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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說一切有部(Sarvāstivādin, 유부로 약칭함)는 부파불

교를 대표하는 학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식에는俱舍論

(Abhidharmakośabhāṣya)으로 대표되는 世親(Vasubandhu)의 역

할이 지배적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의 역할로 말미암

아 보다 체계화된 유부사상뿐만 아니라, 經量部(Sautrāntikas)의

사상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친은구사론에서 대부분 경량부적 입장을 취하여,

* 黃淨一 : 용인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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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의 사상을 비판하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태도에 있어 문제

로 지적되는 것은, 세친의 비판이 유부 본래의 사상적 의미를 간

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유부를 대변하는 衆賢(Saṃghabhadr

a)은 이른바 ‘구사박론(俱舍雹論)’이라고 불리는順正理論(Nyāyānu

sāra)지어, 세친의 잘못된 비판에 대해 반론하고, 그것을 통해 유
부 본래의 사상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다.

이러한 비판과 반론의 근본적 대립은 존재론적 차이에서 비롯

된다. 즉 유부가 삼세는 실유하며, 법체는 항유한다는 ‘三世實有ㆍ

法體恒有’2)를 주장하는데 반해, 세친은 과거와 미래에는 법(dharm

a)이 없으며(過未無体), 오직 현재의 한 찰나에만 법이 존재한다고

1) “세친의 사유는 유부의 가장 강력한 대론자였던 경량부에서 출발한다. 즉

그는 그의 대표적 저술인구사론에서 유부에 대해 비판적인 경향을
띠므로서 이미 중현에 의해 經主(Sūtrakāra)로 취급받고 있으며, 중국

비담종(毘曇宗)의 대표적인 주석가들 역시구사론을 경량부적 문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권오민 著,有部阿毘達磨와 輕量部哲學의 硏究,
(서울 : 經書院, 1994), p. 253.

2) 바수반두의 kośa 제Ⅴ장(pp. 50～51)에 의하면, 實有論의 선두주자였던

有部는 그들의 교설인 三世實有說의 근거로서, 4가지 經典的, 論理的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dharma가 三世에 걸쳐 존재한다는 有部의 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경전적 근거 : 1) 과거와 미래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多聞聖弟子들은

과거색에 관심을 갖지 않으며, 미래색에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세존이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붓다가 말씀하시기를 : 認識은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일어난다. : 視感官(Cakṣurindriya)과 色(rūpa) 내지

意根(manoindriya)과 法(dharma)이다.

2. 이론적 근거 : 1) 感官에 의해 과거에 지각된 대상이 인식의 순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상없는

인식은 없기 때문이다. 2) 만일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善惡의 行爲가

어떻게 미래에 果報를 산출할 것인가. 사실 果報가 산출되는 순간,

果報因(Vipāka-hetu)은 과거이다.(서성원,印度哲學, 第一義空經과

Vasubandhu , 제3집, pp. 16～17 참조.)

그리고 ‘三世實有ㆍ法體恒有’는 본래 서로 이어진 對句가 아니며, 일본의

응연(凝然)이 편찬한八宗綱要에서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지만, 고래로
유부철학의 내용을 규정하는 명제로 회자되어 왔다.(권오민, 앞의 책,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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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실상 법의 실재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 자체에 대한 異見은 다시 존재 구조의 문

제로 확대되어 대립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因果論과 作用論이

다. 여기서 인과론이란 諸法이 어떤 관계성에 놓여 있는가를 論究

하는 것이고, 작용론이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 제법이 어떻게

발생하고 소멸하는 가를 논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친은 인과론

에 있어서는 제법을 因(hetu)과 緣(pratyaya)의 관계로만 파악하

고, 작용론에 있어서도 인과 연의 관계가 곧 작용이라 하여, 별다

른 작용력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유부는 인과론에서는 보다 복잡

하고 세세한 6因4緣5果3)를 주장하고, 작용론에 있어서는 유위의 4

相(生ㆍ住ㆍ異ㆍ滅相)4)을 두어, 이것이 제법간의 관계를 실질적으

로 작용케 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세친은구사론, 根品 에서 유부의 독특한 인과론과 작

용론을 정리하고 그 각각에 대해 비판하는데, 이에 중현은순정리
론을 통해, 세친의 비판이 잘못되었음을 반박하고 있다.
존재론을 둘러싼 세친과 중현의 對論 중에서 논자가 무엇보

다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유위 4상 부분이다. 왜냐하면 유부에 있

어 4상이란 앞서 설명과 같이, 존재와 因果의 관계에 있어 직접적

인 힘을 발하는 동력인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삼세실유의 관

3) 6因 : 能作因, 俱有因, 相應因, 同類因, 遍行因, 異熟因

4緣 : 增上緣, 等無間緣, 所緣緣, 因緣

5果 : 增上果, 士用果, 等流果 異熟果, 離繫果

이것은 유부의 독특한 因果論으로써, 삼세는 이 因ㆍ緣ㆍ果의 관계성에

놓여 있다고 한다. 즉 미래의 법이 현재의 인과 연을 만나, 과거로 가는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다. 사실 이 각각의 개념과 관계성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부분들을 다룰 수는

없고, 다만 본 논문과 관련된 부분은 본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다루고자 한다.

4) 4相(catur-lakṣaṇa)는 생(jāti)ㆍ주(sthiti)ㆍ이(anyathātva)ㆍ멸(anityatā)을

말하며, 이것은 유위법을 미래로부터 현재 그리고 과거로 나아가게 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 각각의 의미에 대해선 본 논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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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無常과 無我를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논문은 4상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세친

의 비판에 대한 중현의 반론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2. 世親과 衆賢의 刹那觀 비교

유위의 4상을 논함에 앞서 시간(kāla)5)을 언급하는 것은, 유부

에 있어 시간이란 유위법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세간에서의 시간

은 유위법(saṃskṛta-dharma)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世路(adhva

n)하고 하는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시간은 유위의 異名일 뿐이라

고 한다.6) 따라서 유부는 시간을 객관적 실체, 즉 법으로 보지 않

고, 다만 유위법에 근거하여 설정된 개념으로 파악한다.7)

5) “시간을 의미하는 原語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북전

아비달마불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로써 사용되어진 개념은 skt,

adhvan(Pāli, addhan)이었다. 그것이 과거ㆍ현재ㆍ미래인 三時에

적용되어진 경우는 그것이 가진 근본적 의미로 환원되어졌다. 즉

adhvan은 延長을 근본적인 의미로 하며, 시간ㆍ공간에 공통되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남전 아비달마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진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이 더해지고 있는 개념은 ‘samaya’ 라는 시간개념이다.

