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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의 내러티브 고찰⑴
__붓다가 말먹이용 보리를 먹은 사연을 중심으로__

박청환*1)

Ⅰ 시작하는 말. Ⅱ 내용분석. Ⅲ 마치는 말.

요약문: [주요어: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전생업, 보리, 내러티브]

굽타왕조시대(300-550 CE)는 산스끄리뜨 문학의 황금기였다. 대부분

의 불교부파들이 당시의 조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반면에 설일

체유부는 그들의 논서에서 보여지듯이 정확성을 바탕으로 하여 경전의

언어와 용어 체계를 통일시키면서 그들의 삼장(三藏,Tripiṭaka)을 산스

끄리뜨로 번역했다. 근본설일체유부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수정을 하는

단순한 번역에서 훨씬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삼장을 유려하게 다듬어 다

시 쓰는 작업을 하였는데 아마도 교리에는 손대지 않더라도 문학적으로

는 당시의 조류를 반영하여 그들의 삼장을 보다 대중적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는 이러한 시도의 산물
이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는 다른 율장들에 비해 내러티브가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른 율장들이 메시지 전달에만 치중해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반면에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에 소개된 많은 이야기들은 내러티브의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다양

한 복선이나 장치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문학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있

다. 이런 복선이나 장치들은 단순한 문학적 용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 환경이나 시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본고는 붓다가 말먹이용 보리를 먹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근본설
일체유부비나야약사 속의 이 이야기가 다른 율장이나 경장속의 이야기
들보다 얼마나 내러티브 기능이 우월한가를 보이고자 한다.

* 정덕 스님. 중앙승가대학교 역경학과 전임강사. avada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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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는 말

붓다가 말먹이용 보리를 먹었다는 이야기는 현존하는 모든 율

장에 소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흥기행경1) 같은 붓다의 과거 악
업을 다루는 다른 경전에도 소개되어 있다.2) 빨리 율,3) 화지부
의 오분율4) 그리고 법장부의 사분율5)에서 이 이야기는 계율
을 제정하는 이유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율장의 서두에 소개되고 있다.

상좌부의 상황을 보면 애초에 빨리율에서는 주관심사가 붓다
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말먹이용 보리를 먹은 이야기에

는 크게 중점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설일체유부의 영향으로 인하

여 이 이야기는 후에 아빠다나(Apadāna:Ap)6)와 아빠다나 주
석서(Apadāna Commentary:Ap-a)7)에서는 붓다의 전생 악업이

야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근거가 되었다. 반면에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약사8)와 설일체유부의 십송율9)에서는 이 이야기가 붓

다의 전생 악업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두 율

1) 佛說興起行經 TD 4, pp.164a-174b.
2) 붓다가 말먹이용 보리를 먹은 에피소드에 관한 구체적 자료는

Lamotte(1981) 1. p.124. 각주1 참조. 이 에피소드를 포함한 붓다의 악업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Guang Xing(2005) pp.106-118 참조. 여기서 Guang

Xing은 붓다의 악업을 받아들이는 텍스트들은 애초에 한 전통에서

나왔고, 아마 틀림없이 설일체유부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3) Vinaya 3. pp.1-11; BD 1. pp.1-21.

4) 彌沙塞部和醯五分律 TD 22, pp.1a-2b.
5) 四分律 TD 22, pp.568c-569c.
6) Ap 1, p.300, v.25-26.

7) Ap-a, pp.125-126.

8) 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藥事 TD 24, pp.45a-48c.
9) 十誦律 TD 23, pp.187b-18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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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들 속에서 계율을 제정하는 이유로는 언급되지 않는다. 애초에

이 이야기는 계율을 제정하기 위한 배경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

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자료들에 보이듯이 이 이야기

는 후에 따로 분리되어 붓다의 과거 악업 이야기들 중의 하나로

서 더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의 이 이
야기는 설일체유부의 십송율의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문학적

확장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서술구조가 같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이 이야기는 보살처태경,10) 경율이상,11)
중본기경12) 등에도 보인다.
주요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붓다가 비란저성에 이르셨을 때 화수라는 바라문으로부터 초대를

받는다. 그러나 그의 무지로 붓다와 비구들은 음식공양을 받을 수 없

게 된다. 그 때 어느 상주(商主)가 말먹이용 보리를 보시한다. 그리하

여 붓다와 비구들은 보리를 먹는다. 붓다는 후에 이것은 그 자신이 전

생에 비바시불을 모욕한 악업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이야기는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는 두 번 등장하는

데, 한번은 독립된 이야기로서, 다른 한번은 붓다의 과거 악업 이

야기들을 모아 정리한 모음집13) 안에 포함되어 있다. 붓다의 전생

악업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항상 무리지어 함께 소개되는데 이는

이 이야기들이 어떤 모태가 되는 이야기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이

다.14) 하지만 이 말먹이용 보리를 먹은 이야기는 일찍이 널리 알

려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발전되었고 그리하여 많은 경전에 독립

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의 이 이야기는 형식적으로는 아바
10) 菩薩處胎經 TD 12, pp. 1055c-1056a.
11) 經律異相 TD 53, p. 20a-c.
12) 中本起經 TD 4, pp. 162c-163c.
13) TD 24, p. 96a-b.

14) 박청환(2006) 테라바다의 붓다관(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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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avadāna)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아바다나의 주요 성격 중의

하나는 내러티브의 “중심 부분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15)라는 것이다.16)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와 중본기
경의 이야기들은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아빠다나 주석서의
경우에는 과거의 이야기(atītavastu)가 먼저 오고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pratyutpannavastu)가 전개된다. 왜냐하면 아빠다나 주석
서는 제목 그대로 아빠다나에 대한 주석을 담고 있는 것이므
로 아빠다나의 이야기(과거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에 주석을 다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이야기가

중심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
이외의 다른 텍스트들은 주요 관심사가 단지 붓다가 말먹이용 보

리를 먹었다는 것이므로 아바다나 형식을 충족시키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Ⅱ. 내용분석

1. 왕의 초대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그때 세존께서는 용군17) 마을에서 두루 교화하며 다니시다가 비란

저성18)에 이르시어 연목수 아래에 계시면서 머무르셨다. 이때 이 성

안에 있던 화수19)라는 바라문이 왕이 되어 국토가 풍요로워지고, 백성

15) Hiraoka(1998) p. 433.

