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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유론자들의 불상부단설에 한 용수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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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요어: 용수, 불상부단, 실유, 연기, 유 상, 상속]

용수는 반야경의 공사상을 계승하여 사상을 확립하 다. 그의 

표  술인 근본 송에서 발견되는 사상의 논리  근거는 연기

설인데, 용수는 귀경게에서 연기를 팔불(八不)로 설명하고 있다. 즉 연기

는 불생불멸, 불일불이, 불거불래, 불상부단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용수의 근본 송에는 다음과 같은 게송이 발견된다. ‘존재

를 인정하는 [사람]도 단멸(斷滅)이나 상주(常住)에 [떨어지지] 않는다. 

생존이란 결과와 원인의 발생과 소멸이 연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1-15)’ 

논자는 의 게송이 언 하는 내용에 따라, 유부와 경량부 등의 실유

론자들도 용수와 마찬가지로 불상부단을 진실로서 승인한다는 에 주

목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불상부단설과 그에 한 용수의 비 , 그리고 

용수가 제시하는 불상부단의 실상에 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

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부와 경량부 등의 실유론자들은 각기 다양한 실유를 승인하면서도, 

찰나멸론과 상속설 등을 채택하여, 자 의 학설이 불타의 근본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불상부단에 배되지 않음을 입증하고자 하 다. 

한편 용수는 ‘순환발생의 모순’  ‘단멸론의 모순’ 등을 제시하여, 실

유론자들의 학설이 결국에는 상주나 단멸의 양 극단에 빠질 수밖에 없

음을 지 하고, 스스로는 연기설을 통하여 불상부단을 설명하 다. 

* 남수  : 강승가 학 교수. nam1988@chol.com



9 8  ∙ 印度哲學 제30집

Ⅰ. 서론

용수는 반야경의 공사상을 계승하여 사상을 확립하 다. 

그의 표  술인 근본 송은 사상에 입각하여 당시 인

도에 성립해 있던 여러 실유론 사상들을 비 하고 있다. 근본

송에서 발견되는 사상의 논리  근거는 연기설인데, 용수는 

귀경게에서 연기를 팔불(八不)로 설명하고 있다. 즉 연기는 불생

불멸, 불일불이, 불거불래, 불상부단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팔불은 모두 연기설에 근거하여 실유론의 모순을 지 함과 

동시에 공(空)이라는 제법의 실상을 밝히기 한 것이다. 그런데 

근본 송 제21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게송이 발견된다.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도 단멸(斷滅)이나 상주(常住)에 [떨어지지] 

않는다. 

생존이란 결과와 원인의 발생과 소멸이 연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1-15)1) 

에서 보는 것처럼, 용수는 이 게송을 통하여 자신이 비 하고

자 하는 실유론자들의 학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실유

론자들은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자 의 학설이 상주와 단멸에 빠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설(相續說)을 언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속설에 근거한다면 실유론을 주장하더라도 상주와 단멸

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상속이란 게송의 후반구에서 

설명하듯이 여러 유 법이 결과와 원인의 계를 이루어 발생하

1) bh vam abhyupapannasya naivocchedo na ś śvatam/ 

udaya-vyaya-saṃt naḥ phala-hetvor bhavaḥ sa hi// 21-15) 

Prasannapad , p.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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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멸하면서 단 되지 않고 연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게송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암시한다. 즉 팔불(八不) 가운데 

불상부단은 다른 육불(六不)과는 달리 실유론자와 용수가 동일하

게 진리로서 승인하 으며, 실유론자들은 상속설을 통하여 자 의 

학설이 불상부단에 배되지 않음을 주장했다는 것이다.2) 

일 이 불타는 상주와 단멸을 양 극단이라고 설했으므로,3) 상

주론이나 단멸론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불타의 가르침에 배된다

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불교의 학 라면 자 의 학설

이 상주와 단멸이라는 양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4) 

아마도 그런 이유로 실유론자들은 한편으로는 실유론을 주장하

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상속설을 채택하여 상주와 단멸이라는 

양 극단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 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용

수가 실유론에 근거한 불상부단설을 승인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

다. 

왜냐하면 용수는 자신의 술들에서 지속 으로 일체의 사물이 

공(空)임을 천명하고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공이란 결국 비유비

무(非有非無)의 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도의 입장에서 실유는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1) 상속설이 실유론에서 

2) 본 논문 제3장 제2항에서 설명하듯이 이 게송은 주로 경량부의 상속설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상속설은 실유론자들의 표격인 

유부에서도 채택하고 있었다. 물론 본 논문 제2장 제2항에서 설명하듯이 

그 두 학 의 상속설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3) 상주와 단멸을 부정하는 것은 불타 이래 가장 보편 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이다. 불타는 아함경에서 업과 고통에 하여 그것들이 

‘자작(自作)이라고 하면 상주이고, 타작(他作)이라고 하면 단멸이다.’라고 

설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행  주체의 불상부단을 설하는 것인데, 이것이 

부 불교 시 가 되면서 차 일체의 유 법으로 확장 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잡아함경 제300경, 정 제2권, 85쪽 하; 그리고 같은 책, 

제302경, 정 제2권, 86쪽 상 참조. 

4) 나카무라 하지메(2010), 118～1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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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부단을 해명하는 이론으로서 채택되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2) 용수는 실유론자들이 제시하는 불상부단설, 즉 상속설

을 어떻게 비 했는가? 3) 실유론자들이 제시하는 불상부단설이 

불합리하다면, 용수가 제시하는 불상부단의 실상은 무엇인가? 

논자는 이와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 으로써 실유론자들

이 제시하는 불상부단설과 그들의 학설이 가지고 있는 오류, 그리

고 용수가 제시하는 불상부단의 실상에 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다만 실유론 학 를 모두 살펴보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는 유부와 경량부를 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Ⅱ. 실유론자들이 제시하는 불상부단설

1. 유부의 찰나멸론과 상속설

우선 유부와 경량부가 상속설을 통해서 자 의 실유론이 불상

부단에 배되지 않음을 해명하려고 하 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

인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유부의 가장 특징 인 주장은 삼세실유 법체항유설(三世實有法

體恒有說)이다. 즉 실유(實有)인 일체법이 과거, 재, 미래의 삼세

에 걸쳐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5) 그 말은 실유인 일체법

이 삼세에 걸쳐서 자신의 자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동일하게 존재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실유인 일체법이 삼세에 걸쳐서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하면, 그에 하여 당연히 상주론이라고 하는 비 이 제기될 

5) 남수 (2007), 46～48쪽 참조. 그리고 실유에 한 설명은 본 논문 제3장 

제2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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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와 같은 비 에 하여 상속설을 가지고 

답변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즉, 일체의 유 법은 실유이지만 생성된 다음 찰나에 소멸하기 

