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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요어: 108, 법수, 번뇌, 불족적, 동남아불교]

법수는 숫자로 구성된 교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늘날 대표적인 법
수로 인식되는 것은 아마 108일 것이다. 108이란 법수는 매우 잘 알려
진 개념이지만 그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108이란 법
수는 인도사상에서 간혹 언급되지만 불교의 초기경전들에서는 ‘감수작
용(vedana)’이나 자아에 대한 애착을 헤아리는 수로 가끔 나타난다. 아
비다르마의 논서들에서는 이를 ‘번뇌(klesa)’나 ‘갈애(tanha)’등으로 취급
하여 몇 가지 다른 방식의 산출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108이란 법수는 북방불교와 남방불교권에서 크게 다르게 이

해된다. 북방에서 108법수는 그 대표적인 의미인 번뇌를 중심으로 불교
도들에게는 수행을 통해 제거해야 할 일종의 채무와 같은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이 108이란 법수가 북방불교권에서 ‘번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남방불교에서는 ‘길상’이란 개념이 이를 대표한다. 주로 불족적
(Buddhapada)에 새겨진 108개의 길상의 표식들은 번뇌와 동일하게 삼
계(三界)라는 공간을 무대로 하고 있지만 북방 전통이 3계에서 일어나
는 번뇌를 나열하고 있다면 남방 전통은 3계의 존재들을 상징으로 표현
하여 이를 길상의 의미로 수용한다. 즉 108이란 수가 북방전통에서는
수행의 대상으로 제거해야 할 어떤 부정적인 대상으로 본다면 남방에서
는 이 숫자를 어떤 기원의 대상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108이란 법수를 대하는 태도는 자연스레 번뇌라는 중심적 이

미지를 떠올리지만 108이란 수는 초기경전에서 번뇌를 가리키는 의미로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남방불교에서는 ‘길상’이란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
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볼 때 108이란 수는 불교 내부에서 매우 다양하
게 발전하였으며, 후대에는 수의 내용보다는 108이란 수 자체에 맞춰서
교리적인 요소들을 구성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각각 상반되는 ‘번뇌’와 ‘길상’이란 두 개의 주제를 통해

처음에 108이란 수가 아비다르마 시대에 어떻게 108번뇌로 발전하였는
지 검토하고 이에 대비하여 남방의 108길상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비교해본다.

* 동국대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beopjin@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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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불교교리에서 ‘법수(法數, dharma-paryāya)‘란 관념은 초기불교

의 3법인, 4제, 8정도 등을 통해서도 일찍이 알려지고 있으나 법

수가 교리체계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중시되기 시작한 것은 부파

불교의 논사들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설일체유부(Sarvāsti

vādin)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 이들은 유위(saṁskṛta)를 최대한으

로 해체하고 이 분석된 존재론적 요소(aṇu)들을 다르마(dharma,

法)라고 명명했다.

‘abhi-dharma(법에 대하여)’에서 ‘dharma’란 그렇게 나누어진

최소한의 요소인 다르마들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이 다르마들

은 대부분 수로 표현되었고 동시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전의

교리들도 숫자를 붙여서 나누는데 익숙했던 것은 교리체계를 효

과적으로 정리하려는 논사들의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며 동시에 그

것은 아비다르마체계의 시작이기도 하다.

설일체유부가 5온을 75개의 다르마로 확장시킨 것은 불교의 교

학체계가 철학적 논의의 대상이 되는 기점 중의 하나였고 3독을

중심으로 한 초기경전의 번뇌가 100여의 다르마들로 세분화 된

것은 아비다르마 논사들에게는 수행의 체계화를 의미했다. 때문에

‘법에 대한(對法)’이란 각각의 다르마를 해석하는 작업으로 논사들

은 이를 ‘법에 대한 분석(分析)’ 또는 ‘vibhaṅga(分別)’라고 불렀다.

아비다르마의 논사들에게 다르마의 존재란 그것을 대상으로 그

각각의 무상성을 깨닫거나 선법은 증장, 불선법은 제거하는 것이

다. 또는 특정한 어떤 번뇌라는 다르마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통

해 다시는 그 번뇌와의 재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aprāpti) 영원

한 해탈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번뇌의 다르마들을 몇 개까지 단

절했는가에 따라 성자로서의 계위도 달라진다. 즉 ‘번뇌라는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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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 몇 개의 수로 구성되어 있는가는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불교의 법수 중 하나는 108이다. 보통

이는 번뇌의 갯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108번뇌’란

아비다르마 전통의 바탕에서도 사실 그 기원이 명확하지 않다. 따

라서 108번뇌란 그 숫자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경험하는 번뇌의

다양성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기경전에서 108이란 수는 직접 ‘번뇌’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

니며 논서들에서도 ‘108번뇌’란 용어는 찾아보기 어렵다. 남방아비

담마에서는 12연기를 설명하면서 번뇌와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

는 ‘tanha(愛)’의 항목에서 108수를 제시하고 있지만 북방아비다르

마에서 상정되는 번뇌와는 전혀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

으로 보기 어렵다.

108은 북전전통에서 번뇌라는 대표적인 주제 때문에 주로 부정

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초기경전들이나 아비다르마 문헌에

서 나타난 108이란 숫자의 기원과 발전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번뇌의 개념과 전혀 상반되는 의미로 발전된 ‘maṅgala(길상)’는

동남아불교권에서 ‘108법수’의 대표적인 개념으로 주로 불족적(Bu

ddhapada, 佛足跡)에 새겨서 이를 108법수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이 상징들은 북방에서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길상을 의

미한다.

‘108법수’는 초기경전에서 보이는 것과 북방 아비다르마와 남방

의 아비담마, 그리고 오늘날 북방불교전통에서 ‘번뇌’의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108번뇌와 ‘길상’의 의미로 이해하는 남방전통의 108

maṅgala는 모두 동일한 수를 공유하고 있지만 매우 다양한 발전

양상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어떻게 108이란 숫자가 다양한

방면으로 알려지고 불교를 대표하는 법수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기원과 발전을 ‘108번뇌’와 ‘108길상’을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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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비다르마에 나타난 번뇌의 종류 108수

108법수에 대해서는 108번뇌가 그것을 대표하는만큼 그 계산법

을 보면 어떻게 108이란 수가 도출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中國) 명(明)나라 때 일여(一如)법사가 지은 대명법수(大明
法數)는 표제어로 법수만을 다룬 사전으로서 108번뇌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혼[미]하여 번[민]하는 것과 [고]뇌로 몸과 마음이 어지럽기 때문에

