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正理學派에 있어서 遍充(vyāpti)의 定義

위슈와나-타의 Nyāya-siddhānta-muktāvalī와 관련하여

이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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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추리(anumāna)와 遍充(vyāpti)의 관계

2. 텍스트의 이해에 필요한 기본적 술어들

i 관계(sambandha)

ii 관계적 추상과 記述者(nirūpaka)

iii 制限者(avacchedaka)

iv 비존재와 對立者(pratiyogi)

v 定義(lakṣaṇa)

3. 遍充(vyāpti)의 정의

A. 예비적 정의(pūrva-pakṣa-lakṣaṇa)

B. 결론적 정의(siddhānta-lakṣaṇa)

맺는말: 불교논리학과의 대비

* 원전의 略號

머리말

인도논리학은 크게 세 분야로 구분된다. 가우따마(AD 1～2세기)

의 Nyāya-sūtra(正理經에 바탕하여 그에 대한 주석을 통해 AD 11～12세기
경까지 계속된 舊正理學(Pracīna-nyāya), 디그나-가(AD 5～6세기)의 Pramā

* 李芝洙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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ṇa-samuccaya(集量論)로 시작되어 드하르마끼-르띠(AD 7-8세기),

드하르모-따라, 쁘라갸-까라굽따, 샨-따락쉬따, 갸-냐슈리미뜨라

등으로 불교가 인도에세 쇠퇴해가는 AD 10세기경까지 이어지는

불교논리학(因明), 그리고 강게-샤(AD 13～14세기)의 Tattva-cintāma

ṇi로 성립되어 그에 대한 주석을 통해 발전되어간 新正理學(Navya-

nyāya)가 그것이다. 이상의 세 학파만큼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불

교논리학과 거의 같은 시기에 독자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쟈이

나 논리학을 보태면 네 학파가 된다.

구정리학파와 불교논리학은 인식론적, 논리학적, 존재론적 문제

에 대해 수세기에 걸쳐 첨예한 논전을 펼치면서 발전해 왔지만

불교가 인도에서 쇠락해가고 티벳으로 이주한 이후로는 구정리학

진영에서도 창조적인 사상의 샘이 말라버리고 얼마간 소강상태에

빠져있을 때 구정리학을 새로운 방법론과 사유방법으로 재편하고

개조한 것이 신정리학이다.

正理經의 골격인 16주제의 내용이 말해주듯이 토론과 논쟁의
규칙과 기술(dialectical method)에 치중했던 구정리학과 달리 강게-

샤의 Tattva-cintāmaṇi는 16주제 중 첫 주제인 ‘pramāṇa’(인식방법,

量) 한 주제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주로 인식론적, 논

리학적, 언어철학적인 문제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 이

것은 그보다 이전에 集量論, 量評釋 등 ‘量’을 중심 테마로 다
루었던 불교논리학의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디그나-가의 불교논리학이 창립되기까지 무착, 세친에 의한 준

비기간이 필요했듯이 신정리학파도 강게-샤라는 독창적 사상가

혼자만에 의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2～3세기에 걸친 준비

기간이 있었다. 불교논리학이 구정리학을 경량부와 唯識學의 존재

론과 심리론에 바탕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변모시킴으로

써 탄생했듯이 신정리학은 다원론적 실재론인 와이셰-시까(勝論)의

7범주(padārtha)를 수용하여 正理․勝論(Nyāya-Vaiśeṣika)의 통합적 학

파로 변형시킨 우다-야나(Udāyana, AD 11세기)가 발단이 되었다. A

D 13세기경 Nyāya-ratna를 쓴 마니깐타, Nyāya-siddhānta-dī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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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자인 샤샤드하라를 거쳐 마침내 강게-샤에 의해 신정리학이

성립되었다. 강게-샤 이후의 신정리학파의 역사는 그의 Tattva-ci

ntāmaṇi(TC로 略)에 대한 주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

게-샤 이후로 18세기까지 4～5세기에 걸쳐 많은 논리가들이 나타

났지만 그 가운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불교논리학에서 디

그나-가에 대한 드하르마끼-르띠의 역할에 비견되는 라그후나-타

쉬로-마니(AD 1500경)이다. 마치 드하르마끼-르띠가 그랬던 것처

럼, 그는 TC에 대한 주석인 Tattva-cintāmaṇi-dīdhiti(TCD로 略)를

썼고 TC에 대해 독자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사상을 덧붙였다.

그 이후로 마투라-나-타(AD 1600～1675경)도 TC에 대한 주석서

를 썼고, 자-가디-쉬-는 TDC에 대한 주석을 남겼으며, 특히 의미

론에 관한 Śabda-śakti-prakāśikā(언어의 의미에 대한 해명)이라는 저

작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가다-드하라(AD 1604～1709경, 보통 Gādādharī

로 알려짐)도 TCD에 대한 주석서로 유명하다.

이상의 논리가들 외에 인도논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도로서

주목해야만 하는 두 명의 논리가가 있다. 이들은 TC에 대한 방대

한 양의 주석서로서가 아니라 초학자들이 신정리학에 입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핵심적인 사상을 간추려 놓은 개설서의 저자로 널

리 알려진 안남브핫따(AD 17세기경)와 위슈와나-타(AD 1630경)이다.

안남브핫따의 Tarka-saṃgraha에 대해선 이미 필자가 10여 년전

인도철학 제1, 2 집을 통해 소개했고, 위슈와나-타(Viśvanātha)는
신정리학파의 유명한 개설서인 Bhāṣā-pariccheda(BhP로 略)와 그

에 대한 自註인 Nyāya-siddhānta-muktāvalī(NSM로 略)의 저자이

다. 이 두 입문서는 오늘날까지도 인도논리학의 입문서 내지 교과

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반드시 인도논리학 전공자 뿐 아니

라, 인도철학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학도라면 반드시 거

쳐야 할 관문이기도 하다.

신정리학파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이전에 이미 확립된 승

론학파의 존재론적 범주인 7句義(sapta-padārtha)와 구정리학파의 16

주제 중 첫 번째인 네 가지 pramāṇa를 종합적으로 수용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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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사상 내용에 있어선 새로운 것이 없지만 방법론적인 면에선

독창성이 두드러진다. 다시 말해서 승론의 7범주에 바탕하여 4가

지 pramāṇa를 중심주제로 다루면서도 용어나 술어에 대한 엄밀

하고 정확한 定義(lakṣaṇa, definition)의 방법, 철학적 이론을 빈틈없

이 엄밀하게 표명하는 방법에 커다란 중요성을 두고 있으며, 그것

을 위해 ‘avacchedaka’, ‘nirūpaka’, ‘abhāva-pratiyogi’. ‘viśeṣaṇa-v

iśeṣya’, ‘ādheya-ādhāra’ 등 특수한 용어와 표현양식을 도입하였

다. 그 결과 논리학이 보다 형식화되고, 오늘날 서양의 기호논리

학이나 분석철학에 비견되는 새로운 사유방법과 표현의 기법을

발전시켰다.

본고는 위슈와나-타의 Bhāṣā-pariccheda 가운데서 vyāpti(遍充,

invariable concomittance)의 定義를 다룬 頌 68․69와 그에 대한 Nyāy

a-siddhāna-muktāvalī(NSM)의 주석을 통해 신정리학파의 논리적

기법을 한국 인도철학계에 소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1. 추리(anumāna)와 遍充(vyāpti)의 관계

흔히 ‘인도논리학’(Indian Logic, 불교논리학도 포함)이라는 말을 쓰지

만, ‘인도논리학’이란 서양의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처럼

실재와 분리된 추리적 사고의 규칙이나 형식을 다루는 소위 형식

논리학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pramā)을 얻기 위한 인식

론(pramāṇa-śāstra)의 일부이며, 또 인도인식론은 존재론과 밀접히

얽혀있는 전체적이고 독자적인 철학체계(darśana)이다. 그러므로 존

재(artha)와 인식(jñāna)과 언어(śabda)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대응

적인 관계에 있다.

아비달마 불교에서 5位 75法으로 구분되는 一切法(sarva-dhārmā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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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하는 7범주는 ‘인식될 수 있는 것’(jñeyatva)이고 ‘언어로 표

현되는 것’(abhidheyatva)이며, ‘실재하는 것’(astitva)이다.1

실재와 인식, 그리고 언어 이 세 요소 가운데서도 그 중심에 있

는 것이 인식(jñāna)이다. 인식은 그것이 바른 것(pramā=yathārtha-anu

bhava)인 한 실재를 조명하는 것(artha-prakāśa)이며, 언어 혹은 명제,

진술은 그렇게 조명된 실재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형식으

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정리학파에서 논리적 분석의 소재가 되는 것은 실

재나 인식 현상으로부터 분리된 ‘주어-술어’관계가 아니라 실재에

대한 인식의 표현으로서의 명제, 즉 실재와 인식의 구조를 기호로

재현시킨 명제의 분석이다.

신정리학파에 따르면 인식은 반드시 ‘～에 대한 인식’이다. 그리

고 이 ‘～’은 인식이 참(pramā)인 한 인식에서 독립적으로 바깥에

실재하는 객관적 대상(viṣaya)이고, 인식은 대상과의 관계(viṣayin, viṣ

aya를 가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식은 ‘viṣaya-viṣayi-bhāva’(대상-

주관 관계)이다.

인식은 실재의 반영이고 인식의 구조는 바로 실재의 구조의 반

영이다. 신정리학파에 따르면 이 실재는 基體(dharmin, adhikaraṇa, āśr

aya)와 속성(dharma, ādheya, āśreya)의 관계로 분석된다. 즉 dharma-d

harmi-bhāva(substratum-attribute relation), ādhāra-ādheya-bhāva(cont

ainer-contained-relation)이다. 실체(dravya)는 속성(guṇa), 운동(karma)의

基體이고, 실체, 속성, 운동은 보편(sāmānya, 혹은 jāti)의 基體이며,

영구적 실체(nitya-dravya)는 특수(viśeṣa)의 基體다. 또 부분(avayava)

은 전체(avayavin)의 基體이고, 이상의 여섯 가지 범주(bhāva-padārth

a)는 비존재(abhāva)의 基體이다. 그리고 이 dharma와 dharmin, 혹

은 ādheya와 adhikaraṇa(locus)는 접촉관계(saṃyoga) 혹은 내속관계

(samavāya) 등의 관계(sambandha)에 의해 결합된다.

실재의 이러한 복합적 구조는 바른 인식에 반영되므로 인식의

1) ṣaṇṇām-api padārthānām astitva-abhidheyatva-jñeyatvāni. PBh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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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 viṣaya(object)도 viśeṣaṇa(한정자, qualifier), viśeṣya(피한정자, q

ualificand) 그리고 saṃsarga(관계)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

어 푸른 물단지를 보고서 ‘이것은 푸른 물단지이다.’(ayaṃ ghaṭo nīlā

ḥ)라는 인식이 일어났을 때, ‘이것’(ayam)이라는 대명사로 지시되는

물단지(ghaṭa)가 dharmin(substratum)이고, ‘푸른 색’(nīla)은 그것에

속한 속성(guṇa)으로서 dharmin의 dharma(attribute, property)이다. 다

시 말해서 물단지라는 dravya(실체)는 푸른 색 guṇa(속성)이 머무는

處所(adhikaraṇa, locus)이다. 그리고 물단지와 푸른 색은 내속관계(sa

mavāya-sambandha)로 결합되어 있다. 이것이 인식에 반영되었을 때

푸른색은 viśeṣaṇa(한정자)이고, 물단지는 viśeṣya(피한정자)이며, 이

양자가 saṃsarga에 의해 결합되었을때 ‘이것은 푸른 물단지이다.’

라는 결정적 혹은 판단적 인식(savikalpaka-jñāna), 혹은 한정적 인식

(viśiṣṭa-jñāna)이 일어난다. viṣaya를 구성하는 두 요소인 viśeṣaṇa

와 viśeṣya 사이의 관계가 파악되지 못했을 땐 ‘ayam kiñcit.’(이것

은 ?)하는 비결정적 인식, 즉 비판단적 인식(nirvikalpaka-jñāna) 단계

에 머물게 되고, 이것은 정당한 의미에서의 인식이 아니라고 본

다. 바른 인식(pramā)은 대상과 일치하는 인식(yathārtha-anubhava)으

로서 대상이 x라는 dharma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인식에도 x라

는 viśeṣaṇa(혹은 prakāra)로서 조명될 때(tad-vati tat-prakārakam jñāna

m) 바른 인식(pramā)이라고 한다.

인식이란 自我(Ātman)에 속한 유동적 속성(guṇa)으로서, 마치 소

리라는 물리적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kāraṇa)

이 요구되듯이 인식(buddhi, jñāna)이라는 비물리적, 심리적 결과가

발생하는 데에도 여러 원인들의 협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나뭇

꾼이 도끼로 나무를 자를 때 나무의 절단이라는 결과(kārya)가 일

어나기 위해선 나뭇꾼이라는 행위주체(kartṛ)와 나무라는 대상(karm

a), 도끼라는 도구(karaṇa), 그리고 도끼로 나무를 내려치는 작용(vy

āpāra)이 있어야 하듯이 바른 인식(pramā)이라는 결과가 일어나기

위에선 인식주체(pramātṛ), 인식대상(prameya), 인식도구(pramāṇa), 그

리고 인식작용(vyāpāra)의 갖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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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과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것을 초래하는 도구와 작용

이 달라지듯이 인식결과의 차이에 따라 인식도구와 그 작용도 달

라진다. 신정리학파는 구정리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아 바른 인식에

직접적 경험, 혹은 지각(pratyakṣa-jñāna), 추리지(anumiti), 비교지(upa

miti), 언어적 인식(śābdha-jñāna)의 네 가지가 있다고 본다. pratyakṣ

a-jñāna(혹은 sākṣātkāri-jñāna)가 대상을 중간 매개체 없이 직접 아

는 知라면, 추리지는 감관 넘어에 있는 대상(parokṣa-artha)을 증거

가 되는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아는 知이며, 비교지는 이미

알고 있는 사물과의 유사성을 통해 새로운 사물과 단어의 관계,

즉 단어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며, 언어적 인식은 진실은 아는 사

람이나 경전의 말을 통한 앎이다. 그리고 그 각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선 인식도구(pramāṇa)와 작용이 있어야 된다. 지각적 인식의

도구(pratyakṣa-pramāṇa)는 감관(indriya)이고 그 작용은 ‘감관과 대상

의 접촉’(indriya-artha-sannikarṣa)이며, 추리지의 pramāṇa(=anumāna)는

‘遍充에 대한 知’(vyāpti-jñāna)이고, 작용은 증표에 대한 고려(liṅga-pa

rāmarśa)이다. 비교지의 pramāṇa(=upamāna)는 ‘유사성의 지각’(sādṛśy

a-jñāna)이고 작용은 전에 들은 가르침에 대한 상기(atideśa-vākyārtha

-smaranam)이다. 언어적 인식의 pramaṇa(=śabda)는 ‘믿을만한 사람

의 말’(āpta-vālkya)이고 그 작용은 말의 의미에 대한 기억이다.2

이상의 네 가지 바른 인식(pramā)과 획득수단인 네 가지 pramāṇ

a 가운데서 좁은 의미의 논리학에 관련된 것은 anumāna이다. 어

원적으로 ‘anumāna’는 ‘～다음에’(anu-) ‘인식하는 것(māna)’으로서

가우따마의 正理經에 대해 Bhāṣya(疏)를 지은 와-짜-야나(Vātsyā
yana)는 수-뜨라 Ⅰ. ⅰ. 3에 대한 釋에서 ‘anumāna란 이미 알려진

證票(liṅga)에 의해 證票와 연관된(liṅga) 대상에 대해 후에(paścāt) 인

식함(māna)이다’라고 말했다.3 그리고 anumāna에 대해서 정의한

2) 신정리학파에 있어서 ‘인식’(jñāna)의 개념에 대해서는 B. K. Matilal, The

Navya-Nyāya Doctrine of Negation (Harvard Univ. Press, 1968) pp.

