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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천(覺天, Buddhadeva)은 유부 4대 논사로서 삼세를 대부동설(待不同
說, anyathānyathātva)에 근거해 건립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4대종(大種)과 심(心)만의 실체를 인정하고 4대 소조색(所造色)과 심소(心
所)의 별체를 부정한 것이나 멸진･무상정(滅盡･無想定)의 유심설(有心說) 
등을 주장하여 유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더욱이 각천의 주장 대부분은 정통 유부의 최대 논적인 비유자(譬喩者, 
Dārṣṭāntika)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신･구바사론
(新舊婆沙論)에서의 각천설을 보면, 그의 법유론(法有論) 이외에 많은 부분 
비유자의 설과 유사한 주장을 한다.

이에 시즈타니 마사오(靜谷正雄)는 문헌적 분석과 더불어 마투라 지역에
서 발견된 각천과 관련한 명문(銘文)을 근거로 각천을 비유자의 선험이라고 
주장했다. 즉 당시의 마투라 지역은 카슈미르 정통 유부나 간다라 유부와 
공간적, 물리적 거리로 인해 정통 유부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었다는 것과 
마투라가 대중부(大衆部, Mahāsāṃghika)의 주요 활동 지역이었다는 것이
다. 따라서 만약 명문에 언급된 궤범사 각천(Ārya Buddhadeva)이 유부 4
대 논사 중의 각천이라면, 그의 사상적 경향이 정통 유부적 관점에서는 다
소 벗어난 비유자적 경향을 띈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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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불교사상사에서의 각천(覺天, Buddhadeva)은 유부의 4대 논사 

중의 한 명으로서 삼세실유설을 관계의 상호작용(anyathānyathā-
tva), 즉 3세를 통해서 나아가는 법은 그 관계에 따라 다른 이름을 

취한다는 대부동설(待不同說)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삼

세실유설은 유부의 정설로 통하는 세우(世友, Vasumitra)의 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각천은 

심·심소의 별체를 부정하며, 세제일법(世第一法)도 심으로서 자성

을 삼는다거나 22근은 오직 의근(意根) 하나일 뿐이라는 등의 주

장을 함으로써 정통 유부와는 다른 설들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1)

더욱이 유부사상을 집대성한 논서로 알려진 대비바사론(이하 신

역으로 칭함)과 아비담비바사론(이하 구역으로 칭함)2)을 보면, 각

1) 본 내용과 관련한 각주들은 본문을 참조하시오.
2) 대비바사론은 656년 현장이 번역했으며, 한역본만 존재하며 신역(新譯)이라고 

한다. 이역(異譯)으로는 부타발마(浮陀跋摩)가 437-439년 사이에 번역한 

고역[舊譯] 아비담비바사론이 있다. 이것 역시 한역본 밖에 없다. 水野弘元 
外(1983) p. 116. 한편, 카와무라 코쇼(河村孝照)는 서의웅(西義雄)과 

목촌태현(木村泰賢) 등의 선학들의 연구를 검토하고, 직접 신･구바사론과 

팔건도론(八犍度論)의 본론을 비교･검토하여, 신･구바사론과 팔건도론은 각각 

다른 계통의 논서라고 주장한다. 즉 발지론과 대비바사론은 동일계열로 볼 수 

있지만, 팔건도론과 구바사론 및 신바사론은 서로 동일계열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이들 논서와 관련한 원문이나 서장역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촌효조의 치밀한 검토에 의한 연구성과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서도 일단 각 논서상의 선후 

-발지론과 대비바사론은 제외한- 나 계통은 무시하고 본론 중심의 내용만을 

근거로 논하고자 한다. 河村孝照(1974) pp. 122-124, 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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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사상의 상당한 부분이 정통 유부가 주된 논적으로 삼는 비유자

(譬喩者, Dārṣṭāntika)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구바사론에서는 신바사론에서 비유자 혹은 대덕(大德, bhadanta)
설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존자 불타제파(佛陀提
婆, Buddhadeva)’3)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신바사

론에서 법구(法救, Dharmatrāta)설로 되어 있는 45가지가 구바사

론에서는 각천의 설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바사론에

서의 대덕이 법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각천으로

도 이해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4)

이와 같이 각천은 유부의 4대 논사 중의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비유자의 학설과 유사한 주장을 함으로써 법구와 더불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각천 사상의 상당 부분이 법구 혹은 비유

자설과 중복되어 있어 그의 정체성과 사상적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논자는 신･구바사론을 중심으로 각천의 

사상을 고찰하고 나아가 후대의 평가를 통해 그의 사상적 경향성

을 논구해 보고자 한다.

3) 불타제바(佛陀提婆)는 Buddhadeva의 음역어로 아비담비바사론에서 총 87회 

언급되는데 그 중 2회는 부타제파(浮陀提婆)로 언급되고 있다. 한편, 
대비바사론에서는 각천이란 의역 대신 불타제바로 2회 언급되고 있다. 이외의 

다른 음역어로는 구사론기(俱舍論記)에 발타제바(勃陀提婆)가 있다. 
C-beta(2011) 참조.

4)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덕=법구로 보는 견해는 

미야모토 쇼손(宮本正尊)의 견해이고, 이에 반해 대비바사론에서의 대덕이 

아비담비바사론에서는 과반수가 각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대덕=법구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은 시즈타니 

마사오(靜谷正雄)이다. 한편, 권오민은 칭우(稱友)의 AKVy의 내용을 인용해 

대덕과 유부동설(類不同說)을 주장한 법구는 구별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宮本正尊(1936) p. 174.; 靜谷正雄(1952) p. 269.; 권오민(2012) pp. 490-4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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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천의 사상적 특징

신･구바사론을 통한 각천설을 보면, 신바사론에서는 35회, 구바

사론에서는 87회 언급되고 있다. 이 횟수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신바사론에 비해 구바사론에서는 각천의 사상을 보다 많이 언급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신바사론에

서의 대덕이나 비유자설이 구바사론에서는 각천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두 논서를 중심으로 하여, 각천의 사상적 특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5)

1. 존재론

각천의 사상에 있어서 존재의 문제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대

체로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부동설(待不同說) 주장.
둘째, 4대소조색 실체의 유무.6)

셋째, 온･처･계의 건립.

