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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디그나가로부터 시작된 불교논리학 전통은 다르마키르티 이래 찰나멸 논증

(kṣaṇikatvānumāna)을 성립시키기 위한 두 가지 종류의 중요한 추론을 발전시켰다. 하나

는 소멸에 근거한 추론(vināśitvānumāna), 혹은 소멸의 외부적 원인의 부재(消滅無原因)에 

근거한 추론이고, 다른 하나는 사물들의 필연적 소멸을 상정하지 않는 존재에 근거한 

추론(sattvānumāna)이다. 다르마키르티가 이 중에서 바수반두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완

성된 전자의 추론을 그의 초기 저작인 Pramāṇavārttika에 도입하고, 새롭게 후자의 추론

을 창안하여 Pramāṇaviniścaya에 추가한 후, 이후의 저작들에서는 이를 찰나멸의 주요

한 논증방식으로 삼았다는 것은 기존에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

은 다르마키르티의 두 가지 종류의 찰나멸 논증 중에서 소멸의 외부적 원인의 부재에 근

거한 추론과 관련하여 두 가지 해석상의 문제들을 논의한다. 첫 번째로 이 추론의 정의에 

관한 기존 연구자들 사이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다룬다. 이는 vināśitvānumā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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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용어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두 번째로 다르마키르티가 바수반두의 찰나

멸론을 이해하고 변용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두 가지 논제들은 

모두 바수반두의 찰나멸론과 다르마키르티의 그것 사이의 구체적인 영향관계를 규명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종

적으로 다르마키르티가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을 차용하는 방식에 대한 기존의 논의

를 재고하고, 바수반두의 소멸에 근거한 추론을 활용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다르마키

르티에 의해 시도된 무상과 찰나멸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의 역전에 관해서 고찰한다.

주제어

다르마키르티, 바수반두, 찰나멸, 소멸무원인론, 소멸에 근거한 추론

I. 서론

불교의 논리학 전통이 다르마키르티(Dharmakīrti, 法稱, 600-6601)) 이래 모든 

존재는 매 순간 발생하고 소멸하기를 반복한다는 찰나멸(kṣaṇikatva/kṣaṇabhaṅga)

을 성립시키기 위한 두 가지 종류의 중요한 추론을 발전시켰다는 것은 잘 알려

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추론은 프라우발너(Erich Frauwallner)

의 선구적 연구2) 이래로 하나의 표준이 된 분류방식이다. 하나는 대체로 ‘소멸

에 근거한 추론’(vināśitvānumāna)이라 불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에 근

거한 추론’(sattvānumāna)이다. 다르마키르티는 이 중에서 이전 세대의 유산이

었던 ‘소멸에 근거한 추론’을 그의 첫 저작인 Pramāṇavarttika(�量評釋�, 이하 

PV)에 도입하였고, 이후 Pramāṇaviniścaya(�量決擇�, 이하 PVin)에서 최초로 

‘존재에 근거한 추론’을 독자적으로 창안하여 이후의 저작에서는 이를 찰나멸

의 주요한 논증방식으로 삼았으며,3) 이는 후대의 논증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

1) Dharmakīrti의 연대에 관해서는 Erich Frauwallner, “Landmarks in the History of Indian Logic”,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 und Ostasiens, vol. 5 (Wien, 1961), pp.137-141 참조.

2) Erich Frauwallner, “Dharmottaras Kṣaṇabhaṅgasiddhiḥ. Text und Übersetzung”,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Morgenlandes, vol. 42 (Wien, 1935). 여기서는 실제로 세 가지로 분류하였지만, 그 빈도나 

후대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앞의 두 가지가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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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르마키르티 스스로의 방법론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방식 즉, ‘소멸에 근거한 추론’이 후대에 불교논리학의 현장

에서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타니의 지적처럼 이 추론은 존재에 근거한 

추론에는 없는 인식론･존재론적 논증으로서의 적극적 의의를 지니고 있으

며4), 실제로도 주로 사물의 존재 지속(sthiratva)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종

종 사용되었다.5)

본 논문은 다르마키르티 찰나멸론, 특히 초기 형태인 ‘소멸에 근거한 추론’

이 이전의 찰나멸 논증들과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르마키르티의 찰나멸론에 관해서는 수많은 기존

의 연구성과가 있으며, PV에 대한 자주(自註)인 Pramāṇavārttikavṛtti(이하 

PVSV)와 PVin와 같은 다르마키르티의 초기 저작의 ‘소멸에 근거한 추론’이 바

수반두(Vasubandhu, 世親)가 Abhidharmakoṣabhāṣya(�아비달마구사론�, 이하 

AKBh)과 �성업론�(Karmasiddhi)에서 완성했던 찰나멸 논증의 형태를 차용했

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 두 논사

의 논증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일으키

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연구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다르

마키르티 찰나멸론의 초기 형태를 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하기 위한 열쇠가 그 

부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다르마키르티의 찰나멸과 관련하

여 두 가지 해석상의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 제기하는 두 

가지 문제들은 모두 바수반두의 찰나멸론과 다르마키르티의 그것 사이의 실

질적인 영향관계와 관련이 있다. 첫 번째로 이 vināśitvānumāna라 불리는 일련

의 추론들이 지니는 성격과 이 용어의 적절성에 관한 기존 논의에 대해서 다루

3) Pramāṇavārttika에서는 vināśitvānumāna만 발견되고, Pramāṇaviniścaya에서는 두 가지 추론이 모

두 발견되며, 이후의 저작에서는 주로 sattvānumāna만 발견된다.

4) 타니 타다시, �무상의 철학�, 권서용 역 (부산: 산지니, 2008), pp.71-72.

5) 御牧克己, ｢恒常性批判Sthirasiddhidūṣaṇa ─Ratnakīrti:SthirasiddhidūṣaṇaとTS(P):Sthirabhāvaparīkṣā

の比較─｣, �印度学仏教学研究� 20卷 2號 (東京: 日本印度学仏教学研究会, 1972), p.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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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바수반두 이전의 찰나멸 논증에 있어서 발상의 발전사를 고찰하면서 이 문

제를 기존의 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본 논문의 II장과 III

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로 다르마키르티가 바수반두의 찰나멸론을 

이해하고 변용하는 방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IV장과 V장에서 

다루어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바수반두가 AKBh에서 제시한 찰나멸 논증과 

다르마키르티가 바수반두의 찰나멸론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최초의 문헌인 

PV 및 PVSV의 내용을 중심으로 양자의 논리적 관점의 차이를 분석할 것이다.

II. ‘vināśitvānumāna’라는 표현에 대한 기존의 문제제기

사카이(酒井真道)는 불교논리학 전통의 두 가지 중요한 찰나멸 논증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 vināśitvānumāna(소멸에 근거한 추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대한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6)

첫 번째 이유는, vināśitvānumāna란 본래 프라우발너로부터 비롯된 단순한 

통칭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그동안 무비판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찰

나멸 논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인 vināśitvānumāna와 

sattvānumāna는 모두 프라우발너(Frauwallner 1935)에 의해서 창안되고 제안된 

용어로서, 그동안 대체로 학계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이것을 사용해 왔는데, 

사카이는 이 중 전자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즉, “사물은 외부적 

원인에 관계 없이 본질적으로 비영속적이라는 사실로부터 순간적이라고 결

론지어졌으며, 이 결론에 대해서 vināśitvānumāna라고 부른다”7)라고 프라우발

6) Masamichi Sakai, “Śākyabuddhi and Dharmottara on the inference of momentariness based on the 

absence of external causes of destruction”, Helmut Krasser, Horst Lasic, Eli Franco, Birgit Kellner (eds), 

Religion and Logic in Buddhist Philosophical Analysis. Proceeding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Dharmakīrti Conference. Vienna, August 23-27, 2005. (Wien: Verlag der Ö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11), pp.407-408, fn. 2.

7) Frauwallner, op. cit., 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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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제시한 이래 이 용어가 학계에서 통용되었을 뿐이며, 그것이 본래 인도의 

불교논리학 전통에서 사용했던 용어는 아니라는 것이다.