6-21 ‘on jñāna or cognition’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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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뜨라 5의 ‘tat-pūrvakaṃ....’(그것=지각이 선행하여)에 대해서 선행

하는 ‘그것(tat)’은 ‘증표․증표소유자의 관계에 대한 지각’(liṅga-liṅgi

noḥ saṃbandha-darśana)과 ‘증표에 대한 지각’(liṅga-darśa)의 둘을 가리

키고, ‘증표․증표 소유의 관계에 대한 지각’은 증표에 대힌 기억

을 연루하며, 증표에 대한 기억과 증표의 지각에 의해 직접 인식

되지 않는 대상이 추리된다 라고 釋하고 있다.4

‘pratyakṣa’(perception, 現量)가 감관(akṣa=indriya)에 마주 대해 있는

대상(prati-viṣaya)에 대해 직접적으로(śākṣātkāri) 인식하는 도구(karaṇ

a)라면, ‘anumāna’(inference, 比量)는 감관 넘어에 있는(paraḥ akṣa〓par

okṣa) 대상을 그것과 연관된 증표(liṅga, mark)에 대한 지각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도구이다.

와-짜-야나의 疏에서 보이는 ‘liṅga-liṅginoḥ saṃbandha-dar
śana’가 곧 vyāpti-jñāna에 상당하고 그에 대한 기억과 연합된 liṅ

ga-darśana가 후대에 ‘parāmarśa’(liṅga에 대한 종합적 고려)로 표현된

다. 와-짜-야나는 anumāna에 대한 설명에서 이 두 개념을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께-샤와 미슈라(14세기경)는 그의 Tarka-bhāṣā에서 추리지의 도

구(karaṇa)가 anumāna이고 anumāna는 증표에 대한 parāmarśa라

고 말한다.5 anumāna와 동일시되는 ‘liṅga-parāmarśa’에서 우선 li

ṅga(=hetu, sādhana, mark, probans, 因)란 ‘遍充(vyāpti)의 힘에 의해 대상

을 인식시켜 주는 것’(vyāpiti-bālena artha-gamakam)이라고 말한다.6 a

3) anumānaṃ mitena liṅgena-arthasya paścān-mānamanumānam. NBh p.

10.

4) tat-pūrvakam-ity-anena liṅga-liṅginoḥ sambandha-darśanaṃ

liṅga-darśanaṃ ca-abhisambadhyate. liṅga-liṅgiṇoḥ

saṃbaddhayor-darśanena liṅga-smṛtir abhisambadhyate smṛtyā

liṅga-darśanena ca-apratyakṣo 'rtho anumīyate. NBh p. 18; 졸고

正理學派의 4가지 인식방법-正理經 Ⅰ. 1 수뜨라 1～8에 대한
Vātsyāyana疏의 譯解, (인도철학 제3집), p. 51참조.

5) liṅga-parāmarśo 'numānam. yena hy-anumīyate tad-anumānam.

liṅga-parāmarśena ca-anumīyate 'to liṅga-parāmarśo 'numānam. TBh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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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āna의 핵심이 liṅga이듯이 liṅga의 핵심은 ‘vyāpti’이다. liṅga

는 그것이 알려주고자 하는 대상, 즉 liṅgin(liṅga를 가진 것)과 vyāpt

i 관계(invariable concomittance)에 있을 때에 liṅga가 될 수 있다. 그 l

iṅga에 대한 parāmarśa는 ‘vyāpti-viśiṣṭa-pakṣa-dharmatā-jñāna’

즉 ‘遍充에 한정된 宗法性의 인식’이다.7 遍充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liṅga(증표), hetu(因) 혹은 sādhana(能證)와 liṅgin 혹은 sādhya(所證)

사이의 ‘불변적 공존관계’(sāhacarya-niyama), 혹은 부대조건이 없는

(an-anaupādhika) 본연적 관계(svabhāvika-sambandha)이다.8 이 때 liṅga

와 liṅgin, 혹은 sādhana와 sādhya 사이는 ‘vyāpya-vyāpaka-bhāv

a’(所遍-能遍 관계, pervaded-pervader-relation)이 된다. 예를 들어 ‘연기가

있는 곳엔 반드시 불이 있다’(yatra yatra dhūmas tatra tatra vahnir asti),

혹은 ‘연기를 가진 곳은 반드시 불을 갖는다’(yo yo dhūmavān sa so'g

nivān.)와 같은 인식에서 연기와 불 사이는 부대조건(upādhi)이 없이

본연적으로 하나(연기)가 다른 하나(불)를 수반하는 관계이고, 이

때 연기는 vyāpya(所遍), 불은 vyāpaka(能遍), 그리고 양자의 관계는

vyāpti(遍充)이다.

parāmarśa의 두 번째 요소인 ‘pakṣa-dharmatā’(宗法性)는 sādhya

(probandum)와 遍充관계에 있는, 즉 그것에 遍充된(vyāpya) liṅga가

바로 추리의 주제(pakṣa, 宗)에 속해 있는 것(dharma, attribute)이다.9

저 山에 불이 있음을 인식하기 위해선 불의 所遍인 연기가 바로

저 山에서 올라오는 연기여야 한다. 遍充은 서양 형식논리학의 3

단논법(syllogism)에 있어서 대전제에 상당하고 宗法性은 소전제에

상당하며, 그것을 종합한 parāmarśa는 대전제와 소전제를 결합한

형식이다. 그런 parāmarśa가 있자마자 ‘저 산에 불이 있다’라는 추

6) TBh pp. 20-1

7) 졸고 니야-야(正理)학파의 인식론 논리학 -안남밧따의 논리강요
譯解Ⅱ , (인도철학 제2집), p. 187.

8) yatra dhūmas tatra-agnir iti sāhacarya-niyamo vyāptiḥ. Tbh p. 21,

tena dhūma-agnyoḥ svabhāvika eva saṃbandhaḥ. na tv-aupādhikaḥ.

TBh p. 23.

9) vyāpyasya parvatādi-vṛttitvam pakṣa-dharmatā. TS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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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가 생성된다. 그러므로 께-샤와 미슈라는 liṅga-parāmarśa를

anumiti-karaṇa, 즉 anumāna라고 말한다. 이것은 구정리학파에서

의 karaṇa의 정의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구정리학파에선 karaṇa를

‘vyāpāravad-asādhāraṇaṃ kāraṇam’ 즉 결과의 생성에 있어서 특

수하고 동시에 작용력을 가진 원인(kāraṇa)이 도구인(karaṇa)이라고

본다.

신정리학파의 세례를 받은 안남브핫따의 Tarka-saṃgraha에서

도 추리지의 도구인은 anumāna이고 parāmarśa로부터 생성된 것

이 추리지라고만 말하고 있어 karaṇa와 vyāpāra의 구분이 명료하

지 않다.10 그러나 결과의 생성에 있어 그것에만 특수한 원인이

도구인이고, 추리지의 도구인이 anumāna이며 parāmarśa로부터

일어난 것이 추리지라는 말들은 곧 parāmarśa가 anumiti의 karaṇ

a, 즉 anumāna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그러나 TS에 대한 고-와르드하나의 주석인 Nyāya-bodhinī는 k

araṇa와 vyāpāra를 분명한 어조로 구분짓고 있다. 그에 따르면

‘추리지에 있어서 vyāpti-jñāna가 도구인이고 parāmarśa는 작용

이며, 추리지는 결과이다.’11 그리고 작용(vyāpāra)이란 ‘원인의 所産

이면서도 그 원인의 所産인 [결과의] 생성자(taj-janytve sati, taj-janya

-janakatvaḥ’이다.12 parāmarśa는 vyāpti-jñāna에서 생성된 것이면서

또한 vyāpti-jñana라는 도구에 의해 생성된 추리지의 생성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parāmarśa라는 작용은 도구인인 vyāpti-jñān

a와 결과인 anumiti 사이의 중개자이다.

강게-샤의 사상을 따르는 위슈와나-타는 BhP 송 66과 그에 대

한 주석 NSM에서 추리지의 도구인은 vyapti-jñāna이고 그 작용

은 parāmarśa라고 말하며,13 송 67에선 parāmarśa를 ‘所遍이 宗(pa

10) anumiti-karaṇam anumānam. parāmarśa-janyaṃ jñānam anumitiḥ.

ibid.

11) NBod p. 35.

12) ibid.

13) anumāyām anumitau vyāpti-jñānaṃ karaṇam, parāmarśo vyāpār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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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ṣa)에 현존하는 상태에 대한 인식’(vyāpyasya pakṣa-vṛttitva-dhīḥ)이라

고 정의한다.14

블교논리학에선 ‘tri-rūpāl-liṅgād yad anumeye jñānam utpady

ate tad anumānam’ 즉 ‘三相因으로부터 추리의 주제(anumeya =pakṣ

a)에 대해 일어나는 인식, 그것이 比量이다.’라고 말하는데15 여기

서 三相因이 정리학파의 parāmarśa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因의 제

1상은 宗法性이고, 제 2, 3상은 遍充을 나타내므로 遍充과 결합된

宗法性(vyāpti-viśiṣṭa-pakṣadharmatā)인 parāmarśa에 대한 불교논리적

표현이 三相因이다.

dharma-dharmi-bhāva, ādheya-ādhāra-bhāva, 혹은 dharma-a

dhikaraṇa-bhāva가 신정리학파의 실재에 대한 해석의 패러다임이

듯이 실재에 대한 모사인 추리적 인식의 분석도 동일한 패러다임

에 근거하고 있어, 서양의 3단논법이 名辭(term)와 名辭(term)의 관

계, S(주어)와 P(술어)의 관계의 논리인 것과 대조적이다. 그리고 3

단논법이 소명사(minor term), 중명사(middle term), 대명사(major term)

의 세 요소로 구성되듯이 anumāna는 pakṣa(宗 =dharmin)와 sādhya

-dharma(所證法), sādhana-dharma(能證法=hetu, 因)의 세 요소로 구성

된다. BhP에 따르면 anumāna란 liṅga, 혹은 hetu(H로 略)와 sādhy

a(S로 略) 사이에 vyāpti에 대한 인식이고 S와 vyāpti 관계에 있는

H가 추리의 주제인 pakṣa(P로 略)에 있다는 인식이 매개작용이 되

어 ‘P에 S가 있다’, ‘P가 S를 갖고 있다’라는 추리지(결과)가 일어난

다. 예를 들어 만일 ‘연기(H)가 있는 곳에 반드시 불(S)이 있다’는

연기와 불 사이의 vyāpti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저 山(P)에서 올라오

는 연기를 볼 때(pakṣa-dharmatā) 저 山에 불(S)이 있다는 추리지가

뒤따라 일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저 山’은 연기와 불의 dharmin

(基體) 혹은 locus(處所, adhikaraṇa)이고 연기와 불은 dharma(property,

attribute)이다. 그리고 만일 연기(H)와 불(S) 사이에 vyāpti 관계가

NSM p. 127.

14) NSM p. 128.

15) NB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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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양자는 저 山을 동일 基體(sāmāmādhikaraṇa)로 갖는 dharma

가 된다.

이와 같이 anumāna의 논리적 근거는 바로 liṅga와 liṅgin, 즉 h

etu(probans)와 sādhya(probandum) 사이의 vyāpti 관계에 대한 인식

이다. 그러므로 네 가지 pramāṇa, 그 가운데서도 anumāna에 대

한 논리적, 인식론적 분석에 많은 노력을 쏟았던 신정리학파는 특

히 추리적 인식의 관건인 vyāpti의 정의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였

다.

vyāpti를 둘러싼 문제로는 定義 외에도 vyāpti의 인식, vyāpti의

분류도 논의의 주제가 된다. vyāpti의 분류는 vyāpti 정의의 문제

와도 관련되므로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vyāpti는 우선 H가

발생하는 locus의 범위와 S가 발생하는 locus가 일치하는 sama-v

yāpti(同延遍充)과 일치하지 않는 viṣama-vyāpti(不同延遍充)으로 나뉜

다. 전자의 예로는 ‘모든 만들어진 것은 무상하다.’의 경우이고, 후

자의 경우는 ‘연기 있는 곳엔 불이 있다.’와 같이 연기의 발생 범

위와 불의 발생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v

yāpti가 양방향으로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일방으로만 가능하

다. vyāpti의 또 다른 분류는 ‘오직 긍정적인 遍充’(kevala-anvaya-vy

āpti), ‘오직 부정적 변충’(kevala-vyatireki-vyāpti), 긍정-부정적 변충(a

nvaya-vyatireki-vyāpti)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

해선 sapakṣa(同類例, SP로 略), vipakṣa(異類例, VP로 略)의 개념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추리의 주제인 P가 그 곳에 S가 있는지 없는

지 의심스러운 所證을 가진 것이라면 SP는 그곳에 S가 있음이 확

인된 곳(niścita-sādhyavat)이고, VP는 그 곳에 S가 없음이 확인된

곳(niścita-sādhya-abhāvavat)이다.

