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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상학적 자아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류불교에 비해 여래장사상 계

통의 경론은 자아라는 개념과 용어를 자유로이 게다가 긍정적으로 사용

하고 있다. 이러한 여래장사상 계통의 태도는 인도 정통철학의 자아 개

념을 승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후대의 여

래장사상가 뿐 아니라 열반경과 보성론 자체에서도 주류불교의 무
아설과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자아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통합의 유형은 먼저, 자아 개념을 잠정적 의미(neyārtha)의 가르침이

란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아 개념은 외도나 중생의 교

화를 위한 수단의 의미에 중점이 주어진다. 둘째, 외도나 중생이 집착하

는 자아는 부정하되, 여래장사상 계열에서 인정하는 자아는 궁극적 실

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긍정하는 유형이다. 전자가 부정되는 이유는 여

래장사상에서 인정하는 자아 개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후

자는 여래, 불성, 여래장과 동일시되며, 자아라는 긍정적 언어로 서술된

다. 셋째, 자아와 무아를 양자긍정의 방식으로 동일시하거나 양자부정의

방식으로 모두 부정하는 유형이다. 전자는 주로 궁극적 실재의 인식불

가능성이나 난해성과 관련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는 아견과 무아견을

모두 개념적 다양성의 산물로 격하시키는 대신 궁극적 실재를 보다 고

차원적인 것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한역 보성론과 불성론에 인용된 대승장엄경론의
게송은 자아와 무아를 동일시하는 보성론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산문주석과 무성 및 안혜의 복주에서는 자아

개념을 본질 개념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이는 여래장사상 계열에서는

거부했던 합리적 해석의 한 유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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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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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존하는 대부분의 문헌자료에 근거해 볼 때, 불교교리의 핵심

중 하나가 무아설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아설은

최초기 경전에서는 해탈적 인식을 야기하는 삼법인의 하나로 설

해졌다. 그 후 발전된 교리에서도 무아설은 고제의 네 가지 행상

중 하나로 재조직 되어 그 실천적 성격을 잃지 않았다. 한편, 철학

적 의미의 무아설은 세친의 주저 구사론 파아품 에서 그 완성
된 형태를 볼 수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론에서는 인격(pudgala)이나 자아(āt

man) 개념을 긍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주류불교에서는 독자부(Vātsīputrīya)가 그에 해당할 것이

고,2) 대승불교에서는 여래장사상을 빼 놓을 수 없다. 인도의 주류

1) Vetter(1988: 40ff. = 김성철 2009: 121ff.)는 불교의 무아설이 초기의

실천적 비아설에서 형이상학적 무아설로 발전한 것이라고 추론한다.

여기에는 독자부의 인격 이론에 대한 설일체유부의 거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이에 비해 비아와 무아를 역사적 전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양립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정승석(1999) 참조.

2) 현장의 대당서역기나 의정의 남해기귀내법전에 따르면 독자부
계통의 정량부가 설일체유부와 나란히 압도적으로 유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자에 따르면 정량부에

속하는 사찰이 19곳으로서 유부에 속하는 사찰 14곳보다 많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지역적으로도 동쪽으로는 갠지스강의 중류지역 일대,

서쪽으로는 인더스강의 하류 지역까지 세력을 미치고 있었다. 승도의

숫자만 하더라도 중인도 지방에서 대략 1만 8천 여 명, 동인도 지방에서는

2천 여 명, 서인도 지방에서는 4만 8천 여 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명실상부하게 정량부는 설일체유부와 더불어 인도불교의 양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상은 並川(2011, 특히 50-60). 동아시아에서

여래장사상의 수용과 전파에 큰 영향을 미친 진제가 정량부 출신이라는

사실은 여래장사상의 기원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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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세력을 자랑한 독자부 계통의 정량부

와는 달리,3) 여래장사상은 인도에서는 거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

다. 하지만 고향을 떠난 여래장사상은 티벳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불교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라는 일본학자 마츠모토 시로(松本 198

6)의 주장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주장의 내용으로도 한눈에 알

수 있듯이 그의 견해는 가치판단적이고 내부자적인 시선(emic)에

입각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가치판단적이고 내부자적인 입장

에서 한발 물러나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 시선(etic)에서 이 문제

를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후자의 입장에 따른 접근은 과도한 가

치판단적인 접근에 다소나마 균형감을 부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

인도불교의 무아설은 설일체유부로 대표된다. 하지만 대아(mah

ātman) 혹은 최고아(paramātman)라는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가행파나 여래장사상의 경우에서도 그들의 학설과 전통적

인 무아설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 본고는 여래장

사상의 핵심 경론인 열반경과 보성론에 나타나는 자아 개념
에 관한 몇 가지 해석학적 유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특히 루엑(1989)의 논의에 크게 빚지고 있다. 나아가 본고

에서는 대승장엄경론을 인용하고 있는 한역 보성론의 한 구
절에 착목하여 여래장사상과 유가행파의 자아 개념에 대한 해석

의 차이를 보여주고자 한다.

3) 남방상좌부의 무아론에 대해서는 Collins(19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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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아와 무아 개념에 대한 몇 가지 해석적 유형

여래장사상에서 자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전통적

인 무아설과 조화시키려는 태도는 몇 가지 양상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화의 양상은 자아 개념을 단순한 교화의 방편으

로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자아라는 개념이 가리키는 대상을

구분하는 것, 자아와 무아 개념의 양자 긍정과 양자 부정의 방식

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 첫 번째 유형은 여래장사상을 잠정적

인 의미의 가르침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뒤의 세 유형

은 여래장사상을 확정적인 의미의 가르침으로 삼으면서도 보다

높은 의미의 궁극적 실재성을 주는 방향으로 유형화된 것이다. 이

하에서는 열반경과 RGV에 나타나는 각각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화의 방편으로서 자아 개념

우선, 아견에 사로잡힌 비불교도를 불교도로 교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실제로는 자아가 아닌 불성을 자아라고 설했다는 해석

을 들 수 있다. 열반경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한다.

