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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요약문

카슈미르의 철학자인 Utpaladeva와 Abhinavagupta가 10～11세기에
대성시킨 것이 재인식(Pratyabhijñā)설이며, 이것은 Śaiva(쉬바파)의 불
이론(不二論)적 성전들에 포함되어 있는 형이상학적 원리들이 이성적으
로 정당하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치와는 반대로,
Utpaladeva와 Abhinavagupta가 자신들의 관념론을 옹호할 때 의존하는
많은 주장들의 전거가 Śaiva라기보다는 불교에 속해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본론은 불교의 인식논리학파가 재인식설에 미친 심원한 영향을 검
토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또한 Utpaladeva와 Abhinavagupta가 자신들
의 논적인 불교의 영향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무심결에 받은 것은 아니
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즉, 그들은 이 영향을 체계적으로 역설하고
있으므로, 논적들의 개념을 전용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있
다. 더욱이 그들은, 의식이 겉으로 보기에는 외적이고 가지각색의 세계
로 현현하는 방식에 관해, 가장 현저하게는 식론자(Vijñānavādin)들의
전통적인 비유를 대체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는 것을 강조한다. Śaiva에 따르면, 지각된 대상들은 꿈속의 대상이 아
니라 요가 수행자의 산물들로 비유되어야 한다.

* 역자의 일러두기
1. 원서의 쪽 번호는 < > 안에 기재해 두었다.
2. 저자의 서술에 애매한 표현이 있을 경우, 부호 ‘=’를 윗첨자로 표시한 다음
에 부연했다. 따라서 ‘=’를 붙인 용어나 서술은 역주에 해당한다. 다만 역
주가 아니더라도 저자의 서술이 의심스러울 경우는 ‘=?’를 앞에 표시했고,
역자의 추정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부연 서술 뒤에 물음표(?)를 덧붙였다.

3. 저자는 본문과 각주에서 산스크리트 원전을 인용할 때 반드시 원문과 번
역을 함께 제시한다. 한 단락으로 기술한 장문의 각주에서는 독자의 편의
를 고려하여, 역자는 ‘원문’과 ‘번역’을 먼저 표시해 두었다.

4. 저자는 불교의 유식설(唯識說)을 일관되게 Vijñānavāda로 표기한다. 이에
따라 역자는 이것을 ‘식론’(識論)으로 번역했다.

5. 저자가 vijñāna의 번역어로 통일한 consciousness를 역자는 ‘의식’으로 번
역했다.

6. 저자의 영문은 장문을 선호하여 난삽하게 보이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특히 저자가 원전 번역에서 장문을 구사하는 것은, 산스크리트 구문에 대
한 저자 나름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방침은 원문의 맥
락을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 역자는 가능한 대로 저자의 문장
을 구현하지만, 지나치게 난삽한 경우에는 의미 파악 위주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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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각이란 어둠 속에 이미 있었던 대상들을 등불이 비추는 것처

럼,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의식이 단지 드러낼 뿐인 대상들을 자각

하는 것인가? 혹은 지각된 대상들이란 꿈속의 또는 상상된 대상

들처럼, 의식 외부의 어떠한 실체에도 속하지 않는 단순한 현상인

가? 이러한 의문은 인도 철학 전반에 만연하여, 인도 철학을 외재

론적2) 교의와 관념론적 교의로 갈라놓는다. 전자에 따르면, 지각

된 대상들은 이 대상들을 지각하는 의식의 외부에 존재한다. 후자

에 따르면, 지각할 때 의식은 사실상 의식 자체의 양상일 뿐인 대

상들을 자각한다. <438> Śaiva의 Utpaladeva3)와 Abhinavagupta4)

가 상술한 재인식 철학은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 이것은 물론 그

철학적 체계를 대성시킨 종교적 배경과 궤를 같이 하는 위상을

지닌다. 즉 Śaiva의 불이론적 성전들에 따르면, 세계와 그 안의

실체들은 사실상 단일체로서 모든 것을 내포하고 전능한 의식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치와는 반대로, Utpaladeva와 Abhina

2) 이 용어에 대한 나의 용도에 관해서는 Ratié(forthcoming, n. 4 참조.
3) Utpaladeva(925～975년경 생존)는 ĪPK(Īśvara-pratyabhijñā-kārikā)와
자신의 시편(=게송)에 대한 2편의 주석을 저술했다. 이 주석들은 짤막한
주해(Vr̥tti)와 이보다 훨씬 더 상술한 해설(Vivr̥ti 또는 Ṭīkā)로서
현재까지 단편으로만 알려져 있다.

4) Abhinavagupta(CE 975～1025년경 생존)는 특히 인상적인 다수의 저작을
남겼는데, 이것들 중에는 Utpaladeva의 ĪPK와 Vr̥tti 및 Vivr̥ti에 대한
2편의 주석이 포함되어 있다. 즉 그중의 하나는 훌륭하게 종합한
ĪPV(Īśvara-pratyabhijñā-vimarśinī)이고, 다른 하나는 매우 흥미롭지만
매우 길고 난해한 ĪPVV(Īśvara-pratyabhijñā-vivr ̥ti-vimarśinī)이다.
17세기 후반에 Bhāskarakaṇṭha는 ĪPV에 대한 주석을 저술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전승되어 있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본론에서 인용한
ĪPV는 Kashmir Series of Text and Studies(KSTS)의 판본이다. 필자는
교정을 제시할 때마다 선택 가능한 판독을 우선하고, 괄호 안에는 콜론(:)
다음에 채택된 판독을 반영한 하나 이상의 사본과 또는 판본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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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gupta가 자신들의 관념론을 옹호할 때 의존하는 많은 주장들의

전거가 Śaiva라기보다는 불교에 속해 있다.

본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불교 학파가 미친 영향의 범위를 평

가하고자 한다. 이 불교 학파를 현대 학자들은 종종 Dignāga와 D

harmakīrti의 “인식논리학파”로 명명한다. 이것이 재인식론 일반

의 형성에 수행한 결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개설한 바 있

다.5)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이 Utpaladeva와 Abhinavagupta의 관

념론6)에 미친 강한 영향은 물론이고, Śaiva를 추종한 두 사람이

특히 이 영향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도 이것을

처리한 방식을 더욱 상세하게 검토하고 싶다. 즉, 자신들의 관념

론을 개념적으로 대성시킬 때, 그들은 불교의 개념을 알면서 활용

하는가, 아니면 그것들의 영향을 순순히 따르는가? 그래서 그들은

5) 예를 들어 J. Naudou의 피상적인 언급(Naudou 1968, 102-03)이 있었고,
R. Torella(1992)는 선구적인 논문으로 이 문제에 주력했다. ĪPK와 Vr̥tti에
대한 Torella의 괄목할 만한 판본과 역주(Torella 1994)에서 보다 상세한
분석을 볼 수 있다.

6) 여기서 “관념론”(ideal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내재론”이 보다 덜 애매하고 더 적절할 듯하다.
왜냐하면 특히 Utpaladeva와 Abhinavagupta 그 자신들은 경쟁 상대의
이론을 내가 이하에서 “외재론”으로 번역할 外境論(bāhyārthavāda), 즉 말
그대로 “[의식의] 대상은 외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재론”이라는 용어를 Utpaladeva의 입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재인식론
철학자들은 의식의 대상이 오직 의식의 내부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의식의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Utpaladeva와
Abhinavagupta는 이러한 의미의 내재론자가 아니다. 그들은 의식의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지만, 그들에게는 의식 외부에
사물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방치되어 있다. 이는 말하자면
사물들이 없을 수도 있고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는 모종의 공간이 의식
외부에 있음을 여전히 인정하는 것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관념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내가 이 용어로 의미하는
어떠한 교의에 따르면, 의식의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외재성과
내재성을 구별하는 자체는 의식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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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과 대상의 관계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결국 불교 측의 경쟁

자들과 공유하기에 이르는가?

<439>

2. 식론으로부터 도입한 주요 논거: 대상과 이것의 인식에 

대한 동시 지각의 필연성

재인식론의 문헌들에서는 관념론을 합리화하는 불교의 논거로

서 두 가지 별개의 유형에 공명하고 있음을 탐지할 수 있다. 식론

(識論, Vijñānavāda)7)으로부터 차용된 이 논거들 중 첫째는 불교

의 위대한 철학자인 Dharmakīrti8)의 것이다. 예를 들어 Utpalade

va는 ĪPK Ⅰ.5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7) 말 그대로 풀이하면 “의식의 교의”, 즉 모든 것은 의식이라고 주장하는
교의이다. 내가 (Yogācāra=瑜伽行보다는 오히려) Vijñānavāda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Utpaladeva와 Abhinavagupta 그 자신들이 이것을
편애하기 때문이다. ĪPV I, 78; Vijñānavādin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ĪPV,
I, 167; ĪPV, II, 164; ĪPVV, II, 92; ĪPVV, II, 122; ĪPVV, II, 144; etc.

8) 의심할 여지 없이, 현대 학자들은 Dharmakīrti의 많은 저작들을 양쪽의
관점, 즉 식론자들의 관점과 일종의 외재론을 옹호하는 또 다른 불교
학파인 경량부(經量部, Sautrāntika)의 관점에서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는다. 그리고 Dharmakīrti가 이 다의성을 의도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은 현재 널리 인정되어 있다. 이 다의성과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본론의 범위에서 벗어난다(이러한 검토는
Dreyfus 1997: 98-105, Franco 1997: 74-93, Dunne 2004: 53-79, 또는
Arnold 2008 참조). 그러나 Utpaladeva와 Abhinavagupta의
경우에는(불교도이든 아니든 다른 많은 인도 철학자들의 경우처럼)
그러한 다의성이 없다는 것에 유의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Śaiva를
추종하는 그 두 사람은 명백하게 Dharmakīrti를 식론자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탁월한 식론자로 생각한다. 그들은 관념론을 선명하게
옹호하는 그의 저작들에 있는 구절들을 시종일관하여 인용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품을 수 있는 어떤 구절들을 가장 강력할 수 있는 관념론적
어의로 즉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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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inne prakāśe cābhinne saṃkaro viṣayasya tat / prakāśātmā
prakāśyo’rtho nāprakāśaś ca siddhyati //9)

만약 현현시키는 의식(prakāśa)10)이 [의식 자체로부터 현현되는 대
상과는] 다르다(bhinna)면, 그리고 [그 자체에는] 차별이 없다
(abhinna)면(=역주: 즉 의식 자체는 획일적으로 기능한다면), [어떠한 것
일지라도 그] 대상의 혼동이 [뒤따를 것이다.] 이 때문에 현현당한 대
상(prakāśya)은 현현시키는 의식을 자신의 본질로 가지며, 현현시키는
의식이 아닌 것은 성립될 수 없다.

Abhinavagupta는 이 게송의 첫 행을 누구든 간에 외재론자는

“의식에는 양상(=이하 ‘형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론”(nirākāratā

vāda =無形象論)의 지지자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만

약 의식이 의식 자체로부터 현현된 대상들과 다르다(bhinna)면,

의식에는 차별이 없어야(abhinna) 하거나 다양한 형상(ākāra)들이

없어야 한다.=역주 왜냐하면 만약 의식이 의식 외부에서 사물들을

비추는 등불과 유사하다면, 그 의식은 의식 자체로부터 현현된 다

양한 대상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존속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의

의식은 필시 대상들에 속하는 차이들이 없는 순수한 빛(prakāśam

ātra)일 것이다.11) <440> 그러나 그가 Vivr ̥tivimarśinī에서 보여 주
9) ĪPK I, 5, 3.
10) 이 말 자체는 ‘빛’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인식론 철학자들은 의식의
‘빛’을 물질적인 빛(āloka)과는 뚜렷하게 구분한다. 이에 따라 여기서
나는 시험적으로 이것을 “현현시키는 의식”으로 번역한다. 왜냐하면
사물들을 드러내어 보여 주는 것이 의식인 한, 의식은 prakāśa(빛)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자신을 현현시키면서 그것들을 드러내어 보여 주기
때문이다. 마치 빛처럼 의식은 자신을 조명하면서(svaprakāśa) 대상들을
조명한다. 불교의 인식론으로부터 차용한 이 자기 현현의 개념에 대한
재인식론 철학자들의 활용에 대해서는 Torella 1988; 2007; Ratié 2006,
60-65; 2007, 321-2 참조.

11) See ĪPV, I, 160-61: yady arthād anya eva jñānātmā prakāśo’ta eva
bhinno’rthatas tarhi svātmani tasya prakāśamātrarūpatvād abheda eva.
tathā hi nīlasya prakāśaḥ, pītasya prakāśa iti yo nīlāṃśaḥ pītāṃśaś ca,
*sa tāvaj jñānasya na svarūpaṃ[P, D, S1, SOAS: sa tāvaj jñānasya
svarūpaṃ KSTS, J, L, S2: sa na tāvaj jñānasya svarūpaṃ Bhāskar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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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그러한 견해는 고도의 쟁점으로 대두된다.

(conj. Pandey)] bhedavādatyāgāpatteḥ.
* 번역_ 만약 ‘인식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인식을 본성으로 갖는)
현현시키는 의식(prakāśa)이 대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anya)면,
[그리고 만약] 바로 이 때문에 그것이 대상과는 ‘다르다’면, 그것은 오직
현현시키는 의식(prakāśamātra)으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차별(bheda)이 전혀 없다. 해명하자면, 명백하게 ‘청색을 현현시키는
의식’에서 [또는] ‘황색을 현현시키는 의식’에서, 형상(aṃśa) ‘청색’과
형상 ‘황색’은 인식의 성질이 아니다. [이와는 다른 경우라면] 차별의
교의(bhedavāda)를 포기해야 한다. (Bhāskarakaṇṭha는 여기서
Abhinavagupta가 언급하고 있는 외재론자를 Vaiśeṣika와 동일시한다.)

* 원문_ see Bhāskarī, I, 205: bhedavādatyāgāpatter iti -- vaiśeṣikā hi
bhedaniṣṭhā eva, jñānārthayoś ca tair ekasvarūpatve’ṇgīkr̥te
svābhīṣṭasya bhedavādasya teṣāṃ tyāga eva syāt, tathā
cāpasiddhāntāpattis teṣāṃ syād iti bhāvaḥ.

* 번역_ “[이와는 다른 경우라면] 차별의 교의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Vaiśeṣika는 오로지 차별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인식과 그 대상은 하나의 동일한
성질을 갖는다고 인정한다면, 그들은 정밀하게 [확립하기를] 원하는
차별의 교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리하여 자신들의
교의와는 모순되는 결론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Abhinavagupta는 (불교와 바라문교 양쪽의) 훨씬 더 중요한
집단을 겨냥한 듯한데, 이들은 의식과 그 대상 사이는 물론이고 의식에
의해 파악된 다양한 대상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인용할 ĪPV, I, 162에서는 이러한 bhedavāda의 주체를 불교의 경량부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입장은 “[의식이] 형상들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교의”(sākāratāvāda =有形象論)보다는 “[의식에는] 형상들이
없다고 주장하는 교의”(nirākāratāvāda =無形象論)를 수반한다고(또는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외재론자는 의식이
의식 자체로부터 현현된 다양한 대상들과는 다르다(bhinna)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식 그 자체에는 차별이 없다(abhinna)고, 다시 말해서
(다양한) 형상들이 없다(nirākāra =無形象)고 주장해야 한다. 차별은
대상들 자체에 부속하기 때문이다. (cf. e.g. ĪPVV ad loc., II, 79:
nirākāratve ca ···, “그리고 만약 [의식에] 형상들이 없다면 ···”, 또는
ibid., p. 80: nirākāratāpakṣe ···, “[의식에는] 형상들이 없다고 주장하는
교의에서 ···”). nirākāratāvāda와 sākāratāvāda의 대립에 관해서는 see
e.g. Mimaki 1976, 38-40, 71-3, n.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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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 “대상의 다양성(차별)과 의식의 다양성” 사이에 대응 관계가 성립한
다면, 대상과 의식 사이의 동일성도 성립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식
론자가 된다. 이것을 부정하려면, 의식에는 대상과 1:1로 대응하는 다
양성(즉 차별)이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아래 도형 참조.

prakāśabalāc ca nīlapītayor bhedo’bhyupagantavyaḥ. sa ca prakāśa
ubhayatrāpy abhinnas tulyaḥ. tadanugrahād yadi nīlaṃ tat, pītaṃ na
kasmāt? na vā nīlaṃ, nāpi pītam.12)

그런데 청색과 황색을 차별(bheda)하는 것은 필시 현현시키는 의식
(prakāśa)을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현현시키는 의식은
[만약 그 자체에] 차별이 없다(abhinna)면, 필시 [청색과 황색이라는]
두 경우에도 똑같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차별 없는 현현] 때문
에 이것이 청색이라면, 그것은 [마찬가지 이유로] 왜 황색이 아닌가?
혹은 [이보다는 이 대상이] 청색도 아니고 황색도 아니다![라고 말해
야 할 것이다.]

차별이 전혀 없는 실체가 어떻게 차별을 현현시킬 수 있겠는

가? 만약 의식이 전적으로 차별 없이 존속하면서 외적 대상들을

현현시킨다면, <441> 우리는 결코 대상들을 따로따로 구분하는 차

12) ĪPVV, II,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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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인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상들과는 완

전히 다르고 대상들의 다양성과는 이질적인 상태로 있으면서 이

대상들을 비출 완전히 균일한 빛과는 유사하지 않는 것이 인식이

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다양성에 대한 자각은 결

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이 다양성이 의식과는

별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이보다는 오히려 Abhinavagupta가

Vivr ̥tivimarśinī의 같은 구절에서 결론짓듯이, 의식 자체가 취한

현상이라고 상정해야 한다.

tataś ca sākāratākr̥ta eva niyamaḥ. yathāha: tatrānubhavamātreṇa
jñānasya sadr̥śātmanaḥ / bhāvyaṃ tenātmanā yena pratikarma
vibhajyate // iti; tasmān nīlākāro’pr̥thagbhūto bodhāt.13)

그래서 이 결과, [다른 대상들과는 별개의 특정한 대상으로 인식이]
한정되는 것(niyama)은 필시 [인식이 이 대상의] 형상을 취한다
(sākāratā)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Dharmakīrti가 다음과 같이] 말한
바와 같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인식의 본성은 어떠한 [대
상에] 관해서도 똑같은 상태로 존속할 것이고, 이에 따라 순수한 경험
(anubhavamātra =단지 경험뿐)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의 대상

에 따라 [인식이] 차별된다는 이유로 [인식] 그 자체여야 한다.”14)=역주 

그러므로 청색인 형상(ākāra)이 그 [=청색을 현현시키는] 인식(bodha)
과는 다르지 않다.

=역주 : 여기서 인용한 Dharmakīrti의 서술(tatrānubhavamātreṇa jñānasya
sadr̥śātmanaḥ / bhāvyaṃ tenātmanā yena pratikarma vibhajyate//)
을 역자는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그 경우, 인식은 오직 경험과 상응
하는 것을 본성으로 갖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의 대상을 차별하는 그

13) ĪPVV, II, 79.
14) PV, Pratyakṣapariccheda, 302. Cf. PVV: anyathānubhavamātratayā
sarvatra viṣaye sadr̥śaṃ jñānaṃ prativiṣayaṃ kathaṃ bhedena
vyavasthāpayituṃ śakyeta?

* 번역_ 그렇지 않다면, 대상에 관해서는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경험한
그 자체와 한결같이 유사한 인식을 어떻게 대상에 따라 차별하여
결정할 수 있겠는가?



202 ∙ 印度哲學 제45집

본성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한편 저자 Ratié는 이 동일한 원문을
2013년에 발표한 논문(“On the Distinction Between Epistemic and
Metaphysical Buddhist Idealisms: A Śaiva Perspective”)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식은 오직 [차별 없는] 경험
으로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에 관해서도 유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식이 어떻게 각각의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
겠는가?”

의식은 다양한 형상을 취하고, 이 형상들이란 소위 “외적 대상

들”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떠한 다양성도 결코 인

지할 수 없을 것이다.15) Abhinavagupta 자신이 Dharmakīrti의 Pr

15)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이란, 우리의 인식에 객체적(물질적)인 내용으로
있는 다양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지각하는 방식에서의 다양성도
포함한다.

* 원문_ See ĪPVV, II, 79-80: nirākāratve ca saṃvedanaṃ nīle yat paṭu,
tan mandatvenānubhavo yasyety evam abhimatasya mandena
vānubhavenābhimatasya pītasyāpi saṃbandhitayā
paṭīyastvenaivābhimatam syāt, nīlasyāpi vā saṃbandhitayā
mandatvena, yadi vā dvaye’py apaṭumandatvena. na hi
nirākāratāpakṣe saṃvedanasya ko’pi viśeṣaḥ. sa eva paṭumandatādinā
saṃkara uktaḥ.

* 번역_ 그런데 만약 [인식에는] 어떠한 [특정한] 형상도 없다(nirākāra)면,
[청색과 황색을 모두 대상으로 갖고] 청색에 대해서는 선명[하고 황색에
대해서는 희미]한 인식은 황색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선명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황색은 Utpaladeva가 Vivr̥ti에서
“mandānubhavābhimata-”라고 말하듯이] “희미하게 경험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혹은 [이 복합어를 달리 분석할 경우,] “희미한 경험에
의해 [생성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하게
선명한 방식에서 [황색은 그 속에서 희미할 뿐임에도 청색이라는 이
선명한 인식이 황색과 연계되어햐 한다는 것]이다. 혹은 [황색은 그
속에서 희미하게 현현되기 때문에] 희미한 방식에서 [(=황색이라는) 이
인식은] 청색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혹은 [황색과
청색] 양쪽에 관해서 [그것은] 선명하지도 희미하지도 않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인식에는] 어떠한 [특정한] 형상도 없다고 주장하는
교의(nirākāratāpakṣa)에서는 인식이 그 어떠한 독자성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Utpaladeva는] 여기서 [대상들에 내재된 차이들에 관해 이미
언급했던] 똑같은 혼동을 비난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러한 차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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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āṇavārttika(=量評釋)를 인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추론의 출처를
강조하고 있다.

현현 자체가] 필시 선명한 동시에 희미할 것이라는 따위에 한정한
것이다.
Cf. ĪPV, I, 162-3 (다음의 판독은 방금 인용한 ĪPVV의 맥락과 대응
구절에 의거한다.)