H와 S사이의 遍充이란 H가 있는 곳엔 S도 있거나(anvaya-vyāpt

i), S가 없는 곳엔 H도 없는(vyatireki-vyāpti) 것인데, 예를 들어 연

기(H)와 불(S) 사이의 경우엔 ‘연기가 있는 곳엔 불이 있다, 마치

아궁이(SP)처럼’과 ‘불이 없는 곳엔 연기도 없다. 마치 호수(VP)처

럼’과 같이 변충이 긍정적으로나(H→S,SP) 부정적으로나(～S→～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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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양방향으로 성립된다. 그에 비해 ‘모든 인식될 수 있는 것(jñeyat

va)은 언표될 수 있다(abhidheyatva)’라는 경우엔 그 반대인 ‘언표될

수 없는 것(～S)은 인식될 수 없다(～H), 마치 ～처럼’에서 실례를

드는 것은 이미 언표되는 것이고 인식된 것이므로 언표될 수 없

는 실례 즉 VP를 들 수 없다. 이런 경우를 ‘kevala-anvayi-vyāpti’

라고 한다. 반대로 ‘地는 그 외의 것과 다르다. 냄새를 갖기 때문

에’(pṛthivī itarebhyo bhidyate, gandhavattvāt)에선 所證이 ‘地 外의 것과

다른 것’, 즉 ‘地 外의 것과의 상호부정(anyonya-abhāva)’이고 因(H)은

香性을 가진 것(gandhavattva), 즉 냄새(gandha)인데 이 경우 所證인

‘地 外의 것이 아닌 것’은 바로 pakṣa인 地 자체 밖엔 없으므로 그

와 유사한 다른 실례(SP)를 들 수 없다. 승론의 범주론에서 ‘地는

香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되는데, 모든 정의는 이와 같이 피정의

자(lakṣya)와 정의자(lakṣaṇa) 사이의 kevala-vyatireki-vyāpti의 경우

라고 볼 수 있다.

불교논리학에서 제 1상인 宗法性과 제 2, 3상인 遍充을 가진 것

이 正因(sad-hetu)이듯이 신정리학에서도 이상의 세 가지 vyāpti는

바른 liṅga(=hetu)에 속한 것으로서 H는 vyāpti의 基體(āśraya, 所依)

이다. 그리고 H가 세 가지 vyāpti 가운데 어떤 것을 갖는가에 따

라서 anvaya-vyatireki-hetu, kevalānvayi-hetu, kevala-vyatieki-

hetu로 3분되며, 그에 따라 anumāna 역시 셋으로 구분된다.16

이상의 예비적 지식에 바탕하여 BhP의 송68과 69 그리고 그에

대한 釋인 NSM에 나타난 vyāpti의 정의 과정을 해명하기 전에

텍스트의 이해에 필요한 신정리학파의 용어의 개념을 텍스트와

관련된 한에서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16) anumāna와 vyāpti에 대해 보다 상세한 것은 졸고 니야-야 학파의

인식론 논리학 , (인도철학 제 2집), pp. 187-20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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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텍스트의 이해에 필요한 기본적 술어들

승론학파의 7범주를 수용하여 그 위에 인식론, 논리학의 체계를

구축한 신정리학파에 따르면17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실재를 基

體․屬性(substratum-superstratum, subjunct-adjunct) 관계, dharma-dhar

mi-bhāva(法․有法 관계), ādhāra-ādheya-bhāva(能持 所持관계)의 패

러다임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듯이 실재에 대한 照明(illumination)이

자 모사인 인식(jñāna, cognition)은 대상-대상 소유자 관계(viṣaya-viṣ

ayi-bhāva, 境․有境 관계)이고, 인식의 대상이자 내용인 viṣaya는 다

시 한정자․피한정자 관계(viśeṣaṇa-viśeṣya-bhāva, qualifier-qualificand-r

elation)로 분석된다. 불교에선 모든 현상적 실재(有爲法, saṃskṛta-dhar

ma)를 dharma와 dharma들의 緣起로 해석하는데 비해, 신정리학파

는 이와 같이 dharma(property)와 dharmin(property-possessor), ādhey

a(superstratum)와 adhikaraṇa(locus, 處所) 사이의 여러 가지 관계들(sa

mbandha)에 의해 해석하고 분석한다.

요컨대 ‘관계’란 실재와 인식에 대한 신정리학파의 이해에 있어

서 분석의 재료가 되는 중심적 개념이다. 개념과 논리적, 철학적

진술에 대한 엄밀하고 정확한 정의와 해명을 위해 고안된 신정리

학파 특유의 개념적 장치들, 예를 들어 관계적 추상(relational abstra

ct), 記述者․被記述者(nirūpaka nirūpita, describer described), 制限者․被

制限者(avacchedaka avacchinna, delimitor delimited), 비존재․對立者(abhā

va pratiyogi, non-existence counterpositive) 등의 용어들도 모두 관계에

대한 엄밀한 규정을 위한 고안들로서 관계항(relatum)이나 관계(rela

17) 신정리학파의 논리적 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선 신정리학파 특유의

술어들뿐 아니라 신정리학파의 존재론적 배경을 이루는 승론의 7범주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승론의 사상에 관해선 졸고

와이셰시까(승론)학파의 7범주론 , (인도철학 제1집). pp. 201-4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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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와 유기적으로 긴밀히 얽혀 있다. 본고의 주제인 ‘vyāpti의 정

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용어들이 빈번히 출현하므로 이들의 의미

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텍스트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는다.

이하에선 텍스트에 있어서 ‘vyāpti의 정의’와 관련된 한에서 이러

한 기본적 용어들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18

ⅰ. 관계(sambandha)

극단적 실재론자인 신정리학파에 따르면 이 세계는 인식주관

바깥에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무수한 개체들과 그들 사이의 다양

한 관계의 그물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관계는 언제나 x와

y라는 두 개의 관련자(relatum)를 필요로 하며, 양자 사이엔 ‘x의 y

에 대한 관계’(relation of x to y) 혹은 ‘y의 x에 대한 관계’(relation of

y to x)와 같이 어느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에로의 방향이 있다. 전

자 즉 ‘x→y 관계’의 경우 x는 dharma, 혹은 ādheya(attribute)이고

y는 dharmi, 혹은 adhikaraṇa(locus)이다. 예를 들어 ‘저 山에 불이

있다’라고 할 때 불은 ādheya이고 山은 adhikaraṇa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y에 대해 x는 pratiyogin(adjunct, counter-relatum)이라 하고

y는 anuyogin(subjunct, base-relatum)이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진 관계는 보통 ① 접속관계(saṃyoga, conju

nction), ② 內屬관계(samavāya, inherence), ③ 자체연관관계(svarūpa-sa

mbandha, 혹은 viśeṣṇatā-sambandha), ④ 동일관계(tādātmya)의 네 가지

18) 신정리학파의 테크니컬 텀들에 관해 보다 상세한 것은 B. K. Matilal의

The Navya-Nyāya Doctrine of Negation, pp. 31-81; D. H. Ingalls,

Materals for the Study of Navya-Nyāya Logic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51), pp. 28-85; Toshihiro Wada, Invariable

Concomitance in Navya-Nyāya (Delhi: Sri Satguru Publications, 1990),

pp. 29-10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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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된다.

① 접촉관계(saṃyoga) : 이것은 24가지 속성(guṇa) 가운데 하나

로서 두 실체(dravya) 사이의 물리적 연결(physical conjuction)이며, 관

계항인 두 실체에 함께 內屬된다(samaveta). 예를 들면 ‘저 山은 불

을 갖고 있다.’(parvato vahnimān)라고 할 때 dharmin인 山과 dharma

인 불 사이는 saṃyoga 관계이다. 이것은 두 관계항 중의 어느 하

나의 운동(karma)에 의해 발생하기도 소멸되기도 하는 무상한 속

성이다. saṃyoga는 또한 예를 들어 원숭이와 나무 사이에 saṃyo

ga가 있을 때 같은 나무의 다른 부분엔 saṃyoga가 없으므로 基

體 전체에 遍充하여 일어나지 않는(avyāpya-vṛtti) 부분적 관계이기

도 하다.

② 內屬관계(samavāya) : 물단지와 테이블 사이의 saṃyoga 관계

의 경우엔 saṃyoga가 소멸되어도 물단지와 테이블은 그대로 존

속할 수 있다. 그러나 samavāya의 경우에 pratiyogi(=dharma)가 존

속하는 한 그것은 anuyogi(=dharmin, adhikaraṇa)에 의존해서만 존재

할 수 있고, anuyogi가 파괴되면 pratiyogi도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항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이다. samavāya 관계는

전체(avayavin)과 부분(avayava), 속성․운동과 실체(dravya), 보편(jāti,

혹은 sāmānya)과 개체(vyakti,= 실체, 속성, 운동), 궁극적 구별자(antya-viś

eṣa)와 영구적 실체(nitya-dravya) 사이의 관계이다. 이것은 또한 단

일(eka)하고 영원(nitya)한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山과 불 사이

는 saṃyoga 관계이지만 불과 불의 부분 사이는 samavāya 관계

이다. 또 saṃyoga가 avāpya-vṛtti(非遍充的 轉起, non-pervaded occuranc

e)라면 samavāya의 두 관계항 사이는 vyapya-vṛtti(遍充的 轉起)이

다. 예를 들면 옷감은 그 부분인 실 전체와 내속관계에 있다. saṃ

yoga가 24 guṇa들 가운데 하나인데 비해 samavāya는 7범주의

하나로서 독립적인 padārtha(존재적 범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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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체연관관계(svarūpa-sambandha) : saṃyoga나 samavāya 관

계가 두 관계항(relata)과 별개의 실재인데 대해 svarūpa-samband

ha는 관계항인 pratiyogi 자체가 관계의 역할을 하는 특수한 관계

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특수한 한정자성 관계’(viśeṣṇatā-viśeṣa-samb

andha, peculiar qualifierness relation)이라고도 부른다. 왜냐하면 x(pratiy

ogi)가 자체연관적 관계에 의해 y(anuyogi)에 현존(vṛtti)할 때, x는 y

의 한정자(viśeṣaṇa)이고 y는 그것의 피한정자(viśeṣya)가 되며, 이

때 pratiyogi인 이 한정자는 그 자체가 관계의 역할을 하는 특수

한 한정자이기 때문이다. 신정리학파에선 적지 않은 경우에 자체

연관적 관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 중 특히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a. 비존재와 그 基體 : 예를 들어 ‘땅바닥에 물단지가 없다.’(gha

ṭa-abhāvavān bhūtalaḥ)라고 할 때 물단지의 비존재는 땅바닥과 saṃ

yoga관계나 samavāya 관계에 있을 수 없다. 물단지의 비존재는

이 땅바닥을 다른 땅바닥으로부터 구분지워주는(distinguishing) 한

정자(viśeṣaṇa)로서 그 자체가 관계이자 관계항이 된다.

b. 附加的 특성(upādhi)과 그 所在處(locus) : 피한정자(viśeṣya)는

여러 한정자를 가질 수 있다. 그런 한정자 가운데서 jāti(보편)가 피

한정자가 속한 類(genus)를 구분시켜주는 일반적 성질이라면 upād

hi(imposed property)는 피한정자 개체에 한정된 협소한 성질의 한정

자이다. 예를 들면 ‘그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人性’(manuṣyatva)은 j

āti이고 ‘그는 데-와다따이다.’라고 할 때 ‘데-와다따性’(devadatatva)

는 upādhi이다. jāti와 所在處(locus)의 관계가 samavāya라면 upādh

i와 그 基體는 svarūpa-sambandha이다.

c. 관계적 추상(relational abstract)과 그 所在處 : 관계적 추상은

신정리학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서 별도의 항목

으로 설명되겠지만 예를 들면 ‘연기는 불의 能遍이다’라고 할 때

所遍性(vyāpyatva)이라는 관계적 추상은 연기라는 所在處에 대해서

자체 연관적 관계를 갖는다.

d. 시간적 한정자성(kālika-viśeṣaṇatā), 공간적 한정자성(daiśika-vi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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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ṣaṇatā) : 이 우주(jagat)는 단일, 영원, 遍在的인 절대시간(Mahākāla)

안에 있다. 그러나 그런 절대시간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고 일상적인 경험(vyavahāra)의 차원에서의 시간이란

태양의 운동을 기준으로 하여 분․시간․日․月 등으로 구분되고

부여되어진 시간(kālopadhi)이다. upādhi로서의 시간은 모든 유한하

고 변천하는 사물들에 대해 자체연관 관계에 있다. 공간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로 설명된다.

④ 동일관계(tādātmya) : ‘푸른 연꽃이 있다’라고 인식할 때 ‘푸른’

이라는 말이 지시하는 것은 ‘연꽃’이라는 말이 지시하는 사물에

대해 동일(abheda) 관계에 의해 인식론적 한정자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푸른’이라는 말은 ‘푸른색’ 자체가 아니라 푸른색을 가진

사물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신정리학파에 따르면 관계에는 항상 두 개의 관계항이 필요한

데, 이 때 pratiyogi, 혹은 ādheya가 anuyogi 혹은 adhikaraṇa에

일어나는(vṛtti) 관계를 ‘vṛtti-niyāmaka’(occurance-exacting relation, 轉

起的 관계)라고 부르며, 그렇지 않은 것을 ‘vṛtti-aniyāmaka’(non occu

rance-exacting relation, 非轉起的 관계)라고 한다. saṃyoga 관계에선 양

손바닥을 수직으로 나란히 모을 때처럼 vṛtti-aniyāmaka의 경우

도 있으나 samavāya와 svarūpa 관계는 반드시 x가 y에 일어나는

轉起的 관계이다. 遍充관계, 동일관계는 vṛtti-aniyāmaka-samband

ha의 대표적 예이다. 예를 들어 연기와 불의 관계에서 能遍인 불

은 adhikaraṇa(locus)인 山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관계는 saṃyoga, samavāya, svarūpa의 경우처럼 직

접적 관계(sākṣāt-sambandha)와 실의 색깔의 옷감에 대한 관계와 같

은 간접적 관계(paramparā-samandha)로 구분되기도 한다.간접적 관

계는 간접적 시간관계(kālika-sambandha)를 제하곤 역시 非轉起的 관

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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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계적 추상과 記述者(nirūpaka)

앞에서 실재(reality)와 그 실재를 드러내주는 인식 혹은 문장을

분석함에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관계가 그 기본적인 소재라고 말

했는데, 신정리학파는 그러한 관계를 표현하고 분석하는데 독특한

방법을 구사한다.

실재에 대한 인식의 표현인 문장은 복합적인 名辭(term)들로 구

성되며, 이들은 正理․勝論學派의 실재 해석의 패러다임인 dharma

-dharmi 관계, ādheya(superstratum)-adhikaraṇa(substratum 〓 locus)

관계로 환원된다. 예를 들어 ‘그는 사람이다’라는 인식내용은 ‘그

는 人間性(humanity, manuṣyatva)을 갖고 있다’(sa manuṣyatvavān) 혹은

‘그에겐 인간성이 있다’(tasmin manuṣyatvaḥ)와 같은 뜻이다. 여기서

‘그’(saḥ)는 manuṣyatva의 所在處(locus)이고, ‘manuṣyatva’는 그곳

에 현존하는(vṛtti, occurance) dharma이다.

