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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파의 3성설에서는 언어적-개념적 파악과 언설을 떠난 궁극적 실
재성의 관계가 핵심 주제로 다루어지는데, 이를 최초로 체계화시킨 것
이 해심밀경이다.
본고에서는 해심밀경에서 다루어진 두 개의 비유를 중심으로 3상

의 설명이 ‘중추적 모델’나 ‘발전적 모델’의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
면 다른 측면을 가졌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심밀경의 3상설이
가진 의미를 다양한 형태의 3성설 내에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MAVT에서 상세히 설명한 네 가지 종류의 3성 해석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번역을 제시하고 상세히 그 의미를 논의함으로써 이 경의 3상설이
가진 특색을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해심밀경의 3상설이 티벳불교에
준 영향을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쫑카파의 선설의 핵심에서 다루어지
는 해석을 통해 티벳불교에서의 해심밀경의 영향을 보고자 했다.
쫑카파의 해석의 특징은 ‘중추적 해석’을 정통설로 간주하는 위에서,

해심밀경을 해석하는 점이다. 쫑카파의 해석이 가진 체계성과는 별도
로, 그의 해석을 따른다면 특히 ‘의타기상의 소멸’이라는 경전 자체의
설명이 이해되기 힘들다고 보인다. 이 문제는 궁극적인 것에 대한 조낭
파(Jo nang pa)의 ‘他空’ 해석과도 관련되는데, 3성설의 관점에서 유식
문헌과의 상관성을 함축적으로 제시했다.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계열 해외연수 지원금으로 연구되었음.
**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sdah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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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3性(trisvabhāva) 또는 3相(trilakṣaṇa)의 이론은 실재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유식학파의 핵심적 이론이며, 그 배경에는

반야경을 위시한 대승불교에서 문제된 언어와 실재에 대한 오랜

비판적 사고가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중관학파의 二諦설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서 시도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예

를 들어 長尾雅人은 中觀と唯識에 포함된 여러 논문에서 唯識의
3성설이 중관학파의 공성 사상의 비판적 계승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1) 사실 이것은 MAV I.1-2에 대한 중변분별론
(MAVBh 17,15-18,17)의 설명에서 허망분별과 능취·소취의 양자

그리고 공성의 관계가 유와 비유의 중도로서 설명되는 것에서도

드러나는데, 이는 MMK XXIV.18의 소위 ‘三諦偈’를 겨냥하여 작

성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식문헌에서 유와 비유의 중도라는 방식으로 대승에서의 궁극

적인 것의 성격에 대해 논의하는 최초의 개소는 보살지 진실의

품 이다. 여기서는 비록 3성에 해당되는 개념이나 도식을 갖고 논

의하지는 않지만, ‘사태’(事, vastu)를 언설의 기초이자 동시에 불

가언설의 자성을 가진 것으로 규정함으로써2) 언설과 개념화 작용

그리고 실재의 관계를 하나의 사태와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보인다. 이러한 시도는 진실의품 에 대한 <決擇>에서 다

1) 예를 들어 空理より 三性說へ (長尾 1978a, 특히 pp. 196-200)에서
3성설은 용수에 의해 고양된 大乘空敎를 계승하고 있지만 논리적 반성의
심화와 대승보살도의 확립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용수를 초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자는 3성설의 소위 ‘전환의 논리’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후자는 不住涅槃으로서 실천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轉換の論理
앞부분에서(長尾 1978a: 237-239) 다시 천명되고 있다.

2) 高橋(2005) pp. 18-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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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相(nimitta)·名(nāman)·분별(vikalpa)·진여(tathatā)·정지(saṃya

gjñāna)의 五事 개념을 통해 이 관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설명

으로 발전하고 있다. 3성설은 바로 이러한 고찰 위에서 성립되었

다고 보인다.

유식문헌 중에서 3성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문

헌은 해심밀경이다. 해심밀경이 성립사적으로 유식문헌의 초
기에 속하는 경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

다고 보인다. 물론 해심밀경은 유가론 섭결택분 에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유가론의 성립사에서는 후기에 속하지만, 유가
론의 본지분 에서 3성설이 설해지는 개소는 세 군데에 지나지

않고 이들 부분조차 해심밀경의 설명을 전제하기 때문에,3) 해
심밀경에서 설해진 3성설은 유식학파의 3성설 중에서 가장 최초
로 성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4) 그런데 여기서의 3성설은 다

른 유식문헌에서의 설명과 차이가 있다. 이를 다루기 전에 먼저 3

성설의 일반적인 형태와 그 구분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유식문헌에서 설해지는 3성설이 단일한 것이 아니라 차이를 보

여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 학자는 S

ponberg[1983]이다. 그에 따르면 3성설에는 두 모델이 있다. 첫 번

째 모델(1)은 ‘중추적 모델(pivotal medel)’이다. 이 모델은 의타기

성을 중심으로 변계소집성과 원성실성이 구축된 형태로 의타기성

의 ‘존재(有)’ 측면이 강조된 설명방식이다. 이 모델은 전통적으로

3) Schmithausen(2000)은 유가론 본지분 의 3성설 중에서
<유심유사지>(YBh 154,11ff.)의 설명은 svabhāva 대신에 lakșaṇa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SNS VI과 같지만 순서는 역순이며, SNS
VII.20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SavBh(YBh
154,11ff.) kaccid icchasi parinișpannalakșaṇaṃ dharmaṃ
paratantralakșaṇaṃ, parikalpitalakșaṇaṃ/ saced asti, tena sarvaṃ
sarveṇa lakșaṇena nāstīti na yujyate/ sacen nāsti, tena nāsti viparyāso
nāsti saṃkleśo nāsti vyavadānam iti na yujyate/

4) 長尾雅人(1978) p. 4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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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설에 대한 정형적 설명으로 간주되고 있다. 두 번째 모델(2)는

‘발전적 모델(progressive model)’로서, 변계소집성→의타기성→원

성실성으로의 인식론적, 수행론적 발전이 제시되어 있다. 왜냐하

면 여기서 변계소집성과 의타기성은 세속제이고, 원성실성은 승의

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타기성의 존재성은 매우 약화된 형태

로 나타나며 단지 원성실성의 승의적 존재성만이 부각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의타기성의 ‘존재’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들 두

모델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며,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필자는 眞諦(499-569)의 3성설에 대한 일련의 연구에서 인도 자

체에서 조차 3성설은 학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해석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는데,5) 이를 고려한다면 이 구분은 3성설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지만, 문제점은 지나치게 도

식적이라는 점에 있다. 더욱 해심밀경의 3상설에는 두 모델의

어느 한편에 정확히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 문제는 선행

연구(안성두, 2005b)에서도 다룬 바 있지만, 본고에서는 해심밀
경 일체법상품 의 두 개의 비유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이

주제를 확장시키고 심화시키고자 한다.

3성설 자체에 대한 필자의 작업가설은 모델(1)이 논리적 체계(r

igs lugs)6)이고, 모델(2)는 수행론적 체계(sgoms lugs)라는 것이

다, 이는 보성론의 여래장 해석에 대한 11세기 티벳불교의 이해
를 원용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3성설의 다양한 형태를 보다 적절

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현존하는 인도 불전 자체에서 이를 논구하는 것은 방대하고 짧

은 논문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3성설에 대한 대표적인

네 가지 해석을 다루고 있는 Sthiramati(安慧)의 MAVT의 해당부

5) 이에 대해서는 안성두(2014a ; 2014b ; 2015) 참조.
6) 차상엽 교수는 논평에서 “티벳전통에서 rNgog Blo ldan shes rab의
'논리적 전통'을 가리킬 때, 'thos bsam gyi lugs' 혹은 'mtshan nyid kyi
lug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의 지적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여기서 rigs lugs은 ‘논리적 전통’을 가리킨다. 반면 Kha bo
che의 보성론 이해는 ‘수행론 전통’의 관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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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번역하면서 그 논의맥락과 의미를 제시하는 것으로 인도불

전에서의 3성설의 다양한 해석의 한 흐름을 다루고자 한다. 그리

고 티벳불교에서의 해심밀경의 영향에 대해서는 쫑카파의 요
의와 미요의의 구분: 선설의 핵심에서 논의된 해심밀경의 이해
가 쫑카파의 사상적 종합과는 별도로, 과연 경전의 맥락에 부합되

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더불어 ‘일체법 무자성’이라는 해심밀경
의 설명에서 일체법을 세속법이라고 보는 해석을 쫑카파는 잘못

된 해석으로서 비판하는데, 이 해석이 유식문헌 내에서 견지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언급할 것이다. 이는 현재 서구학계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조낭파(Jo nang pa)의 ‘他空’설과 관련해 흥미롭기 때문

이다.

Ⅱ. 해심밀경의 3相(lakṣaṇa)과
3無自性(niḥsvabhāvatā)

앞에서 언급했듯이 3성설은 해심밀경에서 최초로 체계화된

것이지만, 그 설명은 다른 유식문헌의 3성설과 비교해 볼 때 형태

론적이나 내용적으로 차이를 보여준다. 적어도 위에서 말한 3성설

의 두 가지 형태와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해심밀경에서 3성설이 설해지는 곳은 (티벳역의 분류에 따

른) 6장 一切法相品 (이하 SNS VI)과 7장 無自性相品 (이하 SN

S VII)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SNS VI에서는 변계소집상 등의

‘相(lakṣaṇa)’이란 명칭이 ‘性(svabhāva)’ 대신에 사용되고 있지만,

VII의 설명에서는 상과 자성이란 용어가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다

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3상’과 ‘3성’은 교환 가능한 용어이며, 따라

서 양자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해심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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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품에서 의도적으로(?) 구별되어 사용된 이런 용어상의 구분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며,7) 따라서 세밀하

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항은 상의 비존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자성성(niḥsvabhāvatā)8)’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독립된

章(=SNS VII.)에서 다룬다는 점이다. 한 문헌 내에서 3상/3성과

그것의 대응구조인 삼무자성을 취급할 때에 이를 독립적으로 일

체법상품 과 무자성상품 에서 다루는 것은 유식문헌 중에서 해
심밀경이 거의 유일할 것이다. 진제가 번역한 삼무성론에서도
3性과 삼무자성이 병렬적으로 설명되고는 있고 이런 점에서 해
심밀경의 사상사적 영향이 보이지만, 형식적으로도 두 개념을 독
립된 장에서 취급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텍스트 자체에서 양자의

엄격한 구별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가 가진 함축성

을 사상사적 관점에서 논구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9)

7) 예를 들어 Sthiramati는 TrBh에서 “각각 자신의 상에 의해 존재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자성이다.”(TrBh 128,6: svena svena lakṣaṇena
vidyamānavad bhavatīti svabhāvaḥ/)고 구별하는데, 이것이
해심밀경에서 3상과 삼무성의 용어를 구별한 것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8) SNS VII에서 설해진 삼무자성은 이들 3상에 자성이 없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즉 변계소집상이 相으로서 본질이 없는 것이
相無自性性(lakṣaṇa-niḥsvabhāvatā)이며, 의타기상이 생겨난 것으로서
자성이 없는 것이 生無自性性(utpatti-niḥsvabhāvatā)이며, 원성실상이
궁극적으로 자성이 없는 것이
勝義無自性性(paramārtha-niḥsvabhāvatā)이다.

