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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유가행 의 ‘여래장(tath gatagarbha)’ 개념 해석
*

1)

김성철**
1)

들어가는 말. Ⅰ 승장엄경론  ｢보리품｣ 제37송의 텍스트와 성립문제. 

Ⅱ 여래장경 에서 ‘여래장’ 개념의 의미. Ⅲ 승장엄경론 에서 ‘여래장’ 

개념의 재해석. 결론.

요약문: [주요어: 여래장, 불성, 여래장경, 승장엄경론]

본고는 승장엄경론 이 자신의 철학에 기반하여 여래장경 에서 

선언한 ‘모든 생이 여래장’이라는 테제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가를 

해명하고자 하 다. 일반 으로 ‘여래장’은 생 내부에 있는 붓다 혹은 

불성 내지는 유구진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승장엄

경론 은 오히려 그 반 로 편만한 법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생이 바로 

여래장 곧 여래의 태아라는 이해 방식을 보이고 있다. 곧 여래장경 에

서는 ‘모든 생은 여래를 내부에 갖고 있다’고 설했지만, 이러한 자 

그 로의 의미 이면에 ‘모든 생은 여래의 태아’라는 것이 여래장경

의 숨겨진 의미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다른 해석의 배경에는 생의 성불 가능성에 한 여래장사

상과의 상이한 이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래의 태아 다시 말해 

여래와 정신  부자(녀) 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성불을 보

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생 자신의 성향과 노력이 보다 요

한 요소로 간주되는 것이 유가행 의 입장인 것이다. 이것은 이상  인

간 에 입각해 자칫 수행부정론으로까지 흐를 수 있는 여래장사상에 

해 좀 더 실 인 입장에 서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본고는 필자가 일본 류코쿠 학 불교문화연구소 외국인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참석한 MSA 강독회에서 기본 인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강독회를 이끈 아라마키 선생, 카츠라 선생, 후지타 선생 등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물론 본고의 논증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류는 모두 필자의 

책임이다.

** 강 학교 HK 인문한국 연구사업단 교수. icchantika@g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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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여래장사상의 이론화 과정에서 유가행 의 술어와 사상체계가 

지 한 역할을 했다는 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만큼 유가행  

사상과 여래장사상은 한 련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유

가행 의 문헌에 여래장사상 고유의 술어가 나타나거나 여래장사

상의 향을 받은 흔 은 거의 없다. 그 드문  의 하나가 

승장엄경론  ｢보리품｣ 제37송이다. 이 게송에서는 여래장사상의 

가장 핵심 개념인 ‘여래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

도 섭 승론  세친석에 1회, 무성석에 2회 ‘여래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한다. 곧 유가행 가 ‘여래장’이

라는 개념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이다. 본고의 

목 은 여래장사상의 핵심 인 개념인 ‘여래장’이라는 용어가 나

타나는 승장엄경론  ｢보리품｣ 제37송의 고찰을 통해, 유가행

의 ‘여래장’ 개념 이해를 한 출발 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Ⅰ. 승장엄경론  ｢보리품｣ 제37송의 텍스트와 

성립문제

승장엄경론  제9 ｢보리품｣ 제37송은 ｢보리품｣에서 다루는 

열다섯 가지 주제  여섯 번째1)인 ‘무루[법]계의 심오함(An srav

adh tu-g mbh rya, 無漏[法]界甚深)’을 주제로 한 에 포함된 게

1) 長尾(2007: 285)에 따름. 桍谷(1993: 132)에 따르면 자세한 설명[廣說] 열두 

가지  네 번째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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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다. 비본에 따르면 이 게송과 세친석은 다음과 같다.

sarveṣ m aviśiṣṭ pi tathat  śuddhim gat  / 

tath gatatvaṃ tasm c ca tadgarbh ḥ sarvadehinaḥ // 

sarveṣ ṃ nirviśiṣṭ  tathat  tadviśuddhisvabh vaś ca tath gataḥ / 

ataḥ sarvasatv s2) tath gatagarbh  ity ucyate /

법계의 심오함을 설하는 이 은 22송부터 37송까지 모두 16게

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의 게송은 이 의 마지막 게송이다. 

당연히 이 의 내용을 요약하는 게송이라고 상되지만, 의외로 

이 의 내용요약은 36송에 이미 서술되어 있다. 이것은 이 게송

이 이 의 체 구조에서 벗어나 있는 부가 인 성격을 가진 게

송이라는 것을 의미한다.3) 게다가 무성은 이 의 각 게송에 해 

꽤 상세한 주석을 가하고 있으면서도, 이 게송에 해서는  

2) 비본은 sarvasattve로 되어있으나, A본, B본, Nc본, Ns본에 따라 

교정하 다. 이 단어를 포함한 인용문은 여래장경 에서 인용한 것이다.

3) 長尾(2007: 209f)에 따르면 이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6. An sravadh tu-g mbh rya(無漏界甚深) k.22-37

1) lakṣaṇa-g mbh rya(相甚深)① viśuddhi-lakṣaṇa(淸淨相) (k.22)

② param tma-lakṣaṇa(大我相) (k.23)

③ avy kṛta-lakṣaṇa(無記相) (k.24)

④ vimukti-lakṣaṇa(解脫相) (k.25)

2) sth na-g mbh rya(處甚深) (k.26)

3) karma-g mbh rya(業甚深) ① śrayatva-karma(依止業) (k.27)

② satvaparip cana-k.(成熟衆生業)(k.27)

③ niṣṭh ganama-k.(到究竟業) (k.28)

④ dharmadeśan -k.(說正法業) (k.28)

⑤ nirm ṇ dikṛtya-k.(所化作業) (k.29-30)

⑥ jñ napravṛtti-k.(智現起業) (k.31)

⑦ avikalpana-k.(無分別業) (k.32)

⑧ citr k rajñ na-k.(種種品類智業)(k.33)

⑨ jñ n pravṛtti-k.(智不作業) (k.34)

⑩ jñ naviśeṣa-k.(解脫智業) (k.35)

4) 重現前甚深義 (k.36)

5) 法界是如來藏 (k.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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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안혜는 이 이 ‘법계가 생들에게 존

재한다는 것을 가르치’4)는 게송이라고 하면서 주석하고 있다. 이

미 나가오 가진(2007: 224)은 와 같은 문제를 지 하면서, 이 게

송이 무성과 안혜 사이에 군가에 의해 부가되었을 가능성을 제

기하고 있다. 

나아가 안혜 자신에 의해 이 게송이 부가되었을 가능성도 부정

할 수 없다. 만약 그 다면 이 문제는 나가오(2007: 224)의 지

로 보성론 과의 계가 문제가 될 것이다. 안혜가 부가한 후 보

성론 이 이를 인용했다면 보성론 의 성립연 는 안혜 이후로 내

려갈 수밖에 없다. 무성의 연 에 해서는 논란이 있지만5), 안혜

의 생몰연 는 510년에서 570년으로 확정되어 있다(Frauwallner(1

961)). 만약 보성론 이 승장엄경론 을 인용했다면, 보성론 은 

빨라도 안혜가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 540년 이후 성립한 것이 된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게송을 포함한 보성론 이 

이미 511년에 한역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러  학자들의 

지 로6) 세친이 활약한 시  직후에는 이미 보성론 이 성립해 

4) SAVBh IX(2) 71,9.

5) 무성의 생몰연 와 활동지역에 해서는 아직 확정된 견해가 없다. 

