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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2세기 초엽의 인물로 추정되는 쉬와디띠야(Śivāditya)는 Saptapad-

ārthī(7범주론 SP.로 略)의 저자로서 니야야 와이셰시까 학파에서 잘 알

려져 있다. SP.는 제명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와이셰시까(勝論)의 7범

주(sapta-padārtha)를 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장황한 논쟁과 설명을

수반하는 śāstra 문헌과 달리 주요 토픽을 요점과 핵심만을 간명하게

밝혀주는 prakaraṇa 類의 문헌이다.

Praśastapāda(5C. A.D.)에 의해 체계화된 와이셰시까철학은 처음엔

실체(dravya), 속성(guṇa), 운동(karma), 보편(sāmānya), 특수(viśeṣa), 내속

(samavāya)의 여섯만을 범주로서 인정했으나 후대에 와서 비존재(ab-

hāva　부정)를 첨가하여 7범주로서 완성되었다. 7범주는 Śrīharṣa, Uda

yana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만든 것은 쉬와디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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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 텍스트는 정리 승론학파의 논의의 전개형식인 열거(uddeśa), 정

의(lakṣaṇa), 비판(parīkṣā)의 3단계에 따라 총 198개의 항목을 3章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안에는 정리 승론학파의 연구에뿐 아니라 인도

철학 일반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많은 용어들이 열거, 정의되어 있으

므로 인도철학의 초학자에게 적지않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번역과 주해에 있어 D. Gurumurti의 Saptapadārthī-A Manual of

the Seven Categories(Theosophical Publishing House, Adyar, Madras, 193

2)에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7범주론(Saptapadārthī)

歸敬頌

世界의 원인이며, 윤회의 바다의 다리이며, 모든 학문의 스승이신

主 샴브후에게 귀의합니다.

注: 샴브후(Śambhu)는 쉬와(Śiva)의 異名으로서, 본 텍스트의 저자인 쉬

와디띠야가 쉬와派의 교도임을 시사한다. 여기선 쉬와를 세계의 창조주

즉 이슈와라(Īśvara　 主帝神)로 보고 있다.

제1장 열거(uddeśa)

1. 범주(padārtha)들이란 바른 인식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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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 범주(category)로 번역된 ‘padārtha'는 격한정 복합어로서 ‘padasya

arthāḥ’(언어 혹은 단어의 의미)로 분석된다. 그것은 곧 언어의 지시대상(a-

bhidheya)이며, 또한 인식의 대상(jñeya)이다. 바른 인식(pramiti)의 대상이

자 그것의 표현인 언어의 의미가 되는 모든 것이 padārtha이다. 다시 말해

서 바르게 인식되어지고 언표될 수 있는 모든 것이 padārtha이다.

그 padārtha를 인식하는 수단이 pramāṇa이고 승론학파는 지각(pratya-

kṣa)과 추리(anumāna)의 두 가지 pramāṇa만을 인정한다. pramāṇa에 의해

생성된 결과가 pramiti(바른 인식)이고 그것의 내용이 padārtha이다.

2. 그것들은 실체(dravya), 속성(guṇa), 운동(karma), 보편(sāmānya),

특수(viśeṣa), 내속(samavāya), 비존재(abhāva)의 일곱 뿐이다.

注: Kaṇāda와 Praśastapāda는 범주를 여섯으로 한정했으나 후대에 a-

bhāva가 첨가되어 이상과 같이 일곱 범주로 고정되었다.

7범주의 순서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갖는다. 실

체는 나머지 범주의 基體이므로 가장 앞에 나오며, 속성은 실체를 內屬因

으로 하여 그에 뒤따라 일어나므로 그 다음에 두었다. 운동은 속성이 정

적인데 비해 동적인 성질이지만 역시 실체에 내속되므로 속성 다음에 둔

다. 보편은 앞의 셋에 내속되므로 다음에 오고, 특수는 보편과 상대적 개

념이므로 다음에 둔다. 내속은 이상의 다섯 범주들 사이의 관계이므로 다

음에 두었다. 비존재는 이상의 여섯 범주의 부정이므로 마지막에 나온다.

3. 그 중에서 실체는, 地(pṛthivī), 水(ap), 火(tejas), 風(vāyu), 空(ākāś-

a), 時(kāla), 方(diś), 我(ātman), 意(manas)의 아홉뿐이다.

注: 9실체의 순서도 역시 논리적 근거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地, 水,

火, 風은 각각 후각, 미각, 시각, 촉각으로 인식되며, 앞의 것보다 뒤의 것

이 더욱 유동적이다. 空은 앞의 넷을 통합해주므로 다음에 왔다. 時와 方

은 지각되는 사물의 시간적, 공간적인 전후와 앞뒤를 결정하므로 그 다음

에 놓였다. 我는 앞의 일곱을 통합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왔고, 意는 我의

인식수단으로서 마지막에 놓였다.

4. 속성엔 색(rūpa), 맛(rasa), 냄새(gandha), 감촉(sparśa)　 수(saṅkhy-

ā), 크기(parimāṇa)　개별성(pṛthaktva)　연결(saṃyoga)　분리(vibhāga),



인도철학 제4집

멈(paratva), 가까움(aparatva), 인식(buddhi), 즐거움(sukha), 괴로움(duḥ-

kha)　욕망(icchā)　미움(dveṣa)　노력(prayatna), 무게(gurutva), 유동성

(dravatva), 습기(sneha), 잠세력(saṃskāra)　공덕(dharma), 비공덕(adhar-

ma), 소리(śabda)의 스물 네가지 뿐이다.

注: 이상은 9실체에 내속된 속성들이다. Kaṇāda는 17속성만을 인정했

으나, Praśastapāda가 나머지 7속성을 첨가시켰다.

5. 운동은 상향(utkṣepaṇa), 하향(avakṣepaṇa), 수축(ākuñcana), 팽창(

prasāraṇa), 운동일반(gamana)의 다섯 뿐이다.

注: 상향, 하향은 수직적 운동이고, 수축, 팽창은 수평운동이며, gamana

는 나머지 모든 운동을 포함한다.

6. 보편은 높은 것(param), 낮은 것(aparam), 중간(parāparam)[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7. 그러나 특수는 영원한 실체(nitya-dravya)에 머무르므로 무한수이

다.

注: 보편이 포섭의 원리라면 특수는 구분의 원리이다. 부분이 모여서

형성된 사물의 경우엔 형태와 속성, 운동 따위가 하나를 다른 것으로부터

구분시켜 주지만, 부분이 없는 원자나 空, 時, 方, 我, 意의 경우에 서로를

구분시켜주고 그것의 자기동일성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viśeṣa이다.

8. 그러나 內屬은 오직 하나이다.

注: 두 사물의 관계는 우유적, 일시적인 연결관계(saṃyoga-saṃbandha)

와 불가분적인 내속관계(samavāya-saṃbandha)의 두 가지가 있다. 특히

samavāya는 N.V. 체계에 있어 필수적인 범주이다. 궁극적으로 서로 구분

되고 서로 다른 요소들이 유기적 통합의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내속관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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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존재는 前비존재(prāgabhāva), 파괴비존재(pradhvaṃsābhāva), 절

대비존재(atyantābhāva), 상호비존재(anyonyābhāva)의 네 가지이다.

注: abhāva는 처음엔 논리적 개념으로서 나타났지만 후대에 존재론적

범주로 포섭되었다. 이것은 특히 신정리학파에서 불가결한 개념으로 등장

한다.

실체

10. 地(pṛthivī)엔 영원한 것과 무상한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은 원자

(paramāṇu)의 형태이고, 무상한 것은 형성물(kārya)의 형태이다. 그것

(형성물)은 다시 신체(śarīra)와 감관(indriya), 대상(viṣaya)의 세 가지이

다. 신체는 감관으로 인식되는 우리들의 몸 따위이다. 감관은 냄새의

지각자(gandha-vyañjaka)이다. 대상은 물단지 따위이다.

注: 앞에서 padārtha 즉 모든 인식대상을 일곱 범주로 나눈 후, 다시

각 범주를 분류했고, 이제 각 범주에서 분류된 것을 다시 분류한다. 먼저

9실체 중 처음의 地는 더이상 나눌 수 없으며 영원한 실체인 원자와 그

원자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결과(kārya)의 둘로 구분된다. 地 水 火 風의

네 가지에 대해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궁극적 단위를 인정하여, 이것을

영원히 파괴될 수 없는 원자(=paramāṇu　 極微)라고 보는 점에서 Vai.학파

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하여 二微界(dvyaṇuka)를

이루며, 다시 이것이 세 개 모여서 三微界(tryaṇuka)를 이룬다. 이것이 눈

에 보이는 최소의 크기이며, 햇빛에 반사된 먼지 한 알의 크기에 비교된

다. 따라서 원자는 먼지 한 알의 1/6크기가 된다.

地만이 갖는 특수 속성은 냄새이고 따라서 냄새를 지각하는 후각기관

(ghrana-indriya)은 地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다른 요소에 대해서도 같

은 논리가 적용된다.

11. 水(āpas)엔 영원한 것과 무상한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은 원자의

형태이고, 무상한 것은 형성물의 형태이다. 이것도 또한 신체, 감관,

대상으로 [나뉘어진다]. 신체는 와루나 신의 영역이고, 감관은 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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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자(rasa-vyañjaka)이며, 대상은 강과 바다 따위이다.

