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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稱(Dharmak rti)의 감각지각(indriyapratyakṣa)론은 

과연 經量部 인가?

__上座 슈리라타(Ṡr l ta)의 감각지각 불신론과 이에 한 

世親의 충론을 통해 본 경량부 前5識說의 개 과정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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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기존 학계에서 소  경량부설로 통념화 되어 온 법칭의 세속

제에 한 입장의 사상사  발 과정에 한 첫 번째 비  검토이다. 

토사키는 양평석 량장  194∼196게송에 나타난 법칭의 감각지각론을 

규기의 二十唯識論述記 에 보이는 경량부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량

부 소종의 입장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규기가 이해한 경량부설과 법칭

의 입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규기가 본 경량부설은 5식의 인식

상은 실유인 극미 하나하나가 아니고 가유로서의 그 집  는 화합

이란 사실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 입장은 경량부의 실질 인 창시자인 

상좌 슈리라타의 감각지각 불신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다. 법칭의 입장은 극미 체가 인식 상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이 경

우에도 집 된 극미 하나하나가 여 히 인식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충

 입장이므로 감각불신론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토사키

가 경량부 소속의 학설이라고 확신한 법칭의 감각지각론은 세친의 유

식이십론 이나 진나의 소연연론 에서 비 되고 있는 외경실재론(경

량부설)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엄 히 말해서 법칭의 입장이란 세친

(Vasubandhu)이 설일체유부와 상좌 슈리라타 류의 경량부설을 충해

서 만든 입장을 진나(Dign ga)가 확 ·발 시키고 이것을 법칭이 다시 

철학 으로 재정립한 것이다. 

* 강 학교 HK 인문한국 연구사업단 연구교수. abhidharm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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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법칭(Dharmak rti)의 극미화합론은 

과연 경량부설인가?

토사키 히로마사(戶崎宏正)는 법칭(Dharmak rti)이 술한 양평

석(Pram ṇav rttika)의 량장(pratyakṣapariccheda)에 한 번역

연구( 仏教認識論の硏究 , 1979)로 불교인명학계에 불멸의 명성을 

남겼다. 그런 그가 량장에 보이는 경량부설이라는 논제로 일련

의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의 하나가 양평석의 “인식 상”

(所緣, lambana)개념에 한 것이다.1) 이 논문에서 그는 량장 

194∼196번 게송이 제하고 있는 아비달마  량론의 주요 테

제인 “ 5식은 집 된 [극미를] 인식 상으로 한다”(sañcit lamban ḥ 

pañca vijñ nak y ḥ)는 명제와 여기에 가해진 법칭의 감각지각

(indriyapratyakṣa)에 한 해석에 주목한다. 법칭의 해석이란 간

략히 5식은 개개의 극미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집 된 극미 

체(s m nya)를 인식 상으로 하지만, 그 인식 발생의 원인은 

여 히 집 된 개개의 극미들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토사키(1965: 632)가 “ 5식은 

집 된 [극미를] 인식 상으로 한다”라는 아비달마의 테제와 법칭

의 해석을 별다른 구분 없이 하나로 묶어서 경량부(Sautr ntika) 

所宗의 주장으로 간주한다는 이다.2) 참고로 법칭 자신이나 그의 

인도 주석가들은 상기의 5식에 한 테제는 아비달마 문헌에서 

유래한다는 언  외에는, 법칭이 취한 입장의 학 소속성에 해

1) 戸崎 宏正(1965).「仏教論理学説と経量部説(3) プラマーナヴァールティカの 

所縁説について」. 『印度学仏教学研究』26(13-2):　pp. 187-190.

2) 상기의 게송을 경량부의 입장으로 보는 것은 기존 학계의 체 인 

경향이나 이 입장이 왜 경량부의 소종인지에 한 정확한 문헌 인 

출처나 사상 인 분석은 아직 단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지 과 

련해서는 Dunne(2004: 98); Dreyfus(1997: 84) 참조. 



法稱의 감각지각론은 과연 經量部 인가? ∙ 7

서 그 어떠한 언명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상기 게송

을 경량부설이라고 보는 근거로 토사키(1965: 189; 1979: 37∼38)

는 유식이십론 (Viṃśatik )에서 세친이 비 하는 외경실재론자

의 견해 세 가지  세 번째 “극미의 집 이 인식 상(소연)이다”

라는 입장을 국의 법상가인 규기가 경량부설로 비정하고, 야마

구치 스스무(山口益(1953): 78∼79)도 이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는 

을 든다. 그리고 바로 이 경량부의 입장이 진나의 소연연론

에서도 다시 논 되고 있다는 을 강조한다. 그리고는 결론 으

로 “이와 같이 ‘극미의 집 이 소연이다’ 라는 외경론설(자은에 따

르면 경량부설)이 세친의 유식이십론 과 진나의 소연연론 에

서 논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칭은 이 설을 채용하고 있다.”3)

라는 식의 평가를 내린다.

이제 엄 한 문헌학 , 사상사  에서 법칭의 감각지각론

의 학  소속성 문제에 한 토사키의 상기 평가가 더 이상 무비

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이유를 몇 가지 들어 보도록 하자.

우선 지 되어야 할 것은 토사키가 법칭의 해석과 구분 없이 

악하고 있는 “극미의 집 이 소연”이라는 상기의 테제가 과연 

경량부설인가 하는 이다. 이는 먼  “경량부”란 용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문제이지만, 일단 이 문제를 차

치하고라도 상기의 명제 자체는 비바사론에서부터 이미 그 이

론  원형이 확인되며, 아비달마 감각지각론의 기본 제로서 공

유되어 온 입장이다.4) 설일체유부냐 경량부냐에 따라서 집  상

태에 있어서의 극미의 역할에 한 해석의 입장 차이는 존재하지

만, 상기 명제가 아비달마의 소연에 한 논의의 출발 인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명제 자체를 경량부설이라고 하기에는 어폐

가 있다. 

그리고 이 아비달마의 테제와 함께 토사키가 법칭의 입장이 경

량부설이라고 보는 결정 인 근거로 제시하는 규기의 二十唯識論

3) 토사키(1965) p. 632.

4) 본고의 제4,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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述記 에 나타난 감각지각론에 한 경량부의 입장도 법칭의 그것

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규기가 이해한 경량부의 입장은 5

식의 인식 상은 단순히 극미의 집 이란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

이지만, 법칭의 입장은 이에 덧붙여 집 된 극미 하나하나가 인식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입장이다. 자가 인식 상(소연)을 가유로 

보고 부정시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그럼에도 인식 상의 발생원

인을 개개의 극미에서 찾는 충론으로 그 철학 인 지향 이 분

명히 다르다.5) 따라서 토사키가 경량부 소속의 학설이라고 확신

한 법칭의 감각지각론은 세친의 유식이십론 이나 진나의 소

연연론 에서 비 되고 있는 외경실재론(경량부설)과는 구분된다. 

엄 히 말해서 이는 세친(Vasubandhu)이 설일체유부와 상좌 슈

리라타 류의 경량부설을 충해서 만든 입장을 진나(Dign ga)가 

확 ·발 시키고 이것을 법칭이 다시 철학 으로 재정립한 것이

다. 좀 더 자세히 논증되겠지만, 이러한 세친의 충론은 규기가 

경량부설이라고 비정한 유식이십론 의 세 번째 입장이나 소

연연론 의 두 번째 입장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이제 토사키의 논문이 발표 된지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시 에서 법칭의 감각지각론의 학 소속성 문제를 다시 들추어내

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은 경량부라는 학 의 역사  실체

성에 한 최근 학계의 열띤 논쟁으로 인해 경량부라는 제명하에

서 묵수되어 온 모든 교리내용들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분

기기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실 미마키 카츠미(御牧克己198

7: 226)가 오래 에 지 했던 것처럼 인도불교사에서 경량부처럼 

사상 으로 매력 이면서도 그 역사  실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

는 학 는 없었다. 인도불교 4 학 의 하나로 취 되면서도 경량

부 소속의 논서로서 존하는 것은 없으며, 세친의 구사론에 인용

된 20여개의 경량부설이 역사 으로 가장 빠른 시기의 자료로 간

주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게 경량부의 역사성을 입

5) 본고의 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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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할 문헌 자료의 부실을 틈타 일본을 심으로 로버트 크리처

(Robert Kritzer 2003; 2005)나 하라다 와소(原田和宗 1996)6) 등이 

세친의 경량부설이 비유자로부터 생되었다는 통 인 견해를 

부정하고, 유가행유식학 의 기 논서인 유가사지론 에서 기원

했다는 도발 인 주장을 내놓으면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혼조 요시부미(本庄良文 1992; 2003) 등도 소승 경량부니 

승 경량부니 하는 등의 경량부의 발 단계별 유형을 분석하는 연

구 성과를 쏟아내고 있다. 경량부학설에 한한 더 이상 장, 규

기 계열의 국법상가들이 회고 으로 체계화한 경량부에 한 철학

사 분류법(doxography)이나 철학강요 (Sarvadarśanasaṁgraha)등

에 정형 으로 요약‧정리된 경량부 련 구 들을 무비 으로 받

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량부”라는 학 에 한 작 의 논란과 련하여 필자는 이

미 선행연구(Park 2007)를 통해서 순정리론에 인용된 비유자 논

사인 상좌 슈리라타의 사상 속에 구사론 이  시기에 존재했던 

경량부 사상의 원형이 확인되며, 이것이 구사론의 경량부설의 형

성에 지 한 향을 미치게 됨을 논증하 다. 태동기의 경량부는 

바로 이 학 의 실제  창시자로 간주되는 상좌 슈리라타(Śr l ta, 

4세기)와 그의 문도들을 심으로 설일체유부내에서 발 한 하나

의 안  입장이었다. 하지만 그 철학  우월성은 세친 등에게 

사상  시사 을 던져주기에 충분했으며, 이러한 연유로 세친은 

구사론에서 경량부라는 제명 하에 이 학 의 주된 사상  입장

(siddh nta)들을 설일체유부의 입장과 비시켜가면서 정리해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인도불교사가 개되면서 경량부의 사상을 요약하는 철학

사 기술법에도 변화가 감지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가 

“경량부”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바로 이 상좌 슈리라타 류의 

6) 구사론의 경량부설이 비유자 통이 아니고 유가사지론  계열에서 

기원했다는 하라다의 주장에 한 자세한 논의는 권오민(2008a) pp. 

245-250; Park(2007) pp. 1-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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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자 사상이 그 원조라는 의의 의미에서이며, 따라서 어떤 사

상  입장이 “경량부 ”임을 밝히기 해서는 우선 이 원조 경량

부 사상과의 비교가 필수 이라고 본다.

본고는 이러한 해석학  문제의식 하에서 양평석의 상기 게송에 

피력된 법칭의 사상이 과연 경량부 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고

자 한다. 이를 해 본고는 우선  게송에 나타난 법칭의 감각지각

론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것이 규기가 말하는 경량부의 입장

과 어떻게 다른지를 입증한다. 그런 이후 규기의 경량부설이란 것은 

사실 상좌 슈리라타의 설의 연장임을 논증한다. 이를 해 본고는 경

량부 사상의 원형을 탐색하는 데 결정 인 자료인 (Saṅghabhadra, 

5세기)의 순정리론 (Ny y nus ra)에 인용된 상좌 슈리라타(Ṡr l ta, 

4세기) 련 구 들을 심으로 그의 감각지각론을 재구성해 보고

자 한다.7) 이러한 작업을 통해 원조 경량부 논사인 슈리라타의 입

장이 규기의 경량부설로 화된 것임이 입증되면, 세친(Vasubandhu, 

4～5세기)의 입장이 이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도 밝 질 것이다. 그

런 이후 세친의 입장이 진나(Dign ga, 5～6세기)의 집량론

(Pram ṇasamuccaya) 량장에서 어떻게 계승, 활용되고 있는 지

를 살펴보겠다. 이러한 특정 학설의 사상사  추  작업을 통해서 

본고는 토사키가 경량부설이라고 비정한 법칭(Dharmak rti, 7세기)

의 입장이란 세친이 理長爲宗의 에서 슈리라타 류의 경량부 

감각지각론과 설일체유부설의 문제 을 보완하고 충하여 만든 

입장이 진나를 통해 정리되고 발 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경

량부”에 한 이러한 재고된 역사의식을 토 로 한 작업을 통해 

필자는 향후 양평석 에 나오는 세속제와 련된 법칭의 입장을 

경량부설이라고 통념화해 왔던 학계의 행을 재검토함으로써, 불

7) 상좌 슈리라타의 연 와 사상  입장에 해서는 필자의 

박사학 논문(Park 2007)을 참고. 그 외에도 권오민(2008a, b, c), 가토 

쇼(1989) 등의 연구가 유용하다. 가토 등에 따르면 슈리라타는 세친보다 

20～30년 정도 선 의 경량부 논사로서 세친에게 지 한 사상  향을 

기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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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논리학에 반 된 소  “경량부” 사상의 형성에 세친 개인이 끼

친 공헌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한 석을 다지고자 한다.