그런데 문장을 이루는 名辭엔 두 종류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은 한국의 수도이다.’에 있어서 ‘서울’이나 ‘한국’은 ‘독립적인 일반

명사’(absolute general term)으로서 각자 개별적으로 피지시자(the refer

ent)를 갖는 명사이다. 이에 대해 ‘～의 수도’(the capital of)는 서울과

한국의 관계를 기술하는 ‘관계적 일반 명사’(relative general term)이

다. 다른 예로 ‘a는 b의 원인이다’(a is the cause of b)에서 ‘～의 원

인’(the cause of)을 ‘관계적 일반명사’라고 부른다. 이러한 ‘관계적

일반 명사’는 언제나 두 개의 관계항(relata)을 필요로 하는 명사들

로서 sādhya(所證), adhikaraṇa(所在處), karaṇa(원인), kārya(결과), pra

tiyogi(adjunct, 관계의 주체), anuyogi(subjunct, 관계의 바탕). pitṛ(아버지),

ādheya(superstratum) … 등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신정리학파는 이

러한 ‘관계적 일반 명사’에 존재의 양태 혹은 존재의 본성(bhāva)을

나타내는 접미사 -tā, 혹은 -tva를 첨가시켜 이러한 관계성(relation

ship)을 두 관계항 사이에 실재하는 dharma(property)의 일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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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Ingall은 sādhyatā(probandum-ness), pratiyogitā(counterpositivene

ss, 혹은 adjunctness), kāraṇatā(causeness) 등 관계성을 나타내는 신정

리학파적 술어들을 ‘관계적 추상’(relational abstract)라고 불렀다.

이 관계적 추상들은 신정리학파의 인식과 문장 분석방법의 이

해에 있어 필수적이며, 또한 nirūpaka(describer, 記述者), nirūpita(desc

ribed, 피기술자), avacchedaka(delimitor, 制限者), avacchinna(delimited, 彼

制限者) 등 신정리학파의 인식분석에 있어 기본적 개념들과도 불가

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avacchedaka의 개념은 다음 절에서 다

루기로 하고 본절에선 관계적 추상과 nirūpaka의 관련을 살펴보

자.

예를 들어 ‘x는 y의 원인이다’라는 진술은 ‘x’와 ‘y’, 그리고 ‘～

의 원인’ 세개의 요소(term)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의 원인’이

라는 관계적 일반명사로부터 kāraṇatā(causeness)라는 관계성의 속

성(dharma)이 도출되고 그 kāraṇatā는 pratiyogi(the related)와 anuyo

gi(the base of the related)의 두 관계항을 갖는다. kāraṇatā의 anuyogi

인 x는 kāraṇatā가 현존하는 處所(adhikaraṇa)이고, 그것의 pratiyogi

인 y는 kāraṇatā의 記述者(nirūpaka, describer)이다. 따라서 ‘x는 y의

원인이다’를 신정리학적으로 표현하면 ‘y에 의해 記述되는 kāraṇat

ā가 x에 현존한다’(y-nirūpita-kāraṇatā y-vṛttiḥ)가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실은 옷감의 원인이다.’(tantuḥ pa

ṭasya kāraṇaḥ)라는 진술은 ‘옷감에 의해 기술되는(특정화되는) 원인성

이 실에 있다’(paṭa-nirūpita-kāraṇatā tantu-vṛttiḥ)가 된다. 이상을 다이

어그램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19

19) 신정리학파의 인식의 구조분석 내지 관계의 분석을 이해하는데 도표가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도표를 처음 도입한 학자는 The Logic of

Invariable Concomitance of the Tattvacintāmaṇi (Holland: Reidel Publ.,

1967)의 저자인 C. Goekoop이며 그 후, 인도철학 공부과정에서 필자의

스승의 한 분이기도 한 인도 Poona 대학교의 V. N. Jha 교수가 도표의

사용을 확대하였고, 그의 제자 중의 한 사람인 나고야 대학의 T.

Wada는 그의 학위논문인 Invariable Concomitance in

Navya-Nyāya에서 도표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필자 역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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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āraṇatā = ādheya ←――옷감(nirūpaka) = pratiyogi

실 = adhikaraṇa

= anuyogi

이 때 실은 kāraṇatā에 대해선 ādheya-adhikaraṇa관계에, 옷감

에 대해선 pratiyogi-anuyogi관계에 있으며, kāraṇatā(원인性)라는

관계적 추상은 결과인 옷감에 의해 무엇에 대한 원인인지 구체화

되고 특정화된다. 이와 같이 막연한 관계적 추상을 구체화시키고

특정화 시켜주는 것이 nirūpaka(describer)의 기능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정리학파에 따르면 관계란 어느 하나에

서 다른 하나에로 방향을 갖는 것으로서, ‘x의 y에 대한 관계’(relat

ion of x to y)라고 할 때 관계의 방향은 ‘x→y’가 된다. 이 경우 x는

‘관계되어지는 것’(the related), 즉 pratiyogi이고 y는, x에 관계갖는

자 즉 anuyogi이다. ‘연기는 불의 所遍이다’라고 할 때 관계적 추

상은 vyāpyatā(所遍性)이고 그것의 locus는 연기이며 nirūpaka는 불

이다. 따라서 위의 진술은 ‘vahni-nirūpita-vyāpyatā dhūma-vṛtti

ḥ’(불에 특정화된 所遍性이 연기에 있다.)가 된다. vyāpyatā라는 관계적

추상은 nirūpaka인 불에 의해 구체화되고 확정된다.

이와같이 관계적 추상의 nirūpaka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 관

계성의 관계항인지를 명시해주며 반면에 관계적 추상은 한 관계

항의 다른 관계항에 대한 역할, 혹은 기능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다. 다시 말해서 옷감(x)이 실(y)에 현존하는 kāraṇatā의 nirūpaka

라고 할 때 옷감(x)에 대해 실(y)이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실 혹은 옷감이라고만 말해서는 실 혹은 옷감 전부(all)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some)를 가리키는 것인지 관계항의

영역의 범위가 분명치 않고 그 결과로 관계항 사이의 원인성도

확정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술어

전통에 따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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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vacchedaka-avacchinna’(delimitor-delimited)이다.

ⅲ. 제한자(avacchedaka)

‘제한자(avacchedaka)-피제한자(avacchinna)’는 관계를 구성하는 요

소들의 분석과 확정을 주요 과제로 삼는 신정리학파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개념적 장치이다. 앞에서 관계적 추상과 그 locus(〓anu

yogi) 그리고 nirūpaka(〓pratiyogi)의 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제한자

(delimitor)의 중요한 용법도 바로 관계적 추상과 불가분적으로 연

관된 것으로서 관계적 추상의 관계항(relatum)은 avacchedaka에 의

해 그 범위가 확정된다.

avacchedaka는 속성 제한자(avacchedaka-dharma)와 관계 제한자(a

vacchedaka-sambandha)로 이분된다. 전자는 관계항에 住在하는 속성

(dharma)에 적용되는 것이고, 후자는 그에 의해 관계항이 그 역할

을 맡게 되는 관계에 적용되는 제한자이다.

예를 들어 ‘저 山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parto vahnimā

n, dhūmatvāt)라는 추리적 인식에서 불(vahni)은 sādhya이고 연기(dhū

ma)는 hetu이며 山은 pakṣa 혹은 sādhya-dharma와 sādhana-dhar

ma가 놓인 基體(ādhāra, adhikaraṇa)이다. 여기서 관계적 추상 hetutā

(因性)의 locus(ādhāra)는 dhūma이고 그 pratiyogi인 vahni는 nirūpa

ka가 된다. 즉 ‘vahni-nirūpita-hetutā dhūma-vṛttiḥ’(불에 의해 특정

화된 因性이 연기에 있다)가 된다. 그런데 hetutā의 locus인 ‘연기’라는

관계항만으로는 모든 연기가 sādhya인 불의 존재의 hetu가 되는

것인지, 특정한 일부 연기만이 불의 존재의 hetu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서양논리학에서 ‘모든 S는 P이다’라는 전칭긍정명제

를 만들기 위해 ‘모든’(all)이라는 量을 나타내는 말을 쓰는데 비해

신정리학파에선 hetutā-avacchedaka인 ‘dhūmatva’에 의해 ‘모든

연기’가 저 山의 불의 hetu임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저 山엔 dh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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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va라는 avacchedaka에 의해 제한된 hetutā의 locus인 연기가

있다’(dhūmatva-avacchedaka-avacchinna-hetutā-niṣṭha-dhūmaḥ parvata-vṛtti

ḥ)로 표현된다. 여기서 hetutā는 피제한자(delimited, avacchinna)이고

dhūmatva는 제한자(avacchedaka)이며, 이 둘은 동일한 locus인 dhū

ma에 속한다. 이상을 도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hetutā (관계적 추상) ←―――― dhūmatva (avacchedaka)

dhūma

parvata

여기서 dhūmatva라는 avacchedaka는 hetutā가 적용되는 범위

를 dhūmatva를 가진 모든 dhūma로 제한짓는다. 이때 dhūmatva

는 hetutā의 관계항인 dhūma에 住在하는 속성(dharma)인 hetutā의

제한자이므로 avacchedaka-dharma(속성제한자)이다. 이와같이 관계

적 추상인 hetutā의 avacchedaka인 dhūmatva는 일부 dhūma 뿐

아니라 dhūmatva를 가진 모든 dhūma가 所證인 불에 대해 因(논리

적 근거)의 관계를 가짐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dūmatva는 dhūm

a가 가진 여러 속성들 즉 검은색이나 실체성, 불의 결과성 등 여

러 dharma들 가운데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연기’로서 인식하

도록 제한하는 역할도 한다. 이상을 nirūpaka와 함께 정리해 보면

‘vahni-nirūpita-dhūmatva-avacchinna-hetutā dhūma-vṛttiḥ’(불에

의해 특정화되고, 연기性에 한정된 因性이 연기에 있다)가 된다.

avacchedaka의 두 번째 기능인 avacchedaka-sambandha는 관

계항이 관계적 추상에 대해 특정한 관계항이 될 수 있는 그 관계

가 무엇인지를 제한지워준다. 앞의 예에서 hetutā의 anuyogi인 연

기가 불의 因이 되기 위해서는 연기의 locus인 山과 접촉관계(saṃ

yoga-sambandha)에 있어야만 한다. 연기는 內屬관계에 의해 연기의

부분을 locus로 삼으므로 연기가 住在하는 locus와의 관계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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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주지 않으면 연기를 저 山에 있는 불의 인식의 因으로 단정지

을 수 없게 된다. 이상을 도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vahni(nirū
paka)

――→ hetutā ←―― dhūmatva
(avacchedaka-
dharma)↑

dhūma(hetu)

samyoga
(avacchedaka-sambandha)

parvata(locus)

실재론자인 신정리학파에 따르면 관계적 추상이 나타내는 관계

성이란 단지 관념이나 名辭(term)가 아니라 基體에 실제로 현존하

는(vṛtti) dharma이며, 이 관계성이라는 실재는 그것이 속한 所在處

인 anuyogi(base-relatum)와 그것의 pratiyogi(the related)를 구체적으

로 명시해주는 nirūpaka(describer)와 그리고 관계항의 범위, 관계항

이 갖는 관계의 성격을 제한지워주는 avacchedaka에 의해서 그

위상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ⅳ. 비존재(abhāva)와 對立者(pratiyogi)

신정리학파에서 분석의 素材가 관계인 만큼 비존재(non-existence)

혹은 부정(negation)도 관계 개념과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이 x라는 dharma가 특정한 관계 r에 의해 y

라는 ādhāra(locus)에 현존하는 것이라면 비존재란 y에 대한 x의

r관계의 부정이다. 예를 들어 ‘땅바닥에 물단지가 없다’(bhūtale ghaṭ

o nāsti.)라는 인식은 bhūtala(땅바닥, locus)에 대한 ghaṭa(물단지)의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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ṃyoga관계의 부정을 나타낸다. 신정리학파는 위의 문장을 ‘땅바

닥에 물단지의 비존재가 있다.’(bhūtale ghaṭa-abhāvaḥ asti.) 혹은 ‘땅

바닥은 물단지의 비존재를 갖고 있다’(bhūtalaḥ ghaṭa-abhāvavān.)이라

고 표현한다. 물단지의 비존재라는 인식은 객관적 사실에 대응하

는 것이고 그 인식내용인 비존재는 실체 속성 운동 보편 특수 내

속의 여섯 존재의 범주(bhāva-padārtha)에 대해 abhāva라는 독립된

범주이다.

그런데 abhāva는 인식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에 대한’ abhāv

a이며 abhāva에 의해 부정되는 것(the negatum)을 그 abhāva의 pra

tiyogi(counter-positive, 對立者)라고 한다. 예를 들어 ghaṭa-abhāva의

pratiyogi는 ghaṭa가 된다. abhāva에 의해 물단지와의 접촉관계(sa

ṃyoga)가 부정되는 處所, 즉 땅바닥은 abhāva의 pratiyogi에 대해

anuyogi가 된다. 그리고 abhāva와 그 anuyogi 사이엔 saṃyoga나

samavāya 관계가 불가능하므로 자체연결적 관계(svarūpa-sambandh

a)이다.

dharma와 dharmin 사이의 긍정적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의 한

편은 pratiyogi, 다른 한편은 anuyogi가 되지만 abhāva에 의해 부

정되는 대상으로서의 pratiyogi는 표현은 같으나 그 의미는 매우

다르다. 이 경우의 pratiyogi는 abhāva와 동일한 基體에 속할 수

없는(vyadhikaraṇa) 대립적, 상충적 관계에 있다.

그런데 pratiyogi란 그것의 abhāva와 同一基體에 속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saṃyoga라는 속성

(guṇa)은 基體에 불완전하게 존재하는 것(avyāpya-vṛtti-dharma)이므

로 예를 들어 나무 꼭대기엔 원숭이와의 접촉(kapi-saṃyoga)이 있

을지라도 같은 나무의 뿌리엔 그것의 abhāva가 공존하게 된다. v

yāpti의 정의를 주제로 하는 NSM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

다.

abhāva는 pratiyogi와의 同一性(identity)을 부정하는 anyonya-ab

hāva(상호부정, 상호비존재)와 관계를 부정하는 saṃsarga-abhāva로

이분되며, 후자는 시간적 관계에 의해, 현존하는 결과의 생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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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있어 결과의 비존재인 前비존재(prāg-abhāva)와 결과가 파괴된

후의 비존재인 괴멸비존재(pradhvaṃsa-abhāva), 그리고 시간과의 관

련없는 지속적 비존재(atyanta-abhāva)로 3분된다. 이 가운데서 신정

리학파의 분석대상이 되는 것은 상호비존재와 지속적 비존재의

두가지이다.

