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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인도의 철학전통 안에서 이루어진 인식론

적인 논의의 전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pramāṇa(바른 인식

을 얻는 수단)”라는 용어의 의미가 일반적인 인도철학의 개설서들

은 물론이고 고대 인도의 철학적 저작들까지 당연시하며 받아들

이고 있는 방식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자 한다. “pramāṇa”라는 용어의 본래적인 의미가 몇몇 인도학자

들의 시도를 통해 밝혀지게 되는 것에 독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일반적으로 답습되어 반복되고 있는 “pram

* 강성용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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āṇa”라는 용어와 관련된 기존의 설명이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것

임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도철학사의 전개에서 어떠

한 인식의 정당근거를 묻는 논의는 종종 그 인식이 어떠한 pramā

ṇa(바른 인식을 얻는 수단)에 의해 얻어졌는가의 문제로 다루어진

다. 무엇을 pramāṇa(바른 인식을 얻는 수단)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또한 각 학파들과 사상가들 사이에서 열띠게 논의되었던

주제이다. 물론 각 인도철학의 전통들이 또는 개별 사상가들이 같

은 용어로 지칭되는 어떤 인식수단을 pramāṇa(바른 인식을 얻는

수단)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 용어가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pratyakṣa”라

는 용어가 한 바른 인식을 얻는 수단(pramāṇa)으로서 논의될 때

“감각지각”의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지각의 대상”

의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러한 정확한 “pratya

kṣa”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인 문헌들을 이해하는 데 어

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

고는1) 여러 학파나 사상가들에 걸쳐서 최소한의 인식근거로 받아

들여지는 pratyakṣa라는 비중있는 주제를 선택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인도철학사의 이해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들조차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것만큼 분명하

게 그 의미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이 해명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

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개념의 발전사를 명확하게

해명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문헌적인 자료들의 부

족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문헌자료들이 갖는 함축들을 보다

폭넓게 보지 못하게 하는 인도 사상사의 단선적인 발전을 상정하

는 오류임을 “pratyakṣa”라는 개념의 예를 통해 보이고자 한다.

논의의 출발점으로 필자는 인도의 전통의학(āyurveda)에 대한

1) 감각지각마저도 바른 인식을 얻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드문 예를 우리는 인도의 회의론적 전통인 Cārvāka 혹은 Lokāyata의

현존하는 유일한 문헌인 Tattvopaplavasiṃha에 나타난

자야라쉬(Jayarāśi)의 입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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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서인 Carakasaṃhitā(=CaS)를 택하고자 한다. CaS의 3장인 Vi

mānasthāna에는 인도 전통의학에 대한 교육과정의 일부로 의사

가 될 사람들이 배워야 할 논쟁하는 법에 대한 서술이 나온다. 특

히 CaS Vi. 8.15-26은 ‘Sambhāṣāvidhi(토론을 하는 바른 길)’2)라

불리며 CaS Vi. 8.27-66은 ‘Vādamārgapada(논쟁의 길 [즉 전개]

에 [중요한] 점[들])’라고 명명되어지고 있는데3) Vādamārgapada

는 논쟁과 논리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들을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

으며 Nyāyasūtra(=NS)와 내용적인 연관성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

는 문헌자료이다. Vādamārgapada의 첫 부분이 되는 CaS Vi. 8.27

에는 44개의 주제들이 제시되고 그 각각이 이하에서 설명되고 있

는데 이때 제시된 주제들과 각각의 주제들에 대한 설명들은 인도

의학 전통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 CaS 안에 삽입된 듯한 인상을

강하게 준다. 이러한 인상은 Vādamārgapada가 갖고 있는 NS와

의 강한 연관성을 통해 그 정당성을 얻게 된다. 하여튼 CaS는 N

S, 方便心論, 如實論, Vādavidhi, Vādavidhāna, Yogācārabhūm
i의 Hetuvidyā 부분, Abhidharmasamuccaya 등과 함께 인도의 고

대 논리전통이 체계화되기 이전의 고대 인도에서 쓰였던 논쟁지

침서들의 내용을 전해주는 현존하는 중요한 자료들 중의 하나이

2) CaS 자체가 CaS Vi. 8.15에서 CaS Vi. 8.15-26을 “sambhāṣāvidhi”라고

부르고 있다:

sambhāṣāvidhim ata ūrdhvaṃ vyākhyāsyāmaḥ.

