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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śa : 눈병 걸린 자에게 나타나는 머리카락’

비유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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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라마나바르띠까]

‘keśa’란 머리카락이나 털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불교문헌에서 이것

은 실재하지 않는 것이 실재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

로 사용되고 있다. 즉 비실재의 현현, 허망분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유식이십론에서 “이것은 오직 식일 뿐이다.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 현
현하기 때문에. 마치 눈병에 걸린 자에게 실재하지 않는 머리카락이나

[두 개의] 달 등이 보이는 것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쁘라마나바르띠까에서도 유식학파의 견해를 언급하는 경우, 눈병에
걸린 자에게 나타나는 머리카락의 비유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

런데 인식방법과 인식대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비유는 약간의 내용상

의 변화를 보여준다. 즉 눈병 걸린 자에게 나타나는 머리카락 등은 대

상이 아니며, 그 이유는 대상으로서 信解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기술하

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나아가 다르마끼르띠는 그것을 無分別似現量

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른 類似現量이 분별에 의해 생겨나는 有分別似

現量임에 반하여, 특히 그것은 분별이 없는 것이지만 감관의 손상으로

인해 생겨나는 착오의 한 가지로 설명된다.

불교논리학파에서 ‘keśa’의 비유를 유식학파에서 말하는 ‘허망분별’의

의미와 달리 ‘착오’의 문제에 한정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비유의

의미에 관해 진전된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

상의 변화를 가져 온 학파간의 영향관계에 대해 보다 면밀한 연구가 요

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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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불교경전은 실로 ‘비유의 바다’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금강경
의 四句偈에서는 “일체유위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1)고 말한다. 여기

서 등장하는 꿈․환영․물거품 등은 중생들 세계가 보이는 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실체가 없는 것임을 잘 보여주

고 있는 비유들이다.

논리적 대론 형식을 띠고 있는 불교논서에 있어서도 많은 비유

들이 등장한다. 특히 불교논리학에서 주장명제[宗]를 논증함에 있

어서 그것의 이유[因]와 함께 반드시 비유[喩]를 사용하여 ‘宗-因-

喩’의 논증식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 사유 속에 차지

하는 비유의 철학적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예안(翳眼, timira)에 나타나는 머리카락(髮, keśa)’은2) 눈병에

걸린 자에게 실재하지 않는 것이 실재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이다. 허공에 떠있는 하나뿐인 달에 대하여 ‘두 개

의 달(dvaya cāndra)’로 보이는 경우도 그것과 함께 나란히 언급

되곤 한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들 인식에 있어서 잘못된 인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고 있다.

눈병 걸린 자에게 나타나는 머리카락의 비유는 유식이십론에
도 등장한다. 세친은 제1송에서 “이것은 다만 식일 뿐이다. 실재

1) 대정장 8, p. 752b: 一切有為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2) 金澤篤(1987)은 인도의 대표적 의학서 Suśrutasaṃhitā 등을 검토하여

눈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나타나는 각각의 눈병(netraroga)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timira, taimirika, keśoṇḍraka라고 불리는 것들의

실제내용이 명확히 되지 않은 채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하면서, “눈에서 발생하는 안광과 달빛․태양광선 등 외계의 빛이

교섭함에 의하여 timira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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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대상이 현현하기 때문에. 마치 눈병에 걸린 자에게 실

재하지 않는 머리카락이나 [두 개의] 달 등이 보이는 것과 같이”

라고 말하고 있다.

동일한 비유를 다르마끼르띠 쁘라마나바르띠까 「현량장 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제1송에서 “인식은 두 종류이다. 인식

대상이 두 종류이기 때문에”라고 말하면서, “머리카락 등은 대상

이 아니다. 대상으로서 信解할 수 없기 때문에”라고 설명한다.

본 논문은 ‘눈병 걸린 자에게 나타나는 머리카락’의 비유를 유
식이십론과 쁘라마나바르띠까중심으로, 이 두 가지 문헌에서

함의하고 있는 의미상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식이십
론은 보리유지․진제․현장의 한역3종과 Śāstrī & Tripāṭhī 산스
크리트어 교정본을, 쁘라마나바르띠까는 Ram Chandra Pandey
a 편집본을 기본텍스트로 삼았다. 그리고 예안․눈병에 관한 비유

에 대해서는 金澤篤의 「空華: ティミラ眼病(眼翳)との關わりで 를

참고하였다.

Ⅱ. 유식학파 ‘허망분별’의 의미

세친의 유식이십론은 먼저 일체유심을 논하는 화엄경에 기대
어 유식임을 증명[敎證]한 후에, ‘오직 식일 뿐’임을 다음과 같은

논증식으로 증명[理證]하고 있다.

[宗] 이것[삼계에 속하는 것]은 오직 식일뿐이다.

