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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이 논문은 짠드라끼르띠의 緣起(pratītyasamutpād)가 인식(jñāna)과 어
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그가 세우고자 하는 現量의 성격
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 작업을 위해 나는 중관불교와 인명불교의

대표적인 논서로 각각 쁘라산나빠다와 니야야빈두끼까를 택했

다. 짠드라끼르띠(candrakīrati, 月稱, 600-650)의 中論 주석서인 쁘라산
나빠다(Prasannapadā)는 인식(jñāna)을 다루는 인명불교에 대해 많은

것을 거론하고 있어, 인명불교에 대한 그의 견해, 더 좁히면, 現量에
대한 그의 견해를 잘 알 수 있다. 인명불교의 한 논서인 니야야빈두
띠까(Nyāyabinduṭikā)에서도 緣起의 ‘緣’(pratītya)과 그 의미가 맞닿는

‘다다름’, ‘도달함’이란 뜻의 ‘prāpti’를 올바른 인식(samyagjñāna)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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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글 머리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언급하고 있고, 또, 量果(pramāṇ
aphala)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prāpti’와 더불어 이 ‘緣’과 같은 뜻인 ‘p
ratīti’를 언급하고 있다. 그 두 말의 씀씀이를 잘 살피면 인명불교의

緣起와 짠드라끼르띠의 緣起의 차이가 더욱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漢譯에서 ‘pratītyasamutpāda’(緣起)의 ‘pratītya’을 ‘緣’이라고 옮기는

것은 동일한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 ‘pratyaya’를 ‘緣’으로 옮기기 때
문일 것이다. 명사인 ‘pratyaya’든, 절대분사인 ‘pratītya’든, 모두 ‘가

다’란 뜻의 동사 ‘i’에 접두사 ‘prati’가 붙은 ‘pratī’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이 동사 ‘pratī’의 의미를 잘 설펴보아야

할 것이다. pratī는 ‘～로 가다’, ‘다다르다’는 의미하는데, 이 의미와

함께 이 의미에서 나온 ‘알다’, ‘인식하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緣해서’라 옮기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pratītya’든, ‘緣’
이라고 옮기는 ‘pratyaya’든 모두 앎, 인식(jñāna)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다름’, ‘도달함’(prāpti)은 現量의 대상인 自相(svalakṣaṇa)과 比量의
대상인 共相(sāmānyalakṣaṇa)에 모두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도 이

논문에서 現量(pratyakṣa)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아무래도

말과 관련돼 있는 比量(anumāṇa)보다는 전적으로 인식과 관련돼 있는
現量이 포착하지 어려운 만큼이나 많은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며,
또 現量이 世界(welt)의 정립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現量의 문제는 결국 自相의 문제로 귀결된다. 세간의 언설을 중히
여기는 짠드라끼르띠와, 세간의 언설과 함께 사태 자체를 중히 여기

는 인명불교의 차이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自相이다. 이 自相
이 어떻게 밝혀지는냐에 따라서 ‘다다름’, ‘도달함’(prāpti)의 의미가 달

라지고, 따라서 緣起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이 논문의 흐름 한 가운
데는 ‘도달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인식의 緣起를 규명하는 일에 국한하고 있지만, 그 의
의는 결코 그 작업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緣起를 규명
하는 일 자체가 불교사에 있어 中論이나 쁘라산나빠다가 갖는

자리를매김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緣起가 규명되면, 中論이
아비달마 이후로 등장한 유식불교와 인명불교의 교량 역할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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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식불교와 인명불교와 차이가 나는 점은 무엇

인지 그 골간이 밝혀질 것이다.

Ⅱ. 緣起

緣起가 世俗이 성립하고(siddha) 安立되는(vyavasthā) 토대임을, 「쁘
라산나빠다」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짠드라

끼르띠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緣으로 하는 것’(idaṁpratyayatā)만에 의해, 世俗의 성립(saṁvṛte
ḥ siddhiḥ)이 인정된다. 그러나, 네가지 주장을 인정해서는 世俗(saṁvṛti)이
성립하지 않는다. 有自性論의 오류가 따르기 때문이며, 또, 그것이 타당하
지 않기 때문이다. 참으로, ‘이것을 緣으로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원인과
결과가 서로 觀待하니(apeṣatvāt), 自性을 갖는 것의 成立은 존재하지 않는
다.1)

주지하다시피, 네가지 주장이란 ‘자기로부터 발생하는 것’, ‘타자로

부터 발생하는 것’, ‘그 둘로부터 발생하는 것’, ‘원인이 없이 발생하

는 것’이다. 이 네가지 주장을 부정해야지만, 世俗이 성립할 수 있다
는 말이다. 예컨대, 씨에서 싹이 발생한다든가, 씨 아닌 것에서 싹이

발생한다든가, 씨와 씨 아닌 것 이 둘에서 싹이 발생한다든가, 아무

원인이 없이 싹이 발생한다든가 한다면, 世俗을 무너뜨리고 만다. 이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緣起란 실재론적 발생을 의미하지 않는다.

1) idaṁpratytyatāmātreṇa saṁvṛteḥ siddhirabhyupagamyate / na tu pakṣac

atuṣṭayābhyupagamena sasvabhāvavādaprasaṅgāt, tasya cāyuktatvāt, ida

ṁpratyayatāmātrābhyupgame hi sati hetuphalayoranyonyāpekṣātvānnāsti

svabhāvikī siddhiḥ / 54쪽 11째줄-55쪽 1째줄, Prasannapadā.
Nāgārjuna, Mūlamadhyamakakārikās, & Candrakīrti, Prasannapdā, ed. L
ouis de la Vallée Poussin, Bibliotheca Buddhica Ⅳ, St. Pétersbourg, 190

3-1913. 이하 이 Poussin의 교정본에 의거 인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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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緣으로 함’(idaṁpratyayatā)이 緣起의 다른 표현임을 인정한다

면, 緣起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그 무엇보다도 ‘이것’(idam)이 중요한

말임을 알 수 있다. 굳이 씨 따위 보통명사의 사물(padārtha)을 말하지

않고, ‘이것’이란 대명사를 쓴 까닭은, 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까

닭은 緣起가 실재론적 발생이 아니라 인식론적 발생이기 때문일 것
이다. 따라서, “이것이 존재할 때 이것이 존재하며, 이것이 발생할 때

이것이 발생한다”2)는 세존의 말은 세존이 말한 ‘法의 약정성’(dharma-
saṁketa)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짠드라끼르띠는 緣起를 다음과 같
이 어원 분석(vyutpatti)하면서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pratītyasamutpāda(緣起)의 pratītya(緣)에 관해 말하자면,] ‘i’는 ‘간다’(g
ati)는 의미이며, ‘prati’는 ‘도달함’(prāpti)의 의미이다. 접두사(upasarga)의

힘에 의해 語根(dhātu)의 의미가 변화하기에,

접두사에 의해 語根의 의미는 그 힘 때문에 다른 것이 되네.
마치 갠지스강물의 단맛이 바닷물에 의해 다른 것이 되듯이.

여기서, 접미사 ‘-tya’가 붙은(lyabantaḥ) ‘pratītya’(緣)란 말은 ‘도달함’(p
rāpti), 곧, ‘觀待함’(apekṣā)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앞에 ‘samut-’이 붙은 ‘p
ad’는 ‘出現하다’(prādurbhāva)는 의미이니, ‘samutpāda’(起)란 말은 ‘出現’이
란 의미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因(hetu)과 緣(pratyaya)을 觀待한 존재(bhā
va)의 발생이 緣起의 의미이다.3)

이 ‘pratītya’의 동의어인 ‘prāpya’도 동사 ‘prāp’의 절대분사로 ‘도

2) tatrāyaṁ dharmasaṁketo yadutāsmin stīdaṁ bhavati, asyotpādādidamut

pdyate, 55쪽 8째줄-9째줄, prasannapadā.

3) etirgatyarthaḥ, pratiḥ prāptyarthaḥ / upasargavaśena dhātvarthavipariṇā

māt,

upasargeṇa dhātvartho balādanyatra nīyate /

gaṅgāsalilamādhuryaṁ sāgareṇa yathāmbhasā //

pratītyaśabdo 'tra lyabantaḥ prāptāvapekṣāyāṁ vartate / samutpurvaḥ p

adiḥ prādurbhāvartha iti samutpādaśabdaḥ prādurbhāve vartate // tataśc

a hetupratyayāpekṣo bhāvānāmutpādaḥ pratītyasamutpādārthaḥ // 5쪽 1

째줄-6째줄, Prasannapad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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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해서’란 뜻이다. 또다른 동의어인 ‘apekṣya’란 말은 더욱 중요한 뜻

을 함축하고 있다. 동사 ‘apekṣ’는 ‘떨어져서’, ‘되돌아’란 뜻의 접두사

‘apa’와 ‘보다’란 뜻의 동사 ‘īkṣ’가 결합한 말이다. 한마디로 말해 ‘떨

어져서 보다’, ‘되돌아 보다’는 뜻인데, 이 뜻에서 ‘원인에서 결과를

이끌어내다’, ‘개별자에서 種을 이끌어내다’는 뜻이 따라나온다4). ‘prā
pya’에 접두사 ‘앞으로’란 뜻의 접두사 ‘pra’가 붙은 것도 이와 무관하

지 않을 것이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고, 또, 짠드라끼르띠도

때때로 그렇게 쓰는 것처럼, ‘의존해서’, ‘相待해서’란 뜻은 이 세 말
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거리가 멀다. 나가르주나의 中論이 전달하
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가 緣起인데, 이 緣起의 ‘緣’을 어떻
게 새기는냐에 따라서, 불교사에서 中論이 맡고 있는 역할이 축소
될 수도 있고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말을 부차적인 의

미에 불과한 ‘의존해서’, ‘相待해서’란 뜻으로 옮기는 것은 큰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짠드라끼르띠도 이 ‘緣’, 즉, ‘pratītya'를 단순히 ‘의존
해서’, ‘相待해서’라 새길 때가 잦지만, 다음과 같은 곳에서는 그 의미
를 좁혀 짠드라끼르띠 나름의 특수한 해석을 펴고 있다.

그러나, 같은 곳의, “눈(cakṣus, 眼)과 色(rūpa)을 緣해서(pratītya) 眼識(ca
kṣurvijñāna)이 발생한다”와 같은 것들이 대상이 될 때는, 지금 지각되는(s

ākṣāt aṅgīkṛta) 대상(artha)에 있어서, “눈(眼)을 緣해서”라 할 때의 그 ‘緣
해서’(pratītya)란 말은 단일한 眼根(cakṣurindriya)을 원인(hetu)으로 하는

단일한 眼識의 발생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반복의 의미가 있겠
는가? 그런데, 아직 지각되지 않은(anaṅgīkṛta) 개별적 대상(arthaviśesa)에

있어서도, ‘緣해서’란 말은 ‘도달해서’(prāpti)의 의미가 가능하다. 도달해서
生起하는 것(prāpya saṁbhava)이 곧 緣起이기 때문이다. [도달의 의미는]

이미 지각된(aṅgīkṛta) 개별적 대상에 있어서도 가능하다. “눈(眼)을 緣해서
(pratītya), 눈(眼)에 도달해서(prāpya), 눈(眼)을 觀待해서(prekṣya)”라고 설

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itya’란 이차명사접미사 ‘a’가 붙은 말이라

면, “눈(眼)과 色을 緣해서 眼識이 발생한다”(cakṣuḥ pratītya rūpāṇi cotpady
ate) 할 때의 ‘pratītya“’란 말은 불변화사(avyaya)가 없으므로, 또, 복합어(s

amāsa)가 실재하지 않으므로, 명사의 격변화(vibhakti)를 들을 때, “눈(眼)

4) apekṣā: expectation, connection of cause with effect or of individual wit

h species. Sankrit English Dictionary, Sir M. Monierwilli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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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반복해서 소멸하는 識과 色들”(cakṣuḥ pratītyaṁ vijñānaṁ rūpāṇi c
a)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nipātaḥ syāt).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접미사 ‘-tya’가 붙는 불변화사(avyaya)라는 어원 분

석이 인정되어야 한다.5)

지금 지각되고 있는 대상이든, 아직 지각되지 않은 대상이든, 이미

지각된 대상이든, ‘도달해서’(prāpya)란 말이 적용될 수 있다. “眼과 色
을 緣해서 眼識이 생기한다”는 말도 있으니, 이 ‘도달해서’란 말은 대
상은 물론 根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도달해서’란 말의 이런 용법은 인
명불교의 그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먼저, ‘prāpya’가 인명불교에선

어떤 의미로 쓰이나 살펴보자.

