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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초기의 불교전적은 수록된 내용에 따라 세 분야로 나누어 經･律･論의 三藏으로 그리

고 문학적인 유형에 따라 九部 내지는 十二部로 분류된다. 이러한 두 분류방법, 즉 三藏과 

九部･十二部가 정립된 정확한 시기 및 상호관계 내지는 선후관계 그리고 구체적인 발전

단계는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팔리 티피타카 외에는 완벽히 구비된 三藏이 현

존하지 않으며 전승과정에서의 添削과 再編을 배제할 수 없다. 전승부파에 따라 結集내

용이 法과 比尼로 二分되는 경우와 經藏, 律藏 그리고 論藏으로 三分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法과 比尼에 마트리카가 추가되어 정립된 결과가 經･律･論 三藏의 원형이

라고 할 수 있다. 

經藏의 경우 그 안에 수록된 설법의 분류기준으로 전승부파에 관계없이 길이, 내용 그

리고 法數의 세 범주가 적용된다. 그에 따라 經藏이 長部, 中部, 相應部, 增支部 또는 長阿含, 

中阿含, 雜/相應阿含, 增一阿含으로 분류된다. 그 외의 전적은 별도로 屈陀伽 즉 小部라고 하

는 범주하에 분류된다. 小部의 경우 전승부파에 따라 經藏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와 經藏

의 전적과는 별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小部를 구성하는 전적의 내용도 부파 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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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내의 전승계통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論藏의 경우에도 양상은 비슷하다.

九部 내에 추정되는 발전단계 그리고 九部에서 十二部에의 전개는 三藏에 포함되는 전

적의 증가와 다양화 그리고 그와 동반하는 편성과정을 반영하는 듯 하다. 전체적으로 

자료가 미흡하고 성립사상 불명한 점이 많은 이유로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현

존하는 자료에 입각하여 각 부파가 전하는 佛說의 結集배경과 三藏의 성립 그리고 修多羅

藏을 구성하는 니카야와 아함의 형성과정을 槪觀함으로써 佛典成立史 내지는 流通史에

의 새로운 접근을 위한 기반의 확립을 모색해 본다.

주제어

三藏, 九部, 十二部, 니카야, 阿含

I. 머리말

초기의 불교전적은 수록된 내용에 따라 세 분야로 나누어 經･律･論의 三藏

으로 그리고 문학적인 유형에 따라 九部(navāṅga) 내지는 十二部(dvādaśāṅga)

로 분류된다. 이러한 두 분류방법, 즉 三藏과 九部･十二部가 정립된 정확한 시기 

및 상호관계 내지는 선후관계 그리고 구체적인 발전단계는 추측의 영역을 벗

어나지 못한다.1) 九部･十二部의 各支(aṅga)가 의미하는 문학적인 유형도 단적

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小部에 포함되는 전적의 명칭으로서의 Udāna, 

Itivuttaka, Jātaka 등과 동일한 명칭의 전적의 유형과의 관계도 애매한 점이 없

지 않다. 게다가 팔리 티피타카(tipiṭaka/piṭakattaya) 외에는 완벽히 구비된 三藏

이 현존하지 않으며 전승과정에서의 添削과 再編을 배제할 수 없다.

전승부파에 따라 結集내용이 法과 比尼로 二分되는 경우와 經藏, 律藏 그리고 

論藏으로 三分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法과 比尼에 摩得勒伽/摩窒里

迦(mātṛkā)가 추가되어 정립된 결과가 修多羅藏(sūtrapiṭaka), 毘尼藏(vinayapiṭaka) 

1) 九部･十二部 그리고 九部･十二部와 三藏과의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는 MppśF 2281-2303; Mayeda 

1964, 188-492; Lamotte 1957, 343 f.; idem 1988, 143-147; Hirakawa 1964; idem 1968; Mizuno 1970a; 

Norman 1983, 15; von Hinüber 1994; Klaus 2010, 515-518, § 3; Cousins 2013, 104-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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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阿毘曇藏(abhidharmapiṭaka), 즉 經･律･論 三藏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 經藏의 경우 그 안에 수록된 설법의 분류기준으로 전승부파에 관계없

이 길이, 내용 그리고 법수(法數)의 세 범주가 적용된다. 그에 따라 經藏이 長部, 

中部, 相應部, 增支部 또는 長阿含, 中阿含, 雜/相應阿含, 增一阿含으로 분류된다. 그 

외의 전적은 별도로 屈陀伽(kṣudraka)라고 하는 범주하에 분류된다.

屈陀伽 즉 小部의 경우 전승부파에 따라 經藏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와 經藏의 

전적과는 별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小部를 구성하는 전적의 내용도 부파 

또는 부파 내의 전승계통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論藏의 경우에도 양

상은 비슷하다.2) 九部 내에 추정되는 발전단계 그리고 九部에서 十二部에의 전

개도 이와 같은 三藏에 포함되는 전적의 증가와 다양화 그리고 그와 동반하는 

편성과정을 반영하는 듯 하다. 전체적으로 자료가 미흡하고 성립사상 불명한 

점이 많은 이유로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현존하는 자료에 입각하여 각 

부파가 전하는 佛說(buddhavacana)의 結集배경과 三藏의 성립 그리고 修多羅藏

을 구성하는 니카야와 아함의 형성과정을 槪觀해 보도록 한다.

II. 五百結集

佛滅 후 佛說의 집성을 전하는 전적 중에 法과 毘尼의 二分說을 전하는 전적과 

修多羅, 毘尼 그리고 摩得勒伽 내지는 阿毘曇의 三分說을 전하는 전적이 있다. 法

과 毘尼의 二分說을 전하는 전적으로 팔리 율장의 五百犍度(Pañcasatika-

kkhandhaka)3) 그리고 �五分律�과 �僧祇律�의 五百結集을4) 들을 수 있으며, 修多

羅, 毘尼 그리고 摩得勒伽 내지는 阿毘曇의 三分說을 전하는 전적으로는 �四分律�, 

�十誦律�,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이하 �毘奈耶雜事�) 그리고 �毘尼母經�

2) Lamotte 1988, 180-191; Tsukamoto 1980, 182-192 참조.

3) Cv XI = Vin II 284-293.

4) �五分律�(T1421, 22:190b-192a); �僧祇律�(T1425, 22:490b-49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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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五百結集을5) 들을 수 있다. 대부분의 전적이 法 내지는 修多羅의 일부로 四

部･四阿含 이외에 小部 내지는 雜藏을 포함하는 반면에 �毘奈耶雜事�의 관련부

분에는 雜藏이 포함되지 않는다. �十誦律�의 해당부분에는 修妬路藏의 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각 전적이 전하는 小部 내지는 雜藏을 둘러싼 다양

한 문제점은 과거 몇몇 논고의 대상이 되고는 하였다.6) 摩得勒伽 내지는 阿毘曇

은 三分說을 전하는 전적에 열거되는 내용으로 보아 성립초기의 모습을 반영

하는 듯 하다.

팔리 율장 五百犍度에 따르면 佛滅 후 王舍城에서 거행된 第一結集에서 摩訶迦

葉이 승가의 동의하에 優波離에게 毘尼(vinaya)에 관하여 그리고 阿難에게 法

(dhamma)에 관하여 물음에 優波離와 阿難이 각각 그에 답한 결과 비구･비구니 

兩律과 五部로 구성되는 法이 集成되었다고 전해진다.

suṇātu me āvuso saṃgho. yadi saṃghassa pattakallaṃ,7) ahaṃ upāliṃ vi-

nayaṃ puccheyyan … suṇātu me bhante saṃgho. yadi saṃghassa pattakallaṃ,7) 

ahaṃ āyasmatā mahākassapena vinayaṃ puṭṭho vissajjeyyan. … eten’ eva 

upāyena ubhatovinaye8) pucchi, puṭṭho puṭṭho āyasmā upāli vissajjesi. (Cv 

XI.1.7, Vin II 286.16-287.9)

[大迦葉:] “(道)友 여러분, 승가는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승가

에게 適時라고 여겨지면, 저는 優波離에게 比尼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 

[優波離:] “大德 여러분, 승가는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승가

에게 適時라고 여겨지면, 저는 大迦葉具壽의 比尼에 관한 물음에 답하겠습

니다.” … 이러한 식으로 兩律에 관해서 물었다. 묻는 것마다 優波離具壽는 

답하였다.

5) �四分律�(T1428, 22:966a-968c); �十誦律�(T1435, 23:447a-450a); VinKṣuC 402c-408b; VinKṣuT D 270 

(608.6)-274 (632.3) [Da 304b6-316b3]; Q 237 (3.8)-241 (5.7) [Ne 288a8-299a7]; �毘尼母經�(T1463, 24: 

817c-818b).

6) Lamotte 1956; idem 1957; idem 1988, 156-161; Mayeda 1964, 681-784 참조.

7) Buddhaghosa에 따르면 patta-kalla = °-kāla. CPD 
4
kalla, 2; Aono 2020, 59, 각주 20 참조. Skt. 

prāpta-kāla(Chin. 時到, 時至; Tib. dus la bab pa); Gāndhārī prata-kala(Strauch 2008, 23).

8) ChS °vibhaṅge (兩分別, 즉 比丘･比丘尼分別). 律註 Samantapāsādikā의 영향으로 소급변경되었을 가

능성이 없지 않다; Sp I 15.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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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ṇātu me āvuso saṃgho. yadi saṃghassa pattakallaṃ,7) ahaṃ ānandaṃ 

dhammaṃ puccheyyan … suṇātu me bhante saṃgho. yadi saṃghassa 

pattakallaṃ,7) ahaṃ āyasmatā mahākassapena dhammaṃ puṭṭho vissajjeyyan. 

… eten’ eva upāyena pañca nikāye pucchi, puṭṭho puṭṭho āyasmā ānando 

vissajjesi : (Cv XI.1.8, Vin II 287.10-28)

[大迦葉:] “(道)友 여러분, 승가는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승가

에게 適時라고 여겨지면, 저는 阿難에게 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 [阿

難:] “大德 여러분, 승가는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승가에게 

適時라고 여겨지면, 저는 大迦葉具壽의 法에 관한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 이러한 식으로 五部에 관해서 물었다. 묻는 것마다 阿難具壽는 답하였다.

�五分律�의 五百結集에도 이와 유사한 기술이 전해진다. 한 가지 차이는 毘尼

와 法 대신에 비구･비구니 兩律로 구성되는 比尼藏(vinayapiṭaka)과 長･中･雜･增

一阿含 및 雜藏으로 구성되는 修多羅藏(sūtrapiṭaka)이 集成되었다고 전하는 점

이다.

大德僧聽。我今於僧中問優波離比尼義。若僧時到僧忍聽 … 我今當答迦葉比

尼義。若僧時到僧忍聽 … 迦葉作如是等問一切比尼已。於僧中唱言。此是比

丘比尼。此是比丘尼比尼。合名為比尼藏 (T1421, 22:190c25-191a14)

大德僧聽。我今欲於僧中問阿難修多羅義。若僧時到僧忍聽 … 我今當答迦葉

修多羅義。若僧時到僧忍聽 … 阿難皆隨佛說而答。迦葉如是問一切修多羅已。

僧中唱言。此是長經今集為一部。名長阿含。此是不長不短今集為一部。名

為中阿含。此是雜說為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天子･天女說今集為一

部。名雜阿含。此是從一法增至十一法今集為一部。名增一阿含。自餘雜說

今集為一部。名為雜藏。合名為修多羅藏 (T1421, 22:191a15-29)

상기의 인용문에 앞서 ｢阿難常侍世尊。聰叡多聞。具持法藏｣이라고9) 하는 문

구가 선행하는 것으로 보아 法藏과 修多羅藏이 병용되는 점이 주목된다. 

