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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마끼르띠와 화이트헤드 사상의 

실  존재(vastu, actual entity)의 찰나멸을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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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마끼르띠(法稱,600-660)는 7세기 인도의 불교사상가이다. 화이

트헤드(白頭,1861-1947)는 20세기 국의 과정철학자이다. 이 논문은 

다르마끼르띠의 vastu와 화이트헤드의 actual entity를 비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르마끼르띠의 vastu는 화이트헤드의 actual entity에 상

당한다. vastu와 actual entity는 이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  사물이다. 

vastu와 actual entity를 넘어 보다 더 실재 인 존재를 발견할 수 없

다. 다르마끼르띠와 화이트헤드는, vastu와 actual entity의 본질은 ‘변

화’가 아니라 ‘찰나멸’이라 주장한다.

Ⅰ. 무상한 존재

‘모든 것은 무상이다’는 불교 특유의 가르침이 아니다. 생성의 

철학자 헤라클 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all things flow)고 

하 고, 난세의 철학자 莊子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物化)1)라고 

하 으며, 유가의 최고 경 인 周易은 아  모든 것의 ‘변화’(易)가 

주테마가 될 정도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무상이다’는 것은, ‘체계

* 권서용 : 부산 학교 철학과.

1) 오강남 역(1999)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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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지 못한 채 가까스로 분석된 인간의 직 이 낳은 최 의 막

연한 일반화’2)이다. 

인간의 직 이 낳은 최 의 막연한 일반화인 무상을 설명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무상한 존재를 넘어 항상한 실

체(permanent substance)를 상정하고서 설명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무상한 존재의 근 에 항상한 실체를 상정하지 않고서 설

명하는 방식이다. 자의 설명방식이 제하는 것은 실체-속성(su

bstance-quality)의 사유도식이자 아론(我論, tman v da)이며, 후

자의 설명방식이 제하는 것은 비실체(non substance)의 사유도

식이자 무아론(無我論,an tman v da)이다. 

 아론의 에서 ‘모든 것은 무상이다’라는 명제를 해석할 때, 

주어인 ‘모든 것’에서 양화사인 ‘모든’ 속에 포함되는 것은 상세

계뿐이며 본체세계는 제외된다. 왜냐하면 이 상세계만이 무상하

며 본체세계는 항상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가령, 상키야철학에 

의하면 이 상세계는 근원  존재인 쁘라끄리띠의 변이며, 니

야야·바이세시카학 에 의하면 이 상세계는 근원  존재인 6범

주들의 집 이다. 그 지만 근원  존재인 쁘라끄리띠나 6범주들

은 항상성을 본질로 하는 것이다. 

반면 무아론의 에서 ‘모든 것은 무상이다’라는 명제를 해석

할 때, 주어인 ‘모든 것’에서 양화사인 ‘모든’ 속에 포함되는 것은 

상세계뿐만 아니라 본체세계이다. 왜냐하면 상세계뿐만 아니

라 본체세계도 무상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3)

7세기 연기(緣起)의 철학자인 다르마끼띠(Dharmak rti, 法稱, 60

0-660)와 20세기 과정(process)의 철학자인 화이트헤드(Whitehea

d, 白頭, 1861-1947)는 ‘모든 것은 무상이다’라는 명제를 ‘실체-속

성의 사유도식’이 아니라 ‘비실체의 사유도식’으로 설명한다는 

2) 화이트헤드(1991) p. 382.

3) 그러나 부 불교의 여러 학 에서는 상세계 머에 불변의 실체를 

상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불교가 상세계를 넘어 본체세계의 

무상(찰나멸)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르마끼르띠와 화이트헤드 사상의  ∙ 1 8 1

에서 동일하게 무아론을 견지한다. 다르마끼르띠와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주어세계의 외연을 의미하는 양화사 ‘모든’은 상세계뿐

만 아니라 본체세계를 포함하는 것이며 한 술어세계의 무상이 

한정하는 것은 상세계뿐만 아니라 상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  존재이다. 이 상세계의 근 에 있는 근원  존재를 다르

마끼르띠는 vastu( 실  존재), 화이트헤드는 actual entity( 실

 존재)라 부른다. 

