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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티벳의 8세기 후반 쌈얘 논쟁(bSam yas rtsod pa) 이후 겔룩(dGe lugs)의 개조인 쫑카
빠 롭상닥빠(Tsong kha pa Blo bzang grags pa, 1357-1419)는 1402년 라뎅(Rwa sgreng)에
서 저술한 뺷람림첸모뺸(Lam rim chen mo, 뺷보리도차제광론뺸(菩提道次第廣論))에서 하
샹(Hwa shang, 和尙 摩訶衍, 8세기 후반 활동)을 “phyin ci log tu rtog pa”(전도되게 분별
하는 자)로서 지목하며 강력히 비판한다.
쫑카빠는 하샹을 비롯한 외도(mu stegs pa)의 견해에 대응해 공성, 분별, 지혜와 방
편 개념을 뺷십지경뺸(十地經, Daśabhūmikasūtra, Sa bcu pa'i mdo), 뺷해심밀경뺸(解深密經,
Saṃdhinirmocanasūtra, mDo sde dgongs 'grel), 뺷보살지뺸(菩薩地, Bodhisattvabhūmi, Byang
chub sems dpa'i sa)등 인도 유식학파의 초기 문헌과 뺷수습차제뺸(修習次第, Bhāvanākrama,
sGom pa'i rim pa)와 같은 수행 지침서, 뺷보성론뺸(寶性論, Ratnagotravibhāga, dKon mchog

* 이 논문은 201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8H1A2A1061416-글로벌박사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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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rigs rnam par dbye ba)등 여래장 계열의 논서와 대승 경전의 핵심 관련 구절에 따라

정의한다.
이 논문은 하샹의 교설로 상징된 당시 외도의 주장을 분석해 뺷람림첸모뺸의 근기
에 따른 단계별 수습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이해하고, 하샹 전통으로 상징되는 주장
이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된다는 관점을 논증한다.
주제어
뺷람림첸모뺸(Lam rim chen mo), 쫑카빠(Tsong kha pa), 전도된 견해(log lta), 외도(mu stegs
pa), 하샹(Hwa shang)

I. 머리말
‘쌈얘 논쟁’으로 일컫는 인도의 후기중관학자 까말라씰라와 중국계 둔황의

선사 하샹의 문답에 대한 논의는 교리 또는 정치와 연관한 논쟁의 배후나 승패
보다 인도불교를 수용하면서 중국의 선불교가 선양된 부분을 고려하는 데까
지 진전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티벳에서 인도불교와 중국불교의 상호 이익을
전제하는 것이다.1) 하샹은 비록 논쟁에서 패하였으나,2) 8세기 말에서 9세기
1) 쌈얘 논쟁의 역사 기록과 관련한 중요한 연구 업적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Obermiller
1935, 1-11; Demiéville 1952; Tucci 1958; Jackson 1982, 89-99; van der Kuijp 1984, 149-184; Faber
1986, 33-61; Ruegg 1992, 237-244; Wangdu and Diemberger 2000. 이 논문의 티벳어 한글 표기는 동
국대학교 WISE캠퍼스 티벳대장경역경원(Translation Institute of Tibetan Buddhist Canon)의 ‘티벳
어 한글 표기안’을 따른다. 땐진 남카(Tenzin Namkha) 외 3인 2010, 9-25. 디지털 환경에서 확장된
와일리 음역 체계(EWTS: Extended Wylie Transliteration Scheme)는 The Tibetan & Himalayan
Library의 ‘Extended Wylie Transliteration Scheme’(https://www.thlib.org/reference/transliteration/#!es
say=/thl/ewts; 검색일자: 2022.9.18.)를 따르며, 대문자 표기가 필요한 경우는 첫 글자가 아닌 기본
글자(ming gzhi)에 적용한다. 티벳어 음역 표준 체계와 연구자 간 상이한 차이는 Bialek 2020, 70-88
참조.
2) 논쟁의 승패라는 관점에서 티벳 사료와 왕시(Wangxi 王錫, ca. 8세기 말-9세기 초)가 논쟁 이전이
나 직후 찬술한 것으로 짐작하는뺷돈오가 대승[의 가르침]임을 올바른 이치로 결정함뺸(頓悟大乘
正理決, 이하뺷결정함뺸); 펠리오(Paul Eugène Pelliot, 1878-1945)장서 한문 필사본(Pelliot chinois, 이
하 PC))의 기술은 다르다. 뺷결정함뺸에서는 개의 해(戌年)인 794년 1월 15일에 마하연이 가르치는
선의(禪義)란 경문에 통달하여 조금의 잘못도 없기에 이제부터 출가자와 재가자가 이 법에 따라
수습해도 좋다는 대칙령을 선포한다고 기술한다. PC4646, 129r1-2, “至戌年正月十五日大宣 詔命曰
摩訶衍所開禪義究暢經文一無差錯從今已後任道俗依法脩習.” 뺷결정함뺸의 현존하는 네 가지 티벳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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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반 둔황 출토 필사본에 의하면 그 견해가 경(經, mdo)으로까지 권위를 부
여받아 영향력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초기 티벳의 역사서와 둔황의 필사본, 까말라씰라의 뺷반복적인 명상 수
행의 단계뺸(sGom pa'i rim pa, Bhāvanākrama, 修習次第) 가운데 제3권(이하 뺷수습
차제뺸 III)에서 ‘어떤 이’(kha chig/kha cig/gang zhig)로 언급되었던 쌈얘 논쟁의
주인공, 하샹과 까말라씰라의 이름은 13세기 티벳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학승
인 싸꺄(Sa skya)의 싸꺄뺀디따(Sa skya paṇḍita Kun dga' rgyal mtshan,
1182-1251)와 쌰꺄촉댄(gSer mdog Paṇ chen Śākya mchog ldan, 1428-1507)의 저

