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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諦의 三無性論에 나타난 삼성설 해석의 특색
__인도유식문헌과 관련하여 (I)__*

안성두**1)

Ⅰ 들어가는 말. Ⅱ 삼성설 연구와 관련해 三無性論 연구의
필요성. Ⅲ 三無性論에 나타난 진제의 삼성설의 전체적 특색.

Ⅳ 끝맺는 말.

요약문 [주요어: 진제, 삼무성론, 삼성설, 분별성, 의타성, 진실성, 난(미란) ]

진제 번역은 고래 사상사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그의 창

안으로 평가되는 아말라식 개념 외에 그의 독특한 삼성설 해석이 과연

진제의 해설인지 아니면 제자들의 재구성인지, 아니면 인도 찬술문헌에

서 유래한 것인지의 여부였다. 이를 위해 그의 역서 중에서 삼무성론
및 이와 관련된 전식론 등 소위 그의 해설문헌을 주로 다루었다. 본

고에서는 그의 삼성설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별성과 의

타성의 정의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양자의 非一非異의 문제를 중심

으로 그의 삼성 해석이 어떤 점에서 인도의 유식문헌의 해독으로 환원

될 수 있으며 또 해석상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를 논의했다.

I. 들어가는 말

남북조 시대 중국에서 활약한 인도의 번역승인 眞諦(Paramārth

a, CE. 499～569)의 번역과 해석은 인도 유식사상이 당시 중국에

서 수용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사상사적 역할은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진제의 유식문헌의 번역이 남북조 시대 불교사상의 형

* 본 논문은 포스코청암재단 아시아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으로 수행하였음.

**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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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에서 수행했던 사상사적 역할이다. 당시 중국불교계에서는 마

음의 본성에 관한 여러 대립된 학설들이 인도불교로부터 도입되

어 이것들의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

다. 넓은 의미에서 유식학의 영향 아래서 지론종이 형성되었는데,

그들이 마음의 궁극적인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이해를 통해 남

도파와 북도파로 분기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 다른

이해란 결국 알라야식(ālaya-vijñāna)이라는 유식학파의 고유한

識의 교설을 如來藏(tathāgatagarbha)이라는 전혀 유래가 다른 불

교적 관념과 종합하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진제의 
섭대승론 번역을 통해 시작된 섭론종은 알라야식 이론을 중심으
로 학설을 구성하면서도 청정무구한 아말라식(阿摩羅識, *amala-v

ijñāna)을 독립된 제9식으로 설정하고 이를 여래장과 동일시함에

의해 여래장과 유식사상의 융합을 시도했다.

다른 하나는 진제의 번역논서가 가진 성격의 이해이다. 중국에

서 유식학의 본격적 도입과 수용이 진제의 번역작업을 통해 비로

소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의 번역을

현존하는 문헌과 비교할 때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그의 번역은 인

도 원전의 직역이 아니라 해설문헌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번역 다음에 종종 나타나는 <釋>이 과연 진제의 것이

지, 또는 스승의 설명을 진제의 제자들이 기억에 의해 재구성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진제의 사상이 인도적

전거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당시 중국불교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또한 진제 사상의 원

천에 관한 문제는 다른 인도불전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아말라식과

같은 그가 창안한 새로운 개념 때문에 더욱 증폭되었다고 보인다.

이에 의거하여 그의 번역이 과연 인도원전의 정신을 충실히 반영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시 중국인의 이해에 맞추어 제시되고 편집

된 것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1) 아말라식에 대한 논의는

1) 宇井伯壽는 攝大乘論硏究(1966)에서 진제가 전하는 유식설은 세친의
古說을 충실히 전하고 있으며(高崎直道 1999: 460에서 인용), 특히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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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논문에서 다룰 것이기에 본고에서는 그의 사상이 과연 인도

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를 삼성설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인도 유식학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인 삼성 개념에 대한 진제의

해석을 통해 그가 새롭게 도입했던 여러 핵심적인 사상에 대한

해석학적 근거가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진제의 번역서 중에서 인도 유식문헌에서 제시된 삼성에 대한 다

양한 해석을 하나로 통합해 제시하고 있는 삼무성론을 주된 연
구대상으로 삼아 그의 삼성 이해와 해석이 과연 인도적 전거를

갖고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결론을 선취해서 말한다면 진제의 삼

성설의 해석은 주로 인도에서 찬술된 유식문헌에 의거하고 있으

며, 진제가 번역문헌에 첨부한 소위 그의 <釋>이 그에 대한 진제

의 해석의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 진제가 속했던 인도 유

식학의 다양한 흐름 중에서 어떤 학맥의 해석을 보여주는 것이라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I. 삼성설 연구와 관련해 三無性論 연구의 필요성

1. 삼성설 이해와 <長尾·上田논쟁>

三性 또는 三相은 인도 유식학에서 실재와 현상 간의 관계를 설

유식설이 유식설 증에서 性宗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를 호법에

의해 대변되는 相宗의 관점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宇井伯壽

1965: 367). 이에 대한 법상유식의 입장에서의 반론이 結成令聞(1935)에

의해 제출되었다. 高崎直道(1999: 460)는 이에 대해 현재의 진제연구

현황에서 볼 때 진제설은 그가 계승한 유파의 해석일 것이며, 이 유파는

여래장사상에 중점을 둔 유식설로서 이런 유파가 인도에 존재했다는 것은

秘義分別攝疏(P No.5553, vol. 113: 55-4)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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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이론으로서, parikalpita-svabhāva, paratantra-svabhāva,

parinișpanna-svabhāva이다.2) 이는 현장의 술어로는 遍計所執性,

依他起性, 圓成實性이며, 진제의 술어로는 分別性, 依他性, 眞實性에

해당된다. 長尾雅人(1978: 466-7)에 따르면 삼성이란 하나의 사태

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 이론으로서, 유식논서에서 인식

론적, 존재론적, 그리고 유가행적 측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설해지

고 있으며, 사상사적으로 중관학파의 이제설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삼성설의 기원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인 이론이 없지만,3)

삼성설 이전단계의 설명으로 간주되는 보살지 진실의품 에서

의 惡取空(durgṛhītā śūnyatā)과 善取空(sugṛhītā śūnyatā)의 설명

을 고려하면, 유식학파의 삼성설은 有와 非有의 중도라는 관점에

서 유부의 관점이 가진 실유론적 경향성과 중관파의 이제설이 가

진 공성의 허무주의적 해석의 위험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고안

된 것으로 보인다.

근래 삼성설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여

기서 그것들을 모두 개관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본고의 주

제인 진제의 삼성설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논의를 간단히 언

급하고자 한다. 진제의 번역이 인도유식학의 계보와 연결될 수 있

2) 삼상으로 표시할 때에는 parikalpitaṃ lakșaṇam, paratantraṃ lakșaṇam,
parinișpannaṃ lakșaṇam이다. 이하 서술에서는 원전에 의거할 경우
삼상에 해당되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 설명의

경우에는 삼성을 표준어로 사용할 것이며, 이를 진제의 술어로 표기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불교개념을 표기할 때에는 표준적 이해를

위해 현장역을 채용할 것이다.

3) 여기서 삼성설의 기원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삼성설의 초기형태에 대해 아직까지 주목되지 않은 분류형태가

보살지 보살공덕품 에 나온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이 구절은

전반적으로 가설(prajñapti)의 문제를 다루는 맥락에서 제시된 것으로

삼성설의 사유맥락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보살공덕품 (T 30: 547b27-8;

BoBh 198,16f.): trividhaṃ satyam/ lakṣaṇasatyaṃ vakya-satyaṃ

kriyā-satyaṃ ca/ “세 가지 진리는 상의 진리(lakṣaṇa-satya, 相諦)와

언어의 진리(vakya-satya, 語諦), 작용의 진리(kriyā-satya, 用諦)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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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의 문제에 대해 고금 법상종 전통에 서 있는 학자들에 의해

비판이 있었지만, 근래에 진제의 번역이 인도유식학의 본래 의도

를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宇井伯壽에 의해 제기된 이래 점차 진

제의 번역문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고 보인다. 그 중에서 내

용적으로 가장 중요한 논의는 소위 <長尾·上田논쟁>4)으로 알려

진 것이다. 長尾雅人은 삼성설을 중관파의 이제설의 비판으로 보

고 그 이론적 핵심을 소위 의타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전환의

논리’에서 찾으면서 의타성이 변계성과 원성실성의 기초로서 존재

한다는 것이 정통적인 삼성설이라고 간주했다. 이에 대해 上田義

文(1964ab; 1965)은 식전변에 대한 호법의 능변·소변으로서의 해

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세친(Vasubandhu)과 안혜(Sthiramati)는

이를 능연과 소연 개념으로 보았으며, 여기서 능연은 식으로서의

의타성이고 소연은 식의 대상으로서의 분별성을 가리킨다고 주장

했다. 또 호법의 견분과 상분 개념이 세친이나 안혜의 저작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이를 식, 즉 의타성으로 이해한 것은 세친이나

