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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치론적 접근의 端初

不二一元論과 中觀哲學은 상이한 전통에도 불구하고 言說과 世俗에

대한 이해 및 두 가지 진리(paramārtha-satya와 saṃvṛti-satya)의 설정 등

몇 가지 점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

1) T. R. V. Murti, “Saṃvṛti and Paramārtha in Mādhyamika and Advaita

Vedānta”〔M. Sprung, ed., The Problem of Two Truth in Buddhism an
d Vedānta(Dordrecht- Holland : D. Reidel Publishing Co., 1973)〕, p. 9.
이에 관한 상세한 論究는 拙稿, 샹카라의 假現說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pp. 86-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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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체계에 있어서 세속적이고 관습적인 진리는 결국 언어 및 언어

에 기초한 사고에 입각하고 있지만,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진리(勝義)

는 언표될 수 없으며 일상적이고 경험적인 사고의 영역을 초월한 것

으로 간주된다. 勝義(paramārtha)는 최고(parama)[인 無分別智]의 대상(a

rtha)이란 뜻으로서, “他에 연유함이 없이 自知하고, 寂靜하며, 戱論에

의해 희론되지 않으며, 사유분별을 떠나 있으며, 多義的이지 않은

것”2)이야말로 勝義의 특질인 것이다.

이에 따라 궁극적 진리는 우리가 證得해야 할 목표(upeyabhūta)임에

비해, 世間極成(lokaprasiddha)으로서의 세속적 진리는 수단(upāyabhūta)

에 불과한 것으로 설해지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世俗諦는 결국 언

어의 경계를 초월한 戱論寂滅로서의 第一義諦(paramārtha-satya)에 의해

그 진리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비록 두 가지 진리 간에 존재론적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

라도, 관습적 진리의 도움 없이 절대적 진리는 알려지지 않는다는 중

관철학의 二諦觀은 우리로 하여금 “만일 궁극적 진리로서의 第一義諦

가 일체의 언설과 사유를 초월한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諸法의 實

相을 파악할 수 있는가?” 라는 새로운 인식론적 물음을 제기하도록

한다.

불교에 있어서 세간의 言說은 붓다의 자비가 중생구제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붓다가 언설에 의존하여 법을 설한 것은

허망한 세간의 有情들이 그 설법에 의해 正法을 깨달아 열반에 이르

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붓다는 事象과 언어의 본연의 관계를

了解한 연후에 언어를 사용했으며, 따라서 스스로를 실체화하는 언어

의 속성에 현혹되어 실체적으로 세계를 파악하는 세간인들처럼 미혹

된 방식으로 실재에 접근하지는 않았다. 즉 붓다는 진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본래적인 결함이 있는 언어의 본질을 了解한 다음, 그로써

중생들에게 진리를 설함으로써,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언어에 이용당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3)

2) Nāgārjuna, Mūlamadhyamaka-kārikā [이하 MK로 약칭], XVIII. 9.

3) 成唯識論述記는 붓다와 일반 세간인들에 있어서 언어에 접근하는 태도
의 차이를 ‘有體施設假’와 ‘無體隨情假’라는 개념을 통해 설하고 있다.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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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불교는 언어의 부정적 측면 내지 역기능으로서의 戱論(prapañ

ca)에 빠지지 말 것을 강조한다. 즉 戱論이란 사물이나 事象에 대하여

갖가지 상대적인 개념을 구사하게끔 하는 작용이며, 대상에 관해서

많은 것을 말하면서도 대상 그 자체의 眞實相을 드러낼 수 없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희론은 갖가지 分別을 초래함으로써

업과 번뇌 등 여러 가지 과실을 낳는 것이다.4) 희론은 세간인들의

迷妄心의 근원으로서, 그것은 실제로는 緣起法에 의해 성립하고 있는

일체의 사물이나 事象을 실체적으로 파악하는 마음의 작용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법의 實相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는 諸佛에게는 무량한 方便力이 있어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여러가지로 법을 설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언설은 말하자면 긍정

적인 측면으로서의 언설(deśanā)인 것이다. 中論 觀四諦品에서 “二諦
에 의거하여 諸佛의 설법이 있으며, 이 二諦의 구별을 了解하지 못하

는 자는 佛說에 있어서의 심오한 진실을 요해할 수 없다. 언어습관(v

yavahāra)에 의거하지 않으면 勝義는 顯示되지 않으며, 승의를 알지

못하면 열반은 증득되지 않는다”5)고 설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에서이다.

중관철학의 참된 취지는 단지 世俗의 부정을 통한 勝義의 긍정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妄見(dṛṣṭi)일 뿐이다. 中道는 세

속적인 진리에 새로운 차원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의 假名

的이고 잠정적인 지위를 새롭게 긍정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眞空妙有의 입장에서 볼 때 生死流轉하는 현실세계는 그대로

긍정되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空觀 자체의 철저한 자기부정적 특성

에 기인하는 것이다.

나가르주나에 있어서 二諦說은 교설의 질적인 相違를 보이려는 의

도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空性은 경험세계에 적용할 경우 변화하

는 현실적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며, 勝義와 世俗은 이 空性인 현실(sa

正藏43, pp. 229ff.

4) MK. XVIII. 5.

5) MK. XXIV.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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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a) 속에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空은 절대적 非有라기 보다는 상대

적 有를 의미하며, 空이 緣起 내지는 相依性과 동일시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중관의 Saṃvṛti설과 마찬가지로, 베단타의 Māyā론 역시 가치론적

접근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상세계는 勝義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적 無明에 의해 顯現한 迷妄界에 불과하며, 진실한 것은 오직 브

라흐만 뿐이다. 샹카라는 절대자 브라흐만이 언어(vāc)라는 限定(upād

hi)에 의해 假現한 것을 세계로 규정하고, 브라흐만과 세계의 不離性

을 강조하면서 브라흐만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限 세계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요컨대 샹카라에 있어서 世俗諦는 言說로서 發現할 뿐

실체적으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勝義인 브라흐만과

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다.6)

그러나 현상세계는 비록 우리가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했다고 하

더라도 결코 사라져 버리거나 혹은 존재론적으로 幻影化되는 것이

아니다. 즉 그것은 破棄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낮게 평가될 뿐이다.

