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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들은 보통 인식의 대상이 마음으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한다

고 생각한다. 즉 자신의 육체, 다른 사람, 산이나 강 등 인식의 대

상이 실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설일체유부에서

도 인식대상의 실재성을 인정한다. 그것은 법의 실재를 인정하는

설일체유부의 法有說에 따르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승의 제 학파는 붓다의 근본교리인 무아설이 人無我

뿐 아니라 法無我도 포함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법유설의 논파를

최대의 과제로 삼게 되었다.
1
유식학파는 유가행의 체험 및 유심

* 南守榮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강사.

1) 설일체유부는 모든 존재를 5위 75법의 체계로 분석하였는데, 그것을

통하여 복합체로서의 사람과 사물의 무상성과 무아성을 입증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사물의 궁극적 요소인 법에 대해서는 그 실재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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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을 근거로 하여 “실재하는 것은 오직 마음(識) 뿐이고, 외계의

인식대상(外境)은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설일체유부의

법유설을 비판하였는데, 그와 같은 유식학파의 학설을 唯識無境說

이라고 한다. 유식이십론은 유식의 논서들 가운데서도 특히 유
식무경설을 논증하기 위한 것인데, 세친은 이 저술을 통하여 유식

무경설을 확립한 후 識轉變說을 해명하는 유식삼십송을 저술하
였다. 이 유식무경설은 식전변설, 三性說과 함께 유식학파의 근본

교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유식이십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번째 부분은

화엄경, 十地品 의 말을 인용하여 유식무경설을 천명하는 부분
이며, 두 번째 부분은 유식무경설을 논증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세친은 유식무경설에 대한 外境實在論者들의 비판과 의문에 대하

여 답변함과 동시에 그들의 잘못된 견해를 논파하고 있다. 여기

소개되어 있는 유식무경설에 대한 외경실재론자들은 비판은 處定

不成難, 時定不成難, 相續不定不成難, 作用不定不成難(제1송), 現量難

(제15-16송 전반), 夢覺不同難(제16송 후반), 二識決定難(제17송 전반), 夢

覺業果不同難(제17송후반), 殺業不成難(제18-19송), 他心智難(제20송) 등

10종이다.
2
세 번째 부분은 유식무경의 교의가 심오함을 찬탄하는

부분으로서 마지막 하나의 게송이 이에 해당한다.

세친은 제10송에서 제14송에 이르는 5송을 통하여 極微說을 비

판하고 있다. 이는 위에 소개한 외경실재론자의 10종 비판 가운데

처음 4종의 비판에 대하여 답변하고 해명하는 부분에 속한다.
3
여

2) 본고에서 게송의 번호는 현장 역에 따랐다. 유식이십론의 이역본으로는
般若流支 역 唯識論(T. 1588), 眞諦 역 大乘唯識論(T. 1589), 현장 역
유식이십론(T. 1590), 티벳 역본(影印 北京版 西藏大藏經, 113,
233-236)이 있는데, 게송의 숫자는 현장 역이 21개이고, 반야유지와 진제

역 및 티벳 역은 22개이다. 게송의 숫자가 다른 것은 다른 역본의 제1송을

현장이 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스크리트어 원전은 Sylvain

Lévi가 간행한 Vijñāptimātratāsiddhi, Viṃśatika(Paris, 1925)가 있다.

3) 이 부분에 들어 있는 외경실재론자의 비판은 “만약 식 뿐으로서 실재하는

대상이 없다면, 곧 장소와 시간이 일정한 것과 相續이 일정하지 않은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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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세친은 주로 극미설에 내포되어 있는 이론적인 모순에 근거

하여 극미설을 논파하고 있으며, 외견상으로는 그것이 극미설 비

판의 모든 이유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세친은 제14송에 대한

논석에서 “이미 극미가 하나의 實物이 아님을 판별하였다. 곧 식

을 떠난 眼根 등과 色境 등은 근이든 경이든 모두 성립할 수 없다.

이에 의거해서 유식의 의미가 잘 성립한다”
4
고 말하고 있다. 결국

이 문구는 “극미가 실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하여 근과 경 등의

外境이 모두 식에 종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의해서 유

식무경의 의미가 잘 확립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언급은 극미

설과 유식무경설의 대립관계를 암시하는 것이다. 즉 위의 언급은

극미설의 불성립이 법유설의 불성립으로 연결되며, 역으로 극미설

의 성립이 유식무경설의 불성립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더구나 유식이십론은 본래 법유설을 논파하고 유식무경설

을 확립하기 위하여 저술된 문헌이다.

여기서 필자는 세친이 극미설을 비판하게 된 궁극적 동기가 실

은 극미설의 이론적 모순보다도 그 두 학설의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극미설과 유식무경설

의 대립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양

학파의 지각론이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곧

무형상지식론과 유형상지식론이다. 따라서 본고는 양 학파의 지각

론을 중심으로 하여 극미설과 유식무경설의 대립관계 및 극미설

과 법유설의 친연관계를 고찰해 봄으로써 세친이 유식이십론에
서 극미설을 비판하게 된 궁극적인 동기를 알아 보고자 한다.

