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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디그나가(Dignāga/Mahādignāga [陳那/大域龍] : 480～540 C.E .頃)에 의해

불교논리학이 체계화된 이후 佛敎論理家와 니야야論師(Naiyāyika)들

은 수백 년에 걸쳐 논리학의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사상논쟁을

벌였다. 양 학파는 主題(pakṣa), 所證(sādhya), 能證(sādhana), 證標(liṅg

a), 喩例(dṛṣtānta) 등 다양한 논리적 술어를 공유하였지만, 인식수단

(pramāṇa)의 개수, 現量(pratyakṣa)의 정의, 보편개념(sāmānya)의 실재

성 등에 대해서는 異見을 보였다.

니야야논사는 인식수단을 현량과 比量(anumāna)과 比較量(upamān

a)과 證言(śabda)의 네 종류로 나누었던 반면, 불교논리가들은 비교

량과 증언을 비량에 포함시켜 現․比 二量說을 주장하였으며, 니

* 金星喆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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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논사는 인식수단1)과 인식대상2)을 별개의 존재로 간주한 반

면, 불교논리가는 인식수단과 인식대상의 분할을 전제로 하지 않

는 現量論을 창출하였다.3) 또, 니야야논사는 보편개념의 지각가능

성을 주장한 반면 불교논리가는 개념이란 그 자체가 실재하는 것

이 아니라 ‘他의 排除’를 통해 성립된다는 아뽀하(apoha)론을 제시

하였다.4) 양 학파의 충돌은 그 세계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들이 구성한 논리학의 근저에는 緣起論과 實在論이라는 상호 이

질적인 세계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근 800년에 걸쳐 양 학파간에

벌어진 논쟁의 전체 맥락과 그 소재에 대한 세밀하고 종합적인

조망은 앞으로도 현대학자들의 중요한 연구과제 중 하나가 될 것

이다.

그런데, 양 학파간에 벌어진 논쟁의 소재 중 하나로 위에 열거

된 것들 이외에 ‘관계(sambandha)의 실재성’을 들 수 있다. 관계란

와이셰시까(Vaiśeṣika) 철학에서 말하는 내속(samavāya)과 연결(samyo

ga)관계를 비롯하여 니야야(Nyāya)의 추리론에서 말하는 ‘증표(liṅg

a)’와 ‘증표를 갖는 것(liṅgin)’ 간의 관계 등을 말한다. 니야야와이셰

시까 철학에서는 이런 관계들이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지만

1) 現量, 比量, 比較量, 證言이 인식수단들이다(pratyakṣa-anumāna-

upamāna-śabdāḥ pramāṇāni) : NS. 1-1-3(NYĀYADARŚANAM, Vol, Ⅰ,

Rinsen Book Co., 1982, p. 85). [이하 NS.는 Nyāyasūtra를 의미한다.]

2) 그런데 아뜨만, 신체, 감관, 대상, 통각, 意, 행위(=作業), 過誤, 再生, 결과,

苦, 해탈이 인식대상이다(ātma-śarīra-indriya-artha-buddhi-manaḥ-

pravṛtti-doṣa-pretyabhāva-phala-duḥkha-apavargās-tu prameyam) : NS.

1-1-9(ibid. p. 180).

3) ‘또 그런 현량지(pratyakṣa jñāna) 그 자체로 ‘인식(= 量)의

결과(pramāṇa-phala)’이다. 대상(artha)에 대한 인식(pratīti)을 그

성질(rūpa)로 삼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방법(pramāṇa)은 대상과 동질적인

것(artha-sārūpya)이다(tad eva ca pratyakṣaṃ jñānaṃ pramāṇa-phalam,

artha-pratīti-rūpatvāt, artha-sārūpyam asya pramāṇam : N.B. 1-18, 19,

20).[이하 N.B.는 Nyāyabindu를 의미한다].(Nyāyabindu, Biblothec

buddhica. Ⅶ, pp. 14～15).

4) 長崎法潤, 槪念と命題 , 講座大乘佛敎9 - 認識論․論理學, 春秋社, 東京,
1984, pp. 34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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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논리가들은 이런 관계의 실재성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이런

불교논리가의 입장을 극명하게 논증한 논서가 바로 다르마끼르띠

(Dharmakīrti法稱 : 600～660C.E.경)의 Sambandhaparīkṣā(관계에 대한 검

토)5)인 것이다..

SP는 ① 관계일반에 대한 검토, ② 인과관계에 대한 검토, ③

연결관계와 내속관계에 대한 검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다.6) 위에서 간단히 소개했듯이 불교논리가들은 緣起的인 세계관

에 입각해 불교논리학을 재구성하게 되는데 SP 역시 그 역할의

일부를 담당하였다. 또 지금까지 불교논리학과 中論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佛護(Buddhapālita : 470～540C.E.頃)에서 淸辨(Bhāvaviveka :

500～570C.E.頃), 月稱(600～650C.E.頃)으로 이어지는 歸謬論證派와 自立

論證派 간의 논쟁에 치중되어 있었고, 디그나가나 다르마끼르띠와

같은 불교논리가와 中論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현대의 불교논리학 연구가인

슈타인켈너(Steinkellner)는 다르마끼르띠의 논서에서 중관적 성향을

갖는 구절을 자신은 아직껏 본 적이 없다고 단언하기까지 한다.7)

물론 Nyāyabindu와 같이 불교논리학 체계 전반을 설명하는 논서

에서는 중관적 성향을 갖는 구절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SP의 경우에는 中論의 영향하에 작성되었다고 생각되는 게송이
많이 등장하며 그 체제 역시 中論을 닮아 있다. 또 SP에 대한
다르마끼르띠의 自註인 SPV에서는 中論에서 구사되는 논법이

5) 총 25수의 게송으로 이루어진 Sambandha-parīkṣā-prakaraṇa.

다르마끼르띠 자신의 주석으로 Sambandha-parīkṣā-vṛtti가

티베트역문으로 현존한다. 이하 Sambandha-parīkṣā-prakaraṇa는 SP,

Sambandha-parīkṣā-vṛtti는 SPV로 略稱한다.

6)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 이지수,

다르마끼르띠(法稱)의 관계 비판 - <Sambandha-parīkṣā>를 중심으로

- , 佛敎學報, 1998, pp. 175～200.
7) Ernst Steinkellner, “Is Dharmakīrti a Mādhyamika?”, EARLIEST

BUDDISM AND MADHYAMAKA, E. J. Brill, Leiden, Netherland,

1990,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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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그대로 채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SP와 SPV의

내용분석을 통해 다르마끼르띠의 SP와 SPV는 中論을 모방하

여 중관논리를 구사하며 쓰여진 논서라는 점을 입증해 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먼저 SP의 내용에 대해 개관한 후(제2장), SPV에서

중관논리를 추출해 봄으로써 중관사상의 영향 하에 SP가 저술되

었다는 점을 입증해 보일 것이다(제3장).

SP는 총 25수의 게송으로 이루어진 논서로 총 네 편의 주석서

가 현존한다.8) 이 중 유일하게 산스끄리뜨문으로 남아 있는 주석

은 자이나(Jaina)교도인 쁘라바짠드라(Prabhācandra)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전반 22수의 게송에 대한 주석이 현존한다. 그러나 쁘라바

짠드라의 주석은 국내에서도 全文의 국역과 함께 면밀히 연구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9) 다르마끼르띠의 주석과 그 내용을 달리하

는 부분10)이 일부 발견되기에 본고에서는 티베트역문으로 남아

있는 다르마끼르띠 자신의 주석인 Ḥbrel pa brtag paḥi ḥgrel pa

(Sambandha-parīkṣā-vṛtti)11)를 논의의 소재로 삼는다.

