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불교사상사에서 유식사상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59

 
I. 들어가는 말
II. 인도불교사상사에서 연기와 법의 관계성

III. 유식사상사에서 법과 법성의 관계와 그 의의
IV. 맺는 말

요약문
일반적으로 인도불교사상사에서 ‘연기사상(pratītyasaṃutpāda, 緣起)’은 부파나 학파

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이는 ‘법(dharma)’의 다양한 개념형성과 긴밀한 관
계를 가진 불교사상체계의 요체로서 간주된다. 

사실 초기불교의 ‘연기사상’은 대체로 4제 연기나 12연기 등 매우 다양한 교설의 형
태로 제시된다. 이러한 연기사상은 주로 ‘연기와 법(dharma, 法)’이나 ‘연기와 공성
(śūnyatā, 空性) 등의 관련 맥락 속에서 아비다르마 불교와 반야･중관을 거쳐 유식사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인도불교사상사에서 연기사상의 그 사상적 전개양상에 주목하여, 

주로 ‘연기와 법’이나 ‘연기와 공성’ 등의 관련성과 그 사상적･철학적 함의에 초점을 두
고 초기유식사상이 가지는 그 사상적 연속성과 불연속성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인도불교사상사에서 이제와 삼성설이 성립되기 이전과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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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별하여, 결국 초기 유식사상은 ⓐ법성에서 법으로의 사상적 전환과 ⓑ법에서 법성
으로의 사상적 전환이라는 두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주제어
연기, 법, 법성, 공성, 이제, 삼성설

I.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인도불교사상사에서 ‘연기사상(pratītyasaṃutpāda, 緣起)’은 역

사적으로 부파나 학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이는 ‘법(dharma)’의 다양
한 개념형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불교사상체계의 요체로서 간주된다. 이러
한 연기사상의 시발점은 역사적으로 보리수아래에서 정각을 이룬 붓다의 자
내증의 경지 혹은 깨달음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1) 

사실 초기불교의 ‘연기사상’은 대체로 4제 연기나 12연기 등 매우 다양한 교
설의 형태로 제시된다. 이러한 연기사상은 주로 ‘연기와 법(dharma, 法)’이나 
‘연기와 공성(śūnyatā, 空性) 등의 관련 맥락 속에서 아비다르마 불교와 반야･중
관을 거쳐 유식사상에 이르기까지 교설의 전개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시
되어 변천의 양상을 드러낸다. 

그런데 연기와 법에 관련된 기술들을 살펴보면, 초기불교에서는 연기와 법
이 의미하는 바가 세속의 차원인지 승의의 차원인지 그 존재론적 위상이 명확
히 제시되지 않은 관계로 이해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한편 부파불교에서는 
1) 붓다의 정각의 내용, 즉 자내증의 경지는 연기의 이법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이와 관련

된 교설은 아함이나 니카야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시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지면관계상 더욱 자세한 것은 정각과 연기계열의 관계가 잘 정리된 김
홍미(원과), ｢고따마 붓다의 정각과 십이연기｣, 불교학연구제38호, 2014, pp.8-43의 논의에 미루
기로 한다. 아무튼 붓다의 정각의 원형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교설
의 형태이전의 현증적인 경지는 ‘연기의 이법’에 대한 지견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연기사상의 시
발점은 붓다의 자내증의 경지 혹은 깨달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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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와 법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적인 차원에서 명확히 제시되고 있는 점에서 
연기와 법에 대한 이해근거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반야･초기중
관이후에는 중관학파와 유식학파가 제 각기 초기･부파불교의 입장을 비판적
으로 계승하여 독자적으로 변용시키고 있는 점에서 사상적 변천의 일면을 엿
볼 수 있다. 

일찍이 이와 관련하여 하카마야 노리아키(袴谷憲昭, 1974)와 스구로 신죠(勝
呂信靜, 1975)는 ‘법과 법성’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특
히 이들은 초기불교의 아함이나 니카야와 아비다르마의 논서 등을 포함하여 
유식의 주요 경론에 이르기까지 ‘연기와 법’ 등의 관련기술을 근거로 삼성설 
등 유식사상의 주요 교설들을 매우 다각적으로 조망하고 있는 점에서 시사하
는 바가 매우 크다.2)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인
도불교사상사에서 ‘연기와 법’이나 ‘연기와 공성’ 등의 관련성과 그 사상적･
철학적 함의에 초점을 두고 초기유식사상이 가지는 그 사상적 연속성과 불연
속성적인 특성을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초기불교의 연기사상으로부터 아비다르마 불교의 법
(dharma)의 이론을 거쳐 반야경의 공사상의 세례를 받아 형성된 용수의 이
제설 등에 제시된 연기사상의 전개과정 및 그 특징을 중아함경, 구사론, 

중론 등에 다각적으로 제시된 관련 기술을 통해 검토한다.

또한 연기사상의 사상사적 흐름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초기유가행파의 
공성에 대한 이해방식과 실재관이 새롭게 천명된 보살지｢진실의품｣의 
‘vastu’의 사상구조에 주목한다. 이를 토대로 해심밀경의 삼상･삼무성설, 

유가사지론｢섭결택분｣의 삼성설, 중변분별론의 삼성설, 그리고 법법성
분별론 등에 제시된 유식학파의 법과 법성의 관련기술 등을 사상사적 전개의 
흐름 속에서 살펴본다. 

