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철학 제42집(2014.12), 381～410쪽

密意解明(dGongs pa rab gsal)에 나타난
중관학파의 부정대상(dgag b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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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쫑카파(Tsong-kha-pa)의 저서 密意解明(dGongs pa rab
gsal)에 나타난 공성논증의 논파대상인 부정대상(dgag bya)을 고찰한

다. 여기에서 그는 空性의 모순명제인 부정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공성에 대한 바른 견해를 얻을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립논증파와

귀류논증파 두 학파간의 부정대상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 결과, 자립논증파에서는 심식에 현현함이 없이 대상 자체의 독립

적 방식으로 주하는 것을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반

해, 귀류논증파에서는 언설분별의 識에 의지하지 않거나 그것에 의해

건립되지 않은 본래적 자성인 것을 我라고 하였고, 이를 부정대상이라

고 지시하였다.

이 때, 제법이 심식에 의해 가립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두 중관학파가

동일하지만, 세속적으로는 자성을 갖는 존재를 인정하는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견해를 달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속유에 대한 견해적 차이

에도 불구하고 두 중관학파는 심식과 관련없이 존재하는 독립적 자성의

존재를 부정대상으로 보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Ⅰ. 서론

龍樹(Nāgārjuna)와 아리야데바(Āryadeva)에 의해 형성된 중관

*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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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 후세에 淸弁(Bhāvaviveka)을 비롯한 중관자립논증파(Mādhy

amika-svātantrika)1)와 佛護(Buddhapālita)와 月稱(Candrakīrti)2)

에 의해 형성되는 중관귀류논증파(Mādhyamika-prāsaṅgika)3)로

갈라진다. 이들 두 파는 空性을 논증하는 논리적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비판하며 이론을 전개해 왔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

실이다.

사실, 正理學派(nyāya)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인도 논리학에서는

귀류를 정식적인 논증법으로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변은

불호의 귀류논증을 비판하면서 정언적 추론식에 의거하여 논증하

였다. 그러나 실재론적 형이상학의 기반 위에서 체계화된 전통적

인도 논리학의 영역내에서, 비실재적 존재인 공성을 논증하는 것

에는 무리가 따랐다. 따라서 청변은 정언적 논증에 특수한 조건을

첨가하여 논증한다. 그러나 安慧(Sthiramati)와 月稱은 이러한 체

계가 논리학을 이탈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비판하였고, 오

히려 귀류라는 초논리적 논증에 의해서만 공성이 논증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4)

청변은 불호를 비판하고, 월칭은 불호를 두호하면서 청변을 비

판함으로써 중관학파 내에 논리적 방법의 차이를 보이며 분파현

1) 이하 자립논증파라고 명명한다.

2) Bu ston(1986) pp. 134-135참조. 본고의 저본 논서인 密意解明(dGongs
pa rab gsal)은 월칭의 入中論(Madhyamakāvatāra)에 대한
주석서이므로, 입중론의 저자인 월칭에 관해 간략히 약력을 살펴 보고자

한다. 티벳 불교학자인 Bu ston(1290-1364)에 의하면, 그는 남인도

사만나(Samana)라는 지역에서 출생하였다. 경과 밀교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용수와 아리아데바에 의지하며 판디뜨(Paṇdiṭ)가 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용수의 중론과 데바의 四百論(Catuhśataka)에 대한 주석서와
입중론과 그 자주이다. 그러나 가장 유명한 그의 저서는 해와 달에
비유되는, 중론주석서인 쁘라산나빠다(Prasannapadā)와 구햐사마자

탄뜨라의 주석서인 쁘라디빠웃드요따나(Pradīpa-uddyotana)이다. 불호와

더불어 월칭은 중관귀류파의 대표적인 두 논사이다.

3) 이하 귀류논증파라고 명명한다.

4) 梶山雄一 外(2005) pp.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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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중관내 두 부류에 대해 처음으로

명명하기 시작한 것은 인도에서 정착된 것이 아니라, 티벳의 학설

강요서에서 이루어진다.5) 또한 두 학파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가

장 뚜렷한 설명은 쫑카파(Tsong kha pa, 1357-1419)6)와 그의 제

자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보여진다.7) 게룩파의 개조이면서 귀

류논증파임을 자처하는 쫑카파는 중관내의 이 분류법을 인정하여

자립논증파의 이론을 그의 저서에서 비교소개하기도 한다. 이처럼

5) Tilleman(2003) p. 93.

6) Tsong kha pa blo zsang grags pa(1357-1419), 티벳불교 게룩파의

개조로 알려진 쫑카파는 티벳의 북동쪽 암도지역 가운데,

쫑카(Tsong-kha)라는 곳의 한 가정에서 여섯 아들 중 넷째로 태어났다.

그는 세 살에 4대 까르마파 롤빠돌제(Rol pa'i rdo rje, 1340-1383)로부터

재가자 계를 수지했고, 7살에 사미계를 받았다. 암도지역에서 16살이 되기

전까지 수학과 수행을 하였다. 이후, 그는 보다 심도있는 불교공부를

위하여 중앙티벳지역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여러 종파의 사찰들을

다니면서 밀교에까지 이르는 광대한 범위의 불교철학을 공부하였다.

거기에서, 최제된둡린첸(Chos rje don grub rin chen, 1309-1385)은

그에게 현관장엄론(Abhisamayālaṃkāra, mNgon rtogs rgyan),
양평석(Pramāṇavarttika, Tshad ma rnam ‘grel),
입중론(Madhyamakāvatāra, dBu ma la ‘jug pa),
아비달마구사론(Abhidharmakośa, Chos mngon pa’i mdzod), 그리고
율장(Vinayasūtra, ‘dul ba’i mdo)의 다섯가지 공부하기를 권하였다.
이들 다섯 가지 텍스트는 이후, 쫑카파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티벳 사찰의

기본적인 정규교과목으로 지정된 것들이다. 그 후, 그는 은둔하며

수행하였고, 다시 도시로 나와 후학을 지도하기도 하였으며, 많은 저서도

집필하였다. 또한 간덴사원을 지었고, 나아가 제자들로 하여금 뒤에

데풍사원을 짓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의 대표적 저서들은 다음과

같다. 45세 되던 해인 1402년, 그는 보리도차제론(Ram rim chen mo)을
지었고, 5년뒤인 50세에는 중론주(dBu ma rtsa ba'i tshig le'ur byas pa
shes rab ces bya ba'i rnam bshad rigs pa'i rgya mtsho)를 집필했다.
1408년에는 다시, 선설심수(Drang nges legs bshad snying po)을
지었으며, 그가 열반하기 1년 전인 61세 되던 해에는 월칭의 입중론에

대한 주석서인 밀의해명(dBu ma la 'jug pa'i rgya cher bshad pa
dgongs pa rab gsal)을 지었다. Hopkins(2008) pp. 13-18;
Batchelor(1987) pp. 129-145.

