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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santati)과 존속(avasthāna)
__존재의 지속요건을 둘러싼 불교와 상키야의 논쟁__

강형철*
1)

I 들어가며. Ⅱ 사물이 붕괴되지 않는 이유.
Ⅲ 소멸의 자발성 혹은 불가능성. Ⅳ 변화의 정의. Ⅴ 결론.

요약문 [주요어: 상속, 존속, 상키야, 세친, 경량부, 찰나멸, 논증의 등불]

본 논문은 Yuktidīpikā에서 소개된 불교와 상키야 사이의 찰나멸을 둘
러싼 치열한 논쟁의 번외편(spin-off)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santati)과 
존속(avasthāna)을 둘러싼 논쟁이다. 

우선은 사물이 붕괴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에 관한 불교와 상
키야 간의 해석상의 차이에 대해서 다룬다. 불교측에서는 매 순간의 소멸
이 반복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물이 자기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반복되는 소멸을 저지하는 방해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에 대해서 상키야는 잠세력(saṃskāra)의 힘이 사물을 유지하게 하
는 원인이고, 그것의 소진으로 인한 부재가 사물이 붕괴되는 원인이라고 
답변한다. 

다음으로 구사론에서의 논지와 유사한 형태로 소멸의 자발성을 통해
서 상속을 설명하는 불교도에 대해서, 상키야는 인중유과론의 입장에서 소
멸 자체를 부정하고 현현(vyakti)과 은몰(apagama)이라는 개념으로 현상
적 존재의 전개와 사라짐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불교와 상키야가 변화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는 유사한 관
점을 보이면서도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룬 상속과 존속을 둘러싼 논쟁의 면면은 존재의 지속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양자의 차이가 논쟁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나
타나는 거의 유일한 사례라는 점과 구사론에 나타나는 찰나멸론의 전단
계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사상사적 자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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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이 세계가 모두 매 순간 발생하고 사

라지기를 반복하는 순간적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는 찰나멸

(kṣaṇika, kṣaṇabhaṅga)의 이론은 불교의 모든 분파가 지지하는 

견해도 아니고, 그것을 옹호하는 문헌들에서조차 의외로 반드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다루지는 않는다. 반면에 인도논쟁사의 측

면에서 보자면 찰나멸의 이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독자

부, 중관학파(귀류논증파), 니야야, 상키야, 베단타, 차르바카, 자
이나 등 불교 내외부의 많은 학파의 논사들이 오랜 세월 찰나멸론

을 논박하기 위해서 애썼고, 설일체유부, 경량부, 유가행파, 중관

학파(자립논증파)1)에서는 이를 옹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논리적 장

치를 고안하였고, 논증식의 형식을 재규정하는 과정에서도 찰나멸 

논증이 쟁점이 되는 등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와 같이 찰나멸을 둘러싼 논쟁이 실제 문헌상에서의 분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논의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론의 비상식

성이며, 다른 하나는 논지 적용의 광범위함이다. 매 순간 모든 존

재가 소멸과 발생이 반복한다는 발상은 그 이론의 성립 여부를 떠

나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인간들이, 심지어는 그 지지자들조차

도 그것을 실감하면서 살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반대자의 

입장에서 볼 때 찰나멸론은 감각적 경험으로 증명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비상식적인 이론이다.

1) 찰나멸론 해석에 있어서의 중관학파 자료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강형철(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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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나멸론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존재 방식

을 규정하는 이론이고 그 적용 범위가 존재 전반을 포괄하는 이론

이기 때문에, 가령 찰나멸이 성립된다고 가정했을 때 반대자의 입

장에서는 단순히 한 가지 외부 이론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핵심이론을 논리적으로 부정해야만 하는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찰나멸이 증명된다면 영원

함(nitya)을 속성으로 지니고 있는 주재신(Īśvara), 원질(prakṛti), 
아트만(ātman), 브라만(Brahman) 등 인도 정통철학에서 상정하는 

개념들의 존재근거가 깡그리 부정될 것이다. 그와 관련된 논의가 

생산되던 당시의 인도의 논쟁 환경에서는 분명 그런 찰나멸론의 

논리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도 문헌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2)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그런 찰나멸 논쟁의 번외편

(spin-off)에 해당되는데, 인간과 사물의 항상성(homeostasis) 유
지를 설명하는 개념인 불교의 상속(相續, santati, santāna)과 상키

야의 존속(存續, avasthāna)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개념을 둘러

싼 일군의 논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
상키야 문헌인 Yuktidīpikā(이하 YD)는 Sāṃkhyakārikā(이하 

SK) 10송을 주석하면서 찰나멸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다룬다. 
여기서 인용되는 불교 측의 주장은 세친(世親, Vasubandhu)이 
구사론(Abhidharmakośabhāṣya, 이하 AKBh)에서 제시했던 ‘소
멸을 통한 논증’(vināśānumāna)이 논리적 얼개를 달리한 형태로 

제시되며, 이에 대한 상키야 입장에서의 반박과 그에 대한 불교 

입장에서의 재반박이 교차한다. 그런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중반 이후에는 분위기가 급변하여, 불꽃ㆍ소리ㆍ인식의 찰나멸 여

부라는 개별적인 내용으로 논의가 압축되며, 그 결과에 따라서 세

2) Tattvasaṃgraha 350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다. 
강형철(2015) pp.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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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 구축한 거대하고 연쇄적인 논증구조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도 있고 또 반대로 상키야 체계 전체의 입각점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양쪽 모두가 위험부담을 떠안게 되는 논리적 흐름을 형성하

게 된다.3) 불교의 입장에서 논의가 그렇게 위험부담이 수반하게 

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후술하겠지만, 구사

론이나 Tattvasaṃgraha 및 다르마키르티의 저서 속에 나타나는 

찰나멸의 반대자들을 겨냥해 구사하였던 주요한 논리들이 상키야

의 이론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본 논문의 주제가 되는 상속과 존속에 관한 논쟁은 YD에서 그런 

팽팽한 흐름이 일단락된 후에 진행되는 이야기이다. 
필자가 본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비단 이와 관련된 내용

의 철학적인 중요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 동안에 조명된 적이 없

던 이 논쟁이 인도논쟁사에서 매우 드문 유형이기 때문이다. 이 

논쟁의 독특한 점은 어느 한 쪽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서로 엇갈리는 전제, 유사한 결론임에도 

상이한 도출과정, 양립할 수 없는 세계관이 맞물려서 논쟁은 서로

의 입장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평행선을 이루는 지점에서 안착

하여, 결정적인 반박의 논리를 찾지 못한 채로 논주(論主)의 승리

선언조차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형태로 종료된다. 그와 같이 분

명하지 않은 문장이 포함된 다소 난잡한 편집을 보이는 일련의 논

의가 종착점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양쪽 이론의 핵심을 드러내면

서 표현상의 교정이 이루어진다.

3) 이 논쟁과 관련하여 양쪽이 지니는 논리적 위험부담에 관해서는 강형철(2015) 
pp. 144-1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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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물이 붕괴되지 않는 이유

1. 존속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소멸의 방해 요소

세친 이후의 유가행파의 찰나멸론은 상속(santati)이라는 개념이 

기저에 깔려 있다. 세친에게 상속이란 기본적으로는 종자를 나타

내거나 혹은 종자의 공능을 가지는 5온을 의미한다.4) 그것은 소위 

상속전변차별(相續轉變差別, santati-pariṇāma-viśeṣa)5)이라 불리

는 “[찰나생멸이 반복되는] 단절 없는 흐름(santati)의 종국에 특정

한 차이를 일으키는(viśeṣa) 변화(pariṇāma)”를 통해서, 마음의 양

태와 업이 과보를 일으키는 원리를 설명한다. 즉, 사람이 업을 지

은 후에도 과보가 즉각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상속은 

찰나에 발생과 소멸하기를 반복하며 매 순간마다 눈에 보이지 않

는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던 끝에 과

보를 짓는 힘이 무르익어 이전과 구분되는 특정한 차이(viśeṣa)를 

발생시키는 것이다.6) 

4) 사사키(2016) p. 252.
5) 상속전변차별 개념의 형성 과정의 역사적 추이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에 

대해서는 Park(2014) 4.1-4.6 참조.
6) AKBh 477,17-20 참조. “그러면 무엇이 ‘상속’이고 무엇이 ‘전변’이며 무엇이 

‘차별’인가? 업을 짓고 나서 끊이지 않고 계승되는 마음의 흐름을 상속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상속]이 [매 찰나]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전변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전변의 마지막 순간]은 그 직후에 과보를 낳는 능력이 있어 

이전까지의 전변 과정과는 차별되기 때문에 특수한 전변이라고 한다.” (kā 
punaḥ santatiḥ kaḥ pariṇāmaḥ ko viśeṣaḥ. yaḥ karmapūrva 
uttarottaracittapravasaḥ sā santatis tasyā anyathotpattiḥ pariṇāmaḥ. sa 
punar yo ’antaraṃ phalotpādanasamarthaḥ so ’nyapariṇāmaviśiṣṭatvāt 
parṇamaviśeṣaḥ/) 박창환(2012) pp. 1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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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키야에서는 상속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개념으로 존속

(avasthāna)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인중유과론(satkāryavāda)의 

입장에 있는 상키야에서는 어떤 존재도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찰

나마다(prati-kṣaṇam) 부단히 변화만 지속할 뿐이다. 상속의 개념

에서 존재는 매 순간 발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존속이라

는 단어는 존재가 동일성이 유지된 채로 매 순간 변화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런 상키야의 입장에 대해서 익명의 찰나멸론자인 불교

도가 다음과 같은 논지로 반론한다.

