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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부 및 정량부의 유위상(有爲相) 체계에 관하여
__중론 제7장을 중심으로__

정상교*
1)

Ⅰ 연구의 목적. Ⅱ 유부의 유위상과 푸드갈라론자의 유위상 체계
Ⅲ 결론

요약문 [주요어: 유위법, 푸드갈라, 독자부, 정량부, 중론]

생주이멸(生住異滅)로 특징되는 유위상(有爲相, saṃskṛta-lakṣaṇa)은 
주로 『아비달마구사론』을 통해 설일체유부(이하, 유부)의 교리를 중심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중론』 제7장 ｢유위(有爲)에 관한 고찰｣에 대
한 『중론』 주석서들은, 이와 같은 유위상을 주장한 부파를 유부가 아닌 푸
드갈라론자(pudgalavādin)인 독자부(犢子部, Vātsīputrīya) 및 정량부(正
量部, Sāṃmitīya)로 주석하고 있다. 푸드갈라론자들의 교리는, 그들 자체
의 문헌이 거의 소실되어 그들을 비판한 문헌들을 통해 단편적으로 알 수 
있고, 특히 그들이 구축한 유위상의 체계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비판적 문헌들은 비판자들의 곡해도 있을 수 있으므로 푸드갈라론에 관한 
내용 자체의 신빙성에도 항상 의문은 제기되었다.

중론의 본 게송과 『청목석』에는 아직 푸드갈라론자의 교리로 볼 근거
를 찾아볼 수 없었으나 무외론부터는 유부 이론과는 다른 ‘십오법 생기’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그 이후의 『반야등론』, 『대승중관
석론』, Prasannapadā와 같은 주석서들은 이러한 무외론의 내용을 거
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십오법 생기는 푸드갈라론자의 교리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무외론 이후 『중론 주석서들이 전해 주는 십오법 생기는 푸
드갈라론자들의 유위상 체계에 관한 매우 귀중한 기록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푸드갈라론자의 유위상 체계의 일단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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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적

유위상(有爲相, saṃskṛta-lakṣaṇa)은 유위법을 유위법답게 특징

짓게 하는, 또는 성립 시키는 생주멸(生住滅)의 3유위상(有爲相) 혹
은 생주이멸(生住異滅)의 4유위상을 말하며, 상응부등에서 확인되

고, 차이는 있지만 남북 양전(兩傳) 공통적으로 설해지고 있다.1)

특히 설일체유부(이하 유부)는 그들의 대표적인 교리인 삼세실

유설이 상주론이나 단멸론에 빠진다는 비판을 찰나멸론과 상속설

로 답변했다. 즉, 유위법은 삼세에 걸쳐 실체로서 존재하지만 찰

나에 소멸하므로 상주론이 아니고, 소멸한 법을 대신해서 동일한 

종류의 법이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

에 단멸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부의 이러한 찰나멸론이 바로 유

위상 이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한 찰나는 생주이

멸의 네 단계를 거치는데 이 네 특징이 바로 유위법인 동시에 모

든 유위법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2)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생주이멸이 다시 생주이멸의 유위상을 가

져야 한다는 논리는 수상(隨相, anulakṣaṇa)에게도 다시 생주이멸

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 소급의 오류(anavasthā-pra
-saṅga)에 빠지게 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유위상을 둘러싼 논쟁은 주로 유부의 주장을 중심으

로 고찰되어 왔다. 그런데 중론 제7장 ｢유위(有爲)에 관한 고찰

(觀三相品)｣ saṃskṛta-parīkṣā에 대한 중론 주석서들은, 유위상

1) 玉井 威(1981) p. 654.
2) 남수영(2015)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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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한 부파를 유부가 아닌 푸드갈라론자(pudgalavādin)인 독

자부(犢子部, Vātsīputrīya) 및 정량부(正量部, Sāṃmitīya)로 주석

하고 있다.3) 또한 이들 푸드갈라론자들은 무한 소급의 오류를 피

하기 위해 유부의 소위 ‘구법생기’(九法生起)와 다른 ‘십오법 생기

(十五法生起)’라는 매우 독특한 논리를 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타깝게도 푸드갈라론자의 교리는, 그들 자체의 논서가 거의 

전해지지 않고, 그들을 비판한 문헌들을 통해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어 그 대강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비판적 문헌들

의 푸드갈라론 관련 기록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오온과 같음과 다름을 말할 수 없는 푸드갈라’가 푸

드갈라의 존재 양태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론 주

석서들을 검토해 보면 ‘오온과 동일한 푸드갈라’, 혹은 ‘오온과 다

른 푸드갈라’등을 주장한 푸드갈라론자 내부의 다양한 부파(혹은 

논사)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4) 
이처럼 푸드갈라론에 관한 중론 주석서들의 기록이 단순한 

오해나 비판자의 의도적 왜곡이 아니라 푸드갈라론자의 유위상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팔리 상좌부나 유부의 교리 