더욱이 이 개념은 북전에 있어서도 다시 또한 대승불교에 있어서도 자주

사용되어지지만, 이것에 있어서는 상세한 분석도 없고, 특히 대승에

있어서는 상식적인 관용어로 되어, kāla와 전적으로 같이 사용되어지기에

이르고 있는 것이 많다.” 佐佐木現順, 佛敎に おける 時間論の 硏究,
(東京 : 淸水弘文堂, 1974), p. 45. 각 용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책 pp. 47～54 참조.

6) 俱舍論記1卷(大正藏29, p. 14a28～a29) : 世無別體. 依法而立.

法是世所依 名之爲路.

7) “고대 인도의 시간에 관한 생각을 보면, 시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것과 상대적인 것으로 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에

해당하는 니야야는 시간을 상주불변하는 실체로 본다. 또한 자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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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간의 최소단위를 찰나(kṣaṇa)라 하는데, 유부는 이것

을 4상의 작용(kāritra)에 근거한다고 한다. 그러나 세친은구사
론, 世間品 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유부의 찰나관에 반대하

고 있다.

시간의 극소는 찰나이다. …… 또한 찰나의 길이(量=pramāṇa)란 무

엇인가? 모든 연(緣)이 화합할 때, 법이 자체(自體)를 얻음에 이르기까

지의 간격, 또는 법이 극미로부터 다른 극미로 움직이는 간격을 말한

다.8)

세친의 이 정의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법이 자체

를 얻음에 이르기까지’란 앞에 없던 법이 지금 생겨나 그 体性을

얻고서 곧 바로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소멸이란 단순히

無存在로서 그 자체가 어떠한 사실로서도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세친은 현상의 배후에 實有하는 어떤 법체도 가정하지 않는

철저한 찰나멸을 주장한 것이다. 둘째, ‘극미로부터 다른 극미로

움직이는 간격’9)이란 움직이는 법이 原子 정도로 이동하는 시간을

시간을 실체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진리로서의 실체로까지 보고 있다.

이에 반해, 후자인 불교는 시간을 감관적 세계의 작용, 운동에

관계시키고, 나아가 이것에 논리적 근거를 부여했다.” 佐佐木現順, 앞의

책, pp. 125～126. 요약

8) Abhidharmakośa-Bhāṣya of Acharya Vasubandhu with Sphutārthā

Commentary of Ācārya Yaśomitra. ed. by Swami Dwarikadas. part Ⅱ.

BBS 5ㆍ6ㆍ7ㆍ9, (Varanasi, 1970～1973), p. 536. l. 2～5 : kālasya

paryantaḥ kṣaṇaḥ …… kṣaṇasya punaḥ kiṃ pramāṇam? samagreṣu

pratyayeṣu yāvatā dharmasyātmalābhaḥ, gacchan vā dharmo yāvatā

paramāṇoḥ paramāṇvantaraṃ gacchati ︳

라발래뿌생(Abhidharmakośabhāṣyam by La Vallée Poussin, p. 540.

No. 483)은 세친의 이 정의를 경량부(Sautrātika)설이라고 한다.

9) Ibid. partⅠ, p. 122. l. 3～5 : bhadanta-vasumitraḥ ︳naspṛśanti

︳nirantare tu spṛṣṭasaṃjñeti bhadantaḥ ︳bhadantamataṃ caiṣṭavyam

︳“大德 世友(Vasumitra)는 [설한다]. [극미는 서로] 접촉하지 않는다.

그러나 ‘간극(틈)없이 [생할] 때, [서로] 접촉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고

대덕은 [말한다]. 대덕의 생각은 인정할 만하다.” 라고 하여, 세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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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따라서 원자는 공간적 부분이 없으므로, 이 원자는 前 부

분과 後 부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세친은 사실상 순간적 지

속을 제로(zero)까지 축소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찰나의 개념을 전제로 할 때, 사실 요소들은 거의 이동하

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간극없이 병열된 순

간들의 연속된 하나의 사슬에 불과하다는 것이 세친의 주장이

다.10) 이러한 세친의 주장에 대해, 중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찰나란 무엇인가. 극히 적은 시간을 말한다. - 중략 - 시간이란 무

엇인가. 말하자면 과거ㆍ미래ㆍ현재의 분위가 같지 아니함이다. 이 가

운데 찰나는 다만 온갖 작용이 있는 位를 취함이다.11) 말하자면 오직

현재이다. 곧 현재의 법이 머무는 分量이 있음을 찰나라고 한다. - 중

략 - 오직 현재에 반드시 조금의 틈이 있어서 自果12)를 취하기 때문

극미간에는 간극이 없고 사실 제로에 가깝다고 하는 주장을 받아 들이고

있다.

유부의 경우 극미 무방분(無方分)설을 취하지만 경량부에서는

유방분설을 취한다.(권오민,有部阿毘達磨와 輕量部哲學의 硏究, pp.
160～168 참조.) 그럴 경우 유방분이라면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극소의

색인 극미에도 방분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 면의 방분이 서로

접촉하면 다른 방분은 접촉하지 않으므로 극미가 서로 접촉한다고 하든,

하지 않는다고 하든 문제될 것이 없다. 즉 이미 유방분이고 하였으므로

접촉함으로써 극미가 분석될 수 있다는 논란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아비달마구사론, p. 99. 註. 116번 참조.)
10) 서성원, 앞의 책, p. 23.

11) 順正理論52卷(大正藏29, p. 631b16～631b19) : 此三世異云何建立.

約作用立三世有異. 謂一切行作用未有名爲未來. 有作用時名爲現在,

作用已滅名爲過去, 非體有殊. “이 삼세의 차이는 어떻게 건립되는가.

작용에 결부하여 삼세에 차이가 있다고 세운다. 이를테면 온갖 행의

작용이 있기 전이면 미래라 하고 작용이 있는 때를 현재라 하며, 작용이

이미 소멸된 것을 과거라 하는 것이니, 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12) 自果란 取果ㆍ與果을 말한다. 따라서 취과ㆍ여과란 6因(能作因, 俱有因,

相應因, 同類因, 遍行因, 異熟因)이 삼세에 걸쳐 작용하여, 현재 및 과거에

그 果를 취함과 줌을 말하는 것이다. 즉 취과란 직접적으로 결과를

초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質料因에 상당하는 것이고, 여과란 제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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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찰나가 있다고 말한다. - 중략 - 또한 상속함에 의거해서 말한다

고 하지 말라. 体가 없으면 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13)

생기에 간접적인 助力을 부여하여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

動力因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취과는 현재에 因이 되어 後果를

취하는 것이며, 여과는 제법이 장차 생기려고 할 때, 그것에 힘을

부여하여 현재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구사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들 중에서 어떤 원인이 어떤 때에 어떤 결과를

취하는가(취과) 혹은 주는가(여과). 다섯은 현재에 결과를 취한다.

