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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드라끼르띠의 이제설과 언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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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드라끼르띠의 입중론에서 이제설은 세간에 의해서 성자의 관점

을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이제설의 첫 번째 특

징은 인식주체의 관점에 따라서 아래 단계의 인식주체가 위 단계의 인

식주체에 의해서 배척되는 네 가지 단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제설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세속적 의미의 자성과 승의적 의미의 자성을 사용

하여 세속과 승의를 정의한다는 것이다. 언어관과 관련하여 세 번째 특

징은 언설도 부정적 의미의 언설과 긍정적 의미의 언설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부정적 의미의 언설은 비세간세속적 언설로 희론과 같은 의미

로 사용된다. 긍정적 의미의 언설은 승의를 설시하는 수단으로 언설제

또는 세간세속제라고 불린다.

성인의 관점에서의 인식활동인 고찰은 개념화를 무화시키는 방향으

로 진행되고, 희론은 개념화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고찰에

의해서 언설은 승의를 지향하는 수단이 된다. 이때 세속제는 유세속이

된다. 세속제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게 되고, 단지 세속이 된다. 고찰이

라는 사유활동을 통해서 언설제는 세속으로부터 승의를 지향하게 되고,

이때의 언어활동은 승의를 지향하는 활동으로서 짠드라끼르띠의 언어관

에서 언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이다.

Ⅰ. 머리말

티벳전통에서 바와위웨카(Bhāvaviveka, 500-570)를 필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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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립논증학파(svātantrika, Raṅ rgyud pa)와 붓다빨리따(Budd

hapālita, 470-540)를 시작으로 하는 귀류논증학파(prāsaṅgika, Th

al ḥgyur ba)를 구분한 이래1) 이는 중관학파를 이해하는 기준이

되었다.2) 두 가지 전통을 구분하는 것은 짠드라끼르띠(Candrakīrti,

ca.600-660)가 쁘라산나빠다(Prasannapadā)에서 중론 제1장
제1게송을 주석하면서 바와위웨카의 입장을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중관학파가 두 가지 전통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공사상

을 기술하는 방법에서 자신의 주장 즉 일체의 다르마는 무자성ㆍ

공이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타학파가 유자성을 주장할 때 그 주

장이 오류로 돌아감을 보임으로써 일체의 다르마는 무자성ㆍ공이

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즉 공사상기술의 방

법의 문제가 두 전통을 나누게 된다. 공사상기술의 문제는 공사상

과 짝을 이루는 이제설의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공사상

은 일체의 다르마에 대해서 수평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징이라

고 한다면, 이제설은 다르마와 세속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드러내

기 때문이다.3) 따라서 공사상의 기술은 이제설의 형태와 밀접한

1) 마츠모토 시로(2008, p. 225)에 의하면 이러한 학파명을 처음 사용한

티벳인 학자는 니마닥(Ñi ma grags, 1055-?)이다. 小川一乘:(1984, pp.

599-600)에서는 입중론에 대한 현존하는 유일한 인도찬술의 티벳역본
주석서인 자야난다(Jayānanda, 11, 12세기)의

입중론석(Madhyamakāvatāraṭīkā)에서 ‘svātantrika’에 상당하는 ‘raṅ
rgyud pa’라는 학파명이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마츠모토 시로(2008) pp.

266-7 참조.

2) 中觀思想에서 타치가와(立川武蔵, 1982)와 에지마(江島恵教, 1982)는
‘歸謬論證派’와 ‘自立論證派’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고, 루엑(Ruegg, S.

D.(1981, p. 58), 카지야마(梶山雄一, 1982), 오가와(小川一乘, 1988),

로페즈(Lopez, S. D. Jr.(1987, pp. 55-81)에서도 구분하고 있다.

3) 나가오 가진(2005, p. 29)은 ‘공-연기의 관계라는 강하게 긴장되어진 끈이

수평선이라고 한다면, 승의-세속의 이제는 바로 수직선에 해당한다’고

한다. 부파불교가 다원론적 경향을 가지는데 반해서, 대승불교는 일원론적

경향을 가진다. 상좌부와 유부는 다수의 궁극적인 실재를 전제하는 반면,

중관학은 공일원론적 경향을, 유식학은 식일원론적 경향을 가진다.

공일원론에 의해서 일체법을 기술하는 것은 궁극적인 실재를 기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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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을 가지게 된다.

중관학파를 두 전통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을 효과

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개념적인 틀을 제공하는 반면, 그들을 중

관학파라고 부를 수 있는 공통적인 전제를 간과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자립논증학파와 귀류논증학파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두

전통의 대립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두 전통의 차이점 뿐 만 아니라 공통점에 대해서도 함께 조망하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특히 마츠모토(松本)는 ‘두 사람의 중

관사상가 사이에는 공성논증(空性論證)의 방법에서도 이제설(二諦

說)에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고 까지

언급하고 있다.5) 이처럼 두 전통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다양한 스

펙트럼을 가지고 있다.6)

필자는 두 전통의 이제설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의 문제를 탐구

하고자 한다. 이제설은 중관학파에서 실재라고 할 수 있는 공과

세속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므로,7) 이제설

것에는 적합한 반면, 세속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세속의 구조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공일원론을 보완하는 이론으로 등장한

것이 중관학파에서의 이제설이다. 이제설에 의해서 현상구제(saving the

phenomena)가 가능하게 된다. 이제설은 부파불교의 다원론적 경향에서는

큰 중요성을 가지지 못하였지만, 중관학파에서 크게 대두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 江島恵教(1980), 岸根敏幸(2001), 那須真裕美(1999) 등의 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5) 마츠모토 시로(2008) p. 311, pp. 468-9; 松本史朗(1997) p. 347.

6) 짠드라끼르띠에 대한 현대의 연구는 첫 번째 이제설, 두 번째 공성논술의

방법, 세 번째 짠드라끼르띠의 실천론, 네 번째 짠드라끼르띠의

유식사상비판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岸根敏幸(2001, pp. 19-25)은 네 가지 관점에 따라서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짠드라끼르띠 연구를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태승(2004),

김성철(2006)의 연구가 있다.

7) 여기서 실재(實在, real being)는 ‘실제로 있는 것’을 말한다. 우파니샤드의

경우 실재는 아트만과 브라흐만일 것이고, 불교의 경우에는 온ㆍ처ㆍ계,

공 등이 실제로 있는 것이다. 고정불변하는 어떤 것을 실재로 파악하는

실체론(substantialism)과 실제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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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언어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공사상의 기술

과 관련된 언어의 역할은 바와위웨카와 짠드라끼르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되므로, 언어에 대한 탐구는 두 사상

가의 다양한 사상적 스펙트럼의 초점을 하나로 맞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서 공과 그것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중기중

관학의 귀류논증학파를 대표하는 사상가인 짠드라끼르띠를 통해

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8)

Ⅱ. 짠드라끼르띠의 이제설

2.1. 이제설의 도입맥락과 기능

짠드라끼르띠는 나가르주나(Nāgārjuna, ca.150-250)의 중론
(Mūlamadhyamakakārikā, 中論)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체의 다르
마는 자성을 가지고 않고 공하다(一切法無自性空)’는 가르침을 붓

다빨리따의 입장에서 계승하고 있다.9) 짠드라끼르띠의 저작 가운

실재론(realism)은 구분된다. 실체론이라든가, 허무론(nihilism)은 실재론에

관한 하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8) 중기중관학파의 공사상과 언어의 문제의 전모를 다루기 위해서는

짠드라끼르띠 뿐 만 아니라 바와위웨카의 사상도 반드시 다루어야 하지만,

바와위웨카의 공사상과 언어의 문제는 지면 관계상 다른 논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9) 따라나타(Tāranātha)에 의하면 “짠드라끼르띠는 남방의

사만따(Samanta)지역에서 태어났고, 소년시절부터 모든 학문을

공부하였고, 그 남방국에서 출가해서 모든 삼장에 정통했다.

