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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론 I.154-155의 공성 해석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
안성두*1)

Ⅰ들어가는 말. Ⅱ 보성론에서 여래장의 성격. Ⅲ 여래장의 이해를
막는 장애. Ⅳ RGV I.154-155와 MAVT에 나타난 여래장과 공성의

관계. Ⅴ 맺는 말.

요약문 [주요어: 보성론, 여래장, 진여, 공성, 중변분별론석, 우연적 때,
유식]

본고에서는 RGV I.154-155에서 다루어진 여래장과 공성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보성론이 어떤 맥락에서 여래장의 공성이란 주제를 도
입하는지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는 보성론에서 설해지는 여래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여래장의 세 의미를 다루었다.
두 번째는 궁극적인 것과 현상적인 요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보성

론의 이해방식과 그 접근방식의 특징이 유식학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범부, 성문과 연각, 초발의보살의 경우에 대한 기술 속에서 추
적하고 그 의미를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RGV I.154-155의 전후 맥락에서 사용되는 술어나 인용문

의 검토를 통해 보성론에서 제시된 해석이 이와 같은 술어와 비슷한
인용문에 의거하고 있는 유식문헌인 안혜(Sthiramati)의 중변분별론석
의 해석과 달라지는 지점을 세 가지 점에서 논의했다.
이들 개소에 대한 두 텍스트의 서술상의 차이를 통해서, 여래장사상

과 유식사상이 분기하게 된 이유의 일단을 추적하고자 했다.

*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sdah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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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보성론(Ratnagotravibhāga = RGV)의 I.154-155게송은 여래

장 사상이 설하는 공성이 무엇인가를 매우 함축적인 방식으로 다

루고 있다. 이들 두 게송은 여래장이 공성을 가리킨다고 말하지

만, 문제는 여기서 논하는 공성이 중관학파에서 설하는 “일체법

무자성”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보
성론에서 공성의 의미는 “여래장[을 아는] 지가 공성의 지”1)라는
승만경의 인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듯이, 공성의 인식은 단순
히 사물의 본래적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여래장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물의 무자성에 대한 통찰이라는

의미에서 공성이 이제 중생 속에 내재하는 여래장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 속성을 지닌 여래장

의 매개를 통해 인식된 사물의 공성이 중관학파에서 말하는 공성

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보성론이 유구진여와 무구진여의 구분에 의해 명시하는
것처럼 여래장이 유구진여로서 자성청정과 잡염의 공존상태를 전

제하고 있다면, 공성은 여기서 불성의 한 측면으로서, 즉 객진번

뇌의 공으로 간주되고 있을 뿐이지, 분리될 수 없는 붓다의 속성

들의 공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1) RGV 76,15-16: tathāgata-garbha-jñānam eva tathāgatānāṃ
śūnyatā-jñānam/ tathāgata-garbhaś ca sarva-śrāvaka-pratyekabuddhair
adṛṣṭa-pūrvo 'nadhigata-pūrva iti vistaraḥ/ (“여래들에게 있어 공성의
지혜란 바로 여래장의 지혜이다. 일체의 성문과 연각들은 여래장을
일찍이 본 적도 없고 이해한 적도 없었다.”) 이것은 승만경 T12:
221c13-15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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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RGV I.154-155에서 다루어진 여래장과 공성의 관

계를 이해하기 위해 보성론이 어떤 맥락에서 여래장의 공성이
란 주제를 도입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겠다.

(1) 첫 번째는 보성론에서 설해지는 여래장의 의미 및 그것과
관련된 여러 용어들의 관련성이 보여주는 성격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로서, 이를 위해 여래장의 세 의미를 다룰 것이다.

(2) 두 번째는 궁극적인 것과 현상적인 요소 사이의 관계에 대

한 보성론의 이해방식이다. 우리는 보성론의 접근방식의 특

징이 유식학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텍스트 자체의 기술

속에서 추적하고 그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이는 세 번째 포인트

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3) 세 번째는 RGV I.154-155의 전후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

나 인용문의 검토를 통해 과연 보성론의 논의의 특징이 무엇이
며 이것과 유식학파와의 사상적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보성론은 흥미롭게도 유식문헌과 동일한 텍스트, 동일한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대승아비달마경과 소공경
등이며, 이는 이미 長尾雅人(1978) 등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다.

본고에서는 보성론이 인용하는 맥락과 유식문헌들이 인용하는

맥락이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하면서 그 상이한 해석이 나오는 맥

락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본고에서 다루어질

중요한 자료는 RGV I.154와 비슷한 게송을 인용하고 있는 安慧

(Sthiramati)의 MAVT에서의 논의와의 비교이다. MAVT의 설명

은 용어와 인용문 등의 여러 점에서 RGV와 놀랄만한 일치를 보

여주며, 이를 단지 우연의 일치로만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주지하다시피 여래장 사상과 유식사상의 차이점에 이 문헌들에서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들 개소에 대한 두 텍스트의 서술상의

차이를 관찰한다면, 우리는 여래장사상과 유식사상이 분기하게 된

이유의 일단을 이해할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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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성론에서 여래장의 성격

보성론은 여래장경을 인용하여 <一切衆生有如來藏>의 교설
이 연기설과 같은 제법의 법성을 인식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2)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연기설이 제법과 제법

의 법성의 관계의 통찰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래장에게도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 보
성론에서 설하는 여래장의 특색은 그 이중적 측면에 놓여 있다
고 생각된다.

여래장의 이중적 측면이란 수행도의 근거로서의 원인적 측면과

수행도를 실천한 결과 획득된 결과적 측면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

면 여래장은 무루계를 증득하는데 필요한 원인의 단계를 가리키

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또 붓다의 단계에서 무구의 극히 청정한

여래성을 가리키는데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래장과

여래성 사이에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이기도

하지만,3) 이런 차이가 과연 이들 용어에서 본질적인가에 대해서

는 확신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이들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

스크리트본과 한역, 티벳역은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데,4) 이는 양자가 개념적 외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환 가

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이런 이중적 사

실은 보성론에서 설해진 소위 여래장의 세 가지 의미로서 ‘여래
법신의 변만’, ‘여래진여의 무차별’, ‘여래종성의 존재’와 관련해서

2) RGV 59,11; 안성두(역) (2011) p. 324.
3) Ruegg(1988) p. 19.
4) RGV 55,1f.에서는 tathāgata-garbha가, 반면 그 한역과 티벳역에서는
tathāgata-dhātu가 전제되고 있다. 하지만 동일주제를 다루는 RGV
56,10에서는 tathāgata-dhātu라고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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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찾아볼 수 있다.5)

(1) 먼저 첫 번째 여래법신의 변만의에 대해 살펴보자. RGV

I.84에서 법신은 여래장의 네 개의 동의어6)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

다. 이들 동의어 중에서 법신의 경우 이런 이중적 측면이 보다 분

명히 드러나 있다. 이것은 RGV I.20에 대한 주석에서 法(dharma)

을 증득법(adhigamma-dharma)과 교법(deśanā-dharma)으로 나

누고 있는 개소에서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증득법은 도제와 멸제

를 포함한다고 말해지는데, 이를 통해 법이 유위법과 무위법을 모

두 포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RGV I.145

에서 제불의 법신과 관련되어 다시 설명되고 있다. 여기서 법신은

2종으로 나뉜다. 하나는 무분별지의 작용의 영역인 극히 청정한

법계7)로서, 이것이 여래들의 자내증의 증득법(adhigama-dharma)

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그것을 얻는 원인인, 극히 청정

한 법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서 교화력에 따라 다른 중생들에

대해 알게 하는 힘으로서의 교설로서의 법(deśanā-dharma)이다.

