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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관학파의 자성과 그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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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르주나가 自性(svabhāva)의 空性(śūnyatā)을 천명한 이후, 자성

과 의존은 인도 철학에서 주요 논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유자성론자

들과 중관학파는 이 주제에 대해 오랜 기간 논쟁을 해 왔다. 핵심 쟁점

은 자성과 의존의 개념을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가이다.

이에 관해 먼저 유자성론자들은 자성을 만들어지거나 다른 것에 의

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들은 자성이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유

자성론자들은 存在(sattva)와 非存在(asattva), 有法(dharmin)과 法

(dharma)이 모두 자성을 가지고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자

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상호 의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중관학파는 유자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자성이 실재하지 않는

다고 비판한다. 이 학파에서는 존재와 비존재, 유법과 법이 각각 상호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無自性(niḥsvabhāva) 이라고 말한다. 또한

중관학파는 존재와 비존재의 관계를 개념적 의존으로 파악하고, 유법과

법의 관계를 존재론적 의존으로 파악한다.

Ⅰ. 머리말

제2의 붓다 또는 8종의 종조로 칭송되는 나가르주나가 自性(sv

abhāva)의 空性(śūnyatā)을 천명한 이후, 자성과 의존은 인도 철

학에서 주요 논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유자성론자들과 중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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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 이 주제에 대해 오랜 기간 논쟁을 해 왔다. 핵심 쟁점은 자

성과 의존의 개념을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가이다. 유자성

론자들은 이 개념을 기반으로 實在論과 같은 그들 고유의 사상을

정립하고자 했으며, 중관논사들은 이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여 無

自性(niḥsvabhāva)을 논증하고자 했다.1)

범어로 svabhāva로 표현되는 자성은 독자성과 인과적 독립성

의 2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전자는 그것에 대한 이해를 自

相(svalakṣaṇa)으로 표현하고, 후자는 實體(dravya)로 표현한다.2)

자성은 중관 철학의 중요한 개념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 개념에

대한 중관논사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자성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그 역할은 근본적으로 부정적이다.

이 논문은 중관학파의 자성의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또한 나가르주나와 찬드라키르티가 자성을 어떻게 부정하는지

를 살펴보고, 존재론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Ⅱ. 자성론

1. 인식론적 차원

자성은 일반적으로 인식론과 존재론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성이 인식론적 측면에서 이해될 때에는

독자성, 즉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들과 구별하게 해 주는 대상

의 독특한 성질을 의미한다.3) 이것은 自相(svalakṣaṇa)으로 표현

1) De Jong(1972) pp. 1-2.

2) Hayes (1994) pp. 311-312.

3) Hayes(1994) pp. 311-312.; Ronkin(2005)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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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현상의 일반적인 개념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4)

중관학파의 찬드라키르티는 자상이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하나는 광의의 자상이고, 다른 하나는 협의의

자상이다. 전자는 일반적인 자상의 의미이고, 후자는 본질적인 속

성의 의미이다. 자상은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들과 구별하게 해

주는 대상의 독특한 성질이고, 본질적인 속성은 하나의 대상이 소

멸하지 않고서는 잃을 수 없는 성질이다. 이 경우 본질적인 속성

은 자상의 일부이지만, 자상은 본질적인 속성의 일부가 아니다.

예를 들어 경기 지역에서 산출되는 모든 사과의 질량이 100 그

램 이상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질량이 100 그램 이상이라는

것은 사과의 자상의 일부에 해당된다. 그 이유는 경기 지역에서

산출되는 사과들과 타 지역에서 산출되는 사과들을 구별하게 해

주는 대상의 독특한 성질은 질량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과의 본질적인 속성의 일부는 아

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과의 질량이 감소하더라도, 사과가 다른

종류의 과일로 변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과를 반으로

자른다고 하더라도, 사과의 질량만 감소할 뿐 다른 종류의 과일로

변화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찬드라키르티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의 열은 그것(불)을 떠나지 않으므로 세간에서 [불의] 자성이라고 불린

다. 그러나 물에서 인식되는 열은 他緣(parapratyaya)으로부터 발생했으므로,

즉 만들어졌으므로 [물]의 자성이 아니다. 이와 같이 [사물을] 떠나지 않는

것이 자성이므로 [자성이 사물을] 떠나지 않는 것이 될 때, 그것(자성)은 [사

물을] 떠나지 않으므로 [사물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5)

4) Westerhoff(2007) p. 17.

