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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미트하우젠(Schmithausen 1992)은 능가경의 편찬자가 세친의 

유식삼십론을 인용한다고 말함으로써 경과 논의 계에 한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는 획기 인 주장을 한다. 그런데 세친의 석궤론에는 

능가경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승경이 인용되는데, 이것이 만일 능
가경임이 명된다면 슈미트하우젠이 주장하는 것과는 반 로 오히려 

세친이 능가경을 학습하 으며 승 환 이후의 그의 유식사상의 

개 과정에 능가경의 향력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고는 세친과 능가경의 연  선후문제를 확정할 수 있는 문헌  

거로 세친 석궤론의 능가경 련 구 을 지목하고 그 인용 원칙

과 내용을 기존의 능가경 본들과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세친이 ｢게

송품｣(Sag thakam)을 포함한 역(魏譯) 이래의 본과 유사한 능가

경을 활용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Ⅰ. 들어가는 말

후 에 정립된 유가행 (瑜伽行派, Yog c ra)의 교의학에서 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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伽經(Laṅk vat rasūtra, 이하 LAS)은 십지경(화엄경), 해심

경등과 함께 유식불교의 주요 소의 경 으로 간주된다.1) 그러나 

인도 기 유가행 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능가경의 성립연

와 그 성격  역할에 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부

분이 많다.2) 그 에서도 특히 요한 이슈가 인도 유식불교의 사

상체계를 완성했다고 칭송 받는 世親(Vasubandhu, 기원후 400～4

80 추정)과 능가경의 연  선후 문제이다.3) 이는 무착, 세친

의 유식사상의 형성 과정에서 기유가행 의 경 들이 어떤 역

할을 담당했을까 하는 문제와 련하여 우이 하쿠주(宇井伯寿) 등

의 일본불교학자들에 의해 일 부터 논의되어 왔다. 타카사키 지

키도(高崎直道 1980, p.56)는 이 문제에 한 일본불교학계의 논쟁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한편 능가경의 주요교리인 五法, 三性, 八識, 二無我는 이미 여러 

번 언 했듯이 분명히 유가행 의 유식설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특히 

팔식을 언 하는 것은 [능가경이] 무착의 섭 승론 이후[의 작이]

라는 의미이고, 더욱이 무착의 논서에는 물론이고 세친의 작에도 

능가경에 한 인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경 의 성립을 세친 이

후로 보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세친의 연 를 여러 자료와 역사 인 

배열순서로부터 추정하여 320-400년경의 인물로 본 宇井 박사는 그의 

인도철학사(昭和7년) 에서 본 경 을 제3기의 승경 으로 규정했

다. 제3기란 세친의 작품에서 그 經名이 언 되지 않는 경  류를 말

한다. 이 설은 지 까지도 여 히 상당히 유력한 학설로 간주된다.4) 

[하지만] 세친이 능가경의 존재를 알았을까 그 지 않았을까 하

1) 高崎(1980) p.59; 袴谷(2001) p.77 참조.

2) 능가경(Laṅk vat rasūtra)이 인도 륙의 승불교도들이 상좌부의 

본거지인 스리랑카(Sri Lanka)를 사상 으로 교화하기 해 의도 으로 

작성한 승불교 핸드북(Mah y na handbook)이라는 담한 가설에 

심이 있다면, Kalupahana(1992, pp.241-246)가 흥미롭다.

3) 이 이슈에 한 간결한 요약·정리로는 Potter(1999, pp.332-333)가 

유용하다.

4) 나카무라 하지메(Nakamura 1980, p.231)도 이 입장을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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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는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렵다. 山口益박사는 그의 석궤론 연
구(大乘非仏說에 한 世親의 論破… 략)에서 이 석궤론에 능가경

 ｢게송품｣의 세 게송이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더욱이 舟

橋尙哉씨는 그 게송이 宋譯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석궤론의 자가 티벳역에서 말하듯이 세친이라는 이 틀림이 없

다면 능가경은 분명히 세친 이 에 존재했던 것이 된다.

이 듯이 능가경과 세친의 연  선후문제에 한 쟁 이 

완 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하카마야 노리아키(袴谷憲昭)

도 언 하고 있듯이 일본불교학계에서 이 이슈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미제로 간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5) 

그런데 독일의 명한 유식불교학자인 람버트 슈미트하우젠

(Lambert Schmithausen)은 “바수반두와 능가경에 한 연구노

트”(A Note on Vasubandhu and the Laṅk vat rasūtra, 이하 

Schmithausen 1992)라는 논문에서 능가경이 바수반두 유식삼

십론(Triṃśik )의 20과 28번 두 게송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

친 이후의 작일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6) 슈미트하우젠의 이러

한 주장은 그의 학문  명성과 함께 지 껏 세계불교학계에서 반

론을 불허하는 하나의 정설로 굳어져 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經(sūtra)이 論(ś stra)의 모태

이며 논은 경에 한 이론  주석이라는 경과 논에 한 불교학 

일반의 상식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논을 모태로 제작된 승경

5) 袴谷(2001) p.78: “화엄경의 고층이 분명히 유가행 의 論典에 선행한다고 

간주되는 데 비해 능가경의 경우는 그 성립이 바수반두 이 인가 

이후인가라는 논란이 있었고 지 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일반 으로는 능가경이 오히려 유가행 의 유식설로부터 향을 받아 

후에 성립된 경 으로 간주되고 있다.”; 불교사에 있어서의 능가경의 

치나 련 이슈에 한 상세한 槪說로는 高崎(1980) pp.55-62 참조.

6) Schmithausen(1992) p.393: “…But as has already been pointed out by 

G. Tucci and Takasaki, it is equally possible that LAS draws, after all, 

upon Tr, and merely pretends to quote from a Sūtra because as a 

Sūtra LAS cannot of course quote a Ś stra(a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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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체  사례를 능가경에서 확인함으로써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던 승경 의 제작과정에 해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헌  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한 세친의 논서가 

새로운 승경  제작의 자료로 활용되었다는 과 련하여, 유

가행 가 학 (school)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친이 가졌던 역할과 상이 어떠했는가에 해 많은 시사 을 

던져 다.

하지만 슈미트하우젠의 가설이 단지 흥미로운 가설을 넘어서 

역사  사실로 확정되기 해서는 아직 검증되어야 하는 사항이 

무 많다. 필자가 슈미트하우젠의 상기 논문을 읽으면서 든 생각

은 문헌  거에 한 그의 해석이나 논지 개에 상당한 무리

가 있다는 이다. 한 이 주제와 련된 일본학계의 연구 성과

나 능가경, 석궤론(釋軌論, Vy khy yukti) 등 련 원 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다소 성 하게 결론을 도출했다는 느낌

도 없지 않다. 결정 으로 필자는 야마구치 스스무(山口益 1962)

가 오래 에 언 한 세친 석궤론의 능가경 련 인용문들을 

검토하면서, 슈미트하우젠이 주장하는 것과는 반 로 도리어 세친

이 능가경을 학습하고 이로부터 사상  향을 받았을 가능성

이 더 크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친 

유식사상의 형성에 미친 능가경의 향 계는 백지에서부터 

완 히 재검토될 수밖에 없는 한 이슈가 된다.

이하는 여 히 진행형인 본 연구와 련하여 우선 슈미트하우

젠 가설의 공과(功過)를 비 으로 검토해 보고, 이에 한 반론

으로 석궤론을 심으로 한 몇 가지 요한 문헌  거들을 

소개함으로써 능가경과 세친 사상의 향 계에 한 향후 본

격 인 연구의 석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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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능가경과 유식삼십론의 유사구

2.1 유사구 ⑴

슈미트하우젠(Schmithausen 1992, p.392)이 유식삼십론으로

부터 인용되었다고 생각하는 능가경 구 은 제3장 ｢無常品｣

(anityat privarta) 에 나오는 두 개소(LAS169, 3ff; 163, 10ff) 이

며, 이는 유식삼십론의 28번과 20번 게송에 해당된다. 먼  능
가경과 유식삼십론의 첫 번째 유사구 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유식삼십론은 문맥을 보기 해 28번 후의 게송을 모두 

인용한다.

능가경: 

다시 大慧菩薩이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한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

니다: ‘하지만 만약 지혜가 인식 상을 지각하지 않는다면 唯識性(vij

ñaptim tra)이 성립된다. 표상의 지각 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

각주체에 한 지각도 존재하지 않는다.’”7)

유식삼십론: 

識이 唯識性(vijñ nam tratva)에 머물지 않는 한 [지각 상과 지각

7) LAS(Nanjio 1923) p.169, 3ff: punar api mah matir ha - yat punar 

idam uktaṃ bhagavat  yad  tv lambyam arthaṃ nopalabhate jñ naṃ 

tad  vijñaptim travyavasth naṃ bhavati vijñapter gr hy bh v d 

gr hakasy py agrahaṇaṃ bhavati /); 楞伽經宋譯 T16, 502c8-11: 

爾時，大慧菩薩白佛 ：

世 ！如世 說，如 緣事智慧不得，是施設量，建立施設。所攝受非性，攝受

亦非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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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에 한] 

두 가지 집착의 잠재  번뇌가 소멸하지 않는다. [26a-d]

이것은 오직 唯識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를 [의식] 앞에 [ 상으로] 설정하게 된다면 이 [識]뿐임에 머무는 것

이 아니다. [27a-d]

식이 인식 상을 지각하지 않을 때 唯識性(vijñ nam tratva)에 머물

게 된다.

지각 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에 한 지각[주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8a-d]

이것은 無心이고 無知覺이며 출세간의 지혜이다. [29ab]8)

슈미트하우젠도 인정하듯이, 능가경과 유식삼십론의  

친 두 구 의 유사성에 주목한 것은 그가 처음이 아니며, 이는 투

(Tucci 1928) 이래로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거듭 확인된 내용이

다.9) 그런데 슈미트하우젠(Schmithausen 1992, pp. 393-394)은 단

지 두 구 의 유사성만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능가경의 상

기 구 (LAS 169, 3ff)이 유식삼십론 28번 게송으로부터 인용되

었을 것이라는 담한 가설을 제시한다.10) 그리고 그 이유로 다음 

8) Triṃśik .(Lévi 1925, pp.42-43; Buescher 2007, pp.132-136):

y vad vijñaptim tratve vijñ naṃ n vatiṣṭhati |

gr hadvayasy nuśayas t van na vinivartate || 26 ||

vijñaptim tram evedam ity api hy upalambhataḥ |

sth payann agrataḥ kiñcit tanm tre n vatiṣṭhate || 27 ||

yad  tv lambanaṃ jñ naṃa na eva upalabhate tad  | 

sthitaṃ vijñ nam tratve gr hy bh ve tadagrah t || 28 || 

acitto ’nupalambho ’sau jñ naṃ lokottarañ ca tat | 29ab.

