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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논문 _1

요가행자의 證知의 인식대상

우제선
*1)

Ⅰ. Ⅱ. Ⅲ. Ⅳ.

요약문 [주요어 : 요가행자의 證知, 現量, 法, 有法, 自相, 共相, 假託,

一切智者, 諸法無我, 바짜스빠띠미스라, 즈냐나스리미뜨라]

불교 쁘라마나 학파는 붓다가 一切智者라는 사실을 요가행자의 證

知(yogijñāna)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證知에 관한 논의의 주요 쟁

점중의 하나는 이 知의 대상(viṣaya)에 관한 것이다.

바스빠띠미스라와 즈냐나스리미뜨라가 대론한 주제는 現量의 하나

인 證知가 어떻게 일체의 것을 인식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이다.

이에 관한 먼저 바짜스빠띠는 미망사학파의 외계실재론의 입장에 기

반을 두고 있다. 그는 現量의 대상은 반드시 감관과의 접촉이 가능한

현재의 순간에 있는 실재(vastu)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감관의 접촉이

불가능한 과거나 미래의 순간에 있는 것들은 現量의 대상이 될 수 없

다. 따라서 證知가 일체의 것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즈냐나스리는 쁘라마나 학파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는 現量은 반드시 감관에 의존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감관지의 경우 감관과의 접촉을 통해 知가 발생하지만 證知의 경우

심상속에 의존하여 知가 발생한다. 證知의 대상은 직접과 간접의 두

종류로서, 직접대상은 실재의 본성(tattva)이고 간접대상은 본성에 가

탁된 각 순간에 있는 실재(vastu)이다. 따라서 證知가 일체의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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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쁘라마나학파의 창시자인 디그나가가 요가행자의 證知(yo

gijñāna)를 現量의 한 종류로 분류한 이래, 이 知는 인도 종교철학

에서 가장 주목받는 개념들 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 이 학파의 확

립자로 인도철학사에서 최고의 논사로 일컬어지는 다르마끼르띠

(ca. 600-660)는 요가행자의 證知를 통해서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깨달음과 여기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다룬다. 證知는 성불하면 一

切智者(sarvajña)가 된다는 중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

으로, 불교학파와 이를 부정하는 미망사와 같은 힌두학파 사이에

서 수백 년에 걸쳐 논의의 쟁점이 되어 왔다. 이 知에 관한 다르

마끼르띠의 이론은 힌두논사인 만다나미스라, 바짜스빠띠미스라,

바사르바즈냐 등에 의해서 검토, 비판되었고, 불교논사인 까말라

쉴라(ca. 740-795), 다르못따라(ca. 750-810), 쁘라즈냐까라굽타(9

세기 초), 그리고 즈냐나스리미뜨라 등에 의해서 계승, 체계화되었

다. 이러한 논사들의 證知에 대한 연구는 인도철학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요가행자의 證知에 관한 논의 중 가장 후대까지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이 知의 대상(viṣaya)에 관한 것이다. 다르마끼르띠와 그의

주석가들은 證知의 대상으로 제법무아나 제행찰나와 같은 진실한

것(bhūtārtha)을 들고 있으나,1) 제법무아 등은 분별된 것이기 때

문에 自相(svalakṣaṇa)을 취하는 現量의 대상이 될 수 없다.2) 따

라서 불교 쁘라마나학파에서 證知를 現量의 한 종류로 분류하면

서 그것의 대상이 분별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상호 모순을 내

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모순은 힌두 논사들 사이에서 證知에 관한 비판의

주요 대상이 되었으며, 불교 논사들 사이에서도 풀어야 할 선행과

제가 되었다. 논자는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논문들을 통해서 證

知 및 이것의 대상에 관한 다르마끼르띠와 그의 주석가들의 논의

1) 참조 NB I.11: bhūtarthabhāvanāprakarṣaparyantajaṃ yogijñānam 그리고

Dharmottara의 NBṬ 67,3-70,3.

