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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짠드라끼르띠(Candrakīrti, c. 600-650)가 나가르주나(Nāgārjuna, c. 150-250)의 근본중

송 1.1을 주석하는 가운데 바비베까(Bhāviveka, c. 500-570)의 근본중송 주석 방식을 

비판하는 부분은 자립논증파(*Svātantrika, Rang rgyud pa)와 귀류논증파(*Prāsaṅgika, Thal 

’gyur ba)라는 중관학파 내부의 서로 다른 학파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전거로서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짠드라끼르띠는 바비베까 비판을 마무리하며 자신이 변호하는 붓다

빨리따(Buddhapālita, c. 470-550)의 주석을 추론식으로 변환하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삼

지작법의 형식으로 “스스로 발생함”(svata utpattiḥ)을 부정하는 추론식을 작성하기도 한

다. 본고는 짠드라끼르띠가 작성한 추론식을 디그나가(Dignāga, c. 480-540)가 제시하는 

추론식의 두 가지 목적인 ‘논증’(sādhana)와 ‘논박’(dūṣaṇa) 가운데 후자와 등치시키는 현

대학자들의 해석을 비판한다. 짠드라끼르띠는 자신의 중관논사로서의 정체성과 결부

시켜 중관논사의 추론식 작성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짠드라끼르띠의 추론식

은 디그나가의 추론식 작성 규칙을 의도적으로 어긴 뒤 작성되는 것이다. 짠드라끼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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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 나아가 추론식의 최종적인 목표를 그것의 무결성에서 구하지 않고 논쟁의 승패에

서 찾고 있으며 타당한 추론식으로는 논쟁의 승부가 결정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러

한 이유에서 그는 추론식의 작성규칙을 마련하고자 했던 디그나가의 프로젝트 자체를 

무용한 것이라 선언하며 논쟁 상대가 인정하는 바를 전제한 후 그것이 모순에 빠짐을 

지적하는 중관학파의 귀류적 논쟁방식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주제어

짠드라끼르띠, 쁘라싼나빠다, 중관학파, 귀류논증파, 인도 논리학

I. 서론

짠드라끼르띠(Candrakīrti, c. 600-650 CE)의 대표작 쁘라산나빠다(Prasannapadā), 

그 가운데에서도 근본중송(Mūlamadhyamakakārikā)의 첫 번째 게송1)에 대한 

주석 부분은 이후 인도의 중관학파(Madhyamaka)를 자립논증파(Rang rgyud pa; 

*Svātantrika)와 귀류논증파(Thal ’gyur ba; *Prāsaṅgika)로 나누는 티벳전통의 주

요한 근거자료로 여겨져 왔다. 서구에서 불교학이 시작된 이래,2) 비교적 이른 

시기에 쁘라산나빠다의 산스크리트 편집본이 출간되었고(de La Vallee Poussin, 

1903-1913; 이하 PrasLVP), 해당 부분에 대한 번역 역시 일찍이 체르바스키

(Stcherbatsky 1927)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체르바스키의 번역 이후에도 

쁘라산나빠다 제 1장은 중관학파의 철학을 이해하는 주요한 전거로서 지속

적으로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 고, 루엑(Ruegg 2002)에 의해 다시 한 번 번역

된 뒤, 최근 맥도널드(MacDonald 2015)에 의해 상세한 주석과 함께 재교정(이

1) Mūlamadhyamakakārikā 1.1, “na svato nāpi parato na dvābhyāṃ nāpy ahetutaḥ/ utpannā jātu vidyante 

bhāvāḥ kvacana kecana//” (叶少勇, 中论颂 - 梵藏汉合校・导读・译注(上海：中西書句, 2011), p. 12)

2) 본격적인 서구의 불교학은 부르누프(Eugène Burnouf)의 1844년도에 출판된 인도불교사입문
(Introduction à l’histoire du Buddhisme indien)로부터 시작한다고 간주된다. 쁘라싼나빠다는 이

미 인도불교사입문의 두 번째 보고서 가운데 여섯 번째 섹션(“Works bearing the Names of 

Authors”)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Eugène Burnouf,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Indian 

Buddhism, trans. by Katia Buffetrille and Donald Lopez(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pp. 508-51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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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PrasM)되고 재번역되기에 이른다. 인도불교 전통의 텍스트 가운데 이와 같

이 세 번씩이나 번역된 텍스트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은 쁘라산나빠다 제 1

장의 중요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에 대한 학자들 간의 이해

가 재번역을 요구할 정도로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짠드라끼르띠의 근본중송 첫 번째 게

송에 대한 주석 가운데에서도 바비베까(Bhāviveka, c. 500-570 CE)에 대한 비판

으로 널리 알려진 첫 번째 게송의 사구(四句) 가운데 첫 번째 구에 대한 짠드라

끼르띠의 주석3)이다. 짠드라끼르띠는 해당 부분에서 나가르주나(Nāgārjuna, 

c. 150-250 CE)의 근본중송을 “삼지작법”이라 불리는 디그나가(Dignāga, c. 

480-540 CE)에 의해 체계화된 추론식의 형식으로 바꾸어 주석하는 바비베까

의 주석방식에 대해 비판한다. 하지만 짠드라끼르띠가 추론식 사용 자체를 거

부하는 것은 아니다. 바비베까에 대한 비판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변호하는 

귀류법을 사용한 붓다빨리따(Buddhapālita, c. 470-550 CE)의 근본중송 주석

을 추론식의 행태로 변환해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부분을 연구한 현대 학자들은 추론식 사용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자신

이 지지하는 입장을 추론식의 형태로 제시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짠드라끼르

띠의 태도를 짠드라끼르띠가 존재와 비존재라는 틀로 사물을 인식하지 않는 

중관학파의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추론식이라는 형식을 통해 토론

하여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에 타협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본고는 짠

드라끼르띠가 구사하는 추론식이 디그나가의 논리학 체계 속에서 해소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일뿐더러 짠드라끼르띠는 디그나가가 상정하 던 논쟁의 작

동원리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짠드라끼르띠의 텍스트 속에 명확

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3) PrasM 137:3-191:3 (cf. PrasLVP 12:8-36:2).



