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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座 슈리라타의 ‘一心’

권오민*1)

Ⅰ 一心, 종자·훈습의 住處. Ⅱ 一心, 미세한 동일種類의 마음.

1. 동일根에 근거한 二識俱生. 2. 無所緣·不了別性의 識.

3. 동일種類의 마음(*ekajātīyacitta). Ⅲ 결어.

요약문 [주요어: 一心, 一類心, 識類, 種子說, 二識俱生, 上座 슈리라타,

경량부]

굳이 유가행파의 학설을 따르지 않더라도 種子說을 주장하는 한 종자

의 주처/토대로서 언제 어디서나 --멸진정 등의 무심정이나 無想天에서

도-- 존재하는, 선·불선, 染·淨 등 어떠한 성격의 종자도 수납할 수 있는

無覆無記性의 동일種類(*ekajāti: 동일·보편성)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

면 안 된다. 경량부의 祖師인 상좌 슈리라타(Sthavira Srīlāta)는 이를 ‘一

心(ekacitta)’이라 하였다.: “一心은 種種界(nānādhātu)를 갖추고 있다. 一

心 중에 다수의 界(bahudhātu)가 熏習되고 있다.”

이는 유가행파의 알라야識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根·境과 作意 등 衆

緣에 따라 일어나는 현행식과는 구별되는 異熟識이다. 곧 一心(ekacitta)

은 동일·보편성(sāmānya)으로서의 마음이라는 뜻인 一類心(*ekajātīyacit

ta) 즉 ‘동일種類의 마음’의 준말로, 所緣과 行相을 갖지 않는 不了別(不

可知)性의 미세한 識이다. 이에 따라 上座는 마음을 미세한 不了別性의

識(*avijñaptika-vijñānam)과 현행의 거친 了別識(*vijñaptika-vijñāna

m), 말하자면 내재적인 심층의 무의식과 외재적인 표층의식이라는 이중

의 구조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두 층의 識을 별도의 실체로 간주

한 유가행파와는 달리 一身二頭의 새인 命命鳥의 비유로써 동일한 소의

(根)에 근거하여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동일한 識의 두 양태로 이해하였

다.

이러한 上座의 ‘一心’ 개념과 동일根에 근거한 ‘二識俱轉’의 사유는 衆

賢의 순정리론에서 전해지고 있지만, 섭대승론과 無性釋, 성유식론
과 동아시아 法相敎家의 주석류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 경상대학교 철학과 교수. ohmin@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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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一心, 종자·훈습의 住處

대승의 여래장사상에서 一心은 여래의 眞如本覺이다. 대승기신
론에서는 一心을 그것이 眞如門이든 生滅門이든 “일체법을 모두

포섭하는 것”(T 32, 576a5-7)이라 하였고, 원효는 여기서의 일심

을 “染淨의 諸法은 그 본성이 둘이 아닐뿐더러 眞妄의 二門에도

어떠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一’이라 말한 것이며, 이러한 無二의

처소는 허공과 같은 [개념적 존재가] 아니라 神解의 자성을 갖는

제법 중의 실체이기 때문에 ‘心’이라 말한 것”(T 44, 206c27-207a

1)이라 해설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설일체유부의 논사 衆賢(Saṃghabhadra)은 경량부 조사

上座 슈리라타(Śrīlāta)의 因緣論 --“因緣性(hetupratyayatva)이란

온갖 유정이 相續展轉하는데 능히 원인이 되는 舊隨界(*pūrvānud

hātu: 종자의 이명)이다”(T 29, 440b3-8)-- 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은 그의 말을 인용한다.

一心(ekacitta)은 種種界(nānādhātu)를 갖추고 있다. 一心 중에 다수

의 界(bahudhātu)가 熏習(vāsanā)되고 있다.--(중략)--마음 그 자체(*

ātmabhāva)는 동일할지라도 그 안에 수많은 界가 존재한다.1)

이는 앞서 언급한 “一心은 세간·출세간의 일체법을 모두 포섭한

다”는 대승기신론이나 “一心은 十法界를 갖추고 있다”는 마하
지관(T 46, 54a5f)의 문구와 형식상으로 동일하며, “알라야識 중
에 種種界가 존재한다”거나 “알라야식 중에 다수의 界가 존재한

다”는 유가사지론 상의 논설2)과도 동일한 형식의 문구이다.
1) 순정리론 권18(T 29, 442b1-4), “又彼上座, 如何可執言, ‘一心具有種種界.
熏習一心多界.’ -- ‘心其體雖一, 而於其內, 界有衆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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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座 슈리라타는 유부의 법성(dharmatā: 즉 아비달마) 중심의

불설론을 부정하고 “經(불타의 顯了定說)만을 지식의 근거(量, pra

māṇa)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經量部(Sautrāntika)’로 자칭한 일군

(一類)의 譬喩者(ekīyā Dārṣṭāntika) 그룹의 장로였다.3) 경량부가

[相續轉變差別의] 種子/熏習說을 주장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지만, 여기서 상좌가 종자(bīja)/훈습(vāsanā)의 異名인 界(dhātu)4)

의 住處(saṃniveśa) 혹은 所依(āśraya)로 언급한 ‘一心’이란 어떤

의미의 개념인가? 물론 진여법성으로서의 일심은 아닐 것이다. 그

렇다면 一切種子識으로서의 알라야識과 동일한 의미의 개념인가?

一心(ekacitta)은 유부 아비달마논서 상에서 대개 一念(eka-kṣaṇ

a, -kṣaṇika)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발지론 제1 雜
蘊: 世第一法納息 에서는 “세제일법을 一心이라 해야 할 것인가,

多心이라 해야 할 것인가?”(T 26, 918b24)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기서의 一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일찰나의 마음’의 뜻이며, 구
사론 근품 에서 “[尋․伺의] 두 법이 어떻게 一心과 相應한다

(혹은 ‘一心 중에 俱起한다’)는 것인가?”5)라는 論主(세친)의 힐난

2) 유가사지론 권51(T 30, 581b19-21), “薄伽梵說, ‘有眼界色界眼識界 乃至
意界法界意識界’, 由於阿賴耶識中有種種界故. 又如經說惡叉聚喩,

由於阿賴耶識中有多界故.”

3) 이에 대해서는 권오민(2012a), 上座 슈리라타와 經量部 참조.
4) 상좌에 의하면 “界(dhātu)란 [업과 번뇌 등의] 種種法이 熏習되어 성취된

것(此[舊隨界]爲何相? 是種種法 所熏成界: T 29, 440b15)”으로, 유정신에

隨逐(수반)되어 相續展轉의 因緣(주된 원인)이 되는 界를 ‘隨界’ 혹은

‘舊隨界’(유가행파의 용어로 말하자면 ‘熏習界’)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種子의 다른 명칭이다.(동, 440b9) 중현은 譬喩者가 주장한 種子의

이명으로 隨界․熏習․功能․增長․不失法 등을 언급하고 있다.(T 29,

398b25-29 ; 535a23-24 ; 627a19-20) 유가행파의 경우 역시 界는

‘종자’(유가론 T 30, 610a1ff ; 성유식론 T 31, 8a23f), ‘일체법의
종자’(대승아비달마집론 T 31, 666c1f), ‘알라야식 중에 존재하는 제법의
종자’(잡집론 T 31, 704b25f)의 다른 명칭이다. 두 학파의 ‘界’에
대해서는 박창환(2007) pp. 145-167 참조.

5) “云何此二一心相應?”(구사론 : T 29, 21b19) ; “此二於一心
云何俱起?”(구사석론 : T 29, 180b7f) ; kathaṃ punaḥ anayor eka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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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일심’ 또한 그러하다. 굳이 “초정려에서의 尋․伺 등의 5

支 具足은 찰나(kṣaṇa)가 아니라 地(bhūmi)에 근거하여 설한 것”

(T 29, 21c7-9)이라는 계속된 論主의 通釋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유부에 의하는 한 심․심소의 제법은 동일찰나에 俱起/相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현은 상좌의 舊隨界/종자 설에 대해 “一念의 一心 자

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세분되는 일이 없거늘 어찌 마음

에 들거나(愛, iṣṭa) 들지 않거나(非愛, aniṣṭa) 양자 모두가 아닌

결과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인가?”6)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여

기서 ‘一心’은 ‘一念(eka-kṣaṇa)’에 한정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種種界를 갖추고 있는 ‘일심’은 一念 즉 ‘일찰나 마음’의 의미가 아

니다. 앞서 상좌가 언급한 一心은 종자/훈습(界)이 쌓여 있는(cita:

積集된) 것, 혹은 머무르고 있는(√vas: 熏習된) 곳이기 때문에, 반

드시 所依와 所緣과 行相과 刹那를 함께 하는 다수의 심소와 俱起/

相應해야 한다는 유부의 ‘일 찰나 마음’으로서의 一心과는 의미가

다르다.

유부와 경량부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유부는

마음을 포함한 유위제법의 다양한 형식의 인과관계를 통해 세계

를 해명하지만(따라서 유부에 있어 因緣性은 同時․無間․異時에

걸쳐 원인 즉 俱有․同類․相應․遍行․異熟因이 되는 일체 유위

법), 경량부의 경우 마음 상에 생겨난 차별적 종자(T 29, 397c1f)

혹은 一心 중에 훈습되고 있는 種種界, 다수의 舊隨界를 세계의 주

된 원인(즉 因緣性)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종자/수계설을 주장하는 한 종자(=功能, śākti or samartha)가

머무는 의지처(āśraya: 所依) 혹은 훈습처(vāsita, bhāvita: 所熏)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사론 상의 [세친(혹은
경량부)의] 종자설에서는 그것을 다만 유정의 相續을 의미하는 ‘名

citte yogaḥ(AKBh., 60)

6) 순정리론 권18(T 29, 441c4-5), “又於一念一心體中, 無有細分,
如何能牽愛及非愛俱相違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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色(nāmarūpa)’7)이나 ‘[色心(6處)] 自體(ātmabhāva)’라고 하였고,8)

상좌 또한 ‘6處’로 언급하기도 하였지만,9)10) 여기서는 ‘一心’이라는

7) 구사론 권4(T 29, 22c11-13), “此中何法名爲種子?
謂名與色於生自果所有展轉鄰近功能.” ; AKBh., 64. 5f, kiṃ punar idaṃ

bījaṃ nāma. yan nāmarūpaṃ phalotpattau samarthaṃ sākṣāt

pāraṃparyeṇa vā.

8) 구사론 권19(T 29, 99a6f), “然經部師所說最善.--何等名爲煩惱種子?
謂自體上差別功能, 從煩惱生能生煩惱.” ; AKBh., 278. 17-22, evaṃ tu

sādhu yathā sautrāntikānām--ko 'yaṃ vījabhāvo nāma / ātmabhāvasya

kleśajā kleśotpādakaśaktiḥ. 여기서 自體(ātmabhāva: 구역은 ‘身相續’: T

29, 253a19)는 普光에 의하면 ‘色心自體’(T 41, 292c5f), 法寶는 不釋(다만

‘熏在自體’로만 언급: T 41, 688b8), 稱友는 āśraya 즉 유정의 所依身으로

해설하였다.(AKVy. 444. 9) 구사론 상의 경량부의 ‘수면=번뇌종자’ 설에
대응하는(연원으로 간주되는) 上座의 ‘수면=번뇌수계’ 설에서 ‘自體’에

상응하는 개념은 ‘심․심소’(“或此通用四蘊爲體, 功能隨逐心心所故”: T 29,

597c12). 권오민(2012a), pp. 344-348 참조.