여러 비불교도들이 말했다. “만약 여래가 상주하고 즐거우며 자아

이고 청정하지만, 특징이 없는 것[無相]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말한다

면, 고타마가 말하는 법은 [사실은] 공이 아니라고 알아야 한다. 따라

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고 지닐 수 있다.” 그때 여러 비불교도

들이 무수히 불법에 대해 신심을 내고 출가하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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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불교도들은 여래가 상주하고 즐거우며 자아이고 청정하다는

여래장사상의 기본적 주장이 자신의 자아관과 다르지 않다는 사

실에 먼저 주목한다. 다만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인 공사상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공사상을 자아와 법의 부정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반경에서 공의 의미를 불성
과 관련하여 사용할 때, 불성 자체의 비존재라는 의미에서가 아니

라 무상(無相)이라는 의미에서 공이라고 설한다. 따라서 불성 자

체는 부정되지 않는 것이며, 비불교도는 안심하고 불법에 대해 신

심을 내고 출가를 감행한다. 이는 공의 의미를 교화의 필요성에

따라 제한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자아의 의미 또한

이러한 교화의 방편으로 사용됨을 열반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비불교도들이 생각했다.] ‘만약 고타마가 단견을 설하지 않는다면,

나는 마땅히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따를 것이다.’ 선남자여. 나는 이

때 타심지로 이 바라문이 생각하는 것을 알고 바라문에게 말했다. “왜

[그대는] 내가 단견을 설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바라문이 말했다.

“고타마여. 앞서 여러 경전에서 모든 중생에게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

는다고 설했습니다.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어찌 단견

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무아라면 지계자는 누구며 파계자는 누구입니

까?” 붓다가 말했다. “나는 또한 모든 중생에게 자아가 없다고 설하지

않았다. 나는 항상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설했다. 불성이 어찌

자아가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나는 단견을 설하지 않았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보지 못하므로 무상, 무아, 무락, 무정을 [인정한다면]

이것을 곧 단견을 설한다고 이름한다.” 이때 모든 바라문들은 불성이

곧 자아라는 것을 듣고 무상정등정각에 대한 마음을 내었다. 그리고

그때 출가하여 보리도를 닦았다.5)

4) 대반열반경(대정12, 790b4-7): 諸外道言. 若言如來常樂我淨無相故空.
當知瞿曇所說之法, 則非空也. 是故我今當頂戴受持. 爾時外道其數無量.

於佛法中信心出家.; Ruegg(1989: 22) 참조.

5) 대반열반경(대정12, 769b29-c12): 若使瞿曇不說斷見, 我當從其啓受齋法.
善男子, 我於爾時以他心智, 知是梵志心之所念, 告梵志言. 云何謂我說於斷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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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서는 붓다가 단견을 설했다고 오해하는 바라문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붓다가 단견을 설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붓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다. 붓다는 그러한 바라문의 생

각을 알고 불성이야말로 진정한 자아라고 설한다. 이는 잘못된 자

아 관념을 가진 채 불교를 단견이라고 간주하는 비불교도에 대해,

일단 그들의 지적 수준과 성향을 고려하여 실재로는 자아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불성이 자아라고 설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위 인용문에 이어지는 문장을 이를 잘 보여준다.

선남자여, 이 불성이란 실제로는 자아가 아니다. 중생을 위하므로

자아라고 설해졌다. 선남자여, 여래는 원인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특

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무아를 자아라고 설한다. 진실로는

무아다. 비록 이렇게 설해도 거짓은 없다. 선남자여, 원인과 조건이 있

기 때문에(=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자아를 무아라고 설한

다. 세간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비록 무아를 설해도 거짓은 없다. 불

성은 무아이지만 여래는 자아라고 설한다. 이것은 상주하기 때문이다.

여래는 이 자아를 무아라고 설한다. 자재력을 얻기 때문이다.6)

이상은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다시 말해 비불교도의 교화

등 어떤 구제론적인 이유로 인해, 임시적인 수단으로 자아가 존재

한다고 설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위 인용문의 마지막 구절에 해당

하는 티벳역 열반경에서 보이는 것처럼,7) 비유적 표현에 지나

彼梵志言. 瞿曇, 先於處處經中, 說諸衆生, 悉有無我. 旣言無我, 云何而言,

非斷見耶. 若無我者, 持戒者誰, 破戒者誰. 佛言, 我亦不說, 一切衆生, 悉有無我.

我常宣說, 一切衆生悉, 有佛性. 佛性者, 豈非我耶. 以是義故, 我不說斷.

一切衆生, 不見佛性故, 無常無我無樂無淨, 如是則名說斷見也. 時諸梵志,

聞說佛性, 卽是我故. 卽發阿耨多羅三藐三菩提心, 尋時出家, 修菩提道;

Ruegg(1989: 22f.) 참조.

6) 대반열반경(대정12, 769c13-18): 善男子, 是佛性者, 實非我也. 爲衆生故,
說名爲我. 善男子, 如來有因緣故, 說無我爲我, 眞實無我. 雖作是說, 無有虛妄.

善男子, 有因緣故, 說我爲無我, 而實有我. 爲世界故, 雖說無我, 而無虛妄.

佛性無我, 如來說我, 以是常故. 如來是我, 而說無我, 得自在故.; Ruegg(1989: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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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이해도 가능하다.

한편 보성론은 여래장사상의 교설의 목적이 침체된 마음을

가진 자를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자만심 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하고 있다.8) 이와 같이 비불교도의 구제를

위한 방편설 혹은 침체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경

멸하는 사람의 자만심을 제거하기 위한 가르침이라는 해석은 여

래장사상이 확정적 의미(nītārtha)의 가르침이 아니라, 잠정적 의

미(neyārtha)의 가르침으로 격하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실제

로 루엑(1989: 27)에 따르면, 능가경의 구절을 근거로 하여 찬드
라키르티와 그의 티벳 추종자들, 예를 들어 사캬 판디타와 부퇸

등이 여래장사상을 잠정적 의미의 가르침으로 간주하고 있다.9)

2. 부정적 자아 개념과 긍정적 자아 개념

자아라는 개념과 용어를 교화의 수단으로서 잠정적으로 사용하

는 예와는 달리, 실재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긍정적이고 확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발견된다. 이 경우 자아는 비불교도가

상정하는 부정되어야 할 대상을 가리키는 자아가 아니라, 여래장

사상 전통에서 궁극적 실재로 인정하는 불성 혹은 여래장을 가리

7) 위 각주 6)의 티벳역은 ‘불성은 무아이지만’ 이하의 구절이 한역과 달리

‘만약 여래가 자아라고 설한다면 그것은 비유적 표현을 채용했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Ruegg(1989: 23) 참조.