샹카라는 “신기루의 물은 비실재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마시는 물은

실재이다”7)라고 언급하는 한편, “뱀으로 오인된 밧줄은 幻影의 객

관적 근거이다”8)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그가 실제적 반응이 수반되

는 限 ‘다른 어떤 것으로 오인된 사물들’에 대해서 조차 ‘경험적 차

원의 진실성’(factual reality)을 부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음을 반영한

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야론은 세계가 幻影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기

6) 베단타학파에 있어서 言語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apauruṣeya) 브라흐만

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勝義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된

다. 즉 언어는 實在에 대한 참여자 내지 지시자로서 작용하며,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는 브라흐만에 대한 明知(vidyā)를 획득하기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언어는 브라흐만에 최대한으로 참여할 때 성스러운 종교적 敎義(śr

uti, Veda)가 되며, 적게 참여할 때 戱論으로 전락한다. L. Thomas O'neil,

Māyā in Śaṅkara : Measuring the Immeasurable (Delhi : Motilal Banar
sidass, 1980), pp. 127-128 참조.

7) Śaṅkara's Bhāṣya on Praśna Upaniṣad, IV : sacca paramārthakodakādi,

asacca marīcyodakādi.

8) Śaṅkara's Bhāṣya on Māṇḍūkya-Kārikā, II, 32; III, 29 : rajjur api sarva

vikalpasyāspadībhū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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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모든 세속적인 관심사가 아트만에 대한 지식 내지는 梵我一

如의 깨달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갖고 있음을 밝히는 이

론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중관철학에 있어서의 Saṃvṛti설과 샹카라의 不二一元

論에 있어서의 Māyā설에 대한 對比를 통해, Saṃvṛti와 Māyā라는

개념이 단순한 예비적이고 잠정적인 지위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의

미와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밝히고, 아울러 두 체계

는 언설의 功能과 세속의 진실성 문제 등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Saṃvṛti설과 Māyā설의 相關性

불교 인식론의 베단타철학에로의 流入은 가우다파다(Gauḍapāda, 640

-690년경)에 의해 비로소 본격화된다. 나가르주나에 의해 채택된 선험

적 도식은 현상적 진리(saṃvṛti-satya)에 대립하여 空(śūnya)으로 언표

되는 절대적 진리(paramārtha-satya)의 설정을 불가피하게 했다. 이러

한 구분은 唯識說(vijñānavāda)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그러나 불교도들

에게는 그것이 도식적인 구분이었음에 비해, 가우다파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 아라푸라(J. G. Arapura)는 “불교도와 가우다파다 간

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과연 중관파에서 말하는 勝義諦(paramārtha

-satya)나 유식파에서 말하는 圓成實(pariniṣpanna)이 단순한 이론적 가

설이 아닌 존재론적 실재인가 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만일 그러하다

면 어떤 근거에서 그것이 그렇게 말해질 수 있는가 하는 점”9)이라고

지적한다.

不二論的 베단타철학의 핵심이론인 마야론이 중관철학의 saṃvṛti

說과 친화성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양자 간에는 근

9) J. G. Arapura, “Māyā and the discourse about Brahman”〔M. Sprung, e

d., The Problem of Two Truth in Buddhism and Vedānta〕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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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가우다파다는 브라흐만論과 마야論

이 순전히 우파니샤드에서 유래하였으며, 결코 붓다에 의해 설해

지지 않았음을 천명한다.10) 가우다파다는 일체를 브라흐만보다 하위

에 두고, 마야에 의해 모든 다원적 현상이 生起함을 역설한다.

마치 마야에 의해 꿈 속에서 의식(manas)이 [주관과 객관이라는] 二元

의 顯現을 창출하듯이, 마야에 의해 覺醒상태의 의식은 二元의 현현을 야

기한다.11)

이처럼 가우다파다는 단지 불교도들이 창출해 낸 도구를 사용하

여 브라흐만을 논증하려고 애썼을 뿐이며, 이러한 점에서 베단타철

학의 마야론은 중관철학에서 강조된 saṃvṛti說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베단타와 중관철학 간의 방법론상의 격차는 샹카라 이후에 보다

뚜렷해진다. 즉 중관파를 중심으로 설해진 saṃvṛti說이 ‘변증법적인

사고’에서 유래한 것이라면, 베단타의 māyā說은 브라흐만의 실재를

적극적으로 반증하기 위한 ‘논리적 사고’에서 유래한 것으로 평가된

다.12)

Saṃvṛti는 실재를 가리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無明(avidyā) 혹은

附託(viparyāsa)과 동일하다.13) 베단타에 있어서는 차별화(bheda-dṛṣ

10) Gauḍapāda, Māṇḍūkya-kārikā[이하 GK로 약칭]　IV, 99 : naitad buddhe

na bhāṣitam(이것은 붓다에 의해 설해지지 않았다).

11) GK　III. 29; cf. GK. IV. 61.

12) 나가르주나에 있어서는 saṃvṛti는 勝義(paramārtha)를 지향하는 네가티

브한 변증법적 破棄의 과정에서 설해진다. 즉 승의는 단지 부정적으로만

실현될 수 있으며, 승의에 대한 인식은 수단(upāyabhūta)으로서의 saṃvṛt

i의 除去를 요구한다. 이에 반해 가우다파다를 위시한 不二一元論者들에 있

어서 Māyā는 포지티브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언어와 사고는 궁극

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한 논리적 敷衍의 도구로서 작용하며, 마야로부터

生起하는 명칭(nāma)은 대상에 대한 인위적인 구별 내지 묘사의 수단이

아니라, 브라흐만의 權能에 의거한 사물의 具顯이다. 샹카라에 있어서 Mā

yā는 ‘브라흐만에 대한 논술의 토대’ 혹은 ‘현상계의 理法(logos)’으로서

의 의미가 강하다.

13) Saṃvṛti는 vyavahāra와 마찬가지로 ‘言說’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것은 원래 saṃ-√vṛ(가리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로서, 언설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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ṭi)가 무명이다. 최고의 실재는 변화하지 않는 순수존재(=ātman)로서,

항상 동일하며 차별이 없다. 그런데 무명은 본질적으로 하나인 최고

의 실재를 分化한다.