9) T1421, 22:190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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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僧祇律�五百結集의 경우 迦葉이 法藏과 比尼藏의 結集에 앞서 대중에게 적임

자를 물음에 대중이 阿難과 優波離를 건의하여 阿難이 長･中･雜･增一阿含 및 雜

藏으로 구성되는 法藏을 그리고 優波離가 비구･비구니 二部律로 구성되는 比尼

藏을 誦出하였다고 전한다.

時尊者大迦葉問眾坐言。今欲先集何藏。眾人咸言。先集法藏。復問言。誰應

集者。比丘言。長老阿難 … 時尊者阿難即作是念。我今云何結集法藏。作是

思惟已便說經言。如是我聞。一時佛住欝毘羅尼連河側菩提曼陀羅 … 尊者阿

難誦如是等一切法藏。文句長者集為長阿含。文句中者集為中阿含。文句雜者

集為雜阿含。所謂根雜･力雜･覺雜･道雜。如是比等名為雜。一增･二增･三

增･乃至百增。隨其數類相從集為增一阿含。雜藏者。所謂辟支佛･阿羅漢自

說本行因緣。如是等比諸偈誦。是名雜藏 (T1425, 22:491b21-c22)

次問。誰復應集比尼藏者。有言長老優波離 … 尊者優波離即作是念。我今云何

結集律藏。五淨法。如法如律隨喜。不如法律者應遮。何等五。一制限淨。

二方法淨。三戒行淨。四長老淨。五風俗淨 … 應法比尼者。是中法羯磨和合

羯磨。是名應法比尼。餘者非羯磨。如是集比尼藏竟。喚外千比丘入。語言

諸長老。如是集法藏。如是集比尼藏 (T1425, 22:491c27-492c6)

상기의 인용문들의 기술에 따르면 그 양상이 약간 다르기는 하나, 佛滅 후 王

舍城에서 迦葉의 주관하에 거행된 第一結集에서 阿難과 優波離가 승가의 위탁

으로 法과 比尼를 集成하였다.

法과 毘尼 대신 法藏과 毘尼藏 또는 修多羅藏과 毘尼藏 같은 용어의 대치는 梵

本의 실제의 모습을 반영하는지 한역 특유의 경향을 의미하는지 고려할 필요

가 있다. �五分律�의 경우 底本에 상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梵本이 아직 알려

지지 않아 法藏과 比尼藏 또는 修多羅藏과 比尼藏이 dharma와 vinaya의 한역인지 

*dharmapiṭaka와 vinayapiṭaka 내지는 sūtrapiṭaka와 vinayapiṭaka의 한역인지 단

정할 수 없다. �僧祇律�의 경우에도 역시 五百結集을 전하는 ｢比丘雜跋渠法｣의 

梵本 Bhikṣuprakīrṇakavinaya가 현존하지 않음으로 단언하기 어려우나, 부스럼

(瘡)이라고 하는 의미 이외에 藏 (Tib. sde snod), 즉 전적의 집성이라고 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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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10) piṭaka의 용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dharma와 vinaya가 法藏과 比

尼藏으로 한역된 것으로 추정된다.

法藏의 배후에 추측되는 dharmapiṭaka는 아직 전거가 없다. 해당 율전의 한

역 당시에 三藏의 구분이 이미 보편화된 영향으로 한역자 내지는 한역의 전승

자의 시각에서 dharma와 vinaya 즉 法과 比尼를 三藏 중의 二藏 즉 sūtrapiṭaka 및 

vinayapiṭaka와 동일시한 결과가 法藏과 比尼藏 또는 修多羅藏과 比尼藏일 수 있

다. 예를 들면 팔리 律疏 Samantapāsādikā와 그 병행본의 한역으로 추정되는 �善

見律毘婆沙�에 승가가 法을 먼저 結集할 것인지 毘尼를 먼저 結集할 것인지를 

고려하는 부분이 있다.11)

mahākassapatthero bhikkhū āmantesi : āvuso kim paṭhamaṃ saṃgāyāma 

dhammaṃ vā vinayaṃ vā ti. bhikkhū āhaṃsu : bhante mahākassapa, vinayo 

nāma buddhasāsanassa āyu, vinaye ṭhite sāsanaṃ ṭhitam hoti, tasmā paṭhamaṃ 

vinayaṃ saṃgāyāmā 'ti. (Sp I 13.3-7)

大迦葉長老가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道友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먼저 結

集하렵니까? 法을 먼저 하렵니까 또는 毘尼를 먼저 하렵니까?” 라고. 비

구들은 답하였다. “大迦葉大德이시여! 毘尼는 붓다의 가르침의 생명입니

다. 毘尼가 존속할 때 가르침이 존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毘尼를 먼저 

結集하도록합시다.” 라고.

大德迦葉語。諸長老。為初說法藏･毘尼藏耶。諸比丘答曰。大德。毘尼藏者

是佛法壽。毘尼藏住佛法亦住。是故我等先出毘尼藏 (SpC 674c21-675a2)

이 구절에도 dhammaṃ vā vinayaṃ vā에 상당하는 부분이 法藏･毘尼藏으로 되

어있다. 이와 같은 개념의 소급적용은 kṣudraka와 mātṛkā가 雜藏과 摩得勒伽藏

으로 번역되는 경우에도 관찰할 수 있다. 法藏의 배후에 추측되는 dharmapiṭaka와 

마찬가지로 雜藏과 摩得勒伽藏의 배후에 추측되는 kṣudrakapiṭaka와 mātṛkāpiṭaka

10) BHSD s.vv. piṭa, piṭaka; KEW s.v. piṭaḥ 참조. 

11) �善見律毘婆沙�와 Samantapāsādikā의 관계에 대하여는 Mizuno 1937/38 [= idem 1996, 85-142]; 

Gurge 2005; Pinte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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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직 전거가 없다.

팔리 율장 五百犍度 그리고 �五分律�과 �僧祇律�의 五百結集과는 달리 �十誦

律�의 경우 修妬路, 毘尼, 阿毘曇의 三分說을 전하나 ｢轉法輪經｣의 예를 들어 修妬

路의 집성을 전할 뿐 修妬路藏의 구조에는 언급하지 않는다. 毘尼와 阿毘曇의 경

우에도 波羅夷와 僧伽婆尸沙의 예를 들어 優波離에 의한 毘尼의 그리고 殺偸婬妄

酒의 五怖罪怨12) 즉 恐怖, 罪過 그리고 怨恨을 초래하는 殺偸婬妄酒의 다섯 행위

를 예로 阿難에 의한 阿毘曇의 집성을 전할 뿐이다.13) 이 구절은 �大智度論�에도 

인용된다.14)

�十誦律� �大智度論�

佛何處始說阿毘曇。阿難答言 佛在何處初說阿毘曇。阿難受僧教師子座處坐

說

如是我聞一時佛在舍婆提。爾時佛告諸比丘 如是我聞一時佛在舍婆提城。爾時佛告諸比丘

若人五怖五罪五怨五不滅。是人五怖罪怨故。

死後譬如力士屈伸臂頃。墮於地獄

諸有五怖五罪五怨不除不滅。是因緣故此生中

身心受無量苦。復後世墮惡道中

何等五。一者殺。二者偷。三者邪婬。四者

妄語。五者飲酒

ø

若人五怖五罪五怨五滅。是人五怖罪怨滅故。

死後譬如力士屈伸臂頃。生於天上

諸有無此五怖五罪五怨。是因緣故於今生種種

身心受樂。後世生天上樂處

何等五。一者不殺怖罪怨滅。不偷･不邪婬･

不妄語･不飲酒。亦如是怖罪怨滅 … 

何等五怖應遠。一者殺。二者盜。三者邪

婬。四者妄語。五者飲酒

如是一切阿毘曇集已。爾時摩訶迦葉僧中大

唱。 大德僧聽。一切阿毘曇集竟

如是等名阿毘曇藏15)

12) Skt. pañca bhayāni vadyāni vairāṇi; Pāli. pañca bhayāni verāni.

13) T1435, 23:449a19-b7.

14) T1509, 25:69c20-26.

15) V.l. 阿毘曇. �十誦律�역시 阿毘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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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怖罪怨에 상당하는 구절이 說一切有部의 論書 중에 大目乾連이 說한 것으로 

전해지는 �法蘊足論�(Dharmaskandha)의 第一品 ｢學處品｣의 초두에 보인다.16)

�毘奈耶雜事�의 五百結集에는 蘇怛羅가 長阿笈摩, 中阿笈摩, 相應阿笈摩 그리

고 增一阿笈摩의 四阿笈摩로 분류되나 雜藏은 언급되지 않는다.17) 雜藏이 阿笈摩

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혀 蘇怛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전승상의 누락

이 아님은 하기의 문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此即名為相應阿笈摩。若經長長說者。此即名為長阿笈摩。若經中中說者。

此即名為中阿笈摩。若經說一句事二句事乃至十句事者。此即名為增一阿笈

摩。爾時大迦攝波告阿難陀曰。唯有爾許阿笈摩經｡18) 更無餘者。作是說已便

下高座。爾時具壽迦攝波告大眾曰。汝等應知。世尊所說蘇怛羅已共結集。

其毘奈耶次當結集 (VinKṣuC 407b27-c6)

… yaṅ dag par ldan pa’i luṅ źes bsdus so || gaṅ mdo sde riṅ po ni de luṅ riṅ por 

bźag go || gaṅ bar ma bar ma’i mdo sde dag ni de luṅ bar mar bźag (Q gźag) go | 

gaṅ tshig gcig daṅ tshig gñis źes (Q śes) bya ba nas | tshig bcu źes bya ba’i bar 

ni gcig (Q gcag) las ’phros pa’i (Q pa') luṅ źes bya ba’o || de (Q da) nas tshe 

daṅ ldan pa 'od sruṅ (Q bsruṅ) chen pos tshe daṅ ldan pa kun dga' bo la 'di skad 

ces smras so || tshe daṅ ldan pa kun dga' bo khyod kyi luṅ de sñed cig gam | tshe 

daṅ ldan pa 'od sruṅ chen po de sñed cig lags te | (Q ||) 'di las lhag pa med do 

źes smras nas seṅ ge'i khri las babs so || de nas tshe daṅ ldan pa 'od sruṅ chen 

pos smras pa | tshe daṅ ldan pa dag bcom ldan 'das kyi mdo sde ni ma lus par 

bsdus zin pas da ni 'dul ba bgro bar bya'o || (VinKṣuT D 273 (627.7-628.2) [Da 

314a7-b2]; Q 241 (1.4-7) [Ne 297a4-7])

… 相應阿笈摩는 이와 같이 엮어지었다. 긴 經은 長阿笈摩에 분류되고, 딱 

중간 길이의 經들은 中阿笈摩에 분류되었다. ‘一語’ 그리고 ‘二語’에서 ‘十

語’라고 하는 것 까지가 增一阿笈摩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리고 나서 大迦

攝波존자께서 阿難陀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阿難陀존자여, 그대

16) DhskC 453c6-454a5; Dhsk § 3.15.

17) VinKṣuC 407b19-c4; VinKṣuT D 273(627.2-628.2) [Da 314a2-b2]; Q 240(5.7)-241(1.7) [Ne 296b7-297a7].

18) 阿難陀曰。唯有爾許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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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阿笈摩는 그 정도인가?” [阿難陀:] “大迦攝波존자여, 그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없읍니다.”라고 말씀하신 뒤 獅子座에서 내리시었다. 그러자 大迦

攝波존자께서 말씀하셨다. “존자들이여, 세존의 蘇怛羅는 빠짐없이 結集

되었으니 이제는 毘奈耶에 관해서 논의합시다.”

�雜阿含經�에 열거되는 Udāna, Pārāyaṇa, Satyadṛṣṭa 등 Khuddakanikāya에 포

함되는 전적의 일부에 상응하는 經名이 根本說一切有部律 (이하 根本有部律)과 

Divyāvadāna에도 보이나19) 雜藏과 관련지어지는 경우가 없는 점도 이와 부합

한다.