2) 袴谷憲昭, ｢唯識説における法と法性｣, 駒沢大学仏教学部論集通号5, 1974, pp.1-17; 勝呂信静, ｢唯識
と法性｣, 仏教における法の研究(東京: 春秋社), 1975, pp.24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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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이 논문은 초기 유식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교설인 삼성설의 내적 
구조가 반야의 공사상을 토대로 아비달마불교의 존재론과 용수의 이제설을 
비판적으로 지양･계승하고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결국 이 논문은 허망분별
로 제시된 삼성의 핵심구조가 초기유가행파의 독특한 진리관이나 실재관을 
반영하여 ‘법과 법성’의 맥락에서 초기불교이래의 연기사상을 더욱 진전된 형
태로 계승하여, 그 사상적 연속성과 불연속의 측면에서 변용시키고 있음을 해
명하고자 한다.

II. 인도불교사상사에서 연기와 법의 관계성
인도불교사상사에서 연기와 법의 관계성은 초기불교이래 부파불교와 반

야･초기중관을 거쳐 유식사상에 이르기까지 사상구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연기’란 연기의 이법이나 인과관
계(혹은 인연법), 또는 연생법  등으로 이해되고, 법은 진리(진실), 교법(가르
침), 현상, 요소나 성질 등으로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3)

그런데 초기경전에 설시된 연기와 법의 관련구절을 살펴보면, 연기와 법이 
지시하는 의미와 그 관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
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연기나 법이 의미하는 바가 세속인지 승의인지 
그 존재론적 위상이 초기불교의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관계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아무튼 이러한 연기사상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는 연기와 법의 긴밀한 관계
로서 시설된 MN.Ⅰ의 관련 기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제시되는 연기
와 법은 연기사상이 점차 교설로서 확립되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4제나 12연기 
등 초기불교의 주요 교설로서 설명된다. 

3) 법의 의미에 대해 더욱 자세한 것은 小谷信千代, 法と行の思想としての仏教(京都: 文栄堂), 2000, 
pp.20-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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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초기경전의 관련구절이나 구사론(이하, AKbh)에 제시된 
기술은 연기와 법이 의미하는 바와 그 진리차원의 존재론적 위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여기서는 구사론에 제시된 관련기술을 근거로 하여 초기불교에
서 부파불교를 거쳐 반야･초기중관에 이르기까지 연기와 법에 대한 이해방식
과 그 구조를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불교사상의 근간
을 이루고 있는 연기와 법의 사상체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국 유식학에서 
법과 법성의 체계로 사상적 전환을 꾀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어
느 정도 마련하고자 한다. 

1. 초기･부파불교의 연기와 법의 이해구조
우선 초기불교의 연기사상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이 MN.

Ⅰ에 설시된 상적유대경의 관련기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 : <연기와 법의 관계에 대한 기술_취의>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yo paṭiccasamuppādaṃ passati so dhammaṃ passati, yo dhammaṃ passati so 

paṭiccasamuppādaṃ passati.4) (象跡喩大經(Mahāhatthipadopama sutta))

상기의 기술은 보면, 우선 ‘연기와 법’ 혹은 ‘법과 연기’가 등치되고 있는 점
이 눈에 띈다. 한편 여기서 ‘연기’와 ‘법’이라는 두 항의 긴밀한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주요한 문제라 생각된다. 결국 여기서 ⑴‘연기’와 ‘법’이 구체적
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두 항이 어떠한 존재론적 위상을 갖는지, 

또한 ⑵ 이 두 항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지 주목할 필요
가 있다.

4) MN. Ⅰ, pp.190-191.



64   불교학연구 제50호

그런데 초기경전에서 제시되는 연기(pratītyasaṃutpāda)의 의미는 본래 진리
의 차원에서 매우 중층적이고, 한편 법(dharma)이 의미하는 바도 매우 중의적
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SN. Ⅱ와 AKbh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기
와 법에 대한 설명방식은 그 의미와 존재론적 위상을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실
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2】 : <연기와 법의 의미에 대한 관련 기술_취의> (밑줄은 필자)

⒜ 비구들이여! 생에 연하여 노사가 있다. 여래가 출현하거나 여래가 출
현하지 않거나, 이 계(sā dhātu)는 정해져있고, [즉 그것은] 법의 확립성, 

법의 확정성, 차연성(此緣性, 연기의 이법)이다.5) 

⒝ 다른 부파(화지부)는 ‘연기는 무위이다’라고 주장한다. “여래들이 출
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실로 이 법성은 정해져 있다”라고 [중부경전
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6) 

먼저 상기의 ⒜의 기술을 보면, 연기와 등치되고 있는 법이란 12연기의 각 
지분이 아니라 생과 노사라는 두 항의 관계를 지시하는 연기의 이법을 나타내
고 있다.7) 하지만 초기불교에서 연기의 이법이란 진리의 차원에서 그 존재론
적 위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확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AKbh에 제시된 ⒝의 기술을 보면 연기가 무위로 언급
되고 법성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기 ⒝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화지부에서 경증으로 제시한 구절이 ⒜에서 제시된 것과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친이 ⒝에서 제시된 경전구절의 

5) SN. Ⅱ, p.25 : jāti-paccayā, bhikhave, jarā-maraṇam uppāda vā tathāgatānam anuppādā vā tathāgatānaṃ / 
ṭhitā va sā dhātu dhamma-ṭṭhitatā dhamma-niyāmatā idappaccayatā / 

6) AKBh, p.137 : asaṃskṛtaḥ pratītyasamutpāda iti nikāyāntarīyaḥ / utpādād vā tathāgatānām anutpādād vā 
sthitaiveyaṃ dharmateti vacanāt / 

