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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序言

중관장엄론(Madhyamakālaṃkāra-vṛtti; 이하 MAV로 略記)은 인도 후
기대승불교의 철학사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저술로, 그 작자는 샨

타라크시타(Śāntarakṣita, ca.725-783)이다. 이 샨타라크시타는 티베트

의 불교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까닭에 그의 사상은 인도

뿐만아니라 티베트에서도 중시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티베트에

* 李泰昇 : 위덕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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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의 사상은 瑜伽行中觀派(Yogācara-mādhyamika)로 분류되어 전

승되어왔지만 이 용어를 둘러싸고 근년 일본의 불교학계에서 다

수의 논쟁이 있었던 것은 필자도 논문으로 보고한 바 있다.1) 이처

럼 인도 후기 대승불교사에 있어 중요한 위상을 갖는 샨타라크시

타는 上記 MAV 외에도 방대한 내용의 攝眞實論(Tattvasaṃgraha;
이하 TS로 略記) 과 즈냐나가르바(Jñānagarbha, ca.700 -760)의 이제분
별론(Satyadvayavibhaṅga-vṛtti; 이하 SDV로 略記)에 대한 주석인 二諦
分別論細疏(Satyadvayavibhṅga-pañjikā ; 이하 SDP로 略記)와 같은 저술

을 남기고 있다.

本稿는 샨타라크시타의 사상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MAV의

성립에 관한 고찰로서, 그의 다른 저술과의 사상적 관련성을 고찰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MAV의 내용과 중심사상을 살

펴본 후 다른 저술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MAV의 중

심사상으로서는 먼저 MAV의 전체구도와 관계하는 二諦說에 대

해 살펴보고 또한 독특한 사상 전개로서 形象(ākāra)과 自證知(Svas

aṃvedana)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방대한 분량의 TS는 특히

제23장인 外境考察 (Bahirarthaparīkṣā K.1964-2083)의 章이 그 내용면

에서 MAV와 일치하는 면이 많은 까닭에 제23장과 MAV의 관계

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SDP는 즈냐나가르바의 저술에 대한

주석서인 까닭에 당연히 즈냐나가르바의 사상적 영향을 예상시키

는 것이지만, MAV의 주요 개념과 관련하여 그 사상적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拙稿, 後期中觀派의 定義에 대하여 , 韓國佛敎學 19, 1994



中觀莊嚴論 성립의사상적배경∙211

2. 『중관장엄론』의 내용

1）기본구성

MAV는 기본적으로 샨타라크시타의 二諦說을 보여주는 저술이

다. 필자는 이미 MAV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시도하였으며, 그

고찰을 정리하면 MAV는 곧 샨타라크시타가 중관교학의 중심적

이론인 이제에 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저술이다.2) 그

의 이제설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이 되리라 생각한다.3)

勝義  無戱論, 形象의 不成立
 
離一多性證因에 의한 無自性 논증, 勝義不生 




世俗眞實世俗考察하지 않으면 매력적으로 인정되는 것
  生․滅의 성질을 갖는 것
  效果的 作用能力을 갖는 것

非眞實世俗 말뿐인 것(예 : 푸드갈라)

이상과 같은 이제에 대한 기본 구성을 전제로 그의 사상적 특

2) 拙稿, 中觀莊嚴論의 形象說에 대하여 , 印度哲學 8, 1998, p. 219 참조.
3) 拙稿, 즈냐나가르바의 二諦說에 대하여 , 印度哲學 6, 1996, p. 1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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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상적 특색

⑴ 勝義諦

샨타라크시타의 승의제에 관한 특색은 그가 勝義의 無自性(niḥsv

abhāva)을 논증하기 위해 논리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MAV의

제1게송에서 나타나는 ‘離一多性(ekānekasvabhāvaviyoga)의 證因(hetu)’

에 의한 一切法無自性의 논증은 후대 티베트에서 4대무자성 논증

의 하나로 간주될 정도로 유명한 것으로, 그 MAV의 제1게송은

다음과 같다.

自派와 他派가 설하는 이것들 實在하는 것은 眞實에 있어서 一과 多

의 자성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무자성이다. 影像과 같이.4)

이 제1게송에 나타나는 이일다성의 증인은 ‘진실에 있어서’란

한정구를 사용하는 까닭에 이것이 승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승의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하는 것들에게는 자성

이 없음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말해 샨타라크시타는 이

일다성증인을 이용하여 타파와 자파가 설하는 일체의 것이 자성

4) bdag dang gzhan smra'i dngos 'di dag // yang dag tu na cig pa 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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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nyan bzhin // (M. ICHIGO p. 22)

niḥsvabhāvā amī bhāvās tattvaḥ svaparoditāḥ / ekānekasvabhāvena

viyogāt pratibimbavat // Blo Gsal Grub mTha'(Katsumi MIMAKI,

Université de Kyoto, 1982), p. 553.

* M. ICHIGO는 M. ICHIGO, MADHYAMAKĀLAṀKĀRA, BUNEIDO,

1985의 略.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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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간다. 타파나 자파가 주장하는

상주하는 것이나 영원한 것들은 一과 多의 관점에서 보면 그 논리

에 어긋나는 까닭에 부정되어진다. 예를들어 犢子部 등에서 해탈

의 주체로 상정한 푸드갈라(Pudgala)와 같은 영원한 주체도 이일다

성의 증인에 의하면 부정되어진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K.9) 刹那․非刹那로서 푸드갈라를 說示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에 一과 多의 자성을 떠나 있는 것이 명확히 잘 알려진다. 반론자가

승인하는 푸드갈라라고 하는 명제의 주어는, 근본증인인 一과 多의 자

성을 떠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용이하게 성립한다. 찰나의 것이라고

한다면, 다수의 자성으로 된다. 찰나마다 개별적인 자성이 생기기 때

문이다. 찰나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영원히 나타나는 하나의 본성

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一인 자성이 된다. 두 경우 중 어느 것도 타당

하지 않기 때문에 용이하게 一과 多의 자성이 없는 것이 성립한다.5)

이와 같이 영원한 푸드갈라도 일과 다의 증인에 의해 고찰해

보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일다성의 증인을 통해

샨타라크시타는 자파의 有部와 經量部 그리고 唯識派의 이론을 비

판하고, 타파로서는 인도의 여러 학파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外境

의 極微과 같은 色蘊에 대한 비판에 이어 전개되는 識蘊에 대한

비판에서는 그의 독특한 사상적 특색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와

형상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지와 형상의

일과 다의 논의전개는 샨타라크시타의 승의의 논리전개에 있어

매우 독특한 특색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논의전개는 無形象知識

5) (K.9) skad cig skad cig ma yin par // gang zag bstan du mi rung bas

// gcig dang du ma'i rang bzhin dang// bral bar gsal bar rab tu shes

// skad cig par gyur na ni du ma'i rang bzhin du ‘gyur te / skad cig

re re la yang rang bzhin gzhan 'byung ba'i phyir ro // skad cig ma

yin na ni rtag tu bstan pa gcig pu'i ngo bo yin pa'i phyir gcig pu'i

rang bzhin du ‘gyur ro // gnyi ga ltar yang brjod du med na ni tshegs

med par gcig dang du ma'i rang bzhin gyis stong pa nyid du ’grub po

// (M. ICHIGO,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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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anākārajñānavāda, K.16-21)비판, 有形象知識論(sākārajñānavāda K.22-3

4)의 비판, 唯識說(K.44-60)의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유식

설은 形象眞實論(satyākāravāda, K.46-51)과 形象虛僞論(alīkākāravāda, K.5

2-60)으로 나뉘어져 비판되고 있다. 이렇듯 샨타라크시타는 논리를

통해 승의의 무자성을 논증하고 있지만, 이 무자성의 논증은 불교

의 無我說의 교리를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6) 그리고 논리

또한 승의 그 자체가 아니라 세속을 본질로 승의에 수순하는 것

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승의에 있어서는 不生이라고 하는 것

에 대한 논의에 있어 샨타라크시타는 승의 그자체는 불생이나 생

의 상대적인 개념인 戱論(prapañca)을 일체 떠나 있음을 다음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

不生등도 진실의 세속에 이미 포함되었는데 (K.70) 승의에 隨順하기

때문에 그것은 승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진실에 있

어서는 일체의 희론을 떠나 있다. 승의는 有, 無, 生, 不生, 空, 不空 등

모든 희론의 그물을 절단한 것이다.7)

곧 승의로서 인정되는 불생의 개념도 상대적인 개념으로 승의

의 경지는 그러한 상대적인 희론이 일체 떠난 경지이다. 이와 동

일하게 승의를 나타내는 논리 또한 그 속성은 세속으로서 단지

승의에 隨順(anukūla)하는 입장에서 승의인 것이다. 논리를 승의에

6) (K.92) 唯心의 [理致에]의해 외계의 것이 無임을 알아야 한다.