작용이 있는 것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若識無實境 則處時決定

相續不決定 作用不應成(1). 이에 대해서 세친은 “장소와 시간이 일정한

것은 꿈과 같다. 상속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귀신이 모두 함께 고름의

강을 보는 것과 같다. 또한 꿈 속에서도 손실하는 작용이 있는 것과

같다”고 답변한다. 處時定如夢 身不定如鬼 同見膿河等 如夢損有用(2).

유식이십론, 대정 31, T. 1590, p. 74c.
4) 已辨極微非一實物. 是則離識眼等色等, 若根若境皆不得成. 由此善成有唯識義.

유식이십론, 전게서, p. 7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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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미설의 모순과 비판

먼저 극미설의 이론적인 모순과 그에 대한 세친의 비판을 살펴

보기로 한다. 극미설이란 설일체유부의 5위법 가운데 첫 번째인

色法에 관한 학설이다. 색이란 물질적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색

의 특징은 ‘변화와 장애’라고 말한다.
5
즉 색은 파괴되거나 변화될

수 있으며, 특정 공간을 점유하고 다른 색이 동일 공간에 들어오

는 것을 막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6
장애성을 가지고 있

는 색은 일반적으로 모두 延長이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연장이

있는 것은 반드시 더욱 분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색을 분석해서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극한에 이른 것을 가리켜서 極微(paramāṇ

u)라고 한다.
7

이 극미는 결코 혼자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7개의 극미가

함께 결합한 상태로 존재한다고 한다. 즉 하나의 극미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와 사방으로 6개의 극미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위를 이

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극미의 단위를 微聚라고 한다.
8
이 미취

는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모여서 차례로 金塵, 水塵, 兎毛塵, 羊毛

塵, 牛毛塵, 隙遊塵 등을 형성한다. 여기서 극유진이란 창문틈으로

들어오는 광선에 비치는 미세한 먼지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마침

내 극미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을 형성하게 되고, 다시 이것

5) 變礙故名爲色. 아비달마구사론, 大正 29, T. 1558, p. 3c.
6) Stcherbatsky는 그것을 ‘불가침투성(impenetrability, sa-pratighatva,

具礙)’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Th. Stcherbatsky, The Central

Conception of Buddhism and the Meaning of the Word Dharma

(Motilal Baranasidass, 1979), p. 11.

7) 分析諸色至一極微, 故一極微爲色極少. 아비달마구사론, 전게서, p. 62a.
8) 深浦正文, 俱舍學槪論 (百華苑, 1979), p. 34. 微聚는 微塵, 혹은 단순히
微(aṇu)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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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모여서 점차 커다란 물질적 존재를 형성하

게 되어 마침내는 산하대지 등을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9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극미가 無方分이라는 것이다. 극미를

무방분이라고 한 것은 그것이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궁극적

인 단위’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연장이 남아 있다면 더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며, 더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은 궁극적인 것

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모순이 내

포되어 있다. 왜냐하면 연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리 나누거나

분석해도 연장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연장이 없는 것은 아무리

더하거나 곱하여도 연장을 가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0)이 아닌 어떤 수를 아무리 큰 수로 나누어도 영이 되지 않고,

반대로 영을 아무리 큰 수로 곱하여도 영 이상의 다른 수가 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현실의 색법은 모두 연장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연장을 가지는 색을 분석하여 연장이 없는 극미에 이

른다는 주장과 연장이 없는 극미가 모여서 연장을 가지는 색을

형성한다는 주장은 모두 모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극미설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시의 논사들 사

이에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세친은 그와 같

은 논란의 일단면을 구사론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제 극미는 서로 접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迦濕彌羅國의 비

바사사는 서로 접촉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제 극미의 體가 상호간에 두루 접촉한다고 하면, 곧 사실의 물체가 서

로 섞이게 된다는 허물이 있다. 만약 일부가 접촉한다고 하면 나누어

진다는 허물이 있게 된다. 그러나 제 극미는 다시 세분할 수 없는 것

9) 極微爲初. 指節爲後. 應知後後皆七培增. 謂七極微爲一微量. 積微至七爲一金塵.

積七金塵爲水塵量. 水塵積至七爲一兎毛塵. 積七兎毛塵爲羊毛塵量.

積羊毛塵七爲一牛毛塵. 積七牛毛塵爲隙遊塵量. 隙塵七爲蟣. 七蟣爲一虱.

七虱爲穬麥. 七麥爲脂節. 三節爲一脂. ··· . 아비달마구사론, 전게서, p. 62b.
10) 深浦正文, 전게서, p. 36. 그리고 櫻部 建, 俱舍論の 硏究(法藏館, 1979),
p. 1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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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존자 世友는 여러 극미가 서로 접촉한다면 곧 後念에 이르기

까지 머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大德은 일체의 극미가

사실 서로 접촉하지 않으며, 다만 간격을 두지 않고 모여있는 것을 비

유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대덕의 설은 응당 받아들일만 하

다.
11

앞에서 극미는 반드시 7개가 결합하여 미취를 형성한다고 말했

다. 그런데 무방분인 극미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결합하여 유방분

이 되는 것일까? 극미가 서로 접촉하여 결합한다면, 일부가 접촉

하는 방법과 전부가 접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방분

인 극미 전부가 접촉한다면 물체는 서로 섞여 하나가 될 것이다.