작을 비롯한 쫑카빠의 뺷람림첸모뺸(Lam rim chen mo, 이하 LRChM)에서 분명히
명시된다.
겔룩의 개조인 쫑카빠는 1402년에 저술한3) LRChM4)에서 하샹을 ‘전도되게
본의 외형적 특징과 마하연의 핵심 가르침은 차상엽 2022, 239-245.
3) LRChM의 저술연도에 대한 기록 가운데 가장 이른 예는 쫑카빠의 제자인 캐둡 겔렉 뺄상뽀 (mKhas
grub dGe legs dpal bzang po, 1385-1438, 이하 캐둡)의 뺷믿음으로 들어가는 문: 존귀한 스승 위대한
쫑카빠의 놀라운 기적(奇跡)들[을 담고 있는] 전기뺸(rJe btsun bla ma tsong kha pa chen po'i ngo
mtshar rmad du byung ba'i rnam par thar pa dad pa'i 'jug ngogs, 이하 Dad pa'i 'jug ngogs)이다. 이 전기
의 저술연도는 1420년에서 1428년 사이로 추정된다. 캐둡을 비롯해 세라제(Se ra byes) 승가대학
교재(yig cha)의 저자이면서 초기 겔룩의 저명한 학자 제쮠 최끼걜챈(rJe btsun Chos kyi rgyal
mtshan, 1469-1544)이 저술한 쫑카빠 전기를 바탕으로 한 오늘날 문수보살의 화현으로 숭배되는
쫑카빠의 사후 진화한 역사의 서사에 관한 검토는 Ary 2015 참조. 갤왕 최제 롭상 틴래 남걜(rGyal
dbang Chos rje Blo bzang 'Phrin las rnam rgyal, fl. 19세기)의 1845년 쫑카빠 전기(Tsong kha pa'i rnam
thar)에 따르면 로짜와 꺕촉뺄(Lo tsā ba sKyabs mchog dpal, ca. 1320-1410)과 렌다와 쇤누로되(Red
mda' ba gZhon nu blo gros, ca. 1348/9–1412/3)가 LRChM 저술에 관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
련해서 van der Kuijp 2001, 60-61; 2015, 253.
4) 이 논문은 북경판(Peking/Beijing xylograph, 이하 Q6001)을 저본으로 삼고 교정본은 Khangkar,
2001(이하 Kyt)을 참조하였다. LRChM의 판본은 다음과 같다. Q6001, Ka 1-Kha 136a8; bKra; Bla;
Zh; Pa; Bya; sKu; sDe. Q6001(Kha 135b2-3)에 의거한 LRChM의 온전한 제목은 뺷세 [근기의] 사람이
수행(받아들여 행)해야 할 모든 단계를 완전하게 보여주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순서뺸(sKyes bu
gsum gyis nyams su blang ba'i rim pa thams cad tshang bar ston pa'i byang chub lam gyi rim pa)이다. 주
석서는 LRChM에 대한 네 명의 저명한 학승 바쏘 최끼걜챈(Ba so Chos kyi rgyal mtshan, 1402-1473),
데둑 캔첸 응악왕 랍땐(sDe drug mKhan chen Ngag dbang rab brtan), 잠양 섀빼 도지[돌지] 응악왕
쬔뒤('Jam dbyangs bzhad pa'i rdo rje I Ngag dbang brtson 'grus, 1648–1722) 그리고 따띠(드라띠) 게쎼
린첸된둡(Pra ti[Bra ti, Pra sti, Bra sti] dge bshes Rin chen don grub, ca. 17세기–18세기)의 원문 행간
의 노트(interlinear note, mchan [bu])가 들어간 네 저작들의 모음인 뺷람림첸모의 네 가지 저작들의
모음뺸(Lam rim chen mo'i mChan bzhi sBrags ma, 이하 Lam rim mchan bzhi)의 라당 따씨킬(Bla brang
bkra shis 'khyil) 사원 인쇄본을 참조했다. LRChM와 Lam rim mchan bzhi의 한역은 파쭌(Fazun 法尊,
1902-1980)이 1931년부터 라싸, 양곤 그리고 충칭의 한장교리원(漢藏教理院)에서 번역해 19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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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하는 자’로서 지시하는데, 하샹 전통과 비판이 공존하는 가운데 그의 핵
심 논서인 LRChM에서 무엇을, 왜 다시 비판한 것일까?
이 논문은 쫑카빠가 LRChM에서 적시한 외도5)의 정의, 견해 그리고 배격 가
운데 하샹의 주장과 비판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쫑카
빠의 대표 저술이면서 겔룩에서 대승 불교의 입문 서적 역할을 하는 LRChM는
티벳에 전해 내려온 다양한 교의와 수행 전통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수행자의 동기와 근기에 따라 세 가지 단계의 수습 방법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
으며 현재에도 세계 각국에서 티벳불교 수행의 지침서로써 활용하고 있는 중
요한 문헌이다.6)

II. 선행 연구 및 논점
1930년대 연구는 티쏭데짼(Khri Srong lde btsan, r. ca. 742-797/800/802)이 재

위하는 동안 일어난 것으로 여겨지는 쌈얘 논쟁이 역사의 사건으로서 일거에
깨닫는 방법을 따르는 이(頓門派, [s]ton men/min, [g]cig c[h]ar ba)를 대변하는 하
샹과 점차의 방법을 따르는 이(漸門派, [br]tse[n] men/min, rim gyis pa)를 대변하
초판 인행한 뺷보리도차제광론뺸(菩提道次第廣論, 이하 뺷광론뺸) 24권과 쭝펑(宗峰)과 위안쭝(緣宗)의
공역 뺷보리도차제광론사가합주뺸(菩提道次第廣論四家合注, 이하 뺷사가합주뺸) 2014를 참조하였다.
5) ‘불교 이외의 견해를 따르는 이’를 가리킬 때 ‘외도’(外道)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불교 문헌
의 번역과 전승에서 서양 종교사에서 유래한 이단, 이교도(heresy, heretic)를 산스끄리뜨 tīrthika의
번역어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고찰은 Jones 2021, 195-227 참조.
6) LRChM에서 제시한 수습 방법에 따른 수행과 교육, 강좌 등은 승가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
롯한 중국, 대만, 일본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재가 단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승가공동체의 교
육 과정에서 LRChM의 역할, 그리고 구성 체계 및 역사에 대한 개요는 Darima E. Daribazaron 2016,
146-153; Ven. Losang Monlam 2009, 28-29; 김성철 2001, 171-176 참조. 한국에서는 부산 한국티벳
불교사원 광성사와 경주 나란다불교학술원에서 LRChM의 강의와 교육 및 역경사업이 이루어지
고 있다. 현재 LRChM의 상당 부분 또는 전체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https://jangchuplamrim.
org/lamrim-translations/; 검색일자: 2022.9.18.) 반면 van der Kuijp은 파봉/옹카[빠] 데첸닝뽀(Pha
bong/'ong kha [pa] bDe chen syning po, 1878-1941)가 LRChM의 여러 판본 간 차이를 비판적으로 검
토한 주석서(뺷Byang chub lam rim chen mo par gzhi gsar bskrun gyi ma dpe'i tshig sna mi mthun pa
byung ba gang rnyed rnams brjed thor btab pa뺸)를 언급하면서 현재 활용 가능한 번역들의 잠재적 문
제를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van der Kuijp 2010, 448; 2015, 253-268; 조석효 2021a,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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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까말라씰라(Kamalaśīla, ca. 740-795)의 대립으로 논의한다.7) 펠리오 장서의
둔황 출토 필사본에 따른 연구 이후 인도불교와 중국불교의 호혜(reciprocal)의
관점도 제시된다.8)
필자는 먼저 쌈얘 논쟁과 하샹에 대한 논의의 본격적인 출발점이자 방향성
을 제시한 국내외 선행 연구와 최신 연구의 논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9) 국외
에서는 1930년대 이후 랄루(Marcelle Lalou, 1890-1967)를 비롯해 드미에빌(Paul
Demiéville, 1894-1979), 뚜치(Giuseppe Tucci, 1894-1984), 오베르밀러(Eugène Obermil
ler, 1901-1935), 슈타인(Rolf Alfred Stein, 1911-1999)과 같은 유럽학자가 쌈얘

논쟁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랄루는 프랑스 뺷국립도서관에 소장된
둔황 티벳 필사본 목록뺸에서 펠리오가 수집한 둔황 사본을 분류한 후 하샹의
저작으로 선경(bsam gtan gyi mdo)들을 소개한다.10)
쌈얘 논쟁을 중관학파와 중국 계통의 불성 및 여래장 사상의 논쟁으로 규정
한 마츠모토 시로(松本 史朗 1994, 54)는 논쟁과 관련한 가장 초창기 사료인 뺷바
셰뺸(dBa'/sBa/rBa/Bla bzhed, 이하 뺷바의 증언뺸)의 티벳 사절단과 정중 무상(淨
衆 無相, 680-756/684-762)과의 만남에 대한 언급이 하샹 이전에 이미 정중선(淨
衆禪)의 티벳 유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임을 밝힌다.

