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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스끄리뜨어에서 비유와 논리

황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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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I 산스끄리뜨어의 √as와 √bhū. II 산스끄리뜨 문장에서 eva의 의미.

III 다르마끼르띠에 있어서 eva의 의미. IV 다르마끼르띠의 trairūpya. 결어.

요약문 [주요어 : 산스끄리뜨어, 비유, 논리, 긍정명제, 다르마끼르띠]

고전 산스끄리뜨어는 고전 희랍어와 동사 어근을 60%이상 공유하

고 있으며 문법적으로도 상당히 유사한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 영국의

윌리엄 존스경에 의해 1790년대부터 학계에 보고되기 시작한 이러한

유사점들은 오늘날 비교 언어학의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인도어와 유

럽어를 하나로 묶어 인도유러피안어족이란 용어로 설명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 논문은 인간 사유의 발전이 그 토대가 되는 언어에 의해서 제한

된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산스끄리뜨어와 희랍어가 어원적으로

문법적으로 상당히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논리학적 발전이

늦어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논리학적 발전이 일찍 진행된 배후에는 어

떤 양자 사이에 어떤 언어적인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점

을 산스끄리뜨어에서 to be 동사에 해당되는 √as와 √bhū의 용법을

통해 조사하여 그 원인을 추정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론

A와 B가 어떤 문장에서 피한정어와 한정어의 관계에 있다고

하자. 한국어의 경우 ‘A는 B이다.’와 같이 조사를 통해 A와 B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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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느 쪽이 피한정어이고 어느 쪽이 한정어인지 알 수 있다.

영어의 경우 ‘A is B.’와 같이 동사를 중심으로 A와 B의 위치 즉

어순에 따라서 어느 쪽이 피한정어이고 어느 쪽이 한정어인지 구

분된다. 하지만 산스끄리뜨어(Sanskrit)로 대표되는 인도아리안(In

do Aryan Language)에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 왜냐하

면 인도아리안은 명사적인 문장(nominal sentence)을 선호하기 때

문이다. 즉, A와 B 양자 모두가 주격어미를 지니고, √as 또는 √

bhū로 알려진 산스끄리뜨어의 to be 동사가 생략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A B.’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다. 문법적인 요소로부터 양

자 중에서 어느 쪽이 피한정어이고 어느 쪽이 한정어인지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devo amanusso (hoti).’라는 중기인도어(MIA)인

빨리어(Pali) 문장은 ‘신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닌 것이 신

이다.’ 그리고 ‘인간이 아닌 신이 있다’의 세 가지 해석이 모두 가

능하다. 앞의 두 문장의 경우 생략된 to be 동사를 서술동사로 보

아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고, 마지막 문장은 생략된 t

o be 동사를 존재동사로 보고 양자를 동격으로서 한쪽이 다른 한

쪽을 수식하는 형태로 해석한 것이다. 비록 문법적으로 하자가 있

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해석의 경우 내용적으로 문제가 된

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닌 것에 꼭 신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물, 식물, 무생물 등을 포함할 수 있는

피한정어의 외연이 한정어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외연과 내포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서양 논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장은 보기

에 따라서 몇몇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세기 인도불교 논리학의 대표주자였던 다르마끼르띠(Dharmak

īrti)는 eva라는 산스끄리뜨어의 불변화사(particle)와 이 불변화사

의 위치를 통해서 √as 또는 √bhū를 서술적으로 사용한 긍정명

제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그 피한정어와 한정어의 관계를 설정하

고 있다. 이때 다르마끼르띠는 이 용어의 역할을 배재(vyavached

a)로 정의하고 이를 논리적인 원인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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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trairūpya)에 각각 적용하여 명제의 논리량을 한정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1). 또한 그는 이를 부정명제에도 적용하여 불교의

독특한 언어이론인 아포하(apoha) 이론과 인과관계를 지닌 문장

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2).

