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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법송, 아리야 운율, 그리고 빨리 율장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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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요어: 연기법송, 아리야 운율, 빨리 율장대품, 사분율, 오분율,

마하와스뚜, 불본행집경, 사리뿟따, 목갈라나]

ye dhamma formular로 알려진 연기법송(pratītyasamutpādagāthā)은

빨리 3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아리야(āryā) 운율을 체용하고

있다. 불교학의 초창기에 빨리 율장대품에 나타난 아리야(āryā) 게송들

은 빨리 율장의 연대를 아쇼까왕 이전으로 비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아리야 운율의 존재여부 만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아리야 운율이 채용된 연기법송

이 나타나는 사리뿟따와 목갈라나의 불교전향 에피소드의 맥락을 전체

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율장과 불전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연기법송(pratītyasa-

mutpādagāthā)이 점차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서 빨리 율장대품의 한 측면을 파악하도록 한다.

I. 서언

연기법송(pratītyasamutpādagāthā)이란 남방 불교권에서 일반

적으로 ‘ye dhamma formular’로 알려진 유명한 게송을 지칭한다.

이 게송은 빨리 율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불전문학작품에서 등장

하며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이자 정수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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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다. 이 게송은 굽타왕조 초기부터 인도전역으로 중앙

아시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

를 통해 삼국시대 한반도에까지1) 전해졌다.

에띠엔느 라못은 인도불교사에서 이 게송의 확산과 관련하여

샤까(Śaka)와 빨라와(Pahlava)시대의 북서인도를 언급하고 있다.

기원전후 북서인도는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인 스키타이족(Scythia

ns)과 이란고원의 파르티아족(Parthians)에 의해 교대로 지배받았

다. 전자가 헬레니즘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면, 후자는 조로아스트

교를 믿고 있었다.2) 기본적으로 이들은 야만적이었고 많은 경우

에 있어서 불교를 탄압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불교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들에게 포교할 수 없었고 새로운 방법을 사

용해야만 했다고 라못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샤키야무니(Śākyamuni)가 직접 집을 버리고 출가한 동시대의 양가

집 자제들에게 신비로운 의존하여 생성되는 현상(緣起)을 가르치던 시

대도 지나갔고, 마우리야(Maurya)의 포교사들이 순차설법(anupūrvīka

thā)을 통해 불교교리의 참된 모습을 설명하여 인도전역에서 많은 불

교귀의를 이끌었던 시대도 지나갔고, 역사성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기

는 하지만 나가세나(Nāgasena)와 몇몇 불교현인들이 사변적 토의에

익숙했던 그리스계 왕(Yavana)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토의했던 시대도

지나갔다.3)

불교가 이 시기에 새롭게 도입한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간략한

방법으로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몇몇 유명

한 4구 게송들이 전체 불교 3장(tipiṭaka)을 대변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율장에서 앗사지(Assaji)가

사리뿟따(Sāriputta)에게 전해준 것으로 나타나는 연기법송이 아

시아 전역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한

1) 강희정(2014) pp. 40-47.

2) Huntington(1999) pp. 109-110.

3) Lamotte(1988) p.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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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연기법송은 적어도 빨라(Pāla)시대 이후에 인도 및 불교권에

서 가장 잘 알려진 게송이었다.5) 이 게송은 인도전역과 중앙아시

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붓다의

법신(dharmakāya)6)을 상징하는 것으로 일종의 법사리(dharmaśar

īra)7)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기법송이 등장하는 사리뿟따와 목갈라나의 불

교전향 에피소드를 다양한 판본들을 통해 비교해보고 특히 연기

법송의 운율과 율장 및 불전문학작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서

빨리 율장대품의 특성을 밝히도록 한다.

Ⅱ. 연기법송의 운율

사리뿟따와 목갈라나의 불교전향 에피소드는 붓다의 일생의 한

부분으로서 율장을 비롯한 다양한 불전문학작품들에서 나타난다.

