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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초기에 上座 大衆 二部로 분열한 部派佛敎는 그 후 枝末분열을

거듭하여, 20여 개 이상의 학파를 형성하기에 이르며, 다양한 학

설을 제안하고 발전시켜, 인도불교의 중요한 철학사상을 탄생시키

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오늘날까지 비교적 많은 論書를 남기고 있

는 학파들을 중심으로 존재론적인 문제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

고 분석하여 인도불교철학을 체계화하는데 공헌하고자 한다. 이

목표의 일환으로, 우선 이 글에서는 인도불교 발전에 주도적인 역

할을 했던 몇몇 학파의 철학적인 경향을 다시 조명해보고 이들이

제창한 존재문제, 특히 實有(dravyasat)와 假有(prajñaptisat) 문제

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려고 한다.

* 徐盛源 :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인도철학 전공 교수.



46 印度哲學 제8집

Ⅱ. 존재문제 : 實有와 假有

인도불교는 기원전 3세기경부터 학파들 사이에 존재론적인 문

제로 심각한 견해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전통에 의하면 부파불

교는 18 내지 20여 개의 학파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논의되었던

문제도 다양하고,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1
이들은 500여 개

이상의 명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 그 가운데 특히 존재론적

인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명제가 약 50여 개, 즉 전체 논의된 내

용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2
학파들을 철학적인 경향성에

따라 대별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①個我

論者들 ②實在論者들 ③唯名論者들이다.
3

①個我論(pudgalavāda)은 犢子部-正量部(Vātsīputrīya-Sāṃmitīy

a)가 중심이 되어 個我(pudgala)의 실재를 주장하는 이론이다. Pu

dgala는 물질(色, rūpa)처럼 실체(實物, dravya)도 아니고, 우유(kṣī

ra)처럼 요소들의 집합에 붙여진 단순한 명칭(假名 prajñapti)도

아닌 분명한 실재로서(sākṣītkṛtaparamārthena) 존재한다.
4
Abhidh

armakośaⅨ와 成實論에 의하면 犢子部(Vātsīputrīya)는 5法藏說(三

1) A.Bareau : Les sectes bouddhiques du petit vèhicule, paris(이후 Les

sectes로 약칭); Les religious de l'Inde, paris, 1966,(이후 Les religions로

약칭) pp. 83-98.; E. Lamotte : Histoire du boddhisme indien, Lauvain,

1967,(이후 HBI로 약칭) pp. 571-606.; 平川彰 : インド佛敎史 上卷, 東京

1985, pp.143-159.

2) Les sectes, pp. 259-295.

3) HBI. pp. 664-675.; E. conze : Buddhist thought in India, London 1973.

pp. 121-144.; Les religins, pp. 109-111.

4) L'Abhidharmakośa de Vasubandhu, par de la Vallée-poussin, paris,

1923-1931(이후 Kośa로 약칭) Ⅸ. 破我品.; Les sectes, pp. 114-120.; HBI,

pp. 673-675.; Renou & Filliozat : L'Inde classqueⅡ, paris, 1985, p.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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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 無爲, 不可說)을 내세웠는데 여기서 不可說(avaktavya) Pudgal

a의 실재를 주장했다고 한다.
5

근본불교가 인간존재를 5蘊요소(skandha)로 분석하고 고정불변

하는 실체적인 자아(ātman)가 없다는 無我說(anātman)을 주장한

데 대하여, 5蘊과 동일하지도(sama) 않고 다르지도(visama) 않은

人格的인 어떤 실재, pudgala가 있다고 주장하므로서 부파불교내

에서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 pudgala설은 인간존재

의 정체성 문제와 業사상을 둘러싼 문제를 풀려고 내놓은 해결책

이였으나 無我說을 위협하는 대안이었다.
6
이 논쟁은 상당히 심각

했던 것으로, 上座 大衆 근본 二部의 분열 이후, 대략 기원전 280

년경에 上座部를 다시 분열시킨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7
pudgala說

을 받아들이는 쪽은 犢子部(vātsīputrīya)라는 학파를 형성하게 되

고, anātman 사상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거부하며 정통

을 주장하는 쪽이 上座部로 계속 남게 된다.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우리의 연구 방향에서 요약해 본다면, 이

pudgala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다른 입장이

나오게 된다. 즉, pudgala를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받아들일 경우

이것은 사실상 비불교적인 체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pu

dgala를 假名으로서(Prajñaptitas) 받아들일 경우, 이것은 불교의

근본교리에 크게 위배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pudgala를 實有로

보느냐 假有로 보느냐 하는 것이었으며 사실상, 그후 계속된 논쟁

의 핵심은 이 문제에 집중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

②정통성을 주장해 온 上座部(Sthavira)는 기원전 250년경 다시

5) Kośa Ⅸ, p. 237.; 大智度論 大正藏 25(T.1509), p. 61
a
.; 成實論 大正藏

32(T.1646), p. 260c.; J. Masuda : Origine and doctrines of early Indian

Buddhist schools, 1925, pp. 53-54.

