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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족 몰살의 내러티브 고찰

__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雜事를 중심으로__
박청환*1)

I 시작하는 말. Ⅱ 내용분석. Ⅲ 마치는말.

요약문 [주요어: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 내러티브, 아바다나, 業, 석가족,

위류다까]

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는 다른 율장이나 경전들에 비해 내러티브가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른 율장이나 경전들이 메시지 전

달에만 치중해서 단순하게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는 반면에 根本說一切
有部毘奈耶에 소개된 많은 이야기들은 내러티브의 구조가 상당히 복잡
해지고 다양한 복선이나 장치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문학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의 내러티브들은 믿음(bhakti)과 業사
상을 기반으로 한 공덕쌓기와 현세나 내세에서 그 과보를 받는 신앙적

인 면이 강조된 아바다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석가족의 몰살 이야기를 중심으로 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雜
事속의 이 이야기가 다른 율장이나 경전 속의 이야기들보다 얼마나 내
러티브 기능이 우월한가를 보이고자 한다.

Ⅰ. 들어가는 말

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雜事(Mūlasarvāstivādavinayakṣudrakavastu
: MSVKv)1)에 수록된 석가족 몰살 이야기는 여러 판본중 문학적

으로 가장 세밀하게 다듬어졌고 業사상을 가장 잘 드러냈다는 면

* 정덕 스님. 중앙승가대 역경학과 조교수. avadana@hanmail.net

1) TD 24, pp.234a-244a. 티벳본은 Panglung(1981) pp.17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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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雜事를 포함한 根本說一切有部 아바다
나2)들의 성격을 보이기에 좋은 예이다.

이 이야기 속에서 쁘라세나짓(Prasenajit)왕은 석가족의 여종과

결혼하고 범어로 위류다까(Virūḍhaka), 빨리어로는 위두다바

(Viḍūḍabha)라 불리는 아들을 낳는다. 출신배경 때문에 석가족에

게 모욕을 당하자 위류다까는 석가족을 몰살하나 이 악업으로 인

해 그 자신도 죽게 된다. 붓다의 말년에 벌어진 이 석가족 몰살

이야기는 남방 상좌부와 동아시아 대승불교권을 포함해 불교권에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다.3) 허구적인 다른 이야기들과는 달리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인물들과 사건들의 묘사가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불교의 실제 역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4) 바

로(Bareau)는 지적하기를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전들의 제작

시기가 아쇼카왕 통치 말기부터 무려 서기 3세기말까지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5) 이 이야기는 출세간과 세간을 상징하는 붓다

와 그의 출신종족인 석가족을 그리는데 이는 출가자와 재가자 또

는 출가자와 그의 속세 가족과의 관계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

겠다. 이성적이고 교리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관계는 쉽게 구별된

다. 그러나 감성적인 관점에서는 붓다조차도 그의 출신종족인 석

가족의 몰살 앞에서 인간적인 슬픔을 참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이 이야기에 호소력을 부여하여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만

든 것으로 보인다.6)

근본설일체유부는 이 이야기를 편집할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

고 있었다. 먼저 그들은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 이 이야기의 ‘종

결’판을 편집했다. 몰살이 일어나기 이전을 다루는 근본설일체유

2) 아바다나(avadāna)의 개념에 대해서는 박청환(2006a) pp.141-171.

3) 관련된 문헌연구에 대해서는 Bareau(1981) pp.45-46 참조.

4) Bareau(1981) p.45.

5) Bareau(1981) p.46.

6) 이 이야기의 유래에 관해 Nakamura(2000) pp.380-2에서 설득력있는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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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전반부 이야기는 상좌부 자료에 기초하는 반면 후반부는 설

일체유부 등 북쪽계열의 자료들에 기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좌

부 자료들이 전반부에서 보다 상세한 이야기를 제공하고 북쪽계

열의 자료들은 후반부에서 상세한 상황묘사를 하는 가운데 MSV

Kv는 승만(말리카) 이야기와 담마쩨띠야 수따(Dhammacetiya s
utta)를 포함하는데 이 둘은 다른 곳에서는 간략히 언급되거나 아

예 언급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MSVKv의 이 이야기는 업사상

을 보여주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른 텍스트들과 비교하

여 볼 때 MSVKv의 이야기들은 현재의 일들이 어떻게 과거업으

로부터 파생되었는가를 보여주려는 면이 명백히 보인다. 상좌부

텍스트에서는 강에 독을 푸는 석가족들의 악업이 간략히 언급된

다. 반면에 MSVKv에서는 석가족들의 여러 악업이야기들이 상세

히 소개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근본설일체유부가 어떻게 상좌부와 북쪽 계

열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그들의 문학적 상상에 기반하여 업에 대

한 이해와 첨가를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집중할 것이다.

Ⅱ. 내용 분석

1. 텍스트 비교

이 이야기는 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雜事가 가장 확장된 판본을
설하고 있지만, 자따까(Jātaka:Ja)7), 담마빠다 주석서(Dhamma-
pada-aṭṭhakathā:Dhp-a)8), 보디싸뜨바아바다나깔빨라따(Bodhi-

7) Ja.iv.No.465.

8) Dhp-a. Book 4, Stor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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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tvāvadāna-kalpalāta:BAK)9) 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10), 육
도집경(六度集經)11), 화지부의 오분율(彌沙塞部和醯五分律)12),
법장부의 사분율(四分律)13), 의족경(義足經)14), 법구비유경
(法句譬喩經)15), 출요경(出曜經)16)과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17)
등에서 발견된다.

경전들은 저자 내지 편집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를

보여준다. MSVKv에서는 업에 대한 관심 이외에도 목차의 내용

이 이 이야기의 개요를 보여준다.

