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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smṛti)과 지식의 2상성(二相性, dvirūpatā)
박기열*1)

Ⅰ서론. Ⅱ 기억에 관한 논증의 시발점. Ⅲ 지식의 이상성과 기억.
Ⅳ 기억의 이상성 검증. Ⅴ 결론.

요약문 [주요어: 기억, 이상성, 자기인식, 무한소급, 디그나가, 지넨드라붓디]

디그나가는 집량론과 자주(Pramāṇasamucchayasvavṛtti, PSV) 직
접지각 장 kk. 11-12에서 지식이 한 찰나에 두 가지 형태의 형상을 가
지는 근거를 서술하면서 기억(smṛti)을 예증의 형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본고는 PSV의 해당 개소를 검토하고, 디그나가의 기억을 지넨드라붓디,
다르마키르티, 데벤드라붓디의 견해와 타학파의 반론을 함께 고찰하고
자 한다.
불교인식론에서 기억은 바른 인식수단(pramāṇa)이 아니다. 즉 기억

은 분별지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어나는 과정은 무분
별지인 직접지각의 인식 과정과 일치한다. 디그나가는 직접지각과 기억
을 지식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인식구조를 갖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
서 그는 기억의 이상성을 증명하는 것에 의해서 지식의 이상성을 입증
하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기억은 반드시 경험한 지식에 의해서 일어난
다. 경험한 지식이란 이전에 직접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지식이다. 그러
므로 기억이란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지식을 다시 인식하는 것이다.
이 때 경험한 지식은 기억이 일어나기 직전의 찰나의 지식이다. 즉 기
억을 일으키는 경험한 지식은 기억의 인식대상이 아니라, 그것의 등무
간연에 해당한다.
디그나가는 만일 기억이 이상성을 갖지 않을 경우, 기억과 그것에 의

한 재기억은 동일한 인식대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직전
의 기억과 직후의 기억은 찰나를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기억과 재기억의 이상
성의 논증은 어떤 지식의 인식대상과 그 지식을 등무간연으로 일어나는
지식의 인식대상이 차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한 이 반증이 바로 각 찰나의 지식이 스스로의 현현과 대상적 현현이라
는 두 가지 형상들을 가지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 한국불교연구원 객원연구원. hearst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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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디그나가(ca. 480-540)는 착오지, 세속지, 추리, 추리의 결과, 그

리고 기억(smṛta, smṛti, smaraṇa)1)을 유사현량이라고 한다.2) 그

는 이 지식들이 왜 직접지각(현량)이 아닌가를 해당 자주에서 설

명하면서, 기억에 관해서는 “등(ādi)”으로 표현하여,3) 이전에 직접

경험(anubhava)에 의해서 인식된 것을 분별하기 때문이라고 한

다.4) 이에 대해서 지넨드라붓디(ca. 725-785)는 “기억의 경우도

‘이와 같이 나는 그것을 직접경험했다.’라는 이전에 직접경험한 형

상을 가진 분별이다.”라고 주석하고 있다.5) 즉 디그나가의 기억이

란 대상에 대한 직접경험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이미 경험

된 지식을 재인식(pratyabhijñāna)6)하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1) 發智論과 大毘婆沙論, AKBh 破我品 그리고 Abhinavagupta의
Īśvarapratyabhijñānākārika에서의 기억에 관한 주요 출처와 개요는 각각
那須 良彦(2010), 木村 紫(2013), 戸田 裕久(1990) 참조. 특히 AKBh p. 472,
17-18: “smṛti-viṣaya-saṃjña-anvayāc cittaviśeṣāt / 기억은 대상의
상(saṃjña)을 동반하는 개별적 심이기 때문이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수반두의 기억에 대한 견해는 본고에서 고찰할 디그나가의 견해와
유사한다. 한편 불교와 설일체유부를 포함한 타학파와의 기억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기억의 주체를 별도로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한편 본고의 산스크리트 원문 인용은 검색 편의를 위해 단어별 표기에
중점을 두었다.

2) PS Ⅰ 7cd-8ab: “bhrānti-saṃvṛti-saj-jñānam anumāna-anumānikam //
smārta-abhilāṣikaṃ ca iti pratyakṣa-ābhaṃ sataimiram /”

3) PSV Ⅰ p. 3, 19: “anumāna-tat-phala-ādi-jñānaṃ”
4) PSV Ⅰ 3, 20: “pūrva-anubhūta-kalpanaya iti na pratyakṣam.”
5) PSṬ Ⅰ p. 60, 1-2: “smārte ′pi pūrva-anubhūta-ākāro vikalpa itthaṃ
tan ma ya anubhūtam iti /”

6) PV Ⅱ 118: “viśeṣa-pratyabhijñānaṃ na pratikṣaṇa-bhedataḥ / na vā
viśeṣa-viṣayaṃ dṛṣṭa-sāmyena tad-grahāt // 개별의 [대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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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억은 대상에 대한 직접경험에 의한 지식이라는 일차

적 인식결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차적 인식이다. 즉 기억을 일으

키는 지식은 언어와 결합한 분별지이다. 한편 기억은 비록 경험된

분별지를 인식대상으로 할지라도 기억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찰나의 지식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기억은 직전의 분별의

형상인 지식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본고는 ‘기억이 일어나기 직전의 찰나의 지식’은 기억의

인식대상이 아니라, 등무간[연](samanantara)이라는 점에 주목한

다. 또한 기억은 다름 아닌 대상의 형상을 동반한 지식(saviṣayajñ

āna)이고,7) 이 지식은 이상성(二相性, dvirūpatā)에 의해서 인식대

상과 인식수단이 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기억이라는 인식 행위

의 구조는 실질적으로 유식학파의 직접지각이 일어나는 구조와

동일하다.

