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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을 둘러싼 몇 가지

해석상의 문제들
*

__Yuktidīpikā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__

강형철**1)

Ⅰ들어가며. Ⅱ 문제1 :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은 오류인가.

Ⅲ 문제2 : 왜 Yuktidīpikā는 불꽃 따위의 논의에 집착하는가.

Ⅳ 바수반두 찰나멸 논증의 논리학적 의의.

요약문 [주요어: 찰나멸론, 찰나멸 논증, 바수반두, 세친, 구사론, 상키야,

멸무인설, 불교논리학, 다르마키르티]

이 논문에서는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기

되는 문제들을 다룬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바수반두

의 찰나멸 논증을 둘러싼 역사적 전후사정을 다룬다.

첫 번째 문제는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이 논리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카츠라(桂)의 지적에 관한 것이다. 2장에서는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 전반을 논리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당시의 논리적 배경과

사회적 상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취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 카츠라의 해

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한다.

또 다른 문제는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을 겨냥하고 이에 대한 반론

을 펼친 것으로 보이는 상키야학파의 논서 Yuktidīpikā에서 부분적인

외연을 지니는 주제라 할 수 있는 불꽃ㆍ소리ㆍ인식 따위의 비순간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3장에서는 이에 관한 논리적

배경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긴밀한 상호관련이 있으며,

한 쪽 문제가 다른 쪽 문제를 풀어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

최종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이 지니는 논리학

상의 의의에 관해서 다루었다. 바수반두의 논증이 이전의 논증들과 구

분되는 점들을 지적하고, 그가 배치하고자 했던 논리적 설정들을 파악

한다. 이를 통해서 바수반두가 찰나멸을 논증함에 있어서 취했던 선택

과 의도를 추출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1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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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찰나멸(kṣaṇika/kṣaṇabhaṅga, 刹那滅) 혹은 찰나생멸(刹那生滅)

이란 물질과 정신을 막론하고 이 세계에서 생성된(saṃskṛta, 有

爲) 모든 것이 매 순간 발생과 소멸을 반복한다는 불교의 교설이

다. 찰나멸은 설일체유부ㆍ경량부ㆍ유가행파ㆍ불교논리학파ㆍ유

가행중관학파 등이 인정하는 불교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찰나멸론이 문헌상으로 나타나는 가장 오래된 사례는 대비바
사론으로서, 이 이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불교 내외에서 수많
은 반론을 맞았다. 대비바사론에서 이미 설일체유부 내부에서의
반론이 발견되며, NyāyasūtraㆍNyāyabhāṣya 3.2.10-17에서의 반

론이나,1) 마하바라타 12권 Mokṣadharmaparvan 218.34-41에서

소개되는 상키야 고대의 논사인 판차쉬카(Pañcaśikha)2)의 찰나멸

에 대한 반론 등이 발견된다. 초기의 찰나멸론에 대한 반론은 동

일성의 유지에 관한 반문3)이거나, 변화에 근거한 찰나멸 논증4)에

1) NS 및 NBh의 찰나멸 비판에 관해서는 江崎(2007) pp. 205-208 참조.

2) 판차쉬카의 찰나멸론에 대한 반론과 당시 상키야의 입장에 대해서는

강형철(2013) pp. 9-22 참조.

3) MBh 12.218.35-38에서 판차쉬카는 찰나멸이 인정될 경우, 전생의 인물과

그 연속선상에 있는 현생의 인물이 서로 다른 존재가 되므로, 누군가가

전생에 지은 업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인물이 과보를 받게 될 것이라는

논지로 반박한다. 또한 장기간의 고행의 결과가 축적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한다. 강형철(2013) p. 19 참조.

4) Rospatt(1995: 69-70)은 초기 유가행파의 찰나멸 논증을 증명방식에

따라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즉 (1) 마음의 찰나성에 기초하여

그것을 일반적으로 유위법에까지 확장하여 유위법이 찰나성을 증명하는

방식 즉 원인의 찰나성을 통해서 결과의 찰나성을 증명하는 방식과, (2)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통해서 찰나멸을 증명하는 방식, (3) 소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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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박이 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찰나멸에 대한 논의에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킨 인물이

바수반두(Vasubandhu, 世親)이다. 바수반두는 그의 저서 아비달
마구사론(Abhidharmakoṣabhāṣya, 이하 AKBh) 4장과 성업론
(成業論)(Karmasiddhiprakaraṇa)의 전반부에서 이전과 구분되는
새로운 종류의 찰나멸 논증을 시도하였다.5) 이 두 문헌에서 나타

나는 찰나멸 논증의 형식은 후대에 다르마키르티(Dharmakīrti, 法

稱)가 제시하는 3종류의 찰나멸 논증 중에서 소멸에 근거한 논증

(vinaśānumāṇa)라고 불리게 된다.6) 여기에 나타난 세친의 논증방

원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식이다. NBh ad NS 3.2.10-14에서 나타나는 찰나멸 비판은 그 3가지

유형 중에서 (2)의 변화에 근거한 추론에 대한 반론이라는 것이

Rospatt(1995: 162-163, fn.363)에서 지적되었다. 참고로 위의 세 가지

논증방식 중에서 (3)은 바수반두의 소멸에 근거한 추론과 발상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5)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로는 Poussin(1934),

平川(1958), Sako(1988), Gupta(1990), Rospatt(1995), 谷(1996), 那須(1999),

Yoshimizu(1999), 谷(2000), 安部(2002), Katsura(2002), 桂(2003),

岩田(2008), 那須(2009), 木村(2009), 강형철(2013), Park(2014) 등이 있다.

이 중에서 平川(1958)는 설일체유부와 경량부의 찰나 개념의 차이에 관한

논리적 분석을 시도한다. Rospatt(1995)는 찰나멸 논증의 역사적인 발전과

정에 대한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루었으며, Yoshimizu(1999)는 성업론을
중심으로 다르마키르티의 존재에 근거한 추론과 바수바두의 자발적 소멸

을 통한 논증 사이의 연속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谷(2000)는 상키야의

부정적 논증(avīta)과 바수반두의 귀류논증과의 연관성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내변충론과 관련된 논리적 문제를 관련시켜 분석하였다. 桂(2003)

에서는 바수반두의 논증 전체가 번역ㆍ분석되어 있다. 木村(2009)는

바수반두 논증의 기원에 관하여 초기유가행파로부터의 연원을 추적한다.

6) Frauwallner(1935) 이후 다르마키르티의 찰나멸 논증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표준적 분류가 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르마키르티의 찰나멸 논증은 (1) 소멸에 근거한 논증, (2) 존재성에

근거한 논증, (3) 인식에 근거한 논증이다. 다르마키르티는 PV에서는

(1)의 논증법 만을 사용했으나, PVin 이후에 (2)를 채용한다. (1)은

바수반두의 찰나멸론을 기본적으로 차용한 것이지만, (2)와 (3)은

다르마키르티의 독창적인 논증법이다. 논의상의 편의에 따라서는 소멸에

근거한 추론을 古 찰나멸 논증, 존재에 근거한 추론을 新 찰나멸 논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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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그것의 기반이 되는 사고체계는 불교논리학의 수많은 논사

들, 중관학파의 샨타라크시타(Śāntarakṣita)ㆍ카말라쉴라(Kamalaś

īla)에게도 중요하게 활용되고 재확산되는 등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7)

어떤 존재가 아주 미세하게라도 변화를 겪을 경우 변화 이전의

존재와 이후의 존재는 서로 동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 일상

의 모든 종류의 변화가 결국은 이전 찰나의 존재자가 소멸하고

이후 찰나에 새로운 존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찰나멸

론자의 입장에서는. 앞찰나의 사물과 바로 뒷찰나의 사물은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존재일 수 없다. 따라서 인도의 정통파에서는 찰

나멸이 인정될 경우 영원히 지속하는 아트만(ātman)이나 푸루샤

(puruṣa), 자재신(Īśvara), 원질(prakṛti) 등의 개념들의 지지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것은 또한 불교 내부에서도

충분히 인식되고 활용되었던 것 같다. 즉, 찰나멸론을 통해서 영

원(nitya)의 속성을 지닌 모든 종류의 실체의 존재를 간단히 부정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8) 다르마키르티 이후에 찰나멸론

이 불교의 핵심적 이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그 논증의 주

제가 폭넓게 적용되는 외연을 지녔기 때문에 불교의 근본교설인

분류하기도 한다. 御牧(1984) 참조.