6) Les religions, pp. 84-85.; HBI, p. 673.

7) Les sectes, pp. 84-85.; HBI, p. 575.

8) Kośa Ⅸ, pp. 232-239.; R.Grousset : Les Philosophies Indiennes(I), paris,

1931, pp. 18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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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인 분열을 하게 되는데, 가장 유력한 두 개 학파, 上座部(分

別說部)와 說一切有部를 형성하게 된다. 이 두 학파는 상좌부내에

서 두 개의 根幹을 이루며 발전을 하게 된다. 說一切有部(약칭하여

有部)는 西北인도에서 크게 교세를 떨치게 되며 上座部는 南方불

교를 대표하게 된다. 이 두 학파는 Abhidharmapiṭaka를 비롯하여

많은 論書와 철학서를 남기고 있다.
9

上座部와 有部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양자사이에 상당한 차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모두 실재론적인 경향을 표방하는 학

파들이다. 위 두 학파의 철학은 自我(ātman)의 존재를 부정(nairāt

myavāda)하고, 정신 물질적 요소들의 실재(skandhavāda)를 인정

하는 두 개의 기본명제 위에 구축되어 있다. 좁은 의미의 인간존

재와 넓은 의미의 일체 존재는 물질(色, rūpa), 감각(受, vedanā),

지각(想, saṃjñā), 성향(行, saṃskāra), 의식(識, vijñāna) 등의 물

질적 정신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구성요소를 넘어서

서 또는 합성된 전체로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독립적이고

실체적인 自我(ātman)는 부정되며, 요소들의 相續(skandhasaṃtān

a)으로서 假名 또는 명칭만으로 있는 것은 인정된다. 우리는 上座

部와 有部를 실재론자들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이 학파들이 불변

하는 실체로서 ātman의 실재를 부정하는 한편, 개별적인 요소들

(dharma)의 실재성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0

근본불교에서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5蘊요소가 상호의존하여

일시적으로 모인 것에서 비롯되었을 뿐, ātman이라는 고정불변하

는 실체가 따로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힘으로서 我執

과 無明을 제거하려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었으며 요소들(d

harma)의 존재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 따라서 5

9) Les sectes, pp. 131-137, pp. 167-171.; A.Bareau : Les premiers Conciles

bouddhiques, paris, 1955, pp. 112-118.; HBI. pp. 585-606, pp. 657-658.

10) H.von Glasenapp : la Philosophie Indienne, payot. paris, 1951, pp.

245-263.; HBI, pp. 29-34, 665-668, 671.; E. Conze, 앞의 책, pp.

107-111.; Les religions, pp. 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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蘊無我說이 그것 자체로 개별적인 요소들의 실유를 인정하는 실재

론적인 의미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Abhidharma불교시대

에 이르러, 부파들은 근본불교의 교설 내용을 세밀히 분석하고 해

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특히 上座部와 有部는 초기

불교의 5蘊 12處 18界를 더욱 철저히 분해하고 재분류하면서 체계

화하여 일체法의 총목록을 작성하였다. 有部는 諸法을 물질적인

것(11), 심적인 것(1), 심리작용적인 것(46), 언어논리적인 것(14),

무제약적인 것(3) 등 75법으로, 上座部는 물질적인 것(28), 심적인

것(1), 심리작용적인 것(52), 무제약적인 것(1) 등 모두 82法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것은 다원론적이고 실재론적인 토대위에 존재요

소를 분류하였던 것이며, 초기불교에서는 명시되지 않았던 요소들

의 실재를 들어내고 더욱 확인시키는 작업이었다. 이렇게 해서 上

座部와 有部는 요소의 실재를 인정하는 요소실재론 또는 法有論의

철학을 확립하게 된다.
11

특히, 有部는 그들의 dharma이론을 체계화하기 위해 諸法의 존

재현상을 두 개의 범주로 구별하게 된다 : ①명칭으로만 존재하는

것, 假有(prajñaptisat), 즉 관행상의(세속적인) 진리(saṃvṛtisatya)

와 ②실제로 존재하는 것, 實有(dravyasat, vastusat), 궁극적 진리

(paramārthasatya)로 구분한다.
12

첫 번째 범주는 집합, 그룹, 구성된 전체에 명목상 관행상의 규

정으로만 붙인 단지 이름뿐인 존재를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그것

은 假有, 假名有일 뿐이다. 예를 들면, 옷감, 물병, 숲, 수레라고 부

르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모두 요소들, 부분들의 화합으

로 이루어진 것들이며 그 구성요소들을 분석하고 분해하면 실체

11) H.von Glasenapp, 앞의 책, pp. 257-261.; HBI, pp. 658-667.; T.R.V.

