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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비교적 방법(Upamāna)

원문: 비교적 방법이란 [예를 들어 들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숲사람이] 가르친 문장(atideśa-vākya)의 의미에 대한 기억에 도

움받은 소와의 유사성을 특징으로 갖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다. 예

를 들면 들소에 대해 알지 못하는 어느 도시인이 숲사람으로부터

‘들소란 소와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숲에 갔다가 소와 유사한 특징

을 가진 동물을 보자, [숲사람이 가르쳐 준] 말의 의미가 떠오르

면서 소와 유사한 동물에 대해 인식하게 될 때, 이것이 비교적 방

법(upamāna)이다. 비교지(upamiti)란 소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동물의 인식(=upamāna)에 뒤따라서 “이것이 그 ‘들소’라는 말에

의해 지시되는(vācya) 동물이구나.”하는 명칭과 그 명칭에 의해

지시되는 것과의 관계(saṃjñā-saṃjñi-saṃbandha)에 대한 인식이

다.

注解 : upamāna는 단어(vācaka=denotor)와 그에 의해 지

시되는 대상(vācya= denoted)의 관계, 다시 말해서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인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하나로서,

이미 알고 있는 사물과의 유사성에 바탕하여 미지의 단어와

그것이 지시하는 사물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upamāna

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가르침(atideśa-vākya)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나는 모르지만 ‘들소’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

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소와 비교하여 “‘들소’란 ‘소’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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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물이다.”라고 가르쳐 준 후에 어느 날 숲에 갔다가 처음

보지만 소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과 부딪쳤을 때, 전에 숲사람

으로부터 “‘들소’란 소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가르쳐 준 말

이 기억된다(=atideśa-vākyārtha-smaraṇa). 그러자 곧이어

“아, 저 놈이 바로 ‘들소’라는 단어의 뜻이구나.”라는 새로운

인식이 일어난다. 여기서 ‘유사성의 지각’(sādṛśya-jñāna)이

upamāna라는 karaṇa(도구)이고 ‘가르쳐진 말의 의미에 대한

기억’(atideśa-vākyārtha-smaraṇa)이 vyāpāra(작용)이며, “이

것이 바로 ‘들소’라는 말(vācaka)이 가리키는 대상(vācya)이

구나.”라는 ‘명칭과 피지시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

식’(saṃjñā-saṃjñi-sambandha-jñāna)이 upamiti이다.

D. 증언(Śabda)

1. 증언의 정의와 문장의 3조건

원문: 믿을만한 사람의 진술(āpta-vākya)이 증언이다. 믿을만

한 사람(āpta)이란 있는 그대로(yathābhuta-artha)의 사물에 대

해 말하는 사람이다.

진술이란 ⑴ 기대성(ākāṇkṣā) ⑵ 적합성(yogyatā) ⑶ 근접성(s

aṃnidhi)을 가진 단어들의 집합이다. ⑴그러므로 ‘소, 말, 사람, 코

끼리’라는 단어들은 문장이 아니다. 상호간의 기대성이 결여되었

기 때문이다. ⑵ ‘불로써 뿌려야 한다.’라는 것도 문장이 아니다.

적합성(yogyatā)이 없기 때문이다. 불과 뿌림 사이엔 상호간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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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성이 없다. 설명: ‘불로써’라는 제3격(도구격)에 의해 뿌림(seka)

이라는 결과에 대해 불의 도구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은

뿌림에 대해 도구가 되기에 적합치 못한다. 그러므로 불과 뿌림

사이엔 부정합성(ayogyatva)으로 인해 도구인 결과의 관계(kārya

-kāraṇa-saṃbandha)가 없다. 그러므로 ‘불로써 뿌려야 한다.’는

것은 문장이 아니다.

⑶ 마찬가지로 수시간의 간격으로 한 단어씩 발설된 ‘소를 ...끌

고 오너라’(gām ānaya) 따위의 단어들은 문장이 아니다. 비록

[단어 사이의] 상호 기대성과 상호 적합성이 있을 지라도 상호간

의 근접성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대성을 가지며, 정합성을 가지며 근접성을 소유한 단

어들 만이 문장이다. 예를 들면 ‘하늘(svarga)을 욕망하는 자는 즈

요-띠슈또-마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따위다. 혹은 ‘강 둑에 다

섯개의 열매가 있다.’와 같다. 혹은 간격이 없이 발설된 ‘소를 끌

고 오니라.’ 따위이다.

注解 : 우리가 일상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은 5관을

통해 직접 경험(감각)함으로써 이거나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증거를 통해 생각(추리)함으로써 이거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써 이거나이다. 첫번째가

pratyakṣa이고 두번째가 anumāna이며 마지막이 여기서 다루

어질 śabda이다. śabda는 원래 ‘소리’를 뜻하는 말이지만 여

기선 믿을만한 사람의 진술(āpta-vākya)을 뜻하는 전문술어

이다. 흔히 ‘증언’(testimony)이라고 번역되나 ‘권위

(authority)라고도 번역된다. 그밖에 필자가 선호하는 번역은

正言, 즉 ‘바른 말’, ‘바른 진술’(yathārtha-vacana)이다. śabda

를 karaṇa로 하여 얻어진 결과(kārya)가 śābda-iñā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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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ha) 즉, ‘바른 언어적 인식’(valid verbal knowledge)이다.

원문은 śabda를 āpta-vākya라고 정의내린 후 정의를 구성

하는 āpta와 vākya의 의미를 각각 해명하고 있다. 먼저 āpta

란 진실을 알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

(yathābhūtasya-arthasya-upadeṣṭā puruṣaḥ)이라고 정의한

다. 다시 말해서 āpta는 진실을 말하는 자(yathārtha-vakṛ)라

는 신임을 얻는 사람(√āp는 ‘얻는다’, ‘획득하다’를 의미함.)이

며,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깨달은 자라고 믿어지는

붇다나 聖賢들, 세속적 차원에선 특정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

은 전문가들이 ‘āpta’이다. 사실 우리가 얻는 지식의 많은 부

분은 우리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하거나 그에 바탕해서 추리

하고 사고해서 아는 것이라기보다 부모님과 선생님이나 목

사,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책이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서 얻어진다. 인도철학에서 서양의 인식론과 달리 ‘언어’를

인식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상적 사

실에 근거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엔 vākya(진술, 문장)에 대해 정의내린다. vākya란

pada-samūha(단어의 집합)이다.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이

루어지지만 단어들이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모인다고 문장

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ākāṅkṣā(expectancy)란 주어가 오면 동사를 기대하고 타동사

가 오면 목적어를 기대하는 식으로 단어와 단어 사이의 문법

적 기대성이다. 문법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없는 단어들의 나

열은 ‘단어의 집합’이긴 하나 유의미한 문장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 두번째는 yogyatā(congruity, 적합성 혹은 정합성)이다.

아무리 단어와 단어 사이의 문법적 요구가 충족될지라도 단

어와 단어가 의미론적으로 정합되지 않는다면 바른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불로써 뿌려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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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기대성은 충족되었지만 ‘불’과 ‘뿌리다’는 실재와 들어맞

지 않는 무의미한 진술이다. 마지막으로 saṃnidhi(proximity,

근접성)은 설사 문법적 요구와 의미론적 적합성을 충족시킬

지라도 단어와 단어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인 근접성이 없이

아침에 ‘주어’를, 점심 때 ‘목적어’를 저녁때 동사를 말한다면

의미를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이 될 수 없다.

혹자는 세 조건 외에 tātparya-jñāna 즉, 화자의 의도를 제

4의 조건으로 첨가하기도 한다. 타자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엔 청자의 해석이 작용하는데, 특히 이중적인 의미를 갖

는 단어나 문자적 의미보다 含意(implied meaning)가 보다

중요한 단어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주변 상황이나 컨텍스트에

따라 화자가 어떤 의도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올바

로 해석하고 이해할 때만이 그 문장의 의미가 올바로 전달된

다. 예를 들어 ‘saindhvam ānaya.’라는 문장에서 saindhvam

은 ‘소금’과 ‘말(馬)’의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만일 화자가

식탁에서 이 말을 했다면 그것은 ‘소금을 가져오라.’라는 뜻

으로 이해해야 하며 마구간 앞에서 그 말을 했다면 ‘말을 데

려오너라.’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含意가 강조되는 예로는

겁쟁이를 보고서 ‘너 정말 영웅이구나.’라고 말했다면 그 의

도는 ‘너 정말 겁쟁이구나.’라는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이상의 조건을 갖춘 단어의 집합이 vākya이고 그것이

āpta, 즉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믿을만한 사람에 의해

발설될 때 바른 언어적 인식을 발생시키는 śabda-pramāṇa이

다.