승만(勝鬘, Mallikā)과 악생(惡生, Virūḍhaka)의 일과

다음은 모든 영락과

금선대 및 모든 패물을

금제하시어 이런 것을 지니지 말라 하셨다.18)

이것은 이 이야기의 주 관심사가 승만과 악생이란 두 인물과

장식물의 규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경전에서와 달리 승만이

주요 인물로 여겨지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19)

Ja에서 이 이야기는 삼단계 서술 구조의 현재 부분을 구성하는

데 붓다가 그의 동족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는 예이

다. 다른 Ja 이야기들처럼 이것도 업(業) 사상에 기반하고 있지만,

업에 기반한 내용 전개가 아바다나에서처럼 분명하게 관찰되지는

9) BAK.vol 1.chapter xi. pp.96-106. stances 353-399.

10) TD 2, pp.690a-693c.

11) TD 3, pp.30b-31c.

12) TD 22, pp.140c-141c.

13) TD 22, pp.860b-861a.

14) TD 3, pp.188a-189b.

15) TD 4, pp.582b-583b.

16) TD 4, pp.624b-625a.

17) TD 51, p.900b-c; Beal(1958) ii, pp.266-7; Nakamura(2000) pp.382-3.

18) TD 24, p.234a, "勝鬘惡生事　次制諸瓔珞 金絛及彩物　斯皆畜不應."

19) 승만에 관해서는 박청환(2006) 참조.



석가족 몰살의 내러티브 고찰 ∙ 209

않는다. Dhp-a에서 이 이야기는 Ja의 이야기와 유사하다. 그러나

Dhp-a는 쁘라세나짓(Prasenajit)의 배경 이야기를 조금 더하고 있

다. Ja처럼 증일아함경과 육도집경은 현재 상황을 과거의 업
으로 설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증일아함경에서 이 이야
기는 연기법과 인연을 가르치는데 사용된다. 여기서는 '업' 대신

에 '인연'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증일아
함경의 이야기는 MSVKv의 이야기의 원형 상태를 제공한다. 
육도집경에서 이 이야기(story no.54)는 인욕바라밀 부분에서 이
야기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설일체유부와 대승불교권에 널리 퍼진

붓다의 과거 십악업 에피소드들 중의 하나인 붓다의 두통 에피소

드를 또한 포함하고 있다. 오분율과 사분율에서 이 이야기는
羯恥那衣事 (kaṭhina vastu)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비구들에게

그들의 의복에 대해 가르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붓다

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비구들이 그들의 의복을 재가자들에

게 빌려주거나 줄 수 있다고 동의한다. 의족경과 법구비유경
그리고 출요경은 법구경과 숫따니빠따에 대한 주석을 하려
고 계획된 경들이다. 대당서역기에서 이 이야기는 어느 스뚜빠
에 담겨진 전설이 된다. 이러한 경전들 중의 어느 것도 그들이 설

하는 비극적 사건의 기억을 보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전

이 없다는 점은 또한 특기할 만하다고 바로는 지적하고 있다.20)

2. 위류다까(Virūḍhaka)의 탄생

위류다까에 대한 석가족의 모욕은 전체 이야기의 중심요소인데

왜냐하면 그 모욕으로 인해 위류다까가 석가족에 대한 몰살을 행

했기 때문이다. 모욕을 한 순간부터 갈등이 유발된 것이다. 이 배

20) Bareau(1981)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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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치는 Ja 보다는 증일아함경에서 그리고 인과라는 업의 법

칙을 강조하는 MSVKv에 이르러 더욱 드라마틱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위류다까'라는 이름의 기원이 판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Ja에서 위두다바의 탄생은 환

영을 받는다.

왕의 할머니가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와

사바까띠야는 아들을 낳지 못할 때에도 온 세상보다도 귀중하였는데

이제 그녀는 (정말로) 왕의 사랑스러운 여인(Vallabh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귀먹은 이가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는 그녀가 Viḍūḍabha 라고 말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왕에게 돌아가서 왕자가 Viḍūḍabha 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보고했다.

왕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어떤 옛 가족 이름이 틀림없으니 그를 Viḍūḍ

abha라 이름 했다.21)

Dhp-a에서는 이야기가 유사하다. 그러나 설일체유부와 대승불

교 등 북쪽 계열의 텍스트들은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다른 이야

기들을 제공한다. 증일아함경에서 쁘라세나짓왕이 점술가들에

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것을 요청하자 그들은 대답한다.

그때 왕의 말을 듣고 점술가들은 곧바로 왕에게 말했다, “대왕은 이

를 아셔야 합니다. 당신께서 부인을 찾고 있을 때, 석가족들은 논쟁했

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는 (그에게 부인을) 주어야한다’거나 다른

이들은 ‘우리는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것이 그들을 갈랐습니다. 지

금 우리는 그의 이름을 비유리(毘流離)라 부를 것입니다.22)

증일아함경에서 위류다까(Virūḍhaka, 毘流離)라는 이름은 ‘분
리된’ 또는 ‘두 부분으로 나뉜’(流離)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는데 왜

21) Ja. No.465.iv, p.146; Cowell(1957) iv, p.92.

22) TD 2, p.690b, “時 諸相師聞王語已 即白王言 大王當知 求夫人時 諸釋共諍

或言當與 或言不可與 使彼此流離 今當立名 名曰毘流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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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vi-라는 것은 ‘분리, 구별, 다름’ 등등을 암시한다. 오분율
에서 이름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은데 이는 오분율의 중국 편
집자들이 이름의 산스끄리뜨 의미를 놓친 것이 아닌가 싶다.

왕은 자신의 위신력으로 그 (아이)의 어머니를 얻었습니다. 그 의미

에 따라 마땅히 그를 유리라고 불러야 합니다.23)

MSVKv에서 말리까는 임신해서 사내아이를 낳는다. 쁘라세나

짓왕의 노모는 그 아이는 여종에게서 태어나 꼬살라를 멸망시킬

것이므로 대신들은 그를 ‘악하게 태어난’것을 의미하는 Virūḍhaka

(惡生) 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한다.24)

그러나 티벳본 MSVKv에서 상황은 반대이다.