과거에는 [결과를 취하지 않는다] 이미 취하였기 때문에. 미래에도 또한

[결과를 취하지 않는다] 작용이 없기 때문에. …… 둘은 [결과를] 준다.

구유인과 상응인의 둘은 오직 현재에서만 결과를 준다. 왜냐하면, 이

둘에 있어서 결과를 주고 취하는 것은 반드시 동일한 시간에서만

가능하다. : athaiṣāṃ hetūnāṃ katammo hetuḥ kasmin kāle phalaṃ

pratigṛhnāti dadāti vā ︳vartamānāḥ phalaṃ pañca gṛhnanti nātītāḥ

pratigṛhītatvāt, nāpi-anāgatā niṣpuruṣakāratvāt …… dvau

prayacchataḥ ︳sahabhū-saṃprayuktaka-hetū varttamānau phalaṃ

prayacchataḥ ︳samānakālam eva hy anayoḥ phala-dāna-grahaṇam

︳(Ibid. p. 333. l. 8 ～ 334. l. 4)

즉, 이것은 유위법 사이에 성립되는 因ㆍ果 관계를 설한 것이다.

유위법은 인이 과를 ‘취한다’는 것과, 인이 과를 ‘준다’는 것의 구별이

있다. 모든 유위법은 미래의 영역으로부터 생기하여 현재의 순간에 있을

때, 필히 그 과를 ‘취한다’, 즉 다른 어떤 유위법을 자신의 과로서 취한다.

이때 그 양쪽의 유위법 사이에 인ㆍ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유인→사용과와 상응인→사용과의 경우는 인과 과가 동시이기

때문에 과를 ‘취하는’ 것은 그대로 과를 ‘주는’ 것이다. 즉 인이 과를

취하는 것도 현재에 있어서이고, 과를 ‘주는’ 것도 현재에

있어서이다.(櫻部建ㆍ上山春平 共著. 정호영 譯,아비달마의 철학,
민족사. 1989, p. 70～72 참조)

‘6因ㆍ4緣ㆍ5果’에 대한 개괄적 정의와 구조에 대해서는 위의 책 p.

66～70을 참조하시오.

13) 順正理論 33卷(大正藏29, p. 533b7～b26) : 刹那何謂. 謂極少時. - 中略 -

時復何謂. 謂有過去未來現在 分位不同. - 中略 - 此中刹那

但取諸法有作用位. 謂唯現在. 卽現在法 有住分量 名有刹那. - 中略 -

唯現在時 必有少暇 取自果故 名有刹那. - 中略 - 亦不可謂約相續說.

無體不應有得體故.



178   ∙ 印度哲學 제16집

따라서 세친과 중현의 찰나에 대한 정의를 비교해 보면, 적어도

2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세친은 시간을 오직 현재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의

순간적 지속을 사실상 제로(zero)까지 축소시켜 공간적 분량을 부

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현은 시간을 과거ㆍ미래ㆍ현재로 분류하고

현재에서만 찰나의 작용이 있으며, 그 현재에는 조금의 틈이 있어

自果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

둘째, 세친은 ‘모든 연이 화합할 때, 법이 자체를 얻음에 이르기

까지의 간격’을 찰나라고 한다. 즉 세친은 과거와 미래에는 체가

없으며, 오직 현재의 한 찰나만 체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현은

삼세가 실유하므로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도 체가 있다

고 한다. 따라서 체가 없으면 체를 얻을 수 없다고 하여, 無에서

어떻게 体를 얻을 수 있는가를 반문한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 차이는 근본적으로 존재론의 차이에서 비

롯한다. 세친이 과거와 미래는 실체가 없으며(過未無体), 법이 体

性을 얻고 멸하는 순간, 즉 생멸만이 있는 것을 찰나라고 주장하

는 것에 대해, 중현은 삼세는 실유하며(三世實有), 법체로 이루어

진 유위법이 生ㆍ住ㆍ異ㆍ滅하는 한 과정을 찰나로 규정하고 있는

데,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14)

그리고 이 찰나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곧 유위 4상에

대한 본격적인 쟁론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항

목에서 논해보고자 한다.

14) 서성원, 앞의 책 pp.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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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相에 대한 몇 가지 쟁점

유부에 있어서 유위 4상이란, 유위법이 생멸함에 있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을 말함은 앞선 설명에서 간략하게 서술했다. 이 항목

부터는 유위 4상에 대한 세친의 비판에 대한 중현의 반론을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生相에 대하여

유부는 生相(jāti-lakṣaṇa)은 미래에서 작용하며, 미래법을 현재

로 나오게 하는 작용을 가진 것이라 한다. 그러나 세친은 유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데,15)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친] : 또, 만약 미래의 생[相]이 생해야 할 [유위법]을 생하게 하

는 것이라면, 모든 미래[법]이 동시에 생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

가?

[유부] : 그러므로 [게송으로 설한다.]

생[상]이 생하게 할 [유위법을] 생하게 하는 것은 因과 緣을 떠나서

15) 이 문제제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래의 [법]은 [自性을 가진]

것으로 있는 것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미래의 법이] 있을지라도

생[상]이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생상이] 미래에 있다고는 어떻게

성립할 것인가. …… 이미 [생상이 현재에] 생함을 마치고서 [그] 작용이

멸해 끝났는데, 어떻게 그 생[상]이 현재에 있다고 성립하는 것인가.”

Ibid. p. 263. l.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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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된다.

인과 연의 화합을 떠나서는 생[상]은 [유위법을] 생하게 하지 못한

다.

[세친] : 그 경우 인과 연만이 [법을 생하게 하는] 능력을 갖는다고

우리는 본다. [인연의] 화합이 있을 때 [법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화

합이] 없을 때 [법이] 없기 때문이다. 생[상]이 없어도 인연만으로도

[법은] 생한다.16)

위의 내용에 따르면, 세친은 생상에 대해 2가지 문제를 제기한

다.

첫째, 미래에 생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미래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일시에 일어나지 않는가.