이는 현실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만약 일부가 접촉한다면,

중앙의 극미는 6개의 면을 가지게 되므로 유방분이 되어 극미 자

신의 개념에 어긋난다. 이와 같이 극미가 접촉하여 결합한다는 것

은 두 가지 경우 모두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비바사사, 즉 설일

체유부의 논사들은 극미가 결합할 때 서로 접촉하지 않는다고 말

했던 것이다. 한편 ‘대덕의 설’이란 곧 경량부의 학설이라고 생각

되므로,
12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설일체유부에서는 극미가 서로 접

촉하지 않고 떨어져서 결합한다고 생각하였던 반면에, 경량부에서

는 서로 접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논란을

통하여 이미 아비달마의 논사들이 극미설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친은 유식이십론에서 이와 같은 모순에 근거하여 극미설을
논파한다. 유식이십론이 비판하는 극미설은 3종인데, 그것은 바
이셰시카 학파와 설일체유부 및 경량부의 극미설이다.

13
세친은 이

11) 又諸極微爲相觸不. 迦濕彌羅國毘婆沙師說不相觸. 所以者何.

若諸極微遍體相觸. 卽有實物體相雜過. 若觸一分成有分失. 然諸極微更無細分.

… 尊者世友說. 諸極微相觸卽應住至後念. 然大德說. 一切極微實不相觸.

但由無間假立觸名. 此大德意應可愛樂. 아비달마구사론, 전게서, p. 11c.
12) 服部正明, 上山春平(이만 역), 인식과 초월, (민족사, 1991),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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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말한다.

그 대상은 하나가 아니고, 많은 극미도 아니며, 또한 화합 등도 아

니다. 극미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10)
14

외계의 대상이 실재한다면 그것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복합

체이거나, 부분을 갖지 않는 단일체일 것이다. 이 중에서 첫번째

입장에 따라 사물을 분석하면, 그것은 결국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요소, 즉 극미에 이르게 되어 모든 사물은 극미로 이루어져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다시 사물이 극미의 복합체라

고 하는 학설에는 극미가 결합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2종의 학

설이 있으므로 결국 외경실재론을 종합하면 모두 3종이 된다. 그

것은 즉 ⑴ 설일체유부가 말하는 바와 같이 다수의 극미가 서로

접촉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서 결합하여 있는 것과 ⑵ 경량부가

말하는 바와 같이 다수의 극미가 서로 접촉하지 않고 간격도 없

이 결합하여 있는 것, 그리고 ⑶ 바이셰시카가 말하는 바와 같은

단일한 것이다.
15
따라서 이 게송은 외경실재론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대상은 하나가 아니고’란 바이셰시

카에 대한 비판이며, ‘많은 극미도 아니며’란 설일체유부에 대한

비판이며, ‘화합도 아니다’란 경량부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이어서 세친은 설일체유부와 경량부의 극미설이 모두 성립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극미가 여섯개와 결합한다면 중심의 하나는 마땅히 여섯의 부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만약 여섯개와 같은 곳에 있다고 하면 微聚는 마땅

히 하나의 극미와 같아져야 할 것이다. (11)

이미 극미에 결합이 없다면 어떻게 미취에 결합이 있다고 할 수 있

13) 橫山紘一, 唯識の哲學(平樂社書店, 1984), pp. 68-69 참조.
14) 以彼境非一 亦非多極微, 又非和合等 極微不成故. (10). 유식이십론,
전게서, p. 75c.

15) 服部正明, 上山春平(이만 역), 전게서, pp. 63-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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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혹은 상호간에 결합이 성립되지 않음은 부분이 없음에 기인하

는 것이 아니다. (12)

극미에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 극미가 단일하다고 하는 이치에 어긋

난다. 극미에 부분이 없다면 마땅히 그림자와 장애가 없어야 하며, 미

취에도 둘(그림자와 장애)이 없어야 한다. (13)
16

요컨대 물질의 궁극적 단위로서 자신의 연장이나 부분을 가지

지 않는다는 극미의 개념과, 그 극미들이 모여서 연장을 가지는

물질을 형성한다는 극미설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에 따라 생각할 때 그림자와 장애 등 현실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

할 수 없으므로 설일체유부와 경량부의 극미설은 모두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친은 이렇게 설일체유부와 경량부의 극미설을

논파하고, 제14송에서 바이셰시카의 학설을 논파함으로써
17
외경실

재론을 모두 논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의거해서 ‘유식(무경)’

의 의미가 잘 성립한다고 논석하고 있는 것이다.
18

16) 極微與六合 一應成六方 若與六同處 聚應如極微(11). 極微旣無合 聚有合者誰

或相合不成 不由無方分(12). 極微有方分 理不應成一 無應影障無

聚不異無二(13). 유식이십론, 전게서, p. 75c-76a.
17) 그 내용은 “하나라고 말하면 점진적인 운동, 동시에 도달함과 도달하지

못함이 있는것, 그리고, 다수의 사물이 간격을 두고 있는 것이나 미세한

것을 보기 어려운 현상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一應無次行 俱時至未至

及多有間事 並難見細物(14). 유식이십론, 전게서, p. 76b. 이 비판에 대한
설명은 佐佐木月樵 等 譯著, 唯識二十論の對譯硏究, pp. 26-27과
服部正明, 上山春平(이만 역), 전게서, pp. 64-70과 pp. 81-84를 참조하라.