[因]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 현현하기 때문에.

[喩] 마치 눈병에 걸린 자에게 실재하지 않는 머리카락이나 [두 개

의] 달 등이 보이는 것과 같이.3)

3) VŚ-1: vijñaptimātram evaitad asadarthāvabhāsanāt, yathā



332 ∙ 印度哲學 제29집

‘오직 식일뿐(vijñaptimātra)’이라는 이른바 유식의 선언은 일반

적으로 ‘唯識無境’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識만이 있고 境은 없다는

것은, ‘오직(唯, mātra)’라는 말이 識에 대립되는 개념인 대상․경

계(境, artha) 등을 배제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앞의 논증식은 우리들이 현실세계에서 부딪치는 모든 것은 실

재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나타난 것(asadarthāvabhāsana), 실로

識이 만들어낸 것, 구성한 것일 뿐이라는 진술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식의 현현으로서, 주관[我]과 객관[法] 두 가지가 비유적(upācara)

으로 가설된 것일 뿐이다.4)

주관과 객관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 꿈속

의 대상이 실재하지 않는 것임을 알지 못하듯이. 그러나 꿈을 깨

면 그것이 실재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5) 그것들

은 꿈과 같이 다만 識에 의하여 구성되고 분별되어 나타난 것, 즉

비존재의 현현일 뿐이다. 바로 이러한유식성(唯識性, vijñaptimātratā)

을 깨달아 앎으로써 이들의 이원적 대립의 세계에서 벗어나, 그

둘의 대립이 사라진 진여․법계․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taimirikasyāsatkeśacandrādidarśanam.

【반야유지】唯識無境界 以無塵妄見 如人目有瞖 見毛月等事.

【진제】實無有外塵 似塵識生故 猶如瞖眼人 見毛二月等.

【현장】內識生時似外境現 如有眩瞖見髮蠅等.

4) 유식30송 제1송에서는 “由假說我法 有種種相轉, ātmadharmopacāro hi
vividho yaḥ pravarate” 즉 我와 法을 가설함으로써 갖가지 모습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我’와 ‘法’이란 ‘能取’와 ‘所取’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먼저 소취란 직역하면 ‘잡히는 것(grāhya)’, 능취는 ‘잡는

것(grāhaka)’에 해당한다. ‘잡는다(√grah-’란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이므로 결국 이 두 가지는 각각 ‘알려지는 것’과 ‘아는 것’, 즉 객관과

주관의 의미를 갖게 된다.

5) 유식이십론에서는 “세속인들은 그와 같이 허망분별의 반복된 훈습의
잠에 빠져서, 마치 꿈에서와 같이 실재하지 않는 대상을 보면서도, 그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그것이 실재하지 않는 것임을 여실하게 알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VŚ-17: evaṃ vitathāvikalpābhyāsavāsanānidrayā

prasupto lokaḥ svapna ivābhūtam artha paśyan na prabuddhas

tadabhāvaṃ yathāvan nāvagacch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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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유식의 메시지이다. 그것이 어떠한 ‘비존재’이며, 식에 의하

여 어떻게 ‘현현’하는지를 논의하려면, ‘삼성설’, ‘유-무의 논쟁’, ‘3

분설-4분설’ 등 유식학의 거의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야 할 것이

다.

여기에서는 이 유식의 논증에 있어서 등장하는 비유에 주목하

고자 한다. 반야유지는 ‘如人目有瞖 見毛月等事’, 진제는 ‘猶如瞖眼

人 見毛二月等’, 현장은 ‘如有眩瞖見髮蠅等’ 등으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한역어 ‘瞖眼(timira)’이란 눈에 생긴 질병을 말한다. 때로 우리

들은 눈에 생긴 질병 때문에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머리카락

이나 털(毛, 髮, keśa) 등이 보이는 착시현상을 경험한다. 현장은

그것을 ‘파리(蠅, makṣikā)’, ‘모기(蚊, maśaka)’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유식에서 말하는 ‘실재하지 않음에도 실재하

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들인 셈이다. 즉 실제

로 존재하는 않는 我와 法의 구분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즉 눈

병에 걸린 자에게 머리카락이나 두 개의 달 등이 나타나는 것처

럼 현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모두 허망하게 분별된 것

(虛妄分別, abhūta-parikalpita)이라고 설명된다.

唯識이란 용어는 해심밀경 분별유가품 6)에서 처음 언급되었

다고 하는데, 일체법상품 에서는 눈병의 비유를 다음과 같이 삼

성설과 관련짓고 있다.

