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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서언

칼루파하나 (D.J.Kalupahana)는 그의 저서 Causality: The cent

ral Philosophy of Buddhism에서 원자설(paramāṇuvāda)과 찰나

설(kṣaṇavāda)의 개념이 인도에서는 아비달마(abhidharma)의 중

심개념으로 자리 잡은 반면, 테라바다(Theravāda) 불교에서는 붓

다고사(Buddhaghosa)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

* 黃淳壹: 동국대 인도철학과 강사.

1) Kalupahana (1975: 71-71,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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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찰나설은 북방 계통의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와 경

량부(Sautrāntikas) 등에서 아비달마의 단계에서부터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 경전과 빨리 아비담마(abhid

hamma)에서 ‘탐 진 치의 소멸(nirodha)’2)로 단순하게 설명되었

던 열반(nirvana) 개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일련의 중요한

개념적 변화를 이끌어 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찰나설에 의하면 존재의 최소 단위로서 요소(dharma)는 찰나

찰나에 생겨났다(utpāda)가 소멸하는(nirodha) 것으로, 이때 소멸

이란 필연적으로 다음 찰나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또 다른 생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초기 경전에서 ‘더 이상의 새로

운 生이 없는 상태’3)로 설명된 무여 열반(anupādisesanibbānadhāt

u)은 기존의 소멸(nirodha)이란 개념만으로는 찰나 찰나에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는 존재론 하에서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소멸에

대해 열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재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

2) SN IV pp. 251-252, SA (TD2 126b), Vibh pp. 72-73, p. 89.

3) 이점은 마지히마 니카야(Majjhimanikāya)의 「Aggivacchagotta-sutt

a」(MN I p. 487)에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이 경에서 如來

(Tathāgata)의 死後 상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바차고따

(Vacchagotta)의 질문에 “나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na

kho ahaṃ Vaccha evaṃdiṭṭhi)”라고 하며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있던 붓다가 지금 너 앞에서 불이 꺼졌다고 했을 때, 동 서 남 북 어

느 방향으로 갔는지 말할 수 있느냐고 반박하자, 바차고따는 불은 풀

과 나뭇가지를 땔감으로 타오르는 것으로 이 땔감을 다 소모하고 더

이상의 새로운 땔감이 공급되지 않으면 ‘연료가 없어서 꺼졌다

(anāhāro nibbuto)’고 말해진다고 대답한다. 이 대화를 통해서 붓다

는 如來의 死後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如來가 무

여 열반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불의 소멸에 비유하여, 이렇게 더

이상의 연료가 없어서 꺼지는 불은 또 다시는 타오를 수 없는 것과

같이 무여 열반(anupādisesanibbānadhātu)에 든 如來에게는 더 이상

의 새로운 生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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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열반을 단순히 찰나에 生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의 소멸과 구분하려는 시도들이 북방의 학파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에 따라서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그렇다면 남방 테라바다(Theravāda)의 경우는 어떠한가? 비록

김완두(미산)의 경우에서처럼 찰나설이 테라바다 내부에서 자체

적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지만4), 앞의 David J. Kal

upahana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현대 학자들은 찰나설의 테라바다

전례를 북방 출신인 붓다고사(Buddhaghosa)와 관련해서 아마도

그에 의해 스리랑카에 전래된 것으로 설명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리고 이점은 북방 특히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의 찰나설에

관해 자세하게 논문을 썼던 로스팟(Alexander Von Rospatt)의 경

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5). 이들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남방 테라바다는 이러한 변화에서 한발 물러나 있었고 따라서 붓

다고사 이전의 문헌에서는 그러한 변화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야 하지만, 사실상 북방계통의 학파들과 유사한 흔적들이 붓다고

사 이전으로 추정되는 문헌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초기 형태의 열반 개념에 대한 찰나설의 영향이

붓다고사 이전에 이미 스리랑카 지역에 전례 되었을 것으로 추정

되는 문서 류 에서 발견되고 있음을 통하여 비록 엄밀하고 발전

된 형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초보적인 단계의 찰나설과 찰나설

에 영향을 받은 열반 개념이 붓다고사 이전에 이미 지금의 스리

랑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테라바다(Theravāda) 불교에 영향을

미쳐 수용되어 왔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Kim (1999: 249-256).

5) Von Rospatt (199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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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찰나설과 존재론

찰나설의 등장으로 단순히 소멸(nirodha)이란 용어만으로는 열

반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지면서 각 부파들은 소멸을 다양한 방식

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라발래뿌생(La Vallée Poussin)에 의하

면 바수반두(Vasubandhu)는 구사론(Abhidharmakośabhāṣya)에
서 다섯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소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는

데6), 대비바사론(Mahāvibhāṣāśāstra)에서는 세가지 종류의 소

멸을 설일체유부, 경량부, 그리고 분별론자들의 입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7):

다른 학설을 논파하고 [비바사사(Vaibhāṣika)8)의] 올바른 견해를

밝히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서, 譬喩者(Dārṣṭāntika)9)는 택멸

6) La Vallée Poussin (1923: 140 note 91): lakṣaṇanirodha, samāpatti-

nirodha, upapattinirodha(=āsaṃjñika), pratisaṃkhyānirodha, aprati-

saṃkhyānirodha.

