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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와 비유에 나타난 indriya와 manas

__초기 불전과 마하바라타의 상키야설을 중심으로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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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5가지 감각기관을 의미하는 indriya와 준감각기관으로서의 마

음을 의미하는 manas가 Chinise Agama, Pali Nikaya 등의 초기의 불

교 경전에서 교리적 위치를 정립하는 과정에 관하여 탐색한다. 이에 대

한 방법론으로 그동안 교리학발전사의 연구에 있어서 등한시되었던 설

화와 비유 속에 나타난 indriya와 manas에 관한 기술을 통하여 분석하

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다.

우선 초기 불전에 나타난 manas의 기술을 분석하여 manas의 개념이

불교의 중심이론 중에 하나로 정립되는 역사적 과정을 탐색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초기의 불교 교리에 manas가 도입되는 과정에 4단계의 층

위가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와 더불에 중요한 연관을 가지는 감각기

관을 위협하는 악마인 波旬의 설화를 통해서 초기교단의 승려들 사이에

서 감각기관이 어떤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문화사적으로 연구하

고자 한다. 또 한역 율장에서 소개되는 동일한 설화인 용왕(龍王) 엘라

파트라에 관한 스토리를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최초에 분석된 초기불

교의 교학에서 manas와 indriya의 개념이 정립되는 과정의 기록이 설화

를 통해서 보전되는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초

기불전에 나타난 6처(āyatana)에 관한 비유들을 분석하여 감각기관에

관한 이미지가 교학발전사 내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이것이 논장 시대

에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는지를 살펴본다. 이것들을 종합하여 감각기관

에 관한 이미지의 변화 과정에 있어서 manas의 도입이 어떤 역할을 하

였는지 고찰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초기의 불교 경전에 나타난 비유들

이 힌두교 전통의 문헌인 마하바라타에서 어떤 식으로 차용되고 재구성

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2011년도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djces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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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고에서는 초기 불전에서 발견되는 감관에 관한 두 가지 이질

적인 관념에 관한 재고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다음에 인

용할 불일치하는 기술들은 각각 감관의 기능에 관한 상반되는 입

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중 첫 번째는 목숨이 끊어지면 감관은 기능이 파괴된다는

관념이다. 예를 들어 증일아함경 馬血天子問八政品 의 두 번째

이야기1)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과 감관이 파괴되는 것이 동시적

인 현상으로 묘사된다. 이 이야기에서 붓다의 전신인 범지는 등광

불(燈光佛, Dīpaṃkara) 앞에서 머리를 풀고 엎드린 채로 내세의

수기를 요청하면서 “여래께서 제게 결정된 바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곧 여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모든 감관들을 성치

않게 하겠습니다.”2)라고 말한다. 동일한 사례로 증일아함경 廣
演品 의 열 번째 이야기3)에서도 죽은 사람을 묘사할 때 “목숨이

떠나 머무르지 않고 감관은 허물어져 마치 썩은 나무와 같다”4)라

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목숨이 끊어지는 것과 감관이 기능을 상

실한다는 것 사이의 연관성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대비되는 감관에 대한 다른 개념이 증일아함경
의 大愛道般涅槃分品 에서 코살라국의 왕인 프라세나지트(s. Pras

enajit, p. Pasenadi, 波斯匿)와 붓다와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나

타난다.

붓다: 가령 그 사람이 목숨이 다하더라도 [여전히]신근과 설근은 존

1) 증일아함경(TD 2) 756c-758c.

2) 증일아함경(TD 2) 758b. 設如來不授我決者. 即於此處自斷壞. 不成諸根.

3) 증일아함경(TD 2) 556c-557a.

4) 증일아함경(TD 2) 556c. 命逝不停. 諸根散壞. 如腐敗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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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합니다. 대왕이여, 어째서 그 사람은 신근과 설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대왕: 그 사람은 의근이 없기 때문입니다.5)

이 대화는 신ㆍ구ㆍ의의 3업 중에서 의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붓다가 왕에게 설명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사

람이 죽었을 때 신근과 설근 등 5가지 감관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

한 것은 아니지만, 의근(manaindriya)이 없어졌기 때문에 의식이

사라져서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5감관은 목숨

이 다해 의식이 사라지면 마치 전원이 차단된 전자기기처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5감관을 물질(色,

rūpa)로 파악하는 아비달마의 관념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며, 현대

인의 상식적인 인체관에도 부합한다. 현대 의학에서도 사람이 죽

었다고 해서 시신의 각막과 망막까지 기능을 잃었다고는 생각하

지 않는다. 실제로 죽은 사람의 각막을 적출하여 다른 사람의 눈

에 이식하는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나타나는 감

관과 의근에 대한 관념은 분명하다. 사람이 죽으면 의근은 사라지

지만 5감관의 기능은 곧바로 파괴되거나 상실되지 않는다. 즉 사

람이 죽었을 때 5감관은 의식을 상실하여 기능이 차단되었을 뿐

기능 자체가 파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예시는 통해서 첫 번째 관념을 반영하는 앞선 두

예시와의 상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맨 처음의 두 예시에서는 사람

이 죽으면 감관 자체가 기능을 상실한다는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서 초기 불전의 어떤 부분에서는 감관은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기술되지만, 다른 부분에

서는 사람이 죽어도 감관 자체의 기능이 상실되지는 않으며 다만

의근이 소멸되어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술된다.

물론 이와 같은 상반되는 두 기술에 대하여 단지 표현법의 차

5) 증일아함경(TD 2) 827b. 正使彼人命終. 身根舌根在. 大王.

彼人何以故身口不有所設耶. 王白佛言. 彼人以無意根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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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초기 불전의 내용 속에 감관에

관한 두 가지 이질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는 경전이 편찬되고 변경되는 과정에서 감관의 기본개념에 관

한 변화가 적어도 한차례 이상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무비판적으로

대기설법이라고 받아들이거나, 붓다의 교설 내부에 무언가 숨겨진

깊은 의미를 탐색하여 재구성한다거나, 무아설 혹은 연기법이라는

주류적 이론의 취지에 입각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재해석하는 것

으로는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이 감관에 관한 개념의 이질성은

사변적인 논란에 앞서 당시 생활인들의 기본 관념을 다루는 문화

적인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확증되지 않은 붓다의 숨은 의

도를 전제한 해석의 시도는 퍼즐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반면 본

래 제기되었던 문제는 카펫 밑으로 쓸어 넣어 버릴 소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초기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인 안ㆍ이ㆍ비ㆍ설ㆍ신ㆍ

의라는 6근설 혹은 6처설을 우선적으로 재고해 보고자 한다. 후술

하게 될 일부의 학자들이 발견하고 제시하는 전거에 따르면 6근

의 체계는 최초기 불교 교단에서부터 인정되어 오던 것이 아니라,

기존의 5근의 체계에 manas(意; 意根)라는 개념이 새로 등장하면

서 정착된 체계다.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각

기관ㆍ근ㆍ능력을 의미하는 indriya라는 용어와 함께 indriya의 일

종으로 취급되는 manas라는 용어가 불교에 도입되던 당시의 정

황에 관한 것이다. manas의 도입에 관한 논란의 구체적인 기록은

경전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manas가 당연히 불교

의 최초기 교단에서부터 교의 체계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상식적

인 해석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manas의 신규 도입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경장과 율장에 삽입되어 있는 짧은 설화와 비유들 속에

서 발견된다. 그리고 그것이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구절이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에서 고전기 이전의 상키야설이 설시

되는 문맥 속에 남아있음이 확인된다. 그런 설화들의 분석을 통해

서 다각적인 추적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또 최종적으로는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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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존의 indriya의 체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켰는지에 관하여 알

아보고, manas 도입 이전의 indriya의 관념을 반영하는 문맥이 후

대의 논장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해석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Ⅱ. indriya와 마왕 파순

荒牧(2005: 789-784)는 안ㆍ이ㆍ비ㆍ설ㆍ신ㆍ의의 6처(āyatana)

가 처음부터 초기교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래는 5감관의 체

계만 존재했었던 상황에서 6번째 indriya로서 manas가 새로 유입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전거로 SN 1.3.10에서의 “세상

에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kāmaguṇa)이 있고 여섯째로 m

anas가 설시된다.”6)는 구절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SN 1.5.