종래에는 450-530년 설과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반 설이 있었고, 

服部(1970: 51)는 500-560년 경, 片野(1973: 77, n.1)는 연 를 더 낮추어 

6세기 반에서 7세기 반에 활약한 인물로 보고 있다. 한편 타라나타의 

불교사 에는 무성이 날란다에서 활동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연 가 

법칭 이후이다. 이에 해 片野는 섭 승론 의 주석자 무성의 정확한 

연 를 하는 것으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片野(1973: 77, 

n.1)). 흥미로운 은 섭 승론  I-11에 한 무성석 티벳역(P Li 246a1; 

D Ri 200b2)에 법칭의 작인 Ny yabindu의 제명이 나타나 있어, 만약 

이것이 후 의 부가가 아니라면, 타라나타의 불교사 의 연 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Griffiths(1990: 47f)는 섭 승론  무성석 

티벳역의 이 구 과 Lindtner가 제시한 법칭의 새로운 연 (C.E. 

530-600)를 근거로 무성이 법칭 보다 연하지만 동시  인물로 보고 있다. 

확언은 하지 않지만 나가오는 무성을 안혜 이 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6) Takasaki(1966)는 5세기 , Schmithausen(1971: 125)은 4세기 후반 성립 

설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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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는 을 고려한다면, 보성론  체가 늦어도 450년경에는 

성립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성론 이 이 게송을 승장엄

경론 으로부터 인용했다면, 이 게송은 안혜 이 에 승장엄경론

에 부가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은 역으로 안혜 혹은 군가가 보성론 으로

부터 이 게송을 가져왔을 가능성이다.7) 보성론 은 ‘여래장(tath

gatagarbha)’에 한 세 가지 어의 해석 후에 각각 두 개의 인용

을 통해 자신의 어의 해석을 정당화하고 있다(RGV 70,16ff). 이 

 첫 번째 어의 해석 후에는 출 이 알려지지 않은 경 8)의 문

구와 함께 승장엄경론  IX-15송을, 두 번째 어의 해석 후에는 

지 명장엄경 과 문제의 게송을, 세 번째 어의 해석 후에는 역시 

출 이 알려지지 않은 경 의 문구와 함께 승아비달마경 의 

유명한 ‘무시시래계’ 게송을 인용하고 있다. 곧 두 게송이 승장

엄경론 과 공통되는데, 이  첫 게송이 승장엄경론 의 인용이

므로 두 번째 게송을 보성론 에서 승장엄경론 으로 부가시키

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보성론

과 승장엄경론 이 공통으로 기반을 둔 어떤 원 자료에서 각각 

이 게송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안혜와 무성이 각각 

다른 본에 기반을 두어서 주석했을 가능성이다. 다시 말하면 무

성이 기반을 둔 본에는 이 게송이 없었지만, 안혜가 기반을 둔 

본에는 이 게송이 있었거나 혹은 안혜가 추가했을 가능성이다. 

7) 荒牧典俊(2002: 6)은 보성론 이 승장엄경론  이 에 작된 것으로 

본다. 개인 인 화에서 그는 그 이유를 보성론 의 수행도에 유식 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보살지>와 유사하기 때문으로 설명하 다.

8) RGV는 인용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지만, 불성론 과 섭 승론  
세친석 진제역( 정31, 252b17f)은 이를 경 의 인용으로 취 한다. 

高崎(1989: 324)는 다른 두 인용과 비교해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체재라고 

평가한다. 한편 松本(1994: 511f)는 이 구 이 성기경 (= 화엄경  
｢성기품｣)을 개작한 것이라고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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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본의 존재 가능성은 안혜와 무성이 활동한 지역과 연

시킬 때 설득력을 가진다. 타라나타의 불교사 에 따르면 무성은 

날란다에서 활동한 반면, 안혜는 간다라 지역과 인 한 발라비에

서 활동했다. 한역을 기 으로 하여 유가론  <보살지>의 하한선

을 350년경으로 잡으면9), <보살지> 이후에 성립한 승장엄경

론 은 400(~450)년 경을 하한선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

면 무성과 안혜가 활동한 시기와 약 150(~200)년의 간격이 있다. 

이 사이에 양 지역에서 각각 다른 본이 유통했을 가능성은 충

분하다. 게다가 발라비는 간다라 지역에서 발달한 정토계 사상이

나, 인도 혹은 서북인도에서 발달한 여래장사상 등에 응할 필

요성을 느 을 것이다. 때문에 이 지역에서 유통된 승장엄경론

에는 문제의 게송이 삽입된 반면, 날란다 지역에는 그럴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게송이 빠진 승장엄경론 이 유포될 수도 있

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추측은 결정 인 문헌 증거가 나오기 에

는 모두 확증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의 게송은 와 같은 성립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문제의 게송이 포함된 16게송의 

‘무루[법]계심심 ’ 모두를 하나의 유기  체로 간주하고 논술하

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우선 이 게송과 세친석을 잠정 으로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래란, 모든 것에 해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정해진 진여다.

그러므로 몸을 가진 모든 것은 여래장10)이다.

진여는 모든 것에 차이가 없고, 여래는 그것(진여)의 청정을 본

9) 菩薩地持経  10卷 No.1581(曇無懺, C.E. 414-426年), 菩薩善戒経  9卷 

No.1582(求那跋摩, C.E. 431年), 瑜伽師地論  ＜菩薩地＞ No.1579(玄奘, 

C.E. 647-648年)

10) 원문은 tadgarbha이지만 tad가 여래를 가리키는 것이 명확하므로 

잠정 으로 여래장이라고 번역하 다. 최종  번역에서는 tad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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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생은 여래장’이라고 [ 여래장

경 에서] 설한다.

이 게송과 주석에서 핵심 인 표 은 ‘모든 생은 여래장’이라

는 여래장경 의 인용문이다. 그리고 그 ‘여래장’이라는 개념의 재

해석에 이 게송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유가행 가 이 의 교리와 사상을 자신의 교리  틀 내에서 새

롭게 해석한 후 채용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다시 세세히 언 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승장엄경론  한 그 제명이 의미하듯

이11) 수많은 승경 을 인용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게송도 여래장경 의 핵심 인 테제인 ‘모든 생

은 여래장’이라고 하는 경설의 의미를 유가행 의 입장에서 재해

석하려는 것이다.

Ⅱ. 여래장경 에서 ‘여래장’ 개념의 의미

승장엄경론 의 재해석을 살펴보기에 앞서 여래장경 의 맥

락에서 ‘garbha’의 의미를 살펴보고 ‘여래장(tath gatagarbha)’이라

는 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간략히 소개해 보자12).

11) 袴谷‧荒井(1993: 27ff)는 승장엄경론 에 한 종래의 이해, 곧 

‘ 승경을 장엄한다’는 것을 거부하고 ‘ 승=경에 한 

장엄(alaṃk ra)’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이때 ‘장엄(alaṃk ra)’란 

해심 경(Saṃdhinirmocana) 의 ‘해(nirmocana)’와 마찬가지로 숨겨진 

의미( 의)를 드러낸다는 의미다. 승장엄경론 의 자는 이러한 

태도를 여래장경 의 인용문장에도 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래장’이라는 표 조차도 자 그 로가 아닌 숨겨진 의미를 지닌 

것이다.

