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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첫 번째는 하리바드라의

저작 Abhisamayālaṅkārālokā 중 ‘논서의 시작’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판
적으로 편집하고 이에 대한 주해가 달린 국문 번역을 추가하였다. 이

비판적 편집본에는 매우 정확한 읽기라고 평가 받는 네와리 사본이외에

아직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데와나가리 사본을 참조하였다. 두

번째는 이 비판적 편집본과 까말라쉴라가 Tattvasaṅgrahapañjikā 중 이
에 상응하는 부분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밝혔다. 이미 잘 알려진 대

로 하리바드라는 이 ‘논서의 시작’에 관하여 상당부분 까말라쉴라의 설

명을 편입하였지만, 다음의 두 가지 중대한 차이점이 존재한다.(1. 목적

의 목적을 독립적인 범주로 서술한 점 2. 삼반다(관계)는 간접적으로 설

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직접적으로 서술해야만 항목으로 나열한

점.) 이중 첫 번째는 까말라쉴라가 목적의 목적이라는 범주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리바드라가 문헌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선 직접적

인 실천 혹은 실현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리바드라

가 삼반다를 직접 설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이 아니라 반야경과 현관장엄

론 모두를 주석하는 Abhisamayālaṅkārālokā의 구조 엄밀하게는 반야경
이라는 경전에 논서의 시작을 적용한 구조부터 기인한다고 보여 진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352-2009-1-A00009).

*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 연구교수. tatpu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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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인도 전통에서 많은 논서의 시작은 첫 문장(ādivākya)의 중요

성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경우 논서의 작자는 그

가 주석하고 있는 논서의 삼반다(: 관계, sambandha)와 주제

(abhidheya)와 목적(prayojana) 혹은 목적(prayojana)과 목적의

목적(prayojanasya prayojanam)을 설명해야 한다.1) 인도전통에서

누가 이러한 스타일을 최초로 시작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인도불

교 전통에서는 인식논리(pramāṇa) 전통에 속한 문헌들, 특히 다

르마끼르띠(Dharmakīrti : 600-660 C.E)의 저작들을 주석하는 주

석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스타일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한다.2)

하리바드라(Haribhadra) 또한 이러한 인식 논리학 전통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 그는 Abhisamayālaṅkārālokā(이하 AAA)3)에서

먼저 반야경의 삼반다, 주제, 목적, 목적의 목적을 서술해야 하는

이유를 설하고, 이후에 현관장엄론(Abhisamayālaṅkārakārikāśāstra
이하 AA)에 나타난 삼반다, 주제, 목적, 목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를 밝히는 이중 구조를 취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전자와 후자 중

삼반다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부분을 연구 범위로 한다.

AAA를 비롯한 인도불교 문헌에 나타난 논서의 시작에 대한

연구는4) 주로 일본 학자들이 주도해 왔다. 먼저 1969년에 아마노

1) 이 넷은 각각 relation 혹은 connection, subject matter, purpose 혹은

aim, ultimate purpose 혹은 final aim등으로 영역된다.

2) Funayama(1995) p.181

3) AAA는 8천송 반야경에 대한 주석서이자 동시에 반야경의 내용을 요약한

현관장엄론에 대한 주석서이다. AAA의 저술연대는 사본의 콜로폰
이전에 하리바드라 자신에 의해 지어진 게송에 따르면, Dharmapāla왕의

통치 시기 즉 770-810 혹은 775-812 C.E라는 것을 알 수 있다(...rājye

rājabhaṭādivaṃśapatitaśrīdharmapālasya vaiālokavidhāyinī viracitā

satpañjikeyam mayā || ⅶ ||)

4) 인도불교를 제외한 인도 문헌의 논서의 시작에 관해서는 2008년 Walter



하리바드라의 Abhisamayālaṅkārālokā에 나타난 논서의 시작 ∙ 171

는 까말라쉴라(Kamalaśīla)의 Tattvasaṅgrahapañjikā(이하 TSP)

에 기술된 논서의 시작 중 많은 부분이 AAA에 편입되었다는 사

실을 밝혔다.5) 이치고는 1985년 저술에서 삼반다를 ‘성취수단과

성취대상의 관계(sādhyasādhanabhāva) 혹은 수단과 목표의 관계

(upeyopāyabhāva)로 본다는 점에서 비니따데바(Vinītadeva), 다르

모따라(Dharmottara), 샨따락시따(Śāntarakṣita), 까말라쉴라의6)

견해가 일치하며, 청변(Bhāvaviveka7): 500-570 C.E.)은 삼반다를

사자상승(guruparamparā 혹은 guruparamparya)의 관계로 보아

이들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8) 또한 그는 비니따데

바가 목적을 목적(prayojana)과 목적의 목적(prayojanasya prayoj

anam)의 범주로 분류하는 반면, 다르모따라는 목적만을 언급하고

‘주제의 목적(abhidheyaprayojana)’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중시하

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9) 마지막으로 후나야마는 1995년

논문에서 앞서 두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아르짜타(Arcaṭa)와 지

넨드라붓디(Jinendrabuddhi)의 목적에 대한 서술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까말라쉴라가 TSP에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비

판하였던 견해는 아르짜타의 것이었으며, 이러한 아르짜타의 견해

는 상당히 강력하여 샨타락시타와 지넨드라붓디의 불교 논사들을

비롯한 자이나교의 문헌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10)

Slaje가 10편의 논문을 편집한 Śāstrārambha를 참조하시오.

5) Amano(1969); 하리바드라가 까말라쉴라와 동일하게 샨타락시타의

제자였거나 적어도 그 영향력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Ruegg(1981)

p.102참조.

6) 나열순서는 연대기적 순서이다: Vinītadeva[ Śākyabuddhi(660-720 C.E)와

Arcaṭa(710-770 C.E) 사이: funayama(2001)] p.318] ―

Dharmottara(740-800 C.E.) ― Śāntarkṣita(725-788 C.E.)―Kamalaśīla

(740-795)

7) 청변의 산스크리트 이름을 Bhāviveka가 아니라 Bhāvaviveka로 본 것에

관해서는 Ames(1986) p.31 참조.

8) Ichigō(1985b) pp.1-6

9) Ichigō(1985b) pp.7-8

10) Funayama(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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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우선 일차적인 목표는 AAA에

기술된 논서의 시작에 대한 비판적 편집(Critical edition)과 이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차적인 목표는 이를 유사한 내용

을 다루고 있는 TSP 개소들과의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리바드라가 어떠한 의도 하에 어떻

게 TSP를 변형하여 받아들였는지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Ⅱ. AAA의 논서의 시작에 대한 비판적 편집과 해석

AAA는 뚜찌(Tucci)가 1932년에 출판한 편집본, 오기하라(Wog

ihara)가 1932-1935년(1973년에 재발행)에 출판한 편집본, 바이드

야(Vaidya)가 1960년에 출판한 편집본의 3종이 있다. 이중 뚜찌는

3종의 사본(그의 약호로 A, B, N)을 오기하라는 2종의 사본(P와

C)을 참조하였으며, 바이드야는 사본의 참조 없이 뚜찌와 오기하

라의 편집본을 비교하였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B는 P와 A는

C와 동일한 사본이기 때문에, 결국 AAA의 사본은 3종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뚜찌에 따르면(pp.Ⅲ-Ⅳ), N은 그 읽기(r

eading)가 매우 정확한(extremely correct) 야자수 잎에 쓰여진 네

와리 사본이며, B(=P)는 이러한 N을 근대에 다시 베껴 쓴 데와나

가리 사본이고, A(=C)는 대체로 부정확한(generally incorrect) 네

와리 사본이다. 이를 통해서 보자면 AAA의 사본들 중 N이 가장

중요하지만,11) 불행히도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대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폴리오(1r)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를 참조할 수 없

11) 필자는 함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후 과정 동안 하루나가 아이작슨 교수의

친절한 도움으로 NAK (National Archives Kathmandu)에서 뚜찌가

매우 정확하다고 평한 N의 최근에 다시 찍은 칼라 사진본을 입수할 수

있었다.(필자의 약호로 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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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지만 필자는 NGMPP(네팔독일 사본보존 프로젝트)에서

이 기존에 참조되었던 사본과는 다른 데와나가리 사본을 발견하

였다(필자의 약호 Ā2). 이 사본은 B(=P)와 마찬가지로 N(필자의

약호 Ā1)을 근대에 필사한 데와나가리 사본이지만 N의 사라진 폴

리오(1r)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Ā2의 필사자가 N이외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본을 참조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12) 이와 같이 현재

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사본을 참조하여 비판적 편집본을

제공한다는 것은 일면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한 편집을 실기로 결정하였다.