12. 火(tejas)에도 영원한 것과 무상한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은 원자

의 형태이고, 무상한 것은 형성물의 형태이다. 이것도 또한 신체, 감

관, 대상으로 구분된다. 신체는 아디띠야(Āditya)의 영역이고, 감관은

색깔의 지각자(rūpa-vyañjaka)이며, 대상엔 땅에 속하는 것(bhauma),

하늘에 속하는 것(divya), 내장에 속하는 것(audarya), 광산에 속하는

것(ākaraja)이 있다.

注: 火의 śarīra는 태양신 Āditya의 세계이다. bhauma는 땅 속에 있는

불이며, divya는 태양이고, audarya는 소화를 돕는 온기이고, ākaraja는 金

을 가리킨다. 금을 火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金은 열

이 가해졌을 때 地에 속하는 버터처럼 녹기는 하나 그것처럼 증발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金은 地와는 다르다. 또 金이 갖는 유동성은 水

의 그것처럼 고유한 것이 아니라 偶有的이므로 水와도 다르다. 金은 색깔

이 있으므로 風에 속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금은 나머지 원소인 火에 속한

다는 것이다.

13. 風(vāyu)도 영원한 것과 무상한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은 원자의

형태이고, 무상한 것은 형성물의 형태이다. 이것은 신체, 감관, 대상,

生氣(prāṇa)로 구분된다. 신체는 와유(Vāyu)의 영역이고, 감관은 감촉

의 지각자(sparśa-vyañjaka)이며, 대상은 나무 따위의 움직임을 일으키

는 것이다. 生氣는 신체 내부에서 활동하는 風이다. 이것은 작용의 차

이에 따라 들숨(apāna)따위로 구분된다. 정지된 風은 단지 원자의 집

합일 뿐이고, 아직 형성되지 못한 실체(anārabdha-dravya)이다.

注: 風의 특수 속성은 감촉(sparśa)으로서 촉각기관의 대상이다. 그런데

정지된 風은 감촉이 없으므로 아직 형성되지 않은, 다만 원자의 집합일 뿐

이라는 것이다.

14. 空(ākāśa)는 본래 무한(ananta)하나 물단지 안의 空(ghaṭākāśa)따

위로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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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 ākāśa는 kāla나 diś처럼 실재로는 遍在하고 단일한 실체이나, 제한

조건(upādhi)에 의해 다수로 나타날 뿐이다.

15. 時(kāla)는 생성(utpatti), 지속(sthiti), 소멸(vināśa)의 세 가지 형태

이다.

注: kāla도 vibhu, eka이지만 사물의 변화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다르

게 나타난다.

16. 方(diś)은 동(aindrī), 남동(āgneyī), 남(yāmyā), 남서(nairṛtī), 서(vā-

ruṇī), 북서(vāyavī), 북(kauberī), 북동(aiśānī), 下(nāgī), 上(brāhmī), 中(ra-

udrī)의 열 한가지이다.

注: diś는 흔히 공간(space)로 번역되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위

의 개념에 가깝다. 방위의 명칭은 그 영역을 지배하는 신(deva)의 명칭을

따르고 있다. 보통은 공간을 동 서 남 북, 四惟, 上 下의 시방(十方)으로 분

류하나 저자는 중간지역을 보태어 11방위를 만들고 있다.

17. 空 따위의 셋은 실제로는 하나뿐이지만, 제한조건(upādhi)의 차

이에 따라 다수로 나타난다.

注: 아까샤(空)와 시간과 공간은 실제로는 단일한 실체이나 upādhi(제한

조건, limiting condition)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시간은 사물의 변화에,

공간은 사물의 연장에, 그리고 아까샤는 容器안의 부피에 의존하여 다양하

게 나타난다. 아까샤는 地 水 火 風과 더불어 5원소(pañca-mahābhūta)의

하나로 꼽히며, 소리를 생성시키고 전달하는 소리-속성의 基體이다.

이에 비해 方(diś)은 時, 主宰神, 不可見力과 더불어 사물의 생성의 공통

된 원인이다. 둘 다 넓은 의미에서 공간(space)이지만, 方이 위치 개념의

근거가 되는 수학적 공간이라면, 아까샤는 물리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18. 我(ātman)는 至高我(paramātman)과 個我(kṣetrajña)의 두 가지이

다. 지고아는 主宰神(Īśvara)이며, 오직 하나뿐이다. 개아는 우리 자신

과 같으며, 무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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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 까나다는 그의 승론경에서 이슈와라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슈와라를 이 학파에 도입한 최초의 인물은 Praśastapāda이다.

個我로 번역된 kṣetrajña라는 용어는 Bhagavadgīta에서 자세히 논의되

며, 승론학파 고유의 용어는 아니다.

19. 意(manas)는 개개의 我마다에 연합되어 있으므로 무한수이다.

20. 空 따위의 다섯은 오직 영원하다. 다른 것은 영원한 것과 무상

한 것이 있다.

注: 地 水 火 風은 원자의 형태에선 영원하고 원자가 모여 형성된 결과

는 무상하다. 반면 空, 時, 方, 我, 意는 오직 영원하다.

속성

21. 색(rūpa)은 흰 색(sita), 붉은 색(lohita), 노랑(pīta), 검은 색(kṛṣṇa),

초록(harita), 보라(kapiśa), 혼합색(citra)의 차이에 따라 일곱가지이다.

22. 맛(rasa)은 단 맛(madhura), 쓴 맛(tikta), 매운 맛(kaṭu), 떫은 맛(

kaṣāya), 신 맛(āmla), 짠 맛(lavaṇa), 혼합된 맛(citra)의 차이에 따라 일

곱 가지이다.

注: 여러 가지 맛의 전체적 결과는 부분적인 맛과는 다른 것으로서 ci-

tra라는 별개의 맛을 인정한다.

23. 냄새(gandha)는 향기(surabhi)와 악취(asurabhi)의 두 가지이다.

注: 이 두 냄새는 상호배타적이므로 혼합 냄새는 인정되지 않는다.

24. 감촉(sparśa)은 차가움(śīta), 뜨거움(uṣṇa), 미지근함(anuṣṇāśīta)의

차이에 따라 세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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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數(saṃkhyā)는 단수(ekatva), 양수(dvitva), 복수(bahutva)의 차이

에 따라 세 가지이다.

注: 단수(하나)는 영원한 실체에선 영구적이고, 형성된 실체에선 무상하

다.

26. 크기는 극소(aṇu　 微), 大(mahat), 長(dīrgha)　 短(hrasva)의 차이에

따라 네 가지이다.

注: 長 短은 2차원적인 반면 大는 3차원적 개념이므로 이 분류는 그다

지 논리적이지 못하다.

27. 개별성(pṛthaktva)은 一과 多에 존속한다.

注: ‘이 물단지는 다른 물단지와 다르다’라는 진술에서 개별성은 하나

에 존재하며, ‘이 두 물단지는 다른 것과 다르다’에서 개별성은 多(aneka)

에 존속한다.

28. 연결(saṃyoga)도 운동生(karmaja)과 연결生(saṃyogaja)의 두 가

지이다.

注: 예를 들어 두 손바닥이 움직여서 일어난 연결은 운동生이고 손과

테이블의 연결로부터 몸통과 테이블 사이에 생긴 연결은 연결生이다.

29. 분리(vibhaga)도 운동生과 분리生의 두 가지이다.

30. 멈(paratva)엔 시간所作(kālakṛta)과 공간所作(dikkṛta)이 있고, 가

까움(aparatva)에도 시간所作과 공간所作이 있다.

注: 예를 들어 노인에겐 시간적인 paratva가 있고, 소년에겐 시간소작

의 aparatva가 있다.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물에 공간소작의 paratva

가 있고, 가까이 놓인 사물엔 공간소작의 aparatva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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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식(buddhi)도 기억(smṛti)과 경험(anubhava)의 두 가지이다. 경

험은 다시 正知(pramā)와 誤知(apramā)의 두 가지이다. 誤知는 다시 의

심(saṃśaya)과 착오(viparyaya)의 두 가지이다. 正知도 지각(pratyakṣa)

과 추리(anumiti)의 두 가지이다.

注: 자세한 것은 비판章에서 다루어진다(139-163).

Śivāditya는 정리학파의 논리, 인식론을 buddhi-guṇa에 포함시킴으로

서 정리 승론 통합학파에 모델을 제시했다. 이런 방법을 따르는 텍스트로

서 Annambhaṭṭa의 Tarka-saṃgraha　 Langākṣī Bhāskara의 Tarka-kau-

mudī가 유명하다.

32. 지각은 主宰神, 냄새(ghrāṇa)　맛(rasana), 시각(cakṣus)　촉각(tv-

ak), 청각(śrotra)　 마음(manas)을 특징으로 하는 일곱 가지가 있다.