[불교도의] 반문: 이 세계에 등불을 비롯한 다른 모든 존재들은 찰나

멸이다. 왜 그러한가? [당신들 상키야가 주장하는] 존속(avasthāna)[을 

유지시키는]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7) 만약 사물(artha)이 [결국에는] 
소멸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는가? “막 

발생한 존재는 [그것의] 소멸을 저지할 방해 요소를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당신들 상키야도 인정해야만 하는] 전제 하에서만(tāvaty eva) 
[사물들의] 소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소멸을] 방해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당신들이 생각한]다면, [위의 논리에 따라서 모든 존재들

은]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존재들은 [영원한] 불변

(kauṭasthya)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이에 당신들이 주장하는 

‘변화’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8)

7) YD에서 진한 글씨(bold)로 표현된 부분은 ‘논지를 간략하게 표현하는 

명사구’와 ‘자세하게 풀어 놓는 동사를 사용하는 문장’으로 YD의 계층을 

분리하고자 하는 Wezler(1974)의 이론에 입각하여, Wezler와 Motegi(1998)의 

판본에서는 이를 진한 글씨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를 차용하지만 일부는 필자의 판단에 의해서 추가하거나 

제외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함형석(2016) pp. 7-8, 각주 4 참조.
8) YD 131,20-24. āha: itas tarhi pradīpādīnām anyeṣāṃ ca bhāvānāṃ 

kṣaṇikatvam/ kutaḥ/ avasthāne hetvabhāvāt/ naṣṭaś ced artho 
’bhyupagamyate nanu prāptam idam utpannamātrasyāsya vināśavighno 
nāstīti tāvaty eva vināśena bhavitavyam/ atha sati pratibandhe na vināśaḥ 
syād iti kauṭasthyaṃ sarvabhāvānāṃ prāptam iti/ Wezler와 Motegi(1998)의 

판본에서 위의 번역과 원문에서의 밑줄의 부분을 “atha asati pratibandhe” 
([소멸을] 방해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라고 읽는데, 이는 Pandey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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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논의는 세친의 자발적 소멸논증 즉, ‘소멸의 무원인성’에 

대한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소멸이란 자발적인 것이고 원인 

없이 일어난다는 것이 찰나멸론자들의 전통적인 견해이다.9) 다시 

판본(1967:58,17)에서 “atha sati pratibandhe”(방해하는 것이 존재하는 

경우에)라고 읽었던 것을 개정한 것이다. 다만 Wezler와 Motegi도 그런 

개정에 대한 이유나 사본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더욱이 여기에 또 한 

가지 선택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위에서 불교도가 상정하는 상키야의 주장이 

“atha sati/asati pratibandhe”만이라고 보아야 할 지, 혹은 후속하는 “na 
vināśaḥ syād iti”까지 포함해야 할 지이다. 이 두 가지 선택사항을 교차로 

조합하면,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전혀 다른 네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① 만약 “[소멸을] 방해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키야가 인정한다]”면, 

소멸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존재들은 불변의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② 만약 “[소멸을] 방해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상키야가 생각한다]”면, 소멸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존재들은 불변의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③ “[소멸을] 방해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멸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상키야가 주장한다]면, 모든 존재들은 불변의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④ “만약 [소멸을] 방해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소멸은 없을 것이다”라[고 

상키야가 주장한다]면, 모든 존재들은 불변의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①②는 가정되는 상키야의 주장에서 “na vināśaḥ syād iti”를 제외한 

것이고, ③④는 이를 포함한 것이다. 또한 ①③은 위의 밑줄을 “atha asati 
pratibandhe”로 Wezler와 Motegi의 판본 그대로 읽은 것이고, ②④는 “atha 
sati pratibandhe”로 고쳐 읽은 것이다. 위의 해석 중에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①을 제외하면 모두 가능한 해석의 범위 안에 있는데, 문맥상으로 

어느 쪽을 선택할지의 기준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즉, 
(1) 어느 해석이 후속하는 ‘불변(kauṭasthya)이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는지,  
(2) 어느 해석이 바로 앞 구절의 “소멸의 방해 요소가 없어야만 소멸이 있을 

수 있다”라는 논지와 적절한 대구를 이루는지,
(3) 이어지는 답변에서 상키야가 소멸의 방해 요소 혹은 그에 준하는 존재를 

긍정하는지.
위의 번역에서는 (1)(2)의 기준에 따라서 ④를 배제하고, (3)의 기준에 

따라서 ③을 배제하여, 최종적으로 ②의 해석을 선택하였다. Kumar와 

Bhargava(1992:43,22)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원문을 Pandeya의 독법대로 

차용하여 ④와 유사하게 번역하였고, Wezler와 Motegi의 판본(1998:131,23)을 

따를 경우에는 ③과 같은 해석이 유일한 선택지가 된다. 한편, YD의 첫 번째 

교정본인 Chakravarti의 판본(1938:69,15)에서는 발간 당시 유일하게 

저본으로 사용했던 사본에 누락이 있어 이 구절이 통째로 빠져 있다. YD의 

교정본들과 사본들에 관해서는 강형철ㆍ함형석(2016) pp. 257-258 참조. 
9) 찰나멸과 ‘소멸의 무원인성’에 관해서는 강형철(2015) pp. 127-1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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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서, 물병이 파괴되는 것은 ‘망치의 타격’이라는 ‘외부적 원인’
이 있기 때문이라는 상식을 깨고, 외부적 원인에 의한 파괴라는 

것은 허구적인 망상일 뿐이라는 것이 찰나멸론자들의 발상의 근

간에 있다. 모든 존재는 ‘외부적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소멸하는 것이며, ‘스스로’ 소멸하기 위해서는 ‘발생하자마자’ 소
멸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발생하자마자 스스로 소멸하지 않으면 

‘변화’ 없이 다음 찰나에 이어지므로, 그 다음 찰나, 또 그 다음 찰

나에도 변화 없이 이어져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당착에 빠

지기 때문이라고 피력하는 것이다.
결국 소멸의 무원인성을 지지하는 찰나멸론자의 입장에서는 매 

순간 계속 소멸이 일어나는 것이 사물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존

재 방식이다. 그런 입장에서는 사물이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

한 이유를 제시해야 납득할 수 있는, 특수하거나 불가능한 일처럼 

취급된다. 그런 취지에서 불교도로 지칭되는 위의 반론자는 ‘소멸

의 방해 요소’(vināśa-vighna)라는 가상의 개념을 대담하게 등장

시킨다. 다시 말해서, 사물이 소멸하지 않고 지속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매 찰나 소멸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요인’이 존재해

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위의 불교도의 논지를 함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순서를 재정립하면 다음과 같다. 

⑴ 불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어떤 존재라도 결국에는 소멸하게 

된다고 인정해야 한다.
⑵ 소멸하게 될 존재는 매 순간 변화해야 한다. 짧은 순간이라도 변화 

없이 지속한다면, 영원히 불변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⑶ 매 순간 변화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자발적으로 소멸해야 한다.
⑷ [(2)와 (3)에 의해,] 따라서 소멸하게 될 존재는 매 순간 자발적으로 

소멸해야 한다. 즉, 찰나멸이어야 한다.
⑸ 그러므로 사물이 결국에는 소멸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발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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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을 막는 방해 요소가 없다는 것을 즉, 존속을 유지하는 외부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⑹ 그리고 소멸을 막는 방해 요소가 없는 한, 사물이 매 순간 소멸한

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⑺ 그런데 소멸하지 않고 지속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에는 매 순

간 소멸을 막는 방해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⑻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당신들 상키야가 소멸의 방해 요소가 없다

고 생각한다면 즉, 존속이 외부적 원인(즉, 소멸의 방해 요소) 없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모든 현상적 존재가 ‘불변’이라는 당신들이 원

하지 않는 결론에 빠지게 된다.
⑼ 왜냐하면 어떤 존재에 소멸의 방해 요소가 없는데도 매 순간 소멸

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2)에 의해서] 그 소멸은 자발적이 아니라

는 것을 의미하고, [(3)에 의해,] 따라서 존재는 영원히 불변의 상태

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⑽ 혹은 소멸의 방해 요소가 없는데도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

하기 위해서는 존속의 원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당신들은 그것을 

제시하지 못했다.