다만 服部正明은 상게서 p. 82에서 이 설명이 설일체유부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문맥이나

내용으로 보아 佐佐木月樵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바이셰시카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8)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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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극미설과 법유설

서문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제14송에 대한 논석은 극미설과

유식무경설의 대립관계 및 극미설과 법유설의 친연관계를 암시한

다. 여기서는 먼저 무형상지식론을 중심으로 해서 극미설과 법유

설의 친연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설일체유부는 법의 실재를 인정한다. 이와

같은 법유설의 취지는 설일체유부라는 학파명에 대한 異部宗輪論
述記의 설명에 잘 드러나 있다.

一切有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有爲이며, 둘째는 無爲이다. 유

위는 삼세에 걸쳐서, 무위는 시간을 떠나서 그 體가 모두 실재하므로

‘일체유’라 한다.
19

여기서 ‘유위, 무위의 일체제법’이란 구체적으로는 소위 ‘5위 75

법’을 말하는 것이며, 法(dharma)이란 ‘사물을 구성하는 궁극적 요

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설일체유부는 제법의 실재성을 어떻

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일까? 설일체유부에 따르면, 제법의 실재는

인식의 성립으로부터 입증된다고 말한다. 구사론은 이렇게 말한
다.

식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대상(境)이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대상

이 있어야 식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대상이] 없으면 [식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과거와 미래세의 境體

(대상의 본체)가 없다면, 그것은 곧 所緣을 가지지 않는 식이 있다고

19) 一切有二. 一有爲二無爲. 有爲三世無爲離世, 其體皆有名一切有.

이부종윤론술기, 續藏經, 제53권, p. 57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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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다. 소연이 없는 까닭에 식도 응당 없어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가르침과 이치에 따라 비바사사는 과거와 미래의 二世가 실

유라고 말하는 것이다.
20

이와 같이 설일체유부는 반드시 대상이 실재해야 인식이 성립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인식의 성립으로부터 삼세의 제법이 실재

함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 우리의 마음, 즉 식은 단지 대

상의 형상을 투영할 뿐이며, 대상의 형상은 식 속에 있는 것이 아

니라 대상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식은 감관을 매개로 삼

아 대상의 형상을 투영할 뿐이라는 것이다.
21
이것이 곧 無形相知

識論(anākārajñāna-vāda)이다. 이는 일종의 소박실재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설일체유부에 있어서 제법의 실재는 무형상지식론에

근거하여 입증되므로, 설일체유부의 법유설은 무형상지식론에 근

거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법의 실재를 인정하는 법유설은 당연히 색법의 실재도 인정

한다. 또한 무형상지식론은 대상의 특징들이 모두 대상 그 자체에

속한다고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색법의 특징은 장애,

연장, 형상이다. 그런데 극미설은 그와 같은 색법의 특징을 설명

함에 있어서 무형상지식론에 잘 부합할 뿐 아니라, 색법에 관한

설일체유부의 여러 학설 가운데 극미설을 제외하면, 연장과 장애

형상 등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없다. 따라서 극미설

은 설일체유부에서 색법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극미설이 설일체유부의 논서에 등장한 것은 尊婆須蜜菩薩所集
論과 大毘婆沙論이 처음인데, 대비바사론에서는 이미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며, 이후의 논서는 모두 그것을 계승하고 있을 뿐,

20) 以識起時必有境故. 謂必有境識乃得生. 無則不生其理決定. 若去來世境體實無,

是卽應有無所緣識. 所緣無故識亦應無. … 由此敎理毘婆沙師,

定立去來二世實有. 아비달마구사론, 전게서, p. 104b. 그리고 김동화,
구사학(동국대학교 석림회, 1982), pp. 128-132 참조.

21) 梶山雄一, 佛敎における存在と知識(紀伊國書店, 1983), p.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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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진보는 발견되지 않는다.
22
또한 극미설은 중기 이후의 아

비달마 논서들에서만 발견되므로, 바이셰시카, 혹은 자이나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쿠라베 하지메(櫻部 建)는

“극미설은 법(dharma)의 관념과도 4대설과도 서로 용납되지 않으

므로, 설일체유부의 물질관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

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23
그러나 설일체유부가 색법에 관한 다른

학설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파의 학설들과 서로 조

화하지도 못하는 극미설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그

것이 색법에 대한 극미설의 설명이 무형상지식론에 잘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극미설과 색법에 관한

설일체유부의 학설들을 비교해서 살펴볼 때 분명해진다.

사쿠라베 하지메는 색법에 관한 설일체유부의 학설 가운데 중

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다음의 다섯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24
그것

은 ⑴ 파괴되므로 색이라 한다,
25
⑵ 색은 4大種와 4大種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다,
26
⑶ 색은 5根과 5境과 無表色의 11종 달마이다,

27

⑷ 무표색을 제외한 색은 원자(즉 극미)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따라서 이는 공간을 점유하며 다른 색이 동일한 공간에 들어

오는 것을 방해한다,
28
⑸ 색이 생기할 때에는 곧 8종류가 俱生한

다
29
는 것이다.