즉 기억은 분별지이고, 직접지각은 무분별지이기 때문에 비록

이 두 종류의 지식들의 인식결과들은 서로 상충함에도 불구하고,

지식(jñāna)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인식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분

별지와 무분별지를 포함한 일체의 지식들은 이와 같은 지식의 이

상성을 기반으로 한 인식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다르마키르티

(ca. 600-660)가 “일체의 심과 심작용(심리현상)은 자기인식이다

재인식은 [인식수단]이 아니다. 찰나에 따라 차별이 있다. 또한 [재인식은]
개별의 대상을 [파악하지] 않는다. [직전의 찰나에] 이미 인식된 것과의
동일성에 의해서 그것(직후의 찰나의 것)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 PV Ⅱ
236: “vṛtter dṛśya-aparāmarśena-abhidhāna-vikalpayoḥ / darśanāt
pratyabhijñānaṃ gava-ādīnāṃ nivāritam // 소 등의 재인식은 [현전의
대상이] 가려진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 표현과 분별은 [눈앞에] 존재하는
보이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채 보기 때문이다.”

7) cf. 박기열(2015) pp. 129-131: PSV Ⅰ p. 4, 3-14 원문 해석 ;
불교인식론의 형상(ākāra, =지식)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경량부 입장, 즉
외계대상을 인정하는 경우, 그것과 닮은 형상(sārūpya)을 소연으로 하는
대상현현성(viṣayābhāsatā)을 가진 지식, 그리고 유식학파의 입장, 즉
외계대상을 인정하는 않는 경우, 등무간연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동반하는
지식(saviṣayajñān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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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라고 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있다.

한편 지식은 감관에 의해서 대상확정(arthaniścaya)9)이 일어나

는 것이다. 따라서 감관지가 5감관에 의해서 대상이 확정되듯이,

자기인식 또한 어떤 감관에 의해서 대상이 확정되어야만 한다. 이

경우 어떤 감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는 다르마키르티에

게 있어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디그나가가 “욕망 등의 자기

인식도 의지각(mānasapratyakṣa)이다.”10)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자기인식을 담당하는 감관은 마나스(manas)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억은 직전의 찰나의 지식에 의해서 직후의 찰나에

일어나기에 특정한 대상을 동반한 지식이고, 자기인식에 의해서

성립한다는 점에서 디그나가의 의지각의 정의와 부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억의 인식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기인식의 인

식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Ⅱ. 디그나가의 기억에 관한 논증의 시발점

유식학파의 자기인식론에 있어 외계대상에 대한 지식은 직전의

지식을 등무간연으로 일어난 대상의 형상을 동반한 지식이다. 이

8) NB Ⅰ 10: “sarva-citta-caittānām ātmasaṃvedanam //”
9) PSV Ⅰ 9b: “tad-rūpo hy arthaniścayaḥ …. 왜냐하면 대상확정이
그것(자기인식)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이다 ….” Hattori(1968) p. 103 n.
1.62: 여기서의 “arthaniścaya”는 무분별지의 레벨에서 대상이 확정되는
것이기에 언어 개입에 의한 분별적 확정이 아니다. : 이에 관한 자세한
논증은 박기열(2015) pp. 127, 130-133 참조.

10) PSV Ⅰ 6ab: “mānasaṃ ca artha-rāga-ādi-sva-saṃvittir akalpikā /
또한 의[지각은] [외계]대상에 관한 지각과 욕망 따위의 자기인식[이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무분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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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인식 과정상에서 지식 그 자체인 동시에11) 대상으로 현현한

지식이라는 두 가지의 형상들로 비유한다.

이와 같이 지식이 두 가지 형태의 형상들로 현현하는 것을 지

식의 이상성이라고 한다. 지식 그 자체의 현현(svābhāsa)이란 파

악하는 형상(grāhakākāra)의 지식을 말하고, 대상으로서의 현현(v

iṣayābhāsa)이란 파악되는 형상(grāhyākāra)의 지식을 말한다. 따

라서 인식 과정은 파악하는 형상으로 현현하는 지식을 인식수단,

그리고 파악되는 형상으로 현현하는 지식을 인식대상이라고 표현

한다.

나아가 대상에 대한 직접경험에 의한 이해라는 점에서 대상을

동반한 지식은 인식결과이기도 하다.12) 결론적으로 대상을 동반

한 지식이라는 하나의 지식이 인식과정에 있어 인식 요소의 기능

적 역할을 인식수단, 인식대상, 인식결과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13)

디그나가는 이상과 같은 지식의 이상성에 관해서 PSV Ⅰ 10에

서 논한다. 그리고 PSV Ⅰ 11-12에서는 지식의 이상성이 성립하

는 근거에 관한 타학파의 반론을 상정하고,14) 그에 대한 답론을

하고 있다. 본고의 주제인 ‘기억’은 지식의 이상성의 근거인 PSV

Ⅰ 11ab에 대한 예증으로 11c에서 언급되고 있다. 끝으로 디그나

가는 12에서 지식을 인식대상으로 하는 지식은 별개의 지식에 의

11) 경량부의 입장에서는 직전의 찰나의 대상을 공동인으로 하는데 반해서,
유식학파의 입장에서는 파악되는 자식과 파악하는 지식이 동일한 찰나에
있다. 이것을 동시지각의 필연성(sahopalambhaniyama)이라고 한다.
PVin 54ab: “sahopalambha-niyamād abhedo nīla-tad-dhiyoḥ / 동시에
지각되기에 푸른색과 그것의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다.”

12) PSV Ⅰ p. 4, 6-8: “tad-rūpo hy artha-niścayaḥ / yadā hi saviṣayaṃ
jñānam arthaḥ, tadā svasaṃvedana-anurūpam arthaṃ pratipadyata
iṣṭam aniṣṭaṃ vā.” ; cf. 박기열(2015) pp. 130-131 원문 해석.