* 원문_ tathā *nirākāratāvāde [conj.: kāraṇatādivāde KSTS, J, L, P, D,
S1, S2, SOAS: karaṇatādivāde Bhāskarī] śikharasthajñānaṃ
bahutaranīlādijanyam ekatra paṭv anyatra mandam iti kathaṃ
bhedaḥ? prakāśaśarīrasyābhedāt.

* 번역_ 마찬가지로 [의식에는] 형상들이 없다고 주장하는
교의에서는(nirākāratāvāde) 어떻게 이러한 차별(bheda)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즉, [산] 꼭대기에 서 있는 [혹자의] 인식은 청색 따위와
같은 [대상들의] 다양성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것이 어떤 [대상들에]
관해서는 선명하고 다른 것들에 관해서는 희미하다는 이러한 차별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즉,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nirākāratāvāda(무형상론)로] [추측하건대] 현현시키는 의식의
형태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똑같은 추론이 기억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만약 의식이 차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거에 지각한 것 중에서 하나의 특정한 요소만을
어떻게 상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 원문_ See ĪPVV, II, 80: samakālam eva yo nīle pīte cānubhavas tena
dattaḥ saṃskāro yadā nīlamātradarśanena prabodhyate, tadā sa
prācyo’nubhavo nirviśeṣaḥ prabuddho nīlasyaiva, na pītasyeti
niyamābhāvāt pītaprakāśātmāpi bhaved iti pīte’pi smr̥tiḥ sā syāt. na
ca śikharasthajñānaparidr̥ṣṭabhāvavaiśvarūpyasya punar
ekatamabhāvadarśanaprabuddhasaṃskārasya
samastapūrvānubhūtaviṣayā smr̥tir.

* 번역_ 동시에 [지각된] 청색과 황색이라는 [과거] 경험이 남긴 잔여
흔적(saṃskāra =잠세력)을 오직 청색인 [어떤 것의] 모습으로 자각할
때, [추측하건대] 차별성이 없는 그 과거의 경험은 황색[의 경험]이
아니라 오로지 청색[의 경험]으로 자각된다. [그리고 아직] 의식이
[특정한 형상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상기된 경험은]
황색에도 마찬가지로 관여해야(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봉우리 위에 서서 [개개의] 인식 속에서 다양한 대상들을 본
[혹자가] 그 대상들 중 오직 하나의 모습으로 잔여 흔적을 자각할 때,
그에게는 과거의 경험 전체를 겨냥하는(대상으로 삼는) 기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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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물론 이러한 추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노골적인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의식의 외부에는 아무런 대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역주: 즉 의식 외부에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의식이 대상의 다양한 형상(ākāra)들을 취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

능하다. 예를 들어 불교의 경량부(經量部, Sautrāntika)가 그러하

듯이16)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443> 의식은 갖가지 형상들을 산

16) “경량부”(Sautrāntika)라는 용어는 후대의 편찬 주해자들과 현대
학자들에 의해 인도 불교를 대표하는 네 학파의 하나를 가리키는 것으로
종종 사용되지만, 경량부의 정체성과 신념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See Kritzer (2003a, 2003b, 2005, pp. xxvi-xxx): 이 용어는
구사론(Abhidharmakośabhāṣya)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Vasubandhu가 “Yogācāra의 관념을 경량부로 분장하여 구사론에
삽입한” 것인 듯하다. (Kritzer 2005, p. xxviii): Kritzer는
“Vasubandhu가 생각한 경량부의 관념과 Yogācārabhūmi(=瑜伽師地論)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ibid., p. xxviii-xxix)는 것을 증명하고
나서,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ibid., p. xxx). “구사론에서
Vasubandhu는 경량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Yogācārabhūmi에 있는
입장을 명시하는데, 이는 그가 정통 Sarvāstivāda(=說一切有)의 입장을
선호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 Vasubandhu는 ··· 전통적인
Sarvāstivādin(=說一切有部)의 아비달마(abhidharma)가 Yogācāra의 중심
이론과 더 이상 충돌하지 않도록 중재한다. ··· 어떤 견해의 주체를
경량부로 돌리는 것은, 그 견해가 Sarvāstivādin의 대응물이 아니라
경전(sūtra)에 대한 보다 타당한 해석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Vasubandhu의 방식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Vasubandhu와 Dharmakīrti(그의 주석자들을 포함) 사이에서도 이
용어에 대한 의미의 전개는 여전히 모호하다. 그러나 재인식론의
철학자들이 저술을 진행할 당시까지 경량부는 유가행 또는
식설(Yogācāra 또는 Vijñānavāda)과 대립하는 독자적인 철학 체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독자가 유념해야 할 것은,
여기서 취급하는 경량부는 소위 Utpaladeva와 Abhinavagupta가
생각하는 경량부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경량부의 교의에 대한
이들의 묘사는 초기 바라문 철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표준으로
간주되었다. (이하 n. 18과 23; Abhinavagupta 이후 이 교의를 약술한
불교 측의 묘사에 대해서는 see e.g. Kajiyama 1998, 139-40;
Vasubandhu의 관념론적 저작들에서 묘사하는 경량부의 전제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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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다. 그러나 의식이 그것들을 산출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의

식의 외부에 대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거울이 그

자체에는 차별이 없지만,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들이 일으킨

다양한 형상들을 취하는 것과 같다.17) 경량부의 정의에 따르면,

(외부에 존재함이 멈추지 않고서는 의식 외부에 있는 것을 의식하

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외적 대상들에

직접 접근할 수가 없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우리가 현상적 다양성

을 인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존재를 추론해

야 한다.18) Dharmakīrti는 자신의 Pramāṇavārttika에서 이러한

고전적 설명에 대해서는 see Schmithausen 1967).
17) 경량부의 것으로 귀속되는 이 이론에 따르면, 의식이 낳는 다양한
형상들은 거울에 외적 대상들이 반영되는 것과 유사하다.

* 원문_ see e.g. ĪPVV, I, 170: nanu sautrāntikāḥ saṃvidi
nīlādipratibimbam upayanti.

* 번역_ 그러나 경량부는 의식에 청색 따위와 같은 [외적 대상들의]
영상(pratibimba)이 있다고 생각한다.

18) 경량부의 입장에 대한 Utpaladeva의 묘사는 ĪPK I, 5, 4 참조.
* 원문_ ĪPK I, 5, 4: tattadākasmikābhāso bāhyaṃ ced anumāpayet / na
hy abhinnasya bodhasya vicitrābhāsahetutā //

* 번역_ [그 자체에] 차별이 없는 의식은 다양한 현상들의 원인일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원인이 없는 [한,] 이러저러한 [특정 대상의]
현현은 우리를 외적인 [실체를] 추론하도록(anumāpayet) 이끌 수밖에
없다고 [경량부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역주

=역주: 저자의 이 번역은 명료하지 않으므로, 역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경량부의 주장:] 만약 이러저러한 것이 원인 없이
현현한다면, 외적인 것[이 존재함]을 추론해야 한다. 왜냐하면 차별이
없는 의식은 다양한 현현의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Jayanta
Bhaṭṭa(NM, II, 492)는 외적 대상에 대한 경량부의 추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원문_ NM, II, 492: jñānasya svataḥ svacchasvabhāvatvena
nīlapītādyavabhāsaḥ paropādhir eva bhavitum arhati, sphaṭikasyeva
lākṣādināruṇimādyanuvedhaḥ ataḥ pr̥tha gananubhūyamāno’pi
bāhyo’rthaḥ sākārajñānāvabhāsānyathānupapattyā’numīyate.

* 번역_ 인식의 본성은 그 자체로 순수(svaccha)하기 때문에, 청색이나
황색 따위와 같은 [다양한 대상들의] 현현은 필시 어떤 다른 [실체]에서
기인한 특수성일 것이다. 예를 들어 도료 때문에 수정은 [무색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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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을 다음과 같이 예상했다.

yadi buddhis tadākārā sā’sty ākāraviśeṣiṇī / sā bāhyād anyato
veti vicāram idam arhati //19)

만약 인식이 [대상의] 형상(ākāra)을 가진다면, 그것은 이 형상에 의
해 특별하게 한정된다. [이제] 이것을 마땅히 검토할 만하다. 그것은
외적 대상(bāhya) 때문에, 혹은 이 밖의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특별
하게 한정된 것인가]?=역주

=역주 : 만약 의식(buddhi)이 그것(대상)의 형상을 가진다면, 그것(의식)은
[그] 형상에 의한 특수성을 가진 것일 것이다. 그것(특수성을 가진 의
식)이 외적인 것 때문인가 혹은 이 밖의 다른 것 때문인가 하는 이것
은 마땅히 논의할 만하다.

의식이 파란 형상을 취한 것은 의식을 초월한 어딘가에 있는

어떤 외적인 파란 대상이 의식을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

이라고 가정해야 하는가? 혹은 이 밖의 다른 어떤 것이 의식에

이런 특별한 형상을 야기하는가? 이에 대한 Dharmakīrti의 답변

은 다음과 같다.

darśanopādhirahitasyāgrahāt tadgrahe grahāt / darśanaṃ
nīlanirbhāsaṃ nārtho bāhyo’sti kevalam //20)

<444>

지각인 특수성이 없는 것[일 대상]에 대해서는 파악(이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대상?)의 [지각]에 대한 파악이 있을 때는 [대상
에 대한] 파악이 있기 때문에, ‘청색’이라는 형상을 낳는 것은 지각이

어떤 붉은 물체가 바로 옆에 있을 때] 붉은 색으로 충만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이유로, 외적 대상은 결코 [의식과는] 분리되어 경험되진 않지만,
만약 [그 외적 대상이] 없다면, 인식은 [특정한] 형상(ākāra)을 갖고서
현현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외적
대상)은 추론된다(anumīyate).

19) PV, Pratyakṣapariccheda, 334.
20) PV, Pratyakṣapariccheda,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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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즉, [그것(=지각?)의 인식과는] 별개로 존
재할 외적 대상이 없다.=역주

=역주 : 전체적으로 모호한 번역이다. 역자는 이 원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
다. “인식 능력이라는 한정자(부대적 조건)가 없을 경우에는 [대상을]
지각(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인식 능력)을 지각할 때는 [대상
을] 지각하기 때문에, [대상으로서의] 청색이라는 현상은 인식 능력이
며(청색/현상=대상=인식력), 외적인 것이 저 혼자서 대상으로 존재하
지는 않는다.”

의식은 거울이 거울 바깥에 있는 사물들을 반영하는 것처럼 세

계를 현현시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울에 비친 사물들

의 영상을 보지 않고서도 거울이 반영하는 그 사물들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이 사물들을 거울에 비친 그것들의 영

상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체로서 청

색”일, 즉 청색이라는 의식이 아니라 청색이라는 본체일 어떤 외

적인 실체와 접촉하려고 의식의 바깥으로 나갔다가 의식으로 되

돌아올 수는 없다. 이에 따라 Abhinavagupta는 의식과 그 대상의

관계에 대한 경량부의 이해가 왜 부당한지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설명한다.

atha nīlākāro’sau tad yadi pratibimbabalāt
taddvitīyabimbānavabhāsād ayuktaṃ athābhedaḥ, tarhi tyakto
bhedavādaḥ.21)

그러나 만약 [인식에 있는 의식을 현현시키는] 이것(=대상?)이 청색
을 자신의 형상으로 가진다[고 경량부가 답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만약 [경량부의 주장대로 인식이 “청색”
이라는 형상을 취하는 것은 인식에 비치는 외적 대상의] 영상
(pratibimba) 때문이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추측하건대(=

경량부의 주장대로라면)] 이중인(=하나가 둘 역할을 하는) 이 [영상]을
가진 반영된 대상(bimba)은 현현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만약

21) ĪPV, I,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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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형상인 “청색”과 청색인 대상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고 경량
부가 대답한다]면, 이는 이로써 [인식과 그 대상을] 차별하는 자신의
교의를 폐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역주

=역주 : 역자는 이 원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그러나 만약 [경량부가] 이
것(대상?)은 청색(=실체)을 자신의 형상(=영상)으로 가진 것이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다.] 만약 그것(경량
부의 주장)이 반영 때문이라면, [대상 자체(bimba: 실물)와 이것의 영
상(pratibimba: 그림자)으로 이루어지는 한 쌍에서] 반쪽인 대상 자체
는 현현(즉 비실체의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경량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만약 [경량부가 그 둘 사이에] 차별이 없다[고
반박한다면,] 이 경우에는 차별론이 폐기된다.” 또한 역자는 이 원문
의 기조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경량부는 의식(識)의 현현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상 인식을 반영설로 해명하는 것은 실
체인 대상이 현현 능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물
인 실체에는 그런 능력이 없으므로 경량부의 영상설은 성립될 수 없
다. 이 경우, 경량부의 영상설이란 실체가 자신의 영상을 의식에 반영
하므로 의식이 이것을 인식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된다. 즉 의식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데, 이 거울에 외계의 대상이 영상(pratibimba)으
로 비칠 때, 우리는 그 영상으로 외계의 대상(bimba)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상기의 원문 번역에서 저자 Ratié는 pratibimba와 bimba의
차이를 무심코 간과한 듯하다.

경량부는 우리가 자각하는 대상들은 의식이 취한 형상들뿐이라

는 식론자의 견해에는 동의하지만,22) 이러한 형상들은 이것들을

영상으로 갖는 외적 실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Abhi

navagupta가 여기서 설명하듯이, 그러한 이론은 이치에 맞지 않

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상과는 별개로 있는 대상을 볼 수 있을 때

22) Arnold가 언급했듯이(2008, 5), 이 때문에 우리는 Dharmakīrti의 식론을
서술할 때 간혹 사용되는 “인식론적 관념론”이라는 표현도 경량부에
적용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경량부와 식론자의 이론 사이에서 실제
차이는 오히려 양측이 덧붙여 추가한 주장에 있다. 즉, 식론자에 따르면
우리가 자각하는 대상들은 의식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의식을
초월해서는 아무런 외적 실체도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반면에 경량부에
따르면 우리가 자각하는 대상들은 의식의 형상인 동시에, 이 형상들은
외적 실체를 반영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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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상이 다른 것에 의해 반영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외

적 대상을 의식의 대상, 즉 의식의 내적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서

는 그 외적 대상에 관해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23) 그러므

23) Cf. NM. 여기서 경량부는 바로 그 자파의 이론을 상술하는데, 이에
따르면 현상적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외적 대상들이 존재한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see n. 18). 이에 대한 식론자의 답변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든 “긍정과 부정의
병존”(anvayavyatireka)=역주을 통해서 확립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것(=긍정과 부정의 병존)을 경험한다면, 하나의 본체(=불)는
별개의 것(=연기)이 떠오를 때 존재하고(anvaya =긍정적 논법), 그 다른
것(=연기)이 없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vyatireka =부정적 논법). 그러나
외적 대상의 경우에는 그러한 병존을 단정할 수 없다. See vol. II, p.
492:

=역주 : anvaya-vyatireka란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연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불이 있다.”라는 논증에서 ‘연기’가 바로
이것이다. 이 경우, 연기는 불의 존재를 입증하므로 연기와 불과의
긍적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나 “불이 없는 곳에는 연기도 없다. 마치
호수처럼.”이라는 논증에서는, 동일한 연기가 불의 부재를 입증하는
증거이다. 이 경우, 연기는 불과의 부정적인 관계에 있다. 인도
논리학에서 이 개념은 외적 대상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적용되지만,
여기서 논자는 이것이 유식을 입증하는 논리로 적용한다.

<445>
* 원문_ NM, vol. II, p. 492: arthe hi sati sākāraṃ nirākāraṃ tadatyaye /
nityānumeyabāhyārthavādī jñānaṃ kva dr̥ṣṭavān //

* 번역_ 외적 대상은 항상 추리되어야 한다는 명제의
지지자(nityānumeyabāhyārthavādin)는, 대상이 현전할 때는 [특정한]
형상을 갖는(sākāra), [그리고] 대상이 사라질 때는 형상이
없는(nirākāra) 인식을 도대체 어디서 보았단 말인가?
Jayanta Bhaṭṭa는 여기에 게송을 하나 더 추가하여 식론자를
묘사한다(ibid.).

* 원문_ arthena rajyamānaṃ hi nirākāraṃ nisargataḥ / jñānaṃ na khalu
paśyāmaḥ lākṣayā sphaṭikaṃ yathā //

* 번역_ 실로 우리는 대상에 의해 채색되어 있으며 [그래서 대상이] 사라질
때면 형상이 없는, 마치 도료에 의해 [채색되고 나서 그 도료가 사라질
때는 무색이 되는] 수정[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식을 보지는 못한다.
Cf. Kumārila Bhaṭṭa가 제시한 식론자의 방식은 외적 대상의 추리를
논박한다.

* 원문_ ŚV, Śūnyavāda, 37-8: niścandre’bimbarūpaṃ hi dr̥ṣṭaṃ yena



210 ∙ 印度哲學 제45집

로 이 경우에는 <445> 의식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외적 대상과 같

은 그러한 것이 없다. 즉, 대상은 의식의 내적 형상일 뿐이기 때문

에 의식과 그 대상은 결국 별개의 두 실체가 아니다.24)

이러한 추론이 Dharmakīrti의 Pramāṇaviniścaya에서는 유명한

구절로 요약되어 있는데, 이것을 Abhinavagupta가 여기서 다시

강조하면서 인용하고, [=역주: Abhinavagupta의 주석(ĪPVV)에 의하

면] Utpaladeva는 다음과 같이 불교 논리학자가 이미 도출한 결

론에 도달하고자 한다.

etad dhi sahopalambhaniyamād abhedo nīlataddhiyor iti

divā jalam / sa rātrau khe ca taṃ dr̥ṣṭvā jānāti pratibimbatām //
vijñāne na kadācit tu prāṅnirākāradarśanam / bāhye vākāravattādhīr
yenaivaṃ kalpanā bhavet //

* 번역_ 낮에 [하늘에] 달이 없을 때는 달의 원반(bimba) 형태가 없는
물[속의 창공]을 보고, [그 다음으로] 밤에 하늘에서 [물의 창공과 달을]
본 혹자는 [물에서 보이는 달이] 반영(pratibimba)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의식(vijñāna)의 경우에는 [특정한 객체적(물질적) 형상이 부여된
그대로의 의식을 지각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특정] 형상도
없는(nirākāra)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의식?)에 대한] 어떠한 지각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외적 대상의 경우에는 [외적 대상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가설(kalpanā)을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인식, 즉 그것(=외적
대상)이 [의식과는 별개로 특정한] 형상을 소유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식도 있을 수 없다.

24) 그러므로 경량부의 추론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추론에는 어떠한
인식도 없는 외적 대상을 이전에 경험한 적이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cf. ĪPK I, 5, 8의 서두:
anumānam anābhātapūrve naiveṣṭam ··· (“이전에 결코 현현된 적이
없는 [어떤 것]에 관한 추론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 그러나 이에
대해 경량부는 어떤 추론들은 결코 직접 지각될 수 없는 대상들을
이해하는 데 관여한다고 응수할 수 있다. indriya(=감각 기능)들에 대한
추론, 즉 신체와 지각된 대상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감관들의
지각 불가능한 부분들이 그러하다. 이런 경우, 우리는 그것(=감각
기능)들의 존재를 추론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각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감각 기능)들을
결코 지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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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jñānākāramātraṃ nīlādi prasādhayituṃ nirūpitam.25)

[Dharmakīrti가 진술한 원리], 즉 “[청색과 이에 대한 인식이] 함께
지각되어야 할 필요성(sahopalambhaniyama =동시 지각의 필연성) 때
문에, 청색과 [이 청색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역주에 따
라 청색과 같은 [다양한 대상들은] 의식의 형상(ākāra)일 뿐이라는 것
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이 모든 것은 설명되었다.26)

25) ĪPVV, II, 78.
26) 이 유명한 반쪽 게송의 정확한 의미를 논하는 것은 물론 본론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Utpaladeva와 Abhinavagupta가 이것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예컨대
sahopalambhaniyama라는 논거는 <446> 인식의 외부에 있는 실체와
같은 그러한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식된 대상은 실제로는 인식의
형상이라는 사실, 혹은 대상들은 의식의 객체적(물질적) 형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뿐이다. 예를 들어 경량부는 지각된 대상들은 의식의
형상일 뿐이라는 것을 승인하면서도, 이러한 형상들은 의식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외적 실체에 의해 인과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S.
Matsumoto는 “그 추론은 식론자들이 자신들의
유식(vijńaptimātratā)설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추론으로만 간주되어
온 듯”하지만, 그 논거는 식론자와 경량부가 모두 용인할 수 있도록
정형화되어 있다고 지적한다(Matsumoto 1980, 290). 그리고 실제로
Dharmakīrti는 “이것(동시 지각의 필연성) 때문에 외적 대상이
있을지라도 현현된 대상과 이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PVin
I, 58ab: bāhye’py arthe tato’bhedo bhāsamānārthatadvidoḥ /)고
명기한다. 그러나 Dharmakīrti가 양측에서 용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장을 정형화한 것은 또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여기서 Dharmakīrti의 전략적인 선택이란, 인식과는 별개로 있는 대상은
어떠한 것일지라도 지각할 수 없다는 것이, 지각 불가능한 대상과 의식
사이의 인과 관계(이 인과 관계는 원인과 그 결과 모두에 대한 이전의
경험을 의미한다.)를 수립할 수 없게 할 경우에, 그래서 경량부가 외적
대상을 현상적 다양성의 원인으로 가정해야만 한다는 주장조차 할 수
없을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식론으로 인도할 관념을 경량부가 인정하게
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선택이다. 특히 경량부에서는 그 가정(외적
대상은 현상적 다양성의 원인)이 아니라면 현상적 다양성은 설명되지
못한 채로 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상적 원인은 Dharmakīrti가
동일한 구절(PVin I, 58d ; 自註 ad loc., 본론에서 후술할 n. 29)에서
설명하듯이, 식론자들의 침투(vāsanā =역주: 이하 ‘훈습’으로 번역) 이론을
통해서 오히려 잘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다른 곳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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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 “청색과 이에 대한 인식은 서로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동시 지각의
필연성’(그것들은 반드시 함께 지각되기) 때문에.”
(sahopalambhaniyamād abhedo nīlataddhiyoḥ/)

<446>

3. 식론으로부터 도입한 추가 논거들: 외적 대상의 모순성

재인식론 철학자들은 불교의 개념적 무기고부터 일련의 관념론

적 논거들 중 두 번째 것들을 차용하지만, 이것들을 보다 암시적

인 방식으로 언급한다. Abhinavagupta는 Vivṛ̥tivimarśinī에서 Utp
aladeva가 이러한 논거들을 굳이 상술하지는 않는 이유를 설명한

다.

etad upasaṃharati vijñānavādibhir iti. ālambanaparīkṣādau
dain.nāge, *vijñaptimātratāsiddhau vāsubandhvām[corr.:
vijñaptimātrādisiddhāvāsabandhanyāṃ KSTS], prajñālaṃkārādiṣu
bhāṭṭadarśaneṣu, tatra tatra cānyatra vitatyāyam artha ukta iti.27)

이것은 [Utpaladeva가 자신의 Vivr̥ti 중] “식론자들에 의해”[로 시
작하는 구절에서] 요약한 것이다. 말하자면 이 관점은 [이미] 여러 곳
들, 즉 Dignāga의 Ālambanaparīkṣā(=觀所緣緣論)와 기타 저작들,
Vasubandhu의 Vijñaptimātratāsiddhi(=成唯識論), 거장
(=Śaṅkaranandana)의 Prajñālaṃkāra와 다른 교설들에서, 이밖의 다른
곳에서도 설명된 바 있다.

