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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고는 유식학파의 초기문헌에 나타난 삼성설을 특히 스폰버그가

제안했던 ‘중추적 모델’과 ‘발전적 모델’이라는 삼성설의 두 유형의 관

점에서 추적한 것이다. 이에 의거하여 II장에서는 두 모델의 특징적

설명방식을 각각 섭대승론과 대승장엄경론의 설명 속에서 추적했
다. III장에서는 이와는 다른 방식의 이해를 보여주는 해심밀경과 
중변분별론에 대한 스티라마티의 釋疏를 검토했다. 해심밀경의 경

우 ‘발전적 모델’의 특징인 ‘의타기상의 소멸’과 ‘중추적 모델’의 특징인

‘의타기상의 존재성’이 동시에 설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경이 순수

한 수행중심적 관점에서 삼상을 설명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중변
분별론 I. 1-2에 나타난 삼성설의 해석은 스티라마티의 네 가지 해석
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했다. 여기서 그의 해석이 삼성설의 두 모델의

관점에서의 논의를 함축적으로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

라 그 의미를 고찰했다. 이러한 해심밀경의 수행단계론적 기술과 
중변분별론에 대한 스티라마티의 주석은 삼성설이 가진 여러 해석가
능성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이며, 이는 티벳불교에서 조낭

파의 타공설이 제시될 근거가 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I. 문제 제기

지난 번 발표한 졸고 티베트 불교에서의 여래장 해석: 自空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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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他空說의 차이를 중심으로 (印度哲學 제18집, 2005)에서 필자
는 조낭파(Jo nang pa)의 타공설의 근거는 미륵에 귀속되는 논서

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돌포파(Dol po pa)의 주장을 요약적으로

소개했다. 여래장이 자체로서의 공(= 自空)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

의 공(= 他空)이라는 돌포파의 해석에 있어 핵심적인 논리는 三性

說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졸고의 목적은 과연 이러한 돌포파의

주장이 소위 미륵의 5서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되거나 연역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 위한 선행작업으로서, 먼저 인도찬술의 초

기유식문헌에서의 삼성설에 대한 기본적 연구를 수행하려는 것이

다.

나가오 가진(長尾雅人)이 제시하고 있듯이,1) 유가행 유식파의

삼성설은 하나의 수행론적 관점에 선 이론으로서, 그 속에 소위

존재론적, 인식론적 차원의 설명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

설명이 중관학파의 二諦說의 발전이라는 것은 이미 長尾雅人의 논

문을 통해 인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보살지 진실의품 에서의

惡趣空(durgṛhītā śūnyatā)의 설명을 고려하면, 유가행파의 삼성설

은 중관파의 이제설이 가진 부정적 논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長尾는 유가행파의 문헌 중에서 삼성설이 처음으로 설명된 곳

은 해심밀경이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이 경에서는 아직 삼성
설의 특징인 ‘전환의 논리’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한

다.2) 그는 삼성설이 논의하는 개소들을 거론하면서 이 이론이 다

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설명을 관통

하는 구조가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가 말하는 삼성설의 기본구조

는 전환의 논리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것이다.

이에 비해 유식논서에서 삼성설이 일관된 동일한 논리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예를 들어 다케무라 마사

오(竹村牧男)가 唯識三性說の 構造의 서문3)에서 言語(名言所計)-

1) 長尾雅人(1978), p. 466-468 참조.

2) 長尾雅人(1978), p.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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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因緣所生)-實性(眞如)이라는 삼성설의 기본구조는 초기 유식문

헌에서부터 미륵의 논서에 이르기까지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그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설명은 지나치게 소박하고, 문헌적 관점에서

지지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반면에 長尾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학자들의 연구에 따

르면, 문헌학적 내지 역사적 관점에서 삼성설이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 서 있는 학자들이 스폰버그(A. Spon

berg), 호토리 리쇼(阿理生), 池田道浩 등으로서, 그들의 견해는 보

다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스폰버그의 설명에 따르면 유식논서에서 삼성설은 의타기성을

중심으로 하는 <중추적 모델>(pivotal model)과 원성실성을 중심

으로 하는 <발전적 모델>(progressive model)로 대분될 수 있

다.4) 전자가 일반적으로 유식학의 삼성설의 표준적 구조로서 간

주되어 왔던 것으로, 의타기성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 설명에 따르면 의타기성에서 능취와 소취로서 집착하는 것이

변계소집성이고, 의타기성에 이들 양자가 없는 것이 원성실성이

다. 반면 후자의 모델에 따르면 3성은 변계소집성 → 의타기성 →

원성실성의 차례로 발전되어 가는 구조를 보여주며, 여기에서 오

직 원성실성만이 승의적 존재로 간주되고 다른 두 요소들은 세속

제로서 간주되고 있다.

호토리에 따르면 스티라마티(Sthiramati, 安慧) 이외의 초기 유

식사상가들은 모두 <의타기성의 소멸>이라는 관점에 서 있다. 스

티라마티의 이해방식이란 의타기성에서 변계소집성이 없을 때 감

산적으로 남아있는 의타기성 그 자체가 원성실성이라고 파악하는

것으로, 스폰버그의 용어를 사용하면 중추적 모델에 해당될 것이

다. 호토리는 이런 ‘安慧流’의 삼성설 이해를 초기유식파의 삼성설

에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5) 이러한 호

3) 竹村牧男(1995) ii-iii.

4) A. Sponberg(1983), p. 99ff.

5) 阿理生(1991), p. 229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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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의 주장이 갖는 내용상의 문제점은 池田道浩에 의해 비판되고

있지만,6) 여하튼 의타기성의 소멸과 入無相方便의 수습실천을 관

련시키고, 이를 스티라마티류의 전통적인 삼성설의 이해와 대비시

키는 것은 스폰버그의 관점을 따르는 것이다.

池田은 유가행파의 문헌 속에서 동일하게 두 가지 유형의 3성

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들 두 유형을 역사적 관

점에서 분류하면서 유식설과 결부되기 이전의 <실재론적 삼성

설>과 유식설 도입 이후의 <유식적 삼성설>로 명명하면서, 여기

에서 의타기성의 내용이 질적으로 확연히 구별된다고 말한다.7)

그는 유가행파의 문헌 속에 나타나는 공성의 정형구의 설명을 통

해 그 차이를 제시한다. 즉 실재론적 삼성설의 관점에 서 있는

보살지 에 있어서 <남아있는 것>은 색이라고 가설된 언어의 기

체로서, 이 기체로서의 事(vastu)의 존재성은 부정되고 있지 않다.

