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説一切有部에 있어서 四善根
__信과 斷善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__*

김경희**1)

I 서론. II 有部修行道에 있어서 四善根. III 斷善根과 續善根에 있어서
信의 역할. IV 斷善根과 五根의 관계를 통해본 信의 의미. V 결론.

요약문 [주요어: 사선근, 신, 단선근, 혜, 현관]

본고는 수행도 가운데 가행도에 해당하는 순결택분인 사선근과, 이
가운데 난선근과 정선근이 전제하고 있는 信(śraddhā)의 의미에 주목하
여 단선근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먼저 아비달마문헌에 근거해 사선근
에 관해 고찰한 후, 심론계열의 논서와 구사론, 그리고 정통유부계
열의 논서에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난선근과 정선근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전자는 四諦十六行相의 관찰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후자는

信의 의미 또한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서 사예류지, 삼보, 오온무상, 사
성제에 대한 信은 정(頂)과 정타(頂墮)를 구분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不信은 정타로 이어진다. 한편 단선근의 자성으로 제시되고 있는
不信은 인과법칙의 부정을 의미하는 사견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되며 무
명으로 귀속된다. 반대로 인과법칙을 인정하는 정견은 信과 같은 의미
이고 속선근으로 연결되는 것에서 信이 선근의 단절과 속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信은 인과법칙에 대한 바른 이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러한 견해는 초기불교에서 이론적 원형이 확
인되며, 이를 계승하고 있는 유부는 信을 인과법칙에 대한 확신으로 이
해하여 慧의 의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13년 일본 오타니(大谷)대학 김경희의 박사학위논문의 한
장(chapter)을 바탕으로 추가 연구한 것이다.

** 일본 오타니(大谷)대학 문학박사(2013). khee15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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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說一切有部(유부)의 수행도에서 順決擇分인 四善根은 阿毘達磨
大毘婆沙論(바사론)에서 개념이 완성되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

작되고 있지만, 유부의 四聖諦現觀道의 체계화와 더불어 제1기 아

비달마논서로 분류되는 阿毘達磨集異門足論(집이문족론)에서
원형이 확인되며 이후 유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아

비달마문헌에서 사선근의 설명에 관한 입장의 차이는 보이지만,

사선근이 見道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

가 없다.1)

1) 최근 권오민과 박창환은 각자의 저작인 권오민(2012) pp. 755-861;
Changhwan Park(2007) pp. 112-122에서
阿毘達磨倶舎論(Abhidharmakośabhāṣya, 이하 구사론)에서 인용된
上座(經量部)설이 衆賢(Saṅghabhadra)의 順正理論에서 어떻게 비판,
분석되고 있는가를 통해서 世親(Vasuabandhu)의 학파적 귀속문제에 관해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 결과 세친은 간다라계통으로 비유사계통인
상좌일파와는 계통은 달리하지만 영향을 받았으며, 그로인한 사상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중현에 의해 ‘同見者’, ‘親敎門人’로 호칭되어 비판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세친이 구사론을 저술할 때 상좌일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 학자들, 예를 들면 木村泰賢(1968)
pp. 213-272. 櫻部 建(1969) pp. 42-62. Willemen, Charles, Dessein, Bart.,
Cox, Collect(1998) pp. 270-271등에 의해 지적되고 있듯이 구사론과
간다라 阿毘曇心論(심론), 阿毘曇心論經(심론경),
雜阿毘曇心論(잡심론) 등의 심론 계열의 논서들과의 관련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修行道論을 제시할 수 있는데,
특히 田中敎照(1975) pp. 172-173, (1976) pp. 41-54, (1987) pp. 28-35는
四念住와 四善根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구사론의 수행체계는 심론
계열의 논서의 수행체계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밀접하게 관련되어
보다 발전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바사론과
구사론·심론계열의 논서의 수행단계의 차이점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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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아비달마논서에 기술되고

있는 煖善根과 頂善根에 관한 해석이다. 특히 정통 유부의 논서에

서 이들 두 선근이 전제하고 있는 信(śraddhā)의 의미에 주목하

여 斷善根과의 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통 유부는 정선

근의 해석에서 이러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난선근

과 함께 動善根에 속하는 정선근의 단계는 수행자가 높은 단계로

상승하는가 아니면 낮은 단계로 후퇴하는가의 분기점이 되며, 信

이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다. 여기서 頂墮를 야기하는 不信은 邪

見과 함께 단선근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초기불교에서 信은 “見을 근본으로 하는 견고한 信”이라고 하여

바른 이해에 근거하는 확신이라고 이해되며 연기와 사성제의 통

찰에 의한 무명의 소멸인 정견과 등치된다. 이것은 유부의 信에

관한 해석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의거하면 信根

을 시작으로 하는 오근이 전무한자는 사성제를 관찰하지 않는 자,

곧 단선근자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난선근과 정선근이 信과 밀접하게 관

련된다고 지적하지만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는다. 본고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난선근, 정선근과 信의 관계에

주목하여 단선근과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정견과 信, 사견과 不

信이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나아가 信이 선근의 단절과

속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해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II. 有部修行道에 있어서 四善根

유부의 수행도에서 가행도(prayogamārga)인 순결택분(nirvedha

bhāgīya)은 順解脱分(mokṣabhāgīya)에 의해 인기되는 煖(ūṣmagat

a), 頂(mūrdhan), 忍(kṣānti), 世第一法(laukikāgradharma)인 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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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catvāri kuśalamūlāni)을 말한다. 이는 無漏의 見道位 전단계로

無漏智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기불교에서 선근은

무탐(alobha), 무진(adosa), 무치(amoha)로 정의되며, 이것들을

“원인(nidāna), 생인(samudaya), 연(paccaya)로 하여 모든 선법이

발생된다”고 설명한다. 즉 선근은 모든 선법을 발생 증장시키는

원인이며, 궁극적으로 聖道, 涅槃의 획득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2)

이러한 설명은 구사론 순결택분의 어의해석에 적용되고 있다.

순결택분이란 어떤 의미인가? 어근 vidh는 변별이라는 의미로 사용
된다. 결정되고 변별되는 것이 결택이며 [즉] 성도이다. 그것에 의해
의혹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며, “이것이 苦[諦]이며, 내지 道[諦]라는 [四]
聖諦를 변별하기 때문이다. 그것의 부분은 견도의 일부분이다. 그것을
인기하는 것에 의해, [결택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순결택분들이다
.”3)

2) AN I pp. 203.9-204.3; 集異門足論(TD 26) pp. 376c26-377a25; 婆沙論(TD
27) p. 582b16-19 ; 旧婆沙(TD 28) p. 187a5-b2에서는 不善根에 관해
설명한 후 p. 187b3에서 功德者謂三善根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
婆沙論(TD 27) p. 30a2-4 ; 旧婆沙(TD 28) p. 21a19-20 ; 바사론의 다른
곳에서는 가행도를 순결택분 이전과 이후의 가행도로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가행도를 近加行과 遠加行으로 구분하여 사선근을 근가행에
포함시키고 있다. 안성두(2003) pp. 254-255; Buswell, Robert E. Jr(1997)
p. 590.