7) Lopez(1987)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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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이 구분법을 최상의 것으로 취급한 이후로 후세의 종의문헌

대부분에서는 이 분류법을 따르게 된다.8)

귀류논증파에서는 공성을 논증하기 위해 귀류법(prasaṅga, thal

'gyur)을 사용한다. 즉 자파의 독자적인 논법에 의해 명제를 논증

하는 것이 아니라, 논적의 주장을 전제로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

는 원하지 않는 결론을 도출해 냄으로써 논적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여 논파하는 것이다. 入中論(Madhyamakāvatāra)의 티벳
주석서인 쫑카파의 密意解明(dGongs pa rab gsal)9)에서도 공성
을 논증하기 위해 이와 같은 귀류법을 사용한다. 공성을 입증하기

위해 무엇이 부정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즉, 부정대상(pratiṣedhy

a, dgag bya)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논적의 주장

을 귀류법으로써 논파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입중론은 용수의 中論(Mūlamadhyama
ka-kārika)에 대한 월칭의 주석서로서10) 귀류논증파의 대표적

8) 立川武藏(1974) p. 12참조; 御牧克己(1982) pp. 183-189. 귀류논증파와

자립논증파의 분류는 쫑카파에서 그 맹아를 찾을 수 있고, 이후의 후기

게룩파문헌에서 ①유가행중관파, 경행중관파의 분류, ②자립논증파

귀류논증파라는 두 가지 분류방식이 통합되어 하나의 체계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관학파에 대한 이들 분류의 명칭은 모두

티벳에서 성립되었다는 사실이 티벳문헌을 통해 밝혀진다.

9) 密意解明(dGongs pa rab gsal)은 한역본이 없는
티벳주석서(P6143)이다.

10) 입중론은 전체적 서술 구조상 보살의 수행계위인 十地와 관련하여
10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중론의 심오한
공성의 의미를 설하고자 하는 논서임을 입중론 자주에서 월칭 스스로
밝히고 있다. 자주에서 “중론(dBu ma'i bstan bcos)에 들어가기 위해
입중론을 시작하고자 한다”(Mvb 220a1)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쫑카파는 “자주에서 근본중송(rtsa she)을 근거로 설할 때
‘중관으로부터(dbu ma las)’라고 많이 설한 바와 같이 근본중송(rTsa
she)에 대한 것이지, 중관의 다른 논서와 중관의 다른 의미에 대해서가
아니다”라고 주석함으로써 입중론이 중론에 대한 주석임을 밝히고
있다.(Gr p. 3) 다시 자주에서, “논서의 의미인 공성을 전도됨없이 보이기

위해 중론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지은 것이다”(Mvb 347b1)라고
하였고, 나아가 쫑카파는 “중론(rTsa ba shes rab)에 들어가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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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으로 잘 알려진 주요한 논서이다. 인도에서 입중론이 가지
는 비중만큼, 그 티벳 주석서인 쫑카파의 밀의해명 또한 현재

티벳 게룩파전통의 일부승원에서 정규 교재로 사용되고 있을 정

도로 크게 자리매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밀의해명에서 공성을 논증하는 가운데에 설하고

있는 부정대상의 개념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 부정대상은

귀류논증파에서 공성을 논증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요지해야만

하는 필수적 선결과제로서 매우 비중있게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밀의해명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립논증파의 부정대상과
도 비교해 봄으로써 중관내 두 학파간의 이론에서 어떠한 견해적

차별이 존재하는 지에 관한 이해도 얻고자 한다.

Ⅱ. 공성이해의 선수조건

입중론이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에 제6장이 차
지하는 비율은 매우 크다. 제6장에서 공성의 논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석서인 밀의해명에서도 제6장이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성논증을 논리적 방법에 의해 매우 심도있

두 가지가 있으니, 심오함과 광대함의 측면으로부터이다. 그 첫 번째인

것(심오함)은 … [중략] … 공성을 깨닫지 못한 자가 심오한 법 이것을

버리기 때문에 논서(중론)의 공성을 전도됨 없이 보이기 위하여

‘중론(dBu ma'i bstan bcos)에 들어가는 것’인 이 논서를 집필하셨다.
… [중략] … 근본중송의 의미를 잘 확정하는 것이 이 논서(입중론)가
중관에 들어가는 한 방식이다”(Gr p. 4)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월칭

스스로뿐만 아니라, 쫑카파도 입중론이 근본중송의 의미를 설하기
위한 주석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입중론은 근본중송의
문구를 하나하나 풀이하는 축자적 주석(tshig 'grel)이 아니라, 그 含意를

설하는 주석이라고 볼 수 있다(don 'grel); Hopkins(1980) pp.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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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공성의 논증방식은 공성의 반대명제인

實有(bden grub)를 내세워 그것이 성립할 수 없음을 귀류법을 통

하여 논증함으로써 공성을 입증한다. 즉, 제법이 실유가 아님을

세우는 것이다. 쫑카파는 실유라고 세우는 방식과 실유라고 집착

하는 방식을 잘 파악하는 것에 의해서만이 제법에 대한 무자성논

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실유의 개념파악에 대한 중요성을 쫑카파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법이 실유가 아님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유라고 세우는 방식

이 어떤 것인가와 실유라고 집착하는 방식을 잘 알지 못한다면

공성의 견해가 결정코 그릇된다. 입보리행론에서 ‘고찰되는 사

물을 얻지 못하고서는 그것의 非有(dngos med)를 알지 못한다’라

고 하여 고찰되는 사물 즉, 부정대상(dgag bya)의 보편을 심식상

에 잘 비추지 못한다면, 그 부정대상이 없는 것(공성)을 잘 알 수

없음을 설했다. 따라서, [승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 실유

(bden grub)와 어떤 것이 공한 것에서 그 부정대상에 대한 相(rna

m pa)을 심식의 대상으로, 있는 그대로 비추지 못한다면 非實有(b

den med)와 空性(stong pa)의 본질을 잘 확정할 수 없다.”11)

여기에서 그는 부정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공성에

대한 견해를 바로 세울 수 없다라고 여겨 부정대상에 대한 선수

적 이해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실유의 보편을 이해하지 못

한다면 공성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본다. 학설에 의해 심식이 전

향된 자와 전향되지 않은 자 혹은 양자 모두에게 있는 俱生實執(l

11) chos rnams bden med du gtan la 'bebs pa 'di la bden par grub tshul

de ji 'dra zhig yin pa dang/ bden par 'dzin tshul legs par ma shes

na/ de kho na nyid kyi lta ba nges par 'phyug ste/ spyod 'jug las/

brtags pa'i dngos la ma reg par/ de yi dngos med 'dzin ma yin//

zhes brtgas pa'i dngos po ste dgag bya'i spyi legs par blo la ma shar

na/ dgag bya de med pa legs par 'dzin mi nus par gsungs pas/ med

rgyu'i bden grub dang gang gis stong pa'i dgag bya'i rnam pa blo

yul du ji lta ba bzhin ma shar na/ bdne med dang stong pa'i n해 bo

legs par nges pa mi srid do// Gr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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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skyes kyi bden 'dzin)12)과 그것에 의해 인식되는 실유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正理(rigs pa)에 의해 부정대상을 논파할지라

