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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삼상이란 종․인․유로 구성되는 삼지작법으로 대표되는 불교

논리학에 있어 이유인 원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

인의 삼상에 대한 설명은 불교논리학자인 디그나가에 의해 체계화되

고 다르마키르티에 이르러 정교하게 설명된다. 후기 중관학파의 논사

가운데 다르마키르티의 논리학을 전승한 대표적인 인물이 샨타라크쉬

타이며, 그의 중관장엄론은 다르마키르티의 논리학적 영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샨타라크쉬타는 중관장엄론에서 불교의 근본적인 특성인 무자성,

무아의 개념을 논리에 의한 증명과 성전에 의한 증명으로 논증하고

있다. 특히 논리에 의한 증명에 있어서 샨타라크쉬타는 유명한 이일다

성의 증인을 이유로 하여 무자성의 논증을 전개한다. 샨타라크쉬타의

논리학적 전개는 다르마키르티의 인의 삼상론에 의거하고 있으며, 또

한 중기중관학파의 논사인 바바비베카에게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

다. 곧 샨타라크쉬타는 이일다성의 증인의 이유를 전개함에 있어 ‘승

의에 있어서’라는 한정을 붙이며, 원인으로서 이유는 그와 유사한 동

품에 반드시 존재하며, 그리고 원인과 전혀 별개의 이품에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샨타라크쉬타의 이일다성의 증인은 후대 인도불교사에서 무자성을

논증하는 대표적이며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며, 이전의 다양한 불교적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논증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I. 序言

* 이태승 :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부 교수. tslee@mail.uiduk.ac.kr

필자는 일찍이 ‘離一多性(ekānekasvabhāvaviyoga)의 證因(het

u)’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AV에 대해 고찰을 해본 적이 있다.1)

당시의 주요 관심사는 중관사상의 중요개념인 二諦說에 주안점에

두고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것은 물론 MAV의 전체 구조에 대한

후대 주석가의 견해를 따라 그 내용의 이해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해는 MAV의 이해를 위해서는 중요한 관점

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근래 샨타라크쉬타(Śāntarakṣita, ca.725-783)의 MAV을

다시 읽을 기회를 통해 필자는 MAV의 구조를 새롭게 이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물론 새로운 이해란 발표자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뿐으로 이미 여러 연구가들이 지적하고 발표하였

던 내용이다. 곧 MAV의 구조가 그 서두의 머리말에서 샨타라크

쉬타가 밝히고 있는 대로 그 전체내용이 理證과 敎證으로 구성된

것을 새롭게 느꼈던 것이다. 여기에서 이증이란 ‘論理에 의한 증

명’이며 교증이란 ‘聖典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곧 샨타라크쉬타

는 MAV의 핵심주제인 一切法無自性에 대한 주제를 이증과 교증

을 통해 증명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증을 통한 증명을 행

함에 있어 샨타라크쉬타는 일체법무자성의 논증을 ‘離一多性의 證

因’을 세워 논증해가고 있다. 이 이일다성의 증인은 샨타라크쉬타

독자의 논증인으로서 후기 인도불교에서 무자성을 논증하는 중요

한 증인 가운데 하나이다.

本稿는 MAV에서 일체법의 무자성을 논증하는 증인인 이일다

성증인을 전통적인 논리학의 因의 三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일다성의 증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증

인이 이전의 불교전통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살펴보려는 것이

다. 곧 샨타라크쉬타가 일체법무자성의 논증에 전통적인 인의 삼

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논증식의 사상적

배경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후기 인도불교의

1) 이태승(1998) ; (2000).



논리학적 응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또한 MAV를 논리학적 관

점에서 그 성립배경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II. 因의 三相

因(hetu, liṅga)의 三相(trairūpya)이란 논증식에서 因에 해당하

는 이유 명제의 徵表인 能證(sādhaka)이 갖는 세가지 특징을 가리

킨다. 이 인의 삼상에 대한 이론은 불교논리학의 선구자인 디그나

가(Dignāga, ca.480-540)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전통적인 용어로

서는 遍是宗法性(pakṣadharmatva), 同品定有性(sapakṣa sattva),

異品遍無性(vipakṣe asattva)으로 표현된다. 디그나가에 의해서 불

교논리학의 특징으로서 거의 완성를 보인 3支作法의 예를 통해

인의 삼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3지작법의 예로써 자주 거론

되는 불과 연기의 논증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宗) 저산에 불이 있다.

(因) 연기가 있기 때문에.

(喩)

[同喩] 무릇연기가있는곳에불이있다<喩體>. 아궁이와같이<喩依>.

[異喩] 무릇 불이없는곳에 연기가 없다<喩體>. 호수와 같이<喩依>.

