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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좌부의 빤냐띠와 중관의 시설

__상좌부와 중관의 언어관 비교__

윤희조*1)

Ⅰ머리말. Ⅱ상좌부의 빤냐띠(paññatti).

Ⅲ 중관의 시설(prajñapti).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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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좌부의 빤냐띠와 중관의 쁘라즈납띠는 동일한 어원을 가짐에도 불

구하고 상좌부에서 빤냐띠는 언어활동 전반을 지시하는 반면, 중론에
서 시설은 긍정적인 언어활동을 가리킨다. 그리고 상좌부 이제설의 빤

냐띠에서는 긍정적인 언어활동과 부정적인 언어활동의 구분을 아직 볼

수 없는 반면, 중관에서는 긍정적인 언어활동인 세속제, 시설, 가르침과

부정적인 언어활동인 희론이 구분된다.

상좌부는 승의의 자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가설적 영역을 다루는

반면, 중관은 승의의 무자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불가설적 영역을 다

룬다. 상좌부의 승의제는 승의적 용어를 사용하는 가설적 영역인 반면,

중관의 승의제는 승의인 진리상태를 의미하는 불가설의 영역이다. 결국

상좌부에서 빤냐띠는 승의제, 세속제 모두에 걸친 언어표현인 반면, 중

관에서 쁘라즈납띠는 세속제에 대한 언어표현이다.

Ⅰ. 머리말

언어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 가운데 하나이

다. 언어로 말미암아 동물에게는 불가능한 문명, 역사, 학문, 과학,

기술 등이 인간에게 가능하게 되었다. 언어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

드는 특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의 부정적인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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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다. 특히 문자언어로 인해서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

을 잊어버리는 것을 지적한다.1) 불교에서는 언어가 가지는 부정

적인 측면에 주목한다. 무분별지, 언어도단, 불가언설 등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언어를 넘어서야 할 것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언어가 가지는 분별적 기능과 불교의

궁극적 목표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불교에서 언어의 역할은 종종 뗏목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된

다.2)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지점에서 뗏목을 버려야하는지 하

는 것이다. 이는 수행론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고, 본고에서는 언어라는 뗏목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문제삼고자 한다. 즉 불교에서 언어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문제를 상좌부와 중관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이 둘을 토대로

나머지 유파에서의 언어관도 차후에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3)

‘빤냐띠’와 ‘쁘라즈납띠’는 동일한 어원을 가지는 빨리어와 산스

크리트어이다. 상좌부에서 ‘개념’으로 번역되는 ‘빤냐띠(paññatti)’

와 중관에서 ‘시설’로 번역되는 ‘쁘라즈납띠(prajñapti)’는 상좌부와

중관의 언어관을 대표하는 용어이다. 둘은 동일한 어형을 가짐에

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용례와 해석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이 둘을

중심으로 상좌부의 빨리주석문헌과 중관의 중론을 중심으로 언
어이론을 비교함으로써 둘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나아가서는 언어와 궁극적 실재인 담마와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언어는 단순히 언어이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담마와

의 관계 속에서 그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1) Hamilton, E. and Huntington, C. ed.(1982) p.520: Phaedrus 274c-275b.

2) Bhikkhu Ñāṇamoli and Bhikkhu Bodhi tr.(2005) pp.228-9:

Alagaddūpama Sutta, MN.Ⅰ.134-5.

3) 유력 부파인 남방의 상좌부와 북방의 유부의 언어관을 다루는 것이

상좌부의 언어관을 보다 섬세하게 드러내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중관과 상좌부에서 동일한 어원을 가진 두 용어가 언어관의 핵심 용어로

등장하고, 이로 인해서 선명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고는

상좌부와 중관의 언어관 비교를 우선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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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언어관의 비교는 단순히 언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재

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언어에 대한 이

해를 통해서 실재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먼저 본고는

담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상좌부의 빤냐띠(paññatti)

2.1. 담마(dhamma)

담마(dhamma)는 √dhṛ(hold, 유지하다)라는 어근에서 볼 때 ‘유

지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4)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담마를

‘토대(foundation)’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해석이

고, 이 해석은 리그베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인도전통에서도
통용가능하다고 한다.5) 불교적 전통 특히 초기불교에서 담마는

게틴(R. Gethin)에 의하면 ① 붓다의 ‘가르침(teaching)’, ② 붓다

의 가르침에서 설해진 좋은 행위를 구체적인 수행하는 ‘올바른 행

위(good conduct or behaviour)’, ③ 붓다가 제시한 길을 수행함으

로 인해서 실현되는 ‘진리(truth)’, ④ 어떤 사물이 가지는 모든 특

정한 ‘본성(nature)’ 또는 ‘성질(quality)’, ⑤ 사물들의 기저에 있는

객관적인 ‘자연 법칙(natural law)’ 또는 ‘질서(order)’, ⑥ 기본적인

정신적 또는 물질적 ‘상태(state)’ 또는 ‘사물(thing)’이라는 여섯

가지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6) 이 의미 가운데 앞의 세 가지는 정

4) Whitney, W. D.(1983) p.84.

5) Brereton, p. J.(2004) p.485. 인도사상전반에 걸친 담마 또는 다르마의

의미에 대해서는 Journal of Indian Philosophy(2004;421-870)를 참조할 수

있다. 이 논문집에는 인도의 다양한 학파에서 사용되는 담마 또는

다르마의 개념에 대한 17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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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인 측면의 의미를 나타내고, 나머지 세 가지는 물질적인 측면

의 의미를 나타낸다.

담마의 ‘유지’ 또는 ‘토대’라는 어원적 의미로부터 정신적인 측

면과 물질적인 측면의 여섯 가지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7)

먼저 정신적인 측면에서 진리(truth), 올바른 행위(good conduct)

의 의미는 내가 어떤 진리인 상태 또는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절대적 진리 또는 올바른

행위라는 이데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진리인

상태를 담지하는 것이고, 올바른 행위는 내가 올바른 상태를 몸에

체화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8) 물질적인 측면에

6) Gethin, R.(2004) pp.515-6. 게틴에 의하면 초기불교 이외에 빨리주석문헌

가운데 담마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여섯

곳(디가니까야주석서(Sumaṅgalavilāsinī) Ⅰ. 99,

맛지마니까야주석서(Papañcasūdanī) Ⅰ.17,

담마빠다주석서(Dhammapada-aṭṭhakathā) Ⅰ.22,

빠띠삼비다막가주석서(Paṭisambīdāmagga-aṭṭhakathā) Ⅰ.18,

붓다왐사주석서(Buddhavaṃsa-aṭṭhakathā) 13,

담마상가니주석서(Atthasālinī) 38)에서 담마의 18가지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한다. 18가지 의미는 5가지 주요 의미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가르침 또는 텍스트(desanā, pariyatti) ② 좋은 성질 또는 좋은 행위

일반(guṇa, puñña, samādhi, paññā, āpatti) ③ 진리(sacca) ④ 본성(pakati,

vikāra) ⑤ 마음 또는 물질적 상태(sabhāva / nissatta-nijjīvatā, suññatā /

paccaya, paccayuppanna, hetu / ñeyya, paññatti) 특히 다섯 번째 의미는

네 가지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한다. 빤냐띠가 담마에

포함되는 것은 빤냐띠 또한 마음의 인식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담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실재하는 대상 즉 승의인 담마와 이

담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빤냐띠를 구분하여 다루고자 한다.

