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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중국 불교 경론을 통해 본 ‘Buddha-vacana’
개념의 의미 변천*

조은수**1)

Ⅰ 들어가는 말
Ⅱ 인도 아비달마 논서에서의 ‘buddha-vacana’
Ⅲ 현장의 번역과 용어 통일
Ⅳ 체를 덧붙임.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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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의 말씀이라는 뜻의 ‘buddha-vacana’의 성격 규정에 대해 인도
와 중국의 논서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논의를 살펴보았다. 특히 그 논
의가 인도 아비달마 논사들의 저술에서 나타난 이래, 중국 번역 불교에
서 어떤 의미로 변천되고 변화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아비달마 불교에서 ‘buddha-vacana’는 붓다의 말씀, 즉 소리를 의미

하기도 하고, 붓다의 가르침, 그 내용을 말하는 buddha-dharma를 가리
키는 두 가지 의미가 발견되지만 아비달마 문헌이 2세기부터 중국에 번
역되기 시작하면서 ‘佛言’, ‘佛語’, ‘佛說’ 등으로 번역되다가 최종적으로
7세기에 현장의 아비달마 문헌 번역에서 ‘佛敎’라는 번역어로 통일됨으
로써, 소리로서의 의미는 점차 희석되고 진리로서의 의미가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현장은 ‘svabhāva’의 번역어로 ‘體’라는 이미
여러 다른 뜻을 함의하고 있는 단어를 채택하고, 어떤 경우는 ‘체’를 임
의로 삽입하였기에, 아비달마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
특정 구절은 불교의 ‘체’, 즉 본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전의되어,
‘buddha-vacana’는 불교 즉 붓다의 가르침의 體, 또는 본질이라는 뜻으
로 정착되게 된다.
그런데 당시 현장의 학문적 관심을 잇는 제자인 원측이나 규기 등의

저술에 보면 이들은 당시 산스크리트 문헌에서 나오는 이러한 혼동스러
운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논의
는 이후 중국 화엄학에서 붓다의 말씀 또는 가르침의 ‘체’, 즉 ‘敎體’라
는 말로 대표되어 붓다의 가르침의 진리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이
냐는 형이상학적 질문의 방향으로 그 관심이 뻗어 나갔다.

* 본 논문은 주로 Cho(1997)를 참조했다.
**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escho@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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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붓다의 말씀이라는 뜻의 붓다바차나(buddha-vacan

a)의 성격 규정과 그 의미의 변천을 인도 아비달마 문헌과 중국의

논서에서 찾아본다. 중국 불교 문헌에서 ‘buddha-vacana’는 ‘佛言’,

‘佛語’, ‘佛說’, ‘佛敎’, ‘佛敎體’, ‘敎體’ 등으로 번역되었다. 이에 따라

일어난 의미의 변천을 고찰하고, 이 용어를 둘러싼 논쟁이 함축하

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1)

붓다의 가르침은 수세기동안 구술을 통해 전승되어 오다가 글

로 씌어졌다. 아비달마 불교 시대에 ‘buddha-vacana’라는 말은 붓

다가 한 말 그 자체 뿐 만 아니라, 붓다가 말하려 의도한 그의 가

르침, 즉 ‘buddha-dharma’(佛法)도 가리킨다. 인도 아비달마 불교

문헌에는 이런 두 가지 정의를 모두 담고 있었다. 가르침의 권위

는 말의 힘이나 소리 때문뿐만 아니라, 그 의미와 진리성 때문에

도 부여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비달마 문헌이 2세기부터 중국에 소개되고 ‘buddha-v

acana’가 불언, 불어, 불설 등으로 번역되다가, 7세기 인도 불전이

현장에 의해서 대거 다시 번역되면서 최종적으로 ‘佛敎’라는 번역

어로 통일되었다. 현장은 그런데 ‘buddha-vacana’를 ‘불교’로 바꾼

이외에 ‘svabhāva’를 ‘體’라는 말로 번역하고, 어떤 경우에는 원문

1) 坂本幸男(1956) pp. 545-598: 교체라는 말은 지엄의 화엄공목장, 법장의
화엄경탐현기, 화엄오교장, 그리고 증관의 화엄경소, 화엄경
연의초 등에 많이 발견된다. 그런데 이 교체라는 단어는 인도 아비달마
문헌에서 나타나는 ‘buddha-vacana’, 즉 ‘붓다의 말’ 또는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 어를 5-7세기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파생된 번역 용어이다. 이후 교체에 관한 논의는 전통 화엄
교학에서는 敎體論이라는 이름 하에 중요 논쟁 주제로 자리잡게 된다.
사카모토 유키오는 교체론을 ‘불교의 실체이론’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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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는 경우에도 ‘체’라는 말을 첨가함으로써, 이전의 붓다바차나

의 논의는 이제 “불교의 체가 무엇이냐”, 또는 줄여서 “교체가 무

엇이냐” 라는 논의의 형식으로 고정되게 된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소리로서의 의미는 점차 희석되고, 진리로서의 의미만 부각

되게 된다. 중국의 번역자이자 유식 불교의 학승인 원측2)이나 규

기 등의 저서에 보면, 그들은 그 당시 산스크리트 문헌에서 나오

는 이러한 혼동스러운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세대가 지나고, 중국 화엄학이 중국적

불교 교학과 학문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buddha-vacana는 ‘불교’
즉 ‘붓다의 가르침’의 ‘體’, 또는 본질을 지향하는 뜻으로 정착되게

된다. 이러한 긴 과정을 통해 불교의 언어철학은 불설에 대한 관

심에서 출발하여 붓다의 언어의 진리 보편성을 주장하는 방향으

로 나아갔다.

Ⅱ. 인도 아비달마 논서에서의 ‘buddha-vacana’

1. 阿毘達磨集異門足論(Saṅgītiparyāya)

집이문족론은 설일체유부 아비달마 문헌들 중 붓다바차나에

대한 분석이 나타나있는 가장 앞서는 것이다. 이 문헌의 구조와

내용은 Dharmaskandha와 더불어 초기 아비달마 문헌들의 특징을
띠고 있다.3) 몇몇 산스크리트어 단편들을 제외하면 이 문헌은 현

장의 한역으로만 전해진다. 이 문헌은 독특한 서술의 방식을 취하

2) 원측의 교체설은 정영근(1994)을 효시로 하여, 최근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져서, 백진순(2003), 조윤호(2010) 등의 우수한 연구 성과물들이
나타났다.

3) Jaini(1996) p. 103.



130 ∙ 印度哲學 제44집

고 있는데, 一法品 에서 시작하여 가령 두 번째 품인 二法品 에

서는 名(nāma), 色(rūpa)과 같이 두 개로 짝지어질 수 있는 법들

이 나열되는 형식으로 十法品 까지 서술되는 것이다. 아비달마

문헌에서 이러한 법수체계는 흔한 것이지만 법수에 따라 품을 나

열하는 것은 이 책외에 팔리어 니카야의 Saṅgītisuttanta에서도 나
타난다.