이에 비해 중관철학에 있어서는 差別化 뿐만 아니라 同一視 역시

무명으로 간주된다. 무명은 사물을 비교하고 분별하고 동일시하고

종합한다. 즉 사물을 상호관계 속에서 본다. 이처럼 사물을 ‘관계’

속에서 보는 것은 오직 현상만을 이해한다. 요컨대 개념의 구성능력

으로서의 이성 혹은 지성(buddhi)이 곧 무명이다. 나가르주나는 “無

常한 것을 常이라고 집착하는 것이 迷妄이라지만, 空에 있어서는 無

常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미망이 아닌가?”14) 라고 역설적으로

말한다.

무명은 한정이 없는 절대에 갖가지 形相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

은 현상의 원인이다. 중관파에 있어서는 단지 어떤 특정한 개념만이

아니라, 모든 개념화 작용 및 사물을 개념화하는 능력으로서의 理性

이 무명이다. 즉 한정이 없는 眞如를 사유의 諸형식을 통해 분별하는

것이 무명인 것이다. 절대가 구극적 진리(勝義諦)의 영역임에 비해, 무

명은 현상(世俗)에 속하며 세속 그 자체이다. 무명은 진실한 것을 가

리고, 거기에 진실하지 않은 것을 나타나게끔 한다. 따라서 무명은

사물의 본성을 가리는 기능과 허위의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구성적

인 기능을 갖는다.

베단타의 māyā개념 역시 ‘은폐력’(āvṛti śakti)과 ‘창조력’(vikṣepa ś

akti)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마야는 不二의 실재가 分化하

는 창조의 원리(the śakti of Brahman)로서, 일종의 準실재적인 것(quasi-

positive entity)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未顯現의 명칭과 형태(avyakta n

āmarūpa)의 본질로서, 선험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마야는 현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荻原雲來 및 佐佐木現順은 saṃvṛti

는 팔리어 sammuti가 梵語化한 것인데, 원형인 sammuti에는 본래 ‘명칭,

언어, 언설’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saṃvṛti가 언설의 의미로도 사용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荻原雲來, 荻原雲來文集(東京 : 山喜房佛書林, 1
972), p. 784, 880 참조.

14)　MK. XXIII, 14 : anitye nityam ity evaṃ yadi grāho viparyayaḥ/ anitya

m ity api grāhaḥ śūnye kiṃ na viparyay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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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계로 顯現하거나 다른 어떤 형태로 전개되는 ‘브라흐만의 脫却’

(the freedom of Brahman)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15)

그러나 베단타의 마야는 中觀의 saṃvṛti나 무명(avidyā)에 비해, 한

결 포지티브하게 기능한다. 아드바이타 베단타에 있어서 마야說은

불교의 saṃvṛti說처럼 언어적 표현이나 개념화 작용의 네가티브한

측면을 적극적으로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베단타철학에 있어서 브라흐만은 마야(māyā) 혹은 언어가 지시하

는 대상이며16), 진실한 언어는 우리를 ‘實在와의 만남’으로 인도하

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언어는 궁극적 실재에 대한 진술의 도구이

며, 따라서 중요한 것은 ‘saṃvṛti의 제거’가 아니라, 언어도단의 브

라흐만에 대한 명료한 언표이다. 언어는 대상을 명료화하는 기능을

완수함으로써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中觀의 saṃvṛti나 베단타의 māyā 개념은 世俗의 부정적 측면이나

세계의 幻影性을 강조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모든 세속적인 관심사가

궁극적 진리(paramārtha-satya)나 혹은 梵我一如의 깨달음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가치를 지님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현상세계는 우리가 비록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사라져 버리거나 혹은 존재론적으로 幻影化되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

면 그것은 破棄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낮게 평가될 뿐이다. 따라서

세속적인 행복의 추구가 허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존재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단지 비유적인 의미에 있어서일 뿐이다.

불교의 관념론적 체계에 있어서 言說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변

증법적 破棄의 진행과정에 약간의 한정이 요구된다. 문제는 空(śūnya)

혹은 空性(śūnyatā)이 그러한 한정을 제공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점

이다. 그러나 비록 空이 절대적 실재(paramārtha-satya)로 불릴지라도,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다. 진술된 관점들의 변증법적 파기를

위한 존재론적 한정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

15) Harold G. Coward, ed., Studies in Indian Thought (Delhi : Motilal Ban
arsidass, 1983), p. 190.

16) Śaṅkara ad Brahma-sūtra, II.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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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로 ‘saṃvṛti’인 것이다.

그러나 아드바이타 베단타에 있어서 마야설(māyāvāda)은, 변증법적

인 불교의 saṃvṛti說처럼 언설을 제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전하

지 않았다. 베단타에 있어서 限定(upādhi)은 언설(vāc)에 선행하여 존

재한다. 즉 限定者는 saṃvṛti나 māyā가 아니라 브라흐만 자체이다.

브라흐만은 곧 언설인 것이다(vagvai Brahmeti).17)

Ⅲ. 言說의 功能과 世俗의 眞實性

샹카라가 베단타철학에 二諦說을 도입한 직접적인 동기는 브라흐
마 수트라(Brahma-sūtra. 以下 BS)가 안고 있던 因中有果論과 一元論

간의 모순, 그리고 가우다파다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부정된 현상세

계의 실재성에 관한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샹

카라는 그의 브라흐마 수트라注解(BSbh)를 통해 BS. II, 1, 13과 II,
1, 14가 각각 世俗과 勝義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BSbh. II, 1, 14는 특히 브라흐만과 세계의 不異를 論

究하여 샹카라의 不二一元論을 천명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우선 샹카

라는 브라흐마 수트라의 다음과 같은 언명에 주목한다.

‘捕捉’이라는 聖典의 말에 의해, 結果인 세계와 原因인 브라흐만의 不異

性이 알려진다(tadananyatvam ārambhaṇaśabdādibhyaḥ).18)

여기서 결과(kārya)라고 하는 것은 허공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현

상계(bahu-prapañca)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jagat)를 말한다. 그리

고 원인(kāraṇa)은 上梵(paraṃ-brahman)이다. 브라흐만과 세계는 勝義에

있어서는 不異(ananyatva)이며, 브라흐만을 떠나서 세계는 존재하지

17)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IV, 1, 2.

18) BS. II,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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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바로 그 점이 여기서 ‘捕捉이라는 말 등에 의해서’(ārambhaṇa

śabdādibhyaḥ)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샹카라는 이 捕捉(āram

bhaṇa)이라는 말이 찬도갸 우파니샤드에서 유래한 것으로 해석한

다.

