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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철학에 있어 학파적 복합성과 독단성(1)

__世親의 唯識二十論에서의 외계대상 비판의 경우__
권오민*1)

Ⅰ. 세친의 외계대상 비판. Ⅱ 극미의 和集과 和合. Ⅲ 세친의 극미설 비판 검토.

요약문: [주요어: 世親, 衆賢(新薩婆多), 上座 슈리라타(經量部), 극미설,

和集과 和合, 외계대상]

世親은 그의 유식이십론 제10-13송에서 외계대상이 다수의 극미의
결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라면 극미는 부분을

갖는 것이 되고, 전체적으로 결합한 것이라면 聚色은 하나의 극미 크기

가 되어야 하며, 만약 극미는 無方分으로 결합하는 일이 없다면 취색

또한 그러하다고 해야 하고, 有方分이라면 극미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

적 딜레마로써 외계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딜레마는 이미 대비바사론에서 검토된 것이었다. 이
에 따라 衆賢은 우리가 지각하는 외계대상은 ‘무방분의 제 극미가 無間

으로 근접하여 생겨난 것’으로 규정하여 이를 ‘和集’이라 하였고, 上座

슈리라타(Śrīlāta)는 ‘극미 자체가 방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결합(접

촉)한 것’으로 규정하여 이를 ‘和合’이라 하였다. 따라서 세친의 비판은

유식설을 드러내기 위한 전제로서는 의미 있을지언정 비판 자체로서는

무의미하다. 대비바사론에서의 극미설이나 중현과 상좌의 논의가 고

려되지 않는 한 세친의 비판은 그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 경우 불교철학은 교조적 독단성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대비바사론에서의 극미설을 비롯한 화집과 화합에 대한 유
가행파의 비판은 陳那의 觀所緣緣論 제1-5송에서 인식대상의 문제(所
緣性)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역시 그러한데,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속편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 경상대학교 철학과 교수. ohmin@gn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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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친의 외계대상 비판

주지하듯이 世親(Vasubandhu)의 유식이십론은 외계대상의

실재성을 부정하고 오로지 識만이 존재함을 밝히기 위해 작성된

논서로, 특히 제10송-제14송(玄奘譯本: TD 1590)에서는 당시 외계

실재론을 주장한 대표적 학파인 바이세시카(Vaiśeṣika, 勝論), 카

슈미르 毘婆沙師(Vaibhāṣika), 新薩婆多 즉 新有部(neo Sarvāstivād

a)로 일컬어진 衆賢(Saṁghabhadra), 그리고 經量部(Sautrāntika)

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한 [외계]대상은 단일한 것도 아니고 다수의 극미도 역시 아니며

또한 和合 등도 아니니, 극미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以彼境非一 亦非多極微 又非和合等 極微不成故: 제10송)

[하나의] 극미는 여섯 극미와 결합하므로 여섯 부분을 성취해야 하며

여섯 극미와 처소가 동일하다면 聚色은 [하나의] 극미와 같다고 해

야 한다. (極微與六合 一應成六分 若與六同處 聚應如極微: 제11송)

극미가 이미 결합하는 일이 없다면 聚色의 결합은 무엇의 결합인가?

혹은 [극미가] 서로 결합할 수 없는 것은 無方分이기 때문이 아니다.

(極微旣無合 聚有合者誰 或相合不成 不由無方分: 제12송)

극미가 有方分이라면 이치 상 하나의 극미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無方分이라면 그림자도 [다른 사물을] 장애 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色

聚도 [이와] 다름이 없이 두 가지를 갖지 않아야 한다.

(極微有方分 理不應成一 無應影障無 聚不異無二: 제13송)

[외계대상이] 단일한 것이라면 한발 한발 걷는 일도, 동시에 이르고

이르지 않음도, 다수의 간극을 갖는 것도, 아울러 보기 어려운 미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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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없다고 해야 한다.

(一應無次行 俱時至未至 及多有間事 幷難見細物: 제14송)

이에 대한 논주 世親의 해석은 이러하다. 만약 인식에 대응하는

色處 등의 외계대상이 개별적인 실체로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①

단일한 것, ② 다수의 극미, ③ 극미의 和合, ④ 극미의 和集이라고

해야 한다.

먼저 색처 등의 외계대상이 단일한 것이라고 함은 바로 바이세

시카 학파가 주장한 有分色(avayavin rūpa, 전체성으로서의 색)으

로, 分色(부분으로서의 색, 즉 극미)을 떠나 그것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다.(제10송) 만약 외계대상이 단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더 이상 부분적인 차별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지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도 없으며, 손이 어떤 한

사물의 한쪽 끝에 이르렀지만 이와 동시에 저쪽 끝에 이르지 않

았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한 곳에 모여 있는 다수의 말과 코끼

리 등의 차별도, 그 사이의 간극도 인식할 수 없을 것이며, 수중의

벌레처럼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미세한 것도 없다고 해야 한다.

이 역시 ‘단일한 것’으로 인식된 이상 큰 것과의 차이가 없을 것이

기 때문이다.(제14송)

다음으로 색처 등의 외계대상이 다수의 개별적인 극미라거나

그것의 和合 혹은 和集이라는 주장 역시 이치 상 단일한 실유의

극미[一實極微]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다.(제1

0송) 즉 하나의 극미는 통상 사방상하 여섯 개의 극미와 최초의

결합을 시작하는데, 그럴 경우 여섯 부분을 갖는다고 해야 하며,

부분을 갖는다고 한 이상 그것은 극미가 아니다. 만약 일곱 개의

극미가 동일한 공간에서 결합한다면 그 聚集 역시 하나의 극미 크

기가 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 聚色 또한 극미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제11송)

여기서 세친은 “극미는 無方分이기 때문에 결합하는 일이 없으

며, 단지 有方分인 聚色만이 결합할 수 있을 뿐이다”는 카슈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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毘婆沙師의 학설을 인용하여 이는 자기 모순적 명제라고 비판한

다. 즉 극미와 취색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극미가 결합하는 일이

없다면 그 취집인 유방분의 색취 역시 그러하다고 해야 하며, 그

럴 경우 극미는 무방분이기 때문에 결합하는 일이 없다고 말해서

도 안 된다.(제12송)

이처럼 극미가 결합한다고 하든 결합하지 않는다고 하든 논리

적 오류이며, 方分(부분)을 갖는다거나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도 역시 그러하다. 극미가 여섯 방분을 갖는다면 그것을 어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하나의 극미라고 하겠으며, 방분을 갖지 않는

다면 어찌 그림자가 생겨나고 그 밖의 다른 사물을 장애하겠는

가? 또한 무방분이라면 모든 극미는 동일한 공간에서 결합할 것

이기 때문에 모든 색취 또한 하나의 극미 크기라고 해야 하며, 이

역시 그림자와 다른 사물을 장애하는 일이 없다고 해야 한다.(제13

송)1)

세친은 이에 따라 “[관념(覺慧)으로 분석하여] 安布差別한 것을

極微 혹은 聚色으로 설정하지만, 이는 모두 단일한 실유의 극미가

아니다”는 그의 극미관을 천명하는데,2) 窺基는 이같이 부언하고

있다.: “[諸色을] 관념으로 分析하여 安布差別한 것을 ‘極微’로 설정

하고, 분석하지 않았을 때 홀연히 나타난 하나의 相을 ‘聚色’으로

설정하지만, 취색은 더욱 쪼갤 수 있는 것이고 [극]미는 일시 각혜

에 의한 안포차별이기 때문에 [극]미와 취색는 모두 하나의 실유

의 극미(혹은 극미의 취집)가 아니다.”3) 요컨대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色 등의 외계대상은 분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극미는 다만 관념의 소산이기 때문에

실유가 아니라는 것이다.4)

1) 유식이십론(TD 31) p.75c13-76b15.

2) 유식이십론(TD 31) p.76a26f, “安布差別立爲極微. 或立爲聚. 俱非一實.”

3) 유식이십론술기 권下(TD 43) p.996c
25-28
, “覺慧分拆安布差別立爲極微.

若不折時, 頓現一相, 卽立爲聚. 聚色可更拆, 微假慧安布故, 微與聚俱非一實.”