2) 참조 NB I.12: tasya [pratyakṣasya] viṣayaḥ svalakṣaṇ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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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루어 왔다.3) 본 논문에서는 보다 후기에 속하는 힌두논사 바

짜스빠띠미스라와 불교 논사인 즈냐나스리미뜨라가 이 문제를 어

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요가행자의 證知와 관련해서 바짜스빠띠미스라가 그의 논서

『니야야까니까』에서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는 이 知의 대상이

自相(svalakṣaṇa)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르마끼르띠와 그의 주석

가들에 의하면 證知의 대상은 성문지(śrutamayajñāna)에 의해 포

착되고, 사량지(yukticintāmayajñāna)에 의해 확립된 후, 수습을

통해 증득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아성이나 찰나성 등의

개념이며, 쁘라마나학파가 구분하는 대상의 두 종류 중에서 共相

(sāmānayalakṣaṇa)에 해당된다. 이것은 證知의 대상이 결코 외계

의 실재(vastu)가 아님을 의미한다. 바짜스빠띠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그러므로 [證知의 대상이 실재와] 인과관계나 동일관계에 있지 않

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일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실재는 知와 다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동일관계는 없다. ··· 수습

의 가행을 통해 생긴 果, 이것은 [실재와] 동일관계에 있지도 않고, 인

과관계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실로 [실재가] 대상이 되어 생긴 결과가

아니다.4)

3) Woo (2003) 등.

4) NK 558,12-559,2: tan na tadātmyād asyāvyabhicāraḥ, nāpi tatkāryatvāt.

bhāvanāprakarṣakāryaṃ khalv etan na viṣayakār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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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知와 관련된 논의에서 바짜스빠띠는 미망사학파의 외계실재

론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취하고 있다. 감관지(indriyajñāna)의 경

우에는 외계의 실재(vastu)를 접촉하고 이것의 形相(rūpa)에 대한

知를 가지게 되므로 한 찰나 앞에 있는 실재가 현 찰나의 인식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요가행자의 證知의 경우에는 그것의 대상이

찰나성 등의 교설이다. 외계에는 찰나성이라 불릴 수 있는 어떤

실재도 없기 때문에 이 知는 실재와 어떤 인과관계도 가질 수 없

다. 또 불교도의 주장대로 찰나성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것은 실재의 본성으로서 이지 실재 그 자체로서는 아니다. 즉 불

교도가 證知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찰나성 등은 마음의 작용을 통

해 분별된 개념일 뿐인 것이다. 이것은 證知의 대상이 외계의 실

재와는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개념이 어떻게 현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바짜스빠띠가 내세우는 證知와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은 붓다가

一切智者라는 교설과 연관이 있다. 불교도는 證知의 대상으로 제

법무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제법무아’는 ‘제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證知의 대상은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요가행자는 어떻게 모든 것을 인식하여 그것들을 자신

의 識에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의문에 대

해서 바짜스빠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요가행자가 모든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현재의 순

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순간에 있는 것들까지

자신의 知에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바짜스빠띠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현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

것이 감관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 구체적으로, 현량의 대

5) NK 561,2-3: arthasyālambanapratyayatvaṃ vijñānaṃ

pratīndriyāpekatvena vyāptam. 존재하는 것과의 감관의 접촉이 있을

때에 지각이 발생한다는 미망사학파의 입장에 대해서는 참조 MS I.1.4:

satsaṃprayoge puruṣasyendriyāṇāṃ buddhijanma tat pratyakṣam

animittaṃ vidyamānopalambhanatvāt. 또한 참조 Hattori (1968): 161-162,

n.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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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오직 감관의 작용을 통해 인식되는 현재의 찰나에 있는 것

(vidyamāna)이다.6) 그는 이것이 마치 어떤 특정 연료가 연기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불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수천 번의 시도를 통

해서도 연기를 피울 수가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현재의 찰나

에 있는 것과는 달리, 과거나 미래의 찰나에 있는 것들은 감관에

의존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습과 같은 어떤 방법을 사용

하더라도 결코 현량을 일으킬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불교도들이

모든 것이 證知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바짜스빠띠는 요가행자의 證知가 모든 것을 인식대상으

