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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理學派를 중심으로

이 지수*1

*

머리말

인도철학의 거의 모든 학파들은 無知(avidyā, ajñāna), 마야, 혹은 誤知

(mithyā-jñāna)가 실존의 苦(duḥkha)와 속박(saṁsāra, 輪廻)의 근본적 원인

이며, 따라서 苦와 속박에서의 해방(apavarga, mokṣa)은 무지를 소멸시

키는 正知(samyag-jñāna) 혹은 眞知(tattva-jñāna)의 획득에서 가능하다고

믿는다. 범어에서 ‘철학’(philosophy)에 상응하는 말인 ‘tattva-jñāna’는

실재 혹은 진리(tattva, reality or truth)의 인식(jñāna)을 뜻하고 또 다른

말인 ‘darśana’는 실재에 대한 통찰(insight), 실재에의 지각(perception, se

eing)을 의미한다. 인도에서의 철학이란 실재(Reality)에 대한 바른 인식

을 통해 삶의 궁극적 가치이자 목적(puruṣārtha)인 苦와 속박으로부터

의 절대적 자유를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 길(yoga, mārga) 중의 하나이

** 李芝洙 :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인도철학 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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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인도철학의 각 체계들은 진리와 실재가 무엇이며, 그것

을 어떻게 실현(realization)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각자의 방식으로

답변을 제시해야 했다.

그런데 진리의 실현과 苦로부터의 해방의 문제는 誤知와 苦의 현

상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심리학적인 분석 없이는 만족스럽게

답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인도철학은 다른 어느 민족의 철학에서보

다도 苦의 실존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과 無知, 혹은 錯誤(viparyaya)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인도철학에 따르면 깨달음, 혹은 해탈 이전의 모든 범부들은 형이

상학적 착각인 마야, 혹은 無明의 한계 속에서 살고 있다. 非我(anātma

n)를 我(ātman)로, 無常(anitya)을 常(nitya)으로, 苦(duḥkha)를 樂(sukha)으로

등등, 실재를 그와 다르게 顚倒하여 인식하는 것이 형이상학적 착오

라고 한다면, 새끼줄을 뱀으로, 조개껍질을 銀조각으로 誤認하는 것

은 경험적(empirical), 지각적 오류(perceptual error 혹은 illusory perception),

즉 착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인도철학에 있어선 한 학파의 지각적

오류에 관한 견해와 입장은 그 학파의 형이상학적 입장과 밀접히 연

관되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착각에 관한 논의를 ‘khyāti-vāda’(khyāti란 ‘인식’, ‘나타남’을 의미한다.)

라고 부르며, 문헌에 따라서 많게는 열 가지 정도의 견해로도 구분된

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견해로서 불교 중관학파의 ‘asat-k

hyāti(비실재의 인식)’, 유식학파의 ‘ātma-khyāti(내적 의식의 나타남)’, 不二

論的 베단따의 ‘anirvacanīya-khyāti’(규정지을 수 없는 것의 인식), 正理(Ny

āya)學派의 ‘anyathā-khyāti’(다르게 나타남), 그리고 쁘라바까라 미망사

(Prābhākara Mīmāṁsā)학파의 ‘akhyāti’(결핍된 인식)를 꼽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선 이들 가운데서도 정리학파의 ‘anyathā-khyāti’논을 정

리학파의 텍스트에 바탕하여 해명하고, 타학파, 특히 쁘라바까라 미

망사의 ‘akhyāti’논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한 텍스

트로서 Nyāya-sūtra(正理經)와 그에 대한 와쨔야나(Vātsyāyana)의 B
hāṣya(釋), 웃됴따까라(Uddyotakara)의 Vārttika(評釋), 와짜스빠띠 미

쉬라(Vācaspati Miśra)의 Tātparyaṭīkā(眞意註) 그리고 쟈얀따(Jayant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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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āya Mañjarī를 사용했다.

Ⅰ. 正理學派의 인식론적 견해

인식(jñāna)

Ny.(正理學派의 略字)에 따르면, 인식(jñāna, 혹은 buddhi)은 실체(dravya)로

서의 自我(ātman)가 가진 속성(guṇa)이다.
1
그리고 그것은 자아의 본질

적 속성이 아니라 偶有的(accidental) 속성이다.
2
그러므로 적합한 원인

들이 모이면(kāraṇa-sāmagrī) 그 결과인 인식이 생성되고, 원인들이 사

라지면 잠재적 인상(saṁskāra)만을 남기고 인식은 사라져 버린다. 마

치 물리적 차원에서 소리가 원인들에 의해 생성하고 소멸하듯이 인

식은 비물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소멸하는 이벤트(event)이다.
3

영구적 실체로서의 자아는 원자적 성격의 내적 기관(antaḥ-karaṇa)인

마나스(manas, 意根)와 그리고 다섯가지 외적 감관(bahir-indriya, 五根)과

결합하여 경험적 자아(empirical self)를 이룬다. 마나스는 자아에서 일어

나는 인식과 감정, 욕망 등 심적 현상을 인식하는 기관이면서 자아와

외적 감관, 대상을 연결시키는 중개 역할도 담당한다.
4

1) Buddhyādayo' ṣṭāvātmamātraviśeṣaguṇāḥ. TS. p. 59.

2) Mīmāṁsā 학파 가운데 Prabhākāra는 정리ㆍ승론학파와 같이 인식을

아뜨만(自我)의 우유적 속성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Kumārila는 인식을 자아의

본질적 속성도 우유적 속성도 아닌 자아의 양태(mode), 혹은

변형(pariṇāma)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자아는 실체로선 비의식적이나

양태로선 의식적이라고 주장한다. 샹캬ㆍ요가학파와 不二的 베단따에 있어선

의식이 뿌루샤, 혹은 아뜨만의 본질을 이룬다.

3) B. K. Matilal, The Navya-Nyāya Doctrine of Negation(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 7.

4) Sukhādyupalabdhasādhanamindriyaṁ manaḥ. Taccāṇuparimāṇam. Tbh.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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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에 따르면 인식은 반드시 ‘～에 대한 인식’이다. 다시 말해서 인

식은 대상지향적이다. 인식대상(viṣaya), 혹은 인식내용이 없는 베단따

에서 말하는 순수의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그러므로 인식은 다른 말

로는 대상을 가진 것(viṣayin)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Ny.는 이러한

인식대상(viṣaya)이 인식주관에 의해 만들어진 관념(idea), 혹은 相(ākāra)

이 아니라 인식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극단적인

실재론자(realist)이며, 또 실재는 궁극적으로 하나나 둘이 아니라 일곱

가지 범주(sapta-padārtha)로 분류되는 수많은 사물(entity)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 다원론자이기도 한다.
6

인식은 그것이 바른 것인 한 그러한 실재를 충실히 드러내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인식에 대한 분석이 실재의 참모습을 알 수 있는 유

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7
그러므로 인식은 대상 혹은 사물의 현현(ar

tha-prakāśa)이라고 정의된다.
8

특정한 소리들이 음색이나 핏치, 톤의 차이에 따라 서로 구분되듯

이, 인식은 그것이 현현시키는 대상에 따라 구별된다. 그러므로 일반

적이고 막연하게 인식이라는 것은 없으며, 모든 인식은 개별적인 내

용을 가진 특수한 사례(particular instance of cognition)들이다.
9

그런데 인식은 대상을 다만 수동적으로 현현시킬 뿐 아니라 인간

의 모든 유의적 활동과 언어적 소통(vyavahāra)의 바탕이며 원인이기

도 한다. 인식은 다른 심리작용인 감정, 의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

어 그들과 구분은 가능해도(distinguishable) 분리될 수는 없다(inseparabl

e). 인식이 생성되면 그 대상에 대한 과거의 경험(기억)에 근거하여 快

(sukha), 不快(duḥkha)의 감정이 일어나고, 그에 이어 이익과 즐거움을

5) Sarvaṁ jñānam arthanirūpyaṁ, arthapratibaddhasyaiva tasya manasā

nirūpaṇāt. TS. p. 219.

6) 정리학파는 초기부터 승론학파의 존재론적 범주(padārtha)를 수용하며

다원론적 실재론의 입장을 취했지만, 11C 우댜야나에 이르러선 양 학파가

하나로 통합되기에 이르렀다.

7) Saṁvid eva hi bhagavatī vastūpagame naḥ śaraṇam. Upaskāra. Ⅶ. ⅱ. 26.

8) Arthaprakāśo vā buddhiḥ. TBh. p. 218.

9) B. K. Matilal, Op.cit,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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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대상에 대해선 욕망(icchā)이, 손해와 괴로움을 주는 대상에 대해

선 혐오심(dveṣa)이 일어난다. 그로부터 욕망의 대상은 획득하려는(upā

dāna), 혐오의 대상은 피하려는(hāna) 의지 혹은 노력(prayatna)이 일어

나고, 이어서 물리적 행동이 뒤따르게 된다. 이와 같이 인식은 그밖

의 다른 심리작용과 활동의 바탕이 되며, 또 모든 언어적 표현과 소

통의 원인이 되는 것도 인식이다.
10

인식의 가장 기본적인 소재는 판단작용이 가해지기 이전의 순순감

각(nirvikalpaka-jñāna)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경험적 영역에서 인간의 有

意的, 언어적 활동(vyavahāra)의 직접적 원인은 되지 못하며, 판단적,

결정적 인식(savikalpaka-jñāna)을 기다려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 Ny.

에 의하면 이러한 결정적 인식이란 복합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계를 基體(dharmin, substratum)와 속성(dharma, property)사이의 관계

라는 패러다임으로 분석하는 Ny.는 그것을 현현시키는 인식 역시 피

한정자(viśeṣya, qualified)-한정자(viśeṣaṇa, qualifier)의 관계(viśeṣaṇa-viśeṣya-b

hāva)로 분석한다. 그러므로 결정적, 판단적 인식(savikalpaka)은 피한정

자와 한정자, 그리고 관계의 3요소로 구성된 복합적 인식(viśiṣṭa-jñāna)

이다.
11
예를 들어 ‘이것은 물단지이다’(ayaṁ ghaṭah.)라는 결정적 인식

에서 이것(ayam)은 물단지라는 基體를 가리키는 피한정자(viśeṣya)이고,

기체가 소유한 성질(dharma)인 물단지性(ghaṭatva)을 가리키는 ‘물단지’

는 ‘이것’의 한정자(viśeṣaṇa)이며, 양자의 사이는 內屬(samavāya)관계이

다.

그러면 대상을 현현시키는 인식 자체는 어떻게 인식주체(자아)에게

알려지는가? 마치 등불이 대상과 더불어 등불 자체도 현현시키듯이,

인식은 발생과 동시에 대상과 더불어 자신도 드러낸다는 쁘라바까라

미망사의 견해와 대조적으로 Ny.는 인식은 스스로 자신을 인식할 수

없고, 대상인식 후에 자아의식과 대상을 연결시켜주는 또 다른 인식

에 의해서만 알려진다고 생각한다. 예들 들어 ‘ayaṁ ghaṭaḥ.’라는 대

10) Sarvavyavahāraheturbuddhirjñānam. TS. p. 21.

11) Savikalpakaṁ lakṣyati- saprakārakam iti.

Nāmajātyādiviśeṣaṇaviśeṣyasaṁbandhāvagāhi jñānamityarthaḥ. TSD.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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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식(=vyavasāya)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ahaṁ ghaṭaṁ jānāmi’(나는

물단지를 인식한다.)라는 대상인식에 대한 인식이 일어난다고 한다.
12
처

음의 대상인식(=vyavasāya)은 그 후의 인식(=anuvyavasāya, after-knowledg

e)에 의해 인식되며, 이 後認識은 일종의 심적 지각(mānasa-prayakṣa)이

다.

正知(pramā)와 正知의 인식수단(pramāṇa)

Ny.에 있어서 인식(jñāna)이란 순수감각, 지각, 추리, 논증, 언어적

인식, 의심, 추측, 상상, 기억, 착각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러한 인식들은 현전하는 대상으로부터 일어난 現生的 인식(presentati

ve cognition)인가, 아니면 과거의 경험이 남긴 잠재적 인상(saṁskāra)으

로부터 일어난 재생적 인식(representative cognition)인가에 따라 경험(anu

bhava)과 기억(smṛti)의 둘로 이분된다.
13
그리고 전자는 비록 현전적

대상으로부터 일어났을지라도 대상을 그와 같게(yathārtha) 드러낸 경

험(anubhava)인지, 아니면 대상을 그와 같지 않게(ayathārtha) 드러낸 경

험인가에 따라서 正知(pramā)와 非正知(apramā)로 이분된다.
14

정지의 조건은 첫째로 과거의 경험이 남긴 인상으로부터 재생된

인식(=기억)이 아니라 직접 대상으로부터 일어난 인식이어야 하고, 둘

째 대상을 그와 같게(yathārtha) 반영해야 하며, 셋째 문제적이거나 회

의적이 아닌 확실감과 단정적인 진리 주장(niścaya, avadhāraṇa)이 있어

야 한다. 이 조건에 따르면, 기억이나 대상과 다르게 인식하는 착오(v

iparyaya), 의심(saṁśaya)은 正知(pramā)의 영역에서 배제된다.
15
실재론자

12) Jānāmītyanuvyavasāyagamyajñānatvameva lakṣaṇamityarthaḥ. TSD. p. 22.