[일체법무자성의] 이치에 의해 [유심의 이치]도 또한 진실로는 無我인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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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 ICHIGO, p. 294)

7) skye ba med pa la sogs pa yang yang dag pa'i kun rdzob tu gtogs pa

yin du zin kyang / (K.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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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 dam pa ni dngos po dang dngos po med pa

dang / skye ba dang mi skye ba dang / stong pa dang mi stong pa la

sogs pa spros pa'i dra ba mtha' dag spangs pa'o // (M. ICHIGO, p. 230,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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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순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은 中期中觀派인 바비베카(Bhāviveka, ca.

500-570)에게서도 보이는 것으로,8) 승의의 무자성을 논증하는 논리

도 결국은 승의 그 자체가 아니라 승의에 수순하는 의미에서 승

의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렇듯 샨타라크시타는 승의 그자체는 개

념이나 언설을 떠난 경지이지만, 세속의 일체 사물을 승의의 논리

로서 고찰하면 무자성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⑵ 世俗諦

샨타라크시타의 세속제에 대한 정의는 MAV 제64게송에서 분

명히 나타난다. MAV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K.64) 考察하지 않는 한 매력적이고, 生滅의 성질을 지니며, 效果的

作用能力을 본성상 갖는 것이 세속이라고 알려진다. 이 세속은 언어의

성질만을 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되고, 승인되며, 緣起한 것

으로, 고찰을 견디어내지 못하는 까닭에 眞實世俗이다.9)

여기에서 보이듯이 샨타라크시타는 진실세속(tathya-saṃvṛti)을

고찰하지 않는 한 매력적인 성질의 것(avicāraikarāmaṇīya), 생멸의

성질을 갖는 것, 효과적 작용능력을 갖는 것(arthakriyāsamartha)으로

서 정의하고 있다. 먼저 고찰하지 않는 한 매력적이라는 것은 고

찰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곧 이일다성의 증인

에 의해 고찰한다고 한다면, 일체의 것이 무자성이 되고, 따라서

8) 拙稿, 즈냐나가르바의 二諦說에 대하여 , pp. 161-163 참조.

9) (K.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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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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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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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것은 그 존재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단지 고찰하지 않

는 한에 있어서 매력적인 것으로서 성립한다고 하는 의미이다. 다

시말해 승의의 논리적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세

간의 일반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런 의미에서 世間

極成(lokapratīti)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 생멸의 성질로서의 세속

이란 因果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곧 緣起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앞서의 고찰하지 않는 한 매력적인 것과 동일시된

다. 그것은 제65게송에서 “고찰하지 않는 한 매력적인 것도 앞의

원인에 의해 각각 뒤의 결과가 그와 같이 생긴다10)”라고 하고 있

듯이 세속이 인과관계에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세번째의

효과적 작용능력도 다르마키르티(Dharmakīrti ca.600-660)가 그의 量
評釋(Pramāṇavārttika ; 이하 PV로 略記)에서 “효과적 작용능력을 가진
것이 여기에서는 勝義有이다11)”라고 말한 이래 중관파와 유식파

사이에서 논쟁이 거듭되었던 것으로, 샨타라크시타는 이 다르마키

르티의 개념을 세속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것

이 샨타라크시타의 진실세속에 대한 정의로서, 샨타라크시타는 세

속을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누고 있다.

고찰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으로, 효과적 작용능력을 갖은 것이 진

실세속이라 하며, 푸드갈라 등과 같이 언어만의 것은 그렇지 않은 것

이라 일컬어진다.12)

다시 말해 非眞實世俗(atathya-saṃvṛti)이란 효과적 작용능력을 갖

10) brtags pa ma byas nyams dga' ba'ang // bdag rgyu snga ma snga

ma la // brten nas phyi ma phyi ma yi // 'bras bu de 'dra 'byung ba

yin // (M. ICHIGO, p. 210)

11) arthakriyāsamarthaṃ yat tad atra paramārthasat //PV. III-3(戶崎宏正,

佛敎認識論の硏究(上), 大東出版社, 1979, p. 61.)
12) brtag mi bzod la don byed nus pa'i dngos po nyid ni yang dag pa'i

kun rdzob ces bya ste / gang zag la sogs pa ltar sgra tsam ni ma

yin no zhes bya ba'o // (M. ICHIGO,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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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으로, 푸드갈라와 같이 단지 언어 뿐만인 것이다. 이와

같이 세속을 ‘진실세속’과 ‘비진실세속’으로 나누는 샨타라크시타

는 진실세속으로서의 세속은 부정해서는 안된다라고 반복하여 말

하고 있다. 곧 “凡夫로부터 一切智者에 이르기까지 지각되는 것,

즉 고찰하지 않는 한 매력적인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13) 또

는 “因果關係는 세속에서는 부정되지 않기 때문에 雜染과 淸淨등

의 安立에 혼란은 없다”14)라고 말해 진실세속으로서의 세속을 인

정하고 있다.

⑶ 自證知와 形象

이 자증지와 형상은 MAV 속에서 샨타라크시타가 불교내의 여

러 학파를 일종의 단계로 체계화하여 그것을 비판해 가는 근본적

인 이론으로 등장한다. 곧 샨타라크시타는 인식의 주체로서의 自

證知(혹은 識, 知識)와 인식대상으로서의 형상과의 관계를 앞서 말한

이일다성증인을 통하여 고찰해 간다. 자증지란 인식대상과 인식주

체는 동일한 식이 2분화된 것으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식

이 같은 식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자증지는 디그나가(Dign

āga ca.480-540)의 集量論(Pramāṇasamuccaya) 등에서 체계화된 것으

로, 디그나가는 인식결과가 자증지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K.9a) 더욱이 또 그 경우 자증지가 [인식의] 결과이다. 그 지는 2종

류로 顯現하여 생긴다. 즉 스스로의 현현과 外境으로서의 현현이다. 그

13) byis pa'i gnas skabs nas bzung ste / thams cad mkyen pa'i ye shes

kyi bar du myong ba gang ma brtags gcig pu na yid du ‘ong ba'i

rang bzhin la ni kho bos bkag pa med de / (M. ICHIGO, p. 220)

14) 'di ltar rgyu dang 'bras bu yi / chos 'di rnam par gzhag pas na /

tshogs rnams dri ma med pa yang // gzhung 'di nyid la rung ba yin

// (M. ICHIGO,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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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현현에 있어서 자증지가 결과로 된다. 왜냐하면 (K.9b) 그것[=자증

지]의 본성이 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15)

이와 같이 인식주체(=能取形象)와 인식대상의 외경(=所取形象)은 동

일한 지가 현현한 것이다. 그리고 인식의 결과란 인식주체로서의

지가 동일한 지의 현현인 외경을 인식하는 것으로, 그 인식이 곧

자증지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디그나가는 인식대상과 인식수단(=

인식주체), 인식결과의 셋이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나아

가 ‘지의 二相性’인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이 어떻게 자증지로서 알

려지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이 디그나가의 자증지 이론은 후기 인

도불교의 인식론 논리학등을 거의 완성시켰다고 일컬어지는 다르

마키르티에게 전해져 집량론의 주석인 PV에서 더욱 상세하게

논해지게 된다. PV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증지에 대하여 주석하고

있다.

(K.326) 그것(=知)의 자체는 그 [靑등의 상을 갖는] 領納이며, 절대로

다른 [외경의] 그것(=영납)은 아니다. [더욱이 또] 그것(=지)은 각각 直

覺되어지지만, 그것도 그것(=영납)을 본성으로 하는 것이다.

