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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破我品에 보이는 相續說*

A. 요소의 相續

바수반두는 Kośa의 破我品 서두에서 이렇게 전제하고 있다.

“다른 교의에서 “나(我)”에 대해 상정하는 말은 요소의 相續(Skandhasa

ṃtāna)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요소로부터 독존 하는 실체我

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실체我에 대한 믿음 때문에, 번뇌가 생겨 三界

에 윤회하게 되며 해탈이 불가능하다.”1)

* 印度哲學 第3輯에 수록된 第一義空經과 Vasubandhu 의 후속 부분임.

1) Kośa Ⅸ. p. 230 ; Cf. 야소미트라는 Kośa Ⅸ를 주석하면서 한 싯귀를 인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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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相續說을 기본 정설로 보는 그의 입장은 Kośa Ⅸ장 전체에

서 일관되게 주장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실체我를 주장하는 교의는

불교 외의 다른 학파들 특히 Sāṁkhya나 Vaiśeṣika(破我品 후반부에 등

장) 등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우리 텍스트의 문맥

으로 보아 주로 Vātsīputrīya의 Pudgala說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2)

Pudgala說 또는 人格論(Personnalisme)을 주장했던 犢子部(Vātsīputrīy

a)는 그들의 논서가 거의 소실되어 간접적인 자료들, 특히 논박의 대

상으로 소개된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학파

의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지만, 그들의 주장과 입론은 상

당히 명확했던 것 같다.3) 이 학파의 제1명제에 의하면 Pudgala는 분

명한 실재로서(Sāksītkṛtaparamārthena) 알려지며, 요소와 관계에서 Pud

gala는 요소와 동일(sama)하지도 않고 다르지도(visama) 않다는 것이

다.4) 요소와 동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Pudgala가 요소처럼 生滅할

것이기 때문이요, 요소와 다르다면 常住(Śāśvata)할 것이므로 無爲(asa

ṃskṛta)일 것이다. 요소와 Pudgala의 관계를 불과 연료의 관계로 비

유하기도 하고5) 또한 言說로 말할 수 없는(avaktavya) Pudgala의 존

재를 주장하기도 한다.6) Vātsīputrīya의 이런 조심스러운 표현, 또는

혼합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사실 Pudgala는 브라만, 힌두, 쟈이나의

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 “의식(manas=citta)이 ”나“라는 생각을 동반하고

있는 한, [再]生의 연속은 중단될 수 없으며, 영혼(ātman)이 있다는 견해가 존

속하는 한, 언제나 ”나“라는 관념이 마음으로부터 제거되지 않는다. 그런데 당

신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 누구도 ātman의 非存在(nairātmya vādin)를 가르치

는 스승이 없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르침 밖에는 다른 해탈의 길이 없다.” (Ya

somitra Ⅸ. p.697 : Vallée poussin의 인용. Kośa Ⅸ. p.230, n.1)

2) Kośa Ⅸ. pp. 282-295

3) 犢子部에 대해서: A. Bareau의 ‘Les sectes bouddhiques du petit véhicule’ (P

aris 1955), pp. 114-120 ; E. Lamotte의 ‘Histoire du bouddhisme indien’ (Lou

vain 1958), pp. 673-675 ; E. Conze의 ‘Buddhist thought in India’ (London 19

62), pp. 122-134 ; ‘Vātsīputrīya學派의 出現과 그 背景(1)’ (伽山李智冠스님華

甲紀念論叢, pp. 698-706)

4) Kośa Ⅸ. p. 232 ; J. Masuda의 ‘Origin and doctrines of early Indian Buddhi

st schools’ (Asia Major 1925), p. 53 ; A. Bareau (앞의 책), p. 115

5) Kośa Ⅸ. pp. 234-235

6) Kośa Ⅸ.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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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我(ātman)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거의 모두 하고 있다. 즉 Pudgala

는 행위의 주체로서 윤회하고(Saṃkrāmati), 과보를 받으며 현재의 요

소를 버리고 미래의 요소를 취할 뿐만 아니라 열반에 까지도 이른다

고 주장한다.7)

Vātsīputrīya의 이와 같은 Pudgala說은 부파불교 시대에 정통을

주장하는 학파들에게는 실체적인 我를 주장하고 있는 이단으로 보였

으며 목표가 분명한 공격의 대상으로 떠올랐던 것이다.8) 실로, 바수

반두는 여기서 Pudgala說을 마치 은닉된 실체我처럼 집요하게 논박

하면서, 相續이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심화시켜 가는 방법을 취하

고 있다.