8) RGV 77,16-19: līnaṃ cittaṃ hīnasattveṣv avajñābhūtagrāho

bhūtadharmāpavādaḥ / ātmasnehaś cādhikaḥ pañcadoṣā yeṣāṃ teṣāṃ

tatprahāṇārtham uktam //157// ; 안성두(2011: 353); Ruegg(1989: 27 +

n.23) 참조.

9) 이에 비해 여래장사상을 확정적 의미의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학파로는

티벳의 겔룩파가 있다. Ruegg(1989: 37) 참조. 닝마파를 중심으로 한

여래장사상에 대한 티벳불교 학파의 수용과 평가의 양상에 대해서는

Dorjee(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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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 동일한 ‘자아’라는 단어를 사

용하면서도 비불교도가 주장하는 자아 개념은 부정적으로 평가하

는 반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자아 개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사

용하는 것이다. 이는 양자가 사용하는 자아 개념이 가리키는 대상

의 차이에서 유래한다. 먼저 부정적인 의미의 자아에 대해 열반
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6사 외도가 물었다.] “고타마여, 만약 무아라면 누가 선악을 짓습니

까?” 붓다가 말했다. “만약 자아가 [선악을] 짓는다면 어떻게 [외도가

생각하듯이] 상주한다고 이름할 수 있는가? 만약 그것이 상주한다면,

어떻게 어떤 때는 선을 짓고 어떤 때는 악을 짓는가? 만약 어떤 때에

선악을 짓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 자아가 무한하다고 말할 수 있

는가? 만약 자아가 [선악을] 짓는다면, 왜 [선법보다] 악법을 자주 행

하는가? 그 자아가 [선악을] 짓고 인식한다면, 어떻게 중생에게는 자

아가 없다고 하는 의심을 낳겠는가? 이러한 의미 때문에 외도의 가르

침에서 [설하는] 자아가 없다.10)

요컨대 열반경에서 부정하는 자아는 상주하고 무한하면서도

동시에 업의 주체가 되어 때로는 선업을, 때로는 선업보다 악업을

더 많이 짓는 실재를 가리킨다. 경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과

보를 경험하는 주체이기도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존재가 의심되는

실재다. 그러나 불교도가 보기에 외도가 상정하는 이러한 자아는

모순적이며 따라서 그런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루엑(1989:25)의 지적대로 열반경의 자아 정의에

어긋나며 따라서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정의 대상으로서 자아는 보성론에서도 나타난다.

10) 대반열반경(대정12, 790a23-28): 瞿曇, 若無我者, 誰作善惡. 佛言,
若我作者, 云何名常. 如其常者, 云何而得, 有時作善, 有時作惡. 若言有時,

作善惡者, 云何復得, 言我無邊. 若我作者, 何故而復, 習行惡法. 如其我是,

作者知者, 何故生疑, 衆生無我. 以是義故, 外道法中, 定無有我.; Ruegg(1989:

21, n.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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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론에서 ‘자아(āman)’라는 개념과 용어는 여래장의 열 가지
측면 중 결과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 중

부정의 대상인 자아는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모든 비불교도들은 그것(자아)을 본질로 하지 않는 색 등의 사상(v

astu)을 자아라고 집착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 [색 등의] 사상은 자

아의 특징이라는 측면에서 파악된 대로는 기만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아가 아닌 것이다.11)

자아가 아닌 것을 자아라고 간주하고 집착하는 것은 전통적인

4전도의 하나로서,12) 초기 경전 특히 5온이 자아가 아니라고 설하

는 무아상경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다.13) 다시 말해 보성론
에서 부정되는 자아(ātman)는 전통적으로 부정의 대상인 자아 곧

5온을 자아라고 간주하는 견해(satkāyadṛṣṭi, 有身見)에 다름 아니

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의 자아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 논리적

으로 곧바로 불교도 자신이 정의하는 자아의 부정과 동일시되는

11) RGV 31,12-13: sarve hy anyatīrthyā rūpādikam atatsvabhāvaṃ vastv

ātmety upagatāḥ / tac caiṣāṃ vastu yathāgraham ātmalakṣaṇena

visaṃvāditatvāt* sarvakālam anātmā / ; 안성두(2011: 283) 참조.

* Schmithausen(1971: 143)에 따라 -samvāditvāt를 이와 같이

교정하였다.

12) RGV 30,11-13: tatra yā rūpādike vastuny anitye nityam iti saṃjñā /

duḥkhe sukham iti / anātmany atmeti / aśubhe śubham iti saṃjñā /

ayam ucyate caturvidho viparyāsaḥ / ; 안성두(2011: 282) 참조.

13) 무아상경의 비아/무아설에 대해서는 Vetter(1988: 45ff. = 김성철 2009:
111ff.); 정승석(1999: 20ff.) 참조.

