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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윳따 니까야 인연상응(Nidāna-Saṃyutta)의 연기 유형

김홍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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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연기설의 유형. Ⅲ 나오는 말.

요약문 [주요어: 연기, 반야의 의한 통찰, 갈애, 식과 명색의 상호의존, 무명]

이 글은 깨달음 직후 붓다의 내적 사유로 연기설이 배대된 원인을

비교적 이른 전승에 속하는 상윳따 니까야 인연상응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 텍스트에서 연기라는 주제로 묶여진 경전은 모두 93개이다.

다시 이것을 갈애, 식과 명색, 무명, 행들이라는 4가지의 기준으로 분류

한 것은 다양한 연기설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해탈도의 특징을 찾기 위

해서이다. 이 분류에 따르면 연기설의 모든 유형은 재생의 관념을 내포

하고 있으며 반야에 의한 통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바른 삼매에

의한 해탈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연기설에서 반야에 의한 통찰은 고통

을 소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으로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재생으로 이끄는 직접적인 원인까지 소급하여 분석한 다음,

그 정점에 놓인 원인의 철저한 이욕과 소멸로부터 거기에서 파생된 결

과를 하나씩 소멸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노사라는 고통에 직

면한 자의 문제 제기(여리작의나 숙고) 및 그 인과관계를 반야에 의해

통찰하는 과정으로 설명되기도 하며, 노사～행들까지의 구성요소 하나

하나를 4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명하게 아는 차제에서 그 근간을 이루

기도 한다. 한마디로 연기설은 반야에 의한 통찰의 다양한 실례를 보여

준다는 것이다. 더욱이 반야에 의한 무명의 제거가 불교 해탈도의 중심

을 이루는 내용임을 감안할 때, 그 사실여부를 떠나 율장편찬자들이 12

연기설을 깨달음 직후에 배대한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Ⅰ. 들어가는 말

고따마 붓다의 깨달음과 교화에 얽힌 에피소드에서 연기(緣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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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ṭiccasamuppāda)에 대한 가르침은 붓다가 우루벨라 네란자라

강가 보리수 아래에서 정등각을 성취하신 지 오래지 않아 해탈의

기쁨을 감수하는 부분에서 처음 제시된다.1) 또한 범천(梵天)이 권

청(勸請)하기 전 설법을 망설이던 붓다가 자신에 의해 증득된 법

을 ‘차연성(此緣性, idappaccayatā)인 연기’라고 내적으로 사유하는

과정에서도 언급된다.2) 한편 붓다에 의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

은 아니지만 가장 뛰어난 제자인 사리풋타와 목갈라나의 출가서

술에서도 “제법(諸法, dhammā)은 원인에서 생기는 것이고, 여래

께서는 그것들의 원인을 설하셨다. 그것들의 소멸도 이와 같이 대

사문께서 설하셨도다.3)”라는 게송으로 나온다. 붓다의 깨달음과

연관되어 깨달음 직후 초전법륜이전에 설해졌다는 특수성으로 인

해 이후 연기법은 불교도들에게 붓다의 내적 사유로 특징화 된다.

하지만 이 맥락에서 서술된 12지(支, aṅga) 연기는 그것이 전제하

고 있는 이념사적이고 문헌사적인 설명을 고려할 때, 연기설의 최

초 형태가 아니다.4)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연기법은 이후 다양한

해석을 낳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해석과 논쟁5)을 불러 일으켰

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붓다가 설법교화를 시작하기 전

그의 깨달음을 개념화한 것이 연기법이라는 주장6)도 제기되었고,

처음 4제설을 발견하여 가르치고 난 후 추가적으로 12연기를 발

견하고 계시한 것이라는, 즉 붓다 사상의 정신적 발전 단계로 파

악하는 설7)도 있으며, 심리적, 탈시간적 논리 관계로 해석하는 경

1) Vin I p. 1-2; Udāna p. 1-3. ; 그러나 화지부(Mahīśāsaka)의 오분율

제외한 율장에서는 나오지 않음.

2) Vin Ⅰ p. 5; yad idaṃ idappaccayatā paṭiccasamuppādo.

3) Vin I p. 40; ye dhammā hetuppabhavā tesaṃ hetuṃ tathāgato āha /

tesaṃ ca yo nirodho evaṃvādiī mahāsamaṇo.

4) Schmithausen(2000) p. 168.

5) 楠本信道(2007) pp. 24-47.

6) Sodô Mori(1991) pp. 39(742)-48(733).

7) Frauwallner(1953) pp. 196-197, 2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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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있다. 나아가 연기와 반야에 의한 통찰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상징적으로 지혜제일 사리풋타와 얽

힌 이야기를 강조했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연기설이 붓다의 깨달

음을 설명하는 최초 교리가 아니라는 주장과 그들이 내세운 증거

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율장의 편찬자들인 상좌부의 장로

들이 깨달음 직후에 이것을 배대하여 깨달음의 내용으로 보이게

했을까? 분명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우다나

(Udāna)나 율장의 서술처럼 붓다가 해탈의 기쁨을 연기법을 통해

향수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깨달음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

지만 사실여부를 떠나 율장 편찬자들이 이것을 불교를 대표하는

중심교리로 정립하고자 거기에 배치했다면 대기설법이라는 이름

아래 설해진 수많은 해탈도 가운데 단연 최고로 정통적이고 우선

적인 위치를 점유해야 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어떤 경우이든 율

장 편찬자들의 의도를 해명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고따마 붓다가 설법교화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4

성제, 3법인 등과 함께 연기법은 언제나 불교도에게 중심 교리로

간주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 그것을

이해하고자 시도하는 자에게 쉽게 그 곁을 내주지 않는다. 왜냐하

면 서술된 내용이 복잡하고도 방대하며, 또한 상이한 체계로 이루

어져 있기 때문이다.8) 언뜻 보아도 그 체계 속에는 3지에서 12지

까지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위기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분석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방법

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기의 복

잡성과 상이성이 모두 나타난 텍스트 가운데 비교적 이른 전승에

속하는 경전 중의 하나가 아마도 상윳따 니까야(Saṃyutta-Nikāy

a) Ⅱ, 인연상응((Nidāna-Saṃyutta)9)일 것이다. 여기에서 설해진

연기라는 주제로 묶여진 가르침은 모두 93개이다. 대략 고통이 생

8) Frauwallner(1953) p. 157.

9) SN Ⅱ pp. 1-133.(이 논문에서는 인용되는 경의 종류가 많아 일일이

페이지로 표시하지 않고 경의 번호로 대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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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하는 과정에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정점으로 삼아, 그에 따라

나누어도 최소 4가지 이상의 유형이 10개의 품속에 섞여있으며,

반야에 의한 통찰의 실례를 보여주는 사유도 5가지 이상 나타나

고, 설법 상황도 선언적으로 명시된 것은 거의 없고10) 대체로 당

시 이슈가 되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있고 문답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은 어떤 상황에서

설해졌든지, 어떤 요소로 구성되었든지, 어떤 통찰 방법을 채택하

든지 간에 모두 “이와 같이 이 모든 고온(苦蘊)이 일어난다, … 고

온이 소멸한다.”라는 공통 주제 아래 설명되어 있다. 이 점에 착안

하여 이 논문에서는 구성요소의 숫자에 따라 유형화된 기존의 분

류법을 고려하지 않고, 고통의 원인, 고통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

는 정점을 기준으로 상윳따니까야 인연상응에 나타난 연기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기설의 유형

참으로 고통스럽고 불행한 이 세상은 태어나고 늙어가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사람들은) 늙고 죽는 이 고통에

서 벗어남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정말로 언제쯤이면 늙고 죽는

이 고통에서 벗어남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11)

이것은 고따마 붓다를 비롯한 일곱 붓다들이 아직 정등각을 성

취하지 못했던 어느 날 떠올린 내적 사유이다. 이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늙고 죽는 사태에 직면한 사람이 고통스럽고

10) 비구들에게 선언적으로 연기를 제시한 것은 93개의 경전 가운데 SN Ⅱ

12.1, 12.2, 12.3, 12.20 정도이다.