우선 첫 번째의 대부동설은 “관계[待, apekṣā]가 다르기 때문에 

삼세에 차이가 있다.”7)는 것으로, 유부의 삼세실유설을 각천만의 

5) 靜谷正雄(1952) p. 265 참조.
6) 대비바사론(TD 27) p. 38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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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주장한 것이다. 이에 그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법이 세상에서 바뀔 때는 전후를 상대하여 이름을 붙이는데 차이

가 있다. 어느 한 여인이 자기 어머니를 대할 때는 딸이라 하고, 딸을 

대할 때는 어머니라고 하는 것처럼 비록 체에는 차별이 없지만 상대에 

차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딸과 어머니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와 같이 

제법은 뒤를 따를 때는 과거라 하고 앞을 상대할 때는 미래라 하며, 
다 함께 상대할 때는 현재라고 한다.”8)

일반적으로 신바사론에 근거한 정통 유부적 입장에서의 삼세실

유설은 세우의 위부동설(位不同說)만을 정설로 인정하고, 각천을 

비롯한 법구나 묘음(妙音, Ghoṣaka)의 설을 비판한다.9) 이 중에서

도 각천의 설은 1세에 3세가 공존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하여 비난

하는데, 그 입장은 세친의 구사론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있다.10)

하지만 신바사론과 달리 구바사론에서의 4대 논사설을 보면, 사
뭇 다른 견해를 볼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신바사론에서는 

세우의 설만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각천을 비롯한 나머지 논사들

의 주장을 비판한다. 그러나 구바사론을 보면, 각천을 제외한 세 

논사의 설을 “이와 같이 세를 설하는 자는 요란(搖亂)하지 않다

.”11)고 하여, 세우와 더불어 법구, 묘음의 설도 타당한 설[善說]로 

7) 대비바사론(TD 27) p. 396a.
8) 대비바사론(TD 27) p. 396b. “說待異者. 彼謂諸法於世轉時前後相待立名有異. 

如一女人待母名女待女名母體雖無別由待有異得女母名. 如是諸法待後名過去. 
待前名未來. 俱待名現在.”

9) 삼세실유설과 관련해서 법구는 유(類, bhāva)의 차이가 있다는 

유부동설(類不同說), 묘음은 상(相, lakṣaṇa)의 차이가 있다는 

상부동설(相不同說)을 주장했다. 대비바사론(TD 27) p. 396a. 이와 관련한 

아비담비바사론에서의 삼세실유설을 보면, 묘음이 주장한 상의 차이는 

그대로이지만, 법구는 사(事), 세우는 시(時), 각천은 이(異)의 차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설명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아비담비바사론(TD 28) p. 295c.

10) AKBh p. 297(1-3).; 구사론(TD 29) p.104c17-19.



364 ∙ 印度哲學 제50집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각천의 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설하는 자는 요란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1세에 곧 3세가 있

고, 과거세에 3세가 있으며, 과거 전후의 두 찰나를 과거와 미래라 

하고, 과거 속의 찰나를 과거와 현재라 하고, 미래 또한 이와 같기 

때문이다.”12)고 하여, 오직 각천의 설만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편, 비바사론(鞞婆沙論)에서는, 각천의 설은 ‘이이(異異)’에 근

거해서 삼세실유설을 건립한 것으로, 이러한 방식은 가장 문제가 

많다고 비난한다.13) 즉 구바사론에서의 비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비바사론에서의 특이한 점은 신바사론

에서 각천의 삼세실유설에 대한 비유로 든 ‘한 여인이 그 상대적 

관점에서 어머니 또는 딸이 된다.’는 것을 세우의 비유로 들고 있

다는 것이다. 즉 신바사론에서 세우의 비유로 든 ‘주판알의 자릿

수’14)와 더불어 각천의 비유 역시 세우의 비유로 취급하고 있

다.15)

두 번째는 4대종과 4대소조색에 대한 각천의 주장으로, 유부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논급한다.

묻기를 경에서 모든 색은 4대종과 4대종으로 만들어진 것(4대소조

색)이다고 한 것은 어느 종에서 말한 것을 차단하여 중지시키기 위한 

11) 아비담비바사론(TD 28) p. 295c. “如是說世者. 名不嬈亂.”
12) 아비담비바사론(TD 28) p. 295c. “如是說者. 則名嬈亂. 所以者何. 

一世則有三世. 過去世有三世. 過去前後二剎那. 名過去未來過去中剎那. 
名過去現在未來世亦如是.”

