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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망사학파의 쿠마릴라와 불교논사 다르마키르티는 비록 생존 연대

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동시대의 인물이다. 각각 미망

사와 불교의 철학적 논의의 정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들

의 사상은 지각의 논의에서도 서로 상반된다.

두 사상가 모두 인식을 무모순성이라고 정의하여 유사성을 보이는

듯하나, 쿠마릴라는 무모순성이 내재적 정당성으로 보증된다고 주장하

고, 이는 결국 베다의 영원성을 논증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된다. 반면

다르마키르티는 인식의 무모순성을 인간의 목적 성취로 규정하여 그 지

향점이 다르다. 이를 바탕으로 지각에 대한 정의와 논증에서도 이들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쿠마릴라는 지각은 다르마를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비분별 지각과 분별적 지각으로 구분한다. 초세간적 능력을 가진

요가행자나 일체지자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며, 이는 결국 세간의 경험

적 상식적인 수준의 지각을 논의한다. 반면 다르마키르티는 지각의 비

분별임을 강조하며 언어와 결합가능성이 배제된 것이라고 정의하며, 개

별상만이 지각의 인식대상이라고 한정한다. 그리고 지각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요가행자의 지각을 인정하며, 일체지자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쿠마릴라와 다르마키르티의 지각의 논의

는 서로 다른 인식론적 토대 위에서 서로 다른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 이 논문은 동국대학교 BK21 세계화시대 불교학 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성청환 : 동국대학교 BK21 세계화시대 불교학 교육연구단 박사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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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자이미니(Jaimini)의1) 미망사수트라(Mīmāṃsāsūtra)를 주석

한 쿠마릴라 바트(Kumārila Bhaṭṭa 7C)는 미망사학파의 교의가

의례 중심의 행위론에서 철학적 논의로 옮겨갈 수 있는 전환점을

제공한 인물로 평가를 받는다. 디그나가(Dignāga ca. 480-540) 철

학의 계승자라고 지칭되는 다르마키르티(Dharmakīrti ca. 600-660)

는 인도불교에서 철학적 논쟁의 정점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생존 연대기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들의 각각의 주저인 슐로카바르티카(Ślokavārttika)
와 프라마나바르티카(Pramāṇavārttika)의 저술 시기의 선후에

대해서도 일치된 합의점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동시대

의 인물이라는 것이다.2) 쿠마릴라는 ŚV 4장에서 지각(pratyakṣa)

을 논하면서 디그나가가 프라마나사무차야(Pramāṇasamuccay
a)에서 논의한 지각 이론에 반론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다르마키르티는 PS의 해석을 통하여 자신의 철

학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두 사람의 사상이 대척점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각은 올바른 앎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며,

인도의 모든 학파들이 지각을 올바른 인식수단으로 간주하는 데

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감각 경험이란 기본적으로 주관적이고

일회적인 반면에 이를 토대로 하여 구성되는 지각적 판단은 단순

히 개별적 차원인 주관에 머물지 않고 주관을 넘어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세계의 모습을 그 내용으로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적 경험 세계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감각

1) 자이미니의 연대기 추정에 관련한 논의는 Gonda(1987), 5. 참조.

2) 다르마키르티와 쿠마릴라의 연대기와 ŚV와 PV의 저작 순서에 대한

논의는 Taber(2005), Hattori(1968), Krasser(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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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으로부터 외부 세계로의 추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지각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 논문은 쿠마릴라와 다르마키르티의 지각 논의에 반영된 인

식론적 토대의 의미를 고찰한다. 그들 각자의 서로 다른 지각의

정의와 특징을 논의하는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그들의 논리구조

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쿠마릴라와 다

르마키르티는 지각에 대한 판단 중에서도 ‘분별적 지각’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론에서 어느 범주에 위치 지우는지를 살펴 볼 것이

다. 그 속에 내포된 함축적 의미를 ‘요가행자의 지각’의 인정여부

의 근거를 통하여 살펴보고, 논리성 이전에 상정된 각자의 서로

다른 인식론적 지향점, 종교성의 의미를 밝혀본다. 결국 그들이

지각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이를 위한 올바른 앎으로서 인식을 어떻게 규정하며, 인식론에

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 본다.

Ⅱ. 인식에 대한 규범

무엇이 올바른 앎인가라는 인식론의 규범적 정의는 대부분의

인도철학의 학파들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3) 그러나 다르

마키르티와 쿠마릴라의 저서들에서는 최소한 인식(pramāṇa)에4)

3) Franco는 다르마키르티 이전에 저술된 인도철학 각 학파의 논서들과

불교 논사들이 저술한 논서들에서 ‘인식의 정의’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Franco(1997), 59. 참조.

4) 쿠마릴라가 ŚV. 2. 80. 게송에서 pramāṇa를 인식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것이 불교에서처럼 인식(pramāṇa)과 인식 결과(pramāṇaphala)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ŚV 4. 74-75

송에서 인식과 인식 결과를 동일시하는 불교 인식론을 비판하면서, 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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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의라고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됨으로써 그 준거를

파악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올바른 앎으로서 인식을 논의하면

서 ‘일치’, ‘동의’를 의미하는 ‘saṃvāda’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

다. 그러나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것들이 지칭하는 것은 서

로 다르며 따라서 의미하는 것 또한 결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쿠마릴라는 베다 명령(codanā)의 절대적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

해서는 올바른 인식이든, 그렇지 않든지, 내재적이든, 외부적이든

모든 인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탐구되어야 한다고 한다.5) 쿠마릴

라는 타당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6)

그러므로 안정되고, 생겨나서, 다른 인식과 모순되지 않는 것이 인

식(pramāṇa)이라고 알려진다.7)

구분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인식을 pramāṇa로 지칭하는 것은

불교 논서 이외에는 보기 힘든 모습이다. 여기에서 그의 목적은

pramāṇa가 인식의 과정이나 그것의 결과인지를 논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산된 결과는 과정과 동일하지는 않을지라도

인식의 문제에서 정당성이나 과정의 다른 점들은 결과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수단에 대한 논의는 수단을 통하여

발생하는 인식에 대한 논의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pramāṇa는

인식의 타당성이나 타당한 인식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ramāṇa가 베다의 경우에는 pramāṇa에 의해서 생겨난 지식을 아는

수단이다. Francis X(1980), 180.

5) ŚV 2.33. sarvavijñanaviṣayam idaṃ tāvat parīkṣyatām,

pramāṇatvāpramāṇatve svataḥ kiṃ parato 'tha vā.