9) 순정리론 권18(T 29, 440b21-22), “此舊隨界體不可說. 但可說言,
是業煩惱所薰六處, 感餘生果.”

10) 여기서의 ‘名色’이나 ‘[色心(6處)] 自體’, 혹은 ‘6處’는 다만 유정의 상속을

의미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의 뜻이 아니다. 예컨대 중아함 권58
법락비구니경 (T 1, 789b6)이나 대구치라경 (동 792b25f)에서는

멸진정에서의 出定心은 6處와 그 依處(adhiṣṭhāna: 구역은 依止)인 몸(身,

kāya)을 因으로 하고 생명(命, jīvita 즉 壽 āyus)을 緣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동 권49 소공경 (T 1, 737c15f)에서도 欲·有·無明漏가

空일지라도 “이러한 나의 몸과 6處와 생명은 존재한다”고 하였다. 즉

6處는, 구사론에 의하면 ‘마음의 근거가 되는 유정의
根本(dravya)’(“此內六處是有情本.”: T 29, 14b4f ; AKBh., 40. 14),

유가론 섭사분 에 의하면 ‘6識身의 종자가 근거하는 곳’이다.
(“復次由二因緣, 說六識身. 以內六處爲因, 以外六處爲緣. 謂內六處,

爲彼種子所依附故.”: T 30, 814b11-13) 따라서 만약 ‘명색’이나 ‘6처’를 말

그대로 이해하여 세친(경량부) 종자설에서는 종자가 色(眼 내지

身處)에도, 心(意處)에도 훈습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심심소가 소멸한

멸진정에서 심법의 종자는 有根身에, 색법이 소멸한 무색계에서 색법의

종자는 마음에 훈습되고 있다는 色心互熏說과 동일한 것이 되고 만다.

그렇지만 상좌의 舊隨界설이나 세친(경량부)의 종자설은 ‘滅定有心說’에

기초한 것이고 선대궤범사의 색심호훈설은 ‘滅定無心說’에 기초한

이론이다. 참고로 智周는 성유식론演秘에서 상좌의 舊隨界설을
‘六處’라는 말(주9)에 따라 六處(色心)互熏說로 이해하였으며(T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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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행파에서의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本識(mūlavijñāna) 즉 알라야識(ālayavijñāna)이었다.11)

따라서 이러한 一心은, 根․境이나 作意 등의 衆緣에 근거하여

일어나고, 찰나찰나 소연과 행상을 달리하며, 선․불선 등의 도덕

적 성질이 바뀌고 멸진정 등의 無心位에서 끊어지는 轉識(pravṛtti

vijñāna) 즉 現行識과 다른 것이다. 상좌의 일심 또한 유가행파가

제시한 알라야식(예컨대 ‘微細一類恒遍識’: T 31, 18a2)’처럼 언제

어디서나 --멸진정에 들 때에도 無想天에서도-- 존재하는 미세한

(소연과 행상을 갖지 않는 不可知性의) 동일種類의 마음이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좌가 “마음 그 자체(*ātmabhāva)는 동일할지

라도 그 안에 [선과 불선 등의] 수많은 界가 존재한다”(주1)고 말

한 것은 一心이 수계/종자의 住處였기 때문이다.

유부나 유가행파와 같은 분별론적 사유에서 볼 때 경량부의 [6

識]종자설의 최대 문제점은 다수(일체제법)의 종자와 그것의 주처

880b9-18), 加藤宏道(1987, pp. 295-303) 역시 이에 따라 상좌의 구수계설

뿐만 아니라 구사론상의 세친의 종자설 또한 색심호훈설로
이해하였다. 참고로 兵藤一夫(1980, p. 73 주15)는, 구사론에서는
色·心의 相續 즉 有情身을 種子(兵藤에 의하면 여기서 ‘種子’는

‘種子性bījabhāva’을 갖는 名色)로 간주하였을 뿐 色·心이 각기 별도의

종자계통에 근거하였다고 하는 명백한 의식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번뇌와 生得선법의 種子性을 所依身이 保持한다고 하였다)고

생각한다면서 “色心互熏說을 이러한 사유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註記하고 있다. 加藤과 兵藤은 경량부(혹은 세친)의 種子識에 관한 이해가

없었다. 순정리론(T 29, 397b29-c2)에 의하면 세친은 그의 종자설(T
29, 22c11-15 ; AKBh., 64. 5f)에서의 種子의 실체(名色의 5온과 종자의

관계)에 대해 묻는 중현에게 이같이 힐난 해명하고 있다.:

“天愛(devānām priya: 어리석은 이)여! 그대는 種子性(bījabhāva)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 전 찰나의 마음과 함께 생겨난 思의 차별로

인해 후 찰나 마음의 功能이 [전 찰나의 마음과는] 차별되어 일어나니,

바로 후 찰나의 마음 상에 생겨난 功能의 차별을 ‘종자’라고 말한 것이다.

즉 이러한 [종자] 相續의 轉變과 差別로 말미암아 미래의 결과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11) 성유식론 권2(T 31, 8a5-6), “此中何法名爲種子? 爲本識中,
親生自果功能差別.”(주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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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마음(6識)의 관계였다. 예컨대 선심과 무간에 불선심 등이 생

겨났다면 불선심 등은 전 찰나의 선심 중에 종자로서 존재하였다

고 해야 하지만, 어떻게 현행의 마음인 선심이 불선심의 종자와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 또한 찰나생멸하는 6識은 전후의

두 識이 동시에 생겨날 수 없기(二識不俱轉) 때문에, 다시 말해 종

자가 되는 마음(=能熏)과 그것이 훈습되는 마음(=所熏)은 전후찰

나로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相應(saṃbandha: 결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종자의 훈습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은 다양한 제법의 同時․無間․異時의 인과적 관

계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유부로서는 당연한 지적이었고, 유가

행파에서는 이에 따라 종자의 住處 즉 種子識을 眼 등의 6識(이는

다만 轉識임)과는 별도의 실체로 설정하여 ‘알라야識’ 등이라 이름

하고 양자의 동시인과를 주장하였다. 종자식으로서의 알라야식을

6識과는 별도로 설정한 이상 이것의 존재증명과 이에 관한 諸相

(차별상)의 분별은 초기 유가행파의 당면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데, 이는 대개 경량부의 [6識]종자설 비판을 전제로 한 것이었을

뿐더러 유부(중현)의 비판과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경량부는 유

부 毘婆沙師의 가장 강력한 대론자였을 뿐만 아니라 유가행파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이기도 하였다.12)

이에 따라 우리는 중현이 전한(비판한) 상좌(=경량부) 관련기사

를 유가행파의 논서 상에서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의

문제인 슈리라타 일파(窺基 등에 의하면 ‘上座部’, 즉 상좌의 部黨,

12) 예컨대 窺基는 성유식론 상의 알라야식 존재증명 제1 理證(持種證)
중에서 ‘轉識(6識)=종자 훈습처’설을 비판한데 대해 “제 부파 중에

경량부[의 비판]이 가장 우세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비판해야

한다”고 해설하였다.(“謂諸部中 經部强勝, 故須先破.”: T 43, 355c17f)

그러나 ‘제 부파’라고 하였지만 제1증 뿐만 아니라 10가지 理證 모두,

유가사지론 순결택분 의 8證, 섭대승론 소지의분 에서의 9證은
거의 다 경량부와 관련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알라야식 존재증명과

경량부>, <유가/법상종에서의 경량부 종자설 이해>라는 별도의 글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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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末經部’)의 ‘一心’ 개념은 순정리론 뿐만 아니라 섭대승론
 본론과 세친/무착의 평석, 성유식론과 동아시아 法相敎家들의
주석류 등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데, 두 계통에서 전한 정보

가 상호 보완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

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Ⅱ. 一心, 미세한 동일種類의 마음

1. 동일根에 근거한 二識俱生

중현은 상좌의 隨界說에 대해 “만약 一心 중에 다수 品類의 心

[隨]界(*citta-[anu]dhātu)가 隨逐(수반)되고 있다면, 어떠한 이유

에서 이 같은 다수의 心隨界로부터 그 후 다만 한 가지 품류의 마

음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즉 일체 모든 識의 所依와 境界대

상과 等無間緣과 因緣이 一時에 갖추어져 있음에도 어찌하여 일체

의 모든 識이 함께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그 같은 所依 등은 매

찰나에 걸쳐 일체의 識을 낳을 수 있거늘 어떤 법이 장애하여 동

일한 시간에 하나의 根에서 다수의 識이 함께 생겨나지 않는 것인

가?”라고 힐문하였고, 上座는 이에 대해 “하나의 몸을 공유하는

[두] 命命鳥처럼 一念(eka-kṣaṇa)에 하나의 根에서 두 가지 識이

함께 생겨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13)

세친(經主) 또한 “[色心互爲種子說14)에 따를 경우 멸진정에서 출

13) 순정리론 권18(T 29, 441c10-17), “又彼應說. 若一心中,
有多品類心界隨逐, 何緣從此多心隨界, 後時但起一品類心? 然於一時,

有一切識所依境界等無間緣因緣又具, 何不並起? 彼所依等, 一一刹那,

皆有能生一切識義, 何法爲礙, 於一時間, 非從一根並生多識? 然彼上座,

於此說言: 有一念一根俱生二識, 如共一身根命命鳥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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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때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모든 마음 역시 몸(有根

身)으로부터 낳아진다고 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몸이 존재하는

한 일체의 마음은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일어나야 한다”(T 29, 404

a3-7)는 중현의 힐난에 대해 “有餘師가 ‘하나의 몸에서 다수의 識

이 함께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주장한 것을 들었다”고 해명하였

는데,15) 여기서 ‘有餘師(apare)’는 두말할 것 없이 그가 가까이하였

던 上座일 것이다.

命命鳥(jīvaṃjīvaka)는 一身二頭의 전설상의 새로, 상좌는 이 새

를 비유로 삼아 두 識이 하나의 根에 근거하여 동시에 함께 생겨

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소의(根)와 소연(境) 등을

함께 하는 심․심소의 동시생기도 인정하지 않았거늘 어찌 같은

根을 소의로 한 두 識의 동시생기를 주장한 것인가? 이 때 두 識

은 무엇을 말한 것인가?

