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홍성기의 분할과 조합, 龍樹의 緣起說과 분석철학

김 성철*1

1. 논평에 앞서

어떤 논문이든 難讀性으로 인한 비판의 不在가 그 논문의 우수

성을 立證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도 안되겠지만, 論旨 전개가 난

삽하고 用語가 생소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貶下되어서도 안될 것

이다. 본 논문
1
은 독자의 이해를 거의 염두에 두지 않고 쓰여진 논

문이다. 아니면 발표지면을 잘못 찾은 논문일 수도 있다. 아직 대

중화되지 않은 생경한 術語들이 도처에서 출현하고
2
, 아직 구상화

되지 않은 논자
3
의 단편적 착상들이 불쑥불쑥 제시되며,

4
그 구성

도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렇지만 數學基礎論과 分析哲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망에 토대를 두고 쓰여진 비교철학적 논문이라는 점

에서 본 논문은 소중한 가치를 갖는다.

印度哲學지에 실린 <분석철학>적인 본 논문에 대한 논평자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전임강사.

1) 논평의 대상이 된 논문을 의미한다.

2) 분할, 조합, 현실화, 중간틀, 대상틀, 형식차원, 유형차원, 개별차원, 외재적,

내재적, 전략차원, 대화차원, 실무한, 직관주의 ….

3) 이하 ‘논자’는 본 논문의 필자인 홍성기를 의미한다.

4) 갈릴레이와 아인슈타인에 대한 언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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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본인은 독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첫째는 본 논문의 내용 중 난삽하거나 생소한

부분에 대해 논평자가 이해한대로 해설하고 요약하는 일이고, 둘

째는 논평자의 관점에서 본 논문의 핵심 논지에 대해 비판적 견

해를 제시해 보는 일이다. 논평자의 이해력의 부족, 아니면 논자

의 표현력의 부족으로 인해 본 논평문의 내용 중 문제가 되는 점

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인도철학 제10집을 통한 논자의 반박문
을 기대한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

나 학문적 토론의 場에서 우리는 인간적 親疎關係를 떠나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려야” 할 것이다. 그 학문의 발전과 저변의 확대

를 진정으로 희구한다면….

2. 분석틀에 대한 해설과 요약

⑴ 연기의 관계론적 의미

‘이것으로 인해 저것이 있다’는 연기공식에서 ‘이것’과 ‘저것’은

전체를 <분할>함으로써 생성된 것
5
이다. 이 때 ‘이것’과 ‘저것’은

분할을 통해 발생했기에 원래 서로 不可分하게 의존되어 있던 것,

즉 내재적 관계(internal relation)를 갖던 것인데, 발생한 이후 우리는

‘이것’과 ‘저것’을 존재론적으로 獨立된 것, 즉 외재적 관계(external

relation)를 갖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5) 예를 들어 내가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관적 견지에서 <시각

작용>로서의 눈과 <시각 대상>으로서의 사물은 구분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다만 전체로서의 모습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전체로서의 모습을 <시각

작용으로서의 눈>과 <시각 대상으로서의 사물>로 분할했기 때문이다.

<전체>를 이것과 저것으로 분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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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서로 독립적인 것이라고 간주되는 ‘이것’과 ‘저것’

이 <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이것’과 ‘저것’이 조합

을 위해 도입될 당시에는 그 관계가 외재적이었으나, 찰나적 견지

에서 보면 ‘이것’이나 ‘저것’은 독립적으로 실재할 수가 없어 ‘이것’

과 ‘저것’의 관계 역시 외재적일 수 없다. 즉, 내재적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분할>하고 <조합>할 경우 충돌하는 내재

적 측면과 외재적 측면의 모순관계를 지적하는 것이 용수의 不一

不異的 비판전략의 핵심이다.

또, 우리는 존재의 양상을 ‘형식차원’(전체를 분할하는 범주)과 ‘유형

차원’(추상적 존재인 보편 개념)과 ‘개별차원’(찰나적 절편인 순간적 존재)이

라는 세 가지 層位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위와 같은 不一不異의

연기구조를 이 세 층위에 적용하면, 형식차원에서의 관계는 내재

적이며, 유형차원에서의 관계는 외재적이고, 개별차원에서의 관계

는 내재적이다.

⑵ 배중률의 전제조건

전통적인 서구 논리학에서는 ‘모순률’과 ‘배중률’과 ‘동일률’을

사고의 기본 원리로 간주해 왔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모순률: 그 어떤 것도 P이면서 P가 아닐 수 없다.

배중률: 모든 것은 P이거나 P가 아니다.

동일률: 어떤 것이 P라면, 그것은 P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排中律이다. ‘(2보다 큰) 모든 짝

수는 솟수
6
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Goldbach의 추측’의 경우, 단순

계산에 의해 그 진리성이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 지금까지

6) 1보다 큰 수로 그 자체 이외에 약수를 갖지 않는 수: 2, 3, 5, 7, 11, 13, 1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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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도 되지 않고 반증도 되지 않은 명제이다. 예를 들어 8이라는

짝수의 경우 3과 5라는 솟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10의 경

우 3과 7이라는 솟수의 합, 20의 경우는 7과 13, 100의 경우는 3과

97, 또는 11과 89 등등 지금까지 검증한 모든 짝수는 Goldbach의

예상과 같이 솟수의 합으로 표현 가능하다. 그러나 자연수의 범위

는 무한하기 때문에, 수학적 증명에 의해 반증되지 않는 이상 우

리가 이 명제의 진리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이다. 즉, ‘Goldbach의 추측’에 대해 배중률을 적용하여 ‘참이거나

참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또, 다른 예를 들면, 3.1415

9…로 그 수열이 무한히 계속되는 원주율 π(파이)의 경우 “소수점

이하 어디에선가 ‘…00000000000000…’과 같이 연속적으로 ‘0’이 1

00번 등장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도, 인식론적 제

약으로 인해, 우리는 ‘참이거나 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7

이런 착상들에 입각하여 Brouwer와 같은 논리학자들은 배중률의

무한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새로운 수학 체계를

구상하게 되는데, 무한의 영역을 배제하고 ‘셈한다’고 하는 ‘원초

적 직관’만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수학관(數學觀)은 직관주의

(Intuitionism)라고 불린다. 이후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가지 진리치

에 의해 운영되던 전통적 논리학을 벗어나, 예를 들어 ‘미정(未定)’

이라는 제3의 진리치를 설정하는 3치 논리학, 더 나아가 다양한

진리치를 설정하는 다치(多値) 논리학이 탄생하게 된다.

