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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초기 인도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열반(nirvāṇa)을 'upadhi가 남

아있는 열반' (sa-upadhiśeṣa-nirvāṇa, 有餘依涅槃)과 'upadhi가

없는 열반'(nir/an-upadhiśeṣa-nirvāṇa, 無餘依涅槃)의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1). 비록 대승불교에 오면서 '머무름이 없는

열반'(apratiṣṭhitanirvāṇa, 無住處涅槃)과 '본래부터 자성이 깨끗한

열반'(anādikālikaprakritiśuddha-nirvāṇa, 本來自性淸淨涅槃)이 추

가되면서 열반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기도

* 黃淳壹 :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두 가지 열반은 불교혼성범어에서 sopadhiśeṣanirvāṇadhātu와

nir/an-upadhiśeṣanirvāṇadhātu로 표기되고 빨리어에서

saupādisesanibbānadhātu와 anupādisesanibbānadhātu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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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2), 인도 부파불교를 대표하는 학파인 설일체유부(Sarvāstiv

ādins), 경량부(Sautrāntikas) 그리고 테라바다(Theravāda)는 열반

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upadhi가 남아있는 열반'를 통해서 붓다

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upadhi가 없는 열반'을 통

해서 붓다가 윤회하는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떠나가는 것을 설명

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설명은 두 가지

열반을 구분하는 열쇠로서 불교혼성범어 전통에서 upadhi로 표기

되고 빨리 전통에서 upādi로 표기되며3) 현장에 의해 ‘依’로 번역

된 용어4)가 가지는 중요한 주석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빨리 전통에서 upādi는 주로 ‘나머지, 잔여’ 등을 의미하는 sesa

와 함께 복합어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독립적으로는 upa ā √dā(t

o give)란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된 upādāna의 형태로 나타나며5),

불교혼성범어 표기와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upa √dhā(to put)를

어원으로 하는 빨리 upadhi와는 구분되고 있다. 이 용어는 기본적

으로 객관적 주관적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객관적으로는 어떤

활발한 작용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는 물질적인 토대란 어원에 기

초한 ‘연료, 공급, 제공’ 등을 의미하고6) 주관적으로는 불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 연료에 의지한다는 관점으로부터 ‘의지하다, 잡다,

지탱하다, 집착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다. 사람이 계속 살아가기

2) 무착의 섭대승론(Mahāyānasaṃgraha)에서는 ‘머무름이 없는 열반’
(apratiṣṭhitanirvāṇa, 無住處涅槃)을 부파불교와 대승불교를 구분하는 열

가지 차이점 중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으며 (Lamotte 1973: 8),

성유식론(Vijñaptimātrarāsiddhi)에서는 ‘머무름이 없는 열반’에

‘본래부터 자성이 깨끗한 열반’ (anādikālikaprakritiśuddha-nirvāṇa,

本來自性淸淨涅槃)을 추가하여 열반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La Vallée Poussin 1928: 670-676).

3) 빨리어의 upādi와 범어의 upadhi는 어원적으로 완전히 다른 용어로서

의미적으로도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한편 Norman (1992: 144)은

이러한 차이로부터 이 용어에 대한 새로운 어원을 제시하고 있다.

4) Mv (TD27 169a).

5) 근대 학자들은 이점에 있어서 동의하고 있다 (Lovejoy 1898: 134).

6) PED p. 149, SN II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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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먹을거리 등에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듯이, 윤회의 과정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 이것에 의지해야 한다는 점으로부터 때때

로 이 용어가 윤회의 원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불교가 체계화 되어 가면서 upādāna는 주로 이러한 주관적인

관점에서 사용되었는데 애욕에 대한 집착(kāmupādāna), 잘못된

견해에 대한 집착(diṭṭhupādāna), 규칙과 제식에 대한 집착(sīlabb

atupādāna), 그리고 자아의 믿음에 대한 집착(atta-vādupādāna)의

네 가지 집착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7).

하지만 부파불교 시대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

는 ‘집착’이란 주관적인 의미를 두 가지 열반 개념에 적용하면 'up

adhi가 남아있는 열반'은 아직까지 집착이 남아있다(saupādisesa)

는 점으로부터 아직까지 번뇌의 찌꺼기들이 조금은 남아있는 상

태인 불환(anāgāmin)으로 그리고 'upadhi가 없는 열반'은 더 이

상의 집착이 남아있지 않다(anupādisesa)는 점으로부터 모든 번뇌

의 찌꺼기들이 소멸한 상태인 아라한(arahant)으로 해석되어 버리

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8).

