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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필자는 초기불교 당시 유통된 무아설의 유형을 3가지 부류의 12가지로 파악한다. 

선행 논문인 �초기불교 무아설의 유형에 대한 검토와 분류 I�에서는 이들 중 첫 두 

부류에 속한 6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고, 본 논문에서는 세 번째 부류로 귀속되

는 6가지 유형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필자의 판단에 따르면 첫 번째 부류의 3

가지 무아 유형은 ‘나의 것’ 등을 부정하면서 비아(非我)에 가까운 무아의 의미를 표

방한다. 이러한 서술방식에 따르면 무아란 자아에 대한 존재론적 부정이 아니며 다

만 경험적 현상들과의 탈동일시(disidentification)를 가리킬 뿐이다. 두 번째 부류에 

속한 3가지는 사변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무아에 대한 견해나 주장마저도 극복의 대

상으로 간주한다. 또한 무아라는 개념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나’라는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한편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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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세 번째 부류의 6가지 유형은 형이상학적 무아 담론의 성격을 지닌다. 이들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무아에 대한 사변적 해설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공

통적이다. 이들 세 번째 부류의 무아 유형은 니까야(Nikāya)에서는 주류적 방식이 아

니지만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Abhidharmakośabhāṣya) 등 후대의 문헌들로 

내려오면서 그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간 듯하다. 필자는 두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는 

본 연구를 통해 3가지 부류의 12가지 무아 유형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이들

은 초기불교 무아설의 일반적 양상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그 변용이 어떻게 시작

되었는가를 되짚어보게 해준다.

주제어

무아, 비아, 나, 자아, 형이상학, 초기불교

  I. 시작하는 말

본 논문은 �초기불교 무아설의 유형에 대한 검토와 분류 I�에 연이은 후속

편이다.1) 필자는 초기불교 당시 유통된 무아설의 유형을 3가지 부류의 12가지

로 파악하고 있으며, 위의 선행 논문에서는 이들 중 첫 두 부류에 속한 무아 유

형들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부류로 갈래지을 수 

있는 6가지 유형의 무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앞서 다루었던 첫 번째 

부류의 3가지 유형은 무아(無我) 즉 anattan의 실제 의미가 ‘동일시의 부정’이라

는 비아(非我)에 가깝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비아란 ‘나의 것’에 대한 부정을 

가리키는데 이와 같은 언급의 이면에는 ‘나의 것’이라는 별도의 무엇이 암묵

적으로 전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아적 의미의 무아란 오히려 ‘나’의 존

재를 부각시키는 경향마저 없지 않다. 한편 두 번째 부류의 3가지 무아 유형은 

사변적인 견해를 비판하는 양상을 취한다. 이들은 사변적인 방식으로 제시되

는 무아란 오히려 극복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우며, 어떠한 형태로든 

1) 임승택 2021,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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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생각의 굴레에 빠지지 말 것을 제안한다. 선행 논문에서 다루었던 이

들 6가지의 무아 유형은 초기불교에서 가르쳤던 무아설의 주류(mainstream)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논문에서 초점을 모으는 세 번째 부류의 6가지 무아 유형은 형이상

학적 성격을 지닌다. 이들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서술방식으로 무아에 대한 

사변적인 해설을 시도한다. 필자는 이와 같은 무아 서술이 초기불교 당시에는 

이질적이었지만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Abhidharmakośabhāṣya) 등 

후대의 문헌들로 내려오면서 차츰 영향력을 확장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사

변적인 관점에 서게 될 때 자아 혹은 무아에 대한 실천적 태도라든가 접근방식 

따위는 덜 중요한 문제로 물러난다. 무아에 대한 존재론적 규명이 우선시되기

에 이른다. 바로 여기에서 ‘무아를 실현하는 것’과 ‘무아를 해석하는 것’은 별

개의 문제로 분리되며, 무아 담론은 형이상학적 논의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맞

는다. 그러나 본 논문을 통해 확인되겠지만 이들 6가지 유형의 검색 횟수는 앞

서 언급한 첫 두 부류에 비해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며 내용적으로도 양립하

기 힘든 성격을 지닌다. 이 점을 감안할 때 본 논문에서 다루는 6가지 유형은 초

기불교 무아설의 주류가 아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은 무아설의 

변용이 니까야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나름

의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II. 형이상학적 무아설의 대두와 절대화 경향

�초기불교 무아설의 유형에 대한 검토와 분류 I�에서 다루었던 첫 두 부류

에 속한 무아의 유형들은 자아 혹은 ‘나’라는 굴레에 빠지지 말 것을 일깨우는 

실천적 가르침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이들은 자아 혹은 무아에 대한 존

재론적 규명과는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불교의 무

아설을 이들에게 국한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사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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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무아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존재론적이고 사변적인 방식의 무아 서술은 비록 숫자상으로 적은 검색 횟수

를 보이지만 무아설의 갈래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전형적인 경우로서 다음

의 인용문을 꼽을 수 있다.    

비구들이여, 물질현상(色)은 무아이다. 비구들이여, 이 물질현상이 자아

라면 이 물질현상이 질병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물질

현상(色)에 대해 ‘내게 속한 물질현상은 이와 같이 되어라.’, ‘내게 속한 

물질현상은 이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구

들이여, 물질현상은 무아이다. 따라서 물질현상은 [나의 바람과 무관하

게] 질병으로 나아간다. ‘내게 속한 물질현상은 이와 같이 되어라.’, ‘내

게 속한 물질현상은 이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되지 않

는다.2) 

인용문은 물질현상 등의 오온이 무아인 까닭에 그들에 대해 지배력(vasa)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즉 물질현상이 ‘나’라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터인

데 내가 아니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 혹은 자아란 오온 

등에 대해 지배력을 지닌 존재를 의미한다. 스티븐 콜린스는 바로 이 대목을 

내부의 주재자(主宰者, Control)에 대한 부정으로 연결시킨다.3) 주재자로서의 

‘나’란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물질현상 따위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야 한다. 붓다는 만약 그러한 존재가 실재한다면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왕이 

자신의 영토에 사는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오온 

등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인다.4) 그러나 인용문에 묘사

2) SN. III. 66.27-66.33, “Rūpaṃ bhikkhave, anattā, rūpañca hidaṃ bhikkhave, attā abhavissa nayidaṃ 

rūpaṃ ābādhāya saṃvatteyya, labbhetha ca rūpe evaṃ me rūpaṃ hotu, evaṃ me rūpaṃ mā ahosī'ti. 