미륵논서의 원의가 아니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했다. 본고와 관련

하여 주목되는 것은 이런 세친이나 안혜의 관점이 기본적으로 진

제에게서도 발견된다는 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長尾雅人은 唯識義の基盤としての三性説 5)에서 上田

의 비판에 응수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다시 부연설명하고 있다. 그

요점은 능변소변이 능연소연을 포함한 포괄적인 해석이며, 이런

해석을 통해 오히려 유식학이 보여주려는 “전환의 의미”가 드러

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환이란 의타성의 존재성에 입각해서 그

것이 전체적으로 미혹의 세계로 전환하거나 전체적으로 깨달음의

세계로 전환하는 것을 가리킨다. 長尾(1968: 471; 474)는 분별성을

4) 2013년 7월 김재권 박사를 초청해서 <長尾·上田논쟁>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논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지만 그동안 그 구체적

내용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김재권 박사의 발제를 통해 깊이 공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이 자리를 통해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5) 鈴木学術財団研究年報 4, 1968, pp. 1-22. 본고에서는
中觀と唯識(長尾雅人 1978: 455-501)에 재수록된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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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식의 所緣)으로, 그리고 의타성을 식으로 보는 해석이 여러

유식문헌에서 발견되며 그 점에서 上田이 말하는 능연=의타성, 소

연=분별성의 구조는 古說에 충실한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동시에

견상이분을 식, 즉 의타성으로 간주한 호법의 해석도 대응하는 문

헌적 증거를 가질 뿐 아니라 세친 논서의 논리적 함축성을 새로

운 용어로 발전, 전개시켰다는 점에서 사상사의 新機軸을 연 것이

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논쟁 자체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인도유식

과 중국법상종의 이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유식원

전에 대한 많은 후속연구를 촉발시켰다. 본고에서는 양자의 논점

을 진제 해석과 관련하여 관련된 곳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요약적으로 스폰버그(A. Sponberg 1983)가 제시한

삼성설의 두 형태, 즉 의타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중추적 모델

pivotal model)>과 분별성의 소멸과 의타성의 소멸을 통한 진실성

의 증득이라는 <발전적 모델 progressive model>이라는 용어를

삼성설 해석의 큰 줄기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2. 삼무성론 연구의 필요성

진제는 주지하다시피 중국불교에서 3대 번역자의 하나이며, 많

은 유식학 관계 역서를 통해 인도불교의 유식사상을 체계적으로

중국에 전한 첫 번째 인물일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귀속되는 많

은 유식관계 문헌들이 한역으로 현존하고 있다.6) 그의 지대한 사

상사적 영향은 섭대승론(=섭론) 번역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중국불교에서 섭론종이 형성되었다는 데에서도 확인될

것이다. 사실상 섭론이 알라야식과 삼상의 개념 등을 체계적으
6) 진제의 생애와 그의 역서 및 역어의 특징에 대해서는 최근 船山徹(2012)의

상세한 연구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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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술함에 의해 유식학의 강요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문헌의 중요성은 역사적인 면에서나 교의적인 면에서 유식

학파의 교의체계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삼성

개념이 섭론의 핵심내용을 형성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섭론
의 해석이 유식학의 정설로서 중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에서는 진제역 섭론 대신에 생소한 삼무성론(T1616, 31: 86
7-878) 및 이와 관련된 문헌들을7)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여기

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삼무성론의 문헌적 특성이다. 이미 宇井伯壽(1965)

의 비교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삼무성론은 현장역 顯揚聖敎論
(=이하 현양론)의 成無性品 에 대응한다. 그런데 섭론과 달
리 삼무성론의 장점은 삼성 개념의 원래 의미와 관련하여 많은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삼성 개념의 형성에

서 유가사지론(=이하 유가론)을 위시한 초기유식 문헌에서의
풍부한 인용은 이 개념의 사상사적 유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구

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많은 설명들이 초기유식

문헌에서 유래했다면, 이들 초기유식 문헌이란 어떤 것들인가? 그

것들은 유가론 보살지 제4장 진실의품 과 이에 대한 섭결

택분 의 해석부분, 섭결택분 에 포함된 해심밀경, 중변분별론
, 법법성분별론 그리고 섭론 등을 가리킨다. 그 중에서 유
가론에서 제기되는 언어와 대상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분별
성의 해설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보살지

7) 여기서 삼무성론과 관련된 문헌이란 顯識論이나 轉識論과 같이
無相論에 근거한 텍스트나 또는 十八空論과 같이 삼무성론을
인용하는 텍스트를 말한다. 558년 번역된 중변분별론이 삼무성론에서
언급되기에 성립연대는 그 이후일 것이다. 宇井(1965: 127)은 無相論과
관련된 세 텍스트의 번역을 563년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최근 사용된

어휘의 조사를 통해 삼무성론의 번역을 섭론이 번역된 563년으로
추정하는 石井公成(2012: 98)의 연구와 일치한다. Paul(1986: 94)도

섭론(CE. 563)과 구사론(CE. 567)의 번역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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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품 과 그것에 대한 섭결택분 의 해설부분인 소위 <五

事章>이 삼성설의 선행사상으로서 지목되어왔는데,8) 삼무성론
은 바로 이들 진실의품 과 <오사장> 및 <오사장>에 후속하는

삼성에 대한 해설부분(= <삼성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삼무성론은 이들 초기유식 문헌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통
합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는데, 삼성설에 선행하는 이들 문헌의

내용이 어떻게 삼성설을 구성하는데 사용되었는가를 진제의 경우

를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당시 현양론 내지 삼무성론
이 편찬되었을 당시 편찬자들이 가졌던 삼성 개념의 이념사적

원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9)

두 번째는 중국불교사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삼무성론 등
에서 제시되고 있는 진제 자신의 <釋>이 과연 진제의 해석인지,

다른 말로 하면 인도불교에서 유래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제자들

이 스승의 강의를 기억을 통해 재구성한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

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최근 大竹晉(2012: 122ff.)는 원측이

인용하는 진제설이 인도찬술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었

다. 본고는 삼무성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설명들이 당대 아직 번
역되지 않았던 유가론을 위시한 초기유식 문헌에서 따온 것임
을 보여주고자 하며, 그럼으로써 진제의 해석이 인도적 전거를 갖

고 있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삼무성론이 이들 초기유식 문헌에 나타난 삼상/삼
성에 대한 여러 해설을 종합해서 제시하면서 섭론과는 상당히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제는 삼무성론에서 초
기유식 문헌에 대한 그의 의존성과 더불어 그의 독자적인 해석방

식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의 독자적인 해석이란 진

8)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이에 대한

최근의 정보는 보살지 진실의품 에 대한 高橋晃一(2005)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람. 그리고 섭결택분 의 <오사장>에 대해서는 Jowita

Kramer(2005)의 책 참조.

9)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II)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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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만이 궁극적으로 실재하는 것이고 의타기성과 분별성은 소멸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이는 스폰버그(Sponberg)가 구분한

삼성설의 유형 중에서 발전적 모델(progressive model)에 해당될

것이다. 진제의 해석을 통해 우리는 당시 인도불교에서 삼성설에

대한 다양한 해석10)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할 가치가 있는 진제사상의 포인트는 진실

성을 자성청정심과 여래장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티벳불교에서

논란이 되었던 他空(gzhan stong)11)설과 연결될 소지를 제공한다

는 점이다. 물론 삼성의 설명방식에서 언어와 분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진제의 관점은 타공설과 구

분이 될 것이며, 나아가 여래장 사상의 해석과도 일정한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진

제의 삼성설은 당시 인도불교의 시대정신이었던 여래장 사상과

유식사상의 결합이라는 과제가 어떤 전거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융합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고 보

인다.

