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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佛敎史에 있어 그 사상이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잘못 평가되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인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淸辯(490-570)이라 할 수 있다. 현존사료에 보이는 그의 位相은 오늘날
보다 휠씬 높았으며 龍樹 당시에 거론되지 않았던 중요한 哲學的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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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를 통하여 중관사상을 오히려 심화시켜 나간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기와 사상은 史書를 쓴 사람의 관점에 따라 평가절
하되는가 하면 후대의 티벳중관논사들에 의해 비판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관해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은 現存史料와 論書를
일일이 검토해가면서 불호와 청변의 연기관을 비교하는 논문1)을 써

나갈때 였다. 문헌을 살펴 볼수록 청변이 잘못 평가되고 있다는 확신

이 점점 들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청변을 왜곡시킨 사례들을

발견하게 되어 청변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재조명하리라는 결심을 하

였다. 그를 부당하게 평가하는 것 가운데 특히 논리학을 수용했다는

부분은 크나큰 오류라 생각된다. 이로 인해 그는 불교사에서 혹독하

게 비판받아 왔으며 소외되어 왔다. 이는 비판이 심층적으로 다루지

기 보다 다분히 외형적이고 피상적인 입장에서 논의되어 왔기 때문

일 것이다. 단순히 논리학을 수용했다는 이유로 비판해서는 안되며

논의의 축을 즉 ‘진리는 언어로서 표현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두

어야 할 것이다.

청변은 ‘진리와 언어’ 다시말해 ‘진리와 世俗’에 관련된 철학적문제
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칙들에 관하여 고민하여 그 방법

으로써 논리학을 수용하였다. 논리학 수용은 그의 의지의 반영이며

청변사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엿볼수 있는 좋은 증거이다.

이 논의는 지금까지와 같은 비판적 안목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안목에서 청변의 사료와 사상을 재검토해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논

리학수용과 관련한 眞僞 여부를 가려 나갈 것이다. 논리학수용이 그
의 오류가 아니라 오히려 사상의 유연성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전

거임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 논의는 결국 이제설을 다루게 될 것이

다. 사실 청변이 비판받아야 할 부분은 논리학수용이 아닌 이제설이

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二
諦說은 空과 緣起를 우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으며 진리에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는 데

1) 論者는 佛護와 淸辯의 緣起說을 비교적인 입장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다.
(拙著, 淸辯의 緣起說 -佛護 緣起觀에 대한 淸辯의 批判-, 韓國佛敎學 제
20집(서울, 한국불교학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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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충분히 논의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1. 旣存評價에 대한 재검토

1) 現存史料에 보이는 淸辯

淸辯(490-570)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현존사료로서 풍부한 내
용을 전하는 것으로는 현장스님의 大唐西域記와 다라나타(Tāranāth
a)의 印度佛敎史 등이 있다.2) 그리고 일부 편린들만을 전하는 것으
로는 釋迦方誌 권下, 南海寄歸內法傳 권4, 大慈恩寺三藏法師傳
권4 등이 있다. 이들 사료들은 지은이의 견해에 따라 청변이라는 한

인물을 달리 평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大唐西域記와 印度佛
敎史는 상반된 입장에서 청변을 기술하고 있다.

⑴ 淸辯이 卑下된 경우: 大唐西域記
玄奘스님이 지은 大唐西域記 권10에는 그의 일대기가 다음과 같

이 기술되어 있다.

성 남쪽 멀지 않은 곳에 큰 산이 있다. 바비폐가(婆毗吠迦:당나라에서는
청변이라 함) 논사가 아수라 궁에 머무르면서 자씨보살이 成佛하는 것을

기다리며 바라보던 곳이다. 논사는 도량이 넓고 덕이 심원한 사람으로서

겉으로는 샹카의 법복을 입고 있었으니 內心으로는 龍猛의 학문을 받아

넓히고 있었다.3)

2) 부톤린첸둡(1290-1364)이 지은 Bu-ston불교사는 용수-제바-Candrago

min-월칭 순으로 中觀論師의 傳記를 전하고 있으면서도 청변의 傳記는 아
예 빼버리고 기술하지 않고 있다. 이는 Bu-ston불교사 편찬 당시의 청
변의 位相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서 티벳에서의 청변의 위치를 가
히 짐작케 한다.

3) 당나라 玄奘(602-664)스님 지음, 大唐西域記 권10, “城南不遠有大山엄
婆毘吠伽 唐言淸辯 論師 住阿素洛宮 待見慈氏菩薩成佛之處 論師雅量弘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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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변은 인품이 훌륭하고 덕이 아주 심원하였다. 고매한 인품과 자

질을 가졌던 그였으나 활동의 많은 제약을 때문에 제대도 종교생활

을 영위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활동하던 지역(다

냐카타국)은 불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

신의 신분을 은폐시키기 위해 샹카인의 법복으로 위장할 수 밖에 없

었던 절박한 상황이 당시의 사회상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기 때문

이다. 또한 직접 불교인임을 내세울 수 없어 ‘內心’으로 龍猛의 학문
을 몰래 전수받아 넓히었다는 내용도 불교를 탄압했거나 적어도 우

호적이지 않았을 암울한 시대상황을 감지케 한다. 암울한 시대상황

과 행동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끊없는 구도열정을 가졌던 그는 護法
논사가 佛法을 넓히고 학도가 수천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談論하
고자 마가다국으로 護法을 찾아가기에 이른다.

그는 마가다국의 護法菩薩이 佛法을 넓히고 학도는 수천에 이르고 있다
는 말을 듣고 談論하고자 하여 지팡이를 짚고 나섰다. 파탈리성에 닿았을
때 호법보살이 보리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論師는 문인
에게 “그대는 보리수의 호법보살에게 가서 ‘보살은 부처님의 遺敎를 넓혀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덕을 마음으로부터 존

경한 지가 이미 오랩니다. 그러나 일찍부터의 소원을 달성하지 못하여 오

늘까지 뵈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보리수는 공허하게는 보지 않을 것이며

한번 보게 될 때는 반드시 증과를 얻어 천인사가 되고자 맹세하고 있습니

다.’고 말하더라고 전해 주시오”하고 말했다. 호법보살은 그 사자에게 ”사

람의 세상은 幻影과 같고 身命은 뜬 것과 같이 무상합니다. 날마다 수행하
고 있어서 담론할 짬이 없소” 하고 대답하게 했다. 사자는 왕복을 거듭했

으나 마침내 만나지 못했다. 淸辯論師는 본국으로 돌아갔다.4)

위의 내용은 청변이 護法의 法을 흠모하여 찾아 뵙기를 청하나 거

至德深邃 外示僧거之服 內弘龍猛之學(大正新修大藏經(이하 大正藏이라 약
칭) 51, pp. 930下)

4) 위의 책, “聞摩揭陀國護法菩薩宣揚法敎學徒數千 有懹談議杖錫而往 至波吒
釐城 知護法菩薩在菩提樹 論師乃命門人曰 汝行詣菩提樹護法菩薩所 如我
辭曰 菩薩宣揚遺敎導誘迷徒 仰德虛心爲日已久 然以宿願未果遂乖禮謁 菩
提樹者 誓不空見見當有證稱天人師 護法菩薩謂其使曰 人世如幻身命若浮 
渴日勤誠未遑談議 人信往復竟不會見 論師旣還本士.”(大正藏 51, p. 931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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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당해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변을

무시하는 호법의 태도와 애타게 談論을 요청하는 청변의 측은한 입
장이 대비적으로 묘사되었다. 여기서 현장스님은 護法에 대해서는 칭
호를 ‘菩薩’로, 청변은 ‘論師’로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뚜렷한 신분상의
위치를 한계 지우고 있다. 護法의 位相을 우월하게 보이려는 현장스
님의 의도가 엿보인다.

