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베트 불교에서의 여래장 해석

__自空說과 他空說의 차이를 중심으로__

안성두*1)

Ⅰ 서론. Ⅱ 他空說의 개관과 해심밀경의 교설.
Ⅲ 미륵 논서에 나타난 타공적 해석의 근거. Ⅳ 끝맺는 말.

요약문 [주요어: 여래장, 自空, 他空, 세속제, 승의제, 미륵의 5법]

인도 대승불교의 각 학파에서 궁극적인 것의 본성에 대한 논의는

차이를 보여준다. 용수의 중관전통을 핵심적 해석으로 받아들인 티베

트 불교의 주류전통에 있어 일체법이 어떤 본질적 자성도 갖지 않았

다는 의미에서의 공성의 이해가 최고의 인식이다. 그렇지만 티베트의

전통에서 궁극적인 것으로서의 공성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이 존재한

다. 그것은 조낭파(Jo nang pa)의 소위 他空(gzhan stong)說이다. 조

낭파에 따르면 궁극적인 것으로서의 여래장은 승의적 의미에서 존재

론적으로 실재한다. 그것은 다른 비본질적 요소가 공한 것으로 인식된

후에도 (=타공) 소거될 수 없는 하나의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더

욱 온갖 붓다의 공덕과 본래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소

위 ‘미륵의 5법’(byams chos lnga)에 중점을 두고 타공설을 제창했다.

졸고에서는 이들 논서에 나타난 입장이 자공적인 중관적 해석과 타공

설과 상합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Ⅰ. 서론

불교의 수행도에서 궁극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신비적’ 접근과

‘부정적-지적’ 접근의 두 방식은 붓다의 가르침의 초기부터 나누

어 왔던 것처럼 보인다.1) 이 방식이 수행방식에 적용될 때 그것은

* 安性斗 : 금강대학교 국제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

1) 이 두 방식의 명명은 L. Schmithausen(1981) p. 224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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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선정과 반야로서, 때로는 止와 觀으로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인도불교의 학파적 분류에 있어서도 이 방식은 유용하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학파들은 어떤 한 요소에 중점을 놓고 있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설일체유부와 대승의 중관학파의 교의에 있어

후자의 접근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미륵에게 귀속되

는 대승유가행파의 논서나 여래장 계열의 문헌에 있어서는 전자

의 접근방식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차이로 인해 인도불교에서 궁극적인 것의

본성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대승불교

에 한정시켜 볼 때 용수의 중관학파가 보여주는 궁극적인 것의

본성과 유가행파의 그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더욱

여래장 계열의 문헌에서 주장하는 궁극적인 것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학파들 간의 이해의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물론 인도에

서의 여래장사상의 학파적 위상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

만 적어도 그 교설의 차이는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용수의 중관전통을 핵심적 해석으로 받아들인 티베트 불교의

주류전통에 있어 궁극적인 것에 대한 이해는 어떤 공통분모를 갖

고 있다고 보인다. 그것은 일체법이 어떤 본질적 자성도 갖지 않

았다는 의미에서의 공성의 이해가 최고의 인식이라는 점으로 모

아질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앞에서 말한 분석적-부정적 접근의

전형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티베트의 전통에서 이러한 궁극적인 것으로서

의 공성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

것은 조낭파(Jo nang pa)의 소위 他空(gzhan stong)說이다. 그들

은 일체가 공하다는, 즉 비존재한다는 중관적 해석에 이의를 제기

했다. 만일 중관이 말하듯 일체에 세속적인 것 뿐아니라 궁극적인

것도 포함된다면, 궁극적인 것으로서의 열반과 깨달음도 비존재해

그리고 Dharmacakrapravartanasūtra의 분석을 통해 이 두 가지 방식이

붓다에 의해 사용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Vetter(1988)의 설명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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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조

낭파에 따르면 궁극적인 것으로서의 여래장은 승의적 의미에서

존재론적으로 실재한다. 그것은 다른 비본질적 요소가 공한 것으

로 인식된 후에도 (=타공) 소거될 수 없는 하나의 존재로서 존재

하는 것이며, 더욱 온갖 붓다의 공덕과 본래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주류전통에 의해 공격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조낭파는 궁극적인 것에 대한 이러한 긍정

적인 타공설이 붓다의 최고의 가르침이며, 더욱 인도적 전거를 갖

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말하는 인도적 전거는 티베트에서 소

위 ‘미륵의 5법’(byams chos lnga)이라고 불리는 보성론, 법법
성분별론, 대승장엄경론, 중변분별론, 현관장엄론과 용수

의 찬법계송으로서, 조낭파는 이들 논서에서 타공이 설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겔룩파의 체계에서 유가행파의 3성론적 이해가 용수의 공성과

2제설에 비해 부차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단지 止의 단계를 가

르치는 선정체계로서 평가되고 있는 반면, 타공설의 체계에서는

가장 핵심적 교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조낭파의 술어사

용에서 인도 유가행파의 사상과 티베트에서 그것을 가리키기 위

해 사용된 唯心(sems tsam, citta-mātra)설은 동일한 외연을 갖고

있지는 않고, 따라서 3성설은 소위 ‘대 중관’(dbu ma chen po)의

공통된 사유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어쨌든 조낭파의 설명은 유

가행 유식설의 티베트적 수용이라는 사상사적 관점에서 흥미로운

단초를 제공한다.

이하에서 타공설의 근본적 입장과 미륵의 논서의 해석을 둘러

싼 중관적 해석과의 차이에 대해 간략한 논점과 전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2)

2) 티베트의 방대한 주석문헌이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고 또 도서관에서

구할 수도 없었기에, 현재의 연구상황에서 본고는 영어로 번역된 문헌의

뒤에 삽입된 편집본에 의지하거나 또는 참고문헌에 소개된 연구서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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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他空說의 개관과 해심밀경의 교설

1. 조낭의 타공설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개관

타공설은 티베트에서 처음으로 돌포파 세랍갤챈(Dol po pa she

s rab rgyal mtshan: 1292-1361)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그는 원래

샤캬파에 속한 학자로서 여래장 계열의 문헌 및 칼라차크라의 연

구를 통해 궁극적인 것은 결코 공이 아니고 단지 세속적인 것만

이 공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래장(tathāgatagarbha), 법계(dhar

madhātu), 법신(dharmakāya) 등의 용어로써 경전에서 표시되는

궁극적인 것은 항속적인 존재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타의 세속적

인 요소의 공(他空)이지 자체로서는 결코 공이 아니며 모든 붓다

의 공덕과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능가경,
입법계품, 앙굴리말라경, 승만부인경, 대승열반경, 보성
론 등의 여래장계열의 경전에서 여래와 여래장 등의 궁극적인

것이 bdag(ātman), rtag pa(nitya), brtan pa(dhruva) 등의 술어로

서 기술되고 있고 또 유식문헌에서 자성청정심 등의 용어가 사용

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서 이를 궁극적인 것의 긍정적 성격을 나

타내는 것으로 해석했다. 돌포파에 따르면 그런 진술은 요의(nīta

-artha, nges don)로서 문자 그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티

베트의 주류전통에서 여래장설은 붓다의 ‘어떤 의도를 가진 진술’

(ābhiprāyika)로서 해석되었고 따라서 미료의설(neya-artha, dran

g don)로 간주되었다.