반면에 유식적 삼성설에 입각해 있는 아비달마집론에서는 자아
의 비존재인 무아성이 <남아있는 것>으로서 파악된다.

삼성설에 두 유형이 있다는 이들의 핵심적 주장이 실제로 초기

유가행파의 문헌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려는 것이 졸

고의 일차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특히 중변분별론 相品 의 첫
두 게송에 대한 스티라마티의 주석이 보여주는 네 가지 해석의

차이점과 관련하여 이를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해심밀경 三無
自性品 에서 <의타기성의 소멸>이라는 표현 및 이와 모순되는 것

처럼 보이는 <의타기성의 존재>라는 상반된 표현을 어떻게 이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두 유형의 삼성설은 티벳 불교의 자공설과 타공설의 설

명구조와 어느 정도 평행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소위 <중추적

모델>이 중관파의 ‘自空’ 해석과 연결되는 반면, <발전적 모델>은

쉽게 조낭파의 타공적 해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IV장에서는 티벳불교의 각기 다른 두 전통에서의 궁극적 실재에

6) 池田道浩(1996), p. 243.

7) 池田道浩(1996), p.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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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의 차이가 삼성설 해석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줄 것이

다.

Ⅱ. 유가행파 문헌에 나타난 三性說의 두 유형

三性이란 遍計所執性(parikalpita-svabhāva), 依他起性(paratantra

-svabhāva), 圓成實性(pariniṣpanna-svabhāva)이다. 이 이론은 유

가행파의 문헌 속에서 실재와 가상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차원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광범위하게 시용되었다. 이 이론의 연원은 
반야경의 미륵장 으로 소급되며,8) 보살지 에서는 아직 이들

각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 4장인 진실의품

에서는 삼성설의 실질적 내용을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이론

은 해심밀경과 미륵에게 귀속되는 문헌, 즉 대승장엄경론과 
중변분별론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케무라는 삼성설이 유가행파의 문헌 속에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하지만 이 이론이 이 학파의

문헌 속에서 동질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 문

헌에서의 삼성설 해석의 가장 큰 차이는 의타기성을 존재론적 위

상을 둘러싸고 일어났다고 보인다. 그 차이는 크게 두 가지 유형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스폰버그가 말하는 소위 <중추적 모델>에

있어서 의타기성의 존재성이 강조되는 반면에 <발전적 모델>에

있어서는 그것의 소멸이 논해지고 있다. 따라서 의타기성의 존재

와 소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삼성설 해석의 관건이 된다.

이하에서는 전자를 설하는 대표적 논서로서 섭대승론의 삼성
설을 제시하고, 후자를 설하는 대표적 논서로서 대승장엄경론의

8) 袴谷憲昭, 彌勒請問章和譯 駒澤大學佛敎學部論集 6.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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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설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상이한 이해가 중변분별론
과 해심밀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1. <중추적 모델>의 삼성설

<중추적 모델>의 삼성설에서 출발점이 되는 것은 의타기성이

다. 그것은 염오된 상태에서는 변계소집성이 생겨나는 근거가 되

고, 청정한 상태에서는 원성실성이 생겨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변계소집성과 원성실성은 의타기성이 나타나는 모습과 그것의 진

실한 모습일 뿐이다. 의타기성이 청정해졌을 때 그것은 허망한 분

별작용을 그치고 자체 속에서 원성실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

서 변계소집성은 능취와 소취의 이원성으로서, 그리고 원성실성은

의타기성 속에 변계소집성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는데, 의타기성은

실재성의 근거로서 궁극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해

석은 아상가-바수반두9)의 저작에서 두드러지는데, 아래에서는 
섭대승론 소지상분 2-410)에 나타난 三相에 대한 정의를 대표

적으로 제시하겠다.

“의타기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알라야식(ālaya-vijñāna)을 종자로

하고, 허망분별(abhūta-parikalpa)에 포섭되는 표상(vijñpti)이다. ...”11)

(MSg II. 2)

“변계소집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외계의] 대상은 실재하지 않지

만, 다만 표상뿐인 것이 대상으로서 [실재하는 것처럼] 현현하는 것이

9) 바수반두의 삼성설에 대한 중추적 해석에 대해서는 唯識三十頌
20-21게를 볼 것.

10) 저본은 La Somme Vehicle D'Asaṅga(Lamotte, 1973)이다.

11) MSg II. 2: de la gzhan gyi dbang gi mtshan nyid gang zhe na / gang

kun gzhi rnam par shes pa'i sa bon can yang dag pa ma yin pa kun

rtog pas bsdus pa'i rnam par rig pa'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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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 (MSg II. 3)

“원성실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의타기상에 있어 대상의 상

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13) (MSg II. 4)

위의 설명에 따르면 의타기성이란 알라야식을 근거로 해서 생

겨나는 여러 표상이다. 여기서 사용된 ‘허망분별’이란 용어는 중
변분별론 I. 1에서 채용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심리적 분별작
용의 맥락에서 의타기성이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른 것에 의존해서 생기하는 것으로서의 의타기성은 실재성의

근거 내지 기반으로서, 자체적으로는 자성이 없지만, 그럼에도 부

정될 수 없는 존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왜냐하

면 이것은 변계소집성과 원성실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변계

소집성이란 의타기성을 개념적 구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이다.

즉 의타기성을 지속하는 자성을 가진 개별적 존재로서 보는 것이

다. 원성실성은 의타기성이 본래 변계소집성의 개념적 구성을 떠

나 있음을 여실하게 보는 것이다.