(K.327) 그런 까닭에 [지 이외에] 달리 영납될 [대상은] 존재하지 않

는다. 또 그것(=지)을 영납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동일

하게 비판되는 까닭에. 실로 스스로 나타난다. [다른 것에 의해 나타나

는 것은 아니다.]16)

15) (K.9a) yang na rang rig 'dir 'bras bu shes pa ni gnyis su snang bar

skyes te/ rang gi snang ba dang yul gyi snang ba'o // snang ba de

gnyis la gang rang rig pa de ni 'bras bur 'gyur ro// ci ‘i phyir she

na (K.9b) de yi ngo bo las don nges. (戶崎宏正, 佛敎認識論の硏究(下),
大東出版社, 1985, p. 1)

16) ātmā sa tasyānubhavaḥ sa ca nānyasya kasyacit /

pratyakṣaprativedyatvam api tasya tadātmatā // (K.326)

nānyo 'nubhāvyas tenāsti tasya nānubhavo 'paraḥ / tasyāpi

tulyacodyatvāt svayaṃ saiva prakāśate // (K.327)

(戶崎宏正, 佛敎認識論の硏究(下),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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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대상의 상 즉 형상이 영납[지각]되는(anubhava) 것으

로, 그 영납되는 것은 지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 자신이 나타

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외경의 청등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외경실재론자의 설에 대한 반론으로서, 실제로는 청등의 형

상이 인식되는 것으로서 그 형상도 지의 성질로서 따라서 인식이

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자기인식 즉 자증지라고 주장

하는 것이다. 또 다르마카르티는 지 자체에는 인식대상, 인식주체,

자증지의 구별이 없지만, 잘못된 견해를 가진 자에 의해 3분화된

다고 말하고 있다. 이 지 자체의 無區別性에 대하여 후대의 주석

자는 승의 입장에서의 설이라고 하거나17), 또 그 무구별의 지를

셋으로 구별하여 보는 자는 無明에 의해 미혹된 자라고 말하기도

한다18). 다시말해 승의의 입장에서는 구별을 떠난 一性의 것이 곧

자증지로서 인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무구별성의 승의의

자증지를 전제로 샨타라크시타는 이 지가 能所의 구별을 갖지 않

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K.17) 부분을 갖지 않는 하나의 자성에 [능취․소취․인식의] 세가

지 자성이 [있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자증지는 능소의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다.19)

이렇듯 샨타라크시타가 승의에 있어 무구별성의 자증지를 전제

로 내세우는 것은 이 지가 형상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하나의 자

성인 것으로 보증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형상설 논의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인 多인 형상과 一의 知 사이의 모순에서 지가 一性

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능소의 구분이 없는 자증지로서 보증되기

17) 戶崎宏正, 佛敎認識論の硏究(下), p. 40 PV에 관한 Manorathanandin 과
Devendrabuddhi 의 주석서가 거론되고 있다.

18) 上揭書, p. 44

19) (K.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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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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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러한 一性의 자증지와 형상의 多性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샨타라크시타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無形象知識論

(anākārajñānavāda, K.16-21), 有形象知識論(sākārajñānavāda K.22-34), 形象

眞實論(satyākāravāda, K.46-51), 形象虛僞論(alīkākāravāda, K.52-60)을 비

판해 가고 있다.20)

이 자증지와 형상을 통한 논리전개는 앞서 보았듯 승의에 수순

하는 것이지만, 자증지나 형상 그 자체는 세속을 성질로 하는 것

임을 샨타라크시타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자증지에 대해 샨타라

크시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증지도 세속제에 속하는 성질인 것은 一과 多의 자성의 고찰에

견뎌내지 못하는 까닭에 이미 결정된 것이다.21)

곧 자증지도 승의의 논리에 의한 고찰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으

로서 세속을 성질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형상도 동일하게

세속을 본질로 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도 눈 등의 지에 현현하는 성질의 것(=형상)은 부정하지 않지만,

般若智慧와 知識에 의해 고찰한다면, 芭蕉의 줄기와 같이 핵심되는 것

은 조금도 현현하지 않기 때문에 승의로서는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22)

이렇듯 샨타라크시타는 자증지나 형상은 모두 세속적인 성질의

것으로서 곧 세속의 정의에서와 같이 논리적 고찰을 하지 않는

이상 매력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승의의 고찰이 가해지지 않는

20) 拙稿, 中觀莊嚴論의 形象說에 대하여 참조.

21) rang gi rig pa yang kun rdzob kyi bden par gtogs pa nyid de gcig

dang du ma'i rang bzhin du brtag mi bzod pa'i phyir ro zhes bya bas

gtan la phab zin to // (M. ICHIGO, p. 290)

22) kho bo yang mig la sogs pa'i shes pa la snang ba'i ng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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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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렇듯 자증지와 형

상에 대한 논의에 있어 勝義無와 世俗有의 이제 개념을 나타내 보

이는 것은 곧 샨타라크시타가 중관의 입장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23) 다시말해 이일다성의 증인을 통한

논증식에 의해서는 자증지나 형상도 또한 실체가 없는 무자성의

것으로 간주되지만, 승의의 고찰이 가해지지 않는 세속적인 입장

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세속의 입장에서 인정되는

자증지와 형상에 대해서는 그의 SDP에 대한 고찰에서 그 의미가

좀더 분명히 나타나리라 생각된다.

3. 중관장엄론의 사상적 배경

1）『攝眞實論』 外境考察章 과 비교

MAV에서 샨타라크시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더욱이 또 나는 자파와 타파의 교의에 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一

切戱論의 집적을 떠난 연기를 攝眞實論과 勝義의 確定등에서 검토
한 것으로, 더욱 알고싶은 사람을 그것을 참조하라.24)

이 문장에 의해 TS는 MAV 이전에 성립된 것이 확실해 진다.

23) 拙稿, 즈냐나가르바의 二諦說에 대하여 , p. 138 참조.

24) gzhan yang kho bo bdag cag dang / gzhan gyi gzhung lugs rgya

cher dpyad pas rten cing 'brel par 'byung ba spros pa'i tshogs thams

cad dang bral ba 'di de kho na bsdus pa dang / don dam pa gtan la

dbab pa la sogs par dpyad zin gyis / shin tu rgyas par 'dod pa dag

gis de dag las khong du chud par gyis shig // (M. ICHIGO, p.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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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샨타라크시타의 TS는 연기설을 기본교의로 하여 인도 모든 학

파의 사상과 불교교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인도철학사상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내용도 전 26장에 걸친 대단히 방대한 저작이

다.25) TS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며, 주

로 다르마키르키의 설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고 일컬어진다. 이

TS에 있어 MAV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제23장의 외경 고찰

장 (Bahirarthaparīkṣā K.1964-2083)>이다. 이것은 MAV의 게송에서 보

이듯 외경의 고찰장의 게송이 MAV속에 다수 인용되고 있기 때

문이다.

이 장의 목적은 TS의 歸敬偈에서도 보이듯이26) 외경이 ‘影像등

과 유사한 것(pratibimbādisannibham)’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영상

등과 유사한 것’은 외경이 실체로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과

같이 無實體, 즉 無自性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은

먼저 외경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

한다. 즉 “외경이란 우리들이 현재 보는 것과 같이 명확히 보여지

는 것이다”라고 하는 外境實在論者의 주장(K.1964-1965)에 대하여 샨

타라크시타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외경이 현현하여도 이 자체가 어떻게 현현하는가. 極微로서인가 아

니면 [극미] 부분의 집합형태로 인가.(K.1966)

먼저 극미들에 의한 형상은 지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분을 갖

지않는 다수의 극미에 의한 형체는 知에 현현하지 않기 때문이다.(K.19

67)

부분의 차별을 떠나 극미가 현현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형상이 현

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것을 지각하는 일은 없다.(K.1

968)27)

25) 拙稿, 일본의 후기중관파 연구 , 일본의 인도철학․불교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96, pp. 438-445 (韓國佛敎學SEMINAR 6호, 1995)

26) 渡邊照宏, 攝眞實論序章の飜譯硏究 , 東洋學硏究, 2, 1967, pp. 15-16
27) bhāsamānaḥ kim ātmā 'yam bāhyo'rthaḥ pratibhāsate /

paramāṇusvabhāvaḥ kiṃ kiṃ vā 'vayavilakṣaṇaḥ // (K.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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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外境實在論에 대하여 그 외경실재론자가 인정하는 극

미설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즉 외경이 지각된다하여도 그

것은 부분을 갖지 않는 극미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것이 된다. 형체가 없는 것이 어떻게 형상으로서 나타나겠는가.