6) Taber는 Franco가 ŚV의 2. 80 게송이 pramāṇa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이 게송은 인식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인식이 진리일

경우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Taber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이 게송이 최소한 타당한 인식일 경우에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는 파악할 수 있다. 또한 Kataoka는 쿠마릴라 이전에 미망사

논서에서는 śabda를 제외한 각각의 인식 수단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므로 이 구절이 pramāṇa의 정의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다.(Franco, 1997), 59. Kataoka(2003), 100-101. 참조.

7) ŚV. 2. 80. tasmāt dṛḍhaṃ yad utpannaṃ na visaṃvādam ṛcchati,

jñānānteraṇaṃ vijñānaṃ tat pramāṇaṃ pratīyatām. 쿠마릴라의 또 다른

인식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게송은 RNA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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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쿠마릴라가 정의하는 정당한 인식의 필요조건으로 안

정성과 발생, 그리고 무모순성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온전하

게 유지된다(dṛḍha)는 의미는 의심(saṁśaya)과는 반대되는 의미

로 인식 과정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의심의 배제를 의미하며, 이

것은 인식에 있어서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불

확실성을 배제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생성(utpanna)은 비지각

(ajñāna)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성되는 지(智)(utpannaṃ jñāna

m)를 의미한다. 세 번째는 인식의 정합성 곧 다른 타당한 인식이

나 인식의 정당성에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na visaṃvādam ṛccha

ti jñānāntareṇa) 오류(mithyātva)와 반대되는 개념이다.8) 결국 진

리는 가능한 모든 오류나 다른 인식과 모순을 배제한 정합성을

의미한다.

인식의 정합성은 ‘내재적 정당성’(svataḥ pramāṇya)의 논리로

타당성이 보증된다. 쿠마릴라에게 있어서 모든 타당한 인식의 정

당성은 내재적으로 증명된다. 왜냐하면 본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물의 능력은 다른 것에 의해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다.9) 만약

인식의 정당성이 내재적으로 보증되지 않으면, 하나의 인식은 다

른 인식에 의해서 정당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그 다른 인식은 또

다른 인식에 의해서 검증 받아야 하는 논리구조가 지속되며 이는

곧 무한 소급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10) 그러므로 타당한 인식은

최초의 인식 스스로 그 정당성을 지닌다. 따라서 인식은 다른 인

인식은 그중에서 새로운 사물에 대한 인식(apūrvārtha vijñānam),

결지(niścitam), 부정되지 않으며(bādha varjitam), 무결점의 원인으로부터

생성되는(aduṣṭa kāraṇārabdham) 타당한 것으로 세상에서 받아들여진다.

RNA 106.9-11. tratrāpūrvārthavijñānaṃ niścitaṃ bādhavarjitam.

aduṣṭakāraṇārabdhaṃ pramāṇaṃ lokasaṃmatam. Kataka(2003), 96.

8) 쿠마릴라는 인식이 아닌 것(apramāṇa)을 ŚV 2. 54 a-b에서 모순,

(생성되지 않는) 비지각, 오류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aparāmāṇyaṁ

tridhā bhinnaṁ mithyātvājñānasaṁśaiḥ.

9) ŚV 2. 47. svataḥ sarvapramāṇānām prāmāṇyam iti gamyatām, na hi

svato 'satī śaktiḥ kartum anyena śakyate.

10) Gonda(198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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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나 모순된 다른 인식에 의해서 그 인식에 오류가 있다는 것

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내재적으로 정당하므로 진리이다.11) 다른

어떠한 외부적인 요소의 첨가나 도움 없이도 정상적인 인식의 원

인은 그 자체로서 진리인 pramāṇa를 보증할 수 있게 된다.12) 그

러므로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인식의 본유적 성격을 전혀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쿠마릴라에게서 인식, 인식의 정당성은 인식이 대상과

상응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상하는 것

(viṣayatathātva)이다. 정당성은 대상으로부터 파악되는 것이지 단

순히 내재적인 것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모든 인식은 실재하는

대상을 드러내며, 대상이 표상한 것을 속성으로 한다. 따라서 인

식의 정당성은 인식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대상으로부터 이해되

어진 것이다.13) 인식은 실재와 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재적

정당성이 실질적 정당성과 어떻게 관련지어 질 수 있는가라는 문

제가 제기된다. 쿠마릴라의 해결책은 다시 인식에 대한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 최초의 내재적 정당성은 그 원인에 오류가 있을지

라도 부정되지 않는다. 또는 모순되는 인식은 주관적 정당성을 드

러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당성도 드러낸다. 어떤 인식을 부정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

서 그 인식은 진실로 진리이다.14)

11) 동일한 논리 구조를 법 집행의 원칙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비록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하는 것과 유사하다. 참조 Taber(1992), 221.

12) 주석자 Pārthasārathi는 ‘항아리의 존재’를 예로 든다. 항아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항아리를 만드는 도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항아리로

존재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3) 이 부분에서 쿠마릴라는 디그나가나 다르마키르티의 svasaṃvedana와

구분된다. 쿠마릴라는 ‘인식 정당성의 현현(顯現)’이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한다. 인식은 선명하게 인지 가능한 상태로 알려질 필요도 없다. 오직

인식은 그것에 후속하는 것에 의해서만 선명성이 드러난다고 하면서

회의론적 시각도 드러난다. Taber(1992), 213.

14) Taber(1992), 215.



지각논의에내포된인식론적토대 ∙ 49

쿠마릴라에게 있어 내재적 정당성이란 인식론에서 진리는 그

자체로서 선험적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아트만의 존재 긍정과

언어의 영원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며, 베다의 권위와 영원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15) 그리고 이것은

인식론의 논의를 형이상학의 범주로 옮겨가게 하는 매개체이다.

그러므로 내재적 정당성은 인식론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최종적으

로는 종교적 권위의 정당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곧 p

ramāṇa의 논의를 인식의 영역에서 형이상학의 영역으로 다시 베

다의 영역으로, 철학에서 종교로 그 논의를 옮겨가는 것이다.

디그나가가 인식이나, pramāṇa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는 반면

에 다르마키르티는 PV의 인식성립(Pramāṇasiddhi)장의 서두에서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16)

인식(pramāṇa)은 모순되지 않는 지(知)이다.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대상의 현현(顯現)이다. 17)

다르마키르티의 인식에 대한 정의도 쿠마릴라와 크게 달라 보

이지 않는다. 인식은 모순되지 않는 ‘정합성(avisaṃvādi)’이 있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대상을 드러내는 것(ajñātārthaprakāśa)’이

라는 두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18) 곧 인식이란 새로운 대

상에 대한 모순되지 않는 지식이다. 다르마키르티는 정합성이란

인식론의 범주에서는 인간의 목적 성취를 위한 ‘효과적 작용’(artha

kriyā)이라는19)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범위와 의미를 구체적으로

15) Gonda(1987), 25.