박창환(2007: 210-211)은, 命命鳥의 비유는 분명하지 않다면서 
佛本行集經에서의 전설에 따라 마음의 두 양상, 이를테면 깨어나
활동하는 상태와 잠재적인 비활동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

측하였다.16) 즉 명명조는, 예컨대 선심과 무간에 불선심 등이 생

겨났다면 이 때 불선심 등은 선심 중에 종자로서 존재하였다고

해야 한다는 앞서 언급한 경량부 종자설의 난점을 해소하기 위한

비유 --이를테면 그 때 선심은 깨어있는 상태, 불선심은 잠자고

14) 이른바 色心互熏說로 알려지는 色心互爲種子(anyonya-bījakaṃ) 說은

구사론에서는 先代軌範師의 설로 설해지는데(T 29, 25c22-26 ; AKBh.,
72. 18-21), 순정리론에서는 [다른 이의 해석(상좌의 ‘滅定假立論’)에
의거한] 經主(세친)의 말로 언급된다.(T 29, 404a2-3)

15) 순정리론 권13(T 29, 404a7f), “聞有餘師起如是見執, ‘有多識一身俱起’.”
16) 불본행집경 권59(T 3, 923c23-924a25 ; 박창환, 2007, pp. 209-210).
一身二頭의 命命鳥는 한 쪽 머리가 잠들면 다른 한 쪽 머리는

깨어있는데, 불본행집경에서 세존은 한쪽 머리(우파가루다)는 다른 한
쪽 머리가 잠들어 있을 때 서로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다른 한

쪽 머리(우파가루다)는 자기가 자고 있을 동안 좋은 음식을 혼자 먹은

것에 원한을 품고 독 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아바다나(avadāna:

譬喩)로써 자신과 자신에게 원한을 갖은 데바닷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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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태-- 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번뇌(kleśa)가 잠자고

있는 [종자의] 상태가 隨眠(anuśaya)이고, 깨어있는 현행의 상태가

纏(paryavasthāna)”이라는 구사론 상의 경량부 설(T 29, 99a1-9
; AKBh., 278. 17-22)이나 “온갖 번뇌가 現起한 것을 ‘纏’이라 하

고, 항상 隨逐하며 잠자는 상태로 잠복하는 원인적 존재(因性, *he

tubhāva) 즉 번뇌의 隨界를 ‘隨眠’이라 한다”는 순정리론 상의
상좌 설(T 29, 597b27-c14)에 근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좌가 명명조의 비유를 든 것은 다만 하나의 머리가

깨어있을 때 다른 머리는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의 몸에 두 머리가 동시에 존재하여 살아도 같이 살

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사실, 즉 동일根에 근거하여 깨어있고

잠자고 있는 두 識이 동시에 생멸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였

다. 명명조의 비유만으로는 이러한 두 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

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동아시아 法相敎家에 의하면 그것은

미세한 의식과 거친 의식이다.

즉 성유식론의 알라야식 존재증명 제6 生死心證(“알라야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受生心도 命終心도 불가능하다: T 31, 16c23-2

4)에서는 “태어나고 죽는 등의 상태에서는 行相도 所緣도 알 수

없는 동일種類의 미세한 意識(manovijñāna)이 별도로 존재한다”

는 有餘部(다른 어떤 부파)의 주장을 인용 비판하는데,17) 窺基는

이를 上座部 本計 즉 上座 슈리라타 일파(=經量部)의 근본학설로

평석하고 이같이 해설하였다.

上座部師의 학설에는 根本計가 있고 枝末計가 있다. 根本計에서는 거

칠고 미세한 두 가지 意[識]이 함께 생겨나는 것(並生)을 인정하지만,

末計는 그렇지 않다. [末計에 의하면 麤․細의 두 意識도] 반드시 시간

을 달리하여 일어난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의 주장은 本計이다. [이에

따르면] 生死位 중에는 行相도 所緣도 모두 알 수 없는 동일種類(一類)

17) 성유식론 권3(T 31, 17a10-13), “有餘部執: ‘生死等位, 別有一類微細意識.
行相所緣俱不可了.’ 應知! 卽是此第八識, 極成意識不如是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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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세한 意識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다.18)

慧沼의 了義燈에서 전한 상좌(末經部) 설에 의하면, 여기서

‘소연과 행상을 알 수 없는, 다시 말해 인식/了別 작용을 갖지 않

는 동일種類의 미세한 의식’이란 다만 업의 熏習(종자)에 의해 초

래되는 [無覆]無記性의 異熟識을, 거친 의식이란 結生시의 염오성

의 의식(이성과 동성의 부모에 대한 愛恚心을 말함인가?)을 말한

다.19)

그런데 太賢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서, 本論(
성유식론)에서의 비판은 섭대승론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

다.20) 즉 성유식론에서는 앞서 有餘部가 말한 ‘행상도 소연도

모두 알 수 없는 동일種類의 미세한 의식’은 세간상식(極成, prasid

dha)의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6) 意識이 아닌 제8 (알라야)識이

라 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는데(주17), 이는 무착의 섭대승론에
따른 비판이라는 것이다. 窺基 역시 성유식론의 이 문구를 섭
대승론에서의 ‘結生의 和合識=意識’ 설 비판을 통해 해설하였다.
즉 無着은 알라야식 존재증명 중 生雜染證(“알라야식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結生의 相續이 도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生의 雜染도

불가능하다”: T 31, 135c26)에서 “만약 意識이 和合識이라면 두 의

식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모태 중의 羯

羅藍(kalalam: 부모의 精血)과 화합하는 [結生]識이 意識이라면 화

합 이후 이에 근거하여 모태 중에 두 의식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

다는 것이다.21) 대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無性은 이같이 해설하

18) 성유식론술기 권4本(T 43, 365a19-23), “上座部師說, 有根本計,
有末所計. 根本計, 麤細二意, 許得並生. 末計不然. 必別時起. 今此本計.

別有細意識, 生死位中, 一類微細, 行相․所緣俱不可了.”

19) 성유식론요의등 권4末(T 43, 739a3-5), “若末經部救云: ‘我有麤細二識.
麤者, 染俱結生. 細者, 無記爲業熏感.’”

20) 성유식론학기 권중本(韓佛全 3, 561a15-18), “言有餘部執者, 破上座部.
彼有二計. 本計, 麤細二意幷生. 末計不然. 必前後起. 此破本計. 准攝論故.”

21) 섭대승론본 권상(T 31, 135c29-136a3), “若卽意識與彼和合, 旣和合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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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여기서 ‘두 意識’이라 함은, ①異熟자체인 유정의 本事(근본)로서 지

금(현생)의 加行에 근거하지 않고 일어난 無記性의 意識과, ②소연과

행상을 알 수 있고 苦樂 등의 受(vedanā)와 상응하는 意識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의식이 동일한 몸에 근거하여 동시에 일어난다”고

인정해서는 안 되니, 經[說]과 상위하기 때문으로, 如是頌 에서 “전

[찰나]도 아니고 후 [찰나]도 아니면서 동일한 몸에 근거하여 동일한

종류의 두 識이 함께 생겨나는 일은 이치도 없고(도리에도 맞지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설한 바와 같다. 또한 “이러한 두 意識은 바로 동일

한 識[의 두 양태]”라고 인정해서도 안 되니, 自性이 다르기 때문이

다.22)

여기서 ‘동일한 몸에 근거하여 동시에 일어나는 두 意識’이란

바로 上座가 一身二頭의 命命鳥의 비유로써 말한 ‘동일根(혹은 身)

에 근거하여 一念에 俱生하는 두 識’으로, 眼識과 意識의 경우처럼

所依를 달리하는 두 識이 아니라 동일한 소의에 근거하여 동시에

依止此識, 於母胎中, 有意識轉. 若爾卽應有二意識, 於母胎中, 同時而轉.” 이에

대한 長尾雅人(2001: 194)과 김성철 등(2010: 275)의 티베트 역문에서의

번역은 이러하다.: “もし[その場合, その識がア-ラヤ識ではなく]

かの[中有の] 意識そのものが凝結するとするならば,

その凝結[した識]が基盤となって, 母胎內に [やがて]

意識が起ってくるわけであるから,

したがって母胎內には二っの意識が同時にあることになるてあろう.

[しかしこれは不合理である.] ; “[그중 먼저] 만약 의식 그 자체가

응결한다면 그 응결에 의지해서 의식이 모태에 들어가는데, 그러므로 두

개의 의식이 동시에 모태에 들어간[다는 오류에 빠질 것이]다.”

22) 섭대승론(무성)석 권3(T 31, 392c8-16), “ 若爾, 卽應有二意識, 於母胎中,
同時而轉 者, 謂異熟體有情本事, 不待今時加行而轉, 無記意識,

及可了知所緣行相, 樂苦受等相應意識. 是二意識, 應一身中, 一時而轉.

然不應許, 經相違故. 如是頌言, ‘無處無容 非前非後　同身同類 二識並生.’

又不應許, 此二是一, 自性別故.” 세친은 두 의식을 다만 所依止인

和合意識과 能依止인 그 밖의 意識으로 해설하였다.(섭대승론(세친)석,
T 31, 332a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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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난 동일한 識(眼 등의 6識)의 두 양태, 이를테면 미세한 不了

別性의 識(=異熟識)과 거친 了別性의 識(=現行識)을 말한다. 성유
식론에서는 이를 6識의 보편·일반성과 현실태라는 정도의 의미

인 ‘識類’와 ‘識事’라는 술어로 호칭하기도 하였다.(후술)

성유식론의 알라야식 존재증명 제7 識緣名色證(“이숙의 알라

야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識緣名色, 名色緣識’의 경설은 불가능”:

T 31, 17a23-25. 섭대승론은 識․名色相依證: 동136a16f) 역시

경량부의 二識俱起의 불합리성에 근거한 논증이다. 즉 경(예컨대

잡아함 제288경 ; SN. 12. 67 Naḷakalāpasutta)에서는 12연기支
중 識과 名色(무색의 4온과 색온)을 세 개의 갈대에 비유하여 서

로에 의지하는 동시적 인과관계로 설하고 있기 때문에 識支의 ‘識’

과 名色支의 ‘識’은 별도의 실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법상교가에 의하면 上座部(상좌일파)는 이 경

우 역시 [갈라람과 화합하는] 미세한 의식을 ‘識’으로, 화합하여 생

겨난 거친 의식을 ‘名’으로 이름(이해)하였다.23) 그들에게 있어 識

支의 ‘識’과 名色支 중의 ‘識’은 찰나를 달리하는 별개의 識이 아니

라 동일根에 근거하여 俱生한 동일한 識의 두 양태였다.(주18 참

조)

그런데 窺基의 전언에 따르면 이들(上座部)은 “意識이 和合識이

라면 두 의식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야 한다”는 앞서 무착과 무

성의 비판(주21 ; 22)에 대해 이같이 해명하였다.