때문에 상주론이 아니며, 한 소멸한 법을 신하여 미래로부터 

동일한 종류의 법이 동일한 계를 가지고 재로 나타나서 연속

하기 때문에 단멸론도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유부의 상속설은 찰나멸론과 하게 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여러 유 법이 결과와 원인의 계를 이루어 찰나

생멸하면서 연속하는 것이 곧 상속이기 때문이다.6) 

그리고 유부의 찰나멸론은 다시 유 상(有爲相) 이론과 하

게 련되어 있다. 유부에 따르면 한 찰나는 생주이멸(生住異滅)의 

네 단계를 거치는데, 이 생주이멸이라는 네 가지는 그 자신이 유

법인 동시에 모든 유 법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말하기 때문이

다.7) 

즉, 일체의 유 법은 발생하는 순간 생주이멸의 4상과 함께 일

어나며, 그 에서 생상에 의해서 미래로부터 재로 나타나게 되

고, 주상과 이상에 의해서 잠시 머물면서 변화하고, 멸상에 의해

서 과거의 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8) 

그때 어떤 사물을 구성하던 유 법이 소멸하면, 그와 동일한 종

류의 법이 미래의 역으로부터 재의 역으로 나타나서, 이

의 유 법의 역할을 신하게 된다. 를 들어 여기 항아리가 있

을 때 그것은 찰나생멸하면서 연속되는 여러 유 법들이 연에 따

라 결합한 것이다. 여러 유 법들은 찰나생멸하므로 지속해서 머

무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9) 

6) 유부의 찰나멸론과 상속설에 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김동화(1982), 

137～138쪽; 권오민(1994), 244～245쪽을 참조. 

7)  비바사론은 이 게 말한다. ‘유 상(有爲相)이란 여러 유 법이 한 

찰나마다 4상(相)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有爲相  諸有爲法 一一刹那 

皆具四相.  비바사론, 정 제27권, 198쪽 . 

8) 김동화(1982), 103쪽 참조.

9) 그러나 유부가 설하는 한 찰나란 생주이멸의 네 단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1 0 2  ∙ 印度哲學 제30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항아리는 여 히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항아리를 구성하는 여러 유 법은 

발생한 다음 찰나에 소멸하지만, 미래의 역으로부터 동일한 종

류의 유 법이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계로 나타나서 과거로 들

어간 유 법의 역할을 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0) 

이처럼 유부는 실유를 인정하면서도 찰나멸론과 상속설을 통하

여 자 의 학설이 상주와 단멸의 양 극단에 빠지지 않는다고 주

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두 이론은 유부의 실유론이 불상부단

에 배되지 않음을 논증하는데 매우 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부는 용수가 근본 송 제21장 제15송에서 소개하

고 있는 것처럼, 실유를 승인하면서도 상속설을 주장하여 자 의 

학설이 불상부단임을 주장했던 학  가운데 하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경량부의 찰나멸론과 상속설

경량부는 유부의 삼세실유 법체항유설을 승인하지 않는다. 경

량부는 유부와는 달리 과거법과 미래법의 실유를 인정하지 않고 

재법의 실유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실유론은 재실유 

과미무체설(現在實有過未無體說)이라고 부를 수 있다.11) 

경량부는 유부와 동일하게 찰나멸론을 승인하면서도, 세부 인 

면에서는 상이한 을 가지고 유부를 비 한다. 우선 그들은 유

부가 주장하는 4유 상의 실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에 의하면 

4유 상이란 사물의 변화를 설명하기 하여 설정된 개념에 지나

엄 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지속하는 시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10) 권오민(1994), 244쪽 참조. 여기서 권오민은 찰나멸론과 상속설을 

소(牛)를 비유로 하여 설명하고 있다.

11) 권오민(1994), 20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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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12) 

따라서 경량부도 찰나멸론에 따라 사물은 발생한 다음 찰나에 

소멸한다고 말하지만, 그 때 한 찰나란 유부처럼 생주이멸의 네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 로 발생한 그 다음 순간 

즉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13) 

그리하여 경량부는 ‘여러 유 법은 본래 존재하지 않다가 지  

존재하게 되며, 존재하다가 다시 비존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구
사론은 그런 경량부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유 의 상(相)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른바 유 법은 

본래 존재하지 않다가 지  존재하게 되며, 존재하다가 다시 비존재가 

된다. 한 상속(相續)하는 것이 주(住)이고, 이 [상속]의 후(前後)가 

다른 것이 이(異)이다. 이 가운데 생[주이멸] 등 별도의 사물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14)

이처럼 유부와 경량부는 동일하게 상속설을 인정하면서도, 세

부 인 면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선 유부는 1찰

나에 생주이멸이라는 4단계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량부는 그와 

같은 4단계를 부정하고 일체의 유 법은 발생한 다음 찰나에 즉

시 소멸한다고 주장한다. 

한 유부는 미리 존재하고 있던 미래법이 과거로 소멸해 간 

재법을 상속하여 재의 역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지만, 경량

부는 재법이 소멸하면 연에 따라 이 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

운 유 법이 발생하여 재법을 상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량부의 찰나멸론에 하여, 만약 여러 유 법이 발

생한 그 다음 순간 곧바로 소멸하여 비존재가 된다고 주장하면 

결국 그것은 단멸론이라는 비 이 제기될 것이다. 그리고 경량부

12) 권오민(1994), 131～132쪽 참조. 

13) 平川彰(1966), 167～168쪽 참조. 

14) 有爲之相 略顯示 . 有爲法 本無今有. 有已還無 及相續住. 卽此前後 

相望別異. 此中何用 生等別物. 구사론, 정 제29권, 28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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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런 비 에 하여 유부와 유사하게 찰나멸론과 상속설을 가

지고 답변하 으리라고 생각된다. 

즉 여러 유 법은 찰나멸이기 때문에 상주가 아니며, 인과 계

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상속하기 때문에 단멸도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상속이란  찰나의 유 법은 후 찰나의 유 법에 하여 

원인이 되고, 후 찰나의 유 법은 찰나의 유 법에 하여 결과

가 되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15) 

를 들어 여기 항아리가 있을 때, 그것은 찰나멸하는 여러 유

법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때 경량부는 항아리의 지속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항아리를 구성하는 여러 유 법은 발생한 다음 찰나에 즉시 소

멸하여 비존재가 된다. 그때 그와 동일한 종류의 다른 유 법이 

미래로부터 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는 존재하지 않

던 유 법이 연에 따라 새롭게 존재로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이 의 유 법을 신하면서 상속한다. 그런 이유로 앞에 있는 

항아리는 찰나멸이면서도 지속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16) 

이처럼 찰나멸론과 상속설은 경량부가 실유를 승인하면서도 자

의 학설이 불상부단에 배되지 않음을 논증하는데, 결정 인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경량부도 유부와 마찬

가지로 실유를 승인하면서도 상속설을 주장하여 자 의 학설이 

불상부단임을 주장하는 학  가운데 하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 경량부의 상속에 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본 논문의 제3장 제2항을 

참조. 