위에서 (1)ㆍ(2)ㆍ(3)ㆍ(7)ㆍ(9)ㆍ(10)은 본문에 생략되었거나 함

축되어 있는 내용이고, 실제 본문에서의 논지는 (4)ㆍ(10)ㆍ(5)ㆍ(6)
ㆍ(8)의 순서로 진행된다. 위의 YD 본문에서 생략된 부분을 포함

하여 (1)～(4)와 (9)의 논지는 구사론에서 세친이 제시했던 다음

의 구절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만약 존재가 발생하자마자 이 자발적(ākasmika)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후에도 [존재의 소멸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발생한 후 소멸하지 않고 지속하는] 존재는 [영원히 변화 없이] 동일

[성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10) 

10) AKBh 193,8-9. so ’sāv ākasmiko vināśo yadi bhāvasyotpannamātrasya na 
syāt, paścād api na syād, bhāvasya tulyatv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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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세친은 귀류논증(prasaṅga)의 방식을 통해서, 소멸의 자

발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사물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소멸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순간에도, 또 그 

다음 순간에도 소멸하지 않을 것이므로,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것

이라는 논지이다. 따라서 존재가 발생하는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

니라고 가정할 때, 즉 존재의 소멸이 자발적이 아니라고 가정하

면, 존재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릇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모
든 존재는 발생하는 즉시 소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렇게 되면 위의 경우처럼 사물이 매 순간 소멸하는 것이 당연시되

는 상황을 형성하게 된다.
다만 위의 논리와 맞서는 대론자가 상키야가 될 경우에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된다. 위의 구사론의 내용에서 “영원히 소

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찰나멸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양쪽 모

두로부터 그릇된 것으로 상정된 결론이 상키야의 입장에서는 전

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중무과론자의 입장에서는 존재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상키야에게는 “존재는 영원히 소멸

하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사용할 때 전제되는 기본 설정인 “존재

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발생이고, 존재하던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게 소멸이다”라는 발생과 소멸의 세간적 

정의가 통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사태를 감안할 

때, 위에서 ‘불변(kauṭasthya)’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맘사(Mīmāṃsā)는 영원성(nityatva)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한다. 하나는 ‘불변의 영원성’(kūṭastha-nityatva)으로 어떤 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정된 채로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

며, 다른 하나는 ‘흐름의 영원성’(pravāha-nityatva)으로 계속 변

화하지만 중단되지 않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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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런 분류가 인도철학과 불교의 개념 전반에 통용되는데, 아
트만(ātman)과 같은 것이 불변의 영원성을 대표하고 불교에서 설

명하는 상속(santati)과 같은 것이 흐름의 영원성을 대표한다고 문

헌상에서 언급되기도 한다.12) 상키야의 입장에서는 푸루샤

(puruṣa, 人我/自我)와 프라크리티(prakṛti, 原質)는 불변의 영원성

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현상적인 존재들 즉, 현현된 것

(vyakta)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점에서 흐름의 영원성을 지닌다. 즉, 미맘사와 같은 인도 정통파

의 입장에서는 불교의 상속(santati)과 상키야의 존속(avasthāna)
은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것이다.
위에서 불교도가 불변(kūṭastha)로부터 파생된 kauṭasthya라는 

용어를 사용한 취지도 그와 같은 분류기준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

해될 수 있다. 이 분류기준에 따라서 바꿔 말하자면, 불교도와 상

키야가 모두 현상적 존재가 흐름의 영원성을 지닌 것이고 불변의 

영원성을 지니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한다. 따라서 양쪽 모두가 부

정하는 ‘불변의 영원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상대방을 몰아

붙이는 것이 위의 YD에서 불교도의 목적이다.
위의 구사론의 논의에서는 대론의 상대로 설정되었던 독자부

나 바이쉐시카 등이 현상적 존재의 불멸이나 영원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점을 이용한 논리가 적절하게 구사되었다. 그리고 

위의 YD에서 인용하는 불교도가 상키야를 겨냥해서 ‘불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결국 동일한 패턴이다. 다시 말해서, 찰나멸

11) Freschi(2014) pp. 150-151 각주 29 참조. 
12) NMGBh 114. “아트만은 부동의 상태에 있는, 즉 [그것의] 본성이 고정된 

상태에 있는 영원한 존재이다. 반면에 ‘인식의 끊임없는 

상속’(jñāna-santāna)은 흐름의 상태에 있는 즉, 중단 없이 흐르고 있는 

[영원한 존재이다].” (ātmā kūṭastho ’vicalad-rūpaḥ san nityaḥ, 
jñāna-santānas tv avicchedena pravahat pravāha iti/) Freschi & 
Kataoka(2012) p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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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논쟁이 ‘소멸’과 밀접히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위의 YD
에서의 불교도가 구사론에서 세친이 구사했던 것과는 달리 ‘소
멸’의 부정어인 ‘불멸’ 대신에 ‘변화’의 부정어인 ‘불변’이라는 용

어를 통해서 논의를 비틀었던 이유는 ‘흐름의 영원성의 긍정’과 

‘불변의 영원성의 부정’이라는 양자 간의 공통분모를 이용하여 
구사론과는 다른 새로운 논리를 구사해야만 했던 것이라고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의 전체에서 ‘소멸’이라는 용어는 ‘존재하던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자기동일성을 잃게 되

는 상태’ 정도의 한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존재가 완전히 소

멸하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

의 주제로 삼지 않는다. 불교는 소멸을 인정하고 상키야는 그렇지 

않으므로, 일상에서 ‘사물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양쪽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를 논쟁의 출발점으로 삼고, ‘사물의 

사라짐’이라는 세간적 현상이 일어나는 방식을 누가 더 합리적으

로 설명하는지에 중점을 둔다. 또한 ‘존재의 소멸’이라는 것을 인

정하는 대론자를 상대로 세친의 가장 주요한 논리적 무기가 되었

던 찰나멸의 ‘소멸을 통한 논증’이 여기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따
라서 ‘불변’을 기준으로 하여 논의가 진행되는 불교와 상키야 사

이의 독특한 논쟁이 전개된 것이다.
위의 YD에서의 불교도는 세친이 구사론에서 구사했던 “소멸

이 매 순간 일어나야 한다”는 논리를 응용하여, 존재가 소멸 없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소멸의 방해 요소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근거를 뒤집어서 제시하여, 마치 

사물의 존속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멸의 방해 요소가 없이도 지

속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적 조건을 제시하였

다. 그렇게 하여 어째서 사물들이 소멸하는지, 혹은 왜 존재는 찰

나멸인지를 불교도가 설명해야 하는 입장에서, 반대로 어째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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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하는지에 대해서 상키야가 설명해야 하

는 입장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2. 잠세력의 소모와 상속의 단절

소멸의 방해 요소가 없이 불변이 아닌 방식으로 존속하는 원리

를 요구하는 불교도의 반문에 대해서 상키야는 다음과 같이 답변

한다.

[상키야의] 답변 : 그것은 그렇지 않다. [사물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

하기 때문이다. 잠세력(saṃskāra)에 기인한 발생이 바로 모든 존재

(bhāva)들의 시작이다. 따라서 그것(=모든 존재)들이 지속하기 위해서

는 그것(잠세력)이 존속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한편 [모든 존재는] 
불멸이지만, 잠세력이 [모두] 소모될 때 지속 상태(sthiti)가 몰락

(apabhraṃśa)한다. 따라서 존재들은 일정 시간 동안[만] 존속

(avasthāna)한다. 그러므로 [우리들 상키야의 입장에서는 존재가 비록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변의 상태[에 도달한다]라는 과

실에 빠지지 않는다.13)

여기서 상키야는 사물이 존속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굳이 ‘매 순

간 소멸이 일어나는 것이 존재의 본성이고, 소멸의 방해 요소가 

매 순간 존재해야 한다’는 구도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

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다. 여기서 상키야는 잠세력

13) YD 131,25-132,3. ucyate: na, kāraṇopapatteḥ/ adhikāro hi 
sarvabhāvānāṃ saṃskāravaśād utpattiḥ/ tasmāt tadavasthānam eva 
teṣām alaṃ sthitaye/ sati vinaśvaratve saṃskāropayoge tu 
sthityapabhraṃśa ity ato ’sti kaṃcit kālam avasthānaṃ bhāvānām/ na 
ca kauṭasthyaprasaṅg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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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潛勢力, saṃskāra, 잠재적 형성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을 지탱하는 힘인 

잠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물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런 잠세력이 고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물의 비존재는 곧 잠

세력의 부재로 설명된다.
잠세력이라는 말은 SK에서는 인간의 육체를 존속시키는 잠재된 

활동의 근원으로 표현된다.14) 그 주석서인 Māṭharavṛtti에서도 중

생의 신체를 발생시키는 힘으로 설명되고, “잠세력에 기인하

여”(saṃskāra-vaśāt)이라는 표현의 동의어로서 “업에 기인하

여”(karma-vaśāt)라는 표현이 제시된다.15) 한편 또 다른 주석서인 

Sāṃkhyavṛtti에서는 잠세력을 충격(vega)이라는 의미로 풀이한

다.16) 한편 요가(Yoga) 철학에서 잠세력은 잠재인상(vāsanā, 薰習
/習氣), 잠재업(潛在業, karmāśaya) 등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

용되며, 이들을 통해서 업이 과보를 초래하는 인과관계를 설명한

14) SK 67. “완전한 지혜(samyag-jñāna)의 성취에 의해서 선(dharma) 등이 [더 

이상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게 되더라도, 잠세력의 힘(saṃskāra 
-vaśa)에 의해서 마치 [도공(陶工)이 물레를 돌리던 손을 놓더라도 일정 

시간동안] 물레가 굴러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신체의 유지는 지속된다.” 
(samyagjñānādhigamād dharmādīnām akāraṇaprāptau/ tiṣṭhati 
saṃskāravaśāc cakrabhramavad dhṛtaśarīraḥ/)

15) MV on SK 67. “잠세력(saṃskāra)이라고 하는 것은 선(dharma)과 

악(adharma)을 원인으로 하여 짐승과 인간, 천신 등[의 세계]에서 신체를 

일으킨다. 잠세력에 의해서 그것[신체]의 획득이 있다. 그리고 [완전한 

지혜를 성취한 사람에게 있어서] 잠세력은 [더 이상] 결과를 부여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완전한 지혜를 

일으킨 자도 [바로] 그 신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중략) ‘잠세력에 

기인하여’란 ‘업(karman)에 기인하여’라는 의미이다.” (saṃskāro nāma 
dharmādharmau nimittaṃ kṛtvā śarīrotpattir bhavati 
tiryaṅmanuṣyadevādiṣu/ tasya saṃskāreṇa grahaṇam/ sa ca saṃskāraḥ 
phalam adattvā kṣayaṃ na gacchati, utpannajñānasyāpi tasmād idaṃ 
śarīraṃ vināśaṃ yāsyati/ ... saṃskāravaśāt karmavaśād ity arthaḥ/)