毘奈耶의 結集내용으로는 苾芻尼毘奈耶를 제외한 대략 현존하는 根本有部律에 

상응하는 범위의 전적이 열거된다.20) 迦攝波에 의한 摩窒里迦 (Tib. ma mo lta bu)

의 경우 四念處, 四正勤, 四神足 등의 三十七菩提分法 (saptatriṃśad bodhipakṣikā 

dharmāḥ)을 비롯하여21) 四無畏 (catvāri vaiśāradyāni), 四無礙解 (catasraḥ prati-

saṃvidaḥ), 四沙門果 (catvāri śrāmanyaphalāni),22) 四法句 (catvāri dharmapadāni), 

三三昧 (samādhitraya),23) 三解脱門 (trīṇi vimokṣamukhāni)24) 등등이 摩窒里迦의 

結集내용으로 열거된다.25) Yaśomitra가 전하는 阿毘曇七論 즉 六足･發智와 �大

智度論�에 전해지는 六分･八犍度 등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26)

19) Mayeda 1964, 685 f.; Lamotte 1988, 161-163; Yao 2013, 53, note 1 참조.

20) VinKṣuC 407c4-408b2; VinKṣuT D 273(628.2-630.6) [Da 314b2-315b6]; Q 241(1.7-4.3) [Ne 297a7- 

298b3]. 此是尼陀那·目得迦等 (VinKṣuC 408a29 f.)와 glen gźi ni ’di | mos pa ni ’di’o (VinKṣuT D 273 

(630.6) [Da 315b6]; Q 241 (4.2) [Ne 298b2]), 즉 Nidāna와 Muktaka는 후대의 소급적 삽입일 가능성

이 없지 않다.

21) DhskC ｢正勝品｣(467c-471c); ｢神足品｣(471c-475c); ｢念住品｣(475c-479b); ｢修定品｣(489b-491b); ｢覺支品｣

(491b-494b).

22) DhskC ｢沙門果品｣(464c-465a).

23) 無諍 (araṇā̆)･願智 (praṇidhijñāna)･邊際定 (prāntakoṭi/-ka).

24) 空 (śūnyatā)･無相 (animitta)･無願 (apraṇihita).

25) VinKṣuC 408b2-11; VinKṣuT D 273(630.6)-274(631.4) [Da 315b6-316a4]; Q 241 (4.3-8) [Ne 298b3-8]. 

유사한 구절이 �阿育王傳�(T 2042, 50:113c3-8)과 �阿育王經�(T2043, 50:152a14-18) 그리고 �順正理

論�(T1562, 29:330b12-17)에 전해진다.

26) Abhidh-k-vy 9.12-14, 11.25-29. �大智度論�(T1509, 25:70a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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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毘奈耶雜事� 摩窒里迦結集

�毘奈耶雜事� 'Dul ba phran tshegs kyi gźi

時迦攝波作如是念。後世之人少智鈍

根。依文而解不達深義。我今宜可自

說摩窒里迦。欲使經律義不失故 …

de nas tshe daṅ ldan pa ’od sruṅ chen pos ma ’oṅs pa’i 

dus na mi rnams śes ra bźan pa yi ge tsam gyi rjes su 

'braṅ la | zab mo’i don la mos par gyur bde rnams lam 

la bdag kho nas mdo sde daṅ ’dul ba’i don sruṅ bar 

gsuṅs pa ma mo bśad par bya’o …

所謂四念處･四正勤･四神足･五根･五

力･七菩提分･八聖道分 … 苫摩他。毘

鉢舍那｡ 
27)

ˉ法集。法蘊
-

'di ltar dran pa ñe bar gźag pa bźi daṅ | yaṅ dag par 

spoṅ ba bźi daṅ | rdzu 'phrul gyi rkaṅ pa bźi daṅ | dbaṅ 

po daṅ | stobs lṅa daṅ | byaṅ chub kyi yan lag bdun daṅ | 

'phags pa'i lam yan lag brgyad daṅ … źi gnas daṅ | 

lhag mthoṅ daṅ | 27)-chos kyi rnam graṅs kyi phuṅ po 

yaṅ dag par bsdus pa daṅ brtags pa ste | -27)

如是總名摩窒里迦 'di dag ni ma mo lta bu źes bya'o |

�十誦律�과 �毘奈耶雜事�의 五百結集과 같이 三分說을 전하는 �四分律�과 �毘

尼母經�의 五百結集의 경우 長･中･雜･增一阿含 그리고 雜藏으로 구성되는 修妬

路藏과 毘尼藏 및 阿毘曇藏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 三藏의 집성을 전한다. 雜藏

의 결집내용으로 法句(Dharmapada), 句義/說義(Arthavargīya), 波羅延(Pārāyaṇa) 

등의 전적 외에 전적의 명칭이 아닌 전적의 유형을 지칭하는 十二部

(dvādaśāṅga)의 각항을 열거하는 난해한 점이 있다.28) 阿毘曇藏의 경우 有難, 無

難, 繫, 相應, 作處 또는 有問分別, 無問分別, 相攝, 相應, 處所 등의 五種을 열거한

다.29)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호하다. 이 경우에도 전적의 명칭이 아

닌 전적의 유형을 지칭하는 듯한 인상이 든다. �四分律�의 관련부분에 ｢五百阿

羅漢共集法毘尼｣30)또는 ｢集法毘尼有五百人｣31)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

으로 보아 修妬路, 毘尼 그리고 阿毘曇의 三分說을 전하는 층이 法과 毘尼의 二分

27)– –27) �順正理論�에 따르면 集異門 (Saṃgītiparyāya), 法蘊 (Dharmaskandha), 施設 (Prajñaptiśāstra), 즉 

說一切有部 阿毘曇七論 중 三論.

28) T1428, 22:968b23-26; T1463, 24:818a25-28. 이 문제와 관련하여 Lamotte 1956, 257 f.; idem 1957, 

345b-346a 참조.

29) T1428, 22:968b26 f.; T1463, 24:818a28 f.

30) T1428, 22:968b28, 30 f., c16.

31) T1428, 22:968c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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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을 전하는 층과 겹쳐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위에 관찰한 바와 같이 불멸 후 불설의 집성을 전하는 전적 중에 法과 毘尼의 

二分說을 전하는 전적과 修多羅, 毘尼 그리고 摩得勒伽 내지는 阿毘曇의 三分說을 

전하는 전적이 있다. 二分說을 전하는 팔리 율장 및 �五分律�그리고 �僧祇律�의 

경우 法의 일부로 屈陀伽 내지는 雜藏이 포함되나, 三分說을 전하는 전적 중 �四

分律�과 �毘尼母經�을 제외한 �十誦律�과 �毘奈耶雜事�에는 雜藏은 修多羅의 일

부로 언급되지 않는다. 

法과 毘尼 또는 修多羅와 毘尼의 경우와는 달리 摩得勒伽 내지는 阿毘曇의 경

우 誦出者의 이름이 일정하지 않다. �十誦律�, �四分律�, �毘尼母經�등이 阿難에 

의한 誦出을 전하는 한편 �毘奈耶雜事�는 迦葉에 의한 誦出을 전한다.

III. 三藏과 九部･十二部

三藏(tripiṭaka/piṭakatraya)이라고 하는 개념하에 일괄되는 초기의 불교전적

은 현존하는 팔리 티피타카(tipiṭaka)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經藏, 律藏 그리고 

論藏으로 三分된다. 律藏의 五百犍度 내지는 五百結集에 전해지는 結集 당시의 

불교전적의 法과 毘尼에의 二分化는 승가의 형성 내지는 승단의 조직화와 밀접

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法과 毘尼의 二分은 승가가 형성된 이후 조직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승단생활을 규정하는 계율이 정립됨에 따라 막연하게 法

이라고 일컬어지던 붓다의 가르침에서 毘尼가 독립되는 결과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五百結集이 五百毘尼結集(pañcaśatavinayasaṃgīti)이라고32) 일컬어

지는 것도 그러한 二分化의 과정을 시사하며 五百犍度 내지는 五百結集이 律藏

의 일부를 이루는 이유를 설명하는 듯 하다.

imāya kho pana vinayasaṃgītiyā pañca bhikkhusatāni anūnāni anadhikāni 

32) SWTF s.v.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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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āli dhammadhara vinayadhara mātikādhara

T 1421 持法 持律

T 1428 持法 持律 持摩夷

PrMoSū(Ma) sūtradhara vinayadhara mātṛkādhara

T 1425 誦修多羅 誦毘尼 誦摩帝利伽

PrMoSū(Sa) sūtradhara vinayadhara mātṛkādhara

T 1435
持修多羅 持比尼/毘尼 持摩多羅伽

持修多羅 持毘尼 持阿毘曇

T 1436 誦修多羅 誦毘尼 誦阿毘曇

PrMoSū(Mū)/
MPS

sūtradhara vinayadhara mātṛkādhara

Tib. mdo sde 'dzin pa 'dul ba 'dzin pa ma mo 'dzin pa

T 1442/1454 善閑三藏

T 1451 持經 持律 持母經

T 1463 持法 持毘尼 持摩得勒伽藏

ahesuṃ, tasmā ayaṃ vinayasaṃgīti pañcasatīti vuccatīti (Cv XII.1.16, Vin II 

292.30-32)

그런데 이 毘尼結集에 적지도 많지도 않게 딱 五百比丘가 출석하였다. 그

런 까닭으로 이 毘尼結集이 五百(結集)이라고 일컬어 진다.

�毘奈耶雜事�의 五百結集의 경우와 같이 毘尼의 結集에 앞서 法의 結集을 전하

는 �僧祇律�계통의 경우에도 五百結集이 ｢比丘雜跋渠法｣의 梵本 Bhikṣuprakīrṇa-

kavinaya의 攝頌 (uddāna)에 pañcaśatāni <vi>nayasaṃgītiḥ라고 전해진다.33)

팔리 율장의 五百犍度 그리고 �五分律�과 �僧祇律�의 五百結集이 전하는 法과 

毘尼의 二分說이 실제로 티피타카 내지는 三藏이 성립되기 이전의 모습을 반영

한다고 전제할 경우, 초기의 불교전적의 분류는 法에서 法/修多羅와 毘尼로 二

分되고, 法/修多羅와 毘尼의 二分에서 法/修多羅, 毘尼 그리고 摩得勒伽의 三分으

로 발전하여 최종적으로 修多羅, 毘尼 그리고 阿毘曇에 도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의 자취는 다음과 같은 다문박식한 비구를 지칭하는 관용

구를 통하여도 관찰할 수 있는 듯 하다. 

<표 1>

33) Chung 2006, 186, 第十跋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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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法에서 毘尼가 분리되고 그에 추가된 摩得勒伽가 阿毘曇으로 발전하는 과

정에서 多意적 개념인 法을34) 대신하여 修多羅라고 하는 분류개념이 도입된 것

으로 추정된다. 根本有部律 중의 Adhikaraṇavastu에 의하면 mātṛkādhara는 修多

羅와 毘尼의 自相(svalakṣaṇa; Tib. raṅ gi mtshan ñid)과 共相(sāmānyalakṣaṇa; Tib. 

spyi'i mtshan ñid)을 수지한다고 自言한다.

mātṛkādharāḥ kathayanti : vayaṃ sūtrasya vinayasya ca svalakṣanaṃ (sic) 

sāmānyalakṣaṇaṃ ca dhārayāmaḥ vayaṃ dharmadharāḥ (Adhik-v 71.7-9)

摩得勒伽의 守持者들은 답하였다. “우리는 修多羅와 毘尼의 自相과 共相을 

수지합니다. 우리는 持法者입니다.”

ma mo 'dzin pa rnams kyis smras pa | kho bo cag ni mdo sde daṅ 'dul ba'i raṅ gi 

mtshan ñid daṅ spyi'i mtshan ñid 'dzin pas | kho bo cag chos 'dzin pa yin pas 

(Adhik-vT D 246 (459.7-460.1) [Ga 230a7-b1]; Q 3(5.2) [Ṅe 219a2])

이 맥락에서의 摩得勒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35) 하기의 

예로 보아 摩得勒伽에서 阿毘曇에의 展開는 전승자 사이의 보편적인 견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摩多勒伽者。善擇
36)

諸法相義。有似阿毘曇也 (�毘尼毘婆沙�T1440, 23:559c16 f.)