재인식론 철학자들은 여기서 다시 자신들이 불교의 논거들을

차용할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강조하는데, Abhinavagupta는 이제

까지 그렇게 꼼꼼하게 출처를 밝힌 적이 거의 없으므로, 이 구절

은 특별히 흥미롭다. 식론자들 중에서 Dignāga와 Vasubandhu의

그렇듯이 여기서 Utpaladeva와 Abhinavagupta는 그
논거(=sahopalambhaniyama)를 가장 강렬한 관념론적 의미로 해석한다.

27) ĪPVV, II,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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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그가 언급하는 것은 특별할 것도 없지만, 그 구절의 끝 부

분은 주목할 만하다. <447> 그 이유는 Abhinavagupta가 Prajñāla

ṃkāra의 저자로서 카슈미르 사람인 Śaṅkaranandana28)도 언급하

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중세 카슈미르에서 Śaiva와 불교 철학

이 매우 밀접하면서도 다소 모호한 관계에 있었음을 전적으로 대

변하는 상당히 신비적인 인물29)이기에 주목할 만하다.30)

28) 종종 그렇듯이 여기서 Abhinavagupta는 그를 “거장”(bhaṭṭa)으로 언급할
뿐이지만, ĪPV(후술할 각주 32에서 인용한 I, 181)에서는 이에 상당하는
구절에서 그를 ācārya-śaṅkaranandana로 지칭한다.

29) 그의 저작 목록에 대해서는 Bühnemann(1980), Steinkellner &
Much(1995: 80-84), Krasser(2001), Eltschinger(A) 참조.

30) 이처럼 그가 불교에서 쉬바교로 또는 쉬바교에서 불교로 전향할 수 있는
것이 학계에서는 논쟁의 대상으로 대두되어 왔다. 티베트의 역사가인
Tāranātha에 따르면, 그는 쉬바교에서 불교로 전향했다(see Naudou
1968, 107; Naudou는 이 “가설적인 전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지 않는다.). Raniero Gnoli(1960, p. xxvi)에 따르면, 그는 오히려
불교에서 쉬바교로 전향했다. 보다 근래에 Funayama(1994, 372)는
Śaṅkaranandana가 자신의 저작들을 “힌두교도로서” 집필했으며,
“전향하지 않고 불교 문헌들을 작성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반면에
Krasser는 그가 불교에서 어떤 매력을 발견한 것은 진즉이지만,
“Abhinavagupta가 ĪPVV를 완성한 다음에서야 [···] 쉬바교와 절교하고
자신의 불교적 관점을 드러내는 많은 저작들을 집필했음이
틀림없다.”(2001, 500)고 주장하여, 그가 쉬바교에서 불교로 전향했다는
가설을 옹호했다. 이 가설은 Abhinavagupta가 자신의 TĀ(3, 55)에서
그를 불교도(saugata)로 언급하면서도 나중에 자신의 ĪPVV(ibid., 504;
cf. Krasser 2002, 144-5)에서는 그에 대해 “매우 고귀하게”라고 말한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이다. (=역주: ĪPVV를 집필할 당시까지 아직은 그가
확실하게 불교로 전향하지 않았으므로 그에게 존경심을 표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향을 역사적 실제 상황으로
인정할지라도, Abhinavagupta가 자신의 ĪPVV를 집필한 이후에서야 그
전향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가설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Abhinavagupta가 이 저작(=Vivṛ̥tivimarśinī)에서 깊은
존경심으로 그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Abhinavagupta는
그러한 깊은 존경심으로 혹시 쉬바교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을 리가
없는 Dharmakīrti를 언급한다. 더욱이 Eltschinger(A)가 지적하듯이,
위에서 인용한 ĪPVV의 그 구절에서 Abhinavagupt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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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paladeva가 자신의 Vivr ̥ti에서 암시하고 있었던 관념론적 논
거들에 대해, Abhinavagupta는 이것들을 자신의 Vimarśinī에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요약한다.

abhyuccaya-bādhakās tv ⑴avayavino vr̥tty-anupapattiḥ ⑵
samavāya-asiddhiḥ ⑶①kampākampa-②āvaraṇānāvaraṇa-③
raktārakta-④digbhāgabheda-ādi-viruddha-dharmayogaḥ.31) (분철과
번호는 역자)
[의식의 외부에 대상들이 존재한다는 것과는] 모순되는 추가 논거

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⑴전체라는 존재의 불가능성
(avayavin), ⑵[부분들 속에서는 이것들 전체의] 내속(samavāya)이 확
증되지 않는다는 사실, ⑶[외적 대상은 반드시] ①운동과 부동(不動),
②덮임(복개)과 열림(노출), <448> ③채색과 무색, ④[여섯] 방면
(digbhāgabheda)에 따른 부분들의 차별 등과 같은 어떤 모순되는 속
성들을 소유한다는 사실.

Abhinavagupta는 자신이 열거하는 개념들을 독자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에는 선명성이 부족하

다.32) 논거를 열거하는 구문은 전형적으로 불교 측의 것으로서,

Śaṅkaranandana의 Prajñālaṃkāra를 교의적으로는 Dignāga의
Ālambanaparīkṣā 또는 Vasubandhu의 Vijñaptimātratāsiddhi에
상당하는 것으로 진술한다. 끝으로, Eltschinger는 Śaṅkaranandana의
현존 저작들에서 시작과 끝 부분 또는 끝 부분의 게송들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이 저작들은 모두 명백하게 불교에 속한 것임을
입증한다(ibid.). 그러므로 Abhinavagupta가 Śaṅkaranandana를
“거장”으로 언급한 사실에 의거하여, Śaṅkaranandana가 당시에는
틀림없이 Śaiva였다고 단정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다. 아니, 이보다는
Śaiva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불교도들에게 공공연히 충분한
존경심을 갖고서 그들을 거장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Śaṅkaranandana가 쉬바교도의 이름을 갖고 자주 bhaṭṭa로 호칭되는
사실에 대한 시험적인 설명은 Eltschinger 2008, n. 11 참조.)

31) ĪPV, I, 178-9.
32) Cf. ĪPV, I, 181: abhyuccayabādhakaṃ cedam iti nātrāsmābhir bharaḥ
kr̥taḥ. vistareṇa ca prajñālaṅkāre darśitam ācāryaśan.karanandan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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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드러낸다. 외적 대상을 이해하고자 아

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33), 그리

고 이 부조리 때문에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으로 남아 있다. 여기

서 도출해야 할 결론은, 외적 대상은 독자적인 존재성을 갖지 않

는다는 것, 아니 이보다는 정신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외적 대상의 부조리로 먼저 제기된 것은 부분(avayava)들과는

다른 이것들의 전체(avayavin)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외적 대상에

대한 Nyāya-Vaiśeṣika의 개념34)을 겨냥한 것이다. Vaiśeṣika에서

는 지각된 대상은 의식과는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대상들은 다른 요소들로 분석될 수 있다. 즉 천은 실로 형성되

고 이 실은 섬유소로 형성되는데, 섬유소는 다시 너무 작아서 지

각될 수 없는 미립자들로 분석될 수 있다. 그래서 외적 대상은 사

실상 예를 들어 우리가 “천”으로 부르는 전체의 부분들일 뿐이라

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천이 아니라 우리

가 지각하지 못하는 천의 부분들이다!”라고 진술하는 것과 매한가

지일 것이다. [=역주: “그러나”부터 여기까지의 서술은 불교적 입장

을 대변한 것으로, 전체와 부분은 개념상 분리될 수 없음을 예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Vaiśeṣika와 Naiyāyika에서는 전체는 자신

의 부분들과는 별개로서 바로 그대로 실재하며, 이 전체가 지각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35) 그러나 <449> 불교에서는 그러한 주장에

* 번역_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일련의] 추가 논거들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리고 [이 논거들은] 거장 Śaṅkaranandana에 의해
자신의 Prajñālaṃkāra에서 상세히 해설된 바 있다.

33) 이와 같이 이 논거들은 ĪPK I, 5, 6의 말미, 즉 “··· kim anyena
bāhyenānupapattinā”(무엇이 다른 [실체, 즉 심지어]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anupapatti) 외적 [대상의 존재를 상정하는] 요점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주석에서 언급된다.

34) ĪPVV(II, 140)에서 이에 상당하는 구절의 마지막 참조. 여기서는
“kāṇādasaṃmataṃ bāhyaṃ dūṣayitvā ··· ”(Kaṇāda의 추종자들이
착상한 외적 [대상]을 이와 같이 논박하고 나서 ···)라고 명백하게
Vaiśeṣikasūtra 저자의 교의를 언급한다.

35) See e.g. NS II, 1, 34 (Abhinavagupta가 ĪPVV, II, 130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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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자신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너머에 존재하는 전체와 같은 그

러한 것은 결코 발견할 수 없다(숲의 나무들을 모두 제거하면 무

엇이 숲으로 남아 있는가?).36)고 곧장 응수할 것이다. Abhinavag

sarvāgrahaṇam avayavyasiddheḥ. “만약 전체(avayavin)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파악되지 않을 것이다.”

* 원문_ NBh ad loc., 75: yady avayavī nāsti sarvasya grahaṇaṃ
nopapadyate. kiṃ tat sarvam?
dravyaguṇakarmasāmānyaviśeṣasamavāyāḥ. kathaṃ kr̥tvā?
paramāṇusamavasthānaṃ tāvad darśanaviṣayo na bhavaty
atīndriyatvād aṇūnām. dravyāntaraṃ cāvayavibhūtaṃ darśanaviṣayo
nāsti. darśanaviṣayasthāś ceme guṇādayo dharmā gr̥hyante. te tu
niradhiṣṭhānā na gr̥hyeran. gr̥hyante tu kumbho’yaṃ śyāma eko
mahān saṃyuktaḥ spandate’sti mr̥nmayaś ceti. santi ceme guṇādayo
dharmā iti tena sarvasya grahaṇāt paśyāmo’sti
dravyāntarabhūto’vayavīti.

* 번역_ 만약 전체(avayavin)가 없다면, [그때는] 아무것도 파악될 수 없다.
[파악될 수 없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실체, 속성, 운동,
보편, 특수, 내속이다. [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파악될 수 없는
이것들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우선 원자(paramāṇu)들의 상태는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자들은 감관들의 영역을 초월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체는 사실상 자신의
원자적 부분들로 있는 것일 뿐일 터인데, 그때는] 전체(avayavin)에
있을 다른 어떠한 실체도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각 대상들에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서 속성 따위인 이러한
성질들을 파악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실체가 없이 있는 한은 그것들을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그러한 형체로]
파악된다. “[다른 어떤 것과] 접해 있는 이것은 검은 항아리로서
하나이고 크다. 그것은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존재한다. 그것은
진흙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속성 따위의 이 성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들을] “모두” 파악하여, 전체는 [자신의
부분들과는] 별개인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안다.

36) Cf. e.g. Viṃśatikā 11에 대한 Vr ̥tti에서 Vasubandhu의 소견: na tāvad
ekaṃ viṣayo bhavaty avayavebhyo’nyasyāvayavirūpasya kvacid apy
agrahaṇāt.

* 번역_ 우선, 대상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부분들과는 다를(anya) 전체(avayavin)의 형체를 결코
지각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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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ta가 “전체라는 존재의 불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런 사실에서

유래한다.

Vaiśeṣika에서는 보통 이러한 종류의 논거를 다음과 같이 말하

는 것으로 대처한다. 비록 전체가 자신의 부분들과 분리될 수는

없을지라도, 그것은 제각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리될 수는 없

는 실체들을 결부시키는 내속(samavāya)의 관계 덕분에 자신의

고유한 존재성을 갖는다.37) 이에 대해 식론자들은 이러한 이론이

37) See PDhS, p. 14: ayutasiddhānām ādhāryādhārabhūtānāṃ yaḥ
saṃbandha ihapratyayahetuḥ sa samavāyaḥ.

* 번역_ 내속(samavāya)은 분리할 수 없고(ayutasiddha) [또한 제각기]
지탱되고 지탱하는 [실체들] 사이의 관계이며, 이 [다른 것] 속에 [있는
어떤 것의] 원인이 되는 [관계]이다.

* 원문_ Cf. NBhV, p. 475: vr̥ttir asyāvayaveṣv āśrayāśrayibhāvaḥ
samavāyākhyaḥ saṃbandhaḥ. sa kathaṃbhavatīti yasya
yato’nyātrātmalābhānupapattiḥ NBvH sa tatraiva vartata iti. na khalu
kāraṇadravyebhyo’nyatra kāryadravyam ātmānaṃ labhata iti.

* 번역_ 부분들 속에 이 [전체]가 존재하는 양태는 [제각기] 지탱되고
지탱하는 [실체들] 사이의 관계, 즉 내속(samavāya)으로 불리는
관계이다. 이 [관계]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것은 아무 데서나 존재할
수는 없지만(=예: 사과씨) 어떤 [특정한 다른 실체(=예: 사과)]에서는
존재할 수 있는 것 속에서 발생한다. [왜냐하면] 확실히 결과인 실체(=즉
전체)는 아무 데나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것의] 원인인 실체(=즉
부분)에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체는 자신의 부분들의 결과(kārya)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신의 부분들에 내속하고(귀속되어 있고) 정반대가 아닌 것은
전체이다. (cf. ibid., 474)

* 원문_ yat tāvad avayavā avayavini vartanta iti tan na,
anabhyupagamāt. na hi kāraṇaṃ kārye vartate’pi tu kāraṇe kāryam
iti.

* 번역_ [우리의 상대가 ‘우리 탓으로 돌리는’(=오해하고 있는) 진술]에
따르자면, 부분들은 전체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 [그 진술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인이 자신의 결과 속에 존재한다고, 아니 이보다는
결과가 자신의 원인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역주

=역주 : 이 마지막 구절은 인중무과론(因中無果論), 즉 원인 속에는 결과가
없다는 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내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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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할 결과로서, 외적 대상은 모순되는 성질들을 소유해야 한다

는 불합리한 귀결을 지적한다. Abhinavagupta는 그 이유를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avayavadharmeṇa yady avayavī na samāviśyate, na kadācid
avayavini calatīty āvriyata iti rajyata iti vā buddhir bhavet. na hy
avayavasparśam avadhūya sākṣād avayavini kaścit
kampāvaraṇarāgādīn upadadhyāt. atha samāviśyate, tad ekāvayave
kampādimati yathā taddharmasamāveśād avayavī kampādimān, tathā
kampādyanāviṣṭāvayavadharmasamāveśād akampādimān.38)

만약 전체는 [부분들에 내속하기(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
한] 부분[에 속하는] 성질로 배어들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움직이
고 있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다.” 또는 “[이것은] 채색되어 있다.”
라는 인식은 결코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분들과의 접촉
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운동(kampa), 덮여 있음(āvaraṇa), 색깔(rāga)
따위가 전체에서 직접 유래한 것으로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
이다. <450> 그러나 만약 [Vaiśeṣika에서 대답하기를, 전체는] 실은
[부분들의 성질들로] 배어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한 부분은 오직
운동, [또는 덮여 있음이나 채색되어 있음]과 같은 것(성질)을 소유한
다면, 전체는 이러한 [특정 부분의] 성질들로 배어들어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이 Vaiśeṣika의 주장에는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전체와
부분을 별개의 실체로 인정하지 않는 관점에서는 전체가 원인이고
부분은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반론자의 관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Vaiśeṣika에서 이 관점을 부정하는 것은 자파의 지론인
인중무과론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Vaiśeṣika에서
주장하는 내속은 전체와 부분 사이의 인과 관계라기보다는 범주론의
일환, 즉 집합과 구성 요소 사이의 범주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분들이 먼저 있고, 이것들을 유사성에 따라 특정 범주로
묶으면, 이 범주는 전체가 된다. 이 관계를 굳이 상식적인 인과 관계에
적용하자면, 부분이 원인이고 전체는 결과라고 말할 수는 있다. 부분과
전체가 별개의 실체라면 성립상으로는 부분이 있고 나서, 이로부터
전체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원론, 원자론, 신조설(新造說) 등과
표리일체하는 관념이다.

38) ĪPVV, II,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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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또는 [방금 언급한 다른 성질들을] 소유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운동 따위를 소유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한 운동 따
위가 미치지 않는 어떤 부분들에 속하는 어떤 성질들로 배어들어 있
기 때문이다!

만약 전체의 한 부분만이 움직이고 있고, 덮여 있고, 채색되어

있다면, 추측하건대 각각의 모든 부분에 내속할(귀속되어 있을)

전체는 움직이면서도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 덮여 있으면서도 덮

여 있지 않아야 하고, 채색되어 있으면서도 채색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도 Abhinavagupta의 설명은 다시 어떤 불교 문헌들

을 반영한 것이다.39)

외적 대상에 속할 수밖에 없는 “모순성”에 관해 거론할 때, Ab

hinavagupta는 마지막으로 “[여섯] 방면에 따른 부분들 사이의 차

별”(digbhāgabheda)을 언급한다. Abhinavagupta의 표적은 이제

Vaiśeṣika로부터 자신이 Vaibhāṣika(=毘婆沙)들로 지칭한 어떤 불

교도로 바뀌었다.40) 그들에 따르면, 외적 대상들은 분할될 수 없

39) 예를 들어 Dharmakīrti의 PV, Pramāṇasiddhipariccheda,
86-7(Śaṅkaranandana의 Prajñālaṃkāra에서는 아마도 이 구절을 바꾸어
말했을 것이다. 앞의 n. 32)

* 원문_ pāṇyādikampe sarvasya kampaprāpter virodhinaḥ/ ekasmin
karmaṇo’yogāt syāt pr̥thak siddhir anyathā // ekasya cāvr̥tau
sarvasyāvr̥tiḥ syād anāvr̥tau / dr̥śyeta rakte caikasmin rāgo’raktasya
vā gatiḥ //

* 번역_ 예를 들어 손의 동작이 있을 때, 전체(, 즉 몸)가 동작을 얻을 수도
있[는 반면, 다른 기관들은 움직이지 않은 채로 있]기 때문에, [전체와
그 부분들은 둘 사이의 내속 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존재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위는 한 [부분에만] 관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몸의] 한 [부분만] 덮여(āvr̥ti) 있을 때, [전체가 각 부분에
내속한다면(귀속되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은] 덮여 있지 않을지라도
전체가 덮여 있어야 하며, 한 [부분만] 채색되어 있을 때, [전체의
도처에서] 색깔(rāga)을 보아야 하거나 [전체를 완전히] 무색으로 있는
것으로 지각하게 될 것이다.

40) ĪPVV(II, 140)에서 이에 해당하는 구절 참조: evaṃ kāṇādasaṃmataṃ
bāhyaṃ dūṣayitvā vaibhāṣikaparibhāṣitam api dūṣay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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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극미, 즉 원자(aṇu, paramāṇu)들이다. 그런데 이 원자들은 부

분을 갖지 않는 것(niravayava)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모종의 독

자적인 개별 존재성을 가질 전체(avayavin)의 부분들이 아니다.41)

Abhinavagupta는 자신의 Vimarśinī에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

이론을 비판한다.

aṇusaṃcayabāhyavāde’pi saṃcayasyānyasyābhāve’ṇava eva, te ca
yadi saṃyujyante nirantaratayā tad avaśyaṃdigbhāgabhedaḥ;
*anyathā devanākṣe [conj.: devanākṣe KSTS, Bhāskarī, J, L, P, S1,
S2, SOAS; p.n.p. D]42) ṣaṭsu dikṣu saṃcīyamāneṣv ṣaṭsv aṇuṣu,

* 번역_ Kaṇāda의 추종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외적 [대상]을 이와
같이 논박하고 나서, [Utpaladeva는] 또한 Vaibhāṣika들이 상술하는
[것과 같은 외적 대상]을 논박한다.

41) ĪPVV는 Vaibhāṣika에 따르면 외적 대상들은 부분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Vaiśeṣika의 명제를 Vaibhāṣika와는 구분한다.
ĪPVV, II, 140 참조. 여기서는 첫째 반론자들로부터 둘째로의 전환을
설명하는 문장(앞의 n. 40)의 직후에: atheti niravayavā iti.
“[Utpaladeva는 서술한다.] ‘그러나 만약 [반론자가 도리어 생각하기를
···, 즉 만약 대상들은] 부분을 갖지 않는다(niravayava)면”

42) Vasubandhu가 채택한 복합어 digbhāgabheda의 의미, 그리고
Abhinavagupta에 의거하여 그가 지금 세우고 있는 가정의 후속 결과(즉,
모든 원자들은 한 원자의 크기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를 고려할 때, 이
구절에는 anyathā (그렇지 않을 경우)라는 말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Bhāskarakaṇṭha는 이 때문에 digbhāgabhedaḥ 다음에 시작하는 문장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결과에 대한 거부를 가정한다고 지적한다.

* 원문_ See Bhāskarī, I, 224: nanu paramāṇave digbhāgabhedena na
tiṣṭhanti, kintv ekasya madhyagasya sthāne lagantīty ata āha ṣaṭsv
iti.

