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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철학에서 인과와 연기, 그리고 상의*1)

__나가르주나의 중론을 중심으로__
윤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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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중론에 나타난 인과와 연기, 그리고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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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龍樹의 緣起說에 대한 연구 - 중론을 중심

으로 , 2001)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44회 인도철학회 학술대회(2017. 3. 24)에 

발표하였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 동아대학교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조교수. greencw@hanmail.net.

인도철학에서 인과(hetuphala)와 연기(pratītyasamutpāda), 그리고 상
의(apekṣā paraspara)는 존재의 본질과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
는 철학적 고민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존재의 실체성과 관계가 깊다.

아트만(Ātman), 브라흐만(Brahman)과 같은 존재의 실체성을 강조하는 
인도정통철학에서는 실체의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과 개념으로서 존
재의 본질과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 반면, 존재의 비실체성을 강조하는 불교
의 입장에서는 존재들 상호 간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연기와 상의 개념을 
내세웠다. 

그런데 설일체유부는 실체론적인 관점에서 연기를 해석하고자 했다. 나
가르주나는 그의 주저 중론을 통하여 실체론적인 연기 해석을 비판하며 
붓다가 제시한 연기설은 자성[실체]을 결여한 존재들 간의 상호 의존하는 
상의의 관계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나가르주나의 중론에 나타난 인과와 연기, 그리
고 상의에 대해 그 어원과 의미를 비교론적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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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도철학을 다른 철학과 구분 짓게 하는 가장 독자적인 개념 중

의 하나가 인과(hetuphala)와 연기(pratītyasamutpāda)이다. 인도

철학에서 인과와 연기 개념은 그만큼 인도인 특유의 사유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용어인 것이다. 특히 연기는 그 어느 사상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인도[불교] 고유의 철학적 개념이다. 따라서 인도철

학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인과와 연기 개념에 대한 인도인

들의 사유방식과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우리는 흔히 인도철학을 구분할 때, 베다(Veda)의 권위를 인정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인도정통철학과 비정통철학으로 나

눈다. 정통철학에는 미망사(Mīmāṃsā), 베단타(Vedānta), 상키야

(Sāṃkhya), 요가(Yoga), 니야야(Nyāya), 바이세시카(Vaiśeṣika) 학
파가 속하며, 비정통철학은 불교, 자이냐교(Jainism)와 그리고 차

르바카(Carvaka)와 같은 유물론자들이다. 그런데 서양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인도정통철

학은 아트만(Ātman)과 브라흐만(Brahman)과 같은 항구 불변하는 

실체를 인정하는 실재론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반면 불교 철학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반실재론적인 입장에 서 있다. 실재에 대

한 관심과 탐구는 서양철학의 첫 번째 과제로서 시대와 학파에 따

라 조금씩 모습을 달리하지만 궁극적인 본질로서의 실재가 완전

히 부정되는 경우는 결코 없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플

라톤(Platon)의 이데아(ιδεα), 헤겔(Hegel)의 절대정신(absoluten 
Geistes), 칸트(Kant)의 물자체(Ding an Sich), 훗설(Husserl)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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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존재 영역(Die absolute sein-sphare) 등 서양철학자들은 끊

임없이 궁극적인 실재를 추구해 왔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서

양철학은 인도정통철학과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계통을 같이 한다. 
중국철학 역시 우주의 본체로서 태극을 상정하고 보편적 원리와 

실재로서 이(理)와 기(氣)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재론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철학에 있어 가장 독자적이고 

이질적인 철학이 불교이다. 불교는 대개의 철학이 지향하는 궁극

적인 실재에 대한 탐구보다는 오히려 이를 부정하고 해체하여 실

재와 반실재를 넘어서는 공과 연기를 주창하였다.
궁극적인 실재로서의 본질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 인식을 통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떠한 상태로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인식의 창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규명될 수 없다. 
그러한 면에서 존재론은 인식론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
리고 인식이 존재를 규명할 때, 그 존재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인식의 틀이 필요한데, 그 인식의 틀은 인식의 기준과 원리

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범주이다. 범주는 인도철학에 있어 

padārtha와 같이 존재[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요소] 내지 주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철학 방법론을 잘 보여주는 학파가 니야야와 바

이세시카이다. 바이세시카는 7가지, 니야야는 16가지 padārtha로 

나누어 존재를 규명하고자 한다. 존재의 규명에서 인식론적으로 

제기되는 선결 질문은 내게 확인된 그 존재가 어떻게 생성되고 소

멸되는가 하는 존재의 형성 과정과 본질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곧 존재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는 인과론의 

문제이다. 
인도철학에서 인과론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철학적,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베다의 전통을 계

승하여 궁극적인 실재를 추구하는 정통철학에서 아트만･브라흐만

과 같은 궁극적인 실체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생성･소멸하는 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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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현상으로서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둘째, 업과 윤회설을 인정하는 인도철

학에 있어 업의 발생과 소멸, 그리고 윤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과의 문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러한 문제는 윤

회의 주체와 맞물러 실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견인하며 

인도철학의 차별화와 혼종, 그리고 논쟁을 가열시켰다. 그 결과로

서 나타난 것이 인도정통철학의 유아윤회론(有我輪廻論)과 불교의 

무아윤회론(無我輪廻論)의 대결이다. 불교는 인도정통철학과는 달

리 궁극적인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연기론의 입장에서 업과 윤회

의 문제를 해석했던 것이다. 인과 개념을 중심으로 실재와 윤회를 

해석하고자 한 인도정통철학을 부정하고, 연기 개념으로서 이를 

해석하려고 한 것이 붓다가 창안한 불교이다.
인과와 연기는 인도정통철학과 불교철학을 가장 선명하게 구분

하는 대립적인 개념이자 특징이다. 인과와 연기를 축으로 하여 두 

사상은 지속적인 대결과 논쟁을 전개하며 독자적인 철학체계를 

형성하였다. 인도철학사에서 두 사상이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가

장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시초는 중관사상을 확립한 나가르주나

(Nāgārjuna, 약 150-250)에 의해서이다. 나가르주나는 인과론과 

실체[자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불교의 관점에서 인도정통철학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나가르주나는 그의 주저 중론에서 실체론

적인 관점에서 인과와 연기를 해석하려는 인도의 모든 사상이 잘

못되었음을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이때 그가 인과와 연기 대

신 새롭게 내세우고 있는 개념이 상의(相依: apekṣā paraspara)1)

1) 인과․연기와 관련하여 ‘상의(相依)’라는 용어[한자]를 처음 사용한 것은 중국 

화엄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당(唐)의 현수 법장(賢首法藏, 643~712)에 의해서

이다. 법장은 그의 저서 화엄경지귀(華嚴經旨歸)(TD 45, p. 595bc), 화엄책

림(華嚴策林)(TD 45, p. 598a) 등에서 삼라만상이 어떠한 실체성이나 고정성

도 갖지 않는 상호 의존적 관계에 의해 성립한다는 것을 ‘相依’에 의해 설명하

고 있다. 즉, 상의는 ‘상호의존적 연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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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상의는 기존의 실재론적인 관점에서 인과와 연기를 해석하

려는 모든 실재론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새로 창안한 용어이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나가르주나의 중론에 나타난 인과와 연기, 
그리고 상의에 관련하는 용어를 찾아 그 어의와 특징을 비교론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그가 왜 ‘상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존재의 본질과 관계를 해명하고자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중론에 나타난 인과와 연기, 그리고 상의

 중론에 나타난 인과와 연기, 그리고 상의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중론에 나타난 

인과와 연기, 상의에 관련된 제용어를 각 장별로 분류하여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B): A는 게의 차례 , B는 횟수. ｢C, D｣ : C는 게의 총 횟수, D는 용어 총 횟수

pratitya   
samutpād

(緣起)
hetu(因) prātyaya(緣) pratītya  

(緣하여)
kāraṇa

(因)
phala
(果)

kārya
(果)

upādāya
(依)

apekṣā
(待)

  1장 
觀因緣品

귀경게(1)

｢1, 1｣

3(1)
4(1) 
9(1)1

｢3, 3｣

2(1);3(1);4(2);
5(1);6(3);7(2);
8(3);9(1);11(2

);12(1); 
13(1);14(1); 

16(4)
｢10, 2｣

7(1)