7) 袴谷憲昭(1974), 앞의 논문, pp.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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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dharmatā)’라는 표현을 ‘연기’로 대체하여 이해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8) 또한 여기서 화지부의 ‘무위’란 이부종륜론의 견해에 따르면, 9

종의 무위 가운데 ‘연기진여(緣起眞如)’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9) 다만 
상기 ⒜의 ‘dhātu’와 ⒝의 ‘dharmatā’가 용어상 다른 점이 인정되는데, 그 의미
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된다.10) 

결국 초기불교의 단계에서 천명된 연기의 의미는 연기의 이법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 진리차원이 불분명한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화지부에서는 AKbh

의 기술을 통해 연기가 무위로 언급되고 있는 점에서, 무위를 ‘연기진여’로 환
언하면 연기의 이법이란 승의의 차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유부는 연기를 연에 의해 생기하는 것, 즉 인과관계로 보며, 생기란 
유위를 특질로 하는 것으로 본다.11) 이런 점에서 유부는 연기 자체를 상주하는 
것으로 실체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부는 연에 의해 생기하는 개개의 구성요
소(dharma)를 실체로 생각하여, 이러한 인과관계를 연기로 보고 있다. 결국 유
부는 연기의 이법보다 개개의 법(dharma)을 더욱 중요시한다. 유부는 이러한 
‘dharma(법)’을 ‘자상을 지니기 때문에 법이다’12)라고 정의한다.13) 이러한 유
부의 존재에 대한 이해방식을 이제적인 차원에서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4)

세속 : prajñaptisat = saṃvṛtisat (자아, 꽃병 등) 

승의 : dravyasat = paramārthasat (dharma)

8) 이종철, 世親思想の研究―釈軌論を中心として―(TOKYO : THE SANKIBO PRESS), 2001, 
pp.84-85 참조; AKVy(W), p.293,26-28.

9) 이부종륜론(대정49), p.17a7-10: 無爲法有九種. 一擇滅, 二非擇滅, 三虚空, 四不動, 五善法眞如, 六不善
法眞如, 七無記法眞如, 八道支眞如, 九縁起眞如.(밑줄은 필자)

10) 袴谷憲昭(1974), 앞의 논문, pp.7-8 참조.
11) AKBh(P), p.137: utpādasya saṃskṛtalakṣaṇatvāt /
12) AKBh(P), p.2,9: svalakṣaṇadhāraṇād dharmaḥ /
13) 袴谷憲昭(1974), 앞의 논문, p.8 참조.
14) 김재권, ｢초기유가행파의 존재론의 형태와 그 의의―삼성과 이제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도

철학 제27집(서울: 인도철학회), 2009b, pp.289-2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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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지부는 ⒝에서 제시된 연기를 법성(dharmatā, 法性)으로 표현하는 것
을  ‘dharma(法)’과 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해하는데 비해, 세친은 다음과 같이 
법(dharma)과 법성(dharmatā)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15) 

【§ 3】 : <법과 법성관련 기술_취의> (밑줄은 필자)

법성이란 법의 보편적 특성이고, 제법의 양상이다. 여기서 법성이란 이
러한 것이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즉] 실로 무명이 있을 때 행이 생
겨나는 것이고,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6)

사실 법과 법성의 관계는 연기사상을 고려하면, 緣已生(pratītyasaṃutpanna, 

연생법)과 연기(pratītyasaṃutpāda)의 구별과도 결부된다고 본다. 특히 상기의 
밑줄 친 부분을 고려하면, 세친이 연기를 因(hetu)으로, 연이생(연생법)을 果
(phala)로 보는 유부의 견해17)를 배척하고, 연이생과 연기의 개념적 구별을 꾀
하는 입장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친의 연기와 연이생에 대한 명확한 
구별은 다음과 같이 연기경석의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 <연기와 연이생 관련 기술_취의> (밑줄은 필자)

무명 등은 연기는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연이생(법)이다. 마찬가지
로 세친은 다른 경전 가운데서 “연기란 무엇인가. 즉 ‘이것이 있을 때 저
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 때문에 저것이 생기한다’[고 하는 것]이다. 연이
생법이란 무엇인가. 무명, 행, 내지 생, 노사이다”라고 설하고 있다. 이 

15) 이종철, 앞의 책, pp.85-86 참조.
16) AKBh(P), p.137 : dharmatā ca nāma dharmajātiḥ dharmāṇām śailiḥ / ato yeyaṃ dharmatā ya eṣa niyamaḥ 

/ avidyāyām eva satyāṃ saṃskārā bhavanti nonyathā / 범본의 이 부분을 포함한 AKBh(P), p.137, 
ll.9-14의 부분은 두 한역과 티벳역에서 결락되었다고 한다. 이종철(2001)은 후대의 삽입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종철, 앞의 책, p.85 참조.

17) Cf. AKBh(p), p.136: hetur atra samutpādaḥ samutpannaṃ phalaṃ matam /28ab/ hetubhūtam aṅgaṃ 
pratītyasamutpādaḥ, samutpadyate 'smād iti kṛtvā / phalabhūtam aṅgaṃ pratītyasamutpannam / evaṃ 
sarvāṇy aṅgāny ubhayathā sidhyanti / hetuphalabhāvā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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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이 설하는] 밀의는 무엇인가. 연기란 제 [연]생법의 공상(共相, 

sāmānya-lakṣaṇa)이고, 일찍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현재에 생기는 것
(abhūtvā-bhāva)이다.18)  

상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확인되듯이, 세친은 연기란 제법의 공상(共相)이
고, 연생법이란 무명 등의 지분으로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세친은 연기란 연
생하는 여러 유위법의 보편적인 모습(共相)이고 연이생이란 연생하는 여러 유
위법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본다고 한다.19)

이상에서 연기와 법의 관계나 그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불교에서 연기의 의미는 12연기를 구성하는 여러 다르마들(무명, 

행 etc)의 관계성 혹은 연기의 이법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12연기 등의 각 지
분을 나타내는 무명, 행 등의 다르마와는 구별된다. 