사랑하는 아들아, 마치 하나의 진흙 덩어리로부터 진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생겨나듯이, 變異(vikāra)는 말에 의한 捕捉(vācārambhaṇa=vāc

ā ārambhaṇa)으로서 단지 名稱에 불과하다. 즉 진흙만이 眞實(satya)이다.

19)

위의 귀절을 통해 우리는 BS의 ‘捕捉’이 ‘言語에 의한 포착’을

의미하며, 중관철학의 용어로 말하자면 ‘言說戱論’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즉 진실한 것은 단지 진흙 뿐이고, 그것의 變異인 항아리 등은

명칭으로서만 존재할 뿐 非진실(anṛta)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

흙에 비유되는 브라흐만이야말로 유일의 실재이며, 브라흐만으로부

터 變異한 世界는 眞實在로서(vastu-vṛttena)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變

異한 세계는 단지 언어에 의존해서만 존재하는(vācāiva kevalam asti)

것이며, 브라흐만과 別離해서는 無(vyatirekenābhāva)인 것이다.

因果(브라흐만과 세계)는, 甁 속의 虛空과 大虛空 혹은 신기루의 물과

사막처럼 不異의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병 속의 허공이나 신기루의

물도 일시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소멸해 버리

는 것(dṛṣṭa-naṣṭa) 즉 無常한 것이며, 또한 그 자체로서 지각될 수 없

는 것(svarūpeṇānupākhyatva)으로서 대허공이나 사막을 因으로 하고 限

定(upādhi)20)을 緣으로 하여 假現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상세계는 upādhi로서의 언어에 의해 原因인 브라흐만과 別異인 것

처럼 생각되지만, 그것은 假現을 實有로 보는 妄想의 소산이다.

샹카라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限定(upādhi) 때문에 다른 것처

럼 보이지만, 그러한 차별은 世俗의 일상경험에 있어서만 존재한다”

19) Chānd Up. VI, 1, 4.

20) 샹카라에 있어서 upādhi(限定)라는 개념은 adhyāropa(增益). bhrānta(迷

妄). mithyā(虛妄). avidyā(無明) 등과 함께 본체와 현상의 관계를 설명하

는 데 사용되며, 現象界가 우리의 주관적 迷妄에 속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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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주체 인식 대상

(1) 거짓되게 보는 자(=世人·凡夫)

a) 감관에 결함이 있는 자

b) 감관이 온전한 자

(2) 올바로 보는 자(=聖者)

c) 顯現을 따르는 자

(=聲聞·獨覺·菩薩)

d) 현현을 따르지 않는 자(=佛)

(1) 世俗的 自性

a) 세간에서의 僞(=非世間世俗)

b) 세간에 있어서의

眞(=世間世俗)

(2) 勝義的 自性

c) 勝義

d) 勝義眞理

21)고 언급하면서, 브라흐만이 언어(vāc)라는 限定(upādhi)에 의해 假現

한 것을 세계22)로 규정하고, 브라흐만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限 세계

는 존재할 수 없음을 역설한다. 요컨대 샹카라에 있어서 世俗諦는 言

說로서 發現할 뿐 실체적으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勝義인 브라흐만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세속(=현상계)을 주관적 迷妄으로 간주하고, 허공의 비유에

서와 같이 본질적으로 不二인 것이 단지 한정(=附加的 制約) 때문에 구

별된다는 샹카라의 주장은, 月稱이 二諦를 智의 차별로 보고 “虛妄見

(mṛṣā-darśana)의 대상이 世俗이고 正見(samyag-darśana)의 대상이 勝義

로서, 그것은 상이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물에 대한 시각(darśana)

의 相違, 즉 우리의 主觀의 문제로 귀착한다”23)고 설한 것과 근본적

으로 일치한다.

월칭의 二諦說의 특색은 인식주체의 존재방식을 축으로 하는 점에

있으며, 그것은 아래의 도식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월칭이 말하는 세속은 無明에 덮여 있는 것이며, 덮여져 있는 것

은 사물의 본래적인 모습으로서의 自性이다. 자성에 어떤 것을 附加

21) Śaṅkara ad Brahmasūtra II, 1, 13.

22) 이것이 샹카라의 世俗諦이며, 중관파에 있어서의 緣起法에 비교되는 개념

이다.

23) 入中論 제6장 제23게.



인도철학 제4집

(samāropa)하는 작용은 바로 인식주체의 영역 내에서 일어나며, a)에

서 d)로 이행할수록 덮음의 정도가 희박해진다. 즉 감관에 결함이 있

는 자가 보는 환각은 정상인에게 있어서는 세속이다. 정상인에게 있

어서는 일상경험을 기준으로 하여 옳다고 판단되는 것만이 참이며,

이 때 그 인식대상은 ‘세속진리’가 된다. 그러나 정상인이 인식하고

있는 ‘緣起法에 의해 현상하는 세계’는 顯現(혹은 대상적 인식)을 따르

는 성자의 입장에서 보면 진실이 아니다. 이 때, 정상인의 인식은 현

현을 따르는 성자의 입장에서 ‘唯世俗’(saṃvṛtimātra)으로 규정되는 것

이다.

요컨대 샹카라가 세간적인 입장에서 차별계를 긍정하는 태도는,

월칭이 세속제(lokasaṃvṛtisatya)를 ‘世俗으로서의 진실’(lokasaṃvṛtyā sa

tyaṃ) 혹은 ‘世人에 있어서의 진실’(satyaṃ lokataḥ)로 해석함으써 세

간이라는 한정 속에서의 諦로 규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즉 중관파가

세속(saṃvṛti)의 첫번째 語義를 ‘覆障’24)으로 보는 점은 샹카라의 입

장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중관철학에 있어서 世俗諦는 方便假設로서 허망한 것이며, 바로 이

때문에 결국에는 破斥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世俗諦의

建立은 곧 否定의 場을 설정한다는 의미가 되며, 그 세속의 부정이

즉 승의의 悟得(=解脫)이라고 주장된다. 그런데 이 ‘세속의 부정’은

세속으로 간주되는 일체의 세간적 사물이 비존재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을 ‘諦’(=眞實在)로서 실체시하는 虛妄見의 破斥을 의미하

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관학파의 宗要인 一切法無自性空論 역

시 일체법의 비존재를 강조하는 허무론이 아니라, 일체법을 실체시

하는 집착의 타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체법이 실체적인 相

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하지만, 緣起的인 상태로 존재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中論 三諦偈 등을 통해, 중관의 空思想이 “일체법은 緣起
의 相으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

24) 月稱의 中論釋에서는 saṃvṛti를 ‘samantād varaṇaṃ(√vṛ+ana)’으로,

入菩提行論細疏에서는 ‘anayā saṃvriyate(āvriyate) iti saṃvṛtiḥ’로 분

해하여, ‘覆障하는 것’이라는 뜻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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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동일한 사고는 샹카라에게서도 발견된다.