Yasmā ca kho bhikkhave, rūpaṃ anattā, tasmā rūpaṃ ābādhāya saṃvattati. Na ca labbhati rūpe evaṃ me 

rūpaṃ hotu, evaṃ me rūpaṃ mā ahosīti.”

3) Collins 1982, 97.

4) MN. I. 230.37-231.19, “악기웨싸나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정식을 거친 끄샤뜨리야의 

왕은 자신의 영토에서 사형시켜야 할 자를 사형시키고, 벌금을 물려야 하는 자는 벌금을 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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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듯이 그것은 불가능하며 그러한 이유에서 그와 같은 ‘나’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러한 방식의 자아 부정은 니까야 전체에서 

4개소에 걸쳐 검색되며, 이를 오온 각각에 적용할 경우 도합 20개소에 이른다. 

필자는 이것에 대해 <유형 3-1>로 구분 짓고자 한다.5) 

이와 같은 무아 해명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며 경험적 

차원을 벗어난 언명으로도 볼 수 없다. 그러나 논의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주

재자의 부재’란 무아의 의미를 형이상학적 차원으로 확장시킨다고 할 수 있

다. 이 경우의 무아란 선행 논문에서 다루었던 ‘동일시의 부정’도 아니고 ‘나’

라는 견해나 생각 혹은 언어의 길(言路)에 대한 부정도 아니다. 이것은 특정한 

유형의 자아를 논리적으로 부정한 사례로서 형이상학적 경향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주재자 관념은 붓다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인도 사상계에 

이미 존재해 있었다. 베다(Veda)에 나타나는 우주의 창조자 위슈와까르만

(Viśvakarman)이라든가 조물주인 쁘라자빠띠(prajāpati) 등이 그것이다.6) 이들

은 세계의 발생과 운행에 대해 창조력을 지닌 존재로 언급되곤 한다. <유형 

3-1>은 인간의 내부에 그와 같은 주재자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유형 3-1>에서 부정된 ‘주재자로서의 자아’란 당시의 바라문 사상가들에게 

유통되었던 자아 관념의 하나이었음에 분명하다. 한편 니까야에서는 이와 구

분되는 또 다른 유형의 자아관(自我觀)에 대해서도 의식을 했으며, 그들에 대해

서도 대처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문구가 그것을 말해준다. 

추방시켜야 할 자는 추방시키는 지배력을 행사하는가?… 악기웨싸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

가? 그대는 ‘물질현상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 물질현상에 대해 [끄샤뜨리

야 왕과 같은] 지배력을 행사하는가? “내게 속한 물질현상은 이와 같이 되어라.’, ‘내게 속한 물

질현상은 이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Taṃ kiṃ maññasi aggivessana, vatteyya rañño khattiyassa 

muddhāvasittassa sakasmiṃ vijite vaso: ghātetāyaṃ vā ghātetuṃ, jāpetāyaṃ vā jāpetuṃ, pabbājetāyaṃ 

vā pabbājetuṃ… Taṃ kiṃ maññasi aggivessana, yaṃ tvaṃ evaṃ vadesi: rūpaṃ me attāti, vattati te 

tasmiṃ rūpe vaso: evaṃ me rūpaṃ hotu, evaṃ me rūpaṃ mā ahosīti)”

5) ‘rūpaṃ hotu’ 항목(https://www.digitalpalireader.online/_dprhtml/index.html?feature=search&type =0&

query=ruupa.m%20hotu&MAT=m&set=dmsak&book=1&part=1&rx=false; 검색일자 : 2022.3. 16.)

6) Radhakrishan 1977, 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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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다여, 그런데 [범부들은] 어떻게 자아를 관찰하곤 하는가? [a] ‘느낌

이 곧 나의 자아이다.’라거나, [b] ‘느낌은 나의 자아가 아니며 나의 자아

는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방식으로, 아난다여, [범부들은] 자아를 관찰

하곤 한다. [혹은] [c] ‘느낌은 나의 자아가 아니지만 나의 자아가 느껴지

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의 자아는 느껴진다. 나의 자아는 느낌이라는 법

을 지니기 때문이다.’라는 방식으로, 아난다여, [범부들은] 자아를 관찰

하곤 한다.7) 

인용문의 [a]는 자아와 느낌을 동일시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붓다는 느낌

이 ‘나의 자아’라고 말하는 자는 결국 자아가 무상한 것이고 즐거움과 괴로움

이 뒤섞인 것이고 일어나고 사라지기 마련인 것임을 관찰하게 될 것이라고 지

적한다.8) 느낌과 동일시되는 자아란 느낌의 사라짐과 더불어 사라지는 현상

으로 관찰될 것이 자명하므로 독자적인 존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방식

의 자아 부정은 오온 각각에 대해 무상한 것 등으로 언급했던 선행 논문의 <유

형 1-1>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9) 

한편 [b]는 느낌을 통해서는 자아를 포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오온을 초월하

여 존재하는 자아를 상정한 경우이다. 이에 대해 붓다는 만약 느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를 되물어야 한다고 이른다.10) 느

낌이 부재하다면 느껴지지 않는 자아를 상정하는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고 

7) DN. II. 66.6-66.13, “Vedanaṃ vāhi ānanda, attānaṃ samanupassamāno samanupassati: 'vedanā me attā'ti. 

'Na heva kho me vedanā attā, appaṭisaṃvedano me attā'ti iti vā hi ānanda, attānaṃ samanupassamāno 

samanupassati. 'Na heva kho me vedanā attā, no'pi appaṭisaṃvedano me attā, attā me vedayati 

vedanādhammo hi me attā'ti iti vā hi ānanda, attānaṃ samanupassamāno samanupassati.”

8) DN. II. 67.12-67.15, “느낌이 곧 자아라고 말하는 자는 이와 같이 현생에서 무상하고, 즐거움과 괴

로움이 뒤섞여 있고, 일어나고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 곧 자아임을 관찰하게 된다.(Iti so diṭṭheva 

dhamme aniccaṃ sukhaṃ dukkhaṃ vokiṇṇaṃ uppādavayadhammaṃ attānaṃ samanupassamāno 

samanupassati. Yo so evamāha 'vedanā me attā ti.)”

