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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觀莊嚴論의 形象說에 대하여
이 태승

*
1

1. 序言

1.1. 들어가는 말

필자는 韓國佛敎學 제19집에서 中觀莊嚴論(Madhyamakālaṁkā
* 李泰昇 : 위덕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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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ṛtti)의 저자인 샨타라크시타(Śāntarakṣita, ca.725-783)와 관련한

일본 불교학계의 논쟁에 대해 보고한 바가 있다.
1
이는 샨타라크

시타의 사상을 전통적으로 瑜伽行中觀派(Yogācāra-Mādhyamika, rNal

'byor spyod pa'i dbu ma pa)로 命名한 티베트 불교학의 이해에 대한

일본 불교학자들의 논쟁에 대한 보고이었지만, 이러한 논쟁이 가

능하게 된 저변에는 샨타라크시타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것에 緣由함은 말할 것도 없다. 샨타라크시타가 위대한 학승이었

다고 하는 것은 그의 攝眞實論頌(Tattvasaṁgrahakārika)에 대한 연
구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 샨타라크

시타의 사상이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그의 중관장엄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부터이다.

2
이러한 연구는 일본의 불교학자

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그 연구를 통하여 샨타라

크시타의 사상에 대한 티베트의 전통적인 이해에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이 샨타라크시타의 사상과 그의 불

교사적 위치에 대해 가지야마 유이치(梶山雄一)의 다음과 같은 말

은 단적으로 샨타라크시타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샨타라크시타는 인도불교사에 있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지닌 인

물이었다. 그는 바바비베카 학통에 속해 있었지만, 다르마키르티의 인

식론과 논리학에 정통하였으며 유식학파의 장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유식의 이론을 중관교학의 일부로서 수용하였기 때문에

유가행중관학파라 불려지기도 하였다. 샨타라크시타는 자신의 철학체

계를 유부, 경량부, 유식학파의 이론에서 최고의 진리인 중관으로 향

해 올라가는 단계로서 설정하였는데, 말하자면 그는 불교 4대학파와

지식론학파의 이론을 종합하였던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는 샨

타라크시타를 불교 최대의 철학자라 생각한다.
3

1) 拙稿, 後期中觀派의 定義에 대하여―瑜伽行中觀派에 관한 日本佛敎學界의

論爭 , 韓國佛敎學 19, 1994.
2) 섭진실론, 중관장엄론 등에 관한 일본에서의 연구는 필자의 다음
논문 참조.

拙稿, 일본의 후기중관파 연구 , 일본의 인도철학 불교학
연구(아세아문화사, 1996)(韓國佛敎學 SEMINAR, 6,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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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샨타라크시타는 후기 대승불교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의 사상은 자신의 중관장엄론 속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샨타라크시타의 사상을 고찰함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샨타라크시타의 스승으로 간주되는 즈냐나

가르바(Jñānagarbha, ca.700-760)이다. 즈냐나가르바는 샨타라크시타

에 앞서 후기중관파의 길을 연 인물로 간주되며, 특히 그의 저술

에 대해 샨타라크시타가 주석을 가한 점에서도 그 사상적 관련성

은 추측할 수 있다.
4
하지만 이와같이 샨타라크시타의 사상 형성

에 즈냐나가르바의 영향이 보인다 하더라도 후기 대승불교의 역

사적 전개에 있어 샨타라크시타의 영향은 가히 至大한 것으로, 그

러한 영향력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다름아닌 중관장엄
론이다.

本稿는 이와같이 중요성을 갖는 중관장엄론에 대해 전체적인
照鑑과 더불어 특히 形象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관장엄론은 이 형상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
초의 저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 그 형상에 대한 논의

를 통해 불교의 여러 학파 가운데 중관파의 위상을 명확히 제시

하고 있다. 이 형상에 관한 논의는 후대 유식파에서도 독자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형상론의 구체적인 방향 제시는 이

미 샨타라크시타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

서 이 형상에 대한 구체적인 면모가 밝혀지면 샨타라크시타의 불

교 이해와 그의 불교사상사적 위치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까 생각한다.

3) 梶山雄一, インド佛敎哲學史撮要 ,

佛敎における存在と知識(紀伊國屋書店,1983), p. XX. (인도불교철학,
권오민 옮김, 민족사, 1990, p. 38.)

4) 즈냐나가르바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논문 참조.

拙稿, 二諦分別論에 있어서 유가행파 批判에 대하여 , 印度哲學
제3집(서울 : 인도철학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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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形象說에 대하여

形象(ākāra, rnam pa)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미 다르마키르티

(Dharmakīrti ca.600-660)의 프라마나바르티카(Pramāṇavārttika, 量評

釋)에 잘 나타나고 있다.
5
곧 다르마키르티는 외계의 대상을 인식

하는 경우,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외계에 실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의식에 비추어진 형상을 인식하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이 형상에 관한 논의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했

다고 하는 경우 그것이 외계의 실재물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우

리 의식에 表象된 형상을 인식했다고 하는 것으로, 곧 인식 주관

이 표상된 형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6
여기에서 주관으로서의 인식

과 객관으로의 인식이 모두 의식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따라서 의

식이 의식을 인식한다는 곧 自證知(Svasaṁvedana, 自己認識)의 세계

가 전개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증지에 대한 論證을 다르마키르티

는 보다 세세히 논의하여 (1) 無形象知識論의 입장에서 外界實在論

의 비판 (2) 有形象知識論의 입장에서 외계실재론의 비판 (3) 有形

象知識論의 입장에서 唯心論의 승인의 세 방향으로 전개시키고 있

다.
7
여기에서 형상을 인식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무

5) 다르마키르티의 프라마나바르티카에 대해서는 다음 저술 참조.
戶崎宏正, 佛敎認識論の硏究 上 下, (大同出版社, 1979, 1985.) (이하 戶崎

佛敎認識論으로 略記).

6) 형상의 원어인 ākāra는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사용된다.

(1)形象--외부세계의 물질적 존재가 지각되는 모양을 가졌다는 이론과

관계되는 경우 및 유식파 공통의 술어로 쓰이는 경우.

(2)知覺像--지각영역 중에 나타나는 모양을 가리켜 보이는 경우.

(3)直觀像--특히 지각상이 관념을 동반하지 않게되는 경우.

(4)觀念--판단영역 중에 나타나는 모양, 예컨데 불 일반을 가리키는 경우.

(5)相--유식파 2파의 명칭 및 그 2파의 이론상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

沖 和史, 無相唯識と有相唯識 , 講座 大乘佛敎 8, 唯識思想(春秋社, 1982),

p. 206. (李萬 譯, 講座大乘佛敎 8, 唯識思想(경서원, 1993), p. 232.)
7) 李萬 譯, 上揭書,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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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지식론으로, 說一切有部를 비롯해 正理學派(Naiyāika), 勝論學派

(Vaiśesika)등이 포함되며, 유형상지식론의 입장에서 외계의 실재를

인정하는 학파로 經量部(Sautrāntika)를, 그리고 같은 유형상의 입장

이라도 자증지의 유심론을 인정하는 파로 唯識派(Vijñaptimātra)를

들고 있다. 이와같이 다르마키르티에 의해 논의된 형상론과 자증

지의 논증 등은 후기중관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후기중관파의 사상적 기반은 空, 無自性, 二諦등 중관파

의 중요한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까닭에, 샨타라크시타 역시 이러

한 개념을 바탕으로 형상설 등의 이론을 결합시키고 있다. 그리고

후기중관파는 또한 이전의 中期中觀派를 二分한 소위 自立論證派(S

vatāntrika)와 歸謬論證派(Prāsaṅgika)의 입장도 조화시킬 필요가 있

었던 것이다.
8
따라서 중관파의 입장에서 다르마키르티의 이론이

나 중관파 자체의 견해를 융합시키는 것은 후기중관파의 주요한

테마이었음이 틀림없고, 그러한 과제를 샨타라크시타는 중관장엄
론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샨타라크시타에 의해

정리된 형상설은 샨타라크시타 이후 거의 모든 불교사상가에 전

해졌으며, 또한 유식파에도 영향을 미쳐 인도불교말기의 기념비적

인 논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9

따라서 본고는 그러한 사상적 의미를 갖는 중관장엄론에 대
해 그 내용의 구체적인 고찰과 함께 형상설의 전모를 밝히며, 아

울러 샨타라크시타 사상의 후대에 대한 영향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8) 일반적으로 중관파는 초 중 후기의 3기로 나뉘어지만, 후기중관파에

이르러서는 중기중관파는 물론 다르마키르티, 유식파등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이 후기중관파의 특색을 이루는 것으로,

필자는 후기중관파의 개조인 즈냐나가르바의 사상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사상과 관련성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拙稿, 즈냐나가르바의 二諦說에 대하여 , 印度哲學 제6집(서울 :
인도철학회, 1996), p. 12.