16) 아바다나에 관해서는 박청환 (2006) 아바다나에 대한 고찰 참조.

17) 勇軍; S. Śūrasena; P. Surasena.

18) 鞞闌底城; S. Vairambhya; P. Verañjā.



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의 내러티브 고찰 ∙ 203

들은 안락해졌으며 사는 것이 충만하여졌다.20)

“국토가 풍요로워지고 백성들은 안락해졌으며 사는 것이 충만

하여졌다.21)”라는 표현은 단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서
만 등장한다. 이 표현은 디가니까야(Dīghanikāya:DN)같은 초기
경전에 자주 보이는데 국가의 풍요로운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것

이고 대국의 왕으로서 화수를 표현하기 위해 여기에 삽입된 것이

다. 경율이상에서 그는 단지 현명한 왕으로 묘사되고, 중본기
경에서는 현명하고도 부유한 왕으로 묘사되었다. 빨리율과 같
은 다른 계통의 경전들에서는 바라문이 베란쟈 출신이라는 것 외

에는 그에 관한 정보는 없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빨리율에서
보면 그 차이가 쉽게 드러난다.

어느 때에 세존은 베란쟈 날레루의 님바 나무 근처에서 오백의 대

비구 승가와 함께 머물고 계셨다. 베란쟈의 한 바라문이 들었다...22)

위의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의 도입부와 시작이 다른 것

은 용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내러티브 기능이 강조되는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서는 등장인물들을 캐릭터에 맞추

어 묘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였다. 반면에 빨리율에서는 주

19) 火授; Agnidatta.

20) TD 24, p. 45a. “爾時世尊 於勇軍聚落 人間遊行 至鞞闌底城

在練木樹下而住時此城中 有婆羅門 名曰火授 而作國王 國土豐饒 人民安樂

居者充滿”.

21) 國土豐饒 人民安樂 居者充滿; SMSV 1, p. 23, line.9. “ṛddhaṃ ca sphītaṃ

ca kṣemaṃ ca subhikṣaṃ cākīrṇabahujanamanuṣyaṃ ca”. 종종

번영하는 도시를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숙어적인 구절이다. “iddha phīta

bahujana ākiṇṇa-manussa” (DN 1, p. 211; 1, p. 212; 2, p. 146; 2, p.

147; 2, p. 170; 3, p. 75).

22) Vinaya 3, p. 1. “Tena samayena buddho bhagavā Verañjāyaṃ viharati

Naḷerupucimandamūle mahatā bhikkhusaṃghena saddhiṃ pañcamattehi

bhikkhusatehi. assosi kho Verañjo brāhmaṇo” BD 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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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관심사가 붓다와 그의 가르침이므로 다른 인물들은 부수적이

고 특별한 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서 왕이 붓다에게 공양청을 한

동기는 주목할 만하다.

이때 그 왕은 세존께서 용군 마을에서 두루 교화를 하시다가 이곳

에 이르시어 연목수 아래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곧 이렇게 생각하

였다.

‘사문 고타마는 모든 큰 나라의 왕들이 공경하고 공양을 바치며 존

중하고 찬탄하니, 나도 또한 마땅히 공양을 공급해 드려서 이웃 나라

로부터 <화수당은 여래께서 자신의 나라 안에 오셨는데도 공양을 올

리지 않았다>는 비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나는 이제 마땅히

세존과 비구 승가에게 온갖 음식을 가지고서 공양을 올려야겠다.23)24)

빨리율과 오분율 그리고 사분율에서는 붓다를 초청한 사
람이 베란쟈의 바라문인 반면에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와
십송율에서는 화수가 공양청을 하고 있다.25)
빨리율에서 바라문은 붓다에게 일련의 질문을 한다. 그리고

마침내 붓다에게 귀의하고 그가 사는 곳에서 우기를 보내도록 청

한다.26) 빨리율의 바라문의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23) TD 24, p. 45b. “我今應請世尊 及苾芻僧伽 以一切供具 而為供養”; SMSV

1, p. 23, line.15. “yattvahaṃ śramaṇaṃ gautamaṃ saśrāvakasaṃghaṃ

sarvopakaraṇaiḥ pravārayeyamiti.” upakaraṇa = bhoga, food. (BHSD,

p. 133). 한글대장경에서는 以一切供具(sarvopakaraṇaiḥ)를 “모든
공양구(供養具)를 가지고”(한글대장경 ,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
p. 208)로 오역하였다.

24) TD 24, p. 45a-b.

25) 라모뜨의 연구에 따르면 교화 12년째에 붓다는 빨리 자료들에서는

베란쟈로 불리는 바라문의 방문을 받고 종종 한역 자료들 속에서는

베란쟈 또는 더욱 종종 화수라 불리는 바라문의 방문을 받는다고

한다.-Lamotte(1981) 1. p. 124. 각주1.

26) 붓다와 바라문 사이의 긴 대화 대신에, 사분율, 오분율 그리고
십송율에서는 바라문은 붓다의 위대함을 듣고서 붓다를 초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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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율 [바라문은 붓다의 위대함을 듣고서 그를 보러 갔다.]27)

오분율

비란야 바라문은 (붓다의 위대함을 듣고) 찬탄하여 말

하였다.

“훌륭하시도다. 나는 부처님을 뵙고 싶도다.”28)

사분율

(붓다의 위대함을 듣고 바라문이 말하기를) “참 반가운

일이다. 우리들은 이와 같이 집착 없는 사람을 만났으

니 우리들 모두가 가서 사문 고오타마에게 문안을 드

리자.”29)

십송율

(바라문왕이 한 거사에게 대중의 존중을 받는 바라문이

있는가 묻고 바라문이 사문구담의 위대성을 말하자,)

그러자 바라문왕이 말했다. “구담 사문은 어디에 계십

니까? 내가 지금 찾아가 뵙고 싶습니다.”30)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의 왕은 다소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그가 붓다를 초청하는 이유는 단지 이웃 왕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서는 다른 율장들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등장하는 붓다의 위대함에 대한 묘사가 생략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할 것이다. 이는 각 율장의 관계된

부분이 비교될 때 명백해진다.

이 예문들은 재가자들이 붓다에게 공양청을 드릴 때의 전형적

인 장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서
이 장면의 부정적 묘사 내지 뒤틀기는 다가올 갈등에 대한 내러

티브 복선을 깔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공양청은 계속된다.

27) Vinaya 3, p. 1 요약.