‘[미세하거나 거친(즉 別體의)] 두 意識이 並生하는 일은 없다’고 주

장하는 論者(無二意識並生論者)인 上座部는 이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無性이 비판논거로 제시한] 이 經을 頌(誦, *āmnāya의 誤寫: 전승)하

지 않으니, 우리 부파의 經 중에는 이런 말이 없기 때문이다. 혹은 [우

리는] 두 가지 거친 의식이 함께 생겨나거나 두 가지 미세한 의식이

함께 생겨나는 일은 없다고 설한다. 그러나 [서로를] 장애하지 않는

거칠고 미세한 두 의식은 함께 생겨난다고 말한다. 따라서 [거칠고 미

23) 성유식론술기 권4本(T 43, 366b6-7), “唯上座部, 細意名識. 麤意名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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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두 의식은 서로] 방해하는 일이 없다.”24)

“우리는 이 經을 誦持(전승)하지 않는다”는 말은 유부가 經證으

로 제시한 聖敎(아함)에 대한 上座 슈리라타의 전형적인 언사로

자신들은 이 경을 佛說(Buddhavacana)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다. 이는 대개 불타의 분명하고도 결정적으로 설한 것(顯了定說)이

아니라 논리적 귀결로서 아비달마논사들에 의해 편찬된 경에 대

해 언급된다.25) 그렇지만 ‘識支의 識=미세한 의식, 名色支의 識=거

친 의식’이라는 규기 所傳의 상좌 설은 순정리론 상에서 확인되
지 않을뿐더러 여기서 상좌일파는 識과 名色을 俱生이 아닌 前後

生의 관계로 이해하였다.26)

그렇지만 상좌는 前生法인 等無間緣에 대해 논의하면서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두 識 중 하나(이숙식)는 不明了性(*aparisphuṭatv

a)이기 때문에 ‘一時의 二識並起’를 부정하는 것은 올바른 이치가

아니”라고 해명하였는데,27) 이는 “알라야식이 결생식이라면 二識

24) 성유식론술기 권4本(T 43, 365b4-7), “無二意識並生論者, 上座部云:
我不頌此經, 我部經中無此語故. 或說無二麤意並生, 及二細意並生. 言先,

不障麤․細二識並生, 故無妨也.” 慧沼의 성유식론요의등에서도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다.: “設俱何過? 違聖敎故. 上坐救云, 我部不誦.”(T

43, 739a9-10)

25) 일련의 사례에 대해서는 권오민(2012a), pp. 586-590 참조할 것.

26) 예컨대 상좌의 제자 邏摩(Rāma)는 ‘識緣名色, 名色緣識’의 경설(잡아함
제288경 일명 蘆束經 , SN. 12. 67 Naḷakalāpasutta ; 제287경 城邑經 ,

SN. 12. 65 Nagalasutta ; 중아함경 제79경 大因經 등)을 “中有의

名色을 연하여 結生識이 생겨나고 이러한 識을 연하여 生有의 名色이

생겨난다”(T 29, 504a10-13)는 식의 전후관계로 설명하였고, 상좌는 앞의

경설은 識을 名色의 生緣으로 설한 것, 뒤의 경설은 名色을 識의 住緣로

설한 것이라고 해설하였다.(T 29, 504b15-20) 그렇다면 순정리론에서
전한 상좌일파 주장은 상좌 末計인가?

27) 순정리론 권19(T 29, 447a22-27), “然彼上座復作是言: 等無間緣,
謂前生法, 令無間法獲得自體. 如世尊說, ‘意法爲緣, 生於意識.’ 謂意爲因,

法爲緣故, 意識得生. 然無一時二識並起, 此相非理, 不明了故. 色心無間,

有色心生. 俱是前生, 令無間法獲得自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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俱時轉의 과실이 있다”는 어떤 이의 힐난에 대해 “이 때 알라야식

은 作意와 根·境에 [전후]차별이 없기 때문에(다시 말해 不明了性

이기 때문에) 二識俱轉은 과실이 되지 않는다”28)는 유가사지론
순결택분 에서의 알라야식 존재증명 8證 중 제2증(‘最初生起證’)

의 논리와 동일하다. 순정리론에서 상좌의 ‘一時의 二識並起’설

을 부정한 이는 無着이고, 유가론에서 ‘별체인 二識의 俱時轉’을

힐난한 ‘어떤 이’가 上座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29)

이처럼 상좌가 一身二頭의 命命鳥의 비유로써 언급한 ‘동일根에

근거한 二識俱生’설은 동아시아의 법상교가는 물론이고 무착과 세

친·무성, 나아가 유가론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제 두 識

중 종자의 住處(종자식)인 一心 즉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미세

한 동일種類의 마음’에 관한 상좌와 이들의 논의를 재구성해 본다.

2. 無所緣·不了別性의 識

상좌의 거칠고 미세한 이중구조의 마음(6識)에서 ‘미세한 마음

28) 유가사지론 권51(579b11-17), “何故若無阿賴耶識, 最初生起不應道理?
謂有難言: ‘若決定有阿賴耶識, 應有二識俱時生起.’ 應告彼言:

‘汝於無過妄生過想. 何以故? 容有二識俱時轉故. 所以者何?

且如有一俱時欲見, 乃至欲知. 隨有一識最初生起, 不應道理.

由彼爾時作意無別, 根境亦爾. 以何因緣識不俱轉?”

29)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속편인 <상좌 슈리라타의 ‘일심’과 알라야식>과

<알라야식 존재증명과 경량부>라는 글에서 상론하게 될 것이다. 玄奘의

대당서역기에 의하면 상좌는 阿踰陀國에서 經部毘婆沙를 저술하였고,
무착 또한 여기서 慈氏(미륵)보살로부터 유가사지론 등을 배워
강설하는 등 양인은 동일한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중현 역시 상좌의

본거지를 ‘東方’으로 전하였는데, 카슈미르(北方) 유부 논서 상에서의

동방은 갠지스 강이 야무나 등의 네 지류와 합수하는 지역이었고,

아유타국은 바로 야무나 강과 합수지인 鉢鑼耶伽國(Prayāga: 오늘날

알라하바드) 인근 지역이다.(권오민 2012a: 239-246 참조)



20 ∙ 印度哲學 제40집

(sūkṣmacitta: 細心)’이란 所緣과 行相을 갖지 않는 不了別(不可知)

性의 異熟識을 말하며, ‘거친 마음(audārikacitta: 麤心)’이란 [전후]

차별적인 根․境과 作意 등의 衆緣에 근거하여 생겨난 了別識을

말한다. 유가행파에 의하면 生死位에 존재하는 이숙식은 지극히

미세하기 때문에 행상도 소연도 모두 알 수 없는 識이라 말한 것

으로,30) 전술한 대로 유가행파에서는 이를 제8 알라야식이라 한

반면 상좌일파는 이를 제6 意識[의 한 양태 즉 ‘동일種類의 미세한

의식’]이라 하였던 것이다.(주17 ; 18)

滅盡定 등의 무심위에도 이러한 미세한 마음은 존재한다. 즉 유

부에서는 멸진정은 말 그대로 심․심소가 완전히 소멸한 상태라

는 滅定無心說(acittikā nirodhasamāpatti)의 입장을 취하였지만,

종자의 주처로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미세한 동일種類의 마

음’을 설정한 경량부/비유자와 유가행파의 경우 滅定有心說(sacitti

kā nirodhasamāpatti)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들은 “목숨(āyus)

과 체온(uṣman)과 識(vijñāna)은 불가분의 관계로 멸진정은 목숨

과 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죽음과는 다르다”거나 “멸진정에 들

어서도 識은 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경설31)에 근거하여 滅定有心

30) 성유식론 권3(T 31, 16c26-29), “又此[生死]位中,
六種轉識行相所緣不可知故, 如無心位必不現行. 六種轉識行相所緣, 有必可知,

如餘時故. 眞異熟識極微細故, 行相所緣俱不可了.”(또한 이러한 生死位

중에서 6종의 轉識의 行相과 所緣도 알 수 없기 때문에 無心位에서처럼

[轉識은] 필시 現行하지 않는다. 6轉識의 행상과 소연이 존재한다면 다른

때(일상)와 마찬가지로 필시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의

이숙식은 지극히 미세하기 때문에 행상과 소연을 모두 알 수 없는

것이다.)

31) ‘壽·煖·識의 不相離’와 멸진정에 든 자와 死者의 차이를 설한 경은

중아함 210 法樂比丘尼經(中部니카야 Cūḷa-vedallasutta: MN.44)과
211 大拘絺羅經(동 Mahā-vedallasutta: MN43). 멸진정에 들더라도
“識은 몸을 떠나지 않는다(識不離身, vijñānaṃ cāsya kāyād

anapakrāntaṃ bhavati: 長尾雅人 2001: 231)는 경설(완전한 경문은

주33의 성유식론 참조)은 本庄良文(1983: 96)에 의하면
法樂比丘尼經의 異本인 法施比丘尼經(*Bhikṣuṇīdharmadinnāsūtra).
(슈미트하우젠(1987: 20)에 의하면 근본설일체유부 전승) 本庄良文(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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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고, 이때의 마음은 ‘소연과 행상을 알 수 없는 미세한

마음’이라 하였다. 無性에 의하면 멸진정은 소연과 행상을 알기 어

려운 不明了한 識(aparisphuṭavijñāna)인 알라야식을 대치하기 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멸진정에 들더라도 알라야식은 존재한다

는 것이다.32) 이에 따라 유가행파에서 멸진정은 알라야식 존재증

명의 주요논거가 되기도 하였다.33)

상좌일파(비유자/경량부)가 멸정유심설을 주장하였다는 사실은

유부와 유가행파의 문헌상에 두루 나타난다. 일찍이 대비바사론
의 譬喩者가 ‘멸진정에 든 자와 死者의 차이’에 근거하여 이를 주

장한 이래34) 순정리론 상의 譬喩論者도,35) 問論의 저자 世友

105-112)은 티베트 전승인 Śamathadeva의

俱舍論註(Abhidharmakoṣopāyikā nāma Ṭīkā)(大谷目錄 5595, 東北目錄
4094)에서 이 경의 전문을 회수하였다.

32) 섭대승론석 권3(T 31, 395b27-c2), “滅定不能對治此故.
非爲治此而生滅定, 所緣行相難了知故. 非爲對治不明了識而入滅定,

不寂靜性難了知故. 是故滅定不能對治阿賴耶識. 若無對治, 此則不滅.”([경에서

‘識不離身’이라 말한 것은] 멸진정은 이것(알라야식)을 능히 대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대치하기 위해 멸진정을 낳은 것이 아니니,

[알라야식은] 所緣과 行相이 了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명료하지

않은 識을 대치하기 위해 멸진정에 드는 것은 아니니, 寂靜性[의

알라야식]은 了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멸진정은 능히

알라야식 대치할 수 없다. 만약 대치하는 일이 없다면 이는 멸하지 않는

것이다.)

33) 유가사지론 권51(T 30, 579a24 ; c13-16), “若無阿賴耶識,
處無心定不應道理.--何故若無阿賴耶識, 處無心定不應道理?