｢1, 1｣

13(1)
14(1)
15(2)
16(2)

｢4, 6｣

  4장 
觀五陰品

1(2) 
3(3)
2(2) 
4(2)
5(1) 
6(2)

｢6, 12｣

3(1) 
6(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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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觀染染
者品

1(1)

｢1, 1｣

3(1)

｢1, 1｣

7장 
觀三相品

15(1) 
16(1)
｢2;2｣

8장 
觀作作者品

3(2)
｢1, 2｣

12(2)
｢1, 2｣

12(1)
｢1, 1｣

10장 
觀燃可燃品

2(2) 
3(1)

｢2, 3｣

3(1) 
8(3)
9(1) 
10(4)
11(4) 
12(4)

｢6, 17｣
11장 

觀本際品
4(1) 
5(1)

｢2, 2｣

7(1)
｢1, 1｣

7(1)
｢1, 1｣

12장 
觀苦品

1(1) 
9(1)

｢2, 2｣

2(2)
｢1, 2｣

15장 
觀有無品

1(2)
｢1, 2｣

1(2)
｢1, 2｣

2(1)
｢1, 1｣

17장 
觀業品

27(1)

｢1, 1｣

8(1) 
9(1)
19(1) 
11(1)
15(1)
｢5, 5｣

18장 
觀法品

9(1)
｢1, 1｣

10(1)
｢1, 1｣

19장 
觀時品

6(1)

｢1, 1｣

1(1) 
2(1)
3(1)

｢3, 3｣

20장 
觀因果品

1(1) 
2(1)
3(1) 
4(4)
5(3) 
6(4)
8(2) 
9(3)
10(1) 
11(1)
12(1) 
14(1)
13(1) 
15(2)
16(2) 
19(2)
20(4) 

1(1) 2(1)
3(1) 4(4)

23(1) 24(1)

｢6, 9｣

1(1) 
3(1)
5(1) 
6(2)
7(1) 
8(2)
9(1) 
10(2)
11(3) 
12(1)
14(1) 
13(1)
15(2) 
16(4)
19(2) 
20(2)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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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기(pratītyasamutpāda)는 단지 4번 

밖에 나타나지 않고 주로 원인과 결과, 그리고 조건 등이 사용되

고 있다. 특히 기존의 불교에 나타나지 않았던 의존(apekṣā)을 의

미하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어, 용어 자체만으로 보아도 

나가르주나의 연기설은 기존의 연기설과 엄연히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표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기의 온전한 형태는 단지 1장과 24장의 2장에 걸쳐 4번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21(2)
23(1)

｢19,37｣

22(1)
23(1) 
24(3)

｢20,34｣
21장 

觀成壞品
15(1) 
16(2)
｢2, 3｣

15(1) 
16(1)
｢2, 2｣

22장 
觀如來品

3(1)

｢1;1｣

2(2) 5(2)
6(2) 7(2)
8(1) 9(1)

10(1)
｢7, 10｣

23장 
觀顚倒品

1(1) 
2(1)
6(1) 
10(1)
11(1)
｢5, 5｣

19(1) 
11(1)

｢2, 2｣

24장 
觀四諦品

18(1) 
36(1)
40(1)
｢3, 3｣

16(1)

｢1, 1｣

16(1)

｢1, 1｣

31(2)

｢1, 2｣

17(1)

｢1, 1｣

3(3) 
6(1)
17(1) 
35(2)
｢4, 7｣

17(1)

｢1, 1｣

25장 
觀涅槃品

9(2)

｢1, 2｣

6(2) 8(2)
9(2) 
12(2)
｢4, 8｣

26장觀十二
因緣品

2(1) 6(1)
｢2, 2｣

4(2)
｢1, 2｣

6(1) 7(3)
｢2, 4｣

27장 
邪見品

12(1)

｢1;1｣

23(1)

｢1;1｣

5(2) 6(3)
7(2) 8(3)

26(1) 
27(1)

｢6, 12｣
계 ｢2, 4｣ ｢11,59｣ ｢7, 50｣ ｢13,23｣ ｢4, 15｣ ｢5, 54｣ ｢3,5｣ ｢4, 34｣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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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인으로서 hetu, kāraṇa, 조건으로서 prātyaya(pratītya), 결
과로서 kārya, phala, 그리고 의존으로서 upādāya, apekṣā가 

사용되는데, 이때 주로 prātyaya와 phala, hetu와 phala, 
kāraṇa와 kārya, pratitya와 apekṣā가 각각 짝을 이루고 있다.

(3) 24장에서는 연기와 관련된 제용어가 거의 모두 사용되고 있다.
(4) 연기와 원인의 별칭으로서 초기불교와 소승불교에서 자주 사

용되었던 차연성(此緣性: idappaccayatā, idaṁpratyayatā)과 

nidāna2)가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기존의 연기설에 사용되지 

않았던 upādāya와 apekṣā가 새로 등장한다.
(5) hetu와 prātyaya(pratītya)는 거의 모든 장에 걸쳐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이다.
(6) 연기(pratītyasamutpāda)라는 어의(語義) 가운데, pratītya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samutpāda는 나타나지 않는

다. 단지 sam이 생략된 utpāda가 사용될 뿐이다.

그럼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각 용어가 실제 어떠한 의미로 사

용되고 있는 지를 게송의 내용 속에서 살펴보자.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1. 원인[因]･조건[緣]과 결과[果], 그리고 2. 연기와 의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nidāna는 일반적으로 인도에서 매우 옛날부터 ‘원인’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말

이다. 한역불전에서는 대개 ‘因緣’으로 번역된다. 이 말은 숫타니파타 최고층

에서는 연기의 항목을 결합한 용어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지만, 점차로 

paccaya에 의해 대체된 것 같다. 이것은 아마도 인도 일반의 nidāna라는 용어

로서가 아니라 불교 독자의 의미로서 사용된 paccya를 중시하였기 때문일 것

이다. 따라서 나가르주나의 연기설을 나타내는 용어라는 것은 원시불교에서 

넓게 정착해 있었다고 보아도 좋다. 藤田廣達(1978) pp. 91-92. 그러나 나가르

주나의 중론에서는 nidāna란 용어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인도철학에서 인과와 연기, 그리고 상의∙393

1. 원인[因]•조건[緣]과 결과[果]

“원시불교 경전에서는 ‘원인과 결과(因果)’에 직접 해당하는 용

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빨리 니카야을 보면 ‘인과’의 원어로서 he-
tuphala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으며, 한편 한역 아함을 보아도 ‘인
과(因果)’라는 술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3) 이와 마찬가지

로 나가르주나의 중론에서도 hetuphala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다. 심지어 구마라집(鳩摩羅什: Kumārajīva, 344-413)에 의해 ｢관
인연품｣(觀因果品)으로 번역된 제20장의 품명(品名)인 ‘인과’에 해

당하는 산스크리트 원어는 ‘총체･전체･집합･결합’을 의미하는 

‘sāmagrī’이다. 그러나 인과(원인과 결과)의 선후가 뒤바뀐 과인

(果因: 결과와 원인)의 형태인 phalahetu가 20장 20게, 21장 15게
와 16게 등 3회에 걸쳐 나타난다. 따라서 그 의미상으로 볼 때, 
‘인과’라는 용어가 중론에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

니라 hetu4)와 phala의 단독형의 형태는 여러 차례 나타나는데 특

히 20장에 집중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원인(hetu)과 결과(phala)가 동일하다는 것도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는 것도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5)

3) 藤田廣達(1978) p. 85.
4) hetu는 1장 1게, 2게, 7게, 8장 9게, 10게, 11게, 20장 5게, 6게, 9게, 10게, 11

게, 12게, 13게, 14게, 15게, 16게, 19게, 20게(2회), 그리고 변형된 형태로 1장 

1게와 20장 20게(ahetu), 8장 4게(hetāv asati), 9장 1게와 20장 23게
(pratyayahetu), 20장 1게, 2게, 3게, 4게(hetuḥ ca pratyayāḥ ca), 20장 4게
(hetavaḥ pratyayāḥ), 20장 20게, 21장 15게, 21장 16게(phalahetvoḥ)에서와 

같이 1장 觀因緣品과 20장 觀因果品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5) hetoḥ phalasya caikatvaṁna hi jātūpapadyate/ hetoḥ phalasya cānyatvaṁ 

na hi jātūpapadyate// 용수보살(1993)[이후부터는 생략], 20-19.