11) SN Ⅱ 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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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것은 또 다시 태어나 거듭 늙고 죽는 고통을 경험해야 하

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늙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가장 먼저 재생으로 삶을 이끌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늙고

죽는 고통의 소멸은 재생하지 않음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러므로 해탈의 측면에서 이 두 개념은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다

고 할 수 있다.12) 이와 같이 모든 고통의 대표로서 여겨지는13) 노

사를 재생과 연관 짓고 재생하지 않음이 노사의 소멸, 해탈이라는

관념은 4성제와 연기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14) 다만

전자에서는 고통을 8가지로 제시하고 갈애를 원인으로 하며 그

갈애는 바른 삼매에 의해 제거된다고 하는 반면, 후자에서는 노

사, 슬픔, 비탄,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정형구로 이

루어진 고통이 서술되고, 그 원인을 갈애 뿐 아니라 무명, 소유욕

(upadhi), 자양분 등으로 설정하며, 그것들이 모두 올바른 반야에

의한 통찰로써 제거된다고 하는 차이만 있다.

이 세계에서 사는 생명체는 누구든지 늙어가고 죽어가는 사태

에 직면해 있다. 늙음이라는 고통은 여러 중생들의 세계에서 중생

들의 치아가 부서져가고 머리가 희어지고 피부에 주름이 늘어가

고 수명이 줄어들고 감관이 무너져 노쇠해지는 등의 현상이고, 죽

음이라는 고통은 온(蘊)들이 사라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죽고 사

체가 놓여지는 등의 현상이다. 만약 늙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 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이 텍스트에서는 원인과 조건들의 결합과 해체를 역순

으로 주의 깊게 숙고하거나 묻는 등의 방법인 반야에 의한 통찰

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통찰지에 따르면 늙음과 죽음은

태어남으로 인해 일어나고, 그 태어남은 지금 작용하고 있으면서

도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과거와 미래의 현존재라는 의미를 지닌

12) Vetter(1988) pp. 15-16.

13) SN Ⅱ 12.66; sabbaso sammādukkhakkhayāya paṭipanno

jarāmaraṇanirodhāya.

14) Lamotte(1980) pp. 118-119.



182 ∙ 印度哲學 제26집

유(有, bhava)15)로 인해 일어난다. 누군가 이와 같이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요소들을 오직 조건 속에서만 소급하는 방향으

로 관찰하여 그 관계성을 분명하게 알면, 그 순간 재생으로 이끄

는 가장 미세하면서도 큰 영향력을 지닌 원인을 제거하여 고통으

로부터 벗어나 해탈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재생으

로 이끄는 가장 미세하면서도 큰 영향력을 지닌 원인이라 간주되

는 갈애, 식과 명색, 무명, 행들을 기준으로 삼아 그에 따라 전개

된 연기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16)

1. 갈애를 원인으로 하는 유형

이 유형은 갈애(渴愛, taṅhā)에서 시작하는 일련의 특정한 원인

들에 의해 고통이 일어난다고 보는 경우17)이다. 4제설에 의하면

갈애는 ‘고통의 원인이고, 욕애(欲愛), 유애(有愛), 무유애(無有愛)

로 분류되며, 재생으로 이끌고, 기쁨과 탐욕을 수반하며, 여기저기

에서 매우 좋아할만한 것을 찾는 것’18)이다. 연기설에서도 마찬가

지로 이것은 식(識)의 확립 터전이 되기도 하고, 무명(無明)에 의

해 증장되며, 행(行)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기도 하는 등 다른 구성

요소와 깊은 연관을 지니면서 재생을 함축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는 그 종류가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이라

는 6가지 인식대상 대한 갈애로 분류되며19) 작용범주는 더 포괄

적이다. 그 제거 방법도 바른 삼매에 의해 완전한 분리, 포기, 거

15) Schmithausen(2000) pp. 175-176.

16) 이 분류에 예외가 되는 경은 SN Ⅱ 12.22, 12.23, 12.31, 12.32임.

17) SN Ⅱ 12.43-45; 12.52-57; 12.60; 12.66.

18) Vin Ⅰ p. 10.

19) 대응되는 雜阿含經(TD 2 no. 298)과 Skt 텍스트 Waldschmidt(1962) pp.

154-167에서 이것은 욕애, 색애, 무색애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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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벗어남, 더 이상 붙들리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20)이라 서

술된 4제설과 달리, 이 맥락에서는 ‘이욕(離欲, virāga)과 소멸로부

터’21) 그리고 ‘위험하다고 보는(ādinavānupassino)’22) 등 반야에

의한 통찰로 제시된다. 만약 4제설이 먼저 발견되고 이후 추가적

으로 12연기를 발견했다는 후라우발너의 의견23)을 받아들인다면

이 2가지 방법에 바른 삼매→반야에 의한 통찰이라는 순서가 매

겨질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전개가 가능하게 되었을까. 이

에 대해 훼터24)는 우리에게 전해진 최초기 형태의 반야에 의한

통찰은 4제가 도입된 후에 정립된 것이라고 하면서 붓다의 경우

8정도라는 실천 체계로 바른 삼매에 의해 불사(不死, amata)를 체

험할 수 있었으나 제자들의 경우는 단순히 8정도를 고무시키는

것만으로는 정려 체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오직 듣고 이해하는 것

만으로도 해탈이 가능한 이 방법을 고안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오온처럼 집착되어지거나 속박되어지는 대상에 대해

그것을 쪼개어 분석하고 철저하게 이해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그

원인인 갈애와 그것을 증장하게 하는 무명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연상응에서 분류된 경전들 가운데 이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

는 경은 모두 11가지이다. 다시 이것을 갈애의 생기와 증장이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면, 그 일어나는 원인은 18계(界)의 접촉과 6

가지 감관이고, 그 증장은 잘못된 인식, 즉 무명 때문이며 그로 인

해 고통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안(眼)과 색(色)들을 연하여 안식(眼識)이 일어난다. 3가지의 만남은

접촉이고, 접촉을 연하여 감수작용이 일어나고 감수작용을 연하여 갈

20) Vin Ⅰ p. 10.

21) SN Ⅱ 12.43-45.

22) SN Ⅱ 12.52-57; 12.60.

23) Frauwallner(1953) p. 169.

24) Vetter(1988) p. §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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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일어난다, … 의(意)와 법(法)들을 연하여 의식(意識)이 일어난다.

3가지의 만남은 접촉이고, 접촉을 연하여 감수작용이 있고 감수작용을

연하여 갈애가 일어난다.25)

이것은 ‘접촉-감수작용-갈애’라는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연기

계열로서, 여기에서 보면 갈애는 18계의 접촉을 연하여 일어난 감

수작용으로 인해 일어난다. ‘감관들과 인식대상들의 접촉’으로부터

갈애가 일어난다는 이러한 서술은 서사시 철학에서 묘사한 갈애

와 동일하다.26) 다만 운반자이자 절대자인 아뜨만에 의한 우주창

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접촉이 아니라 윤회하는 가운데 고통이 일

어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접촉이라는 점27)만 다를 뿐이다. 또한 일

반적으로 순역관의 차제가 동일한 요소로 조건지어지는 다른 연

기법의 서술방식과 달리, 이 계열은 순관과 역관에서 그 구성요소

와 배열이 다르다. 이를테면 고통이 일어나는 순서에서는 6가지

감관과 인식대상 그리고 6식이 만나는 순간[接觸] 감수 작용이 일

어나고 그 감수 작용을 조건으로 갈애가 일어난다고 설해진 반면,

역관은 갈애의 철저한 이욕과 소멸로부터 취(取)가 소멸하고 취의

소멸로부터 유(有)가 소멸하고 유의 소멸로부터 생(生)이 소멸하

고 생의 소멸로부터 노사(老死) 등 고온이 소멸한다고 설해진 것

이다. 다시 말하면 순관에서는 갈애가 일어나는 과정은 설명하면

서도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고통이 일어나는 과정은 언급되지 않지

만, 역관에서는 갈애로 인해 야기되는 고통의 생기를 전제하여 그

소멸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구성요소는 어느 정

도 예상이 가능하므로 그 차제에 대입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으리

라 생각된다. 하지만 갈애의 소멸로부터 고온이 소멸하는 과정에

서 그 원인을 소급하여 하나씩 제거하는 소멸방법은 갈애가 일어

나는 원인이 지각과정에서 접촉과 감수 작용임을 고려할 때 서로

25) SN Ⅱ 12.43-45.

