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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갈애(Dharmatṛṣṇā): 보살은 집착하는가

(abhiniviśate), 집착하지 않는가(nābhiniviśate)?

이영진*1)

Ⅰ 들어가는 말. Ⅱ Abhisamayālṅkāravṛtti에 나타난 법에 대한 갈애.

Ⅲ 2만 5천송 반야경에 나타난 법에 대한 갈애.

Ⅳ 현관장엄론의 영향: ‘집착한다’에서 ‘집착하지 않는다’로.

요약문 [주요어: 현관장엄론, 아리야 비묵띠세나, 법에 대한 갈애,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텍스트의 변형]

본 논문은 아리야 비묵띠세나가 25,000송 반야경으로부터 인용한 ‘보

살의 법에 대한 갈애’가 ‘보살의 가르침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는지 ‘집

착하지 않음’을 의미하는지를 해결하기 위한 사본의 교정을 포함한 문

헌학적 연구이다. 11세기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리야 비묵띠세나

의 현관장엄론의 주석서의 사본에는 ‘집착하지 않[지만] 마음을 고정

하고 생각한다’는 문법적으로 이상한 읽기가 있다. 그리고 이 사본은 주

석서의 티벳역과 더불어 ‘보살의 법에 대한 갈애’가 때로는 ‘집착하지

않음’을 때로는 ‘집착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

다. 이 혼란을 해결하고 사본의 읽기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자는 현재

이용 가능한 산스크리트 티벳어 한문의 주요언어로 기술된 25,000송의

모든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르면 17세기 후반인 네팔 사본들

을 이용한 2종의 산스크리트 편집본을 제외하고 모든 자료들이 ‘집착한

다(abhiniviśate)’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Ⅰ. 들어가는 말

필자는 아리야 비묵띠세나(Ārya Vimuktiṣeṇa)가 25,000송 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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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46)

*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tatpu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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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현관장엄론(Abhisamayālaṅkāraḥ Prajñāpāramitopadeśa-
śāstram)의 체계에 따라 주석한 Abhisamayālaṅkāravṛtti(이하 Vṛtti)
제 1장의 순결택분(nirvedhabhāgīyāni)을 편집하면서1), 흥미로운

그렇지만 혼란을 초래하는 구문을 발견하였다. 이 구문은 아리야

비묵띠세나가 순결택분 중 첫 번째인 난선근(ūṣmagataṃ kuśala

mūlam)을 주석하면서 25,000송 반야경을 인용한 것인데, 사본의

읽기에 따르자면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살에게는 ‘법에 대한

자연스러운 갈애(ānulomikī dharmatṛṣṇā)’라는 병(病: āmaḥ)2)이

있는데, 이는 ‘오온이 공하다’등이라고 집착하지는 않지만(nābhini-

viśate) 마음을 고정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리야 비묵띠세나는

‘보살이 성문보다 뛰어난 점은 고제에 대해 집착하지 않음(anabhi-

niveśa) 등의 행상(측면)으로 관찰하기 때문이다’는 맥락에서 이

구문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 주석을 고려하자면, ‘보살은 집착하

지 않는다’는 사본의 읽기(reading)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이 읽기를 그대로 채택하기에는 ‘보살의 갈애(≒집착)는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는 서술은 모순되어 보인다. 실제로 Vṛtti의

티벳역은 이 인용에서 “mngon par zhen pa”라고 하여 ‘집착한다

(abhiniviśate)’를 지지하고, 이전 편집자인 펜사 역시 주로 이 티

1) Vṛtti 제1장에 대한 편집본은 2013년 5월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출판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Vṛtti의 사본은 한 종류로서

11-12세기 초로 추정되는 야자나무 잎에 네와리로 쓰여진 사본이다.

[NAK(National Archives of Kathmandu) = NGMPP(Nepal-German

Manuscript Preservation Project) 37/9.] 이 1장은 1967년 이탈리아 학자

펜사(Pensa)에 의해 편집되었고, 나머지 2-8장까지는 현재 이탈리아

학자(Claudio Cicuzza)와 일본인 학자(Nakamura Hodo)에 의해 편집

중으로 몇 년 안에 출판될 예정이다. Vṛtti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에

관해서는 이영진(2009) p. 294 참조.

2) 혹은 ‘날 것(rawness)’, 그리고 이러한 의미로부터 ‘성숙하지 못한

상태(being immature)’라는 번역도 가능할 것이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무차라(無叉羅)의 번역을 제한 25,000송 반야경의 한역들은 이를 ‘生’으로

번역하여 전자를 지지하며, 아리야 비묵띠세나는 이를 ‘번뇌(kleśaḥ)’라고

주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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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역에 의거하여 인용의 ‘nābhiniviśate’를 ‘abhiniviśate’로 교정하

고 있다.3)

그렇지만 문제는 이와 같이 간단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아리야

비묵띠세나는 이후에 동일한 ‘법에 대한 갈애’의 맥락을 세 차례

더 인용한다. 이중 첫 번째는 앞에서처럼 사본의 읽기와 티벳역이

일치하지 않지만, 나머지 두 경우는 각각 ‘집착하지 않는다’와 ‘집

착한다’로 일치한다.4) 이는 Vṛtti의 티벳역에만 의지하여 사본을

교정할 경우, 법에 대한 갈애가 집착하는 것인지 집착하지 않는

것인지 확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거

나 확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산스크리트 티벳어 중국어(한문)의

주요 언어로 기술된 자료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우선 아리야 비묵띠세나가 ‘법에 대한 갈애’의 맥락

에서 인용한 4단락에 관해 산스크리트 사본과 티벳역을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주

요언어들로 쓰여지거나 번역된 25,000송 반야경들을 참조하여5)

이들이 ‘법에 대한 갈애’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

이다.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지만,6) 25,000송 반야경

은 현관장엄론의 분류를 따르며 그 영향아래 구문의 위치가 바
뀌거나 삽입된 ‘개정된 버전(revised version)’과 그렇지 않은 버전

으로 나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분류를 염두에 두고 25,000송

반야경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첫째는 Vṛtti 사본의 읽기가 교정이 필요

한지 아닌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떻게 교정해야만 하는지를 논의

3) Pe p. 54, n. 2.

4) 펜사(Pensa)는 이 중 첫 번째 인용에 관해서는 앞과 동일하게 티벳역에

의거해 산스크리트 사본의 읽기를 ‘abhiniviśate’로 교정하지만, 뒤의 두

인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사본의 읽기와 티벳역이 일치하기 때문에―

어떠한 교정이나 언급도 없다.

5) 이 중 산스크리트 편집본에 관련해서는 동일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100,000송 반야경도 살펴볼 예정이다.

6) Conze(1978) pp. 36-39., Lethcoe(1976) p. 499, Watanabe(1994) p.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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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법에 대한 갈애의 맥락’에서 현관장엄
론 혹은 Vṛtti의 주석이 개정된 버전의 25,000송 반야경에 어떠

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이를 개정된 버전에서는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Ⅱ. Abhisamayālṅkāravṛtti에 나타난 법에 대한 갈애

현관장엄론의 제 1장은 전체 논서를 구성하고 있는 여덟 범
주 중 첫 번째 ‘일체의 측면을 아는 지혜(sarvākārajñatā)’를 다루

고 있으며,7) 이 범주는 발심(cittotpādaḥ), 교수(avavādaḥ), 순결택

분 등의 10가지 항목들로 구성된다.8) 이 중 세 번째 항목인 순결

택분에 대해 현관장엄론의 저자는9) 반야경이 대표하는 보살의
난 정 인 [세]제일법의 순결택분들이 순서대로 네 종류의 분별과

의 순서대로 결합할 때, 성문 벽지불의 그것보다 소연, 행상, 원인

성, 섭수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설명하고 있다.10)

7) 반야바라밀[경]은 여덟 범주1에 의해서 잘 설명되는데, 일체의 측면을

아는 지혜, [일체의] 도를 아는 지혜, 일체를 아는 지혜, 그리고 일체의

측면에 대한 깨달음(現等覺), 정점에서 획득한 [현관], 점진적인 [현관],

한 찰라에 일어나는 현관, 법신이 이러한 여덟 종류이다. (ms 2r3, Pe p.

13.11-14)

8) 발심, 교수(敎授), 넷으로 구성된 결택의 요소, 법계를 고유한 성질로 하는

수행의 기반(依持), [수행의] 대상, [수행의] 목표, 갑옷으로 무장하고

출발하는 두 가지 행위, 자량(資糧)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출리(出離)

[라는 열가지 내용들로] 무니가 지닌 일체 측면을 아는 지혜는

[구성된다.] (ms 2r3-5, Pe p. 13.15-18)

9) 현관장엄론의 저자에 관해서는 이영진(2009) pp. 296-302 참조.
10) ālambanata ākārād dhetutvāt samparigrahāt caturvikalpasaṃyogaṃ

yathāsvaṃ bhajatāṃ satāṃ || 25 || śrāvakebhyaḥ sakhaḍgebhyo

bodhisattvasya tāyinaḥ | mṛdumadhyādhimātrāṇām ūsmādīnā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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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송에 대해 아리야 비묵띠세나는 Vṛtti에서 먼저 난선근을

하(mṛdu) 중(madhyama) 상(adhimātra)으로 나누어 각각 소연과

행상의 수승함, 원인성의 수승함, 섭수의 수승함을 설명하고 동일

한 방식으로 정 인 [세]제일법을 각각 주석하고 있다. 그 다음으

로는 난 등의 사선근과 차례대로 연결되며 각각 9종류인 4가지

분별, 즉 ① 사태 그 자체에 기반하는 첫 번째 소취의 분별, ② 대

치에 기반하는 혹은 청정만을 인식대상으로 갖는 두 번째 소취의

분별 ③ 실재하는 푸드갈라를 기반으로 갖는 첫 번째 능취의 분

별 ④ 시설(施設)된 사람을 기반으로 갖는 두 번째 능취의 분별을

주석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앞에서 방편선교(upāyakauśalam)와

선우(kalyāṇamitram)로 정의한 섭수의 수승함을 좀 더 자세히 주

석하고 있다.

아리야 비묵띠세나는 이러한 4선근 중 하품의 난선근과 하품의

정선근에만 사성제 각각에 관해 소연과 행상의 수승함을 설명하

고 있다. 이러한 주석은 Vṛtti 전체를 관통하는 스타일, 즉 현관
장엄론 게송의 내용 혹은 그 게송의 항목에 25,000송 반야경의

내용을 인용 혹은 페러프레이즈 혹은 요약하여 배대시키는 형식

을 취하고 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리야 비묵띠세나가 하품의

난선근 중 고 집 멸 도의 사제관과 관련한 소연과 행상의 수승함

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25,000송 반야경의 내용들이다. 이 인용

들 중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에 대한 갈애의 맥락에서

Vṛtti 사본의 읽기(reading)와 티벳역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두 곳과 각각 ‘집착하지 않는다’와 ‘집착한다’로 서로 다르게 일치

하는 두 곳이 있다.

