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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Malli) 또는 말리까(Mallikā)는 아직까지도 인도에서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여성이름 중의 하나이다. 다른 인도종교 전통에

서와 마찬가지로 불교전통에서도 이 이름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본 논

문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Mūlasarvāstivādavinaya Kṣudraka
-vastu : MSVKv)에 나타난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용분석과 사회사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여성관과 신데렐라 이야

기와의 연관성을 문학이론적 측면에서 심도있게 다루려고 한다. 그리

하여 불교문헌에서 여성문제를 다룸에 있어 범인도적인 여성관이 가

지고 있는 성격을 밝히고 그 배후에 숨어있는 불교적인 특성을 살려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론

텐주이 우에다는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의 편집시기를 서기 3
00에서 400년 사이로 추정한다.1) 이 시기는 굽따 왕조 시기(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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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illing(1997) p. 98에서 재인용.

50 CE)이다. 굽따왕조는 산스끄리뜨 문학의 황금기로, 대부분의

불교 부파들이 이런 경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반면에

설일체유부는 해석의 정확성을 위하여 언어와 용어 체계를 표준

화하면서 그들의 三藏을 산스끄리뜨로 번역했다. 근본설일체유부

는 더 나아가서 단순번역이 아닌 편집도 했으며, 아마도 당시의

문학 흐름에 적응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기본교리를 유지

하면서도 三藏을 유려한 산스끄리뜨 저작으로 만들어 내려 했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는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그리하여 규
모나 구성 면에서 가장 길다는 대승경전들이나 동시대의 하리왐

사(Harivaṃśa)나 뿌라나에 버금가는 거대한 텍스트가 탄생하였

다.2)

본 논문은 이러한 근본설일체유부의 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시의 시대 흐름과 그들의 불교적 색채를 융합하였는지 말리까

이야기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Ⅰ. 줄거리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3)

석가족 마하남(Mahānāma, 大名)이 소유한 취락의 관리인이 죽자

마하남은 새 사람을 보냈다. 그는 올바르게 마을을 관리하여 마하남과

마을 사람들에게서 신임을 얻었다. 같은 바라문족 여인과 결혼하여 아

들, 딸을 두었는데 딸의 이름은 짠디마(Candimā, 明月)로 지혜와 미모

가 뛰어났다. 그 후 짠디마의 아버지는 병에 걸렸고 빚을 얻으면서까

지 병수발을 하던 가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죽고 짠디마

2) Warder(1970) pp. 414-6.

3) 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雜事(TD 24) pp. 234a-238c.



는 빚 대신 몸종으로 주인 마하남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녀는 특유

의 재치와 재능으로 꽃 따는 일을 잘 해서 마하남의 신임을 얻어 그로

부터 말리까(Mallikā, 勝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어느 날, 말

리까는 붓다에게 공양 올린 복으로 몸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냥 나온 쁘라세나짓 왕(Prasenajit, 勝光

王)을 만나 그의 부인이 되었다. 그녀는 첫째 부인이던 와르시까(Varṣi

kā, 行雨)와도 화목하게 지냈는데 붓다는 그녀들이 과거생에서 닦은

선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果로 복을 받은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

었다. 즉 과거생에 말리까는 부모를 잃은 후에 오빠와 숲에서 지내다

마을로 내려가 한 바라문과 결혼하였고, 출가하여 깨달은 오빠를 지극

정성으로 공양한 복으로 금생에서 미모와 지혜를 과보로 받은 것이었

다. 그 후에 말리까는 아들 위루다까(Virūḍhaka, 惡生)를 낳게 되나 아

들의 반역으로 궁성에서 쫓겨나고 남편 쁘라세나짓에게서도 버림받는

고통을 받게 되었다.

Ⅱ. 내용 분석

이야기의 서두에서 쁘라세나짓왕과 말리까의 만남은 근본설일
체유부비나야잡사(MSVKv)와 다른 텍스트들 사이의 차이를 보

여준다.4) 다른 텍스트들-상좌부든 북전계통이든-에서는 일반적으

로 쁘라세나짓이 석가족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석가족과의 우

호관계를 맺으려 한다고 묘사되고 있다. 왜냐하면 석가족은 붓다

의 일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가족은 쁘라세나짓의 요청을 달

가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마하남이라는 한 석가족의 여종

을 쁘라세나짓에게 보낸다. 자따까에선 그녀의 이름은 와사바카띠

야(Vāsabhakhattiyā)5)이고 그녀의 어머니는 여종인 나가문다(Nā

4) 텍스트들 비교는 Park(2005) pp. 109-112 참조.

5) Skt: Vṛṣabhakṣatriyā

gamuṇḍā)이고 아버지는 귀족이다. 그녀는 열여섯살이고 대단한

미모의 소유자로 그려진다.6) 증일아함경에서는 이 결혼사건이

붓다의 정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는 점이 명시되고 있

다. 담마빠다 주석서(Dhammapada-aṭṭhakathā: Dhp-a)에서는
프라세나짓왕, 마할리 (Mahāli) 그리고 반둘라 (Bandhula)의 오랜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자따까의 이야기를 발전시킨다. 그리고 Dhp

-a는 왜 승려들이 쁘라세나짓왕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잃었는지

를 설명하기 위하여 목건련, 사리불과 붓다의 과거사를 기술한다.

육도집경은 자따까와 Dhp-a와 유사한 서술구조를 가진다. 왕이
석가족들에게 여자를 요구했을 때, 붓다의 아버지인 석가족의 왕

은 그의 딸은 비천한 첩의 자식이므로 그녀를 위해 논란을 일으

킬 필요가 없다하며 쁘라세나짓왕의 요구에 동의한다.7) 이와 같

이 다른 텍스트들에서 이야기의 갈등은 쁘라세나짓왕에게 여종인

와사바까띠야을 주면서 석가족들이 그를 속이는 데서 일반적으로

시작한다.

반면에 MSVKv에서 이야기의 시작은 말리까의 태생과 쁘라세

나짓왕과의 만남에 집중되어있다. 그 이유는 쁘라세나짓왕과 와르

시까 (Varṣikā: MSVKv에서 와사바까띠야의 상응인물)의 결혼과

말리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엮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말리까와

비교해서 와르시까는 흥미로운 인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느 텍

스트에서도 업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런 극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MSVKv은 말리까를 업의 원리를 제시

하는 제일 중요한 인물로 만든다. 왜냐하면 그녀의 선업은 그녀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를 야기한다. 다른

텍스트들에서는 위루다까(Virūḍhaka)의 학살은 석가족들이 몸종

6) mama dhīta Vāsabhakhattiyā nāma Nāgamuṇḍāya nāma dāsiyā

kucchismiṁ nibbattā soḷasavassapadesikā uttamarūpadharā
sobhaggappattā pitivaṁsena khattiyajātikā-Ja.iv. p. 145.

7) 육도집경(TD 3), p. 31a:女吾賤妾之子 何足以致恨乎. Chavannes (1962), i.

p. 203의 불역도 참조.



의 딸을 쁘라세나짓에게 보내면서 그를 속이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런 현재의 갈등 대신에 MSVKv는 학살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들의 과거 이야기 속에 석가족의

악업 이야기를 삽입한다.

1. 말리까의 가족배경

MSVKv에서는 몸종의 이름은 말리까(Mallikā: 勝鬘)이다. 이야

기는 그녀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 자따까 모음집에는 두명의

말리까가 존재한다. MSVKv의 이야기에 상응하는 자따까의 이야

기에서 말리까는 후에 쁘라세나짓에게 죽임을 당하는 반둘라의

부인인 반면에8) 또 다른 자따까에선 말리까는 꼬살라의 화환제조

공의 딸로서 후에 쁘라세나짓의 부인이 된다.9) 말리까가 붓다에

게 꽃공양을 할 때, 붓다는 그녀가 꼬살라국 왕의 첫째 부인이 될

것이라는 수기를 준다.10) MSVKv는 이 두 번째 말리까의 이야기

에 근거를 두고 있다.