5) 보성론(RGV I.27-28)은 <일체중생 유여래장>을 세 가지 점에서
해석한다. 즉 “일체중생 속에 여래의 법신이 삼투해 있다는 의미에
의해(sarva-sattveṣu tathāgatadharmakāya-parispharaṇārthena), 여래의
진여는 무차별이라는 의미에 의해(tathāgatatathatāvyatibhedārthena),
여래의 종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에 의해(tathāgatagotra-sadbhavārthena)
세존에 의해 설해졌다.”

6) 여래장의 네 개의 동의어는 법신과 여래, [사]성제와 승의로서의
열반이다.

7) 청정법계가 정화의 결과인 증득법을 가리키는 반면에, 교설은 전자를
얻게 하는 원인으로서 전자로부터 질적 차이 없이 생겨나는 것으로서
이를 듣고 사유하고 수습함에 의해 청정법계를 얻게 하는 힘이다. 이러한
순환 관계는 섭대승론(MSg II. 26; T31: 140b5ff)에서 自性청정,
離垢청정, 道청정과 境청정의 4종 청정에 의해 삼성설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고 있다. (4종 청정에 대해서는 袴谷憲昭 참조.) 청정한 법계는 眞如,
空性, 實際, 無相, 勝義, 法界로서 첫 번째 自性淸淨으로서 설명되며,
大乘妙正法敎는 청정의 대상으로서 가장 청정한 법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最淨法界等流性)으로서 네 번째 境淸淨으로서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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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증득법이 궁극적인 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반면 교법의 의미에서 법신은 대승불

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단어적 의미에서

‘가르침을 신체로 가진 것’으로서 이해되고 있으며, 교법에 대한

이해의 층위가 수행자들마다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궁극적

인 것이 언어화될 때 부득이 생겨나는 이해의 차이를 함축할 것

이다. 이런 점에서 법신에 무위와 유위의 2종이 있다는 보성론
의 설명은 실재 자체와 그에 대한 언어적 접근의 맥락에서 제기

된 것임을 확인하게 되지만, 문제는 그 간격의 차이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2) 두 번째 의미로서 제시된 여래의 진여의 무차별의 의미를

보자. 진여는 그것의 불변적 성질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중생들 속

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여무차별에 대한 설명은

RGV I.27-28에 대한 주석에는 나오지 않지만 RGV I.148에 대한

주석에서 여래장경의 금의 비유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심이 비록 무수한 번뇌와 고통의 요소와 수반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본성적으로 빛나고 있는 상태로서 변이를 겪지 않는 것이

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은 좋은 금처럼 다른 상태로 되지 않는 의

미에서 진여라고 설해진다. 그리고 이 [진여]는 비록 그것이 나쁜

상태로 결정된 심상속을 갖는 중생에게 있어서도 자성적으로 어

떤 차이도 없지만, 그것이 일체의 우연적인 때(垢)로부터 청정에

도달했을 때 여래라고 불린다.”8)

8) 안성두(역) (2011) p. 165 (번역은 p. 341): yac cittam
aparyanta-kleśa-duḥkha-dharmānugatam api prakṛti-prabhāsvaratayā
vikārāṃ na bhajate ataḥ kalyāṇa-suvarṇavad ananyathī-bhāvārthena
tathatety ucyate/ sā ca sarveṣām api mithyātva-niyata-saṃtānānāṃ
sattvānāṃ prakṛti-nirviśiṣṭāpica sarveṣām api
mithyātva-niyata-saṃtānānāṃ sattvānāṃ prakṛti-nirviśiṣṭāpi
sarvāgantuka-mala-viśuddhim āgatā tathāgata iti saṃkhyāṃ gacchati/
(흘림체는 RGV와 달리 읽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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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유식설과 마찬가지로 자성청정한 진여의 측면과 다른

상태의 중생 속에 염오된 방식으로 존재하는 진여의 측면이 구분

되어 있지만, 필자가 파악하는 한 불변이한 진여의 측면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여래장의 두 번째 의미로서 설해지는

것이다.

(3) 세 번째 여래의 종성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종성(gotra)’

개념은 유식학의 5종성론9)에 의해 표현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정신적 속성을 성취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말한다. RGV I.149는

종성을 보살지 (BoBh 2,4)와 같이 자성주 종성(prakṛtisthaṃ

gotram)과 습소성 종성(samudānītaṃ gotram)으로 구분하고 있

다. 그리고 2종의 종성은 RGV I.150-152에서 다시 자성신, 수용

신, 화신의 3종 佛身을 얻기 위한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자성

주 종성은 자성신의 원인이며 습소성 종성은 수용신과 변화신의

원인이다. 이런 해석은 종성을 원인(hetu)의 의미로 해석한 것이

다. 실제로 보성론은 이어지는 산문주석에서 여래종성을 如來性
(tathāgata-dhātu)으로 바꾸어 부르면서, 性(dhātu)은 원인(hetu)

이라고 해석한다.10) 그리고 유명한 아비달마대승경을 인용하면
서 ‘無始時來界(dhātu)'에서 界가 바로 性(dhātu)으로서의 여래장

이며, 이 여래장이 일체법의 의지처라고 말한다. 보성론은 ‘일체
법의 의지처’의 의미를 승만경을 인용하여 유위법과 무위법의

9) 김성철 (2011) 참조.
10) 안성두(역) (2011) pp. 343-4. dhātu를 hetu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유식문헌에서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섭대승론에서 인용하는
아비달마대승경의 ‘無始時來界’를 주석하면서 세친은 계(dhātu)를 hetu의
의미로 풀이하고, 無性은 hetu 또는 bīja의 의미로 해석한다. (MSg I.1에
대한 長尾雅人 1982, p. 78의 해설 참조). 또한 無漏界(anāsravo
dhātuḥ)에 대한 TrBh 142,3-4의 해석을 보라: “모든 루를 여의기 때문에
무루이며, 성스런 법의 원인이기 때문에 계이다. 원인의 의미가 여기서
계라는 말이다.”(sarvāsravavigata ity anāsravaḥ/ āryadharmahetutvād
dhātuḥ/ hetvartho hy atra dhātuśabd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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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서 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래장의 해석은 여래장을 유

위법과 무위법의 두 영역에 모두 걸쳐있는 포괄자와 같은 방식으

로 이해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이중적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

다.

Ⅲ. 여래장의 이해를 막는 장애

여래장 사상의 특징의 하나로서 信(śraddhā, adhimukti)의 역할

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종종 지적되고 있다. 루엑(Ruegg)

은 보성론에서 승의제를 증득하기 위해서 信이 핵심적인 역할

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11) 범부는 물론 성문과 연각, 초발의 보

살은 사유와 분별을 초월한 여래장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12)

그것은 단지 信의 대상이라는 것이다.13)

그런데 앞에서 교법의 항목에서 언급했듯이, 교법의 이해가 수

행자의 정신적 상태와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이 함축되

어 있다. 여기서 교법의 대상으로서 여래장이 설해지고 있다고 본

다면 궁극적인 것으로서의 여래장의 본질, 즉 법계 자체가 (i) 범

부, (ii-iii) 성문과 연각, (iv) 새롭게 대승에 안주한 보살이라는 4

종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언

뜻 새삼스러운 설명도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보성론의 설명은
유식문헌의 그것과 비교해 매우 특징적이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

11) Ruegg(1989) pp. 46ff.
12) RGV I.25는 ‘불가사의’를 네 가지 이유, 즉 청정과 번뇌의 결합이기에,
잡염을 떠나 청정하기에, 분리되지 않는 성질이기에, 노력을 떠나 분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한다.