護法과의 만남이 실패로 돌아가자 淸辯은 이에 굴하지 않고 불타
는 구도열로 觀自在菩薩像 앞에서 곡기를 끊고 3년간 隨心陀羅尼를
외우는 고된 수행생활에 들어간다. 그의 기도에 감복한 관자재보살

이 몸을 現身하여 논사에게 소원을 묻는다.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하고 물었다. 논사는 “이 몸을 세상에 남기

고 자씨를 만나고자 합니다.”고 대답했다. 관자재보살은 “사람목숨은 여리

고 세상은 환영과 같이 덧없는 것이다. 그대는 훌륭한 善行을 닦아 覩史多
天(미륵이 상주하는 곳)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라. 그것에서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반드시 빠를 것이다.”고 대답했다. 논

사는 “나의 마음은 움직이기 어렵고 나의 마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고

말했다. 보살은 “그렇다면 다냐카타카국으로 가도록 하라.” 성남쪽에 있는

산에 집금강신이 있는데 가서 마음을 다하여 집금강다라니를 왼다면 반드

시 이 소원이 성취될 것이다.5)

서원의 내용을 보자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거기서 그는

깨달음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인물이 아니라 미륵의 출현으로 인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다시말해 구도의 목적이

成佛이나 자신의 완성이 아니라 미륵의 親見인 것이다. 그의 깨달음
은 미륵의 下生이나 친견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물론 미륵의 친견은
자기의 실현과 완성에 곧바로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좀더

주의깊게 살피면 다른 뜻이 교묘히 은폐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이다. 청변은 스스로 깨달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며 누군가의 도움

5) 위의 책, “謂論師曰 何所志乎 對曰 願留此身待見慈氏 觀自在菩薩曰 人命
危脆世間浮幻 宣修勝善願生都史多天 於斯禮覲尙速待見 論師曰 志不可奪
心不可貳 菩薩曰 若然者宜往馱那羯磷迦國 城南山엄執金剛神所 至誠誦持執
金剛陀羅尼者當遂此願 論師於是往而誦焉)”(大正藏 51, p. 931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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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면 완전한 깨달음에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친견하기를 원하는 자씨보살(=미륵)은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분임과 동시에 唯識思想을 無著에게 敎授한 분이기도 하다. 무착과

미륵보살의 인연에 대해서는 유명한 일화가 大唐西域記 無著傳에
전해지고 있다.

無著보살은 밤에는 천궁에 올라 자씨보살에게서 瑜伽師地論 莊嚴大
乘經論 中邊分別論 등의 가르침을 받고 낮에는 대중을 위해 妙理를 講
宣했다.6)

위에 거론된 瑜伽師地論 大乘莊嚴經論 등은 唯識學派의 대표적
인 논소들이다. 이들은 미륵보살에 의해 세상에 비로소 알려져 唯識
思想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無著에게 유식사상이 敎授
되는 과정은 그 내용이 神秘하다. 특히 천궁에서 유식사상이 은밀히
傳授되는 과정은 사상의 고귀함과 신성성을 암시하고 있다. 일부에서
는 전수과정의 역사적 사실여부에 관한 논란이 일기도 하였으나 보

통은 유식학파의 연원을 미륵에게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청

변은 유식학파의 開祖인 미륵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한 것이 된다. 여기서 현장스님의 의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깨달음을 주는 주체를 미륵보살로 설정하므로서 유식사상의 우월성

을 드러내고 청변의 비하와 사상적 예속을 자연스레 유도하려는 것

이다.7) 이런 사실들로 볼때 大唐西域記는 청변을 비하시키는 입장
에서 서술되었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전기는 여기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행각을 하는 密敎僧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나자 집금강신이 처음으로 ”무슨 소망이 있기에 이처

6) 위의 책, “無著菩薩夜昇天宮於慈氏菩薩所受瑜伽師地論莊嚴大乘經論 中邊分別
論等 晝爲大衆講宣妙理.”(大正藏 50, p. 896中)

7) 淸辯과 護法이 직접적으로 對論한 사실은 없지만 그들 死後에 제자들간에
격렬한 대론이 있었다고 한다. 인도에서 불교가 패망할 때까지 中觀과 唯
識은 끝없는 論爭을 통해 그들의 사상을 지켜나갔다. 인도에서 護法系의
唯識思想을 修學한 玄奘스님이 청변에 대하여 비판적 안목을 가졌을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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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노력하는가?“하고 물었다. 논사는 ”제 몸을 이 세상에 머무르게 하면서

자씨가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리고자 소원했던 바 관자재보살이 이곳에 와

서 부탁드리도록 일렀습니다. 저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실 분이 바로 당신

이었습니까?”하고 말했다. 그러자 집금강신은 비법을 가르켜 주며 “이 암

석 안에 아수라궁이 있다. 법대로 소원을 하면 석벽은 열릴 것이다. 열리

거든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자씨보살이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리라”고

말했다. 논사는 “유가하여 볼수 없는데 어찌하여 미륵불이 세상에 나옴을

알 수 있겠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집금강은 “자씨가 세상에 나오면 내가

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논사는 지시를 받고 열심히 비법을 외우면서

또 3년이 지났으나 처음과 하등 생각에 달라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겨자

에 주문을 걸고서 암석의 벽을 쳤더니 홀연히 큰 벽이 열렸다 이때 백천

만의 무리가 황홀해져서 돌아갈 것을 잊고 있었다. 논사는 석실의 문을

타고 사람들에게 “나는 오랫동안 기념하면서 자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령의 가호에 의하여 이 대원을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함께 들어

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옴을 뵈옵도록 하십시다.”고 말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놀라서 문을 밟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독사의 석

굴이니 아미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들 말했다. 第三 들어가자고 했을 때 단
6명 만이 따라 들어갔다. 논사는 사람들을 뒤돌아보며 인사하고자 침착한

태도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석벽은 본래와 같이 닫혔다. 사람들은 모

두 애석히 여기면서 앞의 말에 잘못이 있었다고 후회했다.8)

密敎經典에 주로 등장하는 執金剛神의 도움으로 秘法을 전수받는

거며 밀교 呪術에 사용되는 겨자씨로 인해 미륵세계로 들어가 미륵
보살을 친견하는 장면은 그가 밀교승임을 직감케 한다. 청변이 활동

하던 시기는 밀교사상이 이미 형성되었던 시기므로 사상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는 추측할 수 있으나, 그를 마치 밀교승처럼 기술한 부

분은 그가 중관논사라는 것을 고려할 때 많은 연구가 뒤 따라야 할

8) 위의 책, “三歲之後神乃謂曰 伊何所願若此勤勵 論師曰 願留此身待見慈氏 
觀自在菩薩指遺來請 成我願者 其在神乎神乃授祕方 而謂之曰此엄石內有阿
素洛宮 如法行請石壁常開 開卽入中可以待見論師曰 幽居無覩詎知佛興執金
剛曰 慈氏出世我當相報 論師受命專精誦持 復歷三歲初無異想 呪芥子以擊
石엄壁 豁而洞開 是時百千萬衆觀覩忘返 論師跨其戶而告衆曰 吾久祈請待
見慈氏 聖靈警祐大願斯遂 宜可入此同見佛興 聞者怖駭莫敢履戶 謂是毒蛇
之窟 恐喪身命 再三告語唯有六人從入 論師顧謝時衆從容而入 入之旣已石
壁還合 衆皆怨嗟恨前言之過也.”(大正藏 51, pp. 931上-931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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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것같다.