번역은 荒牧(1976) pp.177-183; Kochumuttom(1982) pp.158-160; 

Anacker(1984) pp.188-189 참조.

a. Buescher 2007, p.136에 의거 교정; Lévi 1925, p.43: vijñ nam.

9) 이와 련된 련 논문 목록은 Schmithausen(1992) p.392, 주 2번 참조.

10) 사실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도 슈미트하우젠이 처음은 아니며 그가 

인용하는 타카사키(Takasaki 1982a, p.553)도 이미 30년 에 이러한 

가설의 개연성에 해 논의한 바 있다: “Based on the common 

supposition that ś stras come after sūtras, Vasubandhu’s treatis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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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사항을 언 한다. 

슈미트하우젠(Schmithausen 1992, p.393)이 제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상기 능가경의 구 에 등장하는 “唯識”(vijñaptim tra)이

라는 개념이 능가경 본래의 용어가 아니고 제3의 텍스트로부터 

유입된 것이라는 이다. “유식”이란 용어는 능가경 체를 통

틀어 ｢게송품｣(偈 品, Sag thakam)에 2번밖에 안 나올 정도로 

빈도수가 낮은 개념이다. 그리고 이 ｢게송품｣이란 것도 존하는 

한역 三本  가장 기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구나발타라(求那跋

陀羅, Guṇabhadra)의 四卷楞伽 혹은 宋譯(AD443譯出)에는 포함되

어 있지 않으며 후 에 첨가된 장으로 이해된다.11) 따라서 ｢게송

품｣을 제외한 능가경 본체부에서 주로 쓰이는 핵심어는 “유식”

이 아니고 “唯心”(cittam tra)이다. 그런데 상기 능가경 인용에

서는 이 “유식” 개념을 포함한 구 이 佛說의 형태(yat punar idam 

uktaṃ bhagavat …)로 인용되고 있다. 슈미트하우젠은 바로 이 

인용방식이 상기 유식 개념이 다른 제3의 텍스트로부터 도입되었

be regarded as based upon Laṅk vat ra. But the phrase, yat punar 

idam (or etad) uktam bhagavat , which precedes these most important 

doctrines of vijñaptim trat , lead us to suppose that these passages, 

too, as in other cases mentioned above, are quotations of other texts. 

We may then assume, or at least the possibility cannot be denied, 

that Vasubandhu’s Triṃśik  is the very source of these passages in 

the Laṅk vat ra.” 

11) 능가경 ｢게송품｣의 후  첨가설은 Suzuki(1930 pp.21-22)가 먼  

주창하 고 슈미트하우젠도 인정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타카사키(Takasaki 1980b)는  ｢게송품｣에 수록된 다수의 게송들이 

산문 능가경의 제작을 한 원자료(source-material) 역할을 했을 

것이며, 산문 심의 능가경과는 독립 으로 형성, 보존되어 오다가 

특정 시 (즉 역 이후)에 합본의 형태로 편집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그런 에서 타카사키는 ｢게송품｣이 능가경의 가장 

기형태를 보여 다고 본다. 특히 그의 다음 언 들은 주목할 만하다: 

Takasaki(1980b) p.345: “Development (of the two parts) took place in 

both independently until finally they were combined into one 

volume…The original form of the Laṅk vat ra was in verses akin to 

the Sag thak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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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그럴 경우 이 유식 개념이 가장 확고한 철

학  용어로 정립된 텍스트는 세친의 유식삼십론이며, 마침 능
가경과 유식삼십론의 해당 구 간에 유사성이 확인되므로 능
가경의 상기 구 은 세친의 유식삼십론으로부터 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슈미트하우젠의 상기 추론이 지니는 문제 에 해 잠시 

검토해 보자. 우선 능가경에서는 “唯心”(cittam tra)이 더 핵심

개념이며 “唯識”(vijñaptim tra)은 부수 인 개념으로 취 된다는 

것은 이미 리 알려진 사실이다.12) 그리고 “유식”이라는 용어가 

구나발타라의 4권본(송역)에서는 상기 ｢무상품｣의 인용문에 한번, 

그리고 그 인용문에 한 능가경 본문의 해설 에서 인용의 

형식으로 다시 한 번 등장하는 것 말고는  확인되지 않으

며,13) ｢게송품｣(Sag thakam)을 포함하는 후 의 번역본(魏譯 AD

513; 唐譯 AD700-704)이나 난지오의 산스크리트본14)에만 단 두 

번 등장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유식”이라는 개념이 능가경 
본래의 개념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유입된 개념이거나 상당히 후

에 ｢게송품｣에 포함된 개념이라는 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추론의 문제는 비록 능가경의 “유식” 개념이 다른 

제3의 텍스트에서 인용되었다는 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개념

을 포함한 상기 ｢무상품｣의 구 이 반드시 세친의 유식삼십론
으로부터 인용되었음을 입증하지는 않는다는 이다. 슈미트하우

젠도 그 가능성을 언 하고 있듯이 능가경이나 세친이 공유했

12) Suzuki(1930) p.181; 244; Thomas(1933) p.233; Takasaki(1982) p.557; 

Sutton(1991) p.171.

13) 楞伽經 宋譯 T16, 502c23-27: 

佛告大慧：不如是，無智應是智，非非智。我不如是隱覆，說 緣事，智慧不

得，是施設量建立。覺自心現量，有無有、外性非性，智而事不得。不得故，

智於爾炎不生。 三解脫，智亦不得。

14) 능가경의 한역 三本과 그리고 연 가 상 으로 늦은 티벳역 二本에 

한 상세한 문헌학  논의는 Suzuki(1930) pp.3-24; 高崎(1980) 

pp.15-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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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제3의 경  자료가 있었거나,15) 아니면 능가경 편찬자 자신

의 창안이거나 편집이라고 볼 가능성도 완 히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16) 그리고 무엇보다도 능가경의 편찬자가 유식삼십

론을 인용하 다면 상기 구 에 한 능가경 본문의 해설이 

유식성으로의 단계  오입(悟入)이라는 유식삼십론의 논의의 맥

락을  반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유식삼십론 26-29번 게송의 반 인 문맥은 기본 으로 유

식성을 어떻게 실 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의 문제이다.17) 물론 

유식성의 문제는 이미 유식삼십론 17번 게송에서부터 언 되기 

시작하지만 25번 게송까지는 주로 인식주체/인식 상으로의 허구

 분별(vikalpa)작용이 어떻게 아뢰야식의 변을 통해서 발생하

는지, 그리고 이러한 분별작용을 三性說과 三無性說의 에서 

존재론 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등이 거론된

다.18) 그런 후 26-29번 게송까지는 유식성을 실 할 수 있는 구체

인 방법이 논의된다. 그것은 識이 어떤 인식 상도 지각하지 않

게 되면 지각 상(gr hya)이 사라지게 되고 그와 동시에 지각주

체(gr haka)도 소멸하여 유식무경의 상태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

이다. 이는 상에 한 지각작용이 소멸한 無知覺(anupalambha)

의 상태이고 일상 인 의식작용이 멈춘 無心(acitta)의 단계이며 

15) 상기 구 은 아직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高崎(1980) pp.46-47; 

Takasaki(1982b) pp.553-554 참조.

16) 타카사키(Takasaki 1982b, p.554)는 능가경에서 불설의 형태로 

인용되는 모든 구 들이 선 의 승경 으로 트 이스(trace)되는 것은 

아니며, 능가경의 작자가 일반 으로 통용되는 승의 교리를 불설의 

형태로 정리하여 제시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한걸음 더 나아가 

쿠보타(久保田 1984, p.90)는 능가경이 게송군을 원형으로 해서 여기에 

산문의 해설이 추가되고 그 과정에서 산문 해설의 작자가 유식설을 

논증하기 해 佛說에 가탁하는 등, 능가경의 구체 인 제작 과정에 

한 개연성 높은 가설을 제시한다. 

17) Kochumuttom(1982) pp.158-160; Buescher(2007) pp.151-157의 

Structural Analysis of TrBh. 참조.

18) Kochumuttom(1982) pp.145-158; Buescher(2007) pp.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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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을 뛰어넘는 월 인 지혜가 구 되는 경계이다. 능취와 소

취의 분별집착을 모두 극하는 순간 유식성이 구 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그런데 능가경의 경우에는 상기 인용문에 이어지는 大慧와 

세존의 문답에서도 드러나듯이, 주된 심은 왜 참된 지혜(jñ na)

는 상이 없는 지각(anupalambha)인가 하는 물음과 그에 한 

세속 인 오해들을 불식시키는데 있다. 즉 세속에서는 상이 없

는 지각(anupalambha), 즉 무지각을 불완 한 악, 즉 無知(ajñ na)

로 오해한다.19) 이 오해에 한 세존의 결론 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A] 세존께서 말 하셨다. “ 혜여, 그것은 실로 그와 같이 無知가 

아니고 오직 지혜일 뿐이니라. 혜여, 그것은 무지가 아니니라. 그런 

무지를 의도하고자 다음 구 이 설해진 것이 아니니라. ‘하지만 만약 

지혜가 인식 상을 지각하지 않는다면 唯識性이 성립된다. 표상의 지

각 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주체에 한 지각도 존재하지 않

는다.’ 

[B] 그런 것이 아니고 존재와 비존재는 자기 마음에 [ 상으로] 나

타난 것일 뿐임(svacittadṛśyam tra)을 깨닫고 외부의 존재는 존재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도 상을 지각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지

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주체와 지각 상이 발생하지 않고, 세가지 해

탈을 경험하기 때문에 한 지혜에 해서도 지각하지 않는다.”20)

[B]는  친 인용문에 한 능가경 자의 부연설명이라고 

19) Suzuki(1932) pp.146-147; 高崎(1980) pp.46-47 참조.

