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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요어: 설일체유부, 경량부, 명칭, 개념,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힘,

인식]

인도철학사에는 다양한 소리 및 개념 등에 대한 다양한 언어학적

입장들이 제시되고 있다. 언어학적 인도문법학파의 바르뜨리하리는 소

리로부터 이 우주가 창조되었다고까지 주장하면서 소리의 영원성에

대해 논하였다. 여기에서는 바르뜨리하리 보다 조금 이전으로 보여지

는 와수반두의 아비달마구사론을 중심으로 의미단위로 배열된 음성
들 이외에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힘으로서 명칭이 독립적으로 존재한

다는 설일체유부의 독특한 언어관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한 상가바드라의 순정리론을 통해 이 다르마(dharma)가 도입된 배

경과 이에 대한 아비다르마적인 설명을 대상과 개념 사이에서 명칭이

하는 역할을 통해 인식론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명칭이란 것

은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단위로 배열된 음성들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다는 와수반두의 경량부적인 반론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인도

부파불교 논사들의 언어관과 그 문제점들을 알아본다.

Ⅰ. 서언

의미 있는 언어를 형성하는 소리(dhvani)의 정체에 대한 탐구

는 인도에서 일찍이 철학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우파니샤드에서

는 이 같은 언어로서의 소리에 대한 인식이 ‘실재에 대한 보편적

* 황순일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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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공간로부터의 자연적 시발’, ‘無聲으로부터 有聲’, ‘말로부터

세계로’, ‘인간의 본질로서의 말’, ‘통일체로 융합하는 생명의 소리’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1)

인도 정통학파에 속하는 니야야나 와이쉐쉬까 학파의 소리(śab

da)2)에 대한 인식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들은 소리를

공간(ākāśa)에 존재하며 공간을 속성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

기에서 공간이란 한역 경전에서 주로 공(空)으로 번역되는 것으

로, 우리들의 일반적인 언어적 표현에서 ‘창공’ 정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 있어서나 인도 정통학파의 학자들

에 있어서나 이 공간은 단순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에테르(ether)로

불리는 일종의 근본 요소로서 특히 니야야와 와이쉐시까의 학자

들에 있어서는 파괴될 수 없고 분할될 수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

었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관념은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로

대표되는 인도부파불교의 철학체계에도 남아있었다.

이들의 교학 체계에 의하면 공간(ākāśa)은 실제로 존재하는 요

소 즉 다르마(dharma)로서 ‘진행을 막지 않는 것’(anāvaraṇa)을3)

본성(svabhāva)으로 하는 것으로 개념적으로 정의되고, 이들에 의

해 열반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혜에 의한 소멸(pratisaṃkh

yānirodha) 지혜에 의하지 않은 소멸(apratisaṃkhyānirodha)과 함

께 만들어지지 않은 것(asaṃskṛta, 無爲)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설일체유부의 이러한 측면은 몇몇 인도학자들

로 하여금 불교 철학에 있어서 공간은 일종의 에테르로서 열반처

럼 불변하는 현상으로 변하지 않으며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게 만든 듯 하다.4)

1) Saraswati(1999) p.92.

2) 각 단어의 동의어를 제시하는 아라마코샤에 의하면 dhvani의 동의어는
16단어이다. śabda, nināda, ninada, dhvāna, rāva, svana, svāna, nirghoṣa,

nirhrāda, nāda, niśvana, niśvāna, ārāva, ārava, saṃrāva, virāva.

3) Akb-h p.3.

4) Mukhopadhyaya(1999)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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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도 언어철학에서 소리는 힘(śakti)으로 파악되는데, 소리

(śabda)에 대한 정교하고 체계적인 논의를 전문적으로 취급했던

바르뜨리하리(Bhartṛhari)는 자신의 문장단어론(Vākyapadīya)
첫 계송에서 소리로부터의 우주 창조가 창조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5)

시초와 종말이 없는 브라만(Brahman)은 소리의 불멸 상태이다. 이

소리에 함축된 것이 번성할 때, 그것은 우주에 출생을 부여한다.