논자(홍성기)는 이렇게 ‘참’ 아니면 ‘거짓’의 2치만 인정하는 배중

률이 무한의 영역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직관주의자들의 논리

관에 토대를 두고, 배중률이 적용될 수 없는 그 밖의 분야를 모색

한다. 그리고 이를 철학적 탐구에 쓰여진 Wittgenstein의 잠언

중에서 추출해 내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자론적 세계

관에서 가정하는 이 세계의 ‘구성요소’, 프랑스 파리에 보관되어

있는 ‘1m 원기(原基)’
8
, 특정 색깔의 명도와 채도를 규정하는 데 표

7) 이하 數學基礎論에 대한 본 논문의 설명은 集合論과 數學(金容云․金容局
著, 祐成文化社, 1991)에 의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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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되는 ‘색 견본’ 등의 경우에도 ‘A 아니면 not-A’라는 진술을

할 수 없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원자와 같은 구성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구성요소 간의 그런

결합이 분리된 것인데, 그렇게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토대가 되는 ‘구성요소’ 자체에 대해 우리는 ‘존재한다’거나 ‘존재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다. 또, 1m 원기의 경우 다

른 모든 사물의 길이를 측정하는 표준으로 사용되는 始原的인 도

구인데, 그런 1m 원기 자체를 측정하는 경우 측정수단과 측정대

상이 일치하기에 우리는 그에 대해 ‘1m이다’라거나 ‘1m가 아니다’

라고 진술할 수 없다. 이는 ‘색 견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색깔을

대조한다는 행위에는 대조하는 측과 대조되는 측의 분할이 전제

가 되어야 하는데 ‘색 견본’ 자체의 색깔을 대조하는 행위에선 그

런 분할이 용납되지 않는다.

또, ‘평행선의 공준’
9
은, 고전적 기하학인 Euclid 기하학 체계 전

체의 토대가 되는 명제로, 그 진리성이 이미 전제된 상태에서 도

입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 배중률을 적용하여 ‘참 아니면 거짓’

이라고 진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⑶ ‘그림’ 對 배중률

이상과 같은 논의에 의거해 논자(홍성기)는 ‘원자적 구성요소’, ‘1

8) 지구상에서 쓰이는 모든 길이의 표준으로 설정됨. 과거의 모든 자(尺)의

길이를 확정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이 ‘1m원기’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졌다.

9) “한 직선이 2개의 직선과 만나서 같은 쪽에 (그 합이) 2직각보다 작은

‘동위각’을 만들었을 때, 2개의 직선을 한없이 연장하면, 동위각의 합이

2직각보다 작은 쪽에서 만난다.”. R. Carnap은 이를 다음과 같이 바꿔

쓴다: “어떤 평면에서든지, 그 평면에서 (직)선 L과 그 선 위에 있지 않은

점 P가 있을 때, 그 평면 내에서 점 P를 지나고 (직)선 L에 평행한

(직)선은 오직 L' 하나뿐이다.”(R. 카르납, 윤용택 역, 과학철학입문, 서광사,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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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원기’, ‘색 견본’, ‘평행선의 공준’과 같이 어떤 체계의 토대가 되

는 사태나 명제에 대해서는 ‘존재 아니면 비존재’, ‘참 아니면 거

짓’이라고 배중률에 의거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후, 이런 결론들을 분석하기 위해 Wittgenstein이 철학적 탐구
에서 애용하던 ‘그림’이라는 용어를 차용한다.

어떤 사태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론을 구성하는 경우 우리는

서로 대립된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서로 독립

적인 최소 단위의 ‘요소’들이 마치 벽돌을 쌓듯이 결합되어 전체

가 形成된다는 ‘아래에서 위로의(bottom-up)’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적으로 제시된 하나의 사태로서의 ‘그림’이 분할됨으로써 그

요소가 비로소 生成된다는 ‘위에서 아래로의(top-down)’ 접근이다.

그런데 ‘1m 원기’ 등의 예에서 검토해 보았듯이, ‘아래에서 위로의

접근’과 같은 조망의 경우 그 토대가 되는 근본요소(= 아래: bottom)

들에 대해서는,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용납되

지 않는다. 즉, 근본요소들이 실재한다는 전제 위에서 고안된 ‘아

래에서 위로의 접근’ 방식에 의한 사태 해석은 그 당위성이 결여

되어 있다. 그래서 논자는 후자, 즉 ‘위에서 아래로의 접근’을 지지

한다.

문장의 경우 ‘이름’이나 ‘관계사’와 같은 문장 내의 요소가 조합

되어 그 의미가 형성된다고 보는 전통적 구문론(아래에서 위로의 접

근)의 경우 그 요소들은 서로 ‘외재적 관계(external relation)’를 갖게

되는데, 단일한 그림이 분할됨으로써 그 요소들이 생성된다(위에서

아래로의 접근)고 보는 경우 그 요소들은 ‘내재적 관계(internal relatio

n)’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토대를 두고 세계 형성에 대한 대립된 두

가지 해석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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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방식 요소들의 관계 세계의 형성 방법

실재론적 해석 아래에서 위로 외재적 요소의 조합

논자의 해석 위에서 아래로 내재적 그림의 분할

1m 원기의 경우 ‘파리의 1m 원기의 길이는 1m이다’라고 표현

하는 순간 단일한 그림일 뿐인 1m 원기가 ‘측정수단’과 ‘측정대상’

으로 분할을 일으키고, ‘한 직선 밖의 점을 지나고 그 직선에 평행

하는 직선은 하나이다’라는 평행선 공준의 경우 그 진리성이 전제

되어 있기에 명제에 쓰여진 각 개념들은 내재적 관계를 갖는다.