7) Mv (TD27 161a): 答爲止他宗顯正義故. 謂或有執擇滅非擇滅無常滅非實

有體如譬喩者. 爲遮彼執顯三種滅皆有實體. 或復有執此三種滅皆是無爲如

分別論者. 爲遮彼執顯二滅是無爲無常滅是有爲. 故作斯論.

8) 비바사사(Vaibhāṣika)는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에서 대비바사
론(Mahāvibhāṣāśāstra)을 편찬하고 유지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던

승려 그룹을 특별히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9) 窺基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역자들이 譬喩者(Dārṣṭāntika)를 초기

경량부(Sautrātika)의 명칭으로 간주하고 양자를 시기적인 차이로 보

려는 견해에 대하여(Vs-c TD43 274a, Masuda 1925: 67, Lamotte

1936 25-26); 콕스(Cox 1995: 37-41)는 이들 명칭이 동일한 승려 그

룹을 상반되는 입장에서 지칭한 용어일 것으로 주장한다. 즉 譬喩者

(Dārṣṭāntika)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명칭으로 주로

정통 설일체유부 계통에서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이 승려 그룹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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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tisaṃkhyānirdha), 비택멸(apratisaṃkhyānirdha), 그리고 무상

멸(anityatānirodha) 모두가 실체(dravya)를 결여하고 있다고 그릇

되게 주장한다. 이 견해를 논파하기 위해 저자는 세 가지 소멸

(nirodha) 모두가 실체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分別論者

(Vibhajyavādins)는 세 가지 소멸 모두가 무위(asaṃskṛta) 라고 그

릇되게 주장한다. 이 견해를 논파하기 위해 저자는 택멸과 비택멸

은 무위(asaṃskṛta)이고 무상멸은 유위(saṃskṛta)임을 밝히고 있

다.

分別論者(Vibhajyavādins)란 명칭이 대비바사론(Mahāvibhāṣā

śāstra)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존재

론의 문제로 야쇼카왕의 재위 시절에 설일체유부와 대립했던 역

사적인 부파로 추정되는 分別說部(Vibhajyavādin)와 동일시 하기

는 어려울 것 같다.

이 용어는 대비바사론(Mahāvibhāṣāśāstra)에서 보다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 듯한데, 일체가 존재한다고 하는 설일체유부(Sarvā

stivādins)의 주장에 요소(dharma)를 구분(vibhajya)하여 일부는

존재하고 일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맞섰던 여러 부파들의

총칭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分別說部

(Vibhajyavādin)와 테라바다(Theravāda)까지를 포함하는 용어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10). 分別說部(Vibhajyavādin)는 이렇게 설

칭할 때 사용한 용어이고, 경량부(Sautrātika)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

포하는 명칭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한 용어라는 것

이다.

10) Hwang (2002: 131-136): 두 논서 모두를 번역한 현장은 대비바사
론(Mahāvibhāṣāśāstra)에서 주로 分別論者(Vibhajyavādins)란 명칭

을 사용하다가 딱 한 곳에서 分別說部(Vibhajyavādin)란 명칭으로

업의 본성을 탐 진 치로 보는 견해를 소개하면서 업의 본성을 의지

작용(cetanā)으로 보는 경량부와 대립시키고 있다(MV T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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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유부와 대립했던 부파들 중에서 가장 초기 형태를 가진 부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사론(Abhidharmakośabhāṣya)의
제 5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11):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설일체유

부(Sarvāstivādin)이라면, 현재와 과보를 실현하지 않은 업은 존재

하고 미래와 과보를 실현한 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별해서 말하

는 사람들은 분별설부(Vibhajyavādin)이다.

이들의 학설에 의하면 존재하는 것으로 언급된 ‘현재와 과보를

실현하지 않은 업’도 단지 시간이 문제가 될 뿐, 결국 현재가 과거

로 되면서 그리고 업이 과보를 실현하면서 결국에는 존재하지 않

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分別說部에 있어서 모든 요소(dharma)

는 유위(saṃskṛta)의 형태로 잠시 존재하다가 결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역, 즉 무위(asaṃskṛta)의 영역으로 옮겨 가는 것이 된다.