136   불교학연구 제61호

II. “독립적인 추론식”과 (중관학파) “우리들의 추론식”

일반적으로 짠드라끼르띠의 바비베까 비판의 핵심은 바비베까의 “독립적

인/독자적인 논증식”(svatantram anumānam) 사용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

나 요네자와(Yonezawa 2019)가 지적하고 있듯이 “독립적인/독자적인 논증식”

이라는 표현은 쁘라산나빠다이외의 산스크리트로 남아있는 텍스트들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쁘라산나빠다에서도 짠드라끼르띠가 해당용어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여 개념어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분명하지 않다. 요네

자와는 우선 바비베까의 티벳역본 般若燈論(Shes rab sgron ma; Prajñāpradīpa)

에 나오는 “svatantra”(rang dbang)와 “anumāna”(rjes su dpag pa)의 용례를 검토한 

후 바비베까는 “svatantra”를 부사적으로만 사용하 고 “anumāna”의 경우 디그

나가가 추론식(anumāna)4)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논증’(sādhana)과 ‘논

박’(dūṣaṇa) 가운데 전자만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

는 이 후 쁘라산나빠다에 등장하는 두 단어의 용례들을 나열하고 다음과 같

이 언급한다. “명백하게 [짠드라끼르띠의] ‘독립적인 추론식’(svatantram 

anumānam)과 ‘우리들의 추론식’(asmadanumāna)은 각각 디그나가에게 ‘논

증’(sādhana)과 ‘논박’(dūṣaṇa)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추론식’(anumāna) 

개념의 정의와 관련하여 짠드라끼르띠는 바비베까가 아닌 디그나가를 따랐

고 ‘논증’과 동일한 ‘독립적인 추론식’을 거부하 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5) 

요네자와의 결론은 짠드라끼르띠의 다음 언급에 근거한 것이다. 

4) 주지하다시피, “비량”(比量)으로 번역되는 “anumāna”는 “추론식”이라는 단어 속에 그 의미가 정

확히 포섭될 수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적인 ‘추리’에 해당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비

량”(svārthānumāna)의 경우는 다루지 않고, 자신의 추리 과정을 정해진 형식을 통해 제시하여 상대

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득/납득시키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는 “타인을 위한 비

량”(parārthānumāna)을 논제로 삼기 때문에 “anumāna”를 “추론식”으로 번역하도록 하겠다. 

5) Yoshiyasu Yonezawa, “On svatantram anumānam”, 印度學佛教學研究, vol. 67, no. 3, (東京: 日本印度
学仏教学会, 2019), p. 86, “Notably, ‘independent inference’ and ‘our inference’ are synonymous with 

‘proof’ (sādhana) and ‘disproof’ (dūṣaṇa), respectively, for Dignāga. Concerning a definition of the term 

‘inference’ (anumāna), therefore, it could be concluded that Candrakīrti does not follow Bhāviveka but 

Dignāga and rejects ‘independent inference’ which is synonymous with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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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오류는 독자적인 추론식을 작성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한다. 우리

는 독자적인 추론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추론식은 다른 이의 

주장을 부정하는 결과[만]을 가지기 때문이다.6)

인용문에서 짠드라끼르띠는 ‘독자적인 추론식’과 ‘우리들의 추론식’을 구

분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들의 추론식’은 논적의 주장을 논파하는데 사용

된다고 언급하고 있어, 요네자와는 이 둘을 디그나가가 제시하는 두 가지 추론

식의 사용방식, 즉, 자신의 주장을 성립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논증’과 다른 이

의 주장을 논파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박’에 대응시키고 있는 것이다. 

“svatantra”라는 단어를 “자기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to establish 

one’s own theory)라고 해석하는7) 나가시마(Nagashima 2016) 역시 위의 짠드라

끼르띠의 언급 속에서 추론식이 사용되는 ‘논증’과 ‘논박’이라는 두 가지 목적

을 읽어내고는 중관학파는 다른 이의 주장을 부정하는, 즉 ‘논박’류의 추론식

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짠드라끼르띠가 주장하는 바라고 지적한다. 나가

시마는 한 발 더 나아가 짠드라끼르띠가 바비베까의 반론(pūrvapakṣa)을 상정

할 때 마치 바비베까도 추론식은 논박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는 짠드라끼르

띠의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독립적인 추론식” 문제와 관련

하여서는 둘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는 듯이 처리하 다고 주장한다.8) 이 때

문에 일부 후대의 중관논사들은 바비베까와 짠드라끼르띠를 동일한 계보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 으며, 우리가 인도불교 전통 내에서 자립논증파-귀류논

증파 간의 대립 양상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9)        

6) PrasM 186:4-6, “svatantram anumānaṃ bruvatām ayaṃ doṣo jāyate. na vayaṃ svatantram anumānaṃ 

prayuñjmahe, parapratijñāniṣedhaphalatvād asmadanumānānām.”

7) Jundo Nagashima, “Reframing Bhāviveka”, 불교학리뷰, vol. 20(논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

소, 2016), pp. 17-20 참조. 

8) ibid., p. 19와 pp. 38-39 참조. 