즉, 어떤 체계의 토대가 되는 사태나 명제는 하나의 그림으로 취

급되어야 한다.

또, 무한집합의 경우에도 그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는 구체화 대상과 구체화 수단의 분할이 발생한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 = {0, 1, 2, 3, 4, 5 … 등등}

여기서 쓰인 ‘등등’이란 말은 ‘자연수 전체’를 대신해서 쓰여진

‘구체화 대상’임과 동시에 ‘무한히 계속된다’는 점을 의미하기 위

한 ‘구체화 수단’이기도 하다. 즉, 무한을 언어화하는 순간 ‘수단’과

‘대상’의 분할이 발생한다. 또, Cantor 이후 ‘무한’에 대해 ‘자신의

진부분집합
10
과 1:1 대응하는 집합의 개수

11
’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12

10) 집합 A와 집합 B가, A⊂B, A≠B(A는 B에 속하지만 A와 B는 같지

않다)의 관계를 갖는 경우 A는 B의 眞部分集合이라고 한다.

11) 무한집합의 경우 개수(cardinality)라는 표현보다 농도(power)라는 표현을

쓴다. 왜냐하면, Cantor가 무한집합의 크기를 비교한 것은 셈하듯이

‘개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대각선 논법 등을 통한 ‘중첩가능성’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이다.

12) 여기서 논자는 ‘무한집합’에 대한 Dedekind의 정의를 ‘무한’에 대한

정의로 轉用하고 있다. Dedekind는 ‘무한집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신과의 사이에 1:1의 대응이 성립하는 진부분집합을 갖는

집합을 무한집합, 그렇지 않은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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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집합’과 그에 대한 ‘진부분집합’ 간의 대응은 1:1(5)
13
은 물론이

고 2:1(6)이나 1:2(7) 대응, 또는 엇갈린 시작(8) 등의 다양한 방식으

로 구성해 볼 수 있다. 1:1 대응이란 그런 다양한 대응 방식 중 하

나에 불과하기에, 무한의 영역을 대상화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존

재론적 관점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⑷ 개체의 존재 구조와 동일성의 논리적 분석

모든 형식논리학은 자기동일적인 개체가 실재한다는 전제 위에

서 건립된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구성주의자들은 개체의 위상에

대해 보다 엄밀히 분석함으로써 개체의 자기동일적 실재성의 무

비판적 수용에 대해 제동을 건다. 어떤 하나의 개체에 대해, 우리

는 세 가지 측면의 조망을 가질 수 있다. ‘대상틀 - 중간틀 - 현

실화’가 그것이다. ‘대상틀’이란 동일한 속성을 갖는 대상들로부터

추상된 보편자에 해당되고, ‘현실화’는 매 찰나 우리에게 인식되는

구체화된 대상틀의 시간적 절편이며, 그 양자의 사이에 자기동일

성이 부여된 ‘개체’가 위치하는데 이는 ‘중간틀’에 대비된다. 그리

고 매 순간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현실화’일 뿐이

기에, ‘개체’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찰나적으로 ‘현실화’된 절편

들에 대해 동일성을 부여함으로써 얻어진 추상적 존재일 뿐이다.

그렇다면 찰나적인 ‘현실화’의 속성들 중 무엇이 개체의 동일성으

로 추상될 수 있을 것인가? 형식논리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

체의 자기동일성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Lorenz는 오직 ‘이름’

만이 현실화의 공통된 속성으로 개체의 동일성을 담보한다고 주

장하는데, 이는 ‘실재하는 것은 오직 이름뿐’이라는 불교적 견해와

일치한다.

13) 이는 논자의 논문에 매겨진 번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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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배중률’, ‘문장’, ‘개체’, ‘인과’ ‘시간’ 도입의 동시성

모든 변화는 그 토대가 되는 불변의 개체를 전제로 하고 있으

며, 인과관계의 경우도 그 관계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

역으로서의 개체를 전제로 하며, 시간의 개념 역시 주기적 변화의

주체가 되는 개체를 전제로 한다. 논자는 여기서 내재적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의미 상 변화, 인과관계, 시간

과 그들의 토대가 되는 개체는, 내재적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의

그림으로, 분할에 의해 비로소 생성된 개념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그러나 고유명사와 술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문장의 경우는

개체로서의 고유명사와 속성으로서의 술어는 그 관계가 외재적이

라고 논자는 주장한다.

2. 분석틀을 이용한 중론 해석

논자는 이상과 같은 분석틀을 이용하여 중론을 해석한다. 그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중론 제2 관거래품에서는 내재적으로 파악하건 외재적으

로 파악하건, 행위의 대상으로서의 ‘가는 길’과 행위로서의 ‘감’과

행위의 주체로서의 ‘가는 자’ 간의 관계가 모두 불가능하다는 점

을 밝히고 있다.