위의 大唐西域記는 淸辯의 전기를 매우 신화적으로 記述하고 있
으며 史書가 가져야 할 사실적 요소가 많이 결여되어 있다.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극적요소와 전개방식의 다양함은 흥미를 유발시키

기에 충분하나 서술시각의 객관성 결여로 인해 청변을 결국 비하시

키고 말았다. 이와같이 大唐西域記는 청변의 位相을 왜곡시키는 역
할을 교묘히 해왔던 것이다.

⑵ 淸辯이 높이 평가된 경우: 다라나타의 印度佛敎史
현존하는 史書 가운데 다라나타(Tāranātha)가 지은 印度佛敎史는

大唐西域記와는 달리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청변의 전기를 記
述하고 있다.

남인도 마우리야국의 왕족으로 출생하여 거기서 출가하여 三藏에 통달
하였고 중인도에 이르러서 Saṁgharakṣita(僧伽羅苦什多)로부터 대승의 모

든 경전과 용수의 論을 다 듣고 다시 남방으로 돌아와 金剛手의 相好를 觀
한다. 특히 三昧를 성취하여 남방의 50여개 가람의 主가 되어 법을 많이
설하였다. 佛護논사의 入滅 후에 그가 지은 모든 論을 보았고 根本中論
의 심오한 뜻에 관해서 이전의 논사들이 쓴 것을 論驗하여 주석을 지어

용수 論(=根本中論)의 뜻에 의지할 수 있는 취지를 口述하고 또한 경전에
주석을 단다. 晩年에 그는 梨盧部(Ril-Bu)의 悉地를 이룬다. 그렇지만 이

두 논사는 서로 모두 己熟의 身體를 脫落하여 持明呪의 境界로 서거하였다.

대부분의 중관논사들 처럼 그도 남인도 출신이며 마우리아國의 왕
족으로 출생하였다. 거기서 출가한 청변은 三藏에 통달하였고 중인도
에 와서 상그하라끄쉬타(Saṁgharakṣita, 僧伽羅苦什多)로부터 대승의 모

든 경전과 용수의 論을 다 들었던 것이다. 이처럼 그의 활동범위는
남인도로부터 중인도에 걸쳐 있었으며 大乘經典과 龍樹의 論書을 두
루 섭렵하여 학문에 아주 조애가 깊었던 것이다. 또한 교리를 단순히

섭렵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의 論疎을 샅샅이 論驗하여 비판하고

해석을 다는 등 활발한 저술활동에 몰두하여 후대에 평가받을 만한

여러 주석과 論을 남기게 되었다. 끊없는 자기연마로 남방의 5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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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의 主가 되었으며, 법을 많이 설하여 大乘敎化의 표상이 되었던
것이다.

중관학파는 다른 학파와 대별할 만한 학파로서의 위치를 가지지

못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여 중관학파의 宗風이 널히 드
날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 전후사정을 다라나타는 다음과 같이 전하

고 있다.

이 두 논사는 中道無自性說의 심오한 뜻을 세웠다. 佛護논사의 제자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논사 淸辯은 많은 제자가 있어 1000 비구가 추종하였
기에 그 宗風이 잘 弘通되었다. 이 두 논사가 오기 이전에는 수 많은 大乘
人이 똑같은 가르침(敎法)에 머물렀으나 이 두 논사에 의하여 聖龍樹와 聖
無著의 두 宗風으로 뚜렷하게 구별되었다.9)

이처럼 중관학파는 그에 의해 일신되어 인도사상계에 새로운 반

향을 일으키는 중심 세력으로서 등장하였다. 다라나타의 印度佛敎
史는 청변의 눈부신 활약상을 편견없이 전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기존의 편견들을 일거에 해소시킬 만한 것이었으며 그릇된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그가 열등하게 그리고 의도적

으로 왜곡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2) 티벳中觀學派內에서의 淸辯의 位相

적어도 현존사료에 근거해 볼 때 中觀學派는 인도 당시에는 自立
論證學派와 歸謬論證學派로 나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현존하는 고대 싼스끄리뜨어 불교문헌에는 학파의 명칭으로서

의 프라상키카(Prasaṇgika)라는 말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10) 이는

티벳에서 歸謬論證波가 텔귤(Thal hgyur)로 불리다가 싼스끄리뜨어로

9) Tāranātha지음, 寺本婉雅 日譯, タ-ラナ-ダ印度佛敎史, pp. 205-206(東京:
國書刊行會, 1977).

10) 平川彰․梶山雄一․高崎直道 共著, 講座大乘佛敎-7-中觀思想-(東京: 春秋
社, 昭和 57), pp.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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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역(還譯)되어 프라상기카파(歸謬論證派)가 된 것이다.
인도불교사를 지은 다라나타와 같은 사람은 인도중관사상을 티벳

인들이 분파시킨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이 두 사람의 교리를 달리 분열시킨 意義는 어디에 있는가?11)

라고 반문하며, 청변이야말로 중관논사 가운데 용수의 사상을 계승

한 정통 적자라고 주장한다.

여러 서장사람들은 ‘청변과 월칭은 용수의 직계제자이며 오히려 청변은

具足戒師도 龍樹이며 月稱은 提婆의 직제자’라 말한다.12)

청변과 월칭은 똑같은 龍樹의 한 제자이나 청변이야 말로 龍樹로
부터 직접 사사받은 진정한 의미의 직제자라는 것이다. 이는 龍樹의
生沒年代(150-250)와 비교해 볼때 다소 설득력을 잃는다 해도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크다. 즉 청변이 용수의 사상을 계승한 적자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사료의 성향에 따라 또는 口傳하는 사람
들의 성향에 따라 청변의 평가가 아주 틀림을 알 수 있다.

사실 인도중관사상을 자립논증파와 귀류논증파로 분류하여 고찰

하는 방식은 아티샤(Atiśa,982-1054)로부터 비롯됐다고 한다. 그는 인도

불교 말기의 中觀學派의 學長이었다. 티벳 왕가의 초청으로 1040년

인도를 떠나 1042년 티벳에 도착한다. 거기서 譯經僧 린쫑상포를 만
나 왕의 요청으로 菩提道燈論을 저술된 것이다. 그는 후기티벳불교
의 사상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다. 특히 그의 저서 菩
提道燈論은 쫑카파의 사상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후기 티벳중관학파의 입장에서 기술되었다. 아티샤는 그의 저서에서

청변을 비판하고 불호를 옹호한 월칭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귀류논

증학파의 일원이었던 아티샤가 월칭을 지지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11) Tāranātha지음, 寺本婉雅 日譯, タ-ラナ-ダ印度佛敎史(東京: 國書刊行會,
1977), p. 207.

12) 위의 책, p.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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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후 쫑카파도 불호-월칭이 용수사상을

계승한 자로 간주함으로서 티벳에서는 용수-제바-불호-월칭-아티샤

-쫑카파로 이어지는 티벳중관학파의 계보를 형성하게 되었다.13) 이

분류법은 쫑카파 이후 최상의 것으로 인정되어14) 가장 많이 사용되

었으며 후세의 宗義는 거의, 이 두 구분법에 의거하였다고 한다.15)

그러한 전후사정은 쫑카파의 菩提道次第論에 상세히 밝혀지고 있

다.