Ⅲ. AAA의 비판적 편집(Critical edition)과 해석

1. AAA의 비판적 편집(Critical edition)13)

[반야경의 삼반다, 주제, 목적, 목적의 목적]

[AAA.Ⅰ] sarvatraiva hy arthasaṃśayena sarveṣāṃ ⒜ sam-

bandhābhidheyaprayojanaprayojanaprayojanāvasāyapūrvikā14) pravṛttir

12) N=Ā1는 필자의 비판적 교정본 중 [AAA Ⅲ]의 ‘ti, tasyāṃ śāstrasya

vyabhicārābhāvāt |...’로 부터 시작한다. Ā2에서는 이 이전까지는 좀 더

굵고 커다란 글자를 사용하며, ti앞에 ▃와 같이 생긴 중단기호를 넣고
그 이후에는 작고 조금은 흐릿한 글씨를 사용하고 있다.

13) 사본(: Ā1 2r1-6, Ā2 1v8-2v4), 편집본(T: 2.03-4.11 , W: 2.03-3.24,

V:268,01-269.10), 티벳역(C: sher phyin, cha 2b2-4a2, D: sher phyin,

cha 2a5-3b1, G: mdo 'grel cha 3a5-5a3, N: mdo 'grel cha 3a4-5a4, P:

sher phyin, cha 2b7-3a8) ※ ']' (lenma)는 필자가 채택한 읽기 뒤에,

나머지 다른 읽기들은 ‘,’로 분리한 후 이탤릭체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양자 모두 이러한 읽기 뒤에 출처를 밝혔다 ; ‘ac’는 사본의 교정자가

교정하기 이전의 읽기를, ‘
pc
’는 교정이후의 읽기를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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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 sambandhādīni prajñāpāramitāyāṃ vācyāni | tathā hi yadi

⒝ sambandhābhidheyam asyā15) na kathyeta16) tadonmattādivākyavad

asambandham anarthakañ
(17
cety āśaṅkayā17) na kaścit pravartetāpi18)

śrotum iti ⒝ sambandhābhidheyam asyām avaśyaṃ19) vacanīyam |

[AAAⅡ.1] tathā saty api ⒝ sambandhābhidheye niṣpāditakriye

karmaṇy aviśeṣābhidhāyi20) sādhanam ity api21) sādhananyāyam

atipatatīti nyāyāt sūtrāntarāsaṅgṛhītaviśiṣṭapravṛttāṅgaprayojanarahitaṃ

prajñāpāramitāsūtraratnaṃ śraddhānusāriṇo 'pi śrotum api nādriyanta

ity ādāv ⒞ asādhāraṇaṃ kriyāphalaṃ [AAA. Ⅱ.2] sūtre pravṛtti-k

āmānāṃ pravṛttaye tadgatam eva prayojanaṃ vācyaṃ nānyagatam,

anyathā hy asaṅgatābhidhānaṃ syāt | sūtre hi paraṃ pravartayituṃ

sūtrādau prayojanam abhidhīyate na vyasanitayā ||

[AAAⅡ.3] kathañ ca paraḥ22) prayojanavākyopadeśāt sūtre pra-

vartito bhavati? yadi tadgatam eva prayojanam abhidhīyate nānyagatam |

na hy anyadīyaprayojanābhidhānād anyatra kasyacit pravṛttir bhavet |

sūtraṃ ca viśiṣṭārthapratipādanaparaṃ vacanam ucyate, nābhidheya-

mātraṃ nāpi śabdamātram arthapratipādanasāmarthyaśūnyam | ato

nābhidheyādigatam abhidhānīyam |

[AAA Ⅲ] ⒟ na tu23) kriyārūpaṃ prayojanaṃ | tathā hi sarvav-ā

14) prayojanaprayojanaprayojanā˚] W, prayojanaprayojanā˚ Ā2T, prayojanā˚ 

V, dgos pa dang dgos pa'i dgos pa Tib

15) asyā] Ā2WT, asyāḥ V

16) kathyeta] WT, kathyate Ā2, smras na Tib {smras na] CDGN, yin na

Q}

17) cety āśaṅkayā] Ā2TV, ca saṃbhāvayet W, ('brel pa med pa dang don

med pa)r dogs pas Tib ( cety āśaṅkayā를 지지한다)

18) pravartetāpi] Ā2TV, pravartate 'pi W, 'jug par mi 'gyur ro Tib

19) avaśyaṃ] Ā2TV, avaśya(-vacanīyam) W, gdon mi za bar Tib

20) aviśeṣābhidhāyi] Ā2TV, aviśeṣāvāpi W, khyad par du sgrub par byed

pa ma yin pa Tib

21) ity api] WV, ityādi Ā2T, zhes bya ba yang Tib (ity api를 지지한다.)

22) paraḥ] W TSP, punaḥ Ā2TV, gzhan dag Tib (paraḥ를 지지한다)

23) tu] Ā2TV, ca W, yang T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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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ānāṃ (24svārthābhidheyapratipādanalakṣaṇā kriyā24) sādhāraṇā25) | s

ā cātipratītatayā26)
(27
prayojanatvena nopādānam27) arhati, tasyāṃ śā

strasya vyabhicārābhāvāt | anabhidheyatvāśaṅkāvyudāsārtham up

adarśanīyeti cet, na | abhidheyakathanād eva tadāśaṅkāyā vyudasta-tv

āt | nāpy abhidheyaviśeṣapratipipādayiṣayā28) tadupādānam abhi-dh

eyaviśeṣapratipādanād eva tasyāḥ29) pratipāditatvāt |

[AAA Ⅳ.1] tasya ca kriyāphalasya phalam prayojanam upadarśanīyaṃ,

tena vinā30) kriyāphalamātreṇa sūtre pravṛttyasambhavāt | tathā hy

abhimatapradhānaphalārthī prekṣāvāṃs tadupāye pravarteta, kāraṇam

antareṇa kāryasyāyogāt | avikalārogyasādhanānuṣṭhānenārogyaprāptivad

upāyo jñāto 'bhyasyamānaḥ svopeyaphaladāyaka ity upāyāvagamāya31)

sūtre pravṛttiḥ |

[AAA Ⅳ.2] tasmāt pravṛttyaṅgaprādhānyena ⒠ prayojanaprayojanam

evāvaśyaṃ32) darśanīyam | tac ⒡ copāyabhūtasambandhādiśūnyena

granthenāśakyaṃ33) darśayitum, iti sūtrasya ⒠ prayojanapra-yoj

anopāyatāsaṃdarśanārthaṃ ⒡ sambandhādikathanam34) | tac ca ⒠

24) ˚lakṣaṇā kriyā] WV TSP, ˚lakṣaṇakriyā Ā2T, mtshan nyid kyi bya ba

Tib

25) sādhāraṇā] Ā2T TSP, sādhāraṇī WV, thun mong Tib

26) cātipratītatayā] Ā2TV TSP, nātipratītatayā W, yang shin tu grags pas

Tib

27) prayojanatvena nopādānam] TV(na upādānam), prayojanatvena

sopādānam Ā2, prayojanatvenopādānam W, dgos pa nyid du gzung

bar 'os pa ma yin te Tib

28) ˚pratipipādayiṣayā] Ā12TV, ˚pratipādayiṣayā W, bstan par 'dod pas

Tib (˚pratipipādayiṣayā를 지지 한다)

29) tasyāḥ] AAA (=kriyā), tasya TSP, de Tib

30) vinā] Ā12TV, omit W, (de) med par Tib

31) upāyāvagamāya] Ā12TV, upāyāvagamāt W, thabs rtogs par bya ba'i

phyir Tib

32) evāvaśyaṃ] TV, evāvaśya(darśanīyam) Ā12W(typo: evāvāśya˚), kho

na nges par Tib

33) cf. ('brel pa la sogs pa med par bstan par) mi nus pas Tib (omits

grant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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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ojanaprayojanaṃ

sambaddhānuguṇopāyaṃ35) puruṣārthābhidhāyakam |

parīkṣādhikṛtaṃ vākyam ato 'nadhikṛtaṃ param || [Pramāṇa

vārttika 3. 215]

iti nyāyāt sambaddhānuguṇopāyam36) upadarśanīyam | na punar

aśakyatatsādhanāuṣṭhānam37) | anyathā jvaraharatakṣakacūḍ-

āratnālaṃkārārtham iva na pravarteta kaścit |

[AAA.Ⅳ.3] anavasthāpi naiva38) | tathā hy abhimatārthaparisamāptyā

puruṣasyākāṅkṣāvicchedād ato nāparam
(39
ūrdhvam prayojanaṃ39) m

ṛgyam iti |

[현관장엄론의 삼반다]