9) 梶山雄一, 中觀思想の歷史と文獻 , 講座大乘佛敎 7, 中觀思想(春秋社,

1982),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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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관장엄론

2.1. 內容

저자인 샨타라크시타의 생애와 저술에 대해서는 이미 고찰한

바가 있는 까닭에,
10
여기서는 중관장엄론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

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중관장엄론에 대해서는 티베트 불
교학자에 의한 주석서가 남아있는 까닭에, 내용의 고찰에 대해서

는 주석서의 설명을 참조해 살펴보기로 한다.
11

중관장엄론은 전체 97偈頌과 자신의 註釋으로 이루어진 문헌

으로, 특히 게송의 부분만을 모은 중관장엄론송은 중관장엄론
이 저술된 뒤에 게송만을 따로이 모아 만든 것이라고 한다.

12
이

10) 註(2) 拙稿, pp. 437-448.

11) 중관장엄론에 관한 대표적인 주석서로는 다음의 둘을 들 수 있다.
(1)Dar ma rin chen, 中觀莊嚴論備忘錄(dBu ma rgyan gyi brjed
byang), (2)Mi pham, 中觀莊嚴論解說(dBu ma rgyan gyi rnam bshad),
Collected Writings of 'Jam mgon 'ju Mi Pham Rgya Mtsho. Vol. 12.

(1)의 중관장엄론비망록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논문 참조.
拙稿, Dar ma rin chenの 中觀莊嚴論備忘錄について ,
韓國佛敎學SEMINAR 5(1993).
중관장엄론의 번역과 티베트문에 대해서는 주로 다음의 저서를 참고
했다.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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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一鄕, 中觀莊嚴論으로 略記),

<티베트문> M.ICHIGO, MADHYAMAKĀLAṀKĀRA(BUNEIDO,

1985)(이하 M.ICHIGO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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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관장엄론은 그 주석에서 보듯 샨타라크시타의 二諦에 대한

견해를 나타낸 저술이다.
13
즉 다르마린첸(Dar ma rin chen, 1364-143

2)의 설명에 따르면 이 중관장엄론은 전체 내용이 ‘勝義에 있어

서 無인 것의 證明(K.1-62)’과 ‘世俗에 있어서 有인 것의 證明(K.63-

66)’, ‘이 二諦의 設定方式에 대한 非難의 排除(K.67-97)’의 셋으로 나

누어짐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승의에 있어서 무인 것의 증명’이

란 중관장엄론의 제1게송에서 나타나듯, ‘離一多性證因’(ekānekas

vabhāvaviyoga-hetu)을 통하여 一切法의 無自性(niḥsvabhāva)을 증명

하는 것으로, 이 증명은 후대 아티샤(Atīśa, ca. 982-1054)에 의해 4

대 무자성논증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는 것이다.
14
그 제1게송은 다

음과 같다.

(宗) 自派와 他派가 설하는 이들 실재하는 것은 眞實에 있어서 無自

性이다.

(因) 一과 多의 자성을 떠나있는 까닭에.

(喩) 影像과 같이.
15

12) 小林 守, 中觀莊嚴論とその注釋書をめぐる二, 三の問題 , 佛敎學
26(佛敎思想學會, 1989) 참조.

13) 중관장엄론에 대한 다르마린첸과 미팜의 주석서에 나타나는 科文(Sa

bcad)에 대해서는 필자의 駒澤大學 학위논문의 부록으로서 이미 정리한

바 있다. 다르마린첸의 주석서 내용은 註(11)의 拙稿를 주로 참조했으며,

그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략한다. (李泰昇,

二諦分別論細疏の硏究(駒澤大學 博士學位論文, 1994).

14) 아티샤는 無自性論證의 四大理由로서 (1)四選擇支의 生起를 否定하는

이유(catuṣkoṭyutpāda-pratiṣedha-hetu), (2)金剛片의

이유(vajrakaṇa-hetu), (3)離一多性의 이유(ekānekatvaviyoga-hetu),

(4)緣起의 이유(pratītyasamutpāda-hetu)의 넷을 들고 있다. (江島惠敎,

中觀思想の展開(春秋社, 1980), pp. 240-246.(이하 江島, 中觀思想으로
略記).

15) bdag dang gzhan smra'i dngos 'di dag// yang dag tu na gcig pa

dang// du ma'i rang bzhin bral ba'i phyir// rang bzhin med de gzugs

brnyan bzhin// (niḥsvabhāvā amī bhāvās tattvataḥ svaparoditāḥ/

ekānekasvabhāvena viyogāt pratibimbavat//)(M.ICHIGO,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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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샨타라크시타는 무자성의 논증에 논리식을 사용하는

까닭에 일반적으로 자립논증파로 분류되는 것으로, 그 논증에 사

용되는 ‘離一多性證因’은 곧 ‘勝義에서의 無自性’을 증명하는 이유

인 것이다. 이 무자성을 논증하기 위해 샨타라크시타는 실재하는

것(Vastu)이 ‘하나의 自性을 떠나는 것을 증명(K.2-60)’하는 것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즉 하나인 자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하

나 하나의 자성으로 이루어진 多數의 자성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

로, 따라서 이 一性과 多性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곧 일체가 무자

성인 것이 증명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하나의 자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먼저 自派로서는 有

部, 經量部, 唯識派등의 교리를 고찰해 一性이 성립하지 않음을 증

명하며, 他派로서는 샹캬(Sāṁkhya), 베단타(Vedānta)등 인도의 여러

학파 사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타파의 교리에 대

한 비판은 이미 섭진실론에서 자세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 중관장엄론에서는 타파에 대한 비판보다 자파인 불교 내부
의 비판이 主를 이루고 있다. 불교내부의 교리를 고찰해가는데 있

어서는, 먼저 色蘊(rūpaskandha)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며, 이어서

識蘊(vijñānaskandha)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색온에 대한

비판은 곧 外境의 실재물에 대한 검토로서, 이 외경이 하나의 자

성을 가진 것으로 성립되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외경

을 常主하는 것과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여, 상주하는 것으

로서는 無爲法(asaṁskṛta)등에 대해 고찰하며(K.3-7),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는 極微등으로 이루어진 대상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K.11-1

5). 그리고 이 색온에 대한 검토에 이어 식온을 검토하는데 특히

識이 자기인식의 성질을 갖는 一性인 것을 전제로 한뒤, 그 식과

외계의 대상, 나아가 그 식에 顯現하는 외계대상인 형상과의 관계

를 고찰해 간다. 식과 대상과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있어 외계대상

을 실재로 인정하는가 아니면, 형상으로 인정하는가에 따라 無形

象知識論(K.16-21)과 有形象知識論(K.22-34)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오직 식만을 인정하는 唯識派에 대한 비판(K.44-60)에서 형상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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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인정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形象眞實論(K.45-51), 形象虛僞論(K.

52-60)이 나뉘어진다. 이러한 형상에 관한 논의는 후대에 이르기까

지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샨타라크시타 사상의 한 특색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상에 관한 논의는 ‘勝義에 있어

無自性’을 논증하기 위한 것으로, 곧 샨타라크시타의 승의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즉 ‘離一多性證因’을 통한 무자성 논

증은 승의의 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입장을 샨타

라크시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진실(=승의)에 있어서 사물은 극미조차도 성립하지 않는 것은 올바

른 것이다. 앞에서 설했듯, 一과 多의 자성을 떠나있는 까닭이다. 그런

까닭에 진실에 있어서는 生도, 그것에 의거하는 住도, 無常도 그것에

의존하는 다른 속성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16

샨타라크시타의 이러한 승의의 입장에서의 논리에 대한 태도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고찰할 것이지만, 이와같이 논리를 승의

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바바비베카(Bhāvaviveka, ca.500-570)에

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17

이러한 승의의 무자성 논증과는 달리, 샨타라크시타는 세속의

입장에서는 일체가 그 자체로서 緣起하고 生滅하며, 效果的 作用能

16) yang dag par na dngos po phra rab kyang yongs su grub par mi

'thad de/ ji ltar bstan pa'i tshul gyis gcig dang du ma'i rang bzhin

dang bral ba'i phyir ro// de'i phyir yang dag par na gang gi skye ba

dang/ de sngon du 'gro ba'i gnas pa dang/ mi rtag pa dang/ de la

brten pa'i dngos po'i chos gzhan yang yod par 'gyur ram/

(M.ICHIGO, p. 284.)