이와같은 극미설이 갖는 모순 즉 부분을 갖지 않는 것이 부분을

이룬다고 하는 문제를 추구해 가는 것이 외경실재론 비판의 개요

이다. 이 극미설 비판에 있어서는 외경실재론자로 일컬어지는 슈

바굽타(Śubhagupta, K.1971), 자이나교도인 수마티(Sumati, K.1979-1982),

미맘사학파의 쿠마릴라(Kumārila, K.1985cd-1986) 등의 견해가 소개되

고, 그것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슈바굽타, 쿠마릴라

등의 설은 MAV에도 그 인용이 있는 까닭에, 샨타라크시타의 대

론자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대론자와 논쟁을 하면

서 샨타라크시타는 극미가 올바른 인식수단으로서 성립하지 않음

을 설하며(K.1988), 극미가 하나인 것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중앙에 있는 극미가 어떤 하나의 극미에 면하는 것을 본성으로서

다른 극미와 결합하고 있거나 또는 떨어져 있거나 혹은 間隙없이 근접

하고 있다고 분별한다면, 山등과 같은 것이 [극미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이다. 만약 그 본성이 다른 극미와 면하는 것이 무관

계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극미가 하나인 것이 되겠는가.(K.1989-1991=M

AV K.11-13)28)

na tāvat paramāṇūnām ākāraḥ prativedyate /

niraṃśānekamūrtābhapratyayāprativedanāt // (K.1967)

vyapetabhāgabhedā hi bhāseran paramāṇavaḥ / nānyathā'dhyakṣatā

teṣām ātmākārāsamarpaṇāt // (K.1968)

(Shastri Ed. Tattvasaṃgraha, pp. 671-672)

28) saṃyuktaṃ dūradeśasthaṃ nairantaryavyavasthitam / ekāṇv

abhimukhaṃ rūpaṃ yad aṇor madhyavarttinaḥ // (K.1989) aṇv

antarābhimukhyena tad eva yadi kalpyate / pracayo bhūdharādīnām

evaṃ sati na yujyate // (K.1990) aṇv antarābhimukhyena rūpaṃ 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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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개의 게송은 MAV의 제11, 12, 13게송으로서 다시 등장

하고 있다. 곧 사물이 극미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그 극미의 결

합관계를 세 개로 나누어 고찰하면 극미의 집합체는 성립하지 않

음을 여기에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극미와 그것을 면하고 있는

것이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극미는 하나인 것이 되지 않는다. 이

것은 唯識二十論(Viṃśatikāvijñaptimātratāsiddhi)에 보이는 ‘방위(digbh
āga)를 갖는 극미의 부정’과 그 軌를 같이 하는 것이다29). 이것은

샨타라크시타가 그 이전의 전통적인 극미설의 부정 즉 외경실재

론비판에 따르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극미가 하

나인 것의 부정’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一과 多의 논리를 전개하

고 있다.

모든 주장에 있어서 一인 자체란 불합리 하다. 一인 [자체]가 성립

하지 않기 때문에 多인 자성도 있을 수 없다.(K.1995)

그런 까닭에 賢者들에게는 극미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아는 지가]

생긴다. 一과 多의 자성이 없기 때문에. 空華와 같이.(K.1996)30)

여기에서 이미 MAV의 이일다성의 증인과 동일한 논증이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一과 多가 상호배제관계에 있

anyad iṣyate / kathaṃ nāma bhaved ekaḥ paramāṇus tathā sati //

(K.1991)

(Shastri Ed. Tattvasaṃgraha, pp. 677-679)

29) 一과 多의 관점에서 극미설을 논파하는 것은 유식이십론에 있어서 잘
나타나고 있다. (山口益, 野澤靜證, 世親唯識の原典解明, p. 84 참조).
유식이십론의 논술등이 거의 동일한 형태로 TS, MAV 등에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MAV의 인용문헌에는 유식이십론은 나타나지
않는다.

30) tad evaṃ sarvapakṣeṣu naivaikātmā sa yujyate /

ekāniṣpattito'nekasvabhāvo ‘pi na sambhavī // (K.1995)

asan niścayayogyo'taḥ paramāṇur vipaścitām / ekānekasvabhāvena

śūnyatvād viyadabjavat // (K.1996)

(Shastri Ed. Tattvasaṃgraha, pp. 680-681)



中觀莊嚴論 성립의사상적배경∙225

는 것도 확실히 의식되어 쓰여지고 있다. 물론 이와같은 一과 多

의 관계에 기초하는 논증은 나가르주나를 비롯한 오랜 불교전통

속에서 사용되어져 온 것이지만, 이미 TS에서 그 논증이 명확히

의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은 MAV 저술의 계기가 이 TS에 유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외경실재론을

전통적인 극미론 비판을 통하여 부정한 뒤 샨타라크시타는 知가

외경대상을 지각하지 않는 것, 즉 지는 자기 자신을 지각하는 자

증지인 것을 증명해 간다. 그리고 有形象, 無形象, 異形象 知識論의

어느 것에 있어서도 지가 외경대상을 지각하는 것은 없다(K.1998)

고 설한 뒤 MAV와 동일한 게송으로 지란 자증지인 것을 설하고

있다. 즉

지는 無感覺을 본질로 하는 것을 떠나서 생긴다. 그 감각적인 본질

이 지자체의 자증이다.(K.1999=MAV K.16)

불가분의 一인 자성에게 세 개의 자성이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증지는 能․所의 관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K.2000=MAV K.1

7)

그런 까닭에 이 [자증지]는 지의 자성인 까닭에, 스스로를 아는 것

은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대상의 본성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K.20

01=MAV K.18)31)

여기에서는 우리들이 지각하는 외경이란 외계의 대상을 본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를 본질로 하는 형상으로서의 인식대상이며,

그것을 인식주체인 지가 지각하는 것이 지가 지를 안다고 하는

자기인식 즉 자증지라고 하는 것이 서술되고 있다. 이 외경의 고

31) vijñānaṃ jaḍarūpebhyo vyāvṛttam upajāyate / iyam evātmasaṃvittir

asya yā'jaḍarūpatā // (K.1999)

kriyākārakabhāvena na svasaṃvittir asya tu / ekasyānaṃśarūpasya

trairūpyān upapattitaḥ // (K.2000)

tad asya bodharūpatvād yuktaṃ tāvat svavedanam / parasya tv

artharūpasya tena saṃvedanaṃ katham // (K.2001)

(Shastri Ed. Tattvasaṃgraha, p.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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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장의 후반에서 샨타라크시타의 논증은 자증지 성립의 증명으

로 일관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만큼 그는 자증지의 증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 자증지의 성립과 관련하여 형상과 지의

관계가 고찰되고 있다. 有形象知識論에서는 간접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K.2004), 無形象知識論에 있어서는 지각은 불가능

하다(K.2005)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MAV와 동일한 게송으로 설

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형상과 지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도 이

미 MAV에서 보았듯이 ‘지와 형상과의 불일치’가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형상은 다수의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따

라서 그런 까닭에 대상을 인식하는 일은 없다.(K.2036)

형상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지도 一인 것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

다면 [지와 형상의] 양자의 동일성이 어떻게 알려지겠는가.(K.2037)32)

MAV에 있어서는 자증지의 一인 성질을 전제로 하여 이 ‘지와

형상의 불일치’가 고찰되고 있지만, TS에서는 MAV와는 달리 오

로지 자증지의 증명에 논술이 일관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MA

V와 TS가 전체적으로 다른 구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라

고 생각된다. 특히 TS의 목적은 지란 단지 지증지에 지나지 않는

다(K.2011, 2016 등)는 샨타라크시타의 말로부터도 알 수 있듯 자증

지의 논증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자증지의 증명에 있어서도 슈바

굽타, 쿠마릴라, 그리고 니야야학파의 웃티요타카라(Uddyotakara)

등의 설을 거론하고 그것에 대한 반론이 제시된다. 이 샨타라크시

타의 반론도 타파에서 주장하는 ‘실재하는 외경의 지’란 결국 ‘형

상의 지’이며, 따라서 지는 인식주체인 지가 지의 형상을 안다고

32) jñānād avyatiriktatvān nākārabahutā bhavet / tataś ca tad balenāsti

nārthasaṃvedanasthitiḥ // (K.2036)

ākārāvyatiriktatvāt jñāne vā'nektā bhavet / anyathā katham ekatvam

anayoḥ parikalpyate // (K.2037)

(Shastri Ed. Tattvasaṃgraha, p.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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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곧 자증지인 것이 서술되고 있다. 이와같은 샨타라크시타의

자증지 성립의 증명은 외경의 고찰 장의 마지막에서 唯識性의 성

립으로 이어져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유식성의 성립은 지혜있는 자에 의해 淸淨해 진다.