9) 초기유식문헌에서 性(svabhāva)과 相(lakșaṇa)은 상호교환 가능한
개념이라는 이해가 일반적이다. 이는 MAVBh에서 두 용어가 교환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이지만, 그렇다면 해심밀경에서 일체법상품 과
무자성상품 을 나눈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하는 의문도 든다. 필자는
이 구분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논구할 처지에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초기유식에서 이 구분이 가진 존재론적, 인식론적 탐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안성두(2014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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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심밀경에서 3相의 정의와 그 의미 

해심밀경(SNS VI.4-6)에서 3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변계소집상은 “언설을 사용하는 한, 제법의 자성이나 차별을 명칭
과 표식으로 확립하는 것”10)이며, 의타기상은 “제법이 연기하고 있는
것”11)으로, 그리고 원성실상은 “제법의 진여이며 또 보살들이 정진을
원인으로 하고 또 올바른 사유를 원인으로 함에 의해 그것을 증득하
고, 그것을 증득하기 위한 수습을 성취함에 의해 무상정등각에 도달하
는 것이다.”12)

위의 변계소집상의 정의에 대한 티벳역의 의미를 정확히 번역

하기는 어렵지만,13) 제법의 자성이나 차별은 해심밀경(VII.25-2
7)에서 사성제 등의 법을 자성(svabhāva)과 차별(viśeṣa)의 측면

에서 관찰하는 방식과 관련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명칭(*nāman)

과 표식(*saṃketa)에 의해 규정하는 것이 바로 변계소집상이라

규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변계소집상이 명칭 등의 언어적 이해

를 통해 대상의 자상이나 차별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

고, 또 명칭이나 표식은 대상 자체와는 무관한, 대상에 대한 하나

10) SNS VI.4: ji tsam du rjes su tha snyad gdags pa’i phyir chos rnams
kyi ngo bo nyid dam bye brag tu ming dang brdar rnam par bzhag
pa gang yin pa’o//

11) SNS VI.5: chos rnams kyi rten cing ’brel par ’byung ba nyid de/ ...
12) SNS VI.6: chos rnams kyi de bzhin nyid gang yin pa ste/ byang chub
sems dpa’ rnams kyis rtul pa’i rgyu dang/ legs par tshul bzhin yid la
byas pa’i rgyus de rtogs shing de rtogs pa goms par byas pa yang
dag par grub pas kyang bla na med pa yang dag par rdzogs pa’i
byang chub kyi bar du yang dag par ’grub pa gang yin pa’o//

13) ngo bo nyid dang bye brag tu ming dang brdar의 번역의 어려움은 두
개의 향격조사를 어떻게 정확히 이해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안성두(2014) p. 339, fn.17을 볼 것. 또한 이 문장에 대한
학자들의 상이한 번역에 대해서는 高橋(2005) p. 52, 각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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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습적이고 언어약정적인 언어사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방식에 따른 대상에 대한 파악은 좋게 말하면 임의적인 것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허공의 꽃’(SNS VII.7)과 같이 그 존재성이

절대적으로 부정되는 것이다.14)

반면 의타기상은 연기로서, 즉 다른 조건의 힘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서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는 의타기상의 특징을 언어적 규

정에 따른 법의 존재성에 대한 집착으로 보는 설명은 아직 나타

나 있지 않고, 다른 것의 힘에 의해 생겨나는 법이 의타기상이라

고 하는 것이다. MSg II.15는 의타기에 대한 두 가지 어의해석을

제공한다. 하나는 자체의 종자의 훈습으로부터 생겨난 것이기 때

문이며, 다른 하나는 생겨난 후에 한 찰나 이상 존속할 능력이 없

기 때문에 ‘의타’ 즉 다른 [조건]에 의지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15) 이 MSg의 첫 번째 해석은 충분히 발전된 종자설과 그에

의거한 유식설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해심밀경의 의타기상의 해
석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두 번째 찰나성의 측면에서의

해석은 자체생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로 이는 SNS VII.5에서 왜 의타기상이 생무자성성이라고 불리는

가를 설명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그 이유는 “그 [의타기상]이 다

른 조건의 힘에 의해 생겨나지, 자체적으로는 [생겨나지] 않기 때

문이다.”16) 찰나멸적인 존재가 그럼에도 인과적 작용을 수행한다

14) 유가론 본지분 思所成地 에서 未生無, 已滅無, 互相無, 勝義無,
畢竟無의 5종 ‘非有(abhāva)’가 설해지는데, ‘허공의 꽃’은 마지막
‘필경무(atyantābhāva)’에 해당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袴谷(1994) pp.
141-2를 보라.

15) MSg II.15A: ci’i phyir na gzhan gyi dbang zhe bya ze na/ rang gi
bag chags kyi sa bon las skyes pa yin pas de lta bas na rkyen gyi
gzhan dbang yin no// skyes nas skad cig las lhag par bdag nyid gnas
par mi nus pas na gzhan gyi dbang zes bya’o//

16) SNS VII.5: chos rnams kyi skye ba ngo bo nyid med pa nyid gang
zhe na/ chos rnams kyi gzhan gyi dbang gi mtshan nyid gang yin
pa’o// de ci’i phyir zhe na/ ‘diltar de ni rkyen gzhan gyi stobs kyis
byung ba yin gyi/ bdag nyid kyis ni ma yin pas de’i phyir skye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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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비달마 불교에서도 인정된 것이고 유식에서도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연기적 존재로서 규정하는 것에는 어떠한 이

의도 없을 것이다.

해심밀경은 의타기상을 ‘行相’(’du byed kyi mtshan ma, *sa
ṃskāranimitta)17)이라는 술어로 표시함에 의해 이런 연기법으로

서의 의타기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히 한다. 행상을 설명

하는 단어로서 SNS VII.25에서는 ‘분별의 영역(rnam par rtog pa’

i spyod yul)’, ‘변계소집상의 근거(kun brtags pa’i mtshan nyid k

yi gnas)’가 제시되며 이것이 의타기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SNS I.5에서는 ‘분별에서 생겨난 것(rnam par rtog pa las byung

ba)’, ‘환화와 같은 것(sgyu ma lta bu)’이라고만 제시되어 있을 뿐

의타기상과 관련지어 설해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동의어의 나열에

서 보듯이 행상이란 분별, 즉 넓은 의미에서 의식작용이라고 간주

되며, 이런 의식작용이 변계소집상이라는 언어적 파악대상의 근저

에 놓여 있다는 것이 ‘변계소집상의 근거’라는 단어의 의미일 것

이다. 여기서 우리는 ‘근거(gnas, *āśraya)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찰나적인 의식작

용이며, 그럼에도 그 위에서 언어작용이 수행되는 토대가 된다는

의미에서 존재자이지만, 환화(māyā)와 같은 존재론적 상태, 즉 궁

극적인 측면에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현상적으로 현현하

는 존재자인 것이다.18)

ngo bo nyid med pa nyid shes bya’o//
17) 해심밀경의 ‘행상’ 개념에 대한 兵藤의 설명과 그에 대한 高橋의
비판에 대해서는 다카하시(2015) pp. 87-88을 볼 것.

18) 의식작용의 근거로서의 의타기상을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SNS
VII.13에서 말하는 ‘의타기상의 소멸’의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의타기상의 소멸은 중생들은 이 교설을 들은 후에
생무자성에 대해 상무자성과 승의무자성으로서 믿고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여실하게 이해할 때 이루어진다고 설해지는데, 즉 “언어사용에
의해 훈습되지 않고, 언어사용과 결부되지 않은 智에 의해, 또
언어사용의 잠재적 경향(수면)이 없는 智에 의해 의타기상은 현생에서는
智의 힘을 일으키고 내생에서는 원인(티벳역은 rgyud(상속)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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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두 정의에 비해 원성실상의 정의는 보다 상세하다, 원성실

상에는 두 측면이 있다고 설명된다. 하나는 제법의 진여(tathatā)

이다. 진여는 정의상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서 사물의 본

래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법의 본질로서의 무위적 측면을

가리킨다. 사물의 본래적 모습이란 점에서 진여는 사물에 대한 언

어적, 개념적 이해 이전의 사물 자체를 가리키며, 이것이 개념적

파악의 산란성을 떠났다는 점에서 사물 자체의 부동한 측면, 또는

불변이성(avikāratva)을 가리킬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행도의 수

습에 의해 무상정등각에 도달하는 것으로서 수행을 통해 증득하

는 유위적 측면이다. 이러한 수행도의 측면에서 원성실상은 완전

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보살들에게 점차 획득되는, 전도되지

않은 인식을 가리킬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중변분별론
(MAV I.15; III.11)에서 원성실성을 불변성과 비전도성으로 구분

한 것이 바로 해심밀경에서 진여와 그것을 증득하기 위한 수행
도의 구분을 계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해심밀경에서의
원성실상의 두 측면은 바로 보살지 진실의품 (BoBh 25,3-5)에서

진실성(tattva)을 如所有性(yathāvadbhāvikatā)과 盡所有性(yāvadb

hāvikatā)19)으로 나눈 것을 보다 포괄적으로 3성의 맥락에서 설명

한 것임을 알게 된다.

현장역 ‘因’에 따랐다.)이 단절됨을 통해, 소멸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의타기상의 소멸이 <중추적 모델>의 해석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구절은 阿利(1991) 池田(1996] 등의 학자들에 의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졸고(안성두 2005b: 63-77)에서도 이를 다루었지만, 당시
3성설의 두 가지 형태를 하나의 도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의타기상도 제행의 상인 이상 당연히 소멸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보완하고자 한다.

19) 진실의품 이나 다른 유식문헌의 설명에서는 tattva를 여소유성과
진소유성의 2종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여소유성이 제법의 진실성에.
진소유성이 제법의 전체성에 대응한다고 한다면, 이런 2종의 구분은
해심밀경에서 원성실상을 진여와 수행도의 두 측면에서의 구분과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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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유식사상에서 이런 구분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양자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는 해
심밀경의 방식이 두 종류의 3성설 중에서 어디에 가까운가 하는
것이다. 순차적인 방식으로 변계소집상의 인식이 상을 여의었다는

사실의 인식으로 이끌고, 의타기상의 인식이 잡염으로 특징지어지

는 법의 인식으로 이끌고, 원성실상이 인식이 청정으로 특징지어

지는 법의 인식으로 이끈다는 일체법상품 (VI.12)의 설명에 의거

하는 한, 해심밀경의 설명이 기본적으로 <발전적 모델>에 의거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보인다.20) 이런 과정의 마지막 단계

에서 궁극적인 것으로서 진여가 증득된다고 할 때, 제기될 수 있

는 의문은 그렇다면 여기서 진여는 공성과 동일시될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부정대상의 소거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

니면 그것을 넘어 부정대상의 제거 이후에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남아있는 어떤 존재인가가 문제된다. 전자의 경우 중관학파에서

공성을 ‘절대적 부정(prasajya-pratiṣedha)’으로 이해한 것과 연결

될 것이며, 후자의 경우 공성을 ‘상대적 부정(paryudāsa-pratiṣedh

a)’으로 해석하는 것과 연결될 것이다.21)

해심밀경에서의 진여의 역할과 관련해서 말하면, 진여는 단

지 깨달음의 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성자를 성자로

만들어 주는 현실화된 힘으로서의 성격은 진여를 대상으로 하는

20) 이에 대해서는 안성두(2005b) 참조. 왜냐하면 변계소집상은 비존재하며,
의타기상은 잡염으로 특징지어지며, 원성실상은 청정으로
특징지어진다는 사실을 통해 변계소집상과 의타기상의 제거와 이를 통한
원성실상의 증득을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해심밀경에서 원성실상의 특징은 Sakuma(1990)가 전의의 설명에서
말한 대체모델과 비슷하다고 보일 것이다.

21) 두 가지 공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Ruegg(1981) pp. 37-38 ;
Hookham(1991) pp. 31-32 참조. 특히 부정대상의 소거 이후에 남아있는
것을 ‘상대적 부정’에 따라 궁극적인 것으로 이해했을 때, 그것의
존재론적 지위를 둘러싼 평가가 소위 유식학과 관련해서 자공(rang
stong)과 타공(gzhan stong)의 해석뿐 아니라 유식과 여래장사상이
분기하고 있는 지점일 것이다. 이는 차후의 연구거리로 남겨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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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부과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발전적 모델>에 따른 원성실상

의 이해가 놓여있지만, 그럼에도 진여의 역할은 正智의 근거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수동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왜냐하

면 이런 유위적 측면으로서의 원성실성은 비록 그 상태가 아무리

수승하다고 해도 단지 비전도의 차원에 있을 뿐이며, 그 최종적

단계에서 진여를 [대상으로 하는] 지(眞如智, tathatājñāna)에 의해

진여 자체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나, 또는 그것이 설

사 진여라고 하더라도 진여에 대한 대상적 파악을 초월하지 않으

면 안 되기 때문이다.22) 따라서 원성실상은 결국 그 근거를 무위

로서의 진여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진여는 수행의 성취를 가능

케 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들 두 가지의 원성실상의 측면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서 여래장사상과 유식사상이 나뉘었다고 생각하지만,23) 이 문제

는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다른 논문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제

다시 해심밀경의 설명으로 되돌아가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이

22) 승의가 모든 종류의 비대상적 인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Tr
26과 이에 대한 스티라마티의 주석(TrBh 134,12ff.)을 볼 것.

