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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동남아 테라와다 아비담마에서 독자적으로 발견되는 개념인 ‘바왕가

(bhavaṅga)’의 전개사를 다루는 두 번째 연구이다. 논자는 이 아비담마 개념을 통해 소위 

‘초기불교’라 평가되는 동남아 테라와다 전통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재고해보고자 한

다. 바왕가는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의 만남을 통해 촉발되는 능동적인 인식과정의 전후 

상태를 지칭하는 테라와다 아비담마의 핵심개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완성된 형태의 

바왕가 용례가 등장한 것은 주석전통에 이르러서였다. 

이에 논자는 바왕가 개념의 전개사를 추적하기 위해 앞서 �넷띠빠까라나(Nettipakaraṇa)�

와 �밀린다빵하(Milindapañha)�를 중심으로 바왕가의 초기 개념을 검토했다. 전자의 경

우, 바왕가는 윤회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존재(bhava)의 필수요소(aṅga)로서 12연기의 항

목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그러나 후자에 이르러 이 용어는 꿈조차 꾸지 않는 깊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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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상태, 혹은 비활동적인 心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초기문

헌군에서 바왕가는 비록 인식과정에 사용되는 아비담마 용어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존재의 연속성과 심의 비활동 상태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주석전통의 세계관을 위한 모

종의 맹아 역할을 해주었다.

이상의 초기 전개사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바왕가가 인식과정 이론에 처음으로 

적용된 �빳타나(Paṭṭhāna)�의 전거들을 검토해보았다. 논자가 �빳타나� 제1권의 8가지 

용례들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바왕가는 ① 비활동적인 이숙-무기심

에 속하며, ② ‘조건 짓는 법’으로서 전향과 바왕가(죽음심/재생심)를 위한 조건이 되고, 

③ 언제나 무간연과의 관계 속에서 등장한다.

주제어

�빳타나�, 바왕가, 전향, 緣, 無間緣, 異熟, 無記法

I. 서론

본 논문은 바왕가(bhavaṅga, 有分心) 개념의 전개사를 살펴보기 위한 두 번째 

연구로서, 버마 제6차 결집본(Chaṭṭhasaṅgāyana) �빳타나(Paṭṭhāna, 이하 Patt)� 

제1권에서 발견되는 바왕가의 용례들을 분석할 것이다. 

앞선 연구1)를 통해 밝혔듯, 바왕가의 초기용례는 �넷띠빠까라나(Nettipakaraṇa, 

이하 Netti)�와 �뻬따꼬빠데사(Peṭakopadesa, 이하 Pet)�, 그리고 �밀린다빵하

(Milindapañha, 이하 Mil)�에서 발견된다. Netti와 Pet에서 바왕가는 ‘존재(bhava)

를 성립시키는 핵심적인 요소(aṅga)’라는 의미를 지닌 일반 복합어였다. 이는 

남방 니까야는 물론, 북방 논서에서도 발견되는 용례로서, 특히 12연기의 12가

지 요소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이 때 바왕가는 복수형태(bhavaṅgāni)로 사용

되었으며, 心法과 色法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였다. 반면, Mil에서 바왕가는 꿈

1) 김경래, ｢동남아 테라와다의 정체성 확립과 바왕가(bhavaṅga) 개념의 전개(1): Nettipakaraṇa와 

Milindapañha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48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16), pp.25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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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 꾸지 않는 깊은 수면상태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여기서 바왕가

는 心이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철저히 심법의 범주에서만 

논의되고 있었다. 이는 바왕가가 니까야의 六識 체계만으로는 명확히 설명되

지 않는 상황들, 특히 인식대상을 결여한 심상태를 변호해주는 특수용어로 사

용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용례들은 CE 5세기 이후 주

석전통에서 발견되는 바왕가 개념의 완성형태와는 다소 동떨어진 모습이었다.

바왕가 개념이 주석전통의 용례, 즉 일련의 능동적인 인식과정(citta-vīthi)의 

토대로서 처음 등장한 것은 Patt였다. 테라와다 주석전통에 따르면, Patt는 붓

다가 깨달음을 얻은 지 29일째 되던 날 확립되었다. 그로부터 7년 후, 붓다는 

천신들을 대상으로 Patt를 포함한 아비담마 七論을 설한다. 천상설법 직후 사

리뿟따는 이 일곱 가지 가르침을 사사받아 인간의 언어로 정착시켰으며, 자신

의 500 제자들에게 전수해주었다. 이후 결집을 통해 전승되던 아비담마는 아

소까 통치기에 이르러 마하목갈리뿟따 띳사가 붓다의 예언에 따라 �까타왓투� 

목록을 풀이함으로써 비로소 일곱 권의 논서로 완성되었다. 마힌다는 이것을 

마하위하라(Mahāvihāra)의 전신인 랑카섬의 마하메가와나(Mahāmeghavana)

에 전해주었고, 이후 마하위하라 장로들은 현존하는 빠알리 칠론으로 이 가르

침을 보존 및 전승해왔다. 붓다의 깨달음과 직결된 아비담마 七論 중에서, 특히 

Patt는 테라와다 주석전통 속에서 ‘위대한 논서(Mahāpakaraṇa)’로 불리며 양적 

방대함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절대적 가치를 인정받아왔다.2) 

현대 학자들에게도 Patt는 테라와다 아비담마 七論 중 가장 방대하고 난해한 

논서로 알려져 있다. 이 논서는 20세기 초에 리즈 데이빗(C.A.F. Rhys Davids)에 

의해 �두까빳타나(Dukapaṭṭhāna, PTS London, 1906)�와 �띠까빳타나(Tikapaṭṭhāna, 

PTS London, 1921-3)�로 나뉘어 출판되었다. 이 출판본은 원전의 반복구를 모

2) 주석전통이 확립한 아비담마 기원 및 전승에 대한 전거는 다음과 같다: Vism 12.72-79; AA I 

pp.101; 125; II p.124; MA II p.183f; Asl vv.1-6; pp.12f; KhvA pp.1-2; 지면 관계상 본 논문에서는 현

대학자들이 분석한 텍스트의 구조와 내용만을 살펴볼 것이다. 주석전통에 언급된 다양한 내러티

브를 통해 확립한 Patt의 전통적 가치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Patt 제2권의 용례들을 검토하며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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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생략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석서를 삽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편집방식

은 결과적으로 논서 자체의 구조 및 내용 파악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Patt가 

완전한 형태로 편집된 것은 버마 제6차 결집본에 이르러서였다. 여기서 Patt는 

총 5권, 1740 페이지(288+310+395+450+297) 분량으로 편집되었다. 그리고 그

중 2권이 나라다(U Nārada)에 의해 Conditional Relations (PTS, 1969, 1981)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이후 단편적인 소논문을 제외하면 Patt를 주제로 독립적인 연구서를 출판한 

제도권 학자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2014년 영국 런던대학(King’s College 

London)에서 “Paṭṭhāna (Conditional Relations) in Burmese Buddhism”이라는 박

사학위 논문이 출판되었고,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Patt 연구가 조금씩 확산

되고 있다. 이 연구서는 버마출신 영국 이민자인 죠(Pyi Phyo Kyaw) 박사의 학

위논문으로 버마 제6차 결집본 Patt 전5권을 연구한 최초의 학술서이다. 이에 

논자는 Patt에서 발견되는 바왕가의 용례들을 검토해하기에 앞서, 먼저 죠 박

사를 비롯한 기존 연구자들의 성과를 참고하여, 버마 제6차 결집본을 통해 드

러나는 Patt의 전체구조와 논서적 특징을 살펴 보고자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

반적인 텍스트 이해를 바탕으로 Patt 제1권에서 발견되는 바왕가 용례들을 분

석함으로써, 초기 용례들과는 차별화된 Patt의 바왕가 개념을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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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ontext 연구3)

1. �빳타나�: 내용 및 구조

아비담마는 모든 법(dhamma)들을 ‘분석(bheda-naya)’과 ‘종합(saṅgaha-naya)’이

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조망한다. 전자가 경험 세계를 분할 불가한 최소 단위

요소로 분석한다면, 후자는 이러한 궁극적인 요소들이 서로 복잡한 연결망 속

에서 어떠한 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밝힌다. 

