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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에는 극중극(劇中劇)이 있다. 셰익스피어 희곡의 경우, 그것은 두
역할을 한다. 첫째, 반복을 통한 주제 부각의 효과이고 둘째, 마주 보고
있는 두 개의 거울처럼, 두 개의 틀로 관객에게 혼동을 야기하는 것이
다. 산스크리트 서사시와 희곡에서도 다양한 극중극이 발견되지만, 철학
적 논서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독자에게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
다. 그것은 저자가 대론자의 이론을 비판하는 중간에 핵심 주제에서 벗
어난 논쟁을 삽입하는 것으로, 논쟁 속의 논쟁(論中論)이라 할 수 있다.
자얀타의 니야야만자리의 니야야수트라 1.1.10에 대한 주석에서

사용된 열변용(熱變容)과 관련된 논쟁도 논중론의 일종이다. 그는 신체
가 욕구 등의 기체라는 차르바카의 주장을 논파하기 위해 열변용 이론
을 사용하면서, 열변용과 관련된 두 이론(피루와 피타라) 사이의 논쟁을
소개한다.
그의 주석에서 열변용 이론 부분은 “① 신체의 소멸을 주장하는 제1

단계 논증 → ② 열변용 논쟁 I → ③ 신체의 소멸을 주장하는 제2단계
논증 → ④ 열변용 논쟁 II → ⑤ 신체의 소멸을 주장하는 제3단계 논
증”으로 도식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도식에서 ②와 ④를 제외한 “①
제1단계 논증 → ③ 제2단계 논증 → ⑤ 제3단계 논증” 만을 연결해서
읽어도 논증의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②와 ④는 분량 상
으로 전체 논증의 반 정도를 차지하지만, 내용상 주제 논쟁에서 벗어난
부연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열변용과 관련된 피루와 피타라 이
론에 대한 학술정보를 제공해주는 순기능도 갖지만, 난해하고 복잡한
이론 소개는 논리학에 정통하지 않은 독자를 당혹하게 만드는 역기능도
지닌다. 따라서 열변용과 관련된 논쟁은 셰익스피어의 극중극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논중론(論中論)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글은 2015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 작성된 논문임.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동양철학 교수. plogos@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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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희곡에는 극중극(劇中劇)이 있다. 셰익스피어 희곡의 경우, 그것

은 두 역할을 한다. 첫째는 반복을 통한 주제 부각의 효과이고, 둘

째는 마주 보고 있는 두 개의 거울처럼, 두 개의 틀로 관객에게

혼동을 야기하는 것이다.1) 산스크리트 문학에도 극중극과 유사한

것이 자주 등장하지만 주제 부각의 효과보다는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 마하바라타(Mahābhārata)와 라마야나(Rāmā
yaṇa)와 같은 서사시가 대표적인 실례이지만, 철학적 논서(論書)

와 주석서(註釋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독자에게 혼동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발견된다.

주로 저자(著者)가 대론자(對論者)의 이론을 비판하는 중간에

핵심 주제에서 벗어난 논쟁을 삽입하는 것으로, 그것은 논쟁 속의

논쟁(論中論)이라 할 수 있다. 이 논중론은 저자의 풍부한 지식을

뽐내거나 다양한 학술정보를 소개하는 친절함의 소산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떻든지 독자가 그것으로 인해 혼동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실례로서 자얀타(Jayanta Bhaṭṭa, 기원후 9세

기 후반)2)의 저술 니야야만자리(Nyāyamañjarī, 이하 NM으로

약칭)3)의 니야야수트라(Nyāyasūtra, 이하 NS로 약칭) 1.1.10에
1) 참조 : 방승희(2008) pp. 329-330.
2) 참조 : 자얀타의 활동연대에 대해서는 마루이 히로시(2014) pp. 3-7을
참조하라.

3) 본 논문에서 사용된 산스크리트 원문은 바라다차르야(K. S.
Varadacharya)가 편집한 마이소르(Mysore) 대학의 동양학연구소에서
출판된 판본(통상 “마이소르본”, 이하 NM으로 약칭)이다. 이독(異讀)에
대해서는 NM(K)와 NM(Ś)를 참조하였다. 니야야만자리에 대한
판본 주석 선행 연구와 관련해서는 마루이 히로시(2014) pp. 7-1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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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주석에서 사용된 열변용(熱變容, pākajotpatti)4)과 관련된 논

쟁5)을 살펴보고자 한다.

저자는 신체가 욕구 등을 비롯한 정신의 기체(基體, āśraya)라

고 주장하는 차르바카(Cārvāka, Lokāyata)를 논파하기 위해 열변

용 이론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그 이론의 두 가지 형태, 즉 바

이쉐시카학파의 물단지가 원자(aṇu) 차원까지 분해 소멸되었다가

재생(再生)되는 과정에서 속성(guṇa)6)인 색(rūpa)이 변화된다는

이론(pīlupākavāda, 이하 “피루”로 약칭)과 니야야학파의 원자 차

원까지의 분해 소멸됨 없이 색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이론(piṭhara

pākavāda, 이하 “피타라”로 약칭)7) 사이의 논쟁을 소개한다.

그러나 그것은 주요 논증과 직접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부연

참조하라.
4) pākajotpatti는 영어로 “qualitative changes under the influence of
heat”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국문으로는 “열의 영향으로 속성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줄여서 “열변용(熱變容)”으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바이쉐시카학파가 검은 색의 부드러운 점토 물단지가
가마(窯)에서 가열되어 붉은 색의 견고한 물단지가 생기는 것처럼, 흙
원자로 만들어진 물질의 속성이 변화하는 현상을 기계론적 원자론을 통해
설명한 것이다. 열변용 이론이 바이쉐시카학파의 중요 특징요소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케샤바미슈라(Keśavamiśra, 13세기 경)의
타르카바샤(Tarkabhāṣā)와 마다바(Mādhava, 14세기 경)의
전철학강요(Sarvadarśanasaṃgraha)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은 ① 가열에
의한 발생, ② 수(數) 2의 발생, ③ 분리에 의한 발생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지닌 자를 바이쉐시카에 속한 학자라고 안다.”라는 문구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참조 : 미야모토 케이이치(2008) p. 74.

5) 니야야학파는 바이쉐시카학파 이론의 논리적 취약점을 보완하는 이론을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두 학파 사이의 열변용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다.
그 논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미야모토 케이이치(宮本啓一)의 (1974)
pp. 142-143; (1975) pp. 29-50; (1997) pp. 136-151; (2008) pp. 72-75를
참조하라.

6) 바이쉐시카수트라(Vaiśeṣikasūtra, 이하 VS로 약칭) 1.1.15에 따르면,
속성(guṇa)은 실체를 의지처로 하고, 속성을 지니지 않고, 결합과 분리를
그 특징으로 한다.

7) 글자 그대로 전자는 원자가 가열된다는 이론이고, 후자는 물단지 전체가
가열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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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으로서 극중극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첫째는 반복을 통해

신체의 무상성(無常性)과 비동일성(非同一性)과 관련된 주제를 심

화시킨다. 둘째는 장황한 논쟁의 소개가 스캔들 역할을 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핵심 주제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이해에 혼란

을 야기하기도 한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둘째 효과가 더 크다.

본 논문은 NM의 NS 1.1.10에 대한 주석에서 사용된 열변용 논

쟁의 내용과 의미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NM에서

서술된 열변용 이론의 원문 번역과 해설을 중심과제로 한다. 그와

같은 작업을 통해 니야야 바이쉐시카학파의 열변용 이론에 대한

이해와 주석서에 등장하는 논쟁 속의 논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아트만에 대한 직접지각성 부정 논증

영혼의 존재 논쟁은 동 서양 철학사에서 중요 주제 중 하나이

다. 그리스도교가 전파된 이후, 서양에서는 영혼의 존재 논증, 특

히 신(神) 존재 논증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반면 인도에서는 불

교의 무아설(nairātmyavāda)과 차르바카의 신체가 곧 아트만(ātm

an)이고, 신체 이외에 다른 아트만은 없다는 주장(dehātmavāda)

이후, 아트만의 존재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

트만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아트만이 존재한다면 어

떻게 알려지는가?”라는 문제는 논서의 중요 주제로 자리 잡았다.8)

그것은 NM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자얀타는 NM 제1-6장에서

인식수단(pramāṇa)에 대한 주석을 시작으로, 제7장에서는 인식대

상(prameya) 일반과 관련하여 NS 1.1.9(NM pp. 263-267)9)를 주

8) 참조 : 나카무라 하지메(1967)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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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다음, 아트만에 대한 존재 증명과 관련된 NS의 게송들, 즉

