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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가 철학의 기반을 이루는 Yogasūtra1)는 다수의 斷片이 시대

를 경과하면서 집적되어 점차 현존의 모습으로 형성되었거나, 아

니면 어느 특정한 편찬자가 군소의 경전들을 정리하여 종합한 문

헌일 것으로 일찍이 추측되어 있다.2) 그런 만큼 요가 철학의 주요

한 개념들 사이에는 錯綜의 양상이 적지 않다. 즉 서로 다른 용어

가 동일한 의미를 함축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구사되는가 하면, 하

나의 용어가 취지나 용도를 달리하여 구사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일부 주요한 사상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데 곤란함이 뒤따른다.

Ys와 YsB의 전반에 걸쳐 의미상의 다중성이나 불일치로 인해

선명한 이해를 저해하는 개념들로서 필자가 주목한 것은 업의 인

과를 설명하는 데 적용되는 용어들이다. 필자는 이 용어들이 業力

* 鄭承碩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부교수.

1) 이하 Yogasūtra는 Ys로, Yogasūtra-bhāṣya는 YsB로 약칭.

2) 岸本英夫, 宗敎神秘主義ヨ-ガの思想と心理(東京: 大明堂, 1955),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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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개념에 포괄된다고 간주한다. 이 업력의 구체적 내용으로

서 중시되는 것은 潛行力(saṃskāra), 潛在業(karmāśaya), 薰習(vāsanā)3)

등이다. 이 개념들은 상호 함축이 가능하면서도 독자적인 의미로

구사되기도 한다.

본론의 목적은 이 개념들의 다중성을 고찰하면서 Ys의 2-13과

4-9에 대한 YsB의 설명을 중심으로 하여, 잠재업과 훈습이 함축

하고 있는 의미와 의의를 명시하고, 요가 철학에서 고려하고 있는

업력의 개념을 체계화하는 데 있다.

1. 업의 법칙에서 주요 개념

물리적 세계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도덕적 세계에도 법칙이 있

음을 가리키는 관념이 업이며, 이러한 업에 대해서는 ‘행위로부터

생기는 보편적 인과율의 원리’라는 이해가 일반적으로 통용된다.4)

이에 의하면 업은 도덕적 인과율인 행위의 법칙과 세계의 보편적

인과율이라는 양면에 모두 적용된다. 인도 철학 특유의 업 관념은

이 중에서 주로 행위의 법칙에 적용되므로, 행위의 법칙은 흔히

업의 법칙으로 불린다.

그런데 업의 법칙이 인과율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물리적 질서

까지 함축하는 보편적 인과율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업의 법칙이 보편적 인과율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보편

적 인과율이 업의 법칙에 적용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업의

법칙은 보편적 인과율이 보다 더 한정된 법칙이다.5) 그리고 이 한

3) 이 용어들에 대한 번역어는 매우 다양하지만, 각 용어의 번역어들이

중첩되기도 하므로, 이로 인한 혼동을 피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자는 이 글에서 이 번역어들을 선택하였다.

4) 졸저, 윤회의 자아와 무아(서울: 장경각, 1999), p. 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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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인과율의 일반적 결과(phala)보다도 미래의 자기를 형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주목한다는 것이며, 구체적

으로는 잠행력(saṃskāra)에 주목하는 것이다.

하나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두 방면으로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

해된다.

두 가지 결과 중에서 하나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것이며, 다른 하

나는 도덕적이고 비가시적인 것이다. 물리적 결과는 동시에 발생하는

연속의 법칙을 따르지만, 종종 씨앗으로 비유되는 도덕적 결과는 정지

상태로 존속하다가 성숙의 조건이 갖추어지는 훨씬 나중에 열매를 맺

기도 한다. 또 물리적 결과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他者

에게 생성되는 반면, 도덕적 결과는 행위자 자신의 두뇌에 잔존하게

된다.6)

여기서 전자인 물리적 결과는 phala, 후자인 도덕적 결과는 sa

ṃskāra라고 구분된다.7) 이러한 구분을 좀더 포괄적으로 적용하

면, 행위를 낳거나 초래하는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인 모든 즉각

적인 결과를 포함하는 것이 phala, 즉 인과율의 일반적인 결과이

다. 이것은 흔히 행위의 소산 또는 결과라고 불린다. 한편 saṃskā

ra는 자신의 행복이나 불행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 하고,

5) cf. Bruce R. Reichenbach, “The Law of Karma and the Principle of

Causation”, Philosophy East & West, Vol. 38, No. 4(Honolulu: The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8), pp. 400 f. Reichenbach의 이 논문은

업의 법칙과 보편적 인과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6) H. D. Bhattacharya, “The Doctrine of Karma”, The Philosophical

Quarterly, Vol. 3(1927), p. 239. Reichenbach, p. 409, n. 6, 재인용.

7) 예를 들어 Hiriyanna도 이와 유사하게 업의 결과를 구분한다. “우리가

지은 모든 행위는 두 가지 결과를 이끈다. 그것은 업의 이론에 따라

행위로부터 뒤따르는 고통이나 즐거움으로서 행위의 직접적 결과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낳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려고

하는 성향을 우리에게 확립한다. 이 성향을 saṃskāra라고 하며, 업의

직접적인 소산을 phala라고 한다.” Mysore Hiriyanna, Outlines of Indian

Philosophy(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32), pp. 129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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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려 하고, 체험하려 하고, 또는 체험을 연출하려고 하는 비

가시적인 성향이나 버릇이며, 이것은 행위의 결과로서 행위자에게

생성된다.8) 따라서 업의 법칙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잠행

력(saṃskāra)의 형성이며, 업의 법칙이 관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결과가 아니라 행위자의 잠행력이다.9) 그리고 업의 법

칙이 관여하여 적절한 시기에 다양하게 현시되는 결과를 특히 異

熟(vipāka), 즉 과보라고 한다. 앞의 인용문을 적용하면, 행위의 결

과로서 존속하는 잠행력이 적절한 시기에 성숙하여 결실로서 드

러난 것이 이숙이다.10)

어떤 행위라는 원인은 즉각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상

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인과 관계를 지적하는 것이 업의 법칙

이다. 업의 법칙이 강조하는 것은 가시적인 현재의 결과보다도 비

가시적인 미래의 결과이다. 업의 법칙에서 잠행력이 중시되는 이

유도 여기에 있다.

