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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論에 나타난 龍樹의 緣起觀
윤 종갑

(부산대학교 철학과 강사)

I. 序言

이 세계는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고 무엇에 의존하여 지속되고 있

는가? 우리(人間)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등과 같은 세계

와 자아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들은 유사이래로 계속되어 온 難題들

이다.1)

1) 인도에서 佛陀당시의 사상가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무수한 해석을 내

놓았다. 이른바 梵動經의 62見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법으로서 제출되

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타의 가르침에 따라 당시의 세계관에 있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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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종교, 그리고 과학 등 여러 부문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

을 다양하게 추구하여 왔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凡人으로서

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영원, 불멸의 수수께끼인지도 모른다.

일찌기 佛陀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世界와 自我에 대한 無知로

부터 비롯된 것임을 간파하여, 이에 대한 佛陀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

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緣起說로서, 불교에 있어서 緣起說은 세계

의 전개원리로서 보편성과 타당성을 지닌 객관적 진리로 간주되며,

佛陀의 일생 45년간의 설법은 모두 緣起說의 응용에 지나지 않는 것

으로 평가되기도 한다.2) 다시 말해 佛陀의 緣起說은 세계의 전개원리

로서 법칙성(pratītyasamutpāda : 緣起)과 그 법칙에 의해 조건 지어진

현상(pratītyasamutpānna dharma : 緣生의 法)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이 두 개념에 의하여 세계의 전체와 개체, 그리고 이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가 설명되어진다. 그러므로 서두에서 제

기된 세계와 자아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들도 緣起의 이치를 올바르

게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원시경전을 살펴보면 緣起說은 가장 많이 설하여진 교설임

에도 불구하고 그 원전에 설하여져 있는 문구들은 참으로 다의롭고

막연한 것으로, 일관된 질서와 통일성을 부여하기 힘들다.3)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佛陀에 의해 제시된 緣起說은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

양하게 해석되었으며 근래에 이르러서조차 緣起說에 대한 시비는 끊

특징적인 것을 3종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宿命論(pud

da-kata-hetu.宿作因論), 둘째, 神意論(issar-nimmāṇa-hetu.尊祐論), 셋째,

偶然論(ahetu-apaccaya.無因無緣論)이다. 이것이 바로 세가지 종류의 外道

論(titthāyatanāni)으로서 특히 苦樂의 因을 논할때에 석존이 열거했던 것

이다. 木村泰賢, 原始佛敎思想論(東京 : 大法輪閣, 1979), p .99.
2) 水野弘元(金炫 역), 原始佛敎(서울: 志學社, 1991), p. 109.
3) 원시경전에 있어 연기설은 4諦說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많이 설

하여진 것으로 되어있다. 小部에 속하는 여섯의 운문 경전에 97회, 산

문에서는 한역 아함에 183회, 빨리 4부에 239회가 각각 나타나고 있다. 더

구나 연기설의 전형이 되는 문구를 합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회수가

될 것이다. 中村元 三枝充悳(혜원 역), 바웃드하 불교(서울 : 김영사, 199
0),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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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4) 주지하다시피 緣起說은 원시불교에 있어

佛陀의 가장 근본사상으로 이해되어졌다. 그러므로 “緣起를 보는 자

는 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緣起를 본다.”5)고 경전에 설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緣起說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누구든 緣起의 理法을

정확히 깨치게 되면 해탈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緣起의 理法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緣起를 어떻게 파

악하느냐에 따라 佛陀의 근본사상이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으

로, 결국 이 문제는 불교의 근본입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存在의 分析에 뛰어났던 說一切有部는 원시경전에 나타난 緣起說을

시간적 生起의 관계에 바탕하여 인과론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즉

설일체유부(앞으로 ‘有部’로 약칭)는 12支 緣起를 과거세로 부터 현재세,

그리고 다시 미래세에 이르는 三世에 걸친 인과관계로써 파악하고자

하는 이른바 三世兩重의 因果說을 12支 緣起의 유일한 해석으로 받아

들였다.6) 이러한 삼세양중의 인과설은 보통 생이 있는 것[衆生]이 三

界를 輪廻하는 과정을 시간적으로 12支 緣起의 각 支 하나하나에 적

용시켜 설명하는 胎生學的解釋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와같은 有部

의 해석은 12지緣起의 각 支는 각각 뒤의 支에 대하여 因이며, 뒤의

각 支는 각각 앞의 支에 대하여 果임을 가르키는 것으로 결국 因果決

定義를 설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체존재를 실재론적인 범주인 ‘5位 7

5法’으로 세분화하여 법의 나타남과 작용은 순간적인 현재뿐이나 법

의 自性은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쳐 실체로서 존재한다[三世實有

法體恒有]고 하는7) 有部의 자성론적 관점에 뒤따르게 되는 당연한 귀

4) 1920년대 日本 불교학자들 사이에, 12支緣起를 전통적 견해에 따라 시간적

인과관계로 해석할 것인가, 불타의 근본입장 및 중론에 따라 무시간적
논리관계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쟁이 거듭되었다. 전통적 입장에

따른 학자는 木村泰賢, 梶山雄一, 赤沼智善 등이고, 연기를 무시간적 논리관

계로 해석한 학자는 宇井伯壽, 和辻哲郞, 中村元, 上田義文 등이다. 水野弘元,

앞의 책, p. 125. 참조.

5) MN, Vol. I, pp. 190-191.

6) 水野弘元, 앞의 책, p. 122.

7) 山上春平 櫻部建, 存在の分析<アビダルマ>(東京 : 角川書店, 1982), pp. 56
-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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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다. 즉 有部는 법이라는 실체를 상정하여 그 실체가 인과관계를

이루어 生起하는 것으로 緣起를 해석하였던 것이다. 龍樹는 삼세양중

의 인과설을 주장하는 有部의 緣起說이 佛陀의 근본사상에서 근원적

으로 벗어난 것으로서, 그러한 잘못의 근원은 바로 법이라는 자성을

상정하여 사물을 실체시하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龍樹는 잘못된 有部의 緣起說을 바로잡기 위하여 자성이

인정되는 한 결코 緣起가 성립할 수 없음을 中論 전편에 걸쳐 논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자성이 인정될 때 왜 緣起가

성립할 수 없는지를 中論에 나타난 龍樹의 입장에 서서 검토해 나
갈 것이다.

아울러 緣起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며 그러한

조건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앞의 문제와 관련하여 동시적으로 살펴

나갈 것이다.

일반적으로 業感緣起, 阿賴耶緣起, 眞如緣起, 法界緣起등 불교내의

갖가지 緣起說이 독자적으로 설명되어질 때에도 中論 緣起의 설명
은 거의 무시되어 왔었다.8) 하지만 필자의 私見으로서는 대승의 대

부분의 緣起說과 현대 제학자들의 緣起解釋이 龍樹의 緣起說에 그 뿌

리를 두지않나 생각한다. 佛陀에 의해 뿌려졌던 가장 吉祥한 진리로

서의 緣起라는 씨앗이 龍樹에 의해 가꾸어져 대승불교에서 꽃피어

졌던 것이리라. 그럼 그의 中論을 통하여 그가 佛陀의 근본사상으

로서 緣起를 어떻게 이어받아 자성론적인 관점을 논파하여 나가는지

를 緣起와 自性, 그리고 中道 및 空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그의 緣起觀의 특징과 원시

불교의 관련성 여부를 동시적으로 밝혀내게 될 것이다.

Ⅱ. 中論의 중심사상으로서 緣起

8) 中村元, ナ-ガルジコナ(東京: 講談社, 1980),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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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자들간에 있어 中論이 표명하고자 하는 論旨가 ‘공사상’이

라는데 대하여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中論의 골격이 되는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는
학자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의견이 상이하다. 즉 吉藏은 中論의 중
심 사상을 ‘二諦’로 들고 있으며,9) 安井廣濟,10) 무르티(T.R.V. Murti),

11) 이나다(Keenneth K. Inada),12) 파다에(A.M. Padhye)13)은 ‘中道’를 중

심개념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칼루파하나(David J. Kalupahana)는 中
論의 주목적을 ‘형이상학에 대한 논파’로 보고 있으며14), 失島羊吉

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되는 ‘논리적 필연성’15)을 中論의 가장
큰 특색으로 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뿔리간들라(R. Puligandla)는

中論의 중심개념으로 ‘상대성’을 들고 있으며,16) 또한 中村元17),

平川彰18), 月稱(Candrakīrti, 600-650 年頃)19)은 ‘緣起’를 中論의 중심사
상으로 놓고 있다. 이러한 여러 학자들간의 다양한 입장의 차이는

中論을 이해하는 방식과 관점의 상이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이 문제를 中論 자체로 되돌아가 살펴보기로 하자.
中論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中論의 근본 취지를 집약한 것이

라 할 수 있는 서두의 歸敬偈와 마지막 두 偈로 보인다. 그것을 인용

9) 吉藏, 三論玄義, 新修大藏經, 권45, pp. 66-69.
10) 安井廣濟(金成渙 역), 中觀思想硏究(서울 : 弘法院, 1989), p. 34.
11) T.R.V. Murti, The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n(London : George Aii
en and Unwin Ltd,1960), p. 129.

12) Keenneth K. Inada, Nāgārjuna(Tokyo: The Hokuseido Press, 1970), pp.
3-34 참조.

