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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조 발표

인도철학의 인식과 논리

이지수
*1)

Ⅰ

인도철학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크게 힌두철학, 자이나철학, 불

교철학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은 다시 다양한 학파로

세분된다. 이러한 학파들은 일찍부터 철학적, 종교적, 윤리적 문제

들을 둘러싸고 토론과 논쟁을 벌여 왔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파

의 주장명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기준 혹은 인식에 대

한 비판적 평가의 표준을 탐구하는 학문의 한 분과가 형성되었고,

이것을 ‘pramāṇa-vāda’라고 명명한다.

서양의 ‘epistemology’는 ‘억견’(doxa)에 대립되는 ‘episteme’ 즉

‘참다운 인식에 관한 학문’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갖는데, 인도철학

에서 그에 대응하는 용어가 바로 ‘pramāṇa-vāda’로서, ‘pramā’ 즉

바른 인식을 얻는 방법 혹은 수단에 관한 학문이다. ‘측정하다’라

는 의미의 어근 √mā에서 파생된 쁘라마나엔 ‘측량의 단위’, ‘표

준’, ‘저울’ 등의 의미가 있어 중국에선 量이라고 번역하였다. 마치

물건의 무게를 알고자 할 때 한편 저울대 위에 무게의 척도를 올

려놓음으로써 대상의 무게를 알듯이 인도에선 고대부터 모든 학

파들이 그들의 진리주장의 근거로서의 쁘라마나에 대한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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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수립함으로부터 학문을 전개하였다.

힌두의 여섯 학파들 가운데서도 ‘nyāya’(한자로는 正理로 번역

됨)학파는 주로 이러한 인식방법과 논쟁방법을 다루고 있다. 이

학파에서는 ‘nyāya’란 ‘쁘라마나들에 의해 대상을 비판적으로 검

토하는 것이다.’(pramāṇair artha-parīkṣanam)라고 정의내린다. 인

도철학에선 실존의 苦(duḥkha)에 대한 자각과 그로부터 벗어나고

자 하는 바람이 철학함의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지만(그러므로 인

도철학에는 별도로 실존철학이 없다.) 비판적이고 논쟁적인 正理

학파에선 의심(saṃśaya)을 정리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하

나의 주제에 대해 두개 이상의 견해가 대립될 때 의심이 일어나

며, 그로부터 쁘라마나에 의해 자기의 관점을 입증하고 상대의 관

점은 논박하는 正理가 작용한다.

인도철학에 있어서 바른 인식에 대한 탐구의 동기는 현실의 실

제적 목적에서 분리된 지적 호기심의 충족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

와 목적의 성취(puruṣa-artha-siddhi) 혹은 성공적인 행위(pravṛtti

-samartha)를 위해선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수적인 원인이

기 때문이다. 대상에 대한 인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기억이 촉발되고 그로부터

好惡(sukha-duḥkh)의 감정이 일어나며, 좋은 감정을 주는 것은

취하려는 욕망(icchā)이, 불쾌감을 일으키는 대상에 대해서는 피

하려는 혐오심(dveṣa)이 일고 그에 바탕하여 행동을 취하게 된다.

쁘라마나의 대상은 가치 중립적인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인식주

체가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upādeya-artha)나 피하고자 하는 대

상(heyārtha)이다. 그러므로 인도 인식론은 삶의 총체적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분리시킨 추상적 주제가 아니다.

학파에 따라 바른 인식의 원천인 쁘라마나의 종류가 몇 가지인

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나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셋을

꼽을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지식을 얻는

방법은 ‘자신이 직접 보아서 아는 방법’, ‘직접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에 바탕하여 생각해서 아는 방법’ 그리고 ‘직접 볼 수도 없고



특집/ 인도철학의 인식과 논리 ∙ 7

증거도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아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아는 방법’이다. 첫번째가 지각(現量, pratyakṣa)이며 두번째는 추

리(比量, anumāna), 마지막은 언어적 방법(正言量, śabda)다.