위대한 아티샤(Atiśa, 阿底沙)論師는 월칭의 宗義를 가장 수승한 것으로
삼고자 하였고, 菩提道次第의 敎授에 있어서 옛 여러 大師도 역시 월칭
의 宗義를 가장 수승한 것으로 삼았다. 논사 월칭은 프라산나빠다에서
논사 佛護의 解釋에 의해 龍樹의 密意가 온전히 해석되었다고 보아, 거기
에 意趣의 根本을 두기 때문에 淸辯논사의 좋은 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도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여 용수의 密意를 해석하였다. 佛護 月
稱 두 논사의 釋論이 聖父子(용수-제바)의 論典을 해석한 것으로는 가장 우
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여기서는 아사리 佛護와 吉祥인 月稱에 의해서 聖
者의 密意를 해석할 것이다.16)

이상에서 보았듯이 인도당시에는 중관학파가 自立論證學派와 歸謬
論證學派로 나누어 있지도 않았으며 티벳에서 월칭의 사상을 계승한
아티샤와 쫑카파의 견해에 의해 사상적으로 분파의 과정을 겪게 되

었던 것이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이 이를 전승하여 오늘날 청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지만 그와같이 평가받는 데

는 그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를 되짚지 않는다면

청변을 재평가하려는 이 작업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므로 비판내용의

眞僞여부를 주의깊게 살펴나가야 할 것이다.

13) 더 자세한 것은 長尾雅人지음, 西藏佛敎硏究(東京: 岩波書店刊行, 1978),
pp. 109-111 참고 바람.

14) 위의 책, p.109.

15) 立川武藏지음, 西藏佛敎宗義硏究 제1권(東京: 東洋文庫, 1974), p. 12.
16) 長尾雅人지음, 西藏佛敎硏究(東京: 岩波書店刊行, 1978),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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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淸辯의 論理學 收容의 背景

1) 龍樹思想의 論理的 表現

보통 청변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대면하는 문제가 논리학을 통하

여 空性을 立證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 비난이 논리학 수용자체에 국
한된 말이라면 상당히 문제있는 주장이라 사려된다.

용수가 활동하였던 2-3세기 印度思想界는 이론적으로 재무장하여
치밀한 철학적 체계를 갖춘 六派哲學이 형성된 시기였다. 이미 기원
전후해서 미맘사학파와 바이쉐시카학파의 所依 經典이 성립되었으며
니야야학파의 성립과 所依經典의 형성이 주목되던 시기였다. 부처님
당시와는 달리 바라문적인 정통사상에 구애되지 않은 자유롭고 심오

한 사상들이 펼쳐지고 있어 불교와 인도정통사상과의 대립이 본격화

된 시기였다. 그래서 안으로는 불교 기성교단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대승불교를 정립시키고 밖으로는 印度六派哲學 등의 심오한 철학적

체계와 사상적으로 싸우면서 부처님의 근본정신에 위배되지 않고 시

대가 요청한 새로운 과제에 답해야 했던 것이다.17) 그러나 廻諍論
제29 게송에서 “내게는 주장이란 것이 없으므로 이와같은 오류를 얻

을 수 없다.”18)고 밝히고 있듯이 空性이 言語나 사유를 떠나 있음을
갈파했던 그는 空性의 論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논리형식을 사용하
지 않았다. 물론 그의 著書에는 四句否定19)과 딜레마20)과 같은 논리

17) 이러한 전거는 다라나타 印度佛敎史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聖 용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여 中道의 법규를 弘通하
여 오히려 성문들을 널리 요익하게 하였다. 특히 많은 허위적인 敎學을
주창하는 모든 비구와 사문이 승가종단에 있어서 대단한 세력을 얻고 있

었지만 그들 전부를 도량에서 쫓아 추방하였다. 그 수는 약 8천명 이상

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스스로 모든 部派의 上首가 되었다.”(印度佛敎
史, p. 116.)

18) 龍樹지음, 廻諍論, “我宗無物故 如是不得過.”(大正藏 32, p. 14)
19) 四句否定의 論法을 구사한 예로 “사물은 자신으로부터 生起하지 않으며
다른 것으로부터도 生起하지도 않으며, 자신과 남으로부터도 生起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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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 사용되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空性을 입증하려는 입장은 어디
에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용수는 인도논리학을 정립시킨 니야야학

파의 성립과 거의 同時代를 살았지만21) 그의 논리는 인도논리학의

전통과는 달랐으며 그가 사용했던 논리는 전통적인 인도논리학에서

는 推理로서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기의 방법도 없었다.22)
龍樹의 死後에 인도의 사상계에서는 대론이나 논쟁이 더욱 활발해졌
고 따라서 논쟁의 승패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논리에 대한 반성과 정

립이 요구되었다.

2) 陳那論理學의 成立

그러므로 용수의 사상을 논리학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청변

에게 있어서 상당히 곤란한 점이었다. 청변이 생존하던 시대는 일반

적으로 논증식에 의해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었다. 당시

불교내부에서는 4-5세기에 걸쳐서 唯識學派가 확립되었고 淸辯(490-5
70)보다 生存연대가 선배인 陳那(490-570)에 의해 佛敎論理學이 定立되
어 論理學과 認識論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
기는 生存年代가 더 선배인 陳那의 傳記에 잘 나타나 있다.

나란다(那爛陀)에서 外道의 大諍論이 일어났다. 거기에 바라문 須度流闍
耶(Sudurjaya)라는 자는 자기의 成就力에 의하여 神을 눈 앞에 觀하여 변

않으며, 無因으로부터도 生起하지 않는다.” 등을 들 수 있다.(龍樹지음, 靑
目釋, 中論 제1 觀因緣品(大正藏 30, p. 2)

20) 양도논법의 예는 “만약 가는 자를 떠나 감이 없다면, 감이 없을 때 어디

에 가는 자가 있겠는가”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위의 책, p. 4上)
21) 龍樹와 니야야學派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宇井伯壽씨의 印度哲學硏究 권
5와 山口益씨의 中觀佛敎論巧에 자세하게 논의되고 있다.

22) 龍樹가 주로 사용한 “四句分別, 딜렘마, 귀류(prasaṇga)” 論法 등은 부처
님 당시의 六師外道들이 사용한 논리형식이다. Pāli語 계통의 불교문헌

예를들자면 論師와 같은 곳에서 사구분별 딜렘마 귀류논법의 예가 보
이고 있다. Nyāyasūtra 등의 인도정통 논리학에서는 논리식으로 거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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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술을 증장시켰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打破되어 그보다 뛰어난자가 없
을 지경이었다. 佛子들은 더이상 爭論이 불가능하여 東方에서 아사리(聖)
陳那를 초빙하여 이 外道를 세번만에 항복시켰다.23)

이미 청변 이전의 인도사상계는 논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사상과

철학을 자유롭게 펼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이다. 청변이

논쟁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현존사료는 없으나 大
唐西域記에 청변이 마가다국의 護法菩薩이 佛法을 넓히고 학도는 수
천에 이렀다는 말을 듣고 談論하려 나섰다가 호법보살이 거절하여

마침내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내용이 있었다.24) 청변과 호법이

直接對論한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논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사상과

철학을 자유롭게 펼쳤던 당시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현장스님

이 ‘論爭’이라는 말대신 ‘談論’이란 말을 쓴 이유는 같은 佛弟子으므로
‘論爭’보다는 그 말의 어감이 완곡하고 부드러운 談論이란 말을 선별
하여 썼으리라 추측된다. 표현이야 어떻든 청변이 논리를 사용하여

평소에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개진했던 것만은 틀림없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중관학파내의 일반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다. 이는 淸
辯의 死後에 大乘은 두 부류로 나누어 論爭하였다는 사실25) 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관학파도 자기의 사상을 주장하기 위해 그리고 다

른 학파와의 치열한 논쟁을 치러내기 위하여 그 敎義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청변은 陳那가 이룬 불교논리학을 중관사상의 거의 전면에

도입하게 된다. 그는 귀류법이라는 간접논증26)에 의해서가 아니라

陳那의 推論式에 의해 중관의 기본적 입장을 定言的으로 논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空思想을 논리에 의해 적극적으로 나타

23) Tāranātha지음, 寺本婉雅 日譯, タ-ラナ-ダ印度佛敎史(東京: 國書刊行會,
1977), p. 199.