리처드슨(Hugh E. Richardson 1998)은 논쟁이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7) Demiéville, Tucci에 의해 수행된 연구이다. 부뙨 린첸둡(Bu ston Rin chen grub, 1290 -1364)은 1322
년경 저술한 뺷고귀한 가르침의 보고: 붓다(Sugata)의 가르침을 명료하게 하는 [불]법의 근원뺸(bDe
bar gshegs pa'i bstan pa'i gsal byed chos kyi 'byung gnas gsung rab rin po che'i mdzod, 이하 Chos
'byung)에서 하샹의 선법을 따르는 이는 “cig car [ba]”에 해당하는 뙨문빠(sTon mun pa)로, 까말라
씰라를 따르는 이는 “rim gyis [pa]”에 해당하는 쩬민빠(rCen min pa)로 돈문파(頓門派)와 점문파(漸
門派)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음차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Ruegg 1989, 72-73, 97-98.
8) Satoru 1977, 49; 차상엽 2019, 284-286. 둔황 출토 필사본 가운데 뺷상서뺸(尚書, Shangshu), 뺷춘추후
어뺸(春秋後語, Chunqiu houyu) 등 역사서 단편을 비롯한 유교 고전, 점성술과 천문학, 약학, 도예, 작
물에 이르기까지 한족이 티벳 문명 초기에 끼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Shen 2021, 23-25.
9) 쌈얘 논쟁과 관련한 주요 연구 흐름은 Shen 2021, 29-31; 차상엽 2021a, 363-369를 참조.
10) Lalou 1939, 39-41. 이후 하샹을 포함한 여러 중국 선사의 주석(bshad pa)과 무소연(無所緣)이라는
유일한 방식에 관한 목록(dMigs su med pa tshul gcig pa'i gzhung)의 내용과 사상에 관련한 연구가
진척되었다. 둔황에서 출토한 펠리오 티벳어 사본 No. 116(이하 P 116)의 작성 목적, 용도, 필사 연
대에 관해서는 van Schaik 2014; 2016, 287-304; 차상엽 2019, 286-293; 2021b, 35-62. 하샹에게 귀속
된 저작의 목록과 번역은 Gómez 1983, 107-132; van Schaik 2015, 121-129, 1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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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점을 제기하였고, 이후 뺷바의 증언뺸이 완역되면서 논쟁의 역사에 대한 논
의가 더 자세히 이루어지게 된다.11)
브레트펠트(Sven Bretfeld 2004, 15-56)는 13세기부터 여러 학파의 불교 논사
가 그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논적의 교리와 수행 방식을 하샹의 그것과 동
일시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션(Weirong Shen 2021,
21-66)은 티벳 후기 역사 및 종교 문헌에서 하샹과 그의 교설에 관한 오랜 전통

이 인위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내린다. 반면, 둔황 문헌을 근거로 장(Linghui
Zhang 2016, 592-610)은 하샹의 교설이 작의나 선행을 배제한 극단의 정적주의
(extremist quietism)와는 거리가 있으며, 점차의 수습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방식은 뺷수습차제뺸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국내에서 안성두(2003, 399-417)는 쌈얘 논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티벳에
서 하샹의 교설을 수용한 양상에 관한 논점을 개괄하여 이후 여러 논의의 출발
점이 된다. 돈점의 두 가지 방식은 슈타인이 지적한 것처럼(Stein 1991) 번뇌가
제거되는 양태와 관련한다는 견해를 따른다.12) 한편 우제선(2003, 89-107)은
유가행중관학의 입장에서 불교 및 힌두논사의 이론을 해석하고 비평한 까말
라씰라의 사상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저자는 까말라씰라
가 논의한 점차의 수습에 관한 특성이 다르마끼르띠(Dharmakīrti, ca. 600-660)
의 가행(加行, prayoga)의 정의에 해당함을 밝힌다.
차상엽(2012, 395-429)은 싸꺄의 싸꺄뺀디따가 1231-1233년 사이에 저술했
을 것으로 짐작하는 뺷붓다의 의도를 명료하게 밝힘뺸(Thub pa'i dgongs pa rab tu
gsal ba, 이하 ThGS)의 ｢반야바라밀｣(shes rab kyi pha rol tu phyin pa)장에서 까규
(bKa' brgyud)의 마하무드라(mahāmudrā, 大手印)의 수습 체계에 대한 비평을 토

대로 하샹의 견해는 13세기 티벳에서 유행하던 유사 마하무드라의 교의와 수
행 체계를 비판하기 위한 해석학적인 장치로서 인용되었다고 본다.
11) Wangdu and Diemberger 2000. 뺷바의 증언뺸의 다양한 제명의 표기는 같은 책, 1-4.
12) Demiéville(1987)이 대조를 위해 ‘Subitism’과 ‘Gradualism’이라는 용어를 처음 적용한 후 Stein(1987)
이 두 용어의 정확한 의미 범위에 대해 중국어와 티벳어 문맥에서 검토한다. 또 다른 표현인 ‘점오’
(漸悟, jianwu)그리고 ‘돈오’(頓悟, dunwu)와 관련해서는 Stein 1971, 3-30; 1987, 41-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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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샹과 관련한 논의는 사상의 대립에서 쌈얘 논쟁 이전 티벳 내 중국 돈오
선법의 유입과 특징 그리고 논쟁 이후 하샹의 주장으로 상징되는 교설의 수용
양상으로 진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참조
하면서 기존에 주목하지 않았던 쫑카빠가 LRChM에서 정의한 외도와 하샹에
대한 비판을 고찰해본다.