둘째, 모든 법은 인(hetu)과 연(pratyaya)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

나는 것이므로, 생상이 別法으로 있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중현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논하자면, 그 외의 인연의 화합을 떠나서 오직 생상만의 힘만으로

능히 생길 바의 [법을] 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온갖 미래

의 [법이] 모두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생상이 함께

일어나는 근인(近因)17)이 되어 능히 생길 [법을] 생하게 하나, 모든 유

위법은 반드시 자류(自類)의 因과 그 밖의 외연(外緣)18)의 화합하는 도

16) Ibid. p. 266. l. 7～12 : api ca - yady anāgatā jātir janyasya janikā,

kim arthaṃ sarvam anāgataṃ yugapan notpadyato? yasmāt ︳

janyasya janikā jātir na hetupratyayair vinā ║46║

na hi vinā hetupratyayasāmagryā jātir janikā bhavati

︳hetupratyayānām eva tarhi sāmarthyaṃ paśyāmaḥ; sati sāmagrye

bhāvād, asati cābhavāt ︳na jāter iti hetupratyayā eva janakāḥ santaḥ

︳

17) 近因이란, 俱有因(sahabhū-hetu)을 말하는 것으로, 유위법과 유위 4상은

서로 구유인 관계이다. 구유인에 대해서는 註. 35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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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기다려야 하나니, 종자와 땅 따위의 차별의 인연이 싹이 나는 것

을 도와서 싹 등을 나게 하는 것과 같다.19)

중현은 “미래의 법은 因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비록 작용

이 없으나 体는 있어야 한다.”20) 고 한다. 그러나 미래의 법에 인

과 체가 있다고 하여, 모든 법이 동시에 생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미래의 법에는 緣과 생상의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의 법이 현재로 현행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무수한

법들이 자체에 갖고 있는 因이 현재의 자신의 緣을 만나야 하며,

그리고 인과 연의 화합한 결과를 近因인 생상이 현재로 현행시켜

야만 하는 것이다.21) 즉 인과 연의 화합 이외에 미래의 법을 현재

18) 自類와 外緣이란 유위법 자체의 인과 외부의 연을 말하는 것으로,

유위법은 자류로써 同類因, 異熟因 등의 6因이 있고, 외부의 緣으로써는

增上緣 등 4연이 있다.

19) 順正理論 14卷(大正藏29, p. 411a9～a13) : 論曰, 非離所餘因緣和合

唯生相力 能生所生. 故諸未來 非皆頓起. 生相雖作俱起近因能生所生,

諸有爲法 而必應待前自類因及餘外緣和合攝助,

如種地等差別因緣助芽等生令生芽等.

20) 順正理論 15卷(大正藏29, p. 419c2～c3) : 又未來法 許有因故 雖無作用

而體應有.

21) 유부의 ‘時間 分位別 存在樣態’

時 間 未 來 現 在 過 去

因 緣 因 因ㆍ緣 因

因 果 因 因ㆍ果 果

法 体 有 有 有

作 用 無 有 無

4 相 生相 住ㆍ異ㆍ滅相 無

이 도표에 따르면, 생상은 미래에 있지만 작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미래에는 생상의 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유부는

생상의 작용은 未來正生位(미래법이 곧 바로 현재로 현행하는 위치),

멸상의 작용은 過去正滅位(현재법이 곧 바로 과거로 떨어지는 위치)에

두는데, 이 위치는 시간적으로 구분 지을 수 없다고 한다.(본문 3-2,

住ㆍ異ㆍ滅相에 대하여 , 註. 26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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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끄는 動力因인 생상의 작용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논자는 중현의 논리를 ‘자전거의 원리’로 설명해 보고자 한

다.

“앞바퀴=현재, 뒷바퀴=미래, 체인=인연, 페달(운동)=생상”이

라고 할때, 자전거가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요소가

반드시 갖추어져 상호 동시에 작용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유위

법이 미래에서 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因과 緣, 즉 체인만이

아니라, 그것에 직접적인 힘을 주는 생상, 즉 페달도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3-2. 住ㆍ異ㆍ滅相에 대하여

유부에 있어 4상은 상호 俱有因(sahabhū-hetu)22)이므로 동시에

있다고 하는 반면, 그 작용에는 차제가 있다고 한다. 즉, “생[상]은

미래에 있어서 작용을 일으킨다. 이미 [현재에] 생한 것은 [다시]

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등의 [3상은] 법이 현재

에 생함을 마친 때,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동시에 주하고 쇠하

고 또한 멸하는 것은 아니다”23) 라고 하여, 4상을 동시와 차제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세친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住 등 [3相이] 현재 모두 동시에 [현재에 있어서] 작용한다면, 동일

찰나에 있어 법이 주하고 쇠하고 멸하고 있다는 과실에 빠질 것이다.

주[상]이 이 [법을] 주하게 하고 있는 그 때에 그 [법은] 그 때에 주한

다고 할 수 있는가, 혹은 또한 쇠한다고 할 수 있는가, 또는 멸한다고

22) 註. 35번 참조.

23) Ibid. p. 263, l. 6～8 : kāritra-kāla bhedāt ︳anāgatā hi jātiḥ kāritraṃ

hi karoti ︳yasmān-na jātaṃ janyate janite tu dhrme varttamānāḥ

kṣityādayaḥ kāritraṃ kurvantīti na yadā jāyate tadā tiṣṭati, vinaśyati

v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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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가. 만약 주 등의 작용은 순차로 있다고 설하는 사람이 있

다면, 그에 의해서 [유위법의] 찰나성은 파해질 것이다.24)

이러한 세친의 비판에 대해서 중현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말하자면 바로 날 때(正生位)에 생상의 작용을 일으키고, 이미 생긴

위(已生位)에 이르러서 주ㆍ이ㆍ멸의 세 가지가 일시에 각각 다른 작

용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4상의 작용과 때가 이미 다르다.25) 어떻게

한 법이 한 때에 생기고 머무르고 쇠하여 달라지고 무너져 없어진다

고 힐난해서 말하는가? 또 곧바로 없어질 때(正滅位), 이 所相(4상)의

법은 그 밖의 住相을 수승한 因으로 하기 때문에 잠시 안주해서 능히

自果를 이끈다. 곧 그때에 그 밖의 異相을 수승한 인으로 하여, 쇠하여

달라지게 된다. 곧 그때에 그 밖의 멸상을 수승한 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무너져 없어지게 한다.26)

즉, 중현은 현재의 3相은 그 위치에 있어서 현재라는 한 찰나에

동시에 있지만, 그 작용에 있어서는 각각 다르므로, 동시와 차제

가 같이 있다고 한다.

24) Ibid. p. 264, l. 2～4 : sthityādayo 'pi ca yugapat kāritre varttamānā

ekakṣaṇa eva dharmasya sthita jīrṇa vinaṣṭatāṃ prasañjeyuḥ

︳yadaiva hi-enaṃ sthitiḥ sthāpayati tadaiva jarā jarayati anityatā

vināśayati iti ︳kim ayaṃ tatra kāle tiṣṭhatu, āhosvij jiryatu vinaśyatu

vā ︳

25) 유부에 의하면, 시간의 문제에 관해서 작용의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갖는데, 중현에 의하면 과거ㆍ현재ㆍ미래의 시간구분은 작용에

의거한다고 한다. 즉 “모든 유위법은 작용에 차별이 있다. 과거란 작용이

일단 일어나서 지금 소멸한 것이고, 현재는 작용이 바로 일어난 것이고,

미래는 작용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順正理論52卷(大正藏29, p.