이들 문헌 성립의 또 다른 측면을 집이문족론 五法品 의 ‘五
解脫處’에 관한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설명의 첫 번째 부분

은 Saṅgītisuttanta의 五解脫處 부분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며, Aṅg
uttaranikāya에도 이와 동일한 개념들이 나타난다. 그에 반해 이

에 대한 설명의 두 번째 부분은 Saṅgītisuttanta의 해당 부분에 전
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아비달마 문헌이 경전에 대한 주석에서

부터 성립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 두 문헌이 공유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경전이 먼저 성립한 이후에 따로 저술되어

경문 뒤에 아비달마[對論]로서 덧붙여진 것이다.

五解脫處는 형식화되고 정합적인 방식으로 설명되어있다. 이 개

념은 大師와 그의 제자들이 설한 법을 듣는 것, 이를 외우는 것,

이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설하는 것, 이에 대해 명상하는 것, 이를

이해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어 이러한 개념을 설하면서 등장하

는 ‘大師,’ ‘尊重有智同梵行者,’ ‘法,’ ‘義’와 같은 기술적인 용어들에

대한 정의에 대한 몇 번의 문답이 오간 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

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붓다바차나에 대해 분석을 시

작한다. 이 문답을 한역에 따라 번역해면 다음과 같다.

문: 法이란 무엇인가?
답: 名身과 句身과 文身이 있는데 이를 法이라고 한다. 앞서 말한 大

師나 尊重有智同梵行者(respectable wise brahmacārin)가 여러 名身과
句身과 文身으로써 사람들을 위해 설법을 베풀고, 시설하고, 건립하고,
열어 드러내고, 분별하고, 명료하게 하고, 열어 보여준다. 이로 인해 法
要를 설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大師와 尊重有智同梵行者가 이와 같이
法要를 설하는 것은, 法要에 대해 법에 따라 義에 따라 바르게 알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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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다.
문: 법에 따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답: 名身과 句身과 文身을 법이라고 이른다. 그들은 이 법에 대해 평

등하게 이해하고, 가깝게 이해하고, 밝게 이해한다. 품류의 차별에 대
해 통달하였며, 無二와 無退轉의 지혜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이를 법에
따라 바르게 이해하였다고 이른다.

문: 義에 따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답: 名身과 句身과 文身이 나타내는 바, 이해되는 바, 설하는 바, 두

루 설하는 바, 보이는 바, 평등하게 보이는 바, 여는 바를 義라고 이른
다. 그들은 이 義에 대해 평등하게 이해하고, 가깝게 이해하고, 밝게
이해하고, 품류의 차별에 대해 통달하였으며, 無二와 無退轉의 지혜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이를 義에 따라 바르게 이해하였다고 이른다.4)

여기서 법이란, ‘名身, 句身, 文身’이란 세가지 요소를 지칭한다.

그런데 집이문족론에서 나타나는 이 구절은 어떠한 단서나 맥
락도 제공되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등장하고 있으며, 이 부분 외

의 다른 곳에서는 다시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이 정형구

는 언어의 기본적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다른 아비달마

문헌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發智論(Jñānaprasthāna)
에서의 용례를 검토해보겠다.

2. 阿毘達磨發智論(Jñānaprasthāna)

한역 발지론의 산스크리트어 원본은 전해지지 않지만, 우리

가 관심을 갖는 내용은 Yaśomitra가 저술한 아비달마구사론의
주석서 Sphuṭārthā Abhidharmakośavyākhyā를 통해 전해지고 있

다. 이 주석서는 아비달마구사론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발지
4) 阿毘達磨集異門足論 T 26.1536.425a1ff ; Stache-Rosen(1968) pp. 14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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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관련 부분을 전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야쇼미트라가 이러한
작업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아비달마구사론 부분에
서 설명하겠다.

발지론은 불교 언어 이론의 발전에 있어 귀중한 단서들을 제
공해준다. 무엇보다도 이 문헌은 현존 아비달마 문헌 중에서 ‘bud

dha-vacana’에 대한 최초의 논의를 담고 있으며, 또한 언어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문헌이기도 하다. 발지론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집이문족론의 ‘名身, 句身, 文身’ 개념이 ‘buddha-vacana’
개념과 연관되어서 언어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발지론에서는 ‘buddha-vacana’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접근

이 발견된다. 그 첫째는 다음과 같다.

‘Buddha-vacana’란 무엇인가? 이것은 語(vāk, speech)이며, 言
(vacana, speaking)이며, 詞(vyāhāra, utterance)이며, 唱(gīr, voice)이
며, 評論(nirukti, explanation)이며, 語路(vāk-patha)이며, 語音
(vāg-ghoṣa)이며, 語業(vāk-karma)이며, 語表(vāg-vijñapti)이다.5)

이 설명에서 ‘buddha-vacana’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져 정의

되어있다. 첫째 범주에는 語( vāk), 言(vacana), 詞(vyāhāra), 唱(gī

r), 評論(nirukti)’가 속한다. 평론의 경우는 조금 성질이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언설이나 음성을 의미한다. 두 번째 범주

에는 언설과 관련된 행위들을 포함한다.‘語路(vāk-patha), 語音(vā

g-ghoṣa), 語業(vāk-karma), 語表(vāg-vijñapti)’등이다. 이들은 언

설의 다양한 측면을 묘사하는 정교한 변형들이다. 즉 이 첫 번째

접근에서 ‘buddha-vacana’는 발화, 음성의 측면에서 정의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접근은 앞서 집이문족론에서 본 것과 흡사하다.

‘Buddha-vacana’란 어떠한 법을 이르는 것인가? 名身(nāma-kāya),

5) Wogihara(ed.)(1932)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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句身(pada-kāya), 文身(vyañjana-kāya)으로서, 이것들이 특정한 차례
대로 배열되고, 안치되고, 연합된 것이다.6)

불교에서 nāma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의미의 최소 단위이자 문법 요소로서의 ‘단어,’ ‘이름’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pada는 단어들이 결합되어 만든 문장을 말한

다. 마지막으로 vyañjana는 ‘음절,’ ‘문자’를 뜻하는데 산스크리트

어에서 이는 의미를 지닌 문법 요소이다. 가령 산스크리트어에서

감탄사는 음절 하나로 표현되며, ‘a’와 같은 음절이 단어 앞에 붙

으면 그 의미를 변화시킨다. 이 두 번째 접근에서 ‘buddha-vacan

a’는 규칙적으로 배열, 연결된 명사, 문장, 음절의 집합으로 정의

되고 있다. ‘붓다의 말씀’이란 언어적 요소들이 특정한 방식―의미

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에 따른 배열이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두가지 아비달마 문헌들에서는, 語(vāk), 言(vacan

a), 詞(vyāhāra), 唱(gīr), 評論(nirukti)’란 발화된 음성의 측면을 지

칭하는 것이고, nāma(名)는 또한 句, 文을 포함한 언어의 또 다른

측면을 대표하기에, 발지론에서 ‘buddha-vacana’는 ‘발화,’ 또는
‘이름’으로서 정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자는 언어적 인지의

첫 번째 소리를 듣는 단계이고, 후자는 소리를 언설로서 받아들인

후 생겨나는 이차적 인지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발지
론에서 나타나는 언어에 대한 두 가지 접근은 곧 언어의 두 가
지 측면, 음성학적 측면과 의미론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Buddha-vacana’에 대한 이와 같은 상이한 접근에 대한 논의는

