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생학적 연기설 재검토   1

 

I. 서론

II. 태생학적 연기설

III. 경전의 태생학적 설명

IV. 결론

요약문

본 연구는 �니까야�(Nikāya)에서 [십이]연기(緣起, paṭiccasamuppāda)에 대한 태생학

적 해석의 기원을 추적하여 그 대안적 이해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비담마

(Abhidhamma) 해석 이후 십이연기는 태생학적 발생을 설명하는 윤회 이론으로 간주되

어 왔다. 비록 주요 논사들과 연구자들이 태생학적 연기설을 거부하고 있을지라도, 

Mahānidāna경의 ‘식(識, viññāṇa)이 모태(母胎, matukucchi)에 하강[下降, avakkanti]한다’는 

표현이나 Mahātaṇhāsaṅkhaya경의 ‘부모(mātāpita), 간답바(gandhabba)의 3가지 조건으로

부터 개체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분명하기 때문에, 태생학적 연기설은 수용하기도 거

부하기도 어려운 문제로 전해졌다. 이 경전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십이연기

를 태생학적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맥락들을 발견한다. Mahānidāna경

의 ‘식이 모태로 하강한다’는 설명은 색계･무색계에 들어선 수행자의 의식이 욕계로 돌

아와 언어-인지 활동[名色]을 재개한 것에 관한 설명이다. 법(法, dhamma)에 대한 깊은 이

해[意, manas]의 위치를 자궁(yoni)으로 표현한 것[如理作意, yoniso manasikāra]과 같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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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모태는 의식적 공간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Mahātaṇhāsaṅkhaya경의 

태생학적 설명은 식을 윤회의 주체로 잘못 이해한 사띠(sati) 비구를 대상으로 하여 그의 

잘못된 생각에 대치한다. 십이연기에 부가된 태생학적 설명은 식의 생물학적 조건을 설

명함으로써 식을 초월적 존재로 오해한 사띠의 생각을 치유하게 된다. 이 경전의 맥락

들을 고려할 경우 십이연기는 태생학적 발생에 관한 것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내용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십이연기 이해는 태생학적 연기설의 시각을 벗어나 경

전의 전체 교법과 각 경전들의 맥락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연기, 십이연기, 태생학적 연기, 삼세양중인과설, 모태, 간답바, 윤회

I. 서론

본 연구는 �니까야�(Nikāya)에서 [십이]연기(緣起, paṭiccasamuppāda)에 대

한 태생학적 해석들의 기원을 추적하여 그 대안적 이해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아비담마(Abhidhamma) 이후 십이연기는 태생학적 발생을 설명하는 

윤회(輪廻, saṃsāra) 이론으로 간주되어 왔다. 비록 주요 논사들과 연구자들이 

태생학적 연기설을 거부하고 있을지라도, Mahānidāna경의 ‘식(識, viññāṇa)이 

모태(母胎, matukucchi)에 하강[下降, avakkanti]한다’1)는 표현이나 Mahātaṇhāsaṅkhaya

경의 ‘부모(mātāpita), 간답바(gandhabba)의 3가지 조건으로부터 개체가 발생

1) DN. II, p.62. 본 연구에서 okkamissatha는 ‘하강한다’로 번역한다. okkamissatha는 ‘아래로’를 의미

하는 접두사 o(=ava)와 ‘활보하다’를 의미하는 √kram으로 구성된 동사(attan. opt. 3rd. sg.)이다. 

okkamissatha는 모태(mātukucchi)에 들어간다는 맥락에서 ‘들어간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런데 ‘오근의 하강’(pañcannaṃ indriyānaṃ avakkanti, SN. III, p.46.), ‘명색의 출현’(nāmarūpassa 

avakkhanti, SN. II, p.66.), ‘식의 출현’(viññāṇassa avakkanti, SN. II, p.66.), ‘간답바의 출현’ 

(gabbhassāvakkanti, MN. I, p.265) 등의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어의 명사형 avakkanti는 ‘하강

(下降), 출현(出現), 현현(顯現)’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 단어는 영어 번역에서 ‘enter into’과 함께 

‘descend into’로 번역된다. 본 연구는 이 용례들을 참조하면서 태생학적 발생에 관한 설명을 삼계

의 틀에서 고려하기 위해 okkamissatha를 하강한다로 번역한다.; Sue Hamilton, Identity and 

Experience: The constitution of the human being according to early Buddhism, London: LuzacOriental, 

1996, pp.84-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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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는 설명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근거를 둔 태생학적 연기설은 수용하

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문제로 전해졌다.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태생학적 연

기설의 기원이 되는 Mahānidāna경과 Mahātaṇhāsaṅkhaya경의 내용을 분석하

며 그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태생학적 연기설은 십이연기의 의미가 전생, 현생, 내생을 거쳐 윤회하는 

중생의 태생적 발생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태생학적 연기설은 아비담마 시기

에 삼세양중인과설(三世兩重因果說)과 함께 등장한다. 예를 들어 십이연기의 

“식을 연하여 명색(名色, nāmarūpa)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상좌부(上座部, 

Theravādin)는 �청정도론�(淸淨道論, Visuddhimagga)에서 결생식(結生識, patīsand-

hiviññāṇa)이 모태에 들어가 개체[名色]가 된다고 설명한다.3) 설일체유부(說一

切有部)는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沙論, 이하 �대비바사론�)에

서 오온(五蘊, pañcakkhandhā)의 연속성을 통해 전생으로부터 상속된 식이 결

생한 것[名色]이라고 설명한다.4) 삼세양중인과설이 불교사에서 영향력 있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진 것만큼 태생학적 연기설 역시 그만큼 비중 있게 전해

졌다.5)

그러나 주요 논사나 연구자들은 붓다의 전체 교법과 어긋난다는 점에서 태

생학적 연기설을 거부해 왔다. 용수(龍樹, Nāgārjuna)는 찰나(刹那, kṣaṇa)의 법 

2) 각주 93)번 참조.

3) Vism. p.580. “결생식이라는 것은 중유(中有, bhavantara)와 연결하기 때문에 발생된 상태를 ‘결생’

이라고 부르고 [그 상태의] 그것을 ‘식’이라고 부른다. 하강[한 것]이 명색이라는 것은 태(胎)에 색･

무색법의 하강이 마치 들어간 것처럼 도래했기 때문에 이것을 명색이라고 부른다(Tattha 

paṭisandhiviññāṇanti yaṃ bhavantarapaṭisandhānavasena uppannattā paṭisandhī ti vuccati, taṃ 

viññāṇaṃ: Okkanti nāmarūpan ti yā gabbhe rūpārūpadhammānaṃ okkanti āgantvā pavisanaṃ viya, 

idaṃ nāmarūpaṃ).”

4)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沙論) 23권 (T, 27, 0119a04-a08). “어떤 것이 무명인가? 과거 

번뇌의 상태를 말한다. 어떤 것이 행인가? 과거 업의 상태를 말한다. 어떤 것이 식인가? 상속시 심

과 그것과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이 명색인가? 결생 이후 … 육처가 아직 충족되지 않은 [상

태까지] 중간의 5가지 상태[胎內五位]를 말한다(云何無明 謂過去煩惱位 云何行謂 過去業位 云何識 謂

續生心及彼助伴 云何名色 謂結生已 … 六處未滿中間五位).” 

5) 平川彰, �法と緣起�(東京: 春秋社, 1988), pp.442-458. 히라가와는 서로 차이가 있을지라도 설일체유

부(說一切有部), Pāli-상좌부(上座部), 중관파(中觀派), 유식불교(唯識佛敎) 등은 십이연기를 윤회의 

생사상속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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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自性, svabhāva) 이론을 비판하고 세친(世親, Vasubandhu)은 삼세양중인과

설을 비판적으로 진단하여 각각 십이연기의 원의를 전달하고자 했다.6) 식과 

명색의 관계를 인식론적 관계로 이해한 발레제(M. Walleser)의 해석은 후대 연

구자들의 공감을 얻었다.7) 냐나위라(Ñānavīra), 냐나난다(Ñānananda), 붓다닷

싸(Budhhadāsa)는 주석 전통의 권위를 넘어 십이연기의 본래 의미를 재조명한

다.8) 마쓰모토 분자부로(松本文三郎), 기무라 다이켄(木村泰賢), 우이 하쿠주(宇

井伯壽), 와츠지 테츠로(和辻哲郞), 미즈노 고겐(水野弘元) 등은 태생학적 연기

설이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다.9) 요한슨(R. E. A. 

Johansson) 게틴(R. Gethin), 해밀톤(S. Hamilton), 루스트하우스(D. Lusthaus), 론

킨(N. Ronkin) 등은 심리적, 철학적 입장에서 십이연기 이해를 제안한다.10) 이

중표, 박경준, 조준호, 임승택 등은 십이연기가 망상(妄想)의 구조에 대한 설명

이며 그 교설의 의도가 망념이나 욕망을 치유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11) 

6) D. J. 칼루파하나, �불교철학의 역사�, 김종욱 역(서울: 운주사, 2008), pp.336-55, pp.383-401. 칼루

파하나는 초기불교 붓다의 사상을 철학을 기준으로 하여 아비담마 시기를 불연속으로 용수와 세

친을 연속으로 진단한다. 십이연기에 대한 용수, 세친의 입장은 다음 논문을 참조.; 우동필, ｢�니까

야�로 본 �중론�의 십이연기｣ �불교학연구� 제49집 (서울: 불교학연구회, 2016), pp.199-231.; 

Robert Kritzer “Vasubandhu on saṃskārapratyayaṃ vijñānam,”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1993, pp.24-55.

7) Walleser, Max. Die philosophische Grundlage des älteren Buddhismus, Heidelberg: C. Winter, 1904, 

pp.52-56.

8) Ñānavīra, Notes on the Dhamma – Clearing the Path, Writtings of Ñānavīra Thera(1960-1965) Vol. I, 

Colombo: Buddhist Cultural Centre, 2001, pp.73-79.; K. Ñāṇananda, Concept and Reality in Early 

Buddhist Thought, Kandy: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1971, pp.73-87.; Buddhadāsa, Paticcasamuppada- 

Practical Dependent Origination, Bangkok: The Dhamma Study & Practice Group, 1992, pp.1-117.

9) 우동필, ｢역관의 십이연기-십이연기와 중도의 관계｣, �불교학연구� 제44집(서울: 불교학연구회, 

2015), p.22.

10) Rune E. A. Johansson, �초기불교의 역동적 심리학�, 허우성 역(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06), 

pp.9-13.; Rupert Gethin, The Foundations fo Buddhism,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133-62. Sue 

Hamilton, op. cit., xxvi-xxix.; Dan Lusthaus, Buddhist Phenomenology: A philoshophical investigation 

of Yogācāra Buddhism and the Ch’eng Wei-shih lun, London: RoutledgeCuron, 2002, p.162.; Noa 

Ronkin, Early Buddhist Metaphysics: The making of a philoshophical tradition, London: RoutledgeCuron, 

2005, pp.199-204. 

11) 이중표, �아함의 중도체계� (서울: 불광출판부, 1991), pp.220-32.; 박경준, ｢초기불교의 연기상의

설 재검토｣, �한국불교학� 14집 (한국불교학회, 1989), pp.128-36 참조.; 조준호, ｢무명(無明)과 공

(空) - 욕망의 비실재성에 대한 불교적 통찰｣, �불교학연구� 제24권 (서울: 불교학연구회, 2009), 

pp.177-219. ; 임승택, ｢무아･윤회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초기불교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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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생학적 연기설은 이를 근거하는 것처럼 보이는 초기 

경전들의 설명들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난제이다. Mahānidāna경에서는 십이

연기의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는 부분에서 ‘식이 모태에 하강하지 않는다

면 명색이 모태에서 형성되겠는가’라고 표현함으로써 결생(結生)처럼 보이는 

내용을 묘사한다. Mahātaṇhāsaṅkhaya경에서는 십이연기가 설명되고 난 다음

에 다시 부모, 간답바의 3가지 조건으로부터 발생한 아이가 생･노사를 겪는 과

정을 설명한다. 태생학적 연기설은 이 경전들의 설명에 근거를 두어 ‘식, 명색, 

육처(六處, saḷāyatana), 촉(觸, phassa), 수(受, vedanā)’의 내용을 현생에서 탁태

(托胎)된 개체가 성장하는 과정으로 묘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Mahānidāna

경, Mahātaṇhāsaṅkhaya경을 분석하여 태생학적 연기설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이다. 