16) V₂ 65,7. “‘잠세력에 기인하여’란 ‘충격에 기인하여’라는 의미이다.” 
(saṃskāravāśād vegavaśād ity arth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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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 
또한 요가 수행론에서는 삼매 상태에 들어가 마음의 작용

(citta-vṛtti)을 중지시켰다 하더라도 잠세력이 남아있는 경우를 유

종삼매(sabījasamādhi, 有種子三昧)라고 하며, 삼매를 지속하여 잠

세력마저도 모두 태워버리고 업과 인과를 완전히 제거하여 최고

의 경지인 독존(kaivalya, 獨存)을 달성한 상태를 무종삼매

(nirbīja-samādhi, 無種子三昧)라고 한다.18) 이 맥락에서 잠세력은 

종자(bīja)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는데, 이 부분에서 불교의 

상속 이론과 접점을 지닌다. 세친과 경량부에게 있어서 종자는 결

과를 낳는 능력(samarthya)을 갖는 것으로서, 생명체가 상속하게 

하는 원인이면서 상속의 과정을 통해서 현전하는 것이기도 하

다.19)

사물이 그 형태를 일정시간 유지하는 데 대해서, 불교는 상속

(santati)을 통해서 설명한다. 사물은 매 순간 발생하고 소멸하지

만, 상속하면서 미세한 변화(pariṇāma)를 일으키는 것 즉, 유사한 

모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의 인식이 형태가 계속 동일

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위에 나타난 

상키야의 입장에서는 사물의 형태가 지속하는 것은 잠세력

(saṃskāra)이 유지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이 부분에서 

양자의 설명은 매우 유사하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불교와 상키야 양쪽 모두 상속과 잠세력이 

주로 사용되었던 용례를 확장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

이다. 세친에게 있어서 상속은 주로 마음(citta), 5온 등이 지속하

면서 번뇌가 과보를 일으키는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다. 일부

17) 요가 철학에서 saṃskāra, vāsana, karmāśaya의 관계에 관해서는 

정승석(2001) 참조.
18) YS 1.46-48.
19) 권오민(2012) p. 3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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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나무가 꽃을 피우고 과일을 맺는 것에 대해서도 ‘상속전변

차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20) 그러나 찰나멸론의 입장

에서는 물질적 사물도 찰나적 존재므로, 당연히 상속하면서 정체

성을 유지한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상속이라

는 표현은 5온으로서의 인간 존재 혹은 인간의 마음이나 윤회하는 

중유에 대한 별칭으로서 상속의 인상이 더 강하다. 한편 상키야나 

요가에 있어서도 잠세력은 주로 인간의 마음과 신체가 유지되고 

업이 작동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되지만, 전변(pariṇāma)을 

일으키는 작용인으로 설명되므로, 이론적으로는 모든 현상적 존

재, 즉 현현(vyakta)에 해당하는 23원리가 발생할 때마다 배후에 

존재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점 역시 문헌상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YD에서의 이 부분의 논의 전반에서는 

그런 상속과 잠세력이 인간 심리를 설명하는 본래의 주요한 용례

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상속이 모든 존재의 찰나

생멸의 진행으로, 잠세력이 물질적 존재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

로 사용되기도 한다.
위의 논의에 덧붙여서 상키야는 다음과 같이 찰나멸을 기반으

로 하는 상속의 개념을 비판한다.

[상키야:] 또한 그 외에도, [찰나멸을 인정할 경우] 상속(santati)이 

소멸한다는 과실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절멸해야 할 존재가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소멸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상속 또한 최후에 

파괴가 관찰되기 때문에 절멸해야 할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것(상속)도 

바로 그와 같이 절멸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마치 번개의 섬광과 같

이, 한 순간만 보이고 나서 사라지는 3계가 존재하지 않게 될 때 윤회

가 근절된다는 과실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절멸해야 할 존재가 바

로 그 발생과 동시에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21)

20) AKBh 478,7-9. 佐古(1998) p.160 참조.
21) YD 132,4-8. kiṃ cānyat/ santativināśaprasaṅgāt/ naṃṣṭuś 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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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파괴가 관찰되기 때문에’라는 것은 앞서 찰나멸론자들

이 내세웠던 이유이다. 이에 앞선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증식

의 구성을 함축하는 형태로 인용되었다.

[주장: 모든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saṃskāra)22)는 찰나멸이다]
[이유: 모든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는] 최후에 파괴가 관찰되기 

때문이다.
[예시:] 이 세상에서 최후에 파괴를 맞는 것은 [모두] 순간적 존재

(kṣaṇika, 刹那滅)라는 것이 관찰된다. 등불의 불꽃, 인식, 소
리와 같이.23)

이 논증식에서 ‘최후에 파괴가 관찰된다’는 것은, 어떤 만들어진 

존재도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이 관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이것은 앞서 제시한 ‘소멸해야 하는 것은 발생하는 즉시 소멸

해야 한다’라는 세친의 논리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소멸해야 한

다’라고 제시된 주장 자체가 ‘최후에 파괴가 관찰되는’ 것을 통한 

귀납적인 추론의 결과이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들은 

결국에는 사라진다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확인했고, 예를 들어 풀

밭에 불을 지를 때 불꽃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

로는 풀밭 앞쪽의 불이 꺼지고 뒤쪽에 새로 불이 발생하는 것처

utpattisamanantaraṃ vināśa iṣyate, santatir apy ante kṣayadarśanān 
naṃṣṭrī/ tasyā api tathaiva vināśaḥ prāptaḥ/ tataś ca taḍidvilasitavat 
kṣaṇadṛṣṭanaṣṭasya trailokyasyābhāve saṃsārocchedaprasaṅgaḥ/ tasmād 
ayuktaṃ naṃṣṭur utpattisamakālam eva vināśa iti/

22) 다르마키르티(Dhrmakīrti) 이후의 찰나멸론은 모든 존재(sattva)가 찰나멸인 

것으로 규정되지만, 아비달마에서 찰나멸론이 처음 제기될 때의 근본 

주장은 모든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것(saṃskṛta, saṃskāra)이 찰나적이라는 

것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서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하는 

것(asaṃskṛta)은 찰나멸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Rospatt(1995) p. 1 참조.
23) YD 129,11-12. ante kṣayadarśanāt/ iha yasyānte kṣayas tasya 

kṣaṇikatvaṃ dṛṣṭaṃ tadyathā pradīpajvālābuddhiśabdānā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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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그와 같이 최후에 파괴를 맞는 모든 존재가 순간적 존재라는 

것이다.
세친도 구사론에서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것(saṃskṛta[-dh-

arma], 有爲[法])은 반드시(avaśyam) 소멸하기 때문이다”24)라는 

것을 찰나멸을 증명하는 첫 번째 이유로 제시한다.
여기서 상속(santati)으로 지칭된 것은 인간의 5온의 연속체, 혹

은 생명이 지속되는 연속체의 의미도 지닌다. 따라서 위에서 ‘상
속의 최후 파괴의 관찰’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는 순간을 지칭한

다. 앞에서 불교도는 ‘모든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것(saṃskāra)이 

최후에 파괴가 관찰된다’는 것을 근거로, 그것들이 모두 찰나멸이

라는 논지를 펼쳤다. 그런데 이것은 ‘최후의 파괴가 관찰되’는 것

이 ‘영원히 소멸함’과 동일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불교도는 소멸을 실질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매 순간에 발생하자마자 일어나는 궁극적 의미에서의 소

멸이고, 다른 하나는 사물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파괴, 예를 

들어 인간의 의식이 영원히 중단된다거나, 물병이 분쇄된다거나 

하는 ‘영원한 소멸’ 혹은 ‘절멸’로서 세간적 의미에서의 소멸을 의

미한다. 이는 3장에서 논의하게 될 ‘찰나무상’과 ‘상속무상’의 구

분과도 관련이 있다. 물론 찰나멸론의 입장에서는 ‘절멸’ 혹은 ‘영
원한 소멸’을 단지 ‘상속의 중단’에 대한 가상적이거나 허구적인 

의미의 소멸로 보았고, 이 개념을 주로 대론을 통해서만 사용하였

다. 다시 말해서 ‘세간적 의미에서의 소멸 즉, 절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궁극적 의미에서의 매 순간의 소멸’이 전제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여기서 ‘최후의 파괴’라는 것은 ‘절멸’이나 ‘영원한 소멸’ 혹은 

‘세간적 소멸’을 지칭하며, 위의 세친의 논리에서 사용된 ‘소멸해

24) AKBh 192,6. saṃskṛtasyāvaśyaṃ - vyayāt(IV.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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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것’이라는 표현 속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위에서 인용한 상키야의 논박에서 후반부와 같이, 윤회

의 문제가 개입될 경우 논리의 양상이 바뀐다. 인간이 윤회전생한

다는 것은 불교와 상키야 양쪽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고, 그것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간단한 명제를 인정한다는 것

을 뜻한다. 하지만 상속이 최후에 파괴되는 것을 ‘관찰’한다고 할 

경우, 이 맥락에서 파괴란 ‘절멸’을 의미해야 한다. 또한 위의 논

증식에서 ‘최후의 파괴가 관찰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에서 ‘관
찰’(darśana)을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지각의 결과를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럴 경우 ‘관찰되는 인간의 죽음’도 전생(轉生) 없
는 ‘절멸’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이 최후에 파괴되는’ 사례에 해당하는 ‘인간의 죽음’이 ‘절멸’
을 의미한다고 인정하게 되면, 인간이 죽고 나서 윤회하지 않는다

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상키야는 이 부분의 논리적 틈새를 파고

들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YD의 저자가 상속

이라는 말을 세친이 사용하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친에게 있어서 상속(santati)이란 시간의 경과