아마도 바르뜨리하리는 위의 계송을 통해 인도 철학의 전통적

소리에 대한 인식을 대변한 듯 한데, 그는 더 나아가 인식의 주체

와 객체가 모두 언어인 것으로 보면서 인간이 만드는 언어는 물

리적 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바르뜨리하리와 거의 동시대, 또는 그보다 조금 앞서 생존

했던 것으로 간주되는 와수반두(Vasubandhu)는 자신의 아비달
마구사론(Abhidharmakośabhāṣya)에서 바르뜨리하리의 인식과는

상이한 불교의 언어적 관점을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와 경량

부(Sautrātikas)의 대립구도 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변의 출발선

상에서는 ‘소리는 空’이라는 인식을 공유했을지도 모르지만, 각각

의 사상 체계에 맞추어 정리되면서 이들 부파불교의 논사들은 인

도 언어철학의 언어관과 다른 독특한 언어에 대한 이론들을 각각

의 입장에 맞추어 전개하고 있다.

5) Mukhopadhyaya(1999) pp. 124-125. 바르뜨리하리는 이 같은 소리를

브라만과 같은 소리(śabda-brahman)라고 부른다. 이것은 기독교

성경에서 성 요한이 말한 logos와 같은 것으로서, 명시될 수 없고

브라만과 동일한 ‘영원한 소리’이다. 이 śabda는 우주 창조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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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붓다의 가르침과 부파불교의 언어관

초기불교 경전에는 한역에서 법(法)이란 용어로 통일되어 번역

된 ‘dharma’란 용어가 다양한 맥락에서 대략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 여러 의미를 가지며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

적인 의미들 중의 하나가 ‘가르침’이란 의미로 기본적으로 기원전

4-5세기 경에 역사적으로 실존했었던 붓다에 의해 직접 이야기

된 내용들을 지시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끊임없이 윤회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붓다는 자신들의 스승의

마지막 떠나감을 애통해 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침(dharma)을 너

희들의 섬으로 하고, 가르침을 너희들의 의지처로 하라. 그외 다

른 의지처를 찾지 말라”6)며 이들을 위로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가

르침을 유지하고 따를 것을 권했던 것으로 보인다.

붓다 이후 불교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는 이러

한 붓다의 가르침의 전승하는 것으로 적어도 200여 년 동안의 구

전 시기를 거치면서 점차 문자화 되었고 빨리어(Pali), 범어(Sansk

rit), 중국어 그리고 티벳어 등으로 번역되면서 경전의 형태로 오

늘에 이르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이러한 붓다의 가르침은 아비다르마(abh

idharma)란 주석적이고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교리적으로 체계화

되고, 지리적 문화적 교리적 차이에 따라 세분화된 불교의 여러

학파들의 입장에 따라 재구성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체계화된 몇몇 아비달마 문헌들과 학파적인 입장에

서 쓰인 논서류 등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전승된 붓다의

가르침은 무엇을 본성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여기

에 대한 해석들이 부파불교의 논사들에 의해 제시되면서 불교 본

6) DN II 100: dhamma-dīpo dhamma-saraṇo anañña-saraṇ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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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으로 언어학적 영역에 접근하게 된다.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의 아비다르마에서 가장 중요한 논

서로 간주되는 발지론(Jñānaprasthāna)의 방대한 주석서인 대
비바사론(Mahāvibhāṣāśāstra)에서는 붓다의 가르침이 본성에 있
어서 불변하는 어떤 개념들 또는 명칭들(nāman)로 구성된 것인가

아니면 현상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소리들 또는 음성(vāc)들

로 구성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7). 전자의 입장은 기

본적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어떤 형태로든 궁극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려는 경향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음성을 매개로 현

상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표현된 것으로 보는 후자의 입장

과 상충되면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시되기 시작

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8).

이러한 논의들은 대략 기원후 2세기 경으로 추정되는 설일체유

부(Sarvāstivādin) 아비다르마의 논서류에 와서 점차 세밀하게 발

전되게 되는데 논의의 핵심은 붓다의 가르침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으로부터 점차 언어의 본성과 그 작용에 대한 추상적인

분석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여기에서는 주로 언어, 사유 그리고

이들에 의해 지시된 대상들로 구성된 세계 사이의 관계가 주로

다루게 된다. 기본적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는 현상적이고 다

양한 소리(śabda) 또는 음성(vak) 이외에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힘(cittaviprayukta-saṃskāra)9)으로 분류되는 명칭(nāman), 구절

7) 大毗婆沙論(TD 27) p. 385c.