여기서 우리는 샹카라의 不二一元論이 간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다

음과 같은 귀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브라흐만만이 진실이며, 세계는 虛妄(mithyā)이다. 세계는 단지 브라흐

만일 뿐이다. (brahma satyaṃ jagan mithyā jagadbrahmāiva kevalaṃ)25)

위의 귀절은 유일. 최고의 因으로서의 브라흐만만이 眞實在이며,

그 브라흐만으로부터 顯現한 잡다한 현상세계는 모두 허망함을 강조

하고 있다. 즉 세계는 마치 마술사가 幻術로써 만들어낸 아름다운 城

과 같은 것이며, 일체는 마술사로 비유되는 브라흐만으로 歸一한다는

것이다.

브라흐만만을 유일의 실재로 간주하는 不二一元論의 입장에서 세

계는 브라흐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

나 브라흐만을 배후로 하며 브라흐만과 不異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점에서, 진실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따라서 베단타학파에서

는 현상세계를 ‘무엇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것’(anirvacanīya)이라고

한다.26) 虛妄이란 말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서, 말하자면 空無가 아니라 不異(ananya)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막스 뮬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브라흐만으로부터 造成된 것(=현상세계)은 결코 空無(empty)도 아니고

虛無(nothing)도 아니며, 無明에 의해 ‘phenomenal’로 일컬어진다. 베단타

25) 이 귀절은 K. Sastri, Advaita Philosophy (University of Calcutta, 1926),
p. 123에 가우다파다의 말로 인용되어 있으며, Calcutta Skt Series I, Fore

word p. 35에도 보인다. 金倉圓照 박사도 吠檀多哲學の硏究 중에서 동일
한 귀절을 인용하고 있지만, 出典이나 字句에 다소의 相違가 있다(同書, p.

229 및 同註1 참조).

26) 라다크리슈난은 이러한 현상세계의 規定不可能性을 설명하면서, 나가르주

나와 샹카라는 다원적 세계의 사실성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현상세계가

究極的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의견을 같이 한다고 주장한다. S. Radh

akrishnan, The Brahma SūtraThe Philosophy of Spiritual Life (Lond
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71),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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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는 이 ‘phenomenal’과 ‘false’, 그리고 ‘nothing’을 조심스럽게 구별

한다. 현상계의 배후에는 眞實在가 있으며, 결코 단순한 ‘nothing’이 아니

다.27)

위에서 언급한 ‘mithyā’는 막스 뮬러에 있어서 ‘phenomenal’로

해석되고 있다. 즉 그것은 우리의 感官이 받아들이는 대상이며, 일반

적인 의미에서의 世俗諦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phenomenal’

을 ‘false 혹은 nothing’과 구별하는 베단타의 입장이 月稱의 그것과

일치함을 본다. 월칭은 世俗을 ‘진실한 세속’과 ‘唯世俗’28) 으로 구

분하고, 우리의 정상적인 감관이 지각할 수 있는 것만이 ‘諦’이며,

감관에 장애가 있어서 대상을 잘못 지각하는 것(예컨대 影像이나 反響을

實有로 간주하는 것) 등 世間 일반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은 諦가 아니

라 ‘唯世俗’이라고 규정한다. 즉 世俗諦는 勝義에 있어서는 허망한

것에 불과하지만, 세간적 차원에서는 진실로서 인정되므로 ‘mithyā’

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샹카라철학에 있어서는 현상세계가 ‘relatively real’

29) 로 표현되고 있음을 본다. 이렇게 표현되는 ‘세계’는 우리로 하

여금 중관철학에 있어서 相依相待(parasparāpekṣā)로 특징지워지는 ‘緣

起’를 연상케 한다.

일찍이 스체르바스키는 緣起를 ‘relativity’로 번역한 바 있다. 그

러나 샹카라에 있어서 세계가 ‘relative하다’는 것은 단지 브라흐만

과의 관련 속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중관철학에 있어서 三

者對存의 相으로서의 ‘relative’와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 여기서 필

자는 世俗諦에 관한 두 체계의 근본적인 相違는 결코 간과될 수 없음

을 지적해 둔다.

27) Max Müller, Three lectures on the Vedānta philosophy (London : Lon
gmans, Green and Co., 1894), p. 82.

28) 월칭은 世俗諦(saṃvṛti-satya)와 唯世俗(saṃvṛti-mātra)이라고 말하며,

入菩提行論細疏(Bodhicaryāvatāra-pañjikā)에는 實世俗(tathya-saṃvṛti)

과 邪世俗(mithyā-saṃvṛti)으로 되어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入中論
제6장 24. 25. 28의 각 偈를 참조할 것.

29) K. Sastri, op. cit.,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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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카라가 말하는 세계는 청변의 實世俗諦(bhūta-saṃvṛtti-satya, 世間

勝義諦)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청변에 있어서 승의는 無戱論(=非現

象的)으로서, 異門勝義(=언표할 수 있는 절대, paryāya-paramārtha)와 非異門

勝義(=언표할 수 없으며 모든 경험적 限定을 초월한 것, aparyāya-paramārtha;

이것이 용수나 월칭에 있어서의 勝義에 상당한다)로 구분되며, 세속은 경험

적으로 작용을 하는 實世俗(tathyā saṃvṛti)과 작용이 없는 顚倒된 世俗

(mithyā saṃvṛti)으로 구분된다.30)

청변에 있어서 世俗諦는 항상 勝義諦에 근거하고 있으며, 勝義의

언설 혹은 勝義의 세간적 변용이라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限에 있어

서만 세속이 諦로서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實世俗諦는 勝義의 世間

으로의 開顯이며, 敎法(śāsana)으로서의 依言眞如이므로 범부가 分別邪

執한 세계인 邪世俗(mithyā-saṃvṛtti)과 동일시될 수 없다. 동시에 言說

의 方便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離言眞如인 勝義諦라고 할 수도 없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世俗諦와 mithyā로서의 세계는 전혀 차이가