② 제2 관거래품 내의 각 게송에서 논파의 대상으로 삼은 주제

는 다섯 가지인데, 이는 중론 제3품～제13품과 제14품～제21품
에 걸쳐 두 번 더 되풀이되면서 논파되며, 이들 품들의 배열도 관

거래품의 게송 배열에 그대로 대응된다. 그리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논파되는 대상은 설일체유부의 삼세양중인과설적 연기관이

다. 다시 말해 관거래품은 제3품～제13품과 제14품～제21품의 원

형으로 기능한다.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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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론은 논쟁서이다. 그러나 중론 내의 모든 게송들이 논
쟁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중론 내의 게송들은 대화논리
학적 분류법에 따라, ‘대화차원’에서 기술된 ‘논쟁적 성격을 갖는

게송’과 ‘전략차원’에서 기술된 ‘논쟁 밖의 게송’으로 양분될 수 있

다. - <표>

④ 논자는 ‘내재적 관계’와 ‘외재적 관계’, ‘대화차원’과 ‘전략차

원’, ‘분할’과 ‘조합’이라는 술어를 구사하며 제2 관거래품의 각 게

송의 의미를 해석한다. - <요약 생략>

⑤ 배중률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분할을 통해 비로소 존재의

생성이 시작되는 그림의 세계이다. 따라서 세계란 인간이 인식의

차원에서 하나의 그림을 분할하고 그로 인해 생성된 부분들을 다

시 조합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분할이란 내재적 관계

를 형성하고 조합이란 외재적 관계를 형성한다. 내재적 관계란 一

의 측면이고 외재적 관계란 異의 측면으로 연기의 양 측면인데

중론에서는 不一不異라는 논파전략에 의해 그 모순성을 드러내

고 있다.

⑥ 이분법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탈이분법적 성찰을 위해서 다

시 이분법적 사고를 이용해야 하고, 고전논리학의 배중률을 비판

하기 위해서는 배중률이 적용되는 고전논리를 다시 이용해야 한

다는 역설이 발생하지만, 용수는 상대의 세계관에 의거해 상대의

주장을 비판한다는 귀류법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난국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또, 용수는 대화차원 이외의 게송에서 일상 언어가

실용적 목적을 위해 쓰여지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는 탈이분법적 비판이건(雙遮) 실용적 관점에서의 언어 사용이건(雙

照), 이론적, 기호적 차원이 아닌 행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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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논문의 가치

다년간 언어철학과 분석철학적 소양을 익힌 후 독일 Saarbrück

en 대학에서 중론을 연구한 논자14
는 본 논문을 통해 중론이

나 십이연기설에서 말하는 연기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다. 중
론은 사고의 극한을 다룬다. 독일 관념론의 선구자인 Kant 역시

순수이성비판을 통해 우리의 사고의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그
리고 중론과 Kant 철학 간의 비교 연구는 과거 러시아의 Stche

rbatsky
15
나 인도의 Murti

16
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깊이 있게 다루

어진 바 있다. 그런데 근세 이후의 서양철학사에서 사고의 한계를

취급한 철학으로 Kant 철학 이외에 우리는 Wittgenstein의 사상

을 중심으로 형성된 분석철학과 Derrida 등에 의해 주도되는 해체

주의 철학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중론과 관계된 비교철학적 연
구의 경우 우리는 분석철학이나 해체주의 역시 그 비교 대상으로

꼽을 수 있다. 분석철학, 또는 논리철학과 중론에 대한 비교연
구의 경우 Robinson

17
의 연구 성과를 들 수 있지만 논지에 다소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연구의 심도 역시 그리 깊지 못하다.

논자(홍성기)는 ‘무한’, ‘세계의 구성요소’, ‘1미터 원기’, ‘색 견본’,

‘평행선 공리’, ‘관계사가 없는 문장’ 등 에 대한 Wittgenstein의

분석과, ‘개체’와 그 ‘동일성’에 대한 Lorenz의 분석에 토대를 두고

14) 논자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다음과 같다: 龍樹에 있어서의 緣起 -

龍樹의 中論頌에 內在하는 論爭構造에 대한 論理的 分析 (Sung-ki Hong,

Pratītyasamutpāda bei Nāgārjuna - Eine logische Analyse der

Argumentationsstruktur in Nāgārjunas Madhyamakakārikā, Saarbrücken,

1993).

15) Stcherbatsky, The Conception of Buddhist Nirvāṇa, Publishing Office

of the Academy of Sciences of the USSR, Leningrad, 1927.

16) T. R. V. Murti, The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 George Allen &

Unwin Ltd., 1960.

17) Robinson, Early Mādhyamika in India and China, Motilal

Banarasidass, Delhi,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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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론의 의미를 재해석한다. 전통적으로 어떤 체계나 세계의 형
성 과정에 대한 해석은 ‘아래에서 위로의 접근(bottom-up approach)’

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는 요소가 모여 전체가 형성된다는 조

망이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 정당하려면 체계 전체의 토대가 되는

요소의 실재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Wittgenstein이 분

석하듯이 어떤 체계의 토대가 되는 요소의 실재성은 단지 자의적

으로 도입된 것일 뿐이다. Lorenz 역시 형식논리학에서 실재시했

던 개체의 자기동일성을 문제시한다(논문 4.2). 이런 비판적 분석에

토대를 두고 논자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접근(top-down approach)’을

시도한다. 즉, 요소가 모여 전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전체가 분할됨으로써 요소가 발생한다는 조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는 Wittgenstein이 말하는 ‘그림’에 해당된다.

아직 언어적 분할을 거치지 않은 ‘그림’의 경우 그 구성요소들은

‘내재적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하나의 그림에 대한 인식론적 ‘분

할’을 통해 발생한 구성요소들이, 존재론적 독립성을 갖는다고 비

약, 투사된 후 다시 ‘조합’되어 전체를 이루는 경우 그런 구성요소

들은 ‘외재적 관계’를 갖게 된다. 논자는 여기서 말하는 ‘내재적 관

계’와 ‘외재적 관계’, ‘분할’과 ‘조합’ 그리고 ‘그림’이라는 분석틀을

사용하여 중론을 해석하는 것이다. 중론에서 그 실재성이 논
파되는 ‘가는 자’, ‘가는 작용’, ‘가는 길’, ‘보는 기관’, ‘보이는 대상’

과 같은 사태들은 모두 분할을 통해 발생한 것들이다. 중론이
사태에 대한 인식론적 분할을 비판함으로써 사태들의 공성을 드

러낸다는 점은 周知의 사실이나 이를 서구 분석철학과의 비교를

통해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본 논문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구성주의적 세계 이해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진 본 논문은, 數學