23) 필자는 여래장사상과 유식사상이 나뉜 지점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원성실상의 측면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진여가
본래적으로 모든 존재에게 관통되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근거로서의 진여의 측면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보성론의 설명에서
보듯이 보다 여래장적인 설명에 근접하게 될 것이지만, 수행도에서
획득되는 正智의 획득에 초점을 맞추면서 근거로서의 진여를
받아들인다면, 유식문헌에서의 일반적 해석에 접근하는 것이다. 즉
진여란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구제론적 힘의 획득을 위한 존재론적
근거로서 작용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당시 인도 유식사상가들이 이
두 가지 지점의 어느 중간에서 각기 자신들의 실재관을 구축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진제(499-569)는 그의 독자적 해설을 담은
문헌인 十八空論에서 아말라식을 자성청정심으로 부르는데, 후자는
바로 불변적 측면의 진여, 또는 수행의 존재론적 근거로서의 진여를
가리키며, 이는 진제가 원성실성의 두 측면에서 불변성으로서의 진여를
아말라식으로 부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안성두(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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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관계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를 보자.

2. 해심밀경 VI에서 3상에 대한 두 가지 비유 

해심밀경은 3상의 정의를 제시한 후에 두 가지 상이한 비유
를 들어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두 비유는 비유의 단계나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비유가 사용되는

지조차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24) 가능한 한

그 비유의 의미를 텍스트 자체의 맥락 내에서 이해해 보고자 한

다.

1) Timira병의 비유

SNS VI.7에 나오는 timira병25)의 비유는 다음과 같다.

“백내장에 걸린 사람(taimirika)의 눈에 나타나는 백내장의 오류(ti
mira-doṣa)는 변계소집상이라고 알아야 한다. 바로 그 [눈]에 머리카
락의 망, 벌, 깨의 씨앗, 청·황·적·백의 이미지 등의 백내장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은 의타기상이라 알아야 한다. 바로 그 사람의 눈이 청정
하고 눈이 백내장의 오류를 여의었다면, 그 눈의 자성적인 영역이며
착란이 없는 영역이 원성실성이라고 알아야 한다.”26)

24) 이 비유에 대한 해심밀경과 대승장엄경론 및 주석서의 해석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袴谷(1994) pp. 93-100 참조.

25) Timira병은 어떤 특정한 안질에 해당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cataract로
번역한 John Keenan(2000) p. 32에 따라 ‘백내장’으로 번역했다.

26) SNS VI.7: skyes bu gang zag rab rib can gyi mig la rab rib kyi
skyon chags pa de lta bur ni kun brtags pa’i mtshan nyid blta bar
bya’o// yon tan ’byung gnas ’di lta ste dper na/ de nyid la rab rib kyi
mtshan ma skra bshad ’dzings pa’am/ sbrang ma’am/ ti la gyi
’bru’am/ sngon po’i mtshan ma’am/ ser po’i mtshan ma’am/ dmar p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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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유에서 변계소집상은 백내장의 오류(doṣa)이며, 의타기상

은 백내장에 걸린 사람의 눈에 나타나는 꿀벌 등의 현상/나타남이

다. 여기서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이 지적될 수 있다. 하나는 백내장

의 오류와 머리카락의 망 등의 현상의 현현은 현상적으로 구별되

지 않고 시간적으로도 동시적이라는 의미에서 의타기상과 변계소

집상은 존재론적이나 인식론적 맥락에서 동일한 사태를 가리킨다

는 점이다.27) 그리고 의타기상이 변계소집상의 근거(gnas)라고 하

는 앞의 정의를 고려해 볼 때, 이 비유는 정확히 이 관계를 보여

준다. 즉 비유에서와 같이 백내장이 원인/근거가 되어 벌 등의 현

상이 나타나는 것이 타당한 인과관계의 순서라고 본다면, 의타기

상은 그 위에 벌 등의 현상적 이미지로서의 변계소집상이 나타나

기 위한 원인/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원성실상이 나

타나기 위한 근거로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다른 하나는 원성실상이 백내장이 없는 사람의 눈의 착란(bhra

nti)이 없는 영역으로서 질병에 의해 염오된 양자와는 구별되는,

백내장으로부터 치유된 상태로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청

정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본연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눈에

백내장의 오류와 그 병에 수반되는 현상적 이미지의 출현이 없다

면, 이들 질환이란 변지되어야 하는 것이거나 제거되어야 하는 것

일 따름이다. 해심밀경은 앞의 두 상을 범부의 영역으로, 후자
를 성자의 영역으로 명시함으로써 잡염과 청정의 도식에 선 수행

론적 관점에서 그 차이를 구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mtshan ma’am/ dkar po’i mtshan ma snang bar gyur pa de lta bur ni
gzhan gyi dbang gi mtshan nyid du blta bar bya’o// yon tan ’byung
gnas ’di lta ste dper na/ skyes bu gang zag de nyid kyi mig yongs
su dag cing mig la rab rib kyi skyon chags pa dang bral bar gyur pa
na/ mig de nyid kyi rang bzhin gyi spyod yul ma nor ba’i spyod yul
de lta bur ni yongs su grub pa’i mtshan nyid du blta bar bya’o//.

27) 이 점에서 진제의 3성설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의타성과 분별성의
非一非異를 가리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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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의 비유

해심밀경(SNS VI.8-9)에 나타난 두 번째 비유는 수정이다.

이 비유는 백내장의 비유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3상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듯이 보인다.

“만일 맑은 수정이 푸른색과 만난다면 그것은 푸름이나 붉음 등의
색깔에 따라 帝靑(indranīla)이나 대청(mahānīla)의 마니보주처럼 나타
날 것이며, 이를 제청이나 대청의 마니보주로 잘못 파악함에 의해 중
생들을 미혹시킨다. 마찬가지로 황색과 만난다면, 호박의 마니보주로
나타난다. ...
맑은 수정 위에 색깔과 만나는 것은 의타기상 위의 변계소집상의

언설습기이다. 맑은 수정에 대해 제청 등으로 잘못 파악하는 것은 의
타기상 위에 변계소집상으로 집착하는 것이다. 맑은 수정은 의타기상
이다. 맑은 수정이 제청 등의 마니보주 위에 항시 언제나 존재하지 않
고 자성이 없는 것은 의타기상이 변계소집상 위에 항시 언제나 존재
하지 않고 무자성으로서 원성실상이다.”28) (취의 번역)

28) SNS VI.8-9: shel shin tu gsal ba ni gang gi tshe tshon(ed. tshe na)
sngon po dang phrad par gyur pa de’i tshe ni nor du rin po che an
dha rnyil dang/ mthon ka chen po lta bur snang bar ’gyur zhing/ nor
bu rin po che an dha rnyil dang mthon ka chen por log par ’dzin pas
kyang sems can rnams rnam par rmongs par byed do// gang gi tshe
tshon dmar po dang phrad par gyur pa de’i tshe ni nor bu rin po che
pa dma ral lta bur snang bar ’gyur zhing/ ... shel shin tu gsal ba [la]
tshon dang phrad pa de lta bur ni gzhan gyi dbang gi mtshan nyid la
kun brtags pa’i mtshan nyid kyi tha snyad kyi bag chags su blta bar
bya’o// ... shel shin tu gsal ba la nor bu rin po che an dha rnyil dang/
mthon ka chen po dang/... gser du log par ’dsin pa lta bur ni gzhan
gyi dbang gi mtshan nyid la kun brtags pa’i mtshan nyid du ’dsin pa
blta bar bya’o// shel shin tu gsal ba de nyid lta bur ni gzhan gyi
dbang gi mtshan nyid blta bar bya’o// shel shin tu gsal ba nyid nor
bu rin po che an dha rnyil dang/ ... gser gyi mtshan nyid der rtag pa
rtag pa’i dus dang/ ther zug ther zug gi dus su yongs su ma grub
cing ngo bo nyid med pa de [nyid] de lta bur ni gzhan gyi dbang gi
mtshan nyid de/ kun brtags pa’i mtshan nyid der rtag pa rtag pa’i



90 ∙ 印度哲學 제44집

이 비유는 백내장의 비유와는 달리 수정과 여러 색깔, 이를 제

청 등으로 잘못 파악하고 집착하는 것, 그리고 수정에 제청 등의

현현이 원래 없다는 네 측면으로 이루어졌다. 경은 수정은 의타기

상, 색깔은 변계상의 언설습기, 제청 등으로 집착은 변계소집상,

그리고 수정유리에 제청 등이 원래 없다는 것을 원성실상으로 설

명하고 있다.

이 비유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형식상의 차이는 변계-의타-원성

이라는 삼분 구조 대신에 변계소집상의 언설습기라는 개념을 새

롭게 도입하여 변계소집상의 원인을 언설습기로 독립해서 설정하

고 있다는 점이다. 이 언설습기 개념은 MSg II.2에서 명언종자의

역할이나 습기 개념 일반이 유식에서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주

목되지만, 사실 이 개념은 V.2에서 “관념상과 명칭과 분별에 대해

언설을 가설하는 희론습기의 집수”29)라는 개념과 밀접히 관련되

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해심밀경의 단계에서 이미 술어로서
정착되었으며, 따라서 어느 정도 유식적 지향성30)을 드러내고 있

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주목되는 점은 의타기상을 맑은 수정과 비유한 것

이다. 이 비유를 언뜻 보면 의타기상이 장소적 의미를 강하게 보

여주기 때문에31) 의타기상을 변계소집상과 원성실상이 성립되는

dus dang/ ther zug ther zug gi dus su yongs su ma grub cing ngo bo
nyid med pa nyid kyis yongs su grub pa’i mtshan nyid blta bar
bya’o//

29) SNS V.2: mtshan ma dang ming dang rnam par rtog pa la tha snyad
‘dogs pa’i spros pa’i bag chags len pa.

30) 다카하시(2015: 88)는 해심밀경의 3상설이 유식설과 관련이 보이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을 비판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행상’ 개념이 분별의
소산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식설과 관련되어 해석할 여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설습기 개념도 유식적 성격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다.

31) 이는 수정의 비유에서 수정이 색깔이 위치하거나 또는 제청 등으로의
잘못된 파악이 생겨나는 장소적 의미에서 티벳어 처격조사 la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la는 비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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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서 해석할 여지가 다분할 것이다. 하지만 비유의 내용을 따

져보면 수정이 색깔의 영향으로 생겨난 제청 등의 잘못된 파악과

존재론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는 변계소집상과

의타기상을 적어도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간주하는 것이 된다.

