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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서양철학에서 지각의 문제는 이미 프로타고라스에게서 발견되

지만,
1
그것은 지각의 의미와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

니었다. 파르메니데스에서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전통에서도 지각

의 대상은 변화된 세계일 뿐이며, 참된 존재의 진리는 지성적 사

고에 의해 파악된다는 견해가 우세했으며, 특히 중세의 토마스 아

퀴나스는 지성적 사고를 진리 파악의 수단으로서 중시했다.

* 李浩根 : 강릉대 철학과 교수

1) 플라톤은 테아이테토스에서, 지각이 애매하고 불확실하며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 지식을 추구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누가 어떤 사물을 안다는 것은, 그가 알게 된 사물을 지각하는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지식은 지각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Platon, Theaitetos, 151e.)라는 프로타고라스의

학설로 보이는 언급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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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험적 관찰과 실험에 의거한 자연과학의 성과에 의해,

모든 인식의 토대로서의 지각적 경험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가 이

루어지면서 근대철학에서 진리와 지각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해지게 된 것이다.

주관과 객관의 대립이라는 문제 상황 속에서 지각 개념은, 경험

론과 합리론을 거치면서 적지 않은 한계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2

새로운 평가의 전기를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칸트 이후의 서양철

학은 지각 개념을 통해 초월적 존재나 이념적 실재 보다는 구체

적인 세계와의 연관성을 문제시하게 되었고, 인식 주체로서의 인

간의 의미를 주목하게 된 것이다.

지각과 존재의 문제는 서양철학에 훨씬 앞서 인도인들에 의해

탐구되었으며, 특히 정통 인도철학과 불교철학 제학파들 사이의

논쟁을 통해 심화되었다.

아드바이타 베단타학파의 거장 샹카라(700-750년경)는 브라흐마
수트라 주해(Brahma-sūtra-bhāṣya) II,2,18-27에서 외계 실재론을 주
장하는 불교학파(Bāhyārtha-vāda　 說一切有部와 經量部)를 비판하고, 계

속해서 다음 절(II,2,28-32)에서 唯識說을 비판한다.

특히 유식설을 비판하면서 샹카라가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

고 있는 것은 지각과 존재의 문제, 착각 혹은 꿈과 일상적 지각의

차이, 잠재적 인상과 관념 내용에 관한 것 등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샹카라의 브라흐마 수트라 주해에 나타난
베단타학파와 유식파 간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샹카라가 유식설을

비판하는 근거와 그 철학적 의의를 규명해 보고, 또한 양자 간의

비판과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 여부를 밝혀 보는 것이다.

2) 김희봉, 지각과 진리의 문제, - 후설과 메를로 퐁티를 중심으로 - ,

한국현상학회 편, 역사와 현상학, 철학과 현실사, 1999. pp. 292-2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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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샹카라의 관점에서 본 唯識說

브라흐마 수트라 II,2,28은 유식설이 외계 대상의 실재를 부정
하고 識만의 실재를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비판하는데,

3

이에 대한 주해에서 샹카라는 자신이 생각하는 유식설
4
을 열거하

고 이를 하나하나 비판해 간다. 샹카라는 먼저 유식론자가 말하는

‘외적 대상이 인식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이유’를 자기 나름

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만일 외적 대상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원자 혹은 원자의 집합 가운

데 하나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둥과 같은 관념에서 원자는

직접적으로 인지되지 않는다. 즉 기둥에 대한 인식 자체가 개개의 원

자에 대한 인식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원자의 집합이

라고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원자의 집합은 원자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5

3) BS.II,2,28: na-abhāva upalabdheḥ (외계의 대상은 無가

아니다. 지각되기 때문이다)

4) 샹카라는 유식파가 五蘊 중에서 識蘊만의 실재를 인정했다고

해석한다. 한편 나카무라 하지메(中村 元)는 샹카라의 브라흐마
수트라 주해에 나오는 용어 및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가

비판하고 있는 유식설이 특히 후대의 디그나가(Dignāga, 陳那; 500년

전후)와 다르마키르티(Dharmakīrti, 法稱; 650년 경)의 유식설로 보이며,

샹카라가 후기 유식설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中村 元, シャンカラの唯識說批判 ,塚本博士頌壽記念

佛敎史學論集,1961,京都. 참조.

5) 바수반두는 唯識二十論에서 인식대상으로서 외계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① 바이쉐시카학파가 상정하는

전체(avayavin)처럼 단일한 것이든가, ② 說一切有部의

견해처럼 다수의 원자가 하나에 응집하지 않고 상호간에

간격을 지닌 채 모인 것이든가, ③ 經量部의 학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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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다양성은 오직 감각 대상의 다양성에 의해서만 설명된다.

인식은 감각 대상에 따라 일련의 변형을 갖는다. 예컨대 기둥이나 벽

또는 물병 등에 대한 관념은 마음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러한 일은 관

념 자체에 부분적으로 어떤 차이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은 그 대상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대상의 형상은 관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외

적 대상의 존재는 불필요하다.