아비달마 전통에서 언어 이론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

으로 보인다. 가령 야쇼미트라는 위 두 인용과 관련하여 “발지론
은 Ābhidharmika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이 두 가지

이론을 모두 받아 들였다”는 설명을 남긴다.7) 그러나 Ābhidharmi

6) 阿毘達磨發智論』T 26.1544.981b4-981b5 ; Wogihara(ed.)(1932) p. 52.
7) Wogihara(ed.)(1932)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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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가 어떠한 학파를 지칭하는 것인지, 또 어떠한 이유에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정

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발지론은 ‘buddha-vacana’가 무엇인가에 대한 앞선 본 것과

같은 설명에 이어 ‘buddha-vacana’의 성질에 관한 질문을 이어간

다. ‘buddha-vacana’는 그 자체로 선한가 아니면 중립적[無記]인

가? 발지론은 붓다가 설법하는 그 순간의 붓다의 생각의 특질
에 따르는 것이기에, ‘buddha-vacana’는 선할 수도 無記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논변은 아비달마 전통에서 전형적으로 관

심을 갖는 주제들이다. 야쇼미트라의 주석 부분에서 이 주제를 다

시 검토하겠다.

3. 阿毘達磨大毘婆沙論(Mahāvibhāṣa)

대비바사론은 발지론에 대한 방대한 양의 주석으로, 기원

후 1-2세기에 쓰인 카슈미르 지역을 근거로 삼았던 정통 설일체

유부의 교학을 대표하고 있는 문헌으로 알려져 있다. 산스크리트

본은 없고 한역본이 현존한다. 대비바사론은 발지론의 구성

에 따라 찬술된 것으로, 발지론에서 제기된 주제들에 대한 방대
한 양의 설명, 정의, 토론을 담고 있다. 비록 어디까지나 발지론
에 대한 주석이기 때문에 소위 ‘六足·發智’로 불리는 유부 아비달

마 논장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대비바사론은 아비달마

교학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불가결한 자료이다. 그리고 대비바사
론의 상당한 분량은 발지론의 ‘언어’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는

것에 할애되어 있어, 이를 통해 앞서 본 언어의 대한 논의의 맥락

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인용에서 ‘buddha-v

acana’의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맥락과 이 개념과 관련된

교리적 문제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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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buddha-vacana’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겠다.
문: 이러한 이론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답: 사람들이 ‘buddha-vacana’가 아닌 것에서 ‘buddha-vacana’의 想

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오늘날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나는 ‘buddha-vacana’를 설하고, 나는 ‘buddha-vacana’를 들었다.’ 그
들은 ‘buddha-vacana’가 아닌 것에서 ‘buddha-vacana’의 想을 일으킨
것인데, 이러한 생각을 제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것이 진정한
‘buddha-vacana’이고 나머지 것은 진정한 ‘buddha-vacana’가 아니라
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 이론을 만들었다.
문: 오늘날 왜 ‘나는 ‘buddha-vacana’를 설하고, 나는 ‘buddha-va-

cana’를 들었다’는 말을 하는가?
답: 그들은 根本에 의거하여 이러한 이론을 만든다. 즉, 染·淨, 縛·解,

生死·涅槃, 因·果와 같은 法들은 붓다가 교설한 바에 그 根本을 두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다. “그들은 相似함에 의거하여 말한다. 즉, ‘붓
다도 앞서 이와 같은 名, 句, 文身에 의거하여 다른 이들을 위해 설법
하였다. 지금 또한 다시금 이와 같은 名, 句, 文身에 의거하여 다른 이
들을 위해 설법한다.’” [···] 또 이런 말이 있다. “그들은 일들을 판별함
에 있어 똑같이 근거함에 의거하여 이러한 이론을 만든다. 즉, ‘내가
하는 설하는 바를 들으면 붓다의 옆에서 친히 법의 요체를 듣는 것처
럼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것이며, 과보를 얻을 것이며, 더러움을 떠나
고 漏를 다하게 될 것이다.’”8)

이러한 설명이 제시되는 것은 붓다 자신의 가르침 외의 다른

근원으로부터 불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비판하기 위해

서이다. 붓다의 가르침(buddha-vacana)의 진정한 근원은 붓다 자

신의 말 뿐이지, 붓다의 말에 근거하거나 붓다의 말을 흉내 내어

가르침을 설하는 것은 붓다의 가르침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붓다 그 자신의 음성에 의해 설해졌는가에 따라

그 진정성을 구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누군가가

붓다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암송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붓다의

제자들에 의해 결집된 三藏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러한 경우는 ‘b

8) 阿毘達磨大毘婆沙論 T 27.1545.658c24-659a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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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dha-vacana’라고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논의는 발지론에
서 살펴본 ‘buddha-vacana’에 대한 두 가지 접근을 분석하며 다

루어지게 된다. 먼저 ‘buddha-vacana’를 발화된 붓다의 음성이라

고 본 입장에 대한 대비바사론의 설명을 살펴보자. 이 설명은

아비달마 문헌의 전형적인 방식인 문답의 형태를 취하여 전개된

다. 먼저 질문자는 왜 ‘buddha-vacana’가 語表(vāg-vijñapti)로만

정의되고, 이 언표가 담고 있는 의도, 의사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

는지에 대해 묻는다. 이에 대한 몇몇 대답이 제시된다.

우선 ‘buddha-vacana’는 다른 이들에게 올바른 이해를 내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 것인데, 이러한 교화는 발화된 언어

[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발화되기 이전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답한다. 이어 ‘buddha-vacana’는 耳識

에 의해 파악되는 것인데, 발화되지 않은 것[無表]은 耳識에 의해

파악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또 이어 ‘buddha-vacana’는

耳識과 意識을 모두 사용하여 파악되는 것인데, 발화되지 않은 것

은 오로지 意識으로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네 번째

로 붓다는 수많은 겁을 중생을 교화하여 열반으로 이끌기 위해

수행해왔는데, 이는 오로지 발화된 것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고 한다.9)

이러한 설명에 이어 대비바사론은 발지론의 두 번째 입장
을 거론하며 ‘buddha-vacana’가 발화된 음성으로 이해되어야 하

는가 아니면 명사(名), 문장(句), 음절(文)의 집합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문: 이와 같은 ‘buddha-vacana’는 무엇을 본질(體)로 삼는가? 발화
행위(語業)인가 아니면 명사(名) 등의 요소인가? 만약에 발화 행위라
면, “buddha-vacana란 어떠한 법을 이르는 것인가? 名身(nāma-kāya),
句身(pada-kāya), 文身(vyañjana-kāya)으로서, 이것들이 특정한 차례
대로 배열되고, 안치되고, 연합된 것이다.”라고 [발지론이 이 문장]

9) 阿毘達磨大毘婆沙論 T 27.1545.659a10-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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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설하는 바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 만약에 명사 등
의 요소라면 “불교란 무엇인가? 語(vāk), 言(vacana) 내지는 語業
(vāk-karma)를 불교라고 한다.”고 [발지론이] 여기에서 설하고 있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답: 이 이론은 당연히 발화 행위를 [buddha-vacana의] 본질로 삼는