III. 외도의 정의와 전도된 견해
1. mu stegs의 정의
LRChM에서 외도를 의미하는 ‘무떽’(mu stegs)이 언급된 예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13) “...외도인 선인(仙人, ṛṣi)들에게도 삼매와 신통 등의 여러 공덕이 있
지만, 무아의 견해가 없어서 윤회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14) 산
스끄리뜨 tīrthika의 의미를 차용한 용어로서 mu stegs의 ‘mu’는 경계 또는 한계
를, ‘stegs’은 평평한 단이나 발판, 지지대를 뜻한다.15) 이시카와는 뺷이권본역
어석뺸(二卷本譯語釋, sGra sbyor bam po gnyis pa)의 역주에서 tīrthika를 “해안으
로부터 바다로 들어가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것과 같이 고행과 요가 등등 다양
한 가르침[교리](chos, dharmas)을 행하면서 열반의 바다로 들어가기 위한 발판
을 만들기 때문에 ‘무떽짼’(mu stegs can)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한다. 바다와

13) LRChM에서 ‘mu stegs can, mu stegs pa, mu stegs’은 23회, ‘phyi rol pa, phyi pa’는 14회 나타난다. phyi
rol pa와 phyi pa는 맥락에 따라 추리론자 또는 ‘nang pa’의 반대편 측, 외도의 의미로 이해된다. 인
도 출처의 불교 문헌을 번역할 때 dharma/dhamma와 같은 일부 용어는 사용된 전통의 맥락을 신중
하게 고려해야 하며 산스끄리뜨 nirvāṇa와 같이 개념이 번역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용어는 종종 번
역하지 않고 남겨두는 예도 있다. Habata 2015, 62-63; Jones 2021, 195를 참조.
14) Q6001, 2b7-8, “mu stegs kyi drang srong rnams la'ang ting nge 'dzin dang mngon par shes pa la sogs pa'i yon
tan du ma yod kyang bdag med pa'i lta ba med pas 'khor ba las cung zad kyang brgal mi nus pa'i phyir ro//”
15) 유가사지론색인(Index to the Yogācārabhūmi (Chinese-Sanskrit-Tibetan), 이하 YBS)에서 mu는 끝,
가장자리의 의미를 가진 ‘paryanta,’ ‘제’(際, ji)로, 소유형 조사 ‘-can’이 결합된 mu stegs can은
‘tīrthika’에 해당하는 이도(異道, yidao), 외도(外道, waidao), 외도적(外道賊, waidaozei), 사(邪, xie)로
한역된다. YBS 1996, 337; 27, 243,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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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의 경계인 해안에 비유했듯이 mu는 윤회와 열반의 경계를 가리키며, stegs
은 열반에 이르는 발판으로서 수단을 의미한다.16) LRChM에 나타난 용어 주석
(lam rim chen po las byung ba'i brda bkrol nyer mkho bsdus pa, 이하 brDa bkrol)에

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mu stegs의 어의에 대해 말하자면, mu[경계]는 궁극에 적용되어 윤회의

궁극인 해탈인 것이고, stegs은 그 해탈로 오르는 발판과 같은 수단 또는
길이므로 [즉] 본질적으로 해탈과 천상에 태어남(生天, svarga)을 얻는
수단이라고 생각되는 길과 관련해 mu stegs이라고 말하고, [해탈에 이
르는 수단 또는 길] 그것을 가르치는 논서를 수지하고 증장하기 때문
에 ‘외도자’(mu stegs byed) 또는 ‘외도를 가진 이’(mu stegs can)라고 말
한다.17)

앞서 LRChM 의 인용문에 따르면 비록 삼매(三昧, samādhi)와 초자연의 능력
인 신통(神通, abhijñā)과 같은 공덕을 갖추고 있더라도 무아의 올바른 견해가 없
는 사람을 외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아의 견해(bdag med pa'i lta ba)는
영원하며 독립된 단일한 자아 또는 현상에 본질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듣고 분별하고 사유해 올바르게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18) 이것을 부

16) Ishikawa 1990, 97, entry no. 293, “tīrthika ni tīrth<y>am vidyate tīrthaka zhes bya ste/ mtsho'i 'gram nas
mtshor 'jug pa'i stegs 'cha' ba dang 'dra bar dka' thub dang rnal 'byor la sogs pa chos sna tshogs spyod cing
mya ngan las 'das pa'i mtshor 'jug pa'i stegs 'cha' bas na mu stegs can zhes bya/”
17) brDa bkrol, 43a4-5, “mu stegs gyi sgra don ni/ mu ni mtha' la 'jug pas 'khor ba'i mtha' thar pa dang/ stegs
ni thar pa der 'dzeg pa'i rkang stegs lta bu thabs sam lam ste/ rang ngor thar pa dang mtho ris 'thob pa'i
thabs su 'du shes pa'i lam la mu stegs zhes bya la/ de ston pa'i bstan bcos 'dzin cing spel bar byed pas na
mu stegs byed dam mu stegs can zer/”
18) 쫑카빠는 보살사상에 대한 내용을 담은 뺷보살의 장(藏, piṭaka)이라 불리는 성스러운 대승경뺸 ('phags
pa byang chub sems dpa'i sde snod zhes bya ba theg pa chen po'i mdo, 이하 뺷보살장경뺸)을 인용하면서
선지식에게 무아의 의미를 듣고 그 의미에 대해 분별, 사유하는 분석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Q6001, 3a2-4, “...gzhan las thos pa ni gzhan las bdag med 'chad pa thos pa'o// des na phyi nas bshes gnyen
dam pa la bdag med pa'i don nyan pa'i thos bsam ma byas par nang nas skye mo (sic. skye'o) snyam du
'dzin pa dgag pa'i phyir du gzhan las thos pa ni zhes sogs gsungs par gdon mi za'o//” 뺷보살장경뺸의 개요
를 비롯해 스코옌 컬렉션(The Schøyen Collection) 사본과 판본 비교를 통해 재구성한 산스끄리뜨
편집본에 관해서는 Braarvig, Hartmann, and Matsuda 2006, 11-89, Plate IV-V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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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 과정에서 궁극의 진실(勝義諦, paramārthasatya)
과 관련한 방법을 부인하는 것으로, 쫑카빠는 하샹을 비롯한 외도의 견해는 현
상의 차원인 세속의 진실(世俗諦, saṃvṛtisatya)과 궁극의 차원인 승의제, 두 진
리와 관련 있는 수행 방식 모두를 버린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길[올바른 방법]에 대하여 전도되게 분별하는 자, 중국의 하

샹 등 몇몇이 말하기를...[하샹은] “모든 방편의 부분은 진실한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세속의 진실에 대해 강한 부정을 했고, 승리자
[붓다]의 가르침의 정수인 무아의 실상을 분석적으로 관찰하는 반야로

써 분석하는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궁극의 상태(勝義, paramārtha)의 도리
를 멀리 내던져버렸다...19)

위의 인용문에서 쫑카빠는 전도된 견해의 주체를 ‘중국의 하샹 등 몇몇’으
로 언급하고 있다. 쫑카빠는 LRChM의 ｢[자신의 불법을 성숙시키는 방식으로
서] 육바라밀행｣(pha rol tu phyin pa drug po)장20)에서 상근기의 사람이 수습할
단계의 여섯 가지 완성(六波羅蜜, ṣaḍpāramitā), 즉 육바라밀 수행을 자세히 설명
한 바 있다. 이와 달리 하샹은 이 장에서 인용된 바에 따르면 ‘보시와 계를 지
키는 것 등은 그와 같은 [분별 없음(mi rtog pa)의] 완전한 가르침(了義, nītārtha)
을 수습하지 못한 우둔한 이들21)을 위해 설하신 것이라서, 그 완전한 가르침을
얻은 후에 그 행위들[육바라밀]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왕이 평민의 자리로 내
려온 것이나 코끼리를 얻은 후에 코끼리의 흔적을 찾는 것과 같다’고 말한
다.22) 이에 대해 쫑카빠는 뺷십지경뺸에서 “십지(daśabhūmi)각각에도 또한 원칙