5) PP 241, 8-9: agner auṣṇyam hi loke tadavyabhicāritvāt svabhāva ity

ucyate tad eva uṣṇyam apsūpalabhyamānaṃ parapratyaya-saṃbūtatvāt

kṛtrimatvān na svabhāva 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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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찬드라키르티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자성이 사물을

떠나지 않는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열이 불을 떠나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의 자성이라고 한다. 그는 또 열이 물 이외

의 다른 인과조건들에 의존해서 발생하므로 물의 자성이 아니라

고 말한다. 다시 말해 물이 뜨겁지 않고 차가울 경우, 물을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물 이외의 다른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성이 본질적인 속성의 의미로 이해될 때 그것은 형

태상의 요소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불이

열의 속성을 상실할 경우 불은 더 이상 불이 아니지만, 물이 열의

속성을 상실하고 식을 경우에도 물은 여전히 물이기 때문이다.

2. 존재론적 차원

자성이 존재론적 측면에서 이해될 때에는 인과적 독립성, 즉 인

과 연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의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實體(dravya)로 표현되고,6)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요소들을

연구하는 이론들에서 독특한 역할을 한다.7) 이 문맥에서 실체는

實有(dravyasat)를 의미한다.

유자성론자들 가운데 설일체유부에 따르면, 存在(sattva)는 假名

有(prajñaptisat)와 實有(dravyasat)의 두 가지로 구분되고, 이 둘

은 존재론적 차이를 구성하는 토대가 된다.8) 이 가운데 가명유는

인과 연에 의존하는 2차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언어적 · 개념적 구성에 의존한다.9) 이것은 ‘수

레’[車]와 같이 假立(prajñapti)된 것이므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6) Hayes(1994) pp. 311-312.

7) Westerhoff(2007) p. 17.

8) Williams(1981) pp. 237-238.

9) Westerhoff(2007)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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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명유는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10) 반

면에 실유는 인과 연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며 1차적인 방식

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경험적인 세계의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요소들을 구성한다. 또한 이것은 ‘찰나들인

식’과 같이 가립되지 않은 것이므로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유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립되지 않고, 그 밖의

어떤 것에 대해 독립적인 1차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

한다. 나가르주나는 『根本中頌』제 15장의 1-2게송에서 자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성이 因과 緣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인과 연에 의

해 발생 한 자성은 만들어진 것이 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자

성이 만들어진 것일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자성은 만들어지거나, 다

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1)

찬드라키르티는 『쁘라산나빠다』에서 자성을 가지는 것의 특

징을 ① 만들어지지 않은 본래의 속성을 갖는 것 ② 인과 연에 의

존하지 않는 것 ③ 과거․현재․미래의 삼세를 떠나지 않는 것

④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의 4가

지로 구분한다.12)

10) Siderits(2004) p. 117; Tillemans(2001) p. 14, n. 24.

11) MMK 15, 1-2: na saṃbhavaḥ svabhāvasya yuktaḥ pratyayahetubhiḥ,

hetupratyaya saṃbhūtaḥsvabhāvaḥ kṛtako bhavet. svabhāvaḥ kṛtako

nāma bhaviṣyati punaḥ katham, akṛtrimaḥ svabhāvo hi nirapekṣaḥ

paratra ca.