아비담마 七論들 중에서 Patt는 법들의 상호관련성과 조건들을 통해 ‘종합’

의 방법을 집대성한 논서로서, 24가지 조건(paccaya, 緣)에 입각하여 Dhs 마띠

까에 언급된 266법들(3개조 22개와 2개조 100개)을 개별-종합적으로 분석하

고, 더 나아가 이 266법들이 어떠한 원인과 조건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조망한다.

Patt의 구조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빳타나(Paṭṭhāna)�의 구조

제목 내용 분량4)

｢빳짜야-웃데사(Paccayuddesa)｣ 24緣(paccaya) 목록 나열 p.1

｢빳짜야-닛데사(Paccayaniddesa)｣ 24緣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과 설명 pp.1-6

｢빠띠-닛데사

(Paṭiniddesa)｣

질문(Pucchāvāra) 266法간의 상호관계와 24緣 조합의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질문과 답변 

pp.6-11

답변(Vissajjanavāra) pp.11-1740

3) 본 단원에서 정리한 내용들은 다음의 연구서들을 참고했다. U Nārada, Conditional Relations 

(Paṭṭhāna) Vol. I(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69), pp.xi-cix; K.R. Norman, A History of Indian 

Literature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83), pp.106-107; Nyanatiloka, Guide Through the 

Abhidhamma-Pitaka (Kandy: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1983), p.114; Oskar von Hinüber, A 

Handbook of Pāli Literature (Berlin: Walter de Gruyter, 1996), pp.75; Wandoo Kim, “The Theravāda 

Doctrine of Momentariness: A Survey of Its Origins and Development” (Dissertation, Balliol College, 

Oxford, 1999), p.196; Y. Karunadasa, The Theravāda Abhidhamma: Its Inquiry into the Nature of 

Conditioned Reality (Hong Kong: Center of Buddhist Studies, The University of Hong Kong, 2010), 

pp.262f; Pyi Phyo Kyaw, “Paṭṭhāna (Conditional Relations) in Burmese Buddhism” (Dissertation, King’s 

College London, 2014), pp.80-90. 

4) 버마 제6차 결집본(로마나이즈 편집본) 출처는 http://patthana.net/?page_id=36를 참고했다. 본 논문

에서 인용한 Patt의 페이지 역시 이 사이트의 구분을 따랐으며, 혼동을 피하기 위해 괄호 안에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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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빳짜야-웃데사｣는 24연 목록의 명칭들을 간략히 열거한다. 그리고 ｢빳짜

야-닛데사｣는 24연 각각의 개념들을 규정한다. 이 두 章은 Patt의 서론에 해당

하며 6페이지 정도의 짧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론에 해당하는 ｢빠띠-닛데사｣는 일련의 질문들(Pucchāvāra)을 통해 먼저 

본론에서 다룰 내용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이

어진다. 여기서 Patt는 극히 세분화된 다양한 범주를 통해 266법과 24연 간의 

가능한 모든 경우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이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먼저 266법

들에 개별적으로 4가지 방식(naya: anuloma, paccanīya, anulomapaccanīya, 

paccanīyānuloma)을 도입한다.

① 法-긍정(dhamma-anuloma), 

② 法-부정(dhamma-paccanīya), 

③ 法-긍정･부정(dhamma-anulomapaccanīya),

④ 法-부정･긍정(dhamma-paccanīyānuloma) 

이러한 266법들은 다시 상호관련성(paṭṭhāna) 속에서 조합된다:

① 3개조(tika-paṭṭhāna), 

② 2개조(duka-paṭṭhāna), 

③ 3개조-2개조(tika-duka-paṭṭhāna), 

④ 2개조-3개조(duka-tika-paṭṭhāna), 

⑤ 3개조-3개조(tika-tika-paṭṭhāna), 

⑥ 2개조-2개조(duka-duka-paṭṭhāna). 

그리고 이들은 다시 7章(vāra)으로 구분되어 서술된다. 

① 의존(paṭicca-vāra), 

② 동시발생(sahajāta-vāra), 

차 결집본의 표준제목과 문단번호를 함께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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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건(paccaya-vāra), 

④ 토대(nissaya-vāra), 

⑤ 결합(saṃsaṭṭha-vāra), 

⑥ 상응(sampayutta-vāra), 

⑦ 조사(pañhā-vāra). 

또한 앞서 266법에 적용되었던 ‘방법’이 위의 7章(vāra)에 24緣(paccaya)과 함

께 적용된다. 

⒜ 緣-긍정(paccaya-anuloma), 

⒝ 緣-부정(paccya-paccanīya), 

⒞ 緣-긍정･부정(paccaya-anulomapaccanīya), 

⒟ 緣-부정･긍정(paccaya-paccanīyānuloma). 

더 나아가 이들은 다시 아래와 같은 하부 항목으로 분류된다.

<표 2> 방법(naya)-章(vāra)-緣(paccaya)의 하부구조

적용대상 vāra saṅkhyā 내용

緣-긍정 / 緣-부정

분석(vibhaṅga) 법들 간의 연결조건 설명

열거(saṅkhyā)

단일(suddha)

연결조건들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양자(sabhā) 

복합(ghaṭanā)

緣-긍정･부정 / 

緣-부정･긍정

분석(vibhaṅga) 법들 간의 연결조건 설명

열거(saṅkhyā)
양자(sabhā) 

연결조건들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복합(ghaṭanā)

이처럼 Patt는 극히 세밀한 범주와 분류 및 분석을 통해 諸法이 지닐 수 있는 

모든 조합 가능성을 조망하고 있다. 이러한 거듭되는 반복과 방대한 분량은 텍

스트로서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지만,5) 이를 무분별하게 생략할 경

5) 물론 이러한 단점은 Patt가 학문적 연구대상이 되었을 때에만 한정된다. 동남아 전통에서 Pat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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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자칫 Patt가 추구하는 논의방향을 잃을 위험이 있다. 실제로 PTS 편집본은 

반복구들을 생략함으로써 텍스트 이해 자체를 불가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례검토와 관련된 전거들의 경우 반복구를 생략하지 않고 원문

형태를 그대로 인용하여 살펴 보고자한다.