9) ibid., pp. 39-40의 다음 언급을 참조. “Moreover, Bhavya (Bhāviveka) was regarded as being in the 

lineage from Candrakīrti by some Indian Mādhyamikas. This is derived from the understanding that 

Candrakīrti and his Bhāviveka agreed on a compromise regarding how an inference should be employed 

in the Prasannapadā. These could explain why we were not able to find any testimony concern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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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네자와와 나가시마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위에서 인용한 짠드라끼르띠

의 언급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둘 다 “독자적인 추론식”과 “우리들의 추론식”

을 디그나가 추론식 체계 속의 “논증”과 “논박”으로 치환시켜 읽고 있다. 그러

나 나가시마가 지적한 “바비베까가 짠드라끼르띠의 입장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반론(pūrvapakṣa)부분 그리고 위의 인용문 이후의 짠드라끼르띠의 진술

을 고려할 때, 짠드라끼르띠가 추론식의 종류를 디그나가를 좇아 ‘논증’과 ‘논

박’으로 양분한 후 중관학파는 그들 가운데 ‘논박’만을 사용해야한다고 주장

하 다고 볼 수 없다. 짠드라끼르띠는 바비베까 비판은 궁극적으로 디그나가 

추론식 체계의 전제를 겨냥하고 있으며, 중관학파 “우리들의” 추론식은 디그

나가의 전제를 위반하는 추론식이다.

III. 무결한 논증식을 작성할 수 없는 중관학파

“우리들의 추론식”(asmadanumāna)이라는 표현에 함축되어 있듯, 짠드라끼

르띠가 중관학파의 추론식 사용 그 자체를 거부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짠

드라끼르띠는 붓다빨리따가 근본중송을 주석하며 나가르주나의 게송을 추

론식의 형태로 바꾸지 않았다는 바비베까의 비판10)에 대해 붓다빨리따의 주

석 속에 추론식의 구성요소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며11) 본

인이 직접 “스스로 발생함”(svata utpatti)을 비판하는 추론식을 작성하기도 한

다.12) 다만, 이와 같은 “우리들의 추론식”을 제시하기 전, 짠드라끼르띠는 바

비베까의 반론을 세 번에 걸쳐 소개하며 세 번째 반론에 대한 대답(uttarapakṣa)

Svātantrika-Prāsaṅgika distinction in later Indian sources.” 

10) PrasM 141:5, “이(붓다빨리따의 주석)는 잘못되었다. [주장에 대한] 이유와 실례를 언급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tad ayuktam. hetudṛṣṭāntānabhidhānāt.) cf. Prajñāpradīpa, D tsha 49a6, “de ni rigs pa ma 

yin te. gtan tshigs dang dpe ma brjod pa’i phyir dang...” 

11) PrasM 152:6-157:1.

12) PrasM 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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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서야 붓다빨리따의 주석을 추론식의 형태로 제시한다. 나가시마가 지적

한 “바비베까가 짠드라끼르띠의 입장을 인정”하는 반론은 그 가운데 두 번째 

반론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그곳에서 짠드라끼르띠는 바비베까의 입장을 처

음 인용할 때보다 약화시켜 소개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짠드라끼르띠가 합의

해줄 수 있는 의견은 아니라는 것이다. 바비베까의 두 번째 반론은 다음과 같다.

중관논사들에게는 [추론식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주장･이유･실례가 성

립하지 않아 독자적인 추론식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그들이] ‘스스로 

생겨남’에 대한 부정을 주장으로 삼아 논증(sādhana)하거나 [입론자와 

반론자] 양측이 인정하는 추론식으로 다른 이의 주장을 반박(nirākaraṇa)

하는 일은 없다. 하지만 다른 이의 주장에 대해 그것이 [올바른] 추론에 

모순됨을 [중관논사] 자신이 비판(codanā)할 때,13) [중관논사] 스스로 주

장･이유･실례의 오류가 없는 주장 등[의 추론식의 구성요소들]은 갖추

어야만 한다.14)  

반야등론으로부터의 직접인용인 첫 번째 반론15)과는 달리, 이 두 번째 반

론은 짠드라끼르띠가 논의의 진행을 위해 가정한 바비베까의 의견이며, 따라

13) PrasM 150:1은 PrasLVP 18:7의 “codanāyām”을 “codanayā”로 교정하고 있다. 맥도널드의 교정은 본 단

락 전체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근거한 것이고, 필자는, Nagashima, op. cit., p. 19, fn. 9와 마찬가지로 

맥도널드의 견해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Yonezawa, op. cit., p. 132 역시 맥도널드의 견해에 반대하

고 있는데, “bhavitavyam”이 “pratijñārthasādhanam”과 “parapratijñānirākaraṇam”과 문법적으로 호응

할 수 있다는 그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요네자와 자신이 보고하고 있는 *Lakṣaṇaṭīkā의 노트

에 따라 “bhavitavyam”은 “pakṣādibhiḥ”와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cf. Yonezawa, op. cit., p. 133, 

“anumānena virodhacodanāyāṃ tasyānumānasya pakṣādibhir bhavitavyam.” 해당 문장에 대한 티벳역

은 일견 맥도널드의 독법인 “codanayā”를 지지하는 것 같지만 “bhavitavyam”과 “codanayā”를 관련

짓는 맥도널드의 해석은 지지하지 않는다. cf. PrasTIB 406:12-15,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추

론식과의 모순을 말해야할 필요 때문에 주장･이유･실례의 오류가 없는 주장 등이 자신에게 있어

야만 한다.”(gzhan gyi dam bca’ ba la rang gi rjes su dpag pas ’gal ba brjod par ni bya dgos pas, rang nyid 

la phyogs la sogs pa phyogs dang gtan tshigs dang dpe’i skyon dang bral ba dag yod par bya dgos so.) 

14) PrasM 149:3-150:2, “mādhyamikānāṃ pakṣahetudṛṣṭāntānām asiddheḥ svatantrānumānānabhidhāyitvāt, 

svata utpattipratiṣedhapratijñārthasādhanaṃ mā bhūd, ubhayasiddhena vānumānena parapratijñānirākaraṇam. 

parapratijñāyās tu svata evānumānavirodhacodanayāyām1 svata eva pakṣahetudṛṣṭāntāpakṣālarahitaiḥ 

pakṣādibhir bhavitavyam.” [1 em. from codanayā; 위의 각주 참조.]