基礎論과 論理哲學 그리고 Wittgenstein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토대를 두고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Robinson이나 Streng, 中村元이

나 梶山雄一 등 과거 불교학자들의 비교철학적 중론 연구의 수
준을 능가하는 秀作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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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재가 되는 불교 교설들에 대한 논자의 이해가 그에 대한 철

학적 분석의 치밀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불교

학자가 문헌학적 소양과 철학적 소양을 모두 갖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佛典에 대한 철학적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불

교 전반에 대한 조망과 함께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문헌에 대한

엄밀한 해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양권 학

자들에 의한 현대적인 중론 연구는 대부분 문헌학적 연구에 치
중되어 왔다. 그렇지만 무미건조한 문헌학적 연구가 불전 연구의

최종 목표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분석철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논리학의 한계에 대한 서구 철학자들의 최신 지견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논자에 의해 쓰여진 본 논문은, 上記한 단점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불교 학계에서 소홀히 해 왔던 부

분을 보완해 주며, 앞으로의 불전 연구의 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는 점에서 소중한 연구성과 중 하나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4. 논문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관학 전공자인 논평자 역시 비교철학적 성격을 갖는 본 논문

의 전체적인 의도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간혹 감지되는 논자의

철학적 직관력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앞으로 논자가

또 다른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참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논평

자의 눈에 띤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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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분석틀에 대한 비판적 검토

① 실무한에 대한 존재론적 비판에 대해

현대 수학에서는 무한을 ‘可能的 無限’과 ‘實無限’으로 양분한다.

가능적 무한이란 자연수의 수열과 같이 한없이 앞으로 계속 나가

지만, 어디에선가 멈추어 서서 지나온 과정을 되돌아보면 언제나

有限인 그러한 종류의 무한이다. 반면에, 실무한(= 현실적 무한)이란

완성된 형태의 무한이다. 즉, 하나의 완결된 ‘것’으로서 어딘가에

존재하는 무한이다. Cantor(1845～1918 C.E.)가 집합론을 통해 실무

한을 수학의 영역에 도입하기 전까지, 유럽인들은 현실적 무한의

존재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18
Cantor는 이전까

지 인간의 사고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다양한 종류의 무한의 크

기를 비교하는 방법들을 고안해내었던 것이다. 즉, 무한은 우리

사유의 대상이 되었으며 수학자들은 그런 무한을 실무한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Kronecker(1823～1891 C.E.)와 Poincaré(1854～1912 C.E.)와

같은 수학자들은 실무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으며, Brouwer(18

81～1966 C.E.)는 배중률의 절대적 적용 여부에 회의를 보이며 인식

론적 관점에서 실무한의 존재를 비판하였다.

구성주의적 논리관을 견지하는 논자 역시 본 논문에서, 논자 나

름의 독특한 고안에 의해 무한에 대한 정의를 비판한다. 무한에

대한 정의에서 말하는 1:1 대응이란 ‘임의의 보는 방식’에 결부되

어 있을 뿐 그 당위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고 말하며, 자연수 전

체의 집합과 짝수 전체의 집합 간의 다양한 대응 방식들을 예시

하는 것이다. 그런 대응 방식들 중 하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8) 이상은 金容雲․金容局, 集合論과 數學, 祐成文化社, 1991, pp. 26～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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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2, 3, 4, 5, 6, ... n, ... 등등[자연수 전체]

2, 4, 6, ... n, ... 등등[짝수 전체]

여기서 논자는 ‘<자연수 전체의 집합> 對 <짝수 전체의 집합>’

을 ‘2:1’로 대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A와 B라는 두 집

합을 대응시킬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
19

첫째, A의 서로 다른 원소에는 B의 서로 다른 원소가 대응한

다.

둘째, A, B의 원소가 모두 대응에 쓰이고 있다.

이는 ‘셈한다’는 원초적 사용 방식(primitive kind of application)
20
에

토대를 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무한집합에 대한 Cantor의

착상이나 Dedekind(1831～1916 C.E.)의 정의는 이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 인용한 (6)을 위시하여 논자가 든 실례들의 경우 이

중 ‘첫째’ 조건은 만족하나, ‘둘째’ 조건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물

론 엄밀하게 말하면 위에 열거한 두 조건 역시 임의성을 갖는다.

그러나 위의 두 조건의 당위성을 문제시한다면, ‘무한집합의 정의’

가 아니라 ‘셈한다는 원초적 직관에 토대를 두고 구성된 수학체계

전체’를 문제시했어야 할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하는 1:1 대응 방식은 논자가 고안한 ‘임의의’ 다양한 대응 방식들

과 달리 소위 ‘원초적 직관(primitive intution)’에 의해 용인될 수 있

는 대응 방식이다. Cantor가 말하는 實無限의 존재가 ‘집합 간에는

다양한 대응방식이 가능하다’는 단순한 착상에 의해 비판되지는

않을 것이다. 무한집합의 존재론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등등’

의 이중적 의미에 대한 Wittgenstein의 지적(논문 3.4)으로 충분할

것이다.