16) Franco는 PV 2의 두 구절은 인식의 정의가 아니라 붓다가 pramāṇa임을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Franco(1997), 45-66. 참조. 그러나

Katusra(1984)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PV 2 .1-8송은

다르마키르티가 인식을 정의하고 있다는데 동의한다.

17) PV 2. 1a. pramāṇam avisaṃvādi jñānam. PV 2. 7c. ajñātārthaprakāśa.

18) PV 2. 1a-c. pramāṇam avisaṃvādi jñānam arthakriyā sthitiḥ

avisaṃvādan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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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낸다. 인식론적 측면에서 ‘효과적 작용’이란 인식 대상이 인식

자인 인간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으며, 원하는 바의 목적을 성취

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에서 어떤 지식에 근거한 구체적인

행위가 바라는 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그 때의 지식을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지식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객관

적인 실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

를 들면 물에 대한 인식이 만약 그것이 진리라면 목마른 사람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대치를 만족시켜주는 현실의 물로 이끌

수 있으며, 반면 신기루를 물이라고 인지하고 행위 하면 그 대상

은 우리를 기대치와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알려지지 않은 대

상에 대한 이해라는 두 번째 정의에서는 인식 대상으로서 개별상

이 알려지지 않을 때, 알려지지 않은 그 대상이 인식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목적을 성취하려는 사람에게는 오직 인식 대상은 개별

상만이 고찰되기 때문이다.20) 다르마키르티가 인식 대상을 개별

상과 보편상 모두를 인정하고 있지만, 오직 목적을 성취하려는 사

람은 개별상만을 인식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한정은 인식

론의 지향점이 현실의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쿠마릴라와 다르마키르티의 인식에 대한 정의는 정합성 내지

무모순성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일견 유사해 보인

다. 그러나 이후에 다르마키르티는 인간의 목적 성취를 위한 효과

적 작용을 정합성의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인식의 주된 초점을

인간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반면에, 쿠마릴라는 무모순성의 핵심을

인식의 내재적 정당성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지향점이 다름을 나타

내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은 지각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19) 'arthakriyā'의 용어와 해석에 대한 논의는 Nagatomi(1987), 52-72. 桂

紹隆(1983), 96-100. 戶琦宏正(1978), 58. Dunne(2004), 273-284 참조.

20) PV 2. 6b-d. avijñāte svalakṣane yaj jñānam ity abhiprāyāt

svalakṣaṇavicārat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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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각의 정의와 특징

쿠마릴라는 비록 ŚV의 4장의 254송 모두에 걸쳐 지각에 대해

서 논의하고 있지만, 지각이 무엇이라고 선명하게 정의하지는 않

는다. ŚV 4의 전반부는 MS. 1.1.4.에 대한 쿠마릴라의 주석과 해

석이다. 그는 MS. 1.1.4의 게송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그것(대상)과 인간의 감각기관의 접촉이 있을 경우에 생겨나는 인

식이 지각이다. [지각은 dharma의 인식] 원인이 아니다. 현존하는 것

을 인식하기 때문에.21)

쿠마릴라는 미망사수트라에서 지각은 무엇이라고 선명하게 정

의하고 있지 않으며 이 게송은 지각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없다

고 한다. 이유는 만약 단순히 인식대상과 감각기관의 접촉을 지각

이라고 정의한다면, 유사지각인 지각적 오류도 동일하게 지각으로

간주할 수 있고, 동일한 논리로 감각기관과 대상의 접촉 없는 꿈

에서의 지(智)도 지각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

들은 지각적 오류일 뿐이다.22) 지각은 잘 알려져 있듯이(prasiddha)

21) MS 1. 1.4. satsaṃprayoge puruṣayendriyāṇāṃ buddhi, tat pratyakṣam

animittaṃ vidyamānopalambhanatvat. 쿠마릴라의 이러한 해석은

Śabarasvāmin의 해석을 계승하며 Bhavadāsa와 Vṛttikāra의 해석을

비판한다. 사바라스바민은 MS 1.1.4가 지각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현재의 인식 대상과 감각기관의 접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특징이므로

dharma를 알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반면 Bhavadāsa는 이 게송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첫 부분은 지각에 대한 정의로

파악한다. Taber(2005), 44-47. Hattori(1968), 161.

22) ŚV 4. 10-11. na cāpy anena sūtreṇa prayakṣaṃ kathaṃcana,

tadābhāseṣu tulyatvāt svapnajñānaikavarjanāt. tad

dhīndriyārthasambandhavyāpāreṇa vinā bhavet, kenacit samprayoge tu

bhrāntyādi syān niyogataḥ. 또 다른 예시는 비록 반짝이는 조개 껍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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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것을 인식으로 하는 특징 때문에 다르마(dharma)를 알

수 있는 원인이 아니다.23) 쿠마릴라가 타당한 인식 수단으로 인정

하는 나머지 다섯 가지들도 모두 지각에 기초하여, 타당성의 유무

를 밝힐 수 있으므로 그것들 모두는 다르마를 알 수 있는 인식 수

단이 아니다. 따라서 쿠마릴라가 풀이하는 이 게송의 의미는 지각

은 다르마의 인식수단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24)

비록 지각의 정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쿠마릴라의 해석을 통

하여 미망사가 논하고 있는 지각의 특징은 파악할 수 있다. 지각

은 감각기관과 대상이 접촉할 경우에 발생하는(samprayogajatvāt)

‘현존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vidhyamānopalmabhana)이다.25)

감관과 현존하는 대상이 접촉한다는 의미는 대상과 감각기관

빛을 보고 ‘은’이라고 인식적 오류를 범할지라도 그 착란은 기억된다.

기억속의 은빛은 지금 지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감각기관과 대상의 직접적인 접촉의 경우에도 기억에 대해 사유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시각은 계속 지금 여기에서 지각하는

행위를 계속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착각은 지각이 된다.

23) ŚV 4. 20. yato 'sti tatra dharmo 'yaṃ vidhyamānopalambhanam,

tasmāt tena prasiddhena gamyatām animittatā.

다르마는 베다의 명령을 수행하는 ‘의무’라는 의미이며, 이것은 욕구된

대상이다. 미망사의 기본 전제는 인간은 행복을 욕망한다(niḥśreyasa).

