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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랄라 나가(Apalāla nāga) 이야기를 통해 본

불교 내러티브 연구*1)

박청환**1)

Ⅰ 들어가는 말. Ⅱ 내용 분석. Ⅲ 구조 분석. Ⅳ 맺는 말.

요약문 [주요어: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 아빠랄라 나가(Apalāla nāga,

無稻稈龍王), 현지화, 내러티브]

본고는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根本說一切有部毗奈耶藥事)에 들
어있는 아빠랄라나가(Apalāla nāga, 無稻稈龍王)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를 다각적 분석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함유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고자 한다.

먼저 내용 분석을 통하여 이 이야기가 가지는 특성을 주목할 것이다.

불교 메시지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내러티브 속에서 고안된 다양한 도

구 내지 설정들이 얼마나 풍부하고 다양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구조 분석을 통하여 이런 불교 설화가 가진 내용이나 구조가

어떻게 불교의 현지화 내지는 토착화에 기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

해해 보고자 한다.

I. 들어가는 말

불교 설화 또는 내러티브를 접할 때에 우리는 교리연구와는 다

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교리의 잣대만으로는 내러티브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러티브 안에서 붓다의 가르침이나 모습 등은

교리서나 논서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 붓다와 그 제자들은 세속

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일반대중이 간절히 원하는 방향으

* 본 연구는 2014학년도 중앙승가대학교 봉은학술기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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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한다. 당

시의 사는 모습 내지는 헛된 이해관계에 매달리는 속인들의 모습

을 반영하는 내러티브 안에서 붓다와 그 제자들을 제외한 다른

등장인물들의 윤리적 반전 내지 도덕적 처신의 변화는 자주 발견

된다. 선악이 혼재된 세속에서 붓다와 그 제자들은 속인들의 언어

로 속인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도 논쟁에 휘말리거나 허물을 짓

지 않는다.1) 내러티브의 생산은 당시 사회의 요구에 대한 불교의

적극적인 대응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붓다와 승가는 세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신흥종교로서 일반인들에게 때로는 친숙

하게 때로는 위엄스럽게 다가가기 위하여 불교 내러티브는 다양

한 모습들을 담고 있다. 내러티브들이 만들어진 의도 내지 목적

이외에도 그 안에는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들이 반영되어 있어서

내러티브의 분석에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1) 이는 大智度論의 다음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세간의 언어(lokābhilāpa)에는 세 가지 근본(mūla)이 있으니,

첫째가 삿된 소견(mithyāḍṛṣṭi)이요, 둘째는 교만(māna)이요, 셋째는

명자(saṃketa: 관습적 언어)이다. 처음 두 가지는 깨끗하지 못한

것(aśubha)이요, 세 번째는 깨끗한 것이다(śubha). 모든

범부들(pṛthagjana)에게는 세 가지 언어가 존재하니, 삿된 소견과 교만과

명자이다. 견도(darśanamārga)의 학인(Śaikṣa)에게는 두 가지 언어가

존재하니, 교만과 명자요, 성인에게는 한 가지 언어만 있으니, 명자가

그것이다.

속마음으로는 진실한 법(saddharma)을 어기지 않으나 세간의 사람들을

따르는 까닭에 그들의 말을 빌린다. 하지만 세간의 삿된

소견(lokamithyāḍṛṣṭi)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세속(saṃvṛti)을

따라도 다툼(vivāda)이 없다. 이렇게 그들은 두 가지 부정한 말의 근본을

제거한다. 세속을 따르는 까닭에 한 가지 말[관습적 언어]만을 사용한다.

붓다의 제자들은 세속을 따라서 나라고 말하여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

Lamotte(1981) tome I, p. 68.

大智度論 卷1 (TD 25, p. 64a-b). “復次, 世界語言有三根本 : 一者, 邪見,
二者, 慢, 三者, 名字. 是中二種不淨, 一種淨. 一切凡人三種語 : 邪, 慢, 名字 ;

見道學人二種語 : 慢, 名字 ; 諸聖人一種語 : 名字. 內心雖不違實法,

而隨世界人故共傳是語, 除世界邪見, 故隨俗無諍. 以是故, 除二種不淨語,

本隨世故用一種語. 佛弟子隨俗故說我, 無有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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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根本說一切有部毗奈耶藥事)
2)에 수록되어 있는 아빠랄라나가(Apalāla nāga, 無稻稈龍王)3)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4)의 내용과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이

야기가 함유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고자 한다. 먼저 내용

분석을 통해서 등장인물들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불교 설화들이 불교의 현지화 내지는

토착화(localization)에 기여하는 과정을 밝혀 보고자 한다.

II. 내용 분석

불전에서는 용이나 큰 뱀의 이미지를 가진 나가(nāga)가 자주

등장한다. 무도간용왕 또는 아빠랄라나가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붓다와 나가의 관계를 보아야한다. 아쇼
까아바다나(Aśokāvadāna)에 보면,

붓다는 반열반시에 나가 아빠랄라나가, 항아리 굽는 여인, 사회계급

에서 추방된(outcaste) 여인, 그리고 고빨리(Gopālī)를 귀의시키시고,

마뚜라에 도착했다고 말해진다.5)

2) Mūlasarvāstivādin Vinaya Bhaiṣajyavastu.

3) 티벳어: Klu'i rgyal po sog ma med. 경전에 등장하는 붓다에 의한

아빠랄라의 길들임은 Ch'en(1946: 279의 주석 134번과 Lamotte(1981:

188)의 주석 1번 참조. 아빠랄라에 대해서는 또한 Bloss(1973) pp. 43-45 ;

Watters(904) pp. 228-231 ; Hiuen Tsiang(1958) 1, pp. 121-123, 2. pp.

168-9 ; Decaroli(2004) p. 38 참조. 이 이야기는 간다라 미술에서 자주

묘사되며 나가르쥬나꼰다(Nāgārjunakoṇḍa) 부조에서도 세 번 등장한다.

Decaroli(2004) p. 194, 19번 주석.

4) 이 이야기의 전반부에 관한 분석은 박청환(2008) 참조.