II. 태생학적 연기설

태생학적 연기설은 십이연기의 과정이 개체의 태생적 발생을 설명한다는 

해석이다. 태생학적 연기설은 아비담마 불교 이후 전생, 현생, 내생의 윤회 과

정으로 설명한 삼세양중인과설과 더불어 십이연기에 관해 가장 영향력 있는 

해석으로 전해져 왔다. 남방불교의 상좌부, 북방불교의 설일체유부 등은 서로 

차이가 있을지라도 십이연기를 삼세양중인과설로 해석하고 ‘식부터 수까지’

를 현생의 발생으로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붓다고사(佛音, Buddhaghosa)는 �청

정도론�을 통해 식을 결생식으로 설명하고 명색을 오온으로 설명한다. 유부 

논사들은 �발지론�(發智論), �대비바사론�,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

論, Abhidharmakośabhāṣya, 이하 �구사론�) 등에서 태내오위설(胎內五位說), 사

유설(四有說)을 통해 태생학적 발생에 대한 묘사를 더욱 상세화시킨다.

그러나 태생학적 연기설은 아비담마 시기에 연기와 십이연기의 분기로부

제45집 (서울: 불교학연구회, 2015),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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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파생한 것이다. 연기와 십이연기는 이 시기에 분리되는 데 연기는 일체 현

상에 대한 인연화합(因緣和合)의 승의제(勝義諦)로 해석되고 십이연기는 윤회 

과정에 대한 세속제(世俗諦)로 간주된다. 연기는 다양한 인(因, hetu), 연(緣, 

paccaya), 과(果, phala)를 해명하여 일체의 인과 관계에 대한 이론이 되고 십이

연기는 삼세양중인과설과 함께 태생학적 발생을 설명함으로써 윤회 이론으

로 간주된 것이다. 하지만 �니까야�(Nikāya)에서 연기는 인과 관계로 유지되

는 12법의 연쇄[십이연기]를 가리킨다. �니까야�에서 십이연기란 용어는 나타

나지 않으며 연기, 연기 공식, 12법 연쇄는 동일한 내용으로 나타난다. 이 장에

서는 연기와 십이연기의 분기 과정과 태생학적 연기설의 내용을 알아본다. 

1. 초기 경전의 [십이]연기 

붓다는 연기의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노사(老死, jarāmaraṇa)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출가한다. 붓다는 “무엇이 있을 때 노사가 있을까? 무엇을 연하여 노

사가 있을까?”12)처럼 역관[逆, paṭiloma]를 통해 사유하며 노사의 조건을 탐구

한다. 붓다는 여리작의(如理作意, yoniso manasikāra)로부터 생(生, jāti)을 발견

하고 “생이 있을 때 노사가 있다.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13)는 내용을 순관

[順, anuloma]을 통해 확증한다. 지속된 여리작의로부터 붓다는 ‘노사, 생, 유

(有, bhava), 취(取, upādāna), 갈애(渴愛, taṇhā), 수, 촉, 육처, 명색, 식, 행(行, 

saṅkhāra), 무명(無明, avijjā)’을 발견한다. 붓다는 12법이 “이것이 있을 때 이것

이 있다.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생긴다”는 방식으로 집기(集起, 

samudaya)하고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이것이 멸

한다”는 방식으로 멸(滅, nirodhā)함을 깨닫고 이를 연기라고 표현한다.

거사여 여기에서 성제자는 연기를 잘 여리작의한다. ‘이것이 있을 때 이

12) SN. II, p.10. “Kimhi nu kho sati jarāmaraṇam hoti kimpaccayā jarāmaraṇanti.” 

13) Ibid., p.10. “Tassa mayhaṃ bhikkhave yoniso manasikārā ahu paññāya abhisamayo. jātiyā kho sati 

jarāmaraṇaṃ hoti jātipaccayā jarāmaraṇan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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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있다.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이것이 멸한다.’ ‘즉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

다. 행을 연하여 식이 있다. … 이와 같이 순대고온(純大苦蘊)의 집기가 있

다. 무명의 남김없는 멸로부터 행이 멸한다. 행의 멸로부터 식이 멸한다 

… 이와 같이 순대고온의 멸이 있다.’14)

연기라는 표현에서 연(緣)은 노사의 조건이 되는 법(法, dhamma)을 추적하

는 과정에서 나타난다.15) 기(起)는 그 조건이 되는 법들의 일어남을 자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붓다는 [십이]연기의 깨달음을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

에 대한 안목이 생겼다(udapādi)”고 설명한다. 여기서 기(uppāda)는 안목의 발

생이라는 표현으로부터 나타나 연기법의 발생을 의미하게 된다.16) 즉 연기란 

붓다가 12법을 발견하고 그 법들의 관계를 연기 공식을 통해 확증하며 그 내용

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용어이다. 이 경우 연기, 연기 공식, 12법 연쇄[즉 

십이연기]는 동일한 것이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연기는 ‘조건으로부터 함께 

발생’이지만 그 실제적 내용은 ‘조건으로부터 [고통의] 함께 발생’이라는 지시

를 통해 십이연기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히라가와 아키라(平川彰)가 언급했

듯이 �경장�(經藏, suttapiṭaka)에서 십이연기에 해당하는 Pāli어 용어조차 발견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초기불교에서 연기는 곧 십이연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17) 

14) Ibid., p.70. “Idha gahapati ariyasāvako paṭiccasamuppādaññeva sādhukaṃ yoniso manasi karoti. Iti 

imasmiṃ sati idaṃ hoti, imassuppādā idaṃ uppajjati. imasmiṃ asati idaṃ na hoti, imassa nirodhā idaṃ 

nirujjhati. Yadidam avijjāpaccayā saṅkhārā; saṅkhārapaccayā viññāṇaṃ … Evam etassa kevalassa 

dukkhakkhandhassa samudayo hoti. Avijjāya tveva asesavirāganirodhā saṅkhāranirodho; saṅkhāranirodhā 

viññāṇanirodho … Evam etassa kevalassa dukkhakkhandhassa nirodho hoti.” 

15) 연기(緣起)는 paṭiccasamuppāda의 한역이고 연(緣)은 paccaya의 한역이다. 문법 형식상 paṭicca는 

paṭi√i + cca로 동명사(gerund) 형태이고 paccaya는 paṭi√i(guṇa:i→ay) + a로 명사 형태로 양자는 

동일성을 지닌다.

16) DN. II, pp.33-35. “Samudayo samudayo’ti …… Nirodho nirodho ti kho bhikkhave Vipassissa Bodhisattassa 

pubbe ananussutesu dhammesu cakkhuṃ udapādi.” upapādi는 uppajjati의 과거시제 일인칭 단수형이

다. udapādi = ud + a(a-augment)+ √pad(vuddhi: a→ā)+ a+ i(aor. 1st. sg)이고, uppāda= ud + √

pad(vuddhi: a→ā)+ a(1st. der.)이다. uppāda, udapādi, uppajjati는 동일성을 지닌다.

17) 平川彰, 앞의 책 �法と緣起�, p.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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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십이]연기의 분기와 태생학적 해석

아비담마 시기에 연기와 십이연기는 분기된다. 이 과정에서 연기는 일체법

의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이해되고 십이연기는 윤회 과정에 대한 설명으

로 간주된다. 먼저 �청정도론�을 통해 상좌부의 해석을 알아보자. �청정도론�

에서 연기는 찰나생･멸하는 법이 상속(相續, santāna)을 통해 이어진다는 설명

으로 이해된다. 

연으로부터 발생을 보기 때문에 그에게 순관 연기가 분명해진다. ‘이것

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연으로부터 소멸을 

보기 때문에 역관 연기가 분명해진다.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이것이 멸

한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찰나(khaṇa)로부터 발생과 소멸을 보기 

때문에 연이생법은 분명해진다. 유위의 특성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발생과 소멸로부터 그것들은 유위이고 연이생[법]이기 때문이

다.18) 

�청정도론�에서는 연기 공식을 찰나생･멸하는 법으로 해석하고 이 해석을 

통해 동일성(一性, ekatta)과 다양성(nānatta)을 설명한다. �청정도론�에서 동일

성은 법들이 찰나생･멸할지라도 원인과 결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지

닌 것으로 설명된다.19) 다양성은 “다양한 원인(aneka kāraṇa)으로부터 다양한 

결과(aneka phala)가 있다”20)는 설명처럼 다양한 연에 대한 해명으로 표현된

18) Vism, p.632. “Paccayato c’ assa udayadassanena anulomapaṭiccasamuppādo pākaṭo hoti: imasmiṃ sati 

idaṃ hotī ti avabodhato. Paccayato vayadassanena paṭilomapaṭiccasamuppādo pākaṭo hoti: imassa 

nirodhā idaṃ nirujjhatī ti avabodhato. Khaṇato pana udayabbayadassanena paṭiccasamuppannā 

dhammā pākaṭā honti. saṅkhatalakkhaṇāvabodhato -udayabbayavanto hi saṅkhatā- te ca paṭiccasamuppannā ti.”

19) Ibid., p.632. “연으로부터 발생을 보기 때문에 그에게 동일성(ekatta)의 설명은 분명해진다. 원인과 

결과가 묶이는 것에 의해 상속이 끊어지지 않음이 이해되기 때문이다(Paccayato c’ assa udayadass

anena ekattanayo pākaṭo hoti; hetuphalasambandhena santānassa anupacchedāvabodhato).” 

20) Ibid., p.632. “왜냐하면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어떤 하나의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하나의 결과가 있는 것도 역시 아니다. 그러나 진실로 다

양한 원인에 의해 다양한 결과가 있다(Ekato hi kāraṇato na idha kiñci ekaṃ phalam atthi, na anekaṃ. 

nā pi anekehi kāraṇehi ekaṃ. Anekehi pana kāraṇehi anekam eva ho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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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1) �청정도론�에서는 이것이 무상, 고, 무아의 특성을 설명하며 연기를 해

명한다고 본다.22) 이 과정에서 연기는 양극단을 벗어난다는 측면에서 중(中, 

majjha)과 동의어로 간주되고 찰나생･멸한다는 의미에서 무상과 동일한 용어

로 수용된다.23) 초기 경전에서 중은 동일･다양의 양극단을 벗어나 [십이]연기 

이해로 이끄는 것이었지만, �청정도론�에서 중과 연기는 동일한 것이 되어 동

일･다양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된 것이다.24) 

반면에 십이연기는 윤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존재-수레바퀴’(bhava-cakka)

로 설명된다.25) 존재-수레바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구분 속에서 이중의 

인과 관계를 지니며 20개의 바퀴살의 모습으로 회전한다.26) 과거는 ‘무명, 행’

이고 현재는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이며 ‘생, 노사’는 미래이다.27) 

‘무명, 행’은 과거원인이고 ‘식부터 수’까지는 현재결과이고 ‘애, 취’는 현재원

21) �발취론�(發趣論, Paṭṭhānapakaraṇa)의 24연에 대한 설명은 �청정도론�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청정도론�의 24연은 �발취론�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2) Vism, p.632. “연으로부터 발생을 보기 때문에 그에게 무아의 특성은 분명해진다. [자아는] 법들이 

부동[不動, nirīhakatta]의 연에 묶인 상태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찰나로부터 발생과 소멸을 보기 때

문에 무상의 특성은 분명해진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이해하고, 과거와 미래의 분리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고의 특성 역시 분명해진다. 발생과 소멸에 의한 압박(壓迫, paṭipīḷana)을 이해하기 때문

이다. 일체의 특성 역시 분명해진다. 발생과 소멸에 의한 결정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일체의 특성

에서 유위의 특성이 그만큼 순간성을 지닌다는 것 역시 분명해진다. 발생한 찰나에 사라짐과 사라

진 찰나에 발생함에서 존재하지 않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Paccayato c’ assa udayadassanena anat

talakkhaṇaṃ pākaṭaṃ hoti, dhammānaṃ nirīhakattapaccayapaṭibaddhavuttitāvabodhato. Khaṇato uday

abbayadassanena aniccalakkhaṇaṃ pākaṭaṃ hoti, hutvā abhāvāvabodhato pubbantāparantavivekāvabo

dhato ca. Dukkhalakkhaṇam pi pākaṭaṃ hoti, udayabbayehi paṭipīḷanāvabodhato. Sabhāvalakkhaṇam pi 

pākaṭaṃ hoti, udayabbayaparicchinnāvabodhato. Sabhāvalakkhaṇe saṅkhatalakkhaṇassa tāvakālikatta

m pi pākaṭaṃ hoti, udayakkhaṇe vayassa, vayakkhaṇe ca udayassa abhāvāvabodhato ti).”