13) A.M. Padhye, The Framework of Nāgārjuna’s philosophy(New Delhi :
Sri Satguru Publications), p. xiv.

14) David J. Kalupahana, Buddist philosophy(Hanolulu : The University Pr
ess of Hawaii, 1976), pp. 21-37 참조.

15) 失島羊吉, 空の哲學(東京 : 日本放送出版協會, 1983), p. 26.
16) R. Puligandla(이지수 역), 인도철학(서울 : 민족사, 1991), pp. 94-95 참
조.

17) 中村元, 앞의 책, pp. 126-133 참조.

18) 平川彰(이호근 역), 印度佛敎史-下卷(서울 : 민족사,1991), p. 47.
19) Candrakīrti(本多惠 역), Prasannapadā Ⅲ-2(서울 : 東邦苑, 198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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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음과 같다.

滅함이 없고 生함이 없으며, 斷絶도 아니고 常住도 아니며, 동일한 의미

(一義)도 아니고 다른 의미(不異義)도 아니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戱

論(prapañca)20)이 寂滅하여 吉祥한 緣起를 설하신 正覺의 佛陀에게, 說法者

중에서 最勝의 분으로서 나는 敬禮한다.(귀경게)21)

그러면 일체의 존재가 空性이기 때문에, 常住등의 견해들이 어디서, 무

엇에 대해, 누구에게 어째서 생겨날 수 있겠는가.(27, 29)22)

일체의 잘못된 견해을 끊도록 하기 위하여 慈愛로서 正法을 설하신 가

우따마(佛陀)에게 나는 敬禮한다.(27, 30)23)

위 3게에는 中論의 근본 입장과 집필의 동기, 그리고 논의의 결
론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中論의 핵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귀경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中論의 작자(龍樹)가 佛陀를
최고의 설법자로서 경례하는 것은 佛陀가 戱論을 寂滅시켜 吉祥한 緣

起를 설했기 때문이며, 緣起는 결코 滅하거나 生하거나 斷絶되는 것

이 아닌 소위 8不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이 偈訟에서

는 龍樹가 추구하는 근본입장, 즉 中論의 근본 입장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佛陀가 설한 吉祥한 緣起를 최고의 正法[眞理〕

20) prapañca을 ‘戱論’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본래의 뜻은 ‘나타나다’, ‘나타내

다’, ‘퍼지다’, ‘多樣性’ 등이다. 모든 思惟, 定義, 論述은 말에 의존하지만, 본

래 말은 多元性을 포함한 일종의 虛構을 내포하는 것으로, 그러한 ‘말에 뒤

따르는 불가피한 허구’를 동반하여 역시 그 말을 늘어 놓은 논의를 戱論이

라고 한다. 三枝充悳, 中論-緣起 空 中の思想(上)(東京 : 第三文明社, 198
4), p. 85.

21) anirodhamanutpādamanucchedamaśāśvatam /

anekārthamanānārthamanāgamamanirgamam //

yaḥ pratītyasamutpādaṁ prapañpaśamaṁ śivam /

deśayāmāsa saṁbuddhastaṁ vande vadataṁ varam //

22) atha vā sarvabhāvānāṁ śūnyatvācchāśvatādayaḥ /

kva kasya katamāḥ kasmātsambhaviṣyanti dṛṣṭayaḥ //

23) sarvadṛṣṭiprahānāya yaḥ saddharmamadeśayat /

anukampāmupādāya taṁ namasyāmi gautam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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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 27장 제 29게의 내용

은 中論 전체에 걸쳐 다루어진 논의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것으
로, 龍樹는 일체의 존재를 空性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常住등의

諸見解들은 空性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어디서든, 무엇에 대해서든,

그 누구에 있어서도 결코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다. 특히 ‘常住등의 見解’라는 문구로부터 추론할 수 있

는것은, 龍樹의 제1차적인 논파의 대상이 自性을 실재하는 것으로 보

아 常住論을 표방하는 자성론자라는 것이다. 常住(śāśvata)라는 말은

영구적이고 불변적인 恒常性을 뜻하는 것으로24), 고정적인 실체 또는

본성을 가르키는 自性25)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사물의 실체적 自性을

인정하지 않은 空性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常住論的인 견해는 비판되

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龍樹는 이처럼 자성론자를 비롯한 空性

의 입장에서 벗어난 諸見解들을 논파하기 위하여 中論을 집필하였
던 것이다. 이와같은 中論의 집필 동기는 마지막 게(27, 30)에서 예
시되어진다. 이 게에서 龍樹는 귀경게에 이어 다시 한번 佛陀에게 경

례하는데 그 이유는 佛陀가 慈愛로서 正法을 설하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정법이란 緣起를 지칭하는 것으로26) 龍樹는 佛陀가

24) 鈴本學術財團編, 梵和大辭典(東京 : 講談社, 1976년), p. 1325.
25) 自性은 산스크리트어 svabhāva의 번역어로서 sva는 自己․自身, bhāva는

존재를 의미한다. 용수는 　中論 제 15장 제 2게에서 “自性이란 만들어
진 것이 아니며 또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로서 정의하고 있다.

漢譯 中論에서는 주로 自性, 때로는 性으로 표현되며, 般若燈論에서는
自體로 번역된다. 현대어로는 自性이외에 실체․본체․본질․본성등으로

도 번역되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서양철학에서 말하는 substance와는 엄

격히 구별된다. 왜냐하면 substance가 단순히 성질 혹은 속성과 작용을

가진다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음에 반해 sabhāva는 성질과 작용의 각각

에 대하여 自性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양학자들은 中論에 나타난 svabhāva를 독어로는 Eigensein, Sein,
Selbstsein, An sich sein, von sich aus Seiendes, Wesen 등으로 번역하

며, 영어와 불어로는 보통 substance, substantialite, self-existance, own-

being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 中村元의 佛敎語大辭典에서는 svabhāva의
일반적인 의미로서, 그것 자신의 정해진 본질, 사물로 하여금 그 자신이게

끔하는 근거가 되는 것, 사물 그자신의 본성, 고유의 성질, 존재의 고유한

실체, 진실․불변하는 본성, 그 자체, 본체, 본성, 理, 眞理, 자기 존재성으

로 풀이되고 있다. 失島羊吉, 앞의 책, p. 1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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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잘못된 견해를 시정하기 위해 正法[緣起]을 설하신 것으로 보

며, 龍樹 자신도 佛陀의 근본 정신을 계승하여 일체의 잘못된 견해를

緣起로서 논파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즉 龍樹는 이

전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사상을 주장하기 위하여 中論을 집필한
것이 아니라, 이미 佛陀에 의해 설하여진 緣起를 최고의 진리로 받아

들여, 이것을 不生不滅․不斷不常․不一不異․不來不去라는 8不로서

정리하고, 이 8不의 緣起로서 常住등의 견해를 펼치는 일체의 邪見을

끊도록 하기 위하여 中論을 집필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龍樹가

佛陀의 근본 사상으로서 내세우고 있는 정법으로서의 길상한 8不의

緣起와 그리고 中論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空’과는 과연 어
떠한 연관이 있는 것일까?

龍樹는 中論 제 24장 제 18게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緣起인 것 그것을 우리들은 空性이라고 한다. 그것(空性)은 의존된 假名

(prajñaptih)이며 그것(空性)은 실로 中道이다.27)

이 게를 도식하면 緣起는 空性이고, 空性은 中道로서 결국 논리적

으로는 緣起는 空性인 동시에 中道가 되는 것이다. 空이라는 것은 緣

起의 假名에 불과한 것으로, 空과 동의개념으로 사용되는 中道 역시

緣起를 지칭하는 대용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것을 등식으로 나타내

면 ‘緣起 = 空 = 中道’가 된다.

이처럼 緣起와 空 그리고 中道는 동의개념으로서 사용되고 있지만

여기서 緣起는 空과 中道의 본개념이 되는 것으로 결국 緣起를 설명

하기 위하여 공, 중도와 같은 보조개념을 빌려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龍樹는 佛陀의 근본사상으로서 緣起를 中論의 중심개념으로서

26) 프라산나파다를 보면 월칭은 제 27장 제 30게에 대하여 “누구든 不滅

․不生․不斷․不常․不一義․不異義․不來․不出이며, 戱論이 적멸해 실상

인 바른 진리를, 연기라는 이름에 의해 설하신 … 위 없고 둘이 아닌 스승

께 귀의하옵니다.”라고 주해하면서 정법이 연기를 지칭하는 것임을 분명

히 하였다. Candrakirt, 앞의 책, p. 531 참조.

27) yaḥ pratītyasamutpādaḥ śūnyatāṁ tāṁ pracakśmahe/

sā prajṇaptirupādāya pratipatsaiva madhyam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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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 당시의 잘못된 여러 견해들을 시정하기 위해 中論을 집
필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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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中論에서 緣起의 語義

緣起라는 말은 불교 용어중 가장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 용어 가

운데 하나이다. 사무엘(Sir M. Monier-Williams)의 산스크리트 사전을

찾아보면 ‘緣起’로 번역되는 산스크리트 ‘pratītyasamutpāda’는 ‘인

과의 사슬(the chain of causation)’로 풀이되고 있다.28) 또한 梵和大辭
典에는 ‘원인과 결과와의 연쇄관계’ 혹은 ‘한쪽의 다른쪽에 의한

生起’로서 해석되며,29) 中村元의 佛敎語大辭典을 보면 ‘다른 것과

의 관계가 緣으로 되어 生起하는 것’, ‘A에 緣하여 B가 일어나는 것’

30)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pratītyasamutpāda’의 漢譯을 보면 ‘緣起, 緣生, 因緣, 緣起

法, 緣生法, 因緣法, 衆因緣生法, 從衆緣生法, 緣起理趣등 다양하게 번역

되고 있다.31) 또한 서양학자들은 conditioned co-production, depende

nt coorigination, abhängiges Entstehen, Entstehung in Abhängigkei

t, ursächliches Entstehen, Ursachenkette, die reine, Relationalität, d

as reine Existieren aus / in Beziehung, causality등으로 해석하고

있다.32) 이처럼 ‘pratītyasamutpāda’ 에 대한 뜻 풀이는 다양하지만,

그 공통된 기본적 의미는 사물이 필히 原因에 의해 生起한다는 것이

다.

