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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철학에서 비판한 불교의 실체

__요가주 제3장을 중심으로__
정승석*1)

Ⅰ서론. Ⅱ 불교도의 통칭으로서 절멸론자.

Ⅲ 불교도의 특칭으로서 절멸론자. Ⅳ 결론.

요약문 [주요어: 불교도, 설일체유부, 세친, 요가수트라, 요가주, 유가행파,

유식론자, 절멸론자, 찰나멸]

고전 요가의 주석자들이 비판의 대상으로 염두에 둔 불교의 실체는

설일체유부와 유가행파로 확연히 양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들이 불교를 지칭할 때는 그 구체적인 대상에 따라 대체로 용어를 다르

게 구사한다. 요가주 제3장의 경우에 주석자들이 구사하는 명칭의 용
례로 보면, ‘불교도’는 주로 설일체유부를 지목하고, ‘절멸론자’는 유가행

파를 지목한다.

이러한 사실은 요가 철학에서 주로 경계한 대상을 여실하게 드러낸

다. 요가 철학에서 가장 경계한 대상은 대승불교의 유식설이었으며, 그

다음의 대상은 설일체유부의 삼세실유설(특히 전변설)이었다. 이는 요가

철학을 지탱하는 존재론과 수행론이라는 두 근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

다. 즉 요가 철학의 주석자들은 존재론에서는 설일체유부의 주장을 경

계하고, 수행론에서는 유식설을 경계했다. 이는 불교 측의 유사 관념을

배척하는 것으로 요가 철학의 우위를 확립하려는 자구책의 일환이다.

Ⅰ. 서론

인도의 철학과 종교에서 요가는 일찍이 해탈이라는 목적 성취

의 공통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각 학파가 지향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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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 인식과 방법에 따라 그 요가도 다변화의 양상을 드러낸다.

다만 요가 자체에 수단과 목적의 동일성을 부여하여 요가의 이론

과 실천을 전문적으로 탐구하고 교시하는 문헌들에 의해 요가학

파가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요가학파는 요가에 대한 인식을 지

배하게 되었다.

한편 불교에서 치밀하게 고찰한 해탈의 정신적 과정도 요가의

일환이며, 그 궁극의 목적을 요가 철학과 공유한다. 그러나 학파

적 차별 의식은 이 공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이념이나

관점을 비판 또는 부정함으로써 자파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경향

을 드러낸다. 이러한 양상은 요가수트라(Yogasūtra)의 주석자들
사이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본론에서는 고전 요가의 대표적인 주석자들이 반증의 수단으로

비판한 불교 측의 견해를 추출하여 그 실체를 구명하고자 한다.

고전 요가의 주석자들이 거론한 불교 측 견해의 주체와 내용이

포괄적이거나 불명료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연구가 필요

하다.

요가수트라에는 불교를 직접 거명한 사례가 없다. 다만 요가
수트라의 주석인 요가주(Yoga-bhāṣya)에서는 ‘절멸을 믿는 자’
(vaināśika)라는 개념으로 불교를 두 번1) 언급할 뿐이다. 그러나

요가주를 해설한 후대의 주석자들은 불교도(bauddha, bauddhy
a)라는 통칭과 함께 vaināśika(절멸론자), vijñānamātravādin(唯識

論者), vijñānavādin(識論者)이라는 명칭으로 불교를 거론한다.

이 중에서 vijñānamātravādin과 vijñānavādin은 동의어로서 대

승불교의 유가행파(Yogācāra)를 분명하게 지칭한다.2) 그러나 이

1) Ybh 4.21, 4.24. vaināśika를 ‘파괴론자’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본론에서는

vaināśika를 절멸론자(絶滅論者)로 번역한다. vaināśika는 불교의 근본

교설 중 특히 제행무상(諸行無常)을 지목하여 불교를 폄하하는 데

통용되었던 개념일 것으로 이해된다.

2) 예를 들어 요가수트라 제4장은 대승불교의 유식설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요가주의 설명을 참고한 결과이다.
정승석 역주, p.21 참조. 그러나 이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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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명칭들은 불교의 어떤 학파 또는 교설을 지칭하는지가 그다

지 명료하지는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대 주석자들

이 불교 측 견해에 대해 서술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와 아울러 그 내용의 출처를 파악하는 것으로, 불교에 대

한 주석자들의 지식의 수준과 비판의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다.

고전 요가의 주석자들이 불교를 지목한 명칭들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절멸론자’이다. 이 명칭은 ‘불교도’와 동의어로 사용되

면서도 대체로 유식론자 간혹은 경량부(經量部, sautrāntika)를 일

컫는 경우3)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불교 측의 견해

를 거론하는 주석자들의 서술들 중 대표적인 사례를 추출하여, 그

들이 지목한 불교의 실체를 파악할 것이다.

본론의 목적에 따라 채택한 고찰 대상은 요가주의 1.32, 1.43,
3.13, 3.14, 3.52, 4.14, 4.15, 4.23, 4.24 등에 대한 주석이다.