둘째, 부파불교에서 연기의 의미는 각 부파별로 다양하게 쓰인다. 먼저 유
부는 연기를 인과관계로 본다. 한편 화지부는 연기는 법성을 의미하고, 승의의 
차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화지부에서는 법성은 법과 등치되고 법
과 법성의 구별이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셋째, 세친의 견해에 따르면, 연기의 의미는 여러 유위법의 보편적인 특성
을 나타내는 법성을 의미하고, 연이생(緣生法)은 여러 유위법을 통칭한다. 즉 
연기와 연이생을 준별하여 법성과 법의 관계로 구분하는 점에서 유식사상의 
측면이 엿보인다.

결국 초기불교에서 ‘연기’란 연기의 이법을 의미하는데, 유부가 연기를 인
과관계로 해석하는 점은 사상적 불연속성을 나타내고, 화지부가 연기를 승의

18) PSVy, D.5b4-6: ma rig pa la sogs pa ni rten cing 'brel par 'byung ba ma yin gyi/ 'o na ci zhe na/ rten cing 
'brel te byung ba yin no// de ltar ni bcom ldan 'das kyis mdo sde gzhan las gsungs te/ rten cing 'brel par 
'byung ba gang zhe na/ 'di lta ste 'di yod pas 'di 'byung zhes rgyas par yin no// rten cing 'brel te byung ba'i 
chos gang zhe na ma rig pa dang/ 'du byed dang zhes bya ba nas/ skye ba dang, rga shi zhes bya ba'i bar du 
yin no// 'di la dgongs pa ci yod ce na/ rten cing 'brel bar 'byung ba zhes bya ba ni byung ba'i chos rnams 
kyi spyi'i mtsan nyid yin te/ ma byung ba las byung ba'o// 

19) 이종철(2001), 앞의 책, p.86 참조; 高田仁覚, ｢無明(avidyā)に関する世親と徳慧の解釈｣, 印仏研8-1, 
1960,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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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법성이나 무위로 해석하는 점은 사상적 연속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
다. 한편 연기와 연이생을 법성과 법의 관계로 준별하는 세친의 견해는 화지부
와 유부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절충하고 있는 측면에서 사상적 연속성과 불연
속성의 두 측면이 인정된다.  

2. 반야･중관의 연기와 법의 이해구조
대승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인 반야경의 공사상은 ‘일체의 존재는 자

성이 없다(一切法無自性)’라는 입장에 그 사상적 특징이 잘 드러난다. 이러한 
반야경(Prajñāpāramitā-sūtra)의 공사상은 용수(Nāgārjuna, A.D.150-250)에 
의해 계승되어, 그의 대표저작인 중론(MMK)에서 연기와 공성의 긴밀한 관
계를 통해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된다. 특히 용수는 중론에서 법이 실재한다
고 주장하는 유부의 ‘법의 실재론’ 등을 포함한 불교내외의 실재론을 비판적 
입장에서 매우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사실 중론에서 용수가 가장 역점을 두고 제시하는 비판적 논점은 유부로 
대표되는 有自性論에 놓여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용수의 비판
적 관점을 사이토 아키라(斎藤明, 2001)의 견해에 따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20) 

⒜ 불교의 내외를 막론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의한 것이 
아니다’21)라고 그 자신이 규정한 자성(svabhāva, 自性)의 관념, 혹은 그와 
같은 자성을 ‘법(dharma)’이 가진다고 보는 유부로 대표되는 ‘법’의 이해
와 그와 같은 자성의 특질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원리(padārtha etc) 등을 
전제로 하는 학설은 비판의 대상이다. 

⒝ 공이라는 성질을 가진 것이 있다고 보는 공의 이해를 ‘공견(śūnyatādṛṣṭi, 

空見)’으로 배척한다. 즉 용수는 공이나 무아에 대한 집착과 같은 성질을 
가진 주체(dharmin)에 여전히 빠져있다면, 이를 공견을 가진 자로서 치료

20) 斎藤明, ｢空性論者から縁起論者へ―Buddhapālitaを中心として―｣, 空と実在, 2001, pp.95-96 참조.
21) MMK(P), p.262 : akṛtrimaḥ svabhāvo hi nirapekṣaḥ paratra ca // 15.2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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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힘들다고 본다.  

⒞ ‘공’이 의미하는 바는 ‘연기’가 의미하는 바와 동일하다고 역설한다. 

‘공’은 자성공(svabhāvaśūnya, 自性空), 즉 무자성을 의미한다. 자성은 ‘만
들어 진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규정되듯이, 

‘모든 것이 공=무자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형성된 것
(saṃskṛta, 有爲)이고, 연기한 것(pratītyasamutpanna, 緣已生)을 의미한다
고 본다.

상기의 기술을 고려해보면, 불교사상사에서 유부와 용수의 입장 차이는 자
성실재론(自性實在論)과 자성공론(自性空論)의 대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
국 이는 자성(svabhāva) 또는 자성을 가진 법(dharma)과 연기(pratītyasamutpāda)

에 대한 이해를 둘러싼 문제로 이해된다.22) 

한편 이와 관련하여 용수의 연기와 공성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구조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중론의 관련구절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5】 : <연기와 공성 관련 기술_취의> (밑줄은 필자)

⒜ 그것들(분별)은 희론에서 [생겨난다]. 그러나 희론은 空性에서 적멸한
다.23) (18.5cd)

⒝ 실로 法性은 열반과 같이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24) 

(18.7cd)

⒞ 연기 그것을 우리들은 공성이라고 설한다.25) (24.18ab)  

⒟ 언어습관에 의지하지 않고서 승의는 설해지지 않는다. 

