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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냐나가르바의 二諦說에 대하여
이 태승*1

*

1. 序言

1-1. 들어가는 말

나가르주나(Nāgārjuna, 龍樹 ca.150-250)의 中論을 그 사상적 출발

** 李泰昇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강사



136 印度哲學 제6집

점으로 삼는 中觀派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初期, 中期, 後期로 분

류되듯, 그 사상적 전통은 오랜 세월을 걸쳐 瑜伽行派와 더불어

인도 대승불교사상의 거대한 조류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이 중관

파의 전통에 있어서 바바비베카(Bhāvaviveka, 淸弁 ca.500-570)
1
와 찬드

라키르티(Candrakīrti, 月稱 ca.600-650)로 대표되어지는 중기중관파는

소위 自立論證派(Svatāntrika)와 歸謬論證派(Prāsaṅgika)로 구분되듯

中論에 대한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2 이러한 해석상 차이
를 보이는 중기 중관파의 논쟁은 찬드라키르티의 프라산나파다
(Prasannapadā, 明句論)를 통해 그 구체적인 顚末이 밝혀지고 있지만,
이 중기중관파 사상가들의 論戰은 단지 중관파 내에 국한하지 않

고 대승불교사상의 또 다른 조류인 유가행파에게도 그 화살이 돌

려지고 있다. 이 중기중관파의 사상가로서 유가행파의 사상을 정

면으로 비판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바비베카로서, 그는 中觀心頌
(Madhyamakahṛdaya-kārikā)제5장 제1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
다.

大乘敎徒인 軌範師 無着과 世親을 시조로 하는 여타의 사람들은, 如

來에 의해 覺證되고 또 初地를 얻은 聖龍樹가 올바로 해설한 대승의

의궤를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며, 無慙無愧하여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더욱이 안다 하고, 학식이 있다고 오만하여,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

다. 즉 진실의 甘露에 드는 것은 우리들만이 설하는 것으로, 모든 中觀

論師가 능히 하는 것은 아니다.
3

1) 바바비베카의 명칭에 대해서는 문헌상의 혼란으로 그 原語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에지마(江島)의 뛰어난 최근의 논문에 의하면,

청변의 원어는 바비베카(Bhāviveka)로 귀착되는 듯하다. 필자도 이

견해에 따라 바비베카를 청변의 원어로 간주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프라산나파다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명칭인 바바비베카를 원어로
간주하고 사용하기로 한다. 江島惠敎, Bhāvaviveka/ Bhavya/

Bhāviveka ,印度學佛敎學硏究38-2, 1990·3 참조. (본고에서는
印度學佛敎學硏究를 印佛硏으로 약칭한다.)　

2) 중관파를 이와 같이 구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티베트 불교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後註(8) 참조



즈냐나가르바의 二諦說에 대하여/ 이태승 137

이 제1게송은 바바비베카가 유가행파를 비판하기 위한 前主張

(Pūrvapakṣa)으로 내세우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보듯 바바비베카는

유가행파에 대해 명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바바비베카의 유가행파에 대한 비판은 이 중관심론뿐만
아니라 그의 般若燈論(Prajñāpradīpa)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그
는 중론제25장인 觀涅槃品 제24게의 ‘一切 知覺의 寂滅’(sarvopala

mbhopaśama)에 대한 주석에 있어서 유가행파의 三性說을 중관파의

二諦說 입장에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 삼성설에 대한 바바비베

카의 비판은 이미 야스이 고사이(安井廣濟)의 中觀思想硏究에서
그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4
야스이는 삼성설에 대한 바바비베카

비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가행파의 三性說은 중관파의 二諦說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전

혀 다른 세계관을 수립하는 것이다. 세속의 緣生法이란 우리들의 경험

적인 세속언설의 인식세계이지만, 그러나 세속의 연생법이라 하여도

유가행파에서는 중관파에서 말하는 그러한 의미의 것은 이미 아니다.

유가행파의 삼성설에서 세속은 변계의 모습을 취하지만, 진실로는 遍

計의 부정(空不可得)에서 본래 모습을 가지며, 遍計의 모습으로서 드러

나는 그러한 것에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 즉 스스로가 遍計의 모

습을 취하지만 그 스스로 遍計의 모습과 모순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

다.(p.260)

중관파에 있어서 세속은 어디까지나 승의로서 空不可得인 緣生法이

지만, 유가행파에 있어서 세속은 자신의 변계집착 그대로 존재하지 않

는데 본래 모습을 갖는 것이다. 즉 세속은 변계의 空不可得인 부정에

서 圓成實性한 승의의 존재를 갖는다.(p.261)

이제설처럼 세속의 단적인 否定卽肯定의 입장에 서면 세속은 勝義空

3) 山口 益, 佛敎における無と有との對論, 山喜房佛書林, 1975 p.72. (초판,
1941)

4) 安井廣濟, 中觀思想硏究, 法藏館, 1961(金成煥역, 弘法院, 1989) 본문에서의
引用은 번역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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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增益되지 않고, 世俗有이기 때문에 損減되지 않는다고 하

는 中道의 의미가 되지만 세속을 虛妄分別, 즉 遍計의 無인 성품으로서

부정적으로 긍정하여 인식하려고 하는 삼성설의 입장에 서게 되면 위

와 같은 중도의 의미
*
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똑같이 세속을 否定卽肯定

하고 世俗卽勝義의 중도에 서는 대승불교이면서도 그 해석의 태도에

있어 이처럼 다른 체계를 갖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p.264)

[* 中邊分別論 相品 第1偈(虛妄分別有 於此二都無 此中唯有空 於彼亦有此)와

같은 의미]

즉 야스이의 설명에 의하면, ‘일체지각의 적멸’에 대한 유가행

파의 해석에 따르면 세속에 있어서 認識의 顚倒性(遍計所執性)이 空

不可得인 것으로, 세속의 연생법 그 자체(依他起性)는 顚倒性의 공불

가득인 적멸을 이해하는 기반 내지는 방편으로, 따라서 공불가득

의 圓成實性은 승의적 실재인데 반해(知의 입장), 중관파의 이제설은

세속을 부정하지 않고 세속을 성립시키는 것으로 세속내에서 勝

義空을 직관적으로 行證하는 입장(行의 입장)이라 하고 있다.
5
즉 세

속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승의적으로는 空하

다고 하는 것이 중관의 입장인데 대해, 유가행파의 입장에서는 세

속은 없애야 할 分別性(변계소집성)의 것으로, 이것이 없어진 상태가

승의인 원성실성이고, 또 이 변계소집성이 원성실성으로 바뀔 수

있는 근거가 곧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가행파의 삼성설에 대한 바바비베카의 비판을 고찰해 보면, 승

의와 세속에 관하여 중관파와 유가행파는 각각 다음과 같은 입장

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中觀派: 勝義無(勝義空, 無自性), 世俗有(世間極成으로서의 有)

瑜伽行派: 勝義有(圓成實性의 有, 識의 有), 世俗無(遍計所執性인 까닭에 無)

[依他起性:遍計所執性과 圓成實性의 基盤]

5) 앞의 번역서, pp.256-2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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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諦에 관한 중관파와 유가행파의 이해에 대한 이와 같은 입장

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제설에 대한 기본전제로서 筆者

가 이해하는 것으로, 따라서 승의와 세속에 대해서는 중관파와 유

가행파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바바비베카는 유식파에 대해 명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으

며, 또 이제설로서 삼성설을 비판함으로서 중관 이제설의 정당성

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따라서 이제설은 중관사상의 중요한 敎

說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가행파에 대한 비판은 바바비

베카에 이어 찬드라키르티에게서도 보이지만, 二諦說에 관해서도

그 둘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관파 내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제설은 유가행파에 대한 비판에서 보듯 중관사상 전

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교설로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本稿는 이와 같이 중관파의 중요한 교설로 나타나고 있는 二諦

說에 대한 즈냐나가르바(Jñānagarbha,智藏 ca.700-760)의 견해를 고찰하

고자 하는 것이다. 즈냐나가르바는 후기중관파의 시대를 연 사람

으로, 그에게는 중관의 이제설을 단도직입적으로 다룬 二諦分別
論(Satyadvayavibhaṅga)6이란 저술이 남아있다. 즉 나가르주나 이래
중관의 중요교설로서 간주되어져 온 이제설이 후기중관파의 시대

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중요한 사상적 爭點이 되고 있음을 이 저

술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후기중관파에 이르기 까지는 앞서 거

론한 바바비베카, 찬드라키르티등 쟁쟁한 중관의 논사가 있었음

6) 티베트 대장경에는 二諦分別頌(Satyadvayavibhaṅga-kārikā;
D.No.3881)과 二諦分別論自疏(Satyadvayavibhṅga-vṛtti; D.No.3882)가
각각 달리 나타나고 있지만, 본고에서 사용하는 二諦分別論이란 후자의
二諦分別論自疏를 가리킨다. 이제분별론의 번역은 필자의
二諦分別論細疏의 연구(駒澤大學 博士學位論文, 1993; 본론에서는
二諦疏硏究로 略稱)의 試譯을 사용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出典의 표기도
이 책을 사용하기로 한다. 티베트 원문에 대해서는 엑켈의 저술에 딸린

티베트 교정본을 사용하기로 한다. (M.D.Eckel, JÑĀNAGARBHA'S
COMMENTARY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TRUTHS,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1987; SDV(E)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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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따라서 이 즈냐나가르바의 이제설에는

이전의 중관논사의 영향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즈냐나가르바의 이제설을 고찰해 봄으로서 이제설에 있어 즈냐나

가르바 이전 논사들의 영향과 즈냐나가르바의 사상적 특색 및 이

후의 영향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즈냐나

가르바의 사상사적 위치를 照鑑하고 중관파에 있어 그의 位相을

재점검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설에 대

한 展開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2. 二諦說에 대하여

중관사상의 대표적인 교설로서의 二諦說은 勝義諦(paramārtha-sat

ya,第一義諦)와 世俗諦(saṃvṛti-satya)의 二諦에 대한 敎說로서, 이 이제

에 대한 整立된 견해는 나가르주나의 中論 제24장 觀聖諦品에

나타나고 있다. 즉 다음과 같다.