28) TD 22, p. 1a. “歎言善哉 我願見佛.”

29) TD 22, p. 568c. “善哉我等得見 如是無著人 我今寧可宜往問訊沙門瞿曇”.

30) TD 23, p. 187b. “婆羅門言 沙門瞿曇今在何處 我欲往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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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곧 명을 내려 수레를 장엄하여 성 밖으로

나가서 붓다가 계시는 곳에 나아가 갖가지의 좋은 말로 세존께 위문

을 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곧 그 왕을 위하여 미묘법을 말씀하여 보이시고

가르쳐서 이익되고 기쁘게 하시고는 잠잠히 계셨다.

화수왕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는 드러내고 왼쪽 어깨만

덮은 채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붓다를 향해 아뢰었다.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비구 대중과 함께 저에게서 3개월의 여름

안거 동안에 음식과 탕약과 의복과 침구등 4사공양을 받으소서.”

그대 세존께서는 잠잠히 그 화수왕의 청을 받아들이셨다. 화수왕은

세존께서 잠잠히 청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크게 들어 기

뻐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으로 가서 모든 신하들에게 명하였다.

“경들은 마땅히 매일같이 열여덟 가지의 여러 맛있는 음식들을 두

루 준비하도록 하라.”

다시 나라 안에도 널리 명령을 전하여 알렸다.

“너희들 모두는 여름 석 달 동안에 사문 고타마께 함부로 공양을

드릴 수 없다. 만약 함부로 공양청을 하게 되면 마땅히 그 목숨을 끊

을 것이다.”31)

우선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비구 대중과 함께 저에게서 3개

월의 여름 안거 동안에 음식과 탕약과 의복과 침구등 4사공양을

받으소서”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자.32) 붓다에게 직접적으로 공양

되어지는 네 가지 공양물(Catupaccaya)은 다른 자료들안에서 붓

다를 청하는 장면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빨리율에서 바라문
은 단지 붓다가 베란자에서 우기를 보낼 것을 청한다:

부디 존자 고따마께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베란자에서 우기를 보내

31) TD 24, p. 45b.

32) TD 24, p. 45b. “唯願世尊及苾芻眾

受我三月雨安居四事供養飮食湯藥衣服臥具”; SMSV 1, p. 23, line.21-22.

“adhivāsayatu me bhagavān gautamas traimāsīṃ

cīvarapiṇḑapātaśayanāsanaglānapratyayabhaiṣajyapariṣkāraiḥ sārdhaṃ

bhikṣusaṃghena i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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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동의해주시길 바랍니다.33)

다른 자료들에서 바라문 혹은 화수로 표현되어 있는 인물은 붓

다에게 3개월간의 우안거를 베란쟈에서 보낼 것을 청한다. 네 가

지 필수품이 붓다에게 바쳐질 때의 상황도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서는 “세존께서는 잠잠히 그 화수

왕의 청을 받아들이셨다”고 한다.34) 즉 침묵을 통하여 공양의 직

접적인 수령자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마하바가(Mah
āvagga)의 로조말라와뚜(Rojomallavatthu) 에서는 로자(Roja)가

붓다에게 네 가지 공양물을 바칠 때, 붓다는 조건을 달고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붓다는 공양장면에서 한 발짝 뒤로 물

러서있는 듯한 암시를 주면서 공양의 직접적인 수령자로 등장하

지 않는다. 즉 사사공양을 받는 상황에서 붓다의 태도가 항상 일

정한 것은 아니다.

세존이시여, 존자들이 다른 이들이 아닌 저로부터 의복, 음식, 숙소

와 환자를 위한 약 같은 필수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로자여, 현세에서 배움의 지혜와 배움의 통찰을 갖춘 이들

은 또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지금 정말로 존자들이 다른 이들이

아닌 우리로부터 의복, 음식, 숙소와 환자를 위한 약 같은 필수품을 받

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로자여, 그 때 그들은 다른 이들은 물론 너로

부터도 받을 것이다.35)

비구들을 위한 이 네 가지 공양물 보시는 초기 경전에서 종종

언급된다. 빨리율에 보면,
33) Vinaya 3, p. 6. “adhivāsetu ca me bhavaṃ Gotamo Verañjāyaṃ

vassāvāsaṃ saddhiṃ bhikkhusaṃghenā ’ti.”; BD 1, p. 11.

34) TD 24, p. 45b. “爾時世尊默然受彼火授王請.”

35) Vinaya 1, p. 248. “aho nūna ayyā amhākañ ñeva paṭigaṇheyyuṃ

cīvarapiṇḑapātasenāsanagilānapaccayabhesajjaparikkhāraṃ no aññesan

ti. tena hi Roja tava c’eva paṭigaṇhissanti aññesañ cā’ti.”; BD 4, p.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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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그는 수백 수천에 둘러 싸여 마을로 부락으로 그리고 왕의 영

지로 탁발을 나갔다. 그는 장자들로부터 존경받았고, 숭배 받았고, 높

이 떠받들여졌으며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는 출가자들을 위한 의

복, 음식, 숙소와 약품같은 필수품을 보시받았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첫 번째 위대한 도둑이다.36)

일반적으로 사사공양은 재가자가 출가자에게 바치는 최상의 보

시로 묘사되는데,37) 다른 경전에서 단순히 붓다가 안거를 베란쟈

에서 보내도록 청하는 것에 비해 유독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
사에서만 사사공양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근본설일체유
부비나야약사의 편집자들이 왕의 붓다를 청하고픈 열망을 강조

하기를 원해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서 붓다는 왕의 청을 침묵 속에

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빨리율과 보살처태경에서도 마찬
가지다. 그러나 경율이상과 오분율에서는 붓다는 처음에 비구
들의 수가 너무 많다고 공양청을 받지 않으나, 세 번 청하자 붓다

는 청을 받아들인다.

한편 십송율에서 붓다는 왕의 청을 받아들이는데, “붓다는

(이 사람과는) 전생의 업이 남아 있으니 반드시 그 과보를 받으리

라고 생각했다.”38)고 업의 설명을 추가하고 있으며, 중본기경역
시 동일하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서 왕은 붓다에게 따로 공양을

올리려고 시도한다. 이것은 극적 갈등을 도입하기 위한 장치라는

느낌이 든다. 이외에도, 왕이 대신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경들은 마땅히 매일같이 열여덟 가지의 여러 맛있는 음

식들을 두루 준비하도록 하라.(卿等宜應日日廣辦十八種飯 及諸美味;

pratidivasamaṣṭādaśaprakāraṃ khāddhyakaṃ pacata nānāsūpikar

36) Vinaya 3, pp. 89-90; BD 1, p. 156.

