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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初期佛典의 緣起思想에 토대를 두고 般若經典의 空思想을 논증한

中論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주석서를 탄생시켰다. 龍樹(Nāg

ārjuna: 150～250C.E.頃)의 自註라고 전승되는 無畏疏(Akutobhayā)를
위시하여 鳩摩羅什 번역본의 토대가 된 靑目疏, 唯識論師인 無着

(Asaṅga: 390～470C.E.頃)의 順中論과 安慧(Sthiramati: 510～570C.E.頃)의

大乘中觀釋論, 歸謬論證的 中觀派(prāsaṅgika)로 분류되는 佛護(Budd

* 金星喆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전임강사.



158 印度哲學 제9집

hapālita: 470～540頃)의 根本中論注(Mūlamadhyamakavṛtti)와 月稱(Candr

akīrti: 600～650C.E.頃)의 淨明句論(Prasannapadā), 自立論證的 中觀派(s

vātantrika)로 간주되는 淸辨(Bhāvaviveka: 500～570C.E.頃)의 般若燈論(P

rajñāpradīpa) 등이 현존하는 주석서들이다.
그런데 이들 주석서의 내용 중 현대 학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 중의 하나가 佛護의 주석 방식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

고 벌여졌던 淸辨과 月稱의 논쟁이다. 논쟁의 발단은 佛護의 根本

中論注에 대한 淸辨의 비판에 있었다. 佛護의 根本中論注는 비
교적 간단한 주석서로 龍樹가 사용한 dilemma나 tetralemma를 둘

내지 네 가지의 귀류식으로 바꾸어 주석하고 있었다.
1
그런데 이

러한 주석 방식은 般若燈論을 통해 淸辨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된

다. 비판의 요점은 ‘佛護와 같은 방식의 주석은 적대자에 의해 再

批判될 여지가 있으며, 中論은 주장(pratijñā: 宗), 이유(hetu: 因), 실
례(dṛṣṭānta: 喩)를 갖춘 定言的 추론식에 의해 註釋되어야 한다’

2
는

것이었다. 그러나 淸辨의 死後 月稱은 淨明句論을 저술함으로써
淸辨의 비판과 주석 방식을 다시 비판하며 佛護의 주석 방식을 옹

호하게 된다.

淸辨 당시 唯識論師(Vijñānavādin)를 위시하여, 불교 내외의 많은

論師들은 自派의 論書 작성에 그 당시 유행하던 論理學을 도입하

였으며, 淸辨 역시 印度 思想界의 이런 흐름에 同乘하여 陳那(Dignā

ga: 480～540C.E.頃)에 의해 확립된 佛敎論理學, 즉 因明學(Hetu-vidyā)

1) 梶山雄一, 中觀思想の歷史と文獻 , 講座大乘佛敎7 - 中觀思想(東京,

春秋社, 昭和57年), p. 11.

2) William L. Ames, “Bhāvaviveka’s Prajñāpradīpa - A Translation of

Chapter One: ‘Examinations of Causal Conditions’(Pratyaya)”, Journal of

Indian Philosophy(Netherlands: Kulwer Academic Publishers, 1993), pp.

222～223. 이 내용은 淨明句論에서 月稱에 의해 재인용된다(Louis de la

Vallée Poussin, “Mūlamadhyamakāikās de Nāgārjuna avec la Prasannapadā

Commenataire de Candrakīrti”, Bibliotheca Buddhica Ⅳ(Tokyo:

Meicho-Fukyū-Kai, 1977), pp. 14～15[以下 본 논문에서 이 책을 거론할

때는 Prasannapadā,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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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中論 주석에 도입하고자 하였다.3 그런데 月稱이 反旗를 들며

그에 대해 치밀하게 논박하였던 것이다.

梶山雄一(かじやまゆういち)와 瓜生津隆眞(うりうづりゆうしん)은, 자립

논증파와 귀류논증파의 분열을 야기한 淸辨과 月稱의 思想的 立地

를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梶山雄一: 淸辨은 佛護의 귀류논증을 비판하면서 중관의 진리를 定

言的 추론식에 의해 논증하려고 하였고, … 月稱은 정언적 추론식에

의한 공성의 논증을 放棄하고, 공성의 논증은 오히려 귀류라는 超論理

的 논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4

瓜生津隆眞: 月稱은 陳那의 논리학을 알고 있었지만 淸辨과 같이 논

리적인 체계를 사용하여 空사상을 논증하려 하지 않았다.
5

그러나 淨明句論을 熟讀하면 우리는 이러한 일본 학자들의 해

석과 상충되는 듯한 구절들을 발견하게 된다. 추론식을 통한 中
論 주석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月稱이 佛護의 주석에서 ‘이유(hetu:

因)’와 ‘실례(dṛṣṭānta: 喩)’의 의미를 추출해내어, 추론식의 구성 가능

성을 力說하며 淸辨의 비판에 맞서 佛護를 옹호하기도 하고
6
, 淸辨

이 사용하는 추론식이 정당한 추론식이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한

다.
7
따라서, 추론식의 사용 여부가 月稱과 淸辨의 입지를 가르는

기준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사이에 이루어진 논쟁에 대해 심

도 있는 연구를 행한 바 있는 Santina 역시 추론식의 사용 여부를

양자의 立地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Santin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3) 江島惠敎, 自立論證派 - バ-ヴぁヴぃヴェ-カの空思想表現 ,

講座大乘佛敎7 - 中觀思想, 앞의 책, pp. 153～154 참조.
4) 梶山雄一, 앞의 책, pp. 14～15.

5) 瓜生津隆眞, 歸謬論證派 - 佛護と月稱 , 講座大乘佛敎7 - 中觀思想, 앞의
책, p. 129.

6) Prasannapadā, p. 21.