여러 부처님은 이제에 의거해 법을 설하시는데,

첫째는 世俗諦이고, 둘째는 第一義諦이다.(24-8)

[諸佛依二諦 爲衆生說法 一以世俗諦 二第一義諦]

二諦의 구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어 깊고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한다.(24-9)

[若人不能知 分別於二諦 卽於深佛法 不知眞實義]

世俗諦에 의하지 않으면 第一義諦는 설해지지않고

第一義諦에 의하지 않으면 涅槃을 얻을 수 없다.(24-10)

[若不依俗諦 不得第一義 不得第一義 卽不得涅槃]

중론의 이 정립된 偈頌이 二諦說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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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그러나 二諦의 각각에 대해서는 나가르주나 이전의 여러

經論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7
하지만 경론의 記述을 위와 같이

정립된 형태로 표현한 사람이 나가르주나이며, 따라서 中論을
주석한 논사들은 모두가 이제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론의 주석가들이 소위 불교사상의 전개에
있어 중관파를 형성해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석가의 이해에 따

라 그 내용은 각기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解釋上

의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인물이 앞서 거론한 중기중관파의 바

바비베카와 찬드라키르티이다. 이들의 사상적 입장은 티베트에서

일반적으로 自立論證派, 歸謬論證派로 분류되어 그 차이를 보이지

만, 이러한 차이는 中論 내용에 대한 이해 특히 緣起, 空, 二諦說
등 중요 교설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8
하지만 이

바바비베카, 찬드라키르티가 중관사상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는 것은 유가행파의 비판에서 보듯 中觀派의 敎說을

대외적으로 闡明하고 있으며, 특히 바바비베카는 이제설을 중관사

상의 중요한 교설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이제설이 단순히 중관파

내의 敎說로서만이 아니라 중관파를 대표하는 교리로 이해되어

이론전개의 핵심역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바

바비베카, 찬드라키르티등의 이제설은 그 후 전개되는 중관파의

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즈냐나가르

7) 安井廣濟, 앞의 책, 前編 中觀思想의 背景 참조.

8) 自立論證派와 歸謬論證派의 명칭은 이미 게룩파의 개조인 총카파(Tsong

kha pa; 1357-1419)에 의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그는 그의

菩提道次第廣論의 毘鉢舍那章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티베트에 있어 불교 後傳시대의 제학자는 중관사를 應過論者(Prāsaṅgika;

귀류논증파)와 獨自論者(Svātantrika; 자립논증파)의 둘로 設定하며,

이것은 [月稱의] 明句論에 따르는 것으로, 함부로 생각한 것은

아니다.”(長尾雅人, 西藏佛敎硏究 岩波書店, 1954, p.111)
이와 같이 이 명칭의 사용은 실제 티베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중관파의

역사적 전개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塚本啓祥外 編著,

梵語佛典の硏究 III․論書篇, 平樂寺書店, 1990 pp.237-2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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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이제설에 대한 새로운 저술을 짓게 된 동기에는 단지 이러

한 중관파의 영향외에도 유가행파 또는 불교논리학파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그것은 즈냐나가르바의 저술에

서 보이는 논리의 중시, 또는 다르마키르티 용어의 사용등이 그것

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本稿는 먼저 이제분별론에 나타나는
즈냐나가르바의 이제설의 특색을 명확히 한 뒤에 그 이전의 사상

과 관계를 고찰하기로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후기중관파로서

의 그의 입장이 보다 명확히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즈냐나가르바의 二諦說

2-1. 즈냐나가르바

2-1-1. 生涯와 著述

즈냐나가르바의 생애와 저술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도 고찰해

본 바 있는 까닭에 구체적인 것은 拙稿의 참조를 바라며,
9
여기에

서는 二諦分別論의 저자인 즈냐나가르바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
기로 한다. 먼저 즈냐나가르바에 대한 단편적인 기술에서 알 수

있듯 즈냐나가르바는 후기중관파의 巨匠인 샨타라크시타의 先行

人物임에는 틀림 없다. 그것은 샨타라크시타에 의해 정립되고, 샨

타라크시타 이후의 중관논사들에 의해 사용되어진 一切法無自性

을 증명하는 ‘離一多性 (ekānekasvabhāvena viyogāt)의 證因’이 즈냐나

가르바에게서는 나타나지 않고, 또한 즈냐나가르바의 이제분별
론에 대해 샨타라크시타가 二諦分別論細疏(이후細疏라 略稱)

10
라

9) 拙稿, 二諦分別論에 있어서 유가행파 批判에 대하여 印度哲學 3,
1993

10) 細疏의 번역 및 티베트 택스트는 필자의 二諦疏硏究에 의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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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석서를 짓고 있는 데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샨타라크시타 이전의 인물로서 샨타라크시타에 사상적으로 큰 영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구체적인 행적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타라나타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아차리 즈냐나가르바는 Oḍiviśa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대학자가

되었다. Bhaṃgala 지방에서 Śrīgupta로부터 법을 듣고, Bhavya의 교

의를 따르는 大中觀派로서 유명하게 되었다.
11

이러한 단편적인 記述로서는 그의 행적을 전체적으로 照鑑하기

어렵고, 또한 그의 사상적 입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규정하기는 곤

란하다. 티베트 문헌에 나타난 그의 사상에 대한 기술은 매우 다

양하며,
12
그러한 문헌을 통해 즈냐나가르바의 사상을 이해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즈냐나가르바의 저술로

남아있는 것들이 모두 그의 것이 아니라, 후대에 假託되어진 것들

이 있는 까닭에 더욱더 심화되는 것으로, 따라서 그의 主著라 할

수 있는 이제분별론과 그의 저술로 확실시 되는 몇몇 저술을

통하여 그의 사상을 조감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분
별론은 그의 사상을 알 수 있는 기본 저술이며, 이 저술에 의해
즈냐나가르바는 후기중관파의 開祖로 간주되어지는 것이다. 이

이제분별론과 그에 대한 샨타라크시타의 주석서를 관련시켜 생
각해 볼 때, 즈냐나가르바가 티베트에 入藏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세소의 저자가 中觀莊嚴論의 샨타라크시타와 동일 인물임은
필자의 다음 논문에 의거한다. 拙稿, 中觀莊嚴論の成立に關する一考察 ,
印佛硏 40-1, 1991; 二諦分別論細疏の作者について , 印佛硏41-2,
1993; 二諦分別論細疏と中觀莊嚴論 , 印佛硏43-2, 1995

11) Tā ra nā tha'i rgya gar chos 'byung, Schiefner ed. p.152 ll.13-15;

Tāranātha's History of Buddhism in India. Tr. from Tibetan bya
Lama CHIMPA and Alaka Chattopadhyaya. Motilal Banarsidass Pub.

1990 (reprint) p.253.

12) 註(9)의 拙稿, pp.180-1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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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細疏의 著者와 譯者를 밝히는 끝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

이 있다.

二諦分別論細疏는 아차리 샨타라크시타에 의해 저술되어진 것이

고, 인도의 戒師 Prajñāvarman과 Jñānagarbha, 大飜譯管 Ye shes sde

등에 의해 飜譯·奏請·收藏되었다.
13

즉 이 記述에 의하면 즈냐나가르바가 자신의 저술에 대한 주석

서인 細疏의 번역에 참가한 것이 되며, 더욱이 예셰데(Ye shes sd
e)는 9세기초의 대번역관으로 샨타라크시타의 저술을 다수 번역

한 사람인 까닭에,
14
즈냐나가르바는 그의 생애의 후반기쯤 티베

트에 들어가 번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즈냐나가르바가 티베

트에 들어가 번역에 참여한 것은 그의 다른 번역 문헌을 통해 확

실해지지만,
15
이 번역에 참여한 즈냐나가르바가 곧 이제분별론

의 저자인 즈냐나가르바인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왜냐하면

샨타라크시타의 入藏에 대해서는 티베트 문헌에 다수 전해지고

있지만, 즈냐나가르바의 入藏에 대해서는 그다지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즈냐나가르바가 샨타라크시타의 先行人物임은

티베트문헌을 통해 볼 때 확실하며, 따라서 그의 사상을 아는 데

있어 이제분별론에 대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리라 생각된
다.

2-1-2. 二諦分別論

2-1-2-1. 內容

13) //rgya gar gyi mkhan po prajñāvarma/ jñānagarbha dang/ zhu chen

gyi lo tsā ba ban de ye shes sde la sogs pas bsgyur cing zhus te

gtan la phab pa// (二諦疏硏究, p.411)
14) 예셰데(Ye shes sde)에 관해서는 필자 다음 논문 참조. 拙稿,

後期中觀派의 定義에 대하여--瑜伽行中觀派에 관한 日本佛敎學界의

論爭-- , 韓國佛敎學19, 1994, p.329 참조.
15) 註(9)의 拙稿, p.1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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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諦分別論은 명칭 그대로 二諦를 分別하는 論이다. 전체 46

偈頌과 77添加偈(antara-śloka)
16
, 그리고 각 게에 대한 즈냐나가르바

의 註釋으로 이루어져 있다. 게송에 대해서는 필자도 시역한 바

있으며
17
,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각 게송과 관련시켜 나타내 보이면

다음과 같다.[()안의 숫자는 첨가게의 수]

1. 序論

A. 歸敬偈

B. 造論의 目的 1

C. 이제구별의 功德 2

2. 本論

A. 勝義와 世俗의 구분 3, 4

B. 勝義諦의 설명 5, 6, 7(1)

C. 世俗諦의 설명

1) 2종류의 세속(I) 8

2) 不生에 대하여(I) 9, 10, 11(5)

3) 2종류의 세속(II) 12

4) 세속에 있어서 因果의 성립 13(6), 14(24)

(승의에 있어서 因果關係의 不成立)

5) 세속의 정의 15(7)

6) 不生에 대하여(II) 16(1)

7) 世俗眞如의 본질 17

8) 논쟁의 성립 18, 19

9) 世俗不生論 비판(I) 20, 21, 22(1)

10) 世俗有基盤說 비판 23(1), 24

11) 世俗不生論 비판(II) 25(10)

12) 세속의 성립(I) 26, 27(2), 28

13) 중관파에 있어서 否定對象 29, 30(2)

14) 業과 果報의 성립 31

16) 添加偈(antara-śloka, 또는 中間偈라고도 함)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御牧克己, antaraślokaについて , 印佛硏28-2, 1980.
17) 註(9)의 拙稿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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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輪廻와 解脫 32, 33

16) 세속의 성립(II) 34(1)

17) 言說의 성립 35(2)

D. 중관파 입장의 정당성 36(2)

E. 佛身論

1)一切智者論 37, 38, 39, 40

2)三身說 41(12)

3. 結論 42, 43, 44, 45, 46

2-1-2-2. 造論의 목적

이제분별론에서 즈냐나가르바는 다음과 같이 조론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二諦를 여실히(yathā)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 논을 저작한다. 이제가

이미 구별되어 있음에도, 大論師들 조차 어리석은데, 하물며 다른 사람

의 설에,어떠한 목적이 있겠는가.그 까닭에 나는 [이제를] 구별한다.(K.