8) Cox(1995) p. 160.

9) 여기에서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힘(cittaviprayukta-saṃskāra)이란

기존의 다섯더미(五蘊)의 분류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asaṃskṛta, 無爲)의

범주를 포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설일체유부에서 제시한 보다 포괄적인

분류인 다섯분류(五位)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되는 카테고리이다.

‘saṃskāra’란 용어는 한역에서 주로 行으로 번역되는데 ‘정신적 형성력’,

‘작용’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되고 있다. 여기에서 ‘힘’이란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설일체유부에서 이것을 마음과도 물질과도 상응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14가지

다르마들: 연결(prāpti), 끊음(aprāpti), 동일화(sabhāgatā), 개념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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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a), 그리고 음소(akṣaras)라는 어떤 힘이 따로 있고 이를 통해

우리들의 언어적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세가지 중에서 명칭(nāman)이란 힘에 대한 해

석을 중심으로 기원후 4-5세기 경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비달마구사론(Abhidharmakośabhāṣya)에 나타난 설일체유부

(Sarvāstivādins)와 경량부(Sautrāntikas)의 논쟁을 통해, 언어적

사유의 기초 단위로 생각되었던 개념(saṃjñā)을 둘러싼 부파불교

의 초기적 형태의 언어학적 논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설일체유부에서 명칭(nāman)과 개념화 작용

아비달마구사론(Abhidharmakośabhāṣya)에서 이 명칭(nāma

n)이란 힘은 생각 또는 개념과 외부 지시대상의 관계에 있어서 의

미적으로(artha)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

에서는 이 용어를 ‘개념-원인’(saṃjñā-karaṇa)이란 복합어로 정의

되고 있는데10), 아비달마구사론의 주석서인 스푸따아르타(Sp
huṭārthā)에서 야소미트라(Yaśomitra)는 이 복합어에 대한 두 가

지의 상이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11). 먼저 이 용어를 한정복합어

(tatpuruṣa)로 해석하면 ‘개념의 원인’(the maker of concepts)으로

서 ‘이것에 의해 개념(saṃjñā)이란 정신현상들이 만들어지거나 생

성되는 것’12)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한편 이를 서술복합어(karmad

hāraya)로 보고 생략된 주어를 살려서 전체를 소유복합어(bahuvrī

천상의 존재(āsaṃjñika), 개념이 없는 선정(āsaṃjñisamāpatti), 마음의

작용이 없는 선정(nirodhasamāpatti), 생명기관(jīvitendriya), 생성(jāti),

지속(sthiti), 쇠퇴(jarā), 무상함(anityatā), 명칭(nāmakāya), 구절(padakāy

a), 그리고 음소(vyañjanakāya).

10) Akb-p p. 80: tatra saṃjñākaraṇa nāma.

11) Sa-w p. 181.

12) Sa-w p. 181: yena saṃjñā caitasiko dharmaḥ kriyate jan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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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로 해석하면, ‘명칭이란 개념(saṃjñā)을 원인으로 하는 것’13)이

란 의미가 된다.

여기에서 후자의 해석은 야소미트라(Yaśomitra)에 의해 받아들

여지지 않고 있지만14), 복합어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명칭(nām

an)이란 힘이 개념(saṃjñā)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개념

이 명칭이란 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렇게 전혀 반대의 해석이 가능하다면 기본적으로 양자는 동일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15) 비록 아비달마구
사론(Abhidharmakośabhāṣya)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명
칭(nāman)이란 것이 독립적인 실재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

면서 개념(saṃjñā)이 있을 것이란 점을 받아들이는 경량부(Sautr

āntikas) 및 와수반두(Vasubandhu)의 입장이 이러한 해석과 맥락

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에 있어서 명칭(nāman)

이란 용어와 개념(saṃjñā)이란 용어는 그들의 아비다르마 분류

체계에서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아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가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힘(cittaviprayukta-saṃskāra)으로

분류되는 반면, 후자는 정신적 작용(catasika dharma)으로 분류되

면서 전혀 다른 것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16).

그렇다면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는 왜 이러한 명칭(nāma

n)이란 힘이 정신적인 현상들과 별개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점은 ‘다섯더미’(pañcaskandha)란 불교의 가

장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분석을 매개로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13) Cox(1995) p. 164: “[name is] that of which the maker is concepts”.

