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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 목적

고전 텍스트의 번역과 해석을 통한 사상적 연구 작업은 텍스트 자

체의 술어나 구문만으로 이를 진행하기에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텍

스트가 서술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사상적 조류를 동시에 살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도의 함축적 내용성을 지닌 인도의 고

전 텍스트들에 대한 연구는 거기에 사용된 용어 하나 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야 할뿐만이 아니라 연관관계에 있는 타 학파의 사상

이나 문헌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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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텍스트인 Sarvasiddhāntasaṁgraha의 제4장은 Vedānta 학

파에서 불교의 네 부파를 중심 논지별로 간략하게 구분하여 기술해

놓은 대목이다. 따라서 본고의 텍스트가 서술될 당시의 불교를 불교

도가 아닌 타학파 사상가의 눈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를 자아낸다.

본고의 텍스트는 일견, 불교의 네 학파가 지닌 고유의 입장을 충

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네 학파의

배열 순서가 그러하고, 용어 사용에서도 그러한 우려를 불러 일으킬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네 학파에 관련된

제4장의 고찰을 일단락 마치고 난 후의 소감은 그러한 선입견이 기

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본다.

첫째; 본고의 텍스트에서는 ‘중관>유가행>경량부>유부’라는 형식

으로 네 학파의 배열 순서가 시대별로 살펴 볼 때 거꾸로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연대기적 발생순서를 고려하지 않은채 임의적

으로 서술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중관

의 입장을 서술하는 소절의 게송 5), 6)1)은 ‘유부>경량부>유가행파>

중관’의 순서로 중관학파의 논리를 세운다. 이러한 서술 방법은 중관

의 입장을 표명할 때 유가행중관학파에서 쓰는 논조와 동일한 구조

를 갖는다. 본 고의 제2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유가행중관학파

의 산타라크시타는 유부에서부터 시작하여 경량부·유가행·중관이라

고 하는 순서를 써서, 뒤에 나오는 학파가 앞에 서술된 학파의 사상

을 단계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논리로 중관의 사상을 내세운다. 본고

의 텍스트에 인용된 내용에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지만 앞에 서술

된 학파는 뒤에 서술되는 학파의 사상적 토대가 됨과 동시에 이에

의해서 극복되는 양상을 갖는다. 즉 연대기적 선후관계가 이미 전제

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의 텍스트의 저자가 네 학파의 성립 순서를

1) pratyakṣasiddhaṁ bāhyārthamasau vaibhāṣiko'bravīt /

buddhyākārānumeyo'rtho bāhyassautrāntikoditaḥ //5//

buddhimātraṁ vadayatra yogācāro na cāparam /

nāsti buddhirapītyāha vādī mādhyamikaḥ kila //6//

M. Raṅgācārya. The Sarva-Siddhanta-Saṅgraha of Śaṅkarācāra Text wi
th English Translation (이하 SSS로 약칭 함) (New Delhi: 1983)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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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있었다거나 혹은 임의로 조작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러한 학파별 배치는 문장 가운데에서 의미상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문두에 놓이고, 중시되는 단어가 종류에 관계없이 문두 가까이에 위

치한다는 고대 인도인들의 언어습관에 비추어서 이해하여야 할 사항

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중관>유가행>경량부>유부’라고 하는 네 학

파의 배열 순서는 당시 불교도의 네 사상 중에서 중관학파가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경량부와 유가행파의 대론 속에서 드러난 것으로서, 본고의

텍스트가 당시의 불교사상을 매우 예리하게 구분하여 통찰하고 있다

는 점이다. 유가행파의 주장을 싣고 있는 대목 중 경량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송 4), 5), 6)2)에서는 能取·所取·自證分 그리고
能量·所量·量果를 전도된 견해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으
로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有相唯識
學派가 경량부와 병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상체계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여 이를 無相唯識學派와 구분하고자 하는 의도
로 판단된다.

당시 唯識의 正系를 잇고 있었던 학파는 무상유식파로 인정된다.3)
따라서 본고의 텍스트가 유가행파의 주장을 무상유식4)의 논리에 근

거하면서 유상유식을 포함한 다른 사상들을 논박하고 있다는 점은

당시 불교사상의 흐름을 심도 있게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2) avibhāgo hi buddhyātmā viparyāsitadarśanaiḥ /

grāhyagrāhakasaṁvittibhedavāniva lakṣyate //4//

mānameyaphalādyuktaṁ jñānadṛśṭayanusārataḥ /

adhikāriṣu jāteṣu tattvamapyupadekṣyati //5//

buddhisvarūpamekaṁ hi vastvasti paramārthataḥ /

pratibhānasya nānātvānna caikatvaṁ vihanyate //6// (SSS, Part, I, p. 1

2.)

3) 平川彰(이호근 옮김), 인도불교의 역사 (하)(서울: 민족사, 1991), p. 198
참조.

4) Text에서는 이를 ‘無所緣을 주장하는 유식학파’(nirālambanavādī yogacār
a)로 서술하고 있다. ‘ … nirālambanavādī tu yogacāro nirasyati’(SSS,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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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buddhi라는 용어로써 유식학파의 ‘識’을 나타낸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唯識’이라고 할 때의 ‘唯識’
의 범어 원어는 ‘vijñaptimātra’이다. 그런데 본고의 텍스트에서는 이

용어를 쓰지 않고 ‘buddhimātra’5) 혹은 ‘vijñānamātra’6)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를 규명해 보고자 vijñapti와 vijñāna가 지니는 의미의

차이를 살펴본다.

‘vijñapti’는 ‘vijñāna’와 함께 한역에서는 모두 ‘識’으로 번역되므로,
‘唯識’의 원어가 둘 중 어느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두 용어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vijñāna(vi-jña-

ana)’는 ‘구분하여(vi) 아는(jña) 작용(ana)’ ‘의식작용’ 혹은 ‘의식작용을

가진 것’을 뜻하여, 주관으로서의 의식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반면에

‘vijñapti’(vi-jña-pti)는 vijñāna에 의해 야기된 상태로서 구체적이고 특

수한 대상을 그 내용으로 갖는 의식, 즉 表象이다. 예를 들어 푸른 색
을 ‘인식하는 것’이 vijñāna라면 그에 의해서 ‘인식된 푸른 색’이 vijñ

apti이다. 즉, vijñapti는 ‘대상의 形相(ākāra)가지고 나타난 것(artha-prat
ibhāsā)’이다.7)

Vasubandhu(世親, 320-400년 경)가 Viṁśatikā에서 ‘vijñaptimātra’를

처음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유상유식’이라든가 ‘무상유식’의 구분이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 유식학이 발달되어가면서 유상유식학파와

무상유식학파가 대립하여 전자의 계통에서는 ‘識의 形象’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후자의 계통에서는 ‘識의 作用性’에 초점을 맞추어 자파의
논지를 전개해 나간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식의 형상’에 주목

한 유상유식파는 디그나가 이후 ‘경량·유가행 종합학파’라는 이름으

로 불리듯이8) 경량부적인 경향성을 짙게 풍긴다. 따라서 유식의 正
系를 잇는 것으로 판단되는 무상유식의 입장에서 볼 때 ‘識의 作用性’
에 비중을 두는 용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5) buddhimātraṁ vadayatra yogācāro na cāparam /

nāsti buddhirapītyāha vādī mādhyamikaḥ kila //6// (SSS, p. 9)

6) ‘vijñānamātramatroktaṁ yogācāreṇa dhīmatā … ’(SSS, p. 13)

7) 이지수, Viṁśatikā-vṛtti와 ‘vjñaptimātra’의 종교적 의미 , 현대의 종교
(제8집), p. 168.