원문: (반론) 여기서(‘강둑에 다섯개의 열매가 있다’라는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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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 기대성을 갖는 것은 단어들이 아니라 [단어에 의해 지시되

는] 대상(artha, 혹은 의미)이다. 왜냐하면 의탁되는(ādheya, 能依)

열매 따위는 강둑 따위의 其體(ādhāra, 所依)를 기대(요구)하기 때

문이다. 더욱 깊이 탐색해보면 대상조차도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

다. 기대란 욕망을 본성으로 하므로 마음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답변) 옳다. 단어를 듣는 사람에게 [그 단어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의미)이 다른 대상에 대한 기대를 일으키므로 대상들이 기

대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런 연유로 대상을 알려주는 단어들도

기대성을 갖는다고 은유(假說)된다(upacāryante). 혹은 단어들이

대상들을 지시한 후에 다른 대상과 관련하여 기대성을 생성시키

므로 은유적으로 기대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기대성

을 갖는 대상들이 상호간 조화될 수 있으며(paraspara-anvaya-yo

gya) 그것을 통해서 단어들도 또한 은유적으로 상호간 조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단어들의 근접성(sannihitatva)은 동일인에 의해

[단어들 사이에 시간적] 지연이 없이 발설되는 것이다. 이것은 의

미를 통해서가 아니라 단어들 가운데서 직접 일어난다.

이로써 결론에 이르렀다. 문장은 단어들의 집합으로서, [그 단

어들은] 듣는 사람에게 대상을 지시해줌으로써 다른 단어와 관련

해서 혹은 다른 대상과 관련하여 기대성을 일으키며, 상호간 정합

되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상을 지시해주며, 서

로 근접해 있는 것이다.

注解 : 단어와 단어 사이의 ‘기대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은 단어와 단어 사이가 아니라 그 단어들이 지시하는 대상

사이에 상호간의 기대성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둑에

다섯 개의 과일이 있다.’라고 할 때 ‘강둑’이라는 단어와 ‘과

일’이라는 단어 사이가 아니라 강둑이라는 āśreya(所依)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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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라는 āśraya(能依) 사이에 āśreya-āśraya 관계가 있고 그

양자 사이에 기대성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기대성이란 화자

의 진술을 이루는 단어들 사이에게 아니라 청자의 마음 속에

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논적의 공박에 대해서 논주는 이

렇게 답한다. 실제로는 단어들 사이가 아니라 그것이 지시하

는 대상들 사이의 기대성이고 더 나아가 마음 속에서의 기대

(요구)이지만 단어들을 듣고서 사물들 사이의 기대성이 이해

되고 또 마음 속에서 기대가 일어남으로, 결과를 원인에 假說

혹은 假託시켜(upacāra) 단어와 단어 사이에 기대성이 있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적합성(yogyatā)의 경우도

실제로는 물이라는 사물과 뿌리다는 운동 사이의 조화이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인식시켜주는 단어들 사이의 적합성이 있다

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2. 단어와 문장의 의미의 인식

원문: 단어(pada)란 字母(varṇa)의 집합이다. 여기서 집합(sa

mūha)란 하나의 인식(eka-jñāna)의 대상이 됨이다. [여러 개의

字母로 구성된 하나의 단어가 발설될 때] 字母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곧바로 사라짐으로써 동시에 여러 개의 字母를 이해하

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 字母를 들을 때는 그 이전의

字母는 인지되지 않는다. 다만 이전의 字母에 대한 인식이 낳은

인상(saṃskāra)에 도움받아 마지막 字母와 결합됨으로써, 또 단

어를 설명(padavyutpādana)한 약정(samaya)의 이해에 도움받아

청각기관에 의해 동시에 현존하고 부재하는 다수의 字母를 포함

하는 단어의 인식이 일어난다. 이것은 再認識(pratyabijñāna)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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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같이 助力者(sahakāri)의 힘 때문이다. 왜냐하면 재인식적 지

각의 경우엔 비록 과거일지라도 [잠재인상의 힘으로] 이전의 상태

가 바로 [현재의 일부로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단어를 대상으로 삼은 청각기관이 이전의

단어의 인식이 만들어 낸 인상에 도움받고 또, 단어의 의미에 대

한 인식에 도움받아 다수의 단어들을 포함하는 문장의 [의미의]

인식을 일으킨다.

注解 : 앞에서 vākya란 pada-samūha(단어들의 집합)이라

고 했는데 그러면 pada(단어)란 무엇인가? 단어는 varṇa-

samuha(字母 혹은 音素의 집합)으로서 단일한 인식의 대상,

즉 단일한 의미, 최소한의 의미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 한 단어란 여러 개의 字母들로 이루

어지며, 이 字母들이 발설될 때 다음 字母가 발설되면 앞의

字母는 소멸되며 마지막 字母가 발설될 땐 앞의 모든 字母들

이 소멸되는 식으로 동시에 지각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모여서 단일한 인식의 대상이 되어 단일한 의미를 전달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정리학파는

saṃskāra(latent impression)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발설되

고 사라진 앞의 字母들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청자

의 마음에 saṃskāra를 남기며, 앞의 字母들의 saṃskāra들이

마지막 들리는 字母와 종합되고, 과거에 배운 그 단어의 의미

에 대한 約定(saṃketa)을 기억해 냄으로써 varṇa-samūha로

서의 단어가 단일한 의미체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문법철학

자인 Bhartṛhari는 단일한 언어적 실체로서 sphoṭa를 상정함

으로써 이 문제에 답하는데 반해 정리학파는 형이상학적 실

체를 가정함이 없이 순전히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단

어의 경우 뿐 아니라 pada-samūha인 vākya의 경우도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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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방식으로 설명된다. 즉, 앞의 단어가 발설되고 사라질

때 그 소리는 청자의 마음에 saṃskāra를 남기고 그런 식으

로 마지막 단어가 발설될 때 소멸한 앞의 단어들이 청자의

의식에 남긴 saṃskāra와 종합되어 완결된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 이해된다.

그런데 pada를 ‘varṇa-samūha’라고 한 것은 엄밀한 의미의

정의라기 보다 형식적 규정이며 그 기능(vṛtti)에 바탕하여

pada를 śakti 즉 ‘의미지시력’(significative power)이라고 정

의한다. 다시 말해서 단어, 즉 śakti란 ‘단어와 의미 사이의

관계’(pada-padārthayor saṃbandha)이다. 단어란 의미(대상)

를 지시하는 힘으로서 예를 들어 ‘sūrya’라는 단어는 태양을

지시하는 힘이다. 그런 힘이 없는 것은 단어 혹은 언어가 아

니라 무의미한 소리에 불과하다.

śakti는 lakṣaṇā와 대비될 때는 전자가 일차적 의미

(primary meaning), 혹은 문자적 의미(literal meaning)인데

비해 후자는 전자에 의존하면서 그로부터 파생된 이차적 의

미(secondary meaning), 含意(implied meaning)이다. śakti는

adhidhā, śakyārtha, mukhyārtha라고도 부른다.

pada-śakti는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까마득한 과거에 속하

므로 정리학파는 그것을 ‘主宰神의 의지’(Īśvara-saṃketa)에

돌린다. 그러나 모든 단어가 신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고유명사나 전문용어와 같이 인위적인 약정에 의해 만들어진

(manuṣya-saṃketa) 단어도 인정되며 이들은 śakti에 대해

‘paribhāṣā’라고 부른다. 한편 聲常住論(śabda-nitya-vāda)을

주장하는 미-망-사-학파는 언어와 의미 그리고 양자의 관계

는 인간이건 신이건 어떤 인격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

라 본래 그렇게 있어 왔던 영원불변한 실재라고 주장한다.