13) 비바사론(TD 28) p. 466b. 한편, 비바사론에서는 삼세실유설과 관련해 4대 

논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지만, 그 서술방식에 있어 이전의 방식과 

동일하다. 즉 “此說有四種薩婆多. 一者事異. 二者相異. 三者時異. 四者異異.”로 

되어 있다.
14) 대비바사론(TD 27) p. 396b.
15) 비바사론(TD 28) p. 46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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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답해 말하길 여기서는 각천 등의 설을 차단하고 중지시키기 

위해서이다. 붓다가 미래세에 각천 등이 4대종 이외에는 따로 조색이 

없다고 말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런 이의 뜻을 차단하기 위하여 모든 

색은 4대종과 4대소조색으로 만들어진 것이다고 하신 것이니, 대종을 

여의고도 색이 있음을 나타낸다.16)

4대종과 관련한 신･구바사론을 보면, 유부는 붓다의 예언까지 

거론하면서 각천의 설을 강력히 힐난함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문장에서는 ‘어느 종에서 말한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인가[此為
遮止何宗所說]’ 라고 묻고서 그것은 각천 등의 설을 차단시키기 위

한 것이라고 하여, 각천을 다른 종파의 논사로 취급하는 듯한 뉘

앙스(nuance)를 느낄 수 있다. 한편, 이 설과 관련한 10색처의 실

유 및 가유 문제와 관련해서 구사론에서는 각천의 설이라 하지만, 
순정리론에서는 비유자의 설이라고 한다.17) 후술에서도 알 수 있

겠지만, 각천과 관련한 이러한 비판 ― 다른 종파 또는 비유자라

는 ― 은 신･구바사론의 여럿 곳에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온･처･계 건립에 대한 각천의 사상으로, 이와 관련한 

그의 사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묻기를, 그는 다시 무엇으로 계･처･온을 세우는가. 답하길, 그는 모

든 4대종으로서 어떤 것은 능히 보는 것(能見)이 있고 어떤 것은 보여

지는 것(所見)이 있다. … 능히 보는 것을 세워 안계(眼界)로 삼고, 보여

지는 것을 세워 색계(色界)로 삼는다. … 안근에 의지한 것을 안식계(眼
識界)로 세우고 의근에 의지한 것을 의식계(意識界)로 세우며, 6식신

(六識身)의 무간에 이미 소멸한 것을 의계(意界)로 삼는다. … 3무위(三

16) 대비바사론(TD 27) p. 383b. “問如契經說. 諸所有色. 皆是四大種及四大種所造. 
此為遮止何宗所說. 答此為遮止覺天等說. 謂佛觀察未來世中. 有覺天等當作是說. 
四大種外無別所造. 為遮彼意故作是說. 諸所有色皆是四大種及四大種所造. 
顯離大種有所造色.”; 아비담비바사론(TD 28) p.287c.

17) 구사론(TD 29) p. 8c.; 순정리론(TD 29) p. 35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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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爲)를 세워서 법계로 삼는다. 계(界)에서와 마찬가지로 처(處)에 있어

서도 그러하다. 온(蘊)에 있어서는 4대종을 세워서 색온으로 삼는다.18) 

위와 같이 각천은 능견(能見)인 것을 안계(眼界), 소견(所見)인 

것을 색계(色界)라 하고 내지 마음 중의 안근에 의지하는 것을 세

워서 안식계, 의근에 의한 것을 세워 의식계, 앞서 멸한 6식신을 

세워서 의계, 마음의 차별인 수･상･사의 3온과 3무의법을 세워서 

법계로 해서 18계를 건립한다. 또한 12처의 건립도 5온은 4대종을 

색온, 마음의 차별인 수･상･사･식을 세워서 각각 수･상･사･식의 4
온으로 하여 온･처･계를 건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온･처･계의 건

립은 당연히 4대종과 심만에 근거한 것으로, 4대소조색과 심소를 

배제한 건립이다.
한편, 논에서는 각천의 이 주장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경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4대종과 4대소조색이라고 설한 것과 그 의미

를 회통시키겠는가.”19) 라고 하여, 각천의 설을 굳이 경에 근거해 

회통시키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각천이나 법구의 설과 관

련해서는 비난하면서도 굳이 회통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

는데, 이것은 두 논사가 유부의 논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20)

이외에 각천의 존재론과 관련한 주장을 보면, 구바사론에서는 

‘허공계 비실유’21)를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신바사론에서는 

대덕의 설22)로, 잡아비담심론에서는 비유자의 설23)로 되어 있는 

18) 대비바사론(TD 27) pp. 661c-662a. “云何立界處蘊耶. 答彼作是說諸四大種. 
有是能見. 有是所見. … 諸能見者立為眼界. 諸所見者立為色界. … 
依眼根者立眼識界. 乃至依意根者立意識界. 即六識身無間已滅立為意界. … 
并三無為立為法界. 如界處亦爾. 蘊者. 諸四大種立為色蘊.

19) 대비바사론(TD 27) p. 662a. “問彼云何通契經所說. 諸所有色皆是四大種. 
及四大種所造.”

20) 권오민은 법구의 예를 들어 논서에서 굳이 회통시키고자 한 것은 그가 유부 

소속의 논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권오민(2012) pp. 492-493.
21) 아비담비바사론(TD 28) p. 29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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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볼 수 있다.

2. 심식론

각천의 심식론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3가지의 사상적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심･심소 별체설 부정과 차제생기.
둘째, 22근의 실체성 부정.
셋째, 촉의 실체성 부정.

첫 번째의 심･심소 별체성 부정은 “모든 심･심소의 본체는 심

(心)이다. 그러므로 세제일법도 심으로써 자성을 삼는다.”24)는 주

장이다. 이 주장은 앞서 논급한 유위법으로서 자성은 지닌 것은 4
대종과 심법뿐이다는 것의 논리적 귀결이다. 즉 심･심소의 별체설

을 주장하는 유부와는 대립각을 세울 수 밖에 없다. 이에 신바사

론을 보면, 각천이 유부에 대해서 ‘그대의 종[他宗]’과 ‘우리의 종

[我宗]’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각천 스

스로가 유부와 다른 종파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25)

한편, 각천은 1찰나에 두 마음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며, 반드

22) 대비바사론(TD 27) p. 388c.
23) 잡아비담심론(TD 28) p. 944a.
24) 대비바사론(TD 27) p. 8c. “尊者覺天作如是說. 諸心心所體即是心. 