이 논증식에서 증명되어야 할 대상인 주장명제인 宗의 술어인

불을 所證(sādhya)이라 하며, 이 불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이유인

연기를 能證이라 한다. 그리고 능증인 연기는 주장명제의 '저 산

에' 반드시 존재한다. 이 때 ‘저 산’은 증명되어야할 불인 法(dhar

ma)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有法(dharmin)이라고 표현된다. 유

법으로서 ‘저 산’은 능증인 연기를 반드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것을 증인의 첫 번째 특징인 변시종법성이라고 한다. 즉 능증인

연기는 유법으로서 宗인 ‘저 산’의 法으로서 불에 반드시 존재한다

는 의미이다. 그리고 능증인 연기는 유법인 ‘저 산’과 동일한 속성

을 가진 喩例인 同品(sapakṣa; 同類라고도 함)으로서 아궁이에 반

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이것을 동품정유성이라 한다. 그리고 유법

으로서 ‘저 산’과는 전혀 다른 속성으로서 호수와 같은 異品(vipak

ṣa; 異類라고도 함)에는 능증인 연기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품변무성이다. 논증식의 증인으로서 능증은 이상과 같이

세가지 특성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인의 삼상으로서, 이것은

디그나가에 의해 거의 완성적으로 정리되었다.

디그나가에 의해 완성된 인의 삼상은 디그나가 이전의 無著(As

aṅga), 世親(Vasubandhu) 시대에 이미 나타나지만 불교논리학의

입장에서 그 논리적인 의미를 분명히 한 것은 디그나가이었다. 그

러나 디그나가의 이론에 대해 니야야 학파 등 인도의 다른 논리

학파로부터 비판이 나타나, 이에 대해 디그나가의 이론을 세밀히

검토하여 인의 삼상을 보다 치밀하게 정리한 사람이 다르마키르

티(Dharmakīrti, ca. 600-660)이다. 다르마키르티는 디그나가의 이

론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중요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인의 3상

을 비롯해 불교논리학 전체를 완성시켰다. 다르마키르티는 디그나

가의 인의 3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 설명하고 있다.2)

(1) 논리적 이유는 추리 대상의 전부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 확

정되어 있을 것.

(2) 논리적 이유는 동류만에 존재한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을 것.

(3) 논리적 이유는 동류가 아닌 것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 확정되어 있을 것.

다르마키르티는 디그나가의 인의 3상에 범어 eva를 붙임으로서

‘반드시’, ‘만’, ‘결코’ 등의 의미를 더하여 삼상의 의미를 보다 분명

2) 아카마츠 아키히코(1989) p. 200.



히 하였다. 이로인해 디그나가의 인의 삼상에서는 불명확하고 내

용상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명확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인의 3상에 대한 설명에 있어 다르마키르티는 능증과

소증의 관계를 ‘實在의 本質을 媒介로 하는 결합관계(svabhāvapra

tibandha)’라는 말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

고 그러한 결합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다르마키르티는同一關係(tād

ātmya)와 因果關係(tadutpatti)란 독자적인 말을 사용하여 설명하

고 있다.3) 물론 이것은 다르마키르티의 저술에서는 능증이 갖는

3종 논리적 이유 중 본질적 속성(svabhāva), 결과(kārya)의 둘을

가리킨다. 이중 본질적 속성은 동일관계를 지칭한다. 예를들어

“음성은 무상하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라는 논리식에서 만

들어 진 것이 무상하다는 것의 구체적인 이유는 본질적인 속성상

동일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르마키르티가 말하는

“그것은 나무이다, 싱샤파나무이기 때문에”에서와 같이 나무와 싱

샤파 나무의 관계를 동일관계로 나타내고 있다.4) 결과에 해당하

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앞서 예로 든 논증식에서 불이 있는 곳

에 반드시 연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곧 다르마키르티의 입장에서는“연기의 본질은 불에서 생겨난 것

이고 연기는 그 본질을 상실하여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불과 연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 실재에 있어 필연관

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서 논리적 이유(=연기)는 논리적

귀결(불)을 필연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5) 이

처럼 다르마키르티는 동일관계와 인과관계의 설명을 통해 디그나

가의 인의 삼상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능증과 소증의 근본적

인 관계를 명확하게 밝혔던 것이다.

다르마키르티는 긍정적인 논증식에서의 능증과 소증의 관계를

3) 다르마끼르띠(2000) p. 72. (Nyāyabindu, II-25)

4) 다르마끼르띠(2000) pp. 64-65 참조. (Nyāyabindu, II-17)

5) 아카마츠 아키히코(1989) pp. 187-188.