12) 이하의 논의는 Zimmermann(2002: 39-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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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한역에서는 ‘藏’13)으로, 티벳역에서는 snying po로 

번역되는 산스크리트 용어 ‘garbha’는 사 으로는 ‘자궁’과 ‘태

아, 유아’를 의미한다14). garbha와 결합한 복합어와 련해서 가

장 오래되고 요한 용례는 리그베다 X, 121, 1에 나타나는 hiraṇ

yagarbha일 것이다. 츠지(1967: 101)와 히라카와(1956: 12)가 이를 

‘ 색의 태아’라고 번역하고 루엑(1969: 500, n.1)과 슈미트하우젠

(1971: 133, n.44)이 지 했듯이, 원래 이 용어는 인도  맥락에서

는 모태 혹은 자궁이라는 의미보다는 태아라는 의미가 기본 이

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생물학  의미에서 출발하여 

보다 일반 인 의미로는 ‘내부, 간, 어떤 것의 안쪽, (연꽃 등의) 

연밥’ 나아가 ‘내실, 사원 내부의 성소’ 등을 가리키기도 한다15). 

인도 사원 건축에서는 사원 내부에 신상이나 신들의 상징을 모셔

놓는 별도의 작은 성소를 ‘가르바그르하(garbhagṛha, 胎室)’라고 

하고 신상이나 신들의 상징을 garbha라고 한다. 혹은 인도 서사시 

문헌에서 garbha는 ‘배아, 씨, 아, 어린이’ 그리고 소유복합어 마

지막에 쓰이는 putra와 유비되어 단순히 ‘(가계의) 구성원’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하라, 1994). garbha 자체가 소유복합어의 마지

막에 쓰일 때는 ‘~을 포함하는’이라는 형용사로 사용된다. 이 경우 

태아 혹은 자궁이라는 생물학  의미는 거의 사라지고 순 히 문

법 인 기능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침머만은 후세에도 태아와 

련된 garbha의 의미가 완 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지 한다(침

머만, 2002: 41). 

침머만(2002: 41)에 따르면 garbha 개념과 히 연 된 두 번

째 의미론  역은 어떤 것의 ‘ 심부’ 혹은 ‘본질’이라는 의미다. 

13) 平川彰(1990: 73ff). 히라카와는 garbha를 장으로 번역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부증불감경  등에서 kleśakośa를 煩惱藏으로 번역한 

것과 혼동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14) Manfred Mayrhofer, Etymologisches Wörterbuch des Altindoarischen, 

2vols., Heidelberg: Carl Winter Univesitätsverlag, 1992-1996, garbha 

항.

15) MW garbha 항 참조.



기 유가행 의 ‘여래장(tath gatagarbha)’ 개념 해석 ∙ 9 9

이는 garbha의 티벳역인 snying po(주요부분, 심  실체, 정수; 

snying: 심장, 가슴, 마음)에 반 되었다. 이 경우에 소유복합어를 

이룰 때는 ‘본질 으로 포함하는’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다음으로 tath gatagarbha라는 복합어의 문법  분석으로 옮겨 

보자. 주지하다시피 산스크리트 복합어 해석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경우 용될 수 있는 요한 해석 방법은 격한

정복합어(tatpuruṣa)와 소유복합어(bahuvr hi)로 나 어 볼 수 있

다. 동격한정복합어(karmadh raya) 해석은 의미가 통하지 않으므

로 제외한다. 그리고 소유복합어에서는 다시 격한정복합어가 소유

복합어화한 경우와 동격한정복합어(karmadh raya)가 소유복합어

화한 경우로 세분할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garbha를 어떤 의미

로 취하는가에 따라 단히 복잡한 의미의 분화가 일어난다. 이하

에는 침머만의 분석에 따라 각각의 경우를 음미해 본다.

첫 번째 가능한 해석은 격한정복합어이다. 침머만은 이 경우 세 

가지 가능한 해석을 제시한다. 

첫째, garbha를 태아라는 의미로 취하여 tath gatagarbha를 tat

h gatasya(혹은 tath gat ṇ m) garbha(여래의 태아)로 해석하고, 

그것이 모든 생의 내부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

이다. 그리고 이 해석이 여래장경 을 따르는 통에서 가장 일반

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 해석을 여래장경 에 

용시키는 것을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먼 , sarvasa

ttv s tath gatagarbh ḥ라는 서술에서 tath gatagarbha는 문법

으로 sattva에 한 술어이기 때문에 sattva 안에 있는 것을 가리

킬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특히 첫 번째 비유에서 연꽃 속에 

앉아있는 것은 태아가 아니라 완 히 성장한 여래라는 이다. 

여기에서 여래장경 에 이러한 해석을 용할 수 없다는 침머

만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의 문법  설명에는 다소 오

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tath gatagarbha가 생의 내부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소유복합어  해석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문법 으로 속격 격한정복합어로만 해석한다면 첫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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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아래에 제시한 셋째 해석과 다르지 않다. 만약 침머만 해석

로 하자면 garbha를 태아가 아닌 모태라는 의미로 취해야 할 

것이다16). 그 다면 이는 아래에 설명하는 둘째 해석과 일치한다. 

둘째, garbha를 모태라는 의미로 취하여 생이 여래의 모태라

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마츠모토(1994)가 garbha를 용

기로 해석하는데 해 강하게 비 하고 있지만, 모태라는 의미를 

취한 속격 격한정복합어의 해석을 거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

다. 이는 다음에 소개하는 소유복합어의 첫 째 해석과 내용상 일

치하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garbha를 태아라는 의미로 취하되, 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 그 자체가 여래의 태아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보성론 의 첫 번째 어의해석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여래장경 에 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거부한다.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소유복합어로 보는 것이다. 이때도 몇 

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다.

첫째, garbha를 구체 인 의미를 가지지 않은 문법 인 의미로

만 해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여래를 내부에 가진 생(tath gato 

garbho yeṣaṃ te tath gatagarbh 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좀 더 독자 인 생물학  의미나 추상  의미를 살린다

면 ‘여래를 태아로 가진 생’이나 ‘여래를 본질로 가진 생’ 등으

로도 해석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침머만은 첫 번째 비유가 성장

을 제로 하는 태아의 의미가 용되지 않는 을 들어 단순히 

‘여래를 내부에 가진’이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이것이 아홉 비유를 

통해 여래장경 이 말하고자 했던 바라고 지 한다.

둘째, 만약 garbha가 가진 원래 의미인 모태나 태아의 의미를 

살린다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1. 생이 여래의 태아를 갖고 있다(tath gatasya garbho ('sti) yes ṃ 

te tath gatagarbh ḥ)

16) 下田(1997: 290)가 바로 이러한 해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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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생이 그들의 모태(garbha)에 여래를 갖고 있다

(2) 생이 여래를 태아(garbha)로 갖고 있다

3. garbha를 ‘핵심, 본질’로 해석할 경우

(1) 생이 여래 즉 핵심을 갖고 있다

(2) 생의 그들의 핵심에 여래를 갖고 있다. 

침머만은 1과 2 (2)는 의미론 으로 동일하다고 지 한다. 성장

을 제로 한 태아 개념이 이면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한 3 (2)

도 첫째 해석의 추상  번역과 의미상 동일하다. 만약 3 (1)을 취

한다면 불성이라고 하는 강한 일원론  경향을 띄게 된다. 하지만 

침머만은 철학 으로는 다소 세련되지 않은 3 (2)쪽이 연밥 에 

앉아 있는 붓다의 다양성이라는 이미지에 더 하다고 지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해석으로 침머만은 

‘여래를 모태로 가진’ 곧 ‘여래로부터 태어난’이라는 의미로 제시

한다. 하지만 여래장경 에서 모태와 자궁이라는 생물학  의미를 

가진 것은 가난한 여인이 륜성왕을 잉태하고 있다는 비유뿐이

고, 여기서도 가난한 여인이 여래에 비유되지는 않으므로 용될 

수 없는 해석으로 간주한다.

