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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식과 자기인식으로서 지각과 추리에 관한

다르마키르티의 논증

권서용*1)

I 들어가는 말. Ⅱ 대상인식과자기인식으로서 지각.

Ⅲ 대상인식과 자기인식으로서의 추리. Ⅳ 나오는 말.

요약문 [주요어: 불교인식론, 지각, 인식수단, 추리, 대상인식, 자기인식]

불교인식론에서 지각은 근본적인 인식수단으로 간주된다. 독특한 개

별자(자상)에 대응할 때 우리는 지각적 인식 즉 지각을 갖는다. 그리고

일반화된 이미지에 대응할 때 우리는 추론적 지식 즉 추리를 갖는다.

하나의 지식은 지각적이거나 혹은 추론적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그리

고 이 두 인식수단의 범위를 넘어서 어떠한 지식도 없다. 따라서 온전

한 불교인식론은 이중의 지식이론의 토대에 근거한다. 지각은 순수감각

이며 추리는 정신적 구성이다. 이 논문이 목적하는 것은 지각과 추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각과 추리의 본질

은 대상인식이 아니라 자기인식이라는 것이다.

Ⅰ. 들어가는 말

다르마키르티(Dharmakīrti, 600-660)는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종

교인이다. 그의 종교는 ‘해탈’을 목적으로 하며, 그의 철학은 ‘올바

른 인식’1)을 지향한다. 해탈은 맹목적 신앙이나 고행으로 성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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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르마키르티는 왜 우리가 인식론을 논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인간의 모든 목적 성취에는 올바른 인식이 선행한다.

그러므로 그것이 [이 논서에서] 해명될 것이다.” 다름 아닌 이 논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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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그에

있어 올바른 인식이란 일체를 공(空), 무아(無我)로 보는 공관 내

지 무아관을 의미한다.2) 이 공관과 무아관에 의해서 해탈을 성취

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르마키르티의 생각이다.

그런데 올바른 인식에서 ‘인식’이란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란

‘무엇’에 대해 아는 것이다. 그 ‘무엇’이 외계대상이라면 그 인식은

‘대상인식’을 본질 혹은 결과로 하는 것이며, 그 ‘무엇’이 내적인

자기 자신이라면 그 인식은 ‘자기인식’을 본질 혹은 결과로 하는

것이다. 불교인식론에서 전자의 입장에 서 있는 학파는 경량부(經

量部)이며 후자의 입장에 입각해 있는 학파는 유식학파(唯識學派)

이다. 그런데 문제는 외계대상이 없이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가능

한가, 즉 대상이 없는 지각과 추리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

다.

다르마키르티는 자신의 인식론을 구축함에 있어 경량부의 외계

실재론을 수용하여 대상인식으로서의 지각과 추리를 해명하는 한

편, 외계실재론을 비판하고 유식무경(唯識無境)3)의 입장에서 자기

니야야빈두이다.(니야야빈두 제1장, 1게송)
2) 다르마키르티는 궁극적으로는 空의 인식으로 해탈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공관에서 해탈한다. 나머지 수습은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세존은 무상이기 때문에 고를, 고에서 무아를 설하신 것이다.”

(PVⅡ.253b;254a) (프라마나바르티카2장은 PVⅡ, 3장 지각론은
PVⅢ으로 약칭)

3) ‘오직 식만 존재할 뿐 외계대상은 없다.’라는 唯識無境의 사유는 다음의

경전들에 근거를 둔다. “또 이 생각이 일으킨 삼계는 허망하다. 다만

마음이 지은 것일 뿐이다. 십이인연은 모두 마음에 의지한다.”(又作是念.

三界虛妄. 但是心作. 十二因緣. 是皆依心) (華嚴經, 十地品, 대정장9.
558하). “자씨 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모든

위파사나와 사마디가 행하는 바의 영상은 그것(영상)이 이 마음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자씨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다르지 않다고

말해야만 한다. 왜 그런가? 그 영상은 오직 식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나는 식의 대상은 식의 현현이라 설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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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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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으로서의 지각과 추리를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르마키

르티가 외계실재론에 입각하여 대상인식으로서의 지각과 추리를

어떻게 입증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식무경의 입장에서 자기인식으

로서의 지각과 추리를 어떻게 논증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Ⅱ. 대상인식과 자기인식으로서 지각

2-1. 대상인식으로서 지각

위경생각진시유(爲境生覺眞是有), 이 명제는 ‘대상이 없는 인식

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력한 것이다. 여기서 ‘대상[境]’이란

인식의 대상이며, ‘인식’이란 대상에 의해 생성된 인식이다. 다르

마키르티에 의하면 인식에는 2종이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무매개

적 인식으로서 현량(現量, pratyakṣa)인 지각이며 또 하나는 간접

적·매개적 인식으로서 비량(比量, anumāna)인 추리이다.4)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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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深密經分別瑜伽品, 대정장16, 698상중). “모든
법은 다 마음을 여의지 않는다.”(諸法皆不離心)(楞伽經).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중생이 청정하다. 마음이 때 묻었기 때문에 중생이 때

묻는다.”(心淨故衆生淨. 心垢故衆生垢)(無垢稱經, 권제2, 대정장14, 563중).
“네 가지 지혜를 성취한 보살은 능히 유식무경을 깨닫는다.”(成就四智.

菩薩能隨悟入唯識無境)(大乘阿毘達磨經). “심의식의 대상은 다 자기
성품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일체는 오직 식만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설한다.”(心意識所緣. 皆非離自性.

