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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은 초기 열반경 6종에서 붓다가 당부한 4가지 항목에 대한 설

명을 위주로 하여 공동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고찰한다.

경전에서는 네 가지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네 가지 항목’으로 주제로 삼았다. 그 이유는 붓다가 이 네 가지 항목

을 연달아서 설명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6종의 경전들은 각각의

부파에서 그 항목의 순서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항목의 제1항은 법과 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제2항 호칭 문제, 제3항 소소계 문제, 제4항 찬나의 범단법이

다. 이 네 가지 항은 공동체에 대한 확고한 체계를 세우고 있다. 본론

에서 찬나의 범단법에 대한 항목에 특히 주력하는 것은 그가 공동체,

집단주의에 협력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본론을 통해 공동체의

안위의 문제로 다른 항목들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머리말

이 논문은 초기 열반경에서 붓다가 유언 형식으로 당부한 에피

소드에 관하여 거론하고자 한다. 유언의 당부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없거든 이렇게 하라’는 형식을 말한다. 붓다가 거론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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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직접적이고 그 항목들에 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다. 6종의

초기 열반경 텍스트에서 그 항목들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언급

되고 있다. 여기서는 붓다가 직접 설법하였다고 전해지는 빨리어

텍스트로 그 거론의 순서 항목을 정하였다. 그리고 다른 부파의

텍스트들은 그 조항에 맞추었다. 붓다가 제시한 항목은 네 가지이

며, 그 항목들은 차례로 나열되어 있다.

그 첫 번째는 ‘법과 율을 붓다 사후에 스승으로 삼으라’는 것이

다. 이것은 초기 열반경의 대표적 언설이다. 붓다는 이 언설을 사

후의 흔들림 없는 가르침의 표준으로 믿고 있었다. 두 번째는 ‘호

칭문제’인데, 이것은 붓다가 조직 체계 확립을 위해 내린 결정이

다. 세 번째는 ‘소소계 문제’이며, 이 문제는 결집의 상황과 맥을

잇고 있어서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네 번

째 항목은 ‘찬나에게 내린 범단법’인데,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공동체, 집단주의에 협력하지 않은 개인 찬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항들이 공동체 안위 문제로 연결되어 있으

므로 구체적인 찬나1)의 언급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찬나

에게 내린 범단법’에서 중요한 점은 ‘찬나’라는 인물을 거론하면서

일종의 형벌을 내리도록 붓다가 권고하였다는 점이다. 붓다가 내

린 징계조치는 확고한 것이며, 율장에서도 구체적인 ‘찬나’에 대한

묘사가 보여지고 있어 인물에 대한 성격에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붓다가 입멸 직전에 당부한 네 가지 항목들을 초기 열반경 텍

스트에서 살펴보는 것은 붓다의 의도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더불

어서 이 글에서 언급되는 조항들은 ‘결집 문제’와 관련이 있고, 후

대의 공동체의 변화 정도를 가늠할 수도 있다. 특히 ‘결집 문제’와

관계를 따져보는 것은 공동체가 변화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을 인

정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근거들

1) 三枝充悳(1987) Channa(P.): 천노(闡怒), 천타(闡陀) 라고 음사한다. ①

석가족의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붓다가 처음 고향에 돌아갔을 때

출가한다. 붓다와 그의 가르침을 가까이하여 오히려 교만하게 되고,

붓다가 입멸하기 직전에 범단(梵檀)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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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적인 인물인 붓다가 입멸하여 그에

따른 변화가 있었다는 일반적인 사실보다도 더 구체적인 항목들

의 변화 과정을 거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는 시대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고전의 텍스트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 논의에서는 그러한 제시들을 초기 열반경 텍스트를 통해서 하

고자 한다. 초기 열반경의 텍스트들은 온전하게 그 근거들을 제공

하고 있으며, 각각의 경전들에서 묘사하는 표현방식과 내용을 보

면서 붓다가 말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

우리가 중요하게 챙겨야 할 점은 이 네 가지 항목들을 살펴봄

으로써 붓다 생전의 공동체에 대하여 엿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결집’의 사건에서 보여 진 결과인데, 초기 열반경에서 거론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각 항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를 보게 된다

는 점이다. 이런 점들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각 항목에 대한

공동체 주체자의 상이한 해석을 보게 됨으로써 붓다가 바라는 공

동체에 대한 의중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

이다. 초기 열반경 텍스트에서 보여지는 네 항목은 붓다의 정확한

의도를 짚어보게 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 각 부파의 경

전들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맥락들은 근거들에 대한 의심스러움

을 일축시키고 있어서 고스란히 네 가지 항목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다.

Ⅰ. 법과 율

붓다가 당부하는 첫 번째는 ‘법과 율을 사후에 스승으로 삼으

라’는 것이다. ‘법과 율’이라는 단어는 초기 열반경의 모든 텍스트

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 첫 번째 당부는 승단을 이끌고 있는 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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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적 핵심인물에서 언어 또는 문자로 넘어가는 지배 양식의 변

화가 있게 됨을 의미한다. 살아있는 공동체의 리더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이 붓다에게 있어 왔으나, 붓다가 열반한 후

에는 그 기준 점은 없어지게 된다. 즉 법과 율이 새로운 기준 점

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법과 율에 의지하라’는 것은 인간 중

심의 지배양식에서 문자와 언어인 ‘법과 율’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동되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크게는 부파 불교의 서

막을 알리는 것이고, 공동체가 사실상 논쟁중심의 한 가운데로 들

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붓다는 미래에 ‘법과 율’이라는 기준 점으로 공동체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논거들은 열반경 텍스트들에서 말하는

법과 율에서 볼 수 있으며, 법과 율에 대한 섬세한 묘사에서 우리

는 각 부파가 지향하는 방향들을 알 수 있다.

우선 빨리본에서 보이는 문구를 살펴보면, 다른 한역 경전에서

볼 수 없는 추측, 가정의 발언을 발견할 수 있다. 빨리본에서 추측

과 가정의 발언인 ‘Siyā kho pana’는 미래 지향적이면서 후대의

혼란스러움에 대한 보완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붓다가

죽고 나서 “아난다여 너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말하는 주인은

가셨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승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2)”는 주의를 둔 가정과 추측의 말이

다. 이 말은 스승이 가셨고 의지하고자 하는 스승의 말을 다시 듣

지 못한다고 하여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다. 붓다가 가고 난 뒤에

도 ‘내가 가르치고 설한 법과 계율이 [너희들한테 있는데] 내가 열

반에 든 뒤에 스승이 될 것이다’3)는 해답을 내 놓았다. 법과 계율

2) DN.Ⅱ, p. 154. 1. Siyā kho pan' Ānanda tumhākam evam assa:

"Atītasatthukaṃ pāvacanaṃ n'atthi no Satthā ti. Na kho pan'etaṃ

Ānanda evaṃ daṭṭhabbaṃ. 여기서 tumhākam은 이인칭대명사의 복수의

한 형태이지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상대방을 존중해서 직접 그 상대를 지칭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또

부드럽게 들리기 때문이다.

3) DN.Ⅱ, p. 154. 1. Yo vo Ānanda mayā Dhammo ca Vinayo ca des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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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스승으로 삼으라는 것은 스승과 동등한 자격을 법과 계율에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법과 계율이 붓다 사후에 기준으로 자리할

것이라는 자문 자답성의 문구이다. 이것은 공동체가 변화의 한 가

운데 있을 때, 혼돈을 막아줄 스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유행경에서도 같은 뉘앙스로 언급하고 있다. “마땅히 스스로
마음을 걷어잡아라. 아난아, 너는 여래가 멸도한 뒤에는 다시 보

호할 이가 없어 닦아오던 것을 잃으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

은 하지 말라, 내가 부처가 된 뒤로 지금까지 말한 경(經)과 계

(戒)는 곧 너를 보호하고 네가 가져야 할 것이다.4)”고 하였다.

이 경전에서는 붓다가 멸도 후에 기준점이 없어졌다 해도 경과

계를 지니고서 지키고자 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점을 인식시

켰다. 즉 유행경에서는 붓다가 생전에 설한 경과 계가 있었으

며, 이것을 보호하고 지녀야 함을 당부하고 있다. 법과 계율이 기

준 점으로써 보호막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과 법과 율을 수지 해

야 할 대상임을 정확하게 알리고 있다.

불반니원경에서도 붓다의 사후에 경과 계를 그 믿음의 근거
로 삼으라고 하고 있다. 즉, “내가 열반한 후에, ‘부처님이 갔기 때

문에 다시 믿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나의 경(經)과 계(戒)를

믿어야한다. 내가 열반한 후에 서로서로 받들고 이용하여 경을 보

고 계를 받들어 250계를 지니라.5)”고 전한다.

제자들에게 붓다는 믿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존재해 왔다. 하지

만 붓다의 부재는 제자들에게 믿고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붓다가 설법한 경과 계는 살아있는

붓다를 대신하여 의지할 대상으로 자리하게 됨을 알렸다. 특히 이

경전에서는 250계라는 구체적인 계율의 수를 거론하고 있어서 당

paññatto, so vo mam'accayena Satthā.

4) 遊行經, TD 1 p. 26a25～26a28. 當自撿心. 阿難, 汝謂佛滅度後, 無復覆護,

失所持耶. 勿造斯觀. 我成佛來所說經戒, 卽是汝護, 是汝所持.

5) 佛般泥洹經, TD 1 p. 172b22 ～172b24. 吾泥曰後, 無得以佛去, 故言無所復怙.

當怙經戒, 吾泥曰後, 轉相承用, 翫經奉戒, 執二百五十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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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이미 계율이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일

게 한다.