* 번역_ [반론:] 그러나 원자들은 [여섯] 방면들에 따라 부분들로 차별되어
있는 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그것들은 중앙 원자가 있는
곳에서 맞닿아 있다. [Abhinavagupta가] “이러한 여섯 원자들은 ···
”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반론] 때문이다.
K. C. Pandey는 자신의 번역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 ··· 이므로”라고
번역하는 것으로 보아(다만 그는 산스트리트 편집본에서는 이 말에
상응하는 것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 문장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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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hyamasya <451> paramāṇor yatraiva dhāmny eko lagnas
tatraiva yady aparas tad ekaparamāṇ umātratā.
athānyatraiko’nyatrāparas tad avaśyaṃ bhāgabhedāpattir iti bhāga
eva paramārthasan, tasyāpy eṣaiva saraṇir iti na kiṃcid avaśiṣyate
bāhyaṃ tattvataḥ.43)

그런데 외적 [대상들은] 원자(aṇu)들의 덩어리(saṃcaya)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에서는 [원자들 자체와는] 다른 것일 덩어리는 없으므
로, 원자들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만약 이것(원자)들이 아무런 간격이
없이 접촉해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여섯] 방면들에 따른 부분들 사
이의 차별(digbhāgabheda)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anyathā), 여섯 방면들에 따라 결집된 여섯 원자들은 둘째 [원자]가
중앙 원자와 접촉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의 정육면체를 형성
하기(=역주: 즉, 여섯 개가 중첩되어 하나를 형성하기) 때문에, 셋째 [원
자]가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 단일한 원자의 크기를 갖는다! 다른 한
편으로 만약 [반론자가 생각하기를,] 하나의 원자는 한 [장소]에 있고
다른 [원자]는 또 다른 [장소]에 있다고 한다면, 이 결과로 [각 원자의]
부분들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차별(bhāgabheda)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의미(paramārtha)에서는 [소위 원자라는] 그 부분
만이 존재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추론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할] 외적 [실체]는 그 어떠한 것도 잔존
하지 않는다.

재차 말하자면, Śaiva의 추리는 Viṃśatikā(=唯識二十頌)에서 전
개된 것과 극히 밀접하다. 여기서 Vasubandhu는 외적 대상에 대

한 Vaibhāṣika의 개념은 Vaiśeṣika의 개념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그 논거를 이해하려면, 하나의 원자가 동

서남북과 상하라는 공간의 여섯 방면(diś)에 각각 놓여 있는 다른

원자들과 접촉해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이 가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중앙 원자의 한 부분만이 위쪽의 원자와 접촉해 있고, 중앙

원자의 다른 부분은 아래쪽 원자와 접촉해 있으며, 셋째 부분은

북쪽에 있는 원자와 접촉해 있다. 나머지 부분도 이와 같은 방식

43) ĪPV, I, 1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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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머지 방면과 접촉해 있다. Vasubandhu는 중앙 원자는 이

와 같이 여섯 방면에 각각 대응하는 여섯 “부분”(aṃśa)을 가진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와는 달리 둘러싸고 있는 모

든 원자들이 중앙 원자의 동일한 부분과 접촉해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 동일한 장소에 존재할 것이고 모두 합쳐 단일한 원자의 크

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원자들의 덩어리들을 이제까지 어떻게 지

각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원자들이 이

제까지 어떻게 서로 접촉해 있을 수 있었는지도 납득할 수 없게

될 것이다.44) 그러나 원자는 부분을 갖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며,

<452> 불교의 Vaibhāṣika는 부분들로 이루어지는 전체라는 실체

를 상정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모순을 피하고자 원자론을 채

44) Cf. Viṃśatikā 12ab. ṣaṭkena yugapadyogāt paramāṇoḥ ṣaḍaṃśatā /
“하나의 원자는 여섯 개의 [다른 원자들]과 동시에 접촉하기 때문에
여섯 부분(aṃśa)들을 가져야 한다.”

* 원문_ Cf. Vr ̥tti ad loc.: ṣaḍbhyo digbhyaḥ ṣaḍbhiḥ paramāṇubhir
yugapadyoge sati paramāṇoḥ ṣaḍaṃśatā prāpnoty ekasya yo deśas
tatrānyasyāsaṃ bhavāt.

* 번역_ 여섯 방면(diś)에 따른 여섯 원자들과의 동시 접촉이 있으므로,
원자는 여섯 부분들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 [원자의] 위치에
다른 [원자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Viṃśatikā 12cd: 여기서는 소위 원자가 여섯 부분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길 거부할 경우 뒤따를 불합리한 결과를 강조한다. ṣaṇṇāṃ
samānadeśatvāt piṇḍaḥ syād aṇumātrakaḥ // “만약 여섯 [원자들]이
똑같은 위치를 가진다면, 이것들의 덩어리는 [단일한] 원자의 크기를
가져야만 한다.”

* 원문_ Cf. Vr ̥tti ad loc.: atha ya evaikasya paramāṇor deśaḥ sa eva
ṣaṇṇāṃ. tena sarveṣāṃ samānadeśatvāt sarvaḥ piṇḍaḥ
paramāṇumātrah syāt parasparāvyatirekād iti na kaścit piṇḍo dr̥śyaḥ
syāt. naiva hi paramāṇavaḥ samyujyante niravayavatvāt.

* 번역_ 그러나 만약 [반론자가 응수하기를,] 하나의 원자에 속하는 똑같은
위치 역시 여섯 개의 [다른 원자들]에 속한다고 한다면, 그때 그것들은
모두 똑같은 위치를 갖기 때문에, 그것들은 각개의 것들과 차별되지
않기 때문에, 덩어리 전체가 원자 하나의 크기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지각될 수 있는 덩어리는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원자들은 부분을
갖지 않으므로 전혀 접촉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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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했다. 하지만 Vaibhāṣika는 원자들이 공간적인 연장(vaitatya)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자파가 “궁극적 요소”(paramāṇ

u =극미)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부분들로 이루어진 것이 된다

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Abhinavagupta가 자신의 Viv
r ̥tivimarśinī에서 말하는 대로, “연장은 [여섯] 방면들에 따른 부분
들 사이의 차별을 갖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vaitatyaṃ

digbhāgabhedavattvam)45) 여기서도 Utpaladeva와 Abhinavagupt

a는 Vasubandhu의 논거를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을 뿐이

다.46)

만약 Vaibhāṣika가 원자들은 다른 부분들을 소유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는 전체가 그 자체의 부분들과는 다른 실체로서 존

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원자들이 부분

들로 이루어지는 한, 그 원자들은 어떠한 진실한 존재성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이는 Abhinavagupta가 묘사

한 중앙 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주: 그 이유

를 이해하기 위해 중앙 원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유일하

게 존재하는 실체들은 그것(=중앙 원자)의 부분들이고, 이것들은

원자의 다른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부분들 자체에 관해

서는 이 추론을 반복할 수 있다.47) 즉, 위쪽 원자의 부분과 연결

45) ĪPVV, II, 140.
46) See Viṃśatikā 14ab: digbhāgabhedo yasyāsti tasyaikatvaṃ na yujyate
/ “[여섯] 방면들에 따른 부분들 사이의 차별을 소유한 것은 단일성을
가질 수 없다.”

* 원문_ Cf. Vr ̥tti ad loc.: anyo hi paramāṇoḥ pūrvadigbhāgo yāvad
adhodigbhāga iti digbhāgabhede sati kathaṃ tadātmakasya paramāṇor
ekatvaṃ yokṣyate?

* 번역_ 설명하자면, 공간적 방면들에 따른 부분들 사이에는 차별이
있으므로, 다시 말해서 원자는 동쪽 방면에 부분을 갖고 [남쪽, 서쪽,
북쪽, 위쪽의 방면에,] 마지막으로 아래에 [다른 부분들을] 가지므로,
이것들(부분들)에 있는 원자가 어떻게 어떤 단일성을 갖겠는가?

47) Cf. ĪPVV, II, 141에서 이에 해당하는 구절: bhāga evāṇur iti cet,
tatrāpy eṣaiva vārtā. “만약 [반론자가 답변하기를, 진실한] 원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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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중앙 원자의 부분도 역시 [=여섯 방면을 가진 것으로] 연장되

고, 그래서 그것(=중앙 원자)도 역시 공간적 방면에 따른 부분들

을 가지므로, 그것은 궁극적 요소로 간주될 수 없으며, 그것의 부

분들도 분할될 수 있다는 등등의 추론을 반복할 수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분해되고 있는 우주에서는 (부분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던) Vaibhāṣika가 진정한 외적 실

체일 것으로 고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453>

4. 자신들의 관념론을 식론과 차별하는 재인식론 철학자들의 

전략

Utpaladeva와 Abhinavagupta는 그들 자신의 관념론을 합리화

하기 위해 식론자들이 전개한 논거들을 이상과 같이 광범하게 사

용하면서 이 사실을 감추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자신들

과 식론 사이에 간격을 두고자 노력한다.

두 학설 사이에서 가장 현저한 차이는 의식의 일관성에 관한

의견 충돌에 있다. 식론자들에 따르면, 의식은 찰나적으로 자각하

고 있는 사건들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다양하게 잔존하는

인식의 연속(santāna =상속)이다. 반면에 재인식론 철학자들은 의

식이 심원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며 찰나적인 인식을 초월하

여 존재한다고 하는 바라문교 철학자들에 동의한다. Utpaladeva

의 논술은 이 차이를 강조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서론에

이어 제1장의 2～4에서는 인식의 연속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불교의 의식 개념을 논박하는 데 주력한다.48) 그러나 이 관점에

이르기까지 불교에 대한 Utpaladeva의 비판은 식론자들뿐만 아니

[원자의]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추론이 이 [부분]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8) 이 대목들에 대한 분석은 Ratié(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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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불교의 다양한 외재론 학파들에도 관계할 만큼 다방면에 걸쳐

있다.

5. 현상적 다양성의 원인에 관한 견해 차이: 훈습 이론과 꿈 

모형 비판

Utpaladeva가 자신의 관념론을 수립하기 위해 식론자의 몇몇

논거를 활용하고 나서, 식론 비판을 시도한 곳은 제1장의 5뿐이

다. 여기서 그가 특별히 겨냥한 것은, 개별 대상들의 무한한 다양

성으로 이루어진 외적 세계는 없는 것으로 상정함에 불구하고 우

리가 그러한 외적 세계를 인지한다는 사실에 대한 식론자의 설명

이다.

식론자들은 깨어 있는 상태를 꿈꾸는 자의 상태와 비교하는 것

으로 현상적 다양성을 설명한다. 꿈(svapna)에 대한 인도의 전통

적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잠든 상태에서 지각하는 대상들은 이전

의 경험들이 인식적인 상속에 남기는 잔여 흔적들, 즉 훈습(vāsan

ā)의 결과이다.49) 그러므로 인도 철학에서 대부분의 학파들은 꿈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우리가 꿈속에 있을 때, 꿈의 다양

한 요소들은 사실상 어느 땐가 이전에 깨어 있을 때 경험한 적이

있는 실체들이다. 즉, 꿈에서 지각한 것들은 이와 같이 실제 발생

했을 때의 그대로는 인식되지 않는 기억이라고 이해된다. 식론자

들에 따르면 이와 똑같은 식으로, 우리의 지각은 잔여 흔적들이

그와 같이 기계적으로 작용한 산물에 불과하다.50) 즉, 꿈은 어떠

49) 기억에 잔여하는 이러한 흔적들이 담당하는 역할, 그리고 이에 대한
불교 측과 재인식론적 철학자들 사이의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Ratié
2006, 49-56, 59-60 참조. 꿈(그리고 망상)에서 담당하는 이것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Ratié 2010 참조.

50) See e.g. Viṃśatikā 17cd: svapne dr̥gviṣayābhāv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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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식 상태를 설명할 수 있게 하는 모형이 된다.51) <454> 그래

nāprabuddho’vagacchati // “꿈(svapna)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혹자는
지각의 대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 원문_ Cf. Vr ̥tti ad loc.: evaṃ vitathavikalpābhyāsavāsanānidrayā
prasupto lokaḥ svapna ivābhūtam arthaṃ paśyannaprabuddhas
tadabhāvaṃ yathāvan nāvagacchati.

* 번역_ 이와 같이 잠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은 훈습(vāsanā) 때문에,
[결국은] 그릇된 개념적 구성[을 반복하기] 때문에, 꿈(svapna) 속에서
그러하듯이 <454>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각하여, 깨어나지
않는 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이 [대상]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 원문_ Cf. e.g. PV, Pratyakṣapariccheda, 336: kasyacit kiṅcid
evāntarvāsanāyāḥ prabodhakam / tato dhiyāṃ viniyamo na
bāhyārthavyapekṣayā //

* 번역_ 어느 특정한 [인식]만이 [인식적 상속의] 내부에 있는 어느 특정한
훈습(vāsanā)을 일깨운다. 이 때문에 인식은 어떠한 외적 대상에
관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훈습 중에서) 특정하는 개개의 대상으로]
한정(viniyama)된다.

* 원문_ Cf. PVV ad loc., 331: tatra vāsanāyāḥ sāmarthaṃ svapnādāv
upalabdham, na tu bāhyasya nityaparokṣatvāt.

* 번역_ [무엇이 특정한 객체적(물질적) 형상을 결정하여 주어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의문]에 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것은 외적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꿈(svapna)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훈습의 힘이다. 왜냐하면 그것(=외적 대상)은
영원히 지각될 수 없기 때문이다.

51) 바라문교의 문헌들도 식론자들의 담론에 있는 이러한 꿈 모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원문_ See NS IV, 2, 31: svapnaviṣayābhimānavad ayaṃ
pramāṇaprameyābhimānaḥ.

* 번역_ [어떤 식론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인식의 수단과 대상(pramāṇaprameya)을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바로
꿈속(svapna)에서 대상을 확신하는 것과 같다.

* 원문_ Cf. NSBh, p. 273: yathā svapne na viṣayāḥ santy atha
cābhimāno bhavati, evaṃ na pramāṇāni prameyāṇi ca santy atha ca
pramāṇaprameyābhimāno bhavati.

* 번역_ 꿈속에서는 대상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것(대상)들을]
확신한다.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인식의 수단과 대상들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인식의 수단들과 인식의 대상들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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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Vivr ̥tivimarśinī에서는 현상적 다양성에 대한 식론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vāsanānām anādikālopanatānām
abhinavanīlādyābhāsotthāpanaśaktīnāṃ yo vicitraḥ prabodhaḥ, sa
evātra kramikābhāsavaicitrye hetutām eti prathamataḥ; caramaṃ tu
saṃskārātmanāṃ prabodho vikalpanasmaraṇādyābhāsanāhetutām
etīti saṃbhāvayate vijñānavādī.52)

다양한(vicitra) 각성(prabodha =각성력)을 가진(=일으키는) 훈습
(vāsanā)은 [시초가 없는(anādi) 것, 즉 특정 순간에] 처음으로 발생하
는 것이 아니며, 청색 따위와 같은 새로운(abhinava) [=? 그리고 기억
되어 있지 않는] 존재 현상(ābhāsa)들을 일으키는 능력(śakti)53)이다.
[훈습의 다양한 각성인] 이것이야말로 연속하여 발생하는 현상들의 다
양성(vaicitrya)을 처음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는 잔여
흔적들(saṃskāra =잠세력, 잠재인상)로 이루어진 이 [훈습]의 각성[만]
이 개념, 기억 따위[와 같은 그러한 인식에서] 현현의 원인이 된다. 이

* 원문_ Cf. ŚV, Nirālambanavāda, 23: stambhādipratyayo mithyā
pratyayatvāt tathā hi yaḥ pratyayaḥ a mr̥ṣā dr̥ṣṭaḥ svapnādipratyayo
yathā //

* 번역_ [어떤 식론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기둥과 같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은 이것이 인식이기 때문에 허위이다. [우리는] 예를 들어
꿈속(svapna)의 인식 따위처럼, 인식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J. Taber가 고찰한 것처럼 Nyāya 학파(Naiyāyika)와 Mīmāṃsā
학파(Mīmāṃsaka)는 이와 같이 이 dr̥ṣṭānta(=實例)를 식론자들이 (예를
들어 본론의 첫 부분에서 언급한 논거(=동시 지각의 필연성)를 통해) 그
당시 증명하고자 노력했을 가설을 예증하는 비유가 아니라, 추론상의
이유로서 불합리하게 사용된 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불합리한 사용은 그들(=니야야와 미망사)이 식론자의 추론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증명이 없다.”(hetvabhāvād asiddhiḥ, NS, III, 2,
33; cf. Taber 1994, 28-31)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52) ĪPVV, II, 92.
53) 불교 문헌들에서 이렇게 정의하는 śakti(능력)로서의 훈습에 대해서는
Eltschinger(B), I, n. 53 참조. Cf. ŚV, Śūnyavāda, 17, NR ad loc., p.
194. 이것들은 본론의 n. 55에 인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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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것이 식론자가 안출한 가설이다.

<455>

외재론자조차도 기억(smr̥ti)은 인식의 대상에 해당하는 외적 대

상의 현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즉, 인도 철학

의 학파들 사이에서 널리 수용된 이론에 따르면, 기억은 단지 과

거의 경험이 잔여 흔적(saṃskāra)을 남긴 적이 있기 때문에 발생

하며, 이 잔여 흔적은 어떤 외적 요인들에 의해 자극을 받을 때(p

rabodhita라는 말 자체의 의미로는 “각성될 때”), 과거에 현현한

의식으로의 회귀를 촉발한다. 그러므로 지각은 일반적으로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잔여 흔적들은

기억의 대상들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그것들은 또한 우리에게 새

로운 것처럼 출현하는 경험의 대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제는 “시초가 없다.”(anādi)54) 따라서 훈습에 의해 결정

된 의식의 형상에 불과할 어떤 본래의 대상을 찾는 것은 무용지

물일 것이다. 요컨대 인식이 취한 형상들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

해 외적 대상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인식과 훈습은

상호 원인이며, 이러한 순환적인 인과율은, 정확히 말하면 그 과

정은 시초가 없기 때문에(=역주: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할 원인이 없

기 때문에), 논리적 결함이 아니다.55)

54) 이 이론에 대한 다른 Śaiva의 서술은 see PSV, 27, 59: vijñānam iti
bodhamātram eva kevalam anupādhi, nāmarūparahitam apy
anādivāsanāprabodhavaicitryasāmarthyān nīlasukhādirūpaṃ
bāhyarūpatayā nānā prakāśata iti vijñānavādinaḥ.

* 번역_ 식론자들은 ‘의식’(vijñāna), [즉, 다른 어떠한 것과도] 관계하지
않고(kevala) 특정성(upādhi =한정자)이 없는 순수한
의식(bodhamātra)은 명칭과 형태((nāmarūpa =名色)가 없더라도, 시초가
없는 훈습이 일깨우는(anādivāsanāprabodha) 다양성[에 내재된] 능력
덕분에 ‘청색’이나 ‘즐거움’ 따위와 같은 [다양한 대상들의 가지각색의]
형태들을 취하기 때문에, 외적 [대상들]의 형태로 다양한
방식(nānā)으로 출현한다[고 생각한다].

55) Cf. ŚV, Śūnyavāda, 15-17에서 식론자의 발언: matpakṣe yady api



꿈꾸는 자와 요가 수행자: 불교와 쉬바파의 관념론적 상관성 ∙ 229

이 이론을 논박하기 위해 Utpaladeva와 Abhinavagupta는 인도

철학자들이 두 반론자를 동시에 제거하고자 할 때 종종 사용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그 전략이란 이들 두 반론자가 서로 논박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인식론의 문헌들에서는 불교의 양측,

즉 식론자와 경량부가 서로 논쟁하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보여

준다. 식론자는 <456> (앞에서 이미 언급한 논거로) 경량부의 외재

론을 논박하지만56), 경량부는 식론자가 외계 현상을 설명하는 방

svaccho jñānātmā paramārthataḥ / tathāpy anādau saṃsāre
pūrvajñānaprasūtibhiḥ // citrābhiś citrahetutvād vāsanābhir upaplavāt /
svānurūpyeṇa nīlādi grāhyagrāhakarūṣitam // pravibhaktam
ivotpannaṃnānyam artham apekṣate / anyonyahetutā caiva
jñānaśaktyor anādikā //

* 번역_ 나의 교의에 따르면, 인식의 본질이 사실은 순수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anādi) 윤회에서 이전의 인식으로부터
발생하여 다양하게 된 훈습(vāsanā)으로 인한 혼동 때문에,
그것들(=훈습)은 [스스로] 다양한 원인들을 갖기 때문에, [인식이
취하는] 청색이나 [다른 어떤 객체적(물질적) 형상은] 파악되는 [객체]와
파악하는 [주관 사이의 차별]에 의해 오염되어 외견상으로 자신의
원인에 따라 차별된 채로 발생하고, [인식의 외부에 있을] 다른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역주: “청색 따위와 같은 것[즉,
인식이 취하는 형상]은”) 그리고 [훈습을 조성하는(=역주: 아래 전거에
따르면 “훈습을 의미하는”)] 능력(śakti)과 인식 사이의 이러한 상호
인과의 관계(anyonyahetutā)는 시초가 없다(anādika).

* 원문_ Cf. NR ad loc., p. 194: śaktir iti vāsanocyata iti. ekayā
vāsanayaikaṃ jñānaṃ janyate, tenāpy anyā vāsanā, tayāpy anyaj
jñānam iti netaretarāśrayam. na ca sarvādyasya kathaṃ siddhir iti
vaktavyam, anāditvāt saṃsārasyeti.

* 번역_ [여기서] ‘능력’은 ‘훈습’(vāsanā)을 의미한다. 인식은 훈습으로부터
발생하고, 이 [인식]으로부터 또 다른 훈습이 발생하며, 이 [다른
훈습]으로부터 또 다른 인식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논리적
악순환’(itaretarāśraya =상호 의존)이 없다. 그래서 ‘윤회’는
‘끝없기’(anādi) 때문에, [이러한 연속에서] 어떻게 바로 그
첫째(sarvādya) [요소]가 발생하느냐고 물어서는 안 된다.

56) 사실상 재인식론 철학자들은 식론자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경량부의 견해를 논박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 장문의 구절을
검토하는 것은 본론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에 관해서는 곧 발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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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논박한다.