故世第一法以心為自性.”
25) 대비바사론(TD 27) p. 8c. 한역문에서는 ‘그대의 종’에 해당하는 한자가 

‘仁宗’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궁본(宮本)에서는 ‘仁’이 ‘他’로 되어 있음. 
C-beta(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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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모든 심･심소는 차제생기(次第生起)함을 주장한다.26) 이 주장

은 각천의 심식론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논리적 추론이지만 이 역

시 유부의 심･심소 상응(相應) 및 구기(俱起)의 입장과 대립되는 

주장이다. 더욱이 구바사론에서는 이 설을 주장한 논사가 ‘비유자

인 존자 불타제바’27)라고 하여, 각천을 비유자로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각천은 “이름은 22가지이지만 실체는 오직 의근의 한 

가지 뿐이다.”28)고 하여, 22근의 체는 오직 의근 하나임을 주장한

다. 이 주장은 앞서 각천이 모든 유위법에는 2가지 자성만이 있다

고 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모든 색은 대종의 차별이고 색이 아닌 

것은 마음의 차별일 뿐이기 때문에 근 역시 22근이 아니라 의근만

이 있을 뿐이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는 ‘촉의 실체성 부정’, 즉 ‘촉 가명설’과 관련한 것으로, 

구바사론에서는 “존자 불타제바는 촉은 없다고 설해야 한다. 왜냐

하면 무간(無間)의 색촉(色觸)을 합치할 때 가명(假名)으로 촉이라 

하기 때문에 실의(實義)의 촉은 없다.”29)고 한다. 즉 촉은 근･경･
식 3사화합(三事和合)에 의해서 발생할 뿐 그 실체적 존재가 없다

는 것이다. 이것은 유부가 촉은 3사와는 별개의 실체로서 촉의 존

재를 논리적으로 요청･상정하여, 그것에 의해 이시적(異時的) 존재

인 3사의 화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과 대립되는 주장이다.30) 
그러나 한편, 구바사론이 ‘촉 실체성 부정’을 각천의 설이라고 

하는 반면에 신바사론에서는 그것을 비유자 또는 법구의 설로,31) 

26) 대비바사론(TD 27) p. 547b.; 아비담비바사론(TD 28) p. 210a. 
27) 아비담비바사론(TD 28) p. 210a. ‘如譬喻者尊者佛陀提婆’
28) 대비바사론(TD 27) p. 730b. “覺天作如是說. 名二十二. 實體唯一. 所謂意根.”
29) 아비담비바사론(TD 28) p. 285c. “尊者佛陀提婆說曰. 應言無觸. 所以者何. 

合聚無間色觸時. 假名為觸. 無實義觸.”
30) 권오민(1994) p. 498.
31) 대비바사론(TD 27) p. 662b, 76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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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론에서는 ‘유설(有說)’, 즉 경량부의 설32), 순정리론에서는 상

좌의 설33)이라고 하여, 그 진위가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술에서 구체적으로 논급하겠지만, 우선 위에서 열거한 내용만으

로 볼 때, 각천의 심식론은 심만을 인정하고 심소의 별체를 부정

하며, 22근은 심의 소의인 의근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차제로 발생함을 주장한다. 즉 각천의 이러한 심식론은 일체

를 4대종과 심뿐이라는 입장에서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3. 수행론

각천의 수행론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보면, 멸진정 또는 무상정

의 상태에 마음이 있느냐[有心] 또는 없느냐[無心]가 중요한 문제

로 되고 있다. 즉 이것은 수행자가 입정(入定) 전의 마음과 출정(出
定) 후의 마음의 상속문제에 대한 것으로, 마음이 완전히 끊어진 

무심의 상태라면 출정할 때 어떻게 그것이 다시 상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한 구바사론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은 멸정에 마

음이 있다고 한다. 그는 몸이 없는 중생[無色衆生]과 마음이 없는 

정[無心定]은 없다고 주장한다. 가령 불타제바 존자는 만약 멸정에 

이미 마음이 없다면, 저 멸정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있다고 설해

서는 안된다. 이것은 죽은 것이라고 해야 하며, 정(定)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설하였다.”34)고 하여, 각천은 멸진정과 더불어 무상정에

32) 구사론(TD 29) p. 52b.; 권오민(1994) pp. 497-499 참조. 
33) 순정리론(TD 29) p. 384b.
34) 아비담비바사론(TD 28) p. 331c. “或有說者. 滅定有心. 彼作是說. 

無有無色眾生無心之定. 如尊者佛陀提婆. 作如是說. 若滅定無心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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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음이 있다는 ‘멸정유심설’을 주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천의 이 멸정유심설에 대해서 신바사론은 “비유자와 

분별론자는 멸진정 중에 미세한 마음[細心]이 있어 소멸하지 않는

다. 유정으로서 무색자(無色者)가 없듯이 정에 든 이로서 무심자

(無心者) 또한 있을 수 없다. 만약 결정코 무심이라면 목숨도 응당 

끊어져야 할 것이고 죽은 것이라고 해야할 것이며, 정에 들어 있

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35)고 하여, 멸정유심 또는 멸정세심을 

주장한 것을 비유자와 분별론자라고 한다. 더욱이 구사론에서는 

이 설을 세우(世友, Vasumitra)가 문론(問論)중에 설했다36)고 하는 

등 이 주장의 진위에 대한 논란 역시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37)

여하튼 이 같은 세우의 ‘멸정유심설’에 대해 유부 비바사사는 

묘음의 말을 빌려, ‘만약 멸정 중에 세심이 있다면, 그것은 응당 

계열이 일어난 것이고, 따라서 3사화합에 의해 촉-수･상･사의 계

열이 일어나게 됨으로, 멸정에서는 모든 심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

으면 지법(地法)의 하나인 삼마지(三摩地, samātha)에 의해 모든 

심소가 평등하게 될 때가 정(定, samāpatti)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

중유심(定中有心)을 주장할 수 밖에 없으나, 무상･멸진정이라는 불

不應說有從彼定起者. 是名為死. 不名為定.”
35) 대비바사론(TD 27) p. 774a. “謂譬喻者分別論師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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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便名為死非謂在定.”