10) 다양한 해석 중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의 하나가 삼성과 삼무성을

구분하는 설명방식이다. 삼무성론은 해심밀경의
無自性性(niḥsvabhāvatā)과 相(lakșaṇa)의 구별에 따라 삼성과 삼무성의
구별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비록 텍스트 자체에서 양자의 엄격한

구별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문제가 가진 함축성을 사상사적 관점에서

논구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11) 他空(gzhan stong)이란 용수(Nāgārjuna)가 주창했던 自性空 개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14세기 티벳불교의 조낭파(Jo nang pa)에서

제기된 공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자성공이란 색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일체 제법은 자체의 본성에 따라 공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타공은 궁극적인 것은 자체 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 즉 유위법의

공일 뿐이지, 자체는 무량한 공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이

여래장 사상과 연결될 소지가 크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타공설은 이를

소위 미륵의 5법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고 간주한다. 타공설에

대해서는 Stearns(2002)를 볼 것. 여래장 사상과 타공설의 관계에 대한

간략한 개관은 안성두(2005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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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三無性論에 나타난 진제의 삼성설의 전체적 특색

삼무성론(T1616, 31: 867-878)의 교설목적은 그 앞부분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듯이 법집의 제거이며, 이것은 三無性(*triniḥs

vabhāvatā)의 관법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무성이란

분별성과 의타성, 진실성의 삼성을 제거대상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각기 相無性(lakṣaṇa-niḥsvabhāvatā),

生無性(utpatti-niḥsvabhāvatā), 眞實無性(patamārtha-niḥsvabhāva

tā)12)이다. 삼성설이 언어와 대상 그리고 이를 관찰하는 분별 간

의 관계의 고찰이라고 한다면, 삼무성도 역시 그 관계를 제거대상

으로서 부정적으로 관찰하는 데에서 성립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찰은 대상이 우리의 인식을 떠나 독립해서 실재한다는 파악, 즉

법집을 제거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삼무성론의 장점
은 필자가 아는 한 바로 이러한 법집이 무엇인가를 다른 어떤 텍

스트보다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정의하는데 있다. “이런 명칭과

대상에 대한 분별이 바로 법아집으로서 바로 이것은 인아집처럼

대응하는 사태 없이(無物, *nirvastuka) 전도로 인해 증익하는 것

이다. 명칭과 대상에 대한 편벽된 집착이 바로 법아집이다.”13)

이와 같이 교설의 목적을 명백히 한 후에 삼무성론은 삼성과
그 부정으로서의 삼무성에 대한 정의로 논을 시작하고 있다. 유식

문헌 중에서 三性/三相과 관련하여 삼무성을 텍스트의 제목이나

장명으로 제시한 곳은 해심밀경을 제외하면 삼무성론이 유일

12) 세 가지 무자성은 현장의 번역어로는 相無自性性, 生無自性性,

勝義無自性性이다.

13) 삼무성론(T 31: 868c2-4): 如此名義分別是法僻執. 卽是顚倒增益無物故.
如人我僻執故. 知名義僻執. 是法顚倒(이하 각주에서 밑줄친 부분은

현양론과 공통된 부분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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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왜 이들 문헌에서 양자가 구분되었는가의 이유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14) 물론 삼무성론은 두 범
주가 의미상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제 삼무성
론의 <삼성의 정의(立名)> 부분에 나타난 삼성의 정의를 보자:

“일체법은 분별성과 의타성, 진실성의 세 자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분별성이란 명언에 의해 드러나는 제법의 자성으로 곧 대상으

로 현현하는 식의 부분(似塵識分)이다. 의타성이란 인연에 의존하여 법

의 자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곧 亂識分이 원인인 내적 감각능력(根)과

조건인 내적 감각대상(塵)에 의존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진실성이란

제법의 진여이다. 법이란 곧 분별성과 의타성의 양자이며, 진여란 곧

이들 두 자성의 비존재이다. 분별성은 자체적으로 특징(相)이 없기 때

문에 존재하지 않으며, 의타성은 생함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 두 [자성]의 비존재는 모두 무변이하기에 진여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진여를 진실성이라 부르는 것이다.”

一切諸法不出三性 一分別性 二依他性 三眞實性. 分別性者 謂名言所顯

諸法自性 卽似塵識分. 依他性者 謂依因依緣 顯法自性 卽亂識分 依因內根

緣內塵起故. 眞實性者 謂法如如 法者卽是分別依他兩性 如如者卽是兩性無

所有. 分別性以無體相故無所有 依他性以無生故無所有。此二無所有 皆無變

異 故言如如 故呼此如如爲眞實性. (삼무성론(T 31: 867b20-c2), 밑줄
은 현양론과 내용상 겹치는 부분임을 표시).

위의 인용문에서 밑줄친 부분은 현양론과 내용적으로 일치하
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삼무성론에만 있는 것으로서 진제에
의해 보충된 것이거나 또는 진제가 속한 학파의 해석일 것이다.

14) 삼무성론이 해심밀경에서의 性(svabhāva)과 相(lakșaṇa)의 구별에
따라 삼성과 삼무성을 구별한 것은, 비록 텍스트 자체에서 양자의

엄격한 구별이 상대화되고는 있지만, 사상사적 관점에서 논구할 가치가

충분할 것이다. 필자는 이런 삼성/삼상과 삼무성의 구분이 중국불교에서

화엄학에 의해 본격화된 性-相의 구별과 어떤 사상사적, 내용적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SNS에서 처음으로

구별되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영역을

넘어서기에 추후의 논문에서 다루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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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밑줄친 부분에 나타난 삼성의 정의는 다른 유식문헌의 그

것과 비슷하지만, 이에 대해 덧붙인 부분에서 진제의 삼성설 이해

의 특징이 드러나 있을 것이다.15) 이제 이하에서는 그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자.

분별성을 “名言所顯諸法自性”으로 정의하는 것은 제법의 자성이

실은 명언(abhilāpa)에 의해 구성된 것임을 설하는 점에서 다른

유식문헌에서의 분별성의 정의와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여기서

진제가 “대상으로 현현하는 식의 부분(似塵識分, *arthapratibhāso

vijñānabhāgaḥ)”이라고 덧붙인 설명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먼저

“識分(*vijñāna-bhāga)”이란 용어는 뒤의 의타기의 정의에서 진제

가 덧붙인 설명에서도 나타나는데, 성유식론에서 호법의 창안이
라고 하는 見相二分의 分(*bhāga/aṃśa)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서

진제는 “대상으로 현현하는(似塵)” 것이 식 내부의 사태임을 보여

주기 위해 ‘식의 부분(*vijñāna-bhāga)’이라고 명시했을 것이다.

여기서 식은 진제역이 '本識'으로 번역하듯이 알라야식을 가리킬

15) 岩田諦靜의 眞諦の唯識說の硏究(2004)에서 아말라식과 삼성설을
중심으로 진제의 역서에 대해 포괄적 연구서이다. 그는 II. 5장

<三無性論における 三性說>(p. 355)에서 삼무성론의 특징으로서
전식론에서 설하는 한 종류의 삼성설과는 달리 두 종류의 삼성설이
혼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식론에는 진실성을 아말라식이라고
설하는 삼성설만이 설해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 외에 의타성에 염정

이분을 설하는 삼성설이 병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의

설명에서는 의타성에 염정 이분을 설하는 삼성설이 무엇인지를 상론하지

않는다. 필자가 추정하기에 그의 설명은 아마 §5.3. <삼성의 오종

작용>에서 의타성이 “분별성과 진실성 양성의 근거가 된다”는 문장에

의거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의타성이 두 자성의

근거라는 설명은 섭론이 말하듯 의타성이 이들 두 자성을 위한 어떤
존재론적 근거이며 이 근거는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보다는 수행론적

맥락에서 의타성이 번뇌의 작용을 가진 것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다.

이는 분별성과 의타성의 다섯 가지 점들을 제거할 때 나타나는 진실성의

10종 대치점을 설명하면서 “[번뇌] 자체가 소멸하기에 분별성과

의타성의 두 자성의 근거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삼무성론의 삼성설은 그의 다른 역서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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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似塵’에서 似가 pratibhāsa(“顯現, 似現”)를 가리키

고, 塵은 artha를 가리킨다는 것은 (CBETA에서 ‘似塵’ 검색을 통

해) 진제역 중변분별론(MAV I.3)이나 섭대승론석 등 진제의
역서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식이 대상으로 顯現해서, 또는 대상과 유사하게 似現

해서 생겨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pratibhāsa는 선행연구16)에

의해 밝혀졌듯이 주로 미륵에게 귀속되는 문헌에서 사용된 개념

이다. 上田(1964b: 42-3)은 법법성분별론과 섭론석을 인용하

여 pratibhāsa(Tib. snang ba)는 “존재하지 않지만 나타나고, 지각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세친의 주석 “artha(Tib. don)가 없다는

것은 [artha가]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현현이라는 것은 대상

으로서 지각함이다.”도 이를 확인시켜 준다고 지적한다, 그는 “pra

tibhāsa가 '識'과 결합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MAV I.3을 언급하

면서 보여주면서, “'식이 현현한다'라고 하는 사상은 그 식의 경

이 식과 같다는 것과 함께, 동시에 더욱 더 그 식의 無임을 의미

하고 있는 것이다. 현현하는 식은 無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다. 이런 현현의 의미를 ‘似塵’에 적용한다면, 대상으로 지각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대상(塵 =분별성)과 식(의타

성)이 비존재라는 점에서 같다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다음, 의타성을 “인연에 의존하여 법의 자성을 드러내는 것”으

로 정의하는 것은 해심밀경(SNS VI.5)에 따른 것17)으로 역시

16) 上田義文(1964b), 橫山紘一(1971) 참조.