13) 이에 대해서는 RGV I.153에 대한 주석 참조. 안성두(역) (2011) pp.
34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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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 텍스트에 따라 수행자에 따른 이해

의 차이의 이유를 보자.

먼저 (i) 범부들이 여래장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有身見

(satkāyadṛṣṭi), 즉 자신의 오온을 자아나 자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간주하기 때문이다.14) 이 설명은 유신견에 대한 유식학의 일반적

정의15)와 일치하며, 또한 유신견을 범부에게만 귀속시킨다는 점

에서 초기유식문헌인 유가론의 설명에 따르고 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유가론에서 유신견은 분별에서 생겨난 것과 선천적인
(=sahaja, 俱生) 것의 두 종류가 나누어지고, 전자는 비불교도에게

일어나며, 후자는 범부와 동물들에게 일어난다는 설명16)이 있기

때문에, 보성론의 언급은 구생의 아견을 함축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겠다.17)

다음으로 (ii-iii) 성문과 연각이 여래장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

는 그들이 전도(viparyāya)에 탐닉함으로써 법신을 여읜 수행도에

빠지기 때문에 그들은 상·낙·아·정을 특징으로 하는 여래성을 인

식하지 못한다고 설명된다.18) 여기서 말하는 ‘전도’란 초기불교 내

지 유식에서 설하는 전도 개념을 뒤집은 것이다. 예를 들어 유식

에서 말하는 전도란 무상을 상으로, 고를 낙으로, 무아를 자아로,

부정을 청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말한다.19) 그런데 보성론

14) RGV 74, 5-7. 이 구절의 번역은 안성두(역), (2011) p. 347 참조.
15) 유식문헌에서 유신견의 일반적 정의는 “오취온에 대해 자아나 자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TrBh 88,15-16: satkāyadṛṣṭir yat
pañcasūpādānaskandheṣv ātmātmīyadarśanam/.

16) VinSg(D) 108a4-5 (T30, 621b6-10).
17) 구생의 아견 개념을 성자에게까지 연관시키는 <섭사분> 등의 기술에
대해서는 Schmithausen(1987) pp. 147-152 참조.

18) RGV 74,10-21 참조. 이 구절의 번역은 안성두(역), (2011) pp. 347-8
참조.

19) 전도는 MAVT 50,14-5(viparyāso hi vikalpaḥ)에서 분별과 동일시된다.
전도 개념은 초기불교 이래 자주 사용된 것으로서 아비달마 문헌과
유식문헌에서 4종의 전도에 더해 想到, 心到, 見倒의 3종을 더해 7종으로
또는 곱해 12종으로 나열하기도 한다. 12종의 전도는 SNS VIII.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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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역설적으로 이런 태도가 여래성이 가진 상·낙·아·정의 네 가
지 공덕을 부정하는 수행으로 이끌며, 그런 한에서 법신 또는 여

래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보성론의 해석
은 전통적인 전도 개념에 의거한 수행으로는 긍정적 속성으로 가

득 찬 법신의 상태를 증득하거나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해석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법신이나 여래장 인

식과 관련해 공성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대승에서 공성

이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에 의거해 보성론은 여래장을 공성과
동일시한다고 보이지만, 문제는 이런 해석이 공성에 대한 대승의

공통된 이해와 다르다는 점이다. 루엑은 보성론에서 “궁극적인
실재가 상·락·아 등의 긍정적인 용어로 표현되는 것은 이런 실재

가 상락 등의 성질을 내적 속성으로서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유위의 4상으로 표현되는 유위법과 승의를 구별하기 위한 것”으

로 해석될 수 있으며, “몇몇 해석자들은 유위법에 특징적인 이런

속성의 반대를 통해 무위법을 긍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상주하

는 실체로서 승의의 존재를 함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

한다.20) 이는 분명히 반야경의 ‘無住之住(asthānayogena sthiti)’의

사유를 원용해서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이지만, 그럼에도

공성과 여래장의 긴장관계는 온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단지 봉

합된 채 남아있을 뿐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iv) 새롭게 대승에 안주한 보살이 여래장을 인식하

지 못하는 이유는 공성에 대해 산란한 마음을 갖고 있고, 여래장

과 관련해 공성의 의미를 올바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21) 여

기서 공성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편은 실재하는 것의 부정과 파괴가 열반이라고 간주한다

는 점에서 공성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자이며, 다른 편은 공성의

등에서, 7종 전도는 YBh 166,6ff.에서 설해진다. 불전에서 전도에 대한
다양한 교설에 대해서는 Ahn(2003) pp. 188-196 참조.

20) Ruegg(1989) pp. 36-37.
21) RGV 75,13-18 참조. 이에 대한 번역은 안성두(역) (2011) p. 3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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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통해 물질과 분리된 공성이라는 존재자를 상정하여 그것

을 증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성에서 남겨진 것을 인정하는 자

이다. 이런 설명은 전통적인 손감견과 증익견의 모델에 따른 것이

다.

여기서 보성론이 논하고 있는 공성에 대한 이들 두 가지 잘
못된 해석을 어떤 특정한 학파와 연결시킬 필요도 없고 또 그렇

게 확정적으로 연결시킬 고리도 쉽게 찾을 수는 없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설명이 보살지 <진실의품>의 설명을 차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이다. <진실의품>이 불가언설으로서의 진여가 유-무의

양변을 떠나있다고 하면서, 비존재로서 손감하는 것을 ‘악취공’이

라고 하고, 공성의 부정 속에서도 남아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선취공’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미 지적되어 있다.22) 여기서 악취

공이란 공성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당

시 용수계열에서 설한 공성에 대한 당시 수행자들의 실천적인 이

해 내지 오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반면 선취공이란 공성의

부정적 사유를 해결하기 위해 유식학파가 소공경에 의거해서

창안해 낸, 공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그런데 보성론의 상
기 설명은 공성에 대한 부정적 이해에 관해서는 <진실의품>의

악취공의 설명을 따르지만, 공성을 다시 존재자로 상정한다는 비

판에 대해서는 분명 선취공의 입장을 반박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왜냐하면 공성이란 사물의 비존재성에 대한 통찰인데, 이런 사물

의 비존재성을 다시금 대상으로 삼아 ‘지각’(upalambha)하는 방식

의 이해가 여기서 비판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성

이 현상적 사물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그러한 존재의 비존재성을

다시금 하나의 실체로서 정립하려는 관점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

인다. 이것은 대상의 비존재를 인식하면서 마지막에 현상적 존재

자들의 공성으로서의 비존재성을 일종의 ‘妙有’로서 인식하고자

했던 유식학적 설명이 종종 직면했고 또 오해되었던 난점을 가리

22) 예를 들면 長尾雅人(19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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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러한 필자의 이해가 지지될 수 있다면, 이는 보성론이
초기유식의 관점에서 분기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추정케 하는

것이다. 실제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공성에 대한 이들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것으로서 설해지고 있는 RGV I.154-155의

두 게송과 그에 대한 주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를 살

펴보자.