도 무시이래로 젖어 왔던 실유에 대한 집착을 조금도 제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實有(bden grub)와 實執(bden ‘dzin)을 이해하

는 것이 공성의 이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체인지를 재차

자세히 강조한다.13)

따라서 쫑카파에 있어서 공성이란, 부정대상이 없는 상태이고

진실로 성립하는 것인 실유의 부재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실유가

논파될 때 공성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그는 귀류논증파

의 부정대상인 실유를 자립논증파의 그것과 비교하여 설명함으로

써 귀류논증파의 공성논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Ⅲ. 자립논증파의 부정대상

1. 제법의 안립방식

밀의해명에서 쫑카파는 자립논증파가 설하는 부정대상을 설

명하기 이전에, 그들이 어떠한 방식에 의해 제법을 안립하는 지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법의 안립방식을 알게 되면, 실유에 대한 보

다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관내의 다른 학파와

마찬가지로 세속과 승의의 개념을 통하여 설명되고 있다. 먼저,

쫑카파는 자립논증파의 세속에 대하여 蓮華戒(Kamalaśīla, 740-79

6)의 中觀明(Madhyamakāloka)에서 다음 구절들을 인용한다.
12) 藏漢大辭典, p. 1372. 종파의 색채와 관련없이 학설에 의해 심식이
전향된 자이거나 전향되지 않은 자 모두에게 존재하는 무시이래로

상속되어 온 집착으로서, 실유라고 집착하는 것(bden 'dzin)이다.

13) Gr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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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관명에서 ....그 논에서 ‘승의적으로 무자성인 사물들에 대
해, 다시 그것의 反體(ldog pa)인 相(rnam pa)을 증익한 착란된 심

식, 그것을 세속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성을 가리우

는 것과 같고 은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했다.14)

[또한 중관명에서15),] “그것[俱生實執]으로부터 생겨났기 때문
에 그것에 의해 지시되는 것을 보이는 허위(brdzun pa)의 사물 일

체를 세속 자체라고 말한다. 그것(實執)은 또한 無始의 착란된 습

기가 잘 성숙함으로써 생겨나고, 또한 그것은 일체 중생에게 승의

적으로 사물의 본체인 것처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중생)의 생각에 의해 허위(假)인 사물의 본질 일체는

바로 세속적으로 있는 것(世俗有)이라고 말한다”라고 설했다.16)

승의적으로 무자성한 사물에 대하여 그것의 反體(ldog pa)인 相

(rnam pa)이 심식상에 증익되어진 것(sgro 'dogs pa)을 세속이라

고 하였으니, 이것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실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중생의 인식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인

식은 무자성 즉, 공성인 승의를 가리우고 은폐하므로 세속(satya

ṁ saṁvṛtti, yang dag kun rdzob)이라고 하였다. 실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에 의해 지시되는 것을

보는 것이고, 허위인 色등의 제법은 바로 그러한 인식의 대상이다.

이는 진실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중생의 실집(bden ‘dzin) 즉, 진실

이라고 생각하는 집착으로부터 생겨날 뿐만 아니라, 또한 무시이

래의 착란된 습기가 성숙함으로써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실

유라고 생각하는 인식은 모든 현상을 중생에게 마치 실재하는 것

처럼 나타낸다. 학설에 의해 영향을 받던 받지 않던 간에 중생은

14) dbu ma sanng ba las.....dngos po yang dag par ngo bo nyid med pa

dag la yang de las ldog pa'i rnam par sgro 'dogs pa'i 'khrul pa'i blo

gang yin pa de ni kun rdzob ces bya ste di'am ‘dis de kho na nyid

sgrib pa lta bur byed 'gebs pa lta bur byed pa'i phyir ro// Gr p.

160-161.

15) Mal sa 228b.

16) Gr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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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방식에 의해 인식하는 것이다.17)

이와 같이, 제법은 진실로는 즉, 승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중생의 집착에 의해 진실처럼 심식에 현현되고 그것을 받아들이

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제법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공성을 깨닫

지 못한 일반적 세간사람들에게는 진실로 존재하는 것처럼 비추

어지나, 공성을 깨달은 성자게는 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승의적으로 사물이 자성을 갖지 않지만, 마치 사물이 존재하는 것

처럼 심식에 현현하므로 세속적으로는 그 존재성이 인정된다. 이

와 같이 세속적 존재인 세속유(kun rdzob tu yod pa)는 중생의

생각과 분별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므로 승의적으로는 허위이며

假이지만, 세속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자립논증파의 세속유에 대하여 쫑카파도 언급하고 있다.

그는 자립논증파가 제법의 존재가 승의적으로는 자성을 갖지 않

지만, 세속적으로 자성을 갖고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점에 대

해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한다. 더우기 티벳불교내의 다

른 종파인 샤키아파에서는 자립논증파가 이와 같이 주장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오직 쫑카파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확정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쫑카파는 청변, 智藏(Jñānagarbha, 700

-760), 寂護(Śāntarakṣita, 725-790), 연화계, 월칭 등의 인도 중관

학파 논사들의 논서들을 면밀하게 연구함으로써 이와 같은 결론

을 내리게 된다.18) 그 중에서 유가행파가 변계의 가립적 존재를

자성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 그 존재성을 부정한다

면, 그들은 연기관계에 있는 현상계 일체를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유가행파를 비판하는 청변을 인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쫑카파는

般若燈論(Prajñāpradīpa)을 통하여 청변이 연기관계에 있는 무

상한 현상계가 세속적으로는 자성을 갖고 존재함을 주장했다라고

결론짓는다.19)

17) Hopkins(2008) p. 190.

18) Lopez(1987) p. 68.

19) Lopez(1987)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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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논증파에서는 현상이 중생의 분별과 집착에 의해 일어난

것, 결함없는 식에 현현함으로써 세워진다. 여기에서 왜 결함없는

식에 현현함으로써 세워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오는 ‘3. 비

유를 통한 이해’의 章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현상

즉, 제법은 결함없는 식에 현현함으로써 그 존재성이 받아들여지

고, 세속적으로 그 대상이 자상을 갖고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다. 말하자면, 대상 자체의 측면으로부터 성립된다라고 본다. 대상

이 자체의 측면으로부터 세워지면서 동시에 결함이 없는 식에 현

현함으로써 세워질 때, 세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된다. 즉, 제법

은 승의적으로는 자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세속적으로는 자상을

갖고 존재한다. 반면에, 대상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심식

에 현현함이 없다면 존재로서 성립되지 못한다.