13) Sā dvividhā smṛtiranubhavaśca. Saṁskāramātrajanyaṁ jñānaṁ smṛtiḥ.

Tadbhinnaṁ jñānamanubhavaḥ. TS. pp. 21-22.

14) Sa dvividho yathārtho'yathārthaśca. TS. p. 23.

Yathārthānubhavaḥ pramā. TBh. p. 8.

15) Yathārtha iti ayathārthānāṁ saṁśayaviparyayatarkajñānānāṁ nirāsaḥ.

Anubhava iti smṛternirāsaḥ. Anubhavo nāma smṛtivyatiriktaṁ jñānam.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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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Ny.는 진리의 본성에 대해 對應說(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의 입

장을 취하고 있다.

물리적 사건(physical event)인 소리가 일어나기 위해선 여러 원인들

이 필요하듯이 正知(pramā)라는 결과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인식주체(p

ramātṛ), 인식대상(prameya), 그리고 인식수단, 혹은 도구(pramāṇa)가 필

수적 요소들이다. 마치 나무의 절단이라는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나무꾼이라는 행위주체와 나무라는 대상과, 그리고 도끼라는 도구가

필요한 것과 같다. 이 중에서도 나무의 절단이라는 결과의 생성에 가

장 직접적이고 특수한 원인이 도끼이듯이 正知의 생성에 가장 효과

적인 원인이 인식수단(pramāṇa)이다.
16

Ny.의 주요 관심은 正知를 얻기 위한 도구(karaṇa)인 pramāṇa에 대

한 탐구이며, 지각(pratyakṣa), 추리(anumāna), 비교(upamāna), 증언(śabda)

의 네 가지를 pramāṇa로 인정한다. 이 네 도구에 의해 생성된 인식

은 正知(pramā)이고 그렇지 않은 인식은 非正知(apramā)가 된다.

네 가지 pramāṇa에 의해 생성된 pramā는 pramāṇa의 차이에 따라

각각 지각적 인식(pratyakṣa-jñāna), 추리지(anumiti), 비교지(upamiti), 증언

지(śabda-jñāna)의 네 가지이고
17
, apramā엔 대상이 아니라 잠재인상(sa

ṁskāra)으로부터 일어난 기억과 대상으로부터 일어나긴 해도 대상에

일치하지 않는 경험(ayathārtha-anubhava)인 의심(saṁśaya), 착각(viparyaya)

그리고 가정적 논증(tarka 혹은, 귀류논증)이 포함된다.
18

인식의 타당성(prāmāṇya)

pramāṇa에 대한 탐구를 통해 pramā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16) Pramākaraṇaṁ pramāṇam. … Pramaiva phalaṁ, sādhyamityarthaḥ. Yathā

chidākaraṇasya paraśoḥ chidaiva phalam. TBh. p. 7.

17) Yathārthānubhavaścaturvidhaḥ pratyakṣānumityupamiti śabdabhedāt.

Tatkaraṇamapi caturvidhaṁ pratyakṣānumānopamānaśabdabhedāt. TS. p.

24.

18) Ayathārthānubhavastrividhaḥ saṁśayaviparyayatarkabhedāt. TS.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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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흔히 의심이나 착각에 빠진다. 그러므로 인식의 타당성(prāmāṇya, v

alidity)과 비타당성(aprāmāṇya, invalidity)이 어떻게 발생(utpatti)하는 것이

며, 또 어떻게 확인 혹은 검증(jñapti)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

다. Ny.는 인식은 그 자체로서는 眞도 아니고 僞도 아닌 중립적인 성

격으로서 그것의 타당성(진리)과 비타당성(오류)은 그 발생과 검증 양

면에서 모두 인식 외적인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이것을 타

립 타당성(parataḥ prāmāṇya), 타립 비타당성(parataḥ aprāmāṇya)이라고 부

른다.
19
먼저 발생(utpatti)의 면에서, 인식은 그것을 생성시킨 원인이나

조건들의 존재 만으론 타당성과 비타당성이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그 외의 요소가 첨가되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눈앞의

물단지에 대해 그것과 일치하는(yathārtha) 타당한 인식(prāmāṇya)이 일

어나기 위해선 다만 감관이나 물단지라는 대상만이 아니라 건강한

시력이나 충분한 조명 따위의 德(guṇa)이 동반되어야 하고, 반대로 병

든 감관이나 어두움 따위의 결함(doṣa)이 동반된 인식의 원인이나 조

건들로부터는 타당성이 없는 인식(aprāmāṇya)이 생성된다. 다시 말해

서 타당성이건 비타당성이건 모두 인식 외적인 요소에 의존하여 일

어난다.

확인(ascertainment), 혹은 검증(verificatiion)의 면에서도 Ny.는 다만 인

식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타당한 인식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며, 인식 외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확인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저것은 물이다’라는 인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실제로 물이

라고 생각하는 대상에 접근하여 그것이 갈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대상이 기대에 어긋

나지 않는 효과를 주었다면(arthakriyā-sāmārthya) 타당한 인식으로 검증

되고, 반대로 기대에 어긋나는 불만족스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 인

식은 비타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20
진리의 본성에 대해선 대응설의

19) NY.에 따르면 인식은 그 인식에 뒤이어 일어나는 심적 지각

(mānasa-pratyakṣa, 意知覺)에 의해 알려지며, 인식의 타당성 (prāmāṇya)은

그 인식에 바탕한 행위(pravṛtti)의 성패 여부로부터 추리된다.

Jñānaṁ hi mānasapratyakṣeṇaiva gṛhyate prāmāṇyaṁ punaranumānena.

TBh.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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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취하는 Ny.는 진리성의 검증 문제에 있어선 실용설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망사(특히 쁘라브하까라)학파는 본고의 주제인 인식의 오류(erroneous

cognition) 혹은 착각(illusory perception)의 문제와 관련하여 Ny.와 많은

점에서 대립적 관점을 취하고 있으므로, 타당성의 문제에 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망사는 인식은 그 생성이나 확인 양면에서 비

타당성에 있어선 Ny.와 같이 타립적이나(parataḥ aprāmāṇya), 타당성에

있어선 자립적(svataḥ prāmāṇya)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1
Ny.가 인

식의 타당성에 대해선 德(guṇa)을, 비타당성에 대해선 결함(doṣa)을 별

도로 상정하는데 대해 미망사는 후자 하나만으로 인식의 眞· 僞의 발

생을 설명한다. 인식은 정상적인 조건과 원인들로부터 발생되었을 땐

타당성은 그 자체에 본유적(intrinsic)이며, 다만 결함(doṣa)을 가진 경우

에만 그릇된 인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타당한 인식이 일어

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원인과 조건에 있어서 결함의 부재(doṣābhāva)

이다. 그러므로 타당성의 발생은 인식의 원인 자체에 본유적, 자립적

이고(svataḥ prāmāṇya), 비타당성의 발생은 원인 외의 결함이라는 외적

요소에 의존하므로 타립적이다(parataḥ aprāmāṇya).

이와 같이 특별히 결함이 없는 정상적인 원인과 조건들 하에선 자

연스럽게 타당한 인식이 발생하므로, 인식에 의거한 행동의 결과가

기대에 어긋나거나 아주 명백히 경험에 상충되지 않는 한 우리는 보

통 그 인식의 타당성을 의심 없이 수용하고 그에 의거하여 행동한다

는 것이다. 이것이 타당성의 확인에 있어서 자립적 타당성(svataḥ prānā

ṇya)이다. 인식의 비타당성은 성공적 결과 등 인식 외적인 것에 의해

확인되므로 타립적 비타당성(parataḥ aprāmāṇya)이다. 결국 미망사에 따

르면 진리와 타당성은 모든 인식에 본유적, 자체적인 것이며, 비타당

성은 인식 자체가 아니라 인식 외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되고 또 확

20) Jalajñānānantaraṁ jalārthinaḥ pravṛttirvedhā phalavatī aphalā ceti. Tatra

yā phalavatī pravṛttissā samarthā. Tayā taj jñānasya yāthārthyalakṣaṇaṁ

prāmāṇyam anumīyate. 上同.

21) Yenva yajjñānaṁ gṛhyate tenaiva tadgataṁ prāmāṇyamapi. Na tu

jñānagrāhakādanyat jñānadharmasya prāmāṇyasya grāhakam. TBh.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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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다. 결국 미망사는 인식에 있어 眞과 僞의 구분을 제거시켜 버린

셈이다.

지각(pratyakṣa)

네 가지 正知의 수단(pramāṇa) 가운데서도 지각적 수단(pratyakṣa)은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다른 인식수단들은 지각

적 방법에 의존하나 지각은 다른 인식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

으로 작용하며 또 타인식수단에 의해 얻어진 인식의 진·위도 결국은

지각에 의해 최종적 결정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인식의 오류 문제도

지각적 오류, 즉 착각(illusory perception)의 문제로써 대표된다.

안남밧따는 지각을 ‘감관과 대상의 접촉으로부터 일어나는 인식’이

라고 정의하며
22
, 지각을 일으키는 수단(karaṇa)인 감관(indriya)이 바로

지각적 방법(pratyakṣa-pramāṇa)이라고 말한다.
23
마치 도끼로 나무를 자

를 때 나무의 절단이라는 결과에 대해 도끼가 도구이고 도끼와 나무

의 접촉이 매개작용(avāntara-vyāpāra) 이듯이, 지각적 인식이라는 결과

에 대해 감관이 그 수단(pramāṇa)이고 감관과 대상의 접촉(indriyārthasa

ṁnikarṣa)은 매개작용이다.

그러나 지각적 인식 가운데는 감관-대상의 접촉이 없이도 일어나

는 요가행자의 직관이나 이쉬와라(主帝神)의 지각도 포함되므로, 앞의

정의는 협소한 것(avyāpti)으로서 비판되고, 대신 ‘직접적 인식의 수단’

(sākṣātkāri-jñāna-karaṇa)이라고 정의한다.
24
다른 인식수단이 모두 다른

인식에 의존하는데 비해 지각적 방법은 다른 인식을 매개로 하지 않

는 직접적인 인식수단이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생성된 pramā로서의

22) Indriyārthasaṁnikarṣajanyaṁ jñānaṁ pratyakṣam. TS. p. 29. 이것은

‘각각의 대상에 대한(prati) 각각의 감관(akṣa)의 작용’(akṣasya prativiṣayaṁ

vṛttiḥ)라는 pratyakṣa의 어원과 일치하는 정의이기도 하다.

23) Tatkaraṇamindriyaṁ. Tasmādindriyaṁ pratyakṣa-pramāṇamiti siddham.

TS. p. 32.

24) Sākṣātkāri pramākaraṇaṁ pratyakṣam. TBh.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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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은 ‘직접적 인식’(sākṣātkāri-jñāna) 혹은 ‘다른 인식을 원인으로 갖

지 않는 인식’(jñāna-akāraṇakam jñānam)이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요가행자의 직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한 일상적 차원에

서의 지각(laukika pratyakṣa)의 특성은 역시 감관이 대상과 접촉한다는

사실이다. 감관(indriya)은 각각 色(rūpa), 聲(śabda), 香(gandha), 味(rasa), 觸

(sparśa)의 외적인 대상을 지각하는 眼根(cakṣur-indriya), 耳根(śrotra-indriy

a), 鼻根(ghraṇa-indriya), 舌根(jihva-indriya), 身根(tvag-indriya)의 다섯 가지

외적 감관(bahir-indriya)과 인식, 감정, 욕망, 의지 따위 자아에 속하는

심적 속성을 지각하는 내적기관(antaḥ-karaṇa)인 意(manas)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물단지의 지각이 일어나기 위해선 먼저 물단지라는 대상(a

rtha)이 眼根이라는 외적 감관과 접촉되고, 외적 감관은 내적 기관인

마나스와, 마나스는 다시 아뜨만(自我)과 접촉됨으로써 물단지의 인식

(ghaṭa-jñāna)이 생성된다.
25

이때 물단지의 지각은 무판단적, 비결정적(nirvikalpaka) 단계와 판단

적 결정적(savikalpaka) 단계로 구분된다. 감관과 물단지(대상)의 접촉에

곧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지각은 물단지의 순수감각(pure sensation)으로

서 아직 명칭(nāma)이나 그것이 속한 類(jāti) 등의 한정자(viśeṣaṇa)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다만 ‘그 무엇’(kiṁcit)이라는 막연한 지각(mere aqu

antence)이다. 다시 말해서 피한정자와 한정자의 관계가 파악되기 이전

의 지각이 비결정적 지각이다.
26
이 비결정적 지각이 원인이 되어 그

후에 일어나는 지각이 결정적(savikalpaka)지각으로서 ‘이것은 물단지이

다’(ayaṁ ghaṭaḥ)라고 피한정자(=이것)와 한정자(=물단지) 사이의 관계가

파악된 인식이다.
27

25) Ātmā manasā saṁyujyate, mana indriyena indriyamarthena indriyāṇāṁ

vastuprāpyakāritvāt. TBh. p. 36.