7) Gethin, R.(2004) pp.531-4. 할프파스(W. Halbfass), 와르더(A. K.

Warder)의 경우도 담마의 어근이 가지는 ‘유지하다’라는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게틴의 경우도 초기불교에서 담마의 기본적인 두 의미로

붓다가 추천하는 수행과 실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성질들을 들고 있다.

첫 번째는 담마를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어떤 것으로, 두 번째는

기술적이고 사실적인 어떤 것으로 다루고 있다. 둘 다 본질적으로 불교

이전의 사용법에서 도출되었지만 불교의 고유사상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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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는 것이 담마이다. 유지한다는 것은

불변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계속 변화하려는 어떤 것을 유지

하는 상태인 것이다. 불변하는 것은 유지할 필요가 없고 불변인

상태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담마는 정신적인 측면이든 물

질적인 측면이든 ‘유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빨리주석문헌에 의하면 “그 자신의 자성을 가지므로 담마이다”

고 정의한다. 다른 정의에서는 “자상과 공상을 가지므로 담마이

다”라고 정의한다.9) 이때의 공상(sāmaññalakkhaṇa, 共相)은 모든

유위의 담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무상(anicca), 고(dukkha), 무

아(anatta)의 특징을 말한다. 반면 자상(salakkhaṇa, sabhāvalakkh

aṇa, 自相)은 모든 담마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무상, 고, 무아라는

특징 이외의 다른 담마와 공통적이지 않는 개별적인 특징을 말한

다. 아비담마에서 자상은 실재하는 대상이 감각지각에 의해서 알

려지는 반면, 공상은 마음의 추론하는 기능에 의해서 알려지므로

실재하는 대상을 가지지 않는다. 담마는 실재이지만 궁극적 실체

또는 형이상학적 실체는 아니다. 각각의 담마가 개별적인 것으로

전제되는 것은 단지 정의와 기술을 위한 것이지, 실제로 담마는

결코 스스로 존재하는 견고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10)

승의는 어떤 실체론적 함의도 가지지 않고 단지 담마들을 분석

할 수 있는 최고의 한계를 의미한다. 승의는 담마의 환원불가능성

8) Barnes, J. ed.(1984) pp.1734-6: Nicomachean Ethics 1097a15-1098b8.

Gethin, R.(2004) p.535.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덕(virtue, aretē)은 어떤

행위를 잘 하는 것이다. 하프연주자가 하프를 잘 연주하는 것이

하프연주자의 덕이다. 담마의 경우도 초창기에는 기능적인 개념이다.

‘토대’라고 할 때 그 토대는 유지하는 것을 잘 하는 토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9) DhsA.39 attano pana sabhāvaṃ dhārentīti dhammā; Abhvk.17.

Sabhāvasāmaññalakkhaṇaṃ dharetīti dhammo. Sumanapala,

G.(1998:89-111)에서는 이러한 담마의 정의를 포함해서 담마에 관한

16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10) Karunadasa, Y.(1996) pp.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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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educibility)에 초점을 맞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담마는 궁극

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주어진 것(data)을 의미한다는 것이다.11)

승의 또는 담마는 변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실제로

있는 것 즉 실재이다.

이러한 자성과 담마는 있는 그대로의 실재이지만, 이를 언어화

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찰나 생멸하면서 계속 변화하는 흐

름의 상태로 존재하는 담마를 언어로 지칭하면, 언어로 지칭하는

그 순간 담마는 또 다시 찰나 생멸하면서 변화하므로, 더 이상 그

순간의 담마에 대한 정확한 지칭이 아니게 된다. 찰나 생멸하는

대상에 대한 자기동일적 지시가 불가능하므로 담마에 대한 정확

한 언어적 표현은 불가능하게 된다.12)

이러한 문제는 담마가 가지는 일견 모순적인 구조에 기인한다.

모든 사물들은 이러한 순수한 담마들만이 흐름(flux)으로 존재하

고, 인과적 요소들에 의해서 활동한다. 우주는 인과적으로 짜여진

수많은 내적 연관으로 만들어진 방대한 흐름의 네트워크 과정들

이라고 할 수 있다.13) 그렇다면 담마는 유지하는 흐름(holding flu

x) 또는 토대를 가지는 흐름(foundational flux)라는 일견 모순되

는 두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14)

이러한 모순적인 구조로 인해서 담마는 어떤 식으로든지 언어

화되면 담마는 있는 그대로 언어화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언어는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실재가 되지 못

11) Karunadasa, Y.(1996) pp.19-21. 그러나 게틴(Gethin, R.(2004: 534))에

의하면 초기불교에서 담마는 환원불가능한 요소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담마를 환원불가능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좌부에서

두드러진 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 윤희조(2009) p.70.

13) Karunaratne, W. S.(1987) pp.8-9.

14) ‘일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 현실적인 존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유(有)와 절대적인 무(無)의 세계 이외의 현실

세계에서는 유무의 모순이 정도를 달리하면서 서로 공존 또는 융섭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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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개념이 되어 버린다. 개념은 있는 그대로의 구체적인 현상

을 더 이상 표현하지 못하고, 구체성을 결여하게 된다. 이러한 개

념이 상좌부의 대표적 언어이론인 빤냐띠이론(theory of paññatti)

에서의 빤냐띠이다.