1)

利他를 행하는데 숙달하신 세존은, 지혜 빈약한 중생에 이익을 주고

자하기 위해 二諦를 다양하게 구별하셨다. 아차리 龍樹등에 의해서도

명확히 되어졌는데 自派의 대논사들도 어리석었고, 그들을 따르는 다

른사람의 설은 말할 것도 없다.
18

이와 같은 조론의 목적에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二諦說은 중관파의 중요한 교설이긴 하지만,

즈냐나가르바에 이르기까지는 앞서 거론한 바바비베카, 찬드라키

르티등의 중관논사들에 의해 충분히 그 의미가 해명되어졌기 때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 이제설을 설할 수 밖에 없는 이

유가 여기에서 표명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自派(rang gi sde)의 大論

師가 어리석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細疏에 의하면, 자파의

대논사란 다르마팔라(Dharmapāla,護法 530-561)를 가르키고 있고, 이
18) 二諦疏硏究, p.180; SDP(E)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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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별론의 본론을 보더라도 스티라마티(Sthiramati, 安慧 ca.510-570),
데벤드라붇디(Devendrabuddhi, ca. 630-690) 등 유가행파의 인물들에

대한 비판이 직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19
이와 같은 사실은

이제분별론의 저술이 自派 즉 불교내에 있어서 유가행파에 대

한 명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쓰여졌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데벤드라붇디에 대한 비판은 즈냐나가르바가 다르마키르

티(Dharmakīrti, 法稱 ca.600-660) 이후의 이제설에 대한 논쟁에 참여한

것을 보이는 것이며,
20
또한 그가 디그나가(Dignāga, 陳那 480-540), 다

르마키르티등에 의한 佛敎論理學派의 이제설에도 충분한 지식을

가졌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그가 이제분별론을 새로이 저술하

고자하는 데에는 이 불교논리학파의 영향이 컸으리라 생각된다.

유가행파에 대한 비판도 이미 바바비베카, 찬드라키르티 등 중기

중관파에 의해서도 이루어 지고 있지만, 즈냐나가르가 새삼 유가

행파를 비판하고 있는 것도 불교논리학파의 영향등과 같은 시대

적인 상황이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즈냐나가르바가 스

스로 나가르주나를 충실히 繼承하고 있다고 밝히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속에 나가르주나의 이제설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

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와 같이 造論의 目的을 밝힌 즈냐나

가르바는 이어서, 그와 같이 이제를 올바로 구별하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제의 구별을 아는 사람들은, 牟尼의 교설에 어리석지 않으며, 그

들은 남김없이 공덕을 쌓음으로서, [自利, 利他를] 완성하고 彼岸에 도달

한다.(K.2)
21

19) 註(9)의 拙稿, p.193-199 참조.

20) 다르마키르티의 이제설을 둘러싼 중관파와 유가행파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 의해 그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松本史朗,

佛敎論理學派の二諦說 (上)·(中)·(下), 南都佛敎45·46·47; 1980·1981·1981.
21) 二諦疏硏究, p.182; SDV(E)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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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를 올바로 구별하는 사람은 세간의 이익을 일으키

는 지혜를 갖는 등의 여섯가지 목적을 완성한다고 하고 있다.
22

이렇듯 이제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力說하는 즈냐나가르바에

있어 그의 이제설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다음절에서 보

기로 한다.

2-2. 즈냐나가르바의 二諦說

2-2-1. 二諦의 구분

즈냐나가르바는 승의와 세속의 구분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世俗과 勝義의 二諦는 牟尼에 의해 설해졌다. 顯現하는 대로의 것이

오직 世俗이며, 그렇지 않은 것이 다른 [勝義]이다.(K.3)
23

즉 즈냐나가르바에 있어 승의와 세속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먼저 ‘顯現하는 대로 것’(ji ltar snang ba, yathābhāsa)이다. 이 ‘顯

現하는 대로의 것’이란, ‘소몰이 女子등에 이르기까지 지각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과 같이,
24
세간 일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

각되는 것을 말한다. 가령 물[水]과 같이 세간 일반인에 있어 동등

22) 이제의 區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1)유정에 이익을 일으키는 지혜를

갖게 되며, (2)善逝의 다수의 교설에 知의 光明을 일으킨 사람이 되며,

(3)福德과 智慧의 資糧을 남김없이 성취하며, (4)自利와 利他를 완성하며

(5)평등의 彼岸에 반드시 잘 도달하며, (6)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의

願을 완성시킨다고 한다.(二諦疏硏究, p.182; SDV(E) p.155)
23) 二諦疏硏究, p.184; SDV(E) p.156
24) “소몰이 여자등에 이르기까지 보여지는, 그와 같은 것이 세속에 있어서

진리로 安立하지만 진실에 있어서는(yang dag par)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과 일치하여 사물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는

까닭이다.”(二諦疏硏究, p.184; SDV(E)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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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인정되는 것이 세속으로서 진리라고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

서 ‘현현하는 대로의 것’은 세간 일반인의 이해에 근거하는 까닭

에 ‘世間極成’(lokapratīti)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25
반면 승의에 있

어서는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것이 없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승

의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

다. 즈냐나가르바는 이와 같이 ‘현현하는 대로의 것’을 기준으로

이제를 구분하고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속임이 없는 까닭에 論理는 勝義이다. 그렇지 않은 것이 世俗이다.

[世俗은] 속임이 있는 까닭이다. 현현하는 대로의 것은 眞理이다.(K.4)
26

이 ‘속임이 없는 것’(slu ba med pa, avisaṃvādaka)이란, 다르마키르

티에게 있어 올바른 認識의 정의로서 사용되어지고, 또한 효과적

작용을 갖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지만,
27
즈냐나가르바는 속임이

없는 논리(rigs pa, nyāya, yukti)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논리에 의해 결정된 대상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

낸 것으로, 따라서 三相의 證因에 의해 생긴 이해를 즈냐나가르바

는 승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28
하지만 후에 고찰하는 것과 같이,

이 승의로서의 논리는 세속을 그 고찰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본질

25) “세간 일반에서 인정되어지는 것이 세속이라 승인되어진다.”('jig rten na

grags pa de lta bu ni kun rdzob tu bzhed de/)(二諦疏硏究, p.246;
SDV(E) p.171 l.4)

26) 二諦疏硏究, p.186; SDV(E) pp.156-157
27) “올바른 인식이란 속임이 없는 인식이다. 효과적 작용을 갖는 것이

속임이 없는 것이다.”(pramāṇam avisaṃvādijñānam arthakriyāsthitiḥ

avisaṃvādanam : Pramāṇavārttika II-1; 木村俊彦,

ダルマキ-ルティ宗敎哲學の原典硏究, 木耳社, 1981 p.32 참조)
28)“논리의 힘에 의한 대상의 결정은 속임이 없다. 그 까닭에 三相의 證因에

의해 생긴 이해는 勝한 것이며, 동시에 대상이기도 한 까닭에 勝義이다.

그것에 의해 확정된 대상도 승의이다.”(二諦疏硏究, p.186; SDV(E)
p.156 ll.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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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세속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세속은 논리와

같이 속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현하는 대로의 것’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또한 두개의 달과 같이 분별에 의해 생기는 것도 있

는 까닭에,
29
즈냐나가르바는 이 분별을 기준으로 세속을 眞實世俗

(tathya-saṃvṛti)과 非眞實世俗(atathya-saṃvṛti)의 둘로 나누고 있다.

더욱이 즈냐나가르바는 다르마키르티의 ‘效果的 作用能力’이라 용

어를 빌어 세속을 둘로 나누기도 한다.

이와 같이 즈냐나가르바는 ‘현현하는 대로의 것’을 기준으로 승

의와 세속을 구분하고, 또한 ‘속임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를

구분하고 있다. 이 ‘속임이 없는 것’ 즉 논리는 승의이긴 하지만

세속을 그 본질로 한다는 것은 즈냐나가르바의 특징적인 것으로,

다음에서 승의와 세속의 각각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2-2-2. 勝義諦

細疏는, 이제분별론의 다음의 제5게를 ‘非異門勝義’(aparyāya-
paramārtha)라 주석하고 있다.

30
즉

[勝義에 있어서] 顯現하는 대로의 것으로 확립되어지는 것은 불가능

하다. 지식의 形象으로서 아무리 하여도 현현하지 않는 까닭에.(K.5)
31

29) “현현하는 대로의 것 자체가 세속제인 것은 설명했다. 두 개의 달 등도

현현하는 대로라고 한다면, 세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 까닭에 비진실의 세속이라는 것을 잠시 후에 설명한다.”