결국, 제법이 세속적 존재로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대상이 자체의 측면으로부터 성립하

는 것 즉, 대상 그 자체의 독립적 방식으로 주하는 것과 이러한

대상이 심식에 현현하는 점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때

만이 세속적 존재가 성립된다. 심식에 현현함이 없이 단지 대상

자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실유가 되고 논파의 대

상이 되어 버린다. 이와 같은 세속으로서의 존재방식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2. 부정대상(dgag bya)

자립논증파에 의해 논파되어야 할 부정대상인 실유에 대해 밀
의해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쫑카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심식에 현현하거나 또는 심식에 의해 세워짐이 없이 [오직] 대

상(don)의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은 실유(bden par yod pa), 승의

유(don dam par yod pa), 진실유(yang dag par yod pa)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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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집착하는 것은 俱生實執(bden ‘dzin lhan skyes)이다.20)

중생의 심식에 현현함이 없이 오직 대상(don) 즉, 境의 상태로

만 존재하는 것이 실유이고, 승의유이며, 진실유라고 하였다. 그러

나, 이 승의유라는 말은 연화계(Kamalaśīla)가 중관명에서 ‘승의
적으로 발생함은 없다’21)라고 한 것과 위배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쫑카파는 승의(don dam)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설명한

다. 첫 째, 聞․思․修 세 가지의 논리적 인식(rigs shes)상에서 성

립하는 승의이니22), 중관명에서 언급한 승의가 이것이다. 聞․

思․修의 논리적 인식상에서는 제법이 독자적인 자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聞․思․修 가운데의 인식은 공성

을 파악하는 인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의적으로 발생함(skye

ba)이란 없다. 제법의 발생은 단지 세속적으로 가능할 뿐이다.

두 번째의 승의란, 위의 인용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심식에 현현

함이 없이 대상(don) 자체의 주하는 방식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다.23) 이것이 바로 자립논증파에서 논파하고자 하는 부정대상인

실유이다. 일체법은 중생의 실집(bden 'dzin)에 의해 일어나고, 심

식에 현현함으로써 세워진다. 따라서 심식에 현현함이 없이 단지

대상 자체의 독립적 존재방식에 의해 세워진 것 이란 있을 수 없

다.

쫑카파는 이와 같은 두 가지 형태의 승의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면, 공성으로서의 승의와 논파의 대상인 부정대상으로서의

승의라는 두 개념에 대한 혼돈과 잘못된 견해가 일어날 수 있음

20) blo la snang ba'am blo'i dbang gis bzhag pa min par don gyi sdod

lugs su yod pa ni/ bden pa dang don dam dang yang dag par yod pa

dang der 'dzin pa ni bden 'dzin lhan skyes so// Gr p. 162.

21) don dam par skye ba med do/ Mal sa 229b3.

22) bden te dgag bya la don dam gyi khyad par sbyar ba'i don dam la

gnyis shes dgos te thos bsam sgom gsum gyi rigs shes la don dam

du byas nas, de sngar bshad pa ltar ma grub pa cig dang/ Gr p. 162.

23) blo'i dbang gis bzhag pa min par don gyi sdod lugs su yod pa la don

dam du yod par bzhag pa.../ Gr pp. 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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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고하였다. 공성이란 그 모순명제인 실유를 부정 즉, 논파함

으로써 논증해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성으로서의 승의와 실유

로서의 승의에 대한 개념이 먼저 구분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확정

되지 않는다면, 승의제 즉, 공성의 토대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하여 공성을 완전히 부정하거나(손감) 혹은 실유에 대한 집

착(증익)이라는 잘못된 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24)

여기에서 유념해 두어야 할 사실은, 자립논증파에서 실유(bden

par yod pa), 승의유(dodn dam par yod pa), 진실유(yang dag pa

r yod pa)를 논파되어야 할 부정대상(dgag bya)으로서 동일한 개

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자립논증파에게 실유, 승의유, 진실

유, 식에 의해 세워지지 않은 존재, 그리고 승의적 고찰을 하는 논

리에 의한 고찰을 감내할 수 있는 존재들은 모두 부정대상이 된

다. 또한 이들은 세속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존재로서 세워지려면 심식에 현현함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립논증파에서의 부정대상이란 심식에 현현함이 없이

오직 대상이 독자적 방식으로서만 주하는 것 즉, 대상 자체의 측

면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립논증

파의 체계속에서 승의적 상태인 공성이란, 그러한 실유적 존재를

논파할 때, 다시 말해 결함없는 심식에 현현함이 없이 대상자체로

서만 존재하는 독립적 존재가 부재할 때 드러난다. 나아가, 이러

한 것들을 잘 파악한다면 공성, 승의무, 법성유, 실상이라는 것들

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성립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25)

24) 'di ma phyed par dgag bya'i tshad 'dzin rigs pas dpyad bzod dang

dpyad bzod kyi dngos po la 'dzin pa mang du byung zhing/ de la

brten nas don dam bden pa gzi ma grub dang bden grub tu 'dod pa'i

nor ba mang du byung snang ngo// Gr p. 163.

25) 'di legs par shes na gshis lugs la dang don dam du med zer ba dang/

yang chos nyid yod par 'dod cing de nyid gshis lugs dang don dam

yin par smra ba mi 'gal ba'i gnad rnams shes par 'gyur ro// Gr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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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유를 통한 이해

밀의해명에서는 또한 중생이 제법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하여
幻의 예를 들어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마술사가 말이나

코끼리라는 幻을 만들 때 대상인 말이나 코끼리를 보는 것에 대해

세 가지의 인식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마술사, 오염된 눈을 가진

관객,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눈을 가진 자라는 세 가지 방식이다.

그 중에서 첫 번째인 마술사에게는 말등이 심식에 현현함만 있을

뿐, 그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집착함(zhen pa)이 없다.

그러나, 두 번째인 오염된 눈을 가진 관객에게는 말과 코끼리가

심식에 현현함과 그것이 진실이라고 집착하는 것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 마지막, 오염되지 않은 눈을 가진 자에게는 이러한

현현함과 집착함 모두가 존재하지 않는다.26)

이 가운데에서 마술사는 자갈이나 나무 등의 기체를 가지고 주

술로서 말이나 코끼리라는 환을 지어내었음을 알기 때문에 오직

주문에 의해 영향을 받은 심식상에서만 말과 코기리가 현현함을

알고 있다. 따라서 말이나 코끼리라는 토대가 대상 자체로서 주하

는 방식에 의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안다. 즉, 착란

된 심식상에서만 그와 같이 현현함으로써 세워지는 것이지, 그와

같지 않고 환의 토대가 대상 자체의 측면으로부터 주하는 방식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27)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관객은 말이나 코끼리가 주술에 의해 영

26) sgyu ma mkhan gyis rde shing sogs rta glang du sprul pa na/ sgyu

ma mkhan dang mig bslad pa'i ltad mo ba dang/ mig ma bslad pa

gsum gyi dang po la/ rta glang du snang ba tsam yod kyi der zhen

pa med la/ gnyis pa la der snang dang der zhen gnyis ka yod/ gsum

pa la rta glang gi snang zhen gnyis ka med do// Gr p. 163.