20) LAS(Nanjio 1923) p.170, 7ff: bhagav n ha - na hi tan mah mate 

evam ajñ naṃ bhavati jñ nam eva / tan mah mate n jñ naṃ na 

caitat saṃdh yoktam may  / yad  tv lambyam arthaṃ nopalabhate 

jñ naṃ tad  vijñaptim travyavasth naṃ bhavat ti / kiṃ tu 

svacittadṛśyam tr vabodh t sadasator b hyabh v bh v j jñ nam apy 

arthaṃ nopalabhate tadanupalambh j jñajñeyayor apravṛttir 

vimokṣatray nugam j jñ nasy py anupalabdhiḥ /); Cf. 楞伽經 宋譯 

T16, 502c23-503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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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 특징 인 것은 유식(vijñaptim tra) 개념이 능가경 
특유의 自心現量(svacittadṛśyam tra)으로 체되어 설명되고 있

다는 이다. 이 설명 자체는 유식성에 悟入하는 일반 인 수순에 

의거한 것이므로 특별할 것이 없다. 그러나 요한 것은 에 이

어지는 부분에서는 다시 외도 철학자들이 유식의 묘리를 이해하

지 못하고 존재, 비존재 등과 같은 실체  개념으로 존재 상을 

왜곡하며 주객 이분법  상인식(jñ najñeyaprativikalpa)에 집착

한다는 비 이 이어지고 이 내용은 결국 비불교도 철학자의 지각

이론을 요약하는 세 게송으로 정리된다. 그  첫 번째 게송만을 

소개하자면, “‘하지만 만약 [ 앞에] 존하는 지각 상을 지혜가 

보지 못한다면 그 [지혜는] 무지이며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 외

도철학자들의 주장이다.”21) 라는 것이다. 즉 능가경의 심은 

유식삼십론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곳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슈미트하우젠의 말 로 능가경이 유식삼십론
을 인용한 것이라면 능가경의 작자는 유식성에의 오입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는 세친의 논법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 반

인 문맥은 무시하고 필요한 부분만을 斷章取義한 것이 된다. 물론 

후 의 술이 선  술의 수 을 뛰어넘지 못하거나 퇴보시키

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능가경에 한 자연스러운 독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슈미트하우젠(Schmithausen 1992, pp.393-394)이 제시하는 두 

번째 이유는 능가경의 상기 인용문에 역 을 의미하는 속사 tu

가 사용되고 있다는 이다. 이는 인용의 본이 되는 원본 텍스

트에서 능가경의 인용문에 언 되는 유식성에 오입하는 것과 

상반되는 내용, 즉 여 히 주객을 구분하는 분별  인식이 언 되

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마침 유식삼십

21) LAS(Nanjio 1923) p.171, 4-5 : vidyam naṃ tu lambyaṃ yadi jñ naṃ 

na paśyati /ajñ naṃ tad dhi na jñ naṃ t rkik ṇ m ayaṃ nayaḥ 

/3-58/ ; Cf. 楞伽經 宋譯 T16, 503a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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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해당 게송 바로 앞 27번 게송이 지각 상을 상정하는 분별

 인식을 언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능가경의 상기 구 은 역

 “그러나”(tu)를 필요로 하는 문맥상 유식삼십론으로부터 인용

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이는 정리하자면, 상기 능가경의 인

용문에 tu가 사용되고 있고 유식삼십론의 해당 게송과 그에 앞

선 게송들이 내용상 역  계이기 때문에 자가 후자로부터 인

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것도 결정 인 증거가 되

지 못한다. 앞서 잠시 언 한 것처럼 만약 능가경이 유식삼십

론을 인용한 것이라면, 그것은 자기 심사항을 강조하기 해 

단장취의를 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능가경의 

상기 인용문에는 유식삼십론 28번 게송에 앞서는 26, 27번 게송

이나 그 내용에 한 어떤 암시도 없다. 뿐만 아니라 능가경이 

유식삼십론을 인용했다면, 능가경은 유식삼십론의 게송을 

경 의 산문형식으로 환하는 과정에서 다수 표 들을 변형하거

나 생략한 것이 된다. 이 게 원텍스트의 문맥과 표 의 변형도 

개의치 않는 능가경의 편찬자가 원텍스트의 속사 “tu”를 보존

하면서까지 인용의 상이 되는 원텍스트의 문맥상 역 계를 

살려두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속사 tu는 

유식삼십론의 역 계를 고려한 것이라기 보다는 존하지 않

는 제3의 산문형식의 인용자료에 포함된 속사 을 가능성이 높

고, 능가경이 이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입된 것이

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2.2 유사구 ⑵

그럼 이제 슈미트하우젠이 문제시하는 능가경과 유식삼십론
의 두 번째 유사구 을 검토해 보자. 우선 능가경(LAS 163, 10ff)
의 해당 구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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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大慧菩薩이 말했다. 한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

다: “이러 러한 분별에 의해 다양한 존재가 분별된다. [하지만] 그러

한 것들의 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념에 의해 분별된 

것일 뿐이다”라고.22)

이에 해당하는 유식삼십론의 20번 게송은 다음과 같다. 이 게

송은 문맥상 삼성설(三性說)에 한 설명이 시작되는 부분인데,23) 

삼성설 련 게송(20, 21, 22번)을 모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 러한 분별에 의해 다양한 사물이 분별되지만,

이는 오직 념에 의해 분별된 자성(변계소집성)일 뿐이고 실재하

지는 않는다. [20a-d]

한편 의타기성은 분별작용 [자체]를 말하는데 [여러] 인연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원성실은 그것(의타기성)에 있어서 자(변계소집성)이 항시 결여

된 상태이다. [21a-d]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것(원성실)은 의타기성과 다르지도 같지도 

않다. [22ab]24)

슈미트하우젠(Schmithausen 1992, p.394)이 능가경의 상기 구

이 유식삼십론으로부터 인용되었다고 추정하는 근거도 두 가

지이다. 그  첫째 이유는 변계소집성에 한 능가경(LAS 16
3, 10ff)의 상기 인용이 三性 체에 해 설명하는 원 문맥으로부

22) LAS(Nanjio 1923) p.163, 10ff: punar api mah matir ha - yat punar 

etad uktaṃ bhagavat  yena yena vikalpena ye ye bh v  vikalpyante 

na hi sa teṣ ṃ svabh vo bhavati parikalpita ev sau/ 

23) Kochumuttom(1982) pp.151-156; Buescher(2007) pp.151-157.

24) Triṃśik  Lévi(1925) pp.39-40; Buescher(2007) pp.122-124:

yena yena vikalpena yad yad vastu vikalpyate | 

parikalpita ev sau svabh vo na sa vidyate || 20 ||

paratantrasvabh vas tu vikalpaḥ pratyayodbhavaḥ |

niṣpannas tasya pūrveṇa sad  rahitat  tu y  || 21 ||

ata eva sa naiv nyo n nanyaḥ paratantrataḥ | 22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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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유리되어 있다는 이다.25) 유식삼십론에서는 삼성설 부

가 하나하나 정의되는 문맥에서 해당 문장이 등장하는데 반하여 

능가경의 작자는 그  오직 변계소집성만을 따로 떼어내 인용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논리도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능가경의 해당 구

이 유식삼십론으로부터 인용되었다는 제하에서 보면 그런 

단이 가능하겠지만, 이는 이미 결론을 도출시킨 상태에서 나온 

찰일 뿐이다. 

앞서 언 한 것처럼 도리어 슈미트하우젠의 이런 찰은 능가

경이 유식삼십론을 인용할 경우에는 결국 단장취의의 형식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논에서 경으로 진화하면서 사상이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을 인증하는 꼴이 된다. 이보다는 역으로 세친의 

유식삼십론이 능가경에서 변계소집성에 한 개념정의를 도

용하고 여타 의타기성이나 변계소집성 련 정의를 추가하여 삼

성 련 정의를 완성했다고 보는 것이 더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능가경에서 해당 구 이 등장하는 단락 체의 문맥

이 애 부터 삼성설 체가 아니라 변계소집성만을 집 으로 

정의하는 부분이었다면 능가경의 상기 구 이 “명백히 삼성(三

性) 모두를 정의하는 문맥으로부터 유리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슈

미트하우젠의 논리는 뭔가 어색하다. 사실 능가경의 상기 구

이 등장하는 문단의 반 인 문맥을 살펴보면, 이 부분은 확실히 

삼성 개념 체를 규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이 부분

25) “[능가경 169, 3ff에서와] 마찬가지로 능가경 163, 10ff에 나오는 

인용은 오직 변계소집성에 한 정의만을 제시한다. 이는 명백히 三性 

모두를 정의하는 문맥으로부터 유리된 것이다. 유식삼십송에서는 해당 

구 이 삼성 모두에 한 정의의 한 부분을 이룬다.” (Schmithausen 

1992, p.394: “Similarly, the quotation at LAS 163, 10ff presents a 

definition of Imagined Nature (parikalpita svabh va) only, which is 

obviously isolated from the context of a definition of all the three 

svabh vas. In Tr, the corresponding passage froms in fact part of a 

definition of all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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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 변계소집성과 같은 존재의 자성(svabh va)에 한 붓

다의 교설이 도리어 자성에 한 생의 집착을 조장하여 완 한 

버림(遠離)의 가르침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래하지 않는가

라는 반론에 해 붓다가 존재의 자성에 한 교설은 유무의 양

변을 극복한 도의 교설임을 설 함으로써 삼성설의 타당성을 

옹호하려는 것이다.26)

26) 이 문단에서 세존의 론자로 등장하는 혜 보살이 우선 제기하는 

문제는 만약 일체법이 오직 념에 의해 분별된 것일 뿐이라면 청정과 

염오의 구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오류에 빠질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 세존의 답은 다음과 같다. 