ⅰ. 인간이란 (人契經: Kośa Ⅸ. pp. 245-246)

Kośa Ⅸ에 인용된 人契經을 통해 우선 인간존재에 대해 그가 말

하는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人契經에서 붓다가 말씀하시기를 : ‘눈(眼)을 의지하고 色을 대상과 조

건으로 해서 眼識이 생긴다. 이 셋이 함께 화합하므로 접촉(觸)이 생기고,

동시에 受 想 思(行) 등이 생기게 된다.’ 이들 네 가지 : 識(vijñāna) 受(Ved

anā) 想(Saṃjñā) 思(Cetāna)는 無色蘊(ārūpya-skandha)이요 눈과 色은 色蘊

(rūpa-skandha)이다. 이것이 “사람(人)”이라고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9)

人間이란 이와 같이 정신 물질요소들, 즉 色 受 想 行 識 등 5蘊의

일시적 모임일 뿐이요, 거기에는 요소들과 구별되는 실체我란 없으

며, Sattva 또는 Pudgala는 다만 5蘊의 모임에 편의상 부여한 이름일

뿐이라는 것이다. 텍스트는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

7) L.de la Vallee Poussin의 ‘Nirvāṇa’ (Paris 1925), pp. 36-37 ; A. Bareau(앞의

책), p. 115 ; J. Masuda (앞의 책), p. 55

8) Kośa Ⅸ. pp. 231-233 ; A. Bareau, ‘Le Bouddhisme’ (Paris 1966), p. 85, 109

; E. Lamotte (앞의 책), p. 675

9) Kośa Ⅸ. p. 245 ; Cf. S, Ⅱ. pp.2-4 ; 大正2, (T,99) p.85a-b : 色은 四大와 四

大所造色



인도철학 제4집

“다양한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갖가지 어휘들 즉 Sattva

(有情), nara(不悅, 人), manuja(意生), mānava(儒童), poṣa(養者), jīva(命者), j

antu(生者), Pudgala(補特伽羅)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에 대

해 1인칭을 사용하여 “나의 눈(眼)이 물질(色)을 본다”고 말하고, 또한 일

상적 언어습관에 따라, “이 尊者는 어떤 이름(데바닷따라든가), 어떠한 家

門, 어떠한 種姓(gotra)이고, 어떠한 飮食을 먹고, 어떠한 행복과 고통을 받

고, 어떠한 壽命으로 머물고, 수명을 마친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다만 말하는 방식이요, 세상의 통념에 따라

표현된 言說일 뿐이다. 왜냐하면, Pudgala에는 인연에 의해 생기고, 행위

에 의해 만들어진 무상하고 조건지어진 것들 밖에 없기 때문이다.”10)

여기에 나열된 Sattva 등 여러 어휘들은 모두 윤회의 주체 또는

어떤 실체적인 의미로 쉽게 전환 가능한 술어들이다. Jīva와 Pudgala

는 초기불교와 동시대의 Jaina에게는 영혼과 비영혼의 원리로서 중

요한 철학적 의미를 갖는 實在體 이기도 하다.11) 그러나 바수반두는

이들 명칭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인 특수한 의미를 전혀 부여하지 않

는다. 우리가 “나(我)”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 물질의 요소들이 일시

적으로 모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존재의 구성요소로서 이 5蘊

그 자체가 경험의 주체요 인식의 주체이며 그 배후에 요소들과 구별

되는 고정불변하는 영원한 실체我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어리석고 배움이 적은 범부만이 말에 집착해서 我가 있다고 상상하