반니원경에서는 부처가 말한 십이부경(十二部經)6)을 구체적

으로 설명하면서 잘 수지(受持) 하도록 전하고 있다. 이 십이부경

을 법이라고 하며, “법을 좇는 이는 현세에 편안하여지고 현세에

앎을 얻게 된다7)”고 하였다. 그래서 이 법을 잘 들어서 법답게 실

행하고, 자세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바른 마음으로 생각하면

깨끗한 도가 오래 머무르게 된다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법과 계를

스승으로 삼는 실천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경전에서는 ‘반드시 법교(法敎)를 이어서 항상 한 달에 두

번씩 계법을 강설하고 육재일(六齋日)에 높은 자리에서 경을 외우

고 마음을 경에 돌리어 부처가 생존했을 때와 같이 하라’8)고 하였

다. 이것은 ‘경과 계’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실천적 방법을 거론한

것이다.9) 정확한 날을 지정하고 모임의 방법까지 묘사하였는데

이것은 붓다 생존 때와 같은 방법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붓다와 같은 위치에서 십이부경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수망갈라윌라시니(Sumaṇgala-vilāsinī)에서 붓다고사는 이

‘법과 율’에 대한 항을 좀 더 장황하게 거론하고 있다. 후대의 텍

스트이기 때문인지, 무척이나 상세하다. 이것은 후대의 법과 율이

다양하고 넓게 세분화하여 해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열반경

의 텍스트가 단순, 간략하며 함축적인 것에 대하여 후대 붓다고사

6) 般泥洹經, TD 1 p. 188a19～188a21 謂佛所說. 十二部經, 一文, 二歌, 三記,

四頌, 五譬喩, 六本記, 七事解, 八生傳, 九廣博, 十自然, 十一道行, 十二兩現,

是名爲. 십이부경의 첫째는 문(文)이요, 둘째는 노래요, 셋째는 기(記)요,

넷째는 송(頌)이요, 다섯째는 비유이며, 여섯째는 본기(本記)요, 일곱째는

사해(事解)요, 여덟째는 생전(生傳)이요, 아홉째는 광박(廣博)이요, 열째는

자연(自然)이요, 열한째는 도행(道行)이요, 열두째는 양현(兩現)이니

이것들을 법이라고 한다.

7) 般泥洹經, TD 1 p. 188a17. 從法者, 現世得安, 現世得解.

8) 般泥洹經, TD 1 p. 188a25 ～188a26. 必承法敎, 常用半月, 望晦講戒,

六齋之日, 高座誦經, 歸心於經, 令如佛在.

9) 여기서 ‘반월(半月)’이라고 지칭하였는데 보름과 그믐을 말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위한 네 가지 항목 ∙ 129

의 주석서는 하나 하나의 문구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물론 횡적인 연구가 더 바

람직하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그렇지만 후대의 주석들을 지나

치는 것은 고대 경전의 이해에 있어서 결핍적 요소를 지니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붓다고사의 전문 주석을 소개하겠

다. 그렇게 함으로써 초기 열반경 텍스트들에서 보는 경과 율에

어떠한 점이 첨가되었는지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비구승가(比丘僧伽)에게 교계(敎誡)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세존이 보게 하려는 것’ 등이 설해졌다. ‘가르쳐진 것이고 시설된 것’

은 법이 가르쳐진 것일 뿐 아니라 시설된 것이고, 율이 가르쳐진 것뿐

아니라 시설된 것으로서 정해진 것을 암송하라는 의미이다. ‘그는 실

로 나의 사후에’ 라는 것은 그 법과 율이 나의 사후에 너희들의 스승

임을 뜻한다.

나에 의해서 실로 세워졌다:[즉] ‘이것은 가벼운 것이고 이것은 중

대한 것이다. 이것은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세간죄(世間罪)이고 이것은 시설분(施設分)이다. 이것은

계를 어긴 사람의 면전에서 일어난다(죄를 참회하고 승단에 복귀한

다). 이 회중(會衆)의 죄는 승단 면전에서 일어난다(죄를 참회하고 승

단에 복귀한다)’는 것은 7죄의 무리에 의해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빠

리바라(附隨)의 무리를 지닌 양분별론(兩分別論)이 나에 의해서 율로

시설되었다. 모든 율장은 내가 열반에 들었을 때 너희들에게 스승으로

써 의무를 행하게 될 것이다. 나에 의해서 세워진 4念處, 4正斷, 4神足,

5根, 5力, 7覺支와 8正道가 있다.: [즉] 그러한 모습으로 이 법들을 분별

하고 분별해서 경장을 가르쳤다. 그 모든 경장은 내가 열반에 들었을

때 너희들에게 스승으로써 의무를 행하게 될 것이다. 나에 의해서 세

워진 이 5蘊, 12處, 18戒, 4聖諦, 22根, 9因, 4食, 7觸, 7受, 7想, 7思, 7心

이 있다. 거기에서 이 많은 욕계의 법들과 색계의 [법들과] 무색계의

[법들과] 구경의 [법들과] 출세간의 [법들과] 세간의 [법들과] 초세간

의 [법들이] 있다. 이 법들을 분별하고 분별해서 24 모든 발취론(아비

담마 발취)이 끝이 없는 추론의 대 조건으로 잘 설명되었다. 논장이

시설되었고, 그 완전한 논장은 내가 열반할 때 너희들에게 스승으로써

의무를 행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깨달은 자는 반열반한 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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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안거 동안에 설명했고 말했던 3藏, 5니까야, 9분교, 팔만 사천의 법

온 들이다. 이와 같이 거대하게 분석된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팔

만 사천의 법 온 들이 세워졌다. 나는 홀로 반열반에 든다. 그러나 나

는 지금 홀로 훈계하고 가르친다. 내가 열반에 들었을 때, 이 팔만 사

천의 법문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고 훈계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세존은 많은 임무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나의 사후에 스승이다’ 라고

가르치고서 다시 오지 않으시고 실천을 보이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10)

10) SV(1971) pp. 591～593. 6.1 Idāni bhikkhu-saṇghassa ovādaṃ ārabhi.

Taṃ dassetuṃ atha kho Bhagavā ti ādi vuttaṃ. Destio paññatto ti

Dhammo pi desito c'eva paññatto ca, Vinayo pi desito c'eva paññatto

ca, paññatto nāma ṭhaptio paṭhapto ti attho. So vo mam'accayenā ti,

so Dhamma- Vinayo tumhākaṃ mama accayena Satthā. "Mayā hi vo

ṭhiten'eva: Idaṃ lahukaṃ idaṃ garukaṃ, idaṃ satekicchaṃ idaṃ

atekicchaṃ, Idaṃ loka-vajjaṃ idaṃ paññatti-vajjaṃ, ayaṃ āpatti

puggalassa santike vuṭṭhāti, ayaṃ āpatti gaṇassa ayaṃ saṇghassa

santike vuṭṭhātī ti satt'āpatti-kkhandha-otiṇṇe vatthusmiṃ

sakhandhaka-Parivāro ubhato Vibhaṇgo mayā Vinayo nāma desito,

taṃ sakalam pi Vinaya-piṭakaṃ mayi parinibbute tumhākaṃ

Satthu-kiccaṃ sādhessati. Thiten'eva ca mayā ime cattāro

satipaṭṭhānā cattāro sammappadhānā cattāro iddhipādā pañc'indriyāni

paña balāni satta bojjhaṇgā ariyo aṭṭhaṇgiko maggo ti: Tena

ten'ākārena īme dhamme vibhajitvā vibhajitvā Suttanta-piṭakaṃ

desitaṃ, taṃ sakalam pi Suttanta-piṭkaṃ mayi parinibbute tumhākaṃ

Satthu-kiccaṃ sādhessati. Thiten'eva mayā ime pañca kkhandhā

dvādas'āyatanāi aṭṭhā rasa dhātuyo cattāri saccāni dvāvisati indriyāni

nava hetū cattāro āhārā satta phassā satta vedanā satta saññā cetanā

satta cittāni. Tatra api ettaka dhammā kama avacarā ettakā rūpa

avacarā ettākā arūpa avacarā ettakā pariyāpannā ettakā apariyāpannā

ettakā lokikā ettakā lokuttarā ti: ime dhamme vibhajitvā vibhajitvā

catu-vīsati samanta-paṭṭhāhaṃ

ananta-naya-mahā-paṭṭhāna-patimaṇḍitam. Abhidhamma-piṭakaṃ

desitaṃ, taṃ sakalam pi Abhidhamma-piṭakaṃ mayi parinibbute

tumhākaṃ Satthu-kiccaṃ sādhessati. Iti sabbam p'etaṃ

abhisambodhito yāva parinibbānā panca-cattāḷisa vassāni bhāsitaṃ

lapitaṃ, tiṇi Piṭakāni paṇca Nikāyāni nav'aṇgāni caturāsīti

dhamma-kkhandha-sahassānī ti: evaṃ mahā-ppabhedaṃ hoti. Iti

imāni caturāsīti dhamma-kkhandha-sahassāni tiṭṭhanti. Ahaṃ eko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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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열반경 텍스트들이 예(禮)의 차원에서 말하는 ‘법과 율’이

라면, 주석서에서 거론되는 ‘법과 율’은 지켜야할 법칙이며, 어기

면 안 되는 가벼운 것, 무거운 것 등의 죄로써 참회해야할 것이라

고 설명되고 있다. 색계와 무색계의 철학적인 법들과 출세간과 세

간의 인간사적 법들을 총 망라한 장대한 법들로 설명되고 있다.

이 법들은 논장까지 시설되었고 팔만 사천의 법들까지 펼쳐지게

되었다. 주석서에서 언급하는 대로 ‘법과 율’은 거대하게 분석되어

서 스승으로써 의무를 다 하도록 하고 있다. 초기 텍스트들이 ‘법

과 율’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엄격하고 세세하게 변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분류의 차이가 있더라도 장대한 법과 율이 스승의

가르침으로 후대에 존재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내가 열반에 드는 것을 보고 정법(正法)이
여기에서 영원히 끊어졌다고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옛적

에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제정한 계 즉, 바라제목차와 또 그밖에

말한 바 가지가지 미묘한 법이 곧 너희들의 스승이니 내가 세상

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11)”고 하였다. 여기서는 비구들을 위해

제정한 바라제목차를 거론하고 있다. 이 바라제목차가 다른 열반

경 텍스트에서와 다른 점은 아난다에게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

구들을 위해 당부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법과 율’ 대신에 바라제

목차를 거론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텍스트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이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서는 “너희들 비구야, 내가 열반

한 뒤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제 큰 스승이

parinibbāyāmi, ahañ ca pan'idāni eko va ovadāmi anusāsāmi. Mayi

parinibbute imāni caturāsīti Buddha-sahassāni tumhe ovadissanti

anusāsissanti. Evaṃ Bhagavā bahūni kāraṇāni dassento so va

mam'accayena Satthā ti ovaditvā, puna anāgate cārittaṃ dassento

yathā kho panā ti ādim āha.