8) 梶山雄一(권오민 옮김), 인도불교철학(서울: 민족사, 1990), p.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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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jñānamātra’와 ‘buddhimātra’는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vijñapt

imātra를 대신하여 채택된 용어가 아닐까 생각된다. ‘vijñāna’는 위에

서도 살펴 보았듯이 ‘의식작용’ 혹은 ‘의식작용을 가진 것’의 의미를

지니며 ‘buddhi’ 역시 ‘지성’ ‘이해력’ ‘정신’ 등으로 번역되듯이 ‘의식

의 작용성’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buddhi’라는 용어 자체는 불교에서

보다는 상키야 학파에서 주로 쓰였다. 그러나 본고의 텍스트의 저자

가 불교도가 아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유상유식과 무상유식의 차이

점을 분명히 구분할 만큼의 식견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vijña

ptimātra’를 대신하여 ‘buddhimātra’나 ‘vijñānamātra’라는 용어를 사

용한 배경으로서 이상과 같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본고의 텍스트에 대한 연구 목적은 이쯤해서 어느 정도 드러났으

리라 생각된다. 간결한 게송을 통해서 불교의 네 학파를 기술하고 있

는 본고의 텍스트는 당시의 사상적 조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에 비

추어 볼 때 비로소 그 온전한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본

고의 취의가 있다. 또한 본고는 불교의 제 학파가 그 당시 과연 어디

에 고유의 사상적 경계를 설정하고 있는가를 외도의 눈을 통해서 알

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당시 불교도간의 사상적 논쟁

과정이 확연히 드러날 것임은 물론 Sarvasiddhāntasaṁgraha라고 하

는 본고의 텍스트가 과연 어느 시기에 쓰여졌겠는가 하는 단서가 제

공될 것이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텍스트에서 분류하는 불교 4대 학파중 설

일체유부에 관한 고찰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이 학파에 대한

필자의 지식이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과 함께 후기대승불교시대를 사

상사적으로 살펴보는데서 설일체유부의 학설이 나머지 세 학파의 사

상체계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 텍스트 소개

본고의 텍스트인 Sarvasiddhāntasaṁgraha의 정식 명칭은 Sar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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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śana-Siddhānta-Saṁgraha이다. 이를 우리 말로 번역하여 본다

면 ‘全哲學綱要’ 혹은 ‘全哲學의 總括的 槪觀’ 정도가 될 것 같다. 텍스
트의 명칭을 이처럼 축약시켜서 부른 이유는 Sāyaṇa Mādhava(14c무

렵)가 지은 Sarvadarśanasaṁgraha의 정식 명칭이 또한 Sarvadarśan

asiddhāntasaṁgraha이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 양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전자는 Sarvasiddhāntasaṁgraha로, 후자는 Sarvadarś

anasaṁgraha로 부르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본고의 텍스트의 저자는 Advaita-Vedānta 논사로서 유명한 Śaṅk

ara(700-750년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J. Eggeling 교수는

문장의 스타일을 이유로 하여 본고의 텍스트의 저자가 상카라가 아

닐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주장이 확실

한 근거를 지닌 것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저작물에 관련하

여 문장의 스타일을 근거로 저자를 추정하는 문제는 동일한 저자가

다양한 문장 스타일의 저술을 할 가능성이 지적되기 때문이다.

본고의 텍스트가 최소한 오백년 이상 상카라의 저작물로 알려져

왔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이것은 Maṇavālamāmuni (14c말-15c초)

의 Pramāṇattiraṭṭu에 Sarvasiddhāntasaṁgraha의 저자가 상카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둔다. 그리고 Sāyaṇa Mādhava도 Sar

vadarśanasaṁgraha에서 본고의 텍스트를 인용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텍스트가 당시에 상당한 권위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9)

결론적으로 말해서, Sarvasiddhāntasaṁgraha의 저자는 15세기 무

렵 이후부터는 상카라인 것으로 확정되다시피 했지만, 이것이 과연

그의 진작인지의 여부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텍스트의 저

자에 관한 문제는 텍스트 자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내용 분석을

통해서 그 성립연대를 추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의 제2장과 제3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

기되겠지만 ‘불교도에 관한 장(텍스트의 제4장)’을 토대로 해서 이 문제

를 고찰해 본다면, 텍스트의 저자는 유가행중관학파와 경량유가행파

등의 후기 대승불교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된다.

Sarvasiddhāntasaṁgraha는 제목 그대로 모든 철학을 총괄하는 내

9) 이상은 (SSS, preface, v-x)에 나온 내용을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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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것은 그 당시 인도사상계의 면모를 개관하

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본고의 텍스트는 모두 12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모두 11개 종파 혹은 학파의 사상체계

(불교의 네 학파를 세분화한 것까지 포함시키면 모두 14개 학파)가 소개되고

있다. 텍스트의 저자는 Advaita-Vedānta에 속하는 Śaṅkara로 알려

지고 있지만, 타학파의 사상을 왜곡하지 않고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

에서 기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텍스트의 목차를 소개하면서 서론

을 마친다.

1. 서론 5. Vaiśeṣikas

2. Lokāyatika의 사상체계 6. Naiyāyikas

3. Jainas 7. Prabhākara

4. Bauddhas 8. Kumārila의 Bhaṭṭācārya

1) 중관학파 9. Saṅkhyas

2) 유가행파 10. Patañjali

3) 경량부 11. Vedavyāsa

4) 설일체유부 12. Vedānta

2. 텍스트에 분류된 각 학파의 사상사적 위치

1) 중관학파

중관학파에 관련된 텍스트의 기술은 모두 17개의 게송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게송 5), 6), 7)이다. 서론

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게송 5), 6)은 유부의 주장을 필두로 해서

경량부와 유가행을 거쳐 마지막으로 중관의 논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네 학파의 핵심적인 주장을 망라하고 있다. 그런데 중관의 논리를 이

와 같은 방식으로 서술했던 학파는 다름 아닌 후기대승불교의 ‘유가

행중관’이라고 불리는 학파이다. 이와 관련하여 텍스트에 인용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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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논리의 사상사적 위치를 점검하기 위해서, 먼저 당시 인도불교 전

반의 思潮를 개괄해 본다.
인도불교철학의 주요 학파는 기원 후 5세기에 이르러 일단의 완성

을 보기에 이른다. 소승불교의 철학적 전통은 설일체유부에 의해 완

전한 형태로 조직되어 유지되고 있었으며, 인식론에 있어서는 경량

부의 知覺表象說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 나가고 있었다. 나가르쥬
나에 의해서 창시된 중관학파는 5세기 무렵에도 계속 번창하고 있었

다. 반면에 유가행유식학파는 이 무렵 바수반두에 의해서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었다. 인도의 불교는 12세기 인도 땅에서 그 자취를

감출 때까지 이상 네 학파와 그 지파로서 대표되었다.10)

경량부와 유가행파의 철학은 바수반두 이후 Dignāga(480-550년경)

와 Dharmakīrti(650?년경)에 의해 부분적으로 종합된다. 이들은 이 양

학파가 유부의 실재론을 비판하는데 동일한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다르마키르티를 경량유가행파라고 부른

다.11) 본 소절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또 하나의 학파적 종합은 역

사적으로 볼 때 8세기 무렵에 나타난다. 즉 산타라크시타와 그의 제

자 카마라실라가 유가행파의 교설과 실천을 중관학파의 체계에 도입

시켰는데, 이 새로운 학파를 유가행중관학파라고 한다.12)

유가행중관학파에 속한 학자로는 Śāntirakṣita(725-790년경), Kamala

śila(740-795년경), Haribhadra(800년경) 등이 있다.13) 이들 중에서도 가

10) 梶山雄一, 앞의 책, p. 104-105.
11) 경량부와 유가행파에 대해서는 본 고의 2) 3)절에서 자세히 논하겠음.