이제 아리야 비묵띠세나가 하품의 난선근 (mṛdūṣmagatam)에

서 인용한 25,000송 반야경의 내용과 그에 대한 설명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우선 문장 나누기(punctuation)를 비롯한 사본을 그대로

읽기(diplomatic edition)와 이에 대한 티벳역을 먼저 제시한 후 번

viśiṣṭatā || 26 || iti | : ms 17r4-5, P p. 53.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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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제공할 것이다.

A. 보살이 지니는 고제의 소연과 행상의 수승함.

[Vṛtti 사본(ms)] yato mṛdūṣmagatam adhikṛtyālambanaviśeṣaś cat

urṇṇām āryasatyānām anityātādyākārālambanatvāt | ākāraviśeṣo duṣ

khasamudayasatyānabhiniveśādyākāratvāt | asya sūtram ihāyuṣman

śāriputra bodhisatvo 11) rūpam anityam iti | rūpaṃ duḥkham iti | rū

paṃ śūnyam iti | rūpam anātmeti | punā rūpaṃ śūnyam iti | rūpam

apraṇihitam iti nābhiniviśate | adhitiṣṭhati saṃjānātīyam āyuṣman śā

riputra bodhisatvasyānulomikī dharmatṛṣṇā āma ityādi12) ayaṃ tāvat

duḥkhasatyālambanākāraviśeṣaḥ |13) : ms 17r5-6, Pe 54.01-10

[Vṛtti 티벳역(Tib)] gang gi phyir dro bar gyur pa chung ngu'i d

bang du mdzad nas dmigs pa'i khyad par ni 'phags pa'i bden pa b

zhi po rnams mi rtag pa la sogs pa'i rnam pa la dmigs pa'i phyir r

o || rnam pa'i khyad par ni sdug bsngal dang kun 'byung gi bden

pa dag14) gi mngon par ma zhen pa la sogs pa'i rnam pa can yin p

a'i phyir ro || 'di'i mdo ni | sh'a ri'i bu 'di la15) byang chub sems

dpa' chen po'i gzugs mi rtag ces bya ba dang | gzugs sdug bsngal

zhes bya ba dang | gzugs stong zhes bya ba dang | gzugs bdag m

ed ces bya ba dang | yang gzugs stong zhes bya ba dang | gzugs

smon pa med ces bya bar mngon par zhen pa dang | lhag par gnas

pa dang | kun shes pa 'di ni | sh'a ri'i bu byang chub sems dpa' c

11) Pe는 사본에 없는 mahāsattvasya를 티벳역에 의거하여 삽입하였다.

12) ityādi] ms, ity ādi Pe

13) 인용의 caturṇṇāṃ, duṣkha°, bodhisatv° 등은 caturṇāṃ duḥkha°

bodhisattv°로 일반화하기 이전의 사본 그대로의 읽기이다. 이러한

사본의 읽기는 Ⅱ장의 C-2까지 적용하였다.

14) dag] Q gang D

15) 'di la] Q, omit D



법에 대한 갈애: 보살은 집착하는가, 집착하지 않는가? ∙ 217

hen po'i mthun pa'i chos la sred pas te skyon du gyur pa'o zhes b

ya ba la sogs pa gang gsungs pa yin no || 'di ni re zhig sdug bsng

al gyi bden par gtogs pa'i dmigs pa dang rnam pa'i khyad par ro ||

: D 43a7-43b3, Q 49a4-8

[번역]16) [보살의] 소연이 [성문 벽지불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사성

제의 무상성 등의 [전통적인] 행상을 소연으로 취하기 때문이고, 행상

이 뛰어나다는 것은 고제와 집제에 대해 집착하지 않음 등을 행상으

로 하기 때문에, 약한(下) 난에 속하는 [선근]17)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25,000송 반야]경[의 내용]이 있다: “장로 샤리푸트라시여! 보살은 ‘[오

온 중의] 색이 무상하다, 괴롭다, 공하다, 무아이다’라고, 또한 ‘색이 공

하다, 무원(無願)이다’고 집착하지 않는다【집착하고】. [그렇지만 ‘색

이 무상하다’등이라고] 마음을 고정하고 생각하는18) 이것이, 장로 샤

리푸트라시여, 보살이 지니는 법에 대한 자연스러운 갈애로서 병(病)

이다 ···”라고. 이것이 먼저 [보살이 지니는] 고제와 집제에 속하는 소

연과 행상의 뛰어남이다.

여기에서 아리야 비묵띠세나는 전통적인 주류불교 혹은 설일체

유부로 대표되는 아비달마불교의 사제관과 대비하여 보살이 수행

하는 고제의 소연과 행상의 뛰어남을 설명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16) 【】안은 Tib의 읽기를 의미한다.

17) 아리야 비묵띠세나에 따르면, ūṣmagata에서 ‘gata’를 사용한 이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ūṣmagata”라고 하는 것 중 “gata”라고

붙인 것은 하 중 상의 종류(혹은 속성: jāti)를 알리기 위해서이다.

아니면 그 대신에 하근기 등[과 같이]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소연들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ūṣmagatam iti gatābhidhānaṃ

mṛdumadhyādhimātrajātijñāpanārtham, mṛdvindriyādipudgalabhede 'pi

vāsyālambanādīnām abhedajñāpanārtham | : ms18v6, Pe p. 58,04-07)

18) 이 문장에서 adhitiṣṭhati saṃjānāti는 abhiniviśate와 동의어(paryāya)로

상호 유사한 뜻으로 파악해야만 할 것이다. 필자가 adhitiṣṭhati (lhag par

gnas pa)를 ‘마음을 고정하다’로 번역한 것은CPD Ⅰ p. 132의

adhitiṭṭhati (to fix, direct)를 따랐다. 스파르함은 콘즈의 번역을 따라

‘고집하다(insist on)’로 번역하고 있다 [Sparham(2006) p. 53 ;

conze(1975)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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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관에서는 고제를 무상, 고, 공, 무아라는 네 가지 측면, 즉 네

가지 행상으로 관찰하는데,19) 보살에게 있어서는 이 네 행상이 고

제의 행상이 아니라 인식대상(소연)이 되며 여기에 삼삼매 중 무

상(無相: ānimitta)을 제외한20) 공[성](空[性])과 무원(無願)이 추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무상(無常) 등의 인식대상을 관찰하는 측면

은 집착하지 않음(anabhiniveśa) 등21)이다. 아리야 비묵띠세나는

성문들이 가지는 무상성 등의 행상은 ‘내가 존재한다’는 견해만을

치료하는 반면, 보살은 －소연으로서 이러한 행상들을 가지기 때

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견해뿐만 아니라－ ‘집착하지 않음’ 등의

행상을 통해 ‘법(현상의 요소)이 존재한다’는 견해 또한 치료한다

고 주석하고 있다.22) 이러한 주석을 고려할 때, 그가 인용한 25,000

송 반야경에서 ‘집착하지 않는다(nābhiniviśate)’라고 서술하는 것

은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집착한다’와 동의어(paryāya)

로 보이는 ‘마음을 고정한다(adhitiṣṭhati)’와 ‘생각한다(saṃjānāti)’

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펜사는 이 사본의

‘nābhiniviśate’가 ‘법에 대한 갈애’와 모순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모든 동의어에 부정이 없는 (mngon par zhen pa dang | lhag par

gnas pa dang | kun shes pa) 티벳역과, 동일한 내용의 기술에서

19) duḥkhaṃ caturbhir ākāraiḥ paśyaty anityato duḥkhataḥ śūnyato

'nātmataś ca |: AKBh p. 343.16-17

20) 삼삼매 중의 무상을 제외한 이유에 관해서는 “Ⅳ. 현관장엄론의 영향:
‘집착한다’에서 ‘집착하지 않는다’로”를 참조하시오.

21) 25,000송의 인용으로 볼 때, 집착하지 않음(anabhiniveśa) 마음을

고정하지 않음(anadhiṣṭhāna) 생각하지 않음(asaṃjñāna)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2) tatrānityāditvena duḥkhasamudayasatya ālambate, anabhiniveśādibhir

ākārayati | kim uktaṃ bhavati? śrāvako hi rūpaṇādilakṣaṇam vastv

ālambate | tasyānityatādaya ākārā bhavanty ātmadarśanapratipakṣatvāt

| bodhisattvaḥ punar anityatādilakṣaṇaṃ vastv ālambate |

tasyānabhiniveśādaya ākārā bhavanti dharmadarśanapratipakṣatvāt ||

ms 17v1-2, Pe 54.12-17. ; Ālokā {Ā1 14v2-3, Ā2 17r1-2, ĀeW 38, ĀeT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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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hiniviśate’로 읽고 있는 100,000송 반야경(ŚsP), 그리고 콘즈의

번역에 기반하여 ‘nābhiniviśate’를 ‘abhiniviśate’로 수정하고 있

다.23) 펜사는 이후에 소개할 집제에 속한 소연과 행상의 수승함

역시 이러한 자료를 기반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B. 집제에 속하는 소연과 행상의 수승함.

[ms] samudayasatyālambanākāraviśeṣas tu yad āha | evaṃ

rūpaṃ prahātavyam anena rūpaṃ prahātavyam iti nābhiniviśata

ityādi || : ms 17r6-17v1, Pe 54.10-13

[Tib] kun 'byung gi bden par gtogs pa'i dmigs pa dang rnam

pa'i khyad par ni | de bzhin du gzugs 'di spang bar bya'o zhes

'dis gzugs spang bar bya'o zhes mngon par zhen pa dang zhes

bya ba la sogs pa gang gsungs pa yin no || D 43b3-4, Q 49a8-

49b

[번역] 집제에 속한 소연과 행상의 수승함은 [25,000송 반야경

에서 수부띠가] “[보살은] ‘동일한 방식으로 색을 버려야만 한다.

이것으로 색을 버려야만 한다’고 집착하지 않는다【집착한다】…”

라고 말한 것이다.

집제에 관련한 25,000송 반야경의 인용에서도 A와 마찬가지로

법에 대한 갈애의 맥락에서24) 사본의 읽기(nābhiniviśate)와 티벳

23) Pe p. 54, n. 2 ; ŚsP p. 486.10-15 ; Conze(1975) p. 95 와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Sparham(2006) p. 53 모두 ‘settles down’으로 번역하고 있다.

24) 이 인용이 법에 대한 갈애의 맥락이라는 점은 다음과 같은 스파르함의

번역을 통해 더욱 명료해진다. [It is called the hardheadedness(=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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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mngon par zhen pa)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멸

제와 도제에 관련한 두 인용에서는 사본의 읽기와 티벳역이 다음

과 같이 일치하고 있다.