예컨대 Utpaladeva는 자신의 게송에서 식론자의 훈습 이론에

대한 경량부의 비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na vāsanāprabodho’tra vicitro hetutām iyāt / tasyāpi
tatprabodhasya vaicitrye kiṃ nibandhanam //57)

훈습(vāsanā)의 다양한(vicitra) 각성은 이 [현상적 다양성]의 원인
일 수 없다. [이를 위해] 다음에는 무엇이 이러한 [훈습의] 각성이라는
다양성의 원인이겠는가?=역주

=역주 : 저자의 이해가 명료하지 않다. 아마도 저자는 원문을 “‘훈습의 다양한
각성’이 원인이라면, 다시 이 원인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무한소급의
오류에 빠질 것이다.”라고 이해한 듯하다. 역자는 이 원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여기서 훈습의 각성(현현)인 다양성은 원인이 될 수
없다. 그것(훈습)의 각성 [자체]가 다양성을 가질 때, 바로 이것(다양
성)이 무슨 원인을 갖겠는가?”

Abhinavagupta는 이 게송을 설명하면서, 검토 중인 이 경우 설

명되어야 할 것은 기억이 아니라 지각이라는 것을 경량부가 주목

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구성한다.

smr̥tijanakaḥ saṃskāro vāsaneti tāvat prasiddham, iha tv
anubhavavaicitrye hetuḥ paryeṣaṇīyo vartate.58)

우선, 훈습(vāsanā)인 잔여 흔적(saṃskāra)이 기억을 산출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장의 경우, [우리의]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경험의 다양성에 대한 원인이다!

잔여 흔적은 기억을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식론자가 경험을

설명하기도 할 것으로서 가정한 훈습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왜냐

하면 정말 일반적으로는 잔여 흔적들이 모든 경험이 아니라 기억

예정임.)
57) ĪPK I, 5, 5.
58) ĪPV, I,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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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59) 경량부는 더 나아가 이번에는

더욱 가격한다.

astu vā nīlādyābhāsasaṃ pādanasāmarthyarūpā jñānasya
yogyatātmikā śaktir vāsanā, tasyāś ca
svakāryasaṃpādanaunmukhyaṃ prabodhaḥ, tato bodheṣv
ābhāsavaicitryam iti. tatrāpi tu brūmaḥ: yady apy ābhāsānāṃ
jñānāntarvartinām apāramārthikam saṃvṛ̥tisattvam ucyetāpi, tathāpi
yad eṣāṃ kāraṇaṃ tad vastusad evān . gīkāryam avastunas
sarvasāmarthyavirahitālakṣaṇasya
kāryasaṃpādanaprāṇitasāmarthyātmakasvabhāvānupapatteḥ.
evaṃsthite yā etā vāsanā ābhāsakāraṇatveneṣyante, <457> tāsāṃ
bodhād yadi bhinnaṃ rūpam, tac ca paramārthasat, tad ayaṃ
śabdāntarapracchanno bāhyārthavādaprakāra eva. atha saṃvṛ̥tisat,
tarhi tena rūpeṇa kāraṇatānupapattiḥ.60)

그러나 [식론자가 인정하는 것처럼,] 훈습이 [정말] śakti, 즉 청색과
같은 [다양한] 현상들을 일으키는 의식의 역량에 있는 능력이고, 이
[훈습]의 “각성”(prabodha)이란 자신의 결과를 일으킬 책임을 맡는다
는 사실이며, 인식 안에 있는 현상적 다양성은 그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잠시] 인정해보자.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재론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식론자] 역시 인식 내부에서[만] 발
생하는 현상들은 절대적 의미(pāramārthika)에서 아니라 상대적 의미
(saṃvṛ̥tisattva)에서만 실체를 갖는다고 설명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것(=실체)들의 원인이 참된 본체(vastu)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참된 본체가 아닌 것, [이에 따라] 아무

59) Cf. ĪPVV, II, 93: *vāsanā smr̥tijanakaḥ[corr.: vāsanāsmr̥tijanakaḥ
KSTS] saṃskārah prasiddho na tv apūrvānubhavaprasādhaka iti.

* 번역_ 훈습(vāsanā)인 잔여 흔적(saṃskāra)은 기억을 산출하지만 새로운
경험을 산출하지는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비판은 바라문교의 다양한 원전들에 정형화되어 있다. See
e.g. ŚV, Nirālambanavāda, 181ab: saṃvittyā jāyamānā hi smr̥timātraṃ
karoty asau // “인식으로부터 발생한 이 [훈습(vāsanā)]은 오직
기억만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60) ĪPV, I,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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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능력도 없는 것이라는 특성을 갖는 것이, 결과를 산출해야 할 것의
본질인 능력에 있는(=능력으로 이루지는?) 본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할 경우, [식론자가] 현상들의 원인으
로 생각하는 이 훈습이 의식과는 다른 본성을 갖는다면, 그리고 [만약
이 결과로서] 이 [훈습의 본성]이 절대적 의미(pāramārthika)에서 존재
한다면, 이제 [식론은] 다른 이름으로 위장한 외재론(bāhyārthavāda)
의 별종에 불과하다. 그러나 [만약 식론자가 도리어 생각하기를, 훈습
의 본성은] 상대적 의미(saṃvṛ̥tisattva)에서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제 [훈습은 상대적 의미에서만 존재하는] 이런 형태에서는 원인이 될
수 없다.

식론자에 따르면, 우리가 지각하는 대상들은 의식과는 별개로

존재할 실체들이 아니라, 의식의 형상들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상대적 의미(saṃvṛ̥tisattva)에서 존재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렇

다면 우리는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이 실체의

차별을 훈습 자체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현상들이 절대적

의미에서 존재하는지 아닌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것들은 실재

하는 원인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훈습이 현상적 다양성을 야기

해야 하는 한, 훈습은 절대적 의미에서, 다시 말해서 의식과는 별

개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식설은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식 외부에 실체들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위장된”(pracchanna) 외재론에 불과하다. 만약 다른 한편으로 식

론자가 이 훈습만은 상대적 실체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훈습을 원인으로 내세울 수 없다. 왜냐하면 참된 실체만이 어떤

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61) 그리고 훈습이 궁극적으로는

61) 의심할 여지없이, 식론자는 실재하지 않는 원인들이 간혹 실재하는
결과를 갖는다고 응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Vasubandhu는 자신의
Viṃśatikā에서 꿈속의 대상들일지라도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제시한다.
Viṃśatikā 4의 첫머리 참조: svapnopaghātavat kr̥tyakriyā. “[의식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의] 효력은 꿈[으로 인해 정액을] 배출하는
경우에서처럼 [입증된다].”

* 원문_ Vr̥tti ad loc.: siddheti veditavyam. yathā svap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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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일 뿐인 한, 이 훈습은 별개의 실체성을 갖지 않으면서 참으

로 실재한다고 주장하더라도, <458> 이 경우의 그것들(=훈습)은 [=

현상적인 다양한 대상들과는] 절대적으로 차별되지 않는 한에서

만 실재한다. 식론자에 따르면 이것이 의식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들(=훈습)의 다양성은 실재할 수 없으며, 그런 만큼

그것들은 현상적 다양성의 원인일 수 없다.

atha yena rūpeṇāsāṃ pāramārthikatā tena kāraṇatā, tat tarhi
jñānamātraṃ tac cābhinnam iti nīlādyābhāsarūpasya
kāryabhedasyāsiddhiḥ. evaṃ vāsanānām avicitratve tatprabodho
vicitra iti kā pratyāśā?62)

그러나 만약 [식론자가 답변하기를,] 절대적 의미에서 실재하는 [훈
습]을 가진 형태가 [바로 그대로] 원인인 그것들(=훈습)을 가진 [형태]
라고 한다면, 이 경우의 이 형태는 의식일 뿐(jñānamātra)이며, 이 [순
수한 의식]은 차별이 없는 것(abhinna)이다. 그러므로 [훈습은] 그 자
신이 [아마도] 청색 따위와 같은 현상들의 형태로 산출할 차별성의 존
재를 합리화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훈습들 [자체]의 다양성이 없는 터
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의 각성 [역시] 다양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
겠는가?

dvayasamāpattim antareṇa śukravisargalakṣaṇaḥ svapnopaghātaḥ.
* 번역_: [효력이] ‘입증된다’[라는 말을 보충하여 게송을] 이해해야 한다.
이리하여 예를 들면, 꿈에서는 [의식 외부의] 한 쌍의 결합이 없다[고
하더라도], <458>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으로 인한] 배출, 즉 몽정이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논거가 여기서는 거의 쓸모가 없을 것이다.=역주

왜냐하면 Vasubandhu의 실례에서 꿈속의 결합은 궁극적 의미에서는
실재하지 않더라도 꿈꾸는 자가 그것(=실체적 결합)을 의식하는
한에서는 결과를 갖기 때문이다. 반면에 잔여 흔적들은 아마도
무의식으로 존속하면서 인식의 연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주 : 쓸모 없는 이유는 꿈속의 몽정 역시 실체적 원인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고, 잠세력(잔여 흔적)의 경우에는 실체적 결과가 아닌
무의식적인 인식의 상속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62) ĪPV, I,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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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식론자가 현상적 다양성의 원인은 훈습의 “다양한 각

성”이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 의미가 다

양한 훈습들의 각성이라면, 훈습들은 차별이 없는 의식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즉 다양한) 각성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훈습

들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각성된다는 것이 그 의미라면, 이 경

우에는 여전히 크게 문제가 될 또 다른 결과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havantu vā vāsanā bhinnāḥ; *tathāpi tu [J, P, S1, S2, SOAS:
tathāpi KSTS, Bhāskarī, L; p.n.p. D] bodhamātrātiriktasya
deśakālabhāvādeh prabodhakābhimatasya vicitrasya kāraṇasyābhāvāt
prabodho’vicitra ity eka eva prabodha iti samam eva
nīlādivaicitryaṃ bhāseta. atha svasantānavartīni bodhāntarāṇi
vicitrāṇi prabodhakāraṇānīti, tad asat,
sukhaduḥkhanīlapītādipūrvāparādideśakālabhedasya
vijñānamātrarūpatve vijñānasya ca prakāśamātraparamārthatāyāṃ
svarūpabhedāsaṃbhave bodhavailakṣaṇyānupapatteḥ.63)

그러나 실로 차별된 훈습들이 있다는 것을 [잠시] 인정해보자. 하지
만 그럴 경우일지라도 순수한 의식(bodhamātra)을 넘어선 어떤 것일,
[그리고 특정한] 장소와 시간 따위에 존재할, [그리고 이러한 훈습들
을] 일깨우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은 없으므로, [이러
한 훈습들의] 각성(prabodha)은 다양성이 없[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
라서 <459> [이 모든 훈습들의] 각성은 단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청색[을 비롯한 다른 모든 현상들]의 다양성은 [특정한 공간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동시에 현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
약 [식론자가 설명하려 하기를, 훈습을] 일깨우는 다양한 원인들이 [인
식의] 동일한 연속에서 발생하는 다른 인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장소와 선후 따위의 시
간, 또는 즐거움과 고통, 청색과 황색 따위[와 같은] 인식들 사이의 차
별은 오직 의식(vijñānamātra)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식의 실체성
이 절대적 의미에서는 순수한 현현(prakāśamātra)과 같게 되는 한, 의

63) ĪPV, I, 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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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그 자체의 본성상 차별을 낳을 수 없으므로, 인식들 사이에는 어
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양한 훈습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훈습

들과 무차별의 의식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훈습들의 각성 원인은 가지각색일 수 없다. 이는 모든 훈습들이

하나이자 동일한 인식에 의해 각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이 단일한 인식은 모든 훈습들을

동시에 촉발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모든 현상들은 동시에 발

생해야 한다. 즉, 하나의 단일한 인식에는 동시에 발생하는 무한

수의 다른 인식들이 뒤따라야 한다.

식론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훈습들을 일깨우

는 다양한 원인들은 각종의 인식들로 이루어지지만, 의식은 [=훈

습과의?] 차별이 없으므로 인식들이 훈습들에 의해 차별되어 있

지 않는 한, 우리는 인식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알지 못한다.

물론 식론자에게는 이런 것(=인식의 단일성 여부)이 문제가 되지

는 않는다. 식론자에 따르면 훈습의 기계적 작용은 “시초가 없기”

(anādi) 때문이다. 즉, 현재 인식하고 있는 청색을 C1, 과거에 인

식된 청색을 C2, 이 C2의 결과로서 훈습되어 있는 청색을 I1, C2

의 원인으로서 이전의 과거에 훈습되어 있는 청색을 I2로 구분할

경우, 청색의 인식과 훈습의 관계는 “I2(훈습)의 결과는 C2(인식),

C2의 결과는 I1(훈습), I1의 결과는 C1(인식)”과 같은 식으로 끝도

없게 된다(=역주: ··· Iⁿ→ Cⁿ ··· I² → C² → I¹ → C¹). 하지만 이

설명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훈습의 다양성이 사실이여야만 한다.

즉, 훈습 자체가 다양하기만 하다면, 훈습의 각성은 다양한 원인

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외재론자는 식론자가 불가능한 대안으로

도피해 왔다는 것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즉, 훈습들이 의식과는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훈습들은 차별이 없는 것이어

야 한다. 그렇지 않고 훈습들이 의식과는 별개로 존재한다고 할

경우, 식론자는 바로 제2의 외재론자가 된다. 이 경우에는 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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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것을 훈습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경량부는 이와 같이 그러한 불가사의한 훈습이 특히 모호한 상

태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자각을

설명하는 식론자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그 지적에 따르면 훈습은

의식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

한다. 또한 훈습은 의식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의식과는 다른 상태로 있는 다양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의

식 이상의 것이다. 경량부가 내린 결론은 “이와 같이 [식론자가

현상적 다양성의 원인들로 들먹이는] 다양한 훈습은 이것을 일깨

우는 다양한 원인과 마찬가지로 단연코 불가능하다.”64)라는 것이

다. 그리고 <460> 이 결론을 성취하기 위해 경량부가 채택해 온

전략은 Mīmāṃsā65)나 Nyāya66)에 속하는 바라문교적 외재론자들

64) ĪPV, I, 175: evaṃ vāsanānāṃ tadudbodhahetūnāṃ ca vicitrāṇām
anupapattir eva. 위에서 인용한 ĪPV의 마지막 구절과 이 결론 사이에서,
Abhinavagupta는 식론에서 논하는 다른 인식 주체들의 존재 문제에
관해 장황한 논의를 전개한다(see Ratié 2007).

65) 예컨대 Kumārila도 식론에 따르면 세계의 다양성에는 원인이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 원문_ See ŚV, Nirālambanavāda, 178-9: na cāsti vāsanābhedo
nimittāsambhavāt tava / jñānabhedo nimittaṃ cet, tasya bhedaḥ
kathaṃ punaḥ // vāsanābhedataś cet syāt, prāptam
anyonyasaṃśrayam / svacchasya jñānarūpasya na hi bhedaḥ svato’sti
te //

* 번역_ 그리고 훈습들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 왜냐하면 그대
[식론자]에게는 [이 차별의] 원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답변하기를, 이 차별의] 원인은 인식들 사이의 차별이라고
한다면, 이 차별 자체는 어떻게 가능한가? 만약 [그대가 답변하기를,]
그것은 반드시 훈습들 사이의 차별에서 유래한다고 한다면, 그대는
논리적 악순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역주: 그대는 순환 논법의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대에 의하면, 인식의 형태는 순수한
것(svaccha)으로서 그 자체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Kumārila는 또한 의식의 외부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훈습들도 오직 “상대적 의미에서의 실체성”(saṃvr̥tisatya)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러나 실재하지 않는 원인으로부터는 결과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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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것, 즉 그들 자신의 관념론을 수립하기 위해 불교의 관념론

적 논거들을 활용해 온 전략과 유사하다. 재인식론 철학자들은 식

론을 논박하기 위해 불교적인 것과 바라문교적인 것을 가리지 않

고 현저하게 외재론적인 어떤 논거들을 활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경량부가 채택한 그러한 전략이다.

없다는 것을 주목한다.
* 원문_ See ibid., 198cd-199ab: tasmāt saṃvr̥tisatyaiṣā kalpitā nāsti
tattvataḥ // na cedr̥śena bhāvena kāryam utpadyate kvacit /

* 번역_ 그러므로 이 [훈습]은 정신적으로 조성된(kalpita =망상) 것으로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오직 “상대적 의미에서의
실체성”(saṃvr̥tisatya)만을 갖는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실체가 결과를 산출하는 일은 전혀 없다!

66) NM (II, 511)에서 Jayanta Bhaṭṭa의 비판(Abhinavagupta는 간혹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한 듯하다.)을 참조: yac coktaṃ vāsanābheda eva
jñānavaicitryakāraṇam itaretarakāryakāraṇabhāvaprabandhaś ca bījān .
kuravad anādir *jñānavāsanayor [corr.: jñānayāsanayor] iti tad apy
aghaṭamānam. keyaṃ vāsanā nāma? jñānād avyatiriktā cet sāpi
svaccharūpatvān na jñānakāluṣyakāraṇaṃ bhavet. jñānavyatiriktā ced
vāsanā tadvaicitryahetuś ca so’rtha eva paryāyāntareṇoktaḥ syāt.

* 번역_ 그런데 [식론자가] 말하는 것, 즉 “인식들의 다양성(vaicitrya)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은 훈습(vāsanā)들 사이의 차별(bheda)이며,
인식과 훈습이라는 인과의 상호 관계(itaretarakāryakāraṇabhāva)[로
이루어지는] 이 연속은 씨앗과 싹[의 경우]처럼 시초가
없다(anādi).”라고 말하는 이것은 너무 일관성이 없다. 훈습으로 불리는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만약 [식론자가] 그것은 인식과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의 본성은 순수(svaccha)하기 때문에
인식을 더럽히는 쪽의 원인일 수도 없다. [그러나] 만약 [식론자가
이보다는] 훈습은 인식과는 별개의 것이며 [인식을] 다양화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쪽을 택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서 [외적] 대상인
것을 식론자가 다른 이름으로 언급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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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하는 다른 모형: 요기(요가 수행자)의 창조

그러나 Utpaladeva와 Abhinavagupta는 경량부를 가장하여 훈

습론(따라서 훈습론이 수반하는 꿈 모형)을 거부하는 것으로 그저

만족해 하지는 않고, 자신들의 관념론을 위해 다른 모형을 제시하

기도 한다. Utpaladeva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cidātmaiva hi devo’ntaḥsthitam icchāvaśād bahiḥ / yogīva
nirupādānam arthajātaṃ prakāśayet //67)

왜냐하면 오직 의식으로 이루어진 신(deva)은 바로 요기처럼, 아무
런 물질적 원인이 없이(nirupādāna) 자신의 자유의지(icchā)에 의해
[자신에게 실제로] 내재하는 대상들의 전체를 외부적으로 현현시켜야
만 하기 때문이다.=역주

=역주 : 역자는 이 원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왜냐하면 오직 순수한 지
성인(오직 정신 자체인) 신은 요기(요가 수행자)처럼 [자신에게] 내재
하는 대상을 원인이 없이 뜻하는 바의 의지를 통해 외부로 현현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461>

인도 철학의 많은 학파들이 공유하는 믿음에 따르면, 기량이 뛰

어난 어떤 요기들은 단지 자신들의 의식이 산출한 것이지만 범부

들에게 지각될 수 있는 다양한 대상들을 의지대로 창조할 수 있

다. 그들이 상상만으로 창조한 것들은 즉시 형체로 나타나므로,

그들은 어떤 물질적 속임수를 쓰지 않고 모든 도시나 군대를 청

중에게 보여 줄 수 있다.68) 식론자들 자신이 자기들의 관념론이라

67) ĪPK I, 5, 7.
68) Cf. ĪPV, I, 182-3: iha tāvat svapnasmaraṇamanorājyasaṃkalpādiṣu
nīlādyābhāsavaicitryaṃ bāhyasamarpakahetuvyatirekeṇaiva nirbhāsata
iti yady apy asti saṃbhavas tathāpi tadābhāsavaicitryam asthairyāt
sarvapramātrasādhāraṇyāt pūrvānubhavasaṃ skārajatvasaṃ bhāvanā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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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상을 이해시키기 위해 그러한 심상(心象)을 이용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Utpaladeva와 Abhinavagupta는

식론자들의 꿈 모형과는 대조를 이루는 독자적인 것으로서 이러

한 ‘창조하는 요기’를 모형으로 제시한다.69) Abhinavagupta는 이

avastv iti śan.kyeta; yat punar idaṃ yoginām icchāmātreṇa
purasenādivaicitryanirmāṇaṃ dr̥ṣṭam, tatropādānaṃ
prasiddhamr̥tkāṣṭhaśukraśoṇitādivaicitryamayaṃ na saṃbhavaty eva.

* 번역_ 실로 이 세상에서는 꿈(svapna)이나 기억(smr̥ti) 또는 가상의
구성(manorājyasaṃkalpa =마음의 영역에서 구상된 것, 心象) 따위에서
청색 따위와 같은 현상들의 다양성이 현현하지만, 사실은 [이 현현을]
초래하는 외적 원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들의
다양성은 실재하지 않는다(avastu)고 반론을 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현상들의 다양성)은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고, 모든 인식
주체들에게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며, 그것을 이전의 경험이 [남긴] 잔여
흔적(saṃskāra)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보이고 요기들만의 의지(icchā)에서 기인한
것들로서 도시나 군대 따위와 같은 다양성이 요기들의 창조일 경우에는,
[물질적 원인들로] 잘 알려진 진흙, 나무, 정액, 피 따위와 같은
다양성으로 이루어질 [이 다양성 자체에] 물질적 원인(upādāna)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여지가 전혀 없다.

69) 적어도 재인식론 문헌들에서는 그렇다. 다른 곳에서 Abhinavagupta는
꿈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 원문_ see e.g. PS, 48: mayy eva bhāti viśvaṃ darpaṇa iva nirmale
ghaṭādīni / mattaḥ prasarati sarvaṃ svapnavicitratvam iva suptāt //

* 번역_ 흠집이 없는 거울에 [나타나는] 항아리처럼, 내게는 바로 그 같은
[대상으로서] 우주(viśva, 一切)가 나타난다. 잠으로부터 꿈(svapna)들의
다양성[이 솟아 나오는 것]처럼, 나로부터 우주(=sarva, 전부)가 솟아
나온다

* 원문_ Cf. Yogarāja’s gloss, PSV, 99: yathā nidritāt pramātuḥ
svapnāvasthāyāṃ bāhyapadārthābhāve’pi puraprākāradevagr̥hādi
nānāścaryaṃ svapnapadārthavaicitryam
avidyādiparikalpitakāraṇāntarābhāvāt svasaṃvidupādānam eva
prasarati, tathaiva tīrthāntaraniyamitakāraṇāntarānupapatter
anavacchinnacidānandaikaghanād aham iti rūpād viśvam iti.