돌포파의 가장 창의적인 철학적 시도의 하나는 새로운 다르마

언어(chos skad)를 만들어 사용했다는데 있다. 그는 대승경전과

탄트라문헌 속에서 발견되는 광범위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gzh

일반적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준다. 이러한 졸고의 목적은

티베트 불교의 여래장 해석에 대한 타공적 해석을 소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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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stong(他空), kun gzhi ye shes3)(근거로서의 智) 등의 새로운

다르마 언어를 사용했고, 이를 통해 해석학적 충격을 주었다. 또

한 그는 후대 티베트 불교의 주요한 테마의 하나가 된 ‘대 중관’(d

bu ma chen po)이란 단어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그의 해석은 쫑카파의 가장 중요한 스승의 하나이

며 귀류(prāsaṅgika) 전통의 대표자인 사캬파 학자 레다바 쇤누

로되(Red mda' ba gzhon nu blo gros: 1348-1413)와, 쫑카파의

제자인 겔찹(rGyal tshab: 1364-1432)과 캐둡(mKhas grub: 1385-

1483) 등의 겔룩파 전통에 의해 결렬히 비판되고 있다. 겔찹의 해

석에 따르면 여래장은 붓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지만 아

직 현실화시키지는 못한 중생의 상태이다. 물론 이 비청정한 상태

는 수행을 통한 심의 변화에 의해 제거될 수 있으며 그 후에 붓다

의 지혜를 구족할 수 있다. 중생의 심의 성질은 붓다의 공덕의 초

보적 형태와 같지만 결코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단지 심의 본성이

공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타공설은 15세기 사캬파의 대표적 학자인 샤카 촉덴

(Śākya mchog ldan: 1428-1507)에 의해 최고의 교설로 간주되고

옹호되었다. 그 후 타라나타(Tārānātha: 1575-1635)에 의해 부흥

되었다가 1650년 달라이 라마 5세에 의해 조낭파의 사원은 폐쇄

되거나 겔룩파 사원으로 변환되었고 그들의 교설은 금지되었다.

그렇지만 조낭파의 가르침은 닝마파 승려인 체왕 노르부(Tshe db

ang nor bu: 1698-1755), 시투 판첸 최키중네(Si tu Pan chen Cho

s kyi 'byung gnas), 그리고 19세기 무종파(ris med)운동의 대표

자인 잠괸 콩튈 로되타애(‘Jam mgon kong sprul blo gros mtha'

yas: 1813-1899) 등에 의해 계승되었다.

3) kun gzhi ye shes는 ālaya-vijñāna의 티베트역인 kun gzhi rnam

shes(티베트역 풀이는 “일체의 근거인 識”이다)를 빗대 만들어진 새로운

조어로서 당연히 인도불교문헌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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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심밀경의 3시 전법륜과 요의-미료의설에 대한

자공-타공설의 논점

타공설이 의존하고 있는 해석학적 모델은 해심밀경의 요의-
미료의설이며, 그 경전적 근거는 3시 전법륜에 있다.4) 티베트에서

새로이 설해진 가르침으로서의 타공설은 인도적 전거를 확보해야

만 했을 때, 그들은 해심밀경의 설명에서 이론적 근거를 발견했
다. 타공파는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미륵의 논서 및 여래장을 설하

는, 해심밀경의 제3시 법륜에 속하는 경전에서 그들의 해석의

근거를 발견하고, 그 가르침을 요의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티베트의 주류전통인 겔룩파는 자공-타공의 구별은 경전

에 나오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해심밀경의 3시 법륜과 관련해서
도 겔룩파는 2시 전법륜의 가르침인 바라밀승의 가르침을 능가하

는 차원의 가르침의 존재를 부정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 3시

법륜에 속하는 경전의 설명은 미료의이다. 더욱 그들은 3시 전법

륜에 의거해 궁극적인 것을 타공적으로 해석하는 조낭파의 해석

이 아트만에 대한 브라만교의 실체론적, 존재론적 정립과 같은 것

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해석을 이단시했다. 이하에서는 그들의 논

쟁의 주요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자.

겔찹(rGyal tshab, 1364-1432)은 겔룩파의 공성 해석에 의거한

전통이 최상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해심밀경의 3시 전법륜 대
신에 無盡意經의 가르침을 중시한다. 이 경에 따르면 空(śūnyat

ā), 無相(ānimitta), 無願(apraṇihita), 無行(asabhisaṃskāra)을 설하

는 가르침이 요의이다.5) 따라서 궁극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정립

하는 가르침은 요의설이 아니다. 그에 따르면 3시 전법륜은 자체

모순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해석이 필요한 가르침인 것이다. 따라

서 그는 3시 전법륜의 경전들의 미료의적 측면을 증명하려고 시

4) 해심밀경 무자성상품 에 요의-미료의의 구분과 3시 법륜이 설해져
있다.

5) 이 경은 Candrakīrti의 Prasannapadā(PP p. 34, 44)에 인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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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했다.

겔찹에 따르면 해심밀경은 자신의 相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변계소집성이 아니라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으로 설하기 때문에 미

료의이다. 법법성분별론도 해심밀경의 주석으로서 의타기성

의 진실한 존재를 가르치며 그럼으로써 식의 진실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은 다른 것에 의지해서 생겨나는 어떤 것의

진실존재를 설하기 때문에 미료의의 유식논서로 평가되고 있다.

