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說一切有部의 作用論에 대한 논쟁

__세친의 비판에 대한 중현의 반론을 중심으로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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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 존재론은 ‘三世實有ž法体恒有’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 명제의

근거는 雜阿含經에 나와 있는 二經二敎證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러나 이것은 삼세실유의 근거는 되지만, 법체항유의 근거는 되지 않는

다. 법체항유는 大毘婆舍論에서의 4대논사의 說을 계기로 성립되었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부의 실유사상은 二經二理證에 의해서 삼

세실유를 주장하고, 그 논리적 귀결로 법체항유를 이론적으로 확립했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삼세실유·법체항유’의 상호관계를 뒷받침

하는 것은 세우(Vasumitra)의 位不同說(avasthāanyathika)에 따른 作

用論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부의 작용론은 ‘피동분(tat-sabhāga)의 눈’

이나 ‘과거 동류인(sabhāga-hetu)’ 등의 문제로 인해, 세친에 의해 철

저히 비판 받는다. 이에 중현은 세친의 비판을 작용(kāritra) 이외에

공능(vyāpāra)의 개념을 들어 반론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유부 작용

론을 둘러싼 세친과 중현의 논쟁을 통해, 유부 작용론의 의미를 검토

했다.

Ⅰ. 들어가는 말

학파명이 나타내는 것처럼,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학설의

근간은 삼세실유설에 있다. 그 근거는 두 가지 經證(sūtra)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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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理證(yukti)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인식대상의 절대

실재성 및 인과의 법칙에서 다뤄지는 모든 有爲法(saṃkṛta-dhar

ma)의 실재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증으로 끝난다고 해도 좋

을 것이다.1) 그러나 삼세법의 실재성이 그와 같이 정립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럼 어떠한 차이에 의해서 과거(atīta) 현재(pratyutpan

na) 미래법(anāgata-dharma)은 혼란되지 않고 구별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필연적으로 생긴다. “자상을 보유하기 때문에

법이다.”2)라고 하는 유부의 이해에 따르면, 법은 한편으로는 삼세

에 걸쳐서 변화하지 않는 自相(svalakṣaṇa) 혹은 自性(svabhāva)

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며3),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서 과거 현재 미래법으로 나누어져야만 한다. 이들 두 조건이 만

족되지 않는 한, 삼세실유설은 체계적인 학설로 될 수 없을 것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4대 논사에 의한 해답 내에 유부는 世友

(Vasumitra)의 位不同說(avasthānyathika)을 정의로 내세우고 있

다.

그 법이 작용하지 않을 때 미래[법]이고, 작용하고 있을 때 현재[법]

이며, 작용을 하고 멸했을 때 과거[법]이다.4)

그러나 이러한 未作用=미래, 正作用=현재, 作用已滅=과거라고 하

1) 加藤純章(1985) pp. 487-488; 櫻部 建(1952) p. 53; 권오민(1994) pp.

185-187 참조. 후기 논서를 포함한 설일체유부의 이념으로서는

인식대상의 절대실재성에 근거하는 논증의 방법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유부는 ‘起識時必有境’이라고 하는 관점에 있다.

2) 구사론 2(9): svalakṣaṇa-dharaṇāt dharmaḥ
3) svalakṣaṇa 혹은 svabhāva라고 하는 술어가 당초부터 유부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의미는 아니지만, 삼세에 걸쳐서 변화지 않는 법의 본질 은

이미 識身足論의 단계에서 규정되고 있다. 加藤純章 앞의 주 참조.
4) 구사론 p. 297(12-13): yadā sa dharmaḥ kāritram na karoti tadā
'nāgataḥ/ yadā karoti tadā pratyutpannaḥ/ yadā kṛtvā niruddhas tadā

'tīta 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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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분법에 대해, 세친은 아비달마구사론(Abhidharmakośabhāṣ
ya)을 통해 유부의 작용(kāritra)설을 비판하여 삼세실유의 모순을

논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世親(Vasubandhu)의 유부 비판에 대해, 衆賢(Sa

ṇghabhadra)은 유부학설을 견지하기 위해, 그의 대표적 저작인 
순정리론(Nyāyānusāraśastra)을 짓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
현은 대비바사론(Mahāvibhāṣāśāstra)의 작용론을 보다 엄밀히

정의하여, 세친의 비판을 반론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부학설을

재정립해 나간다.5)

따라서 본 논문은 유부 작용론의 의미와 그것을 둘러싼 세친과

중현의 대론을 구사론의 비판과 순정리론의 반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俱舍論 이전의 작용론

구사론 이전의 작용론은 鞞婆沙論6), 雜阿毘曇心論7) 등에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앞서 설한 세우설과 마찬가지로 작용에 대

한 삼세가 구분되어진다고 설할 뿐, 그 작용이 무엇인가는 설명되

어 있지 않다. 작용의 의미가 설해지고 있는 것은 대비바사론
중에 ‘世(adhvan)’를 정의하는 곳8)에 상세히 설해져 있다.