7) 위의 책,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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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立論證派에서는 中觀論師나 적대자 양측 모두 인정하는 추론(argu

ment)에 의해 所證을 입증하려고 하였던 반면, 歸謬論證派에서는 적대

자만이 수용할 수 있는 주제(subject)와 대전제(major premise) 등을 갖

춘 추론(argument)에 의해 적대자의 견해와 어긋나는 結論을 도출해

내었다.
8

즉, 淸辨은 中觀論師나 적대자 양측 모두에 의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추론식을 작성함으로써 中論을 주석하고자 하였고 月

稱은 中觀論師에게는 인정되지 않지만 적대자에게는 인정되는 주

제와 대전제에 토대를 둔 추론을 통해 적대자의 주장이 오류에

빠지게 하였다는 것이다. 양자의 차이는 추론식의 구성 여부에 있

는 것이 아니라, 적대자의 주장을 논박할 때 그 ‘주제가 되는 개념

의 실재성’과 ‘근거로서 동원되는 판단의 사실성’을 中觀的 見地에

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에 있다는 것이다. 적대자는 실

재론자이다. 따라서 中觀論師와 적대자가 모두 인정하는 추론식을

구성하려면 中觀論師 역시 一面 실재론적 세계관을 堅持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淸辨의 견해이다. 그러나 月稱은 中觀的

見地에서는 세속의 실재성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래

서 Lopez는 自立論證派와 歸謬論證派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自立論證派(svātantrika)에서는 세속적 차원에서 현상 세계의 실재성

이 성립된다고 주장하지만, 歸謬論證派(prāsaṅgika)에서는 세속적 차원

에서조차 현상 세계의 실재성을 부인한다.
9

그러나 Tsoṅ-kha-pa(1357～1419C.E.)가 吐露하듯이, 현상 세계의

실재성에 대한 淸辨과 月稱의 견해가 전혀 달랐다고 쉽게 단정지

8) Peter Dela Santina, Madhyamaka Schools in India(Delhi, Motilal

Banarsidass, 1986), p. 76에서 取義.

9) Donald S. Lopez Jr., A Study of Svātantrika(New York, Sow Lion

Pulication, 1987),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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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는 없을 것이다. Tsoṅ-kha-pa의 설명을 보자.

‘귀류논증파[인 月稱]의 論書에서는 도처에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사

물의 실체, 성질, 특성 등의 <세속적 실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 이 論師(= 淸辨)의 論書에서는 [기대와 달리] 도처에서 사물은 실체

에 의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실체로서 발생한 것도 아니며, 실체적

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귀류논증파와 자

립논증파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10

즉, 淸辨과 月稱 모두 勝義의 차원에서는 현상 세계의 실재성을

부인하였지만, 세속의 차원에서는 현상 세계의 실재성을 인정하였

다. 二諦說은 모든 中觀論師가 공유하는 교설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간략히 고찰해 보았듯이 자립논증파와 귀류논증파의

대립이 ‘中論 주석을 위한 추론식의 구성 가능성’이나 ‘추론식에
서 주제와 근거로 사용되는 현상 세계의 실재성 여부’에 대한 견

해 차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양 학파가 견지

하는 사상적 立地의 진정한 차이는 무엇일까? 어째서 淸辨은 中觀

論師와 적대자가 모두 인정하는 추론식에 의해 中論을 주석하고
자 하였던 반면, 月稱은 敵對者만이 인정하는 추론, 또는 추론식에

의해 中論을 주석하고자 하였던 것일까?
필자는 月稱의 淨明句論에 인용되는 淸辨의 논리적 주석 방식

과 그에 대한 月稱의 비판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中論 주석에
임하는 양자의 사상적 입지의 차이에 대해 새롭게 照明해 보고자

하였다.

10) Tsoṅ-kha-pa, Essence of the Good Explanations, Treatise

Discriminating the Interpretable and the Definitive, p. 110(Lopez, 위의

책, pp. 68～6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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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中論 註釋에 도입되는 因明學

1. 論爭의 素材와 佛護의 주석 방식

淨明句論에서 月稱은 다음과 같은 中論 第1 觀因緣品 第1偈

를 素材로 삼아 논의를 벌인다.

그 어떤 것이든, 어느 곳에서든, 스스로건, 다른 것으로부터건, 兩者

에서건, 無因으로건 사물들의 발생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11

이는 전통적으로 四種不生偈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사물이 발생

하는 과정에 대한 이론을 우리 思考의 작동 類型인 四句에 대입하

여 ①‘스스로 발생함’, ②‘다른 것으로부터 발생함’, ③‘兩者에서 발

생함’, ④‘無因으로 발생함’이라는 네 가지로 분류한 후 그 어느 경

우에도 발생에 대한 理論의 정당성은 확보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게송이다. 그런데, 이 중 ①‘스스로 발생함’을 부정한 ‘모든 사물은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諸法不自生)’는 첫 구절에 대해 주석하는 방

식을 둘러싸고 佛護에서 淸辨을 거쳐 月稱으로 이어지는 정교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佛護의 根本中論注에서는 이 구

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존재들은 스스로(svatas) 발생하지 않는다. ①그것이 발생하는 것은

無益하기 때문이며, ②過大周延(atiprasaṅga)
12
의 오류에 빠지기 때문이

11) na svato nāpi parato na dvābhyāṃ nāpyahetutaḥ/ utpannā jātu

vidyante bhāvāḥ kvacana ke cana// 諸法不自生 亦不從他生 不共不無因

是故知無生(中論,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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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③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중인 사물들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④만약, 존재하지 않는데도 발생한다면

어느 때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13

즉, ‘어떤 존재가 스스로 발생한다’는 판단에 대해, 佛護는 그 존

재가 ①‘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와

②‘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발생한다’고 보는 두 가

지 경우로 그 의미를 구분한 후, ①의 경우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발생한다면, ③이미 존재하기에 그 존재가 다시

발생할 필요가 없으며, ②의 경우와 같이 아직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발생한다면, ④그 존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모

든 곳에서 그 존재가 발생하게 되는 오류, 즉 被規定體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過大周延의 誤謬’에 빠진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사

실 이는 中論 에 대한 전통적 주석 방식과 동일하다. 佛護 이전

의 中論 주석서로 현존하는 것은 無畏疏와 靑目疏가 있다.

無畏疏에서는 이 게송을 주석하면서 ‘스스로’의 의미에 대해 해
설할 뿐 ‘諸法不自生’인 이유에 대해 특별한 논증을 하고 있지 않

는데 靑目疏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12) atiprasaṅga는 ‘過大歸結’이라고 直譯해야 하겠지만, 奧住毅의 주석에서와

같이 이를 ativyāpti(過大周延)와 동일한 의미로 보아 위와 같이

번역하였다(奧住毅 譯, 中論註釋書の硏究(東京, 大藏出版, 1988), p. 145).

인도논리학에서 말하는 ativyāpti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소’를

규정하면서 ‘소는 뿔이 달린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면 이는

ativyāpti(過大周延)的 정의가 된다. 즉, 소에 대해 이와 같이 정의를 내리는

경우 양이나, 사슴, 기린 등 뿔 달린 모든 동물이 소로 규정되고 말기에

오류에 빠지게 된다. 위 인용문의 경우는, ‘어떤 사물이 아직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발생한다’면 그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모든

곳에서 그 존재가 발생하게 되는 오류에 빠짐을 말하고 있다.