5) evaṃ anuśrūyate/ yadā bhagavān parinirvāṇakālasamaye 'palālanāgaṃ

vinīya kumbhakārīṃ caṇḑālīṃ gopālīṃ ca mathurāṃ anuprāpt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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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아빠랄라나가의 귀의는 붓다의 마지막 여정의 일부분으로

서 이야기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붓다가 어디에서 아빠랄라나가를

귀의시켰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리하여 근본설일체유부는 이 이

야기의 배경장소를 라자그리하(왕사성)으로 삼고, 이 이야기를 포

함시킨 자신들의 판본을 만들어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
소개하고 있다.

먼저 한문본6)에 의거해서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자.

뒤의 다른 때에 두 용왕과 권속들은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악한 용

들이 되어 비와 우박을 퍼부었다. 이때 왕사성 안에 주술에 통달한 한

바라문이 우박을 내릴 구름이 일어나려고 하면 없애곤 하므로 사람들

은 그들의 이익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한편 남인도로부터 파리가성

(波利迦城)안의 손타라(孫陀羅, Sundara)용왕을 항복시키러 가던 한 바

라문이 왕사성에 들러 그곳 주술 바라문보다 뛰어난 주술(呪術)을 보

여 구름을 물리치자 사람들이 재화를 가져다주고 살기를 권하였다. 그

러나 다시는 사나운 구름이 일어나지 않자 왕사성 사람들은 교만해져

이익을 나누기를 멈추자 객으로 온 주술사는 곧 원망하는 마음을 품

고 주술을 거두어들이고 길을 떠나갔다. 그러자 다시금 비와 우박이

내렸고 사람들은 떠나간 주술사를 찾았다. 그때 떠돌아다니던 주술사

는 승군성에 도착하여 왕에게 손타라용왕의 묘약을 취해서 함께 나눌

것을 제안하였다. 왕의 만류에 주술사는 자신의 주력을 자신하면서 왕

궁에 사형을 당하게 될 중범죄인이 있으면 그를 길안내로 쓰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용왕의 묘약을 가지고 돌아온 주술사는 왕에게 하직

Aśokāvadāna, p. 2 ; Strong(1989) p. 174, p. 239. 이것은 관계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의 소개가 없이 마뚜라로 가는 붓다의 여정 속에서

관습적 표현으로 사용된다. 그리하여 붓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미루어 짐작하기는 어렵다. 스트롱의 번역은 붓다가 네 부류의 중생들을

귀의시켰거나 또는 마뚜라에 도착하기 전에 네 가지 에피소드를 겪었음을

암시한다. 아쇼까아바다나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 사이에서의
붓다의 여행일정의 비교에 관해서는 Przyluski(1923) pp. 1-18을 참조할

것.

6) 이 부분은 범본은 전하여지지 않고, 티벳본은 Panglung(1981) p.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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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금 왕사성을 들른다. 성안 사람들은

그를 간절히 만류하고 대우를 잘해주었다. 사람이란 늘 그러하듯이 사

랑이 무르익으면 시들해지고,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고 방일해지는 법

이어서 그도 성에 머물고, 가족을 이루면서 게을러졌다. 매번 하기가

귀찮아진 그가 우박을 영원히 그치게 하자 왕사성 사람들은 다시 이

익나누기를 거부했다. 이에 나그네 주술사는 왕사성 사람들에게 복수

를 하려고 하나 주술을 다 잊어버린 상태였다. 그리하여 그는 여러 외

도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삿된 가르침을 받고 잊어버린 주술

을 회복하려 시도했으나 다 실패하던 중에 한 비구를 만났다. 비구가

출가를 권유하자 그는 어렵다고 사양했다. 이에 비구가 다시 비구대중

을 공양에 청하라고 하자 이도 사양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사대성문

에게 공양청을 하라고 하자 이를 수용하여 공양을 올리고 손타라용왕

으로 태어나 왕사성 사람들을 해할 것을 발원하였다. 이에 가족들도

다음 생도 그와 함께 할 것을 발원하였다. 그들은 한꺼번에 죽어서 손

타라용왕과 그 가족으로 태어났다. 그들은 마가다국에 가서 엄청난 우

박을 내려 남김없이 휩쓸려 내려가게 하니 사람들이 용왕에게 이름을

지어주어 부르기를 무도간(Apalāla, 無稻稈) 용왕이라고 하였다.7)

여기서 아빠랄라 나가의 기원이 서술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전

이야기8)의 연속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든 등장인물들이 새로운

인물들로 대체된다. 두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고리는 장소

내지 무대인 라자그리하이다. 이런 식으로 근본설일체유부는 같은

장소 내지 등장인물을 통하여 다른 이야기들을 연결한다.

한 등장인물의 도입, “주술에 의해 비와 우박을 통제하는 바라

문”은 고대 인도사회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고대 인도

사회 속에서의 주술(만트라)에 대해 스터틀리는 지적한다.

마술형식의 전통적인 믿음은 유지되었으며, 마력, 마법, 주문, 만트

라와 부적들의 사용은 번영, 건강, 장수, 성공적인 사랑, 자손, 적을 무

찌르고 재난을 회피하는 것을 확실케 해주는 도구적인 것으로서 계속

7) 根本說一切有部毗奈耶藥事 卷4 (TD 24, pp. 18b-19b).
8) 根本說一切有部毗奈耶藥事 卷4 (TD 24, pp. 17a-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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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인식되었다.9)

이 이야기 속에서는 먼저 등장인물들이 그들의 윤리적 반전 내

지는 도덕적 처신을 여러 차례 바꾸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람이란 늘 그러하듯이 사랑이 무르익으면 시들해지고,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고 방일해지는 법이다.”10)라는 본문 구절이

상징적으로 암시한다. 문학적 관점에서 이 모티브는 이야기들의

무한한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이런 이

야기들은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선과 악의 구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야기 속에서 어떤 등장인물은 선하게 설정되었

다가 그 다음 번에는 같은 인물이 악하게 운명이 지워진다. 일반

등장인물들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한

선과 악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붓다를 성불하게 한 붓다의

선업과 비교해서 그들의 삶은 선악업이 혼재된 과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윤리적 반전 내지는 도덕적 처신이 변하는 첫 번째 경우는 빔

비사라왕이 나가왕들을 위하여 두 개의 사당을 지어주었을 때 일

어난다.11) 선한 나가 왕들과 악한 빔비사라왕 사이의 갈등이 해소

되었을 때12),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고, 나가들은 이제 비와 우박

9) Stutley(2001) p. 2.

