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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성론에 나타난 진제의 삼성설 해석의 특징 (II)
__유식문헌의 인용과 그 해석상의 차이를 중심으로__

안성두

I 들어가는 말. Ⅱ 분별성에 대한 삼무성론의 설명. Ⅲ 의타성에
대한 설명. Ⅳ 진실성에 대한 설명. Ⅴ 끝내는 말

요약문 [주요어: 진제의 해설문헌, 삼무성론, 분별성, 의타성, 진실성, 진여,

분별]

진제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진제의 해설문헌이라 불리는

일군의 텍스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진제 또는

진제가 속한 유파의 해석이 다른 고전적인 번역문헌에 비해 보다 자유

롭게 논의되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삼무성론을
중심으로 삼성에 대한 진제의 해석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그리고 진제의 해석이 구체적으로 유가론의 여러 개소와 중변분별론
 등의 초기 유식논서에 의거해서 수행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진제의 해석이 얼마나 많은 점에서 이들 초기 유식문헌의 해석과 달라

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진제의 해석을 통해 우리는 인

도 유식사상 내에서 삼성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고 있었다는

문헌적 정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I. 들어가는 말

본고는 진제의 삼성설에 관한 필자의 선행연구의 속편이다. 선

행연구에서는 삼무성론에 나타난 진제의 삼성설의 전체적 특징
과 그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앞부분에서

제시된 삼성 각각에 대한 진제의 정의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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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세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진제의 정의에 따르면 분별성이란 “대상으로 현현하는 식

의 부분(似塵識分)”이며, 의타성은 “원인인 내적 감각능력(根)과

조건인 내적 감각대상(塵)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亂識分”으로, 그리

고 진실성은 제법의 진여로서 “법이란 곧 분별성과 의타성의 양

자이며, 진여란 곧 이들 두 자성의 비존재”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진제가 덧붙인 似塵識分과 亂識分 등의 의미를 해명하는데 치중했

다. 둘째, 진제의 설명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삼성의 구조에 대한

그의 이해에 있다. 그는 분별성을 대상, 의타성을 대상을 파악하

는 의식작용, 그리고 진실성을 양자의 비존재로 해석하면서, 의식

과 그 대상은 서로 구별될 수 없을 정도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의타성과 분별성의 관계는 非一非異라고 강조한다. 반면 진실성은

이런 의식과 대상 양자를 여읜 상태로서, 이들 두 자성의 비존재

가 바로 진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진실성의 초월적 성격은

유식의 도리로 설명된다고 한다. 셋째, 이와 같이 분별성과 의타

성의 두 자성과 진실성 간의 질적 차이가 날카롭게 부각되고 있

기 때문에 진실성의 획득은 분별성과 의타성의 제거를 통해 이루

어진다고 강조되고 있다. 이런 설명은 진실성에 대한 유식삼십송
의 정의, 즉 “진실[성]이란 이것(=의타성)이 전자(=분별성)를 항

시 여읜 것(Tr 21cd: nișpannas tasya pūrveṇa sadā rahitatā tu y
ā)”이라는 이해방식과 명확히 구분될 것이다.1)

이제 본고는 위의 기본적 골격 위에서 진제가 삼무성론에서
삼성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이전 연구에서 필자는 진제의 삼성설 연구를 위해 왜

삼무성론을 위시한 소위 해설문헌들이 중요한가를 밝혔는데, 삼
성에 대한 진제의 구체적 해석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연구할

1) 이 Tr의 정의가 의타성에 중점을 둔 소위 "중추적 모델(pivotal model)“과

부합된다고 한다면 진제의 관점은 앞의 두 자성의 제거를 통해 진실성을

증득한다는 점에서 ”발전적 모델(progressive model)“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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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있겠지만,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이를 통해 진제 자신

의 해석 또는 진제가 속한 유파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高崎直道(1999: 460)가 지적하듯이 진제의 고유한

해설이 진제가 속한 유파의 해석으로 소급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의 번역문헌보다 이런 종류의 해석문헌을 통해 이를 확인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삼무성론은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 문헌의 설명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진제가 얼마만큼

다른 유식논서의 설명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의 해석이 얼

마나 전형적인 설명과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

이다.

Ⅱ. 분별성에 대한 삼무성론의 설명

선행연구에서 논의했듯이 진제의 삼성설의 특징은 정의 부분에

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분별성에 대한 정의를 중복되긴 하지

만 다시 제시해 보자. “분별성이란 언설에 의해 나타나는 제법의

자성이며, 즉 대상으로서 현현하는 식의 부분(分別性者 謂名言所顯

諸法自性 卽似塵識分: 867b24-5, 밑줄친 부분은 현양성교론과 내
용상 겹치는 부분)”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진제는 특히 성유식론
에서 설하는 식 내부의 見相二分을 연상시키는 識分(*vijñānabhā
ga)이라는 용어를 통해 삼성설을 유식설과 직접 관련시키고 있다.

그리고 ‘似塵’, 즉 대상으로서 현현하는 식의 부분이라는 규정을

통해 분별성은 식 내부의 대상으로 간주되며, 이는 삼무성론과
다른 논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진제의 분별성

에 대한 설명을 보자.

다른 진제역서와 비교해서 삼무성론의 삼성에 대한 설명에서
특징적인 것의 하나는 삼성을 五事(pañcavastu)2) 개념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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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세하게 해석하고 있는 점이다. 진제는 오사를 五藏3)이란 용

어로 표현하는데, 이들 다섯 범주는 진제의 역어에 따르면 相(nim

itta), 名(nāman), 分別(vikalpa), 如如(tathatā), 無分別智(nirvikalpaj

ñāna)4)이다. 삼성을 오사와 관련시키는 것은 유가론, 현양성교
론 등에서 보이기에 진제의 독자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그는 다
른 개소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이들 문헌에는 나오지 않는 자신의

해석을 부연하고 있다.

삼무성론은 오사 개념과 관련시켜 설명함에 의해 삼성, 특히
분별성의 존재론적 위치를 다른 어떤 유식문헌보다 명확히 보여

준다. 이 개념을 도입하는 이유는 분별성에는 자체적인 특징(自

相)이 없다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오사 개념은 존

재자의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어

떤 법이 오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여기에 분별성이 해당된다는

것이다.5) 해심밀경의 정의에서처럼 분별성을 “세간언설을 시설
2) 五事(pañcavastu)는 유식논서에서 법상의 구분을 위해 사용된 중요한

범주이다. 특히 유가론 섭결택분 (T30: 695c26ff.)에서 상세히
다루어지며, 불성론(T31: 794b23ff.)에서도 설해진다. 특히
성유식론(T31: 46c29ff.)에서는 삼성과 오사의 관계에 대한 여러 논서의
해석상의 차이를 4종으로 나누어 설하고 있다.

3) 五藏은 섭대승론석이나 불성론과 같은 다른 진제역 논서에서 사용된
역어로서, 五法(pañcadharma)이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전식론에서
五法藏(T31: 63a26)으로도 표현된다.

4) 섭결택분 (T30: 696a1; VinSg(D) 287b)에서는 無分別智 대신에

正智(saṃyagjñāna)로서 언급되며, 이는 출세간정지와 세간출세간정지의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하지만 삼무성론에서는 세간출세간정지를
빼고 무분별지, 즉 출세간 정지만을 다섯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아마

무분별지가 정지 대신에 언급된 것은 법법성분별론에서 무분별지의
핵심적 역할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된다 여하튼 삼무성론은
뒤의 설명에서 오사 중의 앞의 셋은 속제에 배정하는 반면 여여와

무분별지를 승의제(진제역: 眞如)에 배정하고 있다. 그리고 속제와

승의제의 구분은 무분별[지]의 대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問曰

旣說爲有 爲是俗有 爲是眞有。答曰 皆是俗有 何以故 非無分別境界故).

5) 삼무성론(868a7-9): 一切諸法不出此五. 若分別性體是有法 則應爲此五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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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한에 있어서 제법의 자성이나 차별을 명칭 위에 건립

한 것”6)으로 정의하거나 또는 竹村牧男처럼 言語(名言所計)로 설

명할 경우 분별성과 언설/분별 작용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분

별성의 영역이 모호해지지만, 오사와 관련시켜 설명할 때 분별성

이 지시하는 영역이 보다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이에 대해 삼무성론은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반론자를 등
장시켜 “만일 분별성의 자체적 특징이 비존재한다면 어떻게 [그것

을] 분별하는가? (外曰 此法若無體相 云何分別: 868a10)”하는 질문

以不攝故 故知體無也. 분별성이 오사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전식론에도 보이기 때문에 진제 자신의 기본 입장일 것이며, 이는
분별성이 5사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섭결택분 (T30: 704c23f.)의

관점을 계승한 것이다. 하지만 중변분별론송(MAV III.13)과 그
주석에서는 nimitta와 vikalpa는 의타성에 포섭되지만 nāman은 분별성에

포섭된다고 달리 설명하고 있어 분별성이 오사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에

비존재한다는 설명과 모순된다. 이에 대해 MAVT에서는 이 모순을

다음과 같이 해소하고 있다: “명칭이 분별성에 포섭된다고 하는 것은

명칭의 대상이 비존재하기 때문에 명칭이 분별성에 속한다는 것처럼 그와

같이 명칭이 분별성에 의해 포섭된다는 것은 사용(adhikāra, 논점?)*의

측면에서이지 자성(svabhāva)의 측면에서는 아니다. 무자성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분별성은 nimitta 등의 오사에 의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한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 거기서 자성의 포섭이 강하게 언급되었기

때문이다.”고 회통하고 있다. (MAVT 132,16-21: nāmnaḥ parikalpiteneti/

yathā nāmārthābhāvān nāmnaḥ parikalpitena saṃgrahaḥ/ evam

adhikārasaṃgrahaḥ parikalpitena nāmno na svabhāvasaṃgraha iti/ yad

uktaṃ niḥsvabhāvasiddhatvāt parikalpitaḥ svabhāvo

nimittādipañcavastubhir na saṃgṛhīta iti tan na virudhyate/ tatra

svabhāvasaṃgrahasya vivakṣitatvāt/). (*adhikāra를 ‘사용’으로 번역한

것은 CPD에서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인 “office, employment,

function"에 따른 것이다. 김재권[2007: 261]은 이를 ‘주제’로 번역하고

있다.)