586c-587a).대비바사론에서 分別論者(Vibhajyavādins)들에 속하는

견해로 언급된 이론들이 주로 아주 오래된 부파인 대중부

(Mahāsāṅghikas)나 화지부(Mahīśāsakas)의 견해들과 겹치면서도 설

일체유부(Sarvāstivādins)의 견해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Bareau 1955: 177)을 고려한다면, 分別說部(Vibhajyavādin)는 좀더

좁은 의미에서 사용되어 존재론의 문제로 야쇼카왕의 재위 시절에

설일체유부와 대립했던 역사적인 부파를 지칭한다면 分別論者

(Vibhajyavādins)는 좀더 넓은 의미에서 일체가 존재한다고 하는 설

일체유부(Sarvāstivādins)의 주장에 요소(dharma)를 구분(vibhajya)

하여 일부는 존재하고 일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맞섰던 부

파들의 총칭으로 간주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11) ye hi sarvam astīti vadanti, atītam anāgataṃ pratyutpannaṃ ca,

sarvāstivādāḥ ye tu kiṃ cid asti, yat pratyutpanna adattaphalaṃ

cātītaṃ karma, kiṃ cin nāsti, yad dattaphalam atītam anāgataṃ

ceti vibhajya vadanti, tevibhajyavādinaḥ, Akb-h p.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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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은 테라바다(Theravāda) 아비담마가 열반을 유일한 무위(a

saṃskṛta)로 파악하면서12) 5蘊으로 구성된 유위와 완전히 별개라

는 점을 강조하는 것13)과 앞에서 언급한 대비바사론(Mahāvibhā

ṣāśāstra)에서 分別論者(Vibhajyavādins)가 세 가지 소멸(nirodh

a)을 차별 없이 모두 무위(asaṃskṛta)로 간주한다는 점으로부터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分別說部에 뿌리를 둔 分別論者 계열의 지말 부파로 추

정되는 테라바다(Theravāda)에 있어서, 이들이 아직 찰나설의 영

향을 받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서 보았을 때, 열반을 소멸(nirodh

a)이란 용어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설일체유부와 경량부에서 열반개념의 변천

찰나설의 직접적인 영향권 하에 들었던 설일체유부(Sarvāstivā

dins)와 경량부(Sautrāntikas)에 있어서 소멸(nirodha)은 어떤 개

념적인 변화를 거치게 되었을까?

요소(dharma)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친 차별 없는 실

제성을 주장하는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에 있어서 요소가 찰

나 찰나에 生滅을 반복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양립되기 어려운 상

호 모순 되는 개념이다. 설일체유부는 이렇게 모순 되는 두 가지

12) Kv pp. 225-227, pp. 317-330.

13) Dhs pp. 192-193, no. 1083-1084, Dhātuk p. 5 (asaṅkhataṃ

khandhato ṭhapetv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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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찰나에 변화하는 것은 요소의 자성(svabhāva)이 아니라

요소의 작용으로 요소에 내재된 무상성(anityatā)에 의해 생성되

고 머무르며 쇠퇴하고 소멸하는 작용을 반복 한다’는 설명을 통해

훌륭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찰나 찰나에 생겨났다가 소멸

하는 것으로서의 소멸(nirodha)을 무상멸(anityatānirodha) 로서

유위 요소(dharma)의 작용에 한정되며, 사실상 무위(asaṃskṛta)

의 범주에 포함되는 택멸(pratisaṃkhyānirdha) 및 비택멸(apratisa

ṃkhyānirdha)과 구분하고 있다.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에 있어서 비택멸, 즉 지혜를 통하

지 않은(apratisaṃkhyā) 소멸(nirdha)은 ‘어떤 蘊相續(skandhasaṃ

tāna)에서 미래 요소(dharma)가 영구적으로 생성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설명되는 반면14); 택멸, 즉 지혜를 통한(pratisaṃkhyā) 소

멸(nirdha)15)은 ‘한 요소(dharma)가 어떤 蘊相續(skandhasaṃtāna)

으로부터 영구적으로 분리(visaṃyoga) 되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14) 비택멸(apratisaṃkhyānirdha)에 대한 설명은 주로 대비바사론
(Mv TD27 164b)과 구사론(Akb-h p. 5, La Vallée Poussin 1923:

60)에서 우리의 인식을 예로 설명되고 있다. 설일체유부에 의하면 한

蘊相續(skandhasaṃtāna)에서 여섯가지 의식(vijñāna) 중 오직 한 가

지 의식만이 한 찰나에 생겨날 수 있다. 어떤 찰나에 시각 의식

(cakṣusvijñāna)이 생겨났다고 했을 때, 비록 나머지 청각 의식

(śrotravijñāna) 촉각 의식 (kāyavijñāna) 등은 미래에서 그 찰나에

생겨나려 하고 있었지만 시각 의식이 이미 생겨나 버렸기 때문에 영

원히 생겨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이렇게 영구적으로 생성

될 수 없는 것을 한 사람, 또는 蘊相續(skandhasaṃtāna)에 있어서

비택멸이 일어났다고 한다.