種種雜說是素怛纜。說諸學處是毘奈耶。分別諸法自相共相是阿毘達磨 (�大毘

婆沙論�T1545, 28:1c27 ff.)

此亦名為摩呾理迦。即此摩呾理迦亦名阿毘達磨 … 是故即此摩呾理迦亦名阿

毘達磨 ( �瑜伽師地論�T1579, 30:753b13-20)

即此名曰摩怛理迦。釋餘經義時此為本母故。此又名為阿毘達磨。以能現對諸

法相故。無倒顯示諸法相故 (�順正理論�T1562, 29:595b3-5; �顯宗論�T1563, 

29:892a11-13)

34) 팔리 티피타카에 있어서의 dhamma의 다양한 의미에 관해서는 Geiger 1920 참조.

35) von Hinüber 1994, 109-122; idem 1996, 7, § 10; H. Fu-von Hinüber 1994, 230 f. 참조.

36) V.l. 善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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摩得勒伽와 阿毘曇이 동일시되어 온 듯한 경향은 아래와 같이 양자의 혼용 

내지는 후자에 의한 대치를 보이는 전거를 통하여도 엿볼 수 있다. 

yathāpīhaikatyaḥ sūtradharo vā bhavati vinayadharo vā mātṛkādharo vā 

sūtravinayadharo vā sūtrābhidharmadharo vā vinayamātṛkādharo vā 

<sūtravinayamātṛkādharo vā> (ŚrBh I 234.3-5)

摩呾理迦亦名阿毘達磨 … 契經等十二分聖教。若不建立諸法體相。即不明了。

若建立已。即得明了。又無雜亂宣說法相。是故即此摩呾理迦。亦名阿毘達磨 

(�瑜伽師地論�T1579, 30:753b13-20)

摩怛履迦亦名阿毘達磨 … 十二分教中若不建立諸法體相。法不明了。若建立

已。諸法自相共相皆得顯現。又復能顯無雜法相故。即此摩怛履迦名阿毘達磨 

(�顯揚聖教論�T1602, 31:538c22-28)

상기의 인용문을 요약하자면 經律의 本母인 摩得勒伽에 열거되는 四念處, 四

正勤, 四神足 등의 三十七菩提分法을 비롯하여 四無畏, 四無礙解, 四沙門果 등 諸法

의 自相과 共相 즉 개별적 樣相과 개괄적 樣相의 分別顯示가 阿毘曇이라고 볼 수 

있다.

전적의 분류단위로서의 피타카(piṭaka)라고 하는 용어의37) 구체적인 도입시

기는 알 수 없으나 1세기 말~2세기 중엽의 Sārnāth와 Mathurā 등의 비문에 

trepiṭaka/°ikā 라고 칭해지는 비구･비구니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38) 이 무렵 

이전에 해당 지역에 修多羅, 毘尼 그리고 阿毘曇을 총괄하는 tripiṭaka의 개념이 

보편화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1세기 무렵에 편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팔리 Parivāra와 대략 같은 시대의 저작으로 추정되는 Milindapañha에 tipeṭaka, 

tipeṭakin 또는 tepiṭaka 등의 용어가 보이는 점과도 부합한다.39) Bhārhut로부터

37)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바구니’. 피타카라고 칭해지는 유래는 확실하지 않다. 가능한 설에 관해서

는 Winternitz 1933, 8 f., note 1 참조.

38) Shizutani 1979, 42, 48, 84, 125 f., §§ 530, 572, 760, 1689; Tsukamoto 1990, 631, 642, 701, 896-898, 961 

f.; Salomon 1998, 270-272; Schopen 1997a 참조.

39) Parivāra와 Milindapañha의 성립 연대에 관해서는 von Hinüber 1996, 7 f., § 11; 22, §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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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antapāsādikā �善見律毘婆沙�

kathaṃ piṭakavasena tividhaṃ 問曰。何謂三藏

sabbam pi h' etaṃ vinayapiṭakaṃ suttantapiṭakaṃ 

abhidhammapiṭakan ti 

答曰。毘尼藏･修多羅藏･阿毘曇藏

의 한 비문에40) 보이는 peṭakin이라고 하는 용어가 piṭakadhara를 의미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보다 이전인 기원전 2세기~1세기 경에 전적의 분류단위로서의 

피타카라고 하는 용어가 중인도 지역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發智論� 註 �大毘婆沙論�에41) 素怛纜, 毘奈耶, 阿毘達磨로 구성되는 三藏이 거

론되는 것으로 보아42) 늦어도 2세기 중엽 �大毘婆沙論�의 편집이 완료되기 이

전에 六足･發智의 阿毘達磨七論을 구비한 所依三藏의 골격이 성립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43) 

諸佛出世皆説三藏。謂素怛纜。毘奈
44)

耶。阿毘達磨 … 若依増上心論道是素

怛纜。若依増上戒論道是毘奈耶。若依増上慧論道是阿毘達磨 … 未種善根者令

種善根故説素怛纜。已種善根者令相續成熟故説毘奈耶。相續已成熟者令得正

解脱故説阿毘達磨 … 未入正法令入正法故説素怛纜。已入正法令受持學處故説

毘奈耶。已受持學處令通達諸法眞實相故説阿毘達磨 (T1545, 27:1b25-2a11)

Buddhaghosa의 저작으로 알려지는 律疏 Samantapāsādikā의 五百犍度의 관련

부분에 전해지는 팔리 티피타카의 구성내용은 늦어도 Buddhaghosa가 활약하

기 시작하기 전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는 현존하는 형태에 가까운 티피타카

가 정립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45)

40) Tsukamoto 1990, 596 참조.

41) 全名은 �説一切有部發智大毘婆沙�또는 �阿毘達磨大毘婆沙� 玄奘譯 (AD 656-659). T1545, 27:1-1004. 

42) T1545, 27:1b25 ff. 

43) �大毘婆沙論�의 성립 연대에 관해서는 Kimura 1974, 211 참조. �大智度論�이 전하는 阿毘曇七論의 

성립 경위에 관해서는 T1509, 25:70a6-17 참조.

44) V.l. 柰.

45) Sp I 18.1-19; SpC 675c16-676a13. Buddhaghosa의 활약 연대와 Samantapāsādikā의 성립 연대에 관해

서는 Norman 1983, 120-130; von Hinüber 1996, 102 f., 104, §§ 207, 2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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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antapāsādikā �善見律毘婆沙�

tippabhedam eva hoti 是名三藏

ø 問曰。何謂毘尼藏

… ubhayāni pātimokkhāni dve vibhaṅgāni dvā-

vīsati khandhakāni soḷasa parivārā ti 

二波羅提木叉･二十三蹇陀46)･波利婆羅

idaṃ vinayapiṭakaṃ nāma 是名毘尼藏

ø 問曰。何謂修多羅藏

brahmajālādi catuttiṃsasuttasaṅgaho dīghani-

kāyo

答曰。梵網經為初。四十四
47)

修多羅。悉入

長阿鋡

mūlapariyāyasuttādi diyaḍḍhasatadvesuttasaṅ-

gaho majjhimanikāyo 

初根牟羅波利耶二百五十二修多羅
48)。悉入

中阿鋡

oghataraṇasuttādi sattasuttasahassa sattasata 

dvāsaṭṭhisuttasaṅgaho saṃyuttanikāyo

烏伽多羅阿婆陀那為初。七千七百六十二修

多羅。悉入僧述多

cittapariyādānasuttādi navasuttasahassa pañca- 

sata sattapaññāsasuttasaṅgaho aṅguttaranikāyo

折多波利耶陀那修多羅為初。九千五百五十

七脩多羅。悉入鴦掘多羅

khuddakapāṭha-dhammapada-udāna-itivuttaka-

suttanipāta-vimānavatthu-petavatthu-theragāthā-

therīgāthā-jātaka-niddesa-paṭisambhidā-

apadāna-buddhavaṃsa-cariyāpiṭakavasena pa-

nnarasappabhedo49)khuddakanikāyo ti

法句･喻･軀陀那･伊諦佛多伽･尼波多･毘摩

那･卑多･涕羅･涕利伽陀･本生･尼涕娑50)･

波致參毘陀･佛種性經･若用藏者。破作十四

分
49)
。悉入屈陀迦

idaṃ suttantapiṭakaṃ nāma 此是名修多羅藏

ø 問曰。何謂阿毘曇藏

dhammasaṅgani vibhaṅgo dhātukathā pugga-

lapaññatti kathāvatthu yamakaṃ (v.l. ya° pu° 

ka°) paṭṭhānan ti 

答曰。法僧伽･毘崩伽･陀兜迦他･耶摩迦･鉢

叉･逼伽羅坋那祇･迦他跋偸

idaṃ abhidhammapiṭakaṃ (ed. abhima°) nāma 此是阿毘曇藏

 

상기의 인용문에 따르면 Suttapiṭaka의 내용은 개략 다음과 같다. 

46) Sp dvāvīsati khandhakāni (二十二蹇陀). 水野弘元은 (Mizuno 1996, 108 f.) 共譯者 僧猗에 의해 �四分律�

註라고하는 가정하에 �四分律� 二十三揵度에 따라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47) V.l. 三十四.

48) SpC 677a27 f. 根學修多羅為初。一百五十二修多羅. 水野弘元은 (Mizuno 1996, 109) �中阿含經� 222經에 

따라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49) 長部와 中部의 傳誦者들(dīgha-, majjhimabhāṇakas)이 Khuddakagantha라고 하는 명칭하에 전하는 十

四分으로 구성되는 屈陀迦에 관해서는 Lamotte 1956, 253; idem 344b-345a; Norman 1983, 9; von 

Hinüber 1996, 42 f. 참조.

50) T 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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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amantapāsādikā �善見律毘婆沙�

Suttantapiṭakaṃ

Dīghanikāya 34經

修多羅藏

長阿鋡 44/34經

Majjhimanikāya 152經 中阿鋡 252/152經

Saṃyuttanikāya 7762經 僧述多 7762經

Aṅguttaranikāya 9557經 鴦掘多羅 9557經

Khuddakanikāya 15經 屈陀迦 14經

티피타카 내지는 三藏과 병행하여 전적의 문학적인 유형에 따른 분류기준

으로 전해지는 九部･十二部 또한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九部가 

十二部에 선행되고 九部 내에도 단계적 발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navaṅga-buddhavacana

navaṅga-satthusāsana/-jinasāsana

Mayeda51) von Hinüber52)

전단계 후단계 전단계 후단계

1 sutta/sūtra 1 sutta

2 geyya/geya 2 geyya

3
veyyākaraṇa/

vyākaraṇa
3 veyyākaraṇa

4 gāthā 4 gāthā (2의 개신형?)

5 udāna 5 udāna

6
itivuttaka/itivṛttaka

(2의 파생형)
6 itivuttaka

7 jātaka 7 jātaka

8/9
abbhutadhamma/
adbhutadharma

8 abbhutadhamma

9/8
vedalla/vaipulya

(3의 파생형)
9 vedalla

51) Mayeda 1964, 276, 307, 478 f., Summary 18-35.