(二諦疏硏究, p.188; SDV(E) P.157 ll.5-8)
30) 이 ‘非異門勝義’란 세소에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이라 생각되지만, 이
용어는 이미 淸弁의 中觀義集(Madhyamakārthasaṃgraha)에 나타나고
있다. 이 중관의집은 즈냐나가르바의 이제분별론과 내용상의
유사성으로 인해 일찍부터 주목이 되어 왔지만, 에지마(江島)씨의

논증으로 적어도 즈냐나가르바 이후의 작품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이 작품의 저자인 청변도 반야등론 등을 지은 청변과
구분된다고 한다. 하지만 세소의 저자인 샨타라크시타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어도 그가 이 저술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중관의집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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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勝義에 있어서는 세속의 ‘현현하는 대로의 것’과 같

은 것은 일체 성립하지 않고, 더욱이 知의 形象으로서 현현하는

것도 일체 없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상태를 즈냐나가르바는

“어떠한 것도 보지 않는 것이 진실을 보는 것이다”
32
또는 “空도

아니고, 不空도 아니고, 有도 아니고, 無도 아니며, 不生도 아니고,

生도 아니다 ”
33
라고 하는 經典의 말로 대신 표현하고 있다. 즉 이

와 같이 즈냐나가르바에 있어서도 ‘一切의 戱論(prapañca)을 떠난

勝義’가 기본적인 승의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즈냐나가

르바는 “어떠한 것도 보지 않는다”라는 文句와 관련하여 유가행

勝義 非異門勝義(一切言說 超越)

二

諦

異門勝義 -- 論理의 異門勝義

生起否定의 異門勝義

世俗(顯現狀態) 眞實世俗 -- 效果的 作用이 있는 것

非眞實世俗 -- 分別的 思惟를 同伴하는 것

分別的 思惟를 同伴하지 않는 것

따라서 이 중관의집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즈냐나가르바의 독특한
승의로서의 論理는 ‘異門勝義’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속을

둘로 구분하는 것도 이제분별론과 동일한 까닭에, 이 두저술의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진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일단 에지마씨의 견해에 따라 이 저술의 저자인

청변을 반야등론 등의 저자인 청변, 즉 바바비베카와 구별하여 논술을
전개하기로 한다. 江島惠敎, 中觀思想の展開, 春秋社, 1980 pp.18-33
참조.

31) 二諦疏硏究, p.14; SDV(E) p157
32) 'ga' yang mthong ba med pa ni de kho na mthong ba (D.Sa 4b1;

二諦疏硏究 p.14; SDV(E) p.157--엑켈本은 ngo bo nyid mi mthong ba
zhes bya ba kho nar ni de kho na mthong ba zhes gsungs so<自性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야 말로 진실을 보는 것이다>로 되어 있다.)

33) de nyid phyir na de stong min// mi stong ma yin yod med min// mi

skye ma yin skye min zhes// de la sogs pa bcom ldan gsungs//

(SDV. K.11a-1: 二諦疏硏究, p.212; SDV(E) p.162) 이 頌은
中觀莊嚴論에 있어서도, 勝義諦의 정의로 사용되고 있다. “勝義諦는
有(dngos pa)·無(dngos po med pa), 生起·不生, 空·不空등 一切 戱論의

網을 떠난 것이다.”(一鄕正道, 中觀莊嚴論の硏究, 文榮堂, 1985 p.1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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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의 三性說을 들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즉 그는 그 문구의 의미

를 遍計所執性의 無로서, 따라서 依他起의 識이 勝義로서 존재한다

고 해석하는 유가행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

판은 序頭에 본 바바비베카의 유가행파 비판과 軌를 같이 하는

것으로, 즈냐나가르바는 승의에 있어서는 일체 존재하는 것이란

없으며, 더욱이 自己가 自己를 인식하는 自證知(svasaṃvedana)같은

것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34
더욱이 승의에 있어서는 一切

智者조차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35

이 勝義에 있어서 보여지는 것이 一切 없다는 것을 顯現하는 形

象(rnam pa, ākāra)이 일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고 생각된다. 즉 그것은 知覺上에 나타나는 형상이 이미 다르

마키르티에서 중요한 문제로 언급되고 있고, 즈냐나가르바 이후

샨타라크시타를 비롯한 후기중관파 전체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36
이와 같은 문제가 즈냐나가르바에

의해 이해되고 논의되고 있는 것은 후기중관파의 개조로서 그의

입장이 보다 분명히 되어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가 이 형상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은 다음의 문장에서도 보이고

있다. 즉

[승의에 있어서] 존재하는 것의 효과적 작용능력은 諸佛에 의해서도

觀照되어지지 않는다. 有形象·無形象의 知에 의해 확정은 불가능한 까

34) 즈냐나가르바가 유가행파의 自證知(svasaṃvedana)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제분별론 제6게송에 나타난다. 이 自證知에 대한 비판은
삼성설 비판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二諦疏硏究, p.190; SDV(E)
pp.157-158). 이 자증지에 대한 중관파의 비판은 이미 바바비베카,

찬드라키르티, 샨티데바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山口 益,

佛敎における無と有との對論, 5-附論 識論者の自證分說に對する批議 ,

참조.)

35) “有·無의 것에 대해 모두 알고 있는 一切智者조차도 관조할 수없는 것이

있다.” (yod med dngos po mkhyen pa po// kun mkhyen pas

kyang gang ma gzigs// K.7-AB: 二諦疏硏究, p.194 ; SDV(E), p.158)
36) 形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註(14) 拙稿의 註(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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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에, [그 외의] 다른 확정도 불가능하다.
37

이렇게 즈냐나가르바는 승의에 있어 有·無形象論의 知가 불가능

한 까닭에, 인식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이 형상의 不成立에 대

한 구체적인 論證을 그의 독자적인 ‘四句生起의 否定’의 방법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
38
이러한 論證 곧 論理에 의한 증명이 세속을

본질로 한다는 즈냐나가르바의 서술에 비추어 볼 때,
39
승의 그자

체는 이와 같이 일체의 言說을 떠난 것이지만, 그것은 논리에 의

해서도 증명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

라서 논리란 승의에 따르는 것이긴 해도 승의 그 자체는 아니며,

따라서 승의는 그와 같은 일체 언설을 초월해 있다고 한다.

이 즈냐나가르바의 승의는 승의 그 자체와 승의에 따르는 승의

곧 논리등을 별도로 세우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세소의 표현을 빌면 ‘非異門勝義’와 ‘異門勝義’로서, 따라
서 진정한 의미의 승의란 ‘非異門勝義’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일체가 無이며, 일체 戱論이 적멸한 상태, 어떠한 形象도 현현하지

37) 二諦疏硏究, p.296; SDV(E) p.184 ll.7-10
38) “多인 것은 一인 사물을 만들지 않고, 多인 것은 多인 것을 만들지

않는다. 一인 것은 多인 사물을 만들지 않고, 一인 것은 一인 것을

만들지 않는다.” (du mas dngos po gcigs mi byed// du mas du ma

byed ma yin// gcigs gis du ma'i dngos mi byed// gcigs gis gcig byed

pa yang min// SDV.K.14: 二諦疏硏究, p.224; SDV(E) p.165) 이
이제분별론제14게송은 후대 티베트에 ‘四句生起의
否定’(Catuṣ-kotyutpādapratiṣedha)으로서 알려지고 있으며,

샨타라크시타의 ‘離一多性證因’과 함께 ‘四大無自性論證’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四大無自性論證’에 대해서는 江島惠敎, 中觀思想の展開,
p.240 참조. 이 게송이 ‘四大無自性論證’의 하나인 것은 松本史朗,

Jñānagarbhaの 世俗不生論 批判について , 駒大佛敎學部論集 15, 1984,
p.29; 一鄕正道, 書評 江島惠敎著 中觀思想の展開 佛敎學32, 1980
p.98 참조.

39) “世俗이 眞如인 것, 그것도 勝義라고 [세존은] 인정하신다.[勝義와 世俗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 論理도 顯現하는 대로의 것에 있어서

확립되어진다.(K.17) 論理도 현현하는 대로의 성질인 까닭에, 단지

世俗이다.”(二諦疏硏究, p.80,82; SDV(E)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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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상태, 인식조차 성립되지 않는 경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반해 論理란 그러한 승의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며, 논

리로서 표현되어진 승의는 ‘異門勝義’이다. 세소에서는 이 논리
에 의한 승의를 ‘勝義에 隨順하는 勝義’(paramārthānukūla-paramārtha)

로도 표현하고 있듯,
40
승의를 두 가지 면에서 구분하는 것은 즈

냐나가르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2-3. 世俗諦

즈냐나가르바는 ‘分別’과 ‘效果的 作用能力’을 기준으로 하여, 세

속을 眞實世俗과 非眞實世俗의 둘로 나누고 있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分別된 대상이 아니며, 오직 實在하는 것(vastumātra)에 의존해 생기

는 것, 그것이 眞實世俗이다. 非眞實世俗은 分別되어진 것이다.(K.8)
41

顯現하는 데 있어서 類似하지만, 效果的 作用의 有能力과 無能力에

의해 眞實世俗과 非眞實世俗이 구분된다.(K.12)
42

먼저 眞實世俗과 非眞實世俗의 기준이 되는 ‘分別되어진 대상’(br

tags pa'i don, kalpitārtha)이란, 즈냐나가르바에 의하면, 勝義에 있어서

生起 또는 識의 顯現, 根本原因(pradhāna), 元素(大, bhūta)의 활동 등

승의로서 존재한다고 분별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다.
43
즉 승의

40)‘勝義에 隨順하는 勝義’(don dam pa dang mthun pa'i don dam

pa)(二諦疏硏究p.189, p.336 l.29) 이 용어는 이미 바바비베카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바바비베카는 반야지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勝義에 隨順하는, 즉 勝義의 證悟에 수순하는 般若에 그 승의가 있는