여기에서는 다르마끼르띠가 이러한 방식으로 불교의 아포하 이

론을 설명하고 힌두 사상가들의 자아(ātman)와 같은 형이상학적

존재를 가정한 가언적 판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배후

에 산스끄리뜨어의 어떤 언어적인 특징들과 어떤 문법적인 장치

들이 있는가 하는 점을 고대인도어(OIA)로 쓰인 브리하드아란야

까 우빠니샤드(Bṛhadāraṇyaka Upaniṣad)3)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 산스끄리뜨어의 √as와 √bhū

영어의 to be에 해당되는 산스끄리뜨어의 어근으로는 √as와

√bhū의 두가지가 있다. 기본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전자가 to b

e에 해당된다면 후자는 to become을 의미한다. 고대인도어(OIA)

에서 중기인도어(MIA)로 넘어 오면서 전자는 거의 문법적인 기

능만을 하는 것으로 용도가 축소된 반면, 후자는 사실상의 to be

의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주의 창조에 대한 브리하드아란야까 우빠니샤드(Bṛhadāraṇy

aka Upaniṣad)의 아래 설명을 통해 양자의 차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4)

1) Ganeri (1999).

2) Kajiyama (1973),

3) Olivelle (1998) pp. 29-165, Radhakrishnan (1953) pp. 147-333.

4) BAU I 4 10: brahma vā idam agra āsīt ekam eva, tad ātmānam 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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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계]는 최초에 브라만 오직 하나뿐이었다(√as). 그 [브라만]은

‘내가 바로 브라만이다(√as).’라고 스스로 알았다. 따라서 그 [브라만]

은 [있는] 모든 것이 되었다(√bhū).

위의 예문에서 √as는 전자의 경우 직설법 과거로 후자의 경우

직설법 현재로 사용되었지만, 양자 모두 피한정어와 한정어가 동

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to be의 서술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마지막의 √bhū는 최초의 그 브라만으로부터 오늘날 우리

주변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으로 to be의 의미가

아니라 to become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브리하드아란야까(Bṛhadāraṇyaka)와 같은 초기 우빠니

샤드(Upaniṣad)에서 이미 이러한 양자의 차이는 희미해지고 있다.

자기 자신(ātman)이 곧 브라만(brahman)임을 아는 와마데와(Vā

madeva) 현인은 자신의 깨달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5)

나는 최초의 인간(Manu)이자 태양(śūrya) 이었다(√bhū).

여기에서 √bhū는 직설법과거로 표현되었지만 나(aham)라는

피한정어와 최초의 인간 및 태양이라는 한정어가 동일하다는 것

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to be의 서술적인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른 인도유럽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as와 √bhū는 각각 이렇

게 동일함을 뜻하는 서술동사로서 뿐만 아니라, to exist를 뜻하는

존재동사 등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시기적으로 우빠니샤드에 선행하는 리그웨다(Rg Veda)의 나사

디야 찬가(Nāsadīya sūkta)6)에서는 우주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7)

avet: aham brahma asmi iti. tasmāt tat sarvam abhavat.

5) BAU I 4 10: aham manur abhavaṃ sūryaś ca.

6) Doniger (1981) pp. 25-26.

7) RV 129 10: na asat āsīt no sat āsīt tadānīm, na āsīt rajo no

vyoma-aparo y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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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최초]에 없는 것도 없었고 있는 것도 없었다(√as). 대기도 없었

고 그 넘어 우주도 없었다.

여기에서 √as는 무엇이 있다고 하는 존재동사로 사용되고 있

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bhū의 경우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중론송(Madhyamikakārika)의 주석인

쁘라산나빠다(Prasannapadā)에 나타난 연기의 공식을 통해 to be

come이 아닌 to exist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볼 수 있다:8)

이것의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bhū), 이것의 생성으로부터 저것이

생성된다.