‘번뇌’라고 한다. 안이비설신의 6가지 인식기관이 색성향미촉법의 6가

지 인식대상을 대할 때 각각 좋고, 싫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3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18가지의 번뇌가 된다. 또 6근이 6진을 대할 때 좋고,

싫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3가지는 괴롭고, 즐겁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발생시키므로 다시 18가지 번뇌가 일어나니 두 가지는 3

6가지가 된다. 다시 과거, 미래, 현재의 3세에 각각 [이] 36가지가 있으

므로 전부 108번뇌가 되는 것이다.1)

이 설명이 108번뇌를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산출법이다. 그런

데 전통적으로 이 설명에 더하여 모두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a. 98수면(睡眠)+10전(纏) 번뇌=108

b. 6근(根)과 6경(境)의 접촉에 따른 인식=6 × 고(苦)·락(樂)·사(捨)

의 3=18 × 염(染)/정(淨) 혹은 탐(貪)/무탐(無貪)의 2=36 × 과거·현재·

미래의 3세(世)=108

1) 大明法數 p. 561. “昏煩之法, 惱亂心神, 故名煩惱. 謂眼耳鼻舌身意六根,
對色聲香味觸法六塵, 各有好惡平三種不同, 則成十八煩惱.

又六根對六塵好惡平三種, 起苦受樂受不苦不樂受, 復成十八煩惱, 共成三十六種.

更約過去未來現在三世, 各有三十六種, 總成一百八煩惱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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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6근과 6경의 접촉=6 × 고락사의 3=18, 그에 따른 호(好)·오(惡)·

평(平)의 3=36 × 과거·현재·미래의 3세=108

b와 c의 모델은 일반적으로 108번뇌를 설명하는 방식이지만 아

비다르마 문헌은 물론 초기 대승의 논서들에서도 b,c와 같은 설명

은 나타나지 않는다. a의 모델은 교리상으로 가장 대표적인 설명

으로 와수반두(Vasubhndu)의 구사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사론은 98수면과 10전번뇌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나

직접 ‘108번뇌’란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다. 구사론 이전에 이미
대비바사론에서 ‘108번뇌’란 용어가 몇 차례 등장한다. 히라카와
의 지적처럼 와수반두는 번뇌에 있어서 두 가지 다른 체계를 구
사론에서 제시하고 있다.2)
구사론은 이전의 번뇌들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지만 특

히 ‘98수면+10전’으로 번뇌의 요소를 완성시키고 있다. 보통 후대

에 가장 일반적인 108번뇌의 요소로 파악되고 있는 이 체계를 정

리하고 있으면서 대비바사론에서 이미 쓰고 있던 개념인 ‘108번
뇌’란 이름을 구사론은 무엇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던 것일까.

한역 대비바사론이 ‘백팔번뇌’란 용어를 설명하는 번뇌들의 구

성들을 보면 사실 108번뇌란 정형화 된 것이 아니라 108이란 수

에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산출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

다. 즉 위에 제시된 108번뇌를 설명하는 a,b,c의 방식 이외에 유부

의 아비다르마 논서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3가지 형태를 추가할

수 있다.

d. 3루(漏):욕계(欲界)의 욕[유]루[41]=욕애(5), 에(5), 만(5), 견(12),

의(4), 전(10); 색-무색계의 유[유]루[52]=색계애(5), 무색계애(5), 색계

만(5), 무색계만(5), 색계의(4), 무색계의(4), 색계견(12), 무색계견(12);

삼계의 무명[유]루[15]=욕계무명(5), 색계무명(5), 무색계무명(5) =108

종3)

2) 히라카와(2004) p. 223.

3) 大毘婆沙論(TD27, p. 24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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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4취(取):욕계의 욕취[34]=탐(5), 진(5), 만(5), 무명(5), 의(4), 전(1

0) ; 삼계 견취[30]=삼계 각각(10) ; 삼계 계금취[6]=삼계에 각각(2) ;

색-무색계의 아어취[38]=탐(10), 만(10), 무명(10), 의(8)=108종4)

f. 4폭류(瀑流):욕폭류-욕계[29]=탐(5), 진(5), 만(5), 의(4), 전(10) ;

유폭류-색무색계[28]=탐(10), 만(10), 의(8) ; 견폭류-3계 [36]=삼계 각

각(12) ; 무명폭류-삼계[15]=삼계에 각각(5)=108종5)

대비바사론은 ‘백팔번뇌’란 술어에 대해 이렇게 3루, 4취, 4폭
류 등의 세 가지나 되는 모델을 들고 있다. 동일한 번뇌들의 요소

를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대비바사론은
98수면과 10전 번뇌를 108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대비바
사론의 이역본 아비담비바사론은 모두 ‘-煩惱’6)라는 표현을 쓰
고 있지만 현장(玄獎)이 번역한 대비바사론은 해당하는 위치에
‘-事’7)라고만 번역8)하여 다른 맥락에서 단 한차례 나오는 ‘백팔번

뇌’9)와 구분하고 있는 듯 보인다. ‘108번뇌’라는 술어, 혹은 번뇌가

108가지임을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비바
사론이지만 이런 다양성은 이 논서에서 108번뇌란 용어가 이 논
서에서조차 정형화 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아비다르마 논서에서 구사론의 98수면과 10전을 합하여 ‘백

팔번뇌’로 정의하는 것은 유부계통의 입문서인 아비담감로미론
(阿毘曇甘露味論, abhidharma-amṛta-śāstra)10)이 거의 유일하며

4) 大毘婆沙論(TD27, pp. 247b-c.)
5) 大毘婆沙論(TD27, p. 247a.)
6) 阿毘曇毘婆沙論(TD28, p. 189a.; p. 192b.; p. 193a.)
7) 大毘婆沙論(TD27, p. 243c.; p. 244a.; pp. 247a-c.)
8) 여기서 事가 가리키는 의미는 種과 같은 의미로 종류, 가지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 히라카와는 상좌부의 번뇌를 kileśavatthūni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煩惱事’라고 번역한다. 히라카와(2004) p. 218.

9) 大毘婆沙論(TD27, p. 899a.)
10) 甘露味論(TD28, p. 968c.) “三界有百八煩惱, 九十八結十纏是”; 저자는

妙音(Goshaka)이다. 유부의 4대논사 중 하나인 그 인지 명확하지 않다.

타카쿠스는 이 책이 유부에 관한 서술이 있는 서문을 제외하고는

유부소속의 논서라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한다. Takakusu(1904-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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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문헌에서는 대지도론이 “발지론에서 10전과 98결을 108

번뇌라고 정의한다”11)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발지론(Abhidharmajñānaprasthāna-śāstra)에서 ‘98수

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0전과 함께 다루지

않고 있으며 ‘108번뇌’라는 용어도 찾을 수 없었다. 현재의 발지
론 판본으로 판단했을 때 대지도론의 기술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98수면과 10전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한 것은 와수반두

가 처음이라고 본다면 대비바사론이나 발지론에 이 두 가지
가 동시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아마도 당연할 것이다.