다시 말해서 upadhi란 용어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마지막 열반에 이르는 과정이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가 이미 모든 집착 또는 번뇌와 같은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

에서 떠나가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집착이란 주관적인 의미를 통

해 더 이상 두 가지 열반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되

어 버리는 것이다.

사실상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의 아비달마 논서인 발지
론(Jñānaprasthāna)의 방대한 주석서인 대비바사론(Mahāvibh
āṣāśāstra)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9).

7) Dhs pp. 212-213, BD p. 228.

8) 사실상 몇몇 현대학자들 즉 Oldenberg (1882: 427-445), Lovejoy (1898),

Masefield (1979)는 초기 인도불교의 두 가지 열반을 이러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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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비바사론에 나타난 upadhi의 의미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 전통에서 두 가지 열반에 대한 언급은

일곱 아비달마 논서들 중에서 가장 후대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

정되는 발지론(Jñānaprasthāna)에 이르러 처음으로 언급되고

그 주석서인 대비바사론(Mahāvibhāṣāśāstra)에 상세하게 나타

나고 있다. 대비바사론에서는 설일체유부의 존재론적 체계 하에
서 발지론에 나타난 두 가지 열반에 대한 언급을 해석하면서

문제가 되는 용어인 upadhi 즉 ‘依’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주석

하고 있다10):

‘upadhi가 남아있는’(saupadhiśeṣa) 이라고 했을 때, upadhi에는 ‘번

뇌’(kleśa, 煩惱)로서의 upadhi와 ‘태어날 때 받은 몸’(janmakāya, 生身)

으로서의 upadhi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upadhi가 남아있는 열반을

얻은] 아라한에 있어서 ‘번뇌’로서의 upadhi는 없지만 ‘태어날 때 받은

몸’으로서의 upadhi는 아직 남아 있다. 또한 upadhi에는 염오된(kliṣṭa)

upadhi와 염오되지 않은 upadhi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upadhi가 남

아있는 열반을 얻은] 아라한에 있어서 염오된 upadhi는 없지만 염오되

지 않은 upadhi는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upadhi가 없는’(anupadhiśeṣa)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upadhi 모두

없다. [upadhi가 없는 열반에는] ‘번뇌’(kleśa, 煩惱)로서의 upadhi도 없

고 ‘태어날 때 받은 몸’(janmakāya, 生身)으로서의 upadhi도 없다. 또

한 [upadhi가 없는 열반에는] 염오된 upadhi도 없고 염오되지 않은 up

adhi도 없기 때문이다.

언 듯 보기에 첫 번째 설명에서 당시 upadhi의 일반적인 의미

9) Mv (TD27 167b-168b), La Vallée Poussin (1930: 24-28).

10) Mv (TD27 169a).



有餘涅槃에 대한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적 해석 ∙ 153

로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착’과 유사한 용어인 ‘번뇌’

가 사용되어 두 가지 열반이 설명되고 있는 듯하지만, 양자 모두

에서 ‘번뇌로서의 upadhi’가 없는 것으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upad

hi의 주관적인 의미는 두 가지 열반의 구분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

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에서 upadhi 자체를 염오된 것과 염오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양자를 구분하

는 기준이 되는 것은 ‘염오된 upadhi'가 아니라 ‘염오되지 않은 up

adhi’라는 점에서 번뇌 또는 집착과 같은 주관적이고 어떤 심리적

인 불안정 상태를 지시하는 것으로 upadhi를 해석하기는 어렵게

된다.