여기에서 ‘이것의 있음으로(asmin sati)’란 앞 문장의 조건 절은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 절대처격(Locative absolutive)에 속하는 것

으로 산스끄리뜨어에서 일반적으로 부대상황 및 동시적 인과관계

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즉 앞 문장에서 ‘이것’과 ‘저것’의 사이는

동시적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과율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적 전후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두개

의 볏단이 서로 기대어 서 있다고 하자. 이때 양자는 서로가 상호

원인이 되어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도 없는 상호 의존적인 관

계에 있으면서 또한 동시적으로 있다고 할 수 있다. 앞 문장은 바

로 이러한 상생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점은 뒷 문장이 ‘이것의 생성으로부터’라는 종격(ablative) 어미와

‘생성된다’라는 동사를 통해 ‘이것’과 ‘저것’ 사이에 시간적 전후관

계가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bhū

가 사용된 앞 문장에 시간적 전후관계가 없다는 것으로부터 우리

는 이것이 to become이라기 보다는 to exist의 의미로 사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

8) La Vallée Poussin (1913) p. 9: asmin sati idaṃ bhavati, asya utpādād

idam utpad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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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as와 √bhū는 소유격(genitive)과 함께 사용되면서 to

have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여기에서 의미가

좀더 확장되어 to think를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9)

그리고 우리는 다른 친구도 가지고 있다(√as). 너의 아들은 돈이

없다(√bhū).

위의 앞 예문에서 주어인 ‘우리’(asmākam)는 1인칭 복수 소유

격이지만 √as와 함께 to have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뒷 예

문에서 ‘너의 아들은’(tava putrāṇām) 또한 소유격으로 와 함께 to

have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후자인 to think의 경우, 고대인도아리안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

으며 주로 중기인도아리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법이다. 최

초의 인간인 뿌루샤(puruṣa)는 혼자라는 두려움은 극복했지만, 어

떠한 기쁨도 없는 혼자라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두 배로 부풀린 후 다른 반쪽으로 여자를 만든다. 그리고 이 여자

와의 결합을 통해 인류가 생겨나게 된다. 그녀의 생각을 브리하드

아란야까 우빠니샤드(Bṛhadāraṇyaka Upaniṣad)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10)

실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어떻게 나를 자기 스스로의

[몸]에서 만들어 놓고 결합할 수 있는가! 아하! 나는 [그를] 멀리해야

겠다.’

여기에서 ‘생각했다’라는 부분은 ‘생각’(īkṣa)이란 용어와 ‘~을 했

다’라고 하는 to do동사(√kṛ)의 완료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표현은 고대인도아리안에서 자주 보이지만 중기인도아리안으

9) Coulson (1992) p. 79: asti ca asmākam anyat api mitram. tava

putrāṇāṃ dhanaṃ na bhavati.

10) BAU I 4 4: sā ha iyam īkṣāṃ cakre: kathaṃ nu mā ātmāna eva

janayitvā sambhavati. hanta tiras asāni 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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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는데, 빨리어에서 주로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11)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hū): ‘실로 무엇이

없어야 늙음과 죽음이 없을 것인가?’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라는 문장은

소유격 ㅣ인칭 mayham이 빨리어에서 √bhū의 또 다른 형태인

√hū의 반과거(aorist)로 함께 쓰여 to have의 의미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졌

다’이기 보다는 ‘생각했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즉, √as와 √bhū는 서술용법 이외에 존재용법, 소유용법 등으

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 산스끄리뜨 문장에서 eva의 의미

그렇다면 다르마끼르띠(Dharmakīrti)에 의해서 eva라는 산스끄

리뜨어의 불변화사(particle)와 이 불변화사의 위치를 통해서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었던 문장은 어떤 것인가? 그는 자신의 쁘라

마나와릇띠까(Pramāṇavārttika)에서 다음의 세가지 예문을 들고

있다:12)

11) SN II p. 10: tassa mayham bikkhave etad ahosi: kimhi nu kno asati

jarāmaraṇaṃ no hoti...ti.

12) PV IV V 192: Caitro dhanurdharaḥ, Pārtho dhanurdharo, nīlaṃ

saroj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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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이뜨라는 궁수이다. 빠르타는 궁수이다. 연꽃은 푸르다.