Murti : The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 London, 1960, pp. 66-70.;

Nyanatiloka, Guide through the Abhidhamma piṭaka, colombo, p. 12.;

平川彰, 앞의 책, pp. 192-226.

12) Kośa I, p. 186, 214. Kośa VI, pp. 139-142, 159.; E Lamotte : Le Traité

de la Grande Vertu de Sagesse de Nāgārjuna II, pp. 725-730.; cf.

印度哲學 제3집(1993) : 第一義空經과 Vasubandhu p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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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라져 버릴 일시적인 因緣和合(hetupratyayasāmagrī)에서 생

긴 명칭일 뿐이다. 수레(ratha)는 차축 바퀴 등 부분들로, 물병(gh

aṭa)은 色(rūpa), 香(gandha), 味(rasa), 觸(spraṣṭavya) 등의 요소

로 분해해 버리면 그 실체는 사라져 버린다. 마찬가지로 自我, āt

man도 蘊(skandha), 處(āyatana), 界(dhātu)의 그룹에 적용되어

붙여진 단순한 명칭, 假名일 뿐이요 독립적인 별개의 실체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범주는 실제로 존재(hi asti)하는 것이다. 그것은 더 이

상 분할되지 않는 所與, 단순한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은 짧은 순

간적 지속이기는 하지만 自性(svabhāva), 또는 自相(svalakṣaṇa)

을 가진 실재적 존재로 인정된다. 더 이상 쪼개어 질 수 없는 色

의 원자(atom), 受, 想, 行, 識 등은 실재적인 실체로 인정되고 있

다. 바로 이점에서 有部는 그들의 실재론적인 입장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유부는 이렇게 하여 궁극적 요소로서 dharma

가 과거 현재 미래 三世에 實有한다는 三世實有 또는 一切實有(sar

vaṃ sati)설을 주장하게 되며 汎實在論(pan-realism)적인 특성을

가진 학파가 된다.
13

有部가 구축해 놓은 이와 같은 dharma체계와 극단적인 실재론

을 직접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다름이 아닌 有部에서 파생한 분파

인 經量部(Sautrāntika)였다.
14
이 학파는 Abhidharma를 인정하지

않고 經典의 권위만을 받아들인다고 하여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

이다. 有部의 번잡한 dharma의 숲에서 가지를 처내기 위해 經量部

는 다른 어떤 근거보다도 경전의 증언을 앞세운다. 한 경에서 부

처님은 이렇게 설했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이름뿐(saṃj

ñāmātra)이고, 명칭 뿐(pratijñanamātra)이며, 언설 방식일 뿐(vya

vahāramātra)인 다섯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과거, 미래, 허공, 열

13) H. von Glasenapp, 앞의 책, p. 257.; Les Religions. p. 85.; E. conze

앞의 책, p. 138.

14) Kośa V, pp. 50-65.; La vallée poussin : Documents d'Abhidharma in

: M.C.B.5. 1937, pp. 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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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個我이다.”
15
이 경에서 경량부는 명칭만의 존재라는 唯名論的

인 비판적 시각에 주목했던 것이다.

경량부는 우선 有部의 三世實有說에 대해 직접 비판을 가하기

시작한다. 과거는 이미 작용이 끝난 것이고, 미래는 아직 작용하

지 않은 것이므로 실재하는 것은 (작용중인) 현재 순간뿐이라고

보며, 작용(kāritra)이 없는 과거와 미래의 실재성을 부정한다.
16
3

無爲法(asamskṛta)도 그 실재성이 부정된다. 허공(ākāśa)은 단순

히 물질의 결여로서 실재가 아니고, 열반은 緣起에 의해 일어난

현상적 존재의 소멸로서, 존재(bhāva)에 후속하는 비존재(paścāda

bhāva)이며, 非實在라는 부정적인 열반을 주장한다. 경량부는 특

히 有部가 色法에 포함시켜 실재하는 것으로 본 無表色(avijñapti)

과 14心不相應行法(cittaviprayuktasaṃskāra)의 실재를 부정하며

그것들이 단지 관념적인 것이요 가명적 존재일 뿐이라고 선언하

게 된다. 그리고 心所法들(caitta)의 수를 극히 제한하여 실재의 범

주에서 잘라버렸다.
17

그렇지만 경량부는 물질(rūpa)과 마음(citta, vijñāna)과 受想思

등의 일부 心所法을 실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량

부는 有部의 극단적인 실재론을 비판했지만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唯名論的이라기 보다 실재론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학