13) PS 10d: “trayaṃ na ataḥ pṛthak kṛtam // 세 가지(인식대상, 인식주체,
인식결과)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14) PSV Ⅰ p. 4, 19: “atha dvi-rūpaṃ jñānam iti kathaṃ pratipādyam.
그렇다면 지식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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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인식된다는 반론에 대해서 기억에 대한 재기억을 예증으로

인식수단이 무한소급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재기억 또한 자기인식

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Ⅲ. 지식의 이상성과 기억

디그나가는 PSV Ⅰ 11ab와 해당 자주에서 지식의 이상성의 근

거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지식의 이상성은 ‘대상에 대한 지식’과 ‘그것(지식)에 대한
지식’으로 구별되기 때문이다.15)

왜냐하면 색 따위가 대상인 경우의 지식은 실로 대상으로서의 현현
과 스스로의 현현[이라는 두 가지의 현현이] 있다. 한편 대상의 지식
[에 의한] 지식은 그것의 대상의 형태에 따라(viṣayānurūpa)16) 현현한
지식과 스스로 현현한 [지식이] 있다. 그러나 만일 대상에 대한 지식
이 단지 대상에 따라 [현현한 지식]만이 있다면 또는 본성[에 따른 현
현한 지식만]이 있다면 지식에 대한 지식도 대상의 지식과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이전에 사라진 대상의 현현[을 가진 지식]들은 이후에 계속

되는 지식들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 [이전에 현현한 지
식]은 [이후의 일어나는 지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
은 두 가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이 성립한다.17)

15) PSV Ⅰ 11ab: “viṣaya-jñāna-taj-jñāna-viśeṣāt tu dvirūpatā /”
16) “그 대상의 형태에 따라” 라는 말은 ‘직전의 찰나의 대상과 닮은
형상으로’ 라는 의미이다.

17) PSV Ⅰ p. 4, 21-25: “viṣaye hi rūpādau yaj jñānaṃ tad
artha-sva-ābhāsam eva. viṣaya-jñāne tu yaj jñānaṃ
tad-viṣaya-anurūpa-jñāna-ābhāsaṃ sva-ābhāsaṃ ca. anyathā yadi
viṣaya-anurūpam eva viṣaya-jñānaṃ syāt svarūpaṃ vā, jñāna-jñā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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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디그나가는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선

서술한다. 두 가지 지식이란 대상에 대한 지식(A)과 그 지식을 소

연으로 하는 지식(A1)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자는 푸른색을 눈을

통하여 인식하는 지식(A)이다. 그리고 후자는 그 푸른색의 지식을

다시 재인식하는 지식(A1)이다. 이 때 지식(A)과 지식(A1)은 각

각 두 가지의 현현을 가져야만 한다. 즉 지식(A)도 파악하는 현현

과 파악되는 현현, 그리고 지식(A1)도 파악하는 현현과 파악되는

현현을 가진다. 디그나가는 만일 각각의 지식이 파악되는 현현과

파악하는 현현 중 어느 한 가지만 가진다면 지식(A)과 지식(A1)

의 각각의 대상들은 차별이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만일 지식(A)과 지식(A1)이 하나의 현현만 가질

경우, 지식(A1)이 일어나는 찰나, 지식(A)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

어버리기에 지식(A1)이 현현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

고, A1의 지식은 인식대상이 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18)

이상의 디그나가의 논지를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api viṣaya-jñānena aviśiṣṭaṃ syāt. na ca uttara-uttarāṇi jñānāni pūrva
viprakṛṣṭa-viṣaya-ābhāsāni syuḥ, tasya āviṣayatvāt. ataś ca siddhaṃ
dvai rūpyaṃ jñānasya.”

18) 유식학파의 입장에서는 인식대상과 인식수단은 동일한 찰나에 존재한다.
그러나 만일 각 찰나마다 지식이 하나의 현현만을 가진다면 현 찰나에
현현하는 인식대상은 직전의 찰나의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찰나의 인식이 이미 사라진 과거의 것을 인식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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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하나의 심상속(心相續)을 그린 것이다. 즉 saviṣaya

jñāna19)(1), (2), (3) ··· (n)은 각 찰나마다 어떤 개별적 형상을 동

반한 지식의 상속이다. 직후의 찰나의 지식은 직전의 찰나의 형상

을 동반한다는 의미에서 대상을 동반하는 지식이다.

디그나가는 우선 saviṣayajñāna(1)과 (2)는 실질적으로 각 찰나

마다 별개의 지식임을 전제로 한다. 별개의 지식이란 saviṣayajñā

na(1)과 (2)는 각각 별도의 인식대상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디그

나가가 우선 문제시 하는 가정은 만일 saviṣayajñāna(1)과 (2)가

각각 하나의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각 찰나의 saviṣayajñāna에는

어떠한 차별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즉 saviṣayajñāna(2)

가 saviṣayajñāna(1)과 다른 독립된 대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savi

ṣayajñāna(1)과 닮음을 유지하면서도 그것과는 차별되는 특별한

어떤 지식이 saviṣayajñāna(2)에서 더해져야만 한다. 디그나가는

saviṣayajñāna(2)가 saviṣayajñāna(1)의 닮음을 유지하는 것은 viṣ

ayābhāsa(2), 즉 대상적 현현(파악되는 지식) 때문이라고 한다. 그

리고 saviṣayajñāna(2)만의 특별한 지식이 바로 svābhāsa(2), 즉

[지식] 그 자체의 현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디그나가는 saviṣaya

jñāna(2)가 두 가지 형상으로 현현하는 것을 증인(證因, hetu)으로

saviṣayajñāna(1)도 이상성으로 현현한다는 것이 추리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saviṣayajñāna(2)의 viṣayābhāsa(2)는 실질적으로 saviṣay

ajñāna(1)에 따라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saviṣayajñāna(1)의 두

가지 지식인 svābhāsa(1)과 viṣayābhāsa(1) 모두를 포함하고 있

다. 따라서 viṣayābhāsa(2)는 viṣayābhāsa(1)과 차별된다.