와수반두는 유부의 번뇌론과 경량부적 번뇌론을 모두 정리함으

로서 두 가지 체계12)를 구사론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번뇌론의
정리에 있어서 가장 포괄적인 태도13)를 보여준다. 수면(隨眠, anu

śaya)과 전(纏, paryavasthāna)을 종자 상태(bījabhāva)와 발현 상

태(saṃmukhībhāva)로 구분하여 98수면 10전으로 정리한 것도 경

량부적 입장14)으로 와수반두가 유부의 강요서인 구사론에 와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구사론 이전, 특히 그와 입장이 다른

유부의 논서들에서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다루어지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당시에 보편화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108번뇌란 개념에

대해 구사론은 언급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며, 다만 수리상으로
후대에 구사론을 통해 이 두 가지가 108번뇌로 알려지지 않았
을까 추측할 수 있다. 한역에서 대표적인 구사론의 주석가인 보
광(寶光)도 구사론을 주석하면서 백팔번뇌를 언급하고 있으나

역시 대비바사론의 4취(取)만을 들고 있는데서도 확인할 수15)

p. 138.

11) 大智度論(TD25, p. 110b.) “迦旃延子阿毘曇 義中說：十纏, 九十八結,
為百八煩惱.”

12) 히라카와(2004) p. 223.

13) 박창환(2012) p. 88-89.

14) Hwang(2006) p. 92.

15) 俱舍論記(TD41, pp. 172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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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몇몇의 논서들도 108번뇌를 언급하면서 대비바사론의 4

취, 즉 e의 모델을 인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을 통해 108종의 번뇌가 산출된다는 사실은

결국 번뇌의 108종이란 체계적으로 발전해 온 번뇌의 종류를 헤

아린 수가 아니라 108이란 수가 먼저 법수에서 의미있는 수로 상

정되고 이후에 번뇌의 수를 이 108에 한정시켜서 이해하려 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108법수의 기원으로서의 受(vedana)와 愛(taṇha)

그러면 108번뇌의 전형적인 b와 c의 설명방식은 어디에서 기원

한 것일까. 108(aṭṭhasata)법수에 대해 언급한 최초로 기록하고 있

는 초기경전은 Saṃyutta-Nikāya의 Aṭṭhasatapariyāya-S.(108느낌

에 관한 경)16)와 여기에 대응하는 雜阿含 485경17) 으로 보인다.
여기서 108법수의 주제는 감수작용(受, vedana)이다.

한역에서 주로 ‘여섯 감각과 여섯대상, 그에 따른 여섯 가지 인

식(根境識三事和合)’이라고 표현되는데 vedana는 각 인식기관(根, i

ndriya)이 각 인식대상(境, visaya)을 접촉할 때 일어나는 6가지,

이에 따라 즐거움(樂), 괴로움(苦), 어느 쪽도 아닌(捨) 3가지를 각

각에 곱하면 18가지, 다시 각각 집착하고, 집착하지 않음에 따라 2

가지를 곱하면 36가지이다. 이 36종은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발

생하므로 108(6×3×2×3)이 된다.

비구들이여, 3가지 감수작용이란 즐거운 느낌(樂受, sukhāvedanā),

괴로운 느낌(苦受, dukkhā vedanā),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不

16) SN.IV.pp. 231-232.

17) SĀ(TD2, p. 1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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苦受樂受, adukkhamasukhā vedanā)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3가지 감

수작용이다. … 비구들이여, 6가지 감수작용이란 “시각기관이 [시각대

상을] 접촉하여 생기는 느낌, (중략) 의식[기관 등]이 [각각의 대상을]

접촉하여 생기는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6가지 감수작용이라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18가지 감수작용이란 무엇인가? [위의] 6가지 [감

각]에 따라 즐거움에 속하는 작용, 6가지에 따라 슬픔에 속하는 작용,

6가지에 따른 [즐겁고 슬픔의] 어느 쪽도 아닌 작용, 이들을 18가지 감

수작용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18가지 감수작용이라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36가지 감수작용이란, 6가지 세속적인 삶의 즐거움들, 6

가지 세속적이지 않은 삶의 즐거움들, 6가지 세속적인 삶의 괴로움들,

6가지 세속적이지 않은 삶의 괴로움들, 6가지 세속적인 삶의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닌, 6가지 세속적이지 않은 삶의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것, 비구들이여 이것이 36가지 감수작용이다.

무엇을 108가지 감수작용이라 하는가? 36가지 감수작용이라는 것은

과거의 36, 미래의 36, 현재의 36이니 비구들이여 이를 108가지 감수

작용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108가지종류인 법[수]이다.18)

이 두 대응되는 경전은 한역 잡아함485경의 ‘탐착(貪著)’과

‘이탐착(離貪著)‘이라는 어휘가 Aṭṭhasatapariyāya-S.에서는 ‘재가

18) SN.IV.pp. 232. ‘‘katamā ca bhikkhave tisso vedanā? sukhā vedanā

dukkhā vedanā adukkhamasukhā vedanā. imā vuccanti bhikkhave

tisso vedanā. … katamā ca, bhikkhave, cha vedanā?

cakkhusamphassajā vedanā…pe… manosamphassajā vedanā – imā

vuccanti, bhikkhave, cha vedanā. katamā ca, bhikkhave, aṭṭhārasa

vedanā? cha somanassūpavicārā, cha domanassūpavicārā, cha

upekkhūpavicārā – imā vuccanti, bhikkhave, aṭṭhārasa vedanā.

katamā ca, bhikkhave, chattiṃsa vedanā? Cha gehasitāni

somanassāni, cha nekkhammasitāni somanassāni, cha gehasitāni

domanassāni, cha nekkhammasitāni domanassāni, cha gehasitā

upekkhā , cha nekkhammasitā upekkhā – imā vuccanti, bhikkhave,

chattiṃsa vedanā. Katama ca, bhikkhave, aṭṭhasata vedanā? Atītā

chattiṃsa vedanā, anāgatā chattiṃsa vedanā, paccuppannā chattiṃsa

vedanā – imā vuccanti, bhikkhave, aṭṭhasataṃ vedanā. Ayaṃ,

bhikkhave, aṭṭhasatapariyāyo dhammapariyāyo’’ti.; SĀ.485경(TD2,
p. 12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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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ha)’와 ‘출가(nekkhamma)’라고 하는 정도 차이가 있지만 nekk

hamma의 경우 욕망이나 집착을 버린다는 의미도 가지므로 이 두

대응 경전의 내용은 완전히 일치한다. 이 양자가 다루고 있는 법

수는 그 대상이 vedana(受)에 관한 것으로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

서는 백팔번뇌를 설명하는 b,c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Visuddimagga(청정도론)는 12지연기상에서 vedana(受)를 89가

지로 상정하지만 그 다음 항목인 taṇha(愛)에서 108이란 수를 도

출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역시 초기경전의 vedana(受)와 거의 동

일하다.