연기법송(pratītyasamutpādagāthā)은 빨리 율장대품과 대중부(Ma

hāsāṃghikas) 계열의 설출세부(Lokottaravādins) 문헌으로 알려

진 마하와스투(Mahāvastu)에서 각각 빨리어와 쁘라끄릿어 게송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연기법송은 쁘라끄릿어, 빨리어, 싼스릿어

등의 언어로 여러 불교문헌들과 사리함 및 불상의 금석문에 남아

있으며 각각은 내용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ye dhammā hetuppabhavā yesaṃ hetuṃ Tathāgato āha.

tesañ ca yo nirodho evaṃvādī mahāsamaṇo ti.8)

4) Lamotte(1988) p. 495.

5) Skilling(2003) p. 274.

6) Boucher(1991) pp. 1-16.

7) Sander(2002) p.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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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의해 생성되는 현상들에 있어서 따타가따께서는 그들의 원

인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소멸도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사문의 가

르침이다.

한역의 경우 사리함이나 봉헌판에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연기법

송은 사구의 형식을 갖춘 게송으로 나타난다.9) 하지만 한역 율장

의 경우 산문체로 설명되어 있으며, 법장부(Dharmaguptakas)의

사분율과 화지부(Mahīśāsakas)의 오분율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여래께서는 원인을 조건으로 생성되는 현상과 원인을 조건으로 소

멸되는 현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현상이 원인에 의해 생성되

었다면 여래께서는 그 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현상이 원인에 의

해 소멸되었다면 그 의미도 대사문께서 말씀하셨습니다.10)

저의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상은 조건에 의해 생성되고 또한

조건에 의해 멸합니다. 따라서 모든 현상은 공하며 주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11)

법장부(Dharmaguptakas) 사분율의 경우 연기법송을 산문의 형

태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화지부(Mahīśāsakas)

오분율의 경우 공(空)과 주(主)의 개념을 추가하여 연기법송의 의

미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차이의 배경에는 연

기법송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로 확정되어있지 않았을 가

8) Vin I p. 40. 마하와스투(Mahāvastu)의 범어화된 쁘라끄릿버젼: ye

dharma hetuprabhavā, hutun teṣāṃ Tathāgato āha, teṣāṃ ca yo

nirodho, evamvādī mahāśramaṇaḥ.

9) 강희정(2014) pp. 41-42.

10) 오분율(TD22 p. 110): 如來說因緣生法 亦說因緣滅法 若法所因生

如來說是因 若法所因滅 大沙門亦說此義.

11) 사분율(TD22 p. 499): 我師所說. 法從緣生亦從緣滅. 一切諸法空無有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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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다. 잘 알려진 연기법송이 불교경전에서 일반적으로 많

이 사용되지 않는 아리야(āryā) 운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초창기 역경가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아리야(āryā) 운율은 초기 자이나 문헌에서 가장 선

호했던 운율로 알려져 있다. 자이나 문헌의 작자들은 마가다(Mag

adha) 지역과 마하라스트리(Mahārāṣṭrī) 지역에서 아리야 운율을

선호했고 수많은 아리야 운문들을 남겼다. 아리야 운율은 일반적

인 산스끄릿 운율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12) 이 운율은

8음절 또는 11음절의 4구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단음(mātr

ā)으로 4음절의 길이를 가진 단위(feet)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적으로 각각 7.5 단위(feet)로 구성된 2개의 절이 하나의 운문으로

서 아리야(āryā) 운율을 구성한다.13)

노만(Norman)은 이 운율이 기본적으로 산스끄릿(Sanskrit)어를

사용하는 아리안(Aryans)의 운율이 아니라 드라비다인으로 추정

되는 원주민들의 음악적 운율에 기원했다고 보고 있다.14) 그는 마

가다(Magadha) 지역에서 산스끄릿어가 아니라 프라끄릿(Prakrit)

어를 선호했던 자이나교와 불교가 이 운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

였을 것으로 추정한다.15)