C. 멸제와 도제에 속하는 소연과 행상의 수승함.

C-1. [ms] nirodhamārgasatyādhikāreṇoṣmagatasyālambanākār

aviśeṣāv adhikṛtyāha | evan nirodhaḥ sākṣātkarttavyo nena niro

dhaḥ sākṣātkarttavyaḥ | evaṃ mārgo bhāvayitavyo 'nena mārg

o bhāvayitavya iti nābhiniviśata ityādi || ms 17v4-5, Pe 55, 07-

10

[Tib] 'gog pa dang lam gyi bden pa dag gi dbang du byas n

as dro bar gyur pa'i dmigs pa dang rnam pa'i khyad par dag g

i dbang du byas te gsungs pa ni 'gog pa 'di ltar mngon du by

a'o || 'dis 'gog pa mngon du bya'o || lam 'di ltar bsgom par b

ya'o || 'dis lam bsgom par bya'o25) zhes mngon par zhen pa m

ed cing zhes bya ba la sogs pa'o || D 44a6-7, Q 50a5-6

[번역] 멸제와 도제에 관련하여 난[선근] 종류의 소연과 행상의

수승함은 [25,000송 반야경에서 수부띠가] “ ‘이와 같이 소멸을 실

현해야만 한다. 이것으로써 소멸을 실현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소멸로 가는] 길을 수습해야만 한다. 이것으로써 [소멸로 가는]

길을 수습해야만 한다’라고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다.

conforming to craving for dharmas if] he settles down in the idea that

"such form, etc., should be forsaken, by him ; that form, etc., is

something that must be forsaken, and so on. : Sparham(2006) p. 54

25) 'dis lam bsgom par bya'o] Q, omi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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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에서 티벳역은 앞서 A와 B 인용과는 달리 ‘mngon par zhe

n pa med [pa]’로서 사본의 읽기인 ‘nābhiniviśate’를 지지하고 있

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펜사는 법에 대한 갈애의 동일한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A와 B에서처럼 ‘nābhiniviśate’를 ‘abhiniviś

ate’로 수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멸제와 도제에 관련한 또 다른

인용에서는 C-1의 경우와 반대로 사본의 읽기가 A, B, C-1과 달

리 ‘abhiniviśate’이고, 티벳역(mngon par zhen pa) 또한 이를 지

지하고 있다. 펜사 역시 아마도 이 두 읽기가 일치한다는 점 때문

에, 혹은 A와 B에서 자신의 수정과 일치한다는 점 때문에, 사본

의 읽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C-2. [ms] etadviparyayeṇānimittaparidīpanārtham āha | “ayaṃ

saṃkleśa idaṃ vyavadānaṃ ime dharmmāḥ sevitavyā ime na

sevitavyā yāvad idam upāyakauśalam idam anupāyakauśalam ity

abhiniviśate | adhitiṣṭhati saṃjānātītyādi | ms 17v6-18r1, Pe 55.

16-21

[Tib] 'di dag las bzlog pa mtshan ma med pa bstan pa'i don

du gsungs pa ni | 'di ni kun nas nyon mongs pa'o || 'di ni rna

m par byang ba'o || chos 'di dag ni bsten par bya ba'o || chos

'di dag ni bsten par mi bya'o zhes bya ba nas 'di ni thabs la

mkhas pa'o || 'di ni thabs la mkhas pa ma yin pa'o || zhes

mngon par zhen pa dang lhag par gnas pa dang kun shes pa

※ 'di ni byang chub sems dpa' chen po'i rjes su mthun pa'i

chos la sred pa ste skyon du 'gyur ba'o zhes bya ba la sogs

pa'i bar yin no ※ 26) || D 44b3-4, Q 50b

26) Vṛtti 사본의 읽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으로 펜사는 이러한

티벳역과 듀트가 편집한 25,000송 반야경 산스크리트 편집본에 근거하여

···saṃjānāti | iyaṃ bodhisattvasyo※ mahāsattvasyānulomikī

dharmatṛṣṇāma ity ādi※※라고 첨가하고 있다. {＊bodhisattvasy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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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러한 [3종류의 상(相 ; nimitta)]의 반대로서 무상(無相)

을 밝히기 위하여 [25,000송 반야경에서 수부띠는] “ ‘이것은 잡염

이다, 저것은 청정이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따라야만 한다, 저러

한 가르침들을 따라서는 안된다’ 내지 ‘이것은 방편선교이다, 저것

은 방편선교가 아니다’라고 집착하고 마음을 고정하고 생각한다

[는 이러한 것이 보살마하살의 법에 대한 자연스러운 갈애로서 질

병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C-2 인용은 티벳역에서 법에 대한 갈애(chos la sred pa)의 내

용이 첨가된다는 점, 그리고 비록 아리야 비묵띠세나가 명시적으

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곧바로 법에 대한 자연스러운 갈애(ānulo

mikī dharmatṛṣṇā)를 주석한다는 점에서27) 앞의 인용들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28) 따라서 동일한 법에 대한 갈

애의 맥락에서 Vṛtti 사본은 ‘집착하지 않는다’를 3회, ‘집착한다’를

1회 기술하고 티벳역은 이와 반대로 ‘집착한다’를 3회 ‘집착하지

않는다’를 1회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Vṛtti 사본만이 아니라

그 티벳역 역시 갈애의 맥락에서 보살이 집착하는가 집착하지 않

※※ityādi로 교정 필요}

27) 이러한 [dharmatṛṣṇā는 6격 tatpuruṣa로서] 증득으로서의 가르침에 대한

자연스러운 갈애이다. ‘자연스러운(ānulomikī)’이란 ‘적절한’이라는 의미로

dharmatṛṣṇā를 수식한다. ‘병(āma)’이란 번뇌라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보살이 지니고 있는 증득법에 적절한 갈애는 ‘정점의 질병’이라고

가르쳐진다. [anulomaiṣādhigamadharmasya tṛṣṇā | anukūlety ānulomikī

dharmatṛṣṇā | āmaḥ kleśa ity arthaḥ | yā tv adhigamadharmānukūlā＊

tṛṣṇā sa bodhisattvasya mūrdhāma ity ucyate || ms °dharmānukūlā]

Pe, °dharmānanukūlā ; chos rjes su mthun pa'i (sred pa) Tib : ms

18r1, Pe 55.21-24]

28) 더욱이 이후에 살펴볼 25,000송 반야경의 산스크리트, 티벳역, 한역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기술하는 100,000송 반야경 모두 B부터 C-2까지

‘～라고 집착한다 혹은 집착하지 않는다’를 생략한 채 기술한 후 이를

‘보살이 지니는 법에 대한 갈애이다’는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것은 A부터 C-2까지의 모든 인용이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을

확정해준다.



법에 대한 갈애: 보살은 집착하는가, 집착하지 않는가? ∙ 223

는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

을 해결하거나 설명하기 위해서는 Vṛtti에서 인용한 25,000송 반

야경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Ⅲ. 2만 5천송 반야경에 나타난 법에 대한 갈애

필자가 아는 한, 아리야 비묵띠세나가 앞에서 인용한 25,000송

반야경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주요언어로 기술된 자료들은 산

스크리트 편집본 2종(PD, PK), 티벳역 2종(Tk, Tt), 한역 4종(T.

220, T. 221, T.222, T.223)이다.29) 이 가운데 산스크리트본들과

티벳역 1종(Tt)은 현관장엄론의 분류를 따르며 기술내용이 거

의 동일하다. 나머지 티벳역 1종(Tk)와 4종의 한역들은 현관장
엄론의 분류를 따르지 않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미 앞서 밝힌 바
와 같이 이러한 현관장엄론의 분류를 따르는가 즉 영향을 받았
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여부는 본 논문의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 산스크리트 편집본에 나타난 법에 대한 갈애

아리야 비묵띠세나가 인용한 25,000송 반야경의 내용과 관련하

29) 시대적인 순서는 4종의 한역(T.222-T.221-T.223-T.220) - Tk - Tt -

PD PK이다. 이중 아리야 비묵띠세나가 6세기 초의 인물이라는 설을

따르자면(: Ruegg(1968-9) Vṛtti는 T.223(404년 구마라집역)과 T.220

(600-663년) 사이에 해당하고, ms가 11-12세기 초에 필사되었다는 점(:

Pe p. 2)을 고려하면 Tt 와 시대적으로 가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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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현재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편집본들은 듀트(Dutt)와 기무라

(Kimura)의 편집본(각각 PD와 PK Ⅰ-1)들이 있다. 이중 PD는

듀트가 1934년 현관장엄론의 분류를 따르고 있는 4종의 네팔

사본30)을 사용하여 출판한 편집본이다.31) PK는 기무라(Kimura)

가 역시 4종의 네팔 사본을 참조하여32) 1986년, 1990년, 1992년, 2

006년, 2007년, 2009년에 출판한 편집본들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

는 각각의 해당연도에 현관장엄론 제 2 3주제(abhisamaya), 4

주제 ,5주제, 6 7 8주제, 제 1제의 일부분, 제1주제의 나머지 부분

에 해당하는 25,000송 반야경을 편집하여 출판하였다. 이중 ‘법에

대한 갈애’에 관한 내용은 2007년 출판한 편집본 (PK Ⅰ-1)에 수

록되어 있다. 이 두 편집자들이 이용한 네팔사본들은 빨라도 17세

기 혹은 18세기 초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후대까지의 발전

30) 그렇지만 25,000송 반야경 전체가 아니라, 현관장엄론의 8
주제(abhisamaya 혹은 adhikāra)중 첫 번째 ‘일체의 행상을 아는

지혜(sarvākārajñatā)’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편집한 것이다. 듀트에

따르면 그가 사용한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Add. 1628

사본(약호 C1)이 다른 세종의 사본들보다 좀 더 정확하며 조금

오래되었다(: PD p.ⅰ). 벤달에 따르면, 이 C1 사본은 412-519

엽(葉)들만이 17 혹은 18세기 초에 필사된 것이며 나머지는

최근(19세기?)에 보강된 것이다(: Bendal(1883) p. 144)

31) PD는 다음과 같이 현관장엄론의 분류 혹은 과목을 따르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끝마치고 있다: āryapañcaviṃśatisāhasrikāyāṃ

bhagavatyāṃ prajñāpāramitāyām abhisamayālaṃkārānusāreṇa

saṃśodhitāyāṃ sarvākārajñatādhikāraḥ subhūtiparivartaḥ prathamaḥ ||

PD 269

32) 이 중 둘은 동경대학도서관이 사용하고 있는 2종류(T1, T2)이고

나머지는 듀트가 사용한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었던 두

종류의 사본 즉 Add. 1628과 1629(C1, C2)을 사용하였다. 키무라는

이러한 사본들 중 T1이 오류 결락이 적고 C1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이를

저본으로 사용하였다(: PK Ⅱ Ⅲ pp.ⅰ-ⅱ) ; 그렇지만

동경대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사본들의 카탈로그를 출판한

마쯔나미에 따르면, 이 T1 사본 또한 새로운 종이 필사본(New

copy)으로 상당히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Matsunami(1965)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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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변형과정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6세기에서 7

세기 초에 귀속되는 길기트 사본을 이용한 편집본들이 있지만,33)

이들은 각각 현관장엄론 제 1주제의 앞부분과 제5주제와 제6-8
주제에 상당하는 내용들로34)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인용들은 나

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비록 25,000송 반야경은 아니더라도 고

샤(Ghoṣa)가 편집한 산스크리트 100,000송 반야경(ŚsP)에서 앞서

의 인용들을 찾을 수 있다.35) 이러한 편집들 중 PD와 PK와 ŚsP

를 비교한 것은 아래와 같다.