10) 根本說一切有部毗奈耶藥事 卷4 (TD 24, p. 18c), “時人法爾 愛盛棄衰
處富驕逸.”

11) 박청환(2008) 참조.

12) 이 이야기에서 그려지는 빔비사라의 모습은 신실하게 붓다를 모시던

모습과는 달리 갈등 유발자의 역할로서 부정적이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한 때 왕사성에 산(山, Girika)과 묘(妙, Valmīka)라고 하는

두 용왕이 있었다. 두 용왕의 위덕의 힘으로 비가 적당히 내려 왕사성은

항상 풍요로웠다. 이때에 세존께서는 난타(難陀, Nanda)와

오파난타(鄔波難陀, Upananda)용왕을 조복시키시니 이 두 용왕은 언제나

세존께 공양을 드렸다. 이에 영향을 받아서 산과 묘도 불법승에

귀의했다. 두 용왕은 바다로 옮겨가고자 세존께 청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했다. 그때 교만한 빔비사라왕이 세존을 보러 왔는데 거사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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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쏟아 붓는 악당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 바라문이 우박을 없

애고 라자그리하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그때 남인도로부터

온 또 다른 바라문(티벳판에서의 이름은 아그니다따(Agnidatta)13)

은 나가왕 순다라를 제압하러 가는 길에 라자그리하에 들러, 그곳

에 원래 거주하던 바라문 주술사를 물리치고 사람들로부터 보상

을 받는다. 그때 또 다른 윤리적 반전이 삽입된다. 바라문이 우박

을 영원히 멈추게 하자,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 자신의 복력 때문

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이익을 나누기를 거부한다. 이런 사람들

의 태도변화는 다시금 앞서 나왔던 교훈을 떠올리게 한다. 즉, “사

람이란 늘 그러하듯이 사랑이 무르익으면 시들해지고, 부자가 되

면 교만해지고 방일해지는 법이다”라고.

다음 부분에서 떠돌던 바라문 주술사는 승군성 왕의 협조로 순

다라 나가를 제압하고 그의 묘약(妙藥)14)을 가져온다. 이 부분은

나가의 묘약을 획득하는 것으로 자신이 천하무적임을 성취한 나

그네 바라문 주술사의 용감성을 보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묘약

내지는 영험한 약초는 인도 민간전통에서 또 다른 모티브를 이끌

어낸다. 얼윈의 설명을 보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법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빵구나숨(Pan

gunasum)신에게 검은 닭을 바치고 이틀간 금식해야 한다. 그러면 신

띤 산과 묘가 인사를 않자 화를 냈다. 왕을 공경해야할지 아니면 법을

공경해야할지를 묻는 두 용왕의 질문에 세존은 두 용왕에게는 왕보다는

법을 따르라 하였고, 법을 보여 달라는 빔비사라왕에게는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면 당장에 바른 법을 알 수 있다고 설하셨다.

허나 왕은 두 용왕에게 왕사성을 떠날 것을 요구했고 두 용왕은 바다로

갔다. 두 용왕이 떠나자 왕사성은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이에 왕은

세존께 원인을 물으러 왔다. 세존이 설명해주자 왕은 어떻게 두

용왕에게 사과할 수 있는지 물었고, 두 용왕의 요구대로 궁전을

지어주고 항상 공양을 올렸다.” 根本說一切有部毗奈耶藥事 卷4 (TD 24,
17a-18b).

13) Panglung(1981) p. 20.

14) 티벳본에서는 Panglung(1981)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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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의 꿈속에 작고 푸른 고추의 형태로 나타난다. 다음날 신은 다시

오는데 이번에는 돼지의 형상을 띠고 온다. 삼일째 밤에 빵구나숨은

인간형상을 하고 마법사의 몸에서 영혼을 꺼내서는 그에게 숲과 언덕,

그리고 영험한 약초가 자라는 곳을 보여주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서 마법의 약들을 사용하는지를 가르친다.15)

이외에도 이 예는 영웅신화와 비교해 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영웅의 모티브는 영웅이 “매우 얻기 힘든 재물”16)을 얻기 위해

용과 싸우는 용의 모티브17)를 종종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

웅과 괴물 사이의 싸움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영웅신화와는 달리

주술사는 싸우지 않고 묘약을 훔친다. 게다가 영웅신화와 달리 주

술사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술을 통해서

이다.18) 그는 나가를 상대로 영웅적인 싸움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그는 영웅으로 고안된 캐릭터가 아닌 붓다에 의해

감화될 업력 중생으로 그려진 등장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영웅에게 필수적인 영웅적 싸움은 그에게는 필요치 않아 보인다.

그밖에 주술사는 길안내를 위해 왕에게 사형을 언도받은 범죄

인이 있는지 묻는다. 이에 왕은 긍정적인 대답을 한다.19) 죄인은

주술사의 길안내를 맡아서 손타라용왕의 거처로 안내한다. 사형수

에게 다시금 기회를 준다는 발상을 통하여 이 이야기의 연대를

짐작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마누스므르띠(Manu-smṛti) 같
은 초기 인도 경전들에 의하면 형벌로써 사형이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마우리아 시대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아르따샤스뜨라(Ar
thaśāstra)에서는 많은 경우에서 다양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이

15) Elwin(1955) pp. 234-5.

16) Jung(1953) p. 327.

17) Jung(1982) p. 101.

18) 예외적으로 아테네를 세운 씨크롭스(Cecrops)는 요술 지팡이를 가지고

용과 싸운다. Jung(1982) p. 103.