26) Frauwallner(1953) p. 150.

27) Jurewicz(2000)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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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18계의 접촉을 통해 일어난 감수 작용

으로부터 갈애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자라면 그 소멸을 위해

마땅히 감관의 단속(saṃvara)을 수행의 기점으로 삼아, 그로부터

유입되는 번뇌를 제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DN이나

MN의 도처에 나오는 붓다가 제자들에게 설한 해탈도28)에 따르면

감관의 단속은 바른 삼매를 수습하기위한 예비과정에서 기본적이

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바른 삼매에 의한 제거가

예상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맥락에서 바른 삼매는 언급되지 않으

며, 그것이 조건지어진 요소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기법만으로,

더욱이 순역관이 다른 지로 구성된 연쇄로 서술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원인들의 연쇄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것은 반야에 의한

통찰의 한 특징이다. 따라서 바른 삼매가 아닌 반야에 의한 통찰

로써 갈애의 소멸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순역관의 차제가 다른

연기지로 구성하지 않았을까 짐작할 뿐이다. 더욱이 이런 방식으

로 갈애와 취착을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오래된 운문 텍스

트에서부터 발견되는 익숙한 형태였기29)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갈애가 일어나는 원인을 세상에서 즐겁고 좋아할만

한 6가지 감관으로 보는 경우이다. 이것은 노사-소유욕(upadhi)30)

-갈애의 관계 속에서 제시된 것으로서 비구들을 위한 내적 숙고

(antaraṃ sammasaṃ)의 한 실례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늙음과

죽음의 원인이 갈애라는 것과 그로 인해 일어난 갈애가 머무는

과정으로 나뉜다.

‘세계에서 노사를 일으키는 이 다양한 여러 종류의 고통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고 무엇을 기원으로 하고 무엇에 의해 생기고 무엇으로부

터 발생하는가, 무엇이 있을 때 노사가 있고 무엇이 없을 때 노사가

28) Schmithausen(1981) p. 204. 각주 15 참조.

29) Schmithausen(2000) p. 178.

30) Schmithausen(2000) p. 178.; 소유욕(upadhi)은 취착(upādāna)와

유사하게 발음되고 의미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용례는

Pārāyaṇa의 게송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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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까?’라고 숙고하는 동안 그는 ‘실로 이 고통은 소유욕을 조건으로

하고 소유욕을 기원으로 하고 소유욕에 의해 생기고 소유욕으로부터

발생한다. 소유욕이 있을 때 노사가 있고 소유욕이 없을 때 노사가 없

다, … 소유욕은 갈애를 조건으로 하고 갈애로부터 일어나고 갈애로부

터 발생한다. 갈애가 있을 때 소유욕이 있고 갈애가 없을 때 소유욕이

없다.31)

이러한 내적 숙고과정은 늙고 죽는 고통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

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그 원인을 노사-소유욕-갈애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 후, 노사나 소유욕의 소멸을 4제와 동일한 방식으

로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종결된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갈애

의 경우는 그 생기의 원인, 증장과 소멸로 분류하여 숙고하는 방

식을 따르고 있다. 이에 의하면 갈애는 세상에서 즐겁고 좋아할만

한 것이 생기면 그에 따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머물게 된

다. 여기에서 세상에서 즐겁고 좋아할만한 것은 안(眼)․이(耳)․

비(鼻)․설(舌)․신(身)․의(意)라는 6가지 감관이다. 그것들에 대

해 항상함, 즐거움, 자아, 병없음, 평온한 것이라고 본다면 갈애가

증장할 것이고 그로 인해 차제대로 소유욕, 고통, 태어남, 늙음, 죽

음, 슬픔, 비탄,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괴로움들로부터 해탈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 무상, 고, 무아, 병듦, 두

려움이라고 본다면 점차적으로 갈애, 소유욕, 고통 등이 버려질

것이다. 따라서 갈애는 4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멸을 제시하고

있는 노사, 소유욕과 달리, 그것들에 대해 무상, 고, 무아, 병듦, 두

려움이라고 보는 반야에 의한 통찰로써 버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어난 갈애는 2가지 방식으로 증장하게 되는데, 하

나는 세상에서 즐겁고 좋아할만한 것인 6가지 감관에 대해 항상

함, 즐거움, 자아, 병없음, 평온한 것이라고 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취착되고 속박되어지는 사물들에 대해 좋아할만한 것이라

31) SN Ⅱ 12.66; 雜阿含經(TD 2, no.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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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면서 머무는 경우이다.32) 한편 6가지 감관이든지 속박되어지

는 사물이든지 간에 이것들은 모두 잘못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으

로서 무명의 특징이다. 따라서 결국 갈애는 무명으로 인해 증장한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상한 것에 대해 항상한 것으

로 여기고,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 즐거운 것이라 여기고, 병들어

있는 것에 대해 병이 없는 것이라 여기고, 두려운 것에 대해 평온

한 것이라 여기는 등의 그릇된 인식이 바로 무명의 속성이기 때

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무명에 덮이고 갈애에 묶인 자에게 몸이

생기한다는 설명33)이 가능하게 되며, 재생으로 이끄는 것이 갈애

이고, 그 갈애는 무명에 의해 증장되므로 무명은 갈애를 통해 재

생에 관여하게 되고 고통을 일으키는 더 잠재적인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이 자라난 갈애는 마치 큰 불이 붙은 많은 장작을 실은 수

레에 때때로 마른풀이나 마른 쇠똥, 장작개비를 던져 놓은 것처

럼, 타오르는 기름 등불에 때때로 기름을 붓거나 심지를 올리는

것처럼, 더욱 타오르고 번영하고 자라나게 된다. 하지만 증장된

갈애는 즐겁고 좋아할만한 대상에 대해 무상 등으로 관찰하거나

위험하다고 보는 방법을 통해 연료가 없어 꺼져 버리는 불처럼

제거되는데, 이 또한 모두 반야에 의한 통찰의 일환이라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갈애에서 시작하는 일련의 특정한 원인들에 의

해 고통이 일어난다고 파악하는 이 유형은 해탈도에 있어서 반야

에 의한 통찰을 자리매김하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32) SN Ⅱ 12.52-57; 12.60.

33) SN Ⅱ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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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과 명색과 관련된 유형

이것은 식이 머물 수 있는 터전(ārammaṇa)과 식-명색의 상호

의존이나 그 하강(avakkanti)과 연관하여 고통이 일어나고 소멸하

는 과정을 제시하는 유형34)으로, 모두 재생의 관념을 포함하고 있

다. 식이 머물 수 있는 터전은 2가지이다. 하나는 의도하게 하고(c

eteti) 계획하게 하고(pakappeti) 잠재하게 하는 것(anuseti) 혹은

의도하게 하지 않고 계획하게 하지 않지만 잠재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적 음식, 접촉, 의도, 의식이라는 4가지 자양분(ā

hāra)에 대해 탐욕(rāga), 기쁨(nandi), 갈애(taṇhā)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머물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식이 확립된다는 것은 아

마도 식이 윤회하는 실체라는 고대적 관념을 피하면서 동시에 조

건적 발생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일 것이다.