동일관계, 인과관계로 설명하고, 부정적인 논증식에서는 非認識(a

nupalabdhi)의 개념을 사용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곧 부정적

인 논증식의 이유에 대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

를 제시하여 부정 논증의 성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르마키르

티가 설명하는 능증의 세 종류로서 동일관계, 인과관계, 비인식에

대한 설명은 다르마키르티 독자적인 설로서 후대 논리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다르마키르티는 불교논리학 전반에 대한 디그나가 이론을 철저

히 검토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교논리학을 완성시켰다. 디그나

가에 의해 성립되고 다르마키르티에 의해 완성된 불교논리학은

중관학파의 논사를 포함한 불교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후대의 샨타라크쉬타, 카말라쉴라 등도 다르마키르티에 의해 완성

된 불교논리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특히 샨타라크쉬타는 M

AV에서와 같이 논리학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다르마키르티의

인식론에서 보이는 形象등의 세밀한 인식론적 논의를 전개하여

후대 불교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

III. 離一多性의 證因과 因의 三相

1. 中觀莊嚴論의 구조

MAV는 전체 97게송과 자신의 주석으로 이루어진 문헌이다. 게

송 부분만을 따로 모은 中觀莊嚴論頌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MA
V가 만들어진 이후 게송만을 따로이 모아 만든 것이라고 한다.6)

6) 이태승(1998) p. 218 참조.



MAV의 내용은 후대 주석서에도 나타나듯이 그 주 내용은 샨타

라크쉬타의 二諦에 대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7) 곧 총카파(Tson

g kha pa)의 제자인 다르마린첸(Dar ma rin chen, 1364-1432)의

주석에 따르면 MAV의 내용은 다음의 셋으로 나뉘어진다.

勝義에 있어서 無인 것의 증명 (K.1-62)

世俗에 있어 有인 것의 증명 (K.63-66)

이 二諦의 設定方式에 대한 非難의 排除 (K.67-97)

이와 같이 MAV는 기본적으로 샨타라크쉬타의 이제설을 주 내

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MAV가 샨타라크쉬타의 이제를 설하고 있는 것은 사

실이지만, 실제 그 서문에 나타나듯이 MAV는 諸法의 無自性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샨타라크쉬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自利와 利他의 원만을 성취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의존함이 없이 나

아가는 사람이, ‘고찰하지 않는 한 즐겁게 인정하는’(avicāraikaramya)

모든 존재물을, 影像 등과 같이, 진실로서는, 無自性인 것을 이해한다

면, 煩惱障과 所知障을 모두 끊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論理와 聖敎로

서 일체법이 무자성인 것을 완전히 이해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實在하는 것의 힘에 의거한 推論(vastubalapravṛtta-a

numāna)’을 동반하지 않는 聖敎를 隨信行者들도 완전히 만족하지 않

을 것이기 때문에, 논리를 먼저 설해야 한다.8)

7) 이태승(1993) 참조.

8) MAV p. 14, 20 : bdag dang gzhan gyi don phun sum tshogs pa bsgrub

par ci la 'ang ma rag par chas pa / dngos po'i rnam pa ma brtags

gcig pu na dga' ba ma lus pa gzugs brnyan la sogs pa lta bur / yang

dag par na rang bzhin med par rtogs na nyon mongs pa dang / shes

bya'i sgrib pa mtha' dag spong bar 'gyur te / de bas na rigs pa dang

lung gi chos thams cad rang bzhin med par khong du chud par bya

ba'i phyir rab tu 'bad do // de la lung dngos po'i stobs kyis zhugs

pa'i rjes su dpag pa dang bral ba ni dad pas rjes su ‘brang ba rnams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MAV의 목적은 ‘諸法이 眞實

에 있어 無自性’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論理(Nyāya, Yukti)로써 고찰하여 증명하는 것’과

‘聖典(Āgama)을 통해 증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

제 MAV의 科文을 살펴보면 ‘논리에 의한 증명(K.1-62)’, ‘聖典에

의한 증명(K.63-90)’ ‘결론(K.91-97)’으로 나눌 수 있다.9) 이렇게

논리와 성전에 의거해 MAV는 제법의 무자성을 논증하고 있다.

본고에서 고찰하는 이일다성의 증인이란 ‘논리에 의한 증명’을 나

타내는 논증식에 사용되는 증인으로서, 곧 논리에 의한 논증의 근

본 이유가 되고 있다. 이 이유를 근거로하여 MAV는 그 내용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의 여러 철학적 견해를 비판하고 있

다. 곧 인도의 다양한 철학 사상은 물론 불교 내에서도 유부, 경량

부, 유식의 이론을 차례대로 비판 검토하여 중관사상을 바탕으로

일체법 무자성을 논증하고 있다.

2. 離一多性證因의 論理構造

⑴ 遍是宗法性의 전개

이일다성 증인에 의한 논증식은 MAV 제1게송에 나타나며 다

음과 같은 논증식을 갖는다.10)

kyang shin tu yongs su thsim par mi 'gyur bas rigs pa je brjod par

bya'o // <번역에 대해서는 一鄕正道(1985) 참조>

9) MAV pp. CVI-CVIII. 이 책에서는 제1게송을 MAV 전체의 주제로

간주해 따로 구분하고 있지만, 필자는 제1게송도 논리에 의한 증명으로

이해하여 논술한다.