이외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부파 불교의 유위상에 관한 또 

다른 기록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론 제7장이 비판하고 있는 유위상(有爲

相)을 청목석(靑目釋), 무외론(無畏論, Akutobhayā), 불호주
(佛護注, Buddhapālita-mūlamadhyamaka-vṛtti), 반야등론(般若
燈論), Prajñāpradīpa, 대승중관석론(大乘中觀釋論), Prasannap-
adā를 중심으로 고찰하여5) 이들 주석서들의 기록을 푸드갈라론자

3) 일반적으로 BC3C 경 상좌부에서 독자부가, BC1C경독자부에서 정량부등 몇 

개의 부파가 분열되었다고 보고 있다. 정상교(2017) p. 49. 각주1)
4) 정상교(2016) pp. 47-76. 
5) 三枝充悳(1995) p. 20, 26에 의하면 중론 주석가들의 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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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리로 볼 수 있는 먼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유부와는 다른, 
푸드갈라론자가 주장한 유위상의 일단면을 이해하려 한다.

Ⅱ. 유부의 유위상과 푸드갈라론자의 유위상 체계

1. 유부의 유위상과 구법생기 

바수반두(Vasubandhu, 5C경)의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
論, Abhidharmakośabhāsya. 이하 구사론)은 심불상응행에 소

속되는 네 종류의 유위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다음으로 태어남, 늙음, 머무름, 무상함은 [유위법의] 특징들이다. 
실로 이들은 유위법의 4가지 특징이다. 여기서, 이들(4가지 특징)이 존

재할 때, 유위법이라고 특징된다. [4가지 특징과] 반대이므로 무위법이

다. 그중에서, 태어남(生, jāti)은 그 현상을 생겨나게 하고, 머무름(住, 
sthiti)는 [그 현상을] 머물게 하고, 늙음(변화)은 [그 현상을] 노쇠하게 

하고, 무상함(멸, anityatā)은 [그 현상을] 소멸시킨다.6)

붓다팔리타(Buddhapālita, 6C경), 바비베카(Bhāviveka, 6C경), 
스티라마티(Sthiramati, 6C경), 찬드라키르티(Candrakīrti, 7C)로 추정되므로, 
가장 후대의 논서이며 유일한 산스크리트본인 Prasannapadā를 먼저 검토한 

후, 시대 역순으로는 “대승중관석론 → 반야등론 → 불호주 →
무외론 → 청목석의 순으로 검토해 나가야 하지만, 비교의 용이를 위해 

Prasannapadā → 반야등론 → 대승중관석론 …”으로 검토해 갈 것이다. 
6) AKBh p. 75, 17-20: lakṣaṇāni punar jātir jarā sthitir anityatā// chp.2 

k.45cd. etāni hi saṃskṛtasya catvāri lakṣaṇāni/ yatra etāni bhavanti 
dharmaḥ saṃskṛto lakṣyate/ viparyayād asaṃskṛtaḥ/ tatra jātis taṃ 
dharmaṃ janayati sthitiḥ stāpayati jarā jarayati anityatā vināśayati/
이 중 전통적인 주이(住異, ṭhitassa aññathatta)는 구사론에서 노(老, 

jarā)로 대치된다. 玉井 威(1981) p.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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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생주이멸(혹은 생주노멸)의 네 가지가 유위법의 특징이

라고 정의되어진다면, 생주이멸 자체도 유위법인 이상 그들 자체

도 다시 생주이멸의 특징을 수반해야 한다는 결과가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따라서, 태어남의 태어남(生生相), 머무름의 머무름(住住
相), 늙음의 늙음(老老相), 무상함의 무상함(無常無常相)이라고 하는 

4가지의 수상(隨相, anulakṣaṇa)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생주이

멸이 다시 생주이멸의 유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수상에게

도 다시 생주이멸을 필요로 하므로 무한 소급의 오류에 빠지게 된

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 유부 논사들은 그것이 

무한 소급의 오류에 빠지지 않음을 ‘구법생기’를 통해 밝히고 있

다.

그러면 [4상] 각각에 있어 4개의 특징(4수상)이 있고, 다시 그들(4수
상)에 또 다른 생 등이 귀착되므로 끝이 없는 오류가 되는 것은 아닌

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들(4상과 4수상)은 8가지 현상과 1가
지 [현상]에 대한 작용이다.(chp.2, k.46b)

생 등은 그 8가지 현상에 대해 작용한다. 이 작용이란 무엇인가? ···
생생 등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 작용한다. 어떻게 그러한가? [4가지] 상
과 [4가지] 수상인 8가지와 함께 [현상] 자체인 9번째 현상이 생겨난

다. 여기에서, 생은 자신을 제외한 8가지 다른 현상을 생겨나게 한다. 
그리고 생생은 바로 그 생만을 [생겨나게 한다.] … 그와 같이 머무름

(주)도 자신을 제외한 다른 8가지 현상을 머무르게 한다. 한편 주주는 

주만을 [머무르게 한다.] 늙음(변함, jarā)과 무상의 논리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이해되어져야한다. 그러므로 무한 소급의 오류는 존재하지 

않는다.7) 