지만 거기에는 我도 我所도 없다”라고 하는 근본불교의 無我 사상을

바수반두는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12)

ⅱ. 짐과 짐꾼 (重擔經:Kośa Ⅸ. pp. 256-257)

無我說에 따라다니는 고전적인 문제는 業에 의한 윤회와 그 主體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불변하는 실체 또는 自我 같은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 어떻게 여

10) Kośa Ⅸ. pp. 245-246; Cf. 雜阿含의 人契經: 大正 2 (T,99,N
o
306), pp. 87

c
-88

a

11) Jaina의 5 實在體 중에 영혼과 물질의 실재체 ; Cf. L. Renou et J. Filliozat의

Inde classique(Ⅱ) (Pari, 1953), p. 644

12) Kośa Ⅸ. pp. 247-251 ; 여기서 바수반두는 중요한 초기경전들에 근거하여 無

我說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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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생존의 순간에서 자기 동일성(identity)을 보장하며 業果에 대한 도

덕적 책임의 소재를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풀기 어려운 문제

이다. 無我說에서 비롯된 이와 같은 종교적 철학적 문제에 대한 해답

을 위해 부파불교 시대에 가장 뚜렷하게 부상된 두 이론이 Pudgala

說과 요소 相續說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13) Pudgala說

의 경전적 근거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重擔經인데, 여기서

우리는 5蘊과 Pudgala의 관계에 대한 양면적인 해석 가능성을 본다.

이 경에서 붓다는 제자들에게 :

“비구들이여,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bhāra)과 짐을 취함(bhār

ādāna)과 짐을 내려놓음(bhāranikṣepaṇa)과 짐꾼(bhārahāra)에 대해 말하겠

으니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어떤 것이 무거운 짐인가 이른바 5蘊이다.

(…) 어떤 것이 짐꾼인가 이른바 Pudgala가 그것이다. 그는 어떠어떠한 이

름을 가졌으며, 어떠한 生과 어떠한 種性에 속하며 어떠한 음식을 먹으며

어떠한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고 수명은 어떠한지 (…) 등이다.”14)

犢子部(Vātsīputrīya)는 이 비유에 근거하여 인간존재를 구성하고 있

는 것은 단순한 5蘊만이 아니라 言說로 말할 수 없는 Pudgala가 존

재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만일 Pudgala가 5蘊에 주어진 이름일 뿐이

고 5蘊이 짐이라면 ‘짐이 짐을 진다’는 부조리한 말이 되지 않겠느냐

고 반문한다. 사실상 이 경전의 표현된 대로 따르면, 5蘊과 구별되는

어떤 존재가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수반두는 이렇

게 논박한다. 붓다가 바로 그 점을 염려하여 Pudgala에 대한 설명을

첨가했다는 것, 즉 : “그것은 다만 세상의 통념에 따른 것이요, Pudg

ala는 言說로 표현할 수 있고 무상하고 실재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존자는 이러한 이름, 이러한 종성(…)

등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Pudgala는 言說不可한 어떤 실체가

아니다”는 것이다.15)

13) 印度哲學 第3輯, p. 25
14) 大正 2 (T.99, No73), p. 19a-b ; Kośa Ⅸ. p. 256 ; 동일 경전이 여러 異譯에 나

타난다: 大正 2 (T.125, K 17), pp. 631c-632a; SN. Ⅲ, pp. 25-26 ; Traité. p. 21

5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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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바수반두는 요소들의 관계에 대해 간단하지만 중요한 설