다시 말해서 대비바사론은 두 가지 열반의 해석에 있어서 기
존의 upadhi의 주관적 의미를 포기하고 ‘태어날 때 받은 몸’(janm

akāya, 生身)이란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여 사실상 이를 통해 양자

를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바사사(Vaibhāṣika

s)의 논사들11)은 ‘태어날 때 받은 몸’을 두 가지 열반이란 맥락에

서 upadhi가 사용되었을 때 이 용어가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바로 이것이 ‘upadhi가 남아있는 열반’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upadhi를 기존의 의미와는 다른 ‘태어날 때 받

은 몸’이란 해석이 설일체유부의 체계에서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

일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설명이 합리화 되었을까? 여기

에서는 그 해답을 ‘upadhi가 남아있는 열반’의 해석을 둘러싼 초

기 인도불교의 교리적 주석적 문제점들과 그 해결책들을 이티부
타까(Itivuttaka)로부터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 논서인 발지론
과 그 주석서인 대비바사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교리 발
전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에서 특히

대비바사론(Mahāvibhāṣāśāstra)을 편찬하고 유지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던 승려 그룹을 특별히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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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섯 감각기관(pañcindriya)과 수명(āyus)

How Buddhism began에서 곰브리치는 초기 경전에서 upādi가

두 가지 열반의 맥락에서 사용되었을 때 이 용어는 불의 소멸이

란 이미지를 통해 열반을 설명하는 메타포의 일부로서 주관적인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인 의미로 땔감 등과 같은 연료를 지시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12). 이때 땔감이란 의미는 다섯 집합체(五蘊)와

연결된다. 초기 빨리 경전에서 종종 나타나는 upādāna-kkhandhā

란 표현은 한역 경전에서 주로 五取蘊으로 번역되고 있다. 하지만

주관적으로 사용된 ‘取’란 의미를 살려서 이 용어를 이해하려고

하거나 한글로 번역하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곰브리

치는 여기에서 upādāna는 열반을 포함하는 커다란 비유적인 맥락

에서 사용되었으며 ‘取’로 번역된 것과 같이 어떤 심리적인 상태

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의미로서 연료 또는 땔감이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upādāna-kkhandhā는

‘연료으로서의 다섯 집합체’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다. 사실상 Saṃyuttanikāya의 Ādittasutta에서는 다섯 집합체(五

蘊)를 연료 또는 땔감으로서 애착(rāga) 혐오(dosa) 우둔함(moha)

란 세 가지 불꽃의 연료로 함께 타오르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설

명되고 있다13).

그렇다면 연료라는 upādi 또는 upadhi의 객관적인 의미를 두

가지 열반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Upādi가 남아있는 열반'(sau

pādisesanibbānadhātu)은 탐 진 치라는 세 가지 불은 꺼졌지만 아

직까지 그 연료가 되는 다섯 집합체(五蘊)가 남아있는 상태로서

모든 번뇌의 소멸(kilesa-parinibbāna)14)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

이 되고, ‘upādi가 없는 열반’ (anupādisesanibbānadhātu)은 애착(r

12) Gombrich (1996: 68-69).

13) SN III p. 71.

14) Th-a I p. 46, Dhp-a II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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āga) 혐오(dosa) 우둔함(moha)과 같은 번뇌들이 이미 소멸된 상

태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던 다섯 집합체(五蘊)가 마지막으로 소멸

(khandha-parinibāna)15)하는 상태로 윤회하는 세상에서 마지막으

로 떠나가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설명은 upādi가

집합체(蘊)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면서 두 가지 열반을 붓다의 일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인 깨달음과 마지막 열반

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테라바다(Theravāda)의 주석전통과

일치하고 있다16).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초기 경전에서 메타포를 통해 간접적으

로 추정되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설명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비록 두 가지 열반이 용어로서 현존하는 네 가지 한

역 아함경과 빨리 니카야(nikāya)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티부타까(Itivuttaka)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 경에서는 모든 불순한 찌꺼기들이 소멸된(khīṇāsav

o) 아라한으로 ‘upādi가 남아있는 열반’을 설명하면서 그에게는 다

섯 감각기관이 아직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이를 통해 즐거

움과 괴로움 등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한다17). 따라서 초기 빨리

경전은 ‘upādi가 남아있는 열반’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다섯 집합체(五蘊)라기 보다는 다섯 감각기관(pañcindriya,

五根)으로 보고 있다는 할 수 있다18).

한편 두 가지 열반은 설일체유부의 초기 중기 아비달마 논서에

15) Th-a I p. 46, Dhp-a II p. 163.

16) PED p. 247, Masefield(1979: 217).

17) It p. 38.