10) MAV p. 22 : bdag dang gzhan smra'i dngos 'di dag // yang dag tu

na gcig pa dang // du ma'i rang bzhin bral ba'i phyir // rang bzhin

med de gzugs brnyan bzhin // (niḥsvabhāvā amī bhāvās tattvataḥ



(종) 自派와 他派가 설하는 이들 실재하는 것은, 眞實에 있어서, 無

自性이다.

(인) 一과 多의 自性을 떠나 있기 때문에

(유) 影像과 같이

이 논증식에 나타나는 증인인 이일다성의 증인은 能證에 해당

하며 주장의 술어인 무자성은 所證에 해당한다. 따라서 능증인 증

인이 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소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무자성의 논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이든 다수이

든 자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무자

성의 소증에 포함되는 능증은 一과 多의 자성을 떠나 있는 것이

다. 일과 다를 떠난다는 것은 一과 多의 관계는 ‘상호 배제하며 존

재하는 관계(parasparaparihārasthita lakṣaṇatva)’이기 때문에 이

둘 이외에 다른 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인가 변치않는 어떤

것의 근본적 실체인 자성은 본질적으로 하나가 아니면 다인 것으

로 그 외의 경우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MAV의 ‘논리에 의한 고찰’은 이와 같이 이일다성의 증인을 바

탕으로 한 무자성의 논증식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증명의 과정은 곧 인의 삼상에 대한 확인 과정이기도 하다. 먼

저 MAV에서는 그 증인이 不成(asiddha)의 誤謬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제2게송 이하에서 논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일다성의 증인이

올바른 증인이기 위해서는 주장명제의 유법으로서 ‘자파와 타파가

설하는 실재하는 것’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이 인

의 삼상 중 첫번째인 遍是宗法性에 해당한다. 변시종법성에 증명

을 위해 자파와 타파가 설하는 실재하는 것이 일과 다의 자성이

떠나있다는 것을 논증해 가는 것이다.

먼저 샨타라크쉬타는 ‘실재하는 것(Vastu)'이 하나인 자성을 떠

난다는 것을 제2게송부터 제60게송에 걸쳐 논증하고 있다. 즉 하

나인 자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다수의 자성도 성립하지 않기 때

svaparoditāḥ / ekānekasvabhāvena viyogāt pratibimbavat)

문에 먼저 하나인 자성에 대해 고찰해 가는 것이다. 샨타라크쉬타

는 먼저 自派로서 유부, 경량부, 유식파등의 교리를 고찰해 一性이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며 他派로서는 샹캬, 베단타 등 인도의 여

러 학파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타파의 사상에 대한

비판은 이미 섭진실론(Tattvasaṃgraha)에서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어 MAV에서는 자파로서 불교의 학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

다.

불교의 각파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는 먼저 色蘊에 대한 고찰로

부터 시작한다. 곧 색온에 대한 고찰은 外境의 실재물에 대한 검

토로서, 이 외경이 하나의 자성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이

다. 이것에 대한 검토에서도 외경을 常住하는 것과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여 상주하는 것으로서 無爲法 등에 대해 고찰하며

(K.3-7),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는 極微 등으로 이루어진 대상을

고찰하고 있다(K.11-15). 샨타라크쉬타는 허공 등 상주하는 遍在

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양한 방위를 갖는 나무 등과 결합하고 있는 허공등의 자성은 다

른 것(=나무)과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그것과 결합하고

있어 그것 [허공의 자성]이 나를 성질로 하고 있는 데 따라 그것과 동

일한 [하나의]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또 만약 그것 [허공]이 다양한

방위를 갖는 것이라면 그 [허공의] 자성은 다른 것과 결합을 갖지 않

는 것이 될 것이다.11)

곧 어디에나 두루 존재하는 허공 등은 동일한 속성을 갖는 것

으로 하나의 자성을 갖지만, 이 허공 속에는 다양한 사물이 존재

11) MAV p. 44, 46 : nam mkha' la sogs pa phyogs tha dad pa'i shing la

sogs pa dang 'brel ba'i rang bzhin gang yin pa de nyid gzhan dang

'brel ba can yang yin na ni des na de dang 'brel ba'i phyir de gcig

pu'i bdag nyid yin pa bzhin du gzhan yang de dang tha dad ma yin

par 'gyur ro // ‘on te de phyogs tha dad na ni rang bzhin de nyid

gzhan dang 'brel ba can ma yin par 'gyur ro//



한다. 허공중에 존재하는 사물은 다양한 모습을 가진 것으로 이것

들은 다양한 자성을 가진 존재이다. 이러한 다양한 자성을 가진

존재가 하나의 자성을 가지는 허공과 어떻게 관계하는가의 문제

이다. 또한 동일한 허공을 두고도 각각의 방향이 정해지는 까닭에

방향에 따른 자성을 인정하게 되면 허공의 동일성이 파괴된다. 이

렇게 샨타라크쉬타는 하나의 자성으로서 허공 등을 고찰했을 때

그러한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음을 논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색온에 대한 검토에 이어 識蘊을 검토하는데 특히