23) 론킨은 연기와 찰나생･멸이 동일하게 간주되고 무상과 찰나생･멸이 동일하게 간주되어 양자가 

동일하게 되는 과정을 유추한다. Noa Ronkin, Early Buddhist Metaphysics: The making of a 

philoshophical tradition, London: RoutledgeCuron, 2005, pp.59-66.

24) 곰브리치, 게틴의 진단에 의하면 초기 경전에서 연기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고통이 어떻게 발생하

는지를 설명인 것에 반해, 아비담마에서 연기는 만물이나 실재의 모든 사건들을 설명하는 형이상

학적 이론으로 전개된 것이다. R. Gombrich, How Buddhism Began, London: Routledge, 1996. 

pp.34-37.; R. M. L. Gethin, The Buddhist Path to Awakening, Oxford: Oneworld Publications, 2001, 

pp.148-150. 

25) Vism, pp.576-81. 

26) Gethin, The Foundations of Buddh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151-53 참조.

27) Vism, p.578. “avijjā saṅkhārā cā ti dve aṅgāni atītakālāni. Viññāṇādīni bhavāvasānāni aṭṭha paccuppan

nakālāni. Jāti c’ eva jarāmaraṇañca dve anāgatakālānī ti veditabbā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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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며 ‘생, 노사’는 미래결과이다. 과거원인, 현재결과, 현재원인, 미래결과의 

4가지 모임(saṅgaha)은 ‘행과 식’, ‘수와 애’, ‘유와 생’ 사이의 연결 혹은 결합

(sandhi)을 가지며,28) 4가지 모임의 5개 법들, 즉 과거원인의 ‘무명, 행, 갈애, 취, 

유’, 현재결과의 ‘식, 명색, 육처, 촉, 수’, 현재원인의 ‘애, 취, 유, 무명, 행’, 미래

원인의 ‘식, 명색, 육처, 촉, 수’인 배치를 갖는다.29) 

4가지 모임의 20개 바퀴로 묘사되는 유위의 행상(行相有爲, ākārasaṅkhāta)은 

이중의 번뇌(kilesa), 업(kamma), 과보(vipāka)의 회전에 의해 굴러가는 도식적 

모습을 보여준다.30) �청정도론�의 십이연기는 번뇌, 업, 과보로부터 전생, 현

생, 내생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윤회의 과정에 대한 해명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표 1> �청정도론�의 삼세양중인과설

십이연기= 무명 행 식 명색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삼세= 과거 현재 현재 미래

인과(4가지 모음)=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연결(3가지 연결)=  연결  연결  연결

20개 유위
무명 행 식 명색육처 촉 수 애 취 유

애 취 유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회전 번뇌 업 과보 번뇌 업 과보

태생학적 발생에 대한 묘사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다. 

28) Ibid., p.579. “Tattha saṅkhārānañ ca paṭisandhiviññāṇassa ca antarā eko hetuphalasandhi nāma vedanā

ya ca taṇhāya ca antarā eko phalahetusandhi nāma, bhavassa ca jātiyā ca antarā eko hetuphalasandhī ti 

evam idaṃ hetu-phala-hetupubbaka-tisandhī ti.”

29) Ibid., pp.579-581. “Tattha atīte hetavo pañcā ti avijjā saṅkhārā cā ti … tasmā taṇhupādānabhavā pi gahit

ā honti. … Idāni phalapañcakan ti viññāṇādi vedanāvasānaṃ … Idāni hetavo pañcā ti taṇhādayo Pāḷiya

ṃ āgatā taṇhupādānabhavā. … saṅkhārā gahitā va honti … avijjā gahitāva hotī ti. … Ayatiṃ phalapañca

kan ti viññāṇādīni pañca.” 

30) Ibid., p.581. “여기에서 행, 유는 업의 회전이고, 무명, 애, 취는 번뇌의 회전이고 식, 명색, 육처, 촉, 

수는 과보의 회전이라고 하는 이 셋에 의해, 세 가지 회전을 지닌 존재바퀴는 번뇌의 회전이 끊어

지지 않는 한 중단되지 않은 연성으로 멈추지 않으며 계속해서 회전하면서 헤매인다(ettha pana sa

ṅkhārabhavā kammavaṭṭaṃ, avijjā taṇhupādānāni kilesavaṭṭaṃ, viññāṇa-nāmarūpa-saḷāyatana-phassa-

vedanā-vipākavaṭṭan ti imehi tīhi vaṭṭehi tivaṭṭam idaṃ bhavacakkaṃ, yāva kilesavaṭṭaṃ na upacchijjati, 

tāva anupacchinnapaccayattā anavaṭṭhitaṃ, punappunaṃ parivattanato bhamati yevā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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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식 부분에서] 갈애에 의해 기울이고 행들에 의해 던져진 그것[식]

은 상속[相續, santati]에 의해 … 전기(轉起)한다. 여기에서 전자[갈애]는 

사라지기 때문에 죽음이고 후자[행]는 다음 존재와 결합하기 때문에 결

생[paṭisandhi]이라고 부른다. …… [식연명색] 명(名)이라는 것은 소연을 

향해 기울이는 것으로 수를 시작으로 하는 3가지 온[수온, 상온, 행온]이

다. 색(色)이라는 것은 4대와 4대를 취한 색이다. … 이와 같이 유전하는 

이 명색에서 ‘결생하는 찰나’에 색으로부터 2가지 상속-핵심들과 세 가

지 무색온이 현현한다.”31)

이 설명에서 식은 결생식이고 명색은 수, 상, 행, 색의 4온이다. 경전에서 명

색은 명이 수, 상, 사(思, cetanā), 촉, 작의(作意, manasikāra)이고 색은 4대(大)와 

4대를 취한 색으로 설명된다.32) 붓다고사는 사, 촉, 작의를 행온으로 간주하여 

명색을 각각 수온, 상온, 행온의 3온과 색온으로 설명함으로써, 식과 명색의 관

계를 식온과 수온, 상온, 행온, 색온의 관계로 설명한다.33) 이에 따르면 식은 식

온이고 명색은 수온, 상온, 행온, 색온이 되기 때문에 식으로부터 결생시 명색

은 오온(五蘊)이 된다. 또한 �청정도론�에서는 명색에서 색의 발생에 대해 “결

생심(結生心)은 색을 형성시키지 못한다. … [색은] 어머니가 먹은 식(食, āhāra)

에 수반된 몸에서 … 스스로 … 먹을 때 형성된다”34)고 설명함으로써 태생학적 

발생을 묘사한다.35) 

31) Ibid., pp.554-59. “Taṃ santativasena taṇhāya nāmiyamānaṃ saṅkhārehi khippamānaṃ … pavattatīti. Ett

ha ca purimaṃ cavanato cuti. Pacchimaṃ bhavantarādipaṭisandhānato paṭisandhī ti vuccati. …… nāma

n ti ārammaṇābhi-mukhaṃ namanato vedanādayo tayo khandhā. Rūpan ti cattāri mahābhūtāni catunnañ 

ca mahābhūtānaṃ upādāya rūpaṃ. … Evaṃ pavattamāne ca etasiṃ nāmarūpe, … paṭisandhikkhaṇe … r

ūpato dve santati-sīsāni tayo ca arūpino khandhā pātubhavanti.”

32) MN. I, p.53. “Vedanā saññā cetanā phasso manasikāro, idaṃ vuccat’ āvuso nāmaṃ; cattāri ca mahābhūt

āni catunnañ-ca mahābhūtānaṃ upādāya rūpaṃ. idaṃ vuccat’ āvuso rūpaṃ; iti idañ-ca nāmaṃ idañ-ca 

rūpaṃ. idaṃ vuccat’ āvuso nāmarūpaṃ.”

33) MNA. I, p.221. “vedanāti vedanākkhandho. Saññāti saññākkhandho. Cetanā, phasso, manasikāro ti saṅk

hārakkhandho veditabbo.”; Vism, p.558. “nāman ti ārammaṇābhimukhaṃ namanato vedanādayo tayo k

handhā. Rūpan ti cattāri mahābhūtāni catunnañca mahābhūtānaṃ upādāyarūpaṃ.” 

34) Vism. 560. “mātarā ajjhoharitāhārena anugate sarīre … attano … ajjhoharaṇakāle āhārasamuṭṭhānaṃ 

….”

35) 물론 �청정도론�의 이 설명들은 삼계(三界) 영역의 한정 내에서 기술되어 있고 행, 식, 명색, 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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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는 연기를 찰나법이론(刹那論, kṣaṇikavāda)과 상속(相續, santana)으로 

설명되는 유위(有爲, saṃskṛta)로 해석한다.36) 유위는 과거, 현재, 미래에 실재

(dravya)하는 법이 찰나의 시간 동안 생･주･이･멸(生･住･異･滅)의 과정 속에서 

상속하는 현상이다.37) 이 과정에서 심(心, citta)과 심소(心所, caitasikā)는 찰나

의 원자적 시간 단위에서 생･주･이･멸하는 법으로 설명되었고 상속은 6인･4

연･5과의 정교한 인과관계로 묘사되었다.38) 초기 경전에서 붓다는 동일･별이

(一･異, ekatta･puthutta), 상주･단멸(常･斷, sassata･uccheda) 등의 양극단을 벗어

나 법을 설했기 때문에,39) 이 범주를 벗어나 법을 해석하는 것은 불멸 후 제자

들에게 남겨진 숙명과 같았다. 법의 찰나생･멸은 상주론을 비켜나고 상속은 

단멸론을 비켜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유부는 찰나법이론과 상속이

론을 법에 대한 해법으로 수용했다.40) 그로 인해 연기는 찰나의 순간으로 생멸

하는 법과 그것들의 인과관계로 이해되었다.41)

촉 등의 설명 중에는 6식(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인식론적, 심리 실재론

적 재해석의 여지는 있다. 

36) 유부에서 허공, 택멸, 비택멸의 무위법을 제외한 색(色, rūpa), 심(心, citta), 심소(心所, caitasika), 심

불상응행(心不相應行, cittaviprayuktā-saṃskārā)은 모두 유위상이기 때문에, 연기 역시 유위상을 지

닌다.; AKBh, 54:07-08. “rūpaṃ cittaṃ caitasikā viprayuktā vā sarvaṃ saṃskṛtalakṣaṇaiḥ sārdhamutpa

dyate.”

37) AKBh, 75:19-25. “[유위]상은 다시 생, 노, 주, 멸(anityatā)이다. … 주는 이 [합성어] 주･이(sthity-any

athātva)인 것이고 노는 이것[주･이]와 동의어이다(lakṣaṇāni punarjātirjarā sthitiranityatā/ … sthitiḥ/ 

yattarhi idaṃ sthityanyathātvamiti/ jarāyā eṣa paryāyas)”; �阿毘達磨俱舍論� 卷第五(T, 29, p.27a). “논

에서 말하길, 이 4종으로 말미암아 유위상의 법이다. 만약 이에 응하면 유위이고, 이 상과 상위이

면 무위법이다. 이것은 제법에서 능히 일어나는 것을 생, 능히 안주하는 것을 주, 능히 쇠퇴하는 것

을 이, 능히 이 소멸하는 것을 멸이라고 이름한다(論曰 由此四種是有爲相法 若有此應是有爲 與此相違

是無爲法 此於諸法能起名生 能安名住 能衰名異 能壞名滅).” 

38) 上山春平･櫻部 建, �아비달마의 哲學-존재의 분석�, 정호영 역(서울: 민족사, 1989), pp.61-72; 권오

민, �아비달마불교� (서울: 민족사, 2003), pp.106-21 참조.

39) 유･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 부분을 참조. SN. II, p.298.;동일･별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 부분을 참조. 

SN. II, p.77.; SN. IV, p.392.; 자작･타작, 상주･단멸에 관한 내용은 다음 부분을 참조. SN. II, p.20.

40) AKBh, 471:22-472:02. “‘아난다여, 아(我, ātma)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견에 떨어진다. 아가 없다는 

하는 것은 단견에 떨어진다’라고 경에서 설해진다. … 찰나를 지닌 불이 [생멸하지만] 상속하여 유

전한다고 말한 것과 같이 중생들은 온의 집기와 함께 갈애와 취를 지니며 윤회한다고 말해진다(as

ty ātmety Ānanda śāśvatāya paraiti nāsty ātmety Ānand occhedāya paraitī’ti vātsyasūtre vacanāt … yath

ātu kṣaṇiko ’gniḥ saṃtatyā saṃsaratīty ucyate tathā sattvākhyaḥ skandhasamudāyastṛṣṇopādānaḥ saṃs

aratīty ucyate).”; 권오민, �유부아비달마와 경량부철학의 연구� (서울: 경서원, 1994), pp.244-45.