물론 아리야(āryā) 운율은 불교문헌이 형성되던 초기부터 사용

되었던 것이 아니다. 이 운율은 불교 문헌들이 3장(tipiṭaka)의 형

태로 정형화되기 직전에 도입된 것으로 보이며, 충분한 경험을 갖

지 못한 체 스리랑카로 전해진 것으로 판단된다.16) 따라서 스리랑

카의 빨리 문헌에서는 몇몇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아리야 운

율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빨리 경전에서 조차도 원

래 아리야 운율로 쓰인 운문이 점차적으로 4구의 게송으로 변하

12) Coulson(2006) p. 215.

13) Coulson(2006) p. 215.

14) Norman(1987) p. 11.

15) Norman(1987) p. 12.

16) Norman(1997)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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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17)

빨리어 율장(Vinaya) 대품(Mahāvagga)에서는 연기법송이 나타

나는 사리뿟따와 목갈라나의 불교전향 에피소드와 깟사빠(Kassap

a) 3형제 제도의 부분에서 몇몇 아리야(āryā) 운율의 게송들이 나

타나고 있다. 이점은 불교문헌의 연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호기

심을 자극했으며 알스도프(Alsdorf)와 같은 학자들은 아리야 운율

의 존재여부를 통해서 빨리 문헌이 스리랑카로 전해진 기원전 25

0년 이전으로 율장대품의 연대를 끌어 올리고 있다.18)

사실상 스리랑카 빨리 문헌에서 아리야(āryā) 운율은 넷띠빠까

라나(Nettipakaraṇa)의 서문과 붓다고샤(Buddhaghosa)의 여러 주

석서 서문과 결어에서만 나타나고 있다.19) 이는 전체적으로 아리

야 운율이 빨리 경전에서 본래적인 운율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몇몇 학자들을 연기법송에 사용된 아

리야(āryā) 운율을 근거로 사리뿟따와 목갈라나의 불교전향 에피

소드가 율장대품에 후대에 추가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디(E. Hardy)가 넷띠빠까라나(Nettipakaraṇa) 서

론에서 원래 산문으로 연기법을 이야기했던 것이20) 아리야(āryā)

운율이 불교계에서 선호되면서 점차적으로 아리야 운율을 채용하

게 되었고 빨리 율장이 계속해서 개정되는 과정에서 현재의 형태

로 편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1) 토마스(E.J. Thomas)는 그의

17) Norman(1987) p. 9.

18) Hinüber(1996) p. 19. 알스도프는 마힌다(Mahinda)가 빨리삼장을

스리랑카로 전해준 것을 전재로 한다는 단서를 다고 있다.

19) Norman(1987) p. 9.

20) 앞에서 보았듯이 한역 사분율과 오분율에서 운문이 아니라 산문으로

번역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마하와스투(Mahāvastu)에서도

연기법송이 나타나기 전에 ‘존자시여, 실로 스승께서는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것들의 생성과 소멸을 알려주셨습니다.(pratītyasamutpannāṃ

dharmāṃ khalv āyuṣmān śāstā upādāya pratiniḥsargaṃ vijñapeti,

Edgerton 2002 p. 29)’ 라고 산문으로서 간략하게 먼저 언급된다().

21) Hardy(1905) p. XXIII not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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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붓다의 일생(Life of the Buddha)에서 연기법송과 전후에 있는

숨겨진 2개의 송을 언급하며 이들 모두가 아리야(āryā) 운율을 가

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불교문헌에 나

타난 아리야(āryā) 운율이 후대의 것임을 지적하며 현재 빨리 율

장대품에 나타난 사리뿟따와 목갈라나의 불교전향 에피소드가 후

대에 도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22) 최근의 경우 부셔(B

oucher)가 중세 사리신앙에서 연기법송의 역할에 관한 논문에서

연기법송이 아리야(āryā) 운율을 체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후대

에 현재의 형태로 고정되었을 것으로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23)

따라서 이 문제는 아리야(āryā) 운율의 체용 여부만으로는 결정

하기 어려우며, 연기법송이 나타나는 사리뿟따와 목갈라나의 불교

전향 에피소드를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분석해야 명확해질 것

으로 보인다.