33. 추리도 또한 세 가지 證因(liṅga)에 근거하여 세 가지이다. 즉,

오직 긍정적인 것(kevalānvayi), 오직 부정적인 것(kevalavyatireki), 긍정

부정적인 것(anvayavyatireki). 그것은 또한 자기를 위한 것(svārtham)

과 남을 위한 것(parārtham)[으로 2분된다]. 남을 위한 추리는 주장(pr-

atijñā, 宗), 이유(hetu, 因), 실례(udāharana, 喩), 적용(upanaya, 合), 결론

(nigamana, 結)으로 구성된다. 양자는 모두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를

갖는다. 즉 ① [因이] 추리주제의 속성일 것(pakṣadharmatvam), ② [因

이] 同類例에 존재할 것(sapakṣe sattvam), ③ [因이] 異類例엔 없을 것

(vip-akṣād vyāvṛtti), ④ 더 유력한 인식방법에 의해 반박되는 所證을

갖지 않을 것(abādhitaviṣayatva), ⑤ 所證의 반대를 증명해주는 또 다

른 因이 없을 것(asatpratipakṣatvam)　 [이상의 조건을 어길 때]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다. 不成立(asiddha), 相違(viruddha), 不確定(anaikāntika),

不定(anadhyavasita), 시효가 지남(kālātyayāpadiṣṭa), 경쟁적 因을 가진

것(p-rakaraṇasama).

注: 이상에 대해 세부적인 것은 138-163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본서는 정리-승론 통합학파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

정리경』에서 인정하는 다섯 가지 오류에 anadhyavasita를 보태서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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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를 드는 것은 신정리학파로 이행하기 전 단계임을 시사한다. 신정리

학파에선 anadhyavasita를 prakaraṇasama나 satpratipakṣa에 포함시킨다.

34. 가정적 논증(tarka)과 꿈(svapna)은 의심과 착오에 포함된다.

35. 판단적(savikalpaka), 비판단적(nirvikalpaka) 인식은 각각 正知(pr-

amānya)와 誤知(apramānya)를 갖는다.

注: 바른 인식에 처음의 비판단적 단계와 그에 뒤이은 판단적 단계가

있는 것처럼 그릇된 인식에도 두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36. 마찬가지로 再認(pratyabhijñā), 피해야 할 것(hāna), 취해야 할

것(upādāna), 무관심한 것(upekṣā)에 대한 인식도 [바른 것과 틀린 것

이 있다].

37. 추측(ūha), 비확정적 인식(anadhyavasāya)은 의심에 속한다.

38. 즐거움(sukha)엔 이 세상 것(sāṃsārika)과 하늘의 것(svarga)이

있다.

注: 이 세상적 樂은 苦와 섞인 것으로서 순수한 樂이 아님에 반하여 하

늘의 樂은 순수한 樂이다.

39. 괴로움(duḥkha)은 오직 苦의 원인으로부터만 일어난다.

注: 이 문장의 의미는 명료하지 않으나, 아마도 苦는 윤회에 속하는 것

하나뿐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0. 욕망(icchā)은 성취된 것(sādhya)을 목적으로 삼는 것과 성취 수

단(sādhana)을 목적으로 삼는 것 두 가지이다.

41. 미움(dveṣa)도 성취될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과 성취수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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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삼는 것 두 가지이다.

42. 노력(prayatna)은 권장되는 것(vihita), 금지된 것(niṣiddha), 비의

지적인 것(udāsīna)을 목적으로 삼는다.

注: vihita와 niṣiddha는 경전에 규정되지만, udāsīna는 호흡, 소화 등과

같이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비의지적인 활동이다.

43. 무게(grutva)는 [부분의] 집합체와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에 존

재한다.

44. 유동성(dravatva)엔 자연적인 것(sāṃsiddhikam)과 인위적인 것

(naimittikam)이 있다.

注: 인위적인 유동성이란 열을 가한 결과이다.

45. 습기(sneha)엔 본성적인 것(svābhāvika)과 외래적인 것(aupādhik-

a)이 있다.

46. 잠세력(saṃskāra)엔 속력(vega), 심적 인상(bhāvanā), 그리고 탄

성(sthitisthāpaka)이 있다.

47. 공덕(dharma)엔 윤회적 생존에로 이끄는 것(pravartaka)과 해탈

에 이끄는 것(nivartaka)이 있다. 비공덕(adharma)은 과보를 받음으로써

소멸하는 것과 종교적 실천에 의해 소멸하는 것이 있다.

注: 이 세상에로 나아가는 길(pravṛtti-mārga)과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

(nivṛtti-mārga)이 있다. 동기와 욕망에 바탕한 선행은 과보를 낳으므로 p-

ravartaka가 되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는 행위(niṣkāma-karma)는 niva-

rtaka이다.

dharma와 adharma는 합해서 不可見力(aḍṛṣṭa)이라고도 불리우며, 이에

따라 내생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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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소리엔 음절적인 것(varṇa)과 비음절적인 것이 있다.

49. 이 중에서 냄새, 연결, 분리, 멈, 가까움, 즐거움, 괴로움, 미움,

잠세력, 공덕, 비공덕, 소리는 오직 무상한 것이며, 나머지는 무상하거

나 영원한 것이다. 연결, 분리, 즐거움, 괴로움, 미움, 잠세력, 공덕, 비

공덕, 소리는 부분적 遍充(avyāpaka)이며, 인식, 욕망, 노력은 부분적으

로나 전체적인 遍充者이다. 나머지는 기체(āśraya)의 완전 遍充者이다.

운동(karma)

50. 상향 따위의 [운동]엔 권장된 것, 금지된 것, 비의지적인 것이

있다.

보편(sāmānya)

51. 보편(sāmānya)엔 類(jāti)와 조건(upādhi)이 있다. 類는 존재(satt-

ā), 실체성(dravyatva), 속성성(guṇatva), 운동성(karmatva)등이며, 조건

은 색깔性(rūpatva), 조리사性(pācakatva)등이다.

注: 한 사람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요리사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다. 이 때 manuṣyatva(人間性, 혹은 人類)은 jāti이고, pācakatva는 upādhi

이다.

비존재(abhāva)

52. 前비존재 따위[의 비존재는] 對存在(pratiyogi)의 차이에 따라 무

한수이다.

注: 비존재는 그에 의해 부정되는 대상(negatum)을 가지며, 이것을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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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yogi(counter-positive)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ghaṭābhāva’에서 ‘ghaṭ-

a’가 pratiyogi이다.

53. 가운데(madhyatvam)는 멈과 가까움의 부정이다.

注: 여기부터 60까지는 타학파에서 주장하는 실체와 속성의 항목들을

공박하고 있다.

54. 어둠(andhakara)도 [빛의] 부정일 뿐이다.

注: 火로 번역된 tejas는 빛의 의미도 포함한다. 어둠은 별도의 실체가

아니라 빛의 不在상태일 뿐이다.

55. 힘(śakti)은 다만 실체의 본성일 뿐이다.

注: Prābhākāra-mīmāṃsā학파는 śakti를 독립된 범주로 간주한다.

56. 被制限性(vaiśiṣṭya)이란 제한자(viśeṣaṇa)와 피제한자(viśeṣya)의

관계일 뿐이다.

注: vaiśiṣṭya는 관계되는 사물과 별개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별도의

범주로 설정될 필요가 없다.

57. 유사성(sādṛśya)는 제한조건(upādhi)을 가진 보편이다.

注: Prābhākāra-mīm.와 Daśapadārthī는 sādṛśya를 독립된 범주로 인

정한다. 저자는 이것을 보편에 포함시키고 있다.

58. 가벼움(laghutva)은 무거움(gurutva)의 부정이다.

注: gurutva는 앞에서 무게(=중량)으로 번역되었지만 이 경우엔 무거움

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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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이와 같이 [타학파에서 주장하는] 다른 범주들은 이상의 범주

속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수가 속성에 [포함되는 것과] 같다.

60. 이들 가운데서 영원한 것은 오직 원인 뿐이며, 무상한 것은 원

인과 결과이다. 원인엔 內屬因(samavāyi-kāraṇa)　 非內屬因(asamavāyi-

kāraṇa), 도구인(nimitta-kāraṇa)의 세 가지이다.

注: 형성물의 궁극적 원인인 원자는 영구적(nitya)이며, 그 밖의 모든

것은 무상하므로, nitya는 오직 원인에만 있다. 원인일지라도 예를 들어

옷감의 원인인 실은 섬유로 분해될 수 있으므로 무상하다. samavāyi-kā-

aṇa는 샹캬나 베단따의 upādāna-kāraṇa(질료인)에 상응하며 실체만이 가

능하다. asamavāyi-kāraṇa는 속성이나 운동이다. nimitta kāraṇa는 일반

적인 것(sādhāraṇa)과 특수한 것(asādhāraṇa)으로 2분되며, 전자는 主宰神,

不可見力, 시간, 공간 등이며, 후자는 특히 karaṇa(특수인)라고 불리운다.

61. 다른 구분은 [이상의 어느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쉽게 추정

될 수 있다.

62. 이 들 [7범주]에 대한 참다운 인식(tattvajñāna)이 最高善(niḥśre-

yasa,=해탈)의 원인이다. 참다움(tattva, 실재)란 주관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것(anāropita)이다. 그 [참다운] 인식이 직접적 경험(anubhava)이

다. 그것은 듣기(śravaṇa), 반성적 사고(manana), 명상(nididhyāsana), 직

관(sākṣātkāra)의 네 가지이다. 최고선이란 참다운 인식으로부터 생기

하는 것으로서, 그릇된 인식(mithyājñāna)이라는 원인의 파괴와 공존하

는 그릇된 인식의 결과인 모든 苦의 부정이다. 苦는 신체, 여섯 감관,

여섯 대상, 여섯 인식, 樂, 苦의 21가지이다.