우리는 여기서부터 토론을 하는 바른 길을 설명하겠다.

Sambhāṣāvidhi(토론을 하는 바른 길)는 인도의 전통 학술서적

(śāstra)으로서는 유일하게 아주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고대 인도의

공개적인 논쟁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 하고 어떻게 논쟁에서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3) CaS Vi. 8.66:

iti vādamārgapadāni yathoddeśam abhinirdiṣṭāni bhavanti.

이상으로 논쟁의 길 [즉 전개]에 [중요한] 점들이 제시된 [각각의] 이름에

따라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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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인도 논쟁(vāda)전통의 초기 자료인 CaS를 통해 후대의

정형화된 냐야(Nyāya)전통에서의 설명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

는 “pramāṇa”와 “pratyakṣa”라는 용어들의 쓰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

Ⅱ. “척도/크기”로서의 “pramāṇa”

Vādamārgapada에는 “pramāṇa”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CaS에서는 “pramāṇa”라는 단어가 주로 “척도/크기”의 의미

로 쓰인다. “pramāṇa”라는 단어가 CaS 전체를 놓고 볼 때 Vāda

mārgapada 이외의 곳에서 “바른 인식을 얻는 수단”의 의미로 쓰

이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pramāṇa 자체가 ‘바른 인식

을 얻는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따로 언급되거나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CaS Sū. 11.17에는 네 가지 고찰/검토(parīkṣā)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때 네 번째의 yukti([논리적이고 실제적인] 맞음)를4) 제

외하고는 모든 항목들이 NS에 나타난 네 가지 pramāṇa(바른 인

식을 얻는 수단)들과5) 내용상 일치한다:

dvividham eva khalu sarvam: sac cāsac ca. tasya caturvidhā parī

kṣā: āptopadeśaḥ pratyakṣam anumānaṃ yuktiś ceti.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두 기지일 뿐이다. 실제인 것과 실제 아닌

것이다. 그것의 고찰/검토는 네 가지 이다, 즉 아는 사람의 가르침, 지

각, 추론, [논리적이고 실제적인] 맞음[의 네 가지] 이다.

4) “yukti”의 의미에 대해서는 Kang (2003), pp. 112ff.를 보라.

5) NS 1.1.3:

pratyakṣānumāṇopamānaśabdāḥ pramāṇāni.

지각, 추론, 유추, 전언이 바른 인식을 얻는 수단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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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CaS Sū. 11.33이 이 네 가지 고찰/검토(parīkṣā)가

네 가지 pramāṇa라고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CaS에서

는 pramāṇa(바른 인식을 얻는 수단) 자체에 대한 논의를 찾아볼

수가 없다:

evaṃ pramāṇaiś caturbhir upadiṣṭe punarbhave dharmadvāreṣv av

adhīyetaḥ ….

네 가지 바른 인식을 얻는 수단들로 다시 태어남이 제시, [즉 증명]

되었으므로 첫 출발점들로서 사회-종교적인 의무들에 전념해야 할 것

인데 ….

CaS에서 “pramāṇa”라는 말은 원래 “척도/크기”의 의미로 쓰인

다. 예로 CaS Vi. 8.117에서 “pramāṇa”는 “[몸의] 크기”라는 의미

로 설명되고 있다.

pramāṇataś ceti śarīrapramāṇaṃ punar yathā svenāṅgulipramāṇen

opadekṣyate utsedhavistārāyāmair yathākramam ….

“[의사는 환자를] 크기의 측면에서 [검사해야 한다(parīkṣeta, CaS

Vi. 8.100).”라고 하는데 “크기”라는 것은] “몸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손가락 크기를 가지고 가르쳐지는데 [즉] 높이,

길이, 넓이의 순서에 따라서이다. ….