37) DN 1, pp. 60-61; MN 2, p. 102.

38) TD 23, p. 187b. “佛念本行因緣 必應受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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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vyaṃjanopetaṃ ca prabhūtaṃ bhaktam).” “열여덟 가지 음

식”이라는 이 표현은 다른 자료에는 보이지 않는데, “열여덟 가

지”란 “풍성한” 내지 “진수성찬”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왕이 붓다를 마지못해 만나려고 하는 부분은 마하바가
의 로조말라와뚜 의 상황과 유사하다. 왕처럼 로자는 붓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동족인 말라족 사이의 협약

때문에 붓다를 만났으며, 그는 아난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존경하는 아난다여, 나는 깨우친 분이나 혹은 담마 혹은 승가에 의

해 감명을 받지 않았다. 허나 누구든 세존을 만나러 가지 않으면 오백

의 벌금을 물린다는 협약이 동족 사이에 만들어졌다. 존경하는 아난다

여, 내가 세존을 만나러 나간 것은 단지 종족의 협약을 우려했기 때문

이다.39)

붓다에 대한 처음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바라문왕과 재가자

로자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붓다를 보러 간다. 그들의 태도 변화

의 이유는 “이웃 왕들의 압력” 혹은 “종족 사이의 협약” 때문이었

지 붓다의 위대함에 감명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2. 붓다와 비구들의 배고픔이 초래된 이유

대부분의 율장 속에서 붓다와 비구들의 배고픔이 초래된 이유

는 기아와 바라문의 약속 망각 때문이다. 빨리율에는,

그때 베란쟈는 공양음식이 부족해서 얻기가 힘들었다. 기아로 인한

고통이 심했고 식량이 배급되었다.40)

39) Vinaya 1, p. 247.

40) Vinaya 3,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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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베란쟈의 바라문은 당시 매우 바빴고 후에 그가 인정

하듯이 그때 붓다를 초청했더라도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왜냐하

면 당시 그는 집에서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붓다와 비

구들이 말먹이용 보리를 먹은 것은 이러한 자연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인간적인 원인들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바라문은 붓다

와 비구들의 배고픔을 야기할 의도는 없었으나 그가 해야 할 일

들이 그를 붙잡아 매어서 붓다를 초청한 일을 잊게 만들었기 때

문이다.

빨리율은 업에 의한 해석을 할 여지를 남겨 두지 않는다. 그
러나 다른 빨리어 자료들 은 바라문이 마라(Māra)의 술책 때문에

자신의 초청 사실을 잊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41)

오분율에서는 바라문이 붓다와 비구들을 초청했지만 마라에

게 유혹되어 자신이 초청한 사실을 잊는다. 이외에도 기아 때문에

탁발이 어려웠다. 이것은 사분율에서도 마찬가지다. 십송율에
서도 상황은 같다: 바라문왕은 공양을 올리지 않았고 베란쟈 마을

은 극도로 빈곤했으며 주민들은 신심이 없었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서는 기아도 마라도 언급되어 있
지 않다. 대신에 왕이 공양을 올리지 않은 다른 이유가 주어진다.

이 부분을 요약해 보면,

왕이 공양 준비를 시키고 자다가 꿈을 꾸어 국사(國師, Purohita)에

게 해몽을 시키니 국사는 농간을 부려 길몽을 왕이 죽을 것이라는 악

몽으로 거짓 알려준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아무도 만나지 말라고 한다.

공양 당일 궁전에 간 아난다는 입구에서 거절당하고 돌아와 붓다에게

사정을 고하니 붓다는 아난다에게 성 한 가운데에 가서 탁발할 것을

지시한다. 그러나 누구도 허락 없이 붓다와 상가에게 공양을 올릴 수

없다는 왕명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42)

41) Dhp-a 2, p. 153; Ja 4, p. 494; Ap-a, p. 125.

42) TD 24, p. 45b-c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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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를 초청한 후에 왕은 자신의 주민들이 붓다에게 공양을 올

리는 것을 금한다. 기아 같은 자연재해는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붓다와 비구들의 배고픔은 왕이나

주민들의 의도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서 붓다와 비구들의 배고픔은 왕 때
문에 야기된 것으로서 비난받아야 할 자는 왕이라는 것이다. 인간

적인 요인으로 자연적 요인을 대체하는 것은 업의 인과관계를 극

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십송율에서 하안거를 위한 음식을 준비시킨 후에 왕은 문지
기에게 바깥소식을 전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그는 편안

하게 쉬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십송율은 왜 왕이 공양을 올리기
를 거부했는지를 밝히지 않는다. 붓다와 비구들을 초청하고 그들

을 위한 음식을 준비한 후에 왕이 여름 내내 그들을 보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은 비록 십송율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붓다의 전생
업 때문이라고 설명하더라도 논리가 서지를 않는다.

반면에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는 왕의 태도에 대해 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제공한다. 오분율이나 사분율에서처럼
단순히 마라에 의해 잘못 인도되었다는 것 대신에 왕은 자신의

궁궐이 흰색 천으로 덮이는 꿈을 꾼다.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 걱

정하면서 사제에게 이에 관해 묻는다. 사제는 길몽을 악몽인척 그

릇된 설명을 해주는데 즉 왕이 자신의 궁궐 속 깊숙이 숨어있지

않는 한 죽을 것이라는 것이다.

베다 시대로부터 인도인들은 꿈에 매우 이끌렸었고 그런 만큼

이나 악몽을 두려워하였다.43) 연유로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
의 의도는 명백해진다. 인도인들이 꿈에 특히나 악몽에 상당히 민

감한 영향을 받으므로 사제들의 해몽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

졌고, 왕의 꿈과 사제의 판단이라는 설정은 오분율과 사분율
에서의 단순한 마라의 출현이나 십송율의 업에 의한 설명보다

43) 이에 대해서는 ERE 5, pp. 3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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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호소력 있게 받아들여지기 쉽다. 비록 사제의 잘못된 해몽에

근거하고는 있지만 왕의 태도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서 그는 사제의 지시에 따라서 붓다와의 공

양청의 약속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근본설일체
유부비나야약사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문학적인 장치이다. 왜냐

하면 다른 자료들에서는 이런 것이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왕의 사제(purohita)의 역할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의
석가족 몰살 이야기44)에 등장하는 악생(惡生, Virūḑhaka)의 신하

인 고모(苦母, Ambāriṣa)의 역할과 유사하다.45) 내러티브의 전개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왕을 오도하는 부정적인 역할이

맡겨졌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악생을 오도하는 고모와 같이 사

제는 자신의 해몽을 가지고 왕을 고의적으로 오도한다.