16) 권오민(1994), 245～24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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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용수의 비

1. 유부의 유 상 비

구마라집은  론 제7장에 ｢ 삼상품(觀三相品)｣이라는 이름을 

붙 고, 월칭은  라산나 다 제7장을 ｢유 (有爲)에 한 고찰

(saṁskṛta-par kṣa)｣이라고 명명하 다.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근본 송 제7장은 유 상에 하여 

고찰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시에 모든 유 법에 한 고찰이라고

도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유 법의 특징을 생주멸의 세 가지로 

설정하고, 그 세 가지가 모두 성립할 수 없음을 논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근본 송 제7장이 언 하고 있는 내용은 유부의 유 상 이론

과 유사하지만, 그 속에는 유부라는 이름이 발견되지 않으며, 월

칭의 주석에서는 오히려 정량부(正量部)에 한 언 이 발견된

다.17) 한 유부는 생주이멸이라는 4유 상을 언 하지만, 여기서

는 생주멸의 3유 상을 언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본 송 제7장이 유부의 유 상을 비 하는 것이

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 비 의 맥락은 유부의 유 상

에도 그 로 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18) 따라서 여기서는 유부

의 유 상 이론에 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심으로 

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언 하 듯이 유부의 이론에 의하면 일체의 유 법은 

발생하는 순간 생주이멸의 4상과 함께 일어나며, 4상 가운데 생상

17) 本多惠(1988), 141쪽 참조. 

18) 나카무라 하지메(2010), 122～1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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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미래로부터 재로 나타나게 되고, 주상과 이상에 의해

서 잠시 머물면서 변화하고, 멸상에 의해서 과거의 역으로 들어

가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유 상이 성립할 수 없다면 유부의 찰나멸론과 상

속설은 무 지게 되고, 유부의 실유론은 불상부단에 부합하지 못

하는 불합리한 이론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용수는 그런 에

서 유부의 유 상 이론에 하여 각종으로 비 하지만, 여기서는 

그 가운데 1) 순환 발생의 모순, 2) 삼상 결합  분리의 모순에 

한 비 만을 살펴 보기로 한다.19) 

유부에 의하면 모든 유 법은 유 상을 가진다. 그 다면 생주

멸이라는 3상도 역시 유 법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다시 유 상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두 번째의 유 상 역시 유 법이라고 인정하

게 되면, 그것들도 다시 생주멸의 유 상을 가져야 하고, 그 다

면 그것은 무한소 에 빠지게 될 것이다. 

유부는 그와 같은 무한소 의 모순을 피하기 하여, 두 번째의 

유 상만을 인정한다. 그것이 곧 생생(生生), 주주(住住), 이이(異

異), 멸멸(滅滅) 등의 4수상(隨相)이다.20) 그리고 더 이상의 다른 

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때 생주이멸의 4상은 4수상에 해서 

4본상(本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유부는 여러 유 법의 발생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법이 생겨날 때에는 그 법 자체와 더불어 9법(九法)이 함께 일

어난다. 법 자체가 하나이며, 본상(本相)과 수상(隨相)이 여덟이다. 본

상 가운데 생상(生相)은 자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8법(八法)을 생하게 

한다. 수상인 생생상(生生相)은 9법 가운데 오직 본생(本生)만을 생하

게 한다. 

19) 이 명칭들은 논자가 비 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20) 구사론은 이 게 말한다. ‘제행(諸行)이 유 라는 것은 4본상(本相)에 

의한 것이다. 다시 본상(本相)이 유 라는 것은 4수상(隨相)에 의한 

것이다.’ 諸 有爲 由四本相. 本相有爲 由四隨相. 구사론, 정 제29권 

2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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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암탉이 어떤 때는 많은 계란을 낳고, 어떤 때는 하나만 낳는 

것처럼, 생상과 생생상이 [각각] 8법을 낳고 1법을 낳는 힘도 역시 그

와 같은 것이다. 

본상 가운데 주상(住相)도 역시 자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팔법을 머

물게 하며, 수상인 주주상(住住相)은 구법 가운데 오직 본주(本住)만을 

머물게 한다. 

이상(異相)과 멸상(滅相)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생 등의 

[유 ]상은 다시 상(相)을 가지지만, 수상은 다만 넷일 뿐이므로 무한

소 의 과실은 없다.21) 

즉, 4유 상 가운데 하나인 본생(本生)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8법(八法)을 발생하도록 하고, 그때 본생으로부터 발생한 수상 가

운데 하나인 생생(生生)이 다시 본생(本生)을 발생하도록 한다. 

를 들어 심소법 가운데 하나인 탐법이 생한다고 하면, 그때 

우선 본생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8법, 즉 탐, 주, 이, 멸, 그리고 

생생, 주주, 이이, 멸멸을 발생하도록 하고, 이어서 생생이 본생을 

발생하도록 하여 9법이 함께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소 의 

과실은 없다는 것이다. 

용수는 그와 같은 유부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생생은 오직 본생을 생하고, 

본생은 다시 생생을 낳는다. 7-4)22) 

21) 法生時 幷其自體 九法俱起. 自體爲一 相隨相八. 本相中生 除其自性 

生餘八法. 隨相生生 於九法內 唯生本生. 如雌雞 有生多子 有唯生一. 

生 生生 生八生一 其力亦爾. 本相中住 亦除自性 住餘八法. 隨相住住 

於九法中 唯住本住. 異及滅相 隨應亦爾. 是故生等 相復有相. 隨相唯四 

無無窮失. 구사론, 정 제29권, 27쪽 . 

22) utp dotp da utp do mūlotp dasya kevalam/ utp dotp dam utp do 

maulo janayate punaḥ// 7-4) Prasannapad , p. 149. 

근본 송은 생생이 먼  본생을 생하고, 그런 후에 다시 본생이 생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구사론에서는 그것이 

정반 로 되어 있다. 즉, 구사론은 본생이 먼  생생을 비롯한 8법을 

생하도록 하고, 그런 후에 다시 생생이 본생을 생하도록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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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는 이런 주장을 통하여 무한소 의 모순을 피하려고 하지

만,  다른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낳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

은 ‘순환 발생의 모순’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용수는 유부의 유

상 이론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불합리를 다음과 같이 지 한

다. 

그 의 [말처럼] 만약 본생에 의해서 생한 것, 그 [생생]이 본생을 

생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그 [생생]에 의해서 생하지 않은 본생, 그 [본생]이 그 [생

생]을 생하도록 하는 것인가? 7-6)23) 

즉, 유부는 ‘본생(本生)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8법(八法)을 발

생하도록 하고, 본생으로부터 발생한 수상 가운데 생생(生生)이 

다시 본생(本生)을 발생하도록 하여 모두 9법이 함께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9법은 모두 미래의 역에 있고, 따라서 어떤 작

용도 할 수 없다. 그 다면 아직 생생에 의해서 생하지 않아서 미

래의 역에 있는 본생이 어떻게 생생 등 다른 8법을 발생하도록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지 이다. 