없으며, 또한 샹카라의 世俗諦 설정 방식이 프라상기카적이라기 보다

는 오히려 스바탄트리카적임을 알 수 있다.31)

상술한 바와 같이 不二一元論의 승의적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모

든 차별적 相對界가 부정되어 버린다. 하지만 그럴 경우 現量(pratyakṣ

a) 등의 世間的인 認識方法(lāukika-pramāṇa)과 모순을 일으키게 되며,

일체의 聖典조차도 스승(śāstṛ)과 제자(śiṣya)라는 차별(bheda)의 관계에

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결국은 허망한 것으로서 부정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샹카라는 꿈 속에서

본 것과 꿈에서 깨어난 후의 知覺의 차이를 예로 들어, ‘世俗有의 진

실성’과 ‘世俗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勝義는 증득될 수 없음’을

30) 청변은 용수나 월칭에 비해 바라문철학에 대해 비교적 宥和的인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변의 二諦觀의 특징은 바라문철학의 절대자를

勝義의 일종(異門勝義)으로서 융통성 있게 수용하고 있는 점이다”(T. R. V.

Murti, The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 p. 249)라는 무르티 박사의
지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1) 이것은 샹카라가 브라흐마 수트라의 논리적 한계를 극복했음을 의미한
다. 상세한 것은, 拙稿, 가우다빠다의 不生說의 논리적 기반 , 佛敎硏究,
10(한국불교연구원, 1993), p. 1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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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하려고 한다.

이 중, 世俗有에 관한 샹카라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 꿈 속에서

뱀에 물렸을 때는 공포감이 생기지만, 그 공포감은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만 진실된 결과(반응)이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후에는 꿈 속

에서의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

상세계도 梵我一如라는 眞實智를 증득하기 이전까지는 진실한 것으

로서 생각된다. 요컨대 아무도 量(pramāṇa). 所量(prameya). 果(phala)의

구체적인 變異(vikāra=vyavahāra)가 허망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우

리는 이것을 我執. 我所執이라는 주객대립의 관계에서 파악한다. 하

지만 그것은 眞智를 증득하기 이전에는 결코 진실과 모순하는 것은

아니다.32)

이상과 같은 샹카라의 입장은 入中論 제6장 제53게의 “世間世俗
의 입장에서는 인식. 인식대상. 인식의 결과라는 三者가 존재하지만,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꿈 속에서 지각한 三者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無明이라는 잠에서 꿈을 꾸고 있던 자가 잠에서 깨

어나면 그 三者는 존재하지 않는다”33) 라는 언명과 상응한다.

월칭은 제법의 생멸 등을 설하는 것은 未了義로서, 범부를 勝義로

인도하는 1단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만일 청변처럼 세

32) 이와 관련하여 BSbh. I, 2, 6의 다음과 같이 언급이 주목을 끈다. “最高我

(=브라흐만)가 身根意覺이라는 限定에 의해 한정될 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個我(śarīra)로 생각한다. 마치 虛空이 무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甁에 의해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그러나 ‘그것은 곧 너이다’(ta

t tvam asi)라는 我의 唯一性(ātmāikatva)을 설하는 교설을 了解하기 전에

는, 이 個我라는 虛僞의 限定 때문에 作. 作者(karma-kartṛ) 등의 차별이

있는 現象界(vyavahāra)는 진실과 모순하지 않는다. 하지만 梵我一如를 了

解하면 (繫縛과 解脫 등의 차별이 있는) 일체의 世俗界(vyavahāra)는 사라

져 버린다”

중관파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상세한 것은 山口

益, 佛敎における無と有との對論(東京 : 山喜房佛書林, 1975), pp. 229-236
참조.

33) 山口益, 上揭書, p. 234 참조. 唯識說에도 이와 유사한 견해가 보인다. 즉

唯識二十論 제17게에는 “꿈 속에서 보는 대상이 실재하지 않음은, 꿈에
서 깨어나기 전에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山口. 野澤 共著, 世親唯識の原
典解明, p. 100)고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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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서 生起를 인정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邪世俗 내지 범부의 唯

世俗이라는 허망한 법의 생멸 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합리

성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中論釋 제1장에서 佛護를 옹호하면서 지

적하고 있다.

월칭은 세속제에도 正見과 虛妄見의 2종이 있다고 전제하고, 明根

者를 ‘실제 그대로의 行相의 外境을 顚倒됨이 없이 인식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明根者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 正見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월칭은 過根者를 明根者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인식

기능에 결함이 있는 자로서의 過根者에 허망성을 배당한다.34) 이것

은 입중론 제6장 제28게의 長行(gadya)에서 제불의 교설에 世俗諦와
唯世俗의 2종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 의해서도 유추할 수 있

지만, 여하튼 월칭에 있어서 世俗諦는 세속의 진실과 단순한 세속이

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방식은 청변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월

칭이 말하는 ‘세속의 진실(satya)’이란 聖者에 있어서 唯世俗(samvṛti-

mātra)이라는 것이며, 앞에서 언급한 明根者의 입장이다. 월칭은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세속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이 諦라고 집착하는 세간인의 實諦執의

對治로서 諸法에 虛妄의 의미가 있음을 설하는 것이지만, 所作成辨한 聖人

이라면 허망이든 혹은 非허망이든 그 어느 것도 취득하지 않는다. 또한 이

미 일체법의 허망성을 두루 안 사람에게는 어떻게 業이 있고 윤회가 있을

것인가? 또한 그러한 사람은 어떤 법에 대해서도 그들의 有性이나 無性을

취득하지 않는다.35)

이것은 有無에 구애받지 않는 聖人의 境地에 이름붙여진 것으로서,

세속의 참된 존재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세속이라고 하더라도 제법은 自性이 있으며, 이것이야

말로 諦라고 집착하는 범부의 實諦執은 過根者에 있어서 진실한 것이

다. 즉 세속에 있어서도 허망 내지 無인 것은 세속의 諦가 아니라 唯

34) 入中論 제6장 23게 이하.
35) 山口益역, 中論釋I,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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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俗에 불과하다. 이처럼 世俗諦를 이분하여 성자와 범부의 唯世俗이

라고 해석하는 것이 프라상기카의 二諦說의 특색이다.