지각은 일종의 꿈과 유사하다. 꿈 속에서 나타나는 대상은 실제로

외부에 존재한 사물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관념들이므로 인식이 자신

을 주체와 대상이라는 둘로 나누어 작용한 결과일 뿐이다. 우리가 깨

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인식도 꿈이 발생하는 과정과 마찬가지이

다. 이렇게 본다면 외부의 사물은 전적으로 불필요하다.

다양한 외적 사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전의 관념에 의해 남겨진

인상(vāsanā, 熏習)에 의해 충분히 다양한 관점이 생길 수 있다. 즉 마

치 씨앗이 식물을 낳고 다시 그 식물이 씨앗을 낳기를 무한히 반복하

듯이, 인간도 윤회를 통해 무수한 생애를 반복하는 동안 행했던 수많

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판단들 및 그에 따라 남겨진 인상들로 인해

다양한 인식이 가능하다. 그 인식들은 결코 외적인 사물의 다양성 때

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6

다수의 원자가 상호간에 간격을 두지 않고 결집하여 단일한

원자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나의 粗大한 형상을 갖게 된

것이든가 하는 셋 중의 하나라고 하면서 이들 세 가지

외계실재론을 모두 비판한다. 그러나 바수반두가

유식이십론에서 외계실재론을 비판하는 논거 중에는

몇가지 논리적인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개개의

원자는 지각되지 않으므로 그것이 다수 모였다고 하더라도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결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6) Śaṅkara, Brahma-sūtra-bhāṣya(이하 BSbh) II,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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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식설에 대한 샹카라의 반박

1. 지각과 존재, 識과 외적 대상의 관계

샹카라의 주해(II,2,28)에 의하면 유식설은 “만일 외계의 대상이

인정된다면, 그것은 부분이 없는 원자이거나 부분들로 이루어진

구성체 가운데 하나이어야 한다. 그러나 원자는 너무 미세하여 지

각될 수 없다. 또한 대상들의 모든 부분과 양상이 동시에 지각될

수 없으므로 구성체 역시 지각될 수 없다. 요컨대 외계의 대상을

인정할 경우, 그 대상들에 관한 지각은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한

다.

하지만 샹카라는 유식설이 외계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

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외계 대상의 존재여부는 올바른 인식방법의 작용여부에 의해 결정

될 문제이며, 어떠한 인식방법에 의해서도 인식될 수 없는 것은 비존

재이다. 그러나 외계의 대상은 모든 인식방법에 의해 인식이 가능하

다.
7
불교도는 ‘실재로서 상정되는 외계 대상은 원자이거나 원자의 집

합’이라는 전제로 시작하는 兩刀論法을 사용하여 외계 대상의 비실재

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비현실적이다.”
8

7) 창 밖에 있는 꽃은 일차적으로 시각에 의해 지각되지만,

그것은 촉각이나 후각 등에 의해 추가적으로 지각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각의 내용은 타자들에 의해

공감된다. 외계의 대상에 대한 지각은 이러한 연속성에

의해 비로소 인정(abādha)된다.

8) Śaṅkara, BSbh.II,2,28. 이것은 唯識二十論 제11 및 12송의 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세한 것은 宇井伯壽, 四譯對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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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내지 경험을 중시하는 샹카라는 인식의 문제에서 실재론

적 입장을 취한다. 지각은 주어진 것으로서의 지각 대상이 외계에

실재함을 전제로 하여 성립할 수 있으며,
9
샹카라의 유식설 비판

은 ‘경험이란 항상 주어진 것에 대한 경험이다’라는 사실에 근거

하고 있다. 지각 내용과 지각의 대상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유식설

에 대해 샹카라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외부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념도 대상의 형태를 취할 수

가 없다. 따라서 관념과 대상의 필연적인 공존은 대상이 관념의 수단

임을 입증할 뿐이지 결코 둘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

니다.”
10

이에 대하여 유식파는 “지각의 확실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외계의 대상이 지각을 떠나 독립적인 것으로 실재함을 부정

할 뿐”
11
이라고 해명한다. 디그나가에 의하면, 비록 외계에 사물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알려질 수 없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이나 다름없다. 알려진다는 것은 지식 안에 그 형상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한편 형상을 지닌 지식은 지식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

다. 우리들에게 확실한 것은 어떤 형상이 명료하게 지식 안에 나

타난다고 하는 사실뿐이며, 우리는 결코 지식을 떠난 ‘외계의 사

물’이나 형상을 갖지 않는 ‘지식’을 경험할 수 없다.
12

唯識二十論硏究, pp. 34-37 참조. 또한 觀所緣論에서도 같은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宇井伯壽, 陳那著作の硏究, p. 34 이하 참조.