상호비존재는 예를 들면 ‘물단지는 옷감이 아니다’(ghaṭaḥ paṭo n

a.)라는 인식의 내용으로서 ‘물단지는 옷감과의 상호비존재를 갖는

다.’(ghaṭaḥ paṭa-anyonyābhāvavān.), ‘물단지에는 옷감과의 상호비존재

가 있다.’(ghaṭau paṭa-anyonyābhāvaḥ.), ‘물단지는 옷감과의 차별을 갖

고 있다.’(ghaṭaḥ paṭa-bhedavān.), ‘물단지는 옷감과 구별된다.’(ghaṭaḥ p

aṭa-bhinnaḥ.)등으로 표현된다.

한편 atyanta-abhāva는 예를 들면 ‘호수에는 불이 없다.’(hrade v

ahnir nāsti)라는 인식내용으로서, ‘호수에는 불의 지속적 비존재가

있다.’(hrade vahny-atyantābhāvaḥ.) ‘호수는 불의 지속적 비존재를 갖

는다.’(hradaḥ vahny-atyantābhāvavān.) 등으로 표현된다.

abhāva-pratiyogi에는 pratiyogitā(對立者性)라는 관계적 추상이

있으며 그것은 다른 관계적 추상과 마찬가지로 nirūpaka, avacche

daka에 의해 그 구체적 상황이 드러난다. 그러나 다른 관계적 추

상의 경우는 한 관계항이 다른 관계항에 묶이우는 관계임에 대해

비존재에 있어서 pratiyogitā는 x와 x의 abhāva 사이의 관계성을

추상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이한 성격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x와 x의 비존재의 관계성인 pratiyogitā는 pratiyo

gi인 x와, 그리고 x와 그 基體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호수에 있어 불의 비존재에 대한 관계적 추상인 pratiyogitā

는 그것의 locus인 pratiyogi, 즉 불(vahni)에 속한 dharma인 vahnit

va라는 avacchedaka-dharma와 abhāva에 의해 그 관계가 부정되

는 호수와의 접촉이라는 avacchedaka-sambandha, 이 둘에 의해

제한된다. 그리고 pratiyogitā는 그것의 비존재에 의해 記述된다(ni

rūptia). 이상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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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tiyogitā

←――――――
vahnitva
(avacchedaka-dharma)

←―

vahni(pratiyogi)

abhāva(nirūpaka)
samyoga

(avacchedaka-sambandha)

jalahrada(anuyogi)

범문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hradaḥ saṃyoga-sambandha-avacchinna-vahnitva-avacchinna-p

ratiyogitā-nirūpaka-atyantābhāvavān.’ 호수는 접촉관계에 의해 제한

되고, 火性에 의해 제한된 對立者性의 記述者인 불의 지속적 비존재를

갖고 있다.

한편 abhāva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한된다. 하나는 abhāva를 a

bhāva가 아닌 것으로부터 구분짓기 위해서 abhāvatva와 abhāva

가 갖는 관계를 제한자로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 abhāva를

다른 abhāva로부터 구분짓기 위한 것으로서 pratiyogitā의 제한자

에 의해 제한된다. 예를 들면 sādhya의 비존재는 pratiyogitā의 제

한자인 sādhyatā의 관계적 제한자(avacchedaka-sambandha)에 의해

제한된다(sādhyatā-avacchedaka-sambandha-avacchinna-sādhya-ābhāva-).

ⅴ. 定義(lakṣaṇa)

正理學派에선 전통적으로 uddeśa-lakṣaṇa-parīkṣā의 절차를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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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방법의 하나로서 여겨왔다. uddeśa(열거)란 탐구될 주제를 명시

하는 것이고, lakṣaṇa(정의)는 열거된 대상의 의미를 명료히 해주

는 것이며, parīkṣā(비판)는 정의가 피정의자에 올바로 적용되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본고의 주제도 바로 NSM에서 다루

는 vyāpti의 정의(lakṣaṇa)와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parīkṣā)의 과정

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lakṣaṇa는 lakṣya(被定義者, difiniendum)가 갖고 있는 특성(asādhāraṇ

a-dharma)을 지적함으로써 lakṣya로부터 그것이 아닌 것을 배제해

주는 것(vyāvartaka)이다. 예를 들어 ‘地(pṛthivī)는 냄새를 갖는 것(gan

dhavattva)이다’라고 할 때 地는 lakṣya이고 ‘냄새를 갖는 것’은 地만

의 특유한 성질로서 地를 地 아닌 것으로부터 구분지워주는 기능

을 한다.

parīkṣā(비판적 검토)란 정의가 피정의자에 올바로 적용되는지 아

닌지 검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go)가 피정의자일 때 소 만이

갖고 있는 특성인 ‘목주름살(sāsna) 따위를 갖고 있음’(sāsnādimattva)

이 lakṣana이다. 그런데 만일 ‘뿔을 갖고 있는 것’(śṛṅgitva)이라고

한다면 이 정의는 소 뿐 아니라 사슴, 염소 등 피정의자 외의 다

른 동물에도 적용되는 과대주연(ativyāpti, over-pervasion)의 오류를

갖는다. 혹은 ‘갈색을 가진 것’(kapilatva)이라고 한다면 소에는 갈색

뿐 아니라 검은 소, 흰 소도 있으므로 과소주연(avyāpti, under-pervas

ion)의 오류가 된다. 혹은 ‘갈라지지 않은 발굽을 가진 것’(eka-śapha

vattva)이라고 한다면 모든 소는 갈라진 발굽을 가지고 있으므로 la

kṣya에 적용되지 않는 오류(asaṃbhāva, non-application)이다.

이와같이 만일 그것이 바른 lakṣaṇa라면 그것은 반드시 lakṣya

외의 것을 배제해주므로 ‘lakṣaṇa’와 ‘lakṣya 외의 것이 아닌 것’(la

kṣya-itara-bhinnatva) 사이엔 ‘lakṣaṇa를 가진 것은 lakṣya 외의 것이

아닌 것(lakṣya-itara-bhinnatva 혹은 anyonya-bhāvatva)이다’라는 vyāpti

관계가 성립하며, 따라서 모든 정의는 kevala-vyatireky-anumāna

(오직 부정적 변충에 바탕한 추리)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地]는 地 外의 것과 다른 것이다. 냄새를 가진 것이므로’(pṛ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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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ī-itara-bhinnatvavān, gandhavattvāt)에서 pṛthivī-itara-bhinnatva(地 外

의 것이 아닌 것)가 所證이고 地의 lakṣaṇa인 gandhavattva는 因(het

u)이다. 그런데 이 경우엔 ‘地 外의 것과 다른 것’이라는 sādhya-d

harma를 가진 것은 pakṣa인 地 뿐이므로 pakṣa 外에 그와 유사한

例(Sapakṣa)가 없으며, 따라서 ‘냄새를 가진 것’이라는 因은 ‘地 外의

것과 다른 것이 아닌 것은 냄새를 가진 것이 아니다. 마치 水나

火처럼.’(pṛthivītarabhinnatva-abhāvavān sagandhatva-abhāvavān yathā āpas

tejo vā)과 같이 오직 부정적 변충(kevala-vyatireki-vyāpti)을 가진 因이

다.

그러므로 定義의 오류는 이와같은 kevala-vyatireki 타입의 추

리에서 그릇된 因(hetvābhāsa)과 같은 것이며, lakṣaṇa는 lakṣya인 p

akṣa로부터 다른 것을 배제시킴으로써 lakṣya를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것으로서 인식시켜주게 된다.

베단-따 학파에선 lakṣaṇa를 svarūpa-lakṣaṇa와 taṭastha-lakṣa

ṇa 두 유형으로 구분짓기도 하는데 전자는 예를 들면 브라흐만을

존재-의식-희열(sac-cid-ānanda)이라고 할 때 피정의자 자체의 본질

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엔 lakṣya와 lakṣaṇa가 동일한 관계

에 있다. 반면 taṭastha-lakṣaṇa는 브라흐만은 ‘우주의 생성원인이

다’라고 하는 경우처럼 피정의자가 갖고 있는 특성을 지적함으로

써 피정의자를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해 주는 정의 방식이다. 정의

를 ‘asādhāraṇa-dharma-vacana’라고 규정한 것은 taṭastha-lakṣa

ṇa에 해당되는 정의의 개념이라고 하겠다.

vyāpti의 정의의 경우는 vyāpti가 갖는 asādhāraṇa-dharma(defi

ning characterictic)을 지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vyāpti의 본질 자체를

기술하는 svarūpa-lakṣaṇa(descriptive definition)의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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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遍充(vyāpti)의 정의

1에서 보았듯이 위슈와나-타는 추리지(anumiti)의 道具因(karaṇa)

은 vyāpti이고 그 作用(vyāpāra)은 因에 대한 종합적 확인(parāmarśa ,

=liṅgasya vyāpti-viśiṣṭa-pakṣa-dharmatā-jñānam)이라고 말한다. vyāpti는

liṅga를 특징지워주는 속성이며, liṅga란 바로 vyāpti의 힘으로 직

접 경험되지 않는 대상을 인식시켜주는 因(vyāpti-bālena artha-gamak

am)이다. 그러므로 vyāpti에 의해 한정될 때만이 liṅga는 sādhya

를 인식시켜주는 因(hetu)이 될 수 있다.

vyāpti에 대해선 NS에 대한 와-짜-야나의 疏에선 간단히 ‘증
표(因)와 증표소유자(所證)의 관계’(liṅga-liṅginoḥ saṃbandhaḥ)라고만 말

했는데, 께-샤와 미슈라는 TBh에서 ‘연기있는 곳엔 불이 있다’의

경우처럼 연기와 불 사이의 ‘불변적 공존’(sāhacarya-niyama, invariable

co-existence)이며, 더 나아가 x와 y 사이에 외래적 부대조건(upādhi)

이 끼어들지 않은(anaupādhika) 본연적 自性的 관계(svabhāvika-saṃba

ndha)라고 말한다.’

연기의 불에 대한 관계(연기=pratiyogi, 불=anuyogi, 연기→불)에 있어

선 연기가 所遍(vyāpya)이고 불이 能遍(vyāpaka)로서 연기와 불 사이

에 무조건적 본연적 공존관계가 이루어지지만 불의 연기에 대한

관계(불→연기)에선 ‘젖은 연료와의 접촉’이라는 부대조건(upādhi)과

결합될 때만이 공존관계가 성립된다. 안남브핫따의 TS도 TBh와

같이 vyāpti를 ‘sāhacarya-niyama’로 정의하지만 自注인 Dīpikā에

선 sāhacarya를 ‘sāmānādhikaraṇya’ 즉 x와 y가 同一基體에 속함

이라고 풀이하며, 이어서 ‘hetu-sāmānādhikaraṇa-atyantābhāva-a

pratiyogi-sādhya-sāmānādhikaraṇyaṃ vyāptiḥ’ ([因이] 因과 동일기

체를 갖는 지속적 비존재의 對立者가 아닌 所證과 同一基體를 갖는 것이 遍充이

다)라고 말하고 있다.20 이것은 강게-샤가 Tattva-cintāmaṇi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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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 그의 최종적 정의(siddhānta-lakṣaṇa)와 내용상 같은 뜻으로서

강게-샤는 ‘pratiyogy-asāmānādhikaraṇa-yat-sāmānādhikaraṇa-

atyantābhāva-pratiyogitā-avacchedaka-avacchinnaṃ yan-na bh

avati tena samaṃ tasya sāmānādhikaraṇyam.’ 즉 x(〓因)가 그것

의 對立者와 共同基體를 갖지 않는 그리고 x와 共同基體를 갖는

지속적 비존재의 對立者性의 制限者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y(〓所

證)와 同一基體에 속함(공존함)이 遍充이다.’이라고 표현했다.21

강게-샤 이전엔 샤샤드하라가 그의 Nyāya-siddhānta-dīpa에서

17가지 정의를 다루었고, 마니깐타 미쉬라는 Nyāya-ratna에서 11

가지 정의를 논했다. 11가지 정의 중 10가지는 샤샤드하라의 17가

지 정의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다.22

강게-샤는 TC의 제 2편(anumiti-nirūpaṇa)의 제 1장에서 제 4장에

걸쳐 그의 최종적 정의에 도달하기까지 21가지 정의들을 검토

비판하였다. 제 1장은 ‘비일탈성’(avyabhicaritvam, non-deviation)에 바

탕한 ‘vyāpti-pañcaka’로 알려진 다섯 가지 정의를 다루었고, 제2

장에선 ‘사자와 호랑이의 정의’(Siṃha-vyāghra-vyāpti-lakṣaṇa)로 알려

진 두가지 정의를 다루었다. 제 3장에서 이 일곱 정의를 비판한

후 제 4장에서 나머지 8～21까지의 정의를 비판하고 제 5장에서

앞에서 인용한 자신의 최종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23

그중 ‘vyāpti-pañcaka’로 알려진 제 1장의 정의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vyāpti-pañcaka는 vyāpti를 ‘avyabhicaritatvam’(因이

所證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음)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차례

로 다섯 가지로 해석해 나간다.24

① sādhya-abhāvavad-avṛttitvam

20) TSD p. 35.

21) TC pp. 1-2.

22) T. Wada의 Invariable Concomitance, p. 106참조.

23) C. Goekeop의 The Logic of Invariable Concomittance in the

Tattvacintāmaṇī. pp. 17-8 참조.

24) D. H. H. Ingalls, Materials for the Study of Navay-Nyāya Logic

(Delhi: Motilal Banarsidass, 1958) p. 9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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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이 所證의 비존재를 가진 곳locus에 현존하지 않음)

② sādhyavad-bhinna-sādhya-abhāvavad-avṛttitvam

([因이] 所證의 基體와 다른 곳에 [현존하는] 所證의 비존재의 基體에

현존하지 않음)

③ sādhyavat-pratiyogika-anyonyābhāva-asāmānādhikaraṇyam

([因이] 所證의 基體를 對立者로 갖는 상호비존재와 다른 基體에 속함)

④ sakala-sādhya-abhāvavan-niṣṭha-abhāva-pratiyogitvam

([因이] 모든 所證의 비존재의 基體에 현존하는 비존재의 對立者임)

⑤ sādhyavad-anya-avṛttitvam

(因이 所證의 기체와 다른 곳에 현존하지 않음)

이상의 정의들은 因의 所證에 대한 관계가 오직 긍정적인 경우(ke

vala-anvayin)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과소주연의 정의로서 파기된다.

예비적 정의를 다룬 BhP의 제 68송과 그에 대한 NSM의 해설

도 avyabhicaritvam에 대한 다섯 가지 해석과 같은 범주에 속하

는 정의이다.

vyāpti의 정의와 그에 대한 비판의 과정에서 신정리학파가 구

사하는 방법은 바른 추리의 사례에 정의가 적용되지 않거나(avyāpt

i, 과소주연) 반대로 틀린 추리에 적용된다는(ativyāpti, 과대주연) 일련

의 반론에 대해 잘못된 논박일 경우는 상대의 오류를 지적하는

반론을 펴고, 만약 잘못이 모호한 표현방식에 있다고 판단될 때는

빈틈을 메꾸기 위해 개념을 보다 엄밀하게 규정해 나가는 방식이

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처음의 단순한 표현은 보다 세밀하고 정

확한 진술로 발전해 간다.