이러한 섭대승론의 의타기성를 중심으로 하는 삼성설의 구조
는 長尾가 말하는 소위 전환의 논리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다. 그

는 섭대승론의 의타기성을 染淨二分의 구조를 가진 것으로 설명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의타기성이 염오의 부분과 청정의 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의타기성이 염오의 측면인 변계

소집성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청정의 측면인 원성실성으로 전환된

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14) 長尾는 근거로서의 의타기성이

가진 이러한 전환의 구조를 통해 대승불교의 근본명제인 <生死卽

涅槃>, <煩惱卽菩提>의 선언이 논리적으로 보다 잘 설명되고 이

12) MSg II. 3: de la kun brtags pa'i mtshan nyid gang zhe na / gang don

med kyang rnampar rig pa tsam de don nyid du snang ba'o //

13) MSg II. 4: de la yongs su grub pa'i mtshan nyid gang zhe na / gang

gzhan gyi dbang gi mtshan nyid de nyid la don gyi mtshan nyid de

gtan med pa nyid do //

14) 長尾雅人(1978), p. 2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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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 <중추적 모델>이 가진 문제는 의타기의 존재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과연 그것의 존재성은

궁극적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세속적 차원에서

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중추적 모델이나 長尾의 전환의 논리

에 따르는 한, 의타기성은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야 한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은 단지 의타기성일 뿐이고, 다른

두 차원은 존재론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식론적 차원에서 의타

기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모델을 용수의 중관적 해석에 충실한

설명방식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인연소생법 = 공성 = 假名 = 中

道의 의미”를 설하는 中論 XXIV. 18의 유명한 三諦揭에 따라

이 모델을 이해하자면, 연기법으로서의 의타기성이 무자성이고,

단지 세간적 언설에 의해 명명되었을 뿐이라고 하는 인식 그 자

체가 완전한 해탈적 인식으로서 또 다른 긍정적 존재로서의 열반

이나 보리를 정립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찬드라키르티의

중관전통에 충실한 쫑카파는 이 모델에 의거해서 공성에 대한 긍

정적 파악을 비판하고 있다.15)

2. <발전적 모델>의 삼성설

스폰버그에 의하면 <발전적 모델>은 변계소집성 → 의타기성

→ 원성실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수행단계를 보여주며, 그 중점은

원성실성에 놓여 있다. 여기서 변계소집성은 단지 집착된 것으로

서 세속제의 차원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의타기성은 세속

제의 차원에서만 그 존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간주된다. 다만

15) Hopkins(1999), p. 153ff 참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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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실성만이 궁극적 존재성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

의타기성의 존재성은 <중추적 모델>과는 전혀 달리 다만 세속적

차원에서만 인정될 뿐이다. 의타기성의 존재가 세속적 진리의 차

원에서만 인정된다면, 당연히 의타기성은 소멸되어야 할 어떤 것

으로 간주될 것이다. 실제로 많은 개소에서 ‘의타기성의 소멸’16)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이 <중추적 모델>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은, 비록 삼성설에 대한 다양한 설명방식을 고려한다고

해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발전적 모델>이 점층적으로 강화되는 실재성에 따라 조직되

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방식은 궁극적 실재성에 대한 인식론적

차원의 설명이 아니라 수행과정 속에서 체득되는, 그것의 존재론

적 위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대승장엄경론
에서의 삼성설의 설명이 <발전적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는
가를17) 알기 위해서는 이 논서에서 의타기성의 존재성이 어떤 차

원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또 원성실성과 의타기성의 관계가 어떻

게 설명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먼저 의타기성의 존재성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대승장엄경론
VI. 1에 대한 주석을 보자. 이 게송은 勝義(paramārtha)의 특성을

不二의 의미라고 하면서, 이를 5종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주석은 이 중에서 존재와 비존재 및 동일성과 이질성의 측면과 三

相을 관련시켜 설명한다. 여기서 존재와 비존재의 측면에 한정해

서 볼 때, 승의는 변계소집상과 의타기상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데 비해 원성실상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된

다.18)

16) 해심밀경 VII. 13(T 695a10); MSA XI. 13.
17) 대승장엄경론에서 삼성설을 조직적으로 설명하는 개소는 MSA
11.15-29; 11.36-43; 19.48-56의 세 곳이다. 하지만 이 이외에도 삼성설은

도처에서 산설되어 있다. 이 논서의 삼성설이 <발전적 모델>에 따라

구성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M. D'Amato(2005) 참조.

18) MSA 22, 15-16.



70 ∙ 印度哲學 제19집

여기서 승의가 의타기상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따라서 의타기상의 존재성은 승의적으로 부

정되고 단지 세속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승장
엄경론 XI. 13과 그 주석에서 의타기상은 “단해져야 한다”19)고

설해지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의타기성의 존재가 단지 세속적 차원에서의 존재를 가리킨다는

사실은 의타기성을 허망분별(abhūta-parikalpa)이라는『중변분별

론』의 유명한 용어를 갖고 설명하고 있는 XI. 15에서도 드러난

다.

yathā māyā tathābhūtaparikalpo nirucyate /

yathā māyākṛtaṃ tadvat dvayabhrāntir nirucyate // (MSA XI. 15)

(허망분별은 마치 幻化와 같다고 설명된다.

그와 같이 兩者로서의 迷亂은 환화에 의해 만들어진 것과 같다고

설명된다.)

주석은 허망분별이 의타기성이며, 양자로서의 미란은 능취와

소취라는 양자로서 현현하는 것으로서, 변계소집성의 측면이라고

명시한다. 환화는 나무조각이나 진흙덩어리 등으로, 그리고 환화

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코끼리나 말 또는 금으로 비유되고 있

다.20) 이러한 비유는 물론 대승장엄경론에 독특한 것이 아니고,
해심밀경(I. 4)과 三性論(게송 27-34)에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어지는 게송에서 이들의 존재성이 세

속제의 차원에서의 언급이라는 지적이다.

19) MSA 58, 11-12: tatra prathamaṃ tatvaṃ pariñeyaṃ dvitīyaṃ

praheyaṃ tṛtīyaṃ viśodhyaṃ cāgantukamalād viśuddhaṃ ca ...

(여기서 첫 번째 진실은 변지되어야 하고, 두 번째 [진실]은 단해져야

하고, 세 번째 [진실]은 청정해져야 하고 또 우연적 때로부터

깨끗해졌다. ...).

20) MSA 59,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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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thā tasmin na tadbhāvaḥ paramārthas tatheṣyate /

yathā tasyopalabdhis tu tathā saṃvṛtisatyatā // (MSA XI. 16)

(마치 그 속에 그것이 비존재하듯이, 승의는 그와 같다고 인정된다.

마치 그것이 지각되듯이, 그와 같이 세속제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주석에 따르면 이 난해한 게송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마치 환

화에 의해 만들어진 것 속에 코끼리 등이 비존재하듯이, 그와 같

이 그 의타기성 속에 양자로서 특징지어지는 변계소집성의 비존

재가 승의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마치 환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코끼리 등의 존재로서 지각되듯이, 그와 같이 허망분별이 세속제

라는 사실은 지각되는 것이다."21) 여기서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

의 차이는 변계소집성이 개념적 구성의 망으로 인지되었을 때의

세속제이며, 여기서 나타나는 표상들은 자성을 가진 외적 사물로

서 인식되는 반면에 의타기성 속에서 표상은 자체 환화와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는데 있다.

