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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장 ｢건도부｣ 분석에 의한 승가의 지도자상 정립

이자랑*
1)

Ⅰ 서론. Ⅱ 갈마 진행자의 덕목. Ⅲ 교육 지도자 화상의 덕목.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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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쟁사갈마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단사인과 행주인, 그리

고 교육 지도자인 화상이라는 직 를 심으로 승가의 이상  지도자상

에 해 고찰한 것이다. 단사인과 행주인은 승가에 쟁사가 발생했을 경

우, 붓다가 설한 법과 율에 근거하여 여법한 단을 내리고 이를 근거

로 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한 역할을 맡은 비구

들이다. 한 화상은 신참 출가자들을 교육시켜 여법한 수행자를 길러

내는 막 한 임무를 지닌 비구들이다.

빨리율  한역율에 나타나는 이들의 자격 요건을 살펴본 결과, 단사

인과 행주인, 그리고 화상 간에는 그 소임의 특징 상, 자의 경우에는 

문제의 본질을 잘 악하여 립하는 두 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사

태를 가라앉힐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마음이나 분노, 

어리석음, 두려움과 같은 삿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단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 후자의 경우에는 제자를 세심하게 보살피는 따

뜻한 마음이 각각 강조되고 있다. 

율장 ｢건도부｣에서 거론하는 이 조건들로부터 승가의 지도자에게 진

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행과 여법

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감화시켜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다. 

Ⅰ. 서론

빨리 마하빠리닙바나숫딴따(Mah parinibb nasuttant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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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붓다의 말로부터 알 수 있듯이,1) 붓다에게는 자신이 승가

를 이끌고 있다는 통솔자 내지 지도자로서의 의식은 없었다. 자신

의 입멸로 인해 제자들이 스승을 잃어버렸다 여기며 방황할 것을 

우려하는 아난다의 마음을 안 붓다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자신이 

설하고 제정한 법과 율을 스승으로 삼고 정진하라'는 당부 다.2) 

붓다는 승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로서의 권 를 자신에게 두지 않

았으며, 자신의 뒤를 이어 승가를 이끌어갈 특정 후계자를 지명하

는 것도 거부했다.3)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특정한 제자에 의해 공

동체가 운 되는, 말하자면 앙집권 인 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

에 별로 심이 없었던 것이다. 붓다가 원했던 것은 자신이 설한 

법과 율에 근거하여 구성원 모두가 합의해서 도출해낸 결정에 따

라 승가가 운 되는 것이었다.4) 

붓다의 이러한 생각은 現前僧伽(sammukh bhūtasaṃgha)라는 

한정된 단 의 승가 안에서 효율 으로 실 되게 된다.5) 승

1) DN Ⅱ p.101. “Tath gatassa kho nanda na evaṃ hoti ahaṃ 

bhikkhusaṃghaṃ pariharissa m ti v  maṃ uddesiko bhikkhusaṃgho ti 

v .”(아난다여, 여래에게는 ‘나는 비구승가를 지도하자’라든가, ‘비구승가는 

나를 지정하고 있다’라든가 하는 이런 생각은 없느니라.)

2) DN Ⅱ p.154. 

3) DN Ⅱ p.100.

4) 디가니까야 ｢마하빠리닙바나숫딴따｣에 의하면, 붓다는 당시 왓지족이 

실천하고 있던 7不衰 法을 승가에도 그 로 용시켜 실천을 권하고 

있다. 이를 보면, 승가는 각 구성원의 의사가 존 되는 민주 인 집단임과 

동시에, 승가를 이끌어가는 장로 내지 지도자격의 비구들에 한 존경이 

강조되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DN Ⅱ pp.73-77. 

5) 승가란 원래 붓다 당시에 상공업자의 조합이나 정치상의 단체, 종교 단체 

등, 다양한 성격의 단체를 가리키는 말로 폭 넓게 사용되고 있었다. 

불교에서는 이 부터 사용되고 있던 승가라는 말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 단체들의 운  방법이나 의사 결정 방법도 채용하여 불교 승가 운 에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승가의 원어인 상가(saṃgha)는 ‘함께’라는 

의미를 지니는 saṃ이라는 두어와 ‘운반하다, 가지고 오다’라는 의미의 

√hṛ라는 동사로 이루어진 말로, 그 의미는 ‘함께 운 하는 집단’이다. 

이로부터 승가는 자연히 형성된 단순한 집단이 아닌, 공통된 목 을 

지니는 조직체로서의 집단임을 엿볼 수 있다. 平川彰(196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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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란 동서남북으로 표식을 정해 경계(s m )를 설정하고, 그 경계

에 속한 비구들을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다. 사실상 

율장의 모든 규정은 승가를 기 으로 제정되고 있다. 하나의 

승가에 속한 비구들은 갈마라는 회의 형식을 통해 모든 사안

을 만장일치로 함께 결정하고 이 결정에 으로 따라야 한다. 

이는 곧 승가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그 승가의 구성원을 이끌

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이런 에서 본다면 승가의 지도자

는 승가라는 하나의 단 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모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상 승가 역시 

이끌어  지도자가 필요하다. 인 권력을 지니고 승가에 군

림하려는 자는 필요 없지만, 붓다와 그 직제자들이 그랬듯이 법과 

율에 근거하여 올바른 단력과 지도력으로 구성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존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6) 

승가의 지도자상은 구보다 붓다와 그의 제자들을 심으로 

고찰하는 것이 正道이겠지만, 율장에서는 이들이 지도자로서 갖추

6) 율장에는 ‘붓다를 우두머리로 하는 비구 승가’라는 표 이 종종 보이는데, 

이때 우두머리라고 번역한 빠무카(pamukha)는 단지 첫 번째라는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n yaka나 vin yaka와 같은 말의 동의어로서, 

‘이끌다, 지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사용된다. 주석서에서는 이 ‘붓다를 

우두머리로 하는’이라는 말을 ‘붓다를 지도자로 하고, 붓다를 승가의 

상좌로 해서 앉아 있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buddhapamukhaṃ 

bhikkhusaṃghaṃ/’(Vin Ⅰ p.38, 213; Ⅱ p.28, 147; Ⅲ p.11; Ⅳ p.74 등); 

‘buddhapamukhan ti Buddhapariṇ yakaṃ Buddhaṃ saṃghattheraṃ 

katv  nissinnan ti vuttaṃ hoti.’ (Smp Ⅰ p.200.) 율장에는 보통 500명의 

비구로 이루어진 비구승가, 1,000명, 1,250명, 그리고 숫자는 보이지 

않지만 비구승가 등 붓다가 직  지도했을 것으로 보이는 승가가 

등장하는데, 이는 붓다의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불제자를 

우두머리로 하는 승가가 있어, 를 들어 ‘사리뿟따와 목갈라나를 

우두머리로 하는 승가'처럼 붓다 신 불제자의 이름을 넣어 사용한다. 

‘S riputtamoggall napamukho bhikkhusaṃgho’(Vin Ⅱ p.14; Ⅲ p.183 등). 