인간은 욕망에 따라 행위를 하며, 행위의 결과로서 기쁨을 얻는다.

행복을 초래하는 것은 다르마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adharma이다.

베다의 명령만이 다르마의 진리을 보증한다. 베다의 진리성은

비작자성에 의한 무오류의 ‘내재적 정당성’으로 증명된다.

24) 쿠마릴라는 게송의 핵심은 앞 뒤 게송의 문맥이나 의도를 고려해 볼 때

지각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다르마에 대한 탐구이며, 자이미니는

MS에서 지각에 대한 정의는 중요한 논의 주제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풀이한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Taber(2005), 15-16 참조.

25) Hattori는 쿠마릴라가 MS를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해하고 있다고

요약한다. 1)지각은 다르마를 아는 원인이 될 수 없다. ‘현존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vidhyamānopalmabhana)이기 때문에. 이유는 그와 같은

특징이 널리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prasiddha). 2)지각은 현존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이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대상과의 접촉(sat

samprayoga jatvāt)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3)지각은 현존하는 대상과의

접촉에서 발생한다. 지각(praykṣatvāt)이기 때문에. Hattori(1968),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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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동일한 시·공간에 존재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둘 중의 하나

가 부재하는 경우에 지각은 성립될 수 없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

지 않는 대상들, 즉 미래나 과거의 것들을 통하여 발생하는 인식

활동은 지각이 아니다. 따라서 감관과 접촉하는 대상은 인식되어

지는 대상과 반드시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다르마키르티는 NB와 PV 3에서 지각은 ‘개념적 구성이 결여되

고 착각이 아닌 것’ 으로 정의한다.’26) 비착각은 비록 개념적 구성

이 배제된 경우일지라도 감각기관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생겨날

수 있는 오류들, 예를 들면 눈병 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머리카

락’이나 ‘두 개로 보이는 달’ 등의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서 부가된

것이다.27) 개념적 구성의 배제는 비분별(nirvikalpa)을 의미하며, '

분별은 언어표현과 결합 가능한 것의 표상(表象)에 대한 이해’이

다.28) '가능한'(yogya)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실재로 언어와

결합하지는 않으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언어표현이 불가능한 어린아이나 벙어리 등의 경우이

다.29) 즉 울고 있는 아기가 어머니를 보고 울음을 멈추는 행위나

26) NB 1.4. tatra prayakṣa kalpanā 'poḍham abhrāntam.

27) 이 개념은 다르마키르티가 PS의 지각정의에 추가한 개념이다.

다르마키르티는 PV 3. 123.에서는 이 개념이 드러나지 않고, NB 1.4와

PVin. 252 송에서만 보인다. 디그나가는 착각은 사유작용인 개념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며, ‘분별을 떠난’이라는 말에서 이미 배제되었다고

간주하고 직접지각에 이러한 정의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다르마키르티는

감관에 의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첨가한

것으로 본다.

28) NB 1.5. PVin 1.4 b-c. abhilāpasaṃsargayogyapratibhāsā pratītiḥ

kalpanā. 디그나가에게서 개념적 구성이란 고유명사(nāman), 種의

일반명사(jāti), 형용사의 의미인 속성(guṇa), 동사의미인 동작어(kriyā),

실체(dravya) 등과 결합하여 대상을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Ḍittha라는 이름은 고유명사라는 명칭에 한정되어 ‘디타’라고 불리며,

소라는 명칭은 소라는 종의 보통 명사에 한정되어 ‘소’라고 지칭된다.

Hattori(1968), 25.

29) NBT 5. kācit tv abhilāpenāsaṃsṛṣṭāpy adhilāpasaṃsarga yogyābhāsā

bhavati. yathā bālakasyāvyutpannasaṃketasya kalpanā.



54 ∙ 印度哲學 제34집

벙어리의 특정한 행위들은 외견상 언어 표현이 불가능하므로 분

별적 행위가 결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유와 판단 이후에 이루어

진 행위이다. 따라서 이것은 언어와 결합한 분별적 행위의 가능성

에 해당한다.

다르마키르티에 따르면 지각은 대상의 참된 특징인 실재성이

감각기관을 통하여 대상에 의해 직접적으로 생겨나게 하는 인식

이다. 그러나 분별의 행위인 언어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인식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 그 자체만이 아니

라 다른 무엇인가가 첨가된다. 따라서 언어와 결합하여 어떤 것을

표상하거나, 언어에 의해서 대상이 지시되는 경우는, 대상에 한정

된 지각이 아니다. 다르마키르티는 부가된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라고 한다. 모든 언어적 지식은 화자(話者)의 의도가 개입하

여 추론의 형식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분별적 행위이다. 따라서 그

것의 진리는 대상의 실재성에 기반하지 않는다. 이미 파악된 것을

다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각판단의 세간(世間)적인 지식이

며 인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30)

분별로서의 인식은, 언어와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세간에 정해

진 언어적 약속의 경험과 그 기억에 기초하여 성립한다. 그리고

언어적 약속의 경험 당시에 지각된 대상과 현재에 지각되고 있는

대상과의 결합을 본질로 한다.31) 지각은 시간적으로 전후 찰나의

30) PV 2. 2-3a vaktṛvyāpāraviṣayo yo 'rtho buddhau prakāśate,

prāmāṇyaṃ tatra śabdasya nārthatattvanibandhanam. gṛhītagrahaṇān

neṣṭtaṃ sāṃvṛtam.

31) 만약에 언어적 약속에 의해서 지칭되어진 어떤 것의 개입에 의하여

기억이 생겨나는 개념적 인식이 대상이라면, 이것은 정확히 말해서

기억의 개입이 있으므로 개념적 지각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분별적 인식은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 그 찰나에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식 과정에서 그 대상은 실재가 아니다. 만약

대상이 인식기관과 접촉하는 그 찰나에 생겨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가? 그와 같은 시간적 간극은 대상과는 별개의

인식이 가능하게 한다. 핵심은 언어적 기억이 어떤 형식으로라도

개입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인식을 지각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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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형상에 대하여 사유하는 분별 작용이 없다. 그러므로 지각

에서 이전의 대상과 언어를 지금의 대상에 결합한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32)

지각이 ‘현존하는 대상과 감관의 접촉’이라는 쿠마릴라와 지각

은 ‘분별 가능의 배제’라고 하는 다르마키르티의 차이점은 지각

대상을 서로 다르게 파악하고 그 특징과 지각의 범주를 다르게

구분하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일차적으로

비분별적 지각 이후의 개념적 판단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

제로 귀결된다.