사카이가 제시하는 두 번째 이유는, vināśitvānumāna라는 용어에 대한 기존

의 해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용어에 대한 현대 학자들의 

일반적인 풀이는 ‘[존재의] 소멸하는 성질(vināśitva)에 근거한 [찰나멸의] 추론

(anumāna)’이다. 이는 두 어휘의 관계를 5격 격한정복합어(ablative-tatpuruṣa)로 

이해한 것으로서, ‘존재의 소멸’이 찰나멸을 논증하기 위한 근거(hetu)라고 파

악하는 것이다.8) 그리고 sattvānumāna 역시 동일하게 5격 격한정복합어로서 

‘존재에 근거한 추론’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sattvānumāna에서는 sattva(존재의 

특성)가 논증의 근거라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에 반해9), vināśitvānumāna

에서는 vināśitva(소멸의 성질)가 근거로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미마키(御牧克

己)가 프라우발너의 취지를 계승하면서 카르나카고민(Karṇakagomin, 8세기10))

의 Pramāṇavārttikavṛttiṭīkā(이하 PVSVṬ)에서 새로이 발췌한 vināśitvānumāna의 

실제 용례에서는 “pratikṣaṇa-vināśitvānumānam”(매 순간 소멸하는 상태에 대한 

추론)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11) 이 용례에 따르면 그것을 6격 격한정 복합

8) 사카이는 Ernst Steinkellner, “Die Entwicklung des kṣaṇikatvānumānam bei Dharmakīrti”,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 und Ostasiens, vol. 12/13 (Wien, 1968/1969); 御牧克己, ｢刹那滅論証｣, �講座･大乗仏

教 9: 認識論と論理学�, (東京: 春秋社, 1984); 吉水千鶴子, ｢恒常なものはなぜ無能力か｣, �印度学仏教学

研究� 48卷 2號(東京: 日本印度学仏教学研究会, 1999); Yoshimizu Chizko “The Development of sattvānumāna 

from the Refutation of a Permanent Existent in the Sautrāntika Tradition”,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asiens, vol. 43 (Wien, 1999) 등이 그와 같은 이해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乗山悟, ｢ダルマキールティの無因消滅論｣, �印度学仏教学研究� 43卷 2號(東京: 日本印度学仏教学研究会, 

1994)도 이들과 동일한 이해를 보이고 있다. 

9) sattvānumāna의 경우는 sattva가 추론을 위한 논리적 근거임을 나타내는 5격 격한정복합어로서의 

용례가 인도 문헌에서 입증된다. SSD 128:8, “tathā ca kṣaṇabhaṅgasandehe sattvādyanumānaṃ 

prāptāvasaram/” Sakai, op. cit., p.408 fn. 3; 御牧克己, ｢VināśitvânumānaとSthirasiddhidūṣaṇa｣, �印度学

仏教学研究� 21卷 2號(東京: 日本印度学仏教学研究会, 1973), p.96 fn. 5.

10) Karṇakagomin의 연대에 관해서는 Ernst Steinkellner, “Miszellen zur erkenntnistheoretisch-logischen 

Schule des Buddhismus”,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asiens, vol. 23 (Wien, 1979), pp.148-150 

참조.

11) 御牧克己, 앞의 논문, p.96, PVSVṬ 369:21, “그러면 어떻게 소멸한 존재(vināśa)를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보이지 않게 된 형성물들에 대해서 매 순간 소멸하는 상태에 있다는 추론

이 성립될 수 있는가?(adṛṣṭeṣu tarhi kṛtakeṣu kathaṃ pratikṣaṇavināśitvānumānam, vināśasyaivādarśanāt/)” 

미마키는 위 문장의 바로 앞부분인 369:20도 용례로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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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genetive-tatpuruṣa)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사카이의 주장이다. 즉, vināśitva

가 추론의 근거가 아니라 논증대상이 되어 ‘소멸에 근거한 추론’이 아닌 ‘소멸

에 대한 추론’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카이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복합어 해석에 따르면 vināśitvānumāna

라는 용어는 그 외연이 지나치게 넓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표현에 의문

을 제기하는 것에 일견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의 용례와 같이 

pratikṣaṇavināśa(매 순간의 소멸)가 논증의 대상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6격한

정복합어로 풀이한 ‘매 순간에 소멸하는 상태에 대한 추론’은 사실상 ‘찰나멸

의 추론’과 동일한 외연을 가지게 되므로 결국 vināśitvānumāna는 ‘찰나멸 논

증’과 사실상 동의어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vināśitvānumāna는 찰

나멸 추론의 하위분류가 아니라 sattvānumāna까지도 포괄하는 용어가 되어버

린다. 또한 사카이는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vināśitvānumāna와 관련한 용례의 발견을 통해서 프라우발너의 이 명명이 우연

히도 문헌 속의 실제 표현과 일치함을 시사하고자 했던 미마키의 시도는 그의 

의도와 반대로 이 용어의 부적절함을 폭로하게 되어버린 셈이 된다.

이상이 사카이가 제시하는 vināśitvānumāna에 대한 문제 제기의 내용이다. 

이와 같은 그의 견해는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의 ‘Dharmakīrti’ 항목에도 채택되어 설득력 있는 의견으로서 인용

되고 있다.12) 사카이는 그동안 vināśitvānumāna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칭되었던 

일군의 논증들에 대해서 ‘소멸의 외부적 원인의 부재에 근거한 찰나멸의 추

론’(the inference of momentariness based on the absence of external causes of 

destruction)이라고 부른다. 즉, 이 논증의 근거는 소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

부적 원인 없이 자발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자신의 본성으로 지니고 있는’ 존재

(kṛta, 형성된 것/구성물)에 있다는 것이다.13)

12) https://plato.stanford.edu/entries/dharmakiirti/ (검색일자:2020.4.13.) Ch. 1.3, fn. 15.

13) 이 명명방식을 감안하면, “마치 존재들이 자발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찰나멸이다”라고 하는 것

이 이 논증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이해인 것처럼 파악하는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의 설명은 사

카이의 견해와도 상이가 있다. 찰나멸과 관련하여 바수반두 이후 ‘원인이 없다(ākasmika/ ahetu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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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사카이의 제안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그가 위

의 두 번째 이유에서 ‘매 순간 소멸하는 상태에 대한 추론’의 사례를 들어 

vināśitvānumāna를 6격 격한정복합어로 풀이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시된 용례

가 두 문장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연속하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군데

에서 발견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풀이의 반례가 되기에는 지나

치게 특수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 용례가 소위 vināśitvānumāna라고 

하는 논증을 확립했던 다르마키르티의 저작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카르나

카고민의 주석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시로서는 적절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이며, 그마저도 ‘pratikṣaṇa-’(매 순간의)라는 한정사와 결합된 복

합어이기 때문에 vināśitvānumāna의 온전한 사례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멸에 근거한 추론’ 대신에 ‘소멸의 외부적 원인의 부재에 근거한 추

론’이 적합한 것으로 보는 사카이의 견해는 역사적인 시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

보았을 때, 이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안들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추론의 명칭은 차치하고, 우선 참조해야 할 점은 앞서 언급

했던 것처럼 소위 vināśitvānumāna의 논증방식 자체는 다르마키르티로부터 창

안된 것이 아니라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으로부터 발전시킨 것으로 인정되

며, 그런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 역시도 역사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완성

된 형태라는 사실이다.14)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바수반두 이전에 나타난 찰나

멸 논증 중에서 소멸을 통한 추론에 해당하는 구절들을 확인하면서 이 추론의 

지향점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는 것은 ‘자발적’이라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며, 사카이의 논지는 이 논증이 ‘소멸의 특성’

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소멸하는 존재의 특성’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표명하기 때문이다.