27) sgyu ma mkhan ltar na blo 'khrul pa la de ltar snang ba'i dbang gis

'jog gi de ltar min par sprul gzhi rang gi sdod lugs kyi dbang gis

'jog pa min no// Gr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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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입은 심식에 의해 현현한 것이 아니라, 幻의 토대가 독립적

으로 있고 그것에 말과 코끼리라는 相(mtshan nyid)이 分位를 차

지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28) 즉, 말과 코끼리라는 대

상이 독자적으로 주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쫑카파는 밀의해
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환의 토대가 말이나 코끼리로 현현한다면 … 오직 착란된 심식상에

서 말이나 코끼리로 현현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환의 토대가 말이

나 코끼리로 현현하지 않는다고 말하기엔 적당하지 않다. … 환의 토

대가 말이나 코끼리로 현현함을 인정해야 하니, 그와 같지 않다면, 현

현함에 있어서 착란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29)

자갈이나 나무등과 같은 기체에 마술사가 주술을 통하여 幻인

말이나 코끼리를 만들지라도, 그 환인 말이나 코끼리가 대상으로

서의 존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대상이 그

자체로서의 독립적 존재방식을 인정해야만 함을 의미한다. 비록

자갈이나 나무라는 기체에 주술을 통하여 환을 지었으나, 주술에

의해 영향을 입은 관객에게는 환화된 말이나 코끼리가 진실이라

고 보여지므로, 그러한 말이나 코끼리를 존재로서 부정할 수 없다

는 것이다. 나아가, 환인 말이나 코끼리는 관객이 그것을 보기 전

까지는 말이나 코끼리로서의 존재성이 없다. 따라서 말이나 코끼

리가 대상 자체의 독립적 존재방식에 의해 존재할 지라도, 주술에

의해 오염된 심식 즉, 착란된 심식에 현현함이 없다면 그것은 관

28) ltad mo ba la ni rta glang du snang ba de nang gi blo'i dbang gis

bzhag par mi 'char gyi/ gzhi gang du snang ba de la rta glang

mtshan nyid pa cig yul gyi go sa mnan nas bsdad par 'dzin no// Gr

p. 164.

29) sprul gzhi rta glang du snang ba na...[중략]...shes pa 'khrul ngo tsam

du rta glang du snang ba yin gyi/ spyir sprul gzi rta galng du mi

zhes byar mi rung gi/ khyad par de ltar ma sbyar yang sprul gzhi rta

glang du snang bar khas blang dgos te/ de lta ma yin na snang ba la

'khrul pa mi srid par 'gyur ba'i phyir ro// Gr p. 163.



密意解明에 나타난 중관학파의 부정대상(dgag bya) ∙ 395

객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자립논증파는 세속적으로 사물의 존재성을 인정한다.

또한 그 세속적 존재란, 착란된 심식에 현현함과 대상 그 자체적

측면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

즉,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때에 세속유로서의 법이 안립된

다.

환화를 현현함이 심식상에 일어날지라도 마술사는 현현하는 그

대로 대상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주한다라고 이해하지 않지만, 관

객은 심식에 현현하는 그대로의 대상,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존재

한다라고 받아들인다. 이 때, 관객은 말이나 코끼리가 주술에 의

하여 오염된 심식에 현현된 것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대상

이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이 진실로서 보여지는 것이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염된 눈을 가진 관객이란 주술에 영향을 받은 심

식을 지닌 관객이고, 이들은 심식에 현현함이 없이 대상이 자체로

서 주하는 방식에 의하여 진실로 존재한다라고 實執(bden ‘dzin)

을 일으킨다. 사물이 실유로서 현현한다면, 이는 심식에 현현함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자체적 측면으로부터 주하는

독자적 相이 있다라고 집착하는 것이고, 이는 무시이래로 내재되

어 온 구생실집(‘lhan skyes kyi bden ‘dzin)에 의한 것이다.30) 이

러한 예시와 같이, 자립논증파에서의 실유적 존재, 승의적 존재,

진실적 존재란 심식에 현현함이 없이, 단지 그 대상 자체의 측면

으로부터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때, 진실이라고 집착함에 의해 인식된 실유(bden grub)가 논

리로써 부정된다면, 식에 의해 현현함 없이 단지 대상 자체로서

30) sgyu ma'i ltad mo ba mig bslad pa bzhin du/ sems can rnams kyis

phyi nang gi chos 'di rnams bden par yod par snang ba na/ blo la

snang ba'i dbang gis bzhag pa min par chos de rnams kyi sdod lugs

shig yod par 'dzin pa ni/ thog ma med pas nas zhugs pa'i lhan skyes

kyi bden 'dzin no// Gr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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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존재란 없음을 깨닫는다. 마술사와 같이, 자갈 등의 환의

토대에 주술을 지음으로써 말등의 대상이 주술로 오염된 심식 즉,

착란된 심식상에 현현하는 것임을 잘 아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그러한 대상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실집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제법

이 오직 착란된 심식의 힘에 의해 현현하는 것일 뿐, 대상(don)이

독자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실유적 존

재가 아니라 단지 세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이 때, 심식에 의해 세워진 것 모두가 반드시 언설로 혹은 세속

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하지 않는다.31) 바른 인식수단(pram

āṇa, tshad ma)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 심식상에 현현하는 것만을

세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한다. 예를 들어, 토끼뿔이나 人我(gang

zag gi bdag)와 같은 것들은 심식에 의해 세워질 지라도, 세간사

람들에게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허위이기 때문에 바른 인식수단

즉, 손상되지 않은 심식에 의해 현현하지 않는다. 이는 세속적으

로 혹은 언설로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세속적 존재

(世俗有)란 손상되지 않은 심식에 현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대상이

자체적 측면으로부터 독자적 방식에 의해 존재한다는 두 가지 요

건이 갖추어질 때 가능하다.

마지막 오염되지 않은 눈을 가진 자는 주술에 의해 영향을 받

은 심식에 의한 현현함이 없기 때문에, 자갈등의 토대에 주술을

통하여 일으킨 환의 코끼리등이 현현함이 일어나지 않는다. 나아

가 그에게는 그러한 환이 대상 자체의 독립적 방식으로서 존재한

다라고 하는 집착에서도 벗어나 있다. 따라서 그에게는 착란된 심

식에 의한 환의 현현함도 일어나지 않고, 그 환을 실재적 존재라

고 받아들이는 실집도 없다. 마치 마술쇼에 늦게 도달한 관객은

주술에 의해 심식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환을 보지 않는 것

과 같다.

31) de yang tshad mas mi gnod pa'i blo'i dbang gis bzhag pa rnams tha

snyad du yod pa 'dod kyi/ blo'i dbang gis gang bzhag thams cad tha

snyad du yod par mi 'dod do// Gr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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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중생이 무시이래의 구생실집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면

무분별지가 생겨난다. 오염된 심식에 현현하는 이종현현이 지멸함

으로써 환이 현현하는 것과 그것을 집착하는 것 두 가지 모두 지

멸하게 되는 것이다.32) 이들의 심식상에서는 환의 현현함과 집착

이 모두 소멸하고 단지 공성에 주할 뿐이다.