12) 梶山雄一, 앞의 책, p. 105.
13) '유가행중관학파'라고 하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9세기 대교열

번역관 예세데(Ye shes sde)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저서 lta ba’i khyad p
ar에서 Bhāvaviveka를 경량중관학파에 산타라크시타를 유가행중관학파에
배당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계의 일각에서는 산타라크시타가 유가행

중관학파에 속한다고 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논문으로는 松本史朗, 後期中觀派の空思想 理想(610, 1984, 松
本1, p. 125-128 ; 李泰昇, 中觀莊嚴論の成立에 관한 일고찰 印佛硏 40-1,
1991. 등이 있다. 그러나 본고는 유가행중관학파라고 하는 학파 자체의 계

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산타라크시타를 중심으로 하는 일

련의 사상체계와 그것이 서술되는 방식의 연구에 초점을 모은다. 따라서

유가행중관학파의 계보에 관련된 문제는 기존의 설을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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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적인 인물은 산타라크시타14)인데 산타라크시타는 불교의 4대

학파의 철학에 순위를 부여하고, 각각의 철학은 최고의 철학인 중관

에 이르기 위하여 필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의 이러한 방법은 B

hāvaviveka(490-570년경)가 단지 병렬적으로 중관학파 이외의 타 학파

를 비판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진보된 것으로 인정된다.15) 그의 제

자인 카마라실라도 修習次第論에서 이러한 논법을 그대로 사용하

여 중관의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수습차제론에 실
린 관련 대목을 통하여 유가행중관학파의 그와 같은 논법을 살펴보

고자 한다.

처음에 수행자는 다른 사람들이 外境으로 보는 有色法의 色 등이 ‘어떻
게 識과 다른가’ 혹은 그 識性이 그와 같이 현현한 것, 즉 ‘꿈의 경우와 같
은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거기에서 識과 다른 外境은 원자로 집적된

것이다. 원자의 각 부분을 개별관찰하게 되면, 수행자는 그러한 대상을 보

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없는 까닭에, 이와 같이 ‘이들 일체는 唯識이
며 외계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와 같이 “唯識을
관찰하고 나서 외계의 대상을 보지 못한다”고 그러한 말씀을 설하신 것은

有色法에 대한 망분별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所緣에 상응하는 形象이
되는 그것을 잘 탐구하면 착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諸有色法을
파척하고 나서 有色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꿰뚫어야 한다. 거기에서 ‘唯識’
인 그것을 또한 집착하지 않을 때, 취할 수 없게 된다. 能取가 所取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所取·能取와 다르며, ‘無二’일 뿐임을 잘
관찰하면 ‘無二의 相’이 된다. “眞如의 所緣에 머무는 까닭에 唯識이라고 하
는 사실도 초월해야 한다”는 (경의 게송은) 能取의 相으로부터도 필경 벗어
나야 하며, 二見이 현현하지 않는 ‘無二의 識’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形象을 지닌) 唯識을 초월한 후, ‘無二의 識’마저 초월해야 한다.

14) 산타라크시타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眞實要義(Tattvasaṁgraha)(동북목
록 4266)와 中觀莊嚴論(Madhyamakālaṁkāra) (동북목록3884, 3885, 38
86)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그의 철학적 주장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中觀莊嚴論으로서 이는 97게송으로 이루어진 小著이지만, 그의 自註와
카마라실라의 細註가 현존한다.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은 ‘실체론비판>
지각형상론비판>유상유식비판>무상유식비판>중관의 입론’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중관장엄론의 내용분석은 梶山雄一의 인도불교철
학, p. 107-125에 자세히 되어 있음.

15) 梶山雄一·山上春平(정호영 옮김), 공의 논리(서울: 민족사, 1989),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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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으로부터도 다른 것으로부터도 諸事物이 생겨나지 않는 까닭에 所取
와 能取는 헛된 것일 뿐이며, 그들로부터 또한 그것을 초월하게 되면 ‘無’
인 까닭에 ‘眞實性’이 없다는 것을 관찰하여, 그러한 ‘無二의 識’에서도 事
物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無二의 識’마저 현현하지 않는 ‘智’에 머물
러야 한다는 뜻이다. 그와 같이 一切法의 無自性을 觀하면서 머물러야 한
다. 거기에 머묾으로써 완전한 勝處에 들어가 무분별삼매에 이르게 된

다.16)

16) thog mar rnal ḥbyor pas chos gzugs can gaṅ dag gzugs la sogs pa ph

yi rol gyi don du gshan dag gis brtags pa de dag la ci ḥdi dag rnam

par śes pa las gshan shig yin nam / ḥon te rnam par śes pa de ñid de

ltar snaṅ ste / rmi lam gyi gnas skabs ji lta ba bshin nam shes ṅpyad

par byaḥo / de la rnam par śes pa las phyi rol ba rdul phra rab tu gśi

g ste / rdul phra rab rnam kyaṅ cha śas kyis so sor brtags na rnal ḥ

byor pas don de dag mi mthaṅ ṅa / des de dag ma mthoṅ bas ḥdi sñ

am du ḥdi dag thams cad ni sems tsham ste phyi rol gyi ṅon med do

sñam du sems so / ḥdi ltar / sems tsam la ni rab brten nas / phyi rol

don la mi brtag go / she de sked ḥbyuṅ ba ni chos gzugs can la rna

m par rtog pa spoṅ baḥo she bya baḥi tha tshig go / dmigs su ruṅ b

aḥi mtshan ñid du gyur pa de dag rnam par ṅpyad na mi dmigs paḥi

phyir ro / de ltar chos gzugs can rnams rnam par bśig nas gzugs can

ma yin pa rnam par bśig par bya ste / de la sems tsam gaṅ yin pa d

e yaṅ gzuṅ ba med na ḥdsin par mi ruṅ ste / ḥdsin pa ni gzuṅ ba la

ltos paḥi phyir ro / de lta bas na sems ni gzuṅ ba daṅ ḥdsin pa las d

ben shiṅ gñis su med pa kho na yin par rnam par ṅpyad nas gñis su

med paḥi mtshan ñid / de bshin ñid kya dmigs gnas nas / sesm tsam

las kyaṅ ḥdaḥ bar bya / ḥdsin paḥi rnam pa las śin tu ḥdaḥ bar bya

ste / gñis su snaṅ ba med pa gñis med paḥi śes pa la gnas par bya s

hes bya baḥi tha tshig go / de ltar sems tsam las ḥdas nas gñis snaṅ

ba med paḥi śes pa las kyaṅ ḥdaḥ bar bya ste / bdag daṅ gshan las

dṅod po rnams skyi ba mi ḥthad paḥi phyir gzuṅ ba daṅ ḥdsin pa brd

sun kho na yin la / de dag las de yaṅ gud na med paḥi phyir de yaṅ

bden pa ñid ma yin par brtags la gñis med paḥi śes pa de la yaṅ dṅo

s por mṅon par shen pa dor bar bya ste / gñis med paḥi śes pa snaṅ

ba med paḥi śes pa kho na la gnas par bya she bya baḥi tha tshig go

/ de ltar chos thams cad la ṅo bo ñid med par rtogs pa la gnas pa yi

n no / de la gnas pas yaṅ dag pa ñid kyi mchog la shugs pas rnam p

ar mi rtog paḥi tiṅ ṅe ḥdsin la shugs pa yin no //

Kamalaśīla. Bsgom rim (Bhāvanākrama) (영인북경판 서장대장경, 102
권) A 35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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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학파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 있지만, 각 학파에 속

한 사상에 위계를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空性의 도리를 체득하는 것
을 기술하고 있다. ‘外境이 존재하지 않음’을 본다는 의미는 유부의

단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뜻한다. 能取·所取를 초월한 ‘無二의 識’을 관
찰한다는 것은 유상유식(=경량유가행파)17)의 단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無二의 識’마저 진실이 아님을 본다는 것은 무상유식
의 단계를 넘어선다는 의미이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一切 諸法 無
自性’이라는 중관의 진리를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Sarvasidd
hāntasaṅgrha에 실린 게송을 살펴본다.