행위의 결과로서 행위자에게 생성되는 잠행력은 미래에 구체적

으로 현시되는 과보의 원인으로서 비가시적인 상태로 존속한다.

그렇다면 잠행력과 같은 것은 원인으로부터 형성되어 잠행하는

힘, 원인과 결과 사이의 매개체,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생성하는

잠재적인 힘으로 간주된다. 그 원인이 업이라면, 잠행력은 잠복된

상태로 업이 결과를 낳게 하는 힘에 속한다. 이러한 힘을 業力이

라고 총칭할 수 있다.

그런데 잠행력에 대한 요가 철학의 기본 인식은 잠행력이 ‘마음

의 작용’(cittavṛtti)과 연속적인 상호 인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마음의] 작용은 다섯 가지로서 ‘오염된 것’(번뇌)과 ‘오염되지

8) Reichenbach, p. 400.

9) ibid., p. 401.

10) 불교측의 교학에서 이숙은 정교한 논의의 대상이지만, 이 글에서 이숙은

논의의 성격상 ‘업의 과보’라는 평범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숙 개념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졸고, 무아 윤회의 논리와 의의 , 불교
신행의 이해(서울: 능인불교연구소, 1999), pp. 96-108 참조. 이 논문은
http://home.dongguk.edu/user/india/ss/에서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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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비번뇌)들이다.”11)라고 설한 Ys 1-512)에 대해 YsB는 “[마

음의] 작용들에 의해서만 [그것과] 같은 종류의 잠행력이 발생한

다. 그리고 잠행력에 의해 [그것과 같은 종류의 마음의] 작용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마음의] 작용과 잠행력이라는 바퀴는 끊임

없이 회전한다.”13)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요가 철학

에서는 잠행력이 수행론과 업론 또는 윤회론이라는 양면에서 매

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사용된다. 먼저 수행론의 측면에서 잠행력

은 마음의 작용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두 방면으로 기능을 발

휘하므로,14) 바로 이 잠행력에 의해서 마음의 작용을 억제하여 삼

매에 도달한다는 요가의 목적도 실현될 수 있다.15) 이처럼 요가

11) vṛttayaḥ pañcatayyaḥ kliṣṭākliṣṭāḥ

12) 제1장의 제5송. 이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문의 위치를 표시함.

13) tathājātīyakāḥ saṃskārā vṛttibhireva kriyante, saṃskāraiśca vṛttaya

iti, evaṃ vṛttisaṃskāracakramaniśamāvarttate.

14) Ys 3-9에서 “산출하는 잠행력(saṃskāra)이 퇴각하고 억제하는 잠행력이

출현하게 되며, 억제되는 순간마다의 마음이 연속되는 것이 ‘억제의

변화’(止滅轉變)이다.”(vyutthānanirodhasmāskārayorabhibhavaprādurbhāvau

nirodhakṣaṇacittānvayo nirodhapariṇāmaḥ)라고 말한 것을 YsB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산출하는 잠행력들은 마음의 속성이며, 그것들은

관념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관념을 억제한다고 해서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억제하는 잠행력도 마음의 속성이다. 그 둘의 퇴각과 출현이

있다는 것은, 산출하는 잠행력이 감소되고 억제하는 잠행력이

충당된다는 것이다. 억제하는 순간의 마음에 동반하여 그것(그러한

사태)은 진행된다. 이와 같은 식으로 순간마다 하나의 마음의 잠행력이

다르게 되는 이것이 ‘억제의 변화이다.”(vyutthānasaṃskārāścittadharmā

na te pratyayātmakā iti pratyayanirodhe na niruddhāḥ, nirodhasaṃskārā

api cittadharmāḥ/ tayorabhibhavaprādurbhāvau vyutthānasaṃskārā hīyante,

nirodhasaṃskārā ādhīyante; nirodhakṣaṇaṃ cittamanveti/ tadekasya

cittasya pratikṣaṇamidaṃ saṃskārānyathātvaṃ nirodhapariṇāmaḥ/)

15) Ys 제3장 제10송에서 “잠행력(saṃskāra)으로 인해 그것(마음)의 고요한

흐름이 있다.”(tasya praśāntavāhitā saṃskārāt)라고 말한 것을 YsB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억제하는 잠행력을 통해, 즉 억제하는 잠행력을

수련하는 강도에 따라 마음의 고요한 흐름이 있다. 그 [억제하는]

잠행력이 약화될 때는, 산출하는 속성을 지닌 잠행력에 의해 억제하는

속성의 잠행력이 퇴각하게 된다.”(bhāṣa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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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에서 잠행력은 마음의 작용과 삼매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

되어 있다. 여기서 잠행력이 관여하는 두 방향은 윤회와 해탈을

대변한다. 그 두 방향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잠행력 → 마음의 작용(心作用) → 번뇌 → 고통 →윤회