87)에 등장하는 사리불(Śāriputra)을 따르는 Jetavana(祇桓林)의 승

려집단으로부터 선언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그것이 Jeta

vana의 승려집단으로부터 제기되었다고 하는 학설은 받아들이기

에도 부정하기에도 전거가 부족하다고 여겨지지만, 여섯째 감관으

로서 manas가 유입되었다는 발상 자체는 분명 주목된다. 여기서

6) SN 1.3.10(I.16). Pañcakāmaguṇā loke mano chaṭṭhā paveditā. Ettha

chandaṃ virājetvā evaṃ dukkhā pamuccatīti. 여기서 guṇa가 대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7) SN 1.5.8(I.33). 이 곳 유익한 제타의 숲에는 신성한 승려들이 수행하고,

법왕(dharmarāja)이 산다. [이곳은] 나의 기쁨의 원천이다. 지혜와 계율과

적정으로 피안에 도달한 비구인 Sāriputta야 말로 [비구 중에서]가장

뛰어날 것이다.(Idaṃ hitam jetavanaṃ isisaṅghanisevitaṃ. āvutthaṃ

dhammarājena pītisañjananaṃ mama. ... Sāriputto va paññāya

silen’upasamena ca. yo pi pāragato bhikkhu etāva paramo siyā ti).

荒牧(2005: 789)의 인용에 오자가 있어 PTS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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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과 manas를 대치시키고, 굳이 그것을

여섯째라고 명시하는 것은 그것이 새로 유입된 개념임을 나타내

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安藤(1992: 232-233)는 자이나교의 고층(高層)의 초

기경전에서 manas를 제외한 5감관만을 열거하고 있는 사례를 추

출하였다.8) 특히 그는 위에서 荒牧가 간과했던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의미하는 pañcakāmaguṇa(五妙欲境)라는 술어에

주목하였다. 그는 Sn 171; 2849)에서의 용례를 분석한 中村(1984:

291-292)의 연구에 덧붙여서, 자이나의 초기 경전인 Āvas에서의

pañcakāmaguṇa의 용례를 발견하고,10) 자이나교와 불교의 초기

시대에 감각적 자극은 5가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11)

각각 초점을 조금씩 달리하는 위의 세 학자의 연구성과와 후대

의 전개를 고려하여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초기의 불교와 동시대의 자이나교에서는 manas가 고려

되지 않고 5근만 통용되는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Sn 284의

경우처럼 5근과 각각 일대일로 대응되는 5묘욕(pañcakāmaguṇa)

과 그것의 포기라고 하는 단순한 수행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었다. Sn 284의 구절에서 붓다가 옛날에 살던 선인들(isayo

pabbakā āsuṃ)을 언급한다는 점과 자이나 경전의 오래된 층위에

서도 pañcakāmaguṇa가 언급된다는 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유

8) Āyāraṅga 1.2.1; Sūyagada 2.1; Utt 16.10.

9) Sn 171. “세상에 다섯 가지 감각적 대상이 있고, 여섯 번째인 manas가

알려진다(pañca kāmaguṇā loke mano chaṭṭhā paveditā).”; Sn 284.

“옛날에 선인들이 살았다. 그들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고행자였다. 그들은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버리고, [진정한]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유행하였다(isayo pabbakā āsuṃ saññatattā tapassino/ pañcakāmaguṇe

hitvā attadattham acārisuṃ//).” 그 외에도 Sn 337에도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버리고(pañcakāmaguṇne hitvā)”라는 용례가 발견된다.

10) Āvas, p.340. “나는 5가지 욕망의 대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것은]

성ㆍ색ㆍ미ㆍ향ㆍ촉이다(paḍikkamāmi paṃcahiṃ kāmagaṇehiṃ-saddeṇ

1, ṛveṇaṃ 2, raseṇaṃ 3, gaṃdheṇaṃ 4, phāseṇaṃ 5//).”

11) 安藤(1992),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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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불교ㆍ자이나교가 공통적으로 속하는 고행주의 전통 즉

슈라마나(śramana) 전통에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는 불교 교단의 성립 이전에 존재했던 분류체계일 것이다. 더욱이

자이나의 다른 초기경전에서도 manas를 고려하지 않고 5근에 대

한 제어를 통하여 업을 소멸하는 수행론의 형태가 발견된다.12) 그

리고 그 이후에 manas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단기간에 중심적

인 위치를 차지하고 종국에는 6처(āyatana) 혹은 12처설로 정착되

었다.

이와 같이 manas는 기존의 5근 체계에 추가된 것이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6근과 6경의 형태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은 초기

불전에 자주 등장하는 파순(波旬; 波卑夜, S. Pāpīyas; Pāpman, P.

Pāpimant)이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에 대한 상호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파순은 초기 경전이나 자타카에 자주 등장하는

마왕으로서, 주로 수행자들의 감각기관을 노려서 공격하는 두려운

존재다. 감각적 욕망 혹은 감각적 쾌락에 의한 파멸이 파순이라는

캐릭터로 의인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불전에서 붓다가 이 파순

의 등장을 경계하여 감관을 단속할 것을 비구들에게 숙지시키는

장면이 여러 차례 발견되는 것으로 볼 때, 초기 교단 내부에서는

실존적인 악마로 여겨지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승려들

사이에 공유되던 집단적 무의식에서는 수행 중에 감각적 욕망이

나타나는 현상이 실존하는 파순의 현현이라고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

SN 4.2.5(I.111)에서는 악마 파순이 승원에 있는 붓다를 찾아가

올가미로 감관을 묶으려고 한다. 그러자 붓다는 “색ㆍ성ㆍ향ㆍ미

ㆍ촉의 감각적 쾌락들(manoramā), 그로부터 나의 욕망은 떠났다.

12) Utt 29.62. “귀의 감관을 제어하여 소리에 대한 애착과 혐오를 제어하며,

소리에 기인하는 업을 속박하지 않고, 이전의 업을

멸한다(soindiyaniggaheṇaṃ maṇunnāmaṇunnesu saddesu

rāgadosaniggahaṃ jaṇayai tappaccaiyaṃ kammaṃ na bandhai

puvvabaddhaṃ).” 같은 패턴이 manas를 제외한 5감관 전체에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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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패했다, 사신이여.”13)라고 말하여 파순을 쫓아낸다. 이는

위의 SN 284; 337에서와 같이 5가지 감각적 대상들만 기술된다.