6) SNS V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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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m bye brag tu ming dang brtar rnam par bzhag pa gang yin

pa’o//. 이 문장에 대한 여러 번역과 필자의 번역에 대해서는 안성두(2014,

각주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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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기한다. 이 질문은 상무성으로서의 분별성의 규정에 대한 문

제제기라고 보인다. 즉 아비달마에 따르면 모든 법은 자신만의 고

유한 자체적 특징(=自相, *svalakṣaṇa)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만

일 분별성에 어떠한 자상도 없다면 그것은 인식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이다. 여기서 자상은 지시론적 의미론에 따라 명

칭에 의해 포착되고 지시될 수 있는 지시대상(義, referential obje

ct)의 존재를 전제해야만 하며, 따라서 명칭에 대응하는 분별의

영역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은 당연히 이런 지시론적 의미관계를 부정하는 것으

로서, “[분별성에는] 다만 언명만 있고 [언명에 대응하는] 대상은

비존재한다.(但有名無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별성의 대상을 마치 현존하는 것

처럼 파악하는 이유는 언명을 대상의 자성이라고 분별하고 집착

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이다.7) 다시 말해 일상세계에서 지시론적

의미론에 따라 명칭에 대응하는 대상이 존재한다고 간주하지만

이는 단지 집착에 따른 명칭과 대상의 동일시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 그렇지만 이 설명에서 아직 분별성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

치 않으며, 왜 삼무성론이 분별성이 오사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
는다고 하면서 오사의 하나인 名을 갖고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인

지 불분명하다.

분별성의 범위영역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삼무성론은 명칭
과 대상의 관계를 우연적인 것(客, āgantuka)으로 규정한다. 여기

서 우연적인 것이란 비록 명칭과 대상 양자는 오사의 범주의 하

나로서 존재자로 간주될 수 있지만, 양자를 우리의 사고에 의해

결합시키는 것, 즉 지시론적 의미론에 따라 대상과 명칭이 대응관

7) 삼무성론(868a10-13): 答曰 但有名無義. 何以故 如世間於義中立名.
凡夫執名分別義性 謂名卽義性 此爲顚倒. 是故但有分別 無有實體。“그

이유는? 세간에서 대상에 대해 명칭을 세우는 것처럼 범부는 명칭에

집착해서 [그것을] 대상의 자성(義性)으로 분별하면서 명칭이 바로 대상의

자성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전도된 것이다. 따라서 단지 분별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실체는 없는 것이다.”



삼무성론에 나타난 진제의 삼성설 해석의 특징 (II) ∙ 267

계에 있으며 이를 확정된 것으로 분별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본다면 분별성이란 단지 의식에 의해 임의적으로 구성된, 명칭과

대상 또는 대상과 분별작용 간의 허구적인 결합 상태를 가리킬

것이다.

명칭과 대상의 결합이 우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삼무
성론은 <분별성의 성립 의미(分別性成立義)>라는 주제 하에서

모두 6개의 논증을 제시하고 있다.8) 이들 여섯 논증 중에서 앞의

셋은 보살지 와 섭대승론(MSg II.24) 등의 유식문헌에서도 조
금 다른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반면, 뒤의 셋은 체계적으로 정

리된 형태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학자들의 상

세한 연구9)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들 논증

을 통해 우리는 진제가 어떻게 초기유식학파의 언어와 실재와의

관계를 해석했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삼무성론(868c12-869b6)의 개소에서 분별성의 품류
는 먼저 (a)自性分別, (b)差別分別, (c)覺知分別, (d)隨眠分別, (e)加

行分別, (f)名分別의 6종으로 나누어지고 다음으로 자성분별이 다

시 5종으로 세분되어 상세히 설명되는데, 이들 분류 자체는 유식

문헌10) 속에서 그 전거를 찾을 수 있지만 진제는 이를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6종 분별은 모두 섭결택분 의 소위 <삼성

장>11)에 의거하지만, 이를 취사선택하여 제시한다. 위의 (a)와

8) 여섯 논증은 (i) 세상에서 확립된 명칭에 앞서 대상의 인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ii) 하나의 대상에 여러 명칭이 있기 때문에, (iii) 명칭의

불확정성 때문에, (iv) 명칭은 비존재하는 대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v)

명칭이 대상을 비춘다는 주장의 반박, (vi) 편벽된 습관에서 나온 분별에

의해 집착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들 여섯 가지 중에서 원래의 논증은 앞의

세 가지였다고 보이지만, 현양론과 삼무성론은 <復次>라는 접속사를
통해 세 개의 논증을 추가하고 있다.

9) 특히 앞의 세 논증에 대해서는 高橋晃一(2003; 2005, pp. 24-28 + 41-44)의

연구정리 참조.

10) 宇井(1965: 314f.)은 6종 분류가 유가론 권73의 5종 분별과
섭대승론석 권5의 5종 분별과 일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1) 섭결택분 에서 보살지 진실의품 에 대한 결택은 오사를 다룬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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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삼성장>(T30: 703b13ff.)에서 수행된 변계소집자성에 대한

다양한 법상설명 중에서 첫 번째 5종의 분류에서 첫 번째인 遍計

義自性에 대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변계인 遍計自相과 遍計差別相에

해당된다. (c)와 (d)는 <삼성장>(T30: 705c25ff.)에서 변계소집자

성에 대한 집착상과 집착을 여읜 상을 명칭의 의미를 각성한 자

와 그것의 수면을 가진 자와 관련시켜 나누는 설명과 관련될 것

이다. 그리고 (e)와 (f)는 <삼성장>(T30: 704a7ff.)에서 변계소집

자성에 대한 집착을 加行執과 施設執으로 나누는 것과 정확히 일

치한다. 그리고 (a-d)까지의 4종은 섭대승론(MSg II.19)에서의
변계에 대한 첫 번째 분류와 일치하기 때문에 진제의 분류는 일

차적으로 MSg II.19에 의거하면서 여기에 <삼성장>의 분류를 의

미에 따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진제는 <삼성장>과 MSg

II.19에서 행해진 추가적인 5종의 이차 분류를 이를 자성분별에

대한 5종으로서 규정하면서 따르고 있다. 여기서 진제가 섭결택

분 에 의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왜 분별성을 다루면서 분별의 종류를 다루

는가 하는 점이다. 삼무성론(868a4-5)이 “분별이란 삼세에 속하
는 심과 심소법(分別者 謂三界心及心法)”이라고 정의한다면 이는

분별을 의식작용으로, 즉 의타성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따라서 ‘대

상으로서 현현하는 것(似塵)’이라는 분별성의 정의와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모순은 여기서 다루는 분별이 단지

의식작용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대상 간의 관계

를 다룬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섭결택분 의 <삼성장>에서 변계소집성은 명칭과 대상의 상호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설명과 닿아있는데,12) 그 의미는 분별성이

<오사장>과 <삼성장>에 해당된다. 여기서 <삼성장>이란 <오사장>에

뒤따르는 삼성에 대한 법상설명을 가리킨다. 한역으로는 권73-74,

703a23-706c14에 해당되며 세 개의 Udāna에 의해 주제가 제시되어

있다.

12) VinSg(D) zi 18b4: kun brtags pa'i ngo bo nyid gang la brten nas rab

tu shes she na/ smras pa/ rgyu mtshan dang ming 'brel ba la b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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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마치 ‘토끼의 뿔’처럼 본래 비존재하는 것으로서, 명칭과 대상

간의 허구적인 결합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존재하는

분별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부득이 분별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현상학에 있어서 뿐 아니라 불교에서도 의식이란 무

엇에 대한 의식이란 점에서 항시 대상과 결합되어 있는 것, 즉 분

별에 지나지 않지만, 범부들은 무반성적 차원에서 의식의 대상이

의식과 독립해 외부에 실재한다고 간주한다. 이런 외부대상과 의

식의 대상의 동일시가 바로 법집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 진제는 그의 역서에서 반복해서 분별성과 의타성의 非一非異

를 강조했다고 보인다.

이어지는 <분별성의 작용(分別性功用)>이란 항목도 보살지

진실의품 에서 다루어진 8종 분별(vikalpa)과 3종 사태(진제역: 事

類, vastu)의 상호 작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받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진실의품 에는 없는 진제 자신의 흥미로운 해석이 <釋>

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분별이 명칭(名, nāman)과 관념(想, s

aṃjñā), 언어(言, abhilāpa)에 의해 일어난다는 설명은 주목된다.

진제는 이들 셋을 세·추에 따라 각기 3종 사태와 관련시켜 설명하

고 있는데, 즉 미세한 것이 명칭으로 자성분별에 해당되고, 그 다

음이 관념으로 차별분별에 해당되고, 가장 거친 것이 언어로서 총

집분별(진제역: 彼取中一執分別)에 해당된다.13) 그런데 이들 명칭

과 관념, 언어는 보살지 역종성품 14)에서 言說因(anuvyavahār

nas rab tu shes so//); T30, 7035-7: 問 遍計所執自性 緣何應知。答

緣於相名 相屬應知。

13) 삼무성론(870a18-23): 今此中立想言者 並是名字, 欲顯名字有麤細.
名則爲細, 想則小麤, 言爲最麤. 是故用此三名 目三分別. 初自性分別

直明色等法體, 此義爲細 故立名名. 次差別分別 明體差別 則小爲麤 故立想名.