Ⅱ. 양평석 량장 194～196게송에 나타난 법칭의 

감각지각론

우선 토사키(1965)의 논의를 따라가면서 법칭의 감각지각(indriya-

pratyakṣa)에 한 입장을 량장 194～196게송을 심으로 간략

히 살펴보도록 하자. 물론 감각지각에 한 법칭의 논의는 194번 

게송에서 부터 230번 게송까지 계속되지만 이에 한 자세한 철

학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하며, 본고에서는 이 입장의 

사상사  기원의 문제에 을 맞추고자 한다. 194번 게송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집 ’(sañcita)이라는 것은 (극미의) 집합(samud ya)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보편상(共相s m nya)에 다름 아니다. 감각지각은 바로 그것

(보편상)을 [ 상으로 한다.] 그런데 [문제는] 보편상에 한 지각은 반

드시 분별작용(vikalpa)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이다.8) (PV 3-194)

토사키(1965: 187)가 지 하고 있듯이, 본 게송은 아비달마 이래

로 불교 직 지각( 량)론의 기본테제인 “ 5식(감각지각)은 극미

의 집 을 인식 상으로 한다”는 명제와 “직 지각은 개념 인 

구성(분별)을 포함하지 않는다”(pratyakṣaṃ kalpan poḍham)9)는 

8) PV p. 159: sañcitaḥ samud yaḥ sa s m nyaṃ tatra c kṣadh ḥ / 

s m nyabuddhiś c vaśyaṃ vikalpen nubadhyate // (3-194).

9) PS p. 2: pratyakṣaṃ kalpan poḍhaṃ n maj ty diyojan  / (1-3cd)

as dh raṇahetuv d akṣais tad vyapadiśyate / (1-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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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간의 논리  모순에 한 논 의 반론을 반 한 것이다. 진나

의 집량론 (Pram ṇasamuccaya) 이후로 올바른 인식의 검증수단 

(pram ṇa)으로는 직 지각(現量, pratyakṣa)과 추론(比量, anum na) 

두 가지만 인정되며, 그 각각은 차례로 개별상(自相, svalakṣaṇa)

과 보편상(共相, s m nyalakṣaṇa)을 상으로 한다는 불교인식론

의 기본틀이 정립되었다. 그런데 상기 두 테제에서는 분별을 포함

해서는 안 되는 감각지각( 5식)이 개별상인 개개의 극미가 아니

라 다수의 극미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보편상, 즉 분별작용의 상

을 지각한다고 말함으로써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10) 논 의 이

러한 지 에 한 법칭의 답이 다음 두 게송에 나타난다. 

여타 상(극미)들의 결합으로부터 다른 [차원의] 어떤 극미들이 탄

생한다. 이 [서로 결합된 극미들을] 집 된 [극미들]이라고 부른다. 이 

[집 된 극미들이] 바로 [감각]지각을 탄생시키는 원인(nimitta)으로 

작용한다.11) (PV 3-195)

10) 이 게송에 한 12-3세기 주석가인 마노라타난딘(Manorathanandin)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5식신은 극미의 집합을 인식의 상으로 

한다'라는 [아비달마의] 논제가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 해서 '5식은 

하나가 아닌 여러 상(원자)으로 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에 

있어서 체상(s m nya)을 인식 역으로 삼는다'라는 주장이 있어 왔다. 

그리고 동일한 의미에서(tath ) 원자들의 和合을 '[원자의] 집합'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원자들의 화합]은 바로 체상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그 체상에 해서 감 지가 발생한다. 그런데 체상에 한 지각은 

반드시 분별작용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그 다면 어떻게 

직 지각( 량)에 분별작용이 없다고 하겠는가?” (PVV p. 159: nanu 

sañcit lamban ḥ pañca vijñ nak y ḥ iti siddh ntaḥ / 

tatr nek rthajanyatv t sv rthe s m nyagocaram iti coktam / tath  ca 

param ṇūn ṃ samud yaḥ sañcita ity ucyate / sa eva ca s m nyaṃ 

mataḥ / tatra ca s m nye 'kṣadh r j yate / s m nyabuddhiś c vaśyaṃ 

vikalpen nubadhyate anus vyate / tat katham avikalpaṃ pratyakṣam 

ucyate /).

11) PV p. 159: arth ntar bhisambandh j j yante ye ‘ṇavo ‘pare / ukt s te 

sañcit s te hi nimittaṃ jñ najanmanaḥ // (3-195). 이 게송에 한 

마노라타난딘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여타 상(극미)들의,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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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지각을 탄생시키는] 이 극미들의 [인과 ] 특수성(viśeṣa)은 

[결합하고 있는] 다른 극미들[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이 [감각]지각은 하나의 상(극미)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체를 인식 역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다.12) (PV 3-196)

다른 극미들과의 결합으로부터, 다시 말해 특별한 [방식으로] 

결합함으로써, [서로에게] 근 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긴 하게 결합한 

찰나의 [극미들]로 부터 다른, 즉 별도의 어떤 극미들이 탄생하는데, 

이 [극미들이] ‘ 5식은 집 된 극미를 인식 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등에서 ‘집 된 [극미]’라고 불리는 것이다. 오직 이 [집 된 극미들만이] 

감각지각을 탄생시키는 원인(상)으로 불리는 것이다. …” (PVV p. 159: 

arth ntar ṇ ṃ param ṇvantar ṇ m abhisambandh t 

sannidh naviśeṣeṇopasarpaṇapratyayebhyaḥ pūrvakebhyaḥ 

paramasannihitebhyo 'pare 'nye ye 'ṇavo j yante te sañcit  ukt ḥ 

sañcit lamban  vijñ nak y ḥ ity dau / jñ najanmanas ta eva hi 

nimittam ukt ḥ tatr nek rthajanyatv t ity din  /).

12) PV p. 159: aṇūn ṃ sa viśeṣaś ca n ntareṇ par n aṇūn / tad 

ek niyam j jñ nam uktaṃ s m nyagocaram // (3-196).

여기에 해 마노라타난딘은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그리고 [감각]지각을 

탄생시키는 능력을 특징으로 하는  극미들의 [인과 ] 특수성은 

[공간 으로] 분할되지 않고 (즉 긴 하게 결합하여) 작용하는  다른 

극미들[의 존재를] 상정하기 않고서는, 즉 결여한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극미들 하나하나는 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직 

함께 [작용할 때]만 [보이게 된다.] 따라서 그 [감각]지각은 하나의 상, 
즉 [하나의] 극미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상을 감각 역, 즉 

집 된 극미의 집합을 상으로 한다고 진리를 설하는 자들은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극미와 분리된 보편상을 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편상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교의 감각지각은 

분별을 포함한다는] 과실이 발생하겠는가?” PVV p. 159: aṇūn ṃ sa ca 

jñ najananas marthyalakṣaṇo viśeṣo 'par n aṇūn avyavadh navartino 

'ntareṇa vin  na bhavati / na hi pratyekam aṇavo dṛśy ḥ kintu sahit  

eva / tat tasm d ekasminn arthe param ṇau jñ nasy niyam t 

s m nyagocaraṃ sañcitaparam ṇusaṃgh taviṣayaṃ jñ nam uktaṃ 

tattvav din  na tu param ṇvatiriktas m nyaviṣayaṃ / tat kathaṃ 

s m nyaviṣayatv t savikalpatvaprasaṅgaḥ /

이 구 에 한 라즈냐까라굽다(Prajñ karagupta)의 주석  핵심만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만약에 [극미들이] 각자의 원인에 

결부되어 자신의 형색을 만들어 내는 능력에 의거해서 [인식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감각지각은 무엇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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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이산되어 있던 극미들은 집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각각이 감각지각을 탄생시킬 수 있는 인

과  능력(s marthya) 는 특수성(viśeṣa)을 부여받게 된다. 이 

때 감각지각의 직 인 상이 되는 것은 모여 있는 극미들 

체(s m nya)이다. 감각지각은 개개의 극미를 지각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 집 된 극미들 만이 감각지각의 발생에 원인

(nimitta)역할을 한다. 이 게 되면 극미는 두 층 로 구분되게 된

다. 즉, 감각지각의 상이 되는 것은 집 된 극미 체이지만, 이

러한 감각지각의 탄생을 가능  하는 인과  특수성(viśeṣa)을 가

진 것은 집 된 개개의 극미이다. 이 양자는 196번 게송에서 언

되고 있듯이 불가분의 계를 가지고 있다. 즉 극미들은 긴 하게 

결합된 상태에서만 그 하나하나가 감각지각에 결합된 체상을 

상으로 제공하는 특수한 인과  힘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5

식이 체상을 지각 상으로 한다고 한 것은  5식이 직  개개

의 극미를 지각할 수 없으며, 오직 극미가 모여서 형성한 체의 

이미지만을 지각하기 때문이다. 이 통합된 단일한 이미지는 결합

된 극미 하나하나가 만들어낸 인과  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분별작용(vikalpa)을 통해서 재구성된 허구  추상 념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s m nya는 보편상이 아니라 체상으로 불려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논 이 지 한 것처럼 감각지각이 보편을 인

식하기 때문에 분별을 포함하게 된다는 식의 과실은 발생하지 않

는다.

이제 논의의 명료화를 하여 진나가 소연연론 ( lambanapar kṣ )

에서 인식 상(所緣, lambana)이 갖추어야 할 두 조건으로 제시한 

‘인식을 발생시키는 원인(k raṇa)일 것’과 ‘표상과 동일한 형상( k ra)

하는 것이겠는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각되지 않는데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착란의 성질을 가지게 될 것이다." 

PVBh p. 279: tataḥ svak raṇaniyatasvarūp rpaṇ -

sakter yadi na pratibh nti kasy tropalambhaḥ / na tarhy apratyakṣe 

bh vatvapratibh sa iti bhr ntat  bhav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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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질 것’13)이라는 기 을 법칭의 입장에 용시켜 보도록 하자. 

법칭은 앞서 언 한 것처럼, 감각지각에 형상( k ra)을 제공하는 것

은 집 된 극미들 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지각을 탄생  

하는 특수한 인과  힘(viśeṣa)을 갖는 것은 집 된 개개의 극미이다. 

즉, 특수한 인과  힘을 갖춘 개개의 극미들이 모여 그 체로서의 

형상을 감각지각에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법칭의 입장은 

극미 단 와 집합 단 가 불가분의 계로 력하면서 양자 모두가 

감각지각의 탄생에 공헌한다고 보는 일종의 충론이다. 

그러면 이제 토사키가 상기의 법칭설이 경량부 소종의 설이라

고 주장하는 근거인 규기의 경량부설이란 것과 비교해 보도록 하

자. 규기의 설은 이십론술기 에 나오는데, 이는 바로 세친이 유

식이십론 의 11번 게송에서 논 하는 인식 상( lambana)과 련

된 외경실재론자의 주장 세 가지  “극미들의 군집 그 자체가 

[인식 상]이다”(saṃhat  v  ta eva param ṇavaḥ)라는 세 번째 

입장에 한 주석이다.14) 규기는 이 세 번째 주장을 경량부의 입

13) 권순범(2004) p. 115; Tola & Dragonetti (2004) pp. 33-34; 야마구치 

(1953) pp. 80-81 참조.

14) “원자의 에서는 일자도 다자도 지각의 상이 될 수 없으며 

원자들의 군집(saṃhat )도 불가하다. 왜냐하면 원자라는 것이 [도 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11] 

무슨 말을 한 것인가? 색 등에 한 표상들 각각의 상이 되는  색 

등의 인식 역(처)은 (1) 바이쉐시카들이 주장하듯이 부분을 가진 

[ 체로서의] 색과 같은 일자를 나타낼 수도 있고, (2) 다 의 원자들을 

나타낼 수 도 있고, 는 (3) 원자들의 군집 그 자체를 나타낼 수도 있다. 

우선 일자로서의 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분들로부터 유리되어 

별도의 부분을 가진 [ 체로서의] 색은 그 어디에서도 지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다 의 [원자도 인식 상으로서는] 불가하다. 왜냐하면 

다 의 원자들 하나하나는 [여 히] 지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군집으로서의 [원자도] 상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원자가 하나의 

실체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Viṃś pp. 6-7: na tad ekaṃ na 

c nekaṃ viṣayaḥ param ṇuśaḥ / na ca te saṃhat  yasm t param ṇur 

na sidhyati / [11] iti / kim uktaṃ bhavati / yat tadrūp dikam 

yatanaṃ rūp divijñapt n ṃ pratyekaṃ viṣayaḥ sy t tad ekaṃ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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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도 新薩婆多正理師, 즉 의 입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는 견해를 보이는 데15), 그  경량부설로의 해석 부분을 보면 다

음과 같다. 