外界의 대상은 直觀的 인식에 의해서 성취된다고 바이브하시카는 말했
다. 외계의 대상은 識의 表象에 의해서 추리된다고 경량부는 말했다.(게송
5)

識만이 있을 뿐이며 그 이외는 없다고 유가행파는 말한다. 識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논적자인 중관학파는 말했다.(게송 6)18)

이들 게송은 극히 간략한 형태로 서술되고 있지만 여기에 담긴 내

용은 수습차제론에서 살펴보았던 네 학파의 중심 논지를 더욱 집
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도 후에 배치된 학파가 앞에

서술된 학파를 사상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형식을 취한다. 즉 “외계대

상의 실재>추리될 뿐인 외계대상>‘識’이외의 부정>‘識’마저도 부정”

이라고 하는 형식을 갖는다. 비불교도인 텍스트의 저자가 이처럼 짧

은 게송을 통해서 여러 학파의 사상을 종합하고, 다시 이를 중관에

이르기 위한 논리로 엮어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와 유사한

논법을 펼쳤던 유가행중관학파가 미친 영향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생

17) 유상유식의 완성자인 디그나가와 다르마키르티는 유식의 이론을 경량부

의 인식론에 접합시켜 경량유가행파를 창시하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유

상유식을 경량유가행파의 언어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경량

부에 관련된 소절에서 상세히 언급겠음.

18) pratyakṣasiddhaṁ bāhyārthamasau vaibhāṣiko'bravīt /

buddhyākārānumeyo'rtho bāhyassautrāntikoditaḥ //5//

buddhimātraṁ vadayatra yogācāro na cāparam /

nāsti buddhirapītyāha vādī mādhyamikaḥ kila //6// (SSS, p. 9)



印度哲學 제 집

각된다.

다음으로 텍스트가 저술된 연대를 엿보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

하는 게송 7)의 내용을 인용해 본다.

有가 아니며, 無가 아니며, 有無도 아니며, 양자와 다른 것도 아니다. 四
句를 초월한 진실을 중관자는 안다.(게송 7)19)

이 문구는 불교 고유의 ‘사구부정’이라고 부르는 논법이다. 이 논

법은 특히 중관학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중관의

개창자인 나가르쥬나가 창조한 견해는 아니다. 이미 초기 경전에 보

이는 것으로 그는 이 전통을 계승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용수

의 중론 25장 17게송에 나오는 ‘세존은 그의 사후 존재한다고도 존
재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이 양자라고도, 이 양자가 아니라

고도 할 수 없다’라는 구절은 Majjhima-nikāya 63의 내용과 동일하

다. 중론에는 이러한 형식의 사구부정이 상당히 많다. ‘사물은 자

신으로부터 생기지 않으며, 다른 것으로부터 생기지 않으며, 자타의

양자로부터 생기지 않으며, 無因으로부터도 생기지 않는다’(중론1.1)고
하며, 본체에 대해서도 ‘자기의 본체, 타자의 본체, 존재, 비존재의 모

두를 부정한다’(중론15.3-5)20)

그런데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본고의 텍스트에서 서술하

고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Śantideva(650-7

00년경)의 입보리행론에 주석을 쓴 Prajñākaramati(950-1030년경)의

Bodhicaryāvatāra-Pañjika21)에 나온다는 사실이다. Pañjika의 제9장

에는 ‘有가 아니며, 無가 아니며, 有無도 아니며, 양자의 부정도 아니
다. 四句를 초월한 진실을 중관자는 안다’22)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19) na sannāsanna sadasannacobhābhyāṁ vilakṣanam /

catuṣkoṭivinirmuktaṁ tattvaṁ mādhyamikā viduḥ //7// (SSS, p. 9)

20) 김인덕. 중론송사상의 연구 (computer print, 1995) p. 141-142.
21) P. L. Vaidya. Bodhicaryāvatāra-Śāntideva with the Commentry Pañjik
a of Prajñākaramati (Buddhist Sanakrit Text No. 12)

22) 梶山雄一·山上春平, 앞의 책, p. 106 재인용. Bodhicaryāvatāra-Śāntideva
with the Commentry Pañjika of Prajñākaramati (Budhist Sanakrit Tex
t No. 12) 제9장의 내용이 방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색인집(日譯)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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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vasiddhāntasaṅgraha가 Prajñākaramati의 Bodhicaryāvatāra-Pañ

jika를 인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이것은 Prajñākaramati의

연대가 950년 - 1030년 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Sarvasiddhāntasaṅ

graha가 그 이후에 저작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상으로 텍스트에서 기술하고 있는 중관의 논리 중 사상사적으

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구절의 게송을 통하여 연대기적 단서가

될만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Sarvasiddhāntasaṅgraha의 저자는 인도

불교의 후기중관학파인 유가행중관학파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를

중관을 대표하는 논리로 간주하여 본고의 텍스트에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유가행파

유가행파에 대한 텍스트의 기술은 모두 9개의 게송으로 이루어진

다. 그 중에서 처음의 세 게송은 중관학파에 대한 비판에 할애되고

게송 4)와 5)는 유상유식학파의 비판에, 그리고 나머지 네 게송은 ‘識
의 유일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중에서 사상사적으로

살펴볼 때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송은 1), 4), 5)이다. 이

들 게송에서 본고의 텍스트가 근거하는 유가행파의 입장이 ‘유상유

식’에 대별되는 ‘무상유식’이라는 점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有相唯識과 無相唯識의 논쟁이 확실한 형태로서 소개된 것은 8세

기 무렵 산타라크시타가 중관장엄론을 쓰면서부터이다. 11세기가

되면서 Jñānaśrīmitra와 Ratnākīrti가 유상파를 Ratnākaraśānti가 무

상파를 대표하여 양파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다.23) 또한 智心隨集에 주석을 단 Bodhibhadra(산타라크시타 이후의

인물로 추정됨)24)도 유가행파의 설명과 관련하여 유상유식파와 무상유

식파가 있음을 전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유상유식이란 디그나가(4

어서 문헌적 검증은 하지 못했음.