부뙨(Bu ston)도 자공과 타공으로 경전을 분류하는데 비판적이

다. 그는 조낭파의 타공설은 불성을 존재론적으로 실체화시킨 것

이며 따라서 베단타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6) 이런 비판적 관점

을 이어받은 루엑(Ruegg)은 여래장 계열의 많은 문헌들이 궁극적

인 것에 대한 긍정적이고 “존재론적” 내지 “실체론적” 파악을 하

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는 이것이 조낭파에 근접한 해석임을 인정

하면서도 이런 돌포파의 해석을 베단타적이고 일원론적, 실체론적

이라고 간주한다. 그렇지만 그의 이해는 본질적으로 여래장을 공

성과 동일시한 겔룩파의 여래장 해석의 반영이라 보인다. 그의 저

술에 대한 논평에서 슈미트하우젠은 여래장 계열의 경전에서 긍

정적 해석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으며, 승만경 등의 설명을 루엑
처럼 중관적 입장에서 제시하는 것은 정확한 역사적 해석이 아니

라고 지적한다.7)

Ⅲ. 미륵 논서에 나타난 타공적 해석의 근거

1. 2종의 공성의 구별과 공성 속에 남아있는 것

6) Hopkins(1983) p. 535.

7) Schmithausen(1973) pp. 132-134. 그는 상락아정이라는 여래장에 대한

긍정적 술어를 문자 그대로, 즉 요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관적 해석은

비록 흥미롭기는 해도 역사적 관점에서 지지될 수 없다고 간주한다.



110   ∙ 印度哲學 제18집

돌포파는 Ri chos nges don rgya mtsho(山法了義大海)에서
제3시 전법륜을 최고의 가르침으로서 그리고 그 미세한 智를 여

래장 교설의 요의설로 확립하려고 했다. 佛智는 궁극적 공성, 勝義

界, 무자성, 법성으로서 언급되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났다. 돌포파

는 자공과 타공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이들 용어가 오해를 불러일

으킨다고 주장한다.

돌포파에 따르면 공한 법을 自空으로, 공의 근거를 他空으로 이

해하는 것이 여실하게 공성에 들어가는 것이다.8) 그는 앙굴리말
라경을 인용해서 자공과 타공의 차이를 설명한다. 앙굴리말라
경에서 용해되어 비존재하는 진주(ril bu)9)의 예는 자기의 본성
에 따라 공함(rang rang gi ngo bos stong pa)을 보여주는 것으

로서 번뇌와 불선법들의 공을 가리킨다. 바로 그 의미에 의해 세

간의 세속제에 속하는 모든 것은 자공인 것이다. 그러나 경은 용

해되어도 비존재하지 않는 vaiḍūrya 보석의 예를 통해 해탈의 구

경인 붓다는 불공이며, 출세간의 승의제인 법신은 자성적으로 공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집의 공과 항아리의 공과 계곡의 공의 예

를 든 후에 일체의 잘못의 공이라고 설하는 것이 구경의 해탈로

서의 타공이라고 그는 해석한다.10)

8) Ri chos nges don rgya mtsho 192: de ltar stong pa'i chos rang stong

dang stong pa'i gzhi gzhan stong tu rtogs pa 'di ni stong pa nyid la

'jug pa yang dag pa ji lta ba ste.

9) ril bu는 L. Chandra, Tibetan Sanskrit Dictionary, p. 2272에 따르면

gulikā(구슬, 진주)에 대응된다.

10) Ri chos nges don rgya mtsho 184.4: de nas sor mo'i phrengs bas / ril

bu zhu nas med par song ba dper mdzad de nyon mongs pa dang mi

dge ba'i chos rnams stong bar bstan pa 'dis 'jig rten kun rdzob kyi

bden par gtogs pa thams cad rang rang ngo bos stong par bstan la

zhu nas med par 'gro ba ma yin pa'i nor bu bai du rya dper mdzad

nas thar pa'i mthar thug sangs rgyas mi stong par bstan pa 'dis ni

don dam pa 'jig rten las 'das pa'i bden pa chos kyi sku rang gi ngo

bos stong pa ma yin par bstan to / khyim stong pa dang bum stong

pa dang klung stong pa dper mdzad nas nyes pa thamscad kyi stong

par ston pa 'di ni mthar thugs gi thar pa gzhan stong du bstan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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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포파는 대승열반경을 인용해서도 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의 존재는 말의 공이지만 소의 공이 아닌 것으로서 그리고 말

의 존재는 소의 공이지만 말의 공은 아닌 것으로서 예시되고 있

다. 돌포파는 이 설명은 법성, 대열반 등의 자체 공이 아님을 보여

주며, 단지 현상적 요소의 공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한다.

돌포파는 열등한 공성을 절대적 공성과 구별해야 한다고 말한

다. 열등한 공성으로서 부정되는 것은 세간적 공성이다. 왜냐하면

승의의 공성은 열등한 것으로 묘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대
승열반경을 인용해서 말한다. “열반이란 이전에 비존재였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항아리를 만들기 이전의 진흙과 같은 것이 아니

며, 또 파괴되어 지금 존재하지 않는 항아리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북의 털과 같은 절대적 비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비본래적인] 어떤 것이 거기에 부재하는 어떤 것이다.”

따라서 돌포파는 궁극적인 것으로서의 열반과 붓다, 승의제, 법

성, 법신이 타공과 동의어라고 생각한다. 현상은 제거되고 절대적

인 것은 획득되어야 하기에 수행자는 자공과 남아있는 것을 구별

해야 한다. 자아와 생명력, 생명 등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

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남아있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돌포파는 반야경에서 공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반야경을 빈번히 인용하면서, 공성이 자공인지

또는 타공인지, 현상적 사물의 공인지 또는 절대적 佛智인지, 연기

와 동의어로서의 공성인지 또는 영원히 상주하는 법성인지를 구

별해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1) 그는 중변분별론 I.20을 인

용해 그의 입론을 정당화한다.

pudgalasyātha dharmmāṇāṃ abhāvaḥ śūnyatā 'tra hi/

tad-abhāvasya sadbhāvas tasmin sā śūnyatā 'parā// (MAV I.20)12)

11) Ri chos nges don rgya mtsho 201ff, 226; 275.

12) 티베트역과 한역은 다음과 같다.

gang zag dang ni chos rnams kyi// dngos po med 'dir stong pa ny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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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개아와 제법의 비존재가 공성이다. 그것의 비존재의 진실존재

가 그것과 관련하여 타의 공성이다.)