“세존께서 말 하셨다. 혜여! 그것은 네 말 로 이니라. 혜여! 무지한 

생들이 분별하는 로 그 게 존재의 자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혜여! 이것은 오직 념에 의해 분별된 것이며 존재의 자성의 특징이 

[그런 식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니라. 그 지 않고, 혜여! 성자들이 

성스러운 지혜나 통찰이나 천안의 으로 규정하는 로 그 게 존재의 

자성은 존재하느니라”(LAS Nanjio 1923, 163, 15ff: bhagav n ha - 

evam etan mah mate yath  vadasi na mah mate yath  

b lapṛthagjanair bh vasvabh vo vikalpyate tath  bhavati / [p.164] 

parikalpita ev sau mah mate na bh vasvabh valakṣaṇ vadh raṇaṃ / 

kiṃ tu yath  mah mate ryair bh vasvabh vo 'vadh ryata ryeṇa 

jñ nen ryeṇa darśanen ryeṇa prajñ cakṣuṣ  tath  bh vasvabh vo 

bhavati /)

세존의 답에 뒤이어지는 혜의 재반론은 상당히 길지만 그 

핵심내용은 생의 분별이 존재론  근거가 없는 허망한 것이라면 

성자의 분별도 마찬가지여야 하며, 생의 분별이 오직 망념일 뿐이라면 

존재 상의 자성( 컨  변계소집성)에 한 성자의 분별은 생을 

자성에 집착하게 만드는 일종의 유견(有見)이므로 이에 한 버림의 

진리에 한 교설이 부정되는 것 아닌가 라는 내용이다. 이에 한 

세존의 답은: “ 혜여, 나에 의해 버림(遠離)의 진리에 한 교설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스러운 실상의 자성에 한 교설을 한다고 

해서 유견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무시이래로 존재의 자성의 

특징에 집착해온 생들이 [無見의] 두려움에 떠는 것을 구하기 해 

성스러운 지혜가 [ 악한] 실상의 자성에 부합되는 특징을 가진 견해를 

활용하여 버림의 진리에 한 교설이 행해지는 것이지, 내가 존재의 

자성에 한 교설을 행하는 것은 아니니라.”(LAS Nanjio 1923, 165, 11ff: 

bhagav n ha - na may  mah mate viviktadharmopadeś bh vaḥ 

kriyate na c stitvadṛṣṭir nip tyate ryavastusvabh vanirdeśe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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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미트하우젠(Schmithausen 1992, p.394)이 지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운율상의 문제이다. 상기 능가경의 “(a) yena yena vikal

-pena (b) ye ye bh v  vikalpyante (c) na hi sa teṣ ṃ svabh v

o (d) bhavati parikalpita ev sau”  (a)句 체와 약간 변형된 

형태이긴 하나 (d)句의 parikalpita ev sau가 한 구 (p da)이 8음

로 구성되고 다섯 번째 음 이 단음(laghu)인 śloka 운율을 포

함하고 있어27), 유식삼십론 20번 게송 a-d구의 “(a) yena yena 

vikalpena (b) yad yad vastu vikalpyate (c) parikalpita ev sau 

(d) svabh vo na sa vidyate”와 동일한 śloka운율이기 때문에, 

능가경에 인용된 상기 게송은 산문 경 이 아니라 운문 텍스트

로부터 인용된 것이어야 하고, 이럴 경우 정확히 śloka운율로 구

성된 유식삼십론이 그 출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엄 히 말하자면, 능가경이 유식삼십론과 

운율상 일치하는 부분은 (a) “yena yena vikalpena” 한 구뿐이며 

(b) ye ye bh v  vikalpyante는 첫 네 음 (akṣara)의 장단음이 

심하게 변형되어 있고, (c) na hi sa teṣ ṃ svabh vo도 일반 인 

śloka운율에 맞지 않으며, (d)는 8음 로 하나의 구(p da)를 이루

는 śloka운율에서 벗어난 산문형태인데 다만 parikalpita ev sau부

분이 일치할 뿐이다.

슈미트하우젠의 가설 로라면 능가경의 작자가 유식삼십론
kiṃtūttr sapadavivarjan rthaṃ sattv n ṃ mah mate may n dik laṃ 

bh vasvabh valakṣaṇ bhiniviṣṭ n m 

ryajñ navastusvabh v bhiniveśalakṣaṇadṛṣṭy  viviktadharmopadeśaḥ 

kriyate na may  mah mate bh vasvabh vopadeśaḥ kriyate /)

27) Śloka운율에 해서는 Macdonell(1927) pp.232-234; Kale(1972) 

Appendix Prosody pp.1-4 참조. Śloka운율은 8음 로 된 일개의 

句(p da)가 네 개 모여 총 32음 로 구성된다.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구는 정해진 운율의 정형이 없으나, 두 번째와 네 번째 구에는 장, 

단음의 운율상의 정형이 용된다. Śloka운율의 일반 인 형태를 

16음 (half-verse)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는 단음, −는 

장음, ⊻는 장, 단음이 다 가능한 경우를 나타낸다: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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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용하면서 (a)구를 제외한 나머지 세 구는 운율을 변형하거나 

산문으로 개작한 것이 된다. 유식삼십론을 권  있는 불설로 인

용하면서 굳이 이런 변형을 가하는 모순을 범해야 할 필연 인 

이유가 있었을까?28) 이런 난 에 한 슈미트하우젠의 설명은 명

료함을 상실하고  자충의 늪으로 빠져든다. 

만약 능가경이 인용하는 자료가 경이 아니고 [권 가 떨어지는] 

논이었다면 능가경[의 자는] 실제로 의존하고 있는 자료의 존재를 

감추기 해 [논의] 운문 구조, 특히 운율상 무도 게송임이 명백해

서 소스가 탄로 날 험이 다분한 [śloka] 구 (p da)의 음  형태를 

변형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 하는 것은 능가경의 편

집자[들]이 의도 으로 조행 를 했다는 의를 우는 것이 될 지

도 모른다.29)

이어지는 슈미트하우젠(Schmithausen 1992, p.394)의 설명에 따

르면, 능가경의 편집자는 유식삼십송에서 게송으로 표 된 교설

의 내용이 붓다의 가르침을 무도 훌륭하고 표 하고 있기 때문

에 이를 불설의 형태로 능가경에 인용하면서도 권 가 떨어지

는 논서(ś stra)를 인용하는 것이 노출될까 두려워 운율의 형태를 

폭 개편했다는 것이다. 조행 (fraud)라고 하기엔 지나치지만 

상당한 은폐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슈미트하우젠의 주장은 능가경의 편찬자가 세친의 논서가 지

28) 슈미트하우젠(Schmithausen1992, p.394)도 이런 난 을 인지하고 있다: 

“For in this case it is not understandable why LAS should not have 

quoted the verses of its source verbatim instead of transforming most 

of them into prose, retaining but two odd p das in their original 

metrical from.”

29) Schmithausen(1992) p.394: “If, however, the source from which LAS 

quotes was, in reality, not a Sūtra but a Ś stra LAS blurred the 

metrical structure, especially the metrically more distinct and hence 

‘treacherous’ even p das, in order to dissimilate the source it was 

actually drawing upon. [I admit that the way I have put it may 

suggest deliberate fraud on the part of the compiler(s) of 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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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탁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는 어

하 다는 것인데, 굳이 이 게 복잡하게 능가경 편찬자의 심리

구조까지 들추어 가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도리어 그 역으

로 세친의 유식삼십론이 능가경의 상기 구 을 인용했다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 세친이 śloka운율에 의거해 운율에 맞는 기

존의 부분은 살리고 나머지 산문 부분은 운문으로 개작했다고 볼 

수는 없을까? 이런 가정에 해 슈미트하우젠은 그 게 되면 세

친이 능가경이나 그에 하는 제3의 자료에서 련 내용을 무

단 도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세친에게 표 (plagiarism) 의를 

안기는 불합리함이 래된다고 본다.30) 하지만 구사론 이래 세친

의 여러 작들이 그의 독창이라기보다는 선 의 경·론에 의존해 

련 내용을 능숙하게 재조직하고 자신의 생각을 첨가한 편 물

임이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31), 세친이 유식삼십론에서 능가경
의 산문을 있는 그 로도 아니고 게송의 형태를 변형하여 활용한 

것을 표 이라고 까지 부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당시 인도에

서 작권과 표 에 한 우리시 에서와 같은 념이 있었을까 

하는 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 까지 논의는 사실 엄 히 말해서 능가경과 유식삼십론 
사이에 상당한 표 상의 그리고 내용상의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

한 것이지 어느 쪽이 어느 쪽을 인용했을까 하는 문제에 한 결

정 인 증거는 아니라고 야 한다. 표 의 유사성만으로 단한

자면, 양쪽 다 상 를 인용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하지만 인용의 

반 인 문맥과 사상의 발 이라는 을 고려했을 때, 능가경
이 세친의 유식삼십론을 인용했다는 슈미트하우젠의 가설은 개

30) Schmithausen(1992) p.394: “…Hence, to cling to the idea of a third 

source would mean that we have to postulate a third source which, at 

least in the portions concerned, was practically if not entirely identical 

with Tr – an assumption which would, virtually, reduce 

Vasubandhu’s work to plagiarism.”

31) 세친 경량부(Sautr ntika) 사상의 형성과정에 한 문헌학  연구로는 

Park(2007)을 거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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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물론 많은 인도불교의 술가들이 자

신의 논의를 해 선 의 자료를 단장취의하지만, 능가경의 작

자가 세련된 세친 유식철학을 인용하면서까지 능가경 수 의 

거친 유심설로 회귀했다고 보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한 독법이다. 

물론 세친도 취의를 하기는 하기만 앞서 언 했듯이 유식삼십론
에서의 그의 능가경 인용은 자연스러운 사상  진보의 흐름을 

타고 있다. 이제 세친이 능가경을 친견하 으리라는 본고의 입

장을 문헌학 으로 입증하기 해 소  세친 석궤론의 능가경 
인용 문제로 넘어가 보자. 

Ⅲ. 석궤론의 능가경 인용과 그 함의 

슈미트하우젠(Schmithausen 1992, p.395) 자신도 인정하고 있듯

이, 그의 가설이 성립되기 해서는 결정 으로 다음 두 가지 문

제를 더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야마구치(山口 1962, p.312)32) 등

32) 야마구치(山口 1962, p 312)의 놀라운 통찰력이 배어 있는 명문이므로 

해당 구 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 [석궤론에서] 了義說로서 

다루어지는 경의 게송 , 解深密經의 偈로 간주되는 것은 

解深密經無自性相品第五에 나오는 것이고, 다음 餘經中의 偈는 梵文入 

楞伽經偈 品의 제134-137의 三偈, 마지막의 ‘  말한다’ 이하의 六偈는 

마찬가지 入楞伽經偈 品의 제150-155의 六偈와 거의 부분 일치한다. 