올바른 인식(samyagjñāna)이란, 어기지 않는(avisamvādaka) 인식이다.

앞서 지각한(pūrvamupadarśitam) 대상에 도달하게 할 때(prapayan), 세간에

서는 어기지 않는다(saṁvādaka)고 말한다. 그렇듯이, 인식도 이미 지각한

(pradarśitam) 대상에 도달하게 할 때 어기지 않는 인식이라고 말한다. 그

리고, 도달하게 하는 것(prāpakatva)이란, 이미 지각한 대상에 展轉하게 하
는 것(pravartakatva)일 뿐, 다른 것이 아니다. 즉, 인식은, 대상을 낳게 해

서, [그것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展轉하게 해서 대상에 도
달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을] 展轉하게 하는 것이란, 展轉하게 하는
대상(pravṛttiviṣaya)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識이 사람을 억지로 [대상
에] 展轉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상의 證得(adhigati)이 量果(pramāṇap
hala)이다. 그리고, 대상이 證得되었다면, 사람은 展轉한 것이고 대상에 도

5) iha tu, cakṣuḥ pratītya rūpāṇi cotpadyate cakṣurvijñānaṁ, ityevamādau

viṣaye sākṣādaṅgīkṛtārthaviśeṣe cakṣuḥ pratītyeti pratītyaśabda ekacakṣu

rindriyahetukāyāmapyekavijñānotpattāvabhīṣṭāyāṁ kuto vīpsārthatā //

prāptyarthastvanaṅgīkṛtārthaviśeṣe 'pi pratītyśabde saṁbhavati, prāpya

saṁbhavaḥ pratītya samutpāda iti / aṅgīkṛtārthaviśeṣe 'pi saṁbhavati, c

akṣuḥ pratītya cakṣuḥ prāpya cakṣuḥ prekṣyeti vyākhyānāt / taddhitānte

cetyaśabde, cakṣuḥ pratītya rūpāṇi cotpadyate cakṣurvijñnaṁ, ityatra pr

atītyaśabdasyāvyayatvābhāvātsamāsāsadbhāvācca vibhaktiśrutau satyā

ṁ, cakṣuḥ pratītyaṁ vijñānaṁ rūpāṇi ca, iti nipātaḥ syāt / na caitadeva

ṁ / ityavyayasyaiva lyabantasya vyutpattirabhyupeyā // 6쪽 3째줄-7쪽

5째줄, Prasannapad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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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의 證得에 의해 量의 작용(vyāpāra)은 완결되
는 것이다. 그러므로, 量은 아직 證得되지 않은 것을 대상(viṣaya)으로 한
다.6)

이처럼 ‘prāpya’는 이미 지각한 대상에 도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

다. 짠드라끼르띠의 ‘prāpya’는 지금 지각하고 있는 대상, 아직 지각

하지 않은 대상, 이미 지각된 대상 모두에 도달하는 것이어서, 이는,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自相, 共相에 관계 없이 現量을 규정하는 그
의 현량관과 직결되어 있다.

보통 ‘緣해서’라 옮기는 ‘pratītya’도 ‘prāpya’와 꼭같이 ‘도달해서’란
뜻이다. 짠드라끼르띠도 밝힌 바 있는 이 뜻을 인명불교에서는 ‘prāp

ya’처럼 量果의 의미로 쓰고 있다.

어떻게 해서 量果인가 하고 묻는다면, 답한다: 대상 得成(arthapratīti)의

相을 갖기 때문이다. 대상 得成(arthasya pratīti)이란 證得(avagama)이다.
現量의 인식의 그 相은 대상 得成(arthapratīti)의 相이다. 도달하게 하는 인
식(prāpakaṁ jñānam)이 量이다. 그리고, 도달하게 하는 힘(śakti)은 오직 대
상과 분리되지 않았다고 해서(avinābhāvitvāt)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씨

등은 싹 등과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아니

다. 그 대상(artha)에서 이 인식(jñāna, 知)이 발생할 때도, 대상에 도달하게
하는 어떤 도달하게 하는 작용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隧順해서
建立하기 때문에(anuṣṭhānāt), 도달하게 하는 인식(prāpakaṁ jñānam)이 곧

6) avisaṁvādakaṁ jñānaṁ samyagjñānam / loke ca pūrvamupadarśitamart

haṁ prāpayansaṁvādaka ucyate / tadvajjñānamapi pradarśitamarthaṁ p

rāpayatsamvādakamucyate / pradarśite cārthe pravartakatvameva prāpak

atvaṁ, nānyat / tathā hi na jñānaṁ janayadarthaṁ prāpayati, api tvarth

e puruṣaṁ pravartayatprāpayatyartham / pravartakatvamapi pravṛttiviṣa

yapradarśakatvameva / na hi puruṣaṁ haṭhātpravartayituṁ śaknoti vijnā

nam / ata eva cārthādhigatireva pramāṇaphalam / adhigate cārthe pravar

titaḥ puruṣaḥ prāpitaścārthaḥ / tathā ca satyarthādhigamātsamāptaḥ pra

māṇavyāpāraḥ / ata evānadhigataviṣayaṁ pramāṇam / 3쪽 5째줄-11째줄,

Nyāyabinduṭīkā.
Dharmakīrti, Nyāyabindu, & Dharmottara, Nyāyabinduṭīkā, ed. F. I. Shc
herbatskoj, Bibliotheca Buddhica Ⅶ, Petrograd, 1918. 이하 이 교정본에 의

거 인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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量果이다. 展轉하게 하는 대상(pravṛttiviṣaya)의 지각(pradarśana)이 도달하
게 하는 것(prāpaka)의 도달하게 하는 작용(prāpakavyāpāra)이라고 앞에서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바로 그 現量이 대상 得成(arthapratīti)의 相이며, 대
상 지각(arthadarśana)의 相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量果이다.7) (굵은 글씨는
다르마끼르띠의 頌)

여기서 ‘得成’이란 옮긴 ‘pratīti’는 ‘pratī’의 명사이다. 인명불교 논
사가 말했듯이, ‘pratīti’는 ‘avagama’ 곧, ‘證得’(adhigama)이다.

Ⅲ. ‘한정하는 것’과 ‘한정되는 것’의 관계

짠드라끼르띠는 ‘세간적인 이미 앎’(prasiddha upapatti)이야말로 모든

인식의 토대라 생각하고 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緣起를 이해하려
면, 이 ‘세간적인 이미 앎’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는 한 인명불교 논사가 든, 石像(śilāputraka)의 몸통, 라후(rāhu)
의 머리의 예를 뒤집어 자신의 이 “세간적인 이미 앎”에 대한 생각

을 전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명불교 논사가 石像의 몸
통, 라후의 머리의 예를 든 것은, 짠드라끼르띠가 그렇게 이해했듯이,

‘세간적인 이미 앎(prasiddha upapatti)’을 먼저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인명불교 논사의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보면,

7) kathaṁ pramāṇaphalamityāha, / arthasya pratītira

vagamaḥ, saiva rūpaṁ yasya pratyakṣajñānasya tadarthapratītirūpam / t

asya bhāvaḥ, tasmāt / etaduktaṁ bhavati / prāpakaṁ jñānaṁ pramāṇam

/ prāpaṇaśaktiśca na kevalādarthāvinābhāvitvādbhavati / bījādyavinābhā

vino 'pyaṅkurādreprāpaktvāt(='pyaṅkurādayo 'prāpakatvāt?) / tasmātart

hādutpattāvapyasya jñānasyāsti kaścidavaśyakartavyaḥ prāpakavyāpāro,

yena kṛtenārthaḥ prāpito bhavati / sa eva ca pramāṇaphalaṁ, yadanuṣṭh

ānātprāpakaṁ bhavati jñānam / uktaṁ ca purastāt, pravṛttiviṣayapradarś

anameva prāpakasya prāpakavyāpāro nāma / tadeva ca pratyakṣamartha

pratītirūpamarthadarśanarūpam / atastadeva pramāṇaphalam / 14쪽 18째

줄-15쪽 5째줄, Nyāyabinduṭīk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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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다.

묻는다: 예컨대, 石像(śilāputraka)의 몸통(śarīra), 라후(rāhu)의 머리(śira
s)라 할 때, 몸통, 머리 이외의(vyatirikta) ‘한정하는 것’(viśeṣaṇa)이 존재할

수는 없어도, ‘한정하는 것’과 ‘한정되는 것’간의 관계(viśeṣaṇaviśeṣyabhāv

a)는 존재하듯이, 地(pṛthivī)의 自相(svalakṣaṇa)이라 할 때도, 自相 이외의
地가 존재할 수는 없어도, ‘한정하는 것’과 ‘한정되는 것’간의 관계는 존재
할 것이다.8)

“몸통, 머리 이외의 ‘한정하는 것’이 있을 수 없지만, ‘한정하는 것’

과 ‘한정되는 것’의 관계는 존재한다”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까? 일단, 몸통과 머리를 각각 石像의 몸통과 라후의 머리로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몸통을 ‘石像의 몸통’이라 하고, 머리를 ‘라
후의 머리’라 했을 때는 이미 각각 石像과 라후라는 ‘한정하는 것’을
받아들인 셈이 된다. 그렇듯이, 단단함을 地의 단단함이라 했을 때는,
地라는 ‘한정하는 것’을 받아들인 셈이 된다. 그렇다고, 自相을 自相대
로만 받아들인다면, 自相은 바로 그 自相 자체를 넘어서지 못하는, 아
니, 넘어서 있지 못한 自性(svabhāva)이 되고 말 것이다. 여기서, 우리
는 ‘한정하는 것’과 ‘한정되는 것’의 관계(viśeṣaṇaviśeyabhāva)란 말에

주목하게 된다. 짠드라끼르띠는 이 말을 중요성을 간파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답한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두 예는] 같지 않기 때문

이다(atulyāt). 참으로, 몸통, 머리란 말(śabda)에는, 지성(buddhi) 따위, 손(p

āṇi) 따위와 같은 함께 존재하는(sahabhāvin) 다른 사물(padārthāntara)을

觀待하는 일(sāpekṣatā)이 생기하기에, 몸통, 머리란 말만을 대상으로(ālam
bana) 관념(buddhi)이 발생한 이(upajanana)에게는, “누구의 몸통”(kasya śa

rīram), “누구의 머리”(kasya śiraḥ) 하는, 함께 작용하는(sahacārin) 다른 사

물을 豫期하는 일이(sākāṅkṣaḥ) 생기한다. 다른 이도 다른 ‘한정하는 것’과

8) athāpi syāt, yathā śilāputrakasya śarīraṁ rāhoḥ śira iti śarīraśirovyatirik

taviśeṣaṇāsaṁbhave'pi viśesaṇaviśeṣyabhāvo'sta, evaṁ pṛthivyāḥ svalak

ṣaṇamiti svalakṣaṇavyatiriktapṛthivyasaṁbhave'pi bhaviṣyatīti // 66쪽 1

째줄-3째줄, Prasannapad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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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합을 배제하고자(nirācikīrṣayā), 세간의 약정(laukikasaṁketa)에 따라

서 石像, 라후라 하는 ‘한정하는 것’인 말소리(dhvani)에 의해서 ‘대립하는
것’(pratikartṛ)의 기대(kaṅkṣā)를 배척한다(apahanti). 그러니, [‘한정하는 것’

과 ‘한정되는 것’간의 관계가] 타당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단단함(kāṭhi

nī) 따위를 떠난 地 등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한정하는 것’과 ‘한정되는
것’간의 관계는 타당하지 않다.9)

짠드라끼르띠가 石像의 몸통, 라후의 머리라 표현하지 않고, “누구
의 몸통, 누구의 머리”(kasya śarīraṁ kasya śiraḥ)라 표현한 것을 보면,