또한 수정이 제청 등의 잘못된 파악 위에 영원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결국 원성실상과 동일시된다면 의타기상과 원성실상은 小
空經의 의미에서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비유에서

변계소집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의타기상은 수정으로

서, 즉 다른 색깔이나 제청 등의 잘못된 파악이 인과적 관계 속에

서 작용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며,32) 원성실상은 의

타기상이 변계소집상을 여의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의타기상을 기반의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은 의타기상을 중심으로 변계소집상과 원성실상이 전환되는,

소위 ‘전환의 논리’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의타기상은 그런 전환을 가능케 하는 존재론적 근거라기보

다는 단지 잘못된 파악작용이 현실태로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작

용의 장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런 이해는 VI.11에서 변계소집상

을 “상을 여읜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법”33)으로, 의타기상을 “잡염

으로 특징지어지는 법”으로, 그리고 원성실상을 “청정으로 특징지

어지는 법”으로 설하는 데에서도 확인될 것이다.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본 해심밀경의 3상의 설명에서 공통
적인 것은 적어도 이들 세 요소가 변계-의타-원성의 방식으로 순

차적으로 발전한다고 보는 것이다. 두 비유의 차이는 백내장의 비

맥락을 고려할 때, 그 위에서 언설습기나 잘못된 파악이 행해지는
장소를 가리킨다고 직설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32) 의타기상으로서 수정은 VII.7에서 말하는 승의무자성의 일부일 것이다.
33) SNS VI.11: 순차대로 이들 셋은 mtshan nyid med pa’i chos(無相之法),
kun nas nyon mongs pa’i mtshan nyid kyi chos(雜染相法), rnam par
byang ba’i mtshan nyid kyi chos(淸淨相法)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
복합어는 모두 법을 수식하는 Bahuvrīhi 복합어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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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서는 앞의 양자는 제거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원성실상은

백내장에 의해 전혀 염오되지 않은 본래적 눈의 상태라고 설명하

는 데 비해, 수정의 비유에서는 변계소집상만이 허위인 것으로 간

주되고 의타기상과 원성실상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공경의 맥락에서 말하자면, 백내장의 비유에서는 원

성실성만이 남아있는 것이며, 수정의 비유에서는 의타기상과 원성

실상이 모두 남아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원성실상과 관련해

두 비유는 각기 불변하는 진여와 진여를 대상으로 해서 수행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백내장의 비유의 경우

눈은 비록 병에 걸렸다고 해도 본래적으로 백내장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며, 수정의 비유의 경우 원성실상은 수정에 나타나는 제청

등의 형상이 진실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측면에서 설한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필자의 추정이 올바르다면, 두 비유는 원

성실상에 진여와 수행도의 두 측면이 있다고 설하는 VI.6의 정의

를 구별해서 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는 3상의 정의와 두 비유를 통해 해심밀경의 3
상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았다. 이제 수행론에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경의 해석이 3성설의 다양한 형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

고 있으며, 또 해심밀경의 3상설이 다른 유식문헌에 준 영향은
어떤 것인지를 다루어보자. 이를 위해서 스티라마티의 중변분별
론석소에서 다루어진 네 가지 해석34)을 번역을 제시하면서 그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34) Sthiramati의 MAVT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미 안성두(2005b)에서
대략적으로 언급했지만 원문의 제시 없이 단지 축약적으로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문을 번역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3성설의
측면을 제시하려고 한다. Sthiramati의 논의는 3성설을 아비달마적
법상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접근의 의미맥락을
잡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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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변분별론 相品 의 첫 번째 게송에 대한
스티라마티의 네 가지 해석

1. 중변분별론 I.1과 이에 대한 스티라마티의 네 가지 해석 

3성은 중변분별론 III장 眞實品에서 근본진실(mūlatattva)로

서 다른 불교사상의 기본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 기초로서 설정되

고 있다. 3성설이 보여주는 이런 다양한 차원의 해석가능성은 중
변분별론 相品 의 첫 게송에 대한 Sthiramati(安慧)의 釋疏(이하
MAVT)에서 제시되고 있다. 먼저 게송과 그에 대한 세친(Vasuba

ndhu)의 산문주석(MAVBh)을 보자.

abhūta-parikalpo 'sti dvayan tatra na vidyate /
śūnyatā vidyate tv atra tasyām api sa vidyate // (MAV I.1)
(“허망분별은 있다. 양자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성은

그곳에 존재한다. 그 [공성] 속에 그 [허망분별]은 존재한다.”)

이 게송에서 중심술어는 허망분별, [능취·소취의] 양자 및 공성

이다. 이들 셋은 MAV I.5에서 각각 의타기성, 변계소집성, 원성실

성의 3성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단지 셋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 의도는 뒤따르는 MAV

I.235)와 관련시켜 이해한다면, 유식의 관점에서 중도를 다시 설명

하려는 시도라고 보인다. 이는 MMK 24.18의 삼제게에서 연기법=

35) MAV I.2: na śūnyaṃ nāpi cāśūnyaṃ tasmāt sarvvam vidhīyate /
satvād asatvāt satvāc ca madhyamā pratipac ca sā // (“그러므로
일체는 공한 것도 공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설해진다. 존재하기에,
존재하지 않기에, 또 존재하기에 그것은 중도이다.”)



94 ∙ 印度哲學 제44집

공성=가명의 관계를 중도로서 설하는 구도를 유식학적으로 유·비

유의 중도로서 다시금 설명하는 것이라 보인다. 그리고 MAV I.5

에서 이를 3성의 각각으로 명명하는 것은 이제설의 확장과 발전

일 것이다.

이제 세친(Vasubandhu)의 주석(MAVBh)을 통해 이 게송의 의

미를 보자. 세친은 “허망분별이란 소취와 능취로서의 분별”36)이라

고 규정한다. 세친은 허망분별이란 지각된 대상과 지각하는 작용

으로서의 분별이라고 함으로써 이런 양자의 분별이 본래적으로

진실하지 않은 허망(abhūta)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반면 “양자란

소취와 능취이다.” 이런 pāda a-b에 대한 세친의 주석은 단어풀

이로서 이해되지만, 이에 비해 “그러나 공성은 그곳에 존재한다.”

는 pāda c의 구절을 “공성이란 이 허망분별이 소취-능취의 상태

를 여윈 것이다.”라고 풀이하는 것은 단순한 단어풀이가 아니라

공성의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서 Tr 21cd에서의 원성실성의 정

의37)에 가까운 것이다. 더욱 이 해석은 pāda c-d가 공성과 허망

36) MAVBh 18,14: tatrābhūtaparikalpo grāhya-grāhaka-vikalpaḥ/ dvayaṃ
grāhyaṃ grāhakañ ca/ śūnyatā tasyābhūtaparikalpasya
grāhya-grāhaka-bhāvena virahitatā/ tasyām api sa vidyata ity
abhūtaparikalpaḥ/ 뒤이어 소공경의 ‘남아있는 것’의 인용이 이어진다.

37) Tr 21cd: niṣpannas tasya pūrveṇa sadā rahitatā tu yā//. Sthiramati의
주석은 “그 원성실은 무변이로서의 완성에 의해서이다. tasya란
의타기가 pūrveṇa 즉 변계소집성으로서이다. 그 분별성 속에서 능취와
소취의 상태가 변계이다. 왜냐하면 그 분별 속에서 바로 비존재하는
소취와 능취의 상태가 변계되었기에 변계라고 불린다. 의타가 항시
언제나 이 소취와 능취를 여읜 상태가 원성실성이다.” (TrBh 124,8-12:
avikārapariniṣpattyā sa pariniṣpannaḥ/ tasyeti paratantrasya pūrveṇeti
parikalpitena/ tasmin vikalpe grāhyagrāhakabhāvaḥ parikalpitaḥ/ tathā
hi tasmin vikalpe grāhyagrāhakatvam avidyamānam eva parikalpyata
iti parikalpitam ucyate/ tena grāhyagrāhakena paratantrasya sadā
sarvakālam atyantarahitatā yā sa pariniṣpannasvabhāvaḥ //).
Sthiramati의 설명은 이 정의가 원성실성의 두 측면 중에서 무변이의
측면, 즉 진여의 측면에서 설명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다른 측면, 즉 비전도의 관점에서의 원성실성의 정의는 수행도의 측면일
것이며, 여기서 다른 두 자성이 SNS VI.10-11에서와 같이 제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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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의 관계를 상관적으로 규정하는 한 쌍의 설명으로서, 허망분

별 속에 공성이 존재하고, 공성 속에 허망분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직관적으로 이해되는데 비해, 세친의 주석을 통해서 본 pāda c-d

의 관계는 상관적이지 않다. 세친은 小空經을 인용하면서 “만일
A가 B 속에 없을 때 B는 A의 공이라고 여실히 관찰한다. 여기에

남아있는 것, 그것은 여기에 존재한다고 여실하게 관찰한다. 이같

이 전도되지 않은 공성의 특징(śūnyatā-lakṣaṇa)이 설명되었다

.”38)고 설명하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된다. 필자는 보살지 와 중변분별론에서의 이 정형구의 인용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고를 보여주며, 여기서 공성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의타기성이라고 여겨지지만, 아비달마집론에서는 無我性(n
airātmya)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39) 이와 같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이

제 이 문제를 중변분별론 I.1의 해석에서 제시되고 있는 스티라
마티의 네 가지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자.40)

MAV I.1에 대한 스티라마티의 네 가지 해석을 주목해서 논의

한 학자는 마테스(Mathes 2000)이다. 하지만 그의 논의는 각기 다

른 이들 네 가지 해석을 구별해서 다룬 것이 아니라 MAV I.1의

pāda a~d에 대한 이들 네 해석을 임의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

하는 것으로서 설명되리라는 점은 쉽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38) 소공경(MN No. 121)의 공성 해석은 주로 BoBh 32,12-14 ; MAVBh
18,4-6 ; AS(Peking vol. 112: 252-3-1 =T31: 720c17ff) 등의 유식
문헌과 RGV에서 인용되고 있는데, 이들 문헌에서의 공성 해석에
대해서는 長尾雅人(1978b) 참조.

39) 소공경의 공성 해석의 요약과 유식문헌에서 ‘남아있는 것’의 해석에
대해서 안성두(2005b: 78-80) 참조.

40) 첫 번째 해석은 MAVṬ 10,9-11,9에서, 두 번째는 MAVT
11,10-12,7에서, 세 번째는 MAVṬ 12,8-12,25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MAVṬ 12,8-12,25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Mathes(2000)는 스티라마티의
네 해석이 각기 3성설의 측면들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그의
논문은 잘 이해되지 않기에 본고에서는 Sthiramati의 해설 자체에
중점을 두고 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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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해석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힘

들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스티라마티의 네 가지 해석을 구분하고

또 각각의 해석을 pāda a~d에 따라 구분해서 다룬 후에 그 해석

의 의미 내지 3성설의 두 모델에 어떻게 적용가능한지 살펴보겠

다.41)

1) 스티라마티의 첫 번째 해석:42)

(1a) 어떤 이들이 일체법은 마치 토끼의 뿔처럼 모든 방식으로 무
자성이라고 주장한다. 일체의 손감을 부정하기 위해 “허망분별이 있
다”고 설한다. 자성적으로(svabhāvataḥ)라고 보충해야 한다.
(1b) 그럴 경우 ‘일체법은 공하다’고 경에서 설하기 때문에 경과 모

순되지 않는가 하는 비판에 대해 경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답한다. 왜

41) Mathes(2000, 204ff.)도 이들 해석이 <중추적 모델>이나 <발전적
모델>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42) MAVṬ 10,9-11,9: (1a) kecid virundhanti sarvadharmāḥ sarvathā
niḥsvabhāvāḥ śaśaviṣāṇavad ity ataḥ sarvāpavādapratiṣedhārtham āha
abhūtaparikalpo ‘sti [iti] svabhāvata iti vākyaśeṣaḥ/ (이하 제시된
MAVT의 원문에서 이탤릭체는 산스크리트로 reconstruction되었음을
보여준다.)