파라고 할 수 있다. 경량부는 有部의 dharma체계를 신랄하게 비

판하면서도 새로운 방향을 열어가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dharma의 순간성 이론과 재현적 知覺설이라든지, 물질

적 원자(極微)의 특성 등등, 인도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문제

제기와 자극을 주는 건설적인 비판을 했던 것이다. 경량부는 有部

의 dharma체계에서 많은 가지들을 절단하여 유명론적인 영역으

로 던져버렸지만, rūpa와 citta 그리고 일부 心所法을 명백한 실재

15) Kośa IV, p. 5. n. 2.; Madhyamakavṛtti, p. 389.

16) Kośa V, pp. 58-59.; IV, pp. 4-8, cf. La vallée poussin, 앞의 책.

17) Kośa IV, pp. 12-14.; II, p. 150 註.; Kośa II, pp. 282-284.; les sectes p.

157.; HBI, p.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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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받아들임으로서 실재론의 진영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上座部, 說一切有部 그리고 경량부의 존재론적

인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들 상좌부 중요학파들은 그들을 구별짓

게 하는 많은 차이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교학체계는

실재론적인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들 학파는 사실

상 부파불교의 대표적인 실재론자들이였다. 경량부는 유부를 비판

하면서 唯名論的인 경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실재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대의 일부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경량부 철학

을 唯名論
18
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지만, 부파불교에 있어서 유명론

적인 철학은 우리가 다음 항에서 고찰하게 될 大衆部 계열 학파에

서 사실상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Ⅲ. 說假部와 假有

(1) 說假部(Prajñaptivādin)

Prajñaptivādin, 說假部는 大衆部의 한 枝末학파로서, 假名論者

또는 唯名論者들(nominalistes)을 지칭한다. 說一切有部라는 명칭이

一切實有(sarvaṃ asti)에서 유래된 것이라면, 說假部는 “일체가 假

名일 뿐(皆是假名)”이라는 명제에 걸맞는 학파의 명칭이다.

대중적이고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大衆部(Mahāsāṃghika)

는 上座部(Sthavira)와 분열을 한 후, 많은 새로운 종교적 철학적

인 이론을 발생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초세간적인(lokottara) 불타

18) 예를 들면, H.Von Glasenapp, 앞의 책, p. 262 및 그의 영향을 받은

일부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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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19
은 대중부 계열학파들의 종교적인 특성을 부각시키고 강조하

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불타관에 못지 않게 존재론적인 문제에서

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大衆部 계열학파들 사이에 假名論

또는 唯名論的인 경향이 새롭게 부상되어, 인도 불교철학에 있어

서 혁신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20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하면서 說假部의 계보와 假名 또는 假有문제를 고찰하려

고 한다.

說假部(prajñaptivādin)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

점들이 상당히 남아 있지만, 비교적 초기에 속하는 일차적인 자료

들은 이 학파의 계보와 위치에 대해 많은 일치점을 보여주고 있

다. 잘 알려진 舍利弗問經(Śāriputraparipṛcchāsūtra)과 Vasumitra

의 異部宗輪論(Samayabhedoparacanacakra)에 의하면,
21
說假部(pra

jñaptivādin)는 上座部와 大衆部의 근본분열후에, 불멸 Ⅱ세기 말

(B.C. 300년 경), 2차 枝末 분열 때에 多聞部(Bahuśrutīya)에 이어

서 大衆部에서 직접 분열해 나온 학파이다. 그러나 Theravādin의

Dīpavamsa와 Saṃmatīya 전통(Bhavya의 리스트3)에 따르면,
22
2

차 枝末 분열 때 大衆部에서 파생한 一說部(Ekavyāvahārika)와 함

께 나란히 형성된 牛家部(Gokulika 또는 Kukkutika)에서 불멸 3세

19) Mahāsāṁghika 및 支末학파들.(특히 lokottaravādin); cf. Les sectes pp.

55-77.; Renou & Filliosat의 L'Inde classique, II, pp. 565-568.; La

Vallée poussin 역의 Vijñaptimātratāsiddhi, II, pp. 762-813.

20) Les Sectes, pp. 302-304.; E. Conze, 앞의 책, pp. 119, 195-198.

21) 舍利佛問經(Śāriputraparipṛcchāsūtra, 大正藏 24(T.1465))은 大衆部

계통의 작품인데 317과 420사이에 번역되었으나 역자 미상이다.