그런 모순을 피하기 하여 생생이 본생을 생하도록 한다고 해

도 그것 역시 올바른 설명이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생생은 본

생이 생하도록 한 후에야 작용할 수 있겠지만, 생생은 아직 본생

에 의하여 생하지 않았으므로 본생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역에 

있고, 따라서 어떤 작용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용수는 그와 같은 

불합리를 다음과 같이 지 한다. 

그 가 만약 생생이 본생을 생한다[고 주장한다]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23) sa te maulena janito maulaṃ janayate yadi/ maulaḥ sa 

ten janitas-tam-utp dayate katham// 7-6) Prasannapad ,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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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생에 의해서 [아직] 생하지도 않은 [생생]이 어떻게 [본생]을 생하

겠는가? 7-5)24) 

이처럼 유부의 유 상 이론은 유 법의 발생을 올바르게 설명

하지 못한다. 유부의 유 상 이론에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불합

리가 발견되는데, 용수는 그 가운데 ‘삼상 결합  분리의 모순’을 

지 하기 하여 다시 이 게 말한다. 

생(生) 등의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상(相)의 작용은 불가능할 

것이다. 

[반 로 그것들이] 결합되어 있다면, 어떻게 동일 장소, 동일 시간

[에 있을 수] 있겠는가? 7-2)25)

유부에 의하면 일체의 유 법은 생주이멸이라는 4유 상을 가

진다고 하지만, 용수에 의하면 그와 같은 유 상은 분리되어서 작

용할 수도 없고, 결합해서 함께 작용할 수도 없다. 

하나의 유 법에 생주멸의 3상이 분리되어서 각각 작용한다면, 

생상이 존재할 때에는 주상과 멸상이 없고, 주상이 존재할 때에는 

생상과 멸상이 없고, 멸상이 존재할 때에는 생상과 주상이 없을 

것이다. 그 다면 그것은 유 상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한 그 

유 법은 생주멸의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유 법이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된다. 

반 로 하나의 유 법에 생주멸의 3상이 결합하여 작용하는 것

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생은 유 법이 생하는 것을 말하고, 주

는 머무는 것을 말하고, 멸은 소멸하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의 유

법이 동시에 생하고, 머물고, 소멸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

이다. 그것은 밝음과 어둠이 동시에 한 장소에 존재할 수 없는 것

24) utp dotp da utp do mūlotp dasya te yadi/ maulen janitas-taṃ te sa 

kathaṃ janayiṣyati// 7-5) Prasannapad , p. 150. 

25) utp d dy strayo vyast  n laṃ lakṣaṇakarmaṇi/ saṃskṛtasya samast ḥ 

syurekatra kathamekad // 7-2) Prasannapad ,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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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청목은 그런 모순을 다음과 같이 지 한다. 

이 생주멸의 [삼]상이 각각 유 법을 해서 상이 된다고 하거나, 

[그것들이] 화합해서 유 법을 해서 상이 된다고 하거나, 그 둘은 

모두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만약 각각이라면 동일한 장소에 유상(有相)이 있기도 하

고 무상(無相)이 있기도 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생겨나고 있을 때에

는 주상(住相)과 멸상(滅相)이 없고, 머물고 있을 때에는 생상(生相)과 

멸상(滅相)이 없고, 소멸하고 있을 때에는 생상(生相)과 주상(住相)이 

없기 때문이다. 

[반 로] 만약 화합이라면 부 서로 배되니 어떻게 동일 시간에 

함께 있을 수 있겠는가?26) 

근본 송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구사론에서는 이와 같은 

비 에 한 유부의 답변이 발견된다. 구사론은 유부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그런 비난은 옳지 않다. 작용하는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른바 생(生)의 작용은 미래에 있다. 재는 이미 생한 것이니 다시 

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 법이 이미 생하여 재에 있을 때 

주(住) 등 3상의 작용이 일어난다. 즉 생이 작용할 때 나머지 3[상의] 

작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함께 있다고 해도 모순은 없

다.27) 

즉, 유부에 의하면 생주이멸의 4상 가운데 생상(生相), 즉 본생

(本生)은 미래의 역에서 작용한다. 를 들면 탐법이 일어날 때, 

26) 是生住滅相. 若一一能爲有爲法作相. 若和合能 有爲法作相. 二俱不然. 

何以故. 若 一一 . 於一處中或有有相. 或有無相. 生時無住滅. 住時無生滅. 

滅時無生住. 若和合 . 共相違法. 云何一時俱.  론, 정 제30권, 

9쪽상～ . 김성철(2001), 123～124쪽 참조. 

27) 此難不然. 用時別故. 生作用 在於未來. 現在已生 不更生故. 諸法生已 

正現在時. 住等三相 作用方起. 非生用時 有餘三用. 故雖俱有 而不相違. 

구사론, 정 제29권, 28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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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상은 미래의 역에 머물면서 탐, 주, 이, 멸, 생생, 주주, 이이, 

멸멸 등의 8법을 생하게 한다. 그리고 생상에 의해서 생한 수상 

가운데 생생이 다시 생상을 생하도록 한다. 이처럼 4상은 작용하

는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있다고 해도 모순은 없다는 

것이다.28)

근본 송에서 이에 한 재비 은 발견되지 않지만, 세친은 

구사론에서 그 불합리를 다음과 같이 지 한다. 

마땅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래의 법체는 존재인가, 아니

면 비존재인가? 그런 후에라야 생이 그 [미래] 에서 작용을 가지는지 

가지지 않는지 [논의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미래[ ]의 생이 작용을 가진다고 허락한다면, 어떻게 미래가 

성립하겠는가? 마땅히 미래의 특징을 [다시]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 법이 재에 있을 때 생의 작용이 이미 [과거로] 낙사했다면, 어떻

게 재가 성립하겠는가? 마땅히 재의 특징을 [다시] 설명해야 할 

것이다.29) 

즉, 유부에 의하면 일체법은 삼세에 걸쳐서 동일하게 실체로서 

존재하며, 작용에 의해서 과거 재 미래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한

다. 즉 법이 작용하고 있는 순간은 재이며, 작용이 끝난 것은 과

거, 작용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미래라는 것이다.30) 

그런데 지  여기서는 ‘삼상 결합  분리의 모순’을 피하기 

하여, 생상이 미래 에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주장

은 자신들의 정설과 배되는 것이니, 그 다면 지  여기서 이

의 학설과 지 의 학설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야만 한다고 지 하

는 것이다. 

28) 이것은 ‘순환발생의 모순’에 한 답변이기도 하다. 

29) 且應思擇. 未來法體 爲有爲無. 然後可成 生於彼位 有用無用. 設許未來 

生有作用. 如何成未來. 應說未來相. 法現在時 生用已謝. 如何成現在 

應說現在相. 구사론, 정 제29권, 28쪽상～ . 