바비야(Bhavya)의 여러 제자와 붓다빨리따(buddhapālita)의 제자인

까말라붓디(Kamalabuddhi)로부터 나가르주나의 근본 가르침을 배웠고,

대학자가 되어 날라다의 좌주(座主, upādhyāya)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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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입중론(Madhyamakāvatāra, 入中論)은 쁘라산나빠다와 함
께 그의 주저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론에 대한 주석
서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쁘라산나빠다보다는 짠드라끼르띠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입중론에 의지하여 그 자신의 이
제설을 밝히고자 한다.10) ‘세속의 구조화’라고 불리는 짠드라끼르

띠의 세속제를 살펴봄으로써 언어에 대한 중관학파의 사고의 전

개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11)

짠드라끼르띠가 입중론을 저술한 목적은 ‘[보살십지(十地)와

불지(佛地)의] 십일지(十一地)를 이해하는 것에 의해서 세속과 승

의의 [이]제를 두루 알고, 나가르주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본반
야 즉 중론을 처음으로 하는 중관의 논서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다.’12) 따라서 자신의 저서의 이름도 ‘중관의 논서에 깨달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입중론이라고 지은 것이다. 짠드라끼

르띠의 입중론은 나가르주나의 중론을 십지경(daśabhūmikas
ūtra, 十地經)에 기초해서 보살의 초지(初地)에서부터 십지(十地)

쁘라산나빠다, 입중론, 사백론주, 육십송여리론주를 지어
붓다빨리따의 학풍을 널리 선양했다”고 한다. タ-ラナ-ダ 著, 寺本婉雅

譯(1977) pp. 218-9: Tāranātha, Debiprasad Chattopadhyaya ed., Lama

Chimpa, Alaka Chattopadhyaya tr.(1970) pp. 198-9: 바비야와

바와위웨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江島恵教(1990) 참조.

10) 짠드라끼르띠의 사상을 드러내는데 있어서 쁘라산나빠다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는 岸根敏幸(2001) p. 64, 江島恵教(1980) p. 152 참조.

小川一乘(1988, p. 5)에 의하면 입중론은 짠드라끼르띠의 사상을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논서이다. 쁘라산나빠다에서 ‘이점에
대해서는 입중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서술이 자주 보이는
점에서도 짠드라끼르띠가 입중론을 근본적인 저술로 인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 ‘세속의 구조화’라는 용어는 岸根敏幸(2001, p. 93)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당시 상키야(Sāṃkhya), 니야야(Nyāya), 와이세시카(Vaiśeṣika) 등의

정통브라만 학파에서는 치밀한 ‘세계구조’에 관한 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서 짠드라끼르띠에게는 세속에 대한 이론정립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대한 짠드라끼르띠의 대답이 그의 이제설이라고

할 수 있다. 立川武蔵(1983) pp. 142-3 참조.

12) 小川一乘(1988) pp. 4-5; 小川一乘(1976)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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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실천적인 수행계위를 논설한 것이다.13) 초지부터 육지(六

地)까지는 육바라밀을 순서대로 배대한 것으로 입중론의 제육

장는 반야바라밀을 다룬다. 제육장은 논서의 중심으로 분량면에서

도 삼분의 이를 차지한다. 이 제육현전지(第六現前地)는 짠드라끼

르띠의 중관사상이 유감없이 논구되고도 남음이 있는 유일한 장

으로, 육장만으로도 입중론의 짠드라끼르띠의 중관사상을 명확
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14) 할 수 있다. 226게송과 짠드라끼르

띠의 자주(自註)로 이루어진 제육장은 법무아(法無我, MA.Ⅵ.8-119)

와 인무아(人無我, MA.Ⅵ.120-178)와 십육공(十六空, MA.Ⅵ.180-

226)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인법이무아(人法

二無我)와 공성(空性)의 설시가 제육장의 내용이다. 법무아는 중
론제1장제1게송에서 ‘자생(自生), 타생(他生), 공생(共生), 무인생

(無因生)’을 부정하는 사불생(四不生)과 연관되고, 인무아는 오온과

의 관계에서 해명된다.15) 법무아와 인무아에 의해서 분명하게 된

공성은 이만오천송반야경에 기초한 십육공성과 사공성(四空性)

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이제설은 법무아에 관한 설명 가운데 ‘타불생(他不生)’의 논증에

서 제시되고 있다. 타생은 세간적으로 워낙 강력한 입장이므로,

이것에 대해서 타불생을 주장하는 짠드라끼르띠가 어떤 논리로

이를 대적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13) 십지경은 화엄경 십지품(十地品) 을 말하는 것으로, 십지는
순서대로 환희지(pramuditā bhūmi, 歡喜地), 이구지(vimalā bhūmi,

離垢地), 발광지(prabhākarī bhūmi, 發光地), 염혜지(arciṣmatī bhūmi,

焰慧地), 난승지(sudurjayā bhūmi, 難勝地), 현전지(abhimukhī bhūmi,

現前地), 원행지(dūraṅgamā bhūmi, 遠行地), 부동지(acalā bhūmi,

不動地), 선혜지(sādhumatī bhūmi, 善慧地), 법운지(dharmamegha bhūmi,

法雲地)이고, 각각은 십바라밀 즉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력바라밀,

지바라밀에 대응한다. 龍山章眞 譯註(1982) p. 8 참조.

14) 小川一乘(1988) p. 7.

15) 입중론에서 사불생에 관한 분석은 이태승(2004) pp. 1194-9 참조,
인무아에 관한 분석은 Fenner, P.(1983) pp. 7-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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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사람은 자기의 현실경험(dṛṣṭa)에 의지해서 지식근거(pramā

ṇa)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논리적 증명을 서술해서 무엇

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이 다른 것으로부터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세간

의 사람은 분간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것으로부터의 생기(生起)는 존

재한다. 이것에 관해서 논리적 증명이 무슨 필요인가?16)

세간의 주장은 직접경험에 의지해서 타생을 주장하는 반면, 짠

드라끼르띠는 논리적 증명에 의해서 타불생을 주장한다. 짠드라끼

르띠는 세간의 입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모든 존재자는 올바른 관점과 허위의 관점에 의해서 존재태를 얻는

두 가지 존재의 방식을 취한다. 올바르게 보는 자에 있어서 대상은 진

실이고, 이것에 대하여 허위라고 보는 자에 있어서 그것은 세속제라고

설해지고 있다.17)

허위라고 보는 자는 게다가 이종이라고 인식된다. 감관이 명민한

자와 감관에 결함이 있는 자이다. 그리고 감관에 결함이 있는 자의 인

식은 감관이 양호한 자의 인식에 대비한 경우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

16) 입중론의 번역으로는 전통적인 小川一乘(1976)의 6장의 게송과 자주에
대한 텍스트와 번역이 있고, 江島恵教(1980)와 立川武蔵(1982)에서도

이제설과 유세속과 관련한 주요한 게송을 번역되어 있다. 펜너(Fenner,

P.(1990), pp. 211-302)에서는 입중론 전체 게송의 로마나이즈된
텍스트와 영어번역이 실려 있다. 그 외의 영어번역으로는 Ari Goldfield,

Jules Levinson, Jim Scott, and Birgit Scott tr.(2005), Candrakirti,

Padmakara Translation Group tr.(2002), Candrakirti, Alex Trisoglio

ed.(2003), Wangchuk Dorje, Tyler Dewar tr.(2008)이 있다. 본 논문의

입중론 게송 원문은 Fenner, P.(1990)의 텍스트를 사용하고 있고,
번역은 江島恵教(1980)의 번역을 주로 하고, 나머지 번역을 참조하고

있다.