각각의 예문은 √as와 √bhū와 같은 to be가 생략된 형태로 피

한정어와 한정어 가 동일하다는 서술적인 용법의 전형적인 형태

를 취하고 있다. 브리하드아란야까 우빠니샤드에서는 이러한 서술

적인 용법의 문장은 주로 불변화사 vai 또는 eva와 함께 비유적인

구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러한 문장의 경우 A와 B 모두를 주

격어미로 처리하는 산스끄리뜨어의 특징 때문에 사실상 어느 쪽

이 피한정어이고 어느 쪽이 한정어인지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물론 의미적으로 그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

데, 앞에서 인용되었던 ‘내가 바로 브라만이다(√as)’13)의 경우 1

인칭 주격 aham을 통해서 이것이 피한정어이고 브라만이 한정어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요소들이 A와 B로

서 비유적인 구문에서 서술적으로 사용된 경우 양자 중에서 어느

쪽이 피한정어이고 어느 쪽이 한정어인지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

다. 다시 말해서 산스끄리뜨에서 to be 동사에 해당되는 √as와

√bhū에는 이렇게 한정어와 피한정어를 규정해 주는 능력이 결여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산스끄리뜨어에는 이러한 서술적인 용법의 문장에서 어

느 쪽이 피한정어이고 어느 쪽이 한정어인지를 알려주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vai나 eva와 같은

불변화사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장이 ‘A vai B’의 형태를 취

했을 때, ‘B는 실로 A이다’와 같은 형식으로 번역하면서 B를 피한

정어로 A를 한정어로 보고, ‘A eva B’의 형태를 취했을 때, ‘A는

실로 B이다’와 같은 형식으로 번역하면서 A를 피한정어로 B를

한정어로 본다. 즉 어느 쪽이 한정어이고 어느 쪽이 피한정어인지

규정해 주는 능력은 to be 동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vai와 eva라

13) aham brahma a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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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변화사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다음의 도표로 정리될

수 있다.

A + B. = B is A. or A is B.

A vai B. = B is really A.
A eva B. = A is indeed B.

고대 인도의 사제 계급에 해당되는 브라만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리그웨다를 암송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제관

을 호뜨리(hotṛ)라고 한다. 이 호뜨리는 브리하드아란야까 우빠니

샤드의 유명한 학자 야즈냐왈캬(Yājñavalkya)에 의해 언어에 비

유되어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14)

제사에서 호뜨리(hotṛ)는 실로 언어이다. 따라서 이 언어인 것 그것

이 여기에서 불이요, 그것이 호뜨리(hotṛ) 이다. 여기에 해탈이 있고

여기에 완전한 해탈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변화사 vai를 통해 리그웨다의 제관 호뜨리

(hotṛ)가 피한정어로서 한정어 언어(vāc)에 의해 비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eva는 정 반대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부인

이 있어서 자식을 낳을 수 있고 제물이 있어서 제사를 지낼 수 있

는 사람을 브리하드아란야까 우빠니샤드는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

로 설명하고 있다:15)

그의 정신은 실로 자아(ātman)이다. 언어는 부인이다. 호흡은 자식

14) BAU III 1 3: vāg vai vajñasya hotā. tad ye ayaṃ vāk, so 'yam agniḥ,

so hotā. sā muktiḥ, sā atimuktiḥ.

15) BAU IV 1 17: mana eva asya ātmā. vāg jāyā, prāṇaḥ prajā, cakṣur

mānuṣaṃ vittam, cakṣuṣā hi tad vindate, śrotraṃ daivam, śrotreṇna hi

tac chṛṇoti. ātmā eva asya karma, ātmanā hi karma karo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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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시각은 인간들의 제물이다. 왜냐하면 시각을 통해서 그것이 보

이기 때문이다. 청각은 신적인 [제물]이다. 왜냐하면 청각을 통해서 그

것을 들리기 때문이다. 그의 몸통(ātman)은 실로 제사이다. 왜냐하면

몸통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이다.