9) 임승택 2021, 6-8.

10) DN. II. 67.17-67.20, “여기에서 아난다여, ‘느낌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의 자아는 느껴지지 않는

다.’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되물어야 한다. ‘도반이여, 만약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다면 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Tatrānanda, yo so evamāha naheva kho me vedanā attā, 

appaṭisaṃvedano me attā ti, so evamassa vacanīyo 'yattha panāvuso sabbaso vedayitaṃ natthi, api nu kho 

tattha ayamahamasmī ti siyā?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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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는 사실을 일깨운 것이다. 더불어 [c]의 경우는 ‘느낌이라는 법을 지닌 존

재’로서의 자아를 부정한 것으로 [b]에서 언급된 ‘느껴지지 않는 자아’를 소유

의 주체로 상정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도 붓다는 모든 종류의 느낌이 완전

히 소멸한 상태에서는 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되물어야 한다

고 가르친다.11) ‘느낌이라는 법을 지닌 자아’ 또한 느낌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b]와 [c]의 자아에는 주재력(主宰力)에 관한 

언급이 없고 다만 느낌으로부터의 초월적 성격이 강조되는 까닭에 <유형 3-1>

과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자아 부정에 대해 필자는 <유형 

3-2>로 갈래짓고자 한다.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자아에 대한 관념은 상키야(Śāṅkhya) 학파의 뿌루샤

(puruṣa)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12) 뿌루샤란 순수한 정신적 존재이자 경험세계

의 향수자(享受者)로서 다만 ‘지켜보는 자(觀照者, draṣṭuḥ)’로 머무를 뿐이다. 

그러나 앞서의 붓다의 지적처럼 그러한 성격의 자아 역시 느낌 따위의 오온에 

의존하는 것일 수밖에 없으므로 독자적 존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오온에 

의존해 있는 초월적 자아란 자기 모순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방식

으로 [b]와 [c]의 자아에 대한 비판을 서술하는 경우는 니까야에서 1개소에 불

과하다.13) 그러나 무아를 통해 부정하고자 하는 자아에 대해 세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유형 3-1>의 무아가 ‘주재자로서의 자아’를 부정

한 것인 반면 <유형 3-2>의 경우는 ‘초월자로서의 자아’를 부정한 것으로, 이 

11) DN. II. 67.25-67.31, “여기에서 아난다여, ‘느낌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러나 나의 자아가 느껴지

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의 자아는 느껴진다. 나의 자아는 느낌이라는 법을 지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되물어야 한다. ‘도반이여, 만약 모든 종류의 느낌이 남김없이 전부 소

멸해 버린다면 느낌이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느낌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도 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Tatrānanda, yo so evamāha naheva kho me vedanā attā, no pi 

appaṭisaṃvedano me attā, attā me vedeti, vedanādhammo hi me attā'ti, so evamassa vacanīyo: 'vedanā ca 

hi āvuso sabbena sabbaṃ sabbathā sabbaṃ aparisesā nirujjheyyuṃ, sabbaso vedanāya asati vedanānirodhā 

api nu kho tattha ayamahamasmiti siyā? Ti.” 

12) 정승석 2021, 830.

13) ‘vedanāya asati’ 항목(https://www.digitalpalireader.online/_dprhtml/index.html?feature=search&type=

0&query=vedanaaya%20asati&MAT=m&set=dmsak&book=1&part=1&rx=false; 검색일자 :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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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공히 무아설에 귀속될 수 있지만 그 성격은 서로 다르다.   

<유형 3-2>의 ‘느낌이라는 법을 지닌 존재’는 ‘짐’과 ‘짐을 나르는 사람’의 

비유로 유명한 Bhāra-sutta의 구절과도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짐’인가? 취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이라는 것이 그 대

답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짐을 나르는 사람’인가? 이러한 이

름과 이러한 족성을 가진 ‘사람(puggala)’이라는 것이 비구들이여, 그 대답이

다.… ”라는 언급이 그것이다.14) 이 구절에서 ‘짐을 나르는 사람’은 ‘짐’인 오온

과 구분되는 존재로 묘사되며 ‘느낌이라는 법을 지닌 존재’와 동일한 맥락이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람’의 원어인 puggala는 자아로 옮겨지는 attan(ātman) 

혹은 정신성으로서의 puruṣa와 유사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15) 후대의 아비

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에서는 이러한 puggala의 존재 여부를 놓고서 독자

부(犢子部, Vātsīputrīya)와 와수반두(世親, Vasubandhu)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된다.16) 거기에서 와수반두는 ‘짐을 나르는 사람’이란 오온 자체에 포섭

되는 까닭에 별개의 puggala를 상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써 무아를 변론한다.17) 

puggala가 이미 오온에 포섭되어 있다는 설명방식은 ‘느낌이라는 법을 지닌 존

재’로서의 자아를 거부한 <유형 3-2>와 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생(satta)’이라는 명칭을 마차 부품의 조합에 비유한 사례가 있다. 예

컨대 와지라(Vajirā) 비구니가 설한 것으로 알려진 다음의 경문이 그것이다. 

그대는 왜 ‘중생’이라는 상상을 하는가. 마라여, 그대는 그릇된 견해에 

빠져 있다. 단지 지음(行)의 더미일 뿐 여기에서 ‘중생’이라고 할 만한 것

14) SN. III. 25.19-25.26, “Katamo ca bhikkhave bhāro: pañcupādānakkhandhātissa vacanīyaṃ.… Katamo ca 

bhikkhave bhārahāro: puggalotissa vacanīyaṃ, yo' yaṃ āyasmā evannāmo evaṃgotto, ayaṃ vuccati 

bhikkhave, bhārahāro.”

15) 각묵 2009, 155-156 참조. 

16) 권오민 2002, 1361-1362. 