Ⅳ. 지각 대상과 단계

쿠마릴라는 다르마키르티, 보다 직접적으로는 디그나가가 정의

한 지각은 분별의 배제라는 정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분별도

지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분별일지라도 대상과 감각기관의 적

절한 접촉으로 발생한다면 그것은 인식 대상의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지각이 ‘비분별이므로 증인(證因) 등은 지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대상의 형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분별도 또한 지각으로 간주한다.33) 따라서 그는 지각을 개념이 생

성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비분별적 지각(nirvikalpa)과 이에 후속하

는 개념적 구성의 단계인 분별적 지각(savikalpa)의 두 종류로 분

류하고, 전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한다.

32) PV 3. 174 saṃketasmaraṇopāyaṃ dṛṣṭasaṃkalanātmakam,

pūrvāparaparāmarśaśūnye tac cākṣuṣe katham.

33) ŚV 4. 111. pratyakṣāgrahaṇaṃ yat tu liṅgāder avikalpanāt, tan

neṣṭatvād vikalpasyāpy artharupopakāriṇ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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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비분별적 지각의 경우에도 대상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

나 인식자에 의해서 대상은 오직 순수한 형상으로만 파악되어진다.34)

두 가지 특징이란 인식 대상의 보편적(sāmānya)특징과 개별적

(viśeṣa)특징을 지칭하며 지각의 인식 대상에는 두 가지 모두가

내재한다.35) 비분별적 지각이란 대상 그 자체에 대해 단순하게 아

는 것(ālocanājñāna)으로 분별의 작용이 개입하지 않는다. 쿠마릴

라는 다르마키르티와 대조적으로 이 경우는 어린 아이나, 벙어리

등의 인식과 같다고 한다. 이 인식에서는 대상의 보편상이나 개별

상의특징은드러나지않으며, 오직 그둘의 토대로서의 ‘개체’(vyakti)

만이 있을 뿐이다.36)

사물의 실재성은 ‘보편상과 개별상 모두’라고 하는 의미는 대상

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구분하는 우리의 분별적 관념은 대상 자

체에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실재하는 사물의 두 측면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보편상은 다른 사물들과 지금 현재

지각되는 그 대상의 동질성(anuvṛtti, anugama)에 대한 객관성을

표현하며, 다른 대상과 인식하는 그 대상과의 이질성(vyāvṛtti)의

표현이 개별상이다. 인식과정에서 비록 두 가지 본성 중의 하나가

지배적일지라도 다른 하나는 잠재된 상태이다.37) 다시 말해 하나

34) ŚV 4. 118. nirvikalpakavodhe 'pi dvyātmakasyāpi vastunaḥ grahaṇam,

lakṣaṇākhyeyam jñātrā śuddhaṃ tu gṛhyate. ‘lakṣaṇākhyeyam’ 에 대한

해석은 주석자들마다 다르다. 쿠마릴라는 lakṣṇa의 어원을 √lakṣ로 보고

‘간접적으로 알려지는’이라는 의미로 파악한다. Taber(2005), 206 참조.

35) 쿠마릴라는 논서의 많은 부분에서 ‘viśeṣa’를 ‘svalakṣaṇa’의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한다.

36) ŚV 4. 112-113. asti hy ālocanājñānaṃ prathamaṃ nirvikalpakam,

bālamūkādivijñānasadṛśaṃ śuddhavastujam. na viśeṣo na sāmānyaṃ

tadānīm anubhūyate, tayor ādhārabhūtā tu vyaktir evāvasīyate.

37) 쿠마릴라가 지각의 특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는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상식의 경우라고 하면서, 이들의 관계가

종속적이거나 착각은 아니라고 한다. 쿠마릴라는 개별상의 상정 없이

보편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적 존재가 없는 보편상의 종(種)은 토끼

뿔과 같다. 개체화의 원리에서 종과 연관되지 않은 개별자는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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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현(顯現)은 실재하는 사물의 두 본성 중에서 다른 하나가 지

금 현재에 현현하지 않는 것에 의존한다. 따라서 쿠마릴라에게 보

편상과 개별상은 상호의존적인 개념이다. 논리적으로 하나는 다른

하나를 암시한다. 이 개념은 인식의 내재적 정당성 이론을 뒷받침

하는 핵심이다. 즉 후속되는 경험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분별은

대상의 실재성에 대응하게 된다고 한다.38)

쿠마릴라는 비분별적 지각은 어린 아이나 벙어리 등의 경우에

서 볼 수 있는 언어표현 능력이 부족한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풀

이한다. 즉 비분별적 지각은 인식과정에서 단순히 실재를 파악하

는 인식자의 ‘능력’이 부족할 뿐이다. 예를 들면 음악적으로 훈련

받지 못한 사람은 일반적인 음악과 베다 찬가를 구분할 능력이

없는 것과 같다. 비록 대상에 대한 판단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할

지라도 대상의 두 가지 본성에는 변함이 없다. 비분별적 지각일지

라도 개체의 개별상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의 과정에서 이

차이점을 드러내는 ‘능력의 부재’가 ‘본질적 차이’를 부정하는 것

은 정당하지 않다.39)

그러므로 비분별 지각의 대상은 개별상과 보편상 두 가지 측면

을 모두 지니지만 분별되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대상에서 발생하

는(śuddha vastuja) 표상이 하나의 단일한 개별자(vyakti)로 파악

되어지는 행위일 뿐이다.

분별적 지각은 언어와 결합하는 판단이다. 첫 번째 지각한 것에

대하여 분별하며, 그것의 구조에 대하여 사유하게 된다. 따라서

후속하는 종(種) 등의 실재하는 대상의 속성들에 의해 확정되는

인식도 지각으로 인정된다.40) 쿠마릴라는 분별적 지각에는 기억

않는다.

38) Nicholson(2002), 578-579.

39) ‘개체에는 구분되는 형상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견해는 옳지 않다.

표현하기 위한 능력의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이해될 수는 없다. ŚV

4. 117. tad ayuktam pratidravyaṃ bhinnarūpopalambhanāt, na hy

ākhyātum aśakyatvād bhedo nāstīti gamyate.