15) PrasM 141:5-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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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인용문은 바비베까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기보다는 그 속에 

짠드라끼르띠 자신의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요소가 숨어있다. 나가시마는 

필자가 밑줄 친 세 부분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분만을 강조하며 인용문

에서 바비베까가 추론식의 용도를 타인의 비판으로 한정하는 짠드라끼르띠

의 입장에 수긍하고 있다고 판단한다.16) 그러나 짠드라끼르띠는 바비베까의 

입을 빌어 논증(sādhana), 반박(nirākaraṇa), 그리고 비판(codanā)이라는 세 가지 

추론식의 용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논증과 반박은 중관논사가 사용

할 수 없는 용도라 말하고 있다.

필자의 독법으로는 인용문에 나타난 추론식의 세 가지 용법 가운데 논증

(sādhana)과 반박(nirākaraṇa)의 경우, 디그나가 추론식 체계의 논증(sādhana)과 

논박(dūṣaṇa)에 대응하고, 비판의 경우에는 디그나가의 논증과 논박에는 포섭

되지 않는, 즉 디그나가의 추론식 체계에서 벗어난 용도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바비베까의 두 번째 반론에 대한 짠드라끼르띠의 대답은 바비베까의 반론

에 잘 드러나 있지 않은 “반박”과 “비판”의 차이를 명확하게 지적하는 중관학

파 “우리들의 추론식”을 작성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그렇지 않다. 왜냐? 왜냐하면 어떤 이가 어떤 것을 주장할 때, 그는, 

다른 이에게 자신의 확신과 같은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

고17) [자신이] 그것을 이해한 어떤 논리, 바로 그 논리를 다른 이에게 가

16) Nagashima, op. cit., p. 19의 다음 언급을 참조할 것. “Here, (Candrakīrti’s) Bhāviveka concedes that an 

inference to establish their own theory (svatantra anumāna) cannot be employed by the Mādhyamikas. 

He, nevertheless, insists on the necessity of theses and others (i.e. reasons and examples) submitted by no 

one but the Mādhyamikas themselves (svata eva) when criticising the opponent’s proposition.”

17) Chizuko Yoshimizu, “Reasoning-for-others in Candrakīrti’s Madhyamaka Thought”, Journal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 35, no. 1-2, (Lausann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2012), pp.  427-428이 지적하고 있듯, “다른 이에게...바람을 가지고” 부분은 디그

나가의 Nyāyamukha 13ab(또는 Pramāṇasamuccaya 4.6ab; svaniścayavad anyeṣāṃ niścayotpādanecchayā/)

와 일치한다. 요시미즈는 이 부분을 근거로 짠드라끼드띠의 “타인에게만 성립하는 추론

식”(paraprasiddhānumāna)라는 중관논사가 논쟁에 참여하여 작성할 수 있는 추론식을 구상할 때 

디그나가의 추론식에 관한 규정을 일정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디그나가의 어휘

가 그대로 쓰인 본 인용문은 짠드라끼르띠가 디그나가의 논리학 체계를 “일정 정도”라도 인정하

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바로 다음 문장에서 짠드라끼르띠는 이러한 방법(nyāya)은 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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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쳐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방법, 자신이 인정하는 것으

로 주장된 것에 대한 논증(sādhana)은 [중관논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18)    

바비베까의 반론에서 논증과 반박은 중관논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분

명히 전제되었기 때문에, 짠드라끼르띠는 이 대답 속에서 비판(codanā)을 논증

(sādhana)과 등치시키는 듯하다. 실제로 짠드라끼르띠는 인용문 속에서 디그

나가의 문장을 거의 가감 없이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바비베까의 반론 속에서 

이미 논증은 논제에서 제외되었는데 왜 짠드라끼르띠는 비판을 논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짠드라끼르띠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가시마

가 지적하고 있듯,19) 그는 바비베까의 반론에 담긴 “주장･이유･실례의 오류가 

없는”(pakṣahetudṛṣṭāntadoṣarahitaiḥ)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고 있는 듯하다. 짠

드라끼르띠의 대답 이후 바비베까가 세 번째 반론을 제기하는데,20) 그 반론은 

두 번째 반론에서 문제시되는 표현만을 삭제하 을 뿐 거의 두 번째 반론의 반

복임에도 불구하고 짠드라끼르띠는 세 번째 반론에 대답하면서 전격적으로 

붓다빨리따의 주석을 5지작법 그리고 3지작법의 형태로 변형하고 있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 짠드라끼르띠는 추론식 작성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관

논사가 작성하는 추론식은 오류가 있는 것이고, 오류가 없는 추론식을 작성하

고자 한다면 그것의 용도가 타인의 비판이라고 할지라도 논증과 다르지 않다

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관논사가 작성하는 추론식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오류란 주지하듯이 추

지 타인에 의해서만(pareṇaiva) 사용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8) PrasM 150:4-151:3, “naitad evam. kiṃ kāraṇam? yasmād yo hi yam arthaṃ pratijānīte tena svaniścayo-

tpādanecchayā yayopapattyāsāv artho ’dhigataḥ saivopapattiḥ pasmāy upadeṣṭavyā. tasmād eṣa tāvan 

nyāyo yat pareṇaiva svābhyupagamapratijñātārthasādhanam upādeyam.”

19) Nagashima, op. cit., pp. 21-22, 각주 15 참조. 

