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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행 의 ‘여래장’ 개념 해석 Ⅱ

김성철*
1)

들어가는 말. Ⅰ 섭 승론석에 인용된 여래장경 인용문의 해석. Ⅱ 
보성론의 여래장 개념. Ⅲ 유가행 의 여래장 개념 해석과 련한 몇 가지 

문제. 나가는 말.

요약문 [주요어: 여래장, 법신, 진여, 종성, 보성론, 승장엄경론, 

섭 승론석]

보성론은 여래장이라는 개념을 원인으로서의 유구진여=계=종성 개

념을 심으로 하여, 그 결과로서의 법신과, 종성과 법신의 동일성을 보

장하는 진여라는 층  구조를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비해 
승장엄경론, 섭 승론석 등 유가행 의 여래장 개념 해석은 진여에

만 국한하고 있다. 이것은 유가행 가 여래장 개념을 단히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음을 보여 다.

유가행 가 종성 개념을 여래장 개념에서 배제하고 있는 이유는 그

들이 생의 성향(종성, gotra)을 구분하는 것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법

신 개념을 배제하는 이유로서는 편만성이라는 측면에서 법신의 편만성

을 진여의 편만성으로 체 가능하다는 에 을 두었다.

무엇보다 유가행 와 여래장 사상의 여래장 개념 해석의 차이는 그

것을 객  진리의 측면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주체 ․실천  주체

의 측면으로 이해하느냐 하는 에 놓여있음을 확인하 다. 세친이 여
래장경의 경문을 개작한 이유도 이러한 여래장 개념의 객  측면을 

부각시키기 한 의도 다고 추론해 보았다.

들어가는 말

본고는 이  논문(김성철 2009)에 이어 유가행 의 여래장 개념 

* 본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46).

* 강 학교 HK교수. icchantik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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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한 고찰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승장엄경론 
｢보리품｣ 제37송과 그 주석에 인용된 여래장경의 경문을 유가

행 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을 고찰하 다. 거기에서

는 주로 어원 ․문법  측면에 을 두고 ‘藏(garbha)’의 의미, 

‘여래장(tath gatagarbha)’의 복합어 해석 문제 등을 다루었다. 이

 논문에서는 ‘장’을 유구진여 혹은 종성의 의미로 악하고 ‘모

든 생이 여래를 본질로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보성론과 여

래장 사상에 해, 유가행 는 ‘모든 생은 여래의 태아다’라는 

해석을 취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의 종교  

의미에 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언어 ․문법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도, 

그에 머무르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사상 ․구조  측면에서 유

가행 의 여래장 개념 해석을 규명하고자 시도하 다.

이를 해 본고는  승장엄경론 이외에 여래장경의 경문이 

인용된 섭 승론 제2장 제26 에 한 세친과 무성의 주석을 

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보성론의 여래장 개념과 비교하여 유

가행  독자 인 여래장 개념 이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가행 가 이해하는 여래장 개념의 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기 한다. 인도 유가행 가 이해하는 여래장 개념을 명

확히 하는 것은 이후 유식사상의 동아시아  변용과정을 고찰할 

때, 하나의 기 이 될 것이다. 

Ⅰ. 섭 승론석에 인용된 여래장경 인용문의 해석

필자가 아는 한 유가행  문헌에서 여래장이라는 용어가 사용

된 는,  승장엄경론을 제외하면, 섭 승론 제2장 제26 의 

세친석과 무성석, 그리고 섭 승론 제3장 제11 의 무성석에서 



유가행 의 ‘여래장’ 개념 해석 Ⅱ ∙ 1 9 5

세친석3)

진제역 

( 정 31, 

191c21-24)

다역 

( 정 31, 

290b2-4)

장역 

( 정 31, 

343c3-5)

티벳역(P Li 180a6-7)

나타난다. 이 모든 경우가 여래장경의 경문에 한 해석의 의미

를 갖고 있다.

먼  섭 승론 제2장 제26 을 살펴보자. 이 은 확정  의

미(n t rtha, 了義)로서 삼성설이 명시 으로 설시되기 이 의 

승 경 에서 잠정  의미(ney rtha, 不了義)로는 삼성 각각이 어떻

게 설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다. 여기에서는 먼  승경

의 곳곳에서 설해진 비존재(med pa, *n sti)라는 개념이 변계소

집성을 의도해서 설해진 것이고, 마술(sgyu ma, *m y ) 등이 의

타기성을 의도해서 설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서 원성실성을 

의도하여 설해진 것이 네 가지 청정, 곧 본질 인 청정(自性淸淨, 

rang bzhin gyis rnam par byang ba, *prakṛtivyavad na), 더러움

과 분리된 청정(離垢淸淨, dri ma med par rnam par byang ba, *

vaimalyavyav dana), 수행도로서의 청정(道淸淨, lam rnam par b

yang ba, *m rgavyavad na), 상으로서의 청정(dmigs pa rnam 

par byang ba, * lambanavyad na)이라고 한다.1) 제26 은 이  

자성청정을 진여, 공, 실제, 무상, 승의, 법계 등의 동의어2)를 열거

함으로써 설명한다. 두 주석에서 여래장이라는 용어는 이 동의어 

에서 진여를 설명하면서 등장한다. 여래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

는 형식 한,  승장엄경론과 마찬가지로, 여래장경의 구

을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섭 승론 제2장 제26 에 

한 세친석  무성석의 제 역본에 나타난 문장은 다음과 같다.

1) 4종청정에 해서는 袴谷(1976) 참조.

2) 이 동의어들은 MAV 23,14-15에서는 공성의 동의어로 열거되고, ASBh 

12,20f.에서는 진여의 동의어로 열거된다.

3) 잠정 인 환범 문장은 다음과 같다.  prakṛtivyavad nam 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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由是法自性

本來淸淨. 

 
“本性淸淨”

, 

是自體淸淨. 

 
“自性淸淨”

, 

此自性本

來淸淨.

 rang bzhin gyis 
rnam par byang ba 
zhes bya ba ni ngo bo 
nyid kyis rnam par 
byang ba'i ngo bo nyid 
de/ 

① ㉠ 

此淸淨名“

如如”,

① ㉠ 

此自體卽是“

眞如”,

① ㉠ 

卽是“眞如”

自性,

① ㉠ de yang de bzhin 
nyid du

㉡ 

於一切衆生

平等有,

㉡ 

一切衆生皆

有,

㉡ 

實有一切有

情,

㉡ yod pa yin na sems 
can thams cad la

㉢ 

以是通相故.