모든 학파들이 언어의 기능으로서 śakti와 lakṣaṇā의 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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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지만 śakti가 놓인 처소(locus)에 대해선 학파마다 견

해가 분분하다. 즉, ‘ghaṭa’(물단지)라는 단어는 정확히 무엇

을 지시하는 것인가? ① 개체(vyakti)로서의 물단지를 가리키

는 것인가(kevala-vyakti)? 아니면 ② 물단지가 속한 類

(class) 전체의 공통성(jāti, 보편)을 가리키는가(kevala-jāti)?

아니면 ③ 양자 모두를 가리키는 것인가(jāti-viśiṣṭa-vyakti)?

혹은 ④ 他者의 배제(apoha)인가? ①은 신정리학파의 견해

이며, ②는 미-망-사-와 문법학파의 입장이고, ③은 구정리

학파의, ④는 불교논리학파의 견해이다.

śakti의 종류는 그 형성 방법에 따라 ① yoga, ② rūḍhi, ③

yoga-rūḍhi, ④ yaugika-rūḍhi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① yoga란 어원적 의미만을 전달하는 것(avayava-śakti)으

로서 예를 들면 ‘pācaka’는 요리하다는 뜻의 √pac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요리사’를 뜻한다.

② rūḍhi는 그 의미가 어원으로부터가 아니라 인습

(convention)으로 나오는 단어(samudaya-śakti)로서 예를 들

어 ‘go’는 어원이 ‘가다’는 뜻의 √gam이지만 가던 가지 않던

소를 가리킨다.

③ yoga-rūḍhi는 어원적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그 사용이

인습에 의해 제한되며, 인습적 의미가 더 강한 단어이다. 예

를 들어 paṅka-ja는 ‘습지에서 자라는 것’이라는 어원적 의미

에서 연꽃, 수선화, 갈대, 개구리를 모두 뜻할 수 있으나 인습

적으로 그 의미가 연꽃에 제한된 단어이다.

④ yaugika-rūḍhi는 어원적 의미(avayava-śakti)와 인습적

의미(samudaya-śakti)를 함께 지니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svayam-bhū’는 ‘독립적으로 생하는 것’이라는 어원적 의미와

‘梵天’이라는 인습적 의미를 함께 지닌다.

그러면 단어가 갖는 śakti는 어떻게 학습되는가? 단어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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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8가지가 있다.

① vyākaraṇa(문법): 어근, 어미, 접두사, 접미사 등으로

분석하여 의미를 학습하는 방법.

② upamāna(비교적 방법): 4가지 pramāṇa의 하나로서 이

미 설명된 바와 같다.

③ kośa(사전): amara-kośa와 같은 사전을 통해

④ āpta-vākya: 믿을만한 사람의 가르침 즉 śabda-

pramāṇa에 의해.

⑤ vyavahāra(연장자의 언어사용): 어린아이들은 부모나

연장자의 언어사용법을 보고 들음으로써 단어의 의미를 배운

다.

⑥ vākya-śeṣa: 한 문장 속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앞 뒤

문장과의 컨텍스트를 통해 그 의미를 아는 경우가 있다.

⑦ vivṛti: 단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나 주석을 통해.

⑧ sīddhapadasya sannidhi: 이미 아는 단어와의 친연성을

통해.

이상의 두 가지 śabda-vṛtti 중 일차적 의미인 śakti에 대

한 것이며, 그에 의존한 이차적 의미, lakṣaṇā는 셋으로 구분

된다.

① jahat-svārthā: 일차적 의미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의

미를 얻는 경우. 예를 들어 ‘gaṅgāyāṃ ghoṣaḥ’(간지스 강에

오두막집이 있다.) 라는 문장은 gaṅgāyāṃ을 일차적 의미로

해석해선 문장이 되지 못하며 본래의 의미를 버리고 ‘간지스

강둑’이라는 이차적 의미를 취함으로써 유의미한 문장이 된

다.

② ajahat-svārthā: 일차적 의미를 유지하면서 그에 새로운

의미를 첨가하는 경우. 예를 들어 kākebhyo dad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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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kṣyatām.(까마귀들로부터 요구르트를 보호하라.)라는 문장

에서 ‘kākebhyo’는 반드시 까마귀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다른 새들도 가리키는 단어로서 자기 본래의 의미를 지니면

서도 다른 새들을 가리키는 의미가 첨가되어 있다.

③ jahad-ajahat-svārthā: 원래 의미의 일부는 유지하고 나

머지 일부는 버리는 경우. 예를 들어 ‘so'yaṃ devadattaḥ.’(그

가 바로 이 데-와다따이다.)에서 ‘sa’는 과거에 보았던 데-와

다따이고 ayam은 지금 보고 있는 데-와다따로서, 양자의 동

일성을 뜻하는 이 문장이 바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sa로부터

과거시의 제한을 버리고 ayam으로부터 현재시의 제한을 버

리고 나머지 의미만을 남겨야 한다.

문법학파와 수사학파에선 이상의 세가지 lakṣaṇā 외에 암

시적 의미(vyañjanā)를 주장한다. 이것은 크게 śābdī와 ārthī

로 이분된다. 전자는 ‘gurur-bālaḥ’(선생같은 제자)의 경우와

같이 단어 자체로부터 직접 의미가 암시되는 경우이고, 후자

는 달아나는 겁쟁이를 보고 ‘sūro bhavān !’(넌 정말 영웅이

구나!)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정반대의 의미가 암시되는

경우이다.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발설된 의미를 지시할 수 있는 단

어들의 집합 즉, 문장(vākya)이 śabda-pramāṇa이고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기억(padārtha-smaraṇa)이 작

용(vyāpāra)이며, 그 결과(phala)가 vākyārtha-jñāna, 즉

śabda-bodha이다. 그런데 이 śabda-bhodha의 본질이 무엇인

가에 대해 학파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다. 정리학파에 따르

면 문장의 중심은 동사가 아니라 행위주체(kartṛ)를 나타내

는 주어가 mukhya-viśeṣya(중심적 피한정자)이며 문장의 나

머지 요소들은 그것을 한정함으로써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Caitraḥ padbhyāṃ grāmaṃ gacchati.(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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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라는 두 발로써 마을로 간다.)라는 문장은 pādakaraṇa-

grāmakaramaka-vartamānakālīka-gamanābhinnakṛtimān

Caitraḥ.(두 발을 도구로, 마을을 목적으로 가지며, 현재시에

속하는 ‘간다’라는 행동을 갖는 짜이뜨라)로 이해된다. 이것이

kartṛ-mukhya-viśeṣya-bodha(행위주체라는 중심적 피한정자

의 인식)로서 위 문장에서 도구(제3격), 목적(제2격), 시제 등

이 동사어근에 의해 지시되는 ‘간다’라는 행동(kṛti)을 한정지

으며, 행동은 다시 ‘짜이뜨라’라는 행위주체(kartṛ)에 의존하

고 있다.

반면, 문법학파와 미-망-사-학파에 따르면 śabda-bodha란

ākhyāta-mukhya-viśeṣya-bodha(동사를 중심적 피한정자로

한 인식)로서 주어를 포함한 다른 단어들의 의미는 동사에

의해 지시되는 행동에 종속된다. 이에 따르면 위의 문장은

pādakaraṇaka-grāmakarmaka-Caitrakartṛka-vartamānakālīka

-gamanābhinnakṛtiḥ.(발을 도구로, 마을을 목적으로, 짜이뜨

라를 행위주체로 가지며 현재시에 속하는 ‘간다’라는 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법학파와 미-망-사-학파 사이의

차이는 후자는 동사어근이 지시하는 행동 외에 동사어미에

bhāvanā(하려는 의지)라는 요소를 첨가하는 것이다. 요컨대

정리학의 논리적 분석의 입장에선 행위주체를 나타내는 주어

명사가, 문법학파의 언어분석적 입장에선 동사어근에 의해

지시되는 행동이, 미-망-사-의 입장에선 동사어미에 의해 지

시되는 bhāvanā가 문장인식에 있어 mukhya-viśeṣya이다.