MA. Ⅵ. 22. gang gis rang lta la gnas 'jig rten tshad mar 'dod pas

na/ 'dir ni rigs pa smras pa nyid kyis lta go ci shig bya/ gzhan las

gzhan 'byung ba yang 'jig rten pa yis rtogs gyur te/ des na gzhan

las skye yod 'dir ni rigs pas ci zhig dgos//

17) MA. Ⅵ. 23. dnogs kun yang dag rdzun pa mthong pa yis/ dngos

rnyed ngo bo gnyis 'dzin par 'gyur/ yang dag mthong yul gang de

de nyid de/ mthong ba brdzun pa kun rdzob bden par gsu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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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18)

장해 없는 여섯 감관에 의해서 세간의 사람이 도달한 파악대상(grā

hya)은 세간에 의해서 진실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세간에 의해서 거

짓이라고 생각된다.19)

무지의 수면에 붙잡힌 타학파의 무리가 아트만으로서 상정하는 것

과 같은 것, 또는 환ㆍ양염 등에 관하여 상정하는 것과 같은 것은 세

간에 의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20)

눈병있는 자에 의해서 파악된 것은 눈병없는 자의 인식을 배척하지

않는다. 그와같이 무구(無垢)한 지(知)를 떠난 자의 인식이 무구한 인

식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21)

세간은 직접경험을 고집하면서 타불생의 논리는 ‘세간에 의해서

배척된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짠드라끼르띠는 세간에서

주장하는 배척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타생을 인정하는 세간의

관점과 타불생을 주장하는 성자의 관점이 대등하다면 배척은 성

립할 수 있지만, 감관에 결함이 있는 자가 감관에 결함이 없는 자

를 배척할 수 없듯이, 세간의 관점은 성자의 관점을 배척할 수 없

다는 것이 짠드라끼르띠의 주장이다. 세간의 관점에 의해서 성자

의 관점을 배척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인식주

체의 인식능력의 비대칭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다음 구절을

마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8) MA. Ⅵ. 24. mthong ba rdzun pa'ang rnam pa gnyis 'dod de/ dbang

po gsal dang dbang po skyon ldan no/ skyon ldan dbang can rnams

kyi ses pa ni/ dbang po legs gyur shes bltos log par dod//

19) MA. Ⅵ. 25. gnod pa med pai dbang po drug rnams kyis/ bzung ba

gang zhig 'jig rten gyis rtogs te/ 'jig rten nyid las bden yin lhag ma

ni/ 'jig rten nyid las log par rnam bar bzhag//

20) MA. Ⅵ. 26. mi shes gnyid kyis rab bskyod mu stegs can/ rnams kyis

bdag nyid ji bzhin brtags pa dang/ sgyu ma smig rgyu sogs la

brtags pa dang/ de dag 'jig rten las kyang yod min nyid//

21) MA. Ⅵ. 27. mig ni rab rib can gyis dmigs pa yis/ rab rib med shes

la gnod min ji ltar/ de bzhin dri med ye shes spangs pai blos/ dri

med blo la gnod pa yod ma y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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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음은 본래의 모습을 덮고 숨기는(svabhāvāvaraṇa) 것으로

세속이다. 만들어진 것(kṛtriman)으로 그 [세속]에 의해서 진리인 것으

로서 나타나는 것은 세속제라고 그 석가모니는 설하셨다. 또 만들어진

사물 [그 자체]는 세속이라고.22)

눈병의 힘에 의해서 모발 등의 모습으로 잘못 상정되는 것, 그와 같

은 것을 청정한 눈을 가진 자가 [그곳에 모발이 없는 것으로] 본래적

으로 보는 경우, 그것은 진실이다. 이처럼 너는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23)

만약 세간의 사람이 지식근거라고 한다면, 세간의 사람은 진실을

이미 보는 것이므로, 게다가 특별히 성자가 왜 머물 필요성이 있는가?

또 성도(聖道)가 무슨 필요성이 있는가? 어리석은 자가 지식근거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24)

모든 점에서 세간의 사람은 지식근거일 수 없다. 따라서 진실에 관

한 한 세간에 의해서 배척되는 것은 없다. 세간의 것이 세간에서 일반

적으로 시인되는 것에 의해서 배척되는 경우에는, 세간의 의한 배척인

것이 되는 것이다.25)

‘배척’은 동일한 차원의 인식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으므로,

세간의 관점이 성자의 관점을 배척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

제설은 타불생 논의에서 ‘세간에 의한 배척’과 연관해서, 성자에

의한 타불생의 주장은 세간에 의해서 배척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

명하게 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한다.26)

22) MA. Ⅵ. 28. gti mug rang bzhin sgrib phyir kun rdzob ste/ des gang

bcos ma bden par snang de ni/ kun rdzob bden zhes thub pa des

gsungs te/ bcos mar gyur pai dngos ni kun rdzob tuo//

23) MA. Ⅵ. 29. rab rib mthu yis skra shad la sogs pai/ ngo bo log pa

gang zhig rnam brtags pa/ de nyid bdag nyid gang du mig dag pas/

mthong de de nyid de bzhin 'dir shes kyis//

24) MA. Ⅵ. 30. gal te 'jig rten tshad ma yin na ni/ 'jig rten de nyid

mthong bas 'phags gzhan gyis/ ci dgos 'phags pai lam gyis ci zhig

bya/ blun po tshad mar rigs pa'ang ma yin no//

25) MA. Ⅵ. 31. rnam kun 'jig rten tshad min de yi phyir/ de nyid skabs

su 'jig rten gnod pa med/ 'jig rten don ni 'jig rten grags nyid kyis/

gal te sel na 'jig rten gyis gnod 'gy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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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제설의 구조와 특징

이제설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설을 구성하는 기

본용어라고 할 수 있는 승의와 세속 그리고 승의와 세속 둘다와

연관된 자성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다음으로 짠드라끼르띠의 이제

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언설, 언설제, 유세속, 고찰을 다루도

록 하겠다. 이를 통해서 짠드라끼르띠에서 언어의 역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설의 도입맥락에서 볼 수 있듯이, 짠드라끼르띠의 이제설

에서는 인식주체의 관점이 중요하다. 이는 짠드라끼르띠 이제설

전체를 특징짓는 가장 큰 특징일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입중론
의 게송에 의거해서 인식주체는 크게 범부와 성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범부는 다시 감관에 결함이 있는 자와 감관이 명민한 자

로 나눌 수 있고, 성자는 현현을 동반하는 자와 현현을 동반하지

않는 자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인식대상이 주

어진다. 이를 도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27)

26) 이제설의 목적을 타불생의 진리성 논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과 관련해서는 江島恵教(1980) p. 159 참조.

27) 이제설을 도표로 제시하고 있는 곳으로 江島恵教(1980, p. 160),

那須真裕美(2002, pp. 115), 岸根敏幸(2001, p. 101), Huntington, C.

W.(1983, p. 86) 등이 있다. 필자의 도표는 동일한 인식대상을 동등한

인식능력을 가진 주체가 볼 경우와 보다 뛰어난 인식능력을 가진 주체가

볼 경우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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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주체

인식대상

(자신과 동일한

인식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보는 경우)

인식대상

(자신보다 뛰어난

인식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보는 경우)

세속,

범부

감관에 결함이

있는 자(a)
진리 비세간세속, 거짓

감관이 명민한

자(b)
세속제 세간세속, 유세속

승의,

성자

성문, 독각,

보살 등의

성자(c)

유세속을

자성공으로 봄

대상이 현현하는

상태

붓다(d) 자성자체, 승의제

감관에 결함이 있는 자(a)의 인식은 자신이 볼 때에는 진리일지

모르지만, 감관이 명민한 자(b)의 관점에서는 항상 거짓이다. 이는

세간에 미치지 못하는, 세간에서 보아도 잘못된, 진리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비세간세속(alokasaṃvṛti, 非世間世俗)이다.28) 또한

감관이 명민한 자(b)의 관점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세속제 즉 진리

이지만, 성자의 관점(c)에서 보면 그것은 세간세속(lokasaṃvṛti,

世間世俗)일 뿐이다. 성자의 관점(c)에서 세속제는 단지 세속일 뿐

이고, 이를 짠드라끼르띠는 ‘유세속(saṃvṛtimātra, 唯世俗)’이라고

표현한다. 즉 세속의 관점에서는 진리이지만, 승의의 관점에서는

세속만 남는다. 세속의 진리를 승의적 입장에서 파악하면 진리성

은 탈락되고 세속성만 남게 된다. 성자(c)는 이러한 세간세속 또

는 유세속은 자성공(自性空)이라고 인식한다. 이때의 자성공은 만

들어진 자성 즉 세속의 자성은 공하다는 것이다. 성자의 인식이

일상적인 존재의 영역과 다른 대상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대상을 단지 다르게 즉 있는 그대로 인식할 뿐이다. 붓다의 관점

(d)에서는 성자의 인식도 또한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이 분리되어

28) 비세간세속과 사세속(mithyāsaṃvṛti, 邪世俗)에 관한 논의는

岸根敏幸(2001) pp. 9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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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태이므로, 아직 대상이 현현하는 상태이다. 붓다 자신에게

최고의 진리는 자성자체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짠드라끼르띠는 인

식주체의 관점에 따라서 세속과 승의를 구조화하고 있다.

