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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끄는 말

고-따마(혹은 가우따마)가 편자로 알려진 <正理經>(Nyāy-sūtr

a, 이하 NS로 略)은 500여개의 수-뜨라를 5편(Adhyāsa), 10장(Āh

nika, 日課)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 편은 각각 2장으로 구성된다.

* 李芝洙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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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uddeśa), 정의(lakṣaṇa), 비판(parīkṣā)라는 논서의 전통적인

서술방식에 따라서 제 1편은 NS의 내용인 16주제를 열거, 정의하

며, 나머지 4편은 그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다. 제 2편은 인식수

단(pramāṇa)에 대한 비판이며, 제 3편과 제 4편 1장은 인식대상(p

rameya)에 대한 비판을, 제 4편 2장은 바른 인식(tattva-jñāna),

요가수행 그리고 해탈의 문제를 다루며, 마지막 제 5편은 그릇된

반박(jāti)과 논쟁에서의 패배의 근거(nigrahasthāna)에 대한 비판

으로 이루어져 있다.

와-짜스빠띠미슈라는 그의 <Nyāya-śūcī-nibandha>에서 총 52

8개의 수-뜨라(sūtra, S로 略)를 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84절(pr

akaraṇa)로 세분했다.1)

제 1편 1장: 7절, 41 S 2장: 4절, 20 S

제 2편 1장: 7절, 86 S 2장: 6절, 69 S

제 3편 1장: 9절, 73 S 2장: 7절, 72 S

제 4편 1장: 14절, 67 S 2장: 6절, 53 S

제 5편 1장: 17절, 43 S 2장: 7절, 24 S

NS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84절의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수-뜨라의 수를 가리킴)

제 1편 1장 1. <정리경>의 주제와 목적,관계(1,2)

2. 인식수단(3-8)

3. 인식대상(9-22)

4. 정리의 전제조건(23-25)

5. 定說(26-31)

1) Nanda Lal Sinha, M.M. Satisa Chandra Vidyābhūṣaṇa, The Nyāya

Sūtra of Gotama (Delhi: Motilal Banarsidass, 1981). pp. 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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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正理(32-39)

7. 正理의 결과(40,41)

2장 1. 논쟁(1-30)

2. 似因(4-9)

3. 의도적 왜곡(10-17)

4. 그릇된 반박과 패배의 근거(18-20)

제 2편 1장 1. 의심(1-7)

2. 인식수단(8-20)

3. 지각(21-32)

4. 전체(33-36)

5. 추리(37,38)

6. 현재 시간(39-43)

7. 비교(44-48)

8. 증언(49-56)

9. 베-다(57-68)

2장 1. 인식수단의 네 가지 구분(1-12)

2. 聲無常說(13-39)

3. 언어의 변형설(40-57)

4. 언어의 힘(58-69)

제 3편 1장 1. 아-뜨만은 감관과 다름(1-3)

2. 아-뜨만은 신체와 다름(4-9)

3. 눈은 단지 하나라는 설에 대한 논박(7-14)

4. 마나스는 아-뜨만이 아님(15-17)

5. 아-뜨만의 영원성(18-26)

6. 신체(27-31)

7. 감관과 5원소(32-51)

8. 감관의 다수성(52-61)

9. 감관의 대상(62-73)

2장 1. 인식의 무상성(1-9)

2. 찰라설(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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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식은 아-뜨만의 속성(18-41)

4. 인식의 찰라성(42-45)

5. 인식은 신체의 속성이 아님(46-55)

6. 마나스(56-59)

7. 不可見力(adṛṣṭa)과 신체의 생성(60-72)

제 4편 1장 1. 과오와 활동(1,2)

2. 세 종류의 과오(3-9)

3. 재생(10-13)

4. 세계의 원인은 無가 아님(14-18)

5. 主宰神은 세계의 질료인이 아님(19-21)

6. 세계는 우연의 결과가 아님(22-24)

7. 일체 무상설 비판(25-28)

8. 일체 영원설 비판(29-33)

9. 일체 불연속설 비판(34-36)

10. 일체 허무설 비판(37-40)

11. 실재의 수는 정해져 있다는 설 비판(41-43)

12. 과보(44-53)

13. 苦(54-57)

14. 해탈(58-67)

2장 1. 실재인식(1-3)

2. 전체와 부분의 관계(4-17)

3. 원자설(18-25)

4. 외계대상 비실재설 비판(26-37)

5. 요-가와 실재인식력의 개발(38-49)

6. 실재인식의 유지(50-60)

제 5편 논쟁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절의 구

분은 생략한다.

정리학파는 베-단-따 학파와 더불어 그 문헌의 방대함이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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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는 전통에 있어서나 힌두 다르샤나의

여섯 학파 가운데서 명실상부하게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상-

캬 학파는 오래 전에 타 학파로 흡수되었고, 제식주의 철학인 미-

망-사-학파도 전통이 끊겼으며, 요-가 학파는 전통이 지속되고

있으나, 상-캬와 같이 타 학파에 수용되었으며, 인식론이나 존재

론의 정교한 사상체계라기보다 8支를 중심으로 한 수행론이라는

점에서 타 학파와 구분된다.

베-단-따와 정리학파를 비교해 보면 전자는 오늘날 인도 인구

의 80％를 이루는 힌두교의 신학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체계라

는 점에서 대중 속에 살아 있는 사상이라면, 정리학파는 아카데믹

서클에서 전문적인 철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정리

학파는 비판과 분석과 논증이라는 서양의 철학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힌두의 여섯 다르샤나들 가운데서 가장 철학성이 강한 학

파이기도 하다.

특히 정리학파는 존재론적 관점에 있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불

교의 디그나-가 학파와 수 세기에 걸쳐서 인류 철학사상 유례가

없는 치열한 논쟁을 전개했고, 그 결과로 인도철학의 내용을 풍요

롭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세계철학사에서도 귀중한

유산으로 평가할 만 하다. 디그나-가의 불교논리학파 뿐 아니라

중관, 유식학파와도 논쟁을 벌였으며, 나-가-르주나의 <廣破論>

은 바로 정리학파의 16주제에 대한 논박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리

학파는 힌두 다르샤나 가운데서 불교와 가장 관련이 깊은 학파이

기도 하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정리학파에 관심을 갖고 그 일단을 국내

학계에 소개해 왔다. 인도철학 연구에 있어 200년 가까운 전통을

가진 서양이나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일본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작은 주제에 의한 미시적 접근법

보다는 원전의 해석에 의한 거시적 접근법이 보다 빠른 시간 안

에 격차를 메꾸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필자는 먼저 17세기 안

남브핫따의 <Tarka-saṃgraha>(논리강요)를 <인도철학> 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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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소개했고, 그 후 14세기 께-샤와미슈라의 <Tarka-bhāṣā>

(논리해설)의 일부를 <인도철학> 제 12집 2호와 제 13집 1호에

소개했다. 이 두 문헌은 서술방식이 간명, 명료하여 인도에서 전

통적으로 정리학파의 입문자를 위한 교과서로 사용되어 왔을 만

큼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그 바탕은 <정리경>과 그에 대한 주석

서들이다.

<정리경>은 언어의 경제의 극한인 수-뜨라 스타일로 씌어져서

주석의 도움 없이는 이해 불가능한 부분이 적지 않으며, 해석도

주석가에 따라 분분하므로 후대의 텍스트보다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는 이미 ‘정리학파의 4가지 인식방법’이라는 주제로 <정리경

> 제 1편 1장의 처음 여덟 수-뜨라를 그에 대한 와-쯔야-야나의

주석인 <Bhāṣya>와 더불어 <인도철학> 제 3집에 소개한 바 있

다. 본고에서는 제 1편을 구성하는 61개의 수-뜨라를 주로 와-쯔

야-야나의 <Bḥāṣya>에 의거한 간략한 해설과 더불어 소개함으

로써 정리학파의 골격을 이루는 16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뜨라의 해설을 위해 D. Chattopadhya와

M. Gangopadhya의 저작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2)

<Nyāya-sūtra>에서 ‘nyāya’라는 단어는 한문권에서는 전통적

으로 ‘正理’로 번역되었고, 서양에서는 ‘Indian logic’으로 번역함으

로써 그에 따라‘인도 논리학’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의’

‘법칙’‘표준’등의 사전적 의미를 갖는 ‘nyāya’는 원래 미-망-사-학

파에서 베-다 경전의 해석원리 혹은 규칙을 가리키는 말로서 미-

망-사-와 동일한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그후 추론식을 뜻하게 되

었고 고-따마의 <정리경> 이후로는 학파를 가리키는 공식 명칭

이 되었다.