[AAAⅤ] ko 'sya sambandhādiḥ? tatrocyate — sambandhas tāvan

na ⒢ prayojanāt pṛthag upadarśanīyaḥ, niṣphalatvāt | sa hi nāma

pṛthagupādānam arhati yo yasminn abhihite 'pi na gamyate, ⒣ yathābhi-

dheyādyanyatarābhidhāne netarāvagatir bhavati | na ca sambhavo 'sti

prayojane 'bhihite sambandho nābhihita iti | tathā hi sa pradarśyamānaḥ40)

34) ˚kathanam] Ā12TV, (sambandhādi) kathitaṃ W, ('brel ba la sogs pa)

brjod do Tib

35) sambaddhā˚] PV TSP, sambandhā˚ Ā12TVW, 'brel pa (dang ni rjes

mthun thabs) Tib

36) sambaddhā˚] Ā1, sambandhā˚ Ā2TVW, 'brel pa (dang rjes su mthun

pa'i thabs dang ldan par) Tib

37) aśakyatatsādhanāuṣṭhānam] Ā12, aśakyaṃ tatsādhanāuṣṭhānam TV,

aśakyaṃ tadupāyāuṣṭhānam W, de'i thabs rjes su bsgrub par mi nus

pa Tib

38) naiva] W, naivam Ā12(both naivaṃ)VT, (thug pa med pa yang) ma

yin te Tib

39) ūrdhvaṃ prayojanaṃ] Ā12TV, ūrdhvaprayojanaṃ W, gong du dgos pa

Tib

40) sa pradarśyamānaḥ] Ā1
ac
, prajñāpāramitāpradarśyamānaḥ Ā1

pc
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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śāstraprayojanayoḥ (41sādhyasādhanabhāvalakṣaṇa upadarśanīyaḥ41) |

nānyo guruparvakriyādilakṣaṇas tasyārthipravṛtter anaṅgatvāt | sa ca

sādhyasādhanabhāvaḥ prayojanābhidhānād eva darśitaḥ | tathā hīdam

asya prayojanam iti darśayatā darśitaṃ bhavatīdam asya sādhanam

iti | na hi yo42) yan na sādhayati tat tasya prayojanaṃ sambhavaty

atiprasaṅgāt | iti sāmarthyalabhyatvena nāsau ⒢ prayojanābhidhānāt

pṛthag abhidhānīyaḥ ||

2. 비판적 편집에 근거한 해석

[반야경의 삼반다, 주제, 목적, 목적의 목적]

[AAA.Ⅰ] 실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목표

에 대한 의심 때문에 ⒜ 삼반다, 주제, 목적, 목적의 목적을 결정하고

서43) [경전에 대한 배움에] 나아간다. 고로 반야바라밀 [경전]에 대한

⒜ 삼반다 등을 설명해야만 한다. 상세히 설하자면, 만약 이 [반야바라

saṃpradarśyamānaḥ TVTSP, de rab tu ston pas Tib ; Ā1의2r의

밑에는 ‘prajñāpāramitā 3’이라 하여 세 번째 줄에 prajñāpāramitā를

삽입하거나 다른 단어를 이로 바꾸라는 표시가 있다. 그리고 본문의

6번째 줄의 sa와 pradarśyamānaḥ 사이에는 삽입하라는 표시가 있다.

Ā2와 W 모두 이를 삽입하여 읽고 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T와V

그리고 TSP의 양 편집본은 saṃpradarśyamānaḥ로 읽고 있다. 이 중

전자는 문법적으로 이상할 뿐 아니라 삽입을 표시하는 줄의 숫자 3과

삽입된 줄의 숫자 6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읽기는 의심스럽다.

saṃpradarśyamānaḥ의 경우 AAA의 티벳역 뿐만이 아니라 TSP의

티벳역 de ston pa na또한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41) ˚lakṣaṇa upadarśanīyaḥ] TV, ˚lakṣaṇopadarśanīyaḥ Ā1
pc
2, ˚lakṣaṇo

darśanīyaḥ Ā1
ac
W TSP, (bsgrub par bya ba dang sgrub par byed pa'i

ngo bo'i phyir) mtshan nyid bstan par bya'o Tib

42) yo] Ā12TVTSP, yad W, gang zhig Tib

43) 결정하고서(avasāyapūrvikā)에서 ‘결정’은 AAA의 티벳역에서는 rtogs

pa (이해)로 TSP의 티벳역에서는 nges pa(결정)으로 번역하고 있다.



178 ∙ 印度哲學 제33집

밀 경전]의 ⒝ 삼반다와 주제를44) 말하지 않는다면, ‘미친 사람 등의

말과 같이 삼반다가 없고 쓸모가 없다’는 의혹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듣는 것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이 [반야바라밀 경전]의 ⒝ 삼

반다와 주제를 반드시 설해야 한다.

[AAA Ⅱ.1 ] 비록 ⒝ 삼반다와 주제가 있을 지라도, ‘행위가 이미

끝난 대상에 대해 어떠한 특별한 [결과]도 주지 못하는 것은 비록 수

단이라고 [부를지라도] 수단의 도리로부터 벗어난다’는 법칙에 근거하

여45) [만약] 귀중한 반야바라밀경에 다른 경전에서 다루지 않은 고유

한 목적 즉 [경전에 대한] 배움에 나아가는 필수 요소가 없다면, [반야

바라밀에 대해] 믿음을 따르는 자들일지라도 이 경전을 듣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고로 처음에 ⒞ 공통되지 않는 행위의 결과

[AAA. Ⅱ.2] 즉, 그 [경전]만에 있는 목적을 경전에 대한 배움에 나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말해야 하지, 다른 [경

전]에 있는 [목적을 말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다면(=다른 경전에 속

한 목적을 말한다면), 이는 관련이 없는 [목적]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

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경전에 대한 배움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경

전의 첫머리에 목적을 설하는 것이지 관습 때문에 [목적을 설하는 것

은] 아니다.

[AAAⅡ.3] 그렇다면, 어떻게 목적을 서술하는 진술을 설명함으로부

터46) 다른 사람[들]이 경전에 대한 배움에 나아가게 되는가? 만약 그

[경전]에 있는 목적을 설하고 다른 [경전]에 속한 [목적을 말하지 않는

44) sambandābhidheyam이 ‘삼반다와 주제(sambandhaś cābhidheyaś ca)’로

분석될 수 있는 samāhāra dvandva 복합어인 것은 티벳역 ‘... 'brel pa

dang brjod par bya ba ma smras smras na’에 의해서 지지된다.

그렇지만 이 둘을 하나의 단위(unit)로 본다는 것은 무엇인지 어색하다.

보다 자연스러운 것은, TSP ⒜′ abhidheyaprayojane가 보여주듯이

sambandhbhidheye (asyā na kathyeyātām)일 것이다.

45) Hetubinduṭīkā (ed. Pandit S. Sanghavi and Muni Shri Jinavijayaji)

p.32: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행위가 이미 끝난 대상에 대해 특별한

[결과]를 주지 못하는 무분별지가 어떻게 바른 인식수단이 될 수

있겠는가? (tato niṣpāditakriye karmaṇy aviṣeṣādhāyi vikalpajñānaṃ

kathaṃ pramāṇaṃ syāt?)

46) TSP는 단순히 ‘목적을 설명함으로부터(prayojanopadeśāt)’라 하여

‘진술(vākya)’를 생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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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 경전에 대한 배움에 나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경전]

(A)에 속한 목적을 말함으로부터 누구도 다른 [경전](B)에 대한 배움

에 나아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전은 특정한 내용을 전달

하는 것을 지향하는 문헌(vacana)으로 가르쳐지지, 단순한 내용 혹은

내용을 전달할 수 없는 단순한 소리로 [가르쳐지지]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목적을]47) 내용 등에 속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AAA Ⅲ] ⒟ 그렇지만 목적은 행위(kriyā) 그 자체가 아니다. 설명

하자면, 행위는 고유한 내용으로 [작용하는] 주제를48) 전달하는 것인

데 이는 모든 진술들에 공통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행위]가 너무 명

백한 한 목적으로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논서에는 그 [행

위]와 관련한 일탈(vyabhicāra)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 경전에는]

주제가 없다’는 의혹을 떨치기 위하여 [행위를]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면, [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

히 주제를 설명하는 것에 의해서 그러한 의혹을 떨칠 수 있기 때문이

다. 특별한 주제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행위]를 언급

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특별한 주제를 전달하는 것만에 의해서 그

[행위]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AAA Ⅳ.1] 그리고 그러한 행위 결과의 결과를 목적으로서 설명해

야만 한다. 그 [행위 결과의 결과]가 없이, 행위의 결과만으로는 경전

에 대한 배움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오랫동안] 바래왔던 최고의 결과를 추구하는 현명한 자들은 그 [결

과]의 수단(upāya)에 대해 행위 할 것이다. 행위의 수단 없는 행위의

결과는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현명한 자는 ‘건강을 위한 결함이

없는 수단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건강을 획득할 수 있듯이 이미 알려

진 수단을 반복하여 수행할 때 그것은 수단에 의해 성취되는(upeya)

고유한 결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 진다’고 [생각하면서] 수단을 이

해하고자 경전에 대한 배움에 나아갈 것이다.