S-㈎ śāriputra36) āha: kathaṃ cāyuṣman subhūte bodhisattvo

mahāsattvo mūrdhāmaṃ37) patati? subhūtir āha: yad āyuṣman

śāriputra bodhisattvo mahāsattvo 'nupāyakuśalaḥ ṣaṭsu pāramitāsu

carann upāyakauśalam ajānan śūnyatānimittāpraṇihitān samādhīn

āgamya naiva śrāvakabhūmiṃ naiva pratyekabuddhabhūmiṃ vā

patati naiva bodhisattvanyāmam avakrāmati, ayam ucyate bodhi-

sattvamūrdhāmaḥ38) ||

S-㈏ śāriputra āha: kena kāraṇena āyuṣman subhūte bodhisattva-

sya mahāsattvasyāyam āmaḥ? subhūtir āha: āma ity āyuṣman

śāriputra ucyate bodhisattvasya mahāsattvasya 39) dharmatṛṣṇā

33) Zaccheti(2005) p. 23, n. 76

34) 각각 Zaccheti(2005) pp. 366-400, Conze(1962) pp. 3-200, Conze(1974)

pp. 3-136 : Conze는 이 사본의 폴리오 1-187v까지를 25,000송

반야경으로, 187v-308r를 18,000송 반야경으로 판단해 귀속시켰다.

그렇지만, 자케티는 이 모든 폴리오들이 하나의 버전이며 이를 “Larger

Prajñāpāramitā”로 지칭하고 있다[: Zaccheti(2005) pp. 19-22 참조]

35) 물론 고샤(Ghoṣa)가 자신이 참조한 5종의 사본들의 시기와 지역(아마도

네팔사본?)에 관해서 명확히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PK와 PD와는 상당히

다른 읽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참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36) śāriputra] PD PK, śāradvatīputra ŚsP (모든 곳에 적용)

37) mūrdhāmaṃ] PD PK, mūrdhānaṃ ŚsP

38) °mūrdhāmaḥ] PD PK, bodhisattvasyāmaḥ Ś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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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i bhāvanāmārgāvavādaḥ | ity ukto 'vavādaḥ ||40)

S-㈐ śāriputra āha: katamā āyuṣman subhūte dharmatṛṣṇā?

subhūtir āha: ihāyuṣman śāriputra bodhisattvo mahāsattvaḥ

prajñāpāramitāyāṃ caran rūpam anityam iti nābhiniviśate nādhi-

tiṣṭhati na saṃjānīte41), duḥkhaṃ śūnyam anātmakam iti nābhi-

niviśate nādhitiṣṭhati na saṃjānīte, rūpaṃ42) śūnyam43) ity apra

ṇihitam iti nābhiniviśate nādhitiṣṭhati na saṃjānīte | vedanāṃ

saṃjñāṃ saṃskārān, vijñānam anityam iti nābhiniviśate nādhi-

tiṣṭhati na saṃjānīte, duḥkhaṃ śūnyam anātmakam44) iti nābhi-

niviśate nādhitiṣṭhati na saṃjānīte vijñānaṃ45) śūnyam46) ity

apraṇihitam iti nābhiniviśate nādhitiṣṭhati na saṃjānīte, iyam

āyuṣman śāriputra bodhisattvasya mahāsattvasya ānulomikī

dharmatṛṣṇā āmaḥ || iti duḥkhasatyādhikāreṇa mṛdūṣmagatasyālam-

banākāraviśeṣaḥ ||

S-㈑ evaṃ47) rūpaṃ prahātavyam anena rūpaṃ prahātavyam

iti nābhiniviśate nādhitiṣṭhati na saṃjānīte | evaṃ vedanā prahā

tavyā anena vedanā prahātavyeti, evaṃ saṃjñā prahātavyā anena

saṃjñā prahātavyeti, evaṃ saṃskārāḥ prahātavyā anena saṃskārāḥ

39) bodhisattvasya mahāsattvasya] PD PK, bodhisattvasyāmaḥ ŚsP

40) ŚsP는 이러한 모든 현관장엄론의 분류(이탤리체)들을 채용하지
않았다.

41) nābhiniviśate nādhitiṣṭhati na saṃjānīte] PD PK; abhiniviśate

'dhitiṣṭhati saṃjānāti ŚsP (모든 곳에 적용)

42) rūpaṃ] PK, omit PD

43) śūnyam] PD PK, ānimittam ŚsP

44) anātmakam iti] PD PK, anātmety ŚsP

45) vijñānaṃ] PK, omit PD

46) śūnyam] PD PK ; ānimittam ŚsP

47) evaṃ] PD PK, idaṃ ŚsP (모든 경우에 뒤따르는 각각의 성과 수에

맞게 ayaṃ idaṃ iyaṃ ime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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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hātavyā iti, evaṃ vijñānaṃ prahātavyam anena vijñānaṃ

prahātavyam iti nābhiniviśate nādhitiṣṭhati na saṃjānīte | evaṃ

duḥkhaṃ parijñeyam anena duḥkhaṃ parijñeyam iti | evaṃ

samudayaḥ prahātavyo 'nena samudayaḥ prahātavya iti nābhi-

niviśate nādhitiṣṭhati na saṃjānīte || iti samudayasatyādhikāreṇa

mṛdūṣmagatasyālambanākāraviśeṣaḥ ||

S-㈒ evaṃ nirodhaḥ sākṣātkartavyo 'nena nirodhaḥ sākṣāt-

kartavya iti, evaṃ mārgo bhāvayitavyo 'nena mārgo bhāvayitavya

iti, ayaṃ saṃkleśa idaṃ vyavadānam iti, ime dharmāḥ sevitavyā

ime dharmā na sevitavyā iti ··· idaṃ bodhisattvasyopāyakauśala

m idam anupāyakauśalam iti nābhiniviśate nādhitiṣṭhati na saṃjānīt

e | ayaṃ bodhisattvasya mūrdhāmaḥ |48) saced49) āyuṣman śārip

utra bodhisattvo mahāsattvaḥ prajñāpāramitāyāṃ caran imā

n50) dharmān evaṃ nābhiniviśate nādhitiṣṭhati na saṃjānīte iya

ṃ51) bodhisattvasyānulomikī dharmatṛṣṇā āmaḥ || : PK Ⅰ-1 p.

150.15-152 ; PD 119.03-120.14 ; ŚsP p. 485.16-489.06}

[번역52):] S-㈎ 샤리푸트라【샤라드바띠푸트라】가 묻는다: 장

로 수부띠시여! 보살 마하살은 어떻게 정점의 질병에 떨어집니까?

【정점으로부터 내려옵니까?】 수부띠가 답한다: 장로 샤리푸트

라 【샤라드바띠푸트라】 시여! 방편선교가 없고 이를 모르고 여

섯 바라밀들에서 행하는 보살 마하살은 공성 무상 무원의 [삼]삼

매에 도달한 후 성문지와 벽지불지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

48) ŚsP에는 이 문장이 없다.

49) saced] PK, sa ced PD

50) imān] PK, imāna PD

51) iyaṃ] PD, ayaṃ PK,ŚsP

52) []안은 본문에 없는 내용을 삽입한 것을, 【】은 ŚsP의 읽기를 적용한

것을, 《》은 PD와 PK에만 있는 내용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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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살의 확정성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보살이 지니는

《정점의》 질병이라고 가르쳐집니다.

S-㈏ 묻는다: 장로 수부띠시여! 보살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병

을 가지게 됩니까? 답한다: 장로 샤리푸트라【샤라드바띠푸트

라】시여! 병이라는 것은 보살 마하살에게 있는 【병으로】 법에

대한 갈애라고 가르쳐집니다. 《이상이 수도에 대한 교수이다. 이

상으로 교수를 끝마쳤다.》53)

S-㈐ 묻는다: 어떤 것이 법에 대한 갈애입니까?

답한다: 장로 샤리푸트라【샤라드바띠푸트라】시여! 이 세상에

서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라밀에서 행할 때 ‘색 수 상 행 식이 무

상하다【공하다】’라, ‘고통이다, 공하다, 무아다【무상하다, 고통

이다, 무아다】’라고, ‘공하다【무상(無相)이다】, 무원이다’라고 집

착하지 않고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집착하

고 마음을 고정시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지니는

병으로서 법에 대한 자연스러운 갈애입니다.《이상이 고제에 관한

약한 종류의 난[선근에 속하는 소연과 행상의 수승함이다.》

S-㈑ 동일한 방식으로【‘이러한】 색 수 상 행 식을 버려야만

한다, 이것으로써 색 수 상 행 식을 버려야만 한다’라고 《집착하

지 않고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방

식으로【‘이러한】 고통스럽다는 [진리]를 완전히 알아야만 한다,

이것으로써 고통스럽다는 [진리]를 완전히 알아야만 한다’라고, 동

일한 방식으로【‘이러한】 [고통의] 일어남을 끊어야만 한다, 이것

으로 [고통의] 일어남을 끊어야만 한다’라고 《집착하지 않고 마

음을 고정시키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이 집제에 관련한

약한 종류의 난[선근]에 속하는 소연과 행상의 수승함이다》

53) PD와 PK에서는 이를 순결택분 바로 직전에 있는 ‘수도에 관한

교수’라고 분류하지만, 아리야 비묵띠세나는 이 교수에 ㈎를 인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약한 종류의 난선근 중 멸제 도제에 속한 소연과

행상의 수승함을 주석하면서 즉 C-2 이후에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ms18r2, Pe 55.24-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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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동일한 방식으로【‘이러한】 [고통의] 소멸을 실현해야만

한다. 이것으로 [고통의] 소멸을 실현해야만 한다.’라고, 동일한 방

식으로【‘이러한】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을 닦아야만 한다. 이

것으로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을 닦아야만 한다’라고, ‘이러한

가르침들을 따라야만 한다. 저러한 가르침들은 따라서는 안된다’

라고 … ‘이러한 것은 보살의 방편선교이다. 저러한 것은 보살의

방편선교가 아니다’라고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보살에게 있는 정점의 질병입니

다.》 만약 반야바라밀에서 행하고 있는 보살 마하살이 이러한 가

르침들을 앞서와 같이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고 생

각하지 않는다면【집착하고 마음을 고정시키고 생각한다면,】 이

것이 보살마하살에게 있는 법에 대한 갈애로서 질병입니다.