언어학자 빠-니니는 ‘nyāya’를 어원적으로 ‘nīyate anena-iti ny

2) Nyāya Philosophy PartⅠ:First Adhyāsa (Calcutta: Indian Studies Past

＆Present,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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āyaḥ’(그에 의해서 인도되는 혹은 도달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근은 √i로서 ‘가다’를 뜻하는 ‘gam’과 같은 뜻이며, 전체적으로

추론식에서 결론을 의미하는 ‘nigamana’와 동일한 의미가 된다. <

Nyāya-bhāṣya>의 저자인 Vātsyāyana(VTS로 略)는 니야-야를

‘pramāṇair artha-parīkṣaṇam’즉, 인식수단에 의해 대상을 비판적

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규정지었다. 여기서 인식수단들이라고 하

는 것은 지각, 추리, 비교, 증언의 넷을 가리키며, 5단 추론식(pañc

a-avayava)에서 결론을 제한 4支는 각각 그 네 가지 인식수단에

바탕한 것으로 보면,3) 결국 양자는 같은 것을 뜻한다. 주장=āgam

a, 이유=anumāna, 실례=pratyakṣa, 적용=upamāna에 의해 결론에

도달되는 것=nigamana이 nyāya라고 해석할 때, 빠-니니의 어원

적 분석과 VTS의 해석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VTS는 이어서 지각과 증언에 바탕한, 즉 그들에 어긋나지 않

는 추리가 nyāya라고 말한다.4) 이 말은 니야-야가 서양의 논리학

과 같이 순수한 추리적 사유의 법칙을 다루는 학문이 아님을 시

사해 준다. nyāya는 자기보다 앞서 진리를 체득한 선각자들의 말

씀(āgama)과 자신의 직접적 경험(pratyakṣa)에 의해 알려진 것에

대해 다시 비판적으로 탐문함(anv-īkṣaṇam)이며, 그러므로 니야-

야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ānvīkṣikī’라는 말이 씌였다.

까우띨야의 <실리론>엔 지도자로서 익혀야 할 네 가지 학문으

로서 trayī(베-다학), vārttā(경제학), daṇḍanīti(정치학), 그리고 ā

nvīkṣikī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은 다른 모든 학문에 대

한 등불과 같으며, 모든 행위의 수단이며, 모든 다르마(선, 정의,

공덕)의 바탕이라고 말하고 있다.5)

3) Nyāya Philosophy, p. 118 참조

4) pratyakṣa-anumāna-āśritaṃ ca-anumānam/

Nyāyadarśana of Gautama ed. by A. Thakur, Mithila Institute Series

No.20 p. 3

5) pradīpaḥ sarva-vidyānām upāyaḥ sarva-karmaṇām/

āśrayaḥ sarva-dharmāṇāṃ śaśvada-ānvīkṣikī matā//

R. P. Kangle,The Kauṭilīya Arthaśāstra PartⅠ(University of Bom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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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nyāya가 인식수단에 의해 대상을 탐구하는 것이며, 인

식수단과 인식대상이라는 두 범주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한다면 왜 고-따마는 그 둘 외에도 의심 이하 14개의 주제들을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었던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6) 그에 대해

VTS는 이렇게 답한다. 정리학이나 베-다(우빠니샤드)나 모두 內

我를 탐구하는 학문(adhyātma-vidyā)이며, 그것을 통해 해탈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다. 그러므로 단지 인식대상으로 끝난

다면 아-뜨만만을 주제로 삼는 우빠니샤드와 차이가 없게 된다

는 것이다.7) 비판적 학문으로서의 정리학이 타 학문과 차별화되

는 특성은 일단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논리적으

로 합당한가를 검증하며, 다른 견해나 주장(pratipakṣa)과의 논쟁

을 통해 보다 확실한 인식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14주제들 가운데 의심으로부터 확정까지의 7주제들은 논증과

논쟁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들, 즉 5단추론식=정리를 중심으로

정리가 수행되기 위한 전제조건들과 정리의 결과를 다루고 있으

며, 2장에서는 실제 논쟁과 관련된 7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정리학파는 인도의 논리학파라고는 하지만 서양의 논리학과는

그 내용이나 목적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논쟁술에

관한 학문으로 출발했으나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인식론, 논리학

더 나아가서 인간과 세계, 윤리와 종교적, 형이상학적인 주제까지

포괄하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체계이다.

1969) p. 4

6) tatra saṃśayādīnāṃ pṛthag-vacanam anarthakam, saṃśayādayo hi

yathāsambhavaṃ pramāṇeṣu ptameyeṣu ca-antarbhavanto na

vyatiricyanta iti/

Nyāyadarśana of Gautama p. 2

7) teṣāṃ pṛthag-vacana-antareṇa-adhyātmavidyā-mātram iyaṃ syāt

yathopaniṣas/ tasmāt saṃśayādibhiḥ padārthaiḥ pṛthak prasthāpyate/

앞의 책,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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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제 1장

§1. 주제와 목적, 관계(S. 1,2)

1. pramāṇa-prameya-saṃśaya-prayojana-dṛṣṭānta-siddhānta-

avayava-tarka-nirṇaya-vāda-jalpa-vitaṇḍā-hetvābhāsa-

cchala-jāti-nigrahasthānānāṃ tattvajñānān niḥśreyasa-

adhigamaḥ/

인식수단ㆍ인식대상ㆍ의심ㆍ목적ㆍ숙지된 사례ㆍ정설ㆍ추리

지ㆍ가정적 논증ㆍ확정ㆍ논의ㆍ쟁논ㆍ논파ㆍ거짓 이유ㆍ고

의적 왜곡ㆍ그릇된 반박ㆍ패배의 근거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부터 최고선이 증득된다.

이 수-뜨라는 <정리경>의 주제(abhidheya)와 목적(prayojana)

그리고 양자의 관계(sambandha)를 나타내고 있다. 16 주제(padār

tha)가 주제이고, 최고선(niḥśreyasa) 즉 해탈(apavarga)이 목적이

며, ‘～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이 증득된다.’는 16주제를 내

용으로 하는 <정리경>과 해탈이라는 목적의 관계를 나타낸다. 수

-뜨라 2는 그 관계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16주제

가운데서도 해탈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은 아-뜨만 따위 12대

상(prameya)에 대한 바른 인식(tattvajñāna)이며 나머지는 간접적

원인이다. <정리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네 가지로 표현하

면 1)피해야 할 것(苦)과 2)그 원인(탐욕과 미혹), 3)고의 지멸 (해

탈), 4) 해탈의 원인(바른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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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16주제에 대한 바른 인

식은 pramāṇa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인고, pramāṇa의 타당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확인시켜줄 방법이 부엇인가? 이에

대해 VTS는 이렇게 답한다. pramāṇa란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을

획득하는 수단이며, 대상과 연관된 것(arthavat)이다. artha란 樂과

그 원인, 苦와 그 원인이며, 전자는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고, 후자

는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pramāṇa에 의해 대상이 여실히 인식될

때(yathārtha-anubhāva) 인식주체에게 낙과 그 원인은 얻고자 하

는 그리고 고와 그 원인은 피하고자 하는 행동의지(pravṛtti)가 일

어나고 그로부터 성공적인 행동(samartha-pravṛtti)이 결실된다.

성공적인 행동이 어떤 인식수단이 대상과 연관된 것인가 아닌가,

즉 바른 것인가 아닌가를 판정짓는 근거(因)라는 것이다. 다시 말

해서 인식수단의 타당성(prāmāṇya)은 성공적인 결과라는 인식 외

적인 요인으로부터 추리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망-사-학파의

자립타당설에 대항 정리학파의 타립타당설이다.

tattva(진실 혹은 실재)란 존재하는 것(sadbhāva)에 대해서는

‘있다’라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여실하고 전

도됨이 없이 인식된 것이다. 마치 등불에 의해 비추어진 것은 존

재하는 것이고, 비추어지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듯이 인식수단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인식시켜 준다. 여

기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란 절대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인식

수단에 의해서 알려지는 한에서의 비존재이다. 절대적으로 없는

것은 인식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정적 대상의 인식은 그

에 대응하는 적극적 대상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고-따마는 먼저 sadbhāva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16

주제도 그에 속하는 것이다.

2. duḥkha-janma-pravṛtti-doṣa-mithyajñānānām uttarottarāpā

ye tad-anantara-āpāyād apavarg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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苦와 生과 활동과 과오와 誤知에 있어 차례로 후자가 멸할 때

바로 앞의 것이 멸함으로써 해탈이 〔성취된다〕.

S 1에서 16주제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최고선이 증득된다

고 했는데, 그러면 바른 인식으로부터 곧바로 최고선이 성취되는

가? 욷드요-따까라에 따르면 해탈엔 고급(para)과 저급(apara)의

두 가지가 있다. 후자는 생해탈(jīvanmukta)로서, 과거에 지은 업

의 과보를 소멸시킬 때까지 육신을 유지하게 된다. 반면에 후자는

인과의 순서에 따라서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본 수-

뜨라는 para-apavarga에 대한 것이며, <정리경>은 이 목적을 지

향하는 것으로서. 양자 사이는 prayojya-prayojaka(지향되는 것-

지향하는 것)의 관계이다.

바른 인식과 궁극적 목적 사이의 인과 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고의 원인은 생이고, 생의 원인은 활동이며 활동의 원인은 과오이

고 과오의 원인은 誤知이다. 誤知는 진리인식에 의해 소멸되며 그

로부터 과오가 소멸되고, 과오의 소멸로부터 활동이 소멸되고, 그

로부터 생이 소멸되며, 생의 소멸로부터 고가 소멸된다. 태어남과

고의 소멸이 곧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para-apavarga이다.