정리학, 문법학, 그리고 미-망-사-는 단어가 의미의 최소단

위로서 문장은 단어로 분해된다는 khaṇḍa-pakṣa(분석적 방

법)의 입장을 취하는데 반해 Bhartṛhari는 문장이란 나뉘어

질 수 없는 단일한 의미체라는 akhaṇḍa-pakṣa의 입장을 취

한다. khaṇḍa-pakṣa는 다시 abhihita-anvaya-vāda(표시 연



正理學派의 인식방법론(Ⅱ) ∙15

관설)와 anvita-abhidhāna-vāda(연관 표시설)의 두 견해로

갈라진다. 전자엔 정리학파와 밧-따 미-망-사-학파가 속하

며, 문장을 이루는 각 단어들이 의미를 드러낸 후(abhihita)

단어의 의미들 사이에 연결(anvaya)이 일어난다고 한다. 후

자엔 쁘라-브하-까라 미-망-사-, 문법학파가 속하며 한 문장

속의 단어들은 동사를 중심으로 연관된 후에(anvita) 각각의

의미를 포현한다(abhidhāna)고 주장한다.

3. 세간적 증언과 베-다적 증언

원문: 이러한 문장이 믿을만한 사람(āpta-puruṣa)에 의해 발설

될 때 그것이 증언(śabda)이라고 이름하는 인식방법이다. 그것의

결과가 文意의 인식(vākyārtha-jñāna)이다. 증언이라는 인식방법

은 세상에서나 베-다에서나 공통된다. 그러나 이것이 다르다. 즉

세상에선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만이 믿을만한 사람이다. 그러

므로 믿을만한 사람을 話者로 갖는 특정한 세간적 말만이 인식수

단이다. 반면에 베-다의 경우는 모든 문장이 지극히 믿을만한 마

헤슈와라(大自在天)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식수단이다. 전

체가 믿을만한 자의 진술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네가지 인식방법이 해명되었다. 이들 외에 다른 것은

[독립적인] 인식방법이 아니다. 만일 그것이 인식방법이라면 이들

가운데 포함되기 때문이다.

注解 : 이상에서 ‘증언’의 의미를 해명한 후 마지막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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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의 종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증언 즉 āpta-vākya는 크게

laukika(세속적인 것)과 Vaidika(베-다에 속하는 것)로 이분

된다. laukika의 경우는 일부 믿을만한 사람의 말만이

śabda-pramāṇa가 되고 반면 Vaidika는 대자재신의 말이므로

모두가 śabda-pramāṇa이다. Vaidika는 다시 śruti(天啓書),

smṛti(傳承書), itihāsa(歷史書), purāṇa(古傳說)의 넷으로 세분

되며 앞의 것이 뒤의 것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갖는다. 좁은 의

미의 Vaidika는 śruti만을 가리키며, 넓게는 Mantra,

Brāhmaṇa, Āraṇyaka, Upaniṣad를 포함한다. smṛti는

kalpa-sūtra(祭祀經)와 dharma-śāstra(法典)로 이분되며, 전자

엔 śrauta-sūtra, gṛhya-sūtra(家庭經), dharma-sūtra가, 후자

엔 마누법전 등이 포함된다. 마하-바-라따는 itihāsa이며,

purāṇa는 위슈누나 쉬바신 등에 관한 신화와 전설이다.

베-다에 관해 정리학파는 이-슈와라라는 인격적 존재의 저

작(pauruṣeya)이라고 보는데 대해 미-망-사-학파는 베-다는

저자가 없이(apauruṣeya) 본래부터 그렇게 존재하는 영원한

것(nitya)이라고 주장한다.

이상으로 정리학파에서 주장하는 네 가지 pramāṇa가 해명

되었다. 바른 인식의 획득수단이 몇 가지인가에 대해 학파마

다 견해가 분분하다. 인도유물론자(Cārvāka)는 pratyakṣa 하

나만을 인정하며, Vaiśeṣika와 불교, 자이나는 pratyakṣa 외에

anumāna를 추가한다. Sāṃkhya, Yoga, Viśiṣṭādvatia는 위의

두 가지 외에 śabda를 인정하며, 정리학파는 그 위에

upamāna를 독립적 pramāṇa로 인정한다. Prābhākara

Mīmāṃsā는 Arthāpatti를 하나 더 수용하며, Advaita와

Bhāṭṭa Mīmāṃsā는 위의 다섯에 abhāva(혹은 anupalabdhi)

를 독립된 pramāṇa로서 추가하여 모두 여섯 가지 pramāṇa

를 인정한다. 텍스트는 pramāṇa가 오직 네 가지 뿐이며



正理學派의 인식방법론(Ⅱ) ∙17

arthāpatti나 abhāva는 독립된 pramāṇa가 아니라 넷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미-망-사-학파의 논

박이 다음 절에서 뒤따른다.

Ⅲ. 他 인식수단에 대한 비판

1. 想定(Arthāpatti)

원문: (반론) 想定은 별개의 인식수단이다. 想定이란 상충되는

사실(anupapadyamāna-artha)을 보고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을 가정함(kalpana)이다. 예를 들어 ‘데-와

다따는 낮에 먹지 않음에도 비만하다.’라고 보거나(dṛṣṭa) 들었을

(śruta) 때, 그가 밤에 먹는다는 것을 가정하게 된다. 낮에 먹지

않는다는 것과 비만하다는 사실은 밤에 식사한다는 것이 없이는

논리적으로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만에 관해 달리

는 합리적으로 설명함이 불가능함(anyathā-anupapatti)으로부터

일어나는 想定이 夜食에 대해 인식수단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각

따위와 다르다. 夜食은 지각 따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답변) 그렇지 않다. 夜食은 추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추론

식은 다음과 같다.]

주장: 이 데-와다따는 밤에 식사한다.

이유: 낮에 식사하지 않는데도 비만하기 때문이다.

실례: 밤에 식사하지 않는 사람은 낮에 식사하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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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할 수 없다. 낮에도 밤에도 식사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비만하지 않는 것과 같이.

적용: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결론: 그러므로 그렇지 않다(=데-와다따는 밤에 식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상과 같이 ‘오직 부정적 추리’에 의해 夜食이 인식될진대 왜

想定을 [독립적 인식수단으로] 설정해야 하는가?

注解 : ‘arthāpatti’(presumption)라는 말은 pratyakṣa와 마

찬가지로 pramāṇa와 그 결과인 pramā 모두에 적용된다.

arthāpatti는 ‘arthasya āpattiḥ’(어떤 사물에 있어서 곤궁)에

서 도출된 복합어로서 pramāṇa의 경우는 ‘upapādya-jñāna’

(합리적으로 설명되져야할 인식)이고 pramā의 경우는

‘upapādaka-jñāna’(pramāṇa에 있어 부조리를 설명해주는 인

식)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실을 想定하지 않고서는 합리적

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실의 인식이 arthāpatti-pramāṇa이고,

想定된 사실에 대한 인식이 arthāpatti-pramā이다.

예를 들어 데-와닷따는 낮에 식사하지 않는데도 살이 찐다

는 사실이 upapādya-jñāna(설명되어야 할 인식), 즉

arthāpatti-pramāṇa이고 ‘밤에 식사할 것’이라는 인식이

upapādaka-jñāna.) 즉 arthāpatti-pramā이다.

정리학파는 원문에서 보듯이 이러한 인식을 부정적 遍充에

바탕한 vyatirekānumāna(부정적 추리)에 포함시키는데 반하

여 부정적 추리를 수용하지 않는 미-망-사-와 베-단-따 학파

는 想定이라는 독립된 인식수단을 내세운다.