어떤 것을 의도하게 하고 계획하게 하고 잠재하게 하는 것, 그것은

식이 머물기 위한 터전이 된다. 터전이 있을 때 식의 확립이 있다. 그

확립된 식이 성장할 때 미래에 후유로 재생함이 있다. 미래에 후유로

재생함이 있을 때 미래에 노사,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괴로움들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고온이 일어난다.35)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잠재하게만 하는 것도 식이 머물 수 있

는 터전이 되며 그 터전이 있을 때도 식은 확립되고 성장한다. 그

리하여 미래로 재생하게 되며 그로 인해 노사 등의 고통이 일어

난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잠재하지 않아서 그

머물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경우 식은 확립되지 못하므로 당연히

노사 등의 고통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터전이 있

을 때 확립되고 성장한 식은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음이후

34) SN Ⅱ 12.38-40; 12.58-59; 12.64-65; 12.67; 12.19.

35) SN Ⅱ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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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감관의 도움 없이 잠재적인 상태로 계속 존재 가능한 새로

운 생존의 출발점이 되고 그로 인해 미래에 노사 등의 고통이 일

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식의 터전으로 제시된 ‘의도하게

하고 계획하게 하고 잠재하게 하는 것’은 12지(支)가운데 ‘행(行, s

aṅkhāra)’과 의미상 동일하다. 이를 통해 행연식(行緣識)으로 연기

지가 확장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고행주의 전통

에 속하는 게송들로부터 계승된 것이라 할 수 있다36). 더욱이 경

의 제목이 SN Ⅲ 60 및 63에서 ‘행’의 정의를 위해 사용된 ‘cetan

ā’임을 감안한다면 식이 머물 수 있는 터전은 ‘행’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맥락에서 흥미로운 것은 어

떤 조건하에서 그에 상응하는 의도, 계획, 잠재력의 개발을 통해

식에서 출발하는 재생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일 것이다.37)

이와 같이 머물 수 있는 터전이 있을 때 확립되고 성장한 식이

새로운 생존의 출발점이 된 경우, 그것에서 시작한 일련의 조건적

발생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식이 머무는 터전-식의 확립-식의 성장-미래 후유의 재생-미래의

노사38)

식이 머무는 터전-식의 확립-식의 성장-명색의 하강-6처-촉-수-애

-취-유-생-노사39)

식이 머무는 터전-식의 확립-식의 성장-의향-오고감-죽음과 재생-

미래의 생-미래의 노사40)

첫 번째 계열은 조건적으로 발생한 식이 죽음이후에도 잠재적

형태로 지속되어 새로운 생존의 출발점이 된 것을 시사하고 있으

며, 두 번째 ‘미래의 후유로 재생’ 대신 ‘명색의 하강’을 적용한 계

36) Aramaki(1985) p. 91.

37) Schmithausen(2000) p. 193.

38) SN Ⅱ 12.38.

39) SN Ⅱ 12.39.

40) SN Ⅱ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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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은 그 식이 모태로 하강하고 그 순간 명색에 근거한 적어도 하

나이상의 감각이 미약하게나마 작용해야만41) 식이 새로운 생존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비해 세 번째 계열

은 의향(nati)이 명색의 하강을 대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기의

구성요소로서 식은 인식과정에서 인식 주체로서 ‘지각’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재생과정에서 계속 조건지어져 있으면서도 그것

을 지속적으로 연결한다는 뜻을 함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런 맥락에서 연기지 구성요소로서의 식은 생명과 의식의 미세한

담지자이며 중간적이고 실제적인 지각과정 속에 단지 나타나며

그 근저에 놓여있는 하나의 감관42)이라 이해된다.

식이 머물 수 있는 또 하나의 터전은 4가지 자양분에 대해 탐

욕, 기쁨, 갈애가 있는 곳이다. 4가지 자양분들은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의 유지와 재생을 추구하는 자들의 원조를 위한 것으로서

물질적인 음식, 접촉, 의도 의식이다. 염색공이나 화가가 염료로

잘 다듬어진 널빤지나 벽이나 흰 천에 여자나 남자를 아름답게

그리는 것처럼, 이것들에 대해 탐욕, 기쁨, 갈애가 있을 때 거기에

식이 머물러 성장하고 그것이 자라는 곳마다 명색이 나타나며 그

것이 나타나는 곳마다 행들이 성장하고 그것들이 성장하는 곳마

다 미래에 후유로 재생하고 그것이 재생하는 곳마다 미래에 태어

남, 노사가 있고 거기에 슬픔, 두려움, 괴로움이 있다는 조건들의

연쇄로 인해 고통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비해 고통의 소멸은 뽀

쪽탑이 있는 건물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올 때 벽 등의 의지처가

없다면 햇빛이 머물지 못하는 것처럼, 4가지 자양분에 대한 탐욕,

기쁨, 갈애라는 식이 머물 수 있는 터전이 없으므로 그에 따라 식

이 머물러 성장하지 않게 되어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식이 머물 수 있는 터전이 2가지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가. 먼저 이 둘, 자양분들에 대해 탐욕, 기쁨, 갈애가 있

41) Aramaki(1985) pp. 90-91: 여기에서는 이 두 경을 연기 공식이 전개되는

두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42) Vetter(1988) pp. 49-50; Schmithausen(2000)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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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터전으로 확립되고 성장한 식과 의도, 계획, 잠재하게 하

는 것, 혹은 잠재하게만 하는 것을 터전으로 확립되고 성장한 식

은 활동에 있어서 그 기능이 동일하다. 다만 후자의 식이 활동하

기를 원한다면 전자의 식이 되어야 움직이게 되므로 그것들은 자

연스럽게 의도, 계획, 잠재하게 하는 터전에 의존한 식이 4가지

자양분들에 대해 탐욕, 기쁨, 갈애가 있는 터전에 의존한 식으로

전개되는 그 양상만 다를 뿐이다.43) 또한 이 연기계열은 모두 현

생에서 명색의 하강44)과 미래에서 재생이라는 두 번의 태어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첫 번째 태어남은 탐욕, 기쁨, 갈애로 인

한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남은 행의 성장으로 인한 것일 것이다. 따

라서 전후맥락상 행과 갈애는 4성제의 멸제의 설명에서처럼 동일

한 기능을 가진 것임을 알 수 있다.45)

다음은 식과 명색의 상호의존성으로부터 조건지어지는 연기계

열을 살펴보자. 이것은 SN Ⅱ 12.65경과 12.67경에서 엿볼 수 있

는데, 전자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 보살의 내적 사유와

관련된 것이고, 후자는 사리풋타와 꼿띠타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

지만 둘 다 노사라는 고통의 인식과 그 해결을 모색하는 차원에

서 설해진 것이다. 한편 노사라는 고통에 대한 붓다의 내적사유에

서 연기법을 설하는 경전들은 SN Ⅱ 12.65경 이외에 SN Ⅱ 12.4-

10경이 있다. 그러나 뒤의 경전들은 모두 동일한 구조 속에서 12

연기로 서술되며, 이 경만 식과 명색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전제로

한 10지연기가 설해진다. 그 사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어떤

것이 있을 때 노사가 있고 어떤 조건으로부터 노사가 있을까?’라

43) Aramaki(1985) p. 94.

44) 이 계열에서 ‘하강’은 식과 명색의 하강이 모두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속박되어지는 사물들에 대해 좋아할만한 것이라고 보면서 집착하는

경우, 그 집착으로 인해 식이 명색 속으로 하강(SN Ⅱ 12.59)하거나

명색이 하강(SN Ⅱ 12.58)한다는 전후맥락을 고려할 때 이것은 갈애를

원인으로 하는 유형들의 단순한 확장일 가능성도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유형화하지 않았다.