MSVKv가 다른 텍스트들에서는 화환제조공의 딸이거나 몸종

으로 등장하는 말리까를 등장시키는 방식은 주목할 만하다. 자따

까나 Dhp-a에서 쁘라세나짓왕이 석가족들에게 여자를 요구할 때,

마하남은 주저없이 그의 몸종의 딸을 준 반면에 MSVKv에서는

말리까의 가족배경이 먼저 서술된다.

도입부에서 MSVKv는 그녀의 사회적 지위 하락을 부각시킴으

로 극적 갈등을 야기시킨다. 말리까의 아버지는 마하남 소유의 마

을 하나를 관리하던 자로서 하층계급 출신이 아니고, 말리카의 본

명도 짠디마(Candimā, 明月)였다. 그녀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8) Ja.iv. pp. 148-151.

9) Ja.iii. pp. 244-5.

10) DPPN.ii. p. 455; Ja.iii. p. 405; Dhp-a.iii. p. 121f.

완전하게 행복한 인물로 묘사된다. 그리고 나서 갈등이 시작된다.

그녀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쓰여진 돈 때문에 그녀는 마하남의

하인이 된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효심 가득한 짠디마는 종의 신분

으로 신분이 하락한다. 따라서 MSVKv는 말리까를 낮은 사회적

신분인 몸종이나 화환제조공의 딸이 아닌 좋은 가문의 딸로서 소

개한다. 짠디마는 MSVKv에서만 등장한다. 다른 텍스트들에서 짠

디마에 대한 언급은 없다.11) MSVKv는 짠디마를 제외한 다른 인

물들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다른 인물들은 무명이거

나 단지 엑스트라로서만 기능한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아버지의 죽음은 이야기의 초반 상황에서

불균형의 원인을 제공한다.

짠디마(明月) (높은 사회적 위치, 행복한 브라만 가족)

↓

아버지의 죽음

↓

짠디마(明月)(낮은 사회적 위치, 홀로 남겨짐, 몸종)

관리인의 딸로서 짠디마의 인물설정은 또한 사회사적인 의미도

가진다. 짠디마의 아버지는 세금을 징수하는 단순한 역할 이상으

로 한 마을을 관리하던 역할 (知事官)이다. 그는 공평하고 합법적

11) 일반적으로 빨리어나 범어에서 달(月)은 남성이나 여성 캐릭터의 이름에

종종 사용된다-DPPN.i. p. 118. 예를 들어 자이나 스토리인

Devadiṇṇa에서, “It is protected by King Candasehara, who is the

crest-jewel of all the kings of the Vijjāharas."-Granoff(1998) p. 333.

MSVKv에서 明月 (Candimā)은 그녀의 아름다움이 ‘밝은 달’ 같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인다. 여성 이름으로 ‘candra'의 사용은 자이나

스토리들에서도 보인다. Nala와 Damayaṃtī 이야기 속에서, “His queen

was named Caṇdajasā, 'The One whose Fame is like the Moon', and

her fame was indeed as glowing as the moon."-ibid., p. 203.

Devadiṇṇa 이야기 속에서도, ”He had a wife named Candapahā,

"Moonlight," who by her beauty surpassed all of the heavenly

damsels."-ibid., p. 316.



으로 세금을 걷었는데도 그 이전 관리인들보다도 두배나 되는 세

금을 거두어 마하남에게 보낸다. 이런 정직한 관리는 통치자는 물

론 마을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마을사람들은 엄격

하게 그들의 통제하에 있었고 그래서 정직한 관리인을 모시는 것

은 그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이 문맥은 마을 관리인들이 종종 문

제를 야기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정직한 관리의 아름답고 현명

한 딸이라는 인물설정은 사회적 척도에 따르면 이상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준다. 후에 그녀는 몸종 내지는 노예가 된다. 이런 사회

적 신분의 변화는 가능했다. “비록 대부분의 노예들이 의심할 바

없이 하층 계급 출신이나, 다른 계층의 개인도 어떤 조건들 하에

서는 노예가 될 수 있었다.”12) 그러나 빚 때문에 노예가 된다는

상황은 그녀의 노예신분이 임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범죄나 빚 때문에 노예로 전락했기 때문이다.13) 그리하여 이 상황

은 짠디마(명월)의 임시적인 사회신분 하락과 뒤이은 상승을 보이

려 계획된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진다. 그리고 이는 당시 다른 카

스트 간의 결혼이 엄격히 금지되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설정이

기도 하다.14)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죽음과 딸의 사회적 신분 하락이라는 설

정은 당시 인도사회가 상당히 남성 지배적이었음을 반영한다.15)

12) Basham(1956) p. 152.

13) ibid.

14) 뿐만 아니라 빚 때문에 노예가 된다는 모티브는 인도 내러티브에서 낯선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자이나 설화집에는 고행하는 남자형제를 위문차

식료품상에게서 기름을 빌렸다가 제때에 갚지 못해서 노예로서 봉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Jain(1981) pp. 29-30.

15) 예를 들어 아라아난달라 (Āryanandila) 라는 자이나 이야기 속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아름답고 감춰진 부를 소유한 여자들, 강하고

혈기에 넘치고 남편들의 호의를 즐기는 여자들, 집안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여자들, 확실히 이런 모든 것들은 단지 그들의 아버지들의

신분과 힘의 결과이다. 그들의 아버지들은 항상 뒤에

있다.”-Granoff(1998) pp. 227-8.

2. 말리까에게 주어진 수기

짠디마가 마하남의 집에 보내졌을 때, 한 노모가 요리와 꽃따는

일을 같이 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하남에게 짠디마가 그녀를 도울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하여 짠디마는 꽃을 따오는

일이 주어진다. 그녀는 그 일을 잘 해서 이름조차 짠디마에서 말

리까로 바뀐다. 그녀의 사회신분 하락은 그녀의 이름마저 변화를

가져온다. 이 부분은 다른 텍스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후에

말리까와 붓다와의 만남 및 쁘라세나짓과의 만남을 용이하게 해

주는 장치이다.

이 에피소드는 바로 앞의 에피소드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

다.

초기

상황

마하남집의 한 노파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자기

일을 분담하기를 원한다.

마하남의 관리인이

죽는다.

주인공의

등장

그녀는 짠디마에게 꽃을

따올 것을 요구한다.

그는 젊은 브라만을

관리인으로 임시로

임명한다.

뛰어난

능력

짠디마는 마하남이 이전에

본적이 없을 정도로 꽃따는

일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브라만은 두 배로

증가된 세금을 보낸다.

검사
마하남은 그녀를 부르고,

노파에게 원인을 묻는다.

마하남은 징세

과정에서 어떤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한다.

보상

그는 짠디마를 꽃따는

소녀로 임명하고 말리까라는

새로운 이름을 준다.

그는 브라만을 마을의

관리인으로 정식으로

임명한다.



이런 구조적 유사성은 이야기 속의 중심인물들을 두드러져 보

이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후에 말리까는 붓다를 만나고 공양을

올리면서, 몸종으로 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자따까에서, 그녀는 공양을 올리나 발원을 하지는 않는다. 대신

에 “그녀는 여래의 발에 경배하고, 그녀의 환희심을 명상의 주제

로 삼으면서, 한 쪽에 섰다.”16) 그때, 붓다는 그녀가 꼬살라의 왕

비가 될 것을 예언한다.17) 그러나 MSVKv에서는 붓다는 아무 말

도 하지 않는다. 대신에 말리까는 몸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기를 발원한다. 후에 그녀가 그녀 아버지의 친구를 만났을 때,

그는 그녀의 손바닥을 펴보라 하고는 그녀가 제일왕비가 될 것을

예언한다. 자따까에서는 붓다가 말리까가 꼬살라의 제일왕비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반면에 MSVKv에서는 붓다 대신에 말리까 아버

지의 친구가 예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버지 친구의 예언 시구18)는 비록 그것이 그녀 운명의 미래의

반전을 보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는 하나, MSVKv의 편집자들

은 그 싯구가 말리까에 대한 ‘과도한’ 장엄을 보이는 지라 붓다가

그 싯구를 읆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더욱

이 말리까의 발원은 붓다가 되거나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몸종의 신분을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이었다. 문맥상 말리까가 그

러한 서원을 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나, 그것이 특별히 불교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붓다 대신에 그녀 아버지의 친구가 이 게

송을 읆는다.