14) Sa-w p. 181.

15) 이 문제에 대한 설일체유부의 해석에 관해서는 ‘4. 명칭(nāman),

개념(saṃjñā) 그리고 지시대상’에서 다룰 것이다.

16) 정신적인 작용으로 분류되는 개념, 이러한 개념을 가능하게 해 주는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힘으로 분류되는 명칭, 그리고 이러한 개념 및

명칭에 의해 지시되는 외적 대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Cox(1995) pp.

16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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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 같

다17).

불교에서는 더미 또는 집합체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skandha’

(蘊)란 용어를 통해서 인간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신체(rūpa), 느낌

(vedanā), 개념(saṃjñā), 의지작용(saṃskāra), 의식(vijñāna)의 다

섯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여기에서 신체(rūpa)의 더미란 기

본적으로 뼈, 근육, 살 그리고 피부로 채워진 공간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물질적인 골격을 의미하지만, 정신적인 부분과 구분되는

물질적인 부분 일반이란 의미로부터 다섯 가지 외부대상(viṣaya)

과 여기에 상응하는 다섯 가지 내적기관(indriya)이 여기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에는 시각적 대상, 청각적 대상, 후각적 대상, 미각적 대상

그리고 촉각적 대상이 해당되고 후자에는 시각기관, 청각기관, 후

각기관, 미각기관 그리고 촉각기관이 해당된다. 이들 각각에 대해

의식(vijñāna)의 더미에 속하는 시각적 의식, 청각적 의식, 후각적

의식, 미각적 의식 그리고 촉각적 의식이 각각에 상응하여 있는데

이들의 상호 관계는 한역으로 남아있는 초기문헌에서 다음과 같

이 도식화 되어 나타난다:

의식(vijñāna)은 내적기관(indriya)과 외부대상(viṣaya)을 조건으로

생겨난다. 이 셋의 화합이 접촉(sparśa)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ve

danā), 개념(saṃjñā) 그리고 의도(cetanā)가 있다.18)

한편 빨리 문헌에서는 위의 정형구에서 느낌(vedanā) 이하의

17) Hwang(2002) pp. 34-35: 다섯더미(pañcaskandha)를 중심으로 설명된

초기적 형태의 무아이론은 기본적으로 이들 다섯 가지 각각이

자아(ātman)가 아니라고(an-ātman)하는 한정복합어(karmadharaya,

descriptive determinative compound)적인 해석을 통해 구지 자아(ātma

n)란 실체를 상정하지 않고도 이들 다섯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18) 雜阿含(TD 2) p. 71c9, pp. 87c-8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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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느낀 것을 개념적으로 알고(sañjānati) 개념적으로 안 것

에 대해 사유하며(vitakketi), 사유한 것을 집착한다(papañceti)’19)

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느낌(ve

danā)이란 앞에서 언급한 내적기관(indriya)이 외부대상과 접촉하

여 생긴 즐겁거나 괴롭거나 아니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을 의미하고, 개념(saṃjñā)은 외부대상이 우리에게 개념화 된 것

이며, 의지작용(saṃskāra)이란 이렇게 개념화 된 대상들에 대해

서 어떤 의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과정을 도표화 하

면 다음과 같다20).

다섯더미
(skandha) 인식과정(Cognitive Process)

rūpa
indriya

[sparśa]
=

셋의 화합

viṣaya

vedanā vedanā

saṃjñā saṃjñā

saṃskāra cetana

vijñāna vijñāna

여기에서 느낌(vedanā)과 개념(saṃjñā)의 관계는 펙스로 받은

문서를 광학문자인식 시스탬(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을 통

해 ‘아래한글’에서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문서 파일로 변환하

는 과정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작업은 먼저 펙스로 받은 문서를 스케너를 통해 컴퓨터

19) MN I pp. 111-112.