Vasumitra(기원 2세기 경)의 저술인 異部宗輪論

(Samayabhedoparacanacakra, 大正藏 49)은 漢譯本 3. Tibet역 1이

전해진다.: 602년 현장 역, 異部宗輪論(T.2031).; 5세기경에 Kumārajīva(?)

역, 十八部論(T.2032).; 557과 569사이 Paramartha 역, 部執異論(T.2033).;

Dharmākara의 역 Tibet本, Tanjour, Mdo XC.11.

22) Pāli 전통의 Dīpavaṃsa(Ⅴ, 39-54).; Mahavaṃsa(Ⅴ, 1-13).;

Saṃmatīya전통(Bhavya의 리스트 3, Tāranātha의 리스트 3). cf. H.B.I.

p. 588, 591.; A. Bareau의 les Sectes, pp. 16-22, 84-85.; Renou &

Filliozat, 앞의 책, pp. 560-561.; 平川彰, 앞의 책, pp. 14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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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반에(B.C. 250년경), 다시 3차 지말 분열로 생긴 두 개의 학

파가 多聞部와 說假部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說假部는 大衆部라는

큰 줄기에서 직접 또는 2차적인 분열로 형성된 학파로서 多聞部와

항상 동반되고 있는 대중부의 한 학파라는 것이 적어도 1차 자료

에 속하는 4개의 전통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위 4개 전

통에서 모두 說假部와 多聞部는 초기 형성 단계부터 밀접한 관계

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교리적인 친연관계

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Vasumitra와 Vinītadeva에 의하면, 多

聞部는 說一切有部와도 교리적인 친연관계를 가졌던 것 같으나, 說

假部는 大衆部에 더 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3

西北불교전통을 주석한 것이기는 하지만 眞諦는 說假部를 多聞

部의 개혁종파로 보고 있으며, 說假部(prajñaptivādin)를 “多聞分別

部”(Bahuśrutīya-vibhajyavādin)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호칭은

“多聞部(Bahuśrutīya)의 교리에서 구별을 하는(Vibhajya) 사람들”

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 개혁파 사람들(즉 說假部)은 실재와

허구를 구별했고, 상대적 진리(Samvṛtisatya)와 궁극적 진리(Para

mārthasatya)를 구별했다. 그들은 전설적인 인물 Mahākatyāyāna

(히말라야의 Anavatapta호수에 주석하다가 개혁을 위해 나온 인

물)를 창시자로 하여 새로운 학파를 형성시켰다고 한다.
24

衆賢(Saṃghabhadra)은 “假有論者들”에게 현재의 dharma는 순

전히 허구라는 명제를 부여하고 있으며 果를 아직 산출하지 않은

過去業과 現在만이 실유한다고 주장하는 “分別論者”들과 그들을

분명히 구분한다. 그리고 순간론자(“刹那論者”)들과 모든 dharma

는 自性이 없으며 허공의 꽃(空花)과 같다고 주장하는 “都無論者”

23) Les Sectes p. 82, 85.: Vasumitra는 多聞部를 大衆部의 枝末학파로

구분하면서도 有部와의 교리적인 친연관계를 지적하고, Vinītadeva는

有部의 5번째 학파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說假部에 대해서는 7-8개의

명제를 기술하고 나머지는 大衆部와 비슷하다고 vasumitra는 첨가하고

있다.

24) P. Demiéville : Origine des Sectes bouddhiques,(M.B.C. t.Ⅰ) Bruxelles,

1932, p. 22, 49.



部派佛敎에 있어서 존재문제 : 實有와 假有/ 서성원 55

들과도 ‘假有論者’들을 구분하고 있다.
25
Vasuvarman(四諦論에서)

도 眞諦와 窺基가 혼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分別部(Vibhajyavādi

n)”으로부터 ‘假名部’(說假部)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Vasuvar

man에 의하면 說假部는 “진리(satya)에 3종이 있으니, 즉 ①은 苦

品(duḥkhavarga)요, ②는 品諦(世諦, Samvṛtisatya)요, ③은 聖諦(ā

ryasatya)이다. 苦品은 5取蘊의 苦요, 品諦는 핍박과 괴롭히는 (逼

惱) 특성의 苦요, 聖諦는 苦의 一味(ekarasa)이다.”라고 설했으며

한편 ‘分別部’(vibhajyavādin)는 “일체 有爲들(samskṛta)은 무상하

기 때문에 모두 고통이다.”
26
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따라서 Saṃgh

abhadra와 Vasuvarman은 說假部와 分別部를 학파의 명칭이나 교

리면에서 모두 분명히 구분하여 별개의 학파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Bhavya는 설가부의 3種眞理를 多聞部의 교설로 취급하고

있는데
27
이것은 아마도 어떤 혼동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

편 학파의 형성관계를 미루어 볼 때 두 학파 사이에는 교리적으

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 보여준 것일 수 도 있다.