19) 핫토리는 Hattori(1968) p. 108 n. 70에서 <그림 1>에 해당하는
설명하면서 saviṣayajñāna를 viṣayajñāna로만 표현하고 있다. 본고는
직전의 찰나의 지식이 직후의 찰나의 인식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saviṣayajñāna도 사용한다. 왜냐하면 직후의 찰나의
지식은 직전의 찰나의 지식을 등무간연으로 일어난다는 다르마키르티적
해석에 의해서 디그나가의 유식학파의 입장인 대상을 동반하는 지식의
이상성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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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디그나가는 만일 위의 그림에서 saviṣayajñāna(1)은 sa-

viṣayajñāna(2)의 인식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왜냐하면

saviṣayajñāna(2)는 직전의 찰나, 즉 과거의 지식인 saviṣayajñāna

(1)을 saviṣayajñāna(2) 자신의 인식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따라서 saviṣayajñāna(2)의 인식대상은 반드시 동일한 찰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PSV Ⅰ 11ab와 해당 자주는 다음 두 개의 주장과

이유들로 요약할 수 있다.

① 대상을 동반한 지식은 이상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대상의 지

식과 그 지식에 의한 지식은 서로 다른 대상적 현현을 갖기 때문

이다.

② 대상을 동반한 지식의 대상적 현현은 동일한 찰나에 있다.

왜냐하면 과거의 지식이 현재의 지식의 대상적 현현이 될 수 없

기 때문이다.

이어서 디그나가는 PSV Ⅰ 11c에서 기억에 관해서 서술한다.

이것은 앞의 PSV Ⅰ 11ab의 두 종류의 주장과 이유들에 대한 예

증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기억은 주장들과 이유들의 동류예

로서의 타당성 여부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20)

우선 PSV Ⅰ 11c와 해당 자주를 읽어 보자.

이후의 기억(smṛti)으로부터,21)

20) 디그나가의 인(因)의 세 가지 조건 중에 추리의 대상은 동류예에만
존재해야 한다 (tat-tulya eva saddhāvaḥ)에 따라서 기억은 다음 두
가지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① 기억은 대상을 동반한 지식과
마찬가지로 이상성을 가져야 한다. ② 기억은 동일한 찰나의 자신의
대상적 현현을 가져야 한다.

21) 지넨드라붓디는 이에 대한 주석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PSṬ Ⅰ p.
80, 10-13: “pūrvam ekasya viṣaya-jñānasya viṣaya-sārūpyeṇa
viśeṣeṇa dvairūpyaṃ sādhitam / idānīṃ jñānānāṃ paraspara-vivekena
smṛteḥ sādhyate / yathā hi paraspara-vilakṣaṇeṣu rūpa-ādiṣ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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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이상성과 연결된다. 왜냐하면 직접경험 이후의 대상과 같
이 지식에 있어서도 기억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은 두 가
지 형상을 가지며, 또한 [지식은] 자기인식이다.22)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것
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색 따위에 대한 기억과 같이
실로 경험하지 못한 대상의 지각에 대한 기억은 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23)

디그나가는 11c와 자주에서 우선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 일

어난 이후에 그것에 의해서 기억이 일어나는 것을 지식의 이상성

에 근거를 두고 있다. 11c의 디그나가의 논리에 따르면 본질적으

로 기억이 이상성을 가져야만 지식의 이상성이 증명될 수 있다.

여기서 디그나가는 기억에 관해서 두 종류를 말하고 있다. 즉 직

접경험 이후에 일어나는 기억과 그 기억이라는 지식에 의해서 일

어나는 재기억, 즉 상기(想起)가 그것들이다.

이 말은 <그림 1>에서 대상의 지식(A)이 이상성을 가지는 것

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상의 지식(A1)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식이

이상성을 가지지 않으면 지식 A와 지식 A1의 인식대상이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의 지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식은 이상성

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과 동일한 논리를 기억에 적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anubhūteṣv anyonya-vivekena smṛtir bhavati, tathā jñāneṣv api /
앞에서 하나의 대상에 대한 지식은 [그] 대상과 닮음을 동반하는
특수성에 의해서 [지식의] 이상성이 증명되었다. 지금부터는 지식은
서로가 차별에 의해 기억되는 것이기에 [지식의 이상성이] 증명된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색 따위를 직접경험하여 상호간의
차별에 의해서 기억이 있는 것과 같이, 지식에 있어서도 [서로 차별에
의해서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22) PSV Ⅰ p. 5, 1-3: “smṛter uttara-kālaṃ ca dvairūpyam iti
sambandhaḥ. yasmāc ca anubhava-uttara-kālaṃ viṣaya iva jñāne 'pi
smṛtir utpadyate, tasmād asti dvirūpatā jñānasya svasaṃvedyatā ca.”

23) PSV Ⅰ p. 5, 4-6: “kiṃ kāraṇam. na hy asāv avibhāvite // na hy
ananubhūta-artha-vedana-smṛtī rūpa-ādi-smṛti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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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 지넨드라붓디는 기억은 선명한 구별을 가지는 것

이라는 해설을 더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직접경험만이 있게 되어 각각의 대상에 대한
차별이 없는 일체의 지식이 구별에 의해 인식되지 않을 경우, ‘나는 색
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소리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또는 ‘색에 관한
지식이 없지만 소리에 관한 지식이 있었다.’ 와 같은 기억의 차별은 있
을 수 없을 것이다.”24)

여기서 지넨드라붓디는 기억이 만일 직접경험에 의해서만 일어

난다고 할 경우의 불합리를 말하고 있다. 즉 직접경험에 의한 기

억만이 있고, 그것에 대한 재기억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기억에는

다양한 직접경험들의 차별들을 인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

다. 왜냐하면 직접경험은 감관 등의 차이에 의해서 분명히 차별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기억은 그 자체로서 종결되어 버

리기 때문이다. 즉 인용문 속의 예시과 같이 기억에 의한 재기억

은 일어나지 않게 되어 버린다.