승의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열반이 획득되지 않는다.26) (24.10) 

⒠ 모든 知覺이 寂滅하고 희론이 적멸한 것이 吉祥이다.27) (25.24ab)

22) 斎藤明(2001), 앞의 논문, pp.95-97 참조.
23) MMK(P), p.350 : te prapañcāt prapañcas tu śūnyatāyāṃ nirudhyate / 18.5cd
24) MMK(P), p.364 : anutpannāniruddhā hi nirvāṇam iva dharmatā // 18.7cd
25) MMK(P), p.503 : yaḥ pratītyasamutpādaḥ śūnyatāṃ tāṃ pracakṣamahe / 24.18ab

26) MMK(P), p.494 : vyavahāram anāśritya paramārtho na deśyate /paramārtham anāgamya nirvāṇaṃ 
nādhigamyate //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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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기 ⒞의 기술에서 ‘연기’와 ‘공성’이 등치됨을 알 수 있고, 연기와 공
성은 이제의 차원에서는 ‘승의’에 해당된다. 또한 승의는 상기의 밑줄 친 부분
에서 확인되듯이, 연기나 공성과 더불어 ‘희론적멸’, ‘열반’, ‘법성’ 등과 동의
어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사이토 아키라(2001)의 견해를 빌려 지적했듯이, 용수는 반야
경의 ‘일체법무자성’이라는 공사상을 계승하여, 이를 연기의 적용방식과 그 
이해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중론에서 다음과 같이 체계화시키고 있다.  

【§ 6】  : <연기의 적용방식과 이해_취의> (밑줄은 필자)

연기하지 않는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로 공하지 않은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28)

상기의 기술을 보면, 먼저 반야경의 ‘일체법무자성’이라는 것을 연기와 
법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모든 존재는 연기한다는 측면을 역설적으로 설명하
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모든 존재는 연생법(pratītyasamutpanno, 緣已生)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때 모든 존재는 유위법, 즉 세속적 존재임을 알 수 있다.29) 

반면에 MMK 24.18ab에서 주장하듯이 연기인 것은 모두 공성으로서 승의적
인 차원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연기의 존재론적 위상은 앞에서 제시한 MN.Ⅰ의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본다’라는 구절을 상기시키고, 화지부가 연기를 승의로 
천명하는 점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이상에서 중론에 제시되는 용수의 연기와 공성에 관련된 견해를 이제와 
관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속 : pratītyasamutpanno = śūnya = vyavahāra = dharma = niḥsvabhāva

승의 : pratītyasamutpāda = śūnyatā = nirvāṇaṃ = dharmatā = niḥsvabhāva

27) MMK(P), p.538 : sarvopalambhopaśamaḥ prapañcopaśamaḥ śivaḥ / 25.24ab
28) MMK(P), p.505 : apratītyasamutpanno dharmaḥ kaścin na vidyate / yasmāt tasmād aśūnyo hi dharmaḥ 

kaścin na vidyate // 24.19 
29) 斎藤明(2001), 앞의 논문, p.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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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용수의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구조는 반야경의 비실재적
인 언어관이 반영된 공사상을 계승하여, 유부로 대표되는 법의 이해에 대한 비
판적인 입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용수의 견해에 따르면, 연기가 승의로 해석되는 점은 사상적 연속성을 
나타내고, 법이 유부의 견해와는 달리 법과 법성으로 구분되는 점은 사상적 연
속성과 불연속성을 포괄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III. 유식사상사에서 법과 법성의 관계와 그 의의
인도불교사상사에서 유식사상의 사상사적 특징을 가장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야마구치 스스무(山口益, 1944)가 이미 지적하고 있듯이30), 해심밀
경｢무자성상품｣의 말미에 설해진 ‘3전법륜설’의 해석학적 입장이다.31)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반야경의 ‘일체법무자성’이라는 공사상을 계승하
고 있는 용수의 기본적인 입장은 궁극적인 진실인 공성의 이해에 어떠한 긍정
적인 것도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부정의 측면, 즉 공무소득(自性空)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초기유가행파의 사상적 입장은 유가론｢본지분｣에 속
하는 보살지｢진실의품｣(이하, 진실의품)에서 유무의 양극단을 떠난 진실로 
천명되는 ‘vastu’32)에 대한 실재관이나 진리관을 통해 표명되고 있다. 또한 이

30) 山口益, 山口益仏教学文集 上(東京: 春秋社), 1972, p.329.
31) 삼전법륜설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初時에는 성문승을 위해 ‘4제’를 설하고, 第

2時에는 대승을 위해 ‘一切法無自性․無生無滅․本來寂靜․自性涅槃’을 ‘隱密相’으로 설하고, 第3時에는 
일체승을 위해 ‘一切法無自性’ 등을 ‘顯了相’으로 설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를 통해 유식학파는 반
야경을 소의경전으로 삼는 용수로 대표되는 중관파의 ‘일체법무자성’이라는 空의 가르침은 아
직 석존이 설한 가르침의 진의를 문자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不了義, neyārtha), 해심밀경에
서 설하고 있는 ‘三自相․三無自相說’이야말로 ‘了義’(nītārtha)라고 천명하는 것이다. 山口益(1972), 앞
의 책, pp.329-347 참조; 김재권, ｢‘삼전법륜설’의 해석학적 지평으로 본 삼성설의 구조｣, 철학연
구 제117집(대구: 대한철학회), 2011, pp.37-40.