NS 1.1.10; 1.1.11; 3.1.1; 3.1.12; 3.1.16; 3.1.23(NM pp. 267-359) 등

을 주석한다.10) 여기서 그가 특별히 중점을 둔 것은 아트만에 대

한 직접지각성에 대한 부정 논증이다.11)

유물론자인 차르바카는 아트만은 지성을 지닌 신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12), 직접지각의 대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

을 한다. 이것에 대해 자얀타는 “나는 안다.” “나는 원한다.” “나는

즐겁다.” “나는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단지 말의 음성(śabdamātr

occāraṇa)일 뿐이고13), “[아트만]은 물단지 등과 같이 외적인 감관

으로도 [확정할 수 없으며], 즐거움 등과 같이 마나스(manas)로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14) 직접지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다.15)

9) NM의 쪽수는 마이소르본을 따른다.
10) 참조 : 마루이 히로시(2014) pp. 14-18.
11) 참조 : 사사키 코우키(1994. 12) p. 43. NM의 아트만 존재 논증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사시키 코우키(1993) pp. 1-14; (1994. 3) pp. 113-115;
(1994. 12) pp. 43-60; (1995)의 박사학위 논문이 있다. 그 중에서도
박사학위 논문의 pp. 124-157과 (1994. 12) pp. 43-60은 NS 1.1.10에
대한 주석의 원문 번역과 함께, 게송 해석에 대한 니야야학파 내의 의견
차이와 자얀타의 입장을 자세히 소개 있다. 그는 이 게송에 대한
주석에서 자얀타가 아트만에 대한 직접지각에 대한 부정에
집착함으로써, 직접지각을 인정하는 니야야학파의 일부 학자들과 대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의 사실성과 관계없이 원문에 충실한 그의 선행
연구는 본 논문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상하리만큼
열변용 이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12) 참조 : caitanyakhacitāt kāyāt nātmānyo ’sti, NM p. 267.
13) 참조 : śabdamātroccāraṇam etad ahaṃ jānāmy aham icchāmy ahaṃ
sukhy ahaṃ duḥkheti, p. 270. ① 니야야만자리 원문은 기본적으로
NM을 따랐으나, 이독에 따라 교정될 필요가 있을 경우 ( ) 안에
표기하였다. ② NM의 원문은 운문과 구분되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구분 없이 표기하였다. ③ 원문의 쪽수를 표기할 때, 동일한
쪽수가 다음 각주에서 이어지더라도 반복하여 표기하였다.

14) ghaṭādivat bāhyendriyeṇa sukhādiyan(MM(K)에 따라 sukhādivan로
교정) manasā vā paricchettum aśakyatvāt, NM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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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이 직접지각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대론자가

“그렇다면 아트만은 감관을 거치지 않고 직지(直知)되는 것”이라

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얀타는 그 주장은 어린 아

이나 믿을 만한 것으로, 적어도 논리적 학자라면 직접지각의 대상

이 직지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한다.16) 따

라서 아트만은 직접지각의 대상도 직지되는 것도 아니다.

III. 아트만에 대한 추리 가능성 논증

아트만에 대한 직접지각성과 직지성을 부정한 다음, 자얀타는

아트만은 표징을 통한 추리의 대상이라고 논증한다. 즉, 아트만은

욕구(icchā) 등의 표징을 통한 추리의 대상이다.17) 그 전거로서

“① 욕구, ② 싫어함, ③ 내적노력, ④ 즐거움, ⑤ 고통, ⑥ 지식이

아트만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징이다.(icchādveṣa-prayatna-sukh

a-duḥkha-jñānāny ātmano liṅgam iti, 번역의 번호는 필자 추가

)”18)라는 게송(NS 1.1.10)을 제시하고 NM pp. 278-290에 걸쳐서

15) 참조 : na ca tāvad ātmā pratyakṣato gṛhyate, NM p. 267.
16) 참조 : athocyate na pratyakṣa ātmā kin tv aparokṣa iti, nedam
arthāntaravacanam/ śiśava evaṃ pratāryante na prāmāṇikāḥ/
pratyakṣaś ca na bhavati aparokṣaś ca bhavatīti citram//
pratyakṣa-jñāna-karmatvam asya nāstīti cet tarhy aparokṣatvam api
mā bhūt, NM p. 274.

17) 참조 : anumeyatvam evāstu liṅgenecchādinātmanaḥ, NM p. 278.
18) 이것은 니야야 학자들이 인식주체인 항상 존재하는 실체, 즉 아트만에
대한 존재 논증을 결론짓는 게송이다. 사사키 코우키에 따르면 이것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는 “욕구 등은 과거 경험과 현재
경험의 통합적 인식(pratisandhāna 혹은 anusandhāna)을 전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통합적 인식의 기체인 아트만이 추리된다.”라는
해석으로 바챠야나가 대표적 인물이다. 둘째는 “욕구 등은 속성(屬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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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한다.

NS 1.1.10에 대한 주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19) 첫째

부분은 ① 욕구～⑤ 고통의 다섯 표징과 관련된 논증(NM pp. 278

-280)으로 욕구 등이 과거 경험과 현재 경험에 대한 통합적 인식

(anusandhāna 또는 pratisandhāna)에 의존하여 발생한다는 논거

가 사용된다. 따라서 통합적 인식에 대한 기체가 추리된다. 둘째

부분은 시작할 때는 통합적 인식에 의존하지 않고 발생하는 경우

가 있는 지식20)을 포함한 표징들 전체에 적용되는 논증(NM pp.

280-284)으로 그것들이 동일한 행위주체(eka-kartṛkatva 또는 ab

hinna-kartṛka) 즉, 동일한 인식주체21)에 의존해서 발생한다는 논

거가 사용된다.

첫째 부분의 논거, 즉 통합적 인식에 대해 NS의 주석가 바챠야

나(Vātsyāyana, 기원 후 2세기 경)는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어떤 종류의 대상에 접촉해서 아트만이 즐거움을 지각하는 경우,
그 종류의 대상을 보면서 취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취하려는 욕구는
보는 것의 통합적 인식(pratisandhāna)에 기초하여, 많은 대상을 보고

guṇatva)이기 때문에, 그 속성의 기체로서의 아트만의 존재가
추리된다.”라는 해석이다. 후자는 니야야 학자들도 사용하지만
바이쉐시카 학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바이쉐시카형이라고
한다. 참조 : 사사키 코우키(1994. 12) p. 44.

19) 사사키 코우키는 아트만에 대한 존재논증을 기체에 대한 존재
논증(제1단계)과 욕구 등의 기체가 신체 등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논증(제2단계)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참조 : 사사키 코우키(1994) pp.
45ff; (1995) pp. 133ff.

20) 참조 : jñanaṃ tu yady api prathamam anusandhāna-nirapekṣam api
bhavati, NM p. 280. 어떤 대상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처음에 의심한
후에 확정짓게 되는데, 통합적 인식은 이 과정에서 과거에 경험하여
알고 있는 지식을 현재에 경험한 지식과 연결하는 역할, 즉 “이전에 내가
보아서 알고 있는 그것을 지금 내가 본다.”라고 확정짓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어떤 사물을 보고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의심하는
단계에서는 통합적 인식은 작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1) 이하에서 “인식의 행위주체”라는 의미로 “인식주체”로 표기한다.



12 ∙ 印度哲學 제45집

있는 한 주체인 아트만의 표징이 된다. 왜냐하면 일정한 대상에 대한
다양한 지각만이 작용한다면, [통합적 인식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타인의 신체와 같이.22)

이것은 욕구 등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염두에 둔 것

이다. ① 어떤 사람이 과거에 경험한 대상에 대하여 즐거움이나

고통을 느낀 것이 있다. ② 그리고 동일한 사람이 같은 대상을 보

았을 때, 그 대상이 즐거움을 주거나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상기

한다. ③ 그 결과 다시 그것을 취하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욕

구(icchā) 또는 싫어함(dveṣa)이 생긴다. ④ 이 욕구 또는 싫어함

의 결과로 획득하기 위한 행동이나 피하려는 행위를 위한 내적

노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①～④ 단계에서 전제되는 것이 통합

적 인식이다. 그리고 통합적 인식으로부터 기체인 아트만이 추리

된다.23)

그리고 둘째 부분의 논거, 즉 동일(同一)한 인식행위주체에 대

해서 바챠야나는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실로 알려는 사람은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숙고한다. 그
리고 숙고하면서 “이것은 ～이다.”라고 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알려
는 [주체]와 숙고하는 양자가 구분되지 않는 [인식]행위주체(abhinna-
kartṛka)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아트만의 표징이다. 이유
는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다.24)

22) yaj jātīyasyārthasya sannikarṣāt sukham ātmopalabdhavān, taj jātīyam
evārthaṃ paśyann upādātum icchati, seyam ādātum icchā
ekasyānekārtha-darśino darśana-pratisandhānād bhavati liṅgam
ātmanaḥ/ niyata-viṣaye hi buddhi-bhedamātre na sambhavati,
dehāntaravad iti, NBh p. 185.