로 하는 반면 일반 사람들의 知는 이것을 인식대상으로 하지 않

는다는 불교도의 주장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왜 요가행자만이 모

든 것을 아는 것이 가능한가? 이에 대해 불교도는 번뇌의 존재

여부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즉, 원래는 모든 사람이

제법을 인식할 수 있지만, 범부는 마음이 번뇌로 덮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7) 반면 요가행자는

마음이 번뇌로 덮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바

짜스빠띠는 이러한 불교도의 견해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다. 불교

도들에 따르면 번뇌의 제거에 따라 사람들은 인식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번뇌로 덮여 있는 것은 실재하는

것이라고 전제한다는 것인데 제법은 실재하는 것과 실재하지 않

는 것을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모든 것을

실재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게 된다.

그러나 [요가행자]가 [번뇌 등의 제거]를 통해서 실재하지 않는 것

을 실재하는 것으로 변하게 하는 기술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번뇌 등이 진실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적합하

6) 참조 ŚV IV.20: yato ’sti tatra dharmo ’yaṃ vidyamānopalambhanam,

tasmāt tena prasiddhena gamyatām animitātat.

7) 참조 TSP 53,3-4: kleśajñeyāvaraṇaprahāṇato hi sarvajñatvam. tatra

kleśā eva rāgādayo bhūtadarśanapratibandhabhāvāt kleśāvaraṇam

ucy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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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개념을 실재하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8)

바짜스빠띠미스라는 불교도의 오해가 ‘어떤 것을 선명히 인식하

는 것’과 ‘실재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

하는데서 초래된다고 본다. 번뇌를 제거하는 것은 마음을 청정히

하여 사성제와 같은 진리를 구현하는 것과는 관련이 있을지 몰라

도 분별된 것을 실재가 되게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요가행자는

제법무아에 대한 수습을 지속하여 마음에서 번뇌를 제거하고, 그

결과 그것을 그의 知에 선명히 드러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

도 제법무아는 여전히 실재하지 않는 共相일 뿐이다. 이렇게 바짜

스빠띠는 불교도가 요가행자의 證知의 대상을 自相으로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Ⅲ

인도철학사에서 요가행자의 證知에 대한 논의는 즈냐나스리미

뜨라의 『유가사결정론』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전의 논사들이 현

량이라는 큰 틀 속에서 證知를 다룬 것에 비해서, 그는 별도의 주

제로 분리하여 이 개념을 다룬다. 이것은 즈냐나스리가 활동했던

11세기에 證知가 찰나설이나 아포하론과 같이 불교도가 반드시

논증해야 할 핵심 교리 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가사결정론에서 즈냐나스리는 知의 대상을 法(dharma)과

有法(dharmin)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證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8) NK 565,2-5: na punar asmād asadarthanirāṇmakauśalam asya yujyate.

tattvāvarakatā hi sulabhā kleśādīnām, na punar

vikalpanirṇāmapratibandhat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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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法과 有法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인도 인식논리학에서 존재(sat

tva)를 설명하는 한 쌍의 중요한 개념이다.9) 일반적으로 有法은

사물을 뜻하며 法은 그 사물이 가지는 속성을 의미한다. 證知를

다루는 문맥에서 有法이 실재(vastu)인 반면에 法은 무아성이나

찰나성과 같은 실재의 본성(tattva)이다.

즈냐나스리는 감관지가 有法을 인식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요가행자의 知는 法을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有法

은 소멸하거나 변이하는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지만 찰나성과 같

은 法은 결코 파괴되는 것이 아니어서 진실하다는 점을 들고 있

다.10) 이 점은 다르마끼르띠가 『쁘라마나바르띠까』 등에서 證知

의 대상이 진실한 것(bhūtārtha)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의거하면 證知가 개별적인 실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이것은 앞서 바짜스빠띠가 반론에서 외계의 실재

즉 有法은 證知에 자신의 行相을 부여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니므로

이 知의 인식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제기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證知의 대상이 실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수습을 통

해서 요가행자가 찰나성을 증득했다 하더라도 찰나인 실재를 인

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실재의 인식 없이 그것의 본성을 여실

히 안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 즈냐나스리는 이 문제를 假

託(adhyavasāya)의 개념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다. 이 개념은 이

미 다르마끼르띠의 『쁘라마나비니쉬짜야』나 『헤뚜빈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후 다르못따라 등에 의해 계승, 체계화되었

다.11) 假託은 인식자가 실질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

정하는 분별(vikalpa)의 기능이나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름

9) Kano (1994): 318.