17) 바바비베카는 논리식을 사용해 空性을 논증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의 논리식에는 다음의 세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 (1)주장명제에

‘승의에 있어서’라는 한정을 붙이는 것. (2)부정은 非定立的否定이라고

하는 것. (3)異品이 존재하지 않는 것. 특히 바바비베카의 논리식의

사용은 승의에 수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江島, 中觀思想,
pp. 102-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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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샨타라크시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考察하지 않는 한 매력적이고, 生滅의 성질을 가지며, 효과적 작용

능력을 본성상 지니는 것이 世俗으로서 알려진다.(제64게)

이 세속은 단지 말만을 그 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되고, 승

인되며, 緣起된 것으로, 그것은 [논리적인] 고찰을 견뎌내지 못하는 까

닭에 眞實世俗이다.
18

이 64게송과 自註에서 볼 수 있듯이 샨타라크시타는 세속을 眞

實世俗(tathya-saṁvṛti)과 非眞實世俗(atathya-saṁvṛti)으로 나누고 이

진실세속을 64게송의 표현대로 ‘고찰하지 않는 한 매력적인 것’(av

icāraikarāmaṇīya), ‘생멸의 성질의 것’, ‘효과적 작용능력을 갖는 것’

(arthakriyāsamartha)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우리가 실제 지각을 통

해 아는 것은 세속으로, 그것은 곧 승의의 논리적인 고찰을 가하

지 않는 한 매력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또한 因果의 성질을 지니

고, 효과적인 작용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즉 우리의 日常世界는 승

의의 입장에 서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지는 현상세계로

서 그 세계는 각각의 효과적 능력을 가진 사물들이 緣起하는 세계

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를 구성하는 사물들이 세속의 진리

로서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쓰여진 ‘효과적 작용능력’이

란 말은 다르마키르티가 승의, 세속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말로 샨타라크시타와 다르마키르티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

이라 생각된다.
19
이와같이 샨타라크시타는 자신의 세속관을 밝힌

18) ma brtags gcig pu nyams dga' zhing// skye dang 'jig pa'i chos can

pa// don byed pa dag nus rnams kyi// rang bzhin kun rdzob pa yin

rtogs// (K.64)

kun rdzob 'di ni sgra'i tha snyad tsam gyi bdag nyid ma yin gyi/

mthong ba dang 'dod pa'i dngos po rten cing 'brel par 'byung ba

rnams ni brtag mi bzod pas yang dag pa'i kun rdzob ste/(M.ICHIGO,

p. 202, p. 204.)

19) 다르마키르티의 프라마나바르티카 現量章 제3게에서 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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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이러한 二諦의 설정방식에 대한 비판을 排除하기 위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논의의 전개에서 生, 不生등 일체의 대립적

인 개념을 떠난 것을 승의라고 말하고 있다.
20
즉 이것은 앞서 승

의의 무자성을 논증하기위해 쓰여진 논리 조차도 승의를 나타내

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세속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21
다시말해 일체 言說表現이 끊어진 절대적인 경지만이 승

의이며, 언설에 의한 표현은 승의를 간접으로 표현할 뿐, 승의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승의, 세속의 二諦에 관한 이해

는 그의 스승으로 간주되는 즈냐나가르바의 이제에 대한 이해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이것은 후기중관파의 하나의 특색이라고

작용능력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기에 효과적 작용능력을 갖는 것은 勝義有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世俗有이다. 그 중 [전자는] 自相, [후자는] 共相이라 일컬어진다.

arthakriyāsamarthaṃ yat tad atra paramārthasat/ anyat saṃvṛtisat

proktaṃ te svasāmānyalakṣaṇe// (戶崎, 佛敎認識論 上, p. 61 참조.)

이 제3게와 또 다음의 제4게송과 관련한 불교논리학파와 중관학파의

이제설에 대한 논쟁을 다룬 것으로 다음 논문 참조. 松本史朗,

佛敎論理學派の二諦說 (上) (中) (下), 南都佛敎 45, 46, 47(1980, 1981,
1981). 또한 이 용어는 즈냐나가르바에게 있어 세속을 진실세속과

비진실세속의 둘로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다. 註(8) 拙稿, pp. 169-171

참조.

20) 生등이 없기 때문에 不生등도 있을 수 없다. 그것의 본성이 부정되는

까닭에, 그것을 나타내는 언설도 있을 수 없다.(제71게)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데, 否定의 올바른 적용이란 있을 우 없다. 분별에

의해서도 세속의 것이 되지, 진실(=승의)은 되지 않는다.(제72게)

21) 승의의 입장에서 사용되는 논리가 실제 세속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중관파의 논리에 대한 이해를 보이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된다. 이러한

입장은 바바비베카에게서도 보이며 즈냐나가르바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즈냐나가르바는 이제분별론 제17게송에서 “논리도 현현하는
대로의 것에서 확립된다.”라고 말한 뒤 그 自註에서 “논리도 현현하는

대로의 성질인 까닭에 단지 세속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샨타라크시타에게서도 논리의 사용은 승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승의는 궁극적으로 언설을 떠나있는 까닭에, 논리의 사용이

세속적인 성질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제분별론의 게송에 대해서는,
註(4) 拙稿, pp. 188-1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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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속과 관련한 91, 92게송은 필자가

이미 밝혔듯, 티베트에서 샨타라크시타를 유가행중관파라 부른 근

거가 되는 것으로 샨타라크시타를 둘러싼 논쟁에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다.
22

이와같이 중관장엄론은 역사적으로도 중요성을 가지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은 샨타라크시타의 이제설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승의 입장에서의 논리와 관련한 문제는 중요한 사

상적 특색을 보이는 것으로, 따라서 이 논리에 대한 입장을 보여

주는 조론의 목적에 대해 다음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2.2. 造論의 目的

샨타라크시타는 중관장엄론에서 먼저 歸敬偈를 설한 뒤 다음

과 같이 조론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自利와 利他의 원만을 성취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의존함이 없이 나

아가는 사람이, 고찰하지 않는 한 매력적인 모든 존재물을, 影像등과

같이, 진실로서는 無自性인 것을 이해한다면, 煩惱障과 所知障을 모두

끊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論理와 聖敎로서 일체법이 무자성인 것을

요해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재하는 것의 힘

에 의거한 推論’을 동반하지 않는 성교를 隨信行者들도 완전히 만족하

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논리를 먼저 설해야만 한다.
23

22) 註(1) 拙稿, 참조.

23) bdag dang gzhan gyi don phun sum tshogs pa bsgrub par ci la 'ang

ma rag par chas pa/ dngos po'i rnam pa ma brtags gcig pu na dga'

ba ma lus pa gzugs brnyan la sogs pa lta bur/ yang dag par na rang

bzhin med par rtogs na nyon mongs pa dang/ shes bya'i sgrib pa

mtha' dag spong bar 'gyur te/ de bas na rigs pa dang lung gi chos

thams cad rang bzhin med par khong du chud par bya ba'i phyir rab

tu 'bad do// (M.ICHIGO,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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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샨타라크시타는 일체가 무자성인 것을 이해한다면 煩

惱障(kleśa- āvaraṇa)과 所知障(jñeya-āvaraṇa)을 모두 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곧 진정한 해탈를 얻는 것을 방해하는 번뇌장과 보

리의 과보를 얻는 것을 방해하는 소지장을 떠나는 것
24
은 곧 무자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비롯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무

자성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論理(Yukti, Nyāya)와 聖敎(Āgama)의 두

가지를 바르게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

리를 동반한 올바른 추론이 없으면 비록 聖敎에 의한다 하더라도

만족한 이해는 얻지 못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즉 경전의 말이라

하더라도 ‘실재하는 것의 힘에 의거한 추론’(Vastubalapravṛttānumān

a)의 논리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확실성을 가져다주지 못하

며,
25
더우기 鈍根인 隨信行者(Śraddhānusārin)조차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6
이와같이 무자성에 대한 바른 이해는 논

리적인 추론을 통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따라서 이러한 논리적인

증명을 위해 샨타라크시타는 ‘離一多性의 證因’을 만들어 낸 것이

de la lung dngos po'i stobs kyis zhugs pa'i rjes su dpag pa dang bral

ba ni dad pas rjes su 'brang ba rnams kyang shin tu yongs su tshim

par mi 'gyur bas rigs pa je brjod par bya'o// (M.ICHIGO, p. 20.)

24) 由斷續生煩惱障 故證眞解脫 由斷碍解所知障 故得大菩提(成唯識論, 大正 31,

p. 1a.)

25) ‘실재하는 것의 힘’(vastubala)에 대하여 다르마키르티는 “實有의 힘에

의해 생긴 知는 사회적 약속과 相待하지 않는다.”(yac ca vastubalāj

jāyate tad apekṣate)고 말하고 있다. 즉 이 말은 ‘실재하는 것의 힘에

의해 생긴 지’는 직접적으로 실재하는 것의 속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이것은 소라 이름한다.”등과 같은 사회적 약속과는 다른 것이다.(戶崎,

佛敎認識論 上, p. 113 참조.) 즉 실재하는 것의 힘이란 사물의 본성을

아는 힘을 말하며, 따라서 ‘실재하는 것의 힘에 의거한 추론’이란, 사물의

본질 즉 일체가 무자성임을 알게하는 추론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곧

논리에 의해서도 사물의 본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또 중관장엄론에서 이 ‘실재하는 것의 힘에 의거한 추리’를
행하는 자야말로 대승의 진실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다.(一鄕,

中觀莊嚴論, p. 186 참조.)
26) 俱舍論에 따르면 見道의 位에 있는 鈍根의 수행자를 隨信行者라 한다.