선남자여, 마치 눈병에 걸린 사람의 눈에 있는 눈병의 결함과 같이,

변계소집상(遍計所執相)도 그러하다고 알아야 한다. 마치 눈병 걸린 사

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눈병의 모습, 즉 머리카락․털․벌․파리

가 두드러지거나 청색․황색․적색․백색 등의 모습으로 구분되어 나

타나는 것과 같이, 의타기상(依他起相)도 그러하다고 알아야 한다. 마

치 눈병의 결함을 없앤 맑은 눈을 지닌 사람 즉 맑은 눈의 본성이 행

6) 해심밀경 분별유가품 , T16, p. 698ab: 慈氏菩薩復白佛言 世尊
諸毘鉢舍那三摩地所行影像 彼與此心當言有異當言無異 佛告慈氏菩薩曰善男子

當言無異 何以故 由彼影像唯是識故 善男子 我說識所緣唯識所現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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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경계에 대한 착오가 없는 것과 같이, 원성실상(圓成實相)도

그러하다고 알아야 한다.7)

이 인용문에서 ‘눈병 걸린 사람의 눈병의 결함’은 변계소집상에,

그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눈병의 모습들’ 즉 머리카락이나 털

이나 벌이나 파리 등은 의타기상에, 그리고 결함이 사라져 ‘맑은

눈을 가진 이에게 착오 없이 나타나는 것’은 원성실상에 각각 할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변계소집상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

처럼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의타기상은 비존재임에도 나타나는

다양한 형상들, 즉 능취와 소취의 두 가지 구분 등을 의미한다. 그

러나 그와 같다는 것을 깨달아 앎으로써 의타기상에서 변계소집

상이 사라져 識은 능취와 소취의 구분이 없는 원래 그대로의 상태

인 원성실상을 획득한다. 이것이 바로 識이 전환하여 반야[智, pra

jñā]를 획득하는 ‘轉識得智’의 내용이다. 이처럼 능취도 소취도 없

는 상태를 유식에서는 ‘유식성에 든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유식성

에 깨달아 들어갈 때 대상과 함께 識도 사라져[境識俱眠], 진여․

법계의 세계가 드러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허망분별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중변분별론에
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상(artha), 중생(sattva), 자아(ātman), 요별(vijñapti)로서 현현하

는 識이 생겨난다.

그러나 그 대상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실재하지 않으므

로 저것[識] 또한 실재하지 않는다.8)

7) 해심밀경「일체법상품 (대정장 16, p. 693상 중). 善男子
如眩瞖人眼中所有眩瞖過患 遍計所執相當知亦爾 如眩瞖人眩瞖眾相

或髮毛輪蜂蠅巨勝 或復青黃赤白等相差別現前 依他起相當知亦爾

如淨眼人遠離眼中眩瞖過患 即此淨眼本性所行無亂境界 圓成實相當知亦爾.

8) MVBⅠ-3: arthasattvātmavijñaptipratibhāsaṃ prajāyate,

vijñānaṃ nāsti cāsyārthas tadabhāvāt tad api a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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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대상-중생-자아-요별’ 등 이 네 가지 범

주는 모두 참다운 실재가 아니라 식에 의하여 구성된 것들이다.

대상으로 나타나지만 나타나는 대로 실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

미이다. 인식대상(所取, grāhya)으로서 그와 같이 실재하지 않으므

로, 그것들을 구성해낸 인식주관(能取, grāhaka) 역시 실재하지 않

는 것이 된다. 즉 識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네 가지 대상]이 허망분별임이 성립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

에. 그것의 소멸로부터 해탈이 있다고 인정된다.9)

중변분별론의 이 게송은 비실재의 현현, 허망분별의 현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현하는 대로 ‘그

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없는 것(sarvathā 'bhāva)도 아

니다’라는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비존재의 현현은 ‘완전히 없

는 것(atyantābhāva)’, ‘都無’, ‘全無’는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세친의 주석에 따르면, 그것이

“착오로서는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10)이다.

착오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떤 현현조

차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밤길에 놓여 있는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생각하여 크게 놀라는 일이 있다. 그 새끼줄이 사실 뱀

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밤길을 걷는 자에게 뱀의 형상

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혹은 뱀

의 형상으로 오인된 새끼줄 자체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완전한 비존재라면 착각도 일어나지

않았을 터이기 때문이다.

중변분별론 위의 게송에서는 이러한 착오에 대해 “그것의

9) MVBⅠ-4: abhūtaparikalpatvaṃ siddham asya bhavaty ataḥ,

na tathā sarvathā 'bhāvāt tatkṣayān muktir iṣyate.