다만 여기서 kāmaguṇa는 manorama라는 술어로 대체된다. 이와

동일한 스토리의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잡아함경 No.108514)
에서는 밧줄로 감관을 묶으려고 하는 파순에게 붓다는 “나는 세

간에서의 5가지 욕망과 여섯 번째인 마음(意)을 이야기한다. [나

는] 그로부터 영원히 떠났으며 모든 괴로움을 단절했다.”15)고 한

다. 이 구절은 오히려 manas의 도입을 나타내는 위의 SN 1.3.10,

Sn 171과 동일한 정형구로 마무리된다.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두

버전이 서로 다른 유형의 기술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 사이에

시기적인 선후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팔리어 버

전에서는 파순이 등장했을 때 붓다가 5근에 의한 5가지 감각적

쾌락만을 언급하고 쫓아내는데, 한역 버전에서는 여섯째로 마음

(manas)도 포함시킨다. 이는 5근만 나타내는 팔리어 버전(SN 4.2.5)

의 형태로부터 6근을 나타내는 한역 버전(잡아함경 No.1085)의
형태로 경전의 내용이 변화한 것이다. 물론 팔리어 불전 전체에서

는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5가지로 거론하는 형태보다는 6가지로

거론하는 형태가 보다 자주 나타나는 일반화된 형식이므로, 팔리

버전의 SN 4.2.5의 이야기가 테라바다의 일반적인 교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두 사

례의 불일치를 통해서 파순이 붓다의 감관들을 밧줄로 묶으려다

가 쫓겨나는 이 이야기가 시기의 전후에 따라서 5감관에서 6감관

으로 변경되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SN 4.2.7(I.113)에서는 보다 진전된 형태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는 파순이 6처(āyatana)의 교의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현장에 있

는 붓다를 찾아가 그를 눈멀게 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경전이 성

13) SN 4.2.5. Rūpā saddā rasā gandhā phoṭṭhabbā ca manoramā, Ettha me

vigato chando nihato tvam asi antakāti.

14) 잡아함경(TD 2) 284c-285a.

15) 잡아함경(TD 2) 285a. 我說於世間 五欲意第六 於彼永已離 一切苦已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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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4.2.5 잡아함 n1085 SN 4.2.7

욕망의 대상 5 5 6

manas × ○ ○

dharma × × ○

6내외처 × × ○

립될 시기에는 이미 6근의 개념이 확정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파순을 향하여 붓다는 색ㆍ성ㆍ미ㆍ향ㆍ촉ㆍ법을 설한다.16)

이는 팔리어ㆍ한역을 불문하고 초기 경전에서 가장 일반적인 서

술이며, 법(dharma)을 언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그것을 대상

으로 삼는 manas라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 여기서 manas의 대

상으로서 dharma를 설정했다는 것은 위의 잡아함경 No.1085에
서 5근의 대상과 manas만을 언급하는 구절과 확연히 다른 점이

다. 여기에는 두 가지 변화가 새로 추가되었다. 하나는 최초의

manas의 출현 당시에는 manas의 기능이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

상을 제어하는 데 있었지만, 여기서는 manas에게 따로 고유의 대

상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를

통해서 감관은 감관, 대상은 대상의 범주끼리 묶어서 분류하려는

사고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인용한 SN 4.2.5에서 감

각적 쾌락을 색ㆍ성ㆍ향ㆍ미ㆍ촉으로 분류하여 나열하려는 시도

가 나타난 시기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사고로서, 이 시도는 여기에

서 비로소 6내외처의 구비를 통해 완성된다. 이상의 세 가지 파순

의 이야기의 상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전거들을 종합하면 manas가 출현하는 과정에 4단계의

시기적 층위가 있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위에 인용한 Sn 284, 337과 같이 감각적 욕망

16) SN 4.2.7 Rūpā saddā rasā gandhā phassā dhammā ca kevalā, Etaṃ

lokāmisaṃ ghoraṃ ettha loko'dhimucch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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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염되지 않고 이를 버리는 것을 추구하라고 단순하게 표현하

는 단계다. Dhp 9917); 40118)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법을 볼 수 있

는데, 대부분의 경우 감각적 욕망을 5가지라고 명시할 때조차도

5가지 리스트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 패턴을 보인다.

두 번째는 앞에서 특히 SN 4.2.5로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5가

지 욕망의 대상에 대하여 색ㆍ성ㆍ향ㆍ미ㆍ촉의 순서로 일일이

열거하는 경우다. 위에 인용한 Utt나 Āvas의 경우처럼 자이나의

초기 경전에서는 불교와 달리 성ㆍ색ㆍ미ㆍ향ㆍ촉의 순으로 나열

한다. 그러므로 색ㆍ성ㆍ향ㆍ미ㆍ촉이라는 순서는 불교 고유의 나

열방식이며, 불교 이전의 슈라마나 전통에 귀속되는 pañcakāmaguṇa

가 불교식으로 재배치된 것이다. 위의 파순의 이야기들 중에서 초

기의 형태들이 이와 같다. 이 시기는 5근에 5경을 대응하는 사고

가 분명히 정착되었다. 물론 구사론 등에서 붓다가 감각의 대상
을 색ㆍ성ㆍ향ㆍ미ㆍ촉ㆍ법으로 순서를 나열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들은 후대의 해석일 것이다.

세 번째는 SN 1.3.10; 잡아함경 No.1085에서와 같이 5가지 대
상에 “여섯째인 manas”라는 표현이 추가되는 경우다. 앞서 언급

한 것처럼 팔리어ㆍ한역버전에서 공통적으로 “여섯째”라고 표기

하는 것 자체가 manas가 새로 유입된 개념임을 시사하며 manas

라는 용어의 권위가 아직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서 manas의 기능은 나머지 5감관을 제어하는 것이며, 5가지 욕망

의 대상으로부터 이들을 지키는 역할이 할당되었다.

네 번째는 manas의 대상으로서 dhamma(법)가 설정되는 경우

17) Dhp 99. “즐거워할 만한 숲들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즐거워하지 않는다.

탐욕을 여읜 사람들[만]이 [그 곳에 대해] 즐거워할 것이지만, 그들은

감각적 욕망을 바라지 않는다(ramaṇīyāni araññani. yattha na ramatī

jano. vītarāgā ramissanti. na te kāmagavesino).”

18) Dhp 401. “연잎 위의 물방울과 같이, 바늘 끝에 있는 겨자씨와 같이,

감각적 욕망에 더러워지지 않는 자,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vāri

pokkharapatte’ve. āraggeriva sāsapo. yo na lippati kāmesu. tamahaṃ

brūmi brāhmaṇ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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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써 6가지 indriya의 체계가 완성되고, 이는 이후에 교단의

주류적 체계가 된다. 여기서 분류상으로 같은 대상의 범주끼리 묶

으려는 시도와 manas에게도 고유의 대상을 부여하려는 사유가

동시에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는 manas라는 용어의 권위가 이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기서는 굳이 “여섯째인 manas”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데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대조하면 반

대로 “여섯째인”이라는 설명을 붙이는 것 자체가 아직 그 시기의

manas라는 용어는 권위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일부에서 낯선 개

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보다 명백해

진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는 욕망의 대상이 사실상 6가지가 됨으

로써 앞의 pañcakāmaguṇa라는 술어의 의미는 희박해진다.

마지막으로 위의 SN 1.2.10; 잡아함경 No.1085에서의 “여섯째
인 manas”라는 표현이 manas의 출현을 나타내는 정황적 증거를

한 가지 추가하고자 한다. 그것은 마하바라타 해탈법품 (Mokṣa

dharmaparvan) 내부에서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알 수 있다. 해

탈법품 은 가장 오래된 상키야-요가 체계의 교설을 포함하는 문

헌이다.19) 이 해탈법품 에서는 무명(avidyā)으로부터 대(mahat)

가 등장하고 대로부터 manas가, manas로부터 공ㆍ풍ㆍ화ㆍ수ㆍ

지의 감각적 대상이 출현하는 전변설이 설시되는 부분이 있다.20)

여기서는 고전 상키야에서 대(mahat)와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통각(buddhi)이라는 술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여기서 기술되는

상키야 체계는 mahat와 buddhi의 동일성이 확립되지 않았음을 물

론이고 buddhi라는 개념이 출현하기 이전의 교설을 나타낸다. 불

교에서의 manas가 붓다 시대부터 통용되었는지 혹은 새로 도입

되었는지에 관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과는 달리 상키야에서

는 buddhi가 최초기 상키야 체계에서부터 존재했던 개념이 아니

라 역사적 과정에서 도입됐다는 것이 비교적 명백하다. buddhi가

포함되지 않은 상키야 체계에 관한 서술이 마하바라타나 우파니

19) 荒牧(1989) p.111.