이상과 같이 후대 네팔 사본들을 편집한 25,000송 반야경 편집

본들(PD와 PK)과 100,000송 반야경 편집본(ŚsP) 사이에는 몇몇

중요한 차이가 발견된다. 첫째는 PD와 PK가 현관장엄론의 분
류를 따르고 있는 반면, ŚsP는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는 P

D와 PK가 ―Vṛtti 사본 A, B, C와 Vṛtti 티벳역 C의 인용과 같이

― 법에 대한 갈애를 ‘보살은 ～라고 집착하지 않는다’ 등으로 읽

는데 반해, ŚsP는 ―Vṛtti 사본 D와 Vṛtti 티벳역 A, B, D와 같이

― ‘집착한다’등으로 읽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동일

한 법에 대한 갈애의 맥락에서 세 편집본 모두 ‘집착하지 않는다’

혹은 ‘집착한다’ 중의 하나로 통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PD

와 PK에 보이는 ‘정점의 질병(mūrdhāma)’이 ŚsP에는 보이지 않

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의 ‘mūrdhāmaṃ patati (정점의

질병에 떨어진다)’가 ŚsP에서는 ‘mūrdhānaṃ patati(정점으로부터

내려온다)’이며, ㈏의 mūrdhāmaḥ(정점의 질병)은 ŚsP에서는 단순

한 ‘āmaḥ(병)’이고, S-㈒의 ‘ayaṃ bodhisattvasya mūrdhāmaḥ

(이것이 보살에게 있는 정점의 질병이다) 라는 문장은 ŚsP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 넷째는 아리야 비묵띠세나에 의해 고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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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으로 정의되는 ㈐의 항목들의 순서와 내용이 서로 차이가 있

다는 점이다. 즉 PD와 PK에서는 무상 고 공 무아 그리고 [삼삼

매 중 무상을 제외한] 공 무원의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반면, Ś

sP에는 공 무상(anitya) 고 무아 무상(ānimitta) 무원의 순으로 나

열하고 있다. 이러한 마지막 세 차이점들에서 PD와 PK는 Vṛtti

사본의 인용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동일한 계열로 볼 수 있으

며, 이와 차이가 보이는 ŚsP는 이와 다른 계통에 속하는 사본들

을 참조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2. 티벳역에 나타난 법에 대한 갈애

25,000송 반야경의 티벳역은 2종이 있는데, 하나는 Kanjur에 속

해있으며(Tk) 다른 하나는 Tanjur에 속해있다(Tt). 콘즈는 Tk를

가설적으로 예셰데(Ye shes sde)가 8세기 말～9세기 초에 번역한

작업으로 보아 11세기에 번역된 Tt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

다. Tk와 Tt의 차이점 중의 하나는 전자가 ŚsP와 같이 현관장엄
론의 분류를 따르지 않는 반면, 후자는 PD, PK와 같이 이를 따
르고 있다는 것이다.54) 우리가 살펴 볼 ‘법에 대한 갈애의 맥락’

중55) S-㈎와 S-㈏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제외한

Tk와 Tt의 내용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체로 PD, PK와

일치하고 있다.56) 그렇지만 Tk와 Tt는 S-㈐에서 S-㈒에 해당하

54) 또 다른 하나는 Tk가 ŚsP와 25,000송 반야경의 길기트 사본과

마찬가지로 샤리푸트라(śāriputra)가 아닌

샤라드바띠푸트라(śāradvatīputra)에 해당하는 sh'a ra dva ti'i bu(TkQ)

혹은 sha ra dva ti'i bu(TkD)를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PD

[+PK+Tt]에 반하는 길기트 사본과 Tk와 ŚsP의 친연성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되었다[: Zaccheti(2005) p. 42, n. 172]

55) TkD nyi khrid, ka 120b1- 121b6, TkQ Sher Phyin, nyi 121a8-122b6 ;

TtD Shes phyin ga 125b6, TtQ Sher Phyin, ga 141a6-142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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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의 ‘법에 대한 갈애’의 서술에서 각각 ‘ces bya bar mngon

par chags shing gnas te 'du shes pa(～라고 집착하면서 머무른

후 생각한다)’와 ‘ces bya bar mngon par zhen pa dang | lhag par

gnas pa dang | kun shes pa(～라고 집착하고 마음을 고정하고

생각한다)’라고 서술하여 PD와 PK가 아닌 ŚsP의 ‘abhiniviśate

'dhitiṣṭhati57) saṃjānāti’를 지지한다. 이는 현관장엄론의 분류

를 채용하여 그 영향이 보이는 Tt와 그 영향이 보이지 않는 Tk

모두 ‘집착한다’ 등으로 읽는 점에서 원래 산스크리트의 읽기는

[그리고 아리야 비묵띠세나가 인용한 원문의 읽기도] ŚsP와 같이

abhiniviśate 등이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서술을 제외하고 Tt는 S-㈐ ㈑ ㈒에서, Tk는 S-㈑ ㈒

에서 PD와 PK와 거의 일치한다.58) 그렇지만 한 가지 간과해서

56) 다만 PD와 PK의 S-㈎ ‘ayam ucyate bodhisattvamūrdhāmaḥ (이것이

보살이 지니는 정점의 질병이라고 가르쳐집니다)’에 해당하는 Tk의

서술이 ‘'di ni byang chub sems dpa' sems dpa' chen po'i skyon no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과오입니다)’라고 하여 mūrdhāmaḥ가 아닌

āmaḥ를 지지하는 듯하다. 이것은 ŚsP와 동일하지만, ŚsP의 ‘mūrdhānaṃ

patati(정점으로부터 내려온다)’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Tk는 ‘skyon chen

por ltung ba yin(커다른 과오를 범한다)’고 하여 PD와 PK의

‘mūrdhāmaṃ patati’를 지지하고 있다. Tt는 양자 모두 rtse mo'i

skyon이라 하여 PD와 PK의 읽기(mūrdhāma)를 따르고 있다.

57) 물론 Tk의 ‘gnas te’는 adhitiṣṭhati가 아닌 tiṣṭhati에 대한 번역어였을

가능성이 있다.

58) 또한 Tk와 Tt 모두 S-㈒에서 PK, PD, ŚsP의 산스크리트와 다르게 읽고

있는 부분이 있다. 즉 S-㈒에서 ayaṃ bodhisattvasya mūrdhāmaḥ는

티벳역들에 따르면 ‘～라고 집착한다’의 내용 즉 ity abhiniviśate 이전에

위치해야만 하는 것이다. … 'di ni thabs mkhas pa ma yin no || 'di ni

byang chub sems dpa' skyon med pa'o || 'di ni skyon du 'gyur ba'o

| | zhes bya bar chos de dag la mngon par chags shing gnas te 'du

shes pa 'di ni | byang chub sems dpa' sems dpa' chen po'i mthun

pa'i chos la sred pa ste skyon du 'gyur ba'o ||: TkD 121b4-6, TkQ

122b4-6) ; … 'di ni thabs mkhas pa ma yin no || 'di ni byang chub

sems dpa'i skyon med pa'o || 'di ni skyon du 'gyur ba'o zhes mngon

par zhen pa dang lhag par gnas pa dang kun shes pa 'di ni byang

chub sems dpa' sems dpa' chen po'i rtse mo'i skyon no ||(T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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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 것은 S-㈑에서 evaṃ rūpaṃ prahātavyam (동일한 방식으

로 색을 버려야만 한다)로 시작하여 이후 evaṃ으로 시작하는 모

든 문장에서 Tk는 gzugs 'di spang bar bya'o (이러한 색을 버려

야만 한다) 등이라고 하여 evam 대신 idam 등으로 읽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Tk의 읽기는 idaṃ rūpaṃ prahātavyam 등으로

읽고 있는 ŚsP의 지지를 받는다. Tk에서는 이를 ‘gzugs 'di ltar

spang bar bya'o (색을 동일한 방식으로 버려야만 한다)’라고 하

여 'di(=idam)를 'di ltar(=evam)로 교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현관장엄론의 분류를 채용한 부류(PD, PK, Tt)와 그렇지 않은
부류(ŚsP, Tk)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내며 이는 현관장엄
론이 이러한 차이점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생각을 들
게 한다. S-㈐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Tk는 Tt 뿐만이 아니라 산스

크리트 편집본들과도 차별되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Tk-㈐ smras pa | tshe dang ldan pa rab 'byor chos la sred pa

gang yin | |

rab 'byor gyis smras pa | tshe dang ldan pa sh'a ra dva ti'i

bu59) 'di la byang chub sems dpa' sems dpa' chen po shes rab

kyi pha rol tu phyin pa la spyod pa'i tshe | gzugs stong zhes

bya bar mngon par chags shing gnas te 'du shes pa dang | tshor

ba dang | 'du shes dang | 'du byed dang | rnam par shes pa

125b4-5, TtQ 142b2-3) ; 환범하자면, ··· idam anupāyakauśalam iti |

ayaṃ bodhisattvasya nyāmaḥ, ayaṃ āma iti <tān dharmān>

abhiniviśate [adhi]tiṣṭhati saṃjānātīti, iyaṃ bodhisattvasya

mahāsattvasyānulomikī dharmatrṣṇā [mūrdh]āmaḥ | (< >기호는

Tk만의 읽기를, [ ]기호는 Tt 만의 읽기를 나타낸다). : 이러한 티벳역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역들에서도 이러한 서술은 ‘～라고 집착한다’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PK와 PD의 읽기는 개악(改惡: corrupt)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59) sh'a ra dva ti'i bu] Q, sha ra dva ti'i bu D (모든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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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g zhes bya bar mngon par chags shing gnas te 'du shes

pa 'di ni | tshe dang ldan pa sh'a radva ti'i bu byang chub

sems dpa' sems dpa' chen po 'thun pa'i chos la sred pa ste |

skyon du 'gyur ba'o | | tshe dang ldan pa sh'a ra dva ti'i bu

gzhan yang byang chub sems dpa' sems dpa' chen po gzugs

mi rtag ces bya bar mngon par chags shing gnas te 'du shes pa

dang | tshor ba dang | 'du shes dang | 'du byed dang | rnam

par shes pa mi rtag ces bya bar mngon par chags shing gnas

te 'du shes pa dang | gzugs sdug bsngal ba'o zhes bya ba dang

| tshor ba dang | 'du shes dang | 'du byed dang | rnam par

shes pa sdug bsngal ba'o zhes bya ba dang | gzugs bdag med

ces bya ba dang | tshor ba dang | 'du shes dang | 'du byed dang |

rnam par shes pa bdag med ces bya ba dang | gzugs zhi zhes

bya ba dang | tshor ba dang | 'du shes dang | 'du byed dang |

rnam par shes pa zhi zhes bya ba dang | gzugs stong zhes bya

ba dang | tshor ba dang | 'du shes dang | 'du byed dang | rnam

par shes pa stong zhes bya ba dang | gzugs mtshan ma med

ces bya ba dang | tshor ba dang | 'du shes dang | 'du byed

dang | rnam par shes pa mtshan ma med ces bya ba dang |

gzugs smon pa med ces bya bar mngon par chags shing gnas

te 'du shes pa dang | tshor ba dang | 'du shes dang | 'du byed

dang | rnam par shes pa smon pa med ces bya bar mngon par

chags shing gnas te 'du shes pa 'di ni | tshe dang ldan pa sh'a

ra dva ti'i bu byang chub sems dpa' sems dpa' chen po'i 'thun

pa'i chos la sred pa ste | skyon du 'gyur ba'o || TkD nyi khrid,

ka 120b5-121a5 ; TkQ Sher Phyin, nyi 121b5-122a6

[번역] 묻는다: 장로 수부띠시여? 법에 대한 갈애란 무엇입니

까?