9) 지각은 대상에 대한 감각적이고 전체적인 模像이며 감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상의 속성이나 관계들을

전체적으로 모사한다. 지각은 그 총체성을 통해서 객관적

실재에 대한 직관적 모상을 중개한다.

10) Śaṅkara, BSbh.Ⅱ,2,28　

11) Śaṅkara, BSbh.Ⅱ,2,28.

12) 디그나가의 이러한 입장은 조지 버클리(George Berkeley, 1685-1753)가

정립한 주관적 관념론을 연상시킨다. 그는 자신의 저서 인간 지식의
원리들에서 로크가 행한 제1성질과 제2성질의 구별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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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카라는 유식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대상들의 형상은 관념에 의해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외계의 대상

이 실재한다고 상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13
또한 우리는 대상과 관념

을 동시에 지각하기 때문에 대상과 인식내용은 구별될 수 없다. 왜냐

하면 양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지각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지각할 수

제1성질(= 사물의 크기, 모양, 위치, 차원 등)은 정신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물질적 실체에 내재하는 반면, 제2성질(= 촉각이나 시각으로 알게 되는

성질)은 오직 정신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버클리는 소위 제1성질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2성질을 통해서라고 지적한다. 이로부터

버클리는 제1성질에 대한 묘사는 사실 제2성질에 대한 해석, 즉

색깔,소리,맛,냄새,촉각에 대해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방식일 뿐이라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제1성질도 역시 정신에서만 존재하며, 그것들의 존재

역시 지각된 것에 불과하다.

제2성질을 제1성질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버클리는 ‘직접지각’과 ‘간접지각’(매개적 지각)을 구별한다.

직접지각이란 기본적인 감각소여(=로크가 말하는 제2성질과 단순관념)의

수동적인 수용이며, 간접지각이란 그런 감각소여들에 대한 해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관념론에는 ‘만일 물리적 세계의 존재는 곧

지각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정신에 의존하는 것일 뿐이라면, 왜

내가 좀 전에 나왔던 빈 방에 돌아 왔을 때 모든 것은 내가 그 방을

떠날 때 그대로인가? 혹은 왜 그 방은 내가 그것에 대해 지각하기를

멈췄을 때 사라지지 않았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버클리는 이에 대해 ‘내가 없는 동안에 신이 그것을 지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한다. 도널드 팔머(이한우 역),

서양철학사 1, 자작나무, pp. 214-220 참조.
13) 표상으로서 마음에 비추어진 형상이 외계의 존재물에 속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유식파는 다양한 이유를 든다. 예컨대 보통 사람의

눈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강으로 보이는 것도 지옥의 죄인에게는 불의

강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표상된다는 것은, 표상이 외계의 실재를 영사(映寫)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관의 내부로부터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 준다는

뜻이다. 또한 꿈이나 想起 등의 일상 경험이나 요가 및 선정 등의 수행

과정에서도 외계의 대상이 실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표상이

생기는데, 이 또한 유식의 진리성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三枝充悳 편

(심봉섭 역), 불교학세미나 2, 인식론 - 논리학, 불교시대사, pp.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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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이다. 대상과 관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양자를 동시에 지

각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각각의 대상과 관념을 결합시키

는 원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4

그러나 샹카라는 불교도가 ‘관념 내용이 대상과 형상을 함께

갖는다’는 이유에 의거하여 대상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만일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념내용이 대

상과 형상을 함께 가질 수 없으며, 우리는 대상이 의식의 ‘밖에’ 존재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실로 그와 같은 이유 (즉 외계의 대상은 우

리의 주관적인 관념내용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가 관념내용과 대상을 동시에 지각한다는 定則도 결국 관념이 수단이

며 대상이 목적이라는 관계에 의거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양자의 不異

에 의거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15

샹카라는 우리가 관념내용과 대상을 동시에 지각한다는 유식파

의 주장도 결국은 관념이 수단이며 대상이 목적이라는 점에 기초

하고 있으며, 결코 양자의 동일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관념과 대상의 필연적인 공존은 대상이 관념의 수단임을 입증할

뿐이지 결코 양자가 동일함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성

의 문제도 인식 자체의 다양성이 아니라 인식의 차별적 특성일 뿐이

다. 예컨대 흰 소와 검은 소에 대한 지각의 차이는 흰 색과 검은 색에

대한 지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소 자체의 보편적 속성(즉 類

로서의 牛性)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하나의 영원한 요소와

둘 혹은 그 이상의 구별된 요소들과의 차이는 둘 이상의 차별적인 요

소들을 통해 입증되고, 반대로 구별된 요소들과 하나의 영원한 요소와

의 차이는 하나의 영원한 요소의 존재를 통해 입증된다. 따라서 외부

14) Śaṅkara, BSbh.Ⅱ,2,28.