짠드라끼르띠에서 이제설이 도입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배척

은 세속과 승의의 구조화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타생

(他生)에 대한 세간의 입장을 배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인

식단계는 위의 인식단계에 의해서 배척되고 있는 것이 짠드라끼

르띠 이제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척은 인식주체의

존재상태에 의존하고 있다.29) 나아가서는 인식주체의 단계에 따

라서 아래 단계의 인식주체가 위 단계의 인식주체에 의해서 배척

되어 나아가는 과정은 짠드라끼르띠가 입중론을 저술하면서 의
도하였던 십지의 수행단계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

적 실천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30)

2.3. 승의

먼저 ‘승의(paramārtha)’라는 합성어에 대한 해석에는 격한정복

합어(tatpuruṣa), 동격한정복합어(karmadhāraya), 소유복합어(bah

uvrīhi)의 세 종류가 있다. 바와위웨카의 경우에는 세 종류의 해석

이 모두 보이는 반면, 짠드라끼르띠의 경우에는 앞의 두 가지 해

석만이 보인다. 짠드라끼르띠의 경우에는 소유복합어적인 해석자

체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31)

29) 짠드라끼르띠의 이제설의 특징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인식주체의

존재방식을 주로 다룬다. 그러나 이제설의 체계와 이제설의 특징을

설명하는 경우에도 배척은, 이제설 도입맥락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즉 인식주체의 존재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배척이라고 할 수 있다.

30) 실천적인 관점은 ‘고찰(vicāra)’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31) 江島恵教(1980) p. 10, 岸根敏幸(2001)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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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의’라는 것은 ‘뛰어난 것’이고, 또한 그것은 ‘대상이다’라고 말

하는 것이다.32)

짠드라끼르띠에게 승의는 최고의 대상자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승의는 희론을 넘어선 것이고, 자성자체라고 규정되고, 인식주체

와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33) 세 가지 특징 가운데 희론

을 넘어선다는 것은 비단 짠드라끼르띠의 특징일 뿐 만 아니라

중론 18.9게송에서부터 원용되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승의를 자성자체로 규정하는 것과 승의를 인식주체와 연관

시키는 것은 짠드라끼르띠 승의해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먼저 희론은 세간의 부정적인 언어활동으로 이것에 의해서 승

의를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34) 짠드라끼르띠는 희론과는 구

별되는, 승의를 파악하기 위한 또 다른 언어적 활동을 제시한다.

이러한 언어활동이 언설(vyavahāra)이고, 이는 세간세속제로서 승

의를 설시하기 위한 수단인 한에서 언설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언

설은 단지 승의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의 역할을 할 뿐 승의자체

는 아니다.

다음으로 승의는 무명을 극복한 자, 즉 붓다에 의해서 파악되

고, 그것은 자성자체로 파악된다고 할 수 있다. 짠드라끼르띠에

의하면 승의에 관한 한, 붓다의 관점(d)을 따라야 한다. 승의는 세

간의 범부에 의해서는 직접 파악되지 않는 것이다. 붓다의 관점을

인정하는 한, 성자의 관점(c)도 또한 그것에 준하는 형태로 지식

의 근거로 인정받고, 세간에 의해서 배척되지 않는다. 이러한 붓

다의 관점을 따르는 성자의 경우도 승의에 관한 지식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짠드라끼르띠 자신이 승의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

32) PP. p. 494.l.1. paramaścāsāvarthaśceti paratmārthaḥ

33) 승의에 관한 세 종류의 논점과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岸根敏幸(2001) pp.

105-6 참조.

34) 윤희조(2009) pp. 32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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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승의의 여부는 인식주체가 붓다 또는 성

자인가에 달려있다. 즉 승의와 인식주체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다. 요약하면 짠드라끼르띠에서 승의의 규정은 ‘최고의 대상’이고,

이것은 자성자체로 표현되고, 인식주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2.4. 세속

다음으로 짠드라끼르띠는 중론26.8게송의 주석에서 세속을

‘진실을 덮고 있는 것(tatvāvacchādana)’, ‘서로 의존하는 것(paras

parasaṃbhavana)’, ‘세간의 언설(lokavyavahāra)’이라는 세 가지

로 어의해석을 한다.

두루 덮여 차단하는 것이 즉 세속이다. 일체의 구절의 의미의 진실

을 두루 덮고 있기 때문에, 실은 무명이 세속이라고 말해진다. 서로에

게 함께 있는 것이 세속이다. 서로에게 다른 것을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속은 [언어]계약이고, 세간의 언설이라는 의미이다.35)

이를 나가오 가진은 세속은 ① 진리가 결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고 ② 반드시 생사윤회에 기원을 갖고 생기하고 ③ 관

행적 합의, 언설(vyavahāra)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정리한다.36)

첫 번째 정의에서 세속은 무명에 의해서 덮여있는 상태로 붓다

즉 무명을 벗어난 자와는 반대의 상태이다. 이는 인식주체의 인식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해석이다. 두 번째 정의에서 ‘서

로 의존하는 것’은 생사윤회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윤회하는

35) PP. p. 492.ll.13-16. samantādvaraṇaṃ saṃvṛtiḥ / ajñānaṃ hi samantāt

sarvapadārthatatvāvacchādanāt saṃvṛtir ity ucyate /

parasparasaṃbhavanaṃ vā saṃvṛtir anyonyasamāśrayeṇetyarthaḥ /

atha vā saṃvṛtiḥ saṃketo lokavyavahāra ity arthaḥ /

36) 나가오 가진(2005) p.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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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세계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이는 현현하는 세계로 붓다의 더

이상 현현하지 않는 세계와는 반대의 세계이다. 세 번째 정의는

세간의 관행에 의한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언설은 중론에
서는 세속과 동일시되지만, 짠드라끼르띠에서는 세속에 포함되지

만, 세속과는 구분되는 측면이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세속을 비

세간세속과 세간세속으로 나눌 때 언설은 세간세속에 속하는 것

으로 승의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의 역할을 한다. 비세간세속에

속하는 것은 희론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다. 이처럼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는 세속은 전체적으로 승의와 반대되는 부정

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세속에서 승의와 동일시되는 자성은

무명에 의해서 덮여 있고, 세속의 자성은 서로의존하면서 현현하

고, 이러한 인식대상을 인식하는 허위적인 인식은 난무하게 된다.

세속이 가지는 세 가지 의미를 순서대로 세속은 ‘승의에 대해서

덮여있는 상태이고, 연기에 의해서 성립하고, 언설에 의해서 표현

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속 가운데 짠드라끼르

띠는 승의로 나아가는 수단으로서의 언어에 대해서 언설(vyavahāra)

이라고 이름하고, 이러한 언설은 고찰(vicāra)이라는 사고활동을

통해서, 세속을 유세속이라고 인식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인식의

발전을 제시한다. 언설, 유세속, 고찰을 살펴보기 이전에 세속과

승의 둘 다와 연관된 자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다.