10) 참조 YNP 324,9-12: asthiraṃ hi vastu pradhvaṃsavikārābhyāṃ

grasyata iti tatra na saṃvādaḥ, vastudharmās tu kṣaṇikatvādayo na

kadācid vicchidyanta iti tadviṣayaḥ sphuṭībhāvaḥ sarvadā sālambana

eva

11) Katsura (1986):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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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대상의 行相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간접적으로 생기시키는

知의 작용이다. 직접지의 경우 이 知에 직접 현현하는 것은 自相

이므로 共相이 가탁되는 것이다. 반대로 분별지의 경우 이 知에

직접 드러나는 것은 共相이므로 自相이 가탁되는 것이다.

요가행자의 證知의 대상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찰나성과 같은

法이다. 이것은 모든 찰나인 것들에 공통되는 것이므로 쁘라마나

학파에서 나누는 두 가지 인식대상 중에서 共相에 해당한다. 證知

에 있어 假託 작용은 이 知에 직접 현현하지 않는 찰나인 有法의

自相을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證知의 직접적인 인식

대상인 찰나성은 구체적으로 “모든 것은 찰나”라는 것이다. 이것

은 證知의 대상이 현재의 순간에 있는 찰나인 것뿐만 아니라 과거

나 미래의 순간에 있는 것들까지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현재의 순간에 있는 證知에 찰나성의 行相이 현현한다는 것은 현

재의 순간에 있는 有法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순간에 있는 有

法들도 이 知에 假託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공간적으로 멀고,

가까운 등의 차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12) 이렇게 즈냐나스

리는 현재의 순간에 있는 證知에 假託된 모든 순간에 있는 실재들

이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 되어 요가행자가 그것들을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물론 이러한 논의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불교도가 주장

한대로 證知가 현량의 한 종류이고, 현량에 共相이 가탁되어진다

고 한다면, 證知에 가탁되어진 것은 실재의 自相이 될 수 없다. 그

렇다면 어떻게 證知에 찰나인 것들이 가탁되어진다고 할 수 있는

가?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미 보아왔던 證知의 대상이 法이고,

이것은 共相인데 어떻게 이 知가 現量이라 할 수 있는가와 동일한

것이다. 이것은 즈냐나스리에 선행하는 쁘라즈냐까라굽타와 같은

12) 참조 YNP 332,1-3: yady api ca vartamāne ’pi jñānākārasyaiva

sphuraṇaṃ tathāpi vartamānatayaivādhyavasyas tatra. eva

dūrāsannādibhede ’pi veditavyam. adhyavasāya에 대한 즈냐나스리의

견해에 대해서는 참조 YNP 331,23-333,4.



요가행자의 證知의 인식대상 ∙ 23

다르마끼르띠의 주석가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는 필자가 이미 몇몇 논문의 발표를 통해서 소개한 바가 있으므

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13)

바로 앞서 논의된 것 중에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어떻

게 證知에 현현하지도 않는 과거나 미래의 순간에 있는 실재들이

단순히 가탁되어진 것이라 해서 이 知의 인식대상이 될 수 있는

가 하는 점이다. 즉 앞서 바짜스빠띠가 주장한대로 감관에 의존하

지 않는 과거나 미래의 것들이 어떻게 證知라는 현량의 인식대상

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즈냐나스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知가 생기할 때에 “인식대상이 되는 것”과 “감관에 의존하는

것”사이에 확정된 주연관계가 있는가를 살핀다. 바짜스빠띠의 주

장이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자는 후자에 주연되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知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관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즈냐나스리의 결론은 이 둘 사이에 주연관

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4) 그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

해 든 예는 감관에 의존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인식하

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15) 그의 주장을 반론자의 것과 대비해

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반론자의 주장: 모든 知는 감관에 의존한다.