그렇다면 中論에서 사용되고 있는‘pratītyasamutpāda’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鳩摩羅什(Kumārajīva, A.D. 344-413 年項)은 中論을 변역하면서 ‘緣起
(Pratitya - samutpada)’라는 말을 ‘因緣’(귀경게), ‘衆因緣生法’(24, 18), ‘諸

28) Sir Mornier. Monien-Williams, M.A., K.C.I.E., Sanskrit-Engiish Dictio
nary(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 673.

29) 鈴木學術財團編, 앞의 책, p. 846.

30) 中村元, 佛敎語大辭典(東京 : 東京書籍, 1975), p. 118.
31) 鈴本學術財團編, 앞의 책, p. 846.

32) Hans Waldenfels(김승철 역), 불교의 空과 하나님(서울 : 대원정사, 19
93),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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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緣’(24, 36), ‘因緣法’(24, 40)이라고 번역하였다. 또 ‘緣起하지 않는(apr

atītyasamutpanna)’이라는 말을 ‘不從因緣生’(24, 19), ‘不從緣生’(24, 21)이

라고 번역하고 있다. 즉 구마라집은 中論에서 緣起의 의미를 ‘因과

緣에 의해 生起하는 것’ 또는 ‘緣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였

던것 같다. 그리고 서양의 학자 가운데에서도 소승의 緣起와 구별하

여 中論의 緣起를 ‘의존적 발생(dependent origination)’, ‘원인에 의한

산출(production by causes)’, ‘발생을 의존하는 것(das abhangige Entstehe

n)’, ‘의존적이며 조건적인 인과관계(la causation dependante)’등으로 해

석하고 있다.33)

中論의 가장 중요한 註釋書라 할 수 있는 프라산나파다(Prasann
apadā)에서34) 月稱은 pratītyasamutpāda에 대한 정확한 語義的 분석

을 통하여 緣起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月稱은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소승불교와 자립논증파인 淸辯(Bhāvaviveka, 490-570)의 緣起解釋

이 잘못된 語義解釋에서 비롯된 것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즉 月稱은 소승불교가 prati를 반복, i는 소멸을, 그리고 제2차 어미로

끝나는 itya는 소멸에 적합하다는 의미로 각각 분석하므로써, 결국

緣起의 의미를 ‘소멸하는 제사물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

하여 해석하고 있다고 본다.35) 그런데 月稱은 경전에 나타난 “눈(眼)

과 대상(諸色形)에 의해서 눈의 인식작용이 발생한다.”라는 예를 들어

눈에 의해서 특별한 대상이 직접 인식되어 지는 경우, ‘pratītya라는

말은 눈이라는 단일한 감관을 원인으로 하여 단일한 인식작용이 발

생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반복의 의미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36) 또한 itya가 제2차 의미로 끝난다고 한다면 “눈과 대상에 의

해서 눈의 인식작용이 생한다.”라는 경우에 있어 pratītya은 불변화

33) 中村元, 앞의 책, p. 121.

34) 프라산나파다는 中論의 諸註譯書 가운데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유
일한 것으로, 용수의 근본정신을 가장 올바르게 이어 받고 있는 것으로 평

가받고 있다. 용수의 중론 게송도 바로 이 프리산나파다에서 추출한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는 拙論, 龍樹 中論의 諸註譯書에 대한 文獻學的
比較․檢討 (釜山大學校哲學硏究會, 哲學世界 - 第五輯, 1994) 참조.

35) Candrakīrti, 앞의 책, pp. 5-6.

36) Candrakīrti, 위의 책, p. 5.



인도철학 제4집

사(absolutive)가 될 수 없기 때문에 pratītya-samutpāda라는 복합어를

만들 수 없게 된다고 소승의 語義分析을 비판하고 있다.37) 이처럼 月

稱은 소승불교의 緣起解釋이 잘못된 語義解釋에서 비롯된 것임을 비

판하고 나서 淸辯의 語義分析 역시 잘못된 것임을 논증하고자 하였

다. 月稱에 의하면 淸辯은 pratīyasamutpāda를 해석하면서 prati는 접

두사로서 반복, eti(i의 3인칭 단수)는 도달, 그리고 samutpāda는 있을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것 으로서 각각 분석하고 있다.38) 淸辯은 이러

한 語義分析의 토대위에서 緣起의 의미를 idappaccayatā의 의미로서

해석하였다.39) idappaccayatā는 ‘이것을 條件으로 함’을 뜻하는 것으

로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생길때 저것이 생긴

다.’고 할 때의 ‘이것을 緣으로 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에 대해

月稱은 緣起를 ‘이것을 緣으로 함으로 해석할 때 pratītya와 samutpā

da에 대한 명확한 語義分析이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그 語義說明이

분명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이것을 緣으로 함’이란 다름아

닌 緣起의 동의어에 불과한 것으로, pratītyasamutpāda 자체에 대한

語義解釋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40)

그러면 月稱 자신은 ‘pratītyasamutpāda’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하자.

月稱은 中論 緣起의 독자성을 8不의 특징에 의해 한정지어진 緣
起로서 규정하고 서두의 歸敬偈註의 대부분을 pratītyasamutpāda에

대한 語義的 分析과 그 뜻의 解明에 주력하고 있다. 즉 月稱은 pratīty

asamutpāda에서 prati는 到達 또는 相依함을 의미하며, eti(i는 3인칭

단수)는 간다는 뜻으로, 그리고 tya는 절대분사로서 사용된 것으로 설

명하고 있다.41) 따라서 pratītyasamutpāda는 ‘到達하여 또는 相依하

여 出現하는 것’이란 語義을 갖는 것으로 결국 緣起의 원칙은 이러한

어의적 의미를 근거로 하여 ‘原因(hetu)과 條件(pratyaya)에 의해서 모

37) Candrakīrti, 위의 책, p. 6.

38) Candrakīrti, 위의 책, p. 7.

39) Candrakīrti, 위의 책, pp. 8-9.

40) Candrakīrti, 위의 책, p. 8.

41) Candrakīrti. 위의 책,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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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存在(bhāva)가 발생한다’는 것이다.42)

梶山雄一은 緣起에 대한 소승[有部]과 月稱, 그리고 淸辯의 語義解

釋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43)

⑴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생기며, 刹那滅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⑵ 사물이 원인과 조건을 기다려(pratītya = prapya), 즉 의존하여(apekşya)

生起한다는 사실.

⑶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생길 때 저것이 생긴다고 하는

바의 ‘이것을 緣으로 함 (idaṁpratyayatā)’의 의미.

여기서 ⑴은 소승[有部]의 해석이며, ⑵는 月稱[歸類論證派], ⑶은

淸辯[自立論證派]의 語義解釋이다. 이러한 3종의 語義解釋중 소승의 緣

起解釋은 이미 龍樹에 의해서도 비판되어진 것으로 中論의 緣起와

는 그 성격을 본질적으로 달리하고 있다. 반면에 ⑵와 ⑶은 龍樹의

中論에 나타난 緣起의 정확한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 제시된 語義解
釋이다. 즉, 淸辯과 月稱은 다같이 龍樹의 근본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

는 같은 중관론자로서 누가 龍樹의 眞義를 보다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의견이 상이할수도 있다. 논자의 관점으로서는

‘此緣性(idaṁpratyayatā)’에 근거하여 緣起를 분석한 淸辯의 해석보다

는 ‘到達 또는 相依하여 出現하는 것’으로 緣起를 해석한 月稱의 입

장이 보다 龍樹의 緣起觀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月稱

은 緣起를 繼時的인 因果作用에 한정하지 않고 論理的인 相待關係로까

지 그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中論 緣起의 논리적 상대관계를 분명
히 하였기 때문이다. 즉, 月稱은 中論의 緣起가 相依性(parasparāpeks

ā)을 의미하는 것임을 語義分析을 토대로하여 체계적으로 밝혔던 것

이다. 스체르바츠키(Th. Stcherbatsky)는 月稱의 語義解釋을 이어받아 p

arasparāpeksā를 relativity로 英譯하였다.44) 上田義文은 中論 緣起

42) Candrakīrti, 위의 책, p. 9.

43) 梶山雄一․上山春平(정호영 역), 空의 論理-中論(서울 : 民族社, 1989), p.
69.