故我說一切唯有識無餘)(厚嚴經)
4) 인식(量)의 종류에 대해 인도의 학파마다 의견이 다르다. 유물론자인

차르바카파는 현량1종, 니야야학파는 현량·비량·성언량·비정량의 4종,

미망사학파는 6종이지만 불교는 현량과 비량 2종만을 인정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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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일체유부(說一切有部, 유부)를 포함한 인도의 외계실재론자(外界

實在論者)들은 지각과 사유[추리]의 대상은 우리의 관념 안에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념 밖 외계에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외계실재론에 의하면 ‘인식이란 동일한 순간에 병

존하는 대상과 지식 혹은 대상과 감관, 그리고 지식 사이에서 일

어나는 접촉’5)이다. 유부식으로 말하면 인식기관인 근(根)과 인식

대상인 경(境) 그리고 인식작용인 식(識)의 삼사(三事)가 화합한

결과, 발생하는 것이 인식이다. 그런데 외계실재론에 입각한 인식

론은 무색투명한 인식이 감관을 매개로 외계의 대상의 형상을 마

치 투명한 거울이 사물을 비추 듯 대상의 형상을 비춘다는 무형

상인식론(無形相認識論)6)으로 귀결된다. 즉 인식의 내용인 형상이

인식 자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바깥 즉 외계대상에 있

다는 것이 무형상인식론이다.

이에 반해 같은 외계실재론임에도 불구하고, 경량부는 인식기

관과 인식대상 그리고 인식작용이 동일한 순간에 서로 접촉하여

동일한 순간에 인식을 발생시킨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인식발생

의 여건이 되는 인식기관과 인식대상 그리고 주의집중[作意] 등이

원인[因]이 되어 다음 찰나에 결과로서 인식이 발생한다고 하는

인과적[緣起的] 인식론을 제시한다. 이 때 대상은 인식이 발생하는

다음 순간에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을 통해 직접

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찰나멸하면서 자신의 형상을 인식에 투

사하기 때문에 그 형상의 원인인 대상 그 자체는 추리를 통해서

유추된다. 다시 말하면 외계는 직접적으로는 지각되지 않지만 추

리에 의해 실재성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이러한 이론을 외계비지

각론 혹은 외계추리론7)이라고 한다.

현량의 대상은 自相, 비량의 대상은 共相이다.

5) 카지야마 유이치(1990) p.26.

6) 무형상인식론을 주장하는 학파로는 니야야·바이세시카, 미망사, 자이나,

설일체유부 등이다.

7) 카지야마 유이치(1990)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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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경량부의 외계비지각론 혹은 외계추리론에 입각

한 인식론은 외계대상이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이 부여한 형상에 의해 대상이 간접적·매개적으로 인식된다는 점

에서 형상은 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자신 속에 존재

한다는 유형상인식론(有形相認識論)8)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관점

에 입각하여 형상이 인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계 대상 속에

있다고 하는 무형상인식론을 다르마키르티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

다.

눈이 침침한 사람은, 등불 등에서 공작 깃털의 무늬와 같이, 푸른색

과 붉은색으로 빛나는 만다라를 본다.9)

외계실재론에 입각한 무형상인식론에 의하면, 등불이 빛날 때

우리의 지각에 공작 깃털의 무늬와 같이 푸른색과 붉은색 모양을

한 만다라가 나타나는 것은 외계에 만다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

다. 그렇다면 만다라가 외계에 실재할 경우, 눈이 침침한 자뿐만

아니라 눈이 청정한 사람의 눈에도 만다라가 지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만다라가 외계에 실재하지 않기 때문이다.10)

경량부는 자신들의 유형상인식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식대상[所

緣緣]11)이기 위한 조건을 두 가지 제시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8) 유형상인식론은 상키야, 베단타, 경량부, 유식학파 등이 주장한다.

9) mayūracandrakākāraṃ nīlalohitabhāsvaram /

sampaśyanti pradīpāder maṇḍalaṃ mandacakṣuṣaḥ //(PVⅢ.402)

10) 402게송에 이어서 다르마키르티는 403게송에서 만다라가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다. “만약 그것(만다라)이

외계[대상]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눈이 밝은 사람은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 또한 그것 (만다라)을 보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 눈의 손상을 입은 자라고

하는가?” tasya tadbāhyarūpatve kā prasannaīkṣaṇe akṣamā / bhūtaṃ

paśyaṃś ca taddarśī kathaṃ ca upahatendriyaḥ //(PVⅢ.403)

11) 四緣 가운데 하나이다. 만물과 마음의 온갖 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하여

그 연을 4가지로 나눈 것이다. 사연에는 因緣, 等無間緣, 所緣緣, 增上緣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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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건, 대상생기성(인식이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것, 대상이 인식

의 원인일 것)

제2조건, 대상유사성(인식이 그것과 유사한 것, 대상이 인식에 형상

을 부여할 것)12)

그런데 경량부의 인과적 인식론 혹은 유형상인식론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난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제1찰나에 대상이 존재하

고 제2찰나에 인식이 생긴다고 하는 경량부의 인과적 인식론에

의하면 인식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대상이 찰나멸한다면 그 대상

은 인식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식대상이기 위

한 제1조건과 관련된다. 또 하나는 시간을 달리하는 대상에 대해

인식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식대상이

기 위한 제2조건과 관련된다. 전자의 난점에 대해서 다르마키르티

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모든 원인들은 [결과의 생기보다] 이전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결과

의 생기보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과의 생기에 대해서 인과

적 효과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또한 [결과의 생기와 동시에 있는

것은 자기의 생기와 동시에 결과도 생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뒤에 작

용할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식의] 대상(원인)은 자기의

인식(의식, 결과)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13)

있다. 소연연(ālambana pratyaya)이란 마음과 마음작용이 반연하는

일체의 대상 곧 일체의 외계 사물이 마음에 대하여 내는 간접·직접의

연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안식은 반드시 일체의 색을 소연연으로 하고

이식은 일체의 소리를 소연연으로 하며, 내지 의식은 반드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체의 법을 소연연으로 한다.

12) 디그나가는 자신의 저서 觀所緣緣論에서 경량부의 인식대상이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유식의 관점에서 외계 대상이 성립할 수

없음을 논하고 있다. “소연연[인식대상]이란, ‘능연식이 그것의 형상을

띄고서 생기는 것’ 및 ‘실체가 있어 능연식으로 하여금 그것에 의탁하여

생기는 것’”(所緣緣者. 謂能緣識帶彼相起及有實體. 令能緣識托彼而生.)