12) PP 263 ,4-264, 2 참조: ata evauṣṇyam agner

hetupratyayapratibaddhatvāt pūrvam abhūtvā paścād utpādena

kṛtakatvāc ca na svabhāva iti yujyate, yataś caitad evam ato yad

evāgneḥ kālatraye ’py avyabhicāri nijaṃ rūpam akṛtrimaṃ, pūrvam

abhūtvā paścād yan na bhavati, yac ca hetupratyayasāpekṣaṃ na

bhavaty apām auṣṇyavat pārāvāravad dīrghahrasvavad vā, 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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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드라키르티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물의 열’을 예로 제시한

다. 그는 ‘물의 열’은 자성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그 이유는 ‘물의

열’이 물을 데우는 인과 연에 의존한 것이므로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본래의 속성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또 ‘물의

열’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 이후에 발생한 것이며, 과

거․현재․미래의 삼세를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물의 열’이 자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힌다.13)

이와 같이 중관논사들의 주된 관심사는 실체의 무자성을 입증

하는 것이므로 존재론적 측면의 이해는 인식론적 측면의 이해보

다 더 중요하다.

Ⅲ. 의존 관계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가르주나는 그의 저작들에서 크게 두 가지의 의

존 관계를 제시한다. 하나는 개념적 의존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론

적 의존이다. 이 두 가지의 개념들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개념적 의존은 그것들을 지시하는 개념들에 의존하여 모든 법

들을 지시하는 연기이다.14) 즉 이것은 대상의 명칭의 근거로서 하

나의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 그와 상반되는 대상을 지시하는 개념

에 의존하는 것이다. 고도가 262m인 남산과 2744m인 백두산의

예를 들어 보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산을 백두산과 비교해 고도

가 낮다고 하고, 백두산을 남산과 비교해 고도가 높다고 말한다.

하지만 만약 화산 폭발 등의 지질학상 재난의 결과로 활화산인

svabhāva iti vyapadiśyate.

13) PP 260, 3-264, 2 참조.

14) Hopkins(1983)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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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이 무너진다면, 비록 남산의 존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

지만 그것에 대한 서술이나 묘사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남산은 백두산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의존하는 것이다.15)

존재론적 의존은 하나의 사물[有法]이 속성[法]의 영향을 받아

존재하는 것이다. 즉 사물 A가 존재할 경우, 이것은 속성 B의 영

향을 받는 어떤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존재론적 의존

은 다시 인과적 의존과 메레올로지적 의존으로 세분된다. 인과적

의존은 사물들[果]이 그것의 원인들[因]에 의해 발생된 연기이

다.16) 즉 이것은 하나의 원인이 소멸되는 동시에 그것의 결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싹이 존재할 때, 그것은 씨앗, 토양, 수분, 햇

빛 등의 원인들이 소멸하는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결과인

싹은 씨 등의 원인들에 의존한다. 메레올로지적 의존은 사물이 그

것들의 부분들에 의존하여 그들 자신의 실체들을 획득하는 연기

이다.17) 다시 말해 하나의 대상[全體]이 그것의 구성 요소[部分]들

에 의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대의 자동차는 바디와 섀시에

의존해서 존재하고, 한 권의 책은 낱장에 의존해서 존재한다.

나가르주나는 『空七十論』의 게송 13에서 다음과 같이 의존의

예를 제시한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다.

그 둘은 다른 하나가 없을 때, 하나가 존재할 수 없다.

그 둘은 12연기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18)

15) 다양한 종류의 의존 관계들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Simons(1987) 참조.

16) Hopkins(1983) pp. 166-167.

17) Magee(1999) pp. 56-57.

18) ŚS 13: pha bu ma yin bu pha min

de gnyis phan tshun med min la

de gnyis cig car yang min ltar

yan lag bcu gnyis de bzhi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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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르주나가 주장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의존은 개념적

의존과 존재론적 의존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아버지는

아들이라는 개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아들에게 개념적으

로 의존한다. 다시 말해 아버지 철수는 아들 길동이 없더라도 존

재할 수 있으므로 길동에게 존재론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다. 하

지만 아버지 철수는 아들 길동이 없다면 길동의 아버지라는 개념

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길동에게 개념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다.19) 반면에 아들은 아버지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아버지

에게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 즉 아버지 철수가 어머니 영희와 결

혼을 해서 아들 길동을 낳지 않았다면 길동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 찬드라키르티는 인들과 연들에 의존하는 대상들에