13) ācāryabuddhapālitastv āha/ na svata utpadyate bhāvāḥ/ tad

utpādavaiyarthyāt/ atiprasaṅgadoṣāc ca/ na hi svātmanā vidyamānānāṃ

padārthānāṃ punarutpāde prayojanam asti/ atha sannapi jāyeta/ na

kadācinna jāyeta/iti//(Prasannapadā,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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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물도 스스로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반드시 여러 가지 인연을 만나야 한다. 만일

스스로 발생한다면 ⓑ한 가지 존재에 두 개의 자체가 있는 꼴이 된다.

하나는 ‘발생케 하는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해서 ‘발생된 자

체’이다. 다른 인연 없이 스스로 발생한다면 ⓒ因도 없고 緣도 없는 꼴

이 된다. 그리고 발생한 것이 또다시 발생하게 되어 무한하게 된다.
14

만일 스스로 발생한다면 ⓑ나 ⓒ와 같은 오류에 빠진다는 것이

靑目의 지적이다. 이는 佛護의 根本中論注의 설명 ①, ②와 그

내용은 다르지만, ‘만일 스스로 발생한다면 … 와 같은 오류에 빠

진다’는 형식의 ‘귀류적 표현’인 점에서 靑目과 佛護 양자의 주석

형식은 일치한다. 또, 中論 내에서 龍樹 역시 이와 동일하게 ‘만

일 ～라면 …와 같은 오류에 빠진다’는 歸謬法의 형식으로 주석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일 ‘가는 자가 다시 간다’면 ‘가는 작용’이 둘인 오류에 빠진다.

‘가는 자’라고 부르게 만드는 것과 가고 있는 존재인 가는 자이다.
15

따라서 佛護의 주석은 龍樹 이후 靑目 등에 의해 구사되던 전통

적 주석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佛護에 대한 淸辨의 비판

그러나 淸辨은 위에 인용한 佛護의 주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

판적으로 말한다.

14) 大正藏30, p. 2b.

15) gamane dve prasajyete gantā yadyuta gacchati/ ganteti cocyate yena

gantā sanyacca gacchati// 若去者有去 則有二種去 一謂去者去

二謂去法去(中論, 梵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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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a.이유(hetu)와 실례(dṛṣṭānta)가 기술되지 않

았기 때문이다. b.또, 상대방이 지적하는 오류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c.또, 귀류(prasaṅga)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의미(prak

ṛta artha)가 뒤집어짐으로써 상반된 의미의 소증(sādhya)과 그것의 속

성(dharma)이 나타나서 ‘모든 존재는 다른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왜냐

하면 발생이 유익하기 때문이며, 발생이 한정되기 때문이다’[를 인정하

는 것으]로 되어 정설에 모순될 것이다.
16

a. 佛護(470～540C.E.頃)의 활동기는 陳那(480～540C.E.頃)에 의한 불

교논리학의 성립기와 일치한다. 그 당시 유식학파를 위시하여 대

부분의 인도 논사들은 논리적인 방법에 의해 자신들의 주장을 입

증하였다. 그러나 佛護는 中論을 주석하면서 이러한 시대적 흐
름을 반영하지 않았다. 佛護의 주석에는 그 당시 통용되던 추론식

의 구성 요소인 ‘이유(hetu)’와 ‘실례(dṛṣṭānta)’가 기술되어 있지 않기

에 추론식을 구사하는 타 학파의 논사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고 淸

辨은 비판하는 것이다.

b. 또, 예를 들어 상캬(Sāṃkhyā) 논사와 같은 적대자는 ‘존재들은

스스로(svatas) 발생하지 않는다’는 佛護의 주장 중에 쓰인 ‘스스로

(svatas)’라는 단어의 의미에 내재된 오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물으

며 반박할 것이라고 淸辨은 말한다.

‘이에 대해 상캬 논사는 ‘이런 주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스스로(sv

atas)>라는 것은 <결과 그 자체로부터>[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아

니면 <원인 그 자체로부터>[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도대체 어떤

뜻인가? 만일 <결과 그 자체로부터>[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면 [상캬

학파에서 말하는] 所證을 [다시] 立證하는 꼴이 된다. 만일 <원인 그 자

체로부터>[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면 의미에 모순이 있게 된다. 왜냐

16) tad ayuktaṃ/ hetudṛṣṭāntānabhidhānāt/ paroktadoṣāparihārācca/

prasaṅgavākyatvāc ca prakṛtārthaviparyayeṇa

viparītasādhyataddharmavyaktau parasmād utpannā bhāvā

janmasāphalyāt/ janmanirodhācceti kṛtāntavirodhaḥ syāt//(Prasannapadā,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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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발생된 모든 것은 <원인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할 것이다’
17

즉, ‘모든 사물은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佛護의 주장이 ‘모

든 사물은 결과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상캬 학파에서도 인정하는 것
18
이기에, 상캬 학파에 의해 입증되었

던 내용(所證)을 다시 입증하는 꼴이 되어 中觀學派 특유의 주장이

라고 볼 수 없으며, 그와 반대로 ‘모든 사물은 원인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일반 상식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19

c. 또, 佛護의 논법은 상대의 주장이 誤謬에 빠짐을 지적하는 歸

謬的 陳述(prasaṅga vākya)로 이루어져 있기에, 그런 지적과 상반된

내용의 肯定을 含意하게 된다고 淸辨은 비판한다. 淸辨은 中觀的

否定은 非定立的 否定(prasajya pratiṣedha)
20
이라고 말한다. 즉, 그 어

떤 분별적 사유도 용납하지 않는 부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佛護

와 같은 歸謬的 진술은 ‘모든 존재는 다른 것으로부터 발생한다’는

17) yasyāṃ sāṃkhyāḥ pratyavasthāsyante/ ko ’yaṃ pratijñārthaḥ/ kiṃ

kāryātmakāt svata uta kāraṇātmakād iti /kiṃ cātaḥ /kāryātmakāc cet

siddhasādhanaṃ/ kāraṇātmakāc ced viruddhārthatā/ kāraṇātmanā

vidyamānasyaiva sarvasyotpattimata utpādād iti/(Prasannapadā, pp.

17～18). 또, William L. Ames, 앞의 책, p. 222. 참조.