Ⅳ. RGV I.154-155와 MAVT에 나타난 여래장과

공성의 관계

1. RGV I.154-155에서 여래장과 공성의 논의 

보성론은 아래 두 게송이 여래장과 공성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떠한 것도 감소되어지지 않고 또한 어떠한 것도 증가되어지지 않
는다네.
진실은 진실의 견지에서 보아야 한다. 진실을 보는 자는 해탈한다

네.23) ||154||
[여래]성은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우연적인 요소들의 공이지만,
無上의, 비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요소들의 공은 아니라네.24) ||155||

23) RGV I.154: nāpaneyam ataḥ kiṃcid upaneyaṃ na kiṃcana/
draṣṭavyaṃ bhūtato bhūtaṃ bhūtadarśī vimucyate// (이하 번역은
안성두(역) 2011, p. 349 참조)

24) RGV I.155: śūnya āgantukair dhātuḥ savinirbhāgalakṣaṇaiḥ/ aśūnyo
'nuttarair dharmair avinirbhāgalakṣaṇai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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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산문주석에서 두 게송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

고 있다:

“이것에 의해 무엇이 설명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어떠한 것도 감소
되어지지 않는가 하면 왜냐하면 여래성은 자성청정하기 때문에 [감소
되어야 할] 잡염의 원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연적인 때의
공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 증가되어야 할 어떠한 청
정의 원인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리되지 않는 청정한 요소를
본성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승만경에서25)] 설해
진다. “여래장은 분리된, [여래의] 지혜와 떨어진 일체의 번뇌의 창고
로서의 공이지만, 갠지즈강의 모래의 수를 뛰어넘는, 분리되지 않은,
[여래의] 지혜와 떨어지지 않은, 사량할 수 없는 붓다의 공덕으로서의
공은 아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것(A)이 어느 곳(B)에 없을 때 그것(B)
은 그것(A)의 공이라고 관찰한다. 그러나 그곳에 남아있는 것, 그것은
여기에 진실로 존재한다고 여실하게 안다. 증익과 손감의 극단을 여의
었기 때문에 전도되지 않은 공성의 특징이 이 두 게송에 의해 설명되
었다.”26)

RGV I.154는 당시 널리 알려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27) 앞에서

25) 승만경 T12: 221c16-18: 空如來藏 若離若脫若異 一切煩惱藏 世尊
不空如來藏 過於恒沙 不離不脫不異不思議佛法.

26) RGV 87,5-11: kim anena paridīpitam | yato na kiṃcid apaneyam asty
ataḥ prakṛtipariśuddhāt tathāgatadhātoḥ saṃkleśanimittam
āgantukamalaśūnyatāprakṛtitvād asya | nāpy atra kiṃcid upaneyam
asti vyavadānanimittam avinirbhāgaśuddhadharmaprakṛtitvāt | tata
ucyate | śūnyas tathāgatagarbho vinirbhāgair muktajñaiḥ
sarvakleśakośaiḥ | aśūnyo gaṅgānadīvālikāvyativṛttair avinirbhāgair
amuktajñair acintair buddhadharmair iti | evaṃ yad yatra nāsti tat
tena śūnyam iti samanupaśyati | yat punar atrāvaśiṣṭaṃ bhavati tat
sad ihāstīti yathābhūtaṃ prajānāti | samāropāpavādāntaparivarjanād
aviparītaṃ śūnyatālakṣaṇam anena ślokadvayena paridīpitam |.

27) 高崎直道(1989: 334f)에 따르면 이 게송은 MAVT(p. 29) 이외에도
Saudrananda xiii, 44에도 인용되어 있으며, 현관장엄론(AA, V. 21)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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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듯이, 이 게송은 새롭게 대승에 안주한 보살이 가질 수 있는

공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런 오해를 통해 생겨나는 공성에

대한 증익견과 손감견을 제거하는 맥락에서 설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오류의 지적에서 특히 '공성의 지각

(śūnyatā-upalambha)'이란 단어의 사용이다. 여기서 ‘지각’으로

번역한 upalambha는 위의 맥락에서 공성을 대상과 분리해서 존

재하는 어떤 형이상학적 원리로서 실체화시키려는 잘못된 이해일

것이다. 따라서 공성이란 이들 두 극단적인 견해가 함축하는 실체

론적 정립이나 또는 허무론적 부정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겠지만, 문제는 보성론이 어떤 방식으로 이를 설명하는가

하는 것이다.

보성론에 따르면 공성과 관련해 증익견의 제거는 여래성이

이미 청정한 요소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 여래성을

청정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여래성

의 본래적 청정성의 인식은 증익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다. 반면 공성과 관련해 손감견의 제거는 여래성에서 때(mala, 垢)

라고 하는 번뇌란 사실상 우연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하

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때를 제거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청정한

여래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여래성에서 완전히 소거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제거되는 것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아무

것도 없는 셈이다.

마음에 청정성과 염오성이 동시적으로 병존하고 있다는 설명은

이미 AN I.vi에서도 설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성론의 설을
이런 사유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보다 보성론의 설
명에서 주목되는 점은 유구진여로서의 여래장이 “즉각적으로 일

시에 청정하면서도 염오되었다”28)는 것으로서 ‘불가사의’하다고

설명되고 있는 점이다. 우리가 다루는 개소도 수행자에 따른 구분

이라는 주제와 연결되어 바로 여래장이 연각들의 인식영역이 아

28) RGV 21,17: tatra samalā tathatā yugapad ekakālaṃ viśuddhā ca
saṃkliṣṭhā cety acintyam. 안성두(역) 2011, p.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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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고 설한다는 점에서 여래장의 존재성을 ‘불가사의’한 것으로

설명하는 곳과 맥락상 연결되고 있다. 여래장의 설명을 이들 두

가지 요소와 관련시키는 개소는 RGV I.15에 대한 산문주석이다:

“마음이 본성적으로 빛난다는 것과 또 그 [마음]의 수번뇌라고 하

는 이 두 사실은 무루의 본질(無漏界)의 경우에 가장 통달하기 어

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 양자는 두 번째

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항시] 단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ekacaratvāt)” 여기서 우리는 슈미트하우젠에 따라 무루

계(amalo dhātuḥ)란 RGV I.122c에서처럼 여래장을 의미하며, 따

라서 無垢眞如(nirmalā tathatā)가 아니라 有垢眞如(samalā ta-

thatā)를 가리키고 있고,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무루계는 RGV

I.8529)의 의미에서라고 이해할 수 있다.30)

이와 같이 RGV I.154에서 증익견과 손감견의 제거는 여래성에

게 청정성과 염오성이 동시적으로 구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면

서, 그럼에도 염오성이 결코 본질적인 측면에서 청정성을 손상시

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내

용적으로 유구진여로서의 여래장이 가진 상반된 두 측면을 가리

킬 것이다.

그런데 보성론은 양자의 병존이 보여주는 불가사의한 측면이
우리의 인식능력을 벗어나며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

지적 접근보다는 信을 강조하는 방식을 택한다. 그렇지만 궁극적

인 것의 인식에 있어 信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일반적인 대승문헌

의 설명방식과 차이를 보여주며, 나아가 우리의 심상속에 염오성

과 청정성이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불가사의한” 사실을 인식하

기 위해서는 信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런 ‘불가사의한’ 측면의

29) RGV I.85: dharmakāyādiparyāyā veditavyāḥ samāsataḥ/ catvāro
'nāsrave dhātau caturarthaprabhedataḥ// (“법신 등의 네 개의 동의어는
요약하면 무루계에 대한 네 개의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알아야
한다네.”).