45) Vetter(1988)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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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리작의(如理作意, yoniso manasikāra)

를 통해 ‘생이 있을 때 노사가 있고,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는

반야에 의한 통찰이 일어나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이와 같은 방식

으로 사유는 노사-생-유-취-애-수-촉-육입-명색↔식의 차제에

따라 순서대로 거꾸로 진행된다. 이에 보살은 깨달음의 길에 도착

하여 모든 고온을 소멸하며 최종적으로 그에게 ‘일어남’과 ‘소멸’

이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 해탈지, 반야, 밝음,

광명이 일어나게 된다. 이 연쇄에서 식과 명색은 다른 지와 달리

명백하게 다음과 같이 서로 의존한다.

명색이 있을 때 식이 있다. 명색의 조건으로부터 식이 있다. 이 식

은 다시 돌아온다. 명색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가지 못한다. 여태까지

늙어가고, 태어나고, 죽어가고, 옮겨가고 재생하는 한, 곧바로 명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 ... 나는 깨달음의 길에

도착했다. 즉 명색의 소멸로부터 식의 소멸이 있고 식의 소멸로부터

명색의 소멸이 있다, ...

이러한 깨달음은 숲속에 감추어진 옛 도시의 발견에 견주어 설

명되며, 정등각자들이 거닐었던 옛길인 8정도를 따라가면서 노사-

행들을 4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노사-행들, 그 원인, 그 소멸, 그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해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실

제적으로 노사라는 고통은 네 가지 정신적 요소(名)와 육체적 요

소(色)의 실제적 결합을 암시하는 명색, 즉 심리적인 과정과 생생

한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신체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개체46)에 의

지하여 일어난다. 더욱이 명색은 식이 모태에 들어가고 임신이 거

부되지 않고 마침내 유아기에 중지하지 않을 때에만 형성되는 것

이다.47) 따라서 만약 식이 명색 속에서 의지처를 발견하지 못한다

면 재생, 늙음, 죽음이라는 고통이 미래에 생길 수 없을 것이다.

46) Schmithausen(2000) p. 181.

47) Frauwallner(1953) p. 162.

상윳따 니까야 인연상응의 연기 유형 ∙ 193

이런 차원에서 이 식은 다시 돌아오고 명색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가지 못하게 되며 결국 명색과 식은 서로 의존하여 정립하게 된

다.

이와 마찬가지로 2개의 갈대단이 서로 의지하여 서 있는 것처럼, 식

과 명색이 서로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한 경이 SN Ⅱ 12.67이다. 여기

에서 마하 꼿띠타는 사리풋타에게 “노사-식이 자작(自作)인가, 타작(他

作)인가, 자타작(自他作)인가, 자작도 아니고 타작도 아닌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인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사리풋타가 4가지 모두 아니

고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 …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 … 명색을

연하여 식이 있다.”고 대답한다. 이것은 고대 인도에서 통용되던 인과

율, 즉 상주론, 결정론, 절충론, 단멸론에 대해 조건적 발생, 즉 연기라

는 불교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48)

3. 무명을 원인으로 하는 유형

이것은 고통이 무명에서 시작하는 일련의 특정한 12가지 원인

들로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12가지 요소들은 'paccayā'와 'nirodh

ā'라는 탈격 형태의 단어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유형처럼, 모두

고통의 생멸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분량은 전체 삼

분의 일 이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많다. 또한 초기경전이래 지

금까지 12지연기는 불교사상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동시

에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연기 해석과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

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논란이 된 다양한 해석

을 소개하는 것은 논리 전개상 불필요하고 지면관계상 서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제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텍스트에 나타난 12연

기를 주제에 따라 설법된 그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

로 분류하여 정리하고자 한다.49)

48) Macy(2004) pp. 56-74 참조.

49) 이 분류 외에 12연기는 법을 설하는 자, 법을 실천하는 자, 현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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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법주제로 단순하게 제시된 것

중도로서 설해진 것

붓다의 깨달음과 연관된 것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등의 소위 연기공식과 결합되어 설

해진 것

해탈지(ñāṇa)와 관련하여 설해진 것

그러면 본격적인 분류에 앞서, 먼저 정형구로서 알려진 12연기

의 서술과 그 각지의 뜻을 살펴보자.

무명을 연하여 행들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을 연하여 육처가 있고, 육처를 연하여 촉이 있고,

촉을 연하여 수가 있고, 수를 연하여 애가 있고, 애를 연하여 취가 있

고, 취를 연하여 유가 있고, 유를 연하여 생이 있고, 생을 연하여 노사,

슬픔, 비탄,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괴로움들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고온의 일어남이 있다. 한편 무명의 남김 없는 이욕과

소멸로부터 행의 소멸이 있고, 행의 소멸로부터 식의 소멸이 있고, 식

의 소멸로부터 명색의 소멸이 있고, 명색의 소멸로부터 육처의 소멸이

있고, 육처의 소멸로부터 촉의 소멸이 있고, 촉의 소멸로부터 수의 소

멸이 있고 수의 소멸로부터 애의 소멸이 있고, 애의 소멸로부터 취의

소멸이 있고, 취의 소멸로부터 유의 소멸이 있고, 유의 소멸로부터 생

의 소멸이 있고, 생의 소멸로부터 노사, 슬픔, 비탄, 육체적인 고통, 정

신적인 고통, 괴로움들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고온의 소멸이

있다.50)

열반을 성취한 자를 분류하는 기준에 적용된 것(SN Ⅱ 12.16)과

자양분에 대한 갈애로 인해 고통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말미에

제시된 것(SN Ⅱ 12.11)도 있다. 한편 고통이 자작인가? 등으로 구성된

4가지 잘못된 인과율에 대해 고통은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난다고

사리풋타가 설하는 경들(SN Ⅱ 12.24-25)이 있는데 비록 12지연기가

서술되지 않지만 무명에 대한 대치라는 주제가 동일하므로 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50) SN Ⅱ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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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텍스트에서 설명된 93개의 경 가운데 12가지 요소의 뜻을

모두 소개하고 있는 것은 SN Ⅱ 12.2, 12.27경뿐이며 또한 거기에

서 정의된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51) 이에 따라 그

뜻을 살펴보면, 무명(avijjā)은 4성제에 대한 무지이고, 행(saṅkhār

a)은 신구의(身口意)에 대한 의향적 충동이고, 식(viññāṇa)은 6가

지 의식이고52), 명색(nāma-rūpa)은 감수․지각․의도․접촉․작

의라는 ‘명(名)’과 4대종(大種), 4대소조색(大所造色)이라는 ‘색(色)’

의 결합이고, 6처(saḷāyatana)는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라는

6가지 감관이고, 촉(phassa)은 6가지 감관에 대한 접촉이고, 수(ve

danā)는 6가지 감관과 접촉하여 생긴 감수 작용이고, 애(taṇhā)는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이라는 6가지 인식경계에 대한 갈애이

고, 취(upādāna)는 욕취․견취․계금취․아론취이고, 유(bhava)는

삼계에서의 현존함이고, 생(jāti)은 이런 저런 중생들 가운데 이런

저런 중생취에 있어서 태어남․발생․출생․온(蘊)들의 출현․입

처(入處)들의 획득이고, 늙음(jarā)은 그 중생취에 있어서 노쇠․

늙어감․치아의 부서짐․백발․피부의 주름짐․수명의 줄어듦․

감관들의 무너져 감이고, 죽음(maraṇa)은 그 중생취로부터 사라

짐․소실해 감․부서짐․소멸․마라․좁은 의미의 죽음․넓은 의

미의 죽음․온(蘊)들의 부서짐․사체(死體)의 놓여짐이다.53)

51) SN Ⅱ 12.28; SN Ⅱ 12.33에서도 내용은 동일하나 노사에 행들까지만

설명되며, 부분적으로 다르게 정의하는 경은 SN Ⅱ 12.51(행을 공덕행,

불공덕행, 부동행으로 정의)과 SN Ⅱ 12.32; SN Ⅱ 12.62(수를 락수,

고수, 불고불락수로 정의)정도이다

52) 앞의 식과 명색에서 시작하는 유형과 달리 식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아비달마적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53) SN Ⅱ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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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설법주제로 단순하게 제시된 것