3) AKBh p. 346.2-5: nirvedhabhāgīyānīti ko 'rthaḥ / vidha vibhāge /
niścito vedho nirvedha āryamārgaḥ, tena vicikitsāprahāṇāt satyānāṃ ca
vibhajanād idaṃ duḥkham ayaṃ yāvat mārga iti / tasya bhāgo
darśanamārgaikadeśaḥ / tasyāvāhakatvena hitatvān nirvedhabhāgīyāni /;
婆沙論(TD 27) p. 29c24-26; 旧婆沙(TD 28) p. 21a14-15; TA P tho, p.
363a4, D do, pp. 216a7-217a1; 本庄良文(1995: 3-8); 안성두(2003) p. 250:
안성두는 위의 논문에서 “소위 禪經이라 불리는 일군의 문헌이
유가행파 수행도에서 가행도라고 하는 4善根位의 도입의 직접적 원천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Buswell(1997: 592, 598)은
사선근과 Proto-Mahāyāna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안성두(2003:
273-275)에 의해 비판되고 있다. 본고는 兵藤一夫(1990: 77)의 지적에 따라
사선근의 원형을 사예류지라는 전제하에 본문을 전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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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문헌에서 순결택분이란 개념은 사선근이 완전한 형태로 확

립된 바사론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사선근은

개별적으로 유부의 초기논서에서 부터 四聖諦現觀이라는 새로운

수행도의 출현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즉 초기불교에서 설해지고

있는 수행도는 戒, 定, 慧의 三學과 三十七菩提分法으로 정리된

다.4)

그런데 유부는 초기불교의 이러한 수행도를 수용함과 동시에

한편으로 사성제현관에 중심을 두는 새로운 수행도를 조직해가고

있는데, 사선근의 형성과정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5) 왜냐

하면 집이문족론·법온족론에서 사선근의 원형은 現觀道의 도

입 부분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집이문족론에
서는 七補特伽羅가운데 随信行補特伽羅와 随法行補特伽羅를 설명하

고 있는 개소에 후대의 유부에서 주장하는 견도사상이 그대로 드

러난다. 여기서 수신행자와 수법행자는 각각 본성이 信중심인가

사유중심인가의 차이는 있지만, 양쪽 모두 “諸行은 無常, 有漏行은

苦, 一切法은 空, 無我”라고 관찰하는 것이 “世第一法”의 획득으로,

“世第一法”은 “苦法智忍想應의 聖道”로 연결된다. 한편 법온족론
에는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證淨品 제3의 法證淨의 해석에서

사성제현관과 현관의 작용인 見所斷과 修所斷隨眠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6) 兵藤(1991, p. 77)가 지적하듯이, 四預流支

를 사선근의 원형이라고 보고, 법증정이 사예류지를 의미하는 四

不壞淨의 구성요소인 것을 고려하면 사선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본격적인 사선근과 사예류지의 관련성은 세제일법

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하는 발지론의 頂墮의 설명에서 제시

4) 山田竜城(1959) pp. 52-60; 齋藤 滋(2007) p. 65는 三十七菩提分法이라는
용어는 초기불교에서 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근거하여 아비달마불교에 와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5) 田中(1993) pp. 260-273, pp. 299-306에서는 법온족론과
집이문족론에서 설명되는 새로운 수행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6) 集異門足論(TD 26) p. 435b18-c23; 法蘊足論(TD 26) pp.
462a7-463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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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여기서 정, 정타, 난은 信과 연결되고, 바사론에서 忍이 설
명되어 순결택분에 해당하는 사선근의 개념이 완성된다.

사선근은 바사론에서는 세제일법, 인, 정·정타, 난, 구사론
에서는 난, 정, 인, 세제일법의 순서로 설명된다. 먼저 구사론의
순서에 의거해 유부의 논서를 참조하면서 사선근에 관한 중요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특히 정통 유부논서에서 난선근, 정

선근의 단계에서 강조되고 있는 信에 주목하여 단선근과의 관계

를 고찰하겠다.

1. 煖(ūṣmagata)

순해탈분의 총상염주에서 발생하는 난선근은 처음으로 번뇌를

단절하는 견도위의 징조가 보이는 단계로, 비유적으로 번뇌를 태

우는 성도의 불이 일어나기전의 온기를 느끼는 단계로 설명된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苦聖諦를 無常, 苦, 空, 無我, 集聖諦를 因, 集,

生, 緣, 滅聖諦를 滅, 靜, 妙, 出離, 道聖諦를 道, 如, 行, 出의 十六行

相의 방식으로 관찰하지만,7) 사선근의 行修(현재의 수행)와 得修

(행수에 의해 획득되는 미래의 수행)를 설명하고 있는 개소에서

사성제를 대상으로 하는 사념주가운데 어느 하나와 병행되어 관

찰하기도 한다.8) 여기서 사성제에 대한 인식은 견도위에서의 명

7) AKBh p. 343.9-18; 婆沙論(TD 27) p. 28a11-15; 旧婆沙(TD 28) p.
20a6-9; 心論(TD 28) p. 818b5-17; 心論經(TD 28) p. 849b1-3; 雜心論(TD
28) p. 909b16-c3.

8) AKBh p. 345.12-19; 婆沙論(TD 27) p. 31b2-23; 旧婆沙(TD 28) p.
22a18-b5; 順正理論(TD 29) p. 681a12-23; 顕宗論(TD 29) p. 922a7-17;
한편 심론·심론경에서는 사성제를 十六行相으로 관찰하는 것만을
설명하나, 같은 심론 계열이라도 잡심론에서는 사념주와 사성제의
관찰이 병행되고 있다; 心論(TD 28) p. 818b3-17; 心論経(TD 28) p.
849a8-b1; 雑心論(TD 28) p. 909b16-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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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인식과는 차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사선근의 단계는

무루인 견도 전단계로 유루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찰방식은 
순정리론·현종론에서도 나타나지만, 여기서 사성제에 대한 信

의 발생과 삼보에 대한 信이 가장 수승한 정선근으로 연결된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9) 난선근을 信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은 다음의 발지론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煖이란 무엇인가? 답한다. 정법과 비나야에 대해 약간의 信愛가 있
는 것이다. 세존이 馬師와 井宿 두 사람의 비구를 위해 설한 것과 같
다. “이 두 어리석은 자들은 나의 정법과 비나야로부터 떨어져 있다.
예를 들면 대지가 허공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 두 사
람의 비구는 나의 정법 및 비나야에 대해서 조금의 煖도 없다.”10)

위와 같이 유부의 난선근에 대한 설명의 특징은 煖을 信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信에 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단지 앞에서 언급한 순정리론·현종론의 “信이 사성제
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에서 사성제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견해는 발지론의 주석서인 바사론에
서도 볼 수 있다.11) 한편 심론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는 감로미론의 “[난법은] 예를 들면, 나무를 마찰시켜 일어난
불이 나무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과 같이 佛法 가운데 信浄이 발생

하여 사제를 十六行相으로 관찰한다”는 설명에서 信이 사성제 관

찰에 전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2)

9) 順正理論(TD 29) p. 678b8-12; 顕宗論(TD 29) p. 921b9-12.
10) 發智論(TD 26) p. 919a5-8: 云何煖. 答若於正法毘奈耶中.
有少信愛[大正新脩大藏經의 宋元明三本에 의거해 受는 愛로교정함].
如世尊為馬師井宿二苾芻説. 此二愚人. 離我正法及毘奈耶. 譬如大地去虚空遠.
此二愚人. 於我正法毘奈耶中. 無少分煖; 八健度論(TD 26) p. 772b27-c1;
婆沙論(TD 27) p. 28b6-10; 旧婆沙(TD 27) p. 20c10-12.