몸통이나 머리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어떤 다른 사물과

관계를 맺고 존재한다는 점을 보려주려 했다는 알 수 있다. 사물(pad

ārtha)은 지각되지 않아도 이해될 수 있는 사물이다. 그가 말하는 사

물은 우리에게 지각되는, 앞서 다른 것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

물이 아니다. 인명불교 논사는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단단함이 그

자체 단단함이면서, 이 단단함을 넘어서는 ‘그 무엇의 단단함’을 말하

고자 하는 것이다. 이 단단함이 그 무엇의 단단함이란 점에서 이 단

단함은 ‘관계’ 속에 존재하는 단단함이다. 이 ‘관계’ 속에 존재하는 단

단함을 말하고자, “한정하는 것과 한정되는 것의 관계”를 거론했을

뿐이지, 어떤 사물의 단단함, 여기서는 ‘地의 단단함’을 말하기 위해
“관계”를 말한 것이 아니다. 사실, 몸통, 머리를 “누구의 몸통, 누구의

머리”라 하면, 이미 이 몸통, 머리는 ‘한정된’ 몸통, 머리일 수밖에 없

는 것이다. ‘사물’이라 번역한 ‘padārtha’가 본래 ‘말의 의미’라는 것을

고려하면, 어떤 사물도 자신을 ‘한정하는 것’ 속에 열려 있다는 점에

서 다른 사물과 觀待하며(apekṣya), 또 다른 사물에 다다라 있는(prāpt
a) 것이다. 짠드라끼르띠는 이런 觀待를 施設(prajñapti)이란 다른 표현
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다. 나가르주나(龍樹)의

9) naitadevamatulyatvāt / śarīraśiraḥśabdayorhi buddhyādipāṇyādivatsahabh

āvipadārthāntarasāpekṣatāpravṛttau śarīraśiraḥśabdamātrālambano buddh

yupajananaḥ sahacāripadārthāntarasākāṅkṣa eva vartate, kasya śarīraṁ

kasya śira iti / itaro'pi viśeṣaṇānantarasaṁbandhanirācikīrṣayā śilāputrak

arāhuviśeṣaṇadhvaninā laukikasaṁketānuvidhāyinā pratikartuḥ kāṅkṣāma

pahantīti yuktaṁ / iha tu kāṭhinyādivyatiriktapṛthivyādyasaṁbhave sati

na yukto viśeṣaṇaviśeṣyabhāvaḥ / 66쪽 3째줄-8째줄, Prasannapad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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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論「觀四諦品」에 나오는 그 유명한 게송(게송 18),

“緣起인 것, 그것을 空性이라고 우리들은 말한다. 그것은 [어떤 것에]

의지해서 알려지는 것이며, 곧 中道이다.”10)

에서, 숱한 논란을 일으켰고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漢譯 
게송에서 ‘假名’이라 옮긴 ‘prajñapti’란 낱말이다. ‘施設’, ‘假施設’이라
漢譯되기도 하는 이 말은 사실 ‘prajñapti’ 한 낱말의 번역이라기보다
는 두 낱말 ‘prajñaptirupādāya’, 곧, ‘upādāya prajñapti’의 번역으로

보아야 한다. ‘upādāya’가 갖는 보다 깊은 의미를 제쳐놓는다면, 이

낱말은 일단 “～에 의지해서”란 뜻이다. ‘prajñapti’가 동사 ‘prajñā’의

사역 수동형인 ‘prajñapta’에서 온 점을 고려하면, ‘알려진’이라고 우

리말로 옮길 수 있겠다. 그렇다면, ‘upādāya prajñapti’는 “～에 의지

해서 알려진”이란 뜻이다. 짠드라끼르띠는 이 게송을 주석하면서, ‘u

pādāya prajñapti’에 대해,

이 ‘自性이 空함’(svabhāvaśūnyatā)은 곧 ‘～에 의지해서 알려진다’는 뜻
이다. 이 空함, 空性을 ‘～에 의지해서 알려지는 것’으로 安立할 수 있다.

바퀴 등 수레의 부분에 의지해서 수레가 알려진다. 그 자신의 부분에 의

지해서 알려지는 것은 自性으로 발생하지 않는다.11)

고 말하고 있다. 바퀴는 바퀴 자체에 머물어 있지 않다. 바퀴는 바퀴

자체에 머물면서 바퀴를 뛰어넘고 있다. 바퀴는 ‘한정되는 것’이고 수

레는 ‘한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바퀴는 수레의 바퀴이다. 바퀴는 무

한정 열려 있지 않다. 바퀴가 무한정 열려 있다면, 바퀴는 바퀴 자체

가 아닐 것이고, 수레도 지시하지 못할 것이다. 바퀴는 그 무엇의 바

10) yaḥ pratītyasamutpādaḥ śūnyatāṁ tāṁ pracakṣmahe /

sā prajñaptirupādāya pratīpatsaiva madhyamā // 503쪽 10째줄-11째줄,

Prasannapadā.

11) yā ceyaṁ svabhāvaśūnyatā sā prajñaptirupādāya / saiva śūnyatā upādā

ya prajñaptiriti vyavasthāpyate / cakrādīnyupādāya rathāṅgāni rathāḥ

prajñapyate / tasya yā svaṅgānyupādāya prajñaptiḥ sā svabhāvenānutp

attiḥ, 504쪽 8째줄-10째줄, Prasannapad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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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이다. 바퀴가 무한정 열려 있지 않다는 점에서 수레 역시 그러하

다.

바퀴가 수레를 지시할 수 있으려면, 또, 몸통이 石像의 몸통을, 머
리가 라후의 머리를 지시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보아야’ 한다. 그렇

다면, 그런 관계는 어디서 나온다 말인가? 물론, ‘봄’이다. “단단함 이

외의 地가 있을 수 없으므로, ‘한정하는 것’과 ‘한정되는 것’의 관계는
있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짠드라끼르띠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짠드라끼르띠는 ‘한정하는 것’과 ‘한정되는 것’의 관계를 사물

(padārtha)에 국한한 나머지, ‘단단함’에서 이미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

는 것을 놓치고 말았다. 짠드라끼르띠가 한 다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점이 명백하다.

또한, 뿌드갈라(pudgala)를 施設(prajñapti)하는 것과 같이, 世間 言說(lauk
ikavyavahāra)의 일종(aṅga)이며 ‘한정하는 것’(viśeṣaṇa)인, 몸통이라는 ‘취

해진 것’(upādāna)을 갖는 石像이라는 ‘취하는 것’(upādātṛ)은, 그리고, 머리
라는 ‘취해진 것’을 갖는 라후라는 ‘취하는 것’은 촘촘히 살피지 않아도(avi

cāra) 이미 확립되어(prasiddha) 실재하기 때문에, 이 예(nidarśana)는 타당

하지 않다.12)

이 인용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낱말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것’,

또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는 뜻의 ‘prasiddha’이다. ‘prasiddha’

는 ‘upapatti’란 낱말과 함께 쓰일 때가 많은데, 어느 경우든 이 말들

은 ‘세간에 확립되어 있음’, 또는, ‘세간적인 이미 앎’이란 말로 풀어

쓸 수 있다.

우리들 앞에 칠판이 걸려 있다. 내가, 우리가 이 칠판을 ‘칠판’이라

고 말하려면, 우리 모두는 이미 이 교실이란 공간 속에 있어야 한다.

칠판은 물론 ‘칠판’이라고 말하기 전에, 나의 ‘봄’ 속에서 이미 우리의

칠판이지 않으면 안 된다. ‘세간적인 이미 앎’ 은 이 두가지를 모두

12) api ca pudgalādiprajñaptivat saśarīropādānasya śilāputrakasy[o]pādāturl

aukikavyavahārāṅgabhūtasya viśeṣaṇasyāvicāraprasiddhasya sadbhāvā

t, śiraupādānasya ca rāhorūpādātuḥ sadbhāvādayuktametannidarśanaṁ/

/ 67쪽 3째줄-5째줄, Prasannapadā.



쁘라산나빠다에 나타난 … 現量論 박인성

알고 있다. 그러기에, 촘촘히 살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

리는 촘촘히 살핌(vicāra)이란 말을 만나게 된다. 규정되는 모든 언표

가 ‘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촘촘히 살핌을 간과할 수 없

다. 짠드라끼르띠의 말을 더 들어보자.

몸통과 머리 이외의(vyatirikta) 다른 대상(arthāntara)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asiddheḥ), 즉, 이것만이 지각되기 때문에(upalambhāt), 예가 성립한

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세간의 언설에서는 있는

그대로(ittham) 촘촘히 살피는 일(vicāra)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며, 세간

의 사물들은 촘촘히 살피지 않아도(avicārataḥ)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我(ātman)는, 촘촘히 살필 때, 色(rūpa)을 떠나 존재할 수 없지만, 세간 세
속에 의거하면(lokasaṁvṛtyā), 이것은 蘊(skandha)에 의지해서(upādāya) 존
재하듯이, 라후와 石像에 대해서도 예가 성립하지 않는다.13)

대상(artha) 없이 世間의 사물(laukikapadārtha)일 수 있을까? 지각하

지 않고 世間의 사물을 접할 수 있을까? 여실하게 촘촘히 살피는 일
(ittaṁvicāra)은 世間인가, 아닌가? 눈이 世間의 사물을 보는가? 대상과
世間의 사물이 만나는 지점은 어디인가? 정확히 말해, 대상과 世間의
사물이 만나면서 헤어지는 지점은 어디인가?

Ⅳ. 세간에 확립되어 있는 ‘눈 앞에 있는 것’

세간의 언설인 ‘pratyakṣa’, 즉, ‘눈에 對해 있는 것’, ‘눈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現量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 인명

13) śarīraśirovyatiriktasyārthāntarasyāsiddhestanmātrasyopalambhāt siddha

meva nidarśanamiti cet, naitadevaṁ / laukike vyavahāra itthaṁvicārāpr

avṛtteravicāraśca laukikapādārthānāmastitvāt / yathaiva hi rūpādivyatir

ekeṇa vicāryamāṇa ātmā na saṁbhavati, api ca lokasaṁvṛtyā skandhā

nupādāyāsyāstitvaṁ, evaṁ rāhuśilāputrakayorapīti nāsti nidarśanasiddh

iḥ // 6째줄-10째줄, Prasannapadā.



印度哲學 제 집

불교에서는 세간에 확립되어 있는 의미 그대로 그 말을 이해하려는

반면, 짠드라끼르띠는 세간에 확립되어 있는 의미(prasiddha)를 놓치

고, 어원 분석(vyutpatti)에 치중해 그 말을 이해하고 있다.

또한, “눈 앞에 있는 것”(pratyakṣa)이란 말은 “눈을 넘어서 있지 않은”

(aparokṣa) 대상(artha)을 뜻하니, 직접(sākṣād) 마주하고 있는(abhimukha)

대상(artha)이 곧 “눈 앞에 있는 것”(pratyakṣa)이다. 눈이 그곳으로 갔으므

로(pratigatam), 눈 너머에 있지 않은(aparokṣa) 병, 靑色 따위의 “눈 앞에
있음”(pratyakṣatva)이 성립한다. 그것을 判別하는(paricchedaka) 인식(jñāna,
知)은 짚불, 겻불과 같이, ‘눈 앞에 있는 것’(pratyakṣa)을 원인(kāraṇa)으로
하기 때문에, 現量(pratyakṣatvam)이라 명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 눈에
대해”(akṣam akṣaṁ prati)라고 ‘pratyakṣa’를 어원 분석하는 사람이 말하는

인식(jñāna)은 根(indriya)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境(viṣaya)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이니, 어원 분석(vyutpatti)이 타당하지 않다. 역으로, prati-vi

ṣaya나 praty-artha가 되고 말 것이다.14)

現量(pratyakṣa)이란, ‘눈에 對해 있는 것’, ‘눈 앞에 있는 것’이란 뜻
이다. 본래 ‘눈’이란 뜻의 ‘akṣa’는 여기서 眼․耳․鼻․舌․身의 根을
모두 가리킨다. ‘눈 앞에 있는 것’이란 ‘눈 앞에 있는 대상’이다. ‘눈

앞에 있는 대상’이란 말은 ‘눈이 대상을 향해 갔음’을 암시한다. 대상

이 눈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눈이 대상을 향해 간 것이다. “매 눈에

대해”(akṣam akṣaṁ prati)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pratyakṣa’를 눈이 대

상을 향해 갔다고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눈으로 갔다고 풀이

하는 것이니, 세간의 언설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pratyakṣa’가 아니라, ‘대상에 對해 있는 것’이란 뜻인 ‘prativiṣaya’나
‘pratyviṣaya’와 같은 말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14) api cāparokṣārthavācitvātpratyakṣaśabdasya sākṣādabhimukho 'rthaḥ pr

atyakṣaḥ, pratigatamakṣamasminniti kṛtvā ghaṭanīlādīnāmaparokṣāṇāṁ

pratyakṣatvam siddhaṁ bhavati / tatparicchedakasya jñānasya tṛṇatuṣā

gnivatpratyakṣakāraṇatvāt pratyakṣatvaṁ vyapadiśyate / yastvakṣamak

ṣaṁ prati vartata iti pratyakṣaśabdaṁ vyutpādayati tasya jñānasyendri

yāviṣayatvād viṣayaviṣayatvā]cca na yuktā vyutpattiḥ, prativiṣayaṁ tu

syāt pratyarthamiti vā / 72쪽 10째줄-72쪽 3째줄, Prasannapad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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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과연 짠드라끼르띠가 생각하듯, “매 눈에 대해”라고 말하

는 사람들이 세간의 언설을 저버리는 것일까?