이와 같이 대승장엄경론에서 의타기성에 단지 언설적 차원의
존재성만이 인정되고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의타기성의 기술은

변계소집성과 원성실성의 근거로서 기능하고 존재한다는 <중추적

모델>에서의 의타기성의 기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보인다.

두 번째로 원성실성이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를 보자. 원성실

성이 다만 의타기성 속에 변계소집성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지, 아니면 존재론적으로 ‘妙有’의 의미에서의 어떤 긍정적 존재를

가리키는지의 문제이다. 앞에서 인용했듯이 변계소집성과 의타기

성은 세속제로서 설명된다. 다만 원성실성만이 궁극적으로, 즉 승

의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뿐이다. 이러한 원성실성의

궁극적 존재성은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논의라고 보이지는 않고,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 증득할 수 있는 존재론적 차원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것은 변계소집성의 공성과 의타기성의 공성, 원

성실성의 공성이라는 3종의 공성을 설하는 XIV. 34에서도 암시되

21) MSA 5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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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또한 "의지체가 전환(轉依, āśraya-parāvṛtti)될 때, 허

망분별의 비존재성이 획득된다”고 설하는 XI. 17cd에서도 암시되

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원성실성의 존재론적 차원은 XI. 13에서 “일체의 방식으

로 언설될 수 없고 또한 희론을 떠난”(naiva ca sarvathābhilapitu

ṃ yac cāprapañcātmakam) 것으로서 부정적으로도 기술되고 있

지만, 이 표현이 <중추적 모델>의 의미에서 이해되기 보다는 승

의의 일반적 규정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곧

이어 원성실성은 다시 “본질적으로 청정한 것”(amalaṃ ... prakṛty

ā)이라고 긍정적으로 기술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긍정적 기술은

원성실성을 진여와 동일시하는 설명(XI. 41)에서 정점에 달한다.

이러한 대승장엄경론의 삼성설의 기술은 변계소집성 → 의타
기성 → 원성실성의 단계로 발전적으로 진행되는 설명이라고 요

약해서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의타기성의 존재는 세속적 차원에서

만 인정될 뿐, 승의적 차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성

실성은 ‘의타기성 속에 변계소집성이 없는 것’이라고 간주되는 대

신에, 비록 함축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어떤 긍정적 속성을 가진

것으로서 기술되고 있다.

Ⅲ. 다른 유형의 삼성설

1. 해심밀경의 三相說

유가행 유식파의 문헌들 중에서 해심밀경은 성립사적으로 초
기에 속하는 경전으로 간주된다. 해심밀경의 삼상설은 유가행파
의 삼성설 중에서 가장 최초로 성립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는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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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경에 있어 三相의 설명은 유가행을 수행했던 수행자의

경험에 의거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모델과는 다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인다.

해심밀경에서 삼성설이 설해지는 곳은(티벳역의 분류에 따

른) 6장 一切法相品 과 7장 無自性相品 인데, 특히 7장에서의 설

명이 보다 상세하다.23) 6장에서 변계소집상은 “언설의 사용되는

방식에 의해 제법의 자성이나 차별에 대해 명칭과 표식으로 확립

하는 것”으로서, 의타기상은 “제법이 연기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그리고 원성실상은 “제법의 진여이며 또 보살들이 정진을 원인으

로 하여 올바른 사유에 의해 그 [진여]를 증득하고, 그것을 반복함

에 의해 무상정등각에 도달하는 것”으로서 정의된다. 7장의 3무자

성은 이들 삼상이 각각 相으로서 본질이 없고(相無自性), 생겨난

것으로서 자성이 없고(生無自性) 또 궁극적으로 자성이 없는 것

(勝義無自性)이기 때문이다.

해심밀경에서 삼상이나 삼무자성을 설명할 때 나오는 비유가
다른 경전의 그것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등,24) 이 경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지만, 삼성설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설명을 따르는 졸고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VII. 13에서 의타

기상의 소멸을 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타기상의 소멸을 설하는

VII. 13의 앞부분을 함께 요약해서 이해해 보자.

VII. 11에서 선근을 심지 못했고 장애를 청정케 하지 못했고 상

속을 성숙시키지 못하고 믿음을 닫지 못했고 복덕과 지혜의 두

자량이 아직 적집되지 못한 중생에게 생무자성의 교설을 한다면

22) 長尾雅人(1978) p. 465.

23) 6장에서는 변계소집상 등의 ‘상’이란 명칭으로 사용되고, 반면 7장에서는

상과 자성이란 용어가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어 주위를 요한다.

24) 6장의 비유는 다른 문헌의 비유와 일치하는데 비해 7장의 비유에서 특히

“환화에 의해 만들어진 것”(幻像, māyākṛta)을 생무자성으로 간주하고

있어 MSA의 그것과 차이를 보여준다. 이것은 아마 이 두품의 유래가

다른데서 오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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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중생들은 일체 행에 대해 염오심을 일으켜 수행하여 선

근을 심는 등의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설해진다.

VII. 12에서는 이들 중생이 아직 생무자성에 대해 상무자성 및

승의무자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올바로 해탈하지 못할

것이며 3종 잡염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

을 위해 상무자성과 승의무자성을 설하는 것이다.

VII. 13에서 중생들은 이 교설을 들은 후에 생무자성에 대해 상

무자성과 승의무자성으로서 믿고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여실하게

이해한다. 즉 언어사용에 의해 훈습되지 않은 智는 언어사용과 결

부되지 않은 것이며, 또 언어사용의 잠재적 경향(수면)이 없는 智

에 의해 의타기상은 현생에서는 智의 힘을 일으키고 내생에서는

원인25)이 단절됨을 통해, 소멸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그들은 일

체 행으로부터 염리심을 일으키고 이욕하고 3잡염으로부터 해탈

하게 된다.