게다가 이 예언은 이 아바다나의 성격을 보여주는 한 좋은 예

이다. 아바다나의 주 수용자가 일반 재가자들이나 승려들임을 고

16) Ja.iii. p. 405.

17) Ath' assa Satthā "Ānanda ayaṃ kumārikā imesaṃ

kummāsapiṇdakānaṃ phalena ajj' eva Kosalarañño aggamahesī

bhavissatīti" sitakāraṇaṃ kathesi-Ja.iii. p. 405.

18) TD 24, p. 234b-c.

려할 때, 이 부분은 그들의 발원을 반영한다. 말리까는 말한다.

“나는 예전부터 참된 복전에 공양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빈천하게 된 것이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나의 음식을 받으

신다면, 이 음식을 가지고 가서 바치리라.”19) 이것은 당시 일반민

중들의 어려운 상황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그런 현실로부터의 하

나의 탈출방법을 제시한다. 말리까의 발원: “원컨대 이 복으로 종

의 몸을 벗어나 길이 가난의 괴로움을 여의고 큰 부귀를 얻을지

이다.”20) 이는 힘든 일상생활에 시달리는 일반대중의 발원의 반영

이다. 그들에게는 단지 불교도들에게만이 구원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불교도이건 아니건 위

안의 원천을 찾는 것이다. 그리하여 MSVKv는 이 아바다나를 통

하여 그들의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덧붙여서, 자따까는 붓다에게 한 공양덕에 말리까가 꼬살라의

제일왕비가 되었음을 이야기한다. 반면에 MSVKv에서는 이것을

생략한다. 대신에 MSVKv에서는 그녀가 손바닥에 난 상(相) 때문

에 왕비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자따까 MSVKv

말리카

↗
공양

↘

붓다 말리카

↗
공양 → 붓다

↖
예언

↙ ↖
예언 ←

아버지의
친구

(통상 붓다와 재가자들 사이의 공양과 수기 내지는 예언이라

는 공식을 벗어난) 이런 근본유부비나야의 일탈은 사주나 손금
보기 같은 것에 대한 폭넓은 대중적 믿음 때문이다. 그리하여 근

19) TD 24, p. 234b.

20) TD 24, p. 234b.



본설일체유부는 교리적인 업과 대중적 믿음 사이를 연결한다. 이

것은 불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이것이 붓다21)

또는 다른 어느 인도학파들에게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손금 같은

사주 형식을 받아들인 것이 이 아바다나의 특색이다. 예를 들어,

디가 니까야에서는 (i. p. 9),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손금

같은 잘못된 방식의 생계수단 등 저급한 기술로 그들의 삶을 유

지하고, 어떤 징조나 징후, 꿈, 몸의 자국, 쥐가 갉아 먹은 것, 불

의 봉헌 같은 것들을 신성화 시켜 신도들의 공양을 받으면서 지

내나, 사문 고따마는 그러한 저급한 기술들과 나쁜 생계수단들을

멀리한다.”22) 그리고 바시스따 다르마사스뜨라(Vāsiṣṭha Dharm
aśāstra)에서도 “이상한 조짐이나 전조, 점성술이나 손금, 속임수

나 (논서의) 설명등으로 그는 결코 공양을 구하지 않는다.”23) 그

럼에도 불구하고, 사주는 과학적 문화권에서 조차도 낮은 사회계

층에서는 살아남았다. 그래서 사주가 일반인들에게 강하게 어필한

다는 것을 설일체유부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인도 설화들에서 상서로운 삼십이상을 가지고 태어

나는 영웅들처럼 중요한 여성 캐릭터들도 또한 말리까처럼 상서

로운 상호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종종 묘사된다.24)

3. 말리까와 쁘라세나짓왕의 만남

21) DN.i. p. 9.

22) Walshe(1987) pp. 10-11.

23) Bühler(1965) p. 48.

24) 자이나 스토리인 날라와 다마얀띠 (Nala and Damayaṃtī) 에서는,

“그녀는 위대한 남성들을 장엄하는 것으로 말해지는 상서로운 표식같은,

즉 태양 덩어리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상을 이마에 달고

태어났다.”-Granoff (1998) p. 178. 또다른 자이나 스토리인 데바다라

(Devadhara)에서는, “마할라치 (Mahalacchī)는 아름다움은 신들의

여자들을 능가하고, 또 온갖 상서로운 상을 가진 딸을 낳았다.-ibid., pp.

296-7.

쁘라세나짓왕은 마하남의 정원에서 우연히 말리까와 마주친다.

왕이 물을 요구하자, 말리까는 필요에 따른 다양한 방법으로 물을

준비한다. 이것은 왕을 감동시키고, 왕은 그녀의 보살핌 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잔다. 왜냐햐면 그는 말리까가 몸종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이 마하남에게 말리까를 요구했을 때,

마하남은 다른 석가족 여인을 추천한다. 왕이 말리까와의 결혼을

원한 반면에 왕의 어머니는 말리까가 몸종이라는 사실 때문에 화

를 낸다.

이 부분은 어떻게 말리까의 지혜가 그녀를 쁘라세나짓의 부인

이 되게 하였는가를 설명한다. 다른 텍스트들에서는, 예를 들어,

자따까에서 마하남은 왕에게 자신의 종을 보내서 쁘라세나짓의

사신들을 속인다. 이것은 그 이야기 속에서의 갈등이다. 왜냐하면

석가족들의 속임수는 보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MSVKv에서는

말리까가 원래는 좋은 집안의 딸이므로 상황이 다르게 전개된다.

비록 마하남이 말리까는 몸종이라서 다른 석가족 여인을 천거하

나, 쁘라세나짓은 말리까를 고집한다. 이 경우에 왕이 좋은 집안

의 딸을 데려가는 한 이야기 상의 갈등은 없다. 그래서 MSVKv

에서 갈등은 사정을 모르는 쁘라세나짓의 어머니가 몸종을 며느

리로 삼는 것에 화를 내는 것에서 유발된다.

자따까에서는, 쁘라세나짓의 결혼에 관한 두 개의 에피소드가

기술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MSVKv의 그것과 비슷하다. 붓다

에게 공양을 올린 후에, 지혜로운 말리까는 쁘라세나짓의 첫째 부

인이 된다. 말리카가 첫째 부인이 되는 것은 그녀의 선업으로 설

명된다. 왜냐하면 그녀와 쁘라세나짓과의 만남은 그녀의 “공덕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25) 나중에 붓다는 말리까가 一切知를 성취

한 붓다들에게 단지 죽 세 그릇을 공양한 것으로 꼬살라왕의 첫

째 부인이 되었다고 말한다.26) 그리하여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에

25) Puññasampannā kumārikā-Ja.iii. p. 406.

26) Mallikāya ekassa sabbaññū-Buddhassa tayo kummāsapiṇḍe datvā

Kosalarañño aggamahesibhāvādhigamo -Ja.iii. p. 406.