이어서 지넨드라붓디는 직접경험에 의한 기억만이 있어도 기억

에는 차별이 가능하다는 반론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답론을 다음

과 같이 서술한다.

24) PSṬ Ⅰ pp. 82, 13-83, 3: “anyathā-anubhava-mātreṇa praty-artham
aviśiṣṭeṣu sarva-jñāneṣu bhedena ananubhūteṣu rūpa-jñānam āsīn
mama, na śabda-jñānam iti śabda-jñānaṃ vā na rūpa-jñānam iti yā
iyaṃ vivekena smṛtiḥ, sā na syāt /” ; 이와 같은 지넨드라붓디의
서술은 데벤드라붓디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음을 PSṬ Ⅰ p. 82, 각주 d는
명시하고 있다. PVP의 해당 개소는 다음과 같다. PVP D 242a 2 ; P
286a 7: “nga'i gzugs kyi shes pa yin gyi sgra'i shes pa'am / gzhan
ma yin no // gang 'di tha dad par zhes de tha dad can dran par mi
'gyur ro // 나는 색의 지식은 있었지만 소리의 지식 또는 다른 [지식]은
없었다.’ 이와 같이 구별된 차별을 가진 기억이 없을 것이다. 그 경우
지식은 어떤 것에 대해 구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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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반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직접경험을 본성으로
하는 동일한 것에 있어 전체적(sāmagrī) 차별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
따위의 차별이 있다. 그와 같이 각각의 대상에 대해 개별적인 [것들
이] 전체를 이루어 미세한(sūkṣma) 차별이 있다. 따라서 기억은 차별
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25)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선명한(spaṣṭa) 차별이 기억의 원
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대상일지라도 무관심하게 남겨
질 경우 어떤 지식의 흐름을 나르는 그 [지식] 또한 개별적인 감각기
관 따위의 전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의 찰나들이 이 만큼
지나갔다.’ 라는 것과 같이 구별되는 기억은 없다.26)

쌍둥이인 두 사람은 형상이 동등함에도 실제로는 차별이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 차별에
의한 인식이 없다. 나아가 이 둘에 있어 서로 간의 특징을 바꾸어 [잘
못 인식한다.] 따라서 대상을 선명하지 않게 차별할 경우, 기억은 구분
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직접경험은 대상에 대한 작용이 어떤 차별
을 [가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분에 의한 기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상과의 닮음의 획득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지식의 이상성은
성립한다고 말했다.27)

25) PSṬ Ⅰ p. 83, 4-6: “syād etat – yathā anubhava-ātmatve tulye
sāmagrī-bhedāt sukha-ādi-bhedo bhavati, tathā prativiṣayam
aparāpara-sāmagrī-kṛto bhedaḥ sūkṣmo ′sti / ato vivekena smṛtir
bhaviṣyati iti /”

26) PSṬ Ⅰ p. 83, 6-8: “asad etat / spaṣṭo hi bhedaḥ smṛti-nibandhanam /
tathā hi kasmiṃścid upekṣā-sthānīye viṣaye yaj jñānaṃ dhārā-vāhi,
tasya apy aparāpara-indriya-ādi-sāmagrī / tathā api na bhedena
smaraṇaṃ yathā iyanto buddhi-kṣaṇā vyatītā iti /”

27) PSṬ Ⅰ p. 83, 9-13: “yathā ca yamalakayor ākāra-sāmye ′py asti
bhāvato bhedaḥ, tathā apy aspaṣṭatvāt tasya na bhedena
pratyabhijñānaṃ bhavati, kiṃ tarhi tayoḥ parasparaṃ samāropaḥ /
tasmād aspaṣṭa-bhede ′rthe na vivekinī smṛtir bhavati / ato
′rtha-kṛtaḥ kaścid anubhasya asti viśeṣaḥ, yato vivekena smṛtir
bhavati iti icchatā-artha-sārūpyam eṣṭavyam / tataś ca siddhaṃ
dvirūpaṃ jñānam iti /” ; PVP D 242a 6-7 ; P 286b 5-7: “mtshe ma
gzugs mtshungs su zin kyang don dam par khyad par yod pa nyid
yin no // de ltar na yang de gsal ba ma yin pas / tha dad par ngo
shes pa ma yin no // 'on kyang de dag rnam grangs kyis mthong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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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넨드라붓디가 상정한 반론의 요지는 직접경험에 의한 기억이

란 미세한 차별에 의해서 즐거움 따위가 전체적으로 구별되기 때

문에 직접경험에 의한 기억은 그것에 의한 재기억이 없어도 차별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지넨드라붓디 자신의 답론

은 비록 기억은 감관 등의 전체적인 차별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

하지만, 기억은 선명한 차별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여, 반론자의

미세한 차별을 부정한다.

여기서 지넨드라붓디가 인정하지 않는 미세한 차이란 선명한

차이에 상반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그는 미세한 차이를

직접경험한 것이 몇 찰나가 지났는가 따위의 구별이라고 한다. 또

한 그는 쌍둥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기억은 직접

지각의 대상인 쌍둥이가 선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쌍둥이에 대

한 인식이 미세한 차이를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지넨드라붓디는 직접경험 그 자체는 대상간의 차별

이 있고, 그것에 의한 기억도 선명한 차별을 가지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인식대상으로 하는 기억과 그것(기억)에 의한 재기억의 인

식대상은 서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대상의 지식과 그 지식에 대

한 지식의 인식구조와 마찬가지로 기억은 이상성을 가진다고 말

한다.