14) 유의해야 할 점은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부정의 대상으로서 자아는

우파니샤드의 자아 개념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Ruegg(1989: 20, n.5)은 대표적으로 中村 元과 Horsch를 언급한다.;

中村의 비아설의 대한 요약과 해설로 정승석(1999: 28-32) 참조.; 게다가

불교측은 샹카라의 불이일원론적 베단타의 자아 개념 또한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Ruegg(1989: 21f. + n.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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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 인도문법학에서 설명하는 두 가

지 종류의 부정 개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배중률을

전제로 하는 상대부정(paryudāsa-pratiṣedha, 정립적 부정, 혹은

명사부정이라고도 한다)과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절대부정(pra

sajya-pratiṣedha, 비정립적 부정, 혹은 명제부정이라고도 한다)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여기에 바라문이 아닌 사람이 있다’라고 할 경우 크

샤트리야나 바이샤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도하는 부정이 바로

상대부정이다. 이에 비해 ‘여기에는 바라문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

는 단지 바라문의 존재가 부정될 뿐 크샤트리야나 바이샤의 존재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산스크리트 문법에서, 전자는 명사에

부정 접두사(a 혹은 an)가 첨가되는 형태로 표현되고 후자는 동사

를 부정사(na)로 부정하는 형태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전자의 경

우 A의 부정이 비A의 긍정을 함의하고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A의 부정은 비A의 긍정을 함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15) 사실상

초기 경전에서 대부분의 무아(anatta)라는 용어는 전자의 형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문법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초기 경전의 대부분

의 무아 관련 문장은 부정되지 않는 자아의 존재를 의도하고 있

는 것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16)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열반경을 비롯한 여래장사상의 경론에
서 긍정되는 자아를 상정하는 것이 반드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열반경에서 긍정되는 자아는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만약 자아[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 경우 [자아란] 여래다. 왜 그런

가? [붓다의] 신체는 무한하고 [그것의 존재에 대한] 의심의 그물이

없기 때문이다. [선악을] 짓지 않고 [그 과보를] 받지 않으므로 영원하

다고 이름한다. 불생불멸이므로 즐거움이라고 한다. 번뇌가 없으므로

청정이라고 한다. 열 가지 특징이 없으므로 공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15) 이상은 桂 紹隆(1998: 161f.) 참조.

16) 이러한 문법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로는 정승석(1999: 24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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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래는 영원, 즐거움, 자아, 청정이지만 공으로서 특징이 없는 것이

다.17)

열반경에서 긍정되는 자아는 무한하고 영원하므로 업을 짓지
않고 그 과보를 받지 않으며, 그것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

지 않는 여래를 가리킨다. 이러한 자아로서의 여래는 외도가 상정

하는 자아에 내재하는 모순이 없다. 그것은 외도가 상정하는 자아

와는 다른 실재다. 다시 말해 부정되는 자아가 긍정되는 자아의

부재를 함의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상대부정이 적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보성론에서도 부정의 대상을 지칭하는 자아 개념과 긍정적으
로 사용되는 자아 개념은 전혀 별개의 실재를 가리키고 있다. 곧

부정되는 자아 개념이 5온을 자아라고 간주하는 것이라면 긍정되

는 자아 개념이 지칭하는 것은 결과적 측면에서 본 법신의 속성

이다. 법신에 대해 보성론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바로 그 [무상 등의 네 가지 비전도]가 상주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이

여래의 법신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전도라고 의도되었다. 그 [전도]의

치료제로서 여래 법신의 네 가지 속성의 완성이 확립되었다. 곧 상주

의 완성, 즐거움의 완성, 자아의 완성, 청정의 완성이다.18)

다시 말하면, 5온 등은 무상, 고, 무아, 부정으로서 자아가 아니

지만, 여래의 법신은 결과의 측면에서 상주, 즐거움, 자아, 청정이

라는 속성을 완성된 형태로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열반경과
17) 대반열반경(대정12, 790a29-b7): 若言我者, 則是如來. 何以故? 身無邊故,
無疑網故. 不作不受, 故名爲常. 不生不滅, 故名爲樂. 無煩惱垢, 故名爲淨.

無有十相, 故名爲空. 是故如來, 常樂我淨, 空無諸相.; Ruegg(1989: 22) 참조.

18) RGV 30,15-18: sa khalv eṣa nityādilakṣaṇaṃ tathāgatadharmakāyam

adhikṛtyeha viparyāso 'bhipreto(,) yasya pratipakṣeṇa caturākārā

tathāgatadharmakāyaguṇapāramitā vyavasthāpitā / tad yathā

nityapāramitā sukhapāramitātmapāramitā śubhapātamiteti / ;

안성두(2011: 2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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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보성론에서도 부정하는 자아와 긍정하는 자아가 완
전히 별개의 대상임을 의미한다. 전자는 외도나 중생이 존재한다

고 집착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이자 개념적 구성의

산물이다. 반면, 후자는 수행의 결과 증득해야 할 긍정적이고 궁

극적인 실재다.19)

나아가 보성론에서 상주, 즐거움, 자아, 청정이라는 속성은 어
디까지나 여래의 법신이라는 결과적 측면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무루계에 머무는 아라한과 독각들, 자재력을 얻은 보살 조차도 자

아의 완성을 증득하지 못한다. 자아의 완성은 궁극적으로 의지적

노력을 결여한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미세한 대상적 특징의 다양

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20) 이 점을 보성론은 다음과 같이 명확
히 한다.

아라한과 독각과 보살의 몸에는 청정, 자아, 즐거움, 영원이라는 속

성의 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래의 법신에 대해서만 영원

의 완성, 즐거움의 완성, 자아의 완성, 청정의 완성을 말한다.21)

결과적 측면에만 한정된 이러한 자아 개념은 보성론 전체를
통틀어서 매우 좁은 의미에서만 사용된다. 보성론은 자아 개념
을 사용하는데 매우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자아 개

19) 이 점과 관련하여 Ruegg(1989: 20; 25)은 불교와 브라흐만교 사이에

자아 개념이 달랐을 뿐 아니라 불교 내부에서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자아 개념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자아 개념이 달랐다고 이미 지적하고

있다. 한편 조금 관점을 달리하지만 이와 유사한 논의를 가아/진아의

대립으로 파악한 연구로 정승석(1999: 특히 3장 I절) 참조.

20) RGV 33,4-7: arhantaḥ pratyekabuddhā vaśitāprāptāś ca bodhisattvāḥ ...

sūkṣmanimittaprapañcasamudācārayogād atyantam anabhisaṃskārām

ātmapāramitāṃ nādhigacchanti / ; 안성두(2011: 286) 참조.

21) RGV 34,4-7: arhatpratyekabuddhabodhisattvakāyeṣu

śubhātmasukhanityatvaguṇapāramitā na saṃvidyante tasmāt

tathāgatadharmakāya eva nityapāramitā sukhapāramitātmapāramitā

śubhapāramitety uktam / ; 안성두(2011: 2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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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결과에만 한정되므로 그것은 결코 윤회 과정에 있는 중생에

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외도나 중생이 상정하는 윤회하

는 자아 개념과는 결정적으로 구분된다.

