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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불교사에서 자아(ātman)만큼이나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제

도 드물다. 수많은 현대적인 논의들이 초기경전을 중심으로 붓다가 五

蘊 이외에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無我의 입장에 있는지 아

니면 五蘊을 구성하는 각각이 아니라고 하는 非我의 입장에 있는지에

관해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구사론 파아품의 후반부에는 아주 흥미

로운 자아존재증명이 등장한다. 이 자아존재증명이 어떤 사람들에게 속

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대의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근대의 학자들 사이에서 조차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자아존재논증은 현재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 당시 부파

불교의 논사들의 관점과 힌두사상 일반의 관점에서 자아가 어떤 방식으

로 논증되고 어떤 방식으로 논파되는가에 관한 중요한 실마리를 보여준

다. 특히 여기에서 사용된 자아의 논증방식과 와수반두의 비판방식은 그

당시 부파불교의 논사들이 자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자아논증을 중심으

로 이 논증의 귀속관계와 와수반두의 비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가

능하다면 어떤 학파에 이 자아논증이 속할 것인가를 추적해 보도록 한다.

Ⅰ. 서언

인도불교사에서 자아(ātman)만큼이나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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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도 드물다. 인도불교가 점차적으로 자아의 존재를 부정하는

無我(anātman)를 주장하는 것으로 외부에 각인되면서 불교는 이

문제를 둘러싼 수없이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까지도 초기경전이 五蘊(pañcaskandha) 이외에 자아가 존재한다

는 것을 부정하는 無我의 입장에 있는지 아니면 五蘊(pañcaskandha)

을 구성하는 신체, 느낌, 개념, 의지작용, 의식의 각각이 자아가 아

니라고 하는 非我의 입장에 있는지 조차 분명하지 않다. 어쩌면

슈미트하우젠이 언급했던 것처럼 자아에 대한 붓다의 부정적인

태도는 순전히 정신적이고 수행적인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1)

다만 아비달마불교 이래에 특히 북서인도의 설일체유부(Sarvāsti-

vādin)를 중심으로 원자설과 유사한 형태의 요소(dharma)이론이

성립되면서 불교는 자아의 존재를 부정하는 無我(anātman)의 입

장을 조직적인 체계에서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

다. 개인(pudgala)이란 용어로도 지칭되기 시작한 자아(ātman)는

수없이 많은 요소들의 복합체로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존재

성이 부정된다.2) 이 세계를 구성하는 최소단위로서 요소들만이

실체로서 있고(dravyasat), 이들의 복합체는 단순히 언어적인 존

재(prajñaptisat)로서 마치 밀린다왕문경의 마차의 비유에서 마차

처럼 공허한 명칭에 불과하다고 조직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3)

하지만 여기에는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중요한 문제

가 있다. 이와 같이 부정된 자아(ātman)는 몇몇 우빠니샤드나 불

교 이외의 다른 사상에서 주장하는 자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

다4). 심지어는 초기경전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정형구5)에서

1) Schmithausen(1973) p.178. Bronkhorst(2009 27 note 50)에서 재인용.

2) Bronkhorst(2009) p.71.

3) Bronkhorst(2009) p.77.

4) Bronkhorst(2009) p.71.

5) Vin I p.14: “비구들이여 신체(rūpa)는 영원(nicca)한가 영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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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된 영원하고 기쁘며 본성에 있어서 결코 변하지 않는 자아6)

와도 전혀 다른 개념으로 다가온다.