2. 주요개념들

본격적으로 Patt에서 발견되는 바왕가 용례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몇 가지 개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개념들은 아비

담마 논서들 중 특히 Patt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특수용어들이다.

1) ‘조건 짓는(paccaya)’, ‘조건 지어진(paccayuppanna)’, 그리고 ‘힘(satti)’

Patt에 언급되고 있는 모든 법들은 ‘조건 짓는 법들(paccaya dhamma, 緣法)’과 

‘조건 지어진 법들(paccayuppanna-dhammā, 緣所生法)’로 구분된다. 전자는 스스

로 조건이 되어 다른 법(들)을 생산･지지･유지해주는 것(결과가 의지하고 있는 

원인)을 지칭하며, 여기에는 색법, 심법, 심소법, 열반이 모두 포함된다. 조건 짓

는 법(들)은 결과와 관계를 맺고 있기에, 이 법(들)이 없이는 결과도 없다.

‘조건 지어진 법(들)’은 ‘조건 짓는 법(들)’로 인해 발생한 법(들)을 의미한다. 

이는 원인으로부터 귀결된 결과를 지칭하며, 원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 참고

로, 열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건 짓는 법(들)’이 ‘조건 지어진 법(들)’에 작용하는 힘을 ‘조건 짓는 힘

(paccaya-satti)’이라 한다. 물론 니까야에도 사성제와 연기법 같은 원인과 조건

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단지 드러난 원인과 결과만을 설

명해주었다면, Patt는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힘(satti)’에 초점

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니까야와 차별화 된다. 

오히려 수행과 의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특히 Paccayuddesa와 Paccayaniddesa는 버마 불교도

들에게 의식용으로 암송 된다고 한다. Pyi Phyo Kyaw, op. cit.,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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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짓는 힘’은 24緣이 각각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나 이 

힘(satti)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도의 법이 아닌, ‘조건 짓는 법(들)’에 

의존한 힘에 불과하다. 즉, 모든 ‘조건 짓는 법(들)’은 저마다의 ‘조건 짓는 힘’

을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조건 지어진 법(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개념들은 다음 단원에서 살펴볼 Patt의 모든 문구들에 적용

되어 있다.

2) 무간연(anantara-paccaya)

앞서 언급했듯, Patt는 Dhs 마띠까 266법들을 24緣(paccaya)으로 총망라하고 

있는데, 테라와다 문헌들 중 이처럼 24緣 전체목록이 언급된 것은 Patt가 처음

이다. 이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因緣(hetupaccaya), 所緣緣(ārammaṇapaccaya), 增上緣(adhipatipaccata), 無間

緣(anantarapaccaya), 等無間緣(samanantarapaccaya), 俱生緣(sahajātapaccaya), 

相互緣(aññamaññapaccaya), 所依緣(nissayapaccaya), 親依緣(upanissayapaccaya), 

前生緣(purejātapaccaya), 後生緣(pacchājātapaccaya), 習緣(āsevanapaccaya), 

業緣(kammapaccaya), 異熟緣(vipākapaccaya), 食緣(āhārapaccaya), 根緣(indri-

yapaccaya), 禪緣(jhānapaccaya), 道緣(maggapaccaya), 相應緣(sampayuttapaccaya), 

不相應緣(vippayuttapaccaya), 有緣(atthipaccaya), 非有緣(natthipaccaya), 離

去緣(vigatapaccaya), 不離緣(avigatapaccaya).6) 

Patt 제1권은 바왕가를 총 8회 언급하고 있다. 다음 단원에서 다시 살펴보겠

지만, 이 여덟 가지 용례들은 無間緣(anantara-paccaya), 等無間緣(samanantara-

paccaya), 親依緣(upanissayapaccaya)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무간연과 등무간

연은 사실상 동일한 조건(paccaya)으로 취급되고,7) 친의연 역시 세부적으로는 

6) Patt I p.1 (Paccayuddesa).

7) Patt는 무간연(anantara-paccaya)과 등무간연(samanantara-paccaya)을 동일한 정형구로 설명한다. 

주석전통 또한 무간연과 등무간연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yo anantarapaccayo sv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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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간-친의연으로서 무간연과 서로 초점이 다를 뿐 내용상 별다른 차이가 없

다. (무간연과 무간-친의연 간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에서 다시 자세

히 언급할 것이다.) 따라서 바왕가는 모두 ‘無間緣(anantara-paccaya)’의 맥락에

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간연에 대한 Patt의 정형구를 주제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

과 같다.

[1] 眼識界와 [안식계]와 연관된 법들은 의계와 [의계]와 연관된 법들에게 

無間緣으로 조건이 된다. 意界와 [意界]와 연관된 법들은 의식계와 [의식

계]와 연관된 법들에게 無間緣으로 조건이 된다. 耳識界와 [耳識界]와 연

관된 법들은 意界와 [意界]와 연관된 법들에게 無間緣으로 조건이 된다. 意

界와 [意界]와 연관된 법들은 意識界와 [意識界]와 연관된 법들에게 無間緣

으로 조건이 된다. 鼻識界와 [비식계]와 연관된 법들은 의계와 [의계]와 

연관된 법들에게 無間緣으로 조건이 된다. 意界와 [意界]와 연관된 법들은 

意識界와 [意識界]와 연관된 법들에게 無間緣으로 조건이 된다. 舌識界와 

[설식계]와 연관된 법들은 의계와 [의계]와 연관된 법들에게 無間緣으로 

조건이 된다. 意界와 [意界]와 연관된 법들은 意識界와 [意識界]와 연관된 

법들에게 無間緣으로 조건이 된다. 身識界와 [身識界]와 연관된 법들은 意

界와 [意界]와 연관된 법들에게 無間緣으로 조건이 된다. 意界와 [意界]와 

연관된 법들은 意識界와 [意識界]와 연관된 법들에게 無間緣으로 조건이 

된다.8)

samanantarapaccayo. Vism 17.75.

8) anantarapaccayo ti cakkhuviññāṇadhātu taṃsampayuttakā ca dhammā manodhātuyā taṃsampayuttakānañ 

ca dhammānaṃ anantarapaccayena paccayo. manodhātu taṃsampayuttakā ca dhammā manoviññāṇadhātuyā 

taṃsampayuttakānañ ca dhammānaṃ anantarapaccayena paccayo. sotaviññāṇadhātu taṃsampayuttakā 

ca dhammā manodhātuyā taṃsampayuttakānañ ca dhammānaṃ anantarapaccayena paccayo. manodhātu 

taṃsampayuttakā ca dhammā manoviññāṇadhātuyā taṃsampayuttakānañ ca dhammānaṃ anantarapaccayena 

paccayo. ghānaviññāṇadhātu taṃsampayuttakā ca dhammā manodhātuyā taṃsampayuttakānañ ca dhammānaṃ 

anantarapaccayena paccayo. manodhātu taṃsampayuttakā ca dhammā manoviññāṇadhātuyā taṃsampayuttakānañ 

ca dhammānaṃ anantarapaccayena paccayo. jivhāviññāṇadhātu taṃsampayuttakā ca dhammā manodhātuyā 

taṃsampayuttakānañ ca dhammānaṃ anantarapaccayena paccayo. manodhātu taṃsampayuttakā ca 

dhammā manoviññāṇadhātuyā taṃsampayuttakānañca dhammānaṃ anantarapaccayena paccayo. 