2.2. 빤냐띠(paññatti)

빤냐띠이론은 상좌부의 언어관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불교에

서 빤냐띠의 예를 보면 뽓타빠다경(Poṭṭhapāda Sutta)에서 언어
에 대한 네 가지 표현 즉 일반적 표현(sāmañña), 어원(nirutti), 관

습적 표현(vohāra), 개념(paññatti)을 사용하고, 니룻띠빠타경(Nir
uttipathā Sutta)에서 언어에 대한 세 가지 표현 즉 어원(nirutti),
동의어(adhivacana), 개념(paññatti)을 사용하고 있다.15) 이러한

용어 가운데 빤냐띠는 상좌부에서 다른 개념과는 달리 하나의 이

론으로 발전했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16)

‘paññatti’는 ‘pajānati’의 사역동사 ‘paññāpeti’의 여성명사 형태

이다. 이는 ‘prajñapti’의 어근분석과 동일한 형태이다. 시설(prajña

pti, 施設)은 어원적으로 ‘알다(jña)’에 사역을 나타내는 ‘p’와 여성

형 접미사 ‘ti’가 붙어서 어간을 만들고 여기에 ‘pra’가 붙은 형태

이다. ‘알려지게 하는 것(making known)’이라는 의미로부터 시설

은 ‘가르침(teaching)’, ‘정보(information)’, ‘지시(instruction)’ 등의

의미를 가지고, 빤냐띠도 ‘드러난 것(manifestation)’, ‘기술(descrip

15) DN.Ⅰ.202. Imā kho citta lokasamaññā lokaniruttiyo lokavohārā

lokapaññattiyo. SN.Ⅲ.71. Tayo me bhikkhave, niruttipathā

adhivacanapathā paññattipathā asaṃkiṇṇā asaṃkiṇṇapubbā na

saṃkīyanti, na saṃkīyissanti appatikuṭṭhā samaṇehi brāhmaṇehi

viññūhi.

16) Sumanapala, G.(1998)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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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지시(designation)’, ‘이름(name)’, ‘관념(idea)’, ‘생각(notio

n)’, ‘개념(concept)’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17)

아비담마에서 빤냐띠(paññatti)에 대한 정의는 담마상가니(Dha
mmasaṅgaṇi)에서 처음 등장한다. 여기서 빤냐띠(paññatti), 어원
(nirutti), 동의어(adhivacana)는 동의어적으로 사용되고 각각의 용

어는 동일한 용어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다. 담마상가니에서 빤
냐띠는 ‘헤아리는 것, 일반적인 표현, 관습적 표현, 이름, 명명, 이

름부여, 어원, 구별되는 표식’이고, 모든 상태들이 표현의 과정이

다.18) 빤냐띠는 ‘표현’ 일반을 모두 포함한다. 빤냐띠는 담마 이외

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실재와 비실재를 지시하는 것에서

부터 이를 해석하는 것까지 언어활동전반을 포함한다.

담마의 특징을 잘 파악하면, 나머지 부분이 빤냐띠이므로, 빤냐

띠의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담마는 복합적이지 않고,

실체와 성질로 구분되지 없고, 다른 담마와 구분되는, 단일한 요

소이다.19) 담마는 자성을 가지고, 과거ㆍ현재ㆍ미래의 구분에 영

향을 받는다. 즉 찰라생ㆍ찰라멸에 의해서 시간적으로 구분된다.

17) SED p.659a. PED p.390a.

18) Dhs.226, 1308. Katame dhammā paññatti? Yā tesaṃ tesaṃ

dhammānaṃ saṅkhā samaññā paññatti vohāro nāmaṃ nāmakammaṃ

nāmadheyyaṃ nirutti vyañjanaṃ abhilāpo-ime dhammā paññatti:

Dhs.226, 1306. Katame dhammā adhivacanā? Yā tesaṃ tesaṃ

dhammānaṃ saṅkhā samaññā paññatti vohāro nāmaṃ nāmakammaṃ

nāmadheyyaṃ nirutti vyañjanaṃ abhilāpo-ime dhammā adhivacanā:

Dhs.226, 1307. Katame dhammā nirutti? Yā tesaṃ tesaṃ dhammānaṃ

saṅkhā samaññā paññatti vohāro nāmaṃ nāmakammaṃ nāmadheyyaṃ

nirutti vyañjanaṃ abhilāpo-ime dhammā nirutti. 빤냐띠에 대한

영어번역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hys Davids, A. F. C.(1974) p.317.

[1308] Which are the states that are expressions? That which is an

enumeration, that which is a designation, an expression, a current

term, a name, a denomination, the assigning of a name, an

interpretation, a distinctive mark of discourse on this or that state. All

states are processes of expression.

19) Karunadasa, Y.(1987) pp.71-2.



상좌부의 빤냐띠와 중관의 시설 ∙ 243

그리고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무상ㆍ고ㆍ무아라는 존재의 특

징을 가진다. 그렇다면 빤냐띠는 자성이 없고, 과거ㆍ현재ㆍ미래

의 구분이 적용되지 않고, 시간적으로도 구분되지 않는다. 그리고

빤냐띠는 유위(sankhata)와 무위(asankhata)로 기술되지 않는다.

즉 빤냐띠는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20)

빤냐띠의 이러한 특징은 언어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을 그대

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푸르다’고 할 때 내가 보는 ‘푸름’은 담마

로서, 찰나 생멸하는 구체적인 대상의 구체적인 푸름이다. 그런데

언어화된 ‘푸름’은 구체성을 상실한 푸름이다. 이처럼 구체성이 상

실된 언어로써의 ‘푸름’은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다.21) 빤냐띠는

단지 개념화된 것(parikappasiddha)이고, 마음의 종합하는 기능의

산물로 단지 생각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이에 대응하는 객관적인

대상이 없다.22)

이러한 빤냐띠는 ‘이름으로서의 빤냐띠(nāmapaññatti)’와 ‘의미

로서의 빤냐띠(atthapaññatti)’로 구분된다. 즉 빤냐띠는 ‘이름’과

‘의미’로 구분된다. ‘이름으로서의 빤냐띠’는 ‘알게 하는 개념(paññ

āpanato paññatti)’으로 ‘의미로서의 빤냐띠’는 ‘알려진 개념(paññā

piyattā paññatti)’으로 정의된다.23) ‘이름으로서의 빤냐띠’는 이름,

20) 빤냐띠가 인간의 특징을 기술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오온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온은 인간의 실재를

보여주는 분류이므로 색수상행식은 담마의 특징을 가지는 반면,

빤냐띠는 담마의 특징과 반대되므로 오온에 포함되지 못한다. 그러나

범부에 의한 인간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오취온은 모두 빤냐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빤냐띠는 언어와 의미 속에 갇혀 살고 있는

범부의 인간인식과 세계인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와

의미를 벗어날 때, 즉 실재와 조우할 때, 우리는 빤냐띠의 세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21) 구체성을 상실함으로써 실재를 파악할 수 없는 반면, 이러한 구체성의

상실은 언어의 세계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 찰나 생멸하고

고정화시킬 수 없는 플룩스(flux)의 세계를 정돈하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방법으로써 언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체성과 언어와

관련해서는 上杉宣明(1979)을 참조할 수 있다.