잠행력 → 억제(止滅) → 고요한 흐름(寂靜) → 삼매 → 해탈

이에 의하면 잠행력은 윤회나 해탈을 이끄는 원인이며, 과거의

업으로부터 생성된 動力이다. Ys 3-18에서는 이러한 잠행력이 과

거의 업을 대변한다고 간주하여, “잠행력을 직관함으로써 이전의

삶에 대한 앎이 있다.”16)라고 설한다. 이에 대한 YsB의 설명은

업론 또는 윤회론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실로 이 잠행력(saṃskāra)들은 두 가지이다. [즉 하나는] 그 특성이

薰習(vāsanā)인 것들로서 기억과 번뇌의 원인이 되는 것이며, [다른 하

나는] 그 특성이 善이나 惡인 것들로서 과보(vipāka)의 원인이 되는 것

이다.17)

이 설명이 주목되는 이유는, Ys에서는 마음의 작용이나 삼매와

관련하여 잠행력을 서술하면서도 업이나 훈습 등과 잠행력의 관

계를 명료하게 드러내지는 않은 데 반해, 위의 YsB에서 잠행력은

훈습과 ‘과보의 원인’, 즉 善惡의 업과 직결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18) 그리고 이에 앞서 YsB는 Ys에서 언급하는 잠

재력(āśaya)을 훈습과 결부시킴으로써, 잠재력과 잠행력은 동등한

차원의 업력임을 시사한다.19) 즉 YsB는 Ys 1-24에서 “번뇌, 업,

nirodhasmāskārānnirodhasaṃskārābhyāsapāṭavāpekṣā praśāntavāhitā

cittasya bhavati, tatsaṃskāramāndye vyutthānadharmiṇā saṃskāreṇa

nirodhadharmasaṃskāro'bhibhūyata iti//)

16) saṃskārasākṣātkaraṇātpūrvajātijñānam

17) dvaye khalvamī saṃskārāḥ smṛtikleśahetavo vāsanārūpāḥ,

vipākahetavo dharmādharmarūpāḥ/

18) 山下幸一, ヨーガ學派に於けるSaṁskāraについて , 印度學佛敎學硏究,

25-1(1976), p. 152 참조.

19) 全哲學綱要에서는 요가 철학을 소개하는 데서 “출생, 수명, 享受가 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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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보, 잠재력에 의해 접촉되지 않는 특수한 자아(puruṣa)가 자재신

이다.”20)라고 설한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무명 등이 번뇌이고, 선이나 악이 업이고, 그것(선악)의 결과가 과보

이며, 그것(과보)과 유사한 성질의 훈습이 잠재력이다. ……21)

여기서 말하는 잠재력(āśaya)이 다른 곳에서는 구체적으로 ‘업의

잠재력’(karmāśaya)이라고 표현된다. 따라서 잠재력은 곧 잠재업을

가리킨다. 이 정의에서는 업의 과보를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서 잠재업과 훈습을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보편적 업력의

개념인 잠행력이 요가 철학에서 간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

려 업의 인과를 마음의 작용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잠행

력은 기억(smṝti)과 동일한 성질의 심리 작용으로서 중시된다.22)

어쨌든 위의 두 인용문을 대비하면, 훈습은 잠행력이기도 하고

잠재력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셋은 모두 업력에 상당한다는 점에

서는 동일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완전히 동일한 개념도 아

니며,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차별상이 이해되

결과인 과보(異熟)이다. 그것들이 마음의 영역에서 결과로서 성숙할

때까지 휴식하고 있는 것을 善惡의 잠행력(saṃskāra)인

잠재력(āśaya)이라고 말한다.”(vipākāḥ karmaphalāni jātyāyurbhogāḥ/ ā

phalavipākāccittabhūmau śerata ityāśayā dharmādharmasaṃskārāḥ/)라고

하여, 잠재력과 잠행력을 동일시한다. Sāyaṇa-Mādhava,

Sarva-darśana-saṃgraha(3rd ed.; Poona: Bhandarkar Oriental Research

Institute, 1978), p. 365. Cowell은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잠재력을

“個我의 체험에서 신분, 수명, 享受로 성숙하기까지 선하거나 악한

정신적 성벽의 형태로 마음에 축적되는 前業의 잔여”라고 이해하여,

잠재력이 가리키는 것은 잠재업임을 파악했다. E. B. Cowell & A. E.

Gough (trans), Sarva-darśana-saṃgraha(1st ed. 1906; Delhi: Cosmo

Publications, 1976), p. 256.

20) kleśakarmavipākāśayairaparāmṛṣṭhaḥ puruṣaviśeṣa īśvaraḥ.

21) avidyādayaḥ kleśāḥ, kuśalākuślāni karmāṇi, tatphalaṃ

vipākastadanuguṇā vāsanā āśayāḥ ……

22) 이 점은 본 논문이 나중에 주로 고찰할 Ys 4-9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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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이 차별상을 이해하는 데서 이것들을 구사하는 요가

철학의 취지도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Ys와 YsB에서는 일부의 주요 개념들이 내용적으로 뒤섞여 있

다고 일찍이 지적된 바 있다. 예를 들면 잠행력과 훈습과 업이 내

용적으로 뒤섞여 있음이 분명하며, 또 無明(avidyā)과 훈습과 잠행

력도 내용적으로 뒤섞여 있다고 파악된다.23) 이 중에서 후자의 예

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해는 개념상의 혼돈을 해결하는 데 실마

리가 될 수 있다.

셋(무명, 훈습, 잠행력)은 인간의 생존을 규정하는 어떤 하나의 근원

적 실체의 세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번뇌의 측면에서는 무명이

다른 것을 내포하여 근본 원인으로 간주되고, 기억이나 表象이라는 마

음 작용의 측면에서는 잠재 인상(잠행력), 업이나 윤회의 측면에서는

훈습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다.24) ( )는 필자.