2.5. 자성

짠드라끼르띠는 승의를 자성자체로 규정함과 동시에 세속을 허

위적인 인식에 의해서 덮여있는 자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짠드라

끼르띠는 자성을 승의와 세속을 동시에 규정하는 용어로 사용하

고 있다. 일견 모순되는 듯한 자성이란 용어의 사용법은 짠드라끼

르띠 이제설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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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르주나의 중론 15.2cd게송에 의하면 자성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akṛtrima),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nirapekṣa)이라

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37) 이에 대해서 짠드라끼르띠는 세간에

서 일반적으로 자성이라고 말하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

다.38)

여기 어떤 사물에 불변하는 속성은 그것의 자성이라고 불린다. 왜

냐하면 그 속성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열

은 불의 자성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그 속성은 불에서 불변이기 때

문이다. 동일한 불이 물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자성이 아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연적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인과적 관계

에서 일어나므로.39)

이때의 자성은 세간의 자성으로 소유관계적이고 비관계적인 개

념으로40) 세간에서는 자성이지만 진짜 자성은 아니다. 열은 원인

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하는 불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진짜 자성이

37) MK.15.2cd. akṛtrimaḥ svabhāvo hi nirapekṣaḥ paratra ca. 그 밖의

나가르주나에서의 자성의 개념에 관해서는 윤희조(2009) pp. 144-6 참조.

38) 이 정의를 에임스(Ames, L. W.(1982, p. 12)는 짠드라끼르띠의 자성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의라고 한다. 이때의 자성은 세간에서 생각하는

자성이다. 또한 에임스(Ames, L. W.(1982, pp. 12-3)는 짠드라끼르띠의

자성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다섯 단계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요약하자면 ① 세속에 자성이 있다고 믿는 차원 ② 세속적인

자성이 참된 자성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차원 ③ 사물들이 자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성인 차원 ④ 세번째는 첫번째의

부정이라는 차원 ⑤ 자성의 존재 또는 비존재를 표현할 수 없는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9) PP. p. 241, ll.7-9. iha yo dharmo yaṃ padārthaṃ na vyabhicarati sa

tasya svabhāva iti vyapadiśyate aparapratibaddhatvāt agner auṣñaṃ hi

loke tad avyabhicāritvāt svabhāva ity ucyate tadevauṣñam

apsūpalabhyamānaṃ parapratyayasaṃbhūtatvāt kṛtrimatvān na

svabhāva iti yadā caivam avyabhicāriṇā svabhāvena bhavitavyaṃ tad

asyāvyabhicāritvād anyathābhāvaḥ syād abhāvaḥ.

40) 上田昇(1986) p. 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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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짠드라끼르띠는 자성을 두 가지 차원에서 상정하고 있다.

짠드라끼르띠에 의하면 세간에서 자성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본

래의 자성이 아닐 뿐, 자성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짠드라

끼르띠에서 본래의 자성은 긍정적인 의미로 승의와 동일시된다.

제법의 법성(dharmatā)은 그 자상(svarūpa)이다. 제법의 법성이란

무엇인가? 제법의 자성(svabhāva)이다. 자성이란 무엇인가? 본성(prakṛti)

이다. 본성이란 무엇인가? 공성(śūnyatā)이다. 공성이란 무엇인가? 자

성을 가지지 않는 것(naiḥsvābhāvya)이다. 자성을 가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진여(tathatā)이다. 진여란 무엇인가? 그와 같이 존재하고

(tathābhāva), 변화하지 않고(avikāritva), 항상 지속하고 있는 것(sadaiva

sthāyitā)이다.41)

‘자상(svarūpa)=법성(dharmatā)=자성(svabhāva)=본성(prakṛti)=

공성(śūnyatā)=자성을 가지지 않는 것(naiḥsvābhāvya)’이라는 등

식이 성립한다. 여기서 세 번째 항의 자성은 긍정적인 자성 또는

승의적 의미의 자성인 반면, 여섯 번째 항의 자성은 부정적인 자

성 또는 세속적 의미의 자성이다. 문제가 되는 자성은 세간의 자

성으로, 본래의 자성이 아닌 것을 자성으로 간주하는 허위인식의

대상이 되는 세간의 자성이다. 이러한 자성 즉 본래의 자성을 덮

고 있는 자성과 이러한 자성을 인식하는 허위적인 인식은 승의와

반대되는 세속을 정의하는 핵심용어가 된다. 이처럼 짠드라끼르띠

에게 자성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면서

도, 모순되지 않게, 관점을 바뀌어 가면서 사용되고 있다.

나가르주나의 중론 18.7게송에 의하면 ‘마음이 작용하는 영역

41) 末木文美士(1996) pp. 264-5: PP. p. 264, l.11-p. 265, l.1. yā sā

dharmāṇāṃ dharmatā nāma saiva tat svarūpaṃ atha keyaṃ

dharmāṇāṃ dharmatā dharmāṇāṃ svabhāvaḥ ko'yaṃ svabhāvaḥ

prakṛtiḥ kā ceyaṃ prakṛtiḥ yeyaṃ śūnyatā keyaṃ śūnyatā

naiḥsvābhāvyaṃ kim idaṃ naiḥsvābhāvyam tathatā keyaṃ tathatā

tathābhāvo 'vikāritvaṃ sadaiva sthāyit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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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라지면 언어의 대상이 사라지고, 실로 발생하지 않고 사라지

지도 않는 법성(dharmatā)은 열반과 같다’고 하면서 궁극적인 사

태를 긍정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42) 그리고 진실(tattva)에 대

해서도 ‘다른 연에 의해서가 아니며, 고요하고, 희론들에 의해 희

론되지 않고, 무분별이며, 다양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

다.43) 궁극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짠드라끼

르띠는 ‘자성’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44)

Ⅲ. 짠드라끼르띠의 언어관

3.1. 언설

먼저 ‘언설(vyavahāra)’을 어원[vyava-√hṛ]적인 의미에서 보

면, ‘바꾸어 놓다’, ‘두 가지 물건을 서로 바꾸어 놓다’는 의미로 이

것은 물물교환의 모습이다. 교환과 변화의 관습에서 이 의미가 점

점 확대되어 일반적으로 ‘모든 관습’을 의미하게 된다.45) 일반적으

로 ‘언설’로 번역되는 ‘vyavahāra’에는 원래 언설이라는 의미가 없

고 산스끄리트어로 ‘vyāhāra’가 ‘언설’의 의미를 가지고, ‘vyāhāra’

에 대응하는 빨리어 ‘vohāra’는 ‘세간적인 행위’, ‘언설’이라는 두

42) MK.18.7. nivṛttam abhidhātavyaṃ nivṛttaś cittagocaraḥ/

anutpannāniruddhā hi nirvāṇam iva dharmatā//

43) MK.18.9. aparapratyayaṃ śāntaṃ prapañcair aprapañcitam/

nirvikalpam anānārtham etat tattvasya lakṣaṇam//

44) 승의에 대해서 자성이라는 용어를 직접 도입함으로 인해서

짠드라끼르띠는 후대의 밀교사상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立川武蔵(1982) p. 173 참조.

45) 쟈끄 메(2000) p. 276, p.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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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의미를 가진다.46) 언설(vyavahāra)은 ‘세간의 일’이고 ‘세간

적인 행위’이지만 ‘언어’라는 의미는 없다. ‘언설(vyavahāra)’은 ‘세

상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지칭한다.47)

짠드라끼르띠에게서 세속과 언설은 구분된다. 세속이 언설자체

는 아니다. 언설에는 세간 가운데서 비세간세속이 제외된다. 또한

짠드라끼르띠는 자성을 세간적 자성과 승의적 자성으로 구분하듯

이, 언설을 세간적 언설과 승의적 언설로 구분한다. 위에서 언급

한 짠드라끼르띠의 세속에 관한 세 번째 정의 즉 ‘세속(saṃvṛti)

은 [언어]계약(saṃketa)이고, 세간의 언설(lokavyavahāra)이라는

의미이다’라는 정의는 세간적인 언설에 관한 대표적인 정의이기도

하다. 짠드라끼르띠는 이를 설명하면서 ‘이 모든 남김 없는 말(ab

hidhāna)과 그 대상(abhidheya), 인식(jñāna)과 그 대상(jñeya) 등

의 언설이 세속이라고 말해진다’고 한다.48) 그 밖에도 아래의 용

례가 보인다.