22) 櫻部 建, 俱舍論の 硏究(法藏館, 1979), p. 101.
23) 櫻部 建, 上山春平(정호영 역), 아비달마의 철학, (민족사, 1993), pp.
82-83 참조.

24) 상게서, p. 73.

25) 如世尊說. ‘苾芻當知. 由變壞故名色取蘊.’ 아비달마구사론, 전게서, p. 3b.
26) 色云何? 謂諸所有色, 一切四大種及四大種所造色. 四大種者.

謂地界水界火界風界. 所造色者. 謂眼根耳根鼻根舌根身根,

色聲香味所觸一分及無表色. 阿毘達磨品類足論, 대정 26, T. 1541, p. 692.
27) 色蘊者何? 頌曰. 色者唯五根五境及無表. 아비달마구사론, 전게서, p. 2.
28) 有爲法有三分齊, 謂時色名. 時之極少, 謂一刹那. 色之極少, 謂一極微.

名之極少, 謂一字. 阿毘達磨大毘婆沙論, 전게서, p. 701a.
問有色之物各自親近. 答曰. 有色之物極微亦極微. 各各不相觸.

尊婆須蜜菩薩所集論, 대정 28, T. 1549. 741c. 極微一一雖不礙衆微集則礙.
雜阿毘曇心論 대정 28, T. 1552. P. 87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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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섯가지 정의 가운데 ⑴과 ⑵는 아함에서도 발견되는 것으

로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30
⑴의 정의는 rūpa라는 말의 어원학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rūpa라는 명사와 rūpyate(‘파괴되

다’)라는 동사 사이에 어떤 어원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관련지어진 것은 모든 존재를 무상하고,

변하기 쉬운 것으로 파악하는 불교 고유의 사고방식에 따른 것이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무상하고 변하기 쉬운 것은 색법뿐 아니

라 모든 유위법에 공통된 것이므로 이 정의는 색법 그 자체의 특

징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31
또한 이 설은 색법의 특징인

연장, 장애, 형상을 설명할 수 없으며, 그것을 위한 것도 아니다.

⑵의 정의는 ⑴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것일 뿐 아니라,

인류 사상사 전반에 걸쳐서 널리 퍼져 있는 보편적인 것이다. 여

기서 4대종이란 곧 地, 水, 火, 風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연현

상 중에서도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물질의 질료인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

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4대종은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속

성, 즉 堅, 濕, 煖, 動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질료인으로

서의 특성을 대부분 상실하고 주로 물질의 근본적 속성이라는 측

면에서 이해되기에 이른다.
32
따라서 이것 역시 색법의 특징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⑶의 정의는 阿毘達磨品類足論에서 처음으로 분명한 형태로

발견되는데, 이는 인간의 다섯가지 감각기관과 그것들이 파악하는

바의 다섯가지 외부대상, 그리고 무표색을 색법으로 파악한 것이

다.
33
이와 같은 설명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각기관이 외계의 대

29) 問此四大種其相各異展轉相遠. 云何一時不相離起. 尊者世友作如是說言.

異相相遠因緣各別. 非諸相異皆必相遠. 諸不相遠而相異者. 容俱時起互不相離.

如四大種及香味觸靑黃色等. 諸有異相而互相遠. 必無一時不相離起. 如薪與火.

雹與稼穡. 邏呼月輪. 藥病明闇. 아비달마대비파사론, 전게서, p. 683b.
30) 櫻部 建, 전게서, pp. 93-94.

31) 櫻部 建, 上山春平(정호영 역), 전게서, pp. 73-74.

32) 상게서,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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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파악하는 양상을 중심으로 해서 색법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

므로 불교의 주관적이고 인식론적인 물질관을 잘 보여주는 것이

라고 하겠다. ⑷는 곧 극미설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

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⑸의 정의는 우리의 인식이 어떤 대상을 색법으로 파악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할 조건들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는 다만 외계

의 현상이 물질적 존재로 파악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열

거한 것으로 이해된다.
34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무형상지식론은 법유설의 근거이므

로 색법의 특징들은 무형상지식론에 위배되지 않고 설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설일체유부에는

극미설을 제외하면 연장, 장애, 형상 등 색법의 특징들을 설명함

에 있어서 무형상지식론에 부합하는 이론이 없다. 그 중에서 4대

설은 비교적 무형상지식론의 관점에 가깝게 색법의 특징들을 설

명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질료인으로서의 4대의 개념은

극미설에 비하여 정밀하지 못하며, 더구나 4대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질료인이라기 보다는 사물의 근원적인 속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변모해 갔으므로, 설일체유부의 색법에 대한 설명들에서

극미설을 제외하면 색법의 특징을 무형상지식론의 관점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극미설은

색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무형상지식론 및 법유설과 친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무형상지식론과 극미설의 이와 같은 관계는 Mokṣākaragupta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Mokṣākaragupta는 자신의 저술인 Tarkabh

āṣā에서 설일체유부의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⑴ 허공과 2종의 절멸(擇滅과 非擇滅), 이들 3종의 무위는 상주한다.