11) 大般涅槃經, TD 1 p. 204b28～204b28. 汝勿見我入般涅槃便謂正法於此永絶.

何以故, 我昔爲諸比丘, 制戒波羅提木叉, 及餘所說種種妙法,此卽便是汝等大師,

如我在世, 無有異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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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시다’라고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소견을 일으키지 말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매양 반 월마다 바라제목차를 설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알라. 이것이 너희의 큰 스승이며 이것이 너희들 의지처로

서 내가 세상에 머무는 것과 다름이 없다.12)”고 하였다. 이 경전

에서도 비구들을 당부의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넓혔다.

대반열반경과 근본설일체유부비냐야잡사를 살펴보면, 두

경전에서 유사점을 볼 수 있다. ‘바라제목차’라는 용어의 등장이

똑 같고, 비구들에게 당부하였다는 점에서 일치를 보고 있다. ‘바

라제목차’라는 용어로 알 수 있는 것은 붓다 재세시에 이미 바라

제목차가 성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두 종류의 텍스트에서 이

용어가 보여졌기 때문에 바라제목차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붓다가 말하는 ‘법과 율’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그것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과 율을 스승으로 삼아라’는 항목은 6종의 열반경 텍스트

에서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하나의 큰 흐름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Ⅱ. 호칭 문제

붓다가 당부한 두 번째는 ‘호칭 문제’이다. 붓다는 입멸 후에 공

동체 구성원들의 상하관계를 우려했으며 그렇기에 이 ‘호칭’에 대

한 설명으로 대안을 세웠다. 이 ‘호칭 문제’에서는 붓다가 살아있

을 당시의 통용되는 호칭과 붓다 사후에 비구들간에 통용되는 호

12) 根本說一切有部毘奈耶雜事, TD 38 pp. 398c29 ～399a03.

汝等苾芻我涅槃後, 作如是念我於今日無有大師. 汝等不應起如是見.

我令汝等每於半月, 說波羅底木叉, 當知. 此則是汝大師是汝依處,

若我住世無有異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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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의 차이로 공동체의 위계질서를 살펴볼 수 있다.

우리는 사실상 사람들 간에 어떻게 호칭하는가에 따라서 관계

를 알 수 있다. 두 사람만의 관계는 서로가 부르는 말로 설정된다.

제삼자는 두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부르는 호칭

으로 파악하게 된다. 붓다는 열반경의 텍스트에서는 제삼자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붓다 사후에 공동체 구성원들 간

에 불려지는 호칭에 대하여 명확하게 한 것은 관계 설정에 있어

서 제삼자들이 보았을 때도 모호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호칭 자체가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모호함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분명한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우리는

고전의 텍스트에서 불려지는 호칭에 관한 건을 붓다가 당부하는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공동체를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빨리본에서 “아난다여, 지금 비구들은 서로에게 벗이라는 말로

대화한다. 내가 떠난 뒤에 그와 같이 대화해져서는 안 된다. 아난

다여, 나이 많은 비구는 나이가 어린 비구에게 이름 또는 성 또는

벗이라는 말로 대화해야 한다. 나이가 어린 비구는 나이가 많은

비구에게 ‘대덕이시여’ 또는 ‘구수시여’라고 대화해야 한다.13)”고

하고 있다.

여기서는 비구들간의 호칭에 대해 붓다의 생전과 사후의 변화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āvuso’라는 말은 ‘벗이여’라는 호칭으로

붓다 생전에 비구들 간의 통용되었다. ‘벗이여’라는 호칭은 비구들

간의 상하관계가 크게 성립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붓다 생전에 붓다를 부르는 호칭은 ‘bhante’로 ‘대덕이시여’로

칭하였다. 율장에 의하면, “비구들이여, 이름을 말하거나 ‘벗이

13) DN.Ⅱ, p. 154. 2. ‘Yathā kho pan'Ānanda etarahi bhikkhū aññamaññaṃ

āvuso-vādena samudācaranti, na vo mam' accayena evaṃ

samudācaritabbaṃ. Theratarena Ānanda bhikkhunā navakataro

bhikkhu nāmena vā gottena vā āvuso-vādena vā samudācaritabbo,

navakatarena bhikkhunā therataro bhikkhu "bhante" ti vā "āyasmā" ti

vā samudācaritab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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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라고 여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 여래는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

며, 정각자(正覺者)이기 때문이다.14)”고 하고 있어 붓다에게 ‘벗’이

라는 호칭은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텍스트에서 분명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은 다른 비구들 간의

호칭을 ‘벗이여’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 ‘āvuso’라는 말은 우리말

로 ‘벗’이란 말로 번역되지만, 빨리어에서 이 용어는 비구들 사이

에 대화할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다. 비구들 간에 서로 ‘벗이

여’라는 호칭으로 대화한다는 것과 붓다에게는 이 ‘벗’이라는 호칭

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승단 공동체핵심이 붓다에게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호칭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내가 떠난

후에 그와 같이 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붓다의 사후의 공

동체의 핵심이 붓다에서 다른 장로비구들에게 있음을 알리고 있

는 것이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상가라는 공동체에서는 엄

격하게 상하관계가 존재하며, 질서를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기

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명한 상하관계의 엄격함이 배어나던 것은 후대 공동체의 특

징이다. 호칭은 이런 변화 속에도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매우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나이 많은 비구는 나이 어린 비구에

게 이름 혹은 성(性)을 부르거나, ‘벗이여’라고 통용한다. 그런데

붓다 생전에 비구 동료들 간에 사용되던 칭호가 사후에 아랫사람

에게 사용하는 호칭로 변하였다. 나이가 어린 비구는 나이가 많은

비구에게 ‘대덕이여! ’또는 ‘구수여!’라고 불러야 한다. ‘bhante’는

붓다 생전에 붓다에게 불려진 호칭이었으나, 붓다 사후에는 장로

비구들의 호칭으로 변화를 겪는다. 또 ‘구수’는 나이를 갖춘, 적당

한 연령에 도착하면 불려지는 호칭으로 연륜을 동반한 호칭이다.

이 빨리본의 호칭 변화는 붓다 생전과 사후를 축으로 공동체의

변화함을 지적하고 있다.

14) 律藏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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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빨리본에서 ‘thera-tara’는 ‘더 연장자인’이라는 의미로 비교

급의 ‘tara’가 붙어있으며, ‘navaka-tara’도 ‘더 젊은’이란 뜻으로

비교급 ‘tara’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더 연장자인 비구는 더 젊은

비구에게 벗이라고 대화해야 한다’라는 말로 두 비구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나이’로 보고 있다. 이것이 법랍을 뜻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15) 다만 빨리본과 붓다고사 주석서에서 이점을 더 거

론하지 않았으므로 고대 텍스트에서 보여지는 비교급에 따라 그

대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후대에 결집이 진행되는 동안의 공동체에 관한 완벽한

체계에서 거론되는 ‘납수(臘數)’에 관한 것은 승단의 조직이 체계

적인 토대를 갖춘 후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대 텍

스트의 번역을 그대로 따르고자 한다. 이것보다 후대 것인 대중부

의 텍스트 마하승지율대비구계본에 거론한 것을 보면, “자기의
납수(臘數)를 억념(憶念)한다.16)”고 하고 있다. 여기서 납수는 구

족계를 받고서부터의 연수를 말한다. 비구는 이 납수의 대소(大

小)로, 작은 비구는 큰 비구에게 예배하며 자리를 양보하고, 세족

수(洗足水) 등을 준다. 납수가 같으면 달의 전후, 같은 달이면 일

수의 전후, 동년 동월 동일에 구족계를 받은 비구는 그 날에 오전

인가 오후인가 등으로 선배 후배의 순서를 정한다. 그러므로 비구

로서는 자기의 납수를 기억한다는 것은 집단생활을 하는 데에 위

계질서를 바로 잡는 기준이 된다.

15) DN.Ⅱ, pp. 148-150. 23 참조. 같은 열반경 텍스트에서 ‘아난다와

수밧다의 대화’를 살펴보면, 아난다는 수밧다에게 ‘벗이여’(āvuso)라고

칭하였고, 수밧다는 아난다에게 ‘구수여’(āyasmā)라고 칭하고 있다. 다른

경전들에서 수밧다의 나이가 아난보다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호칭은 빨리본에서 비교급을 쓴 것에 충실히 해석하자면, 상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밧다가 외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랍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역의 초기 열반경류에서 쓰이는

용어로 보아서는 나이에 관계한 것으로 보인다.

16) 摩訶僧祗律大比丘戒本, TD 22 p. 549a. 六念法의 ‘셋째, 날마다 스스로

납수(臘數)를 억념(憶念)한다.’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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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좌부 계통의 텍스트인 열반경과 대중부 계통의 텍스트인 마
하승지율대비구계본에서 ‘나이’와 ‘연수’의 문제 즉, 세속의 나이
를 말하는지, 구족계를 받은 납수를 말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상좌부 계통의 빨리본에 따르면, 나이

와 관계가 있고, 대중부 계통의 마하승지율대비구계본에서는 정
확하게 납수를 언급하고 있다.

수망갈라윌라시니(Sumaṇgala-vilāsinī)에서 붓다고사는 여기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 때에 ‘대화하다’는 이름으

로써나 성(性)으로써 대화하고 사용한 것이다. 신참자가 들어오고

서: ‘티싸 나가(Tissa Nāgā)’라는 이름으로 한다. 또 ‘가섭 고타

마’라는 가문으로 한다. (즉) 벗 티싸여! 벗 가섭이여! 라고 이와

같이 ‘벗이여’라고 부르는 것으로 대화하여야 할 것이거나, 존자

여! 또는 구수(具壽)여! 라고 (즉) 존자 팃사여! 구수 팃사여! 라고

이와 같이 대화되어야 할 것이다.17)”라고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

다.