까닭에 승의에 수순하는 것이다”.(yang na don dam pa dang mthun pa

ste don dam pa rtog pa dang rjes su mthun pa'i shes rab la don dam

pa de yod pas don dam pa dang mthun pa'o) (中觀心註思擇焰,
P.No.5256 Dsa 63a3-4)

41) 二諦疏硏究, p.204, 206; SDV(E) pp.75-76
42) 二諦疏硏究, p.216; SDV(E)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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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일체 無임에도 生起한다고 분별하는 것, 또는 유가행

파에 있어 승의에 있어 실재한다고 하는 識, 샹카학파의 근본원인

인 本性(prakṛti), 有部에 있어 사물의 본질로서의 四大 등이 실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재하지 않고 단지 분별에 의

해 생긴 것을 즈냐나가르바는 非眞實世俗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

지만 즈냐나가르바가 ‘分別된 對象’을 기준으로 세속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실제 유가행파의 三性說을 의식한 세속의 구분이 아닐

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분별되어진 대상이란 유가행파에서 말하

는 遍計所執性(parikalpita-svabhāva)을 가리키는 것으로, 실제 즈냐나

가르바는 이 변계소집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유가행파를 비판

하고 있는 까닭이다.
44
즉 유가행파가 能取·所取를 본질로 하는 변

계소집성을 無의 것으로 부정하고, 圓成實性(pariniṣpanna-svabhāva)을

승의의 有로서 긍정하는 것에 대하여, 즈냐나가르바는 이 能取·所

取를 직접지각으로 인정하고, 더욱이 依他起性(paratantra-svabhāva)

을 진실세속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분별을 떠난 진실세속은

‘오직 實在하는 것’(vastumātra)에 의거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效

果的 作用能力’ (arthakriyāsāmarthya)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다. 이 ‘효

과적 작용능력’이란 다르마키르티에게 있어 勝義와 世俗을 구분으

로, 즈냐나가르바는 이 용어를 받아들여 진실·비진실 세속의 기준

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즉 實質的인 작용능력을 갖는 것이 진실

세속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 비진실세속인 것이다. 즈냐나가르바

는 이 ‘효과적 작용능력’에 의한 세속의 구분을 구체적으로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43) “分別되어진 것이란 眞實로서의 生起등과 識의 顯現과 根本原因과

[四]大의 活動 등이다. [眞實世俗]은 그것을 떠난 것이다. 단지 실재한다고

하는 것은 현현하는 대로 효과적 작용능력을 일으키는 까닭이다. 갖가지

인연에 의존하여 생긴 것이 진실의 세속제인 것을 알아야

한다.”(二諦疏硏究, p.204; SDV(E)p.160 ll.8-13)
44) 註(9)拙稿, pp.199-2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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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가 명료한 形象의 顯現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유사하더라도, 현

현하는 대로, 그 效果的 作用에 대하여, 속임이 있는 것과 속임이 없는

것이라고 결정되어지는 까닭에, 물[水]등과 幻像등을 세간의 사람은 眞

實[세속], 非眞實[세속]이라 이해하는 것이다.
45

곧 세간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해에 있어서, 물 등과 같이 속임

이 없는, 달리 말하면 직접 知覺되고 認識되어지는 것이 진실세속

이고, 幻像 등과 같이 실재하지 않고 단지 잘못 지각되고 分別된

것이 비진실세속인 것이다. 이 진실세속은 앞서 본대로 因緣에 의

하여 생긴 것, 또는 聖者로 부터 凡夫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知

에 현현하는 것이다. 이 因緣에 의한 것이란 곧 緣起한 것으로, 이

것은 달리 말하면 依他起性의 것으로, 이것은 곧 진실세속인 것이

다. 따라서 진실세속은 知覺과 그 對象이 일치하는 것이며, 知覺과

對象이 일치하지 않는 分別된 對象은 비진실의 세속인 것이다. 그

리고 진실세속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을 즈냐나가르바는, 또한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顯現하는 대로의 것이 그 본성인 까닭에, 거기에 考察은 소용이 없

다. 고찰한다고 한다면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가 되어버려 過失로

되어진다.(K.21)
46

顯現하는 것, 그것을 否定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知覺되는 것을 否

定하는 것은 不合理하다.(K.28)
47

이 제21게송의 ‘顯現하는 대로의 것’을 細疏에서 샨타라크시
타가 ‘考察하지 않는 한 즐거운 것’(avicāraikaramaṇīya)으로 註釋하는

것은 이미 그 중요성이 지적된 것으로,
48
이 용어는 中觀莊嚴論

45) 二諦疏硏究, p.218; SDV(E) p.163 ll.25-29
46) 二諦疏硏究, p.262; SDV(E) p.175
47) 二諦疏硏究, p.286; SDV(E) p.181
48) ‘고찰하지 않는 한 즐거운 것’이란 용어는 중관장엄론에서 세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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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세속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즉 즈냐

나가르바는 ‘顯現하는 대로의 것’을 그 본성으로 하는 眞實世俗에

대하여, 그것을 고찰하면 본래와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까닭에,

그것을 고찰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보았듯 論

理에 의한 考察을 말하는 것으로, 논리에 의해 고찰하면 眞實世俗

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즉 一切 事物이 無自性을 본

성으로 하는 까닭에 논리에 의해 고찰하면 一切가 無自性임이 드

러나고, 따라서 세속 일반인의 이해에 따르는 사물로서 성립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世俗의 事物은 논리의 고찰을 감당해

낼 수 없는 까닭에, 그와 같이 고찰을 하지 않는 한에서 세속의

사물은 인정되고, 또 그것은 진실세속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

서 그와 같이 논리에 의해 구체적인 고찰을 하지 않는 한 眞實世

俗은 부정되어지지 않을 뿐만아니라,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불합

리하며, 그와 같이 부정되지 않는 진실세속의 기반 위에 業, 果報,

더욱이 言說의 作用 등은 성립한다고 하고 있다.
49

이상과 같이 즈냐나가르바는 우리들의 知에 현현하고, 사람들

을 속이지 않는 ‘效果的 作用能力’을 갖는 것을 진실세속이라 정의

하고, 더욱이 이것은 因緣에 의한 것이고, 분별을 떠난 것으로 모

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각되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效果的 作

用能力’을 갖지 못하고, 분별에 의한 것은 비진실 세속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속관에 의해 즈냐나가르바는 후에 티베트

정의로 사용되지는 것으로, 이 용어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다음의

논문에서 지적되고 있다. 松本史朗, Jñānagarbhaの二諦說 , 佛敎學 5,
1978 p.123, 註(5); 松下了宗, Satyadvayavibhṅgavṛtti 硏究をめぐる

諸問題 , 龍谷大學佛敎文化硏究所紀要 23, 1984, pp.14-15 참조.
49) “[진리를] 본 자[=세존]의 견해에 있어서 業과 果報는 현현하는 대로의

것이라고 설하시는 까닭에, 일체는 현현하는 대로 安立되어진다.”

(SDV.K.31:二諦疏硏究, p.292; SDV(E) p.183 ) “一切의 言說表現은
현현하는 데에 있어서만 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알아야만 한다.

즉 實在論者의 견해에 있어서, 실재하는 것은 言說로서 승인되어지는

대로 현현하지 않는 까닭에, 논리에 의하면 부당하다.”(二諦疏硏究,
p.298; SDV(E) p.184, ll.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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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世間極成行中觀派’ 혹은 外境을 認定한다고 하는 ‘經量

中觀派’ 등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50

2-2-4. 二諦說 要約

이상 考察한 바에 의하여, 이제분별론에 나타나는 즈냐나가
르바의 二諦說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圖式할 수 있으리라 생

각된다.

非異門勝義(無戱論·無分別·無因果·形象의 不成立)
勝義 異門勝義(勝義不生, 論理)  論理:因의 三相에 의한 智 
世俗眞實世俗   顯現하는 대로 效果的 作用能力을 갖는 것 因果關係에 있는 것(예:물 등)非眞實世俗 分別된 것顯現하는데 있어 效果的 作用能力을 갖

지 않는 것(예: 幻像 등)

이 즈냐나가르바의 二諦說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것은 論理 즉

異門勝義에 관한 것으로, 그것은 勝義이긴 하지만 世俗을 본질로

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즈냐나가르바에 있어 진정한 승의란

無分別, 無戱論의 非異門勝義 뿐인 것으로 그외에는 모두 세속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비이문승의에 있어서는 마음

의 움직임 조차 없으며,
51
生·不生 등의 대립은 일체 떠나 있는 것

50) 註(9) 拙稿, p.183 참조.

51) 즈냐나가르바는 聖無盡慧菩薩經에서 다음과 같은 귀절을 인용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세속제가 무엇인가 하면 (1)세간의 언어표현에

의한 일체 시설 (2)문자·음성·기호에 의한 說示이다. 승의제는 거기에

있어는 마음의 움직임조차도 없다. 하물며 갖가지 문자에 의한 표현이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다”(二諦疏硏究, p.196; SDV(E) p.158 ll.25-29)
이 인용은 한역에서는 다음과 같다.

“云何俗諦 若世間所有語言文字假名法等 云何第一義諦

乃至無有心行何況當有語言文字”(大集經無盡意菩薩會, 大正 13, 197b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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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렇지만 論理란 속이는 성질이 없는 까닭에 승의라 인정되

긴 하지만, 그 논리가 작용되는 범위도 어디까지나 세속인 까닭

에, 결국 세속을 본성으로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세속의 定義에

있어서는 다르마키르티에 의해 勝義와 世俗의 기준으로 간주되던

‘效果的 作用能力’이란 용어가 받아들여져 진실·비진실 세속의 기

준이 되고, 또 ‘分別’을 기준으로 분별로서 현현되어진 것은 비진

실세속이며, 현현하더라도 분별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적

작용능력을 갖는 것이 진실세속인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즈냐

나가르바의 二諦說은 그 以前 中觀論師의 二諦說과 어떠한 關係를

갖는지 다음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2-3. 즈냐나가르바 二諦說의 특색

2-3-1. 바바비베카와의 관계

먼저 즈냐나가르바의 二諦說 중 특히 勝義諦와 관련해서는 중

기중관파 논사인 바바비베카의 勝義說이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

여진다. 이것은 바바비베카가 승의제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승의란 그것이 義이기도 하고, 勝이기도 한 것으로 勝義이며, 또는

수승한 無分別智의 뜻인 까닭에 승의이며, ‘다른 것으로부터 알려지지

않는 것’ 등을 相으로 하는 진여이다. 승의 그 자체가 진실인 까닭에

승의의 眞實이다. 그것은 一切時와 一切種에 그대로 머무는 까닭이다.