7) AKBh p. 76, 12-20 : nanu caikasyaikasya catur lakṣaṇanī prāpnoti 
aparyavasānadoṣaś ca/ teṣāṃ punar anyajātyādiprasaṅgāt/ na prāpnoti/ 
yasmāt te ’ṣṭadharmaikavṛttayaḥ(chp.2, k.46b)

teṣāṃ jātyādīnām aṣṭāsu dharmeṣu vṛttiḥ/ kim idaṃ vṛttir iti/ …
caikatra dharme kathaṃ kṛtvā ātmanā navamo hi dharma utpadyate/ 
sārdhaṃ lakṣaṇānulakṣaṇair aṣṭābhiḥ/ tatra jātir ātmānaṃ virahayyānyā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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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부의 설명은 상가바드라(Saṁghabhadra, 5C경)의 순
정리론(順正理論)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상가바드라는 공능(功
能)을 통해 방어 논리를 펴고 있다. 즉, 수상은 4상 각각에 대해서

만 공능이 있으므로 무한 소급의 과실이 없다고 한다.8)

2. 푸드갈라론자의 유위상과 십오법 생기 

1) 중론 제7장 제3게의 유위상 비판 

중론 제7장의 산스크리트어 제목은 saṃskṛtaparīkṣā, 즉, ‘유
위에 관한 고찰’이고 티베트어 역은 skye ba dang gnas pa dang 
’jig pa brtag pa 즉, ‘생주멸에 관한 고찰’, 그리고 한역은 관생주

멸품(觀生主滅品), 관상품(觀相品), 관유위상품(觀有爲相品), 관유위

품(觀有爲品) 등9), 상술한 생주멸을 특징으로 하는 유위상을 고찰

하는 장이다. 이러한 유위상의 규정에 대해 동장(同章) 제3게에서 

나가르주나(Nāgārjuna, 2-3C경)는, 생주멸도 유위이므로 그 각각

도 생주멸을 갖는 무한의 오류에 빠질 것 이라고 비판한다.

만약 생주멸에 있어서 다른 유위상이 있다면, 무한 소급의 오류가 

되리라. 만약, [생주멸이] 없다고 하면 그것들(생주멸)은 유위상이 아니

다.10)

aṣṭau dharmān janayati/ jātijātiḥ punas tām eva jātim/ … tadvat sthitir 
apy ātmānaṃ varjayitvā ’nyān aṣṭau dharmān sthāpyati sthitisthitis tu 
tām eva sthitim/ evaṃ jarā ’nityate api yathā yogayaṃ yojye/ tasmān na 
bhavaty anavasthāprasaṅgaḥ/

8) 황정일(2014) pp. 186-188.
9) 三枝充悳(1985) p. 169.
10) PSP p. 147, 9-10.: utpādasthitibhaṅgānām anyat saṃskrtalakṣaṇam/ a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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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무한 소급의 오류에 대한 비판은 앞에서(각주 7) 인용

한 구사론에서 본 유부의 주장에 대한 비판 논리와 동일하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중론 자체는 논쟁을 주고받는 상대 학파를 

특정하지 않아 이 비판이 유부를 향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대론자는 무한 소급의 오류에 빠진다는 비판에 대해 제4게에서 반

박 논리를 펴는데, 중론 주석서들은 여기에서 상대 학파를 푸드

갈라론자로 특정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매우 흥미롭게도 유부의 

‘구법 생기’와는 다른 ‘십오법 생기’를 주장하고 있음이 소개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해당 부분에 관한 중론 주석서를 고찰한다. 

2) Prasannapadā

먼저, 찬드라키르티의 Prasannapadā는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

이 주석한다. 
 

이 문제(무한 소급의 오류에 빠진다는 비판)에 대해 정량부 논사들

은 주장한다. 생(utpāda) 등에 있어서 생 등이 존재한다. 무한 소급의 

오류가 되지는 않는다. 상(相, lakṣaṇa)과 수상(隨相,anulakṣaṇa)이 상

호 성립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선(善) 혹은 염오(染汚)된 유

위법이 발생할 때, 그 자체와 함께 15개가 생겨난다. 그 현상(dharma) 
[자체]와 그 현상의 생, 성취(samanvāgama), 머무름(住, sthiti), 늙음

(변화, jarā), 무상함이다. 만약 그 현상이 염오일 경우, 그것에 있어서 

바르지 않은 해탈이 있고, 또는 [그 현상이] 청정할 경우 그것에 있어

서 정해탈(正解脫)이 있다. 만약 [그 현상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出
離, nairyānika)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있어서 벗어남(出離性)이 있다. 
또한 [그 현상이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非出離)이라고 한다면, 그
것에 있어서 벗어나지 않음(非出離性)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수반하는 

것(隨伴, parivāra)이다. 
다음으로 생에는 또 다시 생이 [성취, 머무름 … ]에서부터(yāvad) 

ced anvasthaivaṃ nāsti cet te na saṃskṛtāḥ// MK 7, 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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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출리성에 있어서는 비출리성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수상이다. 그중

에서, 이 본생은 자신 이외에 다른 14개의 현상(dharma)을 생성시킨

다. 한편 생생이라고 명명된 수상(隨相)으로서 존재하는 생은 본생만을 

생성시킨다. 그와 같이 [생생]에서부터 비출리성은 14개의 현상을 출

현시키지 못한다. 그 열반을 획득 시킬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비

출리성의 비출리성은 비출리성인 비출리성만을 획득시킨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생 등에 있어서 무한 소급의 오류를 배제하면서 다음(제4
게)과 같이 주장한다.11) 
 
위의 설명을 바탕으로 십오법 생기의 구조를 도식화 하면 다음

과 같다.
 