우리들도 그 방법에 의해 勝義의 決擇에 이른 것이다.(K.2083)33)

이 게송에 의해 이 외경의 고찰 장이 유식성 성립의 증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식성의 성립이란 다름 아

닌 자증지의 성립으로, 이것의 성립에 대한 증명이 승의로서 행해

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곧 이것은 승의에 있어서 외경실재론을 부

정하고 자증지 즉 유식을 증명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은

유식성의 성립은 TS 전체의 주제와 무관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곧 TS의 마지막 超感覺的인 인식을 갖는 인물에 대한 고찰 (atīnd

riyārthadarśiparīkṣā)장에 있어서 一切智者의 의식을 無分別이며, 無迷

亂이다(K.3635)라고 설하는 것은 자증지의 본질을 설하는 K.2000의

기술과 서로 상통라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체지

자에게는 형상의 논의 등은 무용하다(K.3645)라고 서술하는 것도

유․무 형상론을 부정하고, 유식성만을 증명하려고 하는 샨타라크

시타의 의도와 일치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외경의 고

찰 장에 있어서, 승의에 있어서 유식성을 증명하기 위해 외경실재

론, 유․무 형상론등을 부정하는 것은 MAV의 근본사상이 이미

TS에서 형성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33) vijñāptimātratāsiddhir dhīmadbhir vimalīkṛtā / asmābhis tad diśā

yātaṃ paramārthaviniścaye // (K. 2083)

(Shastri Ed. Tattvasaṃgraha, p.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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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二諦分別論細疏의 사상

⑴ 二諦에 대한 주석

SDP에 있어서 이제에 관한 주석도 대체로 SDV의 내용을 충

실히 따르고 있다. 먼저 승의와 세속의 구분에 대해서도 SDV에

서와 같이 ‘顯現하는 대로의 것(yathābhāsa)’이 기준이 되고 있다.이

이제의 구분에 대해 SDP는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이제를 구별하는 의미도 설명되어야 한다 라는 말에 대하여

(K.3c) 현현하는 대로의 것 그것이야말로

라고 말해 강조한 것은, 논리에 의하면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

기 위한 까닭이다. 세속이라고 한 것은 세속제로서 마지막 말이 생략

되어져 있는 까닭이다. 다른 것이라고 한 것은 현현하는 대로의 것과

는 다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것에 의해 논리 그대로의 성질(yathāny

āya)이 승의제인 것을 보인다.34)(傍線 SDV; 이하 동일)

이와 같이 이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현현하는 대로의

34) bden pa gnyis rnam par dbye ba'i don kyang bya'o ston pa la /

(K.3c) ji ltar snang ba 'di kho na zhes bya ba bsnang pa ni rigs pa ji

lta ba bzhin du ma yin no zhes bstan pa'i phyir ro // kun rdzob smos

pa ni kun rdzob kyi bden pa ste tshig tha ma khong nas dbyung ba'i

phyir ro // gzhan ni zhes bya ba ni/ ji ltar snang ba las gzhan pa'o

// de'i phyir 'dis ni rigs pa ji lta ba bzhin nyid ni don dam pa'i bden

pa'o zhes ston to // (방선 SDV)[SDP(T) pp. 6-7]

* SDP의 티베트문[=SDP(T)]은 필자의 학위논문에 의거한다.

( 二諦分別論細疏の硏究 , 駒澤大學博士學位論文, 1993)
* 방선의 SDV는 기본적으로 다음 저술의 티베트 문에 의거한다.
(Malcolm D. Eckel, JÑĀNAGARBHA'S COMMENTARY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TRUTH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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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그것은 곧 세속의 정의이기도 하다. 그리고 승의제는

현현하는 대로의 것이 아니라 논리에 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논

리에 따른다면 현현하는 것으로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와같은 설명은 SDV에 따른 주석이지만, SDP에 있어서 샨타라크

시타는 논리에 따르는 승의에 대하여 매우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논리에 대한 SDV의 제4게송인 “속이는 것이 없기 때문

에 논리는 승의이다(slu ba med pas rigs pa ni don dam yin te)”라고 하

는 정의에 대해 샨타라크시타는 “논리의 힘이란 同一性과 因果性

의 관계를 갖는 것의 힘”35)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다. 이 동일성과

인과성이란 다르마키르티의 중요술어로서, 다르마키르티에 있어

서는 經量部설의 외경과 인식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다.36) 샨타라크시타가 이와 같이 다르마키르티의 용어를 사용하

여 주석하고 있는 것은 그가 다르마키르티의 지식론에 정통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아울러 다르마키르티가 그의 PV에서 거론하

는 연기와 불, 종자와 싹등의 예를 샨타라크시타가 그대로 인용하

는 것에서도 샨타라크시타가 다르마키르티에 정통함을 보이는 것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샨타라크시타는 논리가 승의인 경우 승

의로 인정되는 不生에 대해 SDP에서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승의에 의해 확정되는 대상인 불생 등도 승의라고 설한다. 만약 3상의

증인에 의해 생긴 지가 승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연기가 있기 때문

에 불이 있다라고 하는 지도 승의가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이 그것에 의

해 확정되는 대상도 승의로 된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는 알려지지 않는

다. 왜냐하면 연기등은 최초부터 불생의 것으로 없었던 것인 까닭에 그

것에 의해 생긴 지 혹은 그것에 의해 알려지는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그와 같이 되겠는가. 또 보여지는 것인 연기등의 증인에 의해 불등의 대

상이 성립한다고 한다면,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과실은 없다.

35) rigs pa'i stobs ni de'i bdag nyid dang de las byung ba'i mtshan nyid

kyi 'brel pa dang ldan pa'i dngos po'i stobs so// [SDP(T) p. 7]

36) 戶崎宏正, 佛敎認識論の硏究(下), p.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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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불등을 없다고 결정하여 증명하는 것은 승의에 수순하기 때문에 승의

성이라고 인정된다. 승의는 분별의 그물을 남김없이 떠나는 성질의 것이

다.37)

여기에서 보이듯 샨타라크시타는 논리에 따르는 지란 승의 그

자체가 아니라 승의에 수순하는 것이라고 주석하고 있다. 그리고

승의란 일체의 분별을 떠나 있기 때문에 소위 승의의 불생이라

하는 것도 승의에 隨順하는 것(paramārthānukūla)이지 결코 승의 그

자체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 승의에 수순하는 승의란 SDP

전체에서 강조되는 말이지만, 이것은 MAV에서도 상세히 나타나

듯 샨타라크시타에게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

한 중요한 용어가 SDP에서 사용되는 것은 샨타라크시타의 중요

사상이 이미 SDP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

다.

SDP에서 샨타라크시타는 일체의 분별의 망을 떠난 승의를 非

異門勝義(aparyāya- paramārtha)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용어는 바비

베카의 中觀義集(Madhyamakārtha saṃgraha; 이하 MAS로 略記)에서 이
미 나오는 말로,38) 만약 샨타라크시타가 이 용어를 의식적으로 사

37) don dam pas gtan la phab pa'i don / skye pa med pa la sogs pa yang

don dam pa zhes brjod do // gal te tshul gsum pa'i rtags kyis bskyed

pa'i shes pa don dam pa yin na / de lta na ni 'di na du ba yod pa'i

phyir me yod do zhes bya ba'i shes pa yang don dam par 'gyur te /

de lta na des gtan la phab pa'i don kyang don dam par 'gyur ro zhe

na / de ltar ni shes par mi bya ste / du ba la sogs pa ni gzod ma

nas ma skyes pas med pa'i phyir des bskyed pa'i shes pa'am / des

gzhal pa'i rtags kyis me la sogs pa'i don sgrub na / de lta na ni 'dod

pa yin pa'i phyir de nyes pa med de / 'di ltar me la sogs pa med pa

gcod par sgrub pa de ni don dam pa dang mthun pa'i phyir / don

dam pa nyid ces bya bar 'dod pa nyid de / don dam pa ni rtog pa'i

dra ba ma lus pa rnam par gcod pa'i mtshan nyid yin pa'i phyir ro //

[SDP(T) p. 8]

38) 長澤實導, 瑜伽行思想と密敎の硏究, 大東出版社, 1978, pp. 160-166 ;
江島惠敎, 中觀思想の展開, 春秋社, 1985, pp. 18-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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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것이라면 승의에 수순하는 승의는 異門勝義(paryāya-paramārth

a)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SDP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

다. 비이문승의에 대해 샨타라크시타는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그런데 비이문승의란 무엇인가. 즉

(K.5) 현현하는대로의 것으로서 확립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일체

지의 형상이 무슨 일이 있어도 현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이 그것을 간결히 표현한 것이다.39)

곧 현현하는 것이 일체 없는 상태가 비이문승의로서, 이 상태는

SDV에서와 같이 “승의제는 그곳에서 마음의 움직임조차 없다.

하물며 문자에 의한 견해의 표현이란 있을 수 없는”40)상태로 곧

이것은 空, 不空, 有, 無, 生, 不生등의 일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태

인 것이다. 이 비이문승의를 SDV는 ‘일체의 戱論을 떠난 것’으로

도 표현하지만 이것에 대해 샨타라크시타는 다음과 같이 주석하

고 있다.

