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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便心論의 ‘時同-相應’ 論法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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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鮮文大 강사)

Ⅰ. 硏究史 槪觀 및 硏究의 目的

‘대승 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龍樹(Nāgārjuna: 150-250 頃)의 中觀
的 空 思想은 中論(Mādhyamika-śāstra), 六十頌如理論(Yukti-ṣaṣtikā),
空七十論(Śūnyatā-saptati), 廻諍論(Vigraha-vyāvartanī), 廣破論(Vaidaly
a-Prakaraṇa)등의 五如理論에 적극적으로 천명되어 있다. 이들 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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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나 있는 中觀 思想은 반야계 경전과 기타 초기 대승 경전에
등장하는 雙遮 否定의 經文들이나, 아함, 니까야등의 연기설과 無
記說, 經量部나 犢子部 등 아비달마 部派의 비판적 정신등이 母胎가
되어 성립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

러나 위의 논서들에서 驅使되고 있는 용수 특유의 中觀的 否定 논리
에 대한 연구는 몇몇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시도되었을

뿐이다.1) 중관 논리를 연구하는 경우, 西歐語圈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龍樹 以後 인도 중관파의 兩大 主流였던 歸謬論證派(prāsaṅgika)와 自立
論證派(svātantrika)의 論爭史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든지 西歐의 형식논
리학이나, 논리철학과의 단편적인 비교 연구에 머물고 있을 뿐이어

서 중관적 부정 ‘논리의 기원’에 대한 연구 성과는 아직 미흡한 감이

있다.2)

일찌기 宇井伯壽는 漢譯 本만 현존하는 불교논리학 書籍인 方便心
論(Upāyahṛdaya-Śāstra?)3)에 주목하여, 이를 古代 印度의 內科醫書인
짜라까-상히따(Caraka-Saṁhitā) 제3장에 등장하는 논리 사상 및 니
야야 수뜨라(Nyāya-Sūtra)등과 비교하면서 주석적 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4) 그러나 宇井은, 방편심론의 내용이 전통적인 인도 논리학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저자는 龍樹 이전의 소승 불교도
일 것이라고 추정5)하고 있을 뿐 용수의 논서에서 구사되고 있는 중

관적 부정 논리와 방편심론의 논리 사상을 본격적으로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1) 宇井伯壽의 印度哲學硏究 2, 5, 山口益 의 中觀佛敎論考, 梶山雄一의 「
佛敎知識論の形成」.

2) 물론, 니야야 수뜨라의 성립 과정을 밝히려는 목적 下에, 위드야부사나
(Vidyābhūṣana), 야코비(Jacobi) 등에 의해 龍樹 以前의 印度 論理學에 대
한 연구나, 龍樹의 論書와 왓스야야나의 니야야 브하샤 간의 비교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긴 했지만 龍樹 特有의 中觀 論理의 起源에 대한 연구 성
과는 아직껏 미흡하다.

3) 大正 32, pp. 23-28.
4) 宇井伯壽, 方便心論の註釋的硏究, 印度哲學硏究 第2, 岩波書店, 東京, 1965, p
p. 473-485.

5) 宇井伯壽, 正理學派の成立並に正理經編纂年代, 印度哲學硏究 1, 昭和40年, 東
京, pp.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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梶山雄一은 宇井伯壽의 위와 같은 연구 성과에 토대를 두고 방편
심론과 니야야-수뜨라, 회쟁론, 광파론을 상세하게 비교하면
서 방편심론은 전통적인 인도 논리학과 軌를 달리하는 논서로 후
반부의 相應品의 ‘二十-相應 이론’이 용수의 회쟁론이나 광파론
의 논리 형성에 토대가 되었다는 論旨를 펴고 있다. 즉, 방편심론
은 인도의 전통적 논리 사상에서 이탈해 있는 反-論理學書라는 결론
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論據 위에서 梶山雄一은 불교와 니야야(Nyāy
a) 학파 간의 初期 交涉史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6)

①방편심론의 二十-相應 이론의 형성
②니야야 수뜨라 제Ⅴ장의 형성(방편심론의 二十-相應 이론에 대한

비판)

③광파론과 회쟁론의 형성(니야야의 ‘二十-相應 이론 비판’을 再-비
판)

④니야야 수뜨라 제Ⅱ장의 형성(광파론과 회쟁론에 등장하는 니야
야 비판을 再-비판)

즉, 방편심론의 相應 論法이 용수에 의해 수용되어 니야야 등의
外道를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자 니야야 측에서는 니야야 수뜨라
제Ⅴ장을 통해 그 논리적 부당성을 나름대로 지적한다. 이어서 용수

가 광파론과 회쟁론에서 이에 대해 반론을 벌이자 니야야 측에
서는 니야야 수뜨라 제Ⅱ장 을 통해 용수를 비판한다.

論者는 방편심론에 대한 宇井伯壽의 초기 연구 성과와 그에 대
한 梶山雄一의 비판적 論文을 토대로 하여 방편심론 相應品의 ‘二十
-相應 이론’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이들 先學들의 연구 성과
를 시정 보완함과 아울러 敵對者의 오류를 지적하는 龍樹 특유의 否
定 論理의 起源이 이러한 ‘相應-論法’에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런 작업의 一環으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제Ⅱ장을 통해, 방편

심론의 저자의 문제, 내용에 대한 개관, 相應이라는 術語의 의미의
문제등에 대한 문헌학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6) 梶山雄一, 佛敎知識論の形成, 講座․大乘佛敎 9, 春秋社, 東京, 1984, pp. 43-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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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에서는 방편심론의 ‘二十-相應’ 중 時同-相應 논법을 하나
의 구체적 사례로 삼아 니야야-수뜨라의 ‘二十四-相似’ 중 無因-相
似 논법에 의거하여 그 의미를 규명한 후 용수의 논서에서 이 논법
이 구사되는 모습을 추적해 보았다. 중론의 각 게송들은 슐로까(Śl
oka) 형식의 짤막한 韻文이기에 그 진술 형식이 상응-논법의 원형에
서 많이 離脫해 있다. 그러나 散文體인 광파론과 회쟁론 註釋에
서는 龍樹가 니야야 학파와의 對論을 연출하면서 ‘상응 논법’을 그대
로 驅使하며 그 정당성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 따라서 먼
저 광파론과 회쟁론 주석을 통해 시동-상응 논법이 용수에 의해
어떻게 이해되고 수용되었는지 검토하였다. 이런 작업을 통해 ‘상응

논법’에 대한 용수의 수용 방식을 규명한 후 이를 용수의 대표적 논

서인 중론에 적용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을 통해 이러한 상응-논법을, 중관 사상의 註釋 

방법론의 하나인 쁘라상가(prasaṅga)법 및 붓다 교설의 방편적 성격

등과 비교해 봄으로써 상응-논법의 불교적 논법으로서의 정당성 여

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Ⅱ. 方便心論에 대한 文獻學的 고찰

1. 方便心論의 著者에 대한 문제

방편심론은 기원 후 472 년 後魏에서 吉迦夜와 曇曜에 의해 漢譯
된 논서로 산스끄리뜨 본이나 티베트 본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漢譯 
本만 現存한다. 宋版 대장경에는 이 논서의 저자가 龍樹로 되어 있지
만 고려대장경에는 作者未詳으로 되어 있다.

宇井伯壽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이 논서가 용수의

저작이 아니라 용수 이전의 소승 불교도의 작품일 것이라고 추정하

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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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宋版大藏經에서는 因明正理門論의 저자인 大城龍(Mahā-Dignāga)菩
薩을 大城龍樹菩薩로 誤記하는 등 著者를 잘못 기술하는 경우가 많다.
b. 十二因緣, 苦集滅道, 三十七助道品, 四沙門果 등을 붓다의 正義라고 보

는데 이는 순수하게 소승불교의 설이다.

c. 空 사상에 대해 언명하는 구절이 다음과 같이 오직 한 군데 등장한
다: “일체의 존재는 모두 空하고 寂滅하여 환상과 같고 요술과 같으며, 想
은 아지랑이와 같고 行은 파초와 같으며, 탐욕의 모습은 부스럼과 같고 毒
과 같다.”8) 그러나 皆空寂滅과 같은 것은 通佛敎的인 說로 소승불교에서도
설하고 있다.

이러한 宇井의 論據를 대부분의 後學들이 無批判的으로 수용하였

기에 龍樹의 空 사상과 방편심론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미진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宇井이 내세운 論據의 타당성 여부
에 대해 하나하나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위의 논거 중 a는 그 眞僞를 가릴 수 없지만 b와 c를 그대로 수용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먼저 b부터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십이인연 등의 교리를 소승의

전유물로 보는 것은 대승적 空 사상에 대한 宇井의 오해에서 비롯되
었다고 볼 수 있다. 梶山이 지적하듯이 십이인연 등의 교리는 소승과
대승이 모두 共有하는 교리인 것이다.9) 공 사상을 주창하는 용수의
眞撰으로 인정되는 인연심론이나 보행왕정론, 권계왕송에서도
초기 경전에 등장하는 모든 교리가 그대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空 사상에서는 아비달마적 法 사상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法相에 대한 取着된 이해만을 시정한다.
대승적 空 사상에 대한 위와 같은 오해는 비단 宇井에게서만 발견되
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서양 철학자로서 중관 사상의 변증법적 구조

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행한 바 있는 失島羊吉도 용수의 空 사상
에 대해 宇井과 같은 오해를 하고 있었기에 심지어는 ‘중론 第26

7) 宇井伯壽, 앞의 책.
8) 一切法皆空寂滅 如幻如化 想如野馬 行如芭草 貪欲之相如瘡如毒, 大正 32, p. 2
5b.