40) ŚV 4. 120. tataḥ paraṃ punar vastu dharmair jatyādibhir yay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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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입하므로 지각이 아니라는 반론에 대해서 감각기관과 대상

이 접촉이 있는 한, 비록 기억이 개입될지라도 그 인식은 지각의

범주에서 포함된다고 한다.41) 감각기관으로 분류되는 마음(manas)

의 적절한 기능에 의해서 대상과 접촉하게 되므로 그 대상에 대

한 인식은 기억에 의해서 은폐되지 않는다. 쿠마릴라가 비분별적

지각의 단계를 인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지각이 분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디그나가나 다르마키르티가 주장

하는 것처럼 비분별적 지각만이 지각의 유일한 형태라는 주장은

거부한다. 그는 단순한 단어의 어원적 기원을 제외하면, 세간에서

는 분별적 지각을 지각이라고 하고, 비분별적 지각은 지각이 아니

라고 한다.42)

다르마키르티가 지각을 모든 분별 가능성이 배제되고 착각이

아닌 것으로 정의할 때 인식 대상은 오직 개별상이며, 보편상은

결코 아니다. 올바른 인식수단을 지각과 추론 두 가지만을 인정하

는 이유는 인식 대상이 두 종류뿐이라는 대상에 대한 배타적 구

buddhyāvasīyate sāpi pratyaksatvena sammatā.

41) ŚV 4. 123. tenadriyārthasambandhe vidyamāne smarann api,

vikalpayan svadharmeṇa vastu pratyakṣavān naraḥ. 쿠마릴라의 또

다른 논리는 지각이 기억에 선행한다는 것은 ‘왕이나 베다의 명령’과

같이 불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ŚV 4. 234cd-235ab. na hi

smaraṇato yat prāk tat pratyakṣam itīdṛśam, vacanaṃ rājakīyaṃ vā

vaidikaṃ vāpi vidyate.

42) 경험적 세간에서 언어 통용의 사례를 보면 분별적 지각을 지각이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철학자가 단순히 ‘정의’를 목적으로 단어나

용어를 자의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반박한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모든 언어의 의미는 이전의 사용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므로 단어는

그것이 활용되고 있는 범위 그 이상을 적용할 수 없다. 세간에서 현명한

사람들은 오직 이전에 형성되었던 것만을 따른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진 것은 정의에 의해서 제거 되어질 수는 없다. ŚV. 4. 131-133.

animittaiva vā ruḍhiḥ sutarām savikalpakam, pratyakṣaṃ sammataṃ

loke na tathā nirvikalpakam. vṛddhaprayogagamyāś ca śabdārthāḥ

sarva eva naḥ, tena yatra prayukto 'yaṃ na tasmād apanīyate.

siddhānugamamātraṃ hi kartuṃ yuktaṃ aprīkṣakaiḥ, na

sarvalikasiddhasya lakṣaṇena nivarta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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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 기인한다.43) 올바른 앎으로 인식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

건은 반드시 그 대상이 개별상이거나 보편상 중에서 하나일 뿐이

지만, 개별상과는 독립된 보편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

로 쿠마릴라와 다르게 개별상과 보편상이 동시에 공존하거나 부

재할 수는 없다. 개별상은 직접적으로 실재하는 대상에 대한 목적

성취가 있고, 유사하지 않은 스스로의 형상으로 인식된(svarūpa)

대상이다. 이러한 대상은 다른 모든 대상과는 구분되는 그 대상만

의 독자적인 형상이 있다. 또한 개별상은 결코 언어로 표현 가능

한 인식 대상이 아니며, 비록 다른 원인이 존재할지라도 그것이

없이는 그 인식이 생겨나지 않는다.44) 이와 같이 대상에 대한 목

적성취가 있는 개별상은 궁극적 실재의 관점에서 유일한 존재(勝

義有)이며, 반대되는 것은 보편상이며 세속유(世俗有)이다.45) 그리

고 비록 개별상과 보편상 모두를 긍정하고, 지각과 추론을 타당한

인식 수단으로써 인정하지만, 궁극적 실재에는 개별상만이 유일한

인식대상이다. 따라서 지각만이 대상의 실재를 인식할 수 있는 유

일한 방법이다.46)

이와 같이 다르마키르티가 인식 수단을 한정하는 근거는 인식

대상을 개별상과 보편상으로 양분화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인식 대상의 양분화의 근거는 세계를 실재와 분별로 형성된 개념

으로 구분하는 존재론에서 출발한다. 존재론의 기본 출발점은 찰

나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찰나’를 의미한다. 찰나의 존재만이

43) PV 3. 1a-b. mānaṃ dvididhaṃ viṣayadvaividhyāc.

44) 다르마키르티가 제시하는 개별상과 보편상의 구분기준은 네 가지 경우의

수이다. 첫째 대상은 목적성취가 있는가. 또는 그 능력이 없는가이다.

둘째 대상은 유사한 것인가 유사하지 않은 것인가. 셋째 언어의

대상인가 아닌가. 넷째 다른 원인이 있을 때, 그것이 없이도 그것의

인식이 가능한가. 그것이 없이는 그것의 인식이 생겨나지 않는가이다.

PV 2. 1b-2. chaktyaśaktitaḥ arthakriyāyam. sadṛśāsadṛśatvāc ca

viṣayāviṣayatvataḥ śabdasyānyayanimittānāṃ bhāve dhīsadasattvataḥ.

45) PV 3.3. arthakriyāsamarthaṃ yat tad atra parmārthasat anyat

saṃvṛtisat proktaṃ te svasāmānyalakṣaṇe.

46) PV 3. 53d. meyam tv ekaṃ svalakṣaṇ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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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효력의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효과적 작용’이 있으며, 인간

으로 하여금 대상에 대한 목적성취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찰나

만이 유일한 실재이며, 존재한다는 것은 곧 결과를 생산한다는 의

미이다.47) 하나의 찰나는 다음 찰나의 상속의 원인이며, 다른 찰

나와도 구별되는 단일체로서의 궁극적 실재인 개별상이며 반대로,

상속은 보편상이다. 찰나의 개별상은 대상을 선명하게 현현하며

분별되지 않는 단일한 전체로서 유일한 실재이다.48)

찰나적 존재인 개별상은 결코 사유의 대상이 되거나 개념적 구

성을 형성할 수 없다. 지각은 분별의 작용이 없으므로 확정(adhya

vasāya)하거나, 결지(niścaya)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각은 직접적으로 목적 성취를 위한 구체적 실행으로

옮겨갈 수 있는 원인은 아니다.49) 그러므로 행위를 위해서는 결지

하는 과정인 분별적 지각(savikalpa)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분별적

지각은 결지나 확정을 본성으로 하며, 인식자로 하여금 실제로 행

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만일 분별적 지각이 후속하지 않는

다면, 끊임없는 지각만이 있게 된다. 다르마키르티는 분별적 지각

을 모순적인 것과 모순적이지 않은 것 두 종류로 구분한다.50) 원

47) HB. 1. 2.2. yathā yat sat tat sarvaṁ kṣaṇikam. HB. 1.1.8. yathā sat

tat kṣaṇikam eva akṣaṇkatve 'rthakriyāvirodhāt tallakṣaṇaṃ

vastutvaṃ hīyate.