경량부의 논사들은 실유하는 극미는 5식의 상이 아니라고 [주장

한다.] 왜냐하면 5식 안에 극미의 형상(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극미 일곱 개가 화합하여 미립자인 색을 형성하고 나서야 부피를 

가진 [사물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미립자의] 본체는 비록 가설  존

재이지만 5식 안에 그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5식의 상이 됨에 

있어 실유인 각각의 극미는 이미 상으로서 지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和合하여 하나의 부피를 가진 가설  존재를 형성해야 5식이 

비로소 상으로 지각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그들은 인식 상은] 

실유인 극미가 모두 함께 [가설 으로] 和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16)

여기서 규기가 악한 경량부설의 핵심은 감각지각에 형상을 

제공하는 것은 개개의 극미가 아니고 여러 극미가 화합한 衆微和

sy d yath vayavirūpaṃ kalpyate vaiśeṣikaiḥ / anekaṃ v  

param ṇuśaḥ / saṃhat  v  ta eva param ṇavaḥ / na t vad ekaṃ 

viṣayo bhavati avayavebhyo ‘nyas vayavirūpasya kvacid apy 

agrahaṇ t / n py anekaṃ param ṇūn ṃ pratyekam agrahaṇ t / n pi 

te saṃhat  viṣay bhavati / yasm t param ṇur ekaṃ dravyaṃ na 

sidhyati /

상기 (1)의 입장은 세친 자신이 바이쉐시카의 입장이라고 명기를 했기 

때문에 이 주장의 학  소속은 분명하다. (2) 주장에 해서 

二十唯識論述記 에서 규기는 古薩婆多毘婆沙의 견해라고 해석한다. (2)는 

앞서 언 한 설일체유부의 극미론, 즉 다 의 극미가 화집한 것이 

소연이다 라는 입장의 연장에서 무리 없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정통 

설일체유부의 입장으로 도 무방할 것이다.

15) 二十唯識論述記(TD 43) pp. 992c16-993a1: 論. 或應多極微和合或和集. 　

述曰. 此敘經部. 新薩婆多正理師義. 經部師說. 多極微和合. 正理師說. 

多極微和集. 

16) 二十唯識論述記(TD 43) pp. 992c20-25: 經部師. 實有極微. 非五識境. 

五識上無極微相故. 此七和合. 成阿耨色. 以上麤顯. 體雖是假. 

五識之上有此相故. 為五識境. 一一實微. 既不緣著. 故 和合成一麤假. 

五識方緣. 故論說 實有眾微皆共和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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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입장은 진나의 소연의 두 조건

이란 기 에서 보자면, 형상의 제공자라는 에서만 기술된 것

이고 인식발생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소연의  다른 조

건에 해서는  언 이 없다. 즉 법칭이 애써 강조하고 있는 

집 된 개개의 극미가 감각지각 발생의 원인 역할을 한다는 부분

이 완 히 빠져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칭의 설을 규기의 경량부설

에 의거하여 경량부 소속의 입장이라고 보는 토사키의 주장은 설

득력이 약하다. 사실 규기가 악한 상기 경량부설은 바로 다음 

항목으로 자세히 다루어질 상좌 슈리라타의 감각지각론과 매우 

유사하며, 법칭의 충  입장은 뒤이어서 다루어질 세친의 입장

이 발 된 형태이다. 

Ⅲ. 上座 슈리라타(Śr l ta)의 감각지각 불신론

상좌 슈리라타의 지각설은 구사론  1-34의 18계  어떤 것이 

인식 상(소연)을 가지느냐(s lambana/an lambana)라고 하는 문

제에 해 이 슈리라타의 소연론을 길게 인용하고 비 하는 

과정에서 그 윤곽이 드러난다. 이 악한 상좌 슈리라타의 감

각지각론의 요체는 감각지각( 5식)의 인식 상( lambana)은 다

수의 극미가 모여서(眾微和合 *param ṇūn ṃ samud yaḥ)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가설  존재(prajñaptisat)이지 실재하는 존재(實有, 

dravyasat)가 아니라는 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하여 상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5식(pa

ñcavijñ na)의 인식토 (所衣, śraya, 즉 5근)와 인식 상(所緣, lambana), 

즉 5경)은 모두 실유(實有, dravyasat)가 아니니, 극미 하나하나는 인

식 상이나 인식토 가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며, 다수의 [극]미가 화



1 8  ∙ 印度哲學 제27집

합(眾微和合, *param ṇūn ṃ samud yaḥ) 할 때 비로소 인식토 와 인

식 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뜻을 성립시키기 해 다음과 

같이 성언을 그릇되게 인용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다문의 여러 성스

러운 제자들에게 고하시기를, ‘그 들은 이제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

야 할 것이니, 온갖 존재로서 과거·미래· 재의 안식에 의해 인식된 

색, 여기에는 어떠한 상주성도 항상성도 없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이것이야말로] 도됨이 없는(無顛倒性, *avipar ta) 출세간

의 성스러운 진리이니, 이것들은 모두 거짓된 것으로서 허망하게 사라

질 법이다….(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즉 그는 말하기를, “ 5식이 만약 실유하는 상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면 성스러운 지혜[를 가지신 분이]  소연을 모두 허 로서 허

망하게 사라질 법이라고 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

이 찰하셨다.] 따라서 인식토 (所依) 역시 실유가 아니니, 인식 상

[의 경우에] 하여 [따로] 설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고 하 다. 

  논사의 문도들은 세간의 문헌을 익  여러 맹인들의 비유를 

인용하여 자신의 종의를 다음과 같이 논증하고 있다. 하여 설하는 

바에 따르면, “맹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홀로] 있어서는 의 

상(색)을 보는 작용이 없으며, 여러 맹인들이 함께 모여 있더라도(和

集) 역시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지 않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극]미 하나하나는 인식토 가 되는 일도 없고 인식 상이 되는 일도 

없으며, 다수의 [극]미가 화집(和集)하여 있을 때에도 역시 이 같은 작

용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식 역( yatana)은 바로 가설  존재(假有)이며, 오로지 

근본요소(界, dh tu)만이 실재하는 존재(實有)이다.17)”이것이 들 부

(譬喩部)의 종의를 간략히 설한 것이다.18)

17) Cf. 正理論(TD29) pp. 352a4-5: 都無正理及所餘量. 但彼上座. 隨意而立. 

傍觀鑒人不應信受又若處假界是勝義. 

18) 본 번역은 권오민 교수의 미출  순정리론  번역을 토 로 자가 

약간의 윤색과 범어 병기를 첨가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원고의 

사용을 허락해주신 권오민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正理論(TD29) pp. 

350c6-18: 此中上座作如是 . 五識依緣俱非實有. 極微一一不成所依所緣事故. 

眾微和合. 方成所依所緣事故. 為成此義. 謬引聖 . 佛告多聞諸聖弟子. 

汝等今 應如是學. 諸有過去未來現在. 眼所識色. 此中都無常性恒性. 

廣說乃至. 無顛倒性. 出世聖諦. 皆是虛偽妄失之法. 乃至廣說. 

彼 五識若緣實境. 不應聖智觀彼所緣. 皆是虛偽妄失之法. 由此所依亦非實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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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상기 인용문을 좀 더 심층 으로 분석해 보자. 슈리라타에

게 있어 실유(dravayasat)란 더 이상 물리  해체가 불가능한 극

소의 존재 단 인 극미(極微, param ṇu)나 개념  분석을 가해도 

더 이상 상 의 개념으로 환원되지 않는 본유  존재를 말한다.19) 

이러한 에서 슈리라타는 삼종의 제법분류법, 즉 ‘요소의 덩어

리’(蘊, skandha), ‘인식 역’(處, yatana), ‘존재요소’(界, dh tu)

에서 오직 존재요소(界)만을 실유로 간주한다.20) 왜냐하면 蘊과 

處는 다수의 극미로 구성된 것이므로 가설  존재(假有, prajñapti

sat)이지만 “界”는 그 자체가 존재의 궁극 인 구성요소로서의 단

일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21) 이 입장을 간결하

准所緣境不說而成. 又彼師徒串習世典. 引眾盲喻. 證已義宗. 傳說. 

如盲一一各住. 無見色用. 眾盲和集. 見用亦無. 如是極微一一各住. 無依緣用. 

眾多和集. 此用亦無. 故處是假. 唯界是實. 彼部義宗略述如是. 

19) “ 한 그(상좌 슈리라타)는 직  두 가지 진리의 특징에 해 말하기를, 

‘만약 다수의 사물을 상정하고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세속 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다만 하나의 사물만을 상정하고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궁극 인 존재가 된다. 는 지목되고 

있는 법을 세 하게 분석했을 때 고유한 이름을 상실하게 되면 세속 인 

존재이고, 만약 지목되고 있는 법을 세 하게 분석했을 때 고유한 

이름을 상실하지 않으면 궁극 인 존재이다.’” 正理論(TD29) pp. 

666b12-16: 又彼自說二諦相 . 若於多物施設為有名為世俗. 

但於一物施設為有名為勝義. 又細分別所目法時. 便失本名名為世俗. 

若細分別所目法時. 不失本名名為勝義.

이는 오직 궁극의 一 만을 실유로 인정하고 추가 인 물리  분석이나 

개념  환원이 가능한 多 로 구성된 존재를 실유로 인정하지 않는 

아비달마 일반의 존재론을 반 한 것으로 보인다. 구사론 6-4(AKBh pp. 

334:1-11)에 나오는 2제에 한 세친의 유명한 게송이 설일체유부나 

경량부를 막론하고 아비달마불교 일반의 존재론을 반 한다고 보는 

입장에 해서는 Katsura(1976) p. 1 참조.

20) 슈리라타의 다음 발언도 동일한 입장을 반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상좌 슈리라타)는 직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온은 언제나 세속 인 

존재로 간주되며 그것이 의존하고 있는 실유하는 존재만이 궁극  

존재이다. 처도 한 [온과] 마찬가지이며 계만이 궁극 인 존재이다.” 

正理論(TD29) pp. 666b5-7: 彼自 蘊唯世俗. 所依實物方是勝義. 

處亦如是. 界唯勝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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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여주는 문구가 상기 인용의 결론 부분에 등장하는 “인식

역(處, yatana)은 바로 가설  존재(假有)이며, 오로지 근본요소 

(界, dh tu)만이 실재하는 존재(實有)이다”22)는 명제이다. 이 명제

는 구사론』에서 온‧처‧계에 한 세친의 입장을 정리할 때 법

상종의 주석가인 보 이 “경량부는 온과 처는 임시  [존재이고] 

오직 계만이 실재  존재라고 주장한다”23)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 

온·처·계의 假實문제에 한한 보 은 슈리라타로 변되는 경량

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24)분명하다.

그런데 슈리라타에 따르면 감각지각( 5식)의 상(소연)은 개

별 인 극미 하나하나가 아니고 다수의 극미들의 和合(*samud ya)

을 통해 구성된 것이다.25) 그리고 이 和合相으로서의 인식 상은 

21) 극소의 단일자로서의 ‘계’개념에 한 슈리라타의 이해는 의 다음 

반론에도 반 되어 있다: “만약 이 두 가지 (처와 계)에도 역시 차이가 

있으니, 다수의 존재가 화합한 것을 ‘처’라고 이름하고, 그러한 각각의 

개별  존재를 ‘계’라고 한다면…” 正理論(TD29) pp. 351c29-352a2: 

3若 此二亦有差別. 多物和合方得處名. 一一別物. 即得名界. 

슈리라타의 이러한 ‘계’(dh tu) 개념에 한 이해는, 생의 심상속을 

구성하는 18가지의 서로 다른 “구성성분”(gotra)으로 이해되는 

설일체유부의 ‘계’개념 이해와는 사뭇 구분된다. 슈리라타의 ‘계’ 개념은 

이 궁극  구성요소라는 의미 이외에도 업상속의 문맥에도 차용되어 

‘업종자’와 유사한 개념으로도 활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隨界” 

(*anudh tu)라는 슈리라타 특유의 개념이 사용된다. 이 “수계”개념에 

한 자세한 논의는 Park(2007) pp. 123-228 참조.