다. [···] 뒤에서 말한 것은 ‘buddha-vacana’의 작용[作用]을 드러낸 것
이고, ‘buddha-vacana’의 본질[自體]을 드러내려 한 것이 아니다. “名
身(nāma-kāya), 句身(pada-kāya), 文身(vyañjana-kāya)으로서, 이것들
이 특정한 차례대로 배열되고, 안치되고, 연합된 것”은 ‘buddha-vaca-
na’의 작용[用]이다.
문: 그렇다면 게송이 말하고 있는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답: 어떤 이는 이름[名]에 근거한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지시대

상[義]에 근거한다고 한다. 그런데 경전은 이름에 근거하는 경우만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buddha-vacana’는 名을 본질로 삼는다고 한
것이다.
문: 그렇다면 여기서 ‘buddha-vacana’가 語言 등[과 같은 발화행위]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답: 세속의 아들과 손자가 展轉하여 태어나는 것과 같은, 展轉하는

인과 관계에 의거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발화[語]는 이름[名]을 초래하
고, 이름은 지시대상[義]을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佛意가 설한 바
가 사람들이 듣는 바가 되기 때문에 語業은 ‘buddha-vacana’의 體이
다”라고 한다.10)

대비바사론는 발지론에서 제기되어 미해결된 채로 남아있

던 ‘buddha-vacana’의 본질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나름의 방식으

로 설명한다. 발지론에는 ‘buddha-vacana’의 본질을 발화된 음
성으로 보는 입장과 이름으로 보는 입장 간의 모순이 존재하였는

데, 대비바사론은 ‘buddha-vacana’의 본질[體]은 발화된 음성이
며, ‘buddha-vacana’가 이름이라는 입장은 ‘buddha-vacana’의 작

용[用]의 측면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비바사론의 저자가
이러한 해석을 취한 것은 당시 이 주제와 관련된 논쟁을 다분히

10) 阿毘達磨大毘婆沙論 T 27.1545.659a22-659b11.



138 ∙ 印度哲學 제44집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만약 불교의 권위가

붓다 가르침의 해석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승가 내 심한 갈등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반면 불교의 권위가 붓다의 음성에 의해서만 보증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몇몇 중요한 교리나 해석은 붓다의 가르침으로서의 명분

을 잃게 된다. 설일체유부의 이러한 선호는 분명 붓다 가르침의

불변하는 본질과 그 진리에 대한 가변적인 표현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을 것이다.

대비바사론은 이어서, ‘buddha-vacana’는 선할 수도, 無記일

수도 있다는 발지론의 설명문에 대해 해석을 가한다. ‘buddha-
vacana’중 經藏과 論藏은 주로 선한 반면, 律藏의 경우 “문을 닫고

다녀야 한다,” “옷과 발우는 대나무 걸이에 잘 보관해야 한다”와

같은 붓다의 말은 無記라고 한다.11)

또한 대비바사론은 ‘buddha-vacana’을 오온의 개념과 연관

짓는다.

 [···] 이는 경전에서 설한 것과도 부합한다. 존자 아난다가 뭇 비구
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나는 친히 붓다의 곁에서 팔만의
法蘊(법의 무더기, 法門)을 받았고, 뭇 비구들로부터 전수 받은 것이
2,000의 법온이다.”
문: 세존이 이미 여러 다양한 法蘊을 설하였는데, 어째서 단지 蘊이

색, 수, 상, 행, 식의 다섯 가지만 있다고 설하였는가?
답: 그 여러 법온이 모두 이 오온 중에 포함되니 다섯 가지만 있다

고 하셨다.
문: 그렇다면 저 여러 법온은 어떠한 蘊에 포함되는가? [발지론에

는]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이론에 대한] 말이 있다. ‘일체의 법온은
발화[語]를 자성으로 삼는다.’ 이 이론에 따르면 色蘊 중에 포함될 것
이다. 어떤 다른 논사는 말한다. ‘일체의 법온은 名을 자성으로 삼는
다.’12) 이 이론에 따르면 行蘊 중에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세존은 오

11) 阿毘達磨大毘婆沙論 T 27.1545.659b12-659b27.
12) 阿毘達磨發智論 T 26.1544.981a27-981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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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 오온만을 말씀하셨다.13)

여기서 질문자는 ‘buddha-vacana’의 본질이 발화라면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인 色蘊에 속할 것이고, 그 본질이 이름이라

면 비물질적 요소 중 하나인 行蘊에 속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

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구사론에 계승된다.

4.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Abhidharmakośa) 

아비달마 문헌에서 ‘buddha-vacana’의 본질에 대한 논쟁은 지

속되어, 5세기 세친에 의해 쓰인 아비달마구사론은 앞서 대비
바사론에서 본 것과 같은 法蘊의 문제를 계승하여 ‘buddha-vaca
na’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 그리고 이 문제

를 나아가 아비달마 논사들에게 의해 제기된 다른 교리적 쟁점들

과도 연관을 짓는다.

앞서 ‘buddha-vacana’로 정의된 法蘊은 오온 중 어떠한 것에

속하는가? 구사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전은 蘊(skandha), 處(āyatana), 界(dhātu)와 같은 말을 사용하여
서 다른 [범주에 속해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들까지도 지칭한다. 이
들은 지금까지 소개된 것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가? 아니면 그들과
구별되는가?14)

13) 阿毘達磨大毘婆沙論 T 27.1545.385c11-385c17.
14) Abhidharmakośa, I-25. 한편 Jaini는 아비달마 불교교학에서 법의
분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들은 다원주이자이며,
비실체론자이며, 또한 분석하고 쪼개는 것을 즐겨하고, 보편적 실재개념을
반대한다. 왜나면 이같은 보편론은 결국은 일원론이나, 실체 개념, 또는
아드바이타 베단타 학파의 브라만와 같은 개념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온, 처, 계 등의 분류법은 이같은 잘못된 일원론적 개념을 대치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한다. Jaini(1959a) p.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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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구사론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성인이 천명하신 팔만 법온은 발화이거나 이름이니, 색온
(rūpa-skandha)이나 행온(saṃskāra-skandha)에 포함된다.15)

경전에서 분명히 법온이라는 단어가 쓰임에도 불구하고, 오온

중에는 법온이 언급되어있지 않는가하는 의문에 대해 아비달마

논사들은 법온이 색온이나 행온에 속해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

러나 어떠한 아비달마 논사나 문헌이 이러한 주장을 펼쳤는지는

전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세친은 다음과 같은 주석을 더한다.