프라상기카의 二諦說은 世俗諦를 虛妄見의 境으로, 그리고 勝義諦

를 正見의 境으로 해석하는 이른바 ‘約境의 二諦說’이다. 또한 지금

여기서는 了義. 未了義라는 敎相判釋으로써 교설을 판별하고, 生 등의

교설은 범부가 깨달음을 얻는 방편으로 설해진 것으로서, 未了義敎에

다름아니지만, 不生 등의 교설은 聖者의 智의 境에 觀待하여 설해진

了義敎로서, 이 了義敎에 의해 비로소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월칭이 聖者의 唯世俗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

을 판단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방법론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에 비해 청변의 二諦說은 ‘約理. 約敎의 二諦說’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依自意起的 論證式, 요컨대 宗. 因. 喩의 정비된 因明作法에 의

해 自宗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約理이다. 그러나 그것

이 동시에 約敎라고 불리는 이유는 生 등의 교설이 世俗諦이기 때문

에 不生이라는 自宗의 설명은 세속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청변은 世俗諦와 절대적인 勝義諦의 중간에 差別的 勝義라는 것을 설

정하고, 그 입장에서 발언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36)

샹카라가 세속을 有로 인정하는 것은 眞實智를 획득하기 이전의

상태, 즉 無明에 기초한 인식에 있어서이다. 즉 우리의 일상경험은

眞實智를 획득하기 이전의 分位로서, 이 단계에 있어서는 迷妄도 正

智(pramāṇa)인 것처럼 보이며 진실과 모순하지 않는 것 같지만, 眞實

智를 획득하고 난 후에는 모두가 허망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샹카라의 이러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世俗智의 영역

에 있어서는 有 이외의 境에 대한 了得이 있다”는 청변의 견해37) 및

虛妄見의 대상인 세속제를 ‘世人에 있어서의 諦’(satyaṃ lokataḥ)로 정

의하고 諦를 세간에 한정시키는 월칭의 입장에 의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6) 예컨대 般若燈論에서 청변은 어떠한 의미를 부연할 경우 반드시 주장
명제(宗) 속에 ‘勝義에 있어서는’이라는 한정어를 추가한다.

37) 山口益, 佛敎における無と有との對論, p. 445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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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차별계가 단지 한정(upādhi)에 의거한 假設이며, 언어로서

만 존재하는 비실체적인 것이라면, 일체의 언어적 표현 역시 허망한

것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베단타의 교설도 허망하며, 이러한 허망

한 베단타의 교설이 梵我一如의 진실을 開顯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는 반론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38)

샹카라는 앞서 언급한 ‘꿈 속에서의 所見’에 관한 議論을 다음과

같이 해석함으로써 위의 반론을 해결한다.

꿈 속에서 뱀에 물렸을 때, 비록 물린 것 자체는 허망이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생긴 공포의 지각(avagati)은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허망한 것으

로 부정되지 않고 진실한 果로서 남는다. 이처럼 진실이 아닌 꿈 속에서의

所見에 있어서도 진실한 지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비록 世俗言說이 허

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거하여 진실이 開顯된다는 것은 결코 불합리

하지 않다.39)

이 밖에도 “名色 등은 勝義의 진실을 了得하는 방편(dvāra)이다”40)

라는 언명도 보이며, 이들 所論에는 세속은 승의를 증득하기 위한 방

편이라는 중관이제설의 근본 취지가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관학파에 있어서도 勝義가 戱論寂滅로 해석되

는 한,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월칭

은 中論釋41) 에서 “勝義가 戱論을 떠난 것이라면, 蘊處界. 四諦. 緣

起 등 勝義가 아닌 교설은 쓸모 없게 되며, 그러한 부정되어야 할 非

眞實(atattva)을 설하는 것도 부질 없는 짓이 된다”는 반론을 소개하

고, 그에 답하여 “세간의 언설(lāukika- vyavahāra)에 의하지 않고서 勝

義는 설해질 수 없다. 說하는 것 없이 了解는 불가능하다. 勝義를 了

解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열반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勝義諦

38) 이와 유사한 논의는 중관학파에 있어서도 戱論寂滅의 勝義와 관련해서

전개되고 있으며, 龍樹가 空의 3상태를 설정한 것도 이러한 반론에 대응하

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39) Śaṅkara ad BS. (Ānandāśrama edition, I. pp. 463 f.)

40) K. Sastri, op. cit., p. 174, n. 1.

41) 月稱 中論釋 梵本, p. 494, lines 6-11; 山口益, 中觀佛敎論攷(東京 : 弘文
堂, 1944),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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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世俗諦가 차지하는 비중을 역설한다.

또한 용수가 空性(śūnyatā), 空用(śūnyatā-prayojana), 空義(śūnyatā-arth

a)42)를 설하는 것도 空의 곡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空의

三態 중에서는 특히 승의제가 세속제로서 顯現하는 方途를 보이는 空

義가 핵심이다. 용수는 이로써 세속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승의를 증

득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所論들은, 비록

非眞實일지라도 세속제가 건립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및 세속제가

승의를 悟得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으로서, 中

觀二諦說의 要諦라 할 수 있다.

한편 월칭은 二諦를 하나의 사물에 존재하는 二自性(svabhāvadvaya)

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darśana)에 의해 二諦의 차

별이 생긴다고 설한다.43) 이것은 샹카라가 브라흐만에 二態(dvirūpa)

를 인정하는 것과 對比된다.44)

샹카라는 有屬性의 브라흐만에 대하여 “브라흐만의 轉變性(jagadāka

ra-pariṇāmitva), 즉 속성이 있는 브라흐만의 世俗的 位態는 해탈 등의

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勝義의 브라흐만을 正見(darśana)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意義(upāyatva)가 있다”45)고 하면서, 세계는 브라흐만이

한정에 의해 假現한 허망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勝義의 브라흐

만(=無屬性의 브라흐만)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세

계 없이는 브라흐만의 正見(=解脫)이 불가능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여

기서 샹카라의 世俗諦觀이 중관철학의 그것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42) MK. XXIV. 7; atra brūmaḥ śūnyatāyaṃ na tvaṃ vetsi prayojanam/ śū

nyatāṃ śūnyatārthaṃ ca tata evaṃ vihanyase// 汝今實不能 知空空因緣

及知於空義 是故自生惱(大正30, 32下)

43) 入中論 제6장 제23게 및 釋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44) 샹카라에 있어서 브라흐만은 다음과 같이 二分되고 있다: (1) 差別(bhed

a)〔=名色의 轉變(nāmarūpa-vikāra)에서 비롯됨〕로부터 생기는 限定(upā

dhi)에 의해 제한된 有屬性의 브라흐만(saguṇa-brahman) (2) 일체의 限定

을 초월한 無屬性의 브라흐만(nirguṇa-brahman)

이러한 브라흐만의 二態는 각각 世俗과 勝義를 의미하며, 양자 모두 유일.