(觀所緣緣論)이라고 하여, 전자가 대상유사성[대상형상성] 후자가
대상생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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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원인들은 결과의 생기보다 이전에 존재한다.’는 것은 원인

과 결과가 시간을 달리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간을 달리하는

것이 인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존재가 찰나멸해

서는 안 된다. 만약 찰나멸한다면 그것은 찰나멸하여 이미 없는

것[已無]인데 어떻게 현재 있는 것[現有]과 인과관계를 맺을 수 있

을까? 다시 말하면 없는 것[無]과 있는 것[有]의 관계는 불가능하

다는 반론이다. 왜냐하면 관계란 있는 것과 있는 것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다르마키르티는 원시불교 이래 무상성 내지 찰나멸성(kṣaṇikatva)

을 존재의 본질로 정의한다. 그러나 찰나멸성만으로는 존재와 존

재, 존재와 인식, 인식과 실천[해탈]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존재를 찰나멸성에다 인과

적 효과성(arthakriyāsamartha)14)을 부과한다. 인과적 효과성이란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을 결과로 낳을 수 있는 힘 내지 유용한 효

과를 낳는 힘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찰나멸성과 인과적

효과성을 본질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개념은 존재의

어떤 측면을 반영한 것인가? 찰나멸성은 여러 여건에 의해서 존

재가 생성하는 측면 그리고 생성하자마자 소멸하는 측면에 입각

한 개념이라면, 인과적 효과성은 하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에로 이

행해가는 측면에 입각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 두 개념은 상호 배

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보적인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찰나멸하

지 않는 존재 즉 한 순간 이상 지속하는 항상적 존재는 인과적 효

과성을 가질 수가 없는 반면, 찰나멸하는 존재만이 비로소 인과적

효과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게송 246에서 ‘결과의 생기

13) asataḥ prāg asāmarthyāt paścāc ca anupayogataḥ /

prāgbhāvaḥ sarva-hetūnāṃ na ato arthaḥ svadhiyā saha //(PVⅢ.246)

14) 인과적 효과성이란 존재의 본질을 의미한다. “현실적 존재는 인과적

효과를 낳는 능력을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니야야빈두1장, 15게송)
“여기서 인과적 효과성의 능력, 그것은 궁극적 차원의 존재이며, 다른

것은 일상언어 차원의 존재이다. 이 둘은 전자가 자상, 후자가 공상이라

불린다. (PVⅢ.4)



12 ∙ 印度哲學 제34집

보다 이전에 존재’하는 모든 원인들은 찰나멸하는 존재이며, 이것

이 찰나멸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식이 생긴다는 것이다.15) 이렇

게 찰나멸하는 선행존재가 원인이 되어 그 다음 찰나에 결과가

생긴다고 하여 인식대상의 제1조건인 대상생기성은 확보된다.

다음으로 후자의 난점 즉 시간을 달리하는 대상을 인식은 어떻

게 파악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다르마키르티의 답이다.

만약 시간을 달리하는 것이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이치에 통한 합리적인 인간은 실로 인식에 형상을 부여할 능력이 있

는 원인만이 인식대상임을 인정한다.16)

만약 인식이 시간을 달리하는 대상 그 자체를 파악한다고 한다

면 이미 인식이 생긴 순간 대상은 찰나멸하여 존재하지 않기 때

15) 찰나멸하는 존재는 순간적인 존재이다. 다르마키르티는 순간적인 존재,

찰나멸하는 존재만이 인과적 효과를 낳는다고 하며, 그렇지 않고

찰나멸하지 않는 항상한 비순간적인 존재는 어떠한 존재도 낳을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비순간적인 것은 이와 같이 [필연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순간적인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작용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계시적으로도 동시적으로도 [그 작용에] 양립

가능성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우선] 계시적으로 [효과적 작용]을 행할

수가 없다. [공동원인으로부터] 독립해 있을 때, 그 자신 존재하는 것

만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 되지만, 그와 같은 것이 [그 작용의 결과를]

지연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작용하는 당체가 아닌 것은

이후가 되어도 [작용하는 것]으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본질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동원인에] 의존하는 경우에 관해서도 이미

설명하였다. 동시에 작용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 [작용한다고 하는]

본질규정은 뒤가 되어도 작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능력을 결한 그것은 존재의 특상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다. 물론 효과적 작용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이 여기서 궁극적

[진실의] 존재이다. 따라서 비순간적(항상적) 존재는, 계시적으로도

동시적으로도 작용하는 것과 양립불가능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PVin Ⅱ,29,14-29). 타니 타다시(1999) pp.113-114.

16) bhinnakālaṃ kathaṃ grāhyam iti ced grāhyatāṃ viduḥ /

hetutvam eva yuktijñā jñānākārārpaṇakṣamam //(PVⅢ.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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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파악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 찰나 이전의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의해 부여된 인식 속에 있는 형상을 파악하

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순은 없다는 것이 위의 게송의 의미이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달리하는 대상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지각되

지는 않지만 대상 그 자체가 찰나멸하면서 발생시킨 인식[지각]에

형상을 부여했기 때문에 현재 인식 자신 속에 있는 형상을 파악

한다고 하여 인식대상의 제2조건인 대상형상성이 확증된다.

여기서 다르마키르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량부의 인식대상

의 제1조건과 제2조건을 통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로 결과[인 인식]은 다수의 [최초의] 원인을 가진다고 해도, [그

다수의 최초의 원인 가운데] 어떤 것[이 객체적 원인이 되어 그것]에

의해 생기하는 것, ‘그것(인식)이 그것(객체적 원인인 존재)에 의해 주

어진 그것의 형상을 갖는다.’라든가 ‘그것(객체적 원인인 존재)은 그것

(인식)에 의해서 파악된다.’라고 말해진다. 17)

여기서 ‘다수의 최초의 원인’이란 인식이 생기기 위한 여건 즉

대상과 감관 그리고 주의집중[作意] 등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

객체적 원인이 된다고 할 때 그 ‘어떤 것’이 바로 인식대상이다.