說假部는 이와 같이 多聞部와 함께 大衆部의 根幹에서 직접, 또

는 2차적으로 枝末분열해 나온 학파이며 두 학파는 어느 정도의

교리적인 친연관계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학파 내

에서 다른 의견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구별을 했기 때문에 두 학

파는 서로 분리되었으며 따라서 ‘多聞分別部’라는 호칭도 주어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說假部는 上座部의 分別說部와는 분명히 구별되

며, 大衆部 계열 학파 가운데 특히 假有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

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說假部(prajñaptivādin)라는 호칭은 이

25) 阿毘達磨順正理論 大正藏 29(T.1562), p. 630
c
.: 分別論者唯說有現.

及過去世未與果業. 刹那論者唯說有現一刹那中十二處體.

假有論者說現在世所有諸法亦唯假有. 都無論者說一切法都無自性皆似空花.

26) 四諦論 大正藏 32(T.1647), p. 380a.: 又假名部說諦有三種 一苦品 二品諦

三聖諦 苦品者 謂五取陰苦, 品諦者逼惱爲相苦, 聖諦者是苦一味. …

又分別部說一切有爲皆苦 由無常故.

27) Trois traités sur les sectes bouddhiques(A. Bareau), J. A. CCXLIV,

1956,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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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에서 주장된 교설을 명확히 보여주는 이름이다.

(2) 假有(prajñaptisat)

假名(prajñapti) 또는 假有(prajñaptisat)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차원에서, 먼저 多聞部 또는 說假部의 교설을 담고 있는 논서로 추

정되는 Harivarman(3세기?)의 成實論(Satyasiddhiśāstra)
28
에 주목

해 보려고 한다. 성실론은 序論(發聚)과 本論의 4聚, 즉 四諦의 기

본틀에 따라 4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대체적으로 小乘과

大乘의 과도기적인 교리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부파불

교의 교리를 망라해 놓은 것 같은 다양한 異說을 싣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본론 滅諦聚의 첫째와 둘째 항

목 : 立假名品(제141)과 假名相品(제142)이다. 이 두 品에서 성실론

은 假名(prajñapti)의 의미를 정의하고 說假部의 중심 교설로 보이

는 내용을 명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假名品에는 다음과 같

이 문답식으로 假名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한다.

(문) 무엇을 假名이라 하는가

(답) 요소들(諸陰)로 인하여 분별이 있게 되는데 마치 “다섯 가지

요소들의 모임(五蘊)으로 인하여 사람(人, pudgala)이 있다.”고 말하고,

“色, 香, 味, 觸으로 인하여 물병(甁)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28) 大正藏 32(T.1646), 成實論은 Kumārajīva의 漢譯本만(411-412에 번역)

현재 남아있으며, 玄暢이 쓴 전기(출삼장기 序卷)에 의하면 著者는

經量部(Kumāralāta, 童受)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佛典解題事典,

pp. 119-120.) 그러나 paramārtha 등 증언에 따라 현대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Bahuśrutīya 또는 Prajñaptivādin의 교리를 담고 있는

논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P. Demiéville의 Origine Sectes

bouddhiques, p. 22, 47.; Lin Li Kouaug의 Introduction, p. 45 n. 5.;

Johnston : Buddhacarita, Introduction pp. xxxxi-xxxv.; A. Bareau :

Les religions, p. 105.; Les Sectes, p.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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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무엇 때문에 그것을 假名이라 하는가

(답) 경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 바퀴와 굴대 등등이 和合

하기 때문에 수레(車)라는 이름이 있게 되는 것처럼, 요소들(諸陰)이

화합하기 때문에 사람(人)이라는 명칭이 있게 된다. 고 하셨다.

또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 모든 法(dharma)은 無常

하고, 苦이고, 空이며 無我이다. 뭇 인연이 화합해서 생긴 것이므로 決

定된 성품이 없고, 이름만 있으며(但有名字), 생각으로만 있으며(但有憶

念), 작용만 있기 때문이다(但有作用故).