시각대상에 대한 갈애, 청각대상, 후각대상, 미각대상, 촉각대상, 정

신적 감각대상에 대한 갈애가 있다. 분별론(分別論)에서는 대상에

따라 6가지 갈애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

(欲愛), 존재에 대한 갈애(有愛), 비존재에 대한 갈애(無有愛)이다. …이

렇게 18의 갈애가 있다. …[이 18은] 시각대상 등의 내적으로 18[갈애],

외적으로 18[갈애]가 있어서 36가지이다. 이렇게 과거의 36, 미래의 36,

현재의 36이니 [모두] 108의 갈애가 있다.19)

초기경전에는 taṇha(愛)란 주제로 108수가 한 차례 더 나타난

다. 잡아함 984경20)과 여기에 대응하는 빨리본 Taṇha-S.21)이

다. 여기서는 18의 taṇha를 나열하고 이 18애가 외부적으로, 내부

적으로 2종이 되어 36가지, 과거-현재-미래에 걸쳐 108애(愛, taṇ

ha)가 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18애의 요소들은 모두 나열되고

19) Vism(pp. 567-568.) ‘‘rūpataṇhā, sadda-, gandha-, rasa-, phoṭṭhabba-,

dhamma-taṇhā ti. ārammaṇato nāma vasena Vibhaṅge cha taṇhā

dīpitā. …kāmataṇhā, bhavataṇhā, vibhavataṇhā ti. …etā aṭṭhārasa

taṇhā honti. …tā ajjhattarūpādisu, aṭṭhārasa, bahiddhā aṭṭhārasā ti

chattiṃsa. iti atītā chattiṃsa, anāgatā chattiṃsa, paccuppannā

chattiṃsā ti aṭṭhasata taṇhā honti.”

20) SĀ.984경(TD2, pp. 256a-b.)
21) AN.II.211; PTS판은 AN.199경으로 경번호만 쓰고 있으나 VRI판에 따라

Taṇha-S(愛經)라는 경제목을 붙여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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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그 각각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108vedana(受)와 108taṇha(愛)에 대해서는 대비바사론22)과
그 이역본인 아미담비바사론23)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受’의 경우는 6근(根, indrya)과 3수(受, vedana)를 통해

18이란 숫자를 산출해 내는 방법도 체계적이고 그 요소들도 명확

하지만 ‘愛’는 18애라는 각각의 요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

하지 않다. 따라서 붓다고샤(Buddhaghosa)가 12연기의 vedana를

설명하는데 초기경전에 등장하는 108이란 법수를 참고하였다면 V

ism의 ‘108taṇhā’는 주제가 일치하는 taṇhā-S.보다 내용이 일치하

는 Aṭṭhasatapariyāya-S.의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정리해 보면 108번뇌는 크게 a의 해석방법과 b,c의 해석방법, d,

e,f의 3종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a는 구사론을 통해 108이란
명칭을 후대에 적용한 경우이고 보편적인 설명 중 하나인 b,c는

초기경전의 108受/108愛와 이 방식을 거의 그대로 차용해서 taṇha

(愛)를 설명하고 있는 Vism의 두 가지 전승과 관련된 산출의 결

과임이 분명하다. d,e,f는 유부계의 논서들에서 108번뇌의 요소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이 요소들이 유부에서 처음 ‘108번뇌’라는

술어가 처음 등장하게 된 기원일 것이다.

그러나 유부의 논서들에서 나타난 이 기원과는 별도로 이미 이

상에 나열한 바와 같이 여러 개념들이 취합되어 복합적인 요소들

을 포함하여 108이란 법수로 완성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매우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 108번뇌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지만

‘受(vedana)’로 시작된 개념이 번뇌로 발전하게 된 이유는 아마 감

수작용이 좋음, 싫음, 어느 쪽도 아님의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

어지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두 고(苦)로 귀결된다는 불교의 기본적

인 철학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22) TD27, p. 256c.

23) TD28, p. 19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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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불고불락이라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감수작

용은 모두 ‘고’이다.24) ; 경에서 말하기를 ‘즐거운 느낌’은 발생하고 유

지될 때 즐겁지만 변하고 소멸할 때는 고통이라고 한다25)

번뇌란 인식대상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가장 앞서는 것이 감수작용이기 때문이다. 고역(古譯)의 역경삼장

들이 vedana를 苦(dukkha)의 의미를 지닌 ‘痛‘으로 번역한 것도

아마 이같은 맥락에서였을 것이다.

아비다르마의 논사들은 번뇌의 과정에서 vedana(受)를 출발

점26)으로 좋고-싫음(taṇha, 愛)에 대한 집착(取)이 이어지고 그 집

착이 바로 번뇌(kleśa)이며 그 번뇌는 종국에 ‘苦(dukkha)’로 이어

진다는 방식에 따라 受나 愛를 번뇌의 산출방법으로 바꿔서 설명

하는데 큰 교리적 갈등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84,000과 같은 추상적인 숫자보다는 대비바사론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구성요소가 명확히 설명되는 108번뇌의 모델

이 점차 대표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분류는 다르지만 구

성요소의 상당부분을 공유하는 구사론의 98수면과 10전 번뇌라
든지 초기경전의 受/愛와 같은 방식의 설명들이 여기에 점차 더해

져서 ‘108번뇌’의 정의는 점차 다양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24) Sn. p. 144. “sukhaṃ vā yadi vā dukkhaṃ, adukkhamasukhaṃ saha,

ajjhattañ ca bahiddhā ca, yaṃ kiñci atthi veditaṃ. etaṃ ‘dukkhan’

ti.” 정승석(2011) p. 42.에서 재인용.

25) “sutra uktam sukha vedana utpadamukha sthitisukha viparinamaduhke

ti.”