4) 유가행파의 극미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언급은 주20)의 유가사지론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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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극미설에 근거한 세친의 외계대상 비판과 그의 극미관

은 다만 그의 독창적 사유였던가? 유식이십론에서의 논의는 필
경 논리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친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가 구사한 개개의 논리마저 그에게 귀속된다고는 말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세친이 제기한 논리적 난점은 이미 대비
바사론에서 제기된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衆賢(Saṃghbhadra)의 극미 和集說과 유부의 강력한 비판

자였던 경량부(譬喩部) 上座 슈리라타(Śrīlāta)5)의 극미 和合說 사

이에서도 이미 어떤 식으로든 서로에 대한 비판과 이에 따른 自說

의 논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말한 대로 세친의 비판은 극미설 자체에 대한 것이었을 뿐 화

집과 화합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한 비판은 陳那(Dignāga)

의 관소연연론이나 성유식론에서 所緣性(生識과 帶相이라는

소연 즉 인식대상의 두 가지 조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窺基

는 그의 유식이십론술기에서 이를 원용하여 세친의 비판을 보
다 강화시키고 있지만, 이 또한 진나의 독창적 사유라고 보기 어

렵다. 감관(根)․대상(境)과 이에 수반되는 심․심소(能緣)의 次第

生起로써 인식을 해명하는 상좌 슈리라타의 경우, 소연성의 문제

는 다루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사실들이 고려되지 않는 한 世親과 陳那의

논설은 그들 자신의 것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외계대상

비판 또한 일방적 교설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태도를 견지

하는 한 유가행파를 포함하여 불교 제파의 학설은 폐쇄적이고도

논설을 참고할 것.

5) 상좌 슈리라타는 구사론 상에 언급된 經量部이다.(권오민, 2009a; 2009b
참조) 窺基에 의하면, 그는 經部毘婆沙를 지은 經部異師로 순정리론
상의 ‘上座’가 바로 슈리라타이다. 窺基는 世親과 陳那 등이 비판한

極微和合說을 經部師(경량부)의 학설이라고 하였지만, 순정리론 상에서
바로 그의 학설로 전하고 있다. 이하 ‘上座’는 경량부를 가리킨다. 참고로

‘譬喩者(Dārṣṭāntika)’는 당시 그들 경량부를 유부에서 지칭한

명칭이다.(권오민, 2008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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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조적인 독단성을 면하기 어렵다. 혹자는 “바이세시카나 유부 비

바사사, 경량부, 신유부의 학설을 알고 있지 않다면 세친(유식이
십론)의 말은 극히 추상적으로 들릴 것이기에 이들의 학설을 알
고 있어야 그의 말들이 의미하는 바를 깊게 읽어낼 수 있다”고 하

면서도 “이들의 학설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아도 이 모든 경우는 그

자체 내에 모순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6)고까지 말하기도 하였다. 아!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거

나. 카나다(Kaṇāda)나 프라샤스타파다(Praśastapāda), 아비달마

대 논사들, 상좌 슈리라타와 중현은 우리도 예상할 수 있는 그들

학설자체 모순도 인지하지 못한 멍청한 이들이었던가.

불교철학은 제 학파 사이의 비판과 주장의 對論을 통해 서로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역동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결코 종파적이거

나 교조적 담론이 아니다. 어떠한 불교철학도 하늘에서 떨어진 것

과 같은 교시일 수 없다. 그것은 필경 제 학파 사이의 논의의 과

정 중에서 제기된 특수하고도 개별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

다. “완벽한 이론은 없다. 역설적이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발

전할 수 있다.”7)

대․소승을 포함한 불교 제 학파 사이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

한 논의의 과정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학파 어떤 텍스트의 교설을 주어진 대로--그것도 금과옥조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으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지나간 담론을 거칠게 재구성(祖述)하고 그 의미를 고양시키는 일

밖에 없다. 그럴 경우 불교철학에 관한 우리의 사유는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불교 제 학파 사이의 벽은 더욱 견고해져 그들의 철학

을 종파적 담론으로 전락시키고 도그마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불교철학의 특징이라 할 만한 유연성과 역동성

에 어긋나는 일일뿐더러 ‘비판’이라는 학문 본연의 태도에도 위배

되는 일이다. ‘세친의 외계대상 비판 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본고

6) 박인성(2008), p.324.

7) 윤호진(1991), p.3.



불교철학에 있어 학파적 복합성과 독단성 ∙ 145

의 제목을 굳이 불교철학에 있어 학파적 복합성과 독단성 이라

고 이름하게 된 것도 이 같은 까닭에서였다.

앞서 잠시 언급한 진나의 외계대상 비판은 인식론(즉 인식대상)

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존재론(극미설)에 근거한 세친의 비판과

반드시 함께 다루어야 하지만, 지면관계상 그것의 검토는 본고의

속편( 불교철학에 있어 학파적 복합성과 독단성2 : 陳那의 관소
연연론에서의 외계대상 비판의 경우 )에서 다루기로 한다.

Ⅱ. 극미의 和集과 和合

1. 극미설의 아포리아: 方分

불교의 極微說은 불교 고유의 학설이 아니라 바이세시카 학파

나 자이나교의 원자설의 영향이라는 설도 있지만,8) 色(rūpa, 물질

일반)에 대해 논의하는 한 그것의 질적․양적 구극을 추구해 보려

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더욱이 經에서 색을 ‘거친 것’ ‘미

세한 것’ 등으로 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9) 論에서 色의 自相을

礙性(sapratighāta, 공간적 점유의 장애성)으로 규정한 이상 그것

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단위로의 分析을 시도하였을 것임은

굳이 중현의 ‘극미의 實有논증’을 인용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10)

8) 上山春平․櫻部建(1989), p.82.; Mc Govern, Manual of Buddhist

Philosophy, p.125(방인, 1998, p.54 재인용)

9) 잡아함경 제58경(TD 2) p.14c
4-7
, “世尊! 云何名陰? 佛告比丘. 諸所有色,

若過去․若未來․若現在, 若內․若外, 若麤․若細, 若好․若醜, 若遠․若近,

彼一切總說陰, 是名爲陰. 受․想․行․識亦復如是. 如是比丘, 是名爲陰.” 이는

유부 극미설의 가장 중요한 논거이다.

10) 중현의 극미 실유 논증은 순정리론권32(TD 29, p.522a12-b10)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미세한 색’(前註)이나 ‘7극미의 취집을 微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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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미론에 있어 최대 난점은 더 이상 分析할 수 없는 최소단위

의 극미는 方分(avayava, 부분)을 갖는가, 갖지 않는가? 하는 점

이다. 즉 극미가 방분을 갖지 않는다면 礙性으로 정의되는 ‘色’이

라고 말할 수도 없으며(그럴 경우 극미의 집적인 산야대지 또한

부분을 갖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방분을 갖는다면 극미라고 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해 일찍이 대비바사론에서는 極微(paramāṇu)를 더 이
상 切斷 破壞할 수도, 分析할 수도 없고, 長․短․方․圓 등의 형태

도 갖지 않으며,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맡을 수도, 맛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가장 미세한 색[最細色]으로 규정하고, 眼과 眼識

에 의해 파악되는 가장 미세한 색은 7극미로 이루어진 微塵(aṇu,

혹은 微)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天眼과 전륜왕과 最後有의

보살의 눈에 의해서만 보여질 뿐이며,11) 우리 범부들 시각의 대상

한다’(비나야)는 등의 세 가지 敎證과 더불어 “聚色(구체적인 有對色)은

보다 미세한 취색으로 쪼개질 수 있고, 이를 다시 쪼개고 또 쪼개어

궁극에 이르게 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극소의 색이 되겠지만, [이것이

方分을 지니고 있는 한] 다시 관념[覺慧]적으로 분석하여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이 극미인데, 만약 이러한 극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聚色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는 理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대비바사론권13(TD 27, p.64a25-b2)에서도 靑․黃 등의
顯色극미나 長․短등의 形色극미는 眼識에 의해 파악되지 않지만, 만약

단일한 현․형색의 극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수의 극미가

聚集할지라도 청색 등은 될 수 없다고 논설하고서 “예컨대 7微로 損減된

色處는 미세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안식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로 불교의

극미설은 尊婆須密菩薩所集論(권3, TD 28, p.471c3-5)과
대비바사론(本註에서 인용한 권13; 권73, p.380a8ff; 권131, p.682c2ff;
권132, p.683c

26ff
; 권136, p.702a

4ff
: 次註)에 처음 나타나는데, 주로 극미의

相觸문제(次節 참조)나 4대종의 不相離 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설해진다.

法勝의 阿毘曇心論(TD 28, p.811b5-14)에서도 언급되지만, 여기서는
이미 8種(事) 내지 10種 俱生과 관련하여 극미를 설하고 있다.