24) 당나라 玄奘(602-664)스님 지음, 大唐西域記 권10(大正藏 51, pp. 930下-
931上).

25) Tāranātha지음, 寺本婉雅 日譯, タ-ラナ-ダ印度佛敎史(東京: 國書刊行會,
1977), pp. 206.

26) 佛護論師는 歸謬論證法을 이용하여 龍樹의 思想을 표현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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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더구나 용의주도한 논증식을 사용하면 모순

에 빠지지 않고 空思想을 논증식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空性 자체가 논리에 의해 표현된다고는 보지 않았다. 다만 그
가 般若燈論 첫머리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릇된 견해를 가진 자들
에게 바른 방법을 알려주려 논리를 수용했을 뿐이다.

나의 스승(용수)께서는 자신이 깨달음대로 깊은 반야바라밀 가운데 진

리를 자세히 체험하고 참된 뜻을 열어 나타내셨으니 모든 삿된 지혜의 그

물을 끊기 위함이다. 저 그릇된 견해를 가진 자는 비록 梵行을 닦아도 미
혹하기 때문에 모든 善하지 못한 것을 이룬다. 이제 그릇된 견해를 가진
자로 하여금 바른 道를 깨닫게 하려고 성스런 가르침인 淨阿含에 의거해
이 般若燈論을 지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27)

그가 사용한 논리학은 하나의 방편으로서 존재할 뿐이며 空性 자
체는 논리를 초월해 있으며 空性은 논리적 사고가 미치지 못하는 것
임을 그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그의 논리학의 도입은 시대적 상황

의 필연적 요청이었으며 시대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3. 淸辯思想의 限界: 論理學收容이 아닌 二諦說

1) 論理學으로 구축한 二諦의 世界

청변의 논리학수용은 시대적 상황의 필연적 요청이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그가 논리학을 전면에 도입하여 해결하려던 문제는 무

27) 淸辯지음, 波羅頗蜜多羅 漢譯, 般若燈論 권1 제1 觀緣品, “如是等偈 其義
云何 我師聖者 如自所證 於深般若波羅蜜中 審驗眞理 開顯實義 爲斷諸惡邪慧
網故 彼惡見者 雖修梵行 以迷惑故 皆成不善 今欲令彼悟解正道 依淨阿含 作
此中論 宣通佛語.”(大正藏 30, p. 51中-下).



印度哲學 제 집

엇이었을까?

印度의 中觀學派는 연기설을 부처님의 眞意에 맞춰 재해석해 냄으
로써 인도불교 최후의 순간까지 존속하여 다른 학파를 대승사상으로

종합하는 철학적 체계를 형성하였다. 그들은 부처님이 설하신 緣起法
을 단순히 답습하거나 주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대적 상황에 맞춰

재해석함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 순간에 이

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속에서 철학적 논의를 거쳐 집대성

되었다. 청변은 연기를 이제설의 입장에서 재해석해 냄으로써 용수

연기설의 眞意를 규명하려 시도한 사람이었다.
부처님 당시부터 二諦의 개념이 있었고28) 또한 部派의 여러 論

書29)와 般若類의 경전30)에 보이고 있어 이제설은 청변 이전부터 중
요한 사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제설이 청변의 독창적인 사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중관학파 내에 이제설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설한 사람은 청변이었다. 또한 中頌의 여러 주석서가 있지만 이제
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주석서는 그의 般若燈論인 것이다. 이
전의 다른 註釋書에는 제24 觀聖諦品 등 몇 品에 한해 이제설을 다루
고 있지만 般若燈論은 전 品에 걸쳐 이제의 입장에서 中頌을 해
석하였다.

그가 연기를 이제의 입장에서 해석했다면 이제의 의미를 먼저 반

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지 않는다면 그의 이제설의 眞意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제24 觀聖諦品 중에 第一義諦와 世俗諦
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 가운데 世諦諦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28) 雜阿含經 권12, 28, 39 등에는 二諦說이 정형화되지는 않지만 이제의 개
념을 함축한 내용이 보인다.

29) 世親造, 玄奘 譯, 阿毘達磨俱舍論 제6-1 分別賢聖品, “諦有二種 一世俗諦 
二勝義諦 如是二諦 其相云何 頌曰 彼覺破便無 / 慧절餘亦爾 // 如甁水世俗 /
異此名勝義 //….”(大正藏 29, p. 116中)

30) 鳩摩羅什 譯, 大品般若經 권21 제70 三慧品, “佛告須菩提 世間言說故有差
別非第一義 第一義中無有分別說 何以故 第一義中無言說道斷結故說後際”(大
正藏 8, p. 376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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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間의 言說을 말하는 것으로 色 등이 일어나고 머무르고 소멸하는 모
습에 대해 설하는 것이다. 또 제바달다가 오는 것과 가는 것, 비사노밀다

라가 먹는 것, 제바달다의 坐禪, 범마달다의 해탈 등과 같은 이러한 世間
의 言說을 이른바 世諦라고 이름한다.31)

다시말해 세속이란 오고 가고 먹고 수행하고 심지어 해탈하는 모

든 일상적 행위이며 또한 그것을 지시하는 언어이다. 世俗이란 이와
같이 언어나 관념 또는 희론에 의해 연기적으로 형성된 세계인 것이

다. 반면에 그는 제일의제를 “모든 언어의 길을 널리 초월하여 소승

들이 분별한 분별을 다 여읜 것이다.”32)고 정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모든 집착과 희론이 잘 소멸된 상태가 바로 제일의제인 것이다.

이 두 세계의 구분은 부처님의 설법방식 또는 사람들이 진리를 인

식하는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그는 말한다.