“대상(artha)에 대해 말하고자 할 때, 세간에는 ‘pratyakṣa’란 말이 확립

되어 있지(prasiddha), ‘pratyartha’란 말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원 분석(vyutpatti)이 所依(āśraya)에 의존하는 것이다(āśrīyate)”고 한다면,

답한다: 이 ‘pratyakṣa’란 말은 세간에 확립되어 있으며, 그대들과는 달리(t

u) 우리들은 그 말을 세간에 있어서처럼 쓰고 있다. 그러나, 세간에 정해

진 대로의(yathāsthita) 말의 의미(padārtha)를 배격함으로써, 그것을 어원

분석한다면, ‘확립되어 있는’(prasiddha)이란 말을 배격하는 셈이 될 것이

다. 따라서, ‘눈 앞에 있는 것’(pratyakṣa)이 되지 않을 것이다.15)

論主인 짠드라끼르띠는 敵者 역시 세간의 확립되어 있는 것에 따
라 ‘pratyakṣa’를 어원 분석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들이 세간에 정해져 있는 말의 의미를 배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확립되어 있는 것’(prasiddha)이란 다름아닌 ‘세간에 정해져 있는 말의

의미’인데도 말이다. 敵者인 그들의 어원 분석은 所依, 즉, 所依根에
의존하고 있다. 所依根에 의존해서 어원 분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
미하는가?

묻는다: 예를 들면, [所依根과 境] 둘에 의지해서 識(vijñāna)이 展轉하지
만, 所依(āśraya)의 예리함(paṭu)이나 둔함(mandatā)에 따라, 그것이 變異하
면(vikāra) 識도 變異하기에, 所依에 의거해서 眼識(cakṣurvijñāna)이라 명명
하는 것이다. 그렇듯이, 설령 매 대상에 대해(artham arthaṁ prati) 展轉할
지라도, 매 根에 의지해서(āśritya) 展轉하고 있는 識은 오직 所依(āśraya)에
의해서만 명명되기 때문에, “눈 앞에 있는 것”(pratyakṣa)이 될 것이다. 참

으로, 큰북의 소리, 보리의 싹과 같이 공유되지 않는 것(asādhāraṇa, 不共)

15) loke pratyakṣaśabdasya prasiddhatvādvivakṣite'rthe pratyarthaśabdasya

[a]prasiddhatvādāśrayeṇaiva vyutpattirāśrīyata iti cet, ucyate, astyaya

ṁ pratyakṣaśabdo loke prasiddhaḥ / sa tu yathā loke tathāsmābhirucya

ta eva / yathāsthitalaukikapadarthatiraskāreṇa tu tadvyutpāde kriyamā

ṇe prasiddhaśabdatiraskāraḥ prasiddhaḥ syāt, tataśca pratyakṣamityeva

ṁ [na] syāt / 73쪽 9째줄-74쪽 3째줄, Prasannapad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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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알려지는 것이다.

[답한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참으로, 거기서는

色識(rūpavijñāna) 등등과 같이 대상(viṣaya)에 의거해서 識이 명명되기 때
문에, 여섯가지 識의 구별이 제시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意識(manovi
jñāna)이 眼識(cakṣurvijñāna) 따위와 함께 하나의 대상에서 展轉하기 때문
이다. 그렇듯이, 참으로, 靑色 따위의 여섯가지 識이 識이라 말해질 때, 이
識이 有色根(rūpīndriya)에서 생긴 것인가, 아니면, 意(mānasa)에서 생긴 것
인가 하는 의심(sāśaṅka)이 마음(pratyaya)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所依에
의해서 명명될 때는, 意識이 眼識 따위의 대상에서 展轉하는 일이 있어도,
상호 구별이 성립한다.16)

세간에 확립되어 있는 대로, 어원 분석할 때, 그 어원 분석은 所依
根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세간에 정해져 있는 ‘pratyakṣa’의 의미는,
예리함, 둔함 따위 根의 變異에 따라 識이 變異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論主인 짠드라끼르띠의 답변은 敵者의 물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짠드라끼르띠는 敵者의 물음을 “이것은 앞에
서 말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한마디 말로 잘라버린다. 敵者가
앞에서 말한 대로라면, 識은 대상을 따르는 것이니, 대상에 따라 色
識 따위로 識을 명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敵者의 이
“설령 매 대상에 대해 展轉할지라도 매 根에 의지해서 展轉하고 있는
識은 오직 所依에 의해서만 명명되고 있기 때문에, ‘눈 앞에 있는 것’
(pratyakṣa)이 될 것이다.”는 말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16) atha syāt, yathobhayādhīnāyāmapi vijñānapravṛttāvāśrayasya paṭumand

atānuvidhānādvijñānānāṁ tadvikāravikāritvādāśrayenaiva vyapadeśo bh

avati, cakṣurvijñānamiti / evaṁ yadyapyarthamarthaṁ prati vartate, tat

hāpyakṣamakṣamāśritya vartamānaṁ vijñānamāśrayeṇa vyapadeśo prat

yakṣamiti bhaviṣyati / dṛṣṭo hyasādhāraṇena vyapadeśo bherīśabdo yav

āṇkura iti //

naitatpūrveṇa tulyaṁ / tatra hi viṣayeṇa vijñāne vyapadiśyamāne rūpa

vijñānamityevamādinā vijñānaṣaṭkasya bhedo nopadarśitaḥ syāt, mano

vijñānasya cakṣurādivijñānaiḥ sahaikaviṣayapravṛttatvāt / tathā hi nīlād

ivijñānaṣaṭke vijñānamityukte sākāṇkṣa eva pratyayājjāyate kimetadrū

pīndriyajaṁ vijñānamāhosvinmānasamiti / āśrayeṇa tu vyapadeśe mano

vijñānacakṣurādivijñānaviṣayapravṛttisaṁbhave'pi parasparabhedaḥ sid

dho bhavati / 72쪽 4째줄-73쪽 3째줄, Prasannapad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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敵者의 이 말을 유념해서 들어야 할 것이다. 짠드라끼르띠가 이해한
“매 눈에 대해”란 말은 아마, 敵者가 “설령 매 대상에 대해 展轉할지
라도, 매 根에 의지해서 展轉하는 있는 識”이라 했을 때, ‘매 대상에
대해 展轉하고 있는 識’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 말은, 敵者가
“[所依根과 境] 둘에 의존해서 識이 展轉한다”고 했으니, 識이 境, 즉,
대상에도 의존함을 나타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論主인 짠드라끼르띠의 답변이 자신이 말한 것과 일치하

지 않는다. 짠드라끼르띠는 意識이 眼識 따위와 함께 하나의 대상에
서 展轉하기 때문에, 만약 識을 色識 따위로 명명하게 되면, 이 識이
有色根에서 생긴 것인지, 意에서 생긴 것이지 분명하지 않으니, 眼識,
意識 따위 所依에 의해 명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이것은 짠드라
끼르띠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니다. 阿毘達磨俱舍論에,

識의 生起는 [根과 境] 둘에 의지하는 것인데, 眼 따위만 所依(āśraya)라
말하고 色 따위는 所依라 말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이 變異함

으로서 [識이] 變異하므로, [識의] 所依는 眼 따위이다. [眼 따위에는] 界
란 말이 붙는다. 眼 따위가 變異(vikāra)함으로써, 그 識의 變異가 일어난
다. 북돋움(anugraha), 다침(upaghāta), 예리함(paṭu), 둔함(manda)에 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色 따위가 變異함으로써, 그 識의 變異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더 강력하게 그것들(=根)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所依이고, 色 따위는 所依가 아니다.
그것들(=識)에 의해 色 따위가 了別되는데(vijñāyante), 眼識(cakṣurvijñān

a) 내지 意識(manovijñāna)이라 말하고, 色識(rūpavijñāna) 내지 法識(dharm
avijñāna)이라 말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眼 따위가 그것들(=識)
의 所依(āśraya)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유되지 않기에(不共), 그것으로

識을 말한다. 왜 공유되지 않는가(asādhāraṇatvam)? 眼은 그 밖의 識의 所
依가 될 수 없다. 그러나, 色은 意識의 所緣(ālambana)도 되며, 다른 眼識의
所緣도 된다. 身(kāya)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
서, 所依이기 때문에, 또,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識을 말하지, 色 
따위로 말하지는 않는다. 마치 [북채소리라 하지 않고] 북소리라 하고, [땅

싹이라 하지 않고] 보리싹이라 하듯이.17) (굵은 글씨는 頌)

17) kiṁ punaḥ kāraṇamubhayādhīnāyāṁ vijñānotpattau cakṣurādayaḥ evāś

rayā ucyante na rūpāday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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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가 앞에서 “‘눈 앞에 있는 것’(pratyakṣa)이란 말은 눈을

넘어서 있지 않은(aparokṣa) 대상(artha)을 뜻하니, 직접(sākṣād) 마주하

고 있는(abhimukha) 대상(artha)이 곧 ‘눈 앞에 있는 것’(pratyakṣa)이다.

눈이 그곳으로 갔으므로(pratigatam), 눈 너머에 있지 않은(aparokṣa) 병,

靑色 따위의 “눈 앞에 있음”(pratyakṣatva)이 성립한다.”고 말했다는 점
이다. 그의 말을 따라, 세간에 확립돼 있는 대로 어원 분석하면, ‘prat

yakṣa’는 ‘눈 앞에 있는 것’, ‘눈에 對해 있는 것’, 즉, ‘根에 對해 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 때의 根은 有色根이다. ‘pratyakṣa’의 ‘akṣa’를
有色根으로 풀이해 놓고, 識을 명명하는 이 자리에서 意까지를 포함
해 所依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더구
나, 이 말에 이어, 대상(artha)이 인식의 원인임을 인정하는 “그것을

判別하는(paricchedaka) 인식(jñāna, 知)은 짚불, 겻불과 같이, ‘눈 앞에

있는 것’(pratyakṣa)을 원인(kāraṇa)으로 하기 때문에, 現量(pratyakṣatva
m)이라 명명하는 것이다.”고 한 것을 보면, 그 역시 敵者 못지 않게
대상 쪽에서 인식을 말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짠드라끼

르띠는, 눈을 말하는 자리에선 대상을 거론하고, 대상을 말하는 자리

에선 눈을 거론했다고 말할 수 있다. 敵者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한 인
명불교 논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 내고 있다.