이것은 세속에서 이름과 가문의 성으로써 서로 대화하고 불러

주었지만, 상가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호칭이 변화하여 ‘벗 티

싸여!’, ‘벗 가섭이여!’라고 하거나 ‘존자 티싸여!’, ‘구수 티싸여!’라

고 대화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18)

붓다 당시에는 수직적 관계인 획일과 규격을 벗어나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고, 붓다 사후에 변화되어야 하는 호

17) SV(1971) p. 592. 2. Tattha samudācarantī kathenti voharanti nāmena

vā gottena vā ti: Navako ti, avatvā: Tissa Nāgā ti: evaṃ-nāmena vā;

kassapa Gotamā ti: evam gottena vā; āvuso Tissa āvuso kassapā ti:

evaṃ āvusa-vādena vā samudācāritabbo;bhante ti vā āyasmā ti vā ti:

bhante Tissa, āyasmā Tissā ti: evaṃ samudācaritabbo ti.

18) 이 부분에 관한 주석에서 상하관계에 관한 한 빨리본보다 상세하지

못하다. 수망갈라윌라시니(Sumaṇgala-vilāsinī)에서 붓다고사는 ‘벗’과
‘존자’ 그리고 ‘구수’를 이름이나 성과 함께 붙여서 부르라고 하고 있어서

빨리본처럼 위와 아래의 위계질서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 통용되는 ‘호칭문제’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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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에서는 분명한 상하관계의 엄격함이 보이고 있다. 호칭의 변화

를 제안한 것은 붓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붓다

당시에 일반화된 호칭이 통용되었다는 것은 공동체 상호간의 커

뮤니케이션과 친목 도모에 유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놀

라운 점은 아주 고대의 시대에 호칭 파괴 문화가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고, 후대에 와서 변화된 호칭의 어감을 볼 수 있다는 것

이다. 공동체는 평등한 관계에서 수직적 관계로 발달하고 있음을

이 텍스트에서 알 수 있다.

유행경에서는 구체적인 호칭의 예를 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의도하는 바는 같다. 이 텍스트에서 ‘위아래는 서로 화(和)해 마땅

히 예도를 따르라’19)고 인용한 점은 상하관계에 대한 질서를 거론

한 것으로 보인다. ‘위아래는 서로 화합하라는 것’은 승단의 화합

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위아래’라고 언급함으로써 위계질서를 세

우고 있다. 유행경에서도 구체적으로 호칭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나, 공동체가 서로 화합하라는 직접적인 말을 하고 있다.

즉, “아난아, 내가 열반 후에 여러 비구들은 각기 차례를 따라

크고 작은 이가 서로 공경하며 성(性)을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부를

것이다.20)”라고 대반열반경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이 텍스트에서 성(性)을 부르는 것은 속세의 인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붓다가 깨닫기 전에 ‘석가(Sakkha)’라는 석씨

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지만, 출가하면서 속명을 쓰게

되었다. 앞에서 ‘차례를 따른다’는 것은 위와 아래를 구별한다는

것이고 서로 상하가 있게 되면 공경심이 생긴다. 이 ‘차례에 따라

크고 작은 이’라는 것 나이를, 또는 납수를 의미할 수도 있다. 대
반열반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성(性)을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하여 호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속

세의 끈을 놓고 승단의 화합을 위해 새로 정비하고자 하는 의도

19) 遊行經, TD 1 p. 26a28～26a29. 上下相呼. 當順禮度.

20) 大般涅槃經, TD 1 p. 204c02～204c03. 阿難. 我般涅槃後. 諸比丘等.

各依次第. 大小相敬. 不得呼姓. 皆喚名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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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인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서도 호칭 부분을 설명하고 있

다.

또 오늘부터 젊고 아래인 비구는 어른이고 나이 많은 비구에게 그

씨족과 성명을 부르지 말고 마땅히 대덕이라고 하거나 혹은 구수(具

壽)라고 부를 것이며, 늙은 비구는 젊은이에게 마땅히 구수라고 불려

진다.21)

우리는 비구들 간의 상하 차이를 나이의 기준으로 그 구체적인

호칭을 거론하면서 체계를 잡아가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전에서는 나이에 따라 비구들 간의 경어를 쓰도록 하고 있

다. ‘대덕(大德)’은 빨리어로 ‘bhante’를 표현한 것인데 출가 연수에

따라 경륜이 많은 비구에게 부르게 하는 호칭이다. ‘구수(具壽)’라

는 용어는 비구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며, ‘āyasmā’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 경전에서는 ‘벗’ 이란 칭호인 ‘āvuso’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빨리본에서 ‘장로’라는 칭호 역시 ‘thera’인데, 나이가 어린

비구가 나이 많은 비구에서 쓰이는 호칭이다.

여기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서 ‘老大苾芻’라고 언급한

것을 보아서 ‘나이를 먹은 비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

에 의거해서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는 호칭이 나이와 상관

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상으로도 이 텍스트에서 ‘대비구

(大苾芻)’라고 언급하는 것은 앞에 ‘老大苾芻’에 근거하여 나이 먹

은 비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붓다는 “나이 먹은 비구(大苾芻)는 젊은이(小)에게 마땅히 가엾

이 하는 생각으로 널리 보호하여 인자한 마음을 내고 혹은 의발

과 발락, 허리띠 따위로 함께 서로 공급하여 모자라는 일이 없이

21) 根本說一切有部毘奈耶雜事, TD 38 p. 399a04～399a06.

又始從今日小下苾芻. 於長宿處不應喚其氏族姓字. 應喚大德或云具壽.

老大苾芻應喚小者爲具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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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라.22)”고 하였다. 이것은 호칭문제를 거론하면서 따라 오는

상황이다. 즉 대(大)비구가 소(小)비구에게 베풀 수 있는 일을 제

시하였다.

이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서는 소(小)비구에 대한 호칭
은 생략되었다. 다만 존경의 대상인 장로 비구들은 젊은 비구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일면을 지시하고 있다. 특히 상하의 관계가 원만

하기 위해서 설명되는 논의가 ‘호칭’의 시작이지만, 그 호칭에 대

한 비구들간의 관계 역할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불반니원경에서는 “서로서로 공경하고 받들기를 효도로 어버
이 섬기는 것 같이 하며 장로 비구는 당연히 후배와 상좌를 가르

치되 내가 있을 적과 같이 해야 한다. 후진 비구가 만일 질병이

있으면 장로 비구는 응당 관심을 가지고 잘 보살피고 간호하도록

해야하며, 교리에 통달하고 경을 독송하며 부드럽게 잘 지도하여

부처님의 계를 지니게 하면 우리의 도가 오래 전해질 것이다.23)”

고 상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장로 비구의 의무를 거론하면서 후배를 잘 보살피는 것에 중심

을 두었다. 더 나아가서 교리를 잘 전수하고 계를 지니는데 모자

람이 없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붓다의 생전에 도가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데 장로 비구의 책임이 막중함을 전하는 것이다. 화

합과 더불어서 경과 계의 온전함이 붓다의 도를 장구히 전하는

길이므로 신참 비구들에게 잘 지도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 전승되는 경과 계를 붓다 사후에도 이어가기를 바란다는 뜻

이다.

이런 ‘호칭문제’의 구체적인 언급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위

계질서의 확립이다. 승단의 화합은 붓다 생전과 사뭇 다른 양상을

22) 根本說一切有部毘奈耶雜事, TD 38 p. 399a04～399a08. 然大苾芻於小者處.

應可存情哀憐覆護生慈念心. 或以衣缽缽絡腰絛. 共相濟給勿令闕事.

23) 佛般泥洹經, TD 1 p. 172b26～172b27. 轉相敬奉. 猶孝事親. 耆年比丘.

當敎後嗣. 猶吾在時. 後進比丘. 若得疾病. 耆舊比丘. 當有乃心消息占視.

明敎讀敎. 喩誨以和順. 持佛戒. 吾道可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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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게 될 것이며, 그 체계를 어느 정도 정비할 수 있게 하는 기준

은 비구들 간의 차이를 두는 것이며, 그것은 호칭을 명확하게 하

는 것이다.

Ⅲ. 소소계(小小戒)

붓다의 세 번째 당부는 ‘소소한 계율을 제거하라’는 충고이다.

이 점에서 유의할 점은 ‘결집’24)때 승단의 비구들이 소소하게 계

율을 잘 지킬 것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다르다. 붓다의 ‘소소계

문제’와 상충되어 관심을 갖게 된다.

빨리본에서 붓다의 충고는 시대와 상황에 맞는 충고로 보여진

다. “아난다여, 붓다 사후에, 승가가 원한다면, 소소한 계법(戒法)

들을 제거하라.25)”고 전해진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사소한 것

까지 잘 지켜야 한다는 왕사성 결집의 논란거리26)가 이 대목에서

24) 모든 자료는 열반하는 그 해에 라자가하에서 결집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한다. 긴 연대기에 의하면 B.C.486년이고 짧은 연대기에

의하면 B.C.368년이다. 바이샬리 결집은 열반의 100년과 110년 사이에

위치한다: Sinhalese 자료는 긴 연대기를 적용한다. 그 결과로

B.C.386년에 둔다. Kālāśoka의 통치기간 10년째에 대응한다: 두

산스크리트 문헌은 짧은 연대기를 따르는데, Sarvastivādin Vinaya(TD

1451, p. 450a 28)뿐만 아니라 Hsüan-tsang(TD 2087, p. 909b14)은 B.C.

25년에 결집을 놓고 있다. 즉 마우리아의 Aśoka의 성별(聖別)식 후의

10년으로 놓고 있다. 역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불교문헌에서 거의

없었다. 초기 서지학의 자료에서 뛰어난 설명을 L. De Vallée Poussin,

Councils, ERE. IV, pp. 179-85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이래 개관

연구의 문헌의 두 작품이 보여지는데, 이것들은 권위를 가진 채로 후에

남게 될 것이다. J. Przyluski, Le Concile de Rājagṛha, paris, 1926;

M.Hofinger, Ètude sur le concile de Vaiśāli, Louvain, 1946.

25) DN. Ⅱ, p. 154. 3. Ākaṇkhamāno Ānanda saṃgho mam'accayena

khuddānukhuddakāni sikkhāpadāni samūha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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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의 여지를 낳게 한다. ‘결집’에서 아난의 죄목으로 소소한 계

가 문제되었던 점과 다르게 이 초기 열반경 텍스트에서는 소소계

를 버리라고 한다.

26) Lamotte(1988) pp. 124～126. 사건의 서술- 수많은 설명 가운데서

처음의 두 결집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Pāli Vinaya(Ⅱ pp.