9) 梶山雄一, 앞의 책,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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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十二因緣品의 내용이 긍정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기에 용수의 원작
이었는지 의심이 간다’10)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c의 경우, 방편심론에서는 宇井이 지적한 구절 이외에 空 사상
을 천명하는 구절이 다수 발견된다.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ⅰ. 이와 같은 여덟 가지의 깊고 오묘한 論法을 이제 내가 간략히 설하
겠노라. 이는 온갖 論議의 門을 열기 위함이요 戱論을 끊어주기 위함이니
라.11)

ⅱ. 모든 존재는 다 空하여 고요하니 나도 없고 남도 없어 환상과 같고
요술과 같아 진실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심오한 이치는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느니라.12)

ⅲ. 모든 존재는 다 空하여 주체가 없느니라. 나타난 만물은 갖가지 인
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니라.13)

ⅳ. 만일 空의 지혜를 얻는다면 이를 이름하여 참다운 現量이라 하느니
라.14)

ⅴ. 有爲의 諸法은 모두 空하여 적멸하니 마치 허공과 같다.15)

宇井이 空 사상이 담겨 있는 유일한 예로 인용한 구절 以外에 노
골적으로 空 사상을 표방하는 구절들은 위와 같이 다수 발견된다. 뿐
만 아니라 그 논법이 용수의 논법과 유사한 구절들도 많이 발견된

다.16) 이런 句節들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방편심론의 저자는 宇
井의 주장과는 반대로 결코 소승불교만을 신봉하던 인물일 수는 없
는 것이다. 공 사상을 숙지하고 있던 대승불교도였거나, 적어도 대․

10) 야지마 요우기찌, 空의 철학, 송인숙 역, 대원정사, 서울, p. 143.
11) 如此八種深妙論法我當略說 爲開諸論門 爲斷戱論故, 大正 32, p. 23c.
12) 諸法皆悉空寂 無我無人如幻如化無有眞實 如斯深義智者乃解, 大正 32, p. 25a.
13) 諸法皆空無主 現萬物衆緣成故, 大正 32, p. 25a.
14) 若得空智名爲實見, 大正 32, p. 25b.
15) 有爲諸法皆空寂滅 猶如虛空, 大正 32, p. 25c.
16) 만일 누가 ‘자아’를 말하면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그대가 말하는 자

아는 상주하는 것인가, 무상한 것인가. 만일 무상한 것이라면 제행과 마

찬가지라서 그대로 단멸하는 것이 되고 상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그대로 열반이니 무슨 필요에서 다시 [열반을] 추구하겠느냐?(若人
言我 應當問言 汝所說我 爲常無常 若無常者 則同諸行便是斷滅 若令常者 卽
是涅槃 更何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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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승적인 소양을 겸비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상세한 논의는 벌이고 있지 않지만 梶山雄一 역시 十二因緣 등의
교리는 대․소승이 공유하는 교리라는 論據 위에서 b의 잘못을 간단
히 거론하며 “방편심론의 저자를 용수라고 단정하려는 것은 아니
지만 그것을 그가 썼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고 宇井伯壽와 相
反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17)

2. 方便心論의 構成

方便心論은 일찌기 宇井伯壽가 상세한 해설을 겸한 번역을 하면
서 그 내용에 대해 짜라까-상히따(Caraka-Saṁhitā)와 니야야 수뜨
라(Nyāya-Sūtra), 그리고 如實論18)과 비교 연구한 바 있다. 이를 토
대로 方便心論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方便心論은 Ⅰ. 明造論品, Ⅱ. 明負處品, Ⅲ. 辨證論品, Ⅳ. 相應品
의 총 4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宇井의 科文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9)

Ⅰ. 明造論品,
1. 造論의 취지 2. 八種 論法 總論  3. 八種 論法 各論: ⑴ 喩 ⑵ 所

執 ⑶ 語善 ⑷ 言失 ⑸ 知因 ⑹ 應時語 ⑺ 似因 ⑻ 隨語難
Ⅱ. 明負處品,
1. 語法  2. 負處非負處  3. 負處各論

Ⅲ. 辨證論品,
1. 如法論  2. 正法論

Ⅳ. 相應品
1. 二十相應 總論  2. 二十相應 各論  3. 餘論  4. 結論

方便心論 역시 餘他의 인도 논서들과 마찬가지로 對論 형식으로

17) 梶山雄一, 앞의 책, p. 14.
18) 大正 32. pp. 28-36.
19) 宇井伯壽, 印度哲學硏究 2, p.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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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되어 있는데 序頭에서 질문자는 논서를 짓는 사람은 대체로 화
를 잘 내고 잘난체 하는 경우가 많아 온화한 성품을 가진 자가 적다

고 힐난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Ⅰ. 明造論品에서 ‘造論의 취지’를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일 論法에 통달한다면 스스로 善과 惡과 空의 모습을 분간하게 되어
온갖 마구니와 邪見을 가진 外道들이 괴롭히지도 못하고 방해하지도 못한
다. 그러므로 나는 중생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이 논서를 짓는다. 또 正
法이 후세에 널리 퍼지게 하려는 올바른 마음에서 [이 논서를 짓는다]. 마
치 암파라 열매를 가꾸기 위해 주변에 가시 나무 숲을 둘러서 열매를 보

호하는 것과 같다. 지금 내가 논서를 짓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법을

수호하기 위함이지 이름을 날리기 위함이 아니다.

이어서 니야야 수뜨라의 16諦와 유사한 내용의 8종 논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니야야 수뜨라와는 반대로 無
我說에 토대를 두고 있다. 또 니야야 수뜨라에 등장하는 16諦 중
인식대상(prameya: 2), 의혹(saṁśaya: 3), 動機(prayojana: 4), 支分(avayava:
7), 思擇(tarka: 8), 決定(nirṇaya: 9), 論爭(jalpa: 11), 論詰(vitaṇḍa: 12) 등에
대한 설명은 결하고 있으며 論議(vāda: 10)에 대한 설명은 제Ⅱ 明負處
品에서 ‘語法’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되고 있다.
제Ⅱ 明負處品의 負處는 16諦 중 負處(nigrahasthāna: 16)에 해당된다.
제Ⅲ 辨證論品의 如法論 과 正法論 에서는 自我(ātman)의 존재를

논파하는 논리의 구체적인 실례를 들고 있다.

제Ⅳ 相應品에서는 외도의 주장을 논파하는 방식인 二十四 가지
相應 논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논의가 니
야야 수뜨라 제Ⅴ장에 자띠(jāti)라는 이름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방
편심론에서는 ‘상응’ 논법을 外道를 논파하는 옳바른 논법으로 간주
한 반면 니야야 수뜨라에서는 이러한 상응 논법을 인용한 후 自派
의 입장에서 재-비판하고 있다. 이 논법이 바로 용수에 의해 채택되

어 광파론 등에서 니야야 論師를 논파하는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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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方便心論의 ‘相應’ 과 니야야 수뜨라의 ‘자띠’

위에서 언급했듯이 방편심론의 제Ⅳ 相應品과 자띠(jāti)라는 이

름의 니야야 수뜨라 제Ⅴ장은 그 성격이 정반대이다. 이는 梶山雄
一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20) 방편심론에서 외도를 논파하는 올바
른 논법으로 간주되는 상응 논법을 니야야 수뜨라에서는 잘못된

비판법이라고 再-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梶山雄一은 ‘相應’의 원어가 prasaṅga-jāti일 것으로 추정하지만21)

論者의 拙見으로는 ‘相應’이란 단순히 ‘sama’의 번역어라고 생각된다.
니야야 수뜨라 제Ⅴ장 에서는 방편심론의 ‘상응’을 설명하는

문장을 먼저 거론한 후 반드시 그에 대한 비판적 해설을 덧붙이는데

각각의 자띠(誤難?)의 이름에는 일본 학자들에 의해 ‘相似’라고 번역된
‘sama’라는 술어가 동반된다. 예를 들어 보자.

방편심론에서는 到․不到 相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대는 ‘감관에 지각되지 않으므로 자아는 상주한다’고 立論하였다. 도
달하므로 因이 되는가 도달치 않는 것인가? 만일 도달치 못한다면 因이
되지 못한다. 마치 불길이 도달치 못하면 태우지 못하는 것과 같고 칼날

이 도달치 못한다면 베지 못하는 것과 같다. 자아에 도달치 못한다면 어

떻게 因이 되겠느냐? 이를 不到라고 부른다.22)
또, 도달하여 因이 되는 것이라면 도달하자마자 因의 이치가 없어진다.

이를 到라고 부른다.23)

즉, ‘자아는 상주한다’는 주장(宗, 또는 所證)의 근거인 ‘감관에 지각
되지 않기 때문에’라는 이유(因)가 주장(宗, 또는 所證)과 접합하지 않아
도 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접합하고 있어도 因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니야야 수뜨라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
리한다.