요컨대, 주술에 의해 오염된 심식 즉, 착란된 심식을 가진 자인

관객은 환인 코끼리나 말이 대상 그 자체의 측면으로부터 성립되

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여긴다. 다시 말해, 무시이래로 내재되어

온 구생실집과 습기의 성숙에 의하여 대상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

재하는 실상이 있다라고 집착함으로써 제법을 인식한다. 그러나

聞․思․修등의 수행을 통한 논리적 인식에 의해 이러한 실유적

존재가 부정된다면, 제법은 단지 오염된 심식, 착란된 심식에 현

현함으로써 세워진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심식에 현

현함없는 대상자체의 독립적 존재방식에 의한 실유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단지, 언설적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나아가 분별과 집착을 모두 여의게 된다면, 오염되지 않은

눈을 가진 자와 같이 공성을 인식하는 무분별지를 증득하게 된다.

Ⅳ. 귀류논증파의 부정대상

1. 제법의 안립방식

귀류논증파에 의하면, 제법은 분별에 의해 오직 가립된 것일 뿐

이고 분별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쫑카파는 용수의 六十如理頌(Y
32) nam zhig mnyam gzhag rnam par mi rtog pa'i ye shes skyes pa na/

de'i ngor gnyis snang thams cad nye bar zhi ba ni mig ma bslad pa

la sgyud ma'i snang zhen gnyis ka med pa dang 'dra'o// Gr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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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tiṣaṣtikā)과 데바의 四百論(Catuḥśatakaśāstrakārikā)을 인용
하여 이를 논증한다.

[용수의] 육십여리송에서도, “세간은 무명을 조건으로 갖는다
라고 원만하신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그러므로 이 세간은 분별이

다라고 한 것이 어찌 타당하지 않으리요.”33)라고 설한 것의 의주

석에서, “자성으로써 성립한 것이 아닌 세간은 분별에 의해 가립

된 것일 뿐이다.”라고 설했다. [데바의] 사백론에서도 “분별이

없이는 탐착등이 존재하지 않고, [이것은] 승의적 대상(yang dag

don)이고 [저것은] 분별(rtog pa)이다라고 지성이 있는 자 그 누가

인식하겠는가?”34)라고 설했고, 그 주석에서도, “오직 분별이 있을

때에만 존재하고, 분별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들은 의

심할 바 없이 감아 놓은 줄에 대해 가립한 뱀과 같이, 자성에 의

해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확정된다.”35)

제법은 마치 감아 놓은 노끈에 대해 뱀이라고 생각하는 예시

와 같이, 노끈의 덩어리나 부분, 어느 것도 뱀이라고 세울 만한 基

體(gzhi) 혹은 근거(事相, mtshan gzhi)가 전혀 없는데, 단지 생각

이나 분별에 의해 뱀이라고 세우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도 蘊에 의지하여 ‘나다’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온을 의

지하여 ‘나’라는 것이 분별에 의해 세워지는 것일 뿐이지, ‘나’라는

것 자체가 자성적으로 성립되는 독자적인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

다. 蘊의 부분이나 전체 가운데 어느 것으로부터도 ‘나’라고 세울

만한 기체(gzhi)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36) 나아가 寶鬘論(Ratnāv
alī, Rin chen 'phreng ba)을 인용하면서 중생 또한 地․水․火․
33) Yuktṣ 21b6; Lindtner(1997) p. 84, stanza37.

34) vinā kalpanayāstitvaṃ rāgādīnāṃ na vidyate / bhūtārthaḥ kalpanā ceti

ko grahīṣyati buddhimān// Catś(Ⅷ-3) p. 3; P5246 vol.95, tsha 10a2.

35) Gr p. 168.

36) phung po'i cha dang cha can las ngo bo tha dad pa'i de'i gzhir 'dzin

rgyu yang cung zad kyang med pas/ nga de ni rtog pas phung po la

brten nas bzhag pa tsam yin gyi/ rang gi ngo bos grub pa med do//

yin gyi/ rang gi ngo bos grub pa med do//། Gr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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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空․識의 6大가 모인 것을 의지하여 가립된 것이기 때문에 6

大 각각 어느 것이나 혹은 그 모임에 대해서도 人(pudgala, gang

zag)이라고 세우지 못함을 역설한다.37) 그 어느 것에서도 人이라

고 세울 만한 기체가 없는 것이다.

‘뱀’, ‘나’ 혹은 ‘人’등의 예시와 같이, 일체법은 단지 분별에 의해

가립된 것일 뿐, 그 자체로서 자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없다

라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 끈에 대해 뱀을 세우는 것과 항아리

등의 사물을 세울 때의 두 가지는 차이를 갖는다. 끈에 있어서는

착란함에 의하여 뱀이라고 보므로, 이는 세간의 바른 인식에 의해

위배되기 때문에 ‘뱀’이라는 언설로서 확정될 수 없다. 반면에, 항

아리등의 사물은 세간의 바른 인식에 의해 위배됨이 없으므로 언

설로 확정될 수 있다. 따라서 바른 인식에 의해 위배됨이 있는지

없는 지등과 그에 따라 언설로서 확정이 될 수 있는가 없는 가라

는 점이 다르다. 이는 월칭이 분류한 두 가지 세속의 분류와도 상

관한다. 손상됨이 없는 건전한 감관지에 의한 대상인 實世俗(yang

dag kun rdzob)과 손상됨이 있는 불건전한 감관지에 의한 대상인

邪世俗(log pa'i kun rdzob)이 그것이다.

귀류논증파에서는 이와 같이 존재(yod pa)라고 세우게 되면, 이

는 단지 의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분별에 의해 가립된 것일

뿐, 자성적으로 성립하는 독립적 존재란 없다라고 본다. 그들은

세속에서조차 자성을 가지고 성립하는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

는다. 이것은 자립논증파와 확연히 대별되는 점이다.

37) skyes bu ni ...[중략]... sa min nas rnam shes ma yin pa'i bar gyi

sems can gyi khams drug gi cha shas dang kun min gyis khams kyi

tshogs pa gang yang gang zag tu 'jog pa bkag go// Gr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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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대상(dgag bya) 

귀류논증파에서는 제법이 단지 이름뿐이고 가립된 것일 뿐, 대

상이 독립적으로 또는 자성적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전혀 인정하

지 않는다. 만약 그와 같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귀류논증파의 논파대상이 된다. 자성적으로 성립하는 존재

란 없다라고 논파될 때, 제법의 무자성이 논증되고, 공성이 성립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학파에서 설하는 논파의 대상인 부정대

상은 자립논증파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유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실유적 존재에 대하여 자립논증파와 귀류논증파 두 학

파간에 다소의 견해적 차이를 볼 수 있다.