44) Theodore Stcherbatsky(金岡秀友 역), 大乘佛敎槪論(東京 : 理想社, 198
0), pp. 106-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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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語義的 특징으로 相依性을 논하면서 中論 緣起에 대한 오늘날의
일반적 해석이 상의성으로 기울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서 프라
산나파다에 나타난 산스크리트어 원전의 표기와 스체르바츠키가 이
를 relativity로 영역한 2가지 사실을 꼽고있다.45) 이러한 예들을 종

합해 볼 때 中論 緣起의 語義解釋은 대체로 상의성 혹은 상관성으

로 규정되어지는 것 같다. 그럼 과연 이와같은 語義解釋이 타당한 것

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中論 자체의 내용속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
자. 그럼으로써 中論 緣起의 語義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게 될 것
이며 아울러 中論 緣起觀의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해명하게 될 것
이다. 왜냐하면 語義解釋의 문제는 단지 문법적 지식에 따른 단순한

어학적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語義을 사용한 학파 또는

사상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문장 전체와의 의미 연관

속에서 파악될 때 보다 명확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Ⅳ. 龍樹 緣起觀의 특징

앞의 두 장에서 우리는 中論의 중심사상이 緣起이며, 中論에서
사용되고 있는 緣起라는 말은 종래에 사용되던 緣起라는 말과는 상

이하게 해석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龍樹는 中論 귀경게에서 종래의 기본적인 緣起 형태와 대표적인
12支 緣起를 바탕으로하여 8不 緣起를 설하였다.46) 그러므로 8不 緣

45) 上田義文, 中觀の緣起思想 , 講座 東洋思想 5佛敎思想Ⅰ(東京 : 東京
大學出版會, 1975), p. 160.

46) 용수는 中論 제 1장 觀因緣品 제 10게와 제 26장 觀十二因品 전편에 걸
쳐 종래의 기본적인 연기 형태라 할 수 있는 ‘이것이 있을때 저것이 있다.’

라는 문구와 12지 연기에 대하여 각각 기술하고 있다. 용수는 여기서 ‘이

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를 부정하면서 그 이유로서 “그 자체(자성)가

없는 갖가지 것에는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

다. 그런데 12지 연기에 대하여서는 자성설 또는 상의성에 관계없이 그저

기술만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에 대해 후대의 주석자들은 聲聞法(世諦, 소

승불교)을 설해 第一義諦(眞諦)에 들어가는 것을 설한 것이라고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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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는 세계의 존재원리로서의 광의적 의미와 인간의 실상에 관계하는

협의적 의미를 하나로 종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8不緣起의 전개원리는 무시간적 계기에 따른 논리

관계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귀경게의 8不 緣起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滅함이 없고 生함이 없으며(不滅亦不生), 斷絶도 아니고 常住도 아니며

(不斷亦不常), 동일한 의미도 아니고 다른 의미도 아니며(不一亦不異), 오지

도 않고 가지도 않는(不來亦不去), 戱論이 寂滅하여 吉祥한 緣起를 설하신

正覺의 佛陀에게, 설법자 중에서 最勝의 분으로 나는 경례한다. (귀경게)47)

여기서 龍樹에 의해 길상한 緣起로 숭상되는 8不 緣起는 종래의

기본적 문구와 12支 緣起와는 판이한 형태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

다. 龍樹의 이러한 파격적인 緣起 해석은 피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상의 이단자로서 배격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8不 緣起의 근본적 취의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佛陀의 근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月稱은 龍樹가 佛陀의 진정한 계승자임을 표명하고48) 龍樹의 8不 緣

起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中論에 나타난 龍樹 緣起觀의 독

자성을 不滅 등 특수한 8不의 특징(viśeşaṇa)에 의해 한정지어진 緣起

로서 규정하고49) pratītya-samutpāda에 대한 語義分析을 통하여 緣

起를 原因(hetu)과 條件(pratyaya)에 의해 제존재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50) 즉 月稱은 中論 緣起의 독자성을 8不의 특수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中村元이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中村元, ナ-ガルジェ
ナ, p. 102.
그런데 용수의 因緣心論을 살펴보면 12지 연기를 상의성의 연기로 설

명하고 있다. 이러한 예들을 종합해 볼 때 용수는 종래의 연기관에 토대

하여 8불 연기를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47) anirodhamanutpādamānucchedamaśāśvatam/

anekārthamanānārthamanāgamamanirgamam//

yah pratītyasamutpādaṁ prapañcopaśamaṁ śivam/

deśayāmāsa saṁbuddhastaṁ vande vadatāṁ varam//

48) Candrakīrti, 앞의 책, p. 3.

49) Candrakīrti, 위의 책, p. 5.



인도철학 제4집

특징에 의하여 한정지어진 原因과 條件에 의하여 諸存在物이 발생하

는 것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인과 조

건에 의한 제존재물의 발생이 아니라 ‘8不의 특수한 특징에 의해 한

정지어진 원인과 조건’으로서, 존재(bhāva)의 생성은 8不의 특수한 특

징에 의해 한정지어진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그럼 8不

緣起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선 8不의 전체적 구조를 살펴보자. 8不의 구조는 相反되는 두 개

념을 한 조로 묶어 두 항을 동시적으로 부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滅과 生, 斷과 常, 一과 異, 來와 去는 각각 상반되는 개념으

로, 상반되는 두 개념이 동시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그리고 상반되는

두 개념 사이에는 시간적 계기에 따라 인과론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다. 단지 두 개념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

고리는 논리적인 형식뿐이다. 따라서 소승의 12支 緣起에서처럼 앞의

항(支)과 뒤의 항의 관계가 직선적 시간 배열에 따라 인과론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즉 소승의 12支 緣起의 전

체적 구조가 無明[원인〕 → 老死[결과〕 또는 無明의 消滅[원인〕 →

老死의 消滅[결과〕로 이어지는 시간의 선후에 따른 직선적 인과관계

로서 짜여져 있음에 대하여, 8不 緣起의 전체적 구조는 不生↔不滅,

不斷↔不常, 不一↔不異, 不來↔不去로서 이루어져 있다. 이때 不滅과

不生 등의 양항의 관계는 원인과 조건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

한 무차별적 관계로서 순환적 구조에 따라 동시적이고 상대적으로

부정되는 논리적인 관계일 뿐이다.51) 따라서 이러한 8不 緣起의 논리

적 바탕 속에는 근본적으로 自性에 대한 부정이 전제되어있다. 왜냐

하면 自性이 상정될때 自性 고유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양항의 동등

한 무차별적 논리관계는 결코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고는 흑이 아니면 백이라고 하는 양극단으로

50) Candrakīrti, 위의 책, p. 5.

51) 예를 들면, 2+2=4 라고 하는 수식에 있어서 좌변과 우변과의 관계라든가,

전체와 부분, 일반과 특수, 상대와 절대 등과 같은 양자의 관계는 시간적

인과관계로서가 아니라, 단지 논리적인 상호 의존의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와 같은 관계를 무시간적, 논리적 연기라고 하며 中論의 연기
도 이 계열에 속한다. 水野弘元, 앞의 책, p. 1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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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닫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고유형의 바탕에는 이 세상 전체가 흑

과 백으로 이분화되는 것으로 흑과 백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自性이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龍樹 당시에도 常住論과 斷滅論으로 대별되는 두 극단적인 사상이

팽배해 있었다. 특히 당시 인도의 사상계에 있어 주류를 형성하였던

경향들은 自性論的인 입장으로서 불교 내부에 있어서는 說一切有部(S

arvāstivāda)가 그러하였으며 정통 바라문 계통에서는 바이세시카(Vaiś

esika), 니야야(Nyāya)학파가 그 대표적인 주류였다. 이러한 제 학파의

기본적인 사유형태는 사물의 제요소를 범주론적으로 세분화하여 그

제요소를 실체화하려는 경향[다원론적 실체론]이었다.52)

따라서 龍樹는 이러한 극단적인 당시의 대표적인 학설을 망라하여

滅과 生, 斷과 常, 그리고 一과 異, 來와 去라는 8가지 특징으로 요약

하고서, 이러한 諸思想이 自性을 고집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학설도

성립될 수 없음을 8不의 緣起로서 비판한 것이다. 龍樹의 定義에 있

어 自性이란 다른 것에 의존하지않는 自立的인 존재이다.53) 다시 말

해 自性이란 ‘사물이 그 사물로서 주어지는 즉 자기자신으로서 존재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으로부터 사물을 그것이게끔하는 고유한

본질’을 말한다. 따라서 自性은 자기 스스로의 전개원리에 의해 형성

되어지는 것으로 他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自性은 자기

고유한 존재성으로 인하여 고정불변하는 영구성을 지녀야만 한다.