世俗諦란 일체 모든 법은 생기하지 않으므로 本性이 空하지만 衆生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망녕되이 집착을 내므로 世間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다. 모든 현성(賢聖)들은 세간의 전도된 성품을 요달하고 있으므로 모
든 법이 모두 공하며 自性이 없음을 안다. 聖人에게는 이 제일의제가 또한
진실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 二諦에 의거하여 설법한다.33)

피상적으로 볼때 두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보여진다. 세계의

실상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존재(衆生)들은 부처님의 설법방식 또는

사람들이 진리를 인식하는 상태에 따라 二諦가 상정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세제와 제일의제의 세계를 아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는 세속이란 언어나 관념 또는 戱論에 의해 연기적으로 형성된 세계
이며 반면에 모든 집착과 희론이 잘 소멸된 상태가 바로 제일의제의

31) 龍樹 著, 淸辯 釋, 般若燈論 권14 제24 觀聖諦品, “世諦者謂世間言說 如說
色等起住滅相 如說提婆達多去來 毘師奴蜜多羅喫食 須摩達多坐禪 梵摩達多解
脫 如是等謂世間言說 名謂世諦.”(大正藏 30, p. 125上)

32) 위의 책, “云何謂第一義諦 謂普過一切言語道故 一切小乘所分別者 令離一切
分別因故.”(大正藏 30, p. 125中)

33) 위의 책, “世俗諦者 一切諸法無生性空 而衆生顚倒故妄生執着 於世間爲實 諸
賢聖了達世間顚倒性故 知一切法皆空無自性 於聖人是第一義諦 亦名爲實 佛爲
衆生依二諦說.”(大正藏 30, p. 125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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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반된 두 세계의 모습는 연관성

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二諦가 상호유기적인 관계 속에
형성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며 오로지 空性만을 진리로 보아 실재시
하거나 절대화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청변은 “공에 대하여 自體
가 있다고 집착하는 괴로움 역시 解脫命을 해치는 것이다. 마치 주문
을 지닌 사람이 주문 법에 의하지 않아 손상을 입는 것과 같다. 이

까닭으로 공을 잘못 이해하는 자는 갖가지 이롭지 못한 일을 짓게

된다.”34)고 하여 경계시키고 있다.

이제설은 中道說을 이해하는 실마리일 뿐만아니라 ‘佛敎哲學史’에
서 당면하게 되는 근원적인 물음들 즉 緣起와 空은 무엇이며, 空性을
체득한 상태와 체득하지 못한 상태의 명확한 규정, 그리고 이들을 유

기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회통시키는 중도실천의 원리 등을 담고

있는 것이다. 청변은 이제설이 담고 있는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중관학파내에 ‘중심테마’로 극대화 시켰으며, 이를 논리학으로

표현할려고 하였다.

2) 淸辯二諦說의 유연성

인간의 언어는 절대진리의 진실한 本性, 즉 涅槃이나 空性 등을 표
현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말로써는 사물의 본성

을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로 표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언어는 감각기관과 마음이 겪는 경험세계를 표현한다. 그래서 우

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는 절대로 언어로 지시될 수 없다. 만약

언어로 지시된다면 그 언어는 기만적일 것이며 많은 오해를 유발시

킬 것이다. 진리의 경험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으며, 사물의 진실한

본성을 언어는 전달하지 못하며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진리는 논리나

이성을 초월해 있으며, 궁극적인 진리에 관한 고도의 사변적인 논의

에 아무리 많이 참여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34) 위의 책, “於空執有體者 亦能害解脫命 如持呪人不依呪法而自損壞 以是故 不
善解空者 能作種種不饒益事.”(大正藏 30, p. 125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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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유로 第一義諦의 입장에서는 논리를 포함한 모든 것이 부
정35)되어야 한다. 그 ‘모든 것’에 ‘空하다고 하는 말’도 포함되므로 우
리가 공하다고 알 수 있는 단서는 전혀 없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

침을 교학적으로 설 할 수도 반야바라밀을 실현해야 할 이론적 근거

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의 시각에는 모든 것이 空하지만 ‘공하
다는 말’이나 분별을 여읜 지혜 등은 단순히 세속적인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第一義諦다운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같이 궁극
적 진리로서의 第一義諦는 아니지만 그것을 파악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無分別智, 불교를 체현하고 行하는 聞 思 修로 이루어 지는 般若
智, 혹은 공사상을 표현하는 不生起라는 언어 등은 第一義諦다운 것으

로 간주된다. 이 세 가지는 俗諦와 第一義諦를 연결시켜주는 중간매
개이다.

제일의제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그것은 ‘제일’의 뜻이 있으므로 제일의

라고 이름한다. 또 그것은 최상의 無分別智이자 眞實義이므로 第一義라고
이름한다. 진실이란 다른 것에 緣하지 않는 모습이다. 진실의 所緣 境界인
무분별지에 머무는 것을 제일의라고 한다. 저 일어나는 것(起) 등을 순서
데로 부정하여 일어나는 것이 없다(不起)고 설한 것과 聞 思 修의 三慧가
모두 제일의이다. 지혜란 무엇인가? 그것은 제일의를 말한다. 방편으로 시

설된 인연이 전도되지 않도록 막는데 제일인 까닭에 제일의라고 하는 것

이다.36)

같은 언어라도 일상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말과는 달리 空性을 지
시하는 말이나 ‘八不’ 등을 설하는 緣起法 등은 世間的 言語와는 다

른 것이다. 또한 無分別智나 수행을 통해 체현되는 聞 思 修 三慧 등
은 일상적 관념이나 분별과는 다르며 제일의제에 준하는 것으로 생

35) 般若燈論의 三相 즉, 주장(宗) 이유(因) 실례(喩)라는 推論式에는 ‘勝義에
있어서’라는 한정어가 붙는다.

36) 龍樹 著, 淸辯 釋, 般若燈論 권14 제24 觀四諦品, “是等不說名第一義 第一
義者云何 謂是第一而有義故 名第一 又是最上無分別智眞實義故 名第一義 眞
實者 無他緣等爲相 若住眞實所緣境界無分別智者 名第一義 爲遮彼起等隨順 
所說無起等及聞思修慧 皆是第一義 慧者云何 是第一義 能爲第一作不顚倒方便
因緣故 是故復名第一義也.”(大正藏 30, p. 125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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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였다. 이들은 공성을 체득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므로 세제로 분

류될 수 없으며 엄밀하게는 제일의제가 아니지만 第一義諦다운 것이
된다. 그는 이 세가지를 통해서 六波羅蜜의 實現과 空性의 體得이 이
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참다운 第一義諦: 空性第一義諦
淸辯의  第一義諦다운 것: 無分別智, 緣起法, 聞思修 三慧
二諦說 世俗諦답지 않은 것: 無分別智, 緣起法, 聞思修. 世俗諦 참다운 세속제: 生滅, 分別과 희론의 세계,

일상적 행위나 말 등의 모든 것.

같은 언어라도 일상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말과는 달리 空性을 지
시하는 말이나 ‘八不’ 등을 설하는 緣起法 등은 世間的 言語와는 다

르다. 또한 세계의 실상을 꿰뚫어 보도록 하는 般若智나 無分別智도
역시 일반적인 지혜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들은 空性을 체득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므로 엄밀하게는 世諦이지만 世諦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이다. 바른 언어나 사유는 궁극적 깨달을 얻는 중요한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너무나 중시한 청변은 당시에 유행하였

던 推論의 삼지작법을 구사하여 바른 인식의 세계는 잘못된 대상에
현혹되지 않으면서도 바른 언어로 논증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바

른 인식과 언어의 세계가 구축되려면 外境의 實在가 인정되어야 한
다.37) 언어와 인식의 세계는 아무리 그것이 世間에 이익을 주는 것이
라도 분별적 세계라는 한계를 갖기 때문에 外界가 實在해야 한다.38)
그러자면 사물의 生成관계가 용인되어야 하며 연기에 生起의 의미가
定立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변은 연기를 아래과 같이 정의하였다.