11) 婆沙論(TD 27) p. 28b2-5; 旧婆沙(TD 28) p. 20a10-13.
12) 甘露味論(TD 28) p. 972c29-973a1; 兵藤(1990) pp. 77-80; 안성두(2003)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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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선근에 대한 발지론·바사론 계열의 견해는 순정리론·
현종론으로 전승되지만, 구사론에서는 사제를 十六行相의 방식
으로 관찰하는 것만을 언급하여 심론·심론경·잡심론 계열
을 전승하고 있다. 위의 감로미론의 언급에서 심론 이후 信에
대한 해석에 변화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는 점차 사성

제의 관찰에 근거하는 慧를 중시하는 경향이라고 보여진다.13)

2. 頂(mūrdhan)

난선근의 다음단계인 정선근에 대해서도 정통유부논서와 심론
 계열의 논서의 관점의 차이가 드러난다. 정과 정타의 개념을 살
펴봄으로써 논서간의 다른 시점, 사선근이 설해진 배경과 信의 역

13) 초기불교에서 預流는 성자와 범부를 구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며,
여기에 도달하기위한 三十七菩提分法, 사예류지, 사증정 등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크게 信과 慧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아비달마불교에서는 預流(견도)에 도달하기 전 단계인 사선근을
고안하여 초기불교에서의 이러한 방법들을 도입하였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본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信과 慧를 중시하고 있는 정통유부의
논서와는 달리 심론 계열의 논서에서는 信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점에서, 구사론은 심론 계열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隨信行과 隨法行이 각각 鈍根과 利根을 의미한다고 가정하면, 慧의
능력에 대한 鈍根과 利根으로 재해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 兵藤一夫(1986)
p. 40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부는
초기불교에서 隨信行과 隨法行이라고 하는 信과 慧에 의한 預流의 획득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점차 慧에 비중을 두게 되며, 이러한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는 논서가 심론에서 도입한 機根의 鈍과 利의
사고방식이다. 信解增上과 慧增上이라고 하는 두 가지 慧에 비중을 둔
하나의 능력에 鈍과 利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로서 바꾸는 것에 의해
機根을 慧의 능력으로 일체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론이
甘露味論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櫻部(1969) p. 58;
田中(1976) pp. 30-31; 兵藤(2000) p. 139; 西村(2002) pp. 476-501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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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煖과 같이 사제를 十六行相의 방식으로 관찰하는 頂은 下品, 中

品, 上品으로 점차로 증장한 煖에서 발생하며, 수행자가 높은 단계

로 도약하는가 아니면 다시 낮은 단계로 후퇴하는가(정타)의 중요

한 분기점이 된다.14) 하지만 후퇴해도 선근을 단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 난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동선근의 정점, 즉 정이라고

명명된다.15) 이러한 설명에서 정타는 선근의 단절과 궤를 같이한

다고 추측되기 때문에 후퇴한다(退: parihāṇi)는 것의 의미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구사론에서 退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되나, AKVy에서는 邪見에 의한 선근의 捨(vihāni)에 비유되

고 있다. 즉 사견에 의한 정타라고 추측할 수 있다.16) 한편 ADV

에서는 삼보에 대한 信(śraddhā)의 증장에 의해 난선근과 정선근

이 구분되어 信과의 관련성이 제시되고 있다.17) 흥미로운 점은 
구사론에서 선근의 단절유무에 의해 난과 정이 구분되기도 하지
만, 여기서 정이 난보다 삼보에 대한 信이 증장하기 때문에 두 가

지 선근이 구분된다고 하는 것이다. ADV의 이러한 견해는 순정
리론의 관점과도 일치하며18), 다음의 발지론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14) 煖과 頂은 動善根, 忍과 世第一法은 후퇴하지 않기 때문에 不動善根으로
분류되고 있다. 나아가 두 가지 선근을 제각기 분류하여, 두 가지 동선근
가운데 하위는 煖이며, 상위는 頂이라고 한다. 한편 부동선근 가운데
하위는 忍이며, 상위는 世第一法이다. 이 가운데 忍은 후퇴하지 않기
때문에 煖과 頂보다 뛰어난 선근이라고 설명된다; AKBh p. 344.1-2;
AKVy p. 532.20-26; 婆沙論(TD 27) p. 25c15-17; 旧婆沙(TD 28) pp.
18b9-11; 婆沙論(TD 27) p. 22c23-28.

15) AKBh pp. 347.20-348.3; 특히 현장(TD 29) p. 120b21-29의 한역에서는
난선근을 획득하더라도 선근은 단절되지만 정선근을 획득하고 있는 자는
후퇴해도 선근을 단절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16) AKBh p. 347.19; AKVy pp. 539.24-540.4.
17) 三友建容(2007) p. 664.
18) 順正理論(TD 29) p. 678c2-4; 顯宗論(TD 29) p. 921b26-28.



48 ∙ 印度哲學 제45집

[질문] 頂이란 무엇인가? [대답] 불, 법, 승에 대해 소량의 信을 내는
것이다. 세존께서 波羅衍拏 摩納婆를 위해 설하신 것과 같다. 만약 불,
법, 승에 대해서 아주 미약한 信이라도 일어난다면 유동이여, 그는 이
미 頂法을 획득한 자라고 명명한다고 알아야 할 것이다. [질문] 頂의
堕란 무엇인가? [대답] 어떤 사람이 있어, 善士에 친근하고, 正法을 청
문하며, 如理하게 作意하여 “佛은 菩提이며, 法은 善說이며, 僧은 妙行
을 수습한다. 色은 無常이며, 受, 想, 行, 識도 무상이며, 충분히 苦諦를
시설하고, 集, 滅, 道諦도 시설한다”고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때
에 善士에 친근하지 않고 正法을 청문하지 않으며, 如理하게 作意하지
않으며, 이미 획득하고 있던 세속의 信을 퇴몰, 파괴하고 이전, 망실하
는 것에서 정타라고 명명한다. 佛이 波羅衍拏 摩納婆를 위해 설한 것과
같다.
만약 사람이 이와 같이 [불, 법, 승] 삼법에서 퇴실한다면, 나는 그

런 부류의 사람을 정타라고 명명한다고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설한
다.19)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은 삼보에 대해 소량의 信을 내는

것이며, 삼보에 대한 信의 퇴실이 정타라고 정의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순정리론과 ADV에서 정선근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며,

나아가 信에 의해 정과 정타가 구분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信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지만, 삼보에 대한 信인

동시에 오온무상과 사성제에 대한 信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는

동일한 맥락에서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며, 초기 유부문

헌에서 부터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 한편 兵藤(1990: 77)가 지적하듯이, 바사론
의 法隨法行을 가리킨다는 설명을 고려하면 앞의 親近善士, 聴聞正

19) 發智論(TD 26) pp. 918c20-919a4: 云何頂. 答於佛法僧生小量信.
如世尊爲波羅衍拏摩納婆説. 若於佛法僧 生起微小信 儒童應知彼 名已得頂法.
云何頂墮. 答如有一類. 親近善士. 聽聞正法. 如理作意. 信佛菩提法. 是善説僧.
僧修妙行. 色無常受想行識無常. 善施設苦諦. 善施設集滅道諦. 彼於異時.
不親近善士. 不聽聞正法. 不如理作意. 於已得世俗信. 退沒破壞. 移轉亡失.
故名頂墮. 如佛即爲波羅衍拏摩納婆説. 若人於如是 三法而退失 我説彼等類
應知名頂墮; 八健度論(TD 26) p. 772b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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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如理作意와 함께 사예류지로 볼 수 있으며, 사선근의 원형이

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20)