7) TS[P] 8장(350-475송) Sthirabhāvaparīkṣā에서는 찰나멸 논증을 통하여

항상하는 존재를 비판하는데, 그 중에서 353-384송에 해당하는 많은

분량에 걸쳐서 소멸에 근거한 논증과 그에 대한 반론을 다루고 있다. TS

및 TSP의 찰나멸 논증에 관한 번역 및 연구로는 Stcherbatsky(1930),

Mookerjee(1935), Jha(1937), 御牧(1984), 森山(1999) 등이 있다. 특히 본

논문과 관련하여, 森山(1999)에서는 전통적으로 중관학파의 귀류논증파

논사들이 바수반두의 소멸에 근거한 찰나멸 논증을 반박하는 반면에

자립논증파 논사들은 그것을 옹호ㆍ계승하는 대립구도에 기반하여

샨타라크시타의 입장을 다루고 있다.

8) TS 350cd. “kṣaṇabhaṅgaprasiddhyaiva prakṛtyādi nirākṛtam(찰나멸이

널리 인정되기만 하면, 프라크리티(prakṛti, 原質) 따위[의 영원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존재]는 [자연스럽게] 거부될 것이다).” 谷(1996) p.

64에서도 같은 의미로 이 게송에 대한 카말라쉴라의 주석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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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행무상을 증명하기에 효율적이었다는 데 기인하기도 할 것이다.

이상이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과 관련된 간략한 전후사정이다.

그 외에도 논증의 발상적 기원과 관련하여 경량부(Sautrāntika)의

귀속여부에 관한 문제라는 중요한 논제가 있지만, 본 논문의 중심

주제와는 벗어나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본 논

문에서는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에 관해서 제기되는 문제들 중

에서 순수하게 논리적인 주제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한다. 이에 관

한 의문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며, 이 두 가지 의문점이 제

기되는 각각의 원인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

우선 2장에서 다루게 될 첫 번째 의문은 기존의 일부 연구에서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에서 나타나는 귀류논증(prasaṅga)이 사

실은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다른 논리적 가능성을 완전

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서부터 시작한

다.9) 이런 주장에 대한 학계의 반론은 별달리 없었다고 할 수 있

지만, 논의의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중요한 것은 바수반두의 논증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르마키르티에 의해서 다시금 새로운 종류의 찰나멸 논증을 창

안할 필요가 대두되었냐는 데에 있다.

3장에서 다룰 두 번째 의문은 Sāṃkhyakārikā의 주석서인 Yukt

idīpikā(7세기, 이하 YD) 10에서 발견되는 찰나멸에 대한 비판과

관련된 항목이다. 진제(眞諦, Paramārtha)의 전승에 따르면, 바수

반두의 스승인 불타밀다라(佛陀蜜多羅, Buddhamitra)는 찰나멸을

주제로 하여 상키야 논사 빈드야바신(頻闍訶婆娑, Vindhyavasa/Vi

ndhyavasin)와 논쟁 끝에 패배하였다고 한다.10) 타국에서 뒤늦게

이에 대한 소식을 접한 바수반두는 상키야 논사와 대론하고자 그

9) 桂(2002) pp. 265-266, 桂(2003) pp. 110-112.

10) 바수반두법사전(T.50) 190a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대사를 시작으로
하여 논쟁이 이루어졌다. “一切有為法剎那剎那滅. 何以故.

後不見故(유위법은 모두 찰나찰나에 [발생하고] 소멸한다. 왜 그러한가?

왜냐하면 [사라지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소멸에 근거한 논증과 동일한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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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아갔으나, 이미 세상을 떠나서 만날 수가 없게 되었고, 스승

의 복수를 직접 할 수 없게 된 바수바두는 상키야 이론 전체를 하

나하나 반론하는 내용의 논서를 저술하였다고 전해진다.11) 그와

같은 사정을 차치하더라도 시기상ㆍ내용상으로 볼 때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을 겨냥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YD의 저자12)가 어째서

지엽적인 주제인 불꽃ㆍ소리ㆍ인식 세 가지가 찰나멸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애썼는지에 대해서이다.

찰나멸의 이론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불꽃ㆍ소리ㆍ인

식은 전통적으로 인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파들이 이 세 가지

의 찰나성을 인정했다. 상키야 학파도 역사적으로 금칠십론이
저술되는 시점에서는 일부 사물의 찰나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남

아있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YD에서는 불꽃 따위의 찰나성을 부

정하기 위해서이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얼핏 보기에는 제한된 외

연에만 적용되는 논의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는 인상을 준다. 지나

칠 수 없는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한 과도한 태도는 논서 속의 대론

자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과연 YD의 저자는 어떤 논리적 요청 때

문에 이렇게까지 전력투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까? 3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리적 조건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상의 두 가지 문제는 긴밀한 상호관련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에 대한 그럴듯한 결론을 맺

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바수반두의 선택과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준점으

11) 진제가 바수반두 최초의 저작으로 기술하는(T.50 189c-190a) 이

七十眞實論은 현장(玄奘) 문하에서는 勝義七十論이라고 지칭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어떤 단편도 현존하지 않는다.

Chakravarti(1951: 144-151)는 YD에서 발견되는 불교도의 반론이

소실된 七十眞實論의 인용일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2) YD 10에서 상정한 대론 상대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강형철(2013) pp.

37-48 참조.

13) 금칠십론(T.54) 1247a. 강형철(2013) Ⅲ-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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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이 지니는 의의를 재고할 것이

다.14)

Ⅱ. 문제1 :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은 오류인가?

카츠라 쇼류(桂 紹隆)는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을 다룬 두 편

의 논문(桂[2002: 265-266], 桂[2003: 110-112])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서술한다.

(1)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은 일종의 귀류논증(prasaṅga, reductio ad

absurdum)이며, 3지(支) 혹은 5지로 이루어진 논증식(sādhana/pray

oga)의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

(2)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은 실제로는 일부의 사물의 찰나멸 만을

증명한 데 불과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중에서 (1)의 내용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은 분명 귀류논증의 형태라고 할 수 있으

며, 형식적으로도 AKBh 전체에서 논증식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

에 관해서는 바수반두의 귀류논법이 상키야의 avīta(부정적 간접

논증)와 동일한 형식이라는 지적도 있다.15)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2)의 내용이다. 카츠라가 바수반두 논증의 어떤 부분

14)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주제 중 일부분에 관해서 필자는 강형철(2013)

에서 다루었던 적이 있다. 따라서 일부 문헌의 인용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알려둔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형철(2013)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밝혀둔다.