15)구사론(Abhidharmakośabhāṣya)에 의하면 택멸(pratisaṃkhyā-

nirodha)이란 ‘지혜를 통해 얻어진 소멸’에서 ‘얻어진’이 생략된 것으

로, 우리가 牛車라고 했을 때 ‘소가 끄는 차’에서 ‘끄는’ 이란 중간 단

어가 생략된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Akb-h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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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양자 모두에서 소멸이란 용어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택멸, 즉 지혜에 의한 소멸은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에 있

어서 열반에 해당되는 개념16)으로 주로 ‘분리(visaṃyoga)’17)로 정

의되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한 사람 어떤 번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

떤 주체가 되어 객체로서의 번뇌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명칭 지어진 蘊相續(skandhasaṃtāna)에 그 번뇌에

해당되는 요소(dharma)에 대해서 得(prāpti)이라는 마음과 상응

하지 않는 작용(cittaviprayuktasaṃskāra)이 생성되어 그 번뇌라

는 요소가 蘊相續에 연결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단 생성되면 이 得

은 계속해서 그 번뇌가 蘊相續에 연결되게 해 주고, 생 주 이 멸

이란 작용을 찰나 찰나에 반복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때 그 사람이 택멸을 통해 이 번뇌를 없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주체가 되어 객체로서의 번뇌를 소멸(nirodha)시키

는 것이 아니라, 得(prāpti)을 통해 그 사람으로 명칭 지어진 蘊

相續에 연결된 이 번뇌의 요소(dharma)를 지혜의 힘을 통하여(pr

atisaṃkhyā) 蘊相續에서 분리(visaṃyoga) 시켜 번뇌가 더 이상

생 주 이 멸이란 작용을 이 蘊相續에서 찰나 찰나에 반복할 수 없

게 만드는 것이다.

이 분리의 결과로 ‘분리의 得(visaṃyogaprāpti)’이라는 요소(dha

rma)가 蘊相續에 생겨나게 되는데 이 요소는 그 특정 번뇌에 대

한 對治(pratipakṣa)로서 다시는 그 번뇌가 이 蘊相續에 연결될 수

없도록 해주는 일종의 방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되는

16) Mv (TD27 163a-b).

17) Pk (TD26 694b), Jp (TD26 p. 923b), Akb-h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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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일체유부 택멸의 두 가지 단계는 대비바사론18)과 구사론19)
에서 ‘도둑을 내쫓고 문을 닫는 것’과 ‘벌래를 병으로 잡은 후 마

개를 닫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설일체유부에 있어서 열반은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번뇌라는 요소(dharma)의 소멸(nirodha)이 아니라 ‘분리의 得(visa

ṃyogaprāpti)’이라는 요소의 생성(utpāda)을 통해서 한 蘊相續(sk

andhasaṃtāna)에 특정한 번뇌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aprād

urbhāva)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설일체유부는

‘소멸’이라 이야기 하는 것이 실재에 있어서 어떻게 ‘생성’이라는

정반대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를 설명해야만 했었는데 구사론
에서는 소유격(genitive case)20)과 처격 (locative case)21)을 통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고 유사한 설명들이 Nyāyānusāraśāstra22)
와 Prasannapadā23)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설일체유부에 대립되는 학파로서 존재론에 있어서 찰나설

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부파로 알려진 경량부(Sautrāntika

s)의 경우 열반개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설일체유부가 찰나설을 요소(dharma)의 작용까지만 한정한 것

에 대해서 경량부는 요소 자체가 사실상 찰나 찰나에 生滅을 반복

18) Mv (TD27 333c-334a).

19) La Vallée Poussin (1923: 949-950).

20) "비록 다음 生에서라도 이 번뇌의 得을 끊음을 통해 얻어지는 소멸

(nirodha)을 그 [번뇌]의 [소멸]이라고 지시한다" (bhāvāntaratve 'pi

yasya kleśasya prāptivicchedād yo nirodhaḥ prāpyate sa tasyeti

vyapadiśyate, Akb-h p. 93).

21) Akb-h p. 94.

22) Na (TD29 432c-433a).

23) Stcherbatsky (1968: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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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모든 요소는 실체(dravyasat)로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칭(prajñaptisat)으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량부에 있어서 열반은 마치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없었고 울리고 나면 없어지는 것처럼,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paścādabhāva)으로 정의되며24), ‘물질(rūpa)과 느낌(vedanā)

등과 같이 그 자성(svabhāva)이 [직접지각(pratyakṣa)을 통해] 알

려 지지도 않고, 그 작용이 시각 기관 등과 같이 [추론(anumāna)

을 통해] 알려 지지도 않는다’25)고 설명되는데, 앞의 대비바사
론26)에서 세 가지 소멸(nirodha) 모두가 실체(dravya)를 결여하

고 있다고 보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경량부는 열반을 단순히 찰나에 生滅을 반복하는 것

으로서의 소멸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 해답을 구

사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택멸의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27):

이미 생성된 잠재상태의 번뇌(anuśaya)와 생(janman)이 소멸

(nirodha)되고, 지혜의 힘에 의해 더 이상의 [잠재상태의 번뇌

(anuśaya)와 생(janman)]의 생성이 없는 것(anutpāda)을 택멸이라

한다.