20) 다섯더미(五蘊)의 상호작용에 관해서: Hamilton(2000) p. 30, 78, Hwang

(2002) pp.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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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읽어드려 그림파일로 저장하고 이 그림파일이 다시 ‘아르미’와

같은 OCR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적으로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가능한 문서 파일로 변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느낌(vedanā)의

단계는 비록 외부 대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아직

까지 추상적이고 언어적인 개념화의 단계에 이르기 이전의 어떤

것으로, 비록 컴퓨터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까지 자유롭게 편집

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TIF, JPG, GIF 등의 포맷으로

저장된 그림파일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념(saṃjñā)의 단계는 이 그림파일이 ‘아르미’등과

같은 OCR 프로그램을 거쳐 최종적으로 편집 가능한 텍스트 파일

의 상태에 있으며 HWP 등의 포멧으로 저장된 문서파일의 단계

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개념(saṃjñā)의 단계에 이르러

야 이 개념들을 최소단위로 해서 우리들의 추상적이고 언어적인

사유가 가능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스케너가 외적대상과 접촉하는 물질적

인 ‘내적기관’(indriya)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OCR 프

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의 언어적 개념화 작용을 가능하

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초기불교의 문헌들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아마도 정신기관(manas)이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닐

까 하고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아래 다섯 더미(skandha), 열두가

지 의식의 토대(āyatana) 그리고 열여덟가지 요소(dhātu)의 대조

표에서 보듯이 초기 불교에서는 다섯가지 물질적인 내적기관(indr

iya)에 대해서 정신기관(manas)이라는 정신적인 내적기관(indriy

a)를 받아들이고 있다. 아마도 이 정신기관이 OCR 프로그램에 해

당되는 언어적 개념화 작용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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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kandha
18 dhātu

12 āyatana

rūpa

rūpa cakṣus cakṣurvijñāna

śabda śrotra śrotravijñāna

gandha ghrāṇa ghrāṇavijñāna

rasa jihvā jihvāvijñāna

spraṣṭavya kāya kāyavijñāna

vedanā

dharma
manas manovijñāna

saṃjñā

saṃskāra

vijñāna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마음(citta), 의식(vijñāna) 그리고 정신

(manas)이 몇몇 초기불교 문헌들에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다21). 불교에 있어서 의식이란 항상

어떤 지향성을 지닌 것으로 무엇에 대한 의식으로 설명되며, 지향

성을 결여한 순수의식과 같은 것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의식 상태

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아비달마구사론(Abhidharmakoś
abhāṣya)에서 와수반두는 ‘마음(citta), 정신(manas) 그리고 의식

(vijñāna)이란 용어가 동일한 것을 지시한다’는 계송22)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마음(citta, 心)은 모음으로(cinoti) 마음(citta)이라 하고, 앎으로(man

ute) 정신(manas)이라 하며, 그 대상을 분별함으로(ālambanaṃ vijānā

21) DN I p. 21, SN II p. 94.

22) Akb-p ii 3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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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의식(vijñāna)이라 한다.23)

그리고 아비달마구사론에 나타난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
의 아비달마 교학적 설명에 의하면 이 정신(manas)이란 것은 의

식(vijñana)과 별개로 있는 어떤 실제가 아니다24). 끊임없이 순간

적으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이어지는 의식의 순간적인 흐

름에서 현재의 의식이 있기 ‘바로 직전 순간의’(samanantarapraty

aya) 의식으로 이들은 설명하고 있다25).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불

교의 여러 학파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듯 하다. 야쇼미뜨라의 주

석에 의하면, 유식학파(Yogācārins)는 이 정신기관(manas)을 기

존의 여섯가지 의식과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며, 스리랑카(Tāmrap

arṇīya)의 테라바다(Theravāda) 승단은 이 정신기관(manas)을 정

신의식의 의지처로서 심장(hṛdyavastu)이라고 잘못 상상하고 있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26)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정신기관(manas)이라고 이름붙인 이유

는 무엇일까? 앞의 도표에서 보듯이 각각의 물질적인 외부대상에

대해서 이들에 상응하는 시각기관, 청각기관, 후각기관, 미각기관

그리고 촉각기관의 물직적인 내부기관이 있는 것에 대해 정신적

인 대상(dharma)에 상응하는 기관을 동일하게 의식(vijñāna)로 표

기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에서 일반

적으로 정신적인 관념들을 지배하는 기관으로 받아들여졌던 이

용어를 빌려 쓰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비달마구사론
(Abhidharmakośabhāṣya)에서는 다섯가지 물질적인 의식들이 각

각의 의지처로서 물직적인 내부기관을 가지는 것에 대해 정신적

인 의식 또한 그 의지처를 상정해야 하는데 전 찰라의 의식이 그

러한 역할을 함으로 이를 정신이라 칭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

23) La Vallée Poussin(1923) p. 205.