이 두 인물의 차이는 사제가 현세의 붓다에 대한 시기심으로

왕을 오도한 반면에 고모의 개인적 동기는 현생이 아닌 전생에

석가족 때문에 겪은 불운 때문이다. 사제의 출현은 왕의 태도변화

가 외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플롯(plot)

구조는 왕의 캐릭터에 부정적 이미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후에

자신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마지막으로 빨리율에 등장하는 베란쟈 마을의 기근과 달리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는 또 다른 장치가 왕의 업을 극대
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바로 백성들의 태도이다. 다른 텍스트

에서 베란쟈의 사람들은 이교를 믿거나(오분율, 십송율) 또는
신심이 없다고 표현된다(경율이상, 중본기경). 그러나 근본
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서는 베란쟈의 사람들은 신심이 없어서

가 아니라 왕의 명령 때문에 음식공양을 못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44) TD 24, pp. 234a-244a.

45) 고모는 악생과 같은 날에 태어나 악생이 끊임없이 악업을 짓도록

이끌다가 석가족을 몰살한 업으로 악생과 함께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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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에 있는 장자와 바라문들은 이렇게 말했다.

“성자 아난다시여, 우리들은 각각 혼자서도 능히 세존과 성문 승가

께 3개월 동안 음식을 공급하고 4사(事)를 부족됨이 없게 할 수가 있

습니다. 그러나 임금께서 엄명을 내리시어 3개월 동안에는 국내의 백

성들이 멋대로 세존과 비구 승가에게 보시하는 것을 금지하시고, 만약

그것을 어기는 자는 죄가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널리 알렸으니, 끝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46)

즉 공양을 올리고 싶은 마음은 한량없지만 왕명으로 어쩔 수

없이 못한다는 설정은 두 가지를 암시한다. 첫째는 백성들도 세속

의 왕명 보다는 붓다의 가르침이 높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둘

째는 불법을 수호해야 할 왕이 거꾸로 가고 있으니 그의 업이 얼

마나 지중한가라는 것이다.

3. 붓다의 말먹이용 보리 먹기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서 이 부분의 상황은 다음과 같
다.

그때 어느 상주(商主)가 5백 마리의 말을 가지고 북방으로부터 온

다. 그는 우기 동안에 비란저성에 머물기로 한다. 아난다가 그에게 가

서 설법을 하자 그는 말먹이용 보리의 여분이 있으므로 붓다와 비구

들에게 공양을 올리겠다고 제안한다. 이를 전해들은 붓다는 자신이 지

은 업은 마땅히 스스로 받아야 한다면서 말먹이용 보리를 먹기로 한

다. 이때 사리불과 목련만은 예외적으로 제석천으로부터 공양을 받는

다. 붓다를 위해 상주로부터 받은 보리를 요리하려고 아난다는 마을에

가서 한 노파에게 부탁하나 그 노파는 본인은 힘들다며 젊은 여인을

소개한다. 젊은 여인은 요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붓다의 의미를 묻자

46) TD 24, p. 4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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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다는 여인의 근기가 붓다의 의미를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대신 전륜왕에 대해 설해준다. 여인이 요리를 마치자 아난다는 음식을

가지고 붓다에게 돌아와 여인과의 일을 보고한다. 붓다는 여인의 근기

를 저평가한 아난다를 질책하고 여인이 전륜왕의 여보(女寶)가 될 것

이라는 수기를 내린다. 그리고 붓다가 보리를 드시려 하자 아난다가

어찌 귀하신 붓다가 이런 거친 보리를 드시게 되었느냐고 슬피 울자,

붓다는 그에게 보리를 먹어보라고 권한다. 붓다는 여래가 먹는 것은

뭐든지 최상의 맛이 된다고 하면서 아난다를 위로한다. 이때 붓다가

보리를 드신다는 소문이 돌자 급고독 장자가 5백 수레에 좋은 쌀을

실어 부처님께 보낸다. 하지만 마라의 방해로 수레들은 도중에 흩어진

다.47)

바라문왕이 공양 올리기를 거부했을 때, 붓다와 비구들은 허기

가 졌고 그래서 비구들은 베란쟈 마을에 가서 탁발을 했다. 오분
율, 사분율 그리고 십송율에서는 단지 비구들만이 탁발을 가
는데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서는 아난다가 붓다를 위하여
탁발을 나간다. 붓다 자신이 탁발을 나갔다가 아무 것도 얻지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 같아 보인다. 업 절대

주의의 관점을 견지하는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서조차도,
빈 발우를 들고 마을을 도는 것은 붓다의 전생업 때문이라고 여

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지도론에서는 비록 붓다가 마을에 갔
지만 그는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고 한다.

바라문 마을에 들어가서 탁발을 했으나 그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하

고 빈 발우를 들고 돌아왔다.48)

47) TD 24, pp. 45c-47b 요약.

48) TD 25, p. 121c. “若佛神力無量 威德巍巍 不可稱說 何以故受九罪報? 一者,

梵志女孫陀利謗, 五百阿羅漢亦被謗 ; 二者, 旃遮婆羅門女繫 木盂作腹謗佛 ;

三者, 提婆達推山壓佛, 傷足大指；四者、迸木刺腳 ; 五者,

毘樓璃王興兵殺諸釋子, 佛時頭痛 ; 六者, 受阿耆達多婆羅門請而食馬麥 ;

七者, 冷風動故脊痛 ; 八者, 六年苦行 ; 九者, 入婆羅門聚落, 乞食不得,

空鉢而還-” Lamotte(1981) 1, p. 511. 이 상황은 또한 방편경
(Upāyakauśalyasūtra)에서도 보인다. Tatz(1994) p. 78.