8) ① Dharmakīrti, Sambandha-parīkṣā-vṛtti(東北4215, 北京5713), ②

Vinītadeva, Sambandha-parīkṣā-ṭīkā(東北4236, 北京5735), ③ Śankrānanda,

Sambandha-parīkṣā-anusāra-nāma(東北4237, 北京5736), ④ Prabhācandra,

Sambandha-parīkṣā prabhācandra-ṭīkā(V. N. Jha, Sambandha-parīkṣā -
The Philosophy of Relations, Delhi, Sri Satguru Publications, 1990.)

9) 이지수, 앞의 책.

10) 특히 제1게와 제2게의 경우 쁘라바짠드라는 원자론 비판으로

해석하지만, 다르마끼르띠의 주석에서는 원자론이 등장하지 않는다.

11) 티베트대장경, 北京板, 因明部, 제130권, No. 5714, pp.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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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SP의 내용 개관

SP에서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 되는 소재는 크게 세 가지로 나

누어진다. 첫째는 관계일반이고, 둘째는 인과관계이며, 셋째는 연

결․내속관계이다. SP를 통해 다르마끼르띠가 비판하고자 했던

것은 니야야와이셰시까(Nyāya-Vaiśeṣika)적 세계관이었다. 니야야와

이셰시까 철학에서는 추리지의 토대가 되는 周延관계(vyāpti)는 물

론이고12) 連結관계(samyoga)13)와 內屬관계(samavāya)14) 모두 실재

하는 범주로 간주하였다. 총 25수의 게송 중 제1게～제6게에서는

관계일반이 검토되고, 제7게～제18게에서는 인과관계(kāryakrāṇatā)

가 검토되며, 제19게～제25게에서는 연결관계와 내속관계가 검토

된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5)

12) 왓스야야나(Vātsyāyana)는 니야야수뜨라(Nyāyasūtra), 1-1-5에 기술된
比量에 대한 정의를 주석하면서 ‘관계(sambandha)’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지각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그것을 先行하는 것으로 삼아 세 종류의

추리가 있는데 如前과 如殘과 共見이다’(atha tatpūrvakaṃ

trividhamanumānaṃ pūrvavaccheṣavatsāmānyatodṛṣtaṃ ca : N.S.

1-1-5).(NYĀYADARŚANAM, op.cit., p. 132) “그것을 선행하는 것으로

삼는다는 말은 증표와 증표를 갖는 것의 ‘관계(sambandha)’에 대해

지각하고 증표에 대해 지각함을 의미한다. 증표와 증표를 갖는 것의

‘관계(sambandha)’를 지각함에 의해 증표에 대한 기억이 결합된다.

기억과 증표에 대한 지각을 통해 지각되지 않는 대상이

추리된다”(tatpūrvakamityanena liṅgaliṅginoḥ sambandhadarśanaṃ

liṅgadarśanaṃ ca ’bhisambadhyate / liṅgaliṅginoḥ

sambandh[addh]ayordarśanena liṅgasmṛtirabhisambadhyate/ smṛtyā

liṅgadarśanena vā ’pratyakṣo ’rthaṃ ’numiyate/ : N.Bh.

1-1-5).(NYĀYADARŚANAM, ibid., p. 142, p. 146).

13) 와이셰시까(Vaiśeṣika) 철학에서 말하는 실체(dravya), 속성(guṇa),

운동(karma), 보편(samānya), 특수(viśeṣa), 내속(samavāya)의 6범주를

말하는데 ‘연결(samyoga)’은 이 중 속성 중에 포함된다.

14) 와이셰시까 철학에서 말하는 6범주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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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일반에 대한 검토

A. 비판적 검토

a. 관계란 相依(pāratantrya)16)라는 이론에 대한 검토(제1게)

b. 관계란 본질의 융합(rūpaśleṣa)이라는 이론에 대한 검토(제2게)

c. 관계란 相待(parāpekṣā)라는 이론에 대한 검토(제3게)

d. 관계란 피관계자가 동일한 것과 관계하는 것(ekābhisambandha)

이라는 이론에 대한 검토(제4게)

B. 다르마끼르띠의 견해

a. 두 개의 피관계자와 관계라는 개념은 불가분리의 것이만, 사유에

의해 연관되는 것이라는 다르마끼르띠의 선언(제5게)

b. 행위와 행위자 등의 언어는 그런 관념에 수반하여 만들어진

것일 뿐이며, 관계는 실재하지 않는다는 다르마끼르띠의 선언

(제6게)

② 인과관계에 대한 검토

A. 비판적 검토

a. 인과관계 일반에 대한 검토(제7게)

b. 인과관계는 원인이나 결과 중 어느 하나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15) 이지수, 앞의 책 참조.

16) 제1게에서는 ‘관계(sambandha)’를 pāratantrya로 정의하고 제3게에서는

prāpekṣā로 정의한다. 쁘라바짠드라 주석의 英譯者인 V. N. Jha는 두

단어 모두 dependency로 번역한다(V. H. Jha, op.cit., p. 3 및 p. 9).

그러나 이렇게 번역할 경우 제3게는 불필요한 중복서술이 될 것이다.

한편 국역자인 이지수는 pāratantrya는 ‘他에의 의존’으로, prāpekṣā는

‘他에의 요구’로 번역함으로써 양자를 구별한다. 티베트역문에서는

pāratantrya를 gshan dbaṅ(dependency to others)로, parāpekṣā는 gshan

ltos pa 또는 gshan la ltos pa로 번역한다. ltos pa는 look at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tantrya는 √tan(extend, spread)에서 파생된 단어이고

apekṣā(to look away, to require)는 apa(away) + √īkṣ(to see)로 분석된다.

따라서 pāratantrya는 존재론적 의미를 띠고, parāpekṣā은 인식론적

의미를 띤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의존을 말할 때

‘相依相待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필자는 상의상대 중 ‘相依’에는

존재론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고 ‘相待’에는 인식론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 pāratantrya는 相依, parāpekṣā는 相待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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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대한 검토(제8게)

c. 인과관계는 원인이나 결과 중 한 쪽에 존재하면서 다른 쪽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이론에 대한 검토(제9게)

d.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동일한 대상(ekārthābhisambandha)과

관계하는 것이라는 이론에 대한 검토(제10, 11게)

e. 인과관계는 결합의 조건이라는 이론에 대한 검토(제12게)

B. 다르마끼르띠의 견해

a. 인과관계란 실재하는 것은 아니라, 원인이 보일 때 결과가

보이는 것에 입각하여 나중에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 결과의

존재를 아는 것이라는 다르마끼르띠의 견해(제13, 14, 15, 16게)

b. 인과관계에 대한 관념은 허구의 대상이라는 다르마끼르띠의

선언(17게)

C. 비판적 검토

a. 원인과 결과의 분리, 비분리 여부에 대한 검토(제18게)

③ 연결관계와 내속관계에 대한 검토

A. 비판적 검토

a. 연결관계와 내속관계에 대한 일반적 검토(제19게)

b. 전체와 부분 간의 내속관계가 존재한다는 이론에 대한 검토

(제20게)

c. 내속은 피내속자 간의 상호작용 없이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이론에 대한 검토(제21게)

d. 피연결자 간의 관계를 통해 연결이 발생한다는 이론에 대한

검토(제22게)

e. 연결과 분리와 이동은 실재한다는 이론에 대한 검토(제23게)

f. 연결과 분리와 이동이라는 말에 의해 그 말과 결부된 사물의

자성이 표명된다는 이론에 대한 검토(제24게)

g. 연결과 분리와 이동에 대해 상의성과 찰나성에 입각한 비판적

검토(제25게)

이상과 같이 세 가지 부류의 관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다르마끼르띠는 매 소재마다 먼저 적대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에 대해 비판한 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식으로 세 단계에 의

해 논의를 진행시킨다. 그리고 적대자의 견해를 비판하는 과정에



44 ∙印度哲學 제10집

서 중관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즉,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관

계(sambandha)’에 대한 조망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Ⅲ. SPV와 중관논리 그리고 中論

1. SPV에서 발견되는 중관논리

흔히 중관논리의 특징은 귀류법을 사용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논서에 귀류법이 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논서가

中論의 영향을 받아 작성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귀류법은 비단 중관논사뿐 아니라 용수 이전과 이후 인도

내의 거의 모든 논사들이 애용하던 비판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관 특유의 논법은 무엇일까? 단적으로 말해 귀류법적

논파와 아울러 비판의 대상이 되는 판단을 四句로 배열한다는 점

이 추가되어야 한다. 즉, 중관논서에서는 적대자의 주장을 네 가

지 이질적 판단(4句)으로 배열한 후 각각의 판단이 봉착하는 오류

를 歸謬法(prasaṅga)에 의해 비판한다.17)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관

논리(Madhyamaka logic)이다.