바사론(권131, TD 27, p.683b20ff)의 경우 비록 世友의 설로서 4大種과
香․味․觸과 靑․黃色 등의 구생설이 언급될지라도 이같이 정리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비담심론이 보다 후대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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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최소단위는 미진의 취집 즉 微聚이다. 이에 따를 경우 극

미는 무방분이며, 미진(혹은 微)은 유방분이다. 이는 말하자면 단

일한 극미와 복합 극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法救는 이를 事극

미(dravya paramāṇu)와 聚극미(saṃghatā paramāṇu)라고 하였

다.12)

그러나 중현은 바사론에서 말한 대로 극미 자체는 무방분이
기 때문에, 또한 4대종과 마찬가지로 극미 자체는 단독으로 현상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假극미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色의 최소단위를 假극미, 實극미, 그리고 微聚라는 세 단계로 이해

하였다.

극미에는 간략히 實극미와 假극미 두 종류가 있다고 인정한다. 實극

미란 색 등의 自相(즉 礙性)을 지극히 잘 성취하는 것으로, 和集의 상

태에서 現量(즉 지각)에 의해 획득된다. 그리고 가극미는 分析에 의한

것으로 比量(즉 추리)에 의해 알려진다. 즉 聚色을 관념[覺慧]적으로

더욱 분석하여 최소단위에 이른 것을 말한다.13)

有對色(礙性을 갖는 구체적 물질)을 최후까지 세분하여 더 이상 쪼

갤 수가 없는 것을 極微라고 한다. 이러한 극미는 더 이상 그 밖의 다

른 색이라는 관념으로 분석되어 다수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바로

색의 極小이다. 더 이상 부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극소’라는 명칭을

설정하게 된 것으로, 시간의 극소인 1찰나를 더 이상 半(½) 찰나로 나

눌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와 같이 衆微가 더욱 화합하여 결코

11) 대비바사론 권136(TD 27) p.702a4-11.

12) 잡아비담심론 권2(TD 28) p.882b
15-16
. 참고로 여기서는 안근을

4대종․4소조색․안근․신근의 十事俱生이라 한데 대해, 그렇다면

아비달마에서 어째서 안근을 1界(즉 眼界), 1處(즉 眼處), 1蘊(즉 색온)에

포섭시키는 것인가? 에 대한 해명으로 설해진다. 즉 안근 등의 각각의

事(dravya)는 事극미이고, 이러한 衆多의 事는 聚극미인데,

아비달마에서는 事극미의 관점에서 그같이 설하였다는 것이다.

13) 순정리론 권32(TD 29) p.522a5-8, “然許極微略有二種. 一實. 二假.

其相云何? 實謂極成色等自相, 於和集位, 現量所得. 假由分析, 比量所知.

謂聚色中, 以慧漸析, 至最極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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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지 않는 것을 微聚(극미의 취집)라고 한다.14)

뒤의 인용문에서는 비록 아비달마 통상의 예에 따라 極微와 衆

微로 논설하였을지라도15) 그것은 전술한 바사론(주11)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假극미와 實극미에 대응한다. 즉 극미가 礙性을 갖

는 구체적인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방분을 지녀야 하지만, 방분을

갖는 이상 그것은 극미가 아니다. 바로 이 같은 난점으로 인해 중

현은 관념적으로 분별(추리)된 무방분의 극미를 ‘가극미’로, 유방

분의 최소단위의 극미(즉 微, aṇu)를 ‘실극미’로 설정하였다. 그러

나 실극미는 비록 5識의 대상이 될지라도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

에 볼 수 없다.(주10 참조) 5식의 실제적 대상은 실극미의 취집이

다. 이러한 까닭에 중현은 실극미가 和集(saṃcita, 혹은 saṃghāt

a?: 후술)한 微聚만이 직접지각(즉 現量)의 대상이 된다고 말한 것

이다.

극미의 무방분/유방분의 문제는 실재론적 사유로서는 결코 회

피할 수 없는 아포리아로서, 만약 무방분의 극미를 인정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극소의 극미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

에, 유방분의 극미를 인정하지 않는 한 현실에서 마주하는 구체적

인 물질[聚色]도 비존재(허구)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16) 중현은 극

미를 가극미와 실극미라는 이중의 구조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法

處所攝色인 無表色의 경우처럼 사유의 대상도 지각의 대상처럼 실

재한다는 유부교학의 전제(識有必境, 혹은 爲境生覺 是眞有相: TD2

14) 순정리론 권10(TD 29) p.383c10-14, “有對色中, 最後細分, 更不可析,

名曰極微. 謂此極微, 更不可以餘色覺慧分析爲多. 此卽說爲色之極少.

更無分故, 立極少名, 如一刹那名時極少, 更不可析爲半刹那. 如是衆微,

展轉和合, 定不離者, 說爲微聚.”

15) 구사론의 상응부분(권4, TD 29, p.18b22-23)에서는 “色聚로서 지극히
미세한 것을 ‘微聚’(즉 7극미의 취집)라고 이름하니, 더 이상 이보다

미세한 것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色聚極細立微聚名,

爲顯更無細於此者)”로만 논설할 따름이다.

16) 순정리론 권32(TD 29) p.522b9-10, “是故極微其體定有. 此若無者, 聚色應無,

聚色必由此所成故.”; 주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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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621c21)에 따라 가극미의 실유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경량부의 上座 슈리라타(Śrīlāta)는 이같이 관념적으로

분석된 무방분의 극미(즉 가극미)를 부정한다.

모든 극미는 그 자체가 바로 方分(부분)인데, 어떻게 [자신의] 體性

(즉 방분)을 갖는 것에 대해 無方分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17)

상좌가 극미를 有方分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그것이 갖는 난

점 -- 有方分을 어떻게 더 이상 細分할 수 없는 극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 에 대한 해명은 분명하지 않다. 순정리론 상에
서는 “(유부처럼 무방분의 극미를 주장할 경우) 서로 접촉하는 두

종류의 극미는 머무는 처소(공간)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전술

한 바와 같은 극미론의 일반적인 난점을 이유로 들고 있을 뿐이

다.18)

이에 따라 중현 역시 “만약 극미는 더 이상 細分할 수 없는 것

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체성을 갖기 때문에 유방분이라고 한

다면, 모든 無色法도 이미 (단일한) 자신의 체성을 갖는다는 점에

서 어떠한 차별도 없기 때문에 마땅히 유방분이라고 해야 한다”

고 비판하고, 상좌는 다시 무색법은 和合하는 일이 없다고 해명한

다.19)

세친의 비판에서 보듯이 이러한 극미 방분의 딜레마로 인해 唯

17) 순정리론 권8(TD 29) p.372b
6-8
, “然彼上座, 於此復言. 諸極微體卽是方分,

如何有體, 言無方分?”

18) 순정리론 권8(TD 29) p.372b
13-14
, “又上座說: 二類極微俱無分故,

住處無別.”; 동 b17-19, “又彼所言: 卽由此故, 許依同處, 說不相離(이같이

극미의 무방분을 주장하는 경우, [두 종류의 극미가] 동일한 처소에

의지함을 인정하여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 “又言:

極少, 許五極微, 同在一處, 不相妨礙([극미가 무방분의] 극소라면, 다섯

극미는 동일한 처소에 함께 존재하며 서로를 방해하거나 장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극미의 상호 접촉/불접촉의

문제로서, 次項(‘극미의 和集과 和合’)에서 상론한다.

19) 순정리론 권8(TD 29) p.372b
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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識無境과 같은 극단적인 유심론이 출현하게 되었을 것이지만, 아

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상좌의 ‘유방분의 극미설’이 갖는 난점을

유가사지론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色聚 중에 극미로부터 생겨난 것은 없다. [색취가] 자신의 종자로부

터 생겨날 때에는 오로지 미세하거나 거칠거나 중간인 聚集된 상태로

만 생겨난다. 또한 극미가 모여 색취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극미란 다

만 諸色[聚]를 관념[覺慧]적으로 分析하여 최소단위[極量邊際]에 이를

때 분별되어진 개념[假立]일 따름이다. 또한 색취 역시 有方分이기에

극미 역시 유방분이라고 해야 하지만, 색취는 부분을 지닐지라도[有

分] 극미는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극미 [자체]가 바로 부분이기 때

문이다. 즉 이것(부분=극미)은 바로 색취에 존재하는 것으로, 극미는

더 이상 또 다른 극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미는 [더

이상] 부분을 갖지 않는다.20)

여기서는 비록 전반부에서 色聚는 극미가 모여 생겨난 것도 아

니며, 극미 또한 관념적 분석의 결과로서 설정된 개념적 존재(즉

假有)라고 하였을지라도 극미 자체가 ‘부분’이라는 것은 상좌의 논

리와 동일하다. 이로써 상좌의 입장은 명확해진다. 극미란 다만

색취가 갖는 방분으로, 방분은 더 이상 또 다른 방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극미는 색취의 양적 구극이다.