41) 테오도르 체르바츠키, �열반의 개념�, 연암 종서(瑌庵宗瑞) 역(서울: 경서원, 1994), p.47. “소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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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는 십이연기를 분위(分位, avasthika) 연기설에 기반을 둔 삼세양중인과

설로 해석한다. 분위 연기설은 십이연기의 각 지분[支, aṅga]이 오온을 지닌 각

각의 상태라는 것이다.42) Mahātaṇhāsaṅkhaya경을 보면 식을 윤회의 주체로 이

해한 사띠 비구의 해석은 붓다로부터 부정되기 때문에 식은 윤회 주체가 될 수 

없다. 추정해보면 오온을 윤회 주체로 설정한 유부의 분위연기설은 이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 시도일 수 있다. 분위연기설에서 십이연기는 12지 각각이 오온

의 상태로서 번뇌, 업, 사(事, vastu)의 구조 속에서 순환하는 모습에 대한 설명

이다. 

<표 2> 유부의 삼세양중인과설

십이연기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분위 연기 오온 오온 오온 오온 오온 오온 오온 오온 오온 오온 오온 오온

삼세 과거 현재 현재 미래

회전 번뇌 업 사 번뇌 업 사

유부의 태생학적 발생에 대한 묘사는 매우 구체적이다. 

논에서 설하는 바는 십이지는 모두 오온을 갖추어 때에 구분될 경우 각

기 다르다는 것이다. 시설론에서 말하길 “무명은 무엇인가? 과거 번뇌의 

상태를 말한다. 행은 무엇인가? 과거 업의 상태를 말한다. 식은 무엇인

가? 결생심과 그것을 돕는 것이다. 명색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결생 이

후 안근 등 4가지 종류 색근[즉, 안･이･비･설근]이 아직 생기지 않아 육처

가 미비된 중간의 5위(位)이다. [5위는] 갈랄람(羯剌藍), 알부담(頞部曇), 

폐시(閉尸), 건남(鍵南), 발라사구(鉢羅奢佉)를 말한다. 이것이 명색의 상

태이다. 육처는 이미 4가지 종류의 색근이 생기고 육처가 이미 완비, 즉 

따르면 Pratitysamutpāda는 prati ityānāṃ vināśināṃ samutpādaḥ로서 즉 ‘덧 없는 순간에 나타나는 

사물’이라는 뜻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Pratity-samutpāda는 여러 가지 요소들(제법)이 존재로 나

타나고 사라짐을 조정하는 인과율이다. … 소승에서는 연기설을 인과관계 사이에 있는 실질적 본

체들의 일시적인 연속으로 해석하였다.” 

42) AKBh, 136:18-19. “avasthika eṣa pratītyasamutpādo dvādaśa pañcaskandhikā avasthā dvādaśaṅgān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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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사(鉢羅奢) 상태로 안 등의 모든 근은 아직 촉과 함께 의지처를 짓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것이 육처의 상태이다. 촉은 무엇인가? 안 등의 

근이 비록 촉과 함께 의지처를 지을지라도 고락의 차별을 아직 알지 못

함을 말한다. … 이것이 촉의 상태이다. 수는 무엇인가? 능히 고락을 요별

한 상태를 말한다. … 비록 이미 음식 욕구가 생기지만 아직 음탐이나 물

욕이 생기지 않은 상태이다. 이것이 수의 상태이다. 애는 무엇인가? 비록 

이미 음식이나 음탐, 물질욕이 생겼을지라도 아직 사방으로 추구하지 않

고 피로하지 않음을 말한다. 이것이 애의 상태이다. 취는 무엇인가? 3애

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추구하며 비록 많은 위험을 겪지만 피로하지 않고 

아직 후유를 위한 선악업이 생기지 않음을 말한다. 이것이 취의 상태이

다. 유는 무엇인가? 추구할 때 마찬가지로 후유를 위한 선악업이 생긴 상

태를 말한다. 이것이 유의 상태이다. 생은 무엇인가? 즉 현재는 식의 상

태이고 미래일 경우 생의 상태라고 이름한다. 노사는 무엇인가? 현재는 

명색, 육처, 촉, 수의 상태이고 미래일 경우 노사의 상태라고 이름한다.43)

�비바사론�의 이 내용은 십이연기에 대한 유부의 태생학적 연기 해석을 잘 

보여준다. 이에 대한 권오민, 박창환의 설명을 참조하면 무명부터 행은 전생에 

해당하고 식부터 육처까지는 결생으로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이다. 명

색의 5위는 잉태 후 각각 7일 기간의 단계이다.44) 촉은 출생 후 2세까지의 유아 

상태이고 수는 4, 5세부터 14, 15세의 소년기이고 애는 16,17세부터 청소년기 

이후이고 취는 중장년기이며 유는 노년기의 상태이다.45) 생부터 노사는 내생

43)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沙論), 권 20 (T, 27, 0119a01-23), “論所說十二有支皆具五蘊時

分各異 施設論說 … 云何無明 謂過去煩惱位 云何行 謂過去業位 云何識 謂續生心及彼助伴 云何名色 謂結生

已未起眼等四種色根 六處未滿中間五位 謂羯剌藍頞部曇 閉尸 鍵南 鉢羅奢佉 是名色位 云何六處 謂已起四

色根 六處已滿即鉢羅奢佉位 眼等諸根未能與觸作所依止 是六處位 云何觸 謂眼等根雖能與觸作所依止 而未

了知苦樂差別 … 是觸位 云何受 謂能別苦樂 … 雖已起食愛而未起婬及具愛 是受位 云何愛 謂雖已起食愛婬

愛及資具愛 而未為此四方追求不辭勞倦 是愛位 云何取 謂由三愛四方追求 雖涉多危嶮而不辭勞倦 然未為後

有起善惡業 是取位 云何有 謂追求時亦為後有起善惡業 是有位 云何生 謂即現在識位 在未來時名生位 云何

老死 謂即現在名色六處觸受位 在未來時名老死位.”

44) 권오민, �아비달마불교�(서울: 민족사, 2003), p.173. 태내5위는 잉태 후 각 7일 기간으로 구분된 상

태로 갈랄람은 응혈 단계, 알부담은 응혈이 엉키기 시작한 단계, 폐시는 피와 살이 응키게 되는 단

계, 건남은 살이 굳어지는 단계, 발라사구는 사지의 마디가 형성되는 단계를 말한다.

45) 앞의 책, pp.179-86 참조.; 박창환, ｢구사론주 세친(Vasubandhu) 緣起觀의 연속과 불연속｣, �불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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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리킨다. 유부는 십이연기의 의미를 태생학적 발생과 구체적인 생애 주기

로 해석한 것이다.46) 

4유(四有, catubhava)의 구조는 태생학적 연기설과 더불어 윤회 과정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한다.47) 중유(中有, antarābhava)는 죽는 존재와 태어나는 존재 

사이의 중간 존재이고 생유(生有, upapattibhava)는 오온의 결생의 순간에, 재생

의 영역으로 입태하는 순간의 오온이고 본유(本有, pūrvakālabhava)는 수태한 

이후부터 죽기 전의 일체 존재이며 사유(死有, maraṇabhava)는 죽는 최후의 순

간이다.48) 유부는 4유설을 통해 노사로부터 다시 무명을 연결하여 번뇌, 업, 사

의 인과 구조로부터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사, 즉 윤회를 묘사한다.49) 

이상의 내용에서 태생학적 연기 해석은 연기와 십이연기에 분기로부터 시

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찰나법･상속이론으로서의 연기와 윤회설로서의 십

이연기에 대해서는 각각 엄밀한 비판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용수는 �중론�(中

論, Madhyamakaśāstra)을 통해 자성(自性, sābhava)으로써 찰나법의 생･멸을 비

연구� 제38권(서울: 불교학연구, 2014), pp.67-69 참조.

46) Indaka경에서는 입태에서 어머니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증장하는 5단계의 상태를 설명한다. 

그러나 Indaka경의 내용은 십이연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 Indaka경은 색을 영혼과 동일하게 간주

하는 대상자의 사유와 연관이 있을 뿐이다. SN. I, p.206. “붓다들은 색이 곧 영혼이 아니다라고 말

한다. 이것은 어떻게 이 육신을 얻는가? … 처음에 깔라라가 있고 깔라라로부터 압부다가 있고 압

부다로부터 뻬씨가 생겨나고 빼씨로부터 가나가 전개하고 가나로부터 빠싸카가 생겨난다. … 그

의 어머니가 먹는 음식, 마실 것, 식사에 의해 모태의 그 사람은 양육된다(Rūpaṃ na jīvan ti vadanti 

buddhā, kathaṃ nvayaṃ vindat-imaṃ sarīraṃ … Paṭhamaṃ kalalaṃ hoti, kalalā hoti abbudaṃ. Abbudā 

jāyate pesi. pesi nibbattatī ghano. Ghanā pasākhā jāyanti … Yañ c-assa bhuñjatī mātā, annaṃ pānañca 

bhojanaṃ. tena so tattha yāpeti, mātukucchigato naro ti).” 

47) AKBh, 124:19. “유는 특별한 구별이 없으면 오취온으로 칭한다. 그것은 4종으로 구분된다(bhavo h

i nāmāviśeṣeṇa pañcopādānaskandhāḥ / sa eva caturdhā bhidyate).”

48) Ibid., 121:18-124:20. “사유와 분리되어 생유로 현현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중유가 있다. … 생유는 

여러 취(趣, gāti)에서 결생찰나이다. 이후 죽는 찰나를 제외하고 [생유로부터] 다른 일체의 유는 본

유이다. 사유는 죽는 찰나이다(na marāṇabhavādvicchinna upapattibhavaprādurbhāvaḥ / tasmādastye

vāntarābhavaḥ … upapattibhabo gatīṣu pratisandhikṣaṇaḥ / tasmāt pareṇa maraṇakṣaṇaṃ paryudasyān

yaḥ sarvo bhavaḥ pūrvakālabhavaḥ / caramakṣaṇo maraṇabhabo).”

49) Ibid., 135:04-05. “유지(有支, bhavāṇgas)들의 존재의 방식이 지정되기 때문에, 무명은 번뇌의 자성

을 지니고 사로부터 번뇌라는 두 가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수의 영향으로부터 그리고 노사의 사로

부터 다시 번뇌가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어떤 것도 더할 것이 없다(yasmādeṣa nayo vyavasth

ito bhavāṅgānāṃ tasmādavidyā 'pi kleśasvabhāvā vastunaḥ kleśādveti jñāpitaṃ bhavati. vedanāvaśācca 

jarāmaraṇavastunaḥ punaḥ kleśo bhāvīti nātra punaḥ kiñcidupasaṃkhye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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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하고 연기로써 십이연기의 의미를 제시한다.50) 세친은 �구사론�을 통해 유

부의 분위연기설에 기반을 둔 삼세양중인과설을 거부하고 십이연기에 대해 

자신의 해석을 드러낸다.51) 깔루파하나(D. J. Kalupahana), 나카무라 하지메(中

村元) 등은 연기가 찰나법이론으로 독해되면서 십이연기는 법 체계로서 의의

를 잃어 윤회를 설명하는 윤회 이론으로 퇴전되었다고 진단한다.52) 냐나위라

(Ñānavīra)는 찰나법이론에 따를 경우 연기 공식은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

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있다’처럼 되어야 하는 난점을 드

러낸다.53) 곰브리치(R. Gombrich), 게틴(R. Gethin)은 경험 세계에 대한 붓다의 

법이 아비담마의 해석에 의해 형이상적 이론으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한다.54) 

론킨(N. Ronkin)은 ‘찰나법이론이 초기 경전으로부터 추적될 수 없다는 점은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는 바’라고 시사하고 찰나법이론이 등장하는 두 가지 

배경, 즉 시간을 의미하는 때(時, samaya)가 찰나로 대체되는 과정과 초기 경전

의 무상(無常, anicca)이 아비담마의 찰나 개념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추적한

다.55) 

찰나법･상속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의 난해성에 비해 태생학적 연기설에 대

한 비판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예

를 들어 우이는 태생학적 연기설을 따를 경우 무명의 멸은 오온의 멸이 되어 

깨달음의 상태를 죽은 상태로 해석해야 하는 오류를 지적했다.56) 요한슨은 무

50) 남수영, ｢실유론자들의 불상부단설에 대한 용수의 비판｣, �인도철학� 제30집(인도철학회, 2010), 

pp.97-128. 

51) AKBh, 139:24-140:23 참조.

52) D. J. 칼루파하나, 앞의 책 �불교철학의 역사�, pp.436-38.; 나카무라 하지메, �용수의 중관사상�, 남

수영 역(용인: 여래, 2010), pp.74-75.