24) La Vallée Poussin(1923) p. 74.

25) Lamotte(1958) p. 31, La Vallée Poussin(1923) p. 75, 140 note 84.

26) La Vallée Poussin(1923) p. 140 note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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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OCR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언어적 개념

화 작용의 역할을 담당하는 힘이 어딘가 따로 있을 것으로 보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러한 측면에서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는

명칭(nāman)이란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힘(cittaviprayukta- saṃ

skāra)을 상정하고 이를 통해 앞에서 언급한 개념화 작용을 설명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Ⅳ. 명칭(nāman), 개념(saṃjñā), 지시대상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의 교학체계에서 개념(saṃjñā), 명

칭(nāman) 그리고 지시대상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을

까?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에 의하면 개념(saṃjñā)은 정신적

작용(catasika dharma)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항상 마음

과 함께 있는 10가지 근본적인 정신작용(mahābhūmika)28)들 중의

하나로서 이야기되고 있다. 이들의 아비다르마적 정의에 따르면

개념(saṃjñā)은 주어진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viṣayanimitto

dgrahaṇa)29)으로서 주어진 대상의 특별한 상태(avasthāviśeṣa)를

구분하고 결정하는 것이다30). 여기에 대해서 명칭(nāman)은 설일

체유부(Sarvāstivādins) 만의 독특한 카테고리인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힘(cittaviprayukta-saṃskāra)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상가바

드라(Saṅghabhadra)의 순정리론(Nyāyānusāraśāstra)에서 '마치

27) La Vallée Poussin(1923) p. 75.

28) 열가지 근본적인 정신작용: 느낌(vedanā), 의도(cetanā), 개념(saṃjñā),

욕망(chanda), 접촉(sparśa), 이해(prajñā), 기억(smṛti),

지향성(manaskāra), 승인(adhimukti), 그리고 집중(samādhi).

29) La Vallée Poussin(1923) p. 189.

30) Cox(1995)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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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와 같이, 알려진 의도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그리고 알려진

외부 대상의 특성(自性)을 대변하기도 하는 것으로 확립된 용어

'31)로 해설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명칭(nāman)은, 콕스에 의해 설명되고 있듯

이32), 내적으로 정신적인 의도 또는 개념을 나타내거나 반영할 수

도 있고 외적으로 의도된 의미 또는 지시 대상을 나타내거나 반

영할 수 있는 양방향(bi-directional)으로 작용하는 힘이 된다. 다

시 말해서, 내적인 개념과 외적인 지시대상 사이에서 중간적인 역

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외적인 지시대상에서 내적인 개념으로 의

식의 흐름이 이어질 때는 명칭(nāman)이 개념(saṃjñā)의 원인이

되고 반대로 내적인 개념으로부터 외적인 지시대상으로 의식의

흐름이 이어질 때는 개념(saṃjñā)이 명칭(nāman)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던 명칭(nāman)의 정의로서 언급된 ‘개념-

원인’(saṃjñā-karaṇa)이란 복합어가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명칭

(nāman)이란 힘이 개념(saṃjñā)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개념이 명칭이란 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은 순정리
론에 나타난 상가바드라(Saṅghabhadra)의 해설에 의해 자연스럽
게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에 있어서 명칭(nāman)과 지

시대상 사이의 관계는 인도 정통학파의 이론들 중에서 특히 언어

의 궁극적인 성격을 받아들이는 미맘사(Mīmāṃsaka)와의 대비를

통해 잘 드러난다. 미맘사에 의하면 단어와 그 단어에 의해 지시

되는 대상 또는 의미 사이의 관계(śabdārthasambandha)는 본성적

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인간에 의해 간섭될 수도 없고 인간의 의

도에 의해 변화될 수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33) 따라서 미맘사

의 입장에 의하면 명칭(nāman)은 외적인 지시대상 즉 명칭에 의

해 지시되는 대상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명칭을 통해 대상을

31) Cox(1995) p. 164.

32) Cox(1995) p. 165.