22) Karunadasa, Y.(1996) pp.18-9, p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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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기호, 상징을 가리키고, ‘의미로서의 빤냐띠’는 이름, 단어,

기호, 상징에 대응하는 관념, 생각, 개념을 가리킨다. ‘이름으로서

의 빤냐띠’는 의미로서의 개념이 알려지게 하는 것이고, ‘의미로서

의 빤냐띠’는 이름으로서의 개념에 의해서 알려진 것이다. 전자는

세간적인 동의와 세간적인 사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후자는 개념화된 것으로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자는 발화의 과정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개념화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는 내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리고 둘 다 심리적인 것

에 기원하고 있고, 객관적인 실재를 결여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

진다.24)

이 빤냐띠이론은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더 발전하게 된다. 인
시설론(Puggalapaññatti) 첫 부분에서 여섯 가지 빤냐띠 즉 온에
대한 개념(khandha paññatti), 처에 대한 개념(āyatana paññatti),

계에 대한 개념(dhātu paññatti), 진리에 대한 개념(sacca paññatt

i), 근에 대한 개념(indriya paññatti), 뿍갈라에 대한 개념(puggala

paññatti)이 나온다.25) 5세기의 인시설론 주석서, 12세기의 아
비담맛타상가하와 그 주석서로 갈수록 이에 대한 분류는 점점

더 세밀해진다.26) 처음에는 두 가지로 분류되던 빤냐띠가 후대로

갈수록 이처럼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대체로 여섯 가지로 분류되

는 빤냐띠는 후대로 갈수록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아

비담마 초기에는 담마에 대한 분류에 관심을 가졌지만 후대로 갈

수록 언어적 표현에 의한 대상을 구분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러한 분류가 행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7)

23) ADSVṬ.43. Tato avasesā paññatti pana paññāpiyattā paññatti

paññāpanato paññatti ti ca duvidhā hoti.

24) Karunadasa, Y.(1996) pp.33-4.

25) Pp.1. Cha paññattiyo: khandhapaññatti, āyatanapaññatti, dhātupaññatti,

saccapaññatti, indriyapaññatti, puggalapaññattī ti.

26) 자세한 분류는 윤희조(2009:74-6)를 참조할 수 있다.

27) 윤희조(2009)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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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제설에서의 빤냐띠

12세기의 후기빨리주석문헌 가운데 아비담맛타상가(Abhidham
matthasaṅgha)는 마음(citta), 마음부수(cetasika), 물질(rūpa), 열
반(nibbāna)이라는 네 가지 승의를 설명한 이후 빤냐띠에 대하여

분석한다(paññattibheda). 승의가 궁극적인 실재라면, 이와 대구를

이루는 세속(sammuti)은 ‘합의’에 의한 것이다. 세속은 ‘책상’, ‘의

자’와 같이 ‘합의’에 기초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름(nāmapaññat

ti)에 의해서 지시되고, 마음에 의해서 개념화되는 것(atthapaññatt

i)에 의해서 존재한다. 달리 말하면 세속은 모두 개념적 사유의 대

상들이다. 이러한 ‘세속’은 대상없이 주어진 마음의 구조물이고,

마음의 종합하는 기능의 산물이므로, 마음에 의해서 존재한다.28)

승의와 세속에 진리를 의미하는 ‘제(sacca, 諦)’가 첨가될 경우

넷의 상관관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비담마에서는 동일한 상

황을 담마(dhamma)를 나타내는 용어에 기초해서 설명하면, 그 설

명은 승의제(paramattha sacca, 勝義諦)이고, 동일한 상황을 빤냐

띠(paññatti)를 나타내는 용어에 기초해서 설명하면, 그 설명은 세

속제(sammuti sacca, 世俗諦)이다. 즉 승의제는 궁극적 요소 즉

담마를 표현하는 전문용어를 사용함으로서 표현되는 진리인 반면,

세속제는 일상용어를 사용함으로서 표현되는 진리이다. 그리고 승

의제의 타당성은 궁극적으로 주어진 것에 상응한다는 것에 기초

하고, 세속제의 타당성은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상응한다

는 것에 기초한다.29)

승의는 승의제와 동일한 것이 아니고, 세속은 세속제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세속제와 승의제는 진리를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이라는 점에서 동등하다. 승의제가 세속제에 비해서 우월하거

28) Karunadasa, Y.(2006) pp.216-7.

29) Karunadasa, Y.(2006) pp.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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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속제가 승의제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다. ‘승의제는 세속제보

다 우월하다’ 또는 ‘한 의미에서 참인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거짓

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30) 승의제와 세속제는 진리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되지 않는다. 승의제와 세속제의 구분은 두 종류의 진

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진리표현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가 우월하고 하나가 열등하다는 진리의 두 가지 정도

(two degrees of truth)가 아니라, 진리를 표현하는 두 가지 양태

(two modes of expression)를 말하는 것이다.31)

승의, 승의제, 세속, 세속제 그리고 빤냐띠의 관계를 정리해 보

면, 먼저 아비담마에서 빤냐띠와 세속은 차이를 가진다. 빤냐띠는

언어적 표현 전반인 반면, 세속은 승의에 대응하는 일상적인 사

물, 사물에 대한 이름을 가리킨다. 실제로 담마상가니에서 빤냐
띠를 정의하는 동의어 가운데 세속은 등장하지 않는다. 빤냐띠는

승의적 용어, 세속적 용어 그리고 이러한 용어들에 대응하는 관념

까지도 모두 포함한다. 세속제, 승의제는 빤냐띠에 의해서 언어적

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빤냐띠와 상호배타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

다.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승의만이 빤냐띠와 상호배타적이다. 빤

냐띠와 승의는 상호배타적이지만, 빤냐띠와 승의제는 그렇지 않

다. 승의제도 세속제와 마찬가지로 빤냐띠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

문이다. 궁극적 실재 즉 승의는 빤냐띠와 상호배타적일지라도, 승

의제는 언어로 표현되는 한 빤냐띠를 넘어서서 표현될 수 없다.

승의는 지시되거나 개념화될 수도 있고, 지시되거나 개념화되

지 않을 수도 있다. 승의가 지시되거나 개념화되지 않는 것은 불

가설(不可說)의 영역이다. 승의가 지시되거나 개념화되는 것은 가

설(可說)의 영역이다. 가설의 영역은 승의를 자성으로 파악함으로

써 가능한 반면, 불가설의 영역은 찰나 생멸하는 실재의 정확한

지시불가능성으로 인해서 확보된다. 상좌부에서는 이 승의의 가설

성(effability, 可說性)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가설성이 상좌부에

30) Jayatilleke, K. N.(1963) p.367.