말리카가 아기를 낳은 얼마 후에 아기의 이름이 할머니에 의해 지

어졌다. 그녀는 말리카가 고귀한 태생이므로 아기도 “고귀하게 태어

남”을 의미하는 “Hphags-skyes-po"라 불렀다.25)

이런 이름의 해석은 다른 티벳본에서도 확인된다. 보디싸뜨바
아바다나깔빨라따(Bodhisattvāvadāna-kalpalatā)의 티벳어 요약

인 빠드마 초팰(Padma Chopel)의 sTon-pa’i-skyes-rabs-dpag-b

sam-‘khri-shing (Skyes)를 보면,

그때 말리카는 왕과의 사이에 아들을 가졌다. 소년은 현명하고, 강

건하고 영웅적으로 자랐다. 그리하여 ‘고귀한 탄생’을 의미하는 ‘위류

다까(Virūḍhaka)’라고 불렸다.26)

23) TD 22, p.141a, “王本以威而得其母 依義應當字曰琉璃.”

24) TD 24, p.236b, “時大夫人謂諸臣曰 我豈先時不作是語 觀斯婢女身形美觸

必當喪我憍薩羅城 大臣白言 誠有斯語 此子未生國大夫人先已為作不祥之記

應與此兒名為惡生.”

25) Rockhill(1922) p.77.

26) Black(1997)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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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VKv조차도판본에따라다른이야기를가지고있고 Virūḍhaka

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vi-√rudh에서 나온 vi-ruddha 가 ‘반대하는, 방해받은’27)

등을 의미하는 반면에 vi-√ruh에서 나온 vi-rūḍha는 “일어난, 발

생한, 발아된”28) 등을 의미하거나 또는 √vṛdh 가 ‘증가하다, 번영

케 하다’를 의미한다.29) 한문본 MSVKv에서 Virūḍhaka의 한문

역어는 ‘악생(惡生)’이다. 한문본 MSVKv는 부정적 어근을 의미하

는 vi를 '악(惡)'으로 번역했고, ‘발아한, 태어난’의 vi-rūḍha (vi-

√ruh)를 ‘태어남(生)’으로 번역했다. 히라가와의 불교한범사전에

따르면, Virūḍhaka는 한역하면 ‘귀하게 태어난(勝生)’으로도 번역

될 수 있다.30) 그러나 Virūḍhaka는 실제로 한역으로는 ‘나누어진’

또는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 ‘비유리(毘流離)’ 또는 ‘나쁘게 태어

난’을 의미하는 ‘악생(惡生)’으로 번역된다. 두 개의 가능한 상반되

는 해석 중에서 의정(義淨)은 증일아함경이나 오분율에서 번
역된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Virūḍhaka라는 이름이 티벳본 MSVKv, Ja, Dhp-a에서처럼 긍

정적일 때, 석가족의 악업은 더욱 생생해진다. 즉 Virūḍhaka의 복

수 내지 악업을 야기한 것은 전적으로 석가족의 행위이다. Virūḍh

aka라는 이름이 한역 MSVKv나 증일아함경에서처럼 부정적인
경우에는 이는 Virūḍhaka가 나쁜 운명아래 태어났으며 그리하여

그는 후에 뭔가 부정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석가족이 동기를 제공하자마자 그는 석가족을 몰살하였고, 어느

쪽도 악업을 지었다는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다.

27) MWD p.983

28) MWD p.984

29) MWD p.1010.

30) Hirakawa(1997)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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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가족의 위류다까(Virūḍhaka) 모욕

위류다까가 석가족을 몰살한 이유는 중요하다. Ja와 Dhp-a에서

는 위두다바(Viḍūḍabha)가 카필라바스뚜에 머무를 때 그는 우연

히 그의 어머니가 시종의 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 이유 때문에 석가족이 그를 경멸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분노

한 그는 석가족을 몰살하기를 서원한다.31)

상좌부 경전들과는 달리 증일아함경, 오분율, 법구경,
의족경, 육도집경같은 북부계열의 경전들은 다른 이유를 제

공한다. 석가족은 붓다를 위한 강당을 건설한다. 그런데 강당이

붓다에게 바쳐지기도 전에 위류다까(Virūḍhaka)가 강당에 가서

붓다를 위한 자리에 앉는다. 그리하여 석가족은 화가 나서 위류다

까를 모욕한다.32)

북부계열의 경전들은 석가족이 분노한 원인을 위류다카에게 돌

리는데, 이는 업의 원칙상 더 어울린다. 상좌부 경전 속에서 석가

족과 위류다까의 업의 관계가 석가족이 위류다까를 모욕해서 그

결과로 그가 몰살을 시켰다는데 비해 북부계열의 경전들 속에서

는 석가족의 모욕은 위류다까의 무례함으로 인해 정당화되고 있

다. 증일아함경에서는 석가족이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물리적인
모욕까지 한 것으로 묘사한다. 북부계열의 경전 편집자들은 석가

족이 붓다에게 강당을 봉헌하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이와같은 석

가족의 믿음에 대해 위류다까가 부주의한 것으로 설정해 붓다의

종족인 석가족의 분노가 불가피하였다는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

는 것으로 상상해 내었다.

그러나 MSVKv에서 이 상황은 다소 다르다.33) 위류다까가 사

31) Ja.No.465.iv. p.147; Cowell(1957) iv, p.93. Skyes는 상좌부 경전은

아니나 상황은 상좌부 경전들과 마친가지이다-Black(1997) p.58.

32) 이 상황은 특히 증일아함경에 잘 묘사되어 있다-TD 2, p.690b-c.
33) TD 24, p.236b-c; 티벳본은 Rockhill 참조(1992) pp.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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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류다까가 석가족의 정원을

망친다.

1) 반둘라가 왕족들이 성스런 관

정수를 얻는 바이살리의 물탱크

에서 목욕한다.

2) 정원사가 석가족들에게 보고

한다.

2) 관리인들이 리차비족들에게

보고한다.

3) 석가족들이 위류다까를 죽이

러 나선다.

3) 리차비족들이 반둘라를 잡기

위해 떠난다.

4) 노인들이 석가족들에게 참으

라고 권고한다.

4) 리차비족들의 정신적 스승인

마할리가 그들에게 멈추라고 권

고한다.