상좌는 극미를 色聚의 방분(부분)으로 이해하였다. 그럴 경우

극미 자체는 5識의 所依와 所緣이 될 수 없으며, 다수의 극미가 和

合하여 眼 등의 5根과 色 등의 5境이 될 때 비로소 소의와 소연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극미의 和合’이라고 한 이상 實有라고 말할

수 없다. 그에 의하는 한 界(dhātu)는 실유이지만 蘊(skandha)․

處(āyatana)의 경우 그것의 근거가 된 實體(dravya)만이 실유이기

20) 유가사지론 권3(TD 30) p.290a17-23, “復次於色聚中, 曾無極微生.

若從自種生時聚集生, 或細, 或中, 或大. 又非極微集成色聚.

但由覺慧分折諸色極量邊際, 分別假立以爲極微. 又色聚亦有方分,

極微亦有方分. 然色聚有分, 非極微. 何以故? 由極微卽是分. 此是聚色所有,

非極微復有餘極微. 是故極微非有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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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21) 5근과 5경은 분석되어 다수의 극미로 환원되면 본래

의 명칭을 상실하기 때문에 世俗有(saṃvṛtisat)이다.22) 그는 말한

다.

5識의 所依(즉 5근)와 所緣(즉 5경)은 다같이 실유가 아니니, 극미

하나하나는 소의와 소연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衆微가 和合하여 비로

소 소의와 소연이 되기 때문이다.23)

이러한 상좌의 주장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예고한다. 5識의

소의와 소연이 극미 和合의 가유(혹은 世俗有)라면 그것에 의한

인식을 어찌 진실이라고 하겠으며, 가유(개념적 존재)가 어떻게

무분별인 5식의 소연이 될 수 있는가? 그는 어떠한 까닭에서 극

미의 결합을 ‘화합’으로 이해하게 된 것인가? 중현이 말한 和集(주

13)과 상좌의 和合은 어떠한 결합형태를 말함인가?

21) 순정리론 권58(TD 29) p.666b5-7, “謂彼(上座)自言: 蘊唯世俗,

所依實物方是勝義. 處亦如是. 界唯勝義.” 초기 유가행파와 마찬가지로 상좌

역시 種子(bīja)와 界(dhātu)를 동의어로 사용한다.(박창환, 2007, p.155

참조)

22) 순정리론 권58(TD 29) p.666b12-16, “又彼自說二諦相言: 若於多物施設爲有,

名爲世俗. 但於一物施設爲有, 名爲勝義. 又細分別所目法時, 便失本名,

名爲世俗. 若細分別所目法時, 不失本名, 名爲勝義.” 이에 반해 유부의 경우

파괴 분석되더라도, 혹은 慧에 의해 다른 존재로 분석되더라도 그것에

관한 지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勝義有이다. 따라서 色蘊이나

5根․5境의 10가지 有色處는 극미로 분석될지라도 색에 대한 지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유(勝義有)이다.

23) 순정리론 권4(TD 29) p.350c
5-7
, “此中上座作如是言. 五識依緣俱非實有.

極微一一, 不成所依所緣事故, 衆微和合, 方成所依所緣事故.” 참고로 세친은

“만약 극미 각각에 處의 작용이 없다면 極微所集의 根과 境이 화합하여

작용할 때 비로소 處의 뜻이 성립하게 되며, 그럴 경우 12처가 아니라

근․경 화합의 6처만이 존재한다고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上座(경량부)의 견해에 반대한다.(구사론 권1, TD 29, p.5a22-26) 유부의

경우 두 말할 것도 없이 處뿐만 아니라 蘊 역시 실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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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미의 결합방식: 和集과 和合

方分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극미설의 또 다른 난제는 극미

상호간의 접촉 문제이다. 인식의 일차적 조건인 5근과 5경의 객관

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 그것은 필경 다수의 극미가 결합(聚集)한

것이고, 불교전통에 있어 하나의 극미는 사방 상하 여섯 개의 극

미에 둘러싸여 최초의 결합을 시작하는데, 이 때 극미의 결합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만약 극미의 상호 접촉에 의한 것이라면, 부분적으로나 전체적

으로 접촉한다고 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극미는 부분을 갖거나

실유인 다수의 극미가 뒤섞여 하나[一體]가 되고 만다. 만약 상호

접촉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聚色(극미의 聚集) 역시 접촉하지 않

는다고 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서로 부딪쳤을 때 흩어지거나 소

리가 나지 않아야 한다. 대저 극미는 상호간에 접촉하는가, 접촉

하지 않는가? 이는 일찍이 바사론에서 제기된 문제였다.24)
유부 전통에 의하는 한 극미 상호간에 실제적인 접촉은 일어나

지 않는다.25) 세친은 이에 관한 해명으로 “다만 [제 극미가 집합

함에 있어] 無間(anantaram)으로 생겨나는 것을 世俗諦(세간의 언

어적 관례)에 따라 일시 ‘서로 접촉하였다’고 말한 것일 뿐이다”는

바사론에서의 大德(Bhadanta)의 설을 애호할만한 善說로 評釋하
지만,26) 중현은 “무간이면서 서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정할만한 것도 아니지만 긍정할만한 것도

24) 대비바사론 권132(TD 27) p.683c
26-28
.

25) 대비바사론 권132(TD 27) p.683c26-29, “問: 諸極微互相觸, 不? -- 答:

應作是說. 極微互不相觸.”; 구사론 권2(TD 29) p.11c
4-9
.

26) 구사론 권2(TD 29) p.11c23-24.; 대비바사론 권132(TD 27) p.684a9-11,

“大德說言. 實不相觸. 但於合集無間生中, 隨世俗諦假名相觸.” 참고로 극미가

생겨나서 접촉한다고 할 경우 두 찰나에 걸쳐 지속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世友는 이 같은 점에서 극미의 상호접촉을 부정하였다.(대비바사론,

동 p.684a8f; 구사론, 동 p.11c
22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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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하였다. 즉 ‘제 극미 사이에는 전혀 間隙이 없다’고 한

이상 접촉을 인정해야 하고, 그럼에도 ‘뒤섞이지 않는다’고 한 이

상 극미는 有方分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는 앞의

대덕의 정의를 “대종극미가 더 이상 하나의 극미가 들어갈 만한

간극도 없는 無間으로 가까이 근접하여 생겨날 때, 이를 일시 ‘접

촉’이라 이름한다”로 수정하였다.27) 그럴 경우 극미는 무방분이지

만 머무는 처소가 동일하지 않으며(다시 말해 하나의 극미로 相雜

되지 않으며), 有對의 뜻도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28)

그리고 그러한 상태의 聚色이 흩어지지 않고 有對의 성질(礙性)

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風界 즉 극미 상호간의 견인력에 의해서라

는 것이 바사론 이래 유부의 이해였다.29) 이에 따라 중현은 종
래 積聚, 聚集, 集合, 和合 등의 술어로 표현된 ‘제 극미가 無間으로

생겨나 풍계의 견인력에 의해 모여 있는 상태’를 ‘和集’이라는 말

로 나타내었다. 예컨대 그는 “문: 혹 하나의 극미가 소의(根)가 되

고, 하나의 극미가 소연(境)이 되어 眼 등의 5식을 낳는 경우가 있

다고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인가? 답: 그러한

일은 없다. 왜냐하면 眼 등의 5식은 [극미의] 積聚에 의지하고 적

취를 반연하며, 有對에 의지하고 유대를 반연하며, 和合에 의지하

고 화합을 반연하기 때문이다”30)는 바사론의 논의를 다음과 같
이 해설하고 있다.

모든 극미는 항상 和集하여 安布(배열)될 때 비로소 5識을 生起시키

는 所依와 所緣이 되니, [현상한] 극미로서 和集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설혹 극미로서 和集하지 않은 것(즉 단일한 극미)이 존재한

27) 순정리론 권8(TD 29) p.373b
23-25
, “謂此中無如極微量, 觸色所間, 故名無間.

如是無間, 大種極微, 鄰近生時, 假說爲觸.”; 동 p.371c24-25, “謂諸極微,

旣不相觸, 彼此大種合義豈成? 鄰近生時, 卽名爲合.”

28) 순정리론 권8(TD 29) p.373c11-14.

29) 대비바사론 권132(TD 27) p.684a
2-4
.; 구사론 권2(TD 29) p.11c

9-12
.;

순정리론 권8(TD 29) p.372a14f.