18) 상캬에서는 세계의 질료적 원인인 쁘라끄리띠(prakṛti)의 轉變에 의해

결과인 현상 세계가 나타난다는 轉變說(pariṇāma-vāda)을 주장한다.

따라서 ‘모든 사물은 결과 그 자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상캬

학파 역시 인정하는 所證이다.

19) 月稱은 ‘내입처는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관학파의 주장이

아니기에 상캬 논사의 지적에 대해 답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Prasannapadā, pp. 16～17).

20) 絶對否定, 또는 命題否定으로 번역된다. 이와 대립되는 부정으로 定立的

否定(parydāsa pratiṣedha: 相對否定, 名辭否定)이 있다. 정립적 부정이란

‘除外에 의한 부정’으로, ‘다른 어떤 것을 정립하는 기능을 가진 부정’을

의미하고, 비정립적 부정이란 ‘동작이나 속성을 적용해 본 후에 消去하는

부정’으로 ‘다른 어떤 것도 정립하지 않는 부정’을 의미한다(江島惠敎, 앞의

책, pp. 113～1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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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며, 이렇게 될 경우 없던 것이 새롭게 발

생된 것이기에 발생이 유익하고, 발생이 국한되기에 過大周延(atipr

asaṅga)의 오류에 빠지지도 않겠지만 이는 中論의 취지에 어긋난
다는 것이다.

21

3. 淸辨의 주석 방식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淸辨은 中論에 대한 새
로운 주석 방식을 시도한다. 즉, 그 당시 유행하던 陳那의 因明學

을 도입하여 주장(pratijñā: 宗), 이유(hetu: 因), 실례(dṛṣṭānta: 喩)의 三支

를 갖춘 추론식을 구성함으로써 中論 내의 명제들을 논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三支作法의 형식만 갖출 경우,

中論 내의 진술들은 陳那의 불교논리학에서 비판되는 ‘잘못된

논증(似能立: sādhanābhāsa)’이 되고 된다. 三支作法을 통해 추론식을

구성하긴 했지만 그 때 쓰이는 주장명제는 대부분 ‘現量’이나 ‘比

量’이나 ‘自派의 교리’나 ‘일반 상식’ 등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잘못된 주장(pakṣābhāsa: 似立宗)’
22
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소

21) 月稱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中觀論師의 비판에 의해

적대자의 주장이 prasaṅga에 빠지는 것이지 비판 그 자체가 다시

prasaṅga에 빠지는 일은 없다. 즉, 말은 몽둥이와 밧줄을 지니고 있는

경찰관의 경우와 달리(?) 말하는 자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자의

의도를 실행한다’(Prasannapadā, pp. 23～24에서 取義).

22) 商羯羅主, 因明入正理論(大正藏.32), p. 11b: ‘잘못된 주장이란 논증하려고

희구하긴 하지만 현량 등에 모순된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①현량에

모순되는 것과, ②비량에 모순되는 것과, ③전승량에 모순되는 것과,

④세간에 모순되는 것과, ⑤자신의 진술에 모순되는 것과, ⑥한정자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⑦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⑧양자 모두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⑨결합관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sādhyaitum iṣṭo ’pi pratyakṣādiviruddhaḥ

pakṣābhāsaḥ/ tadyathā/ ①pratyakṣaviruddhaḥ, ②anumānaviruddh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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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이를 논증하려고 한다면

이는 ‘現量에 모순되는(現量相違: pratyakṣa viruddha)’ 잘못된 주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中論 도처에서 外見上 所謂 ‘잘못된

주장’에 속하는 명제들을 발견할 수 있다. 淸辨은 이러한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추론식 중의 주장 명제의 앞에 ‘勝義에 있어서(para

mārthatas)’라는 한정사를 부가한다. 현량이나 일반 상식에 어긋나

는 듯이 보이는 中論적인 주장명제 앞에 ‘勝義에 있어서’라는 울

타리를 두름으로써 그 명제가 ‘주장의 오류(似立宗)’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23

그래서 淸辨은 ‘모든 존재는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諸法不自生)’

는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주석한다.

주장(宗): ‘勝義에 있어서’, 모든 內入處는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因):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례(喩): 마치 정신원리(caitanya)와 같이
24

③āgamaviruddhaḥ, ④lokaviruddhaḥ, ⑤svavacanaviruddhaḥ,

⑥aprasiddhaviśeṣaṇaḥ, ⑦aprasiddhaviśeṣyaḥ, ⑧aprasiddhobhayaḥ,

⑨prasiddhasaṃbandhaś ceti// 雖樂成立 由與現量等 相違故 名似立宗 謂

①現量相違 ②比量相違 ③自敎相違 ④世間相違 ⑤自語相違 ⑥能別不極成

⑦所別不極成 ⑧俱不極成 ⑨相符極成).[이하 인용되는 因明入正理論의
산스끄리뜨문의 出典은 宇井伯壽, 佛敎論理學(大東出版社, 昭和19年), pp.

363～376].

23) 自立論證派 - バ-ヴぁヴぃヴェ-カの空思想表現 , 앞의 책, p. 164 참조.

24) na paramārthata ādhyātmikānyāyatanāni svata utpannāni/

vidyamānatvāt/ caitanyavad iti/(Prasannapadā, pp. 26～27). 諸內入等

無自起義 世所不行 以有故 譬如思(般若燈論, 大正藏.30, p. 5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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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因明學的 中論 주석에 대한 月稱의 비판과 淸辨적
해명

1. 佛護의 주석에도 추론식이 내재한다

佛護는 ‘諸法不自生’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한 바 있다.

존재들은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tat)’이 발생하는 것은 무익

하기 때문에

이런 주석은 추론식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에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는 淸辨의 비판에 대해 논박하던 月稱은 이러한 佛

護의 주석을 추론식의 형태로 재구성한다. 月稱은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위의 주석에 등장하는 ‘그것(tat)’이라는 대명사는 ‘스스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기에
25
위의 주석은 다음과 같이

풀어 쓸 수가 있다.

존재들은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 스스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이 발생하는 것은 무익하기 때문에

여기서 ‘스스로 지금 존재하는 것’은 ‘이유(hetu)’에 해당되고, ‘발

생하는 것은 무익하기 때문에’라는 구절은 ‘소증법(sādhya dharma)’

에 해당된다.
26
그리고 ‘스스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발생하는

25) atra hi tadityanena svātmanā vidyamānasya

parāmarśaḥ/(Prasannapadā, p. 20).