명을 하고 있다: (현장 역에 의하면) “5蘊 요소들은 그 자체(自相)가 고통

이다. 그러므로 重擔이라고 부르게 된다. 요소 相續의 前순간들(前前刹

那)은 後순간들을 이끌고 있다. 그래서 [이 前순간이] 짐꾼이라는 이

름을 갖게 된 것이다.”16) 티벳역에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요소

들의 순간만이 있을 뿐이다. 前순간의 요소들이 뒤따르는 순간의 요

소들에게 압박(고통)을 준다. 그러므로 前순간이 관습적으로 짐이라고

불려지고 後순간은 짐꾼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다”17)라고 하여 요소

의 전순간과 후순간의 역할에 대해 현장 역과의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모든 요소가 한순간에는 짐이요 다른 순간에는 짐꾼이라는

것이 된다. 요소들은 모두 순간의 연속적 과정에 있는 것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요 짐꾼인 관계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인과관

계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B. 同一性 부정과 相續性

우리는 Jātaka류의 경전에서 붓다 자신이 과거와 현재의 자기존재

를 同一視하는 수많은 例話를 본다: “지난 세상에 나는 잘 생긴 [사

람]이었다”(Kośa Ⅸ. p.253), “과거에 Sunetra라고 이름했던 그 스승이

바로 [지금의] 나 자신이다”(Kośa Ⅸ. p.271) 등의 예를 볼 수 있다.18).

15) Kośa Ⅸ. p. 257 ; 참고, 위의 人契經의 후반부.

16) 현장역: 大正 29 (T.1558), p. 155
b
; 卽五取蘊自相逼害得重擔名. 前前刹那引後

後故名爲荷者.

진제역: 大正 29 (T.1559), p. 306c ; 諸陰自能滅諸陰. 謂前陰於後陰. 爲顯荷負

重擔義. 故說此文.

17) Th. Stcherbatsky의 ‘The Soul theory of the Buddhistes’ (Bulletin de l'Aca

démie des Sciences de Russie 1919), p. 843

18) Jātaka류의 불교문학이 지니는 특성과 묘미는 결론부분(dénouement)에 있는

데: (거의 규칙적으로) 지난 세상에 또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사건의

주인공들이 현재의 누구 누구라는 특정인물로 정체가 밝혀지면서 모험담의 결

말이 이루어지며, 바로 이 부분에 인과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의 핵심이 놓여있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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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간 존재가 요소들의 부단한 과정일 뿐이고 불변하는 실체

적 我가 없다면, 과거 어느 때의 X는 더 이상 현재 순간의 X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바수반두의

대답은 이렇다: “마치 [山]불이 타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Yathā sa e

vāgnir dahann āgata iti)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나를 구성하

고 있는 요소들이 과거의 나를 구성했던 바로 그 요소들의 相續이라

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19) 좀더 고전적인 표현으로는 우유

(乳)와 낙(酪)의 관계, 술과 식초의 관계의 비유 등이다. 이들 사이에

는 동일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다른 것일 수 없는 관계이다. 왜

냐하면 우유없이 낙이 있을 수 없고 술 없이 식초가 있을 수 없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요소들의 연

속적 과정 속에 同一性은 부정되지만 相續性으로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相續說에 이의를 제기하는 또 다른 대화를 보자: (문) Pudgala가

없다면 무엇이 Saṃsāra 안에서 여행하나? 윤회하는 것 자체가 윤회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답) 당신들은 이 Pudgala가 [윤회

속에] 여행하며, 이 여행은 옛 요소를 버리고 새 요소를 取하는 것으

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정글을 태우는 불에 대

해서, 불은 불꽃의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순간들이 연속을 이

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불이 여행(이동)한다고 말한다. 마찬

가지로 끊임없이 갱신되는 요소들의 협력이 비유적으로 존재라는 이

름을 얻게 되며, 갈애의 힘에 지탱되어 요소들의 연속이 윤회세계를

여행한다는 것이다.20)

우리는 이미 앞 장에서 윤회를 인정한다면 Skandha를 버리고 取

하는 어떤 內在者, Puruṣa, 또는 ātman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고 주

장하는 外道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다.21) 여기서는 Vātsīputrīya학파

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생기 한다고 말할 때] Pud

gala가 어떤 순간에 다른 요소를 取하기 때문에 생기 한다고 말한다.