22) 진속 이제에 한 입장을 피력하는 부분에서도 슈리라타의 이 입장은 

다시 한 번 강조된다 : “말하자면,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蘊은 오직 

세속 인 존재(世俗)이고, 그것이 의존하는 실체(實物, dravya)가 비로소 

궁극 인 존재(勝義param rtha)이다. 處도 마찬가지이다. 오직 界만이 

궁극 인 존재이다.’” 正理論(TD29) pp. 666b5-7 : 彼自 蘊唯世俗. 

所依實物方是勝義. 處亦如是. 界唯勝義.

23) 俱 論記(TD 41) pp. 29a25-26 :　經部所立. 蘊．處是假. 唯界是實.　

24) 통 으로 설일체유부는 온, 처, 계 부의 실유를 주장하며 세친은 

처와 계를, 경량부는 계만의 실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 

문제 한 상세한 논의는 이종철(1996) 참조. 

25) 正理論(TD29) p. 351b15: 宗又許. 眼等五識通無漏故. 

不應妄執五識所緣唯假非實. 有世間智緣界為境. 彼所緣; 正理論(TD29)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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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일체유부의 이 주장하는 和集된 극미로서의 인식 상과도 

구분되는 것이다.26) 다시 말해, 5종의 감각지각에 인식되는 상

은 다수의 극미가 결합하여 새롭게 구성해 낸 단일하고 통합된 

체(總法)27)로서의 이미지이지, 상의 근본 인 구성요소(계)인 

개개의 극미들이나 그것들이 단순히 집합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배열된 상태(和集)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실유인 극

미(param ṇu) 하나하나는 감각지각의 인식 역( yatana)이 될 수 

없으며(不可見)28) 이러한 극미들이 모 다 하더라고 그 각각이 지

각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슈리라타는 이 게 구성된 화합으로서의 인식 상을 

실재 인 존재(實有, dravyasat)가 아니고 가설 인 존재(假有, 

prajñaptisat)로 간주한다. 상기 경 을 인용하면, “허 로서 허망

하게 사라질 법들”이다. 논 인 의 표 을 빌리자면 이는 별

도로 존재하는 실유가 아니며 제6식의 분별작용이 만들어낸 허구

 추상개념일 뿐이다.29) 

351c2-3: 是故不應引彼聖教證成五識緣和合境. 

26) 비유부의 감각지각론의 핵심을 에서와 같이 요약한 후 은 그에 

한 상세한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슈리라타가 주장하는 

화홥상으로서의 인식 상과 자 가 주장하는 화집상으로서의 

인식 상의 차이에 한 입장을 드러낸다: “5식은 실유가 아닌 상을 

인식 상으로 삼지 않으니, 화집의 극미(極微)를 인식 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한 5식신은 무분별(無分別, avikalpa)이기 때문에 여러 

극미의 화합(眾微和合)을 인식 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正理論(TD29) pp. 350c19-21: 五識不緣非實有境. 和集極微為所緣故. 

又五識身無分別故. 不緣眾微和合為境. 

27) 正理論(TD29) p. 351b14: 理亦不然. 無漏意識. 亦以總法為所緣故. 

28) 正理論(TD29) pp. 351a29-b1: 若執極微不可見故. 眼識不緣實有為境. 

此執不然. 

29) 의 다음 비 을 통해서도 슈리라타의 ‘화합’이라는 개념이 오직 

분별  사유를 통해서만 악될 수 있는 허구  추상개념(즉, 

비존재)이며 실유하는 존재가 아님이 드러난다. “여기서 ‘화합’ 

(和合)이란 말은 별도의 어떤 작은 존재를 지칭하여 보여지는 것, 내지 

된 것에 한 分別(즉 안식 내지 신식)과 상 없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화합은 개별 인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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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리라타에 따르면 인간의 감각기능(5근)에 포착되는 색깔, 소

리, 냄새, 맛, 감 등의 감각 상(5경)은 인간의 인식 역(처)이라

는 특수한 여과장치를 통해 실상의 세계를 감각 가능한 특정한 

형태로 각색해서 구성한 허구  세계이다.30) 이 게 인식 역( ya

tana)에서 발생한 감각지각은 허  구성물을 인식 상으로 한

다는 슈리라타의 인식론은 일종의 감각지각 불신론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음미되어야 할 것은 슈리라타가 비유자

(D rṣṭ ntika) 통의 논사답게 맹인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감각

지각 불신론을 논증하는 부분이다. 이 비유의 핵심은 맹인은 홀로 

있을 때나 여럿이 모여 있을 때나 시각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에서는 매한가지이듯이, 극미도 떨어져 있거나 모여 있거나 간

에 시각의 상이 될 수 없다는 이다.31) 이 일견 단순하고 명료

오로지 계탁분별(計度分別)에 의해 악될 뿐이다.” 正理論(TD29) pp. 

350c21-23: 非和合名別目 法. 可離分別所見乃至所觸事成. 

以彼和合無別法故. 唯是計度分別所取. 

30) 상기 인용문에 한 권오민(2009) 교수의 다음 발언도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낸다: “그 다면 앞의 ‘다수의 [극]미가 화합(眾微和合) 할 때 비로소 

소의와 소연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언 과 연결해 봤을 때, 다수의 

극미가 화집해도 실제 근본원소(界, 여기서는 극미를 지칭?)의 차원에서 

소의나 소연의 작용을 갖는 것은 아니나 감각 역( yatana)의 차원에서 

본다면 가설 으로 는 허 로 극미의 和合이 소의를 구성하나 

소연처럼 보이게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소연처럼 보이는 화합의 

이미지는 기실 가유, 거짓된 존재이며 실유가 아니다.”

31) 진나 당시의 자이나 논사 던 말라바딘(Mallav din)의 Dv daś raṁ 

Nayacakraṁ과 그에 한 싱하수리(Siṁhasūri)의 주석에 의하면, 이 

맹인의 비유로 변되는 감각지각론에 한 입장은 극미가 집 되면 

감각지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법칭 등의 

입장과는 첨 하게 비되는 입장이다.: “그러면  집 된 [극미들] 

하나하나가 바로 [감각지각 발생의] 원인(k raṇa)이 되고, 그와 같은 

방식( 란색 등)으로 존재하는 집 된 극미들이  등의 識을 

발생시키는 원인(utpattihetu)이 되기 때문에 인식 상( lambana)이 된다. 

왜냐하면 그 게 조건지어진 [극미들이] 식을 발생시키는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등의 극미들이 [안식을 발생시키는 능력을 



法稱의 감각지각론은 과연 經量部 인가? ∙ 2 3

해 보이는 비유에다 앞서 진나의 인식 상(소연)의 두 가지 조건, 

즉 인식 상(소연)은 인식 발생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인식이 가지

는 형상의 제공자여야 한다는 기 을 용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

이 발견된다. 

즉, 슈리라타에 따르면, 감각지각에 포착되는 상의 형상( 란

색 등)은 개개의 극미나 단순히 집 된 극미(화집극미)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극미들은 어떤 형태로든 지각에 구체  형

가지는 것과] 같다. 감각기능의 극미 하나나 상의 극미 하나는 식을 

발생시키기에는 역부족인데, 그 [극미들이] 집 된 것이 가설 인 

존재(prajñaptisat)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하나가 [감각지각 발생의] 

원인이 되는 극미들은 집 (samud ya)되었을 때에야 본다는 시각기능이 

나타난다. 이는 가마를 [운반하는] 가마꾼들이 모여야만 운반이 

가능해지는 것과 같고, 맹인들이 [아무리 많이] 을 지어 모여도 그 

각각은 [여 히] 볼 수 없다는 반례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NC p. 98: 

nanu ca pratyekam eva te samudit ḥ k raṇam, tath santa eva 

samudit ḥ param ṇavaś cakṣur dijñ notpattihetutv t lambanam, 

tadavasth n ṃ jñ notp danaśaktyabhivyakteḥ, cakṣur diparam ṇūn m 

iva / na hy indriyaparam ṇur viṣayaparam ṇur v  vijñ nam 

utp dayitum alam, na tatsamud yaḥ prajñaptisattv t / 

pratyekak raṇat y m aṇūn ṃ samud ye darśanaśaktivyaktiḥ, 

śibik v hakasamud yavahanaśaktivat, andhapaṅktivat 

pratyek darśanavailakṣaṇyena /; “맹인들이 [아무리 많이] 지어 

모여도 그 각각은 [여 히] 볼 수 없다는 반례를 통해서, 즉, 반증의 

비유를 통해서라는 의미인데, 를 들어 맹인들 각각은 본다는 능력을 

드러내기가 불가능한데, 그 [맹인들이] 을 지어 모여도 [본다는 

능력은] 생겨나기 않듯이, 마찬가지로 감각기능이나 감각 상이 보는 

주체나 보이는 상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능력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분명히 

하나하나가 [감각지각 발생의] 능력을 가진 실재하는 [극미가] 

집 되었을 때 감각기능이나 상의 극미들은 분명히 [지각발생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다.” NCV p. 101: vaidharmyeṇa 

andhapaṅktiḥ pratyek darśanavailakṣaṇyena, yath ndh n ṃ pratyekam 

asat  darśanaśaktivyaktis tatpaṅkt v api na bhavyṣyati 

tathehendriyaviṣayadraṣṭṛdṛśyaśaktayo n bhaviṣyan, bhavanti tu / 

tasm t pratyekaṃ vidyam naśaktasya evendriyaviṣayaparam ṇavaḥ 

samud ye ‘bhivyaktaśaktayo bhavant 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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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원 으로 결여하고 있다. 그 다면 

우리의 감각지각에 형상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가? 슈리라타는 

이것이 아마도 인간의 인식 역(처)이 담당하는 특수한 기능이라

고 생각는 것 같다. 즉, 우리의 감각기능이 극미들을 통합하고 재

조직하여 허구 이지만 하나의 체상을 가진 상( 란색 등)으

로 인지한다고 보는 것이다. 

허구  감각세계의 발생이 여섯 가지 인식 역(六處, ṣaḍ yatan

a)의 기능과 계가 있다고 보는 상좌 슈리라타 입장은 다음 인용

문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이 [六處의 문제]에 하여 上座(sthavira)는 (cakṣu) 등에는 오

직 세속의 [가설 인 존재인] 화합을 [ 악하는] 작용(世俗和合用) 만

을 귀속시키고 싶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등의 다섯가지 감각

기능(五根, pañcendriya)은 오직 세속 인 존재(世俗有*saṃvṛtisat)를 

[ 상으로 한다]” 라는 등등의 장 설을 늘어 놓았다… 다시 말해, 상

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다섯가지 감각기능이 발하는 識은 오

직 세속 인 [존재]를 인식 상으로(唯緣世俗) 한다. 분별이 없기(無分

別, *nirvikalpa) 때문이다. 를 들면 여러 색상을 [있는 그 로] 비추

는 맑은 거울과 같이 [아무런 분별이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5]식에는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불세존께서 “지혜(智, jñ na)에 의

존하지 인식(識, vijñ na)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 하신 것과 같다. 意

識(manovijñ na)은 세속과 궁극(勝義, param rtha)의 [존재] 모두를 인

식의 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지할 수 있는 것과 의지할 수 

없는 것을 겸한다.’”32)

이상의 인용문을 통해서도 슈리라타의 ‘감각지각 불신론’의 일

면을 엿볼 수 있다. 그의 표 로 육처를 통해 발생하는 감각지

각은 상을 있는 그 로 반 하여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철 히 

32) 正理論(TD29) pp. 486c18-25: 此中上座. 欲令眼等唯有世俗和合用故. 

作如是說. 眼等五根. 唯世俗有. 乃至廣說. … 上座 . 五根所發識. 

唯緣世俗. 有無分別故. 猶如明鏡照眾色像. 即由此理. 識不任依. 如佛世 . 

依智不依識. 意識通緣世俗勝義. 故體兼有依及非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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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인 인식 개 과정의 산물이며, 그 자체 능동 인 단작용

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감각기능은 궁극 인 존재(勝義, 

param rtha)가 아니라 세속 인 존재(世俗有, saṃvṛtisat), 즉 앞

서의 가설 인 존재(prajñaptisat)인 상의 화합(和合, samud ya)

상만을 지각할 수 있다. 

이 게 육처가 원 인 감각기능의 한계에 속박되어 자신의 

감각 이더에 포착되는 로 상을 통합하고 악해내는 기능

(和合用)을 슈리라타는 역설 이게도 무분별(*nirvikalpa), 즉 ‘능

동 인 분별작용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명명한다. 감각지각이 “무

분별”라는 것은 불교지각론의 기본 명제이지만 그 의미를 슈리라

타는 감각지각이 원래 으로 가지는 지각의 한계성을 표 하기 

해 사용한 것이다. 즉, 우리의 의지나 선택, 단과 무 하게 감

각이 본래 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  한계 때문에 감각의 문을 

여는 순간 외부세계는 감각기능이 악할 수 있는 형태, 즉 세속

에 통용되는 통합된 형상으로 변형되어 지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슈리라타에 따르면 육처로 변되는 감각지각(識, vijñ na)은 신뢰

할 만한 것이 못되며 감각에 의존하는 한 우리는 궁극  진리에 

도달할 희망이 없게 된다. 