서양철학과 비교할 때 인도인식론의 특징은 서양에선 경험(exp

erience)과 이성(reason)을 이원적으로 분리시켜 경험론과 합리론

이 대립해 오다가 칸트에 이르러 감성적 인식과 오성적 인식으로

종합되었는데 인도에선 모든 학파들이 지각을 가장 일차적이고

중요한 인식수단이자 진리의 최종결재자라고 보는 점이다. 추리도

지각된 증거에 바탕하는 것이며, 언어적 인식도 그 근거는 진실을

직접 본 화자의 경험인 것이다. 그러므로 추리나 언어적 인식방법

엔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대상을 직접 보는 순간 모든 의심

은 사라진다. 우리의 속담을 빌리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

이다. 물론 쁘라마나로서의 지각은 새끼줄이 뱀으로 나타난다거나

흰 조개껍질이 은 쪼가리로 보이는 따위의 착각을 낳는 것이어서

는 안되다. 그래서 지각론에서는 착각의 본성과 그 원인 등에 대

해 많은 논의를 펼치고 있다. ‘pratyakṣa’는 어원적으로 ‘각각의(pr

ati-)의 대상에 대한 감관(akṣa)의 작용’을 뜻하여 감각적 인식방

법을 의미하지만 관용적 의미는 직접적 인식방법을 가리킨다. 그

러므로 그 안엔 시각기관, 청각기관 따위에 의한 외계의 사물에

대한 지각 뿐 아니라 내적 감관인 마나스(manas, 意根)에 의한 인

식ㆍ감정ㆍ의지ㆍ욕망 따위의 심적 상태에 대한 직관이나 수행의

결과로 생긴 초감관적 지각능력도 포함된다.

勝論(Vaiśeṣika)의 극단적인 실재론이자 다원주의적 존재론에

바탕한 정리학파에 따르면 쁘라마나에 의해 얻어진 바른 인식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고, 언어로 표현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의 구조는 인식과 그것을 표현한 언어의 구조 가운

데 반영되어 있으며 언어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세계의 구조를

알 수 있다고 믿는다. 그 결과 이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실체ㆍ

속성ㆍ운동ㆍ보편ㆍ특수ㆍ내속관계ㆍ비존재의 7범주로 구분짓는

다. 이들은 언어의 의미, 다시 말해서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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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에서 ‘padārtha’(句義)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들은 몇 가지

를 제하곤 지각의 대상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물단지라는 실체

(실체란 속성. 운동ㆍ보편ㆍ특수의 基體이다.)를 지각할 때 물단지

의 색깔이라는 속성 뿐 아니라 모든 물단지類(class)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도 함께 지각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언어의 대상은 실

재이며 보편도 객관적 실재라는 견해는 언어의 대상은 단지 관념

(vikalpa, 分別)이며, 보편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유명론적, 찰

라생멸적 존재론에 바탕한 불교의 디그나가 학파(일명 불교논리

학파)와의 치열한 논쟁을 불러오게 된다.

Ⅱ

두번째로 추리적 방법은 ‘anumāna’라고 부르는데 ‘anu-’란 ‘～

이후에’를 뜻하며, ‘māna’는 인식수단을 가리켜 전체적으로 증거(li

ṅga, mark)에 대한 지각과 그 증거와 증명될 것(sādhya, 所證)사

이의 불변적 공존관계에 대한 기억에 뒤따라서 직접 지각되지 않

는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만일 불이 눈앞에 현전

해 있다면 현량(쁘라띠앜샤)에 의해 직접 인식되지만 불은 보이지

않고 연기만 보일 때는 연기에 대한 지각과 ‘연기가 있는 곳엔 반

드시 불이 있다.’라는 연기와 불 사이의 수반관계(invariable conco

mmitance, vyāpti, 변충)로부터 ‘저 산에 불이 있다.’라는 추리지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추리적 방법의 중심 요소는 삼단논법에서 中

名辭(middle term)에 대응하는 증표(liṅga) 혹은 이유(hetu, reaso

n)이다. 그래서 불교에선 논리학을 因明(hetu-vidyā)이라고 불러

왔다.