彼聚中一執分別 謂甁屋等此最爲麤故 從言名也.

14) 보살지 (BoBh(D) 69,4f.; tatra sarvadharmāṇāṃ yan nāma

nāmapūrvikā ca saṃjñā saṃjñāpūrvikaś cābhilāpaḥ/ ayam ucyate

teṣāṃ dharmāṇām anuvyavahārahetuḥ/); T30: 501a13-14:

一切法名爲先故想, 想爲先故說, 是名彼諸法隨說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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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etu)의 구성요소로서 동일한 細·麤 관계로서 언급되고 있기 때

문에 진제의 <釋>이 진실의품 의 3종 사태를 역종성품 의 구

별에 의거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분별성을 二縛(진제역: 二惑)와 관련시키면서 상박은

분별성이고, 추중박이 의타성이라고 기술한다. 여기서 상이란 相

貌의 의미로 상을 대상으로 해서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분별성

에 배속되었고, 반면 추중혹은 번뇌 자체(正惑)이기에 의타성이라

고 설하고 있다. 진제역 섭론석에서도 양자를 분별성과 의타성
에 배분시키는 점에서15) 삼무성론의 설명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들 2박에서 해탈하는 것은 분별성의 비지각(*anupalabdhi)과 의

타성의 不見(*adarśana)을 통해 가능한데, 이것들은 각기 견도와

수도에 배대되고 있다. 진제는 그 의미를 분별성의 본래적 비존재

를 통찰할 때 의타성도 바로 소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이는

MAV I.6에서 대상의 비존재(= 분별성의 비존재)의 지각을 통해

그것을 인식하는 인식(= 의타성)도 비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입무상방편상에 다름 아닐 것이다.

Ⅲ. 의타성에 대한 설명

삼무성론에서 의타성에 대한 설명은 다른 두 자성에 대한 설
명에 비해 매우 간략하다. 분별성은 五事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비존재하는 것으로 이미 규정되었다. 하지만 의타성은 오

15) 진제역 섭론석(T31: 179b6-7): 心分別諸塵名相結 由此分別 起欲瞋等惑說
名麤重惑. 상박과 추중박은 보살지 진실의품 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해심밀경(SNS VII)에서의 삼무자성의 논의와 섭결택분 의

<오사장>에서 언급되고 있다. 원측은 해심밀경소(신속장 21:
225a)에서 진제의 설명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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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에서 적어도 앞의 세 범주인 相(nimitta)과 名(nāman), 分別

(vikalpa)에 속하기 때문에 <의타성의 성립도리>에 대한 논의에

서 이들 범주를 상세히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16) 텍스트

는 단지 아래 세 가지 논점만을 짧게 다루고 있다.

1. 의타성과 명칭의 관계

첫 번째 항목은 의타성이 “언설을 자체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此性不但以言說爲體)”17) “언설은 반드시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言說必有所依故)”는 의타성에 대한 핵심적 논란을 다루고 있다.

왜냐하면 “만일 亂識(*bhrānti-vijñāna)의 종류에 속하는 것에 의

지함이 없다면 명언의 확립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난식이란 삼
무성론의 의타성의 정의에서 진제에 의해 보충된 단어로서, 우리
의 의식에 떠오르는 “분별되는 대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렇다고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대상에 대한 표상을 가리

킬 것이다. 해심밀경 일체법상품 (SNS VI.)의 비유에서처럼

눈병에 걸린 자의 눈에게 나타나는 ‘바퀴, 벌’ 등이 그의 눈에 나

타나는 한에서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은 건강한 자의

눈에는 그와 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그

러한 존재론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삼무성론

16) 그 이유는 아마 분별성과 의타성의 실질적인 불가분성에 의거하여

분별과 명칭이 대상과 갖는 관계를 이미 <분별성의 성립도리>에서

논의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앞의 주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세

가지 논의를 <의타성의 성립도리> 항목에서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가되었을 것이다. 이는 특히 아래에서 두 자성과 2박의 관계가 새롭게

규정되고 있는 두 번째 항목이나 의타성의 존재성의 문제를 새롭게

구별하는 세 번째 항목의 논의에서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17) 삼무성론(871a2-3)의 此性不但以言說爲體에서 言說爲體를
*abhilāpātmaka 정도로 이해한다면, “이 의타성은 단지 언설을 자체로

하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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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명에서는 의타성의 존재에 포인트가 맞추어지고 있는데, 우
리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x이다.”라고 우리가 지각하거나 생각할 때, 그 x에 대

한 우리의 지각이나 생각은 ‘이것’과 1:1 대응관계에 있지는 않지

만 x라고 하는 지각이나 생각이 전혀 가능하기 위해서는 “x-명

칭”은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의타성을 명칭 이외의 것으로

확대해서 말하자면 “x-분별”이나 “x-이미지(nimitta)”는 존재한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x-명칭” 등이 유식문헌에서 唯名

(nāma-mātra), 唯分別(vikalpa-mātra), 唯事(vastu-mātra) 등으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삼무성론은 의타성의 존재성을 부정할 경우
생겨나는 실존적, 구제론적 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만일

[명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분별성과 의타성의] 두 자성도 존재

하지 않을 것이며, 두 자성이 없기에 黑品(=잡염법)도 없게 될 것

이다. 흑품이 없다면 노력 없이도 저절로 해탈하고 생사열반이 나

타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오류가 있게 될 것이기에 의타성은 존

재한다.”18)

이와 같이 의타성이 명칭이라는 사태에 근거하여 전개되고 있

기 때문에 그 근거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의타성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근거로서의 명칭을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 이를 nimitta(因相)나 vastu(事)로 치환한다면 근거로서의 va

stu의 존재성은 보다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이 ‘근거’라

는 단어에 의거해서 vastu의 존재성을 마치 ‘불멸의 코일’처럼 파

악하려는 경향도 나타나지만 필자에게 이는 지나친 해석으로 보

인다. 진실의품 에서 설해진 vastu(事)에 대해 분명 유위법의 기

체이며 동시에 불가언설의 기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또 타당하

지만, 이는 무상한 유위법이 언어적 파악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또 共相의 측면에서 그 변재성을 관찰함에 의해 고제의 인식으로

18) 삼무성론 871a4-9: 若不爾 所依品類旣無有 所說名言則不得立.
若爾則無二性. 無二性故則無惑品. 無惑品故 則有二過. 一不由功用自然解脫,

二則生死涅槃不可顯現. 由無此二過失故. 是故應知決有依他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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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끈다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의타성이 ‘존재’

한다고 할 때 그 존재성의 의미를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인

다. 실제 진제는 유가론에 의거하여 의타성의 존재성을 구분해
서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의타성이 문자 그대로 다른 것의

힘에 의해 생기는 것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의타성이 무생성, 즉

생으로서의 자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그 존재

성은 항구적인 의미에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삼무성론은 세 번째 항목에서 이를 다루는데 이해의 편의를 위
해 순서를 바꾸어 설명하겠다.

2. 의타성의 ‘존재’의 의미

세 번째 항목은 <의타성의 자체적 특징(依他性體相)>라는 주제

하에서 의타성의 유-무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의타성이 존재(有)할 때, 그 존재의 의미를 아비달마 이래

전통적인 존재론에서 사용된 실유-가유, 승의유-세속유라는 두

개의 대립된 범주를 사용하여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삼성설의 이해에서 핵심적인 문제인 의타성이 과연 
섭대승론에 대한 長尾의 해석처럼 ‘基體’로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소멸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할 것이다. 사실 의타성

을 설명할 때에 의타성의 존재성 여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에 대해 세 가지로 구분한 것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현양론
과) 삼무성론 편찬자의 관심과 의도를 반영한다고 보인다. 더욱
삼무성론의 설명은 특히 논의형식적인 면에서 섭결택분 의

<오사장>의 설명에 전적으로 의거하고 있다19)고 보인다. 이 설명

19) 3종의 유-무의 구분과 그 나열순서는 섭결택분 (VinSg = Kramer(2005:

70f.)에서 오사 각각에 대해 유-무를 묻고, 그것들의 실유와 가유를 묻고,

또 승의유와 세속유를 묻는 방식과 일치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설명이

의타성의 유무에 대한 섭결택분 의 구분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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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진제가 의타성의 소멸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은 명백

할 것이다. 이제 의타성의 존재성은 세 가지 방식으로 논해지고

있다.

(i) 有(bhāva)와 無(abhāva)의 구분.

의타성의 유-무를 확정지을 수 없는 것은 “의타성이 분별된 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고, 또 한결같이 비존

재하는 것도 아니기에 비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의타성의 이러한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존재방식을 이

해한 자는 4句(catuṣkoti)의 방식으로 “일체 종류의 명칭을 모두 설할

수 있다.”20)

여기서 “의타성이 분별된 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존재한

다고 말할 수 없다”는 앞의 인용문은 “相(nimitta)은 존재하지만

자성과 차별의 가설에 따라 시설된 대로 그와 같이 존재하는 것

은 아니다”21)는 <오사장>의 설명과 연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매우 개연적이다. 특히 의타성에 대해 선교한

보살의 언설을 4句의 방식으로 설명한 것은 내용상 섭결택분 (VinSg =

Kramer[2005, p. 70, § 3.1.3.]: “rgyu mtshan de ltar yod pa nyid la

mkhas pa'i byang chub sems dpa' ni rgyu mtshan yod par lan 'debs

pa la yang mkhas pa yin la/ med par lan 'debs pa la yang mkhas pa

yin/ yod pa dang med par lan 'debs pa la yang mkhas pa yin/ yod pa

yang ma yin med pa yang ma yin par lan 'debs pa la yang mkhas pa

yin no//”)의 재진술로 보인다. 하지만 (ii-iii)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섭결택분 과 차이가 난다. 특히 삼무성론이 세속유와 승의유를
분별의 유무로 나누는 것은 섭결택분 에 비해 한결 분별작용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20) 삼무성론(T31: 871a23-28)
問曰。此性云何不知爲有爲無耶。答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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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若解意者

則一切種名並皆可說。亦可說有亦可說無。亦可說亦有亦無。亦可說非有非無

皆不相違.