난선근과 정선근의 설명에서 발지론·바사론·순정리론·A
DV 등에서는 삼보에 대한 信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정타의 설

명에서 사예류지가 사선근의 원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구사론에서 信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점차 信보다 慧를 강조하

게 되는 심론·심론경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21) 하지만 앞에
서 살펴 본 것과 같이 구사론에서 사견에 의한 정타라고 추측
했을 때, 이때 사견은 不信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으므로

信과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忍(kṣānti)

위의 정과 정타의 설명에서 사선근은 사예류지에 근거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발지론 “親近善士. 聽聞正法. 如理作意.
由此因縁. 得諦順忍”의 언급에서 구체화된다. 得諦順忍이 法隨法行

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정에서 忍으로 연결되는 수행단계가 추측

되지만, 바사론에 와서야 인을 포함하는 순결택분이 완성된

다.22) 난과 정의 단계에서는 법념주에 의해 사성제에서 처음으로

行相들을 행상화하고 사념주에 의해 행상들이 증진하나, 부동선근

으로 분류되는 忍과 世第一法에서는 법념주에 의해서만 행상들을

20) 婆沙論(TD 27) p. 27a29-b15; 旧婆沙(TD 28) p. 19b19-b29; 兵藤(1990)
pp. 76-77; 發智論(TD 26) p. 927c23-24; 구바사에는 사예류지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다.

21) 雑心論(TD 28) p. 909c13-15에서는 정선근의 단계에서 본론에서 살펴본
發智論(TD 26) pp. 918c20-919a4을 인용하고 있다. 한편 구사론의
주석서들인 AKVy, TA, LA에서도 信과 관련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다;
慧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주 13) 참고바람.

22) 發智論(TD 26) p. 927c23-24; 兵藤(1990) p. 77; 안성두(2003) p.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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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상화하고 증진하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23)

인의 단계에서는 견도에의 근접성이 고려된다. 즉 인도 난, 정

과 마찬가지로 하품, 중품,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이 중 상품의 인

은 견도와 연결되는 세제일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欲界繫의 고성

제만을 대상으로 한다.24) 이것은 “난, 정, 하인, 중인”은 욕계, 색

계, 무색계 어느 곳에도 속하는 사성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므로 상, 하계의 사제를 각각 열여섯가

지 방식으로 관찰한다는 사실을 유추해 낼 수 있다.25) 그런데 중

인의 단계에서는 소연과 행상을 점차 줄여(減緣減行) 마지막에 하

나의 행상을 두 찰나로 수습하기까지 독특한 과정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보이지 않는데, 구사론에서 세친은 “전
설(kila)”라고 하여 이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자세한 설명을 생

략하고 있다.26) 한편 현장은 “전설(kila)”을 瑜伽師라고 한역하고

있지만, 감연감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가사의 견해라고 보는

순정리론에 기술되고 있다.27) 여기서는 먼저 하인의 단계부터

23) AKBh p. 345.15-19; 婆沙論(TD 27) p. 31b15-26; 旧婆沙(TD 28) p.
22a29-b7; 順正理論(TD 29) p. 681a23-28; 顕宗論(TD 29) p. 922a17-22;
AKBh p. 344.14-15; 婆沙論(TD 27) p. 944c1-4; 順正理論(TD 29) p.
681a28-b8; 顕宗論(TD 29) p. 922a22-b3; 구사론에서 忍은 “사성제에
대해서 최상으로 인가하는 것(kṣamaṇa)”라고 설명하지만, AKVy에서는
“인가하는(kṣamate) 즉 즐거워하는(rocate)”라고 주석하여 kṣamate를
rocate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다. “인가하는” 것은 煖位에서도 해당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바사론·순정리론에서의 忍만이 사성제 모두를
관찰하기에 “順諦忍”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의거하면, 加行道에서
처음으로 사성제를 전부 관찰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즐거움이라고 생각된다; kṣānti를 둘러싼 논의는 佐々木現順(1972) pp.
580-588을 참고, ; 위의 忍에 대한 해석은 心論(TD 28) p. 818b22-23;
心論經(TD 28) p. 849b14-17; 雑心論(TD 28) p. 909c21-23에서 원형을
확인 할 수 있다; 婆沙論(TD 27) p. 24b20-23; 順正理論(TD 29) p.
678c6-9; 顕宗論(TD 29) p. 921c1-4; TA P tho, p. 360a2-3, D do, p.
213b7-a4; LA None; AKVy p. 533.3-5; 佐々木(1972) p. 588.

24) AKBh p. 344.17; AKVy p. 533.13-15.
25) AKBh p. 344.17-18; AKVy p. 533.15-20.
26) AKBh pp. 344.18-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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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다. 즉 (1) 欲界 (이하 下界) 苦諦四行相, (2) 色界, 無色

界 (이하 上界) 苦諦四行相, (3) 下界集諦四行相, (4) 上界集諦四行相,

(5) 下界滅諦四行相, (6) 上界滅諦四行相, (7) 下界道諦四行相, (8) 上

界道諦四行相의 순서로 八諦의 三十二相 모두를 관찰한 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감연 감행한다.28)

(8) 상계도제사행상, (7) 하계도제사행상, (6) 상계멸제사행상, (5)
하계멸제사행상, (4) 상계집제사행상, (3) 하계집제사행상, (2) 상계고
제사행상, (1) 하계고제사행상.

여기서 감연감행이란 하계와 상계 각각의 사제인 여덟 가지 대

상과 각각에 속한 삼십이행상을 먼저 하계고제사행상에서 상계도

제사행상까지를 관찰한 다음, 상계도제사행상 가운데 출행상을 제

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회(周)에 하나의 행상씩 제거해가는 것

이다. 마침내 상계도제사행상를 제거하면 도제를 감연하는 것에서

부터, 총31회가 행해지고 욕계고제의 하나의 행상을 두 찰나로 관

찰하기 까지가 중품인이다. 그리고 욕계에 속하는 고성제를 무상

등의 어느 하나로 관찰하는 것이 상품인이라고 설명된다. 따라서

인위는 상품인의 고성제일행상의 관찰까지 제거되는 과정을 말한

다.29)

27) 여기서 瑜伽師라고 하는 명칭은 특별한 학파에 속한 자보다 일반적인
有部의 瑜伽수행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玄奘(TD 29) p.
119c8-12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倶舎論의 해당개소를 한역하지
않았을까? 部派佛教에 있어서 瑜伽師에 대해서는 西 義雄(1975) pp.
219-265을 참고바람; 이 개소에 대해 眞諦는 한역을 하지 않는다.