즈냐나스리의 주장: 어떤 知는 감관에 의존하지 않는다, 타자의 마

음에 대한 知와 같이.

13) Woo (2001) 등.

14) 참조 YNP 333,6-8: tatrālambanapratyayatvendriyāpekṣatvayor

vyāpyavyāpakabhāvam aprasādhya pramāṇena

vyāpakaviruddhopalabdhiṃ sphuṭayatīti mahadvaidagdhyam.

15) 참조 YNP 333,16: etad api paracittajñānasaṃbhavena prativyūḍham.

인도 유물론자(Cārvāka)와 미망사학파(Mīmāṃsaka)를 제외한 모든 인도

학파에서 타심의 인식 가능성을 인정한다. 참조 YNP 333,16-17: iṣṭāś ca

paracittavedinaś cārvākamīmāṃsakavyatiriktai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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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상 모든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감관의 작

용을 통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인정

된다. 이러한 예외를 통해 知의 발생이 반드시 감관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바짜스빠띠의 주장처

럼 “인식대상이 되는 것”이 “감관에 의존하는 것”에 주연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에 반론자의 주장에서 ‘모든 知’라는 것은 성립되

지 않는다. 이것은 반론자가 과거나 미래의 것에 대한 知가 반드

시 감관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보여

준다.

아울러 즈냐나스리는 감관에 의존하여 知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바짜스빠띠가 예로 든 불에 의존하는 연기의 발

생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반론자의 견해를 반박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상을 [파악하는] 知가 눈에 의존할 때에, 바로 이러한 종류의 因

의 집합은 특정한 움직임이 발에 의존하는 경우에 조금도 부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기의 예는 발이 없는 뱀 등이 움직이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겠는가?16)

여기서 즈냐나스리가 밝히고 싶은 것은 知의 발생은 바짜스빠

띠가 예로 든 ‘연기의 발생’과 같은 것이 아니라 ‘특정한 움직임’과

같다는 것이다. 특정 연료의 경우 불이 없으면 연기가 발생하지

않지만 뱀의 경우 발이 없이도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바

짜스빠띠의 주장대로 불에 의존하지 않는 연기가 없는 것처럼 감

관에 의존하지 않는 知가 없다고 한다면, 知는 자신의 인식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을 보고, 소리내는 것 등으로 그것의 기

능이 매우 제한되고 말 것이다. 이런 이유로 즈냐나스리는 감관에

16) YNP 333,19-21: yady evaṃ rūpajñānasya vīkṣaṇāpekaṇe yādṛśī

sāmagrī sā na saṃcaraṇaviśeṣasya caraṇāpekṣaṇe kalayāpi hīyate, tat

kathaṃ na dhūmadṛṣṭāntaś caraṇavirahiṇām uragādīnāṃ

gamananiṣedhyāya prabhur abhū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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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함이 없이도 知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감관지의 경우는

감관에 의존해서 외계의 대상에 대한 知가 발생하지만 證知의 경

우는 감관의 작용 없이 心相續에 의존하여 知가 발생한다는 것이

다. 그렇다면 心相續에 의거하여 어떻게 知가 발생하는가? 즈냐나

스리 이전의 불교 존사들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주의를 가지고,

중단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동안 수습을 행하면 찰나성과 같은 法

에 대한 知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즈냐나스리는 證知가 감관에

의존함이 없이 일체를 인식대상으로 삼는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즈냐나스리는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共相을 自相으

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바짜스빠띠의 반론을 논파한다. 반

론자의 견해를 요약하면 번뇌를 제거하는 것과 분별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번뇌의 하나인 탐욕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을 인식한 후 그것이 ‘좋다’ 혹은 ‘싫

다’라는 판별이 있고나서 그것을 가지려하거나 버리려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은 行相을 분별하는 것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보다 선

행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번뇌가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

므로 수습을 통해서 번뇌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무분별지를 얻을

수 없다.