수부띠가 답한다: 장로 샤라드바띠의 아들이시여! 여기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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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마하살이 반야바라밀에서 행할 때, ‘색 수 상 행 식이 공하다

(stong pa)’라고 집착하여 머물고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장로 샤

라드바띠의 아들이시여! 보살마하살을 따르는 법에 대한 갈애이

고 과오가 됩니다. 또한 장로 샤라드바띠의 아들이시여! 보살마하

살이 ‘색 수 상 행 식이 무상하다(mi rtag)’라고, ‘색 수 상 행 식

이 고통이다(sdug bsngal ba)’라고, ‘색 수 상 행 식이 무아이다(b

dag med)’라고, ‘색 수 상 행 식이 적정(寂靜: zhi ba)하다’라고,

‘색 수 상 행 식이 공하다(stong pa)’라고, ‘색 수 상 행 식이 무

상이다(無相: mtshan ma med)’라고, ‘색 수 상 행 식이 무원이다

(smon pa med)’라고 집착하여 머물고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장

로 샤라드바띠의 아들이시여! 보살마하살을 따르는 법에 대한 갈

애이고 과오가 됩니다.

이미 앞서 다룬 ‘집착한다’ 등을 제외하자면, Tk-㈐에서 보이는

다른 자료들과의 커다란 차이점은 아리야 비묵띠세나에 의해 보

살의 소연으로 정의된 용어들의 순서와 구성이다. Tk-㈐에서 이

순서는 공-무상(無常)-고-무아-적정-공-무상(無相)-무원으로 되

어 있다. 이는 ‘적정-공’을 제외한다면 S-㈐의 ŚsP에 보이는 공-

무상(anitya)-고-무아-무상(ānimitta)-무원과 일치한다. 물론 ŚsP

에서 공(śūnya)이 중복되지 않는 것은 이미 한번 나타났기 때문

에 생략했을 수도 있고, 혹은 삼삼매+삼법인의 구조로 파악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아비달마 불교에서 고제에 대한 행

상들(무상-고-공-무아)와 관련이 없는, 오히려 도제의 4행상 중의

하나인 적정(zhi ba: śānta)60)이 삽입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

렵다.61) Tt는 무상-고-공-무아-공-무원의 순서로 나열하고 있어,

60) nirodhaṃ caturbhiḥ nirodhataḥ śāntataḥ praṇītato niḥsaraṇataś ca |

AKBh p. 343.17-18

61) 아마도 이러한 ‘적정’의 삽입은 ‘모든 행들은 무상하고 모든 법들은

무아이고 열반은 적정하다’는 맥락에서 삽입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sarvasaṃkārā anityāḥ sarvadharmā anātmānaḥ śāntaṃ nirvāṇam iti

AKBh p. 80.22-23, p. 108,25-2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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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K와 PD의 서술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또한 앞서

의 idam에서 evam으로의 변형과 더불어 현관장엄론의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아닐까 생각한다.62)

3. 한역에 나타난 법의 갈애

25,000송 반야경의 한역으로는 286년 竺法護(Dharmarakṣa)가

번역한 光讃經, 291년 無羅叉(=無叉羅 Wu Chaluo)가 번역한 放
光經, 404년 鳩摩羅什(Kumārajīva)가 번역한 摩訶般若波羅蜜經,
660-663년 玄奘 (Xuanzang)이 번역한 大般若波羅蜜多經63)의 4

종이 있다.64) 논의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여태껏 문제가 되었던 점

들에 한정하여 한역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 문제점들은 1) 법에

대한 갈애가 집착하는 등인지 그렇지 않은지, 2) 아리야 비묵띠세

나에 의해 고제의 소연으로 분류된 항목과 순서, 3) S-㈑㈒와 관

련하여 ‘동일한 방식으로(evam: 'di ltar) 끊어야 한다’등인지 ‘이

러한(idam; 'di) 색’등인지, 4) ‘정점의 질병(mūrdhāma)’인지 ‘정점

(mūrdhan)으로부터 내려오다’와 질병(āma)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인지에 관한 것들이다.

⑴ 보살은 집착하는가 집착하지 않는가?

光讃經: ? 立於色空而知想識有所依倚 ··· (T. 222. 165c24-25)

62) ‘Ⅳ. 현관장엄론의 영향: ‘집착한다’에서 ‘집착하지 않는다’로.‘에서 좀
더 자세히 논할 것이다.

63) 정확히는 이 중 제 2회의 401-478권으로 신수대장경 제7권(T 220) pp.

1b-426b에 해당한다.

64) 좀 더 자세한 정보에 관해서는 Zaccheti(2005) pp. 30-33, pp. 51-6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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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光經 오음(=오온)에 들어가 오음을 공 무상 무원이라고 헤아리
는데, 이것이 수순(隨順)하는 법에 대한 갈애입니다. (入於五陰計校五陰

空無相無願 是爲順法愛 : T. 221. 13a25-26)

摩訶般若波羅蜜經: 색이 곧 공이라고 받아들이고{vedayate?}65) 생
각하고{saṃjānāti} 집착하고{abhiniviśate}, 수 상 행 식이 공하다고 받

아들이고 생각하고 집착합니다. 사리불이여!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마

하살이 지니는 도에 따르는 법에 대한 애착으로 날 것{āmaḥ}이라고

합니다. (色是空受念著. 受想行識是空受念著. 舍利弗. 是名菩薩摩訶薩順道

法愛, 生. : T. 223. 233b06-08)

大般若波羅蜜多經: ‘색이 공하다’에 머물고 {[adhi]tiṣṭhati} 생각을

일으켜{saṃjñām utpādayati} 집착한다{abhiniviśate} 安住色空而起想著

··· (T. 220. Vol. 7 44a03)

모든 한역에서는 PK와 PD처럼 “집착하지 않는다, 마음을 고정

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동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ŚsP와 Tt와 Tk처럼 “집착한다, 마음을 고정한다, 생각

한다”고 서술하는 것은 비록 그 순서는 다르지만 현장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쿠마라지바역의 ‘受’는 saṃjānāti와 abhiniviśate

의 번역일 가능성이 큰 ‘念 著’과 달리 ‘[adhi]tiṣṭhati’의 번역일 가

능성이 크지 않다. 또한 무차라의 번역은 ‘入’과 ‘計校’ 혹은 ‘計校

分別’(13b04)은 각각 ‘[adhi]tiṣṭhati’와 ‘gaṇeti’ 혹은 ‘vikalpayati’를

떠올리게 한다. 마지막으로 다르마락샤의 번역에서 ‘有所依倚’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산스크리트 ‘[adhi]tiṣṭhati’ 혹은

‘abhiniviśate’66)의 의미를 지닌 단어를 번역했을 것이라 추측할

65) { }안은 필자가 생각하는 산스크리트 대응어이다. 그렇지만 모든 한역이

특히 광찬경과 방광경이 산스크리트로 쓰여진 사본들을
번역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66) 자케티는 ‘無所猗’(152b02)가 nābhiniviśate를 번역한 점에 기반하고,

‘猗’와 ‘倚’가 상호교환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無所依倚를 ‘no

clinging’으로 번역하였다[: Zaccheti(2005) p. 325] 이러한 그의 번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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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렇지만, ‘知想識’이 ‘saṃjānāti’에 해당하는 대응어의 번

역인지 아닌지, 또한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지 ―적어도 필자는

― 알 수 없다. 다만 모든 한역들이 ‘법에 대한 갈애’를 정의하면

서 ‘집착한다’ ‘분별한다’ 등의 부정적인 늬앙스를 가진 단어들을

채용했다는 점에서 ŚsP와 Tt와 Tk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⑵ 고제에 속한 소연의 구성과 순서

光讃經: 空 -無想 -無所有-無常-苦-無我 (T. 222. 165c25-166a08)
≒ŚsP

放光經: 空-無相-無願-空寂-無常-苦-空-非我(T. 221. 13a25-27) ≒
Tk

摩訶般若波羅蜜經: 空-無相-無作-寂滅-無常-苦-無我 (T.223. 233b0
6-13)

大般若波羅蜜多經:空-無相-無願-寂靜-遠離-無常-苦-無我-不淨 (T.

220. Vol. 7 44a03-12)

모든 한역들의 공통점은 삼삼매의 용어가 처음에 나열된다는

것으로, 이것은 산스크리트 편집본들과 티벳역과 차이를 가진다.

그 구성요소의 조합을 살펴보면 다르마락샤의 번역은 삼삼매+삼

법인이고, 무차라역은 삼삼매+[열반]空寂(śānta)+고제의 4행상, 쿠

마라지바역은 삼삼매+ [열반]寂滅(śānta)+삼법인, 현장역은 삼삼매

+[열반]寂滅(śānta)+遠離(niḥsaraṇa: 멸제의 행상) +삼법인+부정

(aśubha)이다. 또한 순서를 무시한다면 다르마락샤의 구성요소

는 ŚsP와, 무차라의 그것은 Tk와 일치한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현관장엄론의 주석서(Vṛtti A.)와 현관장엄론의 분류를 따르

는 PK PD와 Tt를 제한 한역을 포함한 나머지 자료들에서 삼삼

매 중 무상(ānimitta)이 생략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열반]적

정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다르마락샤역, 쿠마라지바역, 현

고려하자면 有所依倚가 abhiniviśate에 상당하는 단어를 번역한 용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38 ∙ 印度哲學 제36집

장역 그리고 Tk는 이 단락이 아리야 비묵띠세나가 주석하듯이 고

제에 속한 소연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⑶ evam인지 idam인지에 관하여

光讃經: 마땅히 이러한 색과 통양{vedanā}과 사상{saṃjñā}과 생

사[로 이끄는 힘]{saṃskāra}, 식{vijñāna}을 끊어야만 한다.67) (當斷是

色痛痒思想生死識.: T. 222. 166a9-10)

放光經: ‘오음을 마땅히 멸해야만 한다. 이 무위는 실현해야만 한
다. 저것은 실현해서는 안된다···’라고 헤아려서 말한다. (計校言當滅五

陰。是無爲證 是非證 : T. 221. 13a28-29)

摩訶般若波羅蜜經: 이러한 고[제]는 알아야만 하다. 집제는 끊어야
만 한다. 소멸[의 진리=멸제]은 실현해야만 한다. 도[제]는 닦아야만

한다 (是苦應知。集應斷。盡應證。道應修 : T. 223. 233b06-14-15)

大般若波羅蜜多經: 이러한 색은 끊어야 한다. 이러한 수 상 행 식
은 끊어야만 한다. 이 때문에{anena} 수 상 행 식은 끊어야만 한다.(此

色應斷。此受想行識應斷。由此故色應斷。由此故受想行識應斷。((T. 220.