붓다 재세 당시부터 이미 각 지역을 심으로 성립한 승가가 하나의 

단 로 기능하면서 뛰어난 불제자들을 심으로 개개의 승가가 운 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森章司(2008)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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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던 덕목을 직 으로 표 한 기술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이들이 지도자로서 보여  모습을 찾

아내고 이를 근거로 지도자상을 논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상당히 

자의 인 해석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그 덕목이 거론되는 직 를 심으로 승가의 지

도자상을 논해 보고자 한다.

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붓다와 그 제자들의 입멸 후 승

가는 붓다가 의도했던 로 승가 단 로 철 하게 운 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승가의 운

상 최  특징은 갈마이다. 동일한 경계 안의 모든 비구들이 참석

한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에 의해 승가는 운 되었던 

것이다. 단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은 만장일치이기

는 하지만, 반드시 결론은 여법한 만장일치로 맺어져야 한다는 

이다. 흔히 갈마가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는 을 들어 ‘승가는 

민주주의 으로 운 되었다’고들 하지만, 이는 한 단면만을 본 것

이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 한다는 에서 민주

주의 인 것은 분명하지만, 갈마는 반드시 여법한 결론으로 매듭

지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붓다가 남긴 법과 

율에 근거하여 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지도자가 가장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갈마의 결과를 여법한 

쪽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며, 이 지도자는 당연히 

갈마와 깊은 련을 지닐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본 논문에서는 승가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붓다의 

법과 율에 근거하여 이를 가라앉히는 요한 역할을 맡은 斷事人

(ubb hika)과 行籌人(sal gah paka)을 심으로 승가의 지도자상

에 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편 갈마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비구 외에,  하나 주목해

야 할 지도자로 和尙(upajjh ya)이 있다. 화상은 일정 기간 비구들

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인데, 한번 화상과 제자로 인연을 맺으면 

그 계는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그 과정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율장 ｢건도부｣ 분석에 의한 승가의 지도자상 정립 ∙ 2 2 5

미치는 향은 새삼 언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단사인이나 행주

인과는 달리,  체를 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는 

아니지만, 신참 출가자를 교육시켜 여법한 수행자로 길러낸다는 

에서 지도자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갈마 진행자와 교육 지도자라는 이 

두 가지 소임을 맡은 비구들을 심으로 승가의 지도자상을 고찰

해 보고자 한다. 단, 율장 가운데서도 ｢건도부｣를 심으로 논하

게 되는데 이는 출가자 개인의 행동을 규정한 조문 모음집인 ｢바

라제목차｣나 ｢경분별｣에 비해, 승가의 일원으로서 극 으로 실

천해야 할 조문을 담고 있는 ｢건도부｣가 승가라는 공동체의 운  

실태를 잘 반 하고 있으며, 이 에서 지도자상을 찾고자 하는 

본고의 목 을 달성하기에 한 자료이기 때문이다.7) 

Ⅱ. 갈마 진행자의 덕목 -쟁사갈마를 심으로-

갈마란 승가에서 행하는 각종 의식의 작법을 일컫는 말로, 율에 

의하면 승가에서는 모든 사안을 반드시 갈마를 통해 결정해야 한

다. 갈마는 그 내용에 따라 諍事갈마와 非諍事갈마의 2종으로 분

류된다. 쟁사갈마란 비구들 간에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

하기 해 열리는 갈마이며, 비쟁사갈마란 포살이나 자자와 같은 

일상 인 행사나 소임을 맡을 비구의 선출, 계의 설정 등과 같은 

일상 인 사안에 해 승가 구성원의 동의를 얻기 해 열리는 

갈마이다. 쟁사갈마이든 비쟁사갈마이든 갈마를 이끌어갈 사회자 

7) 경 에 나타난 지도자상에 해서는 김응철(2009)을 비롯하여 몇몇 

연구서에서 이미 언 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율장, 그것도 특히 

｢건도부｣에 한정하여 승가 운 이라는 면에서 지도자가 갖는 의미와 그 

구체  덕목을 심으로 지도자상을 고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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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의 비구가 필요한데, 이 비구가 바로 羯磨師이다. 갈마사의 선

발은 갈마 형식 가운데 비교  간단한 白二갈마(ñattidutiyakamma)

를 통해 이루어진다.8) 

일상 인 내용의 갈마의 경우에는 갈마사의 자격 조건은 그다

지 까다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빨리율에서는 갈

마를 진행하는 비구를 나타낼 때 특별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  ‘총명 유능한 비구(vyatta bhikkhu paṭibala)’라고만 표 하

며,9) 그 자격 조건에 해 특기하고 있지 않다. 회의를 이끌어갈 

정도의 능력과 총명함을 갖추고 있는 자이면 되는 것이다. 이는 

사분율의 다음 기술을 통해서도 추측해 볼 수 있는 바이다. 

그때 한 비구가 수계자를 데리고 계 밖으로 나가서 상좌에게 ‘안건

을 고지하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상좌는 ‘내가 이 에는 고지할 수 

있었으나, 지 은 못 하겠소’라고 답했다. 다시 좌와 하좌에게 ‘안

건을 고지하시오’라고 말했다. 그들 역시 ‘내가 이 에는 고지할 수 있

었으나, 지 은 못 하겠소’라고 답했고, [결국] 계를 받지 못했다. 비

8) 갈마는 안건의 고지와 이에 한 찬부 확인이라는 두 가지 차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 구체  실행 방법을 둘러싸고 4종으로 

나뉜다. 즉, 구청갈마(求聽羯磨, apalokanakamma), 백갈마(白羯磨, 

ñattikamma), 백이갈마, 백사갈마이다. 이 가운데 구청갈마와 백갈마는 

찬부를 확인하는 차 없이 이루어진다. 즉, 구청갈마는 이미 결정된 

내용에 해 허락 내지 승인을 받기 해 승가에 의무 으로 알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안건의 고지도 안건에 한 찬부를 확인하는 차도 필요 

없다. 백갈마는 회의의 안건, 즉 백(白, ñatti)만을 읊는 것으로 찬반을 

확인하는 갈마설은 읊지 않는 것으로, 집회의 통지 등에 사용된다. 따라서 

정식갈마는 백이갈마와 백사갈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백이갈마는 안건의 고지 후, 1회 찬부를 묻는 방법으로 실행되는 갈마로 

결계(結界)등에 사용된다. 백사갈마는 갈마의 형식 에서 가장 복잡한 

것으로, 안건의 고지 후, 3회에 걸쳐 반복하여 찬부를 묻는 방법이다. 

구족계 수여 등 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주로 사용된다. 이자랑(2004) pp. 

12-28. 