現量이란 눈(akṣa)에 다가서 있고(pratigatam) 눈에 의지하는 것(āśritam)
이며, “ati 따위는 ‘다가간’(krānta) 따위의 의미로, 제2격(dvitīyā)을 가지며”

/ dhātava ityadhikāraḥ / cakṣurādīnāṁ hi vikāreṇa tadvijñānāṁ vikāro

bhavaty anugrahopaghātapaṭumandatānuvidhānāt natu rūpādīnāṁ vikār

eṇa tadvikāraḥ / tasmātsādhīyastadadhīnatvātta evāśrayā na rūpādayaḥ

/ kiṁ punaḥ kāraṇaṁ rūpādayaśca tairvijñāyante cakṣurvijñānaṁ cocy

ate yāvanmanovijñānam / na punā rūpavijñānaṁ yāvaddharmavijñāna

miti / ya ete cakṣurādaya āśrayā eṣām / ato 'sādhāraṇatvāddhi vijñāna

ṁ tairnirucyate / kathamasādhāraṇatvam / nahi cakṣuranyasya vijñāna

syāśrayībhavitumutsahate / rūpaṁ tu manovijñānasyālambanībhavatyan

yacakṣurvijñānasyāpīti / evaṁ yāvat kāyo veditavyaḥ / tasmādāśrayab

hāvād asādhāraṇatvācca vijñānaṁ tenaiva nirdiśyate na rūpādibhiḥ / y

athā bherīśabdo yavāṅkura iti / 34쪽 17째줄-30째줄, Vasubandu, Abhid
hamakośabhāṣyam, ed. P. Pradhan, Tibetan Sanskrit Works Series Vol.
Ⅷ, Patna,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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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의 복합어(samāsa)이다. ‘prāpta’, ‘āpanna’, ‘alam’의 전접사 복합어들

(gatisamāsa)은 뒷말의 性(liṅga)을 따르지 않고 지시 대상(abhidheya)의 性
을 따르므로, pratyakṣa(現量)란 말은 모든 性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눈에 의지한다”(akṣāśritatva)는 것은 말의 어원 분석(vyutpatti)에 의거한

것이지, 작용(pravṛtti)에 의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눈에 의지한다는

것에 의해서 한 의미(ekārtha)와 부합하는 대상의 現證性(arthasākṣātkāritv
a)이 암시되고 있다. 그것이 곧 말의 작용에 의거해 있음(pravṛttimimittam)

이다. 따라서, 대상을 現證하는(sākṣātkārin) 인식(jñāna)이라면 어떤 것이든
現量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눈에 의지하는 것(akṣāśritatva)이 곧 작
용에 의거하는 것(pravṛttinimitta)이라면, 根의 인식(indriyajñāna)만을 現量
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어서, 意(mānas)의 인식 따위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치, “가기 때문에 소이다”(gacchatīti gauḥ)고 소(go)란 말을

가는 작용(gamanakriyā)에 의해 어원 분석했다 하더라도, 가는 작용(gama

nakriyā)에 의해 암시된 한 의미(ekārtha)와 부합하는 소(gotva)는 작용에

의거하듯이, 소란 말은, 소가 갈 때든 가지 않을 때든(ca gacchatyagacchati

ca gavi), 성립해 있는 것이다.18)

現量(pratyakṣa)의 개념을 어원 분석(vyupatti)에만 의존한다면, 根의
인식만이 現量이 될 수 있을 뿐, 意의 인식 따위는 現量이 될 수 없
을 것이다. 짠드라끼르띠는 대상(artha)에 의거해서는 意識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어원분석에 의존해서 어떻게 意識을
세울 수 있겠는가? 現量의 개념이 말의 어원 분석에만 의존할 수 없
음을 이 인명불교 논사는 말하고 있다. 예컨대, 소(go)란 말은 간다(ga

cchati)에서 온 것이긴 하지만, 소가 언제나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18) pratyakṣamiti / pratigatamāśritamakṣam / atyādayaḥ krāntādyarthe dvitī

yayeti samāsaḥ / prāptāpannalaṁgatisamāseṣu paravalliṅgapratiṣedhāda

bhidheyavaliṅge sati sarvaliṅgaḥ pratyakṣaśabdaḥ siddhaḥ / akṣāśritatv

aṁ ca vyutpattinimittaṁ śabdasya, na tu pravṛttinimittam / anena tvak

ṣāśritatvenaikārthasamavetamarthasākṣātkāritvaṁ lakṣyate / tadeva śab

dasya pravṛttinimittam / tataśca yatkiṁcidarthasya sākṣātkāri jñānaṁ t

atpratyakṣamucyate / yadi tvakṣāśritatvameva pravṛttinimittam syādind

riyajñānameva pratyakṣamucyeta, na mānasādi / yathā gacchatīti gauri

ti gamanakriyāyāṁ vyutpādito 'pi gośabdo gamanakriyopalakṣitamekār

thasamavetaṁ gotvaṁ pravṛttinimittīkaroti, tathā ca gacchatyagacchati

ca gavi gośabdaḥ siddho bhavati / 6쪽 2째줄-9째줄, Nyāyabinduṭīk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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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본성은 그 가는 작용이 암시하는 작용의 성격에 있는 것이다.

現量이란 말이 비록 ‘눈, 즉, 根에 대해 있는 것’이란 뜻에서 온 것이
긴 하지만, 이 말이 눈 따위 根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말할 뿐
이지, 根의 인식만을 現量이라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敵者인 인명불교 논사가 現量과 관련해서 대상을 말할 때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짠드라끼르띠나 인명불교 논사

나 모두 意識이 眼識 따위와 다르다고 말하지만, 인명불교 논사는 말
의 어원 분석에 구애됨이 없이 그 작용의 성격에 따라 규명하려는

반면, 짠드라끼르띠는 말의 어원 분석에 얽매여 그 작용 자체를 놓치

고 있다. 짠드라끼르띠와는 달리 인명불교 논사는 세간에 확립돼 있

는 ‘pratyakṣa’의 의미를 어원에 집착하지 않고 규정한다. 인명불교

논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그대들과 우리들에게 확립되어 있는(prasiddham) 대상에 대한 직접 인

식(sākṣātjñāna)은 分別이 배제되고(kalpanāpoḍha) 錯亂이 없는 것(abhrānta)
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分別이 배제되고 錯亂이 없는 것
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現量 인식의 어떤 특성이 남아 있어 現量이란
말의 올바른 의미를 再論하게 되는 것인가”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根(indriya)의 수반(anvaya)과 배제(vyatireka)에 따르는 대상(artha)에
대한 직접 인식(sākṣātjñāna)이라는 現量이란 말의 의미(śabdavācya)가 모

든 사람에게 성립되어 있기(siddham) 때문이다. 그것을 再論해, 分別이 배
제되고 錯亂이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19)

“그것을 再論해, 分別이 배제되고 錯亂이 없는 것이라 규정한다”는
말에 주목하자. 現量은 우리 모두에게 확립되어 있는 대상에 대한 직
접 인식이다. 그것을 再論한다는 것은 그 세간에 확립되어 있는 것을

19) yattadbhavatāmasmākaṁ cārtheṣu sākṣātkārijñānaṁ pratisiddhaṁ tatka

lpanāpoḍhābhrāntatvayuktaṁ drṣṭavyam / na caitanmantavyaṁ kalpanā

poḍhābhrāntatvaṁ cedaprasiddhaṁ kimanyatpratyakṣasya jñānasya rūp

amavaśiṣyate yatpratyakṣaśabdavācyaṁ sadanūdyeteti / yasmādindriyā

nvayavyatirekānuvidhāyyartheṣu sākṣātkārijñānaṁ pratyakṣaśabdavācy

aṁ sarveṣāṁ siddhaṁ, tadanuvādena kalpanāpoḍhābhrātatvavidhiḥ / 6

쪽 19째줄-7쪽 1째줄, Nyāyabinduṭīkā.



쁘라산나빠다에 나타난 … 現量論 박인성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의 의미하는 것을 다시 살펴본다는

뜻이다. ‘pratiakṣa’의 ‘prati’와 ‘akṣa’의 의미를 각각 받아들이면서, 그

두 말이 만나 새롭게 이룬 말의 의미를 규명한다는 것이다. “가기(ga

cchati) 때문에, 소(go)이다”에서처럼, 소의 어원 분석에서 소의 본성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그 본성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쌓인 의미들을 살

펴볼 때, 우리는 소의 진정한 본성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세간에

확립되어 있는, 새롭게 쌓인 現量의 의미를 규명해 보면, 現量의 본질
은 分別이 배제되고 錯亂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Ⅴ. 自相

인명불교에선 두가지 量, 즉, 現量과 比量을 세운다. 따라서, 量의
대상도 現量의 대상인 自相과 比量의 대상인 共相의 두가지이다. 自相
과 共相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自相이 安立되지 않으면 共相이
安立되지 않으며, 共相이 安立되지 않으면 自相이 安立되지 않는다.

짠드라끼르띠는 인명불교의 이 두 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自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또한, 만약 自相(svalakṣaṇa)과 共相(sāmānyalakṣaṇa)의 둘에 의거해서

두가지 量(pramāṇa)을 말한다면, 그 두 相(lakṣaṇa)의 所相(lakṣya)은 존재
하는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가. 만약 [所相이] 존재한다면, 그것들과는
다른(tadapara) 所量(prameya)이 존재하는 것이니, 어떻게 두 量(pramāṇa)
만 존재하겠는가? 만약 所相(lakṣya)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相(lakṣaṇa)도
의지할 바(āśraya, 所依)가 없게 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니, 어떻게 두 量이
존재하겠는가?20)

20) kim ca yadi svasāmānyalakṣaṇadvayānurodhena pramāṇadvayamuktam,

yasya tallakṣaṇadvayaṁ kiṁ lakṣyamasti, atha nāsti / yadyasti tadā ta

daparaṁ prameyamastīti kathaṁ pramāṇadvayaṁ / atha nāsti lakṣyaṁ,

tadā lakṣaṇamapi nirāśrayaṁ nāstīti kathaṁ pramāṇadvayam / 59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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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드라끼르띠는 自相과 共相의 관계를 규명하기에 앞서 이 둘의

所相을 상정한다. 自相과 共相을 포괄하는 相(lakṣaṇa)이 존재하고, 또
그 相에 대한 所相이 존재한다면, 짠드라끼르띠의 비판은 온당할 것
이다. 그러나, 自相이나 共相에 相이란 말이 있는 것만 보아도, 이 두
相은 서로 관계지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相과 所相의 관계
를 따지기에 앞서 그 두 相의 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敵者인 인
명불교 논사는 相의 의미가 論主인 짠드라끼르띠가 생각하는 그런

相이 아님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짠드라끼르띠의 입을 통해 들어보
자.

묻는다: “이것에 의해 相을 띠므로, 相이다”(lakṣyate 'aneneti lakṣaṇam)
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 접미사(kṛtyalyuṭ) -ana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네”라 하니, 명사 접미사 -ana가 대상(karman)을 뜻한다고 보아 “그것

이 相을 띠므로, 相이다”(lakṣyate taditi lakṣaṇam)고 해야 한다. [답한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 바로 그것이(tenaiva tasya) 相을 띠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의해 이것이 相을 띨
텐데,] 그것에 의해(yena) 이것이(etad) 相을 띤다면, 그것이란 수단(karaṇa)
과 이것이란 행위의 대상(karmaṇa 'rtha)이 상이하므로, 그것은 오류이

다.21)

敵者인 인명불교 논사가 “그것이 相을 띠므로, 相이다”고 相을 安立한
것은, 相과 所相으로 나누어 相과 所相 모두를 비판하는 짠드라끼르띠의

견해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그런데, 論主인 짠드라끼르띠는 “그것이 相을
띠므로, 相이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것에 의해 바로 그것이 相을 띠게 되
므로 이중부가의 오류가 있다고 비판하고, 敵者가 이미 부정한 “이것에 의
해 相을 띠므로, 相이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것이란 수단과 이것이란 대
상이 상이하므로 오류다고 비판하고 있다. 짠드라끼르띠는 뒤에 가서,

그리고, 그것들은 서로 觀待해서 성립한다. 量이 있을 때, 所量인 대상(a

째줄-9째줄, Prasannapadā.

21) atha syānna lakṣyate'neneti lakṣaṇāṁ, kim tarhi kṛtyalyuṭo bahalamiti

karmaṇi lyuṭaṁ kṛtvā lakṣyate taditi lakṣaṇaṁ // evamapi tenaitasya la

kṣyamāṇatvāsaṁbhavādyenaitallakṣyate tasya karaṇasya karmaṇo 'rth

āntaratvāt, sa eva doṣaḥ / 60쪽 1째줄-3째줄, Prasannapad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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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ha)이 있고, 所量이 있을 때 量이 있다. 그러나, 量과 所量 이 둘이 自性을
갖고 성립하는 일(svābhāvikī siddhiḥ))은 절대 없다. 결론을 맺건대, 世間은
(laukikam) 보이는 대로(yathādṛṣṭa)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22)

라 말하고 있다. 이 말대로라면, 相과 所相도 自性을 갖지 않고 서로
觀待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그것이 相을 띠므로, 相이다”에서는 동
일성을, “이것에 의해 相을 띠므로, 相이다”에서는 상이성을 말하고

있으므로, 동일성과 상이성을 모두 부정하는 것, 즉, 相과 所相은 동
일하지도 않고 상이하지도 않다는 것이 觀待라면, 짠드라끼르띠가 말
하고자 하는 相과 所相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 걸까? 먼저, 짠드라
끼르띠가 생각하는 自相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묻는다: 인식(jñāna, 知)은 수단(karaṇa)이므로, 또, 그것은 自相(svalakṣa
ṇa)에 포함되므로, 이것은 오류가 아니다. 답한다: 지금 이 곳에서(iha), 존

재(bhāva)들이 다른 것과 공통되지 않은(asādhāraṇa) 자기만이 갖고 있는(ā

tmīya) 自己相(svarūpa)이 自相(svalakṣaṇa)이다. 예컨대, 地(pṛthivī)의 단단

함(kāṭhinya, 堅), 受(vedanā)가 領納한 대상(viṣayānubhava), 識(vijñāna)이
了別한 각각의 대상(viṣayaprativijñapti)이다. 참으로, 그것에 의해(tena) 그
것이(tad) 相을 띠는(lakṣyate) 것인데, 확립되어 있는 것(prasiddha)을 따른
어원 분석(vyupatti)을 떨쳐버리고, [인명불교 논사들은] 대상(karman)의 成
立(sādhana)을 인정한다. 그리고, 識(vijñāna)을 수단(karaṇabhāvam)으로 제
시한다면(pratipadyamānena), 그것은 “自相이 곧 대상이며(karmatā), 다른

自相(svalakṣaṇāntarasya)이 수단이다(karaṇabhāvaḥ)”고 말한 것이 된다. 이
경우, 만약 識의 自相이 수단이라면, 그것과 별개인(vyatirikta) 대상이 있어
야 한다. 그러니, 이것은 오류이다.23)

22) tāni ca parasparāpekṣayā sidhyanti, satsu pramāṇeṣu prameyārthāḥ, sa

tsu prameyeṣvartheṣu pramāṇāni / no tu khalu svābhāvikī pramāṇapra

meyayoḥ siddhiriti tasmāllaukikamevāstu yathādṛṣṭam / 75쪽 10째줄-12

째줄, Prasannapadā.