633a23～a24)

26) 順正理論 13卷(大正藏29, p. 409c2～c7) : 謂正生時 生相起用, 至已生位

住異滅三 同於一時 各起別用. 如是四相 用時旣別.

如何難言一法一時應卽生住衰異壞滅. 又正滅時, 此所相法 由餘住相爲勝因故

暫時安住 能引自果. 卽於爾時由餘異相爲勝因故, 令其衰異.

卽於爾時由餘滅相爲勝因故 令其壞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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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세친은 다시 현재에 3가지의 작용이 각각 다르게 일

어난다면, 그 체도 달라야 한다고 반문한다.27) 이에 중현은 다음

과 같이 반론한다.

만약 과거와 미래에 체가 없다고 집착한다면, 저 종이 [뜻하는] 바

에 이러한 허물이 있고, 삼세에 항상 체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허물이 없다. 만약 작용을 쉬면 오직 현재를 버리고 법체는 오

히려 있거늘, 어떻게 체로 하여금 또한 다름이 있게 하겠는가.28)

그리고 중현은 현재에서 일어나는 작용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바로 생하는 위(정생위)에 異라는 이름을 세우지 않는다. 작용은 그

때에 아직 쇠하고 손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곧 이 이치를

말미암아 住ㆍ異의 이름을 세운다. 이것이 능히 과를 이끌어(引果) 작

용을 쇠하고 손하기 때문이다. 법의 작용이 쇠하고 손하여 질 때, 비

로소 스스로의 과를 이끌게 된다. 因이 손하여 짐을 말미암아 後果의

生位가 점점 前因을 약하게 한다. 그러므로 과가 점점 뒤떨어지는 것

은 因에 달라짐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과는 찰나에 다시 함께 일어나는

다른 相을 연으로 하여, 쇠하고 손해하게 함을 말미암기 때문에 다시

후과의 점점 약해지는 緣이 된다.29)

이것은 현재의 찰나에 因果가 住異의 작용에 의해 취과ㆍ여

27) 順正理論14卷(大正藏29, p. 410b17～b18) : 此用旣異. 體亦應然.

如何乃言用異非體.

이 문제 제기는俱舍論에는 없고, 중현이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自問自答이다.

28) 順正理論14卷(大正藏29, p. 410b18～410b21) : 若執過去未來體無,

於彼所宗 可有此失, 非許三世恒有體者 所以者何. 若作用息 唯捨現在

法體猶存, 云何乃令體亦有異.

29) 順正理論 14卷(大正藏29, 410b24～b29) : 非正生位立有異名.

作用爾時未衰損故. 卽由此理 立住異名. 此能衰損引果用故. 由法作用

被衰損時, 方引自果. 由因被損 後果生位 漸劣前因. 故果漸劣 由因有異.

此果刹那 復由俱起異相爲緣, 令衰損故 復能爲後果漸劣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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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30)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예컨대, 미래의 同類因(sabhāga-

hetu)31)은 현재에 等流果(niṣyanda-phala)가 되는데, 이 과는 점점

약해져, 다시 앞의 동류인에 대해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과가 점점 약해져 인이 되고, 그 인이 다시 과가 되는 과

정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앞의 유위법과 뒤의 유위법은 비슷한

종류이지만, 엄밀히 유위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찰나에 서로 인과를 이루는 동류인의 경우에 있어, 찰나 사이에

주ㆍ이하는 변화를 거치지 않으면, 그것은 앞과 유사한 인을 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현은 “이 과는 찰나에 다

시 함께 일어나는 다른 相을 緣으로 하여, 쇠하고 손해하게 함을

말미암아 다시 後果의 緣이 된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현은 찰나를 정의함에, “오직 현재에 반드시 조금의

틈이 있어서 自果를 취하기 때문에 찰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다.

3-3. 隨相에 대하여

세친은 유위 4상을 비판함에 있어, 4상도 유위법이므로 4상을

생하게 하는 다른 生 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만일

30) 註. 12번 참조.

31) Ibid. pp. 291. l. 9～293. l. 13 : 여기에서 동류인이란, 결과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유사하다고 해서 모두 동류인인 것은 아니고,

반드시 自部(見苦所斷 내지 修所斷)와 自地(欲界와 8가지 無色界 靜慮)에

속하는 것만을 동류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同類因→等流果의 관계란 “因이 선행하고 果가 그 후에

생긴다는 점과 因과 果가 동일한 종류라는 점이 이 2가지의

인관관계에 공통된 특질로서, 동류인→등류과는 그러한

인과관계가 널리 유위의 달마 일반에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櫻部建 外, 앞의 책 p. 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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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生生 등의 隨相(upalakṣaṇa)이 있다면, 수상에 대해서도 생

등이 있어야 하는 무한소급의 과실이 있다고 지적한다.32) 그러나

중현은 수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그 지적에 과실이 없음을

보이고 있다.

그런 허물이 없나니, 4가지 本相(4상)과 4가지 수상이 8가지와 하나

에 각기 功能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까운 緣의 작용을 이름해서 공능

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4가지 본상은 각각 모두 8가지 법에서 작용이

있고, 4가지 수상은 각각 모두 하나의 법에 있어 작용이 있다. 그 뜻이

어떠한가. 말하자면 법이 생길 때, 그 자체와 아울러 9가지의 법이 일

어나는데, 스스로의 체가 하나의 상이 되고, 수상은 8가지다. 본상 중

에서 생은 그 자성을 제외하고, 능히 가까운 연이 되어 그 밖의 8가지

법을 낸다. 온갖 법의 자체에는 생 따위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수상인

생생이 가까운 작용을 하여 9가지 법 내에서 오직 본상만을 낸다. 이

하나를 내는 것과 많은 것을 내는 공능이 다르기 때문이다.33)

중현은 수상에 있어서는 작용의 또 다른 특징인 공능34)을 들어

32) Ibid. p. 258. l. 3～4 : nanu caikasyaikasya caturlakṣaṇī prāpnoti

aparyavasānadoṣas-ca, teṣaṃ punar anyajātyādiprasaṅgāt

33)2) 順正理論 13卷(大正藏29, p. 406a23～b1) : 無斯過失, 四本四隨

於八於一功能別故. 爲親緣用 名曰功能. 謂四本相 一一皆於八法有用,

四種隨相 一一皆於一法有用. 其義云何. 謂法生時, 幷其自體 九法俱起,

自體爲一相, 隨相八. 本相中生 除其自性, 能爲親緣 生餘八法. 諸法於自體

無生等用 故隨相生生爲親緣用 於九法內 唯生本生. 此生一生多由功能別

34) 일반적으로 중현은 작용을 존재ㆍ시간론의 두 가지 관점에서 다르게

설명한다. 존재론적 관점은 앞서 설명한 취과여과이고, 시간론적

관점에서는 삼세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에 시간론적 관점에서의

작용을 설명함에 있어, 좌좌목현순은 작용과 공능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작용(kāritra)은 kṛi(만들다)를 어근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같은 계통의 karman, kriyā, puruṣakāra와 同義異語로 사용되어졌다.