19) 위의 책, p. 212

20)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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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림’의 의미에 대해

논자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위해 Wittgenstein의 철학
적 탐구에서 말하는 ‘그림’이라는 용어를 도입한다. 그러나 논자
가 사용하는 ‘그림’이라는 術語의 용법은 Wittgenstein의 용법과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며, 그 서술의 일관성에서도 다소 혼란이 발

견된다. 이들을 인용해 보자.

a. 그림 전체가 분할되어 요소들을 구성하는 경우, 우리는 이들

이 서로 내재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부를 수 있다(논문 3.2).

b. 그림은 기존의 존재,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생성, 구성하는 기능을 맡게 되었다(논문 3.3).

c. 그림이란 관습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호에 가까우나 구조

적으로는 세계에 속한다(논문 3.3).

d. “파리의 미터 원기의 길이는 1m이다”, “한 직선 밖의 점을

지나고 그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하나이다”, 그리고 “자연수 전체

의 집합” 등과 같은 표현은 모두 일종의 그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논문 3.4).

e. 따라서 무한, 공리, 측정수단과 대상의 일치, 관계사가 없는

문장 등 지금까지 배중률의 의미 있는 적용을 막았던, 철학적 비

유로서 “그림”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의 특징은 인식론적으로

는 결정수단의 결여, 존재론적으로는 독립된 동일성 확보 불가능,

기호학적으로는 상호의존적인 기호관계에 있다고 하겠다(논문 3.5).

f. 배중률이 무너지는 곳은 바로 존재의 생성이 시작되는 곳, 즉

전체의 분할이라는 그림의 세계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논문

7.1).

논평자가 보기에 논자가 말하는 “그림”의 의미는 어떤 사태에

대해 우리 사고의 분할, 즉 분별이 들어가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

는 듯하다. 그렇다면 d의 경우 “파리의 미터 원기의 길이는 1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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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는 진술은 측정수단과 측정대상의 분할이 이루어진 이후를

나타내는 명제이다. “그림”이기 위해서는 “파리의 미터 원기”라고

기술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 f의 경우도 ‘전체의 분할이라는

그림의 세계’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전체의 분할이 시작되는 그림

의 세계’라고 표현해야 독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위에 인용한 부분 이외의 경우에도 논자는 “그림”을 ‘분

할이 시작되는 곳’, 또는 ‘분할되기 직전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

로 간주한다. 즉, 논자가 말하는 “그림”이란 아직 분할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이다. 그러나 철학적 탐구에서는 “그림”이 이와 다른
맥락에서 쓰이는 듯하다. Wittgenstei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실에 대해 그런 식의 그림을 구성해 내

는(construct) 재료들인 것이다.(§59)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의도함’에 대해 잘못된 그림, 즉 이 말에

대한 쓰임에 대해 잘못된 그림을 구성하고(construct) 있다.(§337)

이런 말들과 이런 그림은 우리와 친숙한 사례를 갖고 있다. …

그 말과 그 그림의 적나라한 진상을 파악한다.(§349)

배중률은 여기서, 그것은 이렇게 보이든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

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한다. …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현실이 그 그림과 일치하

는지 않는지 하는 것이라야 한다.(§352)

… 낱말들을 때로는 어떤 하나의 그림으로 해석하고(translate)

때로는 다른 하나의 그림으로 해석한다.(§449)

Wittgenstein이 말하는 “그림”이란 요컨대 ‘명제나 사태를 보는

방식’을 의미하는 듯하다. 이는, 아직 언어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의 ‘구성적(constructive) 사고’, 즉 ‘분별’이 개입된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논자는 ‘그림’을 분할 이전의 전체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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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중론 해석에 대해
① 분할 이전의 ‘그림’의 세계는 실재하는가?

하나의 그림이 분할됨으로써 존재가 생성된다는 논자의 주장은

‘감’의 세계를 ‘가는 자’와 ‘가는 작용’ 등으로 분할하는 경우나,

‘봄’의 세계를 ‘시각작용으로서의 눈’과 ‘시각대상으로서의 사물’로

분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타당한 해석틀로 생각될 수도 있다. 이

들의 경우에는 언어화되기 이전의 그림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예를 들어 ‘긴 것’과 ‘짧은 것’ 간의 연기 관계에 대해서도 ‘그

림의 분할’이라는 해석틀을 적용할 수 있을까? ‘긴 것과 짧은 것’

은 연기적으로 발생한 개념들이지만 분할되기 이전의 ‘그림’을 갖

지 않는다. 논자는, 그 요소들의 관계를 ‘보고 보일 수는 있지만

말할 수는 없는’ 그림의 세계를 분할 이전의 實在(reality)의 세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는 ‘벙어리적 실재론’과

어떻게 다를까? ‘그림의 분할’이라는 표현은 연기를 설명하기 위

한 ‘도구적 표현’이 될 수는 있다. 왜냐하면 분할이라는 말을 사용

하기 위해서는 분할되기 이전의 被分割體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때 사용된 ‘그림’이라는 말이, ‘언어에 의

해 분할되기 이전의 본래적 세계’를 의미한다고 보게 되면, ‘연기’

의 진정한 의미를 자각한 자는, 말없이 사물을 바라보는 벙어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벙어리 역시 철학적 병을 앓는다.
21
결국, 연

기를 자각한 자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과묵

한 실재론자’에 불과할 것이다.

② 不一不異에서 말하는 一과 異가 그대로 ‘조합’과 ‘분할’을 의미하는가?

분할과 조합, 내재적 관계와 외재적 관계라는 분석틀과 不一不

異의 관계에 대해 논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1) 농아 Ballad씨의 회상: Wittgenstein, 앞의 책,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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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세계란 인간이 전체를 분할하고 또 이미 도입된

부분들을 조합하는 행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전자는 존

재들간의 내재적 관계를, 후자는 외재적 관계를 형성한다. 다른

한편 우리는 용수의 중론 제2장의 분석과정에서 바로 내재적 관

계와 외재적 관계, 전통적으로 “一”과 “異”라고 표현되는 연기의

두 측면이 갖는 모순성이 그의 논파전략 “不一不異”의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不一不異”란 존재의 도입과정에서 동일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하고 그 자체가 바로 배중률의 붕괴

를 의미한다.

즉, 논자는 ‘전체의 분할⇒내재적 관계(不異)’를 함께 묶고, ‘부분

의 조합⇒외재적 관계(不一)’를 함께 묶는다.