윤회의 제일원인인 誤知(mithya-jñāna)란 12가지 인식대상에

대한 전도된 인식이고, 바른 인식(tattva-jñāna, 혹은 실재인식)

이란 그 반대이다. 12가지 인식대상 가운데 아-뜨만과 해탈은 성

취되어야 할 것(upadeya)이고, 그 사이의 열 가지는 모두 고에 연

관된 것으로서 피해야 할 것(heya)이다.

§ 2. 인식수단(pramāṇa)의 정의( S. 3～8)

3. pratyakṣa-anumāna-upamāna-śabdāḥ pramāṇāni/

인식수단이란 지각ㆍ추리ㆍ비교ㆍ증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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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에서 16주제의 명칭이 열거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 각각의

개념이 정의된다. 정의를 내린 후에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때

로는 분류부터 먼저 하는 경우도 있다. pramāṇa에 대해 별도로

정의를 내리지 않는 것은 그 어원적 의미에 의해 일반적 정의가

함의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pramāṇa’는 pra-√mā-ṇa

로 분석되며, mā는 ‘인식하다’를 뜻하고, 접두사 pra-는 ‘바른’을,

접미사 -ṇa는 도구를 의미하므로 전체적으로 ‘바른 인식의 도구’

를 뜻한다. 그런데 인식에는 새로운 것(anubhāva)과 과거의 경험

이 남긴 인상으로부터 재생된 기억(smṛti)의 두 가지 형태가 있으

며, 바른 인식(pramā)이란 대상과 일치하는 새로운 경험(yathārth

a-anubhāva)이다. pramāṇa란 그러한 인식의 도구인(karaṇa)이다.

네 가지 인식수단의 어원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pratyakṣa는

각각의 감관의(akṣasya akṣasya)의 각각의 대상에 대한(prati-viṣ

ayam) 작용(vṛtti)을 뜻한다. VTS는 작용이란 접촉(sannikarṣa)이

나 인식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한다. 감관과 대상의 접촉에 곧바로

이어 비결정적 지각(nirvikalpaka-pratyakṣa)이, 그리고 이것이 원

인이 되어 결정적 지각(savikalpaka-pratyakṣa)이 일어난다. 이 둘

은 동일한 감관ㆍ대상의 접촉의 결과이지만 비결정적 지각의 경

우엔 감관ㆍ대상의 접촉이 이전의 인식에 의존하지 않으나 결정

적 지각의 경우엔 비결정적 지각에 의존한다. 결정적 지각은 ‘이

것은 물단지이다.’와 같이 ‘한정자-피한정자 관계’의 인식이므로

그 관계가 파악되기 이전의 한정자,피한정자 각각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접촉 외에도 결정적 지각이라는 인식이 hāna-buddhi(염오심을

일으키는 인식), upādāna-buddhi(취득심을 일으키는 인식), upekṣ

ā-buddhi(무관심을 일으키는 인식)를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목마른 사람이 물을 보자 비결정적 지각에 이어 ‘저것은 물

이다.’라는 결정적 지각이 일어나며, 물을 취득하고자 행동할 것이

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엔 ‘저 물은 유익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개

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인식은 물을 취득하여 맛을 보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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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이므로 지각이 아니라 추리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저 물

은 유익하다.’를 추리하기 위해서는 ‘유익함’이라는 소증과 변충관

계를 갖는 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과거의 많은 사례에서 그러

한 물을 획득하여 마셔보고 유용함을 경험한 후 맑은 빛을 띈 저

런 물은 유용하다라는 변충관계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눈

앞에 맑은 빛의 물을 보자 그 변충관계가 기억된다. 이로부터 유

익성과 변충관계를 갖는 눈 앞의 물에 대한 지각이 일어난다. 마

치 저 산의 불에 대한 추리지에서 불과 변충관계에 있는 연기의

지각이 도구인이듯이 이 경우에도 ‘특정한 성격을 지닌 물’이 因

이고 그에 대한 지각이 유익성을 추리하는 도구인이 upādāna-bu

ddhi이다. .

께-샤와미슈라는 비결정적 지각이 결과일 때는 감관이 도구인

이고 감관ㆍ대상의 접촉은 중개작용이며, 결정적 지각이 결과일

때는 감관ㆍ대상의 접촉이 도구인이고 비결정적 지각이 중개작용

이며, hāna-buddhi 따위의 지각이 결과일 때는 비결정적 지각이

도구인이고 결정적 지각이 중개작용이라고 말한다.

anumāna는 증표(liṅga)에 대한 인식에 바탕하여 소증을 인식하

는 수단이다. upamāna는 유사함(upa-)에 바탕한 인식수단이다. ś

abda는 그에 의해 의미가 전달되는 진실한 언어이다.

4 인식수단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작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서

로 다른 대상에 한정된 것인가? VTS는 양자가 모두 가능하다고

답한다. 예를 들어 아-뜨만의 존재는 우빠니샤드의 증언에 의해

알 수도 있고, 욕망ㆍ의지ㆍ인식 따위 아-뜨만의 속성을 因으로

하여 추리될 수도 있으며, 요-가수행의 결과로 지각될 수도 있다.

반면에 특정 대상은 한 가지 인식수단에 의해서만 인식된다고 한

다.

4 인식수단 가운데 지각이 가장 뛰어난 인식수단이다. 증언에

의해 대상을 인식한 사람은 추론에 의해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서 지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지각으로 확인될 때 탐문

심도 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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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drya-artha-sannikarṣa-utpannaṃ jñānam avyapadeśyam

avyabhicāri vyavasāyātmakaṃ pratyakṣam/

지각이란 감관과 대상의 접촉으로 생하며, 언어에 기인하지

않으며,〔대상에〕어긋나지 않고, 결정적 성격을 가진 인식이

다.

S.3에서 인식수단을 분류한 후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인

pratyakṣa에 대해 정의내린다. 이 말은 도구인과 결과 모두를 지

칭하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결과로서의 지각을 가리키는 말로 보

인다. 그러므로 와-짜스빠따미슈라와 자얀따브핫따는 ‘yataḥ’(그로

부터)를 첨가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의는 ① 감관과 대상의 접촉으로 생한 것 ② 언어에 기인하

지 않은 것 ③ 대상에 어긋나지 안은 것 ④ 결정적 성격을 가진

것 ⑤ 인식의 다섯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웃드요-따까라는 그

각각이 추리, 언어적 인식, 착각, 의심스러운 지각, 고ㆍ락 따위의

감정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① 감관과 대상의 접촉으로 생한: 이것은 지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런데 지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아-뜨만이 마나

스와 접촉하고, 다음에 마나스와 감관이 접촉하며, 그 후에 감관

과 대상의 접촉이 뒤따르는데 왜 하나만을 말하는가 라는 반론에

대해 다른 것은 공통된 원인인데 대해 이것은 특수한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아-뜨만과 마나스의 접촉은 다른 인식수단에

도 공통된 것이며, 마나스와 감관의 접촉은 모든 지각에 공통된

원인이다. 웃드요-따까라는 감관ㆍ대상의 접촉을 대상의 성격에

따라 6 가지로 구분지었다.

넓은 의미에서 지각은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으로 분류되며,

전지자인 이-슈와라는 감관과 대상의 접촉이 없이 지각한다고 믿

어지므로 후대에 와서 고-따마의 정의는 협소한 정의로 비판되었

다.

② 언어에 기인하지 않는 : 모든 대상은 그것을 지시하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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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 언어적 소통도 대상을 지시하는 말에 대한 이해에 의존한

다. 그러므로 색깔이나 맛에 대한 지각적 인식도 ‘이것은 색깔이

다.’‘이것은 맛이다.’와 같이 대상에 대한 이름으로써 표현된다. 이

와같이 대상과 언어가 인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각

이 언어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말은 다만 소

통의 기능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말과 그에 대응하는 대상 사이

의 관계를 아직 배우지 못한 유아에게도 지각이 가능하다고 본다.

말과 대상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지각은 언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대상을 지각한 후에 과거에 배운 그

에 대한 이름을 기억하게 된다. 이러한 견해는 대상의 본질은 언

어이며 언어가 없이는 대상인식이 불가능하다는 브하르뜨르하리

의 견해와 대조적이다.

③ 대상에 어긋나지 않는: 이 문구는 착각을 배제하기 위한 것

이다. 예를 들어 강열한 태양열로 인하여 지표에 이는 아지랑이를

물로 보았다면 그것은 대상에 어긋나는 인식이다. 이것은 대상을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착각에 대한 여러 이

론들 가운데 anyathākhyāti-vāda라고 부른다.

④ 확정적 성격을 가진: 이 문구는 의심스런 지각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의심이란 같은 대상에 대해 ‘이것인가, 저것인가?’단

정짓지 못하는 인식이다. 예를 들어 멀리서 보이는 것이 ‘연기인

가, 먼지인가?’라고 의심할 경우 비록 감관과 대상의 접촉으로부

터 일어났을지라도 지각이 될 수 없다. 와-짜스빠띠미슈라는 ‘avy

apadeśyam’과 ‘vyavasāyātmakam’을 정의가 아니라 지각을 각각

비결정적인 것과 결정적인 것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⑤ 인식: 이것은 역시 감관과 대상의 접촉으로 생하는 고ㆍ락의

감정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마나스도 감관의 일종이긴 하나 5 indrya와 별도로 취급되고

있는 것은 같은 감관이지만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indriy

a로 표현된 외적 감관은 지ㆍ수ㆍ화ㆍ풍ㆍ공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bhautika)이)며, 고정된 대상을 가지며(niyata-viṣaya),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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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가지는데 비해 마나스는 원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ab

hautika), 모든 것을 대상으로 가지며(sarva-viṣaya), 특정한 속성

을 갖지 않는다.