17) 앞의 책, 1362 번역 참고, “경전에서는 갈애(愛)를 설하여 ‘무거운 짐을 취하는 것’이라고 일컫는데 

그것은 이미 온에 포섭되어 있다. ‘짐을 나르는 자’의 경우도 역시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으로 제온

에 대해 수취취 [즉 보특가라]를 설정한 것이다.(然經說愛名取擔者 既即蘊攝 荷者應然 即於諸蘊立數

取趣)”



초기불교 무아설의 유형에 대한 검토와 분류 II   9

은 찾을 수 없다. 마치 부품들을 조립한 것이 있을 때 ‘마차’라는 명칭이 

있는 것처럼 제온이 있을 때 ‘중생’이라는 인습적 표현(sammuti)이 있을 

뿐이다.18) 

이 인용문에서 중생이란 오온의 하나인 지음(行, saṅkhāra)의 더미로 환원된

다. 또한 오온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와중에 드러난 특정 상태에 대해 ‘마차’

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하고 ‘중생’이라는 이름을 적용시키기도 한다는 것이

다. 이 경우는 마차 혹은 중생이라는 존재를 개별 부품 혹은 오온 따위로 해체

하여 그 실체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니까야 전체를 통해 2개소에서 

검색되는 이 구절에 대해 필자는 <유형 3-3>으로 부르고자 한다.19)

자아를 마차와 같은 사물에 비유하고서 그 구성요소로 해체한다고 할 때 해

체된 마차의 부품 혹은 오온이라는 경험의 요소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해체적 설명방식은 후대의 문헌들에 빈번히 인용되면서 무아를 설명하

는 주요 방식의 하나로 부상한다. 예컨대 밀린다팡하(Millindapañha)에서는 와

지라 비구니의 위의 언급을 그대로 인용한 후 마차의 부품들 중 과연 무엇을 

일컬어 마차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묻는 언급이 나타난다.20) 또한 아비달마구사

론에서도 자아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유정(有情, sattvo)이라는 세속의 언어

(saṃvṛti)가 사용될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위의 언급을 샤일라(Śaila) 비구니의 

18) SN. I. 135.18-135.20, “Kinnu sattoti paccesi māradiṭṭhigatannu te, Suddhasaṅkhārapuñjoyaṃ nayidha 

sattūpalabbhati. Yathā hi aṅgasambhārā hoti saddo rato iti, Evaṃ khandhesu santesu hoti sattoti 

sammuti.”

19) ‘saṅkhārapuñjoyaṃ’ 항목(https://www.digitalpalireader.online/_dprhtml/index.html?feature=search&ty

pe=0&query=sa%22nkhaarapu~njoya&MAT=m&set=dmsak&book=1&part=1&rx=false; 검색일자 : 

2022.3.16.)

20) 윤호진 1993, 254-255 부분 재인용; Mil. 27.1-27.15, “‘대왕이여, 만약 그대가 마차[라는 명칭]으로 

나에게 마차를 가리킨다면 [묻겠습니다.’] ‘대왕이여, 쟁기 자루가 마차입니까?’ ‘아닙니다. 존자

시여!’ ‘차축이 마차입니까?’ ‘아닙니다. 존자시여!’ ‘바퀴가 마차입니까?’ ‘아닙니다. 존자시여!’…  

‘대왕이여 그것에 대해 질문하고 있지만 나는 마차를 보지 못합니다. 대왕이여, 실로 마차라는 명

칭이 있을 뿐 마차가 그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Sace tvaṁ  mahārāja rathen’ āgato si rathaṁ me 

ārocehi, kin nu kho mahārāja īsā ratho ti. Na hi bhante ti. akkho ratho ti. Na hi bhante ti. Cakkāni ratho ti. 

Na hi bhante ti.… Tam ahaṁ mahārāja pucchanto pucchanto na passāmi rathaṁ, saddo yeva nu kho 

mahārāja ratho, ko pa’ etta ratho.)”



10   불교학연구 제70호

것으로 바꾸어 재차 인용한다.21) 이러한 설명방식에 따르면 실재하는 것은 오

직 오온이라는 경험적 요소일 뿐이며, 자아니 중생이니 하는 것들은 다만 인습

적 표현(sammuti) 혹은 언표(prajñapti)에 불과하다. 인습적 표현 혹은 언표로서

의 자아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까닭에 곧 무아이다. <유형 3-3>의 경우

는 무아를 표방하지만 언표로서의 자아는 인정하며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요

소 역시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인과적 관계 속에서 요청되는 연기적 자아는 가설적으로 인정하지만 

연기를 관통하는 행위 주체로서의 자아는 부정하는 사례가 있다. 다음의 문구

가 그것이다.         

    

몰리야팍구나 존자가 세존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누가(ko) 의식(識)이라

는 음식을 먹습니까?’ 세존께서 답하셨다. ‘그것은 타당한 질문이 아니

다.’ 나는 ‘[누가 음식을] 먹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누군가 음식

을] 먹는다.’라고 말한다면 ‘세존이시여, 누가 의식이라는 음식을 먹습니

까?’라고 하는 질문은 타당하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이 말하지 않는다. 이

와 같은 나에게 ‘세존이시여, 의식이라는 음식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타당한 질문이다. 거기에는 타당한 답변이 있다. 

‘의식이라는 음식은 내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을 위한 [정신･물질현상

(名色)]의 조건이다. 그러한 [정신･물질현상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여섯 

장소(六入)가 있고, 여섯 장소를 조건으로 접촉(觸)이 있다.’라고… 22)

인용문은 음식을 먹는 행위 주체로서의 자아는 부정하는 반면에 음식을 먹

21) 권오민 2002, 1355 번역 참고, “그릇되게 유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지자(智者)는 존재하지 않

음을 안다. 이는 마치 여러 부품을 취하여 수레라고 거짓된 지각을 세우는 것처럼 세속으로 유정

이라 세운 것은 제온을 취한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妄執有有情 智者達非有 如即攬眾分 假想

立為車 世俗立有情 應知攬諸蘊; śūnyaḥ saṃskārapuñjo ’yaṃ nahi sattvo ’tra vidyate. yathaỿva hy aṅga-

sambhārāt saṃjñā ratha iti smṛtā. evaṃ skandhānupādāya saṃvṛtyā sattva ucyate iti.)”