394 ∙ 印度哲學 제50집

결과가 자성(svabhāva)으로서 실재한다면 원인은 무엇을 생하게 하

겠는가? 결과가 자성으로서 실재하지 않는다면 원인은 무엇을 생하게 

하겠는가?6)

위의 내용은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성을 전제

할 때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동일성(同一性)과 별이성(別異
性)의 딜레마에 근거하여 논증한 것이다. 나가르주나는 이러한 논

리에 근거하여 인과가 성립할 수 없음을 20장 전체에 걸쳐 해명하

고 있다. 아마도 구마라집은 20장 전체가 인과문제에 할애되고 있

음을 감안하여 원래의 산스끄리뜨 품명인 ‘집합(sāmagrī)의 고찰’
이 아닌 ‘인과품’(因果品)로 번역하였을 것이다. 
인과(hetuphala)의 완전한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인연(因

緣)에 해당하는 hetupratyaya는 비록 부정어와 복합어의 형태이지

만 그 온전한 형태가 20장 4게와 24장 16게(ahetupratyaya), 그리

고 20장 8게(hetupratyayanirmukta)와 15장 1게(hetupratyayasa-
ṃbhūta) 등 4곳에서 나타난다.

만일 그대가 존재들이 자성(自性)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대

는 존재들이 인연(hetupratyaya)이 없는 것이라 보는 것이다.7)

[그러므로] 자성이 여러 인연에 의해 생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인연이 모여 생긴 자성은 지어진(作爲된) 것이다.8)

나가르주나는 여기에서도 자성을 상정한다면 인연이 성립할 수 

6) phalaṁ svabhāvasadbhūtaṁ kiṁ heturjanayiṣyati/ 
   phalaṁ svabhāvāsadbhūtaṁ kiṁ heturjanayiṣyati// (20-21)
7) svabhāvādyadi bhāvānāṁ sadbhāvamanupaśyasi/  
   ahetupratyayān bhāvāṁstvamevaṁ sati paśyasi// (24-16)
8) na saṃbhavaḥ svabhāvasya yuktaḥ pratyayahetubhiḥ/ 

hetupratyayasaṃbhūtaḥ svabhāvaḥ kṛtako bhavat// (15-1)



인도철학에서 인과와 연기, 그리고 상의∙395

없음을 논하고 있다. 그는 자성과 인연의 관계를 모순관계로 파악

하여 어느 한 쪽이 성립하면 반드시 다른 한 쪽이 부정되어진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자성을 부정함으로써 인연을 긍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또한 인연의 변형된 형태인 pratyayahetu(15-1, 20-23)와 

hetuḥ ca pratyayāḥ ca(20-1, 20-2, 20-3, 20-4), hetavaḥ pra-
tyayāḥ(20-4) 등도 사용되고 있어 중론에서는 ‘인과’보다는 ‘인
연’이라는 용어가 더욱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제20장 ｢관인연품｣에 나타나듯이 나가르주나는 주로 인과의 문

제를 취급할 때, hetu(원인)와 phala(결과)를 사용한다. 그런데 때

로는 제6장 ｢관염염자품｣(觀染染者品)에서와 같이 kāraṇa와 

kārya를 원인과 인과의 의미로서 각각 사용하기도 한다. 원래 

“kāraṇa라는 말은 인도철학 일반에서 인과관계의 ‘인’(因)을 나타

내는 대표적인 용어이고, 원시경전에서도 ‘원인’, ‘이유’, ‘근거’의 

의미로서 사용되었다.”9) 그런데 kāraṇa는 일반적으로 kārya와 짝

을 이루어 kāraṇakārya(인과)로 사용되어 지는데, 중론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서로 분리되어 사용된다. 즉 

kāraṇa는 4장 3게, 4게, 6게, 8장 4게, 12게, 11장 7게, 24장 17게, 
그리고 4장 1게, 2게, 3게(rūpakāraṇa)와 3장 5게(niṣkāraṇa)에 나

타나며, kārya는 3장 6게, 8장 4게, 11장 7게, 12장 1게, 23장 17
게, 그리고 3장 3게(akārya, akāryaka)에 나타난다. 

원인(hetu)이 없다면 행위의 결과(kārya)도 행위의 원인(kāraṇa)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없다면 작용도 행위자도 수단도 존재하지 않

는다.10)

‘색(色)의 원인’(kāraṇa) 없이 색이 있다면 색은 원인(kāraṇa) 없이 

9) 藤田廣達(1978) p. 94.
10) hetāvasati kāryaṁ ca kāraṇaṁ ca vidyate/ 
    tadabhāve kriyā kartā karaṇaṁ ca na vidyate//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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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것이 된다. 원인(kāraṇa)없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이건 어

디에서건 존재하지 않는다.11) 

위의 내용만으로 볼 때, 나가르주나는 인과를 인정하고 있다. 
즉 그 어떠한 존재도 원인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인

용문의 주제이다. 그렇지만 24장 16게에 주장되고 있듯이 자성을 

전제할 때, 연기는 물론 인과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

장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나가르주나는 인과 그 자체를 결코 부

정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8장 4게에는 hetu와 kārya, 그리고 

kāraṇa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중론 전체

에서 단지 이 게송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hetu와 kārya, 또는 

hetu와 kāraṇa가 짝을 이루어 사용된 경우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게송은 hetu와 kārya, 그리고 kāraṇa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유일한 게송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게송에 의거해 이들

의 관계를 논할 수밖에 없다. 나가르주나는 hetu와 kāraṇa를 ‘원
인’의 의미로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kāraṇa와 kārya의 인

과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hetu를 사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hetu는 kāraṇa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반면 

kāraṇa는 주로 제4장 ｢관오음품｣(觀五陰品)에 사용되는데 제목에

서도 드러나듯이 범위가 좁고 구체적인 어떠한 작용과 행위에 관

한 인과관계를 논할 때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래 kāraṇa라
는 말은 인도철학 일반에서 원인의 의미로서 사용된 것이지만 불

교에 도입되어 아비다르마 문헌에 이르면서 ‘연’(緣)과 동의어로 

사용되면서 불교적 색채를 지니게 되었다.12) 구사론(俱舍論)에
서 kāraṇa는 육인(六因)의 하나인 ‘능작인’(能作因)(kāraṇahetu)으

11) rūpakāraṇanirmukte rūpe rūpaṁ prasajyate/ 
    āhetukaṁ cāstyarthaḥ kaścidāhetukaḥ kva cit// (4-2)
12) 藤田廣達(1978)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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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된다. 따라서 kāraṇa는 중론에 나타나듯이 후대로 가면

서 hetu보다 그 범위가 좁아져 hetu의 한 범주로서 사용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kāraṇa와 kārya의 관계 역시 hetu와 

phala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자성을 전제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

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결과(kāraṇa)와 원인(kārya), 상(相, lakṣyaṇm)과 상(相)을 뛴 존재, 
감수작용(感受作用)과 감수자(感受者) 등 존재하는 일체의 사체(事體: 
koṭiḥ, 本際)들은 단지 윤회[生死流轉]에 있어서만 그 궁극점이 존재하

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 있어서도 그 궁극점은 존재하지 않

는다.13)

여기에서 사체(koṭiḥ, 本際)란 극단·첨단·끝·시원 등을 의미하는 

존재의 제1원인 혹은 근거를 뜻하는 것으로 자성 개념과 연관된

다. 결국 kāraṇa와 kārya 역시 실체인 자성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

는 것이다. 나가르주나는 이와 같은 논리를 보다 확장시켜 조건과 

결과의 관계에까지 적용시킨다.
인과문제를 조건[緣]과 결과[果]의 관계로서 논할 때, 나가르주

나는 hetu와 phala 또는 kāraṇa와 kārya를 사용하기 보다는 pra-
tyaya14)와 phala를 사용한다. 이때 pratyaya는 단독으로 사용되

13) kāryaṃ ca kāraṇaṃ caiva lakṣyaṃ lakṣaṇameva ca/ 
    vedanā vedakaścaiva santyarthā ye ca ke cana// (11-7)

pūrvā na vidyate koṭiḥ saṃsārasya na kevalam/
sarveṣāmapi bhāvānāṃ purvā koṭī na vidyate// (11-8)