Ⅱ. 다르마끼르띠의 실  존재(vastu)의 찰나멸

다르마끼르띠는 그의 주  쁘라마나바르띠까(Pram ṇavarttika, 
量評釋)에서 인식수단에는 지각(現量)과 추리(比量) 2종류가 있음

을 주장한다. 왜 인식수단은 2종류뿐인가? 그 이유는 인식 상이 

2종류뿐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올바른) 인식수단은 2종류뿐이다. 왜냐하면 인식 상이 2종류뿐이

기 때문이다.4) 

그는 2종류의 상을 배 율에 의해서 네 가지로 나 다. 첫째 

상은 인과  효과성의 능력이 있든가 혹은 능력이 없든가5), 둘

째 유사한 존재이든가 혹은 유사하지 않은 존재이든가, 셋째 언어

의 상이든가 혹은 그 상이 아니든가, 넷째 다른 원인(작의 

등)이 있을 때 그것이 없어도 그것에 한 인식이 있든가 혹은 그

것이 없이는 그것에 한 인식이 없든가 등이다.6) 이어 그는 이 

4) m naṃ dvividhaṃ meya-dvaividhy t/ (PVⅢ.1a)

5) śaktyaśaktitaḥ/ (PVⅢ.b) 

6) sadṛśa-asadṛśatv c ca viṣaya-aviṣayatvataḥ/ śabdas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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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상 가운데 인과성 효과성의 능력의 유무에 해서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 인과  효과성의 능력이 있는 것은 승의  존재이며 다른 

것은 세속  존재이다. 양자는 ( 자가) 독자상, (후자가) 공통상이라 

불린다.7) 

의 게송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인과  효과성의 능력이 있는 것=독자상=승의  존재

인과  효과성의 능력이 없는 것=공통상=세속  존재 

그런데 다르마끼르띠에 의하면 지각의 상은 독자상이며, 추

리의 상은 공통상이다. 이것을 의 내용과 결합시켜 다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지각→인과  효과성의 능력이 있는 것=독자상=승의  존재

추리→인과  효과성의 능력이 없는 것=공통상=세속  존재

지각은 상에 한 직  인식이며, 추리는 상에 한 간

 인식이다. 직  인식이란 언어나 분별의 개입 없이 상을 

인식하는 것이며, 간  인식이란 언어나 분별을 매개로 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게 언어나 분별  사고의 매개 없이 직

으로 인식하는 상만이 승의  존재이며 언어나 분별  사고를 

매개로 인식하는 상은 세속  존재이다. 여기서 세속  존재는 

상세계의 존재이며, 승의  존재는 본체세계의 존재이다. 

그 다면 승의  존재란 어떠한 존재인가? 이에 해 다르마끼

르띠는 그의 서니야야빈두(Ny yabindu,正理一滴論)에서 다음

anya-nimitt n ṃ bh ve dh ḥ sad-asattvataḥ (PVⅢ.2)

7) arthakriy samarthaṃ yat tad atra param rthasat/ anyat saṃvṛtisat 

proktaṃ te sva-s m nya-lakṣaṇe// (PVⅢ.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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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간명하게 정의한다. 

그 (독자상)만이 승의  존재이다.8)

인과  효과성의 능력을 본질로 하는 것이 실  존재이기 때문이다.9)

공통상은 다르다.10)

왜 독자상만이 승의  존재인가? 그것은 승의  존재만이 인과

 효과성의 능력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오직 그것만이 실 (a

ctual)으로 존재(entity)하는 실  존재(vastu,actual entity)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각의 상만이 승의  존재이며 이 승의  존

재는 인과  효과성의 능력이 있는 실  존재인 반면 추리의 

상은 세속  존재이며 이 세속  존재는 인과  효과성의 능력

이 없는 비 실  존재라 할 수 있다. 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정리1]

상세계 : 세속  존재=비 실  존재

본체세계 : 승의  존재= 실  존재

이 실  존재는 언어나 개념  사고에 의해서 악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각에 의해 직 으로 악되는 존재이다. 따라

서 궁극 으로 존재하는 것은 실  존재이다. 반면 언어나 개념

 사고에 의해서 악되는 것은 개념 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

것은 허구  존재이다. 따라서 세속  존재는 실 으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닌 개념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상을 근거로 ‘모든 것은 무상이다’라는 명제에서 주어세계인 

‘모든 것’은 세속  존재와 승의  존재로 나  수 있을 것이다. 