36) 구사론(TD 29) p. 25c. 세친은 세우의 이 주장을 묘음(妙音, Ghoṣaka)의 설을 

빌어 비난하고 있다.
37) 중현(衆賢, Saṃghabhadra)은 이 설을 비유자의 설이라고 한다. 순정리론(TD 

29) p. 403a. 그러나 보광(普光)은 경부이사(經部異師)로, 광기(光記)는 

경부사로 보았다. 한편, 보광은 구사론의 세우는 유부 4대 논사 중의 세우가 

아니라고 하지만, 위의 각주(본문 각주 no. 36)에서 알 수 있듯이, 세친이 

세우의 멸정유심설을 거론하고 이를 묘음이 비난하는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문론의 세우와 유부 4대 논사로서의 세우가 다른 논사인지는 

좀 더 구체적인 문헌학적 고증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오. 권오민(1994) pp. 45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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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의 실체를 상정함으로써 완전한 무심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

다고 한다.38)

Ⅲ. 각천의 학파 소속적 문제

위에서 논급한 각천의 사상적 특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신･구바사론에서의 그의 사상은 비유자 혹은 법구, 대덕 등의 사

상과 중복 및 혼용되어 있다. 특히, 구바사론에서는 각천을 ‘비유

사 불타제바’라고 명시하고 있어, 그가 비유자인지 혹은 비유자적 

견해를 가진 유부 논사인지 불분명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그 진

위와 더불어 각천의 소속 및 사상적 경향을 논구해 보고자 한다.

1. 비유자와의 관계

각천과 비유자와의 관계를 논하기 전에 우선 비유자 또는 비유

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비유사(dṛṣṭānika)는 비유논사(譬喩論師), 비유부사(譬喩部師), 비유

자(譬喩者) 등으로 불리며, 경량부의 본사(本師)인 구마라다(鳩摩羅多, 
Kumāralāṭa)의 계승자들이다.39) 비유사는 설일체유부 중의 진보적 이

38) 권오민(1994) p. 498.
39) 권오민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구마라다는 경위량(經爲量)을 표방하는 상좌 

계통의 비유자/경량부와는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계통 역시 달랐을 

것이라 한다. 즉 구마라다 또한 비유자였을지라도 적어도 이들과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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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異義者)로서 발흥해서 그들의 학설을 집성하여 경량부가 생겨났

다. 이후 무착, 세친이 경량부설에 기초하여 유가행파의 교학을 조직

하게 되었을 것이다.”40)

비유자의 발흥시기는 대략 기원 후 2세기로 당시는 유부가 가장 

번성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유부가 이미 3가지 지파(枝派) -카슈

미르와 간다라 유부 그리고 비유자- 로 나눠져 각자 독자적인 학

설을 수립할 때였다.41) 특히 당시는 유부가 ‘다른 학파의 주장을 

차단하고 [유부의] 올바른 이치를 드러내는 것[爲止他宗 顯正理]’을 

목적으로 하여 신바사론을 편찬하게 되는데, 그 목적하는 바의 주

된 논적은 바로 비유자였다.42)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부의 

4대 논사인 각천 역시 그 주된 논적인 비유자로 불리는 경우가 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와 관련한 것을 신･구바사론을 통해 간

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계통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권오민2012) pp. 44-45.
40) 망월불교대사전(1970) pp. 4354-4355.; 불광대사전(1989) p. 6815下.; 

권오민(2012) pp. 488-489. 권오민은 상좌 슈리라타와 비유자 및 경량부와의 

관계에 대해 방대한 연구를 통해 문헌학적 고증을 하고 있다. 즉 그에 

따르면, 경량부라는 표현은 상좌 계통의 비유자의 자칭이기 때문에 중현과 

같은 유부 논사들은 그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비유자에 호의적이었던 

세친이 경량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한다. 따라서 구사론 이전의 유부 

논서 상에 경량부라는 말이 없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 의거한 것이라고 한다. 
권오민(2012) p. 538. 그러나 권오민의 이 주장에 대해 문헌적 고증에 따른 

전체적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대비바사론 2권(8b)에서 “此是經部所說. 
謂經部師.”로 나오는 것과 38권(198b)에서 “如經部師為遮彼執”로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41) 靜谷正雄(1952) p. 264. 유부의 발흥과 번성을 보면, 유부는 북인도의 상좌부 

계통의 부파로서 그 역사는 아쇼카(Aśoka) 왕의 시대까지 소급된다. 처음 

마투라(Mathura)에서 발흥하여, 이후에 서북으로 진출해 간다라(Gandhāra), 
카슈미르(Kaśmīra)에 근거를 구축하고 2세기 이후 쿠샨(Kusana) 왕조 

치하에서 북인도 일대로 확장되었다고 한다. 塚本啓祥 外(1990) p. 55, no. 1.
42) 권오민(2012) pp. 2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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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바사론에서 비유자의 학설로 언급된 ‘정법(頂法)에서의 퇴실

[墮] 무자성론’이 구바사론에서 부타제바(浮陀提婆)43)인 경우. 
2. 신바사론에서 비유자의 학설로 언급된 ‘멸정유심설’44)이 구바사

론에서 불타제바인 경우. 
3. 신바사론에서 비유자의 학설로 언급된 ‘성취･불성취 유무[假有]

론’45)이 구바사론에서 ‘비유자 존자 불타제바’인 경우. 
4. 신바사론에서 비유자의 학설로 언급된 ‘현관변(現觀邊)의 인(忍) 

역시 지(智)로서 무루지가 대상을 처음 접할 때가 인, 안주할 때가 지’
라는 것과 ‘하지(下智)=인, 상지(上智)=지 이다’46)고 부연한 대덕설을 

구바사론에서 ‘비유자 불타제바’의 설로 전하는 경우. 
5. 신바사론에서 비유자의 학설로 언급된 ‘촉 가명설’47)이 구바사론

에서 불타제바인 경우. 