Vol. 7 44a16-17)

인용에서 보다시피 모든 한역들은 ‘동일한 방식으로(evam) 끊

어야 한다’등이 아니라 ‘이러한(idam) 색 등을 끊어야 한다’ 등을

지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앞선 3)과 마찬가지로 현관장엄론의
주석서(Vṛtti B. C-1, C-2), 현관장엄론의 분류를 따르는 PK P
D(S-㈑와 S-㈒), Tt와 현관장엄론의 분류를 따르지 않는 ŚsP
(S-㈑와 S-㈒, Tk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

다.

67) 오온 각각의 번역에 관해서는 Zaccheti(2005) p. 324, n.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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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mūrdhāma(정정의 질병)인지 mūrdhānaṃ patati (정상으로

부터 내려오다)와 āma(질병 혹은 날 것)인지

光讃經: 무엇을 보살마하살의 부쟁상법이라고 합니까? …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날 것, [즉] 깨끗하지 않은 것이라 합니다. [云何菩薩摩訶

薩不諍上法 (T. 222. 165c16-17) ··· 是謂菩薩摩訶薩生不淳淑 (T 222 16

5c21)]

放光經: 무엇을 정상의 다툼이라고 하는가? … 이것을 보살의 정
점의 다툼이라고 합니다.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묻는다. 무엇 때문에

보살의 정점의 다툼이라고 하는가? 수보리가 답한다. 법에 대한 갈애

라는 것이 이 [정점의 다툼입니다]. (何爲菩薩頂諍 ··· 是爲菩薩頂諍. 舍

利弗問須菩提。何以故名爲菩薩頂諍。須菩提報言。所謂法愛是 : T. 221. 1

3a18-23)

摩訶般若波羅蜜經: 무엇이 보살마하살이 정점에 떨어지는 것입니

까?{mūrdhānaṃ patati} …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마하살의 날 것{āma

ḥ} 때문에 정점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云何爲菩薩摩訶薩墮頂 ···

是名菩薩摩訶薩[法]68)生故墮頂 (: T.223 233a28-b03)

大般若波羅蜜多經: 무엇을 보살이 정점에서 떨어진다고 합니까?

{mūrdhānaṃ patati} … 이것을 보살이 정점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리자가 선현에게 묻는다: 무엇을 날 것{āmaḥ}69)이라고 합니

까? 선현이 답한다: 날 것이란 법에 대한 애착을 말합니다. (: 云何名

爲菩薩頂墮。··· 如是名爲菩薩頂墮。時舍利子問善現言。何者名生 善現對

曰。生謂法愛((T. 220 Vol. 7 43c25-44a01)

68) 필자는 이 문장에서 法을 생략하고 해석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어지는 문장이 ‘법생’이 아니라 ‘생’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보살의 날 것(生)이라고 이름 합니까? 날 것은 법에 대한 애착을

이름하는 것입니다(:

云何名菩薩生。須菩提答舍利弗言。生名法愛。233b03-04)

69) 현장역에는 다음과 같은 ‘날 것(生)’에 대한 흥미로운 주석(?)이 첨가되어

있다. “오래된 음식과 같이 날 것(=익히지 않은 것)은 능히 커다란

고통(혹은 과실, 위험)이 된다. (如宿食生能爲過患: T. 220 Vol. 7 44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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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마라지바와 현장역이 ŚsP와 동일하게 ‘정점에서 떨어진다

(mūrdhānaṃ patati)’와 ‘[익히지 않은] 날 것(āmaḥ)’로 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다르마락샤와 무차라역의 ‘不諍上法’과 ‘頂諍’은 각

각 ‘上’과 ‘頂’이 산스크리트 ‘mūrdhan’에 해당하는 단어의 번역어

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부쟁’과 ‘쟁’과 합쳐져 ‘mūrdhā-

naṃ’의 뜻을 가지는지, 혹은 이들이 단독으로 산스크리트 ‘āmaḥ’

에 해당하는 단어의 번역인지70) 결정하기는 힘들다. 또한 무차라

의 번역에서는 ‘날 것(āmaḥ)’에 해당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다.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두 한역, 즉 광찬경과 방광경을 제
외한다면, ‘정점에서 떨어진다(mūrdhānaṃ patati)’을 지지하는 쪽

(ŚsP, 쿠마라지바역, 현장역)과 ‘정점의 질병(mūrdhāmaṃ patati)

에 떨어진다’를 지지하는 쪽(Vṛtti, PK, PD, Tk, Tt)71)으로 나눌

수 있다.72) 따라서 2)와 3)의 경우처럼 현관장엄론을 기준으로
명확히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배제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70) 자케티에 따르면 諍訟은 산스크리트 대응부분에서는

청정(vyavadāna)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해석에는 아마도 vy-ava-√dā

(둘로 자르다)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Zaccheti(2005) p. 325

n. 50] 그렇다면 부쟁상법은 mūrdhā[vyavadā]nam과 정쟁은

mūrdha[vyavadā]nam의 산스크리트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러할 경우

양자 모두는 mūrdhāma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71) Tk에는 skyon chen por ltung ba으로, Tt에는 rtse mo'i skyon du ltung

ba으로 번역된다.

72) 이 중 필자는 후자가 좀 더 문맥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점의

질병에 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질병이 무엇이라고 묻고 대답하는 것이

정점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질병이 무엇이라고 묻고 답하는

것보다는 의미가 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mūrdhānaṃ patati’는

mūrdhāmaṃ patati의 개악된 읽기(corrupted reading)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가장 오래된 두 한역을 고려할 때 이 모든 자료들이

개악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법에 대한 갈애: 보살은 집착하는가, 집착하지 않는가? ∙ 241

Ⅳ. 현관장엄론의 영향: ‘집착한다’에서 ‘집착하지
않는다’로

지금까지 살펴본 25,000송 반야경들의 자료들은 보살의 법에 대

한 갈애의 맥락에서 ‘집착한다’ 혹은 ‘집착하지 않는다’ 등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서술을 가지고 있다.

시대순
현관장엄론
분류 ×

시대순
현관장엄론
분류 ○

T.222

(286년)

立∘知想識∘有所

依倚

Tt

(11세기)

mngon par zhen

pa, lhag par

gnas pa, kun

shes pa

T.221

(291년)

入∘計校 (혹은

計校分別)

PD와 PK

(17-18세기

)

n ā b h i n i v i ś a t e

nādhitiṣṭhati na

saṃjānīte

T.223

(404년)
受∘念∘著

T.220

(660-663년)
安住∘起想∘著

Tk(8세기말-

9세기 초)

mngon par

chags shing

gnas te 'du shes

pa

ŚsP

(알 수 없음)

a b h i n i v i ś a t e

adhitiṣṭhati

saṃjānāti

이중 Vṛtti는 아리야 비묵띠세나가 6세기 초의 인물이었다는 점

을 고려하자면, 쿠마라지바 역의 T. 223과 현장역의 T.220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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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할 것이다. 그리고, Vṛtti의 사본이 11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필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거칠게 Tanjur의 티벳역(Tt)과 동

시대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자료들을 염두에 두고 Vṛtti

사본과 그 티벳역으로 돌아가 보자. 우선 사본의 A. nābhiniviśate

와 B C-1의 nābhiniviśata는 각각 abhiniviśate와 abhiniviśata로

교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티벳역 C-1의 mngon par zhen pa med

[cing] 도 또한 mngon par zhen [cing]으로 교정해야만 할 것이

다. 이는 PK와 PD를 제외한 25,000송 반야경과 100,000송 반야경

에서 이러한 읽기를 지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맥상 ‘집착한

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집착

한다(abhiniviśate)’ ‘마음을 고정한다 혹은 머무른다([adhi]tiṣṭhati)’

‘생각한다(saṃjānāti)’의 세 동의어는 갈애(tṛṣṇā)를 풀이하고 있는

것으로서, ‘색은 공하다’등의 가르침에 대해 집착하고 마음을 고정

하고(혹은 머무르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법 즉 가르침73)에 대한

갈애(dharmatṛṣṇ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C-2에서 사본과 티벳역의 읽기 모두가 ‘집착한다’ 등으

로 동의하고 있는 사실과 ms와 거의 동시대의 현관장엄론의 영
향을 받은 Tt가 ‘집착한다(mngon par zhen pa)’로 읽고 있다는

점은 아리야 비묵띠세나가 ‘집착한다’등으로 기술되어 있는 25,000

송 반야경을 인용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A에는 ‘nābhiniviśate |

adhitiṣṭhati saṃjānāti’라는 세 동의어 중 하나인 abhiniviśate만을

부정하는 문법적으로 이상한 읽기가 있다. 이러한 읽기는 A의 아

리야 비묵띠세나의 주석 ‘[보살의] 행상이 뛰어나다는 것은 고제

와 집제에 대한 집착하지 않음 등을 행상으로 하기 때문이다(ākāra-

viśeṣo duṣkhasamudayasatyānabhiniveśādyākāratvāt’의 영향을

명백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주석의 ‘집착하지 않음’과 그에

해당하는 인용인 ‘집착한다’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필사자가 본

래 인용되어 있던 ‘abhiniviśate 'dhitiṣṭhati saṃjānāti’에서 다른

73) 현장은 ‘법’이 ‘가르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安住此等種種法門而起想著: T. 220. Vol. 7.0044a28)



법에 대한 갈애: 보살은 집착하는가, 집착하지 않는가? ∙ 243

동사는 교정하지 못하고 abhiniviśate에만 부정어(na)를 첨가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읽기는 이후

의 필사자들에게 ‘nābhiniviśate nādhitiṣṭhati na saṃjānāti’라고

개악(corrupt)되어 PK와 PD의 사본들의 읽기에서 나타났다고 추

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관장엄론의 주석서로부터 시작한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의 혼란은 이후 PD PK의 네팔사본

을 참조한 후대 산스크리트 편집본의 내용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74) 그리고 PD PK의 읽

기는 ‘보살은 법에 대한 갈애에서 조차도 법에 집착하지 않는다’

는 일반적인 인식을 넘는다는 의미에서 신비로운 의미에서 받아

들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현관장엄론의 주석서가 비록 후대이지만 25,000
송 반야경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가능했을까는 의문이 든다.75) 필

자는 ‘법에 대한 갈애’의 맥락에서 현관장엄론의 주석의 영향을
받아 PK와 PD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계통의 사본을 번역한 것으

로 보이는 Tt의 내용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두 경우를 발

견하였다. 이는 앞선 Ⅲ.3의 2)와 3)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중

전자에 관해 필자가 조사한 바는 다음과 같다: 현관장엄론의 주
석서(Vṛtti A.)와 현관장엄론의 분류를 따르는 PK PD와 Tt에

는 삼삼매 중 무상(ānimitta)이 생략된 반면, 현관장엄론의 분류
를 따르지 않는 나머지 자료들에서 이것이 생략되지 않았다. 이러

74) ‘법에 대한 갈애’에 자연스러운(ānulomikī), 아리야 비묵띠세나의 주석에

따르면 ‘적절한(anukūla)’, 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형용사가 붙는다는 것

또한 이러한 변화에 일조를 했음은 분명하다.