20) MBh-b 12.232.2-11(MBh-c 12.22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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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드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해탈법품 의 다른 부분에서는 보다

후대의 상키야설이 언급되는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감관과 manas는 실로 이것(=개인아)의 인식기능이다, 바라타의 자

손이여!

통각(buddhi)은 일곱째라고 설시된다. 또한 知田(kṣetrajña)은 여덟

째다.21)

이 부분은 해탈법품 뿐만 아니라 상키야를 언급하는 문헌 전

체에서 buddhi를 언급하는 거의 최초기의 맥락이다. 여기서 知田

(kṣetrajña)은 고전기 이전의 상키야 전통에서 puruṣa를 가리킨다.

이 부분에서는 지전의 존재와 5감관과 manas가 이미 확립된 상

태에서 buddhi의 출현을 가리킨다. 따라서 감관과 manas에 대해

서는 5가지, 여섯째 등의 표현을 쓰지 않지만 새로 도입된 buddhi

에 대해서는 일곱째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특히 buddhi가 도입되

는 맥락에서 “일곱째”라고 표현한 것과, 초기 불전에서 manas에

대하여 “여섯째”라고 표현하는 것의 유사성은 앞서 인용한 초기

불전의 “여섯째”를 언급하는 구절들이 manas의 도입을 명시한다

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서 일종의 순환논

증이지만 상호간의 귀납적인 개연성을 높여준다는 사실임에는 틀

림없다.

다만 여기서 게송에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단순히 서수를 부

가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위에서 지전에 여덟

째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그와 같은 이유에서일 소지가 있다.

그러나 마하바라타에서 buddhi가 언급되는 가장 오래된 층위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일곱째라는 서수가 부가되었다는 점과 manas

를 여섯째라고 언급하는 팔리ㆍ한역의 어떤 문맥 내에서도 dharma

가 따로 언급되는 경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수를 사용

21) MBh-b 12.194.12(MBh-c 12.187.11). indriyāṇi manaś caiva vijñānāny

asya bhārata. saptamī buddhir ity āhuḥ, kṣetrajñaḥ punar aṣṭam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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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과 권위의 확보여부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다.

Ⅲ. 엘라파트라의 설화와 manas의 도입

이와 관련하여 한역 율장에서는 manas 혹은 manaindriya의 등

장을 알려주는 설화가 있다. 용왕 엘라파트라(伊羅鉢, S. Elāpattra;

Elāpatra, P. Erāpatha)가 수수께끼를 내는 짧은 스토리로서, 법장

부(Dharmaguptaka) 소속의 四分律22)과 화지부(Mahīśāsaka) 소
속의 彌沙塞部和醯五分律23)에 기재된 붓다의 일생을 그리는 장
편 중에서 붓다의 여섯째 제자인 존자 야사(S. Yaśas, P. Yasa,

사분율에서는 耶輸伽; 오분율에서는 耶舍)의 출가 에피소드 직후

에 부록으로 삽입된다. 다만 줄거리 구성의 진행순서상 높은 근접

도를 보이는 팔리어 율장 Mahāvagga(大品) 1장의 동일 부분에서

는 이 스토리가 빠져 있다.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24)에서는
별도의 에피소드로 삽입되어 있고, 瑜伽論記25)에서는 짤막하게
게송만 소개하고 있다. 이는 팔리 Nikāya나 한역 아함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스토리다. 엘라파트라는 마하바라타에서 이복 형제

들인 가루다(Garuda)와 뱀(nāga) 일족 사이의 대립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는 뱀으로 출현하며,26) 불전에서 판두카(S. Pāṇḍuka,

P. Panduka, 般稠), 핑갈라(S.P. Piṅgala, 賓伽), 샹카(S. Śaṅkha, P.

Saṅkha, 蠰佉)와 함께 4국의 보물창고를 지키는 4용왕의 일원으로

등장한다.27)

22) 四分律(TD 22) 791b-792b.

23) 彌沙塞部和醯五分律(TD 22), 106a-c.

24)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TD 24). 302c-304a.

25) 瑜伽論記(TD 42) 423a.

26) MBh-b 1.35-39(MBh-c 1.31-35).



150 ∙ 印度哲學 제33집

이 설화에서 엘라파트라 용왕은 먼 옛날 가섭불로부터 들었던

“훗날 또 다른 붓다가 출현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기억하고는 현

세에 태어난 붓다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용왕은 만

나는 사람마다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질문을 던진다.

(1) 누가 왕들 중에서 으뜸인가? (2) 물든 자와 물듦은 같은 것인

가? (3) 어떤 것이 깨끗함을 성취하는 것인가? (4) 어떤 이를 일컬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가? (5)어떤 이가 흐름에 떠다니는가? (6) 무엇

을 얻었을 때 지혜로운 자라고 일컫는가? (7) 어째서 흐름이 흐르지

않게 되는 것을 해탈이라고 일컫는가?28)

그는 그것을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붓다일 것이라

고 생각한다. 이에 용왕은 여러 사문과 바라문들을 만나서 7가지

질문을 던졌으나,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하기를 반복하던 가운

데 마침내 붓다를 만나서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된다. 붓다는 다음

과 같은 해답을 제시한다.

(1) 여섯째 왕이 으뜸이다. (2) 물든 자와 물듦은 같은 것이다. (3)

물들지 않음이 곧 깨끗함이고, (4) 물든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

(5) 어리석은 이가 흐름에 떠다니며, (6) [어리석음을]소멸한 자를 지

혜로운 자라고 한다. (7) 일체의 흐름을 버리고 하늘과 세간에서 흐름

과 상응하지 않으면 죽음에 미혹되지 않는다. [그것을]유념하여 주로

삼을 수 있는 자는 모든 흐름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29)

27) 증일아함경(TD 2) 819a.

28) 四分律(TD 22) 791c. 何者王中上 染者與染等 云何得無垢 何者名為愚

何者流所漂 得何名為智 云何流不流 而名為解脫,오분율의 해당 게송도
내용이 거의 동일하나 두 번째 질문에서만 “물듦과 물들지 않음이

같은가?(彌沙塞部和醯五分律(TD 22) 106a. 染與非染等)”라는 상이가 있다.

근본설일절유부비내야잡사에서는 첫 번째 질문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강조점이 다르다.

29) 四分律(TD 22) 792a. 第六王為上 染者與染等 不染則無垢 染者謂之愚

愚者流所漂 能滅者為智 能捨一切流 天及於世間 不與流相應 不為死所惑

能以念為主 諸流得解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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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해답에 대해서는 사분율과 오분율 사이에 약간의
상이가 있다. 오분율에서는 위의 12구 중에서 6구까지는 일치하
지만 (7)번째 질문에 관한 대답에 해당하는 7∼12구의 내용을 두

구로 압축한다.30) 내용상으로 보면 오분율 쪽이 질문의 정형에
맞춘 보다 원형에 가까운 해답이며, 사분율의 내용은 오분율
에서 7~8에서의 단순히 흐름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하늘과

세간의 흐름”이라고 추가적으로 덧붙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분명한 의도를 지닌 삽입이며, 이에 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위의 대답을 듣자 용왕은 해답을 푼 그 사람이 붓다임을 인정하

고, 앞에 다가가 경배하고 삼귀의계를 받아 우바새가 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주요 골격이다.