26) 甘露味論(TD28, p. 9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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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Buddhapādamaṅgala에 나타난 길상

주로 ‘번뇌’로 표현되는 동북아의 불교지역과 달리 동남아불교

권에서는 번뇌와 같은 맥락에서 Vism와 같이 108taṇha로 소개하

기도 하고 있지만, 남방불교에서 현재 108이란 수를 대표하는 이

미지는 ‘maṅgala(吉祥)’일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불교국가들에는

불족적(佛足跡, Buddhapada)이 중요한 신행 대상으로 존재한다.

불족적의 의미란 붓다가 최초로 설법을 시작하는 의미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남방불교권의 불교도들에게는 붓다가 특정지역에

방문한 기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한 상징의 역할을 한다. 불족

적에는 대체로 108가지의 상징을 새기는데 이것을 ‘maṅgala(길

상)’이라고 부른다. 이 길상들은 항상 불족적과 함께 표현되고 있

는데 이를 설명하고 있는 빨리어 문헌이 Buddhapādamaṅgala이

다. 이 문헌은 불족적에 새겨진 길상이 108개이며 각각에 대해 표

현된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리적으로 매우 자세히 설명하

고 있다.

‘칼(satti)’이란 길상은 붓다의 두 발위에 있는 [108개의] 길상, 혹

은 특징 중 첫 번째이다. 칼이란 길상은 아라한의 길로 가는 지혜와

아라한의 성취에 관한 지혜의 두 가지로 간주된다. 이 뛰어난 길상은

삼계의 모든 존재들이 지닌 염오의 종류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청정하고, 티 없이 깨끗하며, 유익하여 적들로부터 안전한 열

반의 성취로 이끌 것이다.27)

태국 방콕(Bangkok)의 왕궁사원인 왓포(Wat Pho)에는 1832년

태국의 왕이었던 Rama3세에 의해 조성된 46m에 이르는 와불(臥

27) Cicuzza(2011) pp.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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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이 모셔져있는데 이 불상의 발바닥에는 길상을 의미하는 108개

의 장식이 자개로 새겨져 있다. 불상의 발에 직접 이렇게 상징들

이 새겨진 것은 상당히 드물지만 오늘날 태국에서는 대표적인 불

족적의 길상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불족적이란 붓다의 발자국만을 의미하지만 불상의 발에

직접 길상을 표현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치쿳자(Cicuzz

a)는 어원적으로 발을 의미하는 빨리어 pada에 두 가지가 있음을

지적한다. [buddha]pada는 음각(concave)으로 [붓다의] 발자국을

의미하지만 pāda는 양각(convex), 즉 ‘붓다의 발’자체를 의미한다

는 것28)이다.

미즈노(水野) 역시 사전에서 중성명사‘pada’는 발(足)과 발자국

(足跡), 걸음(步)을 모두 의미하지만 남성명사‘pāda’는 ‘발’만을 가

리키는 것으로 구분하고29) 있고, PED 역시 pada와 pāda는 pad나

pād를 원형으로 하며 발(foot)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만 ‘pa

da’는 걸음(footstep)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용례에서 족적(footm

ark)의 의미로도 쓰이지만 ‘pāda’에서는 ‘발’만을 가리킨다고 한

다.30)

그러나 붓다의 신체에서 발이란 특정부분이 강조되는 것은 발

자국(足跡)을 남기기 때문이다. 즉 족적의 의미란 붓다가 특정 지

역에 방문했을 때 도장을 찍는 것처럼 바닥에 자취를 남김으로서

‘붓다를 기억할 수 있는 어떤 대상(uddissaka)’, 또는 ‘실제로 붓다

가 방문했다는 기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동시에 바닥의 문양

이 족적에 모두 새겨져서 다양한 교리적 의미를 취하고 신앙적인

대상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은 발 자체보다는 땅에

새겨진 발자국이 더 의미있는 대상이다.

불족적에 관한 북전의 기록은 80종호의 제8항에 “[붓다가] 걸을

때 발은 땅에서 네 마디이며 또한 도장[을 찍은 듯] 자취가 나타

28) Cicuzza(2011) p. 21.서문

29) 水野弘元(1981) p. 167. ‘pada’ ; p. 190.‘pāda’

30) PED. p. 408. ‘pada’ ; p. 452. ‘pā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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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31) 고 한다. 대비바사론에서는 좀 더 자세한 표현을 볼 수
있다.

[붓다가] 걸을 때는 발이 늘 땅에서 네 손가락 정도[로 떨어지며]

발자국마다 모두 아름다운 희선(동그란 무늬)과 길상이 있으며 천개의

바퀴살모양이 그림[을 그린 것과] 같이 분명하게 [나타난다].32)

대비바사론등에 이어서 북전의 대표적 대승문헌인 대지도론
에도 기술되고 있으나 동북아불교권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은 불
족적과 관한 이야기들이 동남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리랑카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서(vaṃsa)인 Dīpavaṃsa와 Ma

hāvaṃsa는 붓다가 깨달음을 이룬 바로 그 해(BCE.531)와 5년 뒤

(BCE.526), 다시 3년 후(BCE.523년)에 3차례에 걸쳐서 스리랑카

에 방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33) 구체적인 연대와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스리랑카의 문헌들은 붓다가 세 번째 방문했을 때

깔야니(Kalyānī)와 마니악키까(Maṇiakkhika)가 초청하여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방문했는데 그 때 수마나꾸따(Sumanakūṭa)산에

머무르면서 불족적을 남겼다34)고 전하고 있다.

불족적은 인도의 외곽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거의 유사한 문화권이면서도 시공간적인 차이로 붓

다를 만나지 못했던 서북인도지역이나, 동남아시아 등의 불교도들

이 붓다가 직접 자신들의 공간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음을 갈망하

는 마음으로부터 중시되기 시작했을 것35)이다.

31) 大智度論(TD25, p. 684b.) “行時, 足去地四寸, 而印文現.”;
대반야경에서는 80종호가 상당부분 상이하다.

32) 大毘婆沙論(TD27, p. 914b.)”行時, 足常去地, 如四指量, 一一足迹,
皆有喜旋吉祥可愛, 千輻輪相, 分明如畫.”

33) 라모뜨(2005) p. 246.

34) 라모뜨(2005) p. 246.

35) 라모뜨(2005) pp. 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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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서북쪽, 현재 파키스탄(Pakistan) 북쪽의 스와트(Swat)지

역 주변으로 알려진 烏長國(Udyāna)에 방문한 법현(法顯)36)은 그

곳의 불족적에 대한 전설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동서쪽으

로 약 250Km정도 떨어져 있는 현재의 아프카니스탄(Afghanista

n) 동쪽의 낭가하르(Nangarhar)로 추측되는 나갈라갈국(那揭羅曷

國)에 대해서는 현장(玄奘)37)이 자세한 인연담과 함께 붓다가 불

족적을 남긴 곳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현장의 기록에는 인도

전역에 불족적에 대한 기록이 10여차례 나오고 있으므로 붓다의

전법과 관련된 불족적의 상징은 제법 많은 장소에 기록들이 있다.