謂入無想定或滅盡定, 應如捨命, 識離於身, 非不離身. 如世尊說 ‘當於爾時,

識不離身’故.” ; 섭대승론 권중(T 31, 137a2-5), “又入滅定, ‘識不離身’,
聖所說故, 此中異熟識應成不離身. 非爲治此滅定生故. 又非出定此識復生,

由異熟識旣間斷已, 離結相續, 無重生故.(聖敎에서 ‘멸진정에 들 때라도 識은

몸을 떠나지 않는다’고 설하였고, 멸진정은 알라야식을 대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異熟識이 존재한다. 만약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출정 시 識의 재생은 불가능하다)” ; 성유식론 권3(T 31,
17c25-28), “又契經說, ‘住滅定者, 身語心行無不皆滅. 而壽不滅, 亦不離煖,

根無變壞, 識不離身.’ 若無此識, 住滅定者, 不離身識, 不應有故.”

34) 대비바사론 권151(T 27, 772c21-24), “謂譬喩者․分別論師執: 無想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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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에 의하면 經部異師)도,36) 상좌 슈리라타37)와 그의 제자 邏摩

(Rāma)도,38) 나아가 상좌와 가까이한 세친도 滅定有心說을 주장

하였으며,39) 섭대승론(주55)이나 성업론(T 31, 784a7), 성유
식론(주44)에서도 멸진정 중에 제6 意識이 존재한다는 어떤 이의
細心不滅. 彼作是說: 若無想定都無有心, 命根便斷, 應名爲死, 不名在定.” ; 동

권152(774a14-17), “謂譬喩者․分別論師執: 滅盡定, 細心不滅. 彼說:

無有有情而無色者, 亦無有定而無心者. 若定無心, 命根應斷, 便名爲死,

非謂在定.” ; 동 권152(775a22-25), “譬喩者說: 此定有心, 唯滅想受. 問:

今不問彼. 但問說無心者. 何故爾耶? 答: 說想受滅, 顯餘亦滅, 非餘相應法,

離想受起故.”

35) 순정리론 권13(T 29, 403a21-24), “譬喩論者作如是言: 滅盡定中,
唯滅受想, 以定無有無心有情. 滅定命終, 有差別故, ; 經說‘入滅定,

識不離身’故, ; 又言‘壽煖識互不相離’故.”

36) 구사론 권5(T 29, 25c26-28), “尊者世友問論中說. 若執滅定全無有心,
可有此過. 我說滅定猶有細心. 故無此失.” ; 구사석론 권5(T 29, 184b3-5),
“大德婆須蜜多羅於問中說. 若人執滅心定無心, 此人則有如此失.

我今執滅心定有心.” ; AKBh., 72. 21-22, bhadantavasumitras tv āha

paripṛcchāyāṃ yasyācittikā nirodhasamāpattis tasyaiṣa doṣo, mama tu

sacittikā samāpattir iti.(櫻部建 1979: 324 참조) 대승성업론(T 32,
784a2-6), “如尊者世友所造問論中言: 若執滅定全無有心, 可有此過.

我說滅定猶有細心, 故無此失. 彼復引經證成此義. 如契經言:

處滅定者身行皆滅, 廣說乃至. 根無變壞, 識不離身.”

37) 순정리론 권5(T 29, 395a14-16), “若言聲處, 若是異熟, 處無心位應恒行者.
意等云何? 若言意等有相續者, 此亦不然--” ; 권15(T 29, 420b20),

“彼(상좌)許滅定中有心現行.” ; 권80(T 29, 771c15-22 ; 본고 주51)

38) 순정리론 권26(T 29, 485c24-27), “大德邏摩率自意釋:--
滅盡定中意處不壞. 由斯亦許有意識生.” ; 동론 권29(T 29, 504b12-13),

“入滅定等, 識相續生, 曾無間斷, 彼(邏摩)宗許故.”

39) 중현은 세친(經主)이 인용한 “미래의 결과는 과거의 업에 의해 낳아지는

것이 아니라 相續의 轉變과 差別에 의해 낳아진다”는 구사론 상의
경량부 설(T 29, 106a10-12 ; 158c24-159a9)을 비판하면서 “그대들

[經部]宗에서는 멸진정 중에서도 마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又汝[經部]宗執. ‘滅定有心.’: T 29, 629b27ff)고 힐난하여 [心法

能熏의] 相續轉變差別說을 滅定有心說을 주장하는 이들(즉 상좌 일파)의

학설로 묘사하였으며, 디피카라(Dīpakāra) 또한 멸진정이 有心定이라

주장한 세친(俱舍論主)을 비불교도(abauddhīya)라고 비난하고

있다.(ADV., 93. 14-95. ; 三友健用 2009: 390-391 참조)



上座 슈리라타의 ‘一心’ ∙ 23

주장을 인용 비판하는데, 이는 世友나 譬喩論者에 대한 유부(중현)

의 비판과 동일할뿐더러 窺基 등 동아시아 법상교가 또한 이를 上

座部 설로 해설하였다.

이들이 주장한 滅定有心의 ‘마음’(즉 제6의식)은 어떤 마음인가?

대비바사론(주34)과 구사론, 성업론(주36) 등의 玄奘 諸譯에
서는 이를 ‘細心’이라 하였지만, 범본이나 眞諦 역의 구사석론
(주36)과 毗目智仙 역의 業成就論(T 31, 779b5)에는 ‘細(sūkṣma)’
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玄奘의 부가로 간주된다.40) 이러한 부가는

물론 玄奘의 先이해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는 어디서 유래한 것인가? 譬喩者의 주장대로 멸진정에서는 오

로지 受․想만 멸하고 意識은 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주34 ; 35)

이 때 의식은 受․想 등의 심소를 수반하지 않는 의식이라 해야

하는데,41) 이러한 의식은 어떠한 상태의 의식을 말함인가?

普光은 이때의 마음을 대비바사론의 비유자 설(주34)에 근거
하여 ‘細心’이라 하였을 뿐이지만(T 41, 100b26ff), 稱友(Yaśomitr

a)는 ‘不明了한 意識(aparisphuṭa-mano-vijñāna)’으로 해설하였

다.42) 그렇다면 다시 ‘불명료한 의식’이라 함은 어떤 상태의 의식

40) 山口益(1951) p. 170f 주1. ; 袴谷憲昭(2001) p. 533 주17 ; 주25 참조.

41) 유부나 유가행파에 의하면 受․想 등의 심소(大地法 혹은 遍行심소)를

수반하지 않는 意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멸진정 중에

意識이 존재한다면 이는 意와 法을 인연으로 하여 생겨난 것으로

여기에는 반드시 三事和合의 觸과 (意觸所生의) 受․想․思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구사론 권5, T 29, 25c28-26a3 ;
순정리론 권13, T 29, 403a24-29 ; 주52 ; 섭대승론(無性)석, T 31,
137a6-7 ; 395c18-20 ; 대승성업론, T 31, 784a7-10 ; 성유식론 권4,
T 31, 18b28-c2)

42) AKVy., 167. 6, aparisphuṭa-mano-vijñāna-sacittakānīti

sthavira-Vasumitr'ādayaḥ 여기서 稱友는 멸진정 등의 무심위에 대해 ①

이를 완전한 無心의 상태라고 한 것은 毘婆沙師(Vaibhāṣika) 등이고, ②

불명료한 의식의 有心이라고 한 것은 상좌 世友(Vasumitra) 등이며, ③

알라야識(ālaya-vijñāna)의 有心이라고 한 것은 유가행파(Yogācāra)라는

형식으로 이들 삼자의 종의를 구별(siddhānta-bheda)하였다.(동 167.

5-7) ; 袴谷憲昭(2001) p.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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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함인가? 袴谷憲昭(2001: 532 주4)는 “이 같은 意識은 설령 불

명료한 것이라 하였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의식(mano-vijñāna)이라

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註記하고서 경량부(세우: 주36)에서 말

한 멸진정 중의 의식은 내재적 존재방식의 무의식 즉 이숙식(vipā

ka-vijñāna)이 아니며 여전히 毘婆沙師에 의해 채용된 것과 같은

외재적 존재방식의 의식 즉 외계대상(소연)에 대한 了別/인식작용

을 갖는 의식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유부나 유가행파와 동일한

이해로(주41), 경량부의 滅定有心說을 이같이 이해하는 한 “성업
론에서의 세친의 논박은 논리적으로 적절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43)

그러나 앞서 無性은 멸진정에 존재하는 알라야식이 不明了한 識

이라 하였고(주32), 성유식론에서는 生死位에서는 明了한 識인

轉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44) 그렇다면 상좌일파(경량부/

비유자)가 주장한 ‘滅定有心’의 마음 역시 소연과 행상을 갖지 않

는, 요별/인식작용을 갖지 않는 不明了한 意識이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아시아 법상교가 역시 이같이 이해하였다. 성유식론의
알라야식 존재증명 제9 滅定證(주33)에서의 이설 “멸진정의 상태

에서도 제6識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에서 ‘識은] 몸을 떠나지 않는

다’고 말하였다”45)에 대해 窺基는 “이는 經部末宗(末經部)의 轉計

43) “世友의 滅定有心說에 대한 [성업론에서의] 두 종류의 논박은, 이 같은
[멸진정 중의] 意識(mano-vijñāna)이 설령 불명료한

마음(aparisphuṭa-mano-vijñāna: 稱友의 해설)이나 미세한 마음을

포함한 것이라 할지라도 毘婆沙師에 의해 채용된 것과 같은 외재적

존재방식의 의식(an external phenomenon of consciousness)이라고 하는

한 논리적으로 적절하다. 그러나 이러한 有心(sacittaka)說은, 그것이

무의식의 내재적 존재방식(an internal phenomenon of the

unconscious)으로 전개해나갈 실마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袴谷憲昭 2001: 526)

44) 성유식론 권3(T 31, 16c25), “謂生死時身心惛昧, 如睡無夢極悶絶時,
明了轉識必不現起.”

45) 성유식론 권4(T 31, 18a18), “若謂此位有第六識, 名不離身.--” ;
섭대승론에서의 동일한 이설은 주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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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앞서 生死證에서 비판한 미세한 의식(細意識: 주17, 18)이 멸진

정 중에 존재한다는 上座部師(상좌 슈리라타 일파)의 주장”46)이라

평석하였고, 太賢은 “이러한 [멸진정] 상태에서의 識은 목숨과 체

온 등이 그러한 것처럼 행상과 소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6識이

아니다”47)는 本論의 비판과 관련하여 “이러한 멸진정의 상태에서

는 행상과 소연을 모두 알 수 없는 意識이 존재한다”는 그들(上座

部)의 해명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48)

유가행파에서 볼 때 행상과 소연을 갖지 않은 불명료성(不可知

性)의 의식은 세간상식(極成, [loka-]prasiddha)의 의식이 아니었고

(주17), 따라서 의식은 眞實의 이숙식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주3

0) 세간상식의 의식은 다만 거칠게 활동하는 것(麤動), 명료한 요

별/인식작용을 갖기 때문이다.49) 그렇지만 상좌의 경우 역시, 세

친이 성업론에서 다리가 한 개밖에 없는 의자를 ‘다리 없는 의
자’라고 하듯이 멸진정은 異熟識(무량의 종자가 쌓인 集起心 ācay

acitta)의 관점에서는 有心(sacittaka)이지만 6識(소연과 행상이 전

후 차별적으로 일어나는 種種心 nānācitta)의 관점에서는 無心(acit

taka)이라 하였듯이,50) 다만 미세하고 거친, 不了別性과 了別性의

마음의 두 양태 중 거친 요별성의 마음이 소멸한 상태가 無心定이

라 일컬어진 멸진정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순정리론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현은 8
해탈 중 제8 滅受想定解脫身作證具足住에 관한 상좌의 견해에 대해

46) 성유식론술기 권4末(T 43, :370b11-13), “下破經部末宗轉計.
上座部師亦許定中有細意識. 生死等位已遮破訖. ‘極成意識, 不如是故.’(주17)”

47) 성유식론 권4(T 31, 18a22-23), “或此位識, 行相所緣不可知故, 如壽煖等,
非第六識.”