30) Schmithausen(1971)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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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성을 마치 수평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

만 애당초 문제되었던 공성의 지각이 이처럼 수평차원의 논리로

수렴된다면,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단지 우리의 인식능

력 밖에 위치해 있다는 식으로 해결된다면, 대승불교가 반야경 이

래 제안해 왔고 유식학이 이를 체계화했듯이 실재는 비록 불가언

설이지만 그것을 비동일시하는 방식으로 인지적으로 접근하는 길

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31) 그리고 이는 upalambha가

대승불교에서 보여주는 실재성에 대한 역동적 이해에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2. MAVT에서의 공성과 유식의 증득의 관계

이제 이하에서는 보성론의 해석을 같은 구절이 인용되고 있
는 다른 문헌, 특히 안혜(Sthiramati)의 중변분별론석(MAVT
29,8-9)의 인용과 비교하여 보자. 이 게송은 MAVT에서 인용되고

있는데, RGV와는 달리 MAV I.7의 入無相方便相의 설명에서 소취

와 능취의 無相을 다루는 주석 중에 나온다. 두 극단적인 견해를

지양하려는 것이 이 게송의 목적이라고 본 점에서는 RGV와 같지

만, 어떻게 두 극단적인 견해가 극복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두

문헌의 설명은 갈라진다. 여기서는 바로 ‘지각’이 실재성 인식의

역동적인 차원에서 문제되고 있다.

“대상의 비존재에 의해 지각(upalabdhi)은 지각을 자성으로 하는 것
으로서 비존재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것의 비존재’라고 말한다. 지

31) 필자는 이 접근이 대승 일반의 특징이지만, 특히 유식학에서 이를
주제화시켰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유가론에서 비안립제와 안립제의
구별이나 승의와 세속승의의 구별이 그것이다. 특히 전자의 구별은
성유식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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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지각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제거되거나 또는 무지각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정립되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그들 양자 모두는 분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따라서 증익과 손감에 의존함이 없이
지각과 무지각 양자를 내적인 증득에 의해 평등성으로서 알아야 한다.
다음과 같이 설한다. 어떠한 것도 감소되어지지 않고 또한 어떠한 것
도 증가되어지지(prakṣepatavyaṃ) 않는다네. 진실은 진실의 견지
에서 보아야 한다네. 진실을 보는 자는 해탈한다네.”32)

위에서 고딕체로 표시한 부분이 RGV I.154와 같은 게송이지만,

여기서 차이는 RGV가 upaneyaṃ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비해

MAVT는 prakṣepatavyaṃ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MAVT의

용어는 게송의 운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의심스럽지만, 여하튼 티

벳역은 두 번역의 경우에 거의 비슷하게 번역하고 있어,33) 티벳

번역자들이 내용상 RGV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위의 번역문이 보여주

듯이 이 게송을 인용하는 맥락은 유식성의 증득으로서의 입무상

방편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성론의 이해와 많이
다르다고 보인다. 그럼 조금 이 설명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자.

32) MAVT 29,1-6: arthābhāvād upalabdher upalabdhisvarūpatvenābhāvāt
svarūpeṇa tadabhāva ucyate/ upalambha upalabdhisvabhāvo
nāpanīyate/ nāpi anupalabdhisvabhāvaḥ prakṣipyate/ kiṃ tarhi samam
etad ubhayaṃ nirvikalpatayā/ tasmān nopalambhopalambhayoḥ
samāropāpavādanirapekṣeṇa pratyātmasamatā jñeyeti/ āha ca
nāpaneyam ataḥ kiṃcit prakṣepatavyaṃ na kiṃcana /
draṣṭavyaṃ bhūtato bhūtaṃ bhūtadarśī vimucyate //. (고딕체는
RGV와 동일한 게송임을 표시; 위의 번역은 MAVT의 티벳역 Derge
203a5-7과 대조하여 수행).

33) 게송의 산스크리트 단어는 RGV와 차이가 나지만 티벳역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번역되어 있다. 게송 부분만의 티벳역은 다음과 같다. 'di
las bsal bya gang yang med // gzhag par bya ba'ang ci yang med //
yang dag nyid la yang dag lta // yang dag mthong ba rnam par grol
// (MAVT(D) 203a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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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무상방편상을 설하는 MAV I.634)은 주석없이 이해하기 어렵

다. 여기서 네 개의 ‘upalabdhi(지각)’란 단어가 각각의 Pada에 사

용되고 있는데, MAVBh 20,3-5의 설명에 따르면 첫 번째 upa-

labdhi는 유식(vijñaptimātra)의 지각을, 두 번째 upalabdhi는 대상

의 지각을, 세 번째 upalabdhi는 대상의 지각을, 네 번째 upa-

labdhi는 다시 유식 자체의 지각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이 게

송의 의미는 “유식의 지각에 의지한 후에 대상의 비지각이 생겨

나며, 대상의비지각에 의지한 후에 유식의 비지각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소취와 능취의 비존재의 특징을 이해

하는 것”이 입무상방편상이다. 이에 의거해서 MAV I.7ab는 “지각

이 무지각을 본성으로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설한다. 이에 대

해 MAVBh 20,7은 “지각되어야 할 대상이 비존재할 때, 지각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upalabhyārthābhāve upalabdhy-ayogāt)”이라

고 주석한다. “그러므로 무지각과 지각 양자는 평등하다고 알아야

한다.”(MAV I.7cd)는 게송에 대해 “따라서 지각이 허망한 대상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통해 지각으로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

록 무지각을 본질로 하지만 지각이라고 불리는 것”35)이라고 주석

하고 있다. 위에서 번역한 MAVT 29,1-6은 바로 MAV I.7cd와

MAVBh에 대한 풀이이기 때문에, 이에 의거해서 인용문을 다시

풀이해 보자:

[유식의] 지각은, 그것이 [유식의] 지각을 본질로 하는 한, 비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각은 항시 지향적 대상을 가지는데,) 그 대상이
비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역시 비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만 [유식의] 지각은 [유식의] 지각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제거되지
도 않고, 또한 [대상의] 무지각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사물을 떠나

34) MAV I.6: upalabdhiṃ samāśritya nopalabdhiḥ prajāyate/ nopalabdhiṃ
samāśritya nopalabdhiḥ prajāyate//

35) MAVBh 20,9f.: upalabdher upalabdhitvenāsiddhatvād
abhūtārtha-pratibhāsatayā tūpalabdhir ity ucyate
‘nupalabdhi-svabhāvāpi sat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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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존재로서] 결코 정립되지도 않는다. 이 [유식의 지각과 대상의
무지각] 양자는 무분별이라는 사실에서 평등하다. 따라서 [유식의] 지
각과 [대상의] 무지각 양자는 증익과 손감과 무관한 것으로서 내적으
로 평등한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 MAVT는 유식의 지각이

증익과 손감의 극단적 견해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식의 지각은 어떤 것의 지각을 본질로 갖고 있

다는 점에서 식의 인식주체적 측면이 아직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손감견의 대치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식의 지각

은 대상의 무지각을 본질로 하는 한에 있어 사물적 방식으로의

지각의 정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식의 지향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대상을 떠난 식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유식

의 지각이란 대상의 비존재로서의 앎을 가리키는 것에 지나지 않

을 것이며, 따라서 증익을 떠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36)