대비바사론에서의 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1)법 자체(svabhāva)의 작용, (2)因果(hetu-phala)의 작용, (3)생

멸(jāti-anityatā)의 작용이다. 또한 이것을 다시 상세히 분석하면,

5) 塚本啓祥 外(1990) pp. 96-97; 福原亮嚴(1968) pp. 470-473 참조.

6) 鞞婆沙論 大正 28, p. 466b22-24
7) 雜阿毘曇心論 大正 28, p. 962a12-13
8) 대비바사론 大正 27, pp. 393c-39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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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는 5蘊(skandha)의 변애ž영납 혹은 눈이 색을 보는 등의 법 그

자체의 고유한 작용이다. (2)는 6因(hetu), 4緣(pratyaya), 取果·與

果(phaladāna-pratigraha)의 작용, (3)는 유위의 3相(lakṣaṇa) 등의

작용이다.9)

이와 같이 작용은 다양하게 정의되어져 서로 보완하는 것이 가

능하다. 예를 들면, 후에 俱舍論에서 문제로 삼은 피동분(彼同分,
tat-sabhāga)의 눈(眼)의 작용에 관해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묻기를 “현재의 눈 등이 만약 피동분이어서 見 등의 작용이 없다면,

현재가 아니어야 한다.” 답하기를 “그것[피동분의 안 등]에 보는 등의

작용이 없다 하더라도 결코 과를 취하는(취과)의 작용은 있다. 이것은

바로 미래법의 동류인이기 때문이다. 모든 유위법으로서 현재에 있는

것은, 모두 능히 因이 되어 등류과를 취한다. 이 과를 취하는 작용은

현재법에 두루 하여, 뒤섞이거나 혼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에 의

거해서 과거ž미래ž현재의 차별을 건립한다.”10)

피동분의 눈 등에 보는 것 등의 작용[작용(1)]이 없는 것을 취

과의 작용[작용(2)]에 의해서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비
바사론의 곳곳에 보이는 작용의 말은 대개의 경우 작용(1)의 의
미로 사용되어지고, (2), (3)이 단독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드물

다. 그러나 제법의 작용(1)도 단독으로는 작용하지 않는데, 이것은

다음의 문장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어떤 이는 “모든 유위법의 자성은 연약하고 하열하여 스스로 일어

날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緣을 빌려서 일어나는 것이니, 진실한 작용

이 없고 스스로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논을 짓는다.”

9) 上同. 이 분류는 靑原令知(1986) pp. 2-8에 준함.

10) 上同. p. 393c26-a2: 問現在眼等若彼同分無見等用應非現在.

答彼雖無有見等作用. 而決定有取果作用.

是未來法同類因故諸有爲法在現在時皆能爲因取等流果.

此取果用遍現在法無雜亂故. 依之建立過去未來現在差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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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했다. ··· 중략 ··· 반드시 연의 힘을 빌려야 생겨날 수 있기 때문

이며, 다른 연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작용이 없다.11)

제법의 자성으로서의 작용(1)는 스스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인연작용(2)과 連動(한 부분을 움직이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다

른 장치가 자동적으로 움직임)해서 작용하는 것이다. 즉 대비바
사론에서 말하는 작용이란 어떤 법이 생기한 경우, 그 법 자체

[작용(1)], 법을 생하는 인연[작용(2)], 법의 생멸 그 자체작용[작용

(3)]라고 하는 세 가지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진 작용이다. 그 작용

에 관여하는 것은 생기하는 법만이 아니라, 생기에 관한 다른 여

러 가지의 법을 포함한 제법의 관계성 중에서 파악되어진다.