그러나 이 대상들을 모두 고찰한 내용은 한 편의 논문으로 게

재하기 곤란할 정도로 과도한 분량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론에

서는 이 대상들 중 요가주의 제3장에 배속된 3.13, 3.14, 3.52를
우선적으로 고찰한다. 이것들은 요가 철학에서 비판한 불교의 성

격을 종합적으로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 고찰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본론은 원래 고전 요가의 주석자들이 거론하는 유가행파의 견

해를 고찰하기 위한 단계적 연구의 일환으로 구상되었다. 요가주
 제4장에는 유가행파에 대한 비판이 집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층적 고찰이 필요한 특별한 문제4)가 함축되어 있다. 이 특별한

요가주의 주석자들이 여기서 거론하는 불교를 vijñānamātravādin(Tv
4.23) 또는 vijñānavādin(Yv 4.23)으로 명시하기 때문이다.

3) 경량부를 절멸론자로 일컫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를 Ybh 4.23에 대한

Vācaspati Miśra(Tv의 저자)의 주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의 논문으로 고찰할 것이다.

4)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특별한 문제는 Ybh 4.14에 대한 Vācaspati

Miśra의 주석에서 유가행파를 비판하면서 거론하는 주요 개념, 즉

sahopalambha-niyama(동시 지각의 필연성: 반드시 동시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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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요가주의 주석자들 사이에서 전반적
으로 드러나는 불교에 대한 인식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따라 진행된 이하의 고찰은 요가 철학에서 비판하는 불교의

실체를 구명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 단계 중 첫 단계가 될 것이다.

Ⅱ. 불교도의 통칭으로서 절멸론자

서기 14세기에 작성된 전철학강요(Sarvadarśana-saṃgraha)
는 인도 철학의 개론서로 유명하다. 이 문헌은 특히 인도의 불교

가 당시까지 어떻게 인식되어 있었는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여기

서는 불교를 다음과 같은 네 학파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그런데 그 불교도들은 네 가지 관념으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천명한다. 그 불교도들이란 ①중관파, ②유가행파, ③경량부, ④비

바사사(毘婆沙師, vaibhāṣika)이다. 이들은 열거한 순서대로 ①모든

것은 공(空)이다, ②외계의 대상은 공이다, ③외계의 대상은 [존재

하는 것으로] 추론될 수 있다5), ④외계의 대상은 [존재하는 것으

로] 직접 지각되는 것6)이라는 주장을 내세운다.7) (번호는 필자)

인식됨)이다. 이는 Dharmakīrti(法稱)의 Pramāṇavārttika 3.389에서

언급하는 saṃvitti-niyama에 상당하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戶崎宏正(1985) p.72 참조.

5) “經量部는 ‘過未無體 現在實有’를 설한다. 과거와 미래의 사태는 인간의

사유 작용에 근거하여 구상된다고 설했던 것을 말하는 듯하다.”

中村(1994) p.92, n.35.

6) 여기서 넷째로 열거하는 毘婆沙師(vaibhāṣika)는 사실상

說一切有部(sarvāstivādin)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 “說一切有部에서는

識은 반드시 대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듯하다.”

中村(1994) p.92, n.36.

7) te ca bauddhāścaturvidhayā bhāvanayā parampuruṣārthaṃ kathay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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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요가의 주석자들이 불교도를 일컫는 절멸론자는 피상적으

로는 위에서 열거하는 불교의 네 학파를 모두 지칭할 수 있다. 이

는 절멸론자라는 명칭이 불교의 시발적 관념을 지목한 것으로 이

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발적 관념이란 전철학강요에서 대변
하고 있듯이 찰나멸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전철학강요
는 불교적 관념의 요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모든 것은 ①찰나멸일 뿐이고, ②고통일 뿐이고, ③개별적인 것

(존재)8)일 뿐이고, ④공(空)일 뿐이라는 네 가지 관념을 교시한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다.9)

여기서 열거한 넷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①무상(無常), ②고

(苦), ③무아(無我), ④공(空)을 지목한 것이다. 그렇다면 쉽게 짐작

할 수 있듯이, 불교를 거부했던 기존의 학자들은 불교의 핵심 관

념 중 무상을 찰나멸로 간주했고, 이로부터 불교도를 절멸론자로

부르는 관행이 통용되었을 것이다. 상키야 철학의 주석서인 Yukti

-dīpikā는 이러한 관행이 특히 상키야 및 요가 철학에서 일찍이

통용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시사한다.

석가의 제자들(불교도)은 통각(인식 기관)으로 인지될 수 있는 모든

te ca ①mādhamika②yogācāra③sautrāntika④vaibhāṣika-saṃjñābhiḥ

prasiddhā bauddhā yathākraṃ

①sarvaśūyatva②bāhyārthaśūnyatva③bāhyārthānumeyatva④bāhyārthapr

atyaṣatva-vādān ātiṣṭante/ Sds, p.19.

8) 中村은 svalakṣaṇa(自相)가 Dharmakīrti의 술어임을 고려하여 이것을

‘개별적 존재’로 번역했다. 中村(1994) p.50 ; p.92, n.38 참조. 自相이라는

번역어로는 svalakṣaṇa의 함의를 오해하기 쉽다. 여기서 svalakṣaṇa는

자아와 같은 불변의 보편적 실체를 부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원어를 “찰나멸적인 독자적 존재” 또는 “하나하나의 순간적으로만

존재하는 독자적 존재”로 해석하기도 한다. 太田心海(1981) pp.903-4 참조.