이 설화에 관하여 설명하는 주석은 없으므로 여섯 번째 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황을 가려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여기

서 왕들은 여러 감각기관(indriya)을, 여섯 번째 왕이라는 것은 여

섯째 감각기관인 의근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이야기에

서 indriya가 본래 가지고 있는 ‘힘/능력’ 혹은 ‘힘/능력의 영역’라

는 의미가 왕으로 표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증일아함경 五王品 31)에서는 다섯 왕이 5감관

의 대상에 관하여 각자의 우위를 다투는 장면이 나온다. 프라세나

지트(Prasenajit, 波斯匿)왕, 빔비사라(Bimbisāra, 毘沙)왕, 우데나

(Udayana, 優填)왕, 비루다카(Virūdhaka, 惡生)왕, 루드라야나(Rudrā

yaṇa, 優陀延)왕이라는 다섯 왕이 모여서 색ㆍ성ㆍ향ㆍ미ㆍ촉의

욕망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즐거운지를 토론하게 된다. 각자 5가

지 대상 중에서 한 가지씩을 택하고, 모두 자신이 택한 대상이 가

장 즐겁다고 변론하다가 논란을 종결짓지 못한다. 결국 다섯 왕들

은 붓다에게 그 해답을 물으러 간다. 붓다는 이들에게 5가지 욕망

에는 각자 즐거움이 있고, 과실이 있고,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따

30) 彌沙塞部和醯五分律(TD 22) 106b. “(7) 흐름을 버리고 흐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捨流不復流 是名為解脫).”

31) 증일아함경(TD 2) 681c-68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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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있으므로,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즐거워하는 욕망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친다. 이처럼 명백하게 5감

관을 대치하는 다섯 왕의 이야기는 마치 위의 엘라파트라 설화의

전편에 해당하는 듯이 보인다. 즉 이들 왕들이 서로 다투다가 결

론을 결국은 여섯 번째 왕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결론을 위한

프롤로그로서 적당한 이야기다. 이 두 이야기의 실제 연관성은 찾

을 수 없지만, 이와 같은 다섯 왕을 5감관에 비유하는 이야기의

존재는 위의 엘라파트라의 설화에서 여러 왕들을 5감관으로 해석

할 실마리를 던져준다.

특히 이 설화의 세 가지 버전 중에서 사분율에서만 유일하게
위의 엘라파트라 용왕의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시켜서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삽입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분율에서는 용왕과의 대화가 끝난 후 붓다가 자신은 이미 하
늘과 세간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났으며, 비구들에게도 그로부터

벗어나라고 이야기한다.32) 이 때 지금까지의 이야기 전개와 무관

하게 돌연 마왕 파순이 끼어드는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갑자기 출

현한 파순은 붓다가 하늘과 세간의 온갖 속박에 결박되었다고 윽

박지른다.33) 여기서 붓다는 파순의 도발에 대하여 “세간에는 5가

지 욕망이 있고 의식은 여섯째인데, 나는 그 안에 욕망이 없으니

나는 지금 그대보다 뛰어나다.”34)라는 게송을 읊어 마왕을 쫓아낸

다.

앞서 엘라파트라 용왕에 대한 붓다의 대답이 사분율의 내용
만이 오분율이나 근본설일절유부비내야잡사와도 다른 형태로
후반부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사분율이 그
렇게 다른 후반부를 가지게 된 데에는 이 악마 파순의 에피소드

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로서 삽입하기 위한 연출의 의도

가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서의 마왕 파순의 에피소드

32) 四分律(TD 22) 791c. 我已脫一切 天及於世間 汝亦脫一切 天及於世間.

33) 四分律(TD 22) 791c. 汝為諸縛縛 天及於世間 一切眾縛縛 沙門不得脫.

34) 四分律(TD 22) 792c-793a. 世間有五欲 意識為第六 我於中無欲 我今得勝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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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가지 욕망의 대상의 범주에 추가로 여섯째인 manas의 도입

을 나타내는 위의 SN 1.3.10; 잡아함경 No.1085의 이야기와 동
일한 유형이라는 점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는 앞서 서술한 초

기 불전에서의 4단계의 시기적 층위 중에서 manas가 도입되는

세 번째 층위에 해당하는 유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manas의

도입을 암시하는 이 구절을 굳이 내용의 수정을 감수하면서 엘라

파트라 설화 뒷부분에 삽입했다는 것은 그 삽입을 주도한 사분
율의 편찬자들이 용왕의 질문에서 언급된 가장 뛰어난 여섯째

왕이 manas에 대한 상징이라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

을 나타낸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엘라파트라가 “왕 중에서

으뜸이 누구인가?”라고 서두에서 굳이 질문하는 부분이다. 앞의

서술처럼 사분율에서만 서술되는 이 설화의 마무리 부분에는

manas가 도입되는 맥락의 구절이 포함되었다. 또 이는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manas라는 새로운 개념의 권위가 확보되지 못한 시

기적 층위에 해당된다. 결국 이 설화 자체가 manas의 출현을 묘

사하고 있으며, 왕들 중에서 누가 으뜸인지를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 나타난 개념인 manas에 힘을 부여하고자 하는 저의

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즉 신개념의 출현과 그에 대한 권위의

부여라는 두 가지 의도가 이 설화를 통해서 드러난다. 여기서 여

섯째 왕을 가장 뛰어나다고 한 것은 manas에게 나머지 다섯 감관

을 제어하는 역할이 부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의

엘라파트라 설화가 manas의 출현을 상징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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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indriya에 관한 6가지 동물의 비유

앞서 언급했던 5묘욕경(pañcakāmaguṇa)에 관하여 MN 3.2(122)

Mahāsuññatasutta에서는 pañcakāmaguṇa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35)

아난다여, 이와 같이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 있다. 5가지란 어

떤 것인가?

눈에 의해서 인식되는 바라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사랑스러워하

고, 감각적 쾌락을 주고, 탐욕을 일으키는 색, 귀에 의해서 …중략…

신근에 의해서 인식되는 바라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사랑스러워하

고, 감각적 쾌락을 주고, 탐욕을 일으키는 촉이다. 아난다여, 이와 같

이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 있다.

위의 설명은 5묘욕경에 관한 정형구로서, pañcakāmaguṇa를 각

각의 감관에 대한 각각의 감각적 욕망의 대상으로 분류한다. kāma

guṇa는 어의상으로는 욕망을 속성으로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팔리 문헌에서는 명백하게 5감관의 대상으로 이해된다.36) 이와 관

련하여 마하바라타의 해탈법품 (Mokṣadharmaparvan)에서도 g

uṇa가 문맥상 상키야적 의미의 순질(sattva)ㆍ동질(rajas)ㆍ암질(t

amas)의 3질(triguṇa)이 아니라 명백하게 감관의 대상을 의미하는

용례가 두 군데 발견된다.37)

35) MN III, p.114. Pañca kho ime, Ānanda, kāmaguṇā. Katame pañca?

Cakkhuviññeyyā rūpā iṭṭhā kantā manāpā piyarūpā kāmupasaṃhitā

rajanīyā; sotaviññeyyā saddā; ghānaviññeyyā gandhā; jivhāviññeyyā

rasā; kāyaviññeyyā phoṭṭhabbā iṭṭha kantā manāpā piyarūpā

kāmūpasaṃhitā rajanīyā. Ime kho, Ānanda, Pañca kāmaguṇā.