9) 단 한 번 나타나는 용례이기는 하지만, 빨리율에서는 갈마를 하는 사람을 

anuss vaka라 부르기도 한다. anuss vaka란 표백자(表白 ), 즉, 안건을 

고지하는 자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Vin Ⅰ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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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부처님께 가서 이 일을 상세히 고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

게 말 하셨다. ‘지 부터 이후, 법랍 5세가 된 비구는 안건의 고지

와 갈마설을 외우되 막힘이 없어야 한다. 그 지 못한 자는 법 로 다

스려라.’10)

이 기술은 어도 법랍 5세가 되면 구라도 갈마를 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11) 

그런데 갈마 가운데서도 쉽게 의견 수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 하고도 까다롭게 사회자를 선발하게 된다. 구성원이 민감하게 

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명하게 일을 처리하여 결과를 승가 

구성원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훌륭한 비구의 존재가 필요한 것

이다. 이런 한 소임을 맡게 되는 가장 표 인 인물이 바로 

斷事人(ubb hika)과 行籌人(sal gah paka)이다. 단사인은 법과 율

에 근거하여 여법한 단을 내리고, 이에 근거하여 승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막 한 임무를 띠고 있으며, 행주인 역

시 쟁사의 결과를 자신들이 여법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야 할 의무를 안고 있다. 그리고 이런 에서 갈마를 주재하는 

비구들이야말로 승가의 실질 인 지도자라 할 수 있다. 이하,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비구의 자격 요건에 해 살펴보자.

1. 단사인의 덕목

율에 의하면, 승가에서 쟁사가 발생한 경우, 쟁사의 내용에 따

라 당한 해결법을 용해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그 해결 방

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7滅諍法(satta adhikaraṇasamath  dha

mm )이라 불리는 7가지 분쟁 해결법이다. 쟁사는 보통 4종으로 

10) 사분율(TD 22) p.805a. 
11) 平川彰(1964) pp.49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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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며 쟁사의 내용에 따라 용하는 멸쟁법도 달라진다. 7멸쟁

법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現前毘尼(sammukh vinaya)

이다. (sammukha)이란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빨

리율에 의하면, 비니가 성립하기 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

건이 하고 있어야 한다. 즉 僧伽 (saṃghasammukhat )․

法 (dhammasammukhat )․律 (vinayasammukhat )․人

(puggalasammukhat )의 네 가지이다. 이 에서 승가 이란 

쟁사 정을 한 갈마를 하는 곳에 승가의 비구 원이 참

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법 이란 교법이, 율 이란 율이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과 율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에 근거하여 쟁사가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법

에 반하는 정은 무효이며, 근거한 율의 조문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人 이란 쟁사를 일으킨 원고측 비구와 피고측 비구가 모

두 출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라도 결석한 자

리에서는 쟁사 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반드시 양쪽 비구의 의

견을 듣고 단을 해야 하며, 쟁사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없는 상

태에서 하는 갈마나 그 정 결과는 무효임을 의미한다.12)

이와 같이 비니는 쟁사 정을 한 법정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이 법정에서 쟁사를 해결하

는 것을 의미한다. 법정이 갖추어지면 회의를 진행하는 총명 유능

한 비구, 즉 갈마사는 쟁사를 일으킨 양쪽 비구의 의견을 모두 듣

고 승가의 비구들과 함께 법과 율에 근거하여 단하게 된다. 그

런데 그 결정에 해 문제의 당사자들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들을 용해서 해결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단사인13)을 선발하여 원회를 구

12) Vin Ⅱ p.94.

13) 사분율(TD 22) p.971a에서는 平當人, 오분율(TD 22) p.154b에서는 

斷事人, 십송률(TD 23) p.252c에서는 烏廻鳩羅라고 표 한다. 한편, 

마하승기율(TD 22) p.328a에는 闥頼吒라는 용어가 보이는데 이는 

상설 인 단사인을 의미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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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쟁사를 검토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는 주로 교의․

교리에 한 쟁사일 경우에 용되는 방법으로,14) 립하는 양쪽

으로부터 각각 표비구를 선출하여 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주장을 검토한 후 옳고 그름을 가려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단사인의 임명은 백이갈마로 이루어져 선발 과정 자체는 

비교  간단하지만, 그 상이 되는 비구들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이의 없이 동의할 정도로 당시 존경받는 표 인 인물이었던 것

으로 보인다.

단사인회에 의해 쟁사의 해결이 시도된 가장 표 인 는, 불

멸 후 100년 경 웨살리에서 열린 제2결집이다. 왓지국 출신의 비

구들이 실천하고 있던 10가지 행동이 과연 율에 맞는 것인가 아

닌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합법이라 주장하는 쪽에서 

4명, 그리고 법이라 주장하는 쪽에서 각각 4명의 장로 비구가 

선발되어 단사인 원회가 구성되었고, 이들이 10사 하나하나를 

율장에 비추어 본 후 결론 으로 거의 부분 비법이라는 단을 

내렸다. 빨리율 ｢칠백건도｣에 의하면, 구를 단사인으로 모시면 

이길 수 있을까 머리를 맞 고 상의하던 비구들이, 당시 최 의 

존경을 받고 있던 와따존자에 해 거론하며 이 게 표 하고 

있다. “ 와따존자는 소 야라는 곳에 머물고 계시는데, 多聞이고, 

阿含에 정통하며, 持法 이고, 持律 이며, 持母 이다. 한, 명

하고, 총명하며, 지혜가 있고, [내외로] 부끄러움을 느낄  알

며,15) 후회하는 마음을 낼  알고, 學處에 한 욕구가 있는16) 

14) 승가에서 발생하는 쟁사는 4종으로 분류되며, 쟁사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멸쟁법이 용된다. 이자랑(2005) pp.33-65.

15) lajj 는, hiri와 ottappa를 지닌 자를 말한다. Smp Ⅰ p.139.

16) sikkh k mo의 sikkh 는 學, 훈련, 규칙 등의 의미를 지니는 말로, 

빨리율에서는 ‘sikkhaṃ paccakkh taka’라는 표 으로 곧잘 발견된다. 이 

말은 ‘학처를 버린 자’라는 의미로, 다시 말하자면, 比丘性을 버린 자이다. 

Vin Ⅲ p.24에 의하면, 비구를 그만 두고 싶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수행할 

의지가 없음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함으로써 捨戒, 즉 sikkhaṃ 

paccakkh t 가 성립된다고 한다. 이로써 비구는 비구 생활을 그만 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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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17) 이 기술을 통해, 경․율․론에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지혜를 지닌,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부끄러

워하며, 참회할  아는 마음을 지녔으며, 항상 율 학처를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욕을 지닌 자가 당시 최고의 지도자로서 존경

받는 인물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단사인의 자격 조건에 

한 율장의 기술을 통해서도 그 로 나타난다.

빨리율 ｢멸쟁건도｣에 의하면, 단사인의 자격 조건은 다음 10가

지이다.18) 

① 계를 구족한 자19)

② 바라제목차의 律 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자20) 

③ 行을 구족하여 사소한 죄에도 두려움을 보고, 학처를 지니고 배

우는 자21)

④ 다문으로, 들은 바를 지니고, 들은 바를 축 하는 자22)

⑤ 처음도 좋고, 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의미를 갖추고, 字句를 

갖추며, 완 히 원만하고 청정한 범행을 찬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諸法을 많이 듣고 지니며, 말로 능숙하게 [표 하고], 마음으로 숙고하

고, 견해가 통달한 자23)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율장에서 사용되는 sikkh 는 비구로서 배워야 할 

것, 즉, 율 학처를 의미하며, sikkhak mo는 율 학처를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17) Vin Ⅱ p.299. “tena kho pana samayena yasm  Revato Soreyye 

paṭivasati bahussuto gat gamo dhammadharo vinayadharo 

m tik dharo paṇḍito vyatto medh v  lajj  kukkuccako sikkh k mo.”