이 반론에 대해서 즈냐나스리는 수습을 통해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무분별지를 증득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밝힌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장애는 근본번뇌인 무명에서 비롯된

다.17) 무명이 있는 한 진실한 것이 가려지고, 그 결과 我相과 法相

이 생겨난다. 이 我相과 法相은 각각 주관과 객관의 측면이 되어

분별된 세계를 연다.18) 이 분별의 세계는 보는 것과 보이는 것,

17) 참조 YNP 341,12-13: niścayasya sātmībhāvābhāvād

anādyavidyāvāsanāvaśīkṛtena cetasā niṣcayānucitasyaiva vyavahārasya

pravartanāt.

18) 무명과 같은 번뇌가 분별을 선행하는 것은 참조 YNP 336,21-22: na ca

tadvikalpavaikalyaṃ kleśānantareṇ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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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것과 들리는 것, 내지 생각하는 것과 생각되는 것으로 구성

된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근본번뇌를 제거하지 않고 모든 실

재의 형상에 대해 분별하지 않는 것은 단지 미망에 의해 조작된

것에 불과하다.19)

그렇다면 번뇌는 어떻게 제거하는가. 이미 거듭 말한 것처럼 무

아성이나 찰나성과 같은 진실한 것을 知에 선명히 현현시키는 것

이다. 진실한 것을 현증하기 이전에는 我라는 行相이 분리되는 것

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마음이 동요한다.20) 이렇게 동요하

는 한, 범부는 我에 집착하여 그것이 지속된다고 미망함으로써 탐

욕 등의 번뇌를 일으킨다. 반면에 요가행자는 찰나성과 같은 진실

한 것에 대해 수습함으로써 찰나의 차이를 인식하고 我가 지속된

다고 미망하는 오류에서 발생하는 번뇌로부터 벗어난다. 이 수습

이야말로 분별의 토대인 미망을 없애고 무분별의 세계를 여는 것

이다. 그러므로 즈냐나스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따라서 미망 등이 완전히 정복되면 될수록 노력에 의해 과오가 [심

상속으로부터] 배제됨으로써 [修習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行相에 대

한 知들이 있을 때에, 만약 어떠한 모순되는 것이 없다면, 변제의 단계

에서 모든 行相과 모든 실재에 대해 확정을 갖는 [知들이] 있을 것이

다.21)

19) 참조 YNP 336,24: anabhyāse tu sarvasadrūpāvikalpanaṃ mohakṛtam

eva.

20) 참조 YNP 341,8-10: atha ca tattvasākṣātkriyākārāt prāg aham ity

ekākārāvagrahasaṃbhavād vyāvahārikaṃ tad apy asti, yato mamaiva

doṣakṣayo bhāvīti mārgābhyāsapravṛttir avyāhṛtā bhavati.

21) YNP 336,25-27: tato yathā yathā mohādiparijayaḥ tathā tathā yatnena

vaiguṇyavyāvṛttyā tāvatsv ākāreṣu yadā dhiyo vyavasāyabhājaḥ

paryante sarvākāreṣu sarvavastuṣu ca yadi syur na kaṣcid virodh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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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앞서 소개한 바짜스빠띠와 즈냐나스리의 논쟁은 디그나가 이후

인도철학계에서 쟁점화되었던 문제, 즉 共相을 인식대상으로 하는

證知가 어떻게 현량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바짜

스빠띠의 입장은 힌두 미망사학파의 외계실재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학파에서 현량은 감관에 의존하여 일어난다. 현량의 대

상은 반드시 감관과의 접촉이 가능한 현재의 순간에 있는 실재(v

astu)여야 하기 때문에 접촉이 불가능한 과거나 미래의 순간에 있

는 것들은 현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바짜스빠띠는 證知

가 현량의 한 종류로 간주되는 한, 그것이 일체의 대상을 인식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즈냐나스리의 입장은 불교 쁘라마나학파의 논리에 기반

을 두고 있다. 쁘라마나학파는 한편으로는 경량부의 외계실재론을

수용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가행파의 유식론을 수용하고

있다. 이 학파에서 현량은 반드시 감관에 의존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감관지의 경우 감관과의 접촉을 통해 知가 발생하지만 證

知의 경우 심상속에 의존하여 知가 발생한다. 證知의 대상은 직접

과 간접의 두 종류로서, 직접 대상은 실재의 본성(tattva)이고 간

접대상은 본성에 가탁된 각 순간에 있는 실재이다. 그러므로 즈냐

나스리는 證知가 일체의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힌

다.