30) 남수 (2007), 54～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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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부의 유 상 이론은 여러 가지 모순을 드러내므로, 결

국 그들의 찰나멸론과 상속설은 성립할 수 없으며, 그런 이유로 

유부의 실유론도 결국 불상부단이라는 불타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2. 경량부의 상속설 비

구마라집은  론 제21장에 ｢ 성괴품(觀成壞品)｣이라는 이름

을 붙 고, 월칭은  라산나 다 제21장을 ｢생성과 소멸에 한 

고찰(saṁbhava-vibhava-par kṣa)｣이라고 이름하 다. 

그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 장은 유 법의 생성과 소멸에 

하여 고찰하는 장이다. 여기서도 경량부라는 이름은 발견되지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경량부와 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발견된다. 그것은 월칭이 제21장 제4송을 주석하면서 언 하고 있

는 멸무인설(滅無因說)이다. 

멸무인설은 경량부의 이론으로서, ‘여러 유 법은 발생한 다음 

순간에 곧바로 스스로 소멸하며, 그 소멸에 다른 원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31) 그런데 월칭은  라산나 다에서 근
본 송 제21장 제4송을 설명하면서, 멸무인설을 언 하면서 비

하고 있고, 혼다메구무(本多惠)는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경량부’

라는 명칭을 넣어서 번역하고 있다.32) 

한 이 장에서 비 하는 상속설도 경량부의 상속설과 내용이 

매우 유사하여, 깔루빠하나는 근본 송 제21장 제15～16송을 경

량부에 한 비 으로 간주하여 설명하고 있다.33) 그러므로 단정

하기는 힘들지만, 여기서는 경량부의 상속설에 한 비 이라고 

31) 타니타다시(2008), 148쪽～149쪽 참조. 

32) 本多惠(1988), 378～379쪽 참조. 

33) 깔루빠하나(1994), 384～38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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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는 부분들을 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도 언 하 듯이 경량부는 재실유 과미무체설을 주장

하여, 재법의 실재만을 인정하고 과거법과 미래법의 실재는 인

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찰나멸을 설한다고 해도 유부처럼 미래

법이 재로 발생하여 작용하고, 다음 찰나에 과거로 소멸하여 들

어간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량부는 유 법은 자체(自體)를 얻은 다음에 곧바로 소

멸하지만, 그것으로서 단 되는 것이 아니라, 인과 계를 이루면

서 상속한다고 주장하는데, 구사론은 그와 같은 경량부의 상속

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속의 변과 차별(相續轉變差別)이란 무엇인가? 업(業)을 앞으로 

하고 뒤에 색법과 심법이 일어나는 가운데 단 됨이 없는 것을 상속

(相續)이라고 부른다. 이 상속 가운데 나  찰나가 이  찰나와 달라지

는 것을 변(轉變)이라고 부른다. 이 변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는 뛰

어난 공능(功能)이 있는데, 즉시 결과를 생하여 다른 변보다 뛰어나

기 때문에 차별(差別)이라고 부른다.34) 

이 가운데 무엇이 종자인가? 이른바 명(名)과 색(色)이 자신의 결과

를 낳기 하여 가지고 있는 (展轉)과 인근(鄰近)의 공능이다. 그 

[공능]들이 상속의 변과 차별에 따라 [결과로서 하는 것이다]. 

무엇이 변(轉變, pariṇ ma)인가? 상속에서 후(前後)가 다른 것이

다. 무엇이 상속(相續, saṁtati)인가? 인과성(因果性)인 삼세의 제행(諸

行)이다. 무엇이 차별(差別, viśeṣa)인가? 즉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공능이다.35) 

34) 何名相續 轉變差別. 業爲先 後色心起 中無間斷 名爲相續. 卽此相續 

後後刹那 異前前生 名爲轉變. 卽此轉變 於 後時 有勝功能 無間生果 

勝餘轉變 故名差別. 구사론, 정 제29권, 159쪽상. 

35) 此中何法 名爲種子. 名 色 於生自果. 所有展轉 鄰近功能. 此由相續 

轉變差別. 何名轉變. 相續中 前後異性. 何名相續. 因果性 三世諸 . 

何名差別. 有無間 生果功能. 구사론, 정 제29권, 22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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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문들에서 보듯이 상속(相續)이란 인과 계를 이루면서 

단 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유 법을 말하며, 변(轉變)이란 

상속에서 후가 다른 것을 의미하며, 차별(差別)이란 변의 마

지막 순간에 뛰어난 결과를 산출하는 능력을 말한다. 

한편 종자(種子)란 공능(展轉功能)과 인근공능(隣近功能)을 

말한다. 그 에서 공능이란 결과를 낳기 까지 단 되지 않

고 계속되는 능력을 말하고, 인근공능이란 직 으로 결과를 산

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의 인용문에 따라 경량부가 

주장하는 상속의 변과 차별에 한 이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

이 된다. 

여러 유 법은 업에 따라 결과를 낳는 두 가지 힘을 가지고 있

다. 그것은 공능과 인근공능이다. 이 힘을 비유 으로 표 해

서 종자라고 부른다. 인과 계를 이루는 여러 유 법은 공능

에 의해서 찰나생멸하면서 미세하게 변화하다가, 인근공능에 의해

서 마침내 특수하게 변화하여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36) 

이에 따라 경량부의 상속설에서 상속이 변하고 차별되는 양

상을 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표1) 상속하는 유 법의 변과 차별

업(業) 유 법1 유 법2 유 법3 과보(果報)

찰나멸/

찰나생
찰나멸/찰나생

찰나멸/

찰나생
찰나멸/찰나생

미세변화 미세변화 미세변화 특수변화 

공능(展轉功能)
인근공능

(鄰近功能)

변(轉變) 차별(差別)

한편 용수는 근본 송에서 경량부의 상속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36) 권오민(1994), 233, 239～240, 448～45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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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도 단멸(斷滅)이나 상주(常住)에 [떨어지지] 않

는다. 

생존이란 결과와 원인의 발생과 소멸이 연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1-15)37) 

월칭은 의 게송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로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가지가 발생하고 소멸하면서 연속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들이 [말하는] 생존이고 윤회이다. 거기서 만약 원

인이 억제되어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결과를 발생하지 못한다면, 그때

에는 단멸론의 허물이 있을 것이다. 

 만약 원인이 억제되지 않아서, 본성으로서(svarūpeṇa) 존재한다

면, 그때에는 상주론의 허물이 있을 것이다. 그 지만 실로 이 [학설]

은 그 지 않다. 그러므로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도 상주론과 단멸론이

라는 두 가지 허물이 뒤따르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여러 유 법들의 발생과 소멸이 

연속하는 것, 그것이 곧 윤회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상주론과 단

멸론이라는] 그런 허물은 없다.38) 

요컨  유 법의 상속에서 유 법은 인과 계를 이루면서 생멸

하는데, 그 때 원인이 억제되어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단멸론

에 빠지게 되고, 원인이 억제되지 않아서 그 로 존재한다면 그것

37) 원문은 각주 1)을 참조. 