그러나 중론에서 말하는 不一不異란, “분할을 통해 생성된 두
존재를 다시 조합할 경우 ‘생성된 존재인 그 양자’는 같은 것도 아

니고 다른 것도 아니(不一不異)라는 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논평

자가 보듯이 ‘분할이 不異에 해당되고 조합이 不一에 해당되는 것’

이 아니라, 분할 이후의 생성된 被分割雙을 조합할 경우 그 ‘피분

할쌍 간의 관계’가 不一不異이다. 예를 들면, ‘가는 자가 간다’는 명

제의 경우 이는 ‘누군가가 걸어가고 있는 하나의 그림’을 묘사한

진술인데 ‘가는 자’라는 主語와 ‘간다(= 가는 작용)’라는 述語를 분할

하여 실체시할 경우, 분할을 통해 발생한 ‘가는 자’와 ‘가는 작용’

은 같을 수도 없고(不一) 다를 수도 없다(不異)는 것이 不一不異의

진정한 의미이다(중론. 2-18, 19, 20). 그리고 중론 귀경게에 등장
하는 不生不滅, 不常不斷, 不來不去 역시 분할과 조합에 대응되는

표현이 아니라, 피분할쌍 간의 중도적 관계를 나타내는 선언인 것

이다.

③ 관거래품과 중론의 구조적 대응에 대해
논자는 중론 제2품 관거래품 내의 각 게송에서 논파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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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들이 제3품～제13품, 및 제14품～제21품에 걸쳐 순서대로 두 번

더 반복되며 논파된다고 말한다. 즉, 관거래품 내의 각 게송과

중론의 각 품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대로 대응된다는 것이

다. 그러나 논자가 제시하고 있는 각 품의 주제와 각 품에서 다루

고 있는 실제 내용을 대조해 보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근

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중론은 空 사상을 천명하는 논서이고 공 사상이란 我空과

法空 사상으로 양분될 수 있다. 그리고 아공과 법공 사상은 중
론의 대부분의 품에서 되풀이되어 다루어진다. 따라서 논자는 대

부분의 품에서 자신의 선입견에 맞는 성격의 게송을 추출해 낼

수 있기에, 그 내용을 그 품 전체의 주제로 간주하게 되기 쉽다.

예를 들어 제3품과 제5품에서는 먼저 법의 실재성에 대해 논파한

후 그런 논파에 토대를 두고 자아의 실재성을 비판한다. 즉, 아공

과 법공, 소위 ‘행위의 대상’(3-1, 2, 3, 4, 7 및 5-1, 2, 3, 4, 5)과 ‘행위의

주체’(3-5, 6 및 5-6)에 대한 논파가 모두 실려 있다. 그러나 분석자

는 그 중 법공만을 추출해 내어 양 품의 주제로 간주한다.

2. 논자는 제3～7품의 제목을 행위의 대상으로 간주하지만, 제3,

4, 5품은 ‘일체법’에 대한 다양한 분류 방식을 의미하지, ‘가는 자

가 가는 행위를 하는 길’과 같은 ‘행위의 대상’이 아니다.

3. 제8품 중 제9, 10, 11 게송은, 관거래품 제7～11송이 아니라

제24～25송에 대응된다.

4. 제11품에서 말하는 시작과 끝이란 제7송에서 보듯이 비단 시

간적 의미의 시작과 끝이 아니라 인과관계, 특징, 감수 등의 확고

한 토대를 의미한다.

5. 제15품에서 논파되는 자성은 자아의 자성이 아니라 법의 자

성이다. 즉, 제15품에서는 법공을 말한다.

6. 제16품은 我空도 말하지만 法空도 말한다.

7. 제17품의 경우 법공이 중심이 되고 아공은 부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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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외에도 논자의 조망을 반증하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또, 논자는 行(saṃskāra)이나 有爲法(saṃskṛta)에 √kṛ동사가 내재하

는 것에 착안하여 第13 觀行品(saṃskāra parīkṣā prakaraṇaṃ)과 第7 觀

三相品(saṃskṛta parīkṣā prakaraṇaṃ)이 십이연기의 전생의 行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3～제21품을 전생과 현생과 내생의 삼세에 배

당한다. 그러나 관행품에서는 유위법의 無常性을 논하고 있고, 관

삼상품에서는 유위법의 특징을 논하고 있기에, 身口意 三業을 통

한 유위법의 조작을 의미하는 십이연기의 行지분과 두 품의 실제

내용은 무관하다.

잡다한 소재에서 공통점을 추출함으로써 단순한 원리에 의해

세계를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철학자의 본능일 것이다. 그러나 여

기서 논자가 제시한 가설의 경우 그를 반증하는 사례의 양이 너

무 많다. 집요한 분석은 궁극에 가서는 심지어 ‘메뚜기’에서도 ‘애

드벌룬’과의 공통점을 추출해 낼 수 있고 ‘곰팡이’에서도 ‘주전자’

와의 공통점을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부처님이 마른 똥

막대기’이듯이. 그러나 學的 분석의 경우 抽象化와 圖式化의 욕구

가 지나치면 오류를 범하기 쉽다.

④ ‘대화차원’과 ‘전략차원’의 구분은 중론 해석에 유용한가?
중론은 논쟁서이다. 인도의 철학적 논서들은 대부분 <열거(ud

deśa)>, <정의(lakṣaṇa)>, <검토(parīkṣā)>라는 세 단계의 체제를 갖

추고 있다. Nyāya철학의 16句義, Vaiśeṣika철학의6範疇, Sāṃkhya

철학의 25諦와 같이 自派의 세계관을 이루고 있는 기본 개념들이

먼저 <열거>된 후, 그 각각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마지막으로 그런 정의의 타당성이 논쟁적으로 <검토>된다. 그런

데 중론의 경우는 각 품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총 27품 모두

가 <검토(parīkṣā: 觀)>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중론은 논쟁서
이다. 따라서 논자가 <대화논리학>이라는 도구에 의해 중론을
분석하는 것은 일면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론에 실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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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만 의지하여 각 게송이 ‘대화내의 논쟁’인지, ‘대화 밖의 성찰’

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론은 적대자와 용수 간에 이
루어진 논쟁을 재편집하여 싣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6의 후반과 2-7, 2-9를 논자는 대화차원의 게송으

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연기공

식의 환멸문에 ‘가는 자’와 ‘가는 행위’를 대입하여 이루어진 것으

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2-10과 2-11의 논리적 토대가 된다. 논평

자의 견지에서 이 게송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22

↗ 배제의 오류(2-10)

還滅緣起的 토대(2-6후반, 2-7, 2-9)

↘ 내포의 오류(2-11)

그리고 중론의 거의 모든 품은 위와 같은 구조를 기본 골격

으로 삼고 있다. 논자는 이 모두를 대화차원의 게송으로 간주하지

만 그럴 경우 혼란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4-1과 같은 게송은 어

떻게 분류되어야 할까? 4-1게송을 인용해 보자.