첫 문장과 끝 문장의 경우에 있어서만 불변화사 eva를 통해 피

한정어와 한정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중간 부분에서는

생략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eva를 통해서 정신, 언어, 호흡,

시각, 청각 그리고 몸통(ātman)이 피한정어로서 각각 자아(ātma

n), 부인, 자식, 인간들의 제물, 신적인 제물 그리고 제사라는 한정

어에 의해 비유적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좀더 복잡한 형태의 비유에서는 불변화사 vai와 eva 양자 모두

가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 불을 통해서 인간의 윤회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남자는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설명 된다:16)

가우따마여, 불은 실로 남자이다. 그 벌어진 입은 실로 연료이다. 연

기는 호흡이다. 불꽃은 언어이다. 숯은 시각이다. 스파크는 귀다.

우리는 불변화사 vai와 eva를 통해 첫 문장에서 피한정어는 불

이고 한정어가 남자임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문장에서 피한정어

가 그 벌어진 입이며 한정어가 연료임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인도 문법학자들은 이러한 용법으로 사용된 불변화사

vai와 eva를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 즉 manifestor (dyota

ka)로 보고 있다17). 따라서 우리는 산스끄리뜨에서 √as와 √bhū

라는 to be 동사만으로는 문장에서 피한정어와 한정어의 관계가

명확히 되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vai와 eva라는 불변화사가 적극

적으로 사용되어 이러한 불확실성이 보안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6) BAU IV 2 12: puruṣo vai agniḥ gautama. tasya vyāttam eva samit.

prāṇo dhūmaḥ, vāg arciḥ, cakṣur aṅgārāḥ śrotraṃ visphuliṅgāḥ.

17) Ganeri (1999)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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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르마끼르띠에 있어서 eva의 의미

다르마끼르띠(Dharmakīrti)는 쁘라마나와릇띠까(Pramāṇavārtti

ka)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문장을 불변화사 eva의 위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18)

짜이뜨라는 실로 궁수이다. 빠르타 만이 궁수이다. 연꽃은 푸르기도

또한 하다.

그는 불변화사 없는 문장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으로

부터 각각의 문장에서 생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불변화사 eva를

살려내고 있다. 특히 마지막의 경우 거의 생략 되었던 to be 동사

까지를 살려내고, 그 용어를 뒤에서 eva로 수식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eva의 역할을 배재(vyavacheda)로 정의하면서 각각을

연결되지 않는 것의 배재(ayogavyavaccheda), 다른 것과의 연결

의 배재(anyayogavyavaccheda), 그리고 절대 연결되지 않는 것의

배재(atyantāyogavyavaccheda)로 정의한다.19) 이들은 다음과 같

이 정리될 수 있다.

A B eva (bhavati).
A eva B (bhavati).
A B bhavati eva.

다르마끼르띠는 문법학자들과 달리 불변화사 eva를 문장의 의

18) Caitro dhanurdhara eva, Pārtha eva dhanurdharo, nīlaṃ sarojaṃ

bhavaty eva.

19) PV IV V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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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 즉 designator

(vācaka)로 본다. 이것은 불변화사 eva의 또 다른 용법으로 ‘just,

exactly, only, alone, also’ 등의 의미를 통해 어떤 용어를 강조해

줄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eva는 강조하려는 용어의 뒤에 위치

하게 된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 [세계]는 최초에 브라만 오직 하나뿐이

었다(√as).’20)라는 문장에서 ‘오직 하나 뿐’은 마지막의 ekam eva

를 번역한 것으로 하나라는 용어 eka를 eva가 뒤에서 수식해서

강조하고 있는 형태가 된다. 사실상 이러한 용법은 명사와 불변화

사 사이의 관계로서 산스끄리뜨어의 다양한 문장들에서 자유자재

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용법은 to be 동사의 서술적

용법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르마끼르띠는 eva를 문장의 의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독립

적인 역할을 하는 것, 즉 designator (vācaka)로 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문법학자들에 의해서 문장의 의

미를 명확히 하는 것, 즉 manifestor (dyotaka)의 기능에 위의 강

조 용법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다음의 세가지 예문

을 통해 각각의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aitro dhanurdhara eva.
Pārtha eva dhanurdharo.
nīlaṃ sarojaṃ bhavaty eva.