22) SN. II. 13.7-113.10, “āyasmā moḷiyaphagguno bhagavantaṃ etadavoca: ko nu kho bhante viññāṇahāraṃ 

āhāretī'ti? No kallo pañhoti bhagavā avoca: āhāretī'ti ahaṃ na vadāmi. Āhāretī'ti cāhaṃ vadeyya, tatrassa 

kallo pañho 'ko nu kho bhante, āhāretī'ti. Evañcāhaṃ na vadāmi. Evaṃ maṃ avadantaṃ yo evaṃ 

puccheyya: 'kissa nu kho bhante viññāṇāhāro'ti, esa kallo pañho. Tatra kallaṃ veyyākaraṇaṃ, viññāṇāhāro 

āyatiṃ punabbhavābhinibbattiyā paccayo. Tasmiṃ bhūte sati saḷāyatanaṃ, saḷāyatanapaccayā phassot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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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누군가(kissa)’는 거부하지 않는다. 행위의 주체로서의 자아가 부정된다

는 사실은 곧 무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연기적 조건을 통해 요청되는 

누군가의 존재는 가설적 자아로서 인정되고 있다. 물론 이 때의 자아란 연기적 

조건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실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바

로 그러한 이유에서 이것 또한 무아의 한 유형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필자는 1

개소에서 검색되는 이 사례에 대해 <유형 3-4>로 갈래짓고자 한다. 

위의 인용문은 의식(識) ⇒ 정신과 물질현상(名色) ⇒ 여섯 장소(六入) 등으로 

이어지는 연기(緣起)의 교리를 무아와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묘사된 연기란 가설적 자아의 존립 이유를 설명하는 것일 뿐 그것 자체가 무아

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바로 이 부분을 오해하여 연기 자체를 무아와 동일하게 취

급하는 주장들이 제기되는 듯하다.23) 그러나 연기적 과정은 무아를 설명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그 반대로 가설적 자아가 지속되는 이유를 해명할 뿐이다. 

필자는 바로 이 대목에서 유사한 맥락의 한역 『제일의공경(第一義空經)』을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업보(業報)는 있지만 ‘짓는 이’ 즉 자아는 없다고 말하는 이 경

전은 무아의 경지가 연기적 과정과 상반되는 것임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눈의 기능(眼)은 생길 때 오는 곳 이없고 소멸할 때 가는 곳이 없다. 이와 

같이 눈의 기능은 진실이 아니지만 생겨나고, 생겨났다가는 소멸하는 것

으로, 업보는 있지만 ‘짓는 이’는 없다.… 단 세속의 수법은 제외된다(除

俗數法).… 세속의 수법이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

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연기를] 일컫는다…24)
 

소위 ‘무아윤회’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위의 경문을 오해하여 연기 자체를 

무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러나 그러한 오해는 ‘생길 때 오는 곳이 없고 소

멸할 때 가는 곳이 없다’라는 대목에만 주목한 것으로, 뒷부분에 묘사되는 세

23) 임승택 2015, 17-25 참조. 

24) 『잡아함경』(T99, 2:92c16-92c21), “眼生時無有來處 滅時無有去處 如是眼不實而生 生已盡滅 有業報而無

作者… 除俗數法… 俗數法者 謂此有故彼有 此起故彼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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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수법으로서의 연기를 통해 가설적 자아를 해명하는 부분은 간과한 결과

이다. 인용된 문맥을 정리하자면 세속의 수법인 연기는 ‘생길 때 오는 곳이 없

고 소멸할 때 가는 곳이 없’는 무아의 경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짓

는 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연기적 과정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

다. 따라서 연기 자체를 무아와 동일시하는 것은 전도된 이해에 불과하다는 것

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연기와 무아를 동일시하거나 혹은 연기로써 무아의 이

치를 해명하려는 시도는 연기의 사슬을 벗어나야 할 이유를 제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바로 이것은 괴로움이 펼쳐지는 윤회의 세계와 무아가 실현된 

경지를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노출한다. 

무아를 실현한 경지에 관한 언급으로 175회에 걸쳐 반복되는 “태어남은 다하

였고 청정한 행위는 완성되었으며 해야 할 일은 이미 끝마쳤으니 다시는 이 상

태로 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25) 이것을 통해 연기적 과정 즉 윤

회란 무아의 실현과 더불어 종식된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유형 3-4>에 

속한 앞서의 두 인용문은 이와 같은 구경의 경지를 묘사한 것으로, 바로 이 경지

를 가설적 자아가 지속되는 상태와 대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아란 연기

를 벗어난 상태임을 나타내는 이 유형은 주재자로서의 자아를 거부하는 <유형 

3-1>과도, 초월적 존재로서의 자아를 부정하는 <유형 3-2>와도, 구성요소와 

별개로 존재하는 자아를 거부하는 <유형 3-3>과도 구분되는 독자성을 지닌다. 

이상에서 언급한 4가지 무아 유형 모두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아에 대한 거부를 시도한 것으로 형이상학적 무아 담론의 색채를 띤다는 점

에서 공통적이다. 그런데 니까야에서는 이상과 같은 성격의 무아 담론을 한꺼

번에 취합하여 비판하는 경우도 등장한다. 20가지 방식으로 유신견(有身見, 

sakkāya-diṭṭhi)을 비판하는 아래의 구절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배우지 못한 범부는… [1] 물질현상(色) [혹은 느낌(受)이나 지

각(想) 등]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2] 물질현상 [혹은 느낌이나 지각 등]을 

25) SN. II. 22.4-22.5 등, “Khīṇā jāti, vusitaṃ brahmacariyaṃ, kataṃ karaṇīyaṃ, nāparaṃ itthattāyāti.”



초기불교 무아설의 유형에 대한 검토와 분류 II   13

소유하는 존재(rūpavantaṃ)가 자아라고 관찰하고, [3] 물질현상 [혹은 느

낌이나 지각 등]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고, [4] 물질현상 [혹은 느낌

이나 지각 등]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며, ‘나는 물질현상 [혹은 느낌

이나 지각 등]이며 물질현상 [혹은 느낌이나 지각 등]은 내 것이다.’라는 

[따위의 견해에] 사로잡힌다.…26)

이 정형구는 물질현상(色) 등 오온에 관련하여 품을 수 있는 4가지 자아관을 

언급하는 것으로 5×4=20의 방식으로 도합 20가지의 자아관을 비판하는 셈이

다. 이들 중 [1]의 사례는 물질현상 따위의 오온을 자아와 동일시하는 경우이

다. 이것에 대한 비판은 동일시의 부정을 내용으로 하는 선행 논문의 <유형 

1-1>과 <유형 1-2> 등에서 이미 다루었다. [2]의 사례는 오온 등을 ‘소유하는 존

재(-vant)’로서의 자아를 부정하는 경우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서 다룬 <유