A. 예비적 정의

BhP의 송 68은 예비적 정의(pūrva-pakṣa-lakṣaṇa, PL로 略)를 다음

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新正理學派에있어서遍充의定義∙299

‘vyāptiḥ sādhyavad-anyasminn-asambandhaḥ’

遍充이란 [因이] 所證을 가진 것(〓所證의 基體)과 다른 곳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정의는 ‘avyabhicaritva’에 근거한 다섯 가지 vyāpti의 정의 가

운데서 다섯 번째의 ‘sādhyavad-anya-avṛttitvam’ (因이 所證의 基體

와 다른 것에 현존하지 않음)과 표현방식이 같다.

예를 들어 ‘[저 山은] 불을 갖고 있다. 연기를 갖기 때문에’(vahni

mān, dhūmāt)라는 추리에서 ‘저 山’은 pakṣa(P, 宗)이고 불은 sādhya

(S, 所證), 연기는 hetu(H. 因)이며 sādhyavat는 sapakṣa(SP, 同類例), s

ādhyavad-anya는 vipakṣa(VP, 異類例)이다. PL을 위의 예에 따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asambandha

SP(sādhyavat) VP(sādhyavad-anya)

PL의 주장자에 따르면 因인 연기는 불(S)을 가진 아궁이 따위(S

P)에는 있고 불을 갖지 않은 호수(VP)에는 없으므로 PL은 ‘vahni

mān, dhūmāt’라는 바른 추리엔 적용되며, 또 ‘저 山은 연기를 갖

고 있다. 불을 갖고 있으므로’(dhūmavān, vahneḥ)라는 틀린 추리의

경우 불(H)은 연기(S)를 갖고 있는 것(SP)이 아닌 달구어진 쇳덩이

(VP)에 있으므로 PL은 이런 틀린 추리에까지 적용되는 ativyātpi

의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25

① S인 불에 대해 불의 부분(avayava)은 內屬관계(samavāya)에 의

해 불을 가진 것(sādhyavat)이고 그것과 다른, 아궁이에 H인 연기가

있으므로 PL은 ‘vahnimān, dhūmat.’라는 바른 추리에 적용되지

25) NSM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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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avyāpti의 오류가 아닌가라는 반론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P

L의 옹호자는 所證(S)과 所證을 가진 것(SP) 사이는 추리의 주제(pa

kṣa, 宗)와 所證 사이의 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

어야 한다고 답한다. 즉 ‘저 山’(P)과 불(S)의 관계가 saṃyoga-sam

bandha이듯이 S와 SP 사이도 같은 관계로 결합된다는 것이다.26

② 예비적 정의에서 ‘sādhyavad-anya’(S의 基體가 아닌 것)라는 표

현은 보다 엄밀히 규정하면 ‘sādhyavattva-avacchinna-pratiyogit

āka-bhedavān’([그것의] 對立自性이 所證의 基體性에 제한된 차이 즉, 상호비

존재)를 가진 것이다.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pratiyogitā
(관계적 추상)

←――――――
sādhyavattva
(avacchedaka)

pratiyogi(sādhyavat)

anyonya-abhāva

sādhyavat-anya(호수)

‘sādhyavat-anya’(〓VP)에 의해 부정되는 것 즉 pratiyogi는 sād

hyavat(〓SP)이고 sādhyavat와 그것의 비존재 사이의 관계적 추상

인 pratiyogitā의 제한자는 sādhyavat(〓SP)를 locus로 갖는 sādhy

avattva(所證의 基體性)이다. 그리고 2. ⅲ에서 설명되었듯이 관계적

추상과 그것의 avacchedaka는 동일한 locus에 속한다. ‘sādhyatva

d-anya’를 sādhyavattva라는 제한자와 pratiyogitā를 구사하여 보

다 정밀히 규정함으로써 ‘sādhyavad-anya’가 단지 특정 개체로서

의 불(sādhya-a)을 가진 개체로서의 아궁이(sādhyavat-a)뿐 아니라

모든 불과 아궁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보이고 있다.27

26) atra yena saṃbandhena sādhya tena saṃbandhena sādhyavān

bodhyaḥ. NSM p. 131.

27) NSM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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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앞에서 sādhya와 sādhyavat 사이의 관계를 sādhya와 pakṣa

사이와 동일한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했듯이 ‘sādhyavad-anya-asa

mbandha(=avṛttitva)’ (因이 所證의 基體가 아닌 것엔 관련되지 않음)에서 因

과 sādhyavad-anya(VP) 사이에 부정되는 관계도 因과 pakṣa 사이

의 관계와 동일한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28 그러므로 연기(H)가

불(S)의 基體가 아닌(sādhyavad-anya) 연기의 부분(dhūma-avayava)에 內

屬관계에 의해 현존할지라도(vṛttitva) 그것은 PL을 바른 정의에 적

용되지 않은 avyāpti의 오류라고 논박할 근거가 못된다는 것이다.

④ 다시 LP의 옹호자는 ‘sādhyavad-anya-avṛttitvam’([因이] 所證

을 가진 것이 아닌 것에 현존하지 않음)은 ‘sādhyavad-anya-vṛttitvatva-a

vacchinna-pratiyogitāka-abhāvaḥ’ 즉 [그것(abhāva)의] 對立自性이

所證의 基體가 아닌 것에의 현존성(vṛttitvatva)에 제한된 비존재라고

보다 세밀하게 규정한다.29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pratiyogitā ←───
sādhyavad-anya-vṛttitvatva

(avacchedaka)

pratiyogi

abhāva

sādhyavad-vṛtti sādhyavad-anya-vṛtti(아궁이)

vṛttitva는 dharma와 dharmin 사이의 관계(sambandha)를 나타내

는 표현이며, ‘avṛttitva’는 asambandha 즉 관계의 부정(abhāva)을

28) yena saṃbandhena hetutā tenaiva saṃbandhena

sādhyavad-anya-vṛttitvaṃ bodhyam. NSM p. 132.

29) NSM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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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 따라서 sādhyavat-vṛtti의 abhāva(avṛtti)의 pratiyogi는 ‘sā

dhyavad-anya-vṛttitva’(S의 기체가 아닌 것에 속함)이고 그 pratiyogit

ā의 제한자가 ‘sadhyavad-anya-vṛttitvatva’라고 말함으로써 sādh

yavad-anya에 있어서 H의 비존재가 특정 개별자에 한정되지 않

고 모든 H에로 확장된다. 그러므로 ‘저 山에 연기가 있다. 불이 있

으므로’라는 그릇된 추리의 경우 비록 H인 불이 S인 연기의 기체

가 아닌 호수(sādhyavad-anya)에 없다고 할지라도 달구어진 쇳덩이

의 경우엔 연기(S)의 기체가 아님에도 불(H)이 있으므로 PL은 ativ

yāpti의 오류가 아니라고 PL의 옹호자는 변증한다.

⑤ ‘그것은 실체이다. 속성 운동과의 차이성에 한정된 존재성을

갖기 때문에’(dravyaṃ, guṇa-karma-anyatva-viśiṣṭa-sattvāt)라는 바른 추

리에 있어서 sattā(존재성)라는 최고의 보편(parā-sāmānya)은 7범주

가운데서 실체 속성 운동의 3범주에만 현존(vṛtti)하며, 그런데 속

성 운동과의 차별성(anyatva,=anyonya-abhāva) 즉, 속성 운동을 배제

한 존재성을 가진 基體는 실체 뿐이므로 위의 추론은 바른 것이

다. 그런데 반론자는 속성 운동과의 차별성에 한정된 존재성(viśiṣṭ

a-sattā)이건 한정되지 않은 순수한 존재성(śuddha-sattā)이건 존재성

이라는 점에선 동일하며, 그렇게 볼 때 所證인 실체(dravya)가 아닌

(sādhyavad-anya) 속성이나 운동에도 존재성이 있으므로 因이 所證

의 基體가 아닌 것에 ‘현존하지 않음’(avṛttitvam)이라는 정의는 이런

바른 추리에 적용되지 않는 avyāpti의 오류라는 것이다.30

이런 반론에 대해 LP의 옹호자는 이 경우 논증의 基體가 아닌

30) guṇa-karma-anyatva에 한정된 것(viśiṣṭa-sattā)은 본 바탕에 있어선

한정되지 않은(śuddha-)sattā와 다르지 않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은

가정에선 아버지이고 남편이며, 직장에선 과장이라는 타이틀로

불리우지만 아버지로서의 A건 과장으로서의 A건 A라는 사람으로서는

동일하다. 논적은 이런 관점에서 반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선 아버지로서의 A와 과정으로서의 A는 같은 A의 서로 다른 두

측면이기도 하다. LP의 논주는 이런 관점에서 논적의 반론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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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있어 因의 avṛttitva(비현존성)은 因性의 제한자라는 특성에 의

해 규정되어야 하며 因性의 제한자는 所證의 基體에의 현존성의

제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31 이것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이

된다.

hetutā ←────
viśiṣṭa-sattātva
(avacchedaka-dharma)

dravyatva(S) viśiṣṭa-sattā(H)

sādhya-vat(dravya) sādhyavad-anya(guṇa-karma)

마지막으로 예비적 정의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오직 긍정적

인 因’(kevala-anvayi-hetu)에 근거한 반론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이

것은 언표될 수 없다. 인식될 수 없으므로’(abhidheyatvavān, jñeyatvāt)

라는 추리의 경우, 신정리학파에 따르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인식

될 수 있고(인간에 의해서건 이-슈와라에 의해서건) 언어로 표현될 수 있

으므로 모든 것이 pakṣa에 포섭되며 S인 所詮性(abhidheyatva)을 갖

지 않는 경우(sādhyavad-anya)를 제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LP는 이

런 경우에 적용되지 못하는 avyāpti의 오류에 떨어지게 된다.

또 ‘sattāvān, jāteḥ’(그것은 존재성을 갖는다. 보편을 갖기 때문에)라는

추리에 있어서 보편을 갖는 것은 실체 속성 운동의 3범주뿐이고

이들은 sattā라는 최고보편의 基體이기도 하므로 바른 추리이다.

그런데 이 경우 sādhyavad-anya와 hetu의 무관계(avṛttitva, asamban

dha)에 있어서 hetutā를 제한하는 관계는 앞에서(③) 보았듯이 因과

pakṣa 사이와 동일한 관계여야 한다. 이 경우 jāti와 그 基體인 실

체 속성 운동의 관계는 內屬관계이고 hetutā-avacchedaka-samba

ndha는 samavāya이다. 그런데 sādhyavad-anya인 보편과 因인

31) ...hetutā-avacchedaka-rūpeṇa-avṛttitvaṃ vācyam.

hetutā-avacchedakaṃ vṛttitā-anavacchedakam-iti ... NSM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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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사이엔 내속관계에 의한 관계의 부정이 성립될 수 없다.32

이것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hetutā

↑

jāti(H)
～samavāya

samavāya
sattā(S)

실체 속성 운동
보편(jāti)

=sādhyavad-anya

이상의 결함을 피하고 PL을 수정 보완한 것이 송69의 결론

적 정의(siddhānta-lakṣaṇa, SP로 略)이다.

B. 결론적 정의

BhP는 송 69에서 LP를 수정 보완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말

한다.

atha vā hetuman-niṣṭha-viraha-apratiyoginā sādhyena

hetor aikādhikaraṇyaṃ vyāptir ucyate.

혹은 因이 ‘因의 基體’에 있는 비존재의 對立者가 아닌 所證과

同一基體를 갖는 것이 遍充이라고 말한다.

32) ‘sattāvān jater ity-ādau sādhyavad-anyasmin sāmānyādau

hetutā-avacchedaka-saṃbandhena samavāyena vṛtter aprasiddhatvād

avyāptiś ... NSM pp.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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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서 ‘niṣṭha’는 ‘vṛtti’(현존함)와 동의어이고 ‘viraha’는 ‘abhāva’

(비존재)와, 그리고 ‘aikādhikaraṇya’는 sāmānādhikaraṇya(同一基體에

속함)과 같은 뜻이다. 이 정의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apratiyogi)

abhāva

hetumat(H의 基體)

이 SL에 대해서도 PL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SL이 바른 추리

에 적용되지 않는 과소주연이거나 그릇된 추리에까지 적용되는

과대주연의 오류라는 일련의 반론이 제기되고 그에 대응하여 SL

을 구성하는 단어나 구절의 의미를 보다 정밀하게 규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① SL에 대해서 반론자는 ‘[저 山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라는 바른 추리에서 저 山(P)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개별

적인 불(tat-tad-vahni)은 연기(H)의 基體인 ‘저 山’(hetumat)에 있는 비

존재의 對立者(abhāva-pratiyogi)이므로 SL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못

하는 avyāpti의 오류라고 공박한다. 또 ‘그것은 속성을 갖는다. 실

체성이 있으므로’(guṇavān dravyatvāt.)라는 바른 추리에도 적용되지

않는 avyāpti라고 공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체성(H)을 가진 물

단지에 다른 실체성을 가진 옷감의 속성은 없으므로 所證인 속성

이 因의 기체에 있는 abhāva의 pratiyogi가 되기 때문이다.33 이것

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33) NSM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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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H)

불(S) 비존재 불(pratiyogi)

山 아궁이

실체성 (H)

속성(S) 속성(S)
(pratiyogi)

abhāva

물단지 옷감

이에 대해 논주는 SL에서 표현된 因이나 所證은 개별적인 연기

나 불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답한다. 만일 개별적인 불에 관한 것

이라면 하나는 있어도 둘이 함께는 없다는 인식의 경우처럼 불

하나만은 있을지라도 불과 물단지 함께로서는 없다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34 논주는 SP를 ‘pratiyogitā-anavacchedakaṃ yat

sādhyatā-avacchedakaṃ tad-avacchinna-sādhya-sāmānādhikara

ṇyam vyātpiḥ’ (vyāpti란 [因의 基體에 현존하는 비존재의 對立者의] 對立自性

의 제한자가 아닌, 所證性의 제한자, 바로 그것에 의해 제한되는 所證이 [因과] 同

一基體에 속함이다.)라고 보다 엄밀하게 재표현한다.35 이것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34) ibid.

35) NSM pp.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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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ādhyatā ←─ vahnitva
(avacchedaka)

(anavacchedaka)→ pratiyogitā

(dhūma) (vahni) abhāva pratiyogi

山(SP) 호수(VP)

도표에서 보듯이 所證法인 불은 개별적인 불이 아니라 관계적

추상인 所證性의 locus이자 所證性의 제한자인 vahnitva에 의해

포괄되는 불 일반에 한정된(avacchinna) 불이며, 동시에 그 불은 연

기의 基體인 山에서 부정되는 것(pratiyogi, 예를 들면 호수물)의 관계적

추상인 pratiyogitā의 非制限者(anavacchedaka)라고 말함으로써 ‘저

山’(P) 외의 다른 곳에 있는 개별적인 불이 저 山에 있는 abhāva의

pratigyogi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다시 반론자는 ‘그것은 色性에 의해 주연된 보편을 갖는다.