28) 順正理論(TD 29) p. 678c16-24: 忍下中上如何分別. 且[顕宗論(TD 29) p.
921c11에 의거해 旦는 且로 교정함]下品忍具八類心. 謂瑜伽師以四行相.
観欲界苦名一類心. 如是次観色無色苦. 集滅道諦亦如是観. 成八類心名下品忍.
中忍減略行相所縁. 謂瑜伽師以四行相. 観欲界苦乃至具足. 以四行相観欲界道.
於上界道減一行相. 從此名曰中品忍初. 如是次第漸減漸略行相所縁.
乃至極少唯以二心観欲界苦. 如苦法忍苦法智位. 齊此名為中品忍満;
顕宗論(TD 29) p. 921c10-19; 減縁減行의 過程에 관한 도표는
河村孝照(2004) p. 156; 周 柔含(2009) p. 15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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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사론의 “감연감행”에 대해 AKVy에서는 상계도제사

행상⟶상계멸제사행상⟶상계집제사행상⟶상계고제사행상⟶하계
도제사행상⟶하계멸제사행상⟶하계집제사행상⟶하계고제사행상
의 순서로 먼저 상계도제사행상을 제거한 후 도제를 제거하는 것

에서 하계고제를 두 가지행상에 의해 관찰하는 것까지 중품인이

라고 한다.30) 순정리론과 비교해 보면 두 순서 모두 八諦三十二
行相에서 차례로 행상과 팔제를 제거하지만, 위의 설명과 같이 제

거해가는 순서와 중품인에서 욕계의 고제를 관찰하는데 마지막에

남는 행상도 일치하지 않는다. 즉 순정리론에서는 욕계의 고제
를 네 가지 행상 가운데 한 행상에 의해 두 찰나로 관찰된다고 하

지만, AKVy에서는 두 가지 행상에 의해 욕계의 고제가 관찰된다

고 한다. TA, LA는 두 가지 행상을 무상행상과 고행상으로 해석

하고 있다.31) 이상 중품인에 대해서는 바사론의 설명을 반영하
고 있는 순정리론의 해석과 구사론의 주석서들의 해석이 동
일하지 않는 점에서 정설이 없어 보인다.

4. 世第一法(laukikāgradharma)

상품의 인의 무간에 세제일법이 발생한다. 처음으로 성도의 문

을 열어 성자가 되기 직전의 단계이다. 구사론에서는 다음과 같

29) 櫻部建·小谷信千代(1999) p. 126 각주 15)에서는 “減行이 減緣에 선행하는
경우, 中忍은 497찰나가 된다.”고 설명한다. 위의 순정리론의 설명은
바사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婆沙論(TD 27) p. 25a7-b6;
旧婆沙(TD 28) p. 17c22-18a13.

30) AKVy pp. 533.25-534.4; AKVy pp. 534.24-535.15에서는 본문에서
언급한 구사론의 해석 뿐 만아니라 異説도 제시하고 있다;
佐藤密雄(1960) pp. 270-277; 周 柔含(2009) pp. 145-175.

31) TA P tho, pp. 360b7-361a4, D do, p. 214a7-b3; LA P Ñu, p. 202a1-6,
D chu, p. 163b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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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된다.

[世]第一法는 그와 같이 (19c) 완전히 상[품의] 忍과 같다. 실로
그것들도 欲[界]繫의 苦[諦]를 대상으로 하며 찰나성이다. 이것들은
세간적인 것들이며, 제일의 법들이다. 모든 세간적인 [법들] 가운데
최승이기 때문에 세제일법이다. 同類因없이 [무루]도는 그 [세제일법]
의 士用에 의해 이끌려 나오기 때문이다.32)

여기서 상품의 인과 같이 욕계계의 고제를 대상으로 하여 행상

은 무상, 고, 공, 무아 어느 하나이며, 일찰나이기 때문에 난, 정,

인처럼 하품, 중품, 상품의 구별은 없다. 욕계계의 고제를 대상으

로 하는 이유는 견도와 연결되며, 견도와 地(未至定, 中間定, 四靜

慮)를 같이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33) 그러나 유루이기 때문에

세간이며, 유루법 가운데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제일이다. 왜냐하

면 유루도인 세제일법의 힘에 의해 무루도의 동류인이 없어도 무

루도[도제]가 인기되기 때문이다. 세제일법이라는 개념은 집이문
족론에서 처음으로 나타나지만, 다음과 같이 발지론에서 본격
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질문] 世第一法이란 무엇인가? [대답] “만약 心, 心所法이 等無間[縁]
이 되어 [수행자가] 正性離生에 들어가면, 이러한 [심, 심소법]을 세제
일법이라 한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약 五根이 등
무간[연]이 되어 정성리생에 들어가면 이것을 세제일법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전자인] 만약 심, 심소법이 등무간[연]이 되
어 [수행자가] 정성리생에 들어가면, 이것을 세제일법이라고 말하게

32) AKBh p. 345.3-6: tathāgradharmāḥ（19c）yathaivādhimātrā kṣāntiḥ /
te 'pi hi kāmāvacaraduḥkhālambanāḥ kṣaṇikāś ca laukikāś caite 'grāś
ca dharmāḥ / sarvalaukikaśreṣṭhatvād iti laukikāgradharmāḥ / vinā
sabhāgahetunā mārgasya tatpuruṣakāreṇākarṣaṇāt /; 順正理論(TD 29)
pp. 678c25-679a1; 顕宗論(TD 29) p. 921c20-25; 婆沙論(TD 27) p.
6a28-b1; 旧婆沙(TD 28) p. 4c2-4.

33) AKVy pp. 536.30-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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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34)

발지론은 세제일법을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 여기

서 세제일법의 자성은 “심, 심소법”이지만, 혹자는 “오근”이라고

주장한다. 바사론에는 혹자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제시된다.

첫째 旧阿毘達磨論者에 의해 分別論者(구역: 毘婆闍婆提, Vibhajyav

ādin)의 “信등의 오근은 오직 무루뿐이다”35)라는 주장이 논파된

다. 두 번째는 혹자를 經部師 혹은 犢子部라고 하며 분별론자의 오

근은 오직 무루뿐이라는 주장이 배척된다. 두 가지 해석 모두 오

근은 무루뿐만 아니라 유루에도 통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것에

서 세제일법의 성격을 규정하기에 앞서 먼저 오근의 유루무루성

의 확립이 우선 과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36) 한편 法救(Dharm

atrāta)와 覚天(Buddhadeva)은 오근으로 결론내리고 있다.37) 그런

데 바사론의 다른 개소에서 “사선근의 자성은 五蘊이다”라고 정
의되어 구사론에 전승된다.38)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사론에서 세제일법의 자성을 둘

러싸고 두 개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이다. 첫 번째는 바사론
잡온 권제2의 시작 부분인 발지론에 대한 주석으로 사선근의

개념이 완성되기 전 단계의 해석이다. 두 번째는 바사론 잡온
권제6으로 첫 번째의 세제일법의 자성에 대한 정치한 논의 다음

에 부가되고 있는 순결택분으로서 완전한 형태가 제시되고 난후

34) 発智論(TD 26) p. 918a10-14: 云何世第一法. 答若心心所法. 為等無間.
入正性離生. 是謂世第一法. 有作是説. 若五根為等無間. 入正性離生.
是謂世第一法. 於此義中. 若心心所法. 為等無間. 入正性離生. 是謂世第一法;
八健度論(TD 26) p. 771c9-12; 集異門足論(TD 26) p. 383a12-b19.

35) 婆沙論(TD 27) p. 7c1-4; 旧婆沙(TD 28) p. 5b23-29.
36) 婆沙論(TD 27) p. 8b6-9; 旧婆沙(TD 28) p. 6a28-29; 婆沙論(TD 27) p.
8b10-13; 旧婆沙(TD 28) p. 6a9-12.