그러나 ‘만들다’ 라고 하는 작용을 의미할지라도 그것은 vyāpāra(공능)와

구별되어진다. 중현에 의하면, vyāpāra의 경우는 같은 작용일지라도

일정하게 정해진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예를 들면 눈은

대상을 대할 때만 또는 귀는 소리를 대할 때만 그것이 있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작용(kāritra)은 다만 과거ㆍ현재ㆍ미래인 시간 구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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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다. 즉, 수상은 가까운 緣의 작용을 하므로, 4상 각각

에만 공능이 있고, 다른 것에는 작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유위법과 4상 그리고 수상이 구유인 관계에 있

음을 말하는 것인데, 우선 구유인의 정의를 알아보고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구유[인]은 서로 果가 되는 것이다. 서로란 점차 상호에[라는 의미]

이다. 만약 법이 상호에 결과[士用]가 된다면 그것들은 상호에 구유인

이다. - 중략 - 유위[법]의 [4]상은 所相(그 4상을 가지는 유위법)의

[구유인이고], 그것(소상)은 다시 그것들(4상)의 [구유인이다.] 이와 같

이 모든 유위[법]은 [각각의 성질에] 응해서 구유인이다. 그러나 [유위

법과 隨相은] 서로 果가 되는 일은 없다. [유위]법은 수상의 구유인이

지만, 그것들(수상)은 그것(법)의 [구유인은] 아니다 라는 것이 [설했

던 것과 반대의 예로써] 덧붙여져야만 한다.35)

따라서 위의 설명을 보면, 유위법과 4상은 상호 구유인이고 4상

도 상호 구유인이다. 그러나 수상은 4상과 상호 구유인이지만, 유

위법에 대해서는 구유인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유인이란 상

호 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수상은 4상 각각에 대해서만

상호 果가 되는 공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상에 대해서는 구

유인이 되지만, 유위법에 대해서는 상호 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유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상은 수상 상호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수상은 4상의 각각에만 공능이 있는

것이므로 무한 소급의 과실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위의 내용의 토대로 유위법과 4상, 그리고 수상과의 관계를 도

관해서만 사용되어지고 있다.” 佐佐木現順, 앞의 책, p. 113.

35) Ibid. p. 283, l. 1～7 : sahabhūrye mithaḥphalāḥ ︳mithaḥ pāramparyeṇa

ye dharmāḥ parasparaphalās-te parasparaḥ sahabhūhetur yathākatham

︳…… saṃkṛtalakṣaṇāni lakṣyasya, so'pi teṣām ︳evaṃ ca kṛtvā

sarvam-eva saṃskṛtaṃ sahabhūhetur yathāyogam ︳vināpi cānyonya

phalatvena dharmo 'nulakṣaṇānāṃ sahabhūhetuḥ, na tāni tasyety

upasaṃ-khyātavyam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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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 관계성

* 有爲法ㆍ4相ㆍ隨相의 관계 = A↔B, B↔C, A→C

* 4相 상호간의 관계 b1↔b2↔b3↔b4

* 隨相 상호간의 관계 c1≠c2≠c3≠c4약호

② 약호

A=有爲法, B=4相(b1=生相, b2=住相, b3=異相, b4=滅相), C=隨相

(c1=生生, c2=住住, c3=異異, c4=滅滅), ↔ = 상호 구유인 관계, →

= 일방적 구유인 관계, ≠ 관계성 없음

3-4. 4相 相續說에 대해서

유부가 4상을 유위법으로써 實有한다고 하는 것에 반해, 세친은

生 등의 相은 실유의 法이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4상은 色法처

럼 現量(pratyakṣa)이나 比量(anumāna) 혹은 至敎量(śabda)에 의

해서 실체가 증명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36) 따라서 4상은 相

續(pravāha) 중에서 假立(prajñapti)되었다고 하는 ‘유위 4상 가립

설’을 주장한다. 이것은 경의 내용에 대한 상반된 해석에서 비롯

되는데, 세친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경에 설해져 있다. “유위[법]의 생기도 알려진다. 멸도 住異

도 [알려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聖言量은 있지 않는가]. [아니다. 이

36) Ibid. p. 257, l. 1～4 : na hyete jātyādayo dharmā dravyataḥ

saṃvidyante yathā vibhajyante ︳kiṃ kāraṇam ︳pramāṇābhāvāt ︳na

hyeṣāṃ dravyato 'stitve kiṃcid api pramāṇam-asti pratyakṣam

anumānam āptāgamo vā yathā rūpādīnāṃ dharmāṇām i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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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은 이 경우 성언량으로 되지 않는다. 너희] 天愛子는 文言을 알고

있지만, [올바른] 의미를 알지 못한다. 세존에 의한 의미만을 의존해서

해야할 것이지, [문자를 의존해서는 안된다.] 라고 설한다. 그렇다면,

이 [經文]의 의미란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들은 무명에 무지하여 제행

의 [상속하는] 흐름을 我ㆍ我所37)라고 [잘못] 勝解해서 애착한다. - 그

잘못된 勝解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존은 이 제행의 [상속하는] 흐름이

유위인 것, 연기인 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여기에서 3가지의 유

위상이 있다.’고 설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 찰나[의 제법] 상에 [3가

지의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 찰나 상에 생기 등의

[3가지가] 알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알려지지 않

는 그것들은 상으로써의 가치가 없다. 그러한 이유로 이 경 중에 ‘유위

[법]의 생기도 알려진다.’고 설해져 있는 것이다.38)

즉, 세친은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유위 4상은 상속에서 가

립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39) 그러나 중현은 세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구사론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서 다음과 같이 비판
한다.

37) 我(ātman)라고 집착한다 함은 상일주재(常日主宰)하는 실체적인 자아가

유위행의 주체라고 여기는 것이며, 我所(ātmanīya)는 그러한 유위행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권오민(역), 아비달마구사론1권,
p. 245. 註. 102번 참조.