9) sarvaṃ kṣaṇikaṃ kṣaṇikaṃ duḥkhaṃ duḥkhaṃ svalakṣaṇaṃ

svalakṣaṇaṃ śūnyaṃ śūnyamiti bhāvanācatuṣṭayamupadiṣṭaṃ

draṣṭavyam/ Sds,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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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허공과 멸진(滅盡)을 제외하고 단지 찰나멸일 뿐이라고 확신한

다.10)

그런데 고전 요가의 주석자들이 구사하는 절멸론자의 용례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절멸론자가 반드시 불교도의 통칭으로 고정

되어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절멸론자를 불교도의 통칭으로 인

식하고 있을지라도, 절멸론자와 불교도가 각기 지목하는 대상에는

선호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Ⅲ. 불교도의 특칭으로서 절멸론자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고전 요가의 주석자들은 대체로 지목하

는 대상을 구분하여 절멸론자 혹은 불교도라는 명칭을 적용한 것

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주석자들 중에서 절멸론자라는 명칭을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학자는 Tattva-vaiśāradī(Tv)의 저자인 Vācaspati Miśra

이다. 그는 주로 유가행파를 지목하여 절멸론자로 일컬은 듯하다.

이는 요가주 제4장에서 언급하는 절멸론자의 실체를 유가행파

로 판명한 데서 유래했을 것이다.11) 어쨌든 다른 주석자들의 경우

에도 절멸론자의 용례는 Vācaspati의 경우와 거의 일치한다. 그렇

다면 절멸론자는 주로 유가행파를 지목한 불교도의 특칭으로 간

주할 수 있다. 한편 ‘불교도’라는 명칭은 범칭이기는 하지만, 주석

자들의 용례에서는 대승불교 이외의 특정 부파나 주장을 지목한

경우가 많다.

10) sarvam eva kṣaṇikam buddhibodhyam ākāśanirodhavarjitam iti

śākyaputrīyāḥ pratipannāḥ/ Yd ad Sk 10(Yd, p.129).

11) 앞의 각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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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관건이 되는 것은 불교도 또는 절멸론자로 지칭되는 불교

가 어떠한 입장이나 학파의 견해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

이다. 이에 적절한 사례를 요가주의 제3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3.1. 요가주 3.13의 경우

요가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떤 이들’의 견해를 제시한다.

Ybh 3.13 : 어떤 이들은 말한다. “실체는 속성에 지나지 않다. [실체

는] 이전의 본질을 능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과 후가 다른 상태에

빠진 것이 만일 [전과] 동종에 속한 것이라면, 그것은 불변의 것으로

서 전변한 것일 것이다.”12)

이 대목을 해설하는 주석자들은 그 ‘어떤 이들’을 불교도로 간

주한다. 그러나 요가주의 설명만으로는 이 불교도의 주장을 충
분히 간파할 수 없다. 그래서 Vācaspati는 다음과 같이 상술한다.

Tv : “어떤 이들은 말한다.”란 [실체와 속성의] 절대적 단일성을 주

장하는 불교도를 거론한 것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와

같이 출현해 있는 금 목걸이 따위는 속성일 뿐이며, 실질적인 의미에

서는 실체이다. 더욱이 금으로 불리는 것과 같은 어떤 하나이면서 많

은 것들 속에 수반되는 그런 실체는 없다. 만약 속성들이 소멸하고 있

더라도 여전히 수반되는 실체가 있다면, 이것은 지성의 능력처럼 전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불변의 상태로 존속할 것이다. [다시 말

해서 이것은] 종말의 시기에, 전변하는 성질의 양태를 버리고서 불변

하는 다른 양태로 선회한다. 성분들(3질)이 이러저러한 상태로 할당되

어 있을 경우에도 지성의 능력은 본래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변

함없이 항존한다. [반론자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금 따위도 바로 이와

12) apara āha/ dharmānabhyadhiko dharmī pūrvatattvānatikramāt/

pūrvāparāvasthābhedamanupatitaḥ kauṭasthyena viparivarteta

yadyanvayī syāditi/ 정승석 역주,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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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존속할 것이다. 따라서 실체는 속성들과 다르지 않다.”13)

위의 설명에 의하면, 여기서 거론하는 불교도는 단적으로 말해

서 “실체는 속성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이 주

장의 요지는 “실체가 곧 속성이다”라는 것이다.14) 실체와 속성의

관계는 전변설의 주제이고, 이 주제를 둘러싼 불교 측과 상키야

측의 대론은 잘 알려져 있다.15)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도 재론되고

있는 것이다. Vācaspati(9～10세기)보다 한참 후대의 주석자인 Vij

ñāna Bhikṣu(16세기)는 불교도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대변한다.

Yv : 실체의 전변에 관해 본질적으로 다른 사태를 주장하는 불교도
들이16) 설명하는 것을 반박하여 물리치기 위해 “어떤 이들은 말한다.”