kāyaviññāṇadhātu taṃsampayuttakā ca dhammā manodhātuyā taṃsampayuttakānañ ca dhammān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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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선 善法들은 뒤따르는 선법들에게 無間緣으로 조건이 된다.9) 앞선 

善法들은 뒤따르는 無記法들에게 無間緣으로 조건이 된다. 앞선 不善法들

은 뒤따르는 不善法들에게 無間緣으로 조건이 된다. 앞선 不善法들은 뒤

따르는 無記法들에게 無間緣으로 조건이 된다. 앞선 無記法들은 뒤따르는 

無記法들에게 無間緣으로 조건이 된다. 앞선 無記法들은 뒤따르는 善法들

에게 無間緣으로 조건이 된다. 앞선 無記法들은 뒤따르는 不善法들에게 無

間緣으로 조건이 된다. 앞선 법들에게 심/심소법들이 일어난[다면 이 때 

앞선] 법들은 [일어난 심/심소]법들에게 無間緣으로 조건이 된다.10)

[1]은 다섯 가지 감각식들이 저마다의 규칙에 따라 조금의 간극도 없이 전개

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으며, [2]는 善法, 不善法, 無記法이 각각 어떠한 법들을 

간극 없이 이끌어 주는지 설명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 무간연

(=등무간연)은 연달아 일어나는 심법들 간의 시간적/결과적 선후관계를 설명

해주는데, 연속하는 두 심법들 간에는 어떠한 간극(間, antara)도 없으며(無, an), 

앞선 심법은 뒤따르는 심법에 모종의 규칙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일련의 심법들(인식과정)은 언제나 정형화된 ‘심적 규칙(citta-niyama)’ 속에서 

전개되며, 앞선 심법(조건 짓는 법)은 직후 뒤따르는 심법(조건 지어진 법)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nantarapaccayena paccayo. manodhātu taṃsampayuttakā ca dhammā manoviññāṇadhātuyā 

taṃsampayuttakānañca dhammānaṃ anantarapaccayena paccayo. Patt I pp.1-2.

9) 본문에 언급된 ‘purimā purimā ... pacchimānaṃ pacchimānaṃ ...’는 의미상, ‘앞선 법들이 무엇이든 

간에, 뒤따르는 법들이 무엇이든 간에’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는 문맥에 맞게 의역했다.

10) purimā purimā kusalā dhammā pacchimānaṃ pacchimānaṃ kusalānaṃ dhammānaṃ anantarapaccayena 

paccayo. purimā purimā kusalā dhammā pacchimānaṃ pacchimānaṃ abyākatānaṃ dhammānaṃ 

anantarapaccayena paccayo. purimā purimā akusalā dhammā pacchimānaṃ pacchimānaṃ akusalānaṃ 

dhammānaṃ anantarapaccayena paccayo. purimā purimā akusalā dhammā pacchimānaṃ pacchimānaṃ 

abyākatānaṃ dhammānaṃ anantarapaccayena paccayo. purimā purimā abyākatā dhammā pacchimānaṃ 

pacchimānaṃ abyākatānaṃ dhammānaṃ anantarapaccayena paccayo. purimā purimā abyākatā dhammā 

pacchimānaṃ pacchimānaṃ kusalānaṃ dhammānaṃ anantarapaccayena paccayo. purimā purimā 

abyākatā dhammā pacchimānaṃ pacchimānaṃ akusalānaṃ dhammānaṃ anantarapaccayena paccayo. 

yesaṃ yesaṃ dhammānaṃ anantarā ye ye dhammā uppajjanti cittacetasikā dhammā, te te dhammā tesaṃ 

tesaṃ dhammānaṃ anantarapaccayena paccayo. Patt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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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眼識界 → 意界 → 意識界

[1-b] 耳識界 → 意界 → 意識界

[1-c] 鼻識界 → 意界 → 意識界

[1-d] 舌識界 → 意界 → 意識界

[1-e] 身識界 → 意界 → 意識界

[2-a] 善法 → 善法 / 無記法

[2-b] 不善法 → 不善法 / 無記法

[2-c] 無記法 → 善法 / 不善法 / 無記法

이처럼 엄격한 규칙 속에서 간극 없이 일어나는 일련의 심법들(인식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첫째, 각각의 감각식들은 서로 무분별하게 

교차되지 않는다. 예컨대 眼根을 통한 인식과정은 耳根에서 촉발된 인식과정

과 결코 무분별하게 혼합되지 않는다. 각각의 감각기관에 근거한 인식작용은 

同種의 인식과정 시스템 속에서 생멸할 뿐이다. 둘째, 심법과 색법은 각자 저마

다의 고유한 인과법칙을 준수한다. Patt의 무간연(=등무간연) 정형구는 오직 

心法(心/心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색법은 개입되지 않는다.11) 

이러한 인식과정의 대전제는 이후 Patt의 바왕가 용례들을 이해하기 위한 필

수개념들이다.

이상 Patt의 전체구조와 중요한 핵심개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기본 전제들을 바탕으로 Patt에서 발견되는 바왕가의 용례들을 살펴보

겠다. 

11) 색법은 前生緣(purejāta-paccaya)과 後生緣(pacchājāta-paccaya)을 조건으로 한다. Wandoo Kim, op. 

cit., pp.119-121; Y. Karunadasa, op.cit., pp.2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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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8가지 용례: �빳타나� 제1권

앞서 확인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 Patt는 독특한 서술방식을 통해 세부주제

들을 서술한다. 먼저 주제논의에 해당하는 명제를 제시한 후, 별다른 추가적인 

설명 없이, 곧바로 이 명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열거한다. 바왕가의 

용례는 바로 이 다수의 예시들에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주석전통이 확립한 바

왕가 개념과 상응하는 내용들이 다수 발견된다. 논자는 편의상 가장 먼저 언급

되는 기본명제를 ‘명제’, 이어지는 실례들 중 주석전통의 바왕가 규정과 관련

이 있는 것을 ‘예시’, 바왕가가 등장하는 예시를 ‘바왕가’로 구분하여 각 용례

들마다 <표>로 정리했다. 그럼 이제부터 각각의 용례들을 살펴보겠다. 

Patt 제1권에서 발견되는 바왕가의 8가지 용례들은 다음과 같다.

① 바왕가는 전향에게 無間緣(anantara-paccaya)으로 조건이 된다.

(bhavaṅgaṃ āvajjanāya … anantarapaccayena paccayo.)

② 바왕가는 전향에게 等無間緣(samanantara-paccaya)으로 조건이 된다.

(bhavaṅgaṃ āvajjanāya … samanantarapaccayena paccayo.)

③ 바왕가는 전향에게 親依緣(upanissaya-paccaya)으로 조건이 된다.

(bhavaṅgaṃ āvajjanāya … upanissayapaccayena paccayo.)

④ 樂受에 상응하는 바왕가는 전향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sukhāya vedanāya sampayuttaṃ bhavaṅgaṃ āvajjanāya anantarapaccayena 

paccayo.)