15) Śaṅkara, BSbh.Ⅱ,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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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물과 관념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16

계속해서 샹카라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외계의 대상이 우리의 주관(적인 지각)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

재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들은 기둥이나 벽 등을 단

지 내부적인 識이 아니라 틀림없는 ‘대상’으로서 지각하며, 이는 유식

론자들 조차도 외계의 대상을 설명하여 ‘마음의 내부에서 인식 대상

으로서의 본성이 있는 것이 외계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
17
으로

해석한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18

샹카라는 “외계의 대상은 단지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에 의존하

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19
고 하면서, 외계

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각된다는 점을 그 근거

로서 제시한다.
20

16) Śaṅkara, BSbh.Ⅱ,2,28.

17) 이것은 디그나가의 觀所緣緣論의 제6게 전반부에 나오는 말이다.
18) Śaṅkara, BSbh.II,2,28.

19) 이는 샹카라가 브라흐마 수트라 주해(Ⅱ,2,18-27)에서 외계 실재론을
주장하는 불교학파(설일체유부와 경량부)를 비판한 것과 논리적으로

상충한다. 그러나 샹카라가 유부와 경량부에 가한 비판은 지각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들의 실재론적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20) 샹카라는 유식론자들 역시 실제로는 모든 세상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외적

대상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마치 외계에 있는 것처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譬喩로서 제시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Śaṅkara, BSbh.Ⅱ,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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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과 착각, 각성 상태와 꿈의 상태

그러나 베단타의 주장대로 보편적으로 지각되는 것을 실재라고

한다면, 착시적 현상까지도 실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여

기서 샹카라는 인식의 과정에서 감각 자료가 처리되고 지각되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지각 오류’(착각, mithyā-jñāna, bhrama)
21

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지 않은 채 유식파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

나 샹카라의 입장은 그릇된 판단의 경우라도 소여의 대상은 여전

히 실재한다는 것, 다시 말해 소여에 대한 표상은 부정될 수 있지

만, 소여는 부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여가 진실이라면 관념은

허위라는 것이다.
22

유식파는 관념들의 흐름으로 이루어진 識만이 유일한 실재이며,

마음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물(대상)은 단지 ‘識의 관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대상(푸른색)과 대상(푸른색)에 대한 인식은

동일하며, 달이 눈의 결함 때문에 둘로 보이듯이, 실제로는 하나

인 푸른색과 푸른색에 대한 인식이 각각 둘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착각 혹은 미혹에 기인한다고 해석한다. 대상은 그것에 대한

21) 非我를 我로, 無常을 常으로 생각하듯이, 실재를 그와 다르게 顚倒하여

인식하는 것이 형이상학적 착오라면, 밧줄을 뱀으로 오인하거나

조개껍질을 銀조각으로 오인하는 것은 경험적이고 지각적인

오류(착각)이다. 착각에 관한 대표적인 견해로는 중관학파의 ‘비실재의

인식’(asat-khyāti), 유식학파의 ‘내적 의식의 나타남 혹은 의식 자체의

인식’(ātma-khyāti), 불이론적 베단타의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의

인식’(anirvacanīya-khyāti), 정리학파의 ‘다르게 나타남’(anyathā-khyāti),

그리고 프라바카라 미망사학파의 ‘결핍된 인식 혹은 구분의

무인식’(akhyāti)에 관한 해석 등이다. 착각에 대한 설명 방식이

학파마다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에 공통하는 것은 ‘어떤 것이

다른 속성을 갖고 나타나는 것’(anyasya anyadharmāvabhasatām)이라는

점이다. 자세한 것은 이지수, 인도철학에 있어서 착각의

문제 ,인도철학 제6집, 인도철학회, 1996, pp. 65-108 참조.
22) 정호영, 베단타와 여래장 사상에서의 존재의 문제 , 불교연구 제13집
(1997), 한국불교연구원, p. 269.



샹카라의 唯識說 비판의 논거 147

인식 없이는 절대로 알려질 수 없기 때문에 인식과 독립된 존재

라는 것이 입증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식파는 이러한 주장의 근

거로서, 꿈이나 환각 상태에서는 비록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밖에 있는 사물을 지각한다고 상상한다

는 점을 든다.