284-308)을 요약할 것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우월하게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Singhalese의 지식인들의 학문적인 본체에 의해서

권위를 가지기 때문이고, 이치에 맞는 형식의 의관에서 사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Vinaya에서, 라자가하(Rājagṛha)의 결집에

대한 설명이 예비적인 소개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한다. 가섭(Kāśyapa)은

파바(Pāvā)에서 쿠시나가라(Kuśinagara)의 500비구들 승단에서

여행하는 중에 아지비카(Ājīvika)는 7일 전에 미리 예견하고서 그에게

붓다의 죽음을 알렸다.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어떤 이는 슬퍼했고 좀

더 현명한 다른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단념했다. 그러나

수밧다(Subbaddha) 비구는 공공연하게 붓다를 잃음에 기뻐하여 그를

관찰한 비구들을 노하게 하였다. 그는 모든 비구들이 지금 자유롭게

그들이 바라는 바대로 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섭은 무질서함이

승단에 스며들지 못하게 함을 책임 지우기 위해서 비구들에게

법(dharma)과 율(vinaya)의 합송을 제안했다. 그는 그들의 요구로 499

아라한을 골랐고, 비록 아라한은 아니지만, 붓다의 가르침에 가장 정통한

아난다를 소집하였다.

공동협의 후에 500비구들은 우기동안 라자가하로 가기로 결정했다. 법과

율의 합송은 거기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집회는 그런 까닭에

마가다의 수도에 가서 예비적인 작업이 그 계절의 첫 달에 전념되었다.

바로 그 날 아침 비밀회의에서 아난다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과에 도달했다. 회의가 그 다음에 열렸다. 가섭은

우발리(Upāli)에게 율(Vinaya)을 -붓다가 비구와 비구니의 계율을

구상하기 위해 (그와 같은 상태로 만든 장소, 사람, 관련된 것)가르침을

널리 폈었다는 것에 대해서- 물었다. 아난다는 그런 다음에 그의

동료들에게 말했다. 죽기 전에 붓다가 소소한 학처를 승단에서

폐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아난다는 붓다가 의미하는

소소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에게 물어보지 못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집회 날 소소계 일치에 관계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못했다. 가섭은

붓다에 의해서 공포된 모든 학처들을 구별함 없이 폐지하지 않고

존속시켜야만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제안은 받아들여졌다. 결집에서

장로가 그런 다음 아난에게 일련의 비난의 말을 걸었다: 그는 소소한

학처에 대하여 붓다에게 질문할 것을 간과했다는 사실에 비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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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소계’ 문제를 히라가와 아끼라(平川彰)은 또 다른 관점으

로도 보고 있다. 즉 “대반열반경에 있어서 석존이 열반에 드실
즈음에 아난에게, ‘승가가 하고자 한다면 소소계를 버려도 좋다’27)

고 하는 유언을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석존의 성도이래

45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수의 계율이 제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석존의 재세의 바라

제목차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것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불재세

(佛在世)시에 약간의 조문을 포함한 바라제목차가 성립되어 있었

다고 가정할 수 있다.28)”고 논하고 있다.

이런 히라가와 아끼라는 논의에 대하여, 이미 우리는 바라제목

차에 관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반열반경과 근본설일체유부
비냐야잡사에서 알 수 있었다. 즉 법과 율에 의지하라는 1항에서
붓다 재세시에 이미 바라제목차가 있었음을 거론하였다. 그러므로

히라가와 아끼라의 바라제목차에 관한 건을 초기 열반경들에서

새롭게 다시 정리하게 되는 셈이 되었다.

‘제거하라’는 것은 만약 제거되어야 할 것을 바란다면 원하는 것을

제거하라는 의미이다. ‘누구로부터 제거하는가’ 라고 확실히 말하고서

생각과 말을 실로 정했는가? 라는 것은 대 가섭의 위력이고 사견이다.

세존을 이해한다.; [즉] ‘[너희들은] 제거하라’라고 말해진 것 역시 경

전 결집의 시기에 가섭은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부터 정해졌다. 그 때에 몇몇의 장로들이 이와 같이 말했다: ‘4바라이

(波羅夷)를 정하고 나서 나머지들은 소소한 것들’이라는 것에 관해서 5

00결집에서 소소한 것들이 유래되었다. 여기 이점은 선견율비바사(善

見律毘婆沙)율 주석에서 설해진 결정이다. 누군가 다시 말했다. 존자

27) DN, Ⅱ, p154. 南伝大藏經 p. 142. 遊行經, TD 1 p. 26a.

28) 平川彰(1993) pp. 70～71.이런 가정을 하고 논을 계속해 나가려 한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여 볼 때, 불멸 후 얼마 되지 않은 시대에

‘衆學法을 제외한 百五十餘條’는 성립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불재세시에 약간의 중학법도 더하여서 바라제목차의 골격은 이미 성립해

있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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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세나여! 어느 것이 작은 것이고 어느 것이 사소한 것인가? 라고.

밀란다 왕으로부터 질문을 받고서: ‘대왕이여! 돌길라(突吉羅)는 작은

것이고 악설(惡說)은 사소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나가세나 장로

가 소소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가섭 장로도 그것을 알지 못하

였다. ‘벗이여! 승단은 나로부터 배워라’ 우리들의 학처는 재가녀, 재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실로 사문들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시설되었다. 이것은 실로 시설되지 않았다. 라고. 만약 우리들

이 소소한 학처를 제거한다면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사문 고

타마에 의해 화장할 때까지만 성문들을 위해 규정된 학처이다. 스승이

그들을 위해 살아있을 때만 이 학처들에서 배웠었고, 지금 스승이 반

열반하는 때에는 이 학처들에서 배우지 않는다.’ 라고. 만약 승단을 위

해 상가가 건전한 발우를 규정하지 않았으면, 시설하지 말아야 하고,

규정되지 않은 것을 제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시설된 학

처들에서 수지하고 설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발표되었다는 것은 갈

마의규(羯磨儀規)에서 듣게 되었다. 라고,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지 말

아야 할 것이다. 나가세나 장로는 실로 반대자들이 허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와 같이 말했다. 마하가섭 장로는 소소한 계의 어김을 제거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갈마의규(羯磨儀規)에서 알렸다.29)

29) SV(1971) pp. 592～593. 3. Samūhanatū ti ākaṇkhamāno samūhanatu,

yadi icchati samūhaneyyā ti attho. Kasmā pana samūhanathā ti

ekaṃsen'eva avatvā vikappa-vacanen'eva ṭhapesī? ti.

Mahā-kassapassa ca balaṃ diṭṭhattā. Passati hi Bhagavā:

‘Samūhanathā’ ti vutte pi saṇgīti-kāle Kassapo na samūhanissatī ti,

tasmā vikappen'eva ṭhapesi. Tattha ekacce therā evaṃ āhaṃsu:

‘Cattāri Pārājikāni ṭhapetvā avasesāni khuddânukhuddakānī’ ti ādinā

nayena pañca-satika-saṇgītiyaṃ khuddânukhuddakā āgatā va.

Vinicchayo p'ettha Samanta-ppāsā-dikāya Vinay'aṭṭhakathāyaṃ vutto.

Keci pan'āhu: ‘Bhante Nāgasena katamaṃ khuddakaṃ katamaṃ

anukhuddakaṃ’ ti: Milinda-raññā pucchito: 'Dukaṭaṃ Mahā-rāja pi

khuddakaṃ dubbhāsitaṃ anukhuddakan' ti vuttattā Nāgasena-tthero

khuddânukhuddakaṃ jānāti. Mahākassapo thero pana taṃ ajānato:

‘Suṇātu me āvuso saṇgho! Sant'amhākaṃ sikkhāpadāni gihi-gatāni,

gihī pi no jānanti: Idaṃ vo samaṇānaṃ Sakya-puttiyānaṃ kappati,

idaṃ vo na kappatī ti. Sace mayaṃ khuddânukhuddakāni sikkhāpadāni

samūhanissāma, bhavissanti vattāro:'dhūma-kālikaṃ samaṇena

Gotamena sāvakānaṃ sikkhāpadaṃ paññattaṃ. Yāva nesaṃ Satth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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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석서를 살펴봄으로써 붓다는 소소계 폐지론에 대하여 가

섭은 ‘결집’에서 다른 결론을 얻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

다. 이 부분 소소계에 대한 논의는 소소계가 ‘작고 사소한 것’이라

고 정의를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가며 ‘돌길라(突吉羅)는 작은

것이고 악설(惡說)을 사소한 것’이라고 하여 소소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바라이 즉, 6취죄(聚罪)의 하나로 승단에서 추방되는 무거운

죄로 소소한 것과 대비하였다. 바라이는 단두죄(斷頭罪)라고도 하

고 구빈죄(驅賓罪)라고도 하여 중한 죄이다.

‘4바라이’를 4중죄라고 하여 십송율에서는 비구로서의 자격을
잃은 음계(婬戒)와 도계(盜戒)와 살인계(殺人戒)와 대망어계(大妄語

戒)로 네 종류의 중죄로 규정하고 있다.30) 여기서 음계는 여성과

통하는 것, 도계는 타인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 살인계는 사람을

죽이는 것, 대망어계는 자신이 성자(聖者)라고 하여 거짓말을 하

는 것을 말하여 불도 수행상의 어느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그 자격이 있다고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부터 존경이나 공양을 받는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의 중한 죄를

범하면 비구가 공동체인 승가에서 추방된다.

이 바라이(波羅夷: pārājika)는 250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가

되는데, 이것은 국가의 법률로 말하면 사형에 상응하는 것이다.

불교의 벌칙에서 승가 공동체로부터 추방은 최고의 형벌이지만,

신자로는 남을 수 있다. 바라이가 되면 비구의 자격을 잃기 때문

에 그 사람은 속인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살인을 행하고 비구

aṭṭhāsi, tāv'ime sikkhāpadesu sikkhiṃsu, yadā imesaṃ Satthā

parinibbuto, na dān'imesu sikkhāpadesu sikkhantī ' ti. Yadi Saṇghassa

patta-kallaṃ Saṇgho appaññattaṇ na paññāpeyya paññattaṃ na

samucchindeyya, yathā paññattesu sikkhāpadesu samādāya vatteyya.

Esā ñattī'ti kammavācaṃ sāvesī ti. Na taṃ evam gahetabbaṃ

Nāgasena-thero hi: Paravādino okāso mā'hosī ti, evam āha.