라고 거론한다. [이들이 말한 것은] 실체가 속성들과는 다르지 않다,

즉 절대적으로 다르지는 않다라는 의미이다. “[실체는] 이전의 본질을

능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여기서 이전의 본질이

란 실체를 의미하고, 능가하지 않기 때문이란 능가하지 않는 상태로

변하기 때문, 즉 불변의 상태로 변하기 때문이라는 의미이다.17)

13) vakṣyamāṇābhisaṃdhirekāntavādinaṃ bauddhamutthāpayati/ “apara

āha”iti/ rucakādyastathotpannāḥ paramārthasanto na punaḥ suvarṇaṃ

nāma kiṃcidekamanekeṣvanugataṃ dravyamiti/ yadi

punarnivartamāneṣvapi dharmeṣu dravyamanugataṃ bhavettato na

citiśaktivatpariṇameta/ api tu kauṭasthyenaiva parivarteta/

pariṇāmātmakaṃ rūpaṃ parihāya rūpāntareṇa kauṭasthyena

parivartanaṃ parivṛttiḥ/ yathā citiśaktiranyathānyathābhāvaṃ

bhajamāneṣvapi guṇeṣu svarūpādapracyutā kūṭashanityaivaṃ

suvarṇādyapi syāt/ na ceṣyate/ tasmānna dravyamatiriktaṃ

dharmebhya iti/ Tv 3.13.

14) 정승석 역주, p.154, n.11.

15) 정승석(1992) pp.37-46 참조.

16) Rukmani는 여기서 말하는 불교도를 “찰나멸론자(kṣaṇikavādin)인

불교도, 즉 모든 것은 매순간 변한다고 믿는 자”로 이해한다.

Rukmani(1987) p.34, n.3.

17) svarūpānyathātvavādibauddhairdharmipariṇāme proktaṃ dūṣaṇaṃ

nirākarttumutthāpayati “apara āha”iti/ dharmī dharmebhyo'tirikto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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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점을 “전과 후가 ～”라고 설명한다. 이 설명의 의미는 다음

과 같다. 만약 실체가 속성들과 인과로 연결되어 그것들 속에 존재한

다면, 그것은 전(과거)과 후(미래)처럼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수반됨으

로써 과거 따위의 상태에서도 [항상] 존재하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

에, 지성의 능력처럼 오로지 불변의 상태로 존속할 것이다. 상주성과

불변성은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전변설을 주장하

는] 그대도 바라지 않는 사태이다.18)

위의 설명에 따르면, 불교도가 주장하는 요지는 실체와 속성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만, 주석자는 “절대적으로 다르지는 않다”라

는 설명을 추가했다. 이는 불교 측에서도 전변을 주장할 뿐만 아

니라, 실체와 속성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기서는 불교도가 불변하는 실체와 변하는 속성

을 별개로 구분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유념할 만하다.

이는 불변의 실체를 전제할 경우, 전변한다는 속성도 결국은 불변

의 실체에 귀속되므로 전변설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19)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지적은 상주성을 부정하는 제행무상

의 교의에 입각해 있다.

이상의 두 주석자가 소개하는 불교도의 주장에서 요점을 파악

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속성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런데 요가

bhavati atyantābhinna ityarthaḥ/ atra hetuḥ “pūrvatattvānatikramāt”

pūrvatattvasya dharmiṇo'natikramāpatteḥ kauṭasthyāpatteriti yāvat/

Yv 3.13.

18) etadeva vivṛṇoti “pūrvāpara”iti/ dharmī yadyanvayī dharmeṣu

syāttarhi

pūrvāparasakalāvasthābhedeṣvanugatatayā'tītādyavasthāyāmapi

sattvaprasaṅgāt kauṭasthyenaiva tiṣṭhet, citiśaktivat

nityatvakūṭsthatvayorekārthatvāt, tacca tavāpyaniṣṭamityarthaḥ/ Yv

3.13.

19) 세친(世親, Vasubandhu)이 전변설을 비판하는 데 적용하는 일종의

준칙은 “항존하는 실체에서의 法(속성)의 생멸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다. 村上真完(1980) p.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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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서는 금은 실체, 금의 변형인 목걸이나 팔찌 따위는 속성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런 변형은 금이 속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요가 측은 원인이 되는 금이라는 속성을 실체로 간주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요가 측에서는 시간 또는 인과의 선후 관계

를 실체(이전의 것)와 속성(이후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로는 그 둘이 별개의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불교 측의 논의는 일찍이 아비달마 불교에서 진행되

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구사론에서 전개되는 세친(世親)의 찰
나멸설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선행 연구자의 고찰을 참조하면,

여기서 언급하는 불교도의 실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세친은 영원히 존속하는 것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전변)가 있

다고 하는 (전변설의) 사고 방식을 채용하지 않는다. 세친의 찰나멸설

에서는, 존재하는 것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멸하는 것이며, [영원

히 존속하는 것의] 변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존재(法) 그 자체가

전후(前後)에서 차차로 교체하여 감(法의 상속)으로써 변화는 가능하

게 되는 것이다. 세친은 전변이라는 말을 상키야(數論)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여 세계(器世間)의 생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 한편 상

키야의 전변설에서는 원인이 영원히 존속한다. 상키야의 전변은 항존

하는 실체(有法)에 있는 속성(法)의 생멸로 이해된다. 이 취지는 요가
주 3.13에서 인정되고, ··· 유부(有部)나 세친에게서는 法(속성)과 구
별되는 有法(속성의 기체)은 존립하지 않는다. 영원히 존속하는 실체

(有法)를 상정하는 상키야도 일종의 실재론에 입각하여 실체에서의 변

화를 속성의 생멸 또는 은현(隱現)으로 본다. 세친은 그러한 변화를 인

정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찰나에 멸하여

새롭게 다른 존재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여, ··· 다시 삼세실유설(三世實

有說)을 상키야와 유사한 것으로 논파한다.20) ([ ]는 필자)

이상의 검토를 통해, 두 주석자들이 일컫는 불교도의 실체를 특

정하기는 곤란하더라도 이들이 염두에 둔 불교도의 범위는 추정

20) 村上眞完(2002) pp.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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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즉, 두 주석자들은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의 일부

견해 또는 구사론 등의 논의를 지목하여 불교도로 일컬었을 것
이다. 이 경우의 불교도를 포괄적으로 특정하자면, 찰나멸론자를

지목할 수는 있겠다.