23) 참조 : 사사키 코우키(1995) pp. 125-127; 바챠야나(1999) p. 24.
24) bubhutsamānaḥ khalv ayaṃ vimṛśati kiṃsvid iti, vimṛśaṃś ca jānīte
idam iti, tad idaṃ jñānaṃ bubhutsāvimarśābhyām abhinna-kartṛkaṃ
gṛhyamāṇam ātma-liṅgam/ pūrvokta eva hetur iti, NBh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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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자기 상속’(svasantāna)과 관련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논증식을 염두에 둔 것이다. ① 주장 : 지식을 포함한 욕구 등은

동일한 인식주체를 갖는다. ② 이유 : 통합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③ 동류예 : 통합적 인식이 있는 것은 동일한 인식주체를 갖는다.

자기 상속을 위하여. ④ 이류예 : 동일한 인식주체를 갖지 않는

것은 통합적 인식은 없다. 자신과 타자의 상속과 같이.25)

본 논문의 주제인 열변용 이론 사이의 논쟁은 둘째 부분에 포

함된다. 즉, 자기 상속의 전제인 동일한 인식주체를 둘러싼 논쟁

에 위치한다. 자얀타가 신체와는 별개의 아트만이 있다고 하는 반

면, 차르바카는 그것은 신체 혹은 감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

리고 전자가 아트만은 일상 경험에서 직접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욕구 등의 기체로서 추리된다고 하는 반면, 후자는 욕구 등의 기

체인 신체는 직접지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논쟁에서 중요한 논점은 “신체가 자기 상속을 보증할 동일

성(同一性)을 갖는가? 그렇지 않은가?”이다. 이 문제에 대해 자얀

타는 신체는 어린이 청년 노인 등의 연령별 상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동일성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반면, 차르바카는 상태만이

변하고 신체의 자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성을 지닌 기체로

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신체의 상태 변화만을 인정하고 자성 변화를 부정하

는 차르바카를 논파하기 위해 자얀타는 바이쉐시카학파의 열변용

이론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차르바카와 열띤 논쟁이 한창

인 가운데, 열변용을 둘러싼 바이쉐시카학파의 피루(pīlu)26)와 니

25) 참조 : 사사키 코우키(1994) pp. 51-52; 바챠야나(1999) p. 25.
26) 바이쉐시카학파는 첨예한 실재론 다원론 기계론적 차원에서 높고 낮은
다양한 열의 영향으로 흙 원자로부터 생긴 물질의 제 속성이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피루(pīlu) 이론에 따르면, 검은색의 부드러운 점토의
물단지가 가마에서 가열됨으로써 불의 제1타격에 의해서 원자 차원까지
분해되고, 제2타격에 의해서 흙 원자에서 검은 색 등의 속성이 소멸하고,
제3의 타격에 의해서 붉은 색 등의 속성이 생겨나고, 최종적으로
향수자의 불가견력(adṛṣṭa)에 의해서 원자에 운동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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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학파의 피타라(piṭhara)27) 사이의 논쟁을 삽입한다. 본 장에서

는 열변용 이론의 등장 배경과 논쟁 위치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

것이 서술되기 전까지의 차르바카와 논쟁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열변용 이론의 구체적 내용과

피루와 피타라 이론 사이의 논쟁을 원문 번역과 함께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것에 이어서 게송 주석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신체와 정신의 관계를 둘러싼 차르바카와의 논쟁에 대해서는 간

략하게 다룰 것이다.

자얀타는 NS 1.1.10에 대한 주석을 앞에서 언급한 욕구가 발생

하는 과정에 따라서, 통합적 인식을 지닌 기체로서 아트만이 추리

된다고 논증한다. 즉, 그것들이 결과성(kāryatva)과 속성성(guṇat

va)을 갖기 때문에 기체인 아트만이 추리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

면 물단지와 색(色) 등과 같이.28)

결합됨으로써 딱딱한 붉은 색의 물단지가 생겨난다. 이것은 원자론의
다음 네 원칙에 따라서 성립된다. 첫째, 양립하지 않는 두 가지 속성이
하나의 실체에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속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미 이전의 속성은 소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어떤 속성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내속인인 실체가 소멸, 즉 해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운동은 색 등의 속성을 지닌 실체에만 발생한다.
넷째, 결과의 속성은 원인의 속성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이것은 VS
7.4-14의 게송과 주석에서 설명된다. 참조 : 미야모토 케이이치(1974) pp.
142-143.

27) 니야야학파는 현상의 상식적인 해석에 기초하여 피루의 취약점을
비판 보완하는 피타라(piṭhara) 이론, 즉 물단지가 원자차원까지
소멸되지 않고도 열변용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이것의 주요
논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가열된 전 후의 물단지에 대한 동일성의
인식, 즉 재인식(pratyabhijñāna)이 가능하다. 둘째, 물단지는 간극을
갖고 있는 것(sāntara)이기 때문에, 그 틈으로 불의 미립자가 침입하여
직접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NS 3.1.48; 3.2.48-59, 71-72; 4.1.5, 47-48,
66-67의 게송과 주석에서 설명된다. 참조 : 미야모토 케이이치(1974) p.
142

28) 참조 : icchā nāma tāvad ittham upajāyate yaj jātīyam artham
upayujānaḥ puruṣaḥ purā sukham anubhūtavān, punaḥ kālāntare taj
jātīyam artham upalabhya sukha-sādhanatām anusmṛtya tad ādātum



니야야만자리의 아트만 논증에서 열변용 이론에 대하여 ∙ 15

이것에 대해 차르바카는 욕구 등이 기체를 필요로 한다면, “신

체 감관 등이 그것(욕구)의 기체일 가능성”29)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자얀타는 신체 등이 욕구의 기체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

는 근거가 성립하기 때문에, 욕구는 신체 등과는 다른 기체를 갖

는다고 반박한다.30) 그리고 신체와는 다른 기체에 의존한다면, 그

것이 곧 아트만이다.31)

이와 같은 통합적 인식을 근거로 아트만에 대한 추리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러나 ‘통합적 인

식을 지닌 기체로서의 아트만’과 관련된 논증은 지식이라는 표징

에는 사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① 욕구～⑤ 고통과는 달리 지식

은 처음에는 통합적 인식(anusandhāna)에 의존하지 않고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얀타는

icchati/ seyam anena krameṇa samupajāyamānecchā
pūrvāparānusandhāna-samartham āśrayam anumāpayati, kāryasya
nirādhārasyānupapatteḥ/ āśrayamātra-pratītau cāryam anvayavyatir
ekavān eva hetur bhavati/ icchā dharmiṇī āśriteti sādhyo dharmaḥ
kāryatvāt ghaṭādivat/ guṇatvāt rūpādivat iti vā hetur vaktavyaḥ, NM
p. 278. ; 이것을 논증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장 : 욕구 등은
어떤 것인가에 의존한다. ② 이유 : 결과이기 때문에. 속성이기 때문에.
③ 동류예 : 물단지처럼. 색(色) 등과 같이. 사사키 코우키는 이것을
아트만 존재 논증의 제1단계인 기체일반(adhiṣṭhānamātra)에 대한 추리,
즉 “기체(基體)의 존재 논증”이라고 규정한다. 참조 : 사사키
코우키(1995) p. 135.

29) tad adhiṣṭhānatve ca dehendriyādau, NM p. 278.
30) 참조 : icchā śarīrādi-vilakṣaṇāśrayā śarīrādiṣu bādhakopapattau
satyāṃ kāryatvāt, NM p. 279. 이것을 논증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즉, ① 주장 : 욕구 등은 신체와는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한다. ②
이유 : 신체 등에 의존하는 것이 부정되는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이기 때문에. ③ 이류예 : 물단지처럼. 사사키 코우키는 이것을
제2단계인 “욕구 등의 기체가 신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논증”이라고 규정한다. 주목할 것은 제1단계에서 동류예로 사용되었던
“물단지”가 이곳에서는 이류예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참조 : 사사키
코우키(1995) p. 137.