이상의 지넨드라붓디의 서술은 데벤드라붓디의 PV Ⅱ 424-42

528)에 대한 주석29)을 요약한 것이다. 지넨드라붓디는 PSV Ⅰ 11

na phan tshun sgro 'dogs pa yin ba de dang 'dra'o // de ltar na
rgyun gyis 'byung ba can rnam pa gcig gi yul can gyi shes pa yin
no[D: shes pa P] // 쌍둥이는 모습이 동일하다고 해도 진실로는 다른
것으로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선명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
다른 것이라고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수가 보일 경우
서로 가탁되어 그것과 동일하게 인식된다. 그 경우 상속하여 일어나는
것은 같은 형상의 대상을 가진 지식이 된다.”

28) PV Ⅱ 423-425: “saṃvedanasya tādātmye na vivādo ′sti kasyacit /
tasya artha-rūpatā siddhā sā api sidhyati saṃsmṛteḥ // 인식의 본질에
있어서 그것의 대상의 형태를 가진 [지식]이 입증된다는 것에는 어떤
다른 견해가 있지 않다. 그것 역시 기억으로부터 입증되어진다. bhed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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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와 해당 자주의 해설에서 직접경험과 그것에 대한 기억을 구분

하고 직접경험이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한 기억의 인식대상이 아

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기억은 선명한 직접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기억 역시 선명함을 본성으로 하는 것임을 암

시하고 있다.

디그나가에게 있어 기억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나아가 이전에 경험한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기억은 직전의 찰나에 경험한 것을 떠올린

것에 의해서 직후의 찰나에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기억은 직접경

험을 등무간연으로 일어나는 지식과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이상의 PSV Ⅰ 11은 다음 두 가지 논증식들로 표현할 수 있다.

<논증식 1>

[주장] 대상을 동반한 지식은 이상성을 갖는다.

ananubhūtes bhinna-vibhakte sva-gocaraiḥ / evam etan na khalv
evam iti sā syān na bhedinī // 스스로의 대상들이 차별에 의해서
인식되지 않은 채 ‘이것은 그와 같지 않고 실로 그와 같다.’ 라고 [다른
것과의] 차별이 구분된다면 그것(기억)은 차별이 없게 될 것이다. na ca
anubhava-mātreṇa kaścid bhedo vivecakaḥ / vivekinī na ca
aspaṣṭa-bhede dhīr yamala-ādi-vat // 또한 오로지 직접경험만으로는
어떤 차별을 구분하지 못한다. 구별은 선명하지 않는 차별에 있어서는
인식되지 않는다. 쌍둥이 따위와 같이.”

29) cf. PSṬ Ⅰ p. 83, 각주 a, b ; PVP D 242a 4-6 ; P 286b 2-4: “'di ltar
khyad par nyams su myong ba dran pa'i rgyu yin gyi / gang ci yang
rung ba[D: ni P] ma yin pa de ltar na ltos[D: bltos P] par rung ba'i
yul gcig la / shes pa gang rgyun gyis 'byung ba can 'jug par 'gyur
ba de'i tshe yang dbang po la sogs pa[D: pa'i P] tshogs pa'i gzhan
dang gzhan yod pa yin no // de ltar na yang tha dad pa dran pa ma
yin te / dper na blo'i skad cig ma 'das pa 'di tsam yin no zhes bya
ba lta bu'o // 즉 특수한 직접경험은 기억의 원인이지만 어떤 것도
적절하지 않다. 그 경우 보는 것에 따라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상속하여 일어나는 어떤 지식이 생기할 때도 감관 등의 다른 [원인들의]
전체가 있다. 그 경우에도 구별되어 기억되는 일은 없다. 예를 들어 ‘이
만큼의 지식의 찰나가 과거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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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대상의 지식과 그 지식에 의한 지식은 서로 다른 대상적

현현을 갖기 때문이다.

[동류예] 기억과 같이

<논증식 2>

[주장] 대상을 동반한 지식의 대상적 현현은 동일한 찰나에 있

다.

[이유] 과거의 지식이 현재의 지식의 대상적 현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동류예] 기억과 같이

Ⅳ. 기억의 이상성 검증

디그나가는 PSV Ⅰ 12에서는 기억에 관한 타학파의 반론을 상

정하고, 그에 대한 답론을 하고 있다. 우선 원문의 번역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반론]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색 따위와 같이 지식에
있어서도 지식은 다른 지식에 의해 직접경험될 수 있다.30)

그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식이 다른 지식에 의해서 직
접경험되는 경우 [그것은 논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무한 소급이
란 [이전의] 그 지식은 [이후의] 다른 지식에 의해서 계속해서 직접적
으로 경험되는 경우 무한히 반복하게 되어 버린다.31)

왜 그런가? 왜냐하면 거기(다른 지식)에도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30) PS Ⅰ p. 5, 7: “syād etat – rūpa-ādi-vaj jñānasya api
jñāna-antareṇa-anubhavaḥ.”