Ⅲ. 연기법송의 맥락

연기법송(pratītyasamutpādagāthā)은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이

자 정수로서 알려져 있다. 부셔(Boucher)는 연기법송이 불교권 전

역으로 확산된 배경으로 연기법송을 통해 붓다가 현전하게 된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세불교의 사리숭배와 관련해서 연기법송이

붓다의 법신(dharmakāya)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24) 인도 전역에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 고고학적 성과에 기초

한 그의 논문은 연기법송의 광범위한 확장에 관해 효과적으로 설

명해주고 있지만 연기법송이 경전에 나타난 최초의 맥락에 대해

22) Thomas(1956) p. 94 note 1.

23) Boucher(1991) p. 5, 20 note 24.

24) Boucher(1991) p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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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침묵하고 있다. 피터 스킬링은 앙드레 바로(Andrée Bareau)

를 언급하면서 연기법송이 전체 3장(Tripiṭaka)에서 단 한번 율장

(Vinaya)의 사리뿟따와 목갈라나의 불교전향 에피소드에서만 나

타나고 다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25) 사실상

이 에피소드에서 나타나는 연기법송의 맥락은 중세불교의 사리숭

배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남방 테라와다(Theravāda)의 빨리어 율장(Vinaya) 대품(Mahāv

agga)과 법장부(Dharmaguptakas)의 사분율과 화지부(Mahīśāsak

as)의 오분율은 공통적으로 사리뿟따(Sariputta)에게 연기법을 전

해준 사람으로 앗사지(Assaji)를 언급하고 있다. 그는 붓다의 최

초기 제자로서 초전법륜을 들은 5비구 중의 한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3가지 율장 모두에서 공통되게 앗사지(Assaji)는 사

리뿟따(Sariputta) 앞에서 공손한 태도를 취했으며 자신은 출가하

진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배움이 적어 붓다의 교리를 자세

하게 설명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앗

사지(Assaji)는 연기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라뿟따(Sariputta)에

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따라서 당신에게 간략하게 요지 정도는 이야기하겠습니다.26)

여기서 요지27)로 번역한 빨리어 용어는 attha로서 산스끄릿어

의 artha에 해당된다. 이 용어는 상당히 다의적인데, 이익, 필요,

느낌, 의미, 주제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많은 서구의 학자들에 의해서 불교의 신조(creed)로 받아들여졌

던 연기법송이 율장의 맥락에서는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이자 정

수가 아니라, 아직까지 스스로를 초심자로 생각했던 앗사지(Assaj

25) Skilling(2003) p. 273-274.

26) Vin I p. 39: api ca te saṃkhittena atthaṃ vakkhāmi.

27) 서구의 빨리 율장 번역에서 이 용어는 정신(spirit), 의미(meaning),

요지(purport)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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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가 외도의 석학이자 유명한 수행자였던 사리뿟따(Sariputta)에게

간략하게 설명한 요지 정도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아마

도 이점은 연기법송이 독립적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설

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점차적으로 연기법송의 정통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듯하다. 따라서 율장의 에

피소드들을 바탕으로 붓다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불전문학작품의

단계에 이르자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

로 보인다.

에띠엔느 라못이 불전문학의 발전단계를 5가지로 분석한 중에

서 3번째로 독립적이지만 아직까지 불완전한 단계로 보았던 불전

문학작품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 라못은 이 시기를 기원전

후로 보고 있으며 랄리따위스따라(Lalitavistara)와 마하와스뚜(M

ahāvastu) 및 몇몇 한역 불전문학작품을 이 단계로 비정하고 있

다.28) 특히 대중부(Mahāsāṃghikas) 계열의 설출세부(Lokottarav

ādins) 문헌으로 알려진 마하와스뚜(Mahāvastu)는 사실상 샤리뿌

뜨라(Śāriputra)가 마우드갈야야나(Maudgalyāyana)에게 연기법송

(pratītyasamutpādagāthā)을 전해주는 것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난