入楞伽經에 해서는 世親에 의해서도 德慧의 [석궤론]註 에도 그 

經名은 나오지 않지만 후 의 唯識法相宗에 있어서 유식종의 

소의경 으로 거론되는 것들 에 해심 경의 이름도 입능가경의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 [석궤론]에 능가경 ｢게송품｣의 

게가 인용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게 하여 

이러한 모든 게송을 통해 요의설로 언 되는 것은 三性說唯識義이고, 

특히 한 ‘다른 경(餘經)에서 말한다’ 이하의 入楞伽經偈가 말하고 

있는 것은 三性說唯識義에 들어가는 入無相의 方便이다. 세친이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大乘了義說이라고 한 경우를 통해서 世親 唯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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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필두로 몇몇 학자들이33) 이미 지 한 것처럼 능가경의 특정 

게송들이 구사론주(kośak ra) 세친(Vasubandhu)의 석궤론(Vy
khy yukti)에 인용된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능가경이 세친

을 인용한다고 봤을 때 래되는 문제, 즉 세친의 연 가 기존의 

5세기(AD400-480추정)에서 4세기 반 정도로까지 소 해 올라

가야 한다는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이  석궤론에 인용된 능
가경의 게송들을 검토함으로써 능가경과 세친의 상  선후

계만을 따져보고자 한다.34)

이제 만약 세친의 석궤론에 능가경이 인용되는 것이 사실

이라면 이상의 슈미트하우젠의 가설은 한마디로 헛수고가 되고 

만다. 슈미트하우젠이 주장하는 능가경과 유식삼십론의 유사 

구 들은 도리어 세친이 능가경으로부터 사상 인 향을 받았

음을 시사하는 반증이 되며, 이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지 

않다.35) 그 다면 슈미트하우젠 자신은 석궤론이 능가경을 

인용한다는 사실 자체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살펴보자. 

 석궤론에서 보이는 능가경 게송의 인용과 련하여 타카사키

본질이 어떠한 경향을 가진 것이었나 하는 문제까지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33) 舟橋(1971) pp.321-322; Takasaki高崎(1982) p.546; Lindtner(1992) 

pp.274-276.

34) 세친의 연 문제는 세친과 련된 모든 문제들이 다 결부되는 소  세친 

연구의 종착 이며, 본고에서 유의미하게 다룰 수 있는 범 를 벗어난다. 

단계의 필자는 물론 구사론주 세친의 연 로 AD400-480설이 더 

하다고 믿지만 이는 추후의 논의에 의해 충분히 수정될 수 있는 

사안이다. 세친의 생존연  문제에 한 최신 논의로는 楠本(2007, 

pp.3-13); Deleanu(2006) vol1. 186-194 참조.

35) 도리어 세친이 능가경으로부터 사상  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로는 山口(1962); 舟橋(1971); Lindtner(1992)를 거론할 수 

있다. 물론 필자도 이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곧 논의되듯이 

타카사키(高崎 1980, pp.57-58; Takasaki 1982b, p.564)의 최종 인 

입장도 능가경보다 세친이 연 기 으로 후 라고 보며, 자로부터 

후자에의 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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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崎 1982a, p.34)는 이 게송들이 능가경으로부터 인용되었다는 

이 분명하게 표 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이미 지 하 다. 이는 

물론 석궤론이 술될 당시 재 능가경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자료들이 이미 존재하 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런 여러 

자료들을 하나로 묶은 편집물이나 작으로서의 능가경이 존재했다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설령 존재했다 하더라도 역자인 구나발타

라(Guṇabhadra)가 활용했던 그런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36)

이 인용문에서 슈미트하우젠은 세친이 석궤론에서 능가경
의 게송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석궤론에서의 능가경 인용은 명확한 

출처, 즉 능가경이라는 經名의 인용을 결여하고 있다는 타카사

키(高崎 1982a, p.34)의 언 이다.37) 슈미트하우젠의 논리는 경명

이 불분명한 채로 인용된 몇몇 게송들의 존재만으로 석궤론이 

최소 宋譯(AD443) 정도의 완 한 형태를 지닌 ‘능가경’을 인용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슈미트하우젠은 석궤론에 인용

된 게송들은 아직 능가경이라는 이름을 가지지 못하고 익명으

36) Schmithausen(1992) p.397: “As regards the quotation of LAS verses 

in the Vy khy yukti, Takasaki has already pointed out that these 

verses are not expressly quoted as stemming from LAS. This means 

that at the time when the Vy khy yukti was written some materials 

now found in LAS were, to be sure, already in existence, but LAS as 

a composition or compilation of such materials need not have existed 

yet. And even if it did exist, it need not yet have existed in the form 

presupposed by Guṇabhadra.”

37) 高崎(1982a) p.34; 平川彰 등, 이만 역(1993) p.67: “한편 능가경은 그 

내용상 유식설과 한 계를 가지고 있지만 무착의 서에는  

인용되지 않고, 세친의 서에도 석궤론 에 경명 없이 인용된 것이 

재까지 알려져 있는 유일한 이다. 그 외에 세친의 삼십송과 극히 

유사한 학설이 있는데, 그것이 능가경 이 에 나타난 교설로 

추정된다는 난처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재로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능가경의 자가 유가행 의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통 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지만, 여 히 검토가 필요하다.” 

동일한 내용이 Takasaki(1982b) p.560에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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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지는, 불완 한 형태의 단편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다.38) 이 게 되면 여 히 세친 이후에 편집된 능가경이 유식

삼십론을 인용하고 있다는 그의 가설은 유효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명의 인용이 결여되었다는 타카사키의 상기 

발언이 석궤론이 능가경을 인용했을 가능성을 부정하는 슈미

트하우젠의 논의를 뒷받침해주는 거로 사용되기는 힘들다는 

이다. 앞서 들어가는 말에서 이미 소개하 듯이, 도리어 타카사

키39)는 석궤론의 능가경 인용과 련된 야마구치(山口)나 후

나하시(舟橋)의 연구성과를 받아들여, 어떤 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떤 형태의 능가경이 세친 이 에 존재했으며 세친

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카사키는 슈미트하우젠이 인용하는 상기 논문(高崎 1982a, p.34)

에서 이 문제에 한 상세한 논의는 자신의 능가경 련 서

(高崎 1980, pp.57-58)를 참조할 것을 권하는데, 그곳에서 그는 
능가경과 세친 유식삼십론의 계에 해 다음과 같은 결정

인 발언을 한다.

다시 말해, [능가경은] 세친 보다 다소 앞선 기유가행 의 논

으로부터 직 인 향을 받았다고 생각된다(高崎說). 세친과의 계

에서 본경을 세친 이후로 볼 때에 유력한 증거로 제시되는 八識說이나 

轉變(pariṇ ma) 개념과 련해서 아직 완벽하게 논증하기는 어렵지만 

나 에 본문해설에서도 다루어지듯이 [이런 이론들이] 세친설과 반드

시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어도 식 변설로 불릴 정도의 학설은 능
가경의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한 제7 末那識에 있어서도 분명히 

마나스(manas)가 제7식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격

은 거의 규정되고 있지 않고 여기에 아집의 근원과 같은 기능은 아직 

고려되고 있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착, 세친에 의해 확립된 

38) 이 부분과 련하여 필자는 본 논문의 고를 꼼꼼하고 읽고 리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고려 학교 철학과 박사과정의 이상민 선생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39) 高崎(1980a) p.56; Takasaki(1982b) p.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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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설을 본경이 숙지하고 있었다는 은 믿기 어렵다. [ 략] 

[그 다면 능가경과 유식삼십송 사이에 유사구 이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만약 능가경이 삼십송의 요지를 세

존의 所說로서 기술한 것이라면(경 이 論典을 인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논 을 世 所說의 이름 하에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재

차 능가경은 세친 이후의 작임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내용 으로는 삼십송이 종래 유식의 정설을 게송의 형태로 정리한 것

이라고 생각한다면 공통의 원천으로부터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해결은 

될 것이다. 어 되었든 능가경의 유식설이 세친의 삼십송을 거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후 의 이론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런 사실은 필시 능가경의 연 를 보다 더 올려 잡는 것 보다는 오히

려 삼십송의 자를 5세기의 인물로 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 시키

게 될 것이다. 

한 타카사키는 에 후속되는 논문(Takasaki 1982b, p.564)에

서도 능가경과 세친 작에서의 “manas” 개념의 용례에 한 

비교·분석을 통해 능가경이 세친의 유식설을 알고 있었다고 보

기 어려우며, 따라서 능가경의 연 가 세친 보다 조  앞선다는 

입장을 도출한다.40)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카사키는 기유

식 논서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능가경 ｢게송품｣(Sag thakam)

에서만 특징 으로 활용되는 “3종의 소취”(所取, gr hya), 즉 “신

체, [기세간의] 토 , 감각 상”과 같은 개념이나 “3종의 능취”(能

取, gr haka)41)같은 용어가 세친의 中邊分別論(Madhy nta-vi

40) Takasaki(1982b) p.564: “This seems to show that the Laṅk vat ra 

was not acquainted with the developed Vijñ nav da established by 

Vasubandhu and that probably the Laṅk vat ra is located a bit earlier 

than Vasubandhu.”

41) LAS(Nanjio) 1923, p.273, 15ff : 

인식 상으로 표상되는 것은 신체, [기세간의] 토 , 감각 상 세 

가지이며, 

染汚意, 五識身, 표상에 한 分別識이 인식의 주체로 [표상되는] 세 

가지이다.

(dehaḥ pratiṣṭh  bhogaś ca gr hyavijñaptayas traya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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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 gabh ṣya)42)에 등장하는 것을 거로 해서 세친이 능가경, 
그것도 ｢게송품｣이 포함된 본을 보았고 자신의 유식사상에 활

용했을 가능성을 짙게 시사한다.43) 이 게 볼 때 타카사키의 입장

은 슈미트하우젠의 가설을 입증하기 한 결정 인 논거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석궤론의 능가경 인용문구를 면 히 검토해 보아도 

세친은 존하는 능가경 한역 삼본 에서 가장 연 가 앞서 

있으나 ｢게송품｣이 결락된 구나발타라의 4권본(송역, 443역출) 보

다도 ｢게송품｣(sag thakam)을 포함한 후 의 역(AD513)이나 

당역(AD700-704), 심지어 지  존하는 산스크리트어본에 가까

운 능가경 본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가능  한다. 