그렇다면 自性은 자기 스스로의 작용에 의해 유지되어야만 하는 성

질과, 자기 스스로의 작용에 의해 유지되어야만 하는 고정불변한 본

체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지녀야 하는 것으로, 만약 自性이 자기 작용

을 한다면 그 自性은 작용의 주체와 객체로 분열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사항은 필연적으로 自性에 두 개의 본질이 있다고 하는

自性 스스로의 불합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龍樹는 이러한 사실을

中論 여러 곳에 걸쳐 논의하고 있다. 그 중 中論 제 2장 觀去來品

52) 梶山雄一 (권오민 역), 인도불교철학(서울 : 民族社, 1990), p. 24.
53) 용수는 중론 제 15장 제 2게에서 “자성이란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또
다른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자성이 자립적인 것임을 밝히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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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살펴보자.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가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

는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두개의 가는 작용이 있다는 것은 성립하

지 않기 때문이다.(2, 3)54)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가는 작용이 있다고 하면 가는 작용이 두개

로 되는 과실에 빠진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

또 거기에 가는 작용[의 둘이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2, 5)55)

만약 가는 자가 간다고 한다면 가는 작용이 두개로 되는 오류에 빠진

다. 가는 자가 간다고 하는 것과 가는 작용이 간다고 하는 것이 된다.(2, 1

1)56)

위의 세 게에서 나타나듯이 龍樹는 自性이 인정될때, 가는 자(去者)

와 가는 작용(去法)이 상호간의 관계없이도 각각 독립적으로 간다고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 결코 운동이 성립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

는 것이다. 이외에도 제 3장에서는 ‘보는 자’와 ‘보여 지는 것’ ‘보

는 작용’이, 제 5장에서는 ‘貪하는 자’와 ‘탐하는 작용’이, 제 8장에

서는 ‘행위자’와 ‘행위’가, 제 10장에서는 ‘태우는 것(불)’과 ‘타는

작용’ 그리고 ‘타는 것(섶)’이 고찰되어 지고 있다. 龍樹는 여기에서

도 自性을 설정하는 입장에서는 사물의 자기작용도 타자에 대한 작

용도 모두 성립할 수 없음을 논증하고 있다. 결국 자성론적인 입장에

서는 滅과 生, 斷과 滅 등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 입장은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는 단지 서로서로가 상의하는 관계로

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상의의 관계에 있어서의 諸事物

은 필히 自性을 결여하여야만 한다.

54) gamymānasya gamanaṁ kathaṁ nāmopapatsyate/

gamyamāne dvigamanaṁ yadā naivopapadyate //

55) gamyamanāsya gamane prasaktaṁ gamanadvayam/

yena tadgamyamānaṁ ca yaccātra gamanaṁ punaḥ//

56) gamane dve prasajyete gantā yadyuta gacchati/

ganteti cocyate yena gantā sanyacca gacchati//



中論에 나타난 龍樹의 緣起觀 / 윤종갑

상의의 관계로서 세계의 구조를 이어줌, 이것이 바로 8不 緣起의

특징으로서 中論 觀因緣品 전편에 걸쳐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
다. 특히 龍樹는 8不중에서 不生의 예를 대표로 들어 自性이 결코 성

립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생함이 없는 곳에서는 당연

히 멸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不生을 밝힘으로써 不滅함과 동시

에 생명의 연장․지속상태라고 할 수 있는 斷常이나 또는 來去등 전

부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히게 된다.

龍樹는 일체 만물이 자성론적인 입장에서는 결코 생할 수 없음을

四句分別(四不生)의 체계로서 설명하고 있다.

모든 존재는 언제 어디서나, 결코 자체로 부터도, 다른 것으로 부터도,

自․他의 두가지로 부터도, 또 無因으로 부터도 생겨나지 않는다.(1, 3)57)

이와 유사한 게는 이 외에도 제 21장 제 13게58), 제 23장 제 20게

59), 제 12장 제 1게60)등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自, 他, 共, 無

因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사물이 생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龍樹는 특히 四不生 가운데 自生이 성립하지 않음을 우

선적으로 밝혀나간다. 만약 自生이 인정된다면 사물은 因緣없이도 생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불교의 緣起說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龍樹는 사물이 자성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밝

혀내므로써 결국 사물이 상의적으로 緣起하고 있다는 것을 귀류논증

식61)으로 해명하고 있다. 예컨대,

57) na svato nāpi parato na dvābhyāṁ nāpyahetutaḥ/

utpannā jātu vidyante bhāvāḥ kvacana ke cana//

58) na svato jayate bhavah parato naiva jayate/

na svatah paratascaiva jayate jayate kutah//

59) na svato jayate bhavah parato naiva jayate/

na svatah paratasceti viparyayagatah kutah//

60) svayam krtam parakrtam dvabhyam krtamahetukam/

duhkhamityeka icchanti tacca karyam na yujyate//

61) 중론에 나타난 용수의 논증 방식은 부정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그의 논증 방식은 Prasaṅga-anumāna(背理法)로 일컬어지는 귀

류논증법으로 어떤 전제[自性]를 바르다고 가정할 때 반드시 모순된 결과

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와같은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제를 필히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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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自性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他性이 존재하겠는가? 自性과

타성을 떠나서 그 무엇이 如來이겠는가? (22, 4)62)

自性이 없다면 어떻게 他性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다른 존재에 있어서

의 自性은 他性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이다.(15, 3)63)

더우기 自性과 他性 兩者를 떠나서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왜냐

하면 自性이나 他性이 존재할 때 [비로소] 사물이 성립하기 때문이다.(15,

4)64)

그런데 龍樹는 自性의 본성상, 自性 스스로 생한다는 것은 불합리

한 모순으로 보고 있다. 즉,

自性이 만일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그렇게 되겠느냐? 왜냐

하면 自性이란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또 다른 것에 의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5, 2)65)

따라서 어떤 사물이 자기 자신으로 부터 생한다면 그 사물 자체를

형성하게 하거나 존재하게 하는 어떤 특성 즉, 자기 존재 근거로서의

自性이 먼저 설정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生起하는 현상에

대해 존재 스스로가 자신으로 부터 생성되는 경우, 그 존재를 형성,

존립시키는 본성으로서의 自性이 先在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할 수 밖에 없는 논법을 말한다.

용수는 자성적 실체를 상정할 때 결코 연기가 성립할 수 없음을 귀류

논증에 의해 밝혀내고 있다. 이것은 소위 자성적 실체의 부정을 통하여

제법의 실상[연기를 드러내는 破邪顯正의 방식]인 것이다.

末本剛博, 東洋の合理思想(東京 : 講談社, 1980), pp. 72-75 참조.
62) yadi nāsti svabhavaśca parabhāvaḥ kathaṁ bhavet/

svabhāvaparbhāvābhyāmṛte kaḥ sa tathāgataḥ//

63) kutaḥ svabhāvasyābhāve parabhāvo bhavişyati/

svabhāvaḥ parabhāvasya parabhāvo hi kathyate//

64) svabhāvaparabhāvābhyamṛte bhāvaḥ punaḥ/

svabhāve prabhāve vā sati bhāvo hi sidhyati//

65) svabhāvaḥ kṛtako nāma bhavişyati punaḥ katham/

akṛtrimaḥ svabhāvo hi nirapekśaḥ paratra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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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렇게 된다면 두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무한소급의 오류를 범하게 되며, 둘째 인과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 즉 A라는 自性은 자기 존재 근거로서 B라는 自性을 요구

하며, 또 B라는 自性은 C라는 自性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관

계는 무한히 진행되어 어떠한 최종적인 제 1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무한소급의 오류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66) 그리고 또한 인과의

문제에 있어 因과 果가 각각 自性을 가진 실체라고 한다면 원인(因)에

는 원인으로서 실체가 있고, 결과(果)에는 결과로서 自性이 있게 되어

서로가 관계함이 없이도 因과 果가 주어지는 것으로 因果 그 자체가

파괴되어지는 것이다.67)

따라서 존재는 스스로 생기지 못한다. 또 他者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거나 他者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생함이 있겠느냐?

(21, 12)68)

존재는 그 자신에서 발생하지 않고 결코 他者에서 발생하지도 않으며

자신과 他者에서도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顚倒(viparyayāh)에 빠진자가

어떻게 있겠는가?(23, 20)69)

결국 自性에 의한 제존재물의 생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龍樹는 自

性을 부정함으로써 諸事物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緣起]로서 성립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을 緣하여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 다른 것을 떠나서

다른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이 또 어떤 것을 緣할 때 그것과 그것이 다름은

성립하지 않는다.(14, 5)70)

66) 梶山雄一 上山春平, 앞의 책, pp. 92-93.

67) R. Puligandla, 앞의 책, pp, 99-101 참조.

68) na bhāvājjāyate bhāvo bhāvo ’bhāvānna jāyate/

nābhāvājjāyate ’bhāvo ’bhāvo bhāvānna jāyayte//

69) an svato jāyate bhāvah parato naiva jāyate/

na svataḥ parataśceyi viparyayagataḥ kutaḥ//

70) anyadanyatpratītyānyānnānyadanyadṛte’yataḥ/

yatpratītya ca yattasmāttadanyannopapadyate//



인도철학 제4집

만일 어느 한쪽과 다른 한쪽이 서로 다르다면 상대방 없이도 그러하리

라. 그 어느 한쪽과 다른 한쪽은 서로 상대방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14, 6)71)

즉, 모든 존재는 상대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로서 이루어 지는 것으

로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自性에 의한

自性의 성립도 불가능한 것으로, 존재 스스로가 자신으로 부터 다시

생성되어진다고 하는 자성론자의 입장은 부정되어지지 않을수 없다.

他性도 마찬가지다. 他性은 他性으로서의 스스로에게 있어서 自性이

되며, 또한 自性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타성으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自性, 他性이 성립하지 않음으로 이 둘을 합한 自

他生도 부정될 수 밖에 없다.