38) yo hi hetu-phalayor-udaya-vyaya-anuprabandhaḥ, sa hi asm kaṁ 

bhavaḥ saṁs raḥ | tatra yadi hetur-nirudhyeta, tadd-hetukaṁ phalaṁ 

notpadyeta, tad  sy d-ucchedav da-doṣaḥ | 

yadi ca hetur-na nirudhyeta, svarūpeṇa-avatiṣṭhet, tad  

sy cch śvatav da-darśana-doṣaḥ | na caitad-evam-iti | tasm d 

bh va-abhyupagame'pi n sti 

ś śvata-uccheda-darśana-doṣa-dvaya-prasaṅgaḥ | 

sa eva saṁs raḥ yo'yaṁ hetu-phala-avicchinna-krama-vart  

utp da-vyaya-anuprabandhaḥ saṁsk r ṇ m-iti | ato n sti 

asm kam-ayaṁ doṣa iti ||15|| Prasannapad , p. 422. 本多惠(1988), 

38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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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주론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상속설은 원인과 결과의 소멸과 

발생이 연속한다고 설하기 때문에, 상주론과 단멸론의 양 극단에

는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경량부의 상속설에서 불합리가 발견된다면, 결국 

그들이 제시하는 불상부단설은 성립할 수 없게 되고, 이어서 그들

의 실유론도 불타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못하는 불완 한 이론임

이 밝 지게 될 것이다. 

용수는 그런 에서 경량부의 상속설을 각종으로 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 가운데 1) 단멸론의 모순과 2) 상주론의 모

순만을 살펴보기로 한다.39) 용수는 먼  경량부의 상속설에 ‘단멸

론의 모순’이 있음을 지 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존재가 결과와 원인의 발생과 소멸이 연속하는 것이라[고 말

한다]면, 

소멸한 것은 다시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인은 단멸이 되고 말 것이

다. 21-16)40) 

청목은 의 게송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약 그 가 여러 법은 인과의 상속(相續)이기 때문에 부단불상이

라고 주장한다면, 소멸한 법은 이미 소멸했으므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

을 것이다. 그것은 곧 원인의 단멸이다. 만약 원인이 단멸한다면 어떻

게 상속이 있겠는가? 이미 소멸한 것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

다.41) 

39) 이 명칭 역시 유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논자가 그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40) udaya-vyaya-saṃt naḥ phala-hetvor bhavaḥ sa cet/ 

vyayasy punar-utpatter hetūcchedaḥ prasajyate// 21-16) 

Prasannapad , pp. 422～423. 

41) 若汝說諸法 因果相續故 不斷不常. 若滅法已 滅更不復生. 是則因斷. 

若因斷云何有相續. 已滅不生故.  론, 정 제30권, 29쪽상. 

김성철(2001), 3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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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가 경량부의 상속설이 원인의 단멸이라는 극단설에 빠진다

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의 표에서 보듯이 유 법1, 2, 

3 등은 상속 계를 이루면서 찰나멸 찰나생하고 있다. 그런데 앞

에서 언 했던 것처럼, 경량부는 그와 같은 유 법들의 발생과 소

멸에 하여, ‘여러 유 법은 본래 존재하지 않다가 지  존재하

게 되며, 존재하다가 다시 비존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 법이 발생한 다음 찰

나에 즉시 소멸하여 비존재가 된다면, 자신의 결과를 산출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소멸하여 비존재가 되어 버린 사물은 

다시 발생할 수도 없고, 다른 사물을 발생하도록 하지도 못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용수는 경량부의 상속설에서 어떤 유 법이 발생

한 다음 찰나에 즉시 소멸하여 비존재가 된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결국 단멸론이 되어 버리고 만다고 지 하는 것이다.

용수는 다시 경량부의 상속설에 ‘상주론의 모순’이 있음을 지

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성에 의해서 [존재하는] 실유(實有)의 비존재는 타당하지 않다. 21

-17ab)42) 

실유(實有)는 가유(假有)에 상 해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실유의 

의미는 ‘진실로 존재하는 것,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 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가유의 의미는 ‘명칭으로서 있는 것’이다. 

유부의 경우 실유란 ‘각종으로 분석했을 때, 그에 한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면 온(蘊)으로 이루어진 

생, 여러 가지 재료로 이루어진 가옥 등의 복합 인 사물들은 ‘각

종으로 분석하면 그에 한 인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유, 즉 ‘명

칭으로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색법, 심법, 심소법, 심불상응행법, 

42) sad-bh vasya svabh vena n sad-bh vaś-ca yujyate/ 21-17ab) 

Prasannapad , p.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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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법 등 5  75법 등은 ‘각종으로 분석해도 인식의 상으로서 

남아 있기 때문에’ 실유, 즉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다. 

경량부에서 실유란 ‘효과 인 작용 능력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경량부는 이와 같은 실유 개념에 근거하여 유부가 제시하는 5  

75법 가운데 재 작용하고 있는 색법과 심법만을 실유로서 인정

한다. 

경량부에 의하면 재의 색법은 극미의 집으로서 지식 속에 

자신의 형상을 부여하여 지식의 원인이 되는 효과 인 작용 능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유이며, 재의 심법은 외계 사물과 유

사한 형상을 띄고 나타남으로써 외계 사물을 악하도록 하는 효

과 인 작용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유라고 한다.43) 

그런데 경량부의 멸무인설(滅無因說)에 따르면, 그와 같은 실유

가 발생한 즉시 외부의 다른 원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 으로 

소멸하여 비존재가 된다고 한다. 여기서 실유의 개념과 멸무인설

은 서로 충돌하게 된다. 

실유란 개념상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의 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실유가 발

생한 즉시 스스로 소멸하여 비존재가 된다면, 소멸하는 순간에 하

나의 사물이 존재성과 비존재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요컨  어떤 사물이 실유임을 인정한다면, 그 사물은 발생한 다

음 찰나에 스스로 소멸할 수 없으며, 그런 이유로 그것은 상주론

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청목은 그와 같은 불합리를 다음과 같

이 지 한다. 

사물이 결정 으로 존재의 자상을 가진다면, 그럴 경우에는 비존재

의 자상은 없을 것이다. 마치 항아리에 항아리의 자상이 결정 으로 

존재한다면, 그때에는 [항아리의] 실괴상(失壞相)이 없는 것과 같다. …

한 상주 등의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물에 존

43) 남수 (2007), 18～24, 62～7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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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자상]과 비존재[의 자상]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다.44) 

이처럼 경량부의 실유론에서 찰나멸론과 상속설은 사물의 소멸

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학설도 유부의 학설과 

마찬가지로 불상부단이라는 불타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3. 두 학 에 한 종합 인 비

이처럼 용수는 근본 송에서 유부든 경량부든 계없이 실유

를 인정하게 되면 결국 상주론이나 단멸론에 빠지지 않을 수 없

음을 지 하면서 비 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근본 송 
제15장에는 두 학 에 한 종합 인 비 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발견된다. 용수는 이 게 말한다. 