VII. 11-13의 설명이 단계적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여기서

의타기상의 소멸이 수행도의 맥락에서 언어사용에서 생겨나지 않

은 智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설명의 의미를 고찰해 보자. 이것은

세간적 언어활동으로서의 변계소집적 작용을 떠난 지가 작용할

때 의타기상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의타기상은 조건지어 생멸

하는 법들의 특질로서 설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연기의

세계가 변계소집상을 떠난 지에 의해 파악되었을 때 존재론적으

로 소멸한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실천적 관점에서 의타기의 존재

론적 근거가 수행의 단계 속에서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전자의 이해는 <중추적 모델>에 따르는 한 불가능하다고 보인

다. 근거가 소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타기상의 소

멸은 실천적 관점에서의 설명으로서 실질적 소멸의 의미는 아니

라고 해석되어야 하는가? 의타기상의 소멸을 실질적 소멸이 아니

25) 한역에 因으로 번역했다. 티벳역에 따르면 rgyud(상속)가 단절되는

것이다. 티벳역의 rgyud를 rgyu(인)의 오자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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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에 의한 전환의 의미라고 해석한다면, 이것은 <중추적 모

델>의 해석에도 부합하지만, 동시에 실천적 단계에서의 의타기상

의 소멸이 실제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발전적 모델>의 설명에

보다 부합될 것이다.26)

필자의 생각으로는 의타기상의 소멸의 의미는 7장의 서술방식

을 고려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고 보인다. VII. 1

에서 여러 초기-부파불교의 수행법들이 제시되고 있고 이를 통해

점진적 수습의 여러 장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해심밀경
이 제시하는 3시 법륜 중에서 첫 번째 법륜에 해당될 것이다. 그

런데 이런 수행도와는 전혀 다른 <一切諸法 皆無自性 無生無滅 本

來寂靜 自性涅槃>27)의 가르침이 [반야경에서] 설해졌는데, 그 의

도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물음에 대한 답변

이 VII 장을 관통하는 주 내용이라고 보인다.

VII. 3-9에서 삼무자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一切諸法 皆無自性

無生無滅 本來寂靜 自性涅槃>의 가르침이 설해졌다고 말한다. VII.

10에서 중생계에서 삼자성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3잡염에 의해

염오되고 윤회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 VII. 11-13은 중생들의 선

근과 공덕 등의 차이로 인해 그들에게 각기 다른 삼무자성을 설

26) 개인적 견해에 지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 적어도

문자적 이해에 따르는 한, 의타기상의 소멸이란 표현은 언어작용에 의해

구상된 관념적 구성물이 언어활동과 분리되었을 때, 그 관념적

구성체라는 껍질을 벗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관념적 구성체는

언어활동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이해에 따르면 변계소집상이지

의타기상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그것을 의타기의 소멸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의 의문이 남는다. 해심밀경의 설명에는 탈출구가 있다고
보인다. 즉 해심밀경은 대승장엄경론과는 달리 환화에 의해 지어진
것(幻像)을 의타기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의타기상의 소멸은 실제로는 변계소집상의 소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27) 이 원어는 AS(ed. Gokhale) 35, 15-18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yad uktaṃ

vaipulye ... niḥsvabhāvāḥ sarvadharmāḥ iti ... anutpannā aniruddhā

ādiśāntā prakṛtiparinirvṛte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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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여기서 바로 의타기상의 소멸이라는 문장이 나오고 있

다. VII. 14-16에서는 성문과 연각의 경우를 들고 있다. VII. 17-2

0에서는 대승보살들의 이해정도의 차이로 인해 삼무자성을 직접

설할 수 없기 때문에, 不了義經의 교설로서 <一切諸法 皆無自性 無

生無滅 本來寂靜 自性涅槃>을 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VI

I. 20에서 특히 이 가르침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수행자

들은 일체법은 비존재하고 또 어떤 특질도 없다고 보고 따라서

삼상을 부정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의 허무주의적 견해를 치유하

기 위해 의타기상과 원성실상은 존재한다고 설하는 것이다.

필자의 이해에 따르면 의타기상의 소멸을 논하는 개소는 중생

(특히 범부?)들의 유형에 따른 삼무자성의 적용에서 설해지는 것

이다. 반면 의타기상의 존재를 말하는 개소는 <一切諸法 皆無自性

無生無滅 本來寂靜 自性涅槃>라는 반야경의 가르침을 부정적으로

만 해석하는, 제2법륜의 단계에 속하는 수행자들을 위한 것이다.

삼성설을 수행단계론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해
심밀경의 특징이라고 보인다.28)
이러한 해심밀경의 관점은 <중추적 모델>과 <발전적 모델>

이라는 삼성설의 일반적인 유형분류와는 다른 설명방식이라고 보

인다. 왜냐하면 VII. 13에서 의타기상의 소멸을 설하는 것은 이 두

모델에 따라 분류하자면 <발전적 모델>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VII. 20에서 다시 원성실상의 존재만이 승의적으로 인정되

는 대신에, 원성실상과 의타기상의 존재가 함께 인정되는 것은 대

승장엄경론의 <발전적 모델>의 도식과는 차이가 나며, 오히려 의

타기상의 존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추적 모델>과 유사하다고

말할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의타기의 존재성을 보

28) 이렇게 본다면 명상의 심화 정도에 따라 차례대로 성문과 유식파,

자립행 중관파와 귀류 중관파, 타공의 공성이해가 발전되어 나왔다고

설명하는 켄포 췰팀(mKhyen po tshul khrim)의 설명은 매우 경청할만한

가치가 있다.(S. K. Hookham, The Buddha withi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1: 19ff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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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지 진실의품 의 영향으로 인해서 순수한 의타기성의 존재가

그곳에서 원성실성이 현현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

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해심밀경에서의 설명의
단계성을 고려해 볼 때, 스폰버그가 말하는 두 모델을 전적인 수

행중심적 관점에 서 있는 이 경의 설명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무리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그 설명은 이들 두 모델과는 또 다른,

수행중심적 모델이라고 보인다.

2. 중변분별론 相品 1-2에 대한 스티라마티의 釋疏에

나타난 네 개의 해석

삼성설이 보여주는 이런 다양한 차원의 해석가능성은 중변분
별론 상품 1-2게송에 대한 스티라마티의 釋疏(이하 MAVṬ)에

서 종합화되고 있다고 보인다. 먼저 게송과 그에 대한 바수반두의

산문주석을 보자.

abhūta-parikalpo 'sti dvayan tatra na vidyate /

śūnyatā vidyate tv atra tasyām api sa vidyate // (MAV I. 1)

(허망분별은 있다. 그곳에 양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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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śūnyaṃ nāpi cāśūnyaṃ tasmāt sarvvam vidhīy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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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일체는 공한 것도 공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설해진다.

존재하기에, 존재하지 않기에, 또 존재하기에 그것은 중도이다.)