Mahākassapa-tthero: Khuddânukhuddak'âpattiṃ na samūhanissāmī ti,

kamma-vācaṃ sāvesi.

30) 十誦律, TD 23 p.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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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라이 죄가 되어 승가로부터 추방되어 속인이 되었을 때, 비

구 때의 살인을 이유로 국왕이 그를 잡아서 벌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세속의 법률의 정해져 있는 것이고 승가는 관계하지

않는다. 즉 비구는 살인을 범하였어도, 도둑질을 범하였어도 비구

자격을 가지는 동안은 마가다 법률에서는 처벌하는 일은 없었

다.31)고 한다.

이 주석서에서 “ ‘4바라이를 정하고 나서 나머지 소소한 것들’

에 관해서 500결집에서 소소한 것들이 유래되었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소소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붓다 생전에 아난이 물어보

지 못한 것과 다르게 500결집에서는 소소한 것을 정하였다는 의

미로 풀이된다. 물론 이 문제로 아난이 결집상황에서 비난받았지

만, 붓다고사의 주석서가 후대의 것임을 감안할 때 소소계에 대한

정의는 붓다가 내린 것이 아니란 점은 확실하다.

선견율비바사(善見律毘婆沙)율 주석은 율장에 대한 주석서이기

때문에 후대 것이다. 열반경에서 붓다가 내린 ‘소소계를 제거하라’

는 결정을 ‘결집’의 과정에서는 위배하였다. 그러나 이런 붓다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소소계를 지키는 이유에 대하여 ‘결집’의 상

황을 대변해 주는 문구가 수망갈라윌라시니(Sumaṇgala-vilāsinī)
에서 보여진다.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들이 소소한 학처를 제

거한다면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사문 고타마에 의해 화장

할 때까지만 성문들을 위해 규정된 학처이다. 스승이 그들을 위해

살아 있을 때만 이 학처들에서 배웠었고, 지금 스승이 반열반하는

때에는 이 학처들에서 배우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런 논리에 의해서 붓다가 재세시에 주장한 ‘소소계를 제거하라’는

설은 논리를 잃었다.

‘붓다의 소소계 폐지’의 성향은 다원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동체라는 이름 하에 상가의 규율이 획일적으

로 강제적이거나 억압하는 성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소

31) 平川彰(1980)「サソがの超世間性と國家權力との關係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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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를 제거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

의 결집에서 이것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공동체는 황금률

의 사회적 차원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조직된다. 여기서 ‘황금률의

사회적 차원’이란 가치들의 단일한 집합은 모든 분배의 영역에서

지배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가치들에 대해서 결정적이다.

‘결집’의 상황이 그러하다. 가치나 가치들의 집합은 통상적으로 공

동체의 핵심인물들에 의해 독점되며, 붓다 사후의 ‘결집’에서 그것

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것들은 ‘결집’의 주체자들이 갖는 힘

과 결속에 의해 보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그것을 소유한 개

인이나 집단이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가치들을 강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배적 성격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붓다는 이 지배적인 성향에 대해 우려했으며, 초기 열반경에서

공동체의 네 가지 항목 중, 이 ‘소소계에 대한 문제’는 이것을 극

명하게 조명하고 있다. 후대의 결집에서 보여준 ‘소소계의 인정’은

집단에 대한 소유자들이 갖는 힘과 결속을 위한다는 명분아래서

묵인되었다.

붓다가 말한 ‘소소계를 제거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

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고 후대

의 공동체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내린 당부였

을 것이다. 즉, ‘소소계의 제거론’은 그 자체가 다원주의적인 정의

원리들이 형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소계’에 관한 문제는 붓다의 생전과 사후에 공동체의 원리로

써 변화하였다. 이러한 상이한 이해들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

수성의 필연적 산물일 것이다. 이 모든 차이들은 사회적 가치들

그 자체가 갖는 서로 다른 이해들로부터 나타난다. ‘소소계’의 문

제는 공동체의 이해에 관한 노력에서 기인되었으며, 상이한 주체

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다른 이유근거들로 인하여 나누어졌다.

다만 붓다가 내린 결정은 ‘소소계를 제거함’으로써 다른 가치들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동체를 통합하기 위해 내린 결정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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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틀림없다는 것이다.

Ⅳ. 찬나에게 내린 범단법

붓다가 당부한 네 번째는 ‘찬나에게 내린 범단법’이다. ‘범단(Br

ahma-daṇḍa)’는 ‘범천(梵天)의 매’ 혹은 ‘최상의 벌(罰)’이라는 의

미로, 글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성스러운 몽둥이’가 될 것이다. ‘범

단(梵檀, 梵壇)’이라 음사 되었고, ‘묵빈(黙擯)’이라 번역되었다. 묵

빈이란 죄를 짓거나 고만(高慢)하여 화합하지 않는 수행승에 대한

벌칙으로 그에게 말을 걸거나 상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경전(Pāli-Nikāya)내에서 ‘범단’은 항상 묵빈의 의미로서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암밧따경(Ambaṭṭha sutta)에서 ‘범단’은 두
렵고 위협을 느끼는 ‘범천(梵天)의 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

다.32) 다시 말해서,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무서운 벌을 의미하는 것이다.

빨리본에서 찬나에게 부여된 범단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이 나와 있다. “즉 ‘아난다여, 붓다 사후에 찬나 비구에게 범단법

을 가해야 한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범단법입니까? 아난다여,

찬나 비구가 원하는 것을 말하게 하더라도 그는 비구들과 말해서

도 안되고, 충고해서도 안되고, 가르쳐서도 안 된다.’33)고 하였다.

32) Walshe(1996) p. 549. Atha kho tassa rājā Okkāko bhīto

brahmadaṇḍena tajjito Khuddarūpiṃ dhītaraṃ adāsi. 그리하여 옥까까

왕은 두렵고 범천(梵天)의 매(罰)에 위협을 받아 딸 쿳다루피를 주었다.

D.Ⅰ. 96.

33) DN.Ⅱ, p. 154. 4. ‘Channassa Ānanda bhikkhuo mam'accayena

brahma-daṇḍo’ ti. ‘Katamo pana bhante brahma-daṇḍo’ ti ? ‘Channo

bhikkhu yaṃ iccheyya taṃ vadeyya, so bhikkhūhi n'eva vattabbo na

ovaditabbo na anusāsitabo’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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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하면 세존은 찬나가 입이 험하고 욕설을 잘 하는 비구이

므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이해된

다. ‘범단’은 최상의 처벌에 속하며, 일시적 사형선고와 같은 심한

처벌의 하나이다. 이 처벌은 침묵이 제일 좋은 약이며, 스스로 깨

달을 때까지 상대하지 않는 처벌이다.34)

유행경은 찬나에게 내린 범단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천노(闡怒)비구는 노예 무리로서 처음부터 제 고집대로

부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멸도하신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처

님은 아난에게 말하였다. ‘내가 멸도한 후에 만일 저 천노가 위의

에 따르지 않고 교계를 받지 않거든 너희들은 마땅히 함께 범단

법을 행하라. 모든 비구들에게 명하여 더불어 말하지 말고 서로

왕래하지 말고 가르치기와 일하기를 함께 하지 말라.35)”고 하였

다.

이 텍스트에서는 ‘노예의 무리’라는 예전의 카스트 계급을 언급

하였다. 이것은 다른 텍스트와 다르다. 출가자는 카스트를 이야기

하지 않는데, 천노라는 출신을 거론한 것이다. 또 ‘범단법’의 정의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말하지 말고 서로 왕래하지 말

고 가르치기와 일하기를 함께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불반니원경에서는 이 부분을 “‘전단(栴檀)이라는 이름의 한

비구가 있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꾸짖기를 좋아하여 여러 비구들

과 자주 다툽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는 저희들 비구가 어

34) 한역본들은 빨리본과 내용 면에서 비슷하지만, 순서에 있어서 다르다.

빨리본은 찬나의 범단법을 가장 나중에 언급한 반면에 한역본들인

유행경, 불반니원경, 반니원경은 찬나의 범단범을 우선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찬나(Channa)라는 이름의 음사가 각각의

한역경전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동일인물을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각각의 경전에서 언급하는 이름으로 설명할 것이며,

‘찬나’라는 빨리본의 명칭이 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35) 遊行經, TD 10 p. 26a17～26a21. 闡怒比丘虜槴自用, 佛滅度後. 當如之何.

佛告阿難. 我滅度後. 若彼闡怒不順威儀. 不受敎誡. 汝等當共行梵檀罰.

勅諸比丘不得與語. 亦勿往返敎授從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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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부처님의 경과 계를 받들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하였다. ‘내가 열반한 후에는 너희들은 그와 다시 말하지 말 것

이니 여러 비구들이 그와 말하지 않으면 전단비구는 여러 비구들

과 자주 다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36)”고 하였다.

여기서는 전단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며, 공동

체의 화합을 저해하는 인물로 평가되어 있다. 또 범단법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다시 말하지 말 것이니 여러

비구들이 그와 말하지 않으면 전단 비구는 여러 비구들과 자주

다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고 하였다.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은 범단법의 효과를 지적한 것이다.

반니원경에서 아난은 천(梴)의 성격을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천(梴) 비구는 천성이 패악하고 다급하여 욕하기를 좋아하

고 말이 많으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열반한 후에 천 비구를 위하여 범단법을 하여 여러 대중들이 침

묵(黙屛)으로 그를 상대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는 부끄러움을 느

껴 저절로 뉘우치게 될 것이다.’37)”라고 거론하였다. 여기서도 천

비구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였으며, 범단법의 효과를 불반
니원경과 마찬가지로 부끄러움을 느껴 저절로 뉘우칠 것이라고

하였다.

대반열반경에서는 차익(車匿)의 이야기가 빨리본과 마찬가지
로 마지막에 언급하였다. 다른 세 가지 항을 거론 한 후에 “‘차익

(車匿)비구에게는 당연히 중한 벌을 주어야 한다.’ 아난은 부처님

께 물었다. ‘어떠한 중한 벌을 주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하였다.‘

아난아, 중한 벌을 주려면 일체 비구들이 그와 함께 말하지 말 것

36) 佛般泥洹經, TD 1 p. 168c11～168c15. 有一比丘. 名栴檀. 比丘急性喜罵.