注: 이상은 N.V. 학파의 궁극적 목표와 그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진술

이다. 苦의 소멸이 해탈(apavarga), 혹은 최고선(niḥśreyasa)이며, 苦를 소멸

시키기 위해선 그 원인인 誤知(mithyājñāna)를 파괴해야 한다. 이 誤知를

파괴시키는 것은 사물의 본성에 대한 바른 인식(tattvajñāna)이고, 이것은

학습과 반성과 수행과 직관의 네 단계를 통해 획득된다고 한다. 苦는 21가

지로 분류된다. 신체는 苦의 경험의 바탕이 되므로 苦이며, 감관, 대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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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苦의 경험을 일으키는 요소들이므로 苦이다. 樂은 영속적인 것이 아

니라 항상 苦를 수반하므로 苦이고, 苦는 그 자체로서 苦이다.

제2장 정의(lakṣaṇa)

63. 참다운 인식(tattvajñāna)은 定義(lakṣaṇa)에 의존하므로 이제 [이

상에서 열거된 항목의] 정의를 말하고자 한다. 정의란 오직 부정적인

遍充을 가진 因을 특징으로 한다. 추론식은 다음과 같다.

(宗) 정의란 [피정의자와] 다른 것을 배제하는 것이다.

(因) 왜냐 하면 그것은 오직 부정적 편충을 가진 因을 특징으로 하

기 때문이다.

(喩) 다른 것으로부터 구분되지 않는 것엔 오직 부정적 변충을 가

진 因을 특징으로 하는 진술이 있을 수 없다. 마치 연기와 같이.

(合) 그런데 오직 부정적 변충을 가진 因을 특징으로 하는 진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結) 그러므로 다른 것으로부터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으며,

반대로 반드시 구분된다.

이상과 같이 모든 정의에 있어 이러한 논증식이 발견된다.

注: 위에서 7범주에 대한 참다운 인식으로부터 최고선인 해탈이 실현

된다고 했는데, 그 참다운 인식은 7범주에 대한 정의로부터 일어난다고

말한다. 이하에서 분류된 각 항목의 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기서

정의의 개념을 정의 내린다. 정의(definition)란 피정의자(lakṣya)만이 갖는

특성(asādhāraṇa-dharma)을 지적해줌으로써 피정의자를 그것이 아닌 것으

로부터 구분지어 주고 한정지어 주는(define) 것이다. 그리고 정의는 피정

의자와 정의자 사이의 부정적 변충(vyatireka-vyāpti)에 근거한 추론식으로

바꿀 수 있다.

64. 그 [정의] 가운데서 범주의 일반적 정의는 이미 앞에서 내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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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5. 실체는 실체성(dravyatva)이라는 보편과 연합된 것, 속성을 가진

것, 내속인(samavāyikāraṇa)이 되는 것이다.

66. 속성은 속성성(guṇatva)이라는 보편과 연합된 것이며, 보편을

소유하되 정적인 성격을 갖고, 내속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注: guṇatva에 의해 다른 모든 범주가 배제된다. 보편을 갖는 것은 실

체, 속성, 운동 셋 밖에 없으므로 jāti를 갖되 비동적(acala)인 성질을 갖는

다는 말로써 운동이 배제되며, 내속인이 아니라는 말에 의해 실체를 배제

시킨다.

67. 운동은 운동성(karmatva)이라는 보편과 연합되며, 최초의 연결

과 분리의 비내속인이다.

注: 운동은 실체에 내속되며, 실체는 운동에 의해 다른 사물이나 공간

과의 연결과 분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최초(ādya)라는 제한이 붙은 것은

그외의 연결들은 연결이 비내속인이 되기 때문이다.

68. 보편(sāmānya)은 영구적이고 단일하며, 다수에 내속된다.

注: ‘영구적’(nitya)이라는 말은 내속관계를 가지나 영구적이지는 않은

연결, 분리 따위를 배제하며, ‘하나’는 역시 영구적이고 다수에 내속되는

특수를 배제한다.

서양의 類개념은 개체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sāmānya는 다수의 개체에

공통된 성질이다. jāti는 sāmānya와 그리고 하나의 류를 이루는 사물의

집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69. 특수는 보편을 갖지 않으며, 하나의 개체에만 존재한다.

注: ‘보편을 갖지 않음’(sāmānya-rahita)은 실체, 속성, 운동을 배제하

며, ‘하나의 개체에 존재함’(ekavyakti-vṛtti)은 보편, 내속, 비존재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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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70. 내속이란 영구적 관계(nityasambandha)이다.

注: ‘영구적’이라는 말은 비영구적인 연결관계를 배제한다.

71. 비존재란 對存在(pratiyogi)의 개념에 의존하는 인식이다.

실체

72. 地는 地性(pṛthivītva)이라는 보편을 가지며, 냄새를 가진 것이다.

73. 水는 水性(aptva)이라는 보편(jāti)을 가진 것이며, 차가운 감촉

(śītasparśa)을 갖는다.

74. 火는 火性(tejastva)이라는 보편에 연합되며, 뜨거운 감촉(uṣṇas-

parśa)을 가진 것이다.

75. 風은 風性(vāyutva)이라는 보편에 연합되며, 색깔은 없으나 감촉

을 가진 것이다.

注: 空, 時, 方, 我는 색깔도 감촉도 없으며, 地, 水, 火는 색깔은 있으나

감촉이 없다.

76. 空은 소리라는 속성을 가진 것이다.

77. 시간이란 태양의 움직임에 의해 생성된 멈과 가까움의 비내속

인의 기체(ādhāra)이되, 멈, 가까움 자체의 기체는 아닌 것이다.

注: 태양의 운동이 긴 것은 paratva이고 짧은 것은 aparatva이다. 소년

에게 aparatva 속성이 있다면 노인에겐 paratva 속성이 있다. 따라서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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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a, aparatva의 내속인은 소년과 노인이고, 그 비내속인은 태양의 운동

이다. 태양의 운동에 의해 노인과 소년에 paratva와 aparatva라는 속성이

발생하며 이때 시간은 태양의 운동이라는 비내속인의 기체(所依)이다.

78. 方位(diś)란 태양과의 접촉에 의해 생성되지 않은 멈과 가까움

의 비내속인의 基體이며, 멈과 가까움 자체의 기체가 아닌 것이다.

注: 시간을 다양화시키는 조건은 사물의 생성이나 운동이지만, 方의 경

우엔 구체적 사물과의 연결이다. 어느 한 지점을 기준으로 그에 가까이

있는 사물엔 aparatva가 있고, 멀리 떨어진 사물엔 paratva가 있다. parat-

va, aparatva를 가진 사물이 그 속성의 내속인이라면 기준점과 사물 사이

의 공간은 그 사물과의 연결이 가능한 범위로서, 그 사물과의 연결(saṃy-

oga)이라는 비내속인의 기체가 된다. 본문에서 ‘태양과의 접촉에 의해 생

성되지 않은’이란 시간에 의해 만들어진 멈과 가까움을 배제시킨다.

79. 我란 我性(ātmatva)이라는 보편을 가지며, 인식을 속성으로 갖는

것이다.

80. 意란 意性(manastva)이라는 보편과 연합되며, 감촉이 없고, 운동

의 기체(adhikaraṇa)이다.

注: ‘감촉없음’(sparśa-śūnya)은 물단지 따위와 같이 모든 감촉되는 사

물을 배제하며, ‘운동의 기체’(kriyādhikaraṇa)는 空 따위의 감촉없는 사물

들을 배제한다. 空, 時, 方, 我도 意와 같이 무형체적 실체(amūrta-dravya)

이지만, 이들은 遍在(vibhu)하므로 운동이 불가능한데 반해 원자적 형태를

가진 意는 운동이 가능하다. 意는 인식, 감정, 욕망 등 내적 현상을 인식하

는 내적 감관(antarindriya)이다.

속성

81. 색깔은 色性(rūpatva)이라는 보편을 가지며, 시각기관(cakṣur)에

의해서만 지각되는 속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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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 地에는 일곱 가지 색깔이 모두 있으며, 水와 火에는 흰 색만 있다.

火는 빛나는 흰 색을, 水는 어두운 흰 색을 갖는다.

82. 맛은 味性(rasatva)이라는 보편을 소유하며, 미각기관(rasana)에

의해 지각되는 속성이다.

83. 냄새는 香性(gandhatva)이라는 보편과 연합되며, 후각기관(ghrā-

ṇa)에 의해서 지각되는 속성이다.

84. 감촉은 觸性(sparśatva)이라는 보편과 연합되며, 감촉기관(sparś-

ana)에 의해서만 지각되는 속성이다.

注: ‘～만’(mātra)이라는 말은 다른 감관 외에도 촉감으로 인식되는

‘數’를 배제한다.

85. 數는 數性(saṃkhyātva)이라는 보편을 소유하며, 셈(gaṇana)의 특

수인이다.

注: 수로부터 시작되는 열 개의 속성은 모든 실체에 공통된 속성(sām-

ānya-guṇa)으로서, 한 실체를 다른 것으로부터 구분지워주는 특수속성(vi-

śeṣa-guṇa)에 대립된다. 이들 속성은 실체 자체에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사물의 한 측면 혹은 상태로서, 질료적인 것이라기보다 개념적인 것이다.

‘특수인’에 의해 시간, 공간, 不可見力, 주재신 따위와 같은 일반인이 배제

된다.

86. 크기는 용적性(parimāṇatva)이라는 보편과 연합되며, 측량의 語

用(mānavyavahāra)의 특수인이다.

87. 別異性은 別異性(pṛthaktva)이라는 보편과 연합되며, [다른 것과]

別異하다는 語用의 특수인이다.