그런데 SPV에서는 적대자의 주장을 총 2句 또는 총 3句的 판

단으로 배열한 후 각 판단들을 오류에 빠지게 만드는 구절들이

많이 발견된다. 즉, 중관논리가 구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제 이런 구절들을 추출하여 中論의 게송들과 비교해 보기로 하
겠다.

17) 金星喆, 龍樹의 中觀 論理의 起源, 東國大博士學位論文, 1996, pp.
187～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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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제1게에 대한 주석

SPV에서 중관논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 제1게

에 대한 주석이다. 다르마끼르띠는 관계란 相依(pāratantrya)라는 정

의를 소개한다. 즉, ‘피관계자 간의 의존’이 관계라는 말이다. 이에

대한 다르마끼르띠의 주석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相依(gshan dbaṅ)라는 것은 다른 것에 의지한다(gshan la rag las pa)

는 것인데, 그것이 ‘관계’라면, 피관계자가 ①성립했거나 ②성립하지

않았거나 중의 어느 하나이다. [첫째, 아직] ②성립하지 않은 것은 자

성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이미] ①피

관계자가 성립해 있다면 相依가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相依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 것이다. [피관계자가] ③성립하긴 해도

일부분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성립하기 위해서 다른 것과

相依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성립과 불성립에서 기인하는 잘못

된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물에 성립과 불성립

이라는 두 가지 본질은 있을 수 없다.18)

여기서 다르마끼르띠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관계에 대한 정

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① 관계란 이미 성립된 피관계자 간의 相依이다.

② 관계란 아직 성립되지 않은 피관계자 간의 相依이다.

③ 관계란 일부는 이미 성립되고 일부는 아직 성립되지 않은 피관

18) gshan dbaṅ ni gshan la rag las pa ste/ de ḥbrel pa yin na/ ḥbrel pa

can grub paḥam ma grub pa gcig gi yin/ ma grub pa ni med paḥi ṅo

bo yin paḥi phyir ḥbrel pa dṅos por yod pa ma yin no/ ḥbrel pa can

grub na gshan dbaṅ ci shig yod med pa ñid de de bas na ḥbrel pa

med pa ñid do/ grub tu zin kyaṅ cuṅ zad ma grub pa ñid do she na/

de grub par bya baḥi ched du gshan gyi dbaṅ kho nar yaṅ mi ḥgyur

te/ grub pa daṅ ma grub pa las gyur paḥi ñes paḥi rnam par rtog pa

las mi ḥdaḥ baḥi phyir ro/ dṅos po gcig la grub pa daṅ ma grub paḥi

ṅo bo gñi ga med do/ 티베트대장경, 北京板, 因明部, 제130권, No. 5714,

p. 145, 제3엽～제4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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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 간의 相依이다.

중관논리에서는 판단을 비판할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되는 판단

을 4句로 배열하는데 위에서 보듯이 다르마끼르띠 역시 總4句 중

前3句에 대입하여 적대자의 견해를 표현하고 있다. 龍樹는 中論
第2 觀去來品에서는 ‘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분석한 후

그 각각을 비판한다.

‘간 것’은 가지 않는다. ‘가지 않는 것’도 역시 가지 않는다. ‘간 것’과

‘가지 않는 것’을 떠나서 ‘가는 중인 것’은 가지 않는다.19)

여기서 말하는 ‘가는 중인 것’에 대해 靑目은 다음과 같이 주석

한다.

가는 중인 것은 반은 이미 가버리고 반은 아직 가지 않은 것을 일

컫는다.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

문이다.20)

따라서 위의 게송에서 龍樹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판단은 다

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제1구 : 감이란 이미 간 것이 가는 것이다.

② 제2구 : 감이란 아직 가지 않은 것이 가는 것이다.

③ 제3구 : 감이란 반은 이미 가고 반은 아직 가지 않은 것이

가는 것이다.

이는 다르마끼르띠가 SP 제1게에 대한 주석에서 비판의 대상

으로 삼은 판단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즉, 다르마끼르띠는 4구

를 의식하며 이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판단에 대한 4구적

19) gataṃ na gamyate tāvadagataṃ naiva gamyate/ gatāgatavinirmuktaṃ

gamyamānaṃ na gamyate//(M.K. 2-1).[이하 M.K.는 Madhyamaka

Kārikā를 의미한다.].

20) 龍樹, 金星喆 譯, 中論, 경서원, 1993,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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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은 비단 中論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초기불전에서 무기

설의 소재가 되는 형이상학적인 판단들 역시 4구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불교 이전에도 회의론자인 산자야 벨라티뿟따(Sañjaya Bellaṭ

ṭhiputta)에게 제시되었던 의문들 역시 4구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따라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판단을 4구적으로 배열했다는 점은

다르마끼르띠가 중관논리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4구적 판단에 대한 다르마끼르띠의 비판에

서 중관논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는 특히 제3구적 판단에 대한 비

판에서 명확히 표명되어 있다. 이를 정리해 보자.

① 제1구 비판 : 이미 성립된 피관계자가 어떻게 상의할 수

있겠는가?

② 제2구 비판 : 아직 성립되지 않은 피관계자는 자성이 없기에

관계할 수 없다.

③ 제3구 비판 : 일부는 이미 성립되고 일부는 아직 성립되지 않은

피관계자는 a)성립과 불성립에 기인하는 잘못된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b)하나의 사물에 성립과 불성립이라는

두 가지 본질은 있을 수 없다.

여기서 ①은 단순한 반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이미 성립된

피관계자는 다시 상의하여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일 것

이다. 中論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게송 역시 이와 동일한 논
리구조를 갖고 있다.

만일 業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성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미

익은 과보가 다시 익게 될 것이다.21)

이를 위에 인용한 ①에 대입하면 ‘이미 성립된 피관계자가 相依

한다면 성립된 피관계자가 다시 성립되는 꼴이 된다’와 같은 문장

21) tadvipakvavipākaṃ ca punareva vipakṣyati/ karma vyavasthitaṃ

yasmāttasmātsvābhāvikaṃ yadi//(M.K.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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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작용의

주체가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相依’라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는 相依의 주체인 ‘피관계자’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의

의 주체인 피관계자가 존재한다면 성립된 피관계자가 상의를 통

해 다시 성립하게 된다는 중복의 오류에 빠진다. 즉 피관계자가

상의하는 것이 관계라는 이론을 제1구적으로 이해할 경우 오류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적대자는 피관계자 양자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

서 상의한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는 제2구적인 이해이다. 그러

나 다르마끼르띠는 ②를 통해 이를 비판한다. ②는 관계의 주체인

피관계자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에 상의할 경우

빠지게 되는 오류를 드러낸 구절이다. 주체가 없는 것은 어떤 작

용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中論에서도 이런 오류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말한다.