결론 으로 침머만은 여래장경 에 용될 수 있는 가장 

한 해석은 garbha를 문법 으로 ‘~을 포함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

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가장 나 에 부가된 첫 번째 비유를 

제외하면 씨앗과 태아의 이미지를 가진 비유가 자동 으로 더 두

드러져, 오히려 첫 번째 비유에 투 될 수도 있다는  한 인정

한다. 게다가 첫 번째 비유가 가장 나 에 부가되었다고 하는 문

헌사  시각에서 볼 때, 경 의 작자는 다양한 컨텍스트를 가진 

비유를 포 하기 해 다양한 의미를 가진 garbha라는 단어를 채

용함으로써 압축 으로 표 하고자 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상으로 여래장경 에 나타난 비유에 용될 수 있는 ‘여래장

(tath gata)’의 의미를 주로 문법 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하지

만 여래장사상의 형성 과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시각에 입



1 0 2  ∙ 印度哲學 제27집

각한 해석도 제시될 수 있다. 곧 불탑신앙과 여래장사상의 계 

혹은 불탑신앙의 내면화라는 이다. 다시 말하면 여래장사상의 

종교  이념과 정신  실천이라는 측면이다. 이는 열반경 에서 

불탑신앙을 부정하면서 ‘[탑을] 숭배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생

에 해 스스로 탑과 같이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신체가 일체 

생이 숭배하는 의지처가 되어야 한다’고 설하는 것에서 드러난

다. 해당하는 담무참역이 ‘자신의 몸 안에 탑묘의 이미지(想)를 담

으라’17) 하고 한역한 것은 이러한 이미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

다. 이와 련하여 요한 기술은 의외로 팔천송반야경 에 나타

난다. 탑을 tath gatadh tugarbha로 묘사하고 있는 구 이 그것이

다(Aṣṭa 31,10ff). 불탑에 한 숭배보다 반야경  구 을 수지‧서

사하는 것이 더 많은 공덕을 낳는다는 문맥에서 등장하는 이 구

은 ‘tath gatadh tugarbh n stūp n’, ‘tath gatadh tugarbh ḥ stū

p ḥ’, ‘tath gatadh tugarbh ṇ ṁ stūp n ṁ’, ‘tath gatadh tugar-b

haṁ stūpaṁ’ 등으로서 tath gatadh tugarbha는 stūpa를 형용하

는 소유복합어 형태를 하고 있다. 이  ‘tath gatadh tu’는 속격 

격한정복합어(tath gatasya dh tu)로서 의심할 여지없이 여래의 

사리를 가리킨다(高崎, 1982: 19). 그리고 garbha는 문법 인 의미

만 가진 ‘～을 포함한’으로 번역되거나18), 에서도 언 한 힌두 

사원 내부에 있는 태실의 의미로 해석된다(高崎, 1982: 19). 이  

탑을 형용하는 -garbha를 태실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고려의 

여지가 있다. 만약 태실을 의미한다면 를 들어 사리함과 같은 

탑 내부에 있는 어떤 것을 지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앞

서 언 했듯이 태실(garbhagṛha)이라는 용어에서 garbha는 용기

나 보 함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신상을 의미한다는 에서도 

하지 않다.

17) 반열반경 ( 정12, 410a8f). 下田(1991: 124) 참조.

18) Conze(1975: 107). cf) AA  218,17-18: tath gata-dh tu-garbh n iti 

tath gata-dh tu-madhy n. ; 한편 BHSD에 따르면 dh tugarbha는 

‘containing relics’ 곧 ‘relic-shrine’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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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해석 가능성은 garbha가 가진 원래 의미를 살려 ‘태

아’ 혹은 좀 더 추상 으로 ‘본질’, ‘정수’의 의미를 취하고, dh tu

와 garbha를 동의어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dh tu와 garbha 사

이는 동격한정복합어 계가 성립한다. 이는 응하는 티벳역이 

mchod rten de bzhin gshegs pa'i ring bsrel gyi snying po can19)

으로 되어 있다는 과, 열반경 에서 buddhadh tu와 tath gatagar

-bha가 유사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에서 방증된다(高崎, 197

4: 138). 만약 그 다면 이 구 은 ‘붓다의 사리 즉 본질 혹은 정

수(garbha)를 가진 탑’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탑의 이

미지가 생과 겹치면서, 혹은 달리 말하면 내면화 하면서, 탑을 

가리키는 용어인 tath gatagarbha가 생을 가리키는 용어로 변

화한 것이다. 그 다면 탑과 생, 사리(색신)와 법신(경 ) 나아

가 연꽃과 붓다는 다음과 같은 유비  계가 성립한다20). 

탑 : 사리(색신) = 생 : 법신(경 ) = 연꽃 : 붓다

이와 같은 계를 염두에 두고 여래장경 을 다시 음미해보아

도, 에서 문법 으로 고찰한 로, ‘sarvasattv s tath gatagarbh ḥ’

는 소유복합어로 해석하고 ‘모든 생은 여래를 포함하고 있다’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Ⅲ. 승장엄경론 에서 ‘여래장’ 개념의 재해석

이제 다시 본고의 주 고찰 상인 승장엄경론  ｢보리품｣ 제37

19) D Ka 40a1ff.

20) 지상에서 용출하는 불탑과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연꽃의 유비 계에 

해서는 松本(1994: 448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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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으로 돌아와 보자. 에서 이미 잠정 인 번역안을 제시했지만 

핵심 인 ‘여래장(tadgarbha=tath gatagarbha)’의 번역은 확정하

지 않은 상태로 놓아두었다. 이 ‘여래장’의 해석과 번역에 앞서 ‘여

래(tath gatatva)’를 정의한 게송 abc구를 먼  살펴보자. 우선 이 

게송의 abc구는 티벳역을 포함하여21) 일반 으로 진여를 주어로 

하고 여래를 술어로 번역하지만22), 본고에서는 ‘여래(tath gatatva)’

를 주어로 번역하 다23). 다시 말하면 ‘여래란 청정해진 진여(śud

dhim gata tathat  / tath gata)’로 정의되는 것이다. 이것은 나가

오(2007: 223f, n.1)가 지 하듯이 일종의 (유사)어원해석(nirukti)

에 의한 설명이다. 

나아가 이 문장은 곧바로 강경 의 ‘수보리여, 여래란 진실로

서의 진여에 한 비유  표 (adhivacana)다’24)란 구 을 연상시

킨다. 이 구 은 여래가 깨달아야 할 법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

야말로 연등불이 과거의 석가모니불에게 수기를 내렸다는 맥락에

서 등장한다. 일체법의 무자성을 설하는 반야경 군에서는 여래 

혹은 불과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여래

는 제법의 실상으로서의 진여에 한 비유  표 일 뿐이다. 

승장엄경론 의 게송도 와 같은 반야경 의 과 동일한 선상

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을 고려해서 게송의 abc구를 다시 

한 번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여래란 [표 은], 모든 것에 해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정해

진 진여[를 가리키는 비유  표 ]이다.

