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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기의 관계론적 의미

1.1. 불교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緣起說은 두 가지 형식으

로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석가가 득도 후 처음 설했다고 알려지

는 것으로서 존재의 구조, 혹은 생성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저것이 있으며 因此有彼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無此無彼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기며 此生彼生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느니라 此滅彼滅
1

* 동서 사유전통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철학적 기초개념 개발, 제4주제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96 학술연구비 자유공모과제(과제번호;01B0135)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洪聖基 : 아주대학교 강사.

1) 中阿含經 券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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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하면 세계의 갈대가 빈터에 서로 의지하여 견고히 서있는 것

같으나 그중 하나를 제거하면 다른 두 개도 서있지 못하느니라. 식이

명색을 연기하는 이치도 역시 이와 같아 서로 의존하고 있어 견고히

서있는 것이니라.
2

또 하나는 이른바 십이지연기로 널리 알려진 연기설이다:

無明-行-識-名色-六處-觸-受-愛-取-有-生-老死

1.2. 존재구조의 상호의존성을 설하는 첫 번째 연기설은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전체를 분할할

때 우리는 그 부분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

에 분별할 것이며, 이 부분들은 서로간에 독립적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다른 한편 이들 부분은 이 분할을 통해서야 비로소 생성되

었다는 점에서 서로간에 상호의존적이다. 바꿔 말해 연기에 의해

생성된 모든 존재는 항상 독립적 측면과 상호의존적 측면을, 즉

외재적 측면과 내재적 측면을 함께 갖고 있으나 이들은 서로 모

순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부분의 조합으로서 전체를 형성할 때에

도 서로 독립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부분들간의 관계는 외

재적이나, 이들이 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부분들은, 즉 현실화

(actualization/token)로서 부분들이란 그것이 반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에서 (왜냐하면 현실화란 어떤 특정한 순간에 대상틀(objectscheme/type)
3
이

구체화된 것임으로, 즉 일종의 시간상의 절편임으로) 결코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즉 내재적이다.
4
전통적으로 不一不異라고 부른

2) 雜阿含經 卷12.: 臂三蘆立於空地 展耘相依 而得堅立 若去其一 二亦不立

識緣名色 亦復如是 展耘相依 而得堅立.

3) 지금 여기에 있는 꽃은 ‘꽃’이라는 대상틀의 현실화다. 전통적으로

표현하자면 보편자와 개별자라고도 할 수 있으나 현실화가 곧 時空에

延長된 개체(individual)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본고 ‘4. 개체의 존재구조와 동일성의 논리적 분석’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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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다.

전체의 분할(top-down) ⇒ 내재적 관계(不異)

부분의 조합(bottom-up) ⇒ 외재적 관계(不一)

이처럼 분할과 조합이란 인간의 정신적 행위는 모순적인 구조

를 갖고 있고, 바로 이 모순 때문에 연기구조에 의해 생성된 존재

란 본질적으로 실체가 없다는 것(空)이 석가가 득도 후 천명한 연

기구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을 포함한 주위 세

계를 분할하고 조합할 때 그것은 일단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

나는 것이지 논리적 모순을 허용하지 않는 현실 그 자체는 결코

분할될 수 없는 것이다. 바꿔 말해 우리는 인식론적으로 사물들을

구별할 수 있으나 [아마도 자기 집착이라는 이유에서] 이들을 존재론적

으로 독립된 존재로 착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개체가

있다는 망상이다. 이러한 실재론적 망상을 용수는 중론에서 통렬

히 비판하고 있는데 그의 비판전략의 핵심은 바로 위에서 간략히

밝힌 분할과 조합시 내재적 측면과 외재적 측면이 충돌하는 모순

관계다.
5

1.3. 우리 주변세계의 분할과 조합에서 필연적으로 볼 수 있는

不一不異의 연기구조를 그 존재양상에서 층위를 두어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다:

(a) 형식차원(formal level):분할의 범주(category/예: 원인-결과, 언어-지

시체, 대상-속성 등등). 이것은 우리가 전체로서의 주변 세계를 분할하

는 일종의 도구로서 우리는 세계의 흐름을 ‘원인-결과’라는 범주로서

파악한다. 이때 양자의 관계는 당연히 상호의존적, 내재적이다.

4) 중론 6장 참조
5) 拙稿 용수의 연기설 해석과 부정의 의미 참조. 철학 제 42집,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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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유형차원(type level): 추상적 존재로서 대상틀 간의 관계로서 이

들간의 관계는 ‘抽象(abstraction)’에 의해 당연히 독립적, 외재적이다.

(c) 개별차원(token level):구체적인 존재로서
6
현실화간의 관계로서

현실화는 반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립적이지 않고 내재적이다.

이제 ‘아스피린을 먹음’과 ‘두통이 사라짐’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formal level에서 前者를 ‘원인’, 後者를 ‘결과’로 파악한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항상 보편성을 띄어야 함으로 type level에서 설정되

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과성과 우연성간의 구별이 불가능하

다. 즉 ‘아스피린을 먹음’과 ‘두통이 사라짐’은 서로 간에 독립적인

사건유형(event type)이다. 이때 양자의 관계는 외재적이고 따라서

필연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7
그러나 이제 ‘얼마 전 내가 아스

피린을 먹음’과 ‘지금 나의 두통이 사라짐’간의 관계는 특정한 時

空 상에 일어난 구체적 사건들, 즉 token level에 일어나는 것으로

서 결코 반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간의 관계는 오로지 상호

의존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음으로 내재적이다.

1.4. 위에서 나누어 본 세 가지 층위는 실제는 서로간에 사슬처

럼 연결되어 있다: 나는 ‘얼마 전 아스피린을 먹고 지금은 두통이

사라졌다’는 사건을
8
형식차원에서 내재적 관계에 놓여 있는 ‘원인

-결과’의 범주로 분할하는데, 그 가능성은 내가 유형차원에서 ‘아

스피린을 먹음’과 ‘두통이 사라짐’이라는 사건유형들을 서로 독립

6) 불교적 용어로 ‘現量’이라고 부른 것과 흡사하다.

7) 현대과학철학의 단초가 된 흄(D. Hume)의 ‘귀납추리의 문제(induction

problem)’는 바로 이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미 오래 전에 인도에서

因中無果論으로 알려진 것과 구조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이 문제가

오로지 인과관계에서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인과율이 필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외재적 관계가 필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구조의 한 예에 불과한 것이다.

8)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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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서로 독립적 인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유형들간에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있

는 바탕은 개별차원에서 ‘얼마 전 내가 아스피린을 먹음’과 ‘지금

나의 두통이 사라짐’이 원래는 연속적이었던 하나의 사건이 원인-

범주에 의해 분할될 때 비로소 설정된 상호의존성, 즉 내재적 관

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분할(과 조합)에서 항상 발견할 수

있는 연기구조의 두 측면, 즉 내재적 對 외재적 관계는 이들이 형

식논리적으로는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서로 요구한다는 착

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1.5. 또한 사건들간의 (인식론적) 독립성은 실은 유형차원에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현실화에도 투영되기 일쑤다. 즉

존재론적으로는 결코 독립적이지 않은 개별차원에서의 ‘얼마 전

내가 아스피린을 먹음’과 ‘지금 나의 두통이 사라짐’이 독립적인

사건들로 오해되어 파악되는 것이다.
9

2. 배중률의 전제조건

2.1. 20세기 들어와 고전논리학
10
과 직관주의 계열의 비고전논리

학과의 논쟁의 핵심은 “모든 명제에 대해서 그 명제, 혹은 그 명

제의 否定 중 하나가 반드시 옳다”는 배중률을 논리적 원칙으로

간주, 무제한 인정하느냐 여부에 있었다. 그리스의 수학의 주류였

9) 필자는 바로 이점, 인식론적 독립성이 존재론적 독립성으로 오해,

투영되는 것이 바로 無明이라고 생각한다.

10) “고전논리학(classical logic)”은 “배중률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논리학”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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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기하학에서 作圖의 문제란 실제 살아있는 인간이 자와 컴퍼스

를 갖고 유한한 과정을 거쳐 그 실현여부를 결정 지워야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構成的 성격을
11
지닌 반면에, 19세기 말 칸토르 G.

Cantor가 무한집합의 실재성을 의미하는 實無限(actual infinity)의 존

재를 주장하면서 수학에 무한의 대상 영역이-예를 들어 자연수

전체의 집합- 도입되어 일반적으로 한 수학적 명제의 결정가능성

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중률이 계속 무제한적으로 인

정된다는 것은 일체의 철학적 근거가 결여된 오류라는 지적이 브

라우어 Brouwer에서 시작된 직관주의 계열의 배중률 비판의 요

지이다. 이러한 수학적 명제들에 속하는 것으로 “모든 완전수는

짝수이다
12
”, “골드바하의 추측(Goldbach's conjecture)”으로 알려진

“모든 짝수는 두 개의 素數의 合으로 표현된다” 등등 연역적으로

증명되지도, 또 무한히 많은 수들을 모두 검사할 수도 없다는 점

에서 아직 반증도 되지 않은 일종의 수학적 추측들이 있다.

2.2. 진술의 2가성에 기반을 둔 고전논리학은 당연히 그 진술의

진위가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전논리학을 신봉하는 많은 논리학자, 철학

자들은 고전논리의 전제조건에 대하여 독단적인 입장을 취함으로

써 논의 자체를 차단시키거나 혹은 무화시켜온 경향이 있었다. 일

반적으로 고전논리학의 전제인 “모든 진술은 참이거나 아니면 거

짓이다(true or false)”라는 2가원칙은 “결정가능하게 참이거나 아니

면 결정가능하게 거짓이다(decidably true or decidably false)”라는 이른

바 결정가능성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결정가능한 진술이

11) “구성적(constructive)”이라 함은 “존재의 도입이나 속성판단은 반드시

유한한 절차를 거쳐서 그 과정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일단 정의할 수 있다.

12) 완전수란 소인수로 분해하여 이 들을 합했을 때 원래의 수와 같은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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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라는 점이다.

2.3. 우선 배중률을 적용하려면 진술에 포함되어 있는 표현들의

의미가 언어공동체내에서 이미 一義的으로 결정되어 있어야만 한

다. 예를 들어 미학적 혹은 윤리적 규범과 관련된 진술은 일반적

으로 그 진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유는 이들 영역에 있

어서 진위판단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간주관성을 확보하였다고 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적인 맥락에서도 애매 모호한 표

현의 경우 진위판단이 분명히 결정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사용의 정확성, 간주관성은 학문의 경우에도

항상 보편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한 개념을 서로 다른 의

미로 사용함으로써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는 경우는 실재로 비일

비재한 상황이다. 이처럼 문장 안의 개념들이 이미 서로간에 독립

적으로 규정되어야만 배중률의 적용이 의미 있다는 점을 비트겐

슈타인은 수학의 공리를, 구체적으로는 유크리드 기하학의 평행선

공리를 들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검증을] 시도해보지 않고 그 명료성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평행선 공리의] 사용을 확정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

통] 시도해 보는 것 대신 명료성을 인정할 만큼 단순하지는 않기 때문

이다. 공리가 우리에게 참이라고 명료하게 나타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의 명료성을 인정한다는 사실이 공리를 수학적 명제로 만

든다.
13

문장 이전에는 개념은 아직 나긋나긋하다.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공리를 버리도록 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리가 경험문장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

13) 비트겐슈타인,『수학의 기초에 대해서』4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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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어떤 문장에 대해서: “우리는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혹

은 “우리는 그 반대도 상정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문장에

경험문장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르게는 상상할 수 없는 문장은 그렇지 않은 문장과는 다

른 기능을 갖고 있다.