48) 성유식론학기 권중本(韓佛全 3, 564a8-14), “第三破 經部末計及上座部,
[滅定]有意識故. -- 彼救難云. ‘此位意識行相所綠俱不可知.’”

49) 성유식론술기 권4末(T 43, 370b21-22), “解云我(瑜伽師)名無心定.
無麤動識名無心.” ; (동 370c11-13), “彼(經部末宗)亦自說, 自(‘此’의 誤寫:

前註 참조)位之識, 行相所緣微細難知. 故以爲因. 或汝所言此位第六識,

應非是實第六識攝, 行相所緣不可知故, 如壽․煖等.”

50) 대승성업론(T 31, 784c7-10). ; 袴谷憲昭(2001), p.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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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논란하였다.

上座는 “제유정의 상속의 상태를 [차별하여] 멸진정이라 이름한 것

일 뿐 [개별적 실체가 아니]”라고 말하였지만, 이 역시 올바른 이치가

아니니, [이에 대해서는] 앞( 辯差別品 )에서 이미 널리 분별하였다. 즉

이러한 멸진정은 진실로 실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멸진]정에 마음이 존재한다”고도 말할 수 없으니, 受․想․思를 갖지

않고서 (다시 말해 ‘受․想․思와 상응하는 일 없이’) 존재하는 마음을

일찍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중현의 반론)

여기(멸진정)서 [마음이] [行]路를 뛰어넘어 가는 일은 있을 수 없으

니, [경에서] “이러한 [멸진정] 중에서는 受․想 등이 소멸하여 寂靜 安

樂한데, 아라한 등에게는 이와 같은 수승한 해탈이 존재한다”고 설한

바와 같다. 즉 [여기에] 본래의 상속과 마음이 존재한다는 뜻이 없다

면 [멸진정을] ‘적정 안락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상좌의

반증)

아라한 등에 [존재하는] 수승한 해탈에 어찌 “所緣도 갖지 않고 行

相도 떠나 일어나는 동일種類의 마음(一類心, *ekajātīyacitta)이 존재한

다”고 計度할 수 있을 것인가?(중현의 힐난)51)

‘細心’이라는 말로 일컬어진 ‘소연과 행상을 갖지 않는 마음’이

란 대상인식이 없는 마음, 즉 마음의 일반적 특성인 了別/인식작

용을 갖지 않는 마음이다. 유가행파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意識이

라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였지만(주17) 유부의 경우에도

이는 兎角과 같은 공허한 개념이었다. 중현은 ‘요별하지 않는 識’

이라는 말은 바로 識의 體性, 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이기 때문에 空花宗(대승 空見)의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한다.

(주53)

51) 순정리론 권80(771c15-22), “然上座言: ‘卽諸有情相續分位, 名滅盡定.’
此亦非理, 前已廣辯. 此滅盡定實有體故. 又不可說此定有心,

曾不見有心無受想思故. 無容於此越路而行, 如說 ‘此中受想等滅, 寂靜安樂,

阿羅漢等乃有如是殊勝解脫’. 非無義本相續及心, 可說名爲安樂寂靜.

阿羅漢等殊勝解脫, 如何計度, 有一類心, 無有所緣, 離行相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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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根․境․識과 諸심소의 계시적 인과로 해명하고 이에 따

라 ‘根․識=無作用 설’52)을 주장한 상좌는 ‘識=了別者(vijñātṛ: 인식

주체)’의 경설을 世俗說로 간주하고서 ‘능히 요별하지 않는 식’의

존재를 설정하였다.

저 上座는 말하였다.: “계경에서 ‘識은 바로 了別者’라고 말하였지만,

이는 勝義가 아닌 世俗說이다. 만약 了別者가 바로 識이라고 한다면,

[識을] 역시 ‘識 아닌 것(非識)’이라고 해야 한다. 즉 능히 了別하는 것

만을 識이라고 말한다면, 능히 了別하지 않을 때에는 識이 아니라고

해야 하지만, ‘識이 아닌 것’을 識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53)

상좌에 의하면 識 자체는 了別작용을 갖지 않는다. 다만 전 찰

52) 경량부의 和合見說에 따르는 한 根․境․識는 오로지 인과적 관계로서만

존재할 뿐 실유의 작용을 갖지 않는다(“唯法因果 實無作用”: T 29, 11b3)

이에 대해서는 권오민(2012a) pp. 363-374 ; 760-771 ; 권오민(2013) pp.

41-48 참조.

53) 순정리론 권25(T 29, 484b19-22), “彼上座言: 契經中說, ‘識是了者.’
此非勝義, 是世俗說. 若是了者是識, 亦應說爲非識. 謂若能了說名爲識,

不能了時, 應成非識. 不應非識可立識名.” 이러한 상좌 설은 동론 권3(T 29,

342a22-27: 次註), 구사론 권30(T 29, 157b20-24)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대해 중현은 ‘요별하지 않는 識’이 만약 ‘이미 요별한 [과거]識’과

‘아직 요별하지 않은 [미래]識’이라면 上座宗에서는 過未無體를 주장하기

때문에 ‘요별하지 않는 識’ 또한 無體라고 해야 하며, 만약 현재찰나 중에

‘요별하는 識’과 ‘요별하지 않는 識’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현재의 識으로서 요별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같이 말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또 다른 제4의 ‘요별하지 않는 識’의 설정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上座此中說何位識, 爲不能了? 若說未生已滅位識,

便似空花, 非彼所宗. -- 亦不可說, 於現在時, 具有能了不能了識,

以現在識必了境故. 更無第四識位可得. 如何可說, ‘不能了時, 應成非識.’?”: T

29, 484b23-28) 나아가 識에 요별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諸識에

功能의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고, 만약 [諸識에 공능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해야 하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空花宗의 주장이라 비판한다.(“若謂作者體實都無,

則亦應無能了等用. 若謂亦無能了等用, 應無識等功能差別. 此若亦無,

何有識等? 識等無者, 便濫空花.”: 동 484c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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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외계대상(=所緣緣)과 유사한 형상(=所緣境)을 띠고 생겨날

때, 그림자가 처소를 달리하여 연속적(無間)으로 생겨날 때 ‘그림

자가 움직인다’고 가설하듯이(그림자 자체는 운동을 갖지 않는다)

識 역시 [찰나찰나] 대상을 달리하여 상속 생기할 때 “識이 대상

을 요별한다”고 가설한다는 것이다.54)

‘요별하지 않는 識’의 설정은 ‘識=了別者’라는 규정을 가설(세속

설)로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능히 요별하는 識(能了識, *vij

ñaptika-vijñānam)’이 깨어있는 識이라면 ‘능히 요별하지 않는 識

(不能了識, *avijñaptika-vijñānam)’은 잠자고 있는 識, 소연과 행

상을 갖지 않는 不明了性(불가지성)의 識으로, 생사위나 무심위에

서는 바로 이러한 識만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일상에서는 두 가지

識이 함께 존재한다. 그것은 한 識이 불명료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주27)

따라서 稱友가 해설한 ‘世友의 滅定有心=불명료한 意識’은 흐리

멍덩한 요별/인식이 아니라, 袴谷憲昭가 말한 ‘毘婆沙師(유부)에 의

해 채용된 것과 같은 외재적 존재방식의 의식’(주43)이 아니라 소

연과 행상을 갖지 않는(혹은 ‘알 수 없는’) 동일種類의 이숙식, 無

着이 말한 대로 알라야식의 異名(paryāya: T 31, 136a10), 혹은 稱

友가 분별한 것처럼 그에 상응하는 개념이었다.(주42) 무착이 “멸

진정에서는 소연과 행상이 지각되지(혹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54) 순정리론 권3(T 29, 342a22-27), “有餘師說: ‘誰於法性假說作者,
爲遮離識有了者計.’ 何處復見唯於法性假說作者? 現見, 說影爲動者故.

此於異處無間生時, 雖無動作而說動者. 識亦如是. 於異境界相續生時,

雖無動作而說了者. 謂能了境故亦無失.” 중현은 여기서는 說者를

무기명(‘有餘師’)으로 처리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辯緣起品 에서

다시 顯示하게 될 것이다(思緣起中, 當更顯示: T 29, 342b1)”고 말하고,

辯緣起品 에서는 다시 “앞서 識蘊의 자성에 대해 思擇하면서 有餘師가

‘了別者’를 일시 가설하였다는 것에 대해 이미 서술하였지만, 지금 여기서

上座의 주장(주53)을 비판하기 위해 [실제] 그가 제시한 주장을 드러내어

다시 尋思해 보아야 하리라.”(T 29, 484b17-19)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有餘師는 상좌이다. 상좌의 인식이론에 대해서는 권오민(2010) ;

권오민(2012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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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몸을 떠나지 않는 識’은 어떤 이(=경량부)가 주장한 意識이

아니라 알라야식”55)이라고 논의한 것도 이 때 ‘意識’이 알라야식

의 상응개념이었기 때문으로, 유가행파 역시 유부와 마찬가지로

意識의 不了別(不明了)性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3. 동일種類의 마음(*ekajātīyacitta)

구사론에서는 마음(citta)을 일단 ‘集起’(구역은 ‘增長’) 즉 “

[선․불선 등의 온갖 心所와 事業 등을] 쌓는 것(cinoti)”의 뜻으로

해석하고서 “淨․不淨의 온갖 界(dhātu)가 쌓인 것, 적집된 것(cit

a)”이라는 또 다른 해석을 언급하는데, 普光은 이를 有部 제2釋으

로 평석하였지만,56) 稱友(Yaśomitra)는 마음을 어원적 관점에서

‘熏習(=종자)의 주처(bhāvanāsaṃniveśa)’로 이해한 경량부 혹은

유가행파의 견해로 평석하였다.57) 그들에게 있어 ‘界(dhātu)’는 종

55) 섭대승론본 권상(T 31, 137a6-7), “又若有執: ‘以意識故滅定有心’.
此心不成, [想受滅]定不應成故, 所緣行相不可得故,--.” 여기서 ‘어떤 이’가

경량부(상좌 일파)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56) AKBh., 61. 23-62. 1, citaṃ śubhāśubhair dhātubhir iti cittam.(善惡諸界,