식이 自己認識의 성질을 갖는 一性인 것을 전제한 뒤, 그 식과 외

계의 대상, 나아가 그 식에 현현하는 외계대상인 形象과의 관계를

고찰한다. 식과 대상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있어 외계대상을 실재

로 인정하는가 아니면 형상으로 인정하는가에 따라 無形象知識論

(K.6-21)과 有形象知識論(K.22-34)으로 나뉘어 진다. 그리고 오직

식만을 인정하는 유식파에 대한 비판(K.44-60)에서 형상을 진실

된 것으로 인정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形象眞實論(K.45-51), 形象

虛僞論(K.52-60)이 나뉘어 진다.12) 이러한 형상에 대한 논의는 다

르마키르티의 인식론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샨타라크쉬

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일다성증인의 논증식과

관련한 형상론의 전개는 샨타라크쉬타의 독특한 것으로, 이것은

후대의 불교가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샨타라크쉬타는

하나인 자성을 전제로 하여 자파와 타파의 교리를 논리적이며 비

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거기에는 하나의 자

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것을 고찰하였을 때 거기에 一性이 성립하지 않았다. 일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多性은 존재하지 않는다.13)

12) 형상에 대한 논의는 이태승(1998) 참조.

13) MAV p. 172 : dngos po gang gang rnam dpyad pa // de dang de la

gcig nyid med // gang la gcig nyid yod min pa // de la du ma nyid

kyang med //

이와 같이 변시종법성에서는 주장명제의 주어인 ‘자파와 타파가

설하는 존재’가 일과 다의 자성을 떠나있는 것이 증명되는 까닭에

일체가 무자성인 것이 논증된다. 그리고 一性과 多性은 ‘상호 배제

하여 성립하고 있는 것’인 까닭에 일성과 다성 이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자성의 일성과 다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일

체는 무자성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⑵ 同品定有性의 전개

샨타라크쉬타는 이일다성의 증인을 통해 자파와 타파의 설이

무자성이라는 것을 밝혀 변시종법성에 대해 확인한 뒤 인의 삼상

중 두번째인 同品定有性의 증명을 거행한다. 곧 일과 다의 자성을

떠나 있다는 증인은 주장명제의 주어와 동일한 유례로서 影像(pra

tibimba)과 같음을 논증하고 있다. 이것은 주장명제의 주어에 해

당하는 자파와 타파의 교리가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듯이 자성을

가지지 않는 유례로서 실재하는 영상를 거론해, 이 영상이 자성을

갖지 않는 즉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샨타라크쉬타는 이 영상을 논증하는데 먼저 영상의 의미를 달리

설명하는 미맘사 학파, 바이쉐쉬카 학파, 經量部의 견해를 거론하

며 이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것은 영상을 실재하는 것 혹

은 자성으로서 실체시하는 견해를 고찰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 거

론하는 학파의 영상의 견해와 그것에 대한 비판을 보기로 한다.

[미맘사학파에서의 영상]

(주장) 거울의 표면에 눈빛이 맞닿음으로 인해 자신의 얼굴 등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이다.14)

(비판) 만약 거울 표면 등에 눈빛이 맞닿고 자신의 얼굴과 결합하

14) MAV p. 180 : me long gi ngos la mig gi 'od zer phog nas slar log

pas rang gi bzhin la sogs pa de ltar dmigs pa'i phyir ro //



여 그것이 얼굴을 지각하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북쪽을

향하고 있는 거울면에 남쪽을 향한 영상이 보이거나, 거울 면이 적어

큰 자신의 얼굴 영상이 실제보다 작게 보이는 것도 불합리 할 것이고

또 거울면과 관계하는 것이 거울면 내부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불합리 하다. 깨끗한 호수의 가장자리에 서있는 산들과 나무들이

위를 향하는데 호수에 비친 산과 나무의 영상은 아래를 향하는 것 같

이 보이는 것도 불합리하다. 따라서 영상의 지는 본래의 얼굴과 다르

게 보이는 까닭에 자기 본래의 얼굴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음성의

지식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15)

[바이쉐시카학파의 영상]

(주장) 거울 가운데 아주 깨끗한 다른 하나의 동일한 상이 생기는

까닭이다.16)

(비판) 다른 하나의 상이 생긴 것으로 [영상과 같다는 유례가 불성

립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여러 개의 상은 동일한 장소에 함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상이란 거울면의 장소에만 보이는 것으로

형태를 가진 것과 공간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만약 공간과 동일

한 존재라면 동일한 하나의 것이 될 것이다.17)