10) MVB, p. 19: bhrāntimātrasyotpād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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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로부터 해탈이 있다”고 부연한다. 밤길에 순간적으로 보았던

뱀에 대한 착오로부터 그것이 뱀이라는 착각이 사라진 이후에는

그것이 실제로는 새끼줄이라고 하는 바른 인식이 성립하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윤회를 반복하는 중생들에게 무명을 벗어난 바

른 인식을 통하여 해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유식이십론, 중변분별론 등을 종합해보면,
‘唯識無境’이라는 압축된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唯識을 흔히 외부

대상의 부정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唯識의 선언은 외부 대상의 존

재론적 부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오직 식

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인식론적 문제와

관련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것에 사용되고 있는 눈병에 나타나는

머리카락 등의 비유 역시 ‘보이는 대로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

혀 없는 것도 아닌 것’, ‘착오로서는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

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인식작용이 다만 허망분별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비유임을 알 수 있

다.

Ⅲ. 불교논리학파 ‘착오’의 의미

불교 논리학은 ‘무엇이 올바른 인식인가’라는 물음을 주제로 삼

고 있다. 니야야빈두의 첫 문구는 “정지(正知, samyagjñāna)는

모든 인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11)이라고

11) NBⅠ-1: samyagjñānapūrvikā sarvapuruṣārthasiddhir. 다르못따라는 이

게송에 대한 주석에서 “올바른 인식이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것”(NBT, p. 3: avisaṃvādakaṃ jñānaṃ samyagjñānam)이라고

정의한다. 예를 들어 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신기루를 보고서 물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간 경우, 그는 그곳에서 물을 얻을 수 없다. 그의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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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되고 있다. 여기서 인간의 목적이란 곧 인간의 해탈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해탈은 空에 대한 바른 견해를 통해, 또 無我에 대

한 바른 견해를 토대로 하여 획득된다고 말한다.12)

불교논리학의 대표적 문헌인 쁘라마나바르띠까는 올바른 인

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모든 논의와 논쟁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특히 현량장 에서는 현량의 정의와 종류 및 대상, 인식활동의 결

과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실로 다르마끼르띠 이후의 불교논

리학의 역사는 쁘라마나바르띠까에 대한 주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도와 티벳에서 이루어진 방대한 주석서들이 그

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쁘라마나바르띠까에서 그는 먼저 인식의 종류를 언급하면

서, 이 논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눈병 걸린 자에게 나타나는 머

리카락’의 비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13)

인식[量]은 두 가지이다. 대상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인과효력이 있

는가 없는가에 따라. 머리카락 등은 대상이 아니다. 대상으로서 信解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식행위를 통해 인간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것은 ‘기대에 어긋나는 인식’, ‘실제와

다른 인식(anyathā)’, ‘전도된 인식(viparīta)’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전제이다.

12) 공견을 통해 해탈이 있다. 나머지 수습은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붓다는] 무상으로부터 苦를, 고로부터 無我를 설하였던 것이다.

PVⅡ-253-254: muktis tu śūnyatādṛṣṭes tadarthāḥ śeṣabhāvanāḥ,

anityāt prāha tenaiva duḥkhaṃ duḥkhānnirātmatām.

13) 쁘라마나바르띠까에서 유식설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 <유식학파
‘허망분별’의 의미>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취와 능취는 착란된 자들의

혹란에 의해 ‘그와 같이 확립된 것’-‘허망한 현현을 갖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눈병 걸린 자에게 나타나는 머리카락’의 비유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PVⅢ-331: vibhaktalakṣaṇagrāhyagrāhakākāraviplavā,

tathā akṛtavyavasthā iyaṃ keśādijñānabhedavat.

PVⅢ-362: doṣodbhavā prakṛtyā sā vitathapratibhāsinī,

anapekṣitasādharmyadṛgādis taimirādi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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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기 때문에.14)

인식[量]이 두 종류란 것은 현량15)과 비량16), 즉 지각과 추리를

말한다. 인식대상이 두 종류란 것은 자상과 공상을 말한다. 현량

은 대상에 대한 감관의 직접인식을 말하며, 대상에 대한 선명한

현현을 갖는다. 그것은 언어가 개입하기 이전, 즉 분별이 개입하

기 이전, 개별적인 개체가 갖는 자상(自相, 特殊相, svalakṣaṇa)을

대상으로 한다. 비량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간접적인

인식을 말하며, 언어를 통한 개념적 인식을 포함한다. 언어를 통

한 개념적인 인식이란, 사물의 이름[名, nāma]과 종류[類, jāti] 등

을 나타내는 공상(共相, 普遍相, sāmānyalakṣaṇa)을 가리킨다.17)

쁘라마나바르띠까 제1송에서는 바로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들
이 매우 압축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인식은 현량과 비량 두 가지

라는 것, 그 이유는 인식대상이 자상과 공상 두 가지뿐이기 때문

이라는 것,18) 바로 그것이다.

14) PVⅢ-1: mānaṃ dvividhaṃ viṣayadvaividhyāt śaktyaśaktitaḥ,

arthakriyāyāṃ keśādir na artho anarthādhimokṣataḥ.