14) 중론에서 pratyaya는 1장 2게, 3게, 4게, 5게, 6게, 9게, 11게(두 번), 12게, 
13게, 14게, 17장 27게, 26장 6게, 그리고 변형된 형태로 1장 5게 12게 14게
(apratyaya), 18장 9게(aparapratyaya), 20장 1게, 2게, 3게, 4게(pratyaya), 
20장 4게(hetava pratītyaāḥ), 20장 4게, 23장 16게(ahutupratyaya), 26장 2
게(saṃskārapratyaya) 등에 나타난다. pratītya 역시 pratyaya와 거의 같은 

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예컨대 1장 5게, 3장 7게, 6장 1게, 7장 15게, 16게, 
8장 12게, 7장 2게(2번), 13장 5게, 18장 10게, 19장장 6게, 22장 3게, 23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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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지만 때론 hetu와 결합되어 사용된다. 인과문제를 pra-
tyaya와 phala로 분석하는 것은 중론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초

기불교에서부터 나타난다. 즉 “paccaya를 이처럼 결과에 대한 ‘원
인’의 의미로 이해한 것은 인도사상사 가운데 원시불교에서 처음

으로 사용한 독자적인 용법이다.”15) 따라서 나가르주나가 기존의 

인과관계 및 연기와 관련된 제용어를 부정하거나 달리 사용한 것

은 아니다. 단지 그는 인과와 연기의 문제를 자성과 관련하여 논

의를 전개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명료하게 드러낸다. 이것이 인

과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기존의 방식과 상이한 나가르주나의 독

자적인 관점이다. kāraṇa와 kārya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pratyaya
와 phala의 관계 역시 자성을 인정한다면 성립할 수 없다.

결과(phala)가 연(pratyaya)으로부터 성립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

러 가지 연은 그 자신으로부터 성립한 것이 아니다. 결과가 그 자신으

로부터 성립한 것이 아닌 [緣]에서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결과)이 어

떻게 연으로부터 성립한 것이[라고 하]겠는가?16)

그렇기 때문에 연으로부터 성립한 결과도 연으로부터 성립하지 않

은 결과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데 연과 비연(非緣)
이 어떻게 성립하겠는가?17)

비록 “결과(phala)가 연(pratyaya)으로부터 성립한 것이라고 할

지라도” ‘연’ 그 자체는 실체적인 자성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생

게, 23장 2게, 23장 6게, 10게, 11게, 25장 9게, 26장 4게, 27장 23게, 24게, 
그리고 23장 31게, 25장 9게(apratītya) 등에 나타난다.

15) 藤田廣達(1978) p. 87.
16) phalaṁ ca pratyayamayaṁ pratyayāścāsvayaṁayāḥ/ 

phalamasvamayebhyo yattatpratyayamayaṁ katham// (1-15)
17) tasmānna pratyayamayaṁ nāpratyayamayaṁ phalam/ 
    saṁvidyate phalābhāvātpratyayāpratyayāḥ kutaḥ// (1-16)



인도철학에서 인과와 연기, 그리고 상의∙399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존재하지 않는 연으로부터 결과가 나타난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과는 항상 원인[緣]에 의존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하지 않는 연으로부터 결과의 성립, 불성

립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과 역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결과로부터 연의 

성립, 불성립을 논할 수는 없다. 결국 나가르주나는 이 논의에서

도 pratyaya와 phala가 각각 독립적인 자성이라면 결코 둘 사이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가르주나는 또한 20장 관인과

품에서 인과의 관계를 ‘원인과 연들의 결합’, 즉 ‘인연’(hetupra-
tyaya)과 결과의 관계로 환원시켜 논하고 있다. 

만일 원인(hetu)과 연(pratyaya)들의 결합에 의해 [결과가] 생하고 

또 그 결과(phala)는 [이미] 결합에 존재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결합에 

의해 생하겠는가?18)

만약 원인과 연들의 결합에 의해 [결과가] 발생하고 그 결합에는 결

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어떻게 결합에 의해 발생하겠는

가?19)

앞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hetu와 pratyaya, 그리고 

phala가 실체적인 자성이라면 이들 간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논증하고 있다. 즉 결합에 의해 [결과가] 생하고 또 그 결과(phala)
의 논의 역시 결과가 미리 그 결합에 존재한다면 새삼 결과가 다

시 발생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그 결합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

코 결과가 발생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나가

18) hetośca pratyayānāṁ ca sāmagryā jāyate yadi/ 
    phalamasti ca sāmagryāṁ sāmagryā jāyate katham// (20-1)
19) hetośca pratyayānāṁ ca sāmagryā jāyate yadi/ 
    phalaṁ nāsti ca sāmagryāṁ sāmagryā jāyate katham//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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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주나는 이와 같은 논리를 전개할 때, 결과에 대한 원인의 의미

로서 hetu와 pratyaya를 사용하고 있을 뿐 이 둘 사이의 성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의 인식의 바탕에

는 결과에 대한 원인의 총체로서 hetu와 pratyaya가 분명히 전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연들의] 총체에 의해 지어진 결

과”(24-24)로서 hetu와 pratyaya, 그리고 phala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론에서는 hetu와 pratyaya가 명확한 구분없

이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다같이 사용되고 있다.20) 인과의 문제를 

논하는데 있어 굳이 원인을 직접적인 원인(hetu)과 간접적인 원인

(pratyaya)으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를 나가르주나는 느끼지 못했

던 것 같다.
pratyaya는 pratītya21)와 함께 연기를 설명하는 가장 불교적인 

용어로 간주되어 지는데, pratyaya가 결과에 대한 원인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미 초기불교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은 불

교의 연기설이 인과관계와 밀접한 관련성과 갖고 있음을 보여준

다.22) 등전광달(藤田廣達)은 pratyaya와 hetu의 발전 관계를 다음

20) “hutu와 연기설과의 관계는 오래전까지 거슬러 올라갈지도 모른다. 후의 아

비다르마에서는 hutu와 paccaya와의 상세한 고찰이 행해지는데 빨리불교에

서는 ‘二十四緣’의 하나로서, 또한 설일체유부에서는 ‘四緣’의 하나로서 ‘因
緣’을 들고 있지만 이 경우 因과 緣은 거의 같은 의미이다.” 藤田廣達(1978) 
p. 91. 나가르주나 역시 유부의 분류를 받아들여 1장 4게에서 ‘因緣’을 四緣
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유부와 마찬가지로 인과 연을 거의 같은 의

미로 사용한다.
21) 12지연기에서 ‘緣’의 원어는 ‘paccaya, pratyaya’인데, 從格인 paccayā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眼과 色을 緣으로해서 眼識이 생한다’라고 할 때는 

‘緣으로’(paṭicca, pratītya)해서의 ‘緣’의 말이 사용된다. 이 ‘緣으로’(paṭicca)
는 동명사이다. ‘緣起’(paṭicca-samuppāda, pratītya-samuppāda)라 할 때, 
이때의 ‘緣’(paṭicca)은 바로 이 형태를 사용해 ‘연기’는 ‘연해서 일어난다’라
는 의미이다. ‘paccaya’는 명사이고, ‘paṭicca’는 동명사이지만 양자의 어원

과 의미는 같다. 따라서 이 둘을 같이 취급한다. 平川彰(1992) pp. 539-540 
참조.