Bhāṭṭa Mīmāṃsā는 arthāpatti란 하나는 일반적이고 다른

하나는 특수한 두개의 바른 인식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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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데-와닷따가 비

만하다’는 사실은 일반적 인식이고 ‘낮에 식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특수한 인식이며 이 두 사실 사이엔 합리적 사고에

어긋나는 모순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모순은 ‘그는 밤에 식

사한다.’는 제3의 사실을 상정함으로써 해소된다. 한편

Prābhākāra-Mīmāṃsā학파는 想定으로 이끄는 것을 두 인식

사이의 모순이 아니라 둘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의심이 부당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쁘라-브하-까라 미-망-사-의

견해는 arthāpatti는 부정적 추리로 환원될 수 있다는 브핫-

따 미-망-사-의 견해가 갖는 곤궁을 피할 수는 있지만 誤知

의 일종인 의심을 인식수단의 지위로 끌어올린다는 약점을

면할 수 없다. 브핫-따 파는 upadāya-jñāna가 증언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지각을 통해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śrutārthapatti

와 dṛṣṭārthāpatti의 두 종류를 인정한다. 이 양자를 포함시키

기 위해 반론의 冒頭에서 ‘～라고 보거나 들었을 때,’라고 말

했다.

2. 비존재(Abhāva)

원문: (반론) 비존재(abhāva)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인식수단

이 있다. 그것은 비존재의 인식을 위해 허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

면 물단지 따위의 무지각(anupalabdhi)에 의해 물단지 따위의 비

존재(부정)가 판단된다. 무지각은 지각(upalabdhi)의 비존재이므

로 [지각의] 비존재라는 인식수단에 의해 물단지의 비존재가 파

악된다.

(답변) 그렇지 않다. ‘만일 여기에 물단지가 있다면 바닥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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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일 것이다.’라는 등의 가정적 논증(tarka)의 도움과 [물단지

의] 무지각과의 결합으로 지각자체에 의해 비존재가 인식되므로

비존재라는 [별도의] 인식수단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반론) 감관은 그것과 연결된 대상만을 인식한다. [그것은 다음

과 같은 추론으로 증명된다].

주장: 감관은 실물에 도달한 후에 그것을 조명한다.

이유: 왜냐하면 [감관은] 인식의 도구이기 때문에.

실례; 마치 빛과 같이

혹은,

주장: 눈과 귀는 실물에 도달한 후에 그것을 조명한다.

이유: 외적 감관이므로.

실례: 피부 따위와 같이.

피부 따위는 [대상에] 도달한(접촉한) 후에 그것을 비추인다는

것은 양편이 모두 동의한다. 감관과 비존재 사이엔 어떤 관계도

없다. 연결(saṃyoga)과 내속(samavāya) 이 두 가지가 관계(saṃ

bandha)이다. 그리고 [감관과 비존재] 둘 사이엔 그 두가지 중 어

떤 것도 없다. 연결이란 두 실체 사이에만 있다는 것이 규칙이며

비존재엔 실체성이 없기 때문이다. 내속관계도 없다. 불가분성(ay

utasiddhatva)이 없기 때문이다.

한정자-피한정자 관계(viśeṣaṇa-viśeṣya-bhāva)란 관계가 아니

다. 두 관계항에 의지한 [그로부터] 분리된 단일자가 아니기 때문

이다. 관계는 ① 두 관계항으로부터 독립된 것이며, ② 두 관계항

에 의지하며, ③ 단일자이어야 한다. 마치 북과 북채의 결합(saṃy

oga)과 같다. 결합은 북과 북채로부터 독립된 것이고, 양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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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며 단일하다. 그런데 한정자-피한정자 관계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지팡이를 가진 사람에서] 지팡이와 사람의 한정자-피

한정자 관계는 양자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니다. 지팡이의 한정자

성(viśeṣaṇatva)은 [지팡이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며, 사람의 피한

정자성(viśeṣyatva)은 [사람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한정자-피

한정자 관계는 [지팡이와 사람] 자체 형상(svarūpa)이다. 비존재

역시 한정자성과 피한정자성을 갖는다. 그리고 실체 따위 가운데

그 어떤 [긍정적] 범주(padārtha)도 비존재에 [존속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비존재의 한정자성은 [비존재의] 자체(svarūpa)이

며, 자체에 연관된 인식을 생성시키는 것으로서 비존재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논리가] 所遍-能遍, 원인과 결과[관계]에도 적용된

다. 왜냐하면 불 따위의 所遍性(vyāpakatva)은 [불] 자체으로서

그것과 연관된 것(=所遍, =연기)에 대한 인식을 생성시켜 주는

것이다. 실 따위의 원인성(kāraṇatva)도 결과의 [현존과 부재]에

대응하여 긍정적 일치(anvaya)와 부정적 일치(vyatireki)를 [보이

며], [실] 자체이지 그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비존재 역시 能遍

性과 원인성이 된다. 또 비존재엔 보편 따위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정자-피한정자 관계는 한정자와 피한정자 자체와

다른 것이 아니다. 또 그것은 양자에 의존한 것도 아니다. 한정자

엔 한정자적 본성(bhāva=tva)만이 존재하며 피한정자적 본성은

없기 때문이다. 또 피한정자엔 피한정자적 본성만이 있으며 한정

자적 본성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단일자도 아니다. ‘한정자와 피

한정자 양자의 관계(bhāva)’라고 병렬복합어를 [해체한] 후에 들

리어지는 ‘관계’라는 말은 [한정자와 피한정자] 각각에 연관된다.

따라서 관계(saṃbandha)는 하나인데 ‘한정자의 관계(viśeṣaṇa-bh

āva)’, ‘피한정자의 관계(viśeṣya-bhāva)’와 같이 둘이 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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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한정자-피한정자 관계는 [참된] 관계(saṃbandha)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所遍-能遍관계 따위도 [참된 관계가 아니다]. 그럼에

도 ‘관계’라는 말을 적용시키는 것은 두 관계항이 고려된다는 유

사성에 의해 은유적으로 假說(upacāra)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것과도] 관련되지 않은(asaṃbandha) 비존재를 감관으로 인

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답변) 옳다. [감관은 실물에 도달한 후에 그것을 조명한다.는

위의 추론에서] 遍充은 존재적 [범주]에 한정된다. 즉, 존재적 [범

주]를 조명하는 감관은 [그것에] 도달한 후에만이 [그것을] 비춘

다. 비존재도 [그에 도달하여 비추는 것은] 아니다. 비존재를 비추

는 감관은 한정자-피한정자 관계에 의해서만 [비존재를 지각한

다]는 것이 확립된 교설(siddhānta)이다. [감관과] 연관되지 않은

비존재를 [감관이] 인식한다면, [감관은 모든 것을 인식하게 되

는] 과대적용의 오류[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바로 그 한정자성에

의해 반박되었다. 더욱이 [그 반론은] 상대방의 견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오류가 양편의 견해에서 똑같이 적용되며 따라서 반박도

꼭같을 때 그러한 문제의 논의에선 한 편이 문제삼아져선 안

된다.’(Ślokavārtika. 41)

注解 : 정리학파의 인식방법론(Ⅰ) A. 지각의 ‘감관 대상의

여섯 가지 관계’ 중 ‘ⅵ. viśeṣana-viśeṣya-bhāva’에서 설명되

었듯이 abhāva를 7범주의 하나로 인정하는 정리학파는 예를

들어 ‘여기 바닥에 물단지가 없다.’(iha bhūtale ghaṭo nāsti)

라는 인식에서 물단지의 없음(ghaṭa-abhāva)은 ‘바닥’이라는

viśeṣya와 물단지의 ‘비존재’라는 viśeṣaṇa 사이의 ‘자체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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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svarūpa-sambandha)에 의한 감관 대상의 접촉으로 지각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한편 Prābhākara Mīmāṃsā는 abhāva를 독립적인 범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예를 들어 ‘물단지의 없음’을 그 其體

(adhikaraṇa)인 ‘빈 바닥’과 동일하다고 봄으로써 비존재를

인식하는 별도의 인식수단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여기서

정리학파의 논적으로 설정된 Bhāṭṭa Mīmāṃsā는 abhāva를

별도의 범주로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abhāva(지각의 비존재,

혹은 anupalabdhi)를 그것을 인식하는 인식 수단이라고 주장

한다.