5) 위류다까가 떠나고 석가족들

이 도착한다. 그들은 위류다까를

욕하고 이는 위류다까에 의한 석

가족의 몰살을 야기한다.34)

5) 리차비족들은 반둘라를 쫓기

를 멈추지않다가 모두가 반둘라

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35)

냥을 나갔을 때, 그의 말이 갑자기 석가족의 정원에 뛰어들었다.

이것이 석가족에게 알려지고 그리하여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시

도한다 왜냐하면 위류다까와 그의 군대가 그들의 정원을 망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MSVKv가 이 부분에서 상좌부 경전들에서

나오는 “붓다를 위한 강당에서의 위류다까의 무례함” 에피소드를

다루지 않는지 명확하지 않다. 달리 말하자면 MSVKv는 위류다

까의 석가족 방문을 다루지 않는다. 게다가 석가족의 살인 동기도

명확하지 않다. 그들은 위류다까가 그들의 정원을 망쳤기에 격앙

한다.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정원이 붓다 또는 석가

족 왕들에게 봉헌된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 대신에 위류다까

를 죽이려는 그들의 수차례 시도는 그들을 몰살하려는 위류다까

의 동기만을 강화한다. 그 와중에 석가족은 참으라고 말하는 노인

들에 의해 두 번이나 만류당한다. MSVKv의 이 부분은 Ja에 나

오는 반둘라(Bandhula)와 리차비족의 에피소드 구조와 유사하다.

34) TD 24, p.236b-c.

35) Ja.No.465.iv, pp.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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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설일체유부는 위류다까가 석가족을 분노하게 한 것보다 위

류다까의 복수심을 일으키는 데에 더욱 관심이 있다.

마지막으로 석가족들이나 리차비족들을 만류하는 노인들은 석

가족의 몰살을 위하여 출정하는 위류다까의 군대를 만류하는 붓

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붓다처럼 노인들도 석가족들이나 리

차비족들의 행위의 결과를 예상하고 그들을 구하려 시도하나 실

패한다. 이는 석가족의 악업이나 무서운 과보가 누구에 의해서도

미리 예방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4. 위류다까의 석가족 몰살

대부분의 경전에서 위류다까의 석가족 공격 결정은 그가 원한

을 기억하고 대군을 출정시킨다는 식으로 짧게 언급된다. 위류다

까는 석가족을 공격하러 가던 중 붓다와 마주친다. 이 만남 장면

은 붓다가 그의 종족에 대한 자비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석가족의 몰살과 붓다의 태도에 대하여 상좌부 경전들은 붓다가

석가족이 전생에 강물에 독을 푼 것을 알고는 자신의 종족을 구

하려는 시도를 포기했다고 설한다. 상좌부 경전들은 석가족의 전

생 악업 때문에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점을 암시

한다. 반면에 북부계열 경전들은 붓다의 업에 대한 원칙을 강화하

기 위해 부가적인 장면을 삽입한다. 예를 들면 MSVKv에서 위류

다까는 어전회의에서 공격을 결정하는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

닌 왕실위엄이 걸닌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꼭 복수하겠다고 자신

이 과거에 했던 말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36)

석가족이 붓다의 종족인 까닭에 그들의 몰살은 큰 주목을 받았

다. 후기 경전들은 이 사건을 극대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36) TD 24, p.239b.



216 ∙ 印度哲學 제34집

극적인 요소들을 추가하였다. 이런 확대의 요점은 어떻게 붓다의

종족인 석가족이 사악한 위류다까에 의해 몰살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나카무라는 이 점에 대해 많은 불교도들이 왜 붓다가 방

관자로 남았는지, 비록 붓다가 위류다까 군대의 전진을 두 번은

막았지만 왜 세 번째는 통과시켰는지,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

도 전진하는 군대 앞에 몸을 날리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는다고

지적한다.37)

MSVKv는 이 문제에 대해 어느 경전보다도 더 관심을 쏟는다.

붓다가 군대를 막지 못한 실패에 대해 위류다까의 침공을 붓다가

막는 장면에서 MSVKv는 붓다의 과도한 관여가 그가 아직도 속

세에 애착을 두고 있는 것으로 오해받아 비난받을 수 있다고 암

시한다. 그리하여 MSVKv에서 붓다는 그의 종족에 대하여 직접

적이고 물리적인 보호 대신에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깨달

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설법한다.38) 이것이 그가 석가족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책으로 그려진다.39) 즉 업의 원칙은 지키면서도

붓다는 자신의 종족에 대해 자비심을 보이는 것이다.

5. 붓다와 석가족의 과거 악업

MSVKv의 이 부분은 위류다까의 잔인함을 보이고 붓다와 석가

족의 과거 악업을 서술하려고 기획된 부분이다. 위류다까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악업을 저지르는 흔치않은 잔인한 인물로 묘사된

다.40)

37) Nakamura(2000) p.384.

38) TD 24, p.239c.

39) Nakamura는 이에 대해 사회적, 역사적인 해석을 제시한다.

Nakamura(2000) p.384.

40) TD 24, p.24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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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절대적인 원칙 내지는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붓다는 스스

로도 과거 업의 과보를 받을 뿐 아니라 과보를 만드는 데에도 또

한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석가족이 몰살되고, 위류다까가 천명의

소년 소녀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두 소년이 도망친다. 그러나 업

의 원칙에 따라서 붓다는 그들이 죽도록 한다.41) 육도집경에서
도 유사한 상황이 있다. 붓다는 목건련에게 업의 원칙을 보이기

위하여 그의 바루 바닥에 어린아이를 두라고 말한다. 후에 아난다

가 아이가 죽은 것을 발견한다.42) 이것은 석가족이 악행을 지은

이래로 그들이 불행한 과보를 반드시 거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

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 에피소드에서 붓다는 업의 실행자 겸

보호자로 묘사된다. 붓다는 석가족에게 그들의 고통은 과거 저지

른 살인의 업 때문이라고 설명한다.43)

비록 다루는 방법은 다르지만 모든 경전들은 석가족의 몰살을

그들의 과거업 때문으로 본다. 다른 북부계열의 경전들( 오분율,
사분율)에서는 특별한 업의 에피소드 없이 업의 원칙을 언급함
으로써 석가족의 몰살을 설명한다. 오분율에서 석가족의 과거업
에 대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과거를 알고서, 석가족이 그것을 피할 수 없음을 확신하고

붓다는 즉시 멈추고 나오지 않았다.44)

사분율에서 마하남이 석가족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위류다까왕이 사람들을 깔아뭉겨 죽이려고 커다란 코끼리

를 풀었다고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된다. 너희들은 석가족이 과거에 저

41) TD 24, p.241b, "時有二童子走至佛所 爾時世尊 欲令知業感報不虛

即以神力化鉢令大合二童子 即於鉢下爛熟而終."