15) MAV p. 180, 182 : gal te me long gi ngos la sogs pa la mig gi 'od

zer phog nas slar logs pa rang gi bzhinla sogs pa dang 'brel ba de

'dzin pa'i rgyur 'gyur na / de lta na me long gi ngos byang phyogs

su bltas na gzugs brnyan lho phyogs su bltas pa mthong ba dang /

me long gi ngos chung ngu la rang gi bzhin chen po'i gzugsbrnyan

chung ngur snang ba yang mi rigs pa dang / me long gi ngos kyi

nang du song bar snang ba yang mi rigs pa dang / chu dang ba'i

mtsho de'i 'gram na 'dug pa'i ri dang shing gi rtse mo dang yal ga

gyen du bltas pa mang po'i gzugs brnyan yal ga dang rtse mo thur

du bltas par dmigs par yang mi 'gyur te / de bas na gzugs brnyan

shes pa de de dang mi 'dra bar snang ba'i phyir rang gi bzhin la

sogs pa 'dzin pa ma yin te / sgra la sogs pa'i shes pa bzhin du rjes

su dpag par nus so //

16) MAV p. 180 : me long la sogs pa'i nang du shin tu dang ba'i gzugs

gzhan zhig 'byung ba'i phyir ro //

17) MAV p. 182 : gzugs gzhan 'byung ba yang rigs pa ma yin pa nyid

de / gzugs rnams lhan cig mi gnas pa'i phyir te gzugs brnyan rnams

[경량부의 영상]

(주장) 불가사의한 힘을 갖는 대상의 효력에 의해 대상과 비슷하게

현현하는 지식만이 생기기 때문이다18)

(비판) 대상과 비슷하게 현현하는 지식만이 생기는 것이 영상이라

는 것도 부정된다. [그 경우 영상의 지식과 실재하는 색등의 지식과

는] 차이가 없는 까닭에 나머지 실재하는 색등에 대해서도 무슨 까닭

에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고]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실로 극미와 전체

성이 [지식을 자성으로 하는 영상인 것은] 불합리하며, 그 영상은 소

취의 상과는 모순한다.19)

이와 같이 샨타라크쉬타는 영상과 같다는 유례가 성립하는 것

을 보이기 위해 영상을 실체로 인정하는 세 학파의 견해를 들어

이를 비판하고 있다. 이 비판의 요점은 영상은 실재하는 것 또는

실재하는 대상의 반영이기 때문에 실체시하여야 한다는 것 즉 영

상은 자성의 실체를 가진다고 하는 견해를 거론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샨타라크쉬타는 영상이란 실재하는 사물과 전

혀 별개의 모습이며, 어떠한 실체적인 의미도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곧 실재하는 사물이 비추어진 모습이지만 실재하는 사물과

는 별개의 것으로 실체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체

성을 가지지 않는 영상은 자파나 타파가 설하는 존재물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다른 예인 것이다. 따라서 영상은 일과 다의 자성

을 떠난 것으로서 실체적인 것이 아닌 유례임이 성립하며, 이 동

품의 유례가 성립함으로써 이일다성의 증인은 그 효력을 가지게

ni me long gi ngos kyi phyogs de nyid na dmigs la / lus can gyi

dngos po rnams ni phyogs mtshungs par nam yang mi 'gyur te / de

dag gcig pu'i bdag nyid du 'gyur ba'i phyir ro //

18) MAV p. 180 : dngos po'i nus pa bsam gyis mi khyab pa'i mthus de

ltar snang ba'i rnam par shes pa tsam 'byung ba'i phyir ro //

19) MAV p. 184 : de ltar snang ba'i shes pa tsam 'byung bar zad de /

bye brag med na de lhag ma rnams kyang ci'i phyir mi 'dod / 'diltar

rdul phra rab rnams dang yang lag can rnams mi rigs pa dang /

gzung ba'i mtshan nyid dang 'gal bar …



된다.

⑶ 異品遍無性의 전개

디그나가의 논리학에서는 인의 삼상 중 이품편무성에 대한 고

찰이 반드시 필요로 된다. 그렇지만 샨타라크쉬타의 논리학에서는

이품에 대한 喩例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품에 대한 유례를 구체적

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은 다르마키르티 이후 후대 논리학의 특색

으로도 간주된다. 후대논리학에서는 능증의 징표가 반드시 포함되

는 동품이 분명하면 그것과 속성이 다른 이품은 구태여 거론하지

않아도 무방하였다. 그렇지만 디그나가의 논리식에 따라 이품을

상정해 보면 여기에서 이품이란 자성을 가지는 존재로서 아트만

과 같이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이든 다수이든 실체로서 간주

되는 자성의 유례이다. 샨타라크쉬타도 이품을 따로이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이일다성의 증인이 성립하여 무자성이 논증되는 까닭

에 구태여 이품으로서 자성을 갖는 존재를 설정해 유례를 나타낼

이유가 없었던 것을 보여준다. MAV에서는 따로이 이품을 제시하

지 않아도 이품변무성의 규칙에는 오류가 없다고 말한 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一과 多 이외에 제 3의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둘은 상호 배제

하여 존재하는 까닭에.(K.62)

一體[性]와 多體[性]는 상호 배제하여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의 것은 배제된다. 제3의 방식으로 확정되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이 [이품에 있어 증인의 배제는] 부정되지 않고 [증인은

이품에] 존재하지 않는다.20)

20) MAV p. 188 : gcig dang du ma ma gtogs par // rnam pa gzhan dang

ldan pa yi // dngos po mi rung ‘di gnyis ni // phan tshun spangs te

gnas phyir ro //(K.62)

gcig pu'i badg nyid dang du ma'i bdag nyid ni phan tshun spangs te

이렇게 샨타라크쉬타는 이품이 구태여 제시되지 않아도 이품변

무성의 원칙에 저해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일다성의

증인을 사용하는 논증식은 인의 삼상의 원칙에 맞는 것은 물론

무자성을 논증하는 중요한 논리식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다.