이것은 ‘연기(paṭiccasamuppāda)’라는 설법 주제아래 제시된 12

지연기이다.54) 즉 “비구들이여! 너희들에게 연기를 설하리라”, “나

는 너희들에게 연기를 가르치고 분별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

게 연기와 연생법(緣生法)을 설할 것이다.”라는 구절들에서 보듯

이, 이 계열은 고통을 인식한 다음 내적 사유의 일환으로 제시되

거나 재생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설명된 것이 아니다. 단순히

붓다가 제자들에게 선언적으로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기라는 용어는 SN Ⅱ 12. 60경을 제외하고 이 텍스트 상에

서는 모두 12연기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12지연기는 그 서술

속에 고온의 생멸이 전제되어 있다. 이 연기가 설해진 상황은 노

사라는 개인적이고 내적인 고통을 소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외부적이고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잘못된 판단이나 인식을 바로

잡는데 맞춰져 있다. 즉 구체적인 실천차제가 아니라 이론적 체계

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론적인 교의로 정립하려고

하는 연기는 무엇일까. 이것은 연생법과 함께 설명된 연기를 통해

알 수 있다. SN Ⅱ 12.20에서는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에서

“무명을 연하여 행들이 있다”까지 각 구절마다 “여래들이 출현이

나 출현하지 않음이나 그 요소는 존속하는 것이고, 법에 의해 안

주하는 것이고, 법에 의해 결정된 것이고, 차연성이다. 여래는 그

것을 잘 깨닫고 이해한다. 잘 깨닫고 이해하고 나서 말하고 가르

치고 알게 하고 앞에 두고 열어 보이고 분석하고 분명하게 하며,

그리고 ‘너희들이 보아라.’고 말한다”.55)라는 문장이 뒤따른다. 아

마도 이 문장은 연기법을 정의하고자 한 후대 학자들에 의해 가

장 많이 인용되고 다양하게 해석되었을 것이다.56) 이를 참조하면

연기는 곧 12연기이고, 법주성(法住性), 법결정성(法決定性), 차연

54) SN Ⅱ 12.1, 12.2, 12.3, 12.20, 12.69.

55) SN Ⅱ 12.20.

56) 楠本信道(2007) pp. 27-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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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는 3가지 특징을 지니며, 여래의 출현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되는 법칙이고, 여래가 깨닫고 설하신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선언적으로 제시한 것은 붓다가 제자들

에게 이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라 실천하려는 의지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며, 그 교육적인 효과도 높았을 것이다.

⑵ 중도로서 설해진 것

이것은 중도의 내용으로 12연기를 설한 것으로서, 대부분 아쩰

라 캇사파와 같은 출가이전 외도 수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된 것이다.57) 초전법륜경에 따르면 중도는 깨달음과 열반

으로 이끌어주는 것으로서,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극단과 스스

로를 괴롭히는데 전념하는 극단에 다가가지 않는 것이며, 구체적

으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

른 노력,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라는 8정도를 가리킨다.58) 훼터

의 분석에 의하면 이 원형적인 8정도는 바른 삼매를 정점으로 그

것을 얻기 위한 예비적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59) 하지만 여기에

서 서술된 중도는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도도

아니고 두 극단에 다가가지 않는 것도 아닌, 언제나 12연기로 서

술되며 2가지 내지 4가지 극단을 피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를테면 바른 삼매가 아닌 12연기, 즉 반야에 의한 통찰, 나아가

무명을 대치하기 위한 정견으로서 중도라는 것이다.

세간의 일어남을 여실하게 올바른 반야로 보는 자에게 세간에 대해

비존재한다는 견해는 없다, … 세간의 소멸을 여실하게 올바른 반야로

보는 자에게 세간에 대해 존재한다는 견해는 없다, … 이러한 두 극단

57) SN Ⅱ 12.15-18; 12.35-36; 12.46-48.

58) Vin Ⅰ p. 10.

59) Vetter(1988) p.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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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떠나 여래는 중도에 의한 법을 설한다. 무명을 연하여 행들이 있고,

… 이와 같이 이 모든 고온의 소멸이 있다.

이렇게 12지 연기로 서술된 중도는 대부분 유행자나 바라문들

의 잘못된 판단이나 인식, 즉 나쁜 의도를 일으키게 하고 혼란하

게 하고 논쟁하게 하고 동요하게 하는 것에 대해 설해진 것이다.

이와 같다면 연기설과 결합된 중도는 실천 체계가 아닌 이론 체

계일 것이며, 실제적으로 잘못된 인식인 무명을 제거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면 12연기로 서술된 중도가 대치하는 잘못된 판단이

나 인식을 경전별로 알아보자. SN Ⅱ 12.46경은 행위자(行爲者)와

향수자(享受者)의 동이(同異)에 대한 대치이고, SN Ⅱ 12.47경은

모든 것의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대치이며, SN Ⅱ 12.28경은 모든

것의 존재와 비존재, 단일함과 다양함을 주장하는 오래된 세간론

에 대한 대치이다. 그리고 SN Ⅱ 12.17경과 12.18경은 고통이나

고락(苦樂)의 발생에 대한 2가지 이상의 극단이 결합된 경우를 소

개하고 있는데, 즉 고통이나 고락의 발생은 자작, 타작, 자타작, 자

작도 아니고 타작도 아닌 무인작(無因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4가지 모두 아니지만 이것들은 있는 것이며 조건에 의해 발생하

는 것으로서 붓다는 이것을 알고 본다고 대답한 후, 재차 행위자

와 향수자, 느끼는 것과 느끼는 대상의 동이(同異) 문제를 거론하

여 자작(=동일)이라면 영혼론이 될 것이고, 타작(=다름)이라면 단

멸론이 될 것이므로 두 극단을 떠나는 방법으로 12연기로 서술된

중도가 설명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SN Ⅱ 12.35경과 12.36경은

“노사가 무엇인가?, 이 노사는 누구의 것인가?, 노사는 다르다, 이

노사는 다른 자의 것이다.”라는 표현만 다르고 동일한 의미를 지

닌 견해, 즉 영혼과 신체의 동일문제를 대치한 것이다. 반면 SN

Ⅱ 12.15경은 다른 스승에게 반연하지 않는 해탈적 통찰(ñāṇa)의

일환으로서 정견=중도가 12연기로 제시된 경우이다. 따라서 여기

에서 중도로서 제시된 12연기는 잘못된 견해인 무명을 대치하기

위한 이론체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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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붓다의 깨달음과 연관된 것

이것은 여리작의(如理作意, yoniso manasikāra)가 수반된 여실

하게 올바른 반야에 의한 통찰과정에서 고따마 붓다를 비롯한 일

곱 붓다들의 깨달음과 연관되어 서술된 12연기이다.60) 여기에서

‘manasikāra(作意)’는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에서 파

생된 것으로 ‘주의 깊은 심사숙고’를 의미하고, ‘yoniso’는 ‘자궁(yo

ni)’이라는 뜻을 지닌 명사의 탈격형태이므로 여리작의는 그 안에

모든 것을 포섭하여 그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의미를 함

축한 근원적이고 주의 깊은 심사숙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붓다

들의 사유는 이미 생성된 것은 특정한 원인과 선행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아래 일어난 것으로서, 근원적이고 주의 깊은 심사숙

고인 여리작의를 통해 차제대로 노사에서부터 무명까지의 12지가

모두 조건적 생멸이라는 반야에 의한 통찰로 특징화 된다. 그 결

과 ‘생멸’이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 지혜, 반

야, 밝음, 광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붓다들의 사유라

는 이와 동일한 주제아래 상이한 연기계열을 포함하고 있는 더

오래된 버전61)인 DN과 SN의 다른 경을 고려할 때 이 내용은 여

러 각도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일차적으로 후대

에 정립된 12연기가 다른 연기계열과 동일한 위상을 가졌다는 것

을 드러내기 위해 단순히 대입한 것이라 이해하기로 한다.