가는 작용 없이 가는 자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면 가는 자가 간다

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성립하겠는가?22)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다면 能見(darśana)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데 能見이 본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타당하겠는가?23)

즉, ‘가는 자가 간다’, ‘능견이 본다’는 판단 각각의 주어가 되는

‘가는 자’, ‘능견’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각각이 ‘간다’든지 ‘본

다’는 판단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립된 피관계자도 다른 것에 의존할 수 없고 성립

되지 않은 피관계자도 다른 것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딜레마에 빠진 적대자는 제3의 대안을 제시한다. ③의 a)에서 보

22) gantā tāvadgacchatīti kathamevopaoatsyate/ gamanena vinā gantā

yadā naivopapadyate//(M.K. 2-9).

23) nāpaśyamānaṃ bhavati yadā kiṃ cana darśanam/ darśanaṃ

paśyatītyevaṃ kathametattu yujyate//(M.K.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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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일부는 이미 성립되고 일부는 아직 성립되지 않은 피관계

자’가 있어서 그것이 다른 것에 의존한다는 제3구적으로 표현된

대안이다. 다르마끼르띠는 이런 대안은 모순을 야기한다고 지적하

는데 이 역시 中論의 비판방식과 동일하다. 中論에서는 제3구적
판단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어떻게 열반이 비존재와 존재의 양자가 되겠느냐? 이 양자는 같은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밝음과 어둠과 같다.24)

龍樹는 ‘열반은 존재이다’라는 제1구적인 판단과 ‘열반은 비존재

이다’라는 제2구적인 판단을 비판한 후, ‘열반은 존재이면서 비존

재이다’라는 제3구적인 판단에 대해 존재론적 모순을 지적하며 위

와 같이 비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비교해 보았듯이 다르마끼르띠는 ‘관계란 相依이다’라

는 명제에 대해 비판하면서 中論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이해방식을 3구로 배열할 뿐만 아니라 3구 각각에 대한 비판 역

시 중관논리에 의거하여 구사하고 있다.

⑵ 제3게에 대한 주석

제2게에서 ‘관계란 본질의 융합(rūpaśleṣa)’이라는 이론이 논파되

자 적대자는 ‘관계란 相待(parāpekṣā)’라는 제3의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다르마끼르띠는 ‘관계란 相待’라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비판한다.

만일 相待하는 것(gshan la ltos pa)이 관계이지 본질의 융합(ṅo bo ḥd

res pa= rūpaśleṣa)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상대하는 경우 상대

에 의해 피관계자(ḥbrel pa can)로 된다. 즉 상대에 의해, ①존재하는 그

24) bhavedabhāvo bhāvaśca nirvāṇa ubhayaṃ katham/ na

tayorekatrāstitvamālokatamasoryathā//(M.K.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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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상대하든지 ②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을 상대한다. ②만일 존재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상대하겠는가? 自性(raṅ gi ṅo bo)

이 성립되지 않은 사물에는 상대할 성질이 없는데, 그 어떤 것이 어떤

것에 대해 관계하겠는가? ①존재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 즉 모든 자성이 발생되어 있어서 상대할 필요가 없

는 사물이라면, 즉 그 무엇인가에 의해 상대된 것이라면, 상대되어질

것에 대해 어떻게 상대하겠는가? 나머지는 相依(pāratantrya)에서와 같

은 방식으로 설명된다.25)

이 주석의 요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존재하는 것은 자성이 성립되어 있기에 상대할 필요가 없다.

②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자성이 성립되어 있지 않기에 서로

상대할 수 없다.

여기서 구사되는 논리는 제1게에서 相依(pāpatantrya)를 비판할

때 구사되었던 논리와 동일하다. 따라서 본 주석 마지막에서 다르

마끼르띠는 ‘나머지는 相依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된다’고 말

하며 논의를 생략하고 있다. 그런데 ‘相待(parāpekṣā)’에 대한 위와

같은 형식의 비판은 龍樹의 논서 중 中論과 廻諍論에서 발견
된다. 中論 第10 觀燃可燃品에서 龍樹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相待하여(apekṣya) 성립되는 존재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相待하겠는가(apekṣate)? 더욱이 이미 성립된 것이 相待하는 것은 相待

에 있어서는 타당하지 않다.26)

25) ḥon te gshan la ltos pa ḥbrel pa yin kyi ṅo bo ḥdres pa ma yin no

she na/ ḥdir yaṅ gshan la ltogs pa na ltos pas ḥbrel pa can du ḥgyur

te/ ltos nas yod pa shig ltos sam/ med pa shig ltos/ ji ste med na de

ni ji ltar ltos/ raṅ gi ṅo bo ma grub paḥi dṅos po la ltos paḥi chos

med pas gaṅ shig gi gaṅ gi ḥbrel pa yin/ yod na yaṅ kun la rag ma

las te/ raṅ gi ṅo bo thams cad skyes pa ltos pa med paḥi dṅos po

ltos pa gaṅ gis na/ ḥbrel par ḥgyur bar ji ltar ltos pa1) yin/ lhag ma1)

rnams ni gshan gyi dbaṅ bshin du brjod par bya ḥo/(티베트대장경,

앞의 책, p. 145, 제5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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龍樹는 여기서 불(agni)과 연료(indhana) 간에 이루어지는 相待(ape

kṣā)를 논파한다. 연료 없이 불은 존재할 수 없다. 또 그와 반대로

불이 없는 연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연료와 불은 서로 相待함으로

써 그 존재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相待함’은 실재하

는가? 龍樹는 불과 연료 각각의 독립적 실재성을 부정할 뿐만 아

니라 양자 간의 ‘상대관계’의 실재성 역시 부정한다. 불과 연료 각

각의 실재성은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

것이 사라진다’는 緣起의 還滅門에 의해 비판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불과 연료는 서로 相待함으로써 존재한다’는

판단을 작성할 경우 龍樹는 불과 연료 양자의 ‘상대관계’의 실재성

역시 비판한다. 龍樹는 이 판단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이해 방식

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이미 성립된 불이나

연료가 상대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직 성립되지 않은 불이나

연료가 상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양자

중 그 어떤 경우에도 불과 연료는 상대함이라는 관계를 가질 수

없다. 먼저 ‘아직 성립되지 않은 불이나 연료가 상대한다’는 판단

에 대해 용수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만일 불이 연료를 상대하고 연료가 불을 상대한다면 그 둘 중의 어

느 쪽이 미리 성취되어 있어서 불이나 연료가 상대하게 되겠느냐?27)

반대로 ‘이미 성립된 불이나 연료’의 경우는 이미 그 존재가 확

립되어 있기에 성립되기 위해 다시 서로 상대할 필요가 없다. 용

수는 이에 내재하는 오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만일 불이 연료를 상대한다면 성립된 불이 [또다시] 성립[되는 꼴

26) yo ’pekṣya sidhyate bhāvaḥ so ’siddho ’pekṣate katham/

athāpyapekṣate siddhastvapekṣāsya na yujyate//(M.K. 10-11).

27) yadīndhanamapekṣyāgnirapekṣyāgniṃ yadīndhanam/

kataratpūrvaniṣpannaṃ yadapekṣyāgnirindhanam//(MK.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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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28)

여기서 ‘이미 성립된 불이나 연료가 상대한다’는 이해에 대한

비판은 위에 인용한 SPV3의 내용 중 ①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아직 성립되지 않은 불이나 연료가 상대한다’는 이해에 대한 비

판은 ②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龍樹는 廻諍論에서 인식수단과 인식
대상의 독립적 실재성을 논파하면서 양자 간의 상대관계 역시 논

파한다. ‘인식수단은 인식대상을 상대함으로써 성립한다’는 판단

역시 우리는 두 가지 방식의 이해가 가능하다. 첫째는 ‘이미 성립

된 인식수단이 인식대상을 상대함으로써 인식수단이 성립한다’는

제1구적 이해이고, 둘째는 ‘아직 성립되지 않은 인식수단이 인식

대상을 상대함으로써 인식수단이 성립한다’는 제2구적 이해이다.