32) ｢진실의품｣에서 ‘vastu’는 무분별지의 소연으로서 ‘진여나 법계’와 등치되는 개념이다. 이는 반
야경에서 부정적으로 표현됐던 ‘공성’을 긍정적 실재로서 표명한 것으로, 유가행파의 진리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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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입장은 ‘악취공자’나 ‘허무론자’에 대한 비판이나 ‘선취공’에 제시된 유
식적인 공관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된다.33)

이러한 초기 유가행파의 ‘vastu’의 사상은 유식학파의 교설이 사상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결국 이제와 삼성의 구조와 관련하여 해심밀경을 거쳐 유
가론｢섭결택분｣, 중변분별론(이하, 중변론), 법법성분별론, 섭대승론
유식30론등으로 계승되어, 그 사상적 변천의 양상을 드러낸다.

1. 유식학파의 실재관
이와 같이 초기유가행파는 보살지｢진실의품｣에서 ‘vastu’의 사상을 통해 

반야경의 공사상을 독자적인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사실 
‘vastu’의 사상구조에는 유식적인 공관에 입각하여 ‘가설의 기체나 의지처
(vastumātra)’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유식적인 이제를 상정할 수 있는 유가행
파의 독특한 사상적 입장이 엿보인다. 이런 점에서 가설의 기체나 의지처
(vastumātra)를 인정하는 ‘vastu’의 사상구조는 가설의 기체를 전면적으로 부정
하는 용수의 이제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34) 

요컨대 ｢진실의품｣의 ‘vastu’는 성자의 영역인 무분별지의 소연으로서 ‘진
여 혹은 법계’와 등치되는 개념으로 해석되어, 결국 반야경의 ‘일체법무자
성’이라는 공사상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초기유가행파의 해석학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35) 

우선 이러한 ‘vastu’의 사상적 입장은 해심밀경｢승의제상품｣에서 제시하
고 있는 관련기술을 통해 계승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7】 : <‘vastu’와 일체법 관련 기술_취의> (밑줄은 필자)

여실히 드러낸다. 김재권(2011), 위의 논문, pp.40-41 참조.
33) 김재권(2011), 위의 논문, pp.40-41 참조 ; 자세한 것은 김재권(2009b)의 논의에 미루기로 한다.
34) 김재권(2009b), 앞의 논문, pp.287-288 참조.
35) 김재권(2009b), 앞의 논문, pp.301-3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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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법은 유위･무위의 둘로 포섭되지만, 양자 모두 가설이기 때문에 유
위는 유위가 아니고, 무위는 무위가 아니다. 일체법은 ‘불이(不二)’이다. 

가설이란 변계를 일으키는 경우의 언설이고, 성취되지 않는 것(不成實)

이다. 그러나 가설은 ‘실재(vastu, dngos po, 事)’없이 행해지지 않는다. ‘실
재(vastu, 事)’란 성자가 聖智聖見으로 깨닫는 경우의 離言의 ‘법성’이다. 

이 법성에 대해 名想을 가립하여 유위･무위의 둘이 성립하는 것이다.36)

상기의 기술에서 주목되는 것은 밑줄 친 일체법에 대한 가설은 실재하지 않
지만, 실재가 없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진실의품｣
의 ‘vastu’의 사상과 상통함을 알 수 있다. 다만 가설과 ‘실재(=법성)’사이에 
vastumātra를 설정하지 않는 점은 양자 간에 차이가 인정된다. 아무튼 용수의 
입장과는 달리 가설의 기체를 인정하는 점은 유가행파의 일체법에 대한 사상
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승의제상품｣에는 승의제와 제행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승의제
의 존재론적 특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다음과 같
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8】 : <승의제와 제행(유위)의 관계_취의>

⒜ ①승의제와 제행이 같다면 범부가 바로 해탈하고 깨닫게 된다. 다르
다면 성자가 제행을 벗어나 해탈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②같다면 
승의제는 제행의 잡염의 相(mtshan nyid, lakṣaṇa)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다르다면 제행의 共相을 승의제로 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③같다
면 일체법은 무차별로서 승의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다르다
면 제법의 무아･무자성이 승의의 相이 아니게 된다. 또한 잡염과 청정이 
각각 동시에 성립하게 된다. 이상의 이유로 [승의제와 제행은] 같지도 다
르지도 않다.37)

⒝ 승의제는 인연소생의 유위가 아니다. 유위라면 승의가 아니다. 여래

36) SNS(L), pp.35-38; 해심밀경 (대정16), pp.688c20-689a22; 勝呂信靜(1975), 앞의 논문, p.255.
37) SNS(L), pp.43-46; 해심밀경 (대정16), pp.690b20-691a11; 勝呂信靜(1975), 앞의 논문, p.256.