18) Vin Ⅱ pp.95-96.

19) s lav  hoti

20) p timokkhasaṃvarasaṃvuto viharati 

21) c rasampanno anumattesu vajjesu bhayadass v  sam d ya sikkhati 

sikkh padesu

22) bahussuto hoti sutadharo sutasannicayo

23) ye te dhamm  dikaly ṇ  majjhe kaly ṇ  pariyos nakaly ṇ  s tth  

savyañjan  kevalaparipuṇṇaṃ parisuddhaṃ brahmacariyaṃ 

abhivadanti tath rūp'assa dhamm  bahussut  honti dhat  vacas  

paricit  manas nupekkhit  diṭṭhiy  suppaṭivid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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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양부(비구․비구니)의 바라제목차를 규칙과 그 의미로부터 상세

히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하며, 철 히 구사하고, 잘 결정하는 자24)

⑦ 율에 있어 능숙하고, 확고한 자25)

⑧ 자타 두 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찰하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할 수 있는 자26)

⑨ 쟁사의 발생과 지멸에 있어 능숙한 자27)

⑩ 쟁사를 알고, 쟁사의 발생을 알고, 쟁사의 滅盡을 알고, 쟁사의 

멸진에 이르는 길을 아는 자28)

먼 , ①～③은 율을 잘 지키는가 아닌가를 문제시하고 있다. 

‘② 바라제목차의 律 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자’란, ‘바라제목차(p

timokkha)를 잘 지킴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올바르게 유지되고, 

이로 인해 스스로가 보호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바라제목차

란 비구 250계 학처를 모아놓은 조문집을 말하며, 율의(saṃvara)

는 학처에 의해 자신의 행 가 규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④와 

⑤는 평소 들은 바가 많아 훌륭한 가르침을 많이 축 하고 있어, 

그에 걸 맞는 말을 하고 마음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⑥과 ⑦은 율에 한 해박한 지식과 이에 근거한 올바른 단력

을 거론하고 있다. ⑧, ⑨, ⑩은 쟁사의 내용을 정확히 악하여 

립하는 양측 비구들을 설득하고 납득시켜 쟁사를 가라앉힐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한다. 

한역 제 율에서도 거의 유사한 덕목을 들고 있다. 사분율에서

는 ① 계를 구족한 자, ② 들은 것이 많은 자, ③ 二部의 계율을 

잘 외우는 자, ④ 그 의미를 리 이해하는 자, ⑤ 말을 잘 하며 

24) ubhay ni kho pan'assa p timokkh ni vitth rena sv gat ni honti 

suvibhatt ni suppavatt ni suvinicchit ni suttato anuvyañjanaso

25) vinaye kho pana cheko hoti asaṃh ro

26) paṭibalo hoti ubho attapaccatthike saññ petuṃ nijjh petuṃ pekkhetuṃ 

passituṃ pas detuṃ

27) adhikaraṇasamupp davūpasamanakusalo hoti

28) adhikaraṇaṃ j n ti adhikaraṇasamudayaṃ j n ti adhikaraṇanirodhaṃ 

j n ti adhikaraṇanirodhag minipaṭipadaṃ j n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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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씨가 분명하여 능히 문답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 ⑥ 쟁사가 일어나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자, ⑦ 정에 끌

려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자, ⑧ 성내지 않는 자, ⑨ 두려워하

지 않는 자, ⑩ 어리석지 않은 자라는 10가지 조건을 들고 있

다.29) 한편, 오분율에서는 5가지 조건씩 2종을 들어, 부 10가

지 조건을 제시한다. ① 다른 이의 말을 받아 화내지 않는 자, ② 

다른 이의 말을 받아 잃지 않는 자, ③ 말의 뜻을 잘 살피는 자, 

④ 말을 물을 때에 말하지 않는 것을 묻지 않는 자, ⑤ 말할 때 

웃지 않는 자이다.  하나의 5가지 조건은 ⑥ 정에 끌려 한 쪽으

로 치우치지 않는 자, ⑧ 어리석지 않은 자, ⑨ 두려워하지 않는 

자, ⑩ 몰래 속삭이지 않는 자30)이다. 십송률에서는 ① 정에 끌

려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자, ② 성내지 않는 자, ③ 두려워하

지 않는 자, ④ 어리석지 않은 자, ⑤ 결을 내려야 하는 경우와 

결을 내리지 말아야 할 경우를 아는 자31), 이 5가지 조건을 든다.

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보이지만, 기본 으로 단사인은 계율

을 잘 지켜 행이 올바르고, 율에 해 해박한 지식과 단력을 지

니고 있으며,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부끄러움을 느낄  알

며, 언어 표 이 명확하고, 쟁사 해결에 있어 삿된 감정을 넣지 않

고 명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은 법랍이  문제시되고 있지 않

다는 이다. 일반 으로 승가는 법랍 순으로 부분의 일들이 이

루어지며 연장자에 한 존경과 우를 강조하지만, 승가를 이끌

29) 사분율(TD 22) pp.917c-918a. 若比丘有十法  應差別評斷事 何等十 

一持戒具足 二多聞 三若誦二部毘尼極利 四若廣解其義 

五若善巧 語辭辯了了堪任問答令彼歡喜 六若諍事起能滅 七不愛 八不恚 

九不怖 十不癡

30) 오분율(TD 22) p.154c. 成就五法應差受他語不瞋 受他語不失 善察語意 

問語不問不語 語時不笑 反此五法不應差 復有五法應差 不隨欲恚癡畏不竊語 

反此五法不應差

31) 십송률(TD 23) p.252c. 成就五法 應立作烏廻鳩羅 何等五 

不隨愛行不隨瞋行不隨怖行不隨癡行知斷不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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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는 지도자의 경우에는 법랍의 많고 음을 떠나 와 같은 

구체 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비구가 선발되었던 것이다. 이는 승

가가 붓다의 법과 율에 근거하여 如法하게 운 되어야 한다는 기

본 방침을 무엇보다 요시하고 있음을 보여 다. 이 은 이하 

언 할 행주인의 에서 더욱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2. 행주인의 덕목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교의․교리에 한 쟁사의 경우, 

비니로 해결이 안 될 경우 단사인회를 구성해서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단사인회에 의해서도 쟁사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최종

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多人語(yebhuyyasik )32)이다. 다인

어란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쟁사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때 투표

를 실행하는 사회자가 바로 행주인이다. 行籌(sal kag ha)란 투표

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승가에서는 투표를 할 때 사람 

수를 헤아리기 해 나무나 나무, 속 등으로 크기나 색깔 등

을 달리해서 만든 籌(sal ka)를 가지고 투표한다.33) 빨리율에 의

하면 단사 원회에 의해서도 쟁사가 해결되지 못하 을 경우에

는 승가가 투표 리자인 행주인을 선발하여 다수결에 의해 쟁사

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은, 다인어가 의 우

리들이 일반 으로 떠올리는 다수결의 방법과는 본질 으로 의도

하는 바가 다르다는 이다. 즉, 다인어는 결론을 내기 어려울 때 

32) 다인어는 오분율(TD 22) p.77b에서 사용하는 역어이며, 사분율(TD 
22) p.713c에서는 多人覓罪, 십송률(TD 23) p.146a와 마하승기율(TD 
22) p.496c에서는 多覓比尼,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TD 24) 
p.904b에서는 多人語毘奈耶라고 한다. 