그리고 CaS Vi. 8.114에서는 ‘[한 사람의] 힘의 크기(balapramā

ṇa°)’가 이야기되고 있으며 CaS Vi. 8.122에서는 ‘[인간의 수명에

대한] 시간적인 크기 [즉 길이](vāṇaśataṃ khalv āyuṣaḥ pramāṇa

m asmin kāle)’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CaS Vi. 8.124; 127

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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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mā의 의미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CaS에 나타나는 “pramāṇa”

라는 개념이 √mā의 “재다”라는 의미와 아주 분명한 연관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mā의 “재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출발하여

파생명사 “pramāṇa”가 갖는 “바른 인식을 얻는 수단”이라는 의미

를 도출해 내는 일이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처음부터

잘못된 시도일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Nyāyabhāṣya(=NB

h)에서 바차야나(Vātsyāyana)가 하고 있는 억지스러운 시도를 명

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NBh 1.1.1.에서 바차야나(Vātsyāyan

a)는 엉뚱하게 “pramiṇoti”라는 동사를 끌어들여서 “pramāṇa”라

는 용어를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pramiṇoti”는 √mā가 아

니라 √mi의 동사형으로 간주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이 문

제에 대해 프라이젠단쯔(Preisendanz)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

That is, if one considers the word to be a derivative of the root

√mi, to account for the fact that Vātsyāyana connects the terms pr

amātṛ, pramāṇa, prameya and pramiti, which should belong to the s

ame root as anumātṛ, anumāna, etc., with the verbal form pramiṇoti

(cf. NBh p. 1,10) which cannot be a present tense form of √mā (“t

o measure”), but only of √mi (“to fix, set up”) (cf. Werba 1997, m

i). For this root, a derived meaning “to judge, cognize, perceive” is

assumed (cf. Böhtlingk and Roth 1868, s.v. 1. mi, 3). However, it is

highly doubtful that -māna is a derivative of this root (cf. Mayrhof

er 1993, s.v. MAY). From the semantic point of view, a confusion o

f √mi with √mā can be observed, according to Mayrhoffer (loc. ci

t.), in “younger texts,” a fact which could also explain Vātsyāya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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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miṇoti. In this case, he would after all have understood pramāṇa

and anumāna as referring to a “(subsequent) measuring,” as has tra

ditionally been assumed in modern scholarship.6)

또한 버로우(Burrow)는 √mā의 의미를 해명하는 논문에서 인

도의 베다어, 싼스끄맅 뿐 아니라 이란어, 그리스어 그리고 발틱

과 슬라브계 언어들 등등의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을 두

루 조사하고 고려하여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pramāṇa”

와 연관된 어근 √mā의 의미는 “재다(to measure)”가 아니라 “확

정하다(to ascertain)임을 설득력 있게 밝히고 있다.

The ancient Indian theory of knowledge has in its technical voca

bulary two terms, namely anumāna- ‘inference’ and pramāṇa- ‘auth

ority for correct knowledge, means of proof’, of which the derivatio

n needs to be elucidated. No such need has so far been felt since it

has always been assumed, without further consideration, that the ro

ot involved is mā- ‘to measure’. The difficulty is that in operating

with means of proof such as inference no measurement is as a rule

involved. It is concluded, because smoke is seen on the hill, that fir

e is there, but no measuring enters in this process. Nor is it easy t

o see by what secondary developments of the root mā- ‘to measur

e’ words with the above meanings could be produced. This being th

e case, it is worth while looking in the related languages to see if a

root can be found which provides a more suitable etymology.7)

If we are to decide on the basic meaning of the root mā- in this

series of words alone, without reference to any extraneous material,

then the meaning which must be assigned to this root must quite c

learly be ‘to ascertain’, and the corresponding causative meaning wh

ich appears in some forms is ‘cause to ascertain, demonstrate, prov

e’. This meaning is quite distinct from that of mā- ‘to measure’ and

6) Preisendanz (2000), pp. 225-226 n. 22.

7) Burrow (1980),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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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justifies us in looking for a corresponding root with a more rel

ated meaning in other IE languages rather than attempting to find s

ome meaning development which would connect it with mā- ‘to me

asure’. If such turns out to be available, then obviously such a conn

ection will be preferable to that currently accepted with mā- ‘to me

asure’.8)

이상과 같은 연구들과 CaS의 전거들을 근거로 볼 때 냐야(Nyā

ya)전통 안에서 바차야나의 억지스러운 설명 이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또 다른 인도철학의 전통들에서도 당연시되어온 “p

ramāṇa”의 의미는 비판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Ⅳ. pramāṇa와 인식론적 논의의 대두