14) Vasubandhu 이전의 찰나멸 논증에 관해서는 Alexander von Rospatt, The Buddhist Doctrine of 

Momentariness: A Survey of the Origins and Early Phase of this Dictrine up to Vasubandhu (Stuttgart: 

Frantz Steiner Verlag, 1995), 특히 II장 참조. 로스팟은 찰나멸론의 초기 유가행파의 찰나멸 논증의 

유형을 (1)마음의 찰나성의 통해서 그것의 소산물인 유위법 전체에 적용시키는 찰나멸 논증, (2)

변화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는 찰나멸 논증, (3)존재의 자발적 소멸을 근거로 하는 찰나멸 논증

으로 분류한다(Rospatt, op. cit., pp.111-195). 이 중에서 (3)의 논증방식이 vināśitvānumāna로 계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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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바수반두 이전의 소멸을 통한 추론

바수반두의 소멸에 근거한 추론과 관련하여, 역경가 진제(眞諦, Paramārtha)

의 저술인 �바수반두법사전�(T2049)에서 이와 관련된 구절이 발견된다. 이 문

헌에 따르면, 바수반두의 스승인 붓다미트라(佛陀蜜多羅, *Buddhamitra)가 상

키야의 논사 빈드야바신(頻闍訶婆娑, *Vindhyavasa/Vindhyavasin)과의 논쟁에

서15) 다음과 같은 논리를 시작으로 하여 찰나멸을 증명하고자 한다.16)

[붓다미트라:] 유위법은 모두 찰나마다 소멸한다. 왜 그러한가? 왜냐하

면 [모든 유위법은 결국 소멸하여] 그 후에는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논쟁의 결과 붓다미트라가 빈드야바신에게 패배한 것으로 진제는 기록하

는데, 그것이 구체적 내용은 이 저술에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전승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유위법이 결국에 소멸하여 더이상 보이지 않는 상태에 이

르게 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찰나멸을 증명하고자 하는 논리적 시도가 어

떤 형태로든 불교 내부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17) 내용상으로 위의 

논증은 ‘소멸에 근거한 추론’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상키야 문헌인 Yuktidīpikā(이하 YD)에서 불교 찰나멸론

자의 견해로서 소개되는 주장 중에서는 소멸에 근거한 찰나멸 논증에 관한 보

다 진전된 형태가 발견된다. YD의 저자가 인용하는 불교도는 찰나멸의 근거

를 묻는 상키야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18)

15) �婆藪盤豆法師傳�(�大正蔵�50), pp.189下-190上.

16) �婆藪盤豆法師傳�(�大正蔵�50, p.190上), “一切有為法剎那剎那滅. 何以故. 後不見故.”, 이 논쟁의 사정

에 관해서는 강형철,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을 둘러싼 몇 가지 해석상의 문제들: Yuktidīpikā와

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인도철학�제43집(인도철학회, 2015), p.215 참조. 

17) 앞의 각주 11에서 PVSVṬ를 인용한 부분에서도 “vināśasyaiva adarśanāt(소멸한 존재를 [어느 누구

도] 볼 수 없기 때문에)”라는 위와 유사한 표현이 발견된다.

18) YD 129:11-13, “ante kṣayadarśanāt/ iha yasyānte kṣayas tasya kṣaṇikatvaṃ dṛṣṭaṃ tadyathā pradīpajvālābuddhiśabdānām/ 

asti cānte kṣayaḥ saṃskārāṇām/ tasmāt kṣaṇikā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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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존재(saṃskāra)들은 모두] 최후에 파괴

가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최후에 소멸을 맞게 되는 것은 [모두] 

찰나멸이라는 것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램프의 불꽃, 인식, 소리와 같

이. 그리고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존재들은 [모두] 최후에 파괴를 맞는

다. 그러므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존재는 모두] 찰나멸이다.

위의 불교 찰나멸론자의 주장은 위의 �바수반두법사전�에서 붓다미트라가 

제시했던 논거에 예증(dṛṣṭānta)이 첨가된 형태로서, 그 자체로 논증식의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19) 그런데 유가행파의 논서인 Abhidharmasamuccayabhāṣya

(이하 ASBh)에서는 위 논증과 다음 단계 사이의 매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구

절이 발견된다.20) 

또한 [모든 물질은] 최후[의 순간]에 변화가 관찰되기 때문[에 찰나멸]이

다. 왜냐하면 물질(rūpa)이 매 순간 본성의 변화를 겪지 않고[도] 최후[의 

순간]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고, 

[모든 물질은 최후의 순간에] 그런 것(=변화)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인지되는] 물질이 최후[의 순간]에 겪는 변화란 스스로 연쇄를 

일으키는 매 순간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증가하는 것에 기인하

는 것이므로, 물질이 찰나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위 인용의 논지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변화들은 마치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지각되

지 않는 변화가 중첩되면서 최후에 관찰가능한 수준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19) 위의 내용을 논증식의 형식에 맞춰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주장: 모든 조건에 의해 형성된 존재(saṃskāra)는 찰나멸이다.

이유: 최후에 파괴가 관찰되기 때문이다.

예증: 최후에 파괴를 맞는 것은 모두 찰나멸이다. 불꽃, 인식, 소리와 같이.

20) ASBh 53:2-5 (on AS 41,12). “api khalu ante vikāropalabdhitām upādāya; na hi pratikṣaṇaprakṛtivikāritām 

antareṇākasmiko rūpasyānte vikāro yuktaḥ, sa copalabhyate. tasmāt svāsāṃtānikapratikṣaṇavikārābhivṛ-

ddhihetukatvād antyasya rūpavikārasya kṣaṇikaṃ rūpam iti siddham.”, Rospatt, op. cit., pp.157-158, fn. 

35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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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오래된 건물이 붕괴하는 것은 붕괴 직전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건물 내부에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노화)가 축

적되다가 최후의 순간에 ‘붕괴’라는 현상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눈

에 보이지 않는 변화의 축적은 조금씩이지만 매 순간 중단 없이 일어난다. 그

런데 그런 ‘매 순간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순간마다 발생하

고 소멸하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물질적 존재들은 찰나멸이다.

이는 초기 유가행파의 세 가지 종류의 찰나멸 논증 중에서는 ‘변화에 근거

한 찰나멸 논증’에 해당하며,21) ‘소멸에 근거한 찰나멸 논증’의 유형에는 속하

지 않는다. 그러나 논리적 구조상으로 볼 때, 위의 주장은 찰나멸을 전제로 하

여 ‘매 순간의 발생하는 전찰나와 후찰나 사이의 미세한 차이가 종국에 특정한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바수반두의 상속 이론(santatipariṇāmaviśeṣa, 相續

轉變差別)에서 핵심을 이루는 논지와 궤를 같이한다. “왜 모든 존재는 결국에 

파괴되는가?”, “왜 모든 존재는 결국에 변화하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은 결국 

동일하게 ‘찰나마다 생멸하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 장에서 후술하겠지만, 바수반두 역시 찰나멸의 근거를 묻는 대

론자의 질문에 대해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은 모두 반드시 소멸하기 때

문이다”(AK 4.2d)라는 대답을 첫 부분에 제시한다. 이것은 바수반두가 위의 

‘근거로서의 소멸’을 통한 찰나멸 논증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만 이 부분에서 바수반두 논증의 이전 시대와 구분되는 특징은 기존의 ‘소멸에 

근거한 추론’에 소멸무원인론 즉, 모든 소멸에는 외부적 원인이 없다는 이론

을 추가하여 보강한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다.22) 결국 다르마키르티의 소위 

vināśitvānumāna에 원형을 제공한 바수반두는 찰나멸 논증에서 분명 ‘소멸’을 

근거로 하여 논지를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 장의 ‘근거로서의 소멸’을 

21) Rospatt, op. cit., II.C, 1.2 참조.

22) 소멸무원인론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 바수반두인지에 관해서는 인도의 전승들조차도 의견이 

나뉜다. 소멸무원인론의 기원에 관한 다양한 전승들과 인식의 차이에 관해서는 강형철, 앞의 논

문, p.129, fn. 17; 那須円照, ｢アビダルマ研究ノート｣, �インドチベット学研究� (京都: インド哲学研究会, 

1999), pp.110-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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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는 사카이의 주장에는 그런 역사적 정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통해서 소멸에 근거한 찰나멸 논증의 

발달과정의 층위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법사전� : 유위법은 모두 소멸하므로 찰나멸이다.