그 ‘어떤 것이 객체적 원인이 되어 그것에 의해 인식이 생긴다.’는

언명에서 인식대상이기 위한 제1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그것

이 그것에 의해 주어진 그것의 형상을 갖는다.’는 언명에 의해 인

식대상이기 위한 제2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경량부의 유형상

인식론에서 지각은 지각 자신 속에 있는 형상을 파악하며 이 형

상의 파악을 통해서 형상의 외적인 원인인 외계 대상을 궁극적으

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지각의 본질 혹은 결과는 대상에 대한 앎

즉 대상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17) kāryaṃ hy anekahetutve apy anukurvad udeti yat /

tat tena arpitatadrūpaṃ gṛhītam iti ca ucyate //(PVⅢ.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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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기인식으로서의 지각

대상[因]에 의해 지각[果]이 생긴다는 경량부의 인과적 인식론

은 지각의 결과를 대상에 대한 앎 즉 대상인식이라 간주한다. 즉

지각은 대상을 지각한다는 것이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각은

대상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형상을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대상형상에 대한 지각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령, 지금 글을 쓰고 있는 희고 네모난 종이를 본다

고 하자. 이때 지각은 희고 네모난 종이에 대한 나의 지각이다. 영

어로 표현하면 my perception of the paper as white and quadran

gular이다. 여기서 외계대상은 종이(paper)이며, 흰 색깔(white)과

네모난 모양(quadrangular)은 대상의 형상이며,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 혹은 수단은 지각(perception)이다.

외계대상인 종이가 제1찰나에 찰나멸하면서 다음 순간 지각을

낳는다. 그런데 종이 그 자체는 제1찰나에 소멸하였기 때문에 현

재의 지각이 파악하는 것은 종이 그 자체가 아니라 종이가 지각

에 부여한, 현재 지각 속에 있는 형상 즉 흰 색깔과 네모난 모양

이다. 그런데 희고 네모난 종이의 형상은 종이 그 자체인 외계 대

상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고 네모난 종이를 지각을

통해 알 수 없지만, 형상을 매개로 한 추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

상을 알기 때문에 경량부의 지각의 본질 혹은 결과는 바로 대상

에 대한 앎 즉 대상인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희고 네모난 형상이 과연 외계의 대상인 종이에

속한 성질인가? 다시 말하면 외계의 대상에서 그 형상이 온 것인

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상인식으로서의 지각에 대한 의문을

다르마키르티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대상인식이란 무엇인가? 이 지각하는 한정된 인식, 그것이 어떻게

대상인식인가? [만약] 그것(대상)의 형상을 가지고 생기기 때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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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착오이다.18)

이 ‘지각하는 한정된 인식’이 대상인식인 이유는, 인식이 ‘그것

(대상)의 형상을 가지고 생기기 때문’이다. 즉 외계에 대상이 존재

하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 그리고 특정한 성질에

의해 한정된 지각이 생기며, 또한 인식에 속한 대상의 형상을 대

상에 의해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상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지

각의 결과는 대상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경량부의 주장이다. 그러

나 다르마키르티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대상인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경량부의 외계실재론에 의하면 외계 대상이 없이 인식은 불가

능하다. 하지만 다르마키르티는 두 가지 반증사례를 통해 지각의

결과가 대상에 대한 앎 즉 대상인식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하나는

인식대상의 제1조건에 대한 반증사례이다. 인식대상의 제1조건은

대상생기성 즉 인식이 대상에 의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상

이 존재하지 않아도 인식이 생긴다면 제1조건은 무너진다. 가령,

눈병에 걸린 눈에 의해 미세한 털의 형상이 지각된다든가 혹은

존재하지도 않는 두 개의 달에 대해 두 개의 달에 대한 형상이 지

각된다든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털이나 두 개의 달에 대한 형상

은 외계대상과 무관하게 내부적인 것에 의해 생긴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인식대상의 제2조건에 대한 반증사례이다.

인식대상이기 위한 제2조건은 대상유사성 즉 인식에 의해 파악된

형상이 대상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각된 형상이 대상

과 전혀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제2조건도 부정된다.

다르마키르티는 지각된 형상과 대상이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다

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런데 만약 [당신은] 이것(인식)에서 [외부대상에 대한] 그 [직접

18) kā artha saṃvid yad eva idaṃ pratyakṣaṃ prativedanam /

tad arthavedanaṃ kena tādrūpyād vyabhicāri tat //(PVⅢ.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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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험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런 이유로 그

것이 [우리들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거칠고 크게(粗大) 현현하는

그것(인식)과 그 [대상인] 극미들은 무엇을 근거로 형상이 유사하다고

하는가?(321)19)

외계실재론자인 유부는 지각의 대상으로 극미(極微)를, 경량부

는 극미의 화합(和合)을 상정한다. 만약 하나의 극미가 지각의 대

상이라면, 극미는 미세한 형상을 본질로 하는 것인데 반해 지각에

현현한 것은 조대(粗大)한 형상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지각은 조

대한 형상이기 때문에 대상과 지각의 유사성은 부정된다. 한편 다

수의 극미가 지각을 낳는다면 다수의 극미는 다수의 형상을 지각

에 부여할 것인데 사실 지각에 현현하는 형상은 다수가 아니라

일자이다. 따라서 다수의 형상을 가진 극미의 화합과 일자의 형상

을 가진 지각은 유사성이 부정된다. 결국 하나의 극미가 지각의

대상이라고 하든 다수의 극미가 지각의 대상이라고 하든 간에 하

나의 극미에는 조대성이 없고 다수의 극미에는 인식현현의 일자

성과 모순하기 때문에 인식대상의 제2조건은 부정된다.