20) 梶山雄一, 앞의 책, p. 16.
21) 梶山雄一, 앞의 책, p. 23.
22) 不到相應.
23) 到相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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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hetu)는 소증(sādhya)에 접합(prāpti)할까, 아니면 접합하지 않(aprā

pti)을까. 접합한다면 차별되지 않는 것으로 되며 접합하지 않는다면 非論
證性의 것으로 되기 때문에 到․不到相似(prāptyaprāpti-samau)24)이다(N.S.
Ⅴ-1-7).25)

위에서 보듯이 방편심론에서 간단히 소개되면서 정당한 論法으
로 간주되고 있던 ‘相應’ 논법에 대해 니야야 수뜨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부정은 올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항아리등의 완성이 보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살해할 때 呪文에 의하기 때문에(N.S. Ⅴ-1-8)26)

이런 니야야측의 비판은 광파론 제6절에서 용수에 의해 재비판
되고 있는데, 어쨌든 니야야 수뜨라 제Ⅴ장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相似(sama) 논법에 대해서도 니야야 학파의 입장에서의 비
판이 부가되어 있다. 따라서 니야야 수뜨라에서 ‘sama’라는 이름으
로 요약되는 논법은 방편심론에서 ‘相應’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논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 ‘sama’의 譯語로 일본 학자들은 ‘相似’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 역의 因明正理門論에 토대를 둔 번역인 듯 하다.27) 그러나 ‘sa

24) 이렇게 논법의 명칭 뒤에는 언제나 ‘sama’라는 술어가 부가된다.

25) prāpya sādyamaprapya vā hetoḥ prāptyā ’viśiṣtatvādaprāptyā ’sādhakat

vācca prāptyapraptisamau(jāti 중 제9, 10 到․不到相似): Nyāyadarśana
m Ⅱ, Rinsen Book co., Kyoto, 1982, p. 2016.

26) ghaṭādiniṣpattidarśanāt pīḍane cābhicārādapratiṣedhaḥ: 왓스야야나(Vāts

yāyana)의 주석(Bhāṣya)을 통해 이 의미를 고찰해 보면, 항아리를 만들

때는 道具나 陶工의 손(手)이라는 원인이 항아리라는 결과물에 접촉하여
항아리가 만들어지고, 呪文으로 남을 살해할 때에는 그의 신체에 접촉하
지 않고도 살해가 일어나니 접촉하여 因이되는 경우도 가능하고 접촉하
지 않고 因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참고: 방편심론의
‘宗-因’ 관계 비판을 여기에서는 ‘果-因’ 관계에 적용하여 재비판하고 있
다. 용수 역시 이러한 변형을 거쳐 논법을 구사한다). 위의 책. p. 2016.

27) 所言似破謂諸類者 謂同法等相似過類(앞에서 말했던 ‘논파와 유사한[sama]
것’을 갖가지 類[jāti]라고 일컫는 것은 同法[sādharmya] 따위의 相似[sa
ma]한 過類[prasaṅga-jāti]를 일컫는 것이다): 大城龍菩薩(Dignāga), 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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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는 그저 동일하다는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주어 보아

동등하다’는 뜻도 있다.28) 즈하(Gaṅgānāṭha Jhā)는 이를 ‘Parity(等位)’로
번역하고 있고29) 위드야부사나(M. S. C. Vidyābhuṣana)는 이를 ‘均衡잡
기(balancing)’라고 번역하고 있다.30) ‘相應’이란 ‘서로 짝이 된다’거나

‘서로 견줄 만하다’는 의미이기에 ‘sama’에 대한 번역어는 ‘비슷하다’

는 의미의 ‘相似’보다 ‘balancing’이나 ‘Parity’가 그 의미에 더 근접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방편심론에서 外道 논파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응 논법’이 용
수에 의해 채택되어 驅使되는 경우, 이는 논증식을 갖춘 반대 주장을
제시하기 위함이 아니다. 차후에 다시 거론하겠지만,31) 용수는 ‘상응

논법’을 “당신의 논리학에 따른다면 그와 반대되는 이런 주장도 가능

하다”는 쁘라상가(prasaṅga)적 맥락에서 쓰고 있다. 즉, 敵對者가 어떤
주장을 한다면 그들이 인정하는 세속적 논리에 입각해 그에 ‘相應’하
는 반대 주장 역시 논리적 타당성을 갖고 도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상응 논법’인 것이다. 이렇듯이 용수의 논파 구

조의 전체적인 맥락 下에서 보더라도 방편심론의 ‘相應’은 ‘sama’의
譯語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니야야 수뜨라에서는 이런 논법을 어째서 ‘sama’라는

제목 하에 취급하지 않고 새롭게 ‘jāti(生)’라는 이름을 창안한 것일

까?

왓스야야나(Vāṭsyāyana)는 니야야-수뜨라 제Ⅰ장 2-18을 주석하

면서 자띠(jāti)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유가 제시되는 경우에 어떤 쁘라상가(prasaṅga: 歸謬?)가 생하는 것,

名正理門論, 大正 32, p. 3c.
28) “sameness of objects compared to one another”: Monier Williams, San
skrit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 1152.

29) Gaṅgānāṭha Jhā 번역, Nyāya-Sūtras of Gautama Vol Ⅳ, Motilal Banar
sidass, 1984, pp.1658-1735.

30) M. S. C. Vidyābhuṣana, The Nyāya Sūtras of Gotama, Oriental Book P
rint Corporation, Delhi, 1975, pp.140-166.

31) 본고 제Ⅳ장, 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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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자띠(jāti)이다. 그리고 그런 쁘라상가는 공통성과 상위성에 의한

반대(pratyavasthāna)이고 논파이며 부정(pratiṣedha)이다.32)

현대 학자들은 자띠(jāti)를 ‘誤難(=그릇된 비난)’33)이나 ‘Futile Rejoin
der(하찮은 말대꾸)’34)등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자띠(jāti)’라는 단어의 意
味에 대한 왓스야야나의 說明에서는 批判調의 문구35)가 발견되지 않
는다. 왓스야야나는 어떤 주장을 否定할 경우 그 주장의 根據와 공통
되거나 상반된 근거를 들어 쁘라상가(歸結)가 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띠(jāti)’라고 설명할 뿐이다. 따라서 ‘자띠(jāti)’는 니야야 수뜨라
제Ⅴ장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Ⅴ장을 작성하면서 니야야

학파의 입장에서 논파하기 위해 그 대상으로 삼았던 24 가지 ‘相似(=
相應)-論法’의 異名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상응 논법’이란 어떤 주장을
보고 그 주장과 同等한(sama) 타당성을 갖는 상반된 주장을 제시함으
로써 그 주장에서 쁘라상가가 發生(jāyate)함을 보이는 것이기에, ‘同
等한 타당성을 갖는 상반된 주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논
법을 ‘sama(相應)’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고 ‘쁘라상가가 發生한다’
는 측면에서 보면 ‘jāti(生)’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jāti’라
는 術語는 그 진정한 의미를 살려 ‘生過’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36) 용수 역시 광파론(제68절)에서 니야야 학파의 16諦를 논파
할 때 ‘jāti’를 ‘生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37)

32) prayukte hi hetau yaḥ prasaṅgo jāyate sa jātiḥ / sa ca prasaṅgaḥ sādh

armyavaidharrmyābhyāṁ pratyavasthānamupālāmbhaḥ pratiṣedha iti,

Nyāya-darśanam Ⅰ, 앞의 책, pp. 401-402.

33) 일본 학자들의 번역어.

34) Jhā, 앞의 책.

35) 誤難의 ‘誤’나 Futile Rejoinder의 ‘Futile’이라는 부정적 의미.
36) 如實論의 저자나 陳那(Dignāga), 法稱(Dharmakīrti) 등의 불교논리가들
도 ‘jāti’를 ‘잘못된 비판(誤難)’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방편심론적
인 ‘相應-論法’의 전통과는 단절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7) 용수가 ‘jāti-論法’(相應-論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지만,

이는 空性을 사용하여 自性을 논파한 후 그 空性조차 다시 부정(空亦復
空)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씻음’으로서의 부정이라고 명명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런 점이야말로 中觀
的 空 사상의 고유한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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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왓스야야나의 니야야 브하샤(Nyāya Bhāṣya)(Ⅰ-1-39의 疏)에서
는 ‘相違性(vaidharmya)과 共通性(sādharmya)에 토대를 두고 비판을 하

는 자’를 ‘자띠-바딘(jātivādin)’이라고 호칭하면서 그런 토대 위에서의

반대는 옳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니야야 수뜨라 제Ⅰ
장(Ⅰ-2-18)에서는 ‘자띠’를 ‘共通性과 相違性에 토대를 두고 반대하는
것’38)이라고 정의하고 있기에 ‘자띠-바딘(jātivādin)’이란 ‘그런 ‘자띠-

논법’에 의해 상대를 논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것이다. 용

수는 회쟁론에서 自身을 空性論者(Śūnyatāvādin)라고 지칭하고 있다.
만일 ‘자띠’에 기존 학자들의 번역어에서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가 내

포되어 있다면 ‘空性論者(Śūnyatāvādin)’ 역시 ‘그릇된 空性論者’라고 번
역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자띠’의 의미는 니야야 수뜨라와 니야야 브하샤가 성
립된 시기까지는 단순히 ‘生過’의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기에 현
대 학자들의 번역은 니야야 학파의 입장에서 熟語化한 의미에 토대
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39) 물론 니야야 수뜨라 제Ⅴ장에서 이
런 ‘jāti’-논법(=相應 論法)이 再-비판되고 있기에 쁘라상가(prasaṅga)를

야기하는 이 논법이 니야야 학파 측에 의해 정당한 논법으로서 인정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Ⅲ. ‘時同-相應’ 논법의 意味와 그 適用

方便心論에 등장하는 二十-相應에 대한 설명은 漢譯文 자체도 난
삽한 곳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

물론 同異-相應, 到․不到-相應, 時同-相應, 不生-相應 등 몇 가지 상
38) sādharmyavaidharmyābhyāṁ pratyavasthānaṁ jātiḥ.