(2) YD: 소멸하는 것은 찰나멸이라는 것을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다. 불꽃, 

인식, 소리와 같이.

(3) ASBh: 모든 물질은 최후에 변화하므로 찰나멸이다. 매 찰나마다 변

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4) AKBh: 모든 것은 소멸하므로 찰나멸이다. 소멸은 외부적 원인을 필

요로 하지 않으므로, 소멸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발생하자마자 소멸

해야 한다.23)

우선 (1)에서 예증이 추가된 형태가 (2)의 논지이다. (3)은 (1), (2)의 논지에서 

근거로 사용되었던 ‘필연적 소멸’을 ‘필연적 변화’로 교체하였지만, ‘필연적 

변화’가 찰나멸로 귀결되는 이유를 새로이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1), (2)

에 대한 논리적 보강의 성격을 지닌다. (4)에는 (1), (2)에서의 ‘소멸하므로 찰나

멸이다’라는 논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으며, (3)의 ‘매 순간마다 변화해야 한다’

라는 발상은 (4)에서 ‘발생하자마자 소멸해야 한다’라는 형태로 수정되었지만 

그 핵심논리는 동일하다. 결국 (2)와 (3)의 논리를 결합하고 소멸무원인론을 

부가한 것이 (4)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논지의 역사적 전개 전체에 걸쳐서 ‘모든 존

재가 필연적으로 소멸한다는 사실’이 줄곧 논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앞 장에서 사카이가 ‘소멸에 근거한 추론’의 대안으로 제

시했던 ‘소멸의 외부적 원인의 부재에 근거한 찰나멸의 추론’이라는 명명에 

23) 여기서 제시하는 순서는 당연히 해당 문헌의 성립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문헌의 성립연대는 대

체로 (4) AKBh, (3) ASBh, (1) �법사전�, (2) YD의 순서일 것이다. 위 순서는 각각의 문헌에서 주장

하거나 인용하는 논증에 대해 오로지 발상의 발전단계를 기준으로 층위를 재배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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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내용은 위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출현하는 

새로운 발상이다. 그런 점에서 vinaśitvānumāna에 대한 사카이의 지적은 다르

마키르티와 그 이후의 논증에는 대체로 부합되지만, 이 논증방식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친 바수반두를 포함하여 이전에 형성되었던 찰나멸 논증의 발달사

를 단절하고, 그 발상의 기원을 완전히 무시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이 vināśitvānumāna라는 표현이 비록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소멸의 외

부적 원인의 부재’라는 것이 결국 ‘자발적 소멸’을 의미하므로, 그것의 사용이 

근본적인 오류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프라우발너가 

제안한 vināśitvānumāna라는 용어는 그의 의도를 넘어서서, 실제로 바수반두와 

그 이전의 ‘소멸에 근거한 추론’의 계보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다르마키르티 

및 이후의 불교논리학 전통의 ‘자발적 소멸에 근거한 추론’의 시도를 모두 포

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IV. 소멸무원인론과 찰나멸론의 접점

이 장과 다음 장에서 다룰 쟁점은 존재의 앞 장에서 다루었던 바수반두의 소

멸을 통한 추론을 다르마키르티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 관한 문제이

다. 우선 이 장에서는 바수반두가 AKBh 4장에서 다루었던 찰나멸 논증과 그에 

관한 다양한 해석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바수반두와 다르마키르티의 찰나멸 논증에서 양자의 근본적인 차

이를 확인할 단초를 얻고자 한다. 

1. 바수반두의 논증에 대한 야쇼미트라의 주석

논의의 대상이 되는 주제와 관련된 AKBh에서의 바수반두 찰나멸 논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번호 필자 표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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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부]25) [찰나멸은] 어떤 방식으로 [입증되는가]?

[세친] ①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saṃskṛta, 有爲法)은 [모두] 반

드시 소멸하기 때문이다(AK 4.2d). 

② 실로 [모든] 존재들의 소멸에는 [외부적] 원인이 없다.

[독자부] 무슨 근거로 그와 같이 주장하는 것인가?

[세친] ③ 실로 [모든] 결과에는 [그것의] 원인이 있다. 그러나 소멸

은 비존재[가 되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엇

을 할 수 있는가?

④ [소멸이 자발적이라는 전제하에] 만약 막 발생한 존재에

게 [외부적] 원인 없는 소멸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다면, 그 후에도 [존재의 소멸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

는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즉각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존재는 [전과 후가] 동일하므로 [영원히 동일한 상태를 유

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①에 대해서 AKBh의 주석자인 야쇼미트라(Yaśomitra)는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26)

“①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은 [모두] 반드시 소멸하기 때문이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은] 발생한 직후에 소멸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

다. 마치 마음(citta, 心)이나 마음의 작용(caitta, 心所)과 같이.

여기서 야쇼미트라는 AKBh의 ①의 내용을 논리적 근거(hetu)로 하여 새롭

24) AKBh 193:4-8, “kutaḥ/ saṃskṛtasyāvaśyaṃ/ vyay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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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수반두의 찰나

멸 논증 전체에 대한 분석은 강형철, 앞의 논문 참조.

25) 이 논쟁의 논적을 독자부로 상정한 것은 Louis de La Vellée Poussin, Abhidharmakośośabhāṣyam of 

Vasubandhu vol. II, trans by Leo M. Pruden (Berkley: Asian Humanities Press, 1991), pp.553-554에 의

거한다.

26) AKVy 569:3, “saṃskṛtasyāvaśyaṃ vyayād iti/ utpattyanantaravināśirūpaṃ cittacaita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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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논증식을 구성한 것인데, 형식에 맞춰서 재배열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된다.

주장: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은 발생한 직후에 소멸하는 본성을 지니

고 있다.

이유: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은 모두 반드시 소멸하기 때문이다.

예증: [소멸하는 것은 모두 발생한 직후에 소멸한다.] 마음이나 마음의 

작용과 같이.

이는 앞 장에서 살펴본 ‘(2) YD’의 논증과 완전히 동일한 논리적 구조를 지

니고 있다. 이 논증은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논증식으

로 완결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 바로 뒤따르는 내용과는 단절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쇼미트라가 위 AKBh의 내용 중에서 ①과 ②를 서로 

독립적인 논증으로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에 야쇼미트라가 ②와 ③을 

묶어서 다음과 같은 별도의 논증식을 제시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①과 ②를 분

리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하다.27)

또한 이것(=②와 ③)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증식[을 구성할 수] 있다.

[주장:] [모든] 소멸은 원인이 없다.

[이유:] [모든 소멸은] 비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증:] [이 세상에서 비존재인 것은 모두 원인이 없다.] 절대적인 비존재

처럼.