15) Steinkellner(1968/1969) p. 364 참조. 상키야의 vīta(긍정적 집적논증)와

avīta의 구분에 관해서는 Frauwallner(1958)와 Kano(1999) 참조. 초기

유가행파의 문헌에서의 avīta에 관한 기술은 Kimura(200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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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문제삼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 문제제기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츠라가 지적하고 있는 AKBh의 해당부분이 전후

맥락을 모르면 혼동하기 쉬운 다소 복잡한 구성을 지니고 있고,

단편적인 내용의 파악만으로는 논지를 선명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독자부:] 만약 모든 것이 찰나멸이라고 입증된다면, [운동이란 있을

수 없다는 당신들의 논지는] 과연 그럴지도 모르겠다.

[세친:] 그 [모든 것이 찰나멸이라는] 것이 실로 입증된다는 것을 그대

는 알아야 한다.

[독자부:] 어떤 방식으로 [입증되는가]?

[세친:] [생성된 것(saṃskṛta)은 반드시] 소멸하기 때문이다(AK 2d).

실로 [모든] 존재들의 소멸에는 원인이 [필요]없다.

[독자부:] 무슨 근거로 그러는 것인가?

[세친:] 결과는 실로 원인을 지닌다. 그러나 소멸은 비존재(abhāva)[라

서 결과가 아니므로 원인을 지니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것

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만약 막 생겨난 존재가 이

원인이 없는 소멸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그 후에도 [존재의 소

멸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 존재는 [앞과 뒤가] 동일하므로 [영

원히 동일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16)

이 부분의 앞서서 독자부는 신표업이 운동(gati)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서 바수반두가 모든 것은 찰나멸하기 때문에 두 찰나

이상 지속하지 못하므로 운동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독자부는 모든 것이 찰나멸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라

16) AKBh 193,5-10. syād etad eva, yadi sarvasya kṣaṇikatvaṃ sidhyet,

siddham evaitad viddhi/ kutaḥ/ saṃskṛtasyāvaśyaṃ-vyayāt(AK

IV.2d2)// ākasmiko hi bhāvānāṃ vināśaḥ/ kiṃ kāraṇam/ kāryasya hi

kāraṇaṃ bhavati, vināśaś cābhāvaḥ/ yaś cābhāvas tasya kiṃ

kartavyam/ so'sāv ākasmiko vināśo yadi bhāvasyotpannamātrasya na

syāt, paścād api na syād, bhāvasya tulyatvāt/ athānyathībhūtaḥ/ na

yuktaṃ tasyaivānyathātvam/ na hi sa eva tasmād vilakṣaṇo yuj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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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요구하며, 이에 대해서 바수반두의 위와 같이 단계적으로 답변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논증(A)>와 같은 과정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논증(A)>

(1) 모든 것은 소멸한다.

(2) 소멸은 비존재(abhāva)이다.

(3) [(2)에 근거하여] 비존재는 결과가 아니므로 원인이 없다.

(4) [(3)에 근거하여] 어떤 것이 소멸할 경우, 그것이 소멸하기 위한 외

부적 원인이 없다.

(5) [(4)에 근거하여] 소멸은 자발적이다.

(6) [(5)에 근거하여] 존재는 발생하자마자 바로 소멸하지 않을 경우,

앞찰나와 뒷찰나가 동일하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한다.

(7) [(6)에 근거하여] 소멸할 존재는 발생한 순간 바로 소멸해야 한다.

(8) [(1)과 (7)에 근거하여] 모든 존재는 발생하자마자 소멸한다.

이것이 소위 바수반두의 멸무인설(滅無因說=소멸무원인설)이다.

멸무인설은 바수반두 이전의 문헌에서도 발견되지만,17) 위와 같

은 방식으로 여러 아이디어를 엮어서 정형화한 것은 바수반두가

최초인 것으로 판단된다. 바수반두는 (2)∼(5)의 소멸은 비존재라

17) 소멸의 무원인성을 처음 주장한 논사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전승에

따라서 달리 설명된다. 야쇼미트라(Yaśomitra)는 AKVy에서 바수반두라

고 설명하고, AKVy의 티벳역에서는 Vasumitra(세우)를 언급한다.

Sthiramati의 AKBh 주석에서는 경량부의 선구인 상좌 슈리라타

(Śrirāta)를 언급한다. 那須(1999) pp. 110-112 참조. 또한 유가사지론
에서도 원인 없는 소멸(ākasmiko vināśaḥ)이 등장한다(木村[2009: 810]).

한편 중현(Saṅgabhadra)이 순정리론에서 위의 구사론 구절을
해석하면서 표방하는 설일체유부의 논지는, 모든 유위는 찰나멸이고

소멸이 외부적 원인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바수반두의

논지와 유사하지 만, 내부적 원인으로서 생ㆍ주ㆍ이ㆍ멸의 4相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본질 적으로 다르다. 이런 설일체유부의 입장은

소멸무원인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멸유원인론이라 지칭할 수 있겠지만,

소멸의 외부적 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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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인을 지니지 않는다는 발상과 (6)∼(8)의 귀류논증에서 도출

된 결론을 조합하여 찰나멸 논증을 시도한다.

바수반두는 사물이 발생하는 데 원인이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 원인은 앞찰나의 존재의 소멸이다. 그러나 소멸에는 원인을 필

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즉, 소멸은 자발적인 것이며, 존재

자체의 본성이다. 이것이 소멸에 근거한 논증의 기본적 발상이다.

한편 이와 동일한 논리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지만 다른 관점에

서서, 어떤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찰나멸일 수밖에 없다

는 논리도 성립하는데, 그와 같은 논리는 훗날 다르마키르티에 의

해서 존재에 근거한 추론(sattvānumāṇa)로 발전된다.

바수반두의 논지에 대하여 독자부는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독자부:] 실로 장작 같은 것들이 불 등과 접촉함으로써 소멸하는 것

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지각(dṛṣṭa)보다 중요한 인식수단은 없

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원인 없이 소멸하지 않는다.

[세친:] 우선 어째서 당신은 “장작 같은 것들이 불 등과 접촉함으로써

소멸하는 것을 내가 관찰한다”고 생각하는가?

[독자부:] 그것(장작)들이 [불과 접촉하여 타버리고 나면] 다시는 보이

지 않기 때문이다.

[세친:] 우선 다음의 내용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장작 같은 것들이

불과 접촉함으로써 소멸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아니

면 스스로 소멸하여 [더 이상] 다른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예를 들어 바람과 결합함으로써

등불이 [꺼지거나], 손과 결합함으로써 종소리가 [사라지는 것처

럼 관찰결과만으로는 확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추

리(anumāṇa)를 통해서 증명해야 한다.18)

18) AKBh 193,10-14. dṛṣṭo vai kāṣṭhādīnām agnyādisaṃyogād vināśaḥ/ na

ca dṛṣṭād gariṣṭhaṃ prāmāṇam astīti/ na ca sarvasyākasmiko vināśaḥ,

kathaṃ tāvad bhavān kāṣṭhādīnām agnyādisaṃyogād vināśaṃ

paśyāmīti manyate/ teṣāṃ punar adarśanāt/ sampradhāryaṃ tāvad

etat/ kim agnisaṃyogāt kāṣṭhādayo vinaṣṭāḥ, ato na dṛśyante/ utāho

svayaṃ anye ca punar notpannāḥ, ato na dṛśyante/ yath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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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이 비존재라는 이유로 모든 소멸이 외부적 원인이 없다고

하는 설명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우선 세

간의 상식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물병은 가만히 놔두면 계속 존

재성을 유지하고, 외부적 원인이 망치 등으로 깨뜨리면 소멸한다

고 생각하는 쪽이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부는 그렇게

일상에서 관찰된다는 상식적 사실을 근거로 외부적 원인에 의해

소멸되는 사례를 제시한다. 그러나 찰나멸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인정되고, 망치 같은 외부적 원인 없이도 소멸하는 것이 평상시에

도 관찰되는 불꽃ㆍ소리 등이, 지각을 통해서는 마치 외부적 원인

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를 제시한다. 즉, 소리는

소멸의 원인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소멸하는 것이 상식적

으로 인정되는데, 손으로 종을 잡을 경우 마치 손이라는 외부적

원인에 의해서 종소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반례를 제시

한다. 그런 예시를 통해서, 소멸의 원인의 존재유무를 가리는 데

있어서 지각은 그 판정수단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추

리를 통해서만 판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바수반두는 상식적인 유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추리

의 논지를 새로 구성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밑줄부분의 증명

이 카츠라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세친:] 우선 “비존재는 결과가 아니므로”라고 이미 언급하였다. 또

한 어떤 존재도 원인이 없[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AK 3d).