42) TD 3, p.31b, “取釋氏一子置吾鉢下 以效其實”, T 3:31c, "佛使阿難擧鉢

鉢下人亦終."

43) TD 24, pp.241b-242a.

44) TD 22, p.141a-b, “知諸釋宿對叵避便止不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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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른 결정적인 업의 과보, 과거의 인연을 마땅히 관하여야 한다.45)

오분율과 사분율의 언급으로부터 석가족의 과거업에 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기는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오분율과
사분율에서 이 이야기는 아바다나나 자따까로 고안된 것이 아
니기 때문이고 따라서 편찬자들은 과거업의 에피소드를 구술하거

나 발전시킬 필요가 없었다.

상좌부 경전들은 단지 석가족이 과거에 강에 독을 푼 업만을

언급한다. 비록 상좌부 경전들이 석가족의 과거업에 관한 보다 구

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지만 그들의 주요 관심사가 석가족이나

붓다의 과거업이 아니었으므로 만족스런 에피소드와는 거리가 있

다. 과거업 이야기로서 Ja는 자신의 동족을 도우려는 붓다의 과거

업을 서술한다.46) Dhp-a는 붓다가 과거에 어떻게 죽음의 괴로움

을 견디고 자신감이 넘치는 자리로 갔는지를 말한다.

반면에 북부계통 경전들(증일아함경, 육도집경, MSVKv)은
석가족과 붓다의 과거업을 직접 다룬다. 그들은 석가족의 물고기

살육과 붓다의 관여, 그로 인한 그의 두통을 서술한다. 붓다조차

도 악업을 저지르고 그 행위로 인한 고통을 받는다는 아이디어는

주요한 차이를 구성한다.

물고기 살육 에피소드는 육도집경, 증일아함경 그리고 MS
VKv에 들어있다.47) MSVKv는 석가족의 악업을 강조하는데 중점

을 두고 있는 반면에 육도집경은 복과 악 사이의 차별을 두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석가족은 그들의 업에 따라 다른 과보를 받는

다. 육도집경은 석가족이나 악업을 짓는 이들에게만 집중하고

석가족의 악업에 의해 고통 받는 이들이나 물고기들에게는 크게

45) TD 22, p.861a, “汝曹莫但看琉璃王放大象蹈殺人 當觀昔日業報因緣

諸釋種昔日所造定業報.”

46) Ja.iv, pp.153-7.

47) 육도집경TD 3, p.31c, 증일아함경TD 2, p.693b, MSVKv TD 24,
p.242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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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을 쓰지 않는다.

증일아함경은 사람들이 배고픈 기아의 시기에 물고기를 죽이
는 실제적인 이유를 댄다. 이 상황은 비록 석가족을 그들의 악업

으로부터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이 물고기를 죽이는 것을 이

해할 수는 있도록 해준다. 이외에도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두

마리의 물고기가 과거 그들이 지은 공덕을 찾는다. 이것은 그들이

공덕 없이는 복수할 수 없음을 제시한다. 악업의 제물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받은 악업을 돌려줄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

들은 그들의 미래악업을 상쇄할 수 있는 공덕이 필요하다.

육도집경이나 증일아함경과 비교해 MSVKv는 아바다나라
는 장르의 시각적이고 감성적인 인물들을 사용하여 석가족의 악

업을 강조한다. 즉 잔인한 물고기 살육에 대해 신경 안쓰는 부주

의한 석가족, 죽어가는 물고기들의 비참한 시각적인 이미지와 복

수를 하려는 그들의 격한 반응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

육도집경과 증일아함경에서 붓다의 실수(육도집경)나 붓
다의 웃음( 증일아함경)이 그의 두통의 원인으로 언급되는 것으
로 그치는 반면에 MSVKv에서는 물고기가 죽는 것을 보고 즐거

워한 소년의 반응은 악업으로 개념화되고 이것은 더욱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를 제공한다. 게다가 석가족의 몰살이 그들의 과거 악

업의 과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MSVKv는 석가족들의 또

다른 악업 이야기를 추가한다.48) 이 악업 에피소드는 위류다까와

그의 대신 암바리샤(Ambāriṣa, 苦母)가 후에 비숫한 상황에서 같

은 고통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시한다.

MSVKv에서 석가족들이 저지른 악업의 두 가지 예들은 매우

유사한 구조이다. 이 이야기들은 산스크리트 드라마의 연결(sandhi)

구조방식으로 분석되어질 수 있다. 각각의 행위의 단계들은 자연

스런 마침 내지는 종결을 보여준다.49)

48) TD 24, p.242b.

49) Keith(1924) pp.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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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 (mukha)
강가에 오백명의 어

부들이 살았다.

오백명의 도둑의 무

리가 있었다.

2. 진행(pratimukha)
그들은 두 마리 큰

물고기를 잡았다.

그들은 어느 마을에

이르러 재물을 약탈

했다.

3. 전개(garbha)

그들은 어떻게 그

두 물고기를 죽일가

를 논의했다.

두 거사가 어느 정

자에 머물고 있었다.

도둑들은 그들에게

내려올 것을 요구하

나 그들은 내려오지

않았다.

4. 위기(vimarśa)

어부들은 물고기를

죽이고 두 물고기는

극도의 고통을 경험

했다.