數鬥諸比丘. 佛般泥洹以後. 我曹諸比丘. 當云何共事佛經戒. 佛語阿難.

我般泥洹已. 若曹莫復與語. 諸比丘不與語. 栴檀比丘.

當思推懷重慚愧悔數鬥諸比丘.

37) 般泥洹經, TD 1 p. 184b11～ 184b13 如梴比丘. 性弊悷急. 好罵數說.

佛泥曰後當如之何. 佛告阿難. 我泥曰後爲梴比丘. 作梵檀罰. 令衆黙屛.

莫復與語. 彼當爲慚而自改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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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38)”고 하였다. 범단법의 용어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중한 벌

이라고 하여 함께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서는 “‘세존이시여, 천타(闡陀)비

구는 성질이 사나와서 많이 성을 내고 급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

구에게 항상 불순하고 추악한 말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어떻게 공주(共住)하겠습니까’ 부처님이 말하였다. ‘아난아,

내가 멸도 후에 천타와 같은 악성(惡性)비구는 묵빈(黙擯)으로 다

스려라. 그가 그때, 만약 뉘우치고 경앙심을 일으키거든 대중이

고친 것으로 알고 함께 기뻐하면서 평상시와 같이 말하도록 하

라’39)”고 하였다.

이 텍스트에서는 ‘성격이 사나와서 많이 성을 내고 급하며 항상

불순하고 추악한 말을 하는 비구’를 ‘악성비구’라고 규정하였다.

‘악성비구’는 다른 비구들과 화합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서 ‘악성비구’라는 용어가 보이며,

악성비구에 대한 처벌은 묵빈으로 다스리라고 하였다. 묵빈은 범

단의 번역어이다. 또, 뉘우친다면 평상시와 같이 공어(共語), 즉 함

께 말하여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범단법’의 효과는 찬나를 대중과 대화하지 못함으로써 소외감

을 느끼고 견디기 힘든 상황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홀로 생각하

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게 하는 것이다. 붓다는 범단법이란 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찬나

의 성격은 비구들 중에 어떠한 비구도 있을 수 있는 성격이다. 승

단에서 이런 비구들에 대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승단의 질서를 바

로 설 수 있게 하였다.

초기 열반경의 텍스트들에서 찬나의 이름이 각각 다르게 표현

되는 것은 각 부파가 음사하면서 차이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한

인물임이 분명하고 붓다가 생전에 찬나에 대한 징벌을 미리 아난

38) 大般涅槃經, TD 1 p. 204c05～204c06. 車匿比丘. 應與重罰. 阿難問佛.

與何重罰. 佛言. 阿難. 與重罰者. 一切比丘勿與共語.

39) 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雜事, TD 24 p. 391c22～391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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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당부했으며, ‘결집’에도 이 사건은 거론된다. 결론적으로 후

대 ‘결집’ 회의에서 아난은 찬나 비구에게 징계처분이 주어졌음을

통고하기 위해서 코삼비로 가도록 지시되었다.40) 다른 항목이 ‘결

집’에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찬나의 범단법’만은 동일한 흐름으로

결론지어졌다. 수망갈라윌라시니에서 붓다고사는 “범단법도 결

집에서 선견율비바사에서 유래되어 결정되었다.41)”고 전하고 있

다.

찬나의 악성은 율장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승잔법 악성거승위
난계는 근본유부율에서 악성위난학처라 하고, 도선 율사는 
악성거승위난계라고 부르고 있다.
이 계의 제계 인연이 된 것은, 빨리율에 의하면 천타(闡陀, C

hanna)이었다고 한다. 이 찬나와 석존이 출가해서 성을 나오실 때

의 시종인 찬나(Channa)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는 결정

하기 힘들지만, 아까누마지젠(赤沼智善)도 다른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42) 어쨌든 찬나는 코삼비에 살았고, 여러 가지 불선행(不善

行, anācāra)을 행하였다. 그 때문에 비구들이 그를 충고했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한다. “벗이여, 그대들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느냐? 나야말로 그대들에게 말해야 한다. 佛은 우리

들의 것이다. 法은 우리들의 것이다. 우리들의 聖主(ayya-putta)에

의해 법은 깨달아진 것이다.43)”고 말하며 비구들이 찬나의 불여법

(不如法)을 충고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전한다.44)

40) Lamotte(1988) p. 126.

41) SV(1971) p. 593. 4. Brahmadaṇḍa-kathā pi saṃgītiyaṃ āgatattā

Samantappāsādikāya vinicchitā.

42) 赤沼智善(1967) p. 128.

43) 南伝大藏經, 제1권, 298.

44) 五分律, TD 22 p. 21b. 다른 율장도 제계의 장소가 코삼비이고, 제계의

인연이 된 이는 천타이었다고 하는 점에 일치하고 있다. 승기율에는
“이 때 장노 천타는 악성(惡性)으로써 함께 말하기 힘들고, 모든 비구가

여법(如法)․여율(如律)로 가르쳐도 함께 말을 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모든 장로여, 나에게 혹 좋다거나 나쁘다는 말을 하지 말라.

나도 역시 모든 장로의 좋고 나쁨을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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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가 ‘악구성’이어서 설계(設戒)에 포함되는 학처에 의해 교

계(敎誡)를 할 때, 비구들이 여법․여율로 말하는데도 자기를 ‘함께 말

해서는 안 되는 자’라 한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장노들

이여, 나에게 혹은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어떤 일이라도 말하

지 말라. 나도 또한 장로들에게 만약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어

떤 일이라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장노들이여, 나에게 말하는 것을 그

만 두라”라고. 저 비구는 비구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말해지게 될 것

이다. “장노여, 설계에 포함되는 학처에 의해 교계를 할 때, 비구들에

의해서 여법․여율로 말하는데도 자기를 ‘함께 말해서는 안 되는 자’

라고 말하지 말라. 장노여, 자기를 ‘함께 말하는 자’라 하라. 비구들도

또한 교계에 있어서 장노에 대해서 여업․여율로 말해야 하고, 장노도

모두 잡성(雜姓)으로서 우리 집의 민리(民吏)이었다. 예를 들면 까마귀의

잡유골(雜類骨)을 포함해 모아서 한 곳에 둔 것과 같다. 어찌 나에게

불법승사(佛法僧事)를 가르치려 하는가? 云云이라 말하고 있다. 즉

불타가 석가족 출신이고, 천타도 석가족 출신이므로 출생을 자랑으로

삼아 다른 비구의 교계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오분률은 천타가 범한
계행으로서, ‘천타비구는 종종 죄를 범하고, 백의사(白衣舍)에 들어가서

上床 下床하는 것이 모두 여법하지 않다. 별중식(別衆食)하고, 자주자주

먹고, 비시(非時)에 취락에 들어가기에 선한 비구라고 말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十誦律(TD 23) 27. 여기에 설해진 것은 逸提法에

금지되어 있는 계행이다. 어느 것이나 小罪이다. 십송율에도 “장노
천타는 小悔過罪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다.

근본유부율에는 “이때에 구수 천타는 이미 범죄를 하고서도
여법하게 說悔하지 않는다.”(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 TD 23 p. 707a)고
말하고 있고, 천타가 여법하게 참회하지 않았으므로 제 비구가 충고하면,

천타는 “그대들은 나의 好惡를 말하지 말라. 나도 역시 제구수의 好惡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비구의 간언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사분율에는 “이 때에 천타비구는 악성으로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비구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나에게 혹 호악(好惡)를 말하지

말라. 나 역시도 또한 모든 대덕의 好나 惡를 말하지 않겠다.’” 四分律,

TD 22 p. 599a.

찬나 비구는 共語 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의 승가에는 자기의

과실을 지적당하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죄를 인정하고 참회를 하고

서로 간고 하고 서로 교계하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충고하지 않고, 자기도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교의 수행에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하게

가책하고 승잔죄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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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계에 있어서 비구들에게 여법․여율로 말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서 또한 世尊․如來․阿羅漢․正等覺者의 衆會는 하나로 결합되고,

곧 상호간에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이와 같이 해서 그 비구는 비구들에 의해 말해지게 될 때 그 일

을 버리면 좋고, 만약 버리지 않으면 그 비구는 비구들에 의해 그것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까지 추구되고 간고 될 것이다. 세 번까지

추구되어서 그 일을 버리면 좋고, 만약 버리지 않고 수지하고, 견지하

여 서 있으면 승잔이다.45)

악구성(惡口性, dubbacajātika)이라는 말은 ‘악어(惡語)이고, 교

계하기 어려운 성질을 갖추고 있고, 다른 사람의 교수(敎授)에 있

어서 시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에 교묘함이

없는 것’46)을 말한다. 또 ‘악성으로서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교회(敎誨)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다.’47) 악성으로서 타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45) LP, pp. 11～12. bhikṣuḥ kho puna durvacakajātīyo bhoti. so

uddeśaparyāpanehi śikṣāpadehi bhikṣūhi śikṣāyāṃ sahadharmeṇa

sahavinayena vucyamāno ātmānaṃ avacanīyaṃ karoti, so evam

āha-mā me āyuṣmanto kiñcid vadatha kalyāṇaṃ vā pāpakaṃ vā.

aham apy āyuṣmantānāṃ na kiñcid vakṣyāmi kalyāṇaṃ vā pāpkaṃ vā

viramathāyuṣmanto mama vacanāya. so bhikṣu bhiṣūhi evam asya

vacanīyo-mā āyuṣmamm uddeśaparyāpannehi śikṣāpadehi bhikṣūhi

śikṣāyāṃ sahadharmeṇa sahavinayena vucyamāno ātmānam

avacanīyaṃ karohi. avacanīyaṃ evāyuṣmān ātānaṃ karotu. bhikṣūpi

āyuṣmantaṃ vakṣyanti śikṣāyāṃ sahadharmeṇa sahavinayena,

āyuṣmān api bhikṣūn vadatu śikṣāyāṃ sahadharmeṇa sahavinayena,

evaṃ saṃbaddhā kho punas tasya bhagavato tathāgatasyārhataḥ

saṃyaksaṃbuddhasya parṣāyad idam anyam anyasya vacanīyā,

anyonyāpatti-vyutthāpanīyā. evaṃ ca so bhikṣū bhikṣūhi vucyamāno

taṃ vastuṃ pratinissareya ity etaṃ kuśalaṃ, no ca pratinissareya so

bhikṣu bhikṣūhi yāvantṛtīyakaṃ samanugrāhitavyo samanubhāṣitavyo

tasya vastusya pratinissargaya. yāvantṛtīyakaṃ samanugrāhi yamāno

vā taṃ vastuṃ pratinissareya ity etam kuśalaṃ, no ca pratinissareya

tam eva vastuṃ samādāya pragṛhya tiṣtheya samghāti śeṣo.