㉢ 

以平等相故.

㉢ 

平等共相.
㉢ spyi'i mtshan nyid 
kyis

② ㉠ 

由此法是有

故, 

② ㉠ 

由有此故, 

② ㉠ 

由有此故, 
② ㉠ de ni yod pa nyid 
kyi phyir 

㉡ 

說‘一切法名

如來藏.’

㉡ 

說‘一切法爲

如來藏.’

㉡ 

說‘一切法有

如來藏.’

㉡ ‘chos thams cad ni 
de bzhin gshegs pa'i 
snying po can’ zhes 
gsungs so// 

무성석4)

장역( 정 31, 

406b25-28)
티벳역(P Li 282b1-2)

 “自性淸淨” , 

此自性異生位中, 

亦是淸淨. 

 rang bzhin gyis rnam par byang ba ni 

so so'i skye bo rnams kyi ngo bo nyid 

yang dag pa gang yin pa'o//

① ㉠ “ 眞如” , 

性無變故, 

① ㉠ de bzhin nyid ni gzhan du mi 'gyur 

ba'i phyir 

㉡ 

是一切法平等共相. 

㉡ chos thams cad kyi spyi'i mtshan nyid 

yin te/

② ㉠ 卽由此故, ② ㉠ de nyid la brten nas

㉡ 聖敎中說, 

‘一切有情有如來藏’.

㉡ ‘sems can thams cad ni de bzhin gshegs 

pa'i snying po'o’ zhes gsungs rab las 

'byung ngo//

svabh vena vyavad nasvabh vat  / ① ㉠ tad api tathat y  ㉡ bh vaḥ 

sarvasattveṣu ㉢ [sarvadharma-]s m nyalakṣaṇatv t / ② ㉠ tasy  

astitv t ㉡ sarvadharm s tath gatagarbh  ity ukt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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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석은 동일하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곧  자성청

정에 한 주석, ① 진여에 한 주석, ② 여래장경의 인용이다. 

두 주석에서는 자성청정을 의도해 설해졌다고 하는 여러 동의어 

 진여에 해서만 여래장경을 인용하고 있다. 이는 보성론
에서 유구진여에 해 여래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5) 다시 말하면 세친과 무성은 보성론에서 (유구)진여

와 련하여 여래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

며, 그에 한 유가행  측의 입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

러내고 있는 것이다.

두 주석을 면 히 분석해 보면 세친석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세

친은 진여가 모든 생에게 [동일하게]6) 존재하고 있음을 먼  

강조하고(세친석 ①-㉡), 그 이유로써 진여가 [모든 법의]7) 공통

된 특징 곧 보편상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세친석 ①-㉢). 진

여가 모든 생에게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설명은 일반 이

지는 않은데, 그것은 무성이 명시하듯이(무성석 ①-㉡), 진여는 

4) 잠정 인 환범 문장은 다음과 같다:  prakṛtivyavad nam y  

pṛthagjan n m saṃśuddhi(cf. MSA XIV k.21c)svabh vat  / ㉠ tathatety 

ananyath bh vena ㉡ sarvadharm ṇ ṃ s m nyalakṣaṇam / ② ㉠ tad 

eva niśritya ㉡ sarvasattv s tath gatagarbh  ity pravacan t //

5) 자성청정의 여러 동의어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무성석과는 달리, 세친석은 

진여 하나만을 내세워 자성청정을 설명하고 있다. 여래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부분이 자성청정의 여러 동의어 에서 진여를 설명할 때 

인용된다는 사실 자체가 보성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보성론은 유구진여가 바로 여래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GV 

21,8: tatra samal  tathat  yo ... tath gata-garbha ity ucyate/). 

유구진여라는 개념은, 필자가 아는 한, 보성론 이 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일반 으로 일체법의 보편  특징으로 정의되는 진여가 번뇌와 

결합하고 있다는 사고 방식 한 단히 이해하기 어렵다. 보성론(RGV 

21,17ff.)이 승만경을 인용하면서, 이 개념을 이해의 상이 아니라 

믿음의 상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유구진여 개념의 난해함 

때문일 것이다. 

6) 진제역과 다역에 따른 것이다.

7) 필자에 의한 보충이다. 무성석을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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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아니라 법의 보편상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8) 따라서 진여

가 일체법에 실유한다는 설명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생에게 

실유한다는 설명은 이후에 인용하는 여래장경의 문맥에 따른 

설명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세친은 여래

장경의 원문  일부인 ‘일체 생’을 ‘일체법’으로 개작하여 인용

하고 있다.9) 다시 말하면 세친의 설명과 세친이 인용한 여래장

경의 문장은, 무성의 설명과는 반 로, ‘일체 생’과 ‘일체법’이 

서로 바 어져 있는 것이다. 의 표에서 보듯이 세친석의 제 역

본이 모두 일치하고 있으므로, 산스크리트 원문에 이미 그러한 개

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여래장경의 문장에 한 이

러한 개작의 의도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비해 무성석10)은 진여에 한 일반 인 설명으로서 비교

 평이하게 이해되고,11) 여래장경을 인용한 문장도 세친석에

서 보는 것과 같은 개작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무성석에는 섭 승론 제3장 제11 의 주석에서 다시 한 

번 여래장경을 인용한다. 이 은 보살이 견도 곧 환희지에 

들어갔을 때, 법계를 통달하고 여래의 가계에 태어나며, 모든 

생과 보살 그리고 붓다에 한 평등심을 얻는다고 설명하는 구

8) 물론 진여가 인무아와 법무아라는 두 가지 무아를 의미한다는 ( 를 

들어 SNS 99,14-15: mtshan nyid kyi de bzhin nyid ni chos thams cad 

kyi gang zag bdag med pa dang/ chos bdag med pa gang yin pa’o//; 

ASBh p.12,22-23 kim up d ya tathat  nair tmyam ucyate / 

dvividh tmaviprayuktat m up d ya /)에서는 인무아라는 측면에서 모든 

생에게 존재한다는 설명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래 제3장 제11 에 

한 무성석 참조.

9) 高崎(1974: 329, n.2)는 여래장계 경 의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은 문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 한다.

10) 섭 승론 제2장에 한 무성석의 어역은 片野道雄(1975) 참조.