20) PrasM 152:6-7, “그렇다고 하더라도 [논적의 입장이 올바른] 추론에 모순되는 잘못을 [중관논사] 스

스로 반드시 제기하여야 한다.” (athāpi avaśyaṃ svato ’numānavirodhadoṣa udbhāvanīy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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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식의 구성요소들의 존재를 추론식을 작성하는 중관논사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1) 이에 따라 짠드라끼르띠는 붓다빨리따의 주석을 추론식

의 형태로 변환하면서 추론식의 주장(pratijñā)부분에 “논적의 관점에서”에 상

당하는 어구를 부가하여 추론식을 작성하는 중관논사가 추론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기한다. 다음은 그가 붓다빨리

따의 주석을 3지작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주장:] 뿌루사(puruṣa)와는 다른 사물들은 ‘스스로 생기함’을 주장하는 

이, 바로 그 자신의 관점에서(svata utpattivādinas tata eva)22) 스스로 생기

하지 않는다. [이유:] 그 자체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 

마치 뿌루사와 같이.23)

이 추론식에서 짠드라끼르띠는 자신이 추론식의 “다르민”에 해당하는 “뿌

루사와는 다른 사물들”의 존재를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

해 밑줄 친 한정어구를 부가하 다. 하지만 디그나가의 추론식 체계 속에서 다

르민의 존재를 논쟁에 참여하는 양측이 인정하는 것은 논쟁 자체의 성립조건

이다. 그러나 ‘존재’와 ‘비존재’의 틀로 사유를 하지 않는 중관논사에게 이러

한 오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아무런 한정어구 없이 추론식을 작성할 

경우, 그러한 추론식은, 그것이 상대방의 입장을 “비판”하기 위해 쓰 다고 할

지라도, 중관논사 자신에게는, 예를 들어 “뿌루사와는 다른 사물들”의 존재를 

21) 짠드라끼르띠는 바비베까가 중관논사인 이상 추론식을 작성함으로써 범하게 되는 오류들을 

PrasM 167:1-185:6에 걸쳐 논의하고 있다.  

22) Anne MacDonald, In Clear Words: The Prasannapadā, Chapter One, vol. II Annotated Translation, 

Tibetan Text(Wie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15), p. 84는 “주장”부

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For the [Saṅkhya] who claims arising from self (svata utpattivādin), 

things different from Puruṣa—just on account of that (tata eva) [claim of self-arising]—do not arise from 

self,...” 필자는 맥도널드의 “tata eva”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tataḥ”를 맥도널

드처럼 해석할 경우 그것이 지칭하는 바를 번역자가 보충해주어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오

히려 바로 앞에 나온 “스스로 생기함을 주장하는 사람”을 “tataḥ”가 지칭한다고 보고 “tata eva”를 

“바로 그 자신에게”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장의 의미를 더욱 잘 살려준다고 생각한다.  

23) PrasM 159:2-4, “puruṣavyatiriktāḥ padārthāḥ svata utpattivādinas tata eva na svata utpadyante, svātmanā 

vidyamānatvāt, puruṣavad 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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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가운데 그것들이 스스로 생기하지 않음을 “논증”(sādhana)하는 것과 

진배없는 것이 아닐까? 다르민의 존재를 입론자가 인정해야만 타당한 추론식

이 되는 디그나가의 추론식 작성 규칙을 따랐을 때, 중관논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비정립적으로 부정(prasajya-pratiṣedha)하는 것이 아니

라 정립적인 부정(paryudāsa-pratiṣedha)을 하게 되는, 다시 말해, 상대방의 주장

에 대한 부정을 자신의 입장으로 삼게 되는 식으로 상대방을 반박함으로써 중

관학파의 근본적인 무입장의 태도24)를 위배하는 것을 짠드라끼르띠는 지적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즉, 짠드라끼르띠는 “주장･이유･실례의 오류가 없는”

이라는 표현으로 한정된 “비판”은 “논박”과 다를 바 없이 “논증”의 일종이고 

그러한 한정이 없을 때만 진정한 “비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디그나가의 추론식 체계 속에서 오류를 야기한다는 점을 인지

하면서도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한—“논적의 입장에서”와 같은 한정어를 부가

한—중관논사의 추론식을 작성함으로써 짠드라끼르띠는 디그나가의 추론식 

체계 밖에도 타당한 추론식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닐까?25)

IV. 법정의 논리와 논쟁의 논리

만약 디그나가의 추론식 체계가 한 추론식이 타당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을 

24) 중관학파의 무입장의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장은 나가르주나의 Vigrahavyāvartanī 29에 

등장하는 “내게는 [아무런] 주장이 없다”(nāsti ca mama pratijñā)이다. E.H. Johnston and Arnold 

Kunst ed., “The Vigrahavyāvartanī of Nāgārjuna with the Author’s Commentary,” in The Dialectical 

Method of Nāgārjuna: Vigrahavyāvartanī by Kamaleswar Bhattacharya(Delhi: Motilal Banarsidass, 

1978), p. 61참조. 짠드라끼르띠는 바비베까의 첫 번째 비판을 소개한 뒤 Vigrahavyāvartanī 29-30을 

인용하여(PrasM 146:7-147:3) 이와 같은 기본적인 중관학파의 태도를 상기시키고 있다. 

25) Yoshimizu, op. cit. 역시 필자와 마찬가지로 짠드라끼르띠가 디그나가의 추론식 작성 규칙을 어기

는, 하지만 논쟁 상황 속에서 중관학파의 논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추론식의 형태를 바비베까의 

비판을 통해 만들고자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Yoshimizu, op. cit., p. 419는 짠드라끼르띠가 “일

정 정도”(to a certain degree) 디그나가의 “타인을 위한 추론식”(inference-for-others)의 규정을 받아

들 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위의 각주에서 언급하 듯 요시미즈가 제시하는 근거는 받아들

이기 힘들 뿐 더러 그녀는 짠드라끼르띠가 디그나가 작업 자체의 효용성을 의심하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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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디그나가의 규칙들을 따르지 않는 추론식은 디그나

가가 제시하고 있는 추론식의 두 가지 목표인 “논증”과 “논박”을 달성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짠드라끼르띠의 “비판”을 위한 추론식은 디그나가의 추

론식 작성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논박”이 행하는 역할 가운데 일부를 수

행하려고 한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논박”(nirākaraṇa)의 경우 상대방의 주

장을 반박하는 역할을 표방하고 있지만, 짠드라끼르띠에게 그것은 기본적으

로 상대방의 주장에 반대되는 입장을 “논증”(sādhana)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반해, “비판”(codanā)이라는 세 번째 카테고리를 통해서 짠드라끼르띠는 

그 어떤 주장도 인정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주장만을 반박하는, 상대방 자신의 

입장에서만 성립하면서 상대방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는 추론식을 설정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추론식은 디그나가 추론식 체계를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인

다고 상정된 바비베까와 같은 이에게는 올바른 추론식 작성의 규칙을 벗어난 

잘못된 추론식일 뿐이고, 이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그것이 추구

하고자 하는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그런데 대론자 가운데 한 쪽에만 성립하는 추론식을 가지고도 추론식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26)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한 추론식의 효용성을 묻는 이 질문에 짠드라끼르띠

는 자신의 추론식의 정당성을 항변하는 대신 법정에서 승부가 이루어지는 원

리에 대해 언급한다. 