37) 婆沙論(TD 27) p. 8c7-16; 旧婆沙(TD 28) p. 6a29-b5.
38) 婆沙論(TD 27) p. 29c6-8; 心論經(TD 28) p. 849b20-26; 雑心論(TD 28)
p. 909c1-2; AKBh p. 345.8; 順正理論(TD 29) p. 680b7-11; 顕宗論(TD
29) p. 922a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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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석이다. 첫 번째 개소에서 바사론은 발지론에 근거하여
주석하면서도 최종적으로 迦多衍尼子의 주장에 “[오]근, 및 非[五]

根과 상응, 구유하는 심, 심소법”이라는 새로운 견해를 더하고 있

다. 여기서 “구유하는 심, 심소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구유인의

법칙에 의거해 隨心轉色(靜慮無表)과 함께 존재하는 오온이 상정

되었다고 본다.39) 이처럼 바사론은 발지론의 주석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세제일법의 자성은 오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행도로서의 순결택분이 완성

되었을 때, 자성은 오온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생각된다. TA,

LA에서도 세제일법의 자성은 오온이라고 해석되고 있다.40) 이상

의 고찰에서 세제일법의 자성은 心, 心所法⟶[五]根, 및 非[五]根과

相應, 俱有하는 心, 心所法⟶五蘊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III. 斷善根과 續善根에 있어서 信의 역할

정통유부계통의 논서에서 언급했듯이, 정선근의 단계에서 信은

정과 정타를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信의 의미에 대

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발지론에서 정
의 반대개념으로서 사예류지, 삼보, 오온무상, 사성제에 대한 不信

은 정타로 연결된다. 그리고 AKVy에서의 退에 관한 해석에서 邪

見과 선근의 단절과의 관련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不信에 의해

야기되는 정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사

견은 구사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39) AKBh pp. 83.16-84.1.
40) TA P tho, p. 361a4-7, D do, p. 214b4-6; LA P Ñu, p. 202b2-4, D chu,
p. 164a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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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과 不善에 대한 과보를 '없다'고 하는 견해가 사견이다. “예를 들
면 보시가 없고 공양이 없고 제사가 없고, 선행이 없고, 악행이 없다는
등등, 내지, 세간에 아라한도 없다”고 [경전에서 설한 것과] 같다. 앞에
서 말한 이것들은 모두 업, 과보, 성자의 부정에 해당되는 사견이다.41)

유부문헌에서 十不善業道중의 하나로 열거되고 있는 사견은 종

교적 행위, 이러한 종교적 행위로 인해 성취되는 모든 선인선과등

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된다.42) 즉 인과관계를 부정

하는 상품의 완성된 사견에 의해 선근이 단절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발지론에서 탐, 진, 치의 불선근에 의해 선근이
단절된다는 설명에 위배되기 때문에, 바사론·구사론·순정리
론에서는 “사견은 불선근에서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불선근인 탐, 진, 치에서 발생하는

사견에 의한 선근의 단절이라는 것이다.43) 그렇다면 단선근이 어

41) AKBh p. 247.20-22: śubhe cāśubhe ca karmaṇi yā nāstīti dṛṣṭiḥ sā
mithyādṛṣṭiḥ / tadyathā “nāsti dattaṃ nāstīṣṭaṃ nāsti hutaṃ nāsti
sucaritaṃ nāsti duścaritam ityevamādi yāvan na santi loke 'rhanta” iti
/ saiṣā sākalyena karmaphalāryāpavādikā mithyādṛṣṭir bhavati /;
順正理論(TD 29) p. 580b14-17; 顕宗論(TD 29) p. 881b21-24; MN III pp.
71.26-72.3; 集異門足論(TD 26) p. 431b15-18; 法蘊足論(TD 26) p.
512a8-12; 界身足論(TD 26) p. 615b5-7; 品類足論(TD 26) p. 693b20-21;
発智論(TD 26) p. 954c8-10; 婆沙論(TD 27) p. 504a5-13; 心論(TD 28) p.
814b10, p. 815c12, p. 829a6-8; 心論經(TD 28) p. 842b5, p. 844b24-25, p.
863b27-28; 雑心論(TD 28) p. 893c11-12, p. 900.13, p. 93925-28.

42) 吉元信行(1983) pp. 35-36는 邪見은 넓은 의미로 正見의 반대개념으로
좁은 의미로 十惡業道의 최후에 열거된 邪見이며, 초기불교에서는 두
가지 의미의 사견이 모두 언급되고 있으나 아비달마에 있어서는 주로
후자의 의미가 문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3) 發智論(TD 26) p. 925a12-13; 八健度論(TD 26) p. 779b18-20; 婆沙論(TD
27) p. 181c5-7; 旧婆沙(TD 28) p. 137a16-17; 順正理論(TD 29) p.
580c11-15; 顕宗論(TD 29) p. 881c16-20; AKBh p. 248.15-18; 吉元(1983)
pp. 39-40; 舟橋一哉(1987) p. 370; 宮下晴輝(2007) p. 62; 바사론에서는
“단지 邪見만이 善根을 단절하는데 [발지론에서는] 왜 [貪, 嗔, 痴인]
不善根을 언급하는 것일까?”라는 물음에 邪見에 의해 단절될 때와
不善根에 의해 단절될 때로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즉 根本業道일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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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바사론에서는 단선근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질문] 단선근이란 어떤 뜻인가? [대답] 예를 들면 세간의 도끼 등
으로 나무를 자르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니 사견과 선은 서로 접촉하
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하는 가운데 사견이 나타날 때 모든 선
근의 성취를 소멸하게 하고, 불성취를 발생하게 하기에 단절한다고 명
명한다. 만약 상속하는 가운데 선근의 得이 없다면 그때 선근이 이미
단절했다고 설명한다.44)

여기서 단선근은 선근의 不成就[得](asamanvāgama)이라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유부에 의해 心不相應行(cittaviprayuktasaṃskār

a)의 다르마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는 바사론에서 정타의 자성
이 불성취성으로 규정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정타의 자

성은 (1) 不成就(評曰), (2) 不信, (3) 諸煩惱纏, (4) 一切法, (5) 無自

性(譬喩者)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뒤에서 언급할 단선근의 자성 가

운데 사견이 제외되어 있다. 여기서 정타와 사견이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45)

위의 단선근의 자성에 관해 바사론에는 (1) 不信, (2) 邪見,

邪見에 의해, 加行道일때는 不善根에 의해 선근이 단절된다고 한다;
吉元(1983) pp. 45-49가 지적하고 있듯이 세친은 사견에 의해 선근이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善法의 종자는 완전하게 단절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한 유부의 반론은 吉元를 참고 바람.

44) 婆沙論(TD 27) p. 182b22-26: 問斷善根者是何義耶.
答非如世間斧等斷木. 邪見與善不相觸故. 然相續中邪見現在前時.
令諸善根成就得滅不成就得生説名爲斷. 若相續中無善根得. 爾時名爲善根已斷;
旧婆沙(TD 28) p. 137c10-12; AKBh p. 250.9-12; 順正理論(TD 29)
p. 581b5-9; 顕宗論(TD 29) p. 882a15-18; 斷善根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吉元(1983) pp. 33-53; 小川 宏(1992) pp. 19-23; 宮下(2007)
pp. 74-48참고.

45) 婆沙論(TD 27) pp. 27c10-28a1; 旧婆沙(TD 28) p. 19b29-c21; 바사론
譬喩者의 설명이 구바사에서는 尊者佛陀提婆의 無所有性으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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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諸煩惱纏, (4) 一切法, (5) 無自性(譬喩者), (6) 不成就(評曰)

이 제시된다.46)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3)이 선근의

단절에 관해 논의되며, 不信과 사견이 선근의 단절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앞서 정에서 확인했듯이 信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信의 정의와 인과관계의 부정이라는 사견의 의미에 의거하면,

선근의 단절에 직접원인이 되는 不信과 사견은 같은 맥락에서 언

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사론에서는 그 반대개념인 선
근의 속기도 제시하고 있다.