22) 藤田廣達(1978)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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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설명한다. 

pratyaya(paccaya)는 숫타니파타보다 늦게 성립한 경전에 나타나

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23) ⋯
⋯ 그러나 원시불교가 발달한 단계에서도 pratyaya의 동의어로서 he-
tu(因), nidāna(緣由), samudaya(集因), jātika(生因), pabhava(現出因)
의 5종의 말이 사용24)되고 있기 때문에 연기설에서 ‘연(緣)’을 다양한 

말에 의해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25) ⋯⋯ [이들 용어 중 hetu는] 인
도 일반에서 ‘인(因)’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

을 pratyaya와 동의어로 사용한 것은 pratyaya가 ‘원인’을 의미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후대가 되면 hetu와 pratyaya을 구별

해서 전자가 직접적인 원인[親因]으로, 후자가 간접적인 원인[疎緣]으
로 되지만 원시불교에서는 그러한 구별은 전혀 없다. 오히려 두 말이 

동의어로서 사용된 경우가 많다.26)

그러나 나가르주나의 중론에서는 hetu, nidāna,27) samu-

23) 藤田廣達(1978) p. 89.
24) 長部 十五經(Mahānidna-suttanta)에는 “그러한 연유로 生 이것이야말로 

老死의 因( hetu)이고 緣由(nidāna)이고 集因(samudaya)이며, 緣(paccaya)인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며(SN II p. 36.), 또 相應部 十二･二十四에서는 “벗이

여, 노사는 생을 緣由(nidāna)로 하고, 生을 集因(samudaya)으로 하고, 生을 

生因(jātika)으로 하고, 生을 現出因(pabhava)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DN II 
p. 277; SN II pp. 11 f. 107 f.; III p. 96; MN I p. 67, 261. 한역에서는 예를 

들면, 雜阿含經(TD 2) p. 52c.
25) 藤田廣達(1978) p. 90.
26) 藤田廣達(1978) p. 90.
27) nidāna는 “일반적으로 인도에서 매우 옛날부터 ‘원인’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말이다. 한역 불전에서는 대개 ‘因緣’으로 번역된다. 이 말은 숫타니파타
最古層에서는 연기의 항목을 결합한 용어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지만, 점차

로 paccaya에 의해 대체되었던 것 같다. 이것은 아마도 인도 일반의 용어로

서의 nidāna 보다도 불교 독자의 의의와 용법을 부여한 paccya를 중시하였

기 때문일 것이다. … 그러나 또한 연기설을 서술하는 경전의 제목으로서도 

사용되었다. 따라서 nidāna가 연기설을 나타내는 용어라는 것은 원시불교에

서 널리 정착되어 있었다고 보아도 좋다. 藤田廣達(1978) pp. 91-92. 그러나 

나가르주나 중론에서는 nidāna란 용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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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a, jātika, pabhava 5종 가운데 hetu와 samudaya28) 2종만 사

용될 뿐 다른 3종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hetu와 pra-
tyaya을 직접적인 원인[親因]과 간접적인 원인[疎緣]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유부가 분류한 연기설

과 용어에 토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의 

기반 위에서 인(因)과 연(緣)의 관계를 다루었을 것이다. 
pratyaya는 제1장 ｢관인연품｣과 제20장 ｢관인과품｣에 집중적으

로 나타난다. 이것은 이들 장이 연기와 인과의 문제를 다루고 있

는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나가르주나는 연에 대해 “연하

여(pratītya) 발생하기 때문에 연(pratyaya)이다”29)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연 속에 미리 결과가 있다거나 또는 없다거나 하는 것

은 모두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미리 존재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위

해 연이 되며, 미리 존재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30)(1-8) 때문

이다. 따라서 연들이 분리돼 있든, 결합돼 있든 그 속에 결과가 존

재할 수 없는 것으로(1-15), “연으로 만들어진 결과도 비연(非緣)
으로 만들어진 결과도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31)

2. 연기(pratītyasamutpāda)와 의존(upādāya, apekṣā)

중론에서 연기(pratītyasamutpāda)의 사용은 완전한 형태로 4
회, 그리고 불완전한 형태로 2회에 걸쳐 총 6회 나타난다. 즉 

28) samudaya는 24장 觀四諦品 22게, 25게, 40게 등 3회에 걸쳐 나타난다.
29) utpadyate pratītyemānitīme pratyayāḥ kila/ (1-7)
30) naivāsato naiva sataḥ pratyayo ’rthasya yujyate/ 
    asataḥ pratyayaḥ kasya sataśca pratyayena kim// (1-8)
31) phalaṁ ca pratyayamayaṁ pratyayāścāsvayaṁayāḥ/ 

phalamasvamayebhyo yattatpratyayamayaṁ katham//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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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tītyasamutpāda는 귀경게와 24장 18게, 24장 36게, 24장 40게
에 나타나며, pratītyasamutpanna의 형태로 24장 19게, 24장 21
게에 나타난다. 이처럼 pratītyasamutpāda는 귀경게를 비롯한 제

24장 ｢관사제품｣(觀四諦品)에 주로 나타나며 연기의 본래적 의미

를 드러내고자 할 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예가 

귀경게와 제24장 18게에 사용된 경우이다. 나가르주나는 귀경게

에서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을 연기로 파악하여 가장 길상한 것으

로 경배하는데 이때 사용된 연기의 원어는 pratītyasamutpāda이
다. 또한 중론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제24장에서 연기가 공

(空), 가명(假名), 중도(中道)임을 드러낼 때 pratītyasamutpāda를 

사용한다. 이것은 그가 연기에 내재된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측면을 드러내고자 할 경우에 다름 아닌 pratītyasamutpāda를 사

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때 pratītyasamutpāda를 기존

의 연기와 구분하기 위해 팔불(八不)의 특징에 의해 한정하며 공

과 가명, 그리고 중도와 등치시키고 있다. 특히 pratītyasa-
mutpāda는 제24장에서와 같이 불교의 중심 교리가 되는 공, 중도

와 함께 사용하며, 사성제(四聖諦)와 관련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연기하지 않는 존재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하지 

않는 존재는 그 무엇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32)

그대가 연기이고 공성인 것을 파괴한다면 그대는 세간에서의 모든 

언어관습을 파괴하는 꼴이 된다.33) 

[그러므로] 연기를 보는 사람은 이 고(苦)와 집(集)과 멸(滅)과 도(道)

32) apratītya samutpanno dharmaḥ kaścinna vidyate/ 
    yasmāttasmādaś+unyo hi dharmaḥ kaścinna vidyate// (24-19)
33) sarvasaṁvyavahārāṁśca laukikān pratibādhase/ 

yatpratītyasamutpādaśūnyatāṁ pratibādhase// (24-36)



404 ∙ 印度哲學 제50집

[四聖諦]를 본다.34)

위의 게송은 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의 성립 근거가 pratītya-
samutpāda임을 나타낸 것이다. 심지어 pratītyasamutpāda는 24
장 19게에서와 같이 공의 선행 조건이기도 한 동시에 사성제(四聖
諦)를 깨닫기 위한 토대(24-40)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연기하지 

않는 존재는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으며, 연기를 파괴하면 “세
간에서의 모든 언어관습을 파괴하는 꼴이 된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다름아닌 실체, 즉 자성을 부정함으로써 연기를 긍정하고

자 하는 것이다.35) 그 긍정의 결과 연기를 깨달음으로써 사성제의 

진리를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연기는 “희론이 적멸하며 길상한”(｢귀경게｣) 것이다. 그

런데 나가르주나는 희론적멸(戱論寂滅)하며 길상(吉祥)한 연기를 

불생불멸(不生不滅), 부상부단(不常不斷), 불일불이(不一不異), 불래

불거(不來不去)라는 소위 팔불(八不)의 특징에 의해 한정시키고 있

다. 즉 기존의 pratītyasamutpāda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

지만 여기에 팔불(八不)의 특징으로서 그 의미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팔불의 연기’를 설명하기 위해 pratītyasa-
mutpāda 외에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upādāya와 apekṣā라는 용

어를 새로 도입하고 있다. 나가르주나는 연기를 왜 팔불(八不)에 

의해 한정하였을까? 그리고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용어를 왜 새로 

도입하였을까? 이러한 문제는 그의 연기설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

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 그럼 먼저 upādāya와 apekṣā가 

각각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지 이 용어가 사용된 문맥 속에서 살

펴보자. 

34) yaḥ pratītyasamutpādaṁ paśyatīdaṁ sa paśyati/ 
    dyḥkhaṁ samudayaṁ caiva nirodhaṁ mārgameva ca// (24-40)
35) 칼루파하나(1994) pp. 4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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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依: upādāya] 개념은 22장 2게, 22장 5게, 24장 18게, 25장 

9게, 25장 12게, 27장 30게, 그리고 의존의 부정의 형태

(anupādāya)로는 22장 5게, 22장 6게, 25장 6게, 25장 8게, 25장 9
게, 25장 12게에 나타난다. 즉 주로 제22장 ｢관여래품｣(觀如來品), 
제25장 ｢관열반품｣(觀涅槃品)에 나타나는 것으로, 다른 연기 관련 

용어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때 긍정적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어 자체가 긍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이 아니라 이 용어가 사용된 게송의 내용이 나가르주나가 주장하

고자 하는 바른 가르침[正法]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이 

용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장을 살펴보더라도 불교의 중요한 

교리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래’(제22장)와 ‘열반’(제
25장)은 불교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불교의 중심 개

념이다.