36) BHS p.177.

37) MBh-b 12.203.1(MBh-c 12.196.1). “감관과 결합한 [개아는] 이전에

획득한 대상(guṇa)를 지속시켜 상기시킨다. 후에 감관이 정지할 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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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ñcakāmaguṇa라는 용어에 대하여 한역 장아함ㆍ잡아함ㆍ중

아함의 역경가들인 佛陀耶舍(Buddhayaśas)38), 求那跋陀羅(Guṇabh

adra)39), 僧伽提婆(Saṃghadeva)40)는 모두 五欲功德이라고 번역하

고 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pañca(五)-kāma(欲)-guṇa(功德)라는

형태의 직역의 조합으로서 감각적 대상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전

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직역이 3명 모두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은 아함경의 역경작업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이미 pañcakāmaguṇa

가 중요시되는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현장은 대부분의 경우 五妙欲으로, 경우에 따라서 五妙欲境이라고

번역하고 있고,41) 진제(Paramārtha)는 五欲塵으로 번역하고 있는

최고의 본성은 통각(buddhi)의 모습을 취한다(yad indriyais tūpakṛtān

purastāt; prāptān guṇān saṃsmarate. cirāya. teṣv indriyeṣūpahateṣu

paścāt; sa buddhirūpaḥ paramaḥ svabhāvaḥ). MBh-b 12.247.16.

"통각은 대상(guṇa)들로 인도된다. 통각은 실로 manas를 여섯째로

가지는 모든 감관들에게로도 인도된다. 통각 없이 어떻게 대상들이

있겠는가?(guṇān nenīyate buddhir, buddhir evenindriyāṇy api.

manaḥṣaṣṭhāni sarvāṇi, buddhyabhāve kuto guṇāḥ)” Nīlakaṇṭha의

주석에서도 guṇa를 소리 등의 대상과 동일시한다(guṇān śabdādīn

bhāvapradhāno nirdeśaḥ, MBhN ad MBh-b 12.247.16) 이 구문은

상키야적 전변설의 문맥에서 대상과 감관들은 통각으로부터 변이한

것이며 결국 이들이 동일한 존재의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MBh-c의 판본(12.239.19)에서는 evenindriyāṇy api가 evemanaḥṣaṣthāni

sarvāṇi api로 표기되어 있다. 구문전체가 나타내고자 하는 취지는 서로

다르지 않지만 MBh-b 쪽이 의미가 명확하다.

38) 장아함경(TD 1) 74c.

39) 잡아함경(TD 2) 142a.

40) 중아함경(TD 1) 668c.

41) 阿毘達磨集異門足論(TD 26) 427c; 대비바사론(TD 27) 3c;

阿毘達磨俱舍論(TD 29) 51b. 中村(1984: 292)는 阿毘達磨法蘊足論(TD 26:

482b)과 阿毘達磨俱舍論(TD 29: 41c)를 근거로 현장이 pañcakāmaguṇa를

世妙境으로 번역했다고 설명하지만, 현장역 아비달마구사론(TD 29:

41c)의 구절을 범문 해당 게송과 대조하면 世妙境은 “te kāmā yāni

citrāṇi loke”(AKBh, p.113 l.7)의 번역이다. 이는 팔리 불전에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서, 이 역시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世妙境이 pañcakāmaguṇ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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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42) 이는 감각적 대상이라는 의미를 살린 적확한 번역이다. 그

러나 pañcakāmaguṇa는 구사론에 단 두 차례 등장하는데 불과
하며,43) 이마저도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대비바사론에는
200권 전체에 걸쳐서 16차례 등장하지만 대부분 간단히 언급하거

나 인용하는 데 그치고, 자세히 설명되는 구절을 찾아볼 수 없으

며, 이에 관한 새로운 논의도 전혀 전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pañca

kāmaguṇa가 논장 시대에 들어서 그 중요성을 상실한 이유 중 하

나는 manas와 그 대상인 dharma가 부각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욕망의 대상의 숫자가 색ㆍ성ㆍ향ㆍ미ㆍ촉ㆍ법의 6가지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44)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

다.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manas의 도입으로 인해서 indriya의 개

념과 기능이 바뀌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처설로 정비된 교설의 문맥에서의 indriya와는 상이한 개념이

고층의 체계에 존재했다는 명확한 전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

만 초기 경전에 나타난 몇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감관에 관한 기

본관념이 변화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

유를 분석함에 있어서 비유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비유에 나타난 표현을 통

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교설을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는 비유의 언어에 매달리지 말고 비유가 나타내고자 하는 본의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비유의 언어에 주목하는 것을 통해서 정

보를 얻고자 하는 방법론을 취할 수도 있다.

잡아함경 No.117145)에서 붓다가 제자들에게 6가지 동물의 비
유를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감관의 주체성에 관한

사고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비유는 SN 1.19.11(IV.198)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지만 SN 쪽의 버전이 훨씬 길고 복잡하며 추

42) 阿毘達磨俱舍釋論(TD 28) 208a..

43) AKBh p.140, l.11; 397, l.16.

44)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SN 2.1.1(II.139)을 들 수 있다.

45) 잡아함경(TD 2) 313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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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 내용이 많아서 잡아함경에 나타난 비유가 보다 원형에 가
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 이야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개, 새, 뱀, 여우, 악어(失收摩羅, sumsumāra), 원숭이를 순서대로

얻어서 이들 6마리 동물을 모두 한 곳에 묶어둔다. 그러자 개는

마을로 가려고 하고, 새는 허공으로 날아가려 하고, 뱀은 구멍으

로 들어가려 하고, 여우는 무덤 사이로 가려고 하고, 악어는 물속

으로, 원숭이는 산으로 가려고 한다. 여기서 붓다는 6가지 동물들

이 6근을 비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들 6가지 동물들과 마찬가

지로 안ㆍ이ㆍ비ㆍ설ㆍ신ㆍ의근도 각자 마음에 드는 감각을 원하

고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을 싫어한다고 설명한다.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로 6가지 동물들이 각자 가고 싶은 장소가 있다는 것은

6근은 서로 침범하거나 공유되지 않는 각자의 경계를 지니고 있

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후대의 아비달마식 감각지각론에도 계

승되는 개념이다.

두 번째로 여기서 6근은 이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고, 원하는 것을 좋아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싫어

하는 존재로 비유된다. 여기서는 감관이 욕망의 주체라는 능동적

인 이미지가 포착된다. 즉 좋아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싫은 것

을 보기 싫어하는 주체가 manas가 아니라 눈 자체라는 이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세 번째로 6가지 동물을 한 곳에 묶어두었다는 것은 6가지 감

관을 제어하는 manas 혹은 그에 준하는 기관을 상정하고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즉 6가지 동물의 비유가 manas의 도입 이후에 이

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가지 동물과 6감관의 병렬에 관하여 達摩多羅禪經에서는 안
ㆍ이ㆍ비ㆍ설ㆍ신ㆍ의근이 각각 개ㆍ새ㆍ독사ㆍ여우ㆍ악어ㆍ원숭

이에 대치된다고 설명한다.46) 구사론에도 이 경에 관한 간략한
46) 達摩多羅禪經(TD 15) 322c. “세존이 경(修多羅)에서 6가지 동물을

설하셨다. 행인이 그것들을 획득하고 관찰하는 데 있어서, 눈은 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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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이 있는데, 倶舍論記에서는 이를 주석하면서 안ㆍ이ㆍ비ㆍ

설ㆍ신ㆍ의근이 각각 새ㆍ뱀ㆍ돼지ㆍ악어ㆍ여우ㆍ원숭이로 비유

한다.47) 倶舍論疏에는 해당 구절48)에 동물과 감관의 배치에 관
한 별다른 설명이 없다. 6가지 동물을 6감관에 대치하고 있는 위

의 양 쪽 사례 모두 배치에 대한 나름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심지어 일부는 동물의 리스트조차

약간 다르다. 다만 여기서 6가지 동물의 특성을 6감관의 특성에

맞춰서 배치하려는 시도가 양 쪽 사례 모두에게서 보이는 태도라

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세친은 구사론 파아품 에서 이 경에 관하
여 언급하고 있다.49) 세친은 우선 “이 감관들은 다양한 영역과 다

5색의 마을로 달려간다. 귀는 새이고, 허공의 소리를 따라서 날아오른다.