샨타라크쉬타가 사용하는 이일다성의 증인의 논증식은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보면 몇가지 특징이 보여진다. 곧 샨타라크쉬타는 주

장명제에서 ‘진실에 있어서’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으며, 또한 이품

에 해당하는 유례를 제시하지 않는 것 등이다. 이러한 논리학적

특징은 이미 中觀自立論證派(Svātantrika-Mādhyamika)의 기원으

로 간주되는 바바비베카에서도 보이는 특색이기도 하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샨타라크쉬타는 바바비베카의 논리학적 입장을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離一多性 證因의 意義

MAV에 나타나는 이일다성의 증인에 의한 논증식을 디그나가

의 三支作法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宗) 자파와 타파가 설하는 이들 실재하는 것은, 진실에 있어서, 무

자성이다.

(因) 일과 다의 자성을 떠나 있는 까닭에.

(喩)

[同喩] 일과 다의 자성을 떠난 것은 무자성이다. 영상과 같이.

[異喩] 자성인 것은 일과 다의 자성을 갖는다. 아트만과 같이.

gnas pa'i mtshan nyid yin pas phung po gzhan sel to / de bas na

rnam pa gzhan du bzhag pa'i dngos po med pa'i phyir 'di la ldog pa

mi ldog pa med do //



샨타라크쉬타는 그의 다른 저술에서도 논리식의 사용에 있어

異品은 거의 제시하지 않지만, 샨타라크쉬타의 제자로 간주되는

카말라쉴라(Kamalaśīla, ca.740-797)는 이품을 제시해 디그나가의

논리식에 맞추는 경우가 있다.21) 그리고 샨타라크쉬타는 자신의

이일다성 증인의 논리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존재에 대한 집착이 증대되어 올바른 사유를 하지 못하고 승의로서

일체법에 변충하는 무자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타인에게 확신을 일으키는 언어활동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에 대하여 지식과 언어와 명칭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성립하는 것이

다.22)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 이일다성의 논리식은 승의로서 무자성

을 보이기 위한 지적, 언어적 활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일체법이 무자성임을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분명

하게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샨타라크쉬타의 논리식은 올바른 사유로서 타인에게 일

체가 무자성임을분명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설해지고 있지만,

이 논리식에는 독특한 특징이 보여진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진실

에 있어서’라는 한정을 붙이는 것, 이품을 제시하지 않는 것 등이

다. 이러한 논리적 특징은 이미 중관자립논증파에 속하는 바바비

베카의 논리학적 특징을 이어 받고 있는 것이다.23)

바바비베카(Bhāvaviveka, ca.500-570)는 그의 논리식 전개에 있

21) 이태승(2003) pp. 98-99 참조.

22) MAV p. 190 : dngos po la mngon par zhen pa yongs su 'phel ba

tshul bzhin yid la byed pas goms par mi byed pa'i phyir spang dka'

bas yang dag par na dngos po mtha' dag la khyab pa'i rang bzhin

med pa nges par mi sems mi brjod cing / gzhan dag la yang nges

par bskyed par 'dod pas tha snyad 'dogs par mi byed pa de dag la

'di ltar shes pa dang sgra dang tha snyad kyi yul nyid du bsgrub ste /

23) 이태승(2000) pp. 214-215 ; 이태승(1996) pp. 161-163.

어서 세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첫째는 주장 명제에 ‘勝義(pa

ramārtha)에 있어서’라는 한정구를 붙이는 것, 둘째는 주장명제를

포함한 모든 부정판단은 모두 非定立的否定(prasajyapratiṣedha)인

것, 셋째는 異品의 喩例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24) 여기에서 ‘승

의에 있어서’는 MAV의 ‘진실에 있어서’의 의미와 동일한 것이다.