‘Buddha-vacana’가 발화를 그 자성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
람들은 팔만 법온을 색온에 포함시킨다. 이름을 그 자성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팔만 법온을 행온에 포함시킨다.16)

세친 자신이 이 중 어떠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

지만, 야쇼미트라의 경우 이 부분을 주석하며 그의 의견을 남겼

다. 그는 우선 발화를 ‘buddha-vacana’의 자성으로 여기면서 이를

색온에 포함시키는 사람들을 세친과 같은 경량부의 논사들이라고

말한다. 또 이름을 ‘buddha-vacana’의 본질을 이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이름이란 개념을 心不相應行에 포함시키는 설일체유

부의 논사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의 이론을 모두 긍정하는 것

이 Ābhidharmika라고 한다.17) 그렇지만 사실 야쇼미트라가 경량

부의 의견이라고 하는 ‘발화를 자성으로 삼는 입장’은 앞서 보았

듯이 대비바사론의 입장이고, 대비바사론는 정통 설일체유부
의 교리를 대표하는 저작이다.

여기서 구사론의 입장을 다시 살펴보면, 名, 句, 文은 설일체

15) Pradhan(1967) p. 86 ; ad. Abhidharmakośa I.25.
16) Ibid.
17) Wogihara(ed.)(1932)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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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 五位 중에 하나인 심불상응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서술된다.

유부는 이 심불상응행의 요소들을 자성이 있는 실체로 생각하지

만 세친과 같은 경량부는 이를 비판한다. 이 심불상응행에 속한

요소들의 실재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는 경량부와 유부 교학 사

이를 가르고 있는 가장 주요한 쟁점이었다. 구사론에 이르러 ‘b
uddha-vacana’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 또한 名, 句,

文이 유부는 실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경량부는 허상이라고 보았

던 심불상응행에 속해있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Padmanabh S. Jaini 교수가 밝혔듯이 구사론의 두 번째 장은
심불상응행에 속한 각각 요소의 실재 여부에 대한 경량부 논사와

비바사 논사, 즉 정통 유부 논사 간의 논쟁을 담고 있다. 세친은

비바사 논사가 인용한 경문을 검토하고 그들의 주장을 교조주의

적 실재론으로 몰아세워 결국 이단이라고 비난한다.18)

우선 세친은 名, 句, 文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문: 名身(nāma-kāya), 句身(pada-kāya), 文身(vyañjana-kāya)이란
무엇인가?
답: 명신은 想(saṃjñā)의 집합이고, 구신은 담론(vākya)의 집합이

고, 문신은 음소(akṣara)의 집합이다.19)

여기서 Bhāṣya에서는 명구문에 대해 더욱 설명을 가하며, 특히

명에 대해‘관념[想]을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야쇼미트라는

이것에 대해 이름이 관념을 만들 수도 있고, 관념이 이름을 만들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나아가 이 둘은 달라야한다고 주장한다.

“만약에 이름이 곧 관념이라고 한다면, 이름은 정신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0)

18) Jaini(1959a) p. 538.
19) Abhidharmakośakārika, Chapter II(Indriya), verse 47 ; Pradhan(1967)
p. 80, l.

20) Wogihara(ed.)(1932) pp. 181, l. 32ff ; Cox(1995)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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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 의거해 경량부와 유부 간의 논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경량부는 ‘buddha-vacana’의 본질이 발화된 음성이라고

하였다. 이는 실재하는 것이며, ‘buddha-vacana’를 전하기 위해서

는 이 이상의 무엇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설일체유부는 음성이

이외에도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곧

이름이며, 이는 발화되었을 때 관념을 촉발시킨다.

세친은 유부와 경량부 간의 논쟁을 등장시킨다.

[경량부의 반론:] 이름, 문장, 음절은 그 본질이 발화(vāk)가 아닌
가? 따라서 음성(śabda)이 아닌가? 따라서 이들은 색온의 일부이며 유
부가 주장하듯이 심불상응행이 아니다.
[유부:] 이들은 발화(vāk)가 아니다. 발화(vāk)는 발성이며 오로지

발성일 뿐이다. 가령 울부짖음은 어떠한 대상을 파악하게끔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이름은 다른 사람에게 대상을 파악하게끔 한다.
[경량부:] [···] 어떠한 대상이 특정한 단어에 의해 의미가 표현된다

면 이는 오로지 발성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다. 따로 ‘이름’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 [···]
[세친에 의한 논쟁의 요약:] 비바사 논사들은 명신, 구신, 문신이 심

불상응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있어 이들 중 어떠한 것도 이해의
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21)

경량부는 ‘buddha-vacana’가 물질적 요소에 해당된다고 본다.

소리의 표현으로서 이는 소리가 전해지는 공간에 속해 있고 또

이는 色蘊의 일부라는 것이다. 설일체유부는 ‘buddha-vacana’가

그 본질상 이름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는 심불상응행에 속해있는

실재하는 요소이다. 발성만으로는 어떠한 의미도 전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름이야말로 단어에게 뜻을 부여하는 존재라는 것이며,

따라서 行蘊에 포함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부의 입장과 대립하는 경량부는 자신이 발성이라고

21) Abhidharmakośabhāṣya, II.47. ; cf. Pruden(1988-1990) vol. 1, pp.
25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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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단순한 발성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대상을

파악하게끔 하는 발성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자면 발성, 발화

가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일 수 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변

호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는 굳이 유부가 주장하는 이

름이라는 개념이 불필요해진다. 나아가 이름과 더불어 이름의 집

합에 불과한 문장도 자신만의 의미를 전달하는 실체라고 한다면,

가령 ‘개미’ 외에도 ‘개미의 행렬’이란 실체를, 또 ‘마음’이라는 실

체 외에도 ‘마음의 연속’이라는 실체까지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즉, 아비달마 불교에서 ‘buddha-vacana’가 ‘발화’냐 ‘이름’이냐

하는 문제는 물질에도 정신에도 속하지 않는 심불상응행의 개념

과 관련된 논쟁과 관련하여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설일체유부

는 이러한 제 3의 범주의 실재를 인정하는 반면, 경량부는 이러한

범주가 불필요하며 일종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실체

성을 부정하였다. 설일체유부는 일체가 존재하며, ‘이름’ 또한 ‘발

화’와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경량부는 ‘이름’은

가설된 것이며 ‘발화’ 또는 ‘음성,’ ‘발성’의 개념만으로도 충분하다

고 주장하였다.

아비달마 문헌에서 등장하는 ‘buddha-vacana’에 대한 두 가지

정의는 언어의 두 가지 측면을 보인다고 해석될 수 있겠다. 첫 번

째는 음성과 말하는 행위를 대표하고, 두 번째는 음소들간의 결

합, 단어 간의 문법적 관련, 단어의 의미부여 등을 말한다. 아비달

마 문헌을 통하여 이 두 가지 패턴은 고정된 포뮬러로서 반복적

으로 등장하는데, 이 논의는 아비달마 불교학 내에서의 더 큰 주

제인 법의 실체성이라는 이슈에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아비달마 문헌인 Abhidharmadīpa는 이전의

문헌에서 보이는 두 가지 해석이 왜 공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공한다.22) 즉, 붓다 재세시에는 그의 말씀

22) 이 사본은 1937년 티벳에서 발견된 이래 Jaini 교수에 의해 교정본이
출간되었다 Jaini(ed.)(1977). 자이니 교수 설명에 따르면, 이 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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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점에서는 말로 하는 소리(vāk) 또는

전달된 의미 또는 이차적 지식이라는 점에서 ‘명’(名, nāma)의 성

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열반 후 그분의 말

씀은 소리가 아닌 ‘명’의 성질을 갖게 된다. 왜냐면 붓다는 다른

세속적 언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스러운 소리를 갖고 있기 때

문이라고 한다.23)

이 구절은 왜 ‘명’이 붓다의 언어를 둘러싼 교학적 논쟁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24) 말 그 자체는 성스러운 언어의

권위를 지키는 카테고리가 될 수 없다. 붓다가 설하고 제자들이

들었던 그 직접성은 이제 그 성스러움을 보장해 줄 다른 형태의

권위로 대치되어야 했다. 그러한 소리의 직접성이 기억으로부터

사라졌을 때 의미가 어떻게 전달되고 소통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

기 위해 관념을 담지하는 ‘명’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된다. 붓다

의 말씀이란 따라서 소리일 뿐 만 아니라 다른 비물질적 요소로

정의되게 되는 것이다.