모든 유위는 刹那滅이며, 자아를 갖지 않으며, [행위 이외의] 作者를 갖

33) 상게서, pp. 76-80.

34) 상게서, pp.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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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⑵ 감각기관으로부터 생겨난 지식자체에는 형상(ākāra)이 없지만,

[외계의] 원자의 집합이 대상으로서 지각된다.
35

이 가운데 두 번째 게송을 보면 외계대상의 형상을 설명하는데

무형상지식론과 극미설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식은

대상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극미들이 모여서 형상을 가지

게 되고, 그것이 인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극미설

은 색법의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무형상지식론과 법유설의 관

점에 잘 부합하므로 타 학파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중시 되었던 것

으로 추측된다.

4. 극미설과 유식무경설

극미설과 법유설의 친연관계에 무형상지식론이라는 지각론이

관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극미설과 유식무경설의 대립관계

에는 有形相知識論(sākārajñāna vāda)이라는 지각론이 관련되어 있

다.
36
무형상지식론이 법유설이라는 실재론적 학설의 근거인 것처

럼, 유형상지식론은 유식무경설이라는 관념론적인 학설의 근거가

35) Mokṣākaragupta, 論理の ごどば, 梶山雄一 역주, (中央公論社, 1975), p.
128, 그리고 梶山雄一, 전게서, p. 2 참조.

36) 무형상, 유형상지식론이라는 명칭은 寂護(Śāntarakṣita)가 中觀莊嚴論(M
adhyamakālaṃkāra)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유식학파 내부에서도 有相唯識과 無相唯識의 대

립이 있었으며, 여기서 유상과 무상도 역시 범어로는 각각 sākāra, anākā

ra라고 표기된다는 점이다. 梶山雄一은 이와 같은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유상유식, 무상유식은 각각 形相眞實論, 形相虛僞論이라고 부르고

있다. 梶山雄一, 전게서, p. x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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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왜냐하면 유식무경설에서 대상의 특징들은 유형상지식론을

통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승불교 공통의 과제는 소승 제 학파의 실재론적 학설을 논파

하여 붓다의 올바른 가르침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공통

의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은 각기 달랐다. 중관학파는 공사상을 통

하여, 유식학파는 유식설을 통하여 그 과제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유식학파의 근본명제는 “일체의 제법이 모두 식(vijñāpti, 了)일 뿐”

이라는 것이므로 서양의 表象 觀念論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유식

무경설의 요지는 유식이십론의 첫머리에 잘 나타나 있다.

대승에서는 三界가 오직 識일 뿐이라고 말한다. 경전에서 삼계는 오

직 마음일 뿐 (cittamātraṁ, 唯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心(citta)과

意(manas)와 識(vijñāna), 그리고 了(vijñāpti)에는 다만 이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중에서 심과 의에는 심소도 포함된다. 오직 외계의

대상(外境)만이 부정되고, 상응하는 것(즉 心所法)은 부정되지 않는다.

안으로 식이 생겨날 때, 외계의 대상처럼 보이는 것(似外境)이 나타난

다. 마치 눈병에 걸린 사람이 [있지도 않는] 머리카락이나 파리 등을

보는 것과 같아서, 이 중에는 아무런 참된 의미가 없다.
37

37) 安立大乘三界唯識. 以契經說三界唯心. 心意識了名之差別. 此中說心意兼心所.

唯遮外境不遣相應. 內識生時似外境現. 如有眩瞖見髮蠅等, 此中都無少分實義.

유식이십론, 전게서, p. 74b-c. Kalupahana 교수에 따르면 제1송에
대한 세친의 주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瑜伽行(Yogācāra)에 대한

세친의 해석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Lévi가 간행한 범본 역시

원본에는 빠져 있던 것을 한역과 티벳 역본에 따라 일부 복원한

것이므로,”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더욱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장이 논으로 처리한 산스크리트

본의 제1송은 다음과 같다. "vijñaptimātram evaitad asad

arthāvabhāsanāt, yathā taimirikasyāsat keśa-candrādi-darśanam(1).

번역: “이 모든 것은 다만 식(vijñapti, 表象)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asad artha)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눈병

걸린 사람에게 실재하지도 않는 머리카락이나 달 등이 보이는 것과

같다.” D.J. Kalupahana, The Principles of Buddhist Psychology(State

Univ. of New York, 1987). p. 173 참조. 참고로 다른 두 이역본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반야유지 역: 唯識無境界 以無塵妄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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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유식무경설의 근거는 화엄경의 “三界唯心”이라고 하는

문구이다. 이는 聖言量에 따른 것이다. 둘째로 식과 표상(vijñāpti,

了)은 동일시되고, 이 중에는 심소가 포함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식 속에 나타나는 대상의 표상과 심소법을 식 속에 포섭하기 위

한 것이다. 또 그것은 식과 경을 구분하여 外境
38
의 실재성만을 부

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셋째, 안으로 식이 생겨날 때 외경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난다고 말하는데 이는 곧 유형상지식론

이다. 넷째, 외경인 것처럼 나타난 것을 눈병 걸린 사람에게 나타

나는 환각에 비교하였는데, 이는 외경의 비실재성을 주장하기 위

한 것이다.