수학의 공리들은 다음과 같이 기능한다: 경험이 그 공리를 포기하

도록 만든다 하여도 그렇다고 그 반대가 공리가 되지는 않는다.(···)
14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한 체계의 출발점으로서 공리는 그 안

에 포함된 개념들을 비로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공리의 진위를 검증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그 명료성을 인정함으로써” 공리내의 개념들의 사용이 비

로소 확정되고, 따라서 공리의 명료성에 기반한 개념들을 통해 공

리는 당연히 명증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공리의 경우에

도 배중률의 적용이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왜냐하면 배중률이란

명제의 결정가능성을 전제하여야 하며, 이 전제에는 명제에 포함

된 개념들이 명제의 진위여부에 대한 결정행위 이전에 一義的으로

확정되어 있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공리의 경우 관련된 개념

들이 이미 공리의 명료성, 즉 참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중

률의 적용이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공리의

명증성, 혹은 “다르게는 상상해 볼 수 없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또 경험을 통해 한 공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공리의 부정이 공리가 될 수 없다는 비트겐슈타인의

날카로운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공리에 처음 도

입된 개념은 우리가 공리를 명증하다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통해

서 비로소 그 사용이 확정되는 데, 만일 경험이 공리를 반증하였

14) 이상 5개 인용문은 上揭書 4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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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 개념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 고정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 공리의 부정문은 체계의 출발점이 될 수 없고 다른 방법을 통

해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공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문장안의 개념들이 서로간에 이미 독립적,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배중률의 의미론적 전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2.4. 다음으로 판단의 대상(object)과 판단의 수단(method)이 일치

하는 경우 우리는 배중률의 적용을 유보하여야 한다. 세계의 구성

요소, 혹은 출발점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예를 비트겐슈타인이

들고 있다. 길지만 인용해 본다:

그런데 우리가 요소들에 대해서는 존재도 비존재도 부여할 수 없다

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만일 우리가 “존재” 또는 “비존재”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요소

들 사이의 결합들의 존립과 비존립에 놓여 있다면, 어떤 하나의 요소

의 존재(비존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아무런 뜻을 가지지 않는다; 마

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파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요소들의 분리에

놓여 있다면, 어떤 한 요소의 파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뜻

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한다. 즉 우리가

요소에 존재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은, 만일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명명조차 할 수 없을 터이고, 따라서 그것에 관해 전혀

아무 것도 진술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그렇지만 유사한 경

우를 고찰해 보자! 우리는 한 사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1m라고, 또 1m

가 아니라고도 진술할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파리에 있는 미터원기

이다.--그러나 우리는 물론 그로써 이것에다 그 어떤 이상한 속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미터자를 가지고 하는 측정놀이에서 그것이

행하는 특이한 역할을 특징적으로 나타내었을 뿐이다.--미터원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색 견본들도 또한 파리에 보존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즉 이 견본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색깔 진술들을 하는 언어의 한 도구이다. 이 언어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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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것은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묘사의 수단이다. (···) 그리고 “만일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이름도 가질 수 없을 것이

다”란 말은, 만일 이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놀이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존재

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언어에 속하는 것이다.(···)
15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어떤 대상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궁극

적 수단, 즉 구성요소 자체는 자신의 존재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그것은 1m라는 길이를 결정하는 최후의 측정수단인 파리의 미터

원기가
16
스스로를 측정한다는 것의 무의미성에서, “1m도 아니고

1m가 아닌 것도 아니다”라는 점과 같다. 즉 존재여부, 길이, 색

등의 경우 그 결정수단과 결정대상이 일치할 경우, 바꿔 말해 독

립적인 결정수단이 없을 경우 배중률의 의미 있는 적용이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존재의 구성요소, 색견본,

미터 원기 등은 우리의 언어놀이 속에서 묘사의 수단이지 묘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관한 한 존재하는

것은 언어의 영역이지 존재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는 (결정, 측정, 판

단)수단과 그 대상간의 독립성을 배중률의 방법론적 전제라고 부

를 수 있다.

2.5. 끝으로 배중률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비판으로서 진술의

진위가 유한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앞의 직관주의

자들의 주장이다. 골드바하의 추측의 경우처럼 진술의 진위판단이

란 神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무한의 대상영

역을 인간이 조감할 수는 없다. 무한한 대상영역에 대한 직관주의

계열의 비판을 우리는 배중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인식론적 전

15)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50.

16) 지금은 더 이상 합금으로 만든 미터원기가 “1m”의 정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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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고 부를 수 있다.

3. ‘그림’ 對 배중률

3.1. 배중률의 전제와 관련하여 “그림”이라는 용어를 도입해보

자. 이 용어는 비트겐슈타인의 경우 전기와 후기의 대표작, 즉

『철학 논고』와 『철학적 탐구』에서 그 의미가 변하였으나 양

자 모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논고에

서 그는 “그림이론(picture theory)”이라는 것을 제창하였는데 그 핵

심은 참인 문장은 세계내의 사실에 대한 일종의 모형(model)이며

그런 점에서 그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철

학 논고』에서 어떤 사실을 그리는 그림과, 같은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 그 구문론에 있어서 넘기 힘든 차이가 있음을 알고 그 해

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였다:

복합기호 “aRb”는 “a가 b에 대하여 관계 R에 놓여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a’가 ‘b’에 어떤 특정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a

Rb”를 말한다.
17

후에 럿셀이 문장내의 관계사에 대한 그의 실재론적 해석이 이

른바 브래들리 소급(Bradely regress)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직면하였

을 때 해결의 단서가 된 바로 그 인용문이다.
18
비트겐슈타인은 그

17) 비트겐슈타인,『철학 논고』T. 3.1432.

18) 럿셀에 의하면 문장은 개체들에 대한 표현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즉 “철수 영희”가 완성된 문장이 아닌 이유는 관계사, 즉 술어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는 문장의 경우

럿셀의 실재론에 의하면 “사랑한다”는 표현은 실재하는 추상적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고, 따라서 철수, 영희, 사랑을 결합시켜주는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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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획한 이상언어의 구문론에서 문장 내에 이름 이외의 관계사

와 같은 술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들의 (공간적, 시간

적) 관계로 대상들간의 관계를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9
문

장은 이제 말 그대로 실제의 그림, 모형이 되었다.

3.2.

(1) 「철수 영희」 =df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

(2) 「철수 영희」 =df 철수는 영희를 싫어한다.

(3) 「철수 =df 철수는 의자 위에 앉아 있다.

의자」

그러나 이때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이 있다. 여기서 우

리는 새로운 구문론을 단순히 기존의 구문론에 의거해 定義를 통

해서 도입했을 뿐이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철수 영희」라는 새

로운 구문론이 독자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지 여부와, 도입될 수

있다면 과연 기존의 구문론과 동일한 지 여부이다.

우선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는 문장의 구문론은 “철수”, “영

희”라는 고유명사와 “사랑한다”는 관계사가 서로간에 독립적으로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입된 연후에 조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철수와 영희는 서로 독립적인 개체이며 사랑 역시 이 두 개체

사이에만 성립되는 관계가 아니다. 바꿔 말해 “문장요소들로부터

문장 전체를 구성”하는, 일종의 ‘아래에서 위로의 구성(bottom-up)’

방법이다.
20
그러나 「철수 영희」라는 새로운 구문론의 경우 설사

개체들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서 “철수”와 “영희”가 그 어떤 방식

관계사가 필요하며 이것은 끝없이 계속된다.

19) 이점은 명목론자 셀라스(W. Sellars)가 “술어의 제거가능성”을 제안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20) “문장의 의미는 (문장 안의) 단어들의 의미들의 합이다”라고 파악하는,

이른바 ‘principle of compositionality’라고 부르는 접근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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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미 독립적으로 도입되었다 치더라도 사랑한다는 관계가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관계는 개

체들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들의 특정한 조합으로서만 표현가능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철수 영희」라는 표현은 두 개체와

그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문장이 아니라 아직 내적으로 분할이

되지 않은 하나의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그것

은 “철수”라는 표현이 철수의 몸통과 손발이 나뉘어 지지 않은 단

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즉 철수와 영희 간

의 관계, 그리고 「철수 영희」라는 표현에서 두 고유명사 “철수”

와 “영희”의 관계는 우리가 {철수-영희}라는 단일체를 분할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대상이다. 여기서 관계란 비트겐슈타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보고 보일 수는 있지만 말할 수는 없는” 무엇이다. 또

{철수-영희}라는 단일체에서 분할된 철수와 영희는 애초에 서로

독립되어 도입된 철수, 영희와는 달리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다.

즉 이 경우 철수, 영희, 사랑이라는 관계는 상호의존적, 순환적 정

의만이 가능한 내재적 관계이며 그것은 비트겐슈타인의 “내재적

관계, 속성은 말해질 수 없다”는 주장과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그림의 경우 우리는 “전체가 분할되어 요소를 구성”하는 “위에서

아래로의 접근(top-down)” 방법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1
이제

문장요소들의 조합으로서 문장전체를 이루는 전통적인 구문론의

경우, 우리는 이들 요소들이 서로 외재적인 관계에 놓여있다고 부

를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림전체가 분할되어 요소들을 구성하는

경우, 우리는 이들이 서로 내재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3.3. “그림”이라는 비유는 비트겐슈타인의 초기철학을 대표하는

철학 논고의 경우 그림의 요소들간의 관계가 외재적이었으며,

21) 프레게가 『산수의 기초』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단어의 의미는 문장

안에서만 규정된다”는 “context-principle”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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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존재, 사실들을 그림이라는 수단을 통해 묘

사하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그림요소들간의 관계를 보는 경우에도

이 ‘본다’는 것의 기능은 일단 인식론적이었다. 그러나 후기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적 탐구의 경우 그림요소들간의 관계는 내재적으
로 바뀌었다. 따라서 그림은 기존의 존재,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생성, 구성하는 기능을 맡게 되었다. 또 이들 사이

의 관계를 본다는 행위 역시 존재론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22
그

림과 문장은 따라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구문론적 특성 뿐

아니라 구성요소들이 표현하려는 대상의 양상조차 다른 것이다.
23

기호와 세계의 이분법에서 그림이란 관습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호에 가까우나 구조적으로는 세계에 속한다. 따라서 그림의 구

조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세계의 존재구조에 다가갈 수도 있는

것이다.