* 번역_ 꿈꾸는 상태에서는 외적 대상이 없더라도 꿈속의 다양한 대상들,
즉 도시들, 성벽, 사원들 따위를 포함하는 가지각색의 경이로움이, [이
다양한 현현에는] 예를 들어 무지(avidyā)와 같은 다른 원인이 추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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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새로운 비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atra yogisaṃvida eva sā tādr̥śī śaktir yad ābhāsavaicitryarūpam
arthajātaṃ prakāśayatīti. tad asti saṃbhavaḥ: yat saṃvid
evābhyupagatasvātantryāpratīghātalakṣaṇād icchāviśeṣavaśāt
saṃvido’nadhikātmatāyā anapāyād antaḥsthitam eva sad bhāvajātam
idam ity evaṃ prāṇabuddhidehāder vitīrṇakiyanmātrasaṃvidrūpād
bāhyatvena ābhāsayatīti. tad iha viśvarūpābhāsavaicitrye cidātmana
eva svātantryaṃ kiṃ nābhyupagamyate? svasaṃvedanasiddham;
kim iti hetvantaraparyeṣaṇāprayāsena khidyate? evakāreṇedam āha:
sarveṇa tāvad vādinā viṣayavyavasthāpanaṃ70)70 <462>

saṃvidrūpam anapahnavanīyam ādisiddhaṃ hi tad iti uktam. tasya
ca svātantryam eva devaśabdanirdiṣṭaṃ cidrūpatvam, iti kim

수 없기 때문에, 그 유일한 물질적 원인(upādāna)으로는 자의식을 가진
채 잠들어 있는 주체로부터 솟아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주(=viśva, 一切)는, 다른 학파들의 사상으로는 [우주의] 다른
원인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정의 의식과 환희로서 완전한
밀집인 ‘나’(aham)라는 형태로부터 [솟아 나온다.]=역주

=역주: 저자는 원문을 한 단락의 문장으로 번역하여 이해에 장애를
초래한다. 이 번역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꿈꾸는 상태에서는 외적 대상이 없더라도 꿈속의 다양한 대상들,
즉 도시들, 성벽, 사원들 따위를 포함하는 가지각색의 경이로움이, 그
유일한 물질적 원인(upādāna)으로는 자의식을 가진 채 잠들어 있는
주체로부터 솟아 나온다. 자의식을 유일한 물질적 원인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이 다양한 현현에는] 예를 들어 무지(avidyā)와 같은 다른
원인이 추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주(viśva, 一切)는 무한정의 의식과 환희로서 완전한 밀집인
‘나’(aham)라는 형태로부터 [솟아 나온다.] ‘나’를 우주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다른 학파들의 사상으로는 [우주의] 다른 원인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70) 맥락을 고려하면, ĪPVV (II, 144-5)에서의 해당 구절과 두 개의 토대
사본(P와 S2)에 viṣayavyavasthāsthānaṃ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KSTS에서(Bhāskarī 판본과 이의 토대 사본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독한 것을 견지해야 한다. 이 전자의 판독은 -pa-(SOAS
사본에서는 viṣayavyavasthānaṃ으로 기록된 것을 참조)를 생략하고
-sthā를 중복 오사(誤寫)한 결과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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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akāraṇānveṣaṇavyasanitayā?71)

[요기의 창조라는] 이 경우, 요기의 유일한 의식이라는 능력(śakti)
은 다양한 현상들로 이루어진 일군의 대상들을 현현시키는 그러한 능
력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비유로 표현해도 좋을] 전제가 있다. 즉,
그것(=의식)의 자유(svātantrya)가 인정된다면, 장애가 [전혀] 없다는
특성을 가진 특별한 의지(icchā)를 통해 대상들의 전체를 현현시키는
것은 의식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들은 의식의] 내부에 갖추어져
[있는 한에서만]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렇게 현현되지 않을
때라도] 의식과의 절대적인 동일성(anadhikātmatā)을 잃지 않기 때문
이다. [의식은 그것들을] “이것”(idam)이라는 형태로 [현현시킨다.]
[즉] 이것이란 생기, 지성, 육체, 그리고 [=? 한정된 주체들이 일체감을
갖는 쓸모없는 것(=leśa?), 따라서] 그(=의식, 주체?) 자신의 특정한
[대상]으로 한정된(vitīrṇakiyanmātra)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의 외부
에 있는 형태이다.72) 우주를 형성하는 현상들의 다양성에 관해서는
“의식일 뿐”인 것의 이 자유를 [그대는] 왜 인정하지 않는가? [=인정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자의식을 통해서 확립되는 것[이
기 때문]이다. [이 현상적 다양성의] 다른 원인을 찾는 데 노력을 소진

하는 주안점은 무엇인가? [=역주: 그 주안점은 ‘의식일 뿐’이라는 것이
다.] “오직 의식으로 이루어진 신”에서 Utpaladeva가] 불변화사 eva로

71) ĪPV, I, 184-5.

72) vitīrṇakiyanmātra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오직 그만큼만 확장된”(= 

“주어진 것이 사소할 뿐인”)이다. 그래서 이러한 객체적 실체들(생기,
지성 등)과 일체감을 갖는 주관(인식 주체)들은 순전히 그러한 대상들로
한정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말은 하찮은 것,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Bhāskarakaṇṭha는 여기서는 그 양쪽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원문_ cf. Bhāskarī, I, 228: kiyanmātram.
svaviṣayagrahaṇamātrasamartham leśarūpam, saṃvidrūpaṃyasya
tādr̥śāt.

* 번역_ 오직 그만큼만 [한정된 의식으로 이루어진 것, 즉] 단지 그 자신의
대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인 하찮은 것(leśa)의 형태를 취하는 의식으로
이루어진 것.=역주

=역주 : 역자는 원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사소할 뿐인 것이란 자신의
대상으로 간신히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사소한 형태, 즉 혹자에게 그와
같이(매우 사소한 형태로) 있는 의식의 형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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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은 항상 이미 확립되어 있
으므로(ādisiddha), 철학적 대론(vādin)에서는 어떠한 주창자도 대상의
존재를 확립하는(viṣayavyavasthāpana) 행위가 의식이라는 것을 명백
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우리가 이미]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식에 있는 것은 “신”(deva)이라는 말로 명시한 [자유, 즉] 이 [행위]
의 자유뿐이다. 그렇다면 [현상적 다양성의] 다른 원인을 찾으려는 이
사악한 열정(vyasanitā)의 주안점은 무엇인가?

꿈 모형에 따르면, 세계를 구성하는 현상들의 다양성은, 의식으

로는 그 이상은 통제하지 못하는 잔여 흔적들의 기계적 작용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인 방식으로, 재인식론 철학

자들에게는 세계의 다양성이 무의식적이고 비인격적인 기계적 작

용의 결과가 아니다. <463> 이 다양성에 유일한 원인이 되는 것은

의식의 자주적인 자유(svātantrya) 또는 의식의 자유의지(icchā)이

다. 이는 추측하건대 요기가 어떠한 외적 원인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 창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Ab

hinavagupta에 따르면, 의식을 명시하기 위해 불변화사 eva와 결

부된 “신”(deva)이라는 말을 선택하여 본질적이고 자명한 의식의

자유를 나타낸다. Utpaladeva는 그 불변화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은 “오직” 의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Trika에서 전통

적인 의미론적 분석에 따르면73), deva라는 말은 “지배하길 원하

는”(vijigīṣate)74) 자뿐만 아니라 “노는”(krīḍati)75) 자를 의미하므

73) See Kahrs 1998, 70.
74) See TĀV, I, 145: dīvyati vijigīṣata iti devaḥ. “신(deva)은 ‘지배하길
바라는’(dīvyati=vijigīṣate)” 자이다.”=역주

=역주 : “놀다(√div), 즉 정복하고자 한다(vi-√ji, Desid.)는 것이 신이다.”
75) See TĀV, I, 144: krīḍeti dīvyati [corr. Isaacson, cf. Kahrs 1998, 70, n.
43: devyati KSTS] krīḍatīti devaḥ. “신(deva)은 노는(dīvyati=krīḍati)
자이기 때문에 [Abhinavagupta는 그의] ‘놀이’(krīḍā)를 [언급한다.]”=역주

=역주 : 전거에 따른 온전한 문장은 “놀이(krīḍā)란 논다(√div)는 것을
의미하고, 논다(√krīḍ)는 것은 신을 의미한다.”(krīḍeti dīvyati krīḍatīti
devaḥ.)
deva라는 말은 이처럼 어근 div(놀다)의 변형으로 분석된다.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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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자유를 나타낸다.76) 그래서 Abhinagupt

a는 “오직 의식으로 이루어진 신”이라고 말한 것은 자유와 의식은

하나이자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

리고 그는 deva라는 말에 대한 그 의미론적 분석을 이와 같이 암

시함으로써, Utpaladeva가 이해한 자유를 지나가는 말로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Utpaladeva가 이해한 자유란 뭔가 외적인 실체를 여

전히 지향한 어떤 내적 결핍이나 필요조차도 아닌, 어떠한 외적

원인이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는 일이 없이, 완전히 자발적인 방식

으로 창조하는 능력이다. 왜냐하면 놀기(krīḍā)야말로 그 자체 외

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완전히 자발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77)

Bhāskarī, I, 229: devo hi krīḍāśīla ucyate krīḍaiva ca svātantryam.
“왜냐하면 놀기(krīḍā)를 자신의 타고난 활동으로 가진 자가 신으로
불리며, 자유란 놀기일 뿐이기 때문이다.”

76) deva라는 용어에 대한 TĀ 1, 101의 유명한 의미론적 분석(nirvacana)을
참조: heyopādeyakathāvirahe svānandaghanatayocchalanam / krīḍā
sarvotkarṣeṇa vartanecchā tathā svatantratvam //

* 번역_ [deva는 놀기 때문에 그의 활동은 추측하건대,] 회피하거나
추구해야 할 것에 관한 허구(꾸며낸 이야기)가 전혀 없을 때, 제 자신의
환희, [즉] 놀이(krīḍā)가 완전한 밀집으로서 분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지배하길 원하기’(dīvyati=vijigīṣate)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지배에 진력하면서 존재하려는 의지를 [가지며,] 이리하여
자유를 [갖는다.]=역주

=역주 : 역자는 원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놀이는 모든 쾌락으로써
살게 하려는 욕구로서, 거부하거나 선택해야 할 이야기가 없을 때,
자신의 환희나 밀집성으로써 터트리는 자유(자유의지)와 같은 것이다.”

77) Cf. Bhāskarī, I, 229: ata eva yadi kaścid bruyāt kim arthaṃ
bhāvanirmāṇa īśvaraḥ pravr̥tta iti tasyānenaiva mukhamudrā jāyate.
na hi krīḍāśīlasya paryanuyogyogo yuktaḥ.

* 번역_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혹자가 “신은 왜 물질적 실체의 창조를
착수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는 바로 이 [진술 =역주:deva의 의미를
설명하는 Utpaladeva의 진술]로 인해 부득이 침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의문은 타고난 활동이 놀기(krīḍā)인 혹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Jayaratha는 TĀ 1, 101에 대해 주석하면서(앞의 각주 76 참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TĀV, 144). 신이란 “[추측하건대] 회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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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이 자유는 Abhinavagupta가 Vivr̥tivimarśinī에서 이전의 어떤

게송을 주석하면서 이미 다음과 같이 지적했듯이, 관념론에서 식

론과 재인식론을 구분하는 핵심이 된다.

etac ca sākārakṣaṇikajñānasantānanaye vakṣyamāṇanītyā
vāsanāsamarthanānirvahaṇād anupapannaṃ

추구해야 할 것에 관한 허구(꾸며낸 이야기)가 전혀 없을
때”(heyopādeyakathāvirahe =역주: “거부하거나 선택해야 할 이야기가
없을 때”) 분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놀이(krīḍā)는 오직 [분출,
즉] Śiva[의 존재론적 범주]로부터 대지[의 그것]에 이르기까지 세계
전체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빛을 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śivādikṣityantāśeṣaviśvātmanollāsanam evāsya krīḍā)=역주

그러나 또한 “그가 관련되어 있는 한, 동기(nimitta)는 놀이(krīḍā) 그
이상의 어떤 것은 아니고, [Abhinavagupta가] heya로 시작하는
것(구절)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것(=놀이)이기 때문이다.(na cātra
krīḍātiriktaṃ nimittam ity āha heyetyādinā) 의식의 창조란 이와 같이
그 자신의 충족을 더없는 기쁨으로 자각하는 의식의 산물일 뿐이다.

=역주 : śiva-ādi-kṣity-anta-aśeṣa-viśva-ātmanā ullāsanam eva asya
krīḍā. “쉬바로부터 대지에 이르기까지 남김 없는 모든 것의 본질로서
방출하는 행위야말로 그의 놀이이다.”

* 원문_ Cf. ibid., 144-5: na hi kiṃcid upādātuṃ hātuṃ vā jagatsargādāv
īśvaraḥ pravartate, ata eva svānandaghanatvam evātra hetur upāttaḥ,
ata eva cāsya svatantratvam eva.

* 번역_ 세계의 방출에서 [실체성을 감추고 은총을 베풀면서 세계를
유지하고 파괴하는 다른 우주적 활동에서] 그러하듯이, 신은 어떤 것을
추구하거나 회피하는 일을 맡지 않는다. <464> 이 때문에
[Abhinavagupta는 복합어 svānandaghanatayā(=자신의 환희나
밀집성으로써)로] 이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다. 즉 그(신)는 그 자신의
환희를 갖춘 완전한 밀집이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는 절대적으로
자유롭다(svatantra).=역주

=역주 : 원문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실로 자재신은
세계의 창조 따위에서 어떠한 것이라도 취하거나 버리기 위해
착수하지는 않는다. 바로 이 때문에 여기(창조)서는 ‘자신의 환희나
밀집성’만이 원인으로 간주되며, 바로 이 때문에 그에게는
자유(자유의지)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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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vānubhavāntarmukhaikasvatantrasaṃviddarśane tūpapannam.78)

그런데 찰나적 인식들의 연속이 다양한 형상들을 취한다고 주장하
는 교의에서는, [우리가] 설명할 추론에 따르면, 훈습이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현상적 다양성이] 합리적으로
는 가능하지 않다. 반면에 모든 경험에서 내부로 방향을 돌린79) 의식
은 단일하고 자유롭다(svatantra)[고 주장하]는 교의에서는 그것(=훈습
이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가능하다.

7. 지각 또는 자유의 수동성

물론 이것은 고도로 역설적인 진술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각

할 때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상과는

반대인 지각의 경우,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지각할지 선택하게 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생경

한 것으로 경험하는 어떤 것, 자신의 존재를 강요하는 어떤 것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Abhinavagupta는 어떻게 의식이, [=현재

우리에게] 지각된 세계를 오직 자기인식(svasaṃvedana)을 통해서

입증되는 가장 즉각적인 경험으로서 자유롭게 창조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이유는 자유와 수동성에 대한 재인식론 철학자들의

이해, 즉 우리는 우리가 수동적임을 동의하는 한에서만 수동성을

경험한다는 믿음에 있다. 예컨대 극장의 관객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은 허구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극

중에서 살해당하려 하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무대로 뛰어오르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슬픔을 겪는 것으로 상상될 때는

그의 슬픔을 맛보고, 그가 모든 장애를 극복할 때는 안도하는 등

78) ĪPVV, II, 80-81.
79) 즉, 그것(=의식)은 바깥으로 외적 대상으로 방향을 돌린 것처럼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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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역의 모든 감정을 경험한다. 그래서 관객들은 연극에 속지

만, 이는 오직 그들이 기꺼이 속고자 하기 때문이며, 그 속에서 즐

거움을 취하기 때문이다. Utpaladeva와 Abhinavagupta에 따르면,

이와 똑같은 식으로 우리는 스스로 구속되기를 동의한다는 단순

한 이유 때문에 윤회(saṃsāra) 속에서 우리의 존재로 구속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외적 세계에 추구하거나 회피해야 할 대상들

이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서 무한하고 전능한 의식

은 자신이 구속되어 있다고 믿기를 선택하기 때문이다.80)

<465>

그러므로 재인식론 철학자들은 지각이 사실은 수동적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노력한다. 예컨대 한 유명한 게송(kāri

kā I, 5, 11)에서, Utpaladeva는 지각된 대상들에 대한 의식을 포

함하여 의식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그 본질은, 다른 실체들을 반영

할 수 있는 무감각의 실체(jaḍa)들로부터 그것(=의식)을 구분하는

능동적인 “파악”, 즉 “체득”(vimarśa =숙고)이라고 진술한다.81) 청

색 쪼가리를 현현시키는 거울은 그 현현을 어떠한 처방으로도 의

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반면, 의식하는 주체는 그 청색 쪼가

리를 보자마자 이것을 알아차리고 있음을 즉각 알아차린다. 의식

은 이와 같이 수동적으로 사물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

을 현현시키는 그대로를 능동적으로 알아차리게 된다는 점에서

거울과는 다르다.82) 이는 의식이 본질적으로 행위임을 의미한다.

80) 재인식론에서는 매우 중대한 관념, 즉 의식은 어떤 종류의 우주적
공연(nāṭya =무용)에서 그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에 단지 장난삼아 속는
척할 뿐이라는 관념에 대해서는 Ratié 2009, n. 42에서 인용에서 번역한
ĪPVV, III, 244 참조.

81) svabhāvam avabhāsasya vimarśaṃvidur anyathā /
prakāśo’rthoparakto’pi sphaṭikādijaḍopamaḥ // “[현자는] 현현의 본성이
파악(vimarśa)이라고 안다. 그렇지 않으면 현현시키는 의식은(prakāśa)은
다른 대상들로 착색된 채, 수정[이나 반사하는 다른 어떤 대상]과 같은
무감각의 실체(jaḍa)와 유사하게 될 것이다.” See e.g. Alper 1987,
Torella 1994, xxiv-xxv, Ratié 2006, 87, n. 138, Ratié 2007, 339-40, n.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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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는 우리에게 친숙한 지각 경험, 즉 외적인 어떤 대상과 수

동적으로 조우하는 지각의 경험과는 상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래서 Abhinavagupta는 kārikā I, 5, 11에 대한 자신의 설명에 다

음과 같이 덧붙인다.

sarvaṃ tu vastuto vimarśātmakapramātr̥
svabhāvatādātmyāhaṃparāmarśaviśrānter ajaḍam eva
pūrvāparakoṭyoḥ. yad uktam: idam ity asya vicchinnavimarśasya kr̥
tārthatā / yā svasvarūpe viśrāntir vimarśaḥ so’ham ity ayam // iti.
madhyāvasthaiva tv idantāvimr̥śyamānapūrvāparakoṭir vimūḍhānāṃ
māyāpadaṃ saṃsāra iti vimarśa eva pradhānaṃ bhagavata iti
sthitam.83)

그러나 실제로는 [지각의] 바로 그 시작과 끝(pūrvāparakoṭi =시작

82) Cf. ĪPV, I, 198-9: aham evaṃ prakāśātmā prakāśa iti hi vimarśodaye
svasaṃvid(n.Acc) eva pramātr̥prameyapramāṇādi(n.Acc) caritārtham
abhimanyate na tv atiriktaṃ kāṇkṣati, sphaṭikādi(n.Nom) hi
gr̥hītapratibimbam api tathābhāvena siddhau pramātrantaram apekṣata
iti nirvimarśatvāj jaḍam.

* 번역_ 왜냐하면(=참으로) “현현시키는 의식(prakāśa)으로 이루어진 나는
이렇게 현현한다.”[라는 형태로] 파악(vimarśa)이 발생할 때, 이 파악은
인식 주체(pramātr̥), 인식 대상(prameya), 인식 수단(pramāṇa), [인식
결과](pramiti)가 그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자의식(svasaṃvit)일 뿐이며, 이것(자의식)에는 이 밖의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않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수정이
영상(pratibimba)을 받아들이더라도 [=? 다른 어떤 것을 반영하는
수정처럼]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증할 다른 인식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수정)은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므로
무감각한(jaḍa) 것이다.=역주

=역주 : 역자는 원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참으로 ‘나는 이와 같이
현현의 본질로서 현현한다.’라고 하는 인식(vimarśa)이 발생할 때, [이
인식은] 자의식(svasaṃvid)일 뿐인 인식 주체, 인식 대상, 인식 수단
따위가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밖의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다. 참으로 수정 따위는 영상을 취하더라도 [그 영상의 실물을]
있는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식 주체가 필요하며, 따라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무감각한 것이다.”

83) ĪPV, I,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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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끝의 경계)에서 모든 것은 완전히 저절로 발생한다(ajaḍa)84). 왜냐
하면 [그때 모든 것은] “나”라는 형태의 파악(parāmarśa =성찰)에서,
[다시 말해서] 파악(vimarśa) 속에 [확실하게] 존재하는 인식 주체의
본성[과 대상과의] 동일성(tādātmya)을 [파악한 상태에서] 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Utpaladeva는 Ajaḍapramātr ̥siddhi, 15에서] 다음
과 같이 진술했다. “[인식 주체와는] 다른 ‘이것’이라는 형태로 [대상
을] 파악하는 완성된 상태(kr̥tārthatā)이자 [=다른 한편으로] 제 자신의
본성에서 쉬고 있는 [완성 상태는] ‘이것은 나’라는 형태로 [주체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466> 객체성[의 구성 요소가 되는]
중간 상태(madhyāvasthā)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리석은(vimūḍha)
자들에게 māyā의 영역, 즉 윤회(saṃsāra)를 [형성하는] 바로 그 시작
과 끝(pūrvāparakoṭi =시작과 끝의 경계)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신의 본질은 바로 그 파악이라는 것이 확증된다.