곧 바바비베카는 논리식이 승의를 지향하고 있고 승의에 적합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비록 세속적인 언어로 표현된 것이긴 해도

진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논리를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표현은 세속적인 입장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비난을 차단하는 기

능도 가지고 있다. 즉 세속과 승의의 다른 차원을 제시함으로서

세속적인 입장으로서 비판을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非定立的 否

定이란 부정 그자체가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

다. 위의 논증식에서 ‘진실에 있어서 무자성’은 ‘세속에 있어서 有

自性’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에 반해 부

정이 다양한 내용을 함축하는 경우를 定立的 否定(paryudāsa)이라

고 한다. 그리고 바바비베카에 의하면 논증에는 이품과 같은 異喩

例를 구태여 제시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품에 사용

되는 예가 불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인 경우가 많은 까닭에 구

태여 거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바비베카에 보여지는 논리적 특징은 샨타라크쉬타에

게도 그대로 보여진다. 이것은 샨타라크쉬타가 바바비베카의 논리

학적 입장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바비베

카는 논리학을 勝義에 수순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세속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기본 태도 역시 샨타라크쉬타에서도 보여진다. 즉 샨타

라크쉬타는 논리학을 사용해 제법의 무자성을 논증함에 있어 이

것을 ‘勝義에 隨順하는 것(paramārtha-anukūla)’으로 간주하여 승

의 그 자체와 구분하고 있다. 곧 진리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

는 것이지 진리 그 자체는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샨타라크쉬타

24) 江島惠敎(1980) pp. 102-137 ; 江島惠敎(2003). pp. 408-414 참조.



는 바바비베카의 논리에 대한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또한 바바

비베카 이후 전개된 다양한 불교논리학의 입장을 받아들였던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학의 전통에 입각하여 불교의 핵심 교학

으로서 무자성의 논증을 이일다성 증인을 사용해 논증하였던 것

이다. 불교논리학의 전통과 중관사상을 잇는 불교의 사상적 전통

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에 샨타라크쉬타 논증식의 意義를 찾을

수 있다.

MAV에서는 ‘논리를 통한 증명’에 이어 ‘성전에 의한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논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여 불교의 근

본개념인 무자성에 대해 보다 완전한 증명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

임은 물론이다.

IV. 結語

샨타라크쉬타의 ‘離一多性의 證因’에 의한 논증식은 후대 아티

샤(Atīśa, ca. 982-1054)에 의해 불교의 4대 無自性 논증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무자성의 개념은 초기불교 이래 무아설의

사상을 이어받는 것으로써 불교의 근본적인 개념을 보여준다. 이

러한 불교의 근본 개념을 대승불교에서는 논리학적 응용을 통해

무자성에 대한 논증을 시도하였다. 디그나가에 의해 성립된 논리

학을 바바비베카는 중관파의 입장에서 도입하여 자신의 사상적

입장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바바비베카의 입장은 후대의 샨타라크

쉬타에게도 그대로 전해 졌다. 하지만 샨타라크쉬타의 논리학의

배경에는 바바비베카는 물론 다르마키르티의 정교한 논리학과 인

식론을 포함한 불교사상의 전통이 담겨있다. 곧 MAV 속에 보여

지는 ‘이일다성 증인’ 논증식의 전개와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정

교한 形象說의 논의는 그것을 증명한다.

本稿는 MAV의 내용을 논리적 입장에서 보다 분명하게 고찰할

필요를 느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본고를 통해 MAV에 있어

‘논리에 의한 증명’은 ‘이일다성의 증인’을 바탕으로 인의 삼상을

논증해 가는 과정임을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MAV

의 사상적 배경은 다양한 사상이 전제되어 있지만 특히 바바비베

카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대의 인도

불교사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논리학에 대한 이해가 중요시되

고 있음을 확인한 것을 본고의 意義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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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Three Characters of The Reason of

Ekānekasvabhāvaviyoga

Lee, Tae Seung

(UIDUK University)

The 'Three Characters(trairūpya) of Reason(Hetu)' is a very

important notion in Buddhist Logic which typically shown with

Three-step arguments. This theory of 'Three Characters of Re

ason' is systematized by Dignaga, Buddhist Logician, and perfe

ctly completed by Dharmakīrti. The Buddhist logic which it is

completed by Dharmakīrti gave much influence to the later Mā

dhyamikas in Indian Buddhism. Among the later Mādhyamikas,

Śāntarakṣita is one of most famous for succeeding inBuddhist

Logic and Buddhist essential thoughts. In Madhyamakālaṃkāra

-vṛtti, his famous work, he make an effort to demonstrate Bud

dhist essential thought, i.e. the niḥsvabhāva or anātma in the w

orld, by means of Logic and Āgama. Specially on the part of L

ogic, Śāntarakṣita adopts and uses the reason of Ekānekasvabh

āvaviyoga, the famous theory of reason, and explains the reaso

n according to the 'Three Characters of Reason' in Buddhist lo

gic. In considering the Śāntarakṣita's explaining, we make an n

otice to the influence of Dharmakīrti and Bhāvaviveka who is a

middle Mādhyamika. Therefore we reach to know that Śāntarak

ṣita is succeeded in Buddhist Logic and previous Mādhyamika.

Notwithstanding such an influence, Śāntarakṣita is unique for d



emonstrating Buddhist essential thought with reason of Ekānek

asvabhāvaviyoga.

Key Words : Three characters of Reason, zAntarakSta,

Reason of EkAnekasvabhAvaviyoga,

MadhyamakAlaMkAra-vRtti, DharmakIrt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