11) 유가행  문헌에서 진여는 불변성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MAV 23,20: ananyath rthena tath t  nityan tath iveti kṛtv ; ASBh 

12,21f.: kim up d ya tathat  tathatocyate / ananyath bh vat m 

up d y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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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역( 정 31, 416b14-15) 티벳역(D Ri 246b4f.)

“得一切有情平等心性” ,
sems can thams cad la sems mnyam 

pa thob pa yin zhes bya ba ni

遍見一切等無我故.
thams cad la bdag med par mnyam 

par nyid du mthong ba'i phyir te/

如有說 : 

“一切諸法皆如來藏.” 如是等.

ji skad du/ sems can thams cad ni 

de bzhin gshegs pa'i snying po'o 

zhes gsungs pa lta bu'o//

이다. 이는 이론  측면이 강한 제2장 제26 에 비해 실천  측면

이 두드러진다. 이  모든 생에 한 평등심을 주석하면서 무

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살 자신이 열반을 원하듯이 모든 생도 열반을 원할 것이라

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생에 한 평등심이라고 주석하는 세친

석에 비해,12) 무성은 모든 생이 동일하게 무아라고 보는 것이 

생에 한 평등심이라고 주석한다. 이는 진여의 한 측면인 인무

아라는 에서 주석하는 것이며 내용상 제2장 제26 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여래장경을 인용하는 

것도 동일하다.

한편 장역 무성석은 제2장 제26 의 세친석과 마찬가지로 

여래장경의 ‘일체 생’을 ‘일체제법’으로 개작하여 인용하고 있

다. 제3장 제11 의 티벳역이 ‘sems can thams cad’로 번역하고 

있는 , 그리고 제2장 제26 의 무성석에 한 장역은 ‘일체

생’으로 번역하고 있는 에 비추어 볼 때, 제3장 제11  무성석

12) 이는 자타의 동일성을 보편  구제  이타행의 근거로 보는 

팔천송반야경 이래의 일반 인 념으로 보인다. 김성철(2009: 234) 

참조. 정서  동일성을 강조하는, 다시 말해 연민(=자비)의 측면을 

강조하는 세친석에 비해, 무성석은 지혜 곧 공성의 인식이라는 을 

강조하는 주석이다. 연민과 공성의 긴장과 통일에 해서는 

Schmithausen(2000 = 齋藤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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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역은 오류로 보인다. 

Ⅱ. 보성론의 여래장 개념

앞서 보성론에서 유구진여에 해 여래장이라고 설한 것을 

염두에 두고 섭 승론석에서도 진여에 해 여래장경을 인용

하여 유가행 의 여래장 개념에 한 자 의 해석을 제시한다고 

언 하 다. 이제 보성론에서 여래장을 언 하는 핵심 문장을 

각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보성론은 삼보에 한 설명에 이어 그 삼보가 발생하는 원인

을 설명하면서 유구진여에 해 다음과 같이 언 한다.

그 에서 유구진여는 번뇌라는 용기(kleśa-kośa)13)로부터 벗어나

13) ‘번뇌라는 용기’로 번역한 ‘kleśa-kośa’는 티벳역으로는 ‘nyon mongs pa’i 

sbubs’, 한역으로는 煩惱藏이라고 번역되었다. 이에 한 어 

역으로서 Obermiller(1931: 149)의 ‘the bonds of passions’, 中村(1967: 

40)의 ‘煩惱の皮殼’, 高琦(1989: 37)의 ‘煩惱の殼’, 정호 (1993: 50) ‘번뇌의 

외피’, Kano(2006: 252 등)의 ‘sheath of defilements’ 등이 있다. ‘번뇌의 

속박’이라고 번역한 Obermiller외에는 주로 ‘번뇌의 껍질’이라고 

번역한다. 이는 kośa라는 단어가 가진 일차 인 의미인 물 등을 담는 

그릇 혹은 용기라는 의미에 교리 인 이해를 더한 번역으로 보인다. 

그러나 용기라는 일차 인 의미를 취한 번역어도 dh tu를 담고 있는 

혹은 감싸고 있는 번뇌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유가사지론에서는, 산스크리트 원 단어는 확인할 수 없지만, 티벳어 

sbubs에 해당하는 단어가 胎藏으로 한역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유가사지론색인 715b). 곧 티벳어 sbubs에는 자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산스크리트어 kośa에는 자궁이라는 의미는 없지만, 티벳역과 

한역이 암시하는 이차  의미로서 자궁이라는 의미를 취하여 해석하면, 

번뇌는 자궁에 해당하고 dh tu는 번뇌라는 자궁 안에 있는 것, 곧 

태아(garbha)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dh tu가 여래의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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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여래의] 원인(dh tu)으로서 여래의 태아라고 불린다. 무구진

여는 바로 그 [원인이] 붓다의 단계에서 근거의 환( śrayaparivṛtti, 

轉依)14)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서 여래의 법신이라고 불린다.15)

 

인용문에서 보듯이 진여는 유구인 상태와 무구인 상태로 구분

되는데, 유구진여는 성불의 가능성이자 원인(dh tu)으로서 여래장

이라 불리고 무구진여는 그것이 실 된 결과로서 법신이라고 불

린다.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은 유구진여만을 여래장이라고 규정하

는 것이다. 필자가 아는 한, 유가행  문헌에서는 진여에 해 여

래의 원인이라던가 성불의 원인이라고는 명시하지는 않는다는 

에서 진여에 한 보성론의 규정은 유가행 의 그것과 뚜렷이 

구분된다. 나아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원인(dh tu)이라는 개

념은 종성개념과 히 연 된 것이다.16) 다시 말해 유구진여라

곧 여래장이라는 념과 잘 합치한다. 이는 kośa와 garbha가 복합어로 

등장하는 보성론의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도 확인된다. 곧 RGV 59,10: 

tat kleśa-kośa-garbhatvaṃ punar jñeyaṃ nidarśanaiḥ //95//; RGV 

69,11-12: garbha-kośa-mala-prakhy ḥ sapta-bhūmi-gat  mal ḥ/ 

vikośa-garbhavaj jñ nam avikalpaṃ vip kavat//141//. 특히 후자의 

141게송은 자궁(kośa)과 태아(garbha)의 계를 강력히 암시한다. 

高琦(1989a: 121, 321-322) 참조.