그는 ‘비존재’와 ‘비존재의 진실존재’가 동일한 인식수단에 의해

확립되지 않는다면 이 문장은 모순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비존재’는 승의제에 의해 확립된 것이고 다른 공성은 법성의 인

식수단에 의해 확립된 불이의 佛智라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자공-타공의 두 가지 공성의 구분은 유가사지론 보
살지 의 유명한 선취공의 설명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설

명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A가 B에 없을 때 B는 A로서의 공이

라고 관찰한다. 그러나 그곳에 남아있는 것, 그것은 여기에 진실

존재로서 존재한다고 여실하게 안다.”13)

돌포파도 비슷한 내용을 자공과 타공의 구분에 사용하고 있는

데, 그의 인용은 보살지 의 문장이 아니라 아비달마집론의 그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그와 같이 자공과 타공

으로 구별한 후에 공성을 잘 설하는 것에 들어가는 이 방법은 위

대한 중관론자 성 무착의 입에서도 궁극적인 중관의 아비달마에

서 다음과 같이 설해졌다. 공의 특성은 무엇인가? 어디에 어느 것

이 없을 때 그것이 그것의 공이라고 여실히 관찰한다. 여기에 남

아있는 것 그것은 여기에 존재한다고 여실히 안다.”14)

보살지 와 아비달마집론에서의 공성의 이해를 위해서는 長

尾의 설명에 따르면 “비존재와 비존재의 존재라는 대칭적 관념이

기본원리로서 주어졌음을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여기서 ‘비

de dngos med pa'i dngos yod pa// de ni de las stong nyid gzhan//

補特伽羅法 實性俱非有 此無性有性 故別立二空 .

13) BoBh(D) 32,12-14: yad yatra nāsti tad tena śūnyam iti samanupaśyati/

yat punar atrāvaśiṣṭaṃ bhavati tat sad ihāstīti yathābhūtaṃ prajānāti/.

이것은 유식학파의 공성설로서 주목되어 왔던 것으로 소공경의
공성이해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비슷한 문장이 아비달마집론과
RGVV에 인용되어 있다.

14) Ri chos nges don rgya mtsho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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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존재’가 소공경에서 말하는바 공성 속에 남아있는 것으
로 공성이며”15) 돌포파가 타공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임은 재언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여래장과 공성의 관계는 공성에 대한 2종의 부정과 관련되어

보다 명백히 드러난다. 2종의 부정이란 prasajya-pratiṣedha (med

dgag)와 paryudāsa-pratiṣedha (ma yin dgag)이다. ‘모든 법은 자

성적으로 공’이란 언명은 중관에 따르면 prasajya-pratiṣedha로서

non-propositional, non-implicative, non-affirming absolute negat

ion이다. 어떤 것의 부정은 그 반대편의 주장의 인정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부정이 의미이다. 어떤 법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부정될 때 그 부정은 법이 비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paryudāsa-pratiṣedha는 어떤 긍정적 함

축성을 가진 부정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자공론은 그들의 공성이

란 어떤 긍정적인 것도 정립하지 않는 형태의 부정, 즉 prasajya-

pratiṣedha라고 주장한다.

반면 타공파는 두 용어를 부정적 진리명제가 아니라 부정의 상

태로 간주한다. 따라서 prasajya-pratiṣedha는 ‘무’를, paryudāsa-p

ratiṣedha는 부정된 후에 남아있는 실재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남

아있는 것으로서의 paryudāsa-pratiṣedha가 명상체험의 단계에서

체험된 것으로서 보살지의 ‘잘 파악된 공성’에서 말하는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많다는 것은 개연적이다. 따라서 이런 부

정의 양태에 의거해서 보성론에서 근원적으로 현존하는 남아있
는 것으로서의 공성은 단순한 비존재와는 다른 비존재의 근거로

서, 희론의 적멸이라는 의미에서의 공성과는 다른 그것의 근거로

서 제시될 수 있었다.

이것을 앞의 ‘일체 법은 공하다’는 명제에 적용시켜 본다면 일

체 법은 prasajya-pratiṣedha으로 단순히 비존재하는 것이며 그것

15) Nagao(1978) p.74. (위 논문의 일본어판은 長尾雅人, 空性に於ける

余れるもの , 中觀と唯識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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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부정의 근거라는 함축을 보여주지 않는다. 반면 여래장은 문

자 그대로 부정되어지는 대상의 비존재(空)의 근거로서, 남아있는

것이고, 이 공의 부정은 따라서 paryudāsa-pratiṣedha이다.

그러나 자공파에게 있어 paryudāsa-pratiṣedha로서의 공성의

부정은 오해의 소지가 많은 용어이다. 그것을 타공파가 최고의 공

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했을 때 그것은 개념적으로 만들어진

비실재의 존재를 함축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었다.

2. 중변분별론의 3성설 해석

이러한 ‘공성과 공성 속에 남아있는 것’의 논리적 구조는 유가

행파에서 3성설로서 잘 설명되고 있다. 3성설은 거의 모든 초기유

가행파의 문헌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그 사용되는 맥락은 약간씩

다르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해심밀경이 염오의 근거로서의 일
체종자식인 아다나식(ādāna-vijñāna)의 염오된 측면에 초점을 맞

추어 논의를 전개하는 반면에 대승장엄경론에 있어서는 ‘심은

자성적으로 청정하지만 우연적 번뇌에 의해 염오되었다’는 청정한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 자성청정심은 법성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16) 3성설의 설명구조에 있어서도 식이

어떻게 청정한 심으로부터 나왔는지에 관심이 모아져 있다. 여기

서 3성은 진여의 상으로서 취급되고 있다.17)

본고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여지는 없지만 다만 이러

한 차이가 초기유가행파의 상반된 두 관점을 대표하고 있고 이

각각의 관점이 “無始이래의 界(anādikāliko dhātuḥ)”라는 대승아
비달마경의 유명한 게송에 대한 유가행파와 보성론의 다른 해
석에서도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

16) MSA XIII. 18-19 (ed. S. Levi, p. 88, 7ff).

17) MSA 65,11f: etena trividhaṃ lakṣaṇaṃ tathatāyāḥ paridīpitaṃ

svalakṣaṇaṃ kleśavyavadānalakṣaṇaṃ avikalpalakṣaṇaṃ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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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

3성설의 전거로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중변분별론 I.1-2를 검
토하고 그것에 대한 타공적 해석을 보자.