만약 원인과 결합하는 것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도 발생하는 경우[에 항상 원인이 있는 것]처럼 원인이 없[이 소멸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찰나적인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인식ㆍ

소리ㆍ불꽃은 원인 없이 소멸하는 것이 관찰된다(-f). 따라서 [모든
존재의] 이것(소멸)은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19)

vāyusaṃyogāt pradīpaḥ, pāṇisaṃyogād ghaṇṭāśabda iti/ tasmād

anumānasādhyo'yam arthaḥ.

19) AKBh p. 193,10-14. uktaṃ tāvat akāryatvād abhāvasyeti/ punaḥ-na

kasyacid ahetoḥ syāt(AK IV 3d)/ yadi vināśo hetusāmānyān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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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증은 이것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논증(A)>에서

파생된 결론들을 전제로 하여 진행된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라서 위의 논지를 재구성한 것이 아래의 <논증(B)>이다.

<논증에 선행하는 전제들>

-a. [위의 <논증(A)>의 (1)에 근거하여] 생성된 것은 결국에는 반드
시 소멸한다.

-b. [당시 상식에 근거하여] 모든 발생된 것에는 생성의 원인이 있
다. 이 경우 발생된 것 전체는 원인이 있는 생성과 원인이 없는

생성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멸도 원인이 있는 소멸과

원인이 없는 소멸로 구분되지 않을 것이다.

-c. [<논증(A)>의 (6)에 근거하여] 어떤 존재가 두 찰나 이상 지속
한다면, 그것을 소멸하게 하는 외부적 원인이 없는 한 영원히 변

화 없이 지속될 것이다.

-d. [-c에 근거하여] 어떤 존재가 두 찰나 이상 지속한다면, 그것
의 소멸은 외부적 원인에 의해서 소멸할 것이다.

-e. [-d의 대우명제로서] 어떤 것이 외부적 원인에 의해서 소멸하
지 않는다면, 그것은 두 찰나 이상 지속하지 않는 존재 즉, 한 찰

나에 발생ㆍ소멸하는 순간적 존재이다.

-f. [위의 본문 밑줄에서, 지각(dṛṣṭa)을 통해서 관찰되는 사례를 근
거로] 어떤 존재가 한 찰나에 발생ㆍ소멸하는 순간적 존재라면,

그것은 외부적 원인 없이 스스로 소멸한다.

-g. [-b에 근거하여] 모든 존재는 외부적 원인에 의해서 소멸하거
나, 모든 존재는 원인 없이 스스로 소멸한다.

-h. [-dㆍ-eㆍ-f 및 -g근거하여] 찰나적 존재는 소멸의 원
인을 가지지 않고, 소멸의 원인을 가지지 않는 존재는 찰나적이

다. 또한 비찰나적 존재는 소멸의 원인을 가지고, 소멸의 원인을

가지는 존재는 비찰나적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찰나적이거나,

모든 것은 비찰나적이다.

kasyacid ahetukaḥ syād utpādavat/ kṣaṇikānāṃ ca buddhiśabdārciṣāṃ

dṛṣṭa ākasmiko vināśa iti nāyaṃ hetum apekṣ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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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B)>

명제 p : 어떤 존재의 소멸에 외부적 원인이 있다.

명제 q : 모든 존재의 소멸에 외부적 원인이 있다.20)

① [-g에 근거하여] 만약 어떤 존재의 소멸에 외부적 원인이 있다
면, 모든 존재의 소멸에는 외부적 원인이 있다. (p → q)

② [①에 대우명제로서] 만약 어떤 소멸이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면, 모든 소멸은 원인이 없다. (∼q → ∼p)

③ [-f와 인식ㆍ소리ㆍ불꽃이 순간적이라는 세간적 상식에 근거하

여] 인식, 소리, 불꽃은 외부적 원인 없이 소멸한다. 즉 모든 소멸이

외부적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실례가 존재한다. (∼q)

④ [②와 ③에 근거하여] 모든 소멸은 외부적 원인이 없다. (∼p)

⑤ [④와 -h에 근거하여] 모든 것은 찰나멸이다.

위의 논증식은 전형적으로 “① p → q [② ∼q → ∼p] ③ ∼q

④ ∴ ∼p”로 이어지는 귀류논증의 형식을 지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의 <논증(B)> 중 ②의 논증은 실제로는 AKBh 본문에서

는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②는 논리적으로는 ①의 대우

명제이기 때문에 ①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이미 함의되어 있다. ③

에서, 불꽃ㆍ소리ㆍ인식이 찰나멸하는 순간적 존재라는 것은 고대

인도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이었다.21) 그리고 실제 바수반두의 논

20) 여기서 사용하는 명제논리 기호는, 명제 간의 관계에서 ‘→’는

함의사(含意詞)로 사용하며, ‘～’는 부정사(否定詞)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p→q’라는 것은 ‘p가 참이면 q도 참이다’ 즉 ‘명제 p는 명제 q를

함의한다’라는 것을 지시한다. 또한 ‘～p’라고 표시할 경우, ‘p가 아니다’

즉, ‘명제 p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시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21) 金倉(1971) p. 211-212. 니야아-바이쉐시카 학파는 불꽃을 제외하고,

소리ㆍ행위ㆍ인식이 찰나멸한다고 생각했다. 아비달마 시대 이후에는

중관학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불교학파들이 사물에 대한 찰나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심ㆍ심소의 찰나멸에 관해서는 모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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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에서는 ③을 제시하면서, 위의 <논식(B)> 전체의 전제인 -g
의 근거가 되는 -f(위의 본문 밑줄)의 내용 즉, 찰나멸하는 것은
외부적 원인 없이 소멸된다는 것이 관찰된다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앞 단락의 내용과 조합하면, 외부적 원인에 의해서 소멸되

는 것은 지각을 통해서 관찰할 수 없지만, 외부적 원인 없이 소멸

하는 것은 지각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

라서 불꽃ㆍ소리ㆍ인식이 찰나멸이라는 상식에 근거하면, -f에
의해서 불꽃ㆍ소리ㆍ인식은 외부적 원인 없이 소멸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런데 카츠라는 위의 논증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세상에 원인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모든 것이 어떤 외적 원인에 의해서 소멸한다고 하는 상대의

주장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존재가 원인 없이 소멸한다고

하는 자신의 주장을 함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것은 원인 없이 소

멸하고, 다른 어떤 것은 외적 원인을 기대하여 소멸한다고 하는 제3의

입장도 논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22)

여기서 카츠라가 서술하는 내용은 위의 <논증(B)>의 논리적

구조상으로는 제기될 수 없는 비판이다. 위의 논증에서 ①과 ③은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①이 부정될 경우 논증식 전체가 부정

되고 ④의 결론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일부만 부정되고 일부

는 부정되지 않는 종류의 논증은 위의 논리적 구조에서는 있을

수 없고, 전체가 부정되거나 전체가 긍정되는 종류의 결론만 도출

될 수 있다. 또한 ①의 경우 전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논증을 통해서 새롭게 얻은 결론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의 카츠라