38) Ibid. pp. 257, l. 5～258, l. 6 ; yat tarhi sūtra uktaṃ “saṃskṛtasyotpādo

'pi prajñāyate vyayo 'pi sthityanyathātvam api” iti ︳granthajño

devānāṃ priyo na-tu-arthajñaḥ ︳arthaś ca pratiśaraṇa muktaṃ

bhagavatā ︳kaḥ punar-asyārthaḥ ︳avidyāndhā hi bālāḥ

saṃskāraprabandham ātmata ātmīyataś cādhimuktā abhiṣvajante

︳tasya mithyādhimokṣasya vyāvarttanārthaṃ bhagavāṃs tasya

saṃskārapravāhasya saṃskṛtatvaṃ pratītyasamutpanna-tvaṃ

dyotayitukāma idam āha “triṇīmāni saṃskṛtasya saṃskṛta-lakṣaṇāni”

︳na tu kṣaṇasya ︳na hi kṣaṇasyotpādādayaḥ prajñāyante ︳na

cāprajñāyamānā ete lakṣaṇaṃ bhavitumarhanti ︳atha evātra sūtre

"saṃskṛtasyotpādo 'pi prajñāyata" iti-uktam ︳

39) 권오민, 앞의 책, p. 245, 註. 104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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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께서는 집착한 것을 버리게 하고자 하여 온갖 행의 한 상속 중

에 많은 찰나의 생멸의 차별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세 가지

유위의 유위상이 있다(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경을 설함은 깊이 유용한 데가 있다. 만약 “온갖 행이 찰나

에 생하는 따위는 그가 현저히 보는 것이 아니라 설하여도 이익이 없

다.”고 말한다면, 너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한 현저히 보지 아니했거

늘 어찌 이치를 구하지 아니하고 알지 못함이 아니겠는가. 만약 찰나

의 생 등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능히 我와 我所의 집착을 버릴 수 없

다. - 중략 -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유위상을 설함은 오직 찰나를 잡은

것이지 상속에 의거한 것은 아니다.40)

또한 한 찰나에 생하는 따위의 온갖 상은 미세한 覺慧로 능히 알

바이니, 말하자면 찰나에 간단없이 점차 잘 관찰하는 자는 능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세한 각혜는 가르침의 힘을 말미암아 생긴 것으로

행의 무상함을 요달하며, 능히 아집을 제거한다. 이미 미세한 각혜로

알 바인데, 한 찰나에 일어나는 따위의 세 가지 상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자는 이치와 같이 설한 것이 아니다.41)

즉, 중현은 세존께서 경에서 말한 내용은 의미 그대로이며, 그

것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한다. 따라서

세친이 경에서 말한 “유위법의 생기도 알려진다. 멸도 住異도 알

려진다.”를 상속 상에서 설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중현은 이렇게

경에서 말한 것은 유용한 데가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찰나에 의

지해서 말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찰나간에 세 가지 유위상이 있

음을 알기 위해서는 미세한 覺慧가 있어야 가능하며, 그것을 통해

40) 順正理論13卷(大正藏29, p. 407a9～407a18) : 世尊欲令遣所執故

顯示諸行一相續中有多刹那生滅差別 故作是說. ‘有三有爲之有爲相’ 乃至廣說.

如是說經 深成有用. 若謂 ‘諸行刹那生等非彼現見說無益者’ 汝等於此

亦不現見, 豈不求理 非不了知. 若不了知刹那生等, 必無能捨我我所執. - 中略

- 此說三有爲相 唯約刹那,非據相續然刹那生等.

41) 順正理論13卷(大正藏29, p. 407b1～407b5) : 又一刹那生等諸相

微細覺慧所能了知, 謂於刹那無間 展轉善觀察者 能了知故. 微細覺慧 由敎力生

了行無常, 能除我執. 旣是微細覺慧所知, 言一刹那起等三相不可知者 非如理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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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만이 능히 아집을 제거한다고 한다.

다음은 상속의 쟁점이 되는 住相에 대한 논란이다. 먼저 세친은

주상의 가립된 것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법의] 상속만이 즉 ‘주’인 것이다.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면, 아비달마(對法)42)의 해설 중에 다음과 같이 [설한] 것도

도리에 있는 것이다. “주란 무엇인가. 이미 생한 제행이 아직 멸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미 생한 [한] 찰나[의 법]에 의해

서 ‘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법의 상속에

관해서 말한 것]이다. 또한,발지론중에 설해져 있는 “一心 상에 있어
서 生起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생이다. 무엇이 盡인가. 말하자면 死이

다. 무엇이 住異인가. 말하자면 老이다”고 [설한다.] 여기에서 [심이라

고 하는 것은 한 찰나의 심은 아니고] 중동분43) [上의] 심[상속으로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하다.44)

이에 중현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시기를 “혹은 한 類가 있어서 그 몸이 안주하

기를 내지 백년이다”라고 하였다. 한 찰나가 아닌 백년도 주할 수 있

는데, 누가 一念이라 말하겠는가. 몸이 백년 주한다는 것은 다만 이 몸

42) 여기서 對法은 品類足論을 말한다. 品類足論1卷(大正藏26, p.

694a26～a27) : 住云何. 謂令已生諸行不壞.

43) 衆同分(nikāyasabhāga)이란 不相應行法의 하나로써, 예컨대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보편성을 말한다. 곧 命根은 中有의 중동분이 死有의

중동분을 상속하게 하고 또한 능히 이후의 중동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권오민 앞의 책, p. 113, 註. 4번 참조)

44) Ibid. p. 260. l. 1～6 : tasmāt pravāha eva sthitiḥ ︳evaṃ ca kṛtvā

'yam api abhidharmanirdeśa upapannno bhavati - “sthitiḥ katamā

︳utpannānāṃ saṃskārāṇām avināśa" iti ︳na hi

kṣaṇasya-utpannasya-avināśo 'stīti ︳yad api ca jñānaprasthāna

uktam - “ekasmin citte ka utpādaḥ ︳āha ︳jātiḥ ︳ko vyayo

maraṇam ︳kiṃ sthity-anyathātvaṃ jare" ti ︳tatra api

nikāyasabhāga-cittaṃ yujy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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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슷하게 상속하는 중 異類가 찰나 사이에 일어나지 아니함을 말한

것이다. 말하자면, 몸의 前前찰나에 간단없이 後後의 비슷한 찰나가 계

속해서 나는 것을 假說로 一身이 백년 안주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경이 설한 것과 무슨 어긋남이 있는가.45)

즉, 세친이 중동분, 즉 一期相續46) 중에 住相을 가립하는 것에

대해, 중현은 住란 중동분의 지속이 아니라, 찰나 찰나 변화는 과

정 속에서 異類가 일어나지 않음이라 한다. 따라서 중동분의 住는

상속의 지속이 아니라, 찰나간에 세워진 것임을 주장한다. 이에

중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찰나 사이의 주는 함께 일어나는 인(俱起因)이 있으나, 중동분의 주

는 이 인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책망은 바른 이치가 아니다. - 중

략 - 만약 찰나에 주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상속에 주

의 뜻이 성립할 수 있겠는가. 상속은 반드시 찰나에 의지해서 성립되

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상은 理ㆍ敎에 극히 성립된다.47)

그리고 중현은 다시 하나의 법에 생멸이 동시에 일어나 상속한

다는 세친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또한 생과 멸은 하나의 법에 의지해서 성립한다. 다르든 다르지 않

든 모두 과실이 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만약 이것이 다르다면, 이

것은 이것과 다르다.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다르지 않다면,

발생하는 때에 소멸할 것이고, 소멸하는 때에 발생할 것이다. 또 둘이

45) 順正理論13卷(大正藏29, p. 407c29～408a5) : 故契經言 “或有一類.