요소 자체가 찰나 찰나에 生滅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는 경량부

의 존재론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번뇌가 소멸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번뇌가 한 개인으로 명칭지어진(praj

24) Lamotte (1988: 611).

25) Akb-h p. 93: na hi tasya rūpavedanādivat svabhāva upalabhyate

no cāpi cakṣurādivat karma.

26) Mv (TD27 161a).

27) Akb-h p. 92: utpannānuśayajanmanirodhe pratisaṃkhyābalena-

anyasyānutpdaḥ pratisaṃkhyānirodh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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ñaptisat) 蘊相續(skandhasaṃtāna)에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

질 수 있는가하는 연속의 문제였다. 여기에 대한 경량부의 해결책

은 번뇌를 ‘나타난 번뇌’(paryavasthāna)와 ‘잠재상태의 번뇌’(anuś

ya)의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번뇌에 빠져

있다는 것은 미래에 번뇌를 생성할 수 있는 찰나적인 힘(śakti)이

蘊相續(skandhasaṃtāna)에 심어져서, 전 찰나와 후 찰나를 원인

과 결과의 관계로 하여 계속 이어가는 연속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미래에 ‘나타난 번뇌’(paryavasthāna)를 생성할 수

있는 蘊相續(skandhasaṃtāna)의 힘(śakti)을 ‘잠재상태의 번뇌’(an

uśya)라 하고 이를 비유적으로 종자 상태에 있다(bījabhāva)고 설

명한다28). 따라서 경량부의 존재론 하에서 자동으로 소멸하는 ‘나

타난 번뇌’(paryavasthāna)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

으며, 어떻게 蘊相續(skandhasaṃtāna)을 의지처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힘(śakti)의 연속을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된

다. 따라서 경량부에 있어서 번뇌의 소멸은 종자상태에 있는 것으

로 설명되는 ‘잠재상태의 번뇌’(anuśya)가 소멸되는 것이다29).

이때 택멸이 단순히 ‘잠재상태의 번뇌’(anuśya)의 소멸(nirodh

a)이란 개념만으로 설명한다면, 왜 계속 되는 찰나에서 새로운 생

성(utpāda)이 일어나서 이 흐름이 연속되지 않는가 하는 점을 재

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따라서 이들은 더 이상의 ‘생성

이 없는 것(anutpāda)’이란 개념을 기존의 소멸(nirodha)이란 개

념에 추가해서 전후 찰나를 원인 결과의 관계로 하여 生滅을 계속

해서 반복하면서 이어지던 미래에 ‘나타난 번뇌’(paryavasthāna)

를 생성할 수 있는 蘊相續(skandhasaṃtāna)의 힘(śakti), 다시 말

28) Akb-h p. 278.

29) Akb-h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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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잠재상태의 번뇌’(anuśya)의 흐름(saṃtati)이 완전히 멈추어

지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량부는 열반을 요소(dharma) 자체의 무상성(anitya

tā)에 의해서 소멸(nirodha)하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더 이상의

새로운 생성이 없다(anutpāda)’고 하는 부분을 추가하여 번뇌의

소멸로서의 유여열반 또는 생(janman)의 소멸로서의 무여열반을

기존의 찰나 찰나에 生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의 소멸과 구분하

고 있다.

그러면 이상의 설일체유부와 경량부의 새로운 열반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붓다고사를 전후한 테라바다 불교에 있어서 열

반 개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3. 테라바다에서 열반 개념의 변천

정형화 된 테라바다(Theravāda)의 열반에 대한 설명은 주로 Vi

suddhimagga의 제 16장에서 길고 자세하게 나타나는데30), 이 설

명은 붓다고사 이후의 테라바다 불교에서 열반에 대한 하나의 정

설로 자리 잡으며 많은 주석서들에서 인용되고 재해석되었다.

여기에서는 초기 경전에서 열반을 단순히 탐 진 치의 소멸로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열반을 단순한 소멸로 보려는 견해31)를 반

30) Ñyāṇamoḷi (1976: 576-581).

31) Vibhaṅga의 주석서인 Sammohavinodanī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논쟁론자(vitaṇḍavādin)로 칭하고 있다 (Vibh-a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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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면서 소멸 (nirodha) 또는 파괴(khaya)가 열반과 관련해서 이

야기 될 때에는 단순히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32):

그러나 파괴(khaya)라는 것이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서의 소

멸’(anuppattinirodha)로 이야기 되면서 [열반은] 비유적으로 [道가]

의지(upanissaya)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의지가 있는 것

으로부터 파괴를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 한다.