‘항아리를 만든다’, ‘옷을 짓다’ 등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일체의 세간

46) 佐々木現順(1955) p. 167. SED(1034a)에서 ‘vyavahāra’은 기본적으로

‘행함(doing)’, ‘실행(performing)’, ‘활동(action)’, ‘실천(practice)’,

‘행동(conduct)’, ‘행위(behaviour)’ ‘장사(commerce)’, ‘일(affair)’,

‘관습(custom)’, ‘일상적인 삶(ordinary life)’ 등의 의미를 가진다.

BHSD(516)에서 ‘vyavahāra’은 ‘(피상적인, 실체가 없는)

지시(designation)’, ‘용어(term)’, ‘이야기하는 방식(manner of speech)’,

‘운동(motion)’, ‘동작(gesture)’의 의미를 가진다. ‘vyavahāra’는

小川一乘(1988), 那須真裕美(1999)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언설(言說)’로 번역된다. 그 이외에 ‘언어적 관습’, ‘언어활동’ 등으로

번역되지만, 최근 들어 江島恵教(1980)와 岸根敏幸(2001)은

‘영위(營爲)’라고 번역한다. 이는 사전적 의미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경우는 세속에서 언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언설(言說)’이라는 전통적인 번역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47) 쟈끄 메(2000) p. 516.

48) PP. pp. 493, ll.11-12. sarva evāyam

abhidhānābhidheyajñānajñeyādivyavahāro'śeṣo lokasaṃvṛtisatyam ity

uc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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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는 언설(laukikavyavahāra)은 파괴된다.49)

이 일체의 ‘감’, ‘함’, ‘굽는 것’, ‘읽는 것’, ‘서는 것’이라는 세간에 속

하는 언설(laukikavyavahāra) 이것은 연해서 생기는 것이다.50)

세간(loka)과 강한 결합을 가지는 ‘언설(vyavahāra)’은 세간일반

의 일상언어 활동으로 세간적인 언설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 언설은 승의제를 설시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긍정적인 의

미를 가진다.

‘세속’이라는 말은 ‘세간의 언설’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것은 세속ㆍ승의의 구별에 의해서, 두 종류이고, [세간의] 언설의 한

측면을 ‘세속’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기 때문이다.51)

언설제는 수단이고, 승의제는 수단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것들

의 이제의 구분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악한 구상에 의해서 악의 길에

들어간다.52)

여기에서 세속과 언설이 같은 의미가 아닌 이유로 언설이 세속

과 승의 두 가지로 구별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언설제는

중론 24.10게송의 ‘언설(vyavahāra)’과 마찬가지로, 승의제를 설
시하는 수단으로 생각되고 있다. 승의제로 나아가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진리’라는 표현이 붙는다. 또한 언설제는 중론 24.8게송
의 ‘세간세속제(lokasaṃvṛtisatya)’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언설제는 세간세속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짠드라

끼르띠는 언설제를 세속 가운데 비세간세속의 희론은 제외하고53),

49) PP. p. 326, ll.2-3. ghaṭaṃ kuru paṭaṃ kurvityevam ādayaś ca sarva

eva laukikavyavahārā virudhyante.

50) PP. p. 512, ll.12-13. sarva eva hyete gaccha kuru paca paṭha

tiṣṭhetyevamādayo laukikā vyavahārāḥ pratītyasamutapannāḥ.

51) 岸根敏幸(2001) p. 89.

52) MA.Ⅵ.80. tha snyad bden pa thabs gyur su pa dang/ don dam bden

pa thabs byung gyur pa ste/ de gnyis rnam dbye gang gis mi shes

pa/ de ni rnam rtog log pas lam ngan zh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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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세속 가운데서 승의제를 설시하는 수단으로 위치 짓고 있다

고 할 수 있다.54) 언설은 고찰되지 않는 한, 세간언설제 즉 세간

세속제로 인식된다. 언설이 고찰되면, 유세속으로 인식된다. 이때

의 고찰하는 인식활동은 성인의 관점에서의 인식활동이다. 언설이

진리라고 불리는 것은, 그것이 진리를 지향하는 한에서, 유효한

수단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55)

이들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세속에는 비세간세속과 세

간세속이 있다. 그리고 언설은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부정적 의미의 언설은 희론과 동의적으로 사용된

다. 이는 비세간세속적 언설의 측면이다. 희론은 부정적 의미의

언설뿐만 아니라 비세간세속까지도 포함한다. 긍정적 의미의 언설

은 승의를 설시하는 수단으로 언설제 또는 세간세속제라고 불린

다. 승의와 연관된 점에서 진리라고 불린다. 이들에 대해서 도표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세속

(saṃvṛti)

희론(prapañca),

비세간세속(alokasaṃvṛti)
부정적 의미

언설제(vyavahārasatya)

세간세속제(lokasaṃvṛtisatya)

승의를 지향하는

수단

승의

(paramārtha)
승의제(paramārthasatya) 긍정적 의미

3.2. 유세속

53) 加藤均(1994, p. 177)에서는 ‘중관논자에게로 향하는 대론자의 비판,

철학적 형이상학적 논란 모두는 비세간의 희론으로 위치 짓는 것이

가능하고, 또 언설(vyavahāra)은 그것들과는 일선을 긋는다고 말해도

좋다’고 한다.

54) 윤희조(2009) pp. 229-34 참조.

55) 岸根敏幸(2001)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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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속(saṃvṛtimātra)’이라는 용어는 짠드라끼르띠의 이제설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으로 이야기된다.56) 유세속은 세속의 관점보

다 상위인식의 인식대상이다. 이는 성자의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

다. 유세속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다음에서 보인다.

비구들이여, 과거시, 미래시, 허공, 열반, 개인적 주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것들은 단순한 이름, 단순한 말, 단순한 언설, 단순한 세속

에 지나지 않는다.57)

‘단순한 세속’이라고 하는 경우의 ‘세속’은 ‘명칭’, ‘말’, ‘언설’과

나란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분명하듯이, ‘언설’에 가까운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여기서의 세속은 부정적인 의미이기

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58)

‘유세속’이라고 하는 용어는 중관사상사에서 확실히 짠드라끼르

띠에 의해서 처음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유세속’이라는 말이 짠드

라끼르띠 이전의 중관문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59) 입중론에서
유세속이라는 용어 자체는 위에서 언급한 제6장 28게송에서 처음

등장한다.60) 연기한 존재를 세간사람들은 세속제로 파악하고, 성

자는 유세속으로 파악한다면, 유세속은 세간적인 관점을 떠나 승

의를 지향한다고 하는 실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

다.

유세속이 무명에 의한 은폐와 결부되어 파악될 경우, 자성을 허

56) 岸根敏幸(2001) p. 89: 小川一乘(1988) p. 26 참조.

57) PP. p. 389. ll.7-8. pañcemāni bhikṣavaḥ saṃjñāmātraṃ pratijñāmātraṃ

vyavahāramātraṃ saṃvṛtimātraṃ yadutātīto'ghvā'nāgato'dhvā'kāśaṃ

nirvāṇaṃ pudgalaśceti //

58) 岸根敏幸(2001) p. 97.

59) 岸根敏幸(2001, pp. 97-9)에서는 짠드라끼르띠의 저작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세속의 전체 용례를 수집하고 있다. 입중론에서 2가지,
칠십공성론주에서 1가지, 오온론에서 1가지 용례를 수집하고 있다.