필자가 NS 혹은 NBh에서 나타나는 “pramāṇa”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거나 역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고 하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밝히고자 하는

점은 NS나 NBh에 나타난 해석과 입장이 인도의 초기 논쟁, 논리

전통 안에 공존하던 많은 입장들 중의 하나였다고 믿을만한 강한

근거들이 있다는 것이다. 하여튼 NS에서 pramāṇa(바른 인식을

얻는 수단) 아래 지각(pratyakṣa), 추론(anumāna), 유추(upamān

a), 전언(śabda)을 포함시킨 것은 NS에서 논의의 무게중심이 논

쟁(vāda)이라는 구체적인 활동으로부터 pramāṇa를 중심으로 한

인식론적인 문제로 옮겨진 사실과 연관관계에 있음은 확실한 것

으로 보인다. 공개적인 논쟁과 연관되는 대화(dialogue)의 측면에

서만 이해될 수 있는 고대 인도의 논쟁(vāda)전통과 관련된 주제

8) Burrow (1980),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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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부터9) 혼자서 하는 말(monologue)의 측면이 강조되는 인식

론적인 문제들에로 주 관심이 옮겨져 가는 과정의 흔적을 CaS와

NS의 대조를 통해 여러 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

로 Vādamārgapada의 CaS Vi. 8.33에서는 NS의 네 pramāṇa들에

해당하는 주제들이 오단논법(pañcāvayava)의 두 번째 단인 근거

(hetu)의 종류들로 설명되어 있으며 이때의 오단논법(pañcāvayav

a)은 추론의 형식이 아니라 상대논쟁자와 청중에게 자기의 주장(p

ratijñā)을 정당화하는(sthāpanā) 방식으로10) 설명된다:

atha hetuḥ - hetur nāmopalabdhikāraṇaṃ. tat pratyakṣam anumā

nam aitihyam aupamyam iti. ebhir hetubhir yad upalabhyate tat tatt

vam.

근거: “근거”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원인이다. 그것은 지각, 추론,

전승, 유비이다. 이 원인들을 통해 인식되는 것은 진상/진실이다.

즉 논쟁(vāda)에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주장(pratijñā)에 대한 정

당근거로 오단논법의 형식적 틀 안에서 제시하는 것이 이 네 가

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이 네 가지 주제를 바른 인식을 얻

는 수단으로 보는 입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특히 오단논법(pañ

9) 시간상의 전개를 갖는 구체적인 사건으로서의 논쟁(vāda)을 이해하여야만

해석될 수 있는 몇 가지 인도 논쟁, 논리전통에서 제시된 오류들을 통해서

강성용 (2003)은 인도 논리전통의 뿌리가 되는 논쟁전통의 흔적이,

연역적인 논리적 사고의 문제나 인식론적인 논의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후대의 문헌에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0) 최소한 인도의 초기 논쟁전통에 속하는 문헌들에서는

오단논법(pañcāvayava)이 추론(anumāna)과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오단논법이 논쟁(vāda)이라는 장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대화적인 행위를 통해 목적한 바의

의사소통을 이루게 하는 논증(argument)의 형식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CaS Vi. 8.30-32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pratijñā(주장)와

sthāpanā(정립)의 구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필자는

믿는데, CaS의 이 대목에서는 오단논법의 다섯 요소들 중에서

pratijñā(주장)를 제외한 나머지 네 요소들이 sthāpanā(정립)라는 이름

아래 아우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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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āvayava)이 곧 추론의 형식으로 간주되는, 다시 말해서 추론(an

umāna) 아래 오단논법이 논의되는 후대 냐야(Nyāya)전통에서의

발전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물론 냐야(Nyāya)전통에서 꼽는

네 가지 pramāṇa들과 CaS Vi. 8.33에 제시된 네 가지 주제들이

용어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즉 “upamāna(유추)”

대신 “aupamya(유비)”가 그리고 “śabda(전언)” 대신 “aitihya(전

승)”가 CaS Vi. 8.33에는 나온다. 하지만 CaS Vi. 8.42에 설명된 a

upamya(유비)는 NS 1.1.6에 나오는 upamāna(유추)와 그리고 Ca

S Vi. 8.41에 나오는 aitihya(전승)는 NS 1.1.7에 나오는 śabda(전

언)와 크게 보아 내용상 일치한다.