31) Karunadasa, Y.(1996) pp.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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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승의제이다. 불가설성은 빤냐띠이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언어

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

가설성(ineffability, 不可說性)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중관에서 본

격적으로 다루어진다.

Ⅲ. 중관의 시설(prajñapti)

3.1. 시설(prajñapti)

앞에서 보았듯이 쁘라즈납띠는 빤냐띠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며,

어원적 의미도 빤냐띠와 마찬가지로 ‘알려지게 하는 것’이다. 중
론 24.18게송은 쁘라즈납띠의 가장 중요한 용례로 ‘연기’, ‘공성’,
‘중도’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연기’, ‘공성’, ‘중도’가 중론의
핵심개념이듯이 ‘시설’도 핵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기인 것 그것을 우리들은 공성이라고 말한다. 그것(=공성)은 인시

설이며 그것(=공성)은 실로 중도이다.32)

‘인시설’로 번역된 ‘prajñaptir upādāya’는 전통적으로 한역에서

는 ‘가설(假說)’, ‘가명(假名)’, ‘가(假)’로 번역된다. 현대에 와서는

‘인시설(因施設)’, ‘의존된 가명’, ‘비유적 표현’, ‘은유적 가명(design

ation metaphorique)’, ‘은유적 표현’ 등으로 번역된다.33) 축자적으

32) MK.24.18. yaḥ pratītyasamutpādaḥ śūnyatāṃ tāṃ pracakṣmahe sā

prajñaptir upādāya pratipat saiva madhyamā.

33) 순서대로 야마구찌(山口, 長尾雅人(1992:212)), 龍樹 著ㆍ金星喆

역주(2001:414), 쟈끄 메 지음ㆍ김형희 옮김(2000:549),

이종철(1999:95)에서 사용되는 번역어이다. 본고는 ‘upādāya’를

‘인(因)’으로 번역하고, ‘prajñapti’는 ‘시설(施設)’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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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면 ‘인시설(prajñaptir upādāya)’은 ‘인에 의해서(upādāya) 성

립하는 시설(prajñapti)’이다. 즉 시설은 ‘찰나 생멸하는 불가설의

현상을 소재로 이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때의 현상은 초

기불교에서의 담마의 번역어로서 찰나 생멸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시설은 ‘가설(假說)’, ‘가명(假名)’, ‘가(假)’로 번역됨으로

인해서 ‘연기’, ‘공성’, ‘중도’에 비해서 가볍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 말 자체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34)

24.18게송은 연기(緣起, 일구), 공성(空性, 이구), 시설(施設, 삼

구), 중도(中道, 사구)의 등치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짠드라끼르띠

(Candrakīrti, c.530-600)는 시설을 연기와 동의어로 본다. 쁘라산
나빠다에는 연기를 수식하는 세 가지 언어 표현이 있다.35) 첫 번
째는 ‘가장 심원한 연기’, 두 번째는 ‘단상(斷常)을 떠난 연기’, 세

번째는 ‘시설한다는 이름을 가진 연기’이다. 짠드라끼르띠는 연기

를 우선 가장 심원한 원리 즉 공성이라고, 두 번째는 이변을 떠난

중도라고, 세 번째는 시설이라고 한다. 이는 연기와 동등한 관계

에 있는 공성, 시설, 중도를 연기를 수식하는 용어로 표현한 것이

다. 이에 대해서 나가오(長尾)는 삼구의 시설은 일구의 연기로 돌

아가는 것으로 해석한다. 시설은 무엇인가를 인(因)과 연(緣)으로

설정하여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연기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36)

인(upādāya)에 의해서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시설(prajñapti)이

‘공성’이고, ‘연기’이고, ‘중도’라고 한다면, 시설은 긍정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것이다. 나가르주나에게서 시설이 긍정적인 언어활동이

라면, 희론은 적멸되어야 할 언어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37) ‘희론

34) 山本伸裕(1998) pp.209-10.

35) Pras. pp.214-5. evam ātmano bhāvānāṃ ca satattvaṃ ye varṇayanti

na te paramagambhīrasya pratītyasamutpādasya

śāśvatocchedarahitasyopādāya prajñaptyabhidhānasya tattvaṃ paśyanti.

36) 長尾雅人(1992) p.214.

37) 부정되어야 할 언어활동으로서의 희론에 대해서는

윤희조(2009:152-176)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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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멸’이 일체의 ‘언어활동의 지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성

의 인식에 기반해서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희론적멸(prap

añcopaśama)에 들어가는 것이다. 나가르주나가 부정하는 것은 언

어의 배후에 실체를 상정하는 협소한 언어인식이다. 반대로 언어

를 협소한 언어인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나가르주나가 적극

적으로 긍정하는 언어활동이다.38) 이러한 언어활동이 시설(prajña

pti)이고, 나중에 보게 될 가르침(deśanā)이다. 희론(prapañca), 분

별(vikalpa), 견해(dṛṣṭi)로 대표되는 부정적 측면의 언어와 시설과

가르침으로 대표되는 긍정적 측면의 언어는 중관 뿐만 아니라 언

어전반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나가르주나는 희

론(prapañca)을 통해서 실체론자의 부정되어야 할 언어활동의 존

재방식을 보여주고, 시설을 통해서 공성론자의 긍정되어야 할 언

어활동의 존재방식을 보여준다.39)

둘의 구분근거는 언어가 가지는 자기동일적 지시의 불가능성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자기동일적 지시의 불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언어를 사용하는가, 인식하지 못한 채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서 긍정적 언어활동과 부정적 언어활동이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

은 자기동일적 지시의 불가능성의 ‘인식’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자기동일적 지시의 불가능성 ‘자체’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시설로 인해서 중관의 이제설에서 세속은 긍정적인 언어와 부

정적인 언어로 구분된다. 다찌가와(立川)에 의하면 시설은 최고의

진리가 언어의 모습을 취한 것으로 이른바 ‘성스러운 것’으로부터

‘세속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운동성을 성립시키는 언어이다. 시설

은 일체개공이라는 최고의 진리를 접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다.40) 세계에 존재하는 일체의 것에 어떤 불변하는 것도 없다는

38) 山本伸裕(1998a) pp.8-14.

39) 윤희조(2009) pp.221-2.