형 3-2>의 ‘느낌이라는 법을 지닌 존재’와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3]의 사

례는 자아에 오온 등을 포함시키는 경우로서 앞서의 <유형 3-1>에 배대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게 속한 물질현상은 이와 같이 되어라.(evaṃ me rūpaṃ 

hotu)” 따위의 언급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의 [4]는 오온에 자아를 포함시

키거나 혹은 관련시키는 경우를 폭넓게 적용해 볼 수 있다. 오온을 통해 자아

를 내세우는 [1]과 [2]의 사례는 [4]의 경우와도 부분적으로 중첩된다. 마차 혹

은 중생을 부품이나 오온 등과 별개로 상정하는 경우를 비판한 <유형 3-3>라

든가 연기를 관통하는 행위 주체로서의 자아를 부정한 <유형 3-4>의 사례 또

한 여기에 연결시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상과 같이 유신견 즉 ‘자아가 있

다는 견해’를 종합적으로 비판하는 사례는 니까야 전체에서 51개소에 걸쳐 검

색된다.27) 이들은 앞서 다루었던 다른 유형들과 중복되는 까닭에 독자적인 유

26) SN. III. 3.12-3.17 등. “장자여, 여기에서 배우지 못한 범부는… 물질현상(色)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현상을 소유하는 존재가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현상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고], 물

질현상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한다.] 그는 ‘나는 물질현상이다. 물질현상은 내 것이다.’라는 [견

해에] 사로잡힌다.(Idha gahapati, assutavā puthujjano… rūpaṃ attato samanupassati, Rūpavantaṃ vā 

attānaṃ, attani vā rūpaṃ, rūpasmiṃ vā attānaṃ. 'Ahaṃ rūpaṃ mama rūpa' nti pariyuṭṭhaṭṭhāyī hoti.…)”

27) ‘rūpavanta’ 항목(https://www.digitalpalireader.online/_dprhtml/index.html?feature=search&type=0&q

uery=pavanta&MAT=m&set=dmsak&book=1&part=1&rx=false; 검색일자 : 20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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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무아에 대한 서술방식을 일괄 정

리하는 취지에서 별도의 <유형 3-5>로 배치하고자 한다.28) 

마지막으로 무아에 대한 절대화의 경향에 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선

행 논문에서 언급했던 <유형 1-1>의 서술성 주격 anattā의 적용 대상을 일체의 

법(諸法, sabbe dhammā)으로 확장시킨 경우가 그것이다. 예컨대 “일체의 지음

(諸行)은 무상(無常)이고 일체의 법(諸法)은 무아이다.”라는 언급이 그것이다.29) 

이미 설명했듯이 서술어로 등장하는 anattā의 주어로는 온이나 처나 계 등 경

험적 현상에 속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것은 경험적 현상들을 자신과 동

일시하지 말라는 메시지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탈동일시(disidentification)의 

대상을 일체의 법으로 확대시킬 경우 전혀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다. 무아 담론

이 경험적 차원을 벗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니까야 전체에서 48개소 가

량 검색되는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필자는 <유형 3-6>으로 덧붙이고자 한다.30)

“일체의 법은 무아이다.”라는 언명은 유위(有爲, saṅkhata)와 무위(無爲, asaṅkhata) 

모두를 무아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라훌라는 열반(涅槃, 

nibbāna)의 경지마저도 자아와 관련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31) 우주 안팎에서 상대적인 것이나 절대적인 것이나, 조건지어진 것

이나 조건지어지지 않은 것이나, 어떠한 곳에서도 자아 또는 아뜨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무아 담론은 자동적으로 절대적인 영역으로까

28) 선행 논문인 �초기불교 무아설의 유형에 대한 검토와 분류 I�에서는 이 유형을 별도의 것으로 취

급하지 않았으며 초기불교의 무아 유형 전체를 3가지 부류의 11가지로만 분류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무아에 대한 서술방식을 일괄적으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 유형 또한 별개의 것으

로 새롭게 구분한다. 

29) MN. I. 228.10-228.14 등에 나타나는 온전한 형태의 문장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여, 물질

현상(色)은 무상이다. 느낌(受)은 무상이다. 지각(想)은 무상이다. 지음(行)은 무상이다. 의식(識)은 

무상이다. 물질현상은 무아이다. 느낌은 무아이다. 지각은 무아이다. 지음은 무아이다. 의식은 무

아이다. 일체의 지음은 무상하고 일체의 법은 무아이다.(Rūpaṃ bhikkhave aniccaṃ, vedanā aniccā, 

saññā aniccā, saṅkhārā aniccā, viññāṇaṃ aniccaṃ. Rūpaṃ bhikkhave anattā, vedanā anattā, saññā anattā, 

saṅkhārā anattā, viññāṇaṃ anattā. Sabbe saṅkhārā aniccā, sabbe dhammā anattā ti).”

30) ‘sabbe dhammā anatt’ 항목(https://www.digitalpalireader.online/_dprhtml/index.html?feature=search&

type=0&query=sabbe%20dhammaa%20anatt&MAT=m&set=dmsak&book=1&part=1&rx=false; 검색

일자 : 2022.3.16.)

31) Walpola Rahula 1978,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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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장되는 셈이며 형이상학의 일종이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위기 

는 ‘견해(diṭṭhi)로서의 무아’에 대한 주장을 용인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비구들이여, 무아에 대해 무아라고 [보는 것은] 뒤바뀌지 않은 지각(想)이고 뒤

바뀌지 않은 마음(心)이고 뒤바뀌지 않은 견해(見)이다.”라는 언급이 그것이

다.32) 니까야 전체에서 2차례 나타나는 이 구절은 ‘무아라는 견해’를 공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견해로서의 무아를 비판했던 <유형 2-1>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

다.33) 또한 “비구들이여, ‘일체의 법은 무아이다.’라는 것은 여래가 출현한 이후

에도 혹은 출현하기 이전에도 확립된 계(界)이며, 법으로서 확립된 것이고, 법

으로서 결정된 것이다.”라는 구절도 간과할 수 없다.34) 1개소에서 발견되는 이 

언급은 무아를 절대주의적 방식으로 표현해 낸 완결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35)