유식파가 말하는 ‘의식 자체의 인식’(ātma-khyāti)이란, 인식이

자체의 형상을 대상화시킨 자체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이 의식

과 분리되어 외계에 실재하는 객관적 사물로 나타나는 것이 착각

의 본성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23

유식파에 의하면 지각은 일종의 꿈과 유사하며, 꿈 속에서 나타

나는 대상은 실제로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이 아니라 단지 관념들

이므로 인식이 자신을 주체와 대상으로 이분하여 작용한 결과일

뿐이다. 각성 상태에서 일어나는 인식도 꿈이 발생하는 과정과 마

찬가지이며, 이렇게 본다면 외부의 사물은 전적으로 불필요하다.
24

그러나 과연 꿈의 상태(혹은 환각 상태)가 각성 상태와 동일시될

수 있을까? 유식파는 두 상태를 혼동하고 있지 않는가? 아드바이

타 베단타에 의하면 ‘이것은 銀이다’라는 착각에서 銀은 니야야

학파가 생각하듯이 다른 장소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착각은 지각적 인식이

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銀이 지금 이곳에 나타날 수 있는가라

는 질문에 대해 베단타는 조개껍질과의 유사성의 인식으로 재생

된, 과거에 경험했던 銀의 잠재적 인상과 연합된 ‘무지의 힘’이

그것을 현현시키는 것이라고 답한다. 아드바이타 베단타는 착각의

23) 이에 대해 니야야학파는 “만약 의식 자체가 대상으로 현현한다면,

‘이것은 銀이다’가 아니라 ‘나는 銀이다’라고 인식해야 하며, 또한

내적인 의식이 외적인 대상처럼 나타난다는 것은 A가 A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니야야학파의 입장과 다름없으며, 또 인식은 외적인

것으로서는 비실재이므로 비실재가 현현한다는 점에서 중관파에서

말하는 비실재의 인식(asat-khyāti)과도 같다”고 비판한다. 이지수,

인도철학에 있어서 착각의 문제 , pp. 92-93 참조.

24) Śaṅkara, BSbh.Ⅱ,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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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경험적 존재(vyāvahārika-sattā)에 대해 거짓 나타나 보이는

존재(prātibhāsika-sattā)라고 부른다.
25

샹카라는 각성 상태에서 경험하는 관념과 꿈을 꿀 때 등의 망

상적 관념은 성질상의 차이 때문에 구별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즉 외계 대상 부정론자는 두 관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샹

카라는 두 관념을 ‘성질상의 차이’에 의해 구별하고 그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다.

첫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꿈 속에서의 관념 등은 부정(bādha)
26
되

지만 (즉 꿈 속에서 인식된 사물은 각성시 부정되지만), 각성 상태에서의

관념들은 부정되지 않는다.

둘째, 꿈 속에서 보는 것은 想起작용이며, 각성시에 보는 것은 지각

작용이다. 전자는 외계의 대상과 분리되어 있지만, 후자는 결합하고

있다.
27

샹카라의 눈으로 볼 때 유식파는 꿈과 깨어 있는 상태를 동일

시함으로써 외부 대상의 부재를 입증하려는 오류를 범한 것에 불

과하다. 샹카라는 깨어 있을 때의 관념과 꿈을 꿀 때의 관념이

‘공통적 성질’을 갖는다는 이유로 두 관념의 차이를 부정하려는

유식론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어떤 성질일지라도 특정한 사물에는 본래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

면, 다른 사물이 그 사물과 공통하는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기초하여

그 성질은 그 사물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예컨대 불은 뜨거운

것으로 경험되므로 그것이 설령 물과 공통하는 성질이 있다고 하더라

도 불을 차가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28

25) 이지수, 인도철학에 있어서 착각의 문제 , p. 94.

26) E.Deutsch는 부정(bādha)을 ‘이전에 인정된 대상이나 의식의 내용이

새로운 체험과 상충함으로 말미암아 거부되는 심적과정’으로 해석한다.

Eliot Deutsch, Advaita Vedānta: A Philosophical Reconstruction

(Honolulu: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80), p. 15.

27) Śaṅkara, BSbh.Ⅱ,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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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재적 인상(熏習)의 근거

유식파에 의하면, 識만이 실재하고 외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모

든 대상들은 실제로는 인식의 상태 내지 관념에 불과하다. 또한

지각된 대상의 존재가 지각 주체인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는

점에서 유식사상은 주관적 관념론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29
여기서

우리는 “만일 대상의 존재가 오직 주관에만 의존하는 것이라면,

어째서 마음은 자신의 뜻대로 아무 때나 대상을 만들어 내지 못

하는가? 다시 말해 대상이 지각 주체의 의지에 따라 변하거나 나

타나거나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30

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28) Śaṅkara, BSbh.Ⅱ,2,29.

29) 유물론에서는 객관적 사물은 주관과의 관계에서 주관의 대상이 되지만,

객관적 사물 자체는 주관과는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주관적

관념론에서는 주관의 작용이건 대상이건 모두 의식의 내재적인 구조에

속한다고 본다. 또한 유물론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대상은 물질적 대상과

관념적 대상으로 구분되는데, 이때 관념적 대상도 객관적 관념론이

말하는 관념적 대상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영역으로부터 추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관념적 대상은 물질적

대상과는 원칙적으로 다른 질을 갖지만, 관념적 대상은 물질적 대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30) 經量部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마음대로 대상을 지각할 수 없는 이유는