19) Q6001, 180a5, 180b1-2, “de lta bu'i lam la phyin ci log tu rtogs (sic. rtog) pa rgya nag hwa shang la sogs
pa kha cig na re/...thabs kyi cha thams cad sangs rgyas kyi lam rnal ma min no zhes kun rdzob la skur pa
chen po btab cing rgyal ba'i bstan pa'i snying po bdag med pa'i de kho na nyid la so sor rtog pa'i shes rab
kyis dpyod pa bkag pas don dam pa'i tshul rgyang ring du spangs te/”
20) Q6001, 179a4-250b4; Kyt 2001, 57-165.
21) 뺷결정함뺸(PC4646, 141v6)에서는 “...諸大乘經云爲末法衆生智慧狹劣所以廣說...”(...[닦고 배워야 할 행
을] 두루 설한다면 이는 말법시대[에 태어난] 지혜가 모자란 중생을 위함이라고, 대승의 모든 경전
에서 밝히고 있다...)라고 답한다. 폴 드미에빌 2017, 24-25, 각주 3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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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시 등 각각이지만 나머지[바라밀들, 육바라밀 또는 십바라밀]들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23)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공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방편을 수습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LRChM에서 정의하는 외도는 무아의 올바른 견해가 없는, 세속제와 승의제

의 수행 방식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샹은 전도된 견해를 주장하는
중심인물로 등장한다.

2. 전도된 견해
쫑카빠의 하샹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공성의 이해가 핵심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토대로 방편의 부분을 부정

하고 모든 작의를 차단하는 중국의 캔뽀인 하샹24)이 가르침[불법]을 훼
손시켰던 것을 대아사리 까말라씰라께서 면밀하게 부정하여 승리자[붓
다]의 의도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은혜가 매우 크고, 후전기(後傳期, phyi
dar) 때에는 딴뜨라부의 의미를 전도되게 파악한 것에 따라 현자와 유가

행자로 [자인하는] 일부 오만한 이들이 가르침의 근본인 범행에 대해서
큰 해가 되었는데...25)
22) Q6001, 180a7-8, “sbyin pa dang tshul khrims bsrung ba sogs ni de lta bu'i nges don bsgom par mi nus pa'i
skye bo blun po'i don du gsungs pa (h.) yin pas nges don de rnyed nas spyod pa de dag la 'jug pa ni rgyal
po dmangs kyi sar bab pa'am/ glang po rnyed na (sic. nas) glang po'i rjes tshol ba dang 'dra bar smra'o//”
한편 뺷수습차제뺸 III(Q5312, 66b7-67a1)에서 까말라씰라는 “sbyin pa la sogs pa spyod pa ni skye bo
blun po'i dbang du mdzad (h.) nas bstan pa kho na yin no”(보시 등의 행위는 단지 우둔한 이들의 측면
에서 권장하시고 가르치신 것일 뿐이다.) 구절을 ‘어떤 이’(gang zhig)의 주장으로 인용하고 있다.
이 구절을 포함한 뺷수습차제뺸 III의 원문(Q5312, 66b7-67a7)은 LRChM의 관을 수습하는 방법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주 28 참조.
23) Q6001, 183a2, “sa bcu po re re la'ang sbyin pa la sogs pa gtso bor gyur pa re re yin kyang lhag ma rnams
kyang mi spyod pa ma yin no zhe...”
24) 중국의 캔뽀인 ‘하샹’(rgya nag gi mkhan po hwa shang)은 중국어인 ‘화상’(和尙)을 티벳어로 음역한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Heshang, Hva shang, Hva zhang, Hwa shang Mahāyāna, Moheyan, Ma ha
yan’등으로 표기해 왔다. ‘캔뽀’(mkhan po, upādhyāya)는 P 116필사본에서 “mkhan po ma ha yan”(P
116, 167.4)으로, 싸꺄뺀디따의 저작 가운데 ThGS에서 “rgya nag [gi] mkhan po”(50a2)또는 “rgya
nag gi dge slong”(48b5)으로 언급하고 있어 중국 화상 그리고 겔롱(dge slong, bhikṣu)에 대응하는
번역어임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티벳 전통에서 발휘한 영향력으로 ‘뙨문빠’와 ‘쩬민빠’의 경
우처럼 하샹도 중국어를 음차한 용어이며 ‘중국 불교’와 동의어로서 기능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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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하샹이 방편과 인식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작의를 부정(amanasikāra,
yid la mi byed pa)한 것은 공성에 관한 지적인 이해가 핵심에 이르지 못했기 때

문이며, 11세기 이후 후기 불법 전파 시기에는 ‘현자와 요가를 실천하는 수행
자로 자인하는 오만한 이들’이 딴뜨라부(部)의 의미를 왜곡해 인식했기 때문
에 불법의 근본인 범행(梵行, brahmacarya)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쫑
카빠는 다음과 같이 강하게 비판한다.
더욱이 모든 분별은 상에 대한 집착(相執, mtshan 'dzin)이기 때문에 [분별
을] 성불의 장애로 파악한 후 모든 [인식대상을] 분석으로 관찰하는 수행
을 버린 전도된 분별 중 가장 나쁜 바로 이것은, 중국의 캔뽀 하샹의 방식
인데...26)...자격을 갖춘[권위 있는] 학자들의 문헌에서 지(止, śamatha)를
처음으로 성취할 때[바로 그때에는] 오직 무분별하게 머무르는 것인 안
주수행[이고], 관(觀, vipaśyanā)을 처음에 성취할 때 분석으로 관찰하는
반야로써 [인식대상을] 개별로 판별한 후에 [다시 세밀하게] 분석하여
[관찰수행을] 수습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명시된다. 모든 분별을 실