30) 대비바사론 권13(TD 27) p.63c
2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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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지라도 이는 바로 그러한 [和集을 구성하는] 종류이기 때문에

역시 소의와 소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5識身은 오로지

[극미의] 和集만을 소연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화집하지 않은 단일한

극미)을 반연하여 일어나지 않는다.31)

순정리론에서는 ‘화집’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의를 전하지 않지만 窺基는 성유식론에 논설된 極微 和集說을
衆賢論師의 新薩婆多의 학설로 규정하고서 ‘화집’을 제 극미가 동

일한 처소에 결합하여 모여있지만 하나로 뒤섞이지 않은 상태라

고 설명한다. 즉 “동일한 처소에서 서로 근접한 것을 ‘和’라 이름

하고, 그럼에도 一體가 되지 않은 것을 ‘集’이라 이름하였다”는 것

이다.32)

31) 순정리론 권4(TD 29) p.350c24-27.

32) 성유식론술기(TD 43) p.271a
18f
, “一處相近名和, 不爲一體名集. 卽是相近,

體各別故.” 참고로 加藤純章(1989, p.176)은 本項과 同名의

節(‘極微の和集と和合’)에서 ‘和集’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있다. “유부에

의하면, 一極微는 정녕코 실유이지만, 그것이 모인 所依․所緣도 각기

실유의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5識이 흩어져있는(ばらばらになっている)

衆微를 하나의 실유법으로 그대로 인식하는 것, 이것을 衆賢은

‘極微和集’이라 말하고 있다.” 한편 윤영호(2008, p.52)는 “단일극미들이

일정한 간격을 갖고 서로 근접함과 동시에 극미들이 서로 협력하여

결합하는 것”으로, 한자경(2004, p.40)은 “극미들이 접촉하여 상호

결합함으로써 하나의 단일체를 이루는 방식”을 ‘화집’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설명들이 어디서 유래한 것인지 모르겠다. 有部에 의하는 한

다수의 극미에 의한 ‘하나의 실유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다수의 극미가 和集한 상태로서 인식될 뿐이다.(주13 참조) ‘하나’는 이미

가유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5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중현의

화집은 ‘간격을 갖는 것’이 아니며 상호 접촉하지도 단일체를 이루는

것도 아니다. 상호 접촉(결합)하여 단일체를 이룬다는 것은 상좌

슈리라타의 화합설이다. 나아가 방인(1998, p.59)은 新有部에서

인식대상으로 삼는 和集을 慧沼의 成唯識論了義燈에 따라 극미들의
展轉相資에 의해 형성된 거친 물질의 형상(혹은 집합적 극미)이라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 그리고 김묘주는 窺基의

해석에 근거하여 “화집은 一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습[相]이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한곳에 모습이 접근하는 것을 和라고 하고, 體가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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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上座 슈리라타의 경우처럼 극미를 유방분으로 간주하는

한 극미의 상호 접촉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는 극미의 실제적

상호접촉에 의한 결합을 ‘和合’이라 하였다. 그는 유부의 무간 접

촉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고 있다.

이것이 만약 저것과 접촉하는 것이라면 저것도 결정코 이것과 접촉

하는 것이니, 이것이 이미 ‘접촉되는 것’이라면 다른 ‘접촉하는 것’도

‘접촉되는 것’이 되어야 이치상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만약 그렇지 않

다고 한다면 극미는 展轉하며 서로 포섭하여 유지되는 일[攝持]이 없

을 것이며, 마땅히 和合하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有部처럼 무간의 접

촉을] 포섭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로 風界의 힘이라고 한다면, 풍계가

어찌 손으로 떠받쳐 유지하는 것처럼 온갖 극미를 포섭하고 유지하여

흩어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 하겠는가?33)

상좌가 주장하는 극미의 和合은 不可分離의 상태로서, 이는 사

실상 유가론(주20)에서의 논설처럼 ‘화합의 색취’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이는 분리 가능한 結合과는 다른 상태이다.34)

달라서 一體로 되지 않는 것을 集이라 한다”로 설명하였지만, ‘相近’을

모습이 접근한 것으로 잘못 읽고 있으며, 박인성(2008, p.324)은 화합과

화집을 다같이 ‘다수의 결합’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양자에 대한 唯識家(특히 陳那)의 비판 또한 동일해야 하지만 정반대로

비판한다.(“‘화합’은 5識에 所緣은 될 수 있을지라도 緣이 되지 않으며,

‘화집’은 5식에 緣은 될지라도 所緣이 되지 않는다.”: 觀所緣緣論 제2,
제3송, TD 31, p.881b) 그래서인지 엄성민(2006, p.28)은 “화합은 여러

극미의 단순한 집합이기 때문에 화합된 극미들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질

수 없어 인식에 어떠한 相도 남기지 못하지만, 화집은 다수의 극미

집합이면서도 독특한 물리적 결합 특성을 갖는 것”이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참고로 불교 法相에서 ‘화합’과 ‘결합’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주34 참조)

33) 순정리론 권8(TD 29) pp.372c27-373a1, “又上座言. 此若觸彼, 彼定觸此.

旣成所觸, 餘觸所觸, 理不相違. 若異此者, 極微展轉無相攝持, 應不和合.

若謂攝持是風界力, 風界豈似手所捧持, 攝持諸微, 令不散墜?”

34) 玄奘의 譯語에서 合(혹은 合集, 聚集)과 和合은 달리 사용된다. 현장은

勝宗十句義論에서는 6句義(padārtha)의 samavāya를 ‘和合’으로, 24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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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의 경우 결합된 각각의 법은 각기 자신의 자상과 작용을 갖

지만, 화합은 그렇지 않다. 상좌는 아마도 이 같은 이유에서 ‘有色

處(5근과 5경) 假有論’(주23)을 주장하게 되었을 것이다. 중현은 상

좌의 문도들의 말을 통해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그 논사(상좌)의 문도들은 세간의 문헌을 익혀 여러 명의 맹인의

비유를 인용하여 자신들의 종의를 [이같이] 논증하고 있다. “傳說에 따

르면, 맹인 각각에는 색을 보는 작용이 없으며, 여러 명의 맹인들이 和

集하여 (다시 말해 함께 모여) 있더라도 역시 색을 보는 작용을 갖지

않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극미 하나하나는 소의가 되는 일도 없고 소

연이 되는 일도 없으며, 다수의 [극]미가 화집하여 있을 때에도 역시

이 같은 작용은 갖지 않는다. 따라서 處는 假有이며, 오로지 界만이 實

有이다.”35)

즉 유부의 경우처럼 각각의 극미가 5식의 소의와 소연이 되지

않는다면(주30) 다수가 화집(무간의 절대적 근접)하더라도 역시

그러하다고 해야 하기 때문에36) 상좌종에서는 극미의 화합을 설

중의 saṁyoga를 ‘合(결합)’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그가 번역한 불교의

諸論에서의 경우 또한 이 같은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바이세시카 학파에 있어 ‘화합’이란 예컨대 ‘흰 종이’라고 할 때

흰색(속성)은 종이(실체)의 관계처럼 다만 개념상으로만 분리될 수 있는

실체(dravya)와

속성(guṇa)․운동(karma)․보편(sāmānya)․특수(viśeṣa) 사이의

불가분리의 관계를, 혹은 존재의 단일성을 말하며(TD 54, p.1263c
17f
),

‘결합’은 분리되었던 것이 서로 접[至]하는 것을 말한다.(동, p.1263a23ff)

35) 순정리론 권4(TD 29) p.350c
14-17
, “又彼師徒串習世典, 引衆盲喩, 證已義宗.

“傳說, 如盲一一各住, 無見色用. 衆盲和集, 見用亦無. 如是極微一一各住,

無依緣用. 衆多和集, 此用亦無. 故處是假, 唯界是實.”

36) 이에 대해 중현은 이러한 비유는 바로 상좌 자신의 주장(주23)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극미 자체가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의

화합 또한 볼 수 없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부의 경우 화집된

각각의 극미가 소의(5근)와 소연(5경)이 된다고 이미 인정하기

때문에(주31) 맹인의 비유와 상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순정리론 권4,

TD 29, p.352a
15-21
) 참고로 유부에서는 극미는 지극히 미세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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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던 것이지만, 이 또한 이미 말한 대로 10가지 有色處의

가유(세속유)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중현은 상좌

의 ‘화합’을 극미(色性)와는 다른 별도의 존재로서 직접 지각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 무분별인 5識의 소연(대상)이 될 수 없는 것,

다만 사유(計度分別=意識)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라 비판한다.37)

그는 상좌의 화합을 다수의 법에 대해 일으키는 단일한 언어적

관념으로 규정하여38) 말하자면 바이세시카 학파의 和合(samavāya)

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중현은 상좌의 화합설에 대해 다시

이같이 비판하고 있다.