V. pramāṇa에 연관된 주제들에 대한 설명들과 그

발전사적 함축

CaS와 NS가 서로 다른 용어를 내용상 같게 이해하고 있는 예

들 뿐 아니라 같은 용어들을 내용적으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예들도 또한 있다. CaS의 Vādamārgapada가 동일한 용어의 설명

에 있어서 NS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경우는 “śabd

a”와 “anumāna”의 경우가 될 것이다. 예로 CaS Vi. 8.38에서 śab

da는 언어적인 전달, 말로 하는 알림이라고 설명되고 있는데 이때

그것이 거짓되지 않는 것이라는 전제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atha śabdaḥ - śabdo nāma varṇasamāmnāyaḥ. sa caturvidhaḥ; dṛ

ṣṭārthaś ca adṛṣṭārthaś ca satyaś ca anṛtaś ceti. ….

전언: “전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소리들의 전승이다. 그것은 네 가

지이다; 그 대상이 지각되는 것, 그 대상이 지각되지 않는 것, 진실인

것, 거짓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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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면에서 NS 1.1.7에 나타난 śabda에 대한 설명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āptopadeśaḥ śabdaḥ.

아는 사람의 가르침이 전언이다.

NS에서 pramāṇa(바른 인식을 얻는 수단)로서의 śabda(전언)는

잘못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입장의 옹호

는 NS 1.1.7에 나타난 “āpta”라는 용어의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진

다.11) 다른 한편으로 CaS Vi. 8.40에서 유추(anumāna)는 내용적

으로 다시 해명이 필요한 ‘따져 보기(tarka)’라거나 ‘논리적이고 실

제적인 맞음(yukti)’같은 개념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다:

athānumānam - anumānaṃ nāma tarko yuktyapekṣaḥ. yathāgniṃ

jaraṇaśaktyā, balaṃ vyāyāmaśaktyā, śrotrādīni śabdādigrahaṇenety e

vamādi.

추론: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실제적인] 맞음(yukti)에

의존한 따져 보기이다. 마치 소화력을 근거로 [소화시키는] 불[을12)

추론하고], 운동하는 능력을 근거로 힘을 [추론하고], 소리등을 인식하

는 것을 근거로 청각기관등을 [추론하는 것] 등등과 같다.

여기서는 물론 마음속으로 재어본다는 의미의 “따져 보기”를

뜻하는 “tarka”나13) 내포관계이지만 단순한 일대일의 인과관계로

파악될 수 없는 관계에 입각한 고려를 뜻하는 “yukti”의 의미에

11) NBh 1.1.7을 보라.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NBh, p. 174, 2에 따르면

믿을 만한 아는 사람에는 성인(ṛṣi), 아리아인(ārya) 뿐만 아니라 이방인

내지는 야만인(mleccha)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 앞서 인용된 CaS

Sū. 11.17에서 네 가지 고찰/검토(parīkṣā)가 언급될 때도

“āptopadeśaḥ”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사실이다.

12) 인도의 전통의학에서는 내장기관에서 일어나는 음식물의 소화가

소화작용을 하는 불(agni)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되고 있다.

13) NS 1.1.40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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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해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최소한 NS 1.1.5가14) 추

론에 대하여 내용적인 설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대

조된다.

이러한 CaS와 NS 사이에 보이는 차이점들을 우리는 프라우발

너(Frauwallner)가 하듯이 “더 나은 배열과 더 엄격한 요약을 통

한 단순화(Vereinfachung durch bessere Anordnung und straffer

e Zusammenfassung)”를15) 근거로 사상사적 발전의 흔적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16) 하지만 이러한 단선적인 파악은 아주

미끄러워서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 쉬운 중요한 문제들

을 놓치도록 우리를 잘못 이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CaS가 보여

주는 설명들이 NS 뿐만 아니라 다른 전거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고찰될 때 우리는 CaS에 나타난 설명들이 단지 덜 발달된 NS의

입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NS와 나란히 발전해 나간 다른 논쟁

전통들과 연관된 고대 인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입장들

중의 하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단선적인 역사적 발전을 전제하는 태도에 의해 불가능하게 되고

만다. 단적인 예를 들어 pratyakṣa에 대한 CaS의 설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는 그러한 설명이 NS의 것과는 완전히