그것을 境으로 하는 無分別智도 無境이라는 方式에 의해 승의이다. 거

기에 승의가 있는 까닭이다. 그것이 滅에 隨順하는 無生起등의 說示와

聞思修로 부터 생긴 般若도 승의이다. 승의를 證悟하는 방편인 까닭에,

이 인용문은 다른 논서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 松下了宗,

ジュナ-ナガルバの二諦分別論--和譯硏究(上)-- , 龍大大學院紀要 5,
1983, p.47 註(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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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顚倒인 까닭이다.
52

여기에서 바바비베카는 勝義를 (1)無分別智로서 眞如인 勝義 (2)

無境이란 方式으로서의 勝義 (3)無生起의 說示, 聞思修에 의해 생긴

般若로서의 勝義의 셋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그는 승의를2종

으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바바비베카는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勝義는 2種이다. 그 중 제1은 現行없이 일어나며, 出世間的이고 無漏,

無戱論인 것이다. 제2는 현행을 동반해 일어나 福德과 智의 資糧에 수

순하고, 淸淨世間智라 일컬어지며, 戱論을 갖는 것이다.
53

이 2種의 승의 가운데 제1의 無戱論의 승의가 앞서 세가지 정

의 가운데 (1)과 (2)에 해당하고, 제2의 승의는 (3)의 般若로서의 勝

義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바비베카는 眞如로서

無戱論의 勝義와 福德과 智의 資糧에 수순하고 淸淨世間智라 일컬

52) don dam par ni de don kyang yin la/ dam pa yang yin pas don dam

pa'am rnam par mi rtog pa'i ye shes dam pa'i don yin pas/ don dam

pa ste/ de kho na gzhan las shes pa ma yin pa la sogs pa'i mtshan

nyid do// don dam pa nyid bden pa yin pas/ don dam pa'i bden pa

ste/ de dus thams cad dang rnam pa thams cad du de bzhin du gnas

pa'i phyir ro// rnam par mi rtog pa'i ye shes de'i yul can yang yul

med pa'i tshul gyis don dam pa ste/ de la don dam pa yod pa'i phyir

ro// de 'gog pa dang rjes su mthun pa skye ba med pa la sogs pa

bstan pa dang/ thos pa dang/ bsam pa dang/ bsgom pa las byung

ba'i shes rab kyang don dam par ste/ don dam pa rtogs pa'i thabs

kyi phyir phyin ci ma log pa'i phyir ro//(般若燈論, P. No. 5253 Tsha
286a7-286b3)

53) don dam pa ni rnam pa gnyis te/ de la gcig ni mngon par 'du byed

pa med par 'jug pa 'jig rten las 'das pa zag pa med pa sbros pa med

pa'o// gnyis pa ni mngon par 'du byed pa dang bcas par 'jug pa

bsod nams dang ye shes kyi tshogs kyi rjes su mthun pa dag pa 'jig

rten pa'i ye shes zhes bya ba sbros pa dang bcas pa

ste/(中觀心註思擇焰, P. No. 5256 Dsa 64a7-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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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승의의 2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淸淨世間智라

일컬어지는 것은 곧 앞서의 ‘聞思修로 부터 생긴 般若 智慧’를 말

하는 것이며, 또 이 般若智慧는 앞서 보았듯 ‘승의에 수순하는 것’

이다.
54
바바비베카는 이 청정세간지를 또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世俗의 眞實을 慧에 의해 簡擇하여야 한다. 세속이라

하는 것은 色 등 사물일체를 간택한다는 의미에서 이며, 세간의 不顚

倒한 언설이다. 그것은 진실이다. [중략] 세간에서 是認되고 있는 것을

간택하고 나서 그 후에 제법의 自相과 共相에 있어서 실로 決擇한 것

이 된다. 따라서 그것에 의해 無相의 勝義인 後得淸淨世間智의 行境인

올바른 세속의 간택이 보여진 것이다.
55

여기에서 보듯 바바비베카는 勝義의 청정세간지는 세속에 대한

바른 簡擇(rnam par 'byed pa, pravicaya), 즉 世間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에 대한 올바른 간택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세속

에 대한 올바른 간택이 곧 諸法의 自相과 共相에 대한 決擇(rnam p

ar nges pa, viniścaya )이 된다고 하고 있다. 이 諸法의 自相과 共相에

대한 결택으로서의 ‘올바른 세속의 簡擇’은 이미 有部의 阿毘達磨

에서도 강조되어지는 것으로, 俱舍論에서도 “諸法의 간택 이외에

번뇌를 다스리는 殊勝한 方便은 없다”
56
라고 말해 법에 대한 간택

54) 前註(40) 참조.

55) de'i phyir dang por kun rdzob kyi bden pa blo gros kyi rab tu rnam

par dbye bar bya'o// kun rdzob ces bya ba ni gzugs la sogs pa'i

dngos po kun rnam par 'byed pa'i don gyis te/ 'jig rten gyi tha

snyad phyin ci ma log pa'o// de nyid bden pa ste/ … 'jig rten na

grags pa dag rab tu rnam par dbye ba byas nas de'i 'og tu chos

rnams kyi rang dang spyi'i mtshan nyid la shin tu rnam par nges par

'gyur te/ de'i phyir de ni mtshan nyid med pa don dam pa'i rjes la

thob pa dag pa 'jig rten pa'i shes pa'i spyod yul yang dag pa'i kun

rdzob kyi rab tu rnam par dbye ba bstan to//(中觀心註思擇焰, P. No.
5256 Dsa 60a3-a7)

56) dharmāṇāṃ pravicayam antareṇa nāsti// kleśānāṃ y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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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시되고 있다. 즉 바바비베카는 有部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

는 것이며, 또한 그에게 있어서도 올바른 세속에 대한 간택이 勝

義의 淸淨世間智를 일으키는 般若의 지혜로서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바비베카는 이 세속에 대한 바른 이해가 승의에

도달하는 길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올바른 세속이라는 사다리가 없으면, 진실(Tattva)이라는 누각의 꼭

대기에 오르는 것은 학자에게는 불가능하다.
57

이와 같이 ‘올바른 세속’(tathyasaṃvṛti)을 강조하는 바바비베카는

따라서 세속을 世間의 言說이란 의미로 不顚倒한 것인 까닭에 世

俗諦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58
곧 不顚倒한 세속인 까닭에 그 세

속에 대한 간택을 통하여 청정한 世間智는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

서 법의 간택이란 곧 世俗에 대한 智로서, 이 世俗智에 의해 諸法

의 自相과 共相의 결택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의해 勝義의 淸淨智

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바바비베카의 世俗에 대한 簡擇, 즉 世俗智의 개념은

즈냐나가르바의 論理에 의한 考察과 대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 즉 즈냐나가르바에게 있어 논리는 속임이 없는 올바른 이해

를 일으키는 까닭에 승의이지만, 그 논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

속인 까닭에 세속을 본질로 하는 것이다. 즉 바바비베카에게 있어

서도 이 世俗智에 의해 勝義의 淸淨智가 생겨나는 까닭에, 세속지

의 개념과 논리에 의한 고찰은 동일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따라

upaśāntaye'bhyupāyaḥ/(Abhidharmakośabhāṣya Pradhan Ed. K.3-ab;

若離擇法定無餘 能滅諸惑勝方便)

57) tattvaprāsādaśikharārohaṇaṃ na hi yujyate/ tathyasaṃvṛtisopānam

antareṇa yatas tataḥ// (中觀心頌, 제3장 眞實知의 探求 K.12)

江島惠敎, 中觀思想の展開, p.270, p.412 참조.
58) “세간의 言說인 까닭에, 不顚倒인 까닭에, 그것은 世間世俗諦이다.”('jig

rten kyi tha snyad kyi phyir phyin ci ma log pas/ de ni 'jig rten pa'i

kun rdzob kyi bden pa yin no//)(般若燈論, P. No. 5253 Tsha 286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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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즈냐나가르바와 바바비베카의 승의설을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이 도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즈냐냐가르바 바바비베카

無戱論 無分別 無戱論의 勝義 勝義

勝義不生

論理(因의 三相에 의한 智)

無生起 등의 說示

淸淨智를 일으키는 般若智

진실

세속

여기에서 보듯 바바비베카가 승의를 ‘無戱論의 勝義’와 ‘淸淨世

間智를 일으키는 般若智’의 둘로 구분하는 것은 즈냐나가르바의

승의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법의 간택을 본질로 하는

般若智는 곧 世俗法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즈

냐나가르바의 論理가 승의이면서도 세속을 본질로 하고 있는 것

과 동일하다. 즉 바바비베카의 법의 간택이란 말 대신에 즈냐나가

르바는 논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지만, 바바비베카가 中論
의 주석 등에서 論理式 사용을 중시하는 것에서도 즈냐나가르바

는 바바비베카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論理를 因의 三相 등 불교논리학파의 독특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즈냐나가르바는 시대적으로 발달한

불교논리학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즈냐나

가르바는 불교논리학파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바바비베카의 승의

설을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세속제에 관해서는 즈냐나가르바가 진실·비진실세속의 둘로 나

누고 있는데 대하여 바바비베카는 세속의 言說은 不顚倒한 까닭

에 세속제라 한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세속을 구분하지는 않고 있

다.
59
따라서 바바비베카와의 관계에서는 勝義에 대한 문제가 중

59) 바바비베카가 中觀心頌에서 이미 ‘올바른 세속’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中觀義集에도 2종 세속이 구분되어 있는 까닭에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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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되지만, 세속을 진실·비진실로 나누는 것은 찬드라키르티에

있어 보이는 까닭에, 다음에 찬드라키르티와의 관계를 살펴 보기

로 한다.