11) PSP pp. 148, 1-149,3. : atrāhaḥ saṃitīyaḥ/ santi cotpādādīnām 
utpādādayo/ na cānavasthāprasaṅgo lakṣaṇānulakṣaṇānāṃ 
parasparaniṣpādakatvāt/ yasmād iha samskṛtadharmaḥ ̣kuśalaḥ kliṣṭo vā 
utpadyamāna ātmanā pañcadaśa utpadyante/ sa dharmas tasya 
cotpādaḥ samanvāgamaḥ sthitir jarā ’nityatā/ yady asau dharmaḥ kliṣṭo 
bhavati tasya mithyāvimuktiḥ/ atha śubhas tasya samyagvimuktiḥ/ yadi 
nairyāṇiko bhavati tasya nairyāṇikatā/ athānariyāṇikas 
tasyānairyāṇikatety eṣa parivāraḥ/ idānīm utpādasyāpara utpādaḥ yāvad 
anairyāṇikatānairyāṇikatety eṣa parivārasya parivāraḥ// tatra yo’yaṃ 
maula utpādaḥ sa ātmānaṃ vihāyānyān caturdaśa dharmān janayati/ 
utpādotpādasaṃjñakas tv anulakṣaṇabhūta utpādo maulam evotpādaṃ 
janayati/ evaṃ yāvad anairyāṇikatā caturdaśa dharmān na niryāṇayati/ 
na tan nirvāṇaṃ prāpayati ity arthaḥ/ anairyāṇikatānairyāṇikatā tu 
prāpayati anairyāṇikatām anairyāṇikatām eveti// tad evam utpādādīnām 
anavasthāṃ pariharann ā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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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자체(dharmātman) 1종

상(lakṣaṇa) 7종

생(dharmotpāda)
주(sthiti)
성취(혹은 保持, samanvāgama)
변함(jarā)
무상(anityatā) 
정해탈(samyagvimukti), 바르지 

않은 해탈(mithvāvimukti)
출리성(nairyāṇikatā), 
비출리성(anairyānikatā)

수상(anulakṣaṇa) 7종

생생(utpādotpāda)
주주(sthitisthiti)
…
…
…
…
출리성의 출리성 

(nairyāṇikatānairyāṇikatā)
비출리성의 비출리성 

(anairyāṇikatānairyāṇikatā)12)

즉, 정량부의 주장으로 소개된 십오법 생기는, 근본 현상 1종과 

7종의 상(相)에 따른 7종의 수상(隨相)이 있고(1+7+7=15), 수상인 

생생(utpādotpāda)은 본생(dharmotpāda)만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 구조 자체는 각주 7)에서 본 유부의 구법 생

기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단지 구법 생기에는 보이지 않는 

정해탈(samyagvimukti), 바르지 않은 해탈(mithvāvimukti), 출리

(nairyāṇikatā), 비출리(anairyānikatā)가 상(相) 및 수상(隨相)에 각

12) 후술하겠지만, Prasannapadā의 이 주석은 불호주의 해당 부분과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Saito(1984) pp. 254-255를 인용해 도식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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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포함되어 십오법 생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Prasannapadā는 
중론 제7장이 비판하고 있는 유위법상의 체계를 정량부의 교리

로 간주하고 있지만, 현존하는 다른 푸드갈라론자 관련 문헌에서

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유부의 유위상과 구

별되는 이 십오법 생기는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일까?

3) 반야등론

중론 주석서들 중, 바비베카의 티베트어 역 반야등론은 다

음과 같이 Prasannapadā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주석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무한의 오류에 빠진다는 비판)에 대해 독자부는 주장한다.
생주멸이 유위이기도 하지만, 무한 소급의 오류가 되지는 않는다. 