26) tatra svātmanā vidyamānasya ityanena hetuparāmarśaḥ/

utpādavaiyarthyād ityanena sādhyadharmaparāmarśaḥ/(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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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무익하기 때문에’라는 문장에는 상대방도 일반적으로 인정하

는(prasiddha: 極成), 所證(sādhya)과 能證(sādhana)을 갖춘 동질적인 실

례(sādharmya dṛṣṭānta)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27
즉, ‘마치 물단지와

같이’라는 진술이 내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8
이상과 같은 月稱

의 분석에 토대를 두고 佛護의 주석을 추론식의 형태로 재구성하

면 다음과 같다.

주장: 존재들이 스스로 ‘발생하는 것은 무익하다(소증법: sādhya dh

arma)’

이유: 스스로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이유: hetu)

실례: 스스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발생하는 것은 무익하

다. 마치 물단지와 같이(동질적 실례: sādharmya dṛṣṭānta)

‘佛護의 주석은 추론식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淸辨의

비판에 대해, 月稱은 ‘佛護의 주석 역시 이유와 실례를 갖춘 추론

식의 의미가 내재한다’고 반박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歸謬論

證派(prāsaṅgika)의 성격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月稱이 추론

식의 사용을 전적으로 배격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7) anena ca vākyena sādhyasādhanadharmānugatasya paraprasiddhasya

sādharyadṛṣṭānatasya upādānaṃ/(위의 책).

28) ‘여기서 <스스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能證法: sādhana]>, 현전하는

<물단지[實例: dṛṣṭānata]> 등이 다시 <발생과 연관되지 않음[所證法:

sādhya]>이 目睹된다’(iha svātmanā vidyamānaṃ puro ’vasthitaṃ

ghaṭādikaṃ punar utpāda anapekṣaṃ dṛṣṭam: 위의 책,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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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勝義에 있어서’라는 限定辭는 불필요하다

月稱은 淸辨이 ‘內入處는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입

증하기 위한 추론식을 구성할 때, ‘勝義에 있어서’라는 限定辭를

붙인 趣旨에 대해 다섯 가지 假定을 한 후 그 각각의 경우를 비판

하고 있는데,
29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勝義에 있어서’는 내입처가 스스로 발생하지 않지만 ‘世俗

에 있어서’는 내입처가 스스로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승의에 있어

서’라는 한정사를 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속에

있어서도 내입처는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 씨앗과 싹의 관계를

예로 드는 稻芉經(Śālistambasūtra)의 경문
30
에서 보듯이, 세속에서

도 스스로 발생하는 것은 없다.

둘째, 내입처가 스스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적대자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서 ‘승의에 있어서는 내입처가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

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도 옳지 않다. 왜냐하면 ‘스스로 발생한다’

는 이론은 ‘세속에 있어서’도 비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승의와

세속을 구분하는 二諦說에 대해 무지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勝義에

서건 世俗에서건 ‘스스로 발생한다’는 이론을 비판해 주어야 할 것

이다.

셋째, 일반인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승의에 있어서’라는 한정사

를 단 것이라고 해도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因果論’ 정

도만 이해하고 있지 ‘自生論’이나 ‘他生論’과 같은 정교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29) Prasannapadā, pp. 26～28.

30) ‘또, 씨앗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중인 이 싹은 스스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다른 것에 의해 지어진 것도 아니며, 양자에서 지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 원인 없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自在天, 시간, 微塵, 근본원질,

자성에서 생성된 것도 아니다’(sa cāyaṃ bījahetuko ’ṅkura utpadyamāno na

svayaṃkṛto na parakṛto nobhayakṛto nāpyahetusamutpanno

neśvarakālāṇuprakṛtisvabhāvasaṃbhūtaiti: 위의 책,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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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세속에 있어서 내입처들은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

장을 비판하기 위해 ‘승의에 있어서 내입처들은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면 ‘自派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 근거

를 둔다’는 ‘주장의 오류(pakṣa doṣa)’에 빠지게 된다. 또, ‘지금 존재

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의지하는 法인 ‘내입처’들의 존재를

淸辨 자신도 인정하고 있지 않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라

는 이유는 ‘이유가 의지하는 곳이 불성립(所依不成: āśraya asiddha)’인

오류에 빠진다.

다섯째, ‘세속에 있어서는, 눈 따위의 내입처들이 실재하기 때문

에 네 번째 경우에 말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승

의에 있어서 세속의 내입처들은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또, 설혹 그렇게

말하더라도 적대자는 눈(眼入處)과 같은 內入處가 실재한다고 보지

假名이라고 보지 않기에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淸辨은, 자신이 구성하는 추론식이 陳那의 因明學에서 비판되는

‘잘못된 주장’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勝義에 있어서’라는 限

定辭를 부가하게 되는데, 그 효용성은 이상과 같이 月稱에 의해

혹독하게 비판받는 것이다. 굳이 한정사를 달아 추론식을 구성하

려 한다면 그것은 ‘勝義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대의 세계관에 의

거하는 경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淨明句論에서는 月稱에

의해 구성된 다음과 같은 추론식이 발견된다.

주장: ‘자기 발생론자의 경우’ 뿌루샤(puruṣa) 이외의 사물들은 바로

그로 인해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 자기 스스로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례: 마치 뿌루샤와 같이
31

31) atha vāymanyaḥ prayogamārgaḥ/ puruṣavyatiriktāḥ padārthāḥ svata

utpattivādinaḥ/ tat eva/ na svata utpadyate/ svātmanā vidyamānatvāt/

puruṣavat/ itīdam udāharaṇam udāhāryaṃ/(위의 책, p. 22).



中論에 대한 因明學的 註釋의 가능성 173

3. 淸辨의 추론식은 定言的 추론식이 아니다

앞 절에서 거론했듯이 ‘勝義에 있어서’라는 한정사에 대해 비판

하던 月稱은, ‘‘勝義에 있어서 <세속의 내입처>들은 스스로 발생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적대자는 눈(眼入處)과 같은 內入處를

실재하는 존재(vastu sat)로 보지 세속적 존재(假名: prajñapti sat)라고

보지 않기에, 이와 같은 주장은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有法(dhar

min)에 의지하는 ‘잘못된 주장’이 된다’고 비판한다.
32
이에 대한 淸

辨적인 반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추론식에서 사용되는 소재(有法: dharmin)나 그 성질(法: dharma)의

경우, 주장자나 비판자가 모두 인정하는 一般者(sāmānya)가 채택되

는 것이지 어느 한 편만 인정하는 個別者(viśeṣa)가 채택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소리는 無常하다’는 주장에 대해 논쟁을 벌이