있다. 그것(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일)은 자기 자신에게 성립하는 근

거에 의해 [이루어지지] 상대방에게 성립하는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세간에서 관찰되기 때문이다. 세간[의 법정]에서

는 어떤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증인의 증언에 의

26) PrasM 188:4-5, “kiṃ punar anyataraprasiddhenāpy anumānenāsty anumānabādh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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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승소 혹은 패소가 [결정]되기도 하며, 어떤 경우 자신의 말에 의해 [결

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는 승소도 패소도 [결정되

지] 않는다. 세간의 경우가 그러하듯, 추론의 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바

로 세간의 관습이 추론에 대한 학문(nyāyaśāstra)에서도 기준이 되기 때

문이다.27)

인용문에서 짠드라끼르띠는 마치 인도의 논리학 전통(Nyāya)의 기원이 논

쟁술 전통(vāda)에 있음을 지적하는 것 같다.28) 추론식 작성의 가장 중요한 목

표는 논리적 무결성이 아니라 대론에서의 승리임을 상기시키고 대론의 승부

를 가르는 기준을 두 집단 간의 논리적 다툼을 통해 승패가 명확하게 결정되는 

법정이라는 공간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짠드라끼르띠의 

이 언급 속에서 추론식이라는 형식을 통한 논쟁의 효용성에 대한 일종의 회의

감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을 논쟁 속에서 이기는 기준이 논쟁에 참여

하는 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논리를 잘 구성하는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논쟁의 승패는 오히려 논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닌 제 삼의 인물의 증언, 또

는 자기 자신의 논리가 자기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명제를 증명하게 될 때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론식의 형식과 추론식이 저지를 수 있는 논리적 오

류들에 대한 기술로 구성된 디그나가의 논리학 체계는 이러한 법정의 논리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다시 쓰여져야 한다.

27) PrasM 188:6-189:4, “asti. sā ca svaprasiddhenaiva hetunā, na paraprasiddhena. lokata eva dṛṣṭatvāt. 

kadācid dhi loke ’rthipratyarthibhyāṃ pramāṇīkṛtasya sākṣiṇo vacanena jayo bhavati parājayo vā. kadācit 

svavacanenaiva. paravacanena tu na jayo nāpi parājayaḥ. yathā ca loke, tathā nyāye ’pi. laukikasyaiva 

vyavahārasya nyāyaśāstre prastutatvāt.”

28) 인도의 논쟁술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헌 중 하나인 Carakasaṃhitā(2세기 이전)의 제 8장 

vimānasthāna에 나오는 44가지의 논쟁술을 구성하는 주제(pada)들이 어떻게 최초로 본격적인 인

식론과 논리학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Nyāyasūtra(약 2세기)의 16가지 논제

(padārtha)들로 재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Karin Preisendanz, “Logic, Debate and Epistemology in 

Ancient Indian Medical Science – An Investigation into the History and Historiography of Indian 

Philosophy”, Indian Journal of History of Science, vol. 44, no. 2, (New Delhi: Indian National Science 

Academy, 2009), pp. 261-312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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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이(디그나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대론에 참여하는 

양자에 의해 확정된 것에 대해 말하는 것만이 논증이나 논박이 될 수 있

지 어느 한쪽에만 성립하여 [그 존재가] 의심되는 것에 대한 말은 [논증

이나 논박이 될 수 없다].”29) [하지만] 그 역시 세간의 관습에 따라 [그의] 

논리학에30) 위에서 말한 그 방식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31)  

이와 같은 짠드라끼르띠의 언급을 볼 때, 짠드라끼르띠가 바비베까 비판 부

분에서 작성한 “우리들의 추론식”은 니시야마나 요네자와가 생각하는 것처럼 

디그나가의 추론식 체계 속에서 사유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논박”(dūṣaṇa)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추론식”은 디그나가의 추론식 작성 규칙을 

어기면서 작성되는 것이고, 그것은 디그나가 추론식 체계의 기획원리 자체의 

효용성을 의심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추론식의] 논리적 특성을 

규정하는 것은 쓸모가 없다. 붓다들께서도 진실에 무지한 제자들을32) 그들 자

29) Yoshimizu, op. cit., pp. 436-437이 지적하듯 이는 Nyāyamukha의 인용이다. cf. 因明正理門論本
(T1628) 1b25-27, “唯有共許決定言詞, 說名能立或名能破. 非互不成猶豫言詞. 復待成故.” (cf. 因明正理
門論(T1629) 6c23-25) 桂紹隆, ｢因明正理門論研究 (一)｣, 広島大学文学部紀要, 1977, pp. 125-126참

조. 桂紹隆, 같은 논문, p. 126은 본 문장이 Pramāṇasamuccaya에 대한 디그나가의 자주(svavṛtti)에 

보이는 다음 문장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ya eva ubhayaviniścitavādī sa sādhanaṃ dūṣaṇaṃ vā, 

nānyataraprasiddhasaṃdigdhavācī, punaḥ sādhanāpekṣatvāt.” 

30) PrasM 190:3은 PrasLVP 35:6-7의 “anurudhyamānen[ānumāne]”를 “anurudhyamānena”로 교정하고 있

다. 그러나 “anurudhyamānena”라는 독법을 채택할 경우, 맥도널드 자신이 “in accordance with 

worldly establishment”로 번역하듯 부사적으로 해석되기보다, “tena”와 자연스럽게 호응된다. 따라

서 “세간의 관습에 따르는 그 [디그나가]”와 같이 해석되며, 이는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다. 