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의 내러티브 고찰 ∙ 215

대지도론은 이 에피소드를 단지 한 문장으로 언급하고 있고,
다른 등장인물들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붓다의 전생업에만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또는 방편경(Upāyakauśalyasūtra)에 보이듯
이 붓다가 빈 발우를 들고 돌아다녔다는 이 에피소드는 그의 방

편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두

텍스트는 붓다의 전생업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승의 입장을 따르

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겠다.

비구들이 탁발에 어려움을 겪자 상주가 그들의 말먹이용 보리

를 공양 올리겠다고 제안한다. 빨리율에는 간단히 언급되어 있
다: “비구들은 일찍 일어나 발우를 들고 가사를 수하고 탁발하러

베란쟈 마을에 들어갔다. 음식을 얻을 수가 없자 그들은 마굿간에

서 탁발을 했다.”49) 그러나 다른 율장에는 이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인다. 오분율과 십송율에서는 말먹이용 보
리가 주어졌을 때 비구들은 붓다가 그들이 보리를 먹는 것을 허

락하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하고 붓다에게 알리자 붓다는 말하길,

“지금 이후부터 (너희들이) 말의 몫을 먹는 것을 허락하노라.”(오
분율)50) 또는 “말이란 목동들에게 속하는 것이니, 만약에 목동들
이 능히 좋은 풀과 소금물로써 말들을 먹일 수 있다면 (너희들은)

이 보리를 능히 받을 수 있느니라.”(십송율)51)고 하여, 오분율
과 십송율은 붓다의 동의를 통하여 비구들이 말먹이용 보리를
공양 받은 것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서 상주의 공양제의를 들
은 붓다는 자신도 전생업의 과보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52) 
49) Vinaya 3, p. 6. “bhikkhū pubbaṇhasamayaṃ nivāsetvā pattacīvaraṃ

ādāya Verañjaṃ piṇḍāya pavisitvā piṇḍaṃ alabhamānā

assamaṇḍalikāsu piṇḍāya caritvā.” ; BD 1, p. 12.

50) TD 22, p. 1b. “自今已後 聽食馬分.”

51) TD 23, p. 187c. “馬屬看馬人 若是諸牧馬人 能以好草鹽水食馬

此麥自在應受.”

52) TD 24, p. 46a. “佛作是念 我自作業 還當自受 廣如餘說 乃至非外界受.”

산스끄리뜨본은 전문을 다 소개하고 있다. SMSV 1, p. 25, line.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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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에서 쓰이는 전형적인 업의 표현이 이 부

분에 삽입된다.53)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는 말먹이용 보리

를 받는다는 것은 업의 문제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은 다른 율

장에서처럼 붓다의 동의에 의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는 말먹이

용 보리를 먹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패를 나눠주는 장면을

설정한다.

세존께서는 이 게송을 말씀하시고 나서 아난다존자에게 말씀하셨

다.

“너는 지금 비구 대중 가운데로 가서 차례로 행주(行籌,śalākā)를 하

되, ‘만약 붓다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3개월 동안 말에게 먹

이는 보리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제비를 뽑도록 하라’고 알려라.”

이때 존자가 붓다의 가르침을 받들고 나서 곧 대중에게 가서 제비

뽑기를 하니, 세존께서 먼저 하나의 제비를 뽑으시고 498명의 비구가

각각 제비를 뽑았다.54)

대중의 동의 대신에 붓다는 말먹이용 보리를 먹는 문제를 전적

으로 비구들의 개인적 판단에 맡긴다. 붓다 뿐 아니라 비구들도

패를 받는다. 이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전생업을 인정하

고 받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붓다와 비구들이 보리를 먹은 것에 대해 율장들은 다른 설명을

“mayaivaitāni karmāṇi kṛtāny upacitāni labdhasaṃbhārāṇi

pariṇatapratyayāni oghavat pratyupasthitāni / avaśyaṃbhāvīni

mayaivaitāni karmāṇi kṛtānyupacitāni ko’nyaḥ pratyanubhaviṣyati / na

hi karmāṇi kṛtānyupacitāni bāhye pṛthivīdhātau vipacyante /

nābdhātau / na tejodhātau / na vāyudhātāv api / pūrvavad yāvat /

phalanti khalu dehināmiti /”

53) TD 24, p. 46a. “假令經百劫 所作業不亡 因緣會遇時 果報還自受.” 이것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속에서 업의 작용을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전형적 표현으로 Tatelman(2001) p. 95. 각주.184은 이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다.

54) TD 24, p. 4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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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빨리율에서는 “빠따(pattha) 분량의 찐 알곡을 공원으로 가져
가서 그들은 절구에서 알곡을 분쇄해서(koṭṭetvā) 먹었다. 존자 아

난다는 빠따 분량의 찐 알곡을 돌 위에서 빻어서(pisitvā) 그것을

세존께 갖다드렸고 세존은 그것을 드셨다.”55)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붓다를 위한 음식이 아난에 의해 별도로 분리되어 준

비되었다는 것이다. koṭṭetvā와 pisitvā의 차이는 전자는 단지 겉

껍질을 벗긴다는 것이고 후자는 가루반죽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율장들에서도 대동소이한 내용이 반복된다. 다만, 아

난다는 스스로 음식을 준비하는 대신에 누군가를 시켜 보리를 조

리하게 한다. 오분율에서, “그 때 아난다는 곧 붓다 몫을 가져다
가 사람을 시켜서 보리가루를 만들어 세존께 공양하였으며, 모든

비구들은 (보리를) 찧어 삶아서 먹었다.”56) 사분율에서는, “붓다
가 그의 몫의 보리를 아난다에게 나누어 주자, 아난다는 사람을

시켜 이를 갈아서 마른 음식으로 만들어 붓다에게 올렸다. 붓다가

마른 음식을 먹는 동안 모든 비구들은 각각 보리죽을 지어 먹었

다. 그리하여 붓다와 비구들의 음식이 같지 아니하였다.”57)

빨리율과 오분율 그리고 사분율, 이 세 율장은 붓다가 악
업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래로 붓다가 드신 음식과 다른 비구들이

먹은 음식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더욱 관심을 기울여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십송율과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는 음식에 관해
서는 차이를 두지 않는다. 두 율장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음 부

분이다. 붓다가 비록 전생의 업 때문에 말먹이용 보리를 먹기는

55) Vinaya 3, p. 6. “patthapatthamūlakaṃ ārāmaṃ haritvā udukkhale

koṭṭetvā koṭṭetvā paribhuñjanti. āyasmā panānando patthamūlakaṃ

silāyaṃ pisitvā bhagavato upanāmeti, taṃ bhagavā paribhuñjati.” ; BD

1, p. 12.