는 경우 토론하는 양측은, 소재가 된 ‘소리’와 그 성질인 ‘無常’의

一般者(sāmānya)를 채택하여 논쟁을 벌이게 된다. 따라서 추론식에

서 사용된 내입처는 一般者로서의 有法이다.
33

그러나 月稱은, ‘모든 內入處는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

명제는 淸辨이 예로 든 ‘소리는 무상하다’는 명제와 그 성격이 다

르다고 반박한다. ‘소리는 무상하다’는 명제의 경우는 소리의 일반

자(sāmānya)와 무상함의 一般者(sāmānya)가 모두 토론자 쌍방에 의

해 인정되지만, ‘모든 내입처는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제의

경우는 有法(dharmin)인 ‘내입처’의 존재성이 中觀論師에 의해서는

인정되지 않기에, 中觀論師가 이를 주장명제로 삼아 추론식을 구

성하는 경우 ‘주장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그 존재성

32) 위의 책, p. 28.

33) 위의 책, pp. 28～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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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지 않는 ‘內入處’라는 유법(有法: dharmin)을 基體로 삼고

있기에 基體不成立(asdiddha ādhāra)의 오류에 빠지고 만다고 月稱은

지적한다. 이는 陳那의 因明學에서 말하는 ‘잘못된 주장(pakṣābhāsa)’

중 ‘限定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所別不極成: aprasiddha v

iṣeṣa) 주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4
또, 淸辨이 구성하

는 추론식에서 사용되는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이유(he

tu)의 경우도, ‘內入處’의 존재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이유가 의지하

는 곳이 불성립(所依不成: āśraya asiddha)’인 ‘이유의 오류(hetu doṣa)’
35

에 빠지고 만다고 지적한다.

그러면 淸辨의 추론식에 대한 月稱의 이와 같은 지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本章 제1절에서 보았듯이 月稱은 佛護의 주석을 ‘이

유’와 ‘실례’를 갖춘 추론식의 형태로 재구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月稱이 추론식의 사용을 전적으로 부정한 것만은 아님이 확실하

다. 그러면 中論을 주석하는 경우 淸辨과 같이 자립적 추론식(sv

atantra anumāna)을 구성하게 되면 위와 같은 논리적 오류가 야기되

기에 佛護와 같은 귀류적 논법, 또는 귀류적 추론식(prasaṅga anumā

na)에 의해 中論을 주석해야 한다는 것이 月稱의 論旨일까? 이어

지는 논의에서 우리는 月稱의 비판이 이와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

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月稱은 淸辨이 구사하던 다양한 추론식들을 나열하며, 그런 추

론식들에서 사용되는 ‘이유(hetu)’가, 陳那의 因明學에서 말하는 立

34) 商羯羅主, 앞의 책, p. 11c: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 상캬 논사가 불교도에 대해 ‘아뜨만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aprasiddhaviśeṣyo yathā sāṃkhyasya bauddhaṃ prati cetanā

ātmeti// 所別不極成者 如數論師 對佛弟子 我是思). 이 경우는 他派에 대해

所別不極成인 주장을 예로 들고 있지만, 淸辨이 내세우는 주장은 自派에

대해 所別不極成이다.

35) 위의 책: ‘‘허공은 실체이다. 속성이 의지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허공비실재론자에 대해 의지하는 곳이 불성립인 것이다’(dravyam ākāśaṃ

guṇāśrayatvād ity ākāśāsattvādinaṃ praty āśrayāsiddhaḥ// 虛空實有

德所依故 對無空論 所依不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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敵共許의 이유
36
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立敵共許

의 이유란 立論者나 敵對者 모두에게 인정되는 이유를 말한다. 月

稱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주장: ‘勝義에 있어서’ 內入處는 다른 緣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 다른 것이기 때문에

실례: 마치, 물단지
37
와 같이

38

라는 추론식을 구성할 경우 ‘다른 것이기 때문에(paratvāt)’라는 이

36) 陳那의 因明正理門論本에서는 立敵共許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종(宗: pakṣa)이란 말로 다만

[소증]법(dharma)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중에서 ‘주제에 소속된

[이유(hetu)로서의] 법(宗法: pakṣasya dharma)’은 논증을 구성한

측(立論者)이나 그에 대한 적대자(敵論者) 모두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만을

채택한다. 또 [이유(hetu)로서의 법(dharma)이] ‘같은 경우(同品: sapkaṣa)’에

‘존재한다(sattva)’거나 ‘존재하지 않는다(asattva)’는 판단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입론자나 적대자 모두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 그런가?

존재론적 원인(作因: kāraka hetu)이 발생력(能起)에 의해 작용하는 것과는

달리, 이 경우에는 오직 ‘인식론적 원인(證了因= 了因: jñāpaka hetu)’에만

의지하는 것이어서 인식력(智力)에 의해 진술된 내용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或有宗聲 唯詮於法 此中宗法 唯取立論 及敵論者 決定同許 於同品中

有非有等 亦復如是 何以故 今此唯依 證了因故 但由智力 了所說義 非如生因

由能起用(大域龍菩薩, 因明正理門論本(大正藏.32), p. 1b). 이에 대해

Ślokavārttika의 주석서인 Nyāyaratnākara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로 그대의 스승 陳那는 입론자와 적대자에 의해 확고하게 인정되는

이유가 能證이라고 말한다’(bhavad-vṛddhair eva hi Diṅnāgācāryair yo

vādi-prativādi-niścito hetuḥ sa sādhanam ity uktam(中村元,

インド論理學の理解のために - インド論理學․術語集成(京都, 法華經文化硏究所,

昭和58年), p. 78에서 재인용)).

37) 산스끄리뜨 교정문에는 옷감(paṭa)으로 되어 있지만 티베트 번역문과

漢譯文(大正藏.30, p. 52c) 모두 물단지(ghaṭa: 甁)로 되어 있기에 위와 같이

수정한다.

38) na paramārthataḥ parebhyas tat pratyayebhya

ādhyātmikāyatanajanma/ paratvāt/ tad yathā paṭasya/(Prasannapadā, p.

31). 第一義中 內入不從彼諸緣生 何以故 以他故 譬如甁等(般若燈論(大正藏.30),

p. 5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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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中觀論師인 입론자 측에 의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이유(svatas

asiddha hetu
39
)이다. 서로 다른 주장을 갖고 있는 양측이 토론에 들

어가는 경우 각각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되는 이유는 그

양측 모두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어느 한 쪽만 인

정하는 이유를 대거나, 양측 모두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댐으로써

추론식을 구성하게 되면 이는 정당한 추론이 될 수 없을 것이다.