3. 자아와 무아의 양자 긍정

자아 개념에 대한 또다른 해석의 하나는 자아와 무아를 역설적

혹은 반어적인 방식으로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 해석은 4구 부정

중 양자긍정의 형식을 갖고 있다. 열반경에서 자아와 무아의 동
일시는 불성이라는 궁극적 실재에 대한 인식의 난해성 혹은 인식

불가능성과 연결된다.

무이성이 곧 진실성이다. 자아와 무아는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다.

여래비장의 그 의미가 바로 이와 같다. 측량할 수 없고, 무량하고 무

변한 모든 붓다들이 칭찬하는 것이다.22)

자아와 무아가 둘이 아니며, 이러한 불이의 의미가 바로 여래비

장의 의미라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 여래비장을 티벳역처럼 여래

장의 의미로 본다면,23) 그것이 궁극적 실재로서의 여래장의 인식

불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24) 불교 경론 특히

반야경 계통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역설적 표현은 궁극적 실

재가 언어적/개념적 접근의 영역을 초월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리적/이성적 접근불가능성은 여래장사상 계통

22) 열반경(대정12, 651c14-16): 無二之性, 卽是實性. 我與無我, 性無有二.
如來袐藏, 其義如是. 不可稱計, 無量無邊, 諸佛所讚.; Ruegg(1989: 24, n.13)

참조.

23) Ruegg(1989: 24) 참조.

24) 구제론적 측면에서 긍정적/내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궁극적 실재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Ruegg(1989: 44-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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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시하는 믿음의 출발점을 이룬다.

자아와 무아를 무매개적으로 동일시하는 표현은 보성론에서
도 발견된다.

그러나 여래는 여실지에 의해 모든 법이 무아라는 최고의 궁극성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무아성은 무아의 특징이라는 측면에서 본

그대로 기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아성이야말로 자아라고 인정하

여, 항상 [여래가] 자아로 의도되었다. [팔천송반야경에서] “머물지
않는 방식으로 머문다”25)고 설한 것과 같다.26)

보성론은 무아의 궁극성이 바로 자아라고 간주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무아와 자아를 무매개적으로 동일시하는데 대해 자세

한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는다. 다만 자아와 무아를 동일시하는 이

해의 근거로 팔천송반야경의 한 구절을 연상시키는 문장을 인
용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구절이 현존하는 산스크리트본 
보성론에는 나타나지만 한역 보성론과 그에 대응하는 진제역

불성론에는 보이지 않고, 대신 대승장엄경론 보리품 을 인용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5) 이 구절은 팔천송반야경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연상시킨다. Aṣṭa 8,3:
sthito 'sthānayogena; 안성두(2011: 284, n.74) 참조.

26) RGV 31,13-16: tathāgataḥ punar yathābhūtajñānena

sarvadharmanairātmyaparapāramiprāptaḥ / tac cāsya nairātmyam

anātmalakṣaṇena yathādarśanam avisaṃvāditatvāt* sarvakālam

ātmābhipreto nairātmyam evātmeti** kṛtvā / yathoktaṃ sthito

'sthānayogeneti / ; 안성두(2011: 283f) 참조.

* Schmithausen(1971: 143)에 따라 -samvāditvāt를 이와 같이

교정하였다.

** Schmithausen(1971: 143)따라 evātmani를 이와 같이 교정하였다.



여래장사상에서 자아와 무아 ∙ 129

4. 자아와 무아의 양자 부정

여래장사상 계통의 경론이 자아 개념을 해석하는 또다른 유형

은 양자부정의 방식이다. 그것은 아견과 무아견이라는 두 가지 견

해를 모두 일종의 변견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 극

단을 초월한 중도적인 입장을 강조한다. 이는 열반경의 맥락에
서는 불성이야말로 양 극단을 벗어난 것으로서 중도이자 궁극적

으로 긍정되어야 할 실재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법은 중도이고 두 가지 극단을 떠난 것이며, 진정한 가

르침이라고 설한 것을 알아야 한다.27)

모든 것을 무아라고 보고 자아를 보지 않는 것을 중도라고 이름하

지 않는다. 중도야말로 불성이라 이름한다.28)

중도로서의 불성은 자아에 대한 견해와 무아에 대한 견해를 모

두 부정하는 가운데 성립한다. 불성이 아견과 무아견을 넘어선 보

다 고차원의 실재임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때는 비불교도의 아견

뿐 아니라 주류불교의 궁극적인 진리인 무아설 조차도 부정된다.

이러한 중도적 입장 또한 보성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여래장은] 최고의 자아이다. 자아와 무아라는 개념적 다양성(prapa

ñca)이 소멸한 적정이기 때문이다. // 37//

...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아의 궁극이라고 알아야 한다. 외도의 극

단적 견해(변견)과 분리되는 한 자아에 관한 개념적 다양성과 분리되

었기 때문이고, 성문의 극단적 견해(변견)과 분리되는 한 무아에 대한

27) 열반경(대정31, 651b9-10): 當知如是佛法中道, 遠離二邊而說眞法.;
Ruegg(1989: 24, n.13) 참조.

28) 열반경(대정12, 767c24-25): 見一切無我不見我者, 不名中道.
中道者名爲佛性.; Ruegg(1989: 24, n.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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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다양성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29)

보성론의 위 구절은 외도의 아견과 성문의 무아견을 개념적
다양성의 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주류불교의 궁극적 진리인 무아

설 또한 개념적 다양성의 산물로 간주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기원은, 초기경전의 밧차고

타에 대한 질문과 대답에서도 드러나듯이,30) 질문자의 지적 수준

과 성향 및 의도를 고려한 붓다의 설법 방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밧차고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기(avyākṛta)로 표현되는

궁극적 진리나 실재에 대한 인식의 난해성과 더불어, 꺼진 불의

비유에서 보듯이,31) 궁극적 실재의 존재에 대한 긍정을 암시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보성론의 위와 같은 구절도 아견과 무아견을
부정하는 방식을 통해 궁극적 실재를 드러내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Ⅲ. 유가행파의 자아 개념 해석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인용한 보성론에 나타나는 팔천송

29) RGV 34,9: paramātmātmanairātmyaprapañcakṣayaśāntitaḥ //37// ...

dvābhyāṃ karaṇābhyām ātmapāramitā veditavyā /

tīrthikāntavivarjanatayā cātmaprapañcavigamāc

chrāvakāntavivarjanatayā ca nairātmyaprapañcavigamāt / ;

안성두(2011: 287) 참조.

