건인 차법을 숨기고 출가한 자나, 악견을 주장하고

버리지 않는 등의 열 가지 악행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미, 혹

은 비구를 바라이 음욕죄로 근거 없이 비방한 비구니, 그리고 바

라이 음욕죄를 짓고 이를 숨기려 하거나, 바라이 음욕죄를 저질러

바라이학회라고 하는 특수한 신분에 놓인 자가 다시 음욕죄를 범

하는 경우에만 멸빈은 실행된다. 결국 정식 비구의 경우는 음욕죄

를 저지르고 이를 숨기려고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청정함을 생명으로 하는 출가자가 음욕죄를 저지르고도 참회하지

않고 이를 숨기려 하거나 재범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

는 최악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때는 멸빈이라는

가혹한 처벌을 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현존하는 제 율에 의한다면, 승단으로부터의 완전한

추방인 멸빈은 사실상 정식 비구에게 쉽게 적용되는 처벌은 아니

었음을 알 수 있다41). 만약 승단 추방과 같은 엄중한 처벌로 다스

41) 최근에 한국 불교 승단에서도 멸빈 처분에 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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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야 할 경우에는, 일시적인 승단 추방, 즉 악행을 징계할 목적으

로 멸빈과 유사한 상황에 두고 반성과 참회를 촉구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멸빈된 자가 승단으로부터 완전히 추방

당하는 것과는 달리, 승단이 정해 준 행법을 실천하고 나중에 참

회하게 되면 해빈 갈마를 통하여 다시 승단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 비구로서의 권리를 대부분 박탈하여 정상적인 승단 생활

을 어렵게 함으로써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승단의 다른

되고 있다. 그런데 제 율의 멸빈 대상에 관한 본 논문의 연구 결과

는, 현행 종헌 종법상의 멸빈 처분 관련 규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조계종단의 현행 현승려법 제46조에 의하면, 멸빈은 다음 일곱 가지

경우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① 불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

② 도당을 형성하여 반 불교적 행위를 한 자 ③ 불계 중, 4 바라이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 ④ 불법 부당한 개인의 사욕을 도모하

기 위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침해코자 종단내의 조정기관(소청

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 호계원) 또는 판정 기관의 시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허위사항을 유포 조작하여 고의로 사직 당국에 민 형사간

제소를 일으키는 자 ⑤ 집단으로 행각하면서 타인에게 포력 행위를

하는 자 ⑥ 1회 이상 제적당하고 참회의 정이 없는 자 ⑦ 본종의 승

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종지가 다른 타 종단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

는 자이다.(대한 불교 조계종 법령집 대한 불교 조계종 총무원,

1995, p. 210) 본 논문의 연구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조계종이 사분율을 소의 율장으로 하며, 구족계를 근본규범

으로 하는 출가승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매우 의외의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조계종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멸빈법은 고려 시대 이래로 사용

되어 온 치탈도첩(褫奪度牒)법에 유래한 것으로, 94년 종단 개혁 때

종헌이 개정되면서 치탈도첩을 멸빈으로 그 용어만 개칭하여 지금까

지 사용하고 있다(현대불교, 2003. 6. 11일자). 위에서 언급한 조계종

단의 현행 멸빈 사유와 율장의 멸빈 사유에 보이는 차이점도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앞으

로 율장의 멸빈법과 치탈도첩법의 법적 근거 및 처벌 방법 등의 비

교 검토에 근거하여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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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과 법식(法食) 미식(味食)을 공유하지 못하므로 사실상

멸빈과 다름없이 승단에서 설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어진 행법을 여법하게 실천하고 참회의 뜻을 밝힘으로

써 사면 복권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멸빈의 재출가 허용 여부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아야겠지

만, 만약 멸빈이 조계종단의 현행 승려법 제4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복적 또는 재득도할 수 없는 처벌이라면 이것은 매우 신중

하게 행해져야 할 처벌이다. 멸빈은 종종 세간의 사형 제도에 비

교되는데, 이미 세간에서도 사형 제도가 초래할 회복 불가능한 결

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다. 하물며 깨달음의 획득을

목표로 모여든 사람들이 화합을 추구하며 공동 생활을 하는 집단

인 불교 승단에서, 영원히 수행의 기회를 빼앗는 멸빈과 같은 가

혹한 처벌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 다시 생각해 보

아야 할 문제이다. 인도불교 승단에서도 아마 멸빈이 초래할 이와

같은 중대한 결과를 고려하여, 구족계를 받고 승단의 정식 구성원

이 된 비구에게는 승단으로부터의 완전한 배제를 전제로 한 멸빈

을 최대한 자제하고, 일시적인 추방을 선언하여 범계자의 참회를

촉구함으로써 이에 의하여 불화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

각된다. 이것이야말로 자비와 화합에 근거하여 함께 깨달음의 세

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수행자들이 보여 주어야 할 진정한 모습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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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banishment from Saṃgha
- focusing on the Nāsana(滅擯) -

Lee, Ja-rang

This paper is to study 1)what does nāsana mean

2)who is punished with nāsana, and the process of nāsana,

that is banishment from saṃgha. Nāsana is the harshest

punishment that saṃgha inflicts on an offender. The term

does not mean temporary restriction of a right in order to

cause offender to repent of his sins, but complete

banishment from saṃgha. Nāsana is carried out by

ñatticatutthakamma, but we cant find a full account in

the Vinaya piṭaka. The offenders who are punished with

nāsana a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Firstly, bhikkhu

concealing the fact that he had violated antarayikā

dhammā before taking up bhikkhuship(upasampadā)

should be the object of nāsana. Secondly, sāmaṇera who

offends against ten rules is expelled from saṃgha,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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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① murder ② theft ③ unchastity ④ lie ⑤ drinking ⑥ 

slander to Buddha ⑦ slander to Dhamma ⑧ slander to

Saṃgha ⑨ false opinion ⑩ committing rape upon

bhikkhunī. Particularly, samaṇera who insists to have

false opinion should be expelled from saṃgha. In the

Vinaya Pitakas this point is laid great emphasis on.

Thirdly, bhikkhunī who abuses baseless bhikkhu

methunadhamma (sexual intercourse) should be punished

with nāsana. Fourthly, when bhikkhu who commits

methunadhamma conceals his offense without repentance

or bhikkhu in Śikṣā-dattā-śrāmaṇerī commits

methunadhamma repeatedly, he should be expelled from

saṃgha.

Conclusively, formal bhikkhu should be expelled from

saṃgha, only when bhikkhu who commits methuna-

dhamma conceals his offense without repen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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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이학회(Śikṣādattaka-śrāmaṇera),

차법(antarāyikā dhamm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