所增長故名心: 구사석론, T 29, 180c4) 玄奘은 이를 “復有釋言: 淨不淨界,
種種差別, 故名爲心.--”(T 29, 21c21f)으로 번역하였다. 普光에 의하면

이는 citta(心)를 citra(種種)에 근거하여 해석한 것으로(이는 유부의

제2釋: T 41, 83b10ff), 범본의 校訂者(荻原雲來)도 원래의 寫本에

citra(種種)로 되어 있었던 것을 眞諦 역(‘所增長’)과 티베트 역(bsag pa,

citam)에 근거하여 citam으로 교정하였다고 한다.(櫻部建 1979: 301, 주1)

참고로 섭대승론에서도 마음을 ‘種種法의 熏習/종자가 積集된 것’으로
정의하였고(“何因緣故亦說名心? 由種種法熏習種子所積集故”: T 31, 134a9f

; tac ca kiṃkāraṇaṃ cittam ity apy ucyate/ citradharmavāsanābījair

ācitatvena: 長尾雅人(2001) p. 110 ; App. チベット譯

攝大乘論とその還元梵文 , 동 p. 16), 성유식론에서는
“雜染淸淨諸法種子之所集起故名爲心”이라는 聖敎설에 따라 마음(心,

citta)을 종자 소의처로 정의하였다.(T 31, 15b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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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異名이었다.(주4)

마음이 일체제법의 원인이 되는 좋거나(śubha, 淨) 좋지 못한(a

śubha, 不淨) 등의 種種界를 受納/훈습하기 위해서는 선․불선 등

의 일체 종자를 지닐 수 있는(다시 말해 ‘선․불선 등의 종자와

상위하지 않는’: T 31, 137c15f) 無覆無記性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요별/인식작용을 갖지 않는 동일種類로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상

속)하는 이른바 ‘微細一類恒遍’의 識(T 31, 18a2f)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種類(jāti)’란 인도지식론 일반에서 다수의 개물(vya

kti: 현실태)에 존재(공통)하는 동일·보편성이나 일반성(sāmānya),

유사성(sādṛśya=sārūpya)을 의미한다.58) 즉 이러한 동일·보편성으

로서의 마음은 전후 차별적인 중연에 따라 일어나고 도덕적 성질

도 바뀌는 현행의 요별식과는 달리 다만 업에 의해 초래되는 異熟

識으로, 유가행파에서는 이를 알라야식(阿賴耶識, ālayavijñāna)이

라 하였다.

種種界(一切種子)의 주처인 알라야식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미세한 동일種類의 異熟識이라면 상좌의 一心 역시 그러한 것이라

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 그 자체(*ātmabhāva)는 동일할지

57) AKVy., 141. 18f. citaṃ śubhâśubhair dhātubhir iti cittaṃ.

bhāvanā-saṃniveśa-yogena Sautrāntika-matena Yog'ācāra-matena

vā.

58) 中村元(1983), インド論理學 述語集成 , p. 90. “類(jāti)의 본질은 [다수의

개물 중에 존재하는] 共通의 [속성]을 산출하는 것이다.”(Nyāyasūtra, 2.

2. 68) ; “어떤 사물에 대해서는 無區別을 산출하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는 區別을 산출하는 것, 그것은 보편이며 특수인

것(sāmānyaviśeṣa)인데, 이것이 類(jāti)이다.”(Nyāyabhāṣya)

성유식론에서는 [경량부가] 이러한 ‘類(jāti)’ 개념의 실재성을 주장할
경우 그것은 바로 외도의 주장과 같은 것이라 하였는데(“執類是實,

則同外道”: T 31, 15c11-12), 窺基은 이를 바이세시카 학파의 同․異 즉

보편(sāmānya)과 특수(viśeṣa)로 해설하였다.(T 43, 357b12) B. K.

마티랄, 고전인도논리철학(박태섭 역)에서는 jāti를 ‘牛性(cowness)’과
같은 개물에 내재하는 총칭속성(a generic property)의 의미로 사용한다.

참고로 잡아비담심론(구역)에서는 신역의 同分(sabhāgatā)을 ‘種類’로
번역한다.(T 28, 943a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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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 안에 [선․불선 등의] 수많은 界가 존재한다”(주1)는 그의

논의에서 ‘그 자체 동일한 마음(心其體一)’이란 마음 자체의 동일·

보편성, 다만 업에 의해 초래되는 무부무기성의 이숙식의 의미였

을 것이다.

상좌 슈리라타의 ‘一心(ekacitta)’은 필경 종자식으로서 멸진정에

서도 존재하는 ‘동일·보편성으로서의 마음’ 즉 一類心(*ekajātīyacit

ta: 주51)의 略語일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는 알라야식과는 달

리 6識의 한 양태이다. 6識 중의 동일·보편성인 ‘種類’(識類, *vijñā

na-jāti, 즉 一類心)가 종자 훈습처라는 상좌의 주장은 섭대승론
이래 유가행파 논서 상에서 주요한 비판대상이었다. 무착은 “6識

은 [종자 훈습처의 네 특성(所熏四義: 堅住性․無記性․可熏性․相

應性) 중] 네 번째 相應性을 결여하였다” -- 다시 말해 “前滅後生

의 6識은 종자(=能熏)와 상응(saṃbandha)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종자 훈습처(=所熏)가 될 수 없다” -- 는 주장의 논거로서 “① 6

識은 세 가지(所依․所緣․作意)가 차별되고 상위하기 때문에, ②

[전후의] 두 찰나는 동시에 존재(sahabhū)하지 않기 때문에, ③

‘種類(jāti)’라는 例의 다른 경우는 과실을 성취하기 때문에”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고,59) 無性은 세 논거의 대상이 되었던 세 학설을

① 6識이 展轉 상속하며 서로 훈습한다는 六識展轉相熏說, ② 전

찰나의 법이 후 찰나의 법에 훈습한다는 前念熏後念說, ③ 전후찰

나에 걸친 識의 [동일]種類가 훈습한다는 識類受熏說로 정리하였는

데,60) 세 번째 학설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59) 섭대승론本(玄奘역) 권상(T 31, 135a29-b1) ; 섭대승론
無性釋(玄奘역) 권2(T 31, 389a15-16) ; 섭대승론 世親釋(玄奘역)
권2(T 31, 329b10f), “六識無相應　三差別相違 二念不俱有　類例餘成失.” ;

長尾雅人(2001), p. 161f 참조.

60) 섭대승론(무성)석 권2(T 31, 389c16-18), “且有爾所熏習異計.
或說六識展轉相熏. 或說前念熏於後念. 或說熏識刹那種類.” 이는 말한 대로

‘6識=종자 훈습처’ 비판(즉 ‘6識=無相應’ 論)의 세 논거의 전제로 설해진

것으로, 동아시아의 법상교가는 이를 비판에 따른 시정(다시 말해

경량부 내부의 개별학설) 즉 비유자(혹은 上座部 末計), 上座部, 末經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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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種類(jāti)’라는 句義(*padārtha: 범주)에 근거할 때, 6종의 轉

識은 [전후의] 두 찰나도 同一한 識의 種類, 혹은 [찰나]찰나의 種類에

도 어떠한 차별이 없으며, 品類(*prakaraṇa)만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

러한 識[의 種類], 혹은 그러한 [찰나]찰나[의 種類]가 [展轉하며] 서로

훈습하는 것이지 일체[의 轉識이 서로 훈습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다면--.61)

조금은 난해한듯하지만 세친의 섭대승론석에 따르면,62) 전후

학설로 평석하였지만, 필자소견에 의하는 한 동일학설(상좌 슈리라타의

종자/수계설)을 비판의 정합성을 위해 달리 표현한 것일 뿐이다. 즉

경량부(상좌 일파)는 일체 심법(심․심소)의 相應俱起를 부정하기 때문에

① 전후의 찰나는 각기 소의와 소연 등이 차별된다고 하였고, [色心의]

異時繼起를 주장하기 때문에 ②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6識 중의 동일]種類(jāti)’가 종자를 훈습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③

‘동일種類’라는 개념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과실이 있다고 한

것이다.

61) 섭대승론(무성)석 권2(T 31, 389c9-11), “若謂 ‘依止種類句義, 六種轉識,
或二刹那, 同一識類, 或刹那類, 無有差別, 由異品故. 或卽彼識, 或彼刹那,

有相熏習, 非一切’者--.” 참고로 김성철 등(2010: 217)의 티베트

역본에서의 번역은 이와 같다: “만약 같은 종류라는 근거에 의거하여,

6식 모두가 [같은 종류라고] 인정하는 이가, [6식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식은 동일한 종류이므로 어떤 식 혹은 어떤 찰나에 훈습될 때 모든

[같은 종류의 식]에도 훈습된다.” 참고로 무성은 이에 대한 무착의

비판인 ‘類例餘成失’(주59)을 “아라한의 마음도 識의 [동일]種類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不善의 所熏[處]가 된다고 해야 하며, 根으로서의

의미(*artha, 즉 種類)가 안근 등과 동등한 意根 역시 所造의 色性을

성취한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T 31, 389c11-16)

62) 섭대승론(세친)석(현장 역)권2(T 31, 330a11f), “若謂, ‘此識種類,
如是雖不相應, 然同識類, 亦得相熏.’--.(만약 ‘이러한 [6轉]識의 種類는

이처럼 비록 상응하지 않을지라도 동일한 識의 種類이기에 역시 서로

훈습할 수 있다’고 한다면--.)” ; 섭대승론(세친)석(진제 역) 권2(T 31,
166b10), “若汝言, ‘有識生類其相如此. 故能受熏.’--.(만약 그대가 ‘어떤

識이 생겨날 때의 種類의 특성도 이와 같기 때문에, 다시 말해 비록 두

찰나에 걸친 識일지라도 그 種類는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능히 훈습을 수납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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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나에 걸쳐 상속하는 두 識은 비록 相應(俱生)하지 않을지라도

‘種類’가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훈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識의 種類(동일·보편성, sāmānya)가 종자의 주처(훈습처)라는 주

장은 성유식론의 알라야식 존재증명 제1 持種證(“알라야식이 존
재하지 않는다면 경에서 설한 ‘제법종자가 集起된 마음’도 존재하

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T 31, 15b19-21)에서 ‘有說’로 인용 비판

되고 있다.

어떤 이는 설하였다.: 6識은, 無始이래 根․境 등에 근거한 前後의

[차별적] 상태인 事(*vastu: 결과로서 드러난 요별의 현실태)는 轉變할

지라도 種類(jāti: 현실태의 바탕이 된 동일·보편성)로서는 차별이 없

다. 이것이 바로 [종자] 所熏處로서 종자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雜染과 淸淨의 因果가 다 성취될 수 있거늘 무슨 필요에서 제8

[알라야]識의 존재를 주장할 것인가?63)

동아시아의 법상교가는 여기서의 ‘어떤 이’를 역시 末經部(즉 상

좌일파)로 평석하였다. 이들은 이미 논의하였듯이 6識을 根․境

등의 衆緣에 근거하여 생겨나는, 다시 말해 찰나찰나 轉變(혹은 轉

易)하는 현실태(事, *vastu)로서의 識과, 이숙업에 의해 생겨난, 다

시 말해 그 성질이 바뀌거나 단절되는 일 없이 언제 어디서든 항

상 존재하는 동일·보편성(類, jāti)으로서의 識이라는 두 양태로 고

려하고서, 후자를 종자 훈습처로 간주하였다. 窺基와 太賢은 이 같

은 마음의 두 양태에 대해 이같이 해설하였다.