18) 이티부타까(Itivuttaka)가 비록 다섯 감각기관(pañcindriya, 五根)을

‘upādi가 남아있는 열반’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언급하지만 계속되는 설명이 어떤 인식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해밀턴(Hemilton 2000: 30, 78)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우리의 인식현상은 다섯 집합체(五蘊)의 상호 관련 속에서 설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Hwang 2002: 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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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거의 언급되거나 설명되지 않다가 마지막 아비달마 논서인

발지론에서 최초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upa
dhi가 남아있는 열반’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다섯

집합체(五蘊)도 다섯 감각기관(pañcindriya, 五根)도 아닌 수명(āy

us)으로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9):

‘Upadhi가 남아있는 열반’이란 무엇인가? 모든 불순한 찌꺼기들이

소멸(kṣīṇāsrava)된 아라한에게 수명(āyus)만은 남아 있다. 아직까지

upadhi가 남아 있음으로 [네 가지] 미세한 요소(mahābhūtāni)와 이차

적 물질(upādāyarūpa)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았고 다섯 감각기관에 의

지하고 있는 정신적인 흐름이 계속된다. [이 아라한에게] 모든 속박(sa

ṃyojana)의 완전한 소멸이 얻어지고(prāpta), 소유되고(pratilabdha),

체득되고(spṛṣṭa) 실현됨으로(sakṣākṛta) ‘upadhi가 남아있는 열반’이라

한다.

비록 이티부타까(Itivuttaka)에서와 같이 다섯 감각기관이 언
급되고 있지만 이 설명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은 수명(āyus)

이다. 그렇다면 수명은 어떻게 두 가지 열반의 맥락 속에 들어오

게 된 것일까? 아마도 이점은 빨리 소부 경전에 포함되어있는

빼타꼬빠데사(Peṭakopadesa)의 언급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을 것
이다. 여기에서는 수명(āyus)이 발지론에서와 같이 ‘Upadhi가

남아있는 열반’의 설명에서 나타나지 않고 ‘upadhi가 없는 열반’의

설명에서 나타나고 있다20).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upadhi가 없는 열반’이 윤회하는 세상

에서 마지막으로 떠나가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수명(āyus)이 완전

히 파괴되거나 정지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 수명은 ‘upadhi가 없는 열반’에 드는 과정이 처음에 어떻

게 시작되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빼타꼬빠데사(Peṭakopade
sa)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수명(āy

19) Jp (TD26 923b).

20) Pe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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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의 있음과 없음이 당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두 가지 열

반의 차이를 간단명료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 용어

가 점차 ‘upadhi가 남아있는 열반’에까지 확대되어 사용되었으며

설일체유부에서 적극적으로 체택되어 발지론에 수록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바수미트라의 이부종륜론(Samayabhedoparacanacakra)에 언

급되듯이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는 때때로 원인을 이야기하

는 사람들(hetuvāda, 設因部)로 불렸는데21) 현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것에 익숙한 이들의 성향 또한 중요한 역

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수명(āyus)은 Majjhimanikāya

의 Mahāvedallasutta에 나타나는 마하고티히따(Mahākoṭṭhita)와

사리푸따(Sāriputta)의 대화에서 다섯 감각기관(indriya)의 안정성

을 담보해 주는 토대로서 언급되고 있다22). 또한 초기 경전의 여

러 부분에서 수명(āyus)과 체온(usmā)과 의식(vijñāna)이 신체를

떠나면 이것은 다른 동물들의 먹이23)나 나무 막대기24)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구사론(Abhidharmakośabhāṣya)은 이 계

송을 근거로 이들 셋이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있는 것25)으로 보

고 있다. 수명과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있는 의식이 그 대상(viṣa

ya)과 기관(indriya)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으로부터 수명은 자연

스럽게 다섯 감각기관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발지론의 저자는 이티부타까(Itivuttaka)의 다섯 감각기관을

통한 ‘upādi가 남아있는 열반’에 대한 설명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수명(āyus) 만으로는 대비바사론의 주석
에서 두 가지 열반의 맥락에서 upadhi가 지시하는 것으로 앞에서

21) Masuda (1925: 16), Lamotte (1988: 530).

22) MN I p. 295, Jaini (1959: 539).

23) parabhattam, SN III p. 143.

24) kāṣṭṭham, Akb-h p. 73.

25) Akb-h p. 73.