다섯 가지 감각지각과 달리 제 6식인 意識(manovijñ na)은 가

설 인 존재와 궁극 인 존재 모두를 인식의 상으로 할 수 있

다.33) 따라서 세존께서 말 하신 로 세속유를 상으로 하는 5

33) 슈리라타는 12처라는 구분 자체를 가설 인 것으로 본다. 그가 보기에 

모든 존재는 사유기능의 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 으로 法處 

하나만이 유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인식 역이다. 따라서 그에게 처란 

범주는 궁극 으로 마음의 사유기능(의근 manendriya=意處)과 마음의 

상(의경 manoviṣaya=法處)의 계를 해명하기 한 것이다 (이종철 

1996 참조). 슈리라타의 이러한 격 인 12처 해석은 그가 감 을 통해 

발생하는 감각지각에 회의 이었다는 과 연 이 있다: “  상좌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모든 법에는 마음의 활동이 닿지 못하는 

곳(意所行 manogocara)이 없기 때문에 모두 법처(法處 dharm yatana)에 

포함된다. 그 다면 오직 법처 하나만을 설정하여야 한다. 모든 

법(의근도 포함)은 마음의 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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識에 한 의존을 버리고 승의유를 상으로 하는 意識(특히, 無漏

意識), 즉 지혜(智, prajñ )에 의존해야만 궁극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34) 왜냐하면 지혜는 다수의 상(극미)을 여실하게 인식 상

(緣多法)으로 취하며, 허구  존재인 통합된 화합상(一合相)을 지

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35)

상좌의 감각지각론에 의하면, 실상은 우리의 인식 역에 포착

되지 않으며 우리의 인식 역에 포착된 상의 개별 인 형상(자

상)들은 감각기능이 그 기능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낸 세상에 한 허구  모습이다. 따라서 감각지각의 “인식 상”

(소연)이 되는 것은 극미가 아니며 육처가 만들어낸 가구물인 화

합(samud ya)상이다. 이는 앞서 규기가 이십론술기 에서 제시한 

경량부설과 내용 으로 동소이한 것이고, 진나가 소연연론

말로만 존재할 뿐이지 확정된 인식수단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상좌] 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비록 사실은 하나의 처만 

존재하지만 이 하나 속에 차별상의 에서 여타 열한가지[처]를 세울 

수 있다. 말하자면 처음의 안처도 법처라고 이름할 수 있고, 등등해서 

의처도 한 법처라고 이름할 수 있다. 최후의 법처는 그냥 법처라고 할 

뿐이다.’” 正理論(TD29) pp. 344b14-19: 又上座說. 諸法無非意所行故. 

皆法處攝. 若爾唯應立一法處. 以一切法皆意境故. 此但有言. 無定量證. 

又彼所言. 雖實一處. 而於一中據差別相. 立餘十一. 謂初眼處亦名法處. 

乃至意處亦名法處. 最後法處唯名法處. 

34) 正理論(TD29) pp. 486c28-487a2 : 若 智生有緣勝義. 及有分別. 

識亦應然. 有意識. 能緣勝義. 有分別故. 亦任為依. 若智唯由意所引起. 

亦不應說唯智是依. 以許意識. 요가행자의 증지는 제6식인 의식의 발 된 

형태라고 보는 불교인명학의 이론도 슈리라타의 작 의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35) “상좌는 이와 같은 법에 한 지혜는 궁극 인 존재를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에 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 부분의 생들이 일으키는 智는 모두 다수의 법(多法)에 하여 

하나의 형상(相)의 智가 발생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다수의 법에 하여 

하나의 통합된 형상(一合相)을 취하는 것이다.’” 正理論(TD29) pp. 

487a6-8:上座意許. 如是法智. 不緣勝義. 故即於此. 說如是 . 多分有情. 

所起諸智. 於多法上. 一相智生. 於多法. 取一合相. 若 此智雖緣多法生. 

而不於諸法取一合相. 眼等諸識. 應亦許然. 彼雖緣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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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 하고 있는 두 이론  두 번째 입장, 즉 존재하지 않는 

허구  존재인 집 (saṃgh ta)을 상으로 하는 경량부의 입장인 

것이다.36) 

Ⅳ. 감각지각에 한 설일체유부의 입장

구사론 에서의 세친도 슈리라타와 마찬가지로 “감각지각( 5

식)이 集積된 [극미들을] 인식 상으로 한다”(sañcit lamban ḥ 

pañca vijñ nak y ḥ)는 에는 동의한다.37) 이 주장 자체는 이미 

비바사론 에서부터 그 이론  원형이 확인되기 때문에38) 슈리

36) Tola & Dragonetti(2004) pp. 33-34; 야마구치(1953) pp. 80-81 참조.

37) 이 주장은 구사론  1-43의 원자(極微)가 서로 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문맥의 결론 부분에 등장한다: “그리고 

감각기 의 원자나 감각 상의 원자 한 개가 식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5식은 和集된 [원자들을] 감각의 물질  토 나 인식 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원자는 

으로 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AKBh pp. 34.1-2: na caika 

indriyaparam ṇur viṣayaparam ṇur v  vijñ naṃ janayati / 

saṃcit śray lambanatvat pañc n ṃ vijñ nak y n m / ata 

ev nidarś naḥ param ṇuradṛśy tv t /

이와 유사한 주장이 구사론 1-35에도 설일체유부의 제법분류의 

일환으로 등장한다. “[18계 ] 어떤 것이 원자가 모인 것이고 어떤 것이 

원자가 모인 것이 아닌가? 열 가지 정신 인 존재요소(界)가 원자가 

모인 것이다. 다섯 가지 감각기 의 존재요소와 그 다섯 가지 상들이 

원자가 모인 것(sañcit ḥ)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원자들의 

집합(saṅgh ta)이기 때문이다.” AKBh pp. 24.16-19: kati sañcit ḥ katy 

asañcit ḥ /sañcit  daśa arūpiṇaḥ / pañcendriyadh tavaḥ pañca viṣay ḥ 

sañcit ḥ / param ṇusaṅgh tatv t /

38) “[질문:] 하나의 원자가 인식토 나 인식 상으로 작용하여  등의  

5식이 발생할 수 있는가? [ 답:] 그런 일은 없다. 왜 그러한가?  등의 

5식은 원자의 집 을 인식토 나 인식 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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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타나 세친이나 설일체유부의 감각지각론의 기본 명제를 공유하

고 있다 볼 수 있다.39) 그런데 이 5식의 인식 상을 극미의 집

으로 볼 경우에 비바사론 이래로 제기되었던 형 인 반론

은 극미의 집 은 개별상(自相)이 아니라 보편상(共相)이므로 5

식은 無分別智여야 한다는 아비달마의 근본테제에 배된다는 

이다. 이 반론에 한 설일체유부의 입장은 5식이 개별상을 

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이 개별상이란 것에 두 가지 종류가 있

어 5식이 극미 하나하나를 상으로 할 수도 인식 역(처)에 포

섭된 구체  사물을 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몸의 의식

(身識)으로 마무리되는 5식과 련된 이 논란을 비바사론 에

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 어떻게 몸( 각기능)의 의식은 보편상(共相, s m nyalakṣaṇa)

을 상으로 할 수 있는가? [이 게 묻는 이유는] 5식은 개별상(自

相, svalakṣaṇa)을 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답: 개별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실체로서의 개별상

(事自相, *dravyasvalakṣaṇa)이고 둘째는 인식 역에 [포섭되는] 개별

상(處自相, * yatanasvalakṣaṇa)이다. 만약 실체로서의 개별상에 의거

하여 말한다면 5식도 한 보편상을 상으로 한다고 해야 할 것이

다. 만약 인식 역에 [포섭되는] 개별상에 의거하여 말한다면 5식은 

오직 개별상을 상으로 한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40)

[원자의 집 을 통해 생긴] 공간  장애가 있는 것을 인식토 나 

인식 상으로 삼으며, 원자의 화합을 인식토 나 인식 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大毘婆沙論(TD 27) pp. 63c22-25: 問頗有一極微為所依. 

一極微為所緣. 生眼等五識不. 答無. 所以 何. 眼等五識依積聚緣積聚. 

依有 緣有 . 依和合緣和合故. 

39) 이 주장 자체의 학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은 본고의 논의를 해서도 

요한데, 왜냐하면 토사키는 이를 경량부  입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명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어서 설일체유부나 

경량부의 입장이 미세하게 갈라지는 것이지, 이 명제 자체를 경량부의 

입장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이다.

40) 大毘婆沙論(TD 27) pp. 65a12-16: 問云何身識緣共相境. 以五識身緣自相故. 

答自相有二種. 一事自相. 二處自相. 若依事自相說 . 五識身亦緣共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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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의 핵심은 5식이 실체로서의 개별상, 즉 극미를 상으로 

한다면 5식은 극미를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보편상을 

지각의 상으로 해야 한다는 이다. 비바사론 에서는 5식

은 극미로서의 개별상과 인식 역에 포섭된 구체  사물로서의 

개별상 모두를 지각의 상으로 취할 수 있지만, 인간은 감각능력

의 한계로 인해 극미 단 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못하기 때문에 

인식 역에 포섭된 그 체상을 지각하게 된다는 식으로 이 난제

를 해결한다. 즉 공상(共相, s m nyalakṣaṇa)을 보편상으로서가 

아니라 총상, 즉 다수의 극미가 모여 만들어낸 극미 체의 모습

이란 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인식 역에 악된 개별상이 허구  구

성물이라는 이유로 보편상이라고 비 되는 여지를 차단한 것이다.

따라서 5식은 총상과 별상(總別, *samastavyasta)을 모두 상으

로 한다. 그러므로 5식이 공상(共相, s m nyalakṣaṇa)을 취한다는 

과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나의 인식이 다수의 실체인 [극미]로서의 

개별상(자상)을 상으로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명료하게 인지를 못하

는 것이다.41)

설일체유부에 의하면  5식은 원칙 으로 실유하는 존재인 극

미를 상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의 은 극미가 일곱개 모여 형

성된 미립자(aṇu)이상의 존재만을 지각할 수 있다. 그런데 오직 

극미만이 실유이고 미립자 이상의 구성물들은 가유로 간주된다.42) 

를 들면, 우리가 란색을 본다고 할 때, 그 극미 자체는 보이지 

않고 그것들이 모여 형성한 체  형상( k ra)로서의 란색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이 란색이라는 시각  형상( k ra)

은 실유가 아니고 가유  이미지이다. 그러나 설일체유부에 따르

면 이미지는 인식 역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극미 단

若依處自相說. 則五識唯緣自相故不相違. 

41) 大毘婆沙論(TD 27) pp. 665b6-7: 故五識身通緣總別. 而無五識取共相過. 

多事自相一識能緣. 然不明了

42) 방인(1998) p.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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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터 원래 자성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설일체유부는 극미

의 본질이 랗지 않다면 이것들이 아무리 모여도 란색으로의 

형질 환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를 들어서 극미의 본성이 우

리가 인식 역에서 지각하는 구체  형상의 근본 원인임을 강조

한다.43) 

진나의 인식 상(소연)의 두 가지 조건을 설일체유부의 입장에 

용해 보면, 우리의 시각에 포착되는 란색이란 단일한 이미지

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k raṇa)은 극미이며 이 이미지( k ra)의 

제공자도 극미가 된다.44) 한마디로 극미 심의 감각지각론이 

43) “질문: 하나의 란색 원자란 것이 존재하는가? 답: 존재한다. 다만 

의 의식에 의해서 악되지 않을 뿐이다. 만약 하나의 원자가 

란색이 아니라면 다수의 원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랗게 되지 않을 

것이다. 노란색도 마찬가지이다… 한 지극히 미세한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다고 상이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를 들어 일곱 개의 극미가 모여 형성된 미립자(aṇu) 보다 작은 색처의 

물질은 지각의 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大毘婆沙論(TD 27) pp. 

64a26-b2: 問為有一青極微不. 答有. 但非眼識所取. 若一極微非青 . 

眾微聚集亦應非青. 黃等亦爾. … 復次有色極細故. 不見非非境故. 

如減七微色處有色非境故. 