Abhinavagupta에 따르면 지각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바로 그것

의 시작과 끝에서, 말하자면 그것의 “경계”에서는 완전히 저절로

발생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소멸하는 두 찰나들 사이

의 중간 상태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간 상태에

서 우리는 현현된 대상을 “나”가 아니라, 주관(인식 주체)의 외적

실체로서 주관과는 다르고 무감각한(jaḍa) “이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의식인 한, 그래서 의식에 영향

을 주는 대상과 직면하여 의식을 수동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한,

자력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현현된 대상을 이해한 상태)는 알고자 하는 욕구(icchā)의

상태에 후속하며, 제 자신의 인식을 자각하는 것으로 끝난다.85)

84) jaḍa라는 말은 “무감각”과 “무기력”을 모두 의미하는데, 재인식론
철학자들은 이러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노는 것으로 감각이 알아차리는
행위를 수반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85) Cf. Bhāskarī, I, 243: pūrvāparakoṭyoḥ -- grahaṇecchāsamaye
grahaṇānantaraṃ ca, ajaḍatvam eva. “바로 그 시작과
끝(pūrvāparakoṭi) =시작과 끝의 경계), [즉]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icchā)의 순간, 그리고 이해 직후의 순간에는 완전한
자발성(ajaḍatva)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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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과정의 이러한 세 단계는 서로 그렇게 신속하고 그렇게 연

속적으로 진행된다. 왜냐하면 그 단계들은 평소에는 우리에게 그

처음과 마지막의 경계가 인지되지 않은 채로 있는 단일한 실체가

전개되는 국면이 되기 때문이다.86) 그렇지만 이러한 처음과 마지

막의 단계에서 의식은 절대적 자유로서의 그 자신에 대한 자각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즉 대상은 주관의 형상으로서 파악되고, 주관

은 무제한의 창조적 의지로서 파악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신이 가진 지각의 자유를 인지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두 가지 다른 상태를 무시하고, 지각의 본질인 것과

는 거리가 동떨어진 주관와 객관 사이의 차이가 “마을로 가는 도

중에 [나그네가 잠시 쉬는] 나무의 밑동에 비교할 만한” 단계 또

는 휴식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고서, 완전히 객체화된 중간 단계

의 인식 상태에 대한 매력에 빠져들기를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이

다.87) 그러나 <467> 이러한 경계에 집중해내는 자는 절대 의식과

86) 인식 행위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물론 인식이 저마다 절대적 찰나성을
가진다는 식론의 원리와는 양립할 수 없으며, 다른 시간 개념을
수반한다.

87) See ĪPV, I, 221-2 (여기서 Abhinavagupta는 다시 APS, 15를
언급한다.): etad uktaṃ bhavati: parāmarśo nāma viśrāntisthānaṃ tac
ca pāryantikam eva pāramārthikaṃ tac cāham ity evaṃrūpam eva.
madhyaviśrāntipadaṃ tu yad vr̥kṣamūlasthānīyaṃ grāmagamane
tadapekṣayā sr̥ṣṭatvam ucyata iti ko virodhaḥ? anena nīlāder apīdaṃ
nīlam iti madhyaparāmarśe’pi mūlaparāmarśe’ham ity eva viśrānter
ātmamayatvam upapāditam eva. nīlam idam vedmīty api hy ahaṃ
prakāśa itīyat tattvam, yathoktam idam ity asyety ādi. mūḍhas tu
nīlādivimarśād evārthakriyādiparitoṣābhimānīti nīlādeḥ
svātantryanirmuktatvam uktam.
* 번역_ 여기서 [Utpaladeva가 말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파악(parāmarśa)이라고 말하는 것은 휴식처이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
의미(pāramārthika)에서 실재하는 최종 [휴식처]일 뿐이며, 이 [파악]은
‘나’를 그 자체의 유일한 형태로 갖는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것은]
마을로 가는 도중에 [나그네가 잠시 쉬는] 나무의 밑동에 비교할 만한
중간의(madhya) 휴식처와 관련하여 ‘창조된 것’[즉, 객체적인 것]으로
불린다. 그러므로 거기에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있겠는가?(=모순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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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전한 일체감을 성취할 수 있다. 여기서 Utpaladeva와 Abhin

avagupta가 사용한 전거들은 더 이상 불교의 것이 아니라, 쉬바파

의 것임이 분명하다. 예컨대 Somānanda의 Śivadr ̥ṣṭi(그리고 이에
대한 Utpaladeva의 주석88))에서 인식의 경계에 대한 이러한 분석

수 없다.) 이리하여 청색과 같은 [대상들]도 ‘이것은 파랗다.’라는 중간
단계의 파악(madhyaparāmarśa)에서도 자아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를 그 자체의 유일한 형태로 갖는 본래의
파악(mūlaparāmarśa)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역주: 이리하여 청색과 같은
[대상들]도 ‘이것은 파랗다.’라는 중간 단계의 파악에서도 ‘나는’
그렇다는 것일 뿐이며, 본래의 파악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아로 이루어진
것임이 입증된다.) 왜냐하면 ‘나는 청색을 안다’[라는 경험]의
본성마저도 오직 이것(=자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467> 즉
[Utpaladeva가] “idam ity asya”(=[인식 주체와는] 다른 ‘이것’이라는
형태로)로 시작하는 [APS, 15에서] 말했듯이, “나는 내 자신을
[청색으로] 현현시킨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mūḍha)는 효능(arthakriyā
=효과적 작용)의 관점에서, 예를 들어 청색 따위와 같은 [대상의]
파악만으로 자신이 충족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들에는] 자유(svātantrya)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경험하는 주체는 특정한 대상(예컨대 자신의 몸)과 잘못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이 시간과 공간으로 한정된 특정한 실체라고 믿는
한에서만 개성을 획득한다. 어떤 욕구들은 이러한 한정으로부터
발생하며, 그러한 욕구들을 만족시키는 데는 중간 단계로 충분하기
때문에, 인식이 시작하고 끝나는 경계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nādriyate).

* 원문_ Cf. ĪPVV, II, 216: pramātā ghaṭādyarthakriyām arthayamānas
tāṃ bhinnaparāmarśasaṃpādyām evābhimanyata iti pāryantikam
ahantāparāmarśam adasīyaṃ nādriyate.

* 번역_ 인식 주체는 항아리와 같은 [대상의] 효능을 바라면서 [인식
주체와는] 다른 것을 파악(parāmarśa)함으로써만 이 [효능]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는 나로서의 마지막
파악(ahantāparāmarśa)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88) See ŚD, I, 5-6ab: na paraṃ tadavasthāyāṃ vyavasthaiṣā vyavasthitā /
yāvat samagrajñānāgrajñātr̥sparśadaśāsv api // sthitaiva lakṣyate sā
ca tadviśrāntyā tathā phale //

* 번역_ [절대 의식의] 존재는 [일상 존재를 초월한] 상태에서 확립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어떤 인식의 첫 순간(agra)에 인식하는 주체와 접촉하는
이러한 상태들에서도 그것은 현전해 있는 것으로 경험된다. 그리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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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은 확실히 Krama 전통에 속한다.89)

그와 같이 [인식 행위의] 결과(phala)에서 그것은 그(=결과?) 속에서
쉬기 때문에 [경험된다].=역주

=역주 : 역자는 원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일상 존재를 초월한] 그
상태에서는 확고한 기반(절대 의식?)인 이것이 확립될 뿐만 아니라, 각
인식의 처음마다 인식자가 접촉하는 상태들에서도 바로 그렇게
지속하는 것으로 지각된다. 그리고 그것(확고한 기반)은 그것(초월
상태? 결과?)에서 휴식함으로써 결과에서도 그와 같이 [지각된다.]”
Cf. ŚDV, p. 8. 여기서 Utpaladeva는 자신의 ĪPK에서 ŚD의 이러한
견지를 통합했음을 강조한다.

* 원문_ sarvavikalpādijñānānām agrata utpitsāvasthāyāṃ
jñānajñeyānāvilajñātr̥svarūpasaṃsparśo’ vaśyaṃbhāvīti tadavasthāsv
api paravyavavasthā.

* 번역_ 최상자(=쉬바로서의 절대 의식?)는 [인식하는 주체와 접촉한]
이러한 상태에서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발생하고자 하는 그 상태에서
모든 인식, [즉] 개념 따위가 시작될 바로 그때(agrataḥ), 인식과 그
대상으로 물든 적이 없는 주체의 본성과는 반드시 접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역주: 순수한 인식의 주체가 최상자로서 항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촉이 가능하다.)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의식은 인식이 완성되는 순간에 그 자신이
절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알아채게 된다.

* 원문_ See ibid., 8-9: athavā yathā samagrajñānānām ārambhe, tathā
phale parisamāptau tatraiva viśrāntyā. tadviśrāntiṃ vinārtho jñāta eva
na bhavati. samagratvam anekaprakāratvena jñānānāṃ
madhyadaśāyām eva pratyagātmatvena. pūrvāparakoṭyos tv
ekaviśuddhaśivataiva sarveṣām. etac ceśvarapratyabhijñāyāṃ
parīkṣyam.

* 번역_ 혹은 바로 그처럼, 모든 인식의 첫 순간에 [절대적 자유를
경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결과”(phala), [즉 인식이]
완성(parisamāpti)되는 바로 그 순간에, [그(=완성?) 속에서의]
휴식(viśrānti) 덕분에 [그것(=절대적 자유?)은 경험되고,] 이러한 휴식이
없이는 대상은 전혀 인식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인식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오직 중간 단계의 상태에서 개별적
주관(pratyagātman =個我)의 형태로 존재한다. 반면에 [인식 행위의]
처음과 마지막의 경계에서 이 모든 [인식]은 하나이자 절대적으로
순수한 Śiva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Īśvarapratyabhijñā에서
검토된 바 있다.

89) Krama에서 이 경계(koṭi) 교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Sanders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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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paladeva와 Abhinavagupta는 이와 같이 식론자의 어떤 논거

들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468>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면서도

또한 끊임없이 버리는 절대적 자유를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Śaiva

집단에서 개발한 어떤 방법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관념

론을 확립한다. 그들은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그 자유에 주의

를 기울이라고 권유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상황이란 뜻밖에

또는 극도로 감정적인 사건과 노골적으로 직면한 경험상의 주체

가 상반하는 것(주체와 객체, 나와 타인 따위의 상반)들에 대한

의식을 순간적으로 상실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흔히 그 상반하는

것들로 자신의 세계를 조작하는데, 강렬한 기쁨, 공포, 극도의 흥

분에 싸이거나 이 밖에도 평이하게 완수해야 할 어떤 긴급 임무

를 망각했다는 생각으로 갑자기 “충격”을 받을 때, 그 상반하는

것들은 해소되고 Somānanda가 말하는 “모든 능력의 미세한 진

동”90)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 자유의 경험은 Utpaladeva가 다음과

참조. Sanderson은 Krama 주석을 충분히 설명하면서(pp. 260-370), 예를
들어(p. 277) Svabodhodayamañjarī의 목적이 “인식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관찰함으로써”(cf. ibid., 279) 해탈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90) See ŚD, I, 9-11ab(ĪPVV, II, 170에서 인용): sā ca dr̥śyā hr̥duddeśe
kāryasmaraṇakālataḥ / praharṣāvedasamaye darasaṃdarśanakṣaṇe //
anālocanato dr̥ṣṭe visargaprasarāspade / visargoktiprasaṅge ca vācane
dhāvane tathā // eteṣv eva prasaṅgeṣu sarvaśaktivilolatā /

* 번역_ 그런데 이 [주체와 객체의 통일]은 모든 능력의 미세한
진동(sarvaśaktivilolatā)이 있는 이 모든 경우, 즉 어떤 임무를 [갑자기]
상기할 때, 큰 기쁨[을 일으키는]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공포를
[일으키는 어떤 것을] 볼 때, 뜻밖의 어떤 것을 볼 때, 사정(射精)할 때,
visarga(=최종 기음)를 발성할 때, 또한 암송하거나 달릴 때, 마음의
영역에서 경험될 수 있다.
이 게송에 대한 Utpaladeva의 설명이 그 자신의 Vivr ̥ti에는 유실되어
있는데, ĪPVV, II, 169-70에서 Abhinavagupta는 그 설명을 요약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순간들마다 우리는 대상들과 의식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체험은 너무
빠르게 사라지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것이
발생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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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정형화한 또 다른 논거를 통해서도 밝혀진다.

<469>

* 원문_ ĪPVV, II, 169-70: abhinnasya
pramātr̥prameyarūpasyānunmiṣitavibhāgasyāpi yadi vastutaḥ prakāśo
na syāt, tat tvaritaṃlipipāṭhe vegasaraṇe tvaritābhidhāne ca rekhāto
rekhāntaraṃ deśād deśāntaraṃ sthānakaraṇādeḥ sthānakaraṇāntaraṃ
ca gacchatas tāṃs tāṃs tyaktavyān grahītavyāṃś ca bhāgānn
aparāmr̥śatas tayoś ca tyāgopādānayoḥ kartāram avimr̥śatas tāni
vicitrāṇi tyāgopādānāni kathaṃ bhaveyuḥ parāmarśapūrvakatvenaiṣāṃ
dr̥ṣṭatvāt? tad imāni bhavanti svakāraṇaṃ parāmarśam anumāpayanti.
na cāsau bhedenaiva parāmarśa eṣām iti. bhedena hi parāmarśe
vācikamānasaparispandaparamparāto’bhilāpasaṃketasmaraṇaprabandha
sadbhāve tvaritataiva na nirvahet.

* 번역_ 아직 구분되지 않은 상태의 인식 주체(pramātr̥)와 인식
대상(prameya)으로 이루어진 것을 현현시키는 의식(prakāśa)이 사실상
없다면, [다시 말해서 주제와 객체 사이의] 차별이 아직 전개되어 있지
않은 그것(=의식)의 [현현이 없다면,] 한 글자에서 다른 글자로 서둘러서
책을 읽을 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정신없이 달리고 있을 때, 혹은
분절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음소들을] 빠르게 발음할 때,
방치하고 충당하는 [이 모든] 행위의 [연속적인] 대상들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aparāmr̥śataḥ) 그렇게
나아가는 혹자에게, 그리고 방치하고 충당하는 이러한 행위의
주체(kartr̥)[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는(avimr̥śataḥ) 혹자에게,
방치하고 충당하는 이러한 다양한 행위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겠는가? 그것(=행위)들에 앞서 파악(parāmarśa)이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행위들이] 발생하고 나면, 그것(=행위)들은 우리로 하여금
파악(parāmarśa)을 그것들의 원인으로 추론하게 한다(anumāpayanti).
그런데 이들 [상이한 행위들]에 대한 파악은 서로 방식을 달리하여
발생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말이 함축하는 의미론적] 관습에 대한
기억과 말이 연속[을 이루고 있을] 경우, 일련의 [다양한] 언어적 정신적
활동[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방식을 달리하여 파악이
발생할 때는 [그 행위들에 수반된] 신속성(tvaritat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ĪPK I, 5, 19에 대한 Abhinavagupta의 주석(ĪPV, I, 229;
see Ratié 2006, 75-6)과 상당히 현저한 유사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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ātmānam ata evāyaṃ jñeyīkuryāt pr̥thaksthiti / jñeyaṃna tu
tadaunmukhyāt khaṇḍyetāsya svatantratā //91)

바로 이런 이유로 [의식은] 자신을 인식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하지
만(ātmānam ··· jñeyīkuryā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대상은 별개
의 존재를 갖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상]에 관한 [의식의] 지
향성(aunmukhya) 때문에 [의식의] 자유(svatantratā)는 괴멸될 것이
다.

이 게송은 재인식 관념론의 근본 원리를 진술한다. 그것은 식론

자들이 그렇듯이, 인식의 대상(jñeya)은 의식의 형상이라고 말하

거나 의식의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나

아가 의식이 그 자신을 인식의 대상으로 만든다고 말한다.92) 즉

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자각은, 의식이 그 자신에 대하여 자유롭게

행위하여 그 자신을 대상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93) 그래서 A

bhinavagupta에 따르면, 이 게송은 관념론을 위한 “추가 논거”가

91) ĪPK I, 5, 15.
92) 여기서 cvi 형태(jñeyīkr̥-)는=역주 특별히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분명히
의식의 역성동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역주 : cvi는 Pāṇini가 구사하는 문법 용어, 즉 anubandha(표지소리)인데,
저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특별히 의미심장하다”고 말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역자가 이해하기로 저자는 ‘cvi 형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한 듯하다. cvi는 이차 접미사(Taddhita) v를 가리키고, 이 v는
vat처럼 소유를 의미하는 접미사이다. 그런데 jñeyīkr는 jñeyin와 √kr의
결합이고, 이 경우 jñeyin의 in은 vat처럼 소유를 의미하므로 jñeyīkr의
jñeyī는 cvi가 된다. Pāṇini의 규정에 따르면 cvi는 √kṛ, √bhū, √as와
결합한다(Pāṇini, 5.4.50).

93) 의식이 자신을 대상으로 만들면서 “비대상”(ajñeya)으로 존속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의식은 놀이 삼아 대상이 될 뿐이다.

* 원문_ Cf. Bhāskarī, I, 268: jñeyīkaroti -- ajñeyaṃsat svayaṃ
svaśaktyāsvādānarūpakrīḍārthaṃ jñeyatayā bhāsayati.

* 번역_ ‘[의식은] 자신을 인식의 대상으로 만든다.’(jñeyīkaroti) 즉, 의식은
대상이 아니지만 제 자신의 능력(śakti)을 즐기는(āsvādāna) 데 필요한
장난치는 활동으로서 놀이(krīḍārtham)[의 재미]를 위해, 그 자신을
대상인 것으로 드러내 보인다.



꿈꾸는 자와 요가 수행자: 불교와 쉬바파의 관념론적 상관성 ∙ 255

된다.94) 이 논거는 바로 그렇게 의식의 자유를 수반하기 때문에

식론과는 무관하다.

이 새로운 논거는 서양의 현상학에서 지향성으로 부르는 의식

의 특징에 의존해 있다. 이 경우의 지향성은 의식이란 순수하고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어떤 무엇에 대한 의식이라는 사실을 가리

킨다.95) 의식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떤 무엇으로 전향하

거나 직향하는 방식을 Utpaladeva와 Abhinavagupta는 aunmukhy

a라는 말로 명시한다.96) 그러나 Abhinavagupta가 주목하듯이, 오

직 자기인식(svasaṃvedana)97)을 통해 알려지기 때문에 따로 증

명할 필요가 없는 이 지향성의 경험은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경

험으로서, 의식은 항상 모종의 다른 것과 마주친다는 사실을 경험

하는 것이다. <470> 즉 의식은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족하지

않고 활짝 열린 채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타자 쪽으로 끊임없이

94) ĪPV, I, 214-5: nanv eṣaiva kutaḥ saṃbhāvanātmānaṃ jñeyīkarotīti?
āha: pr̥thak prakāśād bahirbhūtā sthitir yasya tādr̥g jñeyaṃnaiva
bhavati. tur avadhāraṇe. tatra coktā yuktayaḥ. abhyuccayayuktim apy
āha.

* 번역_ 그러나 [의식이] 그 자신을 인식의 대상으로 만든다고 하는 이
전제가 어디서 유래하는가? [Utpaladeva는 그 게송에서] ‘별개의 존재’
[즉] 현현시키는 의식 외부의 [존재]를 소유할 그러한 인식
대상(jñeya)은 절대 없다고 답한다. (=역주: 인식의 외부에는 인식 대상이
결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런 대상은 인식 자체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tu)라는 말은 제한 조건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Utpaladeva는] 이 점을 증명하는 논거를 [이미] 진술했지만, 여기서는
추가 논거(abhyuccayayukti)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95) 이에 대한 정의는 Cf. Husserl 1913, § 84.
96) Dreyfus (2007, 96)는 Dharmakīrti의 사상에 나타난
지향성(intentionality)을 논하면서, “이 용어는 서양에서 유래하며 인도의
맥락에서는 직접 번역할 말이 없다.”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지향성과
aunmukhya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맥락에는 각각의 문화적 역사적
심연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나는 재인식론
철학자들이 사용한 aunmukhya가 이의 번역어로서 지향성이라는 서양의
개념과 함께 통용되기에는 충분하다고 믿는다.

97) 다음에 인용할 ĪPV, I, 2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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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돌린다.98) 산스크리트로 aunmukhya라는 말이 전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지향성에서 경험된 대상을 이렇게 초월하는 것이

다. 그 추상명사는 “얼굴을 위로 향한”이라는 축어적 의미를 가진

형용사 unmukha에서 형성된 것이다. 의식이 unmukha가 된다는

것은 위에 있거나 초월해 있는 대상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는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향성은 의식의 근본적인 타율성, 즉 의

식은 자신이 끊임없이 지향하는 그 타자에 의존한다는 사실에99)

위배된 것처럼 보인다. 요컨대 예를 들어 Sartre는 [=역주: 대상의

독자적 존재성을 인정하여] 지향성이 대상을 주체와는 독립적으

로 존재하는 실체로 즉각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그것(=지향성)에

“존재론적 증거”라는 지위를 부여했다.100)

그러나 Abhinavagupta는 kārikā I, 5, 15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지향성이라는 사실은 대상에 관한 의식의 타율성을

입증하는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대상에 관한 의식의 완전한

자율성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yadi vyatiriktaṃ jñeyaṃ syāt taj jñātr̥rūpasyātmano yad etaj
jñeyaviṣayam aunmukhyaṃ svasaṃvedanasiddhaṃ dr̥śyate, tan
nāsya syāt. tena vyatiriktaviṣayaunmukhyenānyādhīnatvaṃ nāma
pāratantryaṃ *asyānīyeta [J: asyānīyate KSTS, Bhāskarī, L, P, S1,

98) 이 같은 지향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Sartre 1947, “Une Idée
fondamentale de la phénoménologie de Husserl: l’intentionnalité” 참조.
여기서 Sartre는 “소화 철학”(philosophie digestive)을 Husserl의
현상학과 대조하는데, 전자는 의식이 소화하는 의식의 내용이
대상들이라고 설명하고, 후자는 타자를 향해 근본적으로 열려 있는 것이
의식이라고 설명한다.