26) Tatra niṣprakārakaṁ jñānaṁ nirvikalpakaṁ yathedaṁ kiṁcit. TS. p. 29.

… nirvikalpakaṁ nāmajātyādiyojanāhīnaṁ kiñcididamiti jñānaṁ jāyate.

TBh. p. 36.

27) Saprakārakaṁ jñānaṁ savikalpakaṁ yathā ḍittho' yaṁ brāhmaṇo' yaṁ

śyāmo'yamiti. TS. p. 29.

… savikalpakaṁ nāmajātyādiyojanātmakaṁ ḍittho' yaṁ brahmaṇo' yaṁ

śyāmo' yamiti viśeṣaṇaviśeṣyāvagāhi jñānamutpadyate … . TBh.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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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에 의하면 결정적 지각은 그 후에 일어나는 심적 지각의 일종

인 後인식(anuvyavasāya)의 의해 직접 인식될 수 있으나 비결정적 지각

은 직접적으론 의식에 떠오르지 않고 다만 결정적 지각이 일어나는

근거, 혹은 원인으로서 추리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피한정자(=이것)

와 한정자(=물단지) 그리고 양자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지각되기 위해

서는 그 이전에 그 세 요소가 개별적으로 인식되는 단계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비결정적 지각이라는 것이다.

지각의 한 종류로서 재인식(pratybhijñā, recogniton)이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 과거의 지각에 대한 기억과 현재의 지각이 결합

된 형태의 인식이다.
28
예를 들어 어제 보았던 동일한 사람을 지금 다

시 보고서 ‘이 사람은 어제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재인식하

는 것도 지각의 일종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지각들은 모두 감관-대상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世

間的(laukika) 지각(ordinary perception)이라면, 감관-대상의 접촉이 없이도

일어나는 직접적 인식이 인정되며, 이들은 전자와 구분하여 비일상

적, 超世間的(alaukika) 지각(extra-ordinary perception)이라고 불리워진다.

이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본고의 주제인 착각과 연관이

있는 것은 ‘jñāna-lakṣaṇa’이다. 이것은 현재 지각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 과거의 경험이 남긴 인상(saṁskāra)이 그 대상에 대한 지각에 개

입되어 감관과 직접 접촉되지 않은 속성도 함께 지각되는 현상을 설

명하는 근거이다. 예를 들어 살구를 보았을 때, 살구의 빛깔이나 모

양의 지각은 눈과 살구의 직접 접촉의 결과이지만, 실제로 혀와의 접

촉이 없이도 살구의 신맛까지 지각되는 것은 과거의 살구맛에 대한

기억이 다만 기억의 영역을 넘어 현재 보고 있는 살구에까지 신맛을

지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비록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긴 해도 신맛은

현재 감관과 접촉된 대상에서 지각되므로 지각의 영역에 포함된다.

이것은 또한 모든 인식은 반드시 인식 바깥에 실재하는 대상을 지시

한다는 Ny.의 철저히 실재론적인 사고방식과도 관련된다.

28) Pūrvāparayorvijñānayorekaviṣaye pratisandhijñānaṁ pratyabhijñānam…

NBh. Ⅲ. 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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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正理學派의 착각론

正理經에 있어서 착각론

Ny.의 착각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Ny.의 바탕이 되는 텍스

트인 가우따마의 正理經(Nyāya-sūtra)과 그에 대한 주석서들 가운데
서 문제의 발단과 그에 관한 논의를 찾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正理
經에서는 수뜨라Ⅰ.ⅰ.2.와 Ⅰ.ⅰ.4, 그리고 그에 대한 Vātsyāyana, U
ddyotakara, Vācaspati Miśra의 주석에서 착오적 인식(erroneous cogniti

on) 내지 착각(illusory perception)에 관한 Ny.의 기본적인 관점을 읽을

수 있다.

수뜨라 Ⅰ.ⅰ.2는, 眞知(tattva-jñāna)에 의해 誤知(mithyā-jñāna)가 제거

됨으로써 그로부터 차례로 탐심, 증오, 따위의 과오(doṣa)와 業(pravṛtti),

再生(janma), 苦(duḥkha)가 소멸되며, 마침내 삶의 궁극적 가치인 해방(a

pavarga)이 실현된다고 말한다.
29
Vātsyāyana는 이 수뜨라에 대한 주

석서 Bhāṣya(疏)에서 非我를 我로, 苦를 樂으로 無常을 常으로 등등
거꾸로 인식하는 것이 誤知(mithyā-jñāna)라고 설명한다.

30
다시 말해서

誤知란 A를 A가 아닌 것으로 인식함이다.

Bhāṣya에 대한 Uddyotakara의 주석서 Vārttika(評釋)는 正理
經과 Bhāṣya에서의 ‘mithyā-jñāna’라는 말을 ‘viparyaya’라는 용

어로 대치하여 보다 깊이 분석하고 있다. Vārttika에 따르면 x와 y
가 공통성(sāmānya-dharma)과 더불어 특수성(viśeṣa-dharma)도 가지고 있

을 때, 공통성으로 인한 양자 사이의 유사성(sādharmya, sārūpya) 때문에

x를 x로 인식하지 못하고 y가 가진 x와 상치되는 속성(viparīta-dharma)

29) Duḥkha-janma-pravṛtti-doṣa-mithyajñānām-uttarottarāpaye

tad-anantārābhāvād-apavargaḥ. NS.Ⅰ.ⅰ.2. p. 150.

30) Ātmani tāvannāstīti, anātmanyātmeti, duḥkhe sukhamiti, anitye nityamiti.

… . NBh. Ⅰ.ⅰ. 2.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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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x에 주관적으로 假託시킴(adhyāropa, superimposition)으로서 ‘viparyay

a’(착오적 인식)가 일어난다고 말한다.
31
Uddyotakara에 따르면 착오적

인식이란 x라는 속성(=tat)을 갖지 않은 것(y)에 대해서(atasmin) ‘그것

(y)은 x(tat)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다(atasmiṁs tad-iti pratyayaḥ).
32
이 함

축적 문구에 포함된 생각은 넓게는 모든 착오적 인식, 좁게는 지각적

오류(=착각)에 관한 Ny.의 입장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Ny.의

착각론을 ‘anyathā-khyāti’ 혹은 ‘viparīta-khyāti’라고 부르는 것도 x

를 갖지 않은 y에 대해, 그것을 y와 다르게(anyathā) x로 인식함(khyāti)

혹은 y와 상치되는(viparīta) x로 인식함이기 때문이다.

‘atasmiṁs-tad-ity pratyayaḥ’라는 Uddyotakara의 문구는 후대의

신정리학파 텍스트인 Tarka-saṁgraha(論理綱要)에선 ‘tad-abhāvava
ti tat-prakārakam jñānam’(x가 없는 것에 대해서 x를 한정자로 갖는 인식)이

라고 새롭게 표현되고 있다. 같은 텍스트의 예를 인용하면 銀의 성질

(rajatatva=tat)을 갖지 않은 조개껍질에 대해서(=tad-abhāva-vati) ‘이것은

銀이다.’(idaṁ rajatam)라고 銀(tat)을 한정자(prakāra, 혹은 술어)로 갖는 인

식이 곧 착각(bhrama)이다.
33

眞知(tattva-jñāna)는 대상(viṣaya)이 실재와 같이(tathābhūta), 그대로(yat

hā) 현현된 인식인데 반해 誤知는 대상이 갖지 않은 속성을 주관적으

로 부여하여(adhyāropa), 대상과 다르게(anyathā) 인식하는 것이므로 그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없으며(asahāyam), 眞知가 일어나면 誤知는 그

에 의해 파기된다(bādhita, sublated).
34

Uddyotakara에 의해 착각 혹은 착오지(viparyaya)에 대한 Ny.의 기

본적인 개념이 형성되었으나, 본격적인 착각론(khyāti-vāda)은 Vārttik
a에 대한 Vācaspati Miśra의 Tātparyaṭīka(眞意註)를 기다려 비로

소 가능해졌다. 여기서 확립된 견해(siddhānta-pakṣa)인 Ny.의 ‘anyathā

31) Evaṁ sāmānyaviśeṣadharmaparijñāne sati tadviparītadharmādhyāropeṇa

viparyayaḥ sarvatra bhavatīti. Vārtt. Ⅰ.ⅰ2. pp. 152-3.

32) Kaḥ punarayaṁ viparyayaḥ? Atasmiṁstaditi pratyayaḥ. 上同. p. 153.

33) TS. p. 23.

34) Kathaṁ punaḥ pūrvotpannaṁ mithyājñānaṁ paścādbhāvinā tattvajñānena

nivartyate? Mithyājñānasyāsahāyatvāt. Vārtt. Ⅰ.ⅰ.2.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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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yāti’ 외에 논적의 견해(pūrva-pakṣa)로서 불교 중관학파의 ‘asat-kh

yāti’, 유식학파의 ‘ātma-khyāti’, 不二的 베단따파의 ‘anirvacanīya-kh

yāti’ 그리고 쁘라브하까라 미망사(PM.)의 ‘akhyāti’, 이 네 가지 입장

을 검토, 비판하고 있다.
35

수뜨라Ⅰ.ⅰ.4는 지각(pratyaṣa)을 정의하면서 ‘avyabhicārī’(대상에 어

긋나지 않음)라는 말로써 감관과 대상의 접촉으로 일어난 인식 가운데

서도 착각을 지각의 범위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Vātsyāyana는 Bhāṣ
ya에서 뜨거운 여름날 햇볕이 지열과 섞여서 파동치는 모습이 멀리
서 물(오아시스)로 보이는 착각을 예로 들어 ‘A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해

A라고’(atasmins-tad-iti) 인식하는 것이 vyabhicāri(착각)이고, ‘A를 가진

대상에 대해 A라고’(tasmins-tad-iti) 인식함이 avyabhicārī(비착각)이라고

기술한다.
36
이것은 수뜨라 2에 대한 Uddyotakara의 주석에서 보이는

착각의 정의와 같다.

수뜨라 2에서의 착오적 인식 일반에 대한 정의가 수뜨라의 지각적

오류(=착각)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Ny.가 형이상학적 대상의 인식

이건 감각적 대상의 인식이건 착오적 인식의 본성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Uddyotakara는 Vārttika에서 착각(vyabhicāri)일어나는 것은 대상

(artha)때문인가 아니면 인식(jñāna)때문인가, 다시 말해서 착각의 원인

이 객관에 있는가, 아니면 주관에 있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일

부 정리학자는 대상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착각이므로

대상이 착각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반해 Vātsyāyana는 착각

이 일어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인식 자체라고 반박한다. 대상은 주

관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건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파동치듯이 보

35) Kecit svākārabāhyatvaviṣayaṁ viparyaya ityācakṣate. Anye'sadviṣayaṁ

jñānam. Anye tvanirvacanīyameva jñānam. Apare tvagrahaṇameva. Tātp.

Ⅰ.ⅰ2. p. 160.

36) Grīṣme marīcayo bhaumenoṣmaṇā saṁsṛṣṭāḥ spandamānā durasthasya

cakṣuṣā sannikṛṣyante. Tatrendriyārthasannikarṣādudakamiti

jñānamutpdyate. Tacca pratyakṣaṁ prasajyate ityata āha avyabhicārīti

yadatasmiṁstaditi tadvyabhicāri, yattu tasmiṁstaditi tadavyabhicāri

pratyakṣamiti. NBh. Ⅰ.ⅰ.4.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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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광선을 물로 착각했다고 해서 광선이 광선 아닌 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파동치는 광선을 물로 판단한 것은 인식주관의 작용이

다. 모종의 결함(doṣa)을 가진 시각기관이 물결치는 듯한 광선과 만나

서 물이 아닌 것(=광선의 파동)을 물로 판단한 것이므로 착각의 책임(소

재처)은 대상이 아니라 인식에 있다는 것이다.
37

Vācaspati Miśra는 위의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풀이하고 있다. 즉,

대상(artha)과 인식(jñāna)이라는 말 대신 비결정적 지각(nirvikalpaka)과

결정적 지각(savikalpaka)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자에선 착각(bhrānt

i)이 없으며, 착각은 savikalpaka 단계에서 비로소 일어난다고 말한

다.
38
비결정적 지각의 단계에선 다만 대상만이 막연하게 인식되며,

아직 주관적 판단이 가해지기 이전이므로 眞과 僞의 인식론적 문제

가 일어날 수 없으나, 파동치는 광선에 대해서 ‘물’이라는 주관의 작

용이 가해지고 진리주장을 내포하는 판단으로 표현되어서 비로소 착

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Sarvaṁ jñānaṁ dharmiṇi abhrantam, prakāre tu

viparyayaḥ’ 라는 Sapta-padārthī(7범주론)의 말로써 더욱 분명히 이
해된다.