여기에서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서의 소멸’은 붓다고사 이전에

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용어로서 사실상 설일체유부가 三世實有와

찰나설의 영향으로 소멸(nirodha)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aprādurbhāva)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유사한 모습

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서, 붓다고사 시기의 테라바다에 있어서

열반은 ‘탐 진 치의 소멸’과는 별개로(pāṭiyekka) 존재하는 것으

로서 사실상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설명되는데 여기에서 보듯이

사실상 설일체유부가 사용하는 논법이 그대로 활용되어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붓다고사는 무여 열반(anupādisesanibbāna)에서 무여

(anupādisesa)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33):

32) Vism p. 432: anuppattinirodhasaṅkhātassa pana khayassa pariyāy-

ena upanissatattā, yassa upanissayo hoti, tadupcārena khayo ti

vuttaṃ.

33) Vism p. 432: yo c'assa samudayappahānena upahatāyatikamma-

phalassa carimacittato ca uddhaṃ pavattikhandhānaṃ anu-

ppādanato uppannānaṃ ca antaradhānato upādisesābhāvo, tam

upādāya paññāpanīyato, n'atthi ettha upādiseso ti anupādises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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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起(samudaya)를 포기함에 의해서 미래 업의 과보를 파괴한 그

[ 아라한]의 마지막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이미 생성된 [집합체

(khandha)]가 사라진 상태에서 더 이상 계속해서 존재하는(pavatti)

집합체가 생성되지 않음(anuppādana)으로부터 남겨진 연료

(upādisesa) [로서의 집합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바로 이 [비

존재]에 대해서 ‘여기에 남겨진 연료가 없다’는 것이 알려짐으로 무

여(anupādisesa)라 한다.

비록 Visuddhimagga가 열반을 단순한 비존재로 파악하려는 견

해를 강하게 반박하고34) 세부적으로 열반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

어서 경량부와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무여 열반을 ‘이미

생성된 [집합체]가 사라진 상태에서 더 이상 계속해서 존재하는

집합체가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앞에서 경량부

가 열반을 ‘더 이상의 새로운 생성이 없다(anutpāda)’는 부분을 추

가하여 찰나에 生滅하는 것으로서의 소멸과 구분하는 것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듯 하며, 사실상 찰나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무여 열반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칼루파하나 (D.J.Kalupahana)35)나 로스팟(Alexander

Von Rospatt)의 경우에서와 같이, 현대 학자들은 붓다고사가 담
마쌍가니(Dhammasaṅgaṇī)의 주석서인 아타살리니(Atthasālin

ī)에서 찰나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부

터36) 이렇게 찰나설과 찰나설의 영향으로 개념적인 변화를 일으

킨 열반 개념을 테라바다에 도입한 것을 AD 5세기 스리랑카로

내려온 북인도 출신의 붓다고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34) Ñyāṇamoḷi (1976: 579-580).

35) Kalupahana (1975: 71-71, 148).

36) As p.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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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은 이미 개념적인 변화를 일으킨 열반 개념이 붓다고

사가 스리랑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벌써 읽혀지고 있었을 것

으로 보이는 페다코빠데사(Peṭakopadesa)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현대 학자들은 페다코빠데사(Peṭakopadesa)가 붓다의 제자인
마하 카짜야나(Mahā-Kaccāyana)37)에 의해 제1결집을 전후하여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남방불교의 전통적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고 있다.

Ñyāṇamoḷi는38) 초기 경전에서 카짜야나가 간단히 언급된 것

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에 뛰어나고39) 주로 당시 인도의 변방인

서남부의 Avanti 왕국에서 생활했었던 것40)으로 보아, 그렇게 붓

다의 이론을 설명하는 방식이 원시적인 형태로서 구전을 통해 전

해져 내려오다 BC 2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에 남인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논서의 형태로 저술되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K.Warder는 페다코빠데사와 네티빠카라나(Nettippakaraṇ

a) 등의 논서들은 초기 테라바다 전통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자성 (svabhāva)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

장하는데41), 비록 이 논서 들의 권위가 버마 불교에서 밖에 인정

되고 있지 않지만 Visuddhimagga와 아타살리니(Atthasālinī)
에서 붓다고사는 권위가 있는 교증으로 인용하고 있다42). 페다코
37) 그는 Kaccāna, Kaccāyana 그리고 Mahā-Kaccāyana 등으로 불린다

(Ñyāṇamoḷi 1962: xxvii).

38) Ñyāṇamoḷi (1962: xxvii-xxviii).

39) AN I 23, SN III 9-13, AN V 46, 255.

40) Ud p. 57.

41) Warder (1980: 322-323).

42) Ñyāṇamoḷi (1962: x), Lamotte (1988: 188-189, 325, 425).



테라바다(Theravāda)에서 찰라설과 열반 ∙223

빠데사(Peṭakopadesa)에서 무여 열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43):

그[ 아라한]이 수명(āyu)을 모두 소모하고 命根을 파괴하면, 여기

에서 괴로움(dukkha)이 소멸되고(nirujjhati) 더 이상의 괴로움이 생

겨나지 않는다(na uppajjati). 이 상태에서 이러한 蘊 處 界의 소멸

(nirodha) 또는 가라앉음(vūpasama)과 또 다른 蘊 處 界의 연결

(paṭisandhi) 또는 나타남(pātubhāva)이 없는 것을 무여열반계

(anupādisesā nibbānadhātu)라 한다.