17) SNS VI. 5-6: yon tan 'byung gnas chos rnams kyi dbang gi mtshan

nyid gang zhe na/ chos rnams kyi rten cing 'brel par 'byung ba nyid

de// (“덕본이여, 제법의 의타기상이란 무엇인가? 제법이 연기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SNS VI.4에서 변계소집성의 정의: “변계소집상이란

무엇인가? 세간언설을 시설하기 위한 한에 있어서 제법의 자성이나

차별을 명칭 위에 건립한 것이다.” (de la chos rnams kyi kun brtags

pa'i mtshan nyid gang zhe na/ ji tsam du rjes su tha snyad gdags

pa'i phyir chos rnams kyi ngo bo nyid dang bye brag tu ming

dang brdar rnam par bzhag pa gang yin pa'o//). 위에서 고딕체로

표시한 부분의 번역은 어려우며, 이에 대한 학자들의 상이한 번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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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타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의 하나일 것이다. 반면 진제의 독자

적 이해는 의타성을 ‘亂識分(*bhrānti-vijñānabhāga)’으로 정의한

데 있을 것이다. 만일 似塵識分이 분별성으로서 호법의 ‘相分’에 대

응한다면, 식 내부의 ‘見分’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난식분일 것이

다. 진제는 난식이 “원인인 내적 감각능력(根)과 조건인 내적 감각

대상(塵)에 의존해서 일어나기 때문(依因內根緣內塵起故)”이라고

말한다. 그가 의타성으로서의 亂(bhrānti)18)이 바로 이런 식의 대

高橋(2005: 52, 각주 7) 참조. 여기서 이를 “자성이나 차별을 명칭

위에”로 번역한 것은 해심밀경의 비유와, 또 삼무성론에서의
분별성의 의미해석을 고려한 것이다.

18) 위의 정의에서 보면 似塵識分과 亂識分은 각기 분별성과 의타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의에 의거하여

岩田(2004: 335)은 진제 삼성설의 특징의 하나로서 난식이 오로지

의타성을 가리킨다고 지적하는지도 모르겠다. 그의 이해는 진제가

난식이란 용어를 즐겨 사용했다고 하면서 삼무성론에서 난식은
알라야식이 塵根我識의 4종이나 섭론의 11식으로 변현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宇井伯壽(1965: 308)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MAV I.3에 나타나듯이 似塵을 좁은 의미에서 대상(artha), 즉 색으로서

현현하는 식으로 이해하든, 아니면 넓은 의미에서 4종으로 현현하는

대상 모두로 이해하든 간에, 亂은 이것들을 대상으로 갖는 인식작용

자체를 가리킬 것이다. 인식작용이란 점에서 岩田은 이를 능연으로

파악하면서 오직 의타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만일 의타성이 오로지

난식이라면 이는 삼무성론에서 분별성과 의타성이 非一非異의 관계에
있다는 자신의 주장과 상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실제

삼무성론(872a4-5)은 <식여여>의 설명에서 “무변이란 이 난식이
그대로 분별[성]임을, [즉] 의타성은 외부대상으로서 현현하는

식(=분별성)에 의해 드러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無變異者 明此亂識

卽是分別 依他似塵識所顯)”이라고 말함으로써 무변이로서의 진실성은

양자의 구별이 본래 없음을 통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장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지만 필자의 방점이 맞는다면 이 해석이

개연적일 것이다). 여하튼 난식이 분별성과 의타성의 두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것은 長尾에 의해서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bhrānti

개념은 “일반적으로 제 논서에서 변계와 의타에 통용되었다”(長尾 1978:

480)는 지적이나 “미란은 의타기의 대명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또한 변계소집성에도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長尾 1982: 300)는 언급이

그것이다. 아마 “迷亂”으로도 번역되는 난이 분별성이기도 하다는 해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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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根과 境의 결합을 통해 생겨난 표상(識, vijñapti)을 가리킨다

고 보는 점에서 그는 전통적인 <근+경→식>이란 불교지각론의

맥락에 의거하고 있다. 그 점에서 이 설명은 난식분의 의타적 성

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차이는 난식의

성립을 모두 내적(adhyātmika)인 근과 塵에 의존하는 것으로 설

명하는 점이다. 여기서 內根이나 內塵으로 현현하는 것은 바로 식

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전식론(T 31: 62c11-12)이 말하듯
이 각각의 識(vijñapti?) 중에 분별하는 것과 분별되는 것이 구비

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진제가 의도하는 삼성의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자. 위에서 보았듯이 진제는 의타성을 난식으로 정의했다. 식인

한에 있어 근+경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분별성은 항시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 내부의 대상의 현현(似塵識分)으

로서 식의 대상, 즉 境을 가리킬 것이다. 하지만 대상은 그것에 대

응하는 언어나 개념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언설된 대로 존재하

지 않는다고 설해진다. 따라서 이 비존재하는 境을 인식대상으로

하는 식은 亂이라는 존재론적 성격을 가지며, 그 양상은 나타나는

대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境, 塵), 그렇다고 마야(māyā)처럼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진제는 인으로서의 [안]근과 연으로서의

[색 등의] 대상을 모두 내적인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인-연 자체

를 분별성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일반적 해석

과 차이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안혜는 진제와 비슷한 맥락에서

亂(bhrānti)은 색 등의 외적인 것과 안근 등의 내적인 것에 의해

포섭된다고 말하는데,19) 이는 색을 외적인 것으로 봄에 의해 전통

전거는 MSA XI.15cd “마야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그와 같이 두 가지

미란이 설해진다네(yathā māyākṛtaṃ tadvat dvayabhrāntir

nirūdhyate)”와 그에 대한 세친주 “그와 같이 허망분별 속에 두 가지

미란이 소취와 능취로서 현현된 것이며 분별성의 측면을 가진 것이다.

(tathā tasminn abhūtaparikalpe dvayabhrāntir grāhyagrāhakatvena

pratibhāsitā parikalpitasvabhāvākārā veditavyā)” 등일 것이다.



342 ∙ 印度哲學 제41집

적 아비달마의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 그의 언급은 외계대상의 존

재를 부정하는 유식의 입장에 철저하지 못한 진술로 보이지만, 인

연을 단순히 분별성의 영역이 아니라 의타성20)이라고 간주했다는

점에서 일반적 이해21)에 부합할 것이다. 안혜는 이런 vijñāna를

대상을 파악하는 작용의 주체라고 해서 能取(grāhaka)라고 부르기

도 하지만, 그것이 인식자(vijñātṛ)22)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식이 조건에 따라 대상을 파악하는 작

용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의식내용에 대한 집착이나 다른 의욕작

용의 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존재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 역시 찰나적인 성격을 가

진 한에서 독립된 존재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이런 vijñāna의 성

격이 bhrānti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삼무성론이 말하듯
이 “분별된 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

고, 한결같이 비존재하는 것도 아니기에 비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23) 사물의 존재방식을 나타낼 것이다. 亂의 이런 존재방식에

대해 중변분별론석은 “나타나는 것은 마야에 대한 집착처럼 존
재하는 것이지만, 소취와 능취의 측면으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

은 비존재한다. 따라서 亂이다.”24)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9) MAVT 132,7: bāhyādhyātmikā rūpādicakṣurādisaṃgṛhītā bhrāntiḥ/.

20) MAVT 132,15f. 및 134,15f. 참조.

21) 이와 관련해 大乘廣百論釋(T 30: 248b27-c6)에서의 호법의 해석 참조.
여기서 의타성의 실유를 주장하는 유식학파의 입장을 緣과 法의

비존재에 의거해서 비판하는 청변에 대해 호법은 이 게송은 사실상

의타성의 비존재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분별성(=변계소집성)의 비존재를

의도한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왜냐하면 이들 두 요소의 부정은 악취공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호법의 체계에서 緣이 의타성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Keenan 1997: 113f. 참조). 호법의 입장에서

진제의 삼성설에 대한 비판은 장규언(2010: 206 이하) 참조.

22) 인식자(vijñātṛ)로서의 식이 아니라는 언급은 MAVT 20,1-2를 볼 것.

23) 삼무성론(871a24-26): 此性如所分別 不如是有 故不可言有. 不一向是無
亦不可說無. 不如是有故非有. 不一向無故非無.