33) Durt(1974) pp.470(28)-4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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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에 따라 무조건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수결은 다수결로 하되 반드시 여법설자에 의한 다수결로 

쟁사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실행된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

보다 요한 것은 여법설자와 비법설자의 구별은 으로 행

주인으로 선발된 비구의 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다. 행주

인은 자신이 여법설자로 단한 비구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래

하도록 투표의 결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 권한을 지니

고 있다. 결국 승가는 가장 여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행주인을 

선발해야 하고, 행주인은 자신의 임무를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를 들어, 3종의 행주 방법 가운데 秘密행주(gūḷhaka-sal kag

ha)라는 것을 보면, 행주인으로 선발된 비구는 유색․무색의 주를 

만들어 비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각 주가 어떤 주장을 

하는 비구의 주인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비구가 주를 집으면 아무

에게도 보이지 말라고 당부한다. 만약 행주의 결과, 비법설자의 

것이 많다고 단되면 그 결과는 무효로 돌리고, 여법설자의 것이 

많다고 단되면 결과를 승가에 고한다.34)

이와 같이 다수결이라고는 해도 쟁사는 반드시 여법설자의 의

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만약 투표 결과 비법설자가 많은 경

우에는 그 결과를 채용하지 않고 기한 후 다시 행주하여야 한

다. 이것은 한역 제 율의 입장도 동일하다.35) 특히, 마하승기율
에서는 행주의 결과 비법설자가 많으면 해산시켜야 하는데, 만약 

비법설자들이 그것을 치 채고 해산하지 않으려고 하면 정사 근

34) 사분율에서는 이를 覆藏行 羅라고 하며, 를 들어 如法의 비구가 

많지만, 화상이나 아사리가 不如法 일 때에 화상이나 아사리가 주를 

집는 것을 보고 일반 비구도 이를 따라할 수 있으므로, 가 어떤 주를 

집었는가를 모르게 하기 한 투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사분율(TD 
22) p.919b.

35) 사분율(TD 22) p.919a. 사분율에서는 행주가 끝나면 행주인이 주를 

다른 곳에서 헤아린 후, 여법설자의 표가 많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지 않을 경우에는 를 갖추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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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빈집에 불을 놓아 모두 흩어지게 한 후에, 그 틈을 타서 다

시 근처에 사는 여법설자들을 불러 모아 행주를 해야 한다고 한

다고까지 기술하고 있어,36) 다수의 여법설자에 의해 해결된 쟁사

의 결과만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일견 공정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이 규정으로부터, 승가의 쟁사 

해결의 기 은 오로지 붓다가 남긴 법과 율이라는 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비법비율의 설은 아무리 다수의 설이라도 채용해서

는 안 되며, 오로지 붓다가 남긴 법과 율에 근거하여 如法如律하

게 이루어진 정만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한역 제 율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설사 다수가 원하는 의견이 아닐지라도 교법

이나 율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과 율에 근거하여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  수 있는 총명 유능한 비구야말로 승가를 올

바르게 이끌어 가는 이정표가 되는 것이다.37) 

빨리율 ｢멸쟁건도｣에 의하면, 행주인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다

음 5가지이다.38)

① [올바르지 못한] 의도에 의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자39)

② 성냄에 의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자40)

③ 어리석음에 의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자41)

④ 두려움에 의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자42)

⑤ 투표를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할  아는 자43)

36) 마하승기율(TD 22) p.334b. 
37) Vin Ⅱ p.85.

38) Vin Ⅱ p.84.

39) yo na chand gatiṃ gaccheyya

40) yo na dos gatiṃ gaccheyya

41) yo na moh gatiṃ gaccheyya

42) yo na bhay gatiṃ gaccheyya

43) yo gahit gahitañ ca j ney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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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도 냉정하게 사태를 악해서 여법한 결과를 이끌어내

야 하므로, 행주인의 자격으로는 무엇보다 [올바르지 못한] 의도

(chanda), 분노(dosa), 어리석음(moha), 두려움(bhaya)과 같은 잘

못된 감정의 배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올바르지 못한] 

의도라고 번역한 chanda는 기경 에서 ‘행 를 하기 한 의지’

나 ‘행 를 하기 한 욕구’ 등 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한 원동

력이 되는 심리  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며, 부정 인 면뿐

만 아니라 정 인 면도 가지고 있다.44) 따라서, 여기서 등장하

는 chanda는 한쪽으로 치우친 애정으로 인해 올바른 단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과에 한 의도, 다시 말해, 여법하지 못한 측이 

이기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갈마를 진행시키는 심리  욕구

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사분율에서는 이 말을 ‘愛’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45) 이 역시 한 쪽으로 치우친 단을 내리

게끔 만드는 情과 같은 감정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투표를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할  아는 자’

란, 다인어를 실행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할  

아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 비법설자가 많다고 알고 있거나 

추측될 때, 승가가 분열할 것을 알고 있거나 추측될 때, 혹은 비법

이나 不和合으로 투표할 때 등의 10가지 경우에는 다인어를 사용

해서는 안 된다.46) 사분율등, 한역율의 기술도 거의 동일하

다.47)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다인어라는 쟁사 해결법은 행주인

의 단 아래 여법설자 쪽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원칙하에 실

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기에 불리한 

44) 정 (2008) pp.40-45. 

45) 사분율(TD 22) p.918c. 
46) Vin Ⅱ p.85

47) 사분율(TD 22) pp.918c-919a. 聽行 羅差行 羅人白二羯磨 

有五法不應差使行 羅 有愛有恚有怖有癡不知己行不行 有如是五法 

不應差使行 羅 不愛不恚不怖不癡知己行不行 有如是五法 應差使行 羅; 

오분율(TD 22) p.154c; 십송률(TD 23) p.254b; 마하승기율(TD 
22) p.33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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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거나, 혹은 무리한 조정으로 인해 승가가 분열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 승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승가의 향방에 결정 인 향

을  수 있는 승가의 가장 표  지도자인 단사인과 행주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에 해 살펴보았다. 그 역할에 따라 양자

의 자격 요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율에 한 이해와 실천을 

기반으로 삿된 감정 없이 명하게 승가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만은 공통 으로 강조되고 있다.