이상 다르마키르티는 경량부의 인식대상이기 위한 제1조건과

제2조건을 각각 부정한 뒤, 다음 게송에서 외계대상을 전제하지

않고서도 인식이 성립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인식이] 그것(대상)과 형상이 유사하다는 것’(대상유사성)과

‘[인식이] 그것(대상)으로부터 생기는 것’(대상생기성)이 인식대상의

정의라고 한다면, 같은 대상을 가진 등무간연(等無間緣)20)의 인식도

19) atha so anubhavaḥ kva asya tad eva idaṃ vicāryate /

sarūpavanti tat kena sthūlābhāsaś ca te aṇavaḥ //(PVⅢ.321)

20) 이것은 四緣 가운데 하나이다. 등무간연(等無間緣,samanantara

pratyaya)은 마음과 마음작용이 앞생각[前念]에서 뒷생각[後念]으로

이행해 변할 때 앞생각이 없어진 마음이 길을 열어 뒤에 생기는 마음을

이끌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때 앞생각과 뒷생각의

마음과 마음작용의 수는 많거나 적거나 하여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본체는 앞뒤가 평등하여 하나이기 때문에 ‘등(等)’이라 하고, 뒷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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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대상이 될 것이다.21)

대상생기성과 대상유사성을 근거로 외계대상의 실재성을 논증

하는 경량부의 외계실재론은 이 게송에 의해 유식론으로 전환되

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 게송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제1찰나 대상x

인식A(등무간연)

제2찰나 대상x1

인식A1
제3찰나

경량부에 의하면 대상x는 인식A의 원인이며 인식A의 형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인식A의 인식대상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 마찬가지로 대상x1는 인식A1의 원인이며, 인식A1의

형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인식A1의 대상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

건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인식A는 대상x를 인식대상으로, 인식A1

는 대상x1을 인식대상으로 하여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대

상x와 대상x1의 존재를 부정하고 전찰나의 인식A와 후찰나의 인

식A1만을 상정하여 인식A가 인식A1의 원인이 되며, 또한 인식A

는 인식A1과 형상이 유사하다고 한다면 인식A는 인식A1의 인식

대상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시사한 것이 바로 위의 게송에서 ‘같은 대상을 가진 등무간

연의 식도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언명이다. 즉 인식

A가 등무간연이 되어 인식A1를 낳는다는 점에서 인식생기성이라

일어날 때 앞생각과 사이를 두지 않기 때문에 무간(無間)이라 한다. 이

등무간연은 마음의 법에만 국한되고 다른 법에는 통하지 않는다. 또

아라한이 열반에 들려는 최후의 마음과 마음작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마음의 작용은 반드시 이 관계를 가진다.

21) tat sārūpyatadutpattī yadi saṃvedyalakṣaṇam /

saṃvedyaṃ syāt samānārthaṃ vijñānaṃ samanantaram //(PVⅢ.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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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1조건을 충족시키고, 아울러 대상x의 형상을 갖는 인식A는

대상x1의 형상을 갖는 인식A1과 형상의 유사성이 확보된다. 따라

서 인식A는 인식A1의 인식대상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충

족시키기 때문에 인식A는 인식A1의 인식대상임이 틀림없다. 이

렇게 해서 외계대상을 전제하지 않고서도 인식의 흐름만으로 인

식을 설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되는 것이다.

인도불교 특히 인도불교인식논리학 연구에 지대한 공을 세운

카지야마 유이치(梶山雄一)는 경량부의 표상주의적 인식론에서 유

식학파의 주관적 관념론에로의 이행을 다음과 같이 알기 쉽게 설

명한다. “이미 십지경(十地經)에서 ‘이 세계는 오직 마음뿐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에 대해

또한 아뢰야식 전변의 교의에 대해 명확한 인식론적 근거를 확립

한 사상가는 바수반두와 디그나가였다. 그리고 그럴 때 그들은 경

량부의 표상주의적 인식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추리에 의해 외계 실재성을 주장하는

경량부의 이론으로부터 외계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직 마음의 존

재만을 인정하여 세계를 지식의 표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유식학

파의 주관적 관념론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식론에 있어서 한

가지 개정이 필요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경량부에서 외계의

대상은 그 자신 결코 지각되지 않지만 인식의 원인으로서 우리들

지식 가운데 그 자신의 형상을 부과하며 그러한 형상을 부여받은

지식은 한 순간 후 대상의 결과로서 생겨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데 유식학파에서는 경량부에 있어서 외계 대상이었던 것을 한 찰

나 이전의 지식으로 바꿔 놓음으로써 외계 대상에 대한 요청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22) ‘경량부에서 외계대상

이었던 것을 한 찰나 이전의 지식[인식]으로 바꿔 놓음으로써 외

계 대상에 대한 요청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야말로

유식에로의 전환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22) 카지야마 유이치(1990)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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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식이 그것(외부대상)의 형상을 갖는다[고 한다]면, 특정한

형상을 갖는 그것(인식)은 존재한다[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면] 그것(특정한 형상을 갖는 인식)은 외부[대상]으로부터 [생긴 것]인

가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 생기]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23)

이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전 찰나의 인식A가 원인이 되어 다음

찰나의 인식A1이 생긴다는 말은 역으로 표현하면 인식A1이 인식

A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때 파악의 대상은 인식A속에 있

는 형상이다. 그런데 이 형상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것이 검토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다르마키르티는 인식[지각]을 떠난, 인식

과 분리된 외계대상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지각은 푸른색의 현현을 갖는다. 왜냐하면 지각이라는 조건을 떠나

서 [푸른색은]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지각)을 파악할

때 [푸른색도] 파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계대상은 [지각과는] 독

립하여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24)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각은 ‘희고 네모난 종이에 대한

나의 지각’ 즉 my perception of the paper as white and quadran

gular이다. 이것을 인식논리학의 용어로 말하면 pramāṇa 즉 양

(量)이다. 유식으로 말하면 이 양은 곧 식(識, 여기서는 제1식 즉

眼識)이다. 이 양은 결코 분할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을

통해 이것을 분석해 보면, the paper as white and quadrangular

은 인식대상인 소량(所量)이며, my perception은 능량(能量)이며,

능량으로 소량을 파악한 결과인 my perception of the paper as

white and quadrangular은 양과(量果)이다. 그런데 유부나 인도의

23) yadi buddhis tadākārā sā asty ākāraniveśinī /

sā bāhyād anyato vā iti vicāram idam arhati //(PVⅢ.334)

24) darśanopādhirahitasya agrahāt tadgrahe grahāt /

darśanaṃ nīlanirbhāsaṃ na artho bāhyo asti kevalaḥ //(PVⅢ.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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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실재론자들은 실체-속성의 사유도식25)의 오류에 구속되어 있

기 때문에 소량이 인식대상으로서 외계에 존재하며 그 대상을 파

악하는 인식주체가 내계에 존재한다는 실재론의 견해를 견지한다.