지각이 단순히 마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첫째, 스스로의 형상을

인식에 전해 주는 ‘대상’이 있어야만 한다. 둘째, 형상에 대한 인식을

야기하는 ‘의식적인 마음’(또는 바로 이전의 순간에 있는 마음의 상태)이

있어야만 한다. 셋째, 인식의 종류 즉 대상에 대한 인식이 시각적인

것인가 촉각적인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 ‘감각’이 있어야만 한다. 넷째,

빛,적절한 위치, 인식할 수 있는 크기 등과 같은 알맞은 ‘보조적 조건’이

있어야만 한다. 대상에 대한 지각은 이들 모두가 함께 결합함으로써

발생하며, 마음에 생겨난 대상의 형상은 다른 사물들 가운데서 대상의

결과가 된다. S.C.Chatterjee, D.M.Datta (김형준 옮김), 학파로 보는
인도 사상, 예문서원, pp. 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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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난점에 대한 유식파의 답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마음은 순간적인 의식 상태의 흐름이며, 그 흐름 속에 과거의 모든

경험의 印象(saṃskāra)이 담겨 있다. 어떤 특별한 순간에는 그 속에 잠

재해 있던 인상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잠재적 인상은 구체화되어 즉각적인 의식이나 지각으로 발전한다.

대상은 잠재적 인상이 어떤 상황 아래서 자신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러한 특별한 순간에만 지각된다. 그것은 마치 기억을

통해 과거의 인상을 재생할 경우, 비록 모든 인상들이 마음 속에 내재

하고 있지만 오직 어떤 요소들만이 특별한 순간에 기억되는 것과 같

다.”
31

유식설에 의하면 ‘現勢的인 識’(pravṛtti-vijñāna, 轉識, 現行識)은 외

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즉 식이 기능한다는

것은 식이 대상의 형상을 스스로의 내부에 지각한다는 것인데, 대

상의 형상도 그것을 지각하는 능력도 잠세적인 형태로 잠재의식

안에 숨어 있다가 그것이 현세화할 때에 인식작용이 행해지는 것

이다. 따라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표상과 함께 생겨나고 있는

스스로를 아는 ‘식의 작용’ 뿐이며 외계의 대상과 그것을 인식하

는 자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세적인 식은 기능함과 동시에 그 여습(餘習)을 잠재의식 안에

남긴다. 잠재의식은 무한한 과거로부터의 인식과 경험의 여습이

축적되어 있는 藏(ālaya)이며, 그 여습은 미래에서 작용의 잠세력으

로 성숙되어 때가 되면 현세화한다. 현세화된 식은 기능한 순간에

멸하고 다음 순간의 식과 교체된다. 이리하여 現勢와 潛勢의 이중

구조를 유지하면서 생멸하는 식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 인식

주체로서의 자기나 객체로서의 물질적 존재 모두 ‘식의 흐름’(vijñ

āna-saṃtāna, 識相續) 위에 가상된 것에 불과하다.

31) S.C.Chatterjee, D.M.Datta (김형준 옮김), 앞의 책,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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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카라는 잠재적 인상에 의해 다양한 관점이 생길 수 있다는

유식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유식파에 의하면 다양한 외적 사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전의

관념에 의하여 남겨진 인상(vāsanā, 熏習)에 의해 충분히 다양한 관점

이 생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씨앗이 식물을 낳고 다시 그 식물

이 씨앗을 생성하기를 무한히 반복하듯이 인간도 윤회를 통하여 수많

은 생애를 반복하는 동안 행했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판단들 및 그

에 따라 남겨진 인상들로 인해 다양한 인식이 가능하다. 그 인식들은

결코 외적인 사물의 다양성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32

유식파는 일체의 諸法이 알라야식 속에 잠재적 형성력(習氣)을

산출하고, 그 습기로부터 다시 후에 제법이 生起한다고 하지만, 이

에 대해 브라흐마 수트라는 “(갖가지 잠재적 인상은) 존재하지 않는
다. 왜냐하면 지각될 수 없기 때문이다”

33
라고 비판하며, 이를 샹

카라는 다음과 같이 풀어 쓰고 있다.

“유식설에 의거할 경우, 다양한 잠재적 인상은 외계의 대상들에 대

한 지각에 기초하는 것인데, 유식설에 의하면 외계의 대상에 대한 지

각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 인상은 존재할 수 없다.”
34

뿐만 아니라 샹카라는 “또한 설령 잠재적 인상이 존재하지 않

더라도 대상을 지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이전에

대상을 지각한 일이 없어도 잠재적 인상이 성립한다는 것은 불가

능하기 때문에, 긍정적 논법도 부정적 논법도 모두 외계의 대상이

32) Śaṅkara, BSbh.II,2,28. 唯識二十論에는 잠재 의식(아뢰야식)이나 자아
의식(말나식)은 설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표상은 과거에 행한 행위의

여습이 스며든 마음의 흐름(saṃtāna)의 특수한 변화(pariṇāmaviśeṣa)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서 외계에 존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상은 명확히 표명되어 있다. (심봉섭 역, 불교학 세미나 2,
인식론 - 논리학, p. 136 참조)

33) BS.Ⅱ,2,30: na bhāvo 'nupalabdheḥ

34) Śaṅkara, BSbh.Ⅱ,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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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함을 입증한다”
35
고 하면서, “잠재적 인상은 특수한 잠세력이

며, (세간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갖가지 잠세력은 그것이 의거하는 基

體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유식론자는 잠재적 인상의

근거인 어떠한 고정적 기체도 (그것이 어떠한 인식 방법에 의거하더라도

지각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36
고 비판한다.