아누마나나 삼단논법(syllgism)이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저 산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라는 추론식에

서 ‘저 산’은 삼단논법에서 小名辭(minor term)에 상응하며, 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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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리적 동기를 제공하는 문제의 소재처(locus)로서 ‘pakṣa’라고

부른다. pakṣa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곳에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그 존재가 의심스럽고 증명되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삼단논법의 大名辭(major term)에 대응하는 所證(sādhya,

probandum)이다. 이와 같이 아누마나도 각각 삼단논법의 소ㆍ중

ㆍ대명사에 대응하는 pakṣaㆍhetuㆍsādhya의 세 요소로 구성된

다. 그리고 삼단논법의 대전제(major premis)에 대응하는 것이 추

리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hetu와 sādhya 사이의 불변적 공존관계

(vyāpti)이다.

그러나 삼단논법과 아누마나는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에도 불구

하고 논리철학적 전제나 사유방식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우선 삼단논법이 순수한 사유와 언어적 차원에서 주

어(subject)와 술어(predicate)의 논리, 혹은 명사(term)와 명사의

주연관계의 논리라면 아누마나는 ‘～에 ～이 있다.’라는 基體(dhr

min, substratum)와 속성(dhrma, attribute) 사이의 관계의 논리이

다. 위의 예에서 ‘저 산’이라는 pakṣa는 연기와 불이라는 hetu와 s

ādhya라는 두 속성의 基體이다. 이것은 단지 언어의 차원이 아니

라 사물의 차원에 속하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저 산에 불이 있다.’

라고 所證을 주어로 삼든 ‘저 산이 불을 갖고 있다.’라고 pakṣa를

주어로 삼든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또 다른 차이점은 삼단논법은 “if a is b and b is c, then a is

c.”와 같이 전제가 진리라고 가정하고서 그 속에 내함된 의미를

끌어내는 순수한 연역 논리인데 대해 삼단논법의 대전제에 대응

하는 因과 所證 사이의 변충관계(vyāpti)는 실례(dṛṣṭānta)에 대한

반복적 관찰에 근거한 귀납적 일반화의 결과이다. 변충은 실례의

의미를 드러낸 것으로서 실례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누

마나에 있어선 변충명제와 더불어 누구에게나 명백한 실례를 제

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장) 저 산에 불이 있다. (이유) 왜냐하

면 연기가 있기 때문에. (실례) 연기가 있는 곳엔 불이 있다. 마치

아궁이에서와 같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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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아누마나는 순수한 연역추리가 아니라 ‘귀납적-연역

적 논리’(inductive-com-deductive logic)이며 순수한 형식논리가

아니라 ‘형식-질료적 논리’(formal-com-material logic)이다.

또 다른 차이는 삼단논법의 순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라면 아누마나의 순서는 실생활에서 논쟁(argument)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표현이라는 점이다. 논쟁을 할 때 우

리는 먼저 자신이 논증하고자 하는 견해나 주장을 선언하고서 다

음에 그것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엔 그 이유의

정당성을 실 사례에 의해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이상으로 인도의 인식론이 그렇듯이 추리도 실용적이고

실제적임을 알 수 있다.

Ⅲ

인도 인식론의 또 다른 특징은 언어를 인식의 중요한 소스(śab

da-pramāṇa, 正言量)로 생각하는 전통이다. 여기서 śabda란 신뢰

할 만한 사람의 진술을 뜻하며 신뢰할 만한 사람이란 진실을 알

고 그것을 정직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다. 사실

우리가 얻는 지식의 대부분은 자신의 직접적 경험이나 그에 바탕

한 추론에 의해 얻는다기보다 부모나 스승, 혹은 신문이나 방송매

체, 혹은 서적이나 전승되어 온 경전과 텍스트를 통해 얻는다. 특

히 종교는 각 교파에서 성인의 가르침으로 인정된 성전을 śabda-

pramāṇa로 받아들임으로써 성립된다.