19) Kośa Ⅸ. p. 272

20) Kośa Ⅸ. p. 271 ; Cf. SN. Ⅳ, p. 400

21) 印度哲學 第3輯,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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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세간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知識 또는 어떤 자질(품격)을 획득했

을 때 詞祭者, 문법학자, 沙門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다.22) Vātsīputrīya의 이런 집요한 Pudgala설에 대해서 바수반두는

이미 앞에서 연구되었던 第一義空經을 인용한다. ““행위도 있고 果報

도 있다. 그러나 [常住하는 주체와 같은 인상을 주는] 諸法(dharma)의

인과적인 발생을 제외하고는 이 蘊(Skandha)을 버리고 다른 蘊을 取

하는 주체는 없다”는 경전의 말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요소들을 버

리고(nikṣeptar) 取하는(upādātar) 주체로서 Pudgala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23)

C. 相續이론과 記憶 認識 등의 문제

ⅰ. 봄(見)과 기억
相續이론과 識 또는 인식 문제 그리고 특히 記憶현상의 문제는 별

도의 연구를 요하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이다. 여기서는 相續이론

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정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기억 문제

22) Kośa Ⅸ. p. 259

23) Kośa Ⅸ. pp. 259-261 ; 바수반두는 여기에서 Paramārthaśūnyatā-sūtra와 함

께 Phālguna-sūtra의 유명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즉, “取하는 者(preneur)

가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Skt.본에 “upādatta iti phālguna na vadāmi”

로 되어 있다고 L.de la Vallee Poussin은 인용하고 있다(Kośa Ⅸ. p. 260, n.3

; 참고, 雜阿含, 大正 2 (T.99, N
o
372), p. 102

b
: ‘我不說言有取者’). 그러나 Pāli

본에서는 ‘upādiyatīti ahaṃ na vadāmi’로 나온다(SN. Ⅱ, p. 14), 이 Sūtra는

세계를 보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緣起說로서 대답을 주고 있는 내

용이다 : 영혼(ātman)과 인격적 실체의 존재를 믿고 있는 Phālguna가 世尊께

이렇게 묻는다: “대체 누가 접촉을 하고, 누가 느끼고, 누가 욕망하고, 누가 집

착(取)하는 것입니까”(Ko nu kho bhante phusati (…) vediyati (…) tasati

(…) upādiyati). 世尊은 그에게 ‘누군가’(ko) 있어서 접촉한다는 식의 질문 자

체가 잘못 되었다고 꾸짖으신 후, 문제를 보는 방식을 이렇게 제시한다 : “ ‘世

尊이시여, 무슨 緣으로(Kimpaccayā) 해서 접촉이 있고, 느낌이 있고, 욕망이

있고, 집착이 있읍니까’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적당한 물음(Kallo pañho)이다.

거기에는 적당한 대답(tatra kallaṃ veyyakaraṇam)이 있다. [즉 緣起로써] 六

入處를 緣으로 해서 觸이 있고 觸을 緣으로 해서 受가 있다 라고 대답할 것이

다”(SN. Ⅱ,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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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불변하는 어떤 실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기억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이렇게 제기된다:

“만일 我(體)가 절대적으로 없다면, 발생하자마자 바로 사라져 버리는

마음이 어떻게 오래 전에 보았던(anubhūta) 어떤 대상을 기억(smaraṇa)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예전에 보았던 것과 유사한 대상을 [보고] 그것을 認知

(pratyabhijñāna)할 수 있는가?”24)

바수반두는 여기서 “기억과 認知는 相續 안에서 어떤 종류의 마음

으로부터, 예전에 지각된 대상의 개념, 즉 “기억의 대상(smṛtiviṣaya)”

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직접적으로 발생한다”25)

고 전제하고 기억이 유발되는 계기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고 있으나

그 기억이 어떻게 보존 전달되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충

분한 설명을 주지 않고 있다.26) 우리는 第一義空經에서 “눈(眼)이 생

길 때 다른 어떤 곳에서 오지 않으며 그것이 사라질 때 어떤 곳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구절에서 불변하는 인식 주관적인 어떤 自我도