이러한 識[의 事(*vastu: 현실태)]는 轉變하여 찰나에 바로 소멸하지

만, 識 상에 설정된 동일種類(一類, ekajāti: 동일·보편성)는 轉變하지

않으며 前後의 차별도 없다. 識의 種類(識類)는 동일하다. 따라서 이것

이 종자를 훈습할 수 있고, 지닐 수도 있는 것이다.64)

63) 성유식론 권3(T 31, 15c7-10), “有說: 六識無始時來,
依根境等前後分位事雖轉變, 而類無別. 是所熏習, 能持種子.

由斯染淨因果皆成, 何要執有第八識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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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末經部)은 識 자체에 동일種類(一類, ekajāti: 동일·보편성)를 설

정하였다. [識의] 事(*vastu:현실태)가 동일찰나(同念)의 識의 種類(識

類)에 능히 훈습한다. 즉 [識의] 種類는 前後[찰나]를 관통하여 [상속하

기에] 熏習을 수납하고 種子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65)

태현에 따르면 根․境 등에 근거하여 일어난 識의 현실태(=識

事)인 了別이 能熏(=종자)이라면 이숙업에 의한 識의 동일·보편성

(=識類)이 所熏(=훈습처)으로서 양자는 동시이다. 앞서 상좌는 동

일根(所依)에 근거한 이러한 二識의 俱生을 一身二頭의 새인 命命

鳥의 비유로써 논설하였고, 동아시아 법상교가 또한 거친 [요별

의] 의식과 동일種類의 미세한 의식의 並生說을 上座部(혹은 末經

部)의 本計(주18)로 전하였다. 命命鳥의 두 머리가 서로가 먹은 음

식을 함께 취하는 것처럼 거칠고 미세한 두 가지 識 또한 서로를

원인으로 한다. 현행의 거친 ‘識의 현실태(識事)’는 동시에 존재하

는 미세한 ‘識의 동일·보편성(識類)’에 훈습되고, 다음 찰나 현행의

요별식은 바로 이러한 동일·보편성의 마음(一類心) 즉 一心 중에

훈습된 種種界를 因緣(주요원인)으로 한다.

“一心은 種種界를 갖추고 있다”(주1)거나 “一心 중에 [선․불선

등의] 다수의 品類의 心隨界가 隨逐(훈습)되어 있다”(주14)는 상좌

의 논의에서 ‘一心’은 미세한 동일·보편성의 마음으로, 유가행파의

알라야식은 바로 이에 대응하는 개념이었다.

64) 성유식론술기 권4本(T 43, 357b3-4), “是識轉變刹那卽滅.
識上假立一類不變. 無別前後, 識類是一. 故此可熏, 亦可持種.”

65) 성유식론학기 권중本(韓佛全 3, 556b11-13), “彼識體上, 假立一類.
事能熏於同念識類. 類貫前後, 受熏持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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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어

중현은 上座 슈리라타의 隨界(*anudhātu: 종자의 이명) 설을 비

판하면서 “一心(*eka citta)은 種種界(nānādhātu)를 갖추고 있다.

一心 중에 다수의 界(bahudhātu)가 熏習(vāsanā)되어 있다”(주1)

는 그의 주장을 인용한다. 여기서 一心은 수계/종자의 훈습처이다.

따라서 이는 유가행파의 알라야식(ālayavijñāna)과 마찬가지로

根․境 등의 衆緣에 근거하여 일어나고 찰나찰나 소연과 행상을

달리하며, 선․불선 등의 도덕적 성질이 바뀌고 無心定 등에서 단

절되는 현행의 了別識(轉識, pravṛttivijñāna)과는 달리 언제 어디

서나 존재(상속)하는 미세한 동일種類의 마음, 이른바 ‘微細一類恒

遍’의 異熟識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고에서는 상좌의 ‘一

心’ 개념이 바로 이 같은 성격의 종자식임을 상좌(=경량부) 종자

설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유부(중현)와 유가행파의 논서 예컨대 
순정리론과 섭대승론 성유식론 등을 통해 밝히려고 하였다.
먼저 상좌는 一身二頭의 전설상의 새인 命命鳥의 비유로써 동일

根에 근거한 二識俱生을 주장하였다. 순정리론에서는 여기서의

두 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종자설을 주장하는 한 당연

히 종자 훈습처로서의 이숙식과 현행의 요별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俱生의 두 識에 대해 無性은 단절되는 일이 없이 항상 상

속하는 무기의 이숙식과, 소연과 행상을 알 수 있고 受 등과 상응

하는 현행식이라고 해설하였고, 동아시아 법상교가는 동일種類의

미세한 의식과 [요별의] 거친 의식이라 전하였다. 상좌 또한 識을

‘요별하는 識(能了別識, *vijñaptika-vijñānam)’과 ‘요별하지 않는

識(不能了識, *avijñaptika-vijñānam)’으로 분별하였는데, 후자가

이숙무기의 종자식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즉 그는 俱生의 두

識 중의 하나는 不明了(不了別)性이기 때문에 ‘二識並起’를 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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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非理라고 변명하였을 뿐더러(유가론에서도 알라야식

설정에 따른 ‘二識俱轉’을 동일한 방식으로 해명하였다) 멸진정에

서도 소연과 행상을 갖지 않는 동일種類의 마음(一類心)이 존재한

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동일種類(ekajāti)의 마음’이란 차별적인 현행(요별)식의

토대가 된 마음 자체의 동일성(ekatva)·보편성(sāmānya)을 의미

한다. 이러한 동일·보편성으로서의 마음은 衆緣에 따라 일어나는

了別識과 달리 다만 업에 의해 초래되는 異熟識, 소연과 행상을 갖

지 않는 (혹은 ‘알 수 없는’) 不明了性의 미세한 의식으로, 유가행

파에서는 이를 ‘알라야식’이라 하였다. 경량부 또한 유가행파와 마

찬가지로 마음(心: citta)을 ‘淨․不淨 등의 種種界(nānādhātu)가 쌓

인 것, 집적된 것(cita)’으로 정의하였고, 상좌는 이러한 종자·훈습

의 주처인 동일種類의 마음(一類心, *ekajātīyacitta)을 다만 말 그

대로의 뜻을 취하여 ‘一心(ekacitta)’이라 호칭하였다. 상좌는 주장

하였다.: “마음 그 자체(*ātmabhāva)는 동일할지라도 그 안에 수

많은 界가 존재한다.”(주1)

유가행파에서 마음을 轉識(pravṛttivijñāna)과 本識(mūlavijñāna,

즉 알라야식), 성업론에서 種種心(nānācitta: 소연과 행상을 차별
적으로 요별하는 마음)과 集起心(ācayacitta: 무량의 종자가 쌓인

마음)으로 분별하였듯이 상좌 역시 마음을 현실태(事, *vastu)로

서의 識과 동일·보편성(類 jāti 혹은 一類 *ekajāti)으로서의 識, 능

히 요별하는 識(能了別識)’과 요별하지 않는 識(不能了識)이라는 이

중의 구조로 이해하였다. 다만 상좌는 두 층의 마음을 別體로 간

주한 유가행파와는 달리 一身二頭의 命命鳥처럼 동일所依(根)에 근

거하여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동일한 識의 두 양태로 이해하였다.

상좌 슈리라타의 ‘一心’ 개념에서 볼 때, 유가행파의 ‘알라야식’

개념은 ‘종자훈습처=6識의 동일·보편성(一類, *ekajāti)’이라는 경

량부 종자설의 비판의 산물이다. 종자식을 둘러싼 그들의 대립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유가행파에서는 유부와 마찬가지로 소연과 행

상을 갖지 않은 (다시 말해 ‘不了別性인’) 6識의 존재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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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지만, 상좌(=경량부)는 6識과는 별도의 실체인 알라야식의 존

재를 인정할 수 없었다.(주63 참조) 제8識은 불교전통에 없던 새

로운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구체적 관계에 대해서는 본고

의 속편 上座 슈리라타의 ‘一心’과 알라야식 에서 다루게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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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concept of 'the one-mind(ekacitta)' of 
Sthavira Srīlāta

Kwon, Oh-Mi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Not following Yogācāra's theory, as far as maintaining

the theory of seeds(bīja), the generic or specific mind should

be admitted as abode or foundation of seeds, which is com-

pletely neutral(akliṣṭ-avyākṛta) and always exists at any-

time, anywhere, even in mind's absent conditions such as

nirodhasamāpatti or asaṃjñā-deva. Sthavira Srīlāta who is

Sautrāntika's great elder, called it 'the one-mind(ekacitta)'.

He claimed.: "The one-mind contains a various dhātu.

Tremendous dhātus pervade in the one-mind." ('dhātu'is an

alternative name of bīja)

'The one-mind(ekacitta)' is corresponding concept to

Yogācāra's Ālayavijñāna, that is due to previous action of

karma(so it is called 'vipākaphala-vijñāna') unlike current

consciousness(pravṛttivijñāna) due to sense organ and object

ect. That is to say 'the one-mind(一心, ekacitta)' is a short

term of 'the one generic or specific mind(一類心, *ekajātīya-

citta)', it is subtle and agnosic consciousness, that doesn't

have an object and an images of it.

So Sthavira understood mind as double layers, agnosic,

subtle consciousness(不能了別識, *avijānāti-vijñāna) ie. eka-

citta and current discriminative, coarse consciousness(了別識,

*vijānāti-vijñāna) -- to be said as internal unconsciousness

and external consciousness -- which corresponds to

Yogācāra's Ālayavijñāna and pravṛttivijñāna. However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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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Yogācāra's understanding of mind as two separate en-

tity, Sthavira understood mind as two layers (or phase) of

the same consciousness, which are simultaneously arising

based on the same sense organs(indriya) according to a

metaphor of legendary bird jīvaṃjīvaka with two head on a

same body.

Sthavira Srīlāta's concept of 'the one-mind(ekacitta)'

and simultaneous arise of two consciousness based on the

same sense organs(indriya) are reported in

Nyāyānusāraśāstra. by Saṃgabhadra, then also confirmed

concretely in Mahāyānasaṃgraha and Asvabhāva's com-

mentary, *Vijñaptimātratasiddhiśāstra and commentaries in

the Eastern Asia etc.

Keywords : the one-mind(ekacitta: 一心), the one generic

or specific mind(*ekajātīyacitta: 一類心), the

theory of seeds(bīja), Sthavira Srīlāta,

simultaneous arise of two consciousness,

Ālayavijñā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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