39
위 문구를 풀이하면 모든 인식은 dharmin에는 착각이 없으

며, 오직 prakāra에서 착오(viaryaya)가 일어난다는 뜻이 된다. 예를 들

어 조개껍질(śukti)에 대해 ‘이것은 銀이다’(idaṁ rajatam.)라는 착각이 일

어났을 때, ‘idam’(이것)은 조개껍질類에 공통된 성질(śuktitva-sāmānya)

을 가진 것, 즉 基體(dharmin, property-possessor)를 가리키며, ‘rajata’는

그 대상에 대한 인식적 특성(prakāra)을 가리킨다. 여기서 착각의 소재

는 ‘idam’이 지시하는 dharmin, 즉 조개껍질이라는 대상에 있지 않고

37) Nahi te na marīcayo na vā spandante, kiṁ tu jñānaṁ vyabhicarati,

atasmiṁstaditi bhāvāditi. Na hi tatrodkamasti. Tāṁstu marīcīn

indriyopaghātadoṣādindriyeṇalocya viparyeti iti jñānasya vyabhicāro

nārthasyeti. Vārtti.Ⅰ.ⅰ. 4. p. 204.

38) Atra ca na nirvikalpakaṁ bhrāntam, kiṁ tu savikalpakamity … . Tātp.

Ⅰⅰ.4. p. 225.

39) Śivāditya 의 Saptapadārthī에 대한 주석 중에서 인용.

M. Hiriyana, Indian Philosophical Studies(Mysore : Kavyalaya Publishers,

1957), p.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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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해 내린 ‘rajata’라는 인식(=prakāra)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착각적 판단인 ‘idaṁ rajatam.’이 후의 ‘na-idaṁ rajata

m.’(그것은 銀이 아니다.)이라는 바른 인식(=bādhaka-jñāna, 破棄知)에 의해 부

정될 때도 실제로 부정되는 것은 주어인 ‘idam’이 아니라 술어인 ‘raj

ata’로서 idam은 바른 지각에서건 착각에서건 그대로 남아 있다.

착각의 원인과 종류

착각은 감관과 대상의 접촉이 있으면서 일어나는 感官生의 착각(in

driyaja bhrānti)과 대상이 없이(nirālambana) 마음의 결함(mano-doṣa)으로

인해 발생되는 심적인 착각(mānasa-vibhrama), 이른바 幻覺(hallucination)

으로 이분된다.

전자는 다시 대상의 결함(viṣaya-doṣa)으로 인한 착각과 감관의 결함

(indriya-doṣa)으로 인한 착각으로 구분된다. 대상의 결함으로는 두 사

물 사이의 유사성, 대상의 빠른 운동, 먼 거리 등이 있다. 조개껍질을

은으로, 광선을 물로, 새끼줄을 뱀으로, 구름을 간다르와 城으로 착각

함은 유사성이 원인이고, 쥐불이 원형으로 보이는 것은 빠른 회전운

동 때문이며, 달이 작게 보이는 것은 먼 거리때문이다. 외적 감관의

결함으로 인한 착각의 예로는 눈에 황달이 끼었을 때 흰 조개껍질이

노랗게 보이는 것, 병으로 혀에 소태가 끼었을 때 설탕이 쓰게 느껴

지는 것, 눈병으로 달이 둘로 보이거나 공중에 머리카락의 뭉치가 보

이는 등이다.
40

대상이 없이 오직 마음의 결함으로 인하여 착각이 일어날 수 있

다.
41
강한 연정에 사로잡힌 연인에게 어디서나 연인과 닮은 사람이

40) Etacca viṣayendriyādidoṣaprabhaveṣu śuktikārajatāvabhāsabhāskara

kiraṇajalāvagamajaladagandharvanagaranirvarṇanarajjubhujaṅgagrahaṇarohi

ṇīramaṇadvayadarśanaśaṅkhaśarkarāpītatiktatāvabhāsaya

keśakūrcakālokanādivibhrameṣvabhyupagamyate. NM. p. 474.

41) Manodoṣanibandhaneṣu tu mithyāpratyayeṣu nirālambaneṣu smṛtyullikhita

eva ākāraḥ prakāśata iti.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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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이 그 예이며, 꿈도 넓은 의미에서 환각의 일종이다. 환각

에서 나타나는 형상은 주로 과거의 경험이 남긴 잠재적 인상(saṁskār

a)이 일으킨 기억이며, 그 잠재적 인상을 촉발시키는 원인은 때와 장

소,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42
멀리 떨어진 연인이 가까이 나타나 보이

는 것은 강한 정서 때문이고, 꿈은 잠이 원인이다. 기타 질병이나, 유

사성의 인식, 불안, 비애, 혹은 눈병이나 반복적 관찰 등이 원인일 경

우도 있다.
43

感官生의 착각은 x라는 대상에 그것이 아닌 y의 형상을 주관적으

로 假託(adhyāropa)함으로써 일어나는데, 이때 y가 지각의 대상인가, 아

니면 과거의 잠재인상으로 생긴 기억의 대상인가에 따라 지각된 것

을 가탁시킨 착각(anubhūyamānāropa)과 기억된 것을 가탁시킨 착각(smar

yamāṇāropa viparyaya)으로 이분하기도 한다.

전자의 예로는 이런 것을 들 수 있다. 병으로 혀에 소태가 끼었을

때 소태의 쓴 맛이 설탕에 가탁되어 설탕 맛이 쓰게 느껴지는 경우,

또 황달이 눈에 끼었을 때, 조개껍질의 흰색 대신 황달의 노란 색이

조개껍질에 가탁되어 지각되는 경우이다. 붉은 장미 가까이 놓여 있

는 흰 수정에 장미의 붉은 색이 가탁되어 붉은 수정으로 나타나 보

이는 것도 그 예이다. 또 다른 예로는 처음엔 하나로 보이던 달이 손

가락으로 눈동자를 압박하면 둘로 보이는 경우나, 눈병으로 눈동자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이 눈동자로부터 나오는 빛을 분산시킴으로써

두 개의 달이 보이는 경우이다. 이들은 모두 과거 경험의 잠재적 인

상과 기억의 영향 없이 실제로 지각된 속성이 감관과 접촉된 대상에

부가되는 예들이다.

기억된 것을 가탁시킨 착각엔 잠재적 인상과 지각이 상조하여 생

성되는 착각과 순전히 기억작용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착각(=환각)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예로는 조개껍질이 은으로 착각되는 경우이

다. 은과 공통된 성질인 조개껍질의 밝은 흰색만이 지각될 때 그것이

42) Ākāraḥ smṛtyupārūḍhaḥ prāyeṇa sphurati bhrame/ Smṛtestu kāraṇaṁ

kiñcit kadācit bhavati kvacit.(60) NM. p. 229.

43) Śloka No. 61, 62. NM. p. 229.



인도철학에 있어서 착각의 문제/ 이지수 83

과거에 경험한 은의 잠재적 인상을 촉발시켜 기억 속에 나타난 은의

형상이 조개껍질에 가탁된다. 후자의 대표적 예는 꿈이다. 잠자는 동

안 과거의 경험이 남긴 인상들이 다시 살아나서 실제로 지금 지각되

듯이 나타나는 꿈은 감관과 대상의 접촉 없이 기억만으로 발생하는

착각이다.
44

이상을 종합하면 착각은 크게 셋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노란

조개껍질, 붉은 수정, 쓴 설탕 따위와 같이 지각의 영역 안에서만 일

어나는 착각, 둘째는 조개껍질-은, 태양광선-물, 새끼줄-뱀의 예와

같이 지각과 기억이 공존하여 일어나는 착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

상이 없이 잠재적 인상과 기억만으로 일어나는 환각이다. 이 가운데

서도 가장 복잡한 것은 두 번째, 지각과 잠재적 인상, 혹은 기억과의

공조작용으로 일어나는 착각이므로 태양광선-물, 조개껍질-은의 예

가 착각의 심리적, 인식론적 분석에서 흔히 범례로서 사용된다.

착각의 사례 분석

앞에서 ‘x를 갖지 않은 것(y)에 대해 x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인식’(at

sṁins taditi jñānam), 다시 말해서 대상 y를 그것과 다르게(anyathā), 그에

어긋나게(viparīta) 인식함이 Ny.가 생각하는 인식의 오류, 좁게는 지각

적 오류 즉, 착각의 의미임을 보았는데, 여기선 구체적 사례의 분석

을 통해 Ny.의 착각의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착각의 여러 가지 사례들 가운데서도 지각과 기억작용이 공조해서

생성되는 조개껍질-銀(śukti-rajata), 새끼줄-뱀(rajju-sarpa), 혹은 태양광

선-물(marīci-udaka)의 착각은 다른 종류의 착각보다 더 많은 논쟁의

소재를 제공했다. 이 중에서 조개껍질-銀의 예를 대표로 들어보자.

눈 앞에 놓인 조개껍질(śukti)을 보고서 ‘idaṃ rajatam.’(이것은 銀이다)

44) J. Sinha, Indian Psychology : Cognition(Delhi : Motilal Banarsidass, 1986),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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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착각했을 때 그 ‘idaṃ rajatam.’이 내포한 의미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idaṃ rajatam.’은 idam이라는 피한정자(viśeṣya)와 rajata라

는 한정자(viśeṣaṇa) 사이의 관계(이 경우엔 內屬, samavāya 관계)가 파악된

결정적 지각(savikalpaka-pratyakṣa)이다. 여기에 주어진 ‘idam’은 감관에

현전해 있는 사물(purovārti-dravya)인 śuktitva(조개껍질類의 공통성, sāmāny

a)라는 속성(dharma)을 가진 基體(dharmin, property-possessor) 즉, 조개껍

질(śukti)을 지시하며, 술어인 ‘rajata’는 idam이 갖고 있다고 믿어지는

銀類의 공통성(rajatatva-sāmānya)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idam rajatam.’

은 idam이라는 피한정자(viśeṣya)가 rajatatva라는 한정자(viśeṣaṇa)에 의

해 한정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결정적 인식(viśiṣṭa-jñāna)이다.
45

실제로는 rajatatva(銀性)가 idam(조개껍질)의 viśeṣaṇa(한정자)가 아닌

데도 ‘idam rajatam.’의 착각에선 idam과 rajatatva가 동일한 것으로

서 지각된다(abheda-graha). 그러므로 ‘idam’ 과 ‘rajata’는 동일 基體에

의 소속을 지시하는 표현(sāmānādhikaraṇya-vyapadeśa)이다.

이상과 같은 의미로 분석되는 ‘idaṁ rajatam.’ 은 ‘x를 소유하지 않

은 것에 대해 x를 가진 것으로 인식함’(atasmins-tad-iti-jñānam)이므로

착각(viparyaya)이다. idam은 śuktitva라는 속성의 基體(dharmin)로서 raj

atatva(tat= x)를 갖지 않은 것(atat, tadabhāvavat)인데 ‘idaṁ rajatam.’은 i

dam이 rajatatva에 의해 한정된 것, 즉 idam이 rajatatva를 dharma로

갖는 것(dharmin)이라고 판단하므로 idam을 그와 다르게(anyathā), 그에

어긋나게(viparīta) 인식한 것(khyāti)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idam(=śukti)이 그것이 실제로 갖지 않는 ‘rajat

a’로서 지각되는가? 어떻게 해서 rajatatva가 idam에 假託(adhyāropa)되

어 나타나는가? 감관의 영역 안에 놓여있는 조개껍질에 대해 세모꼴

따위 그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별시켜주는 특수성(viśeṣa-dharma)은 지

각되지 않고 밝은 빛이나 흰 색 따위 銀과 공통된 속성(sāmānya-dharm

a)만이 지각될 때 조개껍질과 銀의 유사성(sādṛśya)이 전에 경험했던

은의 잠재적 인상(saṁskāra)을 촉발시켜, 은이 가진 특성(viśeṣa-dharma)

45) Yadevedaṁ puro'vasthitaṁ bhāsvararūpādyadhikaraṇaṁ dharmisāmānyaṁ

tadeva rajatamiti viśeṣataḥ pratipādyate. NM. p.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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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생(기억)된다. 이때 재생된 은의 표상이 조개껍질에 假託되어 조

개껍질이 은으로 지각된다. 은은 기억적 표상이지만 감관과 접촉된 i

dam에 가탁되어 그 자체도 감관의 대상으로서 인식된다. 그러므로 ‘i

daṁ rajatam.’에서 ‘idam’은 공통성의 지각이고 ‘rajata’는 특수성의

지각으로서, 공통성을 피한정자(viśeṣya)로 특수성을 그것의 한정자(viś

eṣaṇa)로 갖는 결정적 지각(savikalpaka-pratyakṣa)이다.
46

Ny.에 따르면 ‘idaṁ rajatam.’은 쁘라바까라 미망사(PM.으로 略)가

주장하듯 idam의 지각과 rajata의 기억이라는 두 개의 인식으로 구성

된 것이 아니라 단일한 지각적 인식(eka-jñāna)이다. 마치 ‘이 사람이

곧 어제 온 그 사람이다.’라는 재인식(pratyabhijñā, recognition)이 비록 현

재의 사람에 대한 지각과, 동일한 사람에 대해 어제 본 것의 기억이

공조하여 일어나면서도 단일한 지각이듯이, ‘idaṁ rajatam’도 서로

다른 idam과 rajata에 대해 idam 그것이 바로 rajata라는 동일성의

지각(abheda-graha)이며, 따라서 적극적으로 틀린 인식이다.
47

실재론자로서의 Ny.는 모든 인식은 반드시 인식에서 독립된 실재

를 가리키며 따라서 전혀 없는 것(atyanta-asat)은 착각에서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만약 착각의 대상이 전혀 없는 것이 나타난 것이

라고 한다면 그것은 asatkhyāti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idaṁ

rajatam.’에서의 rajata는 지금 여기엔 없지만 시장 따위 다른 때나

장소에 실재하는 銀이 기억을 매개로 하여 다른 곳에서 idam과 다르

게 나타난 것이다.
48
다른 장소, 시간에 있는 은이 어떻게 지금 여기

에서 감관과 접촉된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신정리학

파는 인식(기억)을 매개로 한 비일상적인(alaukika) 접촉 방식(=jñāna-lakṣa

46) Tadeva cedaṁ

sāmānyadharmagrahaṇavaśādviruddhasaṁskāropanibandhaviruddhaviśeṣa-s

maraṇakāraṇakaṁ idaṁ rajatamiti sāmānyopakrame viśeṣaparyavasānaṁ

jñānam ; yadidaṁ tadrajatamiti sāmānādhikaraṇyāvamarśāt. NM. 466.