알려진 바 로 석궤론(Vy khyayukti)은 俱 論主(kośak ra) 

세친이 소  승으로 향한 이후 해석학 인 논변을 통해 승

경 이 佛說(buddhavacana)임을 옹호하고자 한 텍스트이며,44) 구

사론 이후 세친 사상의 발 방향을 측  해주는 요한 가늠자 

역할을 한다.45) 따라서 석궤론의 어떤 문맥에서 능가경의 어

manaudgrahavijñaptiviklapo gr hak s trayaḥ //10-72//)

42) Madhy ntavibh gabh ṣya : Nagao(1964) p.48: nimittaṃ 

pratiṣṭh -deha-bhoga-saṃgṛh taṃ / pravṛtti-vijñ na-saṃgṛh t ś ca 

mana-udgraha-vikalp ḥ / 

43) Takasaki(1982b) p.562: “But Vasubandhu seems to prefer the set of 

terminology closer to the Laṅk vat ra here although the terms 

mana-udgraha-vikalpa are found neither the verses of the 

sūtr laṃk ra nor in those of the Madhy ntavibh ga. On the contrary, 

the set of terms mana-udgraha-vikalpa was used only once in the 

Laṅk vat ra, and is in the Sag thakam and not in the main body, 

while the other set, ‘deha-bhoga-pratiṣṭh ’ is used as one of the basic 

concepts for explaining the doctrine of ‘cittam tra.’ The explanation of 

this fact would be a central point at issue when we consider the date 

of the Laṅk vat ra in its relation to Vasubandhu.”

44) Yamaguchi(1960) pp.156-157; Cabezón(1992) pp.224; Lee(2001b) 

pp.61-83; Skilling(2000) pp.296-297.

45) Matsuda(1985) p.114; Muroji(1986) pp.82-83 & (1993)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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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게송들이 인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세친 사상과 능가경
의 상호 계를 악하는데 결정 인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우선 

능가경으로부터 온 것으로 추정되는 게송들이 어떻게 인용되는

지 석궤론의 도입의 맥락부터 살펴보자. 다음은 석궤론 제4장

에서 세친의 大乘佛說論이 본격으로 개되는 부분이다.46) 여기서 

세친은 一 無自性을 설하는 반야경 류의 경 은 궁극 인 교설을 

설하는 了義經(n t rthasūtra)이 아니기 때문에 승에는 요의경이 

없지 않느냐는 성문승 측의 반론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 희 성문들은] 이 [성문승의 經]은 了義[經]이나 승은 요의[경]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寡聞하기 때문에 그 게 말하는 것이다. 

解深密經(Saṃdhinirmocanasūtra)에는 “一 法이 無自性이다”라고 말

하는 것은 부가 未了義라고 설해져 있다.  다른 경 (mdo sde gz

han, *sūtr ntara, 능가경?)의 다른 많은 특정 개소에서도 동일한 내

용이 설해져 있다. 경 (sūtra)의 그런 부분/단락(*khaṇḍa)들은 [본]논

서(ś stra)가 비 해지는 것을 피하기 해 기재하지 않는다. 그 에

서 게송(g th )만을 약간 언 하겠다. 

우선 解深密經47)에서,

“‘제법은 無自性이고 제법은 不生이며

제법은 不滅이며 제법은 本來寂靜이며,

일체법은 본성 으로 涅槃이다’ 라고 한 것에 해 

어떤 지혜로운 이가 [이 구 에] 숨겨진 의도(密意, abhipr ya)가 없

다고 말하겠는가? 

相에 있어서 무자성(lakṣaṇaniḥsvabh vat )이고, 生에 있어서 무자

성(utpattiniḥsvabh vat )이며, 勝義에 있어서 무자성(param rthaniḥsv

abh vat )이라고 나는 설한다. 

어떤 지혜로운 이라도 [내가] 숨겨진 의도(abhipr ya)를 가지고 이

러한 [가르침을 설했다는 것을] 안다면 막다른 길(*pran śam rga)로 

가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48)

Lee(2001b) pp.61-83; Park(2007) pp.1-10.

46) Cabezón(1992) p.238 fn. 16; Honjo(1990 & 1992).

47) SNS 7, 24, Lamotte(1935) p.8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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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친은 성문승의 반론을 논박하기 해 반야경의 일체법무자성

의 교설은 승의 요의가 아니고 의를 동반한 가르침임을 설하

는 유가행  경 들을 언 한다. 여기서 거론되는 경 이 해심

경과 익명의 “  다른 경 ”(mdo sde gzhan, *sūtr ntara)이다. 

즉 해심 경과 경명이 언 되지 않은  다른 승경은 반야경

을 뛰어넘는 승의 궁극 인 가르침을 설하는 경 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먼  주목해야 할 것은 상기 해심 경 련 인용문은 

실제 해심 경의 제5장 無自性相品의 게송편에 나오는 三無自性

說을 승의 密意(abhipr ya), 즉 숨겨진 요의로 제시하고 있다는 

48) Vy khy yukti(Lee 2001a) p.224: N t rtha in Mah y na: de ni nges pa’i 

don yin gyi / theg pa chen po la ni nges pa’i don med do zhes smras 

pa gang yin pa de yang thos pa nyung ba’i phyir de skad smras pa 

yin te / dgongs pa nges par ’grel ba’i mdo las / chos thams cad ni 

ngo bo nyid med pa zhes bya ba de lta bu la sogs pa de thams cad 

nges pa’i don ma yin par ’byung la / mdo sde gzhan gyi khyad par 

gzhan mang po dag las kyang don de nyid yongs su bstan to // mdo 

sde’i dum bu de dag ni gzhung mang ba yongs su spang ba’i phyir 

ma bkod do // de dag las tshigs su bcad pa tsam ni re zhig brjod par 

bya’o// 

re zhig dgongs pa nges par ‘bgrel ba las /

chos rnams ngo bo nyid med chos rnams ma skyed dang /

chos rnams ma ’gag chos rnams gzod nas zhi ba dang //

chos rnams thams cad rang bzhin mya nyan ’das par ni /

dgongs pa med par mkhas pa su zhig smra bar byed //

mtshan nyid ngo bo nyid med skye ba ngo bo med /

don dam ngo bo nyid med do zhes ngas bshad de //

mkhas pa gang zhig dgongs pas ’di dag shes pa ni /

rab tu nyams par ’gyur ba’i lam du de mi ’gro // 

zhes gsungs pa yin no//

번역은 Honjo(1992) p.103; Hakamaya(1994) p.189 참조.

解深密經 T16, 676b1-5:　爾時世 欲重宣此義。而說 曰

一切諸法皆無性　　無生無滅本來寂

諸法自性恒涅槃　　誰有智 無密意

相生勝義無自性　　如是我皆已顯示

若不知佛此密意　　失壞正道不能往



구사론주(kośak ra) 세친과 능가경 ∙ 2 7 7

이다. 이는 석궤론 단계에서 세친이 악한 승철학의 핵심

이 삼무자성설이며, 반야경류의 일체법무자성설을 뛰어넘는 승 

유가행 의 궁극  입장으로 본 것이다. 사실 석궤론 이후의 

작이며 세친 유식철학의 최종결정 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식삼십

론(Triṃśik )에서도 삼무자성설은 매우 요하게 다루어 진다.49) 

석궤론에서 세친에 의해 승의 요의로 단된 사상 내용이 세

친의 후기 철학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구체 인 사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상기 익명의 “  다른 경 ”에 해서도 세친이 

해심 경을 승의 궁극  입장(요의)으로 간주했을 때와 동일

한 에서 시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이 “  다

른 경 ”에서 인용되는 게송 두 세트의 내용도 세친에 의해 승

요의설로 간주되었을 것이라는 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여기서 언 되는 “  다른 경 ”이란 이후 개되는 인용문의 내

용상 능가경을 지칭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제 인용된 게송들의 내용을 분석하기 에 석궤론
의 상기 인용문에서  친 구 이 암시하는 내용에 좀 더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세친은 요의설을 설하는 해심 경 
이외에도 “  다른 경 의 다른 많은 특정 개소에서도 동일한 내

용” 즉 승요의설이 설해져 있지만, 경 의 이런 산문 부분은 논

서(ś stra), 즉 석궤론이 지나치게 비 해지는 것을 피하기 해 

인용을 자재하고, “그 ”, 즉 해심 경이나 “  다른 경 ”에서 

게송(g th ) 부분만을 간략하게 언 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여기

서 세친이 경문을 인용하는 인용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략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49) Lévi(1925) p.41; Buescher(2007) pp.128: “삼자성의 삼무자성을 의로 

하여 일체법의 무자성이 설해진 것이다.” (trividhasya svabh vasya 

trividh ṃ niḥsvabh vat m |

sandh ya sarvadharm ṇ ṃ deśit  niḥsvabh vat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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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게송의 형태일 것, 산문은 무 장황하여 인용을 피함.

② 게송 에서도 승의 요의를 드러내는 핵심 인 게송이어야 할 것.

그런데 석궤론에서 세친은 두 가지 승요의경을 인용함에 

있어 이상과 같은 인용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능가경으로 비정되

는 상기 인용경 의 구조와 체제에 한 매우 요한 암시를 던

진다. 즉, 이상의 원칙에 한다면, 세친이 본 능가경은 일단 게

송 부분과 게송이 아닌 부분, 즉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세친은 석궤론의 논의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

을 피하기 하여 동일한 내용을 설하는 산문 부분은 생략하고 

간단히 게송 부분만을 인용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세친의 

언 은 기실 지  존하는 역, 당역, 난지오(南条)의 산스크리

트본이 산문과 게송으로 구성된 경 본체부와 경 말미의 게송만으

로 구성된 ｢게송품｣(Sag thakam)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상  한

다. 연 가 가장 앞선다고 하는 구나발타라의 4권본(송역, AD443)

도 말미의 ｢게송품｣은 없지만 경 본체부가 산문과 운문의 복합으

로 되어 있다.50) 이제 문제는 세친이 인용하는 게송이 4권본에서

처럼 경 본체부에 첨가된 게송으로부터의 인용인지 아니면 경 말

미에 붙은 ｢게송품｣으로부터의 인용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요하

다. 이는 지  존하는 한역 삼본과 산스크리트본 에서 세친이 

활용한 능가경이 어떤 본에 가장 가까운 지를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그 연 를 산정할 수 있는 매우 요한 자료가 되기 때

문이다. 이를 해  인용에 이어지는 석궤론의 능가경 련 

인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50) Takasaki(1980b) p.339: “the Sūtra consists of two parts, one in mixed 

prose and verse and forming the main body of the Sūtra, and the 

other, a section exclusively in verse which was named Sag thakam 

by Nanjio, the editor of the Sanskrit text.” 