48) Matilal은 지각의 대상인 개별상은 구조가 없으며, 단일한 전체라는

표현을 “러셀의 X 는 y 상사(相似)이다”가, 다르마키르티에게서는 대상

A는 ‘A'로 표현되거나 'A는 A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지각하지 않은 것이 실재를 지각한 것(no seeing-as ... can

be real seeing)이라는 논리 구조가 가능하다고 한다. Matilal(1986),

324-329 참조.

49) 지각은 비분별, 비착각이며, 언어적 표현이 불가능하며, 실재하는 개별

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이고도 전체적인 앎이다. 분별은 개념적 구성이며,

분별적 지식이며, 착각이고, 언어로 표현가능하며, 상속과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보편상에 대한 간접적이고 부분적인 앎이다.

50) 대상을 올바르게 지각할지라도 우리는 잘못된 원인에 의해서 올바른

결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모순이다. 예를 들면 조개껍질을 은으로

인식하는 것은 원인의 결함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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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결함이 없고 결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목적 성취

가 가능한 결과를 초래하는 분별적 지각에 의해서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나 분별적 지각은 인식자의 목표나 성향에 따라서 다르

게 판단될 수 있다.51) 따라서 지각과 다르게 분별적 지각은 대상

에 대해서 간접적이고 부분적인 지식이다. 이것은 수많은 보편상

의 특징들 중에 하나를 인식대상의 개별상으로 취하는 과정이다.

바로 이점에서 분별적 지각은 오류이며 지각으로 분류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적 지각은 우리의 지각이 목적을 성취하

게 유도하므로 기대치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인식으

로 간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은 대상에 대한 이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분별적 지각은 전 찰나에 선행하는 지각에 의해

서 파악된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

는다. 쿠마릴라가 분별적 지각을 지각이라고 분류하는 반면에, 다

르마키르티의 논리 구조에서 분별적 지각은 지각의 범주에도 인

식의 정의에도 포함될 수 없는 세간의 지식(sāṃvṛta)이다.52) 그러

나 비록 타당한 인식수단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 일상적 행위

의 실용주의 측면에서 보면 분별적 지각이 후속하지 않는 지각은

실용성이 없다.

않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모순이다. Katsura(1984), 224.

51)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여성을 지각하고 서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욕이 있는 사람은 욕망의 대상이며, 수행자에게는 해골에

지나지 않는 수습의 대상으로도 간주될 수 있고, 굶주린 개에게는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일 수도 있다.

52) 다르마키르티에게서 분별적 지각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적

약정(saṃketa)이며, 대상의 보편상을 한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실재

대상의 전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므로 은폐(saṃvṛti)라고도 하고 단순하게

지각에 의해 파악된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기억(smṛti)이라고도 한다.

Katsura(1984),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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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제된 믿음

지각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쿠마릴라의 핵심 키워드는 ‘현존’이

며, 다르마키르티는 ‘비분별’이다. 쿠마릴라 자주 사용하는 ‘널리

잘 알려져 있는’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우리가 일

상에서 경험하는 상식적인 차원의 지각을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

다.53) 반면 지각의 종류를 네 가지로 분류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

듯이, 다르마키르티의 비분별 지각은 단순히 일상의 경험 세계의

지각만을 논의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들의 서로 다른 의도와

전제들은 요가수행자의 지각을 긍정하는 다르마키르티와 이를 부

정하는 쿠마릴라의 논리 구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쿠마릴라는 어떤 이들은 과거와 미래의 대상, 미세한 사물, 조

대한 대상에 대한 지각을 요가행자의 지각이라고 하고 그들을 영

혼의 해탈자라고 지칭하지만, 그 경우에 현존하는 대상과의 접촉

이라는 지각은 증명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는 미래에 가능한 다르

마의 인식원인이 요가행자에게 지각되었다는 사실은 설득력이 없

다고 주장한다.54) 다시 말해 지각은 현존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라

는 사실과 다르마는 미래에 인식가능하다는 두 가지 이유로 요가

행자의 지각은 일상적 경험세계의 지각의 의미 그 이상은 아니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로 자이미니는 지각을 논의할 때 현재에 존재

한다는 의미로 MS. 1.1.4의 게송에서 ‘sat’를 사용한다고 풀이한다.

그러므로 요가행자의 지각은 특별한 지각이 아니라 세간에 널리

53) 쿠마릴라는 널리 알려져 있다는 의미의 ‘prasiddha’를 여러 번 사용하며,

이것은 곧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54) ŚV 4. 26-27 atītānāgate 'py arthe sūkṣme vyavahite 'pi ca,

pratyakṣaṃ yoginām iṣṭaṃ kaiścin muktātmanām api.

vidyamānopalambhatvam asiddhaṃ tatra tān prati, bhaviṣyattvasya vā

hetos tadgrāhyair vyabhicārit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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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상식적인 지각일 뿐이다.55)

다르마키르티는 요가행자의 지각은 ‘수습에 의해 성취되며, 분

별의 체계를 떠난 비분별이며, 매우 명료하게 현현한다’고 정의한

다.56) 이와 유사하게 애욕과 근심과 공포에 의한 마음의 혼란과

도둑의 꿈 등에 의해 전도된 사람들은 심지어 실재하지 않는 것

들조차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본다.57) 따라서 실재이든 비실

재이든 수습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수습이 완성될 때

명료하게 현현하는 비분별 지각을 결과로 가진다.58) 그러나 실재

나 비실재의 대상을 통한 수습 중에서도 인식의 증명에서도 언급

한 것처럼 실재와 같이 정합성이 있는 것만이 수습에 의해 생겨

난 직접지각이라고 인정되고, 그러하지 않은 것들은 전도(顚倒)된

착각이다.59) 실재하는 사성제를 대상으로 수습을 성취한 요가행

자는 일체지자이며, 붓다를 지칭함과 동시에 모두 인간의 목표로

서 성취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쿠마릴라에게 다르마란 인간의 행복이며 궁극의 목표이다. 이

것은 오직 베다의 명령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르마에

관해서는 오직 베다의 명령만이 올바른 인식근거이며 다른 여타

의 인식 수단으로는 불가능 하다. 인간은 베다에 의하지 않고 스

55) ŚV 4. 28-29. mā bhūtām iti tenāha lokasiddhaṃ sad ity ayam, na

lokavyatiriktaṃ hi pratyakṣaṃ yoginām api. 더욱이 현존하는 것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다른 지각처럼, 수습의 지각은 지각이기 때문에

다르마에 대한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ŚV 4. 35.

asmatpratyakṣavac cāpi vidyamānopalambhanam, pratykṣaṃ

dhyāyināṃ dharme pratyakṣtvāc ca neṣyate.