99) 예컨대 aunmukhya는 흔히 ‘기대’로 번역된다.
100) See Sartre 1943, 28. 그러나 Sartre는 지향성이라는 개념이 정반대가

되는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비록 그가 이 가능성을
즉시 폐기하기는 하지만. ibid., 27)는 것을 인정한다. 그 정반대가 되는
이론은 Husserl의 “초월적 관념론”과 기초 지향성이라는 상관 개념에서
발견할 수 있다(see Husserl 1913, §41). 재인식론 철학자들의 입장은
필요한 부분만 약간 수정하면, 이 후자의 입장에 훨씬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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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SOAS; p.n.p. D]. pāratantryaṃ ca svātantryasya viruddham.
svātantryam eva cānanyamukhaprekṣitvalakṣaṇam ātmanaḥ
svarūpam iti vyatiriktonmukha ātmānātmaiva syāt. anātmā ca jaḍo
jñeyaṃ prati nonmukhībhavatīti prasaṅgaḥ. tataḥ
prasaṅgaviparyayād idam āyātam: avyatiriktonmukhaḥ svatantraḥ
sann ātmānam eva jñeyīkarotīti.101)

만약 인식의 대상이 [의식과는] 별개라면, 인식 대상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오직] 자기인식을 통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경험하는 인
식 주체인 자아의 지향성(aunmukhya)은 이 [자아]에 속할 수 없을 것
이다. [왜냐하면 자아와는] 다른 어떤 것을 목표로 삼는 이 지향성은
“타자 의존”(anyādhīnatva), [즉] 타율성(pāratantrya)으로 불리는 것을
그 [자아]에 부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율성은 자율성
(svātantrya)과 상반하며, 그것(=지향성)은 타자로부터는 기대가 없는
것(ananyamukhaprekṣitva)으로 특징이 부여되고 자아의 본성인 자율
성이다. 따라서 그것(=그 자신인 자아)과는 <471> 다른 [실체]로 방향
을 돌릴(unmukha) 자아는 결코 자아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자아가
아닌 것, [즉] 무감각인(jaḍa) 것은 [인식 대상이 의식과는 다르다면]
결과일 그러한 인식 대상을 지향하지 않는다(nonmukhībhavati). 그래
서 이 [원치 않는] 결과를 역전시키자면 그 결론은 이렇게 된다. 즉
[자아는] 자유로우면서(svatantra), [다시 말해서 그것(=자아)과는] 다
른 [실체]를 지향하지 않으면서 그 자신을 대상으로 만든다.

만약 대상이 의식과는 별개라면, 부정될 수 없는 바로 그 지향

성이라는 사실은 불가해한 것으로 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별개

이자 독자적인 실체로서 실재하는 타자를 지향하는 자아는 이 타

자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자유롭거나 자율적인(svatantra) 것이

아니라 타율적인(paratantra)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논거가 의식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한, 논증하고자

하는 문제(=역주: 의식과 대상의 동일성? 또는 의식의 자기인식?)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Abhinavagup

ta는 외적 대상을 지향하는 의식은 타율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진

101) ĪPV, I, 215.



258 ∙ 印度哲學 제45집

술하는 것으로 자족하지는 않고, 대상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주

체적인 자발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감각한 것(jaḍa)은 “방향

을 돌리지 않는다” 또는 “[대상을] 지향하지 않게 된다”(nonmukhī

bhavati)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러한 타율적인 실체는 지향성의

능력이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여기서 Abhinavagupta가 말

한 것은, 자신과는 실제로 다른 어떤 대상을 지향하는 의식은 영

원히 그 [=대상] 속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청색 쪼가리가 의

식과는 별개의 실체라면, 청색이라는 의식은 영원히 청색에 매달

려 다른 어떤 것을 지향하기 위해 그로부터 빠져 나오려 애쓸 수

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이보

다 더 중요하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이 의식과는 별개

라면] 자유롭거나 자발적인 의식이 전혀 의식답지 않게 될 것이라

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타자에 대한 외향성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자기만족의 정체성에 사로잡

혀 그 자신 이외의 어떤 것도 될 수 없고, 그러므로 어떤 것과도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채로 존속할 것이다. 지향성은 절대

적 자유, 즉 제 자신의 본성에 얽매여 있지 않는 자유,102) “단지

그 자신일 뿐임”(ātmamātratā)이 아닌 데서 존재하는 자유를 수

반한다.103) 그러나 이 <472> 자유는 결국 대상과 관련하여 완전한

102) Cf. ĪPV, II, 176-8에서 ĪPK II, 4, 19에 대한 Abhinavagupta의 주석(see
Ratié 2007, 352-3 n. 79, 그리고 353-4 n. 82): 모순 없는 정합의
원리가 충분히 적용되는 대상은 이에 대해 정의된 것으로
“한정된다”(pariniṣṭhita). 따라서 대상은 존재하길 그치지 않고서는
자신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반면에 의식은 있는 그대로 있기를
다소 그치더라도 자유롭게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것으로 드러낸다.
의식이 드러내는 객체적 현상이 (상상으로든 지각으로든)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여전히 의식이다.

103) Cf. ĪPV (I, 202) ad ĪPK I, 5, 12. 여기서 Abhinavagupta는
자아(ātman)의 자유를 바로 자신(ātman)뿐임이 아니게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 원문_ citikriyā ca citau kartr̥tā, svātantryaṃ
saṃyojanaviyojanānusaṃdhānādirūpam ātmamātratāyām eva jaḍav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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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의미한다. 만약 의식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대상이 실제로

는 의식을 초월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만 그 자신의 본성에 대

한 의식의 자유는 있음 직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

다. 의식이 지향하는 대로 그 자신을 드러내기를 선택하는 한, 거

기에는 지향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 의식이 대상을 지향하면서 지

향된 그 대상의 형태를 취한다면, 이 경우에만 지향하는 목표는

그와 같이 가능하다.104) 여기서 다시 그 논거는 의식에 대한 Śiva

aviśrāntatvam aparicchinnaprakāśasāratvam ananyamukhaprekṣitvam
iti. tad evānātmarūpāj jaḍāt saṃyojanaviyojanādisvātantryavikalād
vailakṣaṇyādāyīti.

* 번역_ 그런데 의식[인] 행위(citikriyā)는 의식에 대해서는
발동력(作因)이다. 말하자면 그것(=역주: citikriyā, 정신 작용, 의식 활동 →
지향성)은 결합, 분리, 합성 따위의 경우에 존재하는 자유이다. 그것은
무감각한 [실체](jaḍa)와는 반대로서, 자신이 자기 한정의 정체성에서
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고(ātmamātratāyām eva ··· aviśrāntatvam),
무한정으로 현현시키는 의식(prakāśa)을 자신의 본질로 갖는다는
사실이며, 타자로부터는 어떠한 기대도 없는
것(ananyamukhaprekṣitva)이다. 그것은 <472> [자아]와 무감각한
[실체]를 구분하게 해주는, 결합하고 분리하는 따위의 자유가 없으면
자아에도 없는 바로 이러한 [특성]이다.

104) Cf. ĪPVV, II, 207-08: yadi pr̥thaksthiti jñeyaṃ tadā tadaumukhye
paratantro’yam ity asvatantro’yam ity asvatantro jaḍo jaḍasya ca
kathaṃ jñeyaviṣayaṃ svātantryam iti prasaṅgaḥ. svasaṃvitsiddhaṃ
cedam asya. tato’yaṃ svātantryān na paronmukha ity ātmānam eva
viśvaṃ jñeyīkarotīti prasan.gaviparyayād iṣṭasiddhiḥ.

* 번역_ 만약 인식의 대상이 [주체와는] 다른 존재를 갖는다면, 그래서 이
[대상]을 [목표로 삼는 의식의] 지향성(aunmukhya)이 없다면, 그
[주체]는 ‘타율적’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그것은
자율적(svatantra)이지 않다. 그러나 자율적이지 않는 것은
무감각한(jaḍa) 것인데, 무감각한 [실체]가 어떻게 대상에 관한 어떤
자유(svātantrya)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만약 인식의 대상이
독립된 존재를 가질 경우에 귀결되는] 결과이다. 그런데 [대상에 관한
자아의] 이 [자유]는 [오직] 자기인식(svasaṃvit)에 의해서 확립된다.
따라서 그 [자아]는 자신의 자유(svātantrya) 덕분에 어떤 타자를
지향하지는 않기(paronmukha) 때문에, 그것은 그 자신[, 즉 존재의]
전체를 인식의 대상으로 만든다. [Utpaladeva는] 이와 같이 [원치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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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ṣṭi의 묘사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 논거가 거
기(=Śivadr ̥ṣṭi)서는 그처럼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Somānand
a는 의식이 다양한 현상을 인지하고자 하는 바로 그 시초를 “지

향성”(unmukhitā)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지향성은 대

상과 의식의 근본적인 동일성에 대한 자각을 수반하기 때문이

다.105)

<473>

결과를 역전시키는 것(prasaṅgaviparyaya)으로 자신의 명제를 논증했다.
105) See ŚD, I, 7cd-8(ĪPVV, II, 170에서 인용): yadā tu tasya

ciddharmavibhavāmodajr̥mbhayā //
vicitraracanānānākāryasr̥ṣṭipravartane / bhavaty unmukhitā cittā
secchāyāḥ prathamā tuṭiḥ //

* 번역_ 그러나 의식의 본성 [자체]인 이 [의식]의 주권(최상 능력)에 대한
기쁨이 펼쳐지기 때문에, 다양성(vicitraracanā)을 구성하는
다양한(nānā) 결과들을 창조하는 시초(pravartana)에, 거기에는 [역시]
의식(cittā)과의 동일성인 지향성(unmukhitā)이 있고, 이것이 곧
의지(icchā)의 최초 순간(tuṭi)이다.
Utpaladeva는 자신의 주석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 이 경험의
특성임을 강조한다(see ŚDV, p. 10). ŚDV, p. 10: sā tuṭiḥ
sūkṣmakālaparicchinna icchāprathamabhāgaḥ. “그것은 tuṭi, [즉] 욕구의
최초 부분으로서 미세한 순간(sūkṣmakāla)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 속에서 의식은 이미 지향적이지만, 이 외향성은 자신을 현현시키는
유희 방식일 뿐이라는 것도 역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의식은 외적
실체를 지향한 것처럼 자신을 나타내 보이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내향적(antarmukha)인 채로 존속하기 때문이다.

* 원문_ See ŚDV, p. 10: yadonmukhitonmukhavad ācaritā vastuto
dvitīyābhāvān nairapekṣyeṇāntarmukhitvāc cittā caitanyam eva.

* 번역_ 그 [순간]에는 혹자가 ‘자신의 얼굴을 위쪽으로 돌리는’(unmukha)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어떤 실체와는] 관계없이 행동한다는
사실인 지향성(unmukhitā)이 있다. 따라서 [의식의]
내향성(antarmukhitva) 때문에 거기에는 [의식이 실제로 지향할 수
있는] 제2의 [실체는] 없다. [이 지향성은] ‘의식(cittā)과의 동일성’이다.
[즉] 그것은 의식(caitanyam eva)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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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Utpaladeva와 Abhinavagupta가 식론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의심

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자파의 관념론을 수립하기 위해 식론으로

부터 차용한 논거들을 광범하게 사용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결코 감추려 애쓰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그들은 식론자들의 전

거들을 예사롭지 않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명시하고 인용함으로써,

식론자들의 논거들이 그들 자신의 학설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강조한다.

짐작컨대 이것은 자신들에게는 논적인 저명한 불교도의 명성을

전용하는 방식일 것이다.106)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서 그들은 또

한 식론자들의 영향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무심결에 받은 척하지

않고, 경쟁자들의 개념들을 전용한 데 대해 충분히 책임지려는 의

지를 드러낸다.107) 마지막으로,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이

106) See Torella 1994, p. xxii: 불교의 교의와 용어를 흡수한 것은
“동조하지 않았던 다수조차도 아마도 가장 존경하고 두려워했을 한
철학적 학파의 방식과 형태를 가장함으로써 그 자신의 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Utp.(=Utpaladeva)의 신중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107)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Torella의 진술(1992, 329)에 몇 마디
덧불일 필요가 있다. “불교 논리학자들의 교의들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이 미묘한 연극을 통해, 즉
그것(=불교 논리학자들의 교의)들을 한정하여 수용하고 순전히
도구적으로(또는 그럴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인식론의
대가들은 결국 그것들을 어느 정도 자기들의 궤도로 끌어들이게 된다.
이의 결과가 재인식론의 구조인 것 같다. 불교의 용어들은 발전을
예시하면서도 다수의 해결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어느 한도까지는 그
많은 문제점들을 다소 무심결에 불러일으킨다.” 이에 대해 내 생각을
말하자면(R. Torella는 나의 논문을 격려하는 동안 자신의 발언이 나의
이 관점과 전혀 불합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으며, 나의
관점에 동의했다.), 모든 철학적 학설들은 보다 낫기 위해 착수된
이전의 학설들에 대한 응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것들은 이미
구축된 것들과 대립하는 학설들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제안하는 해결책들을 결정하는 방식의 대부분은, 그 해결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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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자세는 그들이 자신들의 형이상학적 쌍둥이인 식설과 자파

의 학설 사이에 있는 진정한 경계를 부각시킬 수 있게 하기도 한

다. 즉, 두 학설은 대상들의 의식의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

념을 공유하지만, 현상적 다양성의 원인에 관해서는 의견을 전혀

달리한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두 관념론을 예증하기 위해 선택된

두 비유(식설에서는 ‘꿈꾸는 자’, 재인식론에서는 ‘창조하는 요기’)

사이의 대립으로 구체화된다. 식설에 의하면 이 다양성은, 무의식

적인 잔여 흔적이라는 비인격적 기제가 의식을 그와 같이 드러나

도록 결정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재인식론에 의하면, 그 다양

성은 놀기 좋아하고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의식의 자유, 즉 Utpala

deva와 Abhinavagupta가 어떠한 지각이든 이것의 핵심에서 들추

어내고자 노력하는 바로 그 자유 의지에서 기인한다. 혹자는 두

학설의 관념론적 친화성이 진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꽤 미세한 이

차이는 무시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인식론 철

학자들에 따르면, 이 차이는 아무리 미세할지라도 결정적인 것이

다. 왜냐하면 그것은 윤리적이고 존재론적인 구제론의 관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중대성을 갖기 때문이다.

<474>

예컨대 결코 잔여 흔적이라는 통제되지 않고 무의식적인 기제

의 결과가 아닌 saṃsāra(윤회)가 만약 의식의 자유의지로부터 발

앞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공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Dharmakīrti의 사상에 관해 Utpaladeva와 Abhinavagupta가 그토록
명시적이고 반복적으로 “한정하여 수용함”(그들이 “근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을” 만큼)을 선언한다는 바로 그 사실은, 그들이 이러한
결정을 매우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인정된) 결정을 재인식론에는 독창성이 없다는 징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즉 ĪPK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완벽하게
예증한다. 철학적 학설의 독창성은, 다른 학설들로부터 차용하여
이질적인 다양한 개념들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일원화된 사상으로
통합하도록 그것들을 변형시킬 수 있을 정도인 그만큼의 희귀성에
있지 않다.(=역주: “희귀성에 있지 않다”는 “희귀성에 있다”의 착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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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여 [=의식] 그 자체를 우롱한다면, 의식은 항상 구속된 채로

그저 놀고 있을 뿐일 것이다. [=역주: 윤회의 인과율에 의지하는 이

런 경우에는 의식의 해탈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Śaiv

a는 자파의 학설에서는 해탈이 보다 더 쉽다고 주장한다.108) 왜냐

하면 절대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자신이 이미

절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재인식(pratyabhijñā)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Śaiva는 이와 마찬가지로 자파의 학설에서는 자비심으로 타인

들을 구제하고자 애쓰는 것도 역시 이치에 맞는다고 주장한다. 궁

극적으로는 타인들도 장난삼아 구속되어 있는 척하는 이러한 자

유로운 의식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Utpaladeva와 Abhinavagupta

에 따르면, 식론의 경우에는 타인들은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주체

로서의 아무런 존재성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일련의

인식 속에서 타인들은 대상이라는 그들의 지위를 초월하는 어떠

한 것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109) [=역주: 대상은 나의 인식의 연속

에 불과하다는 관점에서, 타인들은 끝까지 ‘나’라는 인식 주체의

대상으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만약 세계가 의식의 본질적인 창조력의 결과라면,

그것을 실재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하여 폐기할 수는 없다.110) 왜

108) 재인식론의 “새로운 길”은 “쉽다”(ĪPK IV, 16ab: sughaṭa eṣa mārgo
navo ···)라고 말하는 Utpaladeva의 주장을 참조.

109) 타자(他者)와 자비에 대한 Dharmakīrti와 재인식론 철학자들 사이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Ratié 2007, 2009 참조.

110) ĪPV, I, 182-3(앞의 n. 68에 인용)에서 명백하듯이, 이러한 관점에서도
‘꿈꾸는 자’ 모형으로부터 ‘요기’ 모형으로의 전환은 의미심장하다. 이
전환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의식이 우주를 산출하는 데에는 물질적
원인(upādāna)이 없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쉬바교의
Siddhānta파(Śaiva Saiddhāntika)는 의식은 그저 물질적 원인을 형성할
뿐이라고 주장한다(see Sanderson 1992: 282). 이뿐만 아니라, 그
전환은 또한 이 산출의 결과가 실재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그
결과를 꿈에 비유하는 것은, 결과는 실재하지 않는 것(avastu)이라고
단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Cf. ĪPVV, II, 145.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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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그것이 정말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 현상은 절대적인 것의

현현이기 때문이다. 세계란 의식이 자신을 자유롭게 현현시키는

방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안다면, 이와는 반대로 그것(=세계?)의

향략은 더 이상 인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111) Utpaladeva와

Abhinavagupta는 그 실재성이 의심스러울 수 있는 꿈속의 또는 상상된
대상들과는 반대로, 요기의 창조는 입증된(siddha) 사실이라고
진술한다.

* 원문_ icchayā ca nirmāṇaṃ svapnasaṃkalpādau dr̥ṣtam eva ghaṭāder
mr̥dādiprasiddha kāraṇaparamparāparākaraṇena. tad atrāsaty aghaṭādir
iti ced astu tāvad evam. tathāpi yogī purasenādinirmāṇam icchāvaśād
eva karotīti siddham.

* 번역_ 그런데 참으로, 꿈이나 가상적인 구성 작용 따위에서 뜻하는 대로
[발생하는] 창조가 예를 들어 항아리의 경우, (진흙 따위와 같은) 잘
알려진 일련의 원인들이 없[이 발생한다]는 것은 경험된(dr̥ṣṭa)
사실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 [일련의 원인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아리 [또는 꿈꾸거나 상상하는 동안에 현현된 다른 어떤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혹자가 반박]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럼 좋다. [꿈속의 또는 상상된 대상들에 관해서는] 사실이
그렇다고 인정하자. 그러나 요기는 그 자신만의 의지 덕분에 도시나
군대 따위를 산출한다는 것이 입증되어(siddha) 있다.

111) See e.g. ĪPV, I, 313-5: anubhūyate ca sopadeśair avadhānadhanair
yenaiṣāṃ yaiva *saṃsārasaṃmatā [J, L, S1, S2:
saṃsāradaśāsaṃmatā KSTS, Bhāskarī, P, SOAS; p.n.p. D]
vyavahāradaśā saiva pramātr̥tattvaprakhyātmikā śivabhūmiḥ. yad
uktaṃ saṃbandhe sāvadhānatety apratyabhijñātātmaparamārthānāṃ
samalo vyavahāraḥ ; anyeṣāṃ sa eva nirmalaḥ.

* 번역_ 그런데 [자아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세속의 모든
존재(vyavahāra)를 신에 의지하는 것으로] 처음 경험하게 된 자들은
그러한 만큼, 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윤회(saṃsāra)로 간주되는 세속적
존재라는 바로 이 조건이 주체의 참된 본성의 충분한 현현으로
이루어진 차원, 즉 Śiva의 존재론적 차원(śivabhūmi)일 뿐이다.
[VBh에서] ‘[그들은] 관계에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신들의 자아의 참된 본성을 인식하지
못하는(apratyabhijñāta) 자들에게는 세속적 존재가 불순(samala)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그 똑같은 [세속적 존재]가 순수(nirmala)하다. <475>

여기서 [=짤막하게] 언급한 게송(온전한 인용은 ĪPVV, II, 405)은 VBh
106이다.



꿈꾸는 자와 요가 수행자: 불교와 쉬바파의 관념론적 상관성 ∙ 265

<475> Abhinavagupta에 따르면, 우리는 충분히 해방될 수 있고

역시 우주의 아름다움을 향락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을

알아차림이란 우주를 정관하면서 제 자신의 자유로운 창조력을

재인식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며,112) 이 향락은 의식의 자유를

알아차리게 될 특권의 기회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만약 식론의 궁

극적 목적이 구상된 일상 세계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것이라면, 재

인식론의 관념론은 재인식론의 심미적 성격을 충분히 알아차리게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원문_ grāhyagrāhakasaṃvittiḥ sāmānyā sarvadehinām / yogināṃ tu
viśeṣo’sti saṃbandhe sāvadhānatā //

* 번역_ 모든 중생은 파악되는 대상(grāhya)과 파악하는 주체(grāhaka)에
대한 의식을 공유한다. 그러나 요기들은 [파악되는 대상과 파악하는
주체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특성을 지닌다.

112) Cf. ĪPVV, II, 177-81. (유감스럽게도 너무 길어서 여기서는 인용하지
못하지만, 이 유명한 구절에 대한 서지학적 언급은 Ratié 2009 참조.)
여기서 Abhinavagupta는 감각적이고 심미적인 쾌락을 검토하여
이것들을 각자가 자신의 자유와 환희를 알아차리게 되는 방도로
제시한다. 이 점에서 Abhinavagupta가 미학에 관해 주요한 두 작품의
저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cf. ibid., 179. 여기서
그는 명시적으로 독자가 Nāṭyaśāstra에 대한 자신의 주석을 참조하게
한다.

* 원문_ ayaṃ artho’bhinavabhāratyāṃ nāṭyavedavivr̥tau vitatya
vyutpādito’smābhir iti. tatkutūhalī tām evāvalokayet. iha tu
prakr̥tavighnakāritvān na vitataḥ.

* 번역_ 나는 이 요점을 극작품의 베다(=극문학)에 대한 상세한 주석인
Abhinavabhāratī에서 상술한 바 있다. 이것에 호기심을 갖[고 더 알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그 [작품]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이
[논서]에서는 당면한 주제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상세히 취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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