39) 산스끄리뜨 사전에서 ‘jāti’의 의미 가운데 하나로 ‘誤謬’를 들고 있는 것
도 니야야 학파에 의해 이렇게 숙어화된 의미에 토대를 두고 기술된 것

이지 원래의 뜻에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았다(梶山雄一, 앞의
책. p. 각주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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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논법은 龍樹의 論書에서 쓰이고 있는 모습에서 그리 이탈해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상응-논법은 그 원형을 추적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이런 상응-논법들 중 몇 가지가 니야야 수뜨라 제Ⅴ장에서 ‘sama’
라는 이름으로 인용, 요약되면서 비판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에

니야야 수뜨라에 등장하는 ‘sama-논법’이 龍樹에 의해 채용되었던
‘상응-논법’이었으리라는 假說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假說 下
에서 니야야 수뜨라의 ‘sama-논법’을 龍樹가 구사한 논법과 비교
해 보면 兩 論法 간에 많은 일치점이 발견된다. 그 각각에 대한 검토
는 後日로 미루기로 하고 本稿에서는 방편심론의 ‘時同-相應’ 에 대
한 검토를 論議의 擴張을 위한 試金石으로 삼아 본다.

1. ‘時同-相應’40)과 니야야 수뜨라의 ‘無因-相似’의 비교

방편심론에서는 敵對者의 잘못된 추론을 비판하는 방법인 ‘相應
-論法’ 중의 하나로 ‘時同-相應’(kāla-sama)을 들고 있다. 이를 인용해
보자.

그대는 ‘자아는 상주한다’고 입론하고 ‘[자아는] 감관에 지각되지 않는

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現在인가, 過去인가, 未來인가? 만일 過
去라고 말한다면 과거는 이미 소멸하였다. 만일 未來라고 말한다면 이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現在라고 말한다면 이는 因이 되지 못한다.

마치 두 뿔이 나란히 生하는 것과 같아 서로 因이 될 수 없다. 이를 時同
이라 이름한다.41)

이 인용문에서 적대자는 ‘자아는 상주한다’는 주장(pratijñā: 宗)과
‘감관에 지각되지 않기 때문에’라는 이유(hetu: 因)로 이루어진 二支-作
40) Tucci의 산스끄리뜨 복원본의 번역어, Tucci, Pre Diṅnāga Buddhist Te
xts on Logic from Chinese Sources, Guiseppe Tucci, Vesta Publication
s, Madras, 1981.

41) 汝立我常言非根覺 爲是現在過去未來 若言過去過去已滅 若言未來未來未有 若
言現在則不爲因 如二角竝生 則不得相因 是名時同, 大正 32, 方便心論, p. 2
8.



中觀 論理의 起源에 대한 基礎的 硏究 김성철

法으로 자신의 論旨를 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相應品 初頭에
서 ‘增多-相應’을 설명하는 구절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五支 형식의
論證式 중에서 宗과 因만을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宗: 자아는 상주한다(我常).
因: 감관에 지각되지 않기 때문에(非根覺故)
喩: 허공은 지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주한다. 감관의 지각대상이 되
지 않는 일체의 것들은 모조리 다 상주한다(虛空非覺 是故非常 一切
不爲根所覺者盡皆是常).

合: 그런데 자아는 감관에 지각되지 않는다(而我非覺).
結: [자아가] 도대체 상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得非常乎)?

어쨌든 방편심론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만 보면, ‘적대자의 입론
전체’가 과거, 현재, 미래 三時에 걸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인지, ‘그
근거’가 三時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無
因-相似(ahetu-sama)’42)에 대한 니야야 수뜨라 제Ⅴ장의 설명과 그
에 대한 왓스야야나(Vāṭsyāyana)의 주석을 통해 ‘時同 相應’ 논법의 의
미를 복원할 수 있다. 이를 인용해 보자.

Sūtra: 이유(hetu)가 三時에(traikālya)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인-상사
(ahetu-sama)’이다.

Bhāsya: 이유라는 것은 能證(sādhana)이다. 그것은 所證(sādhya)보다 以
前(pūrva)인가, 以後(paścāt)인가, 아니면 同時(saha)일까? 만일 能證이 [所證
보다] 以前이라면 所證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論證하겠는가? 만일 以後
라면 能證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무엇의 所證인가? 所證과 能證이 동시
에 있는 상황에서는, 두 개가 존재하는 중(vidyamāna)이니 무엇이 무엇을

논증하고(sadhānam) 무엇이 무엇에 대해 논증받(sādhya)겠는가? 그러므로

‘이유’(hetu)와 ‘이유 아닌 것(ahetu)’이 구별되지 않는다. ‘이유 아닌 것’과

의 공통성으로 인한(sādharmyāt) 반대(pratyavasthānam)가 ‘무인-상사’이

다.43)

42) 이것은 宮坂宥勝의 飜譯語이다(宮坂宥勝, ニヤヤ バシュャの論理學, 山喜房
佛書林, 東京, 1956, p. 380). 한편 梶山은 이를 ‘非因-相似’라고 번역한다
(梶山雄一, 앞의 책, p. 35.).

43) Nyāyadarśanam Ⅱ, 앞의 책, p.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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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無因-相似’란 ‘입증하고자 하는 대상(所證: sādhya)’이 ‘입증되게
끔 만드는 근거(能證: sādhana)’보다 先行(pūrva)할 수도 없고, 後續(paścā
t)할 수도 없으며, 同時的(saha)일 수도 없다는 논법인 것이다. 이를

방편심론의 ‘時同-相應’ 논법에 적용하면 ‘자아는 상주한다’는 주장
(宗: pratijñā)에서 ‘상주한다’는 所證(sādhya)의 근거(能證: sādhana)인 ‘감

관에 지각되지 않는다’는 이유(因: hetu)가 所證보다 先行할 수도 없고
後續할 수도 없으며 同時的일 수도 없다는 것이 된다.

니야야 수뜨라나 브하샤의 설명은, 漢譯 本만 현존하는 방편
심론보다 그 내용이 더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논리적 術
語(technical term)들의 梵文을 복원할 수 있기에 용수가 사용했던 상응
-논법의 구조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쨌든 이와 동일한 논리가 용수에 논서 도처에서 그대로 사용되

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며 다음 節에서 이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
겠다.

2. 廣破論과 廻諍論에 등장하는 ‘時同-相應’ 논법

廣破論(Vaidalyaprakaraṇa)은 龍樹의 五如理論 중에서 ‘相應-論法’이
가장 原形에 가까운 모습으로 驅使되고 있는 논서이다. 梶山雄一은
니야야 수뜨라 제Ⅴ장에서 니야야 논사에 의해 논파의 대상으로

인용되는 相應(相似)-論法이 총 여섯 가지가 발견되고44) 방편심론
에서 정당한 논법으로서 설명되고 있는 相應-論法은 총 아홉 가지가
발견된다고 주장한다.45) 그러나 論者의 拙見으로는 광파론에서 니
야야 수뜨라의 ‘反喩-相似’와 ‘果-相似’의 논법 등도 그대로 쓰이고

있는데 梶山은 이를 看過한 듯하다.46) 그 밖에 ‘상사-논법’과 ‘상응-
44) 所立相似, 到相似, 不到相似, 無窮相似, 無因相似, 無異相似: 梶山雄一, 앞의
책, p. 42.

45) 偏同相應, 不偏同相應, 增多相應, 損減相應, 到相應, 不到相應, 疑相應, 時同相
應, 不相違相應, 喩破相應, 不疑相應: 梶山雄一, 앞의 책, ‘相應․誤謬 對照表’
참조.

46) 또 광파론제3, 20, 22, 63節도 시동상응 논법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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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법’을 잘못 대응시킨 경우도 몇 가지 발견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後日을 期約하기로 하고 本稿에서는 時同-相應(=無因-相似: ahetu-sama)
논법에 한해 그것이 광파론에서 어떻게 驅使되는지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47)

먼저 梶山이 時同-相應의 例로 간주하고 있는 광파론 第11節과
第35節을 例로 들어 보겠다. 그 중에 가장 전형적인 본보기는 제11절
이다. 이를 인용해 보자.