⑤ 樂受에 상응하는 바왕가는 不苦不樂受에 상응하는 바왕가에게 무간연

으로 조건이 된다.

(sukhāya vedanāya sampayuttaṃ bhavaṅgaṃ adukkhamasukhāya vedanāya 

sampayuttassa bhavaṅgassa anantarapaccayena pacc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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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不苦不樂受에 상응하는 바왕가는 樂受에 상응하는 바왕가에게 무간연

으로 조건이 된다.

(adukkhamasukhāya vedanāya sampayuttaṃ bhavaṅgaṃ sukhāya vedanāya 

sampayuttassa bhavaṅgassa anantarapaccayena paccayo.)

⑦ 바왕가는 전향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bhavaṅgaṃ āvajjanāya anantarapaccayena paccayo.)

⑧ 바왕가는 전향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bhavaṅgaṃ āvajjanāya … anantarapaccayena paccayo.)

앞 단원에서 정리한 Patt의 구조를 적용시켜보면, 먼저 ①은 <善3개조 중 無

記–조사(pañhā-vāra)-긍정-분석(vibhaṅga)-무간연>에 언급된 문구이고, ②는 

<善3개조 중 無記–조사(pañhā-vāra)-긍정-분석(vibhaṅga)-등무간연>에서 발견

되는 용례이다. 

잘 알려져 있듯, 善3개조는 善法(kusalā dhammā), 不善法(akusalā dhammā), 無

記法(abyākatā/avyākatā dhamm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법은 樂果(sukha-vipāka)

를 이끌고, 불선법은 苦果(dukkha-vipāka)를 이끌며, 무기법은 선이나 불선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 여기서 무기법은 다시 ‘異熟(vipāka, 결과로 나

타난 것)’과 ‘作(kiriya, 작용만 하는 것)’으로 나뉜다. 바왕가는 善3개조 중 無記

法의 맥락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①과 ② 용례의 경우, 먼저 연속하는 두 무기법이 무간연을 조건으로 한다는 

‘명제’가 제시된다. 이러한 명제에 적용되는 ‘예시’들에 따르면, 異熟-無記 혹

은 作-無記는 뒤따르는 異熟-無記 혹은 作-無記와 무간연(①)이나 등무간연(②)

으로 연결된다.12) 바왕가와 전향의 관계가 이 예시들에 포함되어 있다. 

12) ①의 전거(무간연): abyākato dhammo abyākatassa dhammassa anantarapaccayena paccayo – purimā 

purimā vipākābyākatā kiriyābyākatā khandhā pacchimānaṃ pacchimānaṃ vipākābyākatānaṃ 

kiriyābyākatānaṃ khandhānaṃ anantarapaccayena paccayo. Patt I p.89 (Kusalattika-417); ②의 전거(등

무간연): abyākato dhammo abyākatassa dhammassa samanantarapaccayena paccayo – purimā purim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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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명제와 예시를 통해 바왕가가 이숙-무기심 혹은 작-무기심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이후 살펴볼 용례 ⑦은 바왕가가 異熟-無記

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명시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용례 ⑦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바왕가가 무기심에 속한다는 점만을 확인하고 넘

어가겠다.

한편, 용례 ③은 <善3개조 중 無記–조사(pañhā-vāra)-긍정-분석(vibhaṅga)-親

依緣>에서 언급된다. 이는 자칫 앞의 두 용례들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사실 여기 언급된 친의연은 무간연과 크게 다르지 않다. 親依緣

(upanissaya-paccaya)은 ‘조건 짓는 법’이 ‘조건 지어진 법’에게 결정적인 동기

를 부여해주는 조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親依緣은 소연･친의연(ārammaṇūpanissayo), 

무간･친의연(anantarūpanissayo), 본성･친의연(pakatūpanissayo)으로 분류된

다.13) 이 중에서 바왕가(용례③)는 무간･친의연의 맥락에서 등장한다. 

‘무간･친의연’은 ‘조건 짓는 법’과 ‘조건 지어진 법’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무

간연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만, ‘조건 짓는 힘’에서 서로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무간연의 ‘조건 짓는 힘’은 앞선 심법이 멸한 뒤에 곧바로 뒤따르는 심법을 일

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무간･친의연의 ‘힘’은 앞선 심법의 滅에 강하게 의존하

기 때문에 뒤따르는 심법을 일으키는 것이다.14) 이처럼 비록 ‘조건 짓는 힘’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가 발견되지만, 결과적으로 무간연과 무간･친의연은 적어

도 바왕가 용례에서 만큼은 서로 동일한 조건을 의미한다.

③과 관련된 Patt의 정형구들도 앞서 무간연(=등무간연)의 정형구들과 동일

하다. 즉, 연속하는 두 무기법은 무간･친의연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명제), 

異熟-無記 혹은 作-無記가 뒤따르는 異熟-無記 혹은 作-無記와 無間･親依緣으로 

vipākābyākatā kiriyābyākatā khandhā pacchimānaṃ pacchimānaṃ vipākābyākatānaṃ kiriyābyākatānaṃ 

khandhānaṃ samanantarapaccayena paccayo. Patt I p.89 (Kusalattika-418).

13) abyākato dhammo abyākatassa dhammassa upanissayapaccayena paccayo – ārammaṇūpanissayo, 

anantarūpanissayo, pakatūpanissayo. Patt I p.95 (Kusalattika-423).

14) Bhikkhu Bodhi, A Comprehensive Manual of Abhidhamma(Kandy: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2010), 

p.315; Y. Karunadasa, op. cit., pp.269-270; Pyi Phyo Kyaw, op. cit.,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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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다(예시).15) 그리고 앞선 두 용례와 마찬가지로, 바왕가는 뒤따르는 전

향에게 친의연(무간･친의연)으로 조건이 된다.

이상 ①②③의 용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善3개조 용례

용례 ① ② ③ 

緣 무간연 등무간연 무간-친의연

명제 무기법 → 무기법

예시 이숙무기법 → 작무기법

바왕가 바왕가 → 전향

④, ⑤, ⑥의 용례들은 모두 <受3개조-조사(pañhā-vāra)-긍정-분석(vibhaṅga)-

무간연>에서 언급된다. 受3개조는 樂受相應法(sukhāya vedanāya sampayuttā 

dhammā), 苦受相應法(dukkhāya vedanāya sampayuttā dhammā), 不苦不樂受相應法

(adukkhamasukhāya vedanāya sampayuttā dhamm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

서 바왕가는 오직 樂受와 不苦不樂受에만 相應한다. 

먼저 ④와 ⑤의 용례들은 락수와 불고불락수가 무간연을 조건으로 하고 있

음을 명제로 제시한다. 그리고 ④에서는 락수-바왕가와 전향이, ⑤에서는 락

수-바왕가와 불고불락수-바왕가가 언급된다. 