이 중에서 필자의 주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셋째의 사실

이다. 이에 따라 생각하면 외경, 즉 외계의 대상이 실재하지 않아

도 마치 환각과 같이 그에 대한 표상이 성립하는 것이 된다. 그렇

다면 그 표상이란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유식학파는 그것이 식

의 내부에 종자로서 간직되어 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아뢰야

식 속에 種子의 형태로 간직되어 있던 대상의 습기가 조건이 성숙

되었을 때, 마치 외계에 실재하는 것처럼 표상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유식학파의 유형상지식론이다. 이 유형상지식

론은 사실 경량부에서 먼저 제시하였던 것인데, 세친은 이를 비판

如人目有瞖 見毛月等事(1). 진제 역: 實無有外塵 似塵識生故 獨如翳眼人

見毛二月等(1). 佐佐木月樵 등 역저, 唯識二十論の對譯硏究(國書刊行會,
1977), p. 2.

38) 여기서 외경이란 실은 심법 이외의 일체제법이겠지만, 유식이십론에서
특히 쟁점이 되었던 것은 색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설일체유부의 5위법 가운데 심소법과 심불상응행법과 무위법의

실재성은 이미 경량부에 의해서 부정되었으므로, 유식학파가 논의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색법 뿐이었기 때문이다. 경량부는 설일체유부의

5위법 가운데 심소법은 심법 가운데 포함되며, 심불상응행법은 개념일

뿐 그 존재성이 색법이나 심법처럼 실재하는 것이 아니며, 무위의 3법

역시 실재의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설일체유부의 5위법 가운데

색법과 심법만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梶山雄一, 전게서, p. ⅺ 참조.



유식이십론의 극미설 비판/ 남수영 213

적으로 수용하여 유식설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경량부는 인식을 동일순간에 병존하는 감관(根)과 대상(境)과 식

(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상이 원인이 되어 한 순간

후에 생겨나는 결과로서 이해한다. 경량부에 따르면 일체제법은

刹那滅的인 존재로 파악되므로, 식은 결코 동일한 순간에 존재하

는 대상을 파악할 수 없다. 대상이 식 속에 자신의 형상을 낳을

때, 그 대상은 이미 과거로 가 버리고 없다. 그것은 곧 우리가 결

코 인식대상 그 자체를 지각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경량부는 외

계의 대상이 결코 직접적으로 지각되지 않으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식 가운데 부과된 대상의 형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때 인식이란 식이 자기자신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경량부는 인식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또는 본성적으

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그와 같은 특정한 원인으로서의 대상이

외계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량부는 외계대상

(外境)의 실재가 지각되지는 않지만, 추리되고 요청된다고 말하고

있다.
39

그러나 유식학파는 경량부에서 외계의 대상이었던 것을 한 찰

나 전의 지식으로 바꿔놓음으로서, 인식에서 외계대상의 요청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무시이래로 끝없는 윤회를

되풀이 해 왔는데, 그러한 과거의 경험은 종자로서 마음 속에 축

적된다. 그 종자가 점차 성장하여 성숙하면, 그것은 다음 순간의

마음에 확실한 형상을 가지고 외계의 대상인 것처럼 나타난다. 다

시 말해서 우리의 식 가운데 항아리의 형상이 나타나 그것에 대

한 現量이 성립한다고 할 때, 항아리의 형상을 낳는 원인은 외계

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찰나전에 우리들의 식 가운데 있었

다는 것이다. 경량부에서 인식의 대상이었던 외계의 사물을 전 찰

나의 識으로 바꿔 놓음으로써 유식학파의 인식론과 관념론이 확

립되었다. 따라서 유식학파에서는 외계대상의 실재성을 부인하고

39) 梶山雄一, 전게서, p. 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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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인식되는 세계를 마음의 표상만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40

외계대상에 대한 설일체유부와 경량부 및 유식학파의 관점 차

이는 유식이십론에 소개되어 있는 지옥의 비유에서 분명히 관
찰된다.

41
지옥에 빠진 모든 죄인들은 특정한 때와 특정한 장소에

서 그들에게 징벌을 가하는 옥졸이나 그들을 눌러 죽이고자 다가

오는 철산 등을 본다. 이 때 설일체유부는 옥졸 등이 식으로부터

독립하여 실재한다고 생각한다. 경량부는 지옥 등이 식의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유식학파처럼 그 실재성을 완

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경량부는 지옥의 죄인들이 일찍이 행했

던 행위의 여력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물질요소(四大種)가 생겨서

40) 上揭書, p. xv. 한편 이에 대하여 平川 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식학파에 있어서 三性의 첫번째인 변계소집성은 ‘分別性’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이것은 범부의 인식내용이 허망함을 뜻한다. … 자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범부에게 ‘인식되어진 자아’는 인식되어진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인식되지 않는 자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마찬가지로 외계의

사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인식되는 외계는 ‘인식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이다. 범부는 자기가 인식한 것이

인식된 그대로 외계에 실재한다고 속단하지만, 유식설은 그러한 인식의

모사설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인식’은 외계의 자극에 응해서 마음속의

인식능력이 작용하고 구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범부의

경우에는 인식능력이 작용할 때, 업이나 번뇌가 개입하기 때문에 ‘저기에

있다’고 투영된 마음의 세계가 ‘그와 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인식된 세계만이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설령 외계가 그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인식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유식’의 참 뜻이 있다고