31) 참조 : yaś ca sa vilakṣaṇa āśrayaḥ tatrātma-saṃjñāgamiki, NM p.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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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들이 동일한 인식주체에 의존해서 발생한다는 논리를 통해,

① 욕구～⑥ 지식이 아트만을 기체로 하는 속성임을 논증하고 아

트만에 대한 추리 가능성을 확정한다.

즉, 자얀타는 지식이 반드시 통합적 인식에 기초하여 생기는 것

은 아니지만, 알고자 하는 행위의 결과로서 생기는 확정된 지식과

같이 통합적 인식에 근거하여 생기는 지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지식도 통합적 인식의 기체를 추리하게 만드는 표징이라고 주장

한다.32)

그러나 대론자는 과거와 현재의 인식주체의 동일성을 성립시키

는 것은 “아는 주체에 대한 재인식”이라는 논점에서 다음과 같이

논박한다.33)

그대들이 반론으로 주장하였지만, “통합적 인식이 없으면 그와 같
은 욕구 등의 결과가 생기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체 어
떻게 알려진단 말인가? 만일 “동일한 인식주체에 대해 그것이 분명히
인식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한다면, 동일한 인식주체는 [이미] 인식
된 것이기 때문에 아트만이 직접지각을 통해 알려진다고 인정하는 것
이 된다. 따라서 추리는 의미 없게 된다. 한편 [직접지각되는] 동일한
인식주체를 상정하지 않을 경우, “그것(=동일한 인식주체)을 전제로
생겨나는 것”(tat-pūrvakatva)과 욕구 등과의 [필연적] 관계가 알려지

32) 참조 : jñanaṃ tu yady api prathamam anusandhāna-nirapekṣam api
bhavati/ tad api ca śakyata evātma-liṅgam abhidhātum, tathāpy
anusandhāna-pūrvecchādikārya-prakaraṇāt nirṇayātmakam eva
jñānam udāhartavyam/ tatra hi bubhutsā-vimarśādi-pūrvakatvam
upalabdham iti tad eka-kartṛkatvam upakalpyate/ tad evam icchādīny
ātma-liṅganīti sthitam(한편으로 지식은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통합적
인식에 의존하지 않고 생기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아트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통합적 인식을 전제로 하는 욕구 등의
결과에 대해 논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지식을 예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 알려는 욕구 또는 고찰 등에 전제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곧 통일적인 행위주체이다. 그와
같이 욕구 등이 아트만의 표징이라는 것이 확정된다), NM pp. 280-281.

33) 참조 : 사사키 코우키(1995)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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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때문에, [욕구 등의 표징을 전제하는 아트만에 대한 추리는]
불가능하다.34)

이 논박에 따르면 자얀타는 “아트만에 대한 직접지각”을 인정

하거나 “변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 직접

지각을 부정하면 변충관계도 성립되지 않게 됨으로써 추리 자체

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35) 이것에 대해 자얀타는 자기 상속(svas

antāna)36)이라는 개념과 반소증거척논증(反所證拒斥檢證, sādhyav

iparyaye bādhakapramāṇa)37)을 도입하여 직접지각을 의지하지

34) nanu atra coditam anusandhātāram antareṇa tad etad icchādi-kāryaṃ
nāvakalpata iti kathaṃ jñāyate/ ekatra pramātari tad darśanād iti//
yad ucyate/ tad idam eka-pramātṛ-grahaṇād ātma-pratyakṣatvam
aṅgīkṛtaṃ syāt iti vyartham anumānam/ agrahaṇe tu pramātur ekasya
tat-pūrvakatvenecchādeḥ pratibandhāgrahaṇād aśakyam anumānam iti/
parihṛtam etat/ kāryatvenaiva liṅgatvam icchāder upavarṇitam
asmābhiḥ na smaraṇādi-samānādhāratayeti, NM p. 281.

35) 참조 : seyam ubhayataḥ-pāśā rajjuḥ/ ātmā vā pratyakṣaḥ/ vyāptar vā
duravagameti, NM p. 282.

36) 자얀타는 인식주체에 대한 지각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자기
상속(svasantāna)”에 대한 지각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A가
본 것을 B가 상기한다.”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사사키 코우키에
따르면, svasantāna에서 sanstāna는 “지(知)의 상속”이고, 스바(sva)는
타인과 구별되는 신체를 지닌 “자기”라고 할 수 있다.
니야야 바이쉐시카학파에서 아트만은 편재하는 것으로서 자타(自他)의
구별은 신체를 기준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상속”이란
“자기라고 하는 신체의 영역 안에서 성립되는 지(知)의 상속”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자얀타는 자기 상속이 어떻게 알려지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통합적 인식이 성립되는 것을 근거를
통해 그 존재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조 : 사사키 코우키(1994) pp.
51-52.

37) 불교논리학은 난제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① 내변충론(內遍充論,
antaravyāpti), ② 귀멸환원법(歸謬還元法, prasaṅgaviparvyaya), ③
반소증거척논증(反所證拒斥檢證, sādhyaviparyaye bādhakapramāṇa)을
사용한다. 여기서 “논증되는 것과 모순되는 것을 부정하는 논증”, 즉
반소증거척논증은 다음과 같다. ① 주장 : 찰나멸이 아닌 것(恒常하는
것)은 존재성이 없다. ② 이유 : 단시적(繼時的, krameṇa) 동시적(同時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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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긍정적 변충관계가 확인될 수 있다고 답변한다.

이제 논쟁 주제는 자기 상속과 관련하여 신체의 동일성과 기체

성으로 옮겨간다. 욕구 등의 결과물이 동일한 인식주체의 추리에

합당한 표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38) 대론자는 브리하스파티(Bṛh

aspati)의 가르침에 따라 욕구 등은 신체를 기체로 지닐 뿐 아니

라, 정신도 결국 물질로부터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39) 그 근거

로서 제시된 것이 주정의 힘(mada-śakti)이다.

그리고 [설탕과 밀가루 등이 수라(surā, 술)의 양상에 도달한 변용
이 이루어질 때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정(酒酊)의 힘을 [획득
하는 것처럼, 제 원자도 흙(地) 등의 상태에 있어서는 비정신적인 것
이기는 하지만, 신체의 양상으로 변용했을 때] 지성을 획득한다고 언
급되었다.40)

yaugapadya) 작용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③ 동류예 : 단시적 동시적
작용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존재성을 갖지 않는다. 토끼의 뿔과 같이.
이와 같은 반소증거척논증을 차용하여 자얀타는 직접지각과 관계없이도
긍정적변충관계가 확인될 수 있다고 반론한다. ① 주장 : 동일한
인식주체를 갖지 않는 것에는 통합적 인식이 없다. ② 이유 : 자기
상속이 다르기 때문에. ③ 동류예 : 자기 상속이 다른 것에서는 통합적
인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기와 타인의 상속과 같이. 참조 : 사사키
코우키(1995) pp. 152-153.

38) 참조 : tasmād icchādi-kāryeṇa yuktam eka-pramātṛ-anumānam, NM
p. 284.

39) 참조 : nanu cāśritam icchādi deha eva bhaviṣyati/ bhūtānām eva
caitanyam iti prāha bṛhaspatiḥ, NM p. 284.

40) uktaṃ ca mada-śaktivad vijñānam iti ucyate, NM p. 284. 아트만에
대한 논증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주정의 힘에 대한 언급은 이미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식 등과 연결된 것은 특수한 변용에 의해서
발생한 탁월(卓越)한 힘을 획득한 것으로서 제 원자에만 발생한다.
설탕과 밀가루 등이 수라(surā, 술)의 양상에 도달한 변용이 이루어질
때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정의 힘을 획득하는 것처럼, 제 원자도
흙(地) 등의 상태에 있어서는 비정신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신체의
양상으로 변용했을 때 지성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질병 등에 의한 특수한 변용을 방치한 결과, 지성의 결여를 낳게
되는 것이다. 참조 : NM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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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일관된 신체가 욕구 등의 기체라는 주장에 대해, 자

얀타는 신체가 변화성(變化性), 즉 무상성(無常性)을 지니기 때문

에 기체일 수 없고 정신이 신체의 속성이라는 것도 합당하지 않

다고 반박한다.