前者에 대해 龍樹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제42송 : 만일, 그것(= 인식수단)들이 [인식대상들을] 相待하여(apekṣy

a) 성립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어떤 잘못(kaḥ doṣa)이 있는가?

[이미] 성립된 것을 [相待에 의해 다시] 성립시키는(siddhasya sādhana

ṃ) 것이리라. 왜냐하면, 성립되지 않은 것은 다른 것(anyat)을 상대하

지 않기 때문이다.29)

제42송 주석 : 게다가 만일, 인식대상인 사물들을 相待하여(apekṣya)

인식수단들이 성립한다고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경우(evam) [이미] 성

립된 네 가지 인식수단이 [다시] 성립하게 된다. 무슨 까닭인가? [이

미] 만들어진 것을 [다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성립되어 있

는 것을 [다시] 성립시킨다는 것은(siddhasya sādhanam) 있을 수 없

다.30)

28) yadīndhanamapekṣyāgniragneḥ siddhasya sādhanam/(MK. 10-9 전반).

29) atha matamapekṣya siddhisteṣāmityatrabhavati ko doṣaḥ/ siddhasya

sādhanaṃ syānnāsiddho ‘pekṣate hyanyat//(VV. 42).[이하 VV는

Vigraha-vyāvartanī를 의미한다].

30) athāpi matamapekṣya prameyānarthān pramāṇānāṃ siddhirbhavatī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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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만들어진 것은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 즉, 성립되어 있

는 것을 다시 성립시킨다는 일은 있을 수 없기에 이미 성립된 인

식수단이 인식대상을 상대함으로써 인식수단이 성립될 수는 없다.

이는 인식수단과 인식대상 간의 ‘상대관계’에 대해 제1구적으로

이해할 경우 봉착하게 되는 ‘중복의 오류’를 지적하는 게송이다.

반대로 제2구적 이해에 대해서 龍樹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왜냐하면, 성립되지 않은 사물이 [무엇을] 상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로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은 데와닷따(devadatta)가

그 어떤 사물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다.31)

인식대상과 인식수단 간의 상대관계는 逆으로 표현될 수도 있

다. ‘인식대상은 인식수단과 相待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관계'는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일 인식수단들에 의해 인식대상들이 성립하고, 또 그런

인식수단들은 바로 그런 인식대상들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라면, 인식

대상들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식수단들의] 원인(kāraṇa)[인 인

식대상들]이 성립하지 않은 것인데, 성립되지 않은 인식대상들이 어떻

게 [인식수단들을] 성립시키겠는가?32)

즉, 존재하지도 않는 데와닷따(Devadatta)가 어떤 것을 상대할 수

없듯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을 상대하는 일은 있을

evaṃ siddhasya pramāṇacatuṣṭayasya sādhanaṃ bhavati/ kiṃ

kāraṇaṃ/ na ca siddhasya sādhanamiṣṭaṃ kṛtasya karaṇānupapatteriti/

(VVV. 42).[이하 VVV는 Vigraha-vyāvartanī-vṛtti를 의미한다].

31) na hyasiddhasyārthasyāpekṣaṇaṃ bhavati/ na hyasiddho devadattaḥ

kaṃcidarthamapekṣate/(VVV. 42.).

32) yadi hi pramāṇaiḥ prameyāṇi sidhyanti tāni ca pramāṇāni taireva

prameyaiḥ sādhayitavyāni nanvasiddheṣu prameyeṣu

kāraṇasyāsiddhatvādasiddhāni kathaṃ sādhayiṣyanti prameyāṇi//(VVV.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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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따라서 인식대상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인식대상

이 인식수단을 상대함으로써 인식수단을 성립시킬 수는 없는 것

이다.

龍樹는 어떤 판단에 대한 제1구적 이해를 비판할 때에는 ‘주어

가 존재한다면 중복의 오류에 빠진다’고 지적하며 제2구적 이해를

비판할 때에는 ‘주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작용을 할 수가 없다’

고 지적한다.33) 그리고 이것이 제1구와 제2구에 대한 중관논리적

비판방식이며 위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논리가 SPV에서 그대로

차용되고 있는 것이다.

⑶ 제18게에 대한 주석

다르마끼르띠는 인과관계의 실재성을 논파하면서 원인과 결과

가 분리되어 있다고 보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보건 인과관계는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를 직역해 보자.

허구적 대상이라는 점, 그 점에 의해 관계는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

라는 점을 가르치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렇다. 여기서 그런

식으로 검토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원인과 결과는 실제로 ②분리되든

지 ①분리된 것이 아닌 어느 하나의 관계이다. 만일 ②분리된 것이라

면 분리된 것이 어떻게 관계하겠는가? 그렇지 못한데, 제각각의 본질

에 건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①분리된 것이 아니라면 분리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인과관계에 있겠는가? 발생될 것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분리됨이 없는데 두 가지가

관계함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34)

33) 金星喆, 앞의 책, pp. 195～202 참조.

34) ḥbrel pa yaṅ dag pa ma yin paḥi don gcig bstan de dag gis tam ci/

gaṅ gis log paḥi don yin she na/ de de bshin te/ ḥdi ltar ḥdir brtag

par bya ba gñis te/ rgyu daṅ ḥbras bu yaṅ dag par don tha dad pa

ham/ tha dad pa ma yin pa shig ḥbrel/ ji ste tha dad na/ tha dad yin

na ci shig ḥbrel/ ma yin pa ñid de/ raṅ raṅ gi ṅo bo la gnas pa ḥ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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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다르마끼르띠가 중관논리를 구사하고 있는 구절은 다음

과 같이 정리된다.

① 원인과 결과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원인과 결과가 발생도 하

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옳지 않다.

② 원인과 결과가 분리되어 있다면, 원인과 결과는 제각각의 본질

에 건립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할 수 없다.

원인과 결과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성립시

키기 위해 관계할 피관계자인 원인과 결과 각각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과관계의 주체로서의 피관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라는 작용이 발생할 수 없다. 이와 반

대로 원인과 결과가 분리되어 있다면 원인이나 결과가 이미 성립

되어 있다는 말이 되므로 양자가 다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中論 第14 觀合品(saṃsarga-prīkṣā-prakaraṇa)에서는 이와 같은 딜
레마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①단일한 것이 단일한 것과 결합하는 것도, ②다른 것이 다른 것과

결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35)

이 게송에서 龍樹는 보는 작용(darśana), 보이는 대상(draṣṭavya),

보는 자(draṣṭṛ)의 결합(saṃsarga)에 대해 검토하면서 이 三者가 다르

다고 해도 결합할 수 없고 같다고 해도 결합할 수 없다는 점을 표

명하고 있다. 다르다고 할 경우 굳이 결합함으로써 三者를 발생시

phyir ro/ gal te tha dad pa ma yin na ni/ tha dad min na rgyu ḥbras

gaṅ/ ma yin pa ñid de/ bskyed par bya ba ma skyes pa la byed paḥi

phyir la/ tha dad pa med paḥi phyir gñis ḥbrel pa ga la

yod/(티베트대장경, 앞의 책, p. 147, 제2엽.).