또한 대비바사론에서는 작용을 설명함에 ‘功能(vyāpāra)’이라
는 개념을 설하고 있다. 이것은 중현이 삼세실유와 법의 작용과의

관계, 특히 ‘유위의 4상(catur-lakṣaṇa)설’ 등을 설함에 갖는 시간

적 난점을 극복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리고 대비바
사론에서는 공능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만 하고 있지만, 순정리
론에 이르면 공능의 개념 정리 및 그 구체적 실례를 상세히 나타
내고 있다. 따라서 공능에 관해서는 본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우선 대비바사론에 나타난 공능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져

있다.

또한 다음으로 인연의 공능은 똑같이 제법으로 하여금 작용을 일으

키는 것이므로, 확실히 설해서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색ž수 등의 작용

을 일으킴은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설해서 많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공능이 많은 종류가 없다면, 일으키는 작용의 색과 색이 아닌 것 등에

는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제법의 인과 연이 공능은 ‘이

것은 여럿이다, 이것은 하나이다.’고 정해서 말할 수 없다.12)

11) 上同. pp. 680c25-681a10: 爲顯諸有爲法自性羸劣. 不能自起必藉他緣.

無實作用無有自在故作斯論. -中略- 要假緣力方得生故. 由藉他緣故無作用.

12) 上同. p. 105a22-26: 復次因緣功能同令諸法起作用故可說爲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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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작용 (1), (2), (3)이 동시에 설해지는 경우, 모두 작

용이라고 불러지는 것은 아니고, 작용과 공능이라고 하는 형태로

설해지고 있다. 이것이 가장 현저한 형태로 나타난 것은 4상의 해

설 중에서 轉變(pariṇāma)에 관해서 설해지는 다음의 문장일 것이

다.

또한 다음으로 전변에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자체전변, 두 번

째는 작용전변이다. 만약 자체전변설에 의하면, 확실히 ‘제행에는 전변

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 그 자체는 고쳐지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만약 작용전변설에 의하면, 확실히 제행에 또한 전변이 있다

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하자면, 법은 미래에 아직 작용이 없다. 만

약 현재에 이르면 다시 작용이 있다. 만약 과거에 들어가면 작용은 이

미 멈춘다. 그러므로 전변이 있다.13)

이 작용전변설은 세우의 작용설과 합치한다.14) 더욱이 이것에

이어서 자체전변과 공능전변의 두 종류의 전변을 설하는데, 공능

전변은 다음과 같이 설한다.

만약 공능이 전변하는 설에 의하면, 확실히 제행은 또한 전변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미래세에 생 등의 공능이 있다. 현재세에

멸 등의 공능이 있다. 과거세에 여과의 공능이 있다.15)

여기에서 작용전변설의 작용과는 별도로 작용(2), (3)이 공능으

起色受等作用別故可說爲多. 若彼功能無多種者. 所起作用色非色等應無差別.

是故諸法因緣功能. 不可定言是多是一.

13) 上同, p. 200a29-b5: 復次轉變有二種. 一者自體轉變. 二者作用轉變.

若依自體轉變說者. 應言諸行無有轉變. 以彼自體無改易故. 若依作用轉變說者.

應言諸行亦有轉變. 謂法未來未有作用. 若至現在便有作用. 若入過去作用已息.

故有轉變.

14) 앞의 註 4번 참조.

15) 上同, p. 200b8-10: 若依功能轉變說者. 應言諸行亦有轉變.

謂未來世有生等功能現在世有滅等功能。過去世有與果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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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해설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생멸과 여과의 작용이 未作用ž正

作用ž作用已滅이라고 하는 삼세구분의 작용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능이라고 하는 말로써 나타낸 것이라고 생

각한다. 그래서 공능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ž미래의 작용에 관해서

도 사용되어지고, 삼세구분의 현재의 작용으로써 의식되어진 작용

(1)과 대치되어져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이 구사론 이전에 있어서 작용은 상당히 넓은 의미를
가진 정의로써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단지 (1), (2), (3)의 여러

가지 활동을 작용의 이름으로 삼세구분의 원리로 통괄한 것에 지

나지 않는다.