53) Ñānavīra, Notes on Dhamma, p.21. 냐나위라에 따르면 삼세양중인과설은 연기의 ‘이것(this)이 일어

날 때 이것(this)이 생긴다. 이것이 멸할 때 이것이 멸한다’의 구절 대신에, 실제로는 ‘이것이 멸하

기 때문에 이것이 생긴다’라고 말한 것이다. 냐나위라는 십이연기를 전생, 현생, 내생의 존재로 이

해한다면, 현재의 삶에서 과거의 무명, 행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 노사 역시 볼 수 없

는 점을 지적한다.

54) Richard Gombrich, op. cit., pp.34-37; R. M. L. Gethin, The Buddhist Path to Awakening, Oxford: Onewo

rld Publications, 2001, pp.148-50.

55) Noa Ronkin, Early Buddhist Metaphysics, pp.59-68, pp.119-120. 

56) 宇井伯壽, �印度哲學硏究 第二�(東京: 岩波書店, 1965), p.302. 



태생학적 연기설 재검토   17

명, 행이 전생의 번뇌라면 무명, 행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전생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론적 허점을 묻는다.57) 사실상 연기는 발생과 소멸의 두 측면이 함께 

설명되어 있는데, 태생학적 연기설은 시간성 및 발생의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

고 있기 때문에 연기의 본래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생학적 연기설이 지지되어 온 것은 그 경전적 근거가 분명하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태생학적 연기설의 근거가 되는 경전의 내용들을 분석

한다. 

III. 경전의 태생학적 설명

1. Mahānidāna경의 모태 해석

태생학적 연기설의 근거로 거론되는 경전 중 하나는 Mahānidāna경이다. 이 

경전은 연기가 심오할지라도 너무나 평이하게 보인다는 아난다(Ānanda)의 평

가에 대해 붓다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며 중생들은 연기의 심오함을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서언을 통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연기는 무명부터 노사까지의 12법의 조건적 발생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Mahānidāna경에서 붓다는 기존의 연기 설명과 차별적으로 연기를 설명한다. 

Mahānidāna경의 전반부는 연기를 말하고 후반부는 삼계를 설명하는 데 차별

된 설명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무명과 행이 나타나지 않으며 

육입처는 촉, 수에 내재되어 있다. 둘째, 식과 명색은 상호연의 관계로 설명되

며 이는 양자의 순환으로부터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한다. 

셋째, 갈애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한 갈래는 일반적인 형식과 같이 노사로 

이어지고 다른 한 갈래는 타인과의 분쟁이나 불선법의 조건들을 설명한다.58) 

57) Rune E. A. Johansson, 앞의 책 �초기불교의 역동적 심리학�, pp.9-13.

58) 우동필, ｢십이연기 전개설 비판｣, �한국불교학� 제72집 (한국불교학회, 2014), pp.158-64. 첫째 부

분에서 육입처가 촉, 수에 내재된 이유는 이 경이 개인에 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각기 다른 인식

을 지닌 타인들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이다. 육입처가 각 개인들의 촉과 수에 포함되어야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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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ānidāna경에서 식과 명색의 관계는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을 연

하여 식이 있다는 상호의 관계로 나타난다.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는 설명

은 다음과 같다. 

“아난다여,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는 이것은 이 설명에 의해 알려져

야 한다. 아난다여, 만약 식이 모태에 하강하지 않을지라도 명색이 모태

에서 축적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여, 식이 모태에 

하강하고 나서 일탈할지라도 명색이 이 상태로 생기겠는가?” “아닙니

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여 식이 소년이나 소녀인 어린 아이일 때 일탈

할지라도 명색이 증가하고 성장하며 풍부해 질 수 있겠는가?” “아닙니

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여 그러므로 식이 명색의 원인이고 인연이고 집

기이며 연이다.”59)

식이 모태에 하강한다는 내용은 태생학적 해석의 주요 근거이다. 이 근거는 

다시 ①전생으로부터의 식과 현생의 명색이 결합한다는 내용과 ②명색은 모

태 속의 ‘정신-몸’(mind and body)을 가리킨다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의 

내용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전생의 식과 현생의 명색을 결합시키기 위한 최소

한의 시간적 차이가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붓다는 색･수･상･행과 분리된 

별도의 식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Upaya경을 보면 붓다는 색･수･상･행과 

분리된 별도의 식의 오고 감, 사라짐과 발생, 증장, 성장, 풍부는 가능하지 않다

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60) 여기서 태생학적 해석은 시간적인 방식에서 식과 

각의 다른 인식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명, 행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명의 삼계에

서 그 유위(有爲)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行]를 셋째 부분이 해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59) DN. II, p.62. “‘tad Ānanda iminā p’ etaṃ pariyāyena veditabbaṃ yathā viññāṇapaccayā nāmarūpaṃ. Vi

ññāṇaṃ va hi Ānanda mātu kucchiṃ na okkamissatha, api nu kho nāmarūpaṃ mātu kucchismiṃ samucci

ssathāti?’ ‘No h’etaṃ bhante.’ ‘Viññāṇaṃ va hi Ānanda mātu kucchiṃ okkamitvā vokkamissatha, api nu 

kho nāmarūpaṃ itthattāya abhinibbattissathāti? ‘No h’ etaṃ bhante.’ ‘Viññāṇaṃ va hi Ānanda daharas

s’ eva sato vocchijjissatha kumārakassa vā kumārikāya vā, api nu kho nāmarūpaṃ vuddhiṃ virūḷhiṃ vep

ullaṃ āpajjissathā’ti?’ ‘No h’ etaṃ bhante.’ ‘Tasmāt ih’ Ānanda es’ eva hetu etaṃ nidānaṃ esa samuday

o esa paccayo nāmarūpassa, yadidaṃ viññāṇaṃ’.”

60) SN. III, p.53. “Yo bhikkhave evaṃ vadeyya Aham aññatra rūpā aññatra vedanāya aññatra saññāya añ-

ñatra saṅkhārehi viññāṇassa āgatiṃ vā gatiṃ vā cutiṃ vā upapattiṃ vā vuddhiṃ vā virūḷhiṃ vā vepull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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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색의 결합을 설명할 경우 경전과 위배되고 시간적인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

면 결생식에 대한 입장을 유지할 수 없는 난관에 처한다. 더욱이 Vibhaṅga경에

서는 십이연기의 식을 6식으로 설명한다.61) 이러한 설명은 6식을 육처 이후에 

완비되는 것으로 보는 태생학적 해석과 대조적이다. 6식은 육내입처와 육외

입처의 조건으로부터 함께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62) 결생식은 경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②에서 명색은 존재론적 측면에서 ‘정신-몸’인 개체로 해석한 것이다.63) 경

전은 명색에 대해 명이 수, 상, 사, 촉, 작의이고 색이 4대(大, mahābhūtā)와 4대

를 취한 색(catu-mahābhūta-upādāyarūpa)이라고 설명한다.64) 이 내용에 대해 주

석서는 사, 촉, 작의를 행온으로 간주하여 명색을 각각 수‧상‧행온[=명]과 색온

[=색]으로 주석함으로써 식과 명색의 결합을 ‘정신-몸’의 오온으로 해석했

다.65) 그러나 해밀톤의 검토에 의하면 명색을 색‧수‧상‧행온 혹은 오온으로 설

명하거나 식과 명색의 결합을 오온으로 설명한 경전적 증거는 없다.66) 명색에 

대한 경전의 설명은 주석서와 다른 내용을 전해준다. 예를 들어 Bālapaṇḍita경

에서 명색은 6촉입처의 조건으로서 ‘외부의 명색’(bahiddhā ca nāmarūpaṃ)으

vā paññāpessāmīti netaṃ ṭhānaṃ vijjati.”

61) SN. II, p.4. “Katamañca bhikkhave viññāṇaṃ Chayime bhikkhave viññāṇakāyā. cakkhuviññāṇaṃ sotaviñ

ñāṇaṃ ghānaviññāṇaṃ jivhāviññāṇaṃ kāyaviññāṇaṃ, manoviññāṇaṃ. Idaṃ vuccati bhikkhave viññāṇa

ṃ.”

62) SN. IV, pp.67-68. “비구들이여, 두 법을 연하여 식이 함께 있다. … 안식은 안을 연하여 색에 대해 생

긴다. … 이 세 가지 법들은 화합하고 모이고 결합한다(Dvayaṃ bhikkhave paṭicca viññāṇaṃ 

sambhoti. … Cakkhuñca paṭicca rūpe ca uppajjati cakkhuviññāṇaṃ. … Yā kho bhikkhave imesaṃ tiṇṇaṃ 

dhammānaṃ saṅgati sannipāto samavāyo).” 

63) Maurice Walshe, The Long Discourses of the buddha-A translation of the Dīgha Nikāya, Boston: 

Wisdom Publications, 1987, p.225.

64) SN. II, pp.2-3. “비구들이여 명색이란 무엇인가? [명은] 수, 상, 사, 촉, 작의이다. 이것을 명이라고 

말한다. [색]은 4대와 4대를 취한 색이다. 이것을 색이라고 말한다(Katamañca bhikkhave nāmarūpaṃ? 

Vedanā saññā cetanā phasso manasikāro. idaṃ vuccati nāmaṃ. Cattāro ca mahābhūtā catunnañca 

mahābhūtānaṃ upādāyarūpaṃ. Idaṃ vuccati rūpaṃ).”

65) MNA. I, p.221. “Vitthāravāre pan’ assa vedanā ti vedanākkhandho. Saññā ti saññākkhandho. Cetanā, 

phasso, manasikāro ti saṅkhārakkhandho veditabbo.”; SNA. II, p.16. “Vibhajane pan’assa vedanā ti 

vedanā-kkhandho saññā ti saññā-kkhandho cetanā, phasso, manasikāro ti saṅkhāra-kkhandho 

veditabbo.”

66) Hamilton, op. cit., pp.1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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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67) 무명과 갈애에 속박된 범부는 내부에 자아가 있고 외부에 대상

이 있다고 생각하고 행에 의해 외부를 인식 대상으로 식별한다.68) 이 경우 식

별된 대상은 지시언어로서의 증어촉(增語觸, adhivacanasamphassa)과 함께 접

촉대상으로서의 유대촉(有對觸, paṭighasamphassa), 즉 증어와 유대의 조건이 

있는 경우 식별되는 명색이다.69) 명색은 ‘인지된 현상’(cognized phenomena)으

로서 ‘이름과 형태’(name and form)인 것이다.70) 

명색 각각의 내용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명에 대해 Mahāniddesa에서는 “명

이라는 것은 개념(saṅkhā), 통칭(samaññā), 시설(paññatti), 언설(lokavohāro), 이

름(nāma), 명명(nāmakamma), 호칭(nāmadheyya), 언어(nirutti), 문자(byañjana), 

표현(abhilāpa)”71)이라고 설명한다. Niruttipatha경에서 개념, 통칭, 시설은 범

부와 성인에게 모두 통용되는 언어(nirutti), 증어(adhivacana), 시설(paññatti)의 

방도이다.72) Niruttipatha경의 언어, 증어, 시설에 관한 설명은 Mahānidāna경에

67) SN. II, pp.23-24. “비구들이여 범부는 무명에 덮이고 갈애에 묶일 때 이와 같이 이 신(身, kāya)이 발

생한다. 이처럼 이 신과 ‘외부의 명색’이 있다. 이렇게 이 두 법[dvaya]이 있다. 두 법을 연하여 육촉

입처가 발생한다(avijjānīvaraṇassa bhikkhave bālassa taṇhāya sampayuttassa evamayaṃ kāyo samudāgato. 

Iti ayañceva kāyo bahiddhā ca nāmarūpaṃ, itthetaṃ dvayaṃ, dvayaṃ paṭicca phasso saḷevāyatanāni).”

68) 주석서와 복주석서의 설명에 의하면 신(身, kāya)은 그 자신의 식(識, viññāṇa)을 지니며 행이 작용

된 상태이다. SNA. II, p.38. “이 신이라는 것은 그 자신의 식(viññāṇa)을 지닌 신이다(Ayaṃ ceva 

kāyoti ayañcassa attano saviññāṇako kāyo).”; SNA-ṭīkā(CST) 19번, “이 신이라는 것은 … 행이 작용된 

것이다(Ayaṃ kāyoti … saṅkhārā saṅkharīyanti).”