인도와 동일한 문화권인 동남아시아에서 불족적의 전래가 흔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99년에 중국을 출발한 법현은 인도순례의 만년 2년동안 스리

랑카에 머무르던 기록38) 중에 불족적에 관한 대목에는 앞서 스리

랑카 역사문헌(vaṃsa)들에서 보이는 세 차례에 이르는 붓다의 방

문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불족적에 대한 내용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법현과 현장이 기록하는 대부분의 불족적들에서는 용을 물

리치고 불족적을 남겼다는 일화가 유사성을 띠고 나타나기 때문

에 원래는 더 좁은 범위에서 유행하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불족적의 인연담들과 연결시킨 것일 수도 있다.

붓다가 이 나라(師子國)에 오신 것은 악룡을 교화시키려는 것이다.

[붓다는] 신통력으로 한 발자국을 왕궁의 북쪽에 [남기시고], 한 발자

국은 산의 정상에 [남기셨다]. 양 발자국은 서로 15yojana 떨어져 있

다. 왕은 왕궁의 북쪽의 족적 위에 큰 탑을 세웠는데 높이가 40척이었

다.39)

36) 佛國記(TD51, p. 858a.)
37) 西域記(TD51, pp. 878c-879a.)
38) Aksland(2001) p. 41.

39) 佛國記(TD51, p. 864c.) ”佛至其國, 欲化惡龍. 以神足力, 一足躡王城北,
一足躡山頂. 兩跡相去十五由延. 王於城北跡上起大塔, 高四十丈.” ;

불국기를 영역한 Legge J.는 40척을 400cubit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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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경우 주로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 인접 불교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불족적의 전통을 전승하게 되었

다. 이에 비해서 동북아권의 불교도들에게 불족적이란 붓다의 방

문을 의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먼 거리와 이질적인 문화권

이라는 차이에서 상대적으로 불족적 신앙의 발전이 유행하지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

Ⅴ. 108maṅgala(吉祥)와 불족적(Buddhapada)

실제로 인도전역에서 나타나는 불족적과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드물게 나타나는 불족적에서 108길상을 찾기란 쉽지 않다. 108길

상은 대부분 남방불교권의 불족적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길상들

의 내용과 수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불족적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실물을 측정한 목록40)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비

교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동남아불교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불족적의 가장 특징은 maṅ

gala(길상)로 불리는 갖가지 상징들이 새겨지고 있고 이것이 108

개를 헤아린다는데 있다. maṅgala는 주로 좋은 의미를 가진 상징

을 가리키는 말로 svastika(卍)나 연꽃의 문양등이 여기에 속한다.

원래 불족적에 새겨진 길상은 dharma-cakra(法輪)로 원래 인도

전통의 Cakravartin(轉輪王)과 Brahma(梵天)로부터 불교가 수용한

것이지만 불교에서 cakra는 dharma-cakra로 전법의 의미로 발전

했다. 그러므로 붓다의 손과 발에 새겨진 법륜은 붓다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인 설법의 의미로 불교의 대표적 상징으로 자리

Aksland(2001) p. 41.

40) Crocco(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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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았던 것이다. 이후 불족에 새겨진 법륜은 강조되어서 불족적에

는 기본적으로 법륜이 매우 중시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조된

법륜은 바퀴살이 1,000개로 확장되기도 했다. 여기에 점차 다른

길상들도 하나씩 더해지기 시작하는데 붓다의 생애를 기록한 대

표적인 초기의 문헌인 Lalitavistara에서는 다섯 개의 길상을 들고

있다.

슈리밧차, 만(卍)자, 난디야와르따, 연꽃, 와르다마나 등이 길상들이

다.41)

불족적에 관한 또 하나의 기록은 불족적을 남긴 붓다가 사꺄무

니 혼자가 아니라 Bhadda-kappa(賢劫)에 등장하는 4붓다42) 로 앞

에 3분의 붓다가 더 등장한다는 것이다. 라모뜨의 인용에 의하면

붓다가 스리랑카의 산정상에 족적을 남기고 디가와삐(Dīghavāpī)

와 마하메가나와나(Mahāmeghavana)에서 설법하면서 당신 이전

에 구류손불(Kakusandha), 구나함모니불(Konāgamana), 가섭불

(Kassapa) 등의 세 붓다가 스리랑카에 방문했음을 알려주었다43)

고 한다.

그러면 사꺄무니붓다는 이미 족적을 남긴 세 분의 붓다에 이어

마지막으로 족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 족적은 크기가 점차 작아져

서 사꺄무니붓다의 족적은 가장 작고 마지막에 찍히게 된다. 그래

서 동남아에서 발견되는 불족적에는 네 개의 발자국이 겹쳐져서

찍힌 것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발자국을 남기는 이런 묘사들은

동남아에서 ‘걷는 붓다(walking Buddha)’44)라는 독특한 형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41) Lalitavistara, “śrīvatsa-svastika-nandyāvarta-padma-vardhamānādīni

maṅgalyāni.” Cicuzza(2011:xxv)

42) 여기에 Metteyya(미륵)를 더하여 현겁의 5불로 보고 있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붓다로서 불족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43) 라모뜨(2005) p. 246.

44) Crocco(2004) p. 86. plate 63, 6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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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cco는 자신의 저술인 [현겁 붓다들의 족적]45)을 통해 많은

불족적 모델들에서 108길상의 다른 목록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108수까지 안되는 불족적들도 간혹 나타나지만 거의 대부분

108수를 채우고 있다. 불족적의 길상은 주로 우측 상단에서 시작

하여 가운데 법륜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면서 108

개의 문양을 새기고 있으며 가운데서 끝이 난다.46) 여기에는 3가

지 영역47) 의 존재들이 새겨지는데 다음과 같다.

* 인간의 영역[84] (1～84/1～86) loka-satta

* 신의 영역[8] (85～92/87～92) Cha[kāmāvacara]-devalokā(六欲

天): Catummaharajika(사천왕천)～Paranimmitavasavatti(타화자재

천)

* 범천의 영역[16] (93～108) Soḷasa-[mahā]brahmalokā

3계의 6도 중 인간계로부터 시작하여 신의 영역(devalokā)은 삼

계 중 욕계의 6욕천과 일치하며 자세한 천상의 이름이 제시되고

있다. 범천의 영역(brhmalokā)은 자세한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

만 수에 있어서는 16을 헤아린다. 따라서 색계(rūpadhātu)인 범중

천(Brahmakāyika)～색구경천(Akaniṣṭha)까지의 17천이 범천(brha

maloka)에 해당48)하므로 숫적으로는 북전에서의 삼계의 기록과

거의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리스트들 사이에서 구성요소들은 많은 차이를 가진다.