[AAA Ⅳ.2 ] 고로 ⒠ 목적의 목적을 [경전의] 배움에 나아가기 위

한 필수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수단으로 작

47) 이 번역은 [TSPⅡ.3]의 ‘ato nābhidheyādigataṃ prayojanam

upadarśanīyam’를 참조하였다.

48) TSP는 단순히 ‘고유한 내용(svābhidheya)’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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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삼반다 등이 없는 문헌(grantha)으로는 [목적]을 보여주기가

불가능하다.49) 때문에 경전이 ⒠ 목적의 목적(prayojanaprayojana)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경전의] ⒡ 삼반다 등(=삼반

다, 주제, 목적)을 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 목적의 목적(prayojanaprayojana)의 수단(=경전)이 [문장

의 의미들이 상호] 연결이 되고 [성취하기에] 적절하다는 사실을 설명

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다르마끼르띠의] 다음과 같은 법칙에 기반한

다:

[문장의 의미들이 서로] 연결되고 [성취하기에] 적절한 수단인50)

[그리고] 사람들의 목표(puruṣārtha)를 말하는 문헌(vākya)은 조사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이것과 다른 것은 [조사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다. [양평석

(量評釋) 3. 215]

그렇지만 [목적의 목적은] 그것을 따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열을 제거해주는 머리 위에 쓰는 보석 장

49) AAA의 티벳역 thabs su gyur pa 'brel ba la sogs pa med par bstan

par mi nus pas에서는 grantha(문헌)이 생략되어 있다. TSP는 ‘주제가

없는 논서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로 이해하고

있다.

50) 이 해석은 양평석(量評釋) 3. 215과 TSP의 양 편집본에 의해 지지를

받는 sambaddhānuguṇopāyaṃ에 대한 해석으로, 이 읽기는 AAA의

모든 사본과 편집본에서는sambandhānuguṇopāyam을 지지한다.

그렇지만 Ā1의 사본에서 게송의 인용 직후에는 이를 다시

sambaddhānuguṇopāyam로 읽고 있는 점은 게송의 sambandhā°가

필사자의 오류일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Karaṇagomin의

Pramāṇavārttikasvavṛttiṭīkā [ed. Sāṃkṛtyāyana] p.391에서는 이

복합어의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sambaddha’는 단어의

의미들이 상호 연결된 것이다. ‘anuguṇa’는 ‘성취하기에 적절한’이고

‘anuguṇopāya’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곳이다. 이것은

‘sambaddhaṃ ca tad anuguṇopāyaṃ ca’로 분석할 수 있는

[sambaddha]라는 형용사가 [첫 번째 구성요소로 오는 동격한정]

복합어이다. (anuguṇaḥ sādhayituṃ śakyaḥ, phalasādhanopāyo

yasmiṃs tad anuguṇopāyaṃ | sambaddhaṃ ca tad anuguṇopāyaṃ ceti

viśeṣaṇasamāsa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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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를 목표로 하는 것처럼51) 어느 누구도 배움에 나아가지 않을 것

이다.

[AAA.Ⅳ.3] 이것은 결코 끝이 없이 무한히 반복되는 진술(anavasth

ā)이 아니다52). 왜냐하면 갈구해왔던 목표를 일단 달성한다면 사람의

욕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 이후로부터 다른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

지 않기 때문이다.

[현관장엄론의 삼반다]

[AAAⅤ] 무엇이 이 [현관장엄론]의 삼반다 등인가? 그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다: 우선 [현관장엄론의 저자]는 삼반다를 ⒢ 목적과

별도로 설명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과가 없는 헛된 노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X)이 말해 질 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다

른 어떤 것(Y)이야 말로 별도로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

면 ⒣ 주제 등(=주제, 목적, 목적의 목적) 중 어느 것을 언급할 때 그

나머지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만 목적을 언급할 때 삼반

다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그 [삼반다]를 설

명할 때, [그것은] 논서와 목적의 성취수단(sādhana)과 성취대상(sādh

ya)의 관계로 설명해야 한다.53) 사자상승(師資相承)을 [가르치는] 행위

51) TSP는 ‘그렇지 않다면, 열을 제거해주는 머리 위에 쓰는 보석 장신구를

가르치는 논서와 같이, 현명한 자는 목적이 있을 지라도 그것의 수단을

따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서 배움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52) 즉 목적의 목적의 목적 - 목적의 목적의 목적의 목적.....과 같이 무한히

반복되는 진술을 일컫는다.

53) 즉 논서가 성취수단이고 목적이 성취대상(혹은 성취목표)인

관계(bhāva)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삼반다(sambandha)는

관계(bhāva)라는 동의어(paryāya)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특히

논서(=성취수단)와 목적(=성취대상)의 관계를 의미한다.

①śāstra-②prayojanayoḥ ③sādhya-④sādhanabhāvalakṣaṇa의 경우

①śāstra(논서)가 ③sādhya(성취대상)와 ②prayojana가 ④sādhana로

대응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겠지만, [AAA Ⅳ.2] 의 ‘sūtrasya

⒠prayojanaprayojanopāyatāsaṃdarśanārthaṃ’와 이에 대응하는 [TSP

Ⅳ.2] śāstrasya ⒠′prayojanopāyatāsaṃdarśanārtham 즉 경전 혹은

논서가 목적의 목적 혹은 목적의 수단(upāya) 즉 성취수단(sādhan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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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uparvakriyā)54) 등의 다른 것을 [삼반다로 설명해서는] 안된다. 왜

냐하면 그것은 [논서를] 추구하여 배움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55)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취대상과 성취수단의 관계

는 다름 아닌 목적을 서술함으로부터 보인다. 상세히 설하자면 어떤

사람이 ‘A는 B의 목적이다’라고 설할 때, ‘B는 A의 성취수단이다’라는

것이 보여 지는 것이다. 실로 X가 Y를 성취시키지 못할 때 Y가 X의

목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만약 이와 같다면] 불합리하

명확히 하고 있다는 사실과 [VIPⅤ]에서 ...prayojanaprakaraṇayoḥ

sādhyasādhanalakṣaṇaḥ saṃbandha ...에서 목적을 성취대상에

논서(prakaraṇa)를 성취수단에 대응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이와 같이

해석하였다.

54) guruparvakriyā에 대한 이러한 번역은 AAA의 티벳역 bla ma

brgyud※pa'i bya ba {※brgyud] CD, rgyud GNQ)}과 TSP의 티벳역 bla

ma brgyud pa'i rim pa를 참조하였다. 이 둘은 각각

guruparamparā(혹은 °parya)와 guruparamparākrama(혹은

°paryakrama)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스파르함은 스승과 축제 행위 등[의

사이에서 획득하는 목표-수단의 관계로서, 그 관계에서는 축제가 스승을

경배하거나 생계를 위한 것이다 ‘[the goal-means relation that obtains

between] a guru and festival activity, etc., [where the festival is for

the purpose of worshiping the guru, or for his livelihood’로

번역한다[Sparham(2006) p.168 f.]. 그렇지만 Yogaratnamālā(ed.

Pushpendra Kumar) p.128에서 guruparvan을 ‘스승이 주어야만 하는

가르침’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guruparvan는 스승으로부터

획득해야만 하는 parvan으로서 요가 수행자와 제자를 위하여 스승이

법칙에 따라 주어야만 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이다(gurulabhyaṃ

parvaṃ guruparvaṃ yad yogyāya śiṣyāya guruṇā vidhivad dīyate

upadeśa ity arthaḥ). 이 경우 TSP의 티벳역이 암시하듯이 rim pa

(krama)를 염두에 두면, 실제로 검색결과 guruparvakrama라는 용어가

다수 등장한다, guruparvakriyā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이 연속하여

내려오는 사자상승을 전달 즉 가르치는―kriyā를 어떠한 내용을 전달 즉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한 AAA와 TSP의 Ⅲ svārthābhidheya(혹은

svābhidheya)pratipādanalakṣaṇā를 참조하였다―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chigō(1985b) pp.4-6에 따르면 이러한 견해는 청변의 견해를 염두에 둔

것이다.