만일 인식 방법이 인식 대상보다 앞에 있다면 그런 경우 前者는 後者에
있어서의 인식 방법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後者인] 인식 대상은 [아직] 존
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에 대한 인식 방법

이며 무엇이 [그] 인식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까? 또, 만일 [인식

방법이 그 대상보다] 나중에 있다고 한다면 이미 인식 대상이 존재하고

있는 때에 무엇이 그것의 인식 방법으로 되겠는가? 왜냐하면, 아직 발생

하지 않은 것이 이미 완전히 발생한 것의 인식 방법으로 될 리는 없기 때

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토끼의 뿔[과 같이 존재하지 않는 것]등도 인식

방법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오류에 빠지기 때문이다. 또, 만일 “[양자가] 同
時에 있다.”고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가령 동시에 발생하여

[倂存하는] 소의 두 뿔이 원인과 결과로서 [관계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과
같은 것이다(Vaidalya 11節).48)

여기서 龍樹는 니야야 학파의 16諦 중 처음 두 諦인 ‘인식 대상(pra
meya: 所量)’과 ‘인식 방법(pramāṇa: 能量)’의 관계를 先行(pūrva), 後續(paś
cāt), 共存(saha)의 三時態(traikālya)에 대입하여 논파하고 있다. 방편심
론이나 니야야 수뜨라에서는 이러한 논법이 논증식 중의 所證(sād
hya)과 能證(sādhana)간의 관계에 대해 적용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논리는 동일하지만 그 소재가 所量(=인식 대상)과 能量(=인식 방법)으

수 있는데 이는 本 章 제3절에서 중론에 대해 검토할 때 다시 논의하
기로 하겠다.

47) 梶山雄一 역시 세 論書에서 발견되는 쓰이는 時同-相應 논법을 동일한 것
으로 본다.

48) バイダルヤ論, 梶山雄一 外 譯, 大乘佛典14, 龍樹論集, 中央公論社, 東京, 199
1, pp. 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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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뀌어져 있다. 그러나 서로 의존적 관계에 있는 能․所의 對立-
雙을 그 소재로 삼아 能․所 兩側 간의 先․後․共 관계의 불합리성
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파론의 이 구절은 방편심론의 ‘時
同-相應’이나 니야야 수뜨라의 ‘無因-相似’와 동일한 논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니야야 논사는 ‘時同-相應’ 논법을 이용한 제11절의 이러한 논파
에 대해 다시 ‘時同-相應’ 논법을 逆-이용하여 再-반박을 한다.

그대가 인식 방법과 인식 대상을 ‘부정’[=能破]’하는 것도 ‘부정 당하는
대상[所破]’에 대하여 先行하든지, 後續하든지, 同時的이든지, 어느 하나일

테니 그런 ‘부정’도 三時에 있어서 성립하지 않는다.49)

敵對者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龍樹는 여기에서 逆說的 딜레마(dilem
ma)에 빠진 꼴이 된다. 즉, 자신이 내세운 ‘時同-相應 논법을 포기’하
든지 아니면 ‘인식 방법과 인식 대상을 부정하는 일’을 중단하든지

岐路에 서 있는 듯 하며, 그 어느 쪽을 택하든 용수가 論爭에서 패배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용수는 니야야 논사의 이런 비판은 “인식

방법과 인식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용수의] 부정을 물리치려 하는 것이기에 [애초에 그렇게] 인정하였

을 때 논쟁은 이미 끝난 것이다.”라고 재-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니
야야 수뜨라의 ‘負處(nigrhasthāna: 第16諦)’ 중에서 제18항목인 ‘認許他
難(matānujñā)50)의 誤謬’를 이용하여 적대자를 논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51)

니야야 수뜨라에서는 이에 대해 다시 반박 논리를 내세우고 있
지만52) 이 문제는 좀더 深度 있는 연구를 要할 뿐만 아니라 本稿의
주제에서도 벗어나 있기에 논의를 이만 줄이기로 한다. 어쨌든 여기

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한 論法이라고 하더라도 용수가 사용하면
정당하고 상대가 사용하면 誤謬에 빠진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상
49) 위의 책, p. 194.

50) 자신의 견해와 모순된 주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51) 梶山雄一, 앞의 책, p. 35.
52) N.S. Ⅱ-1-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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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논법의 특징인데 本稿 第Ⅳ章에서 ‘相應-論法’의 意義에 대해 조망
하면서 이를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다.

‘時同-相應’ 논법의 또 다른 例로 광파론 第35節을 보자.

三時[중 어디]에서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全體性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발생했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主張
(pratijñā)등[의 다섯 요소53)] 가운데서 과거, 미래, 또 현재[의 전체성이 있

다고 하는 것]는 吟味할 만하지 않다.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부분들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54)

梶山雄一은 이 句節이 ‘時同-相應’ 논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말을 하
고 있지만 보다 엄밀히 말하면 ‘時同-相應’ 논법을 통해 채득된 결론
에 의거한 설명문이다.

廻諍論에서는 ‘時同-相應’ 논법이 두 번 등장하는데 제20게송에

서 敵對者가 먼저 이 논법을 逆-이용하여 龍樹를 공격하고 있다. 廻
諍論 第20偈를 보자.

부정(pratiṣedha)이 선행(pūrva)하고, 부정당하는 것(pratiṣedhya)이 후속

(paṣcāt)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또 [부정이] 후속한다는 것도, [양자

가] 동시적(yugapat)이라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自性(svabhāv
a)은 존재한다.55)

‘모든 것이 自性이 없다’고 自性을 否定하는 龍樹의 言明에 대해 니

53) 니야야의 논증식인 五支作法의 宗, 因, 喩, 合, 結支를 말함.
54) バイダルヤ論, 위의 책, p. 206.
55) pūrvaṁ cetpratiṣedhaḥ paścātpratiṣedhyamityanupapannam / paścāccān

upapanno yugapacca yataḥsvabhāvaḥ san //: 이에 대한 주석에서는 부

정 작용(能破)과 부정 대상(所破) 간의 관계를 광파론 제11절에서와 동
일한 형식을 취해 비판하고 있다. <동시 관계>를 비판하는 경우 등장하

는 ‘소의 두 뿔’의 비유가 여기에서는 ‘토끼의 두 뿔’로 등장하지만 Bhatt

acharya는 교정을 보면서 ‘토끼의’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이는 梶山의 지
적과 같이 ‘소의 두 뿔’의 誤字일 것이다. The Dialectical Method of Nā
gārjuna(Vigrahavyāvartanī), K. Bhattacharya 譯, Motilal Banarasidass,
1978, Text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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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 논사(Naiyāyika)는 ‘그런 부정은 三時에 성립하지 못하니 그런

‘否定’ 역시 부정될 터이고, 그로 인해 자성이 ‘肯定’된다는 論旨를 펴
는데, 이 때 용수가 즐겨 사용하던 ‘時同-相應’ 논법을 逆-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광파론이나 회쟁론에서 적대자인 니야야 논사가 ‘시동-상응’

논법을 逆-이용하여 용수의 ‘否定的 言明’에 대해 반박한다. 그러나

광파론에서는 적대자의 비판의 소재가 ‘인식 대상과 인식 방법을

부정하는 용수의 ‘否定的 言明’’이고 廻諍論에서는 그 소재가 ‘自性
을 부정하는 용수의 ‘否定的 言明’’이다.
용수는 자신의 ‘부정적 언명’에 대한 敵對者의 비판에 대해, 廣破

論의 경우에는 負處(nigrahasthāna) 중의 하나인 ‘認許他難(matānujñā)의
誤謬’를 이용하여 논박하였는데, 廻諍論 제69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다른 맥락에서 적대자를 再-비판하고 있다.

[그대가 나를 논박하기 위해 逆-공격한] 三時에서의 이유(hetu)는 [이

미] 대답되어졌다. 그것은 [所證과] 마찬가지(sama)[로 그대의 입장에서는
立證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또, [所證과
能證 간의 관계가 先․後․共] 三時의 [어느 경우에도 성립할 수 없다는]
反-理由(pratihetu)는 [우리들] 空性論者(Śūnyatāvādin)들에게 적합한 것(prā
pta)이다.56)

즉, 니야야 논사가, 龍樹가 驅使했던 ‘時同-相應’ 논법으로 용수의

‘否定的 言明’을 공격하는 것은 니야야 논사 자신이 根據로 삼고 있지
도 않은 논법을 根據로 삼아 논박하는 것이기에 그런 根據 자체도 自
56) yastraikālye hetuḥ pratyuktaḥ pūrvameva sa samatvāt / traikālyapratih

etuśca śūnyatāvādināṁ prāptaḥ //([ ] 괄호 내의 문장은 論者가 추가한
것): 龍樹는 이를 다음과 같이 註釋한다: “세 가지 시간적 관계에 있어서
否定을 나타내는 [그대의] 論據는 이미 대답되어진 것으로 생각해야 하
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所證과 동등(sādhya-sama: 所證-相似)하기 때
문이다.” 제69게 전반부나 龍樹의 註釋에서 ‘이유(hetuḥ=sādhya)가 동등
(sama)하다’는 설명은, 先․後․共에 걸쳐 三時에 불성립한다는 이유를

대는 일이 所證-相似(sādhya-sama)의 오류에 빠진다는 것을 축약적으로
설명한 말이다. 따라서 이 게송의 전반부에서 三時의 이유를 대는 사람
은 中觀論者가 아니라 敵對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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派의 입장에서 다시 증명되어야 하는 ‘所證-相似(sādhya-sama)57)’의 誤
謬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龍樹는 이어서 “나는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으며, 부정되는 대상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그대는 부정한다’