이른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석가족의 학살과 관련이 있지는 않

다. 다른 이야기에서, 쁘라세나짓은 사문들의 신임을 얻기를 원한

다. 그는 사문들이 그들의 일족이나 석가족과 우의를 맺고 있다고

붓다로부터 듣고는 석가족 여인을 그의 첫째 부인으로 삼기를 원

한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석가족에게 고민을 준다. 그들은 코살

라왕의 영토에서 살고 있으므로 그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에 원한

을 사는 것이 두렵고, 받아들이자니 부족의 관습이 깨질 것을 염

려한다.27)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질문이다. 석가족에게는 어

느 쪽을 선택하던 그들에겐 치명적이 될 것이다. 그때 마하남은

자신의 몸종으로 쁘라세나짓을 속이는 해결책을 내놓는다. 이 속

임수 조차도 그들을 구할 수는 없었다. Dhp-a에서는 사문들에 의

한 쁘라세나짓의 신뢰상실은 과거 이야기의 첨가로 강화된다. 왜

냐하면 석가족의 여인을 구하는 것으로 그는 정말로 사문들의 신

뢰를 다시 얻기를 바란다. 떼라바다 텍스트들에서 쁘라세나짓이

석가족들에게 여인을 원할 때, 석가족들의 어두운 운명은 어느 정

도 예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쁘라세나짓을 속이려는 그들의 시

도는 그들의 운명을 구한다는 기반아래 정당화되었다. 왜냐하면

어려운 현재 상황은 그들의 과거업과의 관련을 강화하기위해 고

안되었다. 쁘라세나짓을 속이려는 이 동기는 육도집경과 오분
율에도 나타난다.
MSVKv에서는 이런 쁘라세나짓 속이기가 언급되지 않는다. M

SVKv의 관심은 쁘라세나짓이 결혼 제안을 할 정도로 충분한 이

유를 제공할 만큼 말리까의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다. 반면에 다른

텍스트에서는 말리까의 성격은 상황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MSVKv에서 말리까의 지혜는 쁘라세나짓의 관심을 끈다. 그녀는

다른 종류의 물을 준비하고 왕이 잠잘 동안 그를 보호한다. 그리

하여 그녀가 왕비가 되는 것이 그녀가 붓다에게 한 공양의 결과

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세가지 긍적적인 답변

27) Ja.iv. p. 145.

이 주어질 수 있겠다. 하나는 붓다에 대한 그녀의 공양이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근본설일체유부의 스타일은 항상

현재의 결과를 과거의 원인에 관계지운다. 말리까의 공양은 그녀

의 과거의 선업이 아니다. 대안적인 답변은 그녀는 아버지 친구의

손금보기를 통해서 현세에서 왕비가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녀의 선업을 통해서가 아닌 운명에 의

해서 왕비가 된다. 마지막 대답은 자따까 이야기와 비교해서 MS

V의 말리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리까의 행복

이 보장될 수 없는 또 다른 갈등을 발전시킨다. 이 경우에 그녀의

공양, 그녀의 발원 그리고 붓다의 수기 사이의 관계는 그 순수성

이 손상된다. 그리하여 MSVKv는 붓다에 대한 말리까의 공양과

그녀가 쁘라세나짓의 왕비가 되는 것을 연결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말리까와 쁘라세나짓 사이의 만남의 장면은 전통적

인 인도의 가치를 반영한다. 이 장면에서, 말리까는 쁘라세나짓의

발을 주무르고 그가 자는 동안 경계를 선다. 이는 인도사회에서

아내의 가치에 기초한 것이다. “아내의 첫째 임무는 남편을 기다

리고, 그가 피곤할 때 그를 모셔다가 발을 주무르고, 그보다 먼저

일어나며, 그보다 나중에 먹고 자는 것이다.”28) 말리까의 행동은

이런 규칙의 한 예이다. 특히나, 잠든 쁘라세나짓에 대한 말리까

의 보살핌은 중세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부인의 충절을 떠올리게

한다.29)

말리까는 쁘라세나짓이 편히 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

상황은 후에 쁘라세나짓이 그녀와 결혼할 것을 결정하게 만드는

부인으로서의 덕목을 설명키위해 고안된 것이다.

쁘라세나짓이 말리까의 지혜에 감동받은 이후로 둘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진 반면에 쁘라세나짓의 어머니는 아들이 몸종과

결혼한다는 것에 화가 난 이래로 말리까와는 부정적인 관계에 놓

인다. 이 이야기에서 긴장관계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28) Basham(1956) p. 180.

29) ibid., p. 181에 나오는 구절 참조.



부정적 관계는 갈등을 유발한다.

쁘라세나짓 ← (+) → 말리까

↑ ↑

(○) (-)

↓ ↓

마하남 쁘라세나짓의
어머니

한편 이 이야기는 성의 경제학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

이야기 초반에 남성의 제거 (아버지의 죽음)는 초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이는 후에 새로운 남성(쁘라세나짓)의 출현에 의해 조

정된다.

마지막으로 초기 긴장관계를 유발시키기 위한 말리까와 그녀의

시어머니 사이의 관계에서 보여지듯이 충실하고 겸손한 며느리와

사악한 시어머니라는 설정은 인도 내러티브들에서 종종 발견되는

것이고 전형적인 인도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30)

4. 말리까와 와르시까

MSVKv는 와르시까31)를 쁘라세나짓왕의 또 다른 부인으로 소

30) 자이나 스토리인 Āryanandila(Granoff(1998) pp. 227-32)에서,

Vairoṭyā는 그녀의 시어머니의 경멸적인 말에 극도의 고통을 겪고, 또

다른 자이나 스토리인 Ambikā 여신(ibid., pp. 233-6)에서는 Aṃbinī는

그녀의 시어머니에게서 모욕을 당한다.

31) 와르시까 (Varṣikā)의 여러 다른 이름에 관한 소개는 Park(2005) p.

138,n.97을 참조.

개한다. 말리까와 와르시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왜냐하면 둘

다 미모나 부드러운 손길로 유명하고, 과거생에 선업을 닦았기 때

문이다. 와르시까의 상응하는 인물인 으르사바끄샤뜨리야(Vṛṣabh

akṣatriyā)는 자따까에서 말리까의 역할을 맡는다. 여기서 그녀는

쁘라세나짓32)의 또 다른 부인으로 묘사되고 말리까는 MSVKv에

선 등장하지 않는 반둘라(Bandhula)의 부인이다.

말리까와 와르시까의 과거업 이야기 속에서는 비록 말리까가

그녀의 욕정 때문에 종교적 수행을 포기하고 속세에 남기를 택하

지만 그녀는 남편의 지지 속에서 석달간 오빠에게 음식공양을 한

다. 다른 부인도 또한 음식 공양에 참가한다. 이런 선업에 대한 보

상으로 두 여성 모두 오백생 동안 아름답게 태어났고, 그리고 아

직도 현생에서 아름답다.

다른 판본들에서 쁘라세나짓과 말리까 사이의 만남 이야기가

단순하고 짧은 반면에, MSVKv는 엄격한 업의 원칙에 입각해서

긴 묘사를 한다. ‘몸종의 딸’이 왕비가 될 때, 그녀는 과거생에서

틀림없이 선업을 쌓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몸종의 딸’은 결

코 왕비가 될 수 없다. 그 외에도, 왕비가 된 이후에도 그녀는 계

속해서 선업을 쌓는다. 그리고 다시 MSVKv는 현생에서 붓다에

게 한 공양이 아닌 과거생에서 이 선업의 원인을 찾는다.

말리까와 쁘라세나짓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편집하는 가운

데, 근본설일체유부는 여러 다른 이야기들과 등장인물들을 일관성

있게 만들었다. 북방자료들 가운데는, 석가족이 노예를 쁘라세나

짓에게 보냈다는 것이 간략히 언급되어있다. 상좌부 자료들 속에

서는 마하남의 노예인 으르사바끄샤뜨리야(Vṛṣabhakṣatriyā)가 쁘

라세나짓에게 보내진다. 이외에도 자따까에서는 말리까와 쁘라세

나짓의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 말리까와 달리 으르사바끄샤뜨

리야의 업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그녀는 석가

32) 자따까(No.465)에서 빠세나디(Pasenadi-쁘라세나짓의 빨리어 이름)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꼬살라의 왕(Kosalarājā)으로

언급된다.