‘여기에 물단지가 없다.’는 인식은 물단지의 지각이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므로 물단지의 ‘지각의 결여’ 즉 지

각의 비존재 자체가 인식수단이라는 논리다. 물단지의 존재

는 물단지와 감관의 접촉으로 일어나는 지각이 인식수단이지

만, 물단지의 비존재는 감관 대상의 접촉 자체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지각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지각의 不在, 비존재가

물단지의 비존재를 인식케 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비존재가 지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감관과 대상인 비

존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감관과 비존재 사이

엔 saṃyoga(연결)관계도 samavāya(내속)관계도 있을 수 없

다. saṃyoga는 두 실체(dravya) 사이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

고 samavāya는 실체와 속성이나 운동, 부분과 전체, 개체와

보편, 실체와 궁극적 특수 사이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정리학파는 ‘viśeṣaṇa-viśeṣya-bhāva’라는 일종의

svarūpa-sambandha(관계가 두 관계항 자체의 본성인 자체적

관계)를 도입하여 자기의 입장을 옹호한다. 이에 대해

Bhāṭṭa Mīmāṃsā는 svarūpa-sambandha란 실질적으로 관계

가 아니라 단지 인식 속에서 두 관계항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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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유사하므로 관계의 개념이 은유적으로 假說(upacāra)

된 말하자면 사이비 관계라고 맞선다. 실질적인 관계가 성립

되기 위해서는 그 관계는 ① 두 관계항으로부터 독립적인 것

이어냐 하고 ② 그러면서도 두 관계항에 의존해야 하며, ③

단일한 존재여야 한다. 그런데 viśeṣaṇa-viśeṣya-bhāva는 두

관계항인 viśeṣaṇa와 viśeṣya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니며, 복

합어를 해체하면 viśeṣaṇa-bhāva(viśeṣaṇatva, 한정자性)와

viśeṣya-bhāva(viśeṣyatva, 피한정자性)의 둘로 분리되므로

단일자도 아니다. 이런 논리는 비존재에 뿐 아니라 연기와 불

사이의 所遍-能遍관계(vyāpya-vyāpaka-bhāva), 불과 연기

사이의 원인-결과관계(kārya-kāraṇa-bhāva)에도 적용된다.

이런 논리에 대해 저자는 설득력있는 논리로 맞서기보다 한

정자-피한정자 관계란 자파에서 확립된 교설(siddhānta), 즉

어떤 타파의 공격에 대해서도 양보할 수 없는 자파의 도그마

라고 잘라버린다. 논리적으로 따져들어가면 어느 견해나 오

류가 있으며 쌍방이 모두 반박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어느

한편만 공격해선 안된다는 인용으로 끝을 맺고 있다.

Ⅳ. 인식의 타당성 문제(Prāmāṇya-vāda)

원문: 이제 이것(인식의 타당성 문제)이 해명된다. 물 따위의

인식이 일어났을 때 혹자는 그것의 타당성(진리성)을 확인한 후

에 물 따위에로 [물을 얻고자] 행동한다. 반면 혹자는 바로 의심

으로부터 행동하며, 행동한 후에 물 따위를 획득하면 [그 인식의]

타당성을 확인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사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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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解 : 이상에서 바른 인식수단(즉 prāmāṇa)의 문제가 다

루어졌는데 그러한 수단에 의해 발생된 인식이 과연 참다운

인식(pramā)인지 그릇된 인식(apramā)인지 어떻게 확인하

며(jñapti), 또 왜 그런 인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utipatti)하

는 문제가 자연히 뒤따른다. 다시 말해서 인식의 타당성

(prāmāṇya, validity)과 비타당성(aprāmāṇya, invalidity)의

문제이다. 이에 관해 학파에 따라 전통적으로 네 가지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그리고 대립의 기준은 타당성이나 비타당성

이 인식 자체에 본유적으로 즉 自立的으로(svataḥ,

intrinsically) 일어나고 확인되는가, 아니면 인식 외적인 요소

에 의해 즉 他立的(extrinsically)으로 일어나고 또 알려지는가

하는 것이다. 상-캬학파는 인식의 타당성과 비타당성 모두가

自立的으로 결정된다는 입장을 취하며(svataḥ prāmāṇya), 반

대로 정리학파는 타당성이나 비타당성이나 모두 他立的으로

결정된다는 입장(parataḥ prāmāṇya, parataḥ aprāmāṇya)을

고수한다. 미-망-사-학파는 타당성은 自立的이고(svataḥ

prānāṇya), 비타당성은 他立的이라는(parataḥ prāmāṇya) 입

장을 취하고 불교학파는 타당성은 他立的이고(parataḥ

prāmāṇya), 비타당성은 自立的(svataḥ aprāmāṇya)이라고 주

장한다.

네 가지 입장 가운데서 정리학파의 타립 타당성의 견해와

미-망-사-학파의 자립 타당성의 견해는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쟁을 벌였다. 원문에서 첫 번째 문장은 미-망-사-학파의 자

립타당성의 입장이고 그 다음 문장은 정리학파의 타립타당성

의 견해이다. <베-다>의 자립적 타당성을 믿는 동시에 해동

(karma)주의자인 미-망-사-학파는 인식은 그 자체로서 타당

하며, 인식을 일으키는 동일한 요건들에 의해 인식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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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시에 발생하고, 확인된다고 보며, 그러한 바탕 위에서

인간의 일상적 행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리학파에 따르면 인식은 그 자체로는 타당한 것도

비타당한 것도 아닌 중립적인 것이며 그것의 타당성 비타당

성은 후에 외적인 시험에 의존하여 확인된다. 예를 들어 목마

른 사람이 사막에서 저 멀리 오아시스를 지각했을 때 그 先

인식(vyavasāya-jñāna)에 대해 ‘나는 오아시스를 보고 있다’

라는 意知覺(mānasa-pratyakṣa)의 일종인 後認識

(anuvavasāya)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후인식도 타당성까지

확인할 수 없다. 오아시스로 지각했던 것이 신기루일지라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고 그곳에 가서 처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성공적인 결과(saṃvādi-pravṛtti) 즉 물을 마시고 갈증

을 시킬 때 그로부터 처음의 인식이 타당하다는 것이 추리된

다는 것이다.

원문: (밧-따 미-망-사-의 반론)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

은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인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서 행동한다.

왜냐하면 인식의 타당성은 자립적(svataḥ)으로 결정되기 때문이

다.’ 그 의미는 이렇다. 어떤 수단에 의해 어떤 인식을 얻을 때 바

로 그 수단에 의해 인식이 갖는 타당성도 파악되며, 인식을 얻게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인식의 속성으로서의 타당성의 인식자가 아

니다. 그러므로 타당성의 자립성(svatastva)은 인식을 생성시킨

것 외의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인식은 행동 이전에 [그 확실성이] 파악된다. 그렇지 않다면 어

떻게 그 타당성과 비타당성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알

려지지 않은 사물에 대해선 의심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행동 이전에 [인식의] 所知性(jñātatā)의 설명불가능성(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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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ā-anupapatti)에 근거한 想定(arthāpatti)에 의해 인식이 발생할

때 인식에 속한 타당성도 파악된다. 그 후에 사람은 행동을 취한

다. 먼저 인식만이 획득되고 그 후에 행동을 취한 후에 그 결과를

경험함으로써 그 인식의 타당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註解: 인식의 타당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행동(pravṛtti)

한 후 결과의 성패 여부에 따라 타당성이 추리된다는 정리학

파의 주장에 대해 미-망-사-학파는 의심이 일어난다는 것 자

체가 의심의 대상이 알려져 있다는 반증이므로 인식은 행동

이전에 그 타당성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앞에서 정리학파는 ‘idaṃ rajatam.’이라는 인식

(vyavasāya)에 대해 意知覺인 anuvyavasāya에 의해 ‘rajataṃ

jānāmi.’라는 인식이 일어나며, 그에 바탕한 행동의 결과로써

그 타당성이 추리된다고 했는데 밧-따 미-망-사-는 인식은

초감관적인 것(atīndriya)이므로 예를 들어 눈이 물단지와 접

촉했을 때 곧바로 ‘ayaṃ ghaṭaḥ.’라는 인식을 마음에 전달하

지 못하며 ‘jñāto mayā ghaṭaḥ.’(나에 의해 물단지가 인식되

었다)라는 형태로 물단지에 특수한 속성인 jñātatā(所知性)을

인식하게 되고, 이 jñātatā라는 속성은 물단지의 인식을 상정

하지 않으면 달리 설명될 길이 없으므로 이와같이 想定

(arthāpatti)에 의해 물단지의 인식이 일어날 때 그와 더불어

타당성도 인식된다는 것이다.