24) MAVT 113,12-14: yat khyāti māyopādānavat tad asti/ yathā khyāti

grāhyagrākāreṇa naitad evam/ māyāpuruṣādivat / ato bhrāntir 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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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제의 삼성설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진실

성의 정의이다. “제법의 진여”라는 정의는 해심밀경25)에서 사용
된 이래 다른 유식논서에 보이는 진실성에 대한 정의이지만, 여기

서 다시 제법을 분별성과 의타성이고 진실성이란 이들 두 자성의

비존재로서 진여라고 설명한 것은 양자 사이의 질적 차이를 날카

롭게 강조한 것으로, 이는 진실성에 대한 유식삼십송의 유명한
정의, 즉 “진실성이란 의타성이 분별성을 항시 여읜 것(Tr 21cd:

nișpannasya tasya pūrveṇa sadā rahitatā tu yā)”이라는 이해방

식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제에 있어 의타성에서

분별성인 대상을 제외하면 남아있는 것은 能緣/能取이지 진실성은

아니기 때문이다.26) 나아가 진제는 분별성이란 상의 비존재이기

때문에 비존재하며, 의타성도 생의 비존재이기 때문에 비존재한다

고 설명하면서, 진실성이란 바로 이들 양자의 비존재를 통해 무변

이한 진여를 증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설명은 해심밀경
에서와 같이 삼성을 삼무성과 관련시키고 있다고 보이지만, 그 차

이는 후자가 의타성의 청정함을 진실성이라고 보는데 비해 진제

는 의타성을 허망성으로 규정하면서 제거대상이라고 간주하는 반

25) SNS VI. 6: yon tan 'byung gnas chos rnams kyi yongs su grub pa'i

mtshan nyid gang zhe na/ chos rnams kyi de bzhin nyid gang yin pa

ste/ (“德本이여! 제법의 원성실상이란 무엇인가? 제법의 진여이다.”)

26) 의타성에서 분별성을 감산하더라도 능취가 남아있다는 진제의 삼성설

이해의 맥락을 고려할 때 전식론에서의 다음과 같은 반론자의 문제
제기의 의미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여기서 반론자는 “대상은

제거했지만 식은 존재한다면 이것을 유식의 의미라고 부를 수는 없는가?

이미 대상과 식이 모두 제거되었다면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알겠는가?”하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한 답은 “유식의 의미를

확립함에 있어 대상을 제거하고 심을 존속시키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대상을 제거함은 심을 비우려는 것으로 이것이 바른 해석이다.

그러므로 경식구민이 [유식]의 의미로 성립한다. 이 경식구민이 바로

진실한 자성이다. 진실한 자성이 바로 아말라식이다.” (T 31: 62c15-19:

問遣境在識 乃可稱唯識義 既境識俱遣 何識可成. 答立唯識乃一往遣境

留心卒終為論 遣境為欲空心 是其正意. 是故境識俱泯 是其義成. 此境識俱泯

即是實性 實性即是阿摩羅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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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진여를 무변이성과 관련시키면서 이것만이 진실성이라고 설하

는 점에 있다. 진제는 이를 삼무성론의 <識如如> 항에서 진여
를 무전도와 무변이성으로서 구분하면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무전도로서의 진여는 난식만이 있다고 보는 것이며, 무변이로서의

진여는 의타성은 대상으로 현현하는 식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 즉

대상이 없을 때 난식 자체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마지

막 단계는 분별성과 의타성의 비존재가 바로 무변이한 존재로서

의 아말라식으로서 난식 자체를 제거한 후에 얻어지는 것으로

“진정한 진여(眞如如)”27)라고 불린다. 이러한 구분은 중변분별론
이 진실성을 무전도성과 무변이성의 두 단계로 구별한 것28)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진제는 진여의 진정한 성격은 변화 개념을 통

해서가 아니라 진여 개념 자체가 함축하듯이 존재의 본연성29) 자

체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진제는 분별성을 식 내부의 대상적인 것으로서 그리

고 의타성을 난식으로 정의하면서, 양자는 유위이지만, 이와 대비

되는 진실성은 무위로서 이들 양자의 비존재를 가리킨다고 설명

하는데, 이런 구분은 법법성분별론에서의 법과 법성의 구별에

27) 이것은 삼무성론(871c27-872a15)의 <識如如>항의 설명에 나온다.
28) MAV III.11cd에서 무변이성과 무전도성의 완성에 의해 2종이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MAVBh (41,23-42,1)는 2종이란 무변이성의 완성에

의해 무위적인 진실성이, 그리고 무전도성의 완성에 의해 도제에

포함되는 유위적인 진실성이라고 구분한다. 그 중에서 “무위는 열반과

진여”(MAVT 126,21)에 해당된다. 따라서 삼무성론이 진실성을
아말라식이라 부르면서 오직 무변이성으로서의 진여만을 “眞如如”라고

명시한 것은 이런 무위적 측면만을 진여의 진정한 본성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아말라식으로 부르는 것도 이런 무위적 측면과

관련이 깊다고 보인다. Cp. MSg II.26에서 4종 청정법에 대한 설명과

비교. 4종 청정이란 自性淸淨, 離垢淸淨, 得此道淸淨, 生此境淸淨인데, 앞의

둘은 무변이(avikāra)로서의 진여에, 뒤의 둘은 무전도로서의 진여에

비교된다. 이에 대한 설명은 長尾(1982) p. 368, 각주 7 참조.

29) ‘존재의 본연성’이 무엇인지를 MAV I.16 등의 유식문헌에서는 허공과

금, 물의 비유를 갖고 설하지만, 진제는 이 비유를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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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할 것이다. 이런 설명이 의타성의 존재성을 강조하면서 의타

성에 중점을 둔 長尾雅人의 소위 “전환의 논리” 내지 <중추적 모

델>과 양립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분별성과 의타성의 제거를

통해 진실성을 증득한다는 <발전적 모델(progressive model)>에

더욱 부합될 것이다. 長尾(1978: 474)는 안혜와 호법의 해석을 고

찰하면서, “안혜가 전통적 설명에 충실한 반면 호법은 이를 사상

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차원을 전개했다”고 평가하면서 호법의

해석이 안혜의 연장선 위에서 발전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

지만, 그 차이는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上田이 전제하듯이 동아시아전통에서 진제의 사상을 안

혜의 학설과 관련시켜 설명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30) 적어도 삼
무성론에서의 삼성의 해석과 관련시켜 보면 진제와 안혜의 차이
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안혜와 진제의 차이를 밝히는

것도 진제 학설의 유래와 관련해서 흥미로울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문제를 조금 다루어 보자.

여기서 양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구절은 似塵(artha

pratibhāsa)의 이해에 있으며, 上田(1965b: 49ff.)도 인용하고 있듯

이 이 용어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전거는 MAV I.3과 그에 대한

주석 MAVBh 및 MAVT일 것이다. 이 게송은 허망분별(abhūtapa

rikalpa)로서의 식의 자성을 似塵 등으로 설한다는 점에서 위의 진

제의 정의와 내용상 관련이 깊으며, 또 이를 통해 다른 사상가와

진제의 해석상의 차이도 드러난다고 생각된다. 이 게송을 보자.

artha-sattvātma-vijñapti-pratibhāsam prajāyate/

vijñānaṃ nāsti cāsyārthas tad-abhāvāt tad apy asat // MAV I.3

(진제역: 塵根我及識 本識色似彼 但識有無彼 彼無故識無)

30) 이는 단적으로 원측의 해심밀경소(217b24-c15)에서 진제의 9식설을
비판하면서 진제학설을 안혜종과 관련시키는 데에서 드러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안성두(2011: 59ff.) 및 大竹(2012: 123ff.) 참조.



346 ∙ 印度哲學 제41집

(번역: “대상과 중생, 자아와 요별로 현현하는 식이 생겨난다. 그러

나 이것의(asya) 대상(artha)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상]이 비존재

하기에 그 [식]도 비존재한다.”)

이 게송의 전반부에서 식이 대상과 중생, 자아와 요별의 넷으로

현현해서 생겨난다고 말한다. MAVBh 18,23-26에 따르면 “대상(a

rtha)으로 현현이란 [식이] 색 등의 존재로서 대상으로 현현하는

것이며, 중생으로 현현이란 [식이] 5근으로서 자타의 상속 속에

[현현하는 것]이다.” “자아로서 현현이란 我癡와 결합하기 때문에

염오의이며, 요별로서 현현이란 6식이다.” 앞의 양자는 알라야식

을 가리키기 때문에 게송의 의미는 여덟 가지 식이 이러저러하게

현현해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게송의 후반부에서 asya는 MAVBh

18,26f.에 따르면 pratibhāsa를 받기 때문에31) 이들 4종으로 현현

하는 것에서 대상(artha)은 없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대상이 비

존재하기 때문에 식도 비존재한다(nāsti cāsyārthas)”는 pāda d의

설명은 마치 입무상방편상의 설명처럼 보이지만 이 게송의 주제

가 허망분별, 즉 식의 자성을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은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

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artha가 두 차례 사

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의 artha가 좁은 의미에서 물체 등의

존재(arthapratibhāsaṃ yad rūpādibhāvena pratibhāsate)를 가리

킨다면, 뒤의 artha는 artha, sattva, ātman, vijñapti의 넷 모두를

가리킬 것이다.32) 능취·소취가 廣狹의 의미에서 사용된다는 長尾

31) MAVT 18,15-6에서 asya는 artha, sattva, ātman, prajñapti의 네

행상(ākāra)을 가리킨다.