21) P Phi 167b4-6: de bzhin nyid ni thams cad la// khyad par med kyang 

dag gyur pa// de bzhin gshegs nyid//

22) 長尾(2007: 223); Griffiths(1990: 62)

23) 이는 2006년 11월 29일 류코쿠 학에서 이 졌던 MSA 연구회에서 

Schmithausen 교수가 제안한 것에 따른 것이다. 

24) Vajra. 84,12: tath gata iti subhūte bhūtatathat y  etad adhivacanam /; 

단 Gilgit 사본에는 bhūta라는 단어가 빠진 채 tathat y 라고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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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래와 진여의 계에 한 이 게송의 설명은 ‘무루[법]계심심’

을 설명하는   최 의 게송인 제22송과 정확히 일치한다25). 

다시 말하면 37송의 abc구는 제22송을 다시 서술한 것이다. 이러

한 사실은 제37송의 내용이 제22송에서 시작하는 ‘무루[법]계심심

’의 내용을 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6). 이와 같은 여

래와 진여의 비유  계를, 여래장과 생(몸을 가진 것)의 계

를 설한 게송 cd구에도 용시키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몸을 가진 모든 것(= 생)은 여래장[이라고 비유 으로 

표 된]다.

승장엄경론 은 여래와 여래장을 각각 진여와 생에 한 

비유  표 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과 번역은 한

역에 의해 지지된다27). 그리고 생에 한 서술어로서 사용되는 

여래장경 의 맥락과도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승장엄경론 에서 과연 ‘여래장

(tath gatagarbha)’ 개념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해명하는 

것이다. 이를 해 우선, 여래장경 의 ‘여래장’ 개념의 이해와 마

찬가지로, 승장엄경론 에서도 먼  ‘garbha’의 개념을 먼  확

정해야 할 것이다. 유가행 에서 ‘garbha’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

가 하는 이 ‘여래장’ 개념의 해석에 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25) MSA 32,21-22: paurv pary viśiṣṭ pi* sarv varaṇanirmal  / na śuddh  

n pi c śuddh  tathat  buddhat  mat  //

# Lévi 본은 paurv paryaviśiṣṭ pi지만 A본, B본 Ns본, Nc본에 따라 

교정하 다(長尾(2007: 208f) 참조).

26) 게송과 주석에서 명언하지는 않았지만, 여래가 청정에 도달한 진여에 

한 비유  표 이라면, 생이란 진여와 번뇌가 결합해 있는 상태에 

한 비유  표 일 것이다. 진여를 매개로 생과 여래가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22송에 한 안혜의 복주를 통해 

확인된다. SAVBh IX(2) 51. 

27) 승장엄경론 ( 정31, 604c10): 故說諸衆生 名爲如來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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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해 우선 최고층에 속하는 유가행 의 문헌의 용례를 

검토해 보자. 

1. 성문지 의 garbha 개념

성문지 에서 garbha라는 용어는 단 한번 등장한다. 곧 <제3유

가처>에서 보이는 ‘과거‧미래‧ 재 세에 6계를 조건으로 하여 어

머니의 자궁에(kukṣau) garbha의 들어감(garbhasy vakr ntir)이 

있다’(ŚrBh 386,10-12)고 하는 문장이 그것이다. 이때 흔히 입태라

고 번역되는 garbh vakranti의 garbha는 두 가지 이유에서 결코 

모태가 될 수 없다. 첫째, 이 단어가 주격의 의미를 가진 속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다. 곧 처격의 의미를 가진 속격으로 이해하

여 ‘모태로 들어감’28)이라는 해석은 불가능하다. 둘째, garbha와는 

별도로 어머니의 자궁(kukṣi)이 처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 경우 garbha는 명확히 태아를 의미하며, 모태를 의

미하지 않는다29). 

하지만 이 구 의 티벳역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있다. m tuḥ 

kukṣau garbhasy vakr ntir bhavati에 응하는 티벳어역은 ma'i 

lto bar mngal du 'jug par 'gyur ba30)인데, 모태를 의미하는 m t

uḥ kukṣau에 해당하는 ma'i lto bar은 문제가 없다. 이해할 수 없

는 번역은 garbhasy vakranti에 해당하는 mngal du 'jug pa라는 

번역어이다. 티벳어 mngal은 일차 으로는 모태를 의미해서 축자

으로는 garbha를 모태로 번역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

28) 따라서 흔히 入胎라고 번역되어 ‘모태에 들어감’이라고 이해되는 

garbh vakr nti는 ‘태아가 (모태에) 들어감’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29) 이와 같은 용례는 팔리어 문헌에서도 동일하다. Harvey(2000; 313, n.14) 

참조.

30) D. 141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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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문장에서 산스크리트 garbha가 모태를 의미할 수 없다는 

은 이미 설명하 다. 문법 으로도 속격인 garbhasya를 처격인 

mngal du로 번역한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이 경우 mngal은 축자

인 garbha의 번역어가 아니라 mngal du 'jug pa라는 용구의 

일부로서 체 인 의미는 ‘모태에 [태아의] 들어감’ 혹은 ‘모태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태아 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용법의 흔 은  티벳어에도 남아있

다31).

2. 보살지 의 garbha 개념

보살지 에서 garbha의 용례는 두 차례 나타난다. 첫 번째는 

｢ 력품｣에서 붓다의 력을 설명하면서 붓다를 친견하는 것만으

로도 여러 기 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역태(vilomagarbha)를 가진 

부인이 순태(anulomagarbha)로 변’32)하는 기 을 서술하고 있다. 

이 경우 역시 garbha는 모태가 아니라 태아를 의미할 수밖에 없

다. 역태란 이른바 임신 30주 이후에 머리를 아래로 하지 않고 

로 향해 있는 태아, 곧 역아( 兒)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른 용례는 도구경 에 오른 보살의 지혜와 여래의 지혜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등장한다. 자는 (형태를 갖추지 않은) garbha 

상태의 신체(garbhagatasy tmabh va)를 가진 것과 같고, 후자는 

출생시에 (완 한 형태를 갖춘) 신생아의 신체(j tasy tmabh va)

와 같다는 것이다33). 여기서도 신생아의 신체와 비되는 garbha 

31) Goldstein, Modern Tibetan Dictionary. mgnal chags, mngal 'jug, 

mngal gnas 항 참조.

32) BoBh(W) 76,1-2: vilomagarbh ḥ striyaḥ anulomagarbh  bhavanti.

33) BoBh(W) 406,20-23: yath  garbhagatasy tmabh vah. eva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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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의 신체는 기의 태아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하다.

3. 승장엄경론 의 garbha 개념

이제 마지막으로 승장엄경론  자체의 용례를 살펴보자. 

승장엄경론 에서는 본고의 고찰 상인 ｢보리품｣ 제37송을 제외하

면 모두 여섯 군데에서 garbha라는 용어가 단독으로 혹은 복합어

의 형태로 등장한다. 그  먼  승장엄경론 에서 첫 번째로 나

타나는 용례는 승의의 발심을 설명하는 ｢발심품｣ 제11송이다. 여

기서는 법에 한 믿음이 종자로, 뛰어난 바라 이 어머니로, 선

정으로 이루어진 안락함(sukha)이 garbha로, 비가 모유로 비유

된다. 응하는 티벳역34)이 garbha를 mngal 곧 모태로 번역하고, 

나가오(2007: 93) 역시 선정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태에 태어난다

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태어나(-matṛto j taḥ) 모

유인 비에 의해 성장한다는 구 로 이어지고 있어 garbha가 모

태가 아닌 아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스

크리트 본이 결락된 ｢귀의품｣ 제5송에 동일한 비유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서는 garbha에 해당하는 단어가 태아를 의미하는 mngal 

gnas와 mngal gyi gnas35)로 번역되어 있다. 응하는 한역은 두 

군데 모두 胎藏으로 되어 있다36).

niṣṭh gamanabhūmisthito bodhisattvo draṣṭavyaḥ. yathopapattibhave 

j tasy tmabh vah. evaṁ tath gato draṣṭavyaḥ.