69) DN. II, p. 62. “아난다여 행상들에 의해 특징들에 의해 상들에 의해 지시들에 의해 명신과 색신의 

시설이 있는 그 행상들, 특징들, 상들, 지시들이 없을 때, 증어촉과 유대촉이 시설되겠는가?(Yehi 

Ānanda ākārehi yehi liṅgehi yehi nimittehi yehi uddesehi nāma-kāyassa ca rūpa-kāyassa ca paññatti 

hoti, tesu ākāresu tesu liṅgesu tesu nimittesu tesu uddesesu asati, api nu kho adhivacanasamphasso vā 

paṭighasamphasso vā paññāyethāti).” 

70) Ñānavīra, op. cit., p.79.; Hamilton, op. cit., pp.125-127.

71) Nidd I. p.127. “Nāman ti saṅkhā[saṃkhā] samaññā paññatti lokavohāro nāmaṃ nāmakammaṃ 

nāmadheyyaṃ nirutti byañjanaṃ abhilāpo.”

72) SN. III, p.71. “비구들이여 이 세 가지 언어(nirutti)의 과정, 증어(adhivacana)의 과정, 시설(paññatti)

의 과정은 섞이지 않았고 이전에도 섞이지 않았고, 현재에도 섞이지 않고 미래에도 섞이지 않는

다. 사문, 바라문, 현자들에 의해서도 거부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비구

들이여 색은 지나가고 소멸되고 변화하는 그것에 ‘있었다’라는 개념(saṅkhā)이 있고, ‘있었다’라

는 통칭(samaññā)이 있고, ‘있었다’라는 시설(paññatti)이 있다. [그것에] ‘있다’라는 개념은 없고, 

‘있을 것이다’라는 개념도 없다(Tayo me bhikkhave niruttipathā adhivacanapathā paññattipathā 

asaṅkiṇṇā asaṅkiṇṇapubbā, na saṅkīyanti na saṅkīyissanti appaṭikuṭṭhā samaṇehi brāhmaṇehi viññūhi. 

Katame tayo? Yaṃ bhikkhave rūpaṃ atītaṃ niruddhaṃ vipariṇataṃ. ahosīti tassa saṅkhā. ahosīti t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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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명색의 상호연에 대한 설명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증어(adhivacana)의 과정,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언어

(nirutti)의 과정,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설(paññatti)의 과정, 이와 같은 방

식으로 반야(paññā)의 영역,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설된 이 상태의 순환

을 되풀이한다. 즉 명색은 식과 함께 상호연성으로 전기한다.73) 

이렇게 볼 때 명을 언어적 활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경전의 내용과 더 부합하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4대와 4대를 취한 색의 내용은 물질이나 일종의 

요소설로 보여질 수 있다.74) 그러나 Mahāhatthipadopama경의 내용을 볼 때 4대

는 경험적으로 인지된 현상에 가깝다. 예를 들어 지계는 내부의 머리털, 이, 뼈 

등이나 외부의 금속, 조개, 돌과 같이 단단하고 견고한 것으로 인지된 상태이

다.75) 4대를 물질이나 요소설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지된 현상으로 볼 것인지

에 대해서 Kevaddha경은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Kevaddha경에서 한 비구

는 ‘어디에서 4대는 남김없이 소멸되는가’처럼 4대의 근원을 의문한다.76) 유

물론적 관점에서 4대는 존재의 최종적인 근원으로 제시된 것인데 그 비구는 

그 4대의 소멸을 물음으로써 최종적인 근원의 근원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그 

samaññā. ahosīti tassa paññatti. Na tassa saṅkhā atthīti na tassa saṅkhā bhavissatīti)[수･상･행･식도 

마찬가지].”

73) DN. II, pp. 63-64. “ettāvatā adhivacana-patho, ettāvatā nirutti-patho, ettāvatā paññatti-patho, ettāvatā 

paññāvacaraṃ, ettāvatā vaṭṭaṃ vattati itthattaṃ paññāpanāya, yadidaṃ nāmarūpaṃ saha [viññāṇena 

aññamaññapaccayatā pavattati].”

74) Walshe, Maurice, The Long Discourses of the buddha-A translation of the Dīgha Nikāya, Boston: 

Wisdom Publications, 1987, p. 225. 

75) MN. I, p.185. “도반이여, 어떤 것이 내부를 지닌 지계인가? 내부이고, 개개이고, 단단하고, 고체이

며, 취해진 것, 즉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 … 뼈, … 도반이여 이것이 내부를 지닌 지계이다(Katam

ā cāvuso, ajjhattikā pathavīdhātu? Yaṃ ajjhattaṃ paccattaṃ kakkhaḷaṃ kharigataṃ upādinnaṃ, seyyath

idaṃ kesā lomā nakhā dantā … aṭṭhi … Ayaṃ vuccat’ āvuso ajjhattikā pathavīdhātu… [수･화･풍계 역시 

마찬가지].)”; Vibh. p.81. “거기에서 어떤 것이 외부의 지계인가? … 즉 금속 … 조개, 돌 … 이다(Tatt

ha katamā bāhirā pathavīdhātu? … seyyathidaṃ ayo … saṅkho silā …).”

76) DN. I, p.223. “존자여 지, 수, 화, 풍인 이 4대는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되는가?(Kattha nu kho bhant

e ime cattāro mahābhūtā aparisesā nirujjhanti, seyyathidaṃ pathavī-dhātu āpo-dhātu tejo-dhātu vāyo-dh

ātū’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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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의 질문은 존재론에 국한되어 있다. 붓다는 그 [존재론적] 방식에서 물음

이 해소될 수 없다고 말하고 [일종의 메타적 관점에서] 4대가 더 이상 나타나

지 않는 기반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77) 그와 같이 전환된 물음에서 4대의 기

반, 명색의 기반은 식이 된다. 이는 붓다가 4대를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물질이

나 요소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식에 기반을 두어 인지된 내용임을 설명해 주

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색이 식을 통해 개념(saṅkhā)화되어 알려진다는 

Mahāhatthipadopama경의 내용과 서로 통한다.78) 이 경들의 맥락을 고려할 때 

명색은 존재가 아니라 인식론적 측면에서 ‘언어-형태’의 의미로 설명된 것임

을 알 수 있다.79) 

그렇다면 모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먼저 ‘모태에 하강하지 않으면

(na okkamissatha)’에서 okkamissatha의 용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의 명

사형은 하강, 나타남을 표현하는 avakkanti이다. Samanupassanā경에서 avakkanti

는 ‘나는 있다’는 견해와 함께 5근의 나타남[下降, avakkanti]을 설명한다.80) 여

기서 5근은 의근을 제외한 안･이･비･설･신근이고 5근이 제약된 상태는 선정

을 통해 색계･무색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5근의 하강이란 색‧무색계의 선정으

로부터 욕계의 상태로 돌아와 제약된 5근의 기능이 다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모태에 하강한다’는 표현은 태생학적 결합이 아니라 한 수행자의 

77) Ibid., p.223. “비구여 이 질문은 이렇게 물어져야 한다. ‘어디에서 수, 지, 화, 공이 기반하지 않습니

까? … 어디에서 명색이 남김없이 소멸합니까?’라고. 거기에는 [이러한] 대답이 있다. 식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하고 모두로부터 비춘다, 여기에서 수, 지, 화, 공은 기반하지 않는다(Evañ ca kho eso b

hikkhu pañho pucchitabbo. Kattha āpo ca pathavī tejo vāyo na gādhati. … Kattha nāmañ ca rūpañ ca ase

saṃ uparujjhatīti? Tatra veyyākaraṇaṃ bhavati. Viññāṇaṃ anidassanaṃ anantaṃ sabbato pabhaṃ. Etth

a āpo ca pathavī tejo vāyo na gādhati).”

78) MN. I, p.190. “[집처럼 뼈, 근육, 살, 피부를 연하여] 허공이 뒤덮힌 것이 ‘색’이라는 개념(saṅkhā)이 

된다. 도반이여 내부를 지닌 눈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를 지닌 색들이 영역에 와서 이것을 근거로 

하여 함께 상응하는 식(食, āhāra)이 있다. 이와 같이 일치하는 식의 부분이 현현한다(ākāso parivār

ito rūpan-t’ eva saṅkhaṃ gacchati. … Yato ca kho āvuso ajjhattikañ-c’ eva cakkhuṃ aparibhinnaṃ hoti b

āhirā ca rūpā āpāthaṃ āgacchanti tajjo ca samannāhāro hoti. Evaṃ tajjassa viññāṇabhāgassa pātubhāv

o hoti).”

79) Hamilton, Identity and Experience, pp.121-137 참조. 

80) SN. III. p.46. “비구들이여, 그렇지만 ‘나는 있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을 때, 오근의 하강이 있다.-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Asmī ti kho pana bhikkhave avigate pañcannaṃ indriyānaṃ avakkanti hoti 

– cakkhundriyassa sotindriyassa ghānindriyassa jivhindriyassa kāyindriy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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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의식 속에서 욕계 의식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모태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자. 경전에서 모태와 유사한 단어는 자궁

(yoni)이다. “보살은 여리작의(如理作意, yoniso-manasikārā)을 통해 지혜의 현관

이 있었다”81)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yoni는 ‘내면의 깊은 의식 영역’을 가

리킨다. 문자적인 측면에서 yoni는 생물학적 자궁을 가리키지만 이 경우는 법

(法, dhamma)에 대해 이해(意, mana)가 이루어지는 ‘내면의 깊은 의식 영역’을 

지시한다. Samiddhi경의 내용을 고려할 때 모태는 삼계 영역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개념(saṅkhā)을 버렸다. [삼계의] 궁(宮, vimāna)에 접근하지 않는다. 

명색(nāmarūpa)에 대한 갈애를 잘랐다.82) 

이 부분에 대해 SNA는 “구중생거[九衆生居, 즉 삼계]의 부서짐으로 세 가지 

아만(我慢, māna)을 취하지 않는다. 거처이기 때문에 모태 궁(mātukucchi vimāna)

이라고 부른다. 그것을 미래의 결합으로써 취하지 않는다”83)고 주석한다. 삼

계는 모두 ‘나는 있다’거나 ‘세계는 있다’는 생각에 묶인 의식 영역으로서 모태

의 거처가 된다.84) 이에 따르면 식이 모태에 하강한다는 표현은 아만으로부터 

인식하는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Mahānidāna경에서 식과 명색의 상

호연은 인식과 인식의 대상으로부터 형성된 활동에 관한 설명이고 모태는 그 

활동이 지속, 증장, 성장하는 의식 영역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Mahāni

81) DN. II. p.31. “Bodhisattassa yoniso-manasikārā ahu paññāya abhisamayo.”

82) SN. I, p.12. “Pahāsi saṅkhaṃ na vimānam ajjhagā acchecchi taṇhaṃ idha nāmarūpe”; Bodhi, The Conn

ected Discourses of the Buddha-A Translation of the Saṃyutta Nikāya, Boston: Wisdom Pub. 2000, p.35

6. 보디는 na vimānam ajjhagā를 “[He] did not assume conceit(그는 자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번

역한다. vimānam ajjhagā에 대해 그는 c/v가 sinhala문헌에서 혼동이 종종 있는 일이고 SN에 상응하

는 Sanskrits본에서 na ca mānam 이 발견되기 때문에 vimānam ajjhagā을 ca mānam ajjhagā라고 읽

은 것이다. 하지만 SNA의 설명을 참고할 때 vimānam ajjhagā의 표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83) SNA. I, p.46. “Nava mānam ajjhagā ti nava-bhedaṃ tividha mānaṃ na upagato. Nivās’ aṭṭhena vā mātu-

kucchi pi mānan’ ti vuccati. [Taṃ] ayatiṃ paṭisandhi-vasena na upagacchīti pi attho.”

84) MN. I, p.40. “세존이여 자아이론에 묶이거나 세간이론 묶인 수많은 종류의 견해들이 세계에 일어

난다(Yā imā bhante anekavihitā diṭṭhiyo loke uppajjanti attavādapaṭisaṃyuttā vā lokavādapaṭisaṃyuttā v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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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āna경의 모태 설명은 태생학적 의미이기보다 인식론적･심리적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Mahātaṇhāsaṅkhaya경의 대기설법

태생학적 연기설의 또 다른 근거는 Mahātaṇhāsaṅkhaya경에서 나타난다. 이 

경전은 붓다의 교법을 듣고 식(識)을 윤회의 주체로 오해한 사띠 비구의 상황

으로부터 시작한다. 