④에 언급된 예시(sukhāya vedanāya sampayuttā vipākamanoviññāṇadhātu kiriya-

manoviññāṇadhātuyā anantarapaccayena paccayo)에 따르면, 바왕가와 전향은 각

각 이숙-의식계와 작-의식계에 배대된다. 주석전통에서 전향(āvajjana)은 인식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界(dhātu, 요소)로 구분된다. 즉, 오문전향은 작-의계인 

반면, 의문전향은 작-의식계로 분류된다.16) 따라서 용례 ④는 의문인식과정 

15) purimā purimā vipākābyākatā, kiriyābyākatā khandhā pacchimānaṃ pacchimānaṃ vipākābyākatānaṃ 

kiriyābyākatānaṃ khandhānaṃ upanissayapaccayena paccayo. Patt I p.96 (Kusalattika-423).

16) atha niruddhe bhavaṅge, tad eva rūpaṃ ārammaṇaṃ katvā, bhavaṅgaṃ vicchindamānā viya, āvajjanakiccaṃ 

sādhayamānā kiriyamanodhātu uppajjati ... manodvāre pana chabbidhe pi ārammaṇe āpāthagate, 

bhavaṅgacalanānantaraṃ bhavaṅgaṃ vicchindamānā viya āvajjanakiccaṃ sādhayamānā ahetukakiri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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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바왕가가 의문전향(mano-dvāra āvajjana)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⑤는 락수-죽음심(cuti-citta)과 불고불락수-재생심(upapatti-citta)이라는 예

시를 통해 연속하는 두 개의 바왕가를 설명한다.17) ⑤와 마찬가지로 ⑥ 또한 

불고불락수와 락수가 무간연을 조건으로 성립되듯(명제), 불고불락수-죽음심

과 락수-재생심이 무간연을 조건으로 성립되고 있음을 언급한다(예시).18) 그

리고 이를 통해 불고불락수-바왕가는 락수-바왕가와 무간연으로 성립됨을 설

명해주고 있다. 

④, ⑤, ⑥의 용례분석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4>와 같다.

<표 4> 受3개조 용례

용례 ④ ⑤ ⑥ 

緣 무간연

명제 樂受法 → 不苦不樂受法 不苦不樂受法 → 樂受法

예시
樂受異熟意識界 → 

作意識界

樂受죽음심 → 

不苦不樂受재생심

不苦不樂受죽음심 → 

樂受재생심

바왕가 樂受바왕가 → 전향
樂受바왕가 → 

不苦不樂受바왕가

不苦不樂受바왕가 → 

樂受바왕가

여기서 ⑤와 ⑥은 다른 용례들의 경우(바왕가→전향)와 달리, ‘조건 짓는 

법’으로서의 바왕가와 ‘조건 지어진 법’으로서의 바왕가 간의 관계(바왕가→

바왕가)를 무간연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표-4>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듯, Patt는 바왕가와 죽음심, 그리고 재생심을 대비시키고 있다. 이는 

주석전통의 관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manoviññāṇadhātu uppajjati upekkhāsahagatā ti. Vism 14.115-116.

17) sukhāya vedanāya sampayutto dhammo adukkhamasukhāya vedanāya sampayuttassa dhammassa 

anantarapaccayena paccayo – sukhāya vedanāya sampayuttaṃ cuticittaṃ adukkhamasukhāya vedanāya 

sampayuttassa upapatticittassa anantarapaccayena paccayo. Patt I p.191 (Vedanāttika-45).

18) adukkhamasukhāya vedanāya sampayutto dhammo sukhāya vedanāya sampayuttassa dhammassa 

anantarapaccayena paccayo – adukkhamasukhāya vedanāya sampayuttaṃ cuticittaṃ sukhāya vedanāya 

sampayuttassa upapatticittassa anantarapaccayena paccayo. Patt I p.191 (Vedanāttika-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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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전통에서 죽음심과 재생연결심은 단지 바왕가가 자신의 역할을 달리한 

모습일 뿐, 본질적으로는 바왕가와 동일하다. 한 생에서 바왕가의 첫 찰나는 재

생연결심(paṭisandhi-citta)이라 불리며, 마지막 찰나는 죽음심(cuti-citta)이라 불

린다. 즉, 재생연결심에 뒤따라 일어나는 동일한 心이 바왕가로 이어지며, 이 바

왕가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 지속된다. 이 마지막 바왕가가 바로 죽음심

인 것이다. 그리고 죽음심은 다시 다음생의 재생연결심으로 이어진다.19)

Patt와 주석전통 간의 이러한 유사성은 후대 테라와다 아비담마 전통에서 

일종의 공식으로 여겨지게 될 ‘마지막 인식과정(...cuti→paṭisandhi→bhavaṅga

→cuti...)’이 용어만 달리할 뿐 거의 동일한 형태로 Patt에 이미 전제되어 있었

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Patt와 주석전통은, 재생심(uapapatti-citta)과 재생연결

심(paṭisandhi-citta)이라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뿐, 전생과 후생을 잇는 바왕가

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20)

⑦의 용례는 <異熟3개조-조사(pañhā-vāra)-긍정-분석(vibhaṅga)-무간연>에서 

발견된다. 異熟3개조는 異熟法(vipākā dhammā), 異熟法法(vipākadhammadhammā), 그

리고 不異熟不異熟法法(nevavipākanavipākadhammadhammā)으로 구성되어 있다. 

異熟法이란 ‘결과로 나타난 것’을, 異熟法法은 ‘결과를 만드는 것’을, 不異熟不異

熟法法은 ‘결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결과를 만드는 것도 아닌 것’을 뜻한다.21)

19) 재생연결심에서 죽음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인식과정에 대한 설명 속에서 이들 3가지 心들은 주

석전통에서 서로 동일한 것으로 규정된다. Vism 14.114-123; Rupert Gethin, ‘Bhavanga and Rebirth 

According to the Abhidhamma’, Buddhism IV, ed. by Paul William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 p.166.

20) 카즌스(Lance Cousins)는 인식과정 이론이 이미 Patt에 확립되어 있었으며, 이후 주석전통은 단지 

용어적인 부분만을 변형했을 뿐이라는 가설을 제기했다. 최소한 용례 ⑤와 ⑥에서 만큼은 카즌스

의 가설이 적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ance Cousins, ‘The Paṭṭhāna and the Development of the 

Theravādin Abhidhamma’, Buddhism IV, ed. by Paul Williams(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 p.65.

21) 나라다(U Nārada)는 vipākā dhammā를 ‘결과로 생긴 것(resultant)’으로, vipākadhammadhammā를 

‘결과를 만드는 것(producing resultant)’으로 해석했다. U Nārada, op. cit., p.406; 이에 대한 주석전통

의 전거는 다음과 같다. “‘異熟’인 것은 非色法 [즉, 心法]이 [異熟]에 도달한 것을 일컫는다. ‘異熟法

法’이란 異熟이라는 고유한 성질을 지닌(sabhāva: 복합어의 첫 번째 dhamma) 法(복합어의 두 번째 

dhamma)이다. 生과 老라는 고유한 성질과(sabhāva) 속성을 지닌(pakatika) 중생이 태어나고 늙는다

(生法과 老法)라고 말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異熟을 생성한다는 의미로서 法은 異熟이라는 성

질과 속성을 지닌다는 뜻이다” (vipakkabhāvam āpannānaṃ arūpadhammānam etaṃ adhivacan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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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에 따르면, 異熟法은 不異熟不異熟法法에 무간연으로 조건이 되며(명제), 

그 예로 異熟-意識界와 作-意識界, 그리고 바왕가와 전향이 언급된다.22) 