의 주장처럼, “논증 전체는 성공적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주장을 부정하는” 논증의 효력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

또한 위에서 설명되는 제3의 입장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

22) 桂(2003)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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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논증(B)>의 선행전제 중에서 -g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나
바수반두가 -g을 증명하지 않은 이유는, 거의 모든 인도의 학

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3의 입장

이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도록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수반

두의 의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어떤 학파에서도 제3의 입장을 지지했던 적이 없다. 이

부분에서 카츠라는 논리적 가능성이 적용되는 범위를 착각한 것

으로 보인다. 당시 인도에서는 불꽃ㆍ소리ㆍ인식은 찰나멸하고,

물질적 사물은 찰나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박실재론적 상식이었

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은 찰나멸하고, 다른 어떤 것은 찰

나멸하지 않는다는 관념 역시도 상식적으로 통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것은 자발적으로 소멸하고, 다른 어떤 것

은 원인에 의해서 소멸한다는 사실까지 통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차이가 바수반두가 논증을 풀어가나는 열쇠로 사용하는

부분이며, 카츠라가 놓친 부분이다.

따라서 찰나멸을 논증의 주제로 둘 경우에는 카츠라가 설명하

는 위의 제3의 입장과 유사한 선택지, 즉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은

찰나멸이고 다른 어떤 것은 비찰나멸이라는 것이 상식에 가까운

입장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파들이 불교 내외

에 존재했고, 그것이 전통적인 입장을 대변했을 것이다. 그럴 경

우 찰나멸론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상식을 부정하고, 모든 것

이 찰나멸한다는 결론을 유도해내는 것이 과제가 된다.

그러나 정작 소멸의 원인의 경우에는 카츠라가 설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제3의 입장을 주장하는 학파는 문헌상으로 발견되지

않으며, 단지 두 가지 입장만 있었을 뿐이다. 어떤 학파들은 모든

존재들의 소멸이 외부적 원인을 가진다고 생각했었고, 어떤 학파

들은 모든 존재들이 소멸의 외부적 원인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

했었다. 전자는 주로 물질적 사물의 지속성을 지지하던 니야야ㆍ

바이쉐시카ㆍ독자부ㆍ정량부 등의 학파들이었으며, 후자는 찰나

멸을 주장하는 학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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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츠라의 지적과는 달리 그가 성공적이었다고 설명한 “③

인식, 소리, 불꽃은 외부적 원인 없이 소멸한다. 즉 모든 소멸이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실례가 존재한다.”는 부분이 실제로는

오히려 논란거리가 되었다. 위의 <논증(B)>에 바로 뒤에 이어지

는 논의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찰나멸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학파들은 불꽃ㆍ소리ㆍ인식만이

찰나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불꽃 등의 소멸도 외부적 원인을 지

녀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를들어, AKBh에서의 이 부분에 대한 반

박으로서, 그것들에 후속하는 별개의 불꽃ㆍ소리ㆍ인식이 소멸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즉, 소리는 바로 뒷찰나의 소리에 의해서

소멸한다고 생각했다.23) 즉, 찰나멸인 존재들도 외부적 원인에 의

해서 소멸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는 명백히 위의 <논증(B)>

의 선행하는 전제가 되었던 -cㆍ-dㆍ-e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함축되는 “찰나멸=소멸의 외부적 원인 없음, 비찰나멸=외

부적 원인에 의해서 소멸”이라는 등식에 대한 부정하려는 것이다.

이 등식이 부정될 때 ③의 필연성이 성립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

다. 카츠라가 주장하는 것처럼 ①에 논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g에 대한 대론자의 반론이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논

쟁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작 이어지는 찰나멸에

대한 반론이 겨냥했던 것은 ①ㆍ-g이 아닌 ③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논의 전반에서 바수반두가 시도했던 논법의 특색

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그의 독창성은 “찰나멸인 것=자발적으로

소멸하는 것, 찰나멸이 아닌 것=외부적 원인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켜 “찰나멸-비찰나멸”의 논의구도를 “자

발적 소멸-원인에 의한 소멸”의 논의구도로 전환시킨 것에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바수반두 이전에도 찰나멸과 자발적 소멸을 관

련시킨 사례는 존재한다. 허나 바수반두는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소멸하거나, 모든 것이 원인 없이 소멸한다는 두 가지 선택지 중

23) AKBh p. 191에서는 뒷찰나의 소리가 앞찰나의 소리를, 뒷찰나의 인식이

앞찰나의 인식을 소멸시킨다는 대론자 바이쉐시카의 주장이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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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논리적 상황을 구축하였다.

이 세상에서 찰나멸과 비찰나멸의 공존은 당시 인도의 세간의

상식에서 통용되었으므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반대파 뿐 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상식은 불꽃ㆍ

소리 같은 것들은 찰나멸이고, 나무 등은 찰나멸하지 않으며, 이

두 가지 찰나멸-비찰나멸의 존재들은 우리 삶에서 공존하고 있다

고 생각했다. 그러면 나무 등이 찰나멸이라는 것을 연역적으로 논

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기대할 수 있

는 편리한 상황은 한 쪽에서는 모든 것은 찰나멸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모든 것이 비찰나멸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 비찰나멸인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거기서

발생하는 모순을 드러내기만 하면, 귀류논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찰나멸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간접적 논증은

상대방이 찰나멸-비찰나멸이 공존불가능하다는 상황 즉, 모든 것

이 비찰나멸이라고 주장해 줄 때 비로소 성립하는 논증이다. 그러

나 실제로 비찰나멸론자들은 찰나멸-비찰나멸의 공존, 다시말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찰나멸이고 어떤 것은 비찰나멸이라는 사실

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럴 경우 존재 일반을 규정하는

논리를 적용시킬 수 없게 되고, 사물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각각 따로 논증을 해야 하는 논리적 불편함이 발생한다. 대승장
엄경론(이하 MSA)에서의 60여종의 찰나멸 논증의 일부는 그런
방식 아래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 가지씩

각각의 찰나멸을 논증하는 전략으로는 모든 것의 찰나멸을 완전

하게 증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자발적 소멸’과 ‘원인에 의한 소멸’의 공존가

능성의 문제로 전환할 경우, 논증의 다음단계로 발을 딛기 편한

상태가 설정된다. 다른 학파들은 찰나멸과 비찰나멸한 존재들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지만, 자발적 소멸

과 원인에 의한 소멸의 공존하는 데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했다.

둘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세간에서는 전자는 상식적이라고 여겨진



138 ∙ 印度哲學 제43집

데 반해서, 후자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되었던 것 같다. 존재방식

에 대해서는 두 가지 원리(찰나멸과 비찰나멸)로 분류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였지만, 원인과 결과 즉, 발생방식과 소멸방식에 관해

서는 두 가지 원리(자발적 소멸과 원인에 의한 소멸)로 분류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활용하여 착안한

것이 <논증(B)>의 내용이다. 그 착안을 완성하기 위해서 바수반

두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연쇄를 기획하였다.