56) PV 3. 281 1b-d. teṣāṃ tad bhāvanāmayam, vidhūtakalpanājālam

spaṣṭam eva avabhāsate.

57) PV 3. 282. kāmaśokabhayaunmādacaurasvapnādyupaplutāḥ, abhūtān

api paśyanti purato 'vasthitān iva.

58) PV 3. 284. tasmād bhūtam abhūtaṃ vā yad yad evātibhāvyate,

bhāvanāpariniṣpattau tat sphuṭākalpadhīphalam.

59) PV 3. 286. tatra pramāṇaṃ saṃvā야 yat prāṅnirṇītavastuvat, tad

bhāvanājaṃ pratyakṣam iṣṭam śeṣā upaplav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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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의 힘으로 다르마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쿠마릴라

가 지각의 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각은 다르마의 인식 수단이

아니다’는 간결한 명제이다. 따라서 쿠마릴라가 요가행자의 지각

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면서, 일체지자의 존재 가능성 자체를 부정

하는 것은 타당하다. 다르마키르티가 지각을 논의하는 목적은 붓

다 교설의 진리성과 수행을 통한 해탈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 논

리적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붓다를 일체지자로 긍정하면서,

개인도 해탈할 수 있다는 믿음의 근거가 일치하는 지점이 요가행

자의 지각이다. 다르마키르티는 요가행자의 지각을 지각의 한 종

류로 인식론에 자리매김하게 함으로써 믿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진리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요가행자의 지각은 다르마키르티에게

정당화된 진리로서의 믿음이며, 쿠마릴라에게는 믿음의 정당화를

위해서 거부되어져야 할 논리이다.

Ⅵ. 결론

인식론은 ‘우리가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

에 대한 답변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증명가능한가를 논의하는 것

이며,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사실의 세계를 다루는 자연과학과는 다르게 인식론에서 지식의

근원인 출발점을 어디에 두는가라는 문제는 결국 진리가 무엇인

가라는 종착점을 필연적으로 내포한다. 쿠마릴라와 다르마키르티

는 인식을 모순되지 않는 정합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동일한 근

원에서 인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순되지 않

는 규범을 쿠마릴라는 인식의 내재적 정당성에서, 다르마키르티는

인간의 목적 성취라는 측면에서 기준을 달리한다. 이러한 차이는

지각의 정의와 관련한 논의 이전에 이미 전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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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에서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의 출발점을 이루는 우리의

감각 경험이 일차적 의미이다. 감각 경험을 받아들인 후에 이를

토대로 하여 세계에 대한 판단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출발하여 이

론적 믿음으로 나아가 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그림을 논리적으로

그리게 된다. 인식론은 이러한 과정에서 지각이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다르마키

르티와 쿠마릴라는 사실적 경험 세계에 대한 판단으로서 지각을

논의하고 논리를 분석하기 이전에, 이미 ‘무엇이 진리라고 믿을만

한 논리적 근거’가 상정되어 있다.

인도의 다른 학파들의 논사들과 마찬가지로, 쿠마릴라와 다르

마키르티에게 이미 상정되어 있는 서로 다른 인식론적 토대는 지

각의 정의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이와 같은 중

요성에 대한 차이는 지각에 대한 정의의 필요성 유무와 그 구체

적인 내용을 다르게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한층 더 나아

가 감각적 경험 차원의 지각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지각의

유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준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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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pistemological Foundation within Debates on Perception:

The Comparison between Dharmakīrti and Kumārila

Sung, Chungwhan

(Dongguk University)

Dharmakīrti (ca. 600-660) and Kumārila Bhaṭṭa (fl. 7C)

were contemporaries, even though there is no agreement

about the exact time that both thinkers lived. Kumārila as a

Mīmāṃsāka criticizes the doctrine of Dignāga, who is the

founder of Buddhist logico-epistemology while Dharmakīrti

is the successor of Dignāga and the defender of Buddhist

doctrin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mpare and contrast

the doctrine of perception between Dharmakīrti and

Kumārila and examine the foundational meaning behind the

discussion of perception. Kumārila and Dharmakīrti both

define knowledge as non‐contradictory but the implicated

meaning is different. According to Kumārila, knowledge

must not be contradictory with other knowledge which is

justified with the doctrine of intrinsic validity. Eventually it

is to protect the doctrine of eternality on the Veda. In the

case of Dharmakīrti, non‐contradictory indicates the

satisfaction of human expectations.

Given the different meaning on knowledge, Kumārila

states that perception is the method of knowing dharma

because perception can only be perceived in the present

objects appropriately connected with sense‐organ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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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st to Kumārila, Dharmakīrti advocates that perception

is the only reality in the perspective of the ultimate truth,

even though he accepts that perception and inference are

the method of knowledge. Due to the dichotomy of the

objects particularity of the objects is the object of

perception and universality is the object of inference.

Particularity is the momentary existence and the only

reality in terms of ontology.

Kumārila categorizes perception as non‐conceptualized

perception and a conceptualized one. The latter is followed

by the former immediately and perception has both

characteristics between particularity and universality on

objects. In the case of non‐conceptualized perception there

is only the individual without distinction of particularity or

universality, which is merely lack of capacity of the

perceiver. Thus, perception in Kumārila theory is nothing

but common sense in empirical realms. For Kumārila, the

Veda is eternal and faultless, which is the only method of

knowing dharma. Through the injunction of the Veda,

human beings can achieve happiness.

Dharmakīrti defines perception as excluding the

possibility of conception and classifies perception into four

different categorizes. Among four kinds of perceptions,

Dharmakīrti’s perception is eventually inclined to yogic

perception which can be known beyond sense perception.

Yogic perception has double meanings; on one hand it

indicates that the Buddha as the omniscience is the

foundation of truth, the other is for Buddhists who can be a

Buddha with awakening through meditational practice.

Therefore, Kumārila and Dharmakīrti have different the

epistemological foundations in the discussion of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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