고 하는 이런 항변은 그대가 날조한 것이다.”58)라는 제63 게송을 재

-인용하고 있다. 이 게송에서 보듯이 용수가 상대방을 논파하기 위

해 사용하는 ‘相應-論法’은 결코 어떤 주장이 아니라 다만 적대자의
잘못된 인식을 제거해 주는 역할만 한다고 볼 수 있다.59)

어쨌든 廻諍論 제69게에서 ‘時同-相應’ 論法이 空性論者들에게 적
합한(prāpta) 논법이라고 말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相應-論法’은 龍
樹의 誤謬論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렇다면 광파론과
회쟁론에서 노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時同-相應’ 논법이 용수의

대표적인 논서인 중론에서는 어떻게 구사되고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3. 中論에서 구사되는 ‘時同-相應’ 논법

중론에서 ‘時同-相應’ 논법이 驅使되고 있는 곳은 여러 군데 발
57) 니야야 수뜨라에서는 所證-相似(=所立-相似)가 ‘似因(hetvābhāsa)’에도
등장하고(N.S. Ⅰ-2-8), ‘자띠(jāti)’에서도 등장한다(N.S. Ⅴ-1-4). ‘似因(h
etvābhāsa)’에 포함될 경우에는 ‘所證(sādhya)을 증명하기 위해 동원된

能證(sādhana=hetu: 이유)도 所證과 마찬가지로 證明을 要하는 경우의 잘
못’을 말하며, ‘자띠(jāti)’에 포함될 경우에는 ‘所證을 증명하기 위해 동원
된 實例(dṛṣṭānta)도 所證과 마찬가지로 증명을 요하는 경우의 잘못’을 말
한다. 그러나 용수가 ‘所證-能證-實例’로 구성되는 ‘三支-作法’的인 논증식
을 염두에 두고 ‘所證-相似(sādhya-sama)’라는 術語를 사용했을 것 같지
는 않다. 그저 어떤 주장과 그 주장의 토대가 되는 근거(이유+실례) 간의

관계에서 이유와 실례를 모두 포함한 그런 ‘根據’ 역시 입증되어야 한다
는 의미로 이 術語를 사용했을 것 같다.

58) pratiṣedhayāmi nāhaṁ kiṁcit pratiṣedhyamasti na ca kiṁcit / tamātpra

tiṣedhayasītyadhilaya eṣa tvayā kriyate //

59) 회쟁론 제64게 주석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사물(bh
āva)들에 自性(svabhāva)이 없다는 이 말도 사물의 無自性性(niḥsvabāva
tva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自性이 없음을 알게 할(jñāp
ayati)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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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되지만 그 대표적인 예로 제2 관거래품 제1게를 들어 보겠다. 이

게송은 중론 내 다른 品에서 가장 많이 再-言及되고 있는 게송60)
일 뿐만 아니라 그 구조에 입각해 갖가지 다른 개념들이 논파되는

모습이 중론내 도처에서 발견된다. 이를 直譯하여 인용해 보자.

‘간 것’은 가지지 않는다.

‘가지 않는 것’도 역시 가지지 않는다. /

‘간 것’과 ‘가지 않는 것’을 떠난 ‘가는 중인 것’은 가지지 않는다. //61)

‘그가 가는 작용을 간다(gamanam gacchati)’62)고 하는 立論을 예상하
여, 용수는 그 가는 작용은 ①‘이미 간 가는 작용(gata)’, ②‘아직 가지

않은 가는 작용(agata)’, ③‘지금 가고 있는 중인 가는 작용(gamyamān

a)’이라는 ‘가는 작용(gamana)’의 三時態(traikalya)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위와 같은 受動文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能과 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면 그 구조를 ‘상응-논법’에 비
교할 수 있게 된다.

前(pūrva): 이미 간 것(能)이 간다(所): 四句 분별 중 第1句적인 분별
後(paścāt): 아직 가지 않은 것(能)이 간다(所): 四句 분별 중 第2句적인

분별

共(saha): 지금 가는 중인 것(能)이 간다(所): 四句 분별 중 第3句적인 분
별

60) 第3 觀六精品 제3게, 第7 觀三相品 제 14게(梵頌), 第10 觀燃可燃品 제13게,
第16 觀縛解品 제7게.

61) gataṁ na gamyate tāvadagataṁ naiva gamyate / gatāgatavinirmuktaṁ

gamyamānaṁ na gamyate //(已去無有去 未去亦無去 離已去未去 去時亦無
去) (2-1)

62) 이러한 문장이 한국어 語法에는 맞지 않지만 산스끄리뜨어에서는 ‘간다’
는 의미의 ‘√gam’ 동사가 타동사로 쓰기에 위와 같은 문장이 가능하다.

또, 가는 작용의 대상을 한국어에서는 처격(～에)으로 나타내지만 산스

끄리뜨어에서는 목적격(～을)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그는 마을에 간

다”가 산스끄리뜨 문에서는 “그는 마을을 간다((nagaram gacchati)”는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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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目이나 月稱의 주석을 보면 ①‘이미 간 가는 작용(gata)’이나 ②

‘아직 가지 않은 가는 작용(agata)’을 부정하는 구조에서 ‘시동-상응’

논법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靑目疏에서는 “이미 간 것은 이
미 가버렸기 때문에, 아직 가지 않은 것은 아직 간다는 사실이 존재

하지 않기에, 가는 것이 없다”고 한다.63) 방편심론에서도 ‘時同-相
應’ 논법을 설명하면서 “만일 過去라고 말한다면 과거는 이미 소멸하
였다. 만일 未來라고 말한다면 이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기
에 ‘가는 작용’에 대한 제1구와 제2구적인 논파는 그대로 시동-상응

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③‘지금 가고 있는 중인 가는 작용(ga

myamāna)’에 대한 논파는 ‘시동-상응’ 논법과 그 구조가 다른 듯이 보

인다. 즉, ‘시동-상응’ 논법에서는 能과 所가 동시에 있으면 서로 因
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의 논파를 하는데 반해 여기에서는 ‘간 것’과

‘가지 않은 것’이 없다면 ‘가는 중인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논파한다.

‘가는 중인 것’은 ‘半은 간 것이고 半은 가지 않은 것’64)이라고 볼 수
있기에 ‘간 것’과 ‘가지 않은 것’의 連言的(conjunctive) 합성을 의미한
다. 따라서 위의 後半 게송은 제1구와 제2구를 떠나서는 그것의 連言 
명제인 제3구도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는 ‘가는 중인 것’에 대한 논파 구조가 ‘시동-상응’ 논법과 유사하다

고 볼 수는 없다. ‘시동-상응’ 논법이려면 위에 인용했던 광파론
제11절의 귀절과 같이 “‘가는 중인 것’과 ‘간다’가 동시에 있다면 이

는 마치 소의 두 뿔과 같아 서로 因이 되지 못한다”고 해야 할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게송을 보면 제3구인 ‘가는 중인 것’에 대한

논파도 ‘시동-상응’ 논법에 토대를 둔 것이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

다.

63) 中論, 金星喆 譯註, 經書院, 1993, p. 53. 참조(이하 中論에서 인용되는
게송의 出典은 同 譯書에 매겨진 산스끄리뜨 게송의 번호만 기입하기로
하겠다.).

64)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은 半은 아직 가지 않은 것이고 半은 이미 가버
린 것이다.”: 中論, 앞의 책, p. 53. 月稱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
기서 半만 간 것이 가는 중인 것이다(athārdhagataṁ gamyāmanam).”, C
andrakīrti, Prasannapadā, Poussin 本, Bib. Bud. Ⅳ, 1913,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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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중인 것’의 ‘가는 작용’[=가는 작용이 간다]이라고 한다면 ‘가는

작용’이 둘로 귀결된다. ‘가는 중인 것’ 바로 그것과, 다시 거기[=가는 중인

것]에 있는 ‘가는 작용’에 의해서65)

방편심론과 龍樹의 광파론 제11절에서는 能과 所가 同時에 있
는 경우 能과 所가 마치 소의 두 뿔과 같아 서로 因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즉, 能은 所와 관계 없이 존재하고 所는 能과 관계 없이 존
재하기에 그 둘은 서로 관계하지 않는 자립적 존재라는 말이 되어

오류에 빠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게송도 ‘가는 중인 것’

과 ‘가는 작용’이 서로 관계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존재하는 꼴이 된

다는 의미를 띠고 있기에 觀去來品  1게송의 제3구 역시 ‘시동-상응’
논법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梶山雄一은 광파론 내에서 시동-상응 논법이 第11節과 第3
5節에 두 번 등장한다고 보았는데 지금까지 고찰해 보았듯이 관거래
품의 이러한 논리도 ‘시동-상응’ 논법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광파론
第3, 20, 63節도 동일한 논법의 토대위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게송 이외에 ‘시동-상응 논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송은 많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第11 觀本際品의 게송들이다. 이 品에서는 윤
회는 無始無終하다는 붓다의 宣言을 제1게에 실은 후, 제2게 이후 ‘生
(jāti)과 老死(jarāmaraṇā)’를 ‘原因과 結果’ 간의 인과관계에 대입하여

‘時同-相應’ 논법과 유사한 논법으로 논파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생’
과 ‘노사’를, 방편심론의 ‘시동-상응’에 대응되는 논법인, 니야야
브하샤의 ‘無因-相似’ 논법에 대입하여 문장을 구성하여 보자.