21) VinSg(D) 288a (=Kramer 2005, p. 70, § 3.1-3,1,1): rgyu mtshan y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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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가설로서 시설된 대로란 분별성의 존재방식을 가리키며, 따라

서 의타성에서 분별성으로서 현현하는 방식으로의 비존재를 말하

기 때문이다. 반면 “한결같이 비존재하는 것도 아니기에 비존재한

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뒤의 인용문은 <오사장>에서 “상은 존재

한다”는 주장과 통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은 “언설된 단어의 의지

처로서의 사태”22)라고 정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차이점을 말

하자면 <오사장>은 상에 대해 존재와 비존재 등의 4구의 방식에

따라 설하는 것에 “능숙한 자는 증익견과 손감견을 제거한 후에

중도에 의해 법계를 설한다”23)고 하여 상의 유-무를 떠난 것이

바로 중도이며, 이를 통해 법계를 설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반면, 
삼무성론에는 이 문장이 없다. 아마 그 차이는 삼무성론이 유-
무를 떠나는 것만으로 중도를 실천하여 법계의 증득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진실성의 증득

은 단지 분별성과 의타성의 염오성을 깨닫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

고 다음 단계에서 그것들의 무변이성을 증득하는 데에서 얻어지

기 때문일 것이다.

(ii) 實有(dravyasat)와 假有(prajñaptisat)의 구분.

여기서는 의타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은 실체적 존재인가 아

니면 다만 명칭적인 존재인가를 구분하고 있다.24) 삼무성론은
par brjod par bya'am med par brjod par bya zhe na/ smras pa/ yod

par brjod par bya'o// ci ngo bo nyid dang bye brag gdags pa las

'dogs pa ji lta ba de ltar yod par brjod par bya'am zhe na/ smras pa/

de ltar med par brjod par bya'o// (問相當言有耶

當言無耶。答當言是有。問爲如自性差別假立 故立如是

當言有耶。答如是當言無).

22) VinSg(D) 287b (= Kramer[2005, p. 69, § 2.1]): rgyu mtshan gang zhe

na/ mdor bsdu na/ mngon par brjod pa'i tshig gi gzhi'i gnas su gyur

pa'i dngos po gang yin pa'o//. 何等爲相 謂若略說所有言談安足處事.

23) 이 <오사장>의 설명은 진실의품 (BoBh(D) 26,15ff.)에서 유-무를 떠난

중도에 의해 제법의 不二(advaya)를 설하는 방식과 비슷할 것이다.

24) 삼무성론(871a28-b2): 問曰 此言有者 爲是物有 爲假名有。答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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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유-무의 구분에서처럼 그와 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의타

성의 경우에는 가유로, 한결같이 비존재하는 것이 아닌 의타성의

경우에는 실유라고 설한다.

(iii) 眞有(paramārthasat)와 俗有(saṃvṛtisat)의 구분.

삼무성론은 승의유와 세속유의 차이를 그것이 분별의 영역인
가 아닌가에 두고 있다.25) 그런 의미에서 의타성은 모두 세속유에

속한다. 반면 <오사장>에서 의타성에 해당되는 상과 명칭, 분별

의 경우를 보면 그것이 세속유인 이유는 잡염과 가설의 근거이기

때문이며, 또 세간언설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해심밀경(SNS VI.
11)이 청정으로 특징지어지는 요소(淸淨相法, *vyavadānalakṣaṇo

dharmaḥ)의 획득이 잡염으로 특징지어지는 요소(雜染相法, *saṃk

leśalakṣaṇo dharmaḥ)의 제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하는 반면,

삼무성론의 설명은 분별작용의 제거에 주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오사장>의 설명은 미륵논서 내지 반야경의 맥을 잇고
있다고 보인다.

3. 상호원인으로서의 의타성의 규정

여기서는 <의타성의 성립도리(依他性成立道理)>를 다루면서 다

具有兩義故可說有 不如是有名假名有. 非一向無故名物有 謂有物也. “문: 만일

이 [의타성]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는 실유로서인가, 아니면

가유로서인가? 답: 두 가지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의타성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타나는 대로 존재하지 않기에 가유라고 부르며,

한결같이 비존재하는 것은 아니기에 실유라고 부른다. 즉 어떤 근거를

가진 것(*sadravyaka)이다.”

25) 삼무성론(871b2-4): 問曰 旣說爲有 爲是俗有爲是眞有 答曰 皆是俗有
何以故 非無分別境界故. “문: 이미 [의타성은] 존재한다고 설했다. 그것은

세속적 존재인가 승의적 존재인가? 답: [의타성은] 모두 세속유이다. 그

이유는? 분별을 여읜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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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 2縛을 다루고 있다. 앞의 <분별성의 성립도리>에서 상박은

분별성으로 추중박은 의타성으로 간주되었지만, 여기서는 양자 모

두 의타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양자가 “서로 원인이 되어 서

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상(nimitta)을 조건으로 해서

추중이 성립하며, 추중을 조건으로 해서 상의 사태가 성립하기 때

문에 이들 두 사태를 의타성이라 부른다. 그 이유는? 독립된 자체

가 없기 때문에 의타성이라 겸해 부르지만, 의미의 측면에서 보면

끝내 같지 않은 것이다.”26)

이는 2박을 의존성의 관점에서 고찰할 때 양자가 존재론적 측

면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 즉 不二性을 지적하는 것이

다. 하지만 텍스트는 “의미의 측면에서 보면 [양자가] 끝내 같지

않은 것이다.”라는 점을 부연함으로서 인식론적 측면에서 양자의

불일성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이는 분별성과 의타성의 관계에

대한 진제의 독특한 不一不異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Ⅳ. 진실성에 대한 설명

진실성에 대한 유식삼십송의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진실성

은 이것(=의타성)이 전자(=분별성)를 항시 여의고 있는 상태”(Tr

21cd: niṣpannas tasya pūrveṇa sadā rahitatā tu yā)이다. 이 정의

는 의타성에서 분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진실성이라고 함으

로써 의타성을 중심으로 삼성을 배대하고 있는 표준적인 이해를

보여준다. 하지만 진제에 따르면 진실성이란 앞의 두 자성의 존재

성을 부정함으로써 비로소 증득되는 청정한 대상이며, 단순히 청

26) 삼무성론(871a15-19): 問曰 此類云何說爲依他也. 答曰 互爲因緣共相成故
所以然者 由緣相故麤重得成 由緣麤重相類得成故。說此兩類 名依他性.

何以故 無異體故 並名依他性 約義終不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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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분의 의타성과 관련해 설명되는 그런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분별성과 의타성의 부정 후에 현현하는 진실한 존재이다. 이것은

“진실성이 청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진실로 존재한다”27)는 언급에

서도 확인된다.

삼무성론에서 진실성의 존재는 如如(tathatā, 현장역: 眞如)28)

를 중심으로 설해진다. 이러한 7종 여여의 구분은 해심밀경(SN
S VI.6)에서 진실성을 제법의 진여로 정의하는 것을 이어받은 것

이지만,29) 반면 중변분별론 등의 유식문헌30)에서는 7종 진여

27) 삼무성론(873b16-19): 復次 此性實有 由淸淨境界故. 何以故 若心緣此境
卽得淸淨故. 復次 此性實有故名常住, 淸淨境界故名爲善, 常住故名爲樂.

여기서는 Tr 29-30에 따라 실유하는 진실성을 常住(nitya), 善(kuśala),

樂(sukha)과 연결시키고 있다. 필자는 진제가 진실성의 궁극적 존재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가 궁극적인 것의 존재성을 장조했던 후대

티벳불교의 소위 타공설과 매우 유사한 관점을 발전시켰다고 본다. 비록

그 차이를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타공적 해석의 가능성이 이미

인도의 유식논서, 특히 초기 유식논서와 미륵논서의 설명방식 속에

함축되어 있으며, 이를 진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그를 인도불교사상사에서 타공설의 선구자라고 간주하는 것도

무리한 비약은 아닐 것이다.

28) 如如나 眞如와 같이 진제와 현장의 용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현장의 용어를 사용할 것이지만,

원문의 인용이나 설명에서는 진제의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29) 주목해야 할 점은 해심밀경에서 진여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여실한
수행도가 진실성으로서 명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30) 7종 진여는 해심밀경(SNS VIII.20; T16: 699c19-700a2)과
중변분별론(MAVBh 43,5-19), 대승장엄경론(MSA 168),
十八空論(T31: 864a-c)과 성유식론(T31: 46c19-27)에서 나열되고
있다. 그 중에서 해심밀경은 如所有性(yathāvadbhāvikatā)으로서 7종
진여를 정의하고 있을 뿐이며, 반면 MAVBh와 MAVT은 해심밀경의
설명을 전거로서 언급하고 있지만 진여(tathatā) 대신에 7종

진실(tattva)로 설명한다. MAV III.13a는 tathatā를 satatva로 치환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차이는 MAVBh와 비교해서

삼무성론이 앞의 두자성의 비존재가 진실성이라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宇井(1965: 327-330)은 여러 유식문헌에서의 이에 대한

설명의 차이를 원측의 해심밀경소를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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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7종 진실(tattva)의 주제 하에 분류하기도 한다. 7종 여여

란 生如如(pravṛtti-tathatā), 相여여(lakșaṇa-), 識여여(vijñapti-),
依持여여(saṃniveśa-), 邪行여여(mithyāpratipatti-), 淸淨여여(viśu

ddhi-), 正行여여(samyakpratipatti-)이다.