(1b) nanv evaṃ sūtravirodhaḥ sarvadharmāḥ śūnyā iti sūtre vacanāt/
yasmād dvayaṃ tatra na vidyate/ abhūtaparikalpo hi
grāhyagrāhakasvarūparahitaḥ śūnya ucyate na tu sarvathā
niḥsvabhāvaḥ/ ato na sūtravirodhaḥ/

(1c) yady evaṃ dvayaṃ śaśaviṣāṇavat sarvathā nāsti, abhūtaparikalpaś ca
paramārthataḥ svabhāvato ’sty evaṃ śūnyatā ‘bhāvaprasaṅgaḥ/ naitad
evaṃ yasmāc chūnyatā vidyate tv atra/ iyam eva hi śūnyatā yā
grāhyagrāhakarahitatā ’bhūtaparikalpa iti na śūnyatā nāstitvaṃ
bhavati/

(1d) yady advayā śūnyatā sā cābhūtaparikalpe ‘sti kathaṃ vayam
amuktāḥ/ vidyamānā ca kasmān na gṛhṇata iti
saṃśayāpanayanārthaṃ tasyām api sa vidyate// ity āha/ yasmāc
chūnyatāyām apy abhūtaparikalpo vidyate tasmād bhavanto na
muktāḥ/ ata eva ca samalatvān na prasannābdhātuvad avagantuṃ
yuk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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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양자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실로 허망분별은 소취와 능
취 자체를 여읜 것으로서 공이라고 설해지지만, 모든 방식으로 무자성
은 아니다. 따라서 경과 모순되지 않는다.
(1c) [반론:] 만일 그렇다면, 양자는 토끼의 뿔처럼 모든 방식으로

비존재하지만, 허망분별은 승의적으로 또 자성적으로 존재한다면, 이
와 같이 공성은 비존재라는 모순이 될 것이다. [답:] 그렇지 않다. 왜냐
하면 “그렇지만 거기에 공성은 존재한다.” 실로 이 공성이 허망분별
속에서 소취와 능취를 여읜 것이라면, 그 공성은 비존재하는 것이 아
니다.
(1d) 만일 無二의 공성이 허망분별 속에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이

미 해탈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공성]이 파악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거하기 위해 “그 [공성] 속에 그 [허망분
별]은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공성 속에도 허망분별
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자들은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
망분별은] 유구이기 때문에 정화된 물의 영역처럼 이해될 수 없다.

여기서 허망분별이 ‘자성적’으로 있다고 설하는 이유는 일체법

이 모든 방식으로 자성이 없다는 어떤 이들의43) 주장을 부정하기

위해서이다. MAVT는 허망분별의 존재성에 ‘자성적으로(svabhāv

ataḥ)’라는 한정어를 첨가함으로써 허망분별의 자성적인 존재성을

강조한다. 반면 능취와 소취로서 MAVBh에서 정의된 양자(dvay

a)는 반야경의 ‘일체개공’의 교설이 지시하는 사태로서 설명되고

있다. 즉 ‘모든 것’은 능취와 소취 양자로서 이것은 공하지만, 허망

분별은 무차별적으로 공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에 대해 반론자는 ‘자성적으로’라는 말을 ‘승의적으로(paramārthat

aḥ)’라는 말로 해석하면서, 만일 허망분별이 승의적으로 있다면

공성이 존재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 비판의 의미는

반론자가 아비달마의 맥락에서 더 이상 다른 요소로 환원 불가능

한 전통적인 자성 개념을 승의 개념으로 치환해서 사용하고 있다

43) “어떤 이들”은 BoBh에서 모든 방식으로 일체의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반야경의 ‘一切皆空’의 주장을 부정적으로
이해한 자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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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해될 수 있다. 승의 개념으로 이해할 경우

허망분별은 궁극적 존재자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1c)의 답론은 공성이란 허망분별 속에 양자를 여읜 것

이기 때문에 공성의 존재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공성은 허망분별 속에서 양자의 비존재로서, 즉 허망분별 속에 소

취·능취를 여읜 상태이다. 이 답변에서 주목되는 점은 반론자가

전제하는 아비달마의 승의 개념을 따르지 않고, 승의를 현상적인

요소 속에 있는 것으로서, (1c)의 표현을 따르면 “허망분별 속에

서 소취와 능취를 여읜 것”으로서 이해하는 점이다. 이러한 이해

에 따르면 ‘승의’는 현상적 요소 속에 있는 어떤 궁극적 성질을 가

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서 현상적 요소로서의 허망분별은 궁극적

성질의 담지자(dharmin)일 것이며, 승의로서의 공성은 허망분별의

법성(dharmatā)44)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 관계는 해심
밀경 승의제상품 (III.6)에서 현상적 상과 승의를 조개와 그것의
흰 색깔 등으로 비유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45) 그리고 (1d)의

설명은 (1c)와 상관항으로서 읽어야 함을 보여준다.

2) 스티라마티의 두 번째 해석:46)

44) Mathes(2000: 210-1)는 이 해석이 허망분별에 초점이 맞추어진
모델로서, MAV I.5에 대한 세친의 주석에서 "허망분별만이 존재하는 한,
3성은 그 속에 포함된다."(MAVBh 19,15f: abhūtaparikalpa-mātre sati
yathā trayāṇāṃ svabhāvānāṃ saṃgraho bhavati)는 설명과 관련시킨다.
그는 이 모델에서 허망분별은 단지 심의 윤회적 측면을 기술하고 있다고
본다.

45) 허망분별 속에 공성이 존재한다는 설명에서 허망분별이 기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할 것이다. 여기서 그 기체적 역할을 고려할
때 이 설명을 <중추적 모델>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양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아야 한다.

46) MAVṬ 11,10-12,7: (2a) athā vā cittacaittebhyo ‘nyatra rūpādayo
dravyatvena santīti yeṣāṃ darśanaṃ tatpratiṣedhārtham āha/
abhūtaparikalpo ’sti/ iti sa evāsti dravyataḥ/ nāsti rūpaṃ
tadvyatiriktaṃ nāsti dravyataḥ iti/

(2b) kiṃ kāraṇaṃ yasmād dvayaṃ tatra na vidyate/ na 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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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허망분별이 있다”고 설하는 이유는 색 등의 법이 심·심소와
독립해서 다른 곳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견해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그 [허망분별]은 실체적으로(dravyatvena) 존재한다.
색은 그것과 독립한 것으로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b) 왜냐하면 “양자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허망분

별은 어느 누구의 능취도 아니며 어느 누구에 의해 파악되는 것도 아
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취와 능취를 여읜 사태 자체이다.
따라서 식과 독립해서 색 등은 파악되지 않는다. 꿈 등에서와 같이 식
은 색으로서 현현해서 생겨난다. 만일 ... 그러므로 마치 꿈 등에서처
럼 [식은] 대상이 갖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자신의 종자
의 성숙으로부터 대상으로서 현현하는 식이 생겨난다고 이해해야 한
다. 소취가 비존재할 때, 능취도 비존재하기 때문에 소취가 없을 때
능취가 존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색은 허망분별과 독립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2c) [반론:] 만일 그렇다면 소취의 비존재는 그럼으로써 청정의 대

상이 비존재하기 때문에 해탈의 비존재가 될 것이다. [답:] 그렇지 않
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거기에 공성은 존재한다.” “그렇지만”이란 말
은 ‘왜냐하면’이란 의미이다. 실로 공성은 청정을 대상으로 한다. 또
소취와 능취를 여읜 “그것은 허망분별 속에 존재한다.”고 하기에 해탈
의 비존재도 아니다.

abhūtaparikalpaḥ kasyacid grāhako nāpi kenacid gṛhyate/ kiṃ tarhi/
grāhyagrāhakarahitaṃ bhāvamātram(환범! 아마 vastumātram?) eva/
yato vijñānād bāhye rūpādayo na gṛhyante svapnādivad vijñānaṃ
rūpādyābhāsam utpadyate/ na ca yady asya kāraṇaṃ tadabhāve
tasyotpattir yujyate/ tasmān nirālambanam eva svapnādāv iva/
anyatrāpi svabījaparipākād arthābhāsaṃ vijñānam utpadyata ity
avaseyam/ grāhyābhāve grāhakasyābhāvād grāhye sati grāhakasyo
‘stum na yujyate/ tasmān na rūpam abhūtaparikalpāt pṛthag asti/

(2c) yadi tarhi grāhyābhāvas tena viśuddhyālambanābhāvaḥ/ naitad evaṃ
yasmāc chūnyatā vidyate tv atra/ tuśabdo yasmādarthaḥ/ śūnyatā hi
viśuddhyālambanā/ sā ca grāhyagrāhakarahitatābhūtaparikalpe ’stīti na
mokṣābhāvaḥ/

(2d) yady abhūtaparikalpe ‘sti sā vidyamānā kimarthaṃ na gṛhyate/
abhūtaparikalpāvṛtatvān na gṛhyata ākāśanairmālyavat/ na tv asattvād
iti pratipādayann āha tasyām api sa vidyata 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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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만일 그 존재하는 [공성]이 허망분별 속에 존재한다면 무엇 때
문에 그것은 포착되지 않는가? [공성은] 허망분별에 의해 은폐되었기
때문에 마치 허공의 무구성처럼 포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성이]
비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 [공성] 속에 그
[허망분별]은 존재한다.”고 말한다.

위의 두 번째 해석은 허망분별과 소취·능취, 공성을 唯識(vijñap

timātra)과 관련시켜 논의하고 있다. (2a)에서 허망분별은 넓은 의

미에서 심·심소로서 간주되고 있는데, 의식과 독립해 존재하는 외

적 대상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된다. 더욱 허망분별

의 존재성을 나타내기 위해 ‘실체적으로(dravyatvena)’47)라는 강

한 수식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허망분별이 소취·능취를 여의고 있

다는 표현과 표리를 이룰 것이다. MAVT는 유식이십론에서 대
상의 비존재성을 증명하기 위해 꿈에서 식이 색으로 현현해서 생

47) 여기서 허망분별은 dravyatvena라는 부사어를 통해 수식되고 있다.
뒤따르는 문장에서 “색이 허망분별과 독립한 것으로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보면 마치 허망분별만이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간주될 소지도 있겠지만, 아마 이 표현은 (2b)에서
허망분별을 “소취와 능취를 여읜 사태 자체”(grāhyagrāhakarahitaṃ
bhāvamātram eva)로 정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MAVT에서 bhāvamātram은 山口益의 還梵으로서 아마 BoBh의
용례에서 보이는 vastumātram일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여기서
vastumātra는 소취·능취를 여읜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내용상으로
BoBh에서 설한 vastu의 두 측면 중에서 불가언설의 본질을 가진 것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다면 MAVT는 이것이 존재론적으로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dravyatvena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타기성을 dravya로 설명하는 TrBh 128,1(yadi dravyam eva
paratantraḥ)의 설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Tr 22d에 대한
주석에서 “후득세간지에 의해 일체법을 환화, 아지랑이, 꿈, 메아리,
물속의 달, 변화된 것과 같다고 본다.”는 입무분별 다라니를 인용하면서
법이란 의타기성에 포함된다는 설명과 닿아있는데, 그렇다면
Sthiramati가 사용하는 dravya의 맥락은 언어와 지시대상 간의 정확히
대응하는 관계가 아닌, 따라서 아비달마의 맥락에서의 ‘실체적 존재’를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법의 존재성을 가리킨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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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난다는 설명이나, 또는 MAVBh 19,22-20,10의 <입무상방편상>

의 설명에 의거해서 소취가 비존재할 때, 능취도 비존재하기 때문

에 소취가 없을 때 능취도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어 외계의 색

의 존재를 부정한다. (2c)의 문제제기는 유식성의 명제에 따르면

소취, 즉 인식대상의 비존재를 의미하는데, 그럴 경우 청정의 대

상이 비존재할 것이며 따라서 해탈도 없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청정은 공성의 대상이며 그 공성이

허망분별 속에 있기에 해탈도 있다는 것이다. (2d)는 만일 공성이

허망분별 속에 내재하는 것이라면 왜 그것이 즉시 청정한 대상으

로서 포착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즉 왜 우리는 이미 해탈한 상

태에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며, 이에 대한 답은 허망분별48)에

의해 공성이 은폐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스티라마티의 세 번째 해석:49)

(3a) “허망분별이 있다”고 설하는 이유는 모든 손감견을 부정하기

48) 여기서 허망분별이 (2b)의 ‘사태 뿐(*vastumātra)’의 맥락과 달리 일상적
심·심소라는 (2a)의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인다.