만약 “왜 그런가?”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다음에 있어서, 현상

(*dharma)은 그 자체를 수반하여 십오종이 발생하는데, 그 현상 [자
체](*dharmātman), 그 [현상]의 생함(*-utpāda), 그 [현상]의 머무름

(*-sthiti), 그 [현상]의 멸함(*-bhaṅga), 그 [현상]의 성취(ldan pa, 
*-samanvāgama), 그 [현상]의 머무름과 변함(住異, -*sthitya-
nyathātvam=jarā)이다. 그리고 이들에 있어서, 만약 그 현상이 청정한 

것이라면, 그것에 있어서 정해탈(正解脫)이고, 만약 염오(染汚)된 것이

면 바르지 않은 해탈이다. 그리고, 만약 그 현상이 [속박으로부터] 벗
어난다는 것(*nairyāṇika)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있어서 벗어남(出離性)
이고, 만약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출리성

(非出離性)이 생긴다. 그것들은 수반되는 것(隨伴, parivāra)이라고 한

다. 그것은 생의 생, 주의 주, 멸의 멸, 성취의 성취, 머무름과 변함의 

머무름과 변함(주이의 주이), 정해탈(正解脫)의 정해탈, 바르지 않은 해

탈의 바르지 않은 해탈, 출리성의 출리성, 비출리성의 비출리성도 생

긴다. 이들은 수상라고 하고, 그와 같이 현상 그 자체와 함께 십오종이 

생긴다. 이들에 있어서, 근본 생은 자신을 제외하고 십사종을 생기게 

한다. 생생은 본생만을 생기게 한다. 주(머무름)등도 그와 같으므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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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급의 오류가 되지는 않는다.13) (*는 티베트어로부터 환원한 범어

를 표시함)

이를 보면 프라산나파다는 해당 부분의 주석에 관하여, 대론자

를 독자부가 아닌 같은 푸드갈라론자로 알려진 정량부로 특정한 

것 이외에는14), 십오법 생기의 구조와 내용을 반야등론에서 거

의 그대로 차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3) 반야등론(Derge, Tsa 3853, 103a2-7) : ’dir gnas ma’i bu’i sde pa dag gis 
smras pa | skye ba dang | gnas pa dang | ’jig pa dag ’dus byas kyang 
yin la | thug pa med par yang thal bar mi ’gyur te | gal te ji lta zhe na 
| gang gi phyir ’di la chos ni bdag nyid dang bco lnga skye ste | chos de 
dang de’i skye ba dang | de’i gnas pa dang | de’i ’jig pa dang | de’i ldan 
pa dang | de’i gnas pa las gzhan du gyur pa nyid dang | ’dir gal te chos 
de dkar po yin na | de’i yang dag pa'i rnam par grol ba’am | ci ste nag 
po yin na log pa’i rnam par grol ba dang | gal te chos de nges par 
’byung ba yin na de’i nges par ’byung ba nyid dam | ci ste nges par 
’byung ba ma yin na nges par ’byung ba ma yin pa nyid skye ste | de 
dag ni 'khor zhes bya’o || de ni skye ba’i skye ba dang | gnas pa’i gnas 
pa dang | ’jig pa'i ’jig pa dang | ldan pa’i ldan pa dang | gnas pa las 
gnas gzhan du ’gyur ba nyid kyi gnas pa las gzhan du ’gyur ba nyid 
dang | yang dag pa’i rnam par grol ba’i yang dag pa’i rnam par grol 
ba’am | log pa’i rnam par grol ba’i log pa’i rnam par grol ba dang | 
nges par ’byung ba nyid kyi nges par ’byung ba nyid dam | nges par 
’byung ba ma yin pa nyid kyi nges par ’byung ba ma yin pa nyid kyang 
skye ste | de dag ni ’khor gyi ’khor zhes bya ste | de ltar chos bdag nyid 
dang bco lnga skye’o || de la rtsa ba’i skye bas ni bdag nyid ma gtogs 
par chos bcu bzhi skyed par byed do || skye ba'i skye bas ni rtsa ba’i 
skye ba ’ba’ zhig skyed par byed do || gnas pa la sogs pa dag kyang de 
bzhin pas thug pa med par thal bar mi ’gyur ro ||

14) 찬드라키르티는 다른 문헌들이 독자부의 교리라고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 
그것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해도 Prasannapadā, 입중론주에서 

푸드갈라론자를 정량부로 통일하고 있고, 독자부라는 명칭은 쓰지 않는다. 
현존 문헌 부족으로 독자부와 정량부의 교리차이가 어떠한지는 현재 알 수 

없고, 푸드갈라론을 비판하는 문헌들은 ‘푸드갈라론자’라고 할 때 항상 

독자부 혹은 정량부를 대론자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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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승중관석론

다음으로 스티라마티의 한역 대승중관석론은 해당 부분을 다

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그리고 독자부 논사는, 생 등의 제법은 유위라고 말한다. 왜 그런

가? 무궁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독자부의 교리는 게송으로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생생에서 생하져 진 것은 오직 본생을 생하게 하고, 본생에서 생한 

것은 생생을 다시 생하게 한다. (제4게)
이 게송은, 제법이 생할 때 법 자체와 더불어 십오법을 생기게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생주이멸 제법이 모두 갖추어지는 것이