[질문] 어떠한 마음에 머물며 선근을 속기할 수 있는가?
[대답] 혹은 의혹에 머무는가, 혹은 정견에 머무는가. 왜냐하면 인과

에 대해서 때때로 의혹을 내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일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혹은 정견을 내는데 이것은 결정되어 있다. 그때 선근의 得이
다시 속기한다. 선의 得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근이 속기한다고 말하는
것이다.47)

위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의심과 정견에 대한 확신이 선

근의 속기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구사론·순정리
론·현종론에서도 같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어 유부의 문헌에
서 견해가 일치한다. 다시 말하면 초기불교에서 정견은 苦의 생기

와 소멸에 관한 인과관계를 여실지견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智(ñā

ṇa)이며, 明(vijjā)으로 이해되고 있다.48) 이러한 설명은 사견이

46) 婆沙論(TD 27) p. 182b26-c7; 旧婆沙(TD 28) p. 137c8-14; AKBh p.
250.9-12(4_79b); 舟橋(1987) pp. 372-373; 宮下(2007) p.49. 각주 72)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구바사와 AKBh에서는 단선근의 體와
自性을 함께 설하고 있다. 이 개소에 대한 구바사의 해석에서는
사견은 단선근의 자성이라고 한 후 “餘義如上頂退中説”이라 언급하여
頂墮와의 관련성도 제시되고 있다.

47) 婆沙論(TD 27) p. 184b22-25: 問住何等心能續善根. 答或住疑心. 或住正見.
謂於因果. 有時生疑此或應有. 或生正見此決定有. 爾時善根得還續起.
善得起故名續善根; AKBh p. 250.12-15; 順正理論(TD 29) p. 581b9-13;
顕宗論(TD 29) p. 882a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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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明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이상 정견과

信, 사견과 不信은 같은 맥락에서 언급되며, 선근의 단절과 속기

는 信과 관련되고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면 信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IV. 斷善根과 五根의 관계를 통해 본 信의 의미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초기불교에서 信은 慧와 함께 預流를

획득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49) 주

로 信에 대한 언급은 초기불교의 대표적 수행체계인 三十七菩提分

法에 포함되는 五根, 五力의 구성요소인 信(saddhā), 精進(viriya),

念(sāti), 定(samādhi), 慧(paññā)에서 볼 수 있으며, 慧를 획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신근은 “如來의 菩提를

信한다(saddahati tathāgatassa bodhiṃ)”로, 다른 개소에서는 신근

이 사예류지(cattāri sotāpattiyaṅgāni)로 설명되기도 한다.50) 즉

여래의 菩提에 대한 信은 佛에 대한 不壞의 淨信을 중심으로 하는

四不壞淨(삼보에 대한 淨信과 戒)에 해당하기 때문에 信이 단지 佛

에 대한 불괴의 淨信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水野(1964)가 지적하듯이, 유부 문헌에는 信에 관한 두 가지 해

석이 있다. 초기불교에서의 해석의 계승과 아비달마 특유의 法相

的 설명이 더해져 있는 것이다. 이들 해석은 초기 아비달마논서로

분류되는 집이문족론에 제시되고 있다. 즉 五力가운데 信力의

해석은 “여래에 대해 淨信을 내는 것”이며, 淨信은 五勝支의 해석

48) SN III p. 163.3-14; SN II p. 17.14-24.
49) 藤田(1992) pp. 92-142; 兵藤(1986) pp. 31-46; Giustarini, Giuliano(2006)
p. 162.

50) SN V pp. 196.26-197.4; SN V p. 19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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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隨順性, 印可性, 愛樂性, 心淸淨性”이라고 설명된다.51) 또한 
법온족론에서는 佛, 法, 僧證淨을 해석하고 난 뒤에 반복되는 구

절에서 信을 “見을 根本으로하는 證智와 상응하는 것”이라 하여

여실지견과 등치시키고 있다.52) 나아가 법증정의 해석에 사성제

현관(慧)과 이것에 의해 단절되는 見所斷隨眠, 修道에 의해 단절되

는 修所斷隨眠라는 보다 발전적인 해석도 제시되고 있다.53) 여기

서 후대 유부의 견도사상의 원형이 보이며, 信은 사성제현관과 관

련되어 난선근과 정선근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설명은 다음의 구사론의 해석에 반영되고 있다.

信은 心의 청정함이다. 다른 사람들은 [사]제와 [삼]보와 업과 [그]
과보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한다].54)

AKVy에는 “심은 信과 결합함으로써 청정하게 된다”고 구체적

으로 설명되며, 大善地法에 속하는 信은 확신(abhisaṃpratyaya, A

KVy: abhisaṃpratipatti)이라고 번역되어 慧의 의미가 포함된다.

즉 信은 수행을 통한 심의 청정함의 추구와 사성제등에 대한 바른

이해에 근거하는 확신이다.55) 이러한 信의 의미는 상응부 入相
應 (Okkantikasaṃyutta)에서 이론적 원형이 확인된다. 왜냐하면

일체제법의 무상성에 대한 信과 信解를 지니고 있는 자는 수신행

51) 集異門足論(TD 26) p. 422c1-6, p. 425c16-18; 法蘊足論(TD 26) p.
462a3-4, p. 499b25-27; 品類足論(TD 26) p. 700a7-8; 水野(1962) pp.
595-596; 兵藤(1986) pp. 32-33.

52) 法蘊足論(TD 26) p. 462a2-5, pp. 462c29-463a3, p. 464c5-8.
53) 法蘊足論(TD 26) p. 460a14-19, p. 461b24-25, p. 462a23-c20; 田中(1993)
pp. 266-268.

54) AKBh p. 55.6-7: tatra śraddhā cetasaḥ prasādaḥ /
satyaratnakarmaphalābhisaṃpratyaya ity apare /;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世親은 이러한 信의 정의를 다른 사람들의 설명이라고 하지만,
『五蘊論』(4. 1. 11)에는 apare가 생략되어 있다. Li Xuezhu and Ernst
Steinkellner (ed.)(2008) p. 6.

55) AKVy p. 128.16-17; 藤田(1992) pp. 93-94; 兵藤(1986)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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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며 일체제법의 무상성을 인식하는 여실지견, 慧와 동일하게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舟橋, 藤田가 지적하듯이, 이는 佛에 대

한 불괴의 정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불괴정이 여실지견과 동일시

되는 것이기도 하다.56) 이에 대해 중아함 審察經 (Vimaṃsaka

-sutta)에서 “見을 근본으로 하는 견고한 信(saddhā dassanamūlik

ā daḷhā)” 혹은 중아함 正見經 (Sammādiṭṭhi-sutta)에서 불괴

의 정신을 연기, 사성제의 통찰에 의한 무명의 소멸을 의미하는

정견과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 이론적 근거로 제시된다.57)

이상 신근=사예류지(사불괴정)=여실지견=정견으로 생각되며 信은

慧와 등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단선근은 세간인식의 마지막 단계인 세제일법의 자성을

논의하는 가운데 오근은 무루유루이어야 한다는 문맥에서 논의되

고 있다. 바사론에서는 먼저 상응부의 “오근을 완전히 성취한
자는 아라한이며, 오근이 전혀 없는 자는 외부의 이생이다”58)라는

정의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이생을 내부와 외부

로 구분하여 외부의 이생을 단선근자라고 명명하는 단서를 제공

하게 된다.