23) 梶山雄一, 앞의 책, p. 35.
24) 平川彰, 앞의 책,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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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40년경)에 의해서 주장되고 다르마키르티(650?년경)에 의해서 완성

된 유식설로서 形象(ākāra)이 依他起라고 설하는 유식학파를 일컫는

다. 한편, 무상유식파로는 아상가, 바수반두 등 古唯識家들이 이에 속
하며 Sthiramati(510-570년경)나 Paramārtha(499-569년경) 그리고 유가

행중관학파의 산타라크시타나 카마라실라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여

기에서는 形象(ākāra)이 遍計所執性이라고 설한다.25)
유상유식이란 의타기성인 識 자체에 형상이 내재하고 있다고 보는

설이다. 여기서 형상이란 ‘識이 境으로서 현현하는 相’이라고 말해지
듯이, 인식내용으로서 빨강이나 파랑 등의 색깔이나 형태, 소리, 냄

새, 차가움, 따뜻함 등 인식을 구성하는 요소를 말한다. 디그나가가

유상유식설을 새로 설한 것은 그가 논리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

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논리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론하는

상대방과 자신의 의식에 공통성(共許)이 있어야만 한다. 즉, 유식설의
입장에서 논리학의 학적 입장을 수립하려고 한다면 識(특히 제6의식)에
다른 사람과의 공통성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할 것이

다. 바로 이 때문에 디그나가는 유상유식을 제창하고, 형상을 의타기

라고 주장한 것으로 여겨진다.26)

그러나 형상이 식에 고유한 것이라고 한다면, 식으로부터 형상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범부의 인식에 있어서는 인식 자

체가 미망에 물들어 있다. 그러한 인식의 형상이 依他起의 실재이며
식에 고유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식이 미혹을 떨쳐버리고 깨달음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유상유식설에 반대하여 무상

유식을 설하며, 식의 형상은 遍計所執性이라고 논박하는 무상유식설
이 고전유식의 취지를 살려서 새롭게 대두된다. 유식설의 究極을 ‘境
識俱泯’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볼 때 식의 형상을 멸함으로써만 이
것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입장이 아상가·바수반두 등

의 古唯識을 계승하는 유식의 정계로 간주되는데, 스티라마티나 빠라
마르타 등이 여기에 속한다.27)

25) 앞의 책, p. 196.

26) 앞의 책, p. 196.

27) 앞의 책, 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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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유식가들은 현실의 인식이 허망하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眞實
智가 생기는 이유를 識의 自證(svasaṁvid)으로써 해명하려고 한다. 즉
범부의 인식은 미망 속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 식의 본성은 자증이

며, 식 작용의 허망성이 사라졌을 때 轉識得智가 실현되고 佛智가 생
긴다는 것이다. 식의 현실이 아무리 미망일지라도 그 본성은 자증이

기 때문에 전식득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28)

유상유식과 무상유식의 특징을 결론 지워서 말해본다면, 전자는

인식의 문제를 해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고, 후자는 轉識得智의
가능성을 해명하는데에 주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텍스트의 내

용 분석에 들어가기로 한다. 유가행파를 기술하는 첫번째 게송에 다

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 그러나 無所緣論의 유가행파는 반박한다.29)

본 인용 구절은 유가행의 논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고의 텍스트

가 기술하고자 하는 유가행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게송으로 여겨진

다.

일반적으로 유가행파에서는 ‘인식작용의 의지처가 되는 것’으로서

所緣(ālambana)의 존재를 인정한다. 즉 주관의 작용을 중요시하면서도
인식이 성립하는 제1 조건으로서 인식대상의 존재를 든다. 이러한 所
緣(ālambana)은 所取(grāhya), 相分(viṣayābhāsa) 등의 용어와 더불어 인

식의 객관적인 요소를 나타낸다. 이에 대비하여 能緣(ālamkara), 能取(g
rāhaka), 見分(svābhāsa) 등은 인식의 주관적인 요인을 나타낸다. 여기
에 다시, 그 대상을 인식했다고 하는 자각이 뒤따르는데 이것이 곧

자증분(svasaṁvid)이다. 이와 같이 식에 대해서 견분·상분·자증분의 삼

분을 인정하는 설은 유상유식을 대표하는 디그나가의 독특한 설이

다.30)

28) 앞의 책, p. 198.

29) … nirālambanavādī tu yogacāro nirasyati(SSS, p. 12)

30) 平川彰, 앞의 책, p. 199. 이러한 내용을 전하는 문헌으로 디그나가의 저
작인 집량론Pramāṇasaṁuccaya (동북목록4203 · 4204)가 있음. 集量
論에 대한 연구서로는 M. Hattori. On Perception, being the pratyakś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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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텍스트에서는 유식학파 중에서도

‘無所緣을 주장하는 유식학파’(nirālambanavāvī yogacāra)의 견해를 인용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無所緣이라고 함은 ‘인식작용이 성립하는

의지처가 되는 것’31)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표현이

외계의 실재로서 인식작용의 원인이 되는 대상 일반의 부재를 의미

하는지 혹은 相分·見分·自證分 등의 구분을 배척한 ‘무상유식학파’를

수식하기 위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논자에게는 텍

스트의 이러한 기술이 경량부의 사상과 유식사상을 종합하고 있는

경량유가행파의 사상을 무상유식으로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된다. 그 근거는 ‘識體의 유일성’을 변론하면서 ‘識’의 ‘三分說’을
비판하는 다음과 같은 게송이다.

실로, 識體는 분할됨이 없다. 전도된 견해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능취,
소취, 자증분과 같이 인식된다. (게송4)

인식의 견해에 따르므로 인식수단, 인식대상, 결과32)가 주장되는 것이

다. 출중한 자가 등장한다면 실재가 규명될 것이다.(게송 5)

궁극적으로, 識自性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언설될지라도, 유일성
은 훼손되지 않는다.(게송 6)33)

스티라마티(510-570년경) 이후 무상유식계통에서는 ‘識의 自體分’인
‘自證分’만을 인정해 왔다.34) 따라서 ‘식체’의 유일성을 강조하면서

pariccheda of Dignāga's Pramānasamuccaya, (HOS, No, 47, 1968) ; L
ouis de la Vallee Poussin, Vijñaptimātratā-siddhi 등이 소개되고 있음.

31) 橫山紘一(묘주 옮김), 유식철학(서울: 경서원, 1989), p. 86.
32) 여기에 나오는 인식수단(māna), 인식대상(meya), 결과(phala) 등은 能量(p
ramāṇa), 所量(prameya), 量果(pramāṇaphala) 등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데, 이들 셋은 유상유식파 고유의 용어들이다.

33) avibhāgo hi buddhyātmā viparyāsitadarśanaiḥ /

grāhyagrāhakasaṁvittibhedavāniva lakṣyate //4//

mānameyaphalādyuktaṁ jñānadṛśṭayanusārataḥ /

adhikāriṣu jāteṣu tattvamapyupadekṣyati //5//

buddhisvarūpamekaṁ hi vastvasti paramārthataḥ /

pratibhānasya nānātvānna caikatvaṁ vihanyate //6//(SSS, Part, I, p.12)

34) 平川彰, 앞의 책,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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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삼분’을 부정한 위의 게송은 결국 ‘무상유식’을 변론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텍스트의 이와 같은 입장과 관련하여 自證知의 識一元論에 관련된
산타라크시타의 설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문구를 인용해 본

다.

부분을 지니지 않은 단일한 자성안에, (能取·所取·認識의) 三自性은 바
르지 못하므로, 그러한 自證知는 能·所의 것이 아니다.(게송 17)35)

‘자증지’에 입각하여 ‘삼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산타라크시타의 이

게송은, 위에서 살펴본 무상유식을 설명하는 본고의 텍스트 인용문

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 양자를 통해서 유상유식에 대한 반론의 초점

이 어디에 모아지는지 분명하게 드러났다.