55) 샨따락시따는 ‘논서를 전달하는 행위에 있어서 필수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prakaraṇakriyāyām anaṅgabhūtatvāt)’로

이해하고 있다. ([VipⅤ]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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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삼반다]는 함축에 의해 획득되

는 것이기 때문에 ⒢ 목적을 서술함으로부터 별도로 설해서는 안 된

다.

Ⅳ. TSP의 비판적 편집

아마노[Amano(1969)]에 의해 이미 밝혀졌다시피, 하리바드라가

TSP의 논서의 시작에 관련한 설명을 가지고 와서 AAA에 편입

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TSP에서 이러

한 내용은 AAA와 같이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달리하여 흩어져 있다. 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AAA와 비교하기

위하여 TSP의 ‘논서의 시작’에 대한 내용을 AAA의 순서에 맞추

어 재배열하였다. 우선 이 양자의 비교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자는

TSP의 내용에 대해 재편집해야만 했다. TSP의 산스크리트 편집

본은 현재 2종이 있지만 [필자의 약호로 TSP(K)와 TSP(Sh)], 후

나야마가 이미 잘 보여주었듯이56), 두 편집본 모두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두 편집본과 동시에 티벳역을 함께 참조해야만 한다.

필자는 이러한 작업에 앞서 편집한 AAA를 더하여 사소하지만 몇

군데의 읽기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수 있었다.

[TSP. Ⅰ] iha hi śāstre prekṣāvatām ⒜′ abhidheyaprayojanāvasāya-

pūrvikā pravṛttir mahatsu ca prasādaḥ sarvaśreyo 'dhigateḥ kāraṇaṃ

prathamam ity ālocya bhagavati prasādotpādanārthaṃ śāstre cāsminn

ādareṇa śrotuḥ pravṛttyarthaṃ svaśāstṛpūjāvidhipūrvakam asya

śāstrasya prakṛtītyādibhiḥ ślokais tattvasaṅgraha ity etat paryantair

⒜′ abhidheyaprayojane prāha || tathā hi – yady ⒝′ abhidheyam

56) Funayama(1995) p.182, n.2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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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a na kathyeta, tadonmattādivākyavad ānarthakyaṃ sambhāvayan

prekṣāvān na pravartetāpi śrotum ity ⒝′ abhidheyam asyāvaśya-

vacanīyaṃ | TSP(K: 2.01-06, Sh: 2.5-10), Tib(D: tshad ma, ze 133b

4-6, P: tshad ma, 'e 159b6-160a3)

[TSP Ⅱ.1] tathā saty57) ⒝′abhidheye kākadantādiparīkṣāśāstravad58)

abhimataprayojanarahitaṃ śāstraṃ prekṣāvantaḥ śrotum api nādriyanta

iti tatas tatpravṛttyartham ādau ⒞′ prayojanam abhidhānīyaṃ |

TSP (K 2.06-08, Sh: 2.10-12), Tib(D: 133b6-7, P: 160a3-4)

[TSP Ⅱ.2] prayojanaṃ59) tu saṅgrahaśabdena darśitaṃ | tathā hi

– prayojanam upadarśyamānaṃ śāstreṣu pravṛttikāmānāṃ śāstragatam

evopadarśanīyaṃ60) nānyagataṃ, anyathā hy asaṅgatābhidhanaṃ

syāt61) | uktaṃ ca – śāstreṣu hi paraṃ pravartayitukāmo vaktā

śāstrādau prayojanam abhidhatte na vyasanitayeti |62) TSP (K: 8,

02-04 , Sh: 10.01-04), Tib(D: 139a2-4, P: 167a6-7)

[TSPⅡ.3] kathaṃ ca paraḥ prayojanopadeśāc chāstreṣu pravartito

bhavati ? yadi tadgatam eva prayojanam abhidhīyate nānyagatam |

na hy anyagataprayojanābhidhānād63) anyatra prekṣāvataḥ pravṛttir

bhavet | viśiṣṭārthapratipādanasamarthaṃ ca vacanaṃ śāstram ucyate |

nābhidheyamātraṃ nāpi śabdamātram arthapratipādanasāmarthyaśūnyam |

57) saty] TSP(Sh), satyam TSP(K), yod na Tib

58) cf. bya rog gi so brtag pa la＊sogs pa bzhin du Tib＊{la] D : omit P}

(티벳역은 kākadantādiparīkṣāvad를 제시한다 )

59) prayojanaṃ] em., prayojana TSP(K, Sh), dgos pa Tib

60) evopadarśanīyaṃ] TSP(K), eva tat upadarśanīyaṃ TSP(Sh), de ltar

gtogs pa nyid bstan par bya'i Tib

61) cf. de lta ma yin na smra ba po 'brel pa med pa brjod pa nyid du

'gyur ro || Tib

62) 티벳역은 śāstrādau prayojanam(논서의 시작에서 목적)를 ‘논서 등의

목적’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vyasanitayā를 zhes pas (아마도 zhen pas로

교정해야만 할 것이다)로 보는 등 오류를 보인다. (smra ba po bstan

bcos la sogs pa'i dgos pa brjod pa yang bstan bcos la gzhan dag

gzhug par 'dod pas yin gyi zhes pas(→ zhen pas?) ni ma yin no ||

63) anyagataprayojanā˚] TSP(Sh), anya(d api) (gata?) prayojanā˚ TSP(K),

gzhan gyi dgos pa T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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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 nābhidheyādigataṃ prayojanam upadarśanīyam | TSP(K: 8, 04-08,

Sh: 10.04-09) Tib(D: 139a4-6, P:167a7-167b2)

[TSP Ⅲ] tatra sarvavākyānāṃ svābhidheyapratipādanalakṣaṇā kriyā

sādhāraṇā | sā cātipratītatayā na prayojanatvenopadarśanīyā, tasyāṃ

śāstrasya vyabhicārābhāvāt | anabhidheyatvāśaṅkāvyudāsārtham

upadarśanīyeti cet, na | abhidheyakathanād eva tadāśaṅkāyā vyudasta-

tvāt | nāpy abhidheyaviśeṣapratipipādayiṣayā tadupadarśanam, abhi-

dheyaviśeṣakathanād eva tasyāḥ64) pratipāditatvāt | ⒟′ tasmād

asādhāraṇā yā kriyā sopadarśanīyā | sā tv asya śāstrasya vidyata

eva tattvasaṅgrahalakṣaṇā | ... TSP (K: 8.17-22, Sh: 10, 20-11.02),

Tib(D: 139b3-5, P: 168a1-4)

[TSP Ⅳ.1] 대응하는 부분 없음.

[TSP Ⅳ.2] prādhānyena tu ⒠′ prayojanam eva pravṛttyaṅgam |65)

tadarthitayaiva śāstreṣu śrotṛjanasya pravṛtteḥ | tac ⒡′ cābhidheya-

śūnyena śāstreṇāśakyaṃ sampādayitum iti śāstrasya ⒠′pra-

yojanopāyatāsaṃdarśanārtham ⒡′abhidheyakathanam |

tac ca ⒠′ prayojanam anuguṇopāyam upadarśanīyaṃ na punar

aśakyatatsādhanānuṣṭhānam | anyathā viṣaharatakṣakacūḍāratnālaṅ-

kāropadeśaśāstravat saty api prayojane tatsādhanānuṣṭhānāśakyatāṃ

matvā na pravarteta prekṣāvān | ata evoktam –

sambaddhānuguṇopāyaṃ puruṣārthābhidhāyakam |

parīkṣādhikṛtaṃ66) vākyam ato 'nadhikṛtaṃ67) param || iti |

tasmāc chāstreṣu pravṛttyartham abhidheyādikathanam ||TSP

(K: 2.08-15, Sh: 2.12-20), Tib(D: 133b7-134a4, P: 160a4-b1)

[TSP Ⅳ.3] abhyudayaniḥśreyasāvāptau ca satyām abhimatārtha-

parisamāptyā puruṣasyākāṅkṣāvicchedād ato nāparam ūrdhvaṃ

64) tasyāḥ] em. (AAA를 전거로), tasya TSP(K, Sh)

65) cf. 'jug pa'i yan lag la gtso bo nyid dgos pa yin te Tib (은 AAA의

pravṛttyaṅgaprādhānyena를 지지한다)

66) parīkṣādhikṛtaṃ] TSP(Sh), parīkṣāvikṛtaṃ TSP(K), dbang du byas

Tib

67) 'nadhikṛtaṃ] TSP(Sh), na vikṛtaṃ TSP(K), dbang byas min T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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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ojanaṃ mṛgyam iti prayojananiṣṭhā | TSP(K: 9.20-21 , Sh: 12.06