족이 만든 계획에 관련되어서 마음에도 없이 쁘라세나짓의 부인

이 된다. 그녀는 주어진 상황에 빠져서 특별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 수동적인 인물로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말리까는 악업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는 능동적인 인물로서 묘사된다. 그녀의

남편 반둘라와 서른 두명의 아들들이 살해당할 때, 그녀는 며느리

들에게 말한다. “너희 남편들이 비록 무고하나 과거업의 결과를

받았다. 슬퍼하거나 왕보다도 나쁜 영혼의 죄를 저지르지마라.”33)

그리하여 MSVKv는 말리까를 중심인물로 설정한다. 그 외에도,

이 수동적인 으르사바끄샤뜨리야 대신에 MSVKv는 와르시까를

선업의 다른 원천으로 등장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설일

체유부는 말리까와 와르시까라는 두 인물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

었는데, 그래서 MSVKv는 두 인물이 잘 어울리는 방향으로 두

여성인물들의 이야기를 내놓는다.

와르시까가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반면에 말리까는 촉

각적인 아름다움을 대표하는데 궁극적인 아름다움은 이 두 여인

의 조화 또는 이러한 종류의 아름다움이 결합된 것을 통해서 이

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쁘라세나짓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능동적인 간섭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두 여인은 자아실현에 기반

한 그들 자신을 위한 화목함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일부다처제 사

회에서 부인의 의무를 나타낸다. 더욱이 말리까가 쁘라세나짓, 그

녀의 시어머니 또는 와르시까를 만질 때마다 그들은 그녀의 아름

다운 손길에 잠에 빠진다. 그녀의 손길은 열등감과 애원의 제스쳐

로서34) 그녀의 촉감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그녀의

겸손함까지도 전달한다. 이것은 그녀의 성격을 매우 겸손한 사람

으로 규정한다. 말리까가 촉각의 아름다움을 가졌다는 사실은 최

33) tumhākaṁ sāmikā niraparādhā attano purimakammaphalaṁ labhiṁsu,

tumhe mā socittha, rañño pi upari manopadosaṁ mā karitthā-Ja.iv. p.

151.

34) O'Flaherty(1976) p. 177.

상의 문학적 상상력의 창조이다. 쁘라세나짓과 와르시까 그리고

말리까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쁘라세나짓
(공평한 사랑)

↗ ↖

(+) (+)

↙ ↘

와르시까
(겸손, 아름다움) ← (+) →

말리까
(겸손, 아름다움)

이러한 세 인물 사이의 삼각 관계는 이상적인 사회적 그리고

가족의 가치를 완벽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은 다

른 인도 종교들 사이에서도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와 구조에

기반해서 각 종교들은 그들 자신의 이야기들을 구축했다.35) 이러

한 가치들은 그들의 과거업 이야기에 의해 강화된다.

동화의 세계에서, ‘착함’ ‘겸손’ ‘성실’ 그리고 ‘아름다움’은 정결

함과 높은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36) 말리까와 와르시까는 이러한

자질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녀들은 높은 지위의 상징인 쁘라세나

짓의 왕비가 된다.

Ⅲ. 사회사적 분석

35) 예를 들어 아르드라꾸마라(Ārdrakumāra)라는 자이나 이야기 속에서,

“왕은 두 부인이 있었다. 둘 다 부드럽게 얘기하고 어여쁘며, 지식과

겸손, 굳건한 믿음, 용기 와 덕을 가지고 있었다. 왕은 두 부인-수난다와

쨀라나-를 다 사랑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두 부인은 그녀들의

남편의 사랑을 영광으로 여겼다. 그녀들은 모두 독실하 자이나

여성들로서 자이나 재가자 서원의 지지자들이었다”-Granoff(1998) p. 22.

36) Pace(1988) p. 253.



사회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이야기는 인도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를 반영한다. 여기서 여성의 위치는 전적으로 불교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차라리 범 인도적인(pan-Indian) 맥락 속에서 불

교적인 가치를 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본설일체유부는 말리까

란 인물을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나 후에 몸종이 되는 상황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이야기에 다른 계급과의 결혼이 통용되지 않았

던 당시 사회의 실상을 반영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이

이야기는 말리까가 쁘라세나짓의 유일한 부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때, 승광왕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다. 하나는 행우요,

하나는 승만이었다.”37) 그리하여 쁘라세나짓과 말리까의 결혼은

허용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서사시에서의 규칙은, 첫째 부인은

그녀 남편의 계급과 같은 출신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칙은 당

연한 순서로 낮은 계층 출신의 다른 부인들에 의해 보완될 것이

다.”38) 비록 와르시까(Varṣikā, 행우)의 탄생 배경이 이야기 속에

서 보이지는 않지만, 근본설일체유부가 당시의 인도 사회관습에서

동떨어진 상상을 했을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일부다처제는 당시 보편적인 관습이었다. “왕과 부족장

들은 거의 예외없이 일부다처주의자들이었다. 또한 많은 브라만들

과 하층 계급의 부유한 자들도 마찬가지였다.”39) 이러한 경우에

가족 내의 화목이 주요한 관심사가 된다. “남편은 그의 부인들을

똑같이 대해 주도록 요구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규칙이었고, 대체로 심리적으로도 불가능했다. 남편의 가

37) 時勝光王有二大夫人 一名行雨 二曰勝鬘-TD24, p. 235b.

끄세멘드라(Kṣemendra)의 Bodhisattvāvadāna-kalpalatā의 요약집인

빠드마 쵸펠(Padma Chophel)의

sTon-pa'i-skyes-rabs-dpag-bsam-'khri-shing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그때 왕의 첫째 부인인 와르시까 왕비는 여신처럼

아름다웠다.”-Black(1997) p. 58.

38) Barnett(1913) p. 114.

39) Basham(1956) p. 173.

족에게 매여서, 첫째 부인은 그녀의 라이벌의 행복에 대해 종종

씁쓸함을 느꼈고… 일부 궁정 드라마들은 군주의 애정의 가장 최

근 수혜자에 대한 첫째 부인의 질투를 다룬다. 그러나 예외없이

나이든 왕비가 어린 라이벌을 받아들이는 화목한 분위기로 이야

기는 끝이 난다. 일부다처제 가정들이 반드시 불행할 필요는 없

다…”40) 이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 속의 세 인물들-쁘라세나짓,

말리까와 와르시까-은 화목한 가족의 좋은 예로 소개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남성들의 책임감 만큼이나 여성들의 충절

을 강조하는 일부다처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

는가를 보여준다. 사실상 말리까와 와르시까의 이 이야기는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건전한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려고 고안된 것이

다. 이런 당시 인도 사회의 가치는 붓다가 그녀들의 행위를 전생

업과 연결시켜 칭찬해주는 형식을 취하면서 불교도들에게도 갈등

이나 고민 없이 받아들여지게 한다.

그 당시에 여성들은 남성에 종속된 상태였다. “그러나 본질적으

로 여성들은 법의 시각에서는 높이 위치하고 있지 못했다. 이것이

여성은 평생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세워졌다. 즉 먼저 아

버지로부터, 다음은 남편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들로부터이

다.”41) 이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는 또한 좋은 예를 보여준다: 말

리까는 먼저 전생에서는 오빠를 따르고, 다음에는 남편을, 그리고

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따르는 쁘라세나짓의 충실한 부인으로 묘

사되고 있다. 전생에, 그녀가 음식을 공양할 때, 그녀의 오빠는 그

녀에게 말한다. “네게는 자유가 없을 것이다. 들어가서 남편과 상

의하라.”42) 후에 왕위에서 밀려난 쁘라세나짓은 말리카에게 말한

다. “그대가 먼저는 남편인 왕의 총애와 녹을 받았지만 이제는 또

돌아가서 아들인 왕의 봉료를 받도록 하오.”43) 이것은 현생은 물

40) Basham(1956) pp. 173-4.

41) Barnett(1913) pp. 109-110. 마누법전 v. p. 147ff; v. p. 155 참조.

42) 汝無自在可入報夫-TD 24, p. 236a.

43) 汝已先受 夫王寵祿 今且歸還 受兒王俸料-TD 24, p. 238c.