<논증(A)>와 <논증(B)>의 논리적 연결구조

위 그림에 붙여진 번호는 위에서 정리한 내용과 연동한다. (1)

에서 (8)까지가 <논증(A)>의 과정이며, 논증은 일단 (8)의 결론에

서 마무리된다. 이러한 <논증(A)>에 기반하여 다음 단계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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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논증(B)>이다. <논증(A)>를 통해서 -a부터 -h까
지의 과정이 예비적 전제가 되어 <논증(B)>를 위한 포석이 되었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수반두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새로

운 방법론을 개척했다. 앞서 카츠라의 지적처럼 바수반두가 논증

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히려 논증식의

형식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연결구조와 같이 논리적 전개

과정의 엄밀함을 유지하면서도 복잡하고 중층적인 아이디어들을

자유롭게 조합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수반두는 <논증(B)>와 관련하여 다음의 3단계를 통해서 멸

무인설의 논의를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1단계, ‘찰나멸-비찰나멸’의 대비구도에서 ‘자발적 소멸-원인에 의

한 소멸’의 대비구도로 논점 전환

2단계, ‘자발적 소멸’과 ‘원인에 의한 소멸’이 이 세상에서 공존불가

능하다는 상식 활용

3단계, ‘자발적 소멸-원인에 의한 소멸’에서 ‘찰나멸-비찰나멸’로

논점회귀하여 두 가지 중에서 반드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논리적 정황 구축

Ⅲ. 문제 2 : Yuktidīpikā는 왜 불꽃 따위(jvālādi)의

논의에 집착하는가?

SK의 10송에 대한 YD의 주석부분에서는 바수바두로 예상되는

논적인 불교도가 찰나멸론을 증명하는 논지를 열거하며, 그에 대

한 상키야측의 반론 또한 차례차례 제시된다. 그러데 특이하게도

이 부분에서는 앞서 2장에서 제시했던 소멸의 외부적 원인에 대

한 논의는 양쪽의 입장표명 정도에서 그치며, 주로 불꽃ㆍ소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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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찰나멸을 부정하는 논의에 많은 분량이 치중된다.24) YD 2

19.14-131.13에 걸쳐서 불꽃ㆍ소리ㆍ인식에 관하여 8가지 논제 즉,

(1) 화염 속의 불꽃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음, (2) 연소와 불꽃의

의지처의 소멸, (3) 장애물에 의한 분할불가능성, (4) 바람과 물의

소리 증가가 관찰되지 않음, (5) 지각에 의한 찰나멸의 관찰, (6)

소리의 제한성, (7) 소리의 발생장소와 관찰장소, (8) 인식의 찰나

멸의 순서대로 논의가 전개된다. 이렇게 불꽃ㆍ소리ㆍ인식의 찰나

멸과 관련된 논의가 할애되는 것은 인도의 문헌들을 통틀어서도

보기 드문 사례이다. 그것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찰나멸론을 부정하고 사물의 존속을 주장하는 독자부(Vatsīputr

īyas)는 인식ㆍ소리ㆍ불꽃과 같은 경우는 소멸의 외부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논의를 시작한다. 찰나멸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다음과 같이 매 찰나의 흐름에 대하여 각

자 다르게 설명되는 두 가지 모델이 도출된다.

<모델A>

A1 - A1 - A1 - A2 - A2 - A2 - A3 - A3 - A3 - 소멸

<모델B>

A1 - A2 - A3 - A4 - A5 - A6 - A7 - A8 - A9 - 소멸

<모델A>의 경우, 보통의 사물처럼 일정시간 동일한 상태를 유

지하다가 외부로부터의 작용에 의해서 A2와 같은 형태로 변화하

고, 다시 유지ㆍ변화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외부적 원인에 의해

서 소멸하는 상태를 맞는다. <모델B>의 경우, 불꽃ㆍ소리ㆍ마음

등과 같이 찰나멸하는 존재로서, 매 순간 생성ㆍ소멸한다. 따라서

<모델B>의 존재는 매 순간에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발생한다.

이부종륜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파들은 <모델A>와 <모델

24) 강형철(2013) 부록의 YD ad SK 10 역주 참조.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을 둘러싼 몇 가지 해석상의 문제들 ∙ 141

B>의 두 가지 존재방식을 모두 인정하였다. 대중부의 지말파와

정량부ㆍ독자부 등은 마음(心ㆍ心所法)은 위의 <모델B>와 같이

매 찰나 생멸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물질(色法)은 <모델A>와 같

이 일정 기간 고정된 형태로 지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당시

인도인들의 상식이기도 했다.

그러나 화지부ㆍ설일체유부ㆍ경량부 등은 마음과 물질 양쪽 모

두 <모델B>와 같이 매 찰나 생멸하는 것으로 보았다.25) 특이하

게도 상좌부의 논장에서는 물질이 1회 생멸하는 동안에 마음은 1

6회, 혹은 17회 생멸한다고 생각했다. 생ㆍ주ㆍ멸 중에서 생의 찰

나도 주의 찰나도 멸의 찰나도 동일한 길이를 지니며, 물질은 주

의 기간이 마음보다 길기 때문에 보다 오래 지속한다고 보았다.26)

이 논의에서 바수반두의 논적으로 등장하는 독자부는 나무 등

의 존재가 <모델A>와 같고, 불꽃, 소리 등의 존재는 <모델B>와

같다고 생각한다. 아비달마 시대에는 다수의 부파가 독자부와 같

이 이른바 법체잠주(法體暫住)와 그 전변을 인정했다.27) 니야야ㆍ

바이쉐시카의 경우도, 위의 두 가지 모델을 모두 인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수반두의 목적은 멸무인설의 입장에서 불꽃ㆍ소리ㆍ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적 사물들도 <모델B>와 같은 존재방식을 지닌

다고 주장하며, 이 세상에 <모델A>와 같은 존재방식는 성립할

수 없다고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반면 상키야 학파는 바수반두의 입장과 독자부의 입장 양쪽을

모두 부정한다. 다시 말하면, <모델A>와 <모델B>의 양쪽 모두

불가능한 존재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원인 속에 결과가 존재한다는

인중유과론(Satkāryavāda)을 주장하는 상키야는, 궁극적인 입장

에서 소멸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상에서 눈에 관

찰되는 나무 등의 소멸이란 현현(vyakta)한 개체가 다시 원질로(p

25) 高井(1928) pp. 50-54; 219-220..

26) 상좌부의 찰나론에 대해서는 Kim(1999), 특히 3장 참조.

27) 櫻部(1969)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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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kṛti)로 숨어 사라지는 것(隱沒, apagama)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28) 따라서 <모델 A>도 <모델B>도 있을 수 없

다. 즉 무상(anitya)의 기본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또한 상키야는 이 세계의 눈에 보이는 존재들은 모두 매 순간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설명한다. 사물들이 매 순간 소멸하지 않고

지속한다는 면에서는 독자부ㆍ바이쉐시카 등의 입장과 동일하지

만, 매 순간 변화한다는 점에서는 찰나멸론의 입장과 동일하다.

따라서 찰나멸론에 대한 비판의 논점이 앞의 독자부나 바이쉐시

카와 전혀 다르며, 논쟁의 양상도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위의 <모델A>의 존재방식은 독자부ㆍ바이쉐시카 등은 인정하

고, 바수반두는 인정하지 않으며, <모델B>는 이들 양쪽 모두가

인정한다고 앞서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서 양자 간에 찰나멸을 둘

러싼 논쟁이 일어날 때는 양쪽 모두가 인정하는 <모델B>에 관한

논의는 한켠으로 제외하고서 진행된다. 그래서 다음의 두 가지 주

제에 무게중심이 쏠린다. (1) <모델A>와 같은 존재방식이 있을

수 있는가? (2) <모델B>의 존재방식만 존재한다면, 물질적 사물

들이 어떤 방식으로 <모델B>의 존재로서 유지되는가?