따라서 기억이나 표상이라는 마음 작용의 측면에서 주목되는

개념이 잠행력이라면, 업이나 윤회의 측면에서 주목되는 개념은

훈습이라고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요가 철학에서는 잠행력이 심

리 작용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개념이라면, 훈습은 업과 윤회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므로 업의 관념

또는 업의 법칙을 성립시키는 요체인 업력으로서 주목해야 할 것

은 ‘잠행력과 훈습의 관계’보다도 ‘잠재업과 훈습의 관계’이다.25)

이 경우에 잠재업은 잠행력이나 기억도 포괄한다.

이상의 고찰에서 언급한 잠행력, 잠재력, 훈습, 기억은 모두 업

의 인과를 설명하는 데서 요가 철학이 구사하는 주요 개념들이다.

23) 山下幸一, p. 153 참조.

24) 같은 책.

25) 실제로 YsB는 이 관점에 입각해 있다. “[번뇌라는] 근원이 존재하는 한,

그것(잠재업)의 과보인 출생과 수명과 경험(享受)이 있다”(sati mule

tadvipāko jātyāyurbhogāḥ)라고 설하는 Ys 2-13에 대해 YsB는 업의

인과를 주제로 삼아 잠재업과 훈습의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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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것들의 차별상을 고찰하기에 앞서, 고찰의 초점을 명료화

하기 위해 이 고찰 대상들의 성격과 이것들에 대한 서술의 배경

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業力의 유사 개념

요가의 철학을 정립한 YsB에서는 인간의 행위와 그 결과, 즉

業과 그 과보를 중요한 주제로 취급하여 해설하고 있다. 이 주제

를 중시한 것은 요가 수행자의 업이 일반적인 업의 인과대로 적

용되지 않는다는 사실26)을 납득시키기 위함이다. 이 같은 의도에

26) Ys 4-7에서는 “요가 행자의 업은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

것(非白非黑)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업은] 3종이다.”(karmāśuklākṛṣṇaṃ

yoginastrividhamitareṣām)라고 설한다. 이에 대해 YsB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로 업의 종류는 네 가지이다. 즉 검은 것(黑), 희거나 검은

것(白黑), 흰 것(白),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 것(非白非黑)이다. 거기서

검은 것(黑)은 악인들의 [업이다.] 희거나 검은 것(白黑)은 외부의 도구로

달성되는 [업인데], 이 경우엔 타인을 괴롭히거나 이롭게 함으로써 ‘업의

잠재력’(잠재업)이 축적된다. 흰 것(白)은 고행과 [베다의] 학습과

靜慮(禪定)를 지닌 사람들의 [업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마음(manas)에 퍼져 있는 것이므로 외부의 도구에 의존하지 않으며,

타인들을 괴롭히고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 것(非白非黑)은 번뇌를 멸하여 최후의 신체를 지닌

遁世者들의 [업이다.] 거기서 희지 않은 것(非白)은 오로지 요가 행자의

[업이다.] [요가 행자는] 과보를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지 않은

것(非黑)[이 요가 행자의 業임]은 [과보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밖의 有情들의 [업은 네 가지 중에서] 앞의

3종뿐이다.”(catuṣpātkhalviyaṃ karmajātiḥ, kṛṣṇā śuklakṛṣṇā śuklā

aśuklākṛṣṇā ceti/ tatra kṛṣṇā durātmanāṃ, śuklakṛṣṇā vahiḥsādhanasādhyā

tatra parapīḍānugrahadvāreṇa karmāśayapracayaḥ, sukla

tapahsvadhyayadhyanavatam, sā hi kevale

manasyāyatatvādavahiḥsādhanādhīnā na parān pīḍayitvā bhav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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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요가 행자가 아닌 일반인의 업이 과보를 초래하는 인과의 진

행을 설명하는 데 주력한다.

그런데 이 설명에서 구사하는 주요한 개념들이 일반적으로는

호환 사용이 가능한 유사한 것들이어서, 이것들은 설명하고자 한

취지를 이해하는 데 혼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āśaya, vāsanā,

saṃskāra는 모두 ‘잠재 인상’이라는 공통적인 심리적 기능을 함축

한다. 본론의 주제에 국한하면, 이 개념들에 적용될 수 있는 의미

는 다음과 같이 대체로 유사하다.

āśaya: 잠재 인상(latent impression), 잠재 殘餘(latent deposits), 餘習,

잠재력.

vāsanā: 잠재 인상(latent impression), 잠재 의식의 性癖(subconscious

tendency), 업의 습관적 양식(karmic habit pattern), 潛勢力,

習氣, 薰習.

saṃskāra: 성향(predisposition), 인상(impression), 잠재 인상(latent im

pression), 업의 기억 자취(karmic memory trace), 潛勢力,

潛行力.

이상은 다양한 번역을 예시한 것일 뿐이며, 요가 철학에서 이

개념들이 반드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āś

aya(잠재력)는 이미 언급했듯이 karmāśaya(잠재업)를 가리킨다. 그

리고 saṃskāra(잠행력)는 smṛti(기억)와 동질의 것으로 규정되며, 이

둘은 업의 습관적인 기운(習氣)인 vāsanā(훈습)에 상당한다. 따라서

위의 세 개념은 하나의 행위가 餘勢로서 작용하는 양상을 표현하

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모두 業力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총괄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개념의 同義性은 업 또는 번뇌의 인과를 이해하는

aśuklākṛṣṇā sannyāsināṃ kṣīṇakleśānāṃ caramadehānāmiti/ tatrāśuklaṃ

yogina eva phalasannyāsād, akṛṣṇaṃ cānupādānāt/ itareṣāntu bhūtānāṃ

pūrvameva trividhamiti//) 이 4종의 업은 불교의 구사론(Abhidharmakośa,

Ⅳ, 59-60)과 대비바사론(大正藏, 27, 589c)에서도 언급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이것이 요가 철학의 독자적인 관념은 아니다. 출처는

本多 惠. ヨ-ガ書註解(京都: 平樂寺書店, 1978), p. 281, 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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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혼동의 요인이 되므로, 이 동의성의 이면에 있는 그 개념들의

차별적 기능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본론의 주제에 대한 요가

철학의 고유한 의의를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된다.