원문: (정리학파의 반론) 所知性(jñātatā)에 대해 달리는 합리

적으로 설명 불가능함(anyathā-anupapatti)에 근거한 想定에 의해

인식이 파악된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그것(想定)에 의해 타당성을 인식한다는 것이야 말해서 무엇하랴!

설명; 논적의 견해는 이와같다. 물단지 따위의 대상에 대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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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날 때, ‘나에 의해 이 물단지가 인식되었다.’라고 물단지의

所知性이 인식된다. 그러므로 인식이 얼어날 때, 所知性이라고 부

르는 어떤 속성이 생성된다로 추리한다. 그리고 그것(所知性)은

인식에 앞서서 생성되지 않으며, 인식이 생성되었을 때 생성되므

로, [‘所知性이 있을 땐 인식도 있고 인식이 없으면 所知性도 없다’

라는] 긍정적 부정적 일치로부터 [물단지의] 인식에 의해 [所知性

이] 일어난다는 것이 확정된다. 마찬가지로 인식으로부터 일어나

는 이 所知性이라는 속성은 원인이 없이 결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는 원칙에 근거하여 인식이 없이는 생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想

定을 통해서 원인인 인식이 [결과인] 所知性에 의해 지시된다.[이

상이 논적의 견해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합리하다. 인식의 대상성(viṣayatā)과 분리된

所知性은 없기 때문이다.

註解: 이미 앞에서 설명된 바와같이 미-망-사-는 대상에

일어난 jñātatā라는 속성에 의해 jñāna가 상정되며, 그 jñāna

에 의해 동시에 그 타당성도 확인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정

리학파는 jñātatā란 인식 내에 나타난 사물의 대상성

(viṣayatā)에 다름아니며 그와 별도의 jñātatā란 상상의 산물

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인식은 viṣayin 즉 대상을 가진 것

이고 대상은 인식의 내용(viṣaya)으로서 인식에 의해 ‘알려진

것’(jñata)이므로 양자는 실제로는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jñātatā가 jñāna와 별도로 대상이 소유한 속성이라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원문: (밧-따 미-망-사-의 반론) 물단지 따위의 인식의 대상성

은 인식에 의해 생성된 所知性의 其體性(ādhāratva)과 같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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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단지의] 대상성은 동일성(tādātmya)의 관계에 의해 [일어나지]

않는다. 물단지=대상(viṣaya)과 인식=대상을 가진 것(viṣayin) 사

이에 동일성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물단지의] 대상성

이 인식을 생성시킴에 의한 것이라며, 감관 따위도 또한 대상성을

갖는다는 부조리에 떨어진다. 그것(물단지)의 인식이 감관 따위로

부터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식에 의해 물단지에 어떤

[속성]이 생성되는 것이며, 그에 의해 다른 것(감관)이 아니라 물

단지만이 그 인식의 대상이 된다고 추리된다. 그러므로 단지 지각

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대상성의 설명불가능성에 근거한 想定에

의해 所知性의 존재가 입증된다.

註解: 원인 결과관계를 효과적인 관계로 인정하는 정리학

파로서는 대상과 인식 사이는 원인(대상)-결과(인식)의 관계

이고 인식이 있으면 대상성 즉 jñātatā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에 반해 원인 결과관계를 관계로 수용하지 않으며, 더욱이

인식을 초감관적인 것으로 보는 밧-따 미-망-사-로서는

viṣayatā를 jñāna-janita-jñātatā-ādhāratvam(인식에 의해 싱

성된 所知性의 其體性)으로 설명한다. 또 인식과 대상 사이는

동일성의 관계도 인과성의 관계도 없다고 공박한다. 물단지

=viṣaya와 인식=viṣayin 사이에 동일성은 없기 때문이다.

또 물단지가 물단지 인식을 생성시킨 因이므로 물단지가 인

식 가운데 현현한다고 한다면 감관도 인식의 원인이므로 인

식 가운데 현현해야 한다는 부조리에 떨어질 것이다.

원문: (정리학파의 답변) 그렇지 않다. 대상성과 주관성(viṣaya

-viṣayitā)은 [인식] 자체의 본성으로부터 일어난다. 대상(artha)과

인식(jñāna) 사이에는 그에 의해 상호간에 객체-주체 관계(viṣ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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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ṣayi-bhāva)가 되는 그와같은 본성즉 특수성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나 미래의 사물에는 대상성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사물(dharmin=속성의 기체)이 존재하지 않을 때 속성(dharma)의

생성이 불가능하므로 인식에 의한 所知性의 생성이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 더욱이 所知性도 또한 인식의 대상이므로 거기(所知性)에

도 또한 또다른 所知性이 [생성된다는] 부조리를 초래하며, 그와같

은 식으로 무한소급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만일 [그런 오류를 피

하고자] 또다른 所知性이 없을지라도 본성적으로 [처음의] 所知性

이 인식의 대상성을 갖는다고 말한다면 [물단지 자체가 곧바로 인

식의 대상이 되는데] 물단지 따위에 所知性을 [상정할] 필요가 어

디 있는가?

아니면 所知性이 있다고 치자. 그럴지라도 그것만에 의해 인식

은 인식된다고 할지라도 그 타당성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이제

所知性에 의해 인식만이 파악되며, 타당성은 특별한 所知性에 의

해 인식된다고 말한다면, 인식은 所知性에 의해 파악되고 타당성

은 바른인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특수한 所知性에 의해 파악되

는만큼 어떻게 인식을 인식하는 동일한 수단에 의해 타당성도 파

악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바른인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어떤 특수한 所知性에

의해 인식과 그 타당성이 함께 파악된다고 [말한다면], 비타당성

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바른인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어떤 특수한 所知性에 의해 인식과 그 비타당성이

함께 파악되므로 [인식의] 비타당성도 자랍적으로(svataḥ) 파악

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만일 비타당성이 타립적으로 인식된다고 한다면 타당성 역시

타립적으로 즉, 인식을 파악하는 것과 다른 것에 의해 파악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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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解: 정리학파는 인식 대상 관계는 동일성이나 인과관계

는 아닐지라도 서로 분리시킬 수 없는 본연적 자성적

(svābhāvika)관계라고 답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존하지

않는 과거나 미래의 대상에 대해선 인식이 있을 수 없을 것

이고 대상이라는 其體(dharmin, 혹은 ādhāra)가 없을때 밧-

따가 주장하는 jñatatā라는 속성도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jñato ghaṭaḥ’라는 형태의 所知性도 그 자체가 인식

의 대상이므로 또 다른 jñātatā를 필요로 하는 식으로 무한소

급의 오류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오류를 피하고자 처음의

jñātatā가 다른 jñātatā의 도움이 없이도 인식의 대상이 된다

고 한다면 상상적인 jñātatā가 없이도 대상성이 직접적으로

대상에 귀속되므로 첫번째 jñātatā조차 상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설사 대상에 대한 인식을 야기시키는 것으로서

jñātatā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동시에 타당성까지

확인시켜준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jñātatā가 인식의 타

당성을 드러내주는 것이기 위해선 그 자체가 바른 인식에서

벗어나선 안된다(pramāṇa-jñāna-avyabhicārin). 그러나 이

단계에서 우리는 인식이 타당한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원문: 인식은 意知覺(mānasa-pratyakṣa)에 의해 파악되며, 반

면 그 타당성은 추리되는 것이다. 설명; 물의 인식에 곧이은 물을

욕망하는 사람의 행동은 결실을 갖는 것(phalavati)과 결실이 없

는 것(aphalā)의 두 가지이다. 그 중에서 결실을 갖는 행동은 성

공적인 것(samarthā)이다. 그에 의해 그 인식과 대상의 일치(yāth

ārthya)를 본성으로 하는 타당성이 추리된다. 추론식을 보이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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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논란의 주제가 되는 물의 인식은 타당하다.

(이유) 성공적인 행동을 낳는 것이므로.