14) 진여 자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근거의 환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질 인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 śrayapar vṛtti’가 

아닌 ‘ śrayaparivṛtti’가 사용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śrayapar vṛtti’와 ‘ śrayaparivṛtti’의 의미상의 차이에 해서는 

高琦(1989) 참조.

15) RGV 21,8-10: tatra samal  tathat  yo dh tur avinirmukta-kleśa-kośas 

tath gata-garbha ity ucyate / nirmal  tathat  sa eva buddha-bhūm v 

śraya-parivṛtti-lakṣano yas tath gata-dharma-k ya ity ucyate /

16) ‘sarvasattv ḥ tath gatagarbh ḥ’라는 문장에 한 세 번째 복합어 해석 

참조. 한편 유가행  문헌, 를 들어 <보살지>에서도 종성의 

동의어로서 종자(b ja), 계(dh tu), 자성(prakṛti) 등을 열거한다(BoBh 

3,7). 한 맥락은 다르지만 구사론(AKBh 13,17: gotr rtho 

dh tvarthaḥ)에서도 dh tu와 gotra는 동의어로 설명된다. 이에 해 

진여의 동의어로 열거되는 것은 에서도 언 했듯이 공성 등의 무 법 

뿐으로써, 법계라는 단어를 제외하면 단독으로 사용되는 dh t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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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에는 한편으로는 진여라는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는 원인

(dh tu) 혹은 종성(gotra)이라는 측면 양자가 결합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구진여를 여래장이라고 하는 규정은 여래장경의 문

장을 해석하면서 더 확 된다. 곧 보성론 ｢일체 생유여래장품｣

에서는 여래장경의 ‘모든 생은 여래장이다’는 문장을 해석하

면서 다음과 같이 언 한다.

그 에서 유구진여를 주제로 하여, [여래장경에서] “모든 생은 

여래를 태아로 가진다”라고 설한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생의 무리에 붓다의 지혜(buddha-jñ n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생의 무리가] 본질 으로 그것(불지)의 깨끗함과 둘이 아니기 때

문에,

붓다의 종성에 해 그것의 결과를 비유 으로 표 (upac ra)하기 

때문에,

‘모든 신체를 가진 자는 붓다를 태아(=본질)로 가진다’하고 설한다. 

//27//

정각자의 신체가 삼투해 있기 때문에, [붓다의] 진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붓다의] 종성이기 때문에, 항상 신체를 가진 모든 자는 붓다를 태

아(=본질)로 가진다. //28//

요약하면 세 가지 의미에서 항상 “모든 생은 여래를 태아(=본질)

로 가진다” 하고 세존이 설했다. 곧 ① 모든 생에게 여래의 법신이 

삼투해 있다는 의미에서, ② [ 생의 진여가] 여래의 진여와 다르지 

않다는 의미에서, ③ 여래의 종성이 실재한다는 의미에서다.17)

열거되지 않는다. 한편, 高琦(1989a: 37, 406ff)는 인용문에 나타난 

‘dh tu’를 (붓다의) 본성으로 번역하고 여기에 법신과 진여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dh tu’에 한 

확 해석으로 보인다. 

17) tatra samal ṃ tathat m adhikṛtya yad uktaṃ “sarvasattv s 

tath gatagarbh ” iti tat ken rthena /  

        buddhajñ n ntargam t sattvar śes tannairmalyasy dvayatv t 

prakṛty  / 

        bauddhe gotre tatphalasyopac r d ukt ḥ sarve dehino 

buddhagarbh ḥ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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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문은 앞서 인용한 문장과는 달리, 직 으로 법신이나 

종성을 여래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신, 진여, 종성

이라는 세 가지 의미에서 ‘ 생’이 ‘여래장’이라고 설했다고 여래

장경의 문장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선 인용문에서 

여래장이라고 규정된 유구진여의 진여 개념을 매개로 하여 두 인

용문을 해석해 보면, 구조 으로 법신과 종성도 역시 여래장이라

는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

한다. 첫째, 유구진여를 여래장이라고 하는 경우와 생을 여래장

이라고 하는 경우, 여래장이라는 단어의 문법  성격이 달라진다

는 이다. 이러한 문제는 법신  종성과 련해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둘째, 앞서 인용한 문장에서는 유구진여가 여래장이라

고 규정되었는데, 법신과 종성을 모두 고려한다면, 이 세 개념의 

계는 무엇인가 하는 이다.

우선 둘째 문제는 비교  쉽게 이해된다. 인용문의 27게송에서 

보듯 종성과 불지 곧 법신은 인과 계로 볼 수 있고, 양자의 동일

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진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성론
의 곳곳에도 이 세 개념의 계는 산발 으로 암시되어 있지만,18) 

보성론에 한 티벳 최 의 주석인 옥 로차바 로덴 쉐랍(rNgog 

Lo tsā ba Blo ldan shes rab, 1059-1109)은 다음과 같이 세 개념

        saṃbuddhak yaspharaṇ t tathat vyatibhedataḥ / 

        gotrataś ca sad  sarve buddhagarbh ḥ śar riṇaḥ //28// 

     sam satas trividhen rthena sad  sarvasattv s tath gatagarbh  ity 

uktaṃ bhagavat  / yad uta sarvasattveṣu 

tath gatadharmak yaparispharaṇ rthena 

tath gatatathat vyatibhed rthena tath gatagotrasadbhav rthena* ca /

   * Schmithausen(1971: 141)에 따라 –saṃbhav rthena를 이와 같이 

교정하 다.

18) 를 들어 RGV 82,5-6은 의( śraya-parivṛtti)를 

離繫果(visaṃyoga-phala)로 규정하고 있으며( śraya-parivṛtter hetur 

visaṃyoga-phala-saṃjñit y ḥ), RGV 72,10에서는 종성을 계(dh tu)로, 

계를 다시 원인(hetu)의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atas tatpr ptaye hetus 

tath gatadh tur iti / hetvartho 'tra dh tvartha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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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를 명확히 한다.