YsB에서는 이 주제를 제2장과 제4장에서 취급하는데, 특히 2-1

3과 4-9에서 초점을 달리하여 집중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전자에

서는 잠재업(karmāśaya)27), 후자에서는 훈습(vāsanā)28)이 중심 개념

이다. 전자는 업과 과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주력하는 업론, 후

자는 번뇌의 부단한 생성을 설명하여 이로부터의 단절을 유도하

고자 하는 수행론에 속한다.

전자에서는 잠재업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면서 ‘잠행력(=훈습)→

기억’29)의 인과를 언급하는 반면, 후자에서는 훈습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면서 ‘기억(=훈습)⇄잠행력’30)의 인과를 언급하고 있어, 양자

의 관념이 불일치한 것처럼 보인다. 또 전자에서는 잠재업과 훈습

의 기능이나 역할이 비교적 선명하게 설명되지만, 후자에서는 그

둘의 관계와 의미가 모호하다.

따라서 잠재업과 훈습의 명료한 관계, 그리고 이것들과 연관된

유사 개념들의 차별상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

은, YsB의 모호한 설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것을 보다 선명한

설명에 적용하는 것이다.

27) 이 개념은 Ys 2-12의 “잠재업은 번뇌를 근원으로 하고 현세와 내세에서

감수된다.”(kleśamūlaḥ karmāśayo dṛṣṭādṛṣṭajanmavedanīyaḥ)에 후속하여

논의된다.

28) 이에 대한 설명은 Ys 4-8의 “따라서(일반인의 3종의 업 때문에) 오직

그것(業)의 과보(異熟)와 같은 성질들인 훈습들의 출현이

있다.”(tatastadvipākānuguṇānāmevābhivyaktirvāsanānām)에 후속한다.

29) “기억의 원인인 잠행력은 훈습이고 그것은 또 無始 以來의 것이다.”(ye

saṃskārāḥ smṛtihetvastā vāsanāstāścānādikālīnā iti)

30) “그리고 훈습인 것들은 그대로 기억이 된다. 따라서 출생과 장소와

시간에 의해 격리되어 [있더라도 그렇게] 있는 잠행력들 때문에 기억이

있으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잠행력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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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훈습과 잠행력과 기억의 관계

YsB 2-13에서 훈습은 기억의 원인이 되는 잠행력이라고31) 정

의하므로, 잠행력인 훈습과 기억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것

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YsB 4-9에 의하면, 기억과 잠행력은 훈습

의 기능으로서 설명되므로, ‘훈습=기억=잠행력’의 관계가 성립하

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더욱이 기억과 잠행력은 잠재업의 작

용을 통해 진전된다고 하므로, 이 잠재업과 훈습의 기능에도 유사

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로 인해 업의 인과를 설명하기 위

한 이 개념들, 즉 잠재업, 훈습, 기억, 잠행력의 독자적인 기능과

상호 관계가 모호해진다.

이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YsB 4-9의 내용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이 분석의 일환으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단락

화하여 검토한다.

Ys 4-9: 출생과 장소와 시간에 의해 격리[될지라도 그것]들(훈습)

은 단절되지 않는다. 기억과 잠행력의 동질성 때문이

다.32)

YsB: ⑴ [예를 들면] 고양이라는 과보가 발생한 것은 자기의 표식

(훈습)들을 생성하는 것(업)이 顯示된 것이다. 그것(과보)은

31) ye saṃskārāḥ smṛtihetvastā vāsanāḥ

32) jātideśakālavyavahitānāmapyānantaryyaṃ

smṛtisaṃskārayorekarūpatvāt. 이 게송의 의미는 “두 가지 유사한 삶이

많은 출생, 시간의 긴 경과, 공간의 원격성으로 격리되어 있을 때라도

훈습의 소생을 위해 그것들(두 가지 유사한 삶)은 직접 서로 후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기억과 잠행력은 동일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된다. S. N. Dasgupta, Yoga as Philosophy and Religion(1st ed.

1924; Delhi: Motilal Banarsidass, 1973),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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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의 출생, 혹은 그 출생과는 먼 장소, 혹은 100劫에 의

해 분리되어 있더라도 오로지 자기의 표식들을 생성하는

것으로서 다시 생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에 경험된

고양이의 과보에 의해 형성된 훈습이 오직 곧바로 [과보

와] 함께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33)

⑵ 왜 그러한가? 격리되어 있더라도 그것들(훈습)에게는 업

을 현현시키는 動因으로서 유사한 것(기억과 잠행력)이 있다

는 바로 그 점 때문에, [격리되어 있는 그것들은] 단절되

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란 기억과 잠행력의 동질성 때

문이다.34)

⑶ 경험된 것들이 그대로 잠행력이 된다. 그리고 그것들(잠

행력이 되는 경험)은 업의 훈습에 부합한다.35)

⑷ 그리고 ①“훈습인 것들은 그대로 기억이 된다.” 따라서

출생과 장소와 시간에 의해 격리되어 [있더라도 그렇게]

있는 ②“잠행력들 때문에 기억이 있으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잠행력들이 있다”.36)

⑸ 이와 같이 그러한 기억과 잠행력들은 잠재업의 작용으로

얻은 힘을 통해 진전된다37).