地性이 있기 때문에’(rūpatva-vyāpya-jātimadvān, pṛthivītvāt)라는 추리에

서 所證性의 제한자(sādhyatā-avacchedaka)는 ‘色性에 변충된 보편’이

며, ‘白色性(śuklatva) 따위의 보편’은 푸른 물단지에 있는 비존재의

對立者性의 제한자(abhāva-pratiyogitā-avacchedaka)이므로 SL은 이런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avyāpti의 오류라고 공박한다. 이 추리에서

S는 rūpatva-vyāpya-jātimat이고 H는 pṛthivītva(地性)이다. 이것

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308  ∙印度哲學 제10집

sādhyatā ←──── rūpatva-vyāpya-jāti
(avacchedaka)

∥rūpatva-vyāpya-
jātimat (S)

pratiyogitā ←―― śuklatva-jāti
(avacchedaka)

pṛthivītva(H)

śukla-rūpa

abhāva

푸른 물단지

반론자는 sādhyatā의 avacchedaka인 rūpatva-vyāpya-jāti가 푸른

물단지라는 H의 基體에 없는 śuklatva(白色性)라는 pratiyogi의 prat

iyogitā의 제한자가 된다는 것이다.36

이에 대해 논주는 sādhyatā의 일차적인 제한자는 rūpatva-vyāp

ya-jātimattva이고 rūpatva-vyāpya-jāti는 sādhya와 ādhāra-ādhe

ya 관계에 있음으로써 간접적으로 sādhyatā의 제한자는 되어도

직접적 제한자가 아니라고 답한다. 더욱이 rūpatva-vyāpya-jāti라

는 속성은 푸른 물단지와 같은 地의 abhāva의 제한자(abhāva의 제

한자는 pratiyogitā의 제한자이다)가 될 수 없다. 만일 rūpatva-vyāpya-j

āti가 地의 abhāva의 제한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地에는 靑色

性이나 白色性 등의 보편이 없다는 뜻이 되는데 사실은 地에는 색

깔이라는 guṇa가 있고 색깔이라는 guṇa는 색깔性(rūpatva)이라는

보편의 基體이기도 하다.37 이것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36) NSM p. 137.

3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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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ādhyatā ←――― rūpatva-vyāpya-jātimattva
(avacchedaka)

rūpatva-vyāpya-jāti
(anavacchedaka)


↓

rūpatva-vyāpya-jātimat (S)

pṛthivītva(H) pratiyogitā

śuklatva-jāti

abhāva

푸른 물단지

③ SL에서 나오는 hetumat(因의 소유자) 즉 hetu-adhikaraṇa(因의

基體)라는 말은 hetutā-avacchedaka-viśiṣṭa-adhikaraṇa(因性의 제한

자에 한정된 基體)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체이다. 속성 운

동과의 차이성에 한정된 존재성을 가지므로’ 라는 추리에서 S인

실체성(dravyatva)이 순수존재성(śuddha-sattā)의 基體에 현존하는 비

존재의 對立者일지라도 SL은 위의 바른 추리에 적용되지 않는 av

yāpti의 오류가 아니다.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hetutā←───── viśiṣṭa-sattātva
(avacchedaka)

H (viśiṣṭa-sattā) S (dravyatva) (pratiyogi)

abhāva

dravya 〓viśiṣṭa-sattā-vat guṇa〓śuddha-sattā-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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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vya나 guṇa 모두 sattā-sāmānya의 基體이지만 dravya의 경

우는 因性의 제한자인 viśiṣṭa-sattātva에 한정된 것이므로 S가 순

수존재성의 基體인 guṇa에 있는 비존재의 pratiyogi가 될지라도 S

L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38 이것은 ‘A 예비적 정의’의 ⑤에 대응

하는 내용이다.

④ 또 因과 因의 基體(hetu-adhikaraṇa)의 관계는 因性의 제한자

관계(hetutā-avacchedaka sambandha)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연

기(H)로부터 불(S)의 존재를 추리할 때 hetu-adhikaraṇa(예를 들면

山)와 H인 연기의 관계는 연기의 불에 대한 관계의 추상인 hetutā

를 제한해 주는 관계, 즉 접촉관계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연기

(H)의 부분이 내속관계에 의해 연기의 基體가 되고 S인 불은 그러

한 연기의 基體에 현존하는 비존재의 pratiyogi라고 할지라도 그

것은 SL이 오류라고 근거가 되지 못한다.39 이것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samyoga
(avacchedaka-
sambandha)

――→ hetutā

연기(H)

samyoga

불(S) abhāva samavāya

山 연기의 부분

이것은 예비적 정의에서의 S와 S의 基體와의 관계를 논한 ①에

대응하는 내용이다.

38) ibid.

3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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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saṃyoga-guṇa는 그것의 基體인 dravya에 대해 ‘avyāpya-

vṛtti-dharma’(불완전하게 현존하는 속성)이므로 하나의 基體에 pratiyo

gi인 saṃyoga-guṇa와 그것의 abhāva가 공존하는 경우이다. 그러

므로 ‘[그것은] 원숭이와의 접촉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

은] 이 나무성을 갖기 때문에’(kapi-saṃyogi, etad-vṛkṣatvāt)라는 추리

의 경우 S인 ‘원숭이와의 접촉’은 같은 나무의 뿌리에 있는 비존

재의 pratiyogi가 되므로 SL은 이런 추리에 적용되지 않는 avyāpt

i의 오류라고 반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논주는 abhāva를 ‘그 pra

tiyogi와 같은 基體를 공유하지 않음’을 뜻하며 따라서 논적이 주

장하듯이 ‘원숭이와의 접촉’이 비록 뿌리에 제한되었을지라도 동

일기체인 ‘이 나무’에 있는 비존재의 pratiyogi가 될 수 없으며, 만

일 abhāva가 이 나무에 있다면 그 pratiyogi는 이 나무가 아닌 예

를 들면 땅바닥에 있는 물단지 따위가 되어야 한다.40 이상을 도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논적의 입장 논주의 입장

etad-vṛkṣatva(H) etad-vṛkṣatva(H)

kapi-samyoga(S)
(pratiyogi)

kapi-saṃyoga(H)

abhāva
abhāva 물단지

(pratiyogi)

이 나무 뿌리 이 나무 땅바닥

(동일기체)

⑥-a 앞에서 abhāva란 對立者와 다른 基體를 갖는 것(pratiyogi-v

40) NSM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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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dhikaraṇa)라고 했는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만일

그것이 abhāva가 ‘對立者의 基體가 아닌 것에 현존함’(pratiyogy-ana

dhikaraṇa-vṛttitvam)을 뜻한다면 논적은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

다. 즉 앞의 예에서 abhāva의 pratiyogi인 ‘원숭이와의 접촉’의 基

體가 아닌, guṇa(속성) 따위에 현존하는 abhāva가 동일한 나무에

있어 뿌리에 제한되어 존재하므로 SL은 avyāpti의 오류라는 것이

다. kapi-saṃyoga는 guṇa의 일종이고 guṇa는 guṇa를 基體로 가

질 수 없으므로 S인 kapi-saṃyoga는 abhāva와 다른 基體를 가지

면서도 동시에 因의 基體에 머물면서 그곳에 현존하는 abhāva의

pratiyogi가 되므로 SL은 이런 경우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것이

다.41 이상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etad-vṛkṣatva(H) kapi-saṃyoga(S)
(pratiyogi)

abhāva

guṇa

etad-vṛkṣa

⑥-b 또 만일 abhāva가 ‘pratiyogi-vyadhikaraṇa’라는 것이 ‘pr

atiyogi의 기체에의 非現存性’(pratiyogy-adhikaraṇa-avṛttitvam)을 뜻하

는 것이라면, SL은 ‘그것은 접촉을 갖는다. 존재성을 가지므로’(sa

ṃyogī, sattvāt.)라는 그릇된 추리에 적용되는 과대주연(ativyāpti)의 오

류가 된다고 논적은 공박한다.42 왜냐하면 속성(guṇa)은 존재성(satt

ā)의 基體인데 그곳엔 접촉이라는 guṇa의 비존재가 있고 그것의 p

ratiyogi의 adhikaraṇa인 실체에 비존재가 현존하기 때문이다. 이

것을 도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41) ibid.

42) NSM pp. 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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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ṃyoga(S)
(pratiyogi)

sattā(H)

abhāva

실체 속성

도표로 보듯이 abhāva는 pratiyogi인 saṃyoga의 基體인 실체에

현존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두 논박에 대해 논주는 비존재의 의미를 보다 상세히

규정짓는다. 비존재가 그 對立者와 基體를 달리한다는 것은 비존

재가 對立者의 基體가 아닌 것에의 현존성(pratiyogy-anadhikaraṇa-vṛtt

itva)에 한정되어 因의 基體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비존

재는 그것의 對立者의 基體가 아닌 因의 基體에 현존하는 것(svapra

tiyogy-anadhikaraṇībhūta-hetv-adhikaraṇa-vṛtti)이다.43 이것을 도표로 보

이면 아래와 같다.

H
(apratiyogi)
S

abhāva pratiyogi

因의 基體(hetu-mat) ahetumat

abhāva는 단지 pratiyogi와 다른 基體에 속할뿐 아니라 동시에

그것이 因의 基體에 현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abhāva는 sva-pr

atiyogy-anadhikaraṇa-vṛttitva와 hetu-adhikaraṇa-vṛttitva라는

두 가지 한정자에 의해 한정된 것이다. 그러나 ⑥-a나 ⑥-b의 경

우 모두 abhāva가 그 pratiyogi와 基體는 다르지만 因의 基體가

아닌 곳에 관계되어 있다.

43) NSM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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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앞에서 abhāva의 한정자인 hetu-adhikaraṇa(비존재가 因의 基

體에 공존함)는 a. hetutā-avacchedaka-dharma-viśiṣṭa-adhikaraṇa

이자 동시에 b. hetutā-avacchedaka-sambandha-viśiṣṭa-adhikara

ṇa이며, 그러한 因의 基體에 현존하는 abhāva란 sva-pratiyogy-a

nadhikaraṇa(자기의 對立者와 同一基體에 공존하지 않음)라고 했다.

이어서 pratiyogy-anadhikaraṇa(對立者와 다른 基體를 가짐)의 정확

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논주는 ‘pratiyogitā-avacchedaka-ava

cchinna-anadhikaraṇa’(對立者性의 제한자에 의해 제한된 것 즉, 對立者와

다른 基體를 가짐)이라고 말한다.

논적이 SL은 ‘물단지는 한정적 존재성을 갖는다. 보편을 갖기

때문에’(ghaṭo viśiṣṭa-sattāvān, jāteḥ)라는 추리에 적용되지 않는 과소

주연이라고 반박한다. 물단지라는 실체(dravya) 외에도 속성, 운동

이 모두 보편(H)의 基體인데, 실체에는 있는 guṇa-karma-anyatva

-viśiṣṭa-sattā(속성 운동과의 異性에 한정된 존재성)가 속성에는 없고,

또 한정적 존재성(viśiṣṭa-sattā)에서 한정자(viśeṣaṇa)를 제거하면 순

수 존재성(śuddha-sattā)만이 남는다. 그런데 양자는 본성에 있어 동

일하며 속성은 viśiṣṭa-sattā의 비존재와 더불어 그 對立者인 sattā

의 기체가 되므로 SL은 바른 추리에 적용되지 않는 과소주연의

오류라는 것이다.44 논적의 반론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jāti(H)

viśiṣṭa-sattā(S)
(pratiyogi)

〓〓〓 (śuddha-)sattā
(pratiyogi)

abhāva

실체 속성

4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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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에서 보듯이 abhāva는 因인 jati의 基體에 속하면서도 그 對立

者와 同一基體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논주는 pratiyogi란 pratiyogitā-avacchedaka에 제한된

것이어야 하며, 이 추론에서 논적이 속성을 基體로 갖는다고 주장

하는 abhāva의 pratiyogi는 sādhyatā-avacchedaka인 viśiṣṭa-satt

ātva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śuddha-sattātva에 제한된 것이며, 그

것은 因의 基體에 있는 abhāva의 pratiyogi가 된다. 이상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jati(H)

sādhyatā ←viśiṣṭa-sattātva sattātva → pratiyogitā

viśiṣṭa-sattā(S)

abhāva
(śuddha-)sattā
(pratiyogi)

실체 속성

도표에서 보듯이 비록 속성도 H의 基體이긴 하나 그에 속하는 sa

ttā는 그와 基體을 달리하는 abhāva의 pratiyogi이다.

⑧ pratiyogy-anadhikaraṇa는 ‘pratiyogitā-avacchedaka-dharm

a’에 의해 제한됨과 동시에 ‘sādhyatā-avacchedaka-saṃbandha’

(所證性의 제한자 관계)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뜨만은]

인식을 갖는다. 존재성을 갖기 때문에’(jñānavān, sattvāt)라는 그릇된

추리에서 물단지라는 존재성의 基體가 인식(viṣayin)에 대한 대상성

관계(viṣayaṭā)에 의해 인식의 基體가 될지라도 所證인 인식의 sādh

yatā-avacchedaka-sambandha는 인식의 基體인 아뜨만이라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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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의 內屬관계이므로 자체연관적 관계(svarūpa-saṃbandha)에 의해

인식의 基體가 되는 물단지는 이 추론의 경우에 있어 所證의 基體

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SL은 위의 그릇된 추리에 적용되는 과

대주연의 오류가 아니다.45

마찬가지로 ‘[저 山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으므로’와 같은 추

리에서 H인 연기와 내속관계에 의해 그 基體가 되는 연기의 부

분에 S인 불의 비존재가 있을지라도 宗인 山에 대한 불의 sādhya

tā-avacchedaka-sambandha는 접촉관계이므로 SL은 이러한 바른

추론에 적용되지 않는 과소주연의 오류가 아니다.46 이것을 도표

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연기(H)

saṃyoga→sādhyatā pratiyogitā ←samavāya

불(S) abhāva

saṃyoga

산 연기의 부분

도표에서 보듯이 연기의 부분에 있는 불의 비존재와 그 pratiyo

gi인 불이 다른 基體에 속할지라도 그 pratiyogitā는 sādhyata-ava

cchedaka-sambandha인 saṃyoga가 아니라 samavāya에 제한된

것이므로 SL에 허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⑨ 이상에서 hetu-adhikaraṇatva와 그것에 한정된 abhāva 즉 p

ratiyogy-anadhikaraṇatva의 의미가 보다 정확하게 규정되었다.