대한 개념적 · 존재론적 의존의 예를 제시한다. 그는 개념적 의존

의 예로 ‘긺과 짧음’을 제시한다.20) 이것은 ‘긺’이라는 개념이 ‘짧

음’이라는 개념에 의존하므로 개념적 의존이다. 즉 존재론적 의존

의 측면에서는 ‘짧은 대상’들이 소멸 되더라도 ‘긴 대상’들의 길이

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념적 의존의 측면에서는 ‘짧은 대

상’들이 소멸 된다면 ‘긴 대상’ 이라는 개념도 서술될 수 없다. 그

는 또 존재론적 의존의 예로 ‘물의 열’을 제시한다. 이것은 ‘열’이

‘물을 데우는 원인들’에 의존하므로 존재론적 의존이다.

19) Oetke(1989) p. 11. Oetke는 논의된 2가지의 실체들,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칭적인 의존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의 개념적 ·

존재론적 의존 관계들 에 상당하는 논리적 · 인과적 의존 관계들에 대한

동일성을 가정하는 것 이 나가르주나의 주장들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동시에 매우 많은 명 백한 어려움들을 해명한다.”라고

주장한다.

20) PP 263, 4-264,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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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성의 부정

유자성론자들은 자성이 존재론적 맥락에서 실체로 이해될 때,

자성을 승의적으로 실재하는 대상들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성질이

라고 정의하고, 그것의 존재를 정당화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중

관 논사들은 자성의 개념에 대한 정교한 비판을 가하고, 그것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논증한다.21) 인도와 티베트의 중관학

파 문헌들은 실체로서 이해되는 자성의 존재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하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한다.22) 현대

학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자성을 부정하는 추론은 5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23) 하지만 자성을 부정하는 5가지 유형의

21) Ames(1982) p. 170 참조.

22) Tillemans(1984) pp. 371-372, n. 16 참조.

23) Tillemans(1984) p. 361; Westerhoff(2007) p. 24.

① 不一不異의 주장:

이것은 사물들의 속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실체로서 이해되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 단순하든 복잡하든 상세히 조사한다.

② 다이아몬드 조각들의 주장:

이것은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하나의 대상은 인과적으로 발생 가능

하다. 그 이유는 실체로서 이해되는 자성을 4가지의 방식들-즉 그 자체

로, 다른 대상에 의해, 둘에 의해, 또는 원인 없이-로 분석하는데 반대하는

이 주장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힘 때문이다.

③ 존재 또는 비존재로부터의 발생에 대한 반론:

이것은 결과를 분석한다. 즉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일시적인 관계와 관련

된다.

④ 4가지 종류의 발생에 대한 반론: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둘을 분석한다. 즉 원인과 결과 사이의 숫자상의

관계들을 고려하는 주장을 언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많은 원인들, 많은 결과들을 발생시키는 많은

원인들, 많은 결과들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원인, 하나의 결과를 발생시키

는 하나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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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은 현대 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자성을 부정하는 또 다른 논의인 실체의 부정과

변화의 주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24)

1. 실체의 부정

나가르주나가 자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자성에 실체가 없기 때

문이다. 이에 대해 찬드라키르티는 『쁘라산나빠다』에서 자성의

개념을 存在(sattva)와 非存在(asattva), 有法(dharmin)과 法(dharm

a)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자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인도 종교

철학에서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지만,25) 중관

학파의 자성을 다루는 문맥에서 존재와 비존재는 개념적 의존 관

계에 있으므로 무자성이다. 또 인도 인식논리학에서 유법과 법은

존재를 설명하는 한 쌍의 중요한 개념이다.26) 일반적으로 유법과

법은 각각 사물과 그 사물이 가지는 속성을 의미한다. 자성을 다

루는 문맥에서도 유법과 법은 각각 사물과 속성의 의미로 사용된

다. 이 문맥에서 유법과 법의 관계는 존재론적 의존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하나가 존재하지 않을 때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불교 존재론에 따르면, 지 · 수 · 화 · 풍 등의 사물들

은 견고성 · 습윤성 · 열성 · 유동성 등의 속성들에 의해 구별된

다.27) 이와 같이 대상들을 사물들과 속성들 사이의 구별에 의해

⑤ 연기로부터의 주장:

실체로서 이해되는 자성과 다양한 의존 관계들의 양립가능성을

고려한다.