허망분별은 있다. 그곳에 양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성은 그곳에 존재한다. 그것은 그 [공성] 속에 존재한다.//

(MAV I.1)

그러므로 일체는 공한 것도 공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설해진다.//

존재하기에, 존재하지 않기에, 또 존재하기에 그것은 중도이다.// (MA

V I.2)19)

이 게송에서 사용된 중심술어인 허망분별, [주-객의] 이원성 및

공성은 이어지는 게송 5에서 각각 의타기성, 변계소집성, 원성실

성의 3성과 연결되고 있다. 세친의 주석에서 허망분별은 지각된

대상과 지각하는 주체의 심적 구성으로 설명된다. 이원성이란 지

각된 대상과 지각하는 주체이고, 공성이란 이 허망분별이 주-객의

이원성을 여윈 것을 말한다. 세친은 공을 어떤 것의 비존재로 즉

존재하는 것 속에 이원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밧줄과 뱀의 비유에서도 잘 드러난다. 밧줄은 뱀의 공이다. 이것

은 이원성은 허망분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남겨

진 것은 허망분별과 공성으로 양자는 존재한다.20)

18) 이 아비달마대승경의 게송은 섭대승론 I.1과 RGV p. 72 등에
인용되어 있다. 섭대승론 현장역은 “無始時來界 一切法等依 由此有諸趣
及涅槃證得”이다. 유가행파의 문헌에서 이 “무시이래의 계”는 염오의

근거인 알라야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비해 보성론은 이를
여래장으로 해석한다. 내용설명과 원문에 대해서는 長尾雅人(1982) 및

高岐直道(1989) p. 127, n. 4 참조.

19) abhūta-parikalpo 'sti dvayan tatra na vidyate/ śūnyatā vidyate tv atra

tasyām api sa vidyate // (MAV I.1)

na śūnyaṃ nāpi cāśūnyaṃ tasmāt sarvvam vidhīyate/ satvād asatvāt

satvāc ca madhyamā pratipac ca sā// (MAV I.2)

20) MAV 18, 4-14. 이것은 소공경의 공성이해에 의거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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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과 허망분별의 관계는 I.13에서 재차 언급되는데, 여기서

[능소라는] 이원성의 비존재의 존재가 공성의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공성은 존재도 비존재도 아닌 것으로 기술되고 있

다. 왜냐하면 이원성의 비존재 때문에 존재도 아니며, 이원성의

비존재의 존재이기 때문에 비존재라고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원성의 비존재의 존재’라는 표현은 공성이 지각된 대상과

지각하는 주체의 이원성의 단순한 비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

하고 있다. 이 비존재는 진실한 존재양태라는 점에서 공덕을 이루

는 것이다. 더욱 공성이 허망분별과 같지도 다르지도 않다는 결론

에서 이 사실은 뚜렷이 드러난다. 다르지 않은 이유는 허망분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의 공성이 이 현상 자체와 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이원성이 없기에 허망분별과 공성은 다르지 않은 것

이다. 반면 이원성의 비존재의 존재라는 점에서 공성은 허망분별

과 같은 것도 아니다. 비록 공성의 존재는 부정적 함축성을 가진

단어에 의해 정의되고 있지만 공성은 결코 절대적 비존재로서 간

주되고 있지 않으며, 현상의 진실한 본성으로서 간주된다.21)

이렇게 볼 때 중변분별론 I.1의 pada a와 c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허망분별이 존재하며 허망분

별과 공성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게

송에 대한 안혜의 네 가지 해석은 3성설의 다른 이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될 가치가 있다. 여기서 상론할 여지는 없지만 대략

다음의 두 해석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첫 번째 해석은 승의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허망분

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다면 공성은 허망분별 속에서 이

원성의 부재로 정의된다. 그것은 허망분별의 진실한 모습으로서의

이원성의 공이다. 그렇다면 이원성과 공성은 허망분별의 두 측면

이 된다. 그런데 이 해석에서 처격 tasyām(= śūnyatāyām)이 문제

가 된다. 허망분별이 공성과의 관계에서 [공성의] 성질을 가진 것

21) MAVṬ 47,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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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존재한다는 설명은 3성설의 구조에 들어맞지만, 처격 śūn

yatāyām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경우, 공성이 허공처럼 모든 현상

적 사물 속에 변재하는 어떤 것으로서 간주되고 있고, 사물 없이

도 존재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22) 중변분별론 I.5에서 3성

은 지각된 대상, 허망분별, 이원성의 공으로 규정되며, 모두 허망

분별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모델은 심의 윤회적 측

면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두 번째 해석은 공성의 허공과 같이 변재하는 면에 초점이 맞

추어 있고, 허망분별은 단지 식의 변화의 흐름으로서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설명된다. 변재하는 것으로서의 공성

은 허망분별에 의존하지 않고 단순한 이원성의 부재 이상의 의미

를 함축한다. 이 설명은 중변분별론 I.1에 대한 안혜의 주석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는 공성의 자성은 양자의 비존재를 자성으

로 하기 때문에 청정이라고 명시한다. 도와 멸도 그 속에 포함되

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공성에 의해 특징지어지기 때문이다. 이

것으로부터 도의 성질은 무시이래 존재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

다. 만일 도를 무분별지와 같이, 조건에 따라 생겨나며 수습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허망분별에 귀속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3성설의 설명구조가 타공설의 형성과 그것의 논리적 체

계로서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실

제 조낭파는 3성설을 ‘대 중관’에 속하는 사상가들의 공통적 사유

로 간주하고, 이를 인도의 유식학설과 관련시키지 않는다.23) 일반

22) MAV I.16c 비교할 것.

23) 타공파의 설명에서 유심은 외계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식의 존재는

인정하는 철학적 주장을 말한다. 반면 그들은 자신들의 학파를

“유가행-중관파”라고 자칭한다. 절대적인 것은 모든 개념적 구성을

떠났다는 용수의 주장을 따르기에 자신을 중관이라 칭하고, 또 절대적인

것이 명상을 통해 증득될 수 있는 밝은 빛, 무분별지라고 인정하는

점에서 자신을 유가행파로 칭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가행-중관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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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중관파에 있어 ‘모든 것은 공하다’는 언명을 제외하고는

궁극적 진리의 차원에 대한 어떤 진술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공파는 이 명제를 단지 변계소집성와 의타기성이라는 세속제에

만 적용시킨다. 원성실성은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이라는 다른 것

의 공으로서 정의된다.