“정각자의 신체가 삼투해 있기 때문에”라고 한 것 등에서는 결과와 

자성과 원인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이] 여래를 

본질(=태아)로 가진다고 [여래장경｣에서] 의로 설해졌다.19)

옥 로차바는 명시 으로 법신을 결과로, 진여를 자성으로, 종성

을 원인으로 간주하고 이 세 가지 의미를 의도하여 여래장경의 

문장이 설해졌다고 주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여래

장이라는 개념으로 통칭하지만 종성의 경우, ‘여래장’의 ‘여래’는 

비유  표 (upac ra)이고 ‘장’ 곧 원인이 실질 인 의미를 가진

다. 반 로 법신에 해서는 ‘여래장’의 ‘여래’가 실질 인 의미를 

가지고 ‘장’은 비유  표 이 된다.20) 이러한 이해 방식은 보성론 
27c구에서도 나타날 뿐 아니라, 이어지는 옥의 주석 한 이를 명

19) Kano(2006: 3.2.1.1): rdzogs sangs sku ni 'phro phyir dang/ zhes bya 

ba la sogs pa la/ 'bras bu dang/ rang bzhin dang/ rgyu'i snying po 

can yin pa'i phyir/ de bzhin gshegs pa'i snyng po can du dgongs 

pa'o//

20) 이와 같이 원인과 결과에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로는 

‘이숙(vip ka)’이라는 단어가 표 일 것이다. AKBh에서는 실제로 

원인에 하여 이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는, 이 원인에 해 결과를 

비유 으로 표 한 것이라고 한다(AKBh 25,13: phalahetau 

phalopac ro). 이어서 반 로 결과에 해 원인을 비유 으로 표 한 

도 AKBh는 제시하고 있다(AKBh 25,13-14: phale hetūpac raḥ, "ṣaḍ 

im ni sparś yatan ni paur ṇaṃ karma veditavyam" iti). 자의 경우가 

보성론 제27송 c구에서 언 하는 ‘붓다의 종성에 해 그것의 결과를 

비유 으로 표 (bauddhe gotre tatphalasyopac ra)’하는 것에 해당할 

것이다. AKVy에서는 비록 이숙을 본질로 하지 않더라도 업을 특징으로 

하는 원인이 이숙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이숙)을 낳기 때문이고 

설명한다(AKVy 69,34-70,1: avip kasvabh vo 'pi karmalakṣaṇo hetur 

vip ka ity ucyate, tadutp dakatv t).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생에 해 

여래라고 표 하는 경우,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래라는 결과를 염두에 둔 

비유 인 표 일 뿐이고, 법신에 해 종성이라고 표 하더라도 그것은 

원인을 염두에 둔 비유 인 표 일 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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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하고 있다.21)

삼자를 인과 계로 이해하는 방식은 동아시아 통에서도 나타

난다. 정 사 혜원의  승의장에서는 ‘불성’  ‘성’의 의미를 크

게 인식주체와 인식 상으로 구분하고 다시 자를 세 가지로 세

분한다. 혜원은 그  세 번째 의미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셋째, 붓다의 원인과 붓다인 결과, [그리고 양자에게] 동일한 깨달음 

그 자체라는 [세 가지] 부에 해 불성이라고 이름한다. 그것은 마

치 세간에서 보리의 원인(=씨앗)과 보리의 열매가 동일한 보리 그 자

체인 것과 같다. 일체가 이와 같다. 이 성은 원인  결과와 다르지 않

다는 것, [곧] 원인과 결과는 항상 다르지만 성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앞의 이 세 가지 의미는 인식주체의 성격으로

서 생(衆生)에 해 국한되고 무정물과는 공통되지 않는다.22)

붓다의 원인이 종성, 그 결과가 법신 그리고 양자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깨달음이라는 3자 구조는, 비록 진여가 깨달음으로 변용

되어 있긴 하지만, 보성론의 이와 같은 구조를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세 개념을 모두 여래장 혹은 불성이라는 개념

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옥의 여래장 개념 이해 방식과는 달

리 혜원에게는 실질  의미와 비유  표 의 구분은 의식되어 있

지 않다.

다음으로 첫 번째 문제에 해서 살펴보자. 법신과 진여 그리고 

종성이라는 각각의 개념에 해 실질 인 의미에서든 비유  표

21) Kano(2006: 3.2.1.1.1): phyogs 'di la ni de bzhin gshegs pa ni dngos po 

yin la/ sems can 'di'i snying po can du ni btags pa yin te/; 

Kano(2006: 3.2.1.1.3): de bzhin nyid rnam par dag pa'i gnas skabs 

thob pa'i rgyu dge ba'i bag chags shes rab dang snying rje'i sa bon 

ni de bzhin gshegs pa'i rgyu yin pas de bzhin gshegs pa zhes btags 

pa yin la/ sems can gyi snying po ni dngos po kho na yin no//

22)  승의장( 정 44, 472a17-20): 第三, 通就佛因 ․ 佛果 ․ 同一覺性, 

名爲佛性. 其猶世間, 麥因 ․ 麥果 ․ 同一麥性. 如是一切. 當知, 

是性不異因果, 因果恒別, 性體不殊. 此前三義, 是能知性, 局就衆生, 不通非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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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에서든, 모두 여래장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는 것은 

확인하 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보성론은 여기에 바탕하여 “모든 생은 여래장이다”라고 선언

하는 여래장경의 문장을 세 가지로 해석한다. 세 가지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래의 법신과 련하여 “모든 생은 여래의 태아다”23) 

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tath gatagarbha’를 속격 격한정 복

합어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때 일반 으로 법신이 모태가 되고 

생이 태아로 이해된다.24) 

둘째, 진여와 련하여 “여래 곧 진여가 이 모든 생들의 태아

다 = 이 모든 생들은 여래 곧 진여를 태아로 가진다”25) 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동격한정 복합어의 소유복합어로 해석한 

것이다. 이 경우 여래는 변치 않는 추상  진리인 진여와 동일시

되고 모든 생은 그 진여를 태아 곧 본질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

미로 이해할 수 있다. 복합어 해석의 문제를 차치한다면, 섭 승

론석도 이러한 맥락에서 여래장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은 이

미 에서 언 하 다. 

셋째, 종성과 련하여, “여래계가 이 모든 생들의 태아다 = 

이 모든 생들은 여래계를 태아로 가진다”26) 하고 해석하는 것

이다. 이는 둘째 해석과 동일한 복합어 해석을 하면서도 진여가 

아닌 여래계를 태아 곧 본질로 가진다는 의미다. 이때 계란 원인

이라는 의미로서 종성과 동의어이다. 그리고 앞서 유구진여가 계

(dh tu)와 동일시된 것을 상기하면, 이 세 번째 복합어 해석과 내

용이 보성론의 여래장경 해석, 나아가 보성론 자체가 주장

하는 여래장 개념의 실질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에 해 첫째

23) RGV 70,17: tath gatasyeme garbh ḥ sarvasattv (ḥ).