그(상좌)가 종의로 삼는 ‘색은 화합된 것’이라는 사실 역시 올바른

이치가 아니니, [和合色은] 마땅히 단일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단일한 존재자체를 ‘화합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39)

상좌의 화합설에 대한 중현의 이해는 정확한 것인가? 그렇다면

상좌는 왜 이 같은 난점과 비난을 감수하며 화합설을 주장하였을

까? 더욱이 5식의 소의와 소연이 다수의 극미가 和合한 가유라면

그에 관한 지각 인식 또한 진실이 아니라고 해야 하며, 그는 실제

5식의 대상을 ‘虛僞의 妄失之法’으로, 5식의 지각을 ‘의지할만한 것

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40)

볼 수 없는 것이지 5식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다.(주10의 바사론 참조)
37) 순정리론 권4(TD 29) p.351a4f, “若言靑等如和合者, 其理不然, 以就勝義,

非許和合是色性故.”; 동 p.350c20ff, “又五識身無分別故, 不緣衆微和合爲境. --

以彼和合無別法故, 唯是計度分別所取. 五識無有計度功能. 是故不緣和合爲境.”

참고로 이 같은 “화합은 소연(즉 生緣)이 될 수 없다”거나 “화집은

소연(즉 帶相)이 되지 않는다”는 상좌와 중현의 상호비판은 진나의

관소연연론(주32)에서 그대로 차용되고 있다.
38) 현종론 권3(TD 29) p.788c14ff, “於多法中起一增語. 言說轉故名爲和合.

五識不緣增語爲境. 是故和合非五所緣.”

39) 순정리론 권8(TD 29) p.372b12-13, “又彼(上座)所宗, 色有和合, 亦不應理,

應成一故. 不應一體可名‘和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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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상좌의 직접적인 해명은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필경 그의 인식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그는 根․境과 심(

識)․심소의 相應俱起를 통해 인식을 설명하는 유부와 달리 그러

한 제법의 次第生起를 통해 인식을 설명하기 때문에 마음(識)을

발생시킨 경계대상(즉 소연)과 다음 순간 심․심소의 대상이 된

소연을 구별하는데(譬喩者들은 전자를 所緣緣이라 하고 후자를 所

緣境이라 한다), 후자의 소연은 마음 상에 나타난 대상의 형상(āk

āra)이 상속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의 소연(안근 등의 소의를 포함

하여)을 불가분리성의 극미의 화합으로 간주하게 되었을 것이

다.41) 더욱이 그는 찰나 찰나에 걸친 諸法의 동시 生滅로써 相續(s

aṃtana)을 이해하는 유부와는 달리 前生因(혹은 相續因=隨界, 종

자의 異名)의 전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색법 또한 等無間緣이 된

다고 주장한다.42) 그러나 유부의 경우 색법은 심․심소법과 달리

동일한 종류의 법(즉 대종극미)이 찰나찰나 俱生하기 때문에 등무

간연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상좌는 이 같이 해명한다.

색법 역시 심․심소법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동일한 종류의 법[自類]

하나하나는 각기 차별되기 때문에, 비록 온갖 界의 和合聚 중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색법이 존재할지라도 그러한 종류의 법이 展轉 [相續]

하는 것을 서로 비교해 보면 각기 차별이 있다.43)

40) 순정리론 권4(TD 29) p.350c
11-13
, “彼謂: 五識若緣實境, 不應聖智觀彼所緣,

皆是虛僞妄失之法.”; 동론 권26, p.486c21-25, “謂上座言: 五根所發識,

唯緣世俗有, 無分別故. 猶如明鏡照衆色像. 卽由此理, 識不任依, 如佛世尊言,

‘依智不依識’. 意識通緣世俗勝義. 故體兼有依及非依.”

41)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속편 불교철학에 있어 학파적 복합성과

독단성(2): 陳那의 觀所緣緣論에서의 외계대상 비판의 경우 에서

상론한다.

42) 순정리론 권19(TD 29) p.445a
24-26
, “又彼(상좌)所言: 如色非色雖有差別,

而等不遮同類因等, 如是彼法亦應等作等無間緣.”; 동, p.445b12-15,

“譬喩論師說: 諸色法如心心所法有等無間緣. 見乳醅種花生酪酢芽果, 如心心所,

前滅後生. 故知諸色有此緣義. 又無經說唯心心所能爲此緣. 故立此緣定非色者,

是虛妄執.”

43) 순정리론 권19(TD 29) p.445a
11-14
, “然彼上座, 對自門人, 於此義中,



불교철학에 있어 학파적 복합성과 독단성 ∙ 159

상좌에 의하는 한 안식의 소연이 된 현행의 色處는 찰나 찰나

에 걸친 대종극미의 無間․俱生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행된 和合

聚가 종자(界=隨界)의 형태로서 展轉相續한 것이다. 그럴 경우 색

처는 그것의 근거(所依)가 된 극미와 불가분리의 관계로서 극미가

화합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좌의 생각은 비록 극미

의 假實 문제에서 차별될지라도 “색취가 자신의 종자로부터 생겨

날 때에는 오로지 취집된 상태로만 생겨난다”고 유가론의 논설
(주20)과 일치한다.

중현의 和集說과 상좌의 和合說은 극미의 결합(취집)방식에서

유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이처럼 서로가 용납할 수

없는 교학 상의 차이가 전제되어 있으며, 극미의 聚集인 외계대상

의 인식문제에 이르러서는 더욱 극단적 차이를 드러내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속편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이와 같은 중현(유부)과 상좌 슈리라타의 논쟁에 대해

安慧(Sthiramati)는 이같이 언급하고 있다.

논사 슈리라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온갖 대상(viṣaya)은 실유가

아니니, 5識身은 [극미의] 취집(saṃghāta, 和合?)을 대상으로 삼기 때

문이다.” 그러나 毘婆沙師들은 말한다. “5식신의 대상은 실유이니, 극

미의 취집(saṃghāta, 和集?)이 대상이기 때문으로, 이 같은 극미가 그

와 같이 취집하여 眼 등의 識이 생겨나는데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극

미로서] 취집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혹은 이것들(극

미)이 취집한 것이 대상이기 때문에 [극미] 하나하나는 소연이 되지

않는 것이다.”44)

여기서는 和合과 和集을 구별하여 명기하지 않았지만,45) 내용상

妄有所詰: 謂色亦與心心所同, 自類一一各差別故, 雖於諸界和合聚中有無量色,

而彼種類展轉相望, 各有差別.”

44) Sthiramati, Derge, Tho 95b
5-7
. Peking, vol.146, p.240. 1.2-4.(加藤純章,

1989, p.178-179 재인용)

45) ‘화집’과 ‘화합’의 원어는 불명인데, 加藤純章(1989, pp.179-18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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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所緣緣論에서의 和集과 和合에 대응하는 티베트 역이 각기 ḥdus
pa와 ḥdus pa rnam pa이고, 이것은 각기 saṃcita(또는 saṃghāta)와

saṃcitākāra(또는 saṃghātākāra)로 비정되며, 또한 후대

아비달마디파에서 上座 世友(Sthavira Vasumitra)의 실유론을
평가하면서 “이는 25諦說을 배격하고

극미화합론(pramāṇusaṃcayavāda)을 비판한 것(ADV., p.26014-15;

三友健用, 2009, p.587)”이라 한 논설 등을 고려하여 화집은 saṃcita,

화합은 saṃcaya로 추측한다.

한편 宇井伯壽(1979, pp.162-163)는 新薩婆多(중현)의 和集說이 다른 제

譯本에는 언급되지 않으며, 이에 상당하는 범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유식이십론 제10송에서 ‘等’ 字와 長行釋에서의 和集에 관한
설은 玄奘이 陳那의 觀所緣論이나 護法의 성유식론에 존재하는
이러한 설을 취하여 부가한 것이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窺基가

‘和合’을 經部 說이라고 한 것조차도 순정리론(권4)이나
성유식론술기에서 이를 유부학설로 설하고 있기 때문에 경부 설이
아니라고 하였지만(山口益, 1975, pp.408-410에서도 극미 화집설은

오로지 慈恩宗의 所論으로 논의한다), 이는 衆賢이라는 인물과 그의

순정리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宇井伯壽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新薩婆多

正理師란 衆賢의 설이 신살바다로 일컬어진 것으로, 그것은 중현의

순정리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正理師라고 하였던 것이지만, 중현은
전설 상 세친과 동시대의 후배라고 할만한 인물로, 이러한 이의 新說이

새삼스럽게 세친에 의해 비판되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述記에서는, 세친은 중현이 순정리론을 지은 이후 만년에 이
二十論을 지었기 때문에 그의 설을 비판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
二十論이 노년에 지어진 것이라는 증거도 없고 이제 신출의 후배에
의해 주장된, 薩婆多部 즉 유부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일반에서도

인정되었는지 인정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는 설을 세친이 비판하였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하략)

중현이 세친의 연하의 후배라는 것은 오로지 玄奘의 전승에서만 전하는

사실이다.(티베트 전승에서는 세친의 스승) 순정리론의 문맥을 통해 볼
때 도리어 세친이 연하이거나 신출일 가능성이 크다.(권오민, 2008a,

pp.31-33 참조) 또한 중현은 상좌의 극미 화합설이나 상호 접촉설을

자신의 화집설과 직접적으로 대비시켜 설하는 것으로 볼 때, 이를

단순히 현장의 부가 가탁으로 보기 어렵다.: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보지 않은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러한 성자의 말씀(4聖語의

하나)은 어떠한 대상에 근거하여 설한 것인가? 만약 ‘和合’에 근거한

것이라면 안식은 화합을 소연의 경계로 삼지 않으니, 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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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앞서 논설한 상좌와 중현의 논쟁과 일치한다. 즉 상좌는 5

식의 소연이 극미와는 별도의 존재인 화합이라 하였기 때문에 가

유라고 한 반면, 중현은 다만 극미의 절대적 근접상태인 화집이라

하였기 때문에, 나아가 극미로서 화집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에

(주31) 실유라고 하였던 것이다.