注: 別異性은 A가 다른 것과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의미에

서의 다름이다. 예를 들어 실과 옷감은 서로 다른 것이지만 실제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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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실과 옷감 사이엔 상호비존재가 성립되

지만 pṛthaktva는 없다.

88. 연결은 연결성(saṃyogatva)라는 보편을 소유하며 무상한 관계

(anitya-sambandha)이다.

89. 분리는 분리성(vibhāgatva)이라는 보편을 소유하며, 분리된 상태

의 특수인이다.

注: 분리란 이전의 연결을 파괴시키는 분리 운동으로부터 생성된 결과

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연결되지 않은 두 강뚝 같은 것엔 분리도 없다.

90. 멈은 원격성(paratva)이라는 보편을 소유하며 [시간적 공간적으

로] 멀다는 語用의 특수인이다. 가까움은 근접성(aparatva)이라는 보편

에 연합되며, 가깝다는 어용의 특수인이다.

注: 이것은 유형적 사물(mūrta-dravya)과 시간, 공간과의 관계를 나타

내는 개념이다.

91. 인식은 인식성(buddhitva)이라는 보편을 소유하며, 我를 기체(ā-

śraya)로 갖는 빛(prakāśa)이다.

注: ‘我를 기체로 갖는’은 태양이나 등 따위의 빛을 배제시키며, ‘빛’

이라는 말은 我의 다른 속성인 욕망, 감정 따위를 배제한다.

92. 樂은 樂性(sukhatva)이라는 보편을 소유하며, 조건 없이 기껍게

느껴지는 것(anukūla-vedyam)이다.

注: 樂은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한 조건 없이(nir-

upādhi) 그 자체로서 기꺼워지는 것이다.

93. 苦란 苦性(duḥkhatva)이라는 보편을 소유하며, 조건 없이 달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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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느껴지는 것이다.

94. 욕망(icchā)은 욕망성(icchātva)이라는 보편을 소유하며, 대상에

대한 갈망을 특징으로 한다.

95. 미움이란 증오성(dveṣatva)이라는 보편을 소유하며, 타오르는 성

질을 갖는 것이다.

96. 의지는 의지성(prayatnatva)이라는 보편을 소유하며, ‘～하고자

한다’는 어용의 특수인이다.

注: prayatna는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행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심적

노력, 혹은 의지이다.

97. 무게는 중량성(gurutva)이라는 보편을 소유하며, 한 사물에 존

재하며, 처음의 낙하운동의 비내속인이다.

注: ‘처음의’(ādya)란 그 후의 낙하운동의 원인인 속력(vega)을 배제한

다. ‘한 사물에 존재함’(ekavṛtti)은 역시 시초의 낙하운동의 원인일 수 있

으나 두 사물에 공존하는 saṃyoga나 vibhāga를 배제한다.

98. 흐름은 유동성(dravatvatva)이라는 보편을 소유하며, 한 사물에

존재하고, 시초의 흐름의 비내속인이다.

99. 습기는 습윤(snehatva)이라는 보편을 소유하며, 흐름이 없고, 입

자의 膠着(saṅgraha)의 특수인이다.

100. 잠세력은 잠세력성(saṃskāratva)이라는 보편을 소유하며, 자체

가 일어났을 때의 상태를 산출시키는 속성이다.

注: 외적 도움이 없이 다만 내적 힘에 의해 자체와 유사한 효과를 만들

어 내는 힘이 saṃskāra이다. 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중 vega(속력)는



쉬와디띠야의 7범주론

한정된 크기를 가진 地 水 火 風과 意에 존재하며, bhāvanā(인상)는 인식

에 관련되므로 我에 속하고, sthitisthāpaka(탄성)는 地에 속한다.

101. 공덕은 공덕성(dharmatva)이라는 보편을 소유하며, 즐거움의

특수인이다.

注: dharma는 베다에서 권유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생성된 결과이며 p-

uṇya(善)라고도 부른다.

102. 비공덕은 비공덕성(adharmatva)이라는 보편을 소유하며, 괴로

움의 특수인이다.

注: adharma는 베다에서 금지된 행위의 결과로서 pāpa(惡)라고도 불리

운다.

103. 소리는 聲性(śabdatva)이라는 보편과 연합되며, 청각기관(śrotra)

에 의해 지각되는 속성이다.

운동

104. 상향운동이란 상향성(utkṣepaṇatva)라는 보편을 소유하며, 위

영역과의 연결을 야기시키는 운동이다.

105. 하향운동이란 하향성(apakṣepaṇatva)이라는 보편을 소유하며

아래 영역과의 연결을 야기시키는 운동이다.

106. 수축운동이란 수축성(ākuñcanatva)을 소유하며 후진(vakratva)

을 일으키는 운동이다.

107. 확장운동이란 확장성(prasāraṇatva)이라는 보편을 소유하며, 전

진을 일으키는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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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이동이란 이동성(gamanatva)이라는 보편을 소유하며, 비특정

영역과의 연결을 야기시키는 운동이다.

보편

109. 가장 넓은 것(para)이란 오직 能遍者만(vyāpakamātra) 되는 보

편이다. 가장 좁은 것(apara)이란 오직 所遍者만(vyāpyamātra) 되는 보

편이다. 중간(parāpara)이란 능변자, 소변자 모두 될 수 있는 보편이다.

비존재

110. 전비존재란 시작은 없으나(anādi) 끝이 있는(sānta) 것이다.

注: prāgabhāva란 사물이 생성되기 이전에 그 사물의 부정으로서 그

사물이 생성되면 없어진다. 이것은 사물 생성의 원인들 가운데 하나로 취

급되며, 주재신과 그의 인식, 욕망, 행동, 不可見力, 시간, 공간과 더불어 여

덟 가지 공통인(sādhāraṇa-kāraṇa)에 포함된다.

111. 파괴비존재는 시작은 있으나(sādi) 끝은 없다(niranta).

注: 생성된 사물이 파괴될 때 그 사물의 부정이 pradhvaṃsābhāva이다.

112. 절대비존재는 관계적 비존재(saṃsargābhāva)로서, 시작도 없고

(anādi), 끝도 없다(niranta).

注: 4 가지 비존재는 관계의 부정(saṃsargābhāva)과 동일성의 부정(an-

yonyābhāva)으로 2분된다. 전자는 pratiyogi(부정되는 것)가 anuyogi(부정의

기체)와 연결이나 내속의 관계에 있는데 대해, 후자에서 부정되는 것은 동

일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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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상호비존재는 동일성의 부정(tādātmya-niṣedha)이다.

제3장 비판(parīkṣā)

114. 영원성(nityatva)이란 파괴(pradhvaṃsa)가 없는 것이다.

注: 저자는 여기서부터 135까지 실체의 비판에 필요한 용어들의 정의

를 내리고 있다. nityatva는 전비존재나 파괴비존재가 없는 것, 혹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것이라고도 정의된다.

115. 무상성(anityatva)이란 파괴될 수 있는 성질이다.

116. 원자(paramāṇu)란 부분이 없고(niravayava) 운동(kriyā)을 가진

것이다.

注: ‘niravayava’는 dvyaṇuka　 tryaṇuka를 배제하며 ‘kriyāvat'(운동의

소유)는 부분이 없지만 운동이 없는 空 따위를 배제한다. 원자와 운동은

내속관계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서 부분이 없고 운동을 가지나 모

든 사물의 공통기체인 時, 方을 배제한다.

117. 부분(avayava)이란 실체의 내속인(samavāyi-kāraṇa)이다.

注: avayavi-dravya와 그 부분 사이는 내속관계이고, 부분은 전체의 내

속인이다.

118. 결과(kārya　 所産)란 前비존재를 소유한 것이다.

注: 달리 말하면 결과는 전비존재의 pratiyogi이다. 이것은 samavāya와

더불어 N.V. 철학의 초석이 되는 因中無果說(asatkāryavāda)이다. 즉 결과

는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의 발생이다.



인도철학 제4집

119. 최종적 집합체(antyāvayavi)란 [더 이상] 실체를 생성시킬 수

없는 결과로서의 실체(kārya-dravya)이다.

注: 예를 들어 물단지는 부분이 모여 이루어진 kārya-dravya이면서 그

것이 다른 실체를 형성하는 부분이 되지 못하는 최종적 집합체이다.

120. 신체(śarīra)란 享受의 處(bhogāyatana)가 되는 최종적 집합체이

다.

注: ātman은 신체에 한정될 때 경험을 누리는 주체가 될 수 있다.

121. 향수(bhoga)란 자기에 내속된 樂이나 아니면 苦에 대한 직접경

험이다.

注: ‘～아니면’(anyatara)이라는 말은 苦와 樂의 동시적 경험을 배제한

다. 타인의 苦 樂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 내속된(svasamaveta)이

란 한정구가 붙었다.

122. 그것의 處(āyatana)란 그에 한정되어 我에 향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123. 감관(indriya, 根)이란 직접적 인식(sākṣātkāri　jñāna)의 도구이며

그 자체는 초감각적인 것(atīndriya)이다.

注: ‘직접적 인식의 도구’에 의해 간접적 인식의 도구인 추리가 배제된

다. Īśvara는 직접적 인식의 도구이며 초감관적이긴 하나 indriya는 아니

다.