이 게송에서는 아직 삼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의 중심술어인 허망분별, [주-객의] 이원성 및 공성은 게송 5에서

비로소 각각 의타기성, 변계소집성, 원성실성의 3성으로 설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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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바수반두의 주석에서 허망분별은 지각된 대상과 지각하는

주체의 구성작용으로서 설명된다. 이원성이란 파악된 대상과 파

악하는 주체이고, 공성이란 이 허망분별이 주-객의 이원성을 여윈

것이다. 공성과 허망분별의 관계는 허망분별 속에 공성이 존재하

고, 공성 속에 허망분별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상호공의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바수반두는 小空經의 문장을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공성이란 존재하는 것(= 허망분별) 속에서 이원성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29) 따라서 허망분별과 공성 양자

는 존재할 것이다.30) 스티라마티도 허망분별의 공성을 이원성의

결여이지, 허망분별 자체가 비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고 강조하면서 밧줄과 뱀의 비유를 들고 있다. 밧줄은 뱀의 자성

으로서는 공이지만, 밧줄이 자성적으로 공한 것은 아니다.31)

여기서 공성과 공성 속에 남아있는 것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공경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보살지 와 대승아비달마
집론의 설명을 간략히 살펴보자.32)
소공경에서 세존은 공성에 대한 명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

는 공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명상에 주함에 의해, 그것의 충족성

에 주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여러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먼저

비구들이 코끼리와 소가 없고, 금, 은 등이 없는 집회소에 모일

때, 그곳은 코끼리와 소 등으로서의 공이지만, 거기에 공이 아닌

29) MAV 18, 1-7.

30) 허망분별과 공성의 존재를 설하는 이 구절을 의타기상과 원성실상의

존재를 설하는 SNS VII. 20의 설명과 비교한다면, 이 양자의 ‘존재성’이

승의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세속적 의미에서의 언급이라는 점이 이해될

것이다. 이것은 상호적 관계에 있어서의 공성이라는 방식에 의해서도

함축되어 있다.

31) MAVṬ 14, 4-7.

32) 이하 長尾雅人의 논문, “What remains in Śūnyatā: A Yogācāra

Interpretation of Emptiness". Mahāyāna Buddhist Meditation (ed.

Kiyota), Hawaii 1978을 요약했다. (中觀と唯識. 東京 1978, pp.
542-560에 일본어 원문이 재수록되어 있다). 소공경 MN No. 121; BoBh

(ed. Dutt) 32, 12-14; AS (P) vol. 112: 252-3-1(대정 31: 720c1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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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즉 비구와 승단이라는 것에 근거한 공이 아닌 것은 존재한다

고 설명한다. 이어 이 개념은 “숲”이나 “고요함”으로부터 비상비

비상처를 거쳐 최후의 無相心定에까지 적용된다. 이 마지막 단계

에서 그는 有漏로부터 벗어나 아라한이 되지만 거기에도 남아있

는 것이 있다. 즉 6종의 근을 갖춘 신체이고 이것이 최종적인 장

애(daratha)로서 남아있는 것이다. 경은 이것을 하나의 정형구로

서 표시한다: “A가 B에 없을 때, B는 A의 공이라고 그는 본다.

그러나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있고, 즉 그것은 실재성으로서 그곳

에 있다고 이해한다.”

이 정형구는 보살지 에서 <善取空>으로서 인용되고 있다. 長

尾는 보살지 의 예를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보살지 와 중
변분별론에서의 이 정형구의 인용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공성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의타기

성이다.

반면 아비달마집론에서의 이 정형구는 약간 달리 부연, 설명
되고 있다. 티벳역에 따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A가 B 속에 없을 때 B는 A의 공이라고 여실히 관찰한다. 여

기에 남아있는 것, 그것은 여기에 존재한다고 여실하게 관찰한다. 이

것이 여실하고 전도되지 않게 공성에 들어가는 것이다. B 속에 존재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5온, 界, 處는 자아와 자아에 속하는 것으로

서, 영원하고, 항속적이며, 불변하는 것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

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무아성이다.”33)

아비달마집론에서 남아있는 것은 보살지 의 경우와는 달리

無我性(nairātmya)이라고 설명된다. 이 해석은 nirātman을 추상명

사화시켜 만든 nairātmya를 <nir-ātman의 상태/존재>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해석은 長尾가 말하듯 <비존재의 존

재>를 말하는 유가행파의 전형적인 공성이해와 연결될 수 있을

33) AS(P) vol. 112: 252-3-1f.(대정 675a2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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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비존재의 존재>라는 이해는 중관파의 관점에서

는 공성을 추상적 실체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되겠지만, 궁극적 상

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후대의 티벳의 타공설에 있어서는 좋

은 인도적 전거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남아있는 것과 공성의 이해가 유가행파의 문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중변분별론 I. 1의 의미를

스티라마티의 네 가지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자.34)

그의 네 가지 해석은 허망분별의 존재론적 위상과 공성의 의미

를 규정하는 방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먼저 허망분별

과 관련해 그것은 ① 자성적으로(svabhāvataḥ), ② 실체적으로(dr

avyataḥ), ③ 식전변이라는 본질에 의해(vijñānapariṇāmātmanā),

④ 잡염으로서(abhūtaparikalpasvabhāvaḥ saṃkleśaḥ) 기술되고

있다. 그리고 공성은 “허망분별이 이원성을 여윈 것”(grāhyagrāha

karahitatā 'bhūtaparikalpasya)으로서, 청정으로 이끄는 대상(viśu

ddhyālambana)으로서 그리고 “진실한 무아”(bhūtanairātmya)로서

기술된다. 또 공성의 자성은 청정(vyavadāna)이며 자성적으로 이

원성의 비존재라고 설명된다. 이러한 스티라마티의 네 가지 해석

은 크게 <중추적 모델>과 <발전적 모델>에 따라 적용시킬 수 있

다고 보인다.35) 이하에서는 먼저 스티라마타의 네 가지 해석을 요

약하고, 마테스의 설명을 참조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삼성설의

두 모델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스티라마티의 첫 번째 해석36)에서 허망분별은 ‘자성적’으로 존

재한다고 설해진다. 이것은 일체법이 모든 방식으로 자성이 없다

34) 스티라마티의 네 해석이 각기 다르다는 점은 Mathes(2000)의 논문에

의해 제시되었다. 하지만 그의 논문은 잘 이해되기 어렵기 때문에

졸고에서는 그의 서술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했다. 만일

그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35) Mathes(2000), p. 204ff.

36) 스티라마티의 첫 번째 해석은 MAVṬ 10,9-11,9에서 설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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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자성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의 설명의 초점은 허망분별이 궁극적으로 존

재한다는데 놓여져 있다.37) 그리고 공성은 허망분별 속에 이원성

이 없는 것이다. 공성은 허망분별의 참모습으로서 이원성의 부재

이다. 따라서 이원성과 공성은 허망분별의 나타난 측면과 여실한

측면으로 된다.