티벳본 般若燈論 제1緣을 관찰함의 緣起解釋:

緣起(pratītyasamutpāda)라는 말 가운데 pratītya라는 불변화사는 도달의
37) 論者는 淸辯이 불호를 비판하고 他性과 緣의 實在性를 인정하는 과정을
이미 논의한 바 있다.(拙著, 淸辯의 緣起說 -佛護 緣起觀에 대한 淸辯의
批判-, 韓國佛敎學 제20집(서울, 한국불교학회: 1995).

38) 위의 책, “論者言: 世俗言說實故 甁眼入等內外可得故 汝說過者 此不相應.”
(大正藏 30, p.53上)



淸辯思想의 재조명 이현옥

의미이며 sam은 결합(또는 만남)의 뜻이며 utpāda라는 말은 生起(utpatti)
의 뜻이기 때문에 緣起라고 한다. 즉 그것과 그것에 因하여 결합하여 일어
나는 것이다. 다른 것들이 각각 거듭하여 具足하여 일어남이 緣起이다. 그
러므로 他性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39)

그런데 이 점은 中觀論師였던 그에게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였다.

自性의 實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관학파의 기본적인 입장이므로
緣起를 無自性과 空의 입장에서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다.

緣起는 싼스끄리뜨어로 ‘pratītyasamutpāda’이다. 漢譯本 般若燈
論에는 연기를 “갖가지 因緣이 화합하여 일어나는 것이므로 緣起라
이름한다.”40)고 간략하게 주석하고 있다. 말하자면 모든 사물은 여러

因과 緣이 화합하여 존재므로 연기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漢
譯보다 위의 티벳본 般若燈論이 緣起의 의미를 더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 데 거기서 연기는 “pratītya라는 불변화사는 도달의 의미이며 s

am은 함께(또는 결합)의 뜻이고 utpāda라는 말은 生起(utpatti)의 뜻이

기 때문에 緣起라고 한다.”41)고 풀이되고 있다. 그 해석을 빌려 분석
하자면 “연기란 도달하여(pratītya) 함께(sam) 일어나는 것(utpāda)”이다.

만약 연기에 이 의미가 있다면 연기는 갖가지 사물 또는 갖가지 法
의 生起關係를 의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용수의 中頌 제일 앞의
歸敬偈42)에는 연기적으로 현현하는 세계의 모습을 여덟 범주로 부

정43)하여 緣起의 眞意를 밝히는 곳에서, 八不는 緣起의 수식어로 쓰
이고 있다. 연기가 ‘도달하여 함께(sam) 일어나는 것(utpada)’의 의미를

39) 北京版 中觀部 제95권, p.154 2葉.
40) 龍樹菩薩지음, 淸辯 釋, 般若燈論 권1 제1 觀因緣品, “種種因緣和合得起 

故名緣起 語自性執 永不行故.”(大正藏 32. p. 51下)
41) 龍樹 지음, 淸辯 釋, Dbu-ma rtsa-baḥi ḥgrel-pa śes-pa sgron-ma 제1

緣을 관찰함(北京版西藏大藏經(이하 北京版이라 약칭) 제95권, p. 154 1葉)
42) anirodham anutpādam anucchedam aśāvataṁ anekārtham anānārtham

anāgamam anirgamaṁya pratītysamutpādaṁ prapañcopaśamaṁ śivam

deśayāmāsa saṁbuddhastaṁ vande vadatāṁvaram // (MKV. p. 11)

43) 여덟가지로 부정한 이유는 존재(法)들이 매우 많지만 여덟가지만으로도
모든 존재(法)의 실체성을 다 깨뜨릴 수 있다(法雖無量 略說八事 則爲總破
一切法)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中論 권1 제 관인연품(大正藏 
30, p.1)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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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면 ‘生起하지도 않고 消滅하지도 않으며’ 등의 八不는 緣起의
수식어가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八不에는 法의 生起關係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八不’를 ‘緣起’와 관련시켜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中頌의 주석서들은 하나같이 八不를 연기
의 수식어로 사용하고 있다.44) 淸辯의 般若燈論도 예외는 아니어서

44) * 靑目釋 中論 제1 觀因緣品(大正藏 30, p.1中)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항상하는 것도 아니고 단멸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

네.

능히 이런 인연을 말씀하시어 온갖 희론을 잘 없애주셨으니

나는 머리 숙여 부처님께 예경드립니다. 여러 말씀 가운데 제일인 분이

여.

不生亦不滅 不常亦不斷 不一亦不異 不來亦不出
能說是因緣 善滅諸戱論 我稽首禮佛 諸說中第一
* 月稱釋 prasannapadā 제1 (L.de la Vallee Poussin, Mādhyamikavṛtt
i, Bibliotheca Buddhica 4, p.11)

소멸하지도 않고 생기하지도 않으며 단멸하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으

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연기, 그리고 희론의 적멸과 상서로운 것을 설해주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며, 설법자 가운데 최상이신 그분께 경배드

립니다.

anirodhamanutpādamanucchedamaśāvataṁ

anekārthamanānārthamanāgamamanirgamaṁ.

yaḥ pratītysamutpādaṁ prapañcopaśamaṁ śivam

deśayāmāsa saṁbuddhastaṁ vande vadatāṁ varam.

* 佛護釋, dbu ma rtsa baḥi ḥgrel pa bud dha pā li ta 제1緣을 관찰함
(北京版西藏大藏經 제95권 p.73 4葉)

소멸하지도 않고 발생하지도 않으며 단멸하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으

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다른 뜻도 아니며 같은 뜻도 아니며

희론이 적멸한 상서로운 연기를 설하신

설법자 가운데 최상이며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그 분께 애경드립니다.

gaṇ gis rten ciṇ ḥbrel par ḥbyuṇ ḥgag pa med skye med pa

chad pa med pa rtag med pa ḥoṇ ba med pa ḥgro med pa

tha dad don min don gcig min spros pa ñer shi shi bstan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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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不이 연기의 수식어로 쓰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漢譯 般若
燈論45)보다 티벳본 般若燈論에 더 잘 나타나 있다.46) 다른 중론 주석
서들과 마찬가지로 八不를 연기의 수식어로 쓰고 있는 것이다. ‘도달
하여 함께 일어나는 것’의 의미가 있는 緣起(pratītyasamutpāda)를 八不
와 연련시켜 ‘八不인 緣起’나 ‘八不 즉 緣起’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이 모순들을 일거에 해소하고 ‘八不와 緣起’를 동일한 의미
로 보았을 때 생기는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설을 도입하여 독

창적인 연기설을 정립하게 된다.47)

八不로 수식되는 緣起는 바로 제일의제에서 말해지는 緣起이며, 일
반적으로 ‘일어나는 것(utpada)’의 의미를 가진 연기(pratityasamutpada)

는 世俗諦의 緣起인 것이다. 제일의제는 공한 세계이며 발생과 소멸
따위의 분별과 희론이 끊긴 세계이다. 이와는 반대로 世諦의 세계는
‘반복적으로(pratitya) 결합(sam)하여 일어나는(utpada)’ 생성의 세계인

것이다.

이들 모순을 해결하고자 청변은 二諦說을 도입하여 第一義諦的 緣
起와 世俗諦的 緣起로 각각 나누어 緣起를 해석하였다. 연기에 차별
성을 두므로서 부처님이나 용수 처럼 無自性 空의 입장을 고수하면
서도(第一義諦的 緣起, 八不인 緣起, 空性) 八不나 空 등을 지시하는 바른 인
식이나 언어가 설 수 있는 토대(世俗諦的 緣起, 般若智, 緣起說)를 마련하

rdsogs paḥi sṇas rgyas smra rnams gyi dam pa de la phyag ḥtshal lo.