신체는 욕구 등의 기체가 아니다. [신체는] 어린이, 청년, 노인 등과
같이 상태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신체가] 경
험한 대상을 또 다른 사람이 떠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타인
에 의해서 상기된 것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욕구가 발생하지 않
는다. 따라서 최초의 대상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욕구가 생길
때까지 일련의 결과들에 대한 어떤 동일한 기체가 상정되어야만 할
것이다.41)

그러나 대론자는 상태만이 변하는 것이고 신체의 자성(śarīra-s

varūpa)은 불변하고 동일한 것으로서, 그것은 신체에 대한 재인식

(再認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반론한다. 즉, 이전에 만난 어떤 사

람을 지금 다시 보게 될 때, “그 때 그 사람”이라고 재인식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동창생을 40년이 지난

다음 만났을 때, 그 신체의 크기와 모습이 상당히 변했음에도 불

구하고, 그의 신체를 보고 “이 사람이 아무개이다.”라고 알아보는

것은 신체의 자성이 동일하기 때문이다.42)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자얀타는 잘린 머리카락과 손톱의 실례

로 논박한다. 즉, 사람들은 잘린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다시 자랐

41) śarīraṃ tāvan necchāder āśrayaḥ/
śaiśava-yauvanavārdhakādi-daśā-bhedena bhinnatvāt// tathā hi
nānya-dṛṣṭo ’rthaḥ smartum anyena śakyate/ na cānyena smṛte
tasmin anyasyecchopajāyate// tenādyād artha-vijñānāt
prakṛtyecchā-samudbhavāt/ ekasya kārya-cakrasya vaktavyaḥ kaścit
āśrayaḥ, NM p. 284.

42) nanu avasthā-mātram eva bhinnam/ avasthātṛ-śarīra-svarūpam
abhinnam eva pratyabhijñā-pratyaya-prāmāṇyād avagamyate, NM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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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그것을 이전의 것과 같은 것이라고 재인식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따라서 이전에 본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나서 그 사람의

신체를 보고 동일하다고 재인식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IV. 열변용 이론과 신체에 대한 기체성 부정 논증

위와 같이 신체는 상태만 변하고 자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욕구 등에 대한 기체가 될 수 있다는 차르바카의 주장에 대해, 자

얀타는 NM pp. 284-290을 통하여 신체에 대한 기체성 부정 논증

을 계속한다. 이것은 다섯 부분으로 구분된다. ① NM pp. 284-28

5의 3개 운문을 통해 열변용 이론에 근거하여, 소화의 불에 따른

변용 이론을 통해 신체의 소멸을 주장하는 제1단계 논증이다. ②

NM pp. 285-287의 피루와 피타라 사이의 열변용 논쟁 I이다. ③

NM p. 287의 망고를 실례로 한 신체의 소멸에 대한 제2단계 논

증이다. ④ NM p. 287-288의 피루와 피타라 사이의 열변용 논쟁

II이다. ⑤ NM pp. 288-290의 신체의 소멸에 대한 제3단계 논증

이다.

이와 같은 열변용 논쟁은 신체에 대한 기체성과 관련된 논쟁의

반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지만, 이 부분이 빠지더라도 전체 논쟁의

맥락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 보인다. 자얀타는 아래의 3개의 운문

에서 열변용 이론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밝히고

있으며, 이어지는 열변용을 둘러싼 논쟁은 그것들에 대한 부연설

명과 같은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소화의 불(audary

a-tejas)의 영향으로 신체는 부분적으로 소멸과 생기를 반복하여

신체 전체가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는 동일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체는 욕구 등의 기체가 될 수 없다. 운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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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리고 [열변용 이론에 근거해서] 음식을 [소화함으로써] 신체가
변용(變容)된다는 것이 인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음식이 [소화를 통해
변용]되지 않을 것이다.43)

② [열변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양가 높은] 요구르트 등의 유제
품을 마셨을 때 살이 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양가 없는] 신맛의
오트밀 등의 죽을 먹었을 경우에도 살이 빠지는 것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44)

③ 어떤 부분들은 소멸하고, 어떤 새로운 부분들은 생겨나고 있는
데, 전체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
가?45) (번호는 필자 추가)

즉, 소화의 불의 영향으로 신체가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다면 영양가 높은 요구르트나 우유를 먹는다고 해도 살찌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찌기 때문에 열변용 이론을 인정해야만 한다. 살이 찐다는 것은

신체의 부분에 소멸(消滅)보다도 생기(生起)가 더 많기 때문이다.

살이 빠지는 것은 반대의 경우이다. 그와 같이 신체는 끊임없이

부분적 변화를 계속하기 때문에, 신체 전체가 소멸하는 것과 다름

없다. 여기까지가 신체의 소멸에 대한 제1단계 논증이다.

자얀타는 그것에 대한 근거와 부가 설명으로서 바이쉐시카학파

의 열변용 이론, 즉 피루를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그와 같이 어떤 이들(바이쉐시카)은 [가마에서] 가열된46) 물단지 등

43) āhāra-pariṇāmāc ca deha-bhedo ’vagamyate/ pākajotpatti-mārgeṇa na
jīryet ānnam anyathā, NM p. 285.

44) na bhavet paripoṣo hi dadhi-kṣīrādi-bhakṣaṇe/ kāṃcikādy upayoge ca
na dṛśyetāsya raktatā, NM p. 285. 이 문장의 둘째 행에 대해서는
이독(異讀)이 있다. NM(K)는 “kāñcanādy upayogena dṛśyate tasya
raktatā”로 읽고, NM(Ś)는 “prāktanasyāvināśe na dṛśyate tasya
riktatā”로 읽는다. 여기서는 마루이 히로시 교수를 따라 “kāṃcikādy
upayoge ca na dṛśyetāsya riktatā”로 교정한다.

45) kṣīṇair avayavaiḥ kaiścit kaiścic cābhinavodgataiḥ/ abhinna evāvayavī
kathaṃ bhavitum arhati, NM p.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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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마에 들어가기] 이전의 상태와 다른 색과 결합된 것을 [보았을
때], 변용의 원인인 [원자의] 운동의 멈춤과 지속의 잠세력(慣性)을 갖
는 불의 원자와 [물단지의 흙 원자가] 결합하는 것을 잘 관찰함으로써,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음식의 소화에 의한 신체의] 소멸과 생기가 있
다는 것을 상정한다.47)

피루 이론에 따르면, 원자의 색이 내속인(內屬因)48)이 되어서,

그것으로부터 물단지의 색이 결과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가마에서

가열된 물단지의 색이 변화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일차적으로

원자의 색이 변화되고, 그것이 내속인이 되어 새로운 물단지의 색

이 결과로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가열되기 전의 점토 상태의

물단지 자체는 일단 해체 소멸되고, 이후에 향수자의 불가견력에

의해서 다시 원자들이 결합하여 붉은색의 물단지가 발생한다.

그러나 피루 이론은 많은 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타학파

들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는다. 그 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

마 안에서 물단지 등이 원자 차원까지 붕괴한다는 현상은 상식에

합치(合致)하지 않는다. 둘째, 원자차원까지 분해된 것을 재구성하

기 위해 “향수자의 불가견력”과 “아트만과 원자의 결합”이 상정되

지만, 자연계의 무수한 열변용 현상을 질서정연하게 설명하기에는

우연적 요소가 너무 크다. 셋째, 불의 제2타격으로 검은색이 소멸

46) pāka는 “요리되는, 끓여지는, 가열되는, 숙성되는” 등의 의미를 갖는
남성 명사이다. 국문 어법으로는 가마에서는 “구워지는, 또는
구워진”으로 용어가 더 자연스럽지만, 본고에서는 열변용 이론의
실례들로 제시되는 다양한 경우들에 넓게 사용될 수 있는 “가열되는,
혹은 가열된” 등의 용어로 번역하였다.

47) tathā ca kecit pacyamānasya ghaṭāder api
prāg-avasthā-visadṛśa-rūpādi-yoginaḥ
pāka-kāraṇa-bhūta-vegavad-agni-dravya-saṃyoga-paryālocanayaiva
pralayodayau kalpitavantaḥ, NM p. 285.

48) 니야야 바이쉐시카학파에서 원인(kāraṇa)은
내속인(samavāyikāraṇa) 비내속인(anasamavāyikāraṇa) 동력인(nimittak
āraṇa)이 있다. 예를 들면 옷감의 “실”은 내속인이고 “실 상호간의
결합”은 비내속인이고, “배틀”은 동력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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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나서, 제3타격에 의해서 붉은 색이 발생하기 전까지 매우 순

간적이기는 하지만 흙 원자의 기본적인 속성인 색(rūpa) 맛(rasa)

향(gandha) 촉(sparśa)이 내속하지 않는 상태가 출현한다.49) 즉

그것은 흙 원자로서의 소이(所以)를 모두 잃고 완전히 무규정의

실체가 되고 만다. 넷째, 동일한 현상이 이전의 속성을 잃어버린

다음, “결과로서의 실체”에 “원인으로서의 실체”에 의존한 새로운

속성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짧은 순간에도 발생한다.50)

이와 같은 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니야야는 기계론적인 원자론

을 피하고, 상식적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한다. 즉, 피타라는 재인

식(pratyabhijñāna)과 간극을 갖고 있는 것(sāntara)이라는 논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논박한다.