7종 여여의 명칭은 이들 문헌에 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진제

의 설명은 형식적인 분류에서나31) 내용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

여준다. 가장 큰 차이는 삼무성론이 각각의 여여를 3종 자성과
관련시켜 설명하는 반면, 중변분별론에서는 생여여와 의지여여,
사행여여의 셋은 분별성과 의타성과 관련되고, 나머지 넷은 진실

성과 관련되어 설명하는데 있다. 특히 진제는 여기서 중변분별론
에 의거하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어 당시 인도불교에서 삼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식

의 일단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 삼무성론에서 이들
7종 여여가 모두 세 자성이 없기 때문에 진여라는 설명을 보고,

그것과 다른 유식문헌의 설명과의 차이를 보자.

1) 생기의 여여에서 生起(pravṛtti)란 어떤 작용의 일어남을 뜻

하며, 따라서 유위법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유위법의 진여가 무엇

인가 하는 것이 여기서의 주제일 것이다. 삼무성론은 이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전후가 없다는 의미로 환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

석하고 있다.

(i) <분별성과 의타성에 전후가 없음>. 분별성과 의타성의 존재

31) 예를 들어 형식적인 분류에서 삼무성론(872c25-873a1)은 앞의 셋을
비안립제(avyavasthāpita-satya)로, 뒤의 넷을

안립제(vyavasthāpita-satya)로 구분한다. 비안립제와 안립제를 나누는

기준은 전자는 체가 동일하지만 명칭만 다른 것이고, 후자는 작용의

측면에서 차이를 구분하는데 있다. 비안립제와 안립제를 나누는 기준은

다른 유식문헌에서의 구분과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유가론에서의
기준은 그것이 개념과 언어적 범주에 속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유가론과 성유식론(T31: 50a5-b12)에서의 분류에 대해서는
안성두(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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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간적 선후관계로 해석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두 자성의

존재는 상호의존관계로 이해해야하지, 존재론적 선후관계로 파악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그 요지이다.32) 왜냐하면 분별성은 본

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기에 비존재하며, 따라서 이것과 상관항

속에 있는 의타성도 비존재해야 할 것이며, 이들 양자의 비존재가

바로 진여라는 것이다.

(ii) <인-과의 측면에서 전후가 없음>. 여기서 원인이 결과에

앞서 존재할 경우 무한소급으로 이끌 것이며, 원인이 없다고 할

경우 무한한 원인을 고려해야 하며, 결과가 원인에 앞선다고 간주

할 경우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것이며, 저절로 결과가 있다면

결과는 무한히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네 가지 모순을 제시한다.

따라서 인과는 확정되지 않았고 인과 자체가 분별성과 의타성으

로서 분별성이 없는데 의타성도 있을 수 없고 이것이 바로 진실

성이라는 의미이다.33)

(iii) <생멸의 측면에서 전후가 없음>. 이들 두 대립개념을 시간

적 선후관계로 해석할 경우 모순에 부딪치게 된다는 설명이다. 예

를 들어 생이 선재한다면 노사 이전에 생을 얻게 되며 또 현생을

버리기 전에 타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별성과 의타성

의 구별되지 않음이 바로 여여라는 것이다.34)

32) 삼무성론(871b21-26): 一約二性辨無前後. 若說依他性在前 無有分別性,
依他不成. 若說分別性在前 無有依他性, 分別性不成. 是故二性 遞互相須

無有前後 以相生故. 分別性旣無 依他性不有。一俱無故 卽是如如也.

33) 삼무성론(871b26-c3): 二約因果辨無前後。若因定在前 更無所因
則不成因. 若無因緣 自然有因者 因則無量。若果定在前 旣無有因 則不成果.

若無因緣 自然有果 果則無窮。是故因果無定 前後轉轉相望 望前則爲果

望後則爲因故 生死無初. 如是因果 體卽分別依他. 分別旣無 依他不有

卽是如如也.

34) 삼무성론(871c3-14): 三約生滅辨無前後. 若生在前 滅在後者 有二過失.
一則未有老死 已便得生. 二則未捨此生 便得彼生. 若爾 又有兩失.

一者生則無用, 此旣已生 何用彼生 未捨報故. 二者生則無窮. 已生復生

轉轉而討, 豈得有窮也. 若爾 復有兩失. 一者但生不滅 則應是常. 二者若有多生

是多衆生. 若爾則因果無有相發生義. 又若恒生 則無涅槃也. 若滅在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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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의 여여는 人空과 法空으로 설해지는데, 그것은 세 가지 이

유 때문이다. (i) 二空은 희론(prapañca)을 여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희론이란 진-속의 관계를 同·異 등으로 해석하는 네 가지

비방(四謗)35)을 가리킨다. (ii) 二空이 무분별지의 영역이라는 것은

무분별지가 전도를 떠난 것으로 출세간적인 무분별지에 의해 인

식되기 때문이다. (iii) 二空은 진실성이기 때문이다.36) 여기서 진

실성이 일체법의 진실한 본성으로서 진여이기에 삼무성론은 M
AV I.14와 같이 여여를 공성의 동의어로 보고 있는 것이다.

生在後者, 旣未有生 滅何所滅. 又應先涅槃後受生死 先有滅故 是則解脫已

還受繫縛. 是故生滅無有前後. 亦不離分別依他故 曰如如也.

35) 원문은 뒤의 주석을 참조. 진제의 설명에서 문제는 만일 四謗이 四句의

방식으로 진속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이 단락에서 단지 양자가

동일할 경우와 다를 경우만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머지 두 句의

해석은 언급되지 않는데, 문제는 不一不異의 불가언설으로서의 규정이

제4구의 파악과 내용상 같다는 점이다. 원측의 해심밀경소(217c)에서
진제의 해석으로서 4謗은 알라야식이 진여를 대상으로 해서 일으키는

것으로 인집이 아니라 법집에 속하며 이는 안혜의 주장에 의거한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는 위의 개소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심밀경소의 티벳역인 SNST에서 四謗을 nga rgyal rnam pa
bzhi(=四慢)로 번역한 것은 오류일 것이다.) 大竹晉(2012: 124)은

해심밀경소의 四謗이 알라야식과 진여 사이의
有·無·非有非無·亦有亦無의 네 형태의 그릇된 파악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를 4구와 관련시킨 이해는 매우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알라야식으로서의 속제와 진여로서의 진제의 관계로 치환한다면

一·異·亦一亦異·非一非異가 적절할 것이다.

36) 삼무성론(871c14-27): 二相如如者。謂人法二空。此二空相 所以名如如
有三義。一離戱論 戱論者 謂執眞與俗 或一或異等四謗 通稱戱論

若執眞與俗定一 則不勞修道 並皆解脫 悉見眞故 皆是聖人. 又若眞俗定是一

則眞不能遣俗義 旣不能遣俗 俗惑不除無解脫義。但唯凡夫無有聖人也.

若執眞定異俗 則依俗不能通眞。眞卽不可會無方便故。是故二空離此戱論

故名如如. 二是無分別智境界. 此智無顚倒 無有俗諦堪爲境者

是故此智所會卽是如如. 三是眞實性 若違此性 則成生死 若順此性

則得涅槃。此性爲一切法眞性 故名如如 是故二名相如如 非言相空

乃以相空爲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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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의 여여는 제행의 유식성을 가리킨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

은 이 유식성이 무전도성(aviparītatva)과 무변이성(nirvikāratva)

의 두 가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들 양자의 단계가 구분되

고 있다는 점이다. 즉 무전도성이란 12처 등이 난식을 떠나 외적

인 것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단지 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비록 전도를 떠났기에 진여이지만 모

든 심적 이미지로부터 벗어난 여여(無相如如, *animitta-tathatā)는

아니라고 간주되고 있다. 다음 단계가 무변이로서 이것은 난식(=

의타성)이 분별[성]이라는 것, 즉 의타[성]은 대상으로 현현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분별성이 본래 비존재하

기에 의타성도 결국 비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양자

의 비존재로서의 아말라식(amalavijñāna)의 존재를 통찰하는 것이

라고 설하고 있다.37) 여기서 진제는 전자를 소승에 의해 판별된

것이고 후자를 대승의 해석에 해당된다고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

은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지금 대승의 해석에 따라 12처도 다만 난식에 의해 지어졌기 때문

에 모두 비존재한다고 논파한다. 12처[의 존재를 주장함]은 전도이지

37) 삼무성론(871c27-872a8): 三識如如者
謂一切諸行但唯是識。此識二義故稱如如.

一攝無倒。二無變異。攝無倒者。謂十二入等 一切諸法 但唯是識

離亂識外無別餘法故。一切諸法 皆爲識攝。此義決定故稱攝無倒 無倒故如如

無倒如如。未是無相如如也。無變異者。明此亂識卽是分別

依他似塵識所顯。由分別性永無故。依他性亦不有。此二無所有。卽是阿摩羅

識。唯有此識 獨無變異

故稱如如。前稱如如。但遣十二入。小乘所辨一切諸法。唯十二入非是顚倒.

여기서 난해한 구절이 “無變異者 明此亂識卽是分別 依他似塵識所顯”이다.