코는 독사고, 향기나는 구멍을 쫒는다. 혀는 여우로서, 5가지 맛의

시체를 탐한다. 신근은 악어로, 물가에 닿는 것을 항상 즐거워한다.

마음은 원숭이로서, 늘 삼세의 법이라는 숲에서 노는 것을 즐거워한다.

만약 6가지 동물을 한 곳에 묶어둔다면 각자 즐거워하는 곳에서

노닐고자 하니 제어할 수가 없다. 수행도 이와 같다. 삼매의 정념으로써

6근을 묶어야 한다(世尊修多羅說六眾生喻. 行者於此具足觀察. 所謂眼為狗.

走逐五色村. 耳為鳥. 隨空聲起. 鼻為毒蛇. 隨逐香穴. 舌為野干. 貪五味死屍.

身為輸收磨羅. 常樂入觸海. 意為猨猴. 常樂遊縱三世法林.

若六種眾生繫著一處. 不能自在. 各遊所樂. 修行如是. 以三昧正念繫縛六根).”

47) 倶舍論疏(TD 41) 442a-b. “공중을 나는 새는 멀리 보는 눈에 비유된다.

대부분 구멍 속에 사는 뱀은 깊은 구멍 속에 있는 이근에 비유된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똥을 취하는 돼지는 코가 향을 맡는 것에 비유된다.

물 속을 좋아하는 악어는 설근이 맛보는 것에 비유된다. 맛은 반드시

액체가 혀 쪽에 통해야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우는 산속 숲에 풀과

바위에 사는 것을 좋아하므로 신근이 촉감을 느끼는 것에 비유된다.

원숭이는 습성이 달리고 움직여 멈추질 않으니 여러 가지 연유를

염려하는 마음에 비유된다. 이 6가지 동물로 6감관이 비유되므로

六生喻經이라

한다(鳥飛空中喻眼根遠見 蛇多住穴喻耳根在深孔內。猪受糞穢臭物。喻鼻著

香。鼉樂水中喻舌著味。味必因津液通之舌方得味。野干樂住山林草庵喻身著

觸。彌猴性[跳-兆+參]動不停喻意多緣慮。以六眾生喻彼六根。名六生喻經).”

48) 倶舍論疏(TD 41) 805c.

49) AKBh p.464 ll.26-27. ṣaḍ imānīndriyāṇi nānāgocarāṇi nānāviṣayāṇ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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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대상을 가지고 있어 각각의 영역과 대상을 갈망한다”는 ṣaṭp

rāṇakopama(6가지 동물의 비유)를 인용한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세친은 5근과 5식에는 보고 싶다거나 듣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의 indriya가 말 그대로 눈ㆍ귀와 같은

감관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며, 눈과 안식 등으로부터 영향

받은 의식(manovijñāna)을 가립적으로 감관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석한다.50) 즉 보고자 하는 시각적 욕망은 눈이나 안식에서 생겨

난 것이 아니라 눈의 인식으로부터 영향 받은 의식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그것을 감관이라고 말한 것일 뿐으로서, 이 경전에서 감

관이 대상을 갈망한다고 표현한 것을 곧이곧대로 감각기관인 눈

등이 직접 갈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AKVy에 의

하면 감관에 갈망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51)

즉 세친은 분별이 없는 감관이 대상을 갈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경전 속의 이 구절은 감관이 대상을 갈망하는 주

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세친은

경전속의 이 구절에서 설명하는 감관이란 진짜 감관이 아니라, 감

관의 세력에 영향 받은 의식을 가립적으로 감관이라고 표현한 것

일 뿐이라고 해석하여 봉합하게 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와 같

svaṃ svaṃ gocaraviṣayam ākāṅkṣantīty uktaṃ ṣaṭprāṇakopame.

50) AKBh p.464 l.27-465 l.2. “그 중에서 감관만을 감관이라고 하여 설한

것은 아니다. 5[근]의 봄(darśana) 등[만]에 의해서는 갈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識[만]에 의해서도[갈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배력을 염두에 두고 意識을 감관이라고 하여 설한 것이다(na

tatrendriyam evendriyaṃ kṛtvoktam. pañcānāṃ darśanādyā

kāṅkṣaṇāsaṃbhavāt, tadvijñānānāṃ ca. atas tadādhipatyādhyākṛtam

atra manovijñānendriyaṃ kṛtvoktam).” AKVy(704, l.5)에서는

manovijñānendriyaṃ라는 복합어를 manovijñānam indriyam이라고 풀어

표기하고, -adhyākṛtam을 -adhyāhṛtam으로 표기한다.

51) AKVy p.704 ll.3-4 “어째서 이들(=안ㆍ이ㆍ비ㆍ설ㆍ신근)에게 있어서

봄, 들음 등의 갈망이 생기지 않는 것인가? [감관의]무분별성

때문이다(kasmād eṣāṃ darśana-śravaṇ’ādy-ākāṃkṣaṇaṃ na

saṃbhavati. avikalpakatv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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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실은 이 6가지 동물의 비유를 감관이 대상에 대하여 능동적

으로 욕망하는 것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당시에 일부일지언정 존

재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것은 이 6가지 동물의 비유가 욕

망의 주체가 감관이라는 개념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 초기 교단

의 일부에서는 공유되는 사실이었고, 세친 당시에도 그와 비유 그

대로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과 그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는 사람들,

양쪽 모두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잡아함경
No.1171의 비유에서 드러나는 이미지는 감관을 감수와 욕망의 주

체로 보고 있으며, 이 당시에는 아직 감관의 무분별성에 관한 논

의가 없었다. manas의 도입 이전에는 이와 같은 개념이 일반적이

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념은 사실상 감관체계에 manas가 도

입되고 6내외처설과 18계설 등으로 정비된 이후에 불교 교단에서

주류가 된 감각지각론과는 대치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

로 6가지 동물을 감관으로 비유한 이 경전은 아비달마 시대에도

논란이 되었으며, 세친은 구사론의 파아품 에서 이를 일종의

은유로 해석하여 여기서의 일련의 비유가 감관의 주체성을 나타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이상의 실례들을 통해서 초기 경전에서 감관을 감수와 욕망의

주체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검토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indriya에

대한 이미지는 아비달마적 사고방식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눈이

라는 하나의 안근이 보고 감수하고 욕망하는 세 가지 능력을 동

시에 지닌다는 관념은 하나의 법에 하나의 기능만을 부여하는 설

일체유부의 범주론적 실재론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

러므로 그와 같은 관념이 함축되어 있는 pañcakāmaguṇa라는 용

어가 후대에 아비달마 논서에서 교의적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더군다나 감관의 적극적이고 주체적