허나 다르마키르티는 이러한 실체-속성의 사유도식의 오류를 범

하지 않고 오직 존재하는 것은 ‘희고 네모난 종이에 대한 나의 지

각’(my perception of the paper as white and quadrangular)뿐이

다. 그래서 그는 희고 네모난 종이는 우리의 지각을 떠나서 파악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지각은 푸른색의 현현의 갖는다.’고 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각 속에 있는 푸른색의 현현의 출처를 밖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푸른색의 현

현, 희고 네모난 종이의 형상을 찾을 것인가? 전 찰나의 대상이

아니라 전 찰나의 인식대상인 인식 그 자체 속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온전하게 유식의 관념론에로 진입하는 것이다. 다시

카지야마 유이치의 말을 들어 보자. “우리는 무시이래 윤회전생을

되풀이하여 왔는데 그러한 과거 경험은 종자 혹은 훈습이라고 하

는 ‘잠재인상’으로 쌓이면서 계속 발전하였다. 아라야식을 ‘무시이

래의 계’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종

25) 실체-속성의 사유도식은 서양의 과정철학자 화이트헤드의 저서 과학과
근대세계에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화이트헤드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체와 속성의 사유도식은 단순정위와 마찬가지로 인간

정신이 극히 자연스럽게 품기 쉬운 관념이다. 그것은 우리가 사물을

생각할 때의 사고형식인 동시에 그런 사고형식이 없이는 일상적 용도에

직접 필요한 관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서 자연을 고찰할 때 과연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사고하고 있느냐가 문제이다. ··· 우리는 한 대상을 일정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며, 그 위에 각 개별적인 것은 그 특성을 통해서

이해된다. 가령, 어떤 물체를 관찰한다고 하자. 거기에는 우리의 주의를

끄는 무엇이 있다. 굳다든가, 푸르다든가, 둥글다든가, 소리가 난다든가

하는 등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관찰한다. 이런 물질들을 떠나서는 전혀

아무 것도 관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물이란 여러 성질들을 그

속성으로 하는 기체 내지 실체를 말한다. 성질의 어떤 것은 본질적인

것이며, 그 밖의 성질은 부수적이며 가변적이다.” 화이트헤드(1989)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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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A가 점차 성장하고 성숙할 때 다음 순간의 마음 J2에 확실한

형상 A1을 갖고 나타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지식 J2가운데 항아

리의 형상A1이 나타나 그것에 대한 직접지각이 성립한다고 할

때, A1을 낳는 원인 A는 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찰나

전(전 찰나)에 우리들 지식 가운데 있었다는 뜻이다. A는 A1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A₁과 유사한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A₁

의 지각대상이다. 즉 디그나가가 말한 것처럼 인식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식의 원인이며 그것과 유사한 형상을 갖기 때문

이다.”26)

J3 J2 J1 …

유식이란 오직 존재하는 것은 식뿐이라는 의미이다. 일체는 오

직 마음이 지은 것이라는 화엄경의 일체유심조(一切唯心造)의

직관은 비로소 유식학파에 의해서 이론적·실천적으로 완성된다.

폭류(瀑流)와 같이 흘러가는 식의 흐름만이 존재하며 우리에게 경

험되는 나라는 존재, 나를 둘러싼 외계대상, 이 모두는 식의 현현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유식철학의 핵심이다.27)

26) 카지야마 유이치(1990) p.33.

27) 唯識三十頌1송에서 4송에 걸쳐서 폭류와 같이 전변하는 식에 대해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떤 종류의 아와 법을 상정하여도 그것은

식의 전변에 의한 것이다.(1송) (세 가지 전변이란) 이숙과 사량과

료별이다. 그 가운데 이숙이란 알라야라고 불리는 식으로서, 모든 종자를

가진다.(2송) 그리고 그것(알라야식)은 감지될 수 없는 집수와 주처의

료별이 있고, 항상 촉과 작의와 수와 상과 사(라는 다섯 가지

마음작용)를 수반한다.(3송) 그것에 속하는 감수는 사(捨, 평정)이며, 또

그것은 무부무기이다. 촉 등도 그와 같다. 그리고 그것은 폭포의 흐름과

같이 생기한다.(4송)[由假說我法 有種種相轉 彼依識所變 此能變唯三(1송)

謂異熟思量 及了別境識 初阿賴耶識 異熟一切種(2송) 不可知執受 處了常與觸

作意受想思 相應唯捨受(3송) 是無覆無記 觸等亦如是 恒轉如瀑流

阿羅漢位捨(4송)](唯識三十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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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외계 대상이 없다면 인식을 한정하는 것은 무엇인

가? 만약 인식을 한정하는 외계 대상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또한 우리가 대상을 지각할 때 대상에 대한 지각이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

인가? 그것은 바로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특정한 한정특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외계대상 때문이 아닌가? 만약 이러한 외계대상

이 없다면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때 발생하는 인

식은 내용이 없는 공허한 인식으로 되어 버릴 것이다. 하지만 다

르마키르티에 의하면 그와 같은 지각이 외계대상에 기인하지 않

고 내적인 요소에 기인한다고 해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르마키르티는 유식의 관점에 입각하여 형상은 외계 대상에 의

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식 속에 내재하는 습기(習氣)에 의해 생

긴다고 한다.