亂識이 의타성의 정의에서 또 似塵識이 분별성의 정의에서 사용된

용어임을 고려할 때 이 구절은 <난식=분별[성], 즉 의타[성]=似塵識>의

이중적인 대응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분별성과

의타성이 서로를 구성하고 있으며, 무변이란 이를 통해 분별성과

의타성의 비존재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진여로서의

아말라식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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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다만 하나의 난식[의 존재를 주장함]은 전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진여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표상 자체는 변이한다. 다음 단계

로 분별성과 의타성을 통해 이 혼란된 식을 제거한다. [그것이] 오직

아말라식으로서, 이것이 전도를 여읜 것이며, 무변이한 것이며, 진정한

여여인 것이다.”38)

여기서 우리는 아말라식의 성격을 無變異하는 진실성이라고 하

는 중요한 규정을 본다. 진제의 논서에서 진실성과 아말라식과의

문제는 다른 후속논문에서 다룰 것이기에 이에 미루고, 여기서 주

목할 것은 상기 설명이 식의 여여를 무전도와 무변이에 의해 설

명하고 이를 단계별로 구분하는 방식으로서, 이는 명백히 중변분
별론의 해석을 이어받은 것이며,39) 나아가 진실성을 진여와 수행

38) 삼무성론(872a8-15):
今大乘義破諸入。並皆是無。唯是亂識所作故。十二入則爲顚倒。唯一亂識則

非顚倒故稱如如 此識體猶變異。次以分別依他 遣此亂識。唯阿摩羅識

是無顚倒 是無變異 是眞如如也。前唯識義中

亦應作此識說。先以唯一亂識遣於外境。次阿摩羅識遣於亂識故

究竟唯一淨識也.

39) 이 설명은 중변분별론송(MAV III.11:
nirvikārāviparyāsa-parinișpattito dvayaṃ)에서 진실성을 불변이성과
비전도성의 성취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한 주석은 “진실성은 불변이성의 성취에 의해 무위이며, 도제에 의해

포섭되는 진실성은 비전도의 성취에 의해 유위이다. 왜냐하면

인식대상에 대해 전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MAVBh 41,23-4:

asaṃskṛtam avikāra-parinișpattyā parinișpannaṃ/ saṃskṛtam
mārggasatya-saṃgṛhītam aviparyāsa-parinișpattyā punar jñeyavastuni
aviparyāsāt/). 나아가 Brunnhölzl(2011: 22, n.43)은 현관장엄경론
계통의 문헌에서도 이런 구분이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즉 Mi skyo rdo

rje가 AA III.8b를 주석하면서 JNS(vol.1, 576-77)에서 원성을 이들 두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다른 문헌, 예컨대

보성론(RGV 41ff.)에서는 여래장의 10義 중에서 제9義로 불변이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무전도성과 관련되어 설해지지는 않는다. 다만 게송

36에 대한 산문석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무상을 상으로 보는 등이 네

가지 전도이고 무상을 무상으로 보는 것이 비전도이지만, 여기서는

상주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여래의 법신을 주제로 해서 이 [4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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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나누는 해심밀경(SNS VI.6)의 정의를 내용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나아가 진제는 이런 진실성이 결코 비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의 존재를 공성과 같은 부정적 어휘로 표현하는데 만

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은 청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진실로

존재한다(實有)”고 매우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常·樂의 개념을

갖고 그 존재성을 표현한다. 물론 常·樂이란 말은 Tr 30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진제는 안혜처럼 이를 돌려 표현하지 않고40) 직설적

으로 궁극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인 기술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궁

극적인 것을 세속적인 요소들의 공이지만 자체적으로 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던 티벳불교의 조낭파(Jo nang pa)의 他空(gzhan

stong)적 관점과 통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의지여여 등의 4종 여여(4-7)가 각기 사제에 배정되

고 있는데, 이에 대해 2종의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첫 번

째 해석은 7종 여여 중에서 앞의 세 진여를 비안립제로, 뒤의 넷

을 안립제로 규정한 결론부의 설명(872c-873a)과 달리 뒤의 넷을

다시 안립제와 비안립제로 구분하기 때문에41) 진제가 자신의 전

비전도]가 전도라고 의도된 것이라는 설명에서 무전도라는 사고가

보인다.

40) TrBh 142,7-8: dhruvo nityatvād akṣayatayā/ sukho nityatvād eva yad

anityaṃ tad duḥkham ayaṃ ca nitya iti tasmāt sukhaḥ/ (“견주한 것은

소멸하지 않는 상태에 의해 영원하기 때문이다. 낙은 영원하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무상한 것은 고통이며, 이는 영원하다고 하기에 낙이다.).

41) 첫 번째 해석에서 의지진여 등이 각기 고제 등의 사제에 배대되어

설해진다. 고제에 대한 설명은 나머지 집제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고제는 苦類(“고의 사태?”)와 고 자체,

그리고 고성제로 나뉘어 설해지는데, 전자는 오취온, 중간은 이들

오취온이 성자의 전도되지 않은 체험과 배치된 것으로서 이 의미는

진실하기에 고제(즉 고통의 진리)라고 불린다고 해석하고 있다. 마지막은

고성제에 공, 무상, 무원의 삼해탈을 적용시킨 것이다. 일체법이 이를

벗어나지 않기에 고의 일미성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성제가

무전도와 무변이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면서 삼무성론은 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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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해석과 조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두 번째 해석을 덧붙인 것

이라 보인다. 따라서 두 번째 해석이 진제의 의도에 보다 근접해

있을 것이다. 더욱 이 부분은 중변분별론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진제의 원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추정되지만, 흥미로운 것은 삼무
성론의 용어는 중변분별론에 의거하고 있지만 설하는 방식이

나 내용은 다르다는 점이다. 여기서 의지진여 등의 네 진여는 각

기 세 가지로 구분되면서 삼성에 배대되고 있다.

4) 의지여여는 고제에 배대된다. 여기서 의지여여는 행고성으로

서 무상의 관점에서 구분되는데, 이는 중변분별론(MAV III.8a
b)에 따른 것이며, 이를 3종으로 구분한 것은 게송(III. 5)에 따른

것이다.

(i) 첫 번째가 “무유로서의 무상(無有無常42), asadarthānityatā)”

이다. 이것은 “고의 분별성이 영원히 비존재하는 것이다. 이 비존

재하는 것이 바로 무상의 의미이다. 진실로 이 비존재가 있기 때

문에 진실로 여여라고 한다. 만일 앞에 없었고 뒤에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한다면 이는 속제[의 관점에서]이다. 부전도를 여여라

고 부르지만 [아직] 진실한 여여는 아니다.”43)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고의 분별성의 비존재의 존재가 여여로 설명되는 점이다. 이

는 중변분별론(MAV I.1)에서 능취와 소취의 비존재의 존재를

공성이라고 설하는 논리와 연결되는 것이다.

(ii) 두 번째가 “생멸로서의 무상(生滅無常, utpādabhaṅgānityat

ā)”이다. 이것은 의타성으로 설명되는데, “이 의타성은 실제 존재

속제, 가운데 것이 진제, 마지막이 비안립제라고 설한다.

42) asadarthānityatā에 대응하는 한역은 진제역 중변분별론의
게송에서처럼 無義生滅義(455c3)가 맞겠지만, 이 번역은 이어지는

無有物爲義 故說無常(455c6)의 맥락을 압축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43) 삼무성론(872b11-16): 復次 依止如如者 所謂苦諦. 苦諦者 所謂行苦,
以無常故. 無常有三義. 一無有無常 謂苦分別性 永無所有。此無所有

是無常義. 眞實有此無所有 名眞如如. 若以前無後無 爲無常者 此乃俗諦

不顚倒名爲如如 非眞如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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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비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진실성과 다르기

에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분별성과 다르기에 실제 비존재하

는 것도 아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기에 이것이 멸이며, 실제 비존

재하지 않기에 이것이 생이다. 이와 같이 생멸이 바로 무상의 의

미이지만, 생은 실제 생이 아니며, 멸도 실제 멸이 아니다. 이것이

진실로 여여이다.”44)

여기서 非有非無로서의 의타성을 설명하는 논리는 현현하는 대

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것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는 것이다. 의타성의 설명은 마치 꿈이나 환화와 같은 존재론적

상태의 비유를 연상시키며 결코 의타 이분설과 같이 의타성이 분

별성과 진실성의 근거라는 관점은 나타나지 않으며, 다만 분별성

은 실제 비존재하고 진실성은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되고 있

다.

(iii) 세 번째가 “리불리로서의 무상(離不離無常, samalanirmalān

ityatā)”이다. 이것은 진실성으로, “이 [진실]성은 수행도의 이전에

는 때를 여의지 못했지만(道前未離垢) 수행도 이후에 때를 여읜

것(道後則離垢)이다. 상태의 불확정성의 측면에서 무상을 설한 것

이지만, 자체는 불변이하기에 여여라고 부른다.”45)

이 간략한 설명만으로 고의 진실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지

만,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道前/道後”라는 용어가 진제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두 용어는 멸제에 해당되는

<청정여여>에 대한 설명에서 本來淸淨과 離垢淸淨의 두 개념과

관련해서 각기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본래청정은 분별

성에, 이구청정은 의타성에 해당되는 것으로46) 설해지고 있다. 그

44) 삼무성론(872b16-20): 二生滅無常 謂苦依他性。此依他性
旣非實有亦非實無 異眞實性 故非實有 異分別性故非實無. 非實有故是滅

非實無故是生 如此生滅 是無常義 而生非實生 滅非實滅 是眞如如.

45) 삼무성론(872b20-23): 三離不離無常 謂苦眞實性. 此性道前未離垢
道後則離垢. 約位不定 故說無常 體不變異 名爲如如.

46) 삼무성론(872c11-13). 아래 <청정진여>에서의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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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면 여기서 고의 진실성은 이들 두 상태를 넘어선 불변이를

말하고 있을 것이다.

5) 邪行여여는 집제에 해당되는데, (i) 薰習集(vāsanā-samuday

a)과 (ii) 發起集(samutthāna-samudaya), (iii) 不相離集(avisaṃyog

a-samudaya)의 세 측면에서 각기 삼성에 배대되어 설해지고 있

다. 훈습집은 분별성의 사태에 속하는 번뇌가 고통의 원인(=集)을

훈습하는 방향을 말하고, 발기집이란 번뇌와 업이라는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불상리집이란 집[제]의 여여로서 이 여

여 자체가 장애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集이라 한다고 설명되

고 있다.47) 이들 용어는 MAV III.8에서 따온 것이며, 설명도 MA

VBh 40,12ff.와 다르지 않다.