Ⅲ. 현장의 번역과 용어 통일

이상의 ‘buddha-vacana’에 대한 논의는 후에 중국 불교에서 그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학자들에 의해 계속되어진다. 특히

순정리론의 유부의 입장을 따른다고 한다. Jaini(1959b) pp. 103-104.
이 책은 언어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본 문헌들 보다 훨씬 많은 설명을
제공하지만 중국불교에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는 없다.

23) Vṛtti, kārika 12 ; Padmanabh S. Jaini(ed.)(1977) p. 96에서 재인용.
24) 본 논문의 익명의 심사자는 그 이유로서, 불교는 본질적으로 성교량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현량과 비량만을 바른 인식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붓다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런 논의가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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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a-vacana’를 음성의 측면으로 보는 것과, 가르침의 의미와

대상으로 보는 두 가지 해석은 그대로 전하고 있지만, ‘buddha-va

cana’에 대한 인도의 고도의 현학적 이론들이 중국 불교인에게 큰

혼돈을 가져왔다는 것을 그들의 저술에 나오는 여러 해석들을 통

해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 단어의 한문 경전 번역어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찰하겠다.

우선, 앞에서 살펴본 인도 아비달마 문헌들은 모두가 한문으로

적어도 두 번 번역이 되었다. 아비달마 문헌은 2세기 안세고의 P
añcavastuka 번역에서 시작하여 7세기 현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역가들에 의해 소개되었다. 예를 들어, 카시미르 지방에서 온

승려 Saṅghadeva는 383년 阿毘曇八犍度論를 번역하고 391년 
阿毘曇心論을 번역하였다. 또한 Saṅghabhadra는 383년 毘婆沙論
을 번역하였다. Paramārtha는 Abhidharmakośabhāṣya를 563-568
년간에 阿毘達磨俱舍釋論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현장 이전까지 이들 번역가들에 의한 간헐적 번역에서는 물론 그

번역어 사용이 다양하였다. 그러다가 645년 현장이 인도에서 돌아

와 648년 역장을 차리고 이전에 번역되었던 아비달마 문헌들을

대부분 다시 번역하면서 새로운 번역어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요약하면, ‘buddha-vacana’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는 Abhidhar
mahṛdaya, Jñānaprasthāna, Mahāvibhāṣa, Abhidharmakośa의 네
종의 문헌을 분석해 보면, 상가데바 번역의 팔건도론, 아비담
심론, 비바사론에서는 ‘buddha-vacana’가 ‘佛語’로 번역되었다.
반면 상가바르만과 상가바드라의 雜阿毘曇心論』에서는 ‘佛說’이

라고 번역되었다. 백년 후 568년 진제가 아비달마코샤를 번역하였

을 때 ‘佛正敎’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현장은 그의 아비달마 문헌

번역에서 일관되게 ‘佛敎’라는 용어를 썼다.

좀더 자세하게 비교하면, Saṅghadeva 번역의 팔건도론과 현
장 번역의 발지론과, Mahāvibhāṣā의 최초의 번역 鞞婆沙論에
서는 같은 구절을 다음과 같이 각각 번역하고 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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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語云何 答曰. 如來語, 所說, 弊, 訶羅, 婆沙, 耆羅, 尼留諦, 語句 語聲
口行 口敎 是謂佛語. 佛語當言善耶無記耶.答曰. 佛語或善,或無記 ··· (상가
데바역, 阿毘曇八犍度論, T 26.1543.853b22-26; 밑줄은 필자)

佛敎云何. 答謂, 佛語, 言, 評論, 唱, 詞, 語路, 語音, 語業, 語表. 是謂佛
敎. 佛敎當善耶, 無記耶. 答或善, 或無記.(현장역, 阿毘達磨發智論, T
26.1544.981a28-b01)

이상 여러 아비달마 논서들의 한문 번역본에 나타나는 ‘buddha

-vacana’의 다양한 번역어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Jñānaprasthāna

문헌명 번역자/(추정)번역연도 번역어

T 26.1543
八犍度論 

Saṅghadeva(僧伽提婆) &
竺佛念/383

佛語

T 26.1544
阿毘達磨發智論  현장/657-660 佛敎

(2) Mahāvibhāṣā

문헌명 번역자/(추정)번역연도 번역어

T 28.1547 毘婆沙論 Saṅghabhadra(僧伽跋澄)/383
Saṅghadeva(rev.391)

佛語

T 28.1546
阿毘曇毘婆沙論 

Buddhavarma(浮陀跋摩) &
道挻/437-439

佛語

T 27.1545
阿毘達磨大毘婆沙論 현장/656-659 佛敎

25) 팔건도론과 발지론은 기본적으로 같은 문헌의 두 가지 전승으로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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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bhidharmahṛdayaśāstra

문헌명 번역자/(추정)번역연도 번역어

T 28,1550
阿毘曇心論 by
Dharmaśrīī(法勝)

Saṅghadeva(僧伽提婆) &
慧遠/391

佛語

T28.1552
雜阿毘曇心論
Dharmatrāta(法救)

Saṅghavaman(僧伽跋摩)/434 佛說

(4) Abhidharmakośabhāṣya

문헌명 번역자/(추정)번역연도 번역어

T 29.1559
阿毘達磨俱舍釋論 Paramārtha(眞諦)/563-568 佛正敎

T 29.1558
阿毘達磨俱舍論 玄奘/651-654 佛敎

이에 대해 현장은 이상의 문헌 모두의 번역에서 ‘불교’라는 말

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들 번역어를 평가해 본다면, ‘vacana’는 일

차적으로 ‘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佛語’, 또는 ‘佛說’이 ‘佛敎’보다

더 의미를 잘 전하는 번역어였을 것 같다. ‘불교’라는 단어는 말

뿐 만아니라 그것이 전하는 사상 내지 내용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buddha-vacana’는 일차적으로 언어의 음성이나 구술적

인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이제 “불교”라고 번역됨으로써

붓다의 말씀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가르침의 ‘의미’적

측면이 보다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비달마 문헌의 한문 번역과 함께 중국 고유의 불교 문

헌들이 등장하면서 ‘buddha-vacana’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나타

난다. 이것은 3, 4세기에 번역된 아비달마 문헌에 기반한 것이다.