124. 대상(viṣaya, 境)이란 피인식성(jñāyamānatā)에 의해 我의 향수

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注: indriya나 viṣaya나 모두 인식의 원인이지만 viṣaya는 피인식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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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만 경험을 야기시킬 수 있다.

125. 땅에 속하는 火(bhauma)는 地的 물질만을 연료로 삼는 것이다.

하늘에 속하는 火(divya)는 水만을 연료로 삼는 것이다. 내장에 속하

는 火(audariya)는 地와 水를 연료로 삼는 것이다. 광산에 속하는 火(ā-

karaja)는 연료를 갖지 않는다. 이것은 金 따위이다.

126. 生成(utpatti)이란 모든 원인들의 동시적 공존(yaugapadya)이다.

127. 동시적 공존이란 다수의 사물이 한 찰라에 연관된 것이다.

128. 찰라(kṣaṇa)란 분리가 일어나기 전, 분리의 전비존재에 연관된

운동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注: 서로 연결된 두 사물이 분리될 때, 먼저 일어나는 것은 운동이고,

분리는 운동의 결과로서 생성된다고 본다. 이 때, 운동과 분리의 중간 시

간이 찰라라는 뜻이다.

129. 찰라적인 것(kṣaṇika)이란 오직 그 [찰라]에만 존재하는 것이

다.

130. 존속(sthiti, 住)이란 현존성(vartamānatva)이다. 다시 말해서 전

비존재가 부정된 자체의 성질을 가진 상태이다. 혹은 자체의 전비존

재와 연관된 상태이다.

注: 전비존재는 파괴되고 파괴비존재는 아직 일어나기 전의 상태가 사

물의 존속(sthiti, 住)이다.

131. 滅(vināśa)이란 파괴(pradhvaṃsa)이다.

132. 知田(kṣetrajñatva　=個我)이란 신체와 결합됨으로써 인식을 소유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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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 이슈와라는 신체나 감관에서 독립하여 변치않는 인식을 가지나 인

간들은 신체, 감관과 결합되어서만이 인식이 가능하며, 또 그 인식은 변하

는 성질을 갖는다.

133. 각각의 我에 住着함(pratyātmaniṣṭhatva)이란 각각의 我에 내속

된 공덕과 비공덕에 지배됨이다.

注: 과거의 업이 남긴 dharma, adharma, 즉 不可見力은 個我에 住着하

여 그의 현재의 상태를 결정짓는다.

134. 흰색으로 시작하는 일곱 가지 색은 白色性(sitatva) 따위로 정

의된다. 단 맛 따위는 甘味性(madhuratva) 따위로 정의된다. 냄새는 향

기성(surabhitva), 악취성(asurabhitva)으로, 차거움 따위의 [감촉은] 冷

性(śītatva) 따위로, 단수 따위의 수는 單數性(ekatva) 따위로, 원자 따위

의 크기는 원자성(aṇutva, 極微性) 따위로 [정의된다].

135. 運動生-연결(karmaja-saṃyoga)은 운동을 비내속인으로 갖는다.

연결생-연결(saṃyogaja-saṃyoga)은 연결을 비내속인으로 갖는다. 운

동생-분리(karmaja-vibhāga)는 운동을 비내속인으로 갖는다. 분리생-

분리(vibhāgaja-vibhāga)는 분리를 비내속인으로 갖는다.

136. 시간所作(kālakṛta)의 멈(paratva)과 가까움(aparatva)은 태양에

연결되어 생성된다. 공간所作(dikkṛta)의 멈과 가까움은 태양과의 연결

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137. 기억(smṛti)이란 심적 인상(bhāvanā)을 특수인으로 갖는 인식이

다. 認知(anubhava)란 기억의 형태가 아닌 인식이다.

注: 과거의 인식이 남긴 인상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은 새로운 인식이

anubhava이다.

138. 正知(pramā)란 실재의 인지(tattva-anubhava)이다. 誤知란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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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인지(atattva-anubhava)이다.

注: ‘tattva’에 대해선 64에서 주관에 의해 없는 것이 부가되지 않은(a-

nāropita) 것으로 정의되었다. 다시 말해서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tattva이며, 그에 대한 인식, 즉 tattva-jñāna가 pramā이다. 반대로 실재하

지 않는 것의 인식(atattva-jñāna)이 apramā이다.

139. 의심(saṃśaya)이란 확정되지 않은(anavadhāraṇa) 인식이다. 착

오(viparyaya)란 확정적이긴 하나 그릇된 인식이다.

注: apramā엔 saṃśaya와 viparyaya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전자는 A

인지 B인지 확실감이 없는 인식이고, 후자엔 확실감은 있으나 A를 B로

다르게 인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는 멀리 보이는 사물이 기둥인지

사람인지 결정짓지 못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어둠 때문에 새끼줄을 뱀으

로 착각하는 경우이다.

140. 지각적 正知(pratyakṣa-pramā)란 그 자체는 인식되지 않는 도구

에 의해 생성된 참다운 인지(tattvānubhava)이다.

注: 지각적 인식은 감관이 도구이고, 감관은 앞에서 그 자체는 초감각

적인 것(atīndriya), 즉 지각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141. 추리적 正知(anumiti-pramā)란 인식되는 도구에 의해 생성된

참다운 인지이다.

注: 인식되는 도구란 감각되지 않는 대상을 지시해주는 힘을 가진 證標

(liṅga)이며, 이것이 알려질 때만이 추리가 일어날 수 있다.

142. 인식수단(pramāṇa)이란 正知(pramā)에 필연적으로 연관된 것

(ayogavyavacchinna)이다.

注: ‘ayogavyavacchinna’라는 말은 pramā의 특수인(karaṇa)으로서 단

지 인식을 생성시킬 뿐 아니라 그 진리성도 보증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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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지각적 인식수단(pratyakṣa-pramāṇa)은 지각적 正知에 필연적

으로 연관된 것이다. 이에는 主宰神, 후각기관(ghrāṇa), 미각기관(rasa-

na), 시각기관(cakṣur), 촉각기관(sparśana), 청각기관(śrotra), 마음(man-

as, 意根)의 [일곱 가지가 있다].

144. 추리(anumāna)란 추리적 正知(annumiti-pramā)와 필연적으로 연

관된 것이다. 이것은 遍充(vyāpti)과 宗法性(pakṣadharmatā)을 특징으로

하는 證標의 인식(liṅga-jñāna)이다.

注: anumāna란 anumiti의 특수인이며, 그것은 곧 liṅga에 대한 인식이

다. 그런데 liṅga가 sādhya를 인식시켜주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sādhya의

vyāpya(所遍)이어야 하고, 또 pakṣa(宗)의 속성(dharma, 法)이어야 한다.

145. 遍充(vyāpti)이란　能遍(vyāpaka)이 所遍의 基體(vyāpyādhikaraṇa)

이면서 偶有的 조건(upādhi)이 없는 관계이다.

注: vyāpti란 vyāpaka와 vyāpya 사이의 불변적 공존관계(sāhacaryaniy-

ama), 혹은 본유적 관계(svabhāvasambandha)로서, 제한 조건에 의존한 관

계가 아닌 것(anaupādhika-sambandha)이다.

146. 宗法性(pakṣadharmatā)이란 所遍(vyāpya)의 주제(pakṣa　 宗)와의

연관이다.

147. 能遍(vyāpaka)은 所證(sādhya)이고, 所遍(vyāpya)은 證因(liṅga)이

다.

注: liṅga는 sādhana(能證) 혹은 hetu(因)이라고도 부른다. sādhya의 존

재 범위는 liṅga의 존재 범위와 같거나 넓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liṅga는

vyāpya이고, sādhya가 vyāpaka가 됨으로써 liṅga는 sādhya의 존재를 증

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148. 제한조건(upādhi)은 所證의 能遍이 아니면서 (sādhana-avyāp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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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a) 所證과 同等遍充관계를 갖는 것 (sādhya-samavyāpti)이다.

注: 예를 들어 불의 연기에 대한 관계에 있어 ‘젖은 연료와의 접촉’이

upādhi이다. 이 때 젖은 연료와의 접촉은 불이라는 능증에 대해서 ‘불이

있는 곳엔 반드시 젖은 연료와의 접촉이 있다’라는 명제를 성립시켜줄 수

는 없지만, 다시 말해서 불이라는 능증에 대해 능변이 될 수는 없지만, 연

기라는 소증에 대해서는 ‘연기 있는 곳엔 [불과] 젖은 연료와의 접촉이 있

다.’ 혹은 ‘[불과] 젖은 연료와의 접촉이 있는 곳엔 연기가 있다.’와 같이

동등변충(samavyāpti)관계가 성립한다.

149. a. 오직 긍정적 변충을 가진 因(kevalānvayī)은 ① 주제엔 반드

시 존재할 것(pakṣavyāpaka), ② 同類例에 있을 것(sapakṣasparśī), ③ 異

類例가 없을 것(vipakṣaśūnya), ④ 더 강한 인식수단에 의해 반증되는

소증을 갖지 않을 것(abādhitaviṣaya), ⑤ 소증의 반대를 증명하는 또

다른 因을 갖지 않을 것(asatpratipakṣa)의 [다섯 조건을] 갖는다.

b. 오직 부정적 변충을 갖는 因(kevalavyatirekī)은 ① 上同, ② 동류

례가 없을 것, ③ 이류례엔 전혀 없을 것, ④ 上同, ⑤ 上同의 [다섯

조건을] 갖는다.

c. 긍정 부정적 변충을 갖는 因(anvayavyatirekī)은 ① 上同, ② 동류

례에 있을 것, ③ 이류례엔 전혀 없을 것, ④ 上同, ⑤ 上同의 [다섯

조건을] 가져야 한다.