다.29) 또한 연기법에 대한 것을 샤리뿌뜨라(Śāriputra)에게 전해주

는 사람도 5비구의 한사람이었던 앗사지(Assaji)가 아니라 새롭게

불교로 전향한 깟사빠(Kassapa) 3형제의 제자로 알려진 우빠세나

(Upasena)가 된다.30)

마하와스뚜(Mahāvastu)에서 우빠세나(Upasena)의 간략한 연기

법 설명을 들은 샤리뿌뜨라(Śāriputra)가 먼저 깨달음을 얻게 되

고, 샤리뿌뜨라의 얼굴빛과 청정하고 고요한 감관에 감명 받은 마

우드갈야야나(Maudgalyāyana)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다. 이

에 샤리뿌뜨라는 ‘존자 마우드갈야야나여, 저는 불사와 불사로 가

는 길을 얻었습니다31)라고 답하면서 이 세상의 빛(lokapradyota)

28) Lamotte(1988) pp. 653-654.

29) Edgerton(2002) pp. 29-30.

30) Jones(1956) pp.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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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우담바라(udumbara)와 같이 이 세상에 쉽게 나타나지 않는

스승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스승의 말씀과 가르침

에 대한 마우드갈야야나의 질문에 샤리뿌뜨라가 연기법송으로 대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마하와스뚜(Mahāvastu)의 이

러한 변화는 연기법송(pratītyasamutpādagāthā)의 권위를 높이려

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연기법송을 붓다의 제자들 중에

서 지혜가 가장 뛰어난 샤리뿌뜨라(Śāriputra)에 귀속시키는 결과

를 낳게 된다. 아마도 이 시기에 일어난 연기법송 맥락변화의 정

점은 북인도 출신으로 중국 수나라 시대에 역경활동을 했던 즈냐

냐굽따(Jñānagupta, 闍那崛多)의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에서 확인

할 수 있다.

Ⅳ. 불본행집경과 빨리 율장대품

즈냐냐굽따(Jñānagupta)는 원전이 불명확한 불본행집경의 말미

에 있는 간기에서 자신이 번역한 작품의 제목에 대해 아주 흥미

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중부(Mahāsaṃghikas)는 마하와스뚜(Mahāvastu, 大事)라고 하고,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는 랄리따위스따라(Lalitavistara, 大莊嚴)라

고 한다. 음광부(Kasyāpiyas)는 불생인연(佛生因緣)이라고 하고 법장

부(Dharmaguptakas)는 석가모니불본행(釋迦牟尼佛本行)이라 하며 화

지부(Mahīśāsakas)는 비니장근본(毘尼藏根本)이라고 한다.32)

31) Edgerton(2002) p. 30: amṛtaṃ me āyuṣmān Maudgalyāyana adhigataṃ

amṛtagāmī ca mārgo.

32) Beal(2003) pp. 38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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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즈냐냐굽따는 간기에서 언급한 여러 판본들을 가지고

번역 작업에 힘했던 것으로 보이며, 불본행집경의 본문에서 필요

에 따라 각기 다른 부파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

하고 있다. 샤리뿌뜨라와 마우드갈야야나의 전향 에피소드의 하이

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연기법송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그는 앗사

지(Assaji)와 샤리뿌뜨라(Śāriputra)의 대화와 관련된 대중부(Mah

āsaṃghikas)와 음광부(Kasyāpiyas)의 미세한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때 대덕 앗사지(Assaji)가 우빠띳샤(Upatiṣya)33)에게 말했다. “존

자시여 저의 뛰어난 스승께서는 인연법과 해탈의 길을 설하셨습니다.

저의 스승께서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게송(偈)으로 말씀하십니다.”