론 전생에도 좋은 부인으로 묘사된 와르시카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이야기 속에서 여성에 대한 시선

은 전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고대 인도에서의 여성에 대한

태도는 사실상 양면적이었다. 여성은 여신인 동시에 몸종이었으

며, 성인인 동시에 매춘부였다.44) 여성에 대한 이런 양면적 이미

지는 불교 이야기들 속에서도 널리 퍼져있다. 불교도들은 수행생

활을 이상화했는데, 이는 가정의 안락함과 여성과 함께 하는 즐거

움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불교 이야기들 속

에서 부인들과 여성들이 부정적인 평을 받는 것이 놀랄 만한 것

은 아니다.45) 이 이야기 속에도 여성들은 검은 독사처럼 다섯 가

지 허물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비구들아, 저 흑사에 다섯 가지 허물

이 있으니 하나는 성냄이 많음이요, 둘은 원한이 많음이요, 셋은 악을

지음이요, 넷은 은혜가 없음이요, 다섯은 날카롭고 독함이니라.

마땅히 알라. 여인에게도 또한 다섯 가지의 허물이 있나니 하나는

성냄이 많고, 둘은 원한이 많고, 셋은 악한 짓을 하고, 넷은 은혜가 없

고, 다섯은 날카롭고 독함이니라.

어떤 것이 여인의 날카롭고 독함인가. 대체로 모든 여인들에게는

많은 사나움과 날카로운 욕심이 있는 것이니라.”46)

여기서도 흥미로운 사실은 근본설일체유부가 이 묘사의 주재자

로 붓다를 내세움으로써 여성에 대한 시각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47)

44) Basham(1956) p. 182.

45) Amore & Shinn(1981) p. 33.

46) TD 24, p. 235c.

47) 또한 이런 여성에 대한 시각은 자이나교에서도 보인다. 자이나 스토리인

Celanā를 보면 “이 까나까스리(Kanakaśrī)는 독사처럼 사악했고

무시무시했다.”-Granoff (1998) p. 59. "여성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라

불리고, 부단하게 여성을 멀리하는 자가 진정한 영웅이다. 그래서 만약

누이(말리까의 전생인물)가 세속에 머물러 브라만과 결혼하기

로 결정한 반면에 그녀의 오빠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비록 성직 수행을 할 수는 없으나 여성들도 언제든 종교생활을

할 수는 있었다. 일부 베다의 찬가는 여성 수행자들에게 바쳐진

다.48) 그리고 Therīgāthā에서는 전체 시가 다 초기 상가의 비구니

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종교생활을 하거나 고행을 하

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참 역할은 결혼, 그리고 그녀

들의 남자들과 애들을 돌보는 것이다.49) 여성들에게 수행과 깨달

음은 어렵다. 음식 공양을 위해 남편의 허락을 구하는 것에서, 우

리는 여성의 종속적인 위치를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붓다가 비

구니들에게 주었다는 팔경계를 연상시킨다. 영(Young)에 의하면,

초기불교에서 붓다의 남성성에 지나치게 가치를 두면서, 여성들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여성들은 먼저 남자로 다시 태어

나야 하지 않은지에 대한 논쟁이 절정에 달한다. 그러한 시각은 불교

도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종종 남성의 우월함과 여성의

열등함을 정당화시키려는 범 인도적인 시각의 일부에 불과하다.50)

고행 규칙들이 엄격하게 지켜지려면 여성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고,

고행주의의 선천적인 적으로 선언되어야 한다.”-Jain(1981) p. 118.

48) 예를 들어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iii. p. 6; iii. p. 8)은 박식한

여인Gārgī Vācaknavī에 대해 말한다.

49) Basham(1956) p. 178.

50) Young(2004) p. 15. 교단에서 여성의 취약한 입지는 단순히

근본설일체유부 교단만의 문제도 불교만의 문제도 아닌 범 인도적인

문제였다. 특히 세속적인 욕망을 끊으려는 출가자들에게 여성은

세속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믄이다.

대반열반경(Mahāparinibbānasuttanta)은 다음과 같은 붓다와
아난다(Ānanda)의 대화를 남기고 있다.

여자들에 대해서 우리 출가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보지 않도록 하라.

만일 보았다면, 존귀하신 분이시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말하지 않도록 하라.

만일 말했다면, 스승이시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계속해서 주의해야만 한다-DN.ii. p. 141.



이런 남성우월주의적인 사고는 깨달음의 과정에서도 정형화된

다. 말리까의 전생 이야기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 나오
는 大善現王(Mahāsudarśana)의 막내아들의 이야기가 어떤 형식을

취하는지 예를 들어 보자.

말리까의 전생

이야기51)
대선현왕의 마지막 아들의

이야기52)

1. 오직

남성만이

출가가능

그녀의 오빠가 말하였

다. “나는 욕락을 구

하지 않으니 마땅히

즐기어 출가하리라.”

아들이 말했다, “왕께서 만약 돌

아가시더라도 제가 막내인지라

왕위를 이을 수 없다면 원컨대

여러 어머니들께서는 제가 출가

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는

바른 믿음으로 집에서 나가 집이

아닌 곳에서 범행을 철저하게 닦

겠습니다.”

2. 여성의

집착

그녀가 오빠에게 말하

였다, “이젠 나와 한

집에서 살자. 따로 방

을 하나 만들겠다.”

여러 어머니들이 아들에게 말했

다, “우리는 네가 있는 곳에서 지

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

고 있으니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말아라.”

3. 타협:

남성이

여성을

제도할

것을 약속

그녀가 말하였다, “만

약 수승한 도의 과를

얻거든 와서 서로 보

게 하시오.” “좋다, 네

원과 같이 하리라.”

어머니들이 말했다, “아들아, 만

약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해준다면 마땅히 너의 마음에 따

르겠다. 나중에 勝果를 얻거든 반

드시 와서 알려주도록 하여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

다.”

4. 깨달음

성취

그녀의 오빠는 은사의

처소로 가서 출가하였

다. 그리하여 과거생

의 선근의 힘으로 드

디어 삼십칠품 보리분

법을 스승 없이 스스

로 깨달아 독각의 과

를 증득하였다.

아들은 마음 먹은대로 뜻을 이루

게 되자 적정한 곳에 나아가 궤

범사와 친교사의 가르침도 없이

자연히 37도품법을 깨달아 독각

의 묘과를 스스로 직접 증득하였

다.

말리까의 전생

이야기53)
대선현왕의 마지막 아들의

이야기54)

5. 귀환

그녀의 오빠는 생각했

다, “내가 먼저 누이

와 약속한 것이 있으

니 이제 가서 만나리

라.”

이미 승과를 얻고 나서 곧 이렇

게 생각하였다, “내가 전에 어머

님들과 약속하기를, 聖果를 증득

하면 반드시 알리기로 하였으니

내가 이제 어머니들에게 가서 알

려 드려야겠다.”

6. 신통구현

곧 그 곳으로 가서 위

로 허공에 올라 몸에

신통변화를 나타내니

위에서는 불빛이 나오

고 밑에서는 맑은 물

이 흐르는 등 신기한

모양이 한 가지가 아

니었다. 몸을 세워서

내려오니 모든 범부들

이 그 신통을 볼 때

마음이 빨려 들어서

마치 큰 나무가 땅에

쓰러지듯 그의 발에

절하였다.

독각성자는 몸으로써 법을 나투

어 이익되는 일을 하려고 곧 어

머니의 앞에 도착하여 자세하게

신통변화를 나투었다. 몸 위로는

불을 내뿜고, 몸 아래로 물을 내

뿜으며 큰 광명을 내고, 갖가지

신기한 모양을 나타내 보이니 凡

夫인 중생들은 신통변화를 보고

나서 속히 신심을 내었다. 여러

어머니들은 아들의 신통변화를

보자 마치 나무가 쓰러지듯이 엎

드려서 곧 귀의하여 예배를 드렸

다.