한 자성으로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상주가 

되고, 

이 에 존재하던 것이 지  없어졌다고 하면 단멸이 된다. 15-1

1)45) 

청목은 이 게 말한다. 

만약 법이 결정 으로 존재하여 유(有)의 자상을 가지고 있다면, 끝

내 무(無)의 자상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곧 상주론이 된다. 

44) 法決定在有相中. 爾時無無相. 如 定在 相. 爾時無失壞相. … 又有常等過故. 

是故不應於一法 而有有無.  론, 정 제30권, 29쪽상. 김성철(2001), 

361쪽 참조. 

45) asti yad dhi svabh vena na tan n st ti ś śvatam/ n st -d n m abhūt 

pūrvam ity ucchedaḥ prasajyate// 15-11) Prasannapad ,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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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가? 삼세[실유]를 설하는 것과 같다. 

즉, 미래 속에 법의 자상(自相)이 있어서, 그 법이 재에 이르고, 

과거로 흘러 들어가지만, 본래의 자상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은 곧 상주론이 된다. 한 원인 에 미리 결과가 존재한다고 설하는 

것 역시 상주론이다. 

한편 결정 으로 존재하던 것이 무(無)가 [된다고] 설하면, 그 무

(無)란 반드시 먼  있던 것이 지 은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것은 곧 단멸론이다. 단멸이란 상속(相續)이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

이니, 이런 두 가지 견해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멀리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46) 

청목의 설명에서 보듯이 근본 송 제15장 제11송의 반구는 

유부의 실유론에 한 비 이라고 생각된다. 유부는 실유인 일체

법이 자성으로서 존재하며, 과거 재 미래의 삼세에 걸쳐서 진실

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유부가 상주론에 빠지지 않기 하여 찰나멸론을 설한다고 해

도, 그것이 온 한 해결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들의 찰나멸론에 따르면 작용만이 찰나멸이며, 법체는 상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근본 송 제15장 제11송의 후반구는 경량부의 실유론에 

한 비 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경량부는 미래법과 과거법의 

존재를 부정하고 재법의 실재만 인정하는 입장에서 ‘여러 유

법은 본래 존재하지 않다가 지  존재하게 되며, 존재하다가 다시 

비존재가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경량부는 상속설을 주장하면서 자 의 학설이 단멸론이 아니라

46) 若法定有有相. 則終無無相. 是卽爲常. 何以故. 如說三世 . 未來中有法相. 

是法來至現在. 轉入過去. 不捨本相. 是則爲常. 又說因中先有果. 是亦爲常. 

若說定有無. 是無必先有今無. 是則爲斷滅. 斷滅名無相續. 因由是二見. 

卽遠離佛法.  론, 정 제30권, 20쪽 . 김성철(2001), 257～258쪽 참조. 

이 인용문은 그 치를 보면 제15장 제10송에 한 설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제15장 제11송에 한 설명으로서 더욱 합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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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지만, 경량부의 상속설은 이 에 존재하던 실유인 사물

이 한 찰나 후에는 즉시 소멸하여 비존재가 된다고 주장하므로 

결국 단멸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용수는 이런 방식으로 유부와 경량부의 실유론에서 찰나멸론과 

상속설이 모두 모순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그들의 실유

론은 결국 상주론이나 단멸론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지 한다. 다

시 말하자면 어떤 학 든 실유를 인정한다면, 그 학설은 결국 상

주론이나 단멸론 가운데 어느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비

인 것이다. 

Ⅳ. 불상부단의 실상

이처럼 용수는 유부  경량부와 같은 실유론자들의 학설이 결

국에는 상주론이나 단멸론에 떨어지게 되어, 불상부단이라는 불타

의 가르침에 올바르게 부합할 수 없음을 지 하고, 자신은 연기설

을 통하여 불상부단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는 이 게 말한다. 

만약 연해서 존재한다면, 그 [결과]는 그 [원인]과 같은 것도 아니

고,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단멸도 아니고 상주도 아니다. 18-1

0)47) 

청목은 이 게 말한다. 

실상을 깨달은 사람은 여러 법은 여러 연을 따라 생하니, 원인과 같

47) prat tya yadyad-bhavati na hi t vat-tad-eva tat/ na c nyad-api 

tasm n-nocchinnaṃ n pi ś śvatam// 18-10) Prasannapad , p.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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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도 아니고, 원인과 다른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단멸도 

아니고, 상주도 아니다. 만약 결과가 원인과 다르다고 하면 단멸이 되

고, [결과가] 원인과 다르지 않다고 하면 상주가 된다.48) 

즉, 연기설에서는 어떤 사물이 연에 의존해서 발생할 때, 그 사

물은 연과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를 

들면 종자를 연으로 해서 싹이 발생할 때, 그 둘은 완 히 동일한 

것도 아니고, 완 히 다른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만약 종자와 싹이 완 히 동일하다고 말하면 상주론이 된다. 왜

냐하면 싹이 돋아났을 때에도 종자는 여 히 소멸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반 로 종자와 싹이 완 히 다르다고 말하면 단멸

론이 된다. 왜냐하면 싹이 돋아났을 때 종자는 완 히 소멸한 것

이 되기 때문이다.49) 

그러나 연기설에서는 종자와 싹이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

도 아니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상주론과 단멸론의 양 극단을 피하

여 사물이 생멸하는 모습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용수는 불상부단에 하여 다시 이 게 말한다.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단멸도 아니고, 상주도 아니

다. 

이것이 세간의 구호자이신 여러 부처님들의 불사(不死)의 가르침이

다. 18-11)50) 

청목은 이 게 말한다. 

48) 得實相 . 說諸法從衆緣生. 不卽是因 亦不異因. 是故不斷不常. 

若果異因則是斷. 若不異因則是常.  론, 정 제30권, 25쪽 . 

김성철(2001), 317쪽 참조. 

49) 本多惠(1988), 339～340쪽 참조. 

50) anek rtham an n- rtham-anucchedam-aś śvatam/ 

etat-tal-lokan th n ṃ buddh n ṃ ś śan mṛtam// 18-11) 

Prasannapad , p.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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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를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능히 일체법이 불일불이(不一不

異) 불상부단(不常不斷)이라는 의미에 통달하게 된다. 만약 그 게 되

면 여러 번뇌와 희론을 소멸하게 되고, 상락(常樂)의 열반을 증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 부처님은 감로미(甘露味)로써 교화한다고 설하는 것

이다. 마치 세간에서 천상의 감로즙을 얻으면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사라지고, 쇠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실

상법은 진실한 감로미이다.51) 

근본 송의 귀경게에 따르면, 불일불이와 불상부단은 불생불

멸  불거불래와 함께 연기의 8가지 특징들이다. 연기는 무자성, 

공, 가명, 그리고 비유비무(非有非無)의 도를 의미하는 것이고,52) 

그것은 다시 상주불변인 실체의 부정, 자성의 부정, 존재의 부정, 

그리고 비존재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연기는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진

리에 통달하게 되면, 모든 사물은 비유비무의 도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일시 인 것임을 깨달아서 모든 집착을 떠나게 된

다. 