첫 문장의 경우, eva가 없는 ‘짜이뜨라는 궁수이다(Caitro dhan

urdhara)’와 eva가 있는 ‘짜이뜨라는 실로 궁수이다(Caitro dhanur

dhara eva)’라는 문장의 차이를 다르마끼르띠는 연결되지 않는 것

의 배재(ayoga-vyavaccheda)로서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eva를 통

해서 짜이뜨라가 피한정어이고 궁수가 한정어 임이 드러날 뿐만

20) brahma vā idam agra āsīt ekam 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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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eva가 궁수라는 용어를 강조하여 짜이뜨라는 궁수이면서

그가 이 궁수라는 것과 절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재하는

기능을 또한 가진다고 본다. 즉 짜이뜨라 만이 궁수는 아니지만

그는 적어도 궁수들 중의 한명이란 뜻이 됨으로, 주어의 외연이

술어의 외연보다 적은 全稱肯定命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21)

두 번째 문장의 경우, eva가 없는 ‘빠르타는 궁수이다(Pārtha d

hanurdharo)’와 eva가 있는 ‘빠르타 만이 궁수이다(Pārtha eva dh

anurdharo)’라는 문장의 차이를 다르마끼르띠는 다른 것과의 연결

의 배재(anyayoga-vyavaccheda)로서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eva

를 통해 빠르타가 피한정어이고 궁수가 한정어 임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eva가 빠르타라는 용어를 강조하여 빠르타는 궁수 이면서

궁수라는 것이 빠르타 이외의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을 배재하

는 기능을 또한 가진다고 본다. 즉, 빠르타는 궁수의 한 사람일 뿐

만 아니라 그 만한 궁수가 달리 없다는 뜻으로, 오직 빠르타만이

최고의 궁수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양자가 同延일때 전칭긍정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22)

마지막 문장의 경우 eva가 없는 ‘연꽃은 푸르다(nīlaṃ saroja

ṃ)’와 eva가 있는 ‘연꽃은 푸르기도 또한 하다(nīlaṃ sarojaṃ bha

vaty eva)’라는 문장의 차이를 다르마끼르띠는 절대 연결되지 않

는 것의 배재(atyantāyogavyavaccheda)로서 설명한다. 여기에서

eva는 한정어와 피한정어를 규정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생략되

었던 √bhū를 강조하는 역할 만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어와 피

한정어가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내용적으로

보면 형용사가 일반적으로 피한정어가 되고 명사가 한정어가 된

다. 이때 양자 즉 연꽃과 푸른색은 √bhū 동사를 통해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eva를 통해 이들의 연결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과 전면적으로 긍정되는 것을 배재한다고 설명한다. 즉, 연꽃이

푸른색으로 대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푸른색 연꽃도 있다

21) 나가사키 (1989) p. 347.

22) 나가사키 (1989) p.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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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뜻으로 일종의 특수긍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23)

사실상 다르마끼르띠는 이러한 해석을 통해 to be동사의 서술

용법을 통해 쓰인 여러 명제들의 논리적인 정량화를 시도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eva가 서구 논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나

타나는 한정사(determiner)인 모든(all)이나 어떤(some)과 같은 역

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빠르타 만이 궁수이다’라는 문

장은 ‘모든(all) 빠르따는 궁수이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빠르타는

궁수가 결코 아니다(no)’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IV. 다르마끼르띠의 trairūpya

그렇다면 다르마끼르띠(Dharmakīrti)는 긍정명제에 대한 이러

한 정량화를 통해 어떤 일을 하려 했을까?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

만 그는 이것을 논리적인 원인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 세 가지 조

건 (trairūpya)에 적용하고 있다. 생략되어있는 주어 원인(hatu)를

살려내어 각각의 문장을 복원하면 다음과 같다:24)

1. anumeye [hetor] sattvam eva.
2. hetor sattvaṃ sapakṣa eva.
3. hetor a-sattvam eva asapakṣe.