24) 자성에 대한 5가지의 유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Tillemans(1984) pp.

371-372, n. 16; Hopkins(1983) 참조.

25) 인도 종교 철학의 존재에 대한 논의는 Halbfass(1992) 참조.

26) Kano(1994) p.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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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면, 1차적인 존재인 실유가 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핵심적인

가정과는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유자성론자들은 사물과 속성 사이의 관계에서 ‘속성이 없는 사

물’이 존재한다는 가정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또한 그들은 사

물과 속성의 각각이 존재하고, 속성이 사물로부터 발생한다고 주

장한다.28) 이에 대해 중관학파의 논사들은 이러한 ‘속성이 없는

사물’의 존재를 부정한다. 유자성론자들의 주장대로 ‘속성이 없는

사물’의 존재를 가정할 경우, 사물 그 자체에 속성이 없게 된다는

오류와 속성이 없는 사물로부터 속성이 생기게 된다는 오류가 발

생할 것이기 때문이다.29) 또한 ‘속성이 없는 사물’의 존재를 가정

하지 않을 경우 속성이 어디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속성이 존

재하지 않게 되고 말 것이다.30) 아울러 그들은 속성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것은 속성을 소유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든지 속성

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다. 중관 논사

들은 이 두 경우 모두 타당하지 않으므로 속성의 발생은 존재하

지 않는다고 말한다.31) 즉 속성이 속성을 소유한 것으로부터 발생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의 사물이 2가지의 속성을 가지는 것은 불

가능하고, 이미 속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물에 그와 동일한 새로운

속성을 발생시키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항상

속성이 생긴다는 오류와 무한 소급의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또

속성은 속성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부터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것은 마치 당나귀의 뿔과 같다. 즉 속성인 뿔은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사물인 당나귀로부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32)

27) Dhammajoti(2004) pp. 147-148.

28) PP 130, 1 참조.

29) PP 129, 9-14 참조.

30) MMK 5, 2: alakṣaṇo na kaś cic ca bhāvaḥ saṃvidyate kva cit, asaty

alakṣane bhāve kramatāṃ kuha lakṣaṇaṃ.

31) MMK 5, 3: nālakṣaṇe lakṣaṇasya pravṛttir na salakṣaṇe,

salakṣaṇālakṣaṇābhyāṃ nāpy anyatra pravartate.

32) PP 130, 9-13 참조.



422 ∙ 印度哲學 제42집

이에 대해 유자성론자들은 속성이 있으면서 속성이 없는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속성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33) 하지만

중관학파의 입장에서는 속성이 있으면서 속성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속성은 그것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속성이 있으면서 속성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이 속성을

소유한다면 그것은 속성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이 될 것이고, 속성

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두 경우는 서로 모순되므로 속성이 있으면서 속성

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34)

이 반론에 대해서 유자성론자들은 속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도 사물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35) 반면에 중관학파의 논사들은

속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물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존

재를 부정한다.36)

유자성론자들의 입장에서는 비록 속성의 발생은 부정되었지만,

속성 그 자체는 부정되지 않고 존재하므로 사물을 존재하는 것으

로 본다.37) 이에 중관학파의 논사들은 속성이 발생하지 않을 때

사물의 존재는 타당하지 않고, 사물의 존재가 타당하지 않을 때

속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 이유는 의지처(āśra

ya)가 없기 때문이다.38) 더 나아가 그들은 사물, 속성, 그리고 사

물 및 속성과 분리된 별도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

다.39)

이에 대해 유자성론자들은 두 가지의 주장을 내세운다. 하나는

33) PP 130, 13-14 참조.

34) PP 130, 14-131, 3 참조.

35) PP 131, 4 참조.