한편 브라흐마 수트라는 “찰나생멸하기 때문에, (알라야식은 習

氣의 所依일 수 없다)”
37
고 선언하는데, 알라야식이 잠재적 인상의 근

거라고 보는 유식설에 대하여 샹카라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유식론자는 알라야식이 잠재적 인상의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유식

설은 알라야식의 찰나생멸성을 인정하며, 따라서 그것 역시 불안정한

것이므로 轉識과 마찬가지로 잠재적 인상의 근거일 수가 없다. 과거,

현재, 미래의 三世와 결합하고 있는 하나의 연속적 주체(= 常住하는 아

트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장소와 시간과 원인에 따라 마음 속에 심

어진 잠재적 인상에 기초한 기억과 재인식 등의 정신적 활동이 불가

능해진다. 그렇다고 만일 알라야식이 부동의 본성을 갖는 것이라고 한

다면, 그것은 유식파의 근본 입장을 포기하는 셈이다.”
38

샹카라는 “비록 불교 내부에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 여러 학파

가 있지만, 모든 불교도들은 공통적으로 찰나멸설(kṣanikavāda)을

승인한다”
39
고 보고, 이에 기초하여 유식파의 알라야식설을 비판하

는 것이다.

샹카라는 “前찰나의 인식작용과 後찰나의 인식작용이 후의 자

기반성 작용(= 自證分)에 의해 소멸함에도 불구하고,
40
그것이 서로

35) Śaṅkara, BSbh.Ⅱ,2,30.

36) Śaṅkara, BSbh.Ⅱ,2,30.

37) BS.Ⅱ,2,31: kṣaṇikatvāc ca. 이 수트라는 라마누자本에는 없다.

브하스카라本에도 이 수트라는 누락되어 있지만, 註解文 속에는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브하스카라 자신은 이 수트라를 알고 있었던 것같다.

38) Śaṅkara, BSbh.Ⅱ,2,31.

39) Śaṅkara, BSbh.Ⅱ,2,18.

40) 成唯識論述記 제3본에는 “그런데 安慧는 오직 一分을 주장하고 難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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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주체(能取)가 되기도 하고 객체(所取)가 되기도 할 수는 없다”
41

고 하면서,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교는 (유식에서)

6식, 7식, 8식 등을 상정하는 것, 인식작용(識)의 찰나생멸성 주장,

관념내용에 自相과 共相의 차이를 두는 것,
42
잠세적 인상을 받는

것(所熏)과 잠세적 인상을 주는 것(能熏)의 관계
43
등을 설명할 수 없

음을 지적한다. 샹카라는 유식파가 (직관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識은

인식작용으로서 인정하면서도, 어째서 외계의 대상은 부정하는지

에 대해 반박한다.

IV. 맺음말

본 논문의 주제인 샹카라의 유식설 비판은 물론 힌두이즘의 관

점에서 행해진 불교 비판이다. 이러한 불교 비판에는 자파의 유력

함을 적극적으로 천명하려는 의도가 물론 있었을 것이며, 또 불교

二分, 陳那는 三分, 護法은 四分을 주장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大正藏

43권, pp. 320) 샹카라는 難陀 혹은 親勝 등의 二分說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들은 自證分을 설하지 않았던 것같다.

自證이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것임은 프라즈냐카라굽타(Prajñākaragupta)도

인정하고 있었다. athāsya syāt svasaṃvittir yadi prāg vidyate matiḥ

(Pramāṇavārttikālaṅkāra, p. 66) (中村 元, シャンカラの唯識說批判 , p. 528

註19에서 재인용)

41) Śaṅkara, BSbh.Ⅱ,2,28.

42) 일반상(共相)은 사유에 의해 구성되는 개념이며, 개별상(自相)만이

실재한다고 하는 것이 디그나가의 생각이다. 또한 다르마키르티에

의하면 직접지각(現量)의 대상은 自相이지만, 분별 즉 사고작용의 대상은

共相(보편)이며, 양자는 대립 관계에 있다. 그러나 유식설에 의하면

외계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상도 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識이 스스로 만들어 낸 표상에 불과하다.