끝으로 원인없이 어떤 것이 생한다는 것은 실제로 성립 불가능한

것이다. 만약 이것이 성립 가능하다 할지라도 원인이 없다는 자체가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自性은 결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왜

냐하면 自性說의 입장에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리하여 龍樹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自性이나 他性, 存在나 非存在를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佛陀의 가르침

(佛法:buddhaś āsana)에 있는 진실(tattva)을 보지 못한다.(15, 6)72)

왜냐하면 실로 모든 존재의 自性은 緣속에는 없다. 自性이 없으므로 그

밖의 성질[他性]도 없기 때문이다.(1, 5)73)

결론적으로 8不 緣起는 自性에 대한 부정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모든 존재는 상의성의 관계를 맺을 때에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8不 緣起의 상의적 관계는 中論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
다.

71) yadyanyadanyadanyasmādanyasmādapyṛte bhavet/

tadanyadanyadanyasmādṛte nāsti ca nāstyataḥ//

72) śvabhāvaṃ parabhāṃ ca bhāvaṃ cābhāvameva ca/

ye paśyanti na paśyanti te tattvaṃ buddhaśāsane//

73) na hi svabhāvo bhāvānāṁ pratyayādiṣu vidyate/

avidyamāne svabhāve parabhāvo na vid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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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제 8장 ‘행위와 행위주체의 고찰’에서는 행위와 행위주

체가 서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

명한 뒤에, “행위에 의해 행위주체가 있다. 또 그 행위주체에 의해

행위가 작용한다.”(8, 12)74)라고 결론 짓고 있다. 이것은 행위와 행위

주체는 서로 의존해서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상의성 이외에 양자가

성립될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있을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

한 예는 ‘사물은 생하지 않는다.’고 논하는 제 1장에서는 ‘사물(bhāva)’

과 ‘생하는 것(utpāda)’이라는 2개의 항이, ‘움직이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 2장에서는 ‘가는 것(gamana)’과 ‘가는 장소(ganta

vya)’, 혹은 ‘가는것’과 ‘가는 자’(gantṛ)라고 하는 각각 2개의 항이 상의

성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 3장에서의 주요한 고찰대상은 ‘보

는 작용(darśanakriyā)’과 ‘시각기관(darśana)’, ‘보는작용’과 ‘보는자(draşṭ

r)’라고 하는 일련의 2개의 항이 상의의존의 관계로 있다.

그리고 제 4장에서는 ‘色(rūpa)’과 ‘原因(kāraṇa)’이라는 관계가 상의

성의 관계로 되어 있다. 이 외의 모든장에 걸쳐 이러한 상의성의 원

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바로 中論에 나타난 緣起觀의

특징이 相依性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상의성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나타내면 ‘A에 의해 B가있고, B에 의해 A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

럼 두 항이 서로서로에게 상의하고 있는 논리적 관계가 바로 中論
緣起의 가장 큰 특색으로서, 만약 하나하나의 항이 현상세계의 諸事

物의 각각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현상 세계의 전체적 구조는 상의적

논리 관계로서 나타난다. 결국 현상 세계의 諸事物을 지시하는 하나

하나의 항목들을 상의적 논리 관계로서 철저하게 해명하므로써 현상

세계의 내적인 체계까지도 동시적으로 규명해 낼 수 있게 된다. 왜냐

하면 현상을 지시하는 항목은 세계와 삶의 진실(tattva)75)을 담고 있

74) pratītya kārakaḥ karma taṁ pratītya ca kārakam/

75) 현상적으로 경험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코 말로는 표현할 수 없

는 존재(bhāva)의 본질이 바로 tattva이다. 즉 tattva란 (의사소통으로) 전

달되어질 수 없으며, 방해되어 질 수 없으며 (평온하며), 언어로도 포착되

지 않는다. 또한 개념들(vikalpas)로 부터도 자유로우며 통일적인 것으로

세계의 내적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 A.M. Padhye, 앞의 책, p. 42.

私見으로는 Kant의 物自體(Ding an sich, überhanpt)와 어느 정도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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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Ⅴ. 龍樹 緣起觀의 思想史的 연원과 그 意義

龍樹의 가장 큰 공적 중의 하나는 佛陀의 근본사상으로서 緣起說

을 받아들여, 이것을 中道와 空思想과 연관시켜 佛陀의 근본입장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龍樹는 원시경전에 나타난 中道가 緣起에 다름아니며, 그것은 바로

무실체적인 空性을 뜻하는 것임을 緣起, 中道, 空이라는 3중 구조에

의하여 체계화 하였던 것이다. 즉 龍樹에 의하여 緣起란 과거적 의미

[원시 불교]에 있어서는 中道를 뜻하며, 그리고 현대적 의미[龍樹 당

시]에 있어선 空性이라는 새로운 의미로서 재생되었다. 그리고 이러

한 緣起, 中道, 空性이라는 3요소는 중첩적인 관계로서 설명되어진다.

龍樹는 서두에서도 밝혀지만 자신의 새로운 어떤 사상을 내세우지

는 않았다. 正法으로서 길상한 진리는 이미 佛陀에 의해 설해진 것으

로, 당시 만연되어 있던 극단적인 諸邪見으로 부터 이를 보전해야할

시대적 임무를 부여 받아 이를 훌륭하게 수행했을 뿐이다. 그럼, 원

시경전에 나타난 佛陀의 근본정신을 그가 어떻게 이어 받아 이를 체

계화시켜 나가는지를 살펴보자.

佛陀는 오랜 고행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緣起를 고찰함으로써 깨달

음을 얻은 것으로 되어있다. 즉 緣起의 理法을 여실히 깨달음으로써

生死輪廻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涅槃을 증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佛陀는 깨달음을 얻고나서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비구들이여 緣起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생(jāti)에 緣하여(paccayā)

老死가 있다.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이 界(dhātu: 法界,法

性)는 정해져 있다. 이 緣起性(idappaccayatā)76)은 진리로서의 常住性(dham

성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76) 정승석 교수는 일본 학자의 巴利 사전에 따라 ‘idappaccayatā’를 相依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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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ṭṭhititā)이며, 진리로서의 決定性(dhamma-niyāmatā)이다.77)

즉 緣起는 佛陀에 의해 절대적 진리로서 승인되어졌던 것으로 칼

루파하나는 이러한 緣起의 특성을 ⑴ 객관성 ⑵ 필연성 ⑶ 불변성

⑷ 조건성이라는 4가지로 집약하고 있다.78)

그럼 佛陀에 의해 강조되었던 緣起의 특성은 무엇일까? 원시경전

에 나타난 緣起에 대한 교설은 실로 다양하다. 하지만 그러한 다양한

교설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는 12지 緣起와 더불어 다

음과 같은 문구이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生起하기 때문에 저것이 生起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滅하기 때문에 저것이 멸하다.79)

이것은 緣起의 기본성격을 잘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月稱

은 이 문구를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마치 短이 있을 때 長이

있는 것과 같이”라고 해석하여 상의성의 緣起로서 규정하고 있다.80)

그런데 이 문구와 더불어 생각되어 져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문

구이다.

비구들이여! 마치 목재에 緣하고(paticca), 풀에 연하고, 볏짚에 연하고,

진흙에 연하고, 공간에 둘러싸여서 가옥이란 명칭을 얻게되는(saṅkhaṁ ga

cchati) 것처럼, 비구들이여! 뼈에 연하고, 근육에 연하고, 살에 연하고, 피

부에 연하고, 공간에 들러싸여 신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81)

으로 번역하고 그 원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것에 의해 있다는 성질’, 즉 此

緣性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둘 사이의 관계를 相依性의 緣起로서 표현

한 최초의 자료집으로 經集(Suttanipāta)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인 설명은 정승석, 인도의 이원론과 불교(서울 : 민족사, 1992), pp. 100-
101 참조 바람.

77) SN, Vol.Ⅱ, p. 25.

78) David J. Kalupahana, 앞의 책, p. 27.

79) SN, Vol.Ⅱ, p. 65, 70 ; MN, Vol.Ⅰ, p. 264, 265 ; MN, Vol.Ⅲ, p. 63.

80) Candrakīrti, 앞의 책, p. 9.

81) MN, Vol.Ⅰ,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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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부분이 모여서 수레라는 말(sadda)이 있듯이, 이와 같이 諸蘊

이 있을 때 衆生(satta)이라는 명칭(sammuti)이 있다.82)

즉 일체의 사물은 緣起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緣起에 의하여

이루어진 諸事物은 단지 명칭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나타낸 문구들

이다. 이것은 곧 緣起에 의하여 이루어진 諸事物은 自性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단지 명칭에 불과한 假名에 의해 주어져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존재는 假現으로서 現示될 뿐 실재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실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生起하

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으며 소멸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佛陀는 優陀

那(Udāna)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흙도 없고, 물도 없으며, 불도 없고 바람도 없다. 공간의 무한한 영역도

없고, 識의 무한한 영역도 없으며, 無一物의 영역도 없다. 相非相을 부정한

영역도 없고, 이 세상도 없으며, 저 세상도 없고, 달도 태양도 없는 바, 비

구들이여 ! 나는 이것을 온다고도 말하지 않고 간다고도 말하지 않으며,

머문다고도 죽는다고도 生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依處가 없고, 生起가

없으며, 대상이 없는바, 이것이 苦의 종국이라고 나는 말한다.83)

이 문구는 中論 귀경게의 내용과 흡사한 것으로 앞의 예문과 마
찬가지로 諸事物은 自性을 갖고 있지 않는 假名에 불과한 것임을 분

명히 하는 귀절이다. 이러한 실체성의 부정은 원시경전에 있어 ‘第

一義空’으로도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이때 제사물들은 단지 ‘法을 지

칭하기 위한 假名[俗諦]’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84)

사물에 대한 집착은 각 사물이 自性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에서 주

어지는 것으로 이것은 결국 有 無라고 하는 극단적인 邪見으로 나아

간다. 有 無라고 하는 극단적인 관점은 이미 佛陀에 의해 철저히 비

판되어 졌던 것으로 佛陀는 緣起의 道理에 의해 中道를 설하였다.