[가열되기 위해] 가마에 들어간 물단지 등은 풀과 잎사귀 등으로
둘러싼 형태로 있더라도, [가마의] 구멍을 통해 들어다 보면 [그것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물단지 등은] 가열되더라도 동
일한 수(saṃkhyā) 동일한 크기(parimāṇa) 동일한 형태(sanniveśa) 동
일한 공간(deśa)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위에 올려놓은
접시 따위가] 떨어지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들(물단지
등)이 인식주체 등의 원인으로 인해 원자(kalāpa, 최소단위)까지 소멸
되고 나서 다시 형태를 취한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된
다.51)

이 논박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視覺)을 통하여 가마

49) 참조 : rūpa-rasa-gandha-sparśavatī pṛthivī, VS 2.1.1.
50) 참조 : 미야모토 케이이치(1974) p. 40.
51) yady api kanduka-nikṣiptā ghaṭādayaḥ tṛṇa-parṇādi-pihita-vapuṣo ’pi
tad-vivara-prasṛtena nayana-raśminā na vinaṣṭā ity upalabhyante/
yady api tat-saṃkhyā, tat-parimāṇaḥ, tat-sanniveśaḥ, tad-deśāś ca
pakvā api dṛśyante, yady api patanto na vibhāvyante, yadi api ca
tadā(yadi api ca tadā를 NM(K)의 이독을 따라서 tataḥ로 교정) teṣāṃ
kartrādi-kāraṇa-kalāpāsaṃbhavāt punar ghaṭanam aghaṭamānam iva
lakṣyate, NM p.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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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굽고 있는 동안에 동일한 형태의 물단지가 있는 것을 관찰

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가마에서 꺼낸 가열된 물단지를 보

고 나서, “이것은 가마에 집어넣기 전의 그 물단지와 같다.”라는

재인식도 가능하다. 둘째, 물단지를 구성하는 수 크기 점유하는

장소가 동일한 것이 지각된다. 셋째, 만일 물단지가 원자 차원까

지 분해된다고 하면, 함께 가열되기 위해 물단지 위에 올려놓았던

접시 등이 떨어져서 깨진 상태로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

이 지각된다. 그러므로 원자차원까지 소멸된다는 피루 이론은 합

당하지 않다.52)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피루는 어떤 속성이 소멸하기 위해서

내속인인 실체가 해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자론의 원칙을 내

세워 아래와 같이 반론을 펼친다. 즉, 물단지의 색의 변화를 통해

색의 내속인인 물단지의 해체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물단지는 소멸했다고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리를 통해 [물단지가] 소멸(vināśa) [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상정된다. 즉, [물단지의] 모든 부분과 [물단지의] 안
과 밖에서 [불의] 가열로 인해 이전의 색 등(色 味 香 觸)과는 다른 속
성이 관찰되므로, 불의 내부 침입이 추리된다. 그와 같이 강한 활동력
을 지닌 불 원자에 의한 타격(abhighāta)과 뒤흔듦(nodana)이 있기 때
문에 반드시 물단지 등의 [존재의] 시작점에 있는 [원자] 부분에 [운동
의] 결과가 발생한다. 그 결과로서 [물단지의 부분들이] 쪼개지고, 쪼
개지는 것으로부터 실체의 시작점에 있는 [원자의 결합이] 소멸되고,
그 소멸로 인해 실체가 소멸된다. [피타라에 따라서] 불 원자가 물단
지 내부의 [원자가 있는 곳까지 직접] 침입하여 [그 속성을 변화시키
기 때문에 물단지의 소멸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을 취하더라
도, [이미 그 물단지 등에는] 미세한 구멍들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
에, 반드시 물단지 등에서는 부분의 결합이 소멸되는 것이 발생한다.
이것은 [물단지 등의] 소멸과 다른 것이 아니다.53)

52) 참조 : 미야모토 케이이치(1975) p. 38.
53) tathāpi teṣām anumānena vināśaḥ parikalpyate/ sarvāvayaveṣv



니야야만자리의 아트만 논증에서 열변용 이론에 대하여 ∙ 25

피루는 이어서 새로운 실례로 반론한다. 즉, 가마에서 가열된

물단지들을 꺼냈을 때, 그것이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마에서 굽고 나서 바로 꺼낸 물단지들 중에는 어떤 것은 깨
져있고, 어떤 것은 굽어 있고, 어떤 것은 다른 형태를 지닌 것이 관찰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부터도 우리는 그것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수를 지녔다.”라는 것도 모든(수 크기 형태 장소 등)
것에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의 침에 의해서 목 부분에
상처를 입은 물단지 등이 대해서도 [그것은 결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된 이유로 물단지 등의 결과로서의 실체가 소멸한 다음,
[이어서] 원자 [차원까지의] 소멸이 발견된다.54)

즉, 가열이 끝난 다음에 물단지 등을 가마에서 꺼냈을 때, 온전

한 형태로 잘 가열된 것이 있는가 하면 깨져 있거나 형태가 변형

된 것도 발견된다. 그리고 바늘 등으로 미세하게 상처를 입었을

때, 시각을 통한 재인식 과정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

다. 하지만 바늘로 상처입기 이전의 물단지는 이미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가마에 들어가기 전 후의 물단지가 동일한 수 크기 장소

를 점유한다는 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물단지 전체가

antar-bahiś ca pākāt pūrva-rūpādi-vilakṣaṇa-guṇoplabdheḥ
antaḥ-praveśaḥ kṛśānor anumīyate/ tena vegavatā vahni-dravyeṇa
nodanāt abhighātād vā nūnaṃ ghaṭādy-ārambhakeṣv avayaveṣu kriyā
jāyate, kriyātaḥ vibhāgaḥ, vibhāgāt
dravyārambhaka-saṃyoga-vināśaḥ, tad-vināśāt dravya-vināśa iti//
anupraveśa-pakṣe ’pi sūkṣma-vivara-parikalpanād avaśyam
avayava-saṃyoga-vighaṭaṃ ghaṭāder iti vināśa eva, NM p. 286.

54) api ca pākān antaraṃ kandukād apakṛṣyamāṇāḥ piṭharādayaḥ kecit
sphuṭitāḥ, kecid vakratāṃ gatāḥ, kecit sanniveśāntaram eva pratipannā
dṛśyante/ tasmād api paśyāmo naṣyantīti// tat-saṃkhyatvād iti
sarvam anaikāntikaṃ sūcyagra-viddha-kaṇṭha-koṇaiḥ kumbhādibhiḥ/
ataḥ pūrvokta-nītyā naṣṭeṣu ghaṭādi-kārya-dravyeṣu paramāṇava eva
pacyante, NM p.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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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되었다고 인정되어야만 한다.

이어서 피루는 원자 차원까지 소멸된 물단지가 어떤 과정을 거

쳐 새로운 결과의 실체로서 생겨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불에 가열된 제 원자들은 검은 색 등의 색을 버리고, 붉은 색 등의
새로운 속성을 취한다. [그리고] 유정에 존재하는 기쁨과 고통을 향수
하는 공덕(dharma) 죄과(adharma)와 관련된 불가견력(adṛṣṭa)을 통하
여 [원자에 결합의] 운동이 [시작된다.] [원자 2개가] 상호 결합하여 제
2원자체(二原子体, dvyaṇuka)가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제2원자체가
결합하여 제3원자체(tryaṇuka)들이55),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제3원자체들이 결합하여 생기는 물단지가 이전 것과] 비슷한 것(同類)
처럼 보이지만 이전의 것과는 다른 물단지 등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
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저런 순간에 이런저런 결과가 생
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런저런 것이 소멸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설
명하지 않겠다. 저술이 너무 방대하게 되는 것이 두려울 뿐 아니라,
[이 책의] 목적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56)

피루의 논리에 따르면, 물단지 등의 결과를 향수하는 사람(bho

gin)의 불가견력에 근거한 아트만과 원자의 결합을 통하여, 이미

열변용에 의해 새로운 속성을 취한 원자들에게 운동(karman)이

발생한다. 이 운동의 원인인 불가견력이란 향수자가 과거에 행한

행위에 따른 공덕과 죄과이다. 이와 같은 원자의 운동으로부터 원

자의 결합이 생기고 결과로서의 실체, 즉 붉은 색의 물단지가 생

55) 원자 2개가 결합한 것이 제2원자체이고, 제2원자체가 3개 결합하여
제3원자체가 된다.