注: 이상의 조건을 어길 때 asiddha, viruddha, anaikāntika 등의 그릇

된 이유(hetvābhāsa)가 된다.

150. 주제(pakṣatva)란 그 가운데 의심스러운 所證요소(sandigdha-s-

ādhyadharma)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151. 同類例(sapakṣatva)란 소증의 基體(sādhyādhikaraṇatva)임이 확인

된 것이다. 異類例(vipakṣatva)란 소증의 비존재의 기체임이 확인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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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爲自推理(svārtham)란 의미(artha)의 형태를 가진 것이다. 爲他

推理(parārtha)란 언어(śabda)의 형태를 가진 것이다.

153. 언어도 추리적 방법과 같은 대상을 가지며, 불변적 공존관계

(avinābhāva)에 의존하므로 추리로 간주된다.

注: 이 문장은 ① 언어의 형태를 띄운 위타추리도 위자추리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혹은 ② 타학파에서 독립적인 인식수단으로 인정하는 언증

적 방법(śabda)은 추리에 포함된다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154. [위타추리는 다섯 요소로 구성된다].

① 주장(pratijñā, 宗)은 주제(pakṣa)가 소증(sādhya)을 소유한다는 진

술이다.

② 이유(hetu, 因)는 증표(liṅga)가 주제의 속성임(pakṣadharmatva)을

진술한 것이다.

③ 실례(udāharana, 喩)는 [증표와 소증 사이의 변충관계를] 예시(dṛ-

ṣṭānta)하는 진술이다.

④ 적용(upanaya, 合)은 [변충과 宗法性에 대한] 종합적 반성(parām-

arśa)을 진술한 것이다.

⑤ 결론(nigamana, 結)은 증인과의 연관의 결과로서 소증이 [주제에

있다고] 확인된 진술이다.

155. 그릇된 이유(ābhāsa)란 [이유의 다섯 가지 조건 중] 어느 것을

결여한 것이다.

156. 不成立因(asiddhatva)이란 증인으로서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注: siddha-hetu란 소증과 변충관계를 가진 因이 주제에 있다고 확인된

것이다. 반대로 asiddha란 소증과의 변충관계가 성립되지 않거나, 주제에

서 발견되지 않았거나, 아예 주제가 없는 것 hetvābhāsa이다.

157. 相違因(viruddhatva)이란 오직 주제(pakṣa)와 이류례(vipakṣ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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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있는 것이다.

注: liṅga는 sapakṣa에는 부분적으로라도 존재하고, vipakṣa에는 전혀

없어야 되는데, 오직 vipakṣa에만 있는 hetvābhāsa가 viruddha(모순된 것)

이다.

158. 不定因(anaikāntikatva)은 주제와 동류례 이류례 모두에 존재하

는 것이다.

159. 비확정因(anadhyavasitatva)은 소증을 증명시키지 못하면서 주

제(宗)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160. 시효가 지난 因(kālātyayāpadiṣṭatva)은 더욱 강력한 인식수단에

의해 소증에 반대되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注: 이것은 ‘bādhita’라고도 불리운다.

161. 경쟁적 因을 가진 것(prakaraṇasama)은 그 因에 소증의 반대를

증명시켜주는 또 다른 因이 존재하는 것이다.

162. 귀류법(tarka)이란 바라지 않는 能遍으로의 환원(prasañjana)이

다. 환원이란 [논적이 바라는] 부정에 맞서는 [논적이 바라지 않는]

부정의 진술이다.

注: 예를 들면 ‘연기 있는 곳엔 불이 있다’라는 명제를 논적이 인정하

지 않을 때 ‘불이 없이도 연기가 있다’라고 가정함으로써 ‘원인이 없이도

결과가 있다’는 논적 역시 바라지 않는 결론에 환원시키는 것이 tarka이

다.

163. 꿈(svapna)이란 잠으로 흐려진 內官(antaḥkaraṇa,=마음)에 의해

생성된 인식이다. 잠(nidrā)이란 마음이 요가로 생성된 심리와 관련 없

이 감관과 접촉되지 않은 영역에 머무르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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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 꿈도 인식의 일종이나 기억에 바탕한 그릇된 인식이다. 요가 수행

에서 일어나는 三昧는 감관과의 접촉이 끊어진 점에서 잠과 비슷하지만

잠과 다르다는 것이다.

164. 비결정적 인식(nirvikalpaka)이란 [속성이 없이] 단지 사물만(v-

astusvarūpamātra)을 지각함이다. 결정적 인식(savikalpaka)은 [사물을]

그 한정자와 연합된 것으로서 지각함이다.

注: 어떤 사물을 지각할 때 피한정자(viśeṣya)와 한정자(viśeṣaṇa)가 분

석 → 종합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개념과 판단작용이 일어나기 이전의 인

식이 nirvikalpaka라면, 사물에서 속성이 분석되고 그 둘 사이의 관계가

파악됨으로서 ‘이것은 ～이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인식이 savikalpaka이

다.

165. 再認(pratyabhijñāna)이란 과거에 조건지워진 사물의 인식이다.

버림(hāna)이란 [어떤 대상을] 苦의 원인(duḥkhasādhana)으로 인식함이

다. 취함(upādāna)이란 [어떤 대상을] 樂의 원인(sukhasādhana)으로 인

식함이다. 무관심(upekṣā)이란 [어떤 대상을] 양편 모두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인식함이다.

166. 추측(ūha)이란 의심(saṃśaya)의 일종으로서 한 편을 보다 타당

하게 보는 인식이다. 불확정적 인식(anadhyavasāya)이란 세부적인 확

인이 안된, 양편 가운데 어느 하나로 확정짓지 못한 인식이다.

注: ūha나 anadhyavasāya나 넓은 의미에서 의심에 포함된다. 그러나

의심이 어떤 대상에 대해 이것인지 저것인지 확정짓지 못한 인식이라면,

ūha는 두 선택지 가운데서 어느 한 편에로 기울어진 인식이다. anadhya-

vasāya는 nirvikalpaka와 유사한 인식이다.

167. 세속적 樂(sāṃsārika-sukha)이란 노력에 의해 생성된 수단에

의존한 것이다. 하늘 樂(svarga-sukha)이란 욕망에만 의존한 수단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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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 하늘(svarga)에선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성취되는데 반하여 이 세

상에서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선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성취수단(sādhana)

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168. 자연적 유동성(sāṃsiddhikatva)은 火와의 접촉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다. 인위적 유동성(naimittikatva)이란 火와의 접촉으로부터 생성되

는 것이다.

169. 속력(vega)이란 운동生(karmaja)의 잠세력이다. 심적 인상(bhā-

vanā)은 인식生(jñānaja)의 잠세력이다. 탄성(sthitisthāpaka)은 본래의 상

태를 유지하려는 속성이다.

170. 非遍充性(avyāpakatva)이란 자기의 비존재와 함께 존재함이다.

遍充性(vyāpakatva)이란 그 반대이다.

注: avyāpakatva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원숭이의 경우와 같이 오직

부분적으로만 주연한 상태이다.vyāpakatva는 기체의 전체에 주연된 상태

이다.

171. [베다에서] 권장된 것(vihitatva)은 공덕을 생성시키는 것(dhar-

motpādakatva)이다. [베다에서] 금지된 것(niṣiddhatva)은 비공덕을 생성

시키는 것(adharmotpādakatva)이다. 권장된 것도 금지된 것도 아닌 것

은 [공덕 비공덕에] 무관한 것(udāsīnatva)이다.

172. 장애요인이 없는(nirbādhaka) 보편이 類(jāti)이다. 장애요인을

가진(sabādhaka) 보편이 제한조건(upādhi)이다.

注: No. 52, 70 참조

173. 어두움(andhakāra)은 [주관에 의해] 검푸른 색이 부가된 것(nīl-

arūpa-āropita)으로서, [빛(=火)의] 부정이다.



인도철학 제4집

注: 이것은 어두움을 독립적 실체로 간주하는 밧따 미망사학파의 견해

에 대한 비판이다.

174. 인식관계(jñānasambandha)란 인식의 대상성(jñāna-viṣayatva)이

다.

注: 어떤 사물이 인식의 대상이 될 때 인식관계가 발생한다.

175. 正知의 대상성(prameyatva)이란 반드시 실재인식(tattvajñāna)에

의해 제한된 것이다.

注: 반드시 참다운 인식에 의해 알려진 내용, 혹은 대상이 되는 것이

prameyatva이다.

176. 속성 따위에 대해 數를 말하는 것은 數가 [속성 따위와] 연관

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數는 [속성 따위에] 밀접한 연관성(praty-

āsattinibandhanatva)을 갖는다.

注: 이것은 수가 독립된 범주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177. 원인(kāraṇatva)이란 결과를 생성시키는 것(kāryotpādakatva)이

다. 내속인(samavāyi-kāraṇatva)이란 그것에 내속되어 결과가 생성되는

것이다. 비내속인(asamavāyi-kāraṇatva)이란 내속인에 밀접히 연관되

며, [결과를 일으키는] 능력이 확인되는 것이다. 도구인(nimittakāraṇa)

이란 양자 어느 것도 아닌 것이다.