를 의미하는 것에서 확장하여 찰나생멸하면서 연속하는 종자 혹

은 5온을 의미한다. 이는 설일체유부 논사인 중현(衆賢, Saṃgha-
badra)이 상속(santati)이라는 명사를 ‘이어서 일어난다’(santanoti)
는 동작으로 해석하여 시간의 경과로 파악했던 것과는 대조적이

다.25) 
위에서는 YD의 저자가 ‘상속의 소멸’(santati-vināśa)이라는 표

현을 사용하고 이를 ‘윤회의 주체의 소멸’로 풀이했다는 점은 상

속을 세친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

25) 아비달마순정리론(T.29) 629b 참조. 사사키(2016) pp. 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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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26) 더욱이 찰나멸론을 다루는 YD의 다른 구절에서는 

불교도가 소멸과 발생의 동시작용에 대해서 ‘저울의 상승과 하

강’27)이라는 비유를 제시하는데, 이는 카말라쉴라(Kamalaśila)에 

의해서 경량부의 견해로 지칭되며,28) 이 비유를 직접적으로 언급

하는 불교 문헌은 구사론에 대한 야쇼미트라(Yaśomitra)의 주석

이 유일하다.29) 이와 같이 YD의 저자가 상속을 세친 특유의 의미

로 사용하고, 다른 구절에서는 경량부-세친 계열의 찰나멸을 인용

하였다는 점에서, 여기서의 대론자인 불교도를 세친으로 상정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3. 상속을 일으키는 과정

상속의 소멸과 윤회의 단절을 묻는 상키야의 질문에 대하여 불

교도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상키야:] “원인이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고 [불교도

가] 주장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생각에서 그랬을 것이다. 
[불교도:] “앞[찰나]에 발생한 존재가 뒷[찰나의 존재의] 발생에 대한 

원인이 된다. 그리고 그것(=뒷찰나의 존재의 발생)도 또 [그] 뒤의[찰나

의 존재의 발생에 대한 원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상속(santati)이 중

26) 중론(MMK) 21.15cd 참조. “왜냐하면 존재(bhava)는 원인이 소멸하고 

결과가 발생하는 일련의 흐름(santāna, 相續)이기 때문이다(udayavyaya 
-santānaḥ phalahetvor bhavaḥ sa hi).” 여기서 인용되는 찰나멸을 

주장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반대론자의 표현을 보더라도 ‘시간의 

경과’와 ‘윤회의 주체’(bhava, 강형철[2016:80-81] 참조)를 구분하고 있다.
27) YD 134.2-3. 강형철(2016) pp. 85-86.
28) PPT 213. 강형철(2016) pp. 89-90.
29) AKVy 2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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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양쪽으로부터 서로 상반되는

(즉, 공존할 수 없는) [앞찰나와 뒷찰나라는] 다른 존재들 간의 접촉이 

있기 때문에(virodhi-bhāva-antara-saṃsargāt), 그런 [공존할 수 없다

는] 원칙에 따라(tathā) [이전에] 발생한 것이 소멸한다.”30)

여기서의 불교도는 사실상 상속의 정의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답변을 대신한다. 상속의 이론에서는 앞찰나의 존재를 원인으로 

하고 뒷찰나의 존재는 다시 후속하는 찰나의 존재에 대해서 원인

이 된다. 따라서 사람이 죽어도 윤회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다. 이는 일반적인 논리에서는 찰나멸과 윤회의 딜레마를 극복하

는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위의 상키야의 논박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앞서 지적했던 ‘관찰’과 

‘윤회’ 사이의 딜레마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둘 중의 하나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1) ‘최후에 파괴가 관찰된다’는 것을 찰나멸ㆍ
상속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2) 윤회를 부정해

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느 것도 포기되지 않았다.
이렇게 불교도의 논지가 난점에 빠지게 된 것은, 여기서 ‘윤회’

라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주제가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맥락에

서 불교와 상키야 양쪽 모두 윤회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시도

하는 않는다. 그것은 양쪽 모두 처음부터 윤회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 밖의 

주제가 갑자기 전제로서 사용되는 특수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포기해야 할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논리를 

30) YD 132,8-11. kāraṇānavasthānān na doṣa iti cet/ syān matam/ asti 
kāraṇaṃ pūrvotpanno bhāva uttarasyotpattau, sa cāpy uttarasyety evaṃ 
santater anucchedaḥ/ virodhibhāvāntarasaṃsargāt tūbhayatas 
tathotpatter bhraṃśa 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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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세친이 구사론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

은 반드시 소멸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은 ‘파괴가 관찰됨’을 찰

나멸의 근거로서 제시하는 것을 포기하고, ‘관찰’이라는 것을 삭제

하여 ‘소멸(파괴)’ 만을 언급하는 것으로써 위의 난점을 극복한 셈

이다. 이럴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윤회와 관련된 논박을 사전에 논

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인용한 구사론의 구절

에서 세친은 ‘모든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라는 것을 굳

이 관찰을 통해서 증명하려는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 앞서 ‘윤회’
의 경우처럼, 논리적 전제로 배치하였을 뿐이다. 위에서 상키야가 

윤회라는 양쪽 모두 인정할 만한 내용을 통해서 반증을 시도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구사론에서는 “만들어진 것은 소멸한다”라는 

찰나멸의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가 인정하는 내용을 전제로 사용

하여 논증을 전개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사론에서의 세친

의 논의는, 문헌상으로는 앞서지만 위의 YD에서 인용되는 불교도

가 찰나멸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논증식보다 논리적인 발

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YD에서 인용하는 불교도의 

논리가 구사론 이전의 문헌에서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도 의미한다.31)

이상의 논의는 결국 상키야의 존속(avasthāna)이라는 개념과 불

교의 상속(santati)라는 개념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상키야에서는 

두 가지 소멸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존속(avasthāna)이란 모든 

현상적 존재의 근원적 질료인인 원질(prakṛti)로부터 전개되었다

가 다시 귀멸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31) 이 부분은 YD에 등장하는 대론자인 불교도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다른 지면을 기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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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멸의 자발성 혹은 불가능성

1. 상속의 근거로서의 소멸의 자발성

소멸의 원인이 없기 때문에 찰나멸한다는 자발적 소멸에 의한 

논증은 찰나멸 논증의 역사에서 시작부터 가장 우세한 논증이었

다. 이 논증은 세친에게 귀속되며 다르마키르티에까지 이어진

다.32) 이것은 구사론이나 순정리론33)에서도 찰나멸론과 관련

하여 중요하게 취급되는 주제이다. 이 새로운 주제로 전환하면서 

불교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존재들이 [소멸할 때,] 소멸하는 원인은 지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

멸은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물이] 발생하

는 동시에 [일어나는] 이것(소멸)을 무엇이 저지하겠는가?34)

위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사물이 소멸한다는 현상은 지각된다. 
이는 앞서 ‘파괴의 관찰’이라는 표현에서도 시사되는 내용이다. 그
러나 사물이 소멸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지각됨에도 불구하고, 사
물이 소멸하는 원인은 지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리가 사라

지는 것은 관찰되지만, 소리가 사라지는 이유는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멸이 지각되고 소멸의 원인은 지각되지 않는다면, 사물

은 그 자체의 본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라고 보아

32) 타니(2008) p. 79.
33) 아비달마순정리론(T.29) 533c-534a.
34) YD 132.15. nāsti bhāvānāṃ vināśahetor upalambha ity ataḥ svābhāvikaḥ 

pradhvaṃsaḥ/ tasmād utpattisamakālam asau kena vāryate 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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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소멸 원인의 비지각’은 자세한 설명이 생략

되어 있으나, 구사론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자세하게 논의된다. 
독자부가 장작 등의 사물이 ‘화염과의 접촉’이라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소멸되는 것이 관찰된다는 것을 통해서, ‘소멸의 원인’이 지

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을 반론하

면서, 세친은 ‘상식적으로 자연소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종소리

가 손과의 접촉을 원인으로 하여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반례로 제시하여 지각이 이 문제에서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결국 ‘화염과의 접촉’을 장작이 소멸하는 원인으로 

파악하는 것도, 실제로는 지각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며, 결국 소멸의 원인 유무는 추리(anumāna)에 의해서 결정되

어야 한다는 것으로 논의를 전환한다.35)

이와 같이 구사론에서는 위의 YD에서 인용된 ‘소멸 원인의 

비지각’을 찰나멸의 입증에 사용되었던 논리를, 반대로 ‘지각을 근

거로 하는 증명의 불가능성’에 활용한다. 이는 앞에서 분석했던 

‘파괴의 관찰’에 관한 문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사론에서의 

논의가 YD에서 인용된 불교도의 논리로부터 발전적으로 확장된 

형태로 나타나는 사례이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가 찰나멸이면서 그 소멸에 원인이 필요하

지 않다고 주장할 경우, 모든 존재가 찰나마다 외부적 원인 없이 

발생과 소멸이 일어나는 매커니즘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존재의 발생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인용되었던 

상속의 이론처럼, 찰나멸론자는 앞찰나 존재의 소멸이 뒷찰나 존

재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이 설명에 관해

서는 찰나의 시간적 지속 여부와 찰나 사이의 간격에 관한 보다 

35) AKbh 193,10-14. 강형철(2015) pp. 130-1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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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지만,36) 일단은 발생의 원인에 대한 설

명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발생과 달리 소멸의 경우에는 원인

이 없으므로, 어째서 원인도 없이 소멸이 매 찰나 일어나는지를 

발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명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불꽃, 소리, 인식은 순간적 존재라는 것이 

당시 인도에서 세간적으로 널리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찰나멸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불꽃, 소리, 인식에 대해서만큼은 이들 ‘순간