능가경의 산문과 重 (geya)의 계를 심으로 한 능가경의 

내부구조에 한 자세한 분석은 久保田(19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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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궤론의 능가경 인용 게송 (1)]

다른 [경 (능가경 ?)]에서도, 

“(1) 오온 속에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고 오온도 자아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분별된 로 그것들(오온)은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2) 어리석은 이들은 분별한 로 일체 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것들(오온)이 에 보이는 로 존재한다면, 모든 사람들

이 진실을 보는 자가 될 것이다. 

(3) 일체의 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雜染도 淸淨도 존재하지 

않는다. 

에 보이는 바로 그 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

도 아니다”[라고 하 다.]51) 

이 인용은 난지오 산스크리트본, 제10장 ｢게송품｣(Sag thakam, 

10:135-137)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확인된다.52) 그런데 문

제는 이 세 게송이 산스크리트본 제3장 ｢無常品｣(3:35-37)에도 동

일하게 나온다는 이다.53) 그리고 제3장 ｢무상품｣에 나오는 부분

51) Vy khy yukti(Lee 2001a) pp.225-226: gzhan las kyang / 

(1) phung po dag la bdag med de / phung po dag ni bdag ma yin / 

de dag brtags pa bzhin du med / de dag med pa ’ang ma yin no // 

(2) ji ltar byis pas brtags pa bzhin / dngos po thams cad yod pa ste / 

ji ltar mthong bzhin de yin na / thams cad yang dag mthong bar ’gyur // 

(3) dngos po thams cad med pa’i phyir / kun nas nyon mongs dag pa med / 

ji ltar mthong bzhin de med do / de dag med pa ’ang ma yin no //

52) LAS(Nanjio 1923) p.282, 9ff:

na hy tm  vidyate skandhe skandh ś caiva hi n tmani /

na te yath  vikalpyante na ca te vai na santi ca //10-135//

astitatvaṃ sarvabh v n ṃ yath  b lair vikalpyante /

yadi te bhaved yath dṛṣṭ ḥ sarve syus tattvadarśinaḥ //10-136//

abh v t sarvadharm ṇ ṃ saṃkleśo n sti śuddhiś ca /

na ca te tath  yath dṛṣṭ  na ca te vai na santi ca //10-137// 

53) LAS(Nanjio 1923) p.156, 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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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나하시(舟橋 1971, p.322)가 이미 밝혔듯이 존하는 구나발

타라의 4권본에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 본에서부

터 존재했던 게송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인용만 가지

고는 세친이 활용한 능가경이 ｢게송품｣이 첨가된 능가경(즉 

역/당역/산스크리트어 본)인지 아니면 ｢게송품｣이 없이 경 본체

부와 경 본체부 소속의 게송만으로 구성된 4권본(송역) 같은 형태

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석
궤론에 인용된 두 번째 세트의 게송이 오직 제10장 ｢게송품｣

(Sag thakam)에만 나온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해결된다. 두 

번째 인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궤론의 능가경 인용 게송 (2)]

다시 [다른 경 에서], 

“(1) 념 으로 분별된 자성(변계소집성)에 의거하기 때문에 

일체의 상은 불생(不生)이다. 의타기(paratantra)에 의거하여 

생들의 분별심이 배회한다. 

(2) 의타기가 분별을 떠나 정화되고

다른 상태로 의하여 분별을 여읜 眞如에 머문다.

(3) 분별을 분별하지 말지어다. 그 [분별]의 能取(주체)와 所取

(객체)의 허상을 잘못 분별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별은 진리의 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외계의 상을 보는 것은 분별이며, 변계소집(parikalpita)의 

자성이다.

분별에 의해 분별하는 것은 인연에 의거해 발생하는 자성(依他

起)이다. 

(5) 외계의 상을 [있다고] 보는 것은 허망한 것인데, 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마음(citta)이 있을 뿐이다. 正理에 의해 바

르게 찰하는 이들에게는 인식주체와 인식 상이라는 [이분법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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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리석은 이들이 분별하듯이 그런 외계 상은 실로 존재하

지 않는다. 

훈습에 의해 발된 마음이 상과 같은 모습으로 한다.”54)

이 인용도 존하는 산스크리트본 제10장 ｢게송품｣(sag thakam) 

150-155번 게송과 정확히 일치한다.55) 그런데 상기 게송은 경 본

54) Vy khy yukti(Lee 2001a) p.226 : 

yang gzungs pa / 

(1) kun tu brtags pa’i rang bzhin gyis/ chos rnams thams cad ma 

skyes pa /

gzhan gyi bdang la gnas nas ni/ mi yin rnam rtog ’khyams pa yin // 

(2) nam zhig gzhan gyi dbang dag ste / rnam par rtog dang bral ba na /

shin tu gyur pa de bzhin nyid / rtog pa spangs par gnas pa’o// 

(3) rnam brtags bden par yod min gyis / rnam par rtog pas ma rtog 

zhig / 

gzung dang ’dzin pa’i mtshan nyid du / nor bar de dag rnam rtog na //

(4) phyi rol don mthong brtags na ni / kun tu brtags pa’i rang bzhin no / 

rtog pa gang gis rtog byed pa / rkyen las skyes pa’i rang bzhin no // 

(5) phyi rol don mthong log pa ste / don med sems ni ’ba’ zhig go /

rigs pas rnam par gzhigs na ni / gzung ba dang ni ’dzin pa ’gag //

(6) ji ltar byis pas brtags pa ltar / phyi rol gyi ni don med do / 

bag chags kyis ni dkrugs pa’i sems / don du snang ba zhin tu ’byung //

55) LAS(Nanjio 1923) pp.284-285:

parikalpitaṃ svabh vena sarvadharm  aj nak ḥ /

paratantraṃ sam śritya vikalpo bhramate nṛṇ ṃ //10-150// 

paratantraṃ yath  śuddhaṃ vikalpena visaṃyutaṃ /

par vṛtraṃ hi tathat  vih raḥ kalpavarjitaḥ //10-151// 

m  vikalpaṃ vikalpetha vikalpo n sti satyataḥ / 

bhr ntiṃ vikalpayan tasya gr hyagr hakayor na tu / 

b hy rthadarśanaṃ kalpaṃ svabh vaḥ parikalpitaḥ //10-152// 

yena kalpena kalpenti svabh vaḥ pratyayodbhavaḥ / 

b hy rthadarśanaṃ mithy  n sty arthaṃ cittam eva tu //10-153// 

yukty  vipaśyam n n ṃ gr hagr hyaṃ niruddyate / 

b hyo na vidyate hy artho yath  b lair vikalpyate //10-154// 

v sanair luḍitaṃ cittam arth bh saṃ pravartate / 10-155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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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부에 첨가된 게송들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오직 ｢게송품｣

(sag thakam)에서만 나타난다. 즉, 10장 150-155번 게송은 송역(4

권본) 능가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세친이 능가경을 

인용하 다면 ｢게송품｣이 포함된 어떤 능가경( 역, 당역, 산스

크리트본)의 본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세친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해 인용하겠다고 공언한 게송들이 

결국 이 별도의 ｢게송품｣(sag thakam)을 포함한 능가경에서 인

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 다면 앞서 능가경 3장과 10

장 모두에서 확인되었던 첫 번째 게송도 결국 제10장으로부터 인

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처가 마련된다. 사실 제 10장 ｢게송품｣에

서 이 두 세트의 게송은 거리 으로 인 해 있다. 즉 세친은 제 10

장 ｢게송품｣(Sag thakam) 135-137번 게송을 먼  인용한 후 다

시 150-155번 게송을 인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게 보는 

것이 세친 자신이 제시한 오직 게송만을 인용하겠다는 인용원칙

에도 잘 부합된다.

그러나 여 히 혹자는 능가경 게송 인용(1)의 경우는 여 히 

제3장의 게송으로부터 인용되었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물론 그

런 개연성은 상존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제3장으로부터 3:35-37번 

게송이 인용되었다면 3:34번 게송56)이 내용 상 인용되지 않은 이

유를 설명하기 힘들게 된다. 3:34번 게송은 이 게송에 앞선 본문

의 논의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57) 내용 으로도 

뒤따르는 35-37번의 세 게송과 잘 연결되기 때문이다. 3:34번 게

56) LAS(Nanjio 1923) p.156 : 

yath rutaṃ vikalpitv  sam ropenti dharmat ṃ /

te ca vai tat sam rop t patanti narak laye //3-34//

57) 산문으로 표 된 내용을 게송(g th )의 형태로 각 교설의 말미에 다시 

요약, 정리하는 것을 重 (geya)라고 하며 불교경 에서 범 하게 

활용되는 작법 의 하나이다. Takasaki(1980b) p.341: “Many of these 

sections consist of a prose part followed by a verse or verses which 

repeat the contents of the former (in other words geya),…; 

久保田(1984)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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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빠진 것은 3:35-37번의 게송이 오직 동일한 내용의 10장 ｢게

송품｣ 135-137번 게송에서 인용되었다고 보았을 때만 설명 가능

하다. 제10장에는 3:34번에 해당하는 게송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결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세친이 ｢게

송품｣을 포함한 어떤 능가경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를 인용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왜 세친이 능가경으로 추정되는 “  다른 경 ”으로부

터 승요의설로서 상기 두 세트의 게송을 인용하 는지에 해 

생각해 보자. 앞서 해심 경의 삼무자성설은 결국 유식삼십론
에서 요한 사상  자료로 활용됨을 확인하 다. 그 다면 “  

다른 경 ”의 두 인용문도 승요의 설로서 어떤 요성을 가지

며, 석궤론 이후의 세친 철학의 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

당하는 지에 한 분석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이에 한 본격

인 검토는 향후 본 연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본고에서는 그 

한 해석의 가능성에 해서만 간략히 언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능가경 인용 게송(1)이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오온을 로 언 하기는 했지만 결국 생의 언어

분별(vikalpa)과 그 상(실재, vastu)사이에 존재하는 불일불이의 

지시 계를 논증하기 한 것으로 보인다. 즉 “ 에 보이는 바로 

그 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상기 인용문의 마지막 구 이 이 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이 게송은 생들이 분별하는 로 실재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고 그 분별에 존재론  토 (vastu)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 보살지 ｢眞實義品｣(tattv rthapaṭala) 이래 

기 유가행  특유의 실재론  언어 을 반 하고 있다. 석궤론
에서는 제4장 승불설논쟁의 말미에 勝義空經(Param rthaśūnyat

-sūtra)에 한 다양한 논의가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 석궤론 
단계의 세친 특유의 실재론  언어 이 잘 피력되어 있다.58) 주지