다섯 요소들의 모임(五陰)으로 인하여 여러 종류의 명칭이 생겨나

는데, 이른바 중생, 사람, 천인 등등이다. 이 경전에서 [이와같이] 實有

法을 부정하기 때문에 다만 이름만 있다(但有名, Nāmamātra)고 말하

는 것이다.
29

이 假名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고전적인 dharma분석 방식을 통

해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것이다. 우리 텍스트는 이어서 두 가지

진리(二諦)를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처님은 두 가지 진리(二諦)를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眞諦와

俗諦이다. 眞諦는 色等의 法(요소들)과 열반이요, 俗諦는 假說한 이름뿐

이고 自性(自体)이 없는 것으로서 마치 色(rūpa)等의 인연(hetupratyay

a)으로 생긴 물병이나 다섯 가지 요소(五陰)의 인연으로 있게 되는 사

람(人)과 같은 것이다.
30

요소들의 인연화합에 의해 구성된 것의 실재는 부정되고 俗諦(s

amvṛtisatya)로서만 인정되고 있는 반면, 色(rūpa)등 [요소들]과

열반을 眞諦(paramārthasatya)의 범주에 넣고 있다. 假名相品에서

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것들의 현상작용을 예시하고 그것들이 모

두 假名으로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여기서 成實論은 假名 또는 假

有설을 명제화한다.

29) 大正藏 32(T.1646), p. 327a.

30)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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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自体가 없으면서도 作用이 있다면 그것은 가명으로 있는 것이

다. 마치 사람이 행위(作)를 하지만 사람의 실체나 業의 실체는 실재하

지 않는 것과 같고, 또한 분별을 하여 원수, 친구 등이 있는 것과 같으

니, ‘이 모두는 假名일 뿐이요 實法은 존재하지 않는다.(皆是假名非實法

有)’
31

마지막 문구의 皆是 는 아직도 眞諦를 예외로 하고 있어서 한

정된 의미로 볼 수 있겠으나 여기서 성실론은 假名을 상당히 적극

적으로 표현하여 皆是假名 非實法有라고 명제화시키고 있다. 성
실론은 또한 ‘一切緣品’에서 無我(anātmya)의 의미로서 十空(Śūny

atā)
32
설을 인용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 설명이나 十空이 무엇인

지 열거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부파불교내에서는 대단히 과감

한 표현인 것 같다.

우리는 위의 성실론 내용이 說假部의 교설이거나 적어도 多聞部

와 說假部가 함께 공유하는 기본교설인 것으로 본다. Les Sectes

bouddhiques du petit véhicule에서 앙드레 바로교수는 앞에서 우

리가 인용한 내용과 다른 여러 항목에 나타난 논쟁점들을 18개의

명제로 요약하여 Vasumitra와 Bhavya 등이 多聞部의 교설로 기

술한 내용과 함께 묶어서 정리하고 있다.
33
이것은 아마도 그가 成

實論이 多聞部에 속하는 논서라는 가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34
그러나 그의 Les Secters 부록(논쟁점 분류표)에서는 “모

든 것은 명칭일 뿐이다.”라는 명제를 설가부와 성실론이 주장한

것으로 정리하고 “모든 有爲法은 명칭일 뿐이다.”라는 명제는 說

假部만의 주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35

31) 大正藏 32(T.1646), p. 328c.

32) 大正藏 32(T.1646), p.364
c
.: 又說十空緣一切法. 空卽無我 ; p. 365

a
.:

汝說十空此中不得有無爲空

33) Les Sectes, pp. 82-83.

34) Les Religions, p. 105.; Les Sectes, p. 297, 303.: 이 텍스트들에서는

成實論을 多聞部 또는 說假部의 교설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기술하고

있다.

35) Les Sectes,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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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파의 略史와 교설을 각각 기술하고 있는 異部宗輪論(Samayab

hedoparacanacakra)에서, Vasumitra는 說假部가 주장한 명제를 7

-8개의 항목으로 요약하여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서(현장역본에

따르면) 1), 2), 3) 항목이 존재론적인 문제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다.
36
:

1) 苦(duḥkha)는 요소(skandha)가 아니다.

[Bhavya : 苦만이 완전한 실재이다.]

2) 12處(āyatana)는 진실한 실재(tattva)가 아니다.(非眞實)

3) 의존적으로 상속발전하는, 和合(sāmagrī)의 諸行(saṃskṛta)은 假

名으로만(prajñapti, prajñapyante) 苦라고 한다.

[眞諦역 : 일체 有爲法(samskṛtadharma)은 相待的인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苦라고 이름한다.]

[Kumārajīva역 : 展轉하는 諸行은 명칭뿐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상 說假部가 有爲의 諸法과 緣起에 의해

발생한 것들, 일체의 실재성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蘊(ska

ndha), 處(āyatana), 界(dhātu) 등이 전혀 실재성이 없으며 단순히

이성적 존재라고 보는 것이 될 것이다.
37
초기 경전의 일반적인 표

현에 따르면 5온 12처 18계로 한정되는 有爲法들(saṃskṛtadharm

a)은 총체적으로 一切(Sarvaṃ), 世界(Loka), 苦(Duḥkha)를 구성하

고 있다.
38
바로 이런 실재적 토대 위에 有部와 經量部는 그들의 法

36) 大正藏 49, pp. 15
a
-22

c
.