하겠다.” 平川彰, インド佛敎史 下, (春秋社, 1985), pp. 135-136.
이와 같은 平川彰의 견해에는 수긍하기 힘든 점이 있다. 그는 유식의

참 뜻이 “외계의 사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인식되는 외계는

인식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데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그의 말대로 유식학파가 외계 사물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경량부의 학설과 구분하기가 힘들어 지며, 그렇다면 유식설 역시

법유설의 범주에 포함되어 과연 유식학파가 부정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41) 유식이십론, 전게서, p. 75a-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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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곤봉을 가지고 손을 치켜든 옥졸이나 날카로운 가시로 죄

인을 괴롭히는 鐵樹林으로 표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세친은 이와 같은 경량부의 견해를 비판하여 유식설로 인도한다.

세친은 이렇게 말한다.

만약 [지옥죄수의] 업력에 의해 다른 물질의 원소(大種)가 생겨나는

일이 있어서, 이와 같은 轉變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식에 있어서는 어

째서 인정하지 않는가?(5)

업은 다른 곳에서 훈습하고, 그 이외의 다른 곳에 결과가 있다고 집

착 하는구나. 훈습받는 식에 결과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음은 무슨 근

거가 있는가?(6)
42

즉 행위의 잠재여력은 행위자의 마음흐름(心相續) 속에 깊이 스

며있는 것으로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여력이

마음 밖의 물질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기 보다 그 여력이 현세

적인 것으로 되어 마음의 흐름에 특수한 변화가 일어나서 옥졸

등의 표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는 것

이다. 요컨대 설일체유부에서는 외계의 대상이 실재하는 동시에

그것을 직접 지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경량부에서는 외계

대상을 직접 지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나 그 실재성을

부인하지 않았고, 유식학파는 외계의 대상이란 곧 식의 표상이므

로, 그에 대한 직접지각이란 식이 자신의 표상을 보는 것에 불과

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상지식론의 주장은 앞에서 살펴 본 무형상지식

론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립한다. 무형상지식론은 대상이 실재할

때 비로소 대상에 대한 인식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대상이

실재하지 않아도 인식이 성립할 수 있다면 무형상지식론은 성립

할 수 없고, 그와 함께 법유설도 그 근거가 흔들리게 된다. 그러나

42) 若許由業力 有異大種生 起如是轉變 於識何不許(5). 業熏習余處 執余處有果

所熏識有果 不許有何因(6). 유식이십론, 전게서, p. 75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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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상지식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대상이 실재해야만 인식

이 성립할 수 있다면 유형상지식론이 오류가 될 것이다. 만약 유

형상지식론이 성립할 수 없다면 유식무경설 역시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식무경설은 유형상지식론에 의지할 때 비로소 인식

속에 나타나는 대상의 표상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유식무경설은 유형상지식론을 통하여 대상의 속성들

을 설명하는 반면, 법유설에서는 극미설을 통하여 대상의 속성들

을 설명한다. 유형상지식론은 대상의 속성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극미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식학파에서 극

미설은 불필요하다. 더구나 극미설의 성립은 곧바로 유형상지식론

의 불성립과 직결되며, 유형상지식론의 불성립은 다시 유식무경설

의 불성립으로 직결된다. 이런 점에서 극미설은 유식무경설과 대

립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5. 결 론

위에서 극미설과 법유설의 친연관계 및 극미설과 유식무경설의

대립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지금까지의 고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설일체유부에서 법유설의 근거는 후대에 무형상지식론이라고

부르게 되는 지각설이며, 극미설은 법유설과 무형상지식론의 필연

적인 요청이다. 왜냐하면 법유설과 무형상지식론에 따르면 장애,

연장, 형상 등 색법의 특징들은 모두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서 반

드시 대상 자체를 통하여 설명되어야 하는데, 설일체유부에는 극

미설을 제외하면 이에 부합되게 색법의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극미설은 법유설과 친

연관계를 형성하며, 그런 사실은 설일체유부가 극미설을 타 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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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채용하게 된 동기도 잘 설명해 준다.

한편 유식학파에 있어서 유형상지식론은 유식무경설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대상의 특징들을 설명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왜

냐하면 유식무경설에 따라 외계대상의 실재를 부정할 때, 장애,

연장, 형상 등 색법의 특징들은 유형상지식론을 통하여 설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색법의 실재를 부정하더라도 우리들의

인식 속에 나타나는 대상의 표상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유식무경설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실은 유식무경설에

서 유형상지식론이 차지하는 비중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따라서 각 학설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법

유설과 유식무경설은 각각 무형상지식론과 유형상지식론에 근거

하고 있는데, 앞의 두 학설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뒤의 두 학설은

인식론적 관점에서 각각 대립관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극미설

은 외계의 대상, 특히 색법의 특징을 설명함에 있어서 유형상지식

론과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그로 인하여 유식무경설과도 대립관계

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세친이 극미설을 비판하게 된 궁극적 동기를 극

미설의 모순보다도 오히려 극미설과 유식무경설의 대립관계로 규

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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