⑷ 연기공식과 결합되어 설해진 것

이것은 소위 연기공식이라 알려진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

고 이것의 일어남으로부터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소멸할 때 저

60) SN Ⅱ 12.4-10.

61) DN. Ⅱ pp. 55-71; SN Ⅱ 1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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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없고 이것의 소멸로부터 저것이 소멸한다.”라는 구절과 결합

된 12연기이다.62) 단순히 12연기만 제시한 경우와 달리, 이와 같

이 연기공식과 결합한 경우는 대체로 다른 수행도와 함께 설해지

는데, SN Ⅱ 12.21에서는 오온의 통찰, SN Ⅱ 12.37에서는 몸에

대한 관찰, SN Ⅱ 12.41, 42에서는 5계(戒), 4불괴정(不壞淨), SN

Ⅱ 12.61, 62에서는 몸과 마음에 대한 관찰과 함께 설명된다. 또한

이것은 “성제자는 이 연기를 듣고 잘 여리작의한다”63), “배움을

지닌 성제자는 다른 스승에 의존하지 않는 바로 그 지혜가 일어

난다.”64)라는 구문에서처럼 설법 대상이 성제자에게 맞춰진 것이

대부분이다. 나아가 10력(力)과 4무소외(無所畏)를 지니고 황소의

지위를 부여받는 여래의 사자후로서 설명되기도 한다.

⑸ 해탈지(ñāṇa)과 관련하여 설해진 것

이것은 해탈지(ñāṇa)65)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제시된 12연기66)

로서 해탈지의 특징에 대한 2가지 대립적인 견해를 초기 경전에

서 찾아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인용된 부분

이다.67) 즉 불교 수행도에서 해탈지는 언어적이고 개념적 대상에

대한 인식과 언어적 개념을 초월한 대상에 대한 인식이라는 2가

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SN

Ⅱ 12.68경에 따르면, 싸빗타는 “믿음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선호

62) SN Ⅱ 12.21; 12.37; 12.41-42; 12.49-50; 12; 61-62.

63) SN Ⅱ 12.37; 12.61-62.

64) SN Ⅱ 12.49-50.

65) 인연상응에서 이것은 “생은 파괴되었고 범행은 완성되었으며, 해야 할

일은 마쳤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존재의 상태는 없다고 분명하게 안다.”

라는 아라한의 사자후 앞에서 해탈에서 해탈했다는 지혜(ñāṇa)가 있다는

맥락에서 나오므로 ‘aññā’와 동의어로 간주함.

66) SN Ⅱ 12.34; 12.68; 12.70.

67) 김성철(2004) pp. 9-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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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하고 구전전통을 제외하고 행상에 대한 숙고를 제외하고

견해에 대한 통찰을 받아지님을 제외하고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

다 … 무명의 소멸로부터 행의 소멸이 있다’는 바로 개별적인 해

탈지가 있는가” 라고 무씰라와 나라다에게 질문한다. 이에 대해

그 둘은 모두 그것을 알고 본다고 대답하지만, 재차 루(漏)를 파괴

한 아라한이라는 확인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인다. 즉 무씰라는

침묵하고, 나라다는 목마른 자가 오아시스 우물에서 두레박이 없

어서 바라만 볼뿐 접촉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여실하게 올

바른 반야로 볼 뿐, 자신은 무루 아라한이 아니라고 대답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해 해탈지는 반야에 의해 통찰된 여실지견과 직접

접촉하여 경험한 지혜라는 2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탈지를 2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

고 있는 경이 SN Ⅱ 12.70이다. 이것은 붓다의 상가가 필수품이

잘 조달되고 존경받는 단체임을 알고 위장출가한 유행자 쑤시마

에게 설해진 것으로서, 여기에서 법주지(法住智, dhammaṭṭhitiñāṇ

a)가 먼저이고 열반에 대한 지혜(nibbāṇe ñāṇa)가 나중이라는 언

급이 나온다. 물론 12지 연기는 오온무아에 대한 설법에 이어 여

실하게 올바른 반야에 의해 보여져야할 법주지로 제시된 것이다.

4. 노사-행들로 이루어진 유형

이 유형은 현세에 자신의 성스러운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사

문과 바라문, 그리고 어떤 단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성제자의 지침

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노사-생-유-취-애-수-촉-6처-명색-식-행

들이라는 11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연기이다.68) 또한 다른 유형과

달리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고통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과정을

68) SN Ⅱ 12.13-14; 12.27-30; 12.33; 12.51; 12.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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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11지가 4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인식하거

나 8정도에 의한 것과 함께 서술되어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기

본적으로 고통에 대한 숙고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하고 올바른 수행자로서 적절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자

들에게 그 중점이 맞추어져 있는데다가, 그 연쇄에서 고통을 소멸

하는 방법으로써 8정도나 4제와 결합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형

은 4제와 12연기를 결합하려는 목적으로 설명된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 가운데 4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11지를 인식하는 내용을 살

펴보자.

노사를 분명하게 알고, 노사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노사의 소멸

을 분명하게 알고,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분명하게 아는 어떤 사

문이나 바라문이든지, 그들이 참으로 노사를 극복하고서 머물 것이라

는 이러한 입장은 알려진다. … 사문의 목표와 바라문의 목표를 현세

에서 스스로 앎을 통해 현증하고서 성취해 머무는 존경할만한 자들이

다69)

이 문장을 4정려를 거쳐 제4정려에서 루(漏, āsava)를 파괴하는

지혜로 마음이 향한 후 해탈지를 성취하기 직전 4제에 대한 인식

을 얻는 부분과 비교해 보자.

이것은 고통이라고 여실하게 안다. 이것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여실

하게 안다. 이것은 고통의 소멸이라고 여실하게 안다. 이것은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고 여실하게 안다.70)

비록 ‘ayaṃ’이라는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앞의 노사를 뒤

의 고통으로 바꾸면 두 구절은 정확하게 동일한 형식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연기설의 체계에서는 모든 고통이 노사로 등치된다

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두 구문의 의미가 같다는 것은 어렵지 않

69) SN Ⅱ 12.30; 12.13.

70) DN Ⅰ p.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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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후맥락상 앞부분은 현세에서

스스로 지혜(abhiññā)를 통해 올바른 사문과 바라문의 목표를 현

증하려는 자들을 고무시키기 위한 것인데 비해, 후자는 해탈직전

성취된 해탈지의 내용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그럼에도 이 구절

을 편의상 ‘4제와 동일한 방식’이라 지칭하기로 한다. 이에 견주어

노사와 동일선상에서 언급된 생-유-취-애-수-촉-6처-명색-식-

행들도 고통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이것들에 대해 4제

와 동일한 4가지 방식으로 분명하게 인식한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11가지 요소는 일련의 연쇄에서 모두 동일한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다른 유형에 비해 독특한 서술

형태를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문장이 주어를 ‘노사-행들을 여실

하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로 일반화시키고 미래수동분사

가 동사의 역할을 하도록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서술 형태로 인해 성제자나 사문과 바라문들은 그 수행에 있어서

강력한 동기를 유발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형태를 살펴

보자.