56) TD 22, p. 1b. “時阿難 卽取佛分 倩人為麨 諸比丘衆舂煮而食.”

57) TD 22, p. 569a. “時佛所得麥分與阿難 阿難使人磨作乾飯奉佛 佛食乾飯

諸比丘各各得成煮麥而食 佛與比丘所食各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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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보리의 맛이 좋았다고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붓다

가 비록 전생업의 과보를 받았지만, 그것이 붓다에게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나아가 근본설일체유부는 재가자들의 발

원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말먹이용 보리로 대표되는 붓다

의 전생 악업조차도 재가자들에게는 복을 지을 수 있는 좋은 기

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분율과 사분율에서 붓다를 위해 조리를 한 사람이 누구
인지 밝혀지지 않은 반면에 십송율과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
사에서는 두 여인이 나타난다. 십송율에서는 아난다가 자기와
붓다 몫의 보리를 가지고 마을로 간다. 그는 한 여인 앞에서 붓다

의 위대함을 찬탄하고 그녀가 붓다를 위해 보리를 조리해 줄 것

을 요청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

신에 그녀 곁에 있던 다른 여인이 보리를 조리하겠다고 한다. 근
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서도 역시 두 여인이 등장하나 상황은
다소 다르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의 편집자들은 아난다

가 붓다의 위대함을 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청이 한 여인에

의해 거부되었다는 상황설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근
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서는 아난다가 어느 마을에 가서 한

노파에게 붓다를 위해 보리를 조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노파는

한 젊은 여인을 대신 추천한다. 그 젊은 여인은 아난다가 그녀의

질문에 대답을 해준다는 조건하에 아난다의 요청을 수락한다. “붓

다”라는 말의 의미를 묻는 그녀의 질문에 아난다는 그녀가 “붓다”

라는 숭고한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신

에 전륜성왕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한다. 전륜성왕의 칠보에 대하

여 듣고 나자 젊은 여인은 전륜성왕의 여보(女寶)가 될 것을 발원

한다. 뒤에 아난다가 한 일을 듣고, 붓다는 여인의 근기를 알아보

지 못한 아난다를 질책하고 그 여인은 내생에 전륜성왕의 여보가

될 것이라는 수기(授記)를 내린다.

십송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를 잘 각색한 근본설일체유
부비나야약사의 이야기의 구조를 대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의 내러티브 고찰 ∙ 219

십송율

어느 여인에게 행한 아난다의 붓다 찬탄

↓

첫 번째 여인의 조리 거절

↓

두 번째 여인의 응낙과 조리

↓

그녀의 공덕에 대한 붓다의 찬탄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약사

어느 노파에게 아난다 조리를 요청함

↓

노파는 사양하나 대신 젊은 여인을 추천

↓

젊은 여인은 아난다가 붓다의 의미를

설명해준다는 조건하에 조리 응낙

↓

아난다는 붓다의 의미 대신에 전륜성왕의

의미를 설명

↓

붓다는 이런 아난다를 질책하고 젊은 여인이

전륜왕의 女寶가 될 것이라는 수기내림

↓

오백의 다른 여인들도 女寶가 되기를 발원

십송율

“네가 이 밥의 맛을 좀 보겠느냐?” 아난다가 대

답하고서는 이를 받아 먹어보니 그 맛이 너무나

좋은지라, 필시 이것은 여러 신들이 그 맛을 보

태준 바라 여기고는, 한없는 기쁨에 슬픈 마음이

일시에 사라졌다.58)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약사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네가 지금 여래

의 어금니 사이에 있는 한 알의 보리 알갱이를

먹을 수 있겠느냐?”

십송율과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서 인천(人天)의 스

승인 붓다가 말먹이용 보리를 먹을 때 아난다는 슬펐다. 그의 마

음을 알고서 붓다는 아난다에게도 보리를 먹어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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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자 합니다.”

붓다께서는 어금니 사이에서 한 알의 보리 알갱

이를 취하여 아난다에게 주셨다. 아난다가 곧 그

것을 씹어 먹으니 붓다께서 아난다에게 물으셨

다.

“네가 일찍이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어본 일이

있느냐?”

“대덕 세존이시여, 제가 비록 전륜왕의 종족 안

에 태어났으나 제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이

후로 이와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 못하였

습니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여래가 입으로 먹는 모든 음식은 맛

있는 음식이 되어 모든 맛 가운데에서 가장 뛰

어난 맛이 되느니라.”59)

이것은 비록 붓다가 전생업의 과보를 받지만 그것에 영향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제 붓다는 업으로부터 자유롭다. 달리

말하자면 비록 과보를 받더라도 업의 과보로부터 더 이상 어떤

악업도 짓지 않는다. 업의 재생산은 금생에서 멈추고, 악업의 과

보를 숭고한 것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십송율과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서 붓다가 말먹이용

보리를 드신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좋은 음식들을 공양한

다. 이 역시 십송율의 단순한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삼아 이를

발전시킨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의 문학적 성취가 잘 드러

나는 부분이다.

십송율에서 붓다의 전생업이 다 소진되지 않았을 때, 마라의

58) TD 23, p. 188a. “汝能噉此飯不 阿難言能 受以食之滋味非常

實是諸天以味加之 欣悅無量悲哽即除.”

59) TD 24, p. 47a. “佛言 阿難陀 汝今能食如來牙齒之中一粒麥不 白言 甚欲

佛於牙中 取一粒麥 與阿難陀 即便食噉 佛問阿難陀 汝頗曾得如是甘美所食不

答言 大德世尊 我雖生在輪王族內 能自食噉已來 口未曾得如斯美味 佛言

阿難陀 如來凡所入口 皆為甘美 百味中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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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 때문에 아무도 붓다가 말먹이용 보리를 드신 것을 몰랐다.