한편 상키야는 비단 <모델B> 뿐만 아니라, 위의 양쪽 진영에

서 모두 인정하는 <모델B>의 존재도 부정하여 매 순간 변화하면

서도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제3의 모델을 제시한다. 따라서 상키

야와 불교 사이에 찰나멸에 관한 논쟁이 이루어질 때는, 상키야에

서 매 찰나의 변화를 이미 인정하므로 앞서 1장에서 언급했던 유

가행파의 주된 찰나멸 증명방식 중 하나인 “변화를 통한 추론”도

논리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변화를 통한 추론의 핵심

은 존재가 매 순간의 변화를 겪지 않고서는 변화라는 것이 이루

28) YD p. 132,23. vyaktyapagamapratijñānāt/ bhāvavināśavādinaṃ prati

satyam evāyam upālambhaḥ syāt/ vyaktyapagamas tu no vināśaḥ/

왜냐하면 [우리는] 현현과 은몰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존재가 소멸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질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소멸이란 현현된 것이 은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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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없고 그러면 변화과 관찰되는 모든 존재들은 찰나멸일

수 밖에 없다는 논지에 있는데, 이는 곧 <모델A>와 같은 방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매

순간의 변화를 인정하는 상키야는 <모델A>를 이미 부정하기 때

문에, 상키야에 대해서는 변화를 통한 추론이 논지의 효력을 상실

하게 된다. 또한 상키야는 소멸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

멸의 원인유무를 가리는 논의인 “멸무인설”에서 구사되는 논법도

이들에게 정확한 겨냥이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재조정을 통해서

다시 나타난 형태가 YD 10에서의 찰나멸 논쟁이다.

YD가 불교 내부의 찰나멸론에 관련된 논의와 전혀 다른 논점

에 서서, 즉 불꽃ㆍ인식ㆍ소리의 찰나성을 부정하는 것을 통해서

찰나멸론을 논박하고자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다른 어떤 문헌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논의가 전개되었다.

앞서 바수반두가 AKBh에서 찰나멸-비찰나멸의 구도를 소멸무

원인-유원인의 구도로 전환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상키야가

대론자일 경우 애초에 그와 같은 전환이 불필요하다. 상키야는 찰

나멸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찰나멸-비찰나멸이 공존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이미 동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와 상키야와의 논쟁

에서는 AKBh의 찰나멸 논증의 구조를 유지한 채 다음과 같은 원

래의 논제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YD에서의 <논증(B)>의 변형

① 어떤 존재가 비찰나멸이면, 모든 존재는 비찰나멸이다. (p → q)

② 어떤 존재가 찰나멸이라면, 모든 존재는 찰나멸이다. (∼q → ∼p)

③ 불꽃ㆍ소리ㆍ인식은 찰나멸이다. (∼q)

④ 모든 존재는 찰나멸이다. (∼p)

이와 같은 논리적 구조에서 ①과 ②를 인정한다는 것은, 찰나멸

-비찰나멸이 공존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찰나멸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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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키야 앙 쪽에서 인정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①과 ②는 양쪽

진영에서 모두 논증의 전제로 사용해도 무방한 내용이다. 그러면

결국 ③이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불꽃ㆍ소리ㆍ인식이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된 이유는

AKBh에서의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이 지니는 특성 때문이다.

위의 <논증(B)>의 ①은 귀류논증(prasaṅga)를 통해서 찰나멸론

을 논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시되는 명제이며, 이것의 논제가

소멸의 원인의 문제가 아니라 찰나멸의 문제로 전환될 때는 위의

<논증(B)>의 변형에서 ①의 형태가 된다. 그럴 경우 불꽃ㆍ소리

ㆍ인식 중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찰나멸한다는 것이 인정되면 모

든 사물은 찰나멸한다는 것을 증명되는 강력한 논증이다.

여기서의 논쟁은 최종적으로는 사물의 존재방식은 이 중 어느

한 가지로 귀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위의 ①과 ②를 인정할

경우, 모든 존재는 찰나적이거나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두 가

지 존재방식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상키야와 불교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또한 매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리

고 매 순간 변화하는 존재의 내부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존재

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재정의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상키야와 불교 사이의 분기점이 생긴다. 주지의 사실대로 불교는

매 순간의 변화를 매 순간의 생성ㆍ소멸의 반복으로 설명했고, 상

키야는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의미의 소멸이라는 것은 없으며 존

재는 영원히 지속되지만 존재의 본성상 매 순간 부단히 변화한다

고 설명한다. 한 쪽은 존재의 부단한 소멸을, 다른 한 쪽은 존재의

영원한 지속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바수반두의 찰나멸을 입증하는 강력한 논증에는 감수해

야할 명백한 위험 부담이 존재한다. 그것은 불꽃ㆍ소리ㆍ인식 중

어느 것 한 가지만 찰나멸하지 않고 두 찰나 이상 지속한다는 것

이 증명되기만 하면 찰나멸론 자체가 부정되어 버리는 논증 구조

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전통의 상식적인 견해였던 불꽃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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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ㆍ인식의 순간성이, 그것의 가부에 따라서 존재의 원리를 확

정하는 중요한 사안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논증은 불꽃ㆍ소리ㆍ인식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존속이 긍정될 경우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까지도 긍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AKBh에서 바수반두는 이미

“모든 것은 찰나멸하거나, 모든 것은 비찰나멸”이라는 것을 예비

적 전제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즉 위의 찰나멸 논증이 실패했을

경우에 단순히 찰나멸론의 입증이 실패하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유위법은 모두 소멸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게 되어, 반

대로 항상성을 논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이 바수반두

의 찰나멸 논증이 지닌 양날의 검과 같은 논리적 위험 부담이다.

주지의 사실대로 불교와 상키야는 많은 철학적 관념들을 공유

하면서도 서로 승인할 수 없는 확연히 이질적인 몇 가지 근본교

설들로 인하여 다양한 주제의 논쟁을 일으켰다. 그와 같은 양쪽의

이견들이 논쟁의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결국 넓게는 찰나멸론, 좁

게는 불꽃ㆍ소리ㆍ인식의 찰나성이라는 일상적인 상식에 관한 해

석의 차이로 논의가 압축된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다.

Ⅳ. 바수반두 찰나멸 논증의 논리학적 의의

앞서 바수반두 논증의 독창성은 “찰나멸-비찰나멸”의 대립구도

를 “자발적 소멸-외부적 원인에 의한 소멸”의 구도로 전환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YD의 논의가 불꽃ㆍ소리ㆍ인식의

찰나멸 여부에 치중된 이유는 그 부분에 있다. 논제가 전환되면서

논증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핵심적 증거도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YD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바수반두의

논증식이 2장에서의 <논증(B)>에서 정리된 것처럼 ①∼④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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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드러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왜냐하면 YD에서의 논쟁

이 불꽃 등의 찰나멸 여부에 집중된다는 사실은, 3장에서 정리된

<논증(B)>의 변형된 형태와 같은 구조로 논증이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전제가 되는 ③에 의해서 논증의 성패를 결정하는 논리적

상황이라는 것을 양쪽 모두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

런 이해는 AKBh에서의 논증의 구조를 설명하는 경우에도 동일

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2장의 분석을 통해서

3장에서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게 되며, 3장에서의 해답이 2장의

분석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이 ①∼④의 형식으로 파악

할 경우, 카츠라가 지적하는 형태의 오류는 그 논리적 구조상 발

생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와 같은 AKBh와 YD에서의 찰나멸 논증은 다음과 같은 여

덟 가지 논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1) 찰나멸=소멸무원인, 비찰나멸=소멸유원인

(2) 모든 존재의 매 순간의 변화

(3) 모든 것은 찰나멸이거나, 모든 것은 비찰나멸

(4) 모든 것은 소멸무원인이거나, 모든 것은 소멸유원인

(5) 불꽃 따위의 소멸무원인

(6) 불꽃 따위의 찰나멸

(7) 모든 존재의 찰나멸

(8) 모든 존재의 영원성

앞서 언급했듯이, 위의 (4)와 (6)은 당시 상식이었다. (1), (2),

(3), (4), (5), (6)을 모두 인정하면 (7)을 인정하는 입장에 서는 것

이고, (4), (6)만을 인정하면 (7)을 부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4)와

(8)은 모순되는 개념이므로, AKBh의 찰나멸에서는 찬성자와 반

대자 양쪽 모두 (8)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수반두가 사용한 논증은, 위에서 (3)은 상식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4)만 통용되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단순히 표현하자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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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1)을 증명하여 (3)과 (4)가 동일한 내용이라고 설정한

후, 지각을 근거로 (5)를 증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7)을 증명하는

것이다. AKBh에서 이에 대한 바이쉐시카의 반박형태는, (6)을 인

정하면서도 (5)를 부정하여 (1)을 반박하여 최종적으로는 (7)이 근

거를 잃게 하려는 것이다.