허망분별이 [진실한 본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것으로서

공성과의 관계에서 존재한다는 설명은 <중추적 모델>에 잘 들어

맞지만, 문제는 허망분별과 공성을 이렇게 해석할 때, I. 1d “그

[허망분별]은 [공성] 속에 존재한다”에서의 처격의 의미를 이해하

기 어렵다는 점이다. 처격의 문자적 의미에 따라 이해하자면, 공

성은 허공처럼 모든 사물에 변재해 있는 어떤 것으로 간주되고

또 그리고 그것이 자체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공성의 속성을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서 본다면, 그것은 허망분별이 해탈을 얻기 위해 제거되어야 한다

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바수반두는 삼성의 용어

가 소개되고 있는 I. 5에 대한 주석에서 "허망분별만이 존재하는

한, 삼성은 그 속에 포함된다"38)고 말하는데, 이것은 허망분별에

초점이 맞추어진 모델이 단지 심의 윤회적 측면을 기술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스티라마티의 두 번째 해석39)에 따르면 허망분별이 있다고 설

하는 이유는 심과 심작용과 분리된 외계대상이 존재한다는 실체

론적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허망분별이란 파악대상

과 파악하는 주관을 여윈 상태만을 가리킨다. 공성은 청정의 대상

으로서 더러움을 떠난 허공과 같은 것으로 비유되고 있다. 여기서

37) MAVṬ 10,1ff

38) MAVBh 19,15f: abhūtaparikalpa-mātre sati yathā trayāṇāṃ

svabhāvānāṃ saṃgraho bhavati.

39) 허망분별의 실체론적 존재성에 관해서는 MAVṬ 12,8-12,25에서 설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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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망분별은 정신적 근거로 파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스티라마티의 세 번째 해석40)에서 허망분별은 식의 변화를 본

질로 하는 것으로서 설명되어 있다. 그 의도는 일체에 대한 손감

견과 증익견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허망분별 속에 공성이 있다

는 설명은 손감견과 증익견을 떠나 진실한 무아성을 드러내기 위

한 것이다.

스티라마티의 네 번째 해석41)에 따르면 허망분별의 존재는 잡

염과 청정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고, 허망분별 속에 공성이 존재한

다는 것은 청정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또 도제와 멸제는 모두

공성에 의해 특징지어지기 때문에 청정에 포함된다고도 설명되고

있다.

이들 네 가지 해석은 스폰버그가 말하는 두 가지 모델에 따라

나눌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서 첫 번째 해석은 <중추적 모델>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추적 모델>에 따르면 의타기성의 현

상은 법성을 갖고 있다. 법성은 이원성의 비존재로서, 의타적인

것의 추상적 성질이다. 허망분별이 [진실한 본성의] 속성을 지니

고 있는 어떤 것으로서 공성과의 관계에서 존재한다는 설명은

<중추적 모델>에 잘 들어맞지만, 문제는 허망분별과 공성을 이렇

게 해석할 때, “그 [허망분별]은 [공성] 속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I. 1d에서의 처격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처격의 문

자적 의미에 따라 이해하자면, 공성은 허공처럼 모든 사물에 변재

해 있는 어떤 것으로 간주되고 또 그것이 자체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42) 만일 공성의 속성을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본다면, 그것은 허망분별이 해탈을

얻기 위해 제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

40) 허망분별이 식의 변화를 본질로 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MAVṬ

12,8-12,25에 나타난다.

41) 잡염과 청정과 관련된 설명은 MAVṬ 12,26-13,15에 나온다.

42) 이러한 해석은 오히려 <발전적 모델>에 부합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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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수반두는 삼성의 용어가 소개되고 있는 I. 5에 대한 주석에

서 "단지 허망분별이 존재하는 한, 삼성은 그 속에 포함된다"43)고

말하는데, 이것은 허망분별에 초점이 맞추어진 모델이 단지 심의

윤회적 측면을 기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해석은 <발전적 모델>의 설명에

보다 부합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허망분

별은 법성과 같은 추상적 성질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해탈을

위해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다.44) 따라서 식의 변화로서의 허망분

별은 궁극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세 번째 해석에서, 허망

분별이 법성으로 간주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해석의 초점은

허공과 같은 공성에 놓여있다. 변재하는 것으로서의 공성은 허망

분별에 의존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은 허망분별 속에 이원성이

없는 것 이상의 어떤 긍정적 존재라는 사실을 함축한다.

원성실성이 단순한 속성 이상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스

티라마티의 네 번째 해석에서 잘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공성은 이

원성의 비존재를 자성으로 하기 때문에, 공성의 자성은 청정이라

고 말해진다. 도제와 멸제 역시 공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성

에 포함된다.45) 스티라마티는 I. 1c의 처격 atra(“여기에”)는 [허망

분별이라는] 염오로부터 [무분별지라는] 청정을 향해 수행도를 행

하는 것이지, 공성이 허망분별의 심 흐름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말한다.46) 이것은 승의제

품에서의 도와 승의제의 제시와 대응한다. 즉 의타기는 제거되어

야 하며(III. 9c) 단지 원성실성만이 승의제에 부합된다(III. 10d).

도의 관점에서 의타기성 내지 허망분별은 제거되어야 한다. 반면

43) MAVBh 19,15f: abhūtaparikalpa-mātre sati yathā trayāṇāṃ

svabhāvānāṃ saṃgraho bhavati.

44) MAV I. 4d: tat-kṣayān muktir iṣyate. 여기서 tat는 허망분별을

가리킨다.

45) MAVṬ 13,9-11.