52) von Hinüber 1994, 12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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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āli Abhis-Dh �僧祇律� �涅槃經�

navaṅga-buddhavacana/

-satthusāsana/-jinasāsana
navavidha-sūtrānta 九部經/法

1 sutta sūtra 修多羅 修多羅

2 geyya geya 祇夜 祇夜

3 veyyākaraṇa vyākaraṇa 授記/受記 受記

4 gāthā gāthā 伽陀 伽陀

5 udāna udāna
憂陀那

優陀那
優陀那

九部･十二部를 구성하는 各支의 명칭 및 순서는 대략 일관성을 보이는 반면 各

支가 가지는 구체적인 의미는 三藏에 포함되는 전적에는 명시되는 경우가 없

다. 三藏 이외의 전적에 거론되는 各支의 의미 및 해당 전적의 유형은 적지 않은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의논의 여지가 없지 않다. 부분적으로는 언어의 轉移

도 다양한 해석에 기여한 듯하다. 예를 들면 팔리 itivuttaka는 산스크리트 

ityuktaka 또는 itivṛttaka에 상당한다. 따라서 두 그룹의 음역과 의역이 병존한다.

<표 4>

Pāli Skt. Chin. Chin. Tib.

itivuttaka
ityuktaka

伊帝越多伽

伊帝謂多伽

伊帝渭多伽

伊帝憂多伽

如是語

此說

itivṛttaka
伊帝毘利多迦

伊帝鼻利多伽
本事 de lta bu byuṅ ba

伊帝曰多伽 (yi di yue duo jia) 또는 伊帝目多伽 (yi di mu duo jia)로 전사되는 경

우 同語異譯인지 서사자의 오류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동일한 전적에도 판본 

내지는 사본에 따라 伊帝曰多伽 대신에 伊帝目多伽 또는 반대로 伊帝目多伽 대

신에 伊帝曰多伽라고 전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長阿含經�이 전하는 十二部 

중의 하나인 相應은 前田恵学에 따르면53) ityuktaka에 상당하는 부분이 

*itiyuktaka정도로 이해된 것으로 추측된다.

<표 5> 九部

53) Mayeda 1964,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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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āli Abhis-Dh �僧祇律� �涅槃經�

navaṅga-buddhavacana/

-satthusāsana/-jinasāsana
navavidha-sūtrānta 九部經/法

6 itivuttaka
itivṛttaka

如是語
伊帝曰多伽

伊帝目多伽

7 jātaka jātaka 本生 闍陀伽

8 vedalla (9) vaipulya 方廣 毘佛略

9 abbhutadhamma (8) adbhutadharma 未曾有 阿浮陀達磨

Pāli Vin III 8.7 f., 9.3-5; MN I 133.24 f., 134.6 f. etc.; AN II 7.1-3, 103.10 f. et passim; Abhis-Dh 
§ 7.5; �僧祇律�(T1425, 22:227b12 f.), (281c18 f.), (356c10-12); �涅槃經�(T374, 12:383c6-8), 
(T375, 12:623b25-27)

九部에 尼陀那 (nidāna), 阿波陀那 (avadāna) 그리고 優波提舍(upadeśa)의 三支

를 가하여 十二部를 이루되 三支가 제6, 제11 그리고 제12支를 이루는 경우와 제6, 

제7 그리고 제12支를 이루는 2종의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표 6> 十二部 (I)

PvsP/AdSP/ŚsP VinKṣuC �別雜阿含� �五分律� �四分律� �長阿含�

 1 sūtra 契經 修多羅 修多羅 契經 貫

 2 geya 應頌 祇夜 祇夜 祇夜
祇夜

揭夜

 3 vyākaraṇa 記別 授記 受記 授記 受記

 4 gāthā 諷頌 說偈 伽陀 偈 偈

 5 udāna 自說
優他那

優陀那
憂陀那 句 法句

 6  nidāna 因緣
尼他那

尼陀那
尼陀那 因緣 本緣(7)

 7
itivṛttaka 本事 善道(8)

ityuktaka 伊帝目多伽 育多伽
相應(6)

(*itiyuktaka)

 8 jātaka 本生 本生 本生 本生(7) 天本

 9 vaipulya 方廣 毘佛略 毘富羅 方等 廣

10 adbhutadharma 希有 未曾有 未曾有 未曾有 未曾有

11
avadāna
apadāna

譬喻 本事(12) 阿婆陀那 譬喻
證喻

譬喻

12 upadeśa 論議 優波提舍(11) 憂波提舍
優波提舍

優婆提舍
大教

PvsP1-2 14.30 f.; AdSP I 171.21-23; ŚsP II.4, 104.22 f.; VinKṣuC 398c25-27; �別雜阿含�(T100, 
2:415a29-b2); �五分律�(T1421, 22:1c14-16); �四分律�(T1428, 22:569b4-7); �長阿含�(T1, 1: 
16c15-17), (74b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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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十二部 (II)

MPS/MPS(Dh)
AS(P)/Mvy

 �雜阿含�  �涅槃經�  �集異門� VinKṣuT/Mvy �中阿含�

 1 sūtra 修多羅 修多羅 契經 mdo 正經

 2 geya 祇夜 祇夜 應誦 dbyaṅs kyis bsñad pa 歌詠

 3 vyākaraṇa 受記
授記/受記

毘伽羅那
記別/記說 luṅ bstan pa 記說

 4 gāthā 伽陀 伽陀/伽他
諷頌

伽他/伽陀
tshigs su bcad pa

偈咃

偈他

 5 udāna 優陀那
優陀那

憂陀那
自說 ched du brjod pa 撰錄(6)

 6 nidāna 尼陀那 尼陀那 因緣 gleṅ gźi 因緣(5)

 7 avadāna 阿波陀那 阿波陀那 譬喻 rtogs par brjod pa 本起

 8
itivṛttaka 本事 de lta bu byuṅ ba

伊帝目多伽

伊帝曰多伽

伊帝曰多伽

伊帝目多伽
此說

 9 jātaka 闍多伽 闍陀伽 本生 skyes pa'i rabs 生處

10 vaipulya 毘富羅 毘佛略 方廣 śin tu rgyas pa 廣解

11 adbhutadharma 阿浮多達摩
阿浮陀達摩

阿浮陀達磨
希法 rmad du byuṅ ba'i chos 未曾有

12 upadeśa 優波提舍
優波提舍

憂波提舍
論議/論義 gtan la phab pa  說義

MPS § 40.62; MPS(Dh) § 18; AS(P) 78.2-4; Mvy § 62; �雜阿含�(T99, 2:300c5-8); �涅槃經�(T374, 
12:451b18-21), (600c7-9), (T375, 12:693b19-22), (848c28-849a2); �集異門�(T1536, 26:427c16-18), 
(437a24 f.); VinKṣuT D 266 (575.2-3); Q 231 (2.1-2); �中阿含�(T26, 1:421a18 f.), (21 f.), (23-25) et
passim

위의 표 5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팔리 전적 이외에 大衆部律 한역과 ｢威儀法｣

산스크리트본 즉 �僧祇律�과 Abhisamācārikadharma에 九部가 전해진다. 그 반

면에 자주 大衆部와 관련지어지는 �增一阿含經�에는 十二部가 전해지며 各支의 

용어와 순서에 일관성이 없다.54) �毘奈耶雜事�에 尼陀那, 阿波陀那 그리고 優波

提舍의 三支가 제6, 제11 그리고 제12支를 이루되 동일한 전승계열에 속하는 

'Dul ba phran tshegs kyi gźi 에는 제6, 제7 그리고 제12支를 이룬다. 九部의 성립

과 十二部에의 展開는 三藏의 성립과 그에 수록되는 전적의 증가 및 다양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瑜伽師地論�과 �阿毘達磨集論�에 十

54) T125, 2:635a11 ff., 657a2 ff., 728c3 ff., 794b15 f., c29 f., 813a16 f., 28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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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分教가 三藏所攝이라고 하는 것은 三藏에 수록된 전적에 보이는 문학적인 유

형은 九部 내지는 十二部로 총괄된다고 환언할 수 있다.

十二分教。三藏所攝。謂或有素怛纜藏攝。或有毘奈耶藏攝。或有阿毘達磨

藏攝 … 是故如是十二分教。三藏所攝 ( �瑜伽師地論�T1579, 30:419a3-9)

dvādaśāṅgavacogatam
55)

 asti sūtram asti vinayaḥ asty abhidharmaḥ … dvā-

daśāṅgavacogataṃ piṭakatrayasaṃgṛhītaṃ (Śbh I 232.11-16)

契經等十二分聖教三藏所攝。何等為三。一素怛纜藏。二毘柰耶藏。

三阿毘達磨藏 ( �阿毘達磨集論�T1605, 31:686b25 f.)

sūtrādīni dvādaśāṅgāny āryaśāsanāni triṣu piṭakeṣu saṃgṛhītāni bhavanti | 

katamāni trīṇi | sūtrapiṭakaṃ vinayapiṭakam abhidharmapiṭakaṃ ca 

(AS(P) 79.9 f.)

九部･十二部의 各支와 三藏 내의 특정한 전적과의 관계는 문헌에 따라 일정하

지 않다. 九部･十二部의 분류 단위로서의 aṅga가 三藏의 분류 단위로서의 piṭaka

에 앞선다고 하는 설이 있으나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56) 

九部･十二部 특히 九部에 포함되는 전적의 범위는 용어 자체 만을 가지고 판

단하는 한 전혀 의론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九部･十二部가 자주 buddhavacana, 

dharmapravacana/pravacana 또는 śāsana 등 佛語 내지는 聖敎 전반의 분류개념

으로 일컬어지는 반면에, 大衆部律 Abhisamācārikadharma의 경우 navavidha-suttānta 

(九部修多羅, 九部經)라고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法과 比尼 중에 比尼를 제외한 

法 즉 修多羅 만을 九部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래의 인용문을 통하여

도 뒷받침된다.

55) Kragh 2013, 114 ‘the twelve branches of [the Buddha's] words’. Tib. gsuṅ rab yaṅ lag bcu gñis pa = Skt. 

dvādaśāṅga-pravacana. Abhidh-k-vy 721.18 f. pravacanaṃ sūtrādidvādaśāṃgavacogataṃ (Funabashi 

1962, 53 ‘言教[と]は、契經等の十二の支分よりなる言説に属するものである’); ASBh 95.3 dharmo 

dvādaśāñgam vacogatam ( �阿毘達磨雜集論�T1606, 31:743b7 法者。謂十二分聖教).

56) Klaus 2010, 515-518, § 3; Cousins 2013, 104-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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śekhayitavyo anuśāsayitavyo kālyaṃ madhyantikaṃ sāyaṃ abhidharmmeṇa 

vā abhivinayena vā | abhidharmmo nāma navavidho sūtrānto sūtraṃ geyaṃ … 

vaipulyādbhutādharmmā | abhivinayo nāma prātimokṣo saṃkṣiptavistaraprabhedena |. 

(Abhis-Dh § 7.5)
 57)

 

아침 점심 저녁으로 法과 比尼에 관하여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法에 관하여” 라고 함은 九部經 즉 修多羅, 祇夜 … 方廣, 未曾有이다. “比尼

에 관하여” 라고 함은 波羅提木叉를 略廣으로 (가르치고 지도함)이다. 58)

IV. 四部･四阿含

제2장 ｢五百結集｣에 기술한 바와 같이 �十誦律�을 제외한 대부분의 불멸 후 

불설의 집성을 전하는 전적은 長･中･相應･增支･屈陀伽의 五部로 구성되는 또

는 長･中･雜･增一의 四阿含에 雜藏을 추가한 修妬路藏을 전한다.59) 팔리 律疏 

Samantapāsādikā와 �善見律毘婆沙�는60) 五部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61)

Samantapāsādikā �善見律毘婆沙�

pañca nikāyā62) nāma dīghanikāyo majjhimanikāyo 

saṃyuttanikāyo aṅguttaranikāyo khuddakanikāyo ti.