절대의 브라흐만 자체이지만, 하나는 言說과 形相을 갖추어 顯現한 구체적

인 모습을 취하며, 다른 하나는 형이상학적인 특성을 갖는 추상적인 브라

흐만이다.

45) Śaṅkara ad BS. (Ānandāśrama edition, p. 467, lin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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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동시에 샹카라에 의해 상정된 ‘세계’의 가치론적 의의를 발

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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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中觀哲學에 있어서 勝義(paramārtha)에 대한 인식은 일차적으로 sa

ṃvṛti의 파기를 요청한다. 그것은 우리가 證得해야 할 목표(upeyabhūt

a)가 승의라면, 世間極成(lokaprasiddha)으로서의 世俗諦(saṃvṛti-satya)는

수단(upāyabhūta)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드바이타 베단타에

있어서도 역시 세속의 진리는 궁극적 진리에 이르기 위한 수단적 가

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승의의 입장에서 볼 때 현상세계

는 우주적 無明(avidyā)에 의해 전개된 迷妄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드바이타 베단타에 있어서 Māyā說은 중관철학의 경우

처럼 언어적 표현이나 개념화 작용의 부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아드바이타 베단타에 있어서

마야는 포지티브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언어와 사고는 궁극적

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논리적 敷衍의 도구로서 작용하며, 마야로 말

미암아 生起하는 명칭(nāma)과 형태(rūpa)는 브라흐만의 權能에 의거

한 현상(prapañca)의 具顯이다.

마야론은 세계의 실재성에 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지각하는 사물들의 실제적 가치를 강조하

는 샹카라의 입장에 잘 반영되어 있다. 샹카라에 있어서 극히 중시되

는 유비적 추리는 경험의 확실성에 기초한 ‘지각된 세계의 실재성’

에 의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꿈 속에서의 지각보다 각성상태

에서의 지각을 실재에 접근하는 단서로서 선호하는 것이다.

세간적 입장에서 차별계를 긍정하는 샹카라의 이러한 태도는, 世

俗諦를 ‘세속으로서의 진실’(lokasaṃvṛtyā satyaṃ) 혹은 ‘世人에 있어

서의 진실’(satyaṃ lokataḥ)로 해석함으써 세간이라는 한정 속에서의

諦로 규정하는 月稱(Candrakīrti, 600-650)의 입장에 접근한다.

불교적 지평으로서의 出世間은 世間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이러

한 세간과 출세간의 관계는 空과 無我라는 불교의 기본입장에 기초

한 것이다. 흔히 世俗諦는 方便假設로서, 결국에는 破斥되어야 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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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세속의 부정’은 세속으로 간주되는 일

체의 세간적 사물이 비존재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을 ‘諦’

(=眞實在)로서 실체시하는 虛妄見의 破斥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淸辨(Bhāvaviveka, 490-570)에 있어서 世俗諦는 항상 勝義諦에

근거하고 있으며, 勝義의 언설 혹은 勝義의 세간적 변용이라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限에 있어서만 세속이 諦로서 성립할 수 있다. 따라

서 實世俗諦는 勝義의 世間으로의 開顯이며 敎法(śāsana)으로서의 依言

眞如이므로 범부가 分別邪執한 세계인 邪世俗(mithyā-saṃvṛtti)과 동일

시될 수 없다. 동시에 言說의 方便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離言眞如인

勝義諦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청변의 實世俗諦(bhūta-saṃvṛtti-saty

a, 世間勝義諦)는 샹카라가 말하는 세계에 그대로 대응한다.

샹카라가 세속을 有로 인정하는 것은 眞實智를 획득하기 이전의

상태, 즉 無明에 기초한 인식에 있어서이다. 즉 우리의 일상경험은

眞實智를 획득하기 이전의 分位로서, 이 단계에 있어서는 迷妄도 正

智(pramāṇa)인 것처럼 보이며 진실과 모순하지 않는 것 같지만, 眞實

智를 획득하고 난 후에는 모두가 허망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샹카라의 이러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世俗智의 영역

에 있어서는 有 이외의 境에 대한 了得이 있다”는 청변의 견해 및 虛

妄見의 대상인 세속제를 ‘世人에 있어서의 諦’(satyaṃ lokataḥ)로 정의

하고 諦를 세간에 한정시키는 월칭의 입장에 의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재의 內在를 강조하는 아드바이타 베단타의 입장에서 볼 때, 현

상세계는 궁극적 실재로서의 브라흐만에 한정적 부가물(upādhi)이 결

합함으로써 전개된다. 따라서 브라흐만과 세계의 대립적인 관계는

이 한정적 부가물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며, 세계와 브라흐만 간의 잠

정적인 차별의 근거는 마야이다. 그러나 세계의 비실재를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세계가 현상적 존재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다.

가우다파다에 의해 차단되었던 브라흐만과 현상세계의 연계성은,

마야 개념에 대한 가치론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연결의 발판을 구축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차별이 사라질 때 브라흐만은 실재로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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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며, 따라서 실재로서의 브라흐만은 차별의 근거가 아니라 무차

별의 근거인 셈이다. 브라흐만은 마야에 의해 지시되며, 이러한 점에

서 마야를 단순한 幻影으로 간주하는 시각은 지양되어야 한다.

마야는 브라흐만이 구현할 수 있는 근거이며, 언어에 의해 우리는

실재인 브라흐만에 접근해 간다. 즉 언어는 궁극적 실재에 대한 진술

의 도구이며, 따라서 중요한 것은 ‘saṃvṛti의 제거’가 아니라, 언어

도단의 브라흐만에 대한 명료한 언표이다. 언어는 대상을 명료화하

는 기능을 완수함으로써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요컨대 언어의 가치와 功能을 결정짓는 바로

미터는 브라흐만에 대한 참여도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