이 문제를 중변분별론 I.1-2에 의거해서 다루고 있는 타라나
타의 타공의 핵심(gzhan stong snying po)을 중심으로 요약해
보자.24) 이 책은 교의(grub mtha')에 대한 타라나타의 독특한 해

석을 보여주는데, 그의 해석의 특징은 2제를 3성설과 관련시켜 설

명하는데 있다. 그는 청정진여를 대승장엄경론 IX.3725)의 여래
의 상태와 동일시하고, 그런 이해 위에서 원성실성을 보성론의
여래장과 결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3성에 근거해서 모든 현상을

구별하는 것은 그런 현상을 세속제의 단계에서는 의식의 측면에,

승의제의 단계에서는 지의 측면으로 구분하는 것에 해당한다.

허망분별은 지각된 대상과 지각하는 주체의 형상을 취하는 의

식으로서 세속제의 차원에서만 존재한다. 주객의 이원성은 단지

심의 소산이기 때문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속제는 상

견과 단견의 두 극단에서 벗어나 있다. 반면 희론을 여윈 공성으

로서의 智는 식 [즉] 여실하지 않은 분별작용 속에 법성의 방식으

로 실제로 존재한다.26) 심리적 번뇌의 때가 계속 존재하는 한 허

칭호를 일반적 종의문헌(grub mtha')에서 말하는 Śāntarakṣita 계열의

유가행 중관파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24) 이하의 요약은 현재 필자가 타라나타의 저작을 구할 수 없는 관계로

Mathes(2000) p. 198-199를 인용했다.

25) MSA IX.37: sarveṣām avisiṣṭāpi tathatā śuddhim āgatā/ tathāgatatvaṃ

tasmāc ca tadgarbhāḥ sarvadehinaḥ// (진여가 비록 일체 [중생]에게

무차별적인 것이라고 해도 청정에 있을 때에는 진여의 상태이다. 따라서

모든 중생은 그 [진여]를 씨앗으로 가진 것이다.)

26) Mathes(2000) p. 198: 이 문장에 대해 주8에서 티베트문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spros bral stong pa nyid kyi ye shes de

ni/ rnam shes yang dag min rtog de la chos nyid kyi tshul du bden

par yod cing... (“The wisdom of (genitive of identification?) empt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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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별도 공성과 관련해 존재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비존재

하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우연적 번뇌로서의 식으로서 제

거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공성의 존재와 현상의 비존재는 승의적

차원에서 인정되며 따라서 공성과 관련해서도 단상의 2변은 여윈

것이다.

세속제와 주객의 이원성 등은 자성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

라서 그것들은 자체의 공이다. 현상의 진실한 본성, 즉 공성은 무

시이래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불변하며 따라서 자체의 공이 아니

다. 타라나타는 이런 언명이 법계조차 공하다고 하는 경의 설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공은 자공을 가

리키기 때문이다.27)

3성과 관련해 생략될 수 없는 것이 해심밀경 VII.7의 3무자성
의 설명일 것이다. 여기에서 승의적인 무자성은 현상적 상의 무자

성(相無自性)과 생기의 무자성(生無自性)과는 다른 것으로 간주된

다. 즉 현상적 사물과 그것의 생기는 자성을 결여한 것인데 비해

승의적인 무자성은 일체가 아트만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

해 특징지어진다. 이 해석에서 모든 것은 현상적 속성과 생기라는

점에서 자성이 없는 것은 타공을 가리키며, 이것이 보통의 의미에

서의 중관의 공성을 가리킨다. 반면 승의적으로 무자성은 모든 것

에 변재하는 긍정적이고 진실한 본성으로서 타공을 가리킨다. 이

승의무자성이 대승장엄경론 XIV.34에서 자성공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 자성공은 이원성의 비존재를 자성으로 하는 공성(dvay

ābhāvasvabhāvaśūnyatā)으로서 풀이되고 있다. 이 설명이 어떤

긍정적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왜냐하면 이것

은 중변분별론 I.20에서 ‘뿌드갈라와 제법의 비존재의 진실존재’

free from mental fabrication really exists as the true nature of

phenomena in consciousness [i,e.] false imaging”).

27) 공성의 정확한 의미가 문제가 된다는 점에 대해 Ruegg(1989) p. 36, n.

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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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정의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은 자공-타공의 구별에 대한 커다란 경전적 근거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것을 이원성의 비존재의 존재로서 이해하는 것

이 타공파의 공성이해에 더 가깝다는 사실은 부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3. 보성론의 타공적 이해
보성론은 ‘여래장의 10義’를 통해 여래장이 가진 긍정적 측

면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다른 미륵의 저작과는 달리 티베트의 겔

룩파 학자들은 보성론이 찬드라키르티의 자공설과 일치하며 요
의설이라고 평가했다.28) 그러나 이와 다르게 보성론의 요의설

을 인정하면서도 타공의 관점에서 보성론의 여래장을 해석한

설명도 유력한 해석으로 남아있다. 특히 현상적 제법과 궁극적인

것이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설명하는 아래 보
성론의 두 게송에 대한 해석에서 타공파의 입장은 자공파의 그
것보다 설명상의 장점을 갖고 있다. 더욱 이 게송은 다른 경전에

서도 즐겨 인용되고 있다.29)

제거될 어떤 것도 없고 덧붙일 어떤 것도 없다.

진실하게 실재가 보여져야 한다. 진실을 보는 자는 해탈한다.(RGV

I.154)

궁극적 요소(界)는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우연적인 것의 공

이지, 無上의, 분리될 수 없는 법의 공은 아니다.(RGV I.155)30)

28) Ruegg(2000) pp. 74-76; 겔룩파의 요의와 미료의의 구분의 근거에 대해

Ruegg(2000) p. 76 참조.

29) Takasaki(1966) p. 300 fn. 53에 의하면 이 게송이 9군데에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30) nāpaneyam ataḥ kiṃcid upaneyaṃ na kiṃcana/ draṣṭavyaṃ bhūtaṃ

bhūtadarśī vimucyate// (RGV I.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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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론의 주석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제거될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은 여래의 요소가 본질적으로 청정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잡염의 특질은 우연적 번뇌의 때의 공을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것도 덧붙일 것이 없다. 왜냐하면 청정의 특질

은 [그것과] 분리될 수 없는 청정한 성질을 본질로 하기 때문이

다.”31)

성질 내지 속성(dharma)은 근거로서의 궁극적 요소(界) 속에

내재하는 분리될 수 있는 성질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것은

궁극적 요소와 분리될 수 없는, 그것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인정된

다. 타공파에게 있어 실재, 界(dhātu), 무상의 분리될 수 없는 법

등은 승의제를 가리키고, 우연적 요소는 세속제를 가리킨다. 돌포

파는 심의 밝은 빛이 모든 내재하는, 분리될 수 없는 자발적 공덕

과 함께 법성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무위적, 근원적 적정이다.