47) Pratyabhijñāvadekatvenaiva saṁvedyamānatvāt … . Yadidamagrataḥ

sthitaṁ, tadrajatamiti satyarajatapratītivat. NM. p. 465.

48) Deśāntarādau rajatasya vidyamānatvāt. Asatkhyātipakṣe hi

ekāntāsato'rthasya pratimānamaṅgīkriyate. Iha tu deśāntarādau

vidyamānasyeti mahān bhedaḥ. NM. p.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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ṇa-pratyāsattī)을 고안했다. 즉, śukti가 가진 rajata와의 공통된 속성이

촉발시킨 rajata의 기억이 현장에 없는 은을 idam이라는 감관의 대상

과 결합시킴으로써 감관에 접촉된 것이 rajata라는 착각을 일으킨다

는 것이다.

Ny.에 의하면 ‘idaṁ rajatam’이 착각이라는 인식은 그 인식 외의

다른 증거를 기다려 비로소 확인되고 검증된다(parataḥ-apramāṇya, 他立

妥當性). 다시 말해서 인식의 眞· 僞는 그 인식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

는 성공적인 결과는 가져올 수 있는가(saṁvāda-pravṛtti, arthakriyāsāmarth

ya) 아니면 기대에 어긋나는 실망스런 결과를 가져오는가(asaṁvādi-pra

vṛtti)라는 실용적 효과에 의해 검증된다.

‘idaṁ rajatam’이라는 인식이 일어나면 인식주체는 과거의 경험에

의거하여 은에 대한 좋은 느낌(sukha,快)이 일어나고, 그것을 획득하려

는 욕망(icchā)이 뒤따른다. 그에 이어 은을 잡으려는 결단과 의지(prav

ṛtti, prayatna)가 일어나고 그 후 물리적 행동이 뒤따른다. 그 결과 기대

했던 은이 아니라 조개껍질이 쥐어졌을 때, ‘이것은 은이 아니다’ ‘na

idaṁ rajatam’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일어나고 처음 인식은 버려진다.

그러므로 ‘idaṁ rajatam’은 실제 대상과 다르게 나타난(anyathā-khyā

ti) 착오지(mithyā-jñāna, viparyaya)로서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na-idaṁ r

ajatam’이라는 破棄知(bādhaka-jñāna)에 의해 破棄되는 知(bādhya-jñāna)이

다. 이와 같이 ‘idaṁ rajatam’과 ‘na-idaṁ rajatam’의 사이는 所破棄-

能破棄의 관계(bādhya-bādhaka-bhāva)이다.
49

하나의 인식이 대상을 如實하게(yathārtha) 드러내는 正知는 파기지

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 인식이며, 또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 효용성

을 갖는 인식이다. 반면 대상을 그와 다르게(anyathā) 혹은 그에 상충

되게(viparīta) 드러내는(khyāti) 착각(bhrānti, vibhrama, viparyaya)을 파기지

에 의해 제거되는 인식이며, 행동의 결과가 처음의 기대를 좌절시키

는 인식이다.

49) Tasmādasti jñānānāṁ bādhyabādhakabhāvaḥ. Sa cāyaṁ bādhavyavahāro

viparītakhyātipakṣa eva sāmarthyamaskhalitaṁ dadhātīti sa eva jyāyān.

NM. p. 478.



인도철학에 있어서 착각의 문제/ 이지수 87

破棄知(bādhaka-jñāna)

Ny.에 따르면 파기지는 이전의 인식대상을 무효화시키는 기능(viṣa

ya-apahara)과 결과를 무효화시키는 기능(phala-apahara)의 두 가지 기능

을 갖는다. 첫번째, 대상의 무효화란, 이전에 인식했던 대상(viṣaya)이

실재가 아님을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idaṁ rajatam.’이라는 파기지

는 이전의 인식인 ‘idaṁ rajatam.’에서 ‘rajata’를 부정함으로써 idam

(=조개껍질)이 rajatatva(銀類의 공통성)를 갖고있지 않음, 즉 rajatatva가 i

dam에는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물리적 차원에서 전에는 있었

던 물단지가 망치로 때려 깨어진 후엔 없어졌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대상의 파기와는 다르다. 인식적 차원에서의 대상의 파기(무효화)란 조

금 전에 있다고 알았던 rajata가 실제로 rajata가 아니라 조개껍질이

라는 식으로 이전의 인식 대상(viṣaya)의 형상이 소멸되었다는 뜻이

다.
50
그러나 파기지 ‘na-idaṁ rajatam.’은 idam에 있어서 rajatatva

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지, idam이나 다른 곳에 존재하는 rajata까

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idam은 파기된 후에도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착각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rajata’가 파기되기 이전의 ‘Idaṁ

rajatam.’에서의 idam은 rajata와 공통된 속성(sāmānya-dharma)을 가진

śukti였지만 ‘rajata’가 부정된 후의 idam은 śukti의 특수성(viśeṣa-dhar

ma)즉, śuktitva(조개껍질 類의 공통성)가 드러난 idam이라는 점이 다르다.

파기지의 두 번째 기능인 ‘결과의 무효화’에서 결과(phala)란 취득(up

ādāna) 혹은 회피(hāna)에 대한 인식이다.
51
‘idaṁ rajatam.’이라는 인식

이 일어나면 과거의 경험에 바탕하여 저것을 취득해야겠다라는 자각

이 일어난다. 파기지 ‘na-idaṁ rajatam.’은 ‘rajata’라는 인식대상을 파

기시킬 뿐 아니라 ‘rajata’인식의 결과인 취득의 의식(upādāna-buddhi)도

무효화시킨다.

50) Pūrvāvagatākāropamardadvāreṇa bādhakapratyayotpādāt ; yanmayā tadā

rajatamiti gṛhītaṁ tadrajataṁ na bhavati, anyadeva tadvastviti. NM. p.

476.

51) Sarvathā bādhakapratyayopajanane sati hānādirūpaṁ pūrvapramāṇaphalaṁ

nivartata iti … . NM. p.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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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파기지 ‘na-idaṁ rajatam.’은 ‘idaṁ rajatam’ 의 착각에서 ‘raj

ata’ 인식을 무효화시키고, ‘rajata’ 인식이 무효화됨으로서, ‘rajata’ 인

식의 결과인 ‘취득’의 인식도 무효화된다.

어째서 ‘na-idaṁ rajatam.’이 파기지이고 ‘idaṁ rajatam’은 所破棄

知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na-idaṁ rajatam.’은 대상과 인식수단(pramā

ṇa)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반해 ‘na-idaṁ rajatam.’은 대상에 일치

하며, 바른 인식수단의 지지를 받는 것이므로 전자를 무효화시키고,

파기시킬 힘이 있다고 Ny.는 답한다.
52

착각의 대상

실재론자인 Ny.에 있어서 착각의 대상(ālambana)은 ātmakhyāti에서

와 같이 바깥으로 투사된 의식 자체도 아니고, asat-khyāti에서와 같

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며, anirvacanīya-khyāti와 같이 규정될 수 없

는 것도 아닌, 외계의 어딘가에 실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idaṁ rajat

am.’의 착각에서 그 대상은 무엇인가? 학자에 따라 세 가지 견해가

제시되며, 각각이 모두 일리를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첫째 견해는 ‘idaṁ rajatam.’에서 ‘rajata’의 대상은 기억 속에 있는

rajata의 형상이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감관과 접촉된 것(s

annihita)이 대상이 아니라 의식 안에 있는 형상이 착각의 대상이다.

만약 감관에 접촉된 것이 대상이라면 그 대상이 놓인 땅바닥 따위도

착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억 속의 rajata 형상은, a

satkhyāti에서와 같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 시간에 있는

rajata가 śukti와의 유사성의 지각이 촉발시킨 잠재적 인상의 작용으

로 기억 속에 떠오른 것이다.
53
그러므로 ‘idaṁ rajatam.’의 ‘rajata’는

52) Yataḥ pūrvopamardenaiva taduttaraṁ jñānamudeti ; viṣayasahāyatvāt,

pramāṇāntarānugṛhyamāṇatvācca uttarameva jñānaṁ bādhakamiti yuktam.

NM. pp. 447-8.

53) Anye tvālambanaṁ prāhuḥ puro'vasthitadharmiṇaḥ,

Sādṛśyadarśanodbhūtasmṛtyupasthāpitaṁ payaḥ.(57) NM.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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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속의 형상이 idam이라는 외적 대상에 假託되어 지각된 것이다.

그러나 이 ‘rajata’는 의식에서 독립된 실재로서의 rajata의 형상이므

로 ātmakhyāti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54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 자기의 형상을 감추고 rajata의 형상을 취

한 śukti가 ‘idam rajatam.’의 대상이다.
55
실재하는 것은 오직 śukti뿐

인데 세모꼴 따위 śukti의 특수속성(viśeṣa)은 지각되지 않고, 흰 빛 따

위 rajata와 공통된 속성(sāmānya)만이 지각됨으로써 자기의 본래 모

습은 은폐(억압)되고, 대신 rajata의 특성을 재생시킴으로써 rajata의

형상을 빌려쓰는 것이다.
56
마치 연극에서 실제 인물이 감추어지고

연극 속의 역할을 겉으로 드러내듯이, 착각의 대상도 그와 같다는 것

이다.

세 번째 견해는 대상과 나타난 것을 구분 지어 착각의 대상은 śuk

ti(=idam)이고 나타난 것은 rajata라고 말한다.
57
대상이란 인식주체(kart

ṛ), 인식도구(karaṇa) 외의 인식을 생성시키는 원인이다. 그러나 다만

감관에 접촉되었다고 해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śukti가 놓인 땅바닥도 착각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만 인식을 생성시키는 것만으로 대상이 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눈

이라는 감각기관도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58
그러므로 ‘이것’(idam)

이라고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대상이 인식의 생성자(janaka)이자 그것

이 곧 대상(ālambana)이라고 한다.
59

조개껍질-은, 태양광선-물의 경우는 대상의 결합(viṣaya-doṣa)으로

54) Deśāntarādau rajatasya vidyamānatvāt. Asatkhyātipakṣe hi ekāntāsato'

rthasya pratibhānamaṅgīkriyate. NM. p. 473.

55) Athavā pihitasvākārā parigṛhītaparākārā śuktikaivātra pratibhātīti bhavatu

… . NM. p. 473.

56) Vastusthityā tu śuktireva sā trikoṇatvādiviśeṣagrahaṇābhāvācca

nigūhitanijākāretyucyate rajataviśeṣamaraṇācca parigṛhītarajatākāreti. NM.

p. 474.

57) Anyadālambanaṁ, anyaśca pratibhāti. 上同.

58) 上同.