다르며 또한 Yogācārabhūmi의 Hetuvidyā부분이나 Abhidharmas

amuccaya 같은 불교문헌에 그리고 또한 쌍캬(Sāṃkhya)전통에

속하는 Yuktidīpikā에도 나타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CaS의 성립 당시 인도에는

14) NS 1.1.5: atha tatpūrvakaṃ trividham anumānaṃ pūrvavac cheṣavat

sāmānyato dṛṣṭaṃ ca.에서는 추론(anumāna)이 지각(pratyakṣa)을

뒤따르는 것이며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제시된 세

가지 추론(anumāna)의 종류들, 즉 pūrvavat과 śeṣavat과 sāmānyato

dṛṣṭa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는 아직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심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15) Frauwallner (1984), p. 73.

16) Frauwallner (1984), pp. 72ff.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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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논쟁전통들이 존재하였으며 그러한 여러 전통들과 CaS의

편찬자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

들임으로써 가장 설득력있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VI. 지각 그리고 지각대상으로서의 pratyakṣa

CaS Vi. 8.39는 pratyakṣa를 “감각지각”이 아니라 “감각지각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atha pratyakṣaṃ - pratyakṣaṃ nāma tad yad ātmanā cendriyaiś c

a svayam upalabhyate. tatrātmapratyakṣāḥ sukhaduḥkhecchādveṣāda

yaḥ. śabdādayas tv indriyapratyakṣāḥ.

지각: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17) 영혼(ātman)과 감각기관에

17) Āyurvedadīpikā(=ĀVD), p. 268b, 29-31은 CaS Vi. 8.39를 설명하면서

“svayam”을 “직접”의 의미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서 지각과 추론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CaS Vi. 8.39에서는 ― manas(생각기관)이

아니고! ― ātman(영혼)이 직접 심리적인 대상들을 지각한다고 한다.

하지만 NBh에서 바차야나(Vātsyāyana)는 분명하게 ātman(영혼)은

대상과 직접 접촉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NS 1.1.4에 대한 NBh, pp. 93, 9-98, 4의 설명을 보라. 후대의

주석가들은 대부분 바차야나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Preisendanz (1989), p. 161 n. 87을 보라. 아마도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짜끄라빠니닫따(Cakrapāṇidatta)는 ĀVD, p. 268b, 28에서 “ātman”을

“manas”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aS Vi. 8.39와는

완전히 다르게 CaS Sū. 11.20은 pratyakṣa를 영혼(ātman)과 감각기관과

생각기관(manas) 그리고 감각대상들의 접촉에서 생겨나는 분명하고

동시적인 인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CaS Sū. 11.20에

나타난 이해는 후대의 발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연관된 자세한

논의는 다른 기회로 미루어야 하겠으나 중요한 것은 여러 다른 전거들을

고려할 때 ātman(영혼)이 manas(생각기관)가 내적인 감각기관으로

추가되기 이전에는 인식과정에서의 인식주체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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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인식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즐거움, 괴로움, 갈구함, 싫어함 등

은 영혼에 의해 지각된다. 하지만 소리 등은 감각기관에 의해 지각된

다.

이러한 설명은 냐야(Nyāya)전통의 이해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NS 1.1.4는 지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indriyārthasaṃnikarṣotpannaṃ jñānam avyapadeśyam avyabhicāri

vyavasāyātmakaṃ pratyakṣam.

지각은 감각기관과 대상들의 접촉에서 생기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

는, 빗나가지 않는 [그리고] 확정이라는 특성을 지니는 인식이다.

CaS에 나타나는 설명이 발달되지 못하고 혹은 더 나가서 정확

하지 못한 설명이라고 간주하고 이러한 CaS에 나타나는 설명이

NS에서 수정되고 발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상의 확연한 차이

를 자의적으로 상정된 사상사적 발전을 통해 무마하려는 태도를

아마도 CaS의 Vādamārgapada에 나타난 pratyakṣa에 대한 전거의 이

작은 부분이 아주 오래된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aS Vi. 8.39에 나타나는 물리적인 대상들 즉 소리 등등의 독립적인

존재론적 지위를 인정한다면 여기서의 “svayam”을 말 그대로의 의미로,

즉 “자체로”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각의 대상들이 다른 존재론적으로 받아들여진 대상들을 전제한다거나

또는 그러한 대상들의 개입을 전제하지 않고도 지각될 수 있다는 의미로

“svayam”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Gupta (1963), p. 28은 CaS Vi.