돌포파는 분리될 수 없는 붓다의 공덕을 승의적 법과 연결시킨다.

법성은 제법의 본질을 의미하기에 자공파는 그것을 자체적 공

이며, 타공파는 불이의 智라고 생각한다. 佛智를 어떻게 받아들이

는가의 문제는 법성을 자공 또는 타공으로 인식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자공으로 인식할 경우 붓다의 덕은 자체적으로 공한 붓

다의 공덕으로 이해된다. 타공으로 인식할 경우 그것들은 타공의

절대적 공덕으로서 緣에 따라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

것은 승의제, 법성 내지 불지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타

공의 관점은 여래장 사상의 원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공파와 타공파가 상기의 보성론의 두 게송을 어떻게 해석
하는지의 차이를 보면 그들의 이해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1) 타공의 설명에 따르면 번뇌는 존재하지 않기에, 즉 이질적인

것으로서의 번뇌의 비존재이기에, 본래 제거될 어떤 것도 덧붙일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붓다의 공덕은 처음부터 분리

śūnya āgantukair dhātuḥ savinirbhāgalakṣaṇaiḥ/ aśūnyo 'nuttarair

dharmair avinirbhāgalakṣaṇaiḥ// (RGV I.155)

31) RGV 7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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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자공설에게 있어 이 게송은 지극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법성은 제법의 본질적 모습이기에 공성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면, 붓다의 공덕도 자성적으로 공한 공덕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렇다면 어떻게 ‘분리될 수 없는’ 붓다의 공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 쉽게 대답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 자공

은 인법의 2무아를 도입해서 “제거될 어떤 것도 없다.”는 말을 人

과 法의 자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제거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덧붙일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은 모든

법이 자성적으로 공하기 때문에 인법의 무아로서의 공성은 그것

들에 덧붙여져야 하는 성질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그렇지만 이런 해석은 보성론의 표현과 어긋나며 주석과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주석은 무수한 붓다의 공덕에 대해

승만경을 인용해서 최고의 법을 설하고, 2종의 무아를 언급함이
없이 “공성”이란 말에 의해 함축된 “남아있는 것”을 논의하기 때

문이다. “여래장은 번뇌의 藏과 분리되고 제거될 수 있는 것으로

서 공이다. 그것은 갠지즈강의 모래보다 많은, 제거될 수 없고 인

식될 수 없는 붓다의 법으로서의 불공이다.”32)

이어지는 문장은 보살지 의 선취공의 설명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남아있는 것의 설명이다. 타공의 용어를 사용하면 ‘남아있는

것’은 곧 佛智인 것이다. 보성론석도 “절대적 공성의 지 없이는
불이의 무분별의 계에 대해 이해할 수도 현증할 수도 없다.”고 말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승만경을 인용해서 “여래장의 智는 여래
들의 공성의 지”라고 말한다. 보성론석이 남아있는 것을 설명하
는 맥락에서 불지를 무분별의 계 및 절대적 공성과 관련시키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점이다. 이 불지는 여래장의 지와 동일시된

다.

타공파는 자공의 해석이 요의설로서의 보성론을 오해하고 있다

32) RGV 76, 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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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판한다. 만일 그것들이 절대적인 것의 성질이 아니라면 이

세계에서 작용하는 힘과 자비가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는가? 붓

다의 마음과 공덕이 찰나적이고 연기적이라면, 붓다를 기술하는데

사용된 ‘영원한’이란 말과 세간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무상함’이

란 용어는 하등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여래장 교설은 모든 존재는 현실적으로 이런 성질을 구비하고

있으며, 그들의 본성에 내재해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여래장

에 대한 타공적 해석이 가진 난점은 만일 붓다의 공덕이 무위이

고 영원하다면, 잠재성과 발전의 여지도 없게 될 것이라는 난점에

빠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존재 속에 현존해 있거

나 또는 결코 현존해 있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

이 수행부정론으로 인도할 위험성은 항시 잠재해 있는 것이다.

Ⅳ. 끝맺는 말

졸고는 티베트의 여래장 이해의 한 단면을 주로 조낭파의 이해

에 의거해서 제시하려고 했다. 조낭파를 택한 이유는 첫째 이 학

파가 보여주는 유식사상에 대한 친밀성 때문이고, 둘째 주류전통

으로서의 겔룩파 해석의 반대축을 제시함으로써 여래장 사상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

의 타공설은 탄트라의 측면에서는 불성의 내재성에 대한 칼라차

크라(kālacakra)의 영향과 경전의 측면에서는 미륵의 5서의 영향

에 기인하는데, 즉 空如來藏과 不空여래장의 구별에 관한 승만부
인경의 설명에서 후자를 진실존재로서의 불성의 상태로 간주한

것이다.

타공설은 자공과 타공의 구별이 세속제와 승의제의 구별에 대

응하며 따라서 궁극적인 것의 인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 이러한 타공의 문제는 선정 속에서 어떻게 중관의 해석에



124   ∙ 印度哲學 제18집

따라 실재를 증득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만일 개념적 인

식이 신뢰될 수 없다면 실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의지해

야 하는가? 언어는 개념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기

에 표현되는 것과 표현수단 사이에는 필히 긴장이 있게 마련이다.