여기서 야쇼미트라는 ①을 논증과정의 어떤 요소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채 

②와 ③만으로 논증식을 구성하고 있다. 결국 그는 ①을 따로 분리하고, ②를 

주요한 독립된 논증으로 부각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27) AKVy 569:5-6, “sādhānaṃ cātra/ ahetuko vināśaḥ; abhāvatvād, atyantābhāva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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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적 논증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이상과 같은 야쇼미트라의 주석이 바수반두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인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마리가 되는 것은 

②~③과 ④ 사이의 논리적 관계이다. 간접적 논증(prasaṅga, 귀류논증)으로 제

시되는 ④에 대한 두 학자의 다음과 같은 대조적인 설명을 보면 이 부분이 논

란의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28)

시더리츠: 만약 소멸이 자발적이라면, 그것은 어떤 존재가 발생한 곳에

서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왜 소멸이 바로 

일어나지 않고 나중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만약 소멸이 존재하는 것

이 지닌 본성의 일부라고 한다면, 그 소멸은 반드시 즉각적으

로 일어나야 한다.29)

타니: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소멸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면-필

자), 소멸이 존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외적 원인에 의해서도 

소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경우 존재는 자기동일성을 보존하

고 있기 때문이다.30)

위에서 시더리츠(Mark Siderits)는 바수반두가 ②~③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존재의 소멸이 발생 직후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④의 논지를 

통해서 비로소 찰나멸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는 위에서 제시한 바수

반두 찰나멸 논증의 번역에서처럼 ④의 문장 앞부분에 밑줄 친 “[소멸이 자발

적이라는 전제하에]”라는 내용이 함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타니(谷貞

28) 이들 두 학자 외에도 Rospatt, op. cit., pp.180-181, fn. 397; 桂紹隆, ｢ヴァスバンドゥの刹那滅論証｣, 

�初期仏教からアビダルマへ: 桜部建博士喜寿記念論集� (京都: 平楽寺書店, 2002), p.262 등의 비교적 

최근의 번역작업이 있는데, 이들 모두 위의 논리적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29) Mark Siderits, Buddhism as Philosophy: An Introduction (New York: Routledge, 2007), p.121.

30) 타니 타다시, 위의 책, p.78. 타니는 여기서 논리의 얼개만 나타내고 원문의 번역은 생략하였지만, 

다른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을 제공한다. 谷貞志, �刹那滅の研究� (東京: 春秋社, 2000),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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志)는 ②~③의 내용을 부정하였을 경우, 즉 원인 없는 자발적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어떤 식으로든 소멸이 발생할 수 없음을 통해서 존

재의 자발적 소멸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결국 시더리츠는 ②~③을 통

해서 ④가 성립된다고 파악했던 반면에, 타니는 ④를 ②~③에 대한 논리적 보

강으로 보았던 것이다.

우선 타니의 해석을 살펴보면, 그가 원문에 나오는 ‘막 발생한 존재(bhāvasya 

utpannamātrasya)’라는 것이 지니는 특징을 논증에 반영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발생한다. 또 “소멸이 자발적인 것이 아

니라면 ‘외적 원인에 의해서도’ 소멸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여 원문에는 없

지만 거기에는 ‘외적 원인에 의해서도’라는 내용이 함축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부가하였는데, ‘소멸의 비자발성’이 반드시 ‘외적 원인에 의한 소멸의 불

가능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는 타당한 논리적 설명이라 할 수 없

다. 위 문장 그대로 읽으면 ‘A가 아니라면 A가 아닌 것도 아니다’와 같은 모순

명제가 된다. 아마도 타니는 “소멸이 자발적이지 않을 경우 어떤 식으로도 소

멸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수정하더라도, 타니의 해석에 따르면 ‘존재는 자기동일성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도 소멸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

럴 경우 ‘외적 원인에 의한 소멸’의 가능성을 위의 논증 내에서 배제하지 못한

다. 따라서 타니의 해석과는 달리 위의 ④는 ‘소멸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라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소멸이 앞의 논증에서 이미 증명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자발적인 소멸이 존재가 발생하자마자 즉각적으

로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나는 논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의 논증에서 바수반두는 śeṣavat(나머지를 결과로 취하는 추리)라는 고대 

인도의 논증방식인 3종의 추리 중 하나를 활용하고 있다. 3종의 추리는 

Nyāyasūtra(이하 NS) 비롯하여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불교 논리서인 �방편심

론�(方便心論, T1632)이나, 인도 고대의 의학서인 Carakasaṃhitā(이하 CS) 등에

서도 비중 있게 다루는 고대 인도의 추론법이다. 인도의 논리적 전통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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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추리를 나누는 방식이나 개념이 상이하여 śeṣavat에 대한 정의도 여러 가

지이고 그에 따라 이 용어에 대한 번역도 달라진다. śeṣavat는 한역에서 후비(後

比, [인과관계에 근거하여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취하는 추리)31) 혹은 유여(有

餘, [일부의 성질을 근거로 하여] 나머지의 성질을 취하는 추리)32) 등으로 번역

된다. CS 1.11.22에서 śeṣavat는 씨앗을 보고 싹이 나올 것을 추리하는 것과 같

이 현재의 지각을 통해서 미래를 추리하거나 원인의 지각을 통해서 결과를 추

리하는 것이다. 한편 NS 1.1.15에 대한 Nyāyabhāṣya(이하 NBh)의 주석에서는 

śeṣavat를 강물이 불어난 것을 보고 상류에 비가 내렸음을 추리하는 예시를 통

해 설명한다. 즉, NBh는 CS와는 정반대로 결과의 지각을 통해서 원인을 추리

하는 것을 śeṣavat라 명명한다. 한편 NBh에서는 śeṣavat를 순차적인 논리적 소거

법인 pariśeṣa(잔여법)와 동의어로 취급하는 다른 설명방식도 이어서 제시한다. 

④의 논증에서 바수반두가 활용하는 것은 �방편심론�에 나타난 śeṣavat의 유형

이며, 여기에서는 후비(後比)라는 번역어와는 달리 그 내용은 일부에 대한 지각

을 통해서 전체를 지각하는 것이다.33)

후비란 예를 들어 바닷물을 마셔 보고서 그 짠 맛을 느껴서 [앞으로 마시

게 될] 나머지 물도 모두 마찬가지로 짠 맛임을 아는 것이다.

Gauḍapādabhāṣya(이하 GBh)에서 śeṣavat의 예시도 이와 동일하다.34)

[3종의 추리 중에서] śeṣavat란 예를 들어, 바다로부터 취한 1팔라(pala, 수

31) �方便心論� (�大正蔵�32), p.23中.

32) �金七十論� 卷上 (�大正蔵�54), p.1246上.

33) �方便心論� (�大正蔵�32, p.23中), “後比者. 如飲海水得其醎味. 知後水者皆悉同醎. 是名後比.” 인도 전통

에서 논리학을 다루는 초기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方便心論�, CS, NBh에서 본문의 예시만으로

도 적어도 네 가지 종류의 śeṣavat가 발견된다. 이들 유형 사이의 성립순서나 영향관계에 관한 논

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다루지 않으며, 여기서는 바수반두가 활용한 유형만을 다루고

자 한다.

34) GBh(Sāṃkhyakārikā 5), “śeṣavad yathā samudrād ekaṃ jalapalaṃ lavaṇam āsādya śeṣasyāpy asti 

lavaṇabhāva 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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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단위)의 물에 염분이 있는 것을 맛보고 나서, 나머지 [바닷물]도 또

한 염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바닷물 전체가 맛이 짜다는 것을 지식으로 얻기 위해서는 바닷물 전체를 마

셔보는 것이, 즉 지각을 통해서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므로 그중 일부분만 마셔보고서 나머지 바닷

물도 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지각을 대체하는 간접인식의 방식이 śeṣavat가 

‘나머지를 결과로 취하는 추리’로 번역될 수 있는 위의 유형으로서 일종의 샘

플링이라고 할 수 있다. 바닷물을 한 스푼 마셔봐서 맛이 짜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 한 스푼을 마셔봐도 짤 것이라고 알 수 있고, 바닷물을 다 마실 때까지 이

것을 반복해도 계속 맛이 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닷물 전체가 

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적 귀납법이 함의되어 있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모든 바닷물이 동일한 맛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고, 근거

로 사용되는 것은 ‘바닷물의 일부를 마셔보았더니 짠맛을 느꼈다’라고 하는 

지각의 결과이다.