19) 根本說一切有部毗奈耶藥事 卷4 (TD 24, p. 18c). “大王 王之國內
頗有犯罪合死者不 王曰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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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진다. 불교경전을 보면 붓다 시대에 왕들이 형벌로써 고문을

통한 사형을 집행했음을 알 수 있다.20) 이런 면에서 인도 역사상

사형제를 폐지한 최초의 군주인 아쇼카왕의 업적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후에 굽타시대(320-540 CE)에는 힌두왕조였음에도

앞선 시대의 가혹했던 형벌이 완화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불교의

영향으로 보인다. 법현은 북인도에서는 사형이 내려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범죄들은 벌금형이었으며 심각한 반란죄에 대해서만 한

손 절단의 벌이 내려졌다고 기록한다.21) 바샴은 법현이 비록 과장

해서 기록한 것같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의 증언에서 사형집행이

드물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다고 한다.22) 이런 역사적 증거들

로 볼 때 이 이야기는 굽타시대나 또는 이전의 불교적 영향을 반

영하던 시기에 만들어졌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그 와중에 다시 우박이 내리고 사람들은 나그네 주술사에게 머

무르면서 우박을 없애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교훈은 다시 반복

된다. 왜냐하면 풍족한 보상으로 인해서 주술사는 게을러졌기 때

문이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금 보상할 것을 거절하고 양쪽은 계

속해서 악업을 만들어낸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가 게으

른 주술사를 어떻게 묘사했는가를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다. 그의

가족생활의 모습은 다음의 비교 속에서 이름들의 부정적인 의미

가 명백하게 보여주듯이 냉소적이다.

20) MN. I, p. 87; MN. III, p. 164.

21) 굽타시대에 주로 힌두왕들이었으나 불교의 영향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벌금형으로 대체했다고 한다. 8세기 신라승 혜초도 중인도에서 형벌로

벌금제도를 시행한다고 소개했는데 이는 당시 당나라에서 승려들에게

인도 율장보다 훨씬 가혹한 형벌-중노동을 포함한-을 부과하던 것과

비교된다. Harvey(2009) p. 52.

22) Basham(1956) pp.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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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뺀 줄거리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

그는 자신과 같은 종성의 종족
가운데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 그리하여 오래되지
않아 곧 한 아들을 낳았고, 다시
딸을 하나 낳았다. 여러
바라문들은 모두 주술사, 그의
아내, 그리고 새로 맞아들인
며느리의 부르는 이름을 지었다.
이름이 지어지고 나자 모두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그는 자신과 같은 종성의 종족
가운데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 그리하여 오래되지
않아 곧 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소산(小山), 다시 딸을 하나
낳아서 이름을 전광(電光)이라
하였다. 여러 바라문들은 부르는
이름을 지어서 모두 주술사에게
손타라(孫陀羅)라고 부르고 그의
아내는 진박(震雹)이라고 불렀으며
새로 맞아들인 며느리는
승륜뇌(勝輪惱)라고 불렀다. 이름이
지어지고 나자 모두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23)

표 

이름이 없을 때에는 이것은 긍정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근본설
일체유부비나야약사는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이름들을 첨가
함으로써 이것을 부정적인 상황으로 전환시킨다. 예를 들어 소산

(小山)은 ‘작은 산’을 의미하는데, ‘산’을 의미하는 ‘girika'는 상황

에 따라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불교 이야기들 속

에서 보인다.24) 전광(電光), 진박(震雹), 승륜뇌(勝輪惱) 등 벼락이

나 천둥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이름들은

순다라와 함께 그의 가족도 역시 악업을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암

시한다.

이 와중에 주술사는 마을사람들에게 복수하기를 원하나 게으름

때문에 그의 영험스럽던 약은 효과가 없어지고 그는 자신의 주술

23) TD 24:18c.

24) 마하바스뚜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 Girika라고 불리던
재칼은 마라(Māra)였다. 그때에도 나를 유혹하려고 기회를 엿보았으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성공없이 물러나야 했다.”(Mahāvastu, iii.29).

Girika는 Aśokāvadāna에서도 “잔인한 기리까(Caṇḑagirika)”라고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Strong(1989)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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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잊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는 여러 다른 가르침을 주는 외도스승

들을 만나 그의 잃어버린 주술을 되찾으려고 한다.

뒤의 다른 때에 그 술법을 다스리려 하였으나 얼마 안 되어 잊어버

리고 말았다.

주술사는 왕사성의 사람들에게 묵은 원한을 품고 그 허물을 찾아

틈을 노리면서 다른 학문을 하는 스승들에게 두루 물었다.

“어떤 방편을 써야 뜻한 바의 방법을 얻겠습니까?”

어떤 스승들은 불에 들어가면 얻게 될 것이라고도 하였고, 혹은 독

약을 먹어보라고도 하였으며, 혹은 스스로 높은 바위에서 떨어지라고

도 하였고, 혹은 새끼줄로 목을 매어 나뭇가지에 매달려 보라고도 하

였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방법은 모두가 목숨을 버리게 하는 것으

로써, 그 방법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이었다.25)

이 부분은 주술과 외도수행에 대한 불교의 비판적인 태도를 보

인다. 외도의 극단적 수행에 대해 붓다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이래 불교경전에는 외도수행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가 일반적인

접근임을 보여준다. 아쉬바고샤(Aśvaghoṣa, 馬鳴)의 붓다쨔리따
(Buddhacarita)를 보면 미래의 붓다가 고행숲을 방문하는 장면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26) 다양한 고행의 이유가 천상으로 가기위

함이라는 것을 듣고 보살은 아쉬람을 떠난다. 왜냐하면 보살이 원

하는 것은 천상이 아니라 현세에서 윤회를 끝내는 것이기 때문이

다.

그 때 한 비구가 그에게 먼저 붓다처럼 출가할 것을 충고한다.

그러나 이 수행의 최고단계는 주술사가 구하는 바가 아니다 왜냐

하면 그가 원하는 것은 세속에서의 즉각적인 보복이지 성불이 아

25) 根本說一切有部毗奈耶藥事 卷4 (TD 24, p. 19a). “後於異時 欲理其術
尋已忘失 呪師先與王舍城人 宿懷嫌恨 伺求其過 遍於異學諸師問言 有何方便

而得所求稱意之法 時彼異師或言入火即得 或言喫毒 或云自墜高巖

或云以繩繫頸 懸於樹枝 彼所說法 皆令捨命 不視其法.”