8.39의 ātman(영혼)이 지각하는 주체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지만 Gupta가 제시하는 CaS의 해당하는 전거를 필자가 확인할 수

없으며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의 원문을 택하고 있다. Schmithausen

(1972), p. 160은 Gupta (1963)을 인용하고 있지만 옳은 방식으로 문장을

고쳐서 “… tatrātmapratyakṣāḥ …”라고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번역을

제시하고 있다:

pratyakṣam (=directly perceived) is that which is perceived by

oneself through the soul and the five sense-faculties. [Psychical

qualities] like pleasure, pain, desire or aversion are directly perceived

through the soul; [exterior objects] like sound are pratyakṣa (=

directly perceived) through the sense-faculties.



“Pramāṇa”와 “Pratyakṣa”에 대하여 ∙ 143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쉬미타우젠(Schmithausen)이 정확하게

보여주었듯이 지각대상의 의미로 쓰이는 “pratyakṣa”는 Yogācāra

bhūmi의 Hetuvidyā부분과 Abhidharmasamuccaya 그리고 Yuktid

īpikā에도 나타난다. “pratyakṣa”가 “지각대상”의 의미로 쓰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밝힌 쉬미타우젠(Schmithausen)의 논

문에 나오는 다음의 지적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 In our case, pratyakṣam cannot mean the s u b j e c t’s

perception, but has to be understood as the o b j e c t which is “b

efore the eyes” or directly perceived.

The use of pratyakṣa- as an attribute or predicate of o b j

e c t s even in the context of the definition of the “means of knowl

edge” (pramāṇāni) can be traced in other texts too, e. g. Carakasaṃ

hitā III, 8, 39: …. Cf. also Yuktidīpikā (ed. P. Chakravarti) p. 40, 25f

f.: āha: yadi hy adhyavasāyaḥ pramāṇaṃ, kathaṃ laukikaḥ prayogo ’

rthavān bhavati ‘pratyakṣaṃ vastv’ iti? ucyate: . . . yathā prasthapra

mito vrīhirāśiḥ prasthaśabdavācyo bhavati, evaṃ pratyakṣapramito ’

rthaḥ pratyakṣaśabdavācyaḥ syāt (“Objection: If ‘means of knowledg

e’ (lit.: ‘measure’) [and therefore also pratyakṣam] is [defined as] de

termination (i. e. activity of the buddhiḥ), how [can you explain as]

making sense the common usage that a thing is pratyakṣam? Answ

er: Just as a heap of rice which has been measured by a prastham

(= a certain measure of capacity) is [itself] called a prastham, thus

an object cognized (lit.: measured) by means of pratyakṣam (= direc

t perception) may [itself] well be called pratyakṣam (= directly perc

eived), [too].”).

Moreover, our interpretation of the definition of pratyakṣam

in the AS is confirmed by the above-quoted explanation of the Abh

idharmasamuccayabhāṣyam which says (in the second sentence) tha

t things like pot etc. are thought to be pratyakṣa- in ordinary life b

ut are not so in reality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the AS.

Still more important is the fact that our explanation of the d

efinition of pratyakṣam in the AS is also supported by the main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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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ce on which the AS is based, viz. the Yogācārabhūmiḥ. This text

contains a chapter on the theory of discussion in which (as in the

AS which obviouslz has made use of this chapter) pratyakṣam is di

scussed among the “means of proof” (sādhanāni), and there are at l

east two passages in which pratyakṣam is clearly defined as the o

b j e c t perceived: ….18)

CaS Vi. 8.39에 나타난 pratyakṣa에 대한 설명이 개념을 명확하

게 파악하지 못한 때문에 생긴 잘못된 것이 아님이 분명해진다.