33) Jha(1942) pp. 9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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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하고 있는 인간존재와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일체유부의 명칭(nāman)은 마음과 상응하지 않

는 힘(cittaviprayukta-saṃskāra)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개개의

인간에 의해 간섭되거나 변화될 수 없는 것으로 미맘사와 동일하

게 파악되지만, 명칭(nāman), 구절(pada) 그리고 음소(akṣara)란

세가지 언어적인 힘이 의식이 있는 존재(sattvākhya)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포함된다는 점으로부터34) 명칭이 외적으로 지시되는 대

상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대상을 지시하는 인간

존재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미맘사와의 차이를 보

여주고 있다35).

설일체유부는 명칭(nāman)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 지시

대상을 나타내거나 내적 전달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힘을 지닌

확립된 용어로서 개개의 명칭을 구성하는 음운들의 조합은 대다

수의 합의(saṃketa)를 통해서 정해진다고 본다. 따라서 명칭(nām

an)과 지시대상과의 관계는 미맘사의 경우와 같이 절대적이고 직

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언어적 용례들을 통한 합의에 의

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가바드라(Saṅghabhadra)에 의해 설명되

고 있다.36) 만일 이들이 직접적이고 동일하다면 우리가 불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입은 불타게 될 것이고 칼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입이 잘려나가야 할 것이라는 니야야(Naiyāyikas)의 설명을 소개

하고 있는데, 콕스에 의하면 이들은 이점에 있어서 설일체유부와

유사한 입장에 서있다고 한다.37)

명칭(nāman)을 매개로 한 설일체유부의 언어적 입장은 아마도

34) Cox(1995) p. 167.

35) 대비바사론(Mahāvibhāṣāśāstra)은 명칭이 의식이 있는
존재(sattvākhya)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포함된다는 해석도 지시되는

외부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도 이론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명칭 등은 외부대상을 지시하는 인간존재에 포함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Cox(1995) p. 167).

36) Cox(1995) p. 165.

37) Cox(1996)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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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화자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면 먼저 내적으로 확립된 용어를 떠올리고 이에 따라 음성을

발음하게 된다. 이렇게 발음된 음성은 화자와 청자의 합의를 통해

관례적으로 정해진 음운들의 배열로서 이를 통해 명칭(nāman)이

생성된다. 그리고 이 명칭을 통해서 비로소 외부 대상이 지시된

다.

Ⅴ. 결어: 와수반두의 경량부적 반론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의 이러한 설명에 대해 아비달마구
사론(Abhidharmakośabhāṣya)의 저자 와수반두(Vasubandhu)는

소리(śabda)와 음성(vāc) 만으로 충분히 우리의 언어적 인식에 대

한 설명이 가능하며 따라서 명칭(nāman)과 같은 것이 실재로서

존재한다(dravya)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량부(Sautrāntika

s)의 입장에 서서 반박 하고 있다38). 이들에 의하면 음성(vāc)이

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지시대상이 이해될 수 있도록 인위적으

로 만들어진 소리(śabda)를 말하며 이렇게 화자와 청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음성적인 소리가 대상을 지시한다고 주장한다.39)

이들에 의하면 소리(śabda)란 것은 기본적으로 찰나찰나를 단

위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 모음들로 구성된 어떤 용어가

한 찰나에 동시에 표현될 수도 없고; 한 용어가 여러 모음의 찰나

들에서 각각 동일하게 생겨난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다. 기본적으로 불교의 인식론에서는 한 찰나에 오직 한 가지 의

식만이 생겨나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란 용어의 발음을 듣는다

고 할 때, ‘터’란 마지막 모음이 발음되는 찰나에 이 마지막 모음

38) Akb-p p. 81.

39) Cox(1995)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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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컴퓨터’란 어떤 추상적이고 언어적인 인식이 생겨난다

면, 명칭(nāman)이란 것이 마지막 모음을 들었을 때만 작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와수반두(Vasubandhu)의 설일체유부 명칭(nāman)에 대한 반