26) Aśvaghoṣa’s Buddhacarita or Acts of the Buddha, 7.10, 18, 20, 21, 24,

48. Johnston(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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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 때문이다. 그러자 두 번째 선택으로서 비구는 그에게 비구대

중을 초대하라고 권한다. 그러나 주술사는 다시 사양하는데 그는

이 제안이 그에게는 아직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비

구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단지 사대성문(四大聲聞)만을 초대할 것

을 제안한다. 통상의 순수한 발원들과는 달리 이 공양의 제안은

부정한 동기 즉 자신을 속인 왕사성 사람들에 대한 복수의 발원

을 바탕으로 한 것이나 이는 내러티브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이것은 마하가섭이 샤크라의 그릇된 동기를 지닌 제안을 무심코

받아들인 이야기에서도 보이듯이 아라한들조차도 그들이 명상하

지 않는 한 보시자의 의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27) 공양을 올

리고 주술사는 서원을 한다.

저는 이 선근으로써 원하옵건대 순다라(Sundara) 용왕이 자신의 용

궁에서 죽게 되거든 저로 하여금 그 용궁에 태어나서 왕사성의 주술

사와 성의 백성 모두에게 해를 끼치게 할 수 있게 해주소서.28)

그의 가족도 그를 따르고, 그들이 다시 태어났을 때, 그는 순다

라 용왕이 된다. 이 주술사의 공양 이야기는 다른 수많은 공양 이

야기들과 비록 같은 형식이나 내러티브 목적을 가지고 풍자적인

방법으로 그 형식을 사용한다.

이 발원 에피소드는 또한 재가자들의 관점을 반영한다는 점에

서 주목할 만하다. 자신의 바람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으로서는 물

론 출가가 권장된다. 그러나 출가는 세속사에 매여 있는 재가자들

에게 쉽사리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렇다면 다음 선택은 붓다의

제자들의 교단을 초청하는 일이나 이도 또한 실행하기가 쉽지 않

27) asamanvāhṛtyārhatāṃ jñānadarśanaṃ na pravartate-Divy. 84;

根本說一切有部毗奈耶藥事 卷12 (TD 24, p. 54b). “阿羅漢若不預觀
不知前事.”

28) 根本說一切有部毗奈耶藥事 卷4 (TD 24, p. 19a). “我以善根
願孫陀羅龍王從其本宮 卽便滅沒 令我於彼龍宮受生

與王舍事持呪師城人民大衆 而作損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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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록 공양의 복이 약속되어 있더라도 일반인들이 교단 전체를

초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단지 왕들이나 부유

한 일부 사람들만이 가능할 것이다. 네 명의 승려를 초대하는 마

지막 선택은 받아들여질 만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그들의 발원을 가능하게 할 복을 지을 수 있기 때

문이다.

그 후 나가로 태어난 순다라와 그의 가족들은 마가다에 우박을

퍼부어서 뿌리와 열매가 떠내려가고 마가다는 쑥대밭이 된다. 그

때 이래로 그는 껍질이나 지푸라기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의미의

아빠랄라(apalāla, 無稻稈)로 불리게 되었다. 아빠랄라 이야기의 부

정적인 엔딩(ending)은 다음 장에서 나가의 부정적인 활동과 붓다

의 개입이 전개될 것이란 암시를 준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일관성 있는 선하거나 악한 등장인물을 보

기가 힘이 든다. 왜냐하면 텍스트가 고의적으로 선악 사이의 구분

을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악녀 깔리(Kāḷī) 이야기의

도덕성을 떠올리게 한다. “복수의 불길은 정당화라는 연료를 지속

적으로 불붙게 한다.”29) 여기서 중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세속적인

게으름과 복수의 소용돌이를 멈추게 하는 가이다. 그래서 다음 부

분에서 텍스트는 답을 제시하기를 붓다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한 전생에 그가 행한 궁극적인 선업을 통해서만이 악순환을 멈춘

다는 것이다.

아빠랄라 이야기의 후반부분은 불교가 민속신앙과 어떻게 관계

를 설정했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첫 번째 부분에서 주

요한 관심사가 왕과 나가들로 대변되는 세속 권력들 또는 ‘생존의

질서유지자들’과 어떠한 상하관계를 설정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면30) 두 번째 부분에서는 주술과의 관계설정이다. 주술은 인간들

이 자연현상에 대해 통제를 할 수 없었던 그리하여 음식과 쉴 곳

을 찾기 위해 힘든 삶을 영위해야 했던 원시인들의 삶에서 중요

29) Obeyesekere(1990) p. 333.

30) 박청환(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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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했다.31) 베다법의 제정자였던 마누처럼 자이나교도들

과 불교도들도 주문과 마력의 사용을 비난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주술을 행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이었고 인도종교들도 주술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32)

초기경전을 보면 때론 불교도 주술의 힘을 인정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온다. 브롱코스트의 지적을 보자.

불전에서 바라문들은 적지 않게 신통과 관련되는 것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암바따(Ambaṭṭha)와의 논쟁에서 우리는 먼저 그의 조상 깐

하(Kaṇha)가 실제로는 바라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깐하는

3베다를 공부하여 위대한 선인(Ṛṣi)이 되었다. (brahme mante; DN I,

p. 96).33) 주술은 그에게 신통력을 주었고, 그는 활로 그를 쏘아 죽이

려는 오까꼬(Okkāko)왕의 시도를 막았다.34)

하지만 이러한 브롱코스트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주술에

대한 태도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주술이란 세속적 다툼에서 유

용할런 지는 몰라도 목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

히나 내러티브에서 주술이나 신통력은 매력적인 소재가 아닐 수

없다. 현실종교로서의 불교는 당시에 비록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소재들을 다루어야 했다. 이는 서문에서 언급했듯

이 성인은 세속을 따라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나온

일종의 타협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교적 대응은 속인들의 언어로

속인들이 원하는 것을 다루면서도 주술 등에 대한 세속적 관심을

출가수행이나 공덕을 쌓는데 돌리는 것이다. 이 이야기 속에서 보

31) Jain(1981) p. 184.

32) Jain(1981) pp. 101-2.

33) DN. I, p. 96, “So dakkhiṇaṃ janapadaṃ gantvā brahme mante

adhīyitvā rājānaṃ okkānaṃ upasaṅkamitvā maṭṭharūpiṃ dhītaraṃ yāci.

Tassa rājā okkāko 'ko neva re ayaṃ mayhaṃ dāsiputto samāno

maṭṭharūpiṃ dhītaraṃ yācatī'ti kupito anattamano khurappaṃ sannayhi.

So taṃ khurappaṃ neva asakkhi muñcituṃ, no paṭisaṃharituṃ.”