도둑들은 정자에 불

을 지르고 두 거사

는 고통스럽게 죽었

다.

5. 결론(nirvahaṇa)

두 물고기는 다음

생에서 복수를 서원

했다.

두 거사는 다음 생

에서 복수를 서원했

다.50)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경전들은 모든 석가족이 죽지는

않았다고 한다. 즉 악업을 짓지 않은 이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이

다. 육도집경에서 물고기를 사지 않은 마을사람들은 위류다까가
석가족을 공격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51) MSVKv에서 악업을 짓

지 않은 이들은 도시를 빠져 나간다. Dhp-a에서 상좌부는 이 부

분을 그들의 언어적 유머감각을 가지고 꾸미고 있다.52) 비두다바

의 이름이 생긴 것이 이름을 잘못 들어서(Vallabha-Viḍūḍabha)인

경우처럼 상좌부는 ‘sāka(잎)'와 ’Sākya'가 유사하게 발음된다는

것과 같은 언어적인 유희를 구사한다. 이빨 사이에 잎을 물고 있

던 그들의 재치 덕분에 그들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악업을 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50) TD 24, p.242b.

51) TD 3, p.31c.

52) Dhp-a.i, pp.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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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석가족 여인들의 업

석가족 여인들의 이야기는 증일아함경, Skyes, MSVKv에서
언급된다. 증일아함경에서 그들은 위류다까를 ‘여종의 자식’으로
부르면서 위류다까를 무시한다. 이것이 그를 격노하게 만들었고

그리하여 그는 여인들의 손과 발을 잘라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

린다.

석가족 여인들에 의한 모욕은 위류다까의 살상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그래서 화가 난 그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잘라서 빠딸리뿌뜨라(Pāṭaliputra, 波吒羅池) 호수에 던져버린다.

MSVKv에 따르면 이것이 모든 경전들의 서두에 말하고 있는 것

이라고 한다. 즉 붓다가 스라와스티에 머물 때 손과 발이 잘린 호

수 근처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이 석가족 여인들의 사연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53) 이것은 MSV의 아바다나들에서 종종 보이는

인연(nidāna) 이야기들 중의 하나이다. 역사적이고 문헌적인 기반

이 없는 것이므로 이 인연(nidāna) 이야기는 경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장의 대당서역기를 보면,

이 장소 근처에는 스투파가 있다. 여기는 석가족 여인들이 몰살당

한 장소이다. 위류다까왕은 석가족을 몰살하고 그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오백의 석가족 여인들을 그의 궁에 데려왔다....그 때 석가족 여

인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서....청정한 법안을 얻었다. 그리고 그들

은 죽어서 모두 천상에 태어났다. 그 때 천신들의 왕이 샤크라가 바라

문으로 변신해서 그녀들의 뼈를 모아 화장했다. 후세의 사람들이 이

기록을 가지고 있다.54)

53) TD 24, p.242c, “諸經首云 佛在室羅伐城 截手足池邊 此是基事.”

54) TD 51, p.900b,

"還軍之側，有窣堵波，是釋女被戮處。毘盧釋迦王誅釋克勝，簡五百女，充實

宮闈 釋女憤恚，怨言不遜，詈其王： 家人之子也 王聞發怒，命令誅戮

執法者奉王教，刖其手足，投諸阬阱



222 ∙ 印度哲學 제34집

이는 이 이야기가 강한 인상을 남겼고, 석가족 여인들을 위한

스투파가 세워짐에 따라 이 이야기가 전설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증일아함경에서 고통받는 석가족 여인들이 붓다를 찾자 붓다
는 그녀들을 도우러 와서 재물의 신인 바이스라와나(Vaiśravaṇa)

에게 그녀들에게 옷과 물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붓다

는 석가족 여인들에게 법을 가르치고 그녀들이 열반에 들도록 한

다. 그의 가르침은 오온과 연기법에 대한 것이다.55) 이 에피소드

는 초기불교교리를 가르치는데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요점은 붓

다의 시선으로 진행된 가르침이지 붓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

대한 고려는 그리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MSVKv에서는 업의 절

대적 속성, 붓다의 위대함과 더불어 발심한 재가자들의 발원에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56)

다시 말해 MSVKv에서는 이성적인 면이 강조되는 교리적 가르

침보다 감성적인 접근이 강조되는 절대화된 붓다와 재가자들의

발원이 중시되는 아바다나의 모습을 보여준다. MSVKv에서 이

부분의 이야기는 업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 석가족 여인들의 믿음

에 대한 발심과 붓다에의 귀의, 공덕으로 인한 그들의 예류과 성

취와 붓다의 가르침 아래 재가자로 살려는 그들의 발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 여기서 주요한 관심은 붓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재가자들에게 있다.

석가족 여인들의 에피소드가 아바다나로 형식을 갖추는 모습은

오백 천녀들이 붓다를 떠나는 모습이다.

그 때, 저 오백 천녀들이 이미 소원대로 되고나니 마치 저 큰 상인

이 많은 재물과 이익을 얻음과 같고, 또한 농부가 넓은 농장의 열매를

時諸釋女含苦稱佛，世尊聖鑒，照其苦毒，告命苾芻，攝衣而往，為諸釋女說

微妙法，所謂羈纏五欲，流轉三途，恩愛別離，生死長遠

時諸釋女聞佛指誨，遠塵離垢，得法眼淨，同時命終，俱生天上

時天帝釋化作婆羅門，收骸火葬，後人記焉."