만일 이런 해석이 올바르다면, 유식의 지각은 유명한 MAV I.1에

서의 공성과 연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공성이 허망분별에서 능취

와 소취의 존재를 여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유식의 지각은 의타

기성 위에서 진행되는 손감과 증익을 여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

게 볼 때, “어떠한 것도 감소되어지지 않고 또한 어떠한 것도 증

가되어지지 않는다네.”라는 게송의 의미는 유식의 지각을 통해 손

감견을, 대상의 무지각을 통해 증익견을 제거하는 입무상방편상에

서의 대상의 비존재와 이를 통한 식의 비존재와 통할 것이다. 그

리고 “진실은 진실의 견지에서 보는” 것은 바로 중도일 것이며,

이것이 유식성의 증득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36) 초기 유식학에서 손감과 증익의 양변이 삼성설과 관련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여기서 이를 분명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만일 위의 양변을
억지로 삼성설과 관련시키자면, 손감견의 대치를 아마 삼성설과 관련해
의타기성 중의 염오분의 제거방식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증익견의 제거는 의타기성 중의 청정분의 존재방식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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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엇보다 MAVT의 설명에서 보성론과 관련하여 주

목되는 것은 삼성설과의 관련에서 암시되었듯이 ‘지각’의 역동적

인 측면일 것이다. MAVT 29,1ff.에서 이것은 유식의 지각과 대상

의 무지각과 관련되어 논의되었지만, 우리는 MAV I.16과 그에 대

한 MAVT의 주석에서 공성과 관련하여 한결 RGV의 설명과의

관련성을 보게 된다.

이런 관련성은 MAV I.16에 대한 MAVBh의 설명에서 <공성의

구별(śūnyatā-prabheda)>이란 항목 아래 공성을 세 가지 측면에

서 고찰하는 것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첫 번째는 어떤 상태에서

공성이 염오된 것과 청정한 것으로 구분되는가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공성을 염오된 것과 청정한 것으로 나누는 기준이 공성의

有垢(samala) 또는 無垢(nirmala)와 관련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분

명 RGV에서 유구진여로서의 여래장과 무구진여로서의 보리로 나

누는 방식과 동일한 사고패턴을 보여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물

적 존재가 아닌 공성이 어떻게 청정해지거나 염오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MAVBh의 <공성의 구별> 항목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RGV

와 동일한 단어와 비유의 사용이다. 예를 들어 MAV(Bh)에서 “우

연적인 때(āgantuka-mala)”와 “수계와 금, 허공”과 같은 단어는

여래장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객진번뇌염과 자성청정심이란 용어

를 그대로 따른다는 점에서 여래장 사상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시

사하고 있다고 보인다. 보성론에서 공성을 여래장과 동일시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어떤 점에서 유식과 여래장이 동일한 사

태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발전시켰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단

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럼 보성론의 설명맥락이 어떤 점에서 유식문헌의 그것과

차이가 나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런데 MAV(Bh)의

설명은 매우 소략하기 때문에, MAVT(51,7ff; D 214a5ff)에 따라

유식학파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좋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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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안혜는 MAVBh의 논점을 정리하면서 문의를 해석하기 때

문에 이하에서는 그의 해석을 따라 세 가지 논점에 초점을 맞추

어 설명할 것이다.

1) 공성에 유구와 무구의 구별이 필요한 이유:

세친은 MAVBh에서 “[공성은] 어떤 상태에서 염오되었고, 어떤

상태에서 청정하게 되었는가?”37) 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의

의미를 안혜는 “공성은 능취와 소취의 비존재를 본질로 하기 때

문에 공성의 차이는 생겨날 수 없지 않은가”라는 물음으로 바꾸

면서, 왜 공성의 구별이 인식되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실로 허망분별이 잡염이고, 그것이 제거되었을 때 청정이라고 설
해진다. [그러나] 염오될 때와 청정하게 될 때조차도, 공성과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śūnyatāvyatirekeṇa)38) 염오되거나 청정하게 되는 어떤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잡염과 청정의 두 때에 바로 공성
이 염오되거나 청정해진다고 설하기 때문에 염오되고 청정해진 [공성]
이라고 그 [공성의] 구별을 설했다.”39)

여기서 안혜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심

37) MAVBh 24,6-7: kasyām avasthāyāṃ saṃkliṣṭā kasyāṃ viśuddhā/.
38) 여기서 “공성과의 비분리에 의해”란 śūnyatāvyatirekeṇa를
śūnyatā-avyatirekeṇa로 풀이한 것이다. 티벳역(D 214a6f.)은 stong pa
nyid ma rtogs par(“공성을 증득하지 않고”)로 달리 번역하고 있지만
문맥상 산스크리트의 읽기가 타당할 것이다.

39) MAVT 51,7-16: kathaṃ śūnyatāyāḥ prabhedo vijñeya iti/
abhūtaparikalpo hi saṃkleśaḥ/ tasmin prahīṇe viśuddhir ucyate/
saṃkleśaviśuddhikāle ca śūnyatāvyatirikeṇāntan nāsti yat saṃkliśyate
viśudhyate vā/ tasmāt saṃkleśaviśuddhikālayoḥ śūnyataiva
saṃkliśyate viśudhyate ceti pradarśanārtham āha/ saṃkliṣṭā ca
viśuddhā ca ity asyāḥ prabhed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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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염오와 청정은 각기 허망분별과 허망분별의 제거와 관련되어

있지만, 심이 염오된 순간에도 그 심은 능취와 소취의 비존재로서

의 공성과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염오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청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지만 공성

의 구분이 도입되는 이유는 바로 허망분별이라는 심적 작용이 진

행될 때, 공성은 그 심적 작용과 비분리된다는 규정에 의해 역으

로 염오나 청정과 결합되기 때문이다.40)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안혜의 설명이 매우 의미론적 해명에

의거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안혜는 비슷한 용어를 사용해서 공성

의 유구와 무구를 나누지만, 그것은 보성론에서의 청정과 염오
의 논리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2) 공성의 有垢와 無垢의 의미:

공성이 염오되고 청정한 상태로 되는 이유에 대해 MAVBh

24,9f.는 “[공성이] 때(垢)와 함께 생겨난다면 염오된 것이고, 때가

제거되었다면 청정한 것이다.”41)고 설명한다.

“언제 염오되고 언제 청정해지는가를 이해하지 못한 후에 어느 때
염오되고 어느 때 청정해지는가 하고 묻는다. 그것은 유구와 무구라고
널리 설한다. 전의와 무전의에 의거함에 의해 구를 갖춘 것과 구를 제
거한 것으로 확립한다. 비정행과 사행의 잘못 때문에 소취와 능취에
대한 집착하고 탐욕 등의 번뇌에 의해 심상속이 유구로 되는 어리석
은 자들에 있어 공성이 현현하지 않을 때, 그들을 유구라고 확립한다.
진실을 알기에 전도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성자들에게 공성은 허공처

40) 이런 논의는 내용상 MAV I.1cd의 “그 [허망분별] 속에 공성이 존재하고,
그 [공성] 속에 그 [허망분별]이 존재한다.”는 논점과 분명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만, 형식적으로는 Ruegg이 말했던 논리와 비슷할 것이다. (본고
각주 20과 관련된 본문의 Ruegg의 설명 참조).