6) 청정여여는 멸제에 해당되는데, (i) 자체적 특성(svabhāva)의

관점에서 무생멸, (ii) 能執(grāhaka)의 관점에서 무생멸, 그리고 (i

ii) 때와 적정(垢淨)의 관점에서 양자(malaśāntidvaya)의 소멸로

서48) 각기 분별성과 의타성, 진실성에 배대된다.

자체적 특성의 관점에서 무생멸인 이유는 분별[성]의 종류에 속

47) 삼무성론(872b23-c7): 復次 邪行如如者 所謂集諦. 集諦者 謂眞似兩集.
眞集者 謂諸煩惱能令五陰相續是有. 似集者 謂諸業能得諸道差別. 集有三種.

一熏習集 謂分別性類惑 能熏起集. 何以故 由分別類惑能作集家因. 二發起集

謂煩惱及業. 何以故 由此生起成故. 釋曰 此發起集 卽是依他性. 依他性體

卽是煩惱及業. 由此性能生起未來五陰自體. 又爲分別性所生 卽是自生,

生他故名發起集也. 論曰 三不相離集 謂集如如 此如如體 未離障說名集.

何以故 此如如是集家性故. 集所障故 說集如如 此三卽三無性 故名如如。

48) MAV III. 9ab와 이에 대한 MAVBh 40,17-8를 보면 svabhāvānutpatti,

grāhyagrāhakayor anutpatti, malaśāntidvaya로 구분된다. 이것들은 각기

svabhāva-nirodha, dvaya-nirodha, prakṛti-nirodha로 설명되는데, 이

설명은 삼무성론에서 특히 두 번째 멸을 能執無生滅로 부르는 것과
차이가 있다. 능집이란 단어는 grāhaka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진제가 의타성을 항시 능연(grāhaka)으로서

설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垢淨二滅에 관해서는 앞의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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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번뇌에 자체적 특징이 없기 때문으로 설명되는데, 이것은 상

무자성에 따른 설명에 대응할 것이다. 능집의 관점에서 무생멸인

이유는 난식의 종류에 속하는 번뇌만이 인연에 따라 생멸하지만

본래 생멸이 없기 때문으로 설해지는데, 이는 생무자성에 따른 설

명에 대응할 것이다. 다음으로 때와 적정(垢淨)의 관점에서 양자

의 소멸인 이유는 本來청정과 離垢청정 때문으로 설해진다.49)

앞의 대응관계에 따른 해석이 맞는다면 본래청정과 이구청정은

승의무자성에 대응할 것이지만, 그 함축성은 전혀 다르다. 삼무
성론은 본래청정은 분별성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며 무구청정은

의타성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의타]

성에는 자체가 있어 염오작용을 일으키며 그 때를 제거하기에 청

정을 얻기 때문이다. 여기서 본래청정의 의미가 수행도의 가능근

거로서 역할을 한다면 무구청정은 현실적인 정화작용을 통해 획

득된 청정함을 가리킬 것이다. 이는 전자가 수행도 이전이나 도중

의 관점에서 말한 반면에, 후자는 수행도 이후에 해당된다는 설

명50)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래장 사상의 관점에서 전자를 여래장과, 그리고

후자를 보리와 등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섭대승론 I
I.26에 대한 세친석(MSgBh 진제역 191c21-5; 현장역 344a3ff.)과

무성석(MSgU 406b25ff.)에서 본래청정을 진여이며 일체법의 평등

한 共相으로 설하면서 이를 <一切法有如來藏> 또는 <一切衆生有

如來藏>의 여래장 사상을 도입해서 보충,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

다.51) 하지만 삼무성론은 ‘여래장’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충분히

49) 삼무성론(872c8-13): 復次 淸淨如如者 所謂滅諦 亦有三義. 一體相無生滅
謂分別類惑 本無體相 故名爲滅. 二能執無生滅 謂但亂識類惑 由因由緣

本無有生 故名爲滅. 三垢淨二滅 謂本來淸淨 無垢淸淨. 約分別性說

本來無垢(無垢는 淸淨으로 교정해야 함) 約依他性說 無垢淸淨.

50) 삼무성론(872c13-15): 何以故 此性有體則能染汚 由道除垢 故得淸淨.
本來淸淨 卽是道前道中 無垢淸淨 卽是道後.

51) 이에 대한 長尾(1982, p. 367 주 6+7)의 해설 참조. 주7에서 長尾는

무변이(avikāra)를 2종의 청정에 배대하지만 이는 적어도 진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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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상기 개소에서도 2종 청정을 비택멸과 택멸의 2종의 열

반과 대응시키면서 기신론의 本覺과 始覺을 연상시키는 ‘本有’와
‘始有’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진제의 여래장사상

수용의 문제를 고려하는데 주목해야 할 요소일 것이다.52)

7) 마지막으로 정행여여는 도제에 해당되는데, 역시 3종으로 분

류되어 각기 (i) 변지로서의 도(知道, *parijñāna-mārga)와 (ii) 제

거로서의 도(除道, *prahāṇa-mārga), (iii) 획득된 것의 촉증으로서

의 도(證得道, *prāpti-sakṣātkṛti-mārga)로서 분별성과 의타성, 진

실성에 배대된다. 여기서 변지되어야 할 것은 분별성의 관점에서

[분별]성에 자체가 없고 [생이란] 단지 지각에 응해 나타날 뿐이

기에 소멸될 것도 없다는 것이며, 제거란 의타성의 관점에서 [의

타]성에 자체가 있어 이것이 번뇌의 사태로서 소멸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진실성의 관점에서 [진실]성은 [아법] 二空이기

때문에 변지와 제거에 의해 소멸되기 때문에 획득되어야 하는 것

이다.53)

해석에는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52) 다른 학파의 영향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진제의 유식설이 깊이

여래장 사상의 영향을 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관점에 대한

것이다. 그가 십팔공론이나 삼무성론에서 자성청정심을 아말라식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즉각적으로 여래장과

등치하는 데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제와 여래장 사상의

관계에 대한 물음에서 우리는 진제가 여래장 사상의 관점에서

유식사상을 포섭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시대정신에 따라 여래장

사상과 유식사상의 통합을 시도한 것인지는 구별해야 할 것이라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시도가 어느 방향에서 수행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岩田(2004: 363)는 진제를 유식 사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래장불성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시도한 사상가라고 평가하지만,

그 수용의 정도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제는 분별이 끼치는 핵심적 역할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식사상가로서의 임무에 충실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삼성의 문제를 언어와 대상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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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진제의 해석은 MAV III.9에 대한 MAVBh의 설명과

차이를 보여준다. “분별성은 변지와 관련해서, 의타성은 변지 및

제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진실성은 변지 및 획득된 것의 촉증과

관련해서 [설해진 것이다.]”54)라는 세친의 설명과 비교하면 진제

는 여기서도 진실성을 앞의 두 자성의 변지와 제거를 통해 획득

되는 2공의 내용으로서, 두 자성과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해석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상으로 우리는 삼무성론이 기본적으로 다른 유식문헌의 설
명에 의거해서 삼성 각각을 설명하는지를 보았다. 이어지는 나머

지 개소에서도 삼무성론의 설명은 기본적으로 다른 유식문헌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轉依(āśraya-pa

rāvṛtti)의 설명에서 5종의 전의와 그것의 불가사의함이 설해지고

있는데, 이들 각각의 항목의 설명은 주로 섭결택분 55)에 의존하

고 있으며, 전의를 획득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으로서 거론되는

四聖行과 四種尋思, 四種如實知와 四種境界도 유가론 도처에서의
인용과 재해석이다.56)

53) 삼무성론(872c17-23): 復次 正行如如者 所謂道諦。亦有三義. 一知道
謂約分別性。此性無體 但應須知無有可滅 故名知道. 二除道

約依他性。此性有體 是故應知 是煩惱類所以須滅 故名除道. 三證得道

約眞實性 此性是二空故 應知除滅故應得 故名正行如如也. (이 번역은

MAVBh와 대조하여 읽지 않으면 바로 해독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應知除滅故應得를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의 번역은 필자 나름의

이해에 따른 임의적인 것이다.)

54) MAVBh 41,2-3: parikalpitasya parijñāne, paratantrasya parijñāne

prahāṇe ca/ parinișpannasya parijñāne prāpti-sākșāt-karaṇe ca/.
55) 예를 들어 5종 전의는 宇井(1965: 338)이 지적하듯이 유가론 73에서
無相轉依 5종과 동일하며, 4종 불가사의도 유가론 권74의 5종
불가사의에 의거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연구는 高崎直道(2009), 제3장

<眞諦三藏の譯經> 참조.

56)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4聖行은 10바라밀과 37보리분법, 6신통과

4섭사를 가리키며, 두 번째는 4종 심사이고, 세 번째는 4종

여실변지이며, 네 번째는 선정의 네 가지 명상대상(所緣, ālamban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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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끝내는 말

이제까지 삼무성론의 삼성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을 골라 이것이 현존하는 다른 유식문헌의 설명방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진제설의 특징과 다른 해석과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했다. 삼무성론을 진제의 삼성설 연구의 출
발점으로 삼은 이유는 언어와 대상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가

장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이 부분에서 초기 유식논서에 대한 진

제의 의존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초기 유식논서에서 散說된 여러 교설이 진제나 진제의 유

파에 의해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목격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요약하면서 아울러 진제의 삼성설 해석과 관련해 검토되어야할

사항을 지적하는 것으로 결론을 가름하고자 한다.