59) Kintu idamityaṅgulyā nirdiśyamānaṁ karmatayā yajjñānasya janakaṁ,

tadālambanamity … .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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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착각이지만 허공에 머리카락 다발이 보이거나 달이 둘로 보이

는 경우, 즉 감관의 결함(indriya-doṣa)으로 인한 착각은 무엇이 대상인

가? 이에 대해 Ny.는 다소 생리학적인 답변을 내리고 있다. 즉 어둠(t

imira)이라고 하는 눈병이 눈동자 속에 있어 그것이 시각의 기능을 이

분시킴으로써 달이 둘로 보이게 하며, 또 눈의 동공 속에 자리잡고

있는 timira에 의해 눈에서 나오는 빛이 흩어지고 그것이 태양광선과

부딪쳐 머리카락 다발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timira가 두 개

의 달이나 머리카락 다발의 착각에 있어 대상(ālambana)이 된다고 한

다.
60

Ⅲ. 타학파의 착각론과 정리학파의 비판

Ny.의 착각론은 타학파의 견해와의 대조 및 논쟁을 통해 더욱 분

명히 드러난다. 와짜스빠띠미슈라의 Tātparyaṭīkā에선 논적의 견해
(pūrva-pakṣa)로서 ① 비실재의 인식(asatkhyāti), ② 의식 자체의 인식(āt

makhyāti), ③ 규정할 수 없는 것의 인식(anirvacanīyakhyāti) 그리고 ④ 구

분의 무인식(akhyāti)의 네 입장을 들고 있다. 이 중 처음의 ①, ②는

각각 불교의 中觀學派(Śūnyavāda)와 瑜伽行派(Yogācāra)의 견해로 돌려

지고 있으며 ③은 不二的 베단따(Advaita-Vedānata), ④는 쁘라브하까라

미망사(Prābhākāra Mīmāṁsā, PM.로 略)의 견해이다.
61

처음①, ②, ③에 대해선 다원론적 실재론인 PM.와 Ny.가 함께 반

대하는 입장이므로 PM.의 입을 빌린 논박일지라도 Ny.의 견해로 받

아들일 수 있다. Ny.의 anyathākhyāti론의 가장 강력한 논적은 PM.

의 akhyāti론이므로 양 입장의 논쟁은 항목을 달리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60) NM. pp. 474-5.

61) Tātp.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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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tkhyāti(비실재의 인식)

이것은 실재하지 않는 것(asat)이 인식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khyā

ti)이 착각의 본질이라고 본다. ‘na-idaṁ rajatam’이라는 파기지는 ‘ida

ṁ rajatam’이라는 착각을 부정함으로써, 실재(sat)로 보았던 은이 비

실재(asat)임을 드러낸다고 한다.
62
어떻게 전혀 없는 것이 인식에 현

현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인식주관은 실재하지 않은 것도 대

상으로 현현시킬 수 있는 특수능력(sāmarthya-atiśaya)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능력을 無明(avidyā), 혹은 마야(māyā)라고 부른다고 답한다. 혹은

의식 내에 잠재된 業이 習氣(vāsāna)에 의해 비실재일지라도 대상으로

현현한다고 한다.
63

Ny.의 비판: 이에 대해 Ny.는 비실재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라

고 묻는다. 전혀 없는 것(ekānta-asat, atyanta-asat)을 실재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다른 장소, 시간에 실재하는 rajata가 현

존하는 śukti로서는 비실재이기 때문에 비실재의 현현이라고 하는 것

인가?
64

실재론자인 Ny.에 따르면 인식에 나타난 것은 어딘가에 실재하는

것이며, 허공 꽃처럼 전혀 없는 것은 인식에 나타나지 않는다. 만일

‘이것’(idam)이 가리키는 감관에 현전해 있는 사물(purovarti-dravya)이 없

이 다만 비실재의 rajata 만이 나타난다면, ‘이것’이라고 눈 앞의 사물

을 지시하면서 ‘이것은 은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65
비록 rajata는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가

62) Santu tarhi bādhakapratyayānurodhād asatprakāśanaśīla eva

mithyāpratyayāḥ. Tathā hi bādhakaṁ vijñānaṁ nedaṁ rajatamiti

rajatajñānagocarasyāsattvaṁ gṛhṇāti. 上同.

63) 上同.

64) Kimetat mithyājñānamasat sadātmanā gṛhṇātītyasadviṣayamupeyate?

Ahosvit sadeva sadantarātmanā gṛhṇati, sataśca sadantarātmatvena

asattvādasadviṣayamucyate? Tātp. p. 161.

65) Kasmāccedamiti purovarti dravyamaṅgulyā nirdiśya tasya rajataṁ

niṣedhati nedaṁ rajatamiti … .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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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될지라도 그 rajata가 假託된 바탕(基體)인 idam은 실재하는 것이

며, 따라서 전혀 없는 것이 나타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후자의 경우, 즉 rajata가 다른 곳에는 실재하지만, śukti로서

는 비실재이므로 비실재의 rajata가 idam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

면, 그것은 Ny.의 anyathākhyāti와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rajata로서

는 비실재인 śukti가 rajata로서 자체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anyath

ākhyāti이기 때문이다.
66

ātmakhyāti(의식 자체의 인식)

ātma-khyāti의 ‘ātma’는 인식 혹은 의식(vijñāna)을 가리킨다. 이에

따르면 ‘idaṁ rajatam’ 이라는 착각에서 rajata는 인식 자체의 형상(jñ

ānākāra)이 외적인 것으로서 대상화된 것이다.
67
즉, 인식이 자체의 형

상을 대상화시킨 자체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이 의식과 분리되어

바깥에 실재하는 객관적 사물로 나타나는 것이 착각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Ny.의 비판: 만약 의식 자체가 대상으로 현현된다면 ‘이것은 銀이

다’가 아니라 ‘나는 은이다’(Ahaṁ rajatam.)라고 인식해야 한다.
68
더욱이

내적인 의식이 외적인 대상처럼 나타난다는 것은 A가 A 아닌 것으

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Ny.의 입장과 다름없으며, 또 인식은 외적인

것으로서는 비실재이므로 비실재가 현현한다는 점에서 asatkhyāti와

도 같다.
69

66) Na khalvanyathākhyātivādino' pi sadantaraṁ sadantarātmanā

sadabhyupagacchanti. 上同.

67) Kecit svākārabāhyatvaviṣayaṁ jñānaṁ viparyaya ityācakṣate. Tātp. p. 160.

68) Vijñānātmano hi pratibhāse ‘ahaṁ rajataṁ’ iti pratītiḥ syāt, na ‘idaṁ

rajataṁ’ iti. NM. p. 460.

69) ‘Yadantarjñeyarūpaṁ hi bahirvadavabhāsate’ ityabhyupagamādiyamapi

viparītakhyātireva syāt. Asatkhyātirapi ceyaṁ bhavatyeva

bahirbuddherasattvāt.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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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ācaspati Miśra는 rajata가 인식의 형상(jñānākāra)이라는 것이 銀

의 인식(rajata-pratyaya)에 의해서 확인되는가, 아니면 파기지(bādhaka-pr

atyaya)에 의해서 확인되는가라고 묻는다. 먼저 rajata 인식은 외적인 i

dam을 가리키는 것이지 ‘나는 은이다’라고 내적 의식을 가리키는 것

이 아니므로 그에 의해서는 rajata가 인식의 형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70
또 ‘이것은 은이 아니다’라는 파기지는 rajata가 눈앞의 사

물의 형상(provarti-dravyākāra)이라는 것만을 부정할 뿐이지 그것이 인

식의 형상임을 드러내 주지는 못한다.
71

anirvacanīyakhyāti(규정할 수 없는 것의 인식)

不二的 베단따가 지지하는 이 착각론에 따르면 착각의 대상은 실

재(sat)도 아니고 비실재(asat)도 아니며, 동시에 실재-비실재(asd-asat)

도 아닌, 무엇으로도 규정지을 수 없는 것(anirvacanīya, indefinable)이다.
72

우선 착각의 대상은 실재가 아니다. 만일 실재라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正知이기 때문이다. 착각의 대상은 비실재일 수도 없

다. 실재하지 않는 것은 인식을 생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실재이

면서 동시에 비실재일 수도 없다. 서로 모순되는 두 속성이 동일 대

상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착각은 어느 것으로도 규정

지을 수 없다

70) Sa hīdamanahaṁkārākārāspadaṁ rajatamādarśayati, na cāntaram. Tātp. p.

160.

71) Kim purovartidravyākāratāmātraṁ pratiṣedhati rajatasya, ahosvit

jñānākāratāmapyasyādarśayati bādhakapratyayaḥ? Tatra

jñānākāratopadarśanavyāpāraṁ bādhakapratyayasya brūvāṇaḥ

ślāghanīyaprajño devānāṁpriyaḥ. 上同.

72) 不二的 베단따학파에 따르면, 경험적 세계는 절대자 브라흐만이 갖는

마야(māyā)의 창조력에 의해 假現된 것(vivarta)으로서, 그렇게 가현된 이

세계도 마야와 같이 실재도 아니고 비실재도 아닌, 그 무엇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관점으로부터

anirvacanīya-khyāti라는 이 학파의 착각론이 도출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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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가진 착각의 대상 예들 들어 ‘idaṁ rajatam’

의 착각에서 rajata는 Ny.가 생각하듯 다른 장소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착각은 지각

적(presentative) 인식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rajata가 지금 이곳에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개껍질과의 유사성의 인식으로

재생된, 과거에 경험했던 rajata의 잠재적 인상과 연합된 무지의 힘이

그것을 현현시킨다고 답한다. 不二的 베단따는 착각의 대상을 경험적

존재(vyāvahārika-sattā)에 대해 거짓 나타나 보이는 존재(prātibhāsika-satt

ā)라고 부른다.

Ny.의 논박 : 착각의 대상 예들 들면 rajata는 ‘idaṁ rajatam’이라

는 착각이 지속되는 한은 실재로서 규정되며, ‘na-idaṁ rajatam’이라

는 파기지에 의해서는 비실재로 규정되므로 규정될 수 없는 것이 아

니다.
73
더욱이 규정될 수 없는 것은 착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

하면 다른 것과의 유사성(sārūpya)이 착각의 원인인데, 만일 규정이 전

혀 불가능하다면 그 다른 것과의 유사성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사하다는 것도 일종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74

akhyāti(구분의 무인식)

쁘라브하까라 미망사의 akhyāti는 인식을 뜻하는 ‘khyāti’에 부정

접두사 a-가 결합된 형태로서 無認識(non-cognition), 인식의 결여(부족)

를 뜻한다. 혹은 vivekākhyāti라고도 불리며, ‘구분(viveka)의 무인식’,

혹은 ‘구분적 인식의 결여’라는 뜻이다. PM.에 따르면 모든 인식은

인식인 한은 본연적으로 타당하며(svataḥ prāmāṇya) 따라서 그릇된 인

식이라는 의미에서의 착각이란 없다. 소위 착각이란 실재에 대한 충

73) Na ca rajatātmanā purovartino dravyasyānirvacanīyatā, mithyājñānasamaye

sattvena bādhakasamaye cāsattvena nirvacanīyatvāt. Tātp. p. 161.

74) Tadviṣayaṁ ca jñānaṁ mithyājñānamityapi na saṁbhavati, tasya

sarvopākhyārahitasya kenacit sārūpyābhāvāt, tatkāraṇatvācca bhrānteḥ, …

.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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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인식이 결여된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진리이며, 그 본질은 서로

다른 것(bheda)을 다른 것으로 구분 짓는(viveka) 인식의 부재(akhyāti)이

다.

행동의 철학인 미망사에 따르면, 인식은 행동(karma)의 수단이며,

일상적으로 인간은 인식이 일어나면 일단 그것의 진리성(prāmāṇ)을

신뢰하고 행동함으로써 생활이 운영된다. 만약 인식의 진리성이 인식

에 본연적이 아니고 다른 인식이나 증거를 기다려서 검증되어야 한

다면, 우리는 모든 인식에 대해 먼저 회의와 의심부터 해야 하고 따

라서 행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미망사에 있어서 인식=진리와 그에

대한 신뢰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런 것이며, 오류와 의심은 비정상적이

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PM.는 인식의 본연적 타당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착각이나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했고, 그 결과 abhyāti라는 독특

한 견해를 지지하게 되었다. 그에 반해 밧따 미망사학파는 Ny.와 같

은 viparīta-khyāti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인식의 자립타당성과의 논

리적 일관성과 그것을 뒷받침할 근거를 상실했다고 비판받는다.
75

PM.는 śukti(조개껍질)-rajata(은)의 착각을 akhyāti론의 관점에서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눈앞에 놓인 śukti를 보고 ‘idaṁ rajatam’이라고

인식했을 때, 그것은 Ny.가 생각하듯 단일한 인식(eka-jñāna)이 아니라

두 개의 인식으로 구성된 복합적 인식이다. 다시 말해서 ‘idaṁ rajata

m’은 ‘idam’이라는 지각적 인식(grahaṇa)과 ‘rajata’라는 기억적 인식(sm

araṇa)의 서로 다른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idam은 눈 앞에 놓인

사물(=vastu)에 대해 세모꼴이나 śuktitva와 같은, śukti를 다른 것과

구분지워주는 특수속성은 지각되지 않고 희고 밝은 색 따위 rajata와

공통적 속성(유사성)만 지각된 일반적 基體(dharmin)를 가리킨다. rajata

와 유사한 속성의 지각이 과거에 경험했던 rajata의 잠재적 인상(saṁs

kāra)을 촉발시켜 그로부터 rajata의 기억이 일어난다.
76
이때 인식주

75) NM. pp. 451-2.

76) Nāyamekaḥ pratyayaḥ-idaṁ rajatamiti, kintu dve ete grahaṇasmaraṇe.