158   ∙ 印度哲學 제16집

언급된 ‘태어날 때 받은 몸’(janmakāya, 生身)이란 의미를 구체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4. 명근(jīvitendriya)과 중동분(nikāyasabhāga)

발지론(Jñānaprasthāna)에 나타난 두 가지 열반에 대한 설명
은 대비바사론(Mahāvibhāṣāśāstra)에서 본격적으로 설일체유부
의 아비달마적 체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해석 되는 데, 수명(āyus)

은 여기에서 좀더 설일체유부의 전문 아비달마적인 용어인 命根(jī

vitendriya)과 衆同分(nikāyasabhāga)26)으로 해석되면서 다음과

같이 다시 주석된다27):

수명이라 했을 때, 命根(jīvitendriya)을 지시한다. 그렇다면 [발지
론에서] 衆同分(nikāyasabhāga)은 왜 언급되지 않았는가? 아마도 저

자가 그렇게 의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남아 있는’(sa-śeṣa)이란

용어로부터 그 의미가 알려지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命根(jīvitendriya)과 衆同分(nikāyasabhāga) 모두는 새로운 생을 산출

하는 업(ākṣepakakarman)28)의 결과이다. 命根은 전적으로 다르게 성

숙(vipāka, 異熟)하기 때문에 그 [수명] 만이 홀로 설명되었다.

26)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에서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cittaviprayuktasaṃskāra) 14가지 요소 중의 하나로서 존재들의

특별한 재생의 상태를 결정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설명 된다 (Cox

1995: 107-112).

27) Mv (TD27 167c).

28) 설일체유부와 비바사사에 의하면 이 새로운 생을 산출하는

업(ākṣepakakarman)은 태아가 수정되는 순간에 命根(jīvitendriya)과

衆同分(nikāyasabhāga)을 산출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한편 경량부에서는

命根과 衆同分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이 업에 의해 한

집합체(蘊)의 흐름이 일정한 시간동안 계속되게 하는 힘(āvedha)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有餘涅槃에 대한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적 해석 ∙ 159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적 체계화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수명을

품류족론29)과구사론30)에서 ‘三界의 수명(āyu)’으로 정의되는

命根(jīvitendriya)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

러우며 앞에서 언급한 빼타꼬빠데사(Peṭakopadesa)에서도 두

가지 열반의 맥락에서 命根(jīvitindriya)이란 용어가 나타나는

것31)으로 보아 당시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衆同分(nikāyasabhāga)의 경우는 여기에서도 보듯이 세

가지 다른 설명들을 통해 합리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사실상 설일체유부에 국한된 것으로서 이들의 아비달마적

체계화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를 잘 보여주는 실례가 된다.

命根(jīvitindriya)은 원래 빨리 경전에서 남성기관(purisindriya)

여성기관(itthindriya)과 함께 언급되었는데32), 이 셋 모두는 인도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22가지 지배기관(indriya)에 포함

되어 나타난다33). 초기 아함 전통에서 命根(jīvitendriya)의 특성과

역할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주로 죽음과 주어진 삶의

중단과 관련하여 종종 나타나고 있다34). 이러한 상황은 설일체유

부의 초기 아비달마 논서인 법온족론(Dharmaskandhapādaśāstr
a)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여기에서 命根은 의식이 있는 존

재가 유지되고 계속되고 지속되고 살아가고 작용하도록 하는 기

관으로 해석되고 있다35).

命根(jīvitendriya)을 수명(āyu)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설일체

유부의 중기 아비달마 논서인 품류족론에서 命根(jīvitendriya)

을 ‘三界의 수명(āyu)’으로 정의36)하면서 처음 나타나고 있다. 비

29) Pk (TD26 694a).

30) La Vallée Poussin (1923: 233).

31) Pe p. 124.

32) SN V p. 204.

33) Cox (1995: 125).

34) MA (TD2 462b), EA (TD2 628a), Cox (1995: 122, 130).

35) Ds (TD26 499a).

36) Pk (TD26 69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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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구사론과 동일한 정의가 여기에서 사용되었지만, 후자에서
와 같이 22가지 지배기관 중의 하나로 정의된 것이 아니라 14가

지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작용(cittaviprayuktasaṃskāra)들 중의

하나로서 언급되는 차이가 있다. 한편 대비바사론에 오면 이

‘三界의 수명(āyu)’이란 정의가 22가지 지배기관들에 대한 설명과

14가지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작용(cittaviprayuktasaṃskāra)들에

대한 설명 모두에서 나타난다37). 다시 말해서 대비바사론에 오
면 命根(jīvitendriya)과 수명(āyu)이 완전히 통합되면서 命根(jīvite

ndriya)의 특성과 역할을 수명(āyu)의 특성과 역할로 설명하게 된

다. 命根(jīvitendriya)의 특성과 역할에 대해서 대비바사론은 다
음의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38).