구사론 파아품의 후반부에는 아주 흥미로운 자아존재증명이 등

장한다. 듀링거가 언급하고 있듯이 아직까지 그 누구도 이 논증의

정확한 출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7). 이 자아존재증명이 어떤 사람

들에게 속하는가에 대해서 고대의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근대의 학자들조차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하지

만 여기에서 사용된 자아의 논증방식과 와수반두의 비판방식은

그 당시 부파불교의 논사들이 자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힌두사상 일반에서 자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Ⅱ. 자아존재증명

자아존재증명은 구사론 파아품의 후반부에서 출처에 대한 언급

없이 어떤 사람의 주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8)

않는가(anicca)? 스승이시여,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괴로운가(dukkha), 기쁜가(sukkha)? 스승이시여,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고 괴로우며 본성에 있어서 변하는 것(vipariṇāmadhamma)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이며 이것이 나의 자아(atta)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가? 스승이시여 실로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에서

부정된 요소들을 역으로 추적하면 초기경전에서 부정된 자아는

영원하고(nicca) 기쁘며(sukkha) 본성에 있어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a-vipariṇāmadhamma)이 된다.

6) Bronkhorst(2009) p.25.

7) Duerlinger(2003) p.118 note 63.

8) Akb-p p.473: bhāvasya bhavitrapekṣatvāt sarvo hi bhāvo bhavitāram

apekṣate. yathā Devadatto gacchatīty atra gatir bhāvo gantāraṃ

Devadattam apekṣate, tathā vijñānaṃ bhāvaḥ. tasmād yo vijñāti t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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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 작자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실로 모든 작용은 작자를 필요

로 한다. 마치 데와닷따가 간다고 했을 때 간다고 하는 작용은 가는

자로서 데와닷따를 필요로 하듯이, 의식은 작용이다. 따라서 의식하는

것은 그 작자가 있어야만 한다.

여기에서 작용과 작자로 번역된 용어는 bhāva와 bhavitṛ이다.

사실상 이 용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이 자아존재증명이 어떤

사람들에게 속하는 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열쇄가 된다.

한역의 경우 현장은 사용(事用)과 사용자(事用者)로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반면, 진제는 있음(有)과 있는자(有者)로 직역하고

있다. 한편 티벳본을 바탕으로 파아품을 번역했던 차르바스키는

이를 행위(action)와 행위자(agent)로 번역한 반면, 현장본을 바탕

으로 파아품을 번역했던 라발레뿌셍은 존재(existence)와 존재자

(existing being)로 번역하고 있다9). 또한 최근 범본으로부터 파아

품을 번역한 듀링거는 이를 작용(activity)과 작자(agent)로 번역

하면서 전자는 동사가 그 의미대로 작용하는 것을 지칭하고 후자

는 동사의 그러한 작용이 속하는 주어로서 명사 또는 대명사를

지칭한다고 설명한다.10)

한편 이 자아존재증명이 어디에 속하는가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분분하다. 구사론의 범본 주석서인 Sphuṭārthā Abhidharmakośavākhyā

의 저자인 야쇼미뜨라(Yaśomitra)는 이를 문법학파(Vaiyākaraṇa)

로 보고, 현장역 구사론의 주석서 구사론기(俱舍論記)의 저자 보광

(普光)은 상키야학파(Sāṃkhya)로 보고 있다11). 한편 차르바스키

는 이를 독자부(Vātsīputrīya)와의 대론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

으며12), 라발레뿌셍은 본문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각주에

bhavitavyam.

9) Duerlinger(2003) p.118 note 63.

10) Duerlinger(2003) p.99.

11) La Vallée Poussin(1990) p.1374 note 116.

12) Duerlinger(2003) p.118 note 62. 한편 권오민(2002)은 본문 번역에서

보광의 견해를 따르면서도 주석에서 조심스럽게 이 부분이 독자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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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양한 견해들을 설명하면서 내용적으로 문법학파(Vaiyākaraṇa)

의 견해와 유사함을 지적하고 있다13). 또한 듀링거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부분의 대론자가 니야야 와이세시카학

파(Nyāya-vaiśeṣika)가 아닌가 하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14).