56) pakvāś ca śyāmādi-guṇānavajahataḥ raktādi-guṇāntarayogam
anubhavantaḥ
prāṇi-gata-sukha-dūḥkhopabhoga-sādhana-bhūtādṛṣṭa-preryamāṇāḥ
parasparaṃ saṃyujya dvyaṇukādi-prakrameṇa tādṛśam eva
ghaṭādi-kāryam ārabhante/ tatrāmuṣmin kṣaṇe ’muṣya kāryasya
prasavaḥ, amuṣya pralaya iti prakriyā na likhyate,
granthavistara-bhayāt aprayojanatvāc ceti, NM pp. 28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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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난다.57) 따라서 물단지는 원자차원까지 소멸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열변용을 둘러싼 논쟁의 첫 부분이 일단락된다. 이것

이 열변용 논쟁 I에 해당한다. 이어서 자얀타는 차르바카와의 논

쟁으로 돌아간다.

태양의 열(tapanātapa)을 받는 망고 등의 과실에게도 같은 [변화]
과정이 있다. [그와 같이] 신체도 소화의 불에 의해 음식 등이 숙성(熟
成)됨으로써, [몸 안의] 액체와 몸에서 나오는 것(대변과 같은 것), 고
체적 요소(몸, 머리, 뼈 등 몸을 구성하는 것)의 상태로 변화하기 때문
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생기와 소멸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고정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체가] 통합적 인식 등의
결과에 부합될 수 있겠는가?58)

그는 여기서 태양의 열의 영향을 받은 망고가 숙성되는 것을

실례로 제시하면서, 신체도 소화의 불에 의해 숙성되는 과정에서

소멸과 생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차르바카가 주장하듯 그것은 통

합적 인식 등의 기체가 될 수 없다는 제2단계 논증을 한다. 제1단

계에서 신체의 변화성을 증명한 다음, 제2단계에서 신체의 변화성

을 근거로 해서 통합적 인식에 대한 기체성을 부정한다.

이와 같이 제2단계 논증 다음에, 그는 피타라에 의한 비판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열변용 논쟁을 삽입한다. 그러나 전체 문맥을 고

려해보면 수많은 간극으로 구성된 물단지 등이 가마에서 가열되

는 동안에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피타라 이론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마치 피루에 근거한 신체 전체가 소멸한다는 제1 2단계의

논증에 대한 반론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가마 속에서

57) 참조 : 미야모토 케이이치(1975) p. 34.
58) evaṃ tapanātapa-dṛśyamāneṣv āmrādi-phaleṣv eṣa eva nyāyaḥ/ śarīre
’py audaryeṇa tejasā pacyamāneṣv annapanādiṣu
rasa-mala-dhātu-bhāvena pariṇāmam upagacchatsu prāyeṇa
pratikṣaṇam utpāda-vināśau saṃbhavata iti sthairyābhāvāt katham
anusaṃdhānādi-kārya-yogo ’syeti, NM p.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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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된 물단지가 소멸되지 않듯이, 소화의 불에 의해 신체의 자성

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읽혀질 위험성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다른 사람들(즉, 니야야학파)은 직접지각의 힘에 근거하여(pra
tyakṣa-balavattayā) 물단지 등은 가열되는 동안에도 소멸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그리고 [최초에] 무수한 간극을 갖는 실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과 밖이 가열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또한 [가마
에서] 가열 [단계가] 끝나 [완성된] 물단지에 담겨진 물의 차가운 감촉
이 [물단지의] 외부에서도 느껴진다. 그와 같은 경우에, [그대들이 주
장하는 것처럼 가마에서] 가열될 때에 타오르는 불꽃의 침입에 의해
발생하는 소멸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보다 차가운 물 원자가 [물단지
의] 모든 방향으로 침입하는 것을 통한 소멸이 발생한다고 귀결되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식수단에 따른 바른 견해가 아니다.
따라서 본래 물단지 등이 수많은 간극을 갖는 결과인 실체로서 만들
어졌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라고 하더라도 그 내부까지 불 원자가 침
입하여 [흙 원자가] 가열된다는 설명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므
로 물단지의] 소멸을 상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물단지 전체가 가열
된다는 이론(piṭharapākavāda) 쪽이 더 뛰어나다.59)

여기서 피타라는 물단지가 간극을 갖고 있는 실체라는 점을 강

조한다. 즉, 물단지는 미세한 구멍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통해 불의 원자가 물단지의 흙 원자에 직접적으로 작용하

59) apare punaḥ pratyakṣa-balavattayā ghaṭāder avināśam eva
pacyamānasya manyante/ suṣira-dravyārambhāc ca antar-bahiś ca
pāko ’py upapatsyate/ dṛśyate ca pakve ’pi kalaśe niṣiktānām apāṃ
bahiḥ śītasparśa-grahaṇam/ ataś ca pāka-kāle
jvalad-anala-śikhā-kalāpānupraveśa(NM(K)의 이독을 따라서
kalānupraveśa로 교정)-kṛta-vināśavat tadāpi
śiśiratara-nīra-kaṇa-nikarānupraveśa-kṛta-vināśa-prasaṅgaḥ na cedṛśī
pramāṇa-dṛṣṭiḥ/ ataḥ prakṛti-suṣiratayaiva kārya-dravyasya ghaṭāder
ārambhāt antarāntarā tejaḥ-kaṇānupraveśa-kṛta-pākopapakter alaṃ
vināśa-kalpanayā/ piṭharapākapakṣa eva peśalaḥ, NM p.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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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색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60) 만일 그렇지 않고 피루 이

론을 따른다면 물단지 안에 차가운 물을 담고 나서 물단지 표면

에 차가움이 느껴질 때에도, 물의 차가움의 타격으로 물단지가 완

전히 소멸한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61)

그러나 피루 이론을 따르는 사람이라도, 이 경우에 물단지 안에

있는 물의 타격으로 물단지가 소멸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

기 때문에 물단지에는 미세한 간극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 불

원자가 물단지의 안과 밖을 가열한다는 이론, 즉 물단지 전체가

가열된다는 피타라 이론이 더 탁월하다고 자얀타는 결론짓고 있

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물단지와 관련된 열변용 이론에서 피타라의 입장은

60) 니야야학파는 물단지 등이 치밀하지 않은 구조라는 사실을 논증할 때
다음과 같은 실례를 통해 논증한다. 첫째, 요리의 불은 물단지 내부에
있는 것을 가열한다. 둘째, 태양광선 등이 물단지 안에 있는 물을
가열한다. 셋째, 차가운 물을 물단지 안에 부었을 때 바깥부분도 차갑게
된다. 원자론에 따르면 열의 감촉은 불의 특유한 속성이고 차가움은
물의 특유한 속성이다. 따라서 물은 뜨거울 수 없고 불은 차가울 수
없다. 물이 따뜻하게 지각되는 것은 물 원자에 근접해 있는 불 원자의
영향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이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 부분에 물
원자가 침투해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자얀타는 셋째 실례를 근거로
논증하고 있는 것이다. 참조 : 미야모토 케이이치(1974) pp. 35-37.

61) 이와 같은 피타라의 비판에 대해 피루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
① 물단지 등의 전체를 지지하는 제 부분에는 안에 존재하는 것과 밖에
존재하는 것이 있다. ② 물단지 등은 간극을 갖고 있는 것(sānatara)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분을 지니지 않는 원자가 두 개 결합할 경우에, 어떤
부분은 결합하지만 어떤 부분은 결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그 간극이 제3원자체에 있을 수 있지만, 그 간극을
지각할 수 없기에 인식대상이 아니다. ③ 물단지 등에 전혀 간극이 없기
때문에, 불이 그 내부 전체에 퍼져 들어가는 것은 불의 타격에 의해서
원자 수준까지 분해되는 것이 요청된다. ④ 금강석이라도 가열시킬 수
있는 비상한 가벼움 뜨거움 위세를 지닌 불이 물단지를 파괴 분해하지
않을 리가 없다. ⑤ “결과로서의 실체”에 내속하는 색 등의 속성은 그
의지처인 “결과로서의 실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마 안에서 검은 색에서 붉은 색으로 변한 물단지 등은 불과
결합할 때 소멸한다. 참조 : 미야모토 케이이치(1974) pp. 37-38.