生은 老死보다 以前인가, 以後인가, 아니면 同時일까? ①만일 이전이라
면 노사가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생이겠는가? ②만일 이후라면 생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무엇의 노사이겠는가? ③생과 노사가 동시에 있는 상황

에서는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 중이니 무엇이 무엇에 대해 생하고 무엇이

65) gamyamānasya gamane prasaktaṁ gamanadvayam / yena tadgamyamā

naṁ ca yaccātra gamanaṁ punaḥ //(若去時有去 則有二種去 一謂爲去時 
二謂去時去)(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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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 대해 노사하겠는가? 그러므로 생과 노사는 구별되지 않는다.

이러한 ‘無因-相似’ 논법은 인과 관계(또는 宗과 因의 관계)에서 因이
果보다 ①以前(先行: pūrva), ②以後(後續: paścāt), ③同時(saha)일 수 없음
을 논증하는 세 가지 논파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결과인 老死가 원
인인 生보다 ‘①以前(先行: pūrva)’일 수 없다는 논리를 중론 第11 觀
本際品 第3偈와 비교해 보자.

만일 生이 앞선 것이고 老死가 나중의 것이라면 老死 없는 生이 되리라.
또 죽지도 않은 것이 生하리라.66)

‘무인-상사’적 논법으로는 生이 老死보다 以前에 있다는 생각에 대
한 논파를 “①만일 以前이라면 老死가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生이겠
는가?”라고 표현하였는데 중론에서는 약간의 변형을 하여 이를 기
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형 역시 ‘상응-논법’ 중 ‘不生-相應(=果相
似)’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67) 어쨌든 생이 노사보다
이전에 존재한다면 生은 ‘自己-正體性(self-identity)’을 保持하지 못한다
는 의미에서 중론과 니야야 수뜨라의 논리는 같은 맥락 위에 있
는 것이다.

‘②以後(後續: paścāt)’와 ‘③同時(saha)’에 대한 중론의 논파와 니야
야 브하샤의 ‘無因 相似’ 논리적인 논파를 비교해 보자.

중론: 만일 生이 나중(para)이고 老死가 먼저라면 無因이며 生이 없는
老死가 어떻게 존재하리요?68)

66) pūrvaṁ jātiryadi bhavejjarāmaraṇamuttaram / nirjarāmaraṇā jātirbhavej

jāyeta cāmṛtaḥ //(若使先有生 後有老死者 不老死有生 不生有老死)(11-3),
中論, pp. 205-206 참조.

67) ‘果-相似(24번째 jāti)’ 논법은 “①원인 가운데 결과가 없다면 결과는 生할
수가 없고, ②원인 가운데 결과가 있어도 결과는 生할 수가 없다.”라는
두 가지 비판 논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 위의 11-3게송은 이 중 ①의

논리를 이용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시동-상응(=무인-상사)만을 논의의

소재로 삼기에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후일로 미루기로 한다.

68) paścājjātiryadi bhavejjarāmaraṇamāditaḥ / ahetukamajātasya syājjarā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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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야야 브하샤적 표현: ②만일 以後(paścāt)라면 生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무엇의 老死이겠는가?

중론: 실로 老死와 生이 동시적(saha)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렇다면) 지금 생하고 있는 중인 것이 죽어버리게 될 것이며 또 그 兩者가
無因의 존재가 될 것이다.69)

니야야 브하샤적 표현: ③生과 老死가 동시(saha)에 있는 상황에서는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 중이니 무엇이 무엇에 대해 生하고 무엇이 무엇에
대해 老死하겠는가?

논의에 약간의 加減이 있긴 하지만, 生이 老死보다 이전(pūrva)일

수도 없고 이후(para)일 수도 없으며 老死와 동시적(saha)일 수도 없다
는 맥락에서 生과 老死 개념을 논파하기에 이 역시 ‘시동-상응’ 논법
에 토대를 둔 논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時同-相應(=無因-相似: ahetu-sama)’ 논법 이외에, 果-相似(kārya-sama),
可得-相似(upalabdhi-sama), 到-相似(prāpti-sama), 不到-相似(aprāpti-sam
a), 所證-相似(sādhya-sama), 無窮-相似(prasaṅga-sama), 反喩-相似(pratidṛ
ṣṭānta-sama), 不了證-相似(avarṇya-sama), 同異-相應, 등의 논법도 龍樹
의 논서에서 驅使되고 있는 모습이 명확히 보이지만 誌面 관계상 그
에 대한 논의는 後日로 미루기로 한다.

Ⅳ. ‘相應 論法’의 意義

1. 月稱의 歸謬法과 ‘相應-論法’

현대 학자들은 쁘라상가 논법을 현대적인 논리학 용어로 歸謬法(re

araṇaṁ katham //(若先有老死 而後有生者 是則爲無因 不生有老死)(11-4)
69) na jarāmaraṇenaiva jātiśca saha yujyate / mriyeta jāyamānaśca syāccā

hetukatobhayoḥ //(生及於老死 不得一時共 生時則有死 是二俱無因)(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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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tio ad absurdum)이라고 번역한다. 귀류법이란 “어떤 명제의 참임을

직접 증명하는 대신 그 명제의 부정 명제가 참이라는 가정에서 결국

그것이 모순에 귀결한다는 것을 지적하여 간접적으로 原 명제가 참
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추리 증명법”70)이다. 물론 이와

반대로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 위와 같은 논의를 전

개하는 것도 귀류법에 속한다. 月稱 역시 자신의 논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중관론자에게는] 理由(hetu) 명제도 實例(dṛṣṭānta)도 있을 수 없기 때문
에 [적대자의] 주장(pratijñā)에 맞춰서 자기 주장의 의미를 증명할 뿐이다.

따라서 이론 없는 주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모순

될 [것조차 있을]뿐만 아니라 적대자에 의해 어떤 판단을 용납하는 일도

없다.71)

예를 들어 “눈은 다른 것을 본다.”라고 적대자가 주장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논증식을 세워 적대자의 주장을 논파한다.

실례[喩]: 무릇,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도 보지 못한다.
마치 항아리와 같이.

적용[合]: 그런데 눈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
결론[結]: 그러므로 그것[=눈]은 타자를 보는 것도 결코 아니다.72)

‘눈에 자기 자신을 보는 성질’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질과] ‘다른 것을 보는 성질’의 불가분리성(avinābhāvitva)을 인정하

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와 같이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

는 논증식이 가능하게 되며,73) 이런 식으로 적대자가 수용하는 논거

70) 世界哲學大事典, 敎育出版公社, 1980, p. 114.
71) hetudṛṣṭāntāsambhavāt pratijñānusaratayaiva kevalaṁ svapratijñātārtha

sādhanamupadatt iti nirupapattikapakṣābhyūpagamāt svātmānamevāya

ṁ kevalaṁ visaṁvādayan na śaknoti pareṣāṁ niścayamādhātūmiti / Ca

ndrakīrti, 앞의 책, p. 19.

72) Candrakīrti, 위의 책, p. 34.

73) Candrakīrti, 위의 책.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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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해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적대자의 주

장을 논파하는 것이 쁘라상가 논법인 것이다.

앞에 인용했던 月稱의 설명에 따르면, 中觀論者는 自派의 ‘理由’도
‘實例’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主張’을 하는 것이 아니어
야 하는데, “눈은 다른 것을 본다.”는 적대자의 주장을 논파하기 위

해 위와 같은 논증식을 세웠다면 자신의 설명에 모순되는 행위가 아

닐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적대자도 인정하는 세속의 논리에 따르더

라도74) 위와 같은 상반된 논증식이 작성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줌

으로써 적대자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지, 결코 자신이 세운

논증식을 自派의 주장으로써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월칭식

귀류논증(prasaṅga)법의 본질이다. 이는 적대자의 논의와 동등한(sama)

타당성을 갖는 상반된 논증식을 도출해 냄으로써 적대자의 논의에

過誤(prasaṅga)가 生한다(jāyate)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 구조는

“상응-논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중론 第2 觀去來品 제1게의 경우도 적대자가 “가는 작용은 간

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 가는 작용이 ‘[이미] 간 것’이건, [아직]

‘가지 않은 것’이건, [지금] ‘가는 중인 것’이건 ‘가지 않는다’는 상반

된 언명이 가능함을 보이는 것일 뿐이지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아

니라고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간단히 고찰해 보았듯이 용수에 의해 채택되어 구사된

‘상응-논법’적 논파 방법은 월칭의 귀류논증법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본고 제Ⅲ장 2절에서 ‘상응-논법’의 특징을 거론하면서, ‘이런 논

법을 상대가 사용하면 誤謬가 되고 용수 자신이 사용하면 정당한 논
법이 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까닭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자.

月稱이 淨明句論(Prasannapadā)에서75) 회쟁론을 인용하며 밝힌 바
있듯이 중관론자들은 어떠한 주장도 갖지 않는다.76) 적대자의 주장

74) Candrakīrti, 위의 책, pp. 35-36.

75) Candrakīrti, 위의 책, p. 16.