1. 추리의 대상에 실로 [원인의] 있음이 있다.

2. 원인의 있음은 실로 유사한 것(sapakṣa)에 있다.

3. 원인이 없음 만이 유사하지 않은 것(asapakṣa)에 있다.

23) 나가사키 (1989) p. 347.

24) 1. anumeye [hetor] sattvam eva. 2. hetor sattvaṃ sapakṣa eva. 3.

hetor asattvam eva asapakṣ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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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가지 조건들은 eva의 위치에 따라서 각각 연결되지 않는

것의 배재(ayogavyavaccheda), 연결되지 않는 것의 배재(ayogavy

avaccheda), 그리고 다른 것과의 연결의 배재(anyayogavyavacche

da)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조건들을

다르마끼르띠의 개념을 이용하여 다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된

다.

1. 추리의 대상에 원인이 있어야하며, 추리의 대상에 이 원인이 없

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한다.

2. 원인의 있음은 유사한 것에서 보여야 하며, 원인의 있음이 유사

한 것에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한다.

3. 원인의 없음은 유사하지 않은 것에서 보여서는 안 되며, 원인의

없음이 유사하지 않은 것 이외 다른 것과 연결되는 가능성을 배재한

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적인 원인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trairūpya)은 실제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인도논리학에서 가

장 흔히 이야기되는 것으로 ‘저 산이 불에 타고 있다. 왜냐하면 산

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서

원인은 연기가 되고, 연기를 통해 추리하는 대상은 불이 된다. 따

라서 연기와 불 사이의 관계에서 연기가 논리적인 원인으로서 성

립될 수 있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조건(trairūpya)을 모두 충족

시켜야 올바른 추론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된다.

첫째, 추리의 대상인 불에 원인인 연기가 있어야 하며, 불에 연

기가 없을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야 한다. 즉, 불이 항상 연기를 수

반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된다.

둘째, 원인인 연기의 있음이 불이 있는 다른 곳에서 보여야 하

며, 연기의 있음이 불이 있는 다른 곳에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산 뒤편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통

해 불이 있음을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이 있는 유사한 조건에

서 항상 연기가 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향로라든지 아궁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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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사한 조건에서 반듯이 연기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 두 번

째 조건이 된다.

셋째, 원인인 연기의 없음 불이 없는 곳에서 보여서는 안 되며,

연기의 없음이 불이 없는 다른 곳에서 보일 가능성이 완전히 없

어야 한다. 따라서 불이 없는 물 위와 같은 곳에서 절대로 연기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조건이 된다.

서양 논리학과는 다르지만 이렇게 일정 정도의 논리적 정량화

가 이루어지면서 인도철학의 인식논리학은 급격히 오류론으로 흐

르게 된다. 불교학자들은 이러한 세가지 조건을 활용하여 힌두 사

상가들이 자아(ātman)와 같은 형이상학적 존재를 가정하고 가언

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재기하게 된다. 물론 이

러한 경향은 다르마끼르띠 이전 디그나가(Dignāga)에서 시작되었

지만 다르마끼르띠에 이르러 그 절정에 왔음을 부인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결어

다르마끼르띠가 논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trair

ūpya)을 이와 같이 확립할 수 있게 된 배경에 어떤 산스끄리뜨의

언어적 특징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 동일하게 유사한 언어를 사

용한 그리스의 경우 오래 전부터 논리학을 발전시켜온 것에 대해

서 인도의 경우 논리학이 뒤늦게 생겨나게 된 것에는 어떤 원인

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

브리하드아란야까 우빠니샤드(Bṛhadāraṇyaka Upaniṣad)에 나

타난 고대인도어의 예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산스끄리뜨의 √as

와 √bhū는 주로 다양한 비유적인 문장들에서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as와 √bhū에는 한정어와 피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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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변화

사 vai와 eva 등과 같은 manifestor(dyotaka)를 통해서 이들의 관

계가 명확해지게 된다.