Ⅲ. 교육 지도자 화상의 덕목

승가 운 과 련하여  하나 주목할 만한 지도자는 출가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물인 和尙(혹은 和上, upajjh ya)으로, 이는 승

가 생활 반에 걸쳐 출가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비구이다. 화상

은 사미의 출가 의식이나 비구의 수계 의식에 직 으로 여하

며, 이후 출가자가 승가 생활에 잘 응해 갈 수 있도록 일정 기

간 동안 지도를 맡는 스승이다. 빨리율 ｢ 건도｣에 의하면, 사리

불과 목건련의 귀의 등, 불교 승가에 입단하는 자들이 많아져 승

가의 규모가 커질 무렵, 스승의 지도를 제 로 받지 못한 탓에 비

구들은 가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의도 없어, 걸

식에 나가 출가수행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여 사람들

의 비난을 산 것을 계기로 화상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일

은 해들은 붓다는 화상을 둘 것을 제정하고, 화상은 제자 돌보

기를 자식처럼, 제자는 화상 돌보기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라고 했

다.48) 

48) Vin Ⅰ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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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리석은 자,49) 혹은 법랍 1년 밖에 안 된 비구들이 화

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50) 이를 계기로 구족계를 주거

나, 의지(nissaya)를 삼거나,51) 사미를 돌보기 해서는 ‘총명 유

능한 법랍 10세 이상’의 비구라야 한다는 규정이 확정된다.52) 따

라서 모든 비구가 다 화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화상이 갖

추어야 할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처음에는 단지 법랍

(法臘) 10년 이상, 즉 비구가 된 지 10년 이상 지난 자로서 제자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라면 화상이 될 수 있

다고 하 다. 그러나 차 화상이 맡은 역할의 성을 자각해서

인지, 화상의 덕목으로 상당히 많은 조건이 붙게 된다. 

화상의 조건에 한 각 율의 내용은 동소이하다. 여기서는 빨

리율의 기술을 심으로 보고자 한다. 빨리율에서는 5가지 덕목씩 

8종의 타입, 6가지 덕목씩 7종의 타입으로 묶어 제시한다. 우선 8

종의 5가지 덕목은 다음과 같다.53) 

1)

① 無學의 戒蘊을 구족하고54)

49) Vin Ⅰ pp.59-60.

50) Vin Ⅰ p.59.

51) 의지를 삼는다는 것은, 화상은 사미가 된 자에게는 사미 기간 내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의범 이나 교리, 수행방법 등을 지도하며, 

비구가 된 자에게는 최  5년 동안 이와 같은 지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依止( nissaya)라고 한다. 만약 화상의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지아사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 의지 기간 동안 

화상이나 의지아사리는 제자와 함께 거주하며 제자의 모든 행동을 

세심하게 지도해야 한다. 

52) Vin Ⅰ p.62. na bhikkhave b lena avyattena nissayo d tabbo. yo 

dadeyya, patti dukkaṭassa. anuj n mi bhikkhave vyattena bhikkhun  

paṭibalena dasavassena v atirekadasavassena v  nissayaṃ d tun ti. 

(비구들이여, 어리석고 총명하지 못한 자에 의해 의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되어주는 자는 악작죄이다. 비구들이여, 총명하고 유능한 10세, 

혹은 10세 이상의 자에 의해 의지가 주어질 것을 제정하노라.)

53) Vin Ⅰ pp.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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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학의 定蘊을 구족하고55)

③ 무학의 慧蘊을 구족하고56)

④ 무학의 解脫蘊을 구족하고57)

⑤ 무학의 解脫知見蘊을 구족한 자58)

2) 

① 스스로 무학의 계온을 구족하고, 타인으로 하여  무학의 계온

을 구족하게 하며59)

② 스스로 무학의 정온을 구족하고, 타인으로 하여  무학의 정온

을 구족하게 하며60)

③ 스스로 무학의 혜온을 구족하고, 타인으로 하여  무학의 혜온

을 구족하게 하며61)

④ 스스로 무학의 해탈온을 구족하고, 타인으로 하여  무학의 해

탈온을 구족하게 하며62)

⑤ 스스로 해탈지견온을 구족하고, 타인으로 하여  무학의 해탈지

견온을 구족하게 하는 자63)

3)

① 신심이 있으며64)

54) asekhena s lakkhandhena samann gato hoti.

55) asekhena sam dhikkhandhena samann gato hoti. 

56) asekhena paññ kkhandhena samann gato hoti.

57) asekhena vimuttikkhandhena samann gato hoti.

58) asekhena vimuttiñ ṇadassanakkhandhena samann gato hoti.

59) attan  asekhena s lakkhandhena samann gato hoti, paraṃ asekhe 

s lakkhandhe sam dapet  

60) attan  asekhena sam dhikkhandhena samann gato hoti, paraṃ asekhe 

sam dhikkhandhe sam dapet  

61) attan  asekhena paññ kkhandhena samann gato hoti, paraṃ asekhe 

paññ kkhandhe sam dapet  

62) attan  asekhena vimuttikkhandhena samann gato hoti, paraṃ asekhe 

vimuttikkhandhe sam dapet  

63) attan  asekhena vimuttiñ ṇadassanakkhandhena samann gato hoti, 

paraṃ asekhe vimuttiñ ṇadassanakkhandhe sam dapet

64) saddho ho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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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음속으로] 부끄러움을 느낄  알며65)

③ [외부에 해] 창피함을 느낄  알며66)

④ 부지런히 정진하며67)

⑤ 念을 확립하고 있는 자68)

4)

① 增上戒에 있어 계하지 않으며69)

② 增上行에 있어 행하지 않으며70)

③ 增上見에 있어 견하지 않으며71)

④ 들은 것이 많으며72)

⑤ 지혜를 갖춘 자73)

5)

① 依止제자74)나 共住제자75)가 아  것을 [스스로] 돌보거나, 혹은 

[다른 이로 하여 ] 돌보게 할 수 있으며76)

② 불쾌한 일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제거하거나, 혹은 [다른 이로 

65) hirim  hoti. hiri란 악을 싫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마음속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ottappa는 악을 두려워함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외부에 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Sv Ⅱ p.529)

66) ottapp  hoti

67) raddhaviriyo hoti

68) upaṭṭhitasati hoti

69) na adhis le s lavipanno hoti. 주석에 의하면, 바라이죄와 승잔죄를 

지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Smp Ⅴ p.989)

70) na ajjh c re c ravipanno hoti. 바라이죄와 승잔죄 외의 5종의 죄, 즉, 

바일제죄, 바라제제사니죄, 투란차죄(미수죄), 악설죄, 악작죄를 지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Smp Ⅴ p.989)

71) na atidiṭṭhiy  diṭṭhivipanno hoti. 삿된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견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Smp Ⅴ p.989)

72) bahussuto hoti

73) paññav  hoti

74) antev sika. 의지제자란 의지아사리의 제자를 말한다.

75) saddhivih rika. 공주제자란 특히 화상의 제자를 가리킨다. 