일상언어적 사용에서는 마치 외적 실재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해

진다. 중관은 이 오류를 부정하지만, 이것은 일상언어가 궁극적

실재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파악될

어떤 실체가 없는 단계에서 중관의 주장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

는다. 이 점에 중관과 타공의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행론적 관점에서 귀류 중관파의 문제점을 지

적하고 있는 켄포 췰팀(mKhyen po tshul khrim)의 설명은 매우

경청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는 명상의 심화정도에 따라 차례로 성

문과 유식, 자립행 중관파와 귀류 중관파, 타공의 공성이해가 발

전되어 나왔다고 설명하면서 귀류 중관파와 타공의 공성이해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귀류 중관파의 접근은 매우 분석적이고 따라서 궁극적 실체에 대한

어떠한 언명도 부정되며, 이 방법을 통해 개념적 구성없이 실재성 속

에 심을 안주시킬 수 있게 된다. 귀류론적 명상의 단계에서 어떤 개념

적 잔존물의 흔적도 사라지고 그때 심의 광명이 현전하게 된다는 것

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런 분석적 방식으로 관찰이 강화되었을 때

실제 수행에서 현상을 쪼개고 분석하는 미세한 경향이 극복되기 어렵

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것의 극복을 위해 타공의 긍정적 접근의 유

용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공에 대한 信을

계발시켜야 한다.33)

그렇지만 이러한 타공의 관점이 용수의 자성공의 입장을 최고

의 교설로 간주하는 티베트의 주류전통에서 이단적인 해석이라는

점은 자명할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타공을 통한 궁극적인 것의

33) Hookham(1991) p. 21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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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은 심의 실체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쫑카파의 제자 겔찹

과 케둡 이래 겔룩파는 경전에 대한 타공파의 해석의 오류를 제

시하고자 노력했다. 그렇지만 보성론의 문장을 중관적 관점에서
읽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해석과정을 통해서만 가능

할 것이다. 반면 롱퇸과 같은 중립적 입장에 선 자공파 주석자들

은 타공의 해석을 배제함이 없이 자공의 관점에서 보성론을 설
명하고자 시도한다. 그렇지만 보성론과 여래장 문헌에 대한 가
장 자연스런 해석은 타공의 관점에서 읽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공-타공의 구별의 중요성은 티베트의 정신적 전통을 주로 귀류

중관적 전통에 선 겔룩파에 따라 해석하는 현금의 일방적 상황

하에서 여래장의 의미를 균형감 있게 파악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

다.

이제 여래장 사상이 가진 정신수행론적 의미를 적절히 보여주

고 있는 슈미트하우젠의 평가를 마지막으로 제시하면서 졸고를

마치고자 한다.

이러한 점은 여래장계 문헌 속에서 중관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게

하였고, 의심할 여지없이 긍정적인 절대적인 것을 가리킨다. 이런 절

대적인 것의 긍정적 파악이 ‘실체론적’ 내지 ‘존재론적’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가는 이 개념의 정의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

세간적 사물의 방식으로서의 사물 또는 그것과 분리될 수 있는 특성

을 가진 실체라는 것은 텍스트의 어구를 통해 분명히 논박되었고, 또

조낭파도 분명 그와 같이 파악하지는 않았다. ··· 그것을 비불교적이라

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래장 교설은 ··· 대승불교정신

의 기본이념을 형이상학적으로 기초 다지려는 하나의 시도인 것이다.

그럼으로써 절대적인 것은 필히 긍정적인 것으로 되고 붓다를 구성하

는 무수한 공덕의 담지자가 되는 것이다. 이 공덕은 본래 산출된 심적

요소이지만 이제 절대적인 것의 무위적 본성 속에 용해된 것이다. 비

로소 이런 구체적 공덕의 용해를 통해 여래장 문헌에게 있어 절대적

인 것을 동시에 불성으로서, 그럼으로써 해탈하지 못한 중생의 구제를

위해 작용하는 것으로 사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작용성이야

말로 여래장 문헌의 절대적인 것을 아드바이타 베단타의 완전히 靜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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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기적인’ 절대자와 구별시키고 진실로 불교적으로 만드는 점이

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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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athgatagarbha Interpretations in the Tibetan

Buddhism __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ang 

stong-gZhan stong Differences__

Ahn, Sung Doo

(Geungang Univ.)

This paper deals with the Tathgata Interpretation

presented particularly by the gZhan stong pas(/Jo nang pas)

with relation to the rang stong position of dGe lugs pas in

the Tibetan Buddhism. According to the Indian Mdhyamika,

every dharmas are without exception empty, and by the

word "every" are included not only the worldly things, but

also the ultimate reality of Buddhism, namely Nirva or

bodhi etc. In this regard gZhan stong pas raise the objection

that if it would be so, then the ultimate would be

nonexistent. But this makes nonsense, therefore the ultimate

reality can not be simply described as "empty" or

nonexistent.

Dol po pa, the founder of the Jo nang school, discovered

this interpretation in reading the Tathgatagarbha treatises.

These texts declare that the tathgatagarbha is

permanent(nitya), blissful(sukha), pure(uci) and even tman.

He accepted these descriptions simply as definitive

meaning(ntrtha), not as provisional meaning(neyrtha).

The gZhan stong pas, relying themselves on an

adaption of the Yogcra theory of voidness, which is found

in the Tattvrtha chapter of Bodhisattvabhmi etc., try to

demonstrate the validity of their theory. They combined this

theory with the Trisvabhva theory, which consists of

parikalpita-svabhva(falsely imagined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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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tantra-svabhva(dependent nature) and

parinipanna-svabhva(perfected nature). According to the

explanation of the gZhan stong pas, the

parinipanna-svabhva is void of the other two svabhvas. It

is void of what is other than it, but is not void of

itself(gzhan stong). On the other hand, the

parikalpita-svabhva and paratantra-svabhva are nonexistent

and are void of themselves.

The parinipanna-svabhva is further identified by the

gZhan stong pas with the Tathgatagarbha of the

Ratnagotravibhga, which has furnished with four qualities,

such as nitya, sukha, uci and tman. It is not surprising

that this idea could be easily and deeply connected with the

Tantric principles, such as with the union of nyat and

mahsukha. But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is position of

the gZhan stong pas was strictly criticised by the dGe lugs

pas, who hold on the Prsagika Interpretation of the

nisvabhva and nyat as the ultimate viewpoint. The dGe lugs

pas accused the gZhan stong pas that they have

hypothesized the nyat into the Brahmanical substance.

Follow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gZhan stong pas, I

examined two paragraphs in the Madhyntavibhga I, 1-2 and

the Ratnagotravibhga I 154-155, which stand clearly in

favor of the gZhen stong interpretation. It is also

remarkable that mKhyen po tshul khrim arranges the

various interpretations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

meditations. At any rate it does not seem to be favorable to

dismiss the gZhan stong interpretation of the Emptiness

simply from the dogmatic viewpoint.

Key words : tathgata-garbha, voidness of its own

nature(rang stong; svabhva-nyat), voidness of

what is other(gzhan stong; parabhva-nyat), the

provisional truth(savti-satya), the ultimate

truth(paramrtha-satya), byams chos lng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