대중부(Mahāsaṃghikas)는 이와 같이 말한다. 또한 음광부(Kasyāpiya

s)는 다르게 말한다. “어떤 의미인가? 존자시여 저희 스승께서는 다음

과 같은 법구(法句)를 말씀하십니다.”34)

비록 여기에서 즈냐냐굽따(Jñānagupta)가 양자의 미세한 차이

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양자는 모두 동일하게 연기법송(pratītyasa

mutpādagāthā)을 붓다가 직접 이야기한 것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있다.35) 즉 율장 단계에서 앗사지(As

saji)가 붓다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간주된 연기법

송이 초기 불전문학작품 중의 하나인 마하와스뚜(Mahāvastu)에서

33) 샤리뿌뜨라(Śāriputra)의 속명. 어머니의 이름을 따라 샤리(Śārī)의

아들이란 의미를 지니며, 그의 어렸을 때 이름을 우빠띠샤(Upatiṣya)로

마하와스뚜(Mahāvastu)는 전하고 있다. (Edgerton 2002: 26).

34) 불본행집경(TD3 p. 876b): 爾時大德阿濕波踰祇多. 告優波低沙言. 仁者.

我彼大師. 說因緣法. 談解脫路. 我師偈說如是之法. 摩訶僧祇師. 作如是說.

迦葉惟師. 又復別說. 是義云何. 仁者. 我師說是法句.

35) 7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촉지인을 한 붓다 아래에 연기법송이 새겨진

봉헌판이 중국 서안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수나라 시대에 이미

연기법송이 중국에 잘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강희정

2014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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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뿌뜨라(Śāriputra)가 설한 것으로 변했고 불본행집경에서 최

종적으로 붓다가 직접 설한 것으로 발전한 것이다.

불본행집경은 또한 빨리본 율장대품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 되

었던 2개의 중요한 아리야(āryā) 운율을 채용한 게송을 전하고 있

다. 빨리경전협회(PTS)의 판본에서 산문으로 취급되었던 연기법

송 전후의 대화 내용이 사실은 아리야(āryā) 운율을 채용한 게송

이었다는 점은 토마스(E.J. Thomas)의 책 붓다의 일생(Life of the

Buddha)을 통해 알려졌다.36) 빨리본 율장대품에서 연기법송 전후

의 운문을 살려내면, 연기법송 앞의 게송은 서언에서 라못이 언급

한 것처럼 긴 이야기보다 간략한 핵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운

문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연기법송 뒤의 게송은 기존에 없었

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새롭게 알려졌다는 것을 아리아 운율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37)

appaṃ vā bahum vā bhāsassu, atthaṃ yeva me brūhi,

atthen’eva me attho, kiṃ kāhasi vyañjanaṃ bahun ti.

적든 많든 이야기해보세요. 저에게 오직 요지만을 말해보세요.

오직 요지만이 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긴말로 설명해서 무엇 하

겠습니까!

es’eva dhammo yadi tāvad eva, paccavyathā padam asokam,

adiṭṭham abbhatitaṃ bahukehi kappanahutehī ti.

바로 이것이 그 가르침의 대략이라면, 당신은 비탄이 없는 곳으로

가는 길을 통찰한 것입니다. 그 길은 수억 겁 년 동안 알려진 적이 없

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불본행집경에서 이 2개의 아리아(āryā) 운율을 채

36) Thomas(1956) pp. 93-94.

37) Vin I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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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게송이 4구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38)

我唯取真理. 不好名與句. 智者愛實義. 依義我修行.

저는 오직 진리만을 원합니다. 저는 말과 문장을 좋아하지 않습니

다.

현인은 오직 참된 의미만을 좋아합니다. 그 의미에 따라 저는 수행

합니다.

如是之法行. 如我所得者. 數劫那由他. 未曾得此法.