注: 내속인은 결과의 질료인으로서 실체만이 내속인이 될 수 있다. 결

과는 이 내속인과 불가분적으로 통합되어(ayutasiddhi) 있다. 비내속인은

내속인인 실체와 내속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속성만이 내속인이 된다. 예

를 들어 실에서 옷감이 생성될 때 옷감의 부분인 실은 내속인이고, 실과

실의 연결(saṃyoga)은 비내속인이다. 그 밖의 베틀, 북 따위는 도구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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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有形體性(mūrtatva)이란 유한한 크기를 가진 것이다. 無形體性

(amūrtatva)이란 유형체성의 부정이다.

注: mūrta-dravya는 地, 水, 火, 風, 意와 같이 한정된 크기와 운동을 가

진 것이고, amūrta-dravya는 空, 時, 方, 我와 같이 무한정적 크기, 따라서

운동이 없는 遍在性(vibhutva)을 가진 실체이다.

179. 원인들의 總合(sāmagrī)이란 그것이 없이는 결과가 생성되지

않는 것이다.

注: 하나의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모든 원인들이 동시

에 공존해야 하며, 그것이 sāmagrī이다.

180. 열거(uddeśa)는 다만 명칭에 의해서 범주들을 기술함이다.

181. 색깔, 맛, 냄새, 촉감, 수, 크기, 別異性, 연결, 분리, 멈· 가까움,

무게, 유동성, 잠세력들은 地에 내속된 [속성이다].

색깔, 맛, 촉감, 수, 크기, 別異性, 연결, 분리, 멈·가까움, 무게, 유동

성, 습기, 잠세력들은 水에 내속된다.

색깔, 촉감, 수, 크기, 別異性, 연결, 분리, 멈·가까움, 유동성, 잠세력

들은 火에 내속된 [속성이다].

촉감, 수, 크기, 別異性, 연결, 분리, 멈·가까움, 잠세력들은 風에 내

속된 [속성이다].

수, 크기, 별이성, 연결, 분리, 소리들은 공에 내속된 [속성이다].

수, 크기, 별이성, 연결, 분리들은 時와 方에 내속된 [속성이다].

수, 크기, 별이성, 연결, 분리, 인식, 즐거움, 樂, 苦, 미움, 노력(의지),

공덕, 비공덕, 심적 인상들은 我에 내속된 [속성이다].

수, 크기, 別異性, 연결, 분리, 멈·가까움, 잠세력들은 意에 내속된

[속성이다].

注: 습기는 水에만 특유하고, 소리는 空에만 특유하며, 樂, 苦, 欲, 미움,

의지, 공덕, 비공덕, 심적 인상은 我에만 특유하고, 냄새와 탄성은 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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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하다. 수, 크기, 별이성, 연결, 분리는 모든 실체가 공유하며, 촉감은

地 水 火 風에 공통적이다. 맛과 무게는 地와 水에 공통되며, 색깔과 유동

성은 地 水에 공통된다.

182. 운동은 유형적 실체(mūrta-dravya)에 내속되며, 무상한 것이다.

注: guṇa가 dravya의 영속적 속성(dharma)이라면, karma는 무상한 속

성이다. Kaṇāda는 karma를 연결과 분리의 직접적 원인으로 규정하였다.

운동엔 다섯 단계가 구분된다. 한 사물은 먼저 공간의 특정한 점과 연결

상태에 있다가 운동에 의해 vibhāga가 발생하고, vibhāga로부터 saṃyoga

의 파괴가 일어나며, 그 다음에 새로운 지점과의 saṃyoga가 생성되며, 그

다음에 karma는 소멸된다.

183. 보편은 실체, 운동, 속성에 내속된다.

184. 특수는 영구적 실체(nitya-dravya)에 내속된다.

185. 내속과 비존재는 어떤 것에도 내속되지 않는다.

注: samavāya 관계가 또 다른 samavāya를 갖는다고 하면 무한소급의

오류(regressus ad infinitum)에 떨어진다. 책과 손의 연결은 karma에 의해

설명되나 실과 옷감의 관계는 하나의 samavāya만으로 설명된다. samav-

āya관계는 bhāvapadārtha 사이의 관계이며, abhāva엔 그것이 불가능하다.

186. 실체는 결과(kārya,=所産)의 형태일 때는 자체의 부분(svāvaya-

va)에 내속된다. 결과가 아닌 실체는 어떤 것에도 내속되지 않는다.

注: 부분과 그것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의 관계는 samavāya이고, 이 때

결과는 부분에 내속된다.

187. 실체의 파괴(vināśa)는 내속, 비내속인의 파괴로부터 일어난다.

속성은 내속인이나 비내속인이나 도구인의 파괴로부터 혹은 상충되

는 속성의 생성으로부터 파괴된다. 운동은 내속인이나 비내속인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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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부터, 혹은 뒤따르는 연결(uttara-saṃyoga)로부터 파괴된다. 전비

존재는 대존재를 생성시키는 원인들에 의해 파괴된다. 상호비존재는

대존제를 파괴하는 원인으로부터 파괴된다.

注: 이 절과 다음 절은 사물의 창조와 파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인과

론을 다루고 있다. 보편과 특수, 내속은 영원한 것이므로 파괴될 수도 또

생성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실체, 속성, 운동만이 언급되고 있다. 네 가지

비존재 가운데 파괴비존재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으므로, 또 절대비존

재는 과 현 미의 시간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생성될 수도 파괴될 수도

없는 영구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비존재와 상호비존재의 파괴만을 다루

고 있다.

188. 실체, 속성, 운동의 생성(utpatti)은 내속, 비내속, 도구인에 의

존한다. 그 중에서 실체만이 이 셋의 내속인이 될 수 있다. 오직 연결

(saṃyoga)만이 실체와 운동의 비내속인이 된다. 그러나 속성의 경우

엔 때로는 同類에 속하는(samānajātīya), 때로는 동류에 속하지 않는

다른 속성이, 때로는 운동이 그 비내속인이 된다. 모든 것에 [공통된]

도구인은 主宰神의 욕망, 不可見力 따위이다. 상호비존재와 파괴비존

재의 경우는 오직 도구인만으로부터 생성된다.

189. 이 학문(śāstra)의 나머지는 쉽게 이해된다.

注: 이로써 본 논서는 일단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몇 가지 빠뜨린 개념들을 보충하고 있다.

190. 한정됨(vaiśiṣṭyam)이란 다른 것을 배제함(anyavyāvṛtti)이다.

191. 한정자(viśeṣaṇa)란 다른 것과 공동기체를 소유하며(samānādhi-

karaṇa), [그 기체를 다른 것으로부터] 구분지워주는 것(vyāvartaka)이

다. 공동기체를 소유함이란 같은 격어미를 가진 단어[의 사용으로] 지

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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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 예를 들어 ‘nīlo ghataḥ'(푸른 물단지)에서 nīla와 ghaṭa는 같은 격

어미를 가지며, nīla는 속성으로서 viśeṣaṇa(한정자)이고 ghaṭa는 실체로서

viśiṣṭya(한정된 것)이다. 이 때 nīla와 ghaṭa는 samānādhikāraṇatva(동일기

체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nīla는 ghaṭa를 한정해 줌으로써 그것을 다른

사물로부터 구분지워주는 자(vyāvartaka)이기도 하다.

192. 偶有적 특성(upalakṣaṇa)이란 특수화시켜주는 자이면서 다른

기체를 가진 것(vyadhikaraṇa)이다. 다른 기체를 소유함(vaiyadhikaraṇ-

yam)은 다른 격어미에 의해 지시된다.

注: upalakṣaṇa는 viśeṣaṇa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sāmānya와 관련하여

jāti와 upādhi가 구분되듯이 viśeṣa와 관련하여 그에 상응하는 것이 viśeṣ-

aṇa와 upalakṣaṇa이다.

193. 基體性(adhikaraṇatva)이란 보편과 밀접히 연관된 것이다.

注: 예를 들어 ghṭatva라는 보편이 ghaṭa에 내속되어 있기 때문에 gh-

aṭa는 ghaṭatva의 adhikaraṇa이다.

194. 遍在性(vibhutva)이란 모든 유형적 사물과 연결된 것이다.

195. 可分的 관계(yutasiddha)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두 사

물 사이의 관계(sambandha)이다. 不可分的 관계(ayutasiddha)란 [이전에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았던 기체(ādhāra, 能持)와 속성(ādheya, 所持)사

이의 관계이다.

注: saṃyoga가 yutasiddha라면 samavāya는 ayutasiddha이다. ayutas-

iddha의 본질은 두 관계항 중 한 편이 파괴되면 다른 하나도 파괴된다는

것이다.

196. 학문(śāstra)이란 최고선(śreyas)을 실현하는 수단(sādhana)을 가

르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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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일곱 대륙(dvīpa)과 일곱 산을 가진 이 세계가 지속되는 한 이

일곱범주론(Saptapadārthī)이 사물의 본성을 밝히는 빛(vastuprakāśa)

이 될지어다.

　 이상으로 쉬와디띠야가 저작한 7범주론이 끝났다 -

알림 : 인도철학 제3집에 실린 본인의 글 정리학파의 4 가지 인식방

법(pramāṇa) 가운데 내용의 순서가 뒤바뀐 부분을 정정합니다.

p. 49의 끝에서 p. 51로 연결됨

p. 51 아래서 네 째줄 끝이 p. 50으로 연결됨

p. 50의 끝에서 p. 51 아래서 세 째줄 처음으로 연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