82) SN, Vol.Ⅰ, p. 135.

83) Udāna, Ⅷ.1, p. 80.

84) 서성원, 第一義空經과 Vasubandhu (印度哲學學會, 印度哲學, 第3輯,
民族社, 1993), pp. 10-1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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迦旃延이여! 이 世間은 有와 無 둘에 의지한다. 가전연이여! 바른지혜(sa

mmāppañña)에 의하여 여실히 세간의 有(samudaya:集)를 보면 세간에 無인

것은 없다. 가전연이여! 바른 지혜에 의하여 여실히 세간의 滅(nirodha)을

보면 세간에 有인 것은 없다. 가전연이여! ‘일체는 有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 된다. ‘일체는 無다.'라고 하는 것은 제 2의 극단이 된다.

가전연이여! 여래는 이들 양 극단을 떠나서 중에 처하여(majihena) 법을

설한다.85)

이것은 有와 無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의 중요성을 설한 것으로서

그 이면에는 有 無가 절대적 실체, 즉 자성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

에 서로 상의적으로 관계하고 있음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龍樹는

이러한 가전연의 교화를 잘 이어받고 있다.

있다(asti)거나, 없다(nasti)라고 하는 兩者는 가전연에게 내리는 설법에

서 존재(bhāva)와 비존재(abhava)를 구분해 보여줌으로써 세존에 의해 부

정되었다.(15, 7)86)

만일 有가 본성적으로 존재한다면 그것(有)의 無는 존재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본성(prakṛti, 自性)87)이 변화한다는 것은 결코 성립하지 않기 때

문이다.(15, 8)88)

본성이 존재한다면 무엇에 있어서 變異가 존재하겠는가? 본성이 존재

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있어서 變異가 존재하겠는가?(15, 9)89)

自性이 있다면 세계는 갖가지 상태를 떠나서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85) SN, Vol.Ⅱ, p .17; Vol. Ⅲ, p. 211.

86) kātyāyanāvavāde cāstīti nāstīti cobhayam/

pratiṣiddhaṃ bhagavatā bhāvāhāvavibhāvinā//

87) 여기에서 prakṛti은 svahāva와 동의어이다. 중론의 주석가는 prakṛti라
는 말이 상키야(Sāṁkhya)철학의 중요한 술어이기 때문에[因中有果論] 이

들 게송은 상키야 학파에 대한 비판으로서 쓰여진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도 있다. 梶山雄一․山山春平, 앞의 책, p. 77.

88) yadyastitvaṁ prakṛtyā syānna bhavedasya nāstitā/

prakṛṭéṛāṇûāṭḥābhāvo na hi jātūpapadyate//

89) prakṛtau kasya cāstyāmnayathātvam bhaviṣyati/

prakṛtau kasyāmanyathātvaṁ bhaviṣy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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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常住不動인 것으로 되리라.(24, 38)90)

따라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常住에 대한 집착이고 존재하지 않는다

고 하는 것은 斷滅的 견해이다. 그러므로 明哲한 자는 존재성이나 비존재

성에 依據해서는 안된다.(15, 10)91)

즉 龍樹는 가전연의 교화를 이어받아 有 無는 본성[自性]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집착은 常住論과 斷滅論으로 귀착되어짐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有 無는 自性을 결하고 있으

므로 서로 의존적으로 관계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

다. 이러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 이것이 바로 중도적인 의미로서의 緣

起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老死는 自作이 아니다. 또한 老死는 他作이 아니다. 老死는 自

他作도 아니며 非自他作으로서 無因生도 아니다.92)

지은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하다고 하는 ‘苦는 自作이다.’하는 말은 常見

에 빠지는 것이 된다. 지은 자와 받는 자가 다르다고하는 ‘苦는 他作이

다.’라는 말은 斷見에 빠지는 것이 된다. 가섭이여! 여래는 이들 양극단을

떠나서 법을 설한다.93)

龍樹의 中論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유사한 형식
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어떤 사람들은 苦를 스스로 짓는다, 남이 짓는다, [스스로와 남의] 兩者

가 짓는다, 無因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것(苦)이 지어진다는 것은 불

합리하다.(12, 1)94)

90) ajātamaniruddhaṁ ca kūṭasthaṁ ca bhaviṣyati/

vicitrābhiravasthābhiḥ svabhāve rahitaṁ jagat//

91) astīti śāśvatagrāho nāstītyucchedadarśanam/

tasmādastitvanāstitve nāśṛīyeta vicakṣaṇanaḥ//

92) SN, Vol.Ⅱ, p. 113.

93) SN, Vol.Ⅱ, p. 20.

94) svayaṁ kṛtaṃ parakṛtaṃ dvābhyāṁ kṛtamahetuk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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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는 스스로 생기지 못한다. 또 他者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와 타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생기겠는가?(21, 13)95)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常見과 斷見의 오류에 빠진다. 왜냐하면 그 존재

가 常住한 것이거나 無常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21, 14)96)

龍樹는 中論 제 12장 觀苦品에서 苦가 自, 他, 自他, 無因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결코 생할 수 없음을 논증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苦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결국 緣(起)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

래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존재이든 스스로 생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생함을 인정할 때는 常見 또는 斷見97)의 오류에 빠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龍樹의 기본 입장이다. 이에 반해 自性을 인

정하지 않는 無自性論的인 관점은 常見 또는 斷見의 편견을 벗어나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緣起를 인정하는 태도이다. 즉 일체

만물은 緣起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無自性한 것이며, 無自性한 것

이므로 假名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假名에 불과한 것이므로 空

인것이며 이것은 결국 有 無의 양극단을 떠난 中道로서 諸事物이 서

로 상의함을 말하는 것이다. 龍樹는 원시경전에 나타난 佛陀의 근본

사상을 다음과 같이 간단 명료하게 잘 정리하고 있다.

緣起인것 그것을 우리들은 空性이라고 한다. 그것(空性)은 의존된 假名

이며, 그것(空性)은 실로 中道이다.(24, 18)98)

duḥkhamityeka icchanti tacca kāryaṃ na yujyate//

95) na svato jāyate bhāvaḥ parato naiva jāyate/

na svataḥ parataścaiva jāyate kutaḥ//

96) bhāvamabhyupapannasya śāśvatocchedadarśanam/

prasajyate sa bhāvo hi ’nityo ’tha vā bhavet//

97) 다스굽타(S. Dasgupta)는 중론에서 배척되는 斷見(ucchesadarşana)을

nihilism으로 번역하고서 이것을 부정한 중관파도 니힐리즘으로 규정하고

있다. S. Dasgupta, A History of Indian Philosophy vol.1(Cambridge : T
he Univerity Press, 1952) p. 143.참조. 하지만　중론 제 12장 觀苦品에서
도 드러나듯이 결코 이것은 정당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空性으

로서 제사물은 인정되어 지기 때문이다.

98) yaḥ pratītyasamutpādaḥ śūnyatāṁ tāṁ pracakṣmahe/

sā prajñaptirupādāya pratipatsaiva madhyam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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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의존된 假名(prajnaptirupādāya)이란 緣起의 道理를 가리키

는 말이다. 그리고 이 게송의 앞구절은 空性(śūnyatā)이 緣起(pratītyasa

mutpāda)이기 때문에 단순히 無가 아닌것[非無]을 가리키는 것이며,

뒤 구절은 그렇지만 다시 空性이 緣起이기 때문에 단순히 有가 아닌

것[非有] 즉 中道(madhyama prtipadad, 非有非無)인 것을 나타내는 것으

로, 결국 緣起란 假名, 空性, 中道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龍樹는 특히 원시경전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던 緣起

와 中道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혀 분명히 하였다. 즉, 佛陀에 있어서

중도적 입장이란 모든 존재가 다른 것에 상의하여 상대적으로 성립

한다고 하는 입장99)으로서 모든 존재는 無自性한 것이며 그러므로

緣起的인 것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따라서 자성적 실체를 상정하여

인과결정론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有部의 입장은 하나의 극단이 되

는 것으로 佛陀의 근본정신에 당연히 배치되는 것이다. 龍樹는 佛陀

의 중도사상을 이어 받아 상대적인 하나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취하

지 않는 절대 불가득인 진실,100) 즉 공으로서 諸事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諸法이 “존재한다고 하면 常住論에 빠지고 존

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斷滅論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현자는 존재

한다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자기 견해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15, 10)”101)고 엄중히 경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有(asti : 존

재)와 無(nasti : 비존재)를 바르게 아신 세존께서는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을 함께 부정하셨다.(15, 7)”102) “일체법이 공일진대, 어떠한 有邊,

어떠한 無邊 어떠한 有邊이면서도 無邊, 어떠한 非有邊․非無邊이 있

을 수 있겠는가.”(25, 22)103) 라고 하여 극단적인 ‘하나의 입장’을 취

하지 않는 중도적인 자세가 바로 공의 입장으로서 최고의 진실을 나

99) 安井廣濟, 앞의 책, p. 37.