23) atha syāt, jñānasya karaṇatvāttasya ca svalakṣanāntarbhāvādayamadoṣ

a iti // ucyate / iha bhāvānāmanyāsādhāraṇamātnīyaṁ yatsvarūpaṁ tat

svalakṣaṇaṁ, tadyathā pṛthivyāḥ kāṭhinyaṁ vedanāyā viṣayānubhavo

vijñānasya viṣayaprativijñaptiḥ, tena hi tallakṣyata iti kṛtvā prasiddhān

ugataṁ ca vyutpattimavadhūya karmasādhanamabhyupagacchati / vijñ

ānasya ca karaṇabhāvaṁ pratipadyamānetyuktaṁ bhavati, svalakṣaṇ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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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짠드라끼르띠는 인식(jñāna, 知)을 수단인 量(pramāṇa)과 같

은 뜻으로 쓰면서, 量果(pramāṇaphala)를 제쳐놓은 채, 수단인 인식(jñā
na, 知)을 말하면서 그것과 대상인 自相이 서로 동일한가, 아니면, 상
이한가 하는, 相과 所相의 관계를 따질 때와 비슷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결과(phala)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수단과 대상의 관계를 세울

수 없다. 인명불교는 量과 量果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대상과 수단의
관계를 세우고 있다.

만약 인식(jñāna, 知)이 量에 의해 얻어진 것(pramiti)이란 성격을 갖기
때문에 量果라면, 그렇다면 量이란 무엇인가? 답한다: 이것의 대상과 相同

인 것이 量이다. 이 인식의 대상과 相同인 것(sārūpya), 相似한 것(sādṛśya)
이 量이다. 인식을 일게 하는 대상(viṣaya), 그 대상과 相似한 것이 量이라
는 게 우리의 견해이다. 예컨대, 靑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靑과 相似한
것이다. 그리고, 그 ‘相似한 것’을 行相(ākāra)이라 칭하기도 하고, 顯現(ābh
āsa)이라 칭하기도 한다.24) (굵은 글씨는 다르마끼르띠의 頌)

相同인 것(sārūpya), 相似한 것(sādṛśya)은 비실재적인 대상(anartha)에
서 顯現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것은 顯現이지만 동시에 自相이
다. 顯現이지만 동시에 自相이란 말은 짠드라끼르띠의 동일성을 의미
하지 않는다. 自相인 顯現, 自相인 行相에는, 自相이 아닌, 즉, 共相인
顯現, 共相인 行相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量인 顯現은 量
果와 관련해서 볼 때 수단(karaṇa)이다. 量果를 빼놓은 量은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量果를 빼놓은 대상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量果
를 빼놓은 대상과 수단의 관계는 짠드라끼르띠가 몰아부치는 동일성

이나 상이성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짠드라끼르띠가 인식

yaiva karmatā svalakṣaṇāntarasya karaṇabhāvaśceti / tatra yadi vijñān

asvalakṣaṇaṁ karaṇaṁ tasya vyatiriktena karmaṇā bhavitavyamiti sa

eva doṣaḥ / 60쪽 4째줄-61쪽 2째줄, Prasannapadā.

24) yadi tarhi jñānaṁ pramitirūpatvātpramāṇaphalaṁ, kiṁ tarhi pramānami

tyāha / / arthena saha yatsārūpyaṁ sādṛś

yamasya jñānasya tatpramāṇam / iha yasmādviṣayājjñānamudeti tadviṣ

ayasadṛśaṁ tadbhavati / yathā nīlādutpadyamānaṁ nīlasadṛśam / tacca

sādṛśyamākāra ityābhāsa ityapi vyapadiśyate / 15쪽 6째줄-10째줄, Nyā
yabinduṭīk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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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量果를 고려하지 않는 채, 다만 대상과 수단의 관계로 몰아간 것
은 상당히 자신의 설을 확립하기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곡해라고 보

지 않을 수 없다. 인명불교에선 量果와 관련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보
고 있다.

이 경우, ‘成就되는 것’(sādhaya)과 ‘成就하는 것’(sādhana)의 관계는 ‘생
겨나는 것’(janya)과 ‘생겨나게 하는 것’(janaka)의 관계가 아니다. 그렇다

면, 하나의 事象(vastu)에 모순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安立되
는 것’(vyavasthāpya)과 ‘安立하는 것’(vyavasthāpaka)의 관계이다. 그러므

로, 하나의 事象에 있어서 어떤 相(rūpa)은 量(pramāṇa), 어떤 相(rūpa)은 量
果(pramāṇaphala)인데, 이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인식(jñāna, 知)을 安
立하는 因(vyavasthāpanahetu, 安立因)은 ‘相同인 것’(sārūpya)이며, 安立되는
것(vyavasthāpya)은 靑을 ‘認知하는 것’(saṁvedana)의 相(rūpa)이다. 하나의
인식(ekajñāna)에 어떻게 ‘安立되는 것’과 ‘安立하는 것’의 관계가 있는가

묻는다면, 답한다: ‘相似한 것’(sadṛśa)이 領納되고 있을 때(anubhūyamāna

m) 그 識은 決定知(niścayapratyaya)에 의해 靑을 파악하는 것(grāhaka)으로
安立되기(avasthāpyate) 때문에, 領納된(anubhūtam) ‘相同인 것’(sārūpyam)

은 安立하는 因(vyavasthāpanahetu, 安立因)이다. 그리고, 그 인식(jñāna)은

決定知에 의해 靑을 ‘認知하는 것’(saṁvedana)으로 安立되기 때문에(avasth
āpyamānam), ‘安立되는 것’(vyavasthāpya)이다. 그러므로, ‘相同이 아닌 것’
(asārūpya)을 배제하기 때문에(vyāvṛttyā), ‘相同인 것’이 인식(jñāna)을 安立
하는 因(hetu)이다.25)

이 인명불교 논사의 말을 따르면, 짠드라끼르띠는 ‘생겨나는 것’과

25) na cātra janyajanakabhāvanibandhanaḥ sādhyasādhanabhāvo, yenaikas

minvastuni virodhaḥ syāt / api tu vyavasthāpyavyavasthāpakabhāvena/

tata ekasya vastunaḥ kiṁcidrūpaṁ pramāṇaṁ kiṁcitpramāṇaphalaṁ n

a virudhyate / vyavasthāpanaheturhi sārūpyaṁ tasya jñānasya, vyavas

thāpyaṁ ca nīlasaṁvedanarūpam / vyavasthāpyavyavasthāpakabhāvo '

pi kathameksya jñānasyeti cet / ucyate / sadṛśamanubhūyamānaṁ tadv

ijñānaṁ yato nīlasya grāhakamavasthāpyate niścayapratyayena tasmāt

sārūpyamanubhūtaṁ vyavasthāpanahetuḥ / niścayapratyayena ca tajjñā

naṁ nīlasaṁvedanamavasthāpyamānaṁ vyavasthāpyam / tasmādasārū

pyavyāvṛttyā sārūpyaṁ jñānasya vyavasthāpanahetuḥ / 15쪽 18째줄-1

6쪽 3째줄, Nyāyabinduṭīk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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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나게 하는 것’의 관계를 따진 셈이 된다. ‘생겨나는 것’과 ‘생겨

나게 하는 것’의 관계는 동일성의 관계나 상이성의 관계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自相(svalakṣaṇa, svarūpa)의 相(lakṣaṇa, rūpa)은 自相이 ‘安立
하는 것’과 ‘安立되는 것’의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
相은 실재론적인 相이 아니다. 실재론적인 相이라면, 동일성이나 상
이성으로 몰고가는 짠드라끼르띠의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정당할 것이

다.

묻는다: 識에 의해 알려지는(gamya) 地 등에 있는 단단함(kāṭhinya, 堅)
따위는 그것의 대상일 따름이며, 自相과 별개인 것이 아니다. [답한다:] 그
렇다면, 識의 自相에는 대상성(karmatva)이 없기 때문에, 所量性(prameyatv
a)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상 자체(karmarūpa)인 自相이 곧 所量(pram
eya)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所量은 自相과 共相의 두가지다”는 것을 이렇
게 구별해서(viśeṣya) 말해야 할 것이다: 즉, 어떤 自相은 所量이며 “그것은
그것이 相을 띤다”(yallakṣyate)고 진술되고(vyapadiśyate), 어떤 自相은 所
量이 아니며 “그것은 이것에 의해 相을 띤다”(yallakṣyate 'nena)고 진술된
다. 만약 그것 역시 대상을 성립하게 하는 것(sādhana)이라면, 그 때, 그것

에는 다른 수단(karaṇa)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인식(jñāna)을 수단(k

araṇa)으로 想定한다면(parikalpanāyām), 무한역행(anavasthā)의 오류에 떨

어지게 된다.26)

識에 顯現한 地의 단단함은 自相과 별개인 것이 아니라는 敵者의
말은 顯現과 自相이 安立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 論主인 짠드라
끼르띠가 생각하듯 실재론적인 관계는 아닌 것이다. 만약 실재론적

인 관계란 점에서 識에 顯現한 것이 自相이라면, 그 自相은 所量性,

26) atha syāt, yatpṛthivyādigataṁ kāṭhinyādikaṁ vijñānagamayaṁ tattasya

karmāstyeva tacca svalakṣaṇāvyatiriktamiti // evaṁ tarhi vijñānasvala

kṣaṇasya karmatvābhāvātprameyatvaṁ na syāt, karmarūpasyaiva sval

akṣaṇasya prameyatvāt / tataśca dvividhaṁ prameyaṁ svalakṣaṇaṁ sā

mānyalakṣaṇaṁ ca ityetadviśeṣya vaktavyaṁ, kim citsvalakṣaṇaṁ pra

meyaṁ yallakṣyata ityevaṁ vyapadiśyate, kim cidaprameyaṁ yallakṣy

ate'neneti vyapadiśyeta iti // atha tadapi karmasādhanaṁ tadā tasyāny

ena karaṇena bhavitavyaṁ, jñānāntarasya karaṇabhāvaparikalpanāyām

anavasthādoṣaścāpadyate / 61쪽 3째줄-9째줄, Prasannapad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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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대상성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아니면, 대상인 自相과 顯現인 自
相이 나뉘게 되어 두 所量이 되니 所量은 自相과 共相 이 둘밖에 없
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 所量은 自相이 될 것이고, 다른 한 所量은 共
相이 될 것이다. 실재론적인 관계라면, 짠드라끼르띠의 이 비판은 정
당하다. 그러나, 그 비판은 틀린 관계를 타파했다는 점에서만 정당하

다. 또, 그 비판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가 올바른 관계를 정립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所相과 相, 所量과 量 따위가 自性을 갖
지 않고 서로 觀待해서 성립한다는 것만을 말할 뿐, 量의 종류를 세
우는 정밀한 도정을 무시한 채 그는 量을 네가지로 나누고 있는 것
만 보아도 그가 생각하는 緣起가 얼마나 소략한 것인지를 알 수 있
다.