2-3-2. 찬드라키르티와의 관계

세속의 정의를 내리는데 있어 즈냐나가르바는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세속이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것에 의해, 또는 어떤 것

에 있어서 그 진실이 덮혀져 있는 것이 세속이라 승인되어진다.(K.15A

B) 어떤 知에 의해, 또는 어떤 知에 있어서, 그 진실을 덮는 것이 세간

에 있어 인정되어지는 세속이라고 승인 되어진다.
60

이와 같이 진실을 덮는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즈냐나가르바의

세속 설명은 찬드라키르티에게서도 보여진다. 즉 찬드라키르티는

세속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두루 뒤덮는다고 하는 것이 세속이다. 왜냐하면 無知는 두루 일

체의 句義의 眞實을 완전히 뒤덮는 까닭에 세속이다. (2)상호간에 생기

는 것이 세속이다. 상호의존함으로서란 의미이다. (3)세속은 표시이며,

언어적 표현인 것이다.
61

바바비베카가 2종 세속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하지만

中觀義集이 般若燈論의 저자와 다름이 밝혀진 까닭에 중관의집의
2종세속을 바바비베카와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 생각된다. 또한

‘올바른 세속’이란 개념도 진실·비진실의 대립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바비베카가 세속을 기본적으로 眞實[諦]라고 생각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바바비베카가 진실·비진실의 세속관을 가졌는지는

필자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바바비베카가 세속을 기본적으로

진실이라 생각한 것은 세속을 기본적으로 虛妄이라 생각한

찬드라키르티와 대비되는 것으로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된다.

60) 二諦疏硏究, p.246;SDV(E) pp.170-171
61) samantād varaṇaṃ saṃvṛtiḥ/ ajñānaṃ hi samantāt

sarvapadārthatattvāvacchādanāt saṃvṛtir ity uc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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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찬드라키르티의 세 가지 세속에 대한 설명 가운데 無知(ajñān

a)에 의해 뒤덮혔다고 하는 제1의 설명은 즈냐나가르바의 세속에

대한 설명과 유사하지만, 이 설명은 또한 찬드라키르티의 세속관

을 보이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찬드라키르티는 바

바비베카가 인정하는 것과 같은 ‘올바른 세속’이란 개념을 부정하

고, 세속이란 ‘凡夫의 虛妄한 見의 경계’라고 하는 것을 근본전제

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찬드라키르티는 그의 入中論에서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체법은 正見과 虛妄見에 의해, 법이 성취되어지는 2종류를 취해야

할 것이다. 正見의 경계는 眞實(tattva 勝義諦)이고, 虛妄見은 世俗諦라고

설하셨다.(K.23)

[중략] 다른 것[=世俗]이란 無明의 眼翳에 지혜의 눈이 뒤덮혀진 凡夫

들이 虛妄見에 의지해 體(ātman)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은 자가 보

는 경계와 같이 自性으로서 그 體가 성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62

즉 이와 같이 無明(avidyā)에 의해 뒤덮힌 범부의 虛妄한 경계가

곧 세속인 것이다. 그리고 이 세속은 찬드라키르티에 의하면, 認

識主觀과 認識對象에 의해 眞實·非眞實 世俗의 2종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즉 이 세속에 있어서 올바른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인식주관에 損傷이 생긴 경우나 잘못된 인식대상이 있는 경우로,

parasparasaṃbhavanaṃ vā saṃvṛtir anyonyasamāśrayeṇety arthaḥ/

atha vā saṃvṛtiḥ saṃketo lokavyavah=āra ity arthaḥ/(Prasannapadā,

Poussin Ed.p.492 ll10-12)

62) dngos kun yang dag rdzun pa mthong ba yis// dngos rnyed ngo bo

gnyis ni 'dzin par 'gyur// yang dag mthong yul gang yin de nyid te//

mthong ba brdzun pa kun rdzob bden par gsungs//(K.23) [중략] gzhan

ni so so'i skye bo ma rig pa'i rab rib kyi ling tog gis blo'i mig ma

lus par khebs pa rnams kyi mthong brdzun pa'i stobs las bdag gi yod

pa rnyed pa yin te/ byis pa rnams kyis mthong ba'i yul du gyurba ji

lta ba de lta bu'i rang bzhin du rang gi ngo bos grub pa ni ma yin

no//(入中觀論疏, P. No. 5263 'a 302b5-303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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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경우는 세간적인 것으로서도 ‘비진실’이며, 인식주관에 損

傷이 없고 잘못된 인식대상도 없는 경우 생겨나는 올바른 인식을

‘세간적인 것으로 諦’(lokasaṃvṛtyāsatyaṃ, 즉 진실세속)라 표현하고 있

다.
63
하지만 이 ‘세간적인 것으로 諦’란 범부에게 있어서 진실이

란 의미이지만, 佛道修行者인 聖者에게는 諦가 아니라 唯世俗(saṃv

ṛti-mātra)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唯世俗에 대한 개념은 찬드

라키르티의 독특한 견해로서 범부가 세속에 있어 진리라고 인정

하는 것이 성자에게는 단지 唯世俗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

이다. 또한 이 唯世俗은 諸佛世尊에게 있어서는 勝義의 無인 것이

다.
64

이렇듯 세속을 ‘非眞實世俗’과 ‘眞實世俗’(세간적인 것으로서의 諦) 으

로 구분하는 찬드라키르티의 세속관은 즈냐나가르바의 세속관과

관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즈냐나가르바는 勝義와

世俗을 ‘顯現하는 대로의 것’ 또는 ‘效果的 作用能力’의 관점에서

구분하면서도, 세속에 있어서는 ‘分別’의 有·無로서 진실·비진실세

속의 기준을 삼고 있는 까닭이다. 즉 分別을 떠난 것이 진실세속

이며, 分別에 의한 것이 비진실세속으로, 이 分別의 입장은 찬드라

키르티의 세속관과 관련성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認識主

觀의 損傷에 의하거나, 잘못된 認識對象에 의해 생겨난 비진실세

속에 대한 인식은 곧 즈냐나가르바가 말하는 분별된 것과 동일하

며, 또한 ‘世間的인 諦’로서 인정되는 것은 세간 일반의 凡夫나 聖

者--성자에게는 唯世俗으로서--에 이르기까지 동등하게 지각되

는 ‘진실[諦]’인 까닭이다. 따라서 즈냐나가르바의 세속관은 찬드라

키르티의 세속설과 관련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즈냐나

가르바와 찬드라키르티의 세속관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63) 平野 隆, 入中論の二諦說 , 大谷學報39-3, 1959 pp.32-33 참조.
64) 小川一乘, 世俗諦解釋の特異性 , 空性思想の硏究II, 文榮堂, 1988, pp.
2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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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냐나가르바 찬드라키르티


   
  
 
 
  
  


勝義에 관하여 찬드라키르티는 소위 言說을 떠난 ‘無戱論의 勝

義’만을 인정하는 까닭에
65
그 관련성을 보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되며, 따라서 즈냐나가르바의 二諦說 중 세속에 관해서는 찬드라

키르티의 영향이 보여지고 있다고 말해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2-3-3. 瑜伽行派와의 관계

즈냐나가르바가 二諦分別論 속에서 유가행파를 비판하고 있

는 것은 이미 고찰한 대로 이지만, 특히 데벤드라붇디에 대한 비

판은 다르마키르티 이후 이제설을 둘러싼 논쟁으로서 그 중요성

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데벤드라붇디는 다르마키르티의 直弟子

로서 그의 견해에 대한 즈냐나가르바의 비판은 細疏에서 보듯
샤카붇디의 반론을 초래하고, 또한 샤카붇디의 견해는 샨타라크

시타에 의해 비판되어지고 있다.
66
이 二諦說에 대한 논쟁은 다르

마키르티 이후 중관파와 유가행파의 논쟁으로 중요한 역사성을

갖고 있지만, 序頭에서 보았듯 중관파와 유가행파의 논쟁은 이미

바바비베카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바바비베카에 의한 비판은 앞

서 본대로 유가행파의 三性說에 대한 비판이 중심을 이루는 것으

로, 곧 二諦說로서 三性說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삼성설

에 대한 비판은 즈냐나가르바의 二諦分別論에서도 그대로 계승
되고 있다. 즈냐나가르바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65) 平野 隆, 앞의 논문 pp.37-38 참조.

66) 註(9) 拙稿, pp.193-1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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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別되어진 自性은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K.24AB) 만약

無인 것인 까닭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직접지각과 相違가 전체

에 걸쳐서 일어난다. 所取, 能取는 분별되어진 것이지만, 그 둘도 단지

직접지각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것이다.
67

能取·所取로 분별되어진 것은 유가행파에서 말하는 遍計所執性

으로, 유가행파의 이론에 의하면 없애야 할 無의 성질인 것이다.