100) 丹橋一哉, 原始佛敎思想の硏究 (京都:法藏館, 1952), p. 8참조.
101) astīti śāśvatagrāho nāstītyucchedarśanam/

tasmādastitvanāstitve nāśrīyeta vicakṣaṇaḥ//

102) kātyayānāvāde cāstīti nāstīti cobhayam/

pratiṣiddhaṁ bhagavatā bhāvābhāvavibhāvinā//

103) śūnyeşu sarvadharmeşu kimanantaṁ kimantavat/

kimanantamantavacca nānantaṁ nānatavacc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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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음을 龍樹는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104) 이것은 龍樹가 佛

陀의 中道說을 이어받아 이것을 空性으로 새롭게 의미화하여 사용하

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므로 中論에 있어 中道

와 空性이란 緣起說에 다름아닌 것으로, 모든 존재는 독존적 실체, 즉

自性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105)

존재하는 것들의 ‘의존성’ 그것을 空이라고 한다. ‘상호의존성’을 갖는

것, 거기에는 독립적인 自性이 없다.106)

존재하는 것들의 의존성이란 緣起를 뜻하는 것으로 그것은 假名으

로서 공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은 3가지 의미를 중첩적으로 함의하

고 있다.

첫째, 모든 존재는 無自性한것으로 서로 상의하고 있다는 緣起로서

의 의미, 둘째 모든 존재는 自性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단지 명칭에

불과하다는 假名으로서의 의미, 세째 有 無의 양극단을 지양하는 中

道로서의 의미이다. 이러한 중첩적 의미는 緣起와 中道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中論에 있어 緣起, 中道, 空은 3중 구조로서

중첩되어 있다.

공의 3중 의미에서도 드러났듯이 中論에 있어 空性이란 緣起의

假名으로서 中道이다. 따라서 空性이란 하나의 假名에 불과한 것[개

념]으로서 절대적인 어떠한 실체[自性]를 지시하지 않는다.107) 절대

104) 텅비어 있는 空(śūnya)은 표현의 체계 밖에 있는 명사가 아니라 그것은

순수하고도 핵심적인 가르침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는 명사이다. 공을 본

질적인 실체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의 체계와 기호, 상징의 체계를 혼동

하고 있는 것이다. Richard H.Robinson, Early Mādhyamika in India and
China (Delhi : Motial Banarsidass, 1978), p. 49.

105) “용수에게 있어 모든 심리적, 물리적 요소들은 空, 상대적이고 비실체적

이고 조건지워지고 변화하는 것들이다.” K.Venkata Ramanan, Nāgārjuna’
s Philosophy (Delhi : Motilal banarsidass, 1975), p. 210.

106) Nāgārjuna(Fredrick J. Streng 역), Vigrahavyāvarttanī, Part II, 22, (Na
shville : Abingdon Press, 1967), p. 221.

107) “모든 사유의 범주(개념)와 견해(이론)를 거부하는 것은 이성의 실재에

대한 인식능력을 거부하는 것이다. 中觀에 의하면, 실재란 사유를 초월한

것이다. 그것은 둘이 아니며, ‘이다.’ 혹은 ‘아니다.’의 이원성을 벗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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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自性을 고집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가 바로 중도적인 것으로, 이것

은 곧 모든 존재가 서로 상의하는 緣起的 구조로 되어 있음을 뜻하

는 것이다. 그리하여 龍樹는 “어떠한 존재도 因緣으로 생겨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존재도 공하지 않는 것이 없다.(24,19)”

108)라고 결론 짓는 것이다. 中論에 있어 상의론적 緣起論은 지속과
변화 모두를 부정한다. 만약 지속과 변화를 세계의 본체론적인 구조

적 특성[自性]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결국 常住論과 斷滅論이라는 두

극단이 된다. 즉 常住論은 실재가 우리 경험(현실적인 것, 가능적인 것)의

대상일 수 없는 영구불변의 실체[自性]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점

에서 하나의 독단이 되며, 또한 斷滅論 역시 우리의 경험에 반하여

실재가 어떤 자취도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똑같은 교설이 된

다.109) 그에 비해 龍樹에 있어 세계의 전개원리는 지속과 변화가 의

존적이고 조건적으로 상의하는 관계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세계

전체의 구조는 緣起라는 거대한 틀에 의하여 형성되어지는 것으로

그 중심축은 변화와 지속이라는 상의성이다. 이처럼 龍樹는 中道的

緣起觀으로서 당시의 극단적인 세계해석을 종합함으로써 인도철학사

에 있어 혁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였다. 무르티는 龍樹에 의해 새롭게

개척된 중관철학을 칸트철학에 비유하여, 근대유럽 철학에 있어 합

리론(Rationalism)과 경험론(Empiricism)이라는 두 극단적인 경향이 칸트

에 의해 비판적으로 종합되었듯이, 인도철학에 있어 常住論[有我論]

과 斷滅論[無我論]이라는 두 극단적인 경향이 龍樹의 중관철학에 의

해 종합되므로써 인도 철학사에 있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이룩하

였다고 평가하고 있다.110)

다시 말해 龍樹는 佛陀의 緣起說이 中道的 相依性에 근거하고 있음

을 緣起, 中道, 空이라는 3중 구조에 의해 명확하게 밝혀내므로써 불

교 내부적으로 뿐만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

다. 불교 내부적으로는 첫째, 佛陀의 근본사상를 이어받아 원시불교

이다.” T.R.V. Murti, 앞의 책, p. 208.

108) apratītya samutpano dharmaḥ kaścinna vidyate/

yasmāttasmādaśūnyo hi dharmaḥ kaścinna vidyate//

109) R. Puligandla, 앞의 책, p. 96.

110) T.R.V. Murti, 앞의 책, p. 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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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본정신을 시대에 맞게 되살린 것이며, 둘째 部波佛敎의 자성론

적인 사변철학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세째 불교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이다. 대승의 2대 산맥이

라 할수 있는 中觀과 唯識이 이러한 토대위에서 꽃피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불교 외부적으로는 당시 극단적으로 치닫고있던 常住論[有我

論]과 斷滅論[無我論]이라는 두 경향을 비판적으로 종합함으로써 인

도철학사에 있어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Ⅵ. 結語

지금까지 中論에 나타난 龍樹의 緣起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龍樹는 佛陀의 중심 사상으로서 緣起를 받아들여 당시의 극단적

인 諸邪見으로 부터 이를 보전하기 위해 中論을 집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龍樹는 緣起를 지킴으로서 佛陀의 근본사상을 지키고

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취지 하에 그는 당시의 극단적인 諸學說을

망라하여 滅과 生, 斷과 常, 그리고 一과 異, 來와 去라는 8가지 특징

으로 요약하고서 이들 諸思想이 자성을 고집하는 한 어떠한 입장도

성립할 수 없음을 ‘8不 緣起’를 통하여 밝혀 내었던 것이다.

龍樹에 의해 정형화 된 8不 緣起는 中論의 요체가 되는 것으로,
종래의 연기 형태와는 상이한 구조와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즉 8不

緣起의 전체적 구조는 시간적 선후에 따른 원리와 조건으로서의 관

계가 아니라, 상대적이고 동시적으로 부정되어 지는 무시간적 논리

적 관계로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무시간적 논리 관계는 中論
에 있어서는 필히 無自性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곧 제사

물의 서로 상의함을 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中論 緣起의 語義’에
서도 살펴보았듯이 龍樹의 緣起를 ‘此緣性(idappaccayatā)’으로 해석한

淸辨의 입장보다는 ‘到達 또는 相依하여 出現하는 것’으로 해석한 月

稱의 입장이 더욱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中論에 나타난 龍樹의 근본입장은 緣起와 自性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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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것으로, 자성을 인정하는 한, 인과론적

인 관계이든 논리적인 관계이든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緣起는

결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龍樹는 緣起를 세우기 위하

여 中論 전편에 걸쳐 시종일관 자성론적인 관점을 논파하지 않으
면 안되었다.

이와 같이 中論의 대부분의 내용은 자성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龍樹는 자성을 논파함으로서 緣起를 드러내는

破邪顯正에 전력을 다했던 것이다. 결국 破邪顯正에 의해 그가 궁극

적으로 내세우고자 했던 것은 相依性의 緣起였다. 즉, 일체만물은 無

自性한 것으로 스스로 생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상호 의존적인 相依

性의 관계에 의해서만 성립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상의성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中道와 空의 개념

을 끌어들였다. 龍樹는 원시경전에 나타난 中道가 緣起에 다름 아니

며, 그것은 바로 무실체적인 空性을 뜻하는 것임을 緣起, 中道, 空이

라는 3중 구조에 의해 체계화 하였던 것이다.

다시말해 일체만물은 緣起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無自性한 것

이며, 無自性한 것이므로 假名에 불과한 空인 것으로, 이것은 결국 有

無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로서 諸事物이 서로 상의하고 있음을 밝혀

내는 것이다. 龍樹는 원시경전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던 緣起와

中道의 관계를 空性을 매개로 하여 분명히 함으로서 원시불교를 체

계적으로 재정비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龍樹의 緣起觀은 원시불교에 그

직접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龍樹思想의 핵심이 되는 것이

다.

본고에서는 그의 사상이 원시경전에 토대하고 있음을 문헌적인

근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러므로써 그가 진정한 佛陀의

계승자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보다 심도깊은 문헌적인 고찰을 통하여 다

시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般若思想과의 관련성 여부도 금후 해명

하여야 할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