먼저 命根은 나머지 21가지 지배기관(indriya)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의 앎에 대해 지배적인 힘을 가지며 나머지 21가지 지배기관

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지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설명되는데, 이 설명이 비바사사(Vaibhāṣikas)의 정론으로

언급된다. 아마도 이 설명은 앞에서 언급한 Mahāvedallasutta에

나타나는 마하고티히따(Mahākoṭṭhita)와 사리푸따(Sāriputta)의

대화39)에서 수명(āyu)이 다섯 감각기관(indriya)의 의지처가 된다

는 것에 기초하여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설명에서 命根

은 衆同分(nikāyasabhāga)과 연결을 만드는 것과 衆同分을 돕고

보호하고 키우는 것과 衆同分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지배

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두 번째 설명은 命根

의 특성과 역할이 나머지 21가지 지배기관(indriya)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14가지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작용(cittaviprayuktasaṃskā

ra)들 중의 하나인 衆同分(nikāyasabhāga)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

고 있다. 비록 대비바사론에서는 이 설명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
시되고 있지만 구사론(Abhidharmakośabhāṣya)에서는 22가지

37) Mv (TD27 657c).

38) Mv (TD27 731c).

39) MN I p. 295, Jaini (1959:593).



有餘涅槃에 대한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적 해석 ∙ 161

지배기관들을 설명하면서 命根을 이렇게 衆同分과 관련하여 이야

기 하는 두 번째 설명이 채용되고 있다40).

따라서 대비바사론과 구사론을 거치는 시기에 命根(jīvitend

riya)의 역할에 대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초기의 다른 21가지 지배기관들에 관련된 역할이 후에 설

일체유부만의 독특한 14가지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작용(cittavipr

ayuktasaṃskāra)에 관련된 역할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설명에 따르면 衆同分(nikāyasabhāga)

없이 命根(jīvitendriya) 만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상 무

용한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양자는 종종 분리될 수 없는 것

설명하기도 한다.

비록 앞에서 인용한 대비바사론의 수명(āyu)에 대한 주석에

서 세 가지 다른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upadhi가 남아있는

열반’에서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에 命根(jīvitendriya) 이외에

衆同分(nikāyasabhāga)을 추가한 진짜 이유는 설일체유부의 아비

달마적 체계화 과정에서 생긴 命根의 역할의 변화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衆同分(nikāyasabhāga)을

통해서 비바사사(Vaibhāṣikas)들은 두 가지 열반의 구분에 있어서

upadhi란 용어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마지막 열반에

이르는 과정이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착 또는 번뇌와 같

은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이 용어의 주관적인 의미를 통해

양자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 논서들에서는 衆同分(nikāyasabhāga)이

란 용어가 선호되며 그 역할도 전적으로 새로운 생을 받는 과정

과 관련되어 있으며 윤회하는 존재들의 특별한 재생의 상태를 결

정하는 요소로서 설명 된다41). 비록 좀더 경량부의 입장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는 구사론(Abhidharmakośabhāṣya)의 2장에서 同

40) La Vallée Poussin (1923:154).

41) Sap (TD26 415c), Ds (TD26 512c), Jp (TD26 921c), Mv (TD27 13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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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sabhāga)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보편이나 동질성을 담보하는

추상적인 요소로서 이를 통해 어떤 요소들이 동일한 범주나 부류

의 일원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설명되지만42), 구사론의 4장에 나
타나는 ‘하나의 업(karma)이 하나의 생을 산출하는가 여러 생들을

산출하는가?’에 대한 토의에서 衆同分(nikāyasabhāga)이란 용어가

사용되며 원래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적 의미를 유지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설일체유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하나[의 업은] 하

나의 생을 산출한다.”(ekaṃ janmākṣipatyekam)인데 구사론에
서 이 생(janma)을 바로 衆同分(nikāyasabhāga)으로 주석하고 있