“(붓다) 싸띠여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대에게 “‘나는 다른 것이 아닌 이 

식이 유전하고 윤회한다’라는 방식으로 세존에 의해 설해진 법을 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나쁜 견해가 발생했다는 데 사실인가? (싸띠) 세존이

시여 사실입니다. 저는 확실히 ‘나는 다른 것이 아닌 이 식이 유전하고 윤

회한다’라는 방식으로 세존에 의해 설해진 법을 압니다. (붓다) 싸띠여 

어떤 것이 식인가? (싸띠) 세존이시여 이것[식]은 말하고 경험하는 것으

로 각각 모두의 곳에서 선하고 악한 업의 과보를 겪는 것입니다. (붓다) 

어리석은 자여 누구에게서 너는 진실로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을 이렇게 

알았는가? 어리석은 자여 나는 연 없이 식의 발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

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기된’(緣已生, paṭiccasamuppanna) 식을 설하지 

않았는가?85) 

사띠가 지닌 문제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A)사띠가 자신

의 견해에 갇혀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B)식을 초월적 존재로 간주하는 것

이다. 사띠의 견해를 바로잡으려면, 사띠의 견해가 어떤 구조에서 발생하는지

85) MN. I, p.258. “Saccaṃ kira te Sāti evarūpaṃ pāpakaṃ diṭṭhigataṃ uppannaṃ: Tathā ‘haṃ Bhagavatā 

dhammaṃ desitaṃ ājānāmi yathā tad ev’ idaṃ viññāṇaṃ sandhāvati saṃsarati, anaññan ti? Evaṃ byā 

kho ahaṃ bhante Bhagavatā dhammaṃ desitaṃ ājānāmi yathā tadevidaṃ viññāṇaṃ sandhāvati saṃsarati 

anaññan ti. Kataman taṃ Sāti viññāṇan ti? Yvāyaṃ bhante vado vedeyyo tatra tatra kalyāṇapāpakānaṃ 

kammānaṃ vipākaṃ paṭisaṃvedetīti. Kassa nu kho nāma tvaṃ moghapurisa mayā evaṃ dhammaṃ 

desitaṃ ājānāsi? Nanu mayā moghapurisa anekapariyāyena paṭiccasamuppannaṃ viññāṇaṃ vuttaṃ 

aññatra paccayā natthi viññāṇassa sambhavo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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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하고 식의 발생을 초월적이지 않은 상태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Mahātaṇhāsaṅkhaya경은 이 2가지 필요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경의 

구조는 ①외･내입처･식의 발생과 그에 따른 개념[saṅkhā]에 관한 설명, ②식

(食, āhāra)의 조건으로부터 [연기된] 존재(bhūta)의 발생과 그 방식의 소멸, 그

리고 방편(方便, upaya)에 관한 설명, ③4식(食)으로부터 역관의 갈애-연기와 

순관의 십이연기, 유전문과 환멸문에 관한 설명, ④연기를 깨달은 자의 정견과 

그 상태에 관한 설명, ⑤3가지 조건(부모, 간답바)으로부터 태생과 성장, 그리

고 오욕락으로부터 시작된 [갈애] 연기의 생･노사에 관한 설명, ⑥수행을 통한 

[갈애] 연기의 소멸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짜여져 있다.

①에서는 식의 조건적 발생을 설명한다. 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발생한 것이다. 식은 내･외입처의 각각 상응

되는 영역에 따라 분별되고 구별된 개념[혹은 명칭]을 얻는다. 예를 들어 식이 

안과 색을 연하여 발생할 경우 안식이라고 부르는 것(saṅkhaṃ gacchati)과 같

다.86) 여기서 개념 혹은 명칭이라고 하는 saṅkhā는 더 중요한 기능이 있다. 

Madhupiṇḍikasutta경은 식의 발생을 내･외입처의 조건으로 설명하며 그 설명

에 더 나아가 그 구조로부터 망상된 인식이 부여된 개념(papañca-saññā-saṅkhā)

을 설명한다.87) Sakkapañha경에서 망상인식개념은 ‘망상인식개념 →사유(vitakka) 

→의욕(慾, chanda) →좋아함과 싫어함(piyāpiya) →질투와 인색(issāmacchariya)’

의 방식으로 좋아함과 싫어함, 질투와 인색을 발생시킨다.88) Mahātaṇhāsaṅkhaya

86) Ibid., p.259. “Yaññad eva bhikkhave paccayaṃ paṭicca uppajjati viññāṇaṃ tena ten’ eva sankhaṃ 

gacchati: cakkhuñca paṭicca rūpe ca uppajjati viññāṇaṃ, cakkhuviññāṇaṃ t’ eva saṅkhaṃ gacchati. … 

[이･비･설･신･의식도 마찬가지]”

87) Ibid., pp.111-112. “내입처를 연하여 외입처에 대한 식이 발생한다. 삼사화합이 촉이다. 촉을 연하

여 수가 있다. 느끼는 것을 인식한다. 인식한 것을 생각한다. 생각한 것을 망상한다. 그것을 원인으

로 하여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에 안[등의 내입처]에 의해 알려지는 색[등의 외입처]에 대해 

‘희론인식개념들’이 활동한다(Cakkhuñ-c’āvuso paṭicca rūpe ca uppajjati cakkhuviññāṇaṃ, tiṇṇaṃ sa

ṅgati phasso, phassapaccayā vedanā, yaṃ vedeti taṃ sañjānāti. yaṃ sañjānāti taṃ vitakketi, yaṃ vitakke

ti taṃ papañceti, yaṃ papañceti tatonidānaṃ purisaṃ papañcasaññāsaṅkhā samudācaranti atītānāgata

paccuppannesu cakkhuviññeyyesu rūpesu).”

88) DN. II, p.276. “piyāppiye sati issāmacchariyaṃ hoti … chande sati piyāppiyaṃ hoti … vitakke sati 

chando hoti … papañcasaññāsaṅkhāya sati vitakko ho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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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후반부에서 좋아함과 싫어함, 질투와 인색은 연기를 알지 못한 주요 원인

으로 나타나는 데, 이 점에서 보면 붓다는 사띠 비구가 스스로의 망상인식개념

을 통해 자신의 사유를 실체화하고 확산하여 경향성을 띠고 있임을 예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89)

②, ③에서는 식(食)의 조건으로부터 [연기된] 존재(bhūta)의 발생과 소멸을 

설명한다. 식의 조건적 발생과 존재의 설명은 간극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존재

(bhūta)의 구조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존재론적 입장에서 존재는 제1

의 원리로 제시되어 그 원리로부터 일체를 설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기적 입

장에서 존재는 ‘무명부터 취’의 조건이 있을 때 그 법들과 함께 발생한 것[有, 

bhāva]이다. Atthirāga경에서는 이 존재에 대한 지속적 추구[再有, punabbhava]

를 4식(食)에 대해 갈애가 있을 때 식(識)의 증장으로 설명한다. 

[단식 … 촉식 … 의사식 …] 만약 비구들이여 식식(識食)에 대해 탐이 있고 

환희가 있고 갈애가 있다면 거기에서 확립된 식(識)이 성장한다. 확립된 

식이 성장하는 거기에서 명색의 출현(出現, [혹은 下降], avakkhanti)이 있

다. 명색의 출현이 있는 거기에서 행이 증장한다. 행의 증장이 있는 거기

에서 미래의 재유가 전개한다. 미래의 재유가 전개하는 거기에 미래의 

생･노사가 있다.90)

연기적 이해를 고려할 경우 존재(bhava)가 ‘무명부터 취’의 조건을 통해 발

생된 것이라면, 그 존재가 4식(食)의 조건이 있을 때 재유로서 나타난 것은 연

기된[paṭiccasamuppanna] 존재(bhūta)이다. 붓다는 ①에서 식의 조건적 발생과 

더불어 ②, ③에서 그 식으로부터 연기된 존재(bhūta)의 조건적 상황을 설명한

89) 윤희조, ｢초기경전에 나타난 망상(papañca)에 대한 일고찰｣, �불교학연구� 제13집 (서울: 불교학

연구회, 2006), pp.155-79.

90) SN. II, p.101. “Vinnāṇe ce bhikkhave āhāre atthi rāgo atthi nandī atthi taṇhā patiṭṭhitaṃ tattha vinnāṇaṃ 

virūḷhaṃ. Yattha patiṭṭhitaṃ vinnāṇaṃ virūḷhaṃ atthi tattha nāmarūpassa avakkanti. Yattha atthi nāmar

ūpassa avakkanti, atthi tattha saṅkhārānaṃ vuddhi. Yattha atthi saṅkhārānaṃ vuddhi atthi tattha āyatiṃ 

punabbhavābhinibbatti. Yattha atthi āyatiṃ punabbhavābhinibbatti atthi tattha āyatiṃ jātijarāmaraṇ

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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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스로가 사유하고 이해하여 고착화시킨 존재(bhūta)라고 할지라도 그것

은 식(食), 갈애의 조건이 있을 때 나타난 것이고 식, 갈애의 조건이 없을 때 사

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띠가 지닌 존재론적 이해의 구조를 설명한 것

이다. 이를 통해 붓다는 ‘강을 건너기 위해 만든 뗏목은 강을 건너 후 버려야 하

는 것’91)처럼 고착된 존재화의 방식을 버리기를 제안한다. 이 맥락에서 붓다는 

“너희가 가르친 법을 알았다면 뗏목의 비유처럼 그 법은 버려져야 한다. 하물

며 비법은 [말해서 무엇할 것인가]”92)라는 방편설을 통해 존재의 방식을 벗어

나지 못하는 사띠의 견해(A)를 대치(對治)한다. 붓다는 ③, ④의 십이연기를 설

명한 다음 그 내용에 부가하여 ⑤에서 생물학적 식의 발생으로부터 연기를 설

명한다. 

비구들이여 부모가 결합하고 어머니에게 경수(經水)가 있고 건답바

(gandhabba)가 현전하는 것으로부터, 이와 같이 3가지가 결합하여 입태

(gabbha)의 출현이 있다. … 어머니는 9달이나 10달이 지나 출산한다. … 

자신의 피[모유]로 키운다.  … 비구들이여 그 아이는 성장하고 육근이 성

숙하면서 오욕락에 의해 양도되고 부여받으며 그것을 탐닉한다. … 그는 

눈으로 색을 보고 좋아할 만한(piyarūpa) 색에 대해 탐욕하고 싫어할 만

한(appiyarūpa) 색에 대해 혐오한다. 그는 어떤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

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따라 만족과 혐오를 구족한다. 그는 그 느낌

을 환희하고 환영하고 집착하여 고착화된다. … 그 느낌에 대해 환희가 

있는 거기에서 취가 있다. 그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 유를 연하여 생이 있

다.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93)

91) SN. I, pp.133-34.

92) Ibid., 같은 쪽. ”Evameva kho, bhikkhave, kullūpamo mayā dhammo desito nittharaṇatthāya, no gahaṇatt

hāya. Kullūpamaṃ vo, bhikkhave, dhammaṃ desitaṃ, ājānantehi dhammāpi vo pahātabbā pageva adha

mmā.”

93) MN. I, pp.266-267. “Yato ca kho bhikkhave mātāpitaro ca sannipatitā honti mātā ca utunī hoti 

gandhabbo ca paccupaṭṭhito hoti. evaṃ tiṇṇaṃ sannipātā gabbhassāvakkanti hoti. … mātā navannaṃ vā 

dasannaṃ vā māsānaṃ accayena vijāyati. … sakena lohitena poseti. … Sa kho so bhikkhave kumāro 

vuddhimanvāya indriyānaṃ paripākamanvāya pañcahi kāmaguṇehi samappito samaṅgībhūto paricāreti. 

… So cakkhunā rūpaṃ disvā piyarūpe rūpe sārajjati appiyarūpe rūpe byāpajjati. … So ev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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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는 식의 발생을 인간의 조건으로부터 설명한다. 태생학적 발생에 대한 

설명 이후 이 내용은 십이연기의 체계로부터 적용된 다양한 연기 설법, 즉 12

입처 연기, 6근 연기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된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이 경전의 내용이 식을 초월적 존재로 간주하는 사띠와 연관된 것임을 상기

시켜볼 필요가 있다. 사띠는 식을 초월적 존재로 간주했지만 붓다는 식의 태생

적 조건을 부모, 정신적 상태인 건답바에 한정하여 식을 설명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십이연기의 의미를 태생학적 발생에 대한 것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초월적 존재를 취착하는 사띠의 견해(B)를 대상으로 하여 나타난 것

임을 알 수 있다.

III. 결론

아비담마 해석 이래 태생학적 연기설은 삼세양중인과설과 함께 십이연기

에 관한 영향력 있는 이해로 전해져 왔다. 태생학적 연기설은 아비담마 시기에 

남방 상좌부와 북방 유부에서 형성되어 그 권위를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주요 

논사들과 연구자들은 그 해석에 따를 경우 현재에서 열반을 얻을 수 없다는 점

에서 그 해석을 거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에서 태생학적 발생을 설

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분명하게 있다는 점에서 이 해석은 어려운 주제

이다. 대표적으로 십이연기와 관련하여 Mahānidāna경에서는 식이 모태에 하

강한다고 표현하고 Mahātaṇhāsaṅkhaya경에서는 부모(mātāpita), 간답바

(gandhabba)의 3가지 조건으로부터 개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 있다.