櫻部 建, 佛典講座18 俱舍論(大藏出版, 1981), p. 2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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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논리와 성교의 관계는 바바비베카에서도

또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27
샨타라크시타가 바바비

베카의 학설을 계승하고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28
하지만 앞서

도 말했듯 이러한 논리에 의한 논증은 승의 그 자체는 아니다. 바

바비베카의 경우 ‘승의에 있어서’란 한정을 붙인 논증식을 통하여

승의 세계의 본모습인 무자성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그 논증식이

바로 승의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샨타라크시타는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샨타라크시타는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승의에 수순하는 까닭에, 이것은 승의라 일컬어진다. 진실에 있어서

는 모든 희론과 완전히 떨어져 있다.(제70게)
29

즉 승의 그 자체는 완전히 일체의 개념이 寂滅한 無分別智의 境

界이지만, 논리로서 무자성을 논증하는 것이나, 일체법이 不生이

라고 하는 것등은 모두 승의에 隨順한다는 의미에서 승의로 표현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승의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승

의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리는 그러한

승의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27) 바바비베카는 中觀心論 入瑜伽行眞實決擇章의 제112게송에서
유가행파의 결택에 논리(Yukti)로서 고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성교와 논리가 서로 상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山口 益,

佛敎における無と有との對論(山喜房佛書林, 1975), p. 611 참조.

28) 샨타라크시타가 자립논증파의 계보에 속하는 인물로 바바비베카등에

영향을 받은 것은 많은 학자가 지적하는 것이지만, 귀류논증파 즉

찬드라키르티 등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즉 후기중관파와

찬드라키르티의 관계는 그다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필자는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註(8) 拙稿,

참조.

29) dam pa'i don dang mthun pa'i phyir// 'di ni dam pa'i don zhes bya//

yang dag tu na spros pa yi// tshogs rnams kun las de grol yin//

(M.ICHIGO, p. 230.)



中觀莊嚴論의 形象說에 대하여/ 이태승 227

서 티베트의 주석가 다르마린첸은 중관장엄론 제62게송까지 논
리에 의한 무자성 증명을 ‘승의에 있어서 무의 증명’이라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논리 그 자체는 승의가 아니더라도, ‘실재하는

것의 힘에 의거한 추론’이야말로 승의의 무자성을 알게 해주는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를 통한 고찰의 세계가 아니라면, 자연

의 일상세계로서 ‘고찰하지 않는 한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효과적 능력을 가지며, 생멸하는 일상세계로서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 곧 우리가 처해있는 세속세계는 승의의 논리에 의하지 않

으면 일상적으로 알려지는 세계이지만, 승의의 논리에 의해 고찰

한다면 모두 무자성의 세계인 것이다. 이와같은 승의의 입장에 대

한 확신이 번뇌장과 소지장을 끊고 절대경지를 얻는 것이라고 샨

타라크시타는 생각했던 것이다.

2.3. 成立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샨타라크시타의 이 중관장엄론이 후대에 끼친 영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것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

기에서는 이 중관장엄론의 성립과 관련한 역사적 배경을 고찰
하기로 한다. 먼저 이 중관장엄론의 게송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
련을 갖는 것은 섭진실론송이다. 왜냐하면 중관장엄론에 나타
나는 일부의 게송은 이미 섭진실론송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
이다.

30
하지만 샨타라크시타는 이미 중관장엄론 속에서 섭진실

론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31 이 중관장엄론은 샨타라크

30) 섭진실론의 게송과 중관장엄론의 게송의 同異에 대해서는

<M.ICHIGO>본에 자세히 고증되어 있다. 그러나 형상과 관련해서는

특히 섭진실론 제23장의 <外境考察章>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필자는 이 <外境考察章>과 중관장엄론의 관계에 대하여 학위논문에서
고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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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타 자신의 섭진실론송에 의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또 이 중관장엄론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그의 二
諦分別論細疏(Satyadvayavibhaṅga-pañjikā)이다. 왜냐하면 이제분별
론세소는 즈냐나가르바의 이제분별론에 대한 주석서로서, 중
관장엄론에 나타나는 대다수의 개념이 이미 이제분별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샨타라크시타가 즈냐나

가르바의 이제분별론에 대해 주석을 가했다면, 그는 이제분별
론세소를 통해 즈냐나가르바의 사상을 충분히 熟知하고, 또한 그

사상이 중관장엄론에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를 보다 확실히 하기위해 중관장엄론 이제분별론
이제분별론세소 각각에 나타나는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 쪽의

대비표와 같다.
32

이 대비표에서 중요한 점을 대비하여 보면 대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치점은 샨라크시타가 이제분별론세소를 통하
여 즈냐나가르바의 사상에 정통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중관장엄론의 성립에 있어 즈냐나가르바의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샨타라크시타는 그의 이제분별론세소를 통해

즈냐나가르바의 사상을 충분히 이해했고, 또 그 사상을 자신의 저

서에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중관장엄론 제1게송에서
보듯 샨타라크시타는 특유의 ‘離一多性證因’이란 독자적인 논리로

전개시키는 것으로, 따라서 비록 샨타라크시타가 즈냐나가르바의

영향을 받았다하더라도 그의 독자성은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것이

다.
33
그것은 앞에서 말했듯 이 ‘離一多性證因’이 아티샤에 의해 4대

31) 샨타라크시타는 중관장엄론 가운데서 자신의 저술로서 섭진실론과
勝義諦의 確定(Paramārthaviniścaya)이라는 두 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후자의 승의제의 확정은 범본이나 티베트본 모두 현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책은 섭진실론이나 중관장엄론에 앞서 성립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一鄕, 中觀莊嚴論 p. 193, p. 201. 註(49) 참조.)

32) 이 도표는 필자가 다음의 논문에서 발표한 것이다.

拙稿, 二諦分別論細疏と中觀莊嚴論 , 印度學佛敎學硏究 43-2(1995).
따라서 이 도표와 관련한 각종 註記는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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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성논증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어지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比較点 中觀莊嚴論 二諦分別論 二諦分別論細疏

勝義 승의란 有,無,生,不生,

空,不空 등 일체 희

론을 떠나있다.

승의는 희론을 떠나

있다.

절대적인 승의를 非

異門勝義라 표현

正理

(논리)

K.1-62의 一切法無

自性의 증명은 정리

에 의한 것으로 승

의를 증명하는 방편

승의에 수순하지만

실제 그것이 통하는

것은 세속으로 따라

서 그 속성은 세속

승의에 수순하는 승

의

世俗 진실세속과 비진실

세속의 둘로 구분

진실세속과 비진실

세속의 둘로 구분

비진실세속을 유분

별 무분별의 둘로

구분

不生 생, 불생 등의 대립

적인 개념은 승의가

아닌 세속

승의에 수순하지만

실은 세속의 성질

동일하게 주석

形象 논리에 의한 고찰을

견디지 못한다.

승의에서는 지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정리에 의한 고찰을

견디지 못한다.

승의에 있어 형상에

의한 지각은 불성립

自證知 一과 多의 고찰을

견디지 못하므로 세

속의 성질

인식이라는 마음의

활동은 세속 따라서

자증지도 세속

자기를 인식하는 성

질은 마음의 行境인

까닭에 세속

33) 이 ‘離一多性證因’이 샨타라크시타의 독창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의는 없지만, 동일한 ‘離一多性證因’이 나타는 슈리굽타(Śrīgupta,

8세기후반)의 入眞實論註(Tattvāvatāra-vṛtti)는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 슈리굽타는 티베트에서는 즈냐나가르바의 스승으로도 일컬어져

‘離一多性證因’에 대해서는 샨타라크시타에 선행한다고도 일컬어졌지만,

근래의 연구에 의해 샨타라크시타 이후의 인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의

논문 참조.

江島, 中觀思想, pp. 217-223. (원논문은 離一多性による無自性論證 ,

宗敎硏究 220, 1974).
松本史朗, Jñānagarbhaの二諦說 , 佛敎學 5(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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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관장엄론의 형상설

3.1. 형상설의 전개

샨타라크시타의 형상설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일찌기 攝眞實論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됨에 따라 이 形象과 識등에 대한 문제등이 연구, 발표되었지만,

샨타라크시타의 형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주

저인 중관장엄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이다. 그리고 이 중관장
엄론에서 보여지듯, 自派인 불교내의 여러학파를 단계적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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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하여 갈 때 사용되는 근본이론이 다름아닌 형상설이다. 즉 샨타

라크시타는 인식의 주체로서 知(혹은 識)와 인식대상으로서의 형상

과의 관계를, 앞서 언급한 ‘離一多性證因’을 통하여 고찰해 가고 있

다. 그리고 이 지와 형상의 관계에서 하나의 전제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곧 一性으로서 지, 즉 自證知(svasaṃvedana, 自己認識)의 이론

이다.
34
자증지의 이론이란, 인식대상과 인식주체는 동일한 식이

둘로 나뉘어진 것으로, 인식이란 결국 식이 동일한 식을 인식한다

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자증지에는 본래, 能所의 구별이 없는

것으로, 따라서 샨타라크시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분을 갖지않는 하나의 자성에, [能取, 所取, 認識의] 세가지 자성이

[있다는 것은] 옳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自證知는 能所의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다.(K.17)
35

이 자증지, 곧 자기인식을 전제로 제시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형상설에 있어서 知가 하나인 것-즉 一性-으로서 보증

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의 자성인 지와 다수의 성

질인 형상간의 논리적 고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샨타라크시타가

실제 이 자증지를 인정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지만,
36

34) 형상설 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은 형상의 다수의 성질과 지의 하나인

성질 사이에 모순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의 하나인

성질을 전개시키기위해 샨타라크시타는 먼저 자증지의 이론을 앞에

내세우고 있다. 이 자증지는 다르마키르티에 의해 중대한 테마로서

논증되어지는 것으로, 따라서 샨타라크시타도 이 자증지를 지의 一性을

보증하는 기본 전제로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35) gcig pa cha med rang bzhin la// gsum gyi rang bzhin mi 'thad

phyir// de yi rang gi rig pa ni// bya dang byed pa'i dngos por

min//(M.ICHIGO, p. 17.)