34) Bronkhorst(1993)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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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듯이 많은 종류의 고행이 잃은 주술을 되찾기를 바라는 주술

사에게 권해진다. 자인은 설명한다.

금욕주의의 실천은 원주민들 사이에서 마법의 주문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법이란 목적을 위해서는 고행은 실천되

어야 하고 그리하여 (고행자)는 어떤 고통스런 모습을 보임이 없이 삶

의 어려움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금식, 특별한 음식이나

음료의 금지 또는 스스로 행하는 난행고행이 포함된다.35)

이러한 고행 실천 대신에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에서는 주술

을 획득하는 불교적 방법을 제시한다. 최상의 방법은 출가하는 것

이고, 두 번째는 붓다와 교단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고, 마지막은

붓다의 네 제자들을 초대하여 그들 앞에서 발원을 하는 것이다.

주술사는 이 마지막 방법을 통하여 그의 꿈을 성취한다. 이것은

다른 두 방법들은 더욱 가치가 있고 강력하나 그것들은 일반 재

가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암

시한다. 이런 방법으로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는 불교와 민간신
앙 내지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를 정립한다.

III. 구조 분석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 제4권에서 아빠랄라의 기원에 관
한 이야기 한참 후에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 제9권에서 일

련의 용과 야차들의 교화 이야기들 중의 하나로서 붓다에 의한

아빠랄라의 조복이 다시 서술된다.

35) Jain(1981)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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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여래께서 금강수 야차와 함께 용왕의 궁전 가운데 도착하시

니, 무도간 용왕은 곧 성을 내고 세존을 해치려고 온갖 우박과 비와

많은 흙덩이들을 쏟아 부었다. 세존께서 자심정(慈心定)에 드시니 여

래의 위에 쏟아지던 흙과 우박은 온갖 향으로 바뀌었다. 용왕이 내쏘

던 여러 무기들은 연꽃으로 변하였다. 세존께서 화계정(火界定)에 드

시어 시방을 모두 불덩이가 되게 하시니, 달아날 길이 없던 용왕은 세

존에게 머리 숙였다. 세존은 그의 삿된 발원을 지적하시며 그가 마갈

타국에서 모든 이들에게 무외시(無畏施)를 베풀 것을 권하였다. 세존

께서는 모든 용들이 청정한 계율을 받고 삼보에 귀의하는 것을 허락

하셨다. 무도간 용왕과 6만의 권속들을 조복시키시고 나서 세존께서는

자리에서 떠나가셨다.36)

아빠랄라와 붓다의 대결 모습은 정각 직전 마라와 보살의 대결

장면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마라와 그들 군대가 던지는 창과

빗발처럼 쏘아 대는 화살들은 모두 그 촉이 자발적으로 꽃으로

변해 버려 무디어진다. 헛되이 마라와 그의 군대는 보살의 털 하

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패배하고 만다.37) 欲界에서 가장 호귀한 자

또는 욕계의 지배자인 魔王을 물리치는 붓다의 모습은 이후 초자

연적인 현상 내지는 인간계에 강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세존은 아빠랄라에게 마가다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없게 하는 무외시(無畏施)를 베풀 것을 권하

는데 이는 다시 말해 공덕(puṇya)을 쌓을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자신이 과거 보살 때 쌓은 수많은 공덕의 힘에 의해 정각을 이

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붓다에 의한 초자연적 현상의 조복 이야기를 통해 당시

사회에 입지를 세울 수 있었던 불교는 붓다 또는 승가의 구성원

들이 등장하는 유사한 이야기들을 불교의 전파와 함께 생산하게

된다. 마하왕사(Mahāvaṃsa)의 아라발라(Aravāḷa) 이야기와 현
장의 대당서역기에 나오는 고빨라 나가(Gopāla nāga, 瞿波羅龍)
36) 根本說一切有部毗奈耶藥事 卷9 (TD 24, p. 40b-c).
37) 항마전설에 관해서는 서성원(2004) pp. 75-119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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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자.

그때 카시미르와 간다라에서 커다란 신통력을 가진 용왕 아라발라

(Aravāḷa)는 무르익은 곡식에 우박을 동반한 폭우를 내리면서 모든 것

을 바다로 쓸어버리고 있었다. 마잔띠까(Majjhantika) 장로비구는 하

늘을 통해 재빨리 그리 가서 아라발라 호수의 표면을 걷는 모습을 펼

쳐보였다. 용들이 이를 보고 화가 나서 왕에게 알렸다. 용왕 역시 화

가 나서 여러 무서운 행동을 하였다. 커다란 바람을 일으키고 비구름

과 천둥을 일으켰다. 여기저기에서 천둥이 일고 번개가 번쩍였다. 나

무들과 산이 거꾸로 내던져졌다. 소름끼치는 모습을 한 용들은 사방에

서 공포를 일으켰고 용왕 자신은 연기와 불을 뿜으면서 여러 가지 욕

설을 하였다. 장로는 신통력으로 모든 공포를 잠재웠다. 자신의 초능

력을 보이면서 그는 용왕에게 “신들을 포함한 온 세상이 와서 나를 위

협해도 공포와 전율을 일으킬 자는 없다. 위대한 나가여, 네가 대양과

산을 포함한 온 세상을 일으켜 내게 퍼부어도 너는 내게서 공포와 전

율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용왕이여, 반대로 이는 너 자신의 파멸

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공손해진 용왕에게 장로는

법을 설했다. 그러자 용왕은 귀의하여 계를 받았다. 팔만 사천 용들과

수많은 건달바, 야차 그리고 히말라야의 꿈반다까(Kumbhandaka)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 Paṇḍaka야차와 Harīta야차녀와 오백의 아들들이

예류과를 성취했다. 다음과 같이 가르침을 받고 그들은 행했다. “전처

럼 자신의 화를 일으키지 말라. 중생들은 행복을 원하므로 곡식을 파

괴말라. ‘인간들이 행복하기를’ 생각하면서 중생들을 향한 자비를 키우

라.” 그리고 용왕은 장로를 보좌에 앉게 한 뒤에 근처에 서서 부채질

을 하였다. 그러자 용왕에게 경의를 표하러 왔던 카시미르와 간다라에

살던 사람들은 장로가 신통력을 가졌음을 알아보고 그 장로에게 경의

를 표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는 그들에게 설법을 하였다. 그는 팔만명

의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장로로부터 계를 받

았다. 그 후로 지금까지 카시미르와 간다라는 황색 가사를 보이고 있

고 삼보에 바쳐졌다.38)

다음으로 고빨라 나가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38) Mahāvaṃsa, 12.9-26 ; Decaroli(2004) pp.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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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여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에 이 용은 소치는 사람이었다. 그

는 왕에게 유낙(乳酪)을 제공하였는데 어쩌다 왕에게 바칠 시기를 놓

쳐 버려 벌을 받았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다가 돈을

주고 꽃을 사서 수기솔도파(受記率堵波)에 공양하면서 이렇게 서원하

였다.