Ⅲ. 세친의 극미설 비판 검토

외계대상에 관한 世親의 비판은 외도인 바이세시카 학파의 경

이미 [앞에서] 널리 분별하였다. 만약 ‘和集’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는

바로 勝義의 설이니, 어찌 ‘보았다’는 말을 世俗의 관례에 따라 설한

것이라고 하겠는가? 또한 보여진 색도 오로지 勝義이다(此聖語,

依何境說? 若依和合, 眼識不緣和合爲境. 已廣成立. 若依和集卽是勝義.

何謂見言隨世俗說? 又所見色, 唯是勝義.).”(순정리론 권4, TD 29,

p.351c19-21); “그대(상좌)가 ‘극미는 서로 접촉하며, 차례대로 배열되어

능히 서로를 포섭하여 유지한다’고 말한 것처럼, 나(중현) 또한 ‘[극미는

서로 접촉하지 않지만] 風界의 힘에 의해 근접 배열되어 능히 서로를

포섭하여 유지한다’고 말한다(如汝所言, 極微相觸, 次第安布, 能相攝持.

我亦說言, 由風界力, 鄰近安布, 能相攝持).”(동 권8, p.373a
5-7
)

그러나 중현은 ‘和集’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 즉 그는 상좌의 ‘有色處 假有論’을 비판(권4, p.350c18ff)하거나 ‘眼 등

5근의 安布差別’(권8, p.374a
2ff
)을 논하면서, 혹은 ‘극미의 실유’를

논증(권32, p.522a5ff)하면서 ‘화집’이라는 술어를 사용하였지만, ‘色法의

俱生관계’를 논의하면서 “衆微展轉和合, 定不離者, 說爲微聚”(권10,

p.383c
14
) 혹은 “衆微和合, 不可分離, 說爲微聚”(현종론 권5, TD 29,

p.799a28)이라 하였다. (그러나 ‘공간 즉 길이의 단위’를 설명하면서는

“七極微集, 名一微等”이라 하였다: 순정리론 권32, p.521c23) 물론 여기서는

八事 내지 11事의 俱生에 대해 논설하기 때문에 이 같은 ‘不可分離의

和合’을 설하였을 것이지만(혹은 譯者인 현장의 착오일 수도 있다),

‘화집’이라는 개념이 아직 모든 이론에 두루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그에 의해 고안된 개념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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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단일한 것(ekaṃ)’에 대한 것이었지만, 불교내부(소승)의 학파

인 유부 毘婆沙師와 경량부(上座 슈리라타), 新 유부(衆賢)의 경우

그들 학설에 관계없이 극미설 자체에 대한 것이었다. 분석론적 입

장을 견지하는 불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5온이나 부품을 배제한

자아나 車와 같은 존재의 ‘단일성’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에 바

이세시카 학파는 예외로 하더라도46) 이들 세 학파가 공유하였던

극미설에 대한 세친의 비판은 이미 대비바사론에서도 검토된

것이었다. 즉 제 극미가 서로 접촉한다면 그것은 부분적으로 접촉

하든지 전체적으로 접촉한다고 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극미는 부

분을 갖든지 뒤섞여 하나가 되어야 하며, 만약 접촉하지 않는다면

다른 적취물과 부딪쳤을 때 散壞하든지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한다.

46) 그러나 바이세시카 학파의 ‘단일성(ekatvāt)’의 경우 또한 외계대상이

갖는 다수의 인식조건 중의 하나일 뿐 그것이 외계대상의 본질은

아니다. 여기서의 ‘단일성’은 필경 6句義(padārtha) 중 和合(samavāya)일

것인데(“和合 즉 內屬 inherence은 부분과 전체, 속성과 실체, 운동과

실체, 보편과 개체, 특수와 영속적 실체의 不可分性의 관계”: 이지수,

1990, p.239, “화합은 실체 [속성] 등으로 하여금 서로 분리되지 않고

포섭하게 하여 [거기에] ‘이것’이 존재한다는 언표의 지식을

불러일으키는 근거가 되는 것, 또는 존재의 단일성”: 勝宗十句義論, TD

54, p.1263c
17f
; p.1266a

3f
), 이 학파에서는 세친이 지적한 ‘차별’의 문제,

예컨대 한 걸음 한 걸음의 ‘공간적 길이’, 이쪽과 저쪽의 ‘遠近’, 다수의

말과 코끼리의 ‘개체성’, 물 속의 미생물과 같은 ‘미세한 것’ 등을 실체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는 속성(guṇa)의 하나로 간주할뿐더러 길이나

크기(微․大․長․短․圓)는 지․수․화․풍의 극미에 수반된 속성이기

때문에 외계대상을 다만 ‘단일성’에 근거하여 비판하는 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더욱이 프라샤스타파다(Praśastapāda)에 의하면 화합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tādātmyāt)이지만 실체 등의 有性과 달리 지각되지

않고 추리되기 때문에(S. Radhakrishnan, p.423) 그것을 외계대상의

본질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요컨대 세친의 비판은 너무나 단순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세친은 대승성업론(TD 31, p.781b18-28)에서도
形色(형태)을 개별적인 극미에 존재하는 것(極微差別), 제 극미의 積聚

상에 존재하는 것, 극미와는 별도로 色聚에 偏在하는 단일한

존재[一物]로 나누어 비판하고서 세 번째의 경우 실유의 有分(avayavin,

전체성)을 주장하는 食米齊(Kaṇabhuja, 즉 Kaṇāda)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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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4) 이는 본질적으로 극미의 방분에 관한 딜레마로서, 有方分이

라면 접촉은 가능하지만 더 이상 극미라고 할 수 없으며, 無方分

이라면 접촉이 불가능할 뿐더러 色의 정의(礙性)에도 위배된다.

이 같은 난점에 따라 이후 극미설의 핵심은 극미의 방분 문제

와 그것의 결합(聚集) 방식에 관한 규정이었다. 衆賢은, “극미는

무방분이며 서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유부 비바사사의 전통에 따

라 극미를 관념(覺慧=意識)에 의해 추리(분별)되는 무방분의 假극

미와 지각(=5識)의 대상이 되는 유방분의 實극미로 구분하였으며,

실극미의 결합문제에 있어서도 ‘無間의 근접을 접촉이라 한다’는

바사론 이래의 규정을 ‘더 이상 하나의 극미가 들어갈 만한 틈
이 없이 근접한 것’으로 교정하여 이를 ‘화집’이라 하였다.

이에 대해 上座 슈리라타는 무방분의 극미도, 극미의 상호 불접

촉도 부정하였다. 그에 의하는 한, 극미 자체가 방분(부분)이기 때

문에 더 이상의 방분을 갖지 않으며 다른 극미와의 접촉도 가능

하다. 뿐만 아니라 5식의 소의와 소연이 된 眼根과 色境 등의 有色

處는 유부가 주장하듯이 미래 正生位의 衆微가 무간으로(근접하

여) 俱生한 것이 아니라 前生因으로부터 等無間으로 상속한 것이

기 때문에 그것(유색처)의 소의인 제 극미의 결합형태를 불가분리

의 ‘和合’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사실상 유가론 本地分 (주20)에
서의 논의와 궤를 같이 한다.