비유적인 구문에서는 서구 논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한

정사(determiner)인 모든(all)이나 어떤(some)과 같은 용어는 필요

가 없다. 비유에서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그럴 듯 한 예를 하난

들어 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 피한

정어이고 어느 쪽이 한정어인가 하는 점은 분명히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eva라는 불변화사가 √as와 √bhū가 서술적 용법으로 사

용된 문장에서 가지는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한정어와

피한정어 사이의 외연과 내포 관계가 비유적인 문장에서 결코 중

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고대인도어에도 sarva

와 같은 ‘모든’에 해당되는 형용사들이 있다. 하지만 √as와 √bhū

가 사용된 서술적 구문의 경우, 이미 vai 또는 eva와 같은 불변화

사가 주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즉 산스끄리뜨의 √as와 √bhū가 자체적으로 한정어와 피한정

어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이 인도에

서 논리학의 발전을 느리게 한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

고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어의 경우 to be 동사 자체에

한정어와 피한정어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능력이 있다는 점 또한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인도에서 기원후 3~4세기 경부터 논리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

기 시작하면서 어떤 논리량의 정량화에 대한 요구들이 생겨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정량화는 디그나가와 다르마끼르띠

에 의해 주로 비유적인 구문에서 피한정어 및 한정어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된 불변화사 vai와 eva를 통해 어느 정도 완성되

게 된다. 그는 √as나 √bhū가 생략된 nominal sentence에 당연이

불변화사가 생략되어 있을 것이란 전재 하에서 불변화사 eva의

의미를 기존의 manifestor(dyotaka)에서 designator(vācaka)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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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이를 통해 논리적 정량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르마끼그띠는 산스끄리뜨어의 to be 동사에 규정하는 기능이

결여된 언어적인 한계 속에서, 이러한 규정기능을 도와주는 불변

화사를 적극 활용하여 인식논리학에서 논리량의 정량화를 시도했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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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phor and Logic in the Sanskrit Language

Soonil Hwang

(Dongguk University)

It is said that, despite the linguistic similarities between

Sanskrit and the early Greek language, Indian logic was

developed quite lately in a quite different direction. Apart

from geographical, cultural and theological differences, could

there be any 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both languages?

This paper deals with this question in terms of the diverse

ways of using √as and √bhū which are the Sanskrit

equivalent of the English to be.

The first chapter deals with the early usages of √as

and √bhū from one of the oldest Upaniṣads, the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From the detailed analysis, the

metaphorical statements were usually constructed by the

nominal sentence in which both the subject and the

predicate has the nominative case while the verb, √as or √

bhū, omitted. Here, indeed, uncertainties arose how could we

know the qualifier and the qualificand in the nominal

sentence. Within the Sanskrit language, the particle, eva and

vai, is mainly used to designate which one is the subject

and which one is the object.

Later in the six century, Dharmakīrti, one of the famous

Buddhist logicians, paid attention to the use of eva in the

affirmation sentence, usually seen in a form of the nominal

sentence in the Buddhist logic. He changed the meaning and

role of this particle from the manifestor (dyotaka)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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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or (vācaka). He then applied this new role and

meaning of eva in his rairūpya formula through which we

determine whether the logical conclusion from a certain

cause is correct or not.

What Dharmakīrti did through this new meaning and

role of the particle eva seems to be a kind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which had long been missing in the

Indian logic. Indeed, einai, the Greek equivalent of the

English to be, seems to have an ability to designate which

is the qualifier and which is the qualificand. By contrast,

there is no such ability in√as and √bhū, the Sanskrit

equivalent of the English to be. In my opinion, this could be

one of the reasons why the Indian logic has developed quite

lately in a different direction.

Key words : Sanskrit, metaphor, logic, nominal sentence,

Dharmakīrt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