실로 어떤 것(인식)만이 어떤 것(인식) 속에 내재하는 습기를 소생

시킨다. 그것에 의해 인식에는 [인식에 대한] 한정이 있다. 외계 대상

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푸른색의 지각이 특정한 시간, 특

정한 장소에서 생기는 것은 어떤 인식이 그때 그 장소에서 푸른색의

지각을 생기게 하는 내재습기를 소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식은

외부대상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이전 찰나의 인식이 대

상이 되어 그것에 의해 이후 찰나의 인식이 생기는 것이다.]28)

유식학파도 경량부와 마찬가지로 유형상인식론을 견지하기 때

문에 형상이 인식에 내재한다는 입장에서는 궤를 같이 하지만, 인

식에 내재하는 형상의 원인을 외계 대상에서 구하는 경량부와는

달리 유식학파는 전 찰나의 인식 속에 내재하는 습기에서 구한다

는 점에서 궤를 달리한다. 즉 지금 지각하고 있는 종이의 색깔과

모양이라고 하는 형상은 외계 대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찰

28) kasyacit kiṃcid eva antarvāsanāyāḥ prabodhakam /

tato dhiyāṃ viniyamo na bāhyārthavyapekṣayā //(PVⅢ.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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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아뢰야식에 내재하는 종자[습기]29) 속에 잠재적으로 내재한

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종자가 아뢰야식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

한 결과, 마치 씨앗에서 싹이 싹트듯이, 구체적인 형상을 가진 하

나의 인식활동이 거기서 생겨난다.30)

그런데 습기에는 2종이 있다. 하나는 업종자(業種子)라고도 불

리는 이숙습기(異熟習氣)이다. 이 습기는 선한 행위를 하면 그 과

보로 천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고 악한 행위를 하면 그 과보로 축

생이나 아귀 그리고 지옥에 태어나는 ‘미래세의 아뢰야식의 존재

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또 하나는 명언종자(名言種子)라고 불

리는 등류습기(等流習氣)이다. 이 습기는 다시 2종이 있다. 하나는

표의명언(表意名言)에 의해 훈습된 것이며 또 하나는 현경명언(顯

境名言)에 의해 훈습된 것이다. 표의명언은 말 그대로 의미를 나

타내는 명언으로 제6의식의 대상인 의(義) 즉 개념적 사고인 관념

이며, 현경명언은 경(境) 즉 인식대상을 나타내는 명언으로 전오

식(前五識) 등의 대상을 파악하는 인식이다. 따라서 표의명언종자

(表意名言種子)에 의해 우리의 언어가 발생하고, 현경명언종자(顯

境名言種子)에 의해 사물의 형상이 생긴다. 요컨대 제6의식의 대상

이 되는 관념이나 언어는 표의명언종자에서 생기고, 전오식의 대

상이 되는 형상은 현경명언종자에서 생긴다.

이상 기술한 것을 근거로 지각 형상의 발생과정을 재 진술하면,

29) 成唯識論에 의하면 종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아뢰야식 속에
있으며 스스로 자기 결과를 일으키는 공능차별이다.”(成唯識論, 권2,
대정장 31, 8상) 그런데 “종자에는 현상을 생성하는 에너지의 측면

이외에도 또 한 가지 중요한 면이 있다. 그것은 과거 행위(業)의

‘잠재적인 결과’라는 측면이다. 불교의 인과법칙은 ‘업상속’이라 말해진다.

생명이 있는 존재(有情)의 본질은 행위(業), 곧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이다. 유정은 갖가지 업을 지으면서, 또한 그 업의 영향을

받으면서 존재한다. 업은 당장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업의

잠복상태를 ‘종자’라고 한다. 또는 아뢰야식에 이식되는 업의 영향을

강조해서 ‘습기(vāsanā)’라고도 한다.”요코야마 코이치(1989) p.135.

그래서 본 논문에서 종자와 습기를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

30) 요코야마 코이치(1989)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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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찰나의 지각이 생기자마자 동일한 순간 등류습기 가운데 현경

명언종자를 소생시켜서 그 종자에 의하여 다음 찰나의 지각에 형

상이 부여된다. 아뢰야식에 내재하는 종자에 의해 부여된 형상을

지각이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 지각의 본질 혹은 결과는 자기인식

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지각은 외계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

라 전 찰나의 자기라고 할 수 있는 아뢰야식 속에 내재하는 종자

에 의해 부여된 형상을 본다는 측면에서 자기가 자기를 지각하는

것 즉 자기인식이다.

Ⅲ. 대상인식과 자기인식으로서의 추리

3-1. 대상인식으로서의 추리

자연과 인간, 대상과 개체 간의 관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맺어

진다. 하나는 음식을 매개로 대상과 인간의 몸[body]이 관계를 맺

으며, 또 하나는 인식[생각]을 매개로 대상과 인간의 마음[mind]

이 관계를 맺는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인간의 몸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며, 인식을 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생명을 지속

하지 못한다.

불교인식에서 말하는 인식이란 바로 인간이 자연 혹은 대상과

소통하는 문(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식이라는 문을 통해 대

상을 알고, 나아가 대상을 아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런 측

면에서 인식은 대상과 자기 자신을 아는 수단·근거·방법이라 할

수 있다. 불교인식논리학은 이러한 인식수단·인식근거·인식방법을

프라마나[pramāṇa,量]라 규정한다.

그런데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양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

나는 현량이며 또 하나는 비량이다. 현량은 대상에 대한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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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매개적 인식으로 직접지각이라 말해지며, 비량은 대상에 대한

간접적·매개적 인식으로 추리라고 한다. 우리는 지각을 통해 대상

을 직접적으로 아는 한편, 추리를 통해서 대상을 간접적으로 인식

한다. 다시 말하면 지각은 형상을 통해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

는 것이며, 추리는 분별을 통해 대상을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각은 ‘형상적 인식’을 근간으로 하며

추리는 ‘분별적 인식’을 본질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르마키르티는 ‘형상적 인식’을 근간으로 하는 지각이라는 인

식수단을 통해 대상인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기인식도 가능

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 본 바가 있다. 그렇다

면 ‘분별적 인식’을 본질로 하는 추리는 대상인식과 자기인식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을 이 절에서 논하고자 한다.