8) tadeva param rthasat/ (NBⅠ.14)

9) arthakriy s marthyalakṣaṇatv dvastunaḥ/ (NBⅠ.15) 

10) anyats m nyalakṣaṇam/ (NB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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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결국 세속  존재 아니면 승의  존재 그 

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르마끼르띠에 의하면 세

속  존재는 개념  허구이며 승의  존재만이 실 으로 존재

한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리2]

 

모든 것

상세계 : 세속  존재 ··· 비 실  존재

본체세계 : 승의  존재 ··· 실  존재

다르마끼르띠뿐만 아니라 일반 으로 불교에서는 세속  존재

의 차원에서 ‘모든 것은 무상이다’라는 명제는 ‘모든 것’은 허구이

며 허상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차원에서는 무상은 허구이며 

허상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러나 승의  차원에서 ‘모든 것은 

무상이다’라는 명제는 ‘모든 것은 실 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이

다. 따라서 이 차원에서는 ‘무상’은 ‘ 실  존재’로 해석되는 것이

다. 

그 다면 실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실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인가? 다르마끼르띠는 쁘
라마나바르띠까 제3장 ｢지각｣에서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발

언을 한다.

(만약 당신은 공통상을 실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실 으로 존

재하는 공통상은) 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순간 ) 찰나멸은 실

 존재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이다.11) 

의 게송은 공통상을 실  존재라고 주장하는 반론자에 

해서 다르마끼르띠가 논 한 것이다. 찰나멸은 실  존재에서만 

11) vastu-satt -anubandhitv d vin śasya na nityat // (PVⅢ.4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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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실  존재의 본질은 찰나멸이라

는 것이다. 이것은 쁘라마나바르띠까 제2장 ｢서론｣에서 보다 명

시 으로 표 되어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무릇 어떠한 것이든 생성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은 모두 소멸하

는 성질을 갖는 것이다.12) 

여기서 ‘무릇 어떠한 것이든 생성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은 

실  존재이며 ‘소멸하는 성질’은 찰나멸이다. 따라서 의 명제

는 

실  존재는 모두 찰나멸을 본질로 하는 것이다.

라고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을 근거로 ‘모든 것은 무상

이다’라는 명제에서 술어세계인 ‘무상’은 세속  차원에서는 허구

이며 허상이지만 승의  차원에서는 실  존재이며 찰나멸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리3]

 

무상

상세계 : 세속  존재···허구·허상

본체세계 : 승의  존재···찰나멸

[정리2]와 [정리3]을 통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리4]

 

12) yat kiṃcid udaya- tmakam/ nirodha-dharmakaṃ sarvaṃ tad ity d v 

anekadh // (PVⅡ.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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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
상세계 : 세속  존재 ··· 공통상·허구  존재·

       허상  존재·비 실  존재

본체세계 : 승의  존재 ··· 독자상· 실  존재

 

상세계 : 세속  존재···허구·허상·비 실성

무상

본체세계 : 승의  존재···찰나멸

‘모든 것은 무상이다’라는 인간의 직 이 낳은 막연한 일반화인 

무상을, 다르마끼르띠는 세속  존재의 차원에서는 허구·허상·비

존재로 해석하고 승의  존재의 차원에서는 찰나멸로 해석한다. 

그런데 실  존재가 승의  차원의 근원  존재라면 그 소멸의 

원인은 그 자신 속에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실  존재의 소멸

의 원인이 다른 것에 있다면 소멸하는 실  존재는 근원  존

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해 다르마끼르띠는 다음과 같

이 기술한다. 