36) MMK 5, 4: lakṣaṇāsaṃpravṛttau ca na lakṣyam upapadyate,

lakṣyasyānupapattau ca lakṣaṇasyāpy asaṃbhavaḥ.

37) PP 131, 8-9 참조.

38) PP 131, 9-14 참조.

39) MMK 5, 5: tasmān na vidyate lakṣyaṃ lakṣaṇaṃ naiva vidyate,

lakṣyalakṣaṇanirmukto naiva bhāvo ’pi vid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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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과 속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허공은 존재한다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존재의 속성을 지닌 ‘허공’이 사물 또는 속성일 것이므

로 사물과 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40) 유자성론자들의 주장에

대응하여 중관학파의 논사들은 사물과 속성이 존재한다는 것과

허공이 존재한다는 두 가지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

한다. 사물과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설명했고, 허공

은 사물과 속성을 결여하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41)

하지만 유자성론자들은 허공이 ‘존재’로서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존재’로서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42) 이에 대해 중관학파의

논사들은 허공이 ‘비존재’로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그

근거로 ‘존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떤 것의 ‘비존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즉 비존재는 존재의 변화된 상

태를 의미하고, 분별될 수 없으므로 허공이 ‘존재’로서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비존재’로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43)

이에 대해 유자성론자들은 ‘色’의 비존재가 ‘허공’이라는 주장을

편다.44) 이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중관학파의 논사들은 유

자성론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에 발생하는 모순을 지적한다.

즉 유자성론자들의 주장대로 색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색의 비존

재는 허공이 되겠지만, 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색의 비존재는 허

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45)

이에 대해 유자성론자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존재와 비존재의 관

찰자(parīkṣaka)가 존재하므로 관찰 대상(parīkṣya)인 존재와 비존

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46) 중관학파의 논사들은 존재와 비존재

40) PP 131, 17-18 참조.

41) PP 132, 1-3 참조.

42) PP 132, 4 참조.

43) MMK 5, 6: avidyamāne bhāve ca kasyābhāvo bhaviṣyati,

bhāvābhāvavidharmā ca bhāvābhāvam avaiti kaḥ.

44) PP 132, 9-10 참조.

45) PP 132, 10-11 참조.

46) PP 132, 12-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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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어떤 다른 것도 존재와 비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관찰

대상인 존재와 비존재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

판한다. 또한 중관학파의 논사들은 존재와 비존재가 존재할 때,

존재와 비존재의 관찰자는 존재이든지 비존재일 것이라고 말한다.

관찰자가 존재일 경우 사물 및 속성과 분리된 별도의 존재는 존

재하지 않는다고 앞에서 이미 논파했다. 관찰자가 비존재일 경우

존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떤 것의 비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앞에서 이미 논파했다. 더 나아가 존재 및 비존재 이외의 다른 어

떤 것이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47)

이와 같이 중관 논사들은 허공은 존재, 비존재, 유법, 법이 아니

고, 허공 이외의 5界, 즉 지․수․화․풍․식도 존재, 비존재, 유

법, 법이 아니라고 말한다.48)

2. 변화의 주장

유자성론자들은 자성과 변화의 둘은 모두 존재하지만 다른 차

원에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은 자성을 소유한 사물은 불

변하는 반면에 자성을 소유하지 않은 사물은 변화하는 것으로 간

주한다.

유자성론자들의 견해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자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실체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 원자가 다른 원자로 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

원자가 소멸한 후 다른 원자가 이를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자는 승의적으로 실재하는 대상들이 인들과 연들에 어떤 방

47) PP 132, 16-133, 7 참조.