먼저 이 자아존재증명은 구사론기(俱舍論記)의 저자인 보광(普

光)이 제시한 것과 같이 상키야학파(Sāṃkhya)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상키야학파에서 자아(ātman)에 해당되는 것은 뿌루

샤(puruṣa)로서 순수의식이며 절대적인 비작자로서 행위의 결과

를 경험하기는 하지만(bhoktṛ) 결코 행위자(kartṛ)는 아니다15). 사

실상 이 뿌루샤가 이 세계를 구성하는 질료인이 쁘라끄리띠(prakṛti)

와 전혀 다르다는 분별지(vivekajñāna)가 우리를 해탈로 이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16), 자아(ātman)를 행위자, 존재자, 동사 작용의

작자로 보는 이 자아존재증명은 상키야학파와 상당한 거리가 있

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자아존재증명은 독자부(Vātsīputrīya)와의 대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까? 사실상 야쇼미뜨라(Yaśomitra)는 Sphuṭ

ārthā Abhidharmakośavākhyā에서 이 논증이 독자부의 개인(pudgala)

의 존재를 증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의혹을 증폭

시키고 있으며17), 차르바스키도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하

지만 구사론 파아품을 살펴보면, 이 자아존재증명이 나타나기 이

전에 ‘자아가 아닌 것에서 자아에 대한 열정으로부터 집착이 생겨

나지만, 진실된 자아에서는 생겨나지 않는다!’18)는 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독자부의 개인(pudgala)이 자아(ātman)와 다르지 않다는

대론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3) La Vallée Poussin(1990) p.1342, 1374 note 116.

14) Duerlinger(2003) pp.251-253.

15) 이지수(1991) p.132.

16) 이지수(1991) p.145.

17) La Vallée Poussin(1990) p.1374 note 116.

18) Akb-p p.473: yad anātmany ātmādhimokṣāt sneha utpadyate, ātmany

eva tu notpad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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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이끌어내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선언으로 구사론 파아품에

서 와수반두의 독자부(Vātsīputrīya)에 대한 비판은 목적을 이룬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개인(pudgala)이 있다는 주장을 종양(arbud

a)과 같은 것에 비유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그는 그 이후부터

개인(pudgala)에 해당되는 용어를 자아(ātman)로 바꾸고 외도(外

道)로 주로 한역되는 비불교도(tīrthakara)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19)

그리고 비불교도들은 자아가 실로 별개의 실체라고 생각한다. 그들

은 여기에서 해탈이 불가능하다는 틀림없는 오류를 가진다.

Tīrthakara 또는 tīrthika는 건너다란 의미의 √tṛ를 어근으로

‘강가, 강둑’을 의미하는 tīra에서 파생되어 ‘수로, 길, 조언 가르침’

을 의미하는 tīrtha의 추상명사이다.20) 어원적으로 보았을 때 윤회

의 바다를 건너 해탈로 가는 가르침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불

교 이외의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아마도 이

부분을 시점으로 구사론 파아품의 대론자는 불교 내부의 독자부

(Vātsīputrīya)에서 불교 외부의 상키야학파(Sāṃkhya), 문법학파

(Vaiyākaraṇa), 니야야 와이세시까학파(Nyāya-vaiśeṣika)로 넘어

간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따라서 이 이후에 나타나는 자아존

재증명을 독자부(Vātsīputrīya)의 견해로 보기는 어렵다.

19) Akb-p p.473: ye'pi ca dravyāntaram evātmānaṃ manyante

tīrthakarāḥ, teṣām eṣa mokṣābhāvadoṣo niṣkampaḥ.

20) MWD의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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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아존재증명의 귀속

듀링거는 비록 야쇼미뜨라(Yaśomitra)가 이 논증을 문법학파

(Vaiyākaraṇa)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문법학파의 방대한

문헌들에서 이와 유사한 자아존재증명이 나타나지 않고 의식의

생성에 관한 불교의 설명에 대한 문법학파의 반론으로서도 나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그의 말대로 야쇼미뜨

라의 언급은 이 논증에서 사용된 비유가 단순히 문법학적인 측면

을 지닌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다.21)