샤브다ㆍ쁘라마나는 흔히 ‘authority’로 번역되어 마치 맹목적,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그리하여 인도철학의 보수성과 비진

보성의 근거로서 오해되고 있으나 이것은 인도철학에서 오랜 옛

날부터 중시되어 온 해석학적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언어를 통

한 인식이란 바로 언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vākya-artha-jñā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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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해는 해석이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인도철학의 긴 역사는

사실 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텍스트(Āgama)에 대한 창조적 해

석을 통해 발전해 왔다. 그리고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학파가 갈

라지고 새로운 학파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통 때문에 인

도에서는 기원 훨씬 전부터 언어에 대한 의미론적, 철학적 사변을

발전시켜 왔으며, 세계 최초로 문법학ㆍ어원학ㆍ음운론 등 언어

관련 학문들이 형성되었다. 서양철학에서 수학이 담당했던 역할을

인도에서는 언어철학이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힌두철학이란 베다(‘지식’을 의미함)를 正言量으

로 수용하는 학파이고, 불교철학은 붇다의 가르침을 정언량으로

인정하는 학파이고, 자이나철학은 마하위라의 말씀을 정언량으로

받아들이는 학파라고 정의할 수 있다. 힌두의 여섯 학파 가운데

미망사(어원적으로 ‘탐구’를 의미함)학파는 베다 텍스트의 해석 방

법의 탐구를 목적으로 삼는 학파인데, 그 진리성을 확고히 하고자

베다는 신이건 인간이건 어떤 저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apauruṣeya) 우주와 더불어 본래 있어 왔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논리적 연계로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언어는 영원하

다는 소위 聲常主論(śabda-nitya-vāda)을 주장하였다. 언어의 본

질은 말소리가 아니라 그 말소리에 의해 드러나는 음성의 불변적

패턴이고 그것이 지시해 주는 것 즉 의미(artha)는 개별적 사물이

아니라 역시 영원불변한 존재인 보편(jāti)이며 그것과 언어 사이

의 관계도 인위적인 약정이 아니라 본래부터 불가분적, 불변적으

로 존재해 온 것이라는 극단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미망사 학파나

베다의 보조학인 문법 학파에 있어서 언어는 희랍철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요한 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의 말씀

(로고스)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같은 힌두 철학에 속하면

서도 신(Īśvara)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리학파는 베다의 저자가 신

이며 따라서 베다도 만들어진 것인 한 우주의 소멸과 더불어 소

멸되는 무상한 것이라는 聲無常論(śabda-anitya-vāda)의 입장을

취하며, 언어와 의미의 관계도 신의 의지에 따라 약정된 것(Īśv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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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ṅketa)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베다의 진리성도 신의 존재도 인

정하지 않는 불교는 언어란 사람 사이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약정일 뿐이라는 자연주의적 입장을 옹호한다.

보편의 객관적 실재성을 믿는 힌두의 언어철학에선 언어는 실

재하는 피지시자를 의미하지만(the referencial theory of meanin

g) 보편을 실재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 낸 관념(idea) 혹은 개념

(concept)이라고 생각하는 불교논리학에선 언어란 그것이 의미하

는 적극적인 피지시자가 없이 다만 그것이 아닌 것을 부정하고

배제하는 기능(apoha)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소’라

는 말의 의미는 유사성을 공유하는 ‘소’라는 클라스 외의 말이나

개 따위에는 붙여선 안 된다는 약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의존해서 생하고 멸하므로(緣起) 독립된

실체성이 없다(諸法無我, 一切皆空)는 불교적 존재론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언어란 편리한 허구(假設, upacāra, prajñapti)이다. 인간

의 마음(識, vijñāna)은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작용(abhūta-parik

alpa, 虛妄分別)으로서, 우리의 지성은 예를 들어 ‘x는 소이다’라고

이름 붙임과 더불어 그 x는 마치 x아닌 것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실체성을 가진 것으로 착각된다. 불교의 中觀학파의 시조인 나가