35) na tena tasya saṃsargo nānyenānyasya yujyate/ saṃsṛjyamānaṃ

saṃsṛṣṭaṃ saṃsraṣṭā ca na vidyate//(M.K.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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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필요가 없고, 같다고 할 경우 삼자가 성립되어 있지 않기에 결

합이라는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中論 第6 觀染染者品에서도 龍樹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①만일 단일한 것이라면 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그것 자체와 결합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②만일 별개의 것이라

면 도대체 어떻게 결합(sahabhāva)이 존재하겠느냐?36)

만일 ‘탐욕(rāga)’과 ‘탐욕에 물든 자(rakta)’가 단일하다면 양자는

결합할 수가 없다. 손가락 끝으로 같은 손가락 끝을 만지지 못하

는 것과 같다.37) 이와 반대로 탐욕과 탐욕을 내는 자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해도 양자는 결합할 수가 없다. 서로 별개로 성립되어

있는 것은 다시 결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38)

이상과 같은 中論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제1구적 판단에 대한 비판 : 피결합쌍이 단일하다면 서로 결합

할 수가 없다. 같은 것이 같은 것과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제2구적 판단에 대한 비판 : 피결합쌍이 다르다면 서로 결합할

수가 없다. 피결합쌍이 이미 성립되어 있기에 그 성립을 위해 굳이 결

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2구적 판단에 대한 비판의 경우는 中論의 인용부와
다르마끼르띠의 주석에서 구사되는 논리는 동일하다. 그러나 제1

구적 판단에 대한 비판의 경우 양자는 차이가 있다. 다르마끼르띠

는, 피관계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관계자가 아직 발생하

지 않았기에 주체가 없는 상태라서 관계라는 작용을 할 수가 없

다고 비판하는 반면, 龍樹는 피결합쌍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일한 것이 동일한 것과 결합할 수 없기에 결합이라는 작용이

36) naikatve sahabhāvo ’sti na tenaiva hi tatsaha/ pṛthaktve

sahabhāvo ’tha kuta eva bhaviṣyati//(M.K. 6-4).

37) 龍樹, 金星喆 譯, 앞의 책, p. 113.

38)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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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없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피관계자, 또는 피결합쌍이 분할을 통해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를 같이

한다. 다르마끼르띠가 소재로 삼은 ‘원인(kāraṇa)과 결과(kārya)’에

대해서도 원인과 결과가 아직 분할되지 않았다면 동일한 것에 소

속된 원인과 결과의 양자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中論식 비판
을 가할 수 있고, 中論의 소재가 된 ‘보는 작용(darśana)과 보이는
대상(draṣṭavya)과 보는 자(draṣṭṛ)’ 및 ‘탐욕(rāga)과 탐욕에 물든 자(ra

kta)’에 대해서도 아직 분할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체가 존재하

지 않기에 관계라는 작용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다. 따라서 SPV18에 등장하는 제1구적 판단에 대한 비판 역시 중

관논리와 같은 구조를 갖는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⑷ 그 밖의 주석

이상의 예는 중관논리의 영향이 명확히 드러나는 구절들이다.

그러나 이들 이외에도 SPV 도처에서 중관논리적인 비판이 발견

된다. 이 중 적대자를 딜레마에 빠지게 함으로써 비판한 예를 좀

더 수집해 보자.

관계란 본질의 융합이지 다른 것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옳지 않다. 두 가지의 것, 즉 피관계자에 두 개의 본질이 있다면,

①단일한 본질을 특징으로 하는 본질의 융합이 그 경우 어떻게 존재

하겠는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단일한 것이라고 해도 두 개의 피관계

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관계이겠느냐? 이것(= 관계)은 둘에 토

대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39)

39) ṅo bo ḥdres pa ḥbrel yin gyi gshan dbaṅ kho na ma yin no shes na/

de ni mi ruṅ ste/ gñis ñid yin te ḥbrel pa can gñis kyi ṅo bo yin na/

ṅo bo ḥdres pa raṅ gi ṅo bo gcig paḥi mtshan ñid der yaṅ ji ltar

ḥgyur te mi ḥgyur ba ñid do/ gcig pu gyur na yaṅ ḥbrel ba can gñ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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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rūpa)이 융합(śleṣa)된다는 것은 본질이 하나로 되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리고 두 개의 피관계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관계가 발

생할 수 있다. 그런데 적대자는 ‘관계란 본질의 융합’이라고 정의

한다. 다르마끼르띠는 여기서 관계(sambandha)의 의미를 중시할 경

우 융합(śleṣa)의 의미가 훼손되며 융합의 의미를 중시할 경우 관계

의 의미가 훼손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여기서 다르마끼르띠가 적

대자를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방식 역시 중관적 논법인 것이다.

제4게에 대한 주석에서 다르마끼르띠는 피관계자와 관계는 다

른 것이라는 적대자의 주장을 비판하며 적대자의 주장에 내재하

는 무한소급의 오류(reductio ad infinitum)를 지적한다.

①사태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와 피관계자의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분리된 또는 그와 다른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

해도 그것과 양자는 어떻게 관계하겠는가? 그 하나(= 관계)와 두 피관

계자 간에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없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두 피관계자가 관계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것(= 관계)과

두 피관계자도 관계를 갖지 않는다. 다시, 두 피관계자가 둘이면서 관

계한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미리40) 존재한다. 그와 달리 관계라는 하

나의 사태와 관계한다고 인정한다면, 그 경우 관계와 두 피관계자 간

에도 어떤 관계가 인정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관계를 인정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해서도 관계라는 어떤 하나의 사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끝이 없게 된다.41)

med paḥi phyir ḥbrel ba gaṅ shig yin te/ ḥdi ni gñis las gnas paḥi

phyir ro/(SPV. 2).(티베트대장경, 앞의 책, p. 145 제4엽).

40) 원문은 ‘sṅaṅ du’로 되어 있는데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Frauwallner(Frauwallner, “Dharmakīrtis Saṃbandhaparīkṣā - Text und

Übersetzung”, KLEINE SCHRIFTEN, p. 499)는 ‘skad du’로 복원하며,

Intrenet 상의 Asian Classics Input Project의 Roma字

置換本(www.asianclassics.org/download/TengSkt.html)에서는 ‘sdaṇ du’로

복원하나 이 역시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필자는 ‘sṅar ru’(before)로

복원한다(다음 각주의 인용부 중 밑줄 친 곳).

41) don tha dad pa ma yin paḥi phyogs la ni ḥbrel pa daṅ hbrel pa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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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관계와 피관계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피관계자나 관

계가 별도로 존재할 수 없기에 피관계자가 관계됨으로써 관계가

발생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와 반대로 피관계자가 그와 분

리된 관계라는 하나의 사태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관계가 성립하

는 것이라면 두 피관계자와 관계 사이에도 다시 관계가 존재해야

하기에 결국 무한소급의 오류에 빠지고 만다. 즉, 두 피관계자와

관계는 분리되어 있을 수도 없고 분리되어 있지 않을 수도 없다.

이 역시 딜레마를 이용한 비판법이다.

인과관계를 비판하는 경우에도 다르마끼르띠는 딜레마를 이용

한다.

원인이나 결과에 순차적으로 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이 역시

옳지 않다. 이와 같이 순차적이라고 해도 하나의 사태로부터 원인이나

결과 중 어느 하나에 관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다른 것에는 존

재하지 않아서 ①원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결과에는 관련이 없고, ②

결과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인에는 관련이 없기에 두 곳에 순차적으

로 존재한다면 관계는 타당하지 않다.42)

gyi gaṅ yaṅ med do/ tha dad paḥam cig śos kyi ḥbrel pa yod du

chug kyaṅ/ ḥon kyaṅ de daṅ gñis ḥbrel pa gaṅ yin/ gcig pa de daṅ

ḥbrel pa can gñis su ḥbrel pa gaṅ yin te med pa ñid do/ ji skad du

smos paḥi skyon yod paḥi phyir ji ltar ḥbrel pa can gñis ḥbrel pa

med pa de bshin du/ de daṅ yaṅ ḥbrel pa can gñis ḥbrel pa med do/

gshan du na ḥbrel pa can gñis ñi tshe ḥbrel pa yaṅ ci shig she sṅar

ru yod/ gshan yaṅ ci ste ḥbrel paḥi don gcig daṅ ḥbrel par ḥdod na/

deḥi tshe ḥbrel pa daṅ ḥbrel pa can gñis la yaṅ ḥbrel pa shig ḥdod

par bya dgos te/ de lta bur ḥbrel pa khas len paḥi phyir ro/ de la yaṅ

ḥbrel paḥi don gcig bu shig yod pas thug paḥam med par ḥgyur

ro/(티베트대장경, 앞의 책, p. 145 제5엽～p. 146 제1엽).