31) PS Ⅰ p. 5, 7-9: “tad apy ayuktam, yasmāj jañāna-antareṇa-anubhave
'niṣṭhā anavasthā iti taj-jñāne jñāna-antareṇa anubhūyamā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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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다른] 지식에 의해 그 지식이 직접경험되는 것에 의해서 거
기[다른 지식]에도 이후에 기억이 있음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기[다른 지식]에도 [또] 다른 지식에 의해서 직접경험이 [일어나게]
되면 무한 소급이 [일어날] 것이다.32)

이 경우 대상이 다른 [대상]으로의 옮겨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따
라서 그것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지식은 필연적으로 자기인식되어야
만 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것(자기인식)이 바로 [인식]결과일
뿐이다. 이상과 같이 직접지각은 분별이 배제된 것이라는 [정의가] 성
립된다.33)

이상에서 디그나가가 상정한 반론은 11cd에서 기억과 지식이

동일한 인식 구조라고 할 경우, 지식은 스스로가 아닌 다른 인식

수단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34) 즉 색과 같은 외계

32) PS Ⅰ p. 5, 9-12: “kasmāt. tatra api hi smṛtiḥ / yena hi jñānena taj
jñānam anubhūyate, tatra apy uttara-kālaṃ smṛtir dṛṣṭā yuktā. tatas
tatra apy anyena jñānena-anubhave 'navasthā syāt.” ; 한편 이에 대한
쿠마리라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ŚV Śūnyavāda 188-189: “tatra tatra
smṛti dṛṣṭvā sarva anubhava-kalpanā / ekena tv anubhūtatve sarva
tatra eva sambhavet // tatra api smṛtir ity etan na loka-anumataṃ
vacaḥ/ na hi vijñāna-santānaṃ kaścit smarati laukikaḥ // 각각의
기억을 보고 일체의 직접경험이 이해된다. 그러나 하나의 의해서
직접경험된다면 일체는 거기에만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도 기억이
[있다.]’ 라고 하는 이것은 세간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은 지식(vijñāna)의 상속을 결코 [그와 같이]
기억하지 않는다.”

33) PS Ⅰ p. 5, 13: “viṣaya-antara-sañcāras tathā na syāt sa ca iṣyate //
tasmād avaśyaṃ svasaṃvedyatā jñānasya-abhyupeyā. sā ca phalam
eva. tathā pratyakṣaṃ kalpanā-apoḍham iti sthitam.”

34) 기본적으로 불교의 자기인식론을 부정하는 논리이다. 대표적인 학파로는
미맘사와 니야야 학파를 들 수 있다. 미맘사 학파의 자기인식론 부정의
요지는 불교가 주장하는 지식의 이상성에 있어 지식 그 자체는 스스로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인식대상은 감각기관에 의해서
한정되는 것이므로 만일 지식 그 자체가 스스로를 한정하는
인식대상으로 한다면, 지식 그 자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인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지식은 스스로를 조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논증은 ŚV Śūnyavāda 185-189 : 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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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대한 인식에 있어 대상과 인식수단이 동일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 외계대상에 대한 지식을 등무간연으로 일어나는 지식도

대상과 다른 인식수단에 의해서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디그나가는 대상과 그것을 인식하는 수단이 동일

하지 않을 경우의 불합리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즉 외계대상인 푸른색과 그것을 파악하는 인식수단이 다를 경

우, 기억이란 기억(1)에 의한 재기억(2), 그리고 그 기억(2)에 의한

재기억(3), 그리고 다시 그 기억(3)에 의한 재기억(4) 등과 같이

무한히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인식이 일어날 때마다 다

른 인식수단이 필요로 하게 되어 버린다.35) 왜냐하면 각각의 인식

Ⅱ 448-455 참조. ; 한편 니야야 학파는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비유에서
나무(인식대상)와 도끼(인식수단)를 별개의 것보기에 인식대상과
인식수단이 동일하다는 불교의 자기인식을 부정한다. 또한 불교가
자기인식론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등불의 비유도, 니야야 학파에서는
등불은 대상에 대한 인식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인식수단이고 등불의
도움으로 대상이 보인다고 한다. 또한 등불 그 자체도 다른 지각에
의해서 인식되며, 대상에 대한 인식의 원인인 등불에 대한 인식은
추리에 의해서 알려진다고 한다. 따라서 인식 그 자체의 인식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식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관해서는 NBh p.
65(ad. k. 2.1.19) : PV Ⅱ 329 : 戸崎 宏正(1985) pp. 12-13 참조.

35) Hattori(1968) pp. 101 n. 1.60, 110, n.1.73, n.1.79: 이에 대한 쿠마리라의
반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식은 직접지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추리에
의해서 알려진다. 즉 어떤 대상이 인식될 때 인식의 결과로서 대상의
특정한 속성인 소지성(jñātatā)이 대상으로부터 일어난다. 그 인식은
행위(kriyā)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적으로 알려지지 않는다. 따라서
인식은 소지성으로부터 가상적 추리(義準量 arthāpatti)에 의해서
성립한다. 한편 기억은 대상에 대한 것이지,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디그나가가 말하는 것과 같은 지식 그 자체에 대한 기억은
부정된다. 즉 기억되는 것은 언제나 대상에 대한 기억일 뿐이지, 지식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과거의 인식은 단지 대상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가상적 추리에 의해 지식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쿠마리라의 견해는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기억한다.’ 와 같이, 기억을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는 지식과
기억의 자기인식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디그나가가 지적한 과실, 즉
인식수단의 무한소급의 오류를 추리라는 인식수단으로 피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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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들은 각 찰나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다르마키르티는 PV Ⅱ 441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여 지

식이 스스로가 아닌 다른 인식수단에 의해서 지각되는 것을 부정

한다.

또한 현현이 다른 현현에 의해서 현현하는 경우도 과실에 빠져 버
릴 것이다. 또한 [당사자에게] 지식과의 관계가 알려지지 않은 [대상]
을 어떻게 그것(지각)에 의해서 한정할 수 있겠는가?36)

여기서 과실이란 데벤드라붓디에 따르면 “thug pa med pa yi

n”, 즉 무한소급(anavasthā)을 의미한다.37) 또한 다르마키르티는

인식수단과 다른 인식대상은 지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식이 아닌 어떤 것이 지식인 인식수단에 의해서 알려질 수는

없다고 한다.38) 그러므로 불교인식론은 인식대상과 인식수단은

하나의 지식의 이상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것은 지식

스스로에 의해서 인식된다고 인정된다. 이와 같은 지식의 이상성

론은 본고의 기억뿐만 아니라 욕망, 즐거움, 괴로움, 분노 등의 일

체의 심작용, 즉 심리현상에 적용된다.