24) 이 첫 번째 해석의 종교  의미에 해서는 정호 (1993: 166), 

김성철(2009: 116f) 참조.

25) RGV 71,11: tathāgatas tathataiṣaṃ garbhaḥ sarvasattvānām.

26) RGV 72,8-9: tathāgatadhātur eṣāṃ garbhaḥ sarvasattvā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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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둘째 해석은 비유  표  차원의 해석이 된다.

문제는 둘째 해석에 나타나는 진여와 련한, 보성론 특유의 

유구진여 개념이다. 에서 본 것처럼 유구진여=계=종성=여래장

이라는 계가 성립한다면, 유구진여는 진여 개념보다는 종성 개

념에 가까울 것이다.27)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진여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종성과 법신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구진여의 실 내용은, 반야경 
통이나 유가행  통에서 보이는 객  측면의 진리가 아니

라, 종교  실천의 주체  측면을 가리킬 것이다. 이와 같이 객

 측면인 진여와 주체  측면인 종성의 결합으로서 유구진여의 

개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앞서도 언 했듯이 보
성론은 합리 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믿음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이는 보성론이 유가행 의 술어를 사용하여 여래장 사상

을 이론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 에는 있는 강한 종교  

지향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7) 이는 보성론(RGV 72,13-14)이 종성에 해 설명하면서, 

아비달마경의 이른 바 ‘무시시래계(an dik liko dh tu)’ 게송을 

인용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곧 여래장의 두 번째 의미인 진여가 아닌 

세 번째 의미인 종성을 설명하면서 이 게송을 인용하는 것은 

‘계(dh tu)’의 의미를 진여보다는 종성의 의미에 가깝게 보는 것이다. 

이에 비해 섭 승론(MS(上) I-1)은 같은 게송의 ‘계(dh tu)’를 

알라야식이라고 해석한다. 앞서도 언 하 지만 진여를 ‘계(dh tu)’로는 

간주하지 않는 유가행 이지만, 일체‘종자’식이라고도 불리는 알라야식을 

이 계와 동일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실제로 무성(김성철 외 

2010: 59)은 이 게송을 주석하면서 계를 원인이자 종자라고 주석한다. 

앞서 언 했듯이 <보살지>(BoBh 3,7)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종자의 

동의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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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가행 의 여래장 개념 해석과 련한 몇 가지 문제

이제 다시 섭 승론석에 인용된 여래장경 문장의 해석으로 

돌아가 보자. 섭 승론 제3장 제11 에 한 무성석은, 내용상 

섭 승론 제2장 제26 에 한 세친석  무성석과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주로 제2장 제26 에 한 주석을 심으로 논의하고

자 한다. 

우선 문법  측면부터 간략히 살펴보자. 우선 세친석의 경우 비

교  기 번역인 진제역과 다역은 여래장경의 문장을 속격 

격한정 복합어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일체법이 여래장”이라는 

의미의 번역이다. 이에 비해 장역과 티벳역은 소유복합어로 보

고 번역한 문장이다. “일체법이 여래장을 가진다”는 의미로 번역

한 것이다. 무성석의 경우는 제2장 제26  장역만 “일체 생이 

여래장을 가진다”고 하는 소유복합어로 번역하고, 제26  티벳역 

 제3장 제11장 장역과 티벳역은 모두 “일체 생(혹은 일체법)

이 여래장”이라는 속격 격한정 복합어로 번역하고 있다.  승장

엄경론의 제 역본에서 여래장경의 문장을 소유복합어로 번역

한데는 여래장사상의 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한 

바 있지만(김성철 2009: 115), 그러한 추측은 섭 승론석의 경우

에도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역의 경우 비교  연 가 

늦은 장역, 그것도 무성석(647년 번역) 보다 나 에 번역된 세

친석(648년 번역)에서만 소유복합어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티벳역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800-824년에 번역된 무성석

은 두 경우 모두 격한정 복합어로 번역하고, 1045-1054년에 번역

된 세친석은 소유복합어로 번역하고 있다. 따라서 여래장경의 

문장에 한 유가행  본래의 해석은 격한정 복합어라는 이  논

문의 결론은 여 히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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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요한 것은 사상 ․구조  측면일 것이다. 그  가장 두

드러진 은, 보성론이 법신과 진여, 종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

에서 ‘여래장’ 개념을 해석하고 있는데 해,  승장엄경론과 

섭 승론석 등 유가행  문헌에서는 오직 진여라는 한 가지 측

면에서만 ‘여래장’ 개념을 해석하고 있다는 이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승장엄경론은 물론, 본 논문의 주요 고찰 상인 섭
승론석에서는 여래장 개념을 종성이나 법신에 해서는 용

하지 않는다.

유가행 가 진여라는 측면에서만 여래장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후기에 속하는 유가행 의 문헌에 인용된 문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카말라쉴라는 비 의 상이 되는 상 방의 주장(pūrva

pakṣa)  하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어떤 [경 ]에서 “모든 생은 여래를 본질로 갖고 있다” 라고 설하

는 것도 진여를 특징으로 하는 것[에 해] 진여를 염두에 두고 설해

졌다.28)

이 문장은 에서 본 유가행 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시 

말해 유가행 가 여래장 개념을 진여와 련해서만 용한다는 

것은 자   다른 학 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

고 이러한 입장은 어도 카말라쉴라가 활동했던 8세기 반까지

는 변함없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29) 그 다면 유가행 가 종성

28) MM  200,12-14: kha cig las sems can thams cad ni de bzhin gshegs 

pa’i nying po can no zhes ‘byung ba gang yin pa de yang de bzhin 

nyid kyi mtshan nyid de bzhin nyid la dgongs nas gsungs pa yin 

no//; 이 구 은 MM 를 편집 ․ 출 하고 환범한 Dorjee에 의해 같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환범되어 있다(MM  20,1-3): katipayeṣu 

[sūtreṣu]-"tath gatagarbh ḥ sarve sattv ḥ" iti yad uktaṃ tad api 

tathat lakṣaṇ y s tathat y  abhipr yeṇa vyapadiṣṭam /.