다43). 동일한 입장이 앞에서 인용한 대비바사론의 수명(āyu)에
대한 주석의 세 번째 이유에서 “命根(jīvitendriya)과 衆同分(nikāy

asabhāga) 모두는 새로운 생을 산출하는 업(ākṣepakakarman)의

결과이다.”44)라는 주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추가된 衆同分(nikāyasabhāga)을 통해 대
비바사론에서 upadhi가 두 가지 열반의 맥락에서 지시하는 것을
‘태어날 때 받은 몸’(janmakāya, 生身)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양자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 결 어

이상으로 두 가지 열반의 맥락에서 upadhi란 용어에 대해 기존

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착 등과 같은 주관

적인 의미와는 전혀 다른 ‘태어날 때 받은 몸’(janmakāya, 生身)이

란 해석이 설일체유부의 체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합

리화 되었을까 하는 것을 ‘upadhi가 남아있는 열반’의 해석을 둘

42) La Vallée Poussin (1923: 219-221), Cox (1995: 107-112).

43) Akb-h p. 258, La Vallée Poussin (1923: 677).

44) Mv (TD27 16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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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싼 초기 인도불교의 교리적 주석적 문제점들과 그 해결책들을

통해서 이티부타까(Itivuttaka)로부터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 논
서인 발지론과 그 주석서인 대비바사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교리 발전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14가지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작용(cittavip

rayuktasaṃskāra)을 중심으로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 교학이 체

계화 되면서 생긴 命根(jīvitendriya)의 역할 변화가 결정적인 요인

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upadhi가 남아

있는 열반’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기존의 命根(jīv

itendriya)에 더하여 추가된 衆同分(nikāyasabhāga)을 통해서 두

가지 열반의 해석을 둘러싼 주석적인 문제점들을 upadhi란 용어

의 의미에 ‘태어날 때 받은 몸’(janmakāya, 生身)을 부가하여 해결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비바사사(Vaibhāṣikas)들의 노력

은 곧 경량부(Sautrātikas)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14가지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작용(cittaviprayuktasaṃskāra) 모두의 실

체성을 부정하는 경량부는 새로운 생을 산출하는 업(ākṣepakakar

man)에 직접적으로 한 집합체(蘊)의 흐름이 일정한 시간동안 계

속되게 하는 힘(āvedha)이 산출되어 새로운 생이 시작된다고 설

명한다45). 命根과 衆同分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비바사사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45) Akb-h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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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arvāstivādin's Abhidharmic interpretation on

saupadhiśeṣa-nirvāṇa

Hwang, Soon Il (Chungbuk Univ.)

The two nirvana theory was largely accepted among major

Buddhist schools, such as the Sarvāstivādins, the Theravādins

and the Sautrāntikas and they agree on the fact that while

nirvana with a remainder of clinging

(sa-upādisesanibbānadhātu / sopadhiśeṣanirvāṇadhātu)

corresponds to the moment of the historical Buddha's

Enlightenment, nirvana without a remainder of clinging

(anupādisesanibbānadhātu / nir/an-upadhiśeṣanirvāṇadhātu) fit

the moment of his final liberation from endless rebirth.

However, there is one critical problem to systematise this

theory in accordance with their abhidharmic terminologies: the

lack of attachment, generally accepted as the reference of the

word upādi, or upadhi, when used in the context of nirvana

during life and nirvana at death, applied equally to nirvana with

a remainder of clinging and to nirvana without a remainder of

clinging. This seems to have caused a big exegetic problem

during the period of sectarian Buddhism and we can see a little

clue for its difficulties in the exegesis of the word upadhi in

the Mahāvibhāṣāśāstra, the exegesis of the Sarvāstivādin's

Abhidharma literature, the Jñānaprasthāna: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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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saying 'as there still is a remainder of 
clinging', clinging is of two kinds: clinging as 
defilement (kleśopadhi) and clinging as birth body 
(janmakāyopadhi). An arahant no longer has the 
first, the clinging as defilement, but he still has 
the second, the clinging as birth body. 
Alternatively, clinging is of two kinds: defiled 
(kliṣṭa) clinging and undefiled clinging. An arahant 
no longer has the first; while he still has the 
second. 