<표 5> 異熟3개조 용례

용례 ⑦

緣 무간연

명제 異熟法 → 不異熟不異熟法法

예시 異熟意識界 → 作意識界

바왕가 바왕가 → 전향

앞서 언급했듯, 무기법은 결과로 나타나는 異熟-無記法과 작용만 하는 作-無

記法으로 나뉜다. 용례 ①②③은 바왕가를 무기법으로만 분류했을 뿐, 이숙과 

작을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용례 ⑦은 바왕가가 이숙-무기심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바왕가 규정은 주석전통의 해석과 동일하다. 이미 초기용례들(Mil)

에서부터 바왕가는 心의 비활동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주석전통은 이러

한 초기용례를 바탕으로 심의 비활동 상태를 ‘강물의 흐름’으로 비유했다. 여

기서 모종의 인식과정을 통해 바왕가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心의 활동 

상태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활동-心의 결과가 바로 비활동-心인 것이다. 따라

서 바왕가는 활동성이 없는 결과-心, 즉 異熟心(vipāka)에 해당한다. 테라와다 

아비담마에 따르면, 心은 총 89心으로 분석되며, 이 중 36心이 이숙심에 해당하

고, 이 36心(이숙심)들 중 19心들이 바왕가의 기능을 수행한다.23) (이에 대해서

vipākadhammadhammā ti vipākasabhāvadhammā. yathā jātijarāsabhāvā jātijarāpakatikā sattā jātidhammā 

ti jarādhammā ti vuccanti, evaṃ vipākajanakatthena vipākasabhāvā vipākapakatikā dhammā ti attho. 

Atthasālinī p.42); 이러한 전거에 대해, 뻬 마웅 띤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즉, vipākadhamma-dhammā

에서 전자의 dhamma는 ‘sabhāva’와 동의어이며 더 자세하게는 ‘pakatika’라고 설명된다. vipākadhammā

는 ‘결과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표현 전체는 그러한 결과들을 내는 원인들을 의미한다. Pe 

Maung Tin, The Expositor (Atthsālinī) Vols.I, II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76), p.54. note.3.

22) vipāko dhammo nevavipākanavipākadhammadhammassa anantarapaccayena paccayo. bhavaṅgaṃ 

āvajjanāya anantarapaccayena paccayo. vipākamanoviññāṇadhātu kiriyamanoviññāṇadhātuyā anantarapaccayena 

paccayo. Patt I p.228 (Vipākattika 97).

23) evaṃ tāv’ ettha ekūnavīsatiyā vipākaviññāṇānaṃ paṭisandhivasena pavatti veditabbā... asati santānavinivat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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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 기회에 바왕가의 주석용례들을 분석하면서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⑧은 <取3개조-조사(pañhā-vāra)-긍정-분석(vibhaṅga)-무간연>에서 언급된

다. 취3개조는 已取當取(upādiṇṇupādāniyā), 不已取當取(anupādiṇṇupādāniyā), 그

리고 不已取不當取(anupādiṇṇa-anupādāniyā)로 이루어져 있다. 已取(upādiṇṇa, 혹

은 upādinna)란 집착을 통해 이미 취해진 것을, 當取(upādāniyā)란 집착을 통해 

앞으로 취해질 것(취착대상)을 의미한다.24) Patt는 已取當取(이미 취해졌고 취

착대상인 것)가 不已取當取(이미 취해지지 않았지만 취착대상인 것)에 무간연

으로 조건이 되며, 바왕가와 전향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25) (용례 ⑧의 

전거만으로는 已取當取와 바왕가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서

는 향후 Patt 제2~5권의 용례들을 살펴본 후 재검토하겠다.)

<표 6> 取3개조 용례

용례 ⑧

緣 무간연

명제 已取當取 → 不已取當取

예시 異熟意識界 → 作意識界

바왕가 바왕가 → 전향

한편, 용례 ⑦과 ⑧의 예시들은 바왕가와 전향을 각각 이숙-의식계(vipāka-

manoviññāṇadhātu)와 작-의식계(kiriyamanoviññāṇadhātu)에 상응시키고 있다. 

aññasmiṃ cittuppāde, nadīsotaṃ viya, supinaṃ apassato niddokkamanakā심ādisu aparimāṇasaṅkhaṃ pi 

pavattati yevā ti. Vism 14.113-114; Rupert Gethin, op.cit., pp.162-164.

24) ‘집착을 통해’라는 문구는 나라다(U Nārada)의 영역에 언급된 ‘acquired by clinging’과 ‘favourable 

to clinging’을 참고한 것이다. Nārada, op. cit., p.461; upādinna는 upa+ā+√dā의 과거수동분사형태로

서 텍스트에서는 upādiṇṇa와 혼용된다. 초기불전연구원, �담마상가니� 2권(울산: 초기불전연구

원, 2016), p.166 각주 145 참고; 한편, 니까야에서 取(upādāna)는 欲取(kāma: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

착), 見取(diṭṭha: 그릇된 견해에 대한 집착), 戒禁取(sīlabbata: 그릇된 계와 규율에 대한 집착), 我語取

(attavāda: 아뜨만론에 대한 집착)로 설명된다. kāmupādānaṃ diṭṭhupādānaṃ sīlabbatupādānaṃ 

attavādupādānaṃ. idam vuccati bhikkhave upādānaṃ. SN II p.3.

25) upādinnupādāniyo dhammo anupādinnupādāniyassa dhammassa anantarapaccayena paccayo – bhavaṅgaṃ 

āvajjanāya, vipākamanoviññāṇadhātu kiriyamanoviññāṇadhātuyā anantarapaccayena paccayo. Patt I 

p.256 (Upādinnattika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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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용례 ④에서 확인했듯, 바왕가와 의문전향이 무간연을 조건으로 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들은 모두 오문인식과정이 아닌, 의문인식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결론을 통해 용례 검토내용들을 정리해보겠다.

IV. 결론

이제까지 Patt에서 발견되는 바왕가의 용례들을 살펴보았다. 난해하고 방대

한 논서인 Patt의 용례들을 검토하기 위해, 논자는 먼저 Patt의 전체구조와 핵심

개념들을 정리했다. 이에 Patt가 4가지 방법(naya), 6가지 상호관련성(paṭṭhāna), 

7가지 章(vāra), 그리고 하부항목인 분석(vibhaṅga) 등을 바탕으로 Dhs 마띠까

에 언급된 266법들을 24緣(paccaya)으로 조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더불어 바

왕가와 관련된 주요개념들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다른 법들에게 조건이 되

는 ‘조건 짓는 법들(paccaya dhammā)’, 이러한 조건 짓는 법들에 의해 생긴 ‘조

건 지어진 법들(paccayuppanna dhammā)’, 조건 짓는 법들이 지닌 능력인 ‘조건 

짓는 힘(paccaya-satti)’, 그리고 24緣들 중 바왕가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무간

연(anantara-paccaya)’ 등이 있었다.

이상의 텍스트 이해와 주요개념들을 바탕으로, 논자는 Patt 제1권의 8가지 

용례들을 분석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7>과 같다.