-08) Tib(D 143b3, P 169a6-8)

[TSPⅤ] sambandhas tv ⒢′ abhidheyaprayojanābhyāṃ na pṛthag

upadarśanīyo niṣphalatvāt | tathā hi – sa pradaryamānaḥ68) śāstra-

prayojanayoḥ sādhyasādhanabhāvalakṣaṇo darśanīyo nānyo guruparva-

kriyādilakṣaṇas, tasyārthipravṛtter anaṅgatvāt69) | sa ca sādhyasādhana-

bhāvaḥ prayojanābhidhānād eva darśitaḥ | tathāhīdam asya prayojanam

iti darśayatā darśitaṃ bhavatīdam asya sādhanam iti | na hi yo yan

na sādhayati tat tasya prayojanaṃ bhavaty atiprasaṅgāt | tasmāt

sāmarthyalabhyatvān nāsau ⒢′ prayojanābhidheyābhyāṃ pṛthag

abhidhānīyaḥ | sa hi nāma tasmāt pṛthagupādānam arhati yo yasminn

abhihite 'pi na gamyate | ⒣′yathābhidheyaprayojanayor anyatarābhi-

dhāne 'pi netarāvagatir bhavati | na ca sambhavo 'sti yat prayojanābhi-

dhāne 'pi yathoktaḥ sambandho nābhihitaḥ syād iti dve evābhidheya-

prayojane vācye | (TSP(K : 9.22-10.03, Sh: 12.09-18) Tib(D: 140b3-

141a1, P: 169a8-b6)

Ⅴ. TSP와 AAA의 비교

1. AAA와 TSP의 차이점

앞서 살펴본 AAA와 TSP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TSP가 논

서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 반면, AAA는 Ⅰ～Ⅳ까지는 반야경이라

는 경전의 시작을, Ⅴ에서는 AA 논서의 시작 중 삼반다를 다루고

68) sa pradaryamānaḥ] em.(AAA와 Tib에 기반), sampradarśyamānaḥ

TSP(K, Sh), de ston pa na Tib

69) anaṅgatvāt] em.(AAA와 Tib에 기반), anantatvāt TSP(K, Sh), yan lag

ma yin pa'i phyir ro T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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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AAA의 이러한 이중구조는 하리바드라가 8천송

반야경을 AA의 게송에 따라 주석하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8천송 반야경과 AA 모두를 주석하는 방식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구조와 차이를 살펴본다면, 다

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AA
대

상
다루고 있는 내용 TSP

대

상
내용

Ⅰ

반

야

경

결정해야만 하는

것 ⒜ Ⅰ

논

서

일

반

결정해야만 하는 것

⒜′

삼반다와 주제⒝ 주제⒝′

Ⅱ

목

적

행위의 결과

인 목적⒞
Ⅱ

목

적

목적⒞′

Ⅲ
행위를 목적

에서 제외⒟
Ⅲ

다른 논서와 공

통되지 않는 행

위인 한 목적으

로 서술 ⒟′

Ⅳ

목

적

의

목

적

1. 행위 결과

의 결과

Ⅳ

1. 대응하는 내

용이 없음

2. 목적의 목

적⒠/삼반다

등 (f)

2. 목적 ⒠′ /

주제⒡′

3. 무한반복

이 아님

3. 무한반복이

아님

Ⅴ

현

관

장

엄

론

삼

반

다

목적과 별도

로 서술할 수

없음⒢ / 주

제 등 ⒣

Ⅴ

삼

반

다

주제, 목적과 별

도로 서술할 수

없음⒢′/ 주제

와 목적 ⒣′

표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AAA는 삼반다, 주제, 목적, 목적의 목

적이라는 네 범주를 다루는 반면, TSP는 삼반다, 주제, 목적의 세

범주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 진다. 또한 행위 결과의 결과

로 정의되는 목적의 목적을 다루고 있는 AAA Ⅳ. 1에 대응하는

TSP의 서술이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TSP가 목적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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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세 범주만을 다루고 있음을 뒷받침해준다. AAA Ⅲ에

서는 행위(kriyā) 즉 그 경전 혹은 논서의 고유한 주제를 독자에

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TSP Ⅲ에서

는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또한 알 수 있다. 이 셋 모두는 목적에

대한 하리바드라와 까말라쉴라의 견해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AAA와 TSPⅠ에서는 사람들 혹은 현자가 경전 혹은 논서의

배움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정(이해)해야만 하는 것과 이들로 하여

금 경전 혹은 논서를 듣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말해야만 하는 것

의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이중 전자는 AAA에 따르면 ⒜ 삼반

다, 주제, 목적, 목적의 목적이고 TSP에 따르면 ⒜′ 주제와 목적

이다. 후자는 AAA에서 ⒝ 삼반다와 주제에 해당하고 TSP에서는

⒝′주제에 해당한다. 이중 목적의 목적을 결정하거나(AAA) 결

정하지 않는 것(TSP)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목적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AAA와 TSPⅠ의 차이

점은 독자가 경전 혹은 논서의 배움에 들어가기에 앞서 삼반다를

결정 즉 이해해야하는가(AAA) 그렇지 않은가(TSP)로 볼 수 있

다.

Ⅱ에서는 독자들로 하여금 경전 혹은 논서의 배움에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paraṃ pravartayituṃ) 서술해야만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AAA와 TSP 모두 이것이 다른 경전 혹은 논서와 공통되지

않은 목적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AAA가 이 목적을 ⒞ 행

위의 결과(kriyāphala)인 목적으로 정의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

다.

대응하는 서술이 없는 AAA Ⅳ.1에서는 다른 경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목적만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을 경전에 대한 배움에

나아가게 할 수 없다는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다. AAA와 TSP

Ⅳ.2에서는 독자들이 경전 혹은 논서에 대한 배움에 나아가게 하

는 가장 중요한 필수요소(pravṛttyaṅgaprādhānya)를 다루고 있는

데, AAA는 이를 ⒠ 목적의 목적으로 TSP는 ⒠′ 목적으로 기술



하리바드라의 Abhisamayālaṅkārālokā에 나타난 논서의 시작 ∙ 189

하고 있다. 또한 목적과 목적을 보여주기 위하여 문헌이 갖추어야

할 것(AAA) 혹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논서가 갖추어야 할

것을(TSP) 각각 ⒡ 삼반다 주제 목적과 ⒡′주제로 설명하고 있

다. 이는 AAA와 TSP의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목적과 목적을

받아들이는 지의 여부와 삼반다를 언급해야만 하는지와 관련된다.

Ⅴ에서는 두 문헌 모두 삼반다를 논서와 목적의 성취수단과 성

취대상(혹은 성취목표)간의 관계(sādhyasādhanabhāva)로 보고 있

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를 통해 하리바드라와 까말라쉴라에 있

어서 삼반다는 관계(relationship)라는 동의어(paryāya)로 바꾸어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 문헌 모두 ‘이 삼반다를 직접

언급하는 문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언급함을 통해 암시된

다(smarthyalabhya)’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삼반다를 ⒢목적과

별도로 설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목적과 주제의 둘과 별

도로 설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 마지

막으로 ⒣ 주제 등(=주제 목적 목적의 목적)과 ⒣′ 주제와 목적

의 차이점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목적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지에

대한 여부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서 살펴볼 때, AAA와 TSP의 경전/논서의 시작에

대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목적에 대한 견해￣

㈎ 목적의 목적을 수용하는지 여부[⒞⒞′와 ⒠⒠′와 ⒣⒣′]

㈏ 행위(kriyā)를 목적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지의 여부[ ⒟⒟′]

2 삼반다에 대한 견해￣

㈐ 삼반다를 결정/언급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와 ⒡⒡′]

㈑ 목적 혹은 목적ㆍ주제와 별도로 언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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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리바드라의 의도

아마노가 그의 논문에서 “하리바드라는 한편으로 비니따데바의

해석을 다른 한편으로는 까말라쉴라의 해석방법을 채용하고, 그

양자를 총합하여 그 자신의 해석방법으로 삼았다”70)라는 결론을

도출한 주된 근거는 ㈎ 목적의 목적을 수용하는지 여부이다. 비니

따데바는 하리바드라와 동일하게 목적의 목적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71), 이러한 아마노의 결론은 일견 그럴 듯하다. 이치고는

아마노의 이러한 결론에 대해 5가지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데,72)

이 중 처음의 둘 ￣⑴ 까말라쉴라가 Madhyamakālaṅkārapañjikā

에서 목적과 목적을 포함한 4종의 항목을 염두에 둔 점73)과 ⑵ T

SP의 Nyāyabindu Ⅰ.1의 해석[TSP(Sh 10.10-14))에서 목적의 목

적(prayonasya prayojana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은 까말라

쉴라가 하리바드라와 동일하게 목적의 목적이라는 개념을 수용하

고 있다는 TSP의 외적 내적 전거가 될 것이다. 후나야마는 이 중

두 번째 TSP 내적증거가 TSP(Sh)의 잘못된 읽기(misreading)에

기반한 잘못된 이해로서, ‘목적의 목적’을 TSP(K)와 티벳역에 의

해 ‘목적(prayojana)’으로 교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74) 따라서 까

말라쉴라가 Madhyamakālaṅkārapañjikā에서는 목적의 목적을 수

용했지만 TSP에서는 수용하지 않았다는 가설을 떠 올릴 수 있다.