⑹ 또 이로 인해 원인과 결과의 존재 방식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는 것(훈습)들에게도 오직 직접의 연속

33) vṛṣadaṃśavipākodayaḥ svavyañjakāñjanābhivyaktaḥ sa yadi jātiśatena

vā dūradeśatayā vā kalpaśatena vā vyavahitaḥ punaśca

svavyañjakāñjana evodiyād drāgityeva

pūrvānubhūtavṛṣadaṃśavipākābhisaṃskṛtā vāsanā upādāya vyajyeta.

34) kasmāt, yato vyavahitānāmapyāsāṃ sadṛśaṃ karmābhivyañjakaṃ

nimittībhūtamityānantaryyameva, kutaśca,

smṛtisaṃskārayorekarūpatvāt.

35) smṛtisaṃskārayorekarūpatvāt, yathānubhavāstathā saṃskārāḥ, te ca

karmavāsanānurūpāḥ.

36) yathā ca vāsanāstathā smṛtiḥ, iti jātideśakālavyavahitebhyaḥ

saṃskārebhyaḥ smṛtiḥ smṛteśca punaḥ saṃskārā

37) ityete smṛtisaṃskārāḥ karmāśayavṛttilabhavaśāt vyajy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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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된다.38)

여기서 YsB의 설명은 주요 개념들의 상호 관계를 언급함으로

써 훈습은 업과 그 과보를 직접적으로 매개한다는 사실을 입증하

고 있다. 이 설명에서 주요 개념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도식으

로 정리된다. 각 번호는 위에 제시한 본문의 번호와 대응한다.

⑴ 업 → 훈습 → 과보(업의 顯現) : 업이 훈습을 생성하여 과보를

현시한다.

⑵ 훈습(기억=잠행력) → 과보 : 훈습의 동질적 요소인 기억과 잠

행력의 작용으로 과보가 발생한다.

⑶ 경험(=훈습) 〓 잠행력 : 훈습으로서 존속하는 경험은 잠행력

이 된다.

⑷ ① 훈습 〓 기억 : 훈습은 기억이 된다.

② 잠행력 → 기억, 기억 → 잠행력 : 잠행력과 기억은 서로

원인이 된다.

⑸ 잠재업 → 기억과 잠행력 : 잠재업의 작용에 의해 기억과 잠

행력도 작용한다.

위의 ⑴(업→훈습→과보)은 업이 과보를 초래하는 인과율을 개괄

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서는 과보를 초래하는 업력, 즉 업의 餘勢를

훈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훈습이란 업의 여세를 총괄적으

로 표현하는 개념이며, 이것에 상당하는 또 하나의 개념은 잠재업

이다. ⑴은 이 중에서 훈습으로써 인과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것이

다.

그런데 ⑵(‘기억=잠행력’→과보)에 의하면, 훈습의 구체적인 양태는

기억과 잠행력이다. 훈습이라는 ‘업의 여세’는 기억과 잠행력으로

서 존속하면서 이것들을 통해 과보를 발생시킨다.

⑶과 ⑷는 훈습과 잠행력, 훈습과 기억의 관계를 시사하면서,

38) ataśca vyavahitānāmapi

nimittanaimittikabhāvānucchedādānantaryyameva siddham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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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행력과 기억의 기능을 명시한다. ⑶(훈습=잠행력)과 ⑷①(훈습=기억)

에 의하면, 잠행력과 기억은 훈습의 동일한(잠행력=기억) 양태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것(잠행력=기억)이 ‘업의 여세가 의식의 심층에

잠복하는 양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억은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를 때서야, 다시 말해서 表象을 형

성할 때서야 그 존재가 인식된다. 그러나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

지 않는다고 하여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잠

복된 인상이 표상으로 떠오를 때, 그것은 기억이라고 인식된다.

잠복된 인상과 표출된 인상은 동일한 것이다. 기억은 이처럼 잠복

과 표출이라는 양면적 기능으로서 존속한다. 따라서 ⑶(훈습=잠행력:

훈습으로서 존속하는 경험은 잠행력이 된다.)의 잠행력은 잠복된 인상, 즉

‘잠복 상태의 기억’을 가리키며, 경험된 것(훈습)이 表象을 형성하지

않은 기억의 양태로 존속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⑷의 ①(훈습=기억:

훈습은 기억이 된다.)은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잠복 상태의 기억이 잠행력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것의 표출

가능성 때문이다. 따라서 “요가에서 잠행력은 기억 자취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위를 추진하는 힘이다.”39)라고 말할 수 있으며,

잠복된 기억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는 양태를 ⑷의 ②에서는

“잠행력들 때문에 기억이 있다.”(잠행력→기억)라고 명시한다. 이것

은 잠복된 기억으로서 존속하는 잠행력이 표상으로서 표출되는

양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된다.40)

그러므로 ⑷의 ②에서 명시하는 ‘잠행력⇄기억’(잠행력과 기억은 서

로 원인이 된다.)41)라는 관계는 업의 여세가 부단히 잠복되고 표출되

39) Harold G. Coward, “Psycholgy and Karma”, Philosophy East & West,

Vol. 33, No. 1(Honolulu: The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3), p. 50.

40) Dasgupta는 잠행력과 기억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 “잠행력과

기억의 차이는 전자가 숨어 있는 상태인 반면 후자가 드러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일 뿐이다. 따라서 기억과 잠행력은 성격상 동일하며,

잠행력이 소생할 때마다 이것은 잠행력에 잠복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똑

같은 경험의 기억이 드러남을 의미할 뿐이다.” Dasgupta, p. 108.