30 ∙ 印度哲學 제45집

상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타라 이론을 신체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신체의 자성의 불변

동일성을 인정하게 되는 위험에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신체

가 욕구 등의 기체라는 차르바카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논쟁에서 패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얀타는 피타라 이론이 물단지

등에 대해서는 옳지만, 신체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부연설

명을 덧붙인다. 그리고 이것은 신체의 소멸에 대한 제3단계의 논

증으로 이어진다.

가열되기 위해서 가마에 넣어진 물단지와 똑같은 모양의 것이 완전
히 가열되어 그곳으로부터 나왔을 때도 발견된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나무 막대기 등의 타격으로 다른 형태로 [변형된 것이] 보이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불의 접촉이 그것(형태가 변하는 것)을
만드는 힘을 지닌다면 모든 경우에 그와 같은 상태로 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소멸되지
않는 방식으로 물단지 등이 [전체로서] 가열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물단지 등에 관한 논리는 신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음식의 소
화의 불[의 작용]은 신체가 견고한 것이라고 [전제할] 경우에도, [전체
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피타라에 따르는] 물단지 등의 가열과는
같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체가 증감(cayāpacaya)하는 것이 보이
기 때문이다. 그것에 따라 크기 등의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신체는 동
일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신체)의 재인식”은 “타오르는 불꽃
등에 대한 재인식”과 [같은 착각(bhrānti)이라는] 것이 확실해진다.62)

62) yādṛg eva hi nikṣiptaḥ ghaṭaḥ pākāya kanduke/ pāke ’pi tādṛg evāsau
udgato dṛśyate tataḥ// kvacit tu sanniveśāntara-darśanaṃ
kāṣṭhādy-abhighāta-kṛtam upapatsyate/ pāvaka-saṃparkaṃ kasya
tat-kāritve tu(NM(K)의 pāvaka-saṃparkasya tat-kāritve tu라는
이독을 따라 교정) sarvatra tathā-bhāvaḥ syāt/ tasmād avinaṣṭā eva
ghaṭādayaḥ pacyante/ so ’yaṃ tu ghaṭādi-nyāyaḥ śarīre neṣyate// na
hy anna-pākaḥ sthairye ’pi tatra kumbhādi-pākavat/
cayāpacaya-yuktaṃ hi śarīram upalabhyate// tasmāt
parimāṇādi-bheda-darśanān naikaṃ śarīraṃ iti jvālādi-pratyabhijñā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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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알 수 있듯이, 물단지를 실례로 한 장황한 열변용 논쟁

은 신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는 피타라 이론이 신체에 적용될

수 없는 근거로 소화의 불에 의한 신체에 증감(cayāpacaya)을 제

시한다. 신체는 소화의 불에 의해 끊임없는 증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간에 본 신체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

은 타오르는 불꽃에 대해 동일한 것으로 재인식하는 것과 같이

착각일 뿐이다.

자얀타는 제3단계 논증에서 신체에 증감(cayāpacaya)의 실례와

보편개념인 소성(gotva)과 같은 것은 개별 신체에는 적용될 수 없

다는 논거를 통해, 신체에 대한 동일성 인식은 착각일 뿐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리고 상태와 신체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

태만 변하고 자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이 신체는 부분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 전체가 변하는 것이

기 때문에, 신체에 대해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착각일 뿐

이다. 따라서 신체가 욕구 등의 기체라는 것과 정신이 신체의 속

성이라는 것은 부정된다.63) 그러므로 “① 욕구, ② 싫어함, ③ 내

적노력, ④ 즐거움, ⑤ 고통, ⑥ 지식”이라는 표징을 통한 아트만

에 대한 추리는 가능하다고 인정해야만 한다.

V. 결론

자얀타 주석의 특징 중 하나는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논쟁 중에 어느 한쪽 이론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다른 한쪽을 폐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tat-pratyabhijñeti sthitam, NM pp. 287-288.
63) 참조 : NM pp. 28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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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것은 각 학설들이 지니는 진리를 최소한의 여과과정만을

거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독자는 다양한 학

설들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도 사

실이다. 그러나 너무 다양한 이설(異說)들이 명확한 구분 없이 혼

재되어 있는 관계로, 그의 주석을 읽는 도중에 문맥을 놓치게 되

는 경우도 있다.

본론에서 살펴본 열변용 이론과 관련된 피루와 피타라 사이의

논쟁도 현대의 독자들로 하여금 핵심 주제를 놓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 물론 그 논쟁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신체의 불

변 동일성 논쟁의 일환으로 행해진 대론(對論)이라고 볼 수도 있

다. 즉, 피루와 피타라의 주장 중 한 쪽을 차르바카의 주장에 대립

시킴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우회적 논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얀타의 유야무야(有耶無耶)한 입장표명은 우회적 논법

을 통해 대론자의 오류를 명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주제를 흐리

는 효과가 더 크다. 그것을 신체의 불변 동일성 논쟁에 적용한다

면, 피타라를 차르바카의 입장으로 피루를 저자의 입장이라고 해

야 한다. 그러나 니야야학파에 속하는 자얀타는 기본적으로 열변

용 이론에 있어서 피타라의 입장에 서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

다. 따라서 필자는 그것이 주제를 심화시키는 역할보다는 니야야

바이쉐시카학파 사이의 논쟁을 소개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

한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열변용 이론을 다룬 부분은 “① 신체

의 소멸을 주장하는 제1단계 논증 → ② 열변용 논쟁 I → ③ 신

체의 소멸을 주장하는 제2단계 논증 → ④ 열변용 논쟁 II → ⑤

신체의 소멸을 주장하는 제3단계 논증”으로 도식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도식에서 ②와 ④를 제외한 “① 제1단계 논증 → ③ 제

2단계 논증 → ⑤ 제3단계 논증” 만을 연결해서 읽어도 논증의 내

용과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②와 ④는 분량 상으로 전체 논증의 반 정도를 차지함



니야야만자리의 아트만 논증에서 열변용 이론에 대하여 ∙ 33

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주제 논쟁에서 벗어난 부연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회적 논법을 통해 차르바카의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과 다양한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순기능도 있지

만, 난해하고 복잡한 이론에 대한 장황한 서술은 논리학에 정통하

지 않은 독자를 당혹하게 만드는 역기능도 지닌다.

물론 NM 저술 당시의 논리학자는 그것을 큰 혼란 없이 읽었을

것이다. 그러나 1,000년의 시대차를 두고 그 주석을 읽는 현대 독

자에게 그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상당한 분량의 열변용 논쟁을 애써 읽은 노력에 비해 핵심 주제

의 심화로 이끄는 성과가 적기 때문에, 독자에게 실망을 안겨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열변용과 관련된 피루와 피타라 이론의 논쟁은

셰익스피어의 극중극처럼 반복의 효과를 통해 강조하는 점도 있

지만, 한편으로는 이중구조로 인해 독자를 혼란에 빠트리고 논쟁

의 핵심을 놓치게 할 수 있는 논서의 논중론(論中論)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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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ākajotpattivāda in 
demonstrations of Ātman in Nyāyamañjarī

Park, Moonseong

Catholic University

There is a kind of technique which is called “a play
within a play” in drama. In the case of Shakespeare's dra-
ma, it takes a dual role. The first is the effect of high-
lighting the subject through the repetition, the second is to
cause confusion to the audience because of a double
structure. There are many kinds of “a play within a play”
in Sanskrit literature.

Although the epics, such as Mahābhārata and
Rāmāyaṇa, are could be the typical cases where the techni-
que is applied, but philosophical books and commentaries in
Sanskrit literature also have such methods of narration
which could be a source of confusion in a similar way. It
inserts another debate, during the main debate with a
disputant. We could call it “the debate within a debate.”

It could be used to boast a scholarly attainment of the
author, or to introduce a variety of scholarly information
kindly. However, anyway it is the cause of suffering to
readers. The debate which is related with pākajotpatti(qual-
itative change under the influence of heat) in Nyāyamañjarī
ad Nyāyasūtra 1.1.10 is also a kind of “a debate within a
debate.”

Jayanta tried to bring forward a counter-argument to
Cārvāka who argues that Manas is the proper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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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o he used the pākajotpattivāda to win the debate. In
the process, he introduced two kinds of pāka-
jotpattivāda(pīlupākavāda and piṭharapākavāda) by the for-
mat of a debate. But even if he choose either pīlu or
piṭhara, the author’s arguments that a body is not the base
substance of Manas would be established. Therefore this
debate takes dual role as a “a play within a play” in
Shakespeare's drama.

Keywords : Jayanta, Nyāyamañjarī, ātman, śarīra,
pākajotpa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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