III. 무아설의 유형별 분류 

�초기불교 무아설의 유형에 대한 검토와 분류 I�과 이것에 뒤이은 본 논문을 

통해 필자는 니까야에 나타나는 무아를 크게 3가지 부류로, 세부적으로는 12개 

유형으로 구분해 보았다. 이들 중 첫 번째 부류의 3가지 유형은 오온 따위에 대

해 ‘자아가 아닌 것’이라고 지시하는 방식을 취한다. 특히 <유형 1-3>의 경우는 

무아(anattā)라는 용어에 대해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님”이라는 니까야 자체의 해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32) Paṭis II. 80.19-8019.22, “anattani bhikkhave ‘anattā’ ti nasaññāvipallāso nacittavipallāso nadiṭṭhivipallāso”

33) ‘nadiṭṭhivipallāso’ 항목(https://www.digitalpalireader.online/_dprhtml/index.html?feature=search&type

=0&query=nadi.t.thivipallaaso&MAT=m&set=dmsak&book=1&part=1&rx=false; 검색일자 : 2022.3.

16.)

34) AN. I. 286.20-286.22, “Uppādā vā bhikkhave tathāgatānaṃ anuppādā vā tathāgatānaṃ ṭhitāva sā dhātu 

dhammaṭṭhitatā dhammaniyāmatā ‘sabbe dhammā anattā’ ti.”

35) ‘sā dhātu dhammaṭṭhitatā dhammaniyāmatā. sabbe dhammā anattā’ 항목(https://www.digitalpalireader.

online/_dprhtml/index.html?feature=search&type=0&query=%20saa%20dhaatu%20dhamma.t.thitataa

%20dhammaniyaamataa.%20sabbe%20dhammaa%20anattaa&MAT=m&set=dmsak&book=1&part=1

&rx=false;검색일자 : 20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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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니꺄야에 나타나는 무아의 유형들

분 류 주요 내용 특이점  부류별 공통점

유형 1-1 서술성 주격 anattā 非我로 해석할 수 있음 * 경험적 내용과의 탈

동일시

* 자아에 대한 부정이 

아님

(최소 371개소 검색, 

실제 수 천 개소)

유형 1-2 무상, 괴로움, 변화의 법 자아에 대한 긍정 함축

유형 1-3 ‘나의 것’ 등 부정의 무아 비아로서의 무아 공식화

유형 2-1 견해로서의 무아 부정 견해에 대한 비판 * 사변적인 무아 주장

의 거부 

(대략 24개소 검색)유형 2-2 유무의 논변 부정 言路의 한계 지적

이것을 통해 니까야에서 제시하는 무아의 일반적 의미는 동일시에 대한 거부

이며 ‘나’ 혹은 자아에 대한 존재론적 부정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한

편 두 번째 부류의 3가지 무아 유형은 자아와 무아 혹은 ‘있음’과 ‘없음’에 관한 

‘견해(diṭṭhi)’에 대해 반성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 유형은 무아에 관한 주장이나 

견해마저도 ‘나’라는 생각이나 욕구 혹은 잠재성향 따위를 자극할 수 있음을 일

깨운다고 할 수 있다. 설령 무아를 표방하는 경우라도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결

국 ‘나’라는 생각이나 욕구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 논문에서 다루었던 유형들은 니까야에 나타나는 무아 서술의 주류

(mainstream)에 해당한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세 번째 부류의 6가

지 유형은 앞서의 유형들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이들은 무아에 대해 객관

적이고 존재론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간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아비달마

구사론 등 후대의 문헌에서 점차 그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며, 특히 현대의 일

부 극단적인 무아 옹호론자의 견해와도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36) 그런데 

이와 같은 사변적인 무아 서술의 검색 횟수는 니까야에서 앞서의 첫 두 부류

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 다룬 6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마이너러티(minority)로 규정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36) Faure 1993, 2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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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3 ‘나’라는 생각 등의 제거 견해, 생각, 욕구 등 비판

유형 3-1 주재자로서의 자아 부정 지배력의 부재 지적

* 형이상학적 무아 해

석의 맹아

* 무아에 대한 절대화 

경향

(대략 130개소 검색)

유형 3-2 초월적 자아의 부정 초월자의 무의미 지적

유형 3-3 마차와 부품의 비유 言表로서의 자아는 인정

유형 3-4 緣起에 입각한 가설적 자아 연기와 무아는 별개

유형 3-5 20가지 유신견 비판 자아 주장의 종합 비판 

유형 3-6 일체법의 무아 무아에 대한 절대화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유형들은 오온이나 십이처 혹은 육계(六界)나 십팔계

(十八界) 등을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들에 대해 서술어 혹은 부사로서의 무아를 

적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때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구문은 생략 처리되

는 것이 관행이므로 검색되는 횟수와 실제 등장 횟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고 할 수 있으며 전체 등장 횟수는 대략 ‘수 천 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두 번째 부류와 세 번째 부류에 속한 무아 유형은 독립된 구문이나 문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검색된 횟수와 실제 등장 횟수 사이에 큰 차이가 없

다. 한편 이상의 유형들 이외에 검색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빠트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필자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유형이 별도로 존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위 도표의 검색 횟수는 정확하지 않으며 전체 12개 달하는 유형

들 또한 그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도표는 니까야에 등장하는 무아

설의 양상을 대략이나마 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3가지 부류가 서

로 이질적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보여준다. <표 1>의 부류별 공통점에 기

술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스티븐 콜린스는 불교의 무아설이 소수의 지식인들에게만 직접적인 관심

사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지적한다.37) 자아의 부정이란 개념적으로 정교

한 이론적 관심에서 주장되었을 뿐 자아(self)니 개인(person)이니 하는 표현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또한 자유롭게 사용되었다. 그러한 용어의 사용이 무

아설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존재하지 않았던 듯하다. 자아 혹

37) Collins 198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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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에 관한 언급에 단호한 금기가 부가된 것은 오직 철학적 혹은 심리학적

인 분석이 표층적 수준의 담론들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경우뿐이었다. 필자는 

위의 도표가 이와 같은 콜린스의 언급을 지지해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부류는 ‘자아가 아닌 것’에 대한 언급을 되풀이하면서 실제로는 자아 

혹은 ‘나’의 존재를 내세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부류는 니까야에서 압도적

인 등장 빈도를 보인다. 두 번째 부류는 자아의 유무에 관한 언어의 길(言路)을 

문제시한 것으로, 이 경우 역시 자아 자체에 대한 존재론적 부정으로는 보기 

힘들다. 반면에 세 번째 부류는 자아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거나 절대화

하려는 시도를 보인 경우이다. 그러나 검색 횟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수의 

일부만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무아를 추구했던 듯하다.  