46) MAVṬ 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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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실성은 의타기성의 진실한 본성으로서 의타기성 속에 마치

허공처럼 변재해 있는 것이다. 나아가 승의제를 순수한 대상으로

제시한다면 의타기는 그러한 순수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해진

다. 왜냐하면 그것은 염오와 수반되기 때문이다. 단지 원성실성만

이 지의 대상으로서 자격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무분별지 등의, 도에 속하는 심리적 요소는(타공

의 의미에서) 무시이래 존재하고 있거나 또는 허망분별 속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47) 추론할 수 있다. 이 해석에서 허망분별의 존재론

적 위상이 보다 강조될 경우, 공성은 단지 허망분별 속의 이원성

의 비존재로 간주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48) 반면 허망분

별이 인식론적 의미에서 이해될 경우, 이원성의 비존재는 “자아의

비존재”로서 또는 도제와 멸제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기술되고 있

다. 이러한 공성의 긍정적 함축성은 왜 I. 1c가 1b의 재언이 아님

을 설명해준다.49) 사실상 공성은 “이원성의 비존재”로서뿐 아니라

“이 비존재의 존재”로서 정의되고 있다. 공성이 단순한 비존재 이

상의 어떤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은 상품 마지막 부분(MAVB

h 24,15-226,16)의 16종의 공성의 설명에서 16번째의 공성을 다른

15종의 공성과 구별시키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긍정적 기

술은 I. 22c에서 공성이 심의 본연적 밝음과 등치되고 있고, III. 6

d에서는 자연적 공성으로서 설명되고 있는 데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47) MAV III. 22b-d에 대한 주석에서(MAVṬ 163,6-8) 도는 공성에 의해

구성되고 업과 잡염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무위법에 의해

특징지어지기 때문에 무위적이라고 간주된다.

48) 道 등의 요소가 허망분별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때 강조점은

청정으로 이끄는 대상에 놓여있다.

49) 만일 공성이 이원성의 비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면, MAV I. 1c는 단지

이원성이 허망분별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말했을 것이다.

유식문헌에서의 三性說의 유형과 그 해석 ∙ 85

Ⅳ. 끝맺는 말

졸고에서는 여래장이 自空이 아니라 他空이라는 돌포파의 해석

이 소위 미륵의 5서에서 나타나는 삼상의 설명을 통해 논리적으

로 도출되거나 연역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 위한 선행연구로

서 시도된 것이다. 조낭파의 해석이 삼성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가행파의 논서, 특히 초기문헌의 삼성

설을 고찰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스폰버그가 제안했던 삼성설

의 두 유형 중에서 <중추적 모델>이 인도-티벳불교의 주류전통

인 찬드라키르티의 귀류중관파의 해석과 연결되는 반면, <발전적

모델>이 조낭파의 타공설의 해석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출발점으

로 한 것이다.

이에 의거하여 두 모델의 특징적 설명방식을 각각 섭대승론
과 대승장엄경론의 설명 속에서 추적했다. 그리고 졸고는 이런
구분과는 약간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다른 초기문헌의 설명

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해심밀경의 경우 <발전적 모델>의 특징
인 ‘의타기상의 소멸’과 <중추적 모델>의 특징인 ‘의타기상의 존

재성’이 동시에 설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경이 순수한 수행중

심적 관점에서 삼상을 설명했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또한 삼성설

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거의 하나가 중변분별론이다. 졸고는 I.
1-2에 대한 스티라마티의 네 가지 해석이 삼성설의 두 모델의 관

점에서의 논의를 함축적으로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를

따라 그 의미를 고찰했다. 이러한 해심밀경과 중변분별론에
대한 스티라마티의 주석은 삼성설이 가진 여러 해석가능성을 모

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이며, 조낭파의 타공설도 이들 문헌

에서의 해석에 근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티벳문헌에서

의 논의는 다음 기회에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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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는 삼성설이 본래 수행론적 관점에 선 이론이지만,

그 속에 존재론적, 인식론적 차원의 설명을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

하는 나가오 가진(長尾雅人)의 설명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왜냐하면 섭대승론과 대승장엄경론의 삼성설의 경우 어
느 정도 이를 유형화시킬 수 있지만, 해심밀경과 중변분별론
의 경우 쉽게 유형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설의

논의가 가진 여러 차원, 즉 수행론적, 존재론적, 인식론적 차원에

대한 분석적 논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준다. 물론 문헌

속에서 이들 차원은 포괄적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이들 논의의 의

미를 다층적으로 고찰할 때 문헌의 숨겨진 의도에 다가갈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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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ypes of the Trisvabhāva theory and their

Interpretations: in the Early Indian Yogācāra

Literatures

Ahn, Sung-doo

(Geumgang University)

The present paper describes the Trisvabhāva theory

found in the Early Indian Yogācāra Literatures. Starting

point of my paper is the Explanation of Sponberg, according

to which the Trisvabhāva theory can be divided into two

models, namely pivotal model and progressive model. In the

former model the focus is centered around the

paratantra-svabhāva, which functions as a ontological base

of the other two svabhāvas. In other word, the Existence of

the paratantra-svabhāva is not questioned at all. In this

model, the ontological status of the parikalpita-svabhāva is

wholly negated, and that of the pariniṣpanna-svabhāva is

explained as something that is bereft of

parikalpita-svabhāva in the paratantra-svabhāva. But

according to the latter model, the Trisvabhāva Theory can

be arranged with the progressive stages of the Yogins. Here

central attention is paid to the pariniṣpanna-svabhāva,

which, as a last stage of the three Natures, is then equated

with the True Nature of the things(dharmatā) or

Thusness(tathatā). In this model the ultimate existence of

the paratantra-svabhāva is negated, and its existence is at

best accepted only at the level of provisional

truth(saṃvṛti-sat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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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as the former model can be easily linked to the

system of Mādhyamikas, the latter one shows similarities

with the Jo-nang-pa interpretation of reality in the Tibetan

Buddhism.

In this paper I examine the various explanations of the

Trisvabhāva theory found in the Early Indian Yogācāra

Texts, such as MSA, MSg Sandhinirmocana-sūtra and

Madhyānta-Vibhāga-Ṭīkā.

Whereas the explanation in the MSg accords with the

pivotal model, MSA seems to advocate the progressive

model. But these two models can be found in the

Sandhinirmocana-sūtra and MAVṬ. In the

Sandhinirmocana-sūtra the two models are according to the

progressive stages of the Yogin described so closely one

after the other, so that we have the impression that the

sūtra arranges the two models from a purely practical point

of view. If we use the terminology of the sūtra, then "the

paratantra is extinguished" can be traced back to the line of

pivotal model, and "the existence of the paratantra" to the

line of progressive model.

What is more relevant in this regard is the four

explanations in Sthiramati's MAVṬ. Sthiramati affords four

alternative explanations on the MAV I. 1. His interpretations

accord well with two Trisvabhāva models. In analying

Sthiramati's four alternatives I rely much on the paper of

K-D. Mathes(2000).

Key words: trisvabhāva, trilakṣaṇa, pivotal model,

prograssive model, paratantra-svabhāva,

parikalpita-svabhāva, pariniṣpanna-svabhāva,

paratantralakṣaṇasya nirodha, śūnyatā,

paramārtha-satya, saṃvṛti-saty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