何謂為五部62)。答曰。長阿鋡經。中

阿鋡經。僧述多經。殃堀多羅經。屈

陀迦經

tattha khuddakanikāyo nāma cattāro nikāye ṭhapetvā 

avasesaṃ buddhavacanaṃ. 

問曰。何謂屈陀迦經。答曰。除四阿

鋡。餘者一切佛法。悉名堀陀迦經
 

57) BhīVin(Mā-L) § 218 nāvavaded iti abhidharme vā abhivinaye vā | abhidharmo nāma navavidhaḥ 

sūtrāntaḥ | abhivinayo nāma prātimokṣaḥ <saṃkṣipta>vistaraprabhedena |; �僧祇律�(T1425, 22:536b21 

f.) <不>教誡者。若阿毘曇。若毘尼。阿毘曇者。九部修多羅。毘尼者。波羅提木叉廣略.

58) Mayeda 1964, 194 “九分十二分敎我が古く法･律の ｢法｣の分類であったとすることは、確實な根據に

乏しい” 라고함은 이와 상반한다.

59) 長部의 傳誦者들(dīghabhāṇakas)은 屈陀伽를 Khuddakagantha라고하는 명칭 하에 阿毘達磨藏에 포함

시킨다고 전해진다. Norman 1983, 9, 31 f.; von Hinüber 1996, 43 참조.

60) 全名은 �一切善見律毘婆沙�(T1462, 24:759b20); Pāli Samantapāsādikā vinayavaṇṇanā.

61) Sp I 16.12-17; SpC 675b19-24.

62) 팔리 전적에도 āgama가 nikāya의 유사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예외로 산스크리트 전적에 

nikāya가 āgama의 유사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Gil.Ms III.4, 139.17 f. (Shōno 2007, § 1.8.2.1.7) 

caturṇāṃ sūtranikāyānāṃ anyatamānyatamaṃ sūtranikāyaṃ; 141.8 f. (Shōno 2007, § 1.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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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本有部律이 전하는 相應阿笈摩에 상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求那跋陀羅譯 �雜

阿含經�외에는 동일한 계통의 아함이 漢譯 四阿含 중에 현존하지 않는 것은 아

쉬운 일이기는 하지만, 根本有部律 자체에 나타나는 경장에 관련된 문구들을 

통하여 相應阿笈摩 이외의 다른 아함의 구조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中阿含

經�과 根本有部律에 인용되는 中阿含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보인다.63)

<표 8>

�中阿含經� 根本有部律 所引

品 經 Sūtra Nipāta

4. 未曾有法品

(Sūtra 32-41)
瞻波經 Ⅰ (Sū 37)

Poṣadha
(~AN 8.20 Uposatha)

Saṃgīta/Sagītaka

6. 王相應品

(Sūtra 58-71)

四洲經 (Sū 60) Māndhātṛ Rājasaṃyuktaka

鞞婆陵耆 (Sū 63)
Nandīpāla

(~MN 81 Ghaṭīkāra)
Rājasaṃyuktaka

(Rājavagga)

大天奈林經 (Sū 67)
Mahādeva, Nimi

(~MN 83 Makhādeva)
Rājasaṃyuktaka

(Rājavagga)

7. 長壽王品
(Sūtra 72-86)

長壽王本起經 (Sū 72)
Dīrghila

(~MN 128 Upakkilesa)
Samādhisaṃyuktaka

(Suññatavagga)

迦絺那經 (Sū 80) *Kaṭhina *Yuga

11. 大品 (A)
(Sūtra 117-141)

優婆離經 (Sū 133)
Upāli

(~MN 56 Upāli)
Saṃgīta/Sagītaka
(Gahapativagga)

藥叉經 (Sū 136) *Rākṣasī Saṃgīta/Sagītaka

12. 梵志品
(Sūtra 142-161)

須達哆經 (Sū 155)
Velāma

(~AN 9.20 Velāma)
Brāhmaṇa

그러한 점에 있어서 具舎論에 인용되는 經句의 출처를 들어 경문의 전체 혹은 

그 일부를 소개하는 Śamathadeva의 �具舎論�註 Upāyikā도64) 역시 귀중한 자료

이다.65)

현존하는 四阿含을 특정한 전승부파와 관계지으려고 하는 시도는 오래 전

sūtranikāyānāṃ anyatamānyatamaṃ sūtranikāyaṃ. 이점에 관해서는 von Hinüber 1996, 24, § 4; 

Cousins 2015, 97, note 5 참조.

63) Chung/Fukita 2011, 23 f. 참조.

64) Chos mṅon pa'i mdzod kyi 'grel bśad ñe bar mkho ba źes bya ba (Skt. Abhidharmakośopāyikā nāma ṭīkā), 

D4094, Q5595.

65) Honjō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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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행해진 바이나, 특히 일본의 法幢(1740-1770)와 같은 具舎學에 종사하던 

학승들 주변에 �具舎論�과 �大毘婆沙論�에 보이는 교리적인 요소 내지는 아함

인용구의 비교 또는 번역자의 출신지를 중심으로 재개되었다. 현대 불교학의 

도입이후 적지 않은 저명학자들이 특정한 아함의 전래지와 번역자의 소속부

파 그리고 현존하는 한역 율장과의 관계를 추가로 반영하여 문제를 해명하도

록 노력하였다.66) 주목할 점은 지난 세기에 들어와 姉崎正治와 赤沼智善에 의한 

四部와 四阿含의 대조목록의 작성이다.67) 특히 赤沼는 1939년에 출간된 �佛教經

典史論�에 있어서 팔리 四部와의 비교적 시각에서 과거에 행해진 현존 四阿含

의 부파소속 문제의 재고를 시도하였다.68)

팔리와 한역 經律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초기 불교전적의 부파소속 문제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쳐 水野弘元과 前田惠學 등

에 의해 재론되었으나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69) 이러한 시기에 독

일의 Ernst Waldschmidt교수를 중심으로 다시 활성화된 동투르키스탄 출토 산

스크리트 전적의 복원작업이 지속되고 그에 병행하는 산스크리트 사본목록 

및 사전편찬작업이 시작되었다.70) 그와 동반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길기트･네팔 그리고 동투르키스탄 출토 산스크리트 전적 및 현존

하는 漢藏 초기 불전의 부파소속 문제 그리고 산스크리트 전적과 漢藏 초기 불

전사이의 관계의 재고가 활성화되었다.71) 더불어 漢譯 阿含에 사용되는 음사

어에 착목하여 底本으로 사용된 梵本의 언어적 특징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 

등 다채로운 접근이 시도되었으나72) 아직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다. 

66) 일본에 있어서의 한역 四阿含의 부파소속문제에 관한 연구에 관해서는 Mayeda 1985; Fukita 2017 

참조.

67) Anesaki 1908; Akanuma 1929.

68) Akanuma 1939, 21-52.

69) Mizuno 1956; idem 1969a, 501 -504; idem 1969b, 408-410; Mayeda 1960, 619-680 참조.

70) SWTF vol. I , pp. XXII-XXIV 참조.

71) Mizuno 1970b (= idem 1996, 341-356); idem 1988 (= idem 1996, 357-414); idem 1989 (= idem 1996, 

415-471); Bechert 1985; Enomoto 1984; idem 1986; idem 2001; Chung/Fukita 2011, 13-14; Hiraoka 

2013; Anālayo 2017, idem 2020 참조.

72) Karashima 1994; idem 2017; idem 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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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려진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은 귀속관계가 현존

하는 한역 阿含에 관한 보편적인 견해이나, �雜阿含經�의 경우를 제외하면 충

분한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기 어렵다.73)

<표 9>

衆論 異論

�長阿含經� 法藏部 Dharmaguptaka

�中阿含經� (傍系) 說一切有部Sarvāstivādin ?

�雜阿含經� 說一切有部 Sarvāstivādin

�增一阿含經� 大衆部 Mahāsāṃghika 法藏部 Dharmaguptaka ?

각 부파에 따라 長･中･雜/相應･增一 등의 범주의 적용이 임의적 내지는 상대

적인 결과 각 阿含에 수록된 經典의 내용과 수효 그리고 각 阿含의 전체적인 구

성에 일관성을 전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Majjhimanikāya에 포함된 152經 중 96

經 만이 �中阿含經�에, Aṅguttaranikāya에 포함된 2198經 중 156經 만이 �增一阿

含經�에74)상응하는 經을 찾을 수 있으며, Dīghanikāya에 포함된 34經 중 28經 만

이 �長阿含經�에 그리고 24經 만이 Dīrghāgama에 상응하는 經을 찾을 수 있다. 

�長阿含經�과 Dīrghāgama사이에는 각기 총 30經과 47經 중 20經 만이 대응관계

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각 니카야와 阿含 사이에 직접적인 대응관계를 구축

하기 어렵다. 屈陀伽의 경우 팔리 小部 이외에는 현존하지 않으며 부파에 따라

서는 전혀 修妬路藏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포괄적인 비교의 대상

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현존하는 한역 四阿含이 동일한 전승계열에서 유래하지 않으

며, 底本으로 사용된 梵本이 각기 다른 시대적, 지역적 배경하에 성립되어, 相異

한 언어적 전이를 거쳐왔을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四部･四阿含이라고 하는 개

괄적인 지칭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 팔리 四部와 한역 및 산스크리트본의 

각 阿含의 구조를 간략히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73) Mayeda 1985, 97-103 참조.

74) Mayeda 1964, 6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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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jhimanikāya76) �中阿含經�

Vagga Sutta 品 經

Mūla-
 paṇṇāsa

 1 Mūlapariyāyavagga Sutta 1–10  1 七法品 1–10經

 2 Sīhanādavagga Sutta 11–20  2 業相應品 11–20經

 3 Opammavagga Sutta 21–30  3 舍梨子相應品 21–31經

 4 Mahāyamakavagga Sutta 31–40  4 未曾有法品 32–41經

 5 Cūḷayamakavagga Sutta 41–50  5 習相應品 42–57經

Majjhima-
 paṇṇāsa

 6 Gahapativagga Sutta 51–60  6 王相應品 58–71經

 7 Bhikkhuvagga Sutta 61–70  7 長壽王品 72–86經

 8 Paribbājakavagga Sutta 71–80  8 穢品 87–96經

 9 Rājavagga Sutta 81–90  9 因品 97–106經

10 Brāhmaṇavagga Sutta 91–100 10 林品 107–116經

Upari-
 paṇṇāsa

11 Devadahavagga Sutta 101–110 11 大品 (I) 117–141經

12 Anupadavagga Sutta 111–120 12 梵志品 142–161經

13 Suññatavagga Sutta 121–130 13 根本分別品 162–171經

14 Vibhaṅgavagga Sutta 131–142 14 心品 172–181經

15 Saḷāyatanavagga Sutta 143–152 15 雙品 182–191經

16 大品 (II) 192–201經

17 晡利多品 202–211經

18 例品 212–222經

<표 10> 相應部･雜/相應阿含

Saṃyuttanikāya �雜阿含經� �毘奈耶雜事�所引75)

1 Sagāthavagga 7
Sagīta-/Saṃgīta-nipāta

 僧耆多/集偈頌品
7 伽他品

2 Nidānavagga 3
Nidānasaṃyukta-nipāta 

 雜因品
3 緣起品

3 Khandhavagga 1
Pañcopādānaskandhika-

nipāta 五受陰品
1 蘊品

4 Saḷāyatanavagga 2
Ṣaḍāyatanika-nipāta

 六入處品
2 處界品

5 Mahāvagga 5
Mārgavarga-nipāta

 道品
6 聖道品

4
Śrāvakabhāṣita
 弟子所說品

4 聲聞品

6
Buddhabhāṣita

 佛所說品
5 佛品

<표 11> 中部･中阿含

75) VinKṣuC 407b20-28; VinKṣuT D 273(627.3-7) [Da 314a3-7]; cf. Q 240(5.8)-241(1.4) [Ne 296b8- 297a4].