여래가 오온(五蘊)에 의존(upādāya)한다면 자성(svabhāva)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자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타성

(他性)으로서 존재하겠는가?36)

또 온(蘊)에 의존하지 않아도 역시 그 어떤 여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의존하지 않고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의존하겠느

냐?37)

의존하지 않는 그 어떤 의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존하지 않는 여

래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38)

36) buddhaḥ skandhānupādāya yadi nāsti svabhāvataḥ/ 
    svabhāvataśca yo nāsti kutaḥ sa parabhāvataḥ// (22-2)
37) skandhān cāpyanupādāya nāsti kaścittathāgataḥ/ 
    yaśca nāstyanupādāya sa upādāsyate katham// (22-6)
38) na bhavatyanupādattamupādānaṃ ca kiṁ cana/ 
    na cāsti nirupādānaḥ kathaṁ cana tathāgataḥ//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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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의 핵심은 ‘여래는 자성으로서가 아니라 의존성에 의

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위 여래의 존재 근거를 ‘의존성’에서 찾

고 있다. 왜냐하면 자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타성으로

서도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타성인 여래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의존하지 않는 여래는 결코 존재할 수 없

다.(22-7)” 
나가르주나는 위의 내용에서 ‘의존’(upādāya)과 ‘자성’(svabhā-

va)을 모순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의존’과 ‘자성’ 역시 연

기와 자성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한 쪽이 성립하면 다른 쪽은 필연

적으로 부정된다. 나가르주나는 이러한 모순관계에 토대하여 자성

을 부정함으로써 upādāya를 긍정하고 있다. 이때 upādāya는 비

단 여래의 성립 근거로서 뿐만 아니라 일체 존재의 성립 근거이기

도 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upādāya는 pratītyasamutpāda와 그 성

격을 같이 하는 것이다. 특히 pratītyasamutpāda 대신 upādāya를 

여래의 존재 근거로 내세운 것은 pratītyasamutpāda가 갖고 있는 

성격 중에서도 상호 의존성의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냄으로

써 인과성에 바탕한 유부의 연기 해석과 차별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가르주나는 “의존하지 않는 그 어떤 의존도 존재하지 않는

다”(22-7)고 한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존재(bhāva)는 의존적

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열반이 존재라면, 그 열반은 어떻

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어떤 존재도 의존하지 

않고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25-6) 또한 “열반이 비존재라

면 어떻게 열반이 의존 없이 존재하겠는가? 왜냐하면 의존하지 않

는 비존재는 분명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39) 의존적인 존재는 

연기하는 존재이며, 연기하는 존재는 윤회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39) pañca skandhāḥ sa ca bhavo bhavājjātiḥ pravartate/ 
    jarāmaraaduhkhādi śokāḥ saparidevanāḥ//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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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은 “의존하거나 연(緣)하여 생사왕래(生死往來)하는 존재가 의

존하지 않고 연하지 않을 때”40)를 말한다. 소위 ‘의존’과 ‘연기’의 

사슬로부터 벗어나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다.
나가르주나는 열반의 상태를 인과관계로서가 아니라 의존관계

로서 취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 역시 연기의 본래적 의미를 의

존관계에서 찾아 열반을 설명할 때, 그 의미가 보다 확연히 드러

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가르주나는 연기의 의미를 더

욱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apekṣā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apekṣā41) 역시 upādāya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연기설에서 나타

나지 않는 새로운 용어로서, 나가르주나 연기설의 특징을 단적으

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나가르주나의 연기설을 ‘상의성’으로 해

석할 때, 그 원어가 되는 paraspara apekṣā의 변형된 형태인 nir-
apekṣā parasparam이 제6장 ｢관염염자품｣(觀染染者品) 3게에 나

타난다. 비록 부정의 접두어 nir가 첨가되고 순서가 바뀌어 있어 

paraspara apekṣā의 원형 그대로의 형태가 아니지만 의미상으로 

뿐만 아니라 어원상으로 paraspara apekṣā와 동일한 의미와 어원

이 이미 nirapekṣā parasparam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 

먼저 apekṣā의 의미를 살펴보고 nirapekṣā parasparam에 토대하

여 paraspara apekṣā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40) ya ājavaṁjavībhāva pratītya vā/ 
    so ’pratītyānupādāya nirvāṇamupadiśyate// (25-9)
41) apekṣā는 10장 11게, 그리고 그 변형된 형태인 nirapekṣā는 6장 3게, 15장 2

게에, apekṣya의 형태로 10장 8게(3회), 10장 9게, 10장 10게(3회), 10장 11
게, 10장 12게, 19장 1게, 19장 2게에, anapekṣya의 형태로 10장 12게, 14장 

3게, 23장 10게, 23장 11게에, apekṣate의 형태로 10장 11게(2회), 
nirapekṣatva의 형태로 10장 3게, apekṣitavya의 형태로 10장 10게에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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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불이 연료에 의존(apekṣā)하고 연료가 불에 의존(apekṣā)한다

면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져 있기에 불이 연료에 의존

(apekṣā)하는 것일까?42)

만약 불이 연료에 의존(apekṣā)한다면, 이미 (존재한다고) 증명된 불

을 증명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연료도 불 없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43)

만약 어떤 것이 다른 것에 의존(apekṣā)해서 성립한다면, 그 다른 

것도 또한 그 어떤 것에 의존(apekṣā)해서 성립할 것이다. 만약 의존

(apekṣā)해야 할 것이 이미 성립했다면, 무엇이 무엇에 어떻게 의존

(apekṣā)하겠는가?44)

위의 내용 역시 원인과 결과, 조건과 결과, upādāya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자립적인 실체인 자성이 주어진다면, apekṣā의 관계

가 성립할 수 없음을 시간의 추이와 동일성･별이성의 딜레마에 근

거하여 부정한 것이다. 즉 자립적인 실체로서 자성이 존재한다면 

서로 간의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성립했는지를 선후를 논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어느 것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다루었던 그대로이다. 단지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

은 의존과 자성을 모순관계로 파악한 나가르주나가 apekṣā를 어

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 그것이 가장 선명한 형태가 

10장 8게에 있다.
나가르주나는 불과 연료의 관계를 “불이 연료에 의존하고 연료

42) yadīndhanamapekṣyāgnirapekṣyāgniṁ yadīndhanam/ 
kataratpāurvaniṣpannaṁ yadapekṣyāgnirindhanam// (10-8)

43) yadīndhanamapekṣyāgniragneḥ siddhasya sādhanam/ 
    evaṁ satīndhanaṁ cāpi bhaviṣyati niragnikam// (10-9)
44) yo ’pekṣya sidhyate bhāvastamevāpekṣya sidhyati/ 
    yadi yo ’pekṣitavyaḥ sa sidhyatāṁ kamapekṣya kaḥ//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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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에 의존”(10-8)하는 관계로 파악한다. 이때 불과 연료를 각각 

A, B라 할 때, 이것은 ‘A가 B에 의존하고 B가 A에 의존’하는 형태

가 된다. 즉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서로 간의 관계에 의해 자신

의 존재성을 확보하는 ‘상호의존’의 관계로 되어 있다. 나가르주나

가 이러한 상호의존의 관계에 의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자성의 

성립에 대한 부정이다. 예컨대 “나가르주나는 현상들 사이의 상호 

의존관계를 타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앞

서 이루어지거나 앞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을 타파하

고 있는 것이다.”45)

정(淨)에 의존(apekṣā)하지 않고 부정(不淨)은 존재하지 않으며, 부
정(不淨)에 연하여(pratītya) 정(淨)이 존재함을 우리는 안다. 그러므로 

정(淨) [그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다.46)

부정(不淨)에 의존(apekṣā)하지 않고 정(淨)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
(淨)에 연하여 부정(不淨)이 존재함을 안다. 그러므로 부정(不淨) 그 자

체는 존재하지 않는다.47)

불과 연료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정(淨)과 부정(不淨)은 서로 상

의(相依)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근거를 확보하는 의존적인 존재이

다. 그러므로 정(淨)에 의존하지 않고 부정(不淨)은 존재할 수 없으

며, 부정(不淨)에 의존하지 않고 정(淨)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소위 

정과 부정의 관계는 ‘A는 B에 의존하고 B는 A에 의존’하는 상의

(相依)의 관계이다. 구마라집은 apekṣā를 ‘상대’(相待)로 번역하는

데, 용어의 의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 용어가 사용되는 게송

45) 칼루파하나(1994) p. 273.
46) anapekṣya śubham nāstyaśubhaṁ prajñapayemahi/ 
    yatpratītya śubhaṁ tasmācchubhaṁ naivopapadyate// (23-10)
47) anapekṣyāśubhaṁ nāsti śubhaṁ prajñapayemahi/ 
    yatpratītyāśubhaṁ tasmādaśubhaṁ naiva vidyate//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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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 역시 상호 의존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상호 의존성을 의

미하는 보다 구체적인 용어는 제6장 ｢관염염자품｣(觀染染者品) 3
게에 나타난다.