본 연구는 Mahānidāna경과 Mahātaṇhāsaṅkhaya경을 분석하여 태생학적 연

기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II장에서는 태생학적 연기설의 기원을 추적했다. 

anurodhavirodhaṃ samāpanno yaṃ kiñci vedanaṃ vedeti sukhaṃ vā dukkhaṃ vā adukkhamasukhaṃ vā 

so taṃ vedanaṃ abhinandati abhivadati ajjhosāya tiṭṭhati. … Yā vedanāsu nandī tadupādānaṃ 

tassupādānapaccayā bhavo bhavapaccayā jāti jātipaccayā jarāmaraṇ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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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경전에서 연기는 십이연기로 설명되었지만 아비담마 시기에 이르러 연

기는 찰나법･상속이론으로 이해되고 십이연기는 윤회 과정에 대한 이론으로 

간주되었다. 태생학적 연기설의 난점이 수용된 것에 비해 그 경전적 근거에 대

한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III장에서는 

Mahānidāna경과 Mahātaṇhāsaṅkhaya경의 내용을 각 경전이 지닌 맥락과 전체 

교법 속에서 해석하길 시도했다.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Mahānidāna경의 식이 모태로 하강한다는 설

명은 전체 교법의 측면에서 색계･무색계에 들어선 수행자의 의식이 욕계로 돌

아와 언어-인지 활동[名色]을 재개한 것에 관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태생

학적 해석에서 식과 명색의 관계는 결생식과 수･상･행･색[혹은 오온]이었지

만 경전에서 식은 수･상･행･색과 분리되지 않는다. 경전에서 식은 6식이고 명

색 역시 식에 의해 구별되는 '이름-형태'이기 때문에 식과 명색의 관계는 인식

론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모태는 법에 대한 깊은 이

해의 위치를 자궁으로 표현한 것과 같이 대상에 대한 언어-인지 활동이 축적되

고 증장되는 정신 영역에 관한 설명이다. 식이 모태로 하강한다는 설명은 태생

학적 발생에 대한 설명이기보다 인식론적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Mahātaṇhāsaṅkhaya경의 부모, 간답바의 3가지 조건으로부터 개체가 발생한

다는 설명은 대기설법의 구조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은 식을 윤회의 주체

로 잘못 이해한 사띠 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사띠는 자신의 견해가 발생

하는 구조에 대해 알지 못하고 초월적 존재에 대한 추구를 지속한다. 붓다는 

조건으로부터 식의 발생 구조를 설명하고 식의 발생을 초월적이지 않은 입장

에서 이해시킨다. 이 과정에서 십이연기에 부가된 태생학적 설명은 식의 생물

학적 조건을 설명함으로써 식을 초월적 존재로 오해한 사띠의 생각을 치유하

게 된다. 이러한 Mahānidāna경과 Mahātaṇhāsaṅkhaya경의 맥락들을 고려할 경

우 십이연기는 태생학적 발생에 관한 것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십이연기 이해는 태생학적 연기설의 시각을 벗어나 

경전의 전체 교법과 각 경전들의 맥락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0   불교학연구 제63호

참고 문헌 REFERENCES

◆ 약호 및 일차 문헌 ABBREVIATIONS AND PRIMARY SOURCES

AKBh Abhidharmakośabhāṣya, ed. Pradhan, Patna: K. P. Jayaswal Research Institute, 

1967.

CST Chaṭṭha Saṅgāyana Tipiṭaka 4.0. <https://www.tipitaka.org/chattha>

DN Dīgha-Nikāya, vol. I, ed. RHYS DAVIDS, T. W and CARPENTER, J. Estlin. 

London: The Pali Text Society(PTS), 1975.

Dīgha-Nikāya, vol. II, ed. RHYS DAVIDS, T. W and CARPENTER, J. Estlin. London: PTS, 

1966. 

DhsA Dhammasaṅgaṇī-aṭṭhakathā, CST.

MN Majjhima-Nikāya, vol. I, ed. TRENCKNER, V. London: PTS, 1979.

MNA Majjhima-Nikāya-Aṭṭhakathā: Papañcasūdanī, vol. I, ed. WOODS, J. H and 

KOSAMBI, D. London: PTS, 1977.

Nidd Mahāniddesa, parts I and II, ed. Louis de La Vallée, and THOMAS, Edward 

Joseph. London: PTS, 1978.

SN Saṃyutta-Nikāya, vols. I-IV, ed. FEER, M. Leon.　London: PTS, 1975-90.

SNA Saṃyutta-Nikāya-Aṭṭhakathā: Sārattha-Ppakāsinī, I-III, ed. WOODWARD, F.L. 

London: PTS, 1977.

ṭīkā Ṭīkā, CST.

Vibh Vibhaṅga, CST.

Vism Visuddhimagga, ed. RHYS DAVIDS, C.A.F. London: PTS, 1975. 

T �大正新修大藏經�,　Cbeta. <https://www.cbeta.org/>

◆ 이차 문헌 SECONDARY LITERATURE

BUDDHADĀSA, Bhikkhu. 1992. Paticcasamuppada- Practical Dependent Origination, 



태생학적 연기설 재검토   31

Bangkok: The Dhamma Study & Practice Group.

CHO, Joon-ho (조준호). 2009. ｢무명(無明)과 공(空) - 욕망의 비실재성에 대한 불교적 통찰｣ 

[“Ignorance and Emptiness - Buddhist Insight into the Unreality of Desire”], �불

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24, 177-219.

CHUNG, Hoyoung (정호영) tr. 1989. �아비달마의 哲學-존재의 분석� [*Abhidharma 

Philosophy- An Analysis of Existence], Seoul: 민족사 (Minjoksa). 

GETHIN, Rupert Mark Lovell. 1998. The Foundations fo Buddhism, Oxford University 

Press. 

                . 2001. The Buddhist Path to Awakening, Oxford: Oneworld Publications.

GOMBRICH, Richard Francis. 1996. How Buddhism Began, London: Routledge. 

HAMILTON, Sue. 1996. Identity and Experience: The constitution of the human being 

according to early Buddhism, London: LuzacOriental.

HIRAKAWA, Akira (平川彰). 1988. �法と緣起� [*Dharma and Dependent Origination], 

Tokyo: Shunjusha (春秋社).

HUH, Woo-sung (허우성) tr. 2006. �초기불교의 역동적 심리학� [The dynamic psychology 

of early Buddhism], Seoul: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Kyung Hee University 

Communication & Press).

KIM, Jong-wook (김종욱) tr. 2008. �불교철학의 역사�, [A history of Buddhist philosophy :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Seoul: 운주사 (Unjusa).

KRITZER, Robert. “Vasubandhu on saṃskārapratyayaṃ vijñānam,”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 16, 1993, 24-55.

KWON, OhMin (권오민). 2003.�아비달마불교� [*Abhidharma Buddhsim], Seoul: 민족사 

(Minjoksa). 

                . 1994. �유부아비달마와 경량부철학의 연구� [*A Study on Sarvastivada and 

Sautrantika], Seoul: 경서원 (kyŏngsŏwŏn). 

LEE, JoongPyo (이중표). 1991. �아함의 중도체계� [*Majjhimā Philosophy in Āgama], 

Seoul: 불광출판부 (Bulkwang publication). 

LIM, Seung-Taek (임승택). 2015. ｢무아･윤회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초기불교를 중심

으로｣ [“A Critical Review on the Debates about Selflessness and Rebirth”], �불

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45, 1-31.



32   불교학연구 제63호

LUSTHAUS, Dan. 2002. Buddhist Phenomenology: A philoshophical investigation of 

Yogācāra Buddhism and the Ch’eng Wei-shih lun, London: RoutledgeCuron.

ÑĀṆANANDA, Bhikkhu. 1971. Concept and Reality in Early Buddhist Thought, Kandy: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ÑĀNAVĪRA, Bhikkhu. 2001. Notes on the Dhamma – Clearing the Path, Writtings of 

Ñānavīra Thera(1960-1965), vol. I, Colombo: Buddhist Cultural Centre.

NAM, Sooyoung (남수영). 2010. �용수의 중관사상� [*Madhyamika Philosophy of 

Nagarjuna], Yongin: 여래 (Yeorae).

                . 2010. ｢실유론자들의 불상부단설에 대한 용수의 비판｣ [“Nāgārjuna‘s Critique 

on the Theory of Non-permanence and Non-destruction of Dravya-sat vādin”], 

�인도철학� (The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vol. 30, 97-128. 

PARK, Chang-Hwan (박창환). 2014. ｢구사론주 세친(Vasubandhu) 緣起觀의 연속과 불연

속｣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Vasubandhu’s View of Dependent 

Origination”], �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38, 

51-135.

PARK, Kyoung-Joon (박경준). 1989. ｢초기불교의 연기상의설 재검토｣ [*Review on the 

Interdependency as Interpretation on Dependent Co-arising], �한국불교학�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vol. 14, 128-136. 

RONKIN, Noa. 2005. Early Buddhist Metaphysics: The making of a philoshophical 

tradition, London: RoutledgeCuron.

UI, Hakuju (宇井伯壽). 1965. �印度哲學硏究 第二� [*Study on Indian Philosophy Vol 2], 

Tokyo: Iwanami Shoten (岩波書店).

WALLESER, Max. 1904. Die philosophische Grundlage des älteren Buddhismus, 

Heidelberg: C. Winter. 

WALSHE, Maurice. The Long Discourses of the buddha-A translation of the Dīgha Nikāya, 

Boston: Wisdom Publications, 1987.

WOO, Dong-Pil (우동필). 2012. ｢십이연기에서 오온｣ [“The Five Aggregates in Twelve 

Links of Dependent Origination”], �불교학보� (Journal of Institute for Buddhist 

Studies), vol. 63, 51-84.

                . 2014. ｢십이연기 전개설 비판｣ [“The Critical Study on the Theory of the Process 



태생학적 연기설 재검토   33

of Development about Paṭiccasamuppāda”], �한국불교학�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vol. 72, 158-184. 

                . 2016. ｢�니까야』로 본 �중론�의 십이연기｣ [“Interpretation on Pratītyasamutpāda 

of Madhyamaka-śāstra”], �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49, 199-231.

YOON, Heecho (윤희조). 2006. ｢초기경전에 나타난 망상(papañca)에 대한 일고찰｣ [“A 

Study on Papañca in Early Buddhism”], �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13, 155-179.

YŎNAM, Chongsŏ (연암종서) tr. 1994. �열반의 개념� [The Concept of Buddhist Nirvana], 

Seoul: 경서원 (Gyeongseowon).



34   불교학연구 제63호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alternative understanding by tracing the origins of 

the embryologic interpretations of Twelve Nidānas (paṭiccasamuppāda) in Nikāyas. 

Since the interpretation from Abhidhamma, Twelve Nidānas has been regarded as a 

reincarnation theory that explains the embryologic process. Though major 

commentators and researchers have been rejecting the embryologic interpretations, 

the embryologic interpretations are regarded to be a difficult issue either to accept 

or reject because of the expressions such as "consciousness [viññāṇa] descends  into 

the mother’s womb" in Mahānidāna-sutta and "the infant was born from an union 

of three conditions that are the mother and father and the spirit-being (gandhabba)" 

in Mahātaṇhāsaṅkhaya-sutta.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context beyond the 

embryologic interpretations. The former expression is to be an explanation that 

consciousness resumes activities of the language-recognition and comes back from 

Form·Formless Realm (rūpa·ārūpadhātu) to Desire Realm (kāmadhātu) among 

‘Three Realms’ (Tayodhātavo). Here the mother’s womb can be understood as a 

conscious space such as the womb (yoni) expresses the space of a deep 

understanding (manas) of the law (dhamma). The latter is to be an explanation in 

context that the consciousness should be understood under human conditions 

targeting the thought of Sati who misinterpreted it as the subject of reincarn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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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utta, embryologic description is added after the explanations of Twelve 

Nidānas, to correct Sati's idea of regarding it as transcendental being. Considering 

these contexts, it can be seen that the Twelve Nidānas are difficult to be generalized 

with the embryologic interpretations. Therefore, this study claims that Twelve 

Nidānas should be approached by considering the whole teaching and the context of 

each scripture beyond the embryologic interpretation which is only a late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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