다시 말하자면, 불일불이이고 불상부단 등으로 말해지는 연기

의 진리에 통달하게 되면, 모든 집착을 떠나 희론과 번뇌를 소멸

하게 되고, 최고의 열반을 증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목은 불상

부단 등으로 말해지는 연기의 진리를 천상에 있는 불사의 감로수

와 비교하 다. 

결국 용수는 연기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아서 모든 집착을 끊

어 버리고, 자유로 표 되는 열반이라는 최고의 즐거움을 얻도

록 하기 하여, 오류에 빠져 있는 실유론자들의 불상부단설을 비

51) 若行道 . 能通達如是義. 則於一切法. 不一不異 不斷不常. 若能如是. 

卽得滅諸 煩惱戲論. 得常 涅槃. 是故說諸佛 以甘露味敎化. 如世間  

得天甘露漿. 則無 病死 無諸衰惱. 此實相法 是眞甘露味.  론, 정 

제30권, 25쪽 . 김성철(2001), 317쪽 참조. 

52) 남수 (2007), 109～1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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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논자는 근본 송 제21장 제15송에서 언 하는 내용에 따라, 

유부와 경량부 등의 실유론자들도 용수와 마찬가지로 불상부단을 

진실로서 승인한다는 에 주목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불상부단설

과 그에 한 용수의 비 , 그리고 용수가 제시하는 불상부단의 

실상에 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부와 경량부 등의 실유론자들은 각기 다양한 실유를 승인하

면서도, 찰나멸론과 상속설 등을 채택하여, 자 의 학설이 불타의 

근본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불상부단에 배되지 않음을 입증하

고자 하 다. 한편 용수는 ‘순환발생의 모순’  ‘단멸론의 모순’ 

등을 제시하여, 실유론자들의 학설이 결국에는 상주나 단멸의 양 

극단에 빠질 수 밖에 없음을 지 하고, 스스로는 연기설을 통하여 

불상부단을 설명하고자 하 다. 

용수의 목 은 당시에 유행했던 모든 실유론을 논 하고, 일체

의 사물이 연기 무자성 공 도임을 천명하는 것이었다. 그가 일

체의 사물이 연기 무자성 공 도임을 천명하고자 하 던 이유는 

사람들의 집착을 제거하여, 무집착과 자유의 삶을 실 속에서 

구 하도록 돕기 해서 다고 생각된다. 

종교와 철학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다양한 실재를 상정하고, 

자신이 신 하는 학설의 보편타당성을 입증하기 하여 논쟁하며, 

때로는 그 논쟁이 쟁으로까지 이어졌던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논자는 사람들이 다양한 실재를 상정하는 것은 존재에 한 집

착 때문이며, 종교와 철학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다양한 실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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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그와 같은 집착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존재에 한 

집착은 무의식 인 동시에, 여러 집착들 에서도 가장 궁극 인 

것이며, 그런 이유로 그것은 매우 강력하다. 

존재에 한 무의식 인 집착, 그리고 그 반 편에 있는 비존재

에 한 무의식 인 집착, 이 두 가지는 극단이라는 에서 공통

을 가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양 극단을 향한 무

의식 인 집착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결국 사

람들이 번뇌와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은 집착 때문이고, 그 집착

은 무지가 원인이다. 

용수는 존재와 비존재에 한 그런 무의식 인 집착을 경계하

고자 했고, 그런 이유로 그는  생애를 통해서 연기 무자성 공 

도의 가르침을 하고자 하 다. 연기 무자성 공 도는 모든 

사물의 실상이며, 그런 실상의 자각을 통하여 사람들은 집착을 내

려놓고 번뇌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용수는 그것을 ‘불사의 

가르침’이라고 말했고, 청목은 ‘천상의 감로수’라고 표 하 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용수는 근본 송에서 실유론자들이 제

시하는 불상부단설의 오류를 지 하고, 연기설에 따라 불상부단을 

재해석하 는데, 그의 작업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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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 g rjuna's Critique on the Theory of 

Non-permanence and Non-destruction of 

Dravya-sat v din

Nam, Soo-Young

(Geumgang Seunggha College)

N g rjuna has established the madhyamaka-thought by 

succeeding the Śūnyat  thought of Prajñ -p ramit -sūtra. 

The logical base of his madhyamaka thought is the theory 

of dependent origination, and he explains the dependent 

origination through eight kinds of denial in the dedicated 

verses of Mūla-madhyamaka-k rik , his most important 

work. 

He said that the eight kinds of denial, non-origination, 

non-extinction, non-destruction, non-permanence, 

non-identy, non-differentiation, non-coming, and non-going, 

are the characteristics of dependent origination. By the way 

there is a verse in the Mūla-madhyamaka-k rik  of N g rjuna as 

follow. 'For [someone] assuming an existent thing, there is no 

eternalism or nihilism. Since this existence is the continuity of the 

originating and stopping of causes and products. 21-15)' 

Following the above quoted verse, I gave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Dravya-sat-v dins of Sarv stiv din and 

Sautr ntika, same as N g rjuna, admit non-permanence and 

non-destruction as truth, and look around their theory of 

non-permanence and non-destruction, N g rjuna's critique 

on their theory of non-permanence and non-destruction, and 

finally the real aspect of non-perman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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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destruction which N g rjuna has presented. 

And I finally ascertain the following facts. The 

Dravya-sat-v dins of Sarv stiv din and Sautr ntika tried to 

prove their theory do not violate non-permanence and 

non-destruction, which is fundamental teaching of Buddha, 

by accepting the theory of momentariness and of continuity 

of the created dharma. On the other hand, N g rjuna 

pointed out that Dravya-sat-v dins' theory finally falls in 

eternalism or nihilism, by presenting of 'contradiction of 

circular origination' and 'contradiction of nihilism' etc., and 

attempts to explain the non-permanence and 

non-destruction through the theory of dependent origination 

in himself. 

The purpose of N g rjuna's critique is make clear that 

everything is dependent origination, no nature, śūnyat , and 

middle way, by confuting all dravya-sat-v da at that time. 

And the reason of his making clear that everything is 

dependentent origination, no nature, śūnyat , and middle 

way is to help people realize the life of no-attachment and 

great freedom, which is the Nirv ṇa. 

N g rjuna has reinterpreted non-permanence and 

non-destruction through dependent origination, pointing out the 

errors of the theory of non-permanence and non-destruction 

which dravya-sat-v dins presented. We should understand his 

critique on this line of connection. 

Key Words: nAgArjuna, non-permanence and 

non-destruction, real existence, dependent 

origination, characteristics of the created 

dharma, momentariness, continuity of the 

created dha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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