박은 신체적 행위를 물질의 형태(saṃsthāna)로 보는 설일체유부

의 행위이론에 대한 반박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는 열두

가지 의식의 토대(āyatana) 그리고 열여덟가지 요소(dhātu)의 분

류에서 물질(rūpa)에 해당되는 것을 색깔(varṇa)과 형태(saṃsthā

na)로 보는 설일체유부의 견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있는 것은

색깔일 뿐이며 형태는 단지 이러한 색깔의 집합체가 어떻게 배열

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물질의 집합체(色

蘊)가 한 방향으로(ekadigmukke) 많은 양으로(bhūyas, bahutara

m) 보일 때 ‘긺’(dīrgha, 長)이란 관념을 일으키고, 그것이 적은 양

으로 보일 때 ‘짧음’(hrasva, 短)이란 관념을 일으키며, 그것이 네

방향 각각으로 동일하게 보일 때 ‘정사각형’(vṛtta, 方)의 관념을

일으키고, 그것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보일 때 ‘원’(parimaṇḍa

la, 圓)이란 관념을 일으키며, 그것이 중심에서 볼록하게 보일 때

‘볼록’(unnata, 凸)이란 관념을 일으키고, 그것이 중심에서 오목하

게 보일 때 ‘오목’(avanata, 凹)이란 관념을 일으키며, 그것이 한

방향으로 보일 때, ‘正’(śāta)이란 관념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방향으로 보일 때, ‘不正’(viśāta)이란 관념을 일으킨다’40)는

설명을 통해 형태(saṃsthāna)라는 것이 단지 개별적인 색깔(varṇ

a)의 배열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와수반두는 설일체유부의 명칭이

언어적 행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이들에 의

해 신체적 행위로 정의되었던 형태(saṃsthāna)와 유사하게 비판

하고 있는 듯 하다. 즉, 명칭이란 각각의 음소들이 연결 된 것에

주어진 이름에 불과하며 전체를 총괄하는 어떤 것이 독립적인 실

체로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40) Lamotte(1936)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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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부(Sautrāntikas)는 기본적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음성을 매

개로 현상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는 입장에 있으며 우

리들의 언어적인 능력은 전적으로 후천적인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학습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보려 한다. 즉 학습을 통해서 각각의

소리나 음성들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기억되고 이러한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개념적인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하

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순정리론(Nyāyānusāraśāstra)의 저자
인 상가브하드라(Saṅghabhadra)는 소리(śabda)라든지 음성(vak)

이 없이 어떤 언어적 개념적 인식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입술

의 움직임을 보고 언어적 의미를 알아차리는 lip-read 등을 예로

들면서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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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ception(saṃjñā)and name(nāman) in the

Sarvāstivādins

Soonil Hwang

(Dongguk University)

The nature and operation of language was analysed not

only by Indian grammatical schools but also by the

Buddhist and non-Buddhist schools of classical Indian

philosophy. One of the main concerns for the Buddhist was

how the historical Buddha's teachings could be seen

linguistically and whet was the nature of his teachings. For

the Sarvāstivādins, the teachings of the Buddha consist of

concepts, more precisely name(nāman), which are by nature

permanent; whereas, for the Sautrāntikas, it consist of

sounds which are by nature phenomenal and changing. In

this paper I am dealing with this linguistic issues through

exploring Vasubandhu's the Abhidharmakośabhāṣya and

through examining Saṅghabhadra's the Nyāyānusāraśāstra

with the help of Collet Cox's excellent introduction and

translation in Disputed Dharmas Early Buddhist Theories on

Existence.

The third deals with the Sarvāstivādins' theory of

name(nāman). Through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five

skandha, the twelve āyatana and the eighteen dhātu, I will

show you why things like name(nāman) was required

within the Sarvāstivādins' abhidharma system.

The forth chapter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concept(saṃjñā), name(nāman) and object(viṣaya)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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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Sarvāstivādins' interpretation it can be defined

not only as the cause of concept but also as the concept as

cause. From the detailed analysis, we can see that

names(nāman) works bi-directionally: it works as the cause

of concept when the current of conscious flows from object

outside to concept inside while it works as the concept as

cause when the current of conscious flows from concept

within to object outside.

The last and concluding chapter I will show you briefly

how Vasubandhu from the Sautrāntikas' perspectives

argued against the Sarvāstivādins' theory of name(nāman).

For him it was only a name given to the series of sound

which can deliver the meaning or intention to the listener.

That is to say, while for the Sarvāstivādins it is a real

thing(dravya) existing through the past, present and future,

it is for the Sautrāntikas only a designation(prajñapti) given

conventionally to the various combination of ever-changing

sounds.

Key words : name, concept, Sarvāstivādin, Sautrāntika,

perception, cittaviprayukta-saṃskā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