하지만 붓다의 전생업이 다 끝나자, 붓다가 보리를 드신 것이 알

려지고 붓다는 많은 사람들이 수레로 실어온 많은 음식을 제공받

는다. 다만 십송율의 문제점은 언제 어떻게 붓다의 과거업이 소
멸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의 편집자들은 이야기의 전개 속에
서 이런 문제를 파악한 듯이 보이며, 이야기를 수정하고 있다. 즉

이웃 국가의 왕들은 붓다가 보리를 드신다는 소문을 듣고 바라문

왕이 알 수 있도록 사신들을 보낸다. 그러나 사신들은 바라문왕을

만날 수 없었다. 그때 이 사실을 알고 급고독장자(Anāthapiṇḑika)

가 쌀이 가득 실린 5백대의 마차를 보낸다. 그러나 이 수레 일행

은 마라의 방해로 붓다를 만날 수 없었다. 그 때 대상(隊商)의 우

두머리가 붓다를 뵈러 와서 말먹이용 보리의 보시를 제안한다. 그

리고 그는 전륜성왕이 될 것을 서원했고 붓다는 그의 발원이 이

루어질 것이라는 수기를 내린다.

붓다가 보리를 드신 후에 좋은 음식을 공양 받은 것에 대한 단

순한 서술 대신에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는 붓다의 업 뿐만
아니라 재가자들의 발원과 이에 대한 붓다의 수기까지도 신경을

쓴 내용을 첨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재가자들의 발원은 그들

에게는 붓다의 업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십송율과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의도는
같지만 십송율의 요점은 붓다에게 일어난 일은 전생의 업 때문
이라는 것인 반면에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는 재가자들의

보시(dāna)와 발원(praṇidhāna) 그리고 붓다의 수기 (vyākaraṇa)

도 강조하고 있다.60) 때문에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에는 재가자
들의 신앙행위의 다양한 모습들이 이야기 전개 중에 곳곳에 나타

나면서 다른 텍스트들에 비하여 재가자들에게 친숙하게 받아들여

진다. 이런 면에서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의 다음 문장은 주
60) 발원(praṇidhāna)와 수기(vyākaraṇa)에 관해서는 Dayal(1932) pp.

64-75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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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끈다.

세존이 두루 다니며 교화하시면서 이르는 곳마다 국왕들과 귀족들

이 붓다의 발바닥 모양을 뜬 흙61)까지 가져다 머리에 받들어 이고 공

경하였다.62)

오늘날 해인사의 대장경판 이운식을 연상시키는 자신의 머리위

에 붓다와 관련된 뭔가를 지고 나르면서 붓다를 경배하는 이런

행위63)는 다른 텍스트들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한역된 대반열반
경의 한 版에서만 보인다.64)

Ⅲ. 마치는 말

근본설일체유부는 업의 과보(karmavipāka)의 원칙을 엄격하게

따른다. 붓다 역시 업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입장을 견지한

다. 이 입장에서 붓다도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말먹이용 보리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에피소드를 그들의 율장에서 서술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업에 대한 절대적인 입장과는 별도로 근본설일체유

61) 붓다는 종종 자신의 족적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예는 스리랑카의 Adam's Peak에 있는 족적일 것이다. 이러한

buddhapada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는 Quagliotti(1998)을 참조할 것.

62) TD 24, p. 47a. “世尊遊行所至之處 國王勝貴 持佛足土 而為頂戴.” ; SMSV

1, p. 29, line.24. “bhagavatā teṣu janmaparivarteṣu

karacaraṇaśiraśchedādīni dānāni dattvā.”

63) Trainor(1997) p. 160. 트레이너는 스리랑카의 예를 들어 불교에서의

다양한 숭배행위에 관한 조사를 하였는데 경전을 머리에 지고 나르는

pirit 의식이 이에 해당되는 것같다.

64) TD 1, p. 207c. “于時八王 既得舍利 踴躍頂戴 還於本國各起兜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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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다른 부파들이 이루지 못한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보이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이론이라도 이성적 철학체계 속에만 머물러 있

다면 그것은 한정된 일부 식자층의 전유물 밖에는 되지 못한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감성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면에서 근본설일체유부는

대중의 감성에 다가설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문학적 완성도를

수반한 이야기들을 그들의 율장에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룬 붓다가 전생의 악업으로 말먹이용 보리를 먹었

다는 이 이야기는 근본설일체유부가 그들의 업에 대한 절대적 입

장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내러티브의 효용성을 얼마나 잘 파악하

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후속 논문, 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의 내러티브 고찰 (Ⅱ)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룬 붓다가 말먹이용 보리를 먹은 것과 그의 과거

악업을 근본설일체유부가 어떻게 다루어 나가는지 계속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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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of the Buddha's Eating of

Horse Fodder Barley in the Mūlasarvāstivādin Vinaya ⑴

Park, Cheonghwan(Ven. Chongdok)

(Joongang Sangha Univ.)

The Gupta period(300-500 CE) is the golden age of

Sanskrit literature. While most Buddhist schools did not

respond effectively to this trend, the Sarvāstivādins

translated their version of the Tripiṭaka into Sanskrit,

standardizing the language and terminology of their system

in the interests of precision in exegesis. The

Mūlasarvāstivādins went much further than simple

translation with (possibly) a minimum of revision, and

produced an elaborate rewriting of their Tripiṭaka, probably

with the idea of assimilating it to current trends in

literature (without, however, changing the doctrine) and so

making it more popular. The Mūlasarvāstivādin Vinaya is

the result of this effort.

In comparison with other Vinayas, Mūlasarvāstivādin

Vinaya shows impressively the upgraded feature in terms of

narrative. While the stories of other Vinayas pay attention

only at their messages, those of the Mūlasarvāstivādin

Vinaya show the developed narrative with various devices

and plots which label the Mūlasarvāstivādin Vinaya as the

elaborate literary work. These devices and plots provide not

only literary interest but also various informations on

religious environment at that period.

This is the episode about the Buddha’s human

shortcomings in a previous life which have produced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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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ma. This avadāna is devoted to the story of how as a

result of his bad karma the Buddha had to eat horse fodder

barley. Among the Buddha’s so-called ten bad karma

stories, which are often presented as a set, the

Mūlasarvāstivādin Vinaya provides a separate version of

this story in the Bhaiṣajyavastu section. Besides the main

theme of the Buddha’s bad karma, I show how this text

presents the following topics as its literary devices: the

seven treasures of a cakravartin, equal opportunity without

sexual discrimination for attaining Buddhahood, offerings

(dāna), aspiration (praṇidhāna), prediction (vyākaraṇa) and

Śāriputra and Maudgalyāyana’s exemption from bad karma.

This paper aims to show the literary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of the narratives of the Mūlasarvāstivādin

Vinaya through the study of this episode.

Key words: mUlasarvAstivAdin vinaya, karma, barley,

nar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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