자립논증파는 實有등 [勝義有, 眞實有] 세 가지로 성립되는 것이

所知(shes bya)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할 지라도, 본성적으로

써 성립되는 것등 [자상적으로써, 자상적으로써 성립되는 것] 세

가지는 言說有(tha snyad du yod pa)라고 주장한다.38)

위의 인용구와 같이, 자립논증파에서는 식에 현현함이 없이 대

상 자체만의 독자적 방식에 의해 존재하는 실유(bden grub), 승의

유(don dam par grub pa), 진실유(yang dag tu grub pa)를 所知

로서는 불가능한 것 즉, 식에 현현함이 없는 것으로서 대상 자체

의 독자적 방식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논파되어야 할 부

정대상이다. 중생의 인식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

한 존재이다. 그러나 여전히 세속적으로 혹은 언설적으로는 본성

으로써(rang gi ngo bos yod pa), 혹은 자성으로써(rang bzhin gy

is yod pa), 혹은 자상으로써(rang gi mtshan nyid kyis yod pa)

성립하는 존재를 인정하였다. 대상이 심식에 현현함에 의해 대상

이 존재할 지라도, 관객은 그 대상이 자성을 갖는 방식에 의해 대

38) dbu ma rang rgyud pa rnams bden pa sogs gsum du grub pa shes

bya la mi srid par bzhed kyang rang gi ngo bos grub pa sogs gsum

ni tha snyad du yod par bzhed de/ Gr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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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자체로서 존재한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속적으로는 자성

을 갖는 존재를 인정한다. 따라서 세속적인 존재가 되려면 심식에

현현함과 대상이 자체의 독자적 방식에 의해 주함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이에 반하여, 귀류논증파에서는 일체가 명칭에 의한 것 혹은 언

설만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세속적으로도 본성으로써 혹은

자상으로써 혹은 자성으로써 성립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실유, 승의유, 진실유, 그리고 본성적, 자성적, 자상적

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모두 동의어로서 부정되어야 할 대상일 뿐

이다.39) 이와 같이, 자립논증파에서는 세속에서 자성적 존재를 인

정하지만 귀류논증파에서는 세속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점은 중관내 두 학파사이에서 크게 구별되는 점이다.40)

39) ming gi tha snyad kyi dbang tsam gyis bzhag pa min pa'i yod par

'dzin pa ni bden pa dang don dam par dang yang dag tu grub pa

dang rang gi ngo bos dang rang gi mtshan nyid kyis dang rang

bzhin gyis yod par 'dzin pa lhan skyes yin la des bzung ba'i zhen yul

ni brtag pa mtha' bzung gi bden tshad do// Gr p. 171.

40) 많은 티벳의 학설강요서 가운데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 중 하나인,

꾼촉직메왕뽀(kun mkhen ‘jigs med dbang po, 18C)에 의해 쓰여진

학설보환(Grub mtha’i rnam gzhag rin po che’i phreng ba)에 의하면,
자상으로써 성립하는 것을 언설에서 인정하는 무자성제창자를

자립논증파의 정의라고 하였고, 이 자립논증파는 다시 유가행

중관자립논증파(rNal ‘byor spyod pa’i dbu ma rang rgyud pa)와

경행중관자립논증파(mDo sde spyod pa’i dbu ma rang rgyud pa)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외경을 인정하지 않고 자증(svasaṃvedana, rang

rig)을 인정하는 것이 전자이고, 적호등의 논사이며, 자증을 인정하지

않고 자상으로써 성립하는 외경을 인정하는 중관파가 후자이며 그 예로

청변등이라고 기술하고 있다(Grth pp. 161-162; Lhundup sopa;Hopkins

1989, pp. 283-284). 이와 같은 분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밀의해명에서 쫑카파는 언설적으로 즉, 세속에서 자상으로써 성립하는
존재(세속유)를 인정하고 하지 않음에 의해 자립논증파와 귀류논증파를

대별하였을 뿐, 이 자립논증파가 다시 위의 두 분파 가운데 어느

부류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세속적으로

인정되는 자성적 존재가 외경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는

것이다. 쫑카파는 14세기의 인물로 꾼촉직메왕뽀(18C)에 견주어 훨씬



402 ∙ 印度哲學 제42집

나아가, 귀류논증파의 부정대상에 대하여 쫑카파는 언설분별의

識(有境, yul can)에 의지하지 않는 제법의 본성 즉, 그것(언설분

별의 식)에 의해 세운 것이 아닌 자성, 그것을 부정대상인 我(bda

g)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한다.41) 말하자면, 언설분별을 일으키는

식과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자성 그 자체가 부정대상인

실유, 승의유, 진실유등이다. 그러한 독립적 자성인 我가 人(gang

zag)에 있다라고 집착을 일으킨다면 人我執이 되고, 법에 있다라

고 집착을 일으킬 때 法我執이 된다. 즉, 人을 所緣(dmigs pa)으로

하여 그것이 자성으로써 성립한다고 집착한다면 人我執(gang zag

gi bdag 'dzin)이 되고, 色蘊이나 器世間 등의 제법을 所緣으로 하

여 그것이 독립적 자성을 가지고 진실로 성립한다라고 집착한다

면 法我執(chos kyi bdag 'dzin)이 된다. 이렇듯, 아집은 독립적인

본성 즉, 我(bdag)가 존재한다라고 분별함으로써 그것이 진실이라

고 혹은 승의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집착하는 것이다.

반대로, 그러한 독립적 자성이 人에서 없다라고 깨달으면 人無

我(gang zag gi bdag med)을 얻고, 法에서 없다라고 깨달을 때

法無我(chos kyi bdag med)를 증득하게 된다. 이러한 인․법 二無

我(bdag med gnyis)의 획득은 곧 공성의 증득을 의미하고 윤회에

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밀의해명에서 부정대상인 실유

이전 시대의 인물이다. 앞서 주8)에서 설한 바와 같이, 중관학파의

구체적 분류에 대해서는 쫑카파에게서 자립논증파와 귀류논증파라는

초기적인 분류형태만 보이고, 이후의 후기 게룩파문헌에서

유가행자립논증파, 경행자립논증파, 귀류논증파라는 보다 세부적이면서

통합적인 분류체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쫑카파는 세속에서 자성적

존재를 인정하는 분파가 경행 중관자립파인가 아닌가라는 구체적 분류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후대 티벳 종의학설에

의한 중관분류 및 그 교의와 상관없이, 중관내 학파분류의

초기분류자라고 볼 수 있는 쫑카파에 의해 밀의해명에서 자립논증파와
귀류논증파를 어떻게 차별하고 있는지만을 살펴 보기로 한다.

41) de ltar chos rnams kyi ngo bo yul can tha snyad kyi rtog pa gzhan

la rag ma las pa ste de’i dbang gis bzhag pa min pa’i rang bzhin de

nyid la dgag bya’i bdag ces bya la/ Gr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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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강조하는 원인은 그러한 이해가 바로

무아와 공성증득에 직결되는 핵심적 과제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

다.

Ⅴ. 결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법을 식에 의한 가립이라고 설명하

는 점에 있어서는 자립논증파와 귀류논증파 양 쪽에서 다르지 않

다. 그러나 세속적으로 사물이 자성을 갖고 존재하는가 아닌가라

는 점에 대한 설명은 사뭇 다르다. 자립논증파에 의하면, 제법이

결함없는 심식에 현현함과 동시에 대상 자체의 독자적 존재방식

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세속적으로 그 존재성

을 인정한다. 이는 귀류논증파가 제법을 단지 심식에 의한 가립이

라고 설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자립논증파는 대상을 지시하는 어

떠한 기체가 없이 단지 심식에 의한 주관적인 방식만으로는 제법

을 가립하지는 않는다. 만약 그와 같다면 현상계를 부정하는 단멸

론에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물이 세속적으로 독

립적 자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라고 인정한다. 마치 공성을 이해하

지 못하는 세간사람들 즉, 마술쇼의 관객들과 같다. 그들은 사물

이 심식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사물이

대상 자체의 측면으로부터 고유한 독자적 자성을 갖고 존재한다

라고 받아들인다.