이와 같이 신･구바사론을 비교했을 때 위의 5가지 비유자설이 

각천의 설로 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반면에 각천설을 비유자설로 

이해한 경우는 대종과 소조색 실유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신･
구바사론 및 구사론에서 각천설로 이해한 것을 순정리론에서는 

비유논사의 설로 본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각천은 비유논사일까.
위의 사전적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비유자는 구마라다의 계승

자들로서 각천 역시 구마라다의 계승자이자, 비유자로 불린다고 

한다.48) 더욱이 시즈타니 마사오(靜谷正雄)는 “비유자는 유부 내부

의 일파로서 사상적 선후관계는 결정짓기 어렵지만 각천이 비유

자의 선구”49)라고 한다. 그러나 권오민은 각천이 비유자라면, 신
바사론에서 86회에 걸쳐 인용된 비유자의 학설과 각천의 설이 서

43) 아비담비바사론(TD 28) p. 236a.
44) 아비담비바사론(TD 28) p. 331c.
45) 아비담비바사론(TD 28) p. 352a.
46) 아비담비바사론(TD 28) p. 360a.
47) 아비담비바사론(TD 28) p. 285c.
48) 망월불교대사전(1970) pp. 4354-4355 ; 불광대사전(1989).
49) 靜谷正雄(1952) pp. 265-266.; 靜谷正雄(1978) pp. 14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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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귀속되거나 관련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각천은 비록 카슈미르 비바사사(毘婆沙師)의 정설과 다른 대부

동설을 주장하였을지라도 그것은 삼세실유･법체항유를 전제로 한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유자의 ‘세(世)=항주(恒住), 행(行)=무상’
설과는 전혀 다르며, 무엇보다 비유자는 과거와 미래에는 체가 없

다는 과미무체(過未無體)를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각천의 존

재론적 체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각천을 비유자로 볼 수 없다

고 한다.50)

더욱이 신바사론에서는 각천과 더불어 법구를 ‘此部內有二師’라
고 하여 유부 내의 논사임을 명시하고 있고, 구바사론에서는 ‘연
(緣)의 체성(體性)’과 관련해서 비유자가 연의 이름만 있을 뿐 그 

체성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각천은 그러한 자들의 뜻을 중지시

키기 위해서 논을 짓는다고 하여, 비유자의 설을 정면으로 비판하

기도 한다.51) 또한 신바사론에서 각천이 “색은 오직 대종일 뿐이

며, 심소는 곧 심이다.”52)고 한 주장에 대해, “그는 어떻게 경에서 

모든 존재하는 색은 4대종과 4대소조색이다고 설명한 내용과 의

미를 회통시키겠는가.”53) 라고 묻고서 굳이 각천의 설을 회통시키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54) 따라서 법구나 각천은 비록 발지론 

계통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유부 내부의 논사로 보아야 한

다는 것이다.55)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바사론에서 ‘어느 

50) 권오민(2012) p. 489 참조.
51) 아비담비바사론(TD 28) p. 218c. 或有說. 緣無體. 如譬喻者. -中略- 

尊者佛陀提婆說曰. 諸師所說. 緣但有名而無體. 為止如是說者. 意亦明緣有實體.
52) 대비바사론(TD 27) p. 661c. “覺天所說色唯大種. 心所即心.”
53) 대비바사론(TD 27) p. 662a. “問彼云何通契經所說. 諸所有色皆是四大種. 

及四大種所造.”
54) 권오민은 법구나 비유자가 法處所攝色(무표색)을 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구설을 회통한 것은 법구를 타종(他宗)의 비유자라로 볼 수 없는 

하나의 이유로 보았다. 권오민(2012) pp. 492-493.
55) 서의웅(1975) p. 80.



각천(覺天, Buddhadeva)의 사상적 경향성 연구 ∙375

종에서 말한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인가[此為遮止何宗所說]’ 라고 

하여 각천설을 언급한 것이나, ‘우리 종[我宗]’, ‘너의 종[他宗]’56)

으로 나눠 언급한 것, 또는 구바사론에서 ‘如譬喻者尊者佛陀提
婆’57)라고 하여 불타제바를 비유자로 명시한 것은 각천의 학파 소

속적 문제와 관련해 향후 보다 면밀한 문헌적 고증이 필요해 보인

다.

2. 법구 및 대덕설과의 관계

각천을 논함에 있어 반드시 결부되는 것은 비유자 및 법구와 대

덕일 것이다. 앞서 위에서 각천과 비유자와의 관계를 논했지만, 
그 한 축에는 반드시 이들과의 관계가 놓여 있다. 
이에 각천과 관련해서 항상 논급되는 법구를 보면, 주로 다음과 