PrasLVP의 독법은 티벳역에 따른 것인데, 사본에 의해 지지되지는 않지만, 필자는 티벳역을 참고하

여 텍스트를 “anurudhyānumāne”(brten nas rjes su dpag pa la)라고 교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해

당 부분에 대한 필자의 번역문은 티벳역을 따른 것이다. cf. PrasTIB 426:10-11, “des kyang ’jig rten 

kyi tha snyad kyi rnam par gzhag pa la brten nas rjes su dpag pa la ji skad smras pa’i tshul ’di nyid khas 

blang bar bya’o.”

31) PrasM 190:1-3, “yas tu manyate ya eva tūbhayaviniścitavācī sa sādhanaṃ dūṣaṇaṃ vā. nānya-

taraprasiddhasandigdhavācīti, tenāpi laukikīṃ vyavasthām anurudhyamānena1 yathokta eva nyāyo 

’bhyupeyaḥ.” [1 em. from anurudhyamānena.]

32) MacDonald, op. cit., pp. 138-139)는 “tadanabhijñavineyajanānugrahāt”에서 “tat-”을 바로 앞 문장에서 

언급된 “논리적 특성(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라 그녀는 본 문장을 “깨달은 자들

이 그것들(즉, <논리학의> 기술적인 정의들)에 무지한 수행자들을 [그들] 자신이 인정하는 논리를 

사용하여 돕기 때문이다.”(...because the Awakened Ones (buddha) aid trainees (vineyajana) unacquainted 

with them (i.e., the technical definitions) by way of reasoning (upapatti) that conforms to what [they 

them]selves acknowledge (yathāsvaprasiddha).; <>부분은 필자가 삽입)라 번역한다. 맥도널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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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인정하는 근거를 활용하여 교화하셨기 때문이다.”33) 논쟁의 승패는 추론

식의 무결성이 아니라 자기모순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디그나가와 

같이 입론과 반박의 타당한 형식을 규정하는 일은 불필요(niḥprayojana)하며, 

중관논사는 붓다가 제자를 가르치듯 상대방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논적을 설복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V. 결론: 여전히 남는 난점들

글을 마치면서 짠드라끼르띠의 바비베까 비판부분에 대한 연구가 인도철

학사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의의를 음미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

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문제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나가르주나의 글 속

에 암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어떤 사물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은 채, 즉, 논

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채 논쟁에 참여하여 상대방의 주장의 오

류만을 지적하는 논쟁방식만이 중관학파에게 옳다는 사고방식은 중관학파의 

역사 속에서도 여타 인도의 철학적 전통 속에서도 소수의견으로 보인다.34) 이

러한 태도는 짠드라끼르띠의 독창적인 견해인가, 아니면 디그나가가 계승하

“tat-”을 “de kho na”로 번역하는 티벳역을 문맥에 맞지 않는(“not topical”) 번역이라 비판하는데, 필

자는 짠드라끼르띠가 갑자기 “붓다”를 언급하기 때문에 “tat-”을 “tattva”(de kho na)라고 읽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맥도널드의 번역은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 붓다의 

제자들을 특징짓는 어구로서 “논리학의 기술적 정의들에 어두운”이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 것

일까? 산스크리트 텍스트만 고려하 을 때, “tat-”이 “buddhaiḥ”를 지칭하여 해당 어구를 “그들(붓

다들)의 무지한 제자들”이라 번역하는 것도 무난하다고 판단된다. cf. PrasTIB 426:16-17, “sang 

rgyas rnams kyis rang la ji ltar grags pa’i ’thad pas de kho na mi shes pa’i gdul bya’i skye bo la phan btags 

pa’i phyir ro.”

33) PrasM 191:1-2, “ata eva tarkalakṣaṇābhidhānaṃ niḥprayojanaṃ yathāsvaprasiddhyopapattyā1 buddhais 

tadanabhijñavineyajanānugrahāt.” [1 em. from yathāsvaprasiddhayopapattyā.]

34) Yoshimizu, op. cit., pp. 437-438는 Jñānagarbha, Kamalaśīla등의 의견을 인용하여 짠드라끼르띠의 

의견이 중관전통 내에서도 소수의견임을 지적하고 있다. 논쟁에 참여하는 자들의 논쟁이 함의하

는 존재론적 전제들에 대한 합의가 논쟁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점은 논쟁술에 관한 최

초의 매뉴얼 중 하나인 Carakasaṃhitā에도 명기되어 있다. Preisendanz, op. cit., p. 279와 p. 297, en. 

72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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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은 다른 논쟁술 전통 속에서 인정되고 있던 방식인가?

인도의 논리학 전통인 냐야(Nyāya)학파의 기초가 되는 문헌인 냐야쑤뜨라
(Nyāyasūtra)에서는 논쟁의 종류를 “논의”(vāda), “쟁론”(jalpa), 그리고 “언

쟁”(vitaṇḍā)로 나누고, 이 가운데 “언쟁”을 “반대입장에 대한 정립이 없는 

것”(pratipakṣasthāpanāhīna)으로 규정한다.35) 언뜻 보기에는 짠드라끼르띠의 

논쟁방식이 이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강성용(2004)이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

듯, 냐야쑤뜨라의 주석가들은 반대입장을 정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논쟁자

가 인정하는 것이 전혀 부재하지 않음을 명기하고 있다. 바츠야야나

(Vātsyāyana)의 경우에는 자신이 비판하는 입장의 반대입장을 지지하지만 증

명하지 않는 방식을 “언쟁”이라 하며,36) 욷됴따까라(Uddyotakra)는 이 경우에

도 논쟁자는 자신이 비판하는 대상, 상대방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인식, 그리