36) 중관장엄론에서 샨타라크시타가 자증지를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이치고의 중관장엄론의 연구에 대한 서평을 겸한 다음의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松本史朗, 後期中觀思想の解明にむけて-一鄕正道氏 中觀莊嚴論の硏究を
中心に- , 東洋學術硏究 25-2(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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샨타라크시타는 이 자증지를 전제로 무형상지식론, 유형상지식론,

유식설의 이론을 고찰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식설의 고찰

에서는 그 형상을 진실로 인정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형상진실론,

형상허위론으로 구분하여 검토를 진행시켜가고 있다.

3.2. 무형상지식론과 유형상지식론

중관장엄론에서 無形象知識論(anākārajñānavāda)과 有形象知識論

(sākārajñānavāda)은, 각각 불교내부의 여러 학파가운데 外境을 인정

하는 有部와 외경을 형상으로 인정하는 經量部를 가르키지만, 샨

타라크시타는 무형상지식론보다 유형상지식론을 보다 높게 평가

하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또 이 무형상지식론은 유형상지식론에서 [설한 것과 같은 因果性등

의]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下劣한 것임을 보인다.
37

즉 유형상지식론에서는 적어도 인식되는 성질로서 형상의 존재

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각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형상을 인정하지 않는 무형상지식론에서는 대상과 知 사이에, 경

량부가 주장하는 因果性(tadutpatti)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8
지

이 논문은 중관장엄론과 관련한 후기중관사상의 주요개념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 후기중관사상의 연구에 주요한

의미를 갖는 논문이라 생각된다.

37) gzhan yang shes pa rnam pa med pa'i phyogs 'di ni shes pa rnam pa

dang bcas pa'i phyogs shin tu 'brel pa med pas kyang ches dman par

bstan pa/(M.ICHIGO, p. 80.)

38) 인과성이란, 경량부에서 인식되는 대상의 두 조건 가운데 하나로,

다르마키르티가 사용하는 용어이다. 즉 형상이 지각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이다. 또 하나의 조건은 지에 자신의 相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그

원어는 sārūpya, tādrūpya, 또는 tādātmya 등으로 표현된다. 즉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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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K.19)
39
하지만 이 유형상지식론에도 과

실은 있다. 지각되는 대상의 형상은 多樣한 성질이며, 그것을 지각

하는 知는 하나의 성질인 것이다. 따라서 인식된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상에 따라서 지가 다수의 것으로 되든가, 아니면 지의

하나인 성질에 따라서 형상이 하나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K.22-2

3)
40
. 그리고 지의 다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각은 사물이 매

순간 생기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지각하는 것(K.24)
41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샨타라크시타는 문자(K.25)
42
와 意分別(K.26)

43
의 예를

들어, 지각이란 그와같이 순차적으로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그대로 동시에 그 형상이 顯現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K.27)
44

지에 표상된 형상이 지와 동일한 성질임을 보이고 있다.(戶崎宏正,

後期大乘佛敎の認識論 , 講座佛敎思想2, 認識論 論理學(佛典刊行會,

1974), p. 161.; 심봉섭 역, 불교학세미나 2, 인식론 논리학(불교시대사,
1995), p. 160.)

39) 그것 [知]의 자성이 다른 [外境]에 없다면, 무엇에 의해 그 知가 다른

외경을 알겠는가. [왜냐하면] 아는 知와 알려지는 대상은 다르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제19게)-무형상지식론에 대한 비판

40) 하나인 知와 다르지 않은 까닭에, 형상이 다수로 되지 않는다.그런

까닭에 그 [형상의] 힘에 의해 외경이 알려진다는 것은 확실치

않다.(제22게) 형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는 하나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둘에 대하여 어떻게 동일하다고

일컬어지겠는가.(제23게) (다르마린첸에 의하면 이 제22, 23게송은

경량부의 多樣不二論에 대한 비판이다.)

41) 白[색]등에 대하여 그 지는 순차적으로 생긴다. 빠르게 생기는 까닭에,

범부들은 동시에 [생긴다고] 생각하여 안다.(제24게) (다르마린첸에

의하면 이 제24게는 경량부의 一卵半塊論의 주장이다.)

42) 라타(latā)라고 하는 말등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생긴다고 한다면, 그런

까닭에 동시에 생긴다고 하는 이해가 여기에서도 어찌 생기지

않겠는가.(제25게) (다르마린첸에 의하면 문자를 파악대상으로 하는 지는

불확실하다는 것)

43) 단지 意分別에 있어서도 순차적으로 알려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이해도 빠르게 생기는 것은 같다.(제26게)

(다르마린첸에 의하면, 의분별이나 이해로서 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44) 그런 까닭에 모든 외경을 순차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형상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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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순차적으로 지각되는 것의 비유로 사용된 旋火輪(alātacakr

a)의 비유도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한다.(K.28-30)
45
그러나 그와같이

동시에 지각된다고 하더라도 형상의 다수성과 지의 一性간의 모

순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K.31-33)
46
이렇게 하여 샨타라크시

타는 경량부의 유형상지식론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고 있

지만, 이 경우 형상의 다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경량부가 인정

하는 極微의 집합으로서 외경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경량부는 외

경은 추리되어지는 존재이며, 더우기 그 외경을 극미의 집합으로

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7
따라서 다수의 성질을 갖는 극미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형상과, 하나의 성질로서 자증지는 모순

되는 성질을 가질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갖는 경량

부의 유형상지식론은 항상 비판되어질 소지를 갖는 것으로, 따라

서 샨타라크시타는 경량부보다 한층 뛰어난 이론을 가진 유식설

에로 그 논의를 전개시켜간다. 왜냐하면 외경을 인정하는 경량부

와 달리 순수하게 식만을 인정하는 유식설은 외경에 대한 집착을

여의는 보다 뛰어난 교설인 까닭이다.
48

서로 다른 모습대로 동시에 파악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제27게)

45) 햇불도 동시에 [돌리면], 원과 같이 나타나는 迷亂이 생긴다. 명확히

나타나는 까닭에, 시각의 영역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제28게)

즉 [시각의] 영역과 관계하는 것은 기억의 작용으로, 시각때문인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나간 외경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제29게)

그 외경은 이미 멸한 것으로, 명확치 않다. 그런 까닭에 원으로 나타나는

것은 명확치 않을 것이다.(제30게)

46) 그림을 볼 때, 그와같이 다수의 마음이 곧 同時라는 방식으로

생겨난다고 주장한다면,(제31게)

그렇다면 백[색]등 단지 하나인 형상에 대하 知도 상 중 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수의 소연으로 될 것이다.(제32게)

극미를 본체로 하는 백[색]등과 하나를 본체로 하고 부분을 갖지않는

知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스스로 완전히 아는 것은 없다.(제33게)

(다르마린첸에 의하면 이 3게송은 경량부의 主客同數論의 비판이다)

47) 御牧克己, 佛敎學說の諸體系-經量部 , 岩波講座 東洋思想 8, pp.
236-237.

48) “이 견해(유식설)는 매우 명확한 논리와 성교로서 알려지며, 한량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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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샨타라크시타는 형상을 인정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有無

형상론을 전개시키고 있으며, 무형상론 보다 유형상론이 이론적으

로 殊勝한 것임을 밝히고, 나아가 외경의 집착을 떠나는 高次의

교설로서 유식설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는 것이다.

3.3. 형상진실론과 형상허위론

유형상지식론이 무형상지식론보다 뛰어나지만 외경에 대한 실

재를 인정하는 점에서 유식설보다 下位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

서 말했듯 외계의 사물에 집착을 떠나는 것으로서는 외계의 실재

를 인정하지않는 유식설이 경량부의 이론보다 優位에 있다고 하

는 것이다. 이 유식설에서 외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지 식

에서 분화된 형상으로, 곧 인식 주체로서의 식이 인식 대상인 형

상을 지각하는 것이 이 유식파의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

로 유식설은 대상을 식의 형상으로서 인정하는 유형상지식론의

입장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형상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形象眞實論(Satyākāravāda)과 形象虛僞論(Alīkākāravāda)이 나뉘어지

는 것이다. 즉 샨타라크시타는 그 형상에 대하여 보다 고찰해야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또 여기에 좀더 고찰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들 형상이 진실된 것인

가, 혹은 影像등과 같이, 고찰하지 않는 한 매력적인 것인가 하는 것이

다.
49

외경론자들의 나쁜 집착을 대치하는 것이기도 한 까닭에, 몹시 분명한

것이다.”(제45게송에 대한 自註) (一鄕, 中觀莊嚴論, p. 144.)
(M.ICHIGO, p. 124.) 참조.