15) 현량(現量, pratyakṣa)이란 ‘各各’을 의미하는 접두사 ‘prati-’와

눈[眼]으로 대표되는 감관의 의미 ‘akṣa’로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눈에는

물질적 대상, 귀에는 소리, 코에는 냄새, 혀에는 맛, 몸에는 접촉

등등처럼 ‘각각의 대상에 대응하는 감관의 개별적인 작용’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담고 있다. 니야야빈두띠까에서 다르못따라는 “현량이란
감관을 향해 가서 의지하는 것이다. ‘-ati’ 등은 krānta 등의 의미로서

2격(목적격)과 함께 결합하는 복합어이다”라고 다르게 분석하고 있다.

NBT, p. 6: pratyakṣam iti, pratigatam āśritam akṣam,

atyādayaḥ krāntādyarthe dvitīyayeti samāsaḥ.

16) 비량(比量, anumāna)이란 현량과 달리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추리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연기를 증표(證標, liṅga)로 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의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17) 다르마끼르띠는 공상을 독립된 실재로 파악하는 니야야학파 등에

대항하여 그것은 독립된 실재가 아니며, 사물과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는 점에 대하여 쁘라마나바르띠까의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논박하고 있다.

18) 다르마끼르띠는 자상과 공상을 나누는 기준으로 ‘인과효력(arthakriy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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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예안에 나타나는 머리카락’은 자상과 공상 가운데 어

느 것에 해당하는 것일까. 지금 제1송에서 그것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대상으로서 信解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

노라타난딘(Manorathanandin)은 ‘대상으로서 信解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머리카락 등은 대상인

공상의 형태가 아니다. 대상으로서 信解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

면 세간언설자들에게 대상으로 결지[決知, adhyavasāya]되는 경

우, 그 대상은 자상이나 공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대상에 대한 知

자체가 없는 경우, 그것이 어떻게 공상이라 말해지겠는가.”19)

이어서 다르마끼르띠는 ‘머리카락 등’은 대상(artha)으로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식되는 것으로서는[所知, jñeyatvena] 비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제7송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머리카락 등은 공상이 아니다. 대상으로서 決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되는 것으로서는 파악되기 때문에. 비존재에 대하여 [共相이 아

니라고 하는] 잘못이 생겨나지는 않는다.20)

어떤 것 X가 있을 때 X에 대한 知가 있고, 어떤 것 X가 없을

때 X에 대한 知도 없을 때, X와 X에 대한 知는 긍정적․부정적

수반관계(anvayavyatireka)에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세속적으

있는가 없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사물의 특수상 이른바 자상은

인과효력을 갖고 있지만, 보편상인 공상은 인과효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나아가 “인과효력이 있는 것은 승의유이고, 인과효력이 없는 것은

세속유”라고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다.

PVⅢ-3: arthakriyāsamarthaṃ yat tad atra paramārthasat,

anyat saṃvṛtisat proktaṃ te svasāmānyalakṣaṇe.

19) PVV, p. 63: na keśādirarthaḥ sāmānyarūpaḥ, 'narthādimokṣataḥ,

yatra hi vyavahartṛṇām arthādhyavasāyaḥ so 'rthaḥ

svalakṣaṇaṃ sāmānyam vā syāt, yatra punar arthabuddhir

eva nāsti sa kathaṃ sāmānyam ucyatāṃ.

20) PVⅢ-7: keśādayo na sāmānyam anarthābhiniveśataḥ,

jñeyatvena grahād doṣo na abhāveṣu prasaj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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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과효력을 갖는 자상에는 긍정적․부정적 수반관계가 있지만,

공상에는 긍정적․부정적 수반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21) 그

러므로 예안의 머리카락은 공상이 될 것이라고 논적이 반론한다.

그러자 다르마끼르띠는 “머리카락 등은 공상이 아니다. 대상으

로서 결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답하고 있다. 그것이 공상

이라면 눈병에 걸리지 않은 자에게도 공상의 특성에 따라 머리카

락의 현현이 나타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非存在(abhāva)의 경우에는 非認識比量(an

upalabdhyanumāna, 비지각추리)의 대상인 공상이 되지만22), 예안

의 머리카락의 경우는 파악됨이 있기 때문에, 비존재에 대하여 공

상이 아니라고 하는 잘못은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23)

그것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다는 것이 부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

명한 현현이 있다.24)

세간에서는 비존재에 대하여 대상(artha)의 형태로 결정되는 것

이 없더라도, 인식되는 것으로서[所知, jñeyatvena] 그것을 간접적

으로 決知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안에 나타나는 머리카락의 경

우도 인식되는 것으로서 파악되기 때문에, 공상이 될 것이라고 다

시 논적이 논박을 한다.

21) PVⅢ-5: sā asti sarvatra ced buddher na anvayavyatirekayoḥ,

sāmānyalakṣaṇe 'dṛṣṭeḥ cakṣūrūpādibuddhivat.