<色의 因>이 없으면 色은 지각되지 않는다. 色이 없어도 <色의

因>은 보이지 않는다.

먼저 이 게송이 ‘전략차원’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간주해 보자.

이 게송은 2-6후반, 2-7, 2-9 게송과 같이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환멸연기를 선언하고 있다. 그 소재만 다를 뿐 논의 구조

는 ‘대화차원’의 게송인 2-6후반 등과 동일하다. 동일한 논의구조

를 갖는 게송도 맥락에 따라 대화차원에서 쓰일 수도 있고 전략

차원에서 쓰일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

게 ‘맥락’을 구분하는 일은 恣意的이지 않을 수 없다.

2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廻諍論(龍樹 著, 金星喆 譯, 경서원, 1999)에
실린 논평자의 해설(pp. 369～372)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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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이 게송을 2-6후반 등과 같이 ‘대화차원’에서 쓰여진 것

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이 게송이 쓰여지기 이전에 적대자의 어떤

주장이 선행했어야 한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 그런 적대자의 주장

을 추리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논자가 ‘전략차원’의 게

송으로 분류한 2-1과 같은 게송 역시 그에 앞선 적대자의 주장을

가정하여 ‘대화차원’에 속하는 게송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중론 내의 게송을 대화차원에서 쓰여진 것과 전략차원에서

쓰여진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그 구분의 엄

밀한 기준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론 연구에 <對話
論理學>적 분석틀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중론에 편집된 논쟁들
의 원형을 찾기 위한 광범위한 문헌학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⑤ 그 이외에 본 논문의 중론 해설에서 발견되는 사소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a. 표1. 아래의 해설: kṛta는 √kṛ의 현재완료형이 아니라, 과거

수동분사형이다.

b. 각주34: 회쟁론에 의거하면 용수가 자기주장을 하는가, 아
닌가의 문제는 대화차원과 전략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용수에게 先

主張(pūrvaka pakṣa)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또, 여

기에서의 논자의 지적이 청변과 월칭의 논쟁을 염두에 두고 이루

어진 것이라고 해도, 이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대화차원과 전략차

원의 구분이라는 분석틀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변과 월칭은

‘모든 존재는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위 전략차원의 명제에

대한 주석 태도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c. 관거래품 2-4와 2-10의 번역에 대해: 2-3, 2-4, 2-5의 기술

형식은 2-9, 2-10, 2-11에 그대로 대응된다. 다만 논의의 소재가

‘가는 중인 것’과 ‘가는 행위’에서 ‘가는 자’와 ‘가는 행위’로 바뀌었

을 뿐이다. 2-3과 2-4의 문장 구조는 2-9의 문장 구조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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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되고 2-4는 2-10, 2-5는 2-11의 문장 구조에 그대로 대응된

다. 양자를 비교해 보자.

2-4) gamyamānasya gamanaṃ yasya tasya prasajyate/ ṛte g

atergamyamānaṃ gamyamānaṃ hi gamyate//

2-10) pakṣo gantā gacchatīti yasya tasya prasajyate/ gamane

na vinā gantā ganturgamanamicchataḥ//

여기서 gamyamānasya gamanaṃ(가는 작용이 간다)은 pakṣo gant

ā gacchati iti(가는 자가 간다는 주장)과 같이 ‘주어 + 술어’로 이루어

져 있다. 다만 Śloka의 음절 형식을 맞추기 위해 후자의 경우 pak

ṣa와 iti가 추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두 게송의 후반부 중

앞부분인 ṛte gatergamyamānaṃ(가는 것 없는 가는 중인 것)과 gaman

ena vinā gantā(가는 행위 없는 가는 자) 역시 그 의미 구조가 동일하

다. 따라서 뒷부분인 gamyamānaṃ hi gamyate와 ganturgamana

micchataḥ가 같은 의미 구조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2-4의 경

우 hi는 ‘왜냐하면 … 때문이다’로 새길 수 있다. 따라서 2-10의 ic

chataḥ도 兩數 3인칭 동사가 아니라 ‘…때문이다’라는 의미가 내재

한 ablative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d. 관거래품 2-17에 대한 해설: tiṣṭhati는 ‘머무름’으로 번역되어

야지 ‘멈춤’으로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논자) ↔ 논자 역시 2-12～2

-17에 대해 ‘가는 행위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가는 행위의 끝’이란 ‘멈춤’과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 논

자의 논지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과거 논평자가 중론을 번

역하면서 tiṣṭhati에 대해 상식적 번역어인 ‘머무름’을 선택하지 않

고 ‘멈춤’을 선택한 것은 독자의 이해를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이

루어진 것이었다(논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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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附記

불교의 현대화를 위해 불교와 서양철학을 비교 연구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비교철학 연구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古典이

란 비교를 위해 도입된 틀보다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갖는다는 점

이다. 비교철학적 연구자들은 ‘하나의 tea-spoon에 온 세계를 담

으려는 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인 물은 썩기 쉽다. 논자와 독자 모두의 정신에 작은 풍랑이

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논평자는 가능한한 혹독한 논평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