74   불교학연구 제50호

가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항상 제법의 법성･법계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승의이다.38)

상기의 기술을 보면, 먼저 ⒜의 기술은 승의제와 제행의 관계가 같지도 다르
지도 않다는 점에서 표리일체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의 
기술은 승의제와 승의는 표현상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문맥
상 승의와 유위의 관계가 서로 명확히 다른 점을 표방하면서 승의로서의 법
계･법성의 법칙을 나타낸다. 사실 상기의 두 기술은 일견 상충되는 것으로 보
이지만, 유부가 일체법을 유위･무위와 유루･무루로 구분하고, 4제와 결합되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회통되는 논리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사상체계는 
중변론｢진실품｣에서 삼성을 ‘근본진실’로 천명한 후, 삼성과 이제의 긴밀
한 관계를 표방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상적 연속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결국 이러한 해심밀경의 사상적 입장은 앞에서 살펴본 초기경전의 연기
와 법의 긴밀한 관계를 반야경의 공사상의 세례를 받아 비판적인 입장에서 
대승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에서 ｢진실의품｣과 해심밀경｢승의제상품｣의 ‘vastu’ 관련기술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일체법의 성립기반이 ‘법성의 측면에서 법의 방향’

으로 가설과의 관련 속에서 설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이러한 측면은 
여전히 이제적인 관점에서 승의의 측면이 강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러한 초기유가행파의 사상적 입장은 반야경의 ‘일체법무자성’이라는 공
사상을 계승하여 용수는 自性空론의 입장에서 가설이나 언설의 근거를 전면적
으로 부정하고 있는 입장과는 명확히 대별된다.  

2. 유식사상의 체계에서 법과 법성의 관계
유식사상사에서 중변론에 제시된 ‘허망분별’의 사상구조는 이전의 논의

38) SNS(L), p.52; 해심밀경 (대정16), p.692a16-19; 勝呂信靜(1975), 앞의 논문,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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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진실의품｣의 ‘vastu’의 사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보여주고 있다.

【§ 9】 : <허망분별의 사상 구조>_(밑줄은 필자)

⒜ 허망분별은 있다. 그곳(허망분별)에 두 가지(소취･능취)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성이 여기(허망분별)에 있다. 그곳(공성)에도 그것(허망분별)

이 있다.  (1-1).39)

⒝ 만약 [공성이 허망분별과] 다르다면, 법성은 법과 다르게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그것은 무상성･고성과 같은 것이다. 만약 같다면 청정을 소
연으로 하는 智도 없게 되어, 共相도 없게 된다.40)

상기의 기술을 보면, 먼저 ⒜는 허망분별의 기반으로 이취와의 관련 속에서 
공성을 설정한 후, 허망분별과 공성이 不一不異의 관계임을 표방한다. 한편 ⒝
는 앞에서 살펴본 해심밀경｢승의제상품｣에서 승의제와 제행의 관계를 상
기시키는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허망분별과 공성의 관계가 법과 법성의 
관계로 치환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허망분별의 사상구조가 ｢진실의품｣이나 
해심밀경의 사상보다는 더욱 진일보하여 유식의 개념이 반영된 의타기성
으로 정의되는 허망분별을 통해 공성(=원성실성), 즉 ‘법에서 법성의 방향’으
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점에서 허망분별의 사상구조는 유가행파
의 사상적 전환의 일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법법성분별론(Dharmadharmatāvibhāga)의 모두의 기
술은 허망분별을 기반으로 한 삼성의 구조를 법과 법성의 관계로 치환하여 논
의를 전개한다.

39) MVBh(N17,16-18,4) : abhūtaparikalpo 'sti dvayaṃ tatra na vidyate / śūnyatā vidyate tv atra tasyām 
api sa vidyate // (1-1)

40) MVBh(N23,8-10) : pṛthaktve sati dharmād anyā dharmateti na yujyate / anityatāduḥkhatāvat / 
ekatve sati viśuddhyālambanaṃ jñānaṃ na syāt sāmānyalakṣaṇaṃ 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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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법과 법성의 관계와 그 특성_취의> (밑줄은 필자)

변지한 후(遍知, parijñāya) 어떤 것은 단멸해야할 것(paraheya)이고, 다른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증득해야할 것(sākṣātkaraṇīya)이기 때문에, 그 때문
에, 그 양자를 특질로 하기  때문에 변별(vibhāga)하려고 이 논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은 두 종류이다. 법과 법성[이라는 두 종류가 모든 것]을 포괄
하기 때문이다. 생사(saṃsāra)는 법에 의해 특징지워지고, 삼승의 열반
(nirmāna)은 법성에 의해 특징지워진다.41)

상기의 밑줄 친 기술을 살펴보면, 크게 일체법을 법과 법성으로 분류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 먼저 법은 잡염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염을 자
성으로 하는 생사를 나타내고, 한편 법성은 전의(轉依, āśraya-parivṛtti)를 특질
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의에 포섭되는 열반을 나타내고 있다.42) 

사실 이러한 특징은 허망분별에 기반하고 있는 중변론의 삼성의 구조를 
고려하면, 법은 생사나 잡염을 나타내는 의타기성으로 이해되고, 법성은 열반 
즉 원성실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된다.43)

            parijñeya   =  parikalpita-s.

 dharma  =    praheya   =  paratantra-s.  = saṃsāra = saṃkleśa 

dharmatā = sākṣātkartavya = pariniṣpanna-s. = nirvāṇa = āśraya-parivṛtti

이러한 법과 법성의 긴밀한 관계는 삼성과 사제현관의 관계나 ‘입무상방편
상’등의 교설을 통해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1) 이 부분은 Rāhula Sāṅkṛtyāyana에 의해 산스크리트 원문이 복원되었다.("Search for Sanskrit MSS. in 
Tibet", JBORS, ⅩⅩⅣ-4, p.163). 산스크리트 원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kiñcit parijñāya yataḥ praheyaṃ sākṣāc ca kiñcit karaṇiyam anyat /
atas tayor lakṣaṇatā-vibhāgaṃ cikīrṣatā śāstram idaṃ praṇītaṃ //
dvayam idaṃ sarvaṃ / dharmma(tā)-dharmmatā-saṃgrahāt / dharmma-prabhāvitaḥ saṃsāraḥ dharmmatā- 
prabhāvitaṃ yāna-traya-nirvāṇaṃ / ; 袴谷憲昭(1974), 앞의 논문, p.3.