소멸(=찰나멸)은 그 자체 존재의 본질에서부터 생겨난다. 원인이 없

기 때문이다. 소멸하면서 존재하는 것은 그 소멸이라는 본질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다름 아닌 그 자신의 내부에 있는 

원인으로부터 소멸하는 성질을 가지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이든 만들어진 것은 본질에 의해 소멸하여야 하는 것이

다.13) 

‘소멸(찰나멸)은 그 자체 존재의 본질에서부터 생겨난다. 원인

이 없기 때문이다. 소멸하면서 존재하는 것은 그 소멸이라는 본질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언명은 요한 의

미를 띤다. 만약 어떤 존재가 소멸한다면 그 존재를 소멸하게 하

는 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다면 그 원인의 존재방식은 그 

존재 안에 있든가 아니면 밖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존재

13) 赤松明彦(1989)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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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멸의 원인이 밖에 있다면 그 존재는 근원  존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존재의 소멸의 원인이 그 존재 자체 내에 있어야 

한다. 

Ⅲ. 화이트헤드의 실  존재(actual entity)의 찰나멸

화이트헤드는 그의 주  과정과 실재에서 우리의 모든 경험

을 정합 으로 설명하기 해 4조의 범주 즉 ①궁극자의 범주(3), 

② 존의 범주(8), ③설명의 범주(27), ④범주  제약(9) 등 총 37

의 범주를 제시한다. 실  존재는 존의 범주에 속한다. 화이

트헤드는 설명의 범주에서 다음과 같은 요한 원리를 제시한다. 

실세계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과정은 실  존재의 생성이라

는 것. 따라서 실  존재는 피조물이며, 실  계기라고도 불린

다.14) 

에서 ‘ 실세계는 과정’이라는 기술과 ‘과정은 실  존재의 

생성’이라는 기술은 두 개의 세계에 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에 한 망의 차이에 한 기술이다. ‘세계는 과정이며 과

정은 실  존재의 생성’은 보다 단순하게 말하면 과정이 곧 실

재이며 실재가 곧 과정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화이트헤드는 과

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과정에는 두 종류, 즉 거시  과정과 미시  과정이 있다. 거시  

과정은 성취된 실태로부터 성취 에 있는 실태에로의 이행인 반

면 미시  과정은 단순히 실재 일 뿐인 조건들을 결정 인 실태로 

14) 화이트헤드(1991)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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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시키는 것이다(다시 말해 이것은 합생이다).15)

거시  과정이란 성취된 실  존재로부터 성취 인 실  

존재에로의 이행을 의미하며,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집·나무·꽃

과 같은 실  존재의 집합인 결합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의미한

다. 한편 미시  과정이란 하나의 실  존재의 생성과정인 합생

을 의미하며, 이것은 거시  과정의 근 에 있는 하나의 실  

존재의 생성과정을 의미한다.

 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두 종류의 과정이 있다고 해서 두 

종류의 과정 내지 세계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

은 ‘하나의 과정에 속한 종’이며, 하나의 과정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이한 두 망으로부터 상이한 두 맥락에서 논의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모든 것은 무

상이다’라는 명제에서 주어세계인 ‘모든 것’은 거시  과정으로서

의 존재(결합체, 이행)와 미시  과정으로서의 존재( 실  존재, 

합생)로 나 고 있다.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리5]

상세계 : 거시  과정= 실  존재의 집합=결합체=이행

모든 것

본체세계 : 미시  과정= 실  존재=합생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실  존재가 두 가지 원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수의 존재들로부터 하나의 실태가 생성되는 실재 인 합생에 

있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모든 실  존재와 비 실  존

재가 지니고 있는 하나의 일반 인 형이상학  성격이며, 그 우주에 

15) 화이트헤드(1991) p.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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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모든 항목은 각 합생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있는 것의 본성에는 모든 생성을 한 가능성이 속해 있다는 것, 이것

은 상 성의 원리이다.16) 

‘ 실  존재가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가’라는 것이 그 ‘ 실  존재

가 어떤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 따라서 실  존재에 한 두 가지 

기술은 서로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다. 실  존재의 있음은 그 생성

에 의해 구성된다. 이것은 과정의 원리이다.17) 

‘있는 것의 본성에는 모든 생성을 한 가능성이 속해 있다’는 

‘상 성의 원리’는, 실  존재는 고립무원의  존재가 아니

라 타자와의 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 실  

존재의 있음은 그 생성에 의해 구성된다’는 ‘과정의 원리’는, 실

 존재는 ‘자기동일성’을 본질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차이성

을 본질로 하는 유동하는 과정 에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그런

데 이러한 원리들은 실  존재의 생성과 실  존재들 간의 

계에 한 진술일 뿐 실  존재 그 자체에 한 기술은 아니

다. 화이트헤드는 과정과 실재에서 실  존재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실  존재- 실  계기라고도 불린다-는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