고 대론에 임하는 참가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37) 따라서 짠

드라끼르띠의 논쟁방식은 냐야학파의 시스템 속에서도 정당한 논쟁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전통이 용인하는 방식을 중시하는 고전기 인도의 지식인들

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짠드라끼르띠 역시 자신의 사용하는 논쟁방식의 역사적 

정당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짠드라끼르띠는 자신

의 입장을 지지하는 다른 학자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38) 

35) Nyāyasūtra 1.2.1-3, “논의(vāda)는 증명과 반박이 바른 인식을 얻는 수단(pramāṇa)과 따져보기

(tarka)를 [통해 이루어지고] 인정된 결론에 모순되지 않으며 오단논증(pañcāvayava)을 갖춘 [하나

의] 입장이나 [그에 대한] 반대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쟁론(jalpa)은 [앞의 1.2.1에서 말한] 것과 같

은 [요소들을] 갖추고 증명과 반박이 말꼬기(chala), 억지반론(jāti) 그리고 지는 대목(nigrahasthāna)

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언쟁(vitaṇḍā)은 [바로] 이 [쟁론(jalpa)인데,] 반대입장에 대한 정립이 

없는 것이다.” (pramāṇatarkasādhanopālambhaḥ siddhāntāviruddhaḥ pañcāvayavopapannaḥ pakṣapratipakṣaparigraho 

vādaḥ. (1.2.1) yathoktopapannaś chalajātinigrahasthānasādhanopālambho jalpaḥ. (1.2.2) sa pratipakṣasthāpanāhīno 

vitaṇḍā. (1.2.3)); 산스크리트 원문은 Walter Ruben, Die Nyāyasūtra’s — Text, Übersetzung, Erläuterung 

und Glossar(Leipzig: Deutsche Morgenländische Gesellschaft, 1928), pp. 13-14참조. 국문번역은 강성

용, ｢대안이 없는 비난에서 입장을 세우지 않는 논쟁까지 – 언쟁(vitaṇḍā)의 기원과 의미에 대한 연구｣, 

철학연구, 제 66집(서울: 철학연구회, 2004), p. 27에서 인용.

36) 강성용, 같은 논문, pp. 37-39참조. 

37) 같은 논문, pp. 40-42참조. 

38) PrasM 189:5-6, “ata eva ca kaiś cid uktam. na parataḥ prasiddhivaśād anumānabādhā, paraprasiddher 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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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추론식에 

대한 반박은 상대방이 인정하는 바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

로 그 상대방이 인정하는 바가 [논쟁에 참여하는 양측 모두가] 논박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짠드라끼르띠의 주장이 인도철학사 속에서 가지는 의의를 고찰하

기 위해서는 디그나가 이전의 논쟁술 전통과의 비교, 특히 불교전통 내에 전해

지는 논쟁 매뉴얼인 方便心論, 如實論, 瑜伽師地論, 阿毘達磨雜集論등39)

과의 연계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짠드라끼르띠의 철학을 규명하기 위해 위에서 인용한 법정의 예

를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에

는 상대방의 논리의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외

에도 원고, 피고 양측이 인정하는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도 승패가 결정될 수 

있다. 짠드라끼르띠는 자신의 ‘의견 없음’이라는 태도의 근거를 사건의 진실

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진술에서 찾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 모든 존재를 

‘존재’와 ‘비존재’의 틀을 통하지 않고 바라보는, 고정된 자성(svabhāva)이 비

어있는 상태 그대로 바라보는 붓다와 같은 요가수행자의 시선을 근거로 추론

식의 주장명제의 주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대부분의 인도철학 학파들이 추론식의 논리적 완결성에 대해 논하고 있던 7

세기,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추론식 작성 자체가 무용하다고 주장하는 짠드

라끼르띠의 태도는 유별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적 

자신의 입장에서만 성립하는”이라는 한정구를 넣어 추론식의 형태를 갖추어 

상대방에 대한 중관학파의 비판을 제시하는 행위 자체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나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중관학파의 추론식 작성에 대한 

거부감이 공성을 보는 붓다의 시선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 역시 타당한 지식의 

nirācikīrṣitatvād iti.”

39) 카지야마 유이치, ｢불교지식론의 형성｣, 인도불교의 인식과 논리, 전치수 역(서울: 민족사, 

1988), pp. 19-11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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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수단인 쁘라마나(pramāṇa)에서 성언량(śabda)을 제외하면서도 불교적 진

리를 붓다가 진실을 보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붓다의 깨달은 자로서의 권위

를 통해서 주장하려 하 던 디그나가의 인식/논리학파가 당면하 던 과제와 

같은 문제를 짠드라끼르띠 역시 맞닥뜨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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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rakīrti’s (c. 600-650 CE) critique of Bhāviveka (c. 500-570 CE) at his 

commentary on the Mūlamadhyamakakārikā 1.1 drew scholars’ attention as the 

locus classicus for dividing the Madhyamaka school into *Svātantrika (Rang rgyud 

pa) and *Prāsaṅgika (Thal ’gyur ba). This paper discusses the nature of the 

inferences that Candrakīrti presents at the end of his critique and rejects the 

tendency of equating them with one of the two purposes of Dignāga’s (c. 480-540 

CE) inference, that is, refutation (dūṣaṇa). Candrakīrti discusses the Mādhyamikas’ 

formulation of inferences in relation to the Madhyamaka identity, and his inferences 

deliberately violate the conditions that Dignāga assumed to be indispensable for an 

inference to be valid. Candrakīrti sees the ultimate objective of presenting one’s 

own inference to others in refuting the opponent and points out that the validity of 

inferences does not play any role in deciding the victory or defeat of debates. 

Accordingly, Candrakīrti finally declares Dignāga’s project of defining the 

characteristics of valid inferences to be useless (niḥprayojana). Candrakīrti’s act of 

formulating inferences in the form of syllogism itself may be viewed as his 

compromise with the demands of the times. However, the fact that he presented his 

own syllogism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he considered it to be a purposefu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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