49) MAVṬ 12,8-12,25: (3a) athā vā sarvāpavādapratiṣedhārtham āha/
abhūtaparikalpo ‘sti iti/ na sarvam asan nāpi sadātmakaṃ
vijñānapariṇāmātmanā astīti kṛtvā/

(3b) ye tu manyante yathaiva rūpādayaḥ prakhyānte
tathaivābhūtaparikalpāt svabhāvataḥ pṛthag vidyanta iti tān pratyāha/
abhūtasamāropapratiṣedhārthaṃ dvayaṃ tatra na vidyate/ iti/
abhūtaparikalpamātraṃ vidyata ity abhiprāyaḥ/ kenacid dvayam
abhāvo vandhyāputravac chedarūpo gṛhyate/

(3c) anyair antarvyāpārapuruṣarahitatā dharmāṇāṃ śūnyayety ucyate/ ataḥ
śūnyatāpavādapratiṣedhārthaṃ bhūtanairātmyakhyāpanārthaṃ cāha
śūnyatā vidyate tv atra iti/

(3d) yady abhūtaparikalpe śūnyatāsty evaṃ sati sarvaprāṇinām
aprayatnena mokṣaprasaṅgaḥ/ nāsty etad yasmāt tasyām api sa
vidyate/ na hy aviśodhitāyāṃ mokṣo ’sti saṃkliṣṭaś ca mahatā
yatnena viśodhyata iti nāsty ayatnena mokṣ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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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기 때
문’이란 식전변(vijñānapariṇāma)을 자체로 하는 것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3b)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색 등은 나타나는 대로 바로 그렇게 허

망분별과 분리되어 자성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을 부정하
기 위해 “양자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즉 허망
분별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설자의 의도이다. ...
(3c) 타인들은 제법의 공성이란 내부에서 움직이는 개아(pudgala)를

여읜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공성에 대한 손감을 부정하기 위해 또
실재하는 무아성을 현시하기 위해 “그렇지만 거기에 공성은 존재한
다”고 말한다.
(3d) 만일 허망분별 속에 공성이 존재한다면 그럴 경우 모든 생명

체들은 노력 없이도 해탈한다는 모순이 된다. 그런 [모순은] 없다. 왜
냐하면 “그 [공성] 속에 그 [허망분별]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
면 청정해지지 않은 공성 속에 해탈은 존재하지 않는다. 염오된 것은
커다란 노력을 통해 청정해지기 때문에 노력 없이 해탈은 없다.

세 번째 해석은 손감견과 증익견을 여읜 중도와 관련되어 설명

되고 있다. 먼저 허망분별은 식전변을 자체로 하는 것으로서 존재

하기 때문에 ‘일체는 비존재한다’는 손감견이 부정되며, 반면 허망

분별과 독립해 존재하는 색을 부정함에 의해 증익견이 부정된

다.50) 식전변(vijñānapariṇāma)은 유식이십론에서는 AKBh의

‘상속전변차별“ 개념을 외계대상 없이도 유식적으로 대체하여 설

명하거나, 또는 Tr 1에서 자아와 법으로서 다양하게 생겨나는 것

으로서, 또 Tr 17에서는 분별(vikalpa)로서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개념이다. MAVT는 이렇게 설명하는 MAV의 의도는

“허망분별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데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허망분별만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분명히 외계 대상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하는 맥락에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앞의 두

번째 해석에서 소취·능취를 여읜 사태 자체로서의 허망분별의 존

50) 세 번째 해석에서 주목되는 점은 (3a)와 (3b)가 손감견의 부정과
증익견의 부정이라는 상관적 관계로 설명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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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성과 내용상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허망분별만이 존

재한다는 것”이라는 표현도 아마 정신적 수행의 근거로서 허망분

별의 존재성을 인정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손감과 증익을

극복했을 때 현전하는 어떤 사태뿐인 것(vastumātra)을 비록 그

것의 언설초월성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나타내려는 것

이 아닐까 한다. 이런 추정은 제법의 공성, 즉 법공을 “실재하는

무아성”으로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3d)의

“[허망분별] 속에 공성은 존재한다.”는 언급은 노력 없이 해탈이

가능하다는 사견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된다.

4) 스티라마티의 네 번째 해석:51)

(4a) 잡염과 청정의 언표와 구별되는 특징(lakṣaṇa)은 존재하지 않
는다. 따라서 잡염과 청정의 특징을 관찰하기 위해 “허망분별은 존재
한다.”고 말했다. 잡염은 미란(bhrānti)으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에 허망
분별의 본질이다.
(4b) 어떻게 이것이 미란으로 특징지어지는가를 알아야 하는가? 그

것에 의해 “양자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체 속에 비
존재하는 소취와 능취의 행상으로서 현현하기 때문에 미란을 자체로

51) MAVT 12,26-13,16: (4a) athā vā lakṣaṇaṃ
saṃkleśavyavadānābhidhānād anyan nāsty ataḥ
saṃkleśavyavadānalakṣaṇaparīkṣārtham āha/ abhūtaparikalpo ‘sti/ iti
vistaraḥ/ abhūtaparikalpasvabhāvaḥ saṃkleśo bhrāntilakṣaṇatvāt/

(4b) katham etaj jñātavyaṃ bhrāntilakṣaṇam iti yena dvayaṃ tatra na
vidyate/ svātmany avidyamānena grāhyagrāhakākāreṇa prakhyānād
bhrāntisvarūpeṇa jñāyate/

(4c) idāniṃ vyavadānasvarūpaparīkṣārtham āha śūnyatā vidyate tv atra/
iti/ śūnyatāsvabhāvo hi vyavadānaṃ dvayābhāvasvabhāvatvāt/ atra ca
śūnyatāprabhāvitatvād mārganirodhayor api grahaṇaṃ veditavyam/
saṃkleśapakṣād eva vyavadānapakṣo mārgayitavyo na punaḥ
pṛthaktvam asyāstīti pradarśanārtham āha atreti/

(4d) yadi dvayaṃ nāsti kathaṃ sā vidyamānā loko bhrānta iti pṛṣṭam/
ataś cāha/ tasyām api sa vidyate// 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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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서 인식된다.
(4c) 지금 청정 자체를 관찰하기 위해 “그렇지만 공성은 여기에 존

재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청정은 [소취·능취] 양자의 비존재를 자
성으로 하기 때문에 공성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와 멸 모두
는 공성으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한다고 알아야 한다. 바
로 잡염품으로부터 청정품이 수행되어야 하지 그것은 분리된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라고 한 것이다.
(4d) 만일 양자가 비존재한다면 왜 그 존재하는 [공성]이 세상에서

미란되는가가 질문되었다. 때문에 “그 [공성] 속에 그 [허망분별]은 존
재하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마지막 네 번째 해석의 목적은 잡염(saṃkleśa)과 청정(vyavadā

na)의 관찰과 관련한 것이라는 설명에서 보이듯이 수행도와 관련

된 것이다. 잡염과 청정과 관련하여 잡염은 허망분별의 본질로 정

의된다. 그 이유로서 제시되는 것이 迷亂(bhrānti)이다. 미란이란

의식작용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유식문헌에서 종종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여기서는 자체 속에 허망분별이 소취와 능취의 행상

으로서 현현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미란’ 개념을 통해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은 소위 ‘非一而非異’적인 관계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이들 양자는 모두 잡염법, 즉 세속제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이러한 설명이 진제(Paramārtha, CE. 499-569)

가 삼무성론에서 의타성을 미란으로서 정의하면서52) 그 특징으
로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의 관계로 풀이하는 설명과 유사하다

고 생각한다. 소취와 능취의 행상은 ‘있는 것이 아닌 것’에 대응하

고, 허망분별은 ‘없는 것이 아닌 것’에 대응할 것이다. 나아가 이것

들을 잡염품에 속한다고 하는 설명은 변계소집성은 물론이고 의

52) 삼무성론에서 진제가 의타성을 미란으로 보는 설명에 대해서는
안성두(2014a) 참조. 네 번째 해석은 허망분별을 미란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진제 내지 진제가 속한 유파의 이해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제의 학설이 수행론에 중점을 둔 3성설을
계승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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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성 조차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이는 전형

적인 <발전적 모델>에 선 해석일 것이다.

반면 공성의 수습은 청정의 획득과 관련된다. 공성은 청정을 본

질로 하기 때문에, (4c)의 허망분별 속에 공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청정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또 “도[제]와 멸[제]가 모두 공성에

의해 특징지어지기 때문에 청정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공성이 원

성실성의 동의어라고 본다면 해심밀경에서 원성실성을 진여(=

멸제)와 수행도(=도제)로 2분하는 것이나 또는 MAVBh 내지 MA

VT 23,8-9에서 원성실성을 불변이성과 비전도성으로 2분한 것과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다.53)

2. Sthiramati의 네 가지 해석의 의미 

이상에서 우리는 MAV I.1에 대한 MAVT의 네 가지 해석에

대해 각각 번역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M

AV I.5에서 각기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 원성실성에 대응하는

허망분별과 [소취·능취] 양자, 공성이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들 상이성은 요약하면 허망분별

의 존재론적 위상과 공성의 의미를 규정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유

래한다고 보인다. 먼저 허망분별의 존재와 관련해 ① 자성적으로

53) SNS VI.6: chos rnams kyi yongs su grub pa’i mtshan nyid gang zhe
na/ chos rnams kyi de bzhin nyid gang yin pa ste| byang chub sems
dpa’ rnams kyis rtul pa’i rgyu dang| legs par tshul bzhin yid la byas
pa’i rgyus de rtogs shing de rtogs pa goms par byas pa yang dag par
grub pas kyang bla na med pa yang dag par rdzogs pa’i byang chub
kyi bar du yang dag par ’grub pa gang yin pa’o//; MAV III.11cd:
nirvikārāviparyāsa-pariniṣpattito dvayaṃ//; MAVT 23,8-9:
nirvikārapariniṣpattyāviparītapariniṣpattyā ca pariniṣpannatvāt
pariniṣpanna uc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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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abhāvataḥ), ② 실체적으로(dravyataḥ), ③ 식전변을 자체로 하

는 것으로서(vijñānapariṇāmātmanā), ④ 잡염의 자성(abhūtaparik

alpasvabhāvaḥ saṃkleśaḥ)이라고 기술되고 있다. 그리고 공성(śū

nyatā)은 ① “허망분별이 소취와 능취를 여윈 것”(grāhyagrāhaka

rahitatā 'bhūtaparikalpasya), ② 청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viśudd

hyālambanā), ③ “진실한 무아”(bhūtanairātmya), ④ “공성의 자

성은 청정(vyavadāna)이며 자성적으로 이원성의 비존재”라고 설

명된다.

이들 네 가지 해석을 스폰버그가 말하는 두 가지 모델에 따라

구분한다면, <중추적 모델>에 부합되는 것은 ① “허망분별이 자

성적으로 있다”고 설하는 첫 번째 해석일 것이다. 허망분별의 존

재가 자성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면 그 존재를 중심으로 두 개의

자성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양자가 절

대적 의미에서 비존재하며, 또 허망분별이 자성적으로 존재한다

면, 이는 공성의 존재를 부정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허망

분별 속에 공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답하는데,

왜냐하면 공성은 “허망분별이 소취와 능취를 여윈 것”이기 때문

이다. 스티라마티가 말하듯이 여읜 것(rahitatā)의 의미가 법성(dh

armatā)을 뜻한다면,54) 법성은 허망분별이 이원성을 떠난 상태로

서 (3b)의 허망분별만(abhūtaparikalpamātra)이 존재하는 것과 외

연이 같을 것이며, 또 이원성이 바로 의식대상과 의식작용을 가리

킨다면, 이런 이원성의 비존재는 곧 제법의 공통된 성질로 간주된

것이라 보인다.55) 이것이 허망분별 속에 공성이 존재한다는 의미

54) Sthiramati는 MAVṬ 14,4-7에서 허망분별의 공성을 이원성의 결여이지,
허망분별 자체가 비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밧줄과 뱀의 비유를 들고 있다. 밧줄은 뱀의 자성으로서는 공이지만,
밧줄이 자성적으로 공한 것은 아니다.

55) 안성두(2005b: 82)는 “허망분별 속에 공성이 존재한다”는 I.1d의
진술에서 “속에”라는 처격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왜냐하면 처격의 문자적 의미에 따라 이해하자면, 공성은 허공처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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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이다.