인 실재  사물이다.18)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실  존재는 궁극  실재(final realitie

s) 혹은 진정한 사물(res verae)이다. 이 세계는 실  존재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 실  존재는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 인 실재

 사물’이다. 세계는 이 실  존재들로 충만되어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나무·집 등은 실  존재들의 집합이다. 이러한 

16) 화이트헤드(1991) p. 80.

17) 화이트헤드(1991) p. 81.

18) 화이트헤드(1991)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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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존재들의 집합을 화이트헤드는 결합체(Nexūs) 혹은 공

인 사태(Public matters of fact)라 부른다. 

그 다면 궁극 인 실재  사물인 실  존재는 어떠한 방식

으로 존재하는가? 화이트헤드는 과정과 실재에서 다음과 같은 

요한 발언을 한다. 

실  존재는 소멸(찰나멸)하지만 변화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언제

나 그것 자체일 뿐이다.19) 

 

화이트헤드는 세계를 실  존재의 생성이라는 미시  과정과 

하나의 실  존재에서 다른 실  존재에로의 이행이라는 거

시  과정으로 나 다. 미시  과정을 구성하는 단 는 실  존

재이며 한 일상 경험에서 만나게 되는 거시 세계  존재-사람, 

나무, 집-는 결합체 내지 사회라 불리는 실  존재들의 집합체

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무상이다’라는 명제를 화이트헤드식으로 

풀어내면 무상이라는 술어로 한정되는 주어세계 ‘모든 것’은, 거시

 과정과 미시  과정으로 나 어지며, 그 주어세계의 존재방식

은 거시  과정에서는 변화하며, 미시  과정에서는 찰나멸한다. 

다시 말하면 화이트헤드는 무상을 거시  과정에서는 변화로, 미

시  과정에서는 찰나멸로 기술한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리6]

상세계 : 거시  과정=결합체·사회=변화

무상

본체세계 : 미시  과정= 실  존재=찰나멸

이상 [정리5]와 [정리6]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9) 화이트헤드(1991)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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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7]

상세계 : 거시  과정= 실  존재의 집합=결합체=이행

모든 것

본체세계 : 미시  과정= 실  존재=합생

상세계 : 거시  과정=결합체·사회=변화

무상

본체세계 : 미시  과정= 실  존재=찰나멸

찰나멸을 본질로 하는 실  존재를 생성하는 보다 더 근원

인 존재가 있다면 그 실  존재는 궁극 인 근원  존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실  존재가 궁극 인 원

인자임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다 더 실재 인 어떤 것을 발견하기 해 실  존재의 배후로 

나아갈 수 없다. 실  존재들간에는 차이가 있다. 신은 하나의 실

 존재이며,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텅 빈 공간에서의 지극히 하찮

은 한 가닥의 존도 실  존재이다. 그런데 비록 그 요성에서 등

이 있고 그 기능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태가 증하는 여

러 원리에서 볼 때 모든 실  존재들은 동일한 지평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실  존재들은 복잡하고도 상호 의존 인 경험의 방울들

이다.20)

실  존재가 근원 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  존재의 원인

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화이트헤드는 ‘보다 더 실

재 인 어떤 것을 발견하기 해 실  존재의 배후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던 것이다. 

20) 화이트헤드(1991)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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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르마끼르띠와 화이트헤드 사상의 

이상을 근거로 ‘모든 것은 무상이다’라는 명제를 다르마끼르띠

와 화이트헤드 사상에 입각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리8] 

 

모든 것 무상

다르마

끼르띠

상세계 : 세속  존재=공통상 허구·허망·비실재

본체세계 : 승의  존재=독자상= 실  존재 찰나멸

화이트

헤드

상세계 : 거시  과정=결합체(이행) 변화

본체세계 : 미시  과정= 실  존재(합생) 찰나멸

다르마끼르띠와 화이트헤드는 모두 존재의 본질을 ‘있는 것’으

로 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 즉 ‘유동’으로 본다. 유동은 다르

마끼르띠의 용어로 표 하면 연기(緣起)이며, 화이트헤드의 용어

로 표 하면 과정(process)이다. 이런 측면에서 연기와 과정은 동

일한 지평 에 놓여 있는 개념들이다. 