識三分說의 입장에서 볼 때 능취는 능량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며,
소취는 곧 소량을 뜻한다. 그리고 자증분은 량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식삼분설’의 당연한 귀결이다. 앞서 소개된 디그나가

의 저서 집량론에서는 ābhāsa(似境相)이 prameya(所量)와, grāhakāk
āra(能取相)이 pramāṇa(能量)와, 그리고 saṁvittī(自證)이 phala(量果)와
동의어인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36) 또한 親光(550년 경?)은 佛地經
論에서 所取分을 所量에, 能取分을 能量에 그리고 自證分을 量果에로
연결시키고 있다.37)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이 디그나가에 의해서 주장

된 삼분설이 ‘식체’ 자체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35) gcig pa cha med raṅ bshin la / gsum gyi raṅ dshin mi thad phir /

de yi raṅ gi rig pa ni / bya daṅ byed paḥi dṅos por min //17//

一鄕正道, 中觀莊嚴論の硏究 -シャ-ンタラクシタの思想-(文榮堂, 1985)p.
131(上); p. 70(下).

36) yadābhāsaṁ prameyaṁ tat pramāṇaphalate punaḥ /

grāhakākārasamvittyos trayaṁ nātaḥ pṛthak kṛtam //

Louis de la Vallee Poussin, Vijñaptimātratā-siddhi Vol.1, p. 131], (橫山
紘一, 앞의 책, p. 95. 재인용)

37) 集量論中辯心心法皆有三分. 一所取分. 二能取分. 三自證分. 如是三分不一不異.
第一所量. 第二能量. 第三量果. 佛地經論, 제3권 (大正藏 26, p. 303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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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이들 용어가 실려있는 원문 인용구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들

은 ‘분리되어 작용하지 않는 것(nātaḥ pṛthak kṛtam)’이며 ‘不一不異’의
관계에 있다. 식분에 관련된 이와 같은 부연은 디그나가의 ‘식삼분설’

이 변계소집적인 것이라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38) 또한 아직은 그

가 유상유식가로서 학파적인 독립을 확고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

실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디그나가 이후 유상유식의 계보를 잇는 아스바브하바(Asva

bhāva, 無性, 500년경)나 다르마팔라(Dharmapāla, 護法, 530-561년) 등은 견

분과 상분이 의타기의 실재라는 언급을 하기에 이른다.39) 따라서 이

들은 자증지의 일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는 무상유식과 분명하게 구분

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때, 게송 4)와 게송 5)는 유상유식을

유가행파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텍스트 저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

이다. 몇 구절 되지 않은 짧은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았지만, Sarvasi

ddhāntasaṅgraha의 저자는 이상과 같이 유가행파 내의 분열과 대립

관계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그 사상적 경계설정을 명확히 하고 있

다.

3) 경량부

텍스트에 실려있는 내용으로 살펴 볼 때, 경량부의 중심사상은 인

식론을 축으로 한 ‘형상론’ ‘외계대상의 실재론’ ‘원자론’ ‘찰라생멸론’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텍스트에서는 경량부의 사상을 모두 7개의

게송으로 기술한다. 그중에서 게송 1), 2), 3)은 특히 인식론에 관계

하며, 게송 4)와 5)는 원자론에 관련된다. 게송 6), 7)에서는 찰라생멸

에 관한 논의가 기술된다.

경량부의 기원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경량

부가 바수반두 이전부터 독립된 학파로서 존재했는지의 여부에 관해

38) 平川彰, 앞의 책, p. 200.
39) 平川彰, 앞의 책, p. 20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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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대비바사론안에서 몇 가지
유부의 교의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표방하고 있는 譬喩師들이
경량부의 선구자일 것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

히 Kumāralāta(3세기경)와 그의 제자 Śrīlāta, 그리고 성실론의 저자
Harivarman(250-350년경) 등은 후기 경량부의 사상가로서 대승불교에

가까운 입장에서 유부의 이론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수반두

무렵부터 경량부로 불려지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40)

경량부에서는 마음과 물질 그 어떠한 것도 한 순간마다 생멸하는

찰라적인 존재로서 파악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량부에서는 인식을

동일 순간에 병존하는 대상과 감관의 접촉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상

이 원인이 되어 한 순간 후에 결과로서 지식이 생겨난다고 하는 인

과관계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경량부에 따르면 외계의 대상은 결코

보여지지 않으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識내에 부과된 한
찰라 이전의 사물의 형상일 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인식이 시

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는 물론하고 본성적으로도 한정되어 있는 것

은, 그같은 원인으로서의 대상이 외계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경량

부에서는 주장한다. 따라서 외계의 실재성은 직접 지각되지는 않지

만 추리되고 요청되는 것이다.41)

디그나가의 제자인 다르마키르티 이후 경량부와 유식학파는 학파

적 종합을 보게 되는데 이를 경량유가행파(Sautrātika-Yogācāra)라 부

른다. 이 학파는 인식론이나 논리학 그리고 찰라멸론 등의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외계의 존재를 추리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으로서

인정하지만, 일단 최고의 진실이 주제가 되면 유식의 입장에서 외계

의 존재를 부정한다.42)

그런데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Sarvasiddhāntasaṅgrha의 저자

는 디그나가 등에 의해서 주도된 경량유가행파의 사상을 경량부 일

반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사실은 유가행파에 관련

된 대목에서 디그나가의 ‘識三分說’을 굳이 부정했다는 점과 함께, 경

40) 梶山雄一, 앞의 책, p. 27.
41) 앞의 책, p. 28-29.

42) 梶山雄一·山上春平, 앞의 책, p.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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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부의 외계실재론을 디그나가 이후에 전개되는 경량유가행파의 주

장과 유사한 논리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소절은 텍스트에 기술된 경량부 사상과 디그나가류의 사

상이 갖는 유사성을 밝히는데 주력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원자론’에 관련된 텍스트의 기술은 본고의 텍스트가 어떠한

연대기적 시점에 위치해 있는 경량부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

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원자론에 관련된 유부 및 유식학파의 논

의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나서 이들의 사상적 지양을 꾀하고 있는

디그나가의 원자론과 텍스트의 관련 게송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원자론에 관련하여 유부철학의 완성자인 Samghabhadra(4세기 경)

는 假의 極微와 實의 極微라고 하는 이중구조로서 부파불교 이래의

원자론을 집약하고 있다. 阿毗達磨順正理論 권32에서는 이렇게 설한

다.

그러나 극미는 대략 二種이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첫째는 實이고 둘째
는 假이다. 그 相은 어떠한가. 實은 이른바 극미가 色등 自相을 이루며 和
集의 상태에서 現量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假는 분석으로 말미암
아 比量으로 알 수 있다. 이른바 聚色 중에 慧로써 점차 분석하여, 최극의
상태에 도달한 연후에 이중에서 色聲 등 極微의 차별을 변별한다. 이것은
분석이 도달한 것으로서 假의 極微라고 한다.43)

즉 물질을 量的으로 분석해 보면 有方分의 色 등을 自相으로 하는
극미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實의 극미라고 하며, 이것이 和集하면 現
量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관념적으로 더 이상의 부분을 갖지
않는 無方分의 대상이 상정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假의 극미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가행파의 바수반두는 유식이십송에서 極
微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有方分과 無方分의 경우를 들어서 다음
과 같이 논파하고 있다.