<발전적 모델>에 가장 부합되는 해석은 네 번째 것이다. 이 해

석은 잡염과 청정의 방식에 의거하기 때문에 수행론적 관점에서

의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허망분별은 미란과 같은 것

으로서 잡염에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청정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여기서 공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하나는 청정이 공성의 자성이라는 설명이다. 그

이유로 제시되는 “공성은 소취와 능취라는 이원성의 비존재를 자

성으로 갖는다”는 설명은 MAV I.13ab에서 “공성의 상은 양자의

비존재, 즉 비존재의 존재”라는 설명과 닿아있다. 세친은 이를 “공

성은 비존재를 자성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징지어지는 것”56)이라

고 풀이한다. 이 설명은 공성을 단지 어떤 것의 부재 이상의 것으

로서, 나아가 존재론적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청정한 어떤 것을 가

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라 보인다. 다른 하나는 도[제]와 멸

[제] 역시 공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성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다. 멸제가 공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설명될 필

사물에 변재해 있는 어떤 것으로 간주되고 또 그것이 자체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며, 이는 오히려 <발전적
모델>에 부합되는 해석처럼 보인다. 하지만 공성을 제법의 추상적
성질로 이해할 경우 <중추적 모델>과 양립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허망분별이 소취와 능취를 여윈 것”이란 설명은 Tr 21d에서
원성실성을 “전자가 후자를 여읜 상태”라고 하는 정의를 연상시키며,
더욱 이것이 원성의 ‘무변이’의 측면, 즉 진여의 측면을 의미한다고
주석하는 Sthiramati의 해석에 의거한다면 소위 <중추적 모델>이
의거하는 함축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Mathes(2000:
210-1)는 바수반두가 3성의 용어가 소개되고 있는 I.5에 대한 주석에서
“단지 허망분별이 존재하는 한, 3성은 그 속에 포함된다.”(MAVBh
19,15f: abhūtaparikalpa-mātre sati yathā trayāṇāṃ svabhāvānāṃ
saṃgraho bhavati)고 지적하면서, 이는 허망분별에 초점이 맞추어진
모델이 단지 심의 윤회적 측면을 기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목할 만한 지적을 하고 있다.

56) MAVBh 22,24-23,2: tasya cābhāvasya bhāvaḥ śūnyatāyā lakṣaṇam ity
abhāvasvabhāvalakṣaṇatvaṃ śūnyatāyāḥ paridīpitaṃ bhav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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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없겠지만, 도제가 공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수행도의 과

정에서 획득된 어떤 유위적 요소57)가 공성으로서, 즉 청정한 대상

을 가진 것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말한다. 스티라마티가 I.1c의

처격 atra("여기에“)는 [허망분별이라는] 염오로부터 [무분별지라

는] 청정을 향해 수행도를 행하는 것이지, 공성이 허망분별의 심

흐름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는 설명은 이를 전제할 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58) 우리는 수행

론적 관점에서의 허망분별과 공성의 관계가 해심밀경 무자성

상품 에서 도와 승의제의 관계에 대응한다고 생각한다. 즉 의타기

는 제거되어야 하며(III.9c) 단지 원성실성만이 승의제에 부합된다

(III. 10d). 도의 관점에서 의타기성 내지 허망분별은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석은 각기 唯識 및 식전변과 관련하여 허

망분별과 능취·소취, 공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허망분별을

유식이나 식전변과 관련시켜 이해할 때, 색이 식의 외부에 존재하

지 않는다는 설명이나, 또는 모든 것이 식전변 속에서 그렇게 현

현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들은 식의 존재론적 근거를 전제함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능취·소취와 공성의

존재론적 근거로서의 식은 비록 그것이 “해탈을 위해 소멸되어야

하는 것”59)이긴 하지만, 응당 ‘중추적 모델’에 부합된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중추적 모델에 따른 해석은 공

성에 대해 긍정적 진술을 하는 (2c)와 (3c)의 서술과 충돌할 것이

다.60) 공성은 (2c)에서 “능취·소취를 여읜 것”으로서 또는 (3c)에

57) 이 유위적 요소는 五事설의 맥락에서는 正智로서, 무분별지로서의
출세간지와 후득청정세간지의 양자를 포괄한 것이다.

58) MAVṬ 13,11-12.
59) MAV I.4d: tat-kṣayān muktir iṣyate. 여기서 tat는 허망분별을
가리킨다.

60) (2c)와 (3c)에서 나타나는 공성에 대한 긍정적 기술 때문에
안성두[2005b]에서는 이들 해석을 ‘발전적 모델’에 부합된다고
간주했지만, 여기서 허망분별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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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재하는 무아성의 현시”로서 허망분별 속에 존재한다고 서

술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공성은 유식의 관점에서는 “능취·소취

라는 비존재”로서뿐 아니라 “이 비존재의 존재”로서 정의되고 있

으며, 또 식전변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현현하는 것들의 비존재성

을 나타내며, 이것이 더욱 “실재하는”61) 것이라고 간주되기 때문

이다.

Ⅳ. 쫑카파의 Legs bshad snying po에서의 3성설

해석과 타공설 비판

이제 우리는 해심밀경의 3상설이 티벳불교에 끼친 사상사적
영향의 일단을 제시하기 위해62) 티벳 겔룩파의 창시자인 쫑카파

(Tsong kha pa, 1357-1419)가 Drang nges Legs bshad snying p

o(善說의 핵심)에서 유식과 중관학파에서 설하는 요의와 미요의
의 문제를 다루면서 유식학의 설을 해심밀경의 삼무자성의 부
분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것을 다루고자 한다. 쫑카파가 해심밀경

“실체적으로”(2a)나 “허망분별만이 존재한다”(3b)는 표현은 이를
재고하게 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전의 단언을 취소하면서,
여기서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들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식과 식전변 내에서 허망분별 등의 세 개념의 有·非有를 규정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것이라는 MABVh의 설명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1) 공성에 대한 긍정적 기술은 MAVBh의 16종의 공성의 설명에서
16번째의 공성을 다른 15종의 공성과 구별시키는 설명(MAVBh
24,15-226,16)이나 또는 MAV I.22c에서 공성을 ‘자성청정심’과 등치하는
데에서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Mathes(2000);
안성두(2005b) 참조.

62) 해심밀경이 조낭파가 말하는 10개의 藏經에 포함되어 있지만, 같은
조낭파에 속하는 후대의 Tāranātha는 이를 여래장계 경전과 구별했다는
것에 대해서 荒井(1992: 28-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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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논의하는 이유는 VII에서 삼무자성의 교설을 전법륜의 세 번
째 단계에 해당되는 요의경으로서 설하고 있고 반야경의 공성의

교설을 제2법륜으로서 미요의경에 배대하기 때문에, 귀류중관파의

해석을 요의로 보는 그에게 해심밀경의 해석은 사상사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쫑카파의 
해심밀경 이해의 특징과 그것이 앞에서 다루었던 해심밀경 자
체의 해석과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3성설

에 대한 논의에서 은연중에 타공설의 해석을 비판하는데, 이는 3

성설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유식학파의 3성설에 대한 쫑카파 해석의 특징 

쫑카파의 3성설 이해의 핵심은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은 실유이

지만 변계소집성은 가유라는 데 있다. 여기서 논란의 관건은 의타

기성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이다. 쫑카파는 공한 기반(stong

gzhi)은 의타기성이지 원성실성이 아니며, 이런 의타기는 ‘勝義有’

라는 것을 유식학파의 정통적인 3성설로 간주한다. 우리는 이런

해석이 인도 중관학파의 일반적 이해였음을 淸辨의 비판을 통해

서도 보게 되는데,63) 의타기성의 이해에 관한 한 쫑카파는 이를

따르고 있으며, 나아가 해심밀경과 유식문헌의 3성설도 같은 구
조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럼 쫑카파가 해심밀경의 삼무자성
정의 중에서 의타기상에 해당되는 생무자성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를 보자.

“생무자성은 제법의 의타기상이다. 그 이유는 그것이 다른 조건

의 힘에 의해 생겨난 것이지, 자체적으로는 [생겨난 것이] 아니기

63) 大乘廣百論釋(T30: 248b27-c6)에서의 호법의 해석과 이에 대한
청변의 반론은 의타기의 실유를 바탕에 깔고 있다. 이에 대해서
안성두(2014a: 342, fn.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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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는 SNS VII.5의 정의에 대해 쫑카파는 “의타기 속에 본

성적으로 생하는 그러한 자성은 없기 때문에 [유가행파는] 무자성

이라고 설한다”64)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서 [귀류파의 관점에서

는] 무자성의 의미가 ‘자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고 하기 때문에, SNS VII.5의 정의는 의타기상이 자상의 의미를

함축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의타기상을 자상으로서 있다고 보는

쫑카파의 이해는 “상무자성은 제법의 변계소집상이다. 그 이유는

이 [변계소집상]이 명칭과 기호로 확립된 특징이지만 자상으로서

존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SNS VII.4)이라는 설명과도 호응할

것이다. 쫑카파가 유식학파의 의타기성이 자상으로서 있다고 보는

것은 선설의 핵심에서 여러 군데 보이는데, 예를 들어 “상무자성

을 의도한 후에 일체법 무생무멸 등을 설한다”는 VII.8의 설명에

대해 그 의미는 “변계에 있어 생멸이 없다는 원인으로 자상으로

서 존재하지 않음을 세웠기 때문에, 만일 생멸이 있다면 자상으로

서 존재하고, 의타에 있어 자상으로서 존재하는 생멸이 있다고도

설할 것이다.”65)라고 해설하는 것 등에서 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쫑카파가 의타기상을 자상으로서 존재한다고 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荒井(1992: 37)는 쫑카파가 언설의 힘에 의해

설정된 존재를 言說有라 하고, 언설의 힘에 의해 설정되지 않고

자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勝義有라고 부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

는데, 그렇다면 자상인가의 여부가 승의와 세속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64) LSNP 375,1-3: gzhan dbang la rang bzhin gyis skye ba de lta ba’i
ngo bo nyid med pas ngo bo nyid med par gsungs kyi rang gi
mtshan nyid kyis grub pa med pas ngo bo nyid meed par gsungs pa
med pa’i lugs so//

65) LSNP 380,17-19: kun brtags la skye ‘gag med pa’i rgyu mtshan du
rang gi mtshan nyid kyis ma grub pa bkod pa’i phyir skye ‘gag yod
na rang mtshan gyis grub pa dang gzhan dbang la rang gi mtshan
nyid kyis grub pa’i skye ‘gag yod par yang bsta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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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타기상이 승의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쫑카파는 MAV I.1에

대한 세친의 주석을 해설하면서 확인한다. 그에 의하면 “‘거기에’

란 공성의 기반(stong gzhi)이며 그것은 ‘허망분별’이며 의타기이

다. ‘양자가 없다’라고 하는 없어야만 하는 것은 구별되는 실체인

(rdzas tha dad pa) ‘능취·소취’이며 변계이다. 거기에 존재하지 않

다고 함에 의해 그 전자가 이 후자의 공이라고 설하는 것이다. 그

것이 없다면 그것의 잔존물로서 남아있는 것의 존재란 무엇인가?

세 번째 구에 의해 의타와 원성 양자이다.”66) 따라서 그에게 있어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은 남아있는 것으로서 실유하는 것이다. 쫑카

파는 Sthiramati도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고 MAVT를 인용하여

주장하는데, 그가 내세우는 증거는 위에서 다룬 스티라마티의 네

가지 해석 중에서 (1a)에 나오는 “허망분별이 있다”고 설할 때, 그

존재성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한 ‘자성적으로(svabhāvataḥ)’라고

부사어이다. 이 부사어의 보충을 통해 허망분별은 자성적으로 존

재하는 것으로, 쫑카파는 이를 ‘자상에 의해 성립한 존재(rang gi

mtshan nyid kyis grub pa)’로 부연하여 표현한다.67) 이 부연설명

의 의미는 의타기상을 자상으로서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과 통할 것이다.

이와 같이 쫑카파는 의타기상을 승의적 존재로서 ‘자상으로서

존속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어떤 점에서 쫑카파의 해석은 세친

의 해석을 중추적 모델(1)에 따른 것이라고 정형화해서 이해하면

서, 발전적 모델(2)에 따른 이해를 잘못된 해석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어쨋든 선설의 핵심에서 그가 보여주는 유식문헌의 내
용과 그 상호관련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은 경탄을 자아내

지만, 그럼에도 해심밀경의 의타기상에 대한 그의 해석은 검토
66) 본고 III.1의 Vasubandhu의 MAVBh 참조. 따옴표로 MAVBh의 인용을
표시했다.