<표 7> �빳타나(Paṭṭhāna)� vol.1의 바왕가 용례

용
례

방법
(naya)

상호관련
(paṭṭhāna)

章
(vāra)

緣
(paccaya)

바왕가의 특징

①

긍정

(anuloma)

善3개조 (無記)

조사

(pañhā)

無間緣(anantara)
무간연을 조건으로 함

無記(avyākata)
② 等無間緣(samanantara) 

③ 無間親依緣(upanissaya)

④

受3개조

無間緣(anantara)

의문전향의 ‘조건 짓는 법’

⑤ 죽음심(cuti-citta) 

재생심(upapatti-citta)⑥

⑦ 異熟3개조 異熟(vipāka)

⑧ 取3개조 已取當取(upādiṇṇupādāniy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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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을 통해 드러나는 바왕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왕가는 異熟-無記法의 범주에 속하는 心法이다. 善3개조(①②③)에

서 바왕가는 無記法으로 분류되었으며, 異熟3개조(⑦)는 이것이 異熟-無記法임

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바왕가는 선이나 불선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無記) 

더 나아가 비활동적인 결과(異熟)에 해당한다. 이는 초기(Mil)부터 주석전통

(Vism)에 이르기까지, 가장 포괄적인 바왕가의 정의이다.

둘째, 바왕가는 전향을 일으키는 조건이 된다(①②③④⑦⑧). Patt 제1권은 

바왕가와 전향을 각각 異熟-無記法과 作-無記法으로 규정함은 물론, 界(dhātu)의 

측면에서 전향을 意界와 意識界로 차별화했다. 이는 Patt가 五門전향

(pañca-dvāra āvajjana)과 意門전향(mano-dvāra āvajjana)을 이미 구분하고 있었

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바왕가와 전향의 관계는 주석전통이 확립한 인식과정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다.

셋째, 바왕가는 전향 이외에도 또 다른 바왕가를 위한 조건이 된다(⑤⑥). 

Patt는 바왕가가 바왕가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죽음심(cuti-citta)과 

재생심(upapatti-citta)을 제시했다. 이는 죽음심과 재생심이 바왕가와 동의어임

을 암시하는데, 이러한 동일시는 주석전통의 관점과 용어만 다를 뿐 일맥상통

한다. 주석전통은 현생의 첫 바왕가를 재생연결심(paṭisandhi)으로, 마지막 바

왕가를 죽음심으로 규정한다.

넷째, 바왕가는 무간연을 조건으로 삼는다(①~⑧). ②③을 제외한 모든 용

례들은 바왕가를 無間緣(anantara-paccaya)과 결부 짓고 있다. ②는 等無間緣을, 

③은 親依緣 중에서 無間･親依緣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실상 무간연과 

동의어이다. 그러므로 Patt 제1권에서 바왕가의 ‘조건 짓는 힘’은 언제나 무간

연이며, 이를 통해 ‘조건 지어진 법’인 전향 혹은 바왕가를 일으킨다.

처음 세 가지 특징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인식과정이론에 있어서 

Patt와 주석전통이 거의 동일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

성은 테라와다 인식과정이론(citta-vīthi)이 CE 5세기 주석전통을 통해 외부에

서 유입된 것이 아닌, 테라와다 본연의 논의전개 속에서 확립된 것임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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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논장 성립시기부터 거의 모든 교리체계가 완성되어 있었음을 암시한다.

한편, 네 번째 특징은 인식과정 속에서 바왕가와 무간연 간의 긴밀한 관련성

을 보여준다. 사실 이러한 무간연의 용례는 다소 갑작스럽다. 앞서 논자가 검

토했던 초기 문헌들(Netti, Peta, Mil)에는 바왕가와 무간연이 결부되지 않았음

은 물론, 무간연이라는 개념 자체도 확립되어 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삼장에 

포함된 Patt에는 무간연이라는 전문용어가 정교한 인식과정 이론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무간연과 함께 24緣 목록도 제시되어 있는데, 그 적용방식이나 용

법에 있어서 주석전통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초기 문헌

들과 Patt 사이에 교리적 공백이 있었음을 시사한다.26)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 연구에서는 Patt 제2권의 바왕가 용례들

을 통해, 바왕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이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26)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한역으로만 전해지는 �解脫道論�이 이러한 간극을 메워주고 있다

는 사실이다. 이 논서 또한 바왕가와 인식과정 이론을 주장하지만, 무간연은 언급하지 않는다. 그

러나 Patt가 무간연을 통해 전달하고자했던 정서(인식과정 속 심법들의 간극 없는 발생)는 공유하

고 있다. 그리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五無間業을 지은 중생이 그 순간 無間地獄(Avīci-niraya)에 떨어

진다는 비유를 사용한다. 이는 �해탈도론�이 24연, 특히 ‘무간연’이라는 전문용어가 확립되기 이

전, 혹은 인식과정 이론을 24연과 결부시켜 해석하기 이전에 제작된 논서였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의 한역 논서는 초기문헌들과 Patt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텍스트임은 물론, 논

장이 지금의 형태로 완성되기에 앞서 제작된 초기 논서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

해탈도론�의 바왕가 용례를 검토할 때 다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참고로, 무간연과 무간지옥에 

대한 메타포와 관련해서는 Kyungrae Kim, ‘Avīci Hell and Wújiān in the Cognitive Process: 

Observations on Some Technical Terms in the Jié tuō dào lùn (*Vimuttimagga)’,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44 (Springer, 2016), pp.939-95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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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servations on the Term’Bhavanga’ 

in the Patthana Vol. I

Kim, Kyungrae
Lecturer

Dongguk University

The article examines the technical term bhavaṅga found in the Paṭṭhāna, the last 

book of the abhidhamma treatises. Since the term conveys the distinctive doctrinal 

perspectives of Pāli abhidhamma, its gradual development represents the historical 

identity of the Southeast Asian Theravāda tradition.

The term refers to the non-active state of mind, which serves as a foundation for 

active mind-moments, namely, the cognitive process (citta-vīthi). This salient term, 

however, was not found in the earlier texts, such as Nettipakaraṇa, Peṭakopadesa 

and Milindapañha. It was defined as a crucial factor of existence or a ‘deep sleep 

without dreaming’. 

It has now become a technical term, meaning a non-active mind-moment within 

the cognitive process, and was first discovered in the Paṭṭhāna. Actually, the 

Paṭṭhāna and the commentarial texts defined the term similarly. This similarity 

shows that the Paṭṭhāna had already established the sophisticated doctrine of 

cognitive process which is based on the bhavaṅga with only minor changes of the 

technical term. 

The eight usages of the term are found in the Paṭṭhāna (volume I). From 

scrutinizing them,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term are revealed as follows: Firstly, 

the term bhavaṅga is categorised as the resultant indeterminate state (vipāka-avyākata); 

Secondly, as the conditioning state (paccayadhamma), bhavaṅga produces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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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verting (āvajjana) or other bhavaṅga which is called ‘death consciousness 

(cuti-citta)’ or ‘rebirth consciousness (upapatti-citta)’; Finally, the term always 

occurs with the proximity condition (anantara-paccaya).

Keywords 

Patthana, bhavanga, adverting, condition, the Proximity condition, the Resultant, the 

Indeterm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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