3.2. 요가주 3.14의 경우

여기서는 바로 앞에서 거론했던 ‘어떤 이들’의 견해를 인식의

문제와 결부시켜 재론한다. 그런데 요가주의 저자가 여기서 지
목한 대상은 3.13의 경우와 동일하다. 아래 인용한 첫 구문으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Ybh 3.14 : 그러나 오직 속성일 뿐인 이것(이 세계)은 [실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게는 향수(享受)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어떤 의식(識, vijñāna)에 의해 지어진 업의 [경우, 이 업

을 지은 의식과는] 다른 것이 어떻게 향수자가 될 수 있겠는가? 또한

어떤 것(의식)이 본 것을 다른 것(의식)이 상기할 수는 없으므로 그

[어떤 것이 본 것에 대한] 기억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물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속성의 차이를 허용하는 상주하는 실체가 [기억

된 속성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재인식된다. 따라서 이것(이

세계)은 속성일 뿐이지만 [실체와의]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21)

앞서 고찰한 3.13의 경우를 고려하면, 여기서 요가주의 저자
가 지목한 대상도 불교도일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Vācaspati는

앞에서 막연히 ‘불교도’로 지칭했던 그 대상을 여기서는 다음과

21) yasya tu dharmamātramevedaṃ niranvayaṃ tasya bhogābhāvaḥ/

kasmāt/ anyena vijñānena kṛtasya karmaṇo’nyatkathaṃ

bhoktṛtvenādhikriyeta/ tatsmṛtyabhāvaśca nānyadṛṣṭasya

smaraṇamanyasyāstīti/ vastupratyabhijñānācca sthito’nvayī dharmī yo

dharmānyathātvamabhyupagataḥ pratyabhijñāyate/ tasmānnedaṃ

dharmamātraṃ niranvayamiti// 정승석 역주,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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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절멸론자’로 명시한다.

Tv : 보편성은 실체의 본성이고, 특수성은 [실체의] 속성이다. 이는

그것(실체)의 본질이 두 가지 성질(보편성과 특수성)로 이루어져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요가주의 저자)는 바로 이와 같이 실체가 수
반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나서, 이 점을 반대하고 마음을 찰나적인 의
식일 뿐으로 간주하는 절멸론자는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22) 탐탁지 않

은 결론에 봉착한다는 것을 상키시킨다. [저자의 주석에서] “그러나

～ 자에게는 ～”, “그런데 [어떤] 사물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어떤 사람인] Devadatta가 본 것을 [다른

사람인] Yajñadatta는 결코 재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경험(향수)한

자만이 재인식한다.23)

위의 설명에서 불교도의 실체를 추정하는 데 단서가 되는 것은

“마음을 찰나적인 의식일 뿐으로 간주하는 절멸론자”라는 표현이

다. 이 같은 절멸론자라면, 이는 찰나멸론자를 지칭할 수도 있고

유가행파의 유식론자를 지칭할 수도 있다.24) 그런데 Vācaspati 이

외의 다른 두 주석자들은 이 경우의 불교도 또는 절멸론자를 유

식론자로 간주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V : 그러나 오직 속성일 뿐인 이것(이 세계)은 [실체와의] 연관성이

없다, 즉 자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는 오직 지식(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에게는

22) Ybh 1.32의 서술을 가리킨다.

23) sāmānyaṃ dharmirūpaṃ viśeṣo dharmaḥ/ tadātmobhyātmaka

ityarthaḥ/ tadevamanugataṃ dharmiṇaṃ darśayitvā tamanicchato

vaināśikasya kṣaṇikaṃ vijñānamātraṃ

cittamicchato'niṣṭaprasaṅgamuktaṃ smārayati “yasya tv”iti/

“vastupratyabhjñānācca”iti/ nahi devadattena dṛṣṭaṃ yajñadattaḥ

pratyabhijānāti/ tasmādyaścānubhavitā sa eva pratyabhijñāteti/ Tv

3.14.

24) Woods는 이 대목을 번역하면서 vaināśika가 유가행파(Yogācāra)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Woods(1914)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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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찰나마다 소멸하기 때문에 동시에

과거나 미래나 현재라는 [각각의] 행로에 오르지 못하는 속성들은, ‘향
수하는 자와 향수의 대상과 같은 결합 관계’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

다.25)

위의 설명에서 유식설의 관념을 우선적으로 감지할 수는 있지

만 확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목되는 것이 “향수하는 자와 향수

의 대상과 같은 결합 관계”라는 술어이다. 이 술어를 굳이 유식설

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이 대목은 다음과 같은 취지를 함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험(향수)의 대상은 경험자(향수자)와 동시에 존재해야 경험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둘이 속성으로서 찰나적으로 사라진다면, 과

거나 미래나 현재의 어느 시점에서든 양자의 공존은 불가능하므

로 경험도 불가능하게 된다.