Ⅵ. 짠드라끼르띠의 네가지 量

짠드라끼르띠는 네가지 量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現
量에 대한 그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

[그대는] 分別이 배제된(kalpanāpoḍha) 인식(jñāna)이 現量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나누는 세간의 언설(lokasya saṁvyavahāra)이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들은] 세간적인(laukika) 量과 所量에 대한 언설
을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現量(pratyakṣapramāṇa)에 대한 [그대의] 해석
은(kalpanā) 무익한 것이 된다(vyarthaḥ saṁjāyate). 또, “眼識을 갖춘 이(sa
maṅgin)는 靑色을 인식한다. 그러나, 靑色은 존재하지 않는다.”(cakṣurvijñā
nasamaṅgī nīlaṁ jānāti no tu nīlam)는 聖典의 가르침(āgama)은 現量의 相(l
akṣaṇa)을 서술할 목적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aprastutatvāt), 五
根의 識이(pañcānāmindriyavijñānānām) 우매한 것임(jaḍatva)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聖典(āgama)에 의거해 보더라도 分別이 배제된 識만
이 現量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所相이든, 自相이
든, 共相이든, 세간에 존재한다면, 모든 것은 직접(sākṣāt) 인식되는 것이므
로(upalabhyamānatvāt), 눈을 넘어서 있는 것(aparokṣa)이 아니다. 그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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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現量은 그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과 함께(tadviṣayeṇa jñānena saha)
安立된다. 그러나, 두 개의 달 따위는 눈병을 앓지 않는 사람(ataimirika)의
인식에 준하면(apekṣayā), 現量이 아니지만, 눈병을 앓는 사람 등의 인식에
준하면, 現量이다.27)

이 인용문에 現量에 대한 짠드라끼르띠의 생각이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 “分別이 배제된 識만이 現量인 것은 아니다. 所相이든,
自相이든, 共相이든, 세간에 존재한다면, 모든 것은 직접 인식되는 것
이므로, 눈을 넘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現量은 그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과 함께 安立된다.”는 말에는 相(lakṣaṇa)에 대한

그의 생각이, 그리고, “두개의 달 따위는 눈병을 앓지 않는 사람의

인식에 준하면, 現量이 아니지만, 눈병을 앓는 사람 등의 인식에 준
하면, 現量이다”는 말에는 根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먼
저, 相에 대한 그의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명
불교에서 말하는 自相과 共相을 살펴보자.

이와 같이, 分別을 배제한 것(kalpanāpoḍhatva)과 錯亂이 없는 것(abhrān
tatva)을 갖춘 現量(pratyakṣa)의 種別을 說示하고 나서, 대상(viṣaya)에 관
한 異說을 타파하고자 말한다: 그것의 대상은 自相이다. “그것의”(tasya)

운운할 때, 그(tasya) 네가지 現量의 대상(viṣaya)은 自相(svalakṣaṇa)임을
알아야 한다. 자기의, 다른 것과 공통되지 않은 個別相(svamasādhāraṇaṁ l
akṣaṇam), 즉, 實在(tattva)가 自相이다. 實有(vastu)에는 個別相(asādhāraṇa),
즉, 實在(tattva)와 共相(sāmānya)이 있다. 個別相은 現量에 의해 파악된다(g

27) kalpanāpoḍhasyaiva ca jñānasya pratyakṣatvābhyupagamāt, tena ca lok

asya saṁvyavahārābhāvāt, laukikasya ca pramāṇaprameya[vyavahāra]

sya vyākhyātumiṣṭatvāt, vyarthaiva pratyakṣapramāṇakalpanā saṁjāya

te // cakṣurvijñānasa[ma]ṅgī nīlaṁ jānāti no tu nīlamiti cāgamasya pra

tyakṣalakṣaṇābhidhānārthasyāpratutatvāt, pañcānāmindriyavijñānānāṁ j

aḍatvapratipādakatvācca, nāgamādapi kalpanāpoḍhasyaiva vijñānasya p

ratyakṣatvamiti na yuktametat / tasmālloke yadi lakṣyaṁ yadi vā sval

akṣaṇaṁ sāmānyalakṣaṇaṁ vā sarvameva sākṣādupalabhyamānatvādap

arokṣam, ataḥ pratyakṣaṁ vyavasthāpyate tadviṣayeṇa jānena saha / d

vicandrādīnāṁ tvataimirikajñānāpekṣayā'pratyakṣatvaṁ, taimirikādyape

kṣayā tu pratyakṣatvameva // 74쪽 6째줄-75쪽 5째줄, Prasannapad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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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āhyam). 量(praṁāṇa)의 대상(viṣaya)은 두가지인데, 行相이 발생하는(yadā
kāramutpadyate) ‘파악되는 것’(grāhya)과, 決知되는(yamadhyavasyati) ‘도달
되는 것’(prāpaṇīya)이다. ‘파악되는 것’(grāhya)과 ‘決知되는 것’(adhyavasey
a)은 판이하다. 왜냐하면, 現量의 ‘파악되는 것’은 일찰나(kṣana ekaḥ)이지
만, 現量의 힘(pratyakṣabāla)에서 발생한 決定(niścaya)에 의해 ‘決知되는
것’(adhyavaseya)은 相續(saṁtāna)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現量의 ‘도달되는
것’은 相續이다. 왜냐하면, 찰나가 도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
가지로, 比量(anumāna)은 자기 속에 顯現한 비실재적인 대상(anartha)을 대
상(artha)으로 決知함으로써 展轉하는 것이니(pravṛtteḥ), 비실재적인 대상(a
nartha)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그 파악되고 있는 增益된(āropita) 대상(a
rtha)은 自相으로 決知되기(avasīyate) 때문에, [그렇게] 決知된(adhyavasita
m) 自相은 比量을 展轉하게 하는 대상(pravṛttiviṣaya)이다. 그러나, ‘파악되
는 것’은 비실재적인 대상(anartha)이다. 그래서, 여기서 量의 파악되는 대
상을(grāhyaṁ viṣayam) 보여주고자 現量의 대상은 自相이라고 말한 것이
다.28) (굵은 글씨는 다르마끼르띠의 頌)

自相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그 知의 대상(viṣaya)은 무엇인가? 가깝고 멂

에 따라서 知 내의 顯現에 차이가 있는 대상이 自相이다. “가깝고 멂에 따

라서 知 내의 顯現에 차이가 있는 대상이”(yasyārthasya)에서, 대상(artha)
이란 말은 對境(viṣaya)과 동의어이다. 인식의 대상이란 뜻이다(yasya jñān
aviṣayasya). 가까움(saṁnidhāna)은 가까운 곳에 있음(nikaṭadeśāvasthāna)

을 뜻한다. 멂(asaṁnidhāna)은 먼 곳에 있음(dūradeśaavasthāna)을 뜻한다.

28) tadevaṁ pratyakṣasya kalpanāpoḍhatvābhrāntatvayuktasya prakārabhed

aṁ pratipādya viṣayavipratipattiṁ nirākartumāha /

/ tasyetyādi / tasya caturvidhapratyakṣasya viṣāyo boddhavyaḥ

svalakṣaṇam / svamasādhāraṇaṁ lakṣaṇaṁ tattvaṁ svalakṣaṇam / vast

uno hyasādhāraṇaṁ ca tattvamasti sāmānyaṁ ca / yadasādhāraṇaṁ ta

tpratyakṣagrāhyam / dvividho hi viṣayo pramāṇasya, grāhyaśca yadākā

ramutpadyate, prāpaṇīyaśca yamadhyavasyati / anyo hi grāhyo 'nyaścā

dhyavaseyaḥ / pratyakṣasya hi kṣaṇa eko grāhyaḥ / adhyavaseyastu pr

atyakṣabalotpannena niścayena saṁtāna eva / saṁtāna eva ca pratyakṣ

asya prāpaṇīyaḥ, kṣaṇasya prāpayitumaśakyatvāt / tathānumānamapi s

vapratibhāse 'narthe 'rthādhyavasāyena pravṛtteranarthagrāhi / sa pun

arāropito 'rtho gṛhyāmāṇaḥ svalakṣaṇatvenāvasīyate yatastataḥ svalak

ṣaṇaṁadhyavasitaṁ pravṛttiviṣayo 'numansya / anarthastu grāhyaḥ / t

adatra pramāṇasya grāhyaṁ viṣayaṁ darśayatā pratyakṣasya svalakṣa

ṇaṁ viṣaya uktaḥ / 12쪽 11째줄-22째줄, Nyāyabinduṭīk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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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깝고 멂에 따라서, 인식 속의 顯現(pratibhāsa)인, 파악되는 行相(grah
yākāra)에는 명료함과 명료하지 않은 차이가 있다. 가까이 있는 인식의 대

상(jñānasya viṣaya)은 인식에 명료한(sphuṭa) 顯現(ābhāsa)을 짓고, 지각 가
능하지만(yogya) 멀리(asaṁnihita) 있는 대상은 불명료한(asphuṭa) 顯現을
짓는데, 그것이 自相(svalakṣaṇa)이다. 모든 實有(vastu)들은, 멀리 있으면(d
ūrāṭ), 불명료하게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samīpe), 명료하게 보인다. 그것

들이 곧 自相들이다.29) (굵은 글씨는 다르마끼르띠의 頌)

共相은 [自相과] 다르다. 이 自相(svalakṣaṇa)과 다른, 自相이 아닌 인식
의 대상(jñānaviṣaya)이 共相(sāmānyalakṣaṇa)이다. 참으로, 分別識(vikalpavi
jñāna)에 의해 대상(artha)이 決知되고 있을 때(avasīyamānaḥ), 인식의 顯現
(jñānapratibhāsa)은 [대상의] 가까움과 멂에 따라 차이지지 않는다. 즉, 增
益되고 있는(āropyamānaḥ) 불은 增益되기 때문에 존재하며, 增益되기 때문
에 먼 곳에도 있고 가까운 곳에도 있다. 그 增益된 인식의 顯現은 [대상의]
가까움과 멂에 따라 차이지지 않으며, [대상의] 명료함(sphuṭa)과 불명료함

(asphuṭa)에 의해서도 차이지지 않는다. 그래서, 自相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다. 一般相(sāmānyena lakṣaṇam)이 共相(sāmānyalakṣaṇa)이다. 普遍相(s
ādhāraṇaṁ rūpam)이란 의미이다. 모든 불이라는 보편(sādhāraṇa)은 增益되
고 있는 相이다(samāropyamāṇaṁ rūpam). 따라서, 그것은 共相이다.30) (굵

29) kaḥ punarasau viṣayo jñānasya yaḥ svalakṣaṇaṁ pratipattavya ityāha,

/ yasyārthasyetyādi / arthaśabdo viṣayaparyāyaḥ / yasya jñān

aviṣayasya / saṁnidhānaṁ nikaṭadeśāvasthānam / asaṁnidhānaṁ dūra

deśāvasthānam / tasmātsaṁnidhānādasaṁnidhānācca jñānapratibhāsasy

a grāhyākārasya bhedaḥ sphuṭatvāsphuśatvābhyām / yo hi jñānasya vi

ṣayaḥ saṁnihitaḥ sansphuṭamābhāsaṁ jñānasya karoti, asaṁnihitastu

yogyadeśāvasthita evāsphuṭaṁ karoti, tatsvalakṣaṇam / sarvāṇyeva hi

vastūni dūrādasphuṭāni dṛśyante, samīpe sphuṭāni / tānyeva svalakṣaṇā

ni / 12쪽 23째줄-13쪽 7째줄, Nyāyabinduṭīkā.