75) 훼터와 그의 제자인 자케티는 이러한 현관장엄론의 분류를 따른
편집이 이러한 개정판(recension)을 다른 모든 [25,000송 반야경을

포함한] Larger PP 문헌들로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이러한 "개정"은

현관장엄론의 분류에 따라 문헌을 고정시켜 더 이상의 발전을
막았다고 한다( Vetter(1993) p. 48, n. 11, Zaccheti(2005) p. 28)

그렇지만 적어도 ‘법에 대한 갈애’의 맥락에서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훼터와 자케티의 주장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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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상이 생락된 점에 대해 Vṛtti A와 B이후에 아리야 비묵띠세

나는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그리고, 여기에서(atra) 無相(ānimitta)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윤회

라는] 유전의 경우를 주제로 하는 [고제와 집제라는] 두 가지 진리를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승에서 무상은 멸제와 도제의 행

상이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심적 이미지(nimitta)이

없는 것(=멸제)과 그러한 길(=도제)에 의해 분별의 이미지가 배제된다

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76)

아리야 비묵띠세나는 고제에 속한 소연과 행상의 수승함에 대

한 자신의 주석에서(atra)77) 무상(ānimitta)’을 언급하지 않은 이

유에 관해 고제와 집제의 맥락이 아니라 멸제와 도제의 맥락에서

언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후, S-㈒ 의 ‘ayaṃ saṃkleśa’

이하가 무상(ānimitta)를 밝히기 위한 문장들이라고 주석하고 있

다. 따라서 아리야 비묵띠세나가 원래 공[성] 무상 무원의 삼삼매

모두 기술되어 있는 25,000송 반야경에서 무상삼매를 제외하고 인

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후대의 네팔 사본들을

바탕으로 한 PD PK는 이러한 인용의 영향을 받아 25,000송 반야

경 자체에서 무상[삼매]를 제외하였을 것이다. 혹은 아리야 비묵

76) atra cānimittāgrahaṇaṃ※ pravṛttipakṣādhikāreṇa satyadvayasya

vivakṣitatvāt | ānimittasya ca nirodhamārgasatyākāratvāt mahāyāne,

yac cānimittaṃ yena ca vikalpanimittāpoho mārgeṇeti kṛtvā |
※cānimittāgrahaṇaṃ] ms, cānimittagrahaṇaṃ Pe, mtshan ma med pa

ma smos pa Tib ms 17v1-2 , Pe 54.12-22;와 {Ā1 87r5-6, ĀeW 453,

ĀeT293}에도 동일한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77) 혹은 이 ‘atra’를 스파르함과 같이 ‘인용 A B에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Here, the absense of the term "singless" is because [Subhūti]

wants to discuss ···. , Sparham(2006) p. 54)라고 해석할 경우를

말한다. 그렇지만 인용한 주석이 B와 tatra 즉 ‘A와 B의 인용에서’로

시작되는 아리야 비묵띠세나의 주석 (본 논문 n. 22을 참조하시오)

이후에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이 ‘atra’를 “본 주석서에서” 혹은

“이 경우”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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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세나가 인용한 25,000송 반야경 자체에서 Tt와 동일하게 무상

삼매가 없었을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관장엄론의
분류를 따르지 않는 자료들의 S-㈐에 상응하는 부분에서 고제가

아니라 오히려 멸제에 해당하는 적정(śānta, zhi, 空寂=寂滅=寂靜)

등을 기술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이 부분은 원래 고제를

염두에 둔 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삼삼매는 언

제나 한 셋트처럼 기술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삼삼매에서 무상을

탈락시킨 점은 명백하게 현관장엄론의 체계에 맞추어 변형시켰
다는 점을 의미한다.

Ⅲ.3의 3)에 해당하는 부분도 거의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다. PD PK Tt의 S-㈑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색을 끊어야만

한다(evaṃ rūpaṃ prahātavyam)”등으로 읽는 반면, 현관장엄론
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료들은 “이러한 색을 끊어야만 한다. 이것

으로써 (혹은 이 때문에78) 혹은 이 [보살]은) 색을 끊어야만 한다

(idaṃ rūpaṃ prahātavyam, anena rūpaṃ prahātavyam)”등으로

읽고 있다. 이러한 evam에 대해 아리야 비묵띠세나는 C-1이후에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79)

그 [C-1 인용]중에서 ‘동일한 방식으로(evam)’는 각각의 진리마다

(즉 멸제와 도제마다) 그 [멸제와 도제] 각각의 4 행상들을 말한다. ‘이

것으로써(anena)’라는 것은 그의 자량으로서 작용하는 [37] 보리분[법]

들이다.80)

즉 그는 고제에 대해 “무상, 고, 공, 무아”를 소연으로 했던 것

78) 由此故色應斷 (T. 220, Vol.7, 44a16-17)

79) 즉 S-㈒의 evaṃ nirodhaḥ sākṣātkarttavyo 'nena nirodhaḥ

sākṣātkarttavyaḥ | evaṃ mārgo bhāvayitavyo 'nena mārgo

bhāvayitavyaḥ |에 대해 주석한다는 것이다.

80) (tatraivam iti pratisatyaṃ※ caturaś caturas tadākārān āha | aneneti

tatsambhārabhūtān※※ bodhipakṣān āha | ※pratisatyaṃ] ms, prati

satyaṃ Pe : °bhūtān] ms, ※※ °bhūtād Pe ms 17v5, Pe p. 5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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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일한 방식으로 멸제와 도제 각각의 4행상을 소연으로 하여

실현하거나 수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주석은 ‘anena’

라는 단수를 ‘[37] 보리분법을 가지고(bodhipakṣaiḥ)’라는 복수로

해석하는 강요된 해석(forced translation)으로서 evam과 마찬가

지로 부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S-

㈑는 원래 “이러한 색을 끊어야만 한다. 이 [보살]은 (혹은 이 [보

살]은) 색을 끊어야만 한다(idaṃ rūpaṃ prahātavyam, anena rūp

aṃ prahātavyam)”였으며, PD PK의 S-㈑로 변형된 것은 현관
장엄론 주석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현관장엄론의 주석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후대인 PD, PK뿐만이 아니라 Tt(11세기)[와 이 번역이 근거하고

있는 산스크리트 사본들]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변화시켰을 것이

라는 점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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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aving to Teachings(dharmatṛṣṇā) : Does a

Bodhisattva cling to teachings or not?

LEE, Youngjin

Geumgang University

While editing the first chapter of Abhisamayālaṅkāra

-vṛtti by Ārya Vimuktiṣena, I've found a very interesting

but somewhat tricky paragraph in which explanation of

Dharmatṛṣṇā of Bodhisattvas is quoted from 25,000

Prajñāpāramitāsūtra. According to only one survived

manuscript, it is called Dharmatṛṣṇā that is natural

(ānulomikī) to Bodhisattvas and defined as rawness [or a

disease(āmaḥ)] because a Bodhisattva does not cling to the

idea that Five aggregates are impermanent, etc., [but] fix

his mind on it and thinks of it (···nābhiniviśate | adhitiṣṭhāti

saṃjānāti). This statement seems to be contradictory

because craving(tṛṣṇā), a synonym of clinging(abhiniveśa),

means non-clinging(anabhiniveśa). The former editor Pensa

corrected nābhiniviśate to abhiniviśate based on this thought

and the Tibetan translation of Vṛtti which has mngon par

zhen pa, a equivalent word to abhiniviśate. This emendation

appears to be a right decision.

But when we consider the three succeeding quotations

about Dharmatṛṣṇā, the problem would not be that simple.

Excluding the second of all four quotations which is in the

same case with the first, the last two have agreement

between the manuscript(ms) and Tibetan translation(Tib).

But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are different as nigh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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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That is to say, ms and Tib agree to take it as

non-clinging and clinging in the third and fourth quotations

respectively, which consequently implies Tib couldn't be a

firm ground of the emendation.

So I decided to consult all available sources for the

quotations written in main languages, i.e., Sanskrit, Tibetan,

and classical Chinese. As a result, except two sanskrit

editions (PD, PK) based on very late Nepalese Manuscripts

(in late 17th century at the earliest) by Dutt and Kimura, all

other versions of 25,000 Prajñāpāramitāsūtra as well as

100,000 Prajñāpāramitāsūtra which have equivalent words

for abhiniviśate agree to understand that Dharmatṛṣṇā is

Bodhisattva's clinging to teachings. With support of these

sources and specially based on the Tibetan translation of

25,000 Prajñāpāramitāsūtra in Tanjur (Tt) that is

contemporary with ms (11th century) and adopted

classification of Abhisamayālaṅkāra same as PD and PK –

but reads differently from these two, I could correct

nābhiniviśate to abhiniviśate in the first, second and forth

quotations of ms and mngon par zhen pa med cing to

mngon par zhen cing in the third quotation of Tib.

About the reason why the scribe of ms wrote

nābhiniviśate instead of abhiniviśate, I assumed that Ārya

Vimuktiṣena's explanation of Bodhisattvas' superiority over

Śrāvakas, etc., had influenced these quotations. Right before

the first quotation, he stated clearly that Bodhisattvas are

superior over Śrāvakas, etc., because of their aspects of

non-clinging to the Truths of suffering and of origin of

suffering. So the scribe may have written or probably

corrected to nābhiniviśate in order to coincide with Ārya

Vimuktiṣena's comment. But being afraid of too much

emendation, he avoided to add 'na' to other two verbs,

adhitiṣṭhāti saṃjānāti. And these error or transformation

would be accepted as nābhiniviśate nādhitiṣṭhāti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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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ṃjānāti in Nepalese manuscripts as they have.

For supporting this conjecture, I supplied two examples

which can show the contents of texts that adopt

classification of Abhisamayālaṅkāra (PD, PK , and Tt) has

been transformed for the purpose of being harmony with

the commentary on Abhisamayālaṅkāra such as Vṛtti.

Keywords : Abhisamayālaṅkāravṛtti, Dharmatṛṣṇā,

nābhiniviśate, abhiniviśate, transformation of

texts

투고 일자 : 2012년 11월 20일

심사 기간 : 2012년 12월 7일～12월 14일

게재 확정일 : 2012년 12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