부정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앞에서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

억이 어딘가에 보전되었다가 되살아난다는 방식의 사고는 할 수 없

었을 것이다. 우리 텍스트는 相續이론으로 대답을 주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질문이 제기된다: “어떻게 한 순간의 마음이 보고 다른 순간

의 마음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단 말인가?” Devadatta가 본 대상을

Yajñadatta가 기억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는가 하고 지적한다. -

(답) : Devadatta와 Yajñdatta 사이에는 連關(Sambandha)이 없다. 즉:

相續을 이루는 마음의 경우처럼 그들의 마음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

에 있지 않다. - 사실 우리는 한 마음이 보고 다른 마음이 그 대상을

기억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 마음은 같은 相續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대상을 지닌 과거의 한 마음이 그 대상을 기억

(회상)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마음, 현재 마음의 존재를 생기시킨다고

24) Kośa Ⅸ. pp. 273-274

25) Kośa Ⅸ. p. 274 ; 현장역 大正 29 (T.1558), p. 156
c
: 如是憶知從相續內念境

想類心差別生.

26) Kośa Ⅸ. pp. 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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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말한다. 마치 과일이 종자로부터 시작해서 相續轉變의 마지막

단계의 힘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처럼, 기억의 마음은 봄(見)의 마음에

서 생긴다.27) : 우리는 앞에서 業의 문제와 종자설의 비유를 이미 인

용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기억의 문제와 관련하여 바수반두가 역

시 종자설에 의지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순간 相續

說로서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강한 존속의 의미를 내

포하는 종자설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自我가 없는데

누가 기억하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기억하는 者와 기억되는 대상의

관계를 소주인과 소의 관계(즉 주인과 종속자 관계)로 설정하며 기억하

는 者를 主人 또는 所有主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바

수반두의 대답) : 당신이 主人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原因이고 종

속자라고 부르는 것은 다만 結果일 뿐이다. 사실상, 원인은 그 지배

력으로 결과를 산출하게 한다. 그러므로 원인은 주인이고, 결과는 그

산출의 순간 원인에 종속됨으로, 종속자이다. 원인이 주인으로서 충

분한데 왜 당신은 굳이 기억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自我를 요청하

는가? 기억은 기억의 원인이 되는 것에 달려있다. Saṃskāra의 복합

체, 또는 동질의 相續을 이루는 5蘊이 Caitra(소주인)와 소(牛)로 불린

다. Caitra-相續이 소-相續의 다양한 변형과 이동의 원인이 되기 때

문에 Caitra-相續이 소-相續을 소유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거기에

는 어떤 실체, 하나의 실재적인 Caitra(주인)도 없고, 다른 하나의 실

체인 소(종속자)도 없다. Caitra-相續에는 원인이란 속성 외에 어떠한

소유주의 성질도 주인의 성질도 없는 것이다.28)

우리는 여기서 속성은 실체에 의존한다는 통념, 즉 의식 현상의

배후에는 그것을 떠받치는 바탕으로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깨고 상속이론과 인과법칙에 의해 기억현상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는 바수반두의 주장을 보게 된다. 소주인과 소의 관계는 앞에서

살펴본 짐진자와 짐의 비유와 같은 맥락에서 인과적 연속이 있을 뿐

이라는 기본 입장에 서 있으며 기억을 축적할 수 있는 어떤 가설도

27) Kośa Ⅸ. p. 276 텍스트를 약간 수정하여 정리하였음.

28) Kośa Ⅸ. pp. 277-278 : Vātsīputrīya가 문제를 제기하고 바수반두가 대답하

는 형식으로 된 긴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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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억전달의 문제에 있어서 순간相續의 연

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단절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種子

說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을 뿐이다.