3.4. 이제 우리는 “그림”이라는 기술적인 표현을 이용하여 배중

률의 적용이 문제시 된 예들을 조감할 수 있을 것이다. “파리의

미터원기의 길이는 1m이다”, “한 직선 밖의 점을 지나고 그 직선

에 평행 하는 직선은 하나이다”, 그리고 “자연수 전체의 집합” 등

과 같은 표현은 모두 일종의 그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미터

원기의 경우, ‘미터원기의 길이’와 ‘1m’라는 길이는 측정대상과 측

정수단의 일치 때문에 내재적 관계에 놓여 있다. 어떤 하나의 물

건에 우리는 그것에 일반적으로는 서로 독립되어야 하는, 즉 외재

적 관계에 놓여야 할 측정대상과 측정수단이라는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이 양자를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바꾸었다.

또 평행선 공리 전체를 하나의 명료한 그림으로 인정하고 그 안

22) 비트겐슈타인은 종종 이 양자의 구별을 위해 각각 “경험문장”과

“문법문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23) 이점은 지금까지 그림과 문장 간의 기호학적인 차이의 연구에서 매우

등한시 되어왔던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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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입된 개념들의 의미를 상호의존적으로 규정시킴으로써 우리

는 도저히 반대되는 경우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공

리는 우리의 보는 방식을 규정하기 때문이고 이 보는 방식이 비

유크리드 기하학에서처럼 급격히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기존의

보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무한집합의 경우에

도;

(4) ℕ={0, 1, 2, 3,··· 등등}

(4)에서 자연수 전체집합의 동일성은 원소를 확정함으로 결정된

다. 즉 우리는 구체화 대상으로서 “등등” 대신에 구체적인 원소를

나열하여야 하지만 이때 구체화 수단으로서 “등등”이라는 표현을

피할 수가 없다:

(···)필기 방식의 생략으로서의 “등등”은 그렇지 않은 “등등”과는 구

별되어야 한다. “등등 무한하게”는 필기 방식의 생략이 아니다. 우리

가 π의 모든 소수점 자리를 기입할 수 없다는 것은 수학자들이 때때

로 믿는 것과 같은 어떤 인간적 부족함이 아니다. 제시된 예들에 머물

러 있고자 하는 교육은 그 예들 “밖으로 나가라고 가리키는” 교육과

구별된다.
24

나는 수열 토막 속에서, 무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오직 “등등”만을

더 필요로 하는 어떤 하나의 표시, 어떤 하나의 특징을 아주 예민하게

지각한다고 믿는다.
25

실제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은 오로지 하나의 그림으로서만 주

어지며 무한집합의 개수(cardinality)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순환적

정의, 혹은 임의성을 피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무한”의 현대적

정의는 칸토르 이후 “자신의 진부분 집합과 1:1 대응하는 집합의

24) 비트겐슈타인,『철학적 탐구』, §209.

25) 上揭書,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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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라고 되어 있으나 이때 1:1 대응이란 특정한, 그러나 임의의

보는 방식과 결부되어 있을 뿐이다:

(5) 1, 2, 3, ... n, ... 등등

2, 4, 6, ...2n, ... 등등

(6) 1, 2, 3, 4, 5, 6, ... n, ... 등등

2, 4, 6, ... n, ... 등등

(7) 1, 2, 3, ... n, ... 등등

2, 4, 6, 8, 10, ... 2(2n-1), ... 등등

(8) 1, 2, 3, 4, 5, ... 등등

2, 4, 6, ... 등등

((5), (7)에서 n은 한 자연수, (6)에서 n은 한 짝수.)

바꿔 말해 자연수 집합과 그의 진부분집합인 짝수 집합간의 1:1

대응은 당위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고 앞에서 밝힌 데로 오로지

특정한 보는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비트

겐슈타인은 “내재적 관계는 보고 가리킬 수만 있다”고 한 것이다.

3.5. 따라서 공리, 수단과 대상의 일치, 무한, 관계사가 없는 문

장
26
등 지금까지 배중률의 의미 있는 적용을 막았던, 철학적 비유

로서 “그림”이라 불릴 수 있는 것들의 특징은 인식론적으로는 결

정수단의 결여, 존재론적으로는 독립된 동일성의 확보 불가능, 기

호학적으로는 상호의존적인 기호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26) 관계사가 들어 있는 정상적인 문장도 우리는 한 단어문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참조: 上揭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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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한 세 측면은 사실상 하나의 근본적인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것은 단일체인 전체의 분할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의 분할 시 분할된 부분과 이들간의 관계가 완전히

순환적이라는 점에서 실재론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불교의 연기설이란 바로 이 분할 불가능성, 즉 분

별지의 비실재론적 본질을 지적하고 있으며 따라서 世界란 一花이

며 또 一畵라는 것이다.

4. 개체의 존재구조와 동일성의 논리적 분석

4.1. 개체의 존재양상: 개체의 도입이전에 우리는 독일의 구성

주의자들이 제안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技術的 개념을 도입한다:

“대상틀(objectscheme/Gegenstandschema)”과 “현실화(actualization/ Aktuali

sierung)” 그리고 “중간틀(Zwischenschema)”.
27
대상틀은 종래의 용어

를 빌린다면 보편자(universal)에 해당된다. 즉 어떤 술어와 관련하

여 그 술어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들로부터 추상화를 통해 얻어

진 추상적 대상이다. 다른 한편 현실화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대상틀이 현실에 구체화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 때 주

의할 점은 현실화는 아직 개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인

간의 경우 ‘지금 여기에’ 있는 한 인간, ‘조금 전 저기에’ 있던 한

인간 모두 대상틀 ‘인간’의 현실화들이나 그렇다고 개체는 아직

아니다. 말하자면 시간상의 절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개체는 조

금전의 철수와 지금의 철수가 존재론적으로 동일한 존재의 단위(u

nit)에 속한다고 가정할 때,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동일한 대상”으

27) 참조: K. Lorenz 편집, Individual und Individuation I. 서문

Stuttgart-Bad Cannstatt:frommann holzboog,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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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인식이 가능할 때 도입될 수 있는 일종의 중간틀이라고 할

수 있다.
28
따라서 개체도 분명 일종의 추상화를 거친 추상적 존재

이지 결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우리의 감각영역에 직접 주어

진 구체적 존재가 아니다. 바꿔 말해 어떤 인간도 “시공 상에 연

장된” 개체를 직접 지각할 수는 없다. 우리가 개체를 지각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마치 시간의 밖에서 개체의 基底(Abstraktionsbasi

s)가 되는 모든 현실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다고 믿는 것과 흡사하

다. 우리가 실제 감각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존재양상은 인식자

역시 시간 속에 있음으로 항상 사물의 현실화일 뿐이다.

4.2. 동일성의 논리적 분석
29
: 모든 형식논리학은 술어논리의 경

우 양화사를 도입하기 이전에 그 양화사에 묶인 변항(bound variabl

e)이 취할 수 있는 존재영역을 전제하고 있다. 1계술어논리(the first

order predicate logic)의 경우 도입된 존재는 개체들이며, 우리는 존재

도입 이전에 개체들의 동일성기준(identity criterium)을 물어야한다.

“어떠한 경우에 두 개의 개체가 동일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형식

논리의 도입에 선행한다고 하겠다. 개체에 동일성은 우선 개체들

에 대해 행해질 수 있는 등가관계(equivalent relation) 중 가장 섬세

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또 우리는 동일성의 경우 등가관계를 의

미하는 부분적 동일성과 모든 점에서 등가인 절대적 동일성을 도

입할 수 있다. 부분적 동일성의 경우 우리는 등가관계를 통해 일

종의 추상적 대상을 얻는다.(예: 철수와 만수는 한국남자라는 점에서 동일

하다. 이 때 등가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철수와 만수의 한 측면인 한국남자가 바

로 추상적 대상으로 도입된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 동일성의 적용

대상으로 여겨졌던 존재도 그 존재의 기저를 더 세분화함으로써

상대적 동일성, 즉 일종의 추상적 존재로 바뀔 수 있다. 바로 개체

28) “중간틀”이란 용어는 대상틀과 현실화 사이에 개체가 도입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29) 上揭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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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기에 해당되며 개체를 시간 축에 따라 잘게 나누었을 때, 즉

현실화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추상적 대상이 됨은 앞에서 벌써

살펴보았다. 문제는 한 개체의 기저가 되는 현실화들에 있어서 어

떤 속성 혹은 어떤 부분이 개체의 동일성을 담보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30

5. ‘배중률’, ‘문장’, ‘개체’, ‘인과’, ‘시간’ 도입의 동시성

5.1. 존재의 영역에 개체는 “시공 상에 延長된 대상”으로서 사물

의 세계 뿐 아니라 인간의 세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

면 무엇보다도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외부의 세계로부터 독립된

개체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개체가 어떻게 존재의 영역에

도입되었는지는 명백하게 알려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

천년 동안 철학의 영역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몇몇 문

제들이 개체의 도입과 관련 지워져 있음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

다. 우선 그 첫째가 개체와 변화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9)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얼굴을 보고) 철수야 많이 늙었구나!

(10) 서울의 공기가 차량 증가로 많이 바뀌었다.

30) Lorenz는 오로지 이름만이 공통된 속성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上揭書 참조.) 이것은 불교에서 우리가 실재한다고 간주하는

사물은 실상 이름의 작용뿐이라는 언어비판과도 일치한다. 바꿔 말해

나(我)는 “나” 혹은 “나”를 대치할 수 있는 기호가 낚은 架空의 존재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고유명사(proper name)와 그 지시체(개체) 간의

관계는 불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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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 경우 변화의 주체인 철수라는 개체 없이 변화의 개념도

없음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변화란 시간상의 절편(time slice) I0이

시점 t0에 갖고 있던 속성과 관계가, 또 다른 시간상의 절편 I1이

다른 시점 t1에 갖고 있는 속성과 관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동시에 I0와 I1가 동일한 개체 I에 속하여야 한다.

(10)의 경우 우리는 t0의 서울의 공기가 t1의 서울의 공기가 동

일한 개체 서울의 공기에 속한다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10)의 경우 변화(change)의 개념은 실상은

교환(exchange)의 개념이며 그것은 자동차의 부속품을 교환하였을

경우와 흡사하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변화의

영역을 제한하는 고정점(fixpoint)으로서 서울을 개체로 생각한다면

공기의 교환을 우리는 서울이라는 개체의 속성의 바뀜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5.2. 개체 개념의 도입 없이 변화의 개념이 없다면, 개체 개념

없이 변화에 대한 해석의 하나로서 인과관계 역시 도입되지 못할

것이다. 보통 인과관계란 두 개의 사건 유형(event type)사이의 원인

과 결과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때 대개 사건이 일어나는 영역을

제한하는 고정점을 우리는 개체로 간주할 수 있다.

(11) 철수는 교통사고 인한 출혈과다로 사망하였다.

(12) 비가 오면 습도가 올라간다.