44) 규기가 정리한 옛 설일체유부의 입장도 이러한 에서 무리없이 

이해된다. “이제 우선 비바사론에 나오는 옛 설일체유부의 주장에 

한 설명하겠다. 이 논사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색처 등의 본체는 

다수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로 안식의 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그 [색처의] 하나하나의 극미의 본체는 실유인데, 이것들이 

모여서 미립자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 미립자는 가유이다. 따라서 이 

미립자 이상은 모두 실유가 아니다. 5식은 이미 실유하는 법을 상으로 

삼기 때문에 미립자 이상의 화합하여 만들어진 가유인 색을 지각의 

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따라서 색처 등이 안식 등의 상으로 작용할 

때에는 그 실유하는 극미 하나하나가 각각 안식 등의 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가유를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체인 [극미가] 

식을 능히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二十唯識論述記(TD 43) pp. 

992c9-15: 此先敘古薩婆多毘婆沙義. 此師意說. 如色處等. 體是多法. 

為眼識境. 所以 何. 其一一極微. 體是實有. 合成阿耨. 阿耨是假. 

故此以上皆非實有. 五識既緣實法為境故. 不緣於阿耨以上和合假色. 故色處等. 

為眼識等境時. 其實極微. 一一各別. 為眼識等境. 不緣假故. 以有實體能生識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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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사론 에 보이는 설일체유부의 근본입장인 것이다. 

Ⅴ. 구사론 에 보이는 세친의 감각지각에 한 입장

구사론 1장 20번 게송에 한 석론 (Bh ṣya)에서 세친은 이 

비바사론 의 논란을 요약하면서, 상기 비바사론 의 개별상

에 한 두   인식 역(처)의 에서 그 해답을 모색한

다. 

[반론:] 이런 식으로 5식은 집 된 것을 인식 상으로 삼기 때문

에 보편상을 상으로 하는 것이지 개별상을 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과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답:] 이 개별상들이란 인식 역에 포섭된 개별상에 의거해서 논

의된 것들이지 실체인 [극미]로서의 개별상에 [의거하여 논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45)

여기서 세친이 말하는 개별상(svalakṣaṇa)이란 를 들어 실체

(dravya)인 극미 단 의 란색(n la) 등이 아니고 視覺에 포착된 

구체  形像( k ra)으로서의 개별  이미지를 말한다.46) 그런데 

세친은 이 인식 역(처)을 통해 포착된 감각지각의 상을 허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에서 앞서의 상좌 슈리라타와는 

입장을 달리한다. 이는 상기 비바사론에서 설일체유부가 “인식

45) AKBh pp. 7.22-24: nanu caivaṃ samast lambanatv t s m nyaviṣay ḥ 

pañcavijñ nak y ḥ pr pnuvanti na svalakṣaṇaviṣay ḥ / 

yatanasvalakṣaṇaṃ praty ete svalakṣaṇaviṣay  iṣyante na 

dravyasvalakṣaṇam ity adoṣaḥ /

46) AKVy(I) p. 26: dravy ṇ ṃ n l dik n ṃ svalakṣaṇaṃ 

n l dy k racakṣurvijñ n divijñeyatv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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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포섭되는] 개별상”(處自相, * yatanasvalakṣaṇa)을 개별상

의 한 종류로 인정했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인식 역(처)의 

감각작용을 하는 세친의 이러한 호의 인 태도는 온·처·계의 가

실을 단하는 문제에도 향을 미친다. 세친은 구사론  1-19에
서 구성된 존재라는 이유로 蘊의 실유성을 부정하면서 다음과 같

이 말한다. 

[세친:] 결론 으로 蘊들도 [모여서 구성되었다는 에서] 덩어리처

럼　가설  존재들이다. 

[경량부의 반론:]47) 그 다면 물질로 구성된 인식 역들(眼處 등)도 

한 가설  존재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안근) 등등을 구성하는 

많은 극미들이 [모여야 인식]발생의 문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세친의 답:] 그 지 않다(즉,  등의 處는 가설 인 존재가 아니

다). [인식 역을 통해] 집 된 극미 하나하나가 [인식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48) 그 지 않다면(즉, 다수의 동시작용이 문제가 된다

47) 본 구 의 학  소속성은 보 의 주석에 의거한 것이다. “[이 구 은] 

경량부가 논주를 힐난하는 것이다. 만약 '덩어리'라는 의미로 온을 

정의한다면 이는 [온]이 가유임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처를 구성하는 

모든 극미도 한 오직 집 된 후에야 비로소 인식발생의 문이 되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로 처가 가유임을 인정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다음과 같이 논증식을 세워서 말해야한다. 주장 (종): 모든 물질로 

구성된 처들은 결정코 가유이다. 이유(인): 왜냐하면 처는 [극미의] 

집 을 원인으로 해서야만 비로소 성립하기 때문이다. 비유(유): 를 

들면 여러 온들의 경우와 같다." 俱 論記(TD 41) pp. 29b25-b29: 

經部難論主. 若以聚義名蘊許是假 . 諸處極微亦由積集方是生門. 

何因不許處亦是假. 應立量云. 諸有色處定應是假. 處因積聚方得成故. 

猶如諸蘊.

48) “왜냐하면 이  등을 구성하는 다수의 원자들이 서로에게 의존할 때에 

그 하나하나가 [인식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합되지 

않으면 [원인이 될 수] 없다. 를 들어 원목을 끌어 나를 때에, 다수의 

일꾼들 하나하나는 힘이 부치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 힘을 모으면 

[원목을 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과 같다.” AKVy(I) p. 45: yasm d 

bahūn m eṣ ṃ cakṣur diparam ṇūn ṃ parasparam apekṣyam ṇ n m 

ekaikaśaḥ k raṇabh vaḥ / na tv asaṃhat n ṃ / tadyath  

d rv karṣaṇe bahūn m kraṣṭṝṇ ṃ pratyekam as marthya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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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감각기능은 늘] 상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감각기능(indriya)

도 독립된 인식 역(처)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과실이 발생할 것49)이

다.50) 

여기서 우선 주목해야할 것은 인식 역도 다수의 극미로 구성

된 존재이기 때문에 가설  존재일 수 있다는 반론이다. 이 반론

의 내용은 앞서 살펴 본 상좌 슈리라타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하

므로 슈리라타 류의 경량부설을 반 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이다.51) 그런데 이러한 반론에 해 세친이 “[인식 역을 통해] 

집 된 극미 하나하나가 [인식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ekaśaḥ 

samudit n ṃ tu parasparam apekṣyam ṇ n ṃ s marthyaṃ /

49) “ 상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란 구 은, 만약 다수의 [원자들이 모여] 

인식발생의 문이 된다면, 집 (samud ya)이 처가 되는 것이지 실체[인 

원자](dravya)가 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감각기능과 상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모여서 인식발생의 문이 

형성된다면, 그것은 집 이 처가 되는 것이지 각각의 [감각기능과 

상이] 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에 의거하면 12처로 구성된 

개별 인 처의 존재가 인정이 된다. 따라서 논증식을 세워서 표 한다면, 

(1) 주장(종): 안처를 구성하기 해 집 된 실체로서의 극미들은, 함께 

작용하는 것들(색경)과는 같이 집 을 본질로 하는 처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2) 이유(인): 왜냐하면 [그 극미들은] 안식[이 발생하는] 

원인(k raṇa)이 되기 때문이다. 비유(유): 안처나 색처를 구성하기 해 

집 된 실체로서의 극미들처럼.” AKVy(I) p. 46: viṣayasahak ratv d 

veti / yadi bahūn m yadv rabh va iti samud y yatanatvaṃ sy n na 

dravy yatanatvaṃ / indriyaviṣayaparam ṇūn ṃ samudit n m 

yadv rabh va iti tat samud y yatanatvaṃ sy t / na pṛthag- 

yatanatvaṃ sy t / iṣyate ca pṛthag yatanatvaṃ dv daś yatan n ti 

sūtr t / s dhanaṃ c tropatiṣthate / ye sahak riṇaḥ / na taiḥ saha 

samud y tmak yatanabhūtaś cakṣur yatanasamud yadravya- 

param ṇavaḥ / cakṣurvijñ nak raṇatv t / cakṣur yatanarūp yatana- 

samud yadravyaparam ṇuvat / 

50) AKBh p. 14.2-4: tasm d r śivad eva skandh ḥ prajñaptisantaḥ/ rup ṇy 

apy tarhy yatan ni prajñaptisanti pr pnuvanti / bahūn ṃ 

cakṣur diparam ṇūn m yadv rabh v t / na / ekaśaḥ samagr ṇ ṃ 

k raṇabh v t viṣayasahak ritv d v nendriyaṃ pṛthag yatanaṃ sy t /

51) 설일체유부의 공식 입장은 온, 처, 계 부를 실유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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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agr ṇ ṃ k raṇabh v t)라고 한 짧은 답변은 감각지각론에 

한 세친의 입장을 악하는데 있어서 결정 인 역할을 한다. 그러

나 상기 문장은 구사론  상에서 더 이상의 추가 논의 없이 단발

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철학  함의를 충분히 음미하기 

해서는 주석가들의 안목에 기  수밖에 없다. 우선 본인이 경량부

임을 자임하는 야소미트라는 극미가 인식 역(처)을 통해서 집

되고 서로 긴 하게 조하여야만 인식발생의 인과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며, 결합되지 않은 상태의 극미

는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 없다는 을 강조하면서 원목을 운반

하는 일꾼의 비유를 든다. 

“그 지 않다. [인식 역을 통해] 집 된 극미 하나하나가 [인식발

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구 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한 주장(즉,  등의 處는 가설 인 존재이다)은 사실이 아니다. 

왜 그러한가? 집 된, 다시 말해 화합된 [극미] 하나하나가, 즉 각각이 

[인식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등을 구성하는 

다수의 극미들이 서로에게 의존할 때에 그 하나하나가 [인식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집되지 않으면 [원인이 될 수] 없다. 

를 들어 원목을 끌어 나를 때에, 다수의 일꾼들 각각은 힘이 부치

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 힘을 합치면 [원목을 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과 같다. 다른 예를 들면, 머리털이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안
질에 걸린 사람의 눈에 [존재하지 않는] 머리카락이 보이도록 할 수 
없으나, 모아놓으면 비록 결합되어 있지는 않아도 [머리카락이 보이도

록]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등의 감각기능[을 구성하는] 

극미들과 색깔(rūpa)등의 상[을 구성하는] 극미들은,  등의 식을 

일으키는데 있어 그 하나하나는 능력이 없어도 모아놓으면 능력이 생

기게 된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능력이란 것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

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한다.52)

1. 52) AKVy(I) p. 46: na / ekaśaḥ samagr ṇ ṃ k raṇabh v d iti / naitad 

evam / kasm t ekaśaḥ pratyekaṃ samagr ṇ ṃ samudit n ṃ 

k raṇatv t / yasm d bahūn m eṣ ṃ cakṣur diparam ṇūn ṃ 

parasparam apekṣyam ṇ n m ekaikaśaḥ k raṇabh vaḥ / na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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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소미트라에게 있어 인식 역(처)의 역할은 개별 으로 무기

력한 극미들을 결집하여 통합된 인과  힘을 이끌어냄으로써 개

개의 극미들의 능력을 유기 으로 종합하고 극 화하기 한 인

식의 계기를 만들기 한 것에 있다. 극미들의 결합을 통해 인식

역(차)이라는  다른 존재론  층 의 인식의 기제를 만듦으로

써 실유인 개개의 극미들과 유리된 가공의 구성물을 창조하기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야소미트라는 이것이 바로 인식 역이 

다수의 극미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구성  가구물(가

유)이라는 이유로 비 받을 수 없는 이유라고 본다. 은 결집

상태에서 인과  힘을 발휘하는 개개의 극미들에 있는 것이지, 이 

개체  극미를 넘어서서 인식 역(감각기능과 감각 상)이라는 

별도의 보편  존재가 상정되지 않는 것이다.