한편 문제의 술어가 유식설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 술어는

Vācaspati가 요가주 4.14를 해설하면서 유식설의 인증으로 인용
하는 ‘동시 지각의 필연성’(sahopalambha-niyama)이라는 개념26)

과 상응한다. 이 개념은 ‘대상과 이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동시에

지각된다는 것’27)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유식설의 용어

로 적합하다. 전철학강요에서도 이 개념은 유가행파의 전유물로
25) yasya tu vādinaḥ dharmamātramevedaṃ niranvayaṃ

bāhyamādhyātmikaṃ ca, yasya ca jñānamātrameva, tasya dharmāṇaṃ

kṣaṇapraṇāśitvādatītānāgatavartamānapathārohiṇāṃ samānakālānāṃ ca

bhoktṛbhogyatvādisaṃbandhānupapatteḥ bhogābhāvaḥ// V 3.14.

26) “Vācaspatimiśra는 유식설의 引證으로서 sahopalambha-niyamāt로

시작하는 게송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 구절은 二十論에서도
三十頌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金倉圓照(1953) p.7. 여기서 언급하는
구절이 후대의 전철학강요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용되어 있다. “동시
지각의 필연성 때문에, 청색[이라는 대상]과 이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구분이 없다.”(sahopalambhaniyamādabhedo nīlataddhiyoḥ/) Sds p.32.

27) Sinha(1938) p.88. Sinha는 이 개념의 취지를 “인식 가능한 대상과 인식

작용은 원인과 결과로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둘은

변함없이 함께 나타난다.”(ibid)라고 서술한다.



84 ∙ 印度哲學 제34집

인식되어 있다.28)

이에 따라 ‘동시 지각의 필연성’이란 인식의 주체와 대상이 동

시에 함께 지각되는 결합 관계에 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에 인용한 V의 설명에서 ‘향수하는 자’는 인식 주체,

‘향수의 대상’은 인식 대상을 가리킨다. 그리고 ‘결합 관계’란 동시

에 함께 지각되는 결합 관계에 상당할 것이다.

후대의 주석자인 Vijñāna Bhikṣu는 이 대목을 다음과 같이 해

설한다.

Yv : “오직 속성일 뿐”이라는 바로 이것은 찰나성으로도 귀착된다.

왜냐하면 물질적 대상일 뿐인 것이 많은 찰나를 거쳐 지속할 경우, 이

것은 찰나들이 결합한 형태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만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속성일 뿐’이라는 이 말을 [다시] 설명하여 “[실체와

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말한다. 이는 곧 실체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

이다. 실체를 부정함으로써 자아는 찰나적인 의식으로 귀착된다. 그래

서 그(요가주의 저자)는 제1장에서 언급했던29) 바로 그 결점을 “[이

렇게 주장하는] 자에게는 향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30)

위의 서술에서 비판하는 불교의 실체를 유가행파로 특정할 만

한 단서로 주목되는 것은 ‘찰나적인 의식’이다. Yv를 번역한 Ruk

mani는 ‘찰나적인 의식’에 주목하여, 여기서 염두에 둔 불교를 식

론자(즉 유가행파)로 간주한다.31) 앞서 소개한 두 주석자들의 해

28) 中村(1994)은 전철학강요를 번역하면서 sahopalambha-niyama를
“[인식 대상과 인식 주관을 자증(自證) 작용에 의해] 함께 지각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음”(p.70)으로 해석하고, ‘所知와 能知를 동시에 함께

지각하는 규칙’(p.72)으로 번역했다.

29) 특히 Ybh 1.43의 서술을 지목한 것으로 이해된다.

30) dharmātramityanenaiva kṣaṇikatvamapyāyātam, anekakṣaṇasthāyitve

hi kṣaṇasambandharūpadharmavattvameva padārthamātrasya syāditi/

dharmamātramityasya vivaraṇaṃ niranvayamiti/

nirdharmikamityarthaḥ/ dharminirākaraṇādātmā

kṣaṇikavijñānamityāyātam, tathā ca prathamapādoktameva

dūṣaṇamāha “tasya bhogābhāva” iti/ Yv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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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고려하면 이는 수긍할 만하다. Yv는 요가주의 3대 주석서
들 중 가장 후대의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3.3. 요가주 3.52의 경우

여기서 요가주의 저자는 ‘찰나’라는 시간의 문제를 거론한다.
아래에 제시한 그의 설명 중 불교도를 지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크게 빗나간 견해’이다.

Ybh 3.52 : 찰나와 이것의 상속 사이에는 실제의 결합이 없다.32)

분, 낮, 밤 따위는 통각에 의한 결합이다. 실로 이러한 그 시간은 실체

성도 없고, 통각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말이나 인식의 소산이며, 크게 
빗나간 견해를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는 본성을 갖고 실재하는 것처럼

나타난다.33)

여기서는 ‘크게 빗나간 견해’의 주체를 ‘세상 사람들’로 일반화

하고 있다. 그러므로 ‘크게 빗나간 견해’가 불교도를 특정한 것으

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Śaṅkara

의 주석(V)에서는 이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

은 Vācaspati의 해설에서는 ‘크게 빗나간 견해’가 불교의 특정 부

파를 지목한 것처럼 보인다.

31) Rukmani(1987) p.63, n.2.