그런데 84혹은 86개의 인간의 영역은 장식, 동물, 신과 같은 존재

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름이 나열되고는 있지

만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모호한 것들이 많다. 라모뜨는 이 같은

명확하지 않은 의미의 장식들에 대해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빌려

45) Crocco(2004) Footprints of The Buddhas of This Era in Thailand and

Indian Subconinent, Sri Lanka, Myanmar

46) Crocco(2004) p. 45. plate 41.

47) Crocco(2004) pp. 116-118. ; pp. 130-133. ; pp. 144-146.

48) 라모뜨(2005) p.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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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내용 출전

受

(vedana)

樂受, 苦受, 不苦不樂受. 6受(眼耳鼻舌身意觸生受) 喜

(6), 憂(6) 捨(6)，貪著喜(6), 離貪著喜(6), 貪著憂(6), 離貪
SĀ/SN

설명하고 있는데49) 이를 통해 미술사적으로 불족적에서 인간계의

다양한 길상의 소재들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알 수 있다.

… 발자국, 빈 왕좌, 일산, 기수가 없는 말, 보리수와 같은 몇 가지

상징물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4대 기적들 역시 상징물들, 즉 탄생은

연꽃으로, 성도는 보리수로, 첫 설법은 법륜으로, 반열반은 스뚜빠로만

표시되고 있다. … 상징물들을 통해 고대의 신들을 표현한 인도의 관

습 등이다. 이 관습에 의하면 수르야(Sūrya)는 원반으로, 쉬바는 링가

(Liṅga)로, 락슈미(Lakṣmī)는 슈리밧차(śrīvatsa)로 나타내었다. … 고

대 예술가들은 불교도들이 인도의 다른 세계와 공유하고 있었던 민간

신앙에서 여러가지 주제들을 차용했다. 그들은 북구로주의 반신화적

인 대륙과 욕계 신들의 천상 거주처들을 돌에 재현하는 것과 이 거주

처들이 무대로 되었던 불교적인 사건들을 다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불교에 속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의심스러운 정령

들과 신들, 그리고 반신들의 상을 수 없이 만들어 내었다. 그래서 바

르후뜨에서는 다산(多産)의 여신인 시리마데와따(Sirimādevatā)가 보

드가야에서는 틀림없이 외국에서 들어온 것 같은 태양신의 4두 2륜

전차 … 중요한 역할은 역시 보리수, 종려나무, 망고나무와 인도의 다

른 식물에게도 부여되었다. 동물 상 역시 널리 사용되었다.…

라모뜨의 지적은 주로 산치나 바르후뜨, 보드가야 등 대표적인

불교유적들의 스투파나 주변장식에 대한 이야기로 불족적 장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실제로 불족적에서 인간계의 90

여개의 장식들은 라모뜨가 언급하고 있는 소재들과 대부분 일치

한다. 또한 길상들이 가진 다양한 형태의 상징들은 Bpms에서 각

각이 교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가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49) 라모뜨(2005) pp. 78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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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憂(6), 貪著捨(6), 離貪著捨(6), 過去(36), 未來(36), 現在

(36)

煩惱

(kleśa)

3루

욕계의 욕[유]루[41]=욕애(5), 에(5), 만(5), 견

(12), 의(4), 전(10); 색-무색계의 유[유]루[52]

=색계애(5), 무색계애(5), 색계만(5), 무색계

만(5), 색계의(4), 무색계의(4), 색계견(12), 무

색계견(12); 삼계의 무명[유]루[15]=욕계무명

(5), 색계무명(5), 무색계무명(5)

大毘婆
沙論

4취

욕계의 욕취[34]=탐(5), 진(5), 만(5), 무명(5),

의(4), 전(10) ; 삼계 견취[30]=삼계 각각(10)

; 삼계 계금취[6]=삼계에 각각(2) ; 색-무색

계의 아어취[38]=탐(10), 만(10), 무명(10), 의

(8)

4폭류

욕폭류-욕계[29]=탐(5), 진(5), 만(5), 의(4),

전(10) ; 유폭류-색무색계[28]=탐(10), 만(10),

의(8) ; 견폭류-3계 [36]=삼계 각각(12) ; 무

명폭류-삼계[15]=삼계에 각각(5)

수면[98]=욕계(36),색계(31), 무색계(31)

전[10]=무참,무괴, 질, 간, 악작, 수면, 도거, 혼침, 분, 복
俱舍論

taṇha

(渴愛)

kāma-taṇhā(욕애), bhava-taṇhā(유애), vibhava-taṇhā

(무유애)

X 6(rūpa, sadda, gandha, rasa, phoṭṭhabba, dhamma)

= ajjhatta_內部(18) bahiddhā_外部(18) × atīta_과거(36),

anāgata_미래(36), paccuppanna_현재(36)

Visudhi

-magga

maṅgala

(吉詳)

loka-satta_인간의 세계[의 존재들](86)

kāmāvacaradevalokā_신의 세계[의 존재들](6)

mahā-Brahmalokā_범천세계[의 존재들](16)

Buddha

maṅgala

su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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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삼장에서 108이란 숫자는 108번뇌와 108길상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도 그 기원으로 보이는 초기경전의 108애(愛), 108수(受),

등과 숫자 이외에 어떤 명확한 일치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터스

킬링(Skilling)50)은 108이란 수가 불교나 인도의 문헌에서 아주 흔

한 경우가 아니지만 수학적인 아이디어와 관계있다고 지적한다.

108이란 수는 실제로 우파니샤드(Upaniṣad)의 갯수 등 많은 수

학적인 아이디어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초기경전에서 최초로 등장

하는 108이란 수가 불교의 독자적인 것으로 그 숫자가 우연으로

일치하게 된 것인지 기존의 인도적인 관념을 반영하여 구성된 것

인지는 분명치 않다. 수(受) 또는 애(愛)라는 주제로 처음 108이란

수가 등장하였지만 대비바사론에서 108이 번뇌의 수로 등장할

때는 상당히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Vism에서 12연기의 taṇha(愛)를 108수로 정리하는 것과 구사
론의 98수면과 10전과 대비바사론의 구조를 비교해보면 그 차
이점은 더욱 커진다. 오늘날 남방불교에서 불족적에 새겨진 길상

에서 나타나는 여러 리스트들이 가진 구성요소들이 자체적으로

큰 차이점을 가지는 것도 그 내용보다는 108이란 수 자체를 만족

시키려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면 108이란

수를 중심으로 발전한 후대의 관념들은 아마도 인도의 세계관과

관련된 일종의 수학적인 이야기들의 영향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

다.