43) 然許極微略有二種一實二假 其相云何 實謂極成色等自相 於和集位 現量所得 
假由分析 比量所知 謂聚色中 以慧漸析 至最極位 然後於中辯色聲等極微差別 
此析所知 名假極微. 阿毗達磨順正理論 권32 (大正藏 권29, p. 52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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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단일로서도 대상이 되지 않고, 多數의 원자로서도 아니고, 원자
의 집결로서도 아니다. 왜냐하면 원자란 증명되지 않기 때문이다.(게송 11)

하나의 원자가 동시에 다른 여섯개의 원자와 결합한다고 할 때, (그 하

나 하나의 원자는) 여섯 부분을 가져야 한다. (반대로) 여섯개의 부분(有方
分)이 같은 공간을 점유한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苦形體도 원자 하나의
크기가 될 것이다.(게송 12)

원자의 결합이 불가능한데, 결집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無
方分性 때문에 않된다. 원자의 결합은 불가능하다. (게송 13)

有方分의 것은 단일성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無方分의 것이라면) 그림자
나 장애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만일 苦形體가 (원자들과) 다르지 않다
고 한다면, 그것(그림자와 장애)들이 그것(苦形體)에 속할 수 없다. (게송 1
4)44)

이제 텍스트에 기술된 경량부의 원자론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와 내용적인 면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디그나가의 원자론에

대해서 알아본다.

디그나가는 觀所緣緣論에서 所緣緣(認識對象)은 다음의 두 가지 특
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나름의 원자설을 피력한다.

所緣緣이란 이른바 능히 緣하는 識이 그 모양을 띠고서 일어나거나, 또
는 실체가 있어서 능히 緣하는 識이 그것을 依託하여 色 등의 極微를 낼
수 있어야 한다.45)

이 인용문은 인식의 대상이 인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야 하며,

44) na tadekaṁ na cānekaṁ viṣayaḥ paramāuśaḥ /

na ca te saṁhatā yasmāt paramāṇurna sidhyati //11//

ṣaṭkena yugapadyogātparamāṇoḥ ṣaḍaṁśatā /

ṣaṇṇāṁ saṁānadeśatvāt piṇḍaḥ syād aṇumātrakaḥ //12//

paramaṇor asaṁyoge tatsaṁghete'sti kasya saḥ /

na cānavayavatvena tatsaṁyogo na sidhyati //13//

digbhāgabhedo yasyāsti taṣyaikatvenna yujyate /

chāyāvṛti kathaṁ vā anyo na piṇdaścetna tasya te //14//

이지수, Vasubandhu, Viṁśatika, 범한대역 불교연구 2집, (한국불교
연구원, 1986), p. 153-154 인용.

45) 所緣緣者 謂能緣識帶彼相起及 有實體今能緣識託彼而生色等極微. 陳那造, 玄
裝譯. 觀所緣緣論 (大正藏, 31권, p. 881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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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속에 자기의 형상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서 인식의 대상이 실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과 그것이 인식의 내

용을 특정한 형태로 한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텍스트에 나오는 다음의 게송과 내용적으로 일치한다.

… 알려지는 대상이 없는 (인식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외부의 대

상은 실로 존재한다.(게송 1)

경량부에서는 푸른색이나 노랑 색 따위의 다양한 색깔을 가진 識의 形
象에 의해, 항상적인 외부의 대상이 추리된다.(게송 2)46)

그러면 디그나가가 주장하는 원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 보

기로 한다.

병과 항아리 등이 능히 극미를 이루어 形象과 분량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미세하거나 원만한 형상을 버리기 때문에 차별의 형상이 假法에
있고 진실이 아닌 줄 아는 것이다. 또 형상의 차별된 물건을 분석하여 극

미에 이르면, 그것의 지각은 결정코 버리게 되고 푸른 빛 등의 물건이 아

니다. 분석하여 미세한 극미에 이르러서 그러한 지각을 버릴 수 있는 것

은 이 형상의 차별이 오직 세속에 있을 뿐이고, 푸른 빛 등과 같은 것 역

시 실물에 있지 않는 것에서 말미암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五識이 緣
할 바의 緣의 體는 外色 등이 아닌 이치가 극진히 성립되는 것이다.47)

원자를 분석해 들어가게 되면, 결국 形象의 차별이 실물에 있지

않으며, ‘識의 形象’이라 하는 것도 우리의 의식 안에 존재하는 假相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五識이 緣하는 識의 體’가
이와 같이 ‘外色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원자의 존재론적인 당위성은
지극히 의문시된다. 따라서 위의 인용문구는 원자론에 관련된 디그

46) … jñeyaṁ vinā nāsti bāhyārtho'pyasti tena naḥ //1//

nīlapītādibhiścitrairbuddhyākārairihāntaraiḥ /

sautrāntikamate nityaṁ bāhyārthastvanumīyate //2// ( SSS, p. 13)

47) 非甁區瓦等能成極微有形量別 捨微圓相故 知別形在假非實 又形別物析至極微 
彼覺定捨非靑等物 析至極微彼覺可捨 由此形別唯世俗有 非如靑等亦在實物 是
故五識所緣緣體非外色等其理極成. 陳那造, 義淨譯. 掌中論 (大正藏 31권,
p.884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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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의 주장이 ‘唯識’ 본래의 이론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
국 인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인식대상이 실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 자체에 대한 분석에 이르러서 이를 파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와 비슷한

상황이 텍스트에 나오는 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

실이다.

우리는 허공계가 원자라고 말한다. 그것은 假立된 것일 뿐이며, 다른 사
물로 고려되지 않는다.(게송 5)48)

원자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은 오히려 식일원론의 입장인 유식사

상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인식 속에 자기의 형상을 일으키

는 원인’으로서 외계의 실재를 상정하는 경량부 지각표상설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 따라서 디그나가의

제자로서 Dharmakīrti(634-673년경)의 주석자인 Dharmottara(8세기 말)

는 이러한 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다수의 극미가 서로 간격을 두지 않고 결집할 경우, 개별적으로는 眼識 
등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극미도 모이면, 그 하나 하나에 뛰어난 특성이 생

겨서 안식 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49)

즉 다수의 극미가 일시에 지각될 때에 識 내에 하나의 형상이 현
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식내의 형상을 낱낱의 극미에 의해서 생성된

다수의 표상으로 분해하는 사유는 오직 추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識 
내에 형상을 투입한 외계의 대상은 직접 지각되지 않고 추리에 의해

서 그 존재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비록 추리에 의해서 알려질지라도

48) ākāśadhāturasmābhiḥ paramāṇuritīritaḥ /

sa ca prajñaptimātraṁ syānna ca vastvantaraṁ matam //5//(SSS, p.13)

49) iha ca kṣaṇike vastuni atiśaya adhana ayogat eka karya karitvena sah

akārigṛhyate /

Dharmottara. Nyāyabiduṭīkā (printed in japan, 1977), p. 10, 12-13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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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미는 식외의 존재로 인정되기에 이르렀고, 결합한 다수의 극미는

인식의 대상으로서 경량부 지각 이론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경량유가행파의 사상이 이원적 실재론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유식의 입장에 바탕을 두었던

디그나가의 사상이 인식의 문제에 천착하면서 마침내는 외계의 실재

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識내의 형상에 의해서 외계의
대상이 추리된다고 하는 간단한 논리가 그 완성을 보기까지에는 이

상과 같이 디그나가와 그의 뒤를 잇는 주석가들 사이에 세기에 걸친

사상사적인 발달 과정이 있었다.

다음의 게송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고 있는 경량부 지각표상설

의 전형으로서 텍스트에 기재된 내용이다.