듀링거는 대상을 의식하는 작용이 그 생각하는 주체로서 자아

(ātman)에 의존한다는 위 자아존재증명의 결론이 니야야 와이세

시까학파(Nyāya-vaiśeṣika)에서 자아와 인식의 관계와 유사함에

주목한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자아(ātman)는 영원한 실체(nitya-

dravya)로서 전생의 행위에 따른 자기동일성을 유지하고, 인식의

의지처(jñāna-adhikaraṇa)로서 인식은 자아의 특별한 속성(guṇa)

으로 설명된다.22) 실체로서의 자아와 그 속성으로서의 인식의 관

계는 마치 그릇과 그 내용물의 관계와 같다. 즉 의식의 기체인 자

아 없이는 인식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23) 따라서 그는 대상을 의

식하는 것이 자아의 작용으로 간주될 수 있고 자아가 신체의 의

도적인 움직임을 일으키는 작자로서 간주되는 점으로 보아 이 자

아논증은 니야야 와이세시까학파(Nyāya-vaiśeṣika)에 속하는 것

으로 듀링거는 조심스럽게 추정한다.24)

하지만 이 자아논증에서 사용된 논리와 비유는 철저하게 범어

21) Duerlinger(2003) pp.252.

22) 이지수(1990) pp.225-226, 이지수(1991) p.168.

23) 이지수(1991) p.177.

24) Duerlinger(2003) pp.253.



122 ∙ 印度哲學 제31집

의 문법적인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 범어

의 모든 동사들은 유한동사(finite verb)로서 사용될 때 그 동사의

동작의 주체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다. 즉 가다(√gam)라

는 동사가 gacchati라는 유한동사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사용될

때, 이 동사는 3인칭 단수로서 그 또는 그녀라는 동사의 동작의

주체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다. 동일하게 이 동사가 gacch

āmi라는 유한동사 1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사용될 때, 이 동사는 1

인칭 단수로서 나(aham)라는 동사의 동작의 주체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다.

위 자아논증에서 비유로 사용된 ‘데와닷따가 간다’(Devadatto g

acchati)란 문장의 경우 간다라는 동사의 작용은 그 주체로서 데

와닷따를 필요로 한다. 또한 문맥상 그 문장의 주어가 데와닷따인

것이 확실하다면 Devadatto를 생략한 체 ‘gacchati’만으로도 ‘데와

닷따가 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gacchati에 3인칭 단

수라는 동사의 동작의 주어에 대한 정보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즉 동사의 작용이 있으면 그 동사의 주체로서 주어가 이미 있는

것이다.

이때 ‘알다’란 의미의 유한동사 3인칭 단수 현재형 vijānati는 대

상을 아는 작용의 작자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그녀 또는 데와닷따라고 대상을 아는 작용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러한 동사의 작용의 배후에 그 작자가 있음을

안다.

따라서 이 자아논증의 논리를 따라가자면, 우리들이 일상적으

로 대상을 의식(vijñāna)하는 작용을 하는 배후에는 그 작용의 작

자로서 자아(ātman)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된다.

라발레뿌셍은 위의 자아존재증명에서 사용된 비유와 논리가 구

사론 3장 25에서 연기(pratītyasamutpāda)에 대해 논의할 때,25)

문법학파의 반론으로 소개된 ‘작자 없는 작용은 없다’(na cāpy

25) Akb-p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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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rtṛkā 'sti kriyā)와 동일하다는 점을 이미 지적하고 있다.26) 여

기에서 작용과 작자로 번역된 용어는 각각 kriyā와 kartṛ로서 위

의 자아존재증명에서 사용된 bhāva와 bhavitṛ와 거의 유사한 의

미를 지니며 때때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사실상 문법학파(Vaiyākaraṇa)에서 bhāva란 용어는 아주 다의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가와 히데요는 이를 의도, 존재, 느낌, 작