Idamiti puro' vasthita bhāsvarākāradharmi pratibhāsaḥ, rajatamiti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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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rajata’가 눈 앞에 있는 idam의 인식과 달리 기억 속의 형상이

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smṛti-pramoṣa) ‘idaṁ rajatam’이라고 판단

한다. 그러므로 ‘idaṁ rajatam’은 Ny.가 주장하듯이 idam을 rajata로

실물에 어긋나게(viparīta)인식한 것이 아니라, 각각이 자기 영역 안에

정당한 근거, 즉 실재적 대상을 갖는 ‘idam’과 ‘rajata’(기억)를 구분 짓

는 인식이 결여되었을 뿐이다.
77

‘idaṁ rajatam’이라는 인식이 일어나자 인식주체는 은을 획득하고

자 행동을 취하고, 결국은 ‘na-idaṁ rajatam’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일어나게 된다. Ny.는 나중의 인식을 처음 인식의 파기자(bādhaka)로

보는데 반하여, PM.에 따르면 ‘idaṁ rajatam’이 틀린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 인식은 파기지(bādhaka-jñāna)가 될 수 없다. ‘na-idaṁ raj

atam’은 Ny.가 생각하듯이 idam에 있어서 rajata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idam은 idam(지각)이고 rajata는 rajata(기억)로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는 인식(bheda-graha)일 뿐이다. 그러므로 ‘na-idaṁ rajata

m’은 파기지(bādhaka-jñāna)가 아니라 구분지(viveka-jñāna)이다. 처음 인

식을 파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인식에 구분적 인식이 첨가됨

으로써 완전한 인식으로 발전시키는 계기이다.
78

‘na-idaṁ rajatam’ 이라는 區分知가 일어나기 전엔 idam과 rajata

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bheda-agraha) idam과 rajata를 동일시

하는 행위(abheda-vyavahāra), 즉 idam에서 rajata를 획득하려는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na-idaṁ rajatam’이라는 區分知의 생성과 더불어

그 행위가 중단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na-idaṁ rajatam’은 ‘idaṁ raj

atam’이라는 처음의 인식을 무효화시키는 인식이 아니라 그릇된 행

bhāsvararūpadarśana prabodhyamānasaṁskārakāraṇakaṁ

tatsāhacaryādavagatarajatasmarṇam. NM. p. 155.

77) Smaraṇamapi bhavadidamātmānaṁ tathā na prakaṭayatīti

pramuṣitamucyate. Svarūpeṇa cāpratibhāsamānāyāṁ

smṛtāvanubhavasmaraṇayor viveko na gṛhīto

bhavatītyagrahaṇamakhyātirucyate. NM. p. 156.

78) Na hyanena rajataniṣedho vidhīyate ; kintu prāgagṛhīto vivekaḥ

prakhyāpyate. Na idaṁ rajataṁ ; yadevedaṁ ; tadeva rajatamityetanna,

idamidaṁ rajataṁ iti. NM. p.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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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파기시킬 뿐이라고 말한다.
79

그러면 śukti에 대한 ‘idaṁ rajatam’이라는 인식의 대상은 무엇인

가? PM.에 따르면 모든 인식은 타당하기 때문에 인식에 나타난 것,

이 경우엔 rajata가 인식대상이다.
80
rajata는 구분지가 일어나기 전까

지는 idam이라는 지각과의 차이가 인식되지 않지만, 실제는 과거에

경험한 rajata의 인상이 재생(기억)된 것으로서, 기억의 영역에선 정당

한 대상이나 기억이 기억으로서 인식되지 않음으로서 ‘idaṁ rajatam’

이라는 불완전한 인식이 일어난다.

akhyāti론에 대한 정리학파의 비판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같은 실재론적 학파이면서도 Ny.와 PM.는

몇 가지 점에서 대립적 관점을 취하며, 착각의 문제에서도 많은 대조

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Ny.는 인식에 있어서 眞(truth)과 僞(error)를

명확히 구분지어 전자는 대상을 여실하게(yathārtha) 현현시키는 인식

이며, 후자는 대상과 다르게(anyathā), 혹은 실재와 반대로(viparīta) 인식

함이라고 말한다. 그에 반해 모든 인식이 본연적으로(intrinsically) 타당

하며(svataḥ-prāmāṇya) 바르다고 믿는 PM.는 인식에 있어서 진과 위의

구분을 지워버렸고, 이른바 착각(bhrama)이란 적극적으로 틀린, 혹은

그릇된 인식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결여된, 불완전하

고 부분적인 진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조개껍질(śukti)에 대한 ‘idaṁ rajatam’이라는 인식은 P

M.에 따르면 idam을 rajata로 그릇되게 인식함, 즉, idam과 rajata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함(abheda-graha)이 아니라 서로 다른 idam과 rajat

a를 구분지어 파악하지 못함(bheda-agraha), 다시 말해서 구분적 인식

79) … bhedāgrahaprasañjitābhedavyavahārabādhānācca nedaṁ rajatamiti

vivekapratyayasya bādhkattvamapyupapadyate. Tadupapattau ca

bhrāntatvamapi lokaprasiddhaṁ siddhaṁ bhavati. Tātp. p. 162.

80) Tasmāt pratibhāsamānamālambanam. Tathā ca rajatapratibhāsaḥ

śuktikālambanamiti durghaṭam. Tātp.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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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여된 것(viveka-akhyāti)이다. ‘idaṁ rajatam.’은 하나의 인식이 아

니라 idam이라는 지각(anubhava)과 rajata라는 기억(smaraṇa)의 두 가지

인식으로 이루어 있으나, rajata의 기억을 기억으로서 지각하지 못함

(smṛti-pramoṣa)으로써 idam과 rajata의 구분을 인식되지 못한(akhyāti)

결과이다.

이에 대해 Ny.는 ‘idaṁ rajatam’이 ‘ayaṁ śuktiḥ’(이것은 조개껍질이다)

라는 正知와 마찬가지로 단일인식(viśiṣṭa-jñāna)이라고 반박한다. 마치

전에 본 사람을 지금 다시 보고서 ‘이 사람이 전에 본 바로 그 사람

이다’라는 再認識(pratyabhijñā)이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viśiṣaṇa, 한정

자)과 현재의 대상에 대한 지각(=viśeṣya, 피한정자)이 결합된 단일인식(vi

śiṣṭa-jñāna)이듯이 ‘idaṁ rajatam’도 idam과 rajata가 피한정자-한정자

관계에 있음을 뜻하는 단일인식이라는 것이다.
81

비록 조개껍질이 가진 은과의 유사성이 rajata에 대한 과거의 경험

의 인상을 촉발시키긴 했지만, ‘idaṁ rajatam’의 rajata는 과거에 경

험된 것(anubhūtatā)으로서가 아니라 현재 경험되고 있는 것(anubhūyamā

natā)으로서 현현되기 때에 지각적 특성을 갖는다.
82
그러므로 ‘idaṁ r

ajatam’은 다만 구분적 인식의 결여가 아니라 idam이 곧 rajata와 같

은 것이라고, idam을 실재와 다르게 규정짓는 전도된 인식(viparīta-khy

āti, =viparyaya)이라고 Ny.는 논박한다.

기억의 탈취(smṛti-pramoṣa)로 인해 idam과 rajata의 차이를 파악하

지 못함(bheda-agraha)으로써 인식주체가 rajata를 취득하고자 행동한

다고 말하는 PM.에 대해 Ny.는 인간은 인식의 결여(a-khyāti, a-jñāna)

로부터가 아니라 知(jñāna)로부터 행동을 취한다고 반박한다. ‘감관에

현전한 대상을 지각했다.’(dṛśyaṁ gṛītam)라는 인식이 일어날 때 비로소

대상의 욕구자는 대상을 향한 행동을 취한다. 이 경우도 ‘rajata가 지

각되었다.’(rajatam gṛhītam.)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일나기 때문에 rajata

81) Pratyabhijñāvadekatvenaiva saṁedyamānatvāt. NM. p. 465.

82) Anubhūtatayā hi na rajatamatra prakāśate, kintvanubhūyamānatayā.

Anubhūtatāgrahaṇaṁ ca smaraṇamucyate, nānubhūyamānatāgrahaṇam.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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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한 행동(pravṛti)이 일어나는 것이며, 기억의 탈취나 인식의 결핍

만으론 그런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83
그러나 PM.는 ‘idaṁ

rajatam’이 인식의 결여라는 부정적 측면만이 아니라 감관과 접촉되

어 일어난 idam이라는 적극적 측면도 있다고 응수한다.

PM.에 의하면 인식은 본연적으로 眞이므로 인식의 원인들 자체에

는 어떠한 결함(doṣa)도 없다. 마치 병든 보리의 씨앗에 보리싹이라는

결과를 생성시킬 힘이 없듯이 결함을 포함한 원인은 인식결과를 생

성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일단 생성된 인식은 모두 본연적으로 결함

없는 원인들의 결과로서 바른 인식일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인식의 착오를 인정하는 Ny.는 착오지라는 결과가 일어

나기 위해선 반드시 그 원인이 있어야 하고, 마치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재인식이 일어나기 위해 잠재적 인상(saṁskāra)이 원인

이 되듯이, 결함을 가진 감관 따위가 착각의 원인이라고 반박한다.
84

‘idaṁ rajatam’의 경우 결함을 가진 감관과 그 감관과 접촉된 조개껍

질에 대해 세모꼴 등의 특수성은 간과하고 은과 공통된 속성만의 지

각으로 은에 대한 과거의 경험의 인상이 촉발됨으로써 일어난 은의

기억이 원인이다.
85
마치 결함을 가진 보리씨가 보리싹을 틔울 수는

없을 지라도 그것으로서 맛없는 빵을 만들 수는 있듯이
86
결함을 가

진 인식의 원인이나 조건들로부터 착각이 일어난다고 반박한다.

‘idaṁ rajatam’ 후에 일어난 ‘na-idaṁ rajatam’은 이전의 인식을

파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rajata의 기억과 idam의 지각이 서로 다름을

83) Evamihāpi yāvat ‘rajataṁ gṛhītam’ iti na jātaḥ pratyayaḥ, tāvat

kutastadarthināṁ pravṛttiḥ? Tasmādasti rajatagrahaṇam ; na tu

tatsmaraṇapramoṣamātram. NM. p. 467.

84) Kāryākasmikatā'nupapatteśca kalpyatāṁ kāraṇam. Tacca kḷptameva

doṣasahitamindriyam-yathā saṁskārasahakāri pratyabhijñāyāmiti. NM. p.

468.

85) Tasmāddoṣakalitādindriyāt

puro'vasthitadharmigatatrikoṇatvādiviśeṣāvamarśakauśalaśūnyāt

sāmānyadharmasahacaritapadārthāntaragataviśeṣasmaraṇopakṛtādbhavati

viparītapratyayaḥ. 上同.

86) Suvate śālayo duṣṭā na yadyapi yavāṅkuram, śālikāryaṁ tvapūpādi

janayantyeva kalmaṣam.(106)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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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것(viveka-pratipādaka)으로서, 전의 불완전한 인식을 보다 완

전한 인식으로 이끄는 기능을 갖는다는 PM.의 견해에 대해, Ny.는

‘na-idaṁ rajatam’이 파기지(bādhaka-jñāna)로서 이전의 경험의 대상이

었던 rajata를 부정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맞선다. ‘내가 전에 본 그것

은 rajata가 아니다.’라는 것이 ‘na-idaṁ rajatam’의 의미로서 이미 알

려진 rajata를 부정하는 것이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로서

의 기억과 지각의 구분을 알려주는 기능은 없다고 본다.
87
만약 파기

지가 구분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na-idaṁ rajatam’이 아니라

‘구분되지 않았던 것이 구분되었다.’고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반

박한다.
88

맺는 말

철학(darśana)이 참(眞), 혹은 실재의 인식(tattva-jñāna)을 추구하는 활

동이라면, 무엇이 바른 인식이고 무엇이 그릇된 인식(mithyā-jñāna)인

가 하는 인식의 眞ㆍ僞(truth and error)의 문제는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

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인식능력을 신뢰하고 인간의 공통적 경험이 보여주는 대상

을 인식주관(subject)에서 독립하여 外界에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보

는 극단적 실재론자인 正理學派는 인식내용과 객관적 실재가 대응할

때 그 인식은 眞(pramā)이고, 반대로 객관적 실재는 x(조개껍질)인데 인

식은 y(은)로 표상될 때, 즉 인식과 대상이 대응하지 않을 때 僞(bhram

ā, viparyaya)가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착오, 혹은 착각이란 대

87) Api ca nedam, rajatamiti bādhakajñānaṁ

pūrvānubhavaviṣayīkṛtarajataniṣedhamadhigamayadutpadyate. Nedaṁ

rajatamiti-‘yadahamadrākṣaṁ tadrajataṁ na bhavati’ iti. Prasaktasya

cāyaṁ niṣedhaḥ. NM. p. 469.

88) Na hyevaṁ bādhakamutpadyate ‘yadaviviktaṁ tadvivktam’ iti.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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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그것과 다르게(anyathā), 그것에 어긋나게(viparīta) 나타남(khyāti)이

다.