45) 龍樹지음, 淸辯釋, 般若燈論 제1 觀緣品(大正藏 30, p.51下)
46) 龍樹 著, 淸辯 釋, Dbu-ma rtsa-baḥi ḥgrel-pa śes-pa sgron-ma 제1

緣을 관찰함(北京版 제95권, p.154 1葉)
“그 緣起는 消滅하는 것도 아니고 生起하는 것도 아니며 / 斷滅하는 것
도 아니며 常住하는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니며 //
多義도 아니며 一義도 아니며, 戱論 寂滅을 敎示하시고 / 圓滿한 正覺者 가
운데 가장 수승한 그분께 歸命합니다. //”

47) 위의 책, “ 만일 모든 연기가 다 ‘생기하는 것이 아니(不起)’라면 그대는
깨달음을 이루고도 과오를 얻어야 하지만, 나는 아직 ‘모든 것에 연기가

다 生起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은 까닭에 위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
뜻은 무엇인가? 저 世諦 가운데 연기가 있으나 제일의제에도 연기가 있
다는 것은 아니다.(答曰: 若一切緣起 皆不起者 彼當作解 我得此過 我未曾說 
一切緣起 皆不起故 無如上過 此義云何 彼世諦中 有緣起故 非第一義亦有緣
起).”(大正藏 30, p. 52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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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청변은 치열한 철학적 사유을 전개시켜 진리

를 접근할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모순없이 유연하게 대처하려 하였

다.

3) 淸辯二諦說의 한계

지금까지 논의된 청변의 二諦說은 아주 타당성이 있어 보이며 여
러 모순들을 일거에 해소시킬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시각이 궁

극적으로 옳았는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이므로 이 논의는 그

것을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전장에서 논의된 청변 이제설 가운데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바로

제일의제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

고 空性을 잘못 이해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는 이미 제일의제를
“모든 언어의 길을 널리 초월하여 모든 소승이 분별한 모든 분별을

여읜 것이다.”48)고 말한바 있었다. 바른 인식에 의해 존재의 궁극적

本性(空性)이 발견되나 존재의 궁극적 본성을 實體로 받아들이고 그것
의 존재방식을 분석할 때 그러한 궁극적인 본성(空함)은 오히려 발견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空은 다시 空한 것이다. 청변은 空性이
언어나 인식으로 지시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제

일의제를 제일의제와 제일의제다운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공성이 분

석될 때 공성은 발견될 수 없다는 근본 취지를 상실하고 말았다. 물

론 空性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無分別智, 불교를 체현하고 行하
는 聞 思 修로 이루어 지는 般若智, 혹은 空思想을 표현하는 不起 등
을 말하는 언어 등은 우리들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매

개이며 실마리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중요하

더라도 정확히 말하자면 제일의제는 아닌 것이다. 단지 세간의 方便
이며 假名인 것이다.
그리하여 청변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말았다. 空에 의해 지시되

48) 위의 책, “云何謂第一義諦 謂普過一切言語道故 一切小乘所分別者 令離一切
分別因故.”(大正藏 30, p. 125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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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의 모습은 탐구와 분석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이 아무

리 바른 인식이나 언어라 하더라도 공의 세계에는 그것들이 존재하

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깊게 생각하여야 할 것은 空에 의해 현현하는 세계의
궁극적 實相(空함)과 그 실상을 지시하는 바른 인식이나 언어는 모두
한가지 토대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世俗에 기반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므로 “世諦에 의하지 않으면 제일의제를 얻을 수 없고 제
일의제를 얻을 수 없으면 열반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49)고 용수는

천명하였던 것이다. 세계의 실상을 꿰뚫어 ‘存在의 實體’가 공함을 관
조했을 때 나타나는 세계가 제일의제이며 그러한 궁극적 진리의 토

대는 世俗의 세계에 근거한다. 공은 존재의 참된 모습이며 공의 토대
는 緣起인 것이다. 그래서 “연기하는 것, 그것을 空性이라고 한다. 空
性은 세속의 언어 관습에 의존(假名)하며 그 자체 中道”50)라고 말하였
다. 空은 生滅과 斷常 一異 去來 등의 세간적 현상이 없음을 지시하
나 공으로써 존재의 모습을 드내낸다. 마치 0이 0으로써 자신의 없음

을 지시하지만 없지 않은 것처럼 공 역시 그렇다. 청변은 용수가 말

하는 二諦의 본질을 꿰뚫었어야 했다. 다시 말해 이제가 하나의 토대
즉 세속위에 연결되어 있음을 간파했다면 연기를 필요 이상으로 두

개로 분활할 필요도 제일의제를 제일의제와 제일의제다운 것으로 나

누지 않았어도 될 것이다. 이것이 청변이 중관학파 내에서 비판받야

할 이유인 것이다.

49) 龍樹 著, 淸辯 釋, 般若燈論 권14 제24 觀四諦品, “若不依世諦 不得第一義 
不依第一義 終不得涅槃.”(大正藏 30, p. 125中)

50) yaḥ pratītyasamutpādaḥ śūnyatāṁ tāṁ pracakṣmahe / sā prajñaptirupā

dāya prratipatsaiva madhyamā // L. De la Vallee Poussin, MKV 제24

四聖諦를 관찰함, p.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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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현존사료들을 볼때 청변에 관한 평가가 相異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청변의 활약상이 정말 그러했다기 보다는 후대의 편견과 서술시

각으로 인해 비롯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현존사료에 나타난 것들

을 주의깊게 선별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원래 인도중관사상은 자립논증학파와 귀류논증학파로 분파되어

있지 않았으며 후기 귀류논증학파였던 아티샤의 영향으로 지금과 같

은 형태로 분파시켜 보게 되었다. 따라서 인도중관학파를 분파시켜

대립적으로 고찰하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용수사후에

인도사상계에서는 고도의 철학적 긴장감 속에 대론과 논쟁이 활발해

졌고 따라서 논쟁의 승패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논리에 대한 반성과

정립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청변의 논리학 수용은 시대적 요청의 산

물이었으며, 시대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다.만약 그가 중관학파내에 논리학을 수용하기 않았다면 중관사

상은 대승불교사상을 종합하는 철학적 체계를 이룰 수도 없었을 것

이다.

청변은 二諦說을 도입하여 第一義諦的 緣起와 世俗諦的 緣起로 각

각 나누어 緣起를 해석하여 연기에 차별성을 두므로서 부처님이나

용수 처럼 無自性 空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第一義諦的 緣起, 八不인 緣
起, 空性) 八不나 空 등을 지시하는 바른 인식이나 언어가 설 수 있는
토대(世俗諦的 緣起, 般若智, 緣起說)를 마련하려는 등 다각적인 시도를 하
였던 것이다.

그의 세계관이 갖고 있는 한계점과 문제점을 이미 살펴 보았지만

사상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二諦說은 空과 緣起를 우리들이 어떠
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를 알려 주었고 진리에로의 무한한 가

능성을 열어 주고 있었다. 그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하나같이 진리를

꿰뚫도록 하는 중요한 철학적 문제들이었다. 그가 철학적 시도와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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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속에서 논의를 통한 진리에로의 시도를 잠시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같이

그는 철학적인 시도와 좌절 속에서도 진리에로의 적극적 의지를 보

였으며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사상의 긴밀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인해 그에 의해 중관사상은 인도사상계에서 도약 할 수 있는 전

기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