It looks as if defilement, generally accepted reference of

upadhi at that time, was used to gross this word, they actually

throw this reference away and introduced a new reference,

birth body, to harmonize with the systematisation they, the

Sarvāstivādins, had made for centuries.

Two nirvanas, nirvana with a remainder of clinging and

nirvana without a remainder of clinging, could not be

differentiated simply by the existence of defilement, the

subjective aspect of the word upadhi, since both nirvanas no

longer have any defilement left. While what upadhi refers to is

supposed to make a difference, 'defilement' the widely

circulated meaning of the word upadhi at that time, could not

differentiate between the two nirvanas.

In this essay, I am dealing with this problem by tracing its

original explanation back to the Ittivuttaka, by checking its

early doctrinal development appeared in the Jñānaprasthāna in

relation to the Peṭakopadesa and by exploring a fully

systematised and throughly explained theory of both nirvana in

the Mahāvibhāṣāśāstra in order to find out which doctrinal

46) Mv (TD27 16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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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makes possible for the Sarvāstivāda-Vaibhāṣikas

to chance confidently the reference of upadhi in the context of

the two nirvana theory.

Keywords: two nirvana theory, sa-upādisesanibbānadhātu,

sopadhiśeṣanirvāṇadhātu, vitality(āyu),

anupādisesanibbānadhātu, facult(jīvitindriya)

nir/an-upadhiśeṣanirvāṇadhātu, life , birth

body(janmakāya)



有餘涅槃에 대한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적 해석 ∙ 167

참 고 자 료47)

Akb-h Abhidharmakośabhāṣya ed. P. Pradhan,

revised by A. Halder, Patna, 1975.

BD Buddhist Dictionary, revised and enlarged by

Nyanapontika, Kandy, 1980.

BSOAS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London.

DS Dharmaskandhapādaśāstra TD26.

JAO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Jp Jñānaprasthāna TD26.

Mv Mahāvibhāṣāśāstra TD27.

PED The Pali Text Society's Pali-English

Dictionary, London, 1986.

Pk Prakaraṇpāda TD26(1542).

* * *

Bareau, Andrée

1955 Les Sectes Bouddhiques de Petit Véhicule,

Paris.

Cox, Collet

1995 Disputed Dharmas, Early Buddhist Theories

on Existence, Tokyo.

Gombrich, R.F.

1996 How Buddhism Began, London.

Hamilton, S.

47) 사용된 Pali 자료의 약자들은 주로 A Critical Pali Dictionary에 적용된

관례를 따른다.



168   ∙ 印度哲學 제16집

2000 Early Buddhism: A New Approach, The I of

the Beholder, London.

Hwang, Soonil

2002 Metaphor and Literalism: A Study of doctrinal

development of nirvana in the Pali nikāya and

subsequent tradition compared with the

Chinese āgama and its traditional

interpretation, D.Phil. thesis, Oxford Univ.

Jaini, Padmanabh S.

1959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the

Viprayukta-saṃskāras" in BSOAS, Vol. XXII/3,

pp. 531-547.

Lamotte, Etienne

1973 La Somme 여 Grand Véhicule d'Asaṅga

(Mahāyānasaṃgraha), Louvain-la-Neuve

1988 History of Indian Buddhism (English tr. Sara

Webb-Boin), Louvain-la-Neuve.

La Vallée Poussin, Louis de

1923 [1988] Abhidharmakośabhāṣyam by Louis de La Vallée

Poussin(tr. Leo M. Pruden), 1923-1931,

Berkeley.

1928 Vijñaptimātratāsiddhi La Siddhi de

Hiuan-Tsang, Paris.

Lovejoy, Arthur Oncken

1898 "The Buddhistic technical terms upādāna and

upādisesa" in JAOS XIX, pp. 127-136.

Masefield, Peter

1979 "The Nibbāna-Parinibbāna Controversy" in

Religion Vol. 9, pp. 215-230.

Masuda, J.

1925 Origin and Doctrines of Early Indian Buddhist

Schools.



有餘涅槃에 대한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적 해석 ∙ 169

Norman, K.R.

1992 The Group of Discourses (Suttanipāta), Oxford.

1993 "Mistaken Ideas about Nibbāna" in The

Buddhist Forum, Vol. 3, London, pp. 211-225.

Oldenberg, Hermann

1882[1992] Buddha: his life, his doctrine, his order, (tr.

William Hoey), New Delh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