(11)에서는 철수에게 가해진 출혈과다가 철수의 신체적 속성을

변화시켰다. 즉 기능하는 신체에서 기능이 멎은 시체로. 사망이란

바로 이러한 속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표현임은 물론이다. 이때 원

인의 사건이 가해진 순간의 철수와 신체기능이 정지된 철수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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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개체에 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는 개념을 도

입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철수의 출혈과다

와 철수의 사망간에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그 두 사건이 동

일한 대상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만일 이 동일한 대상, 즉 개체

가 인과관계의 도입에 필요 없다면 우리는 철수의 출혈과 교통사

고 時 동승했던 만수가 며칠 후 의식을 회복한 사건과도 인과관계

로 맺을 수 있을 것이다.

(12)에서 우리는 두 개의 사건 유형간에 인과관계의 설정에 아

무런 개체도 필요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10)에서 변화가 공기

의 교환이 일어나는 영역, 즉 고정점 서울을 개체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12)에서 그 어딘가 특정한 장소를 개체로 상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의 강우현상이 북극의 습도가 상승한 사실의

원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즉 우리는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개체의 범위를 바로 인과관계가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적용되는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31

5.3. 다음에 우리가 개체의 도입과 함께 살펴볼 개념은 시간이

다. 개체는 그 정의에 있어서 시공상의 연장된 존재를 의미함으로

당연히 존재론적으로 시간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찍이

포앙카레(Poincaré)가 지적하였듯이 시간의 흐름은 주관적으로는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사건들의 선후 관계로, 객관적으로는 인과관

계에 의한 週期的 변화로 나타난다. 주기적 변화의 예들인 모래시

계의 모래알, 심장의 박동회수에 있어서 심장, 태양의 움직임에서

태양 모두 개체들이다. 즉 개체는 시공 상에 연장되었다는 점에서

존재론적으로 시간 개념을 전제하나, 시간은 인식론적으로 개체

31) 이러한 정의는 순환적일 수 있다: 인과관계는 존재론적으로 개체 개념의

도입을 전제하고 개체의 범위는 인식론적으로 효과적인 인과관계의

성립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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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32

5.4.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장의 개념과 개체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장이 “고유명사와 술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짐으로

써 우리는 “개체(object)”와 “속성(property)”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이때 개체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와 속성을 표현하는 술어는

그 의미가 서로간에 독립적으로 도입되어야만 한다. 즉 개체와 속

성간의 관계는 문장의 경우 외재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

에서 확인하였듯이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을 갖게 된다. 문장

의 구조를 통해서 한 개체는 자신이 갖고 있던 속성 중 하나를 잃

어버려도 그 존재가 무너지지 않게 된다. 이른바 우연적인(continge

nt) 속성이 그것이며 이러한 개체의 구조 하에서만 변화와 인과관

계가 가능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문장의 경우, 우

리는 개체와 속성이 서로간에 독립적, 즉 외재적 관계에 놓여 있

음으로 인해 원문장의 否定을 상상할 수 있다. 즉 문장이란 그림

과는 달리 부정이 가능하며, 그런 의미에서 배중률의 적용도 의미

있다고 하겠다. 개체, 변화, 인과관계, 시간 그리고 문장의 내부구

조는 존재론과 인식론이 동전의 양면임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동

시에 도입된 개념들인 것이다.

6. 중론 2장 觀去來品

이제 용수의 중론에서도 방법론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가장 핵심

32) 실제로 용수는 中論 19장에서 개체 없이는 시간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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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고 평가되는 제2장 觀去來品을 연기의 내재적 측면과 외재

적 측면간의 모순을 바탕으로 완전히 분석해봄으로써 개체와 변

화의 불가능성과 함께 앞에서 도입한 개체분석 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행위의 대상’으로서 가는 길, ‘행위’로서 감, ‘행위의 주체’로서

가는 자와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간의 경우처럼 내재적으로 파악

하거나 외재적으로 파악할 때 모두 불가능하다는 것이 2장의 주

된 내용이다. 또 운동이란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이동, 그리고 행

위주체로서 時空 上에 延長된 개체를 필요로 하며, 운동의 시작과

끝이라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時點이 요구되기도 한다. 운동

에 필요한 이 모든 요소들은 서로 重層的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점은 2장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간다는 행위와 관련하여 過去-現在-未來의 문제를 용수는 前生-現

世-來世에서 인간이 業을 짓고 살아간다는 說一切有部의 윤회관을

비판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 용수는 설일체유부의 이른바 “三世

兩重因果說”을 비판하기 위하여 중론 3장에서 21장까지 전생, 현

세, 미래와 관련하여 동일한 주제를 같은 배열순서로 3번 논파하

고 있고, 이것을 2장의 게송배열에서 미리 제시하고 있다.

2장의

게송배열
주제

前生과

現世
주제 來世 주제

2.1-2.6 가는 길
3-7장

(前生)
행위의 대상 14장

‘분할’과 ‘조합’이라는

행위의 대상

2.7-2.11 가는 자
8-10장

(現世)
행위의 주체(Atman) 15-18장 행위의 주체(Atman)

2.12-2.17
가는 행위의

시작과 끝

11장

( " )
시작과 끝 19장 時間

2.18-2.23
가는 자와

가는 행위의 관계

12장

( " )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의

관계
20장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

2.24-2.25
가는 자 없이

가는 행위도 없다.

13장

( " )

自性 없이는

變化도 없다.
21장

存在者 없이

生滅도 없다.

표1. 2장의 게송 배열과 중론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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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전생과 현세, 현세와 내세의 구별의 근거는 7장의 명

칭이 “saṁskṛta”이고 13장의 명칭은 “saṁskāra”로서 모두 12支緣

起의 第2支 行(saṁskāra)과 관련 지울 수 있고, 바로 설일체유부는

이 行을 인간이 다음 세상에 태어나 고통을 받게되는 원인으로서

前生의 業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7장의 명칭인 “saṁs

kṛta”에서 “kṛta”는 동사 “kṛ”의 현재완료형으로서 바로 전생에 행

하여진 業(karma)과 연관 지워 생각할 수 있다. 13장의 이름은 말

그대로 行으로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용

수는 12연기를 시간적, 직선적으로 해석한 설일체유부의 삼세양중

인과설을 내용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철저히 추적, 논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책의 한 章이 책 전체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형

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前無後無한 일이다. 용수가 이러한 독특

한 형식을 중론의 구조로 채택한 이유는 설일체유부의 삼세양중

인과설에 대한 논파 이외에도 세존께서 설하신 연기법에는 巨視次

元이건 微視次元이건 森羅萬象의 존재구조로서 어떤 예외도 없다

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추측된다. 즉 아침저녁에 걷다가 서는

극히 일상적인 행위와 인생의 大事라 할 수 있는 生死가 구조적으

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움직임을 주제로 한 2장은 잘 알려진 제논

의 역설과의 유사성 이외에도 내용적으로 현대물리학적인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우선 “가는 행위와 가는 길이 결코 독

립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결론은 서양에서는 갈리레이 이후

“상대성 원칙(the principle of relativity)”이라고 불리는 운동의 상대성

과 같다. 또한 상태변화(사건발생)의 시점이 절대시간의 흐름 속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상태변화(사건발생)의 고정가능성과 상대

적으로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the theory of relativity)”의 인식론적 근거였던 두 사건의 동시성이

빛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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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논쟁 대화주제
게송

번호
전략차원/대화차원/성찰)

행위대상과 행위 I

가는 대상에 가는 행위가 가

해질 수(존재할 수) 있는

가?

2.1 전략/기록

2.2 대화

2.3 대화

2.4 대화

2.5 대화

2.6 대화/배경지식확보

행위주체와 행위 II
가는 자가 가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2.7 대화/배경지식확보

2.8 전략/기록

2.9 대화

2.10 대화

2.11 대화

행위의 시작, 머무름,

행위의 끝

III 운동의 시작은 어디 있는가?

2.12 전략/기록

2.13 대화

2.14 전략/성찰

IV
가는(가지 않는) 자가 머무

를 수 있는가?

2.15 전략/기록

2.16 대화

V
가는 대상으로부터 가는 행위

가 끝날 수 있는가
2.17

전략/기록+생략된 대화(인

용)

행위주체와

행위(주어/술어)의

동일성 여부

VI/VII

가는 자와 가는 행위의 동일

성(VI)과 상이성(VII)

(행위:술어에 상응)

2.18 전략/기록

2.19 대화(VI)

2.20 대화(VII)

2.21 전략/기록+성찰

VIII 가는 자를 정의하는 감과 동

일한, 아니면 다른 감을 가는

가? (행위:주어에 상응)

2.22 대화(VIII)

IX 2.23 대화(IX)

행위주체, 행위,

행위대상의 불가능성

논쟁

종합

실재하던 안 하던 과거, 현재,

미래를 가는 자도 없고 가는

행위나 가야할 곳도 없다.

2.24 전략/기록

2.25 전략/기록+성찰

표2. 2장의 논쟁의 주제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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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2장은 총론적 성격을 띄고 있는 1장에서의 연과 결

과의 논파 방식을 더욱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쟁

기술적으로도 다른 모든 장의 원형으로 기능하고 있다.
33

2.1

gataṁ na gamyate tāvadagataṁ naiva gamyate/

gatāgatavinirmuktaṁ gamyamānaṁ na gamyate//

이미 가버린 것은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아직 가지 않은 것도 가지

지 않는다.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을 떠나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도 가지지 않는다.
34

1장의 첫 게송과 같이 게송 2.1은 운동은 과거에 지나온 길, 현

재 지나가고 있는 길, 미래에 지나갈 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전략차원에서 기록하고 있다. 물론 그 구체적 논쟁

전략은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운동과 관련된

33) 중론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하여는 중론의 게송들을 논쟁적 대화가

일어나는 대화차원과 논쟁 밖에서 대화의 결과를 기록하거나 대화에

대하여 성찰하는 전략차원으로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다. 용수가 자기

주장 없이 오로지 상대방의 주장을 귀류법을 통하여 논파하였다고 보는

견해와, 그래도 용수가 긍정적인 주장을 하였다는 견해간의 논쟁도

대부분 대화차원과 전략차원의 구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논쟁차원에서 용수는 한번도 자기주장을 한 적이 없으나 전략차원에서는

논쟁이 끝났음으로 당연히 여러 가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중론

게송해석에 필요한 “대화차원”과 “전략차원”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대화차원: 논쟁주제를 두고 다투는 진술들 및 한 논쟁의 결과

전략차원: 2개 이상의 논쟁(대화)의 결과를 기록하거나 전략차원의

기록에 대한 (함축적) 언급 혹은 성찰

34) 2장의 게송의 번역은 인도철학 전공학생들의 노력이 필요조건이었으며

게송 해석도 中論의 논리구조적 번역과 해석을 위해 모인 이들과의
토론의 산물이다. 몇몇만을 거명하면 유상호, 강종원, 박운진, 이기홍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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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구조를 감안할 때 용수가 운동에 동원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을 확인하고 이들이 근본적으로 분할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상대방은 그것들