다. 이것은, 제법에서 다름이 없음이 이와 같다. 만약, 구별됨을 분별

해본다면 십오법이다. 소위 제일은 생, 제이는 주, 제삼은 멸, 제사가 

만약 청정법이면 정해탈이 생기고, 제오가 만약 염오법이면 바르지 않

은 해탈이 생긴다. 제육이 비출리법이면, 비출리법이 생긴다. 제칠 만

약 출리법이면 출리법이 생긴다. 제팔은 생생, 제구는 주주, 제십은 멸

멸, 제십일은 정해탈의 권속(정해탈의 정해탈), 제십이는 바르지 않은 

해탈의 권속이 생긴다. 제십삼은 비출리의 권속이 생기고, 제십사는 

출리법의 권속이 생긴다. 본생 자체를 제외하면 십사법이 성립한다. 
만약 본생을 합치면 십오법이 성립한다. 생생 및 본생의 두 법은 시작

을 의미한다. 이 중 생생에서 생긴 것은 오직 본생을 생하게 한다. 본
생에서 생긴 것이 다시 생생을 생하게 하는 별도의 다른 법은 없다. 
그 외의 다른 남은 법등이 생함도 이와 같다. 이것은 그러므로 무궁의 

과실(무한 소급의 과실)에 빠지지 않는다.15)

15) 大乘中觀釋論 巻5(大正蔵30) pp. 147c-148a.
復次犢子部師言. 生等諸法雖是有為. 云何? 可說為無窮耶? 彼宗頌言.
 生生之所生　　唯生於本生
 本生之所生　　復生於生生
此頌意者. 諸法生時并法自體. 有十五法共成生法. 即彼如是有生住異滅諸法具足. 

此如是法無有差別. 若差別分別者有十五法. 所謂一生. 二住. 三滅. 四若是白法, 
即正解脫生. 五若是黑法, 即邪解脫生. 六若非出離法, 即非出離法生. 七若是出離法, 
即出離法生. 八生生. 九住住. 十滅滅. 十一正解脫眷屬. 十二邪解脫眷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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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독자부는 십오법 생기를 통해 생주멸의 유위상이 무

한 소급의 오류에 빠지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고 그 내용은 반야

등론 및 Prasannapadā와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생생이 본생만

을 생하게 한다는 기본 논리 구조는 구사론과 동일하다. 그러나 

대승중관석론과 반야등론 및 Prasannapadā의 내용상 다소간

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3. 중론 주석서가 지칭하는 대론자의 문제 및 십오법 생기의 

비교

한편 반야등론보다 앞선 시기에 저술된 불호주, 그리고 저

자 불명의 무외론 역시 십오법 생기를 반야등론 및 Prasann-
apadā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전개하고 있다.16) 그러나 불호주

와 무외론은 십오법 생기를 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삼종의 주석서와는 달리 상대 학파는 특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본 논문이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중론 주석서 중 시기

가 가장 앞서는 청목석은 제7장 제4게를 주석함에 있어서 “현상

(法) 이 발생할 때, 생 · 주 · 멸 · 생생 · 주주 · 멸멸의 칠법이 생기한

十三非出離法眷屬. 十四出離法眷屬. 除本生自體成十四法. 若并本生法總成十五. 
生生及本生二法為始意. 為此中生生所生唯本生生. 更無別法本生所生還生生生. 
如是乃生諸餘法等. 此即不墮無窮之過.

16) 각주 12)에서 언급하였듯이, 불호주의 해당 주석의 내용은 반야등론 및 

Prasannapadā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지면 관계상 해당 부분의 텍스트는 

Derge. Tsa.3842, 188b4-189a 및, 교정 텍스트와 상세한 영어 역주는 

Saito(1984) pp. 90-91 참조. 또한, 이 논문의 미주 pp. 255(esp., n.25, 27, 
29)에는 불호주 의 해당 주석이 무외론을 많은 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무외론 텍스트는 Derge. Tsa.3829, 43b7-44b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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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생생은 본생을 생하게 하고, 본생은 생생을 생하게 한다”고 

하여, 구법 생기와 동일한 논리로 무환 소급의 오류에 빠지지 않

음을 논한다. 그러나 청목석은 유위를 ‘생주멸’의 삼상으로 특정

한 결과, 칠법 생기만을 소개하고 있다. 즉, 십오법 생기는 보이지 

않으며, 또한 청목석은 상대 학파 역시 특정하고 있지 않다.17)

이상의 고찰을 정리해보면 청목석, 무외론, 불호주, 반
야등론, 대승중관석론, Prasannapadā 중 십오법 생기를 처음

으로 보여주는 주석서는 무외론이고, 그 무외론의 내용을 불
호주, 반야등론, Prasannapadā 가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대승중관석론도 십오법 생기를 언급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대론자를 푸드갈라

론자(독자부 혹은 정량부)로 상정한 논서는 반야등론이 처음이

고, 대승중관석론괴 Prasannapadā도 모두 동일하게 대론자를 

푸드갈라론자로 상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십오법 

생기를 소개하고 있는 각 주석서의 내용 차이를 수상(anulakṣaṇa)
을 제외한 7가지 상(lakṣaṇa)만을 통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7) 청목석 巻2(大正蔵30) pp. 9b : 法生時通自體七法共生. 
一法二生三住四滅五生生六住住七滅滅.是七法中, 本生除自體, 能生六法. 
生生能生本生, 本生能生生生. 是故三相雖是有為,而非無窮.