지둔(314–366), 승조(384–414), 혜원(334–416) 등은 격의 불교

의 형식으로 당시에 이미 쓰이고 있던 중국어 단어 體, 理, 宗, 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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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 文 등으로 설명한다. 이중 체와 종이라는 단어가 후에 중국 불

교 전통에서 기본적인 패러다임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에는 6세

기의 지의(538–597)와 길장(546–623)의 영향이 크다 할 수 있

다.26) 이들은 체와 종을 개념적 이원론적 도구로 사용하여 붓다의

말에 대한 이론을 토론하였고 종은 교설의 내용, 또는 교리 그 자

체를 말하고, 체란 표현 또는 표현의 기능을 뜻한다. 초기 불교도

들은 이와 같이 중국 고유의 단어를 빌려서 그것을 개념적 도구

로 사용했다. 그러나 현장 번역 사업이후 통일된 개념 사용이 시

작되면서 ‘buddha-vacana’에 대한 이전의 여러 번역어들이 ‘佛敎’

라는 용어로 통일되고, 이후 중국 불교의 ‘교체’의 담론의 기반을

이루게 된다.

Ⅳ. 체를 덧붙임

그런데 현장은 자신의 번역 속에서 ‘buddha-vacana’를 불교라

고 일관적으로 번역했을 뿐 아니라 svabhāva를 體라고 번역하였

고, 어떤 경우는 산스크리트어에 없는데도 體라는 단어를 집어넣

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장은 구사론 I.25을 번역하면서:

dharmaskandhasahasrāṇi yānyaśītiṃ jagau muniḥ/
tāni vāṅnāma vetyeṣāṃ rupasaṃskārasaṃgrahaḥ

이것을 한문으로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牟尼說法蘊 數有八十千
彼體語或名 此色行蘊攝 (T 29.1558.6a29-b01)

26) 佐藤成順(1985) pp. 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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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현장은 ‘體’라는 글자를 추가하였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읽히게 된다.

The sage proclaimed dharma-aggregates, the number of which is
eighty thousand, The substance(體) of them is either speech(語) or
name(名), and they belong in the aggregate of form or dispositio
n.27)

또 다른 예로 I-25의 Bhāṣya 부분을 현장은 아래와 같이 한문
으로 번역하였다.

yeṣāṃ vāksvabhāvaṃ buddha-vacanaṃ teṣāṃ tāni rūpaskandha-
saṃgṛhītāni|
yeṣāṃ nāmasvabhāvaṃ teṣāṃ saṃskāraskandhena ||
論曰. 諸說佛敎語爲體者.彼說法蘊皆色蘊攝.
諸說佛敎名爲體者.彼說法蘊皆行蘊攝..
(T 29.1558.6b2-3. 밑줄은 필자 삽입)

이 문단에서 현장은 svabhāva를 ‘체’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Abh
idharmakośa의 이 맥락에서 svabhāva란 ‘in itself,’ ‘in its nature’
또는 ‘with the characteristic of’를 의미하는 것이지 추상적 명사

로서 ‘substance’를 의미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앞에서 예로 든 발지론의 구절을 마하비바사
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현장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問, 如是, 佛敎以何爲體. 爲是語業, 爲是名等” (阿毘達磨大毘婆沙論,
T 27.1545.659a22-23)“
(Then the question is, if it is so, what does the Buddha’s word

take as a substance? Would it be the speech act, or the name and

27) ‘체’를 삽입함으로써 생기는 미묘한 뜻의 차이를 보이기 위해, 영문
원문을 그대로 두었다. 양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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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on?)

현장의 번역문에서는, 붓다의 말씀의 성격을 물어보는 질문이

“佛敎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예로서, Abhidharmahṛdaya의 이본인 Saṃyuktābh
idharmahṛdaya은 435년에 Saṅghavarman 등에 의해 雜阿毘曇心
論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문헌은 Abhidharmakośa와의 유사성으

로 알려져 있다.28) 첫 번째 품에 나오는 다음의 게송은 구사론 계

품의 25번 게송과 유사한 것으로 Saṅghavarman은 잡아비담심
론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八萬法陰皆色陰攝, 以佛說 語性故. 有說名性者行陰攝. ··· (雜阿毘曇心
論. T 28.1552.872a23-24)

여기서 Saṅghavarman은 ‘buddha-vacana’을 ‘佛說’로 번역하고

svabhāva를 ‘性’으로 번역하였다. Paramārtha(진제)는 동일한 내

용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서 ‘佛正敎’라는 번역어는

그가 번역한 유일한 아비달마 문헌인 이 구사석론에서만 한 번
나타난다.

有諸師執, 佛正敎 言音爲性, 於彼師入色音攝. 復有諸師執, 文句爲性, 於
彼師 入行陰攝. (阿毘達磨俱舍釋論. T 29.1559.166b28)

이상과 같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번역들을 비교해 본다

면 가르침의 본질, 체를 묻는 식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현장은 더구나 ‘buddha-vacana’를 ‘불교’로 바꾼

이외에 svabhāva를, 요체 또는 본체를 의미하는 ‘體’라는 말로 번

역하고, 어떤 경우에는 원문에 없는 경우에도 ‘體’라는 단어를 삽

28) 키무라 다이켄은 잡아비담심론의 첫 일곱 챕터가 구사론의 근간이
되었다고 한다. 木村(1937) p. 301ff. ; Willeman(1975) p.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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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함으로써, 이전의 ‘buddha-vacana’의 논의는 이제, ‘불교의 체가

무엇이냐’, 또는 줄여서 ‘교체가 무엇이냐’ 라는 논의의 형식으로

고정되게 된다. 더군다나 이 ‘체’라는 단어는 이미 2세기 때 주역
 왕필주 등에서 체-용이라는 하나의 개념 쌍 속에서 사용된 이
래, 체와 그것의 발현으로서의 용과의 관련에 대한 무수한 논의가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그 자체로서 복잡한 함축을 담고 있는 개

념어였다. 또한 ‘體’라는 표현을 채택함으로써, 나아가 ‘말 뒤에 있

는 진리’또는 ‘말을 뛰어넘는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는 본체론적이

고 형이상학적인 교리체계의 틀을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현장의 광대한 번역 작업은 당시 지성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이후 중국 불교 교리 해석은 현장의 새로운 번역, 신역 경전

에 기반하게 되어 중국 불교의 교리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

을 것이다. 가르침의 체가 무엇이냐를 묻는 아비달마 문헌속의 이

러한 질문은, 현장의 번역을 통하여 소개되었을 것이고, 그의 제

자들인 원측이나 규기 등의 자신의 저술 속에서 앞에서 소개한

아비달마의 논의들을 소개하고 해석하고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원측은 그의 반야심경찬 속에서 여러 인도 불교 학파들이
내세우는 붓다바차나에 대한 이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薩婆多宗은 聲이 불교의 체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名 등은 無記이지
만 소리는 선이기 때문이다. 經部宗에서는 假聲의 相續이 체이다, 왜냐
하면 소리 외에 별도로 명구문등은 없기 때문이다. (體卽總明能詮敎體
宗者別顯諸敎所詮 然佛敎體 諸說不同 薩婆多宗 用聲爲體 名等無記 聲是
善故 依經部宗 相續假聲 離聲無別名句等故 依大乘宗 諸敎不同 …29)