을 각각 독립적인 존재로 분할한 후 결합하려고 할 것임을 간파

하여 이를 역이용하려는 전략을 수립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용수는 그렇게 하고 있다. 행위의 일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운동은 행위의 대상(object of action), 행위(action), 행

위의 주체(subject of action)로 나뉘어질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운동은 행위의 대상으로서 ‘空間의 延長’과 ‘時間의 持續’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운동이란 행위의 주체로서 ‘時空에 연장된 個

體’를 전제한다. 그리고 끝으로 움직임과 정지상태는 운동의 시작

과 끝이 가능해야만 한다. 그리고 행위의 대상과 주체를 연결하는

중심고리로서 추상적 존재(abstract entity/object scheme)인 행위 자체

가 있다. 이것들을 종합하면 운동이란 행위의 주체인 하나의 개체

가 어떤 특정한 時點에 감이라는 행위를 그 행위의 대상인 길에

가하면서 시작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개체의 공간적 이동이

요구된다. 바꿔 말해 물리적인 관점에서 한 순간의 운동이란 불가

능하며 앞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분할되지 않은 전체로서만 운

동은 주어진다.(이점은 제논(Zenon)의 “화살의 역설”이 잘 알려진 예

이다.) 그러나 현상적인 관점에서 시간의 切片 上에 매순간 움직

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용수의 상대방은 논리적으로 시간을

과거-현재-미래로 나눌 것이고 나아가 개체의 독립성을 주장한다

는 점에서 행위의 대상, 행위, 행위의 주체 등을 분할한 후 조합하

지 않을 수 없다. 즉 연기구조의 그물에 걸릴 것이고 이점을 용수

가 운동을 논파하는 실마리로 삼을 것임은 분명하다.

용수는 2.1에서 논쟁상대방이 운동이란 가는 자가 매순간마다 길에

가하는 행위로서 파악하리라는 점을 간파하여 가는 행위가 이미 끝난

지나온 길과 가는 행위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야될 길에는 움직임

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 결론은 아래 게송 2.2에서 상대방도 물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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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움직임이 있는 곳, 그 곳에 감이 있다. 또 움직임은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있지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에는 없다”.

그리고 지나온 길과 가야될 길을 떠나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길이란

時空上 延長이 없음으로 운동이 성립되지 못한다고 결론짓지만 용수는

상대방이 이 결론은 인정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35

2.2

ceṣṭā yatra gatistatra gamyamāne ca sā yataḥ/

na gate nāgate ceṣṭā gamyamāne gatistataḥ//

움직임이 있는 곳, 그 곳에 감이 있다. 또 움직임은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있지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에는 없기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감이 있다.

이제 용수의 상대방은 예상한 데로 용수가 벌려 놓은 논쟁전략

에 들어와 감이라는 행위를 현재라는 순간에 可視的으로 感知된다

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데로 운동은 행위의 주체와

행위, 그리고 행위의 대상이 어우러져 일어나는 총체적 현상이라

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물론 이 총체적 현상은 단순히 운동에

관련된 제반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 후 결합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또 승리전략이 있다는 주장도 아니다. 이들간의 관계

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전체를 분할할 때 비로소 생기는 상호의

존적인 관계이며 그것은 연기구조에 의해 논파될 수 있기 때문이

다.

35) 월칭이 게송 2.1의 3번째 “gamyate”를 “인식되다”라고 번역한 이유는

2장 전체를 볼 때 근거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2.1과 2.8, (2.12), 2.15,

(2.18), 2.24, 2.25는 모두 전략차원의 기술이고 이 중 몇몇은 2.1과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또 게송 2.4의 “gamyamānaṁ hi gamyate”는

2.1의 "gamyamānaṁ na gamyate"의 긍정문이나 역시 “gamyate”를

“인식되다”라고 번역할 이유가 없다. 어떤 근거에서 유독 게송2.1의

3번째 “gamyate”를 “인식되다”라고 번역해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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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gamyamānasya gamanaṁ kathaṁ nāmopapatsyate/

gamyamānaṁ hy agamanaṁ yadā naivopapadyate//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가는 행위가 정말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은 가는 행위가 없으면 결코 불가능한데.

2.1부터 2.6까지 용수는 가는 행위의 대상과 가는 행위와의 관

계가 연기론적 이중구조인 내재적 대 외재적 관계의 모순을 함축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게송의 첫 구절은 2.2에서 제시된 상대

방의 주장이 묵시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행위의 대상과 행위를 전

제하고 있고, 일단 이들이 서로 독립적(외재적)으로 도입되었음을

가정하고 있다. 즉 행위의 대상에 행위가 추가적으로 가해졌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음 게송들에서 용수는 바로 외

재적 필요조건이 성립 불가함을 지적하고 있다.

2.4

gamyamānasya gamanaṁ yasya tasya prasajyate/

ṛte gatergamyamānaṁ gamyamānaṁ hi gamyate//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가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다음

의 결론이 따른다: 감이 없이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 있다. [그렇

다면]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은 실로 가진다.

이 게송에서는 행위의 대상과 행위간의 관계를 독립적, 즉 외재

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지

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가는 행위가 있다”고 할 때 양자간의 독

립성을 전제하면, “감이 없이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 있다”

는 결론이 나온다. 이 결론은 다른 한편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

에 가는 행위가 있다”는 전제와 함께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가는 행위가 加해져야 한다, 즉 가진다”는 또 다른 결론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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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감이 없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 (추가적으로) 가져야

만, 그것에 가는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결

론은 모순에 빠진다. 왜냐하면 전자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가는 행위가 없다하고, 후자는 있다고 하니까.

다른 한편 게송 2.4를 아래와 같이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가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다음

의 오류가 따른다:

감이 없이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은 가지니까.

즉 “prasajyate”를 “오류에 귀착된다”로 해석하고, 둘째 구의 “h

i”를 “왜냐하면”으로 해석하여 “오류”의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이

다. 즉 “감이 없이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 있다”는 명제와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은 가진다”는 명제는 내용적으로 모순이

라는 것이고 後者를 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단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은 가진다(gamyamānaṁ hi

gamyate)”는 명제는 용수의 주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용수

가 자신의 주장을 대화차원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게송 2.

1에서 이를 전략차원에서 분명히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gamyam

ānaṁ na gamyate). 따라서 위의 해석은 “왜냐하면···”의 명제가 용수

의 논쟁 상대방이 배경지식으로, 혹은 주장으로 도입하였다는 전

제가 필요하다.

둘째로 살펴봐야 할 점은 “감이 없이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

이 있다”와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은 가진다”는 두 명제가 내용

적으로 모순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용수는 물

론 상대방에게 “이 두 명제가 내용적으로 모순이 아니냐?”라고 공

격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것을 꼭 인정하리라는 보

장은 없다. 前者와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명제는 “지금 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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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것은 가는 행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송 2.3의 배경지식

이다. 만일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가는 행위가 있다”는 상대

방의 주장을 게송 2.4에서 귀류법으로 부정하고자 했다면 용수는

게송 2.3을 인용하여 논쟁을 끝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용수는 그

런 식으로 논쟁을 진행시키지 않았다. 바꿔 말해 그는 상대방이

게송 2.4의 논쟁상황 하에서 앞의 두 명제가 서로 모순이라는 점

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또 게송 2.3의 배경지식

도 2.4의 중간결론과 모순되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용수는 그 배경지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상대방은 두 개의 가는 행위를 도입하리라는 것이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가는 행위가 있다”는 명제에서 “(술어부가 지칭하는)

가는 행위2가 없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 있다”는 결론은 나

오지만(외재적), “(주어를 정의하는) 가는 행위1 없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 있다(내재적)”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감이 없이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도 없다”는 명제에서의 감은

바로 가는 행위1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을 논쟁적 대화로 재구성

하면 다음과 같다:

(0) 상대방: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가는 행위가 있다.

(1) 용수: 행위의 대상과 행위가 서로 다르다면(독립적이라면)

그것으로부터 “감이 없이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너의 주장은 행위의 대상에 행위가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니까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은 실로 가진다”는 결론도 나온다.

이 두 결론들은 서로 모순이 아닌가? 왜냐하면 前者는 가는 행위가 없

다하고, 後者는 있다하니까.

(2) 상대방: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가는 행위가 있다”는 주

장으로부터 “감이 없이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 있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는 행위가 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가

고 있는 중인 것을 정립하는 (내재적) 가는 행위1와 다시 그것에 있는

(외재적) 가는 행위2이다. 즉 “가는 행위1가 없으면 지금 가고 있는 중

인 것도 없지만 가는 행위2가 없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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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수: 그렇다면 가는 행위가 둘이라는 결론에서 가는 자도

둘이라는 결론이 따른다. [왜냐하면] 가는 자를 떠나서는 실로 가는 행

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도 인정할 테니. 이런 오류를 낳는 너의 주

장을 계속 견지하겠는가?

(4) 상대방: 나의 주장을 철회한다.

위와 같은 해석은 게송 2.4와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게송 2.10에

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2.5

gamyamānasya gamane prasaktaṁ gamanadvayam/

yena tadgamyamānaṁ ca yaccātra gamanaṁ punaḥ//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가는 행위가 있다면 가는 행위가 둘이

된다는 결론이 따른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을 정립하는 가는 행위

와 다시 그것에 있는 가는 행위이다.

2.3에서 확인하였듯이 가는 행위 없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

은 없다. 따라서 도대체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 있다면 가는

행위1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2.4에서 보았듯이 “지금 가고 있

는 중인 것에 가는 행위가 있다”는 주장에서 존재론적, 논리적으

로 도출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은 실로(추가적으로) 가져야만

한다”는 명제로부터 그 추가적인 가는 행위2가 요구된다. 이것이

게송 2.5의 내용이다.

2.6

dvau gantārau prasajyete prasakte gamanadvaye/

gantāraṁ hi tiraskṛtya gamanaṁ nopapadyate//

가는 행위가 둘이라는 결론에서 가는 자도 둘이라는 결론이 따른

다.

[왜냐하면] 가는 자를 떠나서는 실로 가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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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가지 가는 행위를 상정함은 계속되는 오류를 수반한

다. 왜냐하면 가는 행위는 가는 자를 (양자간의 내재적 관계로 인해) 불

러들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두 명의 가는 자는 두 곳의 길을 갈

것이고 이것은 각각 두 가지 가는 행위를 요구하면 총 4가지 가는

행위에 4명의 가는 자··· 등등 기하 급수적으로 존재도입이 요구되

며 이는 물론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게송 2.6에서야 비로소

“지금 가고 있는 것에 가는 행위가 있다”는 주장이 상대방도 도저

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을 불러일으킴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2

에서 시작된 구체적인 논쟁은 2.6에서야 비로서 끝나지 게송 2.4

에서 그 오류성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사

실상 브래들리 소급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며, 그 원인은 그림과 문

장간의 구문론적 차이에 기인한다. ‘길을 가는 사람’을 그린 그림

에는 두 개의 존재가 그 어떤 관계에 놓여 있지만 이 사실을 기술

한 문장에는 “길”, “간다”, “사람”이라는 세가지 존재가 그 어떤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용수는 바로 문장구조가 현실에 그대

로 대응한다는 실재론을 논파하고 있는 셈이다. 즉 분명 눈앞에

보이는 한 명의 가는 자를 놓고 둘이라고 볼 수 없다면 후건부정

에 의해 가는 행위가 둘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게송 2.6의

결론이다. 그리고 이 결론을 가능케 하는 배경지식에 속하는 전제

로서 “가는 자 없이는 가능행위도 없다”는 행위주체와 행위와의

내재적 관계를 들고 있다.