22) 불교논리학에서 비존재는 비량 가운데 하나인 비인식비량 혹은

비지각추리의 대상으로서, ‘공상’이라고 간주된다. 왜냐하면 비존재를

독립된 범주로 인정하는 미망사-베단타학파와 달리, 불교논리학파에서는

비존재의 실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그것은 지각되지 않는 비인식의

因(hetu)으로부터 추리될 뿐이라고 설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안지에

나타난 머리카락의 경우에는 인식되는 것으로서 파악됨이 있기 때문에,

비존재의 경우처럼 비지각추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23) PVV, p. 66: nābhāveṣu sāmānyarūpatvābhāvadoṣaḥ prasajyate,

jñeyatvena grahāt.

24) PVⅢ-8ab: teṣām api tathābhāve 'pratiṣedhāt sphuṭābhat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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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다르마끼르띠는 “그것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다는 것

이 부정되지 않는다”, 우리도 그것을 공상이라고 인정한다고 말한

다. 그런데 그 경우 예안에 나타나는 머리카락은 공상의 특성상

선명하게 현현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인식하는 사

람에게 머리카락으로서 “선명한 현현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知 자신에 의하여 특정형태의 대상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

로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知의 형상으로서는 대상을 갖기 때문에. 또한 “머리카락 등이다”라

는 [분별]知는 공상을 대상(viṣaya)으로 갖는다. 머리카락의 현현은 실

제 대상(artha)을 갖지 않는다.25)

마노라타난딘은 이와 관련하여, “또한 ‘머리카락 등이다’라고 하

는 分別知, 즉 눈병 걸린 자에게 지각되는 머리카락 등으로 결지

되는 것은 공상을 대상으로 갖는다는 의미이다. 눈병 걸린 자에게

지각된 머리카락 등은 공상의 형태로 결지된다. 분별지는 결지에

의하여 대상(viṣaya)으로서 공상을 대상으로 갖는다. 그런데 눈병

에 걸린 자의 知는 자상을 대상으로 갖는다. 知의 행상이 자상이

기 때문이다”26)라고 설명한다.

즉 知가 자신을 인식할 때, 知 자신의 形相(jñānarūpa)이 되는

머리카락 등에 대한 知가 성립한다. 그와 같은 知 자신의 인식[自

證]에 있어서는 머리카락 등이 선명하게 현현한다. 바꿔 말하면

머리카락 등이 자증현량의 대상이 될 때, 그것들은 선명한 현현을

25) PVⅢ-8cd-9ab: jñānarūpatayārthatvāt keśādi iti matiḥ punaḥ,

sāmānyaviṣayā keśapratibhāsam anarthakam.

26) PVV, p. 66: keśādīti punar vikalpikā matiḥ

taimirikopalabdhakeśādyadhyavasāyinī sāmānyaviṣayā,

ayam arthaḥ, taimirikadŗṣţaṃ keśādi sāmānyarūpeṇa

vyavasyantī vikalpikā buddhir adhyavasāyena viṣayeṇa

sāmānyaviṣayā, taimirikadhīs tu svalakṣaṇaviṣayā,

buddhyākārasya svalakṣaṇatv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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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그 경우 머리카락 등은 자상이 된다. 그러나 다른 知에 의

하여 ‘그것은 예안지에 현현하는 머리카락이다’라고 분별될 때, 그

머리카락은 공상이 된다. 그러난 여전히 第一義的으로는 머리카락

에 대한 知가 외경대상(artha)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

다.27)

다소 복잡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도식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

다.

① 자상인 경우

對象(artha)으로서

② 공상인 경우

知

③ 자증현량의 대상인 경우

所知(jñeya)로서

④ 분별지의 대상인 경우

‘눈병 걸린 자에게 나타나는 머리카락’ 의 경우,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artha)을 갖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외부 사물이 자

상을 갖듯이 ①처럼 자상이 될 수 없고, 비존재(abhāva)가 비지각

추리의 대상인 공상이 되듯이 ②처럼 공상이 될 수도 없다. 그러

나 所知(jñeya)로서는 즉 ③처럼 ‘머리카락’에 대한 자증현량의 대

상이 되는 경우, 所知의 대상인 자상으로 될 것이다. 만약 ④처럼

‘머리카락이 있다’라는 분별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所知의 대

상인 공상으로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르마끼르띠는 궁극적으로 예안의 머리카락을 어떻

게 정의하는가. 그는 似現量(pratyakṣābhāsa) 즉 유사지각을 논의

하는 곳에서 그것을 ‘감관의 착오에 의하여 생겨나는 무분별의 似

27) 戶崎宏正(1979)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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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量’이라고 정의 내린다. 그는 似現量에 관한 디그나가의 분류를

따르면서28) 예안에 나타난 머리카락의 경우(sataimira)를 추가하

고 있는데, ①착오지 ②세속지 ③비량․비량에 근거한 인식 등은

有分別似現量으로, ④예안에 나타나는 머리카락의 경우는 無分別似

現量으로 각각 나누어 분류한다. 그리고 제293송에서 다음과 같이

매듭짓고 있다.