34) 이하 응하는 티벳역과 한역은 Nagao(1958: 87f) 참조.

35) NETD, embryo 항 참조.

36) ｢귀의품｣ 제5송에 한 주석에서, 무성(P Bi 55b5ff)과 안혜(P Mi 

36b2)는 륜성왕의 탄생을 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때 륜성왕의 

종자가 정비에게 놓여지고, 그 태아(안혜석은 garbha의 번역어인 mngal 

gyi gnas로 되어 있지만 무성석은 mngal gyi gnas su son pa, 곧 

*garbhagata를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를 구성하는 바람(rlung, v yu)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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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용례는 ｢구법품｣ 제28송의 주석에 나타난다. 이는 붓다

에 의해 시 되는 입태, 탄생, 출가, 보리의 증득이 시 되는 로

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에서 보이는 ‘입태(garbh vakramana)’

라는 단어다. 이 용어는 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문지 에서는 태

아(garbha)가 (모태(kukṣi)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응하는 티벳

역은 lhums su 'jug pa인데 mngal에 한 존경어로 lhums이 사

용된 것 외에는 mngal du 'jug pa와 동일하다. 이 역시 성문지

의 용례에서 보듯 용구로서 ‘태아의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역은 入胎로 되어있다.

세 번째 용례는 ｢각분품｣ 제84-88송의 주석에 나타난다. 여기

서는 garbha가 유아(b la), 어린이(kum ra), 청년(yuvan), 년(m

adhyama), 노년(vṛddha)로 이어지는 일련의 성장과정의 첫머리에 

치하고 있어 명확히 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태응하는 티벳역은 mngal na gnas pa이고 한역은 成胎이다. 티벳

역에서 알 수 있듯이 mngal na gnas pa에서 mngal은 모태를 의

미하지만 garbha 체의 번역어로서 mngal na gnas pa는 ‘모태

에 있는 것’ 곧 ‘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태아가] 

모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mngal du 'jug pa라는 역어와 

마찬가지다.

네 번째 용례는 ｢공덕품｣ 제10-11송의 주석에 나타난다. 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다섯 가지 방식으로 양육하는 비유의 첫 번째인

데, 태로써(garbheṇa) 유지하는 것이다(dh rayati). 승장엄경론

에는 구격과 사역형의 결합(garbheṇa dh rayati) 형태를 하고 나

타나지만, 모니엘과 압테에 따르면 garbham dharati(혹은 dh rayati)

의 형태로 임신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 다면 이 경우 garbha는 

태아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응하는 티벳역은 khong na 'dzin par 

담즙(mkhras pa, pitta)와 액(bad kan, kapha)에 이상이 없을 경우 

정상 으로 출산되고 모유에 의해 성장한다고 한다. 이 비유를 보살에 

용시키면, 복덕과 지혜의 자량 혹은 선정의 안락함은 모태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 태아를 구성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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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ed로서 산스크리트 구격 형태의 garbha를 처격의 khong na로 

번역하고 있다37). 하지만 한역은 懷胎라고 번역하여 명확히 태아

의 의미로 번역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역시 ｢공덕품｣의 79송에 한 주석에 나타난다. 이 

게송은 보살(bodhisattva)의 bodhi의 의미를 다섯 가지로 설명하

고 있다. 주석은 bodhi의 세 번째 의미를 garbh nubodha(胎藏覺, 

lhums rjes su rtogs pa)으로 설명하고 이것에 의해 모태(m tuḥ 

kukṣi)에 들어간다고 설명한다. 이 경우 garbha가 태아를 의미하

는지 모태를 의미하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앞서 살펴본 성문지 의 

용례와 마찬가지로, 모태라는 단어가 별도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

아 태아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bodhi의 네 번째 의미는 

kramadarśane bodha(隨次現覺)인데, 이것에 의해 garbha로부터 

나오는 것(garbh n niṣkrama, lhums nas bltams) 등을 보여 다

고 한다. 여기서는 일견 garbha가 모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만, garbha의 상태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태아를 의미할 가

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여섯 번째는 ｢보리품｣ 제47송의 주석에 gaganagarbha의 형태

로 -garbha가 등장하지만, 이는 gaganaganja38)의 서사오기이므

로 제외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 용례  명확히 태아를 의미하는 것은 세 번

째 용례이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의 첫째 용례 한 태아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은 용례로 보인다. 

이에 해 다섯 번째의 둘째 용례는 모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성문지 와 <보살지>의 경우는 garbha가 

태아만을 의미하고 있고, 승장엄경론 에서도 일차 으로는 태

아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 모태라는 의미도 함께 부여

37) 구격의 처격  용법에 해서는 Speijer(1886: 55. § 74.8) 참조. 유사한 

용례에 해서는 SauN 107.2: garbheṇ dhatta m m. Johnston(SauN 

85)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 다: She bore me in her womb.

38) A본, B본, Ns본, Nc본.



기 유가행 의 ‘여래장(tath gatagarbha)’ 개념 해석 ∙ 1 1 1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9). 그 다면 승장엄경론 에서 나타나

는 ‘여래장(tath gatagarbha)’이라는 용어는 기본 으로는 ‘여래의 

태아(tath gatasya garbhaḥ)’를 의미할 것이다. 

4. 승장엄경론 에서 ‘여래장’ 개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승장엄경론 이 ‘여래장’이라는 

복합어를 속격 격한정복합어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소유복합어로 

이해하는가 하는 매우 어렵고 미묘한 문제일 것이다. 한 소유복

합어의 경우에도 원 복합어를 속격 격한정복합어로 해석할 것인

가 동격한정복합어로 해석할 것인가로 나 어 볼 수 있다. 세 가

지 가능한 문법  해석을 다시 한 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tath gatasya garbhaḥ yaḥ sa

2) tath gatasya garbhaḥ yasya sa

3) tath gato garbhaḥ yasya sa

1)의 해석을 ‘sarvasattv ḥ tath gatagarbh ḥ’에 용시키면 

“sarvasattv s tath gatasya garbh ḥ(모든 생은 여래의 태아

다)”가 될 것이다. 이는 보성론 의 첫 번째 어의해석인 “tath gat

asyeme garbh ḥ sarvasattv (ḥ)(그들 모든 생은 여래의 태아들

이다)”(RGV 70,17)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 문장은 생이 여래의 

태아이고, 여래가 모태가 되어 생을 품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39) 이상의 고찰에서 흥미로운 은 티벳역의 경우 ‘여래장’이라는 확립된 

술어의 번역에만 garbha를 snying po로 번역하고 다른 경우는 모두 

태아나 모태와 련된 생물학  의미를 가진 술어로 번역한다는 이다. 