적 존재의 소멸원인’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요청되었다. 
예를 들어, 구사론에서 바이쉐시카(Vaiśeṣika)의 설로 “다음 찰

나의 인식이 이번 찰나의 인식을 소멸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다
음 찰나의 소리가 이번 찰나의 소리를 소멸하게 하는 원인 된다”
라는 주장을 소개한다.37) 이것은 발생의 원인을 앞찰나의 존재에 

두는 것처럼, 소멸의 원인을 뒷찰나의 존재에 두는 발상이다.
이 주장은 세친에 의해서 “앞찰나의 인식과 뒷찰나의 인식이 만

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논박된다.38) 즉, 뒷찰나의 인식이 

앞찰나의 인식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앞뒤 찰나의 

인식이 서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눈

앞의 물병이 계속해서 두 개가 지각되거나 한 사람이 부르는 노랫

소리가 화음으로 들리거나 하는 현상이 일어나야 하겠지만 실제

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앞찰나와 뒷찰나의 인식은 

만날 수 없다고 봐야 하며, 따라서 뒷찰나의 인식이 앞찰나의 인

식을 소멸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바이쉐

시카의 설명방식은 소리가 사라질 때 마지막 찰나의 소리의 소멸

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36) 강형철(2016) 참조.
37) AKBh 193.20-21. yas tu manyate buddhyantarād buddher vināśaḥ 

śabdāntarāc chabdasyeti/
38) AKBh 193.21. tad ayuktam/ buddhyor asamavadhān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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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문헌상으로 볼 때는 소멸의 외부적 원인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은 모든 찰나멸론자들이 동일하지만, 설명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설일체유부는 한 찰나 동안에 발생(jāti, 
生), 지속(sthiti, 住), 쇠퇴(jarā, 異), 소멸(anityatā)의 네 가지 유위

상(samkskṛta-lakṣaṇa)이 반복되며 그것을 찰나생멸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파악하는데, 그 중에서 소멸의 유위상(anityatālakṣa-
ṇa, 滅相)을 소멸의 내부적 원인(主因)으로 규정했다.39) 즉, 설일체

유부는 물병에 있어서의 망치, 장작에 있어서의 화염 등의 소멸의 

외부적 원인(客因)을 부정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것의 내부적 작

용인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경량부, 세친, 다르마키르티는 소멸의 내부적 원인조차 

필요하지 않으며, 애초에 존재라는 것 자체가 발생하자마자 소멸

하는 본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론을 구성하였다. 그런 입장에서 세

친은 구사론에서 발생ㆍ지속ㆍ쇠퇴ㆍ소멸의 4상은 한 찰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찰나로 이루어진 상속(santati)의 

과정 전체를 설명하는 데 적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과 소멸을 찰나 단위와 상속 단위로 구분하

는 취지에서 대지도론과 청정도론(Visuddhimagga)40)에서는 

무상(anitya)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찰나찰나(*pratikṣaṇa, 念
念)41)에 소멸하는 무상’(念念滅無常)과 ‘일정기간 동안 지속하는 

존재의 무상’(相續無常)을 다룬다.42) 전자가 한 찰나의 발생과 소

39) 순정리론(T.29) 533c-534a. 
40) 平川(1966) pp. 160-161; 早島(1988) pp. 7-8 참조.
41) 아비달마구사석론(T.29), 204b; 아비달마구사론(T.29), 155c. 

平川(1977:376)의 구사론 인덱스를 참조하면, 진제와 현장이 다른 

부분에서 각각 ‘念念滅’로 번역한 용어의 원어는 kṣaṇika와 pratikṣaṇa이다.
42) 대지도론(T.25) 372b. “또한 무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念念(*pratikṣaṇa)의 소멸로서, 모든 유위법이 불과 한 찰나(念, *kṣaṇa)만 

지속할 뿐이라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相續(*santati)하는 존재(法)는 

[결국에] 소멸하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수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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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라면, 후자가 상속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

다. 이와 같은 분류 기준은 금칠십론에서 상키야의 체계에도 수

용되며, 상키야의 용어들을 예시로 하여 설명된다.43)

그런데 진제(眞諦, Paramārtha)는 상키야 문헌인 금칠십론을 

번역하면서 ‘찰나찰나에 소멸하는 무상’을 ‘念念無常’이라고 번역

하는데, 자신이 아비달마구사석론에서 ‘念念滅’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했던 것이나 대지도론에서 동일한 개념이 ‘念念滅無常’이라

고 번역된 것과는 구별된다. 또한 금칠십론 한역에서는 ‘일정기

간 동안 지속하는 존재의 무상’이 ‘暫住無常’으로 번역되면서 긴 

설명을 부가되지만, 염념무상(念念無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

이 없는데, 이 점은 산스크리트 원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진제가 

임의로 삭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이렇게 진제가 ‘염념멸’에서 ‘滅’을 제외하고 ‘염념’이라고 번역

하고, ‘염념무상’에 대한 설명을 삭제한 듯한 정황을 보이는 구성

이 금칠십론을 편집에서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이유

가 추측된다. 아마도 상키야의 변화의 이론이 찰나멸론과 유사한 

것으로 혼동될 소지를 우려해기 때문일 것이다. 염념무상이란 상

키야의 입장에서는 존재가 소멸하지 않으면서 매 순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 불교의 입장에서는 염념멸무상이란 매 순간 끊

임없이 발생ㆍ소멸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두 가지의 차별화가 쉽

지 않고, 유사한 것으로 받아들일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진제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대지

도론 등에서 나타난 ‘염념멸무상’을 상키야에서 수용한 사례를 

진제는 ‘염념무상’이라고 구분하여 번역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하는 것과 같고, 불이 풀과 나무를 태우는 것과 같으며, 끓는 물이 

증발하는 것과 같다.” (無常亦有二種. 一者. 念念滅. 一切有為法. 不過一念住. 
二者. 相續法壞故. 名為無常. 如人命盡. 若火燒草木. 如煎水消盡)

43) 금칠십론(T.54) 1247a. 강형철(2013) pp. 24-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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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바이쉐시카의 소리ㆍ
인식 등의 순간적 존재의 소멸에 대한 설명방식이 앞에서 YD에서 

인용했던 불교도의 “상반하는 존재들 간의 접촉에 의해서” 소멸이 

일어난다고 했던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존재의 일부는 순간적 존재들이고, 그것들은 앞찰나를 원인

으로 하여 발생하고 뒷찰나를 원인으로 하여 소멸한다.”라는 세간

적 견해를 “모든 존재는 순간적 존재들이다”라고 확장시킨 것이 

찰나멸이므로, 그런 순간적 존재에 적용되던 발생과 소멸에 대한 

세간적 견해도 그대로 계승된 것이 찰나멸의 초기 형태에 가까울 

수 있을 것이다. 
YD에서 인용되는 찰나멸론이 구사론 이전의 논의를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장하는 ‘자발적 소멸’도 경량부와 세친

이 설명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외부적 원인’이 없

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뒷찰나의 존재에 의해서 앞찰나의 존재가 

소멸하는 것을 ‘내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소멸에 원인이 없다”
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관찰’의 문제를 소멸의 원인에 적용

시키는 것도 그것이 ‘외부적’이라고 자각하고 있었다고 보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 선후관계를 따지는 것과 무관

하게, 본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YD에서의 불교도의 사고방식과 

구사론에서의 세친의 찰나멸에 관한 사고방식 사이에 발상적으

로 간격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존속 상태에서 일어나는 소멸

상키야는 소멸의 무원인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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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키야:] 그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 어째서인가? 왜냐하면 그것(=소
멸의 무원인성)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로 누가 소멸은 원인이 

없다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면 무엇인가? 이미 앞에서 [이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해 두었다. “존재들은 잠세력의 힘을 통해 지속

하며, 그것(=잠세력의 힘)에 의존하는 것들은 자아와 관련된 것 등의 

상반하는 다른 실체와의 결합에 의해 몰락하게 된다.”44)

여기서 상키야는 ‘소멸의 무원인성’을 부정하고 앞서 제시했던 

소멸의 원인을 개진한다. 앞에서는 ‘잠세력의 소진’을 소멸의 원인

으로 제시했었는데, 여기서는 위에서 불교도가 상속의 이론에서 

소멸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었던 “상반하는 다른 존재 간의 접촉 

때문에”(virodhibhāvāntarasaṃsargāt)라는 구절을 “상반하는 다

른 실체와의 결합 때문에”(virodhidravyāntarasambandhāt)라는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어, 25원리 중에서 지ㆍ수ㆍ화ㆍ풍ㆍ공의 5대(mahābh-

ūta)가 소멸할 경우 5미세요소(tanmātra)로 흡수되어 들어가는데, 
여기서 상반하는 다른 실체와의 결합이란 5대가 소멸하면서 5미
세요소와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몰락(apabhraṃśa)의 과정에서 

상반하는 실체는 최종적으로 프라크리티(prakṛti)를 지칭할 것이

다. 다시 말해서, 상키야는 프라크리티와의 결합 즉, 프라크리티로 

녹아 들어가는 것(prakṛti-laya)으로 소멸을 재정의한다. 즉, 세간

적 의미에서 ‘소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모습을 감춘 것일 뿐 실

제로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44) YD 132,17. tad apy ayuktam/ kasmāt/ anabhyupagamāt/ ko hy etad eva 
maṃsyaty ahetuko vināśaḥ iti/ kiṃ tarhi/ prāg evoktaṃ saṃskāravaśād 
bhāvānāṃ sthitis tadavasthitānāṃ cāpabhraṃśo 
virodhidravyāntarasambandhenādhyātmikādinā bhavatī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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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현(vyakti)과 은몰(apagama)

소멸의 무원인성을 부정하는 상키야에 대해서 불교도는 다음과 

같이 귀류논증을 통해 논박한다.