(실례) 타당하지 않은 것은 성공적인 행동을 낳지 못한다.

타당하지 않은 인식과 같이.

이것은 오직 부정적(kevala-vyatirekī)인 [추리이다]. 여기서 주

제(pakṣa)는 결실을 가진 행위의 생성자인 ‘물의 인식’이며, ‘그것

의 타당성’이 所證(sādhya)이다. [타당성이란] 대상과의 대응성(y

athārthatva)을 뜻하며, 正知의 도구성(pramā-karaṇatva)이 아니

다. [만일 후자의 뜻이라면] 기억(비록 正知는 아니지만 성공적

행동의 생성자이므로)에 의해 [遍充을] 벗어나는 오류에 떨어진

다. 因은 ‘성공적 행동의 생성자’이다. 그것은 결실을 갖는 행동의

생성자라는 뜻이다.

이 오직 부정적 추리에 의해 효과적 행동으로 이끄는 인식의

타당성을 확인하며, 그것을 실례로 삼아 물을 [획득하려는] 행위

를 [취하기 전일지라도] 같은 유형의 증표(liṅga)를 가진 긍정-부

정적 추리에 의해 효과적 행동으로 이끌지 못하는 다른 인식의

타당성도 추리된다. 그러므로 타당성은 인식을 인식시켜주는 것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립적으로 파악된다.

註解: 앞에서 밧-따의 jñatatā에 의거한 자립타당성을 세

가지 관점에서 공박한 후에 정리학파의 견해를 개괄하고 있

다. 실재론으로서 서양철학의 실재론과 같이 타당성 혹은 진

리성(prāmaṇya)을 대상과의 대응성(yāthārthya)이라고 보는

정리학파는 인식의 대상과의 대응성을 검증하는 기준은 그

인식에 바탕하여 행동한 결과가 처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

는 성공적인 것(samarthā)인가 아닌가에 두고 있다. 그릇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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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므로 만일 성

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것을 因으로 하여 그 인식의 타

당성이 추리된다. 이와같이 인식의 타당성 즉 대상과의 대응

성(yathārthatva)은 인식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공적인

행위결과라는 인식 외적 요인에 의해 추리되므로 타립적이

다. 마찬가지로 대상과 대응하지 않는 비타당성도 기대에 어

긋나는 행위 결과에 의거하여 타립적으로 확인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바른 인식을 생성시키는 수단(pramāṇa)

들과 인식의 타당성(prāmāṇya)의 검증 문제에 대해 논했는

데 마지막으로 그릇된 인식(bhrama)의 본성과 그 발생원인

이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bhrama란 예를

들어 어둠 속에서 새끼줄이 뱀으로 보인다던가, 혹은 흰 조개

껍질이 銀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인도철학의 학파에 따라 이

러한 誤知의 본성과 원인에 대해 각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

으며 이 논의를 khyāti-vāda라고 부른다.

이에는 크게 불교 유가행파의 ātma-khyāti, 중관학파의

asat-khyāti, 쁘라-브하-까라의 akhyāti, 정리학파의

anyathā-khyāti, 不二的 베-단-따의 anirvacanīya-khyāti의 다

섯 가지 입장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ātma-khyāti: 모든 분별과 언어작용이 우리의 識 혹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보는 유식학파에 따르면 예를 들어 새끼

줄을 보고 ‘이것은 뱀이다’라고 하는 착각은 내적인 의식

=ātman이 바깥으로 투영된 것이다.

② asat-khyāti: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空이라고 보는 중

관학파에 따르면 흰 조개껍질에 대해 ‘이것은 은이다’라고 보

는 착각은 실체가 없는(asat) 銀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一

切皆空이라는 보편적 명제는 銀 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바른 인식인 ‘이것은 조개껍질이다’라는 인식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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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므로 사실상 眞 僞의 구분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asat-khyāti라는 용어는 힌두 철학자들의 일방적인 레벨붙이

기의 소산이지 중관학파에서 자기의 입장을 규정한 용어가

아니다.

③ akhyāti: 쁘라-브하-까라 미-망-사-는 모든 인식은 正知

(pramā)이며 그릇된 인식이란 적극적으로 틀린 인식이 아니

라 구분의 결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조개껍질을

보고 ‘idaṃ rajatam’이라고 착각할 때 이것은 단일한 인식이

아니라 ‘idam’으로 지시되는 눈앞의 사물에 대한 지각과 전에

다른 곳에서 인식했던 rajata(銀)에 대한 기억, 이 두 종류의

인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은 그 자체로서는 바른 인식

이지만 양자가 구분되지 못하고 기억에 의존한 ‘銀’이 지각에

의존한 ‘이것’과 한덩어리가 되어 ‘이것은 은이다.’라는 그릇

된 인식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④ anyathā-khyāti: 예를 들어 인식주체나 대상이나 기타

부수적인 원인들에 있어서의 결함 때문에 새끼줄을 ‘ayaṃ

sarpaḥ’라고 착각할 때 ‘ayam’은 눈앞에 현존한 사물의 지각

이고, ‘sarpa’는 새끼줄과 뱀의 유사성으로 인해 과거의 뱀의

경험이 남긴 잠재적 인상을 촉발시킨다. 여기까지는 쁘라-브

하-까라의 설명과 같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다른데, 즉

‘ayaṃ sarpaḥ’는 두 개의 인식이 구분되지 않고 혼동된 것이

아니라 초상적인 감관 대상 관계의 하나인 jñāna-lakṣaṇa-

pratyāsatti(인식-이 경우 기억- 을 특성으로 한 접촉)에 의

해 새끼줄이 아닌 뱀으로 지각된다. 이 경우 sarpa는 기억이

아니라 초상적 방식에 의해 실제 대상과 다르게 나타나는 지

각이다. 다시 말해서, ‘ayaṃ sarpaḥ’는 ayam(지각)과 sarpa

(기억) 두 개의 인식이 아니라 하나의 인식(지각)으로서 새끼

줄이 뱀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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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anirvacanīya-khyāti: 不二的 베-단-따 학파는 착각이란

māyā, 혹은 anādi-avidyā(無始의 無明)에 의해 있다(sat)고도

없다(asat)고도, 있으면서 없다(sad-asat)고도 규정지을 수 없

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새석한다. 예를 들어 눈이 흰 조

개껍질과 접촉할 때 無明이 조개껍질에 한정된 의식(śukty-

avachinna-caitanya)에 베일을 드러워 조개껍질의 인지를 장

애하며, 조개껍질이 다만 ‘이것’으로만 인식된다. 그와 더불어

과거의 경험이 남긴 인상으로부터 일어난 기억은 ‘은’의 형상

을 ‘이것’에 투사하여 ‘이것은 은이다’라는 착각을 일으킨다.

이때 ‘은’의 인식은 무엇으로도 규정지워질 수 없는 것이 나

타난 것이다. 마치 꿈이 꿈꾸고 있는 동안엔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꿈을 깨고나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상으로 께-샤와는 초심자의 이해를 위해 네 가지 인식수

단을 논쟁에 대한 간략한 서술 후에 해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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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iyāyika Method of Cognition (Ⅰ)

- Annotated Translation of the Keśavamiśra's Tarka-bhāṣā -

Lee, Ji-Soo.

This paper is a Korean translation and writer's

commentary on the Keśavamiśra's Tarka-bhāṣā(Tbh.)

which has been well known as an introductory text of the

Naiyāyika logic and epistemology for beginners.

As a Nyāya-prakaraṇa Tbh. adapted to the

Nyāya-sūtra's 16 padārthas. Among 16 padārthas the first

one, pramāṇa occupies almost half of the total volume.

This paper entitled ‘Naiyāyika Method of Cognition’(Ⅰ‧
Ⅱ) deals with the first padārtha, i.e. pramāṇa, and

afterward the second padārtha, i.e. prameya will be treated

under the title of ‘Naiyāyika View of Reality and Value’,

and from the third one(=saṃśaya) to the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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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nigrahasthāna), under the title of ‘Naiyāyika Method

of Diclectics.’

§ Key Words §

Definition, Cause, Perception, Inference,

Verbal Testimon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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