70) Ichigō(1985b) pp.10-11, n.32

71) Ichigō(1985b) pp.7-8

72) Ichigō(1985b) pp.10-11, n.32

73) 이치고는 이 넷 항목 중 목적과 관련된 두 항목을 주목적(dngos su

dgos pa: mukhyaprayojana)과 목적의 목적(de'i yang dgos pa)으로

번역하고 있다[Ichigō(1985b) p.1]. 이중 전자의 산스크리트는

야소미트라의 sphuṭārthā abhidharmakośavyākhyā [ed. Wogihara]

p.2에서 지지받는 sākṣātprayojana(직접적인 목적)이 될 것이다. 4종의

항목의 티벳어에 관해서는 Ichigō(1985a) p.15 참조.

74) Funayama(1995) p.182, n.2



하리바드라의 Abhisamayālaṅkārālokā에 나타난 논서의 시작 ∙ 191

필자는 TSP의 내적 증거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찾을 수

있었다.

고로 진실을 포섭하는 행위의 결과[ 즉 목적]은 다름 아닌 진실을

쉽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진실을] 쉽게 이해한다는 [목

적]의 목적은 오래지 않아 천상에서 태어남 혹은 출리를 획득하는 것

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목적의 목적]은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설명

하지 않는다. ‘진실을 앎으로부터 천상에 태어남 혹은 출리를 획득하

게 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설일체유부)

에게 잘 알려졌기 때문이다.75)

인용을 통해서 볼 때 TSP에서 까말라쉴라는 목적의 목적이라

는 개념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

는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atipratītam eveti)이라는 점을 알 수 있

다. 그런데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는 AAA와 TSP Ⅲ

의 ‘행위는 너무도 명백한 한(atipratītatayā) 목적으로서 설명할

가치가 없다’는 구절과 일맥상통한다. 즉 까말라쉴라는 이 논서(=

Tattvasaṅgraha)에 나타난 목적의 목적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

에￣ 더욱이 설일체유부와 공통되기 때문에￣ 따로 목적으로서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리바드라가 TSP

와 달리 목적의 목적을 서술한 의도를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팔천송 반야경의 목적의 목적 [즉 경전의 고유한 주제

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결과(= 독자가 반야경의 내용을 쉽게 이해

함)의 결과(=이해한 내용을 실제로 증득함)]는 다른 경전에 대한

배움으로부터 일어나는 그것과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따로

목적의 목적으로서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76)

75) tasmāt tattvasukhāvabodha eva tattvasaṅgrahakriyāyāḥ phalam |

tasyāpi ca sukhāvabodhasyācireṇābhyudayaniḥśreyasāvāptiḥ

prayojanaṃ | tac cātipratītam eveti noktam ; tattvajñānād

abhyudayaniḥśreyasāvāptir bhavatīti sarvāstikānāṃ prasiddhatvāt ||]

TSP(K: 9.05-08 , Sh 11.11-15), Tib(D: 140a3-5, P: 168b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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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행위가 목적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하리바드라의

설명은 다음의 인용([TSP Ⅲ′])에 나타난 까말라쉴라의 설명과

상반된다.

[TSP Ⅲ′] 그리고 논서의 그러한 목적은 세 종류이다.— 행위 자

체, 행위의 결과, 행위 결과의 결과. 부언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

치기 위하여 시작하고 있는 논서는 행위의 수단 혹은 작인(作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작인과 행위 수단의 둘은 성취수단(sādhana)이기 때문

에 앞서 언급한 목적과 동떨어진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취수단은 행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위로 시작하는 셋 모

두는 그것(=논서?)과 필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tadavinābhāvitvāt)

그것(=논서?)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만, 직접적으로 혹은 간

접적으로 행해진 차이점이 있다. 그렇지만 결과라고 불리는 목적은 가

장 중요한 것인데, 이는 행위의 시작이 그것(=결과)를 목표로 하기 때

문이다.77)

인용과 같이 까말라쉴라는 하리바드라와는 달리 행위를 목적의

범주에 분명히 포함시키고 있다. 하리바드라가 어떠한 의도로 행

76) 실제로 하리바드라는 이러한 그의 생각을 바탕으로 AA 1-2게송에 대한

해석에서 실천해야만 하는 것을 ‘10종류의 법행’에서 ‘일체의 측면을

아는 지혜로 구성된 길 [등]’으로 바꾸기 위하여 게송 2ab를 게송 1과

결합시키고 ‘ca’를 sūtrārtha와 ⒠ dharmacaryā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해석을 한다. 이에 관해서는 이후에

독립적인 한편의 논문(‘하리바드라의 부자연스러운 해석―현관장엄론
게송 1과 2에 관련한 주석을 중심으로)을 준비 중이다.

77) [TSP Ⅲ′] tac ca prayojanaṃ śāstrasya trividham— kriyārūpaṃ

kriyāphalaṃ kriyāphalasya phalam | tathā hi – śāstrasya

parapratipādanāyārabhyamāṇasya※ kāraṇatvaṃ vā bhavet, kartṛtvaṃ

vā | kartṛkaraṇayoś ca sādhanatvān na yathoktaprayojanavyatiriktaṃ

prayojanam asti, kriyāpekṣatvāt sādhanasya | trividhasyāpi ca

kriyādes tadavinābhāvitvāt tatprayojanatvaṃ yuktam eva |

sākṣātpāramparyakṛtas tu viśeṣaḥ | phalākhyaṃ tu prayojanaṃ

pradhānaṃ tadarthatvāt kriyārambhasya | TSP(K: 8.12-17, Sh: 10,15-

20) Tib(D: 139a7-b3, P: 167b6-168a1) ※{˚ārabhyamāṇasya] TSP(Sh),

˚ārambhyamāṇasya TS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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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목적의 범주에 제외하였는가는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 다만

필자는 TSP Ⅲ의 ⒟′ “그 때문에 [모든 진술들에서] 공통되지

않은 행위를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Tattvasaṅgra] 논서에

는 오직 ‘진실을 포섭함’을 특징으로 하는 (혹은 정의된) [행위가]

존재할 뿐이다”를 통해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었다: 원칙적으

로는 문헌의 모든 진술과 공통되지 않은 행위를 목적으로 언급해

야 하지만, 반야경의 모든 진술과 공통되지 않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진술에 공통된 행위를 목적의 범주에서 제외

하는 것은 타당하다.

AAA와 TSP 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리바드라와 까말라쉴

라 모두는 삼반다가 목적을 언급함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진다

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목적을 언급한다면, ㈐에서 굳이

하리바드라가 “사람들은 경전의 삼반다 등을 결정하고서 배움에

나아간다.” 혹은 “경전의 삼반다 등을 언급해야 한다”고 서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하리바드라가 이 경우에 있어서 굳이

삼반다를 추가하는 의도는 AAA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다고 생각한다. 다시 표로 돌아가 보자면, AAA는 반야경의 삼반

다와 주제 목적 목적의 목적 이후에 AA의 삼반다[ 주제 목적 목

적의 목적]을 서술하는 이중구조를 취하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르마끼르띠의 저작을 주석하는 논사들에 의해 정착된

논서의 시작을 AA이라는 논서 뿐만이 아니라 팔천송 반야경이라

는 경전에도 적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78) 따라서 양자의 정확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까말라쉴라의 서술에 삼반다를 추가할 필

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리바드라가 어떠한 전거도 없이

78) 이는 실제로 세친이 석궤론에서 경전을 주석하는 5가지 측면, 즉
목적(prayojana), 총체적 내용(piṇḍārtha), 단어들의 의미(padārtha),

결합(anusandhi), 힐난 응답(codyaparihāra)중 첫 번째 목적에

다르마끼르띠 이후 논사들의 ‘논서의 시작’을 적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준비하고 있는 논문(각주 76) 중 ‘Ⅲ. AAA에 보이는

세친(Vasubandhu)의 경전을 주석하는 방법론’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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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으로 이를 추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샨따락시따가

다르마끼르띠의 Vādanyāya를 주석한 Vipañcitārthā Vādanyāyaṭīkā

(Vip)에는 AAA와 TSP와 상당히 유사한 구절이 나타난다.