내가 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의 형태는

수억 겁 년 동안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빨리본 율장대품의 사리뿟따와 목갈라나의 불교전향 에피소드

가 아리야(āryā) 운율이 적용된 연기법송 뿐만 아니라 한역 불본

행집경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2개의 아리야 게송을 또한 포함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무엘 비엘(Beal)은 불본행

집경 영역본의 서문에서 바실리에프(Vassilief)와 브르노프(Burno

uf)를 언급하면서 이 책을 Abhiniṣkramaṇa Sūtra에 해당되는 것

으로 보고 있다.39) 아직까지 산스끄릿어 또는 쁘라끄릿어 원본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본행집경을 이 책의 번역으로 결정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역자인 즈냐냐굽따(Jñānagupta)가 밝히

고 있듯이 이 문헌은 에띠엔느 라못의 불전문학의 발전단계에서

3단계에 해당되는 독립적이지만 아직까지 불완전한 단계의 작품

들 중의 하나에 해당되며40), 랄리따위스따라(Lalitavistara)나 마

하와스뚜(Mahāvastu)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

게 판단할 수 있다. 즉 기원전후 발전되기 시작한 불전문학작품이

38) 불본행집경(TD3 p. 876b).

39) Beal(2004) p. v.

40) Lamotte(1988) pp. 65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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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채용한 요소들이 빨리 율장대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숨겨진 2개의 아리야(āryā) 게송 중에서 전자는 길고 복잡한

가르침이 아니라 핵심만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으로부터 샤까(Śaka)와 빨라와(Pahlava)시대의 북서인도에서

시작된 새로운 포교방법의 요소들이 빨리본 율장대품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 부분이 법장부(Dharmaguptakas)

의 사분율과 화지부(Mahīśāsakas)의 오분율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는 점으로부터 빨리 율장대품이 한역 사분율이나 오분율보다 훨

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수정되고 보안되어 오늘의 형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고고학적이고 미술사적 입장에서 연기법송(pratītyasamutpādag

āthā)을 다루는 논문들은 연기법송의 범 아시아적인 확산을 주로

사리숭배와 법사리(dharmaśarīra)와 관련해서 언급한다. 이러한

모습은 7세기 인도를 순례했던 현장과 의정의 여행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고41), 동아시아의 사리함과 봉헌판42) 그리고 동남아

시아의 불상 법륜 봉헌판 등에서43) 잘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율장과 불전문학작품이란 문헌전통을 중심으로 연기법송(pr

atītyasamutpādagāthā)이 점차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

는 과정을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빨리 3장의 본래적

인 운율로 보기 힘든 아리야(āryā) 운율이 연기법송에 채용되었고

연기법송의 전후에 있는 2개아리야(āryā) 게송이 불전문학 중기작

41) 강희정(2014) pp. 44-45.

42) 강희정(2014) p. 48.

43) Skilling(2003) pp. 27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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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해당되는 불본행집경에 나타난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빨리

율장대품이 초창기에 그 형태가 고정되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수정과 보안을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

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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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atītyasamutpādagāthā, Āryā Metre, and 
Mahāvagga of Pali Vinaya

Hwang, Soon Il

Dongguk University

Pratītyasamutpādagāthā which is known in the

Southern Buddhist world as ye dhamma formular is one of

the best known stanzas in the Buddhist world. It in fact is

using āryā metre which has been known not as Sanskrit

metre but as Prakrit metre. The use of āryā metre in the

Mahāvagga in the Pali Vinaya led early Western Buddhist

scholars to determine the date of the Pali Canon before the

time of Great King Ashoka. However, it is not easy at all

to confirm such important date only according to the use of

āryā metre. In this paper I am investigating the status of

pratītyasamutpādagāthā within Buddhist literary tradition

centered about various Vinaya literatures as well as diverse

Life stories of the Buddha. With this research we can come

close to one of the key features of the Pali Vinaya.

Keywords: pratītyasamutpādagāthā, āryā metre, Pali

Vinaya, Mahāvagga, Dharmaguptakas Vinaya,

Mahīśāsakas Vinaya, Abhiniṣkramaṇa Sūtra,

Śāriputra, Maudgalyāy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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