證知가 인도철학사에서 주목받은 이유는 이 知가 붓다의 깨달

음의 인식론적 구조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깨달

음은 출세간적인(lokātikrānta) 것으로 그 깨달음의 세계는 모든

번뇌가 소멸된 열반의 세계이다. 따라서 이 세계로 요가행자를 인

도하는 證知를 이해하는데 있어 ‘번뇌를 제거하는 것’과 ‘무분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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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생시키는 것’ 이 둘 사이의 선행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짜스빠띠는 세간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과정을 고찰

하여 분별하는 것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선행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번뇌를 제거하더라도 證知의 인식대상이 무분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이유로 바짜스빠띠는 證知가 현량이

라는 것을 부정한다. 반면에 즈냐나스리는 분별이 어떻게 있게 되

는지를 근본적으로 고찰하여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분별이 아닌

것을 證知의 대상이 되게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것을 통해서 證

知의 대상이 모든 실재를 아우르고 있음을 밝힌다. 이것은 즈냐나

스리가 證知를 진리를 여실히 드러내는 般若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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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Object of yogipratyakṣa

Jeson Woo

(Dongguk University)

Ever since Dignga (ca. 480-540), the founder of the

Buddhist Pramāṇa school, accepted yogipratyakṣa as a kind

of perception, the subject has been of particular interest in

Indian philosophy. One of the important issues under

discussion in India up to the 11th century with regard to

this concept was its object (viṣaya).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arguments of two great Indian

philosophers, Vācaspati and Jñānaśrī, about the object of

yogipratyakṣa. Vācaspat’s and Jñānaśrī’s arguments arise

regarding the issue that the object of yogipratyakṣa is a

universal (sāmānyalakṣaṇa).

Vācaspati’s view is based on the Mīmāṃṣā position that

real things exist in the actual world. In this philosophical

system, perception takes place through the contact with

senses. The past and the future things cannot be the object

of perception because they do not depend on senses. That

is, only a thing in the present moment becomes the object

of perception. So, Vācaspati claims that it is impossible for

yogipratyakṣa to have all things as its object as far as it is

included in the realm of perception.On the other hand,

Jñānaśrī’s view is based on the position of the Buddhist

Pramāṇa school. This school takes the view of the

Sautrāntika system on the one hand and that of the

Yogācāra system on the other. In this school,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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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not necessarily depend on senses. While

sense-perception takes place through the contact with

senses, yogipratyakṣa occurs through depending on the

mind-continuum. There are two kinds of object of

yogipratyakṣa: direct and indirect. The direct object is

dharma, that is, the nature of real things. The indirect

object is dharmin, which is the real thing itself. Real things

are superimposed upon yogipratyakṣa through the function

of adhyavasāya. On this basis, Jñānaśrī maintains that the

object of yogipratyakṣa embraces both all realities and their

nature.

Yogipratyakṣa is a crucial concept in explaining the

epistemological structure of the Buddha’s enlightenment.

Enlightenment is beyond worldly things, and yogipratyakṣa

is the road to the world of enlightenment where the fire of

kleaśas has been extinguished. For this reason, in order to

understand yogipratyakṣa, it is of importance to establish

the cause-and-effect relation between kleaśas and a

conceptual construction. Vācaspati insists that a conceptual

construction is prior to kleaśas. So, their removal does not

produce the indeterminate cognition. On the contrary,

Jñānaśrī maintains that kleaśas are the root of

conceptualization. Thus, their removal causes the production

of yogipratyakṣa.

Key words : yogipratyakṣa, pratyakṣa, sarvajña,

sāmānyalakṣaṇa, dharma, dharmin,

adhyavasāya, Vācaspati, Jñānaśr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