여기서 네 번째(=예안에 나타나는 머리카락)는 [현량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부정되었던 것이다. 그것에 의해 [감관의] 결함에서 생겨난

것이 설명되었다. 그 가운데 오직 예안의 경우는 [감관의] 결함에서

생겨난 것을 나타낸다.29)

다르마끼르띠는 ①착오지, ②세속지, ③비량․비량에 근거한 인

식 등은 분별에 의한 似現量으로 언급한 후에, 네 번째로 예안에

나타난 머리카락의 비유를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말

하듯이 현량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미 부정되었던 것이다. 니
야야빈두에서 그는 ‘현량이란 분별이 없는 것(kalpanāpoḍham),

착오가 없는 것(abhrāntam)’30)이라고 정의했던 것이다.

아마도 현량의 정의에 있어서 ‘분별이 없는 것’을 먼저 명시했

던 이유는, 분별이란 사물의 이름[名, nāma]이나 종류[類, jāti]와

같은 언어적 개념과 결합하는 것이므로 찰나생멸하는 사물의 실

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 다만 세속적인 언어생활 속에서 사회

적 약속에 의하여 그 효용성이 인정될 뿐이라는 사고가 전제되어

28) 불교 고전 논리학을 새로운 학문적 체계 ‘新因明’으로 종합했다고

평가되는 디그나가는 “착오지(bhrānti), 세속지(saṃvṛti-saj-jñāna),

비량(anumāna), 비량에 근거한 인식(ānumānika), 기억(smārta),

욕망(ābhilāṣika)은 유사지각이다”라고 설명한다. 이것들은 모두 분별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디그나가는 여기에서 예안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Masaaki Hattori(1968) p. 95 참조.

29) PVⅢ-293: apavādaś caturtho 'tra tena uktam upaghātajam,

kevalaṃ tatra timiram upaghātopalakṣaṇam.

30) NBⅠ-4: tatra pratyakṣaṃ kalpanāpoḍham abhrān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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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별이야말로 우리들 마음에 현현된 비실

재(anartha)를 대상으로 결지(artha-adhyavasāya)한 것이기 때문

에, 근본적으로 착오(bhrānti)인 셈이다. 그러므로 현량의 정의에

무엇보다 먼저 분별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경험세계에서는 언어적 관념이 개

입하기 이전에 직접 지각된 것이지만 눈병과 같은 감관의 손상으

로 말미암아 머리카락 같은 것이 실재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일이

있다. 다르마끼르띠는 바로 그것을 ‘착오가 없는 것’이라는 항목으

로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왜 다르마끼르띠가 이른바 직접지각인 현량을 정의하면서 ‘분별

이 없는 것’이라는 디그나가의 정의와 함께 ‘착오가 없는 것’을 추

가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불교논리학파와 니야야학파와의 논쟁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31)

실제로 니야야학파에서는 허공에 머리카락 다발이 보이거나 달

이 둘로 보이는 경우, “즉 어둠(taimira)이라고 하는 눈병이 눈동

자 속에 있어 그것이 시각의 기능을 이분시킴으로써 달이 둘로

보이게 하며, 또 눈의 동공 속에 자리잡고 있는 timira에 의해 눈

에서 나오는 빛이 흩어지고 그것이 태양광선과 부딪쳐 머리카락

다발의 형상이 나타난다”32)고 설명하고 있다.

니야야수트라와 그에 대한 주석서들에서는 현량을 정의함에
있어서 대상에 어긋나지 않음을 의미하는 ‘avyabhicārin’라는 말로

지각 가운데 생겨나는 착각의 문제를 현량의 범위에서 배제시키

31) 이에 대하여 이지수는 “정확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니야야학파의

지각의 정의에 영향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를 들면 새끼줄을 뱀으로 보는 경우 대상이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뱀이라는 인식은 교정될 수 있지만,

눈병에 의해 달이 둘로 보이는 경우는 아무리 달이 하나라고 알아도 두

개의 달은 여전히 지각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르마끼르띠는 감각적인

착오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abhrānta’를

첨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지수(1991) p. 134-135 참조.