41) MAVBh 24,9-10: yadā saha malena varttate tadā saṃkliṣṭā/ yadā
prahīṇamalā tadā viśuddh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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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때가 없고 단절됨이 없이 나타난다. 그들은 때를 제거한 자들이라
고 확립한다. 이와 같이 공성은 잡염과 청정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보
아야 한다. 자성적으로 빛나고 있기 때문에 [공성은] 유구인 것이 아
니다.”42)

위에서 안혜는 공성의 유구성과 무구성은 轉依(āśraya-par-

ivṛtti)의 성취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한다. 유구와 무구를 전의의

성취 여부와 관련시키고 더욱 공성을 허공의 비유로 설명하는 위

의 설명은 보성론의 유구진여, 무구진여의 구별을 안혜가 공성
의 유구와 무구로 대체해 놓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혜가 사용한

‘有垢’와 ‘無垢’가 이미 MAV의 게송과 MAVBh에서 사용된 것임

을 고려할 때, 이는 이미 보성론 이전에 유식문헌에서 이 문제
를 논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안혜의 해석이 보성론
과 다른 점은 유구를 ‘능취와 소취에 집착함’에 기인한다고 해석

하는 데 있을 것이다.

반면 보성론에서 전의는 무구진여와 관련되어 있는데, 여래

의 법신의 특성은 佛地에서 성취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전

의의 의미는 RGV II.7에 대한 산문주석에서 “전의의 자성은 청

정”(āśrayaparivṛtteḥ svabhāvo viśuddhir)이라고 설명되어 있듯

이, 원래 유식학파가 함의하는 “낡은 所依(āśraya)로서의 알라야식

이 변화되어 새로운 의지처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청정한 법신이 현현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RGV I.152에 대한

산문주석에서 인용되는 아비달마대승경의 유명한 “無始以來界”

의 설명에서 보듯 여래장을 가리킨다. 따라서 전의(āśraya-par-

42) MAVT 51,16-52,1: kadā nirmalety anavabodhāt pṛcchati/ kadā
saṃkliśyate viśudhyata iti/ sā samalā nirmalā ca/ iti vistaraḥ/
āśrayāparāvṛttiparāvṛttyapekṣayā samalā ca prahīṇamalā ca
vyavasthāpyate/ yeṣāṃ aviduṣāṃ
grāhyagrāhakābhiniveśarāgādikleśamalinānāṃ cittasaṃtānānām
apratipattivipratipattidoṣāc chūyatā na prakhyāti tān prati
prahīṇamalety ucyate/ evaṃ śūnyatāyā āpekṣikā saṃkleśaviśuddhiyor
draṣṭavyā na malinasvarūpatvena prakṛtyā prabhāsvaratv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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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ṛtti)는 더러움에 덮인 진여로서의 의지처(āśraya)가 완전히

(pari) 출현한 것(vṛtti)을 의미할 것이다.43)

3) 공성의 유구와 무구를 전제할 때 공성을 사물화한다는
비판과 그 반론:

공성은 앞에서 보았듯이 때를 수반하기도 하고 때를 여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물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런 비사물적 존재

인 공성에게 청정해지거나 염오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공성에게

변화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성을 사물적 차원의 존재

자로 간주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세친은 “만일 유구

인 후에 무구가 되었다면 [공성은] 변화하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

에 어떻게 무상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는가?”44) 하는 반론자의

질문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혜는 반론자의 의도를 “변화

없이 상태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변화는 생멸과 연결

된 것이다.”45)로 풀이한다. 즉, 공성에 변화가 인정된다면 공성은

유위법으로 될 것이며, 따라서 무상성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은가

하는 반론이다.

안혜는 이런 반론에 대해 공성과 관련해 “어떤 상태에서 다른

것으로 됨(bhūtvā ～ bhavati)”의 의미는 유위법의 변화와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46) 그는 유명한 “우연적인 때

43) 안성두(역) (2011) p. 268 참조.
44) MAVBh 24,10f.: yadi samalā bhūtvā nirmalā bhavati kathaṃ
vikāradharmmiṇītvād anityā na bhavati/ 이와 거의 유사한 문제제기가
DhDhVV(Mathes 1996, p. 95, 줄번호 682-3)에서 다루어진다. 다만 그
차이는 MAVBh에서는 공성의 유구와 무구가 문제된 것이라면
DhDhVV에서는 轉依에 대해 제기되는 점이다.

45) MAVT 52,2-3: yadi samalā bhūtva (ed. syād) iti vistaraḥ/ na hy
avasthābhedo vikāram antareṇa dṛṣṭaḥ/ vikāraś cotpādavināśābhyām
anusyūta iti/

46) MAVT 52,4: ata āha kathaṃ vikāradharmiṇītvāt anityā na bhavatī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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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āgantuka-mala)”의 개념에 의거해서 공성의 ‘변화’란 “염오된 상

태에서 공성의 청정한 상태 속으로 다르게 변화함은 없다. 그렇지

만 진실에 주하는 것은 다른 자성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

연적인 때와 분리되었기 때문이다.”로 설명한다.

이에 대해 MAV I.16cd는 공성의 “청정은 水界와 금, 허공과 같

다고 인정된다.”47)는 비유를 들며, 이에 대해 세친은 다시 “우연

적인 때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공성의 청정을 말하지만], 그러나

공성이 자성적으로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48)고 주석하고

있다.

“[공성은] 무상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수계와 금, 허공이
그것을 본질로 하지 않기에, 비록 때를 본질로 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고 해도 우연적이 때에 의해 다만 때를 갖게 되고 또 우연적인 때와
분리될 때에도 본질이 변화하는 것 없이 청정한 것이다. 그와 같이 공
성은 우연적인 때에 의해 염오되지만, 무변이성을 본질로 하며, 또 그
것과 분리되었기에 청정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전에 염오로 특징지어
지다가 후에 청정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 확립된 바로 그 존재에게 있
어 자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의 성질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어
느 곳이라고 해도 그 양자가 우연적인 것에서는 아니다. 따라서 그것
이 변화의 성질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49)

47) MAV I.16cd (MAVBh 24,12): abdhātu-kanakākāśa-śuddhivac chuddhir
iṣyate//.

48) MAVBh 24,11-3: yasmād asyāḥ abdhātu-kanakākāśa-śuddhivac
chuddhir iṣyate// āgantuka-malāpagamān na tu tasyāḥ
svabhāvānyatvaṃ bhavati/

49) MAVT 52,4-17: na hi saṃkliṣṭāvasthātaḥ śūnyatāviśuddhāvasthāyām
anyo vikāraḥ/ tattvasthititā tu svabhāvāntaram anāpadyamānā/
āgantukamalāpagamāt/ yasmāt abdhātu-kanakākāśa-śuddhivac
chuddhir iṣyate// tasmād anityā na bhavantīti/ yathaiva hy
abdhātu-kanakākāśānām atatsvabhāvatvān malasvabhāvasyābhavato
'py āgantukamalavaty āgantukamalāpagame ca viśuddhaiva/
svabhāvāntarapratipattim antareṇāpi / evaṃ śūnyatāpy āgantukair
malaiḥ saṃkliśyate/ avikṛtasvarūpāpi tadvigamāc ca viśudhyatīti/ yo
hi tam eva bhāvaṃ pūrvaṃ saṃkleśalakṣaṇaṃ paścād



152 ∙ 印度哲學 제46집

안혜의 설명에 따르자면 우연적인 때와의 분리를 다른 상태로

의 전환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는 이런 공성의 본래적 무변

이성을 수계와 금, 허공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공성이 청정한 상

태로 변한다는 것은 언어적 의미에 따라 상태의 변화로서 받아들

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본질적인 요소인 우연적 때와 분리되

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어떤 본질적인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