탐욕과 탐욕에 찬 사람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탐욕과 탐욕에 찬 사람은 서로 의존(apekṣā paraspara)하지 

않게 될 것이다.48)

나가르주나는 이 게송에 앞서 ‘탐욕’과 ‘탐욕에 찬 사람’ 중 어

느 쪽이 시간적으로 선후가 되든 의존 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논증하고 있다. 그리고 6장 3게에서와 같이 동시에 성립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서로 의존(apekṣā paraspara)하
지 않고 성립하기 때문이다. 서로 의존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은 

독립적인 자성으로서 존재함을 의미한다. 나가르주나는 앞에서의 

논의와 같은 방식에 의해 ‘상호 의존성’과 ‘자성’의 관계를 모순관

계로 파악하여, 자성을 부정함으로써 ‘상호 의존성’의 관계로 환원

시키고 있다. 이때의 상호 의존성(apekṣā paraspara)은 다름 아닌 

연기를 의미한다.
나가르주나가 굳이 연기 대신 apekṣā paraspara를 사용한 것은 

자성을 부정하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어휘가 apekṣā 
paraspara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pratītyasamutpāda
에는 인과와 상의의 의미 모두가 포함되어 있지만, 유부(有部)는 

이 가운데 인과를 연기의 중심 특질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결과 

자신들이 상정한 실체(자성)와 연기가 서로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었다. 나가르주나는 이와 같은 유부의 실체론적인 사고와 

이에 바탕한 인과론적인 연기해석이 모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누

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하였던 것 같다. 그리하여 유부가 갖고 있는 

48) sahaiva punarudbhāutirna yuktā rāgaraktayoḥ/ 
    bhavetāṁ rāgaraktau hi nirapekṣau parasparam// (6-3)



인도철학에서 인과와 연기, 그리고 상의∙411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며, 심지어 

용어 하나까지도 그러한 의도에 부합되는 것을 취사선택했다고 

할 것이다. 나가르주나는 연기가 갖고 있는 성질 가운데 유부의 

실체론적인 사고와 인과론적인 연기해석을 시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의미를 띠고 있는 용어 중의 하나로서 apekṣā paraspara
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연기의 두 가지 특징 가운데 ‘상의

(相依)’의 의미를 강조함으로서 연기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시키고

자 했던 것이다.49) 이상에서와 같이 연기와 관련된 제용어를 검토

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1) 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pratītyasa-
mutpād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불교의 중심교리인 

공, 중도, 사성제 등과 함께 긍정적인 의미(적극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연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2) 인과관계와 상의관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는 자성을 전제할 때

는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인과와 자성, 그리고 

상의와 자성의 관계를 모순관계로 파악하여 자성을 부정함으

로써 인과와 상의를 긍정하고 있다. 이때 인과와 상의는 연기

를 의미한다.
(3) 자성을 부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상호의존의 

관계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의도에 따라 연기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서도 상의성의 의미를 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upādāya, apekṣā (paraspara)와 같은 용어를 새로 도입하여 

연기를 설명한다. 대신 기존에 사용되던 용어 가운데 인과의 

의미가 강한 nidāna(緣由), jātika(生因), pabhava(現出因) 등과 

같은 용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49) 나가르주나는 연기를 상의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존재는 자성[실체]을 갖지 

않는 무자성 공이며,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존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려고 

했다. 이와 같은 그의 연기 해석은 초기불교[원시불교]나 부파불교와는 전혀 

다른 그의 독창적인 이해이다. 中村 元(1994) 125. 



412 ∙ 印度哲學 제50집

Ⅲ. 상의성의 목적과 유형

나가르주나가 상의성의 연기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

고 상의성의 유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정

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상의성’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의성’에 대한 개념 규정에 있어 

학자들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푸셍(Poussin)은 중론의 연기는 상의성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고 주장하면서, 이때 ‘상의성’을 idaṃpratyayatāmātra라는 용어

에 의해 표기하였다.50) 그러나 이 용어의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는 

‘차연성’(此緣性)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가르주나 연기설의 특징을 

정확하게 드러내어 주는 것은 아니다. 정승석은 불교의 연기설을 

상키야의 상의성과 비교･검토하면서 “연기의 상의성이란 정확히 

말하면 ‘차연성’(이것에 의해 있다는 성질)이다”51)라고 한다. 또한 

중촌원(中村元) 역시 상의성을 차연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하

여 이 차연성의 연기를 논리적 상관관계로 해석하여 일체만물에 

적용시킨 것이 중관파의 상의성의 연기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다

음과 같은 그의 주장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상의성이란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는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원시불교에서는 십이인연 중 ‘앞 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이 있다’는 

의미였는데, 중관파는 그 관계를 모든 사물 사이에서 인정하려고 했

다. 그리고 중관파는 이것을 ‘장(長)과 단(短)처럼’ 논리적 상관관계로 

50) 中村元 外(1978) p. 107.
51) 정승석(1997)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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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고 있다.52)

중촌원(中村元)은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중관파의 상의성

의 연기를 ‘모든 사물 사이에서의’ ‘논리적 상관관계’로 해석하고

자 한다. 이와 같이 그가 상의성을 논리적 상관관계로 이해한 것

은 유부의 연기설과 구분하여 연기의 각 지분(支分)을 법(法)과 법

(法)의 관계로서 파악했기 때문이다. 즉 그는 유부의 연기설이 법

의 실체를 상정함으로써 연기의 각 지분 간의 ‘시간적 생기관

계’53) 내지 ‘인과관계’54)를 나타내는 것55)인데 반해, 중관파에서

는 법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지분 간에 단지 논리 관

계만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연성의 공식이 소승(유
부)에서는 시간적 생기관계로 해석되었지만, 중관파에서는 장단

(長短)이 상의해서 성립하는 것처럼 완전히 법과 법의 논리적 상

관관계로서 해석된다고 한다.56) 결국 중촌원(中村元)이 말하는 
중론의 연기설은 상의성의 연기이며 이때의 상의성이란 순전히 

‘논리적 관계’로서의 연기이다. 이에 대해 유부의 연기설은 시간성

에 근거한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이처럼 중촌원(中村元)은 유부

의 시간적 인과관계와 완전히 대립적인 의미로서 상의성을 해석

함으로써 상의성이란 의미에서 시간성, 즉 인과관계를 배제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론에 나타난 나가르주나의 연기설을 상의성으로 규

정할 때, 여기에는 인과적 관계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관계까지도 

52) 나카무라(1995) p. 138.
53) 나카무라(1995) p. 124.
54) 나카무라(1995) p. 118.
55) “유부는 연기라는 특별한 실체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법’이라는 실체를 

그 실체가 인과관계를 이루어 생기하는 것을 연기라고 이름 짓고 있었던 것

이다.” 나카무라(1995) p. 118.
56) 나카무라(1995) pp.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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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나가르주나가 제1장 ｢
관인연품｣(觀因緣品)과 제20장 ｢관인과품｣(觀因果品)에서 인과를 