유라고 집착하는 것(實執, bden 'dzin)으로 파악한 후에 그 모든 [분별]을
버리고, 권위 있는 문헌들로부터 완전히 전도되게 이해하고서, 오류가
없는 무아의 견해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분별함 없음,
심오한 의미[내용](義, artha)인 관을 수습하게 하는 것은 다른 [전통]과
구별되는 중국의 캔뽀 하샹만의 방식으로 보이는데...27)
25) Q6001, 6a1-3, “stong pa nyid kyi go ba gnad du ma song ba la brten nas/ thabs kyi cha la skur zhing yid la
byed pa thams cad 'gog pa'i rgya nag gi mkhan po hwa shang gis bstan pa 'gribs par byas pa slob dpon
chen po ka ma la shI las legs par bkag nas rgyal ba'i dgongs pa gtan la phab pas sku drin shin tu che la/
phyi dar la rgyud sde'i don log par bzung ba la brten nas paN+Di ta dang rnal 'byor par rlom pa 'ga' zhig
gis bstan pa'i rtsa ba tshangs par spyod pa la gnod pa chen po byas pa...”
26) Q6001, 37b3-4, “gzhan yang rtog pa thams cad mtshan 'dzin yin pas 'tshang rgya ba'i gegs su bzung nas
so sor rtog pa'i sgom thams cad 'dor ba'i log rtog gi tha chad 'di ni/ rgya nag gi mkhan po hwa shang gi
lugs yin la/”
27) Q6001, 301a6-b1, “mkhas grub tshad ldan rnams kyi gzhung nas zhi gnas gsal (sic. gsar) du bsgrub pa na
'jog sgom mi rtog par 'jog pa kho na dang lhag mthong dang por bsgrub pa na so sor rtog pa'i shes rab kyis
so sor phye nas dpyad de bsgom par gsungs snang ba la/ rtog pa thams cad bden 'dzin du bzung nas de
thams cad dor te/ gzhung tshad ldan rnams las legs par go bzlog nas bdag med pa'i lta ba ma nor ba ma
rnyed kyang/ cir yang mi rtog pa lhag mthong zab mo'i don sgom par byed pa ni rgya nag gi mkhas (sic.
mkhan) po hwa shang gi lugs gzhan dang ma 'dres pa kho nar snang 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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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카빠는 인식대상에 분별이 없는 무분별의 상태인 ‘지’와 분별하는 지혜로
써 무아라는 결정에 이르는 유분별인 ‘관’에 대한 설명을 인용하면서 모든 분
별을 인식대상이 실재한다는 집착으로 받아들여 분별하지 않음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하샹의 전통일 뿐임을 강조한다.
…논리와 [올바른 인식 수단이 될 수 있는] 문헌[또는 전승](āgama)과 모
순되는, 독으로 내뱉은 말은 자신을 위해서 면밀하게 희구하는 현자라면
마치 독이든 음식처럼 [그 말을] 더 멀리 완전히 내던져야 할 것이다.” 따
라서 하샹의 견해를 세우고서 그와 같이 주장한다면, 모든 대승[의 가르
침]을 버리는 게 될 방식들을 명료하게 설한 이전의 그 부분[반야와 방편
을 부정하는 것]을 알아야 하리!...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목적으로
노력한다면, 보시를 하는 것과 계를 지키는 것 등도 분별로써 해야만 하
기 때문에...그러므로 어떤 분별이든지 윤회에 속박하게 하는 것으로 주
장한다면 하샹의 그것[견해]은 옳은 것인데, 그대는 그렇다면 모순의 짐
에 의해 압도되게 될 것이다.28)

쫑카빠는 올바른 분석을 그 특징으로 삼는 반야(shes rab, prajñā)와 보시 등
수단이 되는 방편(thabs, upāya), 이 두 가지가 포섭하는 대승의 가르침에 대척
되는 방식을 주장한 이로 하샹을 지목하고 있다. 지와 관 양자는 삼매를 포섭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습체계에 따라 모든 삼매가 이루어진다. 지는 인식
대상에 분별이 없는 상태이고, 관은 인식대상을 분별, 사유하는 분석을 통해
확정된 의미의 ‘무아’라는 결정에 이르는 것이다. 인식대상에 집중된 지의 상

28) Q6001, 115a6-115b1, [...rigs pa dang lung dang 'gal ba'i dug gis btab pa'i tshig ni mkhas pa bdag la legs
su 'dod pas zas dug can bzhin du rgyang ring du yongs su spang bar bya'o//”] zhes hwa shang gi 'dod pa
bkod nas de ltar 'dod na theg chen thams cad spangs par 'gyur lugs rnams gsal bar gsungs pa'i phogs (sic.
phyogs) snga ma de ngo shes par gyis shig/...de don du gnyer na sbyin pa gtong ba dang tshul khrims
bsrung ba la sogs pa yang rtog pas bya dgos pas de dag byas pa la dgos pa ci zhig yod sngar mang du
bshad zin to/ des na rtog pa gang yin thams cad 'khor bar 'ching byed du 'dod na hwa shang gi de legs pa
yin gyi/ khyer (sic. khyed) ltar na 'gal ba'i khur gyis non par 'gyur ba yin no/” 본문에서 뺷수습차제뺸Ⅲ을
인용한 부분은 Q5312, 67a7; D3917, 61b7-62a1이며, 전체 인용문은 Q5312, 67a7; D3917, 61b7-62a1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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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토대로 관이 이루어지지만, 가라앉음(laya, bying ba)과 들뜸(auddhatya,
rgod pa)의 여부에 따라 이러한 순서는 적절하게 바뀔 수 있는 통합된 관계이

다.29) 쫑카빠는 하샹의 분별함 없는 삼매는 확정된 의미의 완전한 가르침을 의
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견해의 모순을 비판한 것이다. 지와 관의 통합된 관
계로써 이루어지는 삼매에 대한 쫑카빠의 관점은 “뺷해심밀경뺸에서, ‘내가 성
문, 보살, 여래들의 수많은 양상의 삼매를 가르친 것들 무엇이든지 그것들 모
두 지와 관으로써 포섭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설하였다.”30)라는 인용으
로 여러 번 강조한 데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방편을 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뺷보정경뺸(寶頂經, Ratnacūḍasūtra, ['phags pa] gtsug na rin po che'i mdo)31)을 인용
하는데 그 의미는 뺷보성론뺸에서 방편을 ‘왕의 각 부분을 그리는 화사(畫師,
citrakara)들’에, 공성을 ‘왕’에 비유한 예를 들며 설명한다.
“뺷보정경뺸에서, ‘...그중 모든 행상(行相, ākāra) 가운데 최상인 공성은 무

엇인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각각 보시를 여의지 않은 것, 지계를 여의지
않은 것, 인욕을 여의지 않은 것, 정진을 여의지 않은 것, 정려를 여의지
않은 것, 지혜를 여의지 않은 것, 방편을 여의지 않는 것이다.’라고 자세
하게 설명하시고, 그 의미는 뺷보성론뺸에서도, ‘보시와 지계, 인욕 등 그것
들은 [비유하자면] [그림을] 그리는 이들이다. 모든 행상[들 중에] 최상인

29) Q6001, 255a6-255a7, “de gnyis kyis ting nge 'dzin thams cad bsdus pa'i phyir rnal 'byor pa thams cad kyis
dus thams cad du nges par zhi gnas dang lhag mthong bsten par bya ste zhes gsungs pa ltar ro//” (“그 [지
와 관] 양자가 모든 삼매를 포섭하기 때문에 모든 요가를 실천하는 수행자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지와 관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설한 것과 같다). LRChM에서 지(적정)와 관(통찰)의 관계는 차상
엽 2011, 217-226 참조.
30) Q255a2-255a3, “dgongs 'grel las/ nges (sic. ngas) nyan thos rnams dang byang chub sems dpa' rnams
dang de bzhin gshegs pa rnams kyi ting nge 'dzin rnam pa du ma bstan pa gang yin pa de dag thams cad
zhi gnas dang/ lhag mthong gis bsdus par rig par bya'o zhes gsungs so//”
31) 파쭌의 뺷광론뺸, 뺷사가합주뺸에서도 뺷보정경뺸으로 한역하고 있다. (뺷광론뺸10, 692a2; 뺷사가합주뺸
452, “寶頂經云”). 해당 인용문 부분은 뺷보정보살의 질문이라고 불리는 성스러운 대승경전뺸 ('phags
pa gtsug na rin po ches zhus pa zhes bya ba theg pa chen po'i mdo)인 D91, 220b2-221a6; 뺷수습차제뺸
II(D3916, Ki 51b1-3, “'phags pa gtsug na rin po che”)에서 찾을 수 있다. 한역대장경의 경우 뺷대보적
경뺸(大寶積經) 卷117(T0310, 660b15-c21); 뺷대방등대집경뺸(大方等大集經) 卷25(T0397, 175c26176a21); 뺷대승집보살학론뺸(大乘集菩薩學論) 卷20(D3940, 67b3-4，150b1-2; T1636, 98a2-3, “廣如寶
髻經說”; 127c2-7, “又寶髻經說”)에서 유사한 구절과 비유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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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을 색(色, rūpa)으로 설명한다.’ 라고 하여 몇몇은 머리는 그릴 줄 알
지만 다른 것은 [그릴 줄] 모르며, 몇몇은 손은 그릴 줄 알지만 다른 것은
[그릴 줄] 모르는 등의 많은 화사들이 모여서 왕의 모습을 그릴 때 한 화