이외에도 백팔참회문51)을 비롯해서 108법명문(法明門)52),반야
50) Cicuzza(2011:iX)

51) 禮佛大懺悔文(J30, p. 917c.) *嘉興藏(J)
52) 佛本行集經(TD3, p. 68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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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밀의 108이명(異名)53), 108염주(念珠)54), 108삼매(三昧)55) 등

그 정확한 기원과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많은 형태들의 108수가

삼장에는 존재한다. 이는 결국 정형화 된 적이 없는 ‘108’이란 수

의 관념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소재와 내용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만 이후에 108이란 수 자체가 일종의 불교적 가치를 지닌 일

종의 만수(滿數)와 같은 개념으로서 북방불교권이나 남방불교권에

상관없이 중요한 의미의 수로 받아들여졌던 것만은 분명하다. 아

비다르마 논사들, 또는 후대의 불교도들이 108수를 의식하고 여기

에 불교적 요소들을 맞추려는 인위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그

들 스스로가 108이란 수에 중요한 불교적인 가치나 의미를 부여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개념인 ‘108번뇌’나 ‘108길상’이란 이

법수의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108번뇌의 다양한 설명과 같이 108수를 해명할 때 이전

의 설명방식들을 취하면서 점점 더 복잡해졌다. 108이란 수는 그

기원으로 보이는 형태가 초기경전에 등장하지만 후대에 만들어진

108수는 이와 달리 독자적으로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우리 전통에서 ‘108법수’란 삼계(三界)에

기반한 ‘번뇌’를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수행을 통해서 제거하고

극복해야 하는 일종의 채무와 같이 받아들이고 있다면 남방 전통

에서는 삼계의 모든 유정과 사물들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

여 ‘길상’의 의미로 불족적에 배치함으로써 일종의 신앙적인 대상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북방이나 남방에서 발견되는 차이점 뿐 아니라 초기경

전이나 남북전의 아비다르마 전승에서의 용례를 검토해 보더라도

108이란 수는 그 기원과 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복잡하고 많은 전

53) 聖八千頌般若波羅蜜多一百八名真實圓義陀羅尼經(TD8, p. 684c.)
54) 佛說木槵子經(TD17, p. 726a.)
55) 大智度論(TD25, p. 9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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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수용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108법수’가 북전 전통에서 떠올

리는 ‘번뇌’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에 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방향의 차이점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속

적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치열하게 번뇌를 제거하면서 해탈로

나아가려는 태도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일상을 진리의

세계와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태도의 두 가지 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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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number 108 
through afflictions(kleśa) and 

auspiciousness(maṅgala)

Kang, Daegong(Beopjin)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carry-out a period-by-period in-

vestigation of the different types of Tripitakas with respect

to ideologies, forms and the teachings of wise men, based

on 11 translated versions of the Kumārajīva and 2 trans-

lated versions of the Xuanzang contained in

Dun-Huang-Bao-Zang from the Sukhāvatī-Vyūha.

In order to do so, manuscripts of the

Sukhāvatī-Vyūha's Dunhuang were compared to the origi-

nal Sanskrit text, the Tibetan translation, the Fang-Shan

Shi-Jing, the Tripitaka of Jisha, the Tripitaka Koreana and

the Taisho Shinshu Daizokyo.

Their comparisons according to language and Tripitaka

showed the following errors, misprints and differences: ①

Omission of words and sentences, ②Transcriptions of dif-

ferent words, ③Different meanings of sentences, ④Changed

paragraph orders, ⑤Abbreviations and ⑥Phonetically trans-

lated notations.

According to such comparisons and investigations, the

manuscripts of the Sukhāvatī-Vyūha's Dunhuang were

written for purposes of religion and origins, most of which

were transcribed between the end of the Tang era before

the reorganization of the Tripitaka of Jisha and the 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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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g of the Song era. Also, the phonetic values of the pho-

netically translated notations are mid to pitched tones,

which demonstrates that they were transcribed before the

Song era.

As aforementioned, this study centers on the complete

works of Sukhāvatī-Vyūha contained in the

Dun-Huang-Bao-Zang - 11 translated versions of the

Kumārajīva and 2 translated versions of the Xuanzang.

Hundreds of other translated versions of Kumārajīva exist.

Comparative studies of these existing manuscripts according

to language and Tripitaka, with respect to ideologies, forms

and the teachings of wise men, will help greatly towards

determining the period-by-period changes in the Tripitakas.

The meaning of numbers is called a doctrine system in

Buddhism, consisted of numbers and especially the number

108 is recognized a representative one among those.

Although the number 108 is quite well-known, it is not

clearly accurate about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it. The

number 108 is sometimes stated in the Indian philosophical

thought but it indicates a meaning of the number which is

'feeling(vedana)' or 'attachment to Atman(tṛṣṇa)' in early

Buddhist texts and it is also used a meaning of affliction or

thirsty in treatises of Abhidharma in different ways of

calculation.

The number 108 is understood in Northern and

Southern Buddism in a different way. In Northern Buddhism

it mainly means afflictions, accepted as like a duty which

has to be removed by practices to Buddhist.

On the other hand, it means a concept of auspicious-

ness(maṅgala) in Southern Buddhism.

The signs of the number 108 scribed on the footprint of

Buddha commonly are in the three worlds but while they

are simply arranged as afflictions arising in the Three



번뇌와 길상(maṅgala)을 통해 본 108법수의 기원과 발전 ∙ 199

worlds in Northern Buddhism, they are accepted the mean-

ing of auspiciousness by expressing a symbol of beings in

the Three worlds in Southern Buddhism.

Thus the number 108 is regarded as a negative object

to have to be removed by practices in Northern Buddhism

on the other hand it plays a role positively as an object for

a wish in Southern Buddhism. on nowadays, we in-

stinctively think images of passion about number of one

hundred eights, the number is not from passion in early

canon, moreover understand totally against meaning, like

'auspicious' in Southern tradition. Therefore we can ascer-

tain that the number 108 had developed in Buddhism in

various ways and efforts for consisting of doctrinal ele-

ments according to the number 108 were more important

than the number 108 itself.

Keywords : 108, afflictions, passion(kleśa), footprint of

Buddha(Buddha-pada), auspicious-sign(maṅgala),

categories of Buddhist

concepts(dharma-paryāya), feeling(vedana),

thirst(taṇ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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