“나는 악한 용이 되어 나라를 쳐부수고 왕을 살해하고야 말겠다.”

그리하고 나서 곧 절벽 위로 올라가 몸을 던져 죽었는데, 마침내 큰

용왕으로 태어나 이 굴에 살게 되었다. 그는 이내 굴을 나와서 본래

품었던 악한 소원을 이루고자 하였다.

마침 용왕이 이런 마음을 일으켰을 때에 여래께서는 이미 이 나라

사람들이 용의 피해를 입을 것을 가엾게 여기셔서 신통력을 발휘하여

중인도로부터 이곳에 이르셨다. 용은 여래를 보자 결국 독한 마음을

멈추게 되었으며 불살생계(不殺生戒)를 받았다. 그리하여 정법을 수호

할 것을 서원하면서 여래께 청하였다.

“항상 이 굴에 머무시며 여러 성스러운 제자들과 함께 언제나 저의

공양을 받아주소서.”

그러나 여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장차 적멸에 들 것이니, 너를 위하여 그림자를 남겨두겠다.

그리고 다섯 명의 나한을 보내 언제나 그대의 공양을 받게 할 것이다.

아무리 정법이 숨어들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일은 변함이 없을 것

이다. 만일 너에게 독한 마음이 치솟고 분노가 일어난다면 마땅히 내

가 남겨둔 이 그림자를 보고 자애롭고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독한 마

음을 멈추게 해야 할 것이다. 이 현겁(賢劫) 중에 장차 오게 될 모든

세존도 그대를 가엾게 여겨서 모두가 그림자를 남겨놓을 것이다.”39)

세 이야기는 유사한 구조 속에서 세부 인물이나 장치만 바뀐

채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나 주술사의 발원부터 붓다에

39) TD 51, p. 879a, “昔如來在世之時, 此龍為牧牛之士, 供王乳酪, 進奉失宜 ;

既獲譴責, 心懷恚恨, 即以金錢買華, 供養受記窣堵波, 願為惡龍, 破國害王.

即趣石壁, 投身而死 ; 遂居此窟, 為大龍王, 便欲出穴, 成本惡願. 適起此心,

如來已鑒, 愍此國人為龍所害, 運神通力, 自中印度至. 龍見如來, 毒心遂止,

受不殺戒, 願護正法. 因請如來 : 常居此窟, 諸聖弟子, 恒受我供. 如來告曰 :

吾將寂滅, 為汝留影, 遣五羅漢常受汝供. 正法隱沒, 其事無替. 汝若毒心奮怒,

當觀吾留影, 以慈善故, 毒心當止. 此賢劫中, 當來世尊, 亦悲愍汝, 皆留影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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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이름 아빠랄라 고빨라 아라왈라

장소 마가다
북인도 

나게라갈국
카시미르와 
간다라

동기
(Motivation)

우박과 비를
멈추게 하는
댓가로 왕사성
사람들은
그들이
주술사에게
제공하던
공급을
끊어버린다.

왕에게 우유와
크림 등을
제공하던
목동이 어느 날
이 일을 못하자
꾸중을 듣는다.

공양의 대상
사대성문(四大聲
聞)

수기확신탑

공양물 음식과 음료 꽃들

발원

왕사성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용왕
순다라로
태어날 것을
발원.

나라와 왕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파괴적인
용으로 태어날
것을 발원.

죽는 과정
폭우에 담장과
벽이 물에 잠겨
무너짐.

동산의
바위면에 올라
스스로 몸을
던짐.

환생 용왕 순다라 거대한 용

특징
폭우와 엄청난
우박으로
휩쓸어버림.

왕과 나라
사람들을
해치려고 함.

폭우로 모든
곡식을 망침.

성인 
대면장면

세존을
해치려는
마음에 우박

장로의
신통력에 화가
나서 비구름,

표 

의한 조복까지의 이야기는 아빠랄라 나가와 고빨라 나가(Gopāla

nāga)의 이야기40)가 구조적으로 아주 유사하다.

40) 大唐西域記 권2 (TD 51, pp. 878c-8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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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쏟아 부음.
천둥으로
공포심 조성

조복장면

세존은
화계정에 들어
사방을
불덩이로
만들에 용왕을
귀의 시킴.

여래를 보자
결국 독한
마음을 멈추게
되었으며
불살생계(不殺生
戒)를 받음.

장로에게
공포와 전율을
일으킬 수
없음을 알고
귀의함.

조복자 붓다 붓다 마잔띠까 장로

가르침 내용

삿된 발원 대신
마가다국
사람들에게
무외시를
베풀라.

만일 너에게
독한 마음이
치솟고 분노가
일어난다면
마땅히 내가
남겨둔 이
그림자를 보고
자애롭고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독한
마음을 멈추게
해야 할 것이다.

곡식을
파괴하지 말고
카시미르와
간다라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불교의 전파와 함께 신규전파 지역에서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지역

에서 불교가 자리를 잡고 승가가 역할을 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

이랄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 곳곳에 산재된 사찰들에 깃든 설화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런 이야기들은 현지화(localization)

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겠다.