Ⅲ. 俱舍論의 작용론 비판

구사론에서 세친의 작용설 비판은 궁극적으로는 유부의 삼

세실유설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세친의 비판의

요점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작용의 정의에 관하여

(2)작용의 규정에 관하여

(3)법=작용, 법≠작용에 관하여

우선, (1)의 작용의 정의에 관한 비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그와 같이 [작용에 의해서 삼세가 확립하게] 된다면, 현재의

피동분의 눈에 어떤 작용이 있는가. 취[과]여과(phaladāna-pratigraha)

로 있다고 한다면, 그럴지라도 과거의 동류인 등에는 여과가 있기 때

문에 작용이 있는 것으로 되고 말 것이다. 혹은 [취과와 여과 중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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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작용(ardhakāritra)에 의해서 [삼세가] 혼란하고 말 것이다.16)

앞서 본 것처럼, 대비바사론에서는 피동분의 안 등의 작용을
취과작용이라고 했다. 그런데 구사론에서는 취과와 더불어 여과
를 들어서 비판하고 있다. 구사론이 말하는 것처럼, 과거의 것
이 작용하거나 혹은 절반만 작용할지라도 구사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과작용을 거론한 경우의 문제이지, 취과작용의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친이 구사론에서 이와 같은 비판은 한 것은, 대비
바사론에서 ‘피동분의 눈’ 이외, 6인의 작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에 여과를 거론하고 있는데,17) 세친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서 ‘피동분의 눈’을 取果·與果로 비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세친의 의도는 이미 유부 내에서

논의되어진 피동분의 작용 문제만을 거론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안 등이 색 등을 보는 것이나 혹은 취과여과 등, 작용을 여러 가

지로 정의하는 대비바사론의 불분명한 작용의 정의 자체를 비
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구사론의 작용설 비판 (2), (3)은 법과 작용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전자는 법≠작용, 후자는 법=작용의 경우에 대한 지

적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세친의 존재개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

고 있는 다음의 인용문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것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법이 항상 작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

슨 장애가 있어, 그것에 의해서 어떤 때는 작용을 하고, 어떤 때는 [작

용을 하지] 않는가.18)

16) 구사론 p. 297(15-17): yadi evaṃ pratyutpannasya tatsabhāgasya
cakṣuṣaḥ kiṃ kāritram/ phaladānapratigrahaṇam/ atītānām api tarhi

sabhāgahetvādīnāṃ phaladānāt kāritraprasaṅgo 'rdhakāritrasya veti

lakṣaṇasaṃkaraḥ/

17) 대비바사론 大正 27. p. 394a8-14
18) 구사론 p. 297(17-19): tenaivātmanā sato dharmasya nity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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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작용을 생각하는 것은 법이 작용에 의해서 무언가 한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그 한정자로써의 작용 그 자체가 피한정자

인 법과는 별개의 것으로써 파악되어진다. 즉 작용 자체가 하나의

자성을 가진 것으로서 법에 대치되는 것으로 된다. 이 경우 법이

삼세에 걸쳐서 항상 존재한다면, 그것을 따르는 한정자로서의 작

용에도 삼세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삼세에 있어서 작용을

한정하는 또 다른 작용을 상정해야 하므로, 이것은 무한소급의 오

류에 빠진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작용은 삼세를 떠난 無

爲法(asaṃskṛta-dharma)으로 되고 말 것이라고 하여, 유부 작용

설의 모순을 거론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판의 이면에는 법이

그것 자체만으로서 존재한다(tenaivaātmanā)=법이 작용한다고 말

해, 자체 존재와 작용존재를 동일시해서 양자에 무언가 구별을 주

지 않는 세친의 존재개념이 있다. 그리고 세친의 주장과 같이 법=

작용의 입장에 선다면, 항상 존재하는 법은 삼세로 구분할 수 없

게 된다.

그리고 구사론에서는 또한 그 반대의 입장으로 법=작용에 대
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만약 작용이 법 그 자체이라면, 어떻게 해서 그 같은 법이 그것 자

체만으로 실유하면서 어떤 때는 과거의 것이라고 말해지고, 어떤 때는

미래의 것이라고 [말해지는] 것인가. [그들의 삼]세 구분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19)

위와 같이 앞서의 비판과 반대로 작용=법이라고 해도, 작용=현

재이므로 법이 삼세에 걸쳐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kāritrakaraṇe/ kiṃ vighnaṃ/ yena kadācit kāritraṃ karoti kadācinneti/

19) Ibid p. 298(8-9): yadi dharma eva kāritraṃ kasmāt sa eva dharmas

tenaivātmanā vidyamānaḥ kadācid atīta ity ucyate kadācid anāgata ity

adhvanāṃ vyavasthā na sidhy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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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친의 이 비판을 통해, 법=작용=현재라는 세친 자신의

存在觀을 엿볼 수 있다.