[Vip Ⅴ] ⒜′′만약 “삼반다 또한 반드시 말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린아이와 미친 사람의 재잘거림과 같아서 이해하고 나서 행

동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

은 사실이다. 이 [삼반다]는 목적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따로 말

해지지 않는다. 부언하자면 그것을79) 부정하기 위하여 ‘때문에 이 논

서로 이러한 목적을 성취 한다’는 이러한 [진술]을 시작하는 것이다..

..80)

인용에서 샨따락시따는 ‘삼반다를 반드시 말해야만 한다’는 어

떤 논사81)의 견해를 제시하고 이에 [일정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삼반다는 하리바드라와 까말라쉴라의 견해와 동

일하게 직접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언급함을 통해 암시되

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 어린아이와 미친 사람의 재

잘거림처럼(bālonmattapralāpavat)’이라는 비유이다. AAA와 TSPⅠ

에서는 ‘미친 사람 등의 말처럼(unmattādivākyavat)이라는 거의

79) 즉 ‘이 논서는 어린아이와 미친 사람의 재잘거림과 같아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하여(?)

80) [VipⅤ] ⒜′′sambandho 'py abhidhānīya eva | anyathā

bālonmattapralāpavad agrāhyam idaṃ prekṣāpūrvakāriṇā bhaved iti cet

| satyam etat | prayojanāntargatatvāt pṛthag asau nābhihitaḥ | tathā hi

tanniṣedārtham idam ārabhyate tataś caitat prayojanam anena

prakaraṇena sādhyate | tathā ca prayojanaprakaraṇayoḥ

sādhyasādhanalakṣaṇaḥ saṃbandha iti sūcitam | ye tv anye

kriyānantaryādilakṣaṇāḥ saṃbandhās te na vācyā eva |

prakaraṇakriyāyām anaṅgabhūtatvāt | Vip 2,15-19[Funayama(1995)

p.191의 교정을 따랐다], Tib(D: tshad ma, zhe 52a3-5)

81) 어떤 논사의 견해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히 찾지 못했다. 후나야마에

따르면, 인용한 구절 이후에 샨따락시따는 아르짜따의 독특한 견해를

받아들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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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들은 각각 ⒝ 삼반다와 주제가 말해지

지 않았을 때와 ⒝′ 주제가 말해지지 않았을 때에 서술된다. 따

라서 하리바드라는 이러한 논사 등의 견해를 전거로 반야경에 ‘논

서의 시작’의 스타일을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삼반다를 추가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만약 ㈑에 해당하는 하리바

드라 견해처럼 삼반다가 목적으로부터만 따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이라면, ⒝ sambandābhidheyam(삼반다와 주제)라는 부자연스러

운 복합어를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복합어는

두 단어를 하나의 구성단위(unit)으로 보는 즉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는 병렬복합어(samāhāra dvandva)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 까말라쉴라의 견해와 같이, 삼반다는 ⒢′목적뿐만 아니라

주제로부터도 별도로 서술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AA

에 대한 하리바드라의 또 다른 주석인 Vivṛti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타난다.

모든 중생의 스승이신 바로 그러한 세존께서 삼종의 신통력으로 삼

종의 승리자의 어머니에서(= 8,000송 25,000송 100,000송 반야바라밀

경전) 주제로서(abhidheyatvena) 가르치신 그러한 [sarvākārajñatāmār

ga]에 대해 [마이뜨레야는 세존의] 말씀을 수단에 주제를 목표에 결합

하는 삼반다를 설정하셨다...82)

인용에서 삼반다는 세존의 말씀(abhidhāna)과 주제(abhidheya)

82) tenaiva bhagavatā trividhaiḥ prātihāryaiḥ

sakalajanānuśāsakenābhidheyatvena trividhāyāṃ jinajananyāṃ
※
yo

nirdiṣṭas tam abhidhānābhidheyayor upāyopeyayogena

kṛtasambandhaṃ.... | V1 2v3-4, Ved 7.10-13
※trividhāyāṃ

jinajananyāṃ] conj., ⟪.....⟫najananyām V1 (˚ābhidheyat⦅.⦆e 이후에
적어도 6음절이 손상되었다), tritayajinajananyāṃ Ved (손상된 음절이

너무 적으며, tritaya는 항상 복합어의 뒤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틀린

읽기이다), rgyal ba'i yum rnam pa gsum car las T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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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단과 목표의 관계(upāyopeyabhāva)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

서 Vivṛti를 참조한다면, 하리바드라의 삼반다의 견해는 ‘목적뿐만

아니라 주제로부터도 별도로 서술할 수 없다’는 까말라쉴라의 그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네 가지의 차이점 중 까말라쉴라와 다른 하리

바드라의 독창성 혹은 의도가 드러나는 것은 목적의 목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과 삼반다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3)

이중 목적의 목적은 문헌에 대한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이해한

것을 실천(혹은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실천을 강

조한 하리바드라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삼반다는 ‘경전

의 시작’에 논사들에 의해 정립된 ‘논서의 시작’을 적용하는 과정

에서 의도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3) 까말라쉴라도 금강경을 주석하면서 석궤론의 경전을 주석하는
5가지 측면과 결합한 여섯 가지 방식(thul), 즉 목적(dgos pa), 주제

(brjod par bya ba), 총체적인 내용(bsdus pa'i don), 단어들의 의미(tshig

gi don), 단어들의 결합(tshig rnams kyi mtshams sbyar ba), 힐난에

대한 응답(rgol ba'i lan)을 통해 주석 한다[D mdo 'grel, ma

204a7-b1참조]. 이중 목적과 주제는 ‘논서의 시작’을 적용한 것으로서

TSP Ⅰ의 ⒜′ 결정해야만 하는 것(=주제와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전의 시작과 관련하여 ‘삼반다’를 추가하고 ‘목적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하리바드라 고유의 독창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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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Śāstrārambha(beginning of treaties) of

Abhisamayālaṅkārālokā

LEE, Youngjin

HK researcher of GCBS

This paper consists of two parts. The first part is a

critical edition of a section of the Śāstrārambha (the

beginning of treaties) in Abhisamayālaṅkārālokā (AAA) by

Haribhadra together with its annotated Korean translation.

For this edition, I consulted a Newari manuscript that had

been evaluated as extremely correct by Tucci and a

Devānagarī manuscript that has not been reported yet. The

second part is about comparison this section with the

section of Tattvasaṅgrahapañjikā (TSP) by Kamalaśīla,

which Haribhadra is believed to incorporate into his work,

i.e., Abhisamayālaṅkārālokā. Haribhadra seems to have

followed Kamalaśīla’s explanation generally with a few of

modifications. Two of these modifications, I believe, deserve

to mention in this abstract: 1.While Kamalaśīla does not tell

what is the ultimate purpose of TSP specifically, even

though he accepts this concept in TSP, Haribhadra treats

the ultimate purpose as a separate category. 2. Even though

both distinct scholars agree that the sambandha (relation)

must be shown indirectly i.e., from telling the purpose

(prayojana), Haribhadra appears to put sambandha into the

list that must be mentioned directly(?) With regard to the

first modification or difference, I found Kamalaśīla’s

explanation why he did not mention the ultimate purpose

specifically. According to Kamalaśīla, the ultimat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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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SP is too obvious and shared with other Buddhist sect,

i.e., Sarvāsativādin, so that it does not need to be mentioned

separately. Based on his explanation, we can assume that

Haribhadra thought of the ultimate purpose of the texts on

which he was glossing as something that he should reveal

and is not shared with others. The second modification is

likely to be understood when we consider the structure of

AAA. That is to say, AAA is a commentary of both

Prajñāpāramitāsūtra and its commentary, i.e.,

Abhisamayālaṅkārakārikāśāstra (AA). In writing this

section, he had to elucidate not only the Śāstrāmbha of AA,

i.e., sambandha, subject matter, purpose, and ultimate

purpose, but also the same items with regard to

Prajñāpāramitāsūtra, which combines śāstrārambha with the

purpose of the five methods for glossing Sūtras that

designed by Vasubandhu in Vyākhyāyukti. For this reason,

Haribhadra seems to have put the name of sambandha in

the list formally without implying the sambandha must be

mentioned directly.

Key Words : zAstrArambha, abhisamayAlaGkArAlokA,

tattvasaGgrahapaJjikA, haribhadra, kamalazIla,

sambandha, prayojanaprayojana

투고 일자 : 2011년 12월 4일

심사 기간 : 2011년 12월 9일～12월 15일

게재 확정일 : 2011년 12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