76) paṭibalo hoti antev siṃ v  saddhivih riṃ v  gil naṃ upaṭṭh tuṃ v  

upaṭṭh petuṃ v  



율장 ｢건도부｣ 분석에 의한 승가의 지도자상 정립 ∙ 2 4 1

하여 ] 제거하게 할 수 있으며77)

③ 양심의 가책이 발생했을 때 여법하게 [스스로] 멸하거나, 혹은 

[다른 이로 하여 ] 멸하게 할 수 있으며78)

④ 범계를 알고79)

⑤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아는 자80)

6)

① 의지제자나 공주제자로 하여  增上行 의 학처에 있어 배우게 

할 수 있으며81)

② 初梵行의 학처에 있어 지도할 수 있으며82)

③ 增上法에 있어 지도할 수 있으며83)

④ 增上律에 있어 지도할 수 있으며84)

⑤ 잘못된 견해가 발생했을 때 여법하게 [스스로] 제거하거나, 혹은

[다른 이로 하여 ] 제거하게 할 수 있는 자85)

7)

① 범한 바를 알고

② 범하지 않은 바를 알고86)

77) uppannaṃ anabhiratiṃ vūpak setuṃ v  vūpak s petuṃ v  

78) uppannaṃ kukkuccaṃ dhammato vinodetuṃ v  vinod petuṃ

79) pattiṃ j n ti

80) pattiy  vuṭṭh naṃ j nati

81) paṭibalo hoti antev siṃ v  saddhivih riṃ v  abhisam c rik ya 

sikkh ya sikkh petuṃ. 증상행의의 학처(abhisam c rik ya sikkh ya)란, 

건도부에 규정된 임무를 가리킨다. (Smp Ⅴ pp.989-990)

82) dibrahmac riyik ya sikkh ya vinetuṃ. 범행의 

학처( dibrahmac riyik )란, sekhapaJJatti, 즉, 有學이 배워야 할 여러 

가지 규정을 가리키는 듯하다. (Smp Ⅴ p.990)

83) abhidhamme vinetuṃ. 증상법(abhidhamma)이란, 名色의 구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논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Smp Ⅴ p.990) 

84) abhivinaye vinetuṃ. 증상율(abhivinaya)이란, 모든 율장을 말한다. (Smp 

Ⅴ p.990)

85) uppannaṃ diṭṭhigataṃ dhammato vivecetuṃ vivec petuṃ

86) an pattiṃ j n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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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벼운 죄를 알고87)

④ 무거운 죄를 알고88)

⑤ 양부(비구․비구니)의 바라제목차를 규칙과 그 의미로부터 상세

히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하며, 철 히 구사하고, 잘 결정하는 자89)

8)

① 범한 바를 알고

② 범하지 않은 바를 알고

③ 가벼운 죄를 알고

④ 무거운 죄를 알고

⑤ 10세 혹은 10세를 넘었다90)

이 8종의 5가지 덕목을 열거한 후, 이어 7종의 6가지 덕목을 제

시하고 있으나,91) 이는 의 1)～7)의 7종의 5가지 덕목에 10세 

혹은 10세를 넘은 자라는 조건을 더하고 있을 뿐이다. 를 들면, 

1)의 조건인 ① 무학의 계온을 갖춘 자, ② 무학의 정온을 구족하

고, ③ 무학의 혜온을 구족하고, ④ 무학의 해탈온을 구족하고, ⑤ 

무학의 해탈지견온을 구족한 자에, ⑥ 10세 혹은 10세가 넘은 자

를 하나 덧붙이는 식이다. 이로 보건 , 이 15종의 유형 가운데 어

느 하나에만 속하면 화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지 

않다면, 굳이  같은 덕목을 재차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

이다. 

이 8종의 분류를 보면, 빨리율에서는 화상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여러 가지 기 에서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에서 언 했던 갈마 련 지도자들과는 달리, 법랍 10년 이

87) lahukaṃ pattiṃ j n ti

88) garukaṃ pattiṃ j n ti 

89) ubhay ni kho pan'assa p timokkh ni vitth rena sv gat ni honti 

suvibhatt ni suppavatt ni suvinicchit ni suttato anuvyañjanaso

90) dasavasso v  hoti atirekadasavasso v

91) 빨리율에서는 6가지 덕목씩 8종을 제시하고 있다고 표 하고 있으나, 

실질 으로는 7종이다. Vin Ⅰ pp.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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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라는 조건 에 여러 가지 덕목들이 부가되고 있다.92) 1)과 

2)의 경우에는, 완벽한 상태에 이른 수행자의 모습을 제로 하고 

있으며, 3)에서는 發勤하여 항상 열심히 정진 수행하며, 자신의 잘

못된 행동에 해 내외로 부끄러움을 느낄  아는 양심 인 수

행자, 그리고 4)에서는 율을 철 히 지켜 범계하는 일이 없으며, 

正見을 지니고, 평소 들은 것이 많고, 지혜 있는, 그런 모범 인 

모습의 수행자를 들고 있다. 5)에서는 스스로나 다른 이로 하여  

제자를 보살피게 하는 따뜻한 품성을 지녔으며, 불쾌한 상황이나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를 제거할 수 있고, 한 어떤 것이 

범계이며,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를 들고 있

다. 6)에서는 제자에게 법과 율을 잘 지도하고 올바른 견해를 지

니도록 할 수 있는 자를, 7)에서는 바라제목차에 한 이해가 깊

어 범계 여부에 한 단력이 있는 자를, 8)에서는 범계 여부에 

한 단력과 더불어 법랍 10세 이상인 자를 거론하고 있다. 

어도 이 5가지 조건들은 갖추고 있어야 화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다.

한편, 마하승기율에서는 10종의 덕목을 화상의 조건으로 제

시하며,93) 오분율에서는 10가지 덕목으로 2종, 5가지 덕목으로 

5종으로 모두 7가지 타입을 제시한다.94) 십송률에서는 5가지 

덕목을 6종으로 하여  30종의 덕목을 든다.95) 율마다 약간씩 차

92) 단, 법랍 10년 이상이라는 은 빨리율과 한역율에서 모두 공통 으로 

제시하는 조건인데, 빨리율에서는 다섯 덕목씩 8종에서 제시한 내용에, 

무슨 이유로 법랍 10년 혹은 그 이상이라는 조건을 하나 더 붙여 다시 

제시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 게 되면 1)∼7)의 경우, 

법랍 10년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나, 빨리율과 한역율 모두 

법랍 10년을 기본 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만은 부정하기 어렵다. 

93) 마하승기율(TD 22) p.457c. ①持戒 ② 多聞阿毘曇 ③ 多聞毘尼 ④ 學戒 

⑤ 學定 ⑥ 學慧 ⑦ 能出罪能使人出罪 ⑧ 能看病能使人看 ⑨ 

弟子有難能 脫難能使人  ⑩ 滿十歲 

94) 오분율(TD 22) p.114c.
95) 십송률(TD 23) p.149b-c.