현장역(T.2031), p.16
a Kumārajīva역,

(T.2032), p.18c
Paramārtha역

(T.2022), p.21a

其說假部本宗同義

①謂苦非蘊

②十二處非眞實

③諸行相待展轉和合假

名爲苦. 無士夫用

彼施設根本見者

①若說諸陰卽非業

②諸不成

③諸行展轉施設者. 無

智士夫事

分別說部是執義本

①苦非是陰

②一切入不成就

③一切有爲法相待假故

立名苦. 無人功力

37) HBI. p. 664.; J. Masuda, 앞의 책, p. 36.; Les Sectes, p. 85.

38) SN, Ⅳ, p. 15.(Sarvaṃ); Ⅳ, p. 52, 54.(Loka) ; Ⅳ, p. 28.(Duḥk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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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구축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說假部는 이와 같은

실재론적인 기본틀을 단순한 이성적 존재로 간주하고 그 실재성

을 부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大毘婆沙論(Mahāvibhāṣā)에 의하면 說假部(Prajñaptivād

in)
39
는 10種空설을 제창했던 것으로 보인다.

Prajñaptivādin(施設論)은 다수의 空이 있다고 설하고 있다. 즉 ①內

空(adhyātmā-śūnyatā), ②外空(bahirdhā-śūnyatā), ③內外空(adhyātma

-bahirdhā-śūnyatā), ④有爲空(saṃskṛta-śūnyatā), ⑤無爲空(asaṃskṛt

a-śūnyatā), ⑥無邊際空(atyanta-śūnyatā), ⑦本性空(prakṛti-śūnyatā),

⑧無所行空(apravṛtti-śūnyatā), ⑨勝義空(paramārtha-śūnyatā), ⑩空空

(śūnyatā-śūnyatā)이 있다.

이와 같은 10종의 空은 다른 곳에서 상술한 것과 같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空을 여러 곳에서 분별하고 있는가, 空의 行相은 20종의

有身見(viṃśatiśikharasamudgata satkāyadṛṣṭiśaila)을 가까이 對治(pra

tipakṣa)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20종의 有身見은 모든 번뇌

의 뿌리요(sarvakleśamūla), 윤회에 침윤하여 열반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심각한 過患인 까닭에, 그것을 가까이 對治하는

空을 빈번히 설하게 되는 것이다.
40

大毘婆沙論은 說假部가 10種空을 설했으며 이 空의 行相으로 20

종의 有身見을 가까이 對治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10種空으로 20

종有身見을 對治한다는 내용은 大毘婆沙論8권과 六十卷阿毘曇毘婆

沙論 4권에도 보인다. 十種空의 나열 순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

39) “施設論說”에서 施設論이 有部의 Abhidharmapiṭaka, 즉 六足發智(七論)의

하나인 “施設足論” 또는 “施設論”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의문을 가져

볼 수 있겠으나, 현존하는 施設足論(施設論)에는 十種空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암시된 곳도 없다.

40) 大正藏 27(T.1545), K104, p. 540a.: 施設論說空有多種. 謂內空. 外空.

內外空. 有爲空. 無爲空. 無邊際空. 本性空. 無所行空. 勝義空. 空空.

如是十種空. 如餘處分別. 問 何緣諸處多分別空. 答. 以空行相.

是二十種薩迦耶見. 近對治故. 彼二十種薩迦耶見. 能爲一切煩惱根本

流注生死不趣涅槃. 過患增上故. 多說彼近對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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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다. 유신견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함께

그 對治방법으로 10種空을 기술하고 있으나 제창자나 인용근거에

대한 언급은 없다.
41
우리는 아직 다른 곳에서 說假部가 10種空을

설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다만 앞에서 多聞部

또는 說假部의 교리를 담고 있는 成實論에서 “無我의 의미로 十空”

을 설했다
42
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이 10種空의 발견자

가 과연 說假部일까, 아니면 설가부가 大乘교리에서 그것을 차용

했거나 또는 우리 텍스트의 저자들이 차용하여 說假部에 가탁시킨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더 나아가 說假部가 설했다는

10種空이 5蘊요소에서 자기동일적인 實体를 보는 有身見(satkāyad

ṛṣṭi) 또는 ātman의 믿음을 對治하는데만 적용되었는가, 아니면 5

온요소를 분석하고 분해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일체諸法의 法空까

지 겨냥한 것은 아닐까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이런 의문들과

함께 남은 문제들은 다음의 연구과제로 미루어 둔다.)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41) 大正藏 27(T.1545), p. 37a.; 大正藏 28(T.1546), p. 27a.

42) 참고 註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