그리고 이 無의 성질인 변계소집성이 없어진 것이 圓成實性으로,

이와 같이 변계소집성에서 원성실성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依他

起性이 그 근본을 이루기 때문이라 하고 있다. 하지만 즈냐나가르

바에게 있어 能取·所取는 知覺作用을 일으키는 직접지각이고, 이

능취·소취의 관계는 곧 의타기성으로 이 의타기성에 의해 지각은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이렇게 능취·소취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

은 유가행파에서 말하는 부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현현하는

대로의 것’을 일으키는 소위 세속을 성립시키는 실제 작용인 것이

다. 즈냐나가르바가 이 제24게에서 변계소집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제23게송에서 보이는 스티라마티의 “세속이 依止處를 갖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귀절에 대한 반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즉 유가행파에서 말하는 세속의 基盤으로서 勝義에 대한

비판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68
즉 유가행파에서는 승의로서 識이

실재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실재하는 승의의 기반이 있는 까닭에

세속도 성립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위 世俗有基盤說에 대

하여 즈냐나가르바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즉

나무 등 假設되어진 것의 원인은, 나뭇잎 등이며, 이것의 원인도 또

다른 것이다. 순서대로 [분석하면] 極微에 이른다. 그것도 方角이 다른

까닭에 고찰하면 無인 것이다. 나무 등 가설되어진 것의 원인은 실재

하는 것으로서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현현하는 대로의 것이

67) 二諦疏硏究, p.270; SDV(E) p.177
68) 註(9) 拙稿 pp.198-2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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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어디에도 實有의 원인에 의존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만 한다.
69

즉 이것은 세속을 維持시키는 궁극적인 원인이란 없음을 보이

는 것으로, 소위 유가행파에서 말하는 승의의 實在란 없음을 보이

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승의란 일체 戱論이 寂滅

되어진 言說을 초월한 상태인 까닭에, 소위 ‘勝義로서의 生起’ 또

는 ‘勝義로서의 識의 현현’등을 인정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에 지

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즈냐나가르바는 유가행파에서 말하는

변계소집성으로서 능취·소취가 실은 세속을 성립시키는 작용이고,

또 유가행파에서 주장하는 승의의 기반같은 것이 실은 분별의 所

産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즈냐나가르바의 비판은 바바비베카의 유가행파 비판의

전통을 繼承하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실제 이제분별론의 造論

目的과 관련시켜 보면, 즈냐나가르바의 著述 意圖는 유가행파에

의해 전개된 三性說의 모순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이 아닐

까 생각된다. 따라서 즈냐나가르바는 중관파의 二諦說로서 三性說

의 이론적 모순을 지적하고 나아가 나가르주나에 의해 정립된 이

제설의 正當性을 보이고자 한 것이 아닐까. 따라서 즈냐나가르바

는 유가행파의 비판을 통해 중관파의 이론적 정당성을 이제분별
론을 통해 보이고자 한 것이라 생각된다.

2-3-4. 佛敎論理學派와의 관계

즈냐나가르바가 佛敎論理學派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

이는 것이 그의 ‘效果的 作用能力’이란 용어의 사용이다. 이 말은

이미 다르마키르티가 세속과 승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던 용어로서, 다르마키르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69) 二諦疏硏究, p.268; SDV(E) p.176 ll.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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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效果的 作用能力이 있는 것은 勝義有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世俗有이다. 兩者는 [前者가] 自相, [後者가] 共相이라 일컬어진다.
70

이와 같이 다르마키르티는 ‘효과적 작용능력’의 有·無에 의하여

승의와 세속을 구분하고 있고, 더욱이 승의를 無分別로서 現量知

의 대상인 自相, 후자를 比量知의 대상인 共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적 작용능력’의 용어가 즈냐나가르바에게 있어서는

진실·비진실세속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즉 즈냐나가르바는 다음

과 같이 말하고 있다.

顯現하는 데 있어서 類似하지만, 效果的 作用의 有能力과 無能力에

의해 眞實, 非眞實의 世俗이 구분되어진다(K.12)
71

그런 까닭에 無分別의 직접지각에 의한 知에 의해 결정되는 성질의

色 등과 樂 등의 성질을 인식하여 성립하는 것이 世俗諦에 지나지 않

는다.
72

여기에서 보듯 다르마키르티가 無分別의 現量知에 의한 對象을

勝義로 간주하는 데 대하여, 즈냐나가르바는 無分別의 直接知覺에

의한 知를 세속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르마키르티에게

있어 勝義가 즈냐나가르바에게 있어서는 世俗으로 이해되고 있으

며, 따라서 이 즈냐나가르바와 다르마키르티의 견해를 대비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70) arthakriyāsamarthaṃ yat tad atra paramārthasat/ anyat saṃvṛtisat

proktaṃ te svasāmānyalakṣaṇe// (Pramāṇavārttika 現量章 K.3)

戶崎宏正, 佛敎認識論の硏究(上), 大東出版社, 1979 p.61 참조.
71) 二諦疏硏究, p.216; SDV(E) p.163
72) 二諦疏硏究, p.196; SDV(E) PP.158(l.32)-159(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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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냐나가르바 다르마키르티

    


이와 같이 兩者를 대비시킬 수 있지만, 하지만 다르마키르티 자

신에게 있어 勝義有의 입장이 최고의 실재를 의미하지 않고, 논리

학에 대해서도 그 본성은 세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까

닭에,
73
실재 다르마키르티의 二諦說이 즈냐나가르바의 세속관과

어느 만큼 차이를 보이는 지는 의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다르마키

르티 死後 다르마키르티의 이제설을 둘러싼 논쟁이 중관파와 유

가행파 사이에서 생겨난 것이라 생각되며, 특히 즈냐나가르바는

데벤드라붇디를 비판함으로서 그 논쟁의 불씨를 당긴 장본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즈냐나가르바는 三相의 證因--즉 遍是宗法性·同品定有性·異

品遍無性--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여 그가 불교논리학에 造詣가

깊었음을 보이고 있는 까닭에, 이 이제분별론의 저술에 있어서
도 이러한 불교논리학의 영향이 깊이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달

리 말하면 즈냐나가르바는 발달한 불교논리학의 개념을 사용해야

할 歷史的 必然性을 느끼고 있었고, 또 二諦說의 입장에서 그러한

개념을 再構成해야 할 시점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

고 그와 같은 課業을 이제분별론을 통해 成就한 까닭에, 즈냐나
가르바는 중기중관파의 末流가 아니라 후기중관파의 開祖로 받들

어 질 수 있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73) 松本史朗, Jñānagarbhaの二諦說 , 佛敎學 5, 1978, p.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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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즈냐나가르바 二諦說의 영향

즈냐나가르바가 후기중관파의 開祖로 간주되는 까닭에, 즈냐나

가르바 이후의 후기중관파 논사는 어느 면에서는 즈냐나가르바와

모두 관련을 갖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즈냐나가르

바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은 인도불교 최대의 학자라 할

수 있는 샨타라크시타(Śāntarakṣita, 寂護, ca. 725-783)에게서이다.
74
샨

타라크시타는 攝眞實論(Tattvasaṃgraha)에서 인도의 全學派를 불

교의 입장에서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실제 그의 사상을 보이는

主著 中觀莊嚴論(Madhyamakālaṃkāra) 속에서는 즈냐나가르바의 이
제설과 유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中觀莊嚴論은 샨타라크
시타의 이제설을 보이는 저술이라고도 생각되지만, 거기에서 나

타나는 이제설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75

승의(無戱論, 形象의 不成立)  離一多性證因에 의한 無自性  論證, 勝義不生  
세속眞實世俗 考察하지않으면 즐거운 것 生·滅의 성질을 갖는 것 效果的 作用能力을 갖는 것非眞實世俗말뿐인 것(예: 푸드갈라 등)

이상과 같은 중관장엄론의 이제설은 즈냐나가르바의 이제분
별론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샨타라크시타에
게는 細疏라고 하는 이제분별론의 주석서가 있는 까닭에 즈
냐나가르바의 사상에 正統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 샨타라

크시타가 차지하는 후기중관파의 위상에 있어서 이러한 類似性은

74) 가지야마 유이치, 인도불교철학(권오민 역), 민족사, 1990 p.38 참조.
75) 二諦疏硏究, p.83 참조.(二諦疏硏究의 中觀莊嚴論 이제설에 대한
圖式과 본론의 圖式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필자의 부족한 이해탓이라

생각되지만, 본론의 圖式이 샨타라크시타 이제설로서는 합당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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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즉 샨타라크시타는 세소를 통해
즈냐나가르바의 사상을 충분히 습득한 뒤에 자신의 주저인 중관
장엄론을 저술한 것으로, 실제 즈냐나가르바는 그의 사상적 스

승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관장엄론에는 샨타라크시타

의 독특한 ‘離一多性의 證因’이 전개되고 있는 점에서 독자성을 보

이고 있지만, 그 二諦說의 전체적인 윤곽은 이미 즈냐나가르바에

의거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중관장엄론과 관련한 샨타
라크시타 사상에 대해서는 추후의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기대하

기로 하고, 이렇듯 즈냐나가르바의 이제설은 샨타라크시타에게로

이어지고, 또 샨타라크시타의 사상은 인도 후기대승불교 및 티베

트 불교로 전승되어져가는 것이다.

3. 結語

이상의 고찰을 통해 나타나는 사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다.

(1) 즈냐나가르바의 勝義說은 바바비베카의 勝義說과 그 관련성

을 보인다.

(2) 즈냐나가르바의 世俗說에는 찬드라키르티의 世俗觀과 유사

성이 나타난다.

(3) 즈냐나가르바의 二諦說은 瑜伽行派의 三性說에 대한 批判을

前提로 전개되어진다.

(4) 즈냐나가르바는 佛敎論理學派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러한

영향 아래 二諦說을 새로이 해석하고자 하였다.

(5) 즈냐나가르바는 샨타라크시타의 思想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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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상과 같은 것이 즈냐나가르바의 이제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 보듯 즈냐나가르바는 그 이전의 중

관논사 견해를 계승함과 동시에 다르마키르티에 의한 새로운 견

해도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같이 즈냐나가르바는 중관파의 견해

뿐만아니라 불교논리학파등 타파의 견해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후기중관파로서 특색이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된

다. 아울러 즈냐나가르바에 이르러서도 二諦說이 문제시되는 것은

이제설이 여전히 중관파에 있어 중요한 사상적 개념인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러한 타파의 견해와 관련해 중관파의 입장에서 재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제설에 대해서는 중관파 論師들의 二諦說 그리고 유가행파의

이제설에 대한 입장, 불교논리학파의 이제설 등등 구체적인 연구

과제가 다수 남아있음을 지적하며, 이상으로 結語에 대신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