부정한 것은 인과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성을 전제

할 때, 결코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부정한 것이다. 나아가 

십이연기를 중론의 한 장으로 포함시킨 것도 기존의 연기설을 

부정한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즉 나가르주나의 

연기설은 시간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관계까지도 포함하

는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상의성을 논리적인 관계

라고 할 때, 이것은 단지 나가르주나 연기설의 한 특징만을 보여

줄 뿐, 그의 연기설 전체의 성격을 드러내어 주는 것은 아니다.
중촌원(中村元)의 결정적인 잘못은 연기를 상의성[논리적 상관

관계]과 인과성(시간적 생기관계)으로 대별하고서 나가르주나의 

연기설을 상의성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과성을 배제시키는 데서 기

인한다. 그러나 상의성과 인과성을 서로 대치시켜 나가르주나의 

연기설은 인과성을 부정한 것이라거나 아니면 상의성으로 한정시

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중
론의 연기설은 연기가 갖고 있는 논리적 관계와 시간적 관계의 

두 특질 가운데, 당시 유부가 연기를 실재론적인 관점에서 시간적 

관계로 해석하는 ‘유(有)의 형이상학’이 잘못되었음을 논파하기 위

해 실재[자성]와 가장 대립적인 측면을 갖는 상의적 성격을 강조

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재론적인 입장에서는 서로 간의 관계에 의

해 존재성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존재 그 자체에서 자

신의 존재 근거를 확보하기 때문에 연기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

는 것이다. 나가르주나가 ‘상의’라는 개념을 상정할 때는 이와 같

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상전의문(上田義文)은 나가

르주나가 상의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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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르주나가 연기라는 개념 외에 다시 상의라는 개념을 쓴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상의(相依)’ 속의 ‘상(相)’(anyonya or 
paraspara)이다. ‘연(緣)하는 것’이 ‘두 가지 것’ 사이의 ‘상호적인’ 관
계로 되어 있는 곳에 상의의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57)

나가르주나의 연기는 오직 양자(兩者) 사이에만 성립하는 상호적 관

계이며, 더욱이 두 항에 관계하는 ‘유’(존재성)는 그 관계성 위에서 성

립하고 있다.58)

상전의문(上田義文)은 나가르주나가 상의(相依)라는 개념을 도입

한 것은 ‘상의(相依) 속의 상’(相), 즉 양자(兩者) 사이의 상호적인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나가르주나의 

연기는 오직 양자(兩者)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상호적인 관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전의문(上田義文)의 해석은 상의성의 연기를 

너무 협소하게 파악한 것이다.59) 왜냐하면 나가르주나의 상의성

은 두 항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서로 의존해 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즉 ‘종자와 싹’의 관계에서처럼 ‘싹’이 성립하

기 위해서는 종자 이외에도 흙, 공기, 바람, 햇빛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싹과 종자 등’이라는 상의에 의

해서 싹의 무자성이 성립하게 되는 것”60)이 중론에 나타난 상의

성의 정확한 의미이다. 다시 말해 상의성의 연기는 일체의 존재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의성의 연

기의 기본적인 형태는 어떠한 것일까?
상의성의 연기는 기존의 연기형태와는 달리 ‘A에 의해서 B가 

57) 上田義文(1982) p. 82.
58) 上田義文(1982) p. 27.
59) 上田義文은 모든 관계의 토대로서 최소한 두 가지 것 사이의 상호 관계가 의

존 관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함을 얘기하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러한 견해를 분명히 제시했어야 했다.
60) 眞田康道(1973) pp. 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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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B에 의해서 A가 있다’라는 연기 공식에 의해 제시될 수 있

다. 이미 제2장 중론에 나타난 인과와 연기｣에서 살펴보았듯이, 
‘A가 B에 의존하고 B가 A에 의존하는’ AB의 상호 의존성에 바탕

하여 연기의 의미를 체계화 시킨 경우는 나가르주나가 처음이 될 

것이다. 나가르주나 이전에도 이러한 자각이 전제되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AB의 상호의존적 공식에 의해 연기의 의미를 전면적으

로 재해석하고 있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Ⅳ. 결론

인도철학에 있어 인과와 연기 개념은 궁극적인 실재와 윤회를 

설명하기 위한 최적화된 용어이다. 비록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

로 다루지는 못했지만 인과는 인중유과론(因中有果論: satkāryav-
āda)과 인중무과론(因中無果論: asatkāryavāda)으로 나누어져 실

재와 윤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다.61) 
나가르주나는 인도정통사상에 기반한 인과 개념보다는 불교의 

연기 개념 속에 내재된 상의성을 도출하여 시간적 선후와 동시, 
그리고 논리적 관계까지도 포괄하는 것이며, 그러한 상의성이 붓

다가 제시한 연기의 진의임을 명확히 밝히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인과와 연기 개념의 해석 밑바탕에는 실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61) 인중유과론은 결과가 이미 원인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이 동일

한 것으로 결과는 단지 원인의 변형이 불과하다는 전변설(pariṇāmavāda)을 

뜻한다. 반면, 인중무과론은 결과와 원인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적취설(arambhanavāda)이다. 인과론은 인도철학사 

과정에서 더 세분되어 무인론(無因論, akāraņavāda)과 불이일원론(advaita), 
그리고 베단타의 가현설(假現說, vivartavāda)에 의한 환영론(māyāvāda) 등
으로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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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인식의 문제가 맞물러 있었던 것으로, 나가르주나는 상의성

에 의거해 존재의 실체성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도철학에 있어 인과와 연기, 그리고 상의 개념은 존재와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철학적 용어이다. 인과 개념으로서 

설명하기 쉽지 않은 비실체(무자성)와 같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연기를 도입하였으며, 연기 개념으로 충분히 납득이 어려운 공과 

중도 같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상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나가

르주나는 창안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존재의 본질 문제는 궁극적 

실재와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인식의 차이에 따라 달

리 이해되었다. 그러한 면에서 상의라는 개념은 실체를 주장하는 

실재론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나가르주나가 새롭게 제시한 개념이

라고 할 수 있다.
연기 또는 상의라는 개념이 없어도 생성, 소멸하는 세계의 실상

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인도철학적인 관점

에서 보자면 인과와 연기, 그리고 상의는 분명 그 설명 방식에 있

어 차이가 나며 특히 실체의 문제와 연관해서는 그 강조점이 다르

다. 즉, 인과 개념으로 연기 개념과 상의 개념을 설명하기 쉽지 않

고, 또 연기 해석에 있어서도 설일체유부와 나가르주나의 관점은 

다르다. 나가르주나는 상의를 강조함으로써 무엇보다 존재의 실체

성을 비판하고자 하였으며, 그것이 붓다가 의도하였던 연기의 본

래 목적임을 밝히고자 하였던 것이다.
나가르주나는 인도철학의 실재관과 인과론에 대한 검토를 그의 

무자성 공관에 토대하여 전면적으로 비판･종합함으로써 자아와 

세계에 대한 붓다의 근본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중론을 비롯한 그의 모든 저서는 아트만적인 실체를 주장

하는 실재론 철학에 대한 비판으로 일괄한다. 나가르주나는 실체, 
즉 자성이 인정된다면, 변화와 생성을 설명할 수 없으며, 이는 곧 

연기설을 부정하는 것임을 간파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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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ian Buddhism’s Cause and Effect and 
Interdependent Arising, and apekṣā paraspara:

On Nāgārjuna’s Mādhyamika

Yun, Jong-Gab
(Assistant professor, Donga University)

Indian Buddhism’s cause and effect and interdependent 
arising(pratītyasamutpāda), and apekṣā paraspara were ap-
peared in philosophical worry about how to prescribe rela-
tions between existence and essence, so it was deeply in with 
substantiality of existence. 

Indian authentic philosophy which emphasis on Ātman 
or Brahman important to continuity of truth, so they had to 
know essence of existence and relationship by concept of 
cause and effect. But Buddhism’s position which emphasis 
on immateriality of existence is interdependent arising and 
apekṣā paraspara. But Sarvativada try to interpret inter-
dependent arising as a viewpoint of realism. 

Nāgārjuna assert on the basis on Mādhyamika that the 
viewpoint of realism is misunderstanding of interdependent 
arising(apekṣā paraspara), and the theory of interdependent 
arising’s real meaning is that every existence is Sunyata 
which lack of substantiality. 

This paper look for comparatively the meaning and ori-
gin of cause and effect and interdependent arising, and 
apekṣā paraspara on Nāgārjuna’s Mādhyam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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