76) 만일 나에게 무언가 주장이 있다면 바로 그 때문에 나에게 과실이 있으

리라.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장은 없다. 회쟁론, 제29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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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박은 하지만 이를 위해 내세운 논리식이 중관론자의 주장은 결

코 아닌 것이다. ‘상대의 입장에 서면 그러그러한 부당한 논리도 가

능한 꼴이 된다’고 적대자에게 제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중관론자

의 논리이다. 이렇게 ‘자신의 주장 없이 상대의 오류를 지적한다’는

맥락 위에서만 ‘상응-논법’은 정당한 논파법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니야야 측에서는 ‘상응-논법’의 효용을 잊은 채 이를 잘못 이

용해 자신의 ‘주장’을 반증하려고 하는 것이다.

니야야 수뜨라의 자띠(jāti) 이론에서 방편심론의 상응-논법이
비판을 받는 것도 이를 하나의 주장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니야야 수뜨라 제Ⅴ장에서 ‘可能-相似(upapatti-sama)’를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니야야 학파 측에서 ‘상응-논법’을 하나의 주장으로 생

각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可能-相似(upapatti-sama)란 “양방의 이유가 가능함을 보임으로

써”77) 상대의 주장을 논파하는 論法인데, 어떤 주장과 그에 대한 이
유가 있을 때 그와 다른 이유가 가능하기에 반대 주장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니야야 측에서는 이를 역으로 이용하

여, “그런 ‘반대 주장’이 가능하다면 自派(니야야)의 ‘原-主張’은 그 ‘반
대 주장에 대한 반대 주장’이니 거꾸로 自派의 原-主張에 의해 그 반
대 주장이 可能-相似(upapatti-sama)적으로 논파 가능하다”는 의미의

반론을 편다. 이런 식의 반박은 논파를 위해 제시된 ‘상응-논법’적

논증식을 하나의 ‘주장’으로 오해함에서 비롯된 부당한 반박인 것이

다.

2. 붓다 교설의 方便的 성격과 ‘相應-論法’

龍樹가 中觀 論書들을 작성하면서 수용했으리라고 추정되는 方便
心論의 ‘相應-論法’이나 니야야 수뜨라의 ‘相似-論法’과, 그와 동일
구조를 갖고 있는 月稱의 쁘라상가(prasaṅga)-論法은 그 성격이 붓다
교설의 方便的 성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붓다는 ‘뗏목의 비유
77) N.S. 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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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筏譬喩)’를 들어 교설의 方便性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78) 뗏목을 타
고 恐怖스러운 此岸에서 安穩한 彼岸으로 건너 간 사람이 그 뗏목을
다시 짊어지고 가려는 생각이 어리석은 것이듯이, 붓다가 說示한 善
法조차 뗏목과 같은 방편일 뿐이지 목적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붓다의 설법은 應病與藥과 같은 對機說法이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자아가 있다’고 설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아가 없다’고 설하기도

하며 다른 이에게는 ‘자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

고 설하기도 한다.79) 교설의 방편적 성격으로 인해 붓다는 경우에

따라 서로 相沖되는 설법을 베풀기도 한다.
‘쁘라상가(prasaṅga)-論法’이나 ‘相應-論法’에서도 敵對者의 어떤 주

장을 보고, 그를 반대하기 위해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적대자의 논리에 의거하여 적대자의 주장과 상반된 주장이 도출 가

능함을 보여줄 뿐이다. 즉, 중관론자가 적대자를 논파하기 위해 내세

운 진술은 다만 상대방이 내세운 주장의 문제점만 드러낼 뿐이지 그

진술 자체를 자신들의 주장으로 삼지 않기에 마치 강을 건너게 해

주는 뗏목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붓다의 방편적 교설이나, 방편심론의 상응-논법, 월

칭의 쁘라상가-논법은 ‘말과 논리’로 이루어지지만 그 ‘말과 논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단지 수단일 뿐이라는 점에서 脈을 같이

하는 것이다.

Ⅴ. 要約 및 硏究 展望

1. 要約

지금까지 論者는, 龍樹가 廣破論이나 廻諍論에서 驅使했던 中
78) 增壹阿含經, 卷 第三十八, 大正 2, 760a..
79) 中論, 第18 觀法品 第6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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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 論理가 方便心論 第Ⅳ章 相應品이나 니야야 수뜨라 第Ⅴ章 ‘자
띠(jāti)-理論’에서 발견된다는 宇井伯壽와 梶山雄一 등의 연구 업적에
토대를 두고, 20 가지 ‘相應-理論’들 중 ‘時同-相應’ 논법을 試金石으로
삼아 이들의 연구 결과와 면밀히 대조하면서, 이들이 내렸던 몇 가지

결론을 是正함과 아울러, 이들이 미처 다루지 않았던 中論에까지
論議를 확대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먼저 제Ⅱ장을 통해 방편심론의 저자에 대한 문제와, ‘相應’과 ‘j

āti’라는 술어의 의미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방편심론의 저자를 용수 이전의 소승불교도였을 것이라고 잘못
추정하였던 宇井의 견해는 宇井 자신이 대승적 空 사상에 대해 오해
하고 있었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宇井은 十二因緣이나
四聖諦등의 교리를 空 사상에서 배척하였다고 보았기에, 이런 교리를
붓다의 正義로 간주하는 방편심론은 소승불교도에 의해 쓰여진 것
이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空 사상에서는 아비달마 교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달마 교리에 대한 取着된 이해만을 시정하는 것이
라는 점에서 宇井의 論旨는 반박된다. 또 空 사상을 거론하는 구절은
宇井이 지적하는 부분 이외의 것도 다수 발견된다.

梶山雄一은 방편심론 相應品에 등장하는 ‘相應’의 原語가 ‘prasaṅ
ga-jāti’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니야야 수뜨라와 대조해 보
면, 이는 단순히 ‘sama’의 譯語이며 현대 일본 학자들이 ‘相似’로 번
역하고 있는 니야야 수뜨라 內의 ‘sama’라는 술어도 방편심론에
서와 같이 ‘相應’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또, 현대 학자들은
‘jāti’를 ‘誤難(그릇된 비난)’이나 ‘Futile Rejoinder(하찮은 말대꾸)’ 등 부정
적인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니야야 학파의 비판적인 視
覺이 개입된 번역으로 원래적인 의미는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왓스야
야나의 니야야 브하샤, 용수의 광파론 등에서 보듯이 그 원래적
인 의미는 ‘[쁘라상가를] 발생한다’는 것으로 ‘상응-논법’의 효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誤難’등의 譯語에서 보듯이 ‘상응-논법’에 대해 비
난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는 않았다.

제Ⅲ장을 통해 論者는 20 가지 ‘相應-論法’ 중 ‘時同-相應’을 예로

들어 그것이 방편심론, 니야야 수뜨라, 광파론, 회쟁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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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서 驅使되고 있는 모습을 고찰해 보았다. ‘시동-상응’ 논법은

광파론이나 회쟁론은 물론이고 龍樹의 대표적인 논서인 중론
에서도 약간의 변형을 거쳐 쓰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Ⅳ장에서는 이러한 ‘時同-相應’ 論法이 月稱의 쁘라상가 論法이
나 붓다의 方便的 敎說과 동일한 맥락을 갖는다는 사실을 간략히 밝
혔다. 즉, ‘말과 논리’에 의해 상대방의 주장을 논파하지만 그런 논파

에 쓰인 ‘말과 논리’는 ‘道具’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
적이나 어떤 주장은 아니라고 보는 점에서 三者의 방법은 일치한다.

2. 硏究 展望

中觀 論理의 起源을 모색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本稿에서는 敵對者
의 誤謬를 지적해내는 龍樹 특유의 논리가 방편심론에서 비롯되었
다고 보아 그에 대한 문헌학적인 검토를 간략히 시행한 후, ‘시동-상

응’ 논법을 하나의 모형으로 삼아 용수의 論書에 나타난 논리와 대조
연구하였다. 그러나 ‘相應(=相似)-논법’은 방편심론에는 20 가지,

니야야 수뜨라에는 24 가지가 기술되어 있다. 용수의 논리에 끼친
상응-논법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兩 經書에 등장하는 ‘상응-
논법’들의 정밀한 대조를 통해 각 논법들의 엄밀한 의미를 복원해 내

는 작업이 先行해야 한다. 이 때 作者未詳의 如實論이나 陳那(Dignāg
a)의 因明正理門論에 등장하는 ‘상응-논법’에 대한 설명도 참조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龍樹의 諸 논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논법
과의 비교 연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龍樹는 ‘상응-논법’을 수용하여 자신의 논서에서 자유자재로 驅使
하고 있지만 佛敎 論師였던 陳那(Dignāga)와 法稱(Dharmakīrti)은 니야
야 수뜨라에 쓰여 있는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 논법을 부당한 논법
으로 간주하였다. 이들은 방편심론의 논리 사상과는 단절되어 있

었다. 니야야 수뜨라나 니야야 브하샤 등에서 이 논법을 부정하
는 근거와, 위의 불교 논리학자들이 이 논법을 부정하는 근거를 비교

해 본다면 양 학파 간의 논리 사상의 차이점이 보다 명확히 밝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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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런 작업을 통해 中觀 論理의 構造가 규명되고 나면, 중관적 논파
방식을 이용해 현대 심리학 이론, 형법 이론, 과학철학, 물리학, 논리

철학 이론 등 인간의 사유가 構成(construct)해 내는 온갖 이론의 문제
점에 대해 般若의 메스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