40) 立川武蔵(1986) pp.56-7. 접촉한다는 것은 개념적 이원성을 떠나는

것으로, 실재를 보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접촉여부에 따라서

범부의 인식과 성인의 인식이 구분된다. 접촉하는 사건을 깨달음, 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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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에 서면, 진실은 부정확성 가운데서 성립하는 시설(prajñapti)

로서의 언어활동 가운데서 체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41) 부정확성

을 내재적으로 잉태하는 시설이 전면적으로 긍정되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시설은 상좌부와 달리 언어표현 전반이 아니라, 긍정

적인 언어활동이라는 일부분의 언어만을 대변하게 된다. 나머지

언어활동 전반은 이제설의 구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3.2. 이제설에서의 시설

빨리어 세속(sammuti, 世俗)의 어간[sam-√man]은 ‘함께 생각

하다’, ‘동의하다’ 등의 의미이므로 세속(sammuti)은 ‘일반적인 의

견(general opinion)’, ‘공통적인 동의(common consent)’, ‘상식’,

‘동의(consent)’, ‘선택(choice, selection)’, ‘결정(fixing, determinati

on)’, ‘관습(convention)’ 등의 의미를 가진다.42) 이러한 의미들은

‘함께 생각하다’는 어원적 의미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산스끄리

트어 세속(saṃvṛti, 世俗)은 빨리어 세속(sammuti)을 축자적으로

산스끄리트화한 것이다.43) 산스끄리트어 세속은 ‘언설’, ‘동의’라는

빨리어 세속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전히 가지면서, 산스끄리트

어화될 때 새로운 어간해석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의미가 추가된

다. 세속(saṃvṛti, 世俗)으로부터 새로운 어간[saṃ-√vṛ]이 출현함

으로써 기존의 ‘세속’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게 된다. 이

해탈 이라는 용어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41) 山本伸裕(1998b) p.205.

42) PED p.696b.

43) 佐々木現順(1955) pp.165-6. 웨딕산스끄리트어(vedic sanskrit)가

고전산스끄리트어(classic sanskrit)로 될 때 일반적으로 ‘m’은 ‘v’로,

‘u’는 ‘ṛ’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빨리어 ‘sammuti’에 적용시켜보면

‘m’는 ‘v’로, ‘u’는 ‘ṛ’로 변화해서 ‘saṃvṛti’라는 고전산스끄리트어가

출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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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새로운 어간에 기초해서 세속에 대한 독자적인 사유가 전

개된다.44) 짠드라끼르띠의 중론 26.8게송의 주석에서 세속의 새
로운 어의해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세속은 ① 완전히 덮는 것이고 ② 상호발생한다. 세속은 ③ 관행적

합의, 세간의 언설이라는 의미를 가진다.45)

첫 번째 정의에서 세속은 ‘완전히 덮인 것’, ‘완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 ‘진리가 덮여 감추어져 있는 것’, ‘진리가 결코 자기를 나

타내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짠드라끼르띠는 세속을 무지로 돌리

면서 바로 이 무지가 사물의 참된 모습을 에워싸며 덮고 엄폐한

다고 한다. 두 번째 정의에서 세속은 상대성에 관한 개념으로 ‘서

로 존재하게 하는 것’, ‘서로 의존하는 것’이다. 이는 통상 상호의

존에 의해 설명되는 ‘연기’를 의미한다.46) 세 번째 정의에서 세속

은 ‘관행적 합의’, ‘세간의 언설(lokavyavahāra)’을 의미한다. 이 세

상에 의존해서 생기하는 것은 언어, 개념, 관념 등의 형태로 나타

난다. 여기서 세속은 이름짓는 것과 이름지어지는 것 양자를 통해

사물을 설정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47)

짠드라끼르띠의 논의를 정리하면 세속에 관한 정의는 첫째 무

지에 의한 허위, 둘째 실체 없는 의존적 존재, 셋째 관습적 어법,

말하는 방법, 명칭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정의는 광

범위하게 사용되는 세속의 의미이다. 특히 세 번째 정의가 가장

44) 佐々木現順(1955) p.168.

45) Pras. p.492. samantād varaṇaṃ saṃvṛtiḥ ... paraspara saṃbhavanaṃ

vā saṃvṛtiḥ ... saṃvṛtiḥ saṃketo loka vyavahāra ity arthaḥ.

46) 여기서 두 번째 정의의 세속(saṃvṛti)은 ‘saṃvṛtti’로 읽을 수 있다.

어근[√vṛt]은 ‘돌다’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작용하다’, ‘움직이다’도

의미한다. 여기서 ‘saṃvṛtti’는 ‘함께 작용하다’ 즉 연기를 의미한다.

세속의 어근과 관련해서는 나가오 가진 지음ㆍ김수아

옮김(2005:341-56)을 참조할 수 있다.

47) 쟈끄 메 지음ㆍ김형희 옮김(2000) pp.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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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사용되는 세속의 해석이다.48) 그리고 세 번째 가운데 세속(s

aṃvṛti)의 구체적인 존재방식을 보여주는 세간의 언설(lokavyava

hāra)은 말(abhidhāna)과 그 대상(abhidheya), 인식(jñāna)과 그

대상(jñeya) 등의 특징을 가진다.49)

언어로 말해진 것은 모두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언설

(vyavahāra)의 영역에 포함된다. 언설은 자성을 상정할 위험성을

항상 내포한다는 점에서 부정되어야 할 언어활동인 희론, 가치판

단을 포함하지 않는 일상의 언어활동, 나아가서는 승의제를 시설

하는 방편까지를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언설은 부정과 긍정의 양

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50) 세속이 ‘세간의 언설(lokavyavahāra)’이

라면 언설에는 세간의 언설 이외의 다른 언설이 있다는 의미이므

로 언설은 세속보다 넓은 의미를 가진다.

중론에서 세속과 짝을 이루는 승의(paramartha)는 상좌부의

승의와 동일한 어근을 가진다. 상좌부에서 승의가 궁극적인 실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중론에서도 승의는 마찬가지 의미
를 지닌다. 중론 주석가들은 승의(paramartha)를 동격한정복합
어(karmadhāraya, 持業釋), 격한정복합어(tatpuruṣa, 依主釋), 소유

형용복합어(bahuvrīhi, 有財釋)로 해석한다.51) 이 가운데 어떤 해

석을 부여할지라도 승의가 ‘최고(parama)의 대상(artha)’이라는 점

에서는 차이가 없다. 승의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송으로

“다른 연에 의해서가 아니며, 고요하고, 희론들에 의해서 희론되지

않고, 무분별이며, 다양하지 않은 것이 진실의 특징이다.”

는 게송이 있다.52) 승의는 사유에 의해서, 언어적 표현에 의해서

48) 나가오 가진 지음ㆍ김수아 옮김(2005) pp.343-4.