55) TD 2, p.692c,

56) TD 24, pp.242c-24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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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둠과 같으며, 용맹하고 굳센 자가 원수들을 항복 받은 것과 같으며,

중한 병자가 모든 병을 제거함과 같았으며 크게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하직하고 함께 천궁으로 돌아갔다.57)

이것은 재가자들에게 호소하는 감정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들

로 가득한 장면이다. 이전 부분에서 천녀들의 열반 성취가 열반,

진제, 고해제, 유, 초월 등의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용어들을 사용

했다면 이 부분에서 근본설일체유부는 천녀들의 상태를 재가자들

의 삶과 비교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감성적이

고 시각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아바다나문학의 주 대상이었던 일

반 재가자나 출가자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증일아함경과 MSVKv의 비교는 근본설일체유부
가 천상과 열반, 차선적인 목표와 궁극적인 목표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세심하게 정리했는가를 보여준다. 천상을 해탈의 구체적

목표로서 보는 힌두적 대안론의 인기에 맞서서 불교도들은 그들

자신의 천상과 열반에 관한 개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러

한 경향 속에서 아바다나들은 천상을 선업의 보상장소로 열반을

궁극적 목표로 삼으려고 한다.58)

증일아함경에서 석가족 여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붓다는
그가 공양, 계율 그리고 천상에서의 태어남 등을 설하기에 앞서

그들이 옷과 음식을 얻도록 한다. 그리고 카필라바스투를 떠나면

서 그는 열반이 최상의 즐거움이라고 싯구로 설한다. 비록 천상에

서의 태어남이 차상의 목표이고 열반이 최상의 목표라는 가르침

이 있지만 이것이 증일아함경에서는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그
리하여 근본설일체유부는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할 필요성을

57) TD 24, p.243b.

58) Bareau(1963) p.90 는 그럼에도 천상이 선업으로 얻어질 수 있다는

견해는 불교의 근본적 교리로 보자면 ‘생소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윤회 속에서 구원을 희망할 수 없고 단지 더 나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재가자들에게 전달된 저급한 가르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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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다. MSVKv에서 천상은 열반으로 가는 길로 가르쳐지고 강

조되어진다. MSVKv는 열반을 설명하기 보다는 열반으로 가는

길을 보여준다. 붓다에 대한 믿음(bhakti)은 천상에 다시 태어나

열반에 이르는 열쇠이다. 천상은 고통 없이 꽃들로 가득한 세계로

그려진다. 이 천상은 궁극적 목표인 열반으로 가는 길을 보장한

다. MSVKv는 천상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다루는 문제를 야기시

킬 수 있는 천상의 존재론적 위상을 논하지는 않는다. MSVKv의

관심은 천상을 열렬히 원하는 신도들을 궁극적 목표인 열반으로

어떻게 인도하는 가이다. 그리하여 붓다에 대한 믿음이 신도들을

열반으로의 길인 천상으로 이끈다고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이것이

MSV가 차상의 목표인 천상과 궁극의 목표인 열반을 이야기 속에

서 다룬 방법이다. 여기서 믿음은 궁극의 목표로 가는 단계 속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7. 위류다까의 업보

후에 위류다까는 학살을 일으킨 과보를 받는다. 북부계열 경전

들( 증일아함경, 육도집경, MSVKv 그리고 대당서역기)에
서 붓다는 위류다까가 일주일 안으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

경전들에 따르면 위류다까는 불이나 물 혹은 둘 다에 의해 벌받

는다. Dhp-a에서 그와 그의 동료는 바다로 휩쓸려가서 물고기와

거북이의 먹이가 된다.59) 증일아함경에서도 그는 홍수에 떠내

려간다. 그의 궁궐은 불타버린다. 육도집경은 MSVKv의 판본과
비슷한 내용이다. 왕은 붓다에 의해 예언된 위험을 피하려고 바다

로 나아간다. 배안에서 왕실의 한 여인이 옷 속에서 진주를 꺼낸

다. 이 진주가 태양빛에 반사되어 화재를 일으키고 사람들은 지옥

59) Dhp-a.i, p.360; Burlingame(1990) ii,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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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떨어진다. MSVKv에서 위류다까는 또한 한 여인의 진주에

의해 야기된 불에 태워져 죽는다.60)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서유기에 기록되어 있다.

석가족의 (학살을 기리는) 스투파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말라버린

거대한 호수가 있다. 여기가 위류다까왕이 지옥으로 떨어진 곳이다.61)

현장은 석가족의 학살을 상기시키는 기념적인 장소들을 보고한

다. 이것은 비록 불교의 실제 역사와는 관계가 없지만62) 이 이야

기가 어떻게 전설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위류다까 이야기는 부정적으로 전도된 영웅이야기이다. 뿌르나

(Pūrṇa, 원만장자)63)와 위류다까의 스토리 비교는 그 차이를 잘

드러낸다.

뿌르나 위류다까

노비의 자식

↓

형제들과 그 부인들에게 핍박받음

↓

가족을 부자로 만듬

↓

붓다의 제자가 됨

↓

아라한 성취

노비의 자식

↓

석가족에게 모욕당함

↓

아버지의 왕좌를 탈취함

↓

왕이 되어 석가족을 몰살함

↓

불에 타죽음

양쪽 인물들은 모두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어려움 속에서

형제들에 의해서건 석가족에 의해서건 어려움을 겪는다. 여기까지

60) TD 24, pp.243c-244a.

61) TD 51, p.900b, "誅釋窣堵波側不遠，有大涸池，是毘盧釋迦王陷身入地獄處."

62) 이 이야기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Bareau(1981) pp.45-73.

63) TD 24, pp.7c-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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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들은 전형적인 영웅의 길을 함께 한다. 그러나 시련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 원만장자가 시련을 극복하는 전형

적이고 긍정적인 영웅의 모습을 보인 반면에 위류다까는 석가족

에게 원수를 갚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한

다. 유사한 구조의 아바다나 내러티브 형식으로 선업의 상징인 뿌

르나와 악업의 상징인 위류다까가 MSV 藥事 와 雜事 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가 업을 통한 교훈을 얼
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8. 붓다의 역할

MSVKv의 위류다까의 석가족 몰살 이야기 속에서 붓다와 관련

된 일련의 에피소드들 안에서 붓다의 역할을 주목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1) 말리까

① 그녀는 붓다에게 공양을 올린다. 그러나 붓다로부터 직접 수기

를 받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녀는 후에 왕비가 된다.

② 붓다는 말리까의 과거 선업을 설한다.