Ⅳ. 順正理論의 작용론 옹호

이상과 같은 구사론의 비판에 답해, 중현은 종래의 작용설을
수정 및 보완해서 작용을 정의하고자 했다. 따라서 세친의 비판에

대해, 중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모든 법의 세력(śakti)에는 전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작용이라

하고, 둘째는 공능이라고 한다. 결과를 이끄는(引果) 공능을 작용이라

고 하며, 오직 작용만이 공능을 통틀어 포섭하는 것은 아니다. ··· 중

략 ··· 모든 작용은 소멸하여 무위에 이르지 않으며, 다른 성품이 생기

는데 대하여 인(因)의 성품이 된다. 이것은 작용이 아니요, 다만 이것

은 공능일 뿐이며, 오직 현재일 때에만 결과를 이끌기 때문이다. 무위

는 자신의 과를 이끌 수 없다. 오직 자신의 과를 이끄는 것을 작용이

라 하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경주(經主)가 든 해석 가운데 “결과

를 주는(與果) 공능은 역시 작용이다”라고 함은 진실로 대법에서 종지

(宗旨)로 하는 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과거의 인이 비록 결과를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작용이 없기 때문에 삼세에 모양이 뒤섞임은 없

다.20)

이것은 앞서 세친이 ‘결과를 주거나 취하는 것(phaladāna-prati

grahaṇa)’이 작용이라 한다면, 과거의 同類因(sabhāga-hetu)은 현

20) 순정리론 p. 631c5-17: 諸法勢力總有二種. 一名作用. 二謂功能.
引果功能名爲作用. 非唯作用總攝功能. -中略- 諸作用滅不至無爲.

於餘性生能爲因性. 此非作用但是功能. 唯現在時能引果故. 無爲不能引自果故.

唯引自果名作用故. 由此經主所擧釋中. 與果功能亦是作用. 良由未善對法所宗.

以過去因雖能與果無作用故世相無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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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等流果(niṣyanda-phala)에 결과를 주는 것(與果)으로 되기 때

문에 과거의 동류인은 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과거의

동류인이 작용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재와 같기 때문에 삼

세의 구분은 뒤섞인다는 세친의 비판에 대한 중현의 반론이다. 이

반론의 핵심은 ‘引果功能(phalākṣepa-vyāpāra)’이라는 새로운 개념

을 통해서 작용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비록 과거에 여과

하는 힘(세력)이 있지만, 그것은 작용이 아닌 공능이라 하여, 과거

에 작용이 있어 삼세가 뒤섞인다는 세친의 비판을 반론하고 있다.

따라서 중현은 “유위법이 因으로 되어서 자신의 果를 ‘引攝’하는

경우 그 활동은 작용이라고 하고, 緣으로 되어서 다른 법(異類)을

‘攝助’하는 경우 그 활동은 공능이다.”21)고 하여, 작용과 공능의 의

미를 분명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소위 유위의 4상을 주제로 한 논의에도 해당되는 ‘작용’

의 정의이다. 요컨대 작용이란 법이 자신의 果, 예를 들면 생상이

미래의 생상을 이끌어 ‘因으로 한다’(동류인의 취과)는 것이고, 이

것은 현재만으로 한정된다. 한편 자신과는 다른 성질의 법(異類)

을 이끌어, 즉 생상이 본법을 취과해 ‘緣으로 한다[俱有因(sahabhū

-hetu)]’와 같은 경우는 작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이

미래에서 일어날지라도 삼세법의 구분에 모순은 없다는 것이 중

현의 주장이다.22)

또한 세친은 “그것 자체로써 존속하는 법이 항상 작용하는 것

에 대해서 무엇이 장애해서 그것에 의해서 어떤 때는 [그 법이]

작용하고, 어떤 때는 작용하지 않은가”23) 라고 작용설을 비판했었

다. 그러나 중현은 이 비판의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앞에서 해설한 바와 같이, ‘体相’이 동일할지라도 ‘性類’가 차이가 있

21) 上同. p. 409b4-6: 謂有爲法. 若能爲因. 引攝自果. 名爲作用. 若能爲緣.

攝助異類. 是謂功能.

22) 황정일(2004) pp. 179-185 참조.