왜 진실에 있어서 둘은 없는가 하면

(K.11B) 그것은 희론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진실이라는 것이 보충어이다. 그 진실은 一切 分別의

網을 떠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해설한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서 희론은

분별의 망이라고 설명된다. 한편 희론은 言說의 원인이다. 그것도 분

별의 망에 의해 생기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생기시키는 것이 없으면

생기되는 희론도 없다고 설해진다. 그와 같이 언설의 行境을 초월하는

것이 진실인 까닭에

(K.11cd) 文殊가 진실이란 하고 물었을 때 勝者의 아들은 침묵하셨

39) da ni rnam grangs ma yin pa'i don dam pa gang yin pa de / (K.5) ji

ltar snang ba'i dngos por ni // rnam par gnas par mi rung ste// shes

pa'i dngos pa thams cad la // ji ltar bur yang snang mi 'gyur // zhes

bya ba smos pa la sogs pa mdo tsam zhig byed do // [SDP(T) p. 9]

40) don dam pa'i bden pa ni gang la sems rgyu ba yang med na / yi ge

rnams lta smos kyang ci dgos zhes gsungs so // [SDP(T)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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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고 한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법문에 있어서 生起와 不生의

둘이 없는 것이 無二이다.41)

샨타라크시타의 이와같은 주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MAV 있어서 유․무, 생․불생, 공․불공 등의 일체 희론을 떠난

승의의 설명과 일치하고 있다. 다시말해 일체 희론을 떠난 승의에

대한 설명은 SDP와 MAV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의를 유, 무, 생, 불생, 공, 불공 등을 떠난다라는 설명은 이미 S

DV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은 MAV의 저술에 있어 샨타라

크시타는 SDV의 사상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

한 증거가 곧 SDP로서, SDP는 MAV의 성립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세속에 대해서도 SDP는 SDV를 거의 그

대로 답습하고 있지만, 세속을 세가지로 나는 점은 SDP의 독특

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곧 SDP에서 샨타라크시타는 세속을

眞實의 세속과 非眞實의 세속으로 有分別의 것(savikalpa)과 無分別

의 것(nirvikalpa)의 셋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세가지 세속

은 바바비베카의 MAS에 나타나는 것으로 샨타라크시타와 바바

비베카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SD

P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은 그다지 명확치 않으며, 실제 세속

41) ci'i phyir yang dag par na gnyis med ce na / (K.11b) de ni spros pa

med pa yin // zhes bya ba smos te / de kho na zhes bya ba

lhag ma'o // de ni de kho na ni rtog pa'i dra ba thams cad dang

bral ba'o zhes bya bas rnam par 'grel to // de'i phyir 'dir spros pa ni

rtog pa'i dra ba yin no zhes brjod do // rnam pa gcig tu na spros pa

ni ngag gi rgyu ba ste / de yang rtog pa'i dra bas kun nas bslang ba

yin no // de'i phyir kun nas slong ba po med na / bslang bar bya

ba'i spros pa yang med par ston te / gang gi phyir de ltar ngag gi

spyod yul las 'das pa yang dag pa yin pa de'i phyir / (K.11cd) 'jam

dpal gyis ni yang dag dris // rgyal ba'i sras po mi gsung bzhugs /

zhes bya ba smos te go sla ‘o // chos kyi sgo gang la skye ba dang

mi skye ba la sogs pa gnyis med pa de ni gnyis med pa'o //

[SDP(T)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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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에 대해서는 현현하는 대로의 것이란 SDV의 정의에 대해

상세한 주석을 가하고 있다.

(K.21a) 현현하는 대로의 성질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고찰하지 않는 한 매력적인 성질의 것인 까닭이다.

(K.21b) 이 세속에 대하여 고찰한다. 그러나 고찰은 작용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앞서 설명한 고찰, 즉 어찌하여 인연관계는 세속인가,

또 유형상지에 의해 어떻게 알려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상에서 인

정한 대로, 多인 것이 一인 것을 만드는가, 혹은 다인 것을 만드는가

라고하는 등의 그것은 확립되지 않으며, 또 그것은 무연인 것이다. 왜

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K.21c) 고찰하면 拒斥되고, 부정되어 진다.42)

여기에서 ‘현현하는 대로의 성질인 것’을 MAV에서와 동일하게

‘考察하지 않는 한 매력적인 성질의 것(avicāraikaramaṇīya)’으로 주석

하고 있는 것은 SDP와 MAV가 동일한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

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찰하면 거척되고 부정된다고 하

는 것은 MAV의 세속설명과 동일한 것이다. 더욱이 SDP에서는

세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진리로서는 꿈 등도 식에는 없는 것이다. 색등이 현현하는대로 보

여지는데 나쁜 집착에 의해 그대가 식의 성질이 그와 같다고 분별하

면 나쁘게 지각하지만, 깨어있는 경우에 그와 같이 고찰한다면 외경의

색등은 단지 현현하는대로 있는 것이다. 만약 논리에 의하기 때문에

42) (K.21a) ji ltar snang bzhin ngo ba'i phyir // zhes bya ba ni / ma

brtags na nyams dga' ba yin pa'i phyir ro // (K.21b) kun rdzob 'di la

dpyod pa ste // brtag pa mi 'jug go // 'di la ji skyad bshad pa'i

dpyad pa / ci rgyu dang 'bras bu'i dngos po kun rdzob pa / shes pa

rnam pa dang bcas pas shes sam zhes bya ba dang / de bzhin du 'di

ji ltar 'dod / ci du mas gcig byas sam / 'on te du ma byas zhes bya

ba la sogs pa de ni gnas med de rten med do // ci ‘i phyir zhe na /

'di ltar ji skad bshad pa'i (K.21c) rnam par dpyod par byed pa yin na

ni / gnod pa de tshar gcad pa'i gnas su ‘gyur ro // [SDP(T)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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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르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까닭에 고찰하지 않는 한 매력적인 것

으로 인정되는 까닭에 또 고찰을 견디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속이라

일컬어진다.43)

이와 같이 ‘고찰하지 않는 한 매력적으로 인정되는 것’혹은 ‘고

찰을 견디어내지 못하는 것’으로서의 SDP의 진실세속의 설명은

SDV에는 나타나지 않는 SDP 독자의 설명이며, 이것은 MAV의

진실세속의 정의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에 의해서

도 SDP와 MAV 사이의 사상적 일치성이 보여진다고 생각된다.

또한 비진실세속에 대해서도 SDV는 효과적 작용능력을 갖지 않

으며, 단지 분별에 의해 현현한 것이라 표현하고 있다. 곧 幻影과

같이 인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분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고 한다. 이러한 SDV의 비진실세속은 SDP에 있어서도 그다지

다르지 않고 거의 SDV의 설명과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SDV와

SDP의 설명은 MAV의 비진실세속의 설명과도 거의 일치한다.

⑵ 形象에 대한 주석

離一多性의 證因에 의한 일체법무자성을 증명하는 MAV에서의

논리의 전개는 형상의 다인 것과 지의 하나인 것이 모순을 면하

지 못한다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인

정하는 여부에 따른 形象眞實論이나 形象虛僞論 등의 형상론 전개

43) bden na rmi lam la sogs pa na yang rnam par shes pa la ma gtogs

pa de / gzugs la sogs pa ji ltar snang ba bzhin mthong bzhin du

yang mngon par zhen pa ngan pas khyod la rnam par shes pa nyid

de ltar rtogs so snyam du log par snang gi / gnyid kyis ma log pa'i

gnas skabs bzhin du / de na yang de ltar rtogs pa na / phyi rol gyi

gzugs la sogs pa ji ltar snang ba bzhin ni yod pa kho na'o // gal te

rigs pas mi 'thad do zhe na / de nyid kyi phyir ma brtags na nyams

dga' ba'i phyir dang / brtag pa'i dpyad pa mi bzod pa'i phyir kun

rdzob pa zhes bya ste / [SDP(T)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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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일다성증인에 의한 논리에서는 성립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일다성의 증인에 의한 형상에 관한 논의는 이미

TS의 외경의 고찰 장에서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TS는 MAV에

서와 같이 형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이 형상에 관한 논의는 즈냐나가르바의 SDV에 있어서도 MAV와

동일한 형상론이 전개되어, 형상의 多性과 지의 一性과의 모순이

지적되고 있다44). 곧 SDV에서는 형상과 지의 모순으로 인해 인

식은 성립하지 않고 더욱이 그 논리에 의해서는 인과관계도 확정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SDV의 설명에 대한 SDP의

주석을 살펴보면 MAV와의 관계도 한층 분명해지리라 생각된다.

SDV에서 형상론의 전개는 제13게송과 관련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SDV의 제13게송은 다음과 같다.