30) 바차고타의 질문과 붓다의 대답에 대한 논의는 Vetter(1988: 56ff. =

김성철 2009: 146ff.) 참조.

31) 인도 철학 일반에서 꺼진 불의 비유가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Vetter(1988: 56f. + 57, n.2 = 김성철(2009: 148f. + 149,

n.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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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경을 연상시키는 구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현존하는 산스크리트본 보성론과는 달리 한역 보
성론32) 및 그에 대응하는 진제역 불성론33)은 “머물지 않는 방
식으로 머문다”는 구절 대신 대승장엄경론의 한 게송을 인용하
고 있다. 게다가 한역 보성론은 문제의 게송과 이어지는 게송에
대한 주석까지 함께 번역하고 있다.34)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보
성론과 더불어, 한역 보성론에 인용된 대승장엄경론의 게송
과 그에 대한 주석, 나아가 무성과 안혜의 복주를 살펴보는 것은

여래장사상과 유가행파의 자아/대아/최고아 개념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드러내 줄 것으로 보인다. 한역 보성론과 불성론이 인
용하는 대승장엄경론의 게송은 다음과 같다.

청정한 공성에서 무아를 최고의 자아로서 획득함을 통해, 붓다들은

청정한 자아를 획득하므로 자아의 대아성에 도달한다.35)

대승장엄경론의 이 게송은, 무아와 자아를 무매개적으로 동

일시하는 일종의 역설로서 자아와 무아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 본 보성론의 맥락과 동일하다.36) 이러한 역설
적 표현은, 위에서 살펴본 열반경의 경우처럼, 궁극적 실재에

대한 표현불가능성 혹은 인식의 난해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대승장엄경론에서 이 게송이 설해지는 부분이 무루계심심 곧 무
루계에 대한 인식의 난해성을 설하는 부분이라는 점은 이를 뒷받

32) 보성론(대정31, 829c26-27): 如淸淨眞空 得第一無我 諸佛得淨體
是名得大身

33) 불성론(대정31, 798c8-9): 二空已淸淨 得無我勝我 佛得淨性故 無我轉成我
34) 高崎(1999: 348)는 이 주석부분은 원래 RGV에는 없지만 라트나마티가

MSA의 해당부분을 번역하여 부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35) MSA 37,25-26: śūnyatāyāṃ viśuddhāyāṃ nairātmyātmāgralābhataḥ /

buddhāḥ śuddhātmalābhitvāt gatā ātmamahātmatāṃ //

36) Schmithausen은 RGV의 게송부분과 MSA 특히 보리품 게송 부분이

동일한 사상적 배경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안성두(2011: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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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한다. 이어지는 대승장엄경론의 24게송37) 또한 붓다의 상태

를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는 역설적 표현으로 설명한 후, 무기

(avyākṛta)와 연결짓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산문주석은 반드시 게송의 취지와 일치하지

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무루계에서 붓다들이 최고의 자아라는 사실이 가르쳐졌

다. 왜 그런가? 궁극의 무아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청정한 진여

는 구극의 무아성이고, 그 [진여]는 본질이라는 의미에서 붓다의 자아

이다. 그 청정한 [진여]에 대해 붓다들은 최고의 무아성을 청정한 자

아(=본질)로 획득한다. 그러므로 청정한 자아(=본질)를 획득했기 때문

에 붓다들이 자아의 대아성을 획득했다는 것을 의도하여, 무루계에서

붓다들은 최고의 자아로 확립된다.38)

밑줄로 표시한 부분에서 보듯이, 대승장엄경론은 자아라는

단어를 본질(svabhāva)의 동의어로 해석하고 있다. 이로써 반어

혹은 역설적 표현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역설이라기

보다는 무아성을 본질로 한다는 의미로 자아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보성론이나 보성론이 인용한
대승장엄경론의 게송과는 다소 다른 해석적 태도를 보여주고

37) MSA 38,6-7: na bhāvo nāpi cābhāvo buddhatvaṃ tena kathyate /

tasmād buddhatathāpraśne avyākṛtanayo mataḥ //

38) MSA 38,1-5: tatra cānāsrave dhātau buddhānāṃ paramātmā nirdiśyate

/ kiṃ kāraṇaṃ / agranairātmyātmakatvāt / agraṃ nairātmyaṃ

viśuddhā tathatā sā ca buddhānām ātmā svabhāvārthena(,) tasyāṃ

viśuddhāyām agraṃ nairātmyam ātmānaṃ buddhā labhante śuddhaṃ /

ataḥ śuddātmalābhitvāt buddhā ātmamāhātmyaṃ prāptā ity

anenābhisaṃdhinā buddhānām anāsrave dhātau paramātmā

vyavasthāpyate / ; 대승장엄경론(대정31, 603c11-17): 此偈顯示,
法界大我相. ‘淸淨空無我’者, 此無漏界, 由第一無我, 爲自性故. ‘佛說第一我’者,

第一無我, 謂淸淨如, 彼淸淨如, 卽是諸佛我自性. ‘諸佛我淨故 故佛名大我’者,

由佛此我最得淸淨. 是故號佛以爲大我. 由此義意, 諸佛於無漏界, 建立第一我.

是名法界大我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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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립되는 한 항목의 개념을 다른 의미로

재해석함으로써, 반어와 역설의 방식보다는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

한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아 개념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안

혜의 주석에서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그 중에서 자아라는 이 단어는 ① 어떤 경우에는 비불교도에 의해

분별된 자아를 말한다. 곧 자아(ātman), 생명(sattva), 영혼(jīva) 등이

다. 이 자아라고 하는 단어는 ② 어떤 경우에는 법의 본질을 말한다.