5. atha tat-pūrvakaṃ trividham anumānaṃ pūrvavac-

ccheṣavat-sāmānyatodṛṣṭaṃ ca/

추리란 그것(지각)이 선행되는 것으로서 전에 바탕한 것, 후

에 바탕한 것, 공통성의 관찰에 바탕한 것의 세 가지이다.

그것’이란 ‘증표와 증표소유자의 관계’의 지각과 증표의 지각이

다. 증표와 증표소유자 사이는 vyāpti 관계이며, 과거의 반복적 관

찰을 통해서 그 관계가 숙지된 상태에서 증표를 지각할 때 vyāp

ti의 기억과 더불어 증표소유자의 존재가 입증된다.

정의에 이어서 추리가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① pūrvavat: 원인으로부터 결과의 추리이다. 예를 들면 먹구름

으로부터 비를 예측하는 경우이다.

② śeṣavat: 결과로부터 원인의 추리이다. 예를 들면 하류에 강

물의 수위가 올라있는 것을 보고 상류에 비가 내린 것을 추리하

는 경우이다.

③ sāmānyatodṛṣṭa: 예를 들면 태양의 운동은 지각되지 않으나

운동하는 공의 위치가 달라지듯이 위치가 달라지는 태양도 운동

함을 추리하는 경우이다. 추리의 세 종류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지각과 추리의 차이점은 전자는 오직 현존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음에 대해 후자는 과거나 미래에 속하는 현존하지 않는 것도

대상으로 삼는 다는 것이다.

6. prasiddha-sādharmyāt sādhya-sādhanam upamānam/

비교란 잘 알려진 것과의 유사함에 근거하여 대상을 아는 방

법이다.



正理學派의 16주제의 定義 ∙ 37

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들소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둘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소는 소와 유사한 동물이다.’

라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느 날 들에서 처음 보는 그러나 소와

유사하게 생긴 동물을 보고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저것이

바로 들소이구나.’라고 이름과 대상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수단

이 upamāna이다.

7. āpta-upadeśaḥ śabdaḥ/

증언이란 믿을 만한 사람의 교시이다.

āpta란 진리를 직접 체득한 자(sākṣātkṛta-dharma)이며 그것을

성실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자이다. āpti란 대상에 대한

현증(sākṣātkaraṇa)이며, 그에 따라 활동하는 자가 āpta이다.

8. sa dvi-vidho dṛṣṭa-adṛṣṭa-arthatvāt/

그것은 대상이 지각되는 것과 지각되지 않는 것, 두 가지이

다.

śabda는 dṛṣṭārtha와 adṛṣṭārtha로 이분된다. 전자는 현세에서

획득되는 것이고, 후자는 내세에서 획득되는 것이다. 고-따마가

증언을 이분한 것은 현세에서 획득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

는 베-다와 같은 경전들도 pramāṇa임을 보이기 위함이다. 미-맘-

사-에 따르면 śabda는 영원하며, 베-다는 저자가 없는 것(apauruṣ

eya)이다. 그러므로 베-다의 진리성은 외적인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본유적인 것이다(svataḥ-prāmānya). 반면에 고-따마에 따

르면 śabda는 무상하며 언어의 집합인 베-다도 무상하다. 그 저자

는 이-슈와라이며 베-다의 진리성은 그의 신뢰성에 바탕한다(par

ataḥ-prāmāṇ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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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식대상의 정의(S. 9～22)

9. ātma-śarīra-indriya-artha-buddhi-manaḥ-pravṛtti-doṣa-

pretyabhāva-phala-duḥkha-apavrgas tu prameyam/

인식대상이란 아-뜨만ㆍ신체ㆍ감관ㆍ대상ㆍ인식ㆍ마나스(意)

ㆍ활동ㆍ과오ㆍ재생ㆍ과보ㆍ苦ㆍ해탈이다.

실체ㆍ속성ㆍ운동ㆍ보편ㆍ특수ㆍ내속도 인식대상이며, 따라서

인식대상의 수는 무수히 많음에도 12 가지만 선택된 것은 이들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해탈이 실현되며, 그릇된 인식으로부터

윤회에 속박되기 때문이다. 12 대상 가운데서 앞의 여섯은 원인이

며 뒤의 여섯은 결과이다.

아-뜨만(자아)은 모든 것 즉 모든 고와 낙, 그리고 그 원인을

보고 경험하며 아는 자이다. 신체는 아-뜨만의 경험의 場(bhogāy

atana)이며, 감관은 경험의 도구(sādhana)이다. 대상이란 감관에

의해 경험되어지는 것이며, 인식이란 경험이다. 마나스란 감관과

달리 모든 것을 대상으로 삼는 내적 기관(antaḥkaraṇa)이다. 활동

과 과오는 신체ㆍ감관ㆍ대상ㆍ인식ㆍ고락의 감수를 생성시키는

원인이다. 재생이란 無始의 과거부터 해탈과 더불어 끝날 때까지

신체의 생과 사를 반복함이다. 과보란 그로 이끄는 원인들 즉 신

체, 감관 따위를 동반하는 고락의 경험이다. 樂은 고와 분리된 것

이 아니며, 고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신체로부터 과보에 이르는 모

든 것은 고이다. 고에 대한 명상의 修習을 통해 염오심이 일어나

며, 貪心을 여의고(vairāgya) 그로부터 해탈이 성취된다. 해탈이란

일체의 고의 완전한 지멸이며, 생과 사의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남

이다.

10. cchā-dveṣa-prayatna-sukha-duḥkha-jñānāni ātmano

liṅ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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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 ㆍ혐오ㆍ의지ㆍ苦ㆍ인식이 아-뜨만의 증표이다.

아-뜨만은 감관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각으로 알 수 없다. 그러

면 경전의 증언만이 유일한 방법인가? 고-따마는 욕망 따위가 아

-뜨만의 존재의 근거라고 말한다. 우리가 특정 대상에 대해 욕망

혹은 혐오를 느끼고, 취득하고자 혹은 피하고자 행동하는 것은 과

거의 낙 혹은 고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것은 서

로 다른 시간에 다른 대상들을 경험하는 단일한 주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을 알고자 하는 사람

은 처음에 의심하고 후에 확정짓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자

기동일성을 유지하는 주체가 있음으로써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이런 논리는 찰라생멸하는 識의 흐름만을 인정하는 불교의 唯

識학파에 대한 반론이다.

11. ceṣṭā-indrya-artha-āśrayaḥ śarīram/

신체란 행동, 감관, 苦樂이 머무는 곳(所依)이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원치 않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행동은 신

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감관도 신체가 없이는 작용할 수 없으

며, 신체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그 기능이 영향을 받는다. 신체는

또한 감관과 대상의 접촉으로 일어나는 고락이 감수되는 곳이다.

12. ghrāṇa-rasana-cakṣus-tvak-śrotrāṇi indryāṇi bhūtebhyaḥ/

감관이란 후각기관ㆍ미각기관ㆍ시각기관ㆍ촉각기관ㆍ청각기

관이며, 원소로부터 〔형성된다〕.

대상에 따라 그것을 지각하는 기관이 엄격히 구분된다. ‘원소로

부터 형성된다’라는 문구는 각 기관이 서로 다른 원소로 형성되기

때문에 대상도 각각 다른 것이며, 만일 단일한 실체(eka-prakṛti)

로부터 기원되었다면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상-캬에 따르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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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관은 ahaṃkāra 하나로부터 변형되어 나온다

13. pṛthivy-āpas-tejo-vāyur-ākāśam iti bhūtāni/

地ㆍ水ㆍ火ㆍ風ㆍ空이 원소들이다.

후각기관은 지로, 미각기관은 수로, 시각기관은 화로, 촉각기관

은 풍으로, 청각기관은 공으로 형성된다.

14. gandha-rasa-rūpa-sparśa-śabdāḥ pṛthivy-ādi-guṇāḥ tad-

arthāḥ/

냄새ㆍ맛ㆍ색깔ㆍ감촉ㆍ소리는 地 따위의 속성이며, 감관의

대상들이다.

냄새는 후각기관의 대상이자 지의 지배적 속성이며, 맛은 미각

기관의 대상이자 수의 지배적 속성이며, 색깔은 시각기관의 대상

이자 화의 지배적 속성이며, 감촉은 촉각기관의 대상이자 풍의 지

배적 속성이며, 소리는 청각기관의 대상이자 공의 지배적 속성이

다.