VI. 마치는 말

본 연구를 마치는 시점에서 무아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무아 관련 서

술을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의 경문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존자여, ‘실로 물질현상(色)도 무아이고, 느낌(受)도 무아이고, 

지각(想)도 무아이고, 지음(行)도 무아이고, 의식(識)도 무아라면, 무아에 

의해 지어진 업들(anattakatāni kammāni)이 어떠한 자아(kam attānaṃ)에

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38)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해 이 경전의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무명에 싸여 사악한 

소견을 일으킨 나머지 생겨난 것이라고 기술한다.39) 필자의 선행 연구에서 이

38) SN. III. 103.26-103.28 등, “iti kira bho rūpaṃ anattā, vedanā anattā, saññā anattā, saṅkhārā anattā, 

viññāṇaṃ anattā anattakatāni kammāni kam attānaṃ phusissantī 'ti.”

39) SN. III. 103.29-104.1 등, “그때 세존께서는 마음으로 그 비구의 마음을 아시고 비구들을 불러서 말

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런 경우가 있다. 여기 어떤 어리석은 인간이 알지 못해 무명에 빠져 갈애

에 지배된 마음으로… ‘무아에 의해 지어진 업들이 어떠한 자아에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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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다루었듯이 인용문의 의문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다.40) ‘무아에 의해 지어

진 업들’이란 자아와 별개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오온이 이미 무아이고 ‘자아

가 아닌 것’이라면 그것을 이어받을 별도의 자아를 상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질문자는 무아인 오온이 짓는 업을 상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을 짊어지게 될 

자아에 관해 묻고 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의문에 대해서는 그 부당함을 지적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다.

두 편의 연속 논문으로 구성되는 본 연구를 맺으면서 굳이 이 사례를 거론하

는 이유가 있다. 무아에 대한 오해 혹은 착란에 불과한 경우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아로 해체된 오온이라면 이미 자아와 무관하므로 그것이 지은 업

을 거론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것을 짊어질 자아를 재론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따라서 해당 경구의 후미에서 붓다는 이 의문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는 

대신 물질현상 따위의 오온이 무상하고 괴로우며 무아라고 되짚을 뿐이다. 결

국 위의 인용문에 묘사된 의문이란 무아에 대한 오해로부터 발생한 해프닝에 

지나지 않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무아 유형의 적절한 사례로 엮어낼 수 없다. 

다만 후속하는 관련 내용이 물질현상 따위의 오온에 대해 무아라는 사실을 확

인시키면서 끝난다는 점에서 <유형 1-1>에 귀속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흥미로

운 사실은 바로 이 인용구가 3개소에 걸쳐 반복된다는 것이다.41) 이것을 통해 

니까야 시대에도 무아에 대한 오해는 빈번했으며 그것을 시정하려는 움직임 

또한 그때마다 병행되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무아설은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필자는 그간

의 선행 연구를 통해 일부 현대 학자들에 의해 해석된 무아가 과연 정당한지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다루어 왔다. 특히 연기적 과정을 통해 윤회하는 자체를 무

[의문을 갖고 있다.](Atha kho bhagavā tassa bhikkhuno cetasā ceto parivitakkamaññāya bhikkhu 

āmantesi: ṭhānaṃ kho panetaṃ bhikkhave, vijjati: yaṃ idhekacco moghapuriso avidvā avijjāgato 

taṇhādhigatena cetasā… anattakatāni kammāni kathamattānaṃ phusissanantīti.)” 

40) 임승택 2015, 25-27 참조.

41) ‘anattakatāni’ 항목(https://www.digitalpalireader.online/_dprhtml/index.html?feature=search&type=0&

queryanattakataani&MAT=m&set=dmsak&book=1&part=1&rx=false; 검색일자 : 20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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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 해석한 ‘무아윤회’가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무아윤회’는 윤회의 세계에

서 가설적으로 존재하는 자아를 설명하기 위한 형이상학적 기획의 산물이다. 

필자는 그와 같은 ‘무아윤회’의 논리가 극복 대상으로서의 윤회를 절대화할 

우려가 있으며 무아설의 본래 취지를 흐리게 한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혀 왔다. 본 연구는 그간 진행해 온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편

의 연속 논문을 통해 제시된 3가지 부류의 12가지 무아 유형은 초기불교 본래

의 무아설이 어떠했는지는 직접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본 연구가 무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물론 본 

논문에서 사용된 검색 방식과 검색 횟수의 산정은 추후 더 보완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본래의 무아가 어떠했고 그 변용의 양상은 어떠했는지를 되

짚어보게 해주는 계기로는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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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ypes of Teaching on Selflessness (anattan) 

in Early Buddhism II

LIM, Seung-taek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Kyungpook University

I classify the teachings on selflessness presented in Early Buddhism into three 

categories. In the preceding paper, I examined the six types belonging to the first 

two categories, and in this paper, I focus on the six types that fall into the third 

category. The types of the first category advocate for a meaning of selflessness that is 

close to the meaning ‘it's not mine (非我).’ These types are not ontological negatives 

to the self, but only point to disidentification with empirical phenomena. The three 

types belonging to the second category criticize speculative views and even regard 

views or claims about selflessness as objects of overcoming. These types convey a 

message of not falling into the idea of ‘me’ in any form, while remaining wary of 

obsession with the concept of selflessness. In contrast, the six types of the third 

category, which are intensively dealt with in this paper, correspond to the starting 

point of the metaphysical selflessness discourse. These types attempt a speculative 

interpretation of selflessness in an objective and universal way. These six types of 

selflessness were heterogeneous at the time of Early Buddhism, but gradually 

expanded their influence as they were transmitted to later literary traditions after 

Early Buddhism. This paper provides sufficient examples to remind us of the general 

aspects and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theory of selflessness in Early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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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lessness, not the self, I, self, metaphysics, Early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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