46) 南伝大藏經, 제1권, p.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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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선한 비구가 순한 말로써 바르게 다스림에 어긋나지 않고

바르게 권하여 가르치려 할 때, 스스로 자기 감정을 사용해서 서

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48)

범단법은 이 악구성에 대한 징벌이다. 초기 열반경에서 ‘찬나의

범단법에 대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징벌의 주체자와 수용자를

찾을 수 있다. 징벌의 주체자는 훌륭한 것들을 ‘산출하는 사람이

고 징벌의 수용자는 그것들을 수용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만약 벌

을 받는 것이 훌륭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것은 선

한 것이다. 여기서 징벌의 주체자는 붓다가 될 것이며, 징벌의 수

용자인 ‘찬나’는 이 범단법을 수용하는 것으로서 선한 것들을 수

용하는 것이고 유용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기에 벌을 받는

것은 선한 것을 수용해서 유용해지는 것이다. 나아가 잘못을 저지

른 찬나가 올바르게 벌을 받게 된다면, 그 벌을 받기 이전보다 훨

씬 나아진다. 찬나가 범단법을 받음으로써 사악함을 덜어버리기

때문이다.

‘찬나에게 내린 범단법’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악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처벌법이

다.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항상 가장 큰 고통이나 가장 큰 해악을

준다. 붓다는 찬나에게 이러한 벌을 준 것이고, 찬나에게 부여된

범단법은 훈계와 징벌 그리고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기회의 처벌이다. 악구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그

러한 것들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더 불행할 것

이다.

이러한 네 가지 충고의 가르침은 붓다가 돌아가신 후에 나열식

충고법에 강조점을 둔 것이다. 찬나에게 벌을 내리라는 강한 충고

는 마지막 마무리로써 승단의 위기에 강하게 대처하라는 무게 중

심이 실려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찬나에 대한 범단법은 찬나에게만 가해진 것이 아니라, 후대에

47) 四分律, TD 22 p. 599c.

48) 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 TD 23 p. 7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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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육군 비구들에 대한 엄한 훈계이다. 범단법이라는 중한 처벌

에 대하여 찬나는 불만을 토로하였으나, 곧 후회하고 청정한 법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오분율의 전거들49)을 본다면 시기적절하고

효력 있는 법임을 알 수 있다. 또 이 범단법은 붓다의 징계 조치

였고, 이 조치의 실행은 아난다에게 위탁되었다. 이 징계 조치를

선고하자, 그의 자만심과 독자성이 눌러지게 되어, 겸손하여지게

되고,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 찬나는 따로 떨어진 곳에 거주하

면서 열심히 수행하여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고, 따라서 그 징계도

자동적으로 소멸되게 된다.50)

찬나에게 부여된 범단법은 법과 율을 스승으로 삼으라는 충고,

비구들 간의 위계질서를 세우기 위한 호칭 문제, 소소한 계율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는 권유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항목을 지목하

면서 당부하고 열거한 것이다. 이 항목들은 후대의 ‘결집’ 문제와

많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후대의 결집에서 이러한 네 가지 항

목은 다른 방향으로 거론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과연 어느 것이

진정 붓다의 의도였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맺음말: 찬나 범단법의 의의

‘찬나에게 내린 범단법에 관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초기 불교

의 공동체를 위한 원형중 일부인, 네 가지 항목에 대하여 살펴 볼

수 있었다. 이 네 가지 항목을 살펴보면서 ‘결집’의 상황과 비교해

서 얻는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은 보편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진리는 대중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하

49) 五分律, TD 22 p. 192a05～192a19.

50) DPN, Channa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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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섭 제 1결집의 약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초기 불교 석존의

직설을 계승했다는 것을 칭하고 있으며, 거기에 확고한 전통을 그

들이 획득하여 상좌(上座部, Theravāda)라고 하여 분열을 일으키

지 않고 100년간을 존속하였지만 그 안에도 진정한 공동체에 대

한 붓다의 의도를 생각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이 찬나에 대한 처벌에서

다른 항목과는 다르게 초기 열반경 텍스트와 ‘결집’에서 같은 원

칙으로 일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찬나에 대한 악구성에

대해 초기 열반경과 ‘결집’의 상황은 일치를 보인다고 한다는 점

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공동체의 이익과 가치에 해악을 끼칠 수 없다는 단호한

붓다의 당부이며, 상가의 확고한 바램으로 찬나에게 내리는 벌은

‘결집’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악구성을

지닌 비구에게 다원성이란 차원에서 붓다는 가정의 경우로 그 문

제점을 유동성 있게 열어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후대에 이것을 붓

다의 확고함으로 오인하여 공동체의 독점적 지배성에 의해서 처

벌이 내려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소

소계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인해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한 완전한 보호막은 온건한 것과 엄격함의

두 요소를 소유하는데 있다는 점이다. 초기 열반경에서 붓다의 온

건함은 제1항 ‘법과 율을 스승으로 삼아라’와 제3항 ‘소소계의 폐

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 엄격함을 주장하는

대목은 제2항 호칭에 관한 문제와 제4항 찬나에게 내린 범단법을

거론함에 있다. 특히 찬나에게 내린 범단법에 해당하는 조항은 처

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세운

법이다. 미리 세운 법으로 후대 공동체를 위한 보호막 역할을 하

기 때문이다.

다만 좀더 다른 각도로 본다면, 범단벌을 받은 찬나는 공동체에

서 추방당한 인물이 아니다. 공동체가 끌어안은 인물이다. 바라이

가 상가의 처형과 같은 처벌이라면 찬나의 범단법은 조치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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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교계가능하고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엄격과 온건함을

실어서 내린 조치로, 공동체 안에서 처방하는 조치이다.

바라이는 비유적으로 ‘사람의 목을 쳐서 다시 붙일 수은 없는

것’이라는 엄격성을 그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처벌이다. 즉 승단

에서 추방당한 사람을 다시 승단에서 허락하지 않는 심한 벌이다.

열반경에서 이 바라이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

다. 공동체의 조직이 더욱 가늘고 촘촘해 지면서 후대에 승단의

엄격성은 더욱 칼날을 세우고 있다. 초기 고대 텍스트에서 보여지

는 붓다 재세시의 설법이 과연 어느 정도로 그 공동체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열반경의 공동체에 대한 특징을 율장의 바라제목차와 비

교하면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율장의 바라제목차는 비구들이 생활

하다 보면서 나타나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것

은 비유담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조문이 따른다는 점에서 그 근거

를 들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비구는 바라제목차를 외우고 숙지

하고 지켜야 비구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구의 청정한

생활을 위주로 하다 겪게 되고 생겨나는 사건들로 인해 비구 개

인과 상가의 비난에 대하여 붓다가 그 후에 불합리를 위해 제정

한 것이다. 법이 있고 그 법에 맞추어 인간을 끼어 맞춘 것이 아

니라, 인간이 먼저이고 그 인간을 위해 제정된 인본주의적인 방편

이 바로 학처인 것이다.

다만, 초기 열반경은 그 관점을 다르게 한다. 처방적 차원의 범

단법과 그 외의 조항들을 설명한다. 그 배경이 열반을 목전에 둔

붓다의 상황으로 이해한다면,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여기서 거론한 네 가지 항목들의 열거는 그 구체성을 살펴볼

때, 그 줄기는 상가 공동체의 안위에 대한 기준에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따로 불리 될 수 없는 사항들이란 것이다. 찬나에

게 내린 범단법은 공동체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비구에 대한 일벌

백계(一罰百戒)의 위엄 있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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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ur Conditions for the Community of the Early

Buddhism

Won, Hye Young

(Yonsei University)

'The higher penalty be imposed on brother Channa for

the community' of episode is important for the community

of the early Mahā-parinibbāna-suttanta. It may be that in

some of our the thought may arise, the word of the master

is ended, we have no teacher more. But it is not thus, that

we should regard it. So Buddha advised the four items

before Nirvāṇa.

First, Buddha advised, "The Truths, and the Rules of

the Order, which I have set forth and laid down for you all,

let them, after I am gone, be the Teacher to you."

Secondly, Buddha advised, "When I am gone address

not one another in the way in which the brethren have

hereto fore addressed each other with the epithet that is of

"Āvoso"(Friend). A younger brother may be addressed by

an elder with his name, or his family name, or the title

"Friend". But an elder should be addressed by a younger

brother as "Sir" or as "Venerable Sir".

Thirdly, Buddha advised, "When I am gone, let the

Order, if it should so wish, abolish all the lesser and minor

percepts." According to tradition, the Order considered this

matter shortly after the Buddha's death, and declined to

avail themselves of this permission.

In placing the council of Rājagṛha in the year one of

the Nirvāṇa, Ānanda then told his colleagues that,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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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ing, the Buddha had authorized the community to abolish

the minor and least important percepts, but that he,

Ānanda. Had not asked him to specify what he meant by

those precepts. Since the assembly was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concerning their significance, Kāśyapa proposed

that all the precepts promulgated by the Buddha should be

retained without distinction. The motion was accepted.

Lastly, Buddha advised, "When I am gone, Ānanda, let

the higher penalty be imposed on brother Channa." "Let

Channa say whatever he may like, the brethren should

neither speak to him, nor exhort him, nor admonish him"

This brother is represented as an obstinate, perverse

man. So destitute of the proper esprit de corps that he

dared to take part with the sisterhood, and against the

brotherhood, in a dispute which had arisen between them.

But after the social penalty here referred to had been duly

imposed upon him, even his proud and independent spirit

was tamed; he became humble; his eyes were opened; and

he, also, attained to the 'supreme goal' of the Buddhist

faith.

Key words: community, the Rules of the Order, the lesser

and minor percepts, address, Channa,

Mahā-parinibbāna-suttan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