15. buddhir upalabdhir jñānam ity anartha-antaram/

인식은 인지나 지식과 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상-캬에 따르면 jñāna란 의식을 갖지 않는 buddhi의 변형이며,

upalabdhi는 뿌루샤가 buddhi에 반영된 결과로서, 셋은 전혀 성격

이 다르다고 본다. 이 수-뜨라는 인식의 정의이면서 상-캬의 설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16. yugapaj-jñāna-anutpattiḥ manaso liṅgam/

인식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음이 마나스(意)의 증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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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도구는 외적인 감관 만이 아니라 마나스라는 내적 도구

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각도 감관과 대상의 접촉

과 더불어 마나스와 감관의 접촉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마나스는

크기가 원자적이므로 한번에 하나의 감관 이상과는 접촉할 수 없

으며, 그러므로 동시에 둘 이상의 감관이 둘 이상의 대상과 접촉

하면서도 둘 이상의 지각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한다. 여러 대상들

이 동시에 지각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마나스의 빠른 속도 때

문에 생기는 착각이다. 이 밖에도 기억, 추리, 언어적 인식, 꿈, 상

상, 감정, 욕망 등도 마나스의 존재에 대한 증표라고 본다.

17. pravṛttir vāg-buddhi-śarīra-ārambha iti/

활동이란 말과 마음과 몸의 행위이다.

활동은 말과 마음과 몸을 통해 이루어지며, 선한 동기에서 이루

어진 행위는 공덕(puṇya)을 낳고, 악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행동은

악덕(pāpa)을 낳는다.

18. pravarttanā-lakṣaṇāḥ doṣāḥ/

과오는 활동을 야기시킴을 특성으로 한다.

과오란 탐욕, 미움, 미혹의 셋을 가리키며, 그 중에서도 미혹이

나머지 둘의 뿌리이다. 이들은 윤회의 고에 예속시키는 활동의 원

인이다. 활동과 과오의 관계는 불교에서 업과 번뇌의 관계에 비교

된다.

19. punar-utpattiḥ pretyabhāvaḥ/

재생이란 반복하여 태어남이다.

태어남이란 아-뜨만이 신체ㆍ감관ㆍ마나스ㆍ인식ㆍ감수와 결합

하는 것이고, 죽음이란 아-뜨만이 신체를 벗어나는 것이며,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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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사후에 다시 신체와 결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사의 순환은

시작은 없으나 해탈과 더불어 끝난다.

20. pravṛtti-doṣa-janito’rthaḥ phalam/

과보란 활동과 과오에 의해 생한 것이다.

과보는 일차적으로는 고락의 감수이나 그것은 신체와 감관, 마

나스와 대상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차적으로는 이들도 포함한다.

과보는 받은 다음엔 소멸되며, 그후에 새로운 과보를 받는 식으로

끝없이 지속되고, 이것이 윤회의 세계이다.

21. bādhanā-lakṣṇaṃ duḥkham iti/

苦란 불안함을 특성으로 한다.

아-뜨만을 제한 신체로부터 과보에 이르기까지 9 prameya는

고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서 고의 범주에 포함된다. 과

보 속엔 낙도 그 일부이지만 독이 섞여 있는 꿀처럼 그 속엔 고가

잠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체가 고임을 보는 자는 해탈을 원하

게 된다.

22. tad-antya-vimokṣaḥ apavargaḥ/

고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해탈이다.

이미 받은 생에 대한 집착을 여의고 다른 생을 영원히 받지 않

는 것이 해탈이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고(abhaya), 쇠락하지 않으

며(ajara), 죽지 않으며(amṛta), 브라흐만이며, 안온함(kśema)의 성

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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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正理(nyāya)의 전제조건(S. 23～25)

23. samāna-aneka-dharma-upapatter vipratipatter upalabdhi-

anupalabdhi-avyavasthāś ca viśeṣa-apekśaḥ vimarśaḥ

saṃśayaḥ/

의심이란 특수성〔에 대한 기억〕에 의존한, 〔동일한 대상

에 대한〕상충되는 인식이다. 그것은 ⑴ 공통된 인식으로부

터, ⑵다수의 속성의 인식으로부터, ⑶ 대립된 주장으로 부터,

⑷ 지각의 비일관성으로부터, ⑸비지각의 비일관성으로부터

일어난다.

正理=nyāya의 활동은 의심에서 시작되어 nirṇaya로 끝난다. 의

심스러운 대상에 대해 pakṣa와 pratipakṣa를 고찰하는 것이 nyāy

a의 작용이다. 수-뜨라는 먼저 의심의 정의를 내린 후에 의심이

일어나는 기제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의심이란 ‘vimarśa’

즉 동일한 대상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vi-) 인식(marśa)이다. ‘특

수성에 대한 기억에 의존한’이란 대상의 일반적 측면은 인식되나

특수한 측면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대한 기억이 의심을

발생시키는 조건임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저것이 산이라는 것은 인

식할 수 있지만 안개에 가려져서 그 특수한 모양은 인식되지 않

을 때, 기억에 의존하여 ‘저 산이 도봉산인가, 북한산인가?’라는

의심이 일어나게 된다. 의심은 비결정적 지각과 같이 단지 막연한

인식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에 대해 여러 대안을 가진 복합적 인

식이다. 그러면 의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⑴ samāna-dharma-upapatti: 공통성은 지각되나 특수성은 지

각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의심. 예를 들면 ‘저것이 사람인가,

나무기둥인가?’

⑵ aneka-dharma-upapatti: 동류와 이류의 다른 대상으로부터

구분시켜 주는 한 대상의 독특한 성격의 지각으로부터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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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이다. 예를 들어 대나무가 쪼개지면서 일어나는 소리의 독특

한 성격은 ‘분리에 의해서 생한 것’(vibhājatva)이다. 이때 소리의

내속인은 아-까-사-이며, 두 쪽의 대나무의 분리와 아-까-샤-로

부터 이 두 쪼각의 분리가 비내속인이며, 대나무를 쪼개는 사람이

효과인이다. 그리고 분리가 비내속인이라는 의미에서 ‘분리로부터

생한 것’은 소리의 독특한 성격이다. 소리는 실체나 속성이나 운

동으로 인하여 일어나므로 이 특성을 지각할 때, 소리는 실체인가

속성인가 아니면 운동인가 하는 의심이 일어난다.

⑶ vipratipati: 서로 모순되며(virodha) 공존할 수 없는 것(asah

abhāva)으로부터 일어나는 의심. 예를 들어 ‘아-뜨만은 존재한다’

와 ‘아-뜨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서 존재와 비존재는

동일한 대상에 공존할 수 없으며, 두 주장을 듣는 사람에게 어느

하나를 입증시켜 줄 근거도 없을 때, ‘아-뜨만은 존재하는가, 존재

하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일어난다.

⑷ upalabdhi-avyavasthā: 일관되지 않은 지각으로부터 일어나

는 의심. 예를 들면 우리는 물이 실제로 있는 못에서 물을 지각할

뿐 아니라 물이 아닌 신기루에서도 물을 지각한다. 그러므로 그

존재를 판정할 인식수단이 없을 경우 지각된 사물이 실제로 있는

가, 없는가, 하는 의심이 일어나게 된다.

⑸ anupalabdhi-avyavasthā: 일관되지 않은 비지각으로부터 일

어나는 의심이다. 예를 들면 뿌리나 지하수는 실제로 존재함에도

존재하지 않는가 하면, 아직 생성되지 않거나 파괴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지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는가, 라는

의심이 일어날 수 있다.

24. yam artham adhikṛtya pravartate tat prayojanam/

목적(혹은 동기)이란 그것을 추구하여 활동하는 대상이다.

목적이란 획득하고 싶은 것(즉, 낙와 그 원인), 혹은 피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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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 고와 그 원인)으로 확인됨으로써 활동을 일으키는 대상이

다. 그 자체로서 획득하고자, 혹은 피하고자 하는 낙과 고는 일차

적 목적이며, 고와 낙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차적 목적이다.

25. laukika-parīkṣakānāṃ yasmin arthe buddhi-sāmyaṃ sa

dṛṣṭāntaḥ/

숙지된 사례란 일상인이나 전문인이나 그에 대해 공통된 인

식을 갖는 사물이다.

일상인이란 세상사람의 평준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전문

인이란 tarka와 pramāṇa에 의해 대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

는 사람이다. dṛṣṭānta란 누구에게나 이견의 여지없이 수용되는

사례이다. 이것에 의해 뒷받침될 때만이 이유(reason)는 정당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의 결함을 지적함으로써 논적을

패배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이것의 수립에 의해 자기의 주장을

입증시킬 수 있다. 추론의 5구성요소 가운데서 중심이 되는 실례

는 dṛṣṭānta를 표명한 진술이다. 이것은 인도논리학의 귀납적, 경

험주의적 성격을 시사해 준다.

§5. 定說(S. 26～31)

26. tantra-adhikaraṇa-abhyupagama-saṃsthitiḥ siddhāntaḥ/

정설이란 학파의 교전이나, 타 정설의 기초로서, 혹은 잠정

적인 수용에 바탕하여 확립된 것이다.

nyāya의 기능이란 그에 의해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고,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므로, 입증된 교설, 즉 定說은 nyāya의 필수

요건이다. 논주와 논적은 각자의 정설에 근거하여 논쟁에 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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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정설이란 pramāṇa에 의해 사물의 실상이 결정된 것이다.

27. sa catur-vidhaḥ sarvatantra-paratantra-adhikaraṇa-

abhyupagama-saṃsthity-arthāntara-bhāvāt/

정설은 확립의 방식이 다름에 따라 ⑴ 모든 학파의 정설, ⑵

특정학파의 정설, ⑶ 타 정설의 기초로서의 정설, ⑷ 잠정적

으로 수용돤 정설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28. sarva-tantra-aviruddhas tantre’dhikṛto’rthaḥ sarvatantra-

siddhāntaḥ/

모든 학파의 정설이란 어떤 학파에나 상충되지 않고, 적어도

한 학파에서 수용된 것이다.