32) Nyāya Mañjarī. pp. 474-475. 이지수(1996) p. 9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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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33) 또 인식(jñāna)을 ‘눈앞에 있는 대상으로부터 일어난

인식인가’, ‘과거의 경험이 남긴 잠재적 인상으로부터 일어난 재생

적 인식인가’에 따라 경험(anubhava)과 기억(smṛti) 두 가지로 나

눈다. 전자에서 생겨나는 착오는 다시 감관의 손상에서 비롯하는

것과 대상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나누고, 후자에서 생겨나는 착오

는 분별에 의한 것이라고 각각 설명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이러한 유사점들은 불교논리학파

와 니야야학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가

능하게 한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불교논리학파에서 언급되는 ‘예안에 나타나

는 머리카락’의 비유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쁘라마나바르띠까에서 다르마끼르띠는 이 비유를 외부
대상으로서의 의미와 知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로 구분하여 설명하

고 있다. 그리고 현량의 정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분별’과 ‘착오’

두 가지 항목 가운데, 후자인 착오의 문제에 귀속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이것은 또한 ‘분별로 인한 착오’와 ‘감관의 손

상으로 인한 착오’를 구분하여 설명했던 니야야학파와의 논쟁 속

에서 자리 잡은 분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나오는 말

유식이십론에서 언급된 ‘눈병 걸린 자에게 나타나는 머리카
락’의 비유는 실재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識에 의하여 실재하는

것처럼 ‘구성된 것’-‘분별된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무시

33) Vātsyāyana는 니야야바샤에서 ‘A를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A라고

인식하는 것은 착각(vyabhicārin)이며, A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A라고

인식하는 것이 비착각(avyabhicārin)’이라고 기술한다. 이지수(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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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의 무명의 훈습에 의하여 중생들에게 구분되어 나타나는 能

取와 所取, 我와 法을 말한다. 그런데 중변분별론에서는 그것들
이 “그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

명한다. 이 두 가지 문헌을 살펴볼 때, 이 비유는 ‘실재하지 않는

것, 하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인식작용 즉 허망분별 일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불교논리학파의 경우 상당히 복잡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쁘라마나바르띠까에서는 눈병 걸린 자에게 나타나
는 “머리카락 등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知에 현현하

는 경우 즉 자증현량의 대상인 경우에는 자상이 되고, 분별지의

대상인 경우에는 공상이 된다고 말한다. 특히 이 비유를 현량의

정의에서 배제되는 착오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식학파에서는 실재하지 않는 능취와 소취의 구분이 사라진

곳에서, 즉 ‘오직 識일 뿐임’을 깨닫는 唯識性의 획득으로부터 진

여․ 법계의 세계가 드러난다고 말한다. 또 불교논리학파에서는

올바른 인식을 통한 空見의 획득으로부터 인간의 해탈이 가능하

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눈병 걸린 자에게 나타나는 머리카락’의

비유를 고찰한 것은 그러한 唯識性-올바른 인식의 획득을 이해하

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울러 인도인식론에 있어서 착오의 문제와 관련된 불교논리학파

와 니야야학파와의 논쟁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두 학파의 논쟁에 대한 연구는 다음 과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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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quiry of the Metaphor of the 'Keśādi appearing

to the Taimirika'

Kim, Seong Ock

(Dongguk Univ.)

This paper i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metaphor

'keśādi appearing to the taimirika'. It appears like hairs,

flies etc. to the man(taimirika) who has the ocular disease.

It alludes something to appear that does not have a real

existence.

The first eulogy in Twenty Verses(Viṃśatikā

vijñaptimātratāsiddhi) insists "the three realms are mind

only. When internal consciousness is born, it appears

resembling external objects of perception. Like the hairs,

flies etc. that one sees nonexistent because of the diseased

eye.

And the first eulogy in Pramāṇavārttika, the

representative writing in the Buddhistlogic written by

Dharmakīrti, insists "instumental cognitions are of two

kinds. Because there are two kinds of objects in accordance

with having the capability of telic function(arthakrīya) or

not. Illusion such as the hairs that appear in the perception

of a person who has an ocular disease are not

objects(artha) because they are not considered as the

objects."

The former, Vijñaptimātra school, insists that our

empirical world is the mind only like the metaphor of the

hairs.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it does not exist

throughly. We can not help saying that it exists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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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menon of confusion(bhrānti). When we understand

them truthfully and they are disappeared, persons can obtain

the emancipation from the life of ignorance(avidya).

The latter, Buddhistlogic school, insists that the hairs

are not the objects(artha) to be grasped. But in the

perception it can be the object(viṣya) to be perceived.

Namely they are the objects in particulars which are the

nature of awareness. And the recognition such as "These

are hairs" have the universals as their objects. Nevertheless,

there is no change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appearance of hairs does not have any object. They regard

the hairs as a perceptional illusion which is caused by the

defect of sense organ.

Key Words: timira, taimirika, keza, abhAvapratibhAsa,

bhrAnti, viMzatikA vijJaptimAtratAsiddhi,

pramANavArttika, vijJaptimAtra, buddhist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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