48) MMK 5, 7: tasmān na bhāvo nābhāvo na lakṣyaṃ nāpi lakṣaṇaṃ,

ākāśam ākāśasamā dhātavaḥ pañca ye 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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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들로 의존해서 모인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우리가

관찰하는 변화는 영원히 존재하는 대상들-자성을 가지고 존재하

는 실체-과 단지 배열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49) 예를

들면 뜨거운 커피가 냉각되는 이유는 커피 속에 있는 불 원자들

이 소멸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원자들의 집합이 그

것의 배열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한 잔의 뜨거운 커피 속에 있

는 총 원자의 수가 100이고, 이 가운데 불 원자가 100, 물 원자가

0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한 잔의 식은 커피 속에 포함된 총

원자의 수가 100이고, 불 원자가 0, 물 원자가 100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때 영원히 존재하는 원자들의 집합인 총 원자의 수는 변

화가 없지만, 그것이 불 원자와 물 원자의 배열을 변화시키므로

총 원자 가운데 보다 적은 수의 불 원자들이 섞여 있게 되는 것이

다.

후자는 어떤 대상이 소멸한다면 그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것의 자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

다. 즉 자성을 가지고 있는 실체에서 우리가 거시적인 변화로 인

지하는 것은 실체에 대한 미세한 생멸뿐이라는 것이다.50) 예를 들

면 초록색의 바나나가 익어서 노란 색의 바나나로 변하는 이유는

초록색의 원자가 노란색의 원자로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초록색

의 원자가 소멸한 후 노란색의 원자가 초록색의 원자를 대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두 견해는 일견 매력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승의적으로 실재하는 대상들이 감

소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실체들의 생멸에 책임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자성을 가지고 있는 실체들이 그들의 생멸 때문에 인들

과 연들에 의존한다면 그것들은 승의적으로 실재하는 실체들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성을 가지고 있는 실체들의 핵심

49) Westerhoff(2007) pp. 28-29.

50) Siderits(2003) pp.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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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가정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

다.51) 이와 같이 자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이 두 견해는 변화

하는 존재에 대해 어떠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주지 못한다.

나가르주나는 그의 주저인 『근본 중송』 제 24장 38게송에서

자성이 존재한다는 반론자의 견해를 반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말한다.

만약 자성이 존재한다면 세간은 불생이고, 불멸이며,

세간은 정지되어 다양한 상태들이 없을 것이다.52)

나가르주나가 자성을 부정하는 주된 이유는 자성이 변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그는 이것에 대해 『근본 중송』 제 13장

4게송 b-5 게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자성이 있다면 무엇이 변화할 것인가?

[A] 바로 그것의 변화도 타당하지 않고,

[A]와 다른 것의 변화도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젊은이도 늙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노인도 늙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53)

여기에서 나가르주나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으로

인지되는 모든 사물이 자성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속

성 A가 사물 B의 자성이다.” 라는 말은 속성 A가 사물 B를 떠나

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 이유는 속성 A가 사물 B를 떠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의 열’의 경

51) Siderits(2003) p. 125.

52) MMK 24, 38: ajātam aniruddhaṃ ca kūṭasthaṃ ca bhaviṣyati,

vicitrābhir avasthābhiḥ svabhāve rahitaṃ jagat.

53) MMK 13, 4b-5: kasya syād anyathābhāvaḥ svabhāvo yadi vidyate.

tasyaiva nānyathābhāvo nāpy anyasyaiva yujyate, yuvā na jīryate

yasmād yasmāj jīrṇo na jīr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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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열이 불을 떠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으므로 불의 자성

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물의 열’의 경우에는 열이 他緣(parapratya

ya)으로부터 발생했으므로, 즉 다른 것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물

의 자성이 아니라고 말해진다. 이와 같이 사물이 자성을 가진다면

사물은 결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54)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경

험에 의해 사물들의 변화가 인식되므로 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찬드라키르티는 『쁘라산나빠다』에서 자성을 가진 존재의 변

화를 부정하는 또 다른 예로 ‘젊은이와 노인’의 예를 제시한다. 먼

저 젊음[法]을 자성으로 가지는 젊은이[有法]의 변화는 크게 두 가

지의 이유로 부정된다. 하나는 ‘젊음’이 ‘젊은이’를 떠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변화’가 ‘늙음’의 동의어로

사용되므로, 젊은이가 변한다고 말할 때의 젊은이는 ‘젊음’[法 1]

과 ‘늙음’[法 2]이라는 2가지의 상호 모순되는 자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의 사물이 2가지의 속성을 가지는 것도,55)