또한 이러한 pratyakṣa에 대한 이해가 CaS 안에서 다른 맥락에서

도 일관되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전거들이 있다. CaS Sū. 11.7에는

“pratyakṣaṃ hi alpam(지각되는 대상들은 [숫자가] 적다)”라는 표

현이 그리고 CaS Sū. 11.8에는 “pratyakṣam eva asti(오직 지각되

는 대상들만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와는 약간 다른 맥락에서 또한 “pratyakṣa”를 “지각대상”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맥락이 CaS에 나온다. 즉 앞서 인

용된 CaS Vi. 8.33에서는 NS의 네 pramāṇa(바른 인식을 얻는 수

단)에 해당하는 주제들이 오단논법(pañcāvayava)의 두 번째 단인

근거(hetu)의 종류들로 제시되어 있다. 이 맥락에서 근거(hetu)는

우선 upalabdhikāraṇa(인식의 원인)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과연

pratyakṣa는 어떻게 네 가지 ‘인식의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

을 것인가? “pratyakṣa”를 “지각”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praty

akṣa를 인식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기에 매우 곤란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지각이라는 과정 자체는 결코 근거(hetu)가 되어 논쟁

자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각의 내

용”이라거나 뭔가 다른 의미로 “pratyakṣa”가 해석되어야 할 것이

다. 반면 “pratyakṣa”를 “지각의 대상”이라고 이해한다면 쉬미타

우젠(Schmithausen)이 제시한 바와 같이 지각대상 자체가 특정한

18) Schmithausen (1972), pp. 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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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혹은 특정한 대상에 있어서 특

정한 특성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인식의 원인 내지는 증명

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19) CaS Vi. 8.39에 나온 pratyakṣa

의 정의도 특정한 대상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연관

된 인식에 한정하여 인식의 원인(upalabdhikāraṇa)으로서 pratyak

ṣa를 설명한 것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aS 내부에서도 Vādamārgapada와 그

이외의 부분들 사이에 NS의 네 가지 pramāṇa(바른 인식을 얻는

수단)에 해당하는 주제들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상당한 내용상의

차이가 확인된다. CaS 안의 Vādamārgapada 이외의 부분에서 “고

찰(parīkṣā)”이라는 주제 아래 NS의 네 가지 pramāṇa(바른 인식

을 얻는 수단)에 해당하는 주제들을 Vādamārgapada에 나타난 것

과는 상당히 다른 용어들과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한 전거는 앞서

이미 제시되었다. 이러한 용어상의 그리고 내용상의 차이는, 우리

가 CaS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아주 큰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편

찬 혹은 편집되었으며 또한 후대에 일관된 수정과정을 거치지 않

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CaS의 편찬자 혹은 편집자들이

여러 다른 그리고 또 변화하던 논쟁전통들과의 접촉을 갖고 있었

을 것이라는 추측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

19) Schmithausen의 논의는 Abhidharmasamuccaya의 해석에 연관되지만

내용상으로는 CaS Vi. 8.33의 해석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Schmithausen (1972), p. 161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hus, in the AS pratyakṣam differs from the other “means of

proof” (sādhanāni) in so far as the o b j e c t itself is the means of

the proof of its existence or of its special character, and the definition

of pratyakṣam in the AS has to be translated thus: “[The means of

proof (sādhanam) consisting in] what is directly perceived

(pratyakṣam) is an object (arthaḥ) which is proper [to the respective

sense-faculty] (sva-), [really] existent (sat-), manifest (prakāśa-), and

non-erroneous (abhrā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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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Abstract

On “Pramāṇa” and “Pratyakṣa”

Kang, Sung Yong (Seoul Univ.)

The term “pramāṇa (means of right knowledge)” is generally

explained on the base of the assumed meaning of √mā, “to

measure”. But the problematic feature of Vātsyāyana’s

explanation on pramāṇa and Burrow’s persuasive arguments for

“to measure” as the meaning of this verbal root demonstrate

the serious need of critical reconsideration. Some further

observations in the Carakasaṃhitā may strengthen this view.

The generally unknown meaning of “pratykṣa”, “perceived

object” which was recognised by Schmithausen for the first

time in Yogācārabhūmi and Abhidharmasamuccaya makes

better sense out of some passages from Carakasaṃhitā. Such

observations speak against the oversimplified assumption of a

linear development of debate tradition in ancient India

represented by the transition from Carakasaṃhitā to

Nyāyasūtra.

Key Words: Pramāṇa, Pratyakṣa, Nyāya, Carakasaṃhit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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