23) 앞의 註 18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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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는 것은 성립하고 있다. 더구나 제행(=유위법)의 자체와 [그것

에 대한] 여러 가지 연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때에 있어서 항상 체

를 갖고 있다고도 인정된다. “무엇이 장애해서 그 [법]의 작용을 항상

적으로 있게 하지 않고, 모든 때[에 있어서 법]을 항상 현재[법]이게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세친에 의한] 이 비판은 앞[에서 설명한 것

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체가 동일할지

라도 성류가 다르다고 하는 이것은 작용이 항상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다. 따라서 그 [논주 세친]은 이와 같이 비판 할 수

없다.24)

위와 같이 体相(svalakṣaṇa)은 서로 같지만, 性類(bhāva, 성질,

속성)는 다르다고 하는 설은, 예를 들면 地大種(bhūmi-mahābhūt

a)에서 성립하는 것은 地界라고 하는 체상은 같은 것일지라도 自

相續(內) 他相續(外)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성류에 다름이 있다고

한다. 受(vedanā)는 ‘감수한다(領)’고 하는 체상은 동일할지라도 自

他 및 樂·不樂 등의 성류에 다름이 있다. 따라서 이들 실례에 의해

서, 중현은 “동일시에 존재하고 체상의 다름이 없는 제법 사이에

성류의 다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25)고 반론하는 것이다.26)

따라서 체상이란 모든 존재를 다양하게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5蘊(skandha) 중의 色蘊(rūpa-ska

ndha)을 예를 들면, 어떤 색온과 어떤 색온은 체상이 동일하기 때

문에 어느 쪽도 같은 색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각각의

색온이 어떤 상속에 속하고, 어떤 존재의 구성요소로 되는가 하는

측면으로부터 볼 경우, 체상은 같지만 각각의 존재방식은 다르다.

이와 같이 성류란 개별적인 법의 ‘존재하는 방식’ 혹은 ‘고유상(固

有相)’을 나타내는 말이다.27) 그러므로 이 단적인 예를 보더라도

24) 上同. 632a4-8: 謂且前說體相雖同. 而性類殊義已成立.

而言諸行自體衆緣於一切時許常有體. 何礙令彼作用非恒. 非一切時常現在者.

若解前義此難應無. 以體雖同而性類別. 足能成立作用非恒. 故彼不應作如是難.

25) 上同. 625a28-29: 故知諸法有同一時. 體相無差有性類別.

26) 靑原令知(1985) p. 35 참조.

27) 福田 琢(1988) p. 62. “체상이란 제법의 범주론적 분류(즉, 온ž처ž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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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상은 항상 존재하고(법체항유), 또한 그에 따른 성류의 차별이

시간적으로 구분되므로 삼세는 구분(삼세실유)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Ⅴ. 衆賢에 있어 작용과 공능의 개념

유부의 작용론에 대한 세친과 중현의 첨예한 논쟁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피동분의 눈에는 작용이 없다.

둘째, 과거의 동류인이 현재의 등류과에 여과하는 것은 과거에

도 작용이 있는 것이다.

먼저, 피동분의 눈에는 작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중현은 안

근에 대해 작용과 공능의 두 가지 관점으로써 반론하고 있다. 즉

어둠에 속에서 대상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작용의 不在(asattva)가

가능케 하는 개념, 환언하면 개개의 법이 갖는 ‘자성(svabhāva)’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인 여러 가지 범주의 외연이다. 한편, ‘성류’는

각각의 법이 현재위에 있어서 어떻게 자성 을 발현하는 것으로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존재 방식’을 지시하는 술어이고, 그 의미에서

‘자성’ 그것 자체의 내포에 관계하는 개념이다.”으로 분류하고, 또한

범주로써의 다르마=체상, 個物로써의 다르마=성류로 분류하고 있다. ;

Cox(1995) pp. 143-144 “svabhāva는 요소의 근원적인 본성, 특히 모든

다른 요소들과 구별되는 본성적인 특징이라 하고, Dravya는 단지 어떤

본성이 결여한 임의적으로 나타나서 존재하는 존재로써, 그것이 가진

본성에 의해서 존재하는 어떤 요소이다.”고 한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정의에 따르면, 체상=svabhāva(svalakṣaṇa)이고 성류=dravya이지만

이것에 대해, 유부 자체가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다.(加藤順章 앞의 책

pp. 49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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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공능의 부재라고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 안근의 본성은 ‘본

다’라고 하는 작용을 본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둠 등

과 같은 여타의 장애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

현의 주장이다. 따라서 안근은 언제라도 그 조건이 타당하다면,

‘본다’는 본성, 즉 보는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이다.