2.7

gantāraṁ cettiraskṛtya gamanaṁ nopapadyate/

gamane ’sati gantātha kuta eva bhaviṣyati//

만일 가는 자를 떠나서 가는 행위가 불가능하다면,

가는 행위가 없는 데 도대체 어디에 가는 자가 있겠는가?

간다는 행위의 대상과 행위 자체와의 관계를 다룬 앞의 6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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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의 마지막 게송 2.6은 행위의 주체와 행위와의 관계를 다루

는 4게송 2.7-2.11과의 연결고리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즉 행위 주

체와 행위와의 내재적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 한 행위의 대상과

행위와의 관계를 외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귀류법

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연기관계를 외재적으로 파악하려 하면

상대방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내재적 측면을 내세워 논파하는

방식이다. 2.7이하 5게송에서도 용수의 논파전략은 大同小異하다.

즉 앞의 6게송에서 논파대상이 되었던 명제인 “지금 가고 있는 중

인 것에 가는 행위가 있다(2.3)”는 것에 대응하여 이번에는 “가는

자가 간다”는 명제가 논파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용수는

이 두 명제에서 문법적 구조가 요구하는 대상들간의 관계가 외재

적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다. 이때 외재적이라 함은 전자의 경우

행위의 대상에 추가적으로 행위가 가해진다는 점을 의미하고, 후

자의 경우 행위의 주체가 행위를 취한다는 것이다. 게송 2.7의 두

번째 구에서 용수는 가는 자와 가는 행위가 내재적이라는 점은

곧바로 그 역관계도 그렇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재적

이란 본질적으로 전체의 분할에서 그 분할된 대상들과 동시에 생

긴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인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따라서

2.7에서 ‘후건긍정의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가는 행위 없이 가는 자도

있을 수 없다는 전제로부터 “가는 자가 간다”는 문장을 논파하는

데에는 이제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2.8

gantā na gacchati tāvadagantā naiva gacchati/

anyo ganturagantuśca kastṛtīyo hi gacchati//

가는 자는 가지 않는다. 그리고 가지 않는 자도 결코 가지 않는다.

가는 자도 가지 않는 자도 아닌 그 어떤 제3의 자가 가겠는가?

게송 2.8은 문장형식상 게송 2.1과 동일하며 역시 전략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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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주장을 논파할 수 있는 용수는

논쟁결과를 미리 제시하고 이후에 예상가능한 상대방의 반론을

공격하는 방식을 즐기고 있다. 게송 2.7은 논쟁에 필요한 배경지

식을 확보하기 위한 게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략차원의 게송

은 대부분 새로운 논쟁주제를 도입하는 冒頭에 놓여있다.(표 참조)

2.9

gantā tāvadgacchatīti kathamevopapatsyate/

gamanena vinā gantā yadā naivopapadyate//

“가는 자가 간다”는 것이 어찌 성립하겠는가?

가는 행위 없이 가는 자는 정말로 있을 수 없을 진 데.

게송 2.3과 내용적으로 대비되는 이 게송에서는 2.8에서 조건부

로 내린 결론의 그 조건을 밝히고 있으며 그것이 2.7에서 미리 준

비해 놓은 “가는 행위 없이 가는 자 없다”라는, 양자간의 내재적

관계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물론 “가는 자가 간다”는 문장을

실재론자, 혹은 단어중심의 의미론자들이 생각하듯이 서로 독립적

으로 도입된 ‘가는 자’와 ‘가는 행위’를 전제하고 전자가 후자를 行

한다는 것으로, 즉 외재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배경지식으로 전

제하고 있다.
36
둘째 구에서 용수는 논쟁 상대방이 “가는 행위”와

“가는 자”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는 한 양자간의 내재적 관계를 부

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못박고 있다.

2.10

pakṣo gantā gacchatīti yasya tasya prasajyate/

gamanena vinā gantā ganturgamanamicchataḥ//

36) 그렇다고 해서 이 양자간의 관계를 내재적으로 해석하여 논쟁적

대화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송 2.18-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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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자가 간다”고 주장하는 자,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따

른다:

가는 행위 없이도 가는 자가 있다. [이 두 주장은] 가는 자에게서 가

는 행위를 찾는다.

일치되는 해석이나 번역을 찾기 어려운 게송 2.10은 전·후게송

의 문맥과 논리적 구조를 살펴볼 때 내용적으로 다음과 같이 풀

어볼 수 있을 것 같다:우선 “가는 자가 간다”는 주장에서 문장상

의 두 요소인 “가는 자”와 “간다”에 상응하는 행위주체와 행위를

전제하나 이들간의 관계는 2.9에서 확인하였듯이 외재적, 즉 독립

적 관계이다. 여기서 행위주체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는 행위 없

이도 가는 자가 있다”는 존재론적 전제를 도출할 수 있다. 이것이

둘째 구의 첫 문장이다. 이제 “가는 자가 간다”는 문장은 언어상

으로는 주어와 술어의 결합, 현실에 있어서는 한 행위주체가 특정

한 행위를 取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음으로는 이 ‘取한다’는 것

이 가는 행위 없이 도입된 가는 자의 것임으로 “찾는다”는 것이

다. 왜냐하면 “찾는다”는 것은 찾는 주체가 찾는 대상을 갖고 있

지 않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용수는 둘째 구

의 두 번째 결론을 앞의 두 문장에서 나온 것으로(문법적으로는 兩數

의 형태로) 기술하고 있다. 반면에 게송 2.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것과 짝을 지어 2.10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가 있

다:

“가는 자가 간다”고 주장하는 자,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따

른다:

가는 행위 없이도 가는 자가 있다. [왜냐하면] 가는 자에게서는 가는

행위를 찾기 때문이다.

게송 2.4의 경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여기서는 “가는 행위 없이도 가는 자가 있다”는 문장이

오류인 이유는 “가는 자에게서는 가는 행위를 찾기 때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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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때 물론 용수가 아니라 상대방이 후자를 참으로 인정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위 게송의 문법구조는 결코 이러

한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가는 자에게서는 가는 행위를 찾기

때문이다(ganturgamanamicchataḥ)”의 주어는 “가는 자가 간다”와 “가

는 행위 없이도 가는 자가 있다”는 두 문장 아니면 그 중 전자일

수밖에 없다. 이제 p는 q와 r을 함축하나 q와 r이 내용적으로 모

순이라고 치자. 그러면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p이지 q나 r에

대해서는 일단 그 중 어떤 것이 오류하고 확정할 수 없다. 또 p는

q를 함축하고, p와 q는 r을 함축하는 경우에도 오류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p 뿐이다. 또 게송 2.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용수의

상대방은 “가는 행위 없이도 가는 자가 있다”와 모순인 문장은

“가는 자에게서는 가는 행위를 찾기 때문이다”가 아니라고 주장

하면서 두 개의 가는 행위를 주장하고 나설 수도 있다. 바로 다음

게송 2.11에서 용수가 상대방의 이런 탈출구를 미리 상정하고 막

아버리는 전략을 취한 것은 논쟁기술상 필연적이다. 다른 한편 게

송 2.4와 2.10은 논쟁의 맥락에서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면서

내부구조가 묘한 도치관계를 보이고 있다:

게송 2.4

(1)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가는 행위가 있다.

(2) 감이 없이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 있다. (1과 문장내

요소의 외재적 관계에 의해서)

(3)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은 가진다(gamyamānaṁ gamyate).

(1, 2)

게송 2.10

(1') 가는 자가 간다(gantā gacchatīti).

(2') 가는 행위 없이도 가는 자가 있다. (1과 문장내 요소의 외재

적 관계에 의해서)

(3') 가는 자에게서 가는 행위를 찾는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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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 (1')은 전통적인 용어로 분석명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어

반복이다. 따라서 게송 2.4의 논증순서는 (1)과 (3)이 (게송 2.10에서

는) (1')과 (3')이 바뀌어도 가능하다. 그 말은 (3)과 (3')을 각각 외재

적 관계로 해석 가능함을 의미하며 곧바로 (2)와 (2')에 모순명제로

기능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

2.11

gamane dve prasajyete gantā yadyuta gacchati/

ganteti cocyate yena gantā sanyacca gacchati//

만일 또 가는 자가 간다고 하면 가는 행위가 둘이 된다:

가는 자라고 부르게 만드는 것과 또 실재의 가는 자가 가는 것이다.

그러나 “가는 행위 없이 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은 게송 2.7의

“가는 행위 없이는 가는 자도 없다”는 전제가 있음으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는 자를 도입할 때 (주어에 관계하는) 가는 행위1

역시 도입되어야 한다. 즉 행위주체와 행위와의 내재적 관계를 용

수는 지적하고 있다. 다른 한편 2.9에서 “가는 자가 간다”는 문장

의 해석에서 주어와 술어, 행위주체와 행위와의 관계를 외재적으

로 해석하였음으로 (술어에 관계하는) 행위로서 가는 행위2가 도입되

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분명 가시적으로 움직임이 존재

한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으로

“가는 자가 간다”는 주장은 귀류법적으로 부정될 수밖에 없다. 가

는 자가 논쟁의 중심에 서있는 전략차원의 기록 2.8을 제외한 2.7

-2.11까지의 대화는 게송 2.11에 이르러야 결판이 난다고 할 수

있지 2.10에서 끝났다고 볼 수 없다.

2.12

gate nārabhyate gantuṁ gantuṁ nārabhyate ’gate/

nārabhyate gamyamāne gantumārabhyate ku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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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는 것은 이미 가버린 것에서나 아직 가지 않은 것에서 시작되

지 않는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서도 시작되지 않는다면 간다는 것은 어

디에서 시작되는가?

이 게송은 2.1, 2.8, 2.15, 2.18과 마찬가지로 전략차원의 기록이

라고 할 수 있으며 2.17까지 행위의 시작, 머무름, 끝을 다루는 게

송들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다. 용수는 행위의 시작이 없다면 행

위가 끝날 수도 없고, 행위 중인 것도 없으며, 앞으로 행위가 일어

날 것도 없으며 따라서 서로간에 구별도 될 수 없다는 점을 염두

에 두고 있다. 여기서도 우리는 2장의 주제가 물리적 운동 뿐 아

니라 生·住·滅로 요약될 수 있는 인간의 살아감, 그리고 나아가 윤

회설의 논리적 근거를 논파하는 데도 구조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략차원의 기술이라는 점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게송 2.1, 2.8과의 유사성이 금방 눈에 들어온다.