한편 세친은 유가론 본지분 에서 논의한대로 극미가 오로지
관념적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사유는 비록

假實 상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관념적 분석에 의한 假극미를 주장

한 중현의 논의형식과도 일치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미 대비바
사론에서 더 이상 분석할 수도 없고 안근과 안식에 의해 파악될
수도 없는 미세한 색을 설정하였음에도(주10) 세친은 色(공간적

점유의 礙性)과 말(nāma)과 시간의 극소단위(각기 極微paramāṇu․

글자akṣara․刹那kṣaṇa)를 밝힌 구사론 세간품 의 本頌(제85송
후반)을 해석하면서 극미를 다만 “諸色을 분석할 때 이르게 되는

색의 극소”라고 해설한데 반해,47) 중현은 이를 “뛰어난 관념(覺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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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諸色을 분석할 때 이르게 되는 색의 극소”48)라고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유가론 攝決擇分 에서는 本地分 에서 논의되지 않았

던 分別․差別․獨立․助伴․無分에 따른 다섯 종류의 극미의 相

을 설정하는데, 假有라는 점만 다를 뿐 중현(유부)의 논리를 답습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① 분별에 의한 것이란 諸色을 覺慧

(관념)로 分析하여 지극한 邊際(궁극)에 이른 극미, ② 차별에 의

하는 것이란 극미의 취집으로 나타난 5根․5境과 4대종, 그리고

法處에 포섭되는 實物의 극미(極略色 등), ③ 독립에 의한 것이란

자상을 갖는 事극미, ④ 조반에 의한 것이란 不相離의 관계로서

드러난 聚극미, ⑤ 무분에 의한 것이란 더 이상 세분하여 분석할

수 없는 극미이다.49) 여기서 ①과 ②의 法處所攝色과 ⑤는 사실상

중현이 논의한 假극미라고 할 수 있으며, ③은 實극미, 법처소섭색

을 제외한 ②와 ④는 微聚에 관한 설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사론 상에서 극미의 방분 문제에 관한 세친의 생
각은 어떠하였던가?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

다. 그러나 그는, “變礙가 색의 자성일 경우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색의 극소인) 극미는 礙性을 갖지 않기 때문에 색이 아니라

고 해야 한다”는 有說에 대해 “어떠한 극미도 단독으로 머무는(현

상하는) 일은 없으며 衆微가 취집하여 머물기 때문에 변애의 뜻이

성립한다”는 유부의 일반론으로 해명하지만,50) “이러한 단일한 實

극미는 [더 이상 覺慧에 의해 가극미로 분석되지 않기 때문에] 積

聚의 뜻을 갖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51) 또한 극미 각각

은 有色處의 작용(즉 所依와 所緣)을 갖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주

47) 구사론 권12(TD 29) p.62a18-19, “分析諸色, 至一極微. 故一極微, 爲色極小.”

48) 순정리론 권32(TD 29) p.521b20-21, “以勝覺慧分析諸色--.”

49) 유가사지론 권54(TD 30) pp.597c
15
-598a

12
.

50) 구사론 권1(TD 29) p.3c1-3, “有說: ‘變礙故名爲色.’ 若爾極微應不名色,

無變礙故. 此難不然. 無一極微各處而住, 衆微聚集, 變礙義成.”; 순정리론

권2(TD 29) p.337c22-24.

51) 구사론 권1(TD 29) p.5a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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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참조), 나아가 그 역시 상좌의 ‘形色 假有論’을 변호하고 성업
론에서도 이를 주장하기 때문에52) 무방분의 假극미를 부정하고

다만 유방분의 實극미를 인정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세친은 유가행파로 전향한 이후 극미 결합에 따른 方分문제의

딜레마(양도논법)로써 외계대상의 실재성을 비판하였지만, 그것은

이미 유부 毘婆沙師에 의해 검토된 것일 뿐더러 중현과 상좌 슈리

라타에 의해 ‘和集’과 ‘和合’이라는 학설로 정리되었다. 따라서 유
식이십론에서의 세친의 외계대상 비판은 유식설을 드러내기 위

한 전제로서는 의미 있을지언정 비판 자체로서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화집과 화합은 --陳那는 이 또한 소연성에 근거한 딜레마

로써 비판하지만-- 諸法 俱生論과 隨界(종자) 相續說과 같은 그들

교학 체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 딜레마로써 비판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제법 구생론이나 수계 상속설은 유가행

파의 ‘唯識無境’과 같은 그들의 교학적 전제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세친 또한 비록 외계대상을 부정하였을지라도 인식대상

마저 부정하지 않은 이상 어떤 식으로든 그것의 출현을 해명해야

만 하였다. “외계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에 대한 직

접지각이 가능한가?” 이에 대해 유식학파에서는 마치 꿈이나 신

기루처럼 내부의 識이 외계대상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 것[似現]

일 뿐이라고 해명하는데,53) 세친은 이를 유식이십론 제15송에

52) 구사론 권13(TD 29) p.68b
1ff
.; 대승성업론(TD 31) p.781b

17ff
.

53) 외계대상의 실재성을 부정하는 유식학파에서는 응당 인식대상의 所依를

根本識(알라야식)으로 해명하지만, 이에 대한 경량부의 비판 논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의식(能知)과 대상(所知)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동일하다면 푸른색은 대상이 아니라 ‘나’라고 해야 한다. 둘째, 만약

‘단일한 의식이 주객의 이원성으로 현현한 것으로, 푸른색의 형상은

환상에 의해 마치 외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이미 외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바수미트라는 석녀의

아들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과 같은 자기 모순적 명제일 뿐이다. 나아가

단일한 의식이 환상인 이원성에 의해 입증되고 이원성의 현현 또한

단일한 의식에 의해 입증되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순환논리일

따름이다.(Mādhva, Sarvadarśanasaṃgraha, pp.26-28.; 金倉圓照,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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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한다.

직접지각은 꿈 등과 같으니, 이미 직접지각이 일어났을 때에는

見者도 대상도 존재하지 않거늘 어찌 직접지각이 존재한다고 하겠

는가?54)

그러나 이 또한 세친의 독창적 사유라고 말하기 어렵다. 제1구

의 해명은 지각 자체가 거짓된 것(虛妄分別)이라는 또 다른 문제-

-외계의 실재성을 주장할 때보다 더욱 심각한--를 야기하지만,

상좌 역시 극미 화합의 有色處는 가유이기 때문에 이를 인연으로

한 직접지각(5식)은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주40)하였을 뿐더러, 제

2구 이하는 바로 인식을 根․境과 識의 繼時的 인과관계로써 해명

함에 따라 “眼識이 일어났을 때 이것의 인연이 된 안근과 색경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상좌 슈리라타의 논리를 차용한 것이

기 때문으로,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속편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

다.

pp.60-62; 권오민, 1994, pp.276-277 참조)

54) 유식이십론(TD 31) p.76b18f, “現覺如夢等 已起現覺時 見及境已無

寧許有現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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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vestigation into Vasubandhu's Criticism of

An External Object in Viṃśatikā

Kwon, Ohmin

(Gyeongsang National Univ.)

In case that an external object was the congregation of

paramāṇus(atoms), Vasubandhu criticized an external object

with the logical dilemma in Viṃśatikā v.10-13, that if it is

their partial congregation, they have parts, but that if it is

their general congregation, congregated matter should

amount to one paramāṇu in size, and that one should say

that if they do not congregate with others because they do

not have any parts, congregated matter does not have

either, and that if they have parts, they cannot be said to be

paramāṇu.

Such dilemma, however, had already been examined in

Mahāvibhāṣaśāstra. According to it, Saṃghabhadra provided

that the external object perceived by us was 'the produced

as it is in the absolute approach of paramāṇus without any

gap' and called it 'congregation without a gap(和集)'.

Sthavira Śrīlāta provided that 'a paramāṇu itself actually

congregation with others because it is a part in itself' and

called it 'inseparable congregation(和合)'. Thus,

Vasubandhu's criticism may be significant as a

presupposition for revealing the theory of Vijñaptimātratā,

but is insignificant as criticism itself. As far as the theory

of paramāṇu in Mahāvibhāṣaśāstra or Saṃghabhadra's and

Sthavira's arguments are not considered, it is inevit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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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d to be his. In that case, Buddhist philosophy will not be

able to evade dogmatism.

Together with it, the criticism of the Yogācāra school

on congregation without a gap and inseparable congregation

of paramāṇus is made in connection with the object of

cognition(ālambana) in Dignāga's Ālambanaparīkṣa v.2-5. It

is also so. It will be dealt with in a sequel.

Key words: vasubandhu, saMghabhadra(neo-sarvAstivAda),

zrIlAta(sautrAntika), paramANu, inseparable

congregation(和合), congregation without a

gap(和集), paramANu, external object.

투고 일자 : 2010년 1월 26일

심사 기간 : 2010년 2월 5일～2월 17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2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