반면에 공능이란 이 안근이 작용을 일으키는데 조력하는 것이

다. 즉 어둠이 사라지면, 공능은 안근의 본다는 본성을 일으킬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따라서 공능은 ‘본다’는 결과를 일어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과를 주는 것(여과)이 되고, 작용은 ‘본다’는 실질적

작용(취과)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동분의 눈에는 작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능이 없는

것이므로 세친의 비판은 잘못되었다고 반론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과거 동류인이 현재 등류과에 과를 준다(여과)는 것은

과거에도 작용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세친의 비판에 대한 중현의

반론이다. 이 문제에 대한 반론의 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동

류인에 대한 유부의 정의가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다. 유부가 주장

하는 동류인은 다음과 같다.

동류인이란 무엇인가. 앞에 생기한 善根은 뒤에 생기한 善根들에 대

해 [동류인이고], 그리고 선근과 상응하는 법들에 대해 自界에 있어서

동류인이 된다. 그와 같이 과거[의 법들]은 과거ㆍ현재[의 법], 과거와

현재[의 법들]은 미래의 [법에 대해 동류인]이라고 설해져야만 한다.28)

위와 같이 과거의 동류인은 현재 등류과의 因이 됨을 알 수 있

다. 다시 말해, 과거의 선근(동류인)이 현재 선근(등류과)의 원인

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의 동류인은 현재의 등류과

28) 구사론 pp. 85(24)-86(2): sabhāgahetuḥ katamaḥ/ pūrvotpannāni
kuśalamūlāni paścād utpannānāṃ kuślamūlānāṃ tatsaṃprayuktānāṃ

ca dharmāṇāṃ svadhātau sabhāgahetunā hetuḥ/ evamatītāny

atītapratyutpannānām/ atītapratyutpannāny anāgatānām iti vaktav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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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원인으로는 되지만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앞의 피동분의 눈에 대한 논리와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과거의 동류인은 현재의 등류과가 작용하는데

조력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동류인은

현재의 선근(등류과)이 작용하는데 緣이 될 뿐, 과거의 동류인이

현재의 등류과를 작용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능은 과거의

동류인이 현재의 등류과에 과를 주는 것(여과)이 되고, 작용은 현

재의 등류과인 선근이라는 과를 취하는 것(취과)이 된다. 그러므

로 과거의 동류인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재 등류과에

연이 되어 과를 주는 공능이라는 것이 중현의 논리이다. 그러므로

중현은 이와 같은 논리에 근거해 과거의 동류인은 단지 과를 주

는(여과) 것이므로, 과거에 작용이 있어 삼세가 뒤섞인다는 세친

의 비판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론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의 인용문을 토대로 작용과 공능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작용 = 법체의 性類(bhāva, 속성)를 실제적으로 드러냄(결과를

취함, phala-pratigrahaṇa). 오직 현재에만 있음.

공능 = 결과 산출(현재 법체가 자신의 ‘性類=속성’를 취하는 것)

의 보조역할(결과를 줌, phala-dāna), 과거·현재·미래의 삼세에 모

두 있음.

중현에 있어서 작용과 공능은 제법이 가진 세력의 한 측면으로

써, 작용은 현재에서 실질적인 능력(결과를 이끄는 것, ākṣipati)을

발휘하는 힘으로, 공능은 현재의 제법이 가진 실질적인 능력(작

용)을 발휘하게끔 도와주는 조력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 논구한 바와 같이, 중현 사상의 특색은 작용과 공능을 구

별한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의미는 단순히 직접적 경

험에 호소한 것만을 실재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존재도 실재로 보는 것이다. 그 의미에서 유부 실재론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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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의 ‘삼세실유’가 의미하는 것은 넓은 인도사상에 있어서의 śa

kti사상을 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9)

Ⅵ. 맺는 말

유부의 존재론을 고찰할 경우, ‘三世實有’, 즉 과거ž현재ž미래의

것은 모두 존재한다고 하는 것과 ‘法体恒有’, 즉 법은 삼세에 걸쳐

서 항상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 이론적 근거를 고찰한 경우 더욱 명확하다. 즉 雜阿
含經에 나타나 있는 소위 두 가지 經證(sūtra)과 理證(yukti)은 삼
세실유의 근거이지만, 법체항유의 근거는 되지 않는다. 법체항유