2.13

na pūrvaṁ gamanārambhādgamyamānaṁ na vā gatam/

yatrārabhyeta gamanamagate gamanaṁ kutaḥ//

가는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도 이미 가버

린 것도 있지 않다. 가는 행위가 시작되는 곳은 아직 가지 않은 것일

진 데 가는 행위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과 이미 가버린 것은 행위의 시작을 전

제로, 바꿔 말해 그 後에나 가능하다. 여기서 용수는 운동에 대하

여 날카로운 이분법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물체는 운동중이거나

아니면 정지중이다. 그러나 운동의 시작이란 바로 정지상태에서

운동상태로 넘어가는 상태의 변화라는 점에서(마치 ‘無限小가 크기는

없으나 零은 아니다’라고 규정되듯) 이미 이율배반적인 요소를 안고 있

는 것이다. 즉 운동 중에 운동의 시작이 있다면 시작이 두 번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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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꼴이 되고(운동의 시작이 의미 없다!), 정지 중에는 물체가 움직이

지 않음으로 운동의 시작이 있을 수도 없다. 따라서 운동의 시작

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아직 가지 않은 것이다. 이때 아직

가지 않은 것은 운동상태에서 바라볼 때와 정지상태에서 바라볼

때 두 경우가 있는 데, 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움직이고 있음으로

시작은 불필요하다. 후자의 경우에는 계속 정지상태에 있을 경우

어차피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운동의 시작은 없다. 그리고 정지상

태에 있다가 “아직 가지 않은 것에서 운동이 막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원래의 주장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바꿔 말해 모

든 상태의 변화란 결코 그 자체로 고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상태의 변화에 의존하여 고정된다.

2.14

gataṁ kiṁ gamyamānaṁ kimagataṁ kiṁ vikalpyate/

adṛśyamāna ārambhe gamanasyaiva sarvathā//

이미 가버린 것, 지금 가고 있는 것, 아직 가지 않은 것이 구별된다

는 것은 무엇인가? 가는 행위의 시작을 결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진 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가는 행위의 시작이 없다면 이미 가버린

것, 지금 가고 있는 것, 아직 가지 않은 것이란 그 개념규정이 불

가능하며 존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3자간의 구별도 무의미하

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2.12의 가는 행위의 시작이 三時 어는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전략차원의 기록에 대한 성찰이고

또 전생, 현세, 내생의 구별이 되는 삶과 죽음, 즉 상태의 변화시

점이 고정 안 된다는 점에서 윤회설에 대한 논리적인 부정이기도

하다.

2.15

gantā na tiṣṭhati tāvadagantā naiva tiṣṭh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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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o ganturagantuśca kastṛtīyo ’tha tiṣṭhati//

가는 자는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가지 않는 자 역시 결코 머무르

지 않는다.

가는 자도 가지 않는 자도 아닌 어떤 제3의 자가 머무르겠는가?

게송 2.1, 특히 2.8과 형식적으로 동일한 게송 2.15는 역시 전략

차원의 기록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용수는 모든 존재의 상태

를 움직임과 정지상태로 날카롭게 양분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으며 2.15-2.16까지 머무름의 문제를 감의 문제와 같은 방식으

로 논파하고 있다. 따라서 대화차원의 논쟁도 대부분이 생략되고

짧게 제시되고 있다.

2.16

gantā tāvattiṣṭatīti kathamevopapatsyate/

gamanena vinā gantā yadā naivopapadyate//

“가는 자가 머무른다”라는 말이 실로 어떻게 가능한가?

가는 행위 없이 가는 자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데.

이 게송은 2.15에서 던져진 논쟁결과에 대한 대화차원의 근거제

시다. 가는 자가 머무른다면 가는 자는 가는 행위 없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이미 게송 2.7에서 배경

지식으로 확보되어 있다. 또 “가지 않는 자가 머무른다”라는 주장

에 대한 논파는 2.9-2.11에 유추하면 된다.

2.17

na tiṣṭhati gamyamānānna gatānnāgatādapi/

gamanaṁ saṁpravṛttiśca nivṛttiśca gateḥ samā//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부터도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

은 것으로부터도 가는 행위는 머무르지 않는다. 생성과 소멸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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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다.

일단 형식적으로 이 게송의 전반부는 전략차원의 기록이다. 그

러나 그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우선

“머무르지 않다(na tiṣṭhati)”의 주어로 “가는 자”가 생략되었다고 보

는 경우인 데, 이때는 행위대상, 행위주체, 행위간의 관계가 모두

합쳐져서 등장하게 되나 2장의 논쟁주제의 배열을 참조할 때 타

당성이 없어 보인다(위의 표 참조). 행위에 관련된 3요소가 종합적으

로 모두 등장하는 경우는 2장의 마지막 게송 2.24-2.25의 경우에

서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해석할 경우 위 게송의 둘째 구를

“가는 행위, 생성과 소멸은 모두 감과 같다”고 번역하는 것이나

“가는 행위, 감의 시작과 끝은 모두 같다”고 번역하는 것은 설득

력이 희박하다. 우선 첫 번째 번역의 경우는 “가는 행위가 감과

같다”라는 말은 용수가 두 표현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는 점에서 전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번역의 경우 그런

주장을 용수의 상대방은 할 리 없다. 왜냐하면 그는 가는 행위, 감

의 시작과 끝을 구분하여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에 용수도 대화차원에서는 이런 주장을 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

전혀 승리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또 전략차원의 기록이라는 관점

에서도 용수는 이런 기술을 할 수가 없다. 용수는 상대방의 주장

을 논파하여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략차원의 기록은 모두 부

정문의 연언형식(conjunction)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략차원의

기록이라면 게송 2.14에서처럼 “가는 행위, 감의 시작과 끝은 서

로 구별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용수는 동시에 “가

는 행위, 감의 시작과 끝은 모두 같지 않다”라는 전략차원의 기록

도 할 수 있다. 이것은 행위와 행위주체간의 동일성과 상이성을

모두 부정하는 2.18-2.23까지의 게송들을 살펴보면 곧 이해가 될

수 있다. 즉 용수의 논쟁목적은 분별대상이 서로 같고 다름을 모

두 막는, 이른바 雙遮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의외의 맥락에서

“가는 행위, 감의 시작과 끝은 모두 같다”는 일종의 성찰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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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다른 한편 위의 번역처럼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부터

가는 행위가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게송 2.3 이하에 “지금 가

고 있는 중인 것에 가는 행위가 있지 않다”것과 주제 상 대구를

이룬다고도 볼 수 있다. 그것은 게송 2.17의 경우는 奪格을, 2.3이

하의 경우에는 주로 所有格을사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추측된다. 이

경우 2.1에서 2.17까지는 움직임과 머무름에 대한 논쟁의 주제가

마치 거울처럼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운동

의 시작과 관련하여 가는 행위가 주어인 2.13에서는 處格을 사용하고 있다.) 즉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부터 가는 행위가 머무르지 않는다”

는 문장은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부터 가는 행위가 나와 종

결되지 않는다”라고 意譯할 수 있다. 이것은 운동의 시작과 함께

운동의 끝이라는 상태변화가 일어나는 時點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둘째 구 “생성과 소멸은 모두 마찬가지다.”에서 용수는

일반적으로 ‘생성’과 ‘소멸’이라는 현상에 대한 논쟁을 동일한 방

식으로 논파하라는 메타전략차원의 성찰로서 일종의 귀띰(tip)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한편 위 게송 첫째 구 “tiṣṭhati”의 주어를 가는 자로 설정하고

그 뜻은 “멈추다”로 보는 방법은 앞에서 말한 문제점과 함께 중론

전체를 걸쳐 “tiṣṭhati”가 한 번도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일관

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2.18

yadeva gamanaṁ gantā sa eveti na yujyate/

anya eva punargantā gateriti na yujyate//

“가는 행위가 바로 가는 자와 같다”라는 주장은 결코 성립하지 않

는다.

“가는 자가 감과 다르다”는 주장 역시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2장의 후반부는 가는 자와 가는 행위간의 동일성과 상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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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의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얼핏보아 2.7-2.11까지의 주제와

중복되는 듯이 보이나 그곳에서 용수는 논쟁 상대방이 일단 가는

자와 가는 행위간에 독립성, 즉 외재적 관계를 상정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세상을 독립적인 존재들의 모임으

로 보는 경우 궁극적으로 한 전체를 분할할 때 동시에 생기는 내

재적 관계로 인하여 모순에 빠진다는 것이 용수의 破邪戰略이다.

이처럼 전체의 분할과 부분의 조합이 보편적으로 갖는 모순이 바

로 緣起구조라는 것은 이제 더 부연설명할 필요도 없다. 게송 2.18

에서는 가는 자와 (술어와 연관된) 가는 행위가 서로 동일하다는, 즉

일종의 내재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나(내용적으로 용수의 중론

에서 동일성 명제는 이들이 내재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명제와 等價라고 보면된

다.) 다르다는, 즉 외재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명제 모두가 근거

지울 수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雙遮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게송 2.18

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전략차원의 기록이다.

2.19

yadeva gamanaṁ gantā sa eva hi bhavedyadi/

ekībhāvaḥ prasajyeta kartuḥ karmaṇa eva ca//

만일 바로 가는 행위이면서 또 가는 자인 것이 정말로 있어야 한다

면,

행위자와 행위가 실로 동일하다는 결론이 따른다.

2.18에서 가는 자와 가는 행위간의 동일성이 불가능함에 대한

근거를 대화차원에서 제시하는 논쟁이 게송 2.19이다. 그 이유는

행위자와 행위간의 상이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특정 행위자와 특

정행위간의 구별은 일반적으로 행위자와 행위간의 구별에 비추어

볼 때 오류라는 것이다. 여기서 용수는 행위자와 행위간의 구별

은, ‘대상(object)’과 ‘속성(property)’간의 분할이나 ‘원인’과 ‘결과’간의

분할처럼 인간이 세계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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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특정한 분할방식으로 세계를 나누면서, 이 나뉘어진 부분

들이 서로 간에 구별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림의 부정불

가능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2.20

anya eva punargantā gateryadi vikalpyate/

gamanaṁ syādṛte ganturgantā syādgamanādṛte//

또한 만일 감과는 다른 가는 자가 실로 상상될 수 있다면,

가는 자 없이 가는 행위가 있고 가는 행위 없이 가는 자가 있게 되

리라.

2.18의 두 번째 논쟁주제인 가는 자와 (술어와 연관된) 가는 행위

가 상이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이때 상이하다는 것은 독립

적이란 것을 의미하나, 앞에서 보았듯이 행위자와 행위간의 구별

은 한 전체를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분할할 때 생기는 것으로서

서로 상호의존성을 떠날 수 없다. 위의 두 게송은 매우 간단한 논

쟁이지만 연기구조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연

기를 인과관계를 포함한 존재의 일반적 구조로 보아야하고 또 볼

수 있음을 2.18-2.21의 게송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21

ekībhāvena vā siddhirnānābhāvena vā yayoḥ/

na vidyate tayoḥ siddhiḥ kathaṁ nu khalu vidyate//

같다고 하건 혹은 서로 다르다고 하건 성립되지 않는 두 경우,

이제 이로부터 [양자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성립되겠는가?