ⅱ. 識 또는 인식현상
정신과 물질 요소들은 순간적이며 생겨나자마자 즉시 소멸하는

부단한 연속 자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29) 이런 조건

속에서 認識하는 것(vijñāti)은 무엇이며 識(vijñāna)은 대상에 대해 무

엇을 하는가 라는 당연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30) 이 물음에 대해

바수반두는 아주 독특한 대답을 주고 있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다만 vijñāna는 대상과 유사하게 생겨날 뿐

이다(tout simplement, il nait semblable à l'objet). 마치 과일은 아무것도 하

지 않지만, 그 과일이 종자에 유사하게(상응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종자에

상응하고 종자를 재생산한다고 말해지는 것처럼, vijñāna는 대상에 대해

어떤 작용도 실행하지 않지만, 그 대상에 유사하게 생겨나기 때문에 대상

을 인식한다고 말한다. vijñāna의 바로 이런 유사성(similitude)은 vijñāna

가 그 對象의 形相(ākāra)을 가진다는 것이 된다.”31)

우리는 이미 앞에서 經量部의 순간성 相續이론의 필연적인 결과로

서 外界對象이 직접지각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왜냐하면

지각에 잡히기 전에 이미 그 대상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32) 그

러나 우리는 여기서 실제 대상은 지각되지 않지만 그 대상은 의식이

재현하는 影象, 다시 말하면 形相(ākāra)의 흔적을 의식 속에 남긴다

29) 印度哲學 第3輯, pp. 20-23 ; Kośa Ⅸ. p. 261 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
“마음(Citta)과 마음의 작용(Caitta)은 순간 순간에 없어지고 나타난다”.

30) Kośa Ⅸ. p. 280

31) Kośa Ⅸ. p. 280 ; 認識 현상에 대한 經量部의 주장이 Kośa Ⅰ. p. 86 에는 이

렇게 나타난다 : “눈(Cakṣus)은 色(rūpa)을 보지 않는다. 거기에는 보는 기관

도 없고 보여지는 것(대상)도 없다 ; 거기에는 어떠한 보는 행위도(action de v

ior) 어떠한 보는 주체도(agent qui voit) 없다. 그것은 다만 원인과 결과의 작

용(유희) (jeu de causes et d'effets)일 뿐이다.”

32) 印度哲學 第3輯,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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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재현된 形相이 이미 과거에 속하는 어떤 것

을 현재에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 經量部 이전의 부파에서 보는(특

히 有部의) 意識은 아무런 내용도 갖지 않은 순수 識이었으며, 그것은

투명성 자체로서 이해되었다. 그러나 經量部는 그와 반대로 의식은

形相들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하게 되며 이것이 관념론으로 방향전환

을 하는데 결정적인 행보가 된 것으로 본다.33) 우리 텍스트는 이 對

象의 形相說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바수반두는

여기서 계속 그의 상속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이렇게 전개해 간다. vi

jñāna가 대상을 인식한다고 말하지만 “그 대상이란 단순히 그의 원

인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달리 말하면 vijñāna의 연속적인 순간들

이 對境에서 생겨나는데, 전순간이 후순간의 원인이라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vijñāna가 vijñāna의 原因이다. 원인이기 때문에 행위

자(kartṛ)로 명칭을 갖는데 마치 램프에게 전진의 행위를 부여하듯이

인식의 작용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34)

그러나 실재 램프의 움직임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나의 단위처럼 보는(주체화 할 수 있는) 그 램프는 불꽃의 순간들이

부단하게 연속되고 있는 과정에 비유적으로 부여한 이름일 뿐이다.

연속적인 순간들의 하나가 앞선 순간의 것과 다른 장소에서 발생할

때 램프가 움직인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불꽃의 순간들과 구별되는

“움직이는 者”는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마음의 相續을 vijñāna라고

비유적으로 부르고 있지만 이 相續현상과 구분되는 인식하는 者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35)

33) E. Lamotte의 ‘Historie du Bouddhisme Indien’, p. 669

34) Kośa Ⅸ. p. 281

35) Kośa Ⅸ. p. 281 ; Cf. Kośa Ⅸ. p. 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