67) LSNP 423,9-11: kun rtog yod ces pa’i tshig de de tsam gyis ma
rdzogs pas de’i lhag ma dbyung dgos la de yang rang bzhin gyis
zhes pa ‘di’o// de ltar na kun rtog yod pa tsam min gyi rang bzhin
gyis yod pa’am rang gi mtshan nyid kyis grub pa’i yod p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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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68)

2. 3성설과 관련된 쫑카파의 타공설 비판

돌포파(Dol po pa, 1292-1361)에 의해 창시된 조낭파(Jo nang p

a)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他空(gZhan stong)설이다. 타공이란

승의적인 것은 자체 전혀 공한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요소들의

공일 뿐이라는 것이다.69) 타공설의 내용이 그것을 주장하는 학자

들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이 교설을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는 어

렵지만, 적어도 3성설에 관해서는 원성실성만이 궁극적인 공한 기

반이며, 그것만이 승의이며, 다른 두 요소는 세속적인 것이라고

하는 돌포파의 주장을 고려한다면, 조낭파는 의타기성만을 공한

기반으로 보는 유식학파의 정통적인 3성설과는 다른 내용의 3성

설은 주장했다고 보인다. 돌포파는 자신의 관점을 ‘大中觀’70)이라

고 하면서 타공이 사상은 이미 무착과 세친을 비롯한 소위 여래

장계 경전과 미륵 논서, 해심밀경 등의 인도찬술 불교문헌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중에서 최근 주목되고 있는 논서는 십만송과 이만오천송, 만

68) 이와 관련하여 섭결택분 에서 3성의 존재성과 비존재성을 세속-승의의
관점에서 규정하는 설명이 주목된다. 또한 진제가 삼무성론(T31, 871a:
問曰 此言有者 爲是物有。爲假名有. 答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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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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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타성의 실유-가유와
관련하여 의타성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졌지만, 세속유와 승의유와
관련해서는 단지 俗有, 즉 언설적 존재로 명시하는 것도 ‘有’의 여러
측면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69) 타공설에 대한 개론서로서 Stearns(2002)이 유용하다.
70) ‘大中觀’이란 용어가 Atiśa(982-1954)에게서 확인된다는 것은 望月(2006:
21+ fn.1)에 의해 지적되었지만, 그가 각주 1에서 제시한 그의 논문은
입수하지 못해, 이 사실만 인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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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천송의 세 반야경에 대한 주석문헌으로 티벳역으로만 현존하
는 gNod ‘joms71)이다. 여기서 변계소집성은 “색 등의 제법에 대

해 색 등의 언설의 측면”이며, 의타기성은 “무명 등의 힘에 의해

식에 있어서 제법으로서 전도되어 현현하는 것”이며, 원성실성은

“그 명칭과 그것의 전도에 의해 현현하는 것이라는 [양자의] 측면

을 떠난, 언설될 수 없고, 無相이라는 측면의 것”으로 정의된다.

이 설명에서는 명칭은 변계소집성에, 전도되어 현현하는 것은 의

타기성에, 그리고 양자를 여읜 것이 승의의 원성실성으로 설명된

다. 이와 같이 원성실성이 양자의 공이라는 주장은 의타기성의 이

해는 타공에서 원성실성이라는 기반에서 의타기성의 공을 말하는

입장과 가까울 것이다. 위의 인용 외에도 브룬횔츨(Brunnhölzl)은

이 책의 많은 개소에서 원성실성이 변계소집성과 의타기성의 두

자성을 여읜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고 지적함으로써 타공설의

인도적 전거를 보여주고자 한다.72)

하지만 쫑카파는 해심밀경에서 삼무자성을 설하는 의도가 일
체법무자성의 교설을 의도하고 있다는 설명과 관련하여 일체법이

단지 세속법과 관련해서만 공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

하는데,73) 주석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는 분명 타공설의 주장

을 겨냥한 것이다. 쫑카파는 이를 유식과 타공설의 3성에 대한 이

해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타공설의 관점에서는 원성실성만

이 승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는 무착과 세친의 의도와는

71) gNod ‘joms은 <해로움의 제거>라는 의미에서 쫑카파가 붙인
별칭이고(荒井 1992) 티벳역 제목은 ’Phags pa shes rab kyi pha rol tu
phyin pa ‘bum pa dang nyi khri lnga stong pa dang khri brgyad
stong pa’i rgya cher bsdad pa(P 5206; D 3808). 보통 Bṛhaṭ-ṭīkā로
약칭된다. 이 논서의 저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Bu ston은 세친에게
귀속시키며, 돌포파도 세친의 저작으로 여긴다. 반면 쫑카파는 3성에
대한 세친의 다른 저작과의 내용의 차이 때문에 Daṃṣṭasena에
귀속시킨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Brunnhölzl(2011) pp. 9-14 참조.

72) Brunnhölzl(2011) pp. 26-46 참조.
73) 이에 대해서는 Hopkins(1999) p. 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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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첫 번째 자성이 언설로서도 없

고 중간의 [자성]은 언설로서는 있지만 승의적으로 없으며, 마지

막 [자성]은 승의적으로 있다는 것이 아상가 형제의 의도라고 설

명하는 것도 이 체계로부터는 외적인 것이다.”74)

하지만 의타기성이 언설유이지만 승의유가 아니며, 원성실성이

승의유라는 해석이 정통적 유식설과 다르다는 쫑카파의 비판은

일면적이라고 보인다. MAV I.1에 대한 스티라마티의 네 해석에

서 보았듯이 의타기성을 ‘승의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1a)의 해

석도 있지만, 적어도 의타기성을 ‘미란(bhrānti)’로 규정하는 (4a)

의 방식에 따르면 그것은 단지 언설로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기 때문이다. 더욱 해심밀경에서 변계소집상을 ‘비존재로 특징

지어지는 법’으로, 의타기상을 ‘잡염으로 특징지어지는 법’, 원성실

상을 ‘청정으로 특징지어지는 법’으로 설명하는 (4a)의 설명방식은

위의 쫑카파가 비판하는 3성의 해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3성에 대한 원래의 해석으로서 보아야 하며, 이는 당시 인

도유식에서 3성설의 여러 측면을 보여주는 설명의 하나였을 것이

다.

74) LSNP 406,20-407,2: phyis kyi kha cig kyang ngo bo nyid dang po tha
snyad du yang med bar ba tha snyad du yod kyang don dam par
med tha ma don dam par yod pa thog med sku mched kyi dgongs
par ‘chad pa yang kugs ’di las phyi rol tu gyur pa yin la/ 여기서
phyis kyi kha cig(“후대의 어떤 이”)이 조낭파의 Dol po pa를
가리킨다는 사실에 대해서 Hopkins(1999) p. 157 fn,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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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상으로 우리는 해심밀경에서 설해진 3상의 이론이 ‘중추적
모델’이나 ‘발전적 모델’ 중에서 후자에 근접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했다. 이는 MSg나 또는 이에 기

초하여 해석된 의타기성의 존재를 강조하는 소위 ‘중추적 모델’이

후대 인도전통에서 정통설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3성설에

대한 최초의 체계화로서의 해심밀경의 설명을 고려하면 당시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이는

초기 유식학파에서의 3성설 이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점을 시사할 것이며, 필자의 사견으로 후대 진제가 제

시하는 ‘이질적인’ 3성 해석이 인도적 전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런 다양한 형태의 3성설이 당시 인도불교에서 수행

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II장에서 특히 해심밀경 일체법상품의 두 개의 비
유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이 상이한 비유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

할 것이며 또한 이 비유가 3성설의 어떤 맥락에 적용될 수 있는지

를 다루었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3성설에 대한 다양한 유식학파의

해석을 요약하고 있다고 보이는 Sthiramati의 MAVT의 네 가지

대안적 설명이 가진 의미를 번역과 해설을 통해 파악하고자 했다.

여기서 첫 번째 해석이 소위 ‘중추적 설명’과 상응하는 반면에 마

지막 설명은 해심밀경의 설명과 용어상이나 내용상 유사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 설명은 진제가 해
심밀경에서 보여준 3성의 구조와 가장 유사하다는 점에서 진제

사상의 연원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V장에

서는 해심밀경의 3성설이 티벳불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쫑카파의 선설의 핵심 앞부분에 나온 인용을 통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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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여기서 쫑카파의 이해는 의타기성의 ‘승의적 존재’를 주

장하면서 이를 매우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텍스트 자체의 설명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

히려 해심밀경 자체의 취지는 쫑카파가 비판하고 있는 조낭파
의 他空설에 근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인도문헌 내

에 이런 타공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둘 것이며, 다만 해심밀경이나
MAVT에서 보는 한, 3성설의 정통적 형태가 의타기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면서 이를 통해 유식문헌에서의 3성설

을 이해하려는 것은 단면적인 이해로 인도할 위험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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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ee Nature Theory in Saṃdhinirmocanasūtra 
and its Influence on Indian and Tibetan 

Traditions 

Ahn, Sungdoo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e present paper is to investigate the
Trisvabhāva theory in Saṃdhinirmocanasūtra(=SNS). Scholars in
the field can now agree that SNS is the first text which gives
the systematic explanation about the Trisvabhāva theory among
the Buddhist texts. But its way of explaining this theory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explanation in other texts, for ex-
ample, MSg or MSA, which can be described accordingly as
belonging to the so called “pivotal model” and “progressive
model” to use the terminology of Sponberg [1993]. Sponberg’s
division of the various theories found in Yogācāra texts into two
models is based on the role of the dependent nature(para-
tantra-svabhāva). If the dependent nature has the existence of
its own, then it must be existent in its own right from the ulti-
mate viewpoint(paramārthataḥ). This theory is thus regarded as
the pivotal model, The progressive model shows the tendency
that the first two natures are given up because, in the former,
its existence is wholly negated, and in the latter its existence is
only permitted as it appears to be, but not as it really is. In this
model, only the perfected nature(pariniṣpanna-svabhāva) exists
paramārthataḥ. It seems that these two models can’t go parallel
with each other.

In my previous studies on the Trisvabhāva the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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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ārtha(499-569), I tried to show that his theory can be re-
duced to Indian origins, that there were various types of theory
which tried to systematize the relation between words, referent
objects and phenomenal existents in order to find out the reality
itself free from mental construction(vikalpa). Confronted with
such various formulations, I cannot but think that though
Sponberg’s suggestion of two models is an useful one, in the
sense that these two models represent accordingly logical sys-
tem(rigs lugs) and practical system(sgom lugs) to adopt the
terminology from the Tibetan Buddhism, it does not reflect the
variety of Trisvabhāva theories found in texts. As far as I can
judge, the Trisvabhāva theory in SNS has another character-
istics which resists on attributing its peculiarities to the one of
two models.

For this purpose, I choose the long passages in Sthiramati’s
MAVT which gives four alternative interpretations on
Trisvabhāva theory, and examine their meaning in Ch. 4 after
translating them into Korean. Lastly, I focuss on Tsong kha pa’s
Legs bshad snying po to examine the case influence of SNS on
Tibetan Buddhism. Apart from his intention to synthesize vari-
ous interpretation of the Trisvabhāva theories in Yogācāra texts,
my examination in this paper focuses on two points: firstly, on
Tsong kha pa’s standpoint that the dependent nature has to be
existent in its own right(svabhāvataḥ). I point out that his refer-
ence can be reduced to Sthiramati’s first interpretation dealt in
Ch. 3 of the present paper, and that this does not have the final
orthodoxy in the interpretations of the Trisvabhāva theory.
Secondly, on his critics that to regard all the dharmas as
saṃvṛtisat is not correct. His critics is directed toward the Jo
nang pa, who insist on the emptiness of other facts only, in
contrast to the emptiness of its own nature represented by the
Mādhyamika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some Yogācāra texts
speak in favour of Jo nang 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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