법상종의 주석가인 보 은 비록 극미들은 결집되어야만 인식을 

발생시키는 문(처)역할을 하지만, 극미 하나하나가 인식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에서 그 모두를 인식발생의 문이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한다. 이는 야소미트라보다 좀 더 분명한 어조

로 인식 역에 있어서 개별자인 극미가 가지는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다.53) 

asaṃhat n ṃ / tadyath  d rv karṣaṇe bahūn m kraṣṭṝṇ ṃ 

pratyekam as marthyaṃ / samudit n ṃ tu parasparam 

apekṣyam ṇ n ṃ s marthyaṃ / tadyath  d rv karṣaṇe bahūn m 

kraṣṭṝṇ ṃ pratyekam as marthyaṃ / samudit n ṃ tu parasparam 

apekṣyam ṇ n ṃ s marthyaṃ / yath  v  keśaḥ pṛthakpṛthag 

avasthit  na samarth s taimirikacakṣurvijñ nak raṇe / samudit s 

tv asamyukt pi samarth ḥ / tadvac cakṣur d ndriyaparam ṇavo 

rūp diviṣayaparam ṇavaś ca cakṣur divijñ notp dane pratyekam 

asamarth ḥ / samudit s tu samarth ḥ / śaktir hi bh v n ṃ t dṛśy 

avagantavy  /

53) “‘이 비난은 이치에 맞지 않다’부터 ‘십이처는 별도로 존재한다’”까지는 

논주가 경량부를 논 하는 것이다. 비록 다수의 극미가 모여야 비로소 

인식발생의 문(* yatana)의 역할을 하지만, 다수가 모 을 때에 극미 

하나하나는 모두 원인으로서의 작용을 가진다. 이는 곧 하나하나가 모두 

인식발생의 문이 될 수 있으므로 [경량부가] 제시한 [처가 가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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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석가들이 이해한 세친의 입장이란, 인식 역(處)의 단

에서 결집된 극미들이 비록 집합 으로 작용한다는 한계는 있지

만 그 하나하나가 인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과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극미들로 구성된 인식 역을 가합물로 볼 수 

없다는 정도로 모아진다. 이를 세친이  인용문에서 추가 으로 

들고 있는 이유와 연결시켜 보면 논 이 좀 더 분명해진다. 즉 각

각의 감각기능(안처 등)이 항상 색경과 함께 작용하지만 독립된 

인식 역(12처 의 하나)으로서의 지 를 확보 받듯이 개개의 극

미들도 비록 인식 역(처)라는 테두리 내에서 통합 으로 작용하

지만 그 개개의 인과  힘을 여 히 인정받기 때문에 인식 역이 

통합  구성물(가유)이라는 이유로 평가 하될 수 없다는 논지이

다.

집 된 극미 하나하나가 인식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세친의 이

상의 언 은 얼핏 서는 앞서 살펴 본 설일체유부의 입장과 유

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결정 인 차이는 야소미트라

가 부연 설명하고 있듯이 세친은 결집 이 의 극미는 인식발생의 

인과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고 본다는 이다. 그리고 안질에 걸

린 사람의 에 보이는 머리카락의 이미지처럼 극미 단 에서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인식 역의 단 에서 새롭게 지각된

다는 에서 극미가 형상의 제공자라고 생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일체유부에 의하면 극미는 그 결합 여부에 상 없이 극미 단

에서부터 이미 고유한 형상을 자성으로 갖춘다. 그리고 이러한 형

상을 갖춘 극미가 인식발생의 원인 역할도 한다. 다만 우리의 감

이 미세한 극미를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립자의 형태로 뭉

쳐져 감각될 뿐이지만 이 미립자 단 의 화합물이 인식발생의 원

인나 형상의 제공자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실유가 아니고 가유이

부정하는] 이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과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俱 論記(TD 41) pp. 29b29-c4: 此難非理至十二處別 . 論主破經部　

雖因多微積集方作生門. 然多集時. 一一諸微皆有因用. 是則一一皆成生門. 

顯所立因有不成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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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세친의 입장을 정리하면, 결집된 극미만이 지각에 형

상을 제공할 수 있는 원인(k raṇa)역할을 하며 결집 이 의 극미

는 이러한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그리고 형상 자체도 극미에 내

재되어 있는 본성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역을 통해 결합된 극미

들이 통합 으로 산출해내는 이미지란 에서 으로 가유라고 

평가 하하기도 어렵다고 본다.54) 형상은 극미와의 어떤 인과  

계도 없이 철 히 구성된 가합물임을 주장하는 슈리라타 류의 

경량부설과 모든 형상은 극미 단 에서부터 본성 으로 존재한다

고 보는 설일체유부설의 충  입장이란 에서 이후 진나를 거

쳐 법칭에 의해 확립되는 감각지각설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Ⅵ. 집량론에 나타난 진나의 입장

불교인명론의 이론 인 틀을 확고히 정립한 사상가로 진나(Dign ga)

를 꼽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55) 그런데 그는 집량

론 (Pram ṇasamuccaya, 540CE) 제 1장 3번 게송에서 불교인식

론의  유명한 테제인 “직 지각은 개념 인 구성을 포함하지 

않는다”(pratyakṣaṃ kalpan poḍham)56)는 명제를 제시하고, 자신

54) Dreyfus(1997 pp. 83-86)는 세친이 극미 만을 실유로 인정하고 그것에 

의해 구성된 육처(인식 역)에 포착된 색깔, 소리, 냄새 등의 육경은 

가유로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세친은 구사론 6-4에서 더 

이상의 분 이 불가능한 궁극 인 존재로서의 극미 뿐만 아니라, 다른 

상 의 본질(svabh va) 개념으로의 체가 불가능한 색, 성, 향 등의 

다르마( 상의 개념  범주)도 실유로 인정한다. 

55) Steinkellner(2005a) p. 3.

56) PS p. 3: pratyakṣaṃ kalpan poḍhaṃ n maj ty diyojan  / (1-3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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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自註 에서 아비달마로 부터의 인용문을 그 거( gama)로서 

동원한다. 짧지만 진나의 감각지각론을 집약하고 있으므로 그 

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 직 지각이 개념 인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명제

는 타당하다. 아비달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眼識을 부여받

은 자는 란색을 지각하는 것이지 ‘ 란색’이라고 지각하는 것은 아

니다.”57) (2) “ 상에서 있어서 상 [자체에 한] 지각을 가지는 것

이지 [ 상의] 개념에 한 지각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58)

[반론:] 만약 [직 지각]이 그 어떤 것도 분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3) 5식신이 [극미의] 집합을 인식 상으로 할 수59) 있겠는가? ‘(4) 이

들(  5식)은 인식 역(處)에 [포섭된] 개별상을 상으로 하는 것이지 

실체(극미)로서의 개별상을 상으로 하지 않는다’60)는 말도 있다:

as dh raṇahetuv d akṣais tad vyapadiśyate / (1-4ab).

57) 유사한 문장이 觸(sparśa)의 문제를 다루는 구사론 제3장 30게송에 한 

석론(Bh ṣya)부분에 등장한다. 이 문장의 문헌  출처가 정확히 

어디인지 아직 학자들에 의해 밝 지고 있지는 않으나, 문맥상으로는 

설일체유부의 6 설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언어개념을 매개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기 으로 5식과 意識을 구분하기 해 인용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6 설의 문맥은 비바사론에서 그 출처가 

확인된다는 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기의 문장도 설일체유부 계열의 

승이라고 볼 수 있다: “얘기되어지는 것과 같이 안식에 의해서 

란색이 지각되는 것이지 ' 란색'[이라고] 지각되는 것은 아니다. 

의식에 의해서는 란색이 지각되기도 하고 ' 란색'이라고 지각되기도 

한다. 첫 번째 그룹( 5식)의 이름은 의지하고 있는 [감각기 에서] 그 

특징을 찾은 것이고, 두 번째(의식)의 [이름은] 인식 상에서 그 특징을 

찾은 것이다." AKBh pp. 144:2-4: yathoktaṃ cakṣurvijñ nena n laṃ 

vij n ti no tu n laṃ manovijñ nena n laṃ vij n ti n lam iti ca 

vij n t ti /

58) 이 문장은 구사론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1)의 개념  부연설명으로 볼 

수 있다.
59) AKBh pp. 34.1-2: na caika indriyaparam ṇur viṣayaparam ṇur v  

vijñ naṃ janayati / saṃcit śray lambanatvat pañc n ṃ 

vijñ nak y n m / ata ev nidarś naḥ param ṇuradṛśy tv t /

60) AKBh pp. 7.22-24: nanu caivaṃ samast lambanatv t s m nyaviṣay ḥ 

pañcavijñ nak y ḥ pr pnuvanti na svalakṣaṇaviṣay 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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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여기(이 논서)에서는61), [직 지각은] 다수의 상(극미)으

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의 [감 의] 상에 있어 그 집합상/ 체

상(s m nya)을 인식의 역으로 취하는 것이다. (PS 1-4)

다수의 실체(극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직 지각)은 자신

의 인식 역(처)에 있어서 체상을 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지, 별

개의 [극미]들에 해서 무차별 인 [보편상]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 게 하는 것은 아니다.62) 

여기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에서 진나가 인용하고 있는 

“아비달마”와 게송 부분의 “여기에서”라고 통칭되는 문헌의 출처

가 어디냐는 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상기 게송에 피력된 진나

의 감각지각론의 사상  원류의 확인을 한 필수 인 작업이다. 

핫토리 마사아키(1968: 88∼89)에 의해 이미 부분 으로 확인된 

것처럼, 여기서 “아비달마”란 진나가 직  ‘아짜리야’( c rya)라고 

존숭하는63) 바수반두(세친)의 구사론 과 구사론 이 변하고 

있는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 통을 가리킨다는 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64) 

yatanasvalakṣaṇaṃ praty ete svalakṣaṇaviṣay  iṣyante na 

dravyasvalakṣaṇam ity adoṣaḥ /

61) PS  p. 44: tatreti ś stre, anek rthajanyatv d ity 

anekaparam nujanyatv d ity arthaḥ / svahetupratyayebhyo ye 

param ṇavo j yante, te ‘nyonyasannidh n vasth pr pt  eva santaḥ 

pratyekaṃ vijñ nopajananasamarth ḥ sañcitaśabdenokt ḥ /

62) PSV p. 2: tasm d upapannam etat pratyakṣaṃ kalpan poḍham / 

abhidharme ‘pi uktam cakṣurvijñ nasamaṅg  n laṃ vij n ti no tu 

n lam iti, arthe ‘arthasañjñ  na tu dharmasañjñ ti / kathaṃ tarhi 

sañcit lamban ḥ pañca vijñ nak y ḥ, yadi tad ekato na vikalpayanti / 

yac c yatanasvalakṣaṇaṃ praty ete svalakṣaṇaviṣay  na 

dravyasvalakṣaṇam iti / tatr nek rthajanyatv t sv rthe 

s m nyagocaram (1-4) anekadravyotp dyatv t tat sv yatane 

s m nyaviṣayam uktam, na tu bhinneṣv abhedakalpan t /

63) PSV p. 5: na hi v davidhir c ryavasubandhor athav c ryasya 

tatr s raniścaya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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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제는 사상 내용 으로도 진나의 입장이 세친의 그것을 

계승하고 있느냐는 이다. 이를 확인하기 해서는 상기 인용문

의 답변 부분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특히 게송 부분은 

불교 감각지각론을 요약하는 워낙 유명한 구 이므로 다수의 주

석가들의 주해가 있지만, 우선 집량론 의 주석가인 지넨드라붓디

(Jinendrabuddhi)의 해석을 인용한다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란 이 [아비달마]논서에서란 말이다. “다수의 상(극미)

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란 다수의 극미들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이다. 각각의 인연에 의해 발생한 극미들이 서로에게 착된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 하나하나가 인식을 발생시키는 능력을 갖추게 

되며 ‘집 된’이란 말로 표 된다…“이들 ( 5식)은 인식 역(處)에 [포

섭된] 개별상을 상으로 하는 것이지” 라는 등등이 언 되었는데, 여

기서(집량론)도 한 바로 이 게 [인식 역에 포섭된] 극미들과 함께

라야만  등의 인식이 발생하는 것이지 개별 으로는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상(극미)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직 지각은] 각각의 [감 의] 상에 있어 그 체상(s m nya)을 지

각의 역으로 취한다”라고 한 것이다. “s m nyagocara”는 [극미의] 

체상을 지각의 역으로 취하는 것이란 식(바후 리히 복합어)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반론:] 보편상(s m nya)이란 [ 상을] 차별하지 않음에 의해 형성

되는 것인데, 감각지각의 상은 극미라고 불리는 [차별된] 다수의 사

물을 말하는 것 아닌가? 그 다면 [직 지각이] 어떻게 보편상을 지각

역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답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집 ’이란 말이나 ‘인식 역에 [포섭되

는] 개별상(자상)’이란 말로 표 되는 다수의 극미로 [구성된] 어떤 

[ 상]이, 서로에게 의존함으로써 특정한 인식을 발생시키는 능력을 

동일한 성질로 가진다는 에서 ‘동등하기’ 때문이다. ‘동등한 [극미

들]’ 바로 그것을 s m nyam이 라고 한다. [이 용법은] 네개의 계 (ca

turvarṇa) 바로 그것을 사성계 (c turvarṇya)이라고 하는 에서와 

64) 사실 상기 문장의 부분은 다소간의 표 상의 상이에도 불구하고 

존하는 구사론 라단 본으로 환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인용문에 

부기된 각주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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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의미는 그 로 놔두고 제2차 생어미를 용했기 때문이다. 이 