사라도 모자란다면 완전히 [왕의 모습을] 완성할 수 없음을 예로 들어
‘왕의 모습은 공성이고 화사들은 보시 등 [각각의 방편]과 같다’라고 설

하셔서 보시 등 [각각]의 방편이 완전하지 않다면 머리가 없거나 손이 없
는 등등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32)

반면, 뺷바의 증언뺸과 같은 역사서의 초기 사본33)과 논쟁 직후 문헌으로 짐작
하는 뺷수습차제뺸 III에서는 ‘어떤 이’로 특정하지 않은 인물이 LRChM 전체에
걸쳐 하샹의 주장으로 인용된다. 수행자의 동기와 근기에 따라 세 가지 단계별
수습 방법을 제시하는 LRChM는 특히 육바라밀 중에서도 정려(靜慮, dhyāna)와
지혜의 완성인 반야(般若, prajñā) 바라밀을 배우는 것이 지와 관을 수행하는 방
식으로 핵심 내용이다.34) 쫑카빠는 지와 관을 수습하는 체계와 완전히 반대되
는 방식으로서 하샹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35)
32) Q6001, 181b8-182a6, “gtsug na rin po che'i mdo las/...de la rnam pa thams cad kyi mchog dang ldan pa'i
stong pa nyid gang zhe na/ gang sbyin pa dang ma bral ba dang tshul khrims dang ma bral ba dang bzod
pa dang ma bral ba brtson 'grus dang ma bral ba bsam gtan dang ma bral ba shes rab dang ma bral ba thabs
dang ma bral ba zhes rgyas par bka' stsal cing (sic. zhing) de'i don/ rgyud bla mar yang/ de rnams 'dri byed
(sic. 'bri byed) gang dag yin// sbyin dang tshul khrims bzod la sogs// rnam pa kun gyi mchog ldan pa//
stong pa nyid ni gzugs su brjod// ces kha cig gis mgo 'dri (sic. mgo 'bri) shes kyi gzhan mi shes kha cig gis
lag pa shes kyi gzhan mi shes pa la sogs pa'i ri mo mkhan mang po 'tshogs nas rgyal po'i gzugs 'dri (sic.
'bri) na ri mo mkhan gcig ma tshang na'ang yongs su mi rdzogs pa dper byas nas rgyal po'i gzugs ni stong
nyid dang ri mo mkhan rnams ni sbyin sogs dang 'dra bar gsungs te/ sbyin pa la sogs pa'i thabs rnams ma
tshang na mgo rdum dang lag rdum la sogs pa'i gzugs dang 'dra ba yin no//”
33) Wangdu and Diemberger 2000, 124-154 [BDRC bdr:W1PD153537].
34) Q6001, 253b8-254a1, “...khyad par du phar phyin tha ma gnyis la bslab pa ni/ zhi gnas dang lhag mthong
bsgom pa'i tshul te/ de gnyis rim pa ltar bsam gtan dang shes rab phar phyin gyis bsdus pa'i phyir ro//” (특
히 [육바라밀 중] 마지막 두 가지 바라밀을 배우는 것은, 지와 관을 수행하는 방식인데 [지와 관] 그
양자는 [육바라밀 중] 순서대로 정려와 반야바라밀로 요약되기 때문이다).
35) 다만 사유과 관찰을 배척하고 즉각적인 직관으로 해탈에 들어가는 방식과 점차의 수습 방식은 외
부 관찰자의 관점에 따른 이분법적 구분일 수 있다. 이 구분은 티벳 지성사 내의 관점이나 논리로
서 개인의 근기에 따른 구분과 서로 상응하지 않는 면이 있다. 닝마의 수행을 이해하는 방식과 관
련한 티벳 불교 수행의 해석은, 조석효 2021b, 98-99 참조. 한편, 점수와 돈오라는 단순 대립 구조를
벗어나 언어를 통한 사유와 관찰이 진리에 도달하는데 유효한지에 관한 방법론적 논의와 관련해
서는 차상엽 2022, 22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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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샹의 주장은 잘못된 종류의 교설을 대표하는 ‘하샹 전통’(hwa shang gi
lugs)으로서 까규와 닝마(rNying ma) 같은 특정 학파의 수행체계에 대해 논쟁

적으로 사용되었다. 쫑카빠에 앞서 싸꺄의 싸꺄뺀디따는 하샹을 전면에 내세
워 중국식 족첸(rgya nag lugs kyi rdzogs chen)으로 규정한 ‘현재의 마하무드
라’(da lta'i phyag rgya chen po)에 한정해 비판한다.36) ThGS에서는 언어의 비효
용성을 주창한 인물로 하샹을 예로 든다. 예를 들면, 닥뽀 까규(Dwags po bKa'
brgyud)의 감뽀빠(sGam po pa bSod nams Rin chen, 1079-1153)의 마하무드라를

마하연의 ‘마음을 응시함’(看心, sems la ltas pa)과 동일시하는 것이다.37)
쫑카빠는 부뙨의 Chos 'byung에서도 전하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당시에도
하샹의 견해를 따르는 이들이 많았음을 밝히고 있다.38)
“이 경[해심밀경]에 분석으로 관찰하는 반야인 관에 대해서 부인할 여지

없이 아주 명료하게 설명된 것을 보고서, 중국의 캔뽀인 하샹은 ‘[나는]
이 경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발로 찼다고 전해진다; 그는 어떤
분별이든지 모두 상에 대한 집착으로 파악하고서 분석으로 관찰하는 반
야를 버려버려서 아무것도 마음에 짓지 않는 것은 심오한 의미를 수행하
는 것을 바라는 것과 상응하지 않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이가 극히 많아 보인다.”39)