어느 한 학파에서 인정된 견해로서 타 학파에서 그에 대해 반

박하거나 부정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sarvatantra-siddhānta이다.

예를 들어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라던가 ‘바른 인식은 pram

āṇa에 의해 얻어진다.’와 같은 것이다.

29. samāna-tantra-siddhaḥ paratantra-asiddhaḥ pratitantra-

siddhāntaḥ/

특정 학파의 정설이란 연계학파에서는 수용되나 타 학파에서

는 부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리학파와 연계학파인 승론학파에서는 인정되나 미

-망-사-학파에서는 부정되는 聲無常論과 같은 것이다.

30. yat-siddhav anyaprakaraṇa-siddhiḥ so’dhikaraṇa-

siddhāntaḥ/

그것이 입증될 때 다른 명제도 성립되는 것이 타 정설의 기

초로서의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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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인식주체는 감관과 다르다. 동일한 대상을 시각기관

과 촉각기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NS. Ⅲ.1.1)라는 것이 성립된

다면, 그로부터 ‘감관은 다수이다.’ ‘각각의 감관은 고정된 대상을

갖는다.’등의 명제가 도출되며, 전자는 후자의 adhikaraṇa, 즉 토

대가 되는 정설이다.

31. aparīkṣita-abhyupagamāt tat-viśeṣa-parīkṣaṇam

abhyupagama-siddhāntaḥ/

잠정적으로 수용된 정설이란 그 특수한 성격을 검토하기 위

해서〔상대방의 주장이〕비판 없이 수용된 것이다.

예를 들면 일부 미-망-사-학파에서는 소리는 실체이며 또한 영

원하다고 믿는데 반하여, 정리학파는 소리는 속성이며 무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리학파는 잠정적으로 소리가 실체라고 가정하

고서도 소리는 무상한 것임을 보여준다. 상대의 주장을 잠정적으

로 수용함으로써 결국엔 자기의 주장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것

이다. 다른 해석에 따르면 비록 많은 말로써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와 관련된 다른 특성의 논의로부터 함의적으로 수용된 교설이

라고 한다. 예를 들면 정리경에선 마나스가 감관이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에 관한 다른 논의로부터 마나스가 감관으로 인정됨

을 알 수 있다.

§6 正理(S.32～39)

32. pratijñā-hetu-udāharaṇa-upanaya-nigamanāṇi avayavaḥ/

주장ㆍ이유ㆍ실례ㆍ적용ㆍ결론이 推理支이다.

nyāya란 parārtha-anumāna이며, 이 경우 다섯 명제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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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주장이 확립된다. 그리고 다섯 명제는 전체(avayavin)에 대

해 avayava(부분)라고 부른다. 앞의 네 명제는 각각 āgama, anu

māna, pratyakṣa, upamāna에 바탕하며, 이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명제로 귀결된것이 nigamana이다. 전체로서의 avayava를 ‘고차의

정리’(paramo-nyāya)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 avayava들을 매개로

하여 함께 협력된 pramāṇa들에 의해 확인된 진리는 이견의 여지

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vāda, jalpa, vitaṇḍā는 이들의

도움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33. sādhya-nirdeśaḥ pratijñā/

주장이란 증명되어질 것을 명시함이다.

주장이란 알려져야 할 속성(prajñāpanīya-dharma)에 의해 한정

된 基體(dharmin, = pakṣa)의 진술이다. 예를 들면 ‘소리는 무상하

다.’와 같다. 소리가 dharmin이고, 무상함은 sādhya-dharma이다.

수-뜨라에서의 sādhya는 所證法만이 아니라 그것에 한정된 dhar

min을 포함한 것이다.

34. udāharaṇa-sādharmyāt sādhya-sādhanaṃ hetuḥ/

이유란 실례와의 유사성을 통해 소증을 증명시켜 주는 것이

다.

이유에는 실례와의 유사성에 바탕한 것과 차이성에 바탕한 것

의 두 종류가 있다. 본 수-뜨라는 전자의 정의이다. 예를 들어 ‘소

리는 무상하다.’에서 소리는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물단지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만들어진 것’은 추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물

단지에 ‘만들어진 것’과 ‘무상함’이 공존하듯이 그와 유사한 소리

도 만들어진 것이므로 무상한 것이라고 추리된다.

35. tathā vaidharmy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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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차이성을 통해서 〔소증을 증명시켜 주는 것이

이유이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리와 다른 실례인 아-뜨만은

무상성의 반대인 영원성을 가지므로 그것을 통해 소리는 아-뜨만

과 달리 만들어진 것이므로 무상한 것이라고 추리된다.

36. sādhya-sādharmyāt tat-dharma-bhāvī dṛṣṭānta

udāharaṇaḥ/

주제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그것의 속성을 소유한 숙지된 사

례가 실례이다.

sādhya에는 주제(dharmin)에 속한 속성(dharma)이라는 좁은

의미와, 속성에 한정된 주제라는 넓은 의미, 두 가지가 있으며, 여

기선 후자를 가리킨다. ‘udāharaṇa’는 그에 의해 이유와 소증의 관

계가 예시되는 것(udāhṛyate)이라고 풀이된다. 그리고 이것은 주

제와의 유사성에 근거한 것과 차이성에 근거한 것의 두 가지가

있다. 본 수-뜨라는 전자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소리는 무

상하다. 만들어진 것이므로’에서 물단지는 소리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란 점에서 주제와 유사하고, 동시에 주제의 속성인 무상성을

가짐으로써 ‘모든 만들어진 것은 무상한 것이다.’라는 소증과 이

유의 긍정적 변충관계를 예시해주고 있는 사례이다.

37. tat-viparyayāt vā viparītam/

혹은 그것과 반대됨으로써 〔주제의 속성을〕갖지 않는 것이

다.

같은 예에서 아-뜨만은 만들어진 소리와 반대로 만들어지지 않

은 것이므로, 주제의 속성인 무상성을 갖지 않은 것이며, ‘무상하

지 않은 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부정적 변충을 예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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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례이다. 이와 같이 dṛṣṭānta는 추리의 논리적 근거인 vyāp

ti의 구현체이므로 16주제의 하나로서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다.

38. udāharaṇa-apekṣaḥ tathā ity upasaṃhāraḥ na tathā iti vā

sādhasya upanayaḥ/

적용이란 실례에 의거하여 주제에 대해 ‘이것은 그와 같다,

혹은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종합함이다.

실례에 긍정적ㆍ부정적의 두 가지 형태가 있듯이 그에 의거하

는 적용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예를 들면 물단지는 ‘만들어진

것은 무상하다.’라는 긍정적 변충을 표현해 주는 사례인데, 추리의

주제인 ‘소리도 그와 같다.’란 소리도 물단지처럼 무상성과 변충관

계를 갖는 ‘만들어진 것’이라는 성격(dharma)을 갖는다라는 뜻이

다. 반대로 ‘소리는 그와 같지 않다’란 소리는 ‘영원한 것은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라는 부정적 변충을 구현한 사례인 아-뜨만과 달

리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요

컨대 udāharaṇa가 hetu의 근거라면 upanaya는 주제와 양자의 종

합이다.

신정리학파에서는 anumāna를 tṛtīya-liṅga-parāmarśa(증표에

대한 세 번째 고찰)라고 정의하는데 upanaya는 이에 대응한다.

39. hetv-apadeśāt pratijñāyāḥ punar-vacanaṃ nigamanam/

결론이란 이유를 제시한 후에 주장을 다시 진술함이다.

nigamana란 그에 의해 위의 네 진술이 하나로 수렴되는 것(nig

amyante)이다. 이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⑴ 주장: 소리는 무상하다.

⑵ 이유: 만들어진 것이라는 성질을 가짐으로.

⑶ 실례: 만들어진 것은 무상한 성질을 갖는다. 마치 물단지와

같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영원하다. 마치 아-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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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⑷ 적용: 소리도 만들어진 것이다.

소리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

⑸ 결론: 그러므로 소리는 무상하다. 왜냐하면 만들어진 것이

라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결론은 단지 주장의 반복이 아니다. pratijñā는 증명되어야 할

것이라면 nigamana는 이미 증명된 것의 진술이기 때문이다.