41) 이 관계는 “기억이란 경험된 대상을 잃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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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훈습의 기능을 총괄적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잠행력⇄기억’이라는 상호 관계에서 ‘잠행력→기억’(잠행력 때문에

기억이 있다.)은 훈습의 잠행력이 기억으로 표출되어 과보 또는 번

뇌가 된다는 사실을 지시한다. 또 ‘기억→잠행력’(기억 때문에 잠행력

이 있다.)은 새로운 과보 또는 번뇌로서의 업이 기억으로서 잠복(=

훈습)됨으로써 잠행력이 된다는 사실을 지시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훈습은 업의 여세인 ‘기억과 잠행력’의 기능을

총괄하는 개념이며,42) ‘잠행력→기억’은 기억의 표출력(기억된 것이

과보를 표출하는 기능)을 표현하는 관념이고, ‘기억→잠행력’은 기억의

잠복력(경험된 것이 기억으로서 잠복하는 기능)을 표현하는 관념이다. 이

러한 관념에 의해 훈습은 잠행력과 기억이 되며, 잠행력과 기억은

동일한 것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것이다.”(anubhūtaviṣayāsampramoṣaḥ smṛtiḥ)라는 Ys 1-11을 설명하는

YsB에 이미 시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①기억의 본질은 인식되어야

할 대상과 인식하는 작용에 있다. 이 점에서, ②마음은 관념을

기억하는가 혹은 대상을 기억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대상의 영향을

받은 관념이 기억이라고 답한다. 그리고 대상의 영향을 받은 관념, 즉

기억은 ③인식되어야 할 대상과 인식하는 작용이라는 두 가지 양상을

드러내며, 그것과 같은 종류의 잠행력을 낳는다고 한다. 그런데 ④이

잠행력은 자신의 현현을 낳으며, 한편으로는 오직 그 현현의 양상을

갖는 기억을 낳게 한다.

“②마음은 관념의 기억인가 혹은 대상의 기억인가? [인식되어야 할]

대상의 영향을 받은 관념은 ③[인식되어야 할] 대상과 [그것을]

인식함이라는 두 가지 양상을 드러내며, 그것과 같은 종류의 잠행력을

낳는다. ④이 잠행력은 자신의 현현을 낳으며, 오직 그 [현현의] 양상을

갖고서 ①‘[인식되어야 할] 대상과 [그것을] 인식함이라는 두 가지

양상을 본질로 하는 기억’을 낳게 한다.”(②kiṃ pratyayasya cittaṃ smṛti

āhosvid viṣayasyeti/ grāhyoparaktaḥ pratyayo

③grāhyagrahaṇobhayākāranirbhāsastathājātīyakaṃ saṃskāramārabhate/

④sa saṃskāraḥ svavyañjakāñjanastadākārāmeva

①‘grāhyagrahaṇobhayātmikāṃ smṛtiṃ’ janayati/)

42) 특히 ⑵⑶⑷를 고려하면 훈습=‘잠행력⇄기억’이라는 도식이 성립한다. 이

도식은 훈습이 서로 원인인 되는 잠행력과 기억으로서 존속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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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잠재업과 훈습의 관계

이제 남은 문제는 잠재업과 훈습의 관계이다. 앞에서 제시한 ⑸

(잠재업→‘기억과 잠행력’: 잠재업의 작용에 의해 기억과 잠행력도 작용한다.)를

고려하면, 잠재업과 훈습은 업의 인과율에서 유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잠재업은 훈습의 動因으로 이해되기도 한다.43) 그런데

앞의 고찰에 의하면, 잠재업은 훈습에 중첩되는 원인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지언정, 직선적 인과 관계에서 훈습에 선행하는 別立의

원인이라고 이해하기는 곤란하다. ‘업→훈습→과보’의 인과에서,

잠재업은 업이 남긴 여세로서 훈습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가 철학에서는 ‘saṃskāra

(잠행력)=karma(업)=vāsanā(훈습)’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44)고 파악

될 때, 잠재업은 이 등식의 업에 상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잠재업과 훈습의 관계에서 잠재업은 훈습의 선행 원

인이 아니라 병렬적인 상관의 보조 원인, 또는 훈습과 병행하면서

결부되는 원인일 것으로 간주된다.45) YsB 2-13에서는 잠재업과

훈습의 병렬적 인과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YsB 2-13에 의하면, 잠재업은 ‘하나의 삶에서 유래하는 것’(ekab

43) “분명한 것은 과보(異熟)을 지향하는 잠재업이 잠복 형태로 마음에 이미

존재하는 훈습을 현현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이다.” Dasgupta, p. 108.

44) 山下幸一, p. 153.

45) 이 같은 이해의 일례로서, Āraṇya는 YsB를 번역하고 해설하면서 이

둘의 관계에 대해 “훈습은 저 홀로 어떤 결과를 낳지 않지만, 어떤

잠재업이 결과를 낳는 데에는 훈습이 필요하다. 잠재업은 씨앗과 같고,

훈습은 밭과 같으며 ··· ”라고 양자의 상관성을 설명한다. Swāmi

Hariharānanda Āraṇya, Yoga Philosophy of Patañjali(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3),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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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ka) 즉 一生業인 반면, 훈습은 ‘여러 삶에서 유래하는 것’(anekab

havika) 즉 多生業이다.46) 전자는 행위자가 당면한 하나의 삶에서

업의 여세가 축적되거나 현현함을 의미하고, 후자는 업의 여세가

숱한 삶을 거치면서 지속됨을 뜻한다. 양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설명에 잘 반영되어 있다.