36) “vyakter vyakty-antara-vyaktāv api doṣa-prasaṅgataḥ / dṛṣṭyā ca
ajñāta-sambandhaṃ viśinaṣṭi tayā katham //”

37) cf. 戸崎 宏正(1985) p. 122 각주 55.
38) 다르마키르티는 지식이 다른 지식에 의해서 알려진다고 할 경우에 또
다른 불합리를 말한다. PV Ⅱ 428에서 지식은 찰나멸이므로 직전의
찰나의 지식이 직후의 찰나의 지식에 의해서 인식되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직후의 찰나의 지식이 일어났을 때, 직전의 찰나의 지식은
이미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PV Ⅱ 485) 2음절 이상의
소리를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2음절 이상의 소리는
2찰나 이상에 걸쳐 발음되는 것인데 만일 지식이 스스로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 찰나의 소리가 일어날 때 첫 번째
소리는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다르마키르티의 견해는
지식이 다른 지식에 의해서 파악될 경우 지식은 무한한 인식수단이
요구되는 불합리와 함께, 지식은 일련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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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불교인식론에서 기억이란 이미 경험된 어떤 대상에 대한 특정

한 지식을 다시 대상으로 하는 지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억이

란 안근을 통해서 앞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는 순간, 이전에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떠올리는 형태의 지식이다.

즉 이전에 연기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눈앞에서 피어오르

는 것이 연기라는 기억을 해 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 연기를 보고 저 산에 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 기

억은 이전에 ‘연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불이 있다.’고 하는 변충

관계의 인지을 전제로 한다. 즉 이전에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

기가 있으면 반드시 불이 거기에는 있다는 연기와 불과의 수반

관계 내지 불가분리의 관계를 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

직후의 찰나에 떠올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억은 외계 대상에 대한 세속유지(saṃvṛttisatjñān

a)39)를 포함한다. 또한 기억을 증상으로 하는 변충관계에 의해서

이차적 대상을 떠올리는 추리도 기억을 기반으로 한다. 나아가 기

억은 신기루와 같은 잘못된 오류지도 떠올릴 수도 있다.

따라서 기억은 일체의 분별지에 의해서 이전에 경험된 것을 대

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대상을 상기할 때, 재인식의 형태로 인식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기억이다. 여기서 재인식이란 이전에 경험

한 것을 다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상을 동

반한 지식이 파악되는 대상으로서의 현현한 푸른색의 지식과 파

악하는 수단으로서의 스스로 현현한 푸른색의 지식이라는 두 가

지 형태로 현현하여, 인식 작용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39) cf. 桂 紹隆(1989) pp. 5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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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전에 경험한 것은 기억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직

전의 찰나에 위치하는 지식이다. 즉 기억의 대상은 오래 전에 경

험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상기하는 찰나의 대상적 측면의

형상이 된다. 또한 기억을 일으키는 직접경험은 선명한 것이기에

각각의 기억은 차별을 가진다.

기억에 의한 재기억도 그와 같이 직전의 찰나의 지식에 의해서

일어나며, 직전의 지식은 반드시 선명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그

것이 선명하지 못할 때에는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은 기억은 찰나 상속한다. 즉 기억은 직전의 찰나의 지식을 등무

간연으로 하고, 그것의 형태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련의 심상속을

이룬다.

불교인식론의 유식학파적 견해는 기억이 발생하는 구조가 지식

의 발생 구조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의해서 지식이

이상성을 가지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지식과 마찬가지

로 기억에 있어서도 기억의 인식대상과 인식수단이 동일한 찰나

에 존재한다는 동시지각설의 필연성(sahopalambhaniyama)을 간

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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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ollection and the Two Forms(dvirūpatā) of 
Knowledge

Park, Ki Yeal
Korean Institute for Buddhist Studies

Dignāga mentions recollection(smṛti) as an example for
the reason that knowledge has the two forms(dvirūpatā) at
one moment(kṣaṇa) in Pramāṇasamucchayasvavṛtti Ⅰ kk.
11-12. This paper examines the passages comparing with
the annotation of Jinendrabuddhi, Dharmakīrti, and
Dvendrabuddhi and so on.

Recollection is not the means of cognition(pramāṇa),
and it is categorized under the conceptual con-
struction(kalpanā). However, its process exactly equals to
the generation process of direct perception which is
non-conceptual cognition. That is to say, Dignāga under-
stands both of recollection and direction perception have the
same epistemological structure in a regard of both are
knowledge.

Therefore, he tries to prove the two forms of knowl-
edge through showing that recollection has the two forms
at one moment. According to him, recollection requires the
knowledge that has already experienced. It means recol-
lection is a kind of knowledge to re-aware to a specific
knowledge. The specific knowledge is at the moment just
before the moment that recollection is occurring. Thus, the
specific knowledge is not the object of recollection, but the
dependent origination without interval (pratītyasamutpāda)
of re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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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nāga says if recollection does not have the two
forms at one moment, the recollection and the re-awareness
to it should share the same object of cognition, so that rec-
ollection and recollection immediately after do not have any
differences, though the two recollections are at the different
moment.

To conclude, the examination that recollection has two
forms shows the proof that knowledge at one moment has
both of the appearance of the object and the appearance of
itself.

Keywords : smṛti, dvirūpatā, svasaṃvitti, anavasthā,
Dignāga Jinendrabudd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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