한편으로는 위의 두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불교도들이 불교의

발상지 밖에서 겪는 딜레마를 엿볼 수 있다. 만약에 성지화나 신

통력이 역사적인 붓다와의 연결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새롭게

전파된 지역의 신도들에게는 접근 가능한 성지가 없게 되고 이는

불교가 외래종교가 아닌 현지에 뿌리는 내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장애가 되며 따라서 불교도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애초

에 역사적인 붓다가 살던 중인도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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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같은 북인도 지방에서 많은 새로운 성지가 건설되는 것은 적

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세 이야기를 비교하면 같은 내러티브 구

조 속에서 장소는 역사적인 붓다가 활동하던 마가다에서 불교가

전파된 북인도의 나게라갈(Nagarahāra)41), 카시미르와 간다라로

변경되었고 용왕의 조복자는 붓다 자신이거나 또는 마잔띠까 장

로로 바뀌어져 있다.

쿠와야마의 이론에 따르면 간다라 지방에서 불교의 성지화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첫 번째는 토착신을 조복하

기 위하여 붓다가 와서 흔적을 남겼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붓다

의 사리나 가사, 바루 등이 특정지역에 모셔졌다는 것이며, 세 번

째는 특정 지역과 특정 과거불이 연관된 이야기를 생산해 냄으로

써 특정 지역을 성지화 시킨 것이라고 한다.42) 고빨라와 아라발라

의 이야기는 첫 번째 경우가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불교

가 전파되고 붓다의 일대기도 애초 역사적인 붓다가 살았던 지역

에서 멀어질수록 불교성지들과 붓다의 일대기 사이의 관계에 대

한 이야기들의 범위도 확대되는데 아라발라의 이야기도 이런 과

정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비록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 속에서 이야기의 구조가 차용되었

는지를 알기는 어려지만, 이 세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구조(storyli

ne)를 공유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는 위에서 언급하듯이 불교가

새롭게 전파된 지역에서 현지화 내지는 토착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유사한 이야기들이 생산된 것으로 인도 전통 속에서 이야

기들이 어떻게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다른 이야기들의 한 부

분으로서 자유롭게 유통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아빠랄라 이야기는 드라마의 필수 요소들인 갈등(주술가와 사

41) 현재 지명은 아프가니스탄 잘랄라바드(Jalalabad).

나게라갈(Nagarahāra)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서를 참조할 것.

Wiggins(2003) p. 57 ; Strong(2004) pp. xiii, 8, 186.

42) 원본은 Kuwayama(1990)이고, 본고는 Koichi(2003) pp. 90-9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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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갈등)과 주인공에 의한 극복(주술가가 무도간 용왕이 되어

사람들에게 복수)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다투는 가치란 것이

실상은 헛된 것이고 불법에의 귀의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최종 결

론을 도출해 냄으로써 불교적인 드라마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IV. 맺는 말

기호학자이자 소설가인 움베르토 에코는 이론보다 소설이 독창

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의 생각 자체는 독창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독창적이지 않은 생각에서 소설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생

각을 독창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43) 불교는 기존 인도

종교의 업이나 윤회 같은 개념을 빌려오면서도 그것을 새롭게 해

석함으로써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지닐 수 있었다. 불교가 오랜

기간 사회 속에서 생명력을 유지해 내려온 것은 이론 자체의 우

수성과 함께 이를 절대적으로 독창적인 것으로 만들어낸 불교 내

러티브들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불전은 이야기들의 모음집이다. 이런 이야기들의 최종수요자인

일반 승려나 재가자들에게 효과적인 불교 메시지 전달을 위한 수

단으로서 불전의 문학적 내러티브는 발전하여왔다. 인도의 풍부한

문학적 토양 위에서 외도들의 다양한 내러티브에 맞서서 불교도

들은 나름의 독창적인 내러티브들을 생산해 내었다. 그간의 불교

학 연구는 불전의 이런 독창적인 문학적 측면에 주의를 별로 기

울이지 않았다.

불교는 애초 발생된 지역을 넘어서 전파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43) 경향신문, 2014년 1월 25일자,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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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에 부딪치게 되었다. 전파 지역이 넓어지고 멀어질수록 역

사적인 붓다의 성지들은 새로운 불교도들에게는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불교도들은 전파된 지역

과 붓다가 연계된 새로운 이야기들을 생산해냄으로써 불교의 현

지화 내지는 토착화(localization)를 이루게 되었다. 각지에서 생산

된 불교 내러티브들은 그 지역의 특정 장소들을 성지화시키는 것

은 물론 당시의 지역이나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아빠랄라 나

가, 고빨라 및 아라왈라 나가 이야기의 비교연구는 이 문제에 대

한 불교도들의 대처를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특히 내러티브가 발달한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
나오는 아빠랄라 나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존의 교리접근과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였다. 불교 메시지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이야

기 속에서 고안된 다양한 도구 내지 설정들이 얼마나 풍부하고

다양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았다. 이런 시도를 통하

여 우리는 불전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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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of Apalāla in the 
Mūlasarvāstivādavinayabhaiṣajyavastu

Park, Cheonghwan

Ven. Chongdok, Joongang Sangha Univ.

This story of Apalāla nāga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the characters shift their ethical position several times.

From a literary viewpoint, this motif provides the means for

an unlimited expansion of stories in which it is not neces-

sary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good and bad

characters.

In the same story, a character is designated as good,

then at another time the same character is destined to be

bad. From a doctrinal viewpoint, no distinction is made be-

tween good and bad among ordinary characters as long as

they only pursue worldly profit in their lives. Their lives

cannot but bring mixed results of good and bad karma, in

contrast to the good karma of the Buddha, which led him to

Buddhahood. This story is a good example of how the

Mūlasarvāstivādin Vinaya re-organizes the story based on

the Indian folk tradition in which nāga takes important

roles.

As Buddhism spread outside the boundaries of areas

where the historical Buddha was originally believed to have

lived, the Buddhists faced the dilemma. If sacred sites were

primarily sanctified by the presence of the Buddha himself,

did that mean that as the religion spread there were to be

no easily accessible sacred places for the new believer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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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 with this problem, new Buddhist sacred sites were

constructed in regions like Gandhara, which was far from

Buddhism’s original seat. During this process of localizing

sanctity, narratives were produced. The local Buddhist nar-

ratives reflect not only the localized sanctity of specific sites

but also other aspects like socio-historical situations.

This paper aims to show the diverse aspects of the

Buddhist narrative by the structural analysis on the story of

Apalāla in the Mūlasarvāstivādavinayabhaiṣajyavastu.

Keywords : Mūlasarvāstivādavinayabhaiṣajyavastu, Apalāla,

localization, nar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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