42) 袴谷憲昭(1974), 앞의 논문, p.3 참조.
43) 袴谷憲昭(1974), 앞의 논문, p.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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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식사상사에서 법과 법성의 관계는 그 사상적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초기경전에 제시된 ‘연기와 법’의 긴밀한 관계로부터 아비달마의 법
의 이해를 거친 후, 유식적인 공관에 입각하여 반야경의 공사상을 비판적으
로 계승한 ｢진실의품｣과 ｢승의제상품｣의 단계는 법성을 사상적 기반으로 한
다. 즉 이는 법성에서 법의 방향으로 사상적 전환을 꾀하고 있는 점에서 구조
적으로 연기와 법의 사상적 연속성이 인정된다. 

둘째, 유가행파의 독자적인 진리관이나 유식적인 공관에 따라 이제와 삼성
에 대한 교설이 정비된 이후, 즉 중변론의 허망분별을 사상적 기반으로 한 
법법성분별론 등의 단계는 법에서 법성으로의 사상적 전환을 시사하고 있
는 점에서 유가행파의 독특한 사상적 입장이 확인된다. 요컨대 초기불교의 연
기의 의미와 관련하여 법성의 측면에서는 사상적 연속성이 인정되고, 법의 측
면에서는 유가행파의 사상적 변용을 시사하는 점에서 불연속성이 확인된다. 

IV. 맺는 말
이상으로 인도불교사상사에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연기사상이 초기불교

로부터 부파불교와 반야･용수계통의 초기중관을 거쳐 유식사상에 이르기까
지 어떻게 형성되어 전개되었는지를 주요 경론들의 관련기술을 통해 살펴보
았다.

사실 불교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붓다의 자내증의 경지, 즉 깨달음의 요
체인 연기사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인도불교사상사에서 붓다
의 깨달음의 핵심내용인 연기사상이 전개되는 과정 및 그 양상은 매우 중층적
이고 미묘하다. 이러한 연기사상의 전개과정 및 그 특징을 사상적 연속성과 불
연속성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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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초기불교에서 ‘연기’란 연기의 이법을 의미하는데, 유부가 연기를 인
과관계로 해석하는 점은 사상적 불연속성을 나타내고, 화지부가 연기를 승의
차원의 법성이나 무위로 해석하는 점은 사상적 연속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용수의 견해에 따르면, 연기가 승의로 해석되는 점은 사상적 연속성
을 나타내고, 법이 유부의 견해와는 달리 법과 법성으로 구분되는 점은 사상적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모두 포괄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유식사상사에서 ｢진실의품｣과 ｢승의제상품｣의 단계는 연기사상과 
관련하여 법성에서 법으로의 사상적 전환을 꾀하는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사
상적 연속성을 나타낸다. 

넷째, 유식사상사에서 허망분별에 기반 한 중변론과 법법성분별론의 
단계는 법에서 법성으로의 사상적 전환을 시사하는 점에서 유가행파의 독특
한 사상적 입장을 나타낸다. 결국 유식사상사에서 초기불교의 연기의 의미와 
관련하여 법성의 측면에서는 사상적 연속성이 인정되고, 법의 측면에서는 유
가행파의 사상적 변용을 시사하는 점에서 불연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
된다.

요컨대 이 논문은 초기불교의 연기와 법에 대한 이해로부터 아비달마와 반
야･중관을 거쳐 유식에 이르기까지 ‘연기와 법’이나 ‘연기와 공성’ 등의 관련 
맥락 속에서 관통하고 있는 사상적 흐름의 철학적 함의를 사상사적으로 조망
하였다. 하지만 지면관계상 연기와 법의 긴밀한 관계와 연기의 이해를 둘러싼 
아비달마의 여러 부파들이나 중관과 유식학파의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그다
지 면밀히 논의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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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speaking, dependent origination (pratītyasaṃutpāda) is understood 
diversely by Abhidharma schools in the history of Indian Buddhist thought. But it is 
regarded as the core of Buddhist thought that has an intimate rel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various conceptions of dharma.

In fact, the ideas of dependent origination in early Buddhism, on the whole, are 
presented in diverse forms of doctrines such as the dependent origination of Four Noble 
Truths, Twelve Nidānas and so on. This principle of dependent origination is also 
presented in various forms within the context of discussing the relation between 
“dependent origination and dharma” or between “dependent origination and emptiness 
(śūnyatā).” And such diverse concepts of dependent origination can be discerned in the 
traditions Abhidharma, Prajñāpāramitā, Mādhyamaka, and Vijñānamātra theory.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the philosophical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the Vijñānamātra theory in its early phase. In order to conduct such a 
survey, a special focus is placed on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dependent origination and dharma, or between dependent origination and emptiness. 
Furthermore,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process of philosophical development in the 
ideas of dependent origination. 

On the basis of the examination this paper makes a distinction between the period when 
the theses of two truths (Satyadvaya) and threefold nature (Trisvabhāva) were not 
established yet and the period when they were established. Such a distinction the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early Yogacara thought is explicitly characterized by ⒜ the 
transformation from dharmatā to dharma, and ⒝ that from dharma to dharmatā.

Keywords 
pratītyasaṃutpāda, dharma, śūnyatā , the Theory of the Two Truths, the Theory of the Three 
N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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