2.18-2.20의 논쟁결과들을, 즉 전략차원의 기록들을 성찰해 볼

때 용수의 논쟁상대방은 이제 이 양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미국의 철학자 Quine의 유명한 언명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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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는 존재도 없다(no entity without identity)"와 완전히 같은 맥락이

다. 즉 어느 두 개의 존재후보가 동일하다고도, 또 다르다고도 분

명히 말할 수 없을 때 그처럼 불분명한 것은 존재영역에 도입되

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Quine은 ‘속성(property)’은 이

러한 동일성기준(identity-criterium)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존

재영역에 도입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불교에서

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존재의 동일성 기준이 (순환적 정의나 무

한수렴을 제외하고는) 확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 용수의 논쟁

상대방은 “가는 자와 가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언급

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제기할 것이고 아무리 헤아

려도 벗어날 수 없는 미궁에 빠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용수가 의

도하는 雙遮의 직접적인 효과다. 즉 知解로만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른바 無門상태로 몰고 가는 것이다. 즉 破邪顯正은 1개

의 행위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용수가 상대방의 주장을 논

파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그의 부정적

인 철학에 회의를 표한다. 그러나 용수가 논파한 것은 상대방의

삿되고 불필요한 견해, 더 정확히는 오해된 언어를 통한 망상이지

언어행위 자체를 부정한 적은 결코 없다.

2.22

gatyā yayocyate gantā gatiṁ tāṁ sa na gacchati/

yasmānna gatipūrvo ’sti kaścit kiṁ ciddhi gacchati//

감에 의해 가는 자라고 [그렇게] 불리지만 그는 그러한 감을 가지 않

는다.

[왜냐하면] 그는 감 이전에 있지 않음으로. 어느 누구인들 그 무엇을

실로 가겠는가?

2.18-2.21이 술어와 관련된 가는 행위2와 가는 자와의 관계를

다루었다면, 2.22-2.23은 주어와 관련된 가는 행위1와 가는 자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번에는 전략차원의 기록은 생략되고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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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자의 동일성과 상이성에 대한 두 개의 논쟁대화로 대신하고

있다. 이번에도 용수의 기본전략은 내재적 관계로 볼 경우에는 외

재적 측면을 내세워, 외재적 관계를 주장할 경우에는 내재적 측면

과의 충돌로서 처리하고 있다. 즉 위 게송에서 가는 자를 정의하

는 감을 바로 그가 갈 경우, “가다”는 행위를 외재적 관계로 해석

하여 논파하고 있다. 그것이 게송 2.22의 둘째 구이다. 바꿔 말해

“x가 y를 가다”는 문장에서 y는 x의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2.23

gatyā yayocyate gantā tato ’nyāṁ sa na gacchati/

gatī dve nopapadyete yasmādeke pragacchati//

감에 의해 가는 자라고 [그렇게] 불리지만 그는 그것과 다른 감을 가

지 않는다. 나아가는 자가 하나일 때 두 개의 감은 불가능함으로.

반면에 가는 자를 정의하는 감과 다른 감을 갈 수도 없다. 왜냐

하면 가는 자와 가는 행위간의 내재적 관계 때문이다. 양자의 내

재적 관계에 의하면 가는 행위만큼 가는 자가 있게 되지만 상대

방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의 가는 자에 두 개의 가는 행위가 있어

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게송을 끝으로 2장의 실질적인 논쟁은 끝을

맽는다.

2.24

sadbhūto gamanaṁ gantā triprakāraṁ na gacchati/

nāsadbhūto ’pi gamanaṁ triprakāraṁ gacchati//

실재하는 가는 자가 세가지 가는 행위를 가지 않는다.

실재하지 않는 가는 자 역시 세가지 가는 행위를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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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송 2.24와 2.25는 형식상으로는 별개의 게송이지만 사실상 하

나로 볼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논쟁전부를 종합한 결론을 기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는 자, 가는 대상, 가는 행위가 모두 개입되

고 있다. 즉 위 게송에서 “세가지”는 바로 “이미 가버린 것,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 아직 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실재

하는”, 혹은 “실재하지 않는”이란 표현은 가는 자가 가는 대상이

나 가는 행위와의 관계에서 각각 내재적, 혹은 외재적 관계에 놓

임을 의미한다.

2.25

gamanaṁ sadasadbhūtaḥ triprakāraṁ na gacchati/

tasmādgatiśca gantā ca gantavyaṁ ca na vidyate//

실재함과 동시에 실재하지 않는 가는 자가 세가지 가는 행위를 가

지 않는다.

그러므로 감과 가는 자 그리고 가야 할 곳은 있지 않다.

위 게송의 첫째 구는 게송 2.24에 이어 전략차원의 기록을 의미

한다. 이 때 “실재함과 동시에 실재하지 않는”이란 모순된 표현은

내재적 관계는 실재하는 가는 자를, 외재적 관계는 실재하지 않는

가는 자를 요구하고 인간이 세계를 분별, 분할할 때 필연적으로

개입되는 연기구조가 바로 이러한 내재적, 외재적인 두 측면을 갖

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물론 그러한 존재는 있을 수 없다. 2

장의 마지막 게송의 마지막 구절은 행위, 행위자, 행위대상 모두

가 논리적으로 근거 지울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전략차

원의 성찰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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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용수의 중론에서의 배중률 붕괴의 의미

7.1. 우리는 앞에서 배중률의 성립과 단칭명사와 술어, 즉 대상-

속성 분할이 이미 이루어진 문장, 時空에 연장되어 서로 독립적으

로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개체, 변화, 시간 등 지금까지 서로 무관

하다고 보였던 개념들이 실은 不可分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배중률이 무너지는 곳은 바로 존재의 생성이 시작

되는 곳, 즉 전체의 분할이라는 그림의 세계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란 인간이 전체를 분할하고 또 이미

도입된 부분들을 조합하는 행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전

자는 존재들간의 내재적 관계를, 후자는 외재적 관계를 형성한다.

다른 한편 우리는 용수의 중론 제2장의 분석과정에서 바로 내재

적 관계와 외재적 관계, 전통적으로 “一”과 “異”라고 표현되는 연

기의 두 측면이 갖는 모순성이 그의 논파전략 “不一不異”의 핵심

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不一不異”란 존재의 도입과정에서

동일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하고 그 자체가 바로 배중

률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점은 결코 불교내적으로만 의미

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비트겐슈타인의 몇몇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철학일반에 심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다. 또 역으로 중론의 해석은 결코 존재하지도 않는 불교적 변증

법이나 명료하지 않은 직관적 해석에 의존할 필요도, 또 의존해서

는 안 된다는, 차라리 보편적, 구조적, 논리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다면 용수의 中觀哲學을 불교 내에, 박물

관의 유리상자 안에 가두어 놓는 격이 될 것이다. 용수의 사상은

그 어떤 구조적 해석도 버틸 수 있을 만큼 견고한 구조를 갖고 있

으며 또 그가 세존의 연기설의 해석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통해 불교의 체계적 견고성 역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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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와 대해서 동양사상의 탈이분법적 사

고는 항상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다. 긍정

적이란 함은 우리가 철학적 성찰 이전에 생래적으로 느끼는 이분

법적 사고의 경직성에 대한 염증에서, 부정적이란 함은 탈이분법

적 사고의 비논리성이 문제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탈이분법적

사고를 긍정적으로 보는 성찰에 동원된 언어, 즉 일종의 메타언어

에 있어서 그 논리체계는 본질적으로 이분법이 되지 않을 수 없

다는 점이 항상 일종의 자기모순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점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정당한 지적인 것이다. 이것은 선험적 진리를 주

장하는 사람들이 회의적 철학에 가하는 비판과도 흡사하다.
37
불교

적인 관점에서, 특히 용수의 사상에서 볼 수 있는 배중률의 붕괴

는 그러나 이분법적 사고의 비판이 갖는 논리적 어려움을 극복하

기 위하여 배중률이 부정된 문장을 용수 스스로의 주장이 아니라

오로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부정으로만 제시하는 귀류법적 논

증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배중률과

그림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모든 존재가 하나의 세계를 분할하면

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배중률의 파괴는 논리적으로

전적으로 필연적이다. 20세기에 들어와 직관주의자들이 무한의 대

상영역이 관계된 경우 배중률의 무제한적인 적용을 비판한 것과

용수의 입장은 실제로 동일한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단지 용수가

이들 직관주의 논리학자보다 훨씬 더 전면적인 비판을 가해 일반

인의 상식의 세계를 넘어섰을 뿐이다.

7.3. 그러나 바로 이 상식의 세계, 즉 일상적인 언어의 세계가

그 실용적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것을 불교는 결코 부정하지 않

는다. 용수의 경우 대화차원 이외의 게송에서 그는 매우 상식적인

언어로, 상식적인 행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세계의 분할이

37) 회의 자체는 더 회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회의주의의 약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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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된 상태에만 머무려는 것을 흔히 斷滅空, 乾空이라 하여 “根本

無明”, “微細無明”, 혹은 “無記”라는 표현으로 배척하고 있음은 주

지의 사실이다. 즉 언어의 본래 기능인 실용적 사용이 배제된 전

도된 상태이며 이는 무기상태에 대한 집착으로서 일종의 실체론

적 이분법임을 예리하게 간파한 것이다. 中道公式으로 알려진 “雙

遮雙照”란 바로 실체론적인 관점에서 이분법에 의해 도입된 개체

의 소멸과(雙遮), 다른 한편 실용적인 관점에서 언어적 표현의 부

활,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雙照). 나아가 순수히 실용

적인 언어행위에서는 실체를 갖는 존재나 개체는 도입되지 않는

다는, 바꿔 말해 雙遮와 雙照가 하나의 행위라는 “遮照同時”를 논

할 수 있을 것이다. 배중률에 대하여도 우리는 똑같은 견해를 취

할 수 있다고 본다. 상식적 언어의 세계란 이미 인간의 기호행위

를 통한 분할작용을 통해 배중률의 전제조건이 되는 존재들과 개

념들간의 독립적인 관계들이 설정되어 있는 세계를 의미한다. 이

때 논리적으로 대상언어의 배중률을 부정하기 위하여 메타언어를

사용하여도 이 메타언어 역시 상식적 언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에서 말한 자기 모순적 상황이 피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하겠다.
38
따라서 탈이분법이란 근본적으로 이분법 내에

서의 탈이분법이어야 하며 이분법을 포기한 탈이분법이란 관념의

끝없는 자기팽창을 불러일으킬 뿐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쌍차쌍조이든 탈이분법이든 결코 이론적 차원, 기호의 차원

에서는 성립될 수 없으며 바로 행위, 언어행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38) 이점은 직관주의자들이 고전논리학의 배중률의 비판하는 언어에서는

배중률이 적용되는 고전논리학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