위의 Visuddhimagga에서 소멸을 이중 구조로 언급하는 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생성되지 않음(anuppādana)’이란 용어 대신

‘생겨나지 않는다(na uppajjati)’란 용어를 사용했을 뿐 사실상 내

용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다. 즉, 찰나설의 영향 하에서 단순히

소멸(nirujjhati)이라는 언급만으로는 왜 이것이 열반으로 간주되

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지 못하게 때문에, 여기에서 위와 같은

용어들을 추가하여 이 소멸이 열반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는 것

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테라바다(Theravāda) 불교는 붓다고사가 스리랑카에

도착하기 이전에 페다코빠데사(Peṭakopadesa)의 전례와 함께

찰나설의 영향권에 이미 접어 들어 있었고, 이 페다코빠데사에
서 보이는 찰나설의 영향으로 개념적인 변화를 일으킨 열반에 대

한 설명이 Visuddhimagga에서도 그대로 체택되고 있는 것으로

43) Pe p. 124: tassa āyupariyādānā jīvitindriyassa uparodhā idañca 

dukkhaṃ nirujjhati, aññañca dukkhaṃ na uppajjati. tattha yo 

imesaṃ khandhānaṃ dhātuāyatanānaṃ nirodho vūpasamo 

aññesañca khandhadhātuāyatanānaṃ appaṭisandhi apātubḥvo, 

ayam anupādisesā nibbānadhā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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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비록 초보적인 형태일 지라도 찰나설과 찰나설에 영향을 받

은 열반 개념이 테라바다 교단에 붓다고사 이전에 이미 수용되었

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결어

열반을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가장 흔히 언급하는 경전은

빨리 쿠타카 니카야(Khuddakanikāya)의 우다나(Udāna)로서,

그 뒷부분에 있는 ‘비구들이여, 생성이 없는 곳(ajātaṃ), 존재가

없는 곳(abhūtaṃ), 만들어지지 않는 곳(akataṃ) 그리고 형성되지

않은 곳(asaṃkhataṃ)이 있다(atthi)’44)고 하는 부분이 자주 인용

되고 있다. 사실상 상가브하드라(Saṅgabhadra)도 자신의 저서

순정리론(Nyāyānusāraśāstra)에서 이 경전을 열반을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경전적인 증거로서 인용하고 있는 듯 보

인다45). 여기에 언급된 네가지 소유 복합어(bahuvrīhi)를 장소적

으로 보고 있다(atthi)는 동사를 존재론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열반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사실상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하는 일반화 되어 있다.

하지만 이상에서 본 찰나설의 영향을 통한 열반의 개념적인 변

화를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단순히 찰나에 生滅을 반복하는 것으

로서의 소멸에 대하여 열반만의 특수함을 부각하기 위해 기존의

소멸(nirodha)에 추가된 개념인 설일체유부의 ‘나타나지 않는 것’

44) Ud pp. 80-81.

45) Na (TD29 432c-4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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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ādurbhāva), 경량부의 ‘생성이 없는 것(anutpāda)’, 테라바다의

‘생성되지 않음(anuppādana)’ 또는 ‘생겨나지 않는다(na uppajjati)’

고 하는 개념들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는 듯 하다.

다시 말해서 네가지 소유 복합어(bahuvrīhi)를 상태적으로 보고

있다(atthi)는 동사를 서술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비구들이여,

생성이 없는 경지, 존재가 없는 경지, 만들어지지않은 경지, 그리

고 형성되지 않는 경지가 있다’고 하면서 단순히 찰나에 생멸을

반복하는 것으로서의 소멸에 대해 열반으로서의 소멸을 자연스럽

게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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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mentariness and nirvāṇa in the

Theravāda Buddhism

HWANG Soonil

This work is about the doctrinal development of

nirvana concept triggered by the influence of the Buddhist

theory of momentariness, especially within the Theravāda

Buddhism. Under the influence of the Buddhist theory of

momentariness, cessation (nirodha) alone cannot be enough

to explain why it should be regarded as the unconditioned,

or nirvāṇa. In fact non-arising became a more important

ingredient than cessation since every dharma is said to

cease repeatedly due to its momentary nature.

The Sarvāstivādins on the one hand insist on the

existence of all dharmas in the three time periods, while

on the other hand they accept the momentariness of

conditioned dharmas. What changes momentarily is not the

intrinsic nature (svabhāva) of a dharma but its activities,

arising, duration, decay and ceasing, through its inh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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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svalakṣaṇa) of impermanence. As long as

a conditioned dharma is connected to the series of

aggregates through an acquisition (prāpti), it renews its

four activities until the connection is finally cut. This

continual ceasing is one of four characteristics of

impermanent conditioned (saṃskṛta) dharmas and is

technically called extinction as impermanence

(anityatnirodha).