같은 사상적 특징을 갖고 있다. 즉 ①법구는 각천과 더불어 유부

의 4대 논사 중의 한 명으로 유부동설(類不同說)을 주장하고, ②
심･심소의 별체설을 부정하며, 세제일법은 사(思)를 자성으로 한

다고 주장했다.58) 또한 ③법처소조색(法處所造色)의 실체를 부정

하고,59) ④유부의 근견설을 부정하고 식견설60)을 주장했기 때문

에 각천과 더불어 유부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이것들 

중에서 법구가 주장한 ②와 ③ 그리고 앞서 위에서 논급한 ‘촉 가

명설’61)과 불상응행온(不相應行蘊) 비실유 등은 비유자 및 각천과 

56) 본문 각주 no. 25 참조.
57) 아비담비바사론(TD 28) p. 210a.; 352a7.; 360a19.; 363a20.
58) 대비바사론(TD 27), p. 8c.
59) 대비바사론(TD 27), p. 61c.
60) 대비바사론(TD 27) p. 66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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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궤를 같이 한다.62) 한편, 이에 미야모토 쇼손(宮本正尊)은 신바

사론의 대덕설이 비바사론(鞞婆沙論)에서 법구설로 전해지고 세

우･묘음･각천 등을 병기하여 법구가 언급되어야 할 곳에 대덕이 

거명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법구=대덕’설을 주장했다.63) 하지

만 그 역시 후술했듯이, 신바사론에서 법구로 귀결되는 대덕(즉 

비유자)설이 구바사론에서는 네 다섯 군데에서 각천설로 설해지기 

때문에 각천=대덕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각천

과 법구 두 논사 모두 비유자에 포함될 수 있는 부집사(部執師)이
든지 현장이 신바사론에서 두 논사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기 때

문에 구바사론에서 두 논사를 예시하는 습관에 의해서든, 어떤 이

유에 의해서든 법구설을 각천설로 잘못 전승한 것일지도 모르겠

다고 추측하고 있다.64) 
한편, 시즈타니 마사오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구바사론 및 

비바사론(鞞婆沙論)의 내용을 분석해서 ①신바사론이 대덕설로 하

는 것에 대해서 구바사론이 각천설로 하는 것 54가지, ②구바사론

이 각천설, 비바사론(鞞婆沙論)이 법구설로 하는 것 10가지를 합친 

64가지를 전제로 하여, 각천과 대덕 및 법구와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65) 
이와 같이 신･구바사론의 법구설을 보면, 법구설 역시 비유자와 

별반 다르지 않고, 그것을 각천의 설들과 비교해도 전체적 의미에

서는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구가 대종을 떠나

서 별도의 소조색 -다만 무표색과 소조촉은 가립- 이 있다고 인정

한 것이나, 22근 중에서 14가지를 실체로 인정한 점 등은 두 논사

61) 본문 Ⅰ-2 참조.
62) 宮本正尊(1936) pp. 164-165 ; pp. 168-169 참조.
63) 권오민(2012) p. 489 참조. 
64) 宮本正尊(1936) p. 165, 174. 권오민(2012) p. 489, no. 53 참조.
65) 靜谷正雄(1952) p. 2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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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궤를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법구가 보다 유부적 영향 아래

에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즈타니 마사오는 법구가 각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지만 법구의 이장위종적(理長爲宗的) 태도가 각천설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정통 유부적 관점에서 절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조색(造色)을 인정한 것은 정통유부적 사상으로부터 채용한 것

이고, 식견설과 사(思)를 업(業)의 자성으로 하는 주장 ― 비유자의 

중요한 주장 중의 하나 ― 은 대중부(大衆部, Mahāsāṃghika)적 

사상으로부터 채용했을 것이라고 한다. 요컨대, 법구도 또한 유부

에 속했지만 아마 각천에 사숙(私淑)해서 그의 영향을 강하게 받

았을지라도 이장위종적 관점에서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수립해서 

바사론 편찬 당시에는 정통 유부의 일대 강적으로 되었던 비유부

사의 사상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신바사론의 대덕이 구바사론에서 대부분 각천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덕=각천으로 보는 것이나 대덕=법구로 보는 것은 주의

해야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한다면, 
각천을 비유자의 선험(先驗)으로 보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

라고 한다.66)

3. 활동 지역

유부의 4대 논사와 관련한 활동 지역을 보면, 세우와 법구는 간

다라 지방에서 활약한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묘음과 각천은 아직

은 불분명하다. 그러나 코노(Sten Konow)에 의해 편찬된 마투라

66) 靜谷正雄(1952) pp. 268-269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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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ura) 지역의 사자주두명문(獅子柱頭銘文)을 보면, 각천의 활

동 지역과 관련해서 약간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마투라에서 대태수 라주불라(Rājuvula)의 부인 아야시아 까물라

(Ayasia Kamūla)는 설일체유부 교단을 위해 하나의 사리와 스뚜빠, 그
리고 상가라마(僧伽藍)를 건립했다. 그의 아들 쇼다사(Śoḍāsa)는 “전
(全) 샤까국의 이름으로” 설일체유부 비구들에게 얼마간의 땅을 기증

했는데, 그 비구들 가운데 아리야 붓다데바(Ārya Buddhadeva)와 “대
중부에 법(法)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부딜라(Budhila) 비구”가 언급

되어 있다.67)

이와 관련해서 실벵 레비(S. Lévi)는 마투라 사자주두 명문의 궤

범사(軌範師, Ārya) 각천을 바사론과 구사론에서 언급한 각천이라

고 보았고, 부딜라를 대중부의 집진론(集眞論, Tattvasamuccaya-
śastra)의 저자로,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나오는 불지라(佛地羅) 논
사와 동일시했다.68)