29) 이에 비해 동아시아 통의 경우에는, 크게 보아 유가행  통에 

속하는 그룹에서도 불성 개념의 변용과 확 가 엿보인다. 를 들어 

길장이 지론사의 설로 소개하는 理佛性 ․ 行佛性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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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법신에 해 여래장 개념을 용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에

서인가? 

종성에 여래장 개념을 용하지 않는 것은 성문과 연각 그리고 

보살의 종성을 구별하는 유가행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보성론은 모든 생이 불종성(budddhagotra)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여래장이라고 부른다. 모든 생은 

붓다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여래장 사상의 입

장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유가행 의 사상과 모순된다. 유가행

는 성문, 연각, 보살이 되는 종성을 구별하고 있으며, 심지어 아

무런 종성도 없는 생(agotra)의 존재도 인정하는 실 인 입장

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보성론의 입

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승 인 ‘여래장’ 개념 해석을 거부하고, 유가

행  독자의 여래장 개념의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승장엄경론 
 섭 승론석의 의도로 보인다. 

나아가 유가행 는 유구진여라는 보성론 특유의 개념에 해

서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논의했듯이 유구진여는 진여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실 내용은 종성 혹은 계(dh tu) 

개념에 가까운 것이다. 따라서 유구진여는, 진여라는 동일한 용어

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  측면에서만 사용되는 진

여와는 달리 주체 ․실천  개념이다. 이러한 유구진여에 개념에 

한 부정은 섭 승론 제2장 제18 에서 분류하는 자성원성실

성과 청정원성실성을 각각 유구진여와 무구진여라고 해석하는 세

친과 무성의 주석30)에서 나타난다. 나가오(1982: 339, n.3)는 자성

원성실성과 청정원성실성은 제2장 제26 에서 원성실성을 의도하

그것이다( 승 론( 정 45, 3515-17: 但地論師云; 佛性有二種, 一是理性, 

二是 性. 理非物造, 故 本有. 藉修成,故 始有). 이러한 변용은, 인도 

통과는 달리, 동아시아 통에서는 강력했던 일승 통으로부터의 

비 에 응하기 한 것으로 보인다. 불성 혹은 여래장 개념에 한 

유가행 의 동아시아  변용에 해서는 이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30) 세친석 섭 승론석( 정 31, 342a2-4); 무성석 섭 승론석( 정 31, 

404b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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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승경 에서 설했다고 하는 4종 청정  첫 번째 자성청정과 

두 번째 이구청정에 해당한다고 지 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로 자성청정에서 진여의 동의어로 열거되는 여러 개념은 모두 주

체  측면이 아니라 객  진리를 드러내는 표 일 뿐이다. 

법신을 여래장 개념에서 제외한 것은 보다 미세한 고찰이 필요

할 듯하다. 하지만 유가행  문헌 자체에는 이에 해 아무런 설

명이 없으므로, 그 이유를 살피는 것은 추론에 기  수밖에 없을 

것이다. 먼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이유는 법신의 원인인 종성이 

여래장 개념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동 으로 그 결과로서의 법신

도 제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는 종성 개념이 가진 주체

․실천  측면을 배제하려는 의도와 마찬가지로 법신 개념이 

가진 주체 ․지  측면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도 있다. 진여가 가진 객  진리라는 측면을 철 히 용하면, 

법신 개념에 포함된 주체 ․지  개념 한 인정될 수 없기 때

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신이 가진 편만성을 진여가 가진 편만성으

로도 충분히 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성론이 

법신을 여래장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에서 인용한 제27게송

과 제28게송  그에 한 산문 주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지 

곧 법신이 모든 생에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유가행 도 법신의 

편만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여래장 사상에 비하면 제한 인 것

으로 보인다. 생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법신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31) 이에 해 진여에게는 그러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여의 이러한 편만성이야 말로 

진여의 무차별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안혜는 이러한 을 명확히 

하고 있다.

31) 를 들어 섭 승론 X-28A[7](MS(下) 116,7-8: sems can nyes pas 

mi snang ste/ snod chag pa yi zla bzhin)은 깨진 물그릇에는 달이 

비치지 않듯이 죄가 있는 생에게는 붓다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 

한 섭 승론 제8장 제23 에도 생의 업으로 인해 장애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김성철 2008: 161,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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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여는 人과 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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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異生(so so'i skye bo, pṛthagja

na)들에게 존재하는 인과 법의 [2]무아와 성자들에게 존재하는 2무아

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해야 한다.32) 

이  논문에도 언 했듯이, 법신 혹은 진여의 편만성을 공간  

계로 보는 것에 해서는 의문의 여지는 없지 않지만, 여래장 

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공간  메타포라는 에서는 수 할 수 있

다. 나아가 유가행 의 입장에서는, 다소의 제약을 가진 법신 혹

은 불지의 편만성 보다는 무제약 인 진여의 편만성이 오히려 모

든 생이 여래의 태아라는 사실을 보다 더 잘 해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체  측면인 법신이나 불지에 비해, 객  측면의 

진여는 어떤 제약도 없이 모든 생과 사물을 본질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세 가지 이유로 유가행 는 법신을 여래장 개념

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가행 의 여래장 개념 해석은, 문법 으로는 보성론
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복합어 해석  첫 번째인 소유복합어 해

석을 취하지만, 내용 으로는 두 번째인 진여 개념을 심으로 하

여 첫 번째인 편만성도 - 단 법신의 편만성이 아니라 진여의 편

만성이라는 의미에서 -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진여 개념은 주체  측면인 종성이나 법신이 아니라 

철 히 객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다.33) 바로 이 이 유가행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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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철(2009: 114f., n.40) 참조.

33) 이러한 사실은 이미 高崎(1983: 155f.)에 지 되어 있다. 정 사 혜원이 

진여를 깨달음으로 치하는 것도 그가 여래장 개념을 주체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다. 혜원이 진여 신 깨달음이라는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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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여래장 사상의 여래장 개념을 가르는 기 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섭 승론 제2장 제26 에서 세친이 인용한 여래

장경의 경문이 ‘일체 생’이 아니라 ‘일체법’으로 개작된 이유에 

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역시 재로는 어떤 문헌  근거도 

없기 때문에 역시 추론 수 의 가설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이때 가장 먼  고려해야 할 것은 역시 진여의 개념일 것이다. 