인 이미지는 감관의 무분별성을 기반으로 하는 유형상지식론을

표방하는 경량부의 인식론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형

일 것이다. 세친이 6가지 동물의 비유에 관하여 앞서 인용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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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해석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실은 마하바라타의 초기 상키야의 교설

을 설시하는 부분에서는 5가지 욕망에 관하여 5가지 감관의 제어

를 통한 수행도를 명시하는 맥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52) 이는

해탈법품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맥락으로서, 불교 내부에서 pañca
kāmaguṇa의 의미가 퇴색되던 시기에도 초기 상키야의 일부 문맥

에서 그 취지가 일부 잔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것이

불교의 영향이 마하바라타에 남겨져 있는 것인지, 양 쪽의 공통되

는 기반으로부터의 유산이 마하바라타에 보존되어 있는 것인지는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소위 眼內入處經이라 불리는 잡아함경 No.32253)에서는 붓

다가 각각의 감관과 그 대상에 관한 가견성과 저항성(對)을 설명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미 감관은 4대로 이루어진 물질

로 설명된다. 이 경은 팔리 불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으로서, 和

辻(1927: 146)가 논장시대의 주석경이라고 주장한 이래로 平川(1974:

33)도 이에 동조하여 아함의 말기에 성립된 경전으로 보고 있으

며, 櫻部(1969: 101) 역시 이 경을 경장의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

적 증대확장으로 보고 있다. 초기의 유부 아비달마에서는 아직 4

대를 구체적인 물질 그 자체로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그 물질이

가지는 촉각적 성질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뚜렷하게 병존하지만

아비달마품류족론에 이르면 4대를 구체적인 물질로 보는 해석

52) Mbh-b 3.210.1-7(Mbh-c 3.201.2-8)

53) 잡아함경(TD 2) 9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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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완전히 방기된다.54) 그러므로 이 경전은 그런 감관의 개념이

변천하는 역사적 진행의 과정을 보여주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감관의 능동성이 여지없이 해체된다. 그것은 두뇌의 구

성성분을 분석해 들어가 극한에 이르면 인간의 모든 감정이 물질

적인 호르몬이 일으키는 작용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현

대의 뇌과학적 연구와 유사한 과정이다. 일단 감관이 극미로 분석

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감관 자체가 욕망을 지닌다는 이전의

개념은 입각점이 사라진다. 비록 설일체유부에 한정된 것이지만

초기 경전이 성립되는 말기에 이미 이와 같은 사색이 일어났다는

것은 감관 개념의 변화를 나타내는 뚜렷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manas의 도입이 최후의 강력한 촉발

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감관에 욕망의 능동적 주체성을 부여하는 사유는 심리론ㆍ인식

론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수행론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

았던 듯하다. 오히려 감각적 대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다 강하게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감관의 극복이 4선체계의 초선에 포함된 초

기불교의 수행론과 병행될 수 있었을 소지가 크다. manas의 출현

이후에도 초기 경전 내에서는 pañcakāmaguṇa의 본래의 취지를

반영하는 사유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악마 파순이 등장하는 이야

기의 형식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되었고 그 잔영이 현존하는 초기

불전에 적지 않은 양으로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한

다. 그런 감관에 주체성을 부여하는 사고방식은 증일아함경 마
왕품 에서의 붓다와 사리불과의 대화에서도 나타난다. 붓다는 아

침에 거처에 찾아온 사리불을 보고 “그대는 지금 감관들이 청정

하고 얼굴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대는 지금 어떤 삼매에서

노니는가?”55)라고 묻는다. 이 부분 역시 그와 같은 감관의 이미지

를 분명하게 나타낸다.

본고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죽은 후에 감관이 능력을 상실한다

54) 櫻部(1969) pp.95-96.

55) 佛告舍利弗曰. 汝今諸根清淨. 顏貌與人有異. 汝今遊何三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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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파악하는 사유는 능동적 감관의 이미지가 남아있던 시기의 관

념을 대변한다. 그리고 그 관념은 마하바라타를 거쳐서 상키야에

도 이어진다. 고전 상키야에서는 윤회의 주체인 미세신의 구성요

소에서 5가지 감각기관과 manas, 5가지 행동기관이 제외되는데,

이는 죽으면 5감관의 기능이 정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

대로 죽은 후에 manas의 정지로 인하여 감관이 기능하지 못한다

고 보는 사고방식은 6처설이 확립되고 감관을 극미로 파악하는

사색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발전과정

에 manas의 도입이라는 사건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는 manas가 도입되던 당시와 그 이전의 정황에 관하여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부파를 불문하고 6내외처설이 감관에 관한 주류

적인 교설인 것으로 보아 시기적으로 근본분열 이전에 성립된 상

황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상으로 몇몇 학자들의 초기의 자이나와 불교 경전에 나타난

indriya와 manas의 초기 용례를 연구한 성과를 토대로 하여,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의미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출한 엘라파트라

설화, 마왕 파순 등장하는 설화와 6가지 동물의 비유 등을 살펴보

았다. 이를 통하여 설화와 비유 속에 나타난 indriyaㆍmanas의 기

능과 수행론적 역할이 현존하는 아비달마 교설이나 일부의 초기

불교 교리에서의 이미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초기불전의 기록이 상실한 내용을 설화가

보존하고 있을 수 있을 가능성도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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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riya and Manas in Narratives and Similes

Kang, Hyong Chol

(Dongguk University)

In this paper I intend to research the course of indriya

which means 5 sense organs and manas which means mind

as a quasi-sensory organ, establishing their doctrinal

position in initial Buddhist scripture such as Pali Nikāya,

Chinise Āgama and Vinaya, etc. As a methodology for thi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rough description

about indriya and manas appeared in narratives and similes

that had been unregarded in the meantime in the study of

developmental history of doctrine study. Also, it is intended

in this study to research the effect change of concept of

indriya and manas established in the early Buddhist canon

through the same as or the similar narratives and similes in

Māhabhārata on Hindu tradition of India.

First, in Chapter 2, historical course of the concept of

manas established as one of main theory of Buddhism by

analyzing description about manas appeared in the early

canon, such as Sn 284, SN 4.2.5; 4.2.7, SĀ No.1085, etc. is

to be searched. In conclusion, it will be confirmed that there

was 4 stages in the process of importing manas to early

Buddhist scripture. Along with, it will be studied culturally,

that what kind of image does sensory organ among monks

of initial Buddhist religious order had through the fable of

Pāpīyas(波旬; P. Pāpimant) which has important connection,

the Devil King threatening sense organs.

Second, the story of the Dragon King(龍王), Elāpattra(伊

羅鉢, P. Erāpatha), which is the same narratives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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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naya translated in Chinese such as 四分律 belonging
to Dharmaguptaka(法藏部) and 彌沙塞部和醯五分律 belonging
to Mahīśāsaka(化地部), etc. is to be analyzed. Through this,

an example that the record of course establishing the

concept of manas and indriya in early Buddhist doctrine

analyzed at first, to be preserved through narrative will be

presented.

Lastl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image of

sensory organ changes along with developmental history of

doctrinal system through analyzing various similes with

regard to 6 āyatanas appeared in the early Buddhist canon

such as MN 3.2(122) Mahāsuññatasutta, SĀ No.1164; 1167;

1171, SN 1.19.11; 5.1.3, etc. As well, it will be considered

what kind of role did the introduction of manas perform in

the course of image change concerning sensory organ.

Along with this, it will be confirmed that in which way the

metaphors appeared in initial Buddhist scripture were quoted

and reconstructed in Hindu's traditional literature

Mahābhārata.

Key Words : PApIyas, ElApattra, simile, narrative,

kAmaguNa, manas, indri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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