그런데, 극단적 실재론자인 정리학파는 비록 착각에 나타난 대상

이 실제로 감관에 현전한 대상과는 다른 것일지라도 공중 연꽃이나

토끼뿔처럼 전혀 실재하지 않는 것이 나타난 것(asatkhyāti)도 아니고,

꿈 속의 경험처럼 인식주관 가운데 있던 것이 외적 대상으로서 거짓

나타남(ātmakhyāti)도 아니라고 본다.

정리학파에 따르면 착각의 대상도 지금, 여기에서건 아니면 다른

곳에서건 실재하는 것이 인식의 원인들과 결부된 결함(doṣa)때문에 실

재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어 황달로 인해 흰 조개껍질이

노란색 조개껍질(pīta-śaṅkha)로 나타난 경우, 노란색이나 조개껍질이나

모두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있는 실재들이지만 눈동자에 낀 황달에

속하는 노란색이 조개껍질이라는 基體(dharmin)에 假託(adhyāropa)되어

노란 조개껍질로 보인다. 또 조개껍질을 보고 ‘이것은 은이다.’(Idaṁ ra

jatam.)라고 착각할 경우엔 ‘이것’(조개껍질)이 가진 은과의 유사한 성질

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銀의 잠재인상을 촉발시켜 상점 따위라는 곳

에 있는 은이 비일상적인 방식으로 감관과 접촉하여(alaukika-saṅnikarṣ

a)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어떤 경우건 착각의 대상도 객관적 실재라

는 것이다.

그런데 정리학파는 하나의 인식이 眞인가(실재와 대응하는가), 아니면

僞인가(실재와 대응하지 않는가)를 확인, 혹은 검증하기 위해선 그 인식

외의 다른 것, 즉 그 인식의 실제적 효용성(pravṛtti-sāmārthya)에 의존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성공적인 결

과(saṁvādi-pravṛtti)를 가져온 인식은 眞이고 그렇지 못한 인식은 僞라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것은 물이다.’라는 인식이 참이기 위해서는

‘저것’이 갈증을 식혀줄 수 있는 효용력을 가져야만 한다. 그런데 처

음의 인식을 검증하기 위한 나중의 경험, 즉 ‘저것은 갈증을 식혀주

므로 처음 인식은 진이다.’라는 것도 또 다른 인식이므로 이것의 진

위를 검증하는 또 다른 인식이 요구될 것이며, 이런 식으로 무한소급

의 오류(anavasthāna)에 떨어지며, 따라서 정리학파의 실용주의적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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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설은 그 실재론적 전제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

이런 약점을 피하고자 미망사학파는 모든 인식이 그 자체로서 모

두 타당하다는 自立妥當說(svataḥ-prāmāṇya)을 주장했고, 소위 착오 혹

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도 적극적인 의미로 틀리거나 그릇된 인식이

아니라 다만 차이에 대한 인식이 결핍된(viveka-agraha) 불충분한 인식

(a-khyāti), 불완전한 진리일 뿐이라고 주장한 PM.는 자립타당설과 ak

hyāti설에 의해 실재론적 전제를 논리적으로 고수하기는 했지만 결과

적으로 인식에 있어서 眞과 僞의 구분을 폐기시킴으로써 우리의 일

상적이고 공통된 경험을 무시하는 비상식적 결론에 떨어졌다.

이상에서 정리학파의 문헌에 근거하여 정리학파의 입장에서 인도

철학의 착각론의 일단을 소개했지만, 타학파 문헌을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더욱이 각각 asatkhyāti와 ātmakhy

āti로 표현된 불교의 중관학파와 유식학파의 착각론은 불교 텍스트에

의한 뒷받침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정리학파에 의한 일방적이고 왜

곡된 해석인 만큼 별도의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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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자얀따밧따의 Nyāyamañjarī(Mysore : Oriental Research Institute,

1969). pp. 225-9의 譯注

‘비착오’(avyabhicāri)라는 단어의 목적

‘비착오’(avyabhicāri)라는 말은 착오지(vyabhicāri-jñāna)를 배제하기 위

해 씌였다.
1
예를 들어, 여름날 태양이 열기로 이마를 태우듯이 뜨겁

게 내려쪼일 때, 그 광선이 모래밭을 비스듬히 때리고 반사되면서 물

결 모양을 띄우게 된다. 이때 그 광선에 대해 물의 인식이 [일어나는

데], 그것은 a(tat)가 없는 곳에서 a를 인식하는 것이므로 착오이다.
2

그것(=반사된 광선에 대한 물의 인식)은 바른 지각(pratyakṣa)이 아니기 때문

에 이 [avyabhacāri라는] 말이 그것을 배제시켜 준다.

이 경우 눈이 처음으로 [대상과] 접촉하자마자 일어나는 인식은 비

록 비판단적 지각(nirvikalpakam)이지만, 물이라는 판단적 인식(udaka-sav

ikalpaka-jñāna)의 생성자(원인)로서 바로 그 물이 대상이며, [따라서] 불교

도(tathāgata)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바른 인식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비

판단적 인식(avikalpakaṁ jñānam)이 태양광선을 대상으로 할지라도 물이

1) 가우따마(Gautama)는 Nyāya Sūrtra Ⅰ.ⅰ.4 에서 ‘감관과 대상의 접촉으로
생성된 언어에 기인되지 않으며, 비착오(대상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며,

확정적 성격을 가진 인식이 지각이다.’ (Indriyārthasanikarṣotpannaṁ jñānam

avyapadeśyam avyabhicārivyavasāyātmakaṁ pratyakṣam)이라고 지각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쟈안따는 와쨔야나의 Nyāya-bhāṣya에 따라서 비록
감관-대상의 접촉에서 일어날지라도 뜨거운 사막에서 신기루를 오아시스로

보는 예에서와 같이 대상에 일치하지 않는 착각지(vyabhicāri-jñāna)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를 배제하고자 ‘비착오’(avyabhicāri)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말한다.

2) Ātasmiṁstaditigrahaṇāt vyabhicāri bhavati. NM.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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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판단적 지각의 생성자(janaka=원인)이므로 그릇된 인식(apramāṇa)이

다. 비판단적 상태에선 분석적 사고가 없더라도 감은 눈을 뜨는 첫

순간에 물이 현현(pratibhāsa)하기 때문이다.
3

언어(vācaka)로 표현되기 이전의 인식일지라도 감관-대상의 [접촉에

의한] 所生性(indriyārtha-janyatva)은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판단적이건

비판단적이건 a가 없는 것에 대해 a라는 인식이 일어날 때 그것이

착오이다.

반론 : 광선에 대한 물의 인식은 실재하지 않는 물이 현현하기 때

문에 감관-대상의 접촉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감관-

대상의 접촉으로 일어남’(indriyārthasannikarṣotpanna)이라는 단어에 의해

[착각이] 이미 배제되었는데 ‘비착오’라는 단어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54) 그것(=신기루의 착각)이 감관-대상의 접촉으로 생성된다는 것은

긍정적 일치관계로부터 증명된다. 왜냐하면 눈을 감은 자에겐 사막에

서 물의 지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4

(55) 대상(artha) 역시 그것(신기루의 환상)의 생성자로서, 비실재의 [대

상]으로부터는 [착각도] 일어날 수 없다.

착각의 대상

3) 불교논리학의 창시자인 디그나가는 지각(Pratyakṣa, 現量)이란 ‘판단이 배제된

것’(kalpanāpoḍham)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지각은 비판단적(nirvikalpaka)이며,

또한 바른 인식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 정리학파는 비판단적 지각이 판단적

지각의 원인이며, 따라서 아무리 눈과 태양광선의 파동의 접촉에서 일어난

비판단적 지각일지라도 ‘이것은 물이다’라는 판단적 지각의 원인이므로

그것도 역시 그릇된 인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논적은 실제로 감관과 접촉된 것은 광선의 파동이고 나타난 것은 물이므로

‘감관과 대상의 접촉으로 일어남’이라는 구절로써 착각이 배제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물이라는 착각도 감관-대상의 접촉으로 일어난

결과이므로 그 문구로는 착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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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의 계속) 아짜리야(스승)들은 [착각의] 대상을 세 가지로 생각한다.

(56) 혹자는 자체의 모습이 은폐된 태양광선이 물의 형상을 빌려

쓴 것이 [착각의] 대상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 파동 따위, [광선과 물 사이의] 공통된 속성은 인식하면서 기

둥인지, 사람인지 [의심하는] 경우와 같이 양자의 특수성들은 기억되지

않는다. 그리고 [감관과] 접촉된 광선의 특수성(sannihita-marīci-viśeṣa)들

이 기억되지 않는다. 그 대신, 이전에 경험했던 [현전 사물에] 상충되는

(viruddha), 물이 가진 특수성들이 [기억된다]. 그것의 기억으로 인해 광

선은 자체의 특수성이 억압되어, 자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5

(57) 어떤 [스승]들은 [감관에] 현전해 있는 사물(puro'vasthita-dharmin)과

의 유사성의 지각(sādṛśya-darśana)으로부터 일어난 기억에 현현한 물이

[착각의] 대상이라고 말한다.

인식에 들어온 형상, 그것이 착각의 대상이며, 가까이 놓인 것(sanni

hita)이 아니다. [만약 가까이 놓여있는 것이 대상이라면, 실물이 놓인] 땅과 그것

을 형성하는 원자들도 착각의 대상이 된다는 모순에 떨어지기 때문

이다. 그런데 이 인식에는 물이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이 착각

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 현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공중꽃처럼 전혀 실재하지 않는 것이 착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장소 따위에 존재하는 물이 유사성의

지각이 촉발시킨 잠재적 인상으로 인해 일어난 기억 속에 나타난 것

이 이 경우 대상(ālambanam)이다.
6

5) 어스름이 낀 시간에 멀리서 보이는 것이 우체통인지 사람인지 결정짓지

못하는 의심(saṁśaya)이 양자의 특수성이 인식되지 못해서 일어나듯이,

착각의 경우도 광선과 물사이의 공통성만 인식되고, 또 물의 특수성의 인식에

의해 광선의 특수성이 은폐됨으로써 물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6) sadṛśa-darśana-prabuddha-saṁskāra-upajanita-smaraṇa-upārūḍ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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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혹자는 대상이 a라면 [착각에] 나타난 것은 b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엔 광선이 대상이고 나타난 것은 물이다.

인식주체(kartṛ), 인식도구(karaṇa) 외의 인식원인이 대상이다. 그러므

로 [인식의 원인이 아닌] 원자 따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견해에 대해선 후에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이와 같이 외적 감관과 대상은 착각과 긍정적, 부정적 일치관계에

있기 때문에
7
‘감관-대상의 접촉’이라는 말로써는 착각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착오’(avyabhacāri)라는 말을 취하는 것이 정당하다.

환각(mānasa-vibhrama)

그러나 감관-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일어나는 환각(mānasa-vibhrama)

은 ‘감관-대상의 접촉’이라는 말로써 배제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

해 ‘착오’(vyabhacāri)라는 단어를 취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59) 이별로 인해 극한의 연정으로 시각이 왜곡된 사람은 멀리 떨

어진 연인이 가까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대상이 없는 착각(nirālambana-vibhrama = 환각)의 경우엔

어떻게 형상(ākāra)이 나타나는가?

(60) 일반적으로 기억에 재생된 형상이 착각에 나타난다. 그러나 기

억의 원인은 때, 장소, 상황에 따라 일정치 않다.

7) 착각이 있을 땐 감관-대상의 접촉이 있고(anvaya, 긍정적 일치), 감관-대상의

접촉이 없을땐 착각도 없다(vyatireka, 부정적 일치).



108 印度哲學 제6집

(61) 때로는 유사성의 인식이, 때로는 욕정, 비애 따위가, 때로는 반

복적인 관찰이, 때로는 눈병이,

(62) 때로는 잠이, 때로는 걱정이, 때로는 신체 내의 요소의 교란이,

그리고 그 원인이 분명치 않을 때는 不可見力(adṛṣṭa)이
8
기억의 원인

이다.

(63) 어린아이에게 二月의 착각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겠는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不可見力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64) [착각엔] 그것을 일으킨 원인(janaka, =대상)이 나타나며(avabhāsana

m) [착각과 대상 사이의] 필연성(niyama)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혀 실재

하지 않는 것(ekāntāsata)은 인식을 일으킬 수 없다.

(65) 이 경우(=환각)엔 연인 따위 감관에 현전하는 실물(sannihita-vast

u)이 없으며, 따라서 기억이 불러일으킨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66) [지각의 정의 중] 첫 단어는 감관과의 관련이 없이 마음에서 일어

나는 환각을 배제하고 있다.

(67) 노란 조개껍질, 신기루 따위의 인식은 감관生의 착각이며, 이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avyabhicāri’] 라는 단어가 수뜨라에 사용되

었다.

8) 베다에서 명하는 행위를 이행하면 그 결과로 dharma가 반대로 베다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행하면 adharma가 아뜨만 가운데 축적되며, 이것이

미래의 과보를 결정짓는다고 한다. 이 dharma, adharma를 adṛṣṭa라고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