불이 따뜻함을 자아(*ātmaka)로 한다는 것은 따뜻함을 본질(svabhāv

a)로 한다는 의미다. 땅이 견고함을 자아로 한다는 것을 가르칠 때는

견고함을 본질로 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에(=무아를 자아로 한다고 하

는 경우에) 자아라는 말은 본질의 의미로 취한다는 것이다. 제불은 무

아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자아의 탁월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39)

안혜는 자아라는 단어의 의미에 부정되어야 할 외도의 자아라

39) SAVBh(II.52,11-53,3): de la bdag ces bya ba'i sgra 'di ni skabs kha

cig tu mu stegs pas yongs su brtags pa'i bdag nyid yang bya bar

'dren te / 'di ltar bdag dang sems can dang srog bya ba la sogs pa'o

// bdag ces bya ba'i sgra 'di ni skabs kha cig tu chos kyi rang bzhin

la yang bya bar 'dren te / me ni dro ba'i bdag nyid ces bya ste / dro

ba'i rang bzhin zhes bya ba'i don to // sa sra ba'i bdag nyid ces bya

ba bshad na / sra ba'i rang bzhin zhes bya ba'i don to // 'di'i skabs

bdag ces bya ba'i sgra rang bzhin gyi don du drang ste / sangs

rgyas rnams ni bdag med pa'i rang bzhin du gyur pas bdag gi

mchog thob pa zhes bya'o // ; 이와 같은 입장은 무성에게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MSAṬ(P Bi 76b5-7): bdag ces bya sgra 'di ni brtags pa'i

bdag la mthong ngo // chos kyi ngo bo la yang mthong ste / dper na

sa ni sra bo'i bdag nyid do zhes bya ba sra ba'i ngo bo* nyid do

zhes bya shes pa dang / me ni dro ba'i bdag nyid do zhes bya ba ni

dro ngo bo nyid do zhes bya bar shes pa ltar 'dir yang de dang

dra** ste / bdag med pa'i mchog ni de bzhin nyid rnam par dag pa

yin la / sangs rgyas bcom ldan 'das rnams kyang de rnam par dag

pa'i ngo bo nyid yin pas de'i phyir bdag ces bya sgra ni bdag med

pa'i mchog gi ngo bo nyid yin par blta bar bya'o //.

* P bdag을 수정하였다. ** P는 dra를 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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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와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본질이라는 의미, 곧 두 가지 서

로 구별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후자와 같이

자아라는 의미를 본질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예는 구사론에서
도 발견할 수 있다.40) 다시 말해 설일체유부와 유가행파는 자아라

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 그것을 무아의 상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 사실은 여래 법신을 긍정적인 의

미의 자아라고 간주하는 여래장사상과도 해석상의 차이를 보여주

고 있다. 법신을 자아로 표현하는 것은 대승장엄경론의 산문주
석과 그에 대한 무성 및 안혜의 복주에서 나타나지 않는다.41)

여래장사상 계열에서는 대승장엄경론의 산문주석에 나타나는
이러한 방식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산스크리트본 보성론이 해당 게송을 반야경에 나타나는 구절
과 매우 유사한 문장으로 대체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

해 준다. 다시 말해 여래장사상 계열에서는 무아와 대립하는 의미

에서 자아라는 개념은 어디까지나 부정의 대상으로서 자아나 긍

정의 대상으로서 자아를 의미할 뿐, 본질이라는 개념으로는 해석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보성론은 대승장엄경론의 보리품

게송부분과는 공통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에 대한 산문주석과

는 상이한 해석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 櫻部(1974: 74) 참조. 그는 현장역 구사론에서 ātman이 ‘體’로 번역될
경우 svabhāva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ātman이

본질의 의미로 사용되거나, 복합어의 마지막 구성요소로서 -ātmaka가

본질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RGV(I-41b, I-100d, IV-81d 등)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그러나 여래의 법신에 관해서 사용될 때 그것을

본질로 해석하는 용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41) 유식삼십송 제30송(Buescher 2007: 138,8-9)의 경우에도 여래의
법신에 대해 상주와 즐거움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만 자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sa evānāsravo dhātur acintyaḥ kuśalo dhruvaḥ /

sukho vimuktikāyo asau dharmākhyo 'yaṃ mahāmuneḥ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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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이상으로 열반경과 보성론을 중심으로 하여 여래장사상에

나타나는 자아와 무아에 대한 몇 가지 해석적 유형을 살펴보았다.

형이상학적 자아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류불교에 비해 여래장사상

계통의 경론은 자아라는 개념과 용어를 자유로이 게다가 긍정적

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여래장사상 계통의 태도는 인도 정통

철학의 자아 개념을 승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

다. 하지만 후대의 여래장사상가 뿐 아니라 열반경과 보성론
자체에서도 주류불교의 무아설과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자아 개념

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본고

는 이러한 논의를 특히 루엑의 연구에 의존하여 정리하고 유가행

파의 해석학적 유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찰하였다.

통합의 유형으로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자아 개념을 일종의 방

편설로서 잠정적 의미(neyārtha)의 가르침이란 관점에서 해석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 자아 개념은 외도나 중생의 교화를 위한 수단

의 의미에 중점이 주어진다.