“현상(법)이 생겨날 때, 그 자체와 함께 칠법이 생겨남과 통한다. 제일은 

그 법 자체, 제이는 생, 제삼은 주, 제사는 멸, 제오는 생생, 제육은 주주, 
제칠은 멸멸이다. 이 칠법중, 본생 자체를 제외하면, 능히 육법이 생겨난다. 
생생은 능히 본생을 생하게 하고, 본생은 능히 생생을 생하게 한다. 이런 

이유로 삼상은 비록 유위이나 무한 소급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독자부 및 정량부의 유위상(有爲相) 체계에 관하여 ∙ 147

무외론, 불호주, 
반야등론, Prasannapadā 대승중관석론

무외론, 불호주 대론자: 
명시 하지 않음

반야등론 대론자: 독자부

Prasannapadā 대론자: 정량부

대론자: 독자부

①생(dharmotpāda) ①생(一生)
②주(sthiti) ②주(二住)
③성취(혹은 保持, 

samanvāgama) ③멸(三滅)
④변함(jarā) ④청정법일 경우 정해탈의 

생(四若是白法即正解脫生)
⑤무상(anityatā) 

⑤염오법일 경우 바르지 않은 

해탈의 생기 

(五若是黑法即邪解脫生)
⑥정해탈(samyagvimukti), 
바르지 않은 

해탈(mithvāvimukti)
⑥비출리법일 경우 생기 

(六若非出離法即非出離法生)
⑦출리성(nairyāṇikatā), 
비출리성(anairyānikatā)　

⑦출리법일 경우 출리법의 생기 

(七若是出離法即出離法生)

이와 같이 무외론에서 시작된 십오법 생기의 내용과 구조는 

거의 변함없이 동일 부분에 대한 후대의 중론 주석서들에서 인

용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반야등론, 대승중관석론, Prasann-
apadā에서만 대론자를 푸드갈라론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무외론

과 불호주도 푸드갈라론자의 유위상을 상정하고 비판하고 있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술했듯이 푸드갈라론자 자체의 논서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그들의 유위상 체계를 상세히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하에

서는 지금 살펴본 중론 주석서 이외의 문헌에서 푸드갈라론자

의 유위상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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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량부의 잠주설(暫住說)과 유위의 4상(相)

현재 푸드갈라론자들의 문헌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 그들의 교

리는 그들에 대한 비판적 문헌들에 산발적으로 간단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푸드갈라론자들의 법상(法相)체계에 관해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인격 주체인 푸드갈라를 위치시키기 위해 고안한 제

오불가설법장(第五不可說法藏)이다. 즉, 푸드갈라론자들은 과거 ·
현재 · 미래라고 하는 삼종의 유위법과 무위법, 그리고 제오불가설

법장(第五不可說法藏)이라는 다섯 개의 카테고리로 모든 다르마를 

분류하고, 인격 주체인 푸드갈라만을 불가설법장에 위치시켰다. 
물론 여기에서도 그 이상의 유위법 체계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고 

있다. 
한편 여러 부파의 업(행위)설을 소개, 비판하는 바수반두의 대

승성업론(大乘成業論)에는 정량부와의 업설에 관한 논쟁이 기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푸드갈라론자들의 유위법에 관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정량부 · 독자부 · 현주부(賢胄部) 등의 

푸드갈라론자들은 일체 유위법을 찰나멸성을 가진 것과, 신표업

(身表業)등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일정 시간의 존속이 요구되는 

법체잠주성(法體暫住性)을 가진 것으로 나누고 있다.18) 그리고 행

위인 신표업은 여러 순간 머무는 성질을 가지면서, 생주이멸의 4
상(相)으로 변화함을 정량부가 주장했다고 성유식론장중구요(成
唯識論掌中樞要)는 기록한다.19) 
매우 단편적이긴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푸드갈라론자들의 유위

법 체계를 그려본다면, 그들 역시 과거 · 현재 · 미래의 유위법에 생

18) 佐藤密雄(1990) p. 88.
19) 성유식론장중구요 巻上(大正蔵43) pp. 625b : 正量部立四相. 

色法一期多時生滅. 本多　至成(2010)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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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멸의 4상을 도입한 이론을 전개했고, 이러한 이론은 불교 내

부의 다른 부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은 틀림없어 보인

다.
그렇다면 대론자를 상정하지 않고 유위상을 비판하는 중론

제7장의 본 게송을 푸드갈라론자의 주장으로 볼 수 있을까? 제7
장의 게송과 청목석만으로는 그것이 푸드갈라론자의 유위상인

지 혹은 다른 부파의 유위상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20) 그러나 지

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무외론 이후의 중론 주석서들이 제7장
을 주석할 때 본 게송 및 청목석에는 없는 십오법 생기를 일치

되게 부연하면서 이를 푸드갈라론자의 교리로 본 것은 그들의 유

위상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즉, 푸드갈라론자들

의 유위상은 유부와는 다른 매우 독특한 십오법 생기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Ⅲ. 결론