또한, 만일 대상이 그 자체의 독자적 방식에 의해 주하는 것일

뿐, 심식에 현현함이 없다라면 이 경우도 존재성을 인정받지 못한

다. 幻의 말이나 코끼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관객이 볼 때 비로

소 그 대상의 존재성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상이

자체적 측면으로부터 독자적 방식에 의해 주할지라도 심식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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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함이 없다면, 이것은 상주론에 떨어지게 된다. 만일 그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부정되어야 할 대상인 실유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제법의 안립방식을 통하여 斷常의 양극단을 피하고 中道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밀의해명에 의한다면, 자립논증파가 세속적 존재에

대하여 심식에 현현하는 것이지만 자성적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청변이 ‘승의적으로’라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서 제

법의 존재를 논파하는 것은 현상계 일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자립논증파는 사물이 본성적으

로, 혹은 자성적으로, 혹은 자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세속적으로

인정하지만, 실유, 승의유, 진실유에 대해서는 논파되어야 할 부정

대상으로 본다.

이에 반하여, 귀류논증파는 제법이 한편으로는 식에 의한 가립

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상을 갖는 존재라고 하는 자립논증파

의 주장이 모순이라고 반박한다.42) 그들에 의한다면 제법은 단지

개념적 인식에 의해 가립된 것일 뿐이다. 제법은 자성을 갖는 존

재 즉, 본래적 존재가 없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본다. 그들은 사물

이 본성적으로, 혹은 자성적으로, 혹은 자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세속적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유, 승의유, 진실유, 그

리고 본성적, 자성적, 자상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모두 동의어이

고 논파되어야 할 부정대상이 된다. 세속적으로 자성을 갖는 존재

를 인정하는가 아닌가라는 이 점이 자립논증파와 귀류논증파 두

42) Lopez(1987) p. 151. 현상계가 자성을 가지고 있는 본성적 존재라면

무루선정지에 의해 인식되어야 하지만, 그와 같이 인식되지 않고 오직

제법의 무자성만을 인식한다. 무루선정지는 오직 승의적 대상만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상이 자성을 갖는 본래적 존재라면, 논리에

의한 승의적 고찰을 감내해야 한다는 오류가 일어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법의 현상이 논리에 의한 승의적 고찰을 감내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제법의 무자성임이 증명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제법이 세속적으로 본래적 자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자립논증파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귀류논증파가 반박하고 있다.



密意解明에 나타난 중관학파의 부정대상(dgag bya) ∙ 405

중관학파 사이에서 크게 대별되는 점이다.

이와 같은 세속유에 대한 견해적 차이속에서 두 학파가 주장하

는 부정대상을 살펴 본다면, 자립논증파에서는 심식에 현현함이

없이 단지 대상이 자체의 독립적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실유라

고 보았고, 그것이 논파되어야 할 부정대상이라고 규정하였다. 한

편, 귀류논증파에 의하면 제법은 단지 분별에 의해 가립된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만약 언설분별의 식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 자성

을 갖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부정되어야 할 대상인 我(bdag)라

고 규정하였다.

이들 두 중관학파의 부정대상은 언설분별의 심식과 관련없이

주하는 독자적 자성을 갖는 존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승의적으

로는 일체법이 그 어떠한 것도 자성을 갖고 성립하지 않기 때문

에 무자성이다. 따라서 독립적 자성을 갖고 존재하는 실유가 논파

될 때 제법의 무자성 즉, 공성이 드러난다.

요컨대, 제법이 심식에 의해 가립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두 중관

학파가 동일하지만, 세속적으로는 자성을 갖는 존재를 인정하는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견해를 달리한다. 이와 같은 세속유에 대한 견

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중관학파는 심식과 관련없이 존재하

는 독립적 자성의 존재를 부정대상으로 보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또한, 두 학파 모두 그 부정대상에 대한 이해와 논파을 통하여 공

성을 입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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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 of Negation from Illumination of 
the Thought(dGongs pa rab gsal)

Park, Yung Ran(Hyun Suh)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aims at the investigation of the object of

negation that is explained in Tsong-kha-pa’s Extensive

Explanation of “Supplement to(Nāgārjuna’s) ‘Treatise on

the Middle’”(I llumination of the Thought, dGongs pa rab

gsal). The dGongs pa rab gsal is the commentary of

Candrakīrti’s Supplement to (Nāgārjuna’s) Treatise on the

Middle(Madhyamakāvatāra, dbu ma la 'jug pa).

Tsong-kha-pa emposized first on the importance of in-

dentifying what is negated in proving the emptiness.

Because one can achieve the exact view of emptiness

through understanding of the object of negation. It implies

that without understanding what true establishment is, as

well as how phenomena are apprehended as truly existent,

the view of emptiness will definitely fall into fallacy.

Furthermore, Tsong-kha-pa tried to get an exact idea

of the object of negation by comparing the Consequence

School(Prāsaṅgika, dbu ma thal 'gyur pa)’s to the

Autonomy School(Svātantrika, dbu ma rang rgyud pa)’s.

As a result, the Autonomy School asserts that to exist

in the manner of an objective mode of abiding without be-

ing posited through appearing to an awareness, or through

the force of an awareness is to truly exist, or to be negated.

On the other hand, the Consequence School claims that in-

herent existence that is an entity of phenomena not de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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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on or not posited through the force of another ― a sub-

jective terminological conceptual consciousness ― is called

the self that is the object of negation. These two schools’

opinions are similar in that the object of negation is estab-

lished independently with no relation to the subjective per-

ceiver and the emptiness can be achieved by negating it.

But in the manner of establishment of conventional en-

tities, these two school show different views. The

Consequence School holds that phenomena do not inherently

exist even conventionally and therefore, they negate in-

herent existence(rang bzhin gyis yod pa) or existence from

the object's own side(rang ngo bos yod pa) or something

exists by way of its own character(rang gi mtshan nyid

kyis grub pa).

They claim that existence by way of the object's own

character, existence from the object's side, inherent ex-

isence, ultimate existence(don dam par grub pa), true ex-

istence(yang dag par grub pa), and real existence(bden par

grub pa) are synonymous and refute them all.

Whereas the Autonomy School asserts that phenomena

exist by way of their own character, exist from their own

side, and inherently exist conventionally while negating true

existence, ultimate existence, and real existence. Presenting

two different views on conventional entities, these two

Mādhyamika Schools coincide in trying to acquire emptiness

through refuting the object of negation, that is, real

existence.

Keywords: Object of negation(dgag bya), bden par grub

pa, don dam par grub pa, rang gi mtshan

nyid kyis yod pa, rang bzhin gyis yod pa,

Svātantrika(dbu ma rang rgyud pa),

Prāsaṅgika(dbu ma thal 'gyur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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