49) Pras. pp.493. sa cābhidhānābhidheyajñānajñeyādilakṣaṇaḥ

50) 加藤均(1994) pp.175-7.

51) 윤희조(2010) pp.304-5.

52) MK.18.9. aparapratyayaṃ śāntaṃ prapañcair aprapañcitam nirvikalpam

anānārtham etat tattvasya lakṣaṇ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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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53) 승의(paramārtha)는 연기 자체, 실재

자체이고, 실재는 곧 진리이다. 승의는 제일의(第一義) 즉 최고의

대상으로서 진리이지 단순한 말이 아니다.54) 반면 세속은 일상의

언어관습으로 특정한 말은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각자의 특징을

가진 특정한 대상에 대응한다고 상정된다.

세속, 세속제, 승의, 승의제의 넷을 구분해 보면, 상좌부와 마찬

가지로, 먼저 세속과 세속제를 구분할 수 있다. 세속은 희론과 세

속제를 모두 포함한다.55) 짠드라끼르띠의 말처럼 중론에서 희

론이 언어인 것은 맞지만56)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언어가 희론인

것은 아니다. 희론은 언어전반 즉 언설의 영역에서 부정적인 측면

을 대표한다면, 세속제(saṃvṛtisatya)는 언설의 영역에서 긍정적

인 측면을 대표한다. 중론에서 세속제에 대한 논의는 중론 24
장의 세 게송에서 찾을 수 있다.57)

붓다들의 가르침은 이제에 의거한다. 세속제와 승의제이다.58)

이제의 구별을 모르는 사람들은 붓다의 가르침에 있는 심오한 진실

을 알지 못한다.59)

언설에 의거하지 않고서 승의를 설할 수 없다. 승의에 도달하지 않

고서 열반은 증득되지 않는다.60)

이제는 24장 8, 9, 10게송에서만 등장한다. 붓다들은 승의인 공,

53) 나가오 가진 지음ㆍ김수아 옮김(2005) p.344.

54) 우에다 요시부미 지음ㆍ박태원 옮김(1989) p.34, pp.95-6.

55) 윤희조(2008) pp.171-2.

56) Pras. p.373. prapañco hi vāk.

57) 三枝充悳ㆍ久我順(1954) p.37.

58) MK.24.8. dve satye samupāśritya buddhānāṃ dharmadeśanā

lokasaṃvṛtisatyaṃ ca satyaṃ ca paramārthataḥ.

59) MK.24.9. ye ’nayor na vijānanti vibhāgaṃ satyayor dvayoḥ te tattvaṃ

na vijānanti gambhīraṃ buddhaśāsane.

60) MK.24.10. vyavahāram anāśritya paramārtho na deśyate paramārtham

anāgamya nirvānaṃ nādhigam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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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성을 ‘공’, ‘무자성’ 등의 언어표현으로 시설한다. 세속제에 기

반해서 ‘공’, ‘무자성’ 등이라고 시설하는 것은 승의에 도달하고 열

반을 얻기 위해서 불가결이지만, 공 또는 열반과 그 표현으로서

‘공’ 또는 ‘열반’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은 붓다들의 가르침을 정확하

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승의제와 세속제의 제(satya, 諦)는 ‘있다’, ‘존재하다’ 등을 의미

하는 ‘as’의 현재분사 ‘sat’에서 유래하고, ‘참된’, ‘올바른’이라는 의

미의 형용사로도, ‘진리’, ‘진실’이라는 의미의 중성명로서도 사용

된다. 이제설의 경우는 후자의 용례이다.61) 승의제의 경우 승의의

상태가 진리의 상태이므로 승의제라고 하는 것이다. 즉 승의는 그

자신이 진리이므로 제(諦)라고 불린다. 상좌부에서 승의제는 승의

적 용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이므로 중관의 승의제와는 구분

된다.

세속제는 이 승의 또는 승의제를 언어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제

(諦)라고 불린다. 세속제는 승의 또는 승의제를 언설로 표현한 것

이다. 세속제는 승의라는 이 실재 자체가 언설로 설해진 진리이

다. 언설을 사용한다는 것은 말 자체에 중요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로는 안 되는 것 즉 승의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승의를 설하지 않으면 언설은 의의가 없다. 언설은 더 이상 세속

제가 아니게 된다. 승의제를 표현하지 않는 단순한 세속의 언어는

그것이 설사 어떤 종류의 진리일지라도 이제(二諦)의 의미에서 제

(諦)는 아니다.62) 이렇게 되면 승의제와 제(諦)와 세속제의 제(諦)

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승의제는 진리자체이므로 제라

고 불리고, 세속제는 승의 또는 승의제를 표현하므로 제라고 불린

다. 제가 되는가, 되지 못하는가의 기준은 진리를 얼마만큼 담보

하는가의 차이이다. 더 이상 표현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즉 중
론에서 제(諦)는 진리의 정도의 문제(matter of degree)가 되어

버린다.

61) 斎藤明(1999) p.66.

62) 우에다 요시부미 지음ㆍ박태원 옮김(1989) p.23,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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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론에서 세속제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용어로 ‘가르침(deśa
nā)’을 들 수 있다. 중론에서 ‘가르침’이라는 용어는 모두 붓다

의 가르침과 연관되어 있다.63) 위의 인용문(24.8)과 귀경게와 마지

막 게송(27.30)에서 나가르주나가 예경하는 붓다의 가르침에 대해

서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중론의 이러한 예는 붓다의 가르
침(deśanā)에 나머지 언설과는 다른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

와 관련되어 있다.

“붓다들의 가르침은 이제에 의거한다.(24.8)”고 할 때, 붓다가

가르친다는 것은 승의와 언설이 함께 한다는 것이다.64) 귀경게의

“희론이 적멸한 연기를 설하신 정각자이신 붓다에게 예경한다”에

서도 ‘설하였다(deśayāmāsa)’고 한다. ‘설한’ 가르침(deśanā)이다.

말로써 설할 수 없는 공이나 연기를 가르침(deśanā)으로써 설하신

다는 것이다. 가르침(deśanā)은 언어이기 때문에 세속이지만, 승

의를 표현하는 언어이므로 세속제이다. 이처럼 중론에서 언어에
의한 세계 즉 언설은 두 가지 즉 부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언어

로 나뉜다.65) 희론(prapañca)과 세속제(saṃvṛtisatya)는 이 둘을

대변한다. 세속제의 실례로 시설(prajñapti)과 가르침(deśanā)이

있다.