§7. 正理의 결과(S.40, 41)

40. avijñāta-tattve’rthe kāraṇa-upapattitas tattva-jñāna-

artham ūhaḥ tarkaḥ/

가정적 논증이란 그 진실이 알려지지 않은 대상에 대해 바른

근거를 지적함으로써 진실을 인식하기 위한 숙고이다.

tarka에 대한 해석은 주석가에 따라 다양하다. 고-따마에 따르

면 tarka는 pramāṇa는 아니 지만 그것을 도와 진리인식에 이르

도록 하는 보조자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인식되었지만 특수성

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대상에 대해 참다운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바른 인식을 얻고자 하는 사유작용이다. 어떤 대상의 진실을 알고

자 할 때 대안이 대립되면 ‘그것은 A인가, B인가?’하는 의심이 일

어날 것이다. 이 때 두 대안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지해 주는 바

른 근거를 지적해 줌으로써 의심이 소멸될 수 있다. 우다야나는 t

arka를 aniṣta-prasaṅga(원치 않는 것으로 귀결됨) 즉, 상대방을

부조리한 결과에로 유도하는 귀류논법으로 보았다. aniṣṭa란 잘

알려진 것의 부정이나 근거 없는 것의 수용이다. 만일 ‘불은 뜨겁

지 않다.’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불은 만져도 된다.’라는 부조리한

결론을 수용해야 한다. 한편 신정리학파는 추리적 용어로써 tar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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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한다. vyāpaka의 부재가 확립된 대상에 vyāpya를 그릇 부

과함으로써 vyāpaka를 그릇되이 부과시키는 것을 tarka라고 규정

한다. 예를 들어 연기-불의 관계에서 불은 vyāpaka이고, 연기는 v

yāpya이며, 물에는 불이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혹자가 물에 연기가 있다고 주장할 때, 만일 그것이 진실

이라고 한다면 물이 불도 함유해야 할 것이다 라고 논박하는 것

이 tarka이다. 여기서 tarka는 첫째로 대상의 진실을 확인시켜 주

며(viṣaya-pariśodhaka) 둘째로는 의심을 제거해 줌으로써 불과

연기 사이의 vyāpti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기능을 갖는다고 한다.

41. vimṛśya pakṣa-pratipakṣābhyām artha-avadhāraṇaṃ

nirṇayaḥ/

확정이란 〔어떤 주제에 대에〕주장과 반대주장에 의해 의심

해 본 후에 대상〔의 진실)을 결정지음이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pakṣa(thesis)와 pratipakṣa(antithesis)가 대

립될 때 의심이 일어나며, 그로부터 nyāya가 작용하며, 그에 의해

자기의 주장은 입증하고(sādhana), 상대의 주장은 논박한다(upāla

mbha). 마침내 어느 한편이 부정되고 한편의 주장이 바른 것으로

결정됨으로써 의심이 사라지고 진리인식(tattva-jñāna)이 이루어

진 상태가 nirṇaya이다. 그러나 모든 확정에 의심과 주장, 반주장

의 대립이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감관-대상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지각적 인식의 경우는 의심이 없이 곧바로 확정에 이를 수 있고,

vāda와 敎典(śāstra)에 의한 확정의 경우도 예외이며, 다만 비판적

탐구(parīkṣa)의 경우만 의심과 주장, 반주장의 대립을 거쳐 확정

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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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1. 논쟁(S.1～3)

1. pramāṇa-tarka-sādhana-upālambhaḥ siddhānta-aviruddhaḥ

pañca-avayava-upapannaḥ pakṣa-pratipakṣa-parigrahaḥ

vādaḥ/

논의란 인식수단과 가정적 논법에 의해 논증하고 논박함으로

써 주장과 반대주장을 견지하는 것으로서, 정설에 어긋나지

않고 다섯 추리지를 갖추어야 한다.

논쟁(kathā)이란 중심 테마를 둘러싸고 둘 이상의 참여자들이

제기하는 주장(pakṣa)과 반대주장(pratipakṣa)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 논쟁은 그 성격에 따라 순수하게 진리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

는 vāda와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jalpa와 vitaṇḍā의 셋으로 구분

된다. 그중 vāda란 pramāṇa와 tarka에 의해 자기의 주장을 논증

하고(sādhana) 상대의 주장을 논박함(upālambha)이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한 편이 침묵을 지킬 때 논박되는 것이고 다른 한 편

은 논증된다. vāda의 경우엔 chala와 jāti, nigrahasthāna를 구사하

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정설에 어긋나는 似因과 추리의 5부분을

갖추지 못한 논증과 같은 특정한 nigrahasthāna의 사용은 허용되

는 것으로 해석된다.

2. yathokta-upapannaḥ chala-jāti-nigrahasthāna-sādhana-

upālambhaḥ jalpaḥ/

쟁론은〔앞의 논의에서 규정된 요소들을〕갖추고, 의도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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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그릇된 반박, 패배의 근거를 구사한 논증과 논박이다.

jalpa는 vāda의 요소에 덧붙여 chala, jāti, nigrahasthāna의 사

용도 허용된다. 그런데 이 셋은 파괴적인 논법이므로 공박은 가능

하나, 어떻게 논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VTS는 이렇게 답한다. 즉, 이들 자체만으로는 주장을

입증할 힘이 없지만 마치 가시담장이 싹을 보호해 주듯이 pramāṇ

a에 의해 논증되고 논박된 것을 보조하여 상대의 주장을 무너뜨

리고 자기의 주장을 지켜 주는 역할을 한다.

3. sa pratipakṣa-sthāpanā-hīno vitaṇaḍā/

반대주장을 세우지 않을 때 그것(쟁론)은 논파가 된다.

주장이건 반대주장이건 그 어느 것도 입증하고자 하는 뜻이 없

이 오직 파괴만을 목적으로 한 논쟁이 vitaṇḍā이다. 이것은 주장

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며 상대의 입장을 공박하는 진술이 그

의 입장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논증할 의도가 없음

을 뜻한다.

§2. 거짓 이유(S.4～9)

4. savyabhicāra-viruddha-prakaraṇasama-sādhyasama-

kālātītāḥ hetvābhāsāḥ/

거짓 이유(似因)란 일정치 않은 것ㆍ 모순된 것ㆍ 대립적 因

을 갖는 것ㆍ 증명되어야할 것ㆍ 시간이 지난 것들이다.

제 1장 S.34에서 이유(因)란 주제에 소증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sādhya-sādhana)이라고 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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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因은 ⑴ 주제에 있어야 하며(pakṣa-sattva), ⑵ 같은 종류의 실

례에는 부분적으로라도 있어야 하며(sapakṣa-sattva), ⑶ 다른 종

류의 실례에는 없어야 하며(vipakṣa-asattva), ⑷ 대립되는 논거를

갖지 않으며(asat-pratipakṣitatva), ⑸ 다른 강력한 인식수단에 의

해 파기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abādhitatva). 이 조건들을 결여

할 경우 각각 ⑴ 그 존재가 증명되어야 할 것, ⑵ 모순되는 것, ⑶

소증과의 관계가 일정치 않은 것, ⑷ 대립적 因을 갖는 것, ⑸ 시

간이 지난 것이라는 似因이 된다.

5. anaikāntikaḥ savyabhicāraḥ/

일정치 않은 것이란〔소증과의 변충관계가〕확정될 수 없는

것이다.

vyabhicāra란 한 곳에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因이 소증과 불변

적으로 공존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 곳에 소증의 존재가 확실한

sapakṣa에는 존재하고 소증의 존재가 없는 vipakṣa에는 없어야

하는데 양편 모두에 있거나 모두에 없음으로써 소증과의 관계가

불규칙한 이유이다. 예를 들어 ‘소리는 영원하다. 감촉을 갖지 않

은 것이므로.’에서 ‘감촉의 부재’라는 因은 영원성을 가진 아-뜨만

에도 있고, 영원성을 갖지 않은 인식에도 있으므로 영원성과의 변

충관계가 확정될 수 없는 似因이다.

6. siddhāntam abhyupetya tat-virodhī viruddhaḥ/

모순된 것은 〔자파의〕정설을 수용한 후에 그것과 어긋나는

것이다.

후대의 정리학파에서는 sapakṣa에는 없고 vipakṣa에만 있음으

로써 소증의 반대되는 것을 증명시켜 주는 似因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소리는 영원하다. 만들어진 것이므로.’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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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因은 sapakṣa인 원자에는 없고, vipakṣa인 물단지에만 있으므

로, 소증과 반대되는 무상성을 증명시켜 주는 似因이다. 고-따마

의 설명방식을 따르면, 소리의 영원성을 정설로 받아들이는 미-망

-사-의 입장에서 보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유는 자파의 정설에

모순되는 似因이 된다.

7. yasmāt prakaraṇa-cintā sa nirṇayārtham apadiṣṭaḥ

prakaraṇasamaḥ/

대등한 힘의 이유를 갖는 것은 확정을 위해 사용된 것이 그

로 인해 의심스러운 대안을 일으키는 것이다.

YTS.는 ‘prakaraṇa’를 한 짝의 pakṣa와 pratipakṣa라고 말한다.

prakaraṇa-cintā란 의심으로 시작하여 확정에 이르기 전까지의 심

리상태이다. 확정을 위하여 사용된 因이 그에 대립되는 동등한 힘

을 갖는 다른 因을 가질 때, 그것은 문제를 해결지을 수 없는 似

因이다. 예를 들어 ‘소리는 무상하다. 왜냐하면 그것엔 영원성이

지각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성이 지각되지 않는 것은 무상하다.

마치 물단지처럼.’이라는 논증은 ‘소리는 무상하다. 왜냐하면 그곳

엔 무상성이 지각되지 않으므로. 무상성이 지각되지 않는 것은 영

원하다. 마치 허공처럼.’이라는 pratipakṣa와 대립되는 似因이다.

이것은 서양논리학에서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와 유사한 개념이

다.