7. 여성의

공양

그녀가 말하였다, “오

빠는 몸에 필요한 음

식이 있어야 할 것이

며, 나는 복을 구해야

하니 원컨대 공양을

받들고자 합니다. 여

기에 머무소서.”

어머니들은 말했다, “성자여, 이

제 능히 이와 같은 신통한 聖果

를 증득하셨으니, 존자께서는 저

희들이 드리는 음식을 받으시어

저희가 복을 구할 수 있게 하소

서. 원하옵건대, 이 동산에 머물

러 계시면서 저희의 공양을 받으

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남성 인물들이 깨달음을 위해 출가할 수 있는 존재

들로 묘사된 반면에 여성 인물들은 세속생활에 집착하고 있다. 또

51) TD 24, p. 236a.

52) TD 24, p. 23a-b.

53) TD 24, p. 236a.

54) TD 24, p. 23a-b.



한 깨달음의 성취가 가능한 남성에 비해, 여성 구복자들에게는 공

양이 그들에게 주어진 최상의 기회였다. 영(Young)의 설명에 따

르면,

붓다는 불교에서 재가 여성을 위한 적당한 역할, 즉 보시자로서의

역할을 세웠다. 이것은 재가자들이 출가 생활을 추구할 수 없고 단지

복을 구할 수만 있으며,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음 생에서나 가능하다

는 원칙으로 발전되었다.55)

어머니나 여성들의 사랑으로 대변되는 세속 생활에의 집착은

자이나교 이야기들에서도 보인다. 예를 들어 와즈라스와민(Vajras

vāmin)의 어린 시절 이야기 속에서, 어린 아이는 아버지의 족적을

따라서 출가하기를 원하나, 그는 출가할 수 있도록 어머니를 설득

해야만 했다. 여기서 어머니와 자식을 엮는 사랑의 매듭에 대한

섬세한 문학적 묘사들을 엿볼 수 있다.56) 후에 어머니 수난다(Su

nandā)가 그녀의 아들 와즈라를 추적해 고행자들로부터 그녀에게

로 돌아오게 하려는 과정에서, 그녀는 왕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들에게 감정적인 청원을 한다.

“나의 온몸으로 나는 네게 절하고 기도하니 부디 오래 살고, 항상

행복하며, 나 수난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길 바란다. 너는 나의 신이

고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바로 나의 삶이다. 나의 아들아, 너의

포옹으로 나를 되살아나게 하라.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포옹하지 마

라. 나의 가슴은 퉁퉁하게 요리된 경단과 같아서 두 쪽으로 쪼개질 것

이다! 아가야, 백조의 걸음걸이같은 너의 매력적인 발걸음으로 이리

오렴! 내 무릎으로 오렴. 나의 자궁 속에서 내가 너를 품었던 그 많은

세월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없니?” 그러나 모든 장난감들,

음식과 달래는 말에도 불구하고, 수난다의 아들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

았다.57)

55) Young(2004) p. 11.

56) Granoff(1998) pp. 7-8.

그러나 이 자이나 이야기는 수난다를 위해 다른 구원의 여지를

제공한다. 상기한 말리까 이야기나 대선현왕의 이야기 속에서 공

양자로 머무는 여성들과는 달리, 수난다 또한 세상을 등지고 출가

자가 된다.58)

Ⅳ. 신데렐라 모델의 적용과 분석

흥미로운 것은 문학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말리까 이야기는 인

도 유러피안 신데렐라의 한 예라는 것이다.59)

신데렐라 말리까

성(sex) 여성 여성

출생 부유한 가족 브라만 가족

외모 아름답다 아름답다

신분하락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재혼). 몸종같은 생활

아버지의 죽음. 마하남의
몸종이 됨

기회
(challenge)

왕실 파티에 갈 수 없게
되어 우울함

그녀의 몸종 신분에 대해
우울함

위기극복
초자연적 도움으로
근사하게 차려 입음

전생의 선업의 축적

결말 왕자와의 결혼 쁘라세나짓 왕과의 결혼

57) Granoff(1998) pp. 46-7.

58) 자이나 전통에서도 말리(Malli)라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Shvetambara

전통에 의하면 이 여성은 놀랍게도 열아홉번째로 해탈한 성인(Jina)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좀 더 보수적인 Digambara 전통에서는 이 이름을

남성이름인 말리나타(Mallinatha)로 바꾸어 여성의 해탈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어졌다-Dundas(1992) pp. 49-50.

59) 신데렐라의 다양한 자료에 대해서는 Dundes(1988)를 참고할 것.



이 비교는 아마도 인도 유러피안 신데렐라의 가장 오래된 현존

판본이 인도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60) 이것은 또한 원본의

내러티브 구조에 충실하다.61) 꼬스꾕은 신데렐라의 인도 발원설

을 제안하면서, 신데렐라 이야기의 원형이 될 수 있는 인도 이야

기들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구두’라는 모티브에 관한

것이었지 이야기 형식은 아니었다.62)

구성면에서, 첫째 이 이야기는 말리까의 결손(deficiencies)에서

시작한다. 신화와 민화에서는 서두의 상황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험이 시작되고 발전하려면 필연적으로 결손 상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63) 신데렐라의 결손이 그녀의 계모와 이복자매들

에 의해 야기된 반면에, 말리까의 결손은 그녀 아버지의 죽음과

마하남의 몸종으로의 신분강등에 의해 야기된다. 비록 그녀가 후

에 쁘라세나짓 왕의 왕비가 되지만, 몸종이라는 그녀의 신분은 본

래 매우 낮은 것이었다.

둘째, 이 이야기의 사회적 기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신데렐

라 이야기와 같이 이 이야기도 명백하게 사회 계급과 관련시키려

는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도 가장 높

은 계층과 가장 낮은 계층을 중개(intermediary) 기능에 의해 연

결시키기 때문이다. 도입부에서 가장 높은 계층과 가장 낮은 계층

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쁘라세나짓 왕은 사회에서 최상의 계

층을 대변하는 반면에, 꽃따는 소녀인 말리까는 가장 낮은 계층을

대변한다. 이 서두의 상황은 당시 인도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

영한다. 카스트 제도는 완고했고, 사회 계층 사이의 이동성 결여

는 이 이야기의 서두 배경을 구성한다. 당시 이런 이야기들의 주

60) 비록 산스크리트 원본은 소실되었지만, 이 이야기는 상응하는

티벳본에서도 존재한다. 이것은 원본이 인도에서 왔다는 가정을 강하게

지지한다. 티벳본에 대해서는 Panglung(1981) pp. 171-2를 참조.

61) Lévi-Strauss(1958) p. 111.

62) Cosquin(1922) pp. 57-8.

63) 나카자와(2003) p. 105.

수용층은 일반 서민들과 승려들이었다.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에게

그들의 일생동안에 사회적인 신분상승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했

다. 현실과 달리, 이 이야기 속에서 말리까는 결혼을 통하여 사회

적 신분상승을 이룬다. 다른 말로 하자면, 쁘라세나짓 왕은 하층

계급 출신의 소녀와 결혼한다. 여기서 신분의 이동이 일어난다.

쁘라세나짓과 말리까의 결혼은 계급으로 나누어진 인도사회에 사

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결혼을 통한 사회적 신분상승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의 아바다나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주제이
다. 예를 들어 원만(圓滿)장자 이야기(Pūrṇāvadāna) 속의 계집종

의 이야기도 같은 형식을 따른다. 이것은 일반 서민들의 사회적

신분상승에 대한 강한 열망을 반영한다.