이 바로 다음 구 을 통해 설해진다: “집 을 인식 역으로 하고 처

[에 포섭되는] 자상을 인식 역으로 하는 것이 설명되었다.” “그러나 

별개의 [ 상]들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보편상]을 만들어 내기 때문

에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구 은 보편상을 상으로 취한다고 설

해지는 것[은 아니다]란 말과 연결시켜 읽어야 한다. 그러나 별개의 

[ 상]들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보편상]을 만들어 냄으로써 집 으로

서의 상이나 처[에 포섭되는] 자상으로서의 상이라고 설해지는 것

은 아니라는 의미이다.65) 

다소 장황하긴 하지만 지넨드라붓디도 진나의 입장을 세친이 

확립해 놓은 감각지각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만

은 분명하다. 그 핵심을 다시 요약하면,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하게 결집되어 있는 상태의 극미들만이 인식 역에 포섭되며 

인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 결

집 이 의 개별 인 극미는 이런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이 게 

결집된 극미들은 특정한 인식을 발생시키는 능력을 동일하게 갖

65) PS  p. 44: tatreti ś stre, anek rthajanyatv d ity 

anekaparam nujanyatv d ity arthaḥ / svahetupratyayebhyo ye 

param ṇavo j yante, te ‘nyonyasannidh n vasth pr pt  eva santaḥ 

pratyekaṃ vijñ nopajananasamarth ḥ sañcitaśabdenokt ḥ /…yac 

coktam yatanasvalakṣaṇaṃ praty eta ity di, atr pi tair eva 

yathoktaiḥ param ṇubhiḥ sahitenaiva cakṣur divijñ naṃ janyate, na 

svakenaiva / tasm d anek rthajanyatv t sv rthe s m nyagocaram ity 

uktam / s m nyaṃ gocaro ‘syeti vigrahaḥ / nanu ca s m nyam 

abhinnakalpitam, indriyajñ nasya ca viṣayaḥ param ṇv khyam anekaṃ 

vastu / tat kathaṃ s m nyagocaratvam upapadyate / naiṣa doṣaḥ / 

yat tat sañcitaśabden yatanasvalakṣaṇaśabdena coktam anekaṃ 

param ṇuvastu tad eva pratiniyatavijñ najananas marthyena 

s dharmyeṇa paraspar pekṣay  sam nam / sam nam eva s m nyam, 

sv rthe taddhitavidh n c c turvarṇyavat / tad etad uktaṃ bhavati – 

sañcitagocaram yatanasvalakṣaṇagocaraṃ coktam iti / na tu bhinneṣv 

abhedakalpan d iti s m nyaviṣayam uktam ity anena sambandhaḥ / 

na tu bhinneṣv abhedakalpanay  sañcitaviṣayam yatanasvalakṣaṇa- 

viṣayaṃ coktam ity artha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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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다는 에서 “동등한 [극미들]” (s m nyam)이라고 불린다. 이 

“동등한 극미들”이란 표 은 결국 감각지각을 발생시키는데 있어

서 결집상태의 개개의 극미들이 갖추게 되는 인과  힘의 균등함

을 나타낸다. 

여기서의 “s m nya”란 개념은 논 들이 지 하듯이 집 되어 

있는 개별 인 극미들을 무차별 으로 통합하여 만들어낸 보편으

로서의 추상 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진나는 세친의 작인 V davidhi에 나타난 지각론을 비

으로 검토하는 집량론  제1장 2 에서 다시 감각지각론과 

련된 입장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에 드러나는 

그 로의 상이 인식 상(소연)이라고 하는 실재론  입장이

다.66) 둘째는 란색 등의 가유로서의 형상은 실체인 극미로 부터 

얻어진다고 보는 설일체유부  입장이다. 세 번째는 집 되어 있

는 상태로서의 극미들 하나하나가 인식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하

는 世親  입장이다. 이  첫 번째 실재론  입장은, 그 다면 세

속유(saṃvṛtisat), 즉 허 이고 가설 인 존재가 인식 상이라

는 말이므로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된다.67) 두 번째 입장은 지넨드

라붓디에 의해 “다수의 형상을 가진 상(극미)들의 존재를 주장

하는 자들”(anek k r rthav dinaḥ)68)이라고 명명된 입장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마도, 識들이 란색 등으로 할 때, 그 상(즉, 극미) 자체로

부터 발생하는 인식이 직 지각(pratyakṣa)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게 [ 한 식들에] 있어서 비록 [ 란색 등의 극미들

66) PSV p. 6: kiṃ yad bh saṃ teṣu jñ nam utpadyate, tath  ta lambana 

ity ukt  /

67) PSV p. 6: tataḥ kim iti cet, yadi yath bh s ṃ teṣu jñ nam utpadyate, 

tath  sañcit lambanatv t pañc n ṃ vijñ nak y n ṃ saṃvṛtisad 

ev lambanam iti /

68) PS  p. 44: nanu dravyasat m eva sa param ṇūn m k raḥ / ta eva 

hi paraspar nugṛh t s tath  pratibh santa ity anek k r rthav dina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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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합은 가설  존재 (prajñaptisat)이지만, 실체  존재(극미)의 형

상이 얻어지기 때문이다.69) 

이는 규기가 唯識二十論述記 에서 에게 비정한 입장과 매

우 유사하므로 의 순정리론 의 을 변한다고 볼 수 있

다.70) 그런데 이 두 번째의 입장은 실체인 극미 속에 형상이 본래

으로 존재하다고 보기 때문에, 실체라고 불리는 여타의 모든 

것, 를 들어 병(gh ṭa) 등이 있을 때 그 극미에도 이미 그 병의 

완성된 형상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 을 래하게 된다. 세 번째 

입장은 바로 이 오류를 해결한 것으로 제시된다. 그 내용은 극미

들이 결합상태에서만 인식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상기의 입

장과 동일하다. 

만약 [그 극미들이] 재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즉, 결합된 

방식)으로 [인식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면 [병과 같은] 

실체 등에서도 [병 형상을 갖춘 극미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오류는 발

생하지 않을 것이다. 실체 등은 병과 같은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

문이다. 하지만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에 의거하여] 인식의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극미들 하나하나에 한 식은 존재하지 않

기 때문이다. 결합해야만 [극미는] 그 하나하나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극미들의] 결합/집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결합은] 가설  존재하기 때문이다.71) 

69) PSV p. 6: k maṃ n l dy bh seṣu vijñ neṣu tato ‘arth d utpannaṃ 

vijñ naṃ pratyakṣaṃ sy t / tath  hi teṣu tatsamud ye prajñaptisaty 

api dravyasad k ro labhyate /

70) “  순정리론의 논사( )는…다시 주장하기를 색 등의 제법은 각기 

다수의 상을 가지는데 이 에서 일부분이 직 지각의 상이 된다. 

따라서 모든 극미들이 서로에 의존하여 각기 하나의 화집상을 가지는데 

이 [화집]상은 실유이고 각기 자신을 닮은 형상을 가진 식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5식의 인식 상의 조건( lamabanapratyaya) 

역할을 하는 것이다.” 二十唯識論述記(TD 43) pp. 992c25-993a1: 

其正理師... 遂復說 . 色等諸法. 各有多相. 於中一分是現量境. 

故諸極微相資各有一和集相. 此相實有. 各能發生似己相識. 故 五識作所緣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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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인식발생의 원인, 즉 인식 상으로 작용

하고 있는 것은 집 된 극미들 하나하나이지 극미의 집 이라는 

 다른 층 의 존재가 아니라는 이다. 이는 집 된 극미의 단

로부터 분리되어 집  자체가 인식 상이라고 할 경우는 가설

 존재를 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연의 충족 조건에 부

합되지 않는다는 진나의 소연연론 이래의 입장과 동일하다. 선

의 세친이 결집된 극미만이 지각에 형상을 제공할 수 있는 원

인(k raṇa)역할을 하며 형상 자체도 극미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 

아니고 극미의 결합 상태에서만 도출되는 이미지라고 본 입장과 

동소이하다. 유일한 상이 은 진나가 좀 더 분명한 어조로 결합 

자체를 가설  존재로 부정하는 부분뿐이다.

Ⅶ. 맺는 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토사키가 경량부 소속의 학설이

라고 확신한 법칭의 감각지각론이 엄 히 말해서 세친(Vasubandhu)

이 설일체유부와 슈리라타 류의 경량부설을 충하여 정립한 입

장을 진나(Dign ga)가 계승하고 이를 다시 법칭이 이론 으로 정

교하게 다듬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설일체유부의 입장은 실유인 개개의 극미가 감각지각의 원인으

로 작용하고 그 형상의 근본 인 제공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극미 심의 감각지각론이다. 이에 반해 슈리라타는 가유

71) PSV p. 6: atha yath  vidyam n  k raṇaṃ bhavanti, evaṃ sati 

dravy diṣu prasaṅgadoṣo na sy t, tath  teṣ m asattv t / evaṃ tu 

yasya tad vyapadiśyata ity etan na pr pnoti / na hi pratyekaṃ teṣu 

jñ naṃ / pratyekaṃ ca te samudit ḥ k raṇam, na tatsamud yaḥ, 

prajñaptisattv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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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다수의 극미의 화합이 감각지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면서 동

시에 형상의 제공자이기도 하다는 입장에 가깝다. 한마디로 감각

지각 불신론이다. 

세친은 이 두 입장을 충하여 형상은 감각기능을 통해 악되

는 구성물이긴 하지만 그 원인제공자는 집 된 극미 하나하나이

기 때문에 이 구체  형상을 으로 가유로 평가 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극미와 그 집  양자의 역할을 공히 

인정하는 충론이다. 

진나나 법칭은 이 세친의 입장을 계승하여 집  상태에 있는 

개개의 극미가 상호연계하여 감각지각 형성의 원인 역할을 하며 

가설  존재이긴 하지만 상에 한 체  이미지(형상)를 만들

어 낸다고 본다. 법칭은 특히 극미 단 와 그 집  단 의 두 존

재론  층 가 불가분의 계로 력하면서 감각지각의 발생에 

각각 원인과 형상 제공자의 역할을 한다는 통합  입장을 강조한다.

이 게 본다면 규기가 제시했던 경량부설은 사실 상좌 슈리라

타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지, 극미와 화합 양자의 역할을 강조

하는 세친-진나-법칭계열의 감각지각론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칭의 입장을 반드시 이런 식의 경량부 학설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 물론 이 경우에도 “경량부”라는 학 의 용 범 를 

어디까지로 잡느냐에 따라서 세친의 변용된 입장도 크게 서 경

량부설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토사키가 근거로 제시하는 

규기의 경량부설이란 것이 세친 계열의 감각지각론과는 내용상 

분명히 구분된다는 에서 법칭의 입장을 규기식의 경량부설과 

등치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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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autr ntika Notion of lambana and its 

D rṣṭ ntika Precursor

Park, Changhwan 

(Geumgang Univ.)

In the chapter on perception (pratyakṣapariccheda k. 

194-230) of his Pram ṇav rttika, Dharmak rti deals with an 

issue of Abhidharma epistemological proposition: “Five 

kinds of consciousnesses have congregated [atoms] as their 

objects (sañcit lamban ḥ pañca vijñ nak y ḥ).” Tosaki 

Hiromasa attributes Dharmak rti's view on this issue to 

Sautr ntika on the basis of its similarity to the one ascribed 

to Sautr ntika in Kue-chi's commentary (二十唯識論述記) on 

the Viṃśatik  of Vasubandhu. Despite Tosaki's claim, 

Dharmak rti's understanding of the sense-object ( lambana) 

shows a marked difference from the Sautr ntika position 

described in Kue-chi's commentary. The Sautr ntikas put 

much emphasis on the congregated and thus hypothetical 

aspect of the sense-object, denying the causal role of atoms 

(param ṇu) themselves in its formulation. By contrast, 

Dharmak rti acknowledges the causal capacity of each and 

every atom in producing the image ( k ra) of an 

sense-object, while granting that such causal capacity can 

be exercised only on the condition that atoms remain in a 

congregated state.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that this 

particular view of Dharmak rti derives not from the 

Sautr ntika position as such but from Vasubandhu's opinion 

of the issue via Dign ga's elaboration of it. Further, i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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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s the Sautr ntika understanding of the issue at hand 

as described in Kue-chi's commentary is, in effect, an 

extension of the D rṣṭ ntika master Śr l ta's idea of it. 

Thereby, this paper draws a conclusion that Dharmak rti's 

view on the sense-object is not so much as Sautr ntika, as 

depicted in Kue-chi's commentary, as Vasubandhu's 

modification of Śr l ta's position on it.

Key words: Dharmak rti, sense-object ( lambana), 

Sautr ntika, D rṣṭ ntika, Śr l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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