다음으로 외도나 중생이 집착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자아는 부

정하되, 여래장사상 계열에서 인정하는 자아는 궁극적인 실재로서

긍정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 외도의 자아 개념이 부정되는 이유는

그것이 여래장사상에서 인정하는 자아 개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

문이다. 반면 여래장사상이 인정하는 자아 개념에 부합하는 궁극

적 실재는 자아라는 긍정적 언어로 서술된다. 여래, 불성, 여래장

이 바로 그 자아 개념이 가리키는 실재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아와 무아를 양자긍정의 방식으로 동일시하거나 양

자부정의 방식으로 모두 부정하는 유형이다. 전자는 주로 궁극적

실재의 인식불가능성이나 난해성과 관련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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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견과 무아견을 모두 개념적 다양성의 산물로 격하시키는 대신

궁극적 실재를 보다 고차원적인 것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한역 보성론과 불성론은 인용하고 있지만, 현

존하는 산스크리트본 보성론에는 다른 구절로 대체된 대승장
엄경론의 게송과 그 산문주석을 통해 유가행파의 해석적 유형을
고찰했다. 대승장엄경론의 게송은 자아와 무아를 동일시하는 
보성론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산문주
석과 무성 및 안혜의 복주에서는 자아 개념을 본질 개념으로 재

해석하고 있다. 이는 여래장사상 계열에서는 거부했던 합리적 해

석의 한 유형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산스크리트본 보성론이 한
역 보성론이 인용하는 대승장엄경론의 게송을 팔천송반야경
을 연상시키는 구절로 대체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여래장사상에서 자아와 무아 ∙ 137

약호 및 참고 문헌

Aṣṭa 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with haribhadra's

commemtary called Āloka(ed. Vaidya. P. L), BST 4,

Darbhanga: The Mithila Institute of Post‐Graduate

studies and Research in Sanskrit Learning, 1960.

MSA Mahāyānasūtrālaṁkāra, tome Ⅰ texte, éd., par Sylvain

Lévi, Bibliothèque de l’Ecole des Hauts études, Paris, 1907.

MSAṬ Asvabhāva, *Mahāyāna-sūtrālāṃkāra-ṭīkā, P. No.5530.

RGV The Ratnagotra-vibhāga Mahāyānottaratantraśāstra, ed.

by Edward H. Johnston, Patna: The Bihar Research

Society, 1950.

SAVBh 安慧造大乘莊嚴經論釋疏-普堤品(I) (I, II),
西藏文獻による佛敎思想硏究 1, 西藏文典硏究會, 1979.

P Peking Tibetan Tripiṭaka, Peking Edition, Suzuki,

Daisetz T. ed., Tokyo and Kyoto: Tibetan Tripiṭaka

Research Institute, 1955-1958.

대반열반경 宋 慧嚴等依泥洹經加之, 대정장12, No.375.

불성론 陳 眞諦譯, 대정장31, No.1610.

보성론 後魏 勒那摩提譯, 대정장31, No.1611.

안성두(2011). 보성론, 서울: 소명출판.
정승석(1999). 윤회의 자아와 무아, 서울: 장경각.
정호영(1993). 여래장사상, 서울: 대원정사.

桂 紹隆(Katsura, Shoryu)(1998). インド人の論理學, 東京:
中公新書(권서용 외 역, 인도인의 논리학, 부산: 산지니,
2009)

並川 孝儀(Namikawa, Taksyoshi)(2011). 正量部の硏究, 東京:



138 ∙ 印度哲學 제37집

大藏出版.

高崎 直道(Takasaki, Jikido)(1999). 寶性論 ․ 法界無差別論, 東京:
大藏出版.

松本 史朗(Matsumoto, Shiro)(1986). 如來藏思想は佛敎にあらず ,

印度學佛敎學硏究 35-1, 127-132(L).

Buescher, Hartmut(2007). Sthiramati's Triṁśikāvijñaptibhāṣya -

Critical Editions of the Sanskrit Text and its Tibetan

Translation, Wei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

Collins, Steven(1982). Selfless Persons : Imagery and Thought in

Theravada Budddh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rjee Wangchuk(2004). “The rÑiṅ-ma Interpretation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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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Ātman and Anātman in the Tathāgatagarbha

Tought

KIM, Seongcheol

HK Professor, Geumgang Univ.

While the mainstream Buddhism denies the existence of

ātman as a metaphysical substance, the texts which belong

to the Tathāgatagarbha thought use the term ātman freely

and positively. This usage of the term ‘ātman' triggered

criticism from anti-Tathagatagarbha thinkers, being

considered to admit the concept of ātman of the Indian

orthodox system. Various interpretations on ātman,

however, are found not only in the late commentaries on

Tathāgatagarbha literature but also in the

Mahāparinirvāṇa-sūtra and the Ratnagotravibhāga

themselves in a way that harmonizes the concept ‘ātman'

with the concept 'anātman' of the mainstream Buddhism.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several types of the

harmonization mainly depending on Ruegg’s previous study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interpretations between

Tathāgatagarbha thought and Yogācara school.

The first type of harmonization is to interpret the

concept of ātman as provisional (neyārtha) doctrine. In this

case, ātman is primarily regarded as a tool to convert

non-Buddhists or laymen to Tathāgatagarbha thought.

The second type of harmonization is to deny the

negative meaning of ātman, which non-Buddhist or laymen

adhere to, but to confirm the concept of ātman of

Tathāgatagarbha thought as ultimate and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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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ce.

The reason why the negative meaning of ātman is

denied is because it does not correspond to the one that is

admitted in Tathāgatagarbha thought. It means that the

object of the two ātman is different: one is negative

therefore it is denied, another is positive therefore it is

confirmed. The former is satkāyadṛṣṭi, and the latter is

tathāgata or Buddha-dhātu, or Tathāgatagarbha.

The third type of harmonization is identification of the

two terms ātman and anātman (A as well as B) and

negation of the two terms (neither A nor B). The former is

related with the inaccessibility to the ultimate reality. The

latter is to manifest the ultimate reality in an elevated level

by devaluating both ātmadṛṣṭi and anātmadṛṣṭi as prapañca.

Finally, I investigated the kārika and its commentary

and subcommentaries, which is quoted in the 寶性論 and 佛性

論 from MSA IX.23, but replaced by another passage in

extant RGV. The kārika quoted form MSA coincides with

the context of RGV, but its commentary and

subcommentaries by Asvabhāva and Sthiramati

re-interpreted the concept of ātman as svabhāva. The

concept of ātman as svabhāva is not found in the RGV.

This could be why the extant RGV replace the present

passage with another passage from Aṣṭa.

Keywords : Ātman, Anātman, Tathāgatagarbha,

Mahāparinirvāṇa-sūtra, Ratnagotravibhāga,

Mahāyānasūtrālaṃkā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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