8. sādhya-aviśiṣṭaḥ sādhyatvāt sādhyasamaḥ/

소증과 동등한 것이란 〔이유 자체가〕증명되어야 할 것이므

로 소증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바른 因의 조건중의 하나는 그것이 pakṣa에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因 자체의 존재가

증명되어져야 할 것이 되어 因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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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그림자는 실체이다. 운동성을 가지므로.’에서 그림자가 운동

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전에는 그림자의 실체성을 증명

시켜 줄 수 없다.

9. kālātyaya apadiṣṭaḥ kālātītaḥ/

시간이 지난 것이란 적합한 시간을 넘겨서 제시된 것이다.

예를 들어 ‘소리는 영원하다. 왜냐하면 결합을 통해 현현되기

때문에. 마치 색깔과 같이.’에서 푸른 물단지의 푸른 색은 등불과

의 접촉으로 드러나고, 등불이 꺼진 후에도 존속하므로 그런 의미

에서 색깔은 지속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색깔을 소리와

유사한 예로 보아 소리도 같은 의미에서 영속적이라고 한다면 시

간이 지난 사인이 된다. 등불과 물단지의 결합의 경우는 결합과

동시에 색깔이 현현하지만 소리의 경우는 북과 북채의 접촉이 끝

난 다음 순간부터 소리가 생성되므로 때를 놓친 이유가 된다. 그

러나 후대의 주석가들에 따르면 kālātīta란 보다 강력한 인식수단

에 의해 소증이 부정되므로 인이 제시되었을 때는 이미 때를 놓

친 쓸데없는 이유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후대의 정리가들은 이

것을 bādhita 즉 더 강력한 인식수단에 의하여 파기되는 因이라고

명명했다.

§3. 의도적 왜곡(S. 10～17)

10. vacana-vighāto’rtha-vikalpā-upapattyā chalam/

의도적 왜곡이란 〔화자의 의도에 어긋나는〕의미를 조작함

으로써 〔상대의〕진술을 공박하는 것이다.

여기서 chala의 정의를 내리고, S. 11에서 그것을 셋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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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어서 그 각각을 다시 정의한다.

11. tat-trividham vāk-chalam sāmānya-chalam upacāra-

chalam ca-iti/

그것은 언어적 왜곡, 일반화의 왜곡, 비유적 의미의 왜곡, 세

가지가 있다.

12. aviśeṣa-abhihite’rthe vaktur abhiprayād artha-antara-

kalpanā vāk-chalam/

그 의미가 명료히 표현되지 않은 경우 화자의 의도와 다른

의미를 지어냄이 언어적 왜곡이다.

같은 단어라도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문맥이나 상황

에 비추어 화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vāk-chala란 고

의적으로 화자의 의도를 왜곡하여 공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n

ava-kambalo’yam mānavavakaḥ’(이 소년은 새 담요를 갖고 있

다.)라는 문장에서 ‘nava-kambala’라는 복합어가 분해되지 않고

사용됨으로써 논적은 ‘navaḥ kambalo’sya’(그의 담요는 새 것이

다.)라는 화자의 의도를 ‘nava-kambalā asya.’(그에게 아홉 개의

담요가 있다.)로 왜곡하여 ‘그의 담요는 한 장인데 왜 아홉 장이라

고 하는가?’라고 반박하는 경우이다.

13. sambhavato’rthasya atisāmānya-yogād asambhūta-artha-

kalpanā sāmānya-chalam/

적합한 의미에 대해 과도히 일반화시켜 적용시킴으로써 부적

합한 의미를 지어냄이 일반화의 왜곡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바라문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바

라문이므로 베-다 경전에 밝다.’라고 말하자 상대방이 어린 바라

문을 가리키면서 ‘그러면 이 어린이도 바라문이므로 베-다에 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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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고 반박한다면, 이것은 오랜 학습기간을 거친 바라문을 가

리키는 말을 과도하게 일반화시킨 의미의 왜곡이다.

14. dharma-vikalpa-nirdeśe’rtha-sadbhāva-pratiṣedha upacāra

-cchalam/

비유적 왜곡이란 이차적 의미를 가리킬 경우에 일차적 의미

에 의해 논박하는 것이다.

의미에는 일차적, 문자적 의미(abhidhāna, śakti)와 비유적, 假說

的 의미(lakṣaṇā, upacāra)가 있다. 예를 들어 ‘ṃañcāḥ krośanti.’

를 문자그대로 ‘침상이 부른다.’로 해석하면 불합리한 문장이 되

므로 ‘침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른다.’는 이차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잘 알려진 표현의 경우에는 화자가 의도하는 의미에 따라야

하며 화자는 비유적 의미로 단어를 사용하는데 상대방은 문자적

의미로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 upacāra-cchala이다.

15. vāk-chalam eva upacāra-cchalaṃ tat-aviśeṣāt/

언어적 왜곡이 바로 비유적 왜곡이다.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16. na tat-arthāntara-bhāvāt/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비유적 왜곡)은 〔언어적 왜곡

과〕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vāk-chala나 upacāra-cchala나 모두 화자의 의도와 다를 의미

를 지어내는 것이므로 차이가 없다는 반박에 대해 고-따마는 그

렇지 않다고 답한다. 전자의 경우는 왜곡된 의미나 의도된 의미나

일차적 의미임에 반해 후자의 경우는 의도된 의미는 비유적 의미

이지만 왜곡된 것은 일차적 의미이므로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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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viśeṣe vā kiṃcit-sādharmyāt eka-chala-prasaṅgaḥ/

혹은 부분적인 유사성에 근거하여 차이가 없다고 할 경우 오

직 한 가지 왜곡으로 귀결될 것이다.

만일 부분적 유사성 때문에 양자를 동일하다고 본다면 vāk-cha

la와 sāmāmya-chala 사이에도 부분적인 유사성이 있으므로 결국

하나의 chala만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부조리에 떨어진다는 것이

다. 이상의 논의는 고-따마 당시에 chala를 두 가지 유형으로 보

는 유파가 있었음을 시사하며, 고-따마는 여기서 그러한 견해를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4. 그릇된 반박과 패배의 근거(S.18～20)

18. sādhrmya-vaidhrmābhyāṃ pratyavasthānaṃ jātiḥ/

다만 유사성과 차이성에 바탕한 반대가 그릇된 반박이다.

‘jāti’란 문자그대로 ‘생하는 것’(jāyamāna)으로서, 대립적 관계

로부터 발생되는 사태(yaḥ prasaṅgo jāyate)이며, 그 사태(prasaṅ

ga)란 유사성과 차이성에 의한 반대(pratyavasthāna)와 반박, 그

리고 부정(pratiṣedha)이라고 한다. 제1장 S.34,35에서 이유란 실례

와의 유사성 혹은 차이성에 의해 소증을 입증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자-띠는 그와 대립되는 근거에 의한 반박이다. 즉, 이유

가 실례와의 유사성을 통해 소증을 입증하고자 의도된 것이라면

자-띠는 차이성에 의거하여 반대하며, 실례와의 차이성에 의해 이

유가 소증을 입증하고자 하면 자-띠는 유사성에 의거한 이유의

제시로 반박한다. 자-띠의 명칭들은 ‘sama’(相似)라는 접미사를 갖

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논증이 그에 의해 대등화됨을 뜻한다. 이것

은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논쟁에서는 상대의 주장을 파괴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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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주장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19. vipratipattir apratipattiś ca nigrahasthānam/

패배의 근거란 그릇된 이해와 이해의 결핍이다.

논점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논점에 대해 무지하여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수도 자기의 논지를 입증할 능력이 없을

경우는 더 이상 논쟁이 수행될 수 없으며, 논쟁에서의 패배이다.

20. tad-vikalpāj jāti-nigrahasthāna-bahutvam/

그릇된 반박과 패배의 근거는 그 다양한 형태로 인해 여러

가지이다.

‘vikalpa’는 갖가지 형태를 뜻한다. jāti는 유사성과 차이성에 의

한 반박의 여러 형태에 따라 24가지로 분류되며(Ⅴ1.1.), nigrahast

hāna는 그릇된 이해와 이해의 결핍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22가지

로 분류된다(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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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finitions of the 16 Padārthas of the Nyāya

System : Annotated Translation of the Nyāya-sūtra, the

First Adhyāsa

Lee, Ji Soo (Dongguk Univ.)

The Nyāya System along with the Vedānta forms two major

schools among the 6 Hindu Darśanas in the sense that both of

them are still living tradions in India, the former, among

professonal philosophers in academic circle, the latter, as the

doctrinal foundation of Hinduism.

The Nyāya System and Buddhist Logilcal School have a

long history of debate and mutual influence as the result of

which they contributed to make the Indian Philosophy and

Buddhism more rich and affluent. Therefore to uderstand the

Buddhist Logic properly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Nyāya

System.

I have already introduced in the Korean akademic world, the

Annambhaṭṭa's <Tarka-saṃgraha> and part of the

Keśavamiśra'a <Tarka-bhāṣā>. This paper is a Korean

translation of the first Adhyāsa of the <Nyāya-sūtra> with a

brief explanation based on the Vātsyāyana's <Bhāṣya>. The

first Adhyāsa of the <Nyāya-sūtra> composed of 2

Chapters(Āhnika), 11 topics(prakaraṇa) and 61 Sūtras shows

the subjects and aim of the Nyāya System and the 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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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 padārthas.

Key Words: 인식수단(pramāṇa), 인식대상(prameya),

定說(siddhānta), 似因(hetvābhā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