르주나(용수)는 그의 <중론송>에서 언어의 이분화, 실체화 작용

에 의해 야기되는 허구(prapañca)를 귀류논법(prasaṅga)으로 폭로

하고 있다. 언어에 대한 불교의 이러한 극단적인 부정적 태도는

불교가 도그마티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대승불전의 하나인 <반야심경>은 석존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5蘊,

12處, 18界, 12緣起, 4성제마저도 실체성이 없는 것으로 부정함으

로써 인간을 언어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고자 한다. 언어를

신격화시키고 신성한 것으로 숭배하는 힌두학파와 정면으로 대립

되는 사유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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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힌두철학과의 대립은 언어의 문제 뿐 아니라 인식론에서도 드

러난다. 불교논리학의 창시자인 디그나가(陳那, AD 5세기)는 인식

대상엔 찰라생멸하며 언어나 개념적 사고로 포착할 수 없는 특수

(sva-lakṣaṇa, 自相)와 언어적ㆍ개념적 인식의 대상인 보편(sāmā

nya-lakṣaṇa, 共相)의 둘 밖에 없으며, 그중 실재하는 것은 효과적

작용을 가진 특수상이고 보편상은 실재가 아닌 관념이라고 말한

다. 대상에 상호배타적인 두 가지 밖에 없으므로 그것을 인식하는

방법(量)도 개념적 사고가 배제된 지각(現量)과 개념적 사고인 추

리(比量)의 두 가지 밖에 없다. 따라서 언어적 인식 방법인 정언량

은 추리적 방법에 귀속된다. 그런데 개념적 결정이 없는 순수한

감각지(nirvikalpaka-pratyakṣa)는 好惡의 느낌과 뒤따르는 행동

의지를 야기시키는 경험적 인식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현량지는

판단 작용을 일으키는 힘을 갖고 있어 이것이 예를 들어 푸른색

의 현량을 다른 색이 아닌 ‘푸른 색’으로 결정지워 줌으로써 경험

적 차원의 인식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순수한 직관지인 현량과

관념적 인식인 비량을 매개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디그나가는 경험적 인식의 소스를 감성과 오성의 둘에 한정지

었던 칸트에 비견된다. 마치 칸트가 감성과 오성의 범위를 넘어선

형이상학적 독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듯이 디그나가도 이 두 가

지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형이상학적 존재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였다. 또 희랍의 플라톤과 비교하면 재미있는 대조점을 발

견할 수 있다. 플라톤은 이데아 즉 관념 혹은 보편의 세계와 감각

적으로 인식되는 경험계를 이원화시켜 전자는 변치않는 그리고

참다운 실재로서 이성(nous)에 의한 眞知(에피스테메)의 대상이

며, 반면 후자는 영원한 이데아의 모사(copy)이자 그림자로서 참

다운 실재가 아니고 그에 대한 인식 또한 참이 아닌 억견(dox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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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불교 인식론에 따르면 그와 정 반대로 감

각적 인식의 대상인 특수상만이 실재이고 개념적 인식의 대상인

보편상은 의식이 만들어 놓은 허구적 관념이라고 본다. 그러나 예

를 들어 비량의 인식대상인 ‘불’이라는 보편상도 연기라는 증거에

바탕하여 인식될 때엔 실재하는 불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므로 바

른 인식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수학적ㆍ기하학적 사유를

철학적 인식의 모델로 삼았던 희랍철학과 지각적 인식을 일차적

방법으로 보았던 인도철학의 경험주의적 성격과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인도철학은 니야야-샤스뜨라, 따르까-샤스뜨라, 혹은 쁘라마나

-와다로 명명되는 인식논리학을 도외시하고선 올바로 이해될 수

없다. 늦은 감이 있으나, 인도인식논리학이 이번 학술발표대회의

주제가 된 점은 의미있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