반면 상키야는 (1), (2), (3)을 인정하고, 위에서 양쪽 모두 인정

하던 (4)와 (6)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YD의 경우 같은 논쟁

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간다. 그럴 경우, (1), (2), (3)은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므로 논증의 주제가 될 수 없었고, 최종적으로 양

자 간에는 (6)의 인정여부를 통해서 (7)ㆍ(8) 둘 중에 하나는 반드

시 인정되어야 하는 논증구조가 설정되었다. 이처럼 대비되는 두

사례는 철학적 입장에 따라서 논쟁에 있어서 논제를 다루는 방식

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의 가장 큰 의의는 바수반

두 이전의 시대까지만 해도 중구난방으로 난무하던 찰나멸 논증

들의 논점을 몇 가지 논제로 제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YD

10에서는 초기 유가행파의 찰나멸론이 여러 문헌으로부터 인용되

며, 실제로 현존하는 초기 유가행파의 문헌군에는 다양한 형태의

찰나멸 논증이 서술되고 있다. 대승장엄경론(MSA) 18장 82-91
송에서는 약 60여종의 찰나멸 논증을 제시하고 있다.29) 하지만 M

SA에서의 논증들은 외연이 중복되거나 상호모순하는 경우도 적

지 않다. 찰나멸의 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60종의 다양한 논

증이 아니라 존재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확실한 논

증이었다. 다르마키르티가 새로운 종류의 논증을 제시하기 전까지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은 압도적으로 차용되는 찰나멸에 대한

증명이었고, 이후에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논증으로 남았다. 이

는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이 그와 같

은 “한 가지의 확실한 논증”의 역할을 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29) MSA[Bh]의 찰나멸론은 早島(1994a; 1994b; 1995a; 1995b; 1995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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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수반두는 찰나멸을 증명함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정도의

원칙이 발견된다. 첫 번째로 일부의 존재가 아닌 모든 존재의 발

생과 소멸을 설명할 수 있는 일관된 논리가 필요하며, 두 번째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인가능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사상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는 논리학적인 문

제이다.

바수반두 이전 시대의 문헌들에서는 찰나멸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아마도 찰나멸이 애초에 눈으로 확

인불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 논의의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

다. 그러나 바수반두가 그 논점을 소멸의 원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는 찰나멸론자가 사수해야 할 내용도, 반론자 측에서 공격해야 할

과녁도 분명하게 되었다. 즉 소멸원인의 존재여부가 찰나멸의 성

립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논의의 범위을 좁혔다. 하지만 YD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키야의 독특한 입장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히게 되며, 그것은 불꽃 등의 찰나멸

여부로 찰나멸 논증의 성패가 결정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바수반두 이후에는 그가 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이전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심도 깊은 논의를 생산하게 되었다.

YD 뿐만 아니라 Uddyotakara(6세기)의 Nyāyavārttika, Bhāvivek

a(清辯, 6세기)의 Prajñāpradīpa, Candrakīrti(月稱, 7세기)의 Prasa

nnapadā 등에서 찰나멸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나타난 것은 바수

반두의 착상을 기반으로 하여 논점이 확산된 결과라 할 수 있

다.30) 앞서 1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초기의 찰나멸에 대한 반론

은 두, 세 단계 정도의 문답으로 그치는 단순한 논지가 중심을 이

룬다. 그러나 바수반두 이후의 문헌에서 이루어지는 찰나멸을 둘

러싼 논쟁은 논의의 복잡성에 있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지게

되었다. 인도사상사에서 바수반두의 영향력을 새삼스럽게 재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0) Nyāyavārttika의 찰나멸비판은 桑月(1979); 谷(1996) 참조. Prajñāpradīpa

의 찰나멸 논증 및 Prasannapadā의 찰나멸론 비판은 森山(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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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everal Probolems in Analysis of 
Vasubandhu's Proof of Momentariness:

with a focus on connection with Yuktidīpikā

Kang, Hyong Chol

Geumgang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Vasubandhu's Proof

of Momentariness. To start with, this paper seeks to ad-

dress the following questions: 1. Is the proof of Vasubandhu

an error? 2. Why does the writer of Yuktidīpikā deeply at-

tach to dispute on momentariness of flame etc.?

The notion ‘All the existence in the real world is im-

permanent’ underlies the ideas of Indian philosophical

schools. However, regarding the signification and application

scope of anitya, various interpretations have been raised.

Answers to how such impermanent things are able to

maintain their appearance widely vary based on the as-

sumption that everything in the world is impermanent.

Anitya is a notion that is commonly accepted by Indian

philosophical schools, yet an understanding of the phenom-

enal world varies depending how differently the anitya is

viewed varies. Historically, thus, there have been a lot of

disputes between schools with different views. Buddhism on

the basis of anitya as key doctrine suggested the most

strict standards regarding the application scope of anitya.

Basically, Buddhism does not accept either immortal gods

nor eternal and fundamental cause for the creation of all

things. Particularly since Abhidharma doctrines ha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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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n the Buddhist schools, the doctrine of momentari-

ness (kṣaṇikavāda) that saw that all things and facts were

created and became extinct repetitively every single momen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xplaining anitya theoretically.

Disputes on the doctrine of momentariness in

Yuktidīpikā proceeds in a different way from rebuttals to it

by the Nyāya School or Vātsīputrīya on which many stud-

ies have been conducted. Vātsīputrīya and the Nyāya school

do not accept the changes every moment claimed by

Sarvāstivādin, Sautrāntika, Yogacāra and the

Sāṃkhya-Yoga school. To them, things continue to exist

with self-identity and are destroyed by external causes

only. Thus, in the disputes on the momentariness relating to

Vātsīputrīya and the Nyāya School, the changes every mo-

ment is the important subject of argument.

The theory of momentariness is the core tenets that

define anitya in Buddhism. The stance of the Sāṃkhya

school on momentariness has undergone transitions through

the historial process. The discussion in Yuktidīpikā 10 is

placed in the last stage of that historical process. The rea-

son why Sāṃkhya could not accept the momentariness

while claiming the changeableness was because the notion

of Buddhism and the casual relationship and the notion of

the extinction did not correspond with each other, which in-

curred the big difference in the stance on the significance of

the existence between them. This is the reason why both

Buddhism and Sāṃkhya explain the flow of time in different

ways. Sāṃkhya in the disputes in Yuktidīpikā explains the

reason the phenomena in front of our eyes disappear be-

cause they are melt into the origin, prakrti. Sāṃkhya claims

that the existence perpetually continues through changes,

not accepting the extinction of existence. In the disputes of

Yuktidīpikā 10, this stance of Ṣāmkhya is identified in vari-

ous ma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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