[정리8]에서 보면 다르마끼르띠는 상세계를 세속  존재·공통

상·비 실  존재·추리의 상으로 규정하고 상세계의 존재방

식을 허구·허망·비실재로 규정하며, 본체세계를 승의  존재·독자

상· 실  존재·지각의 상으로 규정하고 본체세계의 존재방식

을 찰나멸로 규정한다. 한편 화이트헤드는 상세계를 거시  존

재·결합체(사회)·이행으로 규정하고 상세계의 존재방식을 변화

로 규정하며, 본체세계를 미시  존재· 실  존재·합생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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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본체세계의 존재방식을 찰나멸로 규정한다. 

여기서 논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르마끼르띠가 승의  

존재= 실  존재의 존재방식이 찰나멸이며, 화이트헤드도 미시

 존재= 실  존재의 존재방식이 찰나멸임을 언명한 것이다. 아

론에 의하면 ‘모든 것은 무상이다’라는 명제에서 무상을 상세계

의 ‘변화’와 본체세계의 ‘불변’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 게 해

석하면 본체와 상 간의 내재 ·정합  계를 설명하는데 치명

인 결함을 낳는다. 가령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세계가 근

원  존재의 (상키야학 )이거나 집 (니야야·바이세시카학

)이라면 그것은 변화해서는 안 되며, 한 상세계의 본질이 

변화라면 그것을 ·집 하게 한 근원  존재도 변화라는 성질

을 담지해야 할 것이다. 이 게 부정합 인 이론체계를 안고 있는 

독단  실재론은 인간정신이 범하기 쉬운 ‘실체의 오류’21)를 범하

기 마련이다. 

화이트헤드는 인간의 정신이 품기 쉬운 념 가운데 하나가 실

21) “물론 실체와 속성은 단순정 와 마찬가지로 인간 정신이 극히 

자연스럽게 품기 쉬운 념이다. 그것은 우리가 사물을 생각할 때의 

사고형식인 동시에 그런 사고형식이 없이는 일상  용도에 직  필요한 

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서 자연을 고찰할 때,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추체 으로 사고하고 있는냐가 문제이다. ···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물과 응하는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사물의 본질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도로 추상화된 것이다. 

··· 이처럼 나는 실체와 속성은  하나의 잘못 놓인 구체성의 오류를 

범한 실례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실체와 속성에 한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지를 고찰해 보자. 우리는 한 상을 일정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며, 그 에 각 개별 인 것은 그 특성을 통해서 이해된다. 

가령, 어떤 물체를 찰한다고 하자. 거기에는 우리의 주의를 끄는 

무엇이 있다. 굳다든가, 푸르다든다, 둥 다든가, 소리가 난다는 등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찰된다. 이런 물질들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찰할 수 없다. 따라서 사물이란 여러 성질을 그 속성으로 하는 기체 

내지 실체를 말한다. 성질의 어떤 것은 본질 인 것이며, 그 밖의 성질은 

부수 이며 가변 이다.” 화이트헤드(1989)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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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속성의 사유도식이라 한다. 이것은 단순정 와 함께 ‘잘못 놓

인 구체성의 오류’ 가운데 하나이다.22) 잘못 놓인 구체성의 오류

란 추상  사물을 근원 인 것으로 잘못 놓고 구체 인 사물의 

출 을 설명하는데서 오는 오류이다.23) 가령 신이라는 추상  존

재로부터 구체 인 사물의 출 을 설명하는 것과 같이, 상세계 

머 불변의 실체를 제하여 그것으로부터 상  사물이 출

한다고 하는 도된 사유는 ‘잘못 놓인 구체성의 오류’ 가운데 ‘실

체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상세계의 존재방식이 허구·허망·비

실재(다르마끼르띠)·변화(화이트헤드)이기 해서는 상세계를 

구성하는 본체세계 자체가 ‘불변’이 아니라 ‘찰나멸’해야 한다. 그

래서 다르마끼르띠와 화이트헤드는 상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본

체세계 즉 실  존재를 찰나멸이라 했던 것이다. 