32) Yv의 해설을 고려하면 이 구문은 “찰나와 이것의 상속은 실체로서

결합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장애 없이 연속하는 형태인

찰나들과 이것들의 상속에서는 한데 뭉쳐 결합된 실체가 있을 수

없다.”(kṣaṇeṣu tatkrameṣu cāvyavahitānantaryarūpeṣu vastubhūtaḥ

samāhāro milanaṃ nāsti/ Yv 3.52.)

33) kṣaṇatatkramayornāsti vastusamāhāra iti buddhisamāhāro

muhūrtāhorātrādayaḥ/ sa khalvayaṃ kālo vastuśūnyo’pi

buddhinirmāṇaḥ śabdajñānānupātī laukikānāṃ vyutthitadarśanānāṃ

vastusvarūpa ivāvabhāsate/ 정승석 역주, pp.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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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 타고난 논쟁술도 없고 탁월한 지력도 없는 세상 사람들은, 오

직 찰나마다 인식한 것이 갈라지는 혼동 상태에 있으면서 그러한 시
간을 실체로 생각한다.34)

한편 Vijñāna Bhikṣu는 ‘크게 빗나간 견해’의 소유자를 ‘불교도’

로 특정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Yv : 우리에게는 이것이 불교도의 견해와는 다르다. 즉, 우리는 실
체를 파악하는 바른 지각의 힘을 통해 바로 그 찰나를 무상한 것으로

간주한다. 찰나의 연속에 대한 재인식 따위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

도 한 찰나와는 다른 찰나의 물질적 대상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그러

나 그들(불교도)은 모든 물질적 대상을 오직 찰나만으로 존속하는 것

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이는 인과율이 적용될 수 없다는 따위의 이유

로 도처에서 부정된다. 따라서 이 논서(요가주)에서 제시하는 결론

은 찰나는 곧 시간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혹자가 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헛소리한다면, 이는 주석의 의미를 식별하지 못했기 때문이

다.35)

위의 설명을 Tv의 설명과 조합하면, ‘크게 빗나간 견해’란 “시

간을 실체로 생각하는 불교도의 견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견해의 소유자로 간주할 만한 불교도

로는 삼세실유(三世實有)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설일체유부밖에

34) naisargikavaitaṇḍikabuddhyatiśayarahitā laukikāḥ pratikṣaṇa eva

vyutthitadarśanā bhrāntā ye kālamīdṛśaṃ vāstavamabhimanyanta iti/

Tv 3.52.

35) bauddhamatāccāsmākamayaṃ viśeṣo

yadasmābhirdharmigrāhakapramāṇabalāt kṣaṇa evāsthira iṣyate,

kṣaṇasthairyapratyabhijñā''dyabhāvād, na kṣaṇātiriktaḥ kṣaṇikaḥ

padārthaḥ kaścidiṣyate; taistu kṣaṇamātrasthāyyeva padārthaḥ sarva

iṣyata iti/ tacca sthāne sthāne nirākṛtaṃ

kāryakāraṇavyavasthā'nupapattyādibhiriti/ tadasmin śāstre kṣaṇa eva

kāla iti siddhāntaḥ/ kālo'tra nābhyupagamyata iti kasyacit pralāpastu

bhāṣyārthāvivekamūla iti/ Yv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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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삼세실유설의 진의와 곡해를 둘러싼 문제는 여전히 불교학

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어 있다. 그러나 삼세실유설에 대한 기존

의 통념을 고려하면, Tv와 Yv는 ‘크게 빗나간 견해’를 설일체유부

의 삼세실유설로 간주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삼세실유설

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일례로 들면 다음과 같다.

유부(有部)는 그 학파 형성의 당초부터 삼세실유론을 설하고 있었

다. 모든 존재는 비록 현상으로서는 무상이라 하더라도 그 본체로서는

과거·현재·미래를 통해 실재한다고 하는 이론이다. 바꾸어 말하면 과

거·미래의 사물의 본체는 현재에도 있다는 것이다. ‘설일체유부’라는

학파의 명칭도 이런 이론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삼세실유론은 영화의

필름에 의해 비유된다. … 현상으로서 현현(顯現)하는 세계는 찰나처

럼 변전(變轉)하는 무상한 것이지만, 그 배후에 있는 본체의 세계는 항

상(恒常)이라고 말한다.36)

위의 설명에 드러나 있듯이, 삼세실유설의 주안점이 시간의 실

체성을 주장하는 데 있지는 않다.37)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세실유

설은 흔히 시간의 실체성을 주장한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이러한

사례는 일찍이 불교의 논사들 사이에서도 드물지 않았으므로,38)

Tv와 Yv에서도 ‘크게 빗나간 견해’를 삼세실유설로 간주했을 가

36) 梶山雄一(1983) p.ⅶ.

37) 이 점을 Chakravarti(1975)도 유의하고 있다. 그는 대상의 기체(基體)가

없다면 그에 대한 인식도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과거와 현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인식도 없을 것이므로, 이에 따라 유부(有部)가 삼세실유를

주장한다고 설명한다(p.94). 그는 여기에 유부든 요가든 시간을 독립된

실체로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한다(p.95).