(K.13) 만약 그대도 논리가 아니라 현현하는 대로이라고 주장하면

우리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논리에 의해 [고찰한다]면, 일체가 혼란

해 진다.45)

곧 논리에 의하지 않으면, 세속의 것을 ‘현현하는 대로의 것’으

로서 인정하는 점에서는 우리들과 일치하지만, 논리에 의해 고찰

한다면 일체가 혼란되어 어느 것도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 일체가 혼란된다고 하는 것은 SDV에 의하면 세속으

로서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곧 논리에 의해서

는 그 인과 관계를 결정하는 방법이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식수단인 형상이 성립하지 않는 것, 즉 형상에 의한 인식이 성

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인식수단인 형상이 성립하지 않기

44) 拙稿, 즈냐나가르바의 二諦說에 대하여, pp. 152-153 참조.
45) gal te khyod kyang rigs min par // ji ltar snang bzhin 'dod na ni //

'u bu cag la de mtshungs nyid // rigs par na ni thams cad 'khrugs //

[SDV, Eckel(J),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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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논리에 의해서는 세속의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SDV의 논의인 것이다. 이러한 SDV의 논의에 관한 S

DP의 주석을 아래에서 보기로 한다.

(K.13-1a) 無形象의 지에는 ‘이 인식이 청이다’ ‘이것은 황이 아니다’

라고하는 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접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까

닭에 이것에 의해 외경을 파악하는 것이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 (K.13

-1d)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有形象이다. (K.13-1c)외경을 파악하는 것

은 불합리하다라는 말이 뒤따른다. 왜냐하면 (K.13-1c)형상은 인식수단

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재하는 것은 형상을 遍充하지 않는다. 無常性이

인식대상을 변충하지 않듯이. 즉 꿈등에 청등은 없지마는 지에는 청등

의 현현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그 형상을 논리에 의해 어떻게

실재하는 것으로서 분별할 수 있겠는가. 만약 분별한다면, 무상성이

인식대상에 의해 분별되게 된다. (K.13-1d)불합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

는 것은 형상이다. 외경을 파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 불합리한가

하면,

(K.13-2ab) 다수인 형상의 현현을 갖는 하나의 지에 라고 하는 곳에

서, 형상이란 지의 체이다. (K.13-2c)모든 형상이 어떻게 진실이 되겠

는가. 왜 진실이 되지 않는가 하면

(K.13-2d)그 단일성이 파괴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 그 이유

이다. 그렇다면 [宗] 지의 체인 것이 단일성인 것은 있을 수 없다. [因]

모든 형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喩] 형상의 체와 같이. 또 [宗] 모든

형상이 다른 것으로 되지 않는다. [因] 지의 단일한 자체와 다르지 않

기 때문에. [喩] 지의 자성과 같이. 즉 무형상 혹은 유형상의 지가 외

경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이 인과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보충

어이다.46)

46) (K.13-1a) rnam pa med pa'i shes pa ni rig pa 'di sngon po yin gyi /

'di ser po ni ma yin no zhes rnam par gzhag par mi 'grub ste / nye

ba'i rgyu med pa'i phyir ro // de'i phyir des yul la 'dzin par ga la

'gyur / (K.13-1d)cig shos zhes bya ba ni rnam pa dang bcas pa ste /

yul la 'dzin par mi rigs so zhes bya bar bsnyegs so // ci ‘i phyir zhe

na / (K.13-1c)rnam pa tshad ma min pa'i phyir ro // dngos pos ni

rnam pa la ma khyab ste / mi rtag pa nyid kyis gzhal bya nyid la

ma khyab pa bzhin te / 'di ltar rmi lam la sogs pa la sngon p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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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SDP의 주석에서 보여지듯 샨타라크시타는 형상과 지의 관

계를 잘 파악하고 있다. 곧 형상의 각기 다른 多性과 지의 一性과

의 관계가 모순하는 것을 논리식에 의해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석의 방식은 그가 형상과 지의 논의에 정통하고 있었음을 말하

는 것이다. 물론 다르마키르티의 사상에 정통한 샨타라크시타에

있어 이와같은 형상론의 전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러나 MAV의 형상론과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SDP가 MAV와 사

상적 동일성을 갖는 것이라 생각된다. SDV에는 이것에 이어서 有

無의 형상론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직접지각과 비인식에 의해 알

려진다고 서술하고 있다(K.13-3). 이것에 관하여 SDP는 “유형상

혹은 무형상의 직접지각에 의해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불합리하

다”47) 라고 말하여 직접지각인 형상에 의해서는 인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곧 비인식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 이루어

지고 있다.

sogs pa med kyang / blo la sngon po la sogs par snang ba yod pa'i

phyir ro // de'i phyir rnam pa de rigs pa ji ltar dngos po rtogs par

byed par 'gyur / gal te rtogs par byed na ni mi rtag pa nyid kyang

gzhal bya nyid kyis rtogs par byed par 'gyur ro // (K.13-1d)mi rigs

pa'i phyir zhes bya ba ni rnam pa'o // yul la 'dzin par mi rigs so //

ci’i phyir mi rigs she na / 'di ltar (K.13-2ab)gang phyir sna tshogs

ngo bo ru / snang ba can gyi dngos gcig la / zhes bya ba la / ngo

bo ni shes pa'i bdag nyid la ste / (K.13-2c)rnam pa rnams bden ji ltar

'gyur // ci'i phyir bden par mi 'gyur snyam pa la / (K.13-2d)de yi

gcig nyid nyams phyir ro // zhes bya ba smos te de'i phyir ro // de

lta na ni shes pa'i bdag nyid kyi dngos po de gcig bu nyid du mi

rung ste / rnam pa dag dang tha tha dad pa ma yin pa'i phyir te /

rnam pa'i bdag nyid bzhin no // yang na rnam pa rnams tha dad par

mi 'gyur te / shes pa'i bdag nyid gcig pa dang tha mi dad pa'i phyir

te / shes pa'i rang gi ngo bo bzhin no // de ltar rnam pa med pa'am

rnam pa dang bcas pa'i shes pa yul la mi 'dzin na / 'bras bu dang

rgyu nyid 'di ni mi rung ngo zhes bya ba lhag ma'o // [SDP(T) pp.

27-28]

47) rnam pa dang bcas pa'am / rnam pa med pa'i mngon sum gyis don

yongs su gcod par mi rigs so // [SDP(T)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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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V에서는 또한 형상론을 ‘四句生起의 否定證因’을 바탕으로 논

리식을 전개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48) 이러한 논리 또한 앞서

MAV에서 보았듯 ‘승의에 수순하는 것’으로 세속을 본성으로 하

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세속은 논리에 의해 고찰하지 않는 한 성립

하는 것으로, 논리로써 고찰하면 성립되지 않고 세속의 인과관계

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논리에 의해서는 인식은 성립

되지 않으며 곧 형상과 지의 다와 일의 모순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SDV의 논의를 SDP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

으며,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MAV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MAV에 있어서도 지와 형상의 일과 다성을 고찰하는 것이 중심

으로 그 취지는 SDV와 SDP와 동일하다. 따라서 형상에 관하여

MAV와 SDP는 동일한 논리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⑶ 自證知에 대한 주석

SDV에서는 자증지가 遍計所執性의 특성인 所取, 能取의 2취와

관련하여 논난되고 있다. 곧 자증지를 통하여 2취가 없어지는 것

즉 변계소집성의 無를 안다고 하는 瑜伽行派의 견해에 대하여 “지

는 자체에 의해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현

현에 있어서 空이기 때문에. 他知와 같이.”49)라고 말해 그 자증지

를 부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실재하는 것이 지에 현현하는 경우

그 현현 자체가 이미 지로서 그런 의미에서 지는 현현에 있어서

는 공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瑜伽行派에게 있어 부정되어져

야 할 소취, 능취에 대하여 즈냐나가르바는 그것은 직접지각으로

그것에 의해 우리들이 지각한다고 서술하고 있다.50) 이와 같이 자

48) 拙稿, 즈냐나가르바의 二諦說에 대하여 , p. 153 참조.

49) shes pa ni bdag gis bdag shes pa ma yin te / rang snang bas stong

pa'i phyir shes pa gzhan bzhin no // [SDV, Eckel(J), p.157 ]

50) 拙稿, 二諦分別論에 있어서 유가행파 批判에 대하여 , 印度哲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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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의 논난이 遍計所執性의 무인 것과 관련하여 논해지는 것은

변계소집성의 無가 승의로서 依他起性의 有를 주장하는 유가행파

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SDP에서는 이러한 자증지

에 대해 어떻게 주석을 하고 있는지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승의에 있어서 일체의 지의 현현도 없다고 하는 것을 “어

떠한 것도 보지 않는 것이 진실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경전을

통해 방증하고 있는 SDV(K.6)에 대하여 SDP는 다음과 같이 주석

을 하고 있다.