그 다면 찰나멸을 본질로 하는 실  존재의 근거는 무엇인

가라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해 다르마끼르띠는 ‘찰나멸

은 그 실  존재 자체의 본질’이라 했으며, 화이트헤드는 ‘보다 

더 실재 인 어떤 것을 발견하기 해 실  존재의 배후로 나

아갈 수 없다’고 하여 실  존재의 최종근거를 실  존재 속

에서 찾았던 것이다. 

결론 으로 왜 다르마끼르띠와 화이트헤드는 찰나멸을 실  

존재의 본질이라 했을까? 여기에는 존재론  차원과 인식론  차

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먼  존재론  차원에서 말한다면 ‘ 실  존재의 찰나멸’이라

는 정의는 실  존재의 본질이 ‘자기차이성’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만약 실  존재가 ‘자기동일성’을 본질로 한다면 실  

존재의 생기과정과 이행과정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본질과 

상과의 계 즉 본체세계와 상세계의 계에 해서 내재 ·정

합  설명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  존재의 본질이 

자기차이성 즉 찰나멸이라고 할 때, 실  존재의 생기과정과 

22) 화이트헤드(1989) p. 87.

23) 화이트헤드(1991)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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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존재의 이행과정은 가능하게 되어 상세계와 본체세계는 

내재  련 속에서 정합  설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인식론  차원에서 말한다면 존재뿐만 아니라 인식의 

주체도 ‘자기차이성’을 본질로 한다는 것을 언명하고자 한 것이다. 

만약 실  존재가 ‘자기동일성’을 본질로 한다면 상을 인식하

는 인식주체를 선험 으로 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험  인식주체가 이미 존재하고 이 주체가 상을 악

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하지만 다르마끼르띠와 화이트헤드는 선

험  인식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르마끼르띠는 선험  인식주

체를 부정하는 신에 다만 찰나멸하는 ‘의식의 흐름’(cittasant n

a,心相續)을, 화이트헤드는 주체가 아니라 찰나멸을 내장하는 ‘자

기 월  주체’(subject superject)24)만을 인정할 뿐이다.

하지만 실  존재가 찰나멸만을 본질로 한다면 어떤 실  

존재로부터 다른 실  존재가 생기하고, 한 실  존재에 의

해 인식이 생기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실  

존재의 因緣生起 과정을 설명하기 해서 다르마끼르띠와 화이트

헤드는 ‘인과  효과성’이라는  하나의 실  존재의 본질을 

요청하 던 것이다. 이것은 다음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24) 화이트헤드는 주체를 항상 자기 월  주체로 악하고 있다. 그것은 

환경세계 속에서 한정되면서 자신을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이면서도 한 없는 것이다. 그것은 환경 속에서 한정되고 있는 한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처럼 한정되면서 자신을 한정하며, 

최종  결단을 통해서 그것이 그 지신이 되는 한 그것은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는 피한정 (被限定的), 능한정(能限定)으로서 

성립된다. 주체는 최종  결단을 통해서 자기 월체가 된다. 

화이트헤드(1991)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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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junction of Dharmak rti and Whitehead's 

Thought

In the view of vastu and actual entity's momentariness

                                                          

  Kwon, Seoyong

(Pusan University)

Dharmak rti(法稱, 600～660) is Buddhist Thinker of India 

in 7th Century. Whitehead(白頭, 1861～1947) is Process 

Philosophy of England in 20th Century. 

This Paper compares Dharmak rti's vastu with 

Whitehead's actual entity. In other words, Dharmak rti's 

vastu corresponds to Whitehead's actual entity. 

Vastu and Actual entity is ‘the final real thing of which 

the world is made up. There is no going behind vastu and 

actual entity to find anything more real.'

Dharmak rti and Whitehead insist that the essence of 

vastu and actual entity is not ‘change’, but ‘momentariness’.

 

Key words : anitya, pratItyasamutpAda, process, vastu, 

actual entity, kSaNikat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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