60) 小川一乘(1976) p.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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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성론자

의 실천적인 관점이 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론

적인 관점에서의 인식활동이 다음에 살펴보게 될 고찰(vicāra)이

다. 어쨌든 유세속은 짠드라끼르띠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는 용어

로 세속제와는 획을 긋는 성자의 인식대상으로, 짠드라끼르띠의

이제설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61)

3.3. 고찰

초기불교와 상좌부에서 위짜라(vicāra)는 초선정의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보통 ‘머무는 생각’, ‘숙고’, ‘지속적인 고찰’, ‘고찰’, ‘사

(伺)’, ‘사찰(伺察)’, ‘조사(investigation)’, ‘탐구(examination)’, ‘분석

(analysis)’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62) 고찰은 마음이 대상에 머무

는 것을 말한다. 위따가(vitakka) 즉 일으킨 생각에 의해서 대상에

마음을 두면,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대상에 머물게 하는 것이 고

찰이다. 고찰은 초기불교의 사선정체계에서는 이선에서, 아비담마

의 오선정체계에서는 삼선에서 사라지는 선정의 요소이다. 선정과

관련해서 일으킨 생각은 선정의 대상인 니미따(nimitta)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고찰은 그 니미따에 마음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1) 岸根敏幸(2001) p. 100.

62) 펜너(Fenner, P.(1984, p. 142)는 ‘분석(analysis)’이 ‘조사(examination)’,

‘탐구(investigation)’보다 중관사상에서의 위짜라(vicara)의 의미를 더 잘

나타내 준다고 한다. 이러한 생각은 공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필요한 논리적인 분석의 의미를 위짜라(vicara)가 담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사, 탐구보다는 문장의 논리적 관계까지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러한 번역어를 추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개념적 분석이라는

뉘앙스가 없으면서도, 언어를 통해서 승의로 나아가는 활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고찰’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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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과 언어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쭐라웨달라경(Cūḷave
dallasutta)에서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과 고찰하는 것을 언어적

형성(vacisaṅkhāra)’이라고 정의한다.63) 그리고 언어적 형성과 언

어의 관계는 쭐라웨달라경에서 “먼저 생각을 일으키고 고찰한

뒤에 말(vāca)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일으키는 것과 고찰하

는 것은 언어의 형성입니다.”64)라고 한다. 이처럼 고찰은 언어화

되기 직전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언어로 발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초기불교에서는 고찰은 언어와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부의 구사론에서는 일으
킨 생각과 고찰을 마음의 거침과 세밀함으로 정의한다.65)

일으킨 생각과 고찰은 모두 언어를 일으키기 위한 사유작용이

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일으킨 생각이 항상 고찰에 선행하기

때문에 고찰은 결국 어떤 추리, 추론에 의해 얻어지는, 일으킨 생

각을 거침에서 미세함으로, 좁음에서 넓음으로, 얕음에서 깊음으

로 이행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66)

이처럼 고찰은 초기불교에서부터 부파불교까지 언어와 밀접하

게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짠드라끼르띠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그러므로 짠드라끼르띠에서 고찰을 살펴보는 것은 언어를 살

63) MN.Ⅰ.301. Assāsapassāsā kho āvuso visākha kāyasaṅkhāro.

Vitakkavicārā vacīsaṅkhāro. Saññā ca vedanā ca cittasaṅkhāroti.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과 각각의 형성에 관해서는

쭐라웨달라경(Cūḷavedallasutta) 뿐만 아니라
찟따쌍윳따(cittasaṃyutta)에서도 “장자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신체적 형성이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과 고찰하는 것은 언어적 형성이고,

관념과 느낌은 정신적 형성입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SN.Ⅳ.293.

Assāsapassāsā kho gahapati kāyasaṅkhāro. Vitakkavicārā

vacīsaṅkhāro, saññā ca vedanā ca cittasaṅkhāroti.

64) MN.Ⅰ.302. vitakketvā vicāretvā pacchā vācaṃ bhindati. Tasmā

vitakkavicārā vacīsaṅkhāro.

65) 구사론 根品 33a1게송 vitarkacārāv audāryasūkṣmate 福原亮嚴 監修,
水田惠純 等 著(1973) p. 236, 櫻部建(1975) p. 297.

66) 渡辺文麿(1985)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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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고찰

을 사용한다는 것을 짠드라끼르띠의 중관사상의 특색의 하나로

위치지울 수는 없다. 그러나 짠드라끼르띠는 그 이전의 중관논자

와 비교해보아도 고찰이라고 하는 용어를 상당히 중요시한다. 짠

드라끼르띠에게서 고찰에 대한 가장 명확한 언급은 법무아와 인

무아에 대한 설명 사이에 있는 다음의 네 게송이다.67)

존재자가 존재한다면 분별적 사유(vikalpa)가 생긴다. 그런데도 존

재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불생을 통해서] 이미 고찰되었다. 존재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들 [분별적 사유]는 생기하지 않는다. 예

를 들면 장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모

양이다.68)

범부는 분별적 사유에 의해서 속박되지만, 유가행자(yogin)는 분별

적으로 사유하지 않고 해탈을 얻는다. 모든 분별적 사유가 지멸하는

것이 고찰(vicāra)의 결과이라고 지자(智者)는 말한다.69)

중론에서 고찰은 논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은 아
니고, [유정을] 해탈시키기 위해서 진실(tattva)을 설하는 것이다. 진실

이 해설될 때에는 대론자의 설이 붕괴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잘못은 없다.70)

자기의 견해에 집착하는 것과 대론자의 견해에 마음이 번뇌하는 것

은 분별적 사유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탐과 진을 배제하고 고찰하면

67) 가장 명확한 언급이라는 설명은 펜너(Fenner, P.(1990, p. 101)에 나오고,

이 네 게송은 江島恵教(1980, p. 169)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이것 이외의

짠드라끼르띠의 고찰(vicāra)과 관련해서는 江島恵教(1980, p. 170-1)에서

수집한 표현을 참조할 수 있다.

68) MA.Ⅵ.116. rtog rnams dngos po yod na' gyur ba ste/ dngos po ji ltar

med par yongs dpyad zin/ dngos po med par 'di rnams mi byung

dper/ bud shing med par me yod min de bzhin//

69) MA.Ⅵ.117. so soi skye bo rnams ni rtog pas bcings/ mi rtog rnal

'byor pa ni grol gyur bas/ rtog rnams log par 'gyur ba gang yin te/

rnam par dpyod pai bras bur mkhas rnams gsung//

70) MA.Ⅵ.118. bstan bcos las dpyad rtsod la chags pai phyir/ ma mdzad

rnam grol phyir ni de nyid bstan/ gal te de nyid rnam par bsahd pa

na/ gzhan gzhung 'jig par 'gyur na nyes pa 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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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해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71)

116게송에서는 분별적 사유의 소멸은 고찰의 직접적인 결과로

부터 나오고 그러한 분별적 사유의 소멸은 실재에 대한 통찰의

시작이다. 분별적 사유를 소멸시키는데 있어서 고찰이 유효하다는

것은 117게송에서도 계속된다. 117게송에서 고찰은 분별적 사유를

완전히 소진시키는 고찰이다.

이 ‘고찰’은 중론에서 전개된 사불생 등의 진실과 승의를 설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해탈 또는 분별적 사유의 지멸을 지향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찰은 분별적 사유와 명확히 구별되고,

그것을 무화(無化)하는 방향에서, 존재자의 무자성성ㆍ공성을 지

향하면서 전개된다. 따라서 ‘고찰’은 단순히 세속적, 일상적 지평

에서만 머무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고와 인식을 초월하려고

한다. 말하자면 승의적인 사고와 인식인 것이다. 그렇다면 ‘고찰’

은 세간의 사람의 분별적 사유와는 대립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는 세간의 사람 또는 세속에서는 ‘고찰’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72)

고찰을 행하지 않는 세간, 세속은 고찰에 의해서 고찰되지 않는

것의 불합리성이 지적되게 된다. 고찰에 의해서 고찰되지 않은 것

은 배척되게 된다.