(K.5cd) 일체의 지의 형상이 결코 현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것

은 聖敎와 상응하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경전으로부터 라고 말한 것

이다. 어떠한 것도 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없다고 부정

하는 것이다. 소취, 능취를 떠나며, 각기 스스로를 인식하는 지(자증지)

인 緣起(의타기성)는 단지 존재하는 것이다. 어떠한 것도 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서술된 것은 변계소집성에 대하여 실제로 서술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K.6ab) 만약 변계소집성의 것을 어떠한 것도 보는 것은 없다 라고

한다면 이라고 말한 것이다.51)

곧 승의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

1993, p. 201 참조.

51) (K.5cd) shes pa'i dngos po thams cad la // ji ltar bur yang mi snang

'gyur // zhes bya ba 'di lung dang sbyar bar bya pa'i phyir / de

nyid kyi phyir mdo sde las zhes bya ba smos so // 'ga' yang zhes

bya ba ni dngos po dang dngos po med pa la sogs pa'i ngo bo la

bya'o // mthong ba med pa zhes bya ba ni med pa dgag pa yin no //

rten cing 'brel par 'byung pa gzung ba dang 'dzin pa dang bral ba so

so rang gis rig pa'i shes pa ni yod pa kho na yin te / 'ga' yang

mthong ba med pa ni zhes de skad gang gsungs pa de ni / kun

brtags pa'i ngo bo nyid la dgongs nas gsungs pa yin no zhes zer pa

la / (K.6ab) gal te brtags pa'i ngo bo nyid // 'ga' yang mthong ba

med ce na / zhes bya ba smos te / [SDP(T)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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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지만, SDP의 주석에서도 보이듯 자증지

는 변계소집성의 무에 의해 나타나는 연기 즉 의타기성과 동일시

되며, 그것이 有라고 하는 것이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유가행파의 변계소집성의 무에 대한 반론을 하는 도입부로서 유

가행파의 설을 말한 것임을 감안하면, 샨타라크시타는 이 자증지

가 유가행파에 있어서 승의로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명확히 의

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승의에 있어서는 無分別, 無戱

論으로, 어떠한 현현이나 마음의 작용조차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

에 그런 의미에서 자증지는 세속의 것이 된다. 자증지가 세속이라

고 하는 것에 대해 SDP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마음의 行境이 세속제이며, 승의제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이다.

(K.7-1cd) 청정이든가, 진실에 있어서든가, 논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하

라 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불합리하다 라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K.7-1b)

마음의 行境이 된다 라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까닭에 (K.7-1a)

자기를 인식하는 것인 까닭에 라고 말한 것이다. 만약 그것은 작용과

행위와 소작의 성질에 의해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지의 성질로 된다. 만약 인식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

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일체의 실재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자기를 인식하는 성질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행경

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속제이라고 인정되는 까닭에 우선 성립하는 것

이다.52)

52) sems spyod yul ji snyed pa de ni kun rdzob kyi bden pa ste / don

dam pa'i bden pa ma yin pa'o zhes bya ba'i tha tshig go zhe na /

(K.7-1cd) rnam par dag pa'ang yang dag tu // rigs sam'o na te min

zhes smos // zhes bya ba ni rigs pa ma yin pa kho na'o zhes bsams

pa'o // ci'i phyir zhe na / de'i phyir (K.7-1b) sems spyod yul du gyur

pa'o zhes smos so // ci'i phyir snyam pa la / (K.7-1a) bdag nyid rig

pa yin pa'i phyir / zhes bya ba smos so // gal te de ni byed pa dang

las dang bya ba'i ngo bos bdag nyid rig pa ni ma yin no zhe na /

gal te de lta na ni shes pa'i ngo bor 'gyur ro // gal te rig pa'i ngo

bo nyid yin pa'i phyir de lta ma yin no zhe na/ 'o na ni de dngos po

thams cad rig par 'gyur ro // 'di ni bdag nyid rig pa'i ngo bo ny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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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SDP에 있어서 자증지는 마음의 行境으로 세속제라

고 주석하고 있다. 이 자증지를 세속제라고 간주하는 것은 MAV

와 동일한 것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곧 MAV에서는 앞에서 본 바

와 같이 “자증지도 세속제에 속하는 것은 일과 다의 자성에 있어

고찰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자증지를 세속으로서 인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SDP는 MAV와 동일하게 자증

지를 세속제로서 인정하지만, 그러면 세속제로서의 자증지란 어떠

한 의미일까. 이것은 色등이 유식의 현현이라고 설명하는 SDV에

대한 SDP의 주석에 그 의미가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인연에 의존하여 생기는 까닭에 依他起性이다. 왜 [색 등의] 체는 분

별이라는 과실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

唯識의 顯現이며, 분별을 떠나는 지가 현현한다고 하는 의미이다. 오직

이라고 한 것은 분별을 동반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색 등과 같이

그것은 자증지이기 때문에 부정되어지지 않을 뿐만아니라, 부정한다면

[자신이] 부정의 주체이기 때문에 단지 拒斥된다고 하는 것이 따른다.

무엇에 의해서인가 하면 설명한다. 직접지각 등으로 부터이다. 등이라

고 한 것은 추론등이 그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다. 만약 색등을 현현에

있어서 진실로서 생기한다 등으로 분별하는 것은 부정되는 것이 옳

다.53)

yin no zhes smra na ni / sems kyi spyod yul yin pas de kun rdzob

kyi bden pa nyid du khas blangs bas re zhig gzhag go // [SDP(T) p.

18]

53) rgyu dang rkyen la rag las te skye bas gzhan gyi dbang gi bdag nyid

do // ci ‘i phyir lus rtog pa'i nyes pas ma sbags pa can yin snyam

pa la / bshad pa / rnam par shes pa tsam snang ba yin te rtog pas

dben pa'i shes pa snang ba zhes bya ba'i tha tshig go // tsam smos

pa ni rtog pa dang lhan cig pa rnam par gcod par byed pa'o // gzugs

la sogs pa de lta bu de ni rang rig pa'i phyir / dgag par bya mi nus

pa 'ba' zhig tu ma zad kyi / 'gog par byed na byed pa po la phyir

gnod pa kho na byed do zhes bya bar sbyar ro // gang gis she na /

bshad pa / mngon sum la sogs pas so // sogs pa smos pa ni / rjes

su dpag pa la sogs pa nang du bsdu bar bya'o // gal te gzugs la

sogs pa snang ba la yang dag par skye ba la sogs par brtags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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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보듯이 분별을 떠나서 색등의 세속의 것으로서 현현

하는 것이 유식의 현현이라고 말해진다. 그와 같이 분별을 떠난

현현, 즉 유식이란 자증지이기 때문에 직접지각에 의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 분별을 떠난 현현이란 SDV에 있어서

는 진실세속의 정의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SDP에 있어서 자

증지는 MAV와 동일하게 세속제를 의미하지만, 좀더 정확히 말하

면 분별을 떠난 진실세속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유가행

파에서 승의로 간주되는 자증지의 개념은 이 SDP에서도 세속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4. 結語

본고는 MAV 성립의 사상적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 것으로, M

AV의 중심내용과 관련하여 TS와 SDP 등과의 사상적 관련등을

살펴본 것이다. 샨타라크시타의 MAV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

도후기대승불교사상 중요한 位相을 갖는 것으로, 따라서 그것의

사상적 배경을 찾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MAV의 사상은 TS와 SDP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특히 SDP는 SDV의 주석인 까닭에 SDV의 저자인 즈냐

나가르바와도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시기적인

면에서 TS가 MAV 이전에 성립된 것은 분명하지만, SDP가 MA

V 이전에 성립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점이 있다. 그러

나 離一多性의 증인에 의한 무자성 논증을 바탕으로 勝義와 世俗

의 二諦에 대해 체계적인 논술을 하고 있는 MAV의 내용을 고려

해 보면 SDP는 MAV 이전에 저술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gang yin pa de ni dgag par rigs kyi…[SDP(T) pp.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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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MAV는 TS에서 그 성립의 기초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SD

P를 통해 즈냐나가르바의 사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저술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샨타라크시타의 사상에는 후기대승불교의 총체적인 모습이 보

여져 인도 뿐만아니라 티베트에서도 중시되어진 것은 잘 알려진

일이지만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이 MAV로서 따라서 MAV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MAV와 관련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되어 후기중관사상은 물론 후기대승불교의

면모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기를 기대하면서 논문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