초기 닝마 전통의 눕첸 쌍걔예쎼(gNubs chen Sangs rgyas ye shes, ca. 772/818842/844)가 10세기경 저술한 것으로 짐작하는 뺷정려[의] 눈[을 위한] 등불뺸(禪
定目炬, bSam gtan mig sgron)에서는 깨달은 마음을 얻기 위한 네 가지 학설의 위
36) Zhang 2016, 593-599.
37) 차상엽 2012, 412-422.
38) Obermiller 1931, 192; 뺷결정함뺸(PC4646, 157r4-157r5)에서는 “...信受弟子約有五千餘人”으로 하샹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여 따르는 이들이 약 5천이 넘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39) Q6001, 256a1-3, “mdo 'dis lhag mthong so sor rtog pa'i shes rab la bsnyon sa med par shin tu gsal bar
bshad pa 'di mthong nas/ rgya nag gi mkhan po hwa shang gis 'di mdo sde e yin mi shes ces (sic. zhes)
smras nas rkang pas dril shes (sic. zhes) grags te/ des ni rtog pa gang yin thams cad mtshan 'dzin du bzung
nas so sor rtog pa'i shes rab dor te ci yang yid la mi byed pa zab mo'i don bsgom par 'dod pa dang ma
mthun pas de ltar byas pa'o// lugs 'di yi rjes su 'brang ba ni shin tu mang bar snang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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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즉각적인 직관’의 수행방식으로 전승된 선정은 인도중관의 접근 방식
보다 우위에 있다. 하지만 결국 뵌교(Bon po)와 함께 하샹과 그의 교설은 티벳
불교 최대의 적으로서 낙인이 찍혔다.40) 캐둡과 쌰꺄촉댄 역시 하샹의 교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41)

IV. 맺음말
이 연구는 루엑(1989, 5-6)이 일찍이 언급한 것처럼, 하샹의 교설은 티벳의
역사, 교리와 관련한 문헌에서 윤리와 지적 노력을 배제한 정적주의(quietis
m)42), 분석을 배제하고 공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교설의 본보기 또는 그 전형을

상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관점과 궤를 같이한다. 그리고 논쟁 이후 하샹
전통과 관련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쫑카빠의 LRChM에서 인용된 하샹의 주장
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외도의 정의와 견해를 파악한 데 그 의의가 있다.
LRChM에서 정의한 외도는 ‘무아의 올바른 견해가 없는 사람’이다. 하샹의

견해는 방편과 작의를 부정하고 분별을 업과 번뇌의 원인으로 간주해 ‘듣고 분
별하고 사유해 올바르게 관찰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용된다. 쫑
카빠가 외도로서 하샹을 비판한 목적은 첫째, LRChM의 단계별 수습 방법에서
지와 관의 통합된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둘째, 당시에도 올바른 관찰로 분

40) Shen 2021, 33-34, 55-61.
41) Bretfeld 2004, 36-37; Draszczyk 2016, 12-72. Bretfeld는 쌈얘 논쟁과 하샹의 교설에 대한 비판이 13
세기 이후 쫑카빠와 계승자들에 의해 과도하게 적용된 경향이 있으며, 각 학파의 저자가 속한 전
통의 내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서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역사적 선례를 인용한 것
이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Bretfeld 2004, 31-37 참조. 한편, Zhang은 후전기 교파 간 구조와 갈등의
정황으로부터 논쟁에 관한 기술, 하샹 그리고 하샹의 교설이 왜곡되었다고 본다. 중국의 션시우
(Shenxiu 神秀, 606?-706)의 북종선과 션훼이(Shenhui 神會, 684-758)의 남종선 계통과의 연관성은
van Schaik 2015, 12-13; Zhang 2016, 595-605.
42) Demiéville의 1952년 저작 뺷라싸 종교회의뺸(Le Concile de Lhasa)의 부제 “서기 8세기 인도와 중국
불교도의 정적주의 논쟁(Une Controverse sur le Quiétisme Entre Bouddhistes de l’Inde et de la Chine
au VIII e siècle de l’ère Chrétienne)”에서 정적주의(quiétisme)라는 용어는 20세기 초중반 유럽 불교
학자의 지성사 맥락에서 돈오 선법의 이해를 보여준다. 폴 드미에빌 2017,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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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사유하는 관찰수행을 부정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후전기 딴뜨라
부의 의미를 왜곡해 범행을 지키지 않는 풍토를 지적하며 가르침의 근본인 계
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뺷바의 증언뺸의 초기 사본과 까말라씰라의 뺷수습차제뺸 III에서 불특정의 ‘어
떤 이’가 LRChM에서는 ‘하샹’으로 지목되며 학파의 수행 체계에 따라 인용된
주장은 차이를 보인다. 다라니나 육바라밀 수습을 권장한 ‘화상’의 행적과는
반대로 쫑카빠를 비롯한 티벳 후기의 주류사상가들은 하샹의 견해를 ‘열반의
바다로 들어가기 위한 발판’과 같이 잘못된 견해를 가진 본보기로서 활용해
왔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멍한 상태, 소위
무심한 상태를 최상의 수행 목표이자 경지라 믿는, 하샹의 교설로 상징된 당시
외도의 주장을 분석해 LRChM의 근기에 따른 단계별 수습체계를 보다 면밀하
게 이해하고자 했다. 향후 활용 가능한 LRChM의 여러 판본과 주석서를 자세
히 비교 검토해 상근기의 단계, 관 수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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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tering the Ocean of Nirvāṇa: Tsong kha pa’s Criticism of
the Chinese Monk Hwa shang in the Lam Rim Chen Mo
YU, Jiwon
Ph.D Candidate, Dept.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WISE

This article analyzes Tsong kha pa’s criticism of a Chan master, called “the
Chinese mkhan po Hwa shang” (rGya nag gi mkhan po Hwa shang, fl. second half
of the 8th c.), which was described in the Lam Rim Chen Mo (hereafter LRChM)
written at Rwa sgreng in 1402. Herein, I point out that the meaning of mu stegs pa
in the LRChM is not merely ‘non-Buddhist adherents.’ Rather, it describes ‘a
person who has no right view of selflessness.’ The word ‘someone’ in the third
Bhāvanākrama by Kamalaśīla (ca. 740-795) corresponds to “Hwa shang, the one
who erroneously conceptualizes” (phyin ci log tu rtog pa) in the LRChM. Drawing
upon the LRChM’s presentation of the issue, this present study synthesizes Tsong
kha pa’s three principal critiques of Hwa shang as mu stegs pa: his rejection of (1)
virtuous conduct; (2) attention (yid la byed pa, manaskāra); and (3) the meditation
of analytical investigation (so sor rtog pa, pratyavekṣaṇa). As a counterargument
against Hwa shang and other figures who articulated opposing viewpoints, Tsong
kha pa defines the concepts of emptiness, conceptuality, virtuous conduct, and
discriminating insight (so sor rtog pa'i shes rab, pratisamkhyāprajñā) cited from
(1) the early Yogācāra literature; (2) the Ratnagotravibhāga, the treatises on the
Tathāgatagarbha theory; and (3) the Bhāvanākrama, the literature that presents
the stages of meditation and various Mahāyāna sūtras. Therefore, this article
contributes to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practice system of LRChM, which
involves progressive training according to an individual’s abilities. In additi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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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suggests that the claims symbolized by “the tradition of Hwa shang” (hwa
shang gi lugs) played an essential role as a tool to correct wrong views as a
‘platform for entering the ocean of nirvāṇa’ at that time.

Keywords
Lam rim chen mo, Tsong kha pa, Wrong view (log lta), Forder (mu stegs pa), Hwa shang (和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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