2 4 4  ∙ 印度哲學 제32집

이는 있으나, 화상이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으로 법랍 10년 이상

인 자일 것, 계정혜 삼학나, 화상이일 것, 다문인 자, 율에 정통한 

자, 율을 잘 지키는 자, 제자의 질문에 답하여 그 의문을 제거해 

 수 있는 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참회할  아는 자, 제

자를 잘 돌볼 수 있는 자일 것, 제자의 행동이 율을 어긴 것인지 

아닌지 등을 단할 수 있는 자 등을 들고 있다는 에서 일치한

다.96) 이러한 덕목으로 보아 화상의 자격 조건은 비교  까다로운 

것으로, 소수의 존경받는 비구만이 $†普수 있는 지 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이를 지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자에 비해 학고 

나 언행, 인품 등이 훌륭해야 한다는 제하에 이루어수 있것이므

로, 화상의 자격 조건이 이 게 까다롭게 제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무 많은 조건을 한꺼번에 제시하면 사실상 

그 모든 조건을 채울普수 있는 비구는 찾기 어려울 것이고, 이

게 되면 화상한 자하는 일이 무 어려워지거나, 혹은 한 명의 화

상이 많은 출가자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되어,97) 사실상 

화상 제도를 도입한 의도는 살리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빨리

율 등에서는 5가지 덕목 등으로 여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화상의 지도 기간은 보통 5년이지만, 그 이후에도 스승과 제자

로서의 양자의 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한번 화상과 제자로서 인

연을 맺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단, 화상이 사라지거나, 환속해 버리거나, 죽거나, 다른 종교로 개

종하거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도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

때는 다른 스승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조차 화상을 

바꾸거나 새로운 화상을 정할 수 없다. 그 다면, 어떻게 해야 하

96) 사분율에서는 자세한 규정은 보이지 않으며, 법랍 10세의 

지혜비구라고만 언 한다. 사분율(TD 22) p.800b-c.
97) 한 사람의 화상이 담당하는 제자의 수는 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분히 신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자를 두는 것은 

지되어 있다. (Vin. vol.1,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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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이때 필요해지는 것이 바로 아사리(阿闍梨, cariya)라는  

하나의 교육 지도자이다. 아사리에는 4종 혹은 5종이 거론되는

데,98) 그 가운데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것은 依止아사리(nissay c

ariya)이다. 의지아사리는 에서 언 한 5가지 이유로 화상의 지

도를 받을 수 없을 때, 신 교육을 맡아주는 비구인데, 의지아사

리의 경우, 총명 유능한 법랍 10세의 비구 등, 화상과 거의 유사한 

자격 요건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99)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단사인과 행주인, 그리고 화상을 심으로 승가

의 이상  지도자상에 해 고찰했다. 붓다의 유언처럼 불멸후 승

가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는 붓다가 남긴 법과 율이지만, 각

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활하는 승가에 있어 사람들의 근

기는 다양하다. 결국 각자의 근기에 따라 법과 율에 한 이해나 

단력 역시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명한 단과 지도력

으로 공동체를 여법한 방향으로 이끌어  수 있는 지도자의 존

재가 으로 필요한 것이다. 

본 논문의 고찰 결과, 각각 구체 으로 담당하게 되는 역할에 

따라 단사인․행주인과 화상 사이에는 지녀야 할 덕목 간에 약간

의 차이가 보인다. 를 들면, 쟁사갈마에서 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단사인이나 행주인에게는 승가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문제

의 본질을 잘 악하여 립하는 두 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사태를 가라앉힐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마음이

98) 平川彰(1964) pp.490-491.

99) Vin Ⅰ p.60; 사분율(TD 22) p.803a-c; 마하승기율(TD 22) p.45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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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노, 어리석음, 두려움과 같은 삿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단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 등이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

었으며, 제자를 지도해야 할 화상의 경우에는 제자를 세심하게 보

살피는 따뜻한 마음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는 부분 

공통된 덕목이 제시되고 있다. 그  표 인 것을 몇 가지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율․론 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이 요구되는데, 특히 

율장에 한 이해와 실천이 강조되고 있다. 율을 어기는 행동과 

그 지 않은 행동을 잘 구별할  알아 스스로도 올바르게 행동

하고,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능

력이 시된다. 둘째, 악행을 멀리하고, 사소한 죄라도 범하는 것

을 꺼리며, 악행을 질 을 때는 이를 내외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을 지니고, 한 참회할  알아야 한다. 셋째, 평소 여법한 가르

침을 많이 하여 이를 잘 지니는 한편, 명확하게 이를 표 하여 

다른 이에게도 달하여 진리로 이끌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 

율장 ｢건도부｣에서 거론하는 이 조건들로부터 승가의 지도자에

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올바

른 행과 여법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감화시켜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청정한 행을 유지하는 지도자는 그 자체로 사람

들의 귀감이 된다. 존경심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스스로도 

본받고 싶어 한다. 한, 항상 악행을 멀리하며 스스로를 돌아보

고 조그마한 죄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참회할  아는 용기에 

사람들은 신뢰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좋은 가르침을 많이 배워 

이를 사람들에게 달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종교 으로 감화 받

게 될 것이다. 이런 조건들을 갖춘 지도자는 애써 달리 노력하지 

않아도 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 그 존재만으로도 빛

이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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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an Ideal Leadership Structure 

for the Saṃgha through the Analysis of 

Khandhaka, Vinayapiṭaka

 
Lee, Jarang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is about establishing an ideal leadership 

structure for the Saṅgha with a focus on the roles of: 

ubb hika(斷事人), sal kagah paka(行籌人), and upajjh ya(和

尙). These three positions a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solution of disputes. The ubb hika and the sal kagah paka 

are important bhikkhus who listen to both sides of any 

dispute raised within the Saṅgha and make judgments about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and decide on a fair 

resolution in order to lead monks in the right direction. The 

upajjh ya is an educational leader who has the very 

important task of training novices to become ideal 

renunciants. 

According to both Pali and Chinese versions of the 

precepts, the qualifications for these three positions 

(ubb hika, sal kagah paka and upajjh ya) are as follows. 

The positions of ubb hika and sal kagah paka must be able 

to grasp the cause of the dispute exactly and lead the 

disputing parties to a compromise. Accordingly, they should 

be composed and impartial enough to make correct 

judgments. The upajjh ya, on the other hand, is required to 

have deep compassion and be attentive to the disciples. 

The following three virtues are also required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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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positions. First, they should have a comprehensive 

knowledge of the tipiṭaka which consists of: Suttapiṭaka(the 

collected sutras 經), Vinayapiṭaka(the collected rules 律), and 

Abhidhammapiṭaka(the collected philosophical treatises 論). 

Especially, a thorough understanding of and diligent practice 

of the Vinayapiṭaka  is greatly emphasized. They should also 

be able to discern right and wrong behavior in terms of the 

Vinayapiṭaka. They themselves should act according to the 

precepts and also lead others to follow their example. 

Second, they should avoid any appearance of 

wrongdoing and be reluctant to even commit a minor 

infraction. And in case they happen to violate any precept, 

they must express their shame and repent.

Third, they should always try to learn and keep the 

Buddha's teaching. Then they will have enough wisdom to 

teach it to others and lead them to the ultimate truth of the 

Buddha. 

Key Words: khandhaka(犍度部), ubbAhika(斷事人), 

salAkagahApaka(行籌人), upajjhAya(和尙), 

kamma(羯磨), yebhuyyasikA(多人語),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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