42) rgyu ḥam ḥbras bu la rim gyis ḥbrel pa gnas so she na/ de yaṅ mi

rigs te/ ḥdi ltar rim las kyaṅ dṅos po gcig las rgyu ḥam ḥbrs bu gcig

la ḥbrel pa shes bya ba gnas na/ gshan la re ba med de/ rgyu gnas

pa na ḥbras bu la ltos pa med do/ ḥbras bu gnas pa na rgyu la ltos

pa med pas gñis la rim gyis ḥdug na ni ḥbrel par mi ru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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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원인과 결과 중 어느 하나에만 존재하고 다른 것에

는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적대자의 주장에

대해 다르마끼르띠는 인과관계가 만일 원인에 존재한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꼴이 되고, 결과에 존재한다면 원

인과 무관하게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꼴이 된다고 논박함으로써

적대자를 딜레마에 빠뜨린다. 딜레마는 4구 중 제1구와 제2구적

판단이 봉착하는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龍樹 역시 中
論 도처에서 딜레마를 이용하여 적대자의 주장을 비판한다. 다음
을 보자.

①만일 하나인 중에 합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것은 [合할] 짝이 없

이도 그렇게 되는 꼴이 되고 ②만일 다른 것에 합하는 존재라고 한다

면 그것은 [合할] 짝이 없이도 그렇게 되는 꼴이 된다.43)

生等(= 生住滅)의 세 가지가 ①각각의 것들이라고 하면 有爲相의 작

용으로는 적합치 않다. [이와 반대로 그 세 가지가] ②결합되어 있다

고 하면 어떻게 一處, 一時일 수있겠는가?44)

①만일 自性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물이 변모되겠느냐? ②

만일 自性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사물이 변모되겠느냐?45)

①만일 世間에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後世(= 來生)가 존재하겠는가?

그렇다고 ②세간이 無限하다고 하면 어떻게 後世가 존재하겠는가?46)

ste/(티베트대장경, 위의 책, p. 146 제2엽～제3엽).

43) ekatve sahabhāvaścet syātsahāyaṃ vināpi saḥ/ pṛthaktve

sahabhāvaścet syātsahāyaṃ vināpi saḥ//(M.K. 6-5).

44) utpādādyāstrayo vyastā nālaṃ lakṣaṇakarmaṇi/ saṃskṛtasya samastāḥ

syurekatra kathamekadā//(M.K. 7-2).

45) kasya syādanyathābhāvaḥ svabhāvaścenna vidyate/ kasya

syādanyathābhāvaḥ svabhāvo yadi vidyate//(M.K. 13-4).

46) antavān yadi lokaḥ syātparalokaḥ kathaṃ bhavet/ athāpyanantavāṃl

lokaḥ paralokaḥ kathaṃ bhavet//(M.K. 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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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P와 中論
SP는 게송의 형식, 제목 그리고 그 구성에서 中論과 유사하

다. 먼저 SP의 게송의 형식에 대해 검토해 보자. SP는 中論과
마찬가지로 Śloka47)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다음과 같은 게송을 보

자.

pāratantryaṃ hi sambandhaḥ siddhe kā paratantratā/

tasmāt sarvasya bhāvasya sambandho nāsti tattvataḥ/(SP. 1).48)

rūpaśleṣo hi sambandho dvitve sa ca kathaṃ bhavet/

tasmāt prakṛtibhinnānāṃ sambandho nāsti tattvataḥ49)/(SP. 2).50)

두 게송 중의 각 음절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

47) Veda의 Auṣṭbhu(4×4調의 찬가)에서 발달한 서사시 형식으로 8음절로

이루어진 Pāda 4개로 이루어져 있다(Macdonell, A Sanskrit Grammar for

Students, Oxford University Press, 1927, Appendix).

48) V. H. Jha, op.cit. p. 2.

49) SP 제1게와 제2게 말미에서 ‘관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sambandho

nāsti tattvataḥ)’라고 선언하는데, 中論에서도 개념의 실체성을 비판할
때 ‘tattvatas(실제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다음을 보자 : ‘또 이 業은

번뇌를 본질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갖가지 번뇌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런 갖가지 번뇌들이 진실되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업이 실제로 존재하겠느냐?’(karma kleśātmakaṃ cedaṃ

te ca kleśā na tattvataḥ/ na cette tattvataḥ kleśāḥ karma syāttattvataḥ

katham// : M.K. 17-26), ’淨과 不淨의 뒤바뀐 오해를 緣하여 발생하는

것들, 그것들은 自性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번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śubhāśubhaviparyāsān saṃbhavanti pratītya ye/ te

svabhāvānna vidyante tasmātkleśā na tattvataḥ// M.K. 23-2). tattvatas는

paramārthatas(勝義에 있어서)와 同義語로 淸弁(490～570C.E.頃)은

中論적 귀류논증식이 디그나가의 논리학에서 말하는 ‘주장의
오류(pakṣābhāsa)’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장명제 앞에 이 단어를

부가하기도 한다.

50) V. H. Jha, ibid.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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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는 모두 Pathyā형51)의 Śloka이다. 中論 귀경게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anirodham anutpādam anucchedam aśāśvatam/ anekārtham anānā

rtham anāgamam anirgamam//

yaḥ pratītyasamutpādaṃ prapañcopaśamam śivam/ deśayāmāsa sa

ṃbuddhastaṃ vande vadatāṃ vara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경게 역시 SP와 마찬가지로 Pathyā형의 Śloka이다.

또, Sambandha-parīkṣā-prakaraṇa라는 제목 역시 中論을 염두

에 두고 지어진 듯하다. 中論 내 각 품의 제목은, Pratyaya-parīkṣā
-prakaraṇa(觀因緣品), Gatāgata-parīkṣā-prakaraṇa(觀去來品)인데 Samb

andha-parīkṣā-prakaraṇa 역시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니야야
브하샤의 저자 왓스야야나(Vātsyayāna)는 니야야수뜨라의 저술방

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런데 이 경전은 세 가지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는 열거(uddeśa)와

정의(lakṣaṇa)와 검토(parīkṣā)이다. 이 중에서 열거라는 것은 명칭에 의

51) Pathyā형 Śloka의 16음절은 다음과 같은 박자를 갖는다 : ̇̇̇ ̇︶̅ 
̅̇ ̇̇̇ ̇︶̅ ̇̇(Macdonell,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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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갖가지 범주들을 해설하는 것이다. 다음에 정의란 열거된 것에 대

해 참된 성격을 표명하는 것이다. 검토란 정의된 것(lakṣita)이 정의에

부합되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갖가지 인식수단을 통해 확정하는 것

이다.52)

즉, 자신의 학파의 세계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세계관

을 구성하는 개념들이 열거(uddeśa)되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개념

에 대한 정의(lakṣaṇa)가 내려진 후, 마지막으로 그 정의의 타당성

에 대해 논쟁적으로 검토(parīkṣā)하는 것이 일반적 논서의 저술방

식이다. 그런데 그 제목과 내용에서 보듯이 中論과 SP 모두 비
판적 검토(parīkṣā) 위주로 이루어진 논서이다.