76) Sp I 27.6-10; cf. Sv I 23.8-12 katamo majjhimanikāyo. majjhimappamāṇāni pañcadasavaggasaṃgahā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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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長部･長阿含

Dīghanikāya77) �長阿含經� Dīrghāgama78)

Vagga Sutta 分 經 Nipāta Sūtra

1 Sīlakkhandhavagga Sutta 1–13 1分 經 1–4 1 Ṣaṭsūtrakanipāta Sūtra 1–6

2 Mahāvagga Sutta 14–23 2分 經 5–19 2 Yuganipāta Sūtra 7–24

3 Pāṭikavagga Sutta 24–34 3分 經 20–29 3 Śīlaskandhanipāta Sūtra 25–47

4分 經 30 

<표 13> 增支部･增一阿含

Aṅguttaranikāya79) �增一阿含經�

 1 Ekanipāta 21 Vagga  1  1法 13品

 2 Dukanipāta 16 Vagga  2  2法  6品

 3 Tikanipāta 16 Vagga  3  3法  4品

 4 Catukkanipāta 27 Vagga  4  4法  7品

 5 Pañcakanipāta 26 Vagga  5  5法  5品

 6 Chakkanipāta 12 Vagga  6  6法  2品

 7 Sattakanipāta 9 Vagga  7  7法  3品

 8 Aṭṭhakanipāta 9 Vagga  8  8法  2品

 9 Navakanipāta 9 Vagga  9  9法  2品

10 Dasakanipāta 22 Vagga 10 10法  3品

11 Ekādasakanipāta 3 Vagga 11 11法  4品

經藏의 四部･四阿含에의 구분이 도입된 시기는 미상이다. �十誦律�을 제외한 

율장의 五百犍度 내지는 五百結集에 結集 당시에 그러한 분류기준하에 집성되

었다고 전해지나, 불멸 후 法과 比尼 중 法에 포함되는 전적의 양이 점차 증가됨

에 따라 체계적인 편성을 위해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전적이 증가되

는 과정은 제5장 ｢맺는말｣에서 드는 根本說一切有部 �毘奈耶雜事�와 �僧祇律�

mūlapariyāyasuttādīni diyaḍḍhasataṃ dve ca suttāni; SpC 677a27 f. 於十五品。根學修多羅為初。一百五

十二修多羅。是名中阿含.

77) Sp 26.21-24; cf. Sv I 22.31-34 tattha katamo dīghanikāyo. tivaggasaṃgahāni (vv.ll. °hītāni, °hitāni) 

brahmajālādīni catuttiṃsasuttāni; SpC 677a19-21 何謂爲長阿含。三品中梵網經為初。四十四修多羅. 

78) Hartmann 2004; Melzer 2010, 7-9 참조. 

79) Sp 26.21-24; cf. Sv I 22.31-34 tattha katamo dīghanikāyo. tivaggasaṃgahāni (vv.ll. °hītāni, °hitāni) 

brahmajālādīni catuttiṃsasuttāni. catuttiṃs’ eva suttantā tivaggo yassa saṃgaho | esa dīghanikāyo ti 

paṭhamo anulomiko ||; SpC 677a19-21 何謂爲長阿含。三品中梵網經為初。四十四修多羅悉入三品中。是

名長阿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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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比丘雜跋渠法｣의 예를 통하여도 엿볼 수 있다.

증가된 전적이 점차 아함으로 체계화되는 과정은 �十誦律� ｢安居法｣중의 聽

去七夜法 즉 安居 중에 七夜의 외출을 허락하는 조건 중의 하나에 열거되는 經名

과 다른 律藏에 전해지는 병행구들을 통하여도 관찰할 수 있다. �十誦律�聽去七

夜法에 波羅紗提伽 (Prāsādika), 波羅紗大尼 (Prāsādanīya) 등등의 18종의 經名이 

열거되나,80) 그 가운데 3종의 經名 즉 般闍優波陀那肝提伽 (Pañcopādānaskandhika), 

沙陀耶多尼(伽) (Ṣaḍāyatanika), 尼陀那散猶乞多 (Nidānasaṃyukta)는 �雜阿含經�의 

첫 三品에 상당한다. �四分律�의 병행구에 ｢誦六十種經。如梵動經｣이라고 전해

지는 반면에81) 梵本 根本有部律 ｢安居事｣즉 Varṣāvastu에는 “caturṇāṃ sūtranikāyānāṃ 

anyatamānyatamaṃ sūtranikāyaṃ” (4 經部 중의 어느 한 經部)라고 전해진다. 82)

이상의 예를 통하여 판단하는 한 각 Nikāya 내지는 Āgama가 일거에 성립된 

것이 아니라, 전적의 점진적 증가에 따라 �十誦律� ｢安居法｣중의 聽去七夜法에 

열거되는 般闍優波陀那肝提伽, 沙陀耶多尼(伽) 그리고 尼陀那散猶乞多와 같은내

용상 서로 관련된 經들을 엮어 전해내려오던 복수의 전적이 체계적으로 편성

되어 相應部/相應阿含을 이루고, 그외의 전적은 길이와 법수에 따라 정리하되 

長部･長阿含 그리고 中部･中阿含에 포함되는 전적을 다시 특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세분한 결과 현존하는 四部･四阿含과 같은 전적의 형태가 성립되었을 가

능성이 없지 않다.

Bhārhut, Sāñcī 그리고 Pauni로 부터의 비문에 보이는 pañcanekāyika라고 하

는 칭호가 經藏의 五部에 정통함을 의미한다고 가정할 경우83) 기원전 2세기~1

세기 경에 經藏의 분류단위로서의 nikāya가 중서인도 지역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Milindapañha에 tepiṭaka와 함께 pañcanekāyika 그리고 catunekāyika라

80) T1435, 23:174b17-c3. Skilling 1997, 54 f. 참조.

81) T1428, 22:833b25.

82) 위 각주 62 참조.

83) Shizutani 1979, 21, 95, §§ 288, 903; Tsukamoto 1990, 517, 598 f., 756 참조. Lamotte는 (idem 1957, 342 

f.) Sp I 27.21-24를 근거로 이 경우의 pañcanekāyika를 tepiṭaka의 동의어로 해석한다. Lamotte 1988, 

143 에도 같은 설명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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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84) 늦어도 그 저작 연대로 추정되는 서기 

1세기 경에는
39 그러한 분류가 정립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同書에 dīgha-, 

majjhima-, saṃyutta-, aṅguttara- 그리고 khuddakabhāṇaka (長･中･相應･增支･屈

陀伽傳誦者)라고 하는 용어가 보이나85) 서기 100년 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남인

도 Amarāvatī로 부터의 비문에 saṃyutakabhanaka라고 하는 용어가 보이는 점

과도86) 부합된다. 

長･中･相應･增支의 각 部 내지는 長･中･雜･增一의 각 阿含이 동시에 성립되었

는지 또는 점차로 성립되었는지, 점차로 성립되었다면 어느 순으로 성립되는

지 또한 미지의 영역이다. 전적에 따라 四阿含을 구성하는 각 阿含이 열거되는 

순서가 일정하지 않다.87) 이를 통하여 각 阿含이 성립된 순서 내지는 각 부파의 

특성을 엿볼 수 있는 가능성의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다.

V. 맺는말

�毘奈耶雜事�에 毘奈耶尼陀那･毘奈耶目得迦 等이 五百結集 당시의 毘奈耶의 

일부로 열거되는 바와 같이88) Samantapāsādikā와 �善見律毘婆沙�에 열거되는 

티피타카의 구성내용과 五部의 各部에 포함된 經의 숫자도89) Samantapāsādikā

성립 당시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Samantapāsādikā의 성립 

이후 전승과정에서 소급조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다양한 전적

에 전해지는 五百結集과 관련된 기술에 접하여 三藏의 성립과 그에 수록되는 

전적의 증가 및 다양화, 전승과정상의 添削과 再編 그리고 전적 사이의 상호조

84) Mil 22.10 f.

85) Mil 341.28 f.

86) Shizutani 1979, 8, § 72; Tsukamoto 1990, 247 참조.

87) Mizuno 1969a, 499-501; Mayeda 1985, 96 참조.

88) 각주 20 참조.

89) 위 제3장 ｢三藏과 九部･十二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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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譯 藏譯 산스크리트

經93)

雜阿含經 (T99)
Saṃyuktāgamai

(fragm.)

Dīrghāgamaii

Madhyamāgamaiii

(fragm.)

Ekottarikāgamaiv

정 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현존하는 한역 四阿含은 각기 다른 부파에서 전승된 

것으로 보이며, 長･中･雜･增一阿含 중의 한 阿含 만을 전하는 誦出전통의 阿含이 

각기 독립적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수집된 결과일 가능성도 없지않다. 求那跋

陀羅譯 �雜阿含經�을 제외하고는 소속부파 및 底本의 언어가 확실하지 않다. 

�雜阿含經�의 경우 소위 根本說一切有部律 그리고 현존하는 대부분의 梵藏 阿含 

및 阿毘曇 전적과 동일한 전승계열에 속하며, 후대의 �具舎論�그리고 그와 관

련된 전적에 인용되는 아함 구절도 같은 계통의 아함 전적에서 유래하는 것으

로 간주된다.90) 근래에 발견된 長阿含 사본을91) 포함한 대부분의 산스크리트 

사본은 한편으로는 길기트･네팔 사본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투르키스탄 

사본 사이에 용어와 관용구에 있어서 약간의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동일한 계통의 阿含 전승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92)

이상의 자료들을 종합하면 摩得勒伽를 대신하여 阿毘曇七論이 정립된 이후

의 說一切有部의 所依三藏의 구조를 대략 표14와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산스

크리트 전적의 경우 율장의Vinayavastu와 경장의 Dīrghāgama를 제외하고는 대

부분이 손실된 상태이며 극히 일부가 잔존할 뿐이다. 경장의 Dīrghāgama의 경

우 사본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이유로 출간이 완료되기까

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

90) Pāsādika 1989; idem 2020; Honjō 2014 참조.

91) Hartmann/Wille 2014 참조.