단선근자를 외부의 이생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여러 이생들에는 대
체로 내부와 외부 두 종류가 있다. 선근을 단절하지 않은 자는 내부이
고 선근을 단절한 자는 외부라고 한다. 이 경전의 의도는 “오근이 전
무한 자를 나는 단선근자라고 설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59)

56) 舟橋(1952) pp. 184-203; 藤田(1992) pp. 93-94.
57) 舟橋(1952) pp. 184-203; 藤田(1992) pp. 127-129, pp. 130-135; MN I p.
320.18-19; MN I pp. 46.16-55.25.

58) SN V p. 202.23-25; 婆沙論(TD 27) p. 8b1-2; 宮下(2007) pp. 19-22.
59) 婆沙論(TD 27) p. 8b1-5: 問彼經又説. 若全無此信等五根. 我説彼住外異生品.
復云何通. 答斷善根者名外異生. 謂諸異生總有二種. 一内二外. 不斷善根.
説名爲内. 斷善根者. 説名爲外. 彼經意説. 若全無此信等五根; 旧婆沙(TD 28)
p. 6a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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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상응부에서 오근의 성취는 예류과에서 아라한
까지의 도과의 획득과 직접 관련되며, 이러한 경증에 의해 오근은

오직 무루만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네 가지 예류의

지분인 사예류지가 전혀 없는 자는 외부의 이생의 입장에 있는

자”라고 하여, 오근을 사예류지로 바꾸어 기술하고 있는 곳에서도

볼 수 있다.60)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사론에서
언급하듯이, “오근이 전무한 자를 단선근자”라고 하는 것이다. 위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단선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견은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不信과 관련되어 정타의 관점

과도 연결된다. 앞의 바사론의 언급은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이것은 구사론 제2장 근품 에 전승된다. 여

기서 오근은 유루와 무루라고 정의되며, 이생은 내부의 선근을 단

절하지 않은 자와 외부의 선근을 단절한 자로 구분된다.61)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宮下가 지적하듯이, TA에서 “내부란 사성제를 관

찰하는 자이며, 외부란 사성제를 관찰하지 않는 자이다. 사성제의

제법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생의 입장에 있는 자”라고 해석하

는 점이다.62)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선근의 단계에

서 사성제를 十六行相으로 관찰하며, 특히 정선근의 해석을 염두

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발지론·바사
론에서 정타는 사예류지, 삼보, 오온무상, 사성제에 대한 信의 망
실이며, 또한 단선근자와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 즉 사성제의

관찰에 오근이 전제되는 것은, 信과 慧를 등치시키는 관점과 연결

시켜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선근과의 관련하에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63)

60) SN V p. 397.25-27.
61) AKBh p. 42.21-43.6; 櫻部 建(1969) pp. 251-252; 宮下(2007) pp. 20.
62) TA P to, pp. 182b8-183a7, D tho, pp. 154b5-155a3; 宮下(2007) pp.
20-21.

63) 법온족론에는 사성제와 오근의 관련성이 사예류지를 설명하는 개소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여리작의는 사성제를 관찰하는 것이며
法隨法行은 여리작의에 의해 발생하는 오근을 수습하는 것이라 해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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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근이 없는 자는 단선근자이며 외부의 이생으로 사성제

를 관찰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신근=사

예류지(사불괴정)=여실지견=정견의 관점과 연결시켜 본다면, 오근

가운데 혜근을 전제하고 있는 신근은 사성제현관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TA에서는

사성제현관을 성취하기 전단계인 정과 정타에서 선근의 단절과

속기가 慧를 전제하는 信과 관련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

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V. 결론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 견도획득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

는 사선근은 유부의 새로운 현관수행도가 조직화되어가는 가운데

형성되고 있으며, 난선근과 정선근에서 언급되고 있는 信은 단선

근과 관련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정통유부는 이 두 선

근에 信을 직접적으로 관련시키며, 특히 不信은 정타의 원인이 된

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심론 계열의 논서와 구사론은 信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심론 이후 점차 慧로 일체화시켜
가는 증거일 것이며, 여기서 信은 慧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정통 유부의 논서에서 난선근과 정선근은 信과 관련되며, 발지
론 정선근의 설명에서 사예류지, 삼보, 오온무상, 사성제에 대한
信의 유무에 의해 정과 정타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信의 대상은 앞에서 살펴본 유부 문헌에서의 信에 관한 두 가지

오근은 사성제를 관찰한 결과 생기하는 善法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法蘊足論(TD 26) p. 459c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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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바사론에서 정타를 야기하는 不信은 사견과 함께 단선

근의 자성으로 열거되고 있다. 인과법칙의 부정을 의미하는 사견

과 不信은 탐, 진, 치에 근거한다. 즉 무명과 직접 관련되고 있는

것이 信의 의미의 재고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불선근의 반

대 개념인 선근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인

과법칙을 인정하는 것이 정견이며 또한 이것은 여실지견의 기능

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 이상 유부에서 信은 인과관계에 대

한 명확한 이해를 표명하며,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수행도의 체

계를 구축하고 있는 유부교의학의 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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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ur Kuśalamūlas in the Sarvāstivāda: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śraddhā and 

kuśalamūlasamuccheda

Kim, Kyung Hee

Japan Otani University, Ph. D.

In this paper, I have considered nirvedhabhāgīya that is
the four Kuśalamūlas(ūṣmagata, mūrdhan, kṣānti, lau-
kikāgradharma) as the preparatory stage for insight. The
meaning of śraddhā can be explained using the stages of
ūṣmagata and mūrdhan. And I have tried to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śraddhā and kuśalamūlasamuccheda.
Therefore, this paper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parts.
The general explanation of the four Kuśalamūla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śraddhā and kuśalamūlasamuccheda in
the Sarvāstivādin works.

In the Sarvāstivāda Abhidharma texts as well as
Abhidharmakośabhāṣya, the four Kuśalamūlas are important
practice for the attainment of the darśanamārga. However,
th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ūṣmagata, mūrdhan began to
appear. In the Abhidharmakośabhāṣya, these two
Kuśalamūlas are said to be marked by the sixteen ākāras
only. On the other hand, in the Sarvāstivāda Abhidharma
texts, these two Kuśalamūlas are described as not only the
sixteen ākāras of the four noble truths, but also in terms of
śraddhā which has the meaning of the prajñā. Particularly,
śraddhā in the mūrdhan,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dividing mūrdhan and mūrdhapatita. Fundamen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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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śraddhā leads to mūrdhapatita,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cept of the kuśalamūlasamuccheda.

Through a semantic approach to aśraddhā, it is clear
that aśraddhā is the svabhāva of the kuśalamūlasamuccheda,
which is fundamentally similar to the concept of the mi-
thyādṛṣṭi and avidyā.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these concepts are based on the negation of the causality
conditions. By contrast, I show that the content of
kuśalamūlapratisaṃdhāna is based on the affirmation of the
causality conditions, which must takes account into
yathābhūtaṃ pajānāti or samyagdṛṣṭi. For this reason, we
can see that śraddhā is an immediate cause of kuśalamūla-
samuccheda and kuśalamūlapratisaṃdhāna. From this point
of view, there is no doubt that śraddhā is based on the
clear understanding of the causality conditions. Therefore, in
the texts of the Sarvāstivāda, the concept of the śraddhā of
cattāri sotāpattiyaṅgāni, trīṇi ratnāni, pañcaskandhā anityāh,
and catvāry āryasatyāni is understood with respect to
prajñā. Ultimately, the concept of the śraddhā is depended
on the concept of the Āgamas and the Nikāyas.

Keywords : four Kuśalamūlas, śraddhā,
kuśalamūlasamuccheda, prajñā, abhisam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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