30) / etasmātsvalakṣaṇādanyatsvalakṣaṇaṁ yo na bh

avati jñānaviṣayastatsāmānyalakṣaṇam / vikalpavijñānenāvasīyamāno h

yarthaḥ saṁnidhānāsaṁnidhānābhyāṁ jñānapratibhāsaṁ na bhinatti / t

athā hyāropyamāṇo vahnirāropādasti / āropācca dūrastho nikaṭasthaśca

/ tasya samāropitasya saṁnidhānādasaṁnidhānācca jñānapratibhāsasya

na bhedaḥ sphuṭatvenāsphuṭatvena vā / tataḥ svalakṣaṇādanya ucyate/

sāmānyena lakṣaṇaṁ sāmānyalakṣaṇam / sādhāraṇaṁ rūpamityarthaḥ /

samāropyamāṇaṁ hi rūpaṁ sakalavahnisādhāraṇam / tatastatsāmānyal

akṣaṇam / 14쪽 3째줄-9째줄, Nyāyabinduṭīk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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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글씨는 다르마끼르띠의 頌)

짠드라끼르띠가 “分別이 배제된 識만이 現量인 것은 아니다. 所相
이든, 自相이든, 共相이든, 세간에 존재한다면, 모든 것은 직접 인식

되는 것이므로, ‘눈을 넘어서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그에게는 세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現量이다. 그가 생각하는

세간은 실재론적인 세간이다. 실재론적 의미의 ‘눈 앞에 있는 것’과

‘눈을 넘어서 있는 것’은 서로를 연결해 주는 고리가 없다. 세간에 존

재하는 모든 것이 現量이라 하니까 현량이 더 풍부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세간은 구체성이 없는 공허한 세간이다. 인식론적 의미

의 ‘눈 앞에 있는 것’은 곧바로 ‘눈을 넘어서 있는 것’에 다가선다. 우

리에게는 분명 가까움과 멂에 따라 명료함의 차이가 있는 그런 顯現
이 있고 가까움과 멂에 따라 명료함의 차이가 없은 그런 顯現이 있
다. 그런 顯現의 차이를 빚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自相과 共相을 구분
하는 것이다. 自相과 共相의 차이가 있어야 ‘눈 앞에 있는 것’에서 ‘눈
을 넘어서 있는 것’으로 다가갈 수 있고, 실재론적 의미의 ‘눈 앞에

있는 것’인 세간을 넘어 실재론적 의미의 ‘눈을 넘어서 있는 것’인 세

간으로 건너뛸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根의 錯亂에 대한 인명불교 논사의 말을 들어보자.

그것이 배제된, 눈병․빠른 회전․배를 타고 있음․몸의 異狀이 없는

인식이 現量이다. 그 分別(tayā kalpanayā), 즉, 分別性(kalpanāsvabhāva)이
배제된(rahitam), 즉, 分別性이 없는(śūnyam), 錯亂이 없는 인식이 現量이다
는 것이 뒤에 이어진다. 서로 의존하고 있는 “분별이 배제된 것”과 “錯亂
이 없는 것”에 現量의 특성이 있다. 각각으로서는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떠나고 錯亂이 없는 것이 現量이라고 서로 의존하고 있는 두
특성이 現量의 대상임이 보여졌다. 눈병(timila)이란, 눈이 손상을 입은 것
(viplava)이다. 이것은 根(indriya)에 있는 錯亂因(vibhramakāraṇa)이다. 빠른
회전(āśubhramaṇa)이란, 불붙은 나무(alāta) 따위의 빠른 회전이다. 불붙은

나무가 천천히 회전할 때는 바퀴의 錯亂(cakrabhrānti)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āśu)이란 말로 회전(bhramaṇa)을 한정한다. 그리고,

이것은 대상(viṣaya)에 있는 錯亂因이다. 배를 타고 있음(nauyāna)이란, 배
를 타고 가는 것이다. 가고 있는 배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고 있는 나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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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錯亂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고 있음(yāna)이란 말이 있다. 그리고, 이
것은 자기 바깥(bāhyāśraya)에 바탕을 두고 있는 錯亂因이다. 몸의 異狀(sa
ṁkṣobha)이란, 風質(vāta), 膽質(pitta), 粘質(śleṣman)의 異狀이다. 風質 따위
가 異狀을 보일 때면, 나무가 불타는 것 따위의 錯亂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안(āhyātma)에 있는 錯亂因이다.31) (굵은 글씨는 다르마끼르띠
의 頌)

눈병(timila)에 걸린 사람에게 顯現하는 두 개의 달은 눈병에 걸리
지 않은 사람에게는 現量이 아니지만, 눈병에 걸린 그 사람에게는 現
量이라는 짠드라끼르띠의 생각은, 인명불교 논사의 말을 따르면, 잘
못된 것이다. 짠드라끼르띠는 根에 錯亂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짠드라끼르띠는 根의 變異만을 보았을 뿐, 일정한

한도를 넘은 根의 變異, 즉, 錯亂은 보지 못하고 있다. 네가지 錯亂因
이 모두 根의 變異를 초래한다는, 인명불교 논사의 다음과 같은 말을
들으면, 이 점이 명백해진다.

根(indriya), 대상(viṣaya), 자기 바깥(bāhya), 자기 안(ādhyātmika)에 의지
하고 있는 모든 錯亂因에 의해 根이 變異한다. 根이 變異하지 않는다면, 根
의 錯亂이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32)

31)

/ tayā kalpanayā kalpanāsvabhāvena rahitaṁ śūnyaṁ

sajjñānaṁ yadabhrāntaṁ tatpratyakṣamiti pareṇa saṁbandhaḥ / kalpan

āpoḍhatvābhrāntatve parasparasāpekṣe pratyalakṣaṇaṁ, na pratyekamit

i darśayituṁ tayā rahitaṁ yadabhrāntaṁ tatpratyakṣamiti lakṣaṇayoḥ

parasparasāpekṣayoḥ pratyakṣaviṣayatvaṁ darśitamiti / timiramakṣṇorv

iplavaḥ / indriyagatamidaṁ vibhramakāraṇam / āśubhramaṇamalātādeḥ/

mandaṁ bhramyamāṇe 'lātādau na cakrabhrāntirutpadyate / tadartham

āśugrahaṇena viśeṣyate bhramaṇam / etacca viṣayagataṁ vibhramakār

aṇam / nāvā gamanaṁ nauyānam / gacchantyāṁ nāvi sthitasya gaccha

dvṛkṣādibhrāntirutpadyata iti yānagrahaṇam / etacca bāhyāśrayasthita

ṁ vibhramakāraṇam / saṁkṣobho vātapittaśleṣmaṇām / vātādiṣu hi kṣo

bhaṁ gateṣu jvalitastambhādibhrāntirutpadyate / etacādhyātmagataṁ v

ibhramakāraṇam / 9쪽 4째줄-14째줄, Nyāyabinduṭīkā.

32) sarvaireva ca vibhramakāraṇairindriyaviṣayabāhyādhyātmikāśrayagatair

indriyameva vikartavyam / avikṛta indriya indriyabhrāntyayogāt / 9쪽

14째줄-15째줄, Nyāyabinduṭīk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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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드라끼르띠는 發識이 根의 變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
만 생각하고, 정상적인 變異를 넘은 變異, 즉, 錯亂을 간과하고 있다.
分別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눈병에 걸린 사람의 두개의 달도
現量임에 틀림없지만, 錯亂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現量이 아니다.

인명불교의 現量에 대한 규정을 따르면, 결국, 눈병에 걸린 사람의

두개의 달은 눈병에 걸린 사람에게든, 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든 現量이 아니다. 짠드라끼르띠는 分別이 배제되지 않은 現量 외에
比量, 聖敎量, 譬喩量 등 세가지 量을 더 들고 있다.

반면에, 눈을 넘어서 있는 것(parokṣa)을 대상으로 하며, 증명될 것(sādh

ya, 所證)과 어긋나지 않는(avyabhicārin) 證相(liṅga)에서 생긴 인식(jñāna)

이 比量(anumāna)이다. 根을 넘어서 있는(atīndriya) 대상을 직접(sākṣāt) 인
식하는(vid) 믿을 만한(āpta) 사람들의 말(vacana)이 聖敎量(āgama)이다. 이
미 지각된(anubhūta) 대상을 유사성에 의해(sādṛśyāt) 인식하는 것(adhigam

a)이 譬喩量(upamāna)이다. 황소(gavaya)를 보고 소 같다고 하는 것처럼(ga
uriva gavaya iti yathā).

그리하여, 이와 같이, 네가지(catuṣṭaya) 量에 의해 세간의 대상(lokasyār
tha)에 대한 證得(adhigama)이 安立된다(vyavasthāpyate).33)

Ⅶ.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짠드라끼르띠와 인명불교는

現量, 즉, ‘눈 앞에 있는 것’(pratyakṣa)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짠드라끼르띠가 볼 때, ‘눈 앞에 있는 것’은 ‘눈에 對해 있는 것’이니,
눈이 인식의 표준이 되는 반면, 인명불교에서는 대상(artha)을 표준으

33) parokṣaviṣayaṁ tu jñānaṁ sādhyāvyabhicāriliṅgotpannamanumānāṁ /

sākṣādatīndriyārthavidāmāptānāṁ yadvacanaṁ sa āgamaḥ / sādṛśyadan

anubhūtārthādhigama upamānaṁ gauriva gavaya iti yathā / tadevaṁ p

ramāṇacatuṣṭayāllokasyārthādhigamo vyavasthāpyate // 75쪽 6째줄-9째

줄, Nyāyabinduṭīk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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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아 識 내의 顯現을 대상과 相似한 것으로 본다. 짠드라끼르띠는
눈이 變異하고 그 識을 낸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인명불교에
서는 눈이 變異하고 그 識을 낸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눈에 錯亂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짠드라끼르띠는 識
을 내는 눈을 인식의 표준으로 삼은 나머지, 인식 작용에서 눈이 하

는 역할의 폭을 지나치게 넓혀 오히려 눈의 역할을 지우고 있다.

‘눈 앞에 있는 것’은 ‘눈을 넘어서 있는 것’(parokṣa)과 관련될 수밖

에 없는데, 짠드라끼르띠와 인명불교는 ‘눈을 넘어서 있는 것’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인명불교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병이 ‘언

제나 눈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그러면서도 눈을 넘어서 있는 것’으

로 보는 반면에, 짠드라끼르띠는 이 병이 ‘언제나 눈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가 現量은 自相이든, 共相이든 직접(sākṣāt) 인식되는
것이기에 ‘눈을 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했을 때, 그는 ‘pratyakṣa’

란 말의 세간의 용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눈 앞에 있는 것’의 의미로

쓴 것이다.

사실, 짠드라끼르띠의 관심은 ‘눈 앞에 있는 것’과 ‘눈을 넘어서 있

는 것’의 관계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것’과 ‘이 자리를 넘어서 있

는 것’의 관계이다. 그는 ‘눈 앞에 있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것’으

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눈 앞에 있는 것’

이되 ‘눈을 넘어서 있는 것’이다. 現量을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본
다는 것은, 인명불교에서 볼 때는, 自相과 共相을 합한 그 무엇이 있
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눈을 지워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눈

을 넘어서 있는 것’은 ‘이 자리를 넘어서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자

리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눈을 넘어서 있는 것

이 있다. 그런데도, 짠드라끼르띠는 自相이든 共相이든 이 자리에 있
기 때문에 現量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에게는 ‘이 자리를 넘어서 있
는 것’이 比量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떻게 이 자리를

넘어서는 것일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자리를 넘어서려면 지금

이 자리에 ‘눈을 넘어서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짠드라끼르띠는 세간을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축소하며 추상화

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세간을 무화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世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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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직 말일뿐이다. 그러나, 세간은 말일 수만은 없다. 세간은 인식

과 사유도 포함한다. 그는 세간을 말과 동등하게 여김으로써 세간의

토대를 잃고 말았다.

緣起(pratītyasamutpāda)의 ‘緣’(pratītya)의 일차적인 의미는, 흔히 그렇
게 생각하듯, ‘의존해서’나 ‘相待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
는 ‘의존해서’, ‘相待해서’란 의미는 실재론적인 의존관계를 나타낼 수
있을 따름이다. 짠드라끼르띠가 緣起를 因과 緣을 觀待한 존재의 발
생이라고 정의한 데서 알 수 있듯이, 緣起는 인과관계이다. 그러나,

이 정의는 충분치 않아 곡해될 소지가 많다. 그가 말하는 “觀待한 존
재의 발생”(bhāvānāmutpāda)은 결과(phala)일 텐데, 그것이 어떤 성격의

인과관계의 결과인지 잘 드러나 있지 않다. 존재(bhāva)라는 말도, 발

생(utpāda)이란 말도 다의적이다. 다시 말해, 그 존재나 발생이란 말이

결과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 緣起는 실재론적
인 인과관계를 해체시켜 새롭게 그 관계를 정립할 수는 있겠지만, 곧

바로 실재론적 인과관계를 지칭하지는 않는다. 짠드라끼르띠는 “존

재의 발생”, 즉, 결과(phala)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정의하고도 그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곳곳에서 실

재론적 인과관계, 또는 실재론적 의존관계를 연상시키는 緣起를 말하
고 있다. 그가 뜻하고자 했던 “존재의 발생”은 실제로는 量果(pramāṇa
phala)이다. 그렇다면, 緣起의 ‘緣’의 의미는 ‘도달해서’임을 알 수 있

고, 무엇보다 ‘緣’과 동의어인 ‘prāpya’나 ‘apekṣya’가 이런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 세간에서 이미 그런 뜻으로 쓰고 있고 어원분석을 하

더라도 ‘緣’은 ‘도달해서’란 뜻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