그런데 바수반두는 위 ④의 논증에서 śeṣavat를 응용하면서 지각의 결과를 

근거로 하지 않은 채 가상적인 실험의 영역에 이를 적용한다. 그것은 위 ④의 

논증이 애초에 지각을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인 찰나멸을 다루

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다시말해서, 바수반두는 ④의 논증에서 지각에 의해서

는 검증불가능한 영역을 사고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한 존재가 

발생하고 나서 바로 다음 찰나에 소멸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면, 첫 찰나의 

존재와 다음 찰나의 존재는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존재일 것이라고 추리할 수 

있다. 이 추리의 결과가 ‘바닷물을 한 스푼 정도 마셔서 확인한 지각의 결과’와 

동일한 논리적 역할을 한다. 여기서 두 추론 사이의 차이는 ‘바닷물’과 관련된 

śeṣavat에서는 지각이라는 현실영역에서의 실험 결과로서 ‘한 스푼의 맛’을 근

거로 하는 반면에, 바수반두의 추리는 가상적인 사고의 영역에서의 가정을 근

거로 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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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수반두의 추론에서 가정의 다음 단계는 그런 가상적인 실험의 영역에서

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존재의 첫 찰나와 둘째 찰나 사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둘째 찰나와 셋째 찰나도 여전히 완전한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지속할 것이

고, 또 넷째 이후의 찰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추론으로 확장한다. 그럴 경

우 외부적 개입이 없는 한 그 존재는 영원히 동일한 상태로 지속되면서 소멸하

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바수반두는 앞에서 소멸에는 외부적 원인의 개입이 

없다는 것이 위의 ②~③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전제로 하

고 있으며, 그 전제에 따르면 만약 어떤 존재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소멸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②~③을 통해서 ④가 성립된다고 파악했던 시더리츠의 견해가 ④를 

논리적 보강으로 보았던 타니의 견해보다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바수반두는 이 논증에서 śeṣavat를 가상의 영역에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정적인 논증으로 뒤집어서 간접적 논증(prasaṅga)의 형식으로 재구

성한다. 즉, 변형된 방식의 śeṣavat를 통해서 ‘발생 후 즉각적으로 소멸하지 않

는 존재는 항구적일 것이다’라는 잠정적 결론을 획득하고,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발생 후에 즉각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존재’를 부정한

다. 이러한 바수반두의 간접적 논증방식은 프라우발너가 지적하고 슈타인켈

너(Ernst Steinkellner)가 부연한 것처럼 이전 시대 상키야(Sāṃkhya) 학파의 논

사인 바르샤가냐(Varṣagaṇya/Vṛṣagaṇa)로부터 차용한 것이다.35) 그러나 śeṣavat

를 가상의 영역에서 시도하고 더욱이 그것을 간접적 논증으로 반전한 것은 바

수반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이다.

35) Erich Frauwallner, “Die Erkenntnislehre des Klassischen Sāṃkhya-Systems”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 und Ostasiens, vol. 2 (Wien, 1958), p.128; Ernst Steinkellner, “die Entwicklung des 

kṣaṇikatvānumānam bei Dharmakīrti”,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 und Ostasiens, vol. 12/13 

(Wien, 1968/1969), p.364. 두 학자 모두 ④의 논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하지 않았다. 상키야의 

간접적 논증방식인 avīta/āvīta에 관해서는 강형철, ｢고전기 이전 상키야 철학에 대한 Yuktidīpikā 저

자의 역사 인식｣, �인도철학� 제47집(인도철학회, 2016), p.78, fn.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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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증의 전제로서의 소멸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사항은 앞서 두 학자를 비롯하여 야쇼미트라

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해석의 내용이 바수반두의 일련의 논증

의 흐름에서 ④를 분석함에 있어서 ①이 논증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해석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간접적 논증의 방식을 취하는 ④의 논증에는 ②~③의 

‘모든 소멸은 자발적 소멸’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④

의 논리가 성립하지 않으며, 또 다른 전제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조건에 의해

서 형성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라는 ①의 논거이다. 만약 ④에 대해서 ‘자발

적 소멸’만을 전제로 추론을 성립시키고자 한다면, 소멸하지 않고 영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존재의 경우 ‘발생한 직후 소멸한다’라는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발적 소멸’은 소멸 일반에 대한 논제이므로, 만약 ‘소멸하지 않는 

존재’, 즉 소멸 일반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존재에 대

해서는 위의 논지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①을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종류의 존재들은 자발적･즉각적으로 소멸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존재들은 외부적 원인 없이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

게 되며, 이 중 후자를 논리상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④의 논증이 성립하

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소멸하는 존재’와 ‘외부적 원인에 의해서 소멸하는 존

재’의 두 가지로 존재를 분류하고 양쪽 모두를 긍정하는 사유방식도 이론상 가

능하며, 실제로 위에서 바수반두 찰나멸 논증의 논적이었던 독자부

(Vatsīputrīyas)가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36) 독자부는 조건에 의해서 형

성된 것 중에서 마음(citta/caitta)은 찰나멸하지만 물질은 외부적 원인에 의해

서 소멸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은 ‘물질적 존재가 외부적 원인이 없는 한 영원

히 지속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런 입장에 있는 논적을 상대로는 

36) 강형철,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을 둘러싼 몇 가지 해석상의 문제들: Yuktidīpikā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인도철학�제43집(인도철학회, 2015), pp.140-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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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라는 ①의 주장이 전제되지 않

을 경우에 위의 간접적 논증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이 앞의 IV-1에서 제시한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에서 번역문에 필자가 밑줄로 표시한 “불가능할 것

[이라는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함축이 부가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④의 논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조건에 의해 형성된 것

은 반드시 소멸한다(①). 그리고 모든 소멸은 자발적이다(②, ③). 그런 전제하

에서, 존재가 발생 직후에 소멸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①의 논제를 위배하므로 오류가 발생

한다.

이렇게 종합한 논지에 따르면, 바수반두가 여기서 ①과 ②, ③을 모두 활용

하여 ④를 성립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수반두에게 이런 식으로 ④의 논

리를 구성할 필요성이 요청되었던 이유는 ‘원인 없는 자발적 소멸’과 ‘찰나멸’ 

사이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조건에 의해 

형성된 것이 모두 자발적으로 소멸한다’라는 소멸무원인론이 어째서 찰나멸

론으로 귀결되는지에 대한 답을 ④의 간접적 논증을 통해서 제시한 것이다.37) 

그리고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러한 ④의 논증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④의 논지에서 ①과의 연관성을 제외한 타니, 

시더리츠 및 야쇼미트라의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야쇼미트라가 ④에 대해서 아무런 주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더라

도 그가 자발적 소멸과 찰나멸 사이의 접점을 만들고자 했던 바수반두의 의도

를 오해했거나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④

는 앞서 III장에서 살펴보았던 ‘(3)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매 순간 소멸해야 한

다’라고 하는 ASBh의 논리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이며, 요시미즈(吉水千鶴

子)가 지적한 것처럼 다르마키르티 이후의 불교논리학 전통에서 또 다른 종류

의 찰나멸 논증인 ‘존재에 근거한 찰나멸 추론’(sattvānumāna)의 논리적 관계

37) 바수반두가 찰나멸을 직접적으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에 소멸무원인론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했던 논리상의 이유에 관해서는 강형철, 앞의 논문, III장의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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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yāpti)를 증명하는 ‘증명대상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의 증거가 되는 속성을 지

니는 것을 배척하는 논증’(sādhya-viparyaya-bādhakapramāṇa, 反主張拒斥論證)의 

핵심논리가 되는 ‘모든 존재의 무상성의 증명’ 즉,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증

명’의 중추가 되는 “영원한 것(nitya, 常)은 인과효력(arthakriyā)이 없으므로 무

능하다(aśakti)”38)라고 하는 논지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전시대와 후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논제라고 할 수 

있다.

V. 다르마키르티의 인과관계 역전

앞 장에서 타니는 ④의 논지를 “자발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멸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필자가 제시한 논거에 의하면 이는 

잘못된 해석이지만, 그가 그렇게 파악했던 이유를 다르마키르티의 다음 논증

의 내용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39)

[반론:] 이런 경우에 “형성된 것(kṛtaka)은 필연적으로 영원하지 않다

(anitya, 無常)”라고 그렇게 [당신이] 말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

서 이해해야 하는가?

[답변:] 왜냐하면 소멸에는 [외부적] 원인이 없으므로 [존재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svabhāvāt40)) [소멸과의41)] 필연적 관계(anubandhitā)

38) 吉水千鶴子, 앞의 논문 p.196; pp.199-200 및 본 논문 각주 48의 VN 인용 참조.