陳那는 前者와 같은 ‘이유’를 ‘隨一不成(anyatara asiddha)’의 오류
40
에

빠진 이유라고 말하며, 後者와 같은 이유를 ‘兩俱不成(ubhaya asiddh

a)’의 오류
41
에 빠진 이유라고 규정한다. 隨一不成의 오류는 나중에

法稱(dharmakīrti: 600～660C.E.)에 의해 自派不成(vādinaḥ asiddha)의 오

류
42
와 他派不成(prativādy asiddha)

43
의 오류로 세분된다.

39) 이에 대한 현대 학자들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①‘The reason “because

they are separate (entities)” is not a valid middle term, since (for the

author of these syllogisms) himself it has no (ultimate)

reality’(Stcherbatsky, The Conception of Buddhist Nirvāṇa(Leningrad,

Publishing Office of the Academy of Sciences of the Ussr, 1927), p.

114). ②‘自ら不成立にちがいない’(本多惠, チヤンドラキールチイ -

プラサンナパダ - 和譯(서울, 大韓傳統佛敎硏究院, 1988), p. 25).

③‘ほかならず自らよりしてこそ成立していないものである’(奧住毅, 앞의

책, p. 79). 이 중 ②本多惠나 ③奧住毅의 번역에 의거하여 이해할 경우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①Stcherbatsky의 번역과 같이

이해할 경우 이는 法稱의 Nyāyabindu에서 말하는 自派不成立의 似因을

의미한다.

40) 商羯羅主, 앞의 책, p. 11c: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라는 것은

성현현론자(聲顯現論者)들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에 대해

불성립(隨一不成)인 것이다’(kṛtakatvād iti śabdābhivyaktivādinaṃ praty

anyatarāsiddhaḥ// 所作性故 對聲顯論 隨一不成).

41) 위의 책: ‘그 중에서, ‘소리는 무상하다’는 소증에 대해 ‘눈에 보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양측에 대해 불성립(兩俱不成)인 것이다’(tatra

śabdānityatve sādhye cākṣuṣatvād ity ubhayāsiddhaḥ// 如成立聲 爲無常等

若言是眼 所見性故 兩俱不成).

42) ‘상캬(sāṃkhya)에서, [주장:] ‘즐거움 따위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所證에

대해, [이유:] ‘시작을 갖는 것이다’, 혹은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自派

스스로에 대한 불성립(svayam-vādinaḥ-asiddha)’이다’(acetanāḥ

sukha-ādaya iti sādhye utpattimatvaṃ anityaṃ vā sāṃkhyasya svay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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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淸辨이 구성한 위의 추론식에서 쓰인 ‘다른 것이기 때

문에’라는 이유는 隨一不成의 이유, 더 엄밀히 말하면 自派不成의

오류에 빠진 이유가 될 것이다. 陳那의 因明學에 비추어 보면 이

는 정당한 추론이 될 수 없다.

月稱은 이 이외에도 淸辨이 구사하는 추론식을 다수 인용하면서

그 때 쓰인 이유들은 모두 自派에 의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이유(s

vatas asiddha hetu)라고 말한다.

주장: 勝義에 있어서 [작용하는] 눈은 [형상을] 보지 못한다

이유: 眼根이기 때문에

실례: 마치, 작용하지 않는 눈과 같이
44

주장: 눈은 형상을 보지 못한다

이유: 大種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례: 마치, 色과 같이
45

月稱이 보기에, 모든 존재의 空性을 말하는 中觀論師에게 있어

vādino asiddham// Stcherbatsky, “Nyāyabindu”, 3-62(Bibliotheca Buddhica

Ⅳ(Tokyo: Meicho-Fukyū-Kai, 1977), p. 63).

43) ‘[주장:] 나무(taru)들은 마음(cetana)이 있다는 소증(sādhya)에 대해,

[이유:] [나무들은] 모든 껍질을 벗겨 버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파에

대한 불성립(prativādin-asiddha)’이다. [왜냐하면] 식(識: vijñāna),

감관(indriya), 생명(āyus)의 소멸이 죽음의 특징(lakṣaṇa)이라는 사실이

[불교도인] 이쪽에 의해 인정되기(abhyupagama)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cetanās tarava iti sādhye

sarva-tvag-apaharaṇe maraṇaṃ prativādy-asiddham, vijñāna-indriya-āyur

nirodha-lakṣaṇasya maraṇasya anena abhyupagamāt, tasya ca taruṣv

asambhavāt// Stcherbatsky, “Nyāyabindu” 3-61, 위의 책).

44) na paramārtha[ta]ḥ [sāśrayaṃ 또는 sabhāgaṃ] cakṣū [rūpaṃ] paśyati/

cakṣurindriyatvāt/ tad yathā tatsabhāgaṃ/(Prasannapadā, p. 32).

第一義中 彼有分眼不能見色 何以故 以眼根故 如無分眼(般若燈論, 앞의 책, p.

66b).

45) na cakṣuḥ prekṣate rūpaṃ/ bhautikatvāt/ rūpavat/(위의 책,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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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眼根이나 大種의 실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 인용

한 추론식들에서 쓰인 ‘眼根이기 때문에’라든지, ‘大種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라는 이유(hetu)는 立論者인 中觀論師에 의해 인정될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淸辨에 대한 月稱의 비판의 요점은 ‘淸辨적인 추론식은 淸辨의

의도와 달리 결코 陳那적인 정언적 추론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었다. 그 까닭은 中論의 명제에 대해 구성한 淸辨적인 추론식을

陳那적인 정언적 추론식으로 간주할 경우, 陳那의 因明學에서 말

하는 基體不成立의 잘못된 주장, 所依不成의 잘못된 이유, 또 隨一

不成의 잘못된 이유를 갖는 추론식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렇다

고 해서 月稱이 淸辨적인 추론식 자체를 전적으로 배격한 것은 아

니었다. 淸辨적 추론식 역시 佛護의 논법과 마찬가지로 적대자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구성되는 것이기에, 주장 명제 앞에 쓰여지는

‘勝義에 있어서’라는 단서를 삭제한다면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

月稱은 中觀論師가 구성할 수 있는 추론식을 다음과 같이 例示한

다.

실례(喩): 자기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도 보지 못한다. 마

치 물단지의 경우와 같다

적용(合): 눈은 자기자신을 보지 못한다.