그대가 여섯 부분을 생각하고서 원자를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 그렇더

라도 외계의 대상이 없다면, 지식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게송 4)

모든 사물은 찰라적이며, 식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존재하는

것들은 항상 (識의) 형상으로부터 추리된다.(게송 6)
우리에게 대상이 되는 것과 반대되는 것50)은 순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로 대상물이라고 함은 지식의 형상을 부여하는 원인이다.(게송

7)51)

본 소절이 지니는 의미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arvasiddh

āntasaṅgraha의 저자가 디그나가 이후에 전개되는 경량유가행파의

50) ‘對象이 되는 것에 반대되는 것(viṣayatvavirodhas)’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하다. 그러나 본 대목이 識의 形象을 부여하는 외적 원인으로서 對象
性의 존재를 언급하는 대목이니 만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外的 對象物
과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純粹 意識的 存在’, 즉 본래적인 의미의 ‘唯識(vij
ñānamātra)’으로 이해된다.

51) ṣaḍaṁśatvaṁ tvayāpādya paramāṇornirākṛti /

yuktastenāpi bāhyārtho na cedjñānaṁ na sambhavet //4//

sarve padārthāḥ kṣaṇikā buddhyākāravijṛmbhitāḥ /

idamityeva bhāvāste'pyākārānumitāssadā //6//

viṣayatvavirodhastu kṣaṇikatve'pi nāsti naḥ /

viṣayatvaṁ hi hetutvaṁ jñānākārārpaṇakṣamam //7// (SSS,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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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로써 경량부의 사상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

다. 유가행파에 대한 고찰에서 이미 암시했듯이, 텍스트의 저자는 유

가행파의 正系를 무상유식학파로 간주했으며, 유상유식의 견해에 사
상적 뿌리를 두고 있는 경량유가행파는 경량부를 대변하는 사상으로

이해한 것이다.

3. 텍스트의 저자와 저술 연대에 관한 異見

이제 Sarvasiddhāntasaṁgraha에 소개된 불교 대승학파의 사상을

근거로 하여 텍스트의 저작연대를 추정해보는 작업이 남아 있다. 이

를 통해서 이것이 과연 Ādvaitā-Vedānta 논사인 Śaṅkāra의 진작인

지의 여부가 검토될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텍스트의 ‘제4장’ 전체에 걸쳐 심대한 사상

적 영향을 끼친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은 유가행중관학파의 산타라크

시타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유상유식과 무상유식의 논

쟁이 확실한 형태로 맨 처음 소개된 문헌은 산타라크시타의 중관장
엄론이라고 한다.52) 따라서 텍스트의 저자가 유가행파의 사상적 경
계를 명확히 하여 경량유가행파의 주장을 여기에서 배제할 수 있었

던 데에는 그의 사상이 영향을 끼쳤다는 추리가 가능하다.

텍스트에 대한 산타라크시타의 영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본 고의 제2장 1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중관학파의 사상을 소개

하는 대목에서는 ‘유부>경량부>유가행파>중관’이라고 하는 사상적

위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그의 고유한 방법이다. 따라서 산

타라크시타의 사상적 영향은 중관학파에 관련된 부분에서 더욱 확실

하게 살펴볼 수 있다.

텍스트의 저술 연대를 알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P

rajñākaramati의 Bodhicaryāvatāra-Pañjika 인용문에서 발견된다. P

52) 본 고의 각주 14),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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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ñjika의 제9장에는 ‘有가 아니며, 無가 아니며, 有無도 아니며, 양자
의 부정도 아니다. 四句를 초월한 진실을 중관자는 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본고의 텍스트에 기술된 중관부의 게송 7)과 너무나

흡사하다. 따라서 본고의 텍스트가 중관학파의 논법을 Bodhicaryāva

tāra-Pañjika에서인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Pañjika

에 대한 문헌적 검증이 아직 진행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본 고

의 이러한 주장에는 설득력이 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단지 논자는

梶山雄一선생이 위의 게송이 Prajñākaramati의 Bodhicaryāvatāra-Pa
ñjika에 나온다고 밝힌 것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추정해보는 정도

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53)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텍스트의 저술 시기는 산타라크시타

와 동시대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의 시대일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시 말해서 텍스트에서 논하는 방식으로 대승불교의 제 학파가 설

명되기 시작한 것은 산타라크시타라는 인물이 등장한 이후부터라는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상카라의 생존연대는 700-750년 경

으로 추정된다. 산타라크시타 역시 이와 비슷한 시기인 725-790년

경의 인물로 알려진다. 지금으로서는 이 두 인물의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상카라가 산타라크시타의 영향을

받았다거나 혹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는

없다. 그러나 상식적인 수준으로 살펴 볼 때, 산타라크시타의 사상이

위에서 살펴본 정도의 완성단계에 이른 것은 상카라의 사후인 750년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 상정하는 이 양 인물

의 생존 연대가 정확하다고 할 때, Sarvasiddhāntasaṁgraha의 저자

는 상카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더우기 Prajñākaramati의 Bodhica

ryāvatāra-Pañjika에 나오는 게송이 여기에서 인용되었다고 한다면,

텍스트의 저술 연대는 이보다 더 후대일 것이다.

53) 본고의 2장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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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고전 텍스트의 번역과 해석을 통한 연

구 작업은 텍스트가 저술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사상적 조류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한 작업이 동시에 병행될 때에 비로소

텍스트의 온전한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본 고의 목적은 바로 이

러한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 목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텍

스트가 분류하는 불교대승학파의 사상사적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

해 보았고, 각 학파의 경계가 어디에서 명확해지는가를 살펴보았다.

텍스트의 저술 연대에 관한 문제에서는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한 부

분이 있다. 그러나 텍스트의 서술 기법상 산타라크시타가 여기에 미

친 영향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점은 분명하다. 텍스트의 저자는 Adva

ita-Vedānta 논사로서 유명한 Śaṅkara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본고의 텍스트가 최소한 오백년 이상 상카라의 저작물로 알려져 왔

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Maṇavālamāmuni의 Pra

māṇattiraṭṭu에 Sarvasiddhāntasaṁgraha의 저자가 상카라로 기술되

어 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고에서 살펴보았듯이

텍스트의 저자는 산타라크시타 이후의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Sarvasiddhātasaṁgraha의 저자가 상카라라고 하는

오백년 이상 지속된 주장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의 텍스트에 소개되는 사상을 근거로 해서 살펴볼 때, 텍스트

의 저자는 경량부·유가행파·중관학파에 이르는 인도후기대승불교사

상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임에 분명하다. 이미 살펴본 바

와 같이 그는 경량부사상을 소개하는 대목에서는 디그나가와 다르마

키르티에 의해서 완성된 경량유가행파의 주장을 기술하고 있으며,

유가행파의 사상을 소개하는 대목에서는 유식의 正系로 인정되는 무
상유식학파의 사상을 담고 있다. 특히 유상유식을 부정함으로써 당

시 유가행파의 중심 위치에 무상유식이 자리한다는 점을 밝힌 대목

은, 본고의 텍스트의 저자가 불교사상의 추이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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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제까지 Sarvasiddhāntasaṁgraha에 기술된 불교사상을 통하여

그 이면에 감추어진 부분들을 드러내는 작업을 해보았다. 그러나 이

와 같은 작업에서 논의의 완결을 기한다는 것은 실로 어렵다. 늘상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내는 일과 함께 기존의 연구를 수정·보완해 나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전 텍스트를 접하는데 있어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