용, 도구, 행위, 생성의 토대라는 7가지로 정리하고 있다.27) 이때

작용이란 동사에 지시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위의 자아

존재증명에서 사용된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이 논증은 문법학파

(Vaiyākaraṇa)에 속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Ⅳ. 와수반두의 반박

그렇다면 이러한 자아존재증명에 대한 와수반두의 대응은 어떻

게 진행되었을까? 그는 위의 자아논증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

용한 작자(bhavitṛ)와 작용(bhāva)이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

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여

기에서 데와닷따는 누구인가’(ko 'yaṃ Devadatta) 라고 질문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28)

만일 자아라면 바로 그 점은 증명되어야만 한다. 만일 일상적인 언

어표현으로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결코 단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인과관계에 있는 현상들에 그와 같이 이름 지어졌기 때

26) La Valle Poussin(1990) p.1374 note 116.

27) Hideyo(2005) pp.107-108.

28) Akb-p p.473: yady ātmā, sa eva sādhyaḥ. atha vyavahārapuruṣaḥ, so

'pi na kaś cid ekaḥ. saṃskārā hi ta evaṃnāmān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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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와수반두는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대상을 의식하는 작용의 배후

에 있는 작자로서의 자아(ātman)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s)를 중심으로 북서인도에

서 원자설과 유사한 형태의 요소(dharma)이론이 성립되면서 불교

는 자아(ātman)가 무수한 요소들의 복합체에 주어진 명칭으로서

단순히 언어적인 존재(prajñaptisat)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즉 가다(gacchati) 알다(vijānati) 등과 같은 유한동사의 작

용의 작자로서 그 그녀 또는 데와닷따는 3인칭 단수의 형태를 취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상적인 언어표현의 관례에 불과할 뿐이며

사실은 복수의 인과관계에 있는 현상들의 흐름에 주어진 명칭일

뿐이라는 것이다29).

또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다(gacchati) 알다(vijānati)라고 이

야기하는 동사의 작용도 찰라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와수반두는 이동의 불가능성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30)

그리고 그 다른 곳에 생성되는 것을 움직임이라 한다. 마치 화염과

소리가 이동하는 것을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북서인도의 경량부(Sautrāntikas)는 요소(dharma)이론과 함께

찰라설(kṣaṇika)을 극단적으로 도입한다. 그들에 의하면 우리의

자아(ātman)를 구성하는 무수한 요소들 찰나찰나에 끊임없이 생

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움

직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찰나찰나에 생멸을 반복하는

29) 이러한 측면에서 불교철학은 단일한 생명이란 개념보다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생명체란 계념을 선호하는 듯하다.

30) Akb-p p.473: sā ca deśāntarotpattir gatir iti. jvālāśabdayor gacchati

gamanābhidhāna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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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A라는 지점에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면서 B라는 다른 지점

에 생성되는 것을 말한다.

마치 산위의 불이 바람을 타고 들판을 지나서 마을로 올 때, 사

람들은 동일한 불이 산에서부터 들판을 지나 마을로 이동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산위에서 나무를 연료로 타는 불과 들판에서 목

초를 연료로 타는 불과 마을 입구에서 잔디를 연료로 타는 불은

각기 전혀 다른 불이다. 전찰라의 불을 원인으로 후찰라의 불이

그 다음 장소에 생성되면서 기나긴 흐름(相續)을 형성한 것을 우

리들의 언어표현으로 화염이 움직인다고 이야기할 뿐 움직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들이 일상적인 언어표현으로 ‘데와닷따가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데와닷따란 이름의 요소(dharma)들의

복합체가 전찰라와 후찰라의 인과관계 속에서 중단 없이 다른 장

소에 생성되는 흐름을 이어나가는 것일 뿐이다. 즉, ‘데와닷따가

간다’는 비유에는 사실상 간다고 하는 동사의 작용(bhāva)도 없고

그 작용의 단일한 작자(bhavitṛ)로서 자아(ātman)도 없다.