2) 프라세나짓

① 그는 붓다를 경배하고 붓다에게 귀의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들, 대신들에 의해 배반당하고 비참하게 죽는다.

② 붓다는 그의 과거 악업을 설한다.

3) 석가족

① 석가족에 대한 위류다까의 공격이 붓다에 의해 지연되나 후에

결국 붓다도 포기한다. 대신에 붓다는 석가족에게 설법하여 그들이 죽

기 전에 진리를 보게 한다.

②붓다는 석가족의 과거 악업을 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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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건련: 붓다는 그가 신통력을 이용하여 위류다까를 공격하는 것

을 금한다.

5) 붓다는 두 석가족 소년들이 몰살을 피해서 도망가려 하자 업의

과보를 보이고자 커다란 바루 안에서 그들이 죽도록 한다.

6) 붓다는 두통을 겪는다. 붓다는 자신의 전생 악업을 설한다.

7) 제따(Jeta, 逝多太子): 위류다까의 의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나

붓다는 그가 다음 생에서 복의 과보를 받을 것이라고 설한다.

8) 석가족 여인들

① 그들의 손과 발이 위류다까에 의해 잘린다. 붓다는 스루치야

(Srucyā, 舍支天女)에게 명해 그녀들에게 옷과 물을 주고 법을 설해

그녀들이 붓다에게 귀의케 한다.

② 붓다는 석가족 여인들의 과거업을 설한다.

9) 위류다까: 붓다는 위류다까와 암바리샤의 죽음을 예고한다. 그들

은 고통스럽게 죽는다. 붓다는 업의 원칙을 설한다.

이 이야기 전개 속에서 붓다는 항상 한발 물러서있다. 그는 각

사건들 속에서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의 원인인 과거업을 설한다. 왜냐하면 MSV

Kv의 주요 관심은 업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점에서는 붓다

의 권위조차도 제한적이다. 붓다는 단지 절대적인 업의 설법자일

뿐이다.



228 ∙ 印度哲學 제34집

Ⅲ. 마치는 말

MSVKv에서 석가족의 몰살 이야기는 이것이 월법죄(越法罪,

Vinayātisara)와의 관련 속에서 어떻게 인연되어 삽입되어졌는가

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雜事 의 규칙들은 애초에 율장이 제정

될 때 다루어지지 않은 비구들의 행위에 관한 소소한 상황들을

다루기 위해 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다른 율장들에서 율의 조항들

이 어떻게 제정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은 관계된 에피소드들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MSV에서 이야기들은 종종 확장되고 다른

이야기들과 연계되어 소개되어진다.

월법죄는 애초에 특별한 위상을 갖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시간이 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종종 경범죄로 여겨지는 월

법죄라는 용어 속에서 율장에 특히나 MSVKv에 삽입되었다.64)

석가족의 몰살 이야기가 월법죄의 패물 금지 조항과 관계되어

소개되는 것은 패물로 상징되는 세속의 삶 다시 말해 온갖 악업

이 일어나는 곳에 대해 비구들 내지 일반재가자들에게 업의 과보

라는 절대적인 교훈을 주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석가족의 몰살 이야기는 업 사상에 기반한 교훈을 줄 수 있다

는 면에서 많은 불교경전에서 아주 인기있는 소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모든 내러티브들을 아바다나化시키고 있는 MSV

Kv의 입장에서 석가족의 몰살이야기는 무시할 수 없는 주제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MSVKv에서는 업의 인과관계를 석가족 몰살

이야기내의 모든 에피소드들에 적용하여 전체를 완성하고 있다.

이러한 아바다나가 탄생한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불교 내러티브

들의 주요 관심사가 교리교학이 아닌 생활종교로서의 불교의 신

앙생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MSVKv의 석가족의 몰살 이야

64) Ch'en(1946)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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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믿음(bhakti)과 업 사상을 기반으

로 각종 공양이나 탑 경배 등을 통한 공덕 쌓기 내지는 복업 짓기

와 현세와 내세에서의 그 과보를 받는 것에 있다.

근본설일체유부는 석가족 몰살 이야기를 아바다나라는 업 사상

을 강조한 내러티브 안에서 높은 문학적 완성도를 보이는 작품으

로 승화시켜 제공함으로써 업에 관한 그들의 메시지를 효과적으

로 전달하고 있다. 그리하여 당시 출,재가자 모두의 사유와 감성

에 가장 잘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석가족 몰살 이야

기를 포함한 근본설일체유부의 내러티브들의 가치가 여전히 유효

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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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of the Śākyas' massacre by

Virūḍhaka in the Mūlasarvāstivādavinayakṣudrakavastu

Park, Cheonghwan(Ven. Chongdok)

Joong-ang Sangha University

This story of the Śākyas’ massacre is in the

Mūlasarvāstivādavinayakṣudrakavastu (MSVKv). This is a

good example to show how an avadāna though fictional is

based on historical foundations, and develops and serves its

purpose through literary embellishment. Besides, this

avadāna is unique in that it deals with the collective karma

of the Śākyas, including the Buddha. From a comparison

between versions in the Southern and Northern traditions, I

demonstrate how this avadāna of the MSVKv is unique in

developing the story by adopting the main story-telling

techniques of the versions from both traditions.

In this narrative of the MSVKv, while the main story

tells of the Śākyas massacred by Virūḍhaka, compared to

its Theravādin counterpart, where only the Śākyas’ bad

deeds are mentioned, the MSVKv expands the episode to

insert a karmic message and to allow for literary

embellishment.

The episode of Virūḍhaka’s massacre of the Śākyas is

central to this whole avadāna. The message conveyed is

that even the Buddha cannot save his clan due to their past

karma or alternatively, that the Buddha enables the Śākyas

to take refuge in the Three Jewels. The Mūlasarvāstivādins’

strict karmic position even presents the Buddha as an

executioner and a guardian of karma in the episod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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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boys’ death.

The study shows that this avadāna is unique in a sense

that the whole story ends with the Buddha’s prohibition of

the monks to carry ornaments which is one of the origins

of the Vinayātisā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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