원측은 인도 불교에서의 붓다바차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할 뿐

아니라 앞서 길장이 소개했던 宗과 體를 결합시켜, ‘體卽總明能詮

敎體, 宗言別顯諸敎所詮’라고 하면서, ‘체’란, 표현을 말하고, ‘종’이

란, 표현된 내용을 말한다는 식으로 새로운 개념 틀을 덧붙여 제

29) 圓測, 佛說般若波羅蜜多心經贊, 韓國佛敎全書, 1.1.a20-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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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한편, 규기의 경우는 여기에 ‘文’과 ‘義’라는 개념적 도구를

더 결합하여 사용하는데, 이것은 물론 한역 유가사지론에 나오
는 개념이다. 여기서 규기는 여러 이론들과 개념적 도구들을 합하

여서 사중 교체(攝相歸性體, 攝境從識體, 攝假隨實體, 性用別論體)

등을 말하고 있다.30)

Ⅴ. 맺는 말

이상에서 인도 아비달마 문헌에 나타나는 ‘buddha-vacana’의

이론이 유식학파의 궁극적 가르침에 대한 진리 주장에 이르는 복

잡한 전이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같이 개념들은 섞이고 그 외연은

점차 모호해지면서, 강조점은 소리에서 의미로 이행하고 있다. 본

필자가 보기에 원측과 규기는 이 논의의 인도적 연원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 이론을 자신의 지적 관심과 자신의 학문적

작업의 맥락 속에서 관련성을 부여해야 필요성도 동시에 인지하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현장과 그의 두 제자의 저

술 속에서 나타나는 논의의 전이는 아직은 전통의 변환은 아니라

할 수 있겠다. 결국 이 과정은 화엄종의 교체론에 가서 원숙해진

다 할 수 있다.

6-7세기 중국의 불교인들의 교체에 대한 논의는 불교의 중국화

과정 해석에 풍부한 함축을 담고 있다. 인도의 ‘buddha-vacana’가

중국에서 교체로 변하는 과정은 중국적 불교 변형의 사례 연구

뿐만 아니라, 중국불교의 발달을 인도불교의 연속으로 볼 것인가

또는 불연속적 발전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란과도 결부하여 해석

할 수 있다. 논의의 주제와 재료의 측면에서 본다면 연속이지만,

30) 大乘法苑義林章, 窺基, T 45.1861.253c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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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도출한 결론과 그 함축은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뻗어나

갔기 때문이다. 아비달마 문헌의 번역을 통해서 소개된 붓다바차

나에 대한 논의는 현장의 번역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중국 불교의 지평 속으로 소개되었으며,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

응은 그것의 적극적인 활용과 독자적 해석이었다. 법장 등의 시대

적 배경을 보면 원측이나 규기와 동시대에 살았고, 또 그들과 같

은 역장에서 일한 적도 있는 점에서 미루어 보아, 그들은 아비달

마 불교와 유식불교의 저술들에 나타나는 붓다바차나 논의들의

인도적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화엄종의 지엄,

법장, 증관 등은 교체라는 용어를 빈번한 사용하고 많은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에 이들에게 이 논의가 얼마나 첨예한 관심이었는

지를 알 수 있다. 화엄교학의 소위 교체론은 붓다의 가르침의 본

체를 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붓다의 가르침이 전달될 수 가능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논의가 중국 화엄교가들에 의해 무엇이 붓

다의 가르침을 진리가 되게 하는가, 무엇이 진리를 진리가 되게

하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나아가 교판론적 관심에서는

붓다의 가장 근원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논의로 이

어졌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화엄교학은 보다 더 사변적이고 형이상

학적인 철학 체계로 공고하게 되어 7세기 중국 불교의 하나의 전

형을 이루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에 고찰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에 고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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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nsformation of the Meaning of the Word 
‘Buddha-vacana’ in the Chinese Translations 
of the Abhidharma Texts and Its Implications

Cho, Eun-su
Seoul National Univ.

After the translation of some Abhidharma texts into
Chinese, Chinese Buddhists found interesting arguments in
the texts about the nature of the Buddha’s word: whether it
was “speech,” “sound,” or “name.” These Indian texts based
their argument primarily on the assumption that the
Buddha’s word should be speech or speaking. Thematterof
concernwas: is the “sound” enough to carry the meaning or
do we need another category of “name” in order to commu-
nicate? The puzzle began in the different positions in Indian
Abhidharma schools. The Sautrāntikas asserted that the na-
ture of the Buddha’s word should be “sound” only. Taking a
nominalist position, they refuse to accept the category of
“name,” which is abstract and hypothetical to them.
However, the ambivalent attitude of the opposing
Sarvāstivādins, attested in the orthodox Sarvāstivādin liter-
ature, Mahāvibhāṣā, who should have advocated “name” be-
cause this is one of the entities approved in their ontological
structure, indicates to us that they were hesitant about this
delicate issue. Later in the acclaimed Abhidharma compen-
dium, Abhidharmakośa, both positions were introduced and
no claim was made by the author as to which was valid.

All these debates across several centuries in India re-
flect the agony of the situation buddhists had to face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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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Buddha had gone. While the Buddha lived, his words
were of the nature of speech in a direct, primary sense, as
well as of the nature of name, in the sense of a conveyed
meaning or second-hand knowledge. Now the teachings
transmitted orall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had to be
set down in writing for preservation; meanwhile the chal-
lenges to the authenticity of the teaching they claimed to
have heard or to have heard from one who had heard it ag-
gravated the intensity of the questions, which the Indian
Abhidharma Buddhist had to answer one way or another.

To the Chinese Buddhists, whose contact with the
Buddha’s teaching was solely through written words in a
foreign language, the question as put to them would not
have had the same implications. Accordingly their answers
were different. The role Xuanzang played in the “language
issue” as it developed in Chinese Buddhism should be
pointed out here. The Chinese word for the “essence of the
Buddha’s word,” jiao-ti, is an abbreviation of fo-jiao-ti and
was used by for the first time Xuanzang, who did massive
translations of the Indian Abhidharma texts into Chinese.
J iao-ti which literally means “the essence of the [Buddha’s]
teaching” was chosen as the translation of buddha-vacana,
i.e. the word of the Buddha, in Sanskrit. The implication of
“the essence” was not there in the first place. Xuanzang,
however, by the addition of the component “ti” in trans-
lating svabhvāva to make the question as “what is the
‘essence’ of the Buddha’s word,” must be said to have
paved the way for the change in the Chinese Buddhists’
concerns over this issue.

This effort to define the Buddha’s word based on their
doctrinal position, integrated with the pursuit of the classi-
fication, should be the outcome of the Chinese Buddhist
conclusions on the essence of the Buddha’s teaching. The
issue of language, which was mainly a linguistic concer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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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became transformed into a self-contained system in
China to be altered into a religious and metaphysical
concern.

Keywords : ‘buddha-vacana’, Buddha’s Words, Xuanzang,
Wŏnch’ŭk, Chinese transformation of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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