39) PVSV 98:4-10, “katham idānīṃ kṛtako ’vaśyam anitya iti pratyetavyo yena evam ucyate/ yasmāt/ 

ahetutvād vināśasya svabhāvād anubandhitā/ na hi bhāvā vinaśyantas tadbhāve hetum apekṣante/ 

svahetor eva vinaśvarāṇāṃ bhāvāt/ tasmād yaḥ kaścit kṛtakaḥ sa prakṛtyā eva naśvaraḥ/ tathā hi/ 

sāpekṣāṇāṃ hi bhāvānāṃ nāvaśyaṃbhāvitekṣyate/” Dharmakīrti의 초기 저작에서 발견되는 찰나멸 논

증의 소재에 관해서는 Steinkellner, op. cit., p.363 참조.

40) Karṇakagomin은 svabhāva를 “스스로가 원인인”(svahetu)이라는 의미로 주석한다. PVSVṬ 360:7, 

“svo bhāvaḥ svabhāvaḥ svahetur ity arthaḥ/”

41) PVSVṬ 360:7-8의 주석 참조. “바로 그런 [스스로가 원인이라는] 이유로, 소멸과 존재의 필연적 관

계가 실재한다. 그러므로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다(tasmād evānubandhitā vināśasya vast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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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기 때문이다(PV I, 193cd).

실로 소멸하는 존재들은 그것의 [소멸한다고 하는] 본성에 있어

서(tadbhāve42)) [외부적] 원인에 의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직 

자신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소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

성된 것은 모두 본질적으로 소멸한다. 왜냐하면 [원인에] 의존하

는 존재들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

[에 소멸도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적 원인에 의존할 경우 필

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PV I, 194ab).

위의 다르마키르티의 찰나멸 논증에서 보이는 바수반두와의 차이는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다르마키르티는 존재와 소멸의 관계를 ‘본질에 의

거한 근거’(svabhāvahetu)를 통해서 추론을 성립시키고자 한 것에 있다.43) 바꿔 

말하자면, 그는 ‘본질적 관계’44)를 통해서 논리적 필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소멸에는 외부적인 원인이 없다’라는 바수반두의 논지를 차용하여 그것이 

‘소멸은 존재의 필연적 본성’이라는 논리를 추가하여 논의를 확장하였다.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존재 자체의 본성으로 자리매김된 것

으로 인해서 새로운 논리적 상황의 발생이 발견되는데, 다르마키르티는 바수

반두가 앞 장의 ④의 논증을 통해서 시도했던 것과 달리 ‘자발적 소멸’과 ‘찰나

멸’ 사이의 접점을 구할 논리적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다르마키르티에

게 있어서 자발적 소멸은 존재의 본성(svabhāva)이고, 본성이란 존재에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하는 특성이 아니라 그 존재가 항상 지니고 있는 속성

sadbhāvas, tasmāt kṛtako ’nityaḥ/).”

42) PVSVṬ 360:23의 주석 참조. “그것(=존재)의 본성에 있어서(tadbhāve), 즉 [반드시] 소멸해야 한다

는 본성에 있어서 자신의 속성을 일으키는 것 이외의 원인에 의존하지 않는다(tadbhāve vinaśvarasvabhāve 

svarūpajanakād anyatra hetum [na] apekṣate/).”

43) 이에 관해서는 Steinkellner, op. cit.; 赤松明彦, 앞의 논문; 谷貞志, 앞의 책 등에서 지적된 바가 있다.

44) ‘본질적 관계’란 Dharmakīrti가 논리적 근거에 따라 분류한 세 종류의 추리 중에서 ‘본질에 근거한 

추리’에 적용되는 관계이다. 세 종류의 추리란 (1)본질(sbhavāva)에 근거한 추리, (2)결과(kārya)에 

근거한 추리, (3)비인식(anupalabdhi)에 근거한 추리로서, 이중 (1)은 본성 그 자체가 논리적 이유가 

된다. 赤松明彦, ｢ダルマキールティの論理学｣, �講座･大乗仏教 9: 認識論と論理学�(東京: 春秋社, 1984), 

pp.204-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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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예를 들어, 불이 그 정의에 따라 ‘사물을 태운다’라는 것이 본질적인 특

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불이 특정한 날에는 장작을 태웠다가 같은 조건에서 다

른 날에는 장작을 태우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본성이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성질이 아니라 항상 지녀야 할 본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

찬가지로 존재에게 있어서 자발적 소멸이 본성이라고 한다면, 그 소멸은 어느 

때는 일어나지 않다가 어느 때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존재에게 있어서 소멸이 본질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 순간 그런 소

멸이 일어나야 한다. 이상이 다르마키르티가 본질적 관계를 통해서 구축하고

자 했던 논리이며, 이는 다음의 명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45)

따라서 어떤 장소에서 그것(=소멸)이 [존재의] 본질[만으]로 인해 일어

나는 것이라면, 그것과 다른 장소에서도 이런 본질로 인해 일어나는 것

이다(PV I, 196bcd).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관찰되는 그것(=소멸)은 [외부

적 원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존재의] 본질에 의해서만 일어난

다. 마찬가지로 다른 장소에서도 [오직 존재의] 본질에 의해서[만] 일어

난다. [존재의 소멸은 모두]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다르마키르티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가 ‘자발적 소멸’을 본성으로 

지녔다는 것은 곧 그 존재가 ‘찰나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수반두

가 ‘존재의 필연적 소멸’을 근거로하는 간접적 논증을 통해서 자발적 소멸이 

왜 찰나멸로 귀결되는지를 ④를 통해서 애써 논증하고자 했던 것과 같은 작업

에 대한 논리적 필요성이 다르마키르티에게는 요청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

해서 앞서 타니가 바수반두의 ④의 논증에 대해서 자발적 소멸과 찰나멸 사이

의 접점을 만들려는 시도로 이해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가 그런 다르마키르티

45) PVSV 100:20-22, “tasmāt bhavaty eṣa svabhāvataḥ / yatra nāma bhavaty asmād anyatrāpi svabhāvataḥ 

//196// so ’yaṃ kvacid bhavan dṛṣṭo ’napekṣatvāt svabhāvata eva bhavati / tathā anyatra api svabhāvabhāvī 

viśeṣābhāvād 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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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리에 입각해서 바수반두의 논리를 곡해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발견되는 또 다른 바수반두와 다르마키르티 사이의 차이점은 바수

반두가 ‘존재의 필연적 소멸(①)’과 ‘자발적 소멸(②~③)’을 통해서 ‘찰나멸

(④)’을 증명하고자 했던 반면에, 반대로 다르마키르티는 ‘자발적 소멸’이 함

축하는 ‘찰나멸’을 근거로 ‘존재의 필연적 소멸’(無常)을 증명하고자 했다는 

데 있다. 즉, 바수반두의 논증이 다르마키르티에 이르러서 논증의 대상과 근거

의 논리적 관계가 역전된 것이다. 바수반두가 존재의 무상(無常, anitya)을 통해

서 찰나멸을 증명하려 했다면, 반대로 다르마키르티는 위의 논변에서 필연적 

무상의 근거를 묻는 반론자의 질문에 대해 찰나멸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바수반두는 ‘모든 존재의 필연적 소멸’을 증명 없이 전제하였고, 그것을 결

코 논증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아마도 바수반두에게 있어서 붓다 이래로 

내려오던 제행무상이라는 명제는 증명대상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이치였으며, 

특히 앞에서의 찰나멸 논증처럼 같은 불교도인 독자부 등을 논적으로 상대할 

경우에는 상호인정의 전제로 합의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바

수반두의 논증에서는 그 논리구조상 전제가 되는 모든 존재의 필연적 소멸 즉, 

제행무상이 증명되지 않는 한 찰나멸도 완전히 증명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

며, 반대로 말하면 찰나멸론은 제행무상이 증명된 후에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