92) Hartmann 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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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譯 藏譯 산스크리트

(1法, 2法)

律

苾芻･苾芻尼戒經

(T1454, 1455)

So sor thar pa'i mdo;
dGe sloṅ ma'i so sor thar pa'i mdo

(D 2, 4; Q1031, 1033)
Prātimokṣasūtrav

苾芻･苾芻尼毘奈耶

(T1442, 1443)
'Dul ba rnam par 'byed pa

(D3, 5; Q1032, 1034)
Vinayavibhaṅga

(fragm.)vi

毘奈耶出家事 등 七事

(T1444-1450)
'Dul ba gźi

(D1; Q1030)
Vinayavastuvii

毘奈耶雜事 (T1451)
'Dul ba phran tshegs kyi gźi

(D6; Q1035)
Vinayakṣudrakavastu

(苾芻尼事)viii

尼陀那･目得迦 (T1452)
gLen gźi･ Mos pa
(in D7; Q1037)ix

論

集異門足論 (T1536)
Saṃgītiparyāya

(fragm.)x

法蘊足論 (T1537)
Dharmaskandha
(緣起品, 學處品, 
無量品, 靜慮品)xi

施設論 (T1538)
'Jig rten gźags pa;

rGyu gdags pa; Las gdags pa 
(D4086-88; Q5587-89)

Loka-, Kāraṇa-, 
Karmaprajñapti

(fragm.)xii

識身足論 (T1539) Vijñānakāya (fragm.)xii

界身足論 (T1540) Dhātukāya (fragm.)xii

衆事分阿毘曇論 

品類足論 

(T1541, 1542)

Prakaraṇapāda
(五事論)xiii

八犍度論

發智論

(T1543, 1544)

Jñānaprasthāna
(fragm.)xiv

i Chung 2008 참조; ii Oberlies 2003, 65-67, § 5.2.1, Hartmann 2004 참조; iii Chung/Fukita 2011 
참조; iv EĀ(Trip); v PrMo(Mū); vi Shōno 2020; vii Oberlies 2003, 62 f., § 5.1.4참조; viii 
VinKṣu(Bhī); ix Kishino 2013, 22 참조; x Oberlies 2003, 60, § 4.3.7 참조; xi Dhsk, Dhsk(M); xii 
Oberlies 2003, 59, §§ 4.3.3, 5, 6 참조; xiii Chung/Fukita 2017; xiv Chung 2016 참조

팔리 티피타카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그리고 說一切有部의 三藏에 추측되

는 방대한 분량의 전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편집과 전승과정을 거쳐 정립되

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거의 전해지는 바가 없다. 경장의 경우 五部 또는 

93) �俱舍論�에 kṣudrake ’pi cāgame (Abhidh-k-bh 466.5) 그리고 �俱舍論�註 Abhidharmakośavyākhyā에

arthavargīyāṇi sūtrāṇi kṣudrake (Abhidh-k-vy 33.32) 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說一切有部의 經藏

에도 뒤늦게 Kṣudraka 내지는 Kṣudrakāgama가 도입되었음을 상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범위가 언

급되는 바는 없다. Kṣudraka에 관해 자세하게는 Lamotte 1988, 159-1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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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中･雜･增一의 四阿含과 雜藏 내지는 雜藏을 제외한 四阿含에의 분류가 대략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배경하에 도입되었는가 하는 점도 각 율장의 五百結集이 

전하는 바와는 달리 재고의 여지가 없지 않다. 五百結集이 전하는 佛說의 二分

說 내지는 三分說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승계열 사이의 차

이는 각 부파의 전적이 집성되어 편집되는 과정의 어느 특정한 단계의 양상을 

反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볼 경우 根本有部律이 전하는 結集의 범위는 Schopen이 

Vinayakṣudrakavastu의 성립시기로 추정하는 4~5세기 또는 3~4세기 경의94) 양

상을 反映하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유사한 예는 다른 전적에도 볼 수 있

다. 예를 들면 �大智度論�은 五百結集 당시의 律藏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憂婆離受僧教。師子座處坐説。如是我聞一時佛在毘舍離。爾時須提那迦蘭陀

長者子初作婬欲。以是因縁故結初大罪。二百五十戒義作三部。七法･八法･

比丘尼毘尼･増一･憂婆利問･雜部･善部。如是等八十部作毘尼藏(T1509, 

25:69c10-15)

이는 十誦으로 나누어지는 8종의 전적을95) 수록하는 �十誦律�(T1435)의 구

조와 일치한다: 1. 波羅提木叉分別 (제1-3誦), 2. 七法 (제4誦), 3. 八法 (제5誦), 4. 雜

誦 (제6誦), 5. 尼律 (제7誦), 6. 増一法 (제8誦), 7. 優波離問佛 (제9誦), 8. 善誦96) (제

10誦).

三藏에 포함되는 전적의 증가와 다양화 그리고 그와 동반하는 편성 과정은 

Schopen이 지적하는 根本說一切有部의 Vinayakṣudrakavastu의 티베트본 'Dul ba 

phran tshegs kyi gźi97) 이외에 �毘奈耶雜事�에도98) 볼 수 있다.

94) Schopen 1997b, 577 참조. �僧祇律�의 ｢比丘雜跋渠法｣T1425, 22:497a4-7 에도 유사한 구절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Lamotte 1988, 130 참조.

95) MppśF 104 ‘ces 80 sections (varga) forment Corbeille de la discipline (Vinayapiṭaka)’ (각주 2: “Le 

chiffre 80 est évidemment une eureur et doit être remplacé par 10)” 는 맞지 않다고 본다.

96) 또는 比丘誦/比尼誦.

97) VinKṣuT D 195 (78.3-79.1) [Da 39b3-40a1]; Q 137 (1.2-8) [Ne 37a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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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KṣuC VinKṣuT
99)

緣處同前 The setting (nidāna) is in Śrāvastī.

時鄔波離請世尊曰。大德。當來

之世。人多健忘念力寡少。不知

世尊於何方域城邑聚落。說何經

典。制何學處。此欲如何

The Venerable Upāli asked the Buddha, the Blessed One: 
“Reverend One, in the future monks will appear who have 
imperfect memories, feeble memories. If they do not know in 
which place, village (grāma), or town (nigama) which sūtra 
was taught and which rule of training was promulgated, how 
are they to supply (samudānayitavya, vidhātavya) them? 

ø

100)
-If, more-over, they were to forget the sūtra or vinaya or 

abhi-dharma, how are they to supply them? Or again, if they 
were to forget the name of the place or the king or the city 
(nagara) or the town or the house-holder or the lay-brother in 
a story of the past about a king or householder or lay-brother, 
how are they to sup-ply them?”–100)

佛言。於六大城。但是如來久住

大制底處
101)。稱說無犯

The Blessed One said: “Upāli, those who forget the name of 
the place, etc. must declare it was one or another of the six 
great cities, or somewhere where the Tathāgata stayed many 
times.

若忘王等名欲說何者。佛言。王

說勝光長者給孤獨。鄔波斯迦毘

舍佉102)

If he forgets the name of the king, he must declare it was 
Prasenajit; if the name of the householder, that it was 
Anāthapiṇḍada; of the lay-sister, that it was Mṛgāramātā; 

如是應知。於餘方處隨王長者而

為稱說
ø

若說昔日因緣之事。當說何處。

應云婆羅痆斯。王名梵授。長者

名相續。鄔波斯迦名長淨。隨時

稱說

of the place of a story of the past, that it was Vāraṇāsī; of the 
king, that it was Brahmadatta; of the householder, that it was 
the householder Saṃdhāna; of the lay-sister, that it was the 
wife of the householder *Poṣadhajāta.

若於經典不能記憶。當云何持。

佛言。應寫紙葉讀誦受持

If he would forget the sūtra or vinaya or abhidharma, when 
he has written it down on a folio it should be preserved. In 
this there is no cause for remorse.”

단지 Schopen이 Vinayakṣudrakavastu의 성립시기를 根本有部律의 주요 부분보

98) VinKṣuC 328c15-25. 

99) Schopen 1997b, 574 f. 

100)– –100) Tib. (Schopen 1997b, 574) gźan yaṅ mdo sde daṅ | 'dul ba daṅ | chos mṅon pa (D, Q par) bskyud 

par 'gyur (D, Q gyur) na | de dag gis ji ltar bsgrub par bgyi | gźan yaṅ rgyal po daṅ | khyim bdag daṅ | dge 

bsñen rnams kyi sṅon gyi bka' mchid dag la gnas daṅ | rgyal po daṅ | groṅ khyer daṅ | groṅ rdal daṅ | 

khyim bdag daṅ | dge bsñen rnams kyi (D, Q kyis) miṅ bskyud par gyur na | de dag gis ji ltar bsgrub par 

bgyi |.

101) Skt. mahācaitya-.

102) 毘舍佉鹿子母. Skt. Viśākhā Mṛgāramāt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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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늦게 추정하는 이유로 드는 'Dul ba phran tshegs kyi gźi의 구절 gźan yaṅ mdo 

sde daṅ | 'dul ba daṅ | chos mṅon pa bskyud par 'gyur na | de dag gis ji ltar bsgrub par 

bgyi … 'If, moreover, they were to forget the sūtra or vinaya or abhidharma, how are 

they to supply them? …', 즉 chos mṅon pa (abhidharma)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되

는 구절이 �毘奈耶雜事�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전승부파 내의 

시대와 지역에 따른 개별적인 添削을 생각할 수 있다. 

三藏이 완결된 적이 없고 항상 정정･추가 등의 조정이 가능하였음은 根本有

部律의 尼陀那･目得迦 (T1452)가 'Dul ba gźuṅ dam pa (Vinaya-uttaragrantha; D7, 

Q1037) 의 일부를 이루는 점을 통하여도 볼 수 있다. 103) 현존하는 팔리 律藏의 

Parivāra가 十九章으로 구성되는 반면에 十四章 내지는 十六章으로 구성되는

Parivāra를104) 추측하게끔 하는 흔적이 보이는 것도 그러한 경향을 시사하는 

듯 하다. 

103) Vinaya-uttaragratha 의 내용에 관해서는 Kishino 2013, 21-23 참조.

104) Parivāra에 관해서는Norman 1983, 26-29; von Hinüver 1996, 21 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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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ikāya and Āgama Collections: A Philological Assessment 

within the Framework of Tipiṭaka/Tripiṭaka Formation

Chung, Jin-il
Research fellow

Göttingen Academy of Sciences and Humanities

The collection of the early Buddhist canonical scriptures known as Tripiṭaka 

consists of three piṭakas (literally “baskets”) as the title indicates: the 

Vinaya-piṭaka, a collection of disciplinary monastic codes, the Sūtra-piṭaka, a 

collection of the Buddha's discourses, and the Abhidharma-piṭaka, a collection of 

analytic expositions. The origin and exact time of the introduction of the term 

“piṭaka” for the categorization of the Buddhist scriptures are unknown. Besides 

piṭaka, there is a further term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canonical writings 

according to literary styles, namely aṅga (literally “limb”). There are two different 

lists of classification into aṅga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constituent parts, the 

one with nine constituent parts (navāṅga) and the other with twelve constituent 

parts (dvādaśāṅga). 

The mutual and/or chronological relationship remains unclear between the two 

kinds of arrangements of the canonical writings, i.e. the distribution into three 

piṭakas on the one hand and the distribution into nine or twelve aṅgas on the other 

hand. The precise meanings of the nine and/or twelve constituent parts are likewise 

not without controversy. According to Buddhist traditions, by the time of the first 

council held in Rājagṛha shortly after the Buddha’s death the Buddha's discourses 

were already compiled under the generic title Dharma (teaching). The Dharma was 

subdivided into four or five groups of discourses called nikāya (literally “heap”) 

and/or āgama (literally “tradition”) according to criteria such as length,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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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order, and others. It is more probable though that the collection of the 

discourses grew gradually and finally took the shape of the Nikāya or Āgama 

collections at a later stage. 

Among the Buddhist traditions reporting the compilation of the Dharma and 

Vinaya by the time of the first council, the Theravāda school is the only one which 

passed down a complete collection of the Buddha's discourses, namely the 

Dīgha-nikāya, Majjhima-nikāya, Saṃyutta-nikāya, Aṅguttara-nikāya, and 

Khuddaka-nikāya. The Chinese counterparts of the four Nikāya collections, the 

Chang ahan jing (Dīrghāgama), Zhong ahan jing (Madhyamāgama), Za ahan jing 

(Saṃyuktāgama), and Zengyi ahan jing (Ekottarikāgama) are supposed to be of 

heterogeneous origin. The school affiliation of these Āgama collections remains 

controversial in spite of repeated scholarly efforts in the past century. The Chinese 

Saṃyuktāgama translated by Guṇabhadra in the 5th century C.E. builds an 

exception. The Sarvāstivāda affiliation of the latter is accepted by general 

consensus among scholars, and it also seems to be supported by recent findings. 

The present paper seeks to examine the reliability of the accounts on the 

compilation of the Dharma and Vinaya by the time of the first council. It also seeks 

to expound the tendency of the Buddhist traditions to retroactively adjust the 

contents and volume of the Dharma and Vinaya of the earliest compilation to those 

of their canon established later after certain stages of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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