그러면 송의 후반부인 ‘-apratiyoginā sādhyena-hetor aikādhikara

45) NSM pp. 140-1.

46) NSM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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ṇyam’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이에 대해 논주는 이미 釋의

冒頭에서 상세한 설명이 없이 ‘pratiyogitā-anavacchedakaṃ yat s

ādhyatā-avacchedakaṃ tad avacchinna-sādhya-sāmānādhikaraṇ

yam’([비존재의] 對立者의 제한자가 아닌 所證性의 제한자에 의해

제한된 所證이 [因과] 同一基體에 속함)이라고 해석하였는데, 그중

먼저 ‘-apratiyoginā sādhyena’(비존재의 對存在가 아닌 所證과 함께)라는

문구의 의미를 논주는 ‘yādṛśa-pratiyogitā-avacchedaka-avacchin

na-anadhikaraṇatvam hetumatas tādṛśa-pratiyogitā-anavacched

akatvasya’라고 풀이하고 있다. 즉 所證이 因의 基體에 있는 abhā

va의 pratiyogi가 아니라는 뜻은 所證性의 제한자가 因의 基體(hetu

mat)가 아닌 다른 基體에 있는 對立者를 pratiyogitā-avacchedaka

가 제한하는 그런 방식으로 pratiyogitā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47 이것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pratiyogitā-anavacchedaka)
vahnitva

(sādhyatā-avacchedaka)
―→ sādhyatā 

↓

ghaṭatva ───→
(pratiyogitā-avacchedaka)

pratiyogitā

dhūma(H) vahni(S)

abhāva ghaṭa (pratiyogi)

山 (P) 땅바닥

예를 들어 ‘아뜨만은 원숭이와의 접촉의 비존재를 갖고 있다.

아뜨만性을 가지므로’(ātmā kapi-saṃyoga-abhāvavān, ātmatvāt.)라는 추

리의 경우, 논적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SL이 이런 바른 추론에

47) NSM p. 144.



318  ∙印度哲學 제10집

적용되지 못하는 과소주연의 오류라고 공박할 수 있다. 즉 아뜨만

은 모든 곳에 遍在하는 실체(vibhū-dravya)이므로 아뜨만에 있는 ka

pi-saṃyoga-abhāva의 부정(abhāva)은 곧 kapi-saṃyoga이고 이것

은 속성(guṇa)이므로 이 abhāva의 pratiyogi는 guṇa-abhāva가 되

며, 그것의 pratiyogitā-avacchedaka는 guṇa-sāmānya-abhāvatva

가 된다. 그리고 因의 基體인 아뜨만은 그것에 의해 제한되는 guṇ

a-abhāva(〓pratiyogi)의 基體가 아니며 따라서 SL은 이런 바른 추

론에 적용되지 못하는 과소주연이라는 것이다.48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kapi-saṃyoga-
abhāvatva

→ pratiyogitā ← guṇatva-abhāvatva
(avacchedaka)

kapi-saṃyoga-abhāva(S) (pratiyogi)

ātmatva(H) guṇatva

abhāva (=kapi-saṃyoga)

ātman

이 도표에서 보듯이 논적에 따르면 abhāva와 pratiyogitā-avacc

hedaka에 의해 제한된 pratiyogi인 guṇatva-abhāva가 공동기체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논주는 상대방이 자의적으로 sādhyatā-av

acchedaka인 kapi-saṃyoga-abhāvatva를 pratiyogitā-avacchedak

a로 전용함으로써 이러한 부조리가 초래되었다고 답한다. 논주의

입장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4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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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tiyogitā-anavacchedaka)
↓

kapi-saṃyo
ga-abhāvatv
a
(sādhyatā-av
acchedaka)

→sādhyatā pratiyogitā ←
kapi-saṃyogatva
(pratiyogitā-avacchedak
a)

ātmatva(H)
kapi-saṃyoga-
abhāva(S)

kapi-saṃyoga
(pratiyogi)

abhāva

ātman 나무

⑩ 마지막으로 논적은 ‘시간은 물단지를 갖는다. 시간적 크기를

갖기 때문에’(kāle ghaṭavān, kāla-parimāṇāt)라는 추리에선 대립자와 基

體가 다른 비존재가 알려지지 않는다고 논박한다. 왜냐하면 因의

基體인 절대시간(mahākāla)은 이 우주의 基體(ādhāra)이고, 이 우주의

일부인 비존재는 所證性을 제한하는 관계(sādhyatā-avacchedaka-samb

andha)인 시간적 한정자성(kālika-viśeṣaṇatā, 〓자체연결적 관계)에 의해

대립자의 基體에 현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49 이상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sādhyatā ←――― kālika-viśeṣaṇaṭā
(avacchedaka-sambandha)

kāla-

parimāṇa(H)
ghaṭa(S)

abhāva ── pratiyogi

kāla(jagad-ādhāra)

도표에서 보듯이 논적에 따르면 물단지(S)나 옷감의 비존재와 그

49) NSM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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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tiyogi인 옷감이나 모두 sādhyatā-avacchedaka-sambandha인

kālika-viśeṣaṇatā에 의해 H의 基體에 공존하고 있다.

이런 반론에 대해 논주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SL의 전

체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因 즉 所遍(vyāpya)은 遍充(vyāp

ti)의 所依이고 遍充이란 그것의 所依인 所遍과 能遍이 共同基體에

속한 관계(vyāpaka-sāmānādhikaraṇya)이다. 그리고 이것의 관계적 추

상이 能遍性(vyāpakatva)이며, 이 能遍性에 대한 정의가 vyāpti의 정

의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 범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pratiyogitā-avacchedaka-sambandhena pratiyogy-anadhikaran

ībhūta-hetv-adhikaraṇa-vṛtty-abhāva-pratiyogitā-sāmānye yat-

sambandha-avacchinnatva-yad-dharma-avacchinnatva-ubhaya-

abhāvas tena sambandhena tad-dharma-avacchinnasya tad-hetu

-vyāpakatvam.’

對立者와 같은 基體에 있지 않으며, 因의 基體에 있는 비존재의

모든 對立者性이, 對立者性을 제한하는 관계에 의해, y를 제한하는

관계와 y를 제한하는 성질 이 두 가지에 제한되지 않을 때, 바로

그 y[를 제한하는] 관계에 의해 y[를 제한하는] 성질에 제한되는

바로 그것(y)이 因(x)에 대한 能遍性이다.50

이것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avacchedaka
sambandha

┌――――
↓

avacchedaka sambandha 
↓

能遍性 ←―――avacchedka-dharma→ 對立者性

所遍(x) 能遍(y) 비존재 ――――――――――대립자

因의 基體 非因의 기체

50) NSM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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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能遍은 곧 sādhya이고 能遍性(vyāpakatva)는 sādhyatā와 같

다.

그러므로 ‘시간은 물단지를 갖고 있다. 시간적 크기를 가지므로’

라는 추리에서 saṃyoga 관계에 의해서는 절대시간이라는 基體에

물단지의 비존재가 있고, 그 pratiyogi는 물단지가 된다. 그런데 s

aṃyoga에 의한 물단지의 비존재는 그 pratiyogitā에 시간적 관계

라는 제한자에 의한 피제한성과 所證性의 제한자인 ghaṭatva라는

dharma에 의한 피제한성 양자가 모두 없으므로 SL엔 avyāpti의

오류가 없다. 이상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samyoga

kālika-viśeṣaṇatā (avacchedaka-sambandha)

┌──avacchedaka-sambandha  
↓ ↓ ↓

sādhyatā ←―――――ghaṭatva→
(avacchedaka-dharma)

pratiyogitā

kāla-pari
māṇa(H)

ghaṭa
(S)

abhāva
ghaṭa

kāla 땅바닥

맺는 말: 불교논리학과의 대비

강게-샤는 vyāpti에 대한 종래의 정의에 대해 그 결함을 보완

해 줄 수 있는 결론적 정의(siddhānta-lakṣaṇa)를 제시했는데, 이 정

의 역시 신정리학파의 역사에 있어서 제2의 개혁을 이룬 라그후

나-타의 정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그 결함이 지적되고, 그 결함

을 보완해주는 또 다른 정의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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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vyāpti의 정의’라는 한 범례를 통해 필자는 사물의 인

식과 그것의 표현인 진술에 있어 그 정확성, 명료성, 엄밀성을 극

한까지 추구해 가는 신정리학파의 특성과 그 논리적 방법의 일단

을 소개했다.

강게-샤에 의해 독립된 학파로서 확고하게 정립된 이후 신정리

학파는 벵갈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그 전통이 어어져 오고 있으며,

신정리학파의 방법은 단지 한 학파 안에만 머물지 않고 14세기

이후의 타학파, 예를 들면 베단-따나 문법학파, 수사학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vyāpti 개념과의 간략한 비교로 결론을 대

신하고자 한다. 신정리학파(NN로 略)에선 vyāpti가 추리지의 도구

인(karaṇa, 量)이고 vyāpti를 가진 所遍(因)이 宗(pakṣa)에 현존한다는

인식 즉 parāmarśa가 작용(vyāpāra)이라고 보는데 대해, 불교논리

학(BN으로 略)에선 量은 곧 正知이고 그것은 量果와 실제로는 동일

하다고 본다. 그리고 比量〓比量知의 원인은 三相因(trirūpa-liṅga)으

로서 이것은 신정리학파의 parāmarśa에 대응하는 불교적 표현이

다. 그중 제1상이 pakṣa-dharmatā(宗法性)이고 제2, 3상이 각각 긍

정적 부정적 遍充(anvaya-vyāpti, vyatireka-vyāpti)이다. 因이 三相을

갖출 때 正因으로서 바른 추리지를 생성시킬 힘을 갖는다. 그러므

로 NN에서와 같이 BN에서도 遍充은 바른 因(liṅga)이 갖는 특성이

다.

그런데 BN은 vyāpti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신정리학파에서처

럼 치밀하게 분석해 들어가지는 않지만 vyāpti의 개념에 대해 독

자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BN에 따르면 관계(sambandha)란

추리의 대상인 共相(sāmānya-lakṣaṇa)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분별심

의 조작으로서 勝義的으론(paramārthataḥ) 비실재이지만 다만 경험

적, 실용적 차원(vyavahāra-satya, 言說諦)에선 그 가치가 부정되지 않

는 假設有(prajñapti-sat)일뿐이다. 그러한 因施設로서의 관계는 因果

관계(tadutpatti-sambandha)와 同一관계(tādātmya-sambandha)의 두 가지

뿐이다.51 예를 들어 불이 있을 때 연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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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因이고 연기는 果로서 불과 연기 사이는 因果관계이다. 한편,

나무와 보리수 사이는 그 본성이 동일하므로 나무가 아닌 한 보

리수일 수 없고, 보리수가 있는 한 나무性도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때 나무와 보리수 사이는 동일관계에 있다.

이 두 가지 관계에 있는 두 관계항은 외래적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自性的, 本然的으로 그러한 관계(svabhāva-pratibandha)에 있

으며, 이때 두 관계항 x와 y는 반드시 共存하고(avyabhicāra-niyama)

반드시 함께 수반한다(avinābhāva-niyama).52 그런데 관계에는 방향

이 있어서 인과관계에 있어선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

다’는 결과(x) →원인(y)의 관계이고 동일관계에선 보리수가 있으

면 반드시 나무라는 본성(svabhāva)도 있다는 ‘자성소유자(x) →자

성(y)’ 혹은 ‘種(specis) →類(genus)’의 관계이다. 원인(y)이 있다고 해

서 반드시 결과(x)가 있는 것은 아니며 나무性(y)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보리수(x)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반대로 x가 있으면 반

드시 y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x는 y에 의해 ‘결합된(묶이

운) 자’(pratibaddha, the related)이고 y는 x를 묶는 자(pratibandha)이다.

x는 他에의 의존성을 가진 것(parāyattatva)이고 y는 他에의 의존성

이 없는 것(aparāyattatva)이다.53 그러므로 遍充관계(avinābhāva-niyam

a,〓avyabhicāra-niyāma,〓svabhāva-pratibandha)에서 x는 所遍(vyāpya)이

고 y는 能遍(vyāpaka)이며, 이것이 추리에 적용될 때 x는 y(〓sādhya

-dharma)를 ‘인식시켜주는 자’(gamaka), y의 인식근거(hetu, 因)가 되

고 y는 x에 의해 그 존재가 인식되어지는 자(gamya) 혹은 所證(sād

hya)이 된다.54 y와 인과관계에 있는 x(因)를 結果因(kārya-hetu)이라

부르고 y를 그 본성으로 갖는 x(因)를 自性因(svabhāva-hetu)이라고

부르며, 이 두가지 因만이 宗에 있어서 所證의 존재를 알려줄 수

있는 힘을 갖는다.

51) NB p. 26.

52) NBT p. 25.

53) NBT p. 26.

54) NBT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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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에선 존재(bhāva-padārtha)와 마찬가지로 비존재(abhāva)에 인

식 대상(viṣaya)의 하나로서 객관적 실재성을 부여하였고 그것이

또한 vyāpti의 정의에서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B

N에 따르면 ‘비존재’란 문자그대로 없는 것이고 따라서 감관에 현

전한 自相(찰라생멸하는 특수상)의 인식인 現量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기에 물단지가 없다.’고 할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물단지가

없는 빈 장소 뿐이고 빈 장소만이 실재이다. 물단지의 비존재〓不

在는 관념〓개념〓共相이므로 추리의 대상이고, 그 因은 ‘물단지가

없는 빈 장소만이 지각된다는 사실’이다. 이 因을 無知覺因(anupalab

dhi-hetu)라고 부르며, 앞의 두 因이 宗에 있어서 所證의 존재긍정

의 근거라면 이것은 宗에 있어서 所證의 존재부정의 근거이다.55

abhāva에 객관적 실재성을 인정하며, 존재와 인식의 분석에 있

어 abhāva에 커다란 역할을 부여하는 NN과 비교할 때 커다란 차

이를 알 수 있다. 인식론적 논리적 문제에 대한 NN과 BN의 매우

다른 접근방식은 NN과 BN이 바탕하고 있는 존재론적 관점의 현

격한 차이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NN은 이 우주를 인식주

관에서 독립하여 존재하는 다양한 사물들과 그러한 사물들 사이

에 다양한 관계의 그물로 짜여진 복합체로 보는데 반해 BN에 따

르면 존재(sat)란 상호간에 서로 다르고 독자적이며(svalakṣaṇa) 아

무런 관련도 없고 그것이 의존할 基體(dharmin)도 없는, 찰나생멸하

는 다르마들의 흐름(saṃtāna)이며, 정리학파에서 상정하는 모든 범

주들은 분별의 假構이고 희론(prapañca)에 불과한 것으로서 엄혹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55) atra dvau vastu-sādhanau ekaḥ pratiṣedha-hetuḥ. NB.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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