58) Matsuda(1985); Park(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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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시피 석궤론은 불설 특히, 붓다의 세속언어용법(世俗諦)의 

존재론  기반(vastu)을 확립하려는 것이 주요한 술 의도 의 

하나 다.59)

그러면 석궤론에 능가경 게송(2)가 인용된 이유는 무엇일

까? 상기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능가경 게송(2)의 핵심내용은 

삼성설과 묘하게 결합된 유식(심)설로의 悟入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친이 이해한 능가경 유식 사상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세친이 해심 경의 핵심내용을 삼성, 삼무성

설에의 오입이라고 본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그 다면 왜 능가경에서 세친은 유식불교의  하나의 주요 

교리인 알라야식설 련 게송은 인용하지 않았을까?60) 능가경
의 주요사상은 자타가 공인하듯이 心意識(8식설, 알라야식), 五法, 

三性(自性), 二無我 네 가지로 요약된다.61) 학자들에 의하면 

능가경의 사상  신은 알라야식=여래장 사상 등에 있다.62) 

그러나 상기 세친의 능가경 인용 게송에서는 오법설, 여래장설, 

심의식(알라야식) 등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

것은 아마도 석궤론 단계에서의 세친의 의도  선택이거나 그

의 사상  심의 편 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

다.63) 다시 말해, 세친이 이해한 능가경의 핵심은 삼성설과 唯

心사상이다. 삼성설을 핵심으로 본 것은 해심 경의 인용에서도 

마찬가지 다. 하지만 유심설을 부가한 것은 유심설이 능가경의 

59) 석궤론 승의공경편에 나오는 진속 이제에 한 논의의 결론 부분에서 

세친이 인용하는 해심 경도 결국 세속언어의 존재론  기반으로서의 

“사물”(vastu)자체를 인정하는 구 이다. 해심 경은 석궤론에서 2번 

인용된다. Honjo(1992) pp.110-111; Park(2011) 참조.

60) 알라야식( layavijñana) 개념은 성업론에서 세친이 해심 경을 

인용하면서 처음 등장하고 연기경석에도 등장한다. 

61) 高崎(1980) p.56.

62) Brown(1991) pp.179-185. 

63) 알라야식에 한 최 의 언 은 성업론에서 등장한다. Muroji(1986)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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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인 사상 의 하나라고 세친이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세친이 능가경에서 유식(심)설과 결합된 삼성설을 승요의

설로 평가한 것이 석궤론 이후의 작들, 특히 유식삼십론 등
에 지 한 향을 끼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게 볼 때 

석궤론에서 승요의경으로 인용된 해심 경과  다른 경, 

즉 능가경은 우연히 인용된 것이 아니고, 세친이 각 경 의 특

징에 한 세심한 고려 후에 그 사상  핵심만을 추려 소개한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용은 석궤론 이후 세친 사상의 개과정

과 그 지향 을 가늠하게 하는 요한 단 가 된다. 그리고 실제

로 세친의 후기 작에서 해심 경과 능가경의 향이 다수 

확인될 수 있다는 에서 요한 문헌  거이기도 하다.64)

Ⅳ. 나가는 말

이상에서 본고는 슈미트하우젠이 주장하는 것처럼 능가경의 

작자가 세친을 인용한다기보다는 그 역의 개연성이 더 높음을 확

인하 다. 그리고 그 거로서 석궤론의 능가경 인용원칙과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세친의 인용원칙은 궁극 인 승

의 요의를 표방하는 경(sūtra)을 인용하되 번쇄함을 피하기 해 

핵심사상을 간명하게 표 한 게송만을 인용한다는 것이었다. 따라

서 이 인용원칙 하에서 해심 경과 익명의 경 으로부터 인용

된 게송들은 승의 요의를 표방하는 경(asūtra)에 수록된 핵심 

게송들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석궤론에 인용된 능가

경의 게송들은 슈미트하우젠이 생각하듯이 완성된 경  형태가 

아닌, 즉 이름 없이 떠돌다 우연히 채집된 게송들이 아니다. 만일 

64) Takasaki(1982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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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임의 인 인용이었다면 세친이 제시한 인용원칙  소

승의 반론에 항할 수 있는 권  있는 승요의경을 인용해야 

한다는 원칙과 배치된다. 이 익명의 게송들은 석궤론에서 세친

에 의해 분명히 최고의 권 를 가진 승요의경의 일부로 인용되

고 있으며 향후 세친 후기 철학의 개방향에 한 이정표 역할

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가 타당하다면, 우리는 소  승 환 이후의 세친 

유식사상의 개 과정에 있어서의 능가경의 사상  향력을 

면 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세친 유식사상의 형성

과정에서 그가 빚지고 있었던 선  사상들의 문헌 인 출처를 규

명함으로써 세친 사상의 구조와 그 사상  성격을 좀 더 명확하

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마지막으로 석궤론에서 능가경의 게송들이 인용될 때 경명

이 언 되지 않은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주목

해야 할 것은 세친의 석궤론제1장과 2장에 걸쳐 100여 개의 

승경 이 단편(khaṇḍa) 으로 인용되지만 그 부분이 경명을 결

여한 채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65) 이는 특정 승경의 권 나 

명성이 범 하게 공유되지 않았거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면 편의상 경명을 생략하는 것이 석궤론의 일반 인 인용방식

이었음을 보여 다.66) 

 한 가지는 능가경이 그 사상  신성이나 요도에도 불

구하고 성립연 가 세친 보다 별로 많이 앞서지 않아서 세친 

존 시 그 보다 더 선 에 성립된 해심 경 만큼의 인지도를 확

65) Cabezón(1992) pp.237-238. fn. 16; Lee(2001a) pp.34-160.

66) 세친(AD400-480)의 시기만 해도 승경 은 여 히 소  인도 

주류불교, 즉 소승 부 들로부터 그 권 를 인정받기 해 지난한 인정 

투쟁 과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야경이나 해심 경 등 

기에서부터 상 으로 리 알려진 표 인 승경 들을 제외하고, 

소소한 승경의 경우 경명 자체의 인용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 을 것이며, 그 보다는 그 사상내용이 佛說(buddhavacana)과 

합치하느냐 여부를 인정받는 것이 더 요한 문제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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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다. 이럴 경우 세친은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굳이 경명을 인용할 필요성을 못 느 을 것이

다.67) 동일한 로 구사론에서 경량부의 조사로서 세친 사상의 형

성에 지 한 향을 미친 상좌 슈리라타는 오직 “어떤 이”(apare/

anye)라는 익명으로만 등장하는데 슈리라타는 세친보다 한 세  

정도 앞선 논사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이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슈미트하우젠은 아마도 단 2세트의 

인용만으로는 그것이 과연 존하는 능가경  어떤 본인지, 

아니면 다만 유사한 게송들이 떠돌다가 채집된 것인지 결정하기 

어렵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앞서 능가경과 유식삼십론
의 유사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인용된 능가경 본문들은 ｢게송품

｣이 아니라 부 4권본의 경 본체부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친이 능가경을 인용하고 있다면 그는 ｢게송품｣ 

뿐만아니라 산문으로 된 경 본체부까지도 망라하여 능가경 체

를 인용의 상으로 삼고 있다고 야 하는 것이다. 세친이 인용

한 텍스트가 능가경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고 굳이 의심해야 할 

필연 인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능가경의 제 본을 주 하

게 조해 보고 세친의 승 유식 논서들에 피력된 사상들과 비

교·분석하여 그 사상  향 계를 확인함으로써 본고의 가설을 

단지 개연성 정도가 아닌 역사  사실로 확정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과제라 할 수 있다.

67) 후나하시(舟橋 1971, p.323)가 지 하고 있듯이, 요한 승경의 

경우에도 경명 없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 컨 , 안혜(Sthiramati)는 

 변분별론소에서 유마경을 인용하면서 단지 “어떤 經의 

말 ”이라고만 한 것이 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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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śak ra Vasubandhu and the Laṅk vat rasūtra

Changhwan Park

(Geumgang University)

The relation of Vasubandhu and the Laṅk vat rasūtra  

(LAS) has long been a controversial issue among scholars, 

which has resulted in nothing definite so far. It is 

well-known that the LAS contains two particularly close 

parallels to Vasubandhu’s Triṃśik  (Tr). Based upon these 

parallels, Lambert Schmithausen claimed in his article 

entitled “A Note on Vasubandhu and the 

Laṅk vat rasūtra(1992) that “LAS draws, after all, upon Tr, 

and merely pretends to quote from a Sūtra because as a 

Sūtra LAS cannot of course quote a Ś stra.” This entails 

that the LAS postdates Vasubandhu, which confirms the 

hypothesis of such Japanese scholars as Ui Hakuju. The 

present paper aims to provide counter-examples to this 

position, arguing that it is probably Vasubandhu who quotes 

from LAS and utilizes its cittam tra ideas in his 

post-Abhidharmakośa  Yog c ra treatises. In order to prove 

this, what I do first is to critically examine Schmithausen’s 

arguments with reference to the two parallels between LAS 

and Tr, which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Schmitausen’s 

arguments are not definitive to prove the dependency of 

LAS upon Tr. Then I go on to examine a more substantial 

piece of evidence culled from the Vy khy yukti  where 

Vasubandhu quotes two sets of verses (g th ) from an 

anonymous Mah y nasūtra as an explicit meaning (n t rtha) 

of Mah y na Buddhism, a sūtra which in fact has been 

identified as LAS by scholars such as Yamaguchi Susu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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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ubandhu treats this anonymous sūtra as a sūtra of an 

explicit meaning (n t rthasūtra) in parallel to the 

Saṃdhinirmocanasūtra. So this paper tries to substantiate 

whether this sūtra is really LAS by comparing it with 

currently available Chinese translations and Sanskrit 

recension. This analysi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in the 

Vy khy yukti  Vasubandhu quotes from a Sanskrit version of 

LAS close to the currently available Wei-translation, which 

contains both the main body of the sūtra that consists of 

prose and verse parts and the verse portion (Sag thakam) 

that solely consists of verses (g th ). If this is the case, we 

have to examine all over again the doctrinal influence of 

LAS over Vasubandhu’s thoughts on Vijñaptim tra, which 

seems to have been inspired by the notion of cittam tra in 

LAS.

Key Words: vasubandhu, vyAkhyAyukti, triMzikA, 

laGkAvatArasUtra, schmithau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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