32) 두 번째 artha가 네 가지 사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세친과 안혜의

주석에서 인정되는 바이다. 여하튼 MAV I.3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artha란 같은 단어가 Pāda a와 같이 좁은 의미에서는 색 등으로

현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에, Pāda c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는 所取,

所緣과 같은 대상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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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483ff.)의 지적처럼 여기서도 동일한 단어 artha가 광협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삼무
성론과의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은 ‘似塵’에서의 塵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좁

은 의미의 arthapratibhāsaṃ vijñānam이 아니라 artha를 포함한

네 가지 모두일 것이다. 이 문제는 <長尾-上田논쟁>이 보여주듯

이 사상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上田(1964a)은 유식삼십송 제1송에서 식전변이 능변과 소변

이며, 이것은 의타성에 포함된다는 성유식론의 해석을 비판하면
서, 미륵과 세친, 안혜에게서 능변과 소변이라는 개념 대신에 능

연과 소연이 사용되었으며, 여기서 소연(인식대상)은 분별성, 능연

(=식)은 의타성으로 설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런 해석은 진제의 
전식론에서도 문자 그대로 설해지기 때문에,33) 上田은 진제의 사
상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간주했을 것이다. 하지만 長尾(1978: 25

0f.)는 그런 해석이 유식논서34)에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서도, 能識과 所識, 또는 識과 境이 대립적으로 간주되는 한, 그 자

체 의타기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런 도식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그는 “변계소집이 왜 분별되

어야 할 사물로 표현되는가의 이유는 삼성의 전환적 구조를 이해

하지 못한다면 알기 어려울 것”(長尾 1978: 251)이라고 강조하는

데, 여기서 그의 ‘전환의 논리’에 대해 상세히 논의할 여력은 없지

만, 이것이 의타성의 존재성이라는 관점에서의 <중추적 모델(pivo

tal model)>에 해당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삼무성론에서 似塵으로서의 분별성에 대한 정의가 이들

설명과 다르다는 점이다.

필자의 이해가 바르다면, MAV I.3와 MAVBh에서 색 등의 네

가지로 현현하는 것은 식이며, 반면 그 식의 대상은 대상(artha),

33) 전식론(62c11-12): 一一識中 皆具能所 能分別即是識 所分別即是境
能即依他性 所即分別性.

34) 長尾가 지적하는 개소는 TrBh 16,15+40,3 (ed. Levi); MSABh 11,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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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sattva), 자아, 요별이다. 즉, 의타성과 분별성은 각기 <x(art

ha etc.)-현현(pratibhāsa)=식=의타성>이며, <x=식의 대상=분별

성>인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식을 능연으로, 식의 대상을 소연

이라고 할 때, 소연은 대상, 중생, 자아, 요별이며, 능연은 이 넷으

로 현현하는 식을 가리킬 것이다. 안혜도 분별성이 artha를 가리

키며, 이 단어는 색 등의 넷을 가리킨다고 말함에 의해 분명히 이

런 해석을 따르고 있다.35) 따라서 우리는 MAV, MAVBh, MAV

T가 이 점에서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진제 자신도 
중변분별론의 해당게송을 원문과는 달리 但識有無彼로 번역한 후
에, 이에 대한 세친의 주석(T 31: 451b)을 “但識有란 단지 난식만

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無彼란 [artha 등의] 네 가지가 없다는 말

이다(但識有者 謂但有亂識 無彼者 謂無四物)”고 번역하고 있기 때

문에 여기서는 세친과 안혜와 일치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삼무성론에서의 분별성의 이해는
이와 다르다고 보인다. 삼무성론에서 진제가 분별성을 似塵識分
으로서 정의했을 때, 진제는 안혜와 같이 <대상=분별성=소연>이

아니라 <x-현현=분별성=소연>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런 진제

의 해석은 안혜는 물론 중변분별론과 다르다고 보이지만 그의
관점은 적어도 삼무성론과 전식론에서 매우 수미일관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왜 진제는 오해의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에서 ‘x’와 ‘x-현현’을 구별하지 않은 것은 것일까? 선뜻 떠

오르는 생각은 일상지각의 측면에서 이들 양자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환술사의 비유에서처럼 코끼리는 존

재하지 않고 코끼리의 현현은 본래는 없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양자는 인식론의 관점에서 구별되기 어렵기 때문

35) 안혜의 MAVT 22,22-23,2: artho hi parikalpitasvabhāva ity artho 'tra

rūpādayaś cakṣuādaya ātmā vijñaptayaś ca / sa ca kalpitena

svabhāvenābhūtaparikalpe nāstīti/ (“분별성이 대상(artha)이라는 것은

대상이 여기서 색 등과 안[근] 등, 자아, [6종] 요별들이며, 그것은

분별성으로서 허망분별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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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양자를 구분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삼무성론이 ‘x’와 ‘x-현현’을 구분하지 않는 이유를 우
리는 보다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삼무성
론의 근본적인 특징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x-현현’ 자체
가 분별성으로 간주될 때, 식의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亂(bhrā

nti)적 성격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현현’과 ‘亂’ 개념의 의미가 거의 겹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양자는 전식론이 말하듯이36) 식 내부에서 지각되는 것과 그것
을 지각하는 것이 동일한 존재론적 차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렇게 볼 때 진제의 두 가지 ‘식분’

은 알라야식 내부의 상분·견분과 비슷한 기능을 보여주는 것은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그 차이는 호법의 상견이분이 알라

야식 내부에 있는 의타성으로 간주되며, 또한 알라야식 자체가 근

거로서 기능하면서 이것의 소변과 능변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의

타성의 ‘존재성’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는 점에 있는 반면, 진제

에 있어서는 그것이 알라야식을 구성하는 부분으로서 所緣·能緣의

관계이며, 여기서 所緣은 능연의 인식대상으로서 분별성이며, 의

식에 의해 분별된 것인 한 비존재로 간주되는 것이다. 진제는 식

이 가진 두 측면, 또는 양자의 관계가 현현과 亂을 매개로 전개되

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점에서 식의 궁극적 존재성을 전제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적어도 MAVT에서의 안

혜의 해석과 통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x-현현’이 분별성이며, 난식이 의타성이라는 
삼무성론의 독특한 정의가 진제 유식설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분
별성과 의타성 사이의 不一不異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식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岩田諦靜(2004: 340ff.)이

강조하고 있듯이, 진제의 삼성설의 특징 중의 하나가 분별성과 의

타성을 마치 하나의 쌍과 같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 있

36) 각주 33을 볼 것.



350 ∙ 印度哲學 제41집

다면, MAV I.3에서의 “대상으로 현현하는 식”이라는 표현을 나누

어, 현현을 분별성으로, 식을 의타성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양자의

불가분리성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양자의 불가분리성은 전식론(61b19ff.)에서 진실성의 의미를

“전후의 두 자성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데에

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설명은 앞에서 말한 Tr 21cd에서의 진

실성에 대한 정의, 즉 “진실성이란 그 [의타성]이 앞의 [분별성]을

여의고 있는 상태”37)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그 설명 내용은 확연

히 다르다. Tr의 정의는 <의타성-분별성=진실성>이란 감산의 방

식으로 이해될 소지가 큰 반면에, 진제의 설명은 의타성과 분별성

이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

문이다. 진제는 이를 전식론에서 “식의 변화에서 능분별과 소분
별의 두 영역은 분리되지 않는다. 소분별이 없을 때 능분별도 없

다. 포착될 수 있는 대상이 없을 때 [본성상 대상을 가져야 하는]

식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유식의 의미가 성립

한다.”38)고 설명한다. 이는 “진실성에 다른 독립된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의 두 자성의 비존재가 바로 진실성이라는 것이다.

진실은 무상이고 무생이기 때문이다. 일체 유위법은 이 분별성과

의타성의 양자와 구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 두 자성이 이미

진실로서 무상이고 무생인 것이다.”39)라는 삼무성론의 모두에

서 반복해서 설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 삼무성론의
설명은 해심밀경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지만, 해심밀경에서
는 삼무자성은 모두 동일한 무자성으로 간주할 수 없지만, 여기서

는 모두 동일한 무성으로서 해석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37) Tr 21cd: niṣpannas tasya pūrveṇa sadā rahitatā tu yā// 이 차이는

岩田도 지적하고 있다.

38) 전식론(61b19-22): 如此識轉不離兩義 一能分別 二所分別. 所分別既無
能分別亦無, 無境可取 識不得生. 以是義故 唯識義得成.

39) 삼무성론(867c14-16): 是眞實性 眞實是無相無生故 一切有爲法
不出此分別依他兩性. 此二性旣眞實無相無生.