38) 일례로 다음과 같은 지적을 들 수 있다. “구사론에서
법체항유(法體恒有)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

대부분이 경량부·세친이 유부에 대해 비판 또는 반론하기 위해 유부의

해설을 거론하는 데 있음이 분명하다. 그것도 유부가 단지 ‘삼세(三世)는

있다’ 혹은 ‘실체로서 그 스스로 있다’라고 말한 것을 항유(恒有) 혹은

상유(常有)라고 말한 것인 양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吉元信行(1988)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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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은 충분하다.

Ⅳ. 결론

이상의 고찰에 의하면, 고전 요가의 주석자들이 비판의 대상으

로 염두에 둔 불교의 실체는 설일체유부와 유가행파로 확연히 양

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대조표로 이 같은 주석

자들의 인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 대조표는 이상의 고찰

로 도출한 결론에 상당한다.

Ybh Tv V Yv

3.13 어떤 이들

불교도 불교도

설일체유부 ;

구사론을
비롯한

아비달마

불교

설일체유부 ;

구사론을
비롯한

아비달마

불교

3.14

세계는

속성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자

절멸론자

유가행파의

유식론자

유가행파의

유식론자

유가행파의

유식론자

3.52

크게 빗나간

견해를 가진

세상 사람들

불교도

설일체유부의

삼세실유설

설일체유부의

삼세실유설

* 이 대조표에서는 Ybh의 저자가 비판하는 대상을 세 주석서의 저자들

이 특기한 명칭과 지목한 대상을 제시했다. 점선 위는 주석자들이 특

기한 명칭이며, 점선 밑은 주석자들이 지목한 대상이다. 빈 칸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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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급이 없음을 가리킨다.

앞의 대조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빈 칸에 해당하는 주석자

들의 견해는 다른 주석자들의 견해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

방할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는 특기할 만한 사실을 지

적할 수 있다. 즉 고전 요가의 주석자들이 불교를 지칭할 때는 그

구체적인 대상에 따라 대체로 용어를 다르게 구사한다는 사실이

다. 요가주 제3장의 경우에 주석자들이 구사하는 명칭의 용례로
보면, ‘불교도’는 주로 설일체유부를 지목하고, ‘절멸론자’는 유가

행파를 지목한다.

이러한 사실은 후속 논문으로 고찰할 요가주 제1장과 제4장
의 경우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절멸론자라는 명

칭은 제4장에서 자주 언급되고 제1장에서도 간혹 언급되지만, 이

명칭이 지목하는 대상은 여기서 고찰한 제3장의 경우와 대부분

일치한다. 본론에서 고찰의 대상을 우선 제3장으로 국한한 것은,

용어 구사의 차별적 양상이 제3장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고찰의 결론은 요가 철학에서 주로 경계한 대상을

여실하게 드러낸다. 요가 철학에서 가장 경계한 대상은 대승불교

의 유식설이었으며, 그 다음의 대상은 설일체유부의 삼세실유설

(특히 전변설)이었다. 이는 요가 철학을 지탱하는 존재론과 수행

론이라는 두 근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요가 철학의 주석자

들은 존재론에서는 설일체유부의 주장을 경계하고, 수행론에서는

유식설을 경계했다. 이는 불교 측의 유사 관념을 배척하는 것으로

요가 철학의 우위를 확립하려는 자구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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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ch Buddhism Did the Commentators of Yoga

Philosophy Criticize?

In the Case of the Third Chapter of Yogabhāṣya

Jung, Seung Suk

(Dongguk University)

In the case of the third chapter of Yogabhāṣya, it is

revealed that the designated Buddhism kept in mind as a

target of criticism by the commentators of Yogabhāṣya is

divided into Sarvāstivādin and Yogācāra evidently.

Furthermore, in this case we can find a fact deserves

attention. In other words, when the commentators mention

Buddhism, on the whole they use different terms according

to the intended target. For instance, they indicate mainly

Sarvāstivādin by the expression bauddha(Buddhist), and

Yogācāra by the expression vaināśika(who believes in

complete annihilation).

The instance as above is applied to almost all the cases

of the first and the fourth chapter of Yogabhāṣya similarly.

In particular, the term vaināśika is mentioned frequently in

the fourth chapter and occasionally in the first chapter. But

the intended target by the term corresponds mostly to the

case of the third chapter examined here. Thus

discriminative aspects of the terms mentioned by

commentators are revealed explicitly in the case of third

chapter of Yogabhāṣya. So this led me to examine the third

chapter first of all.

The conclusion as above shows us the main opponents

which the commentators of Yogabhāṣya took precautions



요가 철학에서 비판한 불교의 실체 ∙ 93

against. Those opponents were Yogācara and Sarvāstivādin.

The first maintains the theory of consciousness-only, and

the latter maintains the theory of establishing the reality of

past, present and future.

This conclusion is found to be intimately associated

with two bases, namely ontology and practice. That is, the

commentators of Yoga philosophy turned their attention

towards the doctrine of Sarvāstivādin with respect to

ontology, on the other hand they turned their attention

towards the doctrine of Yogācara with respect to practice.

In short, they intended to exclude Buddhist ideas similar to

theirs as part of establishing their superiority over

Buddhism.

Keywords: buddhist, kSaNika(kṣaṇika),

sarvAstivAdin(sarvāstivādin), vasubandhu,

vijJAnamAtravAdin(vijñānamātravādin),

vainAzika(vaināśika), yogAcAra(yogācāra),

yogabhASya(yogabhāṣya), yogasUtra(yogasū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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