49) 'on kyang 'di la dpyad par bya ba cung zad tsam 'di yod de/ ci rnam

pa de dag de kho na nyid yin nam 'on te ci gzugs brnyan la sogs pa

ltar ma brtags pa gcig pu na dga' ba zhig yin/(M.ICHIGO,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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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외경을 인정하지 않고 형상만을 승인하는 유식파에서, 그 형

상이 진실된 것인가, 아니면 단지 고찰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

지는 세속의 것인가 하는 것이 질문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곧

이어 그 형상을 진실로서 인정하는 형상진실론에 대한 고찰이 이

루어진다.(K.46-51)
50
형상진실론에 대한 비판도 앞의 유형상지식론

비판과 동일하게, 형상의 다수 성질과 지의 하나인 성질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즉 그 형상이 진실이라면,

형상은 다수의 성질인 까닭에 知도 다수의 것이 되든가, 아니면

知의 一性에 따라서 형상도 하나의 성질로 되어져야만 한다. 따라

서 형상을 진실로서 인정한다면 이와같은 모순을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비판은 앞서 유형상비판론과 그 내용을 같이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형상은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진실에 있어서는 단지 迷

亂에 의해 생긴 것(K.52)
51
이라고 주장하는 형상허위론에 대해서는,

50) 만약 [형상이] 진실이라면, 知는 다수[의 것으로] 되든가 아니면, 그것

[형상]들이 하나가 되는 모순을 갖는 까닭에 확실히 별개의 것이

된다.(제46게)

형상이 지와 다르지 않다면, 動的인 것과 動的이 아닌 것은 하나의

[動的인] 것에 의해 일체가 動的인 것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그 대답은

어렵다.(제47게)

外境論에서도 그와같이 분리하지 않는다면(=형상, 지를 같다고 한다면)

하나의 법에 일체가 확립되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제48게)

형상의 數와 같이 知의 [數를] 인정한다면, 그때 극미에서 행한 그

고찰을 벗어날 수 없다.(제49게)

만약 다양한 것이 하나이라면, 空衣派의 견해이든가 [이다]. 다양한 것은

하나인 것을 자성으로 하지 않는다. 다양한 보석과 같이.(제50게)

多樣한 것이 하나의 자성이라면, 다양한 것이 본성상 나타나는 것과

덮히는 것과 덮히지 않는 것등의 그 차이는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제51게)

(이 제46-51게송은 유식파의 형상진실론에 대한 비판으로, 다르마린첸에

의하면 제46-48게는 一卵半塊論, 제49게는 主客同數論, 제50, 51게는

多樣不二論으로 命名된다.)

51) 그러나 본성상 그 [知에] 이 형상들은 없다. 진실에 있어 형상을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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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가지 이유로서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K.53～60)
52
. 즉 형상을

허위의 미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명료히 인식하고 있는 것

은 무엇인가를 물은 뒤, 허위의 형상이 실재 인식을 가져올 수 없

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샨타라크시타는 형상이 迷亂의 습기에 의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迷亂에 의한 것은 依他起의 것 즉 有性의

것으로, 결국 형상을 유로서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K.60). 이와같이 샨타라크시타는 형상허위론도 또한 인식을 성립

시키지 못한다고 하여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형상진실론이나

형상허위론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따라서 유식설의 이론은 성

립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자증지의 一性을 전제로 형상론을 전

개시켰을 때, 형상과 知는 항상 모순을 벗어날 수 없는 까닭에, 그

않는 知에 [그 형상들은] 迷亂에 의해 나타난다.(제52게)

(다르마린첸에 의하면 이 제52게는 형상허위론의 주장이다)

52) 만약 [지에 형상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 [형상]들은 명료히 인식되는가.

이것 [형상]과 다른 지는 그와같지 않은 것이다(=즉 지에 형상이

있다)(제53게)

어떤 곳(=지)에 어떤 것(=형상)이 없으면, 그곳에는 그것을 알 수 없다.

樂이 없는 곳에 樂등[이 없는 것]과 백색등에 백색이 없는 것과

같이.(제54게)

이 형상이 知의 대상으로서 실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知자체와 떨어져

있는 까닭에. 虛空華등과 같이.(제55게)

[지에 형상이] 없는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假說로서도 불가능하다.

말의 뿔과같이. 본체가 나타나는 지가 생기지 않는데 효력은

불가능하다.(제56게)

무슨 까닭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명확히 지각되는가. 知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본체가 없는 것에 그 본체와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제57게)

원인이 없으면, 어떤 것에 의해 어느 때 [어느 것이] 생겨나는 것은

가능한가.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것에 의해 의타기성과 반대의 것이

되겠는가.(제58게)

[지에 형상이] 없으면, 지도 무형상의 것이 될 것이다. 맑은 수정과 같이

지에게는 지각작용이 전혀 없다.(제59게)

이것[형상]이 미란에 의해 알려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왜 미란에

의존하는 것인가. 그 힘에 의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도 의타기성인

것이다.(제60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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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性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 一性이 성립하지 않는

다면 多性도 역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이 관계에 대해 샨타라

크시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떠한 것을 고찰했을 때, 거기에 하나인 것은 없다. 어떠한 것에

하나인 것이 없다면, 거기엔 다수인 것도 없다.(K.61)

하나인 것과 다수인 것 외에 다른 형상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둘은 서로 배제하며 존재하기 때문이다.(K.62)
53

즉 제1게송에서 밝힌 ‘離一多性證因’을 통해 보면 일체가 성립되

지 않는다는 것-즉 무자성이라는 것-은 이 형상론의 고찰에서 증

명되고 있다. 이처럼 논리적인 고찰을 통해 보면 일체는 무자성인

것이며, 이 무자성은 또한 無我라고도 한다. 즉 샨타라크시타는 다

음과 말하고 있다.

唯心에 의존하여 外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방식에 의존

하여 그것(=유심)도 실제 無我인 것을 알아야 한다.(K.92)
54

이와같이 샨타라크시타는 唯心說이 외경을 인정하는 유부나 경

량부 보다 우위에 있음을 밝히면서도 불교의 근본입장인 無我(anā

tman)로서 총체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렇듯 샨타라크시타는 자증지의 一性을 전제로서, 자증지와 외

경대상의 관계를 검토하여, 무형상지식론의 유부와 유형상지식론

53) dngos po gang gang rnam dpyad pa// de dang de la gcig nyid med//

gang la gcig nyid yod min pa// de la du ma nyid kyang med//(K.61.;

M.ICHIGO, p. 172.)

gcig dang du ma ma gtogs par// rnam pa gzhan dang ldan pa yi//

dngos po mi rung 'di gnyis ni// phan tshun spangs te gnas phyir

ro//(K.62.; M.ICHIGO, p. 188.)

54) sems tsam la ni brten nas su// phyi rol dngos med shes par bya//

tshul 'dir brten nas de la yang// shin tu bdag med shes par bya//

(K.92.; M.ICHIGO, p.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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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량부, 그리고 유식설의 형상진실론과 형상허위론을 비판적으

로 고찰해 가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제학파를 이와같이 순차적으

로 비판해 가는 작업는 후대에 보듯 인도 뿐만아니라 티베트에서

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샨타라크시타 사상의 특색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3.4. 형상설과 관련된 문제점

샨타라크시타의 형상과 관련한 문제는 많은 학자의 관심을 끌

어, 다양하게 연구되어 그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55
이 형상설과

관련하여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샨타라크시타의 형상에 대

한 논의가 二諦說과 관련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형상에 대한 논

의도 승의에 있어 무자성의 증명을 위해 논리로서 고찰해 가는

것으로, 따라서 이 논리에 의해 고찰해 보면 형상론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즉 일체는 一과 多에 의한 고찰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형상도 그 고찰을 통해 보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

은 또 달리 말하면 형상에 대한 논의가 승의의 입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승의의 입장을 샨타라크시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나도 눈등의 지에 현현하는 성질의 것(=형상)은 부정하지 않지만,

반야 지혜와 지식에 의해 고찰한다면, 芭蕉의 줄기(kadalistambha)와

같이 핵심되는 것은 조금도 顯現하지 않기 때문에, 승의로서는 주장하

지 않는 것이다.
56

55) 註(2) 拙稿, 참조.

56) kho bo yang mig la sogs pa'i shes pa la snang ba'i ngang can gyi

dngos po ni mi sel mod kyi/ shes rab dang ye shes kyis dpyad na

chu shing gi sdong po bzhin du snying po bag tsam yang mi snang

bas don dam par mi 'dod do//(M.ICHIGO,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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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샨타라크시타는 현현하는 성질의 형상을 일반적으로 곧 세

속에 있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승의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곧 세속은 앞서 샨타라크시타의 정의에서 보았듯 논

리적 고찰을 하지 않는 이상 매력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따라

서 형상도 승의의 고찰이 가해지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듯 샨타라크시타의 형상설 근본에는

승의와 세속의 二諦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따라서 중
관장엄론은 샨타라크시타의 二諦說을 나타낸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형상설은 승의의 입장인 논리적인 고찰에서 진

행되어 결국 무자성, 무아의 교설로 결론지어지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면에서 샨타라크시타를 형상론자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

라고 생각된다.
57
즉 샨타라크시타는 결코 유형상론자나 형상진실

론자, 혹은 형상허위론자로 규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4. 샨타라크시타 사상의 영향

4.1. 印度에서의 영향

57) 샨타라크시타를 형상진실론자 혹은 형상허위론자로서 구분하는 것은

특히 티베트에서 일반적이었던 것같다. 가지야마의

中觀思想の歷史と文獻 에서 인용하는 티베트의 學說寶環에서도
샨타라크시타는 유가행중관파 형상진실파로 구분되어있다. (註(9) 梶山

논문 pp. 26-28.) 이 형상설에 대한 샨타라크시타의 이해에 대해서는

유가행중관파의 정의와 함께 일본불교학계에서 크게 논의된 문제이지만

(註(1) 졸고, 참조), 필자는 이러한 샨타라크시타에 대한 이해가 그의

二諦說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티베트에서의 샨타라크시타에 대한 이해는 다음 논문 참조.