이는 티벳역이 모두 여래장사상이 확립된 이후 번역된 사실을 반 하여, 

garbha의 원래 의미 보다는 추상  의미를 취하고 있다는 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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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의 해석은 “sarvasattv n m tath gatasya garbh ḥ(모든 생

은 여래의 태아를 가진다)”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

은 생을 지시하지 않는 garbha 곧 태아가 무엇을 지시하는가 

하는 이다. 그것은 이 게송의 맥락에서는 생과 진여일 수밖에 

없지만, 소유복합어 해석에서는 생을 가리킬 수는 없다. 생이 

소유한 어떤 것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만약 진여를 가리킨다고 한

다면 진여의 무차별성  여래와 청정해진 진여를 동일시한 제22

송과 제37송의 내용과 어 난다. 속격 격한정복합어의 구성 원리

상 복합어의 분과 후분은 별개의 사물을 가리켜야 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속격 격한정복합어가 소유복합어화한 것으로 보는 것

은 성립할 수 없다. 보성론 에도 이와 같은 어의 해석은 나타나

지 않는다.

3)의 해석은 “sarvasattv n m tath gato garbhaḥ(모든 생은 

여래를 태아로 가진다.)”가 될 것이다. 이때는 garbha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여래 자체를 이미 지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꽃 속에 앉아 있는 여래라고 하는 

여래장경 의 첫 번째 비유와는 달리 승장엄경론 에서 여래는 

추상  진리인 청정해진 진여의 비유  표 이다. 이것이 바로 

보성론 의 두 번째 어의 해석인 “tath gatas tathataiṣaṃ garbhaḥ 

sarvasattv n m(여래 곧 진여가 그들 모든 생들의 태아다)”(RGV 

71,11)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래 곧 진여가 태아이고 생

이 모태가 되어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문법  해석을 용하되 garbha를 여래계(tath gatadh tu)

로 해석하는 것이 보성론 의 세 번째 해석인 “tath gatadh tur 

eṣ ṃ garbhaḥ sarvasattv n m(여래계가 그들 생들의 태아다)”

(RGV 72,8-9)이다. 여래계란 용어는 원래는 사리를 의미하는 불

성(budhadh tu)과 여래장을 유사동의어로 사용하는 열반경 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때 계는 원인의 의미로 해석되며 종

성(gotra)과도 동일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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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통하지 않는 2)를 제외하고 속격 격한정복합어 해석인 

1)과 소유복합어 해석인 3)의 어의해석과 거기에 담긴 의미는, 평

면 으로 볼 때, 논리 으로 서로 모순된다. 포함 계가 반 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문법  분석과 거기에서 생하는 세 가지 

의미를 유기 으로 통합하는 것이 보성론 의 과제 을 것이다. 

하지만 승장엄경론 의 과제는 여래장경 의 숨겨진 의도를 드

러내는 것이지 여러 해석의 통합  설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승장엄경론 의 해석을 이해하기 해 먼  주목해야 할 것

은 제22송과 제37송에 공통된 진여의 무차별성(aviśiṣṭa)이다. 다

시 말하면 생에게 존재하는 진여든 여래의 본질로서 진여든 진

여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생과 여

래의 본질  동일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진여의 무차별성

만으로는 여래장이라는 개념이 암시하는 생과 여래의 포함 계

를 이해하기 한 어떤 실마리도 제공하지 않는다. 문제는 진여의 

‘존재방식’인 것이다. 이를 해명하기 해 안혜의 복주를 살펴보

자.

진여는 인과 법의 [2]무아를 본질로 한다. 2무아는 모든 사상(dngos po, 

*vastu)에 충만해 있다(khyab bo, *spharaṇa, parispharaṇa) 있다.  

그 때문에(de las kyang, *tato 'pi) 이생(so so'i skye bo, pṛthagjana)들

에게 존재하는 인과 법의 [2]무아와 성자들에게 존재하는 2무아는 다

르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해야 한다.40)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충만(khyab bo, *spharaṇa, parispharaṇa)

이라는 단어다. 이 단어는 보성론 의 첫 번째 어의해석에서 인용

40) SAVBh IX(2) 71,13-18: de bzhin nyid ni gang zag dang chos la bdag 

med pa'i rang bzhin yin te/ bdag med pa gnyis kyis ni dngos po kun 

la khyab bo// de las kyang so so'i skye bo rnams la yod pa'i gang 

zag dang chos la bdag med pa dang/ 'phags pa rnams la yod pa'i 

gang zag dang chos la bdag med pa gnyis su tha dad pa med pas na 

bye brag med pa zhes by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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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승장엄경론  ｢보리품｣ 15송에 나타난 허공의 비유에서 사

용된 ‘편행(sarvaga, kun song)’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서, 공간

‧논리  포함 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진여는 생 뿐 아니

라 기세간을 포함한 모든 것에 충만한 것으로서 공간 ‧논리 으

로 생을 포함한다. 여기서 법신과 생, 혹은 진여와 생의 

계를 공간 ‧논리  계로 이해하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승장엄경론 에서 과연 공간 ‧논리  계

로 이해하는가 하는 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원래 연꽃 속에 앉

은 붓다라는 메타포에서 출발한 여래장이라는 개념의 공간  이

미지를 완 히 탈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안혜의 복주에 사용된 

‘충만’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공간 ‧논리  계에 입각하여 진여

와 생의 계를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진여는 생에게 존재하

되, 생 모두에게 삼투해 있고 생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존재한

다. 진여가 생에게 포함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  그 

때문에(de las kyang, *tato 'pi)’ 생과 여래를 매개하는 진여의 

무차별성이 보장되고 있다. 진여의 편만성이 무차별성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22송과 제37송의 구조  동일성 그리

고 제37송에 한 안혜의 복주를 시한다면, 승장엄경론 에서

는 여래 곧 진여가 생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안혜의 복주를 제37송에 용하면 최종 으로 다음과 같

이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여래란 [표 은], 모든 것에 해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정해

진 진여[를 가리키는 비유  표 ]이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몸을 

가진 모든 것( 생)은 그것(여래)의 태아[라고 비유 으로 표 된]다.

진여는 모든 것에 해 차이가 없는 것이고 여래는 그것(진여)의 

청정함을 본질로 한다. 그러므로 [바로 그런 의미를 의로 하여] ‘모

든 생은 여래의 태아다’ 하고 [ 여래장경 에서] 설한다.

그 다면 한역과 티벳역은 이 게송을 어떻게 해석하여 번역하

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  한역41)의 경우는 명확히 소유복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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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보다는 속격 격한정복합어의 의미를 취하여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주석의 도입문에서 ‘이 게송은 법계가 바로 

여래장’이라고는 하지만 원문에 없는 문장이고 게송과 주석의 번

역문과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자료  가치가 떨어진다.

티벳역42)의 경우는 명확히 소유복합어로 번역하고 있어 본 논

문의 결론과 사실상 상반된다. 하지만 이는 이미 확립된 여래장 

사상의 향을 받은 번역자의 이해를 반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후의 과제로서 보다 면 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섭 승론  무성

석 티벳역은 승장엄경론  ｢보리품｣ 제37송과 동일한 맥락에서 

두 차례 인용되는 여래장경 의 문장을 속격 격한정복합어로 번

역하고 있기 때문이다43). 따라서 승장엄경론  티벳역에 나타

난 소유복합어  번역이 본 논문의 요지에 한 결정 인 반증이 

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번역과 해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피스는 본고에서 다룬 ‘무루[법]계심심 ’을 모두 번역하고 해

41) 승장엄경론 ( 정31, 604c9-14): 一切無別故 得如淸淨故 故說諸衆生 

名爲如來藏 釋曰 此偈顯示法界是如來藏 一切無別故  

一切衆生一切諸佛等無差別 故名爲如 得如淸淨故  得淸淨如以爲自性 

故名如來 以是義故可說一切衆生名爲如來藏

42) 이 구 의 티벳역(P Phi 167b4-6)은 다음과 같다: de bzhin nyid ni 

thams cad la// khyad par med kyang dag gyur pa// de bzhin gshegs 

nyid de yi phyir// 'gro kun de yi snying po can// de bzhin nyid ni 

thams cad la khyad par med la/ de bzhin gzhegs pa yang de rnam 

par dag pa'i ngo bo nyid yin te/ de'i phyir sems can thams cad ni de 

bzhin gshegs pa'i snying po can zhes bya ba...