중관에서 승의자체는 표현될 수 없는 불가설의 영역이고, 이러

한 승의의 진리성을 승의제라고 한다. 승의와 승의제 모두 불가설

의 영역이다. 승의를 표현하는 것은 승의제가 아니라, 세속제이다.

승의제와 세속제에는 진리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승의 또는 승의

제를 담보할 때만 세속은 세속제가 된다. 상좌부에서 승의는 찰나

생멸하는 실재로, 중관에서와 마찬가지로 불가설의 영역이다. 그

러나 상좌부의 승의제는 승의를 승의적 용어의 의해서 표현한 것

63) ‘가르침’은 구체적으로는 귀경게; 17.20; 18.6; 24.8; 24.10; 24.12; 25.24;

27.30에서 사용되고 있다.

64) 우에다 요시부미 지음ㆍ박태원 옮김(1989) p.34, pp.95-6.

65) 山本伸裕(1998) p.185: 丹治昭義(1988) pp.103-5: 다카사키 지키도

지음ㆍ이지수 옮김(1997)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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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설의 영역이다.

승의에는 자성에 의한 가설적 영역과 무자성에 의한 불가설의

영역이 있다. 상좌부의 승의는 자성을 가지는 반면, 중관의 승의

는 무자성이다. 상좌부의 승의가 자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승의

자체는 찰나 생멸하는 무자성적 불가언설의 영역이면서도 자성을

가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중관의

승의는 무자성적인 불가언설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무자

성의 승의를 자성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승의를 어떻게 해석하든, 문제의 발생위치가 다를 뿐이

지 문제는 발생한다. 상좌부에서는 승의에서 무자성과 자성이 동

시에 부여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고,

중관에서는 무자성의 승의를 자성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

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둘의 문제는 결국 무자성과 자성의 문

제로 귀결되고, 이는 실재와 이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 가지는 모

순적 구조에 기인된다.

중관에서 시설(prajñapti)의 위치를 보자면 먼저 시설은 세속제

에 포함된다. 세속제에는 시설과 가르침이 있고, 세속제는 세속

또는 언설에 포함된다. 세속 또는 언설에는 긍정적인 언어활동인

세속제와 부정적인 언어활동인 희론, 분별, 견해가 있다. 세속제,

승의제가 모두 빤냐띠인 상좌부와 달리, 중관에서 시설은 세속제

인 긍정적인 언어활동을 지칭한다.

Ⅳ. 맺음말

빤냐띠와 시설을 통해서 상좌부와 중관의 언어관의 특징을 비

교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① 상좌부에서 담마 또

는 승의는 자성을 가지는 반면, 중관에서 승의는 무자성이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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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부에서 승의는 자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반면, 중관에서 승의는

무자성, 세속은 자성으로 특징지어진다. ② 상좌부는 승의의 가설

적(effable, 可說的) 경향에 초점을 맞추지만, 중관은 승의의 불가

설적(ineffable, 不可說的) 경향에 초점을 맞춘다. 상좌부에서는 승

의의 자성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서 가설적 영역을 다루지만, 중

관은 승의의 무자성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서 불가설적 영역을

다룬다. ③ 상좌부는 승의에 자성을 부여하고, 자성을 통해서 승

의를 언어로 표현한다. 반면 중관은 승의의 무자성을 무자성 자체

로 인정하고, 이를 불가설의 영역으로 남겨둔다. 승의는 언어로

접근불가능한 영역이다.

④ 상좌부에서 빤냐띠는 언어활동 전반을 지시하는 반면, 중론
에서 시설은 긍정적인 언어활동을 가리킨다. 중론에서 언어활
동 전반을 지시하는 용어는 ‘언설’, ‘세속’이다. 중관에서 시설은 세

속, 언설, 세속제라고 하는 보다 큰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긍정

적 언어활동이다. 중관의 세속제에는 시설, 가르침이 있고, 중관의

세속제 이외의 세속에는 희론, 분별, 견해가 있다. ⑤ 중관에서 세

속의 해석은 상좌부에 비해서 복잡해진다. 세속의 해석이 복잡해

진 것에는 산스크리트화되면서 새로운 어원이 첨가된 것도 일정

역할을 한다. ⑥ 상좌부의 이제설에 사용되는 빤냐띠에서는 긍정

적인 언어활동과 부정적인 언어활동의 구분을 아직은 볼 수 없다.

⑦ 상좌부 이제설이 표현 양식의 문제라면, 중관 이제설은 진리

정도의 문제이다. ⑧ 이제설과 관련해서 상좌부 언어관과 중관의

언어관의 가장 큰 차이는 승의제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한다는 점

이다. 중관에서 승의제는 승의와 의미상의 큰 차이가 없다. 승의

제는 ‘승의인 진리의 상태’이다. 둘 다 불가설의 영역이다. 반면 상

좌부에서 ‘승의’는 불가설의 영역인 반면, ‘승의제’는 승의적 용어

를 사용하는 가설의 영역이다. ⑨ 이제설에서 볼 때 상좌부에서

가설적 영역은 승의제와 세속제 두 가지이지만, 중관에서 가설적

영역은 세속제 한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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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ññatti and Prajñapti in Abhidhamma and

Madhyamaka

Youn, Hee Jo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Having same roots, paññatti and prajñapti take different

role in Abhidhamma and Madhyamaka. Paññatti in

Abhidhamma refers to linguistic expression in general, while

prajñapti in Madhyamaka refers to positive linguistic

expression. While prajñapti, Deśanā or teaching also refer to

the positive in Madhyamaka, prapañca, vikalpa, diṭṭhi

represent negative linguistic expression in Madhyamaka.

But it could not be found the division of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in Abhidhamma.

Focusing on the svabhāva of paramattha or the

Ultimate, Abhidhamma treats the effable region. But

focusing on the nirsvabhāva of paramārtha or the Ultimate,

Madhyamaka treats the ineffable region. The Ultimate

Truth in Abhidhamma means linguistic expression using the

Ultimate terms, while the Ultimate Truth in Madhyamaka is

used as same as the Ultimate, just referring the true state

of the Ultimate. Therefore the Ultimate Truth in

Abhidhamma refers effable region, while the Ultimate Truth

in Madhyamaka refers ineffable region. In consequence,

paññatti in Abhidhamma is the Ultimate Truth and the

Conventional Truth ranging the linguistic express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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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focusing on the effable region, while prajñapti in

Madhyamaka is the linguistic expression of the

Conventional Truth, not of the Ultimate Truth.

Keywords: paññatti, prajñapti, The Ultimate, The Ultimate

Truth, The Convention, The Conventional Truth,

Deśanā, Linguistic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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