여기서 고찰은 스스로 확산하거나 영속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

로 개념화가 완전히 소멸되도록 하는 것이다.73) 그러나 개념화의

소멸은 공의 통찰과 외연이 같고 따라서 이 맥락에서 고찰은 개

체의 비본질성, 비내재적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공의 통찰로 이끄

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합리적 탐구이다. 그리고 고찰은 윤회의 속

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인도한다.74) 분별적 사유의 소

71) MA.Ⅵ.119. rang gi lta ba chags dang de bzhin du/ gzhan gyi lta la

'khrug gang rtog pa nyid/ dei phyir 'dod chags khong khro rnam

bsal te/ rnam dpyod pa na myur du grol bar 'gyur//

72) 江島恵教(1980) pp. 169-70.

73) 개념화의 확산 또는 영속화는 희론의 자기전개과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희조(2009) pp. 16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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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은 공에 대한 반야와 매우 유사하고, 이 맥락에서 고찰은 반야

로 이끌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합리적 탐구이다.75)

다음으로 고찰과 언설과 유세속의 관계와 관련하여 입중론에
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것들의 모든 존재를 고찰하면, 진실을 성질로 하는 존재와 다른

방향에 있는 것은 획득되지 않으므로, 세간의 언설제를 고찰하는 것은

아니다.76)

여기서 고찰의 대상은 언설이고, 언설제는 고찰의 대상이 아니

다. 언설은 고찰의 대상이지만, 고찰에 의해서 배제된다. 언설은

승의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고찰의 대상이 된다. 그 결과 세속제

또는 언설제는 허위의 인식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으로 위치지워

지게 된다. 허위의 인식의 대상일 뿐이므로, 성자의 관점에서는

이를 ‘유세속’이라고 부른다.

고찰에 의해서 배제되는 언설은 세간의 관점(b)에 기초하면 언

설제 즉 세간세속제이지만, 성자의 관점(c)에 기초해서 고찰한다

면, 언설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언설이 배제된다’는 것은 성자의

관점에 기초해서, 고찰에 의해서, 세간에서 인정되는 언설제가 부

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언설이 세간의 관점(b)에서 보면

언설제인 반면, 성자의 관점(c)에 기초해서 고찰의 대상이 되면,

언설제라고 불리지 않고 언설 또는 세속이라고 불린다. 이처럼 고

찰에 의해서 세속제는 세속으로, 언설제는 언설이 된다.

고찰에 의해서 배제된 이후의 언설 또는 세속은 단지 세속일

뿐이고, 단지 언설일 뿐이다. 이것을 성자의 관점에서 보면 유세

속, 유언설이다. 성자에 의한 인식작용이 고찰이라고 한다면, 그

74) Fenner, P.(1990) p. 103.

75) Fenner, P.(1984) pp. 142-3.

76) MA.Ⅵ.35. gang phyir dngos po 'di dag rnam dpyad na/ de nyid bdag

can dngos las tshu rol tu/ gnas rnyed ma yin de phyir 'jig rten gyi/

tha snyad bden la rnam bar dpyad mi b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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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작용에 의한 인식대상은 언설이고, 인식결과는 유세속 또는

유언설이다. 세속이 유세속으로 인식전환되는 과정이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고찰의 실천적인 맥락을 에지마(江島)는 산스끄리뜨어원에서 도

출한다. 산스끄리뜨어에서도 ‘car’는 행동적 의미를 가지는 동사어

원이므로, 적어도 짠드라끼르띠에 있어서 고찰(vicāra)은 ‘실천적

으로 밖에 체현되지 않는 승의를 지향하는 분석적이고 실천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확실히 공사상논술이

가진 실천적 의미가 응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77) 중관의 고찰

(vicara)은 실재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실질

적인 인식론이다.78) 고찰에 의한 언어적인 분석활동은 개념적 사

유와는 구별되는 활동으로 짠드라끼르띠에서 언어에 의한 긍정적

인 활동을 대표하는 용어이다. 짠드라끼르띠에서도 언어는 부정적

인 의미의 희론과 긍정적인 의미의 고찰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나가르주나에서는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반면, 짠드라끼르띠은

이를 이제설을 통해서 구조화하고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

한 언어활동은 종교적 실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Ⅳ. 맺음말

이제까지 짠드라끼르띠의 이제설을 도입맥락, 기능, 구조를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배척, 인식주체의 관점변화, 자성과

언설의 두 가지 의미, 유세속, 고찰은 짠드라끼르띠의 이제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77) 江島恵教(1980) p. 172.

78) Fenner, P.(1984)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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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짠드라끼르띠의 이제설은 승의의 관점에서 세속의 관점을

배척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제설이 가지는 배척의 기능은 짠드라

끼르띠의 이제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식주체의

관점에 따른 이제설의 구조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다음으로

짠드라끼르띠의 이제설은 자성에 의해서 규정할 수 있다는 특징

을 가진다. 짠드라끼르띠는 승의적 자성과 허위적인 인식에 의해

서 덮인 세속적인 자성으로 승의와 세속을 규정하고 있다. 즉 배

척, 인식주체의 관점변화, 자성의 두 가지 의미는 짠드라끼르띠의

이제설 전반을 설명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성이 이처럼 두 가지 의미를 지니듯이, 언설도 또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세속적 언설은 부정적인 의미의 희론이라고 할 수

있고, 승의적 언설은 승의제로 나아가는 수단으로써, 긍정적인 의

미의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세간의 관점에서 진리인 언설제는

성자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언설 즉 유세속일 뿐이고, 언설을 언설

일 뿐으로 인식하는 활동이 고찰이다. 고찰에 의해서 언설제는 유

세속으로 바뀐다. 이것이 짠드라끼르띠가 세속으로부터 승의로 지

향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세 가지 용어 즉 언설, 유세속,

고찰은 언어와 관련된 짠드라끼르띠의 이제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언어의 활동 가운데 긍정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의 활동 가운데 승의를 지향하는 활동은 언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이다. 이러한 지향의 언어는 짠드라끼르띠의

이제설의 특색이면서도, 언어관의 특색이기도 하다. 세속으로부터

승의로의 지향이라는 운동성 자체는 나가르주나에서부터 나오지

만,79) 짠드라끼르띠에게서 이러한 운동성은 종교적 실천과 밀접

히 연관되어 있다. 종교적 실천을 위한 언어, 승의를 지향하는 언

어가 짠드라끼르띠에게서는 진정한 언어이고, 긍정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승의를 지향하는 언어는 고찰에 의한 언어이고, 이 언

어에 의해서 우리는 승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게 되

79) 윤희조(2009) pp. 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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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행의 실천적 근거를 성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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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wo Truths Theory and Theory of Language

in Candrakīrti

Youn, Hee Jo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The two truths theory in Candrakīrti's

Madhyamakāvatāra shows that saint's view cannot be

defeated by layman's view. First, the two truths theory

which is dependent on agent's view has four steps in which

cognition in lower steps are defeated by cognition in upper

steps. Second, paramārtha and saṃvṛti is defined by

svabhāva which has different meaning in each case. Third,

specially concerned with theory of language in Candrakīrti,

vyavahāra is also divided into two meanings, one of which

is used as positive meaning, and another as negative

meaning. Negative one is equal to prapañca or alokasaṃvṛti,

on the contrary to this positive one is saṃvṛtisatya or

vyavahārasatya.

Vicāra or analysis is epistemological action in point of

saint's view and is method for instructing paramārtha and

annihilates conceptuality. In this time saṃvṛtisatya or

vyavahārasatya is just saṃvṛtimātra. By vicāra,

saṃvṛtisatya or conventional truth cannot be no more truth.

It is just convention under vicāra or saint's view. Trough

vicāra, vyavahārasatya aims for paramārtha. This is highest

role which language can perform in Candrakīrti's theory of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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