상호 모순되는 속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도 불가능하다. 늙음[法]

을 자성으로 가지는 노인[有法]의 변화도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부정된다. 첫 번째 이유는 늙음이 노인을 떠나 다른 것과 결합하

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변화’가 늙음의 동의어로 사용

되므로, 노인이 변한다고 말할 때의 노인은 이미 가지고 있던 ‘늙

음’[法 1]과 다시 부가된 ‘늙음’[法 2]이라는 2가지의 동일한 속성

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의 사물이 2가지의 속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속성에 그와 동일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56) 이렇게 중관학파는

無自性을 입증한다.

54) PP 241, 7-10 참조.

55) 중관학파는 有法(dharmin)과 法(dharma)을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한다.

유법은 사물이고 법은 속성이다. 법은 유법을 의지처로 삼아 그것에

내재한다. 이 학파의 기본 입장은 유법은 동일한 일과 관련해서 오직

하나의 법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56) PP 242,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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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유자성론자들과 중관학파는 나가르주나 이후 인도 철학계에서

쟁점화 되었던 문제인 자성에 대해 서로 다른 이론을 편다. 이것

은 자성과 의존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유자성론자들의 입장에서 자성은 만들어지거나 다른 것에 의존

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자성이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유자성론

자들은 존재와 비존재, 유법과 법이 모두 자성을 가지고 존재한다

고 주장한다. 또한 이 학파에 따르면, 이와 같이 자성을 가지고 있

는 실체들이 상호 의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때의 의존은 개

념적 의존과 존재론적 의존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개념적 의존의

경우에는 ‘짧다’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길다’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고, ‘낮다’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높다’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 존재론적 의존의 경우에는 ‘물을 데우는

원인들’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열’은 존재할 수 있고, ‘씨앗’이 존재

하지 않더라도 ‘싹’은 존재할 수 있다.

반면에 중관학파는 유자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이 학파에서는 존재와 비존재, 유법과 법이

각각 상호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무자성이라고 말한다. 이

때의 의존 역시 개념적 의존과 존재론적 의존의 두 가지로 구분

된다. 중관학파에서는 존재와 비존재의 관계를 개념적 의존 관계

로 파악한다. 왜냐하면 존재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비존

재라는 개념도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짧다’라는 개

념이 성립하지 않을 때 ‘길다’라는 개념도 성립될 수 없고, ‘낮다’

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을 때 ‘높다’라는 개념도 성립될 수 없다.

또한 이 학파에서는 유법과 법의 관계를 존재론적 의존 관계로

파악한다. 그 이유는 유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법도 존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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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을 데우는 원인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열’도 존재할 수 없고, ‘씨앗’이 존재하지 않을 때 ‘싹’도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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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gation of svabhāva in Madhyamaka School

Ha, Hyeon Mok

Dongguk University

Ever since Nāgārjuna, the founder of the Buddhist

Madhyamaka school, made clear that intrinsic nature

(svabhāva) is empty (śūnya), svabhāva and dependence had

became one of the main theses in Indian religious

philosophy. Philosophers who believe that svabhāva is real

and Madhyamaka school took a long debate on this subject.

One of the points at issue is how to explicate the concepts

of svabhāva and dependence in ontological dimension.

Philosophers who believe that svabhāva is real accepted

svabhāva as the thing which does not depend on cause

(hetu) and condition (pratyaya). They also claims that

svabhāva is real. In their view, existence, nonexistence,

dharmin and dharma are regarded as substantial existence.

They also grasped existences having svabhāva as inter-

dependent relationship.

The Madhyamaka philosophers, on the other hand, deny

theview that svabhāva is real. This is based on the

Buddha's theory of dependent origination

(pratī.tyasamutpā.da). This philosophical system claims that

existence, nonexistence, dharmin, and dharma have no

svabhāva because they are existent by mutual dependence.

This philosophical system also grasps the relation between

existence and nonexistence as conceptual dependence, and

the relation between dharmin and dharma as ontological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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