43) 種子生現行, 現行熏種子의 관계. 成唯識論 제2권, 大正藏 31권, 10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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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파적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우

에 따라서는 경량부의 찰나생멸설을 설일체유부의 설과 혼동하여

싸잡아 비판한다든지 혹은 유식학파에서 말하는 唯識無境이 궁극

적으로 의도하는 바를 외면하고 축어적 해석을 통해 비판하는 부

분적인 오류를 범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44

그러나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점이 힌두이즘의 불교 이

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일 수도 있다. 즉 샹카라의 불교 비판은 과거 뿐만 아니라 오늘날

에 있어서도 인도에서의 불교에 대한 이해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

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며, 또한 이것은 불교와 힌두이즘

간의 논쟁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힌두이즘 속으로 불교가 흡수되는 과정과 이유

를 찾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45

샹카라의 비판적 시각은 불교의 존재론과 인식론의 가장 기본

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들을 지적한 것이며, 그것은 후기 불교이론

의 변혁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샹카라의 유식

44) 예컨대, “타종교를 비판할 경우 먼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비판이 과연 타종교의 교학이나 이론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이해에

바탕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종교가 일단 집단의 이익과 연관되면

교세의 확장이라는 집단 이기적 목적이 타종교의 사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장애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샹카라의

불교 비판 역시 샹카라가 비록 천재적인 베단타 철학자이기는 하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불교를 연구하지 않고 불교에 대한 일반적 속설이나

통념에만 의지하여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샹카라의 불교 비판에서 우선 눈에 띄는 오류는 경량부의

찰라생멸설을 설일체유부의 설로 오해하고 있는 점이다. 또

유식학파에서 말하는 唯識無境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境의 부정을

통해 識마저 사라진 무분별지와 無心인데도 샹카라는 이를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여 단순히 대상이 없는 識만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이지수, 인도 불교의 쟁점들 , 오늘의 동양사상 1999년 제2호,
예문동양사상연구원, pp. 229-230)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45) 김형준, 힌두이즘의 불교 비판 , 논쟁으로 보는 불교철학, 예문서원,
1998.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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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판은 유식설이 형이상학적인 논의보다는 인간 각자가 누구

나 직접 눈으로 보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체험적 지식을 중시

하는 불교의 본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관념론적으로 흐른 것에

대한 질타였다.

샹카라에 있어서 현상세계는 비록 우리가 깨달음의 상태에 도

달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사라져 버리거나 혹은 존재론적으로 幻

影化되는 것이 아니다. 즉 그것은 破棄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낮

게 평가될 뿐이다. 현상은 부정(bādha)에 의해 실재가 아님이 입증

되지만, 그것은 토끼의 뿔이나 석녀의 아들 등과 같은 허구로서의

비실재와는 다르다. 요컨대 현상은 실재도 아니고 비실재도 아니

며(sad-asad-vilakṣaṇatvam), 따라서 현상세계는 ‘정의할 수 없는 것’

(anirvacanīya)으로 설명된다. 샹카라는 “신기루의 물은 비실재이지

만, 우리가 실제로 마시는 물은 실재이다”
46
라고 언급하는 한편,

“뱀으로 오인된 밧줄은 幻影의 객관적 근거이다”
47
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그가 실제적 반응이 수반되는 한 ‘다른 어떤 것으로 오인

된 사물들’에 대해서 조차 ‘경험적 차원의 진실성’(factual reality)을

부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샹카라는 경험론의 관점에서 타당한 경험이라면 그 경험의 내

용 또는 대상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러한

입장이 ‘부정’(bādha)의 논리와 결합될 때 인식에 일련의 단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는 곧 그에 상응하는 존재의 단계론으로

귀결된 것이다.
48
마야론은 지각되는 생활세계에 관해 긍정적인 태

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지각하는 사물들

의 실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샹카라의 입장에 잘 반영되어 있다.

샹카라에 있어서 극히 중시되는 유비적 추리는 경험의 확실성에

46) Śaṅkara's Bhāṣya on Praśna Upaniṣad, IV: sacca

paramārthakodakādi,asacca marīcyodakādi.

47) Śaṅkara's Bhāṣya on Māṇḍūkya-Kārikā,Ⅱ,32; Ⅲ,29: rajjur api sarva

vikalpasyāspadībhūta.

48) 정호영, 베단타와 여래장 사상에서의 존재의 문제 , 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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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지각된 세계의 실재성’에 의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는 꿈 속에서의 지각보다 각성 상태에서의 지각을 실재에 접근하

는 단서로서 선호하는 것이다.

샹카라의 입장은 지각이 갖는 긍정적 능력을 중시하는 훗설 이

후의 현상학적 입장과 유사하며, 메를로-뽕띠가 말하는 ‘확장된

이성’(이성 + 감각,지각)과 같은 차원에서 유부와 경량부의 실재론과

유식파의 관념론을 동시에 비판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러한 입장에서는 착시현상도, 비록 지성주의적 입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의미있는 현상’에 속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샹카라에 있어서 착각은 그것이 경험적인 것

이건 선험적인 것이건 간에 실재의 인식(tattva-jñāna)이 떠오름과

동시에 그에 의해 파기되는 것이지만, 그 이전까지는 실제적 반응

을 일으키는 유효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