는 부수적인 이론이 된다.46)

반면 다르마키르티의 찰나멸 논증에서 ‘모든 존재의 필연적 소멸’은 당연한 

전제가 아니라 증명해야 될 논증대상이다. 여기에는 바수반두의 논적 중에 불

교 내부의 여러 부파들이 상당 분량 포함되었던 것과는 달리 다르마키르티는 

대체로 힌두를 비롯한 이교도들이 주된 논적이었다는 시대적 상황의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서 다르마키르티가 찰나멸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이교도를 상

대로 합의되지 않은 ‘제행무상’의 원리를 전제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필연적 소멸’이라는 전제를 사용하지 않고 찰나멸을 논

46) 바수반두 논증의 이런 난점에 대해서는 Steinkellner, op. cit., pp.363-364에서 이미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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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고, 더 나아가 반대로 찰나멸을 근거로 제행무상을 증명하고자 하는 계획

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가 존재와 소멸 사이의 관계를 본질적인 것

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바수반두에게 있어서 찰나멸은 모든 존재가 무상한 이 세계에서 인과

관계를 구성하는 작동원리였고, 다르마키르티에게는 제행무상을 증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힌두 진영에서 주장하는 자아(ātman), 신(Īśvara) 등과 같은 영원

한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일종의 논리적 무기로서의 측면이 부가된 것이다.47) 

달리 말하자면, 오히려 그렇게 부가된 ‘제행무상을 증명하는 근거로서의 찰나

멸’이라는 측면이 찰나멸론이 가지는 교리적 위상을 높이게 되었고, 다르마키

르티 이후 불교 교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수많은 종류의 찰나멸 논

증을 양산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르마키르티가 ‘존재의 필연적 소멸’을 근거로서 상정하지 않고 찰나멸을 

논증하고자 하는 시도는 후에 ‘존재에 근거한 논증’(sattvānumāna)에서 다른 방

식으로 개선되는데, 그의 후기 저작인 Vādanyāya(이하 VN)에 다음의 논증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다.

만약 존재하는 것 혹은 형성된 것이 모두 매 찰나에 소멸하지 않는다면, 

찰나멸하지 않는 것은 이시적(krama)으로도 동시적(yaugapadya)으로도 

인과효력(arthakriy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과효력의 가능성이라는 

[존재의] 특징을 결여하게 된다. 따라서 [찰나멸하지 않는 것은] 결코 존

재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48)

이 부분은 ‘실재하는 것’의 특징을 ‘인과효력을 일으키는 능력’(arthakriyā-śakti 

혹은 arthakriyā–yogya/-sāmarthya/-kāritva)으로 보는 관점이 전제되고 있다.49) 

47) Cf. Tattvasaṃgraha 350cd. “찰나멸이 널리 인정되기만 하면, [상키야의] 원질(prakṛti) 따위[의 영원

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존재]는 [자연스럽게] 거부될 것이다(kṣaṇabhaṅgaprasiddhyaiva 

prakṛtyādi nirākṛtam//)” 강형철, 앞의 논문, p.124, fn. 8에서 재인용.

48) VN, 2:2-4, “yadi na sarvaṃ sat kṛtakaṃ vā pratikṣaṇavināśi syāt, akṣaṇikasya kramayaugapadyābhyām 

arthakriyāyogād arthakriyāsāmarthyalakṣaṇato nivṛttam ity asad eva sy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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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분석한 바수반두의 논증에서 ④의 논증을 위해서 ①의 ‘존재의 필연적 소

멸’이 전제되어야 하는 난점에 대해 다르마키르티는 PVSV에서 존재와 소멸

을 ‘본질적 관계’로 규정짓는 것으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는데, 위의 인용에

서 그는 이와 동일한 문제의식에 서서 ④의 또 다른 선택지─영원한 존재의 긍

정─를 배제함으로써 ①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논리를 새롭게 고안하였다. 다

시 말해서, ④의 논지만으로는 ‘찰나멸하는 존재’와 ‘외부적 원인 없이는 영원

히 변하지도 소멸하지도 않는 존재’라는 두 가지 종류의 존재가 모두 긍정될 

수 있으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수반두가 ①의 전제를 통해 후자의 가능

성을 배제하였다면, 다르마키르티는 ①의 전제가 없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위의 PVSV에서와 같이 ‘존재와 소멸의 필연적 관계’를 규정

짓는 것으로 그것을 우회적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위의 VN에서 그는 오히려 

바수반두 논의의 원점으로 돌아가 후자(영원한 존재)가 인과효력을 일으킬 수 

없다는 논리를 창안하여 그것을 배제하였다. 이와 같은 sattvānumāna가 다르마

키르티에 의해서 확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논의 자체는 전통적인 

vināśitvānumāna와 관련된 ‘영원한 존재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계승된 것이라는 

지적은 이미 있었지만,50) 본 논문을 통해서 다르마키르티가 vināśitvānumāna를 

수용하여 발전시킨 후 새롭게 sattvānumāna를 창안하는 과정을 실제로 바수반

두의 논증과 대조･분석함으로써 밝혀진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그가 발상과 

논의를 계승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리학상으로는 그 발전과정 전체

가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의 난점을 개선하는 것에 문제의식의 중점을 두고

서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9) Cf. PVin II, 79:3-4, “실재하는 것은 인과효력을 일으키는 능력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arthakriyāśaktilakṣaṇatvād vastunaḥ/).”

50) Yoshimizu, op. cit., pp.24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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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이상으로 다르마키르티의 소멸무원인론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을 살펴보

았다. 처음에 제시한 두 가지 문제, 즉 vināśitvānumāna라는 용어의 정당성 여부

에 관한 문제와 바수반두 찰나멸 논증을 분석하면서 그의 논리적 의도를 파악

하는 문제가 모두 바수반두와 다르마키르티의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이 성립되는 데 있

어서 토대가 되었던 논증들이 지니고 있던 논리적 문제를 ‘소멸무원인성’을 

통해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머지를 결과로 취하는 추리’의 발상을 간접적 

논증으로 전복하는 형태를 취했고, 다르마키르티는 그런 소멸 무원인성을 존

재의 본질적 속성으로 규정함으로서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인과효력의 무능’을 근거로 찰나멸을 논증하는 새로운 방식도 고안하였다.

한 사상가의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헌 속의 논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정황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역

사적으로 어떤 사상적 기여를 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사상가들

과의 정밀한 대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르마키르티의 찰나멸론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대의 경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했을 때 그

가 지녔던 독창성의 유형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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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ddhist Pramāṇa tradition which started by Dignāga has developed two 

significant arguments for the doctrine of momentariness (kṣaṇikatva/kṣaṇabhaṅga): 

(1) vināśitvānumāna, an argument based on the inevitable extinction of all 

conditioned things or based on the Spontaneity of destruction, (2) sattvānumāna, an 

argument based on the existence of things or based on the theory that all permanent 

thing is lack of ability. The former is adopted in the Pramāṇavārttika which is the 

first work of Dharmakīti (ca. 600-660) with influence from Vasubandhu (ca. 5C). 

And the latter is created by Dharmakīrti in the Pramāṇaviniścaya, and it became the 

main method of inference of momentariness in the logical scene of the Buddhist 

Pramāṇa tradition, and had also decisive impact on the late development of this 

inference.

This paper deals with two interpretative problems on the former inference, 

vināśitvānumāna which belongs to the earlier tradition. Firstly, I will examine the 

problem that has been debated by several researchers about legitimacy of using the 

term vināśitvānumāna. Second problem is about how Dharmakīrti understood and 

changed the argument for momentariness of Vasubandu. These two problems 

which include the issue of historical background play important roles in 

investigating the detailed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Vasubandhu and 

Dharmakīrti about the inference of momentariness. Finally I will reconsi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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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theories about how Dharmakīrti introduced the inference of momentariness of 

Vasubandhu, with analyzing the interchange of logical causal relation between 

impermanency and momentariness by Dharmakīrti in the process of utilizing and 

improving the inference of Vasuband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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