또, SP와 中論은 그 논지 전개 방식에서도 일치한다. 中論
내 각 품은 대부분 적대자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을 맺

지만 幻과 假象으로서의 세계를 긍정하는 다음과 같은 게송이 추

가되기도 한다.

마치 환상과 같고 꿈과 같으며 신기루와 같다고 生과 住와 滅이 각

각 그와 같이 설명되었다.53)

煩惱들과 業들과 身體들 또 業의 主體들과 果報들도 신기루의 姿態

를 띄고 있으며 아지랑이나 꿈과 같다.54)

형상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 그리고 생각의 내용은 오직 신기

루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아지랑이나 꿈과 같다.55)

52) trividhā cā’sya śāstrasya pravṛttiḥ - uddeśo lakṣaṇaṃ parīkṣā ceti

/tatra nāmadheyena padārthamātrasyā’bhidhānam uddeśaḥ /

tatroddiṣṭasya tattvavyavacchedako dharmo lakṣaṇaṃ / lakṣitasya

yathālakṣaṇam upapadyate na veti pramāṇair avadhāraṇaṃ

parīkṣā(N.Bh. 1-1-2).(NYĀYADARŚANAM, op. cit., pp. 83～84.).

53) yathā māyā yathā svapno gandharvanagaraṃ yathā/ tathotpādastathā

sthānaṃ tathā bhaṅga udāhṛtam//(M.K. 7-34).

54) kleśāḥ karmāṇi dehāśca kartāraśca phalāni ca/ gandharvanagarākārā

marīcisvapnasaḥnibhāḥ//(M.K. 17-33).



64 ∙印度哲學 제10집

生, 住, 滅이나 煩惱, 業, 業의 주체,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모두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모두는 환상(māyā)이나 꿈

(svapna), 신기루(gandharvanagara)나 아지랑이(marīci)와 같은 것이다.

갖가지 개념과 판단, 세계관이 비판된다고 해서 幻으로서의 세계,

假象으로서의 세계조차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르마끼르띠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SP에서 관계의 실재

성을 비판하긴 하지만 假象의 세계, 즉 언어의 세계는 인정한다.

SP 제1게～제4게에 걸쳐 다르마끼르띠는 관계에 대한 갖가지 정

의를 비판한 후 제5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 양자와 그와 다른 이것, 그 모든 것은 자체에 건립된 것이다. 그

러므로 존재는 스스로 융합하지 않으며 사유(kalpanā)가 그것들을 융합

한다(SP.5).56)

관계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유(kalpanā)가 피

관계자들이 융합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즉, 각각의 성질이 서

로 의존(rag las pa)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다.57) 그

리고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피관계자 역시 우리의 관념에 의해

발생된 것이다. 다르마끼르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고 사물의 차이를 인식하기 위해 그것(= 사유)에 부응하여 행위

와 행위자와 같은 언어들이 결합된다(SP.6).58)

55) rūpaśabdarasasparśā gandhā dharmāśca kevalāḥ/ gandharvanagarākārā

maricisvapnasaṃnibhāḥ//(M.K. 23-8).

56) tau ca bhāvau tadanyaśca sarve te svātmani sthitaḥ/ ityamiśraḥ

svayaṃ bhāvāstān miśriyati kalpanā/(V. N. Jha, op.cit. p. 12).

57) ḥbrel pa yaṅ dag pa ni ḥgaḥ yaṅ med kyi/ dṅos po de dag ḥdres pa

med kyaṅ rtogs pas ḥbres par byed/ gshan la rag las paḥi ṅo bo lta

bur mtsan ma ḥgaḥ shig ston pa skyeḥo/(티베트대장경, 앞의 책, p. 146

제2엽).

58) tameva cānurundhānaiḥ kriyākārakavācinaḥ/ bhāvabhedapratītyartham

saṃyojyante ’bhidhāyakāḥ/(V. N. Jha, op.cit.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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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관계나 피관계자, 행위와 행위자라는 언어는 思惟의 조작에

부응하여 생성된 것이다.

다르마끼르띠는 제7게～제16게에서 인과관계의 실재성을 비판

하고, 인과관계에 대해 불교적으로 재해석한 후 제17게를 통해 다

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그 兩者만이 실재하는 대상이며, 인과에 대한 관념(vikalpā)은, 허구

의 대상으로, 대상들을 연관된 것으로 본다(SP.17).59)

SP 제13게에서 다르마끼르띠는 인과관계에 대해 ‘보이지 않던

것이, 어떤 사물을 보면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경우

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정의한다. 즉, 인과관계(sambandha)가 실재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보이면 원인이 보이고 원인이 보이지

않으면 결과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만이 추리의 근거가 된다는 것

이다. 이를 제16게에서는 ‘생성된 것(= 결과)이 존재할 때 그것(= 원

인)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원인이] 존재할 때만 [결과가] 생성

된다는 것은, 지각과 비인지에 근거하여 인과성(hetuphalatā)으로서

증명되는 것이다’60)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

음’(= 그 양자)만이 인과성의 근거가 될 뿐이지, 인과관계가 실재하

는 것은 아니다. 즉, 허구의 대상이다.

지금까지 고찰해 보았듯이, 제시된 적대자의 세계관을 중관논

리에 의해 비판한 후, 다시 그 허구성을 표명한다는 점에서 SP와

中論의 논지 전개 방식은 일치한다. 양 논서의 논지 전개 과정
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①적대자의 세계관 제시 → ②그에 대한 중관논리적 비판 → ③허

59) etāvanmātratattvārthāḥ kāryakāraṇagocarāḥ/ vikalpā darśyantyarthān

mithyārthā ghaṭitāniva/(ibid. p. 36).

60) bhāve bhāvini tadbhāvo bhāva eva ca bhāvitā/ prasiddhe hetuphalate

pratyakṣānupalambhataḥ/(ibid.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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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표명

그러나 SP의 내용 중 제13게～제17게는 中論과 그 성격을 달
리한다. 다르마끼르띠는 ‘인과관계가 지각의 대상으로 실재한다’고

본 니야야학파의 주장을 비판하긴 했지만 제13게～제17게에 걸쳐

인과관계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개진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龍樹와 다르마끼르띠의 시대적 역할이 구별된다. 龍樹는

반논리적 사유에 철저했던 반면 다르마끼르띠는 중관적 반논리의

토대 위에서 논리학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Ⅳ. 맺는 말

지금까지 고찰해 보았듯이 SPV에서는 中論이나 廻諍論에
서 구사되는 중관논리를 거의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구절들이 많이 발견된다. 즉, SPV에서 다르마끼르띠는 적대자의

주장을 비판할 때 이를 제1, 2, 3구 또는 제1, 2구적 판단으로 재

배열한 후 각 판단에 내재하는 논리적 오류를 귀류법(prasaṅga)에

의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 후 다르마끼르띠는 융합이나, 행

위자, 행위, 인과관계 등 관계와 연관된 제 개념들은 실재하는 것

이 아니라 우리의 사유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의 대상이라고 선언

하며 唯識的 세계관을 암시한다. 中論의 경우도 귀류법에 의해

적대자의 세계관을 논파한 후, 논파의 대상이 되었던 갖가지 개념

들을 꿈이나 아지랑이와 같은 假象에 비유하는데, 이런 가상의 비

유는 중관과 유식을 잇는 架橋가 된다고 볼 수 있다. SP와 中論
은 귀류법적 논파방식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논파의 대상을 唯識

學的으로 승화시킨다는 점에서 그 취지를 같이한다.

뿐만 아니라 그 제목이 中論 내 각 품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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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īkṣā-prakaraṇa’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모든 게송이

中論과 마찬가지로 Śloka형식으로 쓰여졌다는 점 역시 SP가

中論의 영향을 받아 저술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

다.*61)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