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대비바사론 이래의 4대논사의 異說과

그것에 따르는 작용설(kāritra)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유부의 실유

사상은 두 가지 경증과 이증에 의해서 삼세실유를 주장하고, 그

논리적 귀결로 법체항유를 이론적으로 확립했다고 생각한다. 그러

므로 ‘삼세실유·법체항유’의 명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론

은 유부의 작용론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삼세실유이면서 작용이 없다면, 그것은 삼세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삼세가 실유하면서 삼세에 작용이 있

다면, 그것 역시도 삼세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법체항유

이면서 작용이 없다면, 제법은 삼세에 동시공존(同時共存)하기 때

문에 제법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또한 법체항유이면서 작용이 항

상 있다면, 법체는 항유할지라도 삼세의 구분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부는 삼세실유의 문제에 있어, 그 시간적 구분을 작용

29) 佐佐木現順(1973) pp. 162-163; 吉元信行(1983) p. 118 참조. 이것은 앞서

중현이 “모든 법의 세력에는 전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작용이고,

둘째는 공능이다.”에서 ‘세력’을 ‘śakti’로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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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법체항유에 있어서도 제법의 변화를 작

용에 두고 있는 것이다. 즉, 삼세를 작용하지 않은 상태(미래), 지

금 작용하고 있는 상태(현재), 작용이 마친 상태(과거)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법체항유에 있어서도 법체 자체(svabhāva)의 변화가

아닌 성류(bhāva)의 변화를 작용이라고 하여, 성류가 드러나지 않

은 상태(미래), 성류가 드러나고 있는 상태(현재), 이미 드러난 상

태(과거)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부의 작용론은 삼세실유와

법체항유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작용은 삼세실유와 법체항유의 논리적 근거

는 될 수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현상에 대한 문제, 즉 현재 피동

분(tatsābhaga)인 눈의 작용 및 과거 동류인과 현재 등류과의 문

제 등의 난점이 남는다.

그러므로 중현은 공능(vyāpāra)이란 개념을 사용해서 이 난점

을 해결하고자 했다. 즉 제법의 세력을 작용과 공능으로 나누어

현재 제법의 드러남을 작용이라고 하고, 그 제법의 작용을 보조하

여 미래(유위 4상에 있어 미래의 생) 또는 과거에서 조력하는 것

(과거의 동류인)을 공능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작용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난점들을 공능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유부의 존재론은 우선 두 가지 경증과 이증에 의해서

삼세실유를 확립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법체항유를 주장했다. 그

리고 삼세실유와 법체항유의 논리적 상관관계를 작용을 통해서

논증하고자 한 것이, 유부 작용론이 가진 의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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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bate on activities(kāritra) in the

Sarvāstivāda system

Hwang, Jung Il

(Dongguk University)

It is generally said that, Within the Sarvāstivāda

ontological system, there requires a distinction between two

theories: the existence of all dharmas in the three time

periods and the existence of the intrinsic nature (svabhāva)

of dharma in the three time periods.

The former has been traditionally demonstrated from

the four proofs, the two proofs taken from hearing from

others (sūtra) and the two proofs based on inference

(anumāna) presented at the Abhidharmakośabhāṣya, while

the letter has been insisted from the four theories fomulated

by the four Sarvāstivāda masters, Dharmatrāta, Ghoṣaka,

Vasumitra, and Buddhadeva, since the Mahāvibhāṣāśāstra.

The theory of activities (kāritra) seems to be the core

theory which link the two ontological theories mentioned

above.

For the Sarvāstivādins, it is possible through the theory

of activities (kāritra) that past, present, and future time is

distinguished and the activities of dharmas, arising,

duration, decay and ceasing, is explained. According to the

theory, a past dharma is one whose activities have been

cease to exist, a present dharma is one whose activities are

operating, and a future dharma is one whose activities hava

not operated yet. What changes momentarily is no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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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insic nature (svabhāva) of a dharma but its activities

through the inherent characteristic (svalakṣaṇa).

There still are problems involved in the activities of

visual organ, the present tat-sabhāga, along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past sabhāgahetu and present

niṣyandaphala. Saṅgabhadra seems to solve this problem

through introducing the concept of capability (vyāpāra) into

the Sarvāstivāda ontological system.

Key words: Sarvāstivāda, svabhāva, svalakṣaṇa, kāritra,

vvyāpāra, tat-sbhāga, sabhāga-het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