앞서 이미 언 했듯이 진여는 제법의 보편상으로서 人과 法 2무아

로 특징지워진다. 제26 의 주석에서 세친은 진여가 가진 인무아

인 측면을 먼  설명하고 있지만(세친석 ①-㉡), 이러한 진술만

으로는 진여가 가진 승  성격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하다. 인무

아는 주류불교와 공유하고 있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제까

지 살펴본 로 유가행 는 여래장이라는 개념을 진여라는 객

 진리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 모든 법의 본질로서 진여가 

곧 여래장이라고 한다면, 모든 법은 여래 곧 진여를 본질로 갖고 

있다는 명제는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 이는 여래장 개념을 

객  측면에서 일반화한 것이다. 이를 경  권 를 빌려 더욱 

부각한 결과가 곧 “모든 법은 여래(=진여)를 본질로 갖고 있다”고 

하는 개작된 문장인 것이다.34)

종성과 법신의 동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여래장 사상에 한 올바른 

이해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보성론의 (유구)진여라는 

용어는 오히려 혼란스러움을 가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통에서 유구진여 혹은 무구진여를 본각이나 시각으로 체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한편 유가행 의 경우, 주체  측면과 객  

측면의 구분과 련하여, MSA k.19와 그 주석은 통상 인 심과 

법성심으로서 심진여를 철 히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자를 

의타기성이라고 간주하고 후자를 원성실성이라고 간주한다. 이때 

자성청정인 것은 어디까지나 원성실성인 법성심 곧 심의 진여이지 

통상 인 심일 수는 없다. 이 경우 원성실성은 객  진리의 측면이다. 

이에 해서는 袴谷(1980) 참조.

34) 정 사 혜원의 경우는 일체법의 본질로서의 진여 곧 불성을 무정물에도 

해당하는 인식 상으로 분류함으로써 객  측면의 개념임을 인정하고 

있다( 승의장( 정 44, 472a20-23). 하지만 화엄이나 선 등의 경우는 

일체법이 본질로서 진여 곧 불성도 주체  측면으로 이해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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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말

이상으로 섭 승론석에 인용된 여래장경의 문장에 한 유

가행 의 해석을 통해 여래장 개념에 한 유가행 의 해석을 살

펴보았다.

보성론은 여래장이라는 개념을 원인으로서의 유구진여=계=

종성 개념을 심으로 하여, 그 결과로서의 법신과, 종성과 법신

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진여라는 층  구조를 가진 것으로 이해

한다. 이에 비해 유가행 의 여래장 개념 해석은 진여에만 국한하

고 있다. 이것은 유가행 가 여래장 개념을 단히 엄격하게 정의

하고 있음을 보여 다.

유가행 가 종성 개념을 여래장 개념에서 배제하고 있는 이유

는 그들이 생의 성향(종성, gotra)을 세 가지 나아가 다섯 가지

로 구분하는 것과 모순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법신 개념을 배제

하는 이유로서는 세 가지 정도를 추론해 보았다. 그 에서도 편

만성이라는 측면에서 법신의 편만성을 진여의 편만성으로 체 

가능하다는 에 을 두었다.

무엇보다 유가행 와 여래장 사상의 여래장 개념 해석의 차이

는 그것을 객  진리의 측면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주체 ․

실천  주체의 측면으로 이해하느냐 하는 에 놓여있음을 확인

하 다. 세친이 여래장경의 경문을 개작한 이유도 이러한 여래

장 개념의 객  측면을 부각시키기 한 의도 다고 추론해 보

았다.

그러한 사유를 끝까지 어붙인 것이 화엄의 성기사상 혹은 선사상 혹은 

일본불교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 목성불론’일 것이다. 동아시아의 

여래장 통은 인도불교 유가행 와는 반 로 주체  측면을 일반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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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로 알 수 있듯이 유가행 는 여래장 개념을 객  

진리인 진여에 한 비유  표  이상으로는 보지 않았다. 이는 

인도에서는 어도 카말라쉴라가 활약한 8세기까지도 변함이 없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 통에서는 일 부터 유

가행  통에 속한 학  안에서도 불성 개념의 변화가 보인다. 

이는 아마도 일승 통의 비 에 한 응이 주된 동기를 차지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변화의 기 으로서 인도 유가행 의 여

래장 개념 이해를 명확히 하고, 이후 동아시아  변용의 고찰을 

한 출발 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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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Re-interpretation of the Term 

'Tath gatagarbha' in the Early Yog c ra School

Kim, Seongcheol

(Geum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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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interpretation of the term 'tath gatagarbha', which I 

treated once in the previous article (Kim 2009). In the 

previous article, I treated the term mainly in terms of 

etymological and grammatical aspect.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term in terms of philosophical and 

systematical aspect.

In the Ratnagotravibh ga, the term ‘tath gatagarbha’ 

includes three aspects: the first is the samal  tathat  = 

dh tu = gotra as a cause, the second is the dharmak ya as 

a result, and the third is the tathat  itself which guarantees 

the identity of gotra and dharmak ya. On the contrary, the 

Yog c ra texts, such as Mah y nasūtr ṃk ra and 

Mah y nasaṃgraha, restrict the term ‘tath gatagarbha’ to 

tathat  only. Yog c ra School seems to exclude the gotra 

and dharmak ya from the term ‘tath gatagarbha’, because 

they classify the gotra into five types and because they 

substitute the omnipresence of tathat  for that of 

dharmak ya. Above all, the main difference of the term 

‘tath gatagarbha’ between Yog c ra School and 

Tath gatagarbha thought might be said that the former 

regards the tath gatagarbha as a objective truth viz. tathat  

whereas the latter regards it as a subjective disposition 

(gotra). This is why Vasubandhu adapted the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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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vasattv s tath gatagarbhaḥ’ to ‘sarvadharm s tath gatagarbhaḥ’.

This re-interpretation of the term ‘tath gatagarbha’ of 

Yog c ra School is supported by a passage quoted in 

Madhyamak loka  of Kamalaś la (ca. 8C. C.E.). On the 

contrary, there seems to be a modification of the concept 

‘Buddhadh tu’ in the East-Asian Yog c ra tradition in the 

early period. This modification will be my next subject of 

examination.

Key Words: tathAgatagarbha, dharmakAya, tathatA, gotra, 

ratnagotravibhAga, mahAyAnasUtrAMkAra, 

mahAyAnasaMgrahabhAS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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