계집종 말리까

자재(自在, Bhava)장자가 병을 앓음 쁘라세나짓 왕이 길을 잃음

↓ ↓

그녀가 자재장자를 돌봄 그녀가 쁘라세나짓을 돌봄

↓ ↓

자재장자에 의한 보상 쁘라세나짓에 의한 보상

↓ ↓

상위 계급의 남자와의 결혼을 통해
자유인이 되고픈 강한 열망이

그녀가 자재장자의 부인이 되게 함

말리까가 여왕이 된다는 수기대로
그녀는 쁘라세나짓의 부인이 됨

↓ ↓

아들 출산 아들 출산

신데렐라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말리까의 이야기는 적어도 해

결 불가능한 사회적 모순에 대한 이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64)

64) “신데렐라 신화에서 성숙함(maturation)을 통한 이동성(mobility)의

주제는 성인(adult) 신화와 결합되어 있다. 여기서는 만약에 참을성 있고



세 번째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신화와 민화 속

에서 매개기능이 가장 매력적인 요소65)인데 이는 아바다나들에서

도 마찬가지이다. 신데렐라는 항상 아궁이 옆 재 속에서 자야 하

는 불행한 소녀이다. 아궁이는 산 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곳이

다.66) 그러므로 죽은 어머니의 영혼을 연상시키는 ‘代母 요정’이

그녀의 보호자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요정은 그녀의 마술로

신데렐라를 돕는다. 말리까 이야기에서 아궁이는 까르마로 대체된

다. 까르마는 현재와 과거, 미래를 연결한다. 현세에서는 붓다에

게, 그리고 과거세에는 벽지불에게 음식공양을 한 선업 덕분에 말

리까는 붓다로부터 수기-즉 개념적 까르마가 구체적인 결과를 가

져오는-를 얻는다. 차이는 신데렐라 이야기의 요점이 어울리지 않

는 계층들 사이에 임시 가교를 만드는 것이었다면, 말리까 이야기

는 현실적으로 선업의 축적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넷째로, 신데렐라 이야기에서는 결혼을 통한 행복한 결말인 반

면에 말리까 이야기는 그녀의 아들인 위루다까(Virūḍhaka)의 반

역으로 그녀에게 행복한 결말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것은 말리까

이야기를 신데렐라 이야기보다 좀 더 현실감 있게 만든다. 그녀

자신의 선업에도 불구하고 말리까는 다른 이들의 악업에 의해 야

기된 상황 안으로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녀는 아들인 위

루다까와 그의 신하인 디가까라야나에 의해 궁전에서 쫓겨난다.

그리고 남편인 쁘라세나짓 왕에게서도 버림받는다. 비록 말리까

이야기가 신데렐라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 이야기는 까르마의

지나치게 요구적이지 않으면, 부엌 옆의 쪽방에서 궁전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이동성의 이면에는 사회제도에는 분명

본질적인 정의가 있으며 사악함은 궁극적으로 고쳐진다는 믿음이

깔려있다.”-Pace(1988) p. 254.

65) ibid., p. 109.

66) 인간들의 집에서 아궁이는 다른 세계로 가는 전환점 역할을 한다.

아궁이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 사이의 매개적인 장소로서

여겨진다.-ibid., p. 121.

현실적 과정에 의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쁘라세나짓과의 이별

후의 그녀의 삶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녀의 남편과 아들의 죽음 후에 그녀가 행복하게 살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사건들은 까르마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강화시켰을 것

이다.

결론

말리까 이야기는 먼저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은 수

동적인 위치에 만족해야하는 면을 보인다. 근본설일체유부는 붓다

를 등장시켜 여성을 독사에 비유하거나 말리까와 와르시까의 화

목을 칭송하면서 일부다처제를 정당화함으로써 사회적 관습과 타

협하는데, 이는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속의 이야기들의 일관된
경향으로 보여지나, 베딕 전통에 대한 강한 반성에서 불교가 출발

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남성우월주의 전통을 의심 없이 그대

로 수용한 것인지, 아니면 방법적인 현실적 수용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

한편 말리까 이야기는 신데렐라 이야기의 인도판본으로서 근본

설일체유부의 풍부한 문학적 상상력을 보여준다. 붓다에의 공양과

수기를 통한 위기극복과 신분상승은 불교와 인도 유러피안 신화

와 지역적 전통과의 결합의 한 예이다. 말리까 이야기는 인도 사

회의 하층 계급인들의 신분상승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낸다. 한

편으로는 신데렐라 이야기와 유사한 민담이 일부다처의 가부장적

전통을 지닌 문화권에서는 언제든지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면

도 고려하면서 이 이야기를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리까가 아들 위루다까를 낳는 것으로 말리까 이



야기의 뒤를 이어서 위루다까에 의한 석가족 학살 이야기가 시작

된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왜 근본설일체유부는 선업의 상징인

말리까를 악업의 상징인 위루다까와 연결했을까? 근본설일체유
부비나야는 어떤 식으로든 까르마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근본
설일체유부는 주인공인 위루다카와 어머니 말리카 사이의 까르마

를 고려치 않는다. 과거와 현재를 통해 선업을 닦은 말리까는 자

신의 아들에 의해 궁성에서 쫓겨난다. 여기서 여성 인물인 말리까

는 남성 인물인 위루다까를 소개하기 위한 단지 부차적인 인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여성이 남성에 종속적이었던 당

시의 사회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근본설일체유부의

여성관을 반영한다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삶의 연속을 괴로움으로 보는 윤회적

세계관 하에서 어떠한 행복도 어떠한 불행도 영원할 수 없다는

범인도적 관념이 결론부분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anitya)는 불교적 세

계관 하에서 그 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happily ever after)와

같은 해피엔딩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여지기도 한다. 그리하

여 ‘새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의도하듯이 행복과 불행이 계속해

서 반복되는 범 아시아적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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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he image of women in the

Mallikāvadāna of the Mūlasarvāstivādavinaya

Kṣudrakavastu (MSVKv)

Park, Cheonghwan(Chongdok)

Dongguk University

Malli or Mallikā is one of still very popular female

names in India. As in the other Indian religious traditions,

in the Buddhist tradition also, a woman named Mallikā

appears. This paper deals with Mallikā story of the

Mūlasarvāstivādavinaya Kṣudrakavastu where it performs

not only the structural and sociohistorical analysis but also

highlights the Mūlasarvāstivādins' view of women in this

story.

Mallikā’s episode presents the Mūlasarāvstivādins’ rich

literary imagination as an Indian version of the Cinderella

story. This is an example of the combination between

Buddhism, Indo-european mythology and local tradition. The

Mallikā story represents the strong desire for social upgrade

from the lower class of Indian society. The episode of

Mallikā and Varṣikā represents the social situation of that

time: the harmony between wives and their paying respect

to their husband were regarded as essential to the family.

The analysis of this episode reveals that women are content

with a passive status in a male dominant society. This

reflects the inclinations of the avadānas of the MSV to

reconcile with social custom. Mallikā’s giving birth to



Virūḍhaka is the beginning of the main episode of the

Śākyas’ massacre by Virūḍhaka. Here arises the question:

why did the Mūlasarāvstivādins connect Mallikā, symbol of

good deeds, and Virūḍhaka, symbol of bad deeds? The

MSVKv does not provide any karmic explanation. Just like

the slave-girl who gives birth to Pūrṇa and is never

mentioned again in the Pūrṇāvadāna, another avadāna of the

MSV, following the birth of Virūḍhaka, Mallikā is briefly

mentioned in the scene of the meeting with Prasenajit after

she was driven from the palace. Through a similar process,

the slave-girl gives birth to Pūrṇa who becomes a disciple

of the Buddha whereas Mallikā’s son, Virūḍhaka takes part

in a massacre. This is the Mūlasarāvstivādins’ method of

creating stories. They do not consider the karmic relation

between the protagonists and their mothers. Mallikā, a doer

of good deeds through past and present, is even ousted

from the palace by her own son. This also reflects the

Mūlasarvāstivādin’ view of women which could not but be

influenced by the social realities of their time when women

were subordinate to men. In many cases, women are

secondary characters who only introduce the male

protagonists and as shown in the table 6 and the past story

of Mallikā, they are often described as worldly obstacles to

the male protagonists’ enlightenment.

Key words : mUlasarvAstivAdavinaya kSudrakavastu,

mallikA, women, karma, cinderel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