御牧克己, チベトにおける宗義文獻(學說綱要書)の問題 , 東洋學術硏究
21-2(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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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는 샨타라크시타 사상
58
이 후대

에 전승되는 데에는 그의 제자인 카말라실라(Kamalaśīla, ca.740-797)

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카말라실라는 샨타라크시타의

攝眞實論頌과 中觀莊嚴論에 대한 주석서인 攝眞實論細疏(Tatt
vasaṁgraha-pañjikā)와 中觀莊嚴論細疏(Madhyamakālaṁkāra-pañjikā)
를 저술한 것에서도 샨타라크시타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지만, 그

러나 인도에 있어서 그의 행적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

가 샨타라크시타 사후 티베트에 초청되어 중국의 禪僧 摩訶衍과

티베트 불교의 운명을 건 ‘삼예(Bsam yas)의 論爭’을 벌인 것은 너

무나 유명한 일이지만, 실제로 그와 샨타라크시타가 어떠한 관계

에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59
하지만 그가 샨타라크시타의 주석서

를 쓴 것과 또 그의 다른 저술을 통해 보면 그가 샨타라크시타의

와 거의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저

서로서는 中觀明(Madhyamakāloka), 眞實明論(Tattvālokanāma-pra
karaṇa), 一切法無自性論證(Sarvadharmābhāva-siddhi) 등이 있지만,

특히 그의 중관명은 즈냐나가르바의 이제분별론, 샨타라크시
타의 중관장엄론과 더불어 후기중관파의 3대 논서로 간주되고

있다.
60
이것을 통해서도 그가 샨타라크시타와 같은 계통임을 알

58) 샨타라크시타의 사상적 특색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離一多性證因’에 의해 一切法無自性을 논증하는 것으로, 知의 一인

성질과 형상의 多數의 성질간의 모순을 설하는 소위 形象論을 전개하고

있는 것. (2)불교의 모든 학파를 유부, 경량부, 유식파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비판하면서 중관의 입장을 최상에 두는 것.

(3)유식등의 이론도 유정을 윤회로 부터 해탈로 이끄는 방편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註(1), (2)의 필자 논문 참조.

59) 카말라실라의 인도에서의 행적은 거의 알려져있지 않은듯하다.(芳村修基,

インド大乘佛敎思想硏究-カマラシ-ラの思想-(百華苑, 1974), p. 6 참조.)
60) 이 세 저술은, 티베트에서 東方自立派의 三論(rang rgyud shar

gsum) 이라 불려진다. 袴谷憲昭, 中觀派に關するチベットの傳承 ,

三藏集 117, 1976, p. 200.; Lopez, D.S.Jr. A Stud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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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또한 이 카말라실라보다 조금 늦은 하리바드라(Haribha

dra,ca.800)도 같은 계통임을 알 수 있다. 그는 現觀莊嚴論光明(Ab
hisamayālaṃkārāloka)이라고 하는 저서를 남기고 있으며, 그 속에서

그는 샨타라크시타의 중관장엄론에서와 같이 ‘離一多性證因’에

의해 유부, 경량부, 형상진실론 유가행파, 형상허위론 유가행파를

비판하고, 중관의 입장에서 一切法無自性을 논증하고 있다. 더욱이

즈냐나가르바의 이제분별론에 淵源하고, 카말라실라에 의해서도
논해지는 ‘四句生起의 否定證因’도 이 하리바드라의 저서에 계승되

고 있다.
61
따라서 후기중관파에 있어서 즈냐나가르바, 샨타라크시

타. 카말라실라, 하리바드라는 같은 사상을 지닌 一群으로 분리해

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티베트의 ‘宗義文獻(Grub mtha)’에 의하면, 형상에 관하여

샨타라크시타와 카말라실라는 형상진실파, 하리바드라는 형상허

위파로 분류하며, 또 형상허위파도 有垢派와 無垢派로 나뉘어 지

타리(Jitāri)와 캄발라(Kambala)가 각각 배당되고 있다.
62
지타리도

Svātantrika(Snow Lion, 1987), p. 251.

61) 森山淸徹, 後期中觀派の學系とダルマキ-ルティの因果論 ,

佛敎大學硏究紀要 73(1989), p. 4.
62) 티베트의 전승에 의하면, 형상의 관점에서 형상진실론(rnam bden pa)과

형상허위론(rnam rdzun pa)으로 구분되며, 또 각각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지고 있다.

(A)형상진실론-(1)主客同數論(gzung 'dzin grangs mnyam)-八識身(rnam

shes tshogs brgyad)을 인정하는 자와 六識身(rnam

shes tshogs drug)을 인정하는 자로 나뉨.

(2)一卵半塊論(sgo nga phyed tshal)

(3)多樣不二論(sna tshogs gnyis med, citrādvaita)

-육식신을 설하는 자와 一識(rnam shes gcig bu)을

설하는 자로 나뉨.

(B)형상허위론-(1)有垢論(dri bcas)

(2)無垢論(dri med) 잠양셰파('Jam dbyang bshad pa

1648-1722)의 宗義解說(Grub mtha'i rnam

bzhad)에 나타난 분류(袴谷憲昭,
唯識の學系に關するチベット撰述文獻 ,

駒澤大學佛敎學部論集 7(1976), pp.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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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 경량부, 유가행파, 중관파의 중심교의를 설한 善逝宗義分

別(Sugatamatavibhaṅga)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註疏를 남기고 있지

만, 그 가운데 불교 4학파의 배열방식과 중관을 가장 높게 평가하

는 것은 샨타라크시타의 중관장엄론과 유사성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캄발라에게도 중관에 관한 般若波羅密多九頌情義論
(Prajñāpāramitā-navaśloka), 明鬘(Ālokamālā) 등의 저술이 있지만,

그의 대부분의 저술은 탄트라부에 속하고 있다.
63

티베트의 ‘종의문헌’은 불교의 여러 학파를 유부, 경량부, 유가

행파, 중관파의 4파로 분류하여 그 교의를 논술해 가는 문헌으로,

따라서 ‘學說綱要書’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학설강요서’의

원형으로서 예셰데(Ye shes sde)의 見差別(lTa ba'i khyad par)을 들
지만, 이 예셰데의 생존시기가 카말라실라와 거의 동시대이고, 또

티베트 불교 초전시대의 샨타라크시타 영향을 고려하면, 이 예셰

데의 학설강요서에도 중관장엄론의 사상이 반영되고 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64
더우기 인도에서 제작된 ‘학설강요서’에는 이러한

샨타라크시타의 영향은 더욱 남아있으리라 생각된다.
65
그 대표적

인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 지타리의 선서종의분별과 보디바드라
(Bodhibhadra, ca.1000)의 智心髓集注(Jñānasārasamuccaya-nibhandhan
a),
66
아드바야바즈라(Advayavajra, 11세기)의 眞理의 寶環(Tattvaratn
이와같은 형상에 관한 구분은, 다르마키르티의 프라마나바르티카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것같이 보이지만(前揭 袴谷論文 pp. 16-17.),

위와같이 정리된 분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치 않다. 하지만

다르마린첸의 중관장엄론에 대한 주석서에 이미 주객동수론,
일란반괴론, 다양불이론등의 용어가 나타나는 까닭에, 다르마린첸의

시기에 이미 형상에 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註(11) 拙稿, 참조.

63) 지타리, 캄바라 등에 대해서는 註(2) 拙稿, 참조.

64) 예셰데와 그의 견차별에 대해서는 註(1) 拙稿, pp. 329-332 참조.

65) 인도의 학설강요서는, 예셰데의 견차별이 지어진 9세기 보다 훨씬

이후인 11세기 경의 저술로 추측된다. 松本史朗,

チベット佛敎學について , 東洋學術硏究 20-1(1981), p. 153. n.11 참조.
또 인도와 티베트의 학설강요서에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서는 松本史朗,

佛敎綱要書 , 講座敦煌 6, 敦煌胡語文獻(1985), pp. 265-3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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āvalī)
67
등을 들 수 있다. 아티샤의 스승으로 일컬어지는 아드바야

바즈라에게는 十種眞理(Tattvadaśaka)라고 하는 또 다른 저서가

있고, 이것에 대한 사하쟈바즈라(Sahajavajra)의 주석서 十種眞理

注(Tattvadaśkaṭīkā)에도 학설강요서적인 기술이 보인다.
68
이렇게

중관을 최상위에 두는 논술은 ‘학설강요서’뿐만 아니라 論理學書에

서도 보여지고,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모크샤카라굽타(Mokṣākarag

upta, 11-12세기)의 思擇說論(Tarkabhāṣā)을 들 수 있다.69 이 사택
설론의 제3장 말미에는 불교의 4학파가 차례로 해설되어, 중관파
특히 샨타라크시타의 견해가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학

설강요서, 논리학서 속에서 불교의 4학파가 체계적으로 서술되고

검토되고 있는 것에서도 샨타라크시타 사상의 영향은 엿볼 수 있

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샨타라크시타의 영향으로 보여지는 形象에 관한 논의도,

후대 유식파에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 되어간다. 즉 有相唯識派(S

ākāravijñānavādin)와 無相唯識派(Nirākāravijñānavādin)에서 논의되는

거의 모든 내용이 샨타라크시타의 중관장엄론의 내용과 유사하
기 때문이다.