훈습은 경험의 축적이나 그 기억이 한 차례의 삶에서가 아니라 숱

한 삶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래서 또 이것은 한 차례의 삶에서 축

적되어 선악의 행위를 재연하고서는 그 성숙의 결과로서 또 다른 출

생과 경험과 수명을 낳는 잠재업과는 대조되는 것으로서, ‘多生에서 유

래하는 것’(anekabhavika)으로 불린다.47)

YsB의 2-13과 4-9에 의하면, 요가 철학에서는 업의 인과율이

두 가지 차원에서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둘은 ‘업→잠재

업→과보’와 ‘업→훈습→과보’라는 관념이다. 전자는 행위자가 존

재하는 하나의 삶, 즉 당면한 現生 또는 次生에 적용되는 업의 인

과이며,48) 후자는 행위자의 모든 삶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업의 인

과이다. 전자는 업의 인과가 적용되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양식

이며, 후자는 업의 인과가 적용되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양식이

라고 이해할 수 있다.

훈습과 잠재업이 잠행력 또는 기억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방

식은 동일하다. 다만 당면한 하나의 삶에서 형성되어 업의 보편적

46) “훈습은 많은 전생으로부터 유래하는 반면, 잠재업은 오직 하나의

生으로부터 유래한다고 알려져 있다.”(etā anekabhavapūrvikā vāsanāḥ,

yastvayaṃ karmāśaya eṣa evaikabhavika ukta iti)

47) Dasgupta, p. 107.

48) YsB를 주석한 Vijñāna Bhikṣu는 一生業(ekabhavika-karma)을 次生에서

과보를 초래하는 잠재업이라고 이해한다. 그에 의하면, 이것은 다른

生들에 의해 격리되어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한 生에서 직접 그

과보를 낳는 것이다. 그에게는 업이 축적되었던 生에 곧바로 후속하는

生에서 생성되는 업만이 一生業이다. 그리고 이것은 ‘과보가

정해진(niyata-vipāka) 잠재업’이다. cf. Dasgupta, pp. 110,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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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여세인 훈습에 중첩되기도 하고, 또는 훈습을 자극함으로써 그

영향으로 인해 그 하나의 삶에서 과보를 현현시키는 업의 여세가

잠재업이라고 이해된다.49) 그리고 잠재업이 훈습에 중첩될 때, 잠

재업은 그 특성을 잃고 훈습의 존재 양태(훈습=‘잠행력⇄기억’: 서로 원

인이 되는 잠행력과 기억으로서 존속하는 훈습)에 편입된다. 그러므로 잠

재업이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을 때, 그것은 잠행력으로 불릴 수

있으며, 그 작용의 결과는 언젠가는 과보를 초래하게 될 훈습을

형성한다.50)

잠재업, 훈습, 잠행력이라는 개념에는 이상과 같은 관념이 저변

에 깔려 있으므로, 그 셋은 편의상 유사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었

을 것이다. 이로 인해 이 개념들에 관한 주석자들의 설명도 다소

혼동을 초래한다.

YsB 2-13가 “번뇌들이 존재하는 한, 과보(異熟)를 개시하는 잠

재업이 존재한다.”51)라는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듯이, 잠재업은 현

실에서 당면한 번뇌의 인과를 설명하는 데 적절한 개념으로 사용

되고 있다. 이에 비해 YsB 4-9 이하에서 훈습은 제거되어야 할

궁극적 번뇌로서52) 그 인과의 보편성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개념

49) 이 같은 과보의 현현 과정에서는 훈습이 작용하며, 훈습이 반영되기도

할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Dasgupta가 이미 존재하는 훈습을 현현시키는

원인이 잠재업이라고 이해하고, Āraṇya가 잠재업의 결실에 필요한 것이

훈습이라고 이해한 데에는, 훈습의 반영과 작용이 고려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0) “잠재업(karmāśaya)은 그러한 결과(출생, 수명, 苦樂의 경험)를 일으키는

잠행력(saṃskāra)이다. 결과가 일어날 때, 그로부터 경험되는 감정에

바탕을 둔 잠행력이 훈습(vāsanā), 즉 잠재 의식의 잠복이라고 불린다.”

Āraṇya, p. 133.

51) satsu kleśeṣu karmāśayo vipākārambhī bhavati.

52) YsB 4-11에서 훈습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끝난다. “이와

같이 모든 훈습은 그러한 원인, 결과, 내적 의지처, 외적 의지처에 의해

포섭되어 있다. 이것들이 없어지면 그것에 의지하는 훈습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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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는 주로 업론 또는 윤회론의 관

념을 반영하고, 후자는 주로 수행론의 관념을 반영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인도 철학에서 업론 또는 윤회론과 수행론은 相補의 조화를 이

루면서 해탈을 추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업의 인과에서 잠재업

과 훈습은 상보의 조화로써 과보를 산출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해되는 잠재업과 훈습의 관계는, 서두에서 서술

한 행위가 초래하는 두 방면의 결과로서 phala와 saṃskāra의 관

계에 대응함을 발견할 수 있다. phala가 행위의 물리적이고 가시

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라면, saṃskāra는 도덕적이고 비가시적인

미래의 결과이다. 한편 잠재업이 업의 인과가 적용되는 단기적이

고 직접적인 양식이라면, 훈습은 업의 인과가 적용되는 장기적이

고 간접적인 양식이다. 업의 관념을 형성하는 이 양자의 대비에

서, phala와 saṃskāra의 관계는 업의 관념을 포괄적으로 대변한

것이라면, 잠재업과 훈습의 관계는 그것을 심층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53)

없어진다.”(evaṃ hetuphālāśrayālambanairetaiḥ saṃgṛhītāḥ sarvā vāsanāḥ,

eṣāmabhāve tatsaṃśrayāṇāmapi vāsanānāmabhāvaḥ.)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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