For the Sarvāstivādins, this repeated extinction was

different from the two unconditioned extinctions: extinction

without knowledge (apratisaṃkhyānirodha) and extinction

through knowledge (pratisaṃkhyānirodha). For them the

former is the perpetual non-existence of the future

dharmas within a series of aggregates, while the latter is

the perpetual separation of an impure dharma from a

series of aggregates through the antidote, 'acquisition of

disjunction' (visaṃyogaprāpti).

This latter extinction is the Sarvāstivādins' equivalent

of nirvāṇa and is paradoxically not an eventual extinction

or non-existence of a dharma but an acquisition of a

dharma, technically 'the acquisition of disjunction'

(visaṃyogaprāpti). Since all dharmas exist for the three

time periods, this dharma which arises from knowledge

(pratisaṃkhyā) works as an antidote (pratipakṣa)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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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 henceforward any connection between a certain

defilement and this series. Thus, for the Sarvāstivādins

nirvāṇa is a real existent (dravya) called extinction

through knowledge (pratisaṃkhyānirodha) and is

understood in a narrow sense applied to a single

perpetual prevention of a certain defilement.

By contrast, the Sautrāntikas did not accept the idea

that all dharmas exist in the three time periods and

maintain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intrinsic nature of a dharma and its activities. What

changes momentarily thus was dharmas themselves: their

existence was constituted by their activities. The outcome

of this Sautrāntika ontological perspective was that a

causal relationship could be established only between a

moment and the immediately preceding moment. In other

words, causal efficacy from the more distant past could no

longer be sustained, since no dharma can remain more

than a moment.

Under this extreme ontological position, the

Sautrāntikas expains nirvāṇa as not a real existent

(dravyasat) but a mere designation (prajñaptisat),

something spoken of conventionally, as well as

non-existence succeeding existence (paścadabhāva), like a

sound which is non-existent before and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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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xistent after its occurrence. For them, neither an

intrinsic nature of this dharma is perceived, like the form

(rūpa), feeling and the like, nor is an activity perceived,

like that of the eye and the like.

As seen in the Abhidharmakośabhāṣya, their definition

of nirvāṇa, or extinction through knowledge, focussed more

on non-arising (anutpāda) than simple cessation

(nirodha):

The extinction through knowledge is, when latent

defilements (anuśaya) and life (janman) that have

already been produced are extinguished, non-arising of

further such by the power of knowledge (pratisaṃkhyā).

Although the Theravādins do not accept the idea that

nirvāṇa is mere non-existence, like the Sautrāntikas, the

way Buddhaghosa explains nirvana without a remainder of

clinging in his Visuddhimagga reminds us of their

perspective, especially when he says 'there is no further

arising of aggregates of existence and those already arisen

have disappeared'. This could lead us to assume that the

Buddhist theory of momentariness and the conceptually

changed interpretation of nirvāṇa was introduced to the

Theravāda Buddhism by Buddhaghosa, a northerner,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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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 to Ceylon early in the 5th century AD.

However, we can see a prototype of this interpretation

in the Peṭakopadesa. Modern scholars have rejected the

traditional Buddhist claim that this text was established

at around the time of the first council by one of the

Buddha's disciples, Mahā-Kaccā(ya)na. He was,

according to early suttas, known as 'foremost of those

who analyse in detail what has been stated in brief' and

appears to have lived mostly in the rather remote S.W.

Kingdom of Avanti. From this, Ñyāṇamoḷi surmises that

this compendious method could have been handed down

orally in some skeleton form and then at some time

between Asoka and the first century AD an attempt was

made, somewhere in S.India, to set forth this method in

the form of a treatise.

According to A.K.Warder, this text contains some new

ideas, such as inherent nature (svabhāva), which were

alien to the earlier Theravāda traditions. Since this text

under the name of Mah-Kacc(ya)na was already in

circulation among Sinhalese monks when Buddhaghosa

arrived there, they seem to have reached Ceylon well

before the 5th century AD. Although its canonicity was

recognized only by Burmese Buddhists, it still was cited as

authoritative, by Buddhaghosa in his Atthasālinī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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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ddhimagga.

In this Peṭakopadesa, nirvana without a remainder of

clinging (anupādisesanibbānadhātu) was defined as

follows:

By two steps a monk has done what he had to do. This

is the nirvana element with a remainder of clinging.

Through taking up his vitality (āyu) completely, through

checking his life faculty (jīvitendriya), suffering here has

been destroyed and no further suffering arises. In that state

the destruction, laying to rest, of these aggregates, elements

and spheres and the non-linking, non-appearance, of other

aggregates, elements and spheres, is nirvana without a

remainder of clinging.

Here not only was nirvana without a remainder of

clinging explained through destruction (nirujjhati) but it

also was explained through non-arising (na uppajjati).

Thus, we could conclude that with the coming of the

Peṭakopadesa, Ceylon was probab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Buddhist theory of momentariness well before the

arrival of Buddhagh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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