70
이러한 형상에 관한 논의는 계속 전개되어 인도불

교의 말미를 장식하는 대논쟁으로 발전하는데,
71
즉 형상진실론을

주장한 즈냐나슈리미트라(Jñānaśrīmitra, ca.980-1030)와 라트나키르티

(Ratnakīrti, 11세기), 그리고 형상허위론을 주장한 라트나카라샨티(R

atnākaraśānti, 11세기)와의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즉 라트나카라샨

티는 그의 般若波羅密多論(Prajñāpāramitopadeśa)에서 형상허위론

66) 지심수집주에 대한 연구는, 山口 益, 聖提婆に歸せられたる中觀論書 ,

中觀佛敎論攷(1944) 참조.
67) 이 진리의 보환의 특징중의 하나는, 경량부가 대승에 속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로는 宇井伯壽, 眞理の寶環 , 名古屋大學文學部硏究論集

III 철학 1(1952) 참조.
68) 松本史朗, Rarnākaraśāntiの中觀派批判 , 東洋學術硏究 19-2(1980), p.
164.

69) Mokṣākaragupta, 論理のことば, 梶山雄一 譯注, 中公文庫, 1975 참조.

70) 註(6) 沖 和史, 논문 참조.

71) 註(9) 梶山雄一,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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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의 완성시켰지만, 즈냐나슈리미트라는 有形象論證論(Sākāra
siddhiśāstra)을, 라트나키르티는 多樣不二論(Citrādvaitaprakāśavāda)
을 지어 이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 유식파의 형상에 대한 논쟁은

인도불교 말미의 기념비로서 간주될 정도로 유명하지만, 실제 이

와 같은 논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형상론이 중관장엄
론에서 이미 정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르마키르티 등
에 의해 인식론상의 문제로서 크게 다루어진 이 형상론을 샨타라

크시타는 그의 ‘離一多性證因’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전개시시

켰으며, 이러한 논의가 후대 유식파의 대논쟁의 근저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샨타라크시타의 사상은 인도뿐만 아니라

티베트에서도 계속 전승되어지고 있다.

4.2. 티베트에서의 영향

티베트에서 샨타라크시타 사상의 傳承도 그의 제자 카말라실라

에 크게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카말라실라는 샨타라크시타의 유

언에 의해 티베트에 들어가 중국의 선승 마하연과 삼에사원에서

논쟁하게 되지만, 이 논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 티베트 불교의 방

향은 거의 결정된다. 즉 당시 인도불교를 대표하는 샨타라크시타,

카말라실라에 의해 도입된 中觀佛敎가 이 논쟁을 거쳐 비로소 정

당한 지위를 확보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 논쟁으로 인도불교가

공인된 이후 다수의 경전이 번역되고 불교서가 저술되기에 이르

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前期 불교홍포시기(snga dar)에 티베트인

자신의 불교 이해를 보이는 중요한 저술이 앞에서도 언급한 예셰

데의 견차별이다. 예셰데는 250점에 달하는 경론의 번역에 관계
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 번역의 중심적 존재인 大校閱飜譯官(Z

hu chen gyi lo tsa ba ban de)을 역임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생존

연대로 보아 그가 카말라실라와 만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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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아울러 그의 견차별은 샨타라크시타, 카말라실라에 대한 티
베트인 최초의 이해를 보이는 것으로도 중요하다. 이 견차별에
서 샨타라크시타의 사상이 瑜伽行中觀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은 이

미 살펴본 바이지만,
72
예셰데는 카말라실라에 대하여 샨타라크시

타의 유가행중관파와 구별하여 취급하고 있다.
73
이러한 예셰데의

견해는 샨타라크시타를 유가행중관파로 정의하는 것이 문제시된

오늘날에는 예셰데의 견해도 再考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 생각

된다. 그리고 이 견차별은 敦煌에서 발견된 학설강요서에 그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74
더욱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총

카파(Tsong kha pa, 1357-1419)를 開祖로 하는 게룩파(dGe lugs pa)에

서이다. 즉 샨타라크시타를 유가행중관파로 규정한 예셰데의 이해

는 그대로 그대로 총카파에 이어지고, 더우기 그것이 게룩파의 일

반적 이해로 확정되고 있다.
75
이러한 이해는 15세기 이후 게룩파

가 티베트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면서 더욱 공공히 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샨타라크시타를 유가행중관파로 정의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이

해에 명확히 이의를 제기한 것은 오늘날 불교학자의 공적으로 생

각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티베트에서 유가행중관파로서 샨타라크

시타를 이해하는 것에 비판을 가한 사캬파(Sa skya pa) 출신의 학

자 샤캬촉덴(Shākya mchog ldan, 1428-1507)의 견해
76
와 샨타라크시타

제자인 카말라실라의 견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77
이러한

72) 註(1) 拙稿, 참조.

73) 松本史朗, lTa ba'i khyad parにおける中觀理解について ,

曹洞宗硏究員硏究生硏究紀要 13(1981), p. 97.
74) 註(65) 松本史朗, 佛敎綱要書 , 논문 참조.

75) 註(1) 拙稿, 참조.

76) “샨타라크시타도, 세속진리의 설정방식은 앞의 두사람(즉

찬드라키르티와 즈냐나가르바)과 조금의 차이도 없다. 왜냐하면 학설에

극성하고 있는 것을 세속의 진실이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관장엄론에 ‘고찰하지 않는 한 매력적인 …’(제64게) 운운 등 자세히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샤캬촉덴의 中觀決擇으로부터) 松本史朗,

後期中觀派の空思想 , 理想 610,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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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는 샨타라크시타의 사상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는 것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설의 次第를 인정하는 샨타라크시타의 사상은 티베트

에서 오랫동안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카말라실라의 修習次
第 3편에 보다 명확히 나타나는 것으로, 카말라실라에 대하여 총
카파가 그의 菩提道次第 속에서 감사의 표현을 남기고 있는 것
에서도,

78
이러한 수습차제의 전승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차제의 전통은 유부, 경량부, 유식, 중관의 입장을 단계적으로

설시하는 샨타라크시타의 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

된다.

이와같이 샨타라크시타의 사상은 유가행중관파로 전해지고, 또

한 그 유가행중관파는 한편으로는 自立論證派전로 분류되고 있다.

티베트에서 자립논증파와 귀류논증파가 구분되는 것은 찬드라키

르티(Candrakīrti, ca.600-650)의 모든 저서를 번역한 니마탁(Nyi ma g

rags, 1055-?)이후의 일로 일컬어지며, 이 니마탁의 번역 이후 티베

트에서 비로서 바바비베카와 찬드라키르티의 논쟁이 알려지고, 그

리고 총카파에 이르러서는 찬드라키르티의 설이 가장 높게 평가

받게 된다. 따라서 게룩파가 성립하는 15세기 이후에는 찬드라키

르티를 중심으로 하는 귀류논증파의 교설이 최고의 교설로서 확

립되지만, 그러나 티베트에 불교를 전한 샨타라크시타에 대해서는

20세기초에 이르기까지도 그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79

5. 結語

77) 松本史朗, 上揭論文, p. 156 참조.

78) 註(59) 芳村修基, p. 293 참조.

79) 대표적인 연구로 중관장엄론의 주석서를 쓴 註(11)의 미팜('Jam mgon

'ju Mi Pham rgya mtsho, 1846-1912)의 예를 들 수 있다. 미팜의

행적에 대해서는, 御牧克己, Mi Phamの智心隨集注 ,

印度學佛敎學硏究 27-1(19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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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중관장엄론에 나타나는 샨타라크시타의 형상설에 대

한 고찰과 아울러 그의 불교사상상의 위치와 후대의 사상적 영향

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그의 형상

에 대한 논의는 이전의 다르마키르티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체계적인 논술과 ‘離一多性證因’등을 통한 독자적인 논리전개를 통

해 후대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형상론은

승의의 무자성 논증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 이후의 중

관파는 물론 유가행파에게도 영향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형상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인식론 철학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형상 논의가 二諦說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에 불교철학의 특색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형상설을 중심으로

하는 샨타라크시타의 사상은 이후 인도와 티베트에서 보다 세밀

하게 전개되어 다양한 불교철학의 발전을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또한 섭진실론 중관장엄론에 대한 연구에서 보여지는 학자들
의 관심에서도 샨타라크시타는 불교사상사에 있어 중요한 인물임

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