其身安住. 乃至百年” 非一刹那可百年住, 誰言一念. 身住百年

但說此身相似相續中不間起異類刹那. 謂身前前刹那無間. 後後相似刹那續生

假說一身百年安住. 此於經說有何相違.

46)“일기상속이란 한 생애를 의미하고, 一運相續이란 한 사건(사물)이 일어나

멸하기까지의 시간, 즉 찰나 생멸간의 상속을 의미한다.

國譯一切經27卷( 阿毘達磨順正理論 13卷, p. 322), 註. 77번 참조.

47) 順正理論14卷(大正藏29, p. 412a8～412a19) : 刹那頃住 有俱起因,

衆同分住此因非有. 是故此責 非應正理 - 中略 - 謂若不許刹那有住,

如何相續住義得成. 相續必依刹那成故 如是住相 理敎極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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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다. 생과 멸 두 가지는 서로 장애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법

의 체는 멸법의 체이지만, 생과 멸이 서로 뒤섞이는 과실이 없다고 말

한다. 이것은 자재천이 행하는 환혹이다.48)

중현은 하나의 법에 생과 멸이 함께 있다면, 발생하는 때에 소

멸할 것이고, 소멸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상속도 이

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상속의 첫 찰나에 생이 있어 서로

비슷한(相似)한 찰나들이 상속하는 것이라면, 상속의 첫 찰나가

생기할 때, 상속의 다른 찰나들도 동시에 생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다. 그리고 상속의 다른 찰나들이 첫 찰나와 동시에 생기한다면,

이 찰나들은 첫 찰나와 구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찰나 상호간에

도 아무 구별이 없는 것이기에 相似하게 상속한다고 말할 수 없다

고 한다. 따라서 중현은 “생도 멸도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생과 멸 두 가지는 서로 장애하기 때문에 과실을 낳는다는 것이

다.”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4. 結論

본문을 통해서 알아 본 유위 4상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존재론

적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친은 법의 본성을 찰나

간 생멸하는 것이라 하여, 법 이외에 4相이나 隨相 등을 건립하는

것을 부정했다. 세친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와 미

래의 体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48) 順正理論13卷(大正藏29, p. 408c20～a25) : 又生與滅依一法成.

若異不異皆有過失. 所以者何. 此若異者, 此卽異此. 不應理故. 若不異者,

生時應滅 滅時應生. 又應無二. 生滅二種 更相障故. 又生法體 卽滅法體,

而言生滅 無雜亂失. 此必應是毘瑟笯天所爲幻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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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부는 ‘三世實有ㆍ法體恒有’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삼세

에 걸쳐 존재하는 법들이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존재하는가를

논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유부는 삼세에 존재하는

법의 관계를 크게 因과 緣으로 보고, 그것을 세분하여 정리한 것

이 6因4緣5果이다. 왜냐하면, 삼세에 있는 법체들이 어떤 관계로

놓여있지 않으면, 존재 자체는 無用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세실유와 법체항유를 주장하는 유부에 있어서는 현재를 중심으

로 한, 미래, 과거와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 항유하는 법체와의

관계성을 논구함은 필연적 수순이었던 것이다.

또한, 존재의 관계성에 있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존재의 현

행을 드러내는 것이다. 세친이 존재는 찰나간에 생멸하면서 상속

한다고 하지만, 중현에 있어서 그것은 모순이었다. 왜냐하면, 만일

법들이 찰나간에 상속한다면, 생멸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상

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법은 한 찰나간에 6인

4연5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4相의 작용을 거쳐야 만이 상속이 가

능하다고 본 것이다. 즉 중현은 중동분 상의 상속이나 찰나 생멸

만의 상속이 아닌, 유위법이 한 찰나에 4상의 작용을 이루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 것이다.

유부에 있어서 유위의 4상은 존재와의 관계상에서 실질적인 힘

을 가진 작용이다. 따라서 중현은 유위 4상에 대한 세친의 비판에

대해, 항상 4상의 작용론에 근거하여 반론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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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ṃghabhadra's Counter-argument to

Vasubandhu's Criticism on the Four

Characteristics of Conditioned Dharmas :

Concentrating on Problematic Issues on the Four

Characteristics

Hwang, Jung Il (Youngin Univ.)

This essay deals with Saṃghabhadra's counter-argument to

Vasubandhu's criticism on the four characteristics of

conditioned dharmas based on the way he argued against

and on which the Sarvāstivādins's doctrinal position he had

taken.

While Vasubandhu has insisted what we call momentariness

is a moment in which there is no interval between a previous

moment and a preceding moment, Saṃghabhadra maintains that

momentariness is an interval for the conditioned dharmas to

experience their four activities: arising, duration, decay and

ceasing. According the former, thus, the four characteristics

could not be real existents but is what we designate

conventionally; they not only are conditioned dharmas but they

also are real existents with substantial activities, according to

the latter.

For Vasubandhu, dharmas themselves are by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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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hing ceasing repeatedly and momentarily without any

interval and thus there cannot be any dharmas, such as the

four characteristics and the secondary characteristics, existing

together. Basically he does not accept the idea that past and

future dharmas exist.

By contrast, the Sarvāstivādins insist on the existence of all

dharmas in the three time periods. How dharmas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relate was what they had to explain

throughly and these relationship was clarified in their six

causes, four conditions and five results. Otherwise, the world

we live could be chaotic since dharmas experience their

activities on in these relationship either between dharmas or

between the essence of dharma and its activities.

One critical point Saṃghabhadra has argued against was

Vasubandhu's claim that dharmas continue momentarily while

experiencing arising and ceasing in a same moment. For him, it

was not possible since the series of dharmas cannot be

established without experiencing the four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their six causes, four conditions and five results.

That is to say, what consist of the series is not dharmas

themselves but their activities and his counter-argument to

Vasubandhu's criticism based largely on these activities of

conditioned dharmas in relation to the Sarvāstivādin's

complicated causalities.

Keywords: the four characteristics of conditioned dharmas,

arising, duration, decay, ceasing, Vasubandhu,

Saṃghabha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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