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의 깨끗함이나 금의 순정

함, 허공의 청명함은 본래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로 번뇌의 제거 후에 생겨난 공성을 어떤 새로운 존재론적 진실

존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공성의 무변이성에 대한 위에서의 안혜의 설명이 그의

저작인 TrBh에서 무변이성으로서의 원성실성에 대한 설명과 완

전히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된다.50) 따라서 위의 본래적 청정성으로

서의 공성을 TrBh에서의 삼성설의 해석과 관련시키면 의타기성

위에 가탁된 변계성의 제거가 곧 원성실성이라는 것은 원성실성

중에서도 불변이성의 측면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여기서 MAVT의 우연적 때와 수계 등은 TrBh의 변계소집성

과 원성실성에 각기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비록 안혜의 공

성 해석이 보성론의 여래장과 비슷한 함축성을 갖고 있으며 어
떤 본질적 차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의 TrBh의 맥락을 고

려할 때, 그 차이는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란

바로 의식작용의 역동성에 놓여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다른 유식문헌에서 수계 등의 비유가 주로 ‘전의

viśuddhisvabhāvaṃ vyavasthāpayati tasya vikāradharmanivṛttir na
bhavati svabhāvavikāratvāt/ na tu yatrāpi āgantukaṃ tadubhayaṃ/
tasmān nāsau vikāradharmatāṃ spṛśatīti/.

50) Tr 21cd(niṣpannas tasya pūrveṇa sadā rahitatā tu yā)의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원성실성은 이것(=의타성)이 전자(=분별성)를 항시 여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TrBh 124,8는 여기서 “원성실성은 불변이성의
성취이기 때문에(avikārapariniṣpattyā sa pariniṣpannaḥ)”라고 주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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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āśraya-parivṛtti)’ 개념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유가론 섭결택분 에서 전의가
무여의 열반에 들어간 사람에게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그

에게 전의가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역시 수계와 금, 허공의 비유가

사용되고 있는 것51)이 그것이다. 허공과 금, 물의 세 가지를 전의

의 비유라고 설하는 것은 DhDhV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DhDhVV에서는 이 세 비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52)

여기서 이들 세 가지 비유가 여래장, 공성, 전의에 대해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지만, 우리는 본고에서 이 문제에 더

이상 깊숙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유식문헌에서 수계 등의

비유나 염오에서 청정으로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53)

Ⅴ.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RGV I.154-5의 두 게송의 주제인 여래장과

공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II장에서 보성론에서 有垢眞如에 배정되는 여래장에 이

중적 측면이 있으며, 어떻게 여래장의 세 가지 해석이 이와 관련

하여 이해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했다. 이중적 측면이란 수행

도의 근거로서의 원인적 측면과 수행도를 실천한 결과 획득된 결

51) Schmithausen(1969) pp. 51ff.과 비교. 이 외에도 수계 등의 비유가
나오는 개소는 다수이다. 여기서는 중요한 개소로서 VinSg(D) 14b4ff. (=
T30: 701b24ff.; Sakuma 1990: VinSg 14 참조)를 들 수 있다.

52) DhDhVV (Mathes 1996: 줄번호 681-710)에 상술되어 있다.
53) 유식문헌에서 나오는 수계와 금, 허공 등의 비유를 통해 유식과 여래장
사상 간의 상관성의 고찰은 후속 논문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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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측면으로서, 이를 ‘여래법신의 변만’, ‘여래진여의 무차별’,

‘여래종성의 존재’와 관련하여 논의했다.

III장에서는 여래장의 이해를 막는 장애로서 범부와 성문·연각

및 초발의 보살에게 현행하는 번뇌들을 다루면서, 그 기술과 초기

유식문헌의 설명과의 관련성을 스케치했다.

IV장에서는 먼저 RGV I.154-155에서의 여래장과 공성의 관계

에 대한 설명을 다루었고, 이어 RGV의 설명과 많은 점에서 흥미

로운 대비를 이루는 安慧(Sthiramati)의 MAVT를 대조해서 다루

었다. 이를 통해 궁극적인 것과 현상적인 요소 사이의 관계에 대

한 보성론의 접근방식이 어떤 점에서 유식학과 유사하며 또 다
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RGV와 MAVT의 차이를 인

지적 접근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반야
경 이래 승의적인 것의 불가언설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왔지만, 
보성론에서 ‘불가사의한’ 측면은 청정성과 염오성이 동시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

이기에 여래에 대한 信을 통해 접근할 길밖에 없는 것이다.54) 반

면 MAVT에서 이들 양자의 사태는 무분별이라는 점에서 평등하

다는 인식을 통해 내적인 증득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MAVBh와 MAVT 등의 유식문헌과 보성론은 접근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우연적인 때(āgantuka-mala)”와 “수

계와 금, 허공” 등의 공통된 용어의 사용이나 인용문헌 및 수계,

금, 허공 등 같은 비유를 사용함의 의해서 어떤 공통된 출발점이

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이런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두 사상체계가 각기 다른 해석을 제시

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RGV의 여래장사상이 유식사상과 분기하게

된 사상적 단초를 이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서 찾으려 했다.

54) 여래장 사상이 궁극적인 것에 대한 인지적 접근을 전혀 부정하고 있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Ruegg(1989) p. 44 이하 참조. 이 문제는
흥미롭지만 이 논문에서 논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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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me problems on the Meaning of 
Ratnagotravibhāga I.154-155 

Ahn, Sungdoo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aim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rela-
tionship between the concept Emptiness (śũnyatā) and
Tathāgatagarbha dealt in the Ratnagotravibhāga I.154-155
and its commentary on these verses. Though these two
concepts seem to be obviously uncompatible, the
Ratnagotravibhāga tries to bridge these concept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I have focussed on three
points:

Firstly, as the prerequisite for understanding the mean-
ings of Tathāgatagarbha in the Ratnagotravibhāga,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at there are two aspects of Tathāga-
tagarbha: one relating with the causal level and the other
with fruit-level. I discuss these two aspects with regard the
three meaning of Tathāgatagarbha.

Secondly, Ratnagotravibhāga deals with the description
of the hindrances for three kinds of practitioners. theses
hindrances, which were produced on the basis of the igno-
rance of the nature of the Tathāgatagarbha, is to be elimi-
nated through the realization of the emptiness. It is highly
interesting in this context that Ratnagotravibhāga uses very
similar terms with the Yogācāra texts.

Thirdly, the terminological similarity should be noticed,
if we want to investigate the reason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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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nagotravibhāga departs from the Yogācāra texts. For
this purpose, I compare the explanation of the
Ratnagotravibhāga with that of the Madhyānta-
vibhāga-Bhāṣya of Vasubandhu and the Madhyāntaṭīkā of
Sthiramati. The points dealt with are: (1) the reason for the
distinction of the emptiness in the state of samala and
nirmala. (2) the meaning of the emptiness in the state of
samala and nirmala. (3) the meaning of unchangeability of
the emptiness.

By comparing the Ratnagotravibhāga with the Yogācāra
texts, I am intending to show the departing points of the
Yogācāra interpretation from the Ratnagotravibhāga which
represents the Tathāgatagarbha school in India.

Keywords : Emptiness, Tathāgatagarbha,
Ratnagotravibhāga, Sthiramati, Th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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