한편 의식의 경우도 또한 외부대상과 의식의 인과관계를 통해

서 설명된다. 경전에서 의식(vijñāna)이 대상(viṣaya)을 인식한다

(vijānāti)고 이야기하지만, 의식은 어떠한 작용도 하지 않는다. 다

만 수동적으로 대상인 원인과 유사하게 생성될 따름이다31). 따라

서 ‘데와닷따가 의식한다’는 것에도 대상의 의식한다고 하는 동사

의 작용(bhāva)도 없고 그 작용의 단일한 작자(bhavitṛ)로서 자아

(ātman)도 없다.

비록 자아존재증명에 대한 와수반두의 이러한 비판이 불교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성공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철저하게 자신들

만의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의 대

론자는 그의 비판의 토대가 되었던 경량부(Sautrāntikas)의 요소

(dharma)이론도 찰라설(kṣaṇika)도 상속설(saṃtāna)도 결코 받아

들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31) Akb-p p.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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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라발레뿌셍은 자신의 구사론 파아품 번역에서 이 자아논증과

관련된 부분의 대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본문에서 침묵하고 있

다32).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부분의 대론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서는 고대의 주석가들과 현대의 번역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

갈리고 있다. 과연 누가 이 자아논증을 만들었을까?

이 자아논증은 듀링거가 지적하듯이 우리의 인식이 그 기체인

자아(ātman)에 의지한다는 니야야 와이세시까학파(Nyāya-vaiśeṣika)

의 주장을 담고 있으면서도, 비유와 논리에 있어서는 동사의 의미

가 지시하는 작용(bhāva)과 그 작용의 작자(bhavitṛ)의 관계를 설

정함에 있어서 문법학파(Vaiyākaraṇa)를 따르고 있다. 이 논증이

주장(pratijñā, 宗), 이유(hetu, 因), 실례(udāharaṇa, 喩), 적용(upanaya,

合), 결론(nigamanāṇi, 結)이란 오지작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문법학파의 방대한 문헌들에서 이와 유사한 자아존재증명이 아직

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브라만 가정에서 태어나 범어(Sanskṛt)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문법학(Vaiyākaraṇa)을 배우고 불교에 입문하기 이전

에 니야야 와이세시까학파(Nyāya-vaiśeṣika)의 체계를 익혔을 가

능성이 높은 그의 젊은 시절을 고려한다면 이 자아존재증명은 역

설적으로 와수반두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비판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지 않을까 한다.

32) La Valle Poussin(1990) p.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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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rgument for the demonstration of ātman in the

ninth chapter of the Abhidharmakośabhāṣya

Hwang, Soon-il

(Dongguk University)

The demonstration of the self(ātman) could be one of

the best known subjects disputed and discussed throughout

the history of Indian Buddhism. Even today, there are so

many attempts and arguments to clarify the position of the

historical Buddha through the early Buddhist canon.

However we still do not have any clue whether the original

usage of the word an-ātman could be either the descriptive

compound or the exocentric compound. While according to

the former it means 'not self(非我)', it could also mean

'without self(無我)' according to the latter.

In the later part of the Abhidharmakośa bhāṣya,

Vasubandhu introduced an interesting demonstration of the

self without mentioning who did it belong to. There were

various opinions among ancient buddhist interpreters, such

as Yaśomitra, there still are diverse views presented by

modern scholars, such as Louis de La Vallée Poussin.

I think this demonstration should be regarded very

important since it actually shows the way and the procedure

the early Buddhists used when they discussed this matter

with Indian traditional counterpart. We could access the

original meaning of the an-ātman spread among Buddhist

abhidharma masters through this demonstration.

In this paper, I will deal with this demonstration of the

an-ātman seen in the Abhidharmakośa bhāṣya,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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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s or philosophical system it could belong, and with

how Vasubandhu dispute this demonstration.

Key Words: demonstration of the self, the abhidharmakoza

bhASya, vasubandhu, vAtsIputrIya, vaiyAkaraNa,

nyAya-vaizeSika, sAMkhya, Indian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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