43) MSUt(D Ri 230b8f): de bzhin nyid ni gzhan du mi 'gyur ba'i phyir 

chos thams cad kyi spyi'i mtshan nyid yin te/ de nyid la brten nas 

sems can thams cad ni de bzhin gshegs pa'i snying po'o zhes gsungs 

rab las 'byung ngo//; D Ri 246b4: sems can thams cad la sems 

mnyam pa thob pa yin zhes bya ba ni thams cad la bdag med par 

mnyam par nyid du mthong ba'i phyir te/ ji skad du/ sems can 

thams cad ni de bzhin gshegs pa'i snying po'o zhes gsungs pa lta 

b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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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면서, 제37송에 해서 소유복합어와 속격 격한정복합어 해석

이 모두 가능하지만 소유복합어 해석이 더 한 것이라고 주장

한다. 그는 생이 여래의 태아라고 하는 것은 보다 강한 주장으

로서, 모든 생이 잠재 으로 불성을 갖고 있고 필연 으로 붓다

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성불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평가 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생이 여래의 정수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모든 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고 번뇌

나 정념에 더 두드러진 지 를  수 있다고 한다(Griffiths, 1990: 

41-63, 특히 62-63).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오히려 그 역이 교리  혹은 역사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생이 가진 진여 곧 성불의 가능

성이 과 평가되고 번뇌 혹은 2장이 우연 인 것으로 평가 하되

어 가는 과정이, 비록 일부의 경향이라고 하더라도, 이후의 여래

장사상의 개과정 특히 동아시아  개과정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생이 여래의 태아라고 해서 그것이 곧 성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은, 유가행 의 사상  개 과정에서 생 자

신의 ‘성향(종성, gotra)’의 구분과 강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좀더 강한 결정론  경향을 가지는 소유복합어  해석에 비

해, 속격 격한정복합어는 생의 성불 가능성에 한 다양한 차이

를 인정해  수 있는 해석으로 보인다. 

승장엄경론 에서 보는 ‘여래장’ 개념은, 하라가 보여주었듯

이(Hara, 1994), 복합어의 마지막에 쓰이는 -putra와 동일한 의미

로 사용하는 것이다. 십지경 이나 법화경  등에 등장하는 ‘붓다

의 아들(Buddhaputra)’, ‘승자의 아들(Jinaputra)’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래장경 에서 말한 표면  표  아래 숨은 

숨겨진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다고 해서 이러한 

개념들이 단순한 생물학  메타포에 그치지는 않는다. 그것은 ‘여

래장’이라는 개념이 암시하는 공간  이미지를 넘어서, 붓다와 

생간의 정신  부자(녀) 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  부자(녀) 계의 제에는 ‘반주삼매’ 혹은 ‘법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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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매(dharmasrotas-sam dhi)’( 谷, 1984: 120ff))라는, 직  붓다

와 면하고 그를 통해 청문하는, 심오한 종교  체험이 놓여있다

는 것을 마지막으로 첨언하고자 한다.

결론

본고는 승장엄경론 이 자신의 철학에 기반하여 여래장경

에서 선언한 ‘모든 생이 여래장’이라는 테제를 어떻게 재해석하

고 있는가를 해명하고자 하 다. 일반 으로 ‘여래장’은 생 내부

에 있는 붓다 혹은 불성 내지는 유구진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해된다. 하지만 승장엄경론 은 오히려 그 반 로 편만한 법신

의 내부에 존재하는 생이 바로 여래장 곧 여래의 태아라는 이

해 방식을 보이고 있다. 곧 여래장경 에서는 ‘모든 생은 여래

를 내부에 갖고 있다’고 설했지만, 이러한 자 그 로의 의미 이

면에 ‘모든 생은 여래의 태아’라는 것이 여래장경 의 숨겨진 

의미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다른 해석의 배경에는 생의 성불 가능성에 한 여래

장사상과의 상이한 이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이 여래

의 태아라고 해도 다시 말해 여래와 정신  부자(녀) 계에 있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성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생 자신의 성향과 노력이 보다 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것이 

유가행 의 입장인 것이다. 이것은 이상  인간 에 입각해 자칫 

수행부정론으로까지 흐를 수 있는 여래장사상에 해 좀 더 실

인 입장에 서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 이상과 같은 고찰과 결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 해명에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첫째, 이러한 해석이 섭 승론 의 세친석(1회)과 무성석(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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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등장하는 ‘여래장’ 개념의 해석과 동일하다는 것을 논증할 수 

있다면, 여래장 개념에 한 유가행 의 해석은 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반 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유가행  내

부의 두 가지 해석 경향이 있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둘째, 진제의 섭 승론석 에 나타나는 여래장사상  경향에 

한 새로운 해석, 혹은 진제의 섭 승론석 을 여래장사상의 입

장에서 해석하는 것을 비 으로 재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상과 같은 유가행 의 기본  입장에도 불구하고, 능가

경   동아시아 불교의 사상 개에서 보이는, 알라야식과 여래장을 

통합하려는 시도의 기원과 의도, 개과정의 고찰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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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Reinterpretation of the Term 

‘Tath gatagarbha’ in the early Yog c ra School

Kim, Seongcheol

(Geumgang Univ.)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pound the Yog c ric 

re-interpreatation of the term 'tath gatagarbha', which was 

declared for the first time in the Tath gatagarbhasūtra. 

Generally, 'tath gatagarbha' means buddhadh tu or 

samalatathat  within the living beings in the Tath gatagarbha 

thought. To the contrary, I attempted to prove in this article 

that MSA 9-37 re-interpreted 'tath gatagarbha' as the living 

being itself within the omnipresent dharmak ya. In the 

context of Tath gatagarbhasūtra, the sentense 'sarvasattv s 

tath gatagarbh ḥ' should be understood as 'all living beings 

contain a tath gata' taking bahuvr hi compound, but MSA 

re-interpreted the sentence as 'all living beings are the 

embryo of tath gata' taking genetive tatpuruṣa compound, and 

alluded this interpretation might be the hidden meaning of the 

Tath gatagarbhasūtra.

It seems that the different view of possibility to become 

Buddha make such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term 

'tath gatagarbha'. Though all living beings are the embryo 

of tath gata, they can not become Buddha inevitably, since 

the possibility to become Buddha lies on the disposition 

(gotra) and effort of living beings themselves in the 

Yog c ra philosophy. It might be said that the Yog c ra 

School's standpoint is more realistic than that of 

Tath gatagarbha thought which apt to deny the effor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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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of living beings.

Key words : tath gatagarbha, buddhadh tu, 

Tath gatagarbhasūtra, Mah y nasūtr laṃk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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