[상키야:] “[소멸이 원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소멸이 소멸한다는 과

실에 빠지기 때문이다”라고 [불교도가] 주장한다면, 다음과 같은 생각

에서 그랬을 것이다.
[불교도:] “[소멸은 비존재이므로,] 만약 [소멸인] 비존재도 원인을 

갖는 것으로 상정한다면, 이것(=비존재)도45) 소멸한다는 결론에 이르

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한 결론이 아니다. 따라서 소멸은 

원인이 없다.”46)

여기서 불교도의 주장과 유사한 논리가 구사론에서 세친이 

소멸의 무원인성을 통해 찰나멸을 논증하려는 초기 과정에서도 

발견된다.47) 세친은 소멸이란 비존재를 의미하며, 비존재는 원인

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소멸의 비원인성을 논증하였다. 
위에서는 ‘소멸은 비존재이다’라는 주장이 생략되어 있으며, ‘소멸

이 소멸한다’는 새로운 논지가 추가되었다. 소멸이 원인이 있다고 

하면, 비존재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경우 비존재

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되므로,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면 결국 소멸이 소멸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45) Ahmedabad 사본에는 이 구절에 ‘물병처럼’(ghaṭavad)이라고 실례가 

추가되어 있다. YD 132 각주 22.
46) YD 132,20-23. vināśasya vināśaprasaṅgād iti ced/ syād etat / yadi tarhy 

abhāvo ’pi hetumān parikalpyate, prāptam asyāpi vināśitvam/ aniṣṭaṃ 
caitat/ tasmād ahetuko vināśa iti/

47) AKBh 193,8. “그리고 소멸은 비존재다. 비존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vināśaś cābhāvaḥ. yaś cābhāvas tasya kiṃ kartav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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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소멸=유원인 

② 소멸=비존재

③ [①과 ②에 의해] 비존재=유원인

④ [③에 의해] 비존재=소멸가능

⑤ [①과 ④에 의해] 소멸=소멸가능

⑥ ∴ 소멸=무원인

여기서 전제가 되는 ①과 ②는 위의 본문에서 생략되어 있다. 
위의 내용은 “소멸이 원인을 가진다”는 ①의 내용을 상정해 보면, 
그것이 ⑤와 같은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소멸이 원인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

하는 귀류논증의 형태이다. 이에 대하여 상키야는 다음과 같이 논

박한다.

[상키야:] 그것 또한 불합리하다. 왜 그러한가? 왜냐하면 [우리는] 
현현(vyakti)의 은몰(apagama)을 단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정 존

재의 절멸을 주장하는 자에 대한 비난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절멸이란 현현이 은몰하는 것이다. 더구나 원인을 갖지 않는다

는 것[을 논거로 함]으로써 그것(=현현의 은몰은 절멸이 아님)을 어떻

게 반증할 것인가? 따라서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것(saṃskṛta)은 소

멸의 원인이 없기 때문에 찰나멸이다”라는 것은 [타당한 논증이] 아니

다.48)

상키야는 불교도가 제시한 ‘소멸은 비존재’라는 소멸 자체에 대

한 재정의에 대하여 자신들의 소멸에 관한 정의를 제시한다. 위의 

48) YD 132,23-133,2. etad apy ayuktam/ kasmāt/ vyaktyapagamapratijñānāt/ 
bhāvavināśavādinaṃ prati satyam evāyam upālambhaḥ syāt/ 
vyaktyapagamas tu no vināśaḥ/ sa ca hetumattvena kathaṃ virotsyata 
iti/ tasmān na vināśahetvabhāvāt kṣaṇikam saṃskṛtam 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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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논박이라기보다는 선언에 가깝다. 여기서 ‘현현의 은몰’이
란 현상적 존재(vyakti)가 프라크리티로 녹아 들어가 더 이상 보이

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상키야의 인중유과론적 입장에서는 소

멸이란 ‘현현의 은몰’에 대해서 붙여진 가설적인 명칭일 뿐으로, 
불교도가 상정하는 ‘절멸’이라는 것은 ‘현현의 은몰’로 설명되고, 
이어서 불교도가 ‘절멸’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했던 ‘매 순간의 소

멸’도 부정된다. 이 논리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소멸 자체가 인정

되지 않으므로, ‘소멸이 비존재’라는 것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소멸의 비존재를 논거로 하는 위의 불교도의 논지 전

체가 타당성을 잃게 된다.
상키야는 소멸이 곧 비존재라는 불교도의 견해에 대해서 다시 

반박한다.

[상키야:]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찰나멸이 아니다. 왜 그러한가? [찰나멸을 인정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지각이 없다고 하는 결론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비존재에 

대해서는 지각이 없는 것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둘째 

머리[가 관찰되지 않는 사례]와 같다. 그런데 당신(=불교도)의 경우에 

[지금 존재하는] 물병 등은 한 찰나 다음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그것들(=물병 등)의 경우에도 [한 찰나 뒤에는 그것에 대

한] 지각이 없다고 하는 결론에 빠진다.49)

여기서 상키야는 ‘둘째 머리’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지각

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물병 등의 사물이 한 찰나 후에는 지각되

지 않을 것이라고 논박한다. 즉, 매 찰나 소멸한다면 마치 번개가 

번뜩였다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지각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49) YD 133,2-4. itaś ca na kṣaṇikam/ kasmāt/ agrahaṇaprasaṅgāt/ ihāsato 
’grahaṇaṃ dṛṣṭaṃ tadyathā dvitīyasya śirasaḥ/ kṣaṇād ūrdhvaṃ ca te 
ghaṭādayo na bhavanti/ tasmāt teṣām apy agrahaṇaprasaṅg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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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불교도는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불교도:] 물병이 발생과 동시에 소멸할 때에도 [그것과] 유사한 다

른 물병이 발생한다. 그것(=새로운 물병)이 소멸할 때에는 [그것과 유

사한 또] 다른 물병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지각은 지속적으로 일어

난다. 마치 불꽃이나 강물의 흐름이 [단절 없이] 연결되는 것과 같

다.50)

여기서 불교도는 상속(santati)의 과정을 재차 설명한 것에 불과

하다. 앞서 상키야가 소멸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했던 것처

럼, 불교도 역시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다. 사물이 발생

하자마자 소멸하더라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에 완벽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생긴 새로운 사물을 만들

어낸다. 그것이 상속전변(santati-pariṇāma)이다. 이 부분은 이와 

같이 서로의 다른 관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논의로 사실상 마무리

하게 된다. 

IV. 변화의 정의

지금까지의 논쟁에서의 쟁점은 결국 ‘변화’에 대한 해석의 차이

에 있다. 이 논쟁의 후반부에서 불교도는 다음과 같이 차이의 관

찰을 통해서 찰나멸을 증명하고자 한다.

50) YD 133,5-8. utpattisamakālaṃ nirodhe ’pi ghaṭasyānyasya 
tādṛśasyotpattir bhavati, tannirodhe ’nyasyety evam avicchedena 
grahaṇam bhavati jvālānadīsroto ’nusandhānavad 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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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키야:] “차이가 관찰되기 때문에 찰나멸이 증명된다”라고 [불교

도가] 주장한다면, 다음과 같은 생각에서 그랬을 것이다. 만일 존재들

이 발생한 즉시 [존재하기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신체 등에서 호흡이

나 운동과 같은 것들로 초래되는 차이, 연꽃이나 구름 등이 차갑거나 

따뜻한 것과의 접촉으로 초래되는 차이가 어떻게 조성되겠는가? 그리

고 [본래] 소리를 갖지 않았던 종(鐘) 등이 나중에 소리를 갖는 것이 관

찰된다. 따라서 찰나멸(kṣaṇabhaṅga)은 부정되지 않는다.51)

이것은 존재하는 것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면 ‘변화’라는 것

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소멸이 원인을 갖지 

않으면 불변에 도달한다는 것을 ‘변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설명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초기 유가행파의 ‘변화에 근거한 찰나멸 

논증’의 한 유형이다.52) 또한 위의 구절은 YD에서 인용되는 ‘변화

에 근거한 찰나멸 논증’의 유일한 사례이며, 이는 유가행파의 어

떤 문헌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발견되지 않는 구문이다. 이 유형의 

가장 오래되고 논지가 분명한 형태는 Śrāvakabhūmi에서 발견되

는데,53) 다음과 같은 논증이다. 

[매] 찰나에 발생하고 파괴되고 사라지는 이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것(saṃskāra)들에는 앞과 뒤 사이의 이런 변화(vikṛti)가 가능하다. 그
러나 정확하게 [앞의 찰나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동일한 존재 방식으

로 존속하고 있는 것에는 [변이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찰라멸이다.54)

51) YD 134,9-13. viśeṣagrahanāt kṣaṇikatvasiddhir iti cet/ yady 
utpannamātroparatir nāsti bhāvānāṃ kiṃkṛtaḥ śarīrādīnāṃ 
prāṇāpānaśramarūpādikṛto ’bjāśmaprabhṛtīnāṃ ca śītoṣṇasparśakṛto 
bhedaḥ/ ghaṇṭādīnāṃ cāśabdakānāṃ paścāc chabdavatāṃ grahaṇam. 
tasmād aniṣiddhaḥ kṣaṇabhaṅga iti/

52) 초기 유가행파의 세 가지 유형의 찰나멸 논증에 대해서는 Rospatt(1995) 
II.B-D 참조.