노사-행들, 그 원인, 그 소멸, 그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해 여실하게

알기 위해(yathābhūtaṃ ñāṇāya) 스승을 찾아다녀야 하고(satthā pari

yesitabbo), 배움을 행해야 하고(sikkhā karaṇīya), 요가를 실천해야 하

고(yogo karaṇīyo), 의욕을 일으켜야 하고(chando karanīyo) 노력을

행해야 하고(ussoḷhi karanīyo), 불퇴전해야 하고(appaṭivānī karaṇīyā),

열렬하게 해야 하고(atappaṃ karaṇīyaṃ), 정진을 행해야 하고(viriya

ṃ karaṇīyaṃ), 인내해야 하고(sātaccaṃ karaṇīyaṃ), 사띠를 행해야

하고(sati karaṇīyā) 완전하게 알아차려야 하고(sampajaññaṃ karaṇīy

aṃ), 부지런해야 한다( appamādo karaṇīyo)71)

또한 이와 같이 4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건, 조건의 소멸, 조

건의 소멸을 분명하게 아는 자에게 법지(法智, dhamme ñāṇa)가

71) SN Ⅱ 12.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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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며, 그로 인해 그는 곧바로 과거세와 미래세까지 유비적으

로 노사 등에 대해 4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완전하게 알게 되는 류

지(類智, anvaye ñāṇa)가 일어난다. 그리하여 이 청정하고 깨끗한

2가지 지혜, 즉 법지와 류지가 일어나는 자는 견해를 갖춘 자, 봄

을 갖춘 자, 정법에 도달한 자, 정법을 본 자, 유학의 지혜로 구족

한 자, 유학의 명(明)에 의해 구족된 자, 진리의 흐름을 들어간 자,

성스러운 결택에 의해 지혜로운 자, 불사(不死)의 문을 두드리고

서 서 있는 자가 된다.

다음으로 11지에 대해 8정도가 적용된 경우이다. 이것은 각 지

에 대해 그 의미를 소개한 후 그 소멸을 위해 그 소멸로 이끄는

방법으로써 8정도가 제시된 것이다. 즉 노사의 뜻을 이해한 후

‘생의 일어남으로부터 노사가 일어나고 생의 소멸로부터 노사가

소멸한다.’는 조건적인 발생과 소멸을 암시한 후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길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

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라는 8정도라고 설명한다

는 것이다.

Ⅲ. 나오는 말

붓다의 깨달음과 관련된 내적인 사유로 연기법이 배대된 배경

을 상윳따니까야 Ⅱ, 인연상응에서 ‘인연(nidāna)’이라는 주제아래

묶여진 93개의 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된 방법은 고통이 시

작되는 정점, 즉 갈애, 식과 명색, 무명, 행들을 기준으로 삼아 그

일련의 연쇄들을 유형화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체계

가 상이하고 내용이 복잡할지라도 이 가르침들은 모두 고통의 생

멸이라는 공통범주에 포섭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연기설은

노사-행들의 연쇄를 제외하고 모두 재생의 관념이 내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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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재생하지 않음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텍스트에서 설명된 상황이나 구성 요소들, 그리고 그 연쇄들의

인과관계를 고려할 때, 이론적 체계로서 제시된 무명을 원인으로

하는 12연기를 제외한 모든 연기설은 대체로 수행차제로서 설명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수행차제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반야에 의한 통찰이다. 반야(paññā)는 일체 법을 영

원한 것과 무상한 것, 고통스러운 것과 즐거운 것, 자아와 무아로

식별하는 능력과 정신적인 과정이다.72) 연기설에서 이것은 고통

의 무더기를 해체하여 그 원인이 되는 구성요소까지 소급하여 분

석한 후, 가장 미세하면서도 큰 영향력을 지닌 원인, 즉 재생으로

이끄는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그것의 철저한 이욕과 소멸로

부터 거기에서 파생된 결과를 하나하나 소멸하는 과정으로 나타

난다. 이러한 통찰은 늙고 죽음이라는 보편적인 한계상황에 처한

자가 그것을 자각하고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묻는 것에서

부터 숙고나 여리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이 있을 때 노사가 있고 무엇을 연하여 노사가 있는가? 생이

있을 때 노사가 있고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

늙음과 죽음은 자작도 아니고, 타작도 아니고, 자타작도 아니고, 자

작도 아니고 타작도 아닌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생을

연하여 노사가 일어난다.

노사는 무엇을 인연으로 하고 무엇을 기원으로 하며 무엇으로부터

생기고 무엇에 의해 발생하는가. 무엇이 있을 때 노사가 있고 무엇이

없을 때 노사가 없는가? 노사는 생을 인연으로 하고 생을 기원으로

하며 생으로부터 생기고 생에 의해 발생한다. 생이 있을 때 노사가 있

고 생이 없을 때 노사가 없다.

노사를 분명하게 알고, 노사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노사의 소멸

을 분명하게 알고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분명하게 안다

태어남의 생기로부터 노사가 생기고 태어남의 소멸로부터 노사가

72) Vetter(1988)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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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다.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길은 바로 이 성스러운 8가지 지분이

다.

이 문장은 생 등의 다른 연기지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그 연쇄

를 이루는 요소들의 숫자에 따라 3지에서 12지까지 여러 연기유

형이 설해지지만 모두 반야에 의한 통찰로 포섭된다. 말하자면 해

탈도의 측면에서 연기설은 반야에 의한 통찰의 다양한 형태를 보

여주는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반야에 의해 무명이나 갈애

라는 재생의 원인이 뿌리째 제거된다는 것은 초전법륜이래 현재

까지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불교 해탈도의 중심 내용이다. 이

런 측면에서 사실여부를 떠나 상좌부 장로들은 가장 널리 알려지

고 빈번하게 서술되고 있는 12연기설을 반야에 의한 통찰의 한

유형으로 삼고, 그것을 중심 해탈도로 정립하기 위해 율장에서 깨

달음 직후 붓다의 해탈체험의 내용으로 소개하여 그 깨달음의 내

적 사유로 특징화하려고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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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Formulation of Dependent

Origination(Paṭiccasamuppāda) at Nidānasaṃyutta

in the Saṃyuttanikāya

Kim, Hongmi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thus attempts to outline an alternative

reading of that the theory of dependent

origination(paṭiccasamuppāda) is virtually equated with inner

exploration of the Buddha's complete enlightenment. It is

generally considered that dependent origination, especially in

the form of the twelvefold chain of dependent origin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Buddha's enlightenment. Owing to

locus of the form of the twelvefold chain of dependent

origination has presented before "First Sermon" after

Supreme and Perfect Enlightenment in Pali-Vinaya.

Therefore it has been read as Buddha's own inner witness

by many Buddhists in later times.

But from a Frauwallner point of view, it is obvious that

this tenet not having been thaught by Buddha, at least not

in an early period of his long preaching. Thus why the form

of the twelvefold chain of dependent origination is

purposefully incorporated into Basket of Discipline, as the

Buddha's enlightenment by the Theravādins?

In order to explain their intension behind,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Book of Causation(Nidānasaṃyutta;因緣

相應) which collects into ninety-three short suttas directed

to dependent origination in the Saṃyutta-Nikāya Ⅱ. I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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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chains of cause, prerequisites, and consequences and

their chains are intimately linked with the origin and

cessation of whole mass of suffering in this text. First of

all, I shall direct my attention here to the series known as

the 4-chains of the origination of suffering dependent on

conditions, beginning with craving(taṅhā),

perception(viññāṇa) and name-form(namarūpa),

will-impulses(saṅkhārā), ignorance(avijjā). They are root

causes of suffering and lead to the production of furture

renewed existence, future rebirth, aging-and-death.

But in this text, the path of discriminating

insight(paññā) is described to eliminates root causes of

aging-and-death as rebirth of suffering and developed

through various stages, for example, discrimination of a

causes and prerequisites of series-Buddha's careful

attention(yoniso manasikāra) or the noble disciple's

thorough investigation-looking upon with right

discriminating insight(sammapññāya). Above all, this

method has been regarded that best of the path toward

salvation, as released from rebirth and suffering. Moreover,

the form of the twelvefold chain of dependent origination is

coupled with discriminating insight directly. For that reason,

probably it has introduced the Buddha's enlightenment by

the Theravādins, as Buddha's own inner witness.

key wards: dependent origination(paṭiccasamuppāda),

discriminating insight(paññā), craving(taṅhā),

perception(viññāṇa) and name-form(namarūpa),

the dispositions(saṅkhārā), ignorance(avijj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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