眞諦의 三無性論에 나타난 삼성설 해석의 특색 ∙ 351

이런 진제의 삼성설 해석을 의타성에 청정분과 염오분의 두 측면

이 있으며, 이 염오의 의타가 청정의 의타로 변화하는 것이라는

長尾의 <전환의 논리>의 방식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듯이 진제의 삼성 이해가 안혜와 크게

구별되는 점은 분별성과 의타성의 상호관계에 대한 강조와 이것

들과 진실성의 차이에 있다. 이것은 그가 한편으로 분별성과 의타

성을 속제로서 하나로 묶고 다른 한편에 승의제로서 진실성을 세

우고 있다는 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의 해석상의 특징의 하나

인 분별성과 의타성의 불일불이40)가 어디서 유래했는가는 단정지

울 수는 없지만, 이런 구분과 내용적으로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이

다음과 같은 세친의 법법성분별론(DhDhV)의 설명이 아닐까 한
다. “무(med pa)와 현현(snang ba) 중에서 어떤 하나라도 없다면

迷亂(bhānti)과 미란되지 않음, 잡염과 청정은 타당하지 않다.”41)

는 설에 대한 세친의 법법성분별론석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만일 단지 무로 될 뿐이지 현현하지 않는다면, 그 [현현]이 없기 때

문에 미란되지 않을 것이다. 무는 바로 무로서 미란된 것이 아니기 때

40) 岩田(2004: 340-3)는 안혜(Sthiramati)나 호법에게 不一不異는 의타성을

중심으로 해서 진실성과의 관계를 설하기 위한 것이지만, 진제의

불일불이는 분별성과 의타성 사이의 상이성과 융합을 설하는 것으로

안혜와 호법의 설과 다르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전식론(63a17-24)에서
명시적으로 설명되듯이 전적으로 타당한 지적이다. (나아가 63b4-10에서

진제는 분별성과 의타성의 불일불이의 관계를 무상과 유위법의 비유로

설하는데, 그렇다면 무상이 분별성으로 비유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삼무성론(873b2-11)과 같이
진제에게도 진실성과 의타성의 관계를 불일불이로 설명하는 개소가

보인다고 부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진제만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은 長尾(1978: 480)가 지적하듯이 안혜의 경우에도 “변계와 의타가

서로 교체하고 전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특색은 진제에게

두드러진다.

41) DhDhV 73,3-5: med pa dang snang ba dag las gang rung zhig med

na ni 'khrul pa dang/ ma 'khrul pa dang/ kun nas nyo mongs pa

dang rnam par byang ba mi 'tha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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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미란이 없다면 미란되지 않음도 없게 될 것이다. 미란되지 않

음은 그 [미란]을 선행요소로 갖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잡염도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란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이다.42)

여기서 “무(med pa)”와 “현현(snang ba)”의 양자는 미란을 구

성하는 요소이다. DhDhV에서 “무로 현현하기 때문에 미란은 잡

염의 원인이다.”라고 설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는 본래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분별성으로 간주되고 있고, 현현은 “그런 것으

로 존재하지 않는 것(atadbhāva)”으로서 분별성으로 간주되고 있

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구절은 진제가 그렇게 해석했듯이 미란(b

hrānti)이 분별성과 의타성의 두 요소의 불가분리적인 측면을 나

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을 것이다.

전식론은 삼무성론이 설하는 분별성과 의타성의 非一非異

의 관점을 이어받아 양자를 확정적으로 동일하다거나 다르다고

파악하는 경우 생겨나는 세 가지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i) 분별성이 의타성과 확정적으로 동일하다면, 분별성은 오법에 속

하지 않아 비존재하기에 의타성도 비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생

사와 열반, 선악을 [가리는] 율의법의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ii) 양

자가 다르다면 분별성은 의타성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 (iii) 분별성

이 의타성과 확정적으로 다른 경우, 분별성 자체는 확정적으로 존재한

다고 해야지 비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분별성의] 있음은

무와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차이를 논할

수 있겠는가?43)

42) DhDhVV 73,6-10: gal te med pa kho nar gyur te snang bar ma gyur

na ni de med pas 'khrul par mi 'gyur te/ med pa ni med pa nyid du

ma 'khrul pa'i phyir ro// 'khrul pa med na ni ma 'khrul pa yang med

par 'gyur te/ ma 'khrul pa ni de sngon du 'gro ba can yin pa'i phyir

ro// de na kun nas nyon mongs pa yang med par 'gyurba yin te/ de

ni 'khrul pa'i rgyu can yin pa'i phyir ro//.

43) 전식론(63a24-b4): 分別與依他定一者 分別性決定永無 不為五法藏所攝
依他性亦應永無. 若爾便無生死解脫善惡律戒法. 此為不可. 既不如此故

分別性與依他性不得定一. 若定異者. 則分別性便不能遣依他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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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진제는 분별성과 의타성을 융합적으로 이해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어느 하나의 자성과 관련되어 사용된 개념들을 자유

롭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 緣力은 연기나 연생법이 의타성에 배정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타성에 속한다고 생각되지만, 삼무성론은
이를 의타성이 아니라 분별성에 배당시키고 있다. 이는 연력을 분

별성에 귀속시킴으로써 이를 비존재로 여기면서 연력이 비존재하

기에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생기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다.44)

이는 相惑(*nimitta-bandhana)이나 麤重惑(*daușṭhulya-bandha
n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양자를 삼성과 관련하여 분류할 때

삼무성론(T 31: 870c6-16))은 분별성을 설명하는 곳에서는 상혹
을 분별성에, 추중혹을 의타성에 배정하지만 의타성을 설하는 다

른 개소(871a14-19)에서는 양자 모두 의타성에 속한다고 설명하

既由觀分別性是無所有 方見依他性 亦無所有故 不得定異.

又若分別性定異依他性者 分別性體應定是有 非謂永無. 有可異無 何所論異.

是故但說不一不異 不可定說一異也. 이에 대한 岩田(2004: 342)의 설명

참조.

44) 삼무성론(867c6-9): 此生由緣力成 不由自成. 緣力卽是分別性
分別性體旣無 以無緣力故 生不得立. 是故依他性. 以無生爲性.

전식론(63b18-22)에서 의타성의 비존재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의타성을 무생성이라 부르니 자체와 인과가 비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체는 대상으로서 현현하는 상이며, 대상은 바로 분별성이다. 분별이

이미 자체가 없기에 이 [의타성]도 역시 비존재하는 것이다. 원인도

없다는 것은 원래 분별성을 대상으로 함에 의해 식은 결과를

일으키지만, 대상이 이미 없다면 어떻게 결과를 일으키겠는가?

(依他性名無生性。體及因果無所有。體似塵相 塵即分別性 分別既無體

亦是無也。因亦無者 本由分別性為境 能發生識果 境界既無 云何生果)” 그

외에도 연력의 비존재성에 대한 설명은 삼무성론(871b126-c3) 참조.
여기서 7종 여여 중에서 生如如를 유위법에 전-후의 구별이 없다는

의미로 정의하면서 이를 인-과의 측면에서의 전-후의 비존재로

설명하는 것은 연력의 비존재 문제와 관련될 것이다. 이 설명에서

드러나듯이 연력의 비실재성이라는 진제가 관점은 승의제의 측면에서

유위법의 비존재성을 주장하는 중관파의 입장보다는 분별성과 의타성의

불일불이성에 의거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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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또 MSA XI.38에 대한 주석에서 nimitta와 그 언어의

습기(vāsanā), 세간언설에 익숙하지 못한 자들에게 습기로부터 대

상(artha)이 현현하는 것을 3종의 분별상45)이라고 설명하는데 비

해, 轉識論(T 31: 62c26-29)에서는 相習氣(*nimitta-vāsanā)는

의타성에, 추중습기(*dauṣṭhulya-vāsanā)는 분별성에 배정되기도

한다. 이는 아마도 두 자성이 존재론적 측면에서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는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46) 따라서 그에게 앞의 두 자성

의 동일성과 동시에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의타성과 진실성의

불일불이의 문제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반면 앞의 두 자성과 진실성 차이에는 커다란 인식론적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존재론적 차이도 존재한다고 간주되고 있다. 왜냐

하면 진실성은 양자의 부정을 통해 획득되는 것으로 轉依(āśrayap

arivṛtti)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이다. 진제는 앞의 두 자성이 세속제

라면 진실성은 승의제라고 구분함으로써 이를 분명히 한다. 이 때

문에 진제는 진실성인 진여와 의타성인 相(nimitta)의 同異 문제에

대해 존재론적 차원에서 양자의 非一非異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분

별성과 의타성 간에 있어서처럼 강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다고 보

인다.

45) MSA 64,15-17: tatra paikalpitalakṣaṇaṃ trividhaṃ

yathājalpārthasaṃjñāyā nimittaṃ tasya jalpasya vāsanā tasmāc ca

vāsanād yo 'rthaḥ khyāti avyavahārakuśalānāṃ vināpi

yathājalpārthasaṃjñayā/.