이상 본론에서는 중론 제7장 제3게의 주석을 중심으로 푸드

갈라론자(독자부 및 정량부)의 유위상을 검토해 보았다. 유위상은 

생주(이)멸로 대표되는 유위의 특징을 말하고 초기 경전에서부터 

발견 되지만 주로 유부의 교리를 중심으로 알려져왔다. 중론 제

20) 논서와 그에 대한 주석서의 의견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중론 제9장 

｢관본주품｣(觀本注品)에서, ‘오온보다 선행하는 주체’를 청목석은 거의 

바이쉐시카 학파가 상정하는 자아와 유사하게 주석하고 있지만, 반야등론
및 Prasannapadā는 각각 독자부 및 정량부의 푸드갈라로 주석한다. 
鄭祥敎(2016)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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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은 이러한 생주멸의 유위상을 비판하는데 중론 주석서들은 

이 유위상을 푸드갈라론자인 독자부 및 정량부의 교리로 지정하

고 있다. 
푸드갈라론자들은 고대 인도 불교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것

으로 보이나 현존하는 그들 자체 문헌이 거의 없어 그들의 교리 

체계는 매우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더욱이, 그들이 구축한 유

위의 법상 체계에 관한 정보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한 이

유로 본 연구는 시대순으로 추정되는 청목석, 무외론, 불호

주, 반야등론, 대승중관석론, rasannapadā 등 6종의 대표적

인 중론 주석서를 대상으로 제7장의 해당 부분을 분석한 후, 그
것이 푸드갈라론자의 교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중론의 본 게송과 청목석에는 푸드갈라론자의 교리

로 볼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무외론 이후의 주석서

들은 무외론에서 보이는 십오법 생기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

용하고 있었고, 반야등론과 대승중관석론과 Prasannapadā는 

십오법 생기의 특징을 가진 유위법 체계가 푸드갈라론자의 교리

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현존 문헌들 중 십오법 생기를 

푸드갈라론자들의 유위상이라고 기록하는 문헌들은 찾아볼 수 없

지만, 성유식론장중구요는 정량부가 유위의 4상(相)을 그들 교

리속에서 사용하고 있었음을 간단하게나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중론 주석서는 십오법 생기를 특징

으로 하는 푸드갈라론자들의 유위의 법상 체계에 관한 소중한 정

보를 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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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aṃskṛta-lakṣaṇa(conditioned elements) 
System of Vātsīputrīya & Sāṃmitīya : Based on 

Madhyamakakārikā chapter 7

Jeong, Sangkyo
(HK Research Professor, Geumgang Center for Buddhist Studies)

A saṃskṛta-lakṣaṇa, charicterized arising, remaining, 
changing, disappear has been commonly known as theory of 
the Sarvāstivādin through the Abhidharmakośabhāṣya. 
However, interestingly, some Madhyamikas commentaries 
about Madhyamakakārikā chp. 7, saṃskṛta-parīkṣā, present 
that those kinds of saṃskṛta-lakṣaṇa theory are insisted by 
not Sarvāstivādin but some major branches of the 
Pudgalavādin, Vātsīputrīya and Sāṃmitīya. 

However, it’s realy difficult to describe a whole doctrine 
of the Pudgalavāda exactly. Because, almost of the literature 
of the Pudgalavāda has been lost, so wee can search just a 
scrappy knowledge about their doctrine through some crit-
ical texts written by oppenents of the Pudgalavāda. 
Furthermore, these critical texts almost don’t give us any 
detail informations about saṃskṛta theory of the 
Pudgalavāda. In addition to that, in many cases of the 
Pudgalavāda, we have to consider that there are some possi-
bilities of distorting, because those of critical texts were 
written by oppenents, so some records regarded as very du-
bious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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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n the first, reserched representative six 
kinds of Madhyamikas commentaries, chronologically, 
Pingala’s Commentary, Akutobhayā, Buddhapālita-mūla-
madhyamaka-vṛtti, Ta ch’eng chung kuan shih lun, 
Prajñāpradīpa, Prasannapadā about Madhyamakakārikā chp. 
7, which ciriticized saṃskṛta theory. And then, reviewed the 
records in Madhyamikas commentaries is Pudgalavādin’s or 
not.

We don’t have any evident to conclude that there are 
some traces of Pudgalavāda in the Madhyamakakārikā itself 
and the time of Pingala’s Commentary yet, but from 
Akutobhayā, we can find very special conception of 
saṃskṛta theory, so call, ‘Fifteen arising system’ which differ 
from ‘Nine arising system’ insisted by Sarvāstivādin in a 
concrete way relatively. After Akutobhayā, another 
Madhyamikas commentaries followed the contents of 
Akutobhayā faithfully with recording that ‘Fifteen arising 
system’ is Pudgalavādin’s.

Therefore, ‘Fifteen arising system’ which is recorded in 
Madhyamikas commentaries, following Akutobhayā seems 
rare and valuable textual evident about Pudgalavāda. 
Through those of Madhyamikas commentaries, we could 
have one more way to understand saṃskṛta theory of 
Pudgalavā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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