53) Rospatt(1995)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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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변화(vikṛti)란 '상속전변차별'에서 차별(viśeṣa)이라는 단

어를 통해서 나타내는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서, 어떤 것이 그 정

체성을 일정 기간 유지하다가 다른 것으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

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모든 현상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간

단한 조건으로 시작되는 논증이지만, 변화라는 것이 일정기간 ‘완
전히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른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다르

게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는 소박한 상식을 재고하게 하는 데는 강

력하게 설득력을 발휘한다. 세친은 구사론에서 다음과 같이 소

멸 없는 변화의 불가능성, 즉 존속(avasthāna) 상태에서의 변화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논변한다.

혹은 [찰나멸하지 않고] 변화하여 [후에 소멸한다고] 말한다면, 그것

(=소멸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변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것(=소멸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자신과 다

른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55)

여기서는 결국 ‘찰나생멸하는 상속(santati)’이라는 방식이 아니

면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논증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은 앞서 언급한 ‘소멸하기 위해서는 매순간 소멸해야 한다’는 

세친의 논리와 동일하다. 즉, 위의 논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

고가 저변에 자리하고 있다. 

(1) 앞찰나와 뒷찰나가 동일한 존재라면, 그 이후의 찰나에서도 계속

해서 동일한 존재로 지속하여 영원히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소멸

하지도 않을 것이다. 

54) ŚrBh 485,11-13. kṣaṇotpannabhagnavilīnānām eṣāṃ saṃskārāṇāṃ iyam 
pūrveṇāparā vikṛtir yujyate, na tu tathaivāvasthitānām iti hi kṣaṇikāḥ 
saṃskārāḥ,

55) AKBh 193,9-11. athānyathībhūtaḥ, na yuktam tasyaivānyathātam. na hi 
sa eva tasmād vilakṣaṇo yuj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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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것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앞찰나와 뒷찰나 사이의 변화가 매 

순간 일어나야 한다. 한 찰나라도 변화가 중단되면 (1)과 같은 불

변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3) 어떤 존재가 그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은 불가능하다. 변화를 했다는 것은 이전의 존재가 소멸하고 새로

운 존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1)과 (2)는 찰나생멸의 상속을 주장하는 불교도도, 소멸

하지 않는 존재의 매 순간의 변화를 주장하는 상키야도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3)의 내용은 상키야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찰나멸론자의 입장에서 위의 논변은 대론

자가 존재의 소멸을 인정하면서 매 찰나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과 (2)를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략법이 될 수 있

지만, 상키야의 경우처럼 존재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고 매 찰나의 

변화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1)과 (2)가 논거로서 무용지물이 된다.
결국 불교와 상키야 사이의 이와 같은 견해의 차이는 양쪽이 공

통적으로 사용하는 변화(pariṇāma, 轉變)이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

의 차이이다.56) pariṇāma라는 용어는 문헌상으로는 상키야에서 

먼저 사용되었으며, 대비바사론에서도 상키야의 설로서 언급된

다. 즉, 문헌상의 증거로 볼 때는 pariṇāma라는 용어는 세친이 상

키야 특유의 술어를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다.57) 
세친은 구사론의 어떤 부분에서는 상키야의 pariṇāma를 비

판하는 한편, 어떤 부분에서는 앞서 인용했던 것처럼 찰나멸론과 

상속의 이론에 입각한 새로운 pariṇāma의 개념을 제시한다. 매 

순간의 변화(partikṣaṇa-pariṇāma)에 대해서 상키야는 인중유과

론의 입장에 서서 소멸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매 순간 변화를 일

56) pariṇāma의 해석을 둘러싼 세친과 상키야 사이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는 

村上(1980) pp. 19-26; 村上(2001) pp. 141-145. 참조. 
57) 가츠라(2014) p.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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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키는 것으로 보았던 반면, 세친은 그것을 매 순간 정체성을 바

꾸는 것, 매 순간 자기차이성을 발현하는 것, 즉 매 순간 발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동일한 물리법칙에 대

해서 서로 다르게 원인분석을 하는 것으로서, 각자 상키야와 불교

의 근본이론을 옹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다시 말해서, 
상키야는 프라크리티(prakṛti)의 존재를 옹호하기 위해서, 또 불교

가 제행무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자 그와 같이 매 순간 

변화한다는 동일한 현상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렸다고 할 수 있

다.

Ⅴ. 결론

이상으로 상속과 존속에 대한 불교와 상키야의 논쟁을 살펴보

았다. 앞서 서두에서 불교에서 구축한 찰나멸의 입증하기 위한 다

양한 논리가 상키야에게는 그 특성상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고 언급했는데, 앞의 논의들에서 그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불교도는 찰나멸론의 입장에서 소멸을 ‘순간적 소멸’과 ‘영

원한 소멸’(혹은 세간적 소멸)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후자를 근거

로 전자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논증을 펼쳤다. ‘영원한 소멸’이 있

기 위해서는 ‘순간적 소멸’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이 발상은 사물

의 ‘영원한 소멸’을 인정하는 독자부 등의 대론자를 상대로는 효

과적인 논거가 되었다. 하지만 상키야의 입장에서는 소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영원한 소멸’에 대해서도 ‘현현의 은몰’이라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설명가능하다는 점에서 그것이 통용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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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의 방해 요소’를 설명하기를 요구하는 찰나멸론자의 논변

에 대해서도 사물이 발생하게 되는 원리 자체를 잠세력의 존재와 

부재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명하였다. 또한 ‘매 순간의 변화’
를 통해서 찰나멸을 논증하는 고전적인 논법 또한 찰나멸론자와 

동일하게 ‘매 순간의 변화’를 인정하는 상키야의 체계에는 효과적

인 공략이 되지 못했다.
그 외에도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불꽃ㆍ소리ㆍ인식’

의 순간성을 예증으로 하는 ‘소멸을 통한 추론’의 가장 전형적인 

찰나멸 논증조차 상키야가 ‘불꽃ㆍ소리ㆍ인식’이 순간적이라는 당

시 인도 세간의 공통적인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특수성 때문

에 YD에서는 다른 방식의 논리 구조를 내세우게 되었다.58)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짧지 않은 역사에 걸쳐 찰나멸론을 옹호

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던 다양한 논리들이 상키야에게는 적확하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견 불교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

만, 반대로 상키야의 입장에서도 또한 상속과 찰나멸의 이론을 논

리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도 분명한 

문헌적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미맘사의 분류에 따르면 양

쪽 모두 ‘흐름의 영원성’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서로 유

사한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사상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

제를 달리하는 부분도 분명하게 부각된다. 그로 인해서 앞서 살펴

본 논쟁들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서로 순환논

증을 반복하고 명확한 판정을 내리지 못한 채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불교는 사물이 지속하는 원인을 상속, 즉 매 순간 앞찰나의 소

멸을 원인으로 뒷찰나가 발생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에서 찾았으

며, 상키야는 그것을 잠세력(saṃskāra)의 유지로 보았다. 불교가 

58) 강형철(2015) 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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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존재의 소멸이란 찰나생멸하는 상속의 흐름이 중단되는 

것이고, 상키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잠세력이 소진되어 프라크리

티로 녹아 들어가는 것(prakṛti-laya)을 의미한다. 
불교는 매 순간 생멸을 반복하면서 변화를 반복하는 것, 즉 소

멸 자체가 존재의 본성이라고 생각하였고, 상키야는 어떤 것도 소

멸하지 않으며 매 순간 변화를 반복하면서 결국에 원질로 은몰하

는 것이 창조의 이치라고 생각하였다. 양쪽 모두 ‘모든 현상은 매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론의 핵심으로 삼으면서도, 완
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 그런 양자의 차이는 현상적 존재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

해서 그 이면에 프라크리티와 같은 ‘영원하고 편재하는 실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상속과 존속을 둘러

싼 논쟁은 계속해서 이 차이에 대한 인식이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

는 것에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룬 YD의 한 

단면은, 그런 양자의 차이가 논쟁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인

도문헌상의 거의 유일한 사례라는 점, 세친의 구사론에 나타나

는 찰나멸 논증의 전단계로 보이는 형태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사

상사적 자료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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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ntati and Avasthāna:
on the Dispute on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Entities 
Which Sustain Their Form between the Buddhist and the 

Sāṃkhya

Kang, Hyongchol
(Geumgang Center for Buddhist Studies, Geumgang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dispute on how can be the du-
ration (sthiti) of the entity (bhāva) between the Buddhist and 
the Sāṃkhya in the Yuktidīikā, the commentary of the 
Sāṃkhyakārikā. This is a spin-off of the argument around 
the Buddhist doctrine of momentariness (kṣaṇika, kṣaṇab-
haṅga).

At the first stage, the Buddhist states that there is no 
obstruction to destruction, so that if the object is admitted 
to be destroyed at last, its destruction is just after its origi-
nation, hence, if there is no obstruction to destruction, it 
results into the immutableness (kauṭhasthya) of all the 
objects. And the Sāṃkhya refutes that the origination due to 
the past impression (saṃskāra) is the launching of all the 
entities, and when the past impression is reduced then the 
entity falls down. 

Secondly, the Buddhist argues that all the things have 
the spontaneous destruction (ākasmika-vināśa). But the 
Sāṃkhya emphasizes the other ideas of destruction are 
so-called the manifest (vyakti) and the enfolding (apagama).

Finally, this dispute make us call attention to the di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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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e of the concept of the change (pariṇāma) between the 
Buddhist and the Sāṃkhya by showing the difference be-
tween santati (the continuous flow) and the avasthāna (the 
existing for some time).

Keywords : santati, avasthāna, Sāṃkhya, Yuktidīpikā,
Vasubandhu, Sautrantikāntika, Kṣaṇ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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