결론(結): 그러므로 그것(= 눈)이 다른 것을 보는 일은 결코 존재하

지 않는다.
46

이를 간추려 三支作法의 형태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다.

주장(宗): 눈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

이유(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46) yatra yatra svātmādarśanaṃ tatra tatra paradarśanam api nāsti tad

yathā ghaṭe/ asti ca cakṣuṣaḥ svātmādarśanaṃ/ tasmāt paradarśanam

apyasya naivāsti/(위의 책,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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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喩): 마치 물단지와 같이

이 추론식의 주장명제 앞에 ‘勝義에 있어서’라는 한정사를 부가

한다면 이는 淸辨적인 추론식과 다르지 않다. 淸辨의 般若燈論에
는 다음과 같은 추론식이 등장한다.

주장: ‘勝義에 있어서’ 눈은 형상을 보지 못한다

이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례: 마치 귀(耳) 따위와 같이
47

月稱적 견지에서 본다면 淸辨이 구성하는 추론식도 歸謬論證式(p

rasaṅga anumāna)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淸辨에 대한 月稱의 비판

은 논증식의 작성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것도 아니었고, 淸辨이 구

성한 논증식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淸辨이

구성하는 논증식이 淸辨의 의도와 달리 陳那적 因明學에서 말하는

정당한 논증식의 範疇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4. 淸辨적 해명

그렇다면 淸辨은 이와 같은 비판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현대

학자들에 의해 추정되는 淸辨(500～570C.E.頃)과 月稱(600～650C.E.頃)의

생존 연대
48
가 정확하다면, 兩者는 對面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般若燈論의 구절을 보면 淸辨 역시 이런 비

판에 대해 熟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7) 第一義中眼不見色 何以故 不見自體故 譬如耳等(般若燈論, 위의 책, p. 66b).

48) 前記한 兩者의 생존 연대는 梶山雄一의 논문(梶山雄一, 앞의 책, p. 9)에서

인용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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敵對者
49
: 그대는 ‘勝義에 있어서’ 外入處나 內入處의 존재를 인정하

지 않기 때문에 그대의 주장 중의 ‘주제’는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대가 내세우는 ‘주장’은 基體不成의 오류에 빠지게 되고 ‘이유’는 所

依不成(āśraya asiddhi)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淸辨: 우리는 ‘세속에 있어서’ [‘基體’인] ‘內入處’, ‘물단지’, ‘眼根’ 등과

[‘理由’인] ‘다름’
50
등의 존재를 인정한다. 따라서 그대가 지적한 오류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그대의 비판은 옳지 않다.
51

淸辨은 세속의 차원에서 ‘內入處(ādhyātmikāyatana)’나 ‘물단지(ghaṭ

a)’, ‘眼根(cakṣurindriya)’이나 ‘다름(paratva)’ 등의 실재성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주장명제에 ‘勝義에 있어서’라는 限定辭를 부가함으로써

現量相違나 世間相違 등의 ‘주장의 오류’만 피한다면, 자신이 구성

한 추론식은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이다. 즉,

中觀論師는 일상적 언어관습의 차원에서는 ‘내입처’나 ‘물단지’ 등

의 존재성을 인정하며, 淸辨의 주석은 세속의 차원, 즉 ‘일상적 언

어관습(vyavahāra)’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에 토대를 두

고 구성된 논증식은 ‘基體不成’이나 ‘所依不成’이나 ‘隨一不成’의 논

리적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Ⅳ.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淸辨의 비판에 대한 月稱의 반박을 면밀히 검

토해 봄으로써, 月稱이 추론식의 작성을 전적으로 배격한 것이 아

니었고, 淸辨이 구성한 추론식은 因明學的으로 정당한 추론식이

49) Avalokitavrata는 이를 니야야 논사로 간주한다(William L. Ames, 앞의

책, p. 246, 尾註 129 참조).

50) 本 論文 脚註37 참조.

51) William L. Ames, 위의 책, p. 225에서 取義 重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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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淸辨의

추론식에서 ‘주제’나, ‘이유’로 사용된 개념들의 실재성이 中觀學派

에 의해서는 인정될 수 없기에 이를 中觀論師가 내세운 定言的 추

론식으로 본다면 基體不成의 ‘잘못된 주장’이나, 所依不成, 隨一不成

의 ‘잘못된 이유’를 갖는 추론식이 되고 만다는 것이 月稱적 비판

의 요점이었다. 그러나 ‘勝義에 있어서’라는 限定辭만 제거한다면

淸辨이 구성했던 대부분의 추론식은 月稱에 의해서도 그대로 수용

될 수 있다. 왜냐하면 淸辨이 구성한 추론식 중의 이유명제나 실

례는 모두 적대자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月稱이 보기에 淸辨이 구성하는 추론식 역시

陳那적인 因明學에서는 정당한 추론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歸謬

的 추론식이었던 것이다. 한편 淸辨은 이런 類의 비판에 대해 熟知

하고 있었지만 ‘주제’나 ‘이유’의 실재성이 ‘세속의 차원’에서는 中

觀學派에 의해 인정될 수 있기에, 주장명제 앞에 ‘勝義에 있어서’

라는 限定辭만 부가한다면 자신이 구성한 추론식은 논리적 오류에

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양측은 中論의 주석을 위한 추론식의 구성 가능성 여부를 두
고 대립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 추론식에서 사용되는 주장명제나

이유명제의 타당성을 문제 삼아 대립한 것도 아니었다. 單刀直入

的으로 말하면, 양측은 中論의 註釋에 임하는 태도의 차이로 인

해 의견의 대립을 보였던 것이다. 즉, 世俗의 차원에서 中論을
주석할 것인가, 아니면 勝義의 차원에서 中論을 주석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양측은 대립하였던 것이다. 淸辨은 추론식에 사용된

개념들의 실재성을 인정하는 ‘세속의 차원에서’ 中論을 주석하

려고 하였기에, 세속의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中論적 주장명제 앞에 ‘勝義에 있어서’라는 限定辭를 달아 陳那

적 因明學에서 말하는 ‘주장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 추론식을 구성

하고자 한 반면, 月稱은 ‘勝義의 차원’에서 中論을 주석하려고 하
였기에 주장명제 앞에 굳이 ‘勝義에 있어서’라는 한정사를 달 필요

도 없었으며, 혹 추론식을 구성한다고 해도 이는 陳那적 因明學의



182 印度哲學 제9집

굴레를 벗어난 歸謬論證的 추론식이 된다는 점을 力說하였던 것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