(1) 삼무성론의 주제는 법집을 제거하는 것이며, 법집은 대상

대한 설명이다. 4성행은 모두 대소승의 여러 관법을 아우른 것으로 이들

네 방법은 보살지 등에서 주제로서 상설되고 있지만, 주목되는 것은

6바라밀 대신에 10바라밀을 설하는 점이다. 그리고 특히 법무아의

증득을 위한 핵심적인 대승적 관법으로서 제시되는 것은 사실상 4종

심사와 4종 여실지이다. 이들 관법이 진실의품 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보살지 의 다른 개소(BoBh 239,14ff.)에서도 4심사와

4여실변지는 보살이 제10주의 단계에서 無生法忍을 얻을 때 사용하는

관법으로 설해진다. 양자는 순차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보살은 “제거된 모든 삿된 분별과 집착들 속에서 일체법이 현재에

일체의 잡염의 불생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본다.” 여기서 삿된 분별이란

분별성이고 집착이란 의타성을 가리킨다. 그리고 마지막 ‘명상대상’의

주제는 (Huimin 1994의 상세한 연구가 보여주듯이) 성문지 (SrBh-T,

42ff.)와 해심밀경 등에서 상설되고 있지만, 진제는 이를 내용적으로
자신의 ‘唯識’ 해석과 관련시켜 재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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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재한다는 집착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명칭과 대상,

분별간의 관계를 주로 고찰한다. 이 문제가 바로 삼성설의 주제이

기 때문이다.

(2) 진제의 삼성설 해석의 단적인 특징은 분별성을 대상으로,

의타성을 대상을 파악하는 의식주체로, 그리고 진실성을 양자의

비존재로 해석하는 점이다. 그리고 삼무성이란 삼성이 자성을 여

의고 있는 것으로서 분별성은 상무성, 의타성은 생무성, 진실성은

승의적으로 무자성이다.

(3) <삼성의 성립도리>에 관한 설명에서 삼무성론은 삼성설
을 섭결택분 의 五事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함으로써 삼성설이

오사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五事는 존재

전체를 아우르는 범주이기에 오사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분

별성은 비존재로 간주된다. 여기서 분별성은 명칭이나 분별 자체

가 아니라 명칭이나 분별이 대상 자체와의 상관성 속에서 의식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삼무성론은 여러 유식
논서에 나오는 분별에 대한 교설들을 다각도로 제시한다. 분별성

이 의타성에 속하는 분별(vikalpa)을 통해 설명되는 데에서 나타

나듯이 삼무성론의 특징은 분별성과 의타성을 실질적으로 하나
의 쌍으로 다루는 것이다.

(4) 삼무성론에서 의타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

존재성은 유-무, 실유-가유, 승의유-세속유의 구분을 통해 한정되

고 있다. 의타성은 분별성처럼 세속유이며 승의유가 아니다. 따라

서 그것은 제거될 수 있다는 함의이다.

(5) 반면에 진실성은 분별성과 의타성의 제거를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삼무성론
은 이를 중변분별론 3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7종 여여와 관련시
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설명방식 자체는 새로운 것은 아니

지만, 삼무성론의 특징은 이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해석하는데

있다. 그것은 7종 여여에 삼성의 방식을 적용시켜 세 측면에서 설

명하는 점으로 이는 부분적으로 MAVBh의 설명을 이어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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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시킨 것이다. 이런 설명을 통해 우리는 유식논서에 대한 진제

의 의존성과 아울러 그의 독자적 해석도 엿볼 수 있다.

(6) 진제는 삼무성론에서 여러 유식논서에 대한 그의 의존성
을 강하게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분별성과 의타성의 설명에서 가

장 빈번히 인용되는 초기 유식논서는 보살지 진실의품 과 이

에 대한 섭결택분 이다. 특히 <삼성 각각의 성립도리>를 설하는

부분에서 이들 논서가 중점적으로 인용되고 해석되고 있어, 진제

의 해석이 특히 유가론에 의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7)

반면 진실성을 7종 진여와 관련시켜 설명하는 개소에서는 중변
분별론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비록 그의 삼성설의 해석이 일
반적으로 근거로서의 의타성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논하는 섭대
승론의 입장과는 구별되지만, 그의 해석의 근거는 이들 초기 유
식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이며,58) 그런 점에서 그의 삼성설

57) 그 밖에 진실의품 이외의 보살지 의 다른 개소에서의 인용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역종성품 (BoBh 69,4f.)에서 분별을

구성하는 것으로 제시된 명칭과 관념(想)과 언설의 세 요소를 인용한

것과, 또한 두 군데에서 언급되는 皮煩惱와 肉煩惱, 心煩惱의 3종 분류는

住品 (BoBh 243,14-15)에서 추중(dauṣṭhulya)을 tvaggataṃ,

phalgugataṃ, sāragataṃ으로 분류한 것과 또

섭결택분 (701c29-702a7)의 설명과 관련될 것이다. 이들 3종 추중은

해심밀경(SNS IX.2)에서도 lpags shun la yod pa(在皮麤重), khri la
yod pa(在膚麤重), snying po la yod pa(在骨麤重)로 언급되고 있다.

58) 반면 해심밀경에서의 직접 인용은 드물지만, 두 논서가 삼상과
삼무성의 이중관계 속에서 논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또 내용적으로도

의타기상의 소멸을 말한다는 점에서 영향관계가 인정될 것이다. 반면

사상사적으로 매우 논란이 되고 있는 반야경의 <미륵청문장>과의
관계는 확정적으로 단언될 수는 없다. 승의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설하는

점은 공통되지만 직접 인용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인다. 필자가

추정하는 한 <미륵청문장>의 영향을 보여주는 구절은

眞實無性故說無性(삼무성론 873b19)이다. (현양론의 대응구문은
圓成實自性 由勝義無性故說爲無性: 宇井 1965, p. 254). 여기서 無性故를

“무자성이기 때문에”로 번역한다면 동어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無(abhāva)를 性(svabhāva)로 한다는 소유복합어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이 용어는 분명 <미륵청문장>(§ 2: Conze 1968:



294 ∙ 印度哲學 제42집

해석에서 다른 학파의 영향을 읽을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59)

(7) 7종 여여에 대한 해석에서 흥미로운 점은 진실성이 阿摩羅

識이라는 진제의 고유한 용어로 언급되고 있지만, 이를 매우 한정

된 맥락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후속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지만, 결정장론에서 轉依의 대체어로서

사용된 것과 비교하면 커다란 용법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

울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정여여> 항의 설명에서 여래장의

용어가 기대되는 곳에서 진제가 이를 의도적으로(?)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진제의 여래장 사상의 해석에서 고

려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

233)과 관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성이 모든 희론법, 즉

비존재하는 법의 진실한 자체라는 뒤의 설명을 고려해 볼 때, 이 정의는

오히려 MAVBh 23,1f.에 근접해 있다고 보인다. 여기서 공성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공성이 비존재를 자성으로 하는 특징을 가졌다”고 설하기

때문이다. TrBh 130,9-10에서 “따라서 원성실성은 승의무자성이다.

왜냐하면 완성된 것은 비존재를 자성으로 하기 때문이다.”(parinișpanna
eva svabhāvaḥ paramārthaniḥsvabhāvatā

parinișpannasyābhāvasvabhāvatvāt)도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 “승의무자성”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승의라는 한정사

없이 “무[자]성”으로 정의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

59) 최근 大竹晉(2007: 264)는 화엄사상과 유식사상 간의 영향관계를

삼성설을 중심으로 논하면서 기존 연구는 화엄학의 삼성설을

인도유식설의 중국적 변용으로 보든지 아니면 중관파의 청변과 유식파의

호법과의 대립과 종합으로 보든지의 어느 한 입장에서 논의해 왔지만

이것은 진제의 독특한 삼성설 해석에 의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제의 삼성설이 중관학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간주하고 있다. 필자는

화엄학의 삼성설과 관련해 진제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입론하는 그의

논의에서 많은 자극을 받았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 그의 논점을

받아들이지만, 진제의 삼성설이 중관학파로부터 영향이라고 하는 그의

주장은 과도한 것이다. 이론적으로도 염오를 벗어난 아말라식을

독자적인 식체로 설정하고 이를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진제의 식설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진제의

식설이 인도 유식학 내부의 다양한 해석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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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of Paramārtha's Trisvabhāva 
Theory: in San wu hsing lun with reference to Indian 

Yogācāra texts (II) 

AHN, Sungdoo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e present paper is to examine to what

extant Paramārtha(眞諦, CE. 499-569)’s trisvabhāva theory,

particularly in San wu hsing lun, is indebted concretely to

Indian Yogācāra texts. In my former research I have point-

ed out the characteristics of his trisvabhāva interpretation,

which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in Paramārtha's in-

terpretation, the parikalpita-svabhāva refers to the 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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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ariniṣpanna-svabhāva to the non-existence of two for-

mer svabhāvas. These two svabhāvas, which is interpreted

by Paramārtha to be the cognized and cognizing aspects,

are so closely related each other that one can only describe

their relation as "neither-same-nor-different", whe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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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ist, the

non-existence of two Natures must be accepted to be exist.

Basing on this basic point, I am pursuing to demon-

strate that his descriptions of Three-natures can be reduced

to the early Yogācāra sources, such as Maulī Bhūmi and

Viniścayasaṃgrahaṇī of the Yogācārabhūmi and

Madhyāntavibhāga etc.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Paramārtha’s interpretation and description of the Thre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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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es theory are common to these sources it is to be noted

that his own interpretation is very different from the Indian

materials correspondent to the passages at issue. In this re-

gard I suppose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Paramārtha and

Indian Yogācāra texts may be reduced back to the various

interpretation of Indian Buddhist traditions themselves.

Keywords: Paramārtha, Yogācāra, Three-Nature-theory,

the constructed nature(parikalpita-svabhāva),

the dependent nature(paratantra-svabhāva), the

perfected nature(pariniṣpanna-svabhāva),

Thusness(tathat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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