더욱이 이 명문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분석을 한 시즈타니 마

사오는 이 명문에서의 ‘Buddhadeva’가 곧 바사론의 각천임을 크

게 2가지 관점에서 주장한다. 즉 ①승우(僧祐) 및 불대발타라(佛大
跋陀羅)라는 2종의 살바다부기(薩婆多部記)는 세우･묘음･법구의 

이름은 거론하지만 각천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과 ②세우나 법

구는 두 세명의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있지만69) 각천은 없다는 것

이다. 특히, ①과 관련해서 법구 역시 각천과 사상적으로 크게 다

르지 않지만 각천의 이름이 제외된 것은 각천이 법구보다 출세 년

대가 오래된 선배이며, 무엇보다 정통 유부의 활동 지역인 카슈미

르 또는 간다라 지방과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과 특

67) 에띠엔 라모뜨(2006) pp. 118-119 
68) 에띠엔 라모뜨(2006) p. 119 
69) 법구의 동명이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황정일(2011) pp. 330-34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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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인연이 없음을 거론하고 있다.70) 그리고 그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바사론의 각천은 비유자의 선험으로 결론짓고 있다. 물론 

각천이 유부의 학장(學匠)으로서 삼세를 대부동설을 통해 건립한 

것은 분명하지만, 신･구바사론을 통해 각천설과 일치하는 주장들

을 보면, 각천은 유부에 속하면서도 카슈미르 정통 유부와는 다르

며, 오히려 비유자의 주요 주장과 일치함을 보이고 있는 점을 지

적한다.71) 
시즈타니 마사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문헌상의 분석과 더불어 

각천이 마투라 출신, 즉 카슈미르 정통 유부와 떨어져 있었기 때

문에 정통 유부적 사상을 덜 받았다는 것과 그 지역이 대중부의 

대표적 활동 지역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72) 각천과 관련한 지금까

지의 연구성과를 본다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Ⅲ. 나가는 말

논자는 본 논문에서 각천의 사상적 특징과 그 소속적 문제 등을 

논급하여 그의 사상적 경향성을 논구해 보았다. 본문 1에서 서술

했듯이 각천의 존재론은 유부의 삼세실유･법체항유론에 근거하지

만 4대종만 인정하고 4대소조색을 인정하지 않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심식론의 문제에 있어서도 심소는 심의 차별일뿐이라고 하

여, 심소법을 부정하고 있다. 더욱이 수행적 측면에서는 멸진･무
70) 靜谷正雄(1956) pp. 271-271 참조. 
71) 靜谷正雄(1978) p. 141.
72) 마투라가 대중부의 주요 활동 지역이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시오. 靜谷正雄(1965) pp. 100-1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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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의 유심설을 주장하여, 유부의 무심설과 상반되는 주장을 했

다. 즉 각천은 유부의 4대 논사이지만 존재론적 측면을 제외한 대

부분에서 유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각천의 삼세실유설과 법유론적 입장만 아니라면, 그의 사

상 대부분은 비유자의 사상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것은 신･구바사론 곳곳에서 그를 비유자로 치부한 것으로도 추정

할 수 있다. 즉 시즈타니 마사오가 각천을 비유자설의 선험으로 

추정한 것도 이러한 사상적 경향성에 근거한 합리적 추론이지 않

을까 생각한다. 
한편, 각천을 유부 내의 논사로 여겼던 것은 그의 존재론적 측

면, 즉 삼세실유설일 것이다. 하지만 구바사론이나 비바사론을 보

면, 법구와 묘음의 설까지도 선설로 받아들이지만, 유독 각천의 

대부동설만은 힐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각천의 존재론적 주장

마저도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즈타니 

마사오가 각천은 비유자의 선험일 것이라고 추론한 것도 이와 같

은 문헌적 분석뿐만 아니라, 마투라 지역에서 발견된 명문에 근거

한 것으로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당시의 마투라 

지역은 카슈미르 정통 유부나 간다라 유부와 공간적, 물리적 거리

로 인해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마투라가 대중

부의 주요 활동 지역임을 고려한다면, 각천의 사상적 경향이 정통 

유부적 관점에서는 다소 벗어나 비유자적 경향을 띈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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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 Ideological Tendency of 
Buddhadeva

Hwang, Jung il
(Bojo Research Institute)

Buddhadeva, who was one of the greatest treatise mas-
ters of Sarvāstivāda, is well known for establishing his idea 
of the three times(三世) based on the anyathānyathātva(待不
同說). In his assertion, not only did he accept the existence 
of four elements(catvārimahābhūtani, 四大種) and the 
mind(citta, 心), but also he denied the separate entity of the 
derivative matter from four elements(四大所造色) and the 
mental functions(caitta, 心所). 

Nonetheless, since he held to his view on the possessing 
mind(有心說) of cessation and concentration without thought
(滅盡, 無想定), he had a confrontation with Sarvāstivādins. 
Furthermore, his most contention had many parallels with 
those of Dārṣṭāntika(譬喩者) who was a philosophical oppo-
nent of Sarvāstivāda. To be specific, concerning the citation 
of Buddhadeva in Abhidharmamahāvibhāṣāśāstra and 
Abhidharmavibhāṣāśāstra(大毘婆沙論, 阿毘曇毘婆沙論), it is 
possible to know that Buddhadeva and Dārṣṭāntika made 
similar claims in many cases. 

In addition, Shizutani Masao(靜谷正雄) insisted that 
Buddhadeva was a transcendental figure of Dārṣṭāntika 
based on the inscription bearing the name of Buddhad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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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was discovered in the vicinity of Mathura. This is 
largely because the Mathura region was less influenced by 
Sarvāstivāda in Kashmir as well as Gandhara because of 
physical and geographical distances, and Mathura is the im-
portant place where the Mahāsāṃghika(大衆部) were based 
in. 

Therefore, if ĀryaBuddhadeva appeared in the in-
scription were Buddhadeva who was one of the greatest 
treatise masters of Sarvāstivāda, it is no wonder that 
Buddhadeva’s ideology deviating slightly from Sarvāstivāda 
showed a similar tendency with that of Dārṣṭāntika. 

Keywords: Buddhadeva, Dharmatrāta, Dārṣṭāntika, Bhadanta,
Mahāsāṃghika, Math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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