46) 전식론에서 용어는 혹 대신에 습기를 사용하지만 의미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진제 자신이 <釋>(63a10-17)에서

삼무성론과의 용어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는 설하는 의도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분별성과 의타성의

설명에서 분별성의 품류가 명언의 의지처가 되는지 또는 의타성의

품류가 명언의 의지처인지에 대해 텍스트마다 상이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삼무성론 <釋>(871a10-13)의 해설도 이 맥락에서 이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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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끝맺는 말

중국 남북조시대의 위대한 번역자인 진제는 아말라식 개념을

통해 인도 유식학과 다른 관점을 전개했다고 평가되며, 이 개념의

인도적 원형이 무엇인가에 관해 사상사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된 것은 그의 독특한 삼성설 해석이

과연 진제 자신의 해설인지 아니면 인도 찬술문헌에서 유래한 것

인지의 여부였다.

본고에서는 그의 삼성설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

별성과 의타성의 정의를 살펴보고, 양자의 非一非異의 문제를 중

심으로 그의 삼성 해석이 어떤 점에서 인도의 유식문헌의 해독에

의거하는가를 논의했다. 이를 위해 그의 여러 역서 중에서 삼무
성론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전식론과 십팔공론 등 소위

그의 해설문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섭론이나 
중변분별론과 같은 번역문헌보다 이들 해설문헌에 진제의 독자

적 관점이 보다 잘 드러나 있고 그 내용적 전거도 확인할 가능성

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진제의 독자적 관점

을 확인하는데 그쳤지만, 후속논문(II)에서는 그의 해석이 어떤 점

에서 인도 문헌에 의거하는가를 제시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를

요약하면서 결론을 가름하고자 한다.

(1) 진제의 특징적인 삼성설 해석은 삼무성론의 삼성의 정의
에서 그가 추가한 부분에 잘 드러나 있다. 그가 추가한 부분은 분

별성은 “대상으로 현현하는 식의 부분(似塵識分)”이며, 의타성은

“원인인 내적 감각능력(根)과 조건인 내적 감각대상(塵)에 의존해

서 일어나는 亂識分”으로, 그리고 진실성은 제법의 진여로서 “법

이란 곧 분별성과 의타성의 양자이며, 진여란 곧 이들 두 자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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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존재”라는 설명이다. 본고에서는 진제가 덧붙인 似塵識分과 亂

識 등의 의미를 해명하는데 치중했다.

(2) 여기서 두드러진 점은 분별성을 대상, 의타성을 대상을 파

악하는 의식작용, 그리고 진실성을 양자의 비존재로 해석하는 점

이다. 의식과 그 대상은 서로 구별될 수 없을 정도로 연관되어 있

기 때문에 그 관계는 非一非異이며, 그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에

의해 유식의 도리가 성립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비일비이의 도

리에 의거해서 진제의 삼성설의 주요교설이 설명될 수 있다고 제

안했다. 반면 진실성은 제법의 진여로서, 여기서 제법은 분별성과

의타성이고 이들 두 자성의 비존재가 바로 진여이며, 그것이 바로

진실성과 동일시되고 있다.

(3) 진제의 설명에서 앞의 두 자성과 진실성 간의 질적 차이가

날카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진실성에 대한 유식삼십송의
정의, 즉 “진실성이란 의타성이 분별성을 항시 여읜 것(Tr 21cd:

nișpannasya tasya pūrveṇa sadā rahitatā tu yā)”이라는 이해방

식과 명확히 구분된다. 이 점에서 진제의 이해는 호법은 말할 것

도 없이 안혜의 해석과도 차이가 난다. 진제의 관점은 의타성에

중점을 둔 소위 ‘중추적 모델’과 양립할 수 없고 오히려 앞의 두

자성의 제거를 통해 진실성을 증득하는 ‘발전적 모델’의 방식에

부합되는 것이다.

(4) 여기서 진제는 이론적 인식의 관점에서 삼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수행론적 관점에서 증득의 과정을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수행론에 중점을 둔 삼무성론의 설명에 따르면 논서의 목적은
법무아를 설하는 것이며, 그것은 삼무자성의 관법에 따라 증득된

다. 즉 분별성이란 상의 비존재이기 때문에 비존재하며, 의타성도

생의 비존재이기 때문에 비존재하며, 진실성이란 바로 이들 양자

의 비존재를 통해 무변이한 진여를 증득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무변이성으로서의 진여의 의미에 대

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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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of Paramārtha's Trisvabhāva 
Theory: in San wu hsing lun

AHN, Sungdoo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amārtha(眞諦, CE. 499～569), one of the great Indian

Translator in the 6th Century China, has played a sig-

nificant role in establishing the Early Yogācāra philosophy

in China. Through his translation of various Indian

Yogācāra works into Chinese the so-called

Mahāyānasaṃgraha School(攝論宗) was founded based on

his translation on the Mahāyānasaṃgraha and its

commentaries. But, as to his translation on Indian Yogācāra

works, it has been raised the questions whether it repre-

sents his own ideas or his pupils. And, in former case, it

has been criticized that his unique concept like

*Amalavijñāna(阿摩羅識), which is found in some of his

translations only, can not be regarded as representing real

Indian ideas. In this regard, it was also mentioned that his

theory of "Three-Natures"(trisvabhāva)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Dharmalakṣaṇa school, traditionally taken

to be the orthodox interpretation.

This paper deals with some aspects of his

Three-Natures-theory particularly found üin the works like

San wu hsing lun(三無性論, T 1617), Chuan shih lun(轉識論, T

1587) and Shih-pa k’ung lun(十八空論, T 1616) etc. These

works were, as Hakuju Ui showed. another translation of, or

commentary on the Indian originals: San wu hsing lun is a

parallel version of Hsüan-tsang's Transl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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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ḥsvabhāvasiddhi-Chapter(成無性品) of Hsien-yang(顯揚聖

敎論), Shih-pa k’ung lun is a parallel translation of some

parts of Madhyāntavibhāga, and Chuan shih lun a com-

mentary on Vasubandhu’s Triṃśikā. Because of their paral-

lels with the extant versions on the one hand and abundant

explanation of Paramārtha himself on the other hand, we

can understand Paramārtha's own view on the

Three-Nature more concretely than other texts, which have

more "translative" character of Indian Originals.

The present paper focuses particularly on the first part

of San wu hsig lun, namely on the definition(立名) of the

"Three-Natures", which shows Paramārtha's viewpoint very

clearly. His interpretation of the "Three-Natures" in this

part can be summarized like follows:

(i) Paramārtha's Theory of Three-Naures is well at-

tested in the additional sentences, which was added to by

Paramārtha himself or his Indian precursors. There, the

parikalpita-svabhāva is explained as "the part of the

vijñāna, which appears as an object(似塵識分", and the para-

tantra-svabhāva as "the part of the vijñāna which [appears]

as bhrānti(亂識分).” The pariniṣpanna-svabhāva is explained

to be "Thusness(tathatā) which is free from two former

svabhāvas." In this paper an attempts is made to show the

meaning of these concepts.

(ii) In Paramārtha's interpretation, it is to be noted that

the parikalpita-svabhāva refers to the cognized object, the

paratantra-svabhāva to the cognizing aspect, and the par-

iniṣpanna-svabhāva to the non-existence of two former

svabhāvas. These two svabhāvas, namely the cognized and

cognizing aspects are so closely related that one can only

describe their relation as "neither-same-nor-different",

through which the theory of “Representation Only(vijñap-

timātra)” can be verified. I suggest in this regard some fur-

ther points why the changeability of these two N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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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es the characteristics of Paramārtha's trisvabhāva

theory. The pariniṣpanna-svabhāva is characterized by the

absence of these two Natures, but its existence is not to be

negated on the ground that though two Natures do not ex-

ist, the non-existence of two Natures must be accepted to

be exist.

(iii) In these explanation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former two Natures and the last one is contrasted sharply,

what is difficult to regard it as stating the similar meaning

in the famous definition in Triṃśikā 21cd(nișpannasya tasya
pūrveṇa sadā rahitatā tu yā), which reads: "The Pefect one

means the absence of the former(=paratantra-svabhāva) in

[form of] the latter(=parikalpita-svabhāva)" If we use the

terminology of Sponberg(1983), Paramārtha's way of ex-

plaining the Three-Natures can be easily equated with the

"progressive model" than with the "pivotal model", which

centers on the paratantra-svabhāva. In this regard,

Paramārtha differs not only from Dharmapāla but from

Sthiramati.

(iv) In San wu hsing lun, Paramārtha seems to be

based himself on the point of practise, not on the point of

theory. In order to realize the Thusness, one has to elimi-

nate not only unexistent factors but also unreal factors.

Keywords: Paramārtha, naturelessness(niḥsvabhāva), three

Natures(trisvabhāva), parikalpita-svabhāva,

paratantra-, pariniṣpanna-, pivotal and

progressive model, representation-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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