다르마키르티에 의하면 추리에는 2종이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

을 위한 추리 즉 위자비량(爲自比量)이며 또 하나는 타인을 위한

추리 즉 위타비량(爲他比量)이다. 자기를 위한 추리란 자기가 이해

하기 위해 행하는 것으로 인식을 본질로 하며, 타인을 위한 추리

란 타인에게 대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것으로 언어에 의

한 진술을 본질로 한다.31) 예를 들면 저 산이라는 추리의 주제[有

法]에 솟아오르는 연기를 보고서 그 추리하는 사람에게 불이 있다

는 지식이 생기며, 또한 그 사람은 이 인식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는 지각할 수 없는 불이라는 대상을 이해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아닌 것이 자기를 위한 추리의 경우이며, 이렇게 인식한 것을 언

어나 문자를 통해서 변증하여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타인을

위한 추리의 경우이다.32)

자기를 위한 추리이든 타인을 위한 추리이든 간에 추리의 본질

은 분별(分別)에 의한 인식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분별이란 무

엇인가? 다르마키르티는 소론(小論)인 논리학서 니야야빈두에
서 분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1) 목샤카라굽타(1975) pp.49-50.

32) 목샤카라굽타(1975)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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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은 언어와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현현하는 인식이다.33)

사실 니야야빈두에서 다르마키르티가 분별을 정의하는 맥락

은 ‘현량무분별’(現量無分別)34)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량무

분별’이란 ‘지각에는 분별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 현량무분별이라

는 명제는 불교인식논리학과 다른 인식논리학과의 차이를 분명하

게 해 준다. 또한 이 명제를 통해 불교인식논리학에서 말하는 지

각의 본질과 기능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됨과 동시에 추리와의 차

이를 뚜렷하게 부각시켜 준다. 요컨대 분별의 유무(有無)에 의하

여 지각과 추리는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별적 인식은 어떻게 가능한가? 다시 말하면,

분별적 인식을 통해 어떻게 대상을 알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다

르마키르티는 분별적 인식이란 ‘과거에 경험한 것과 지금 지각한

것의 대응관계’라고 언명한다.

분별적 인식은 언어와 그 대상에 관해서 세간적(世間的)으로 정해진

언어규약의 경험 및 그 기억에 근거해서 성립한다. 게다가 언어규약

경험 당시에 지각된 대상/언어와 현재 지각되고 있는 대상과의 결합

을 본질로 한다. 감관에 의한 지각은 시간적으로 대상을 사유하는 작

용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감관에 의한 인식에는 그것(이전의 대상

과 언어)을 지금의 대상에 결합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성립하는가?35)

33) abhilāpasaṃsargayogyapratibhāsapratītiḥ kalpanā /(NB.5)

34) 현량무분별이란 정의를 최초로 제시한 사상가는 디그나가이다.

디그나가는 그의 주저 프라마나삼웃차야에서 현량을 ‘무분별’이라
정의하고, 나아가 분별을 ‘명언과 종 등의 결합’이라 규정한다.

다르마키르티는 디그나가 사상을 평석하면서도 비판적 관점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한다. 그는 니야야빈두에서 현량과 분별을 다르게
정의한다. “바른 인식은 2종이다. 현량과 비량이다. 그 가운데 현량은

분별을 떠나 착오가 없는 것이다.” dvividhaṃ saṃyagjñānam. //

pratyakṣamanumānaṃ // tatra pratyakṣaṃ kalpanāpoḑhambhrāntam //

(NB,k.2-4)여기서 마지막 현량은 분별을 떠나 있다와 착오가 없다는

것이 현량의 정의이다. 다시 말하면 現量은 無分別이며 非錯誤이다.

35) aṃketasmaraṇaupāyaṃ dṛṣṭasaṃkalanātmak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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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74 게송을 근거로 분별적 인식의 과정을 분석해 보면, 우선

이전(t-k)에 세간에서 약속한 언어(S-k)와 그것에 의해서 표현된

대상(A-k)과의 대응관계를 알고, 지금(t₁), 대상(A₁)을 지각하

고 이전의 대상(A-k)과 언어(S-k)와의 언어규약을 떠올린 다음,

이전의 언어규약을 경험한 시간(t-k)의 대상(A-k)과 현재(t₁)에

지각하고 있는 대상(A₁)을 동일시하여, 마지막으로 지금의 대상

(A₁)에 언어규약 당시의 언어(S-k)를 적용한다.36) 이것을 그림

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37)

t-k t1 ti

대상(A-k)과
언어(S-k)와의

대응(samketa)의 경험
대상(A1)의 지각

A1와 A-k의 동일시
A1에 S-k를 적용

요약해서 말하면 ‘지금 지각한 대상(A1)에다 과거의 대상(A-k)

및 언어를 결합하는 것’이 분별이다. 이를 근거로 희고 네모난 종

이에 대한 분별적 인식의 성립과정과 그 인식의 결과에 대해 적

용해 보면, 우선 과거에 사회적으로 약속된 언어인 ‘종이’와 그 언

어에 의해서 표현된 대상과의 대응관계[언어약속]를 이미 알고 있

어야 하며, 다음으로 현재 눈앞에 보이는 희고 네모난 종이를 지

각하고, 이전의 대상과 종이라는 언어약속을 떠올린 뒤 이전의 언

어약속을 경험했을 때의 대상과 현재 지각하고 있는 대상을 동일

시하여 ‘이것은 종이다.’라는 분별에 의한 인식이 성립한다. 결국

이 때의 분별적 인식은 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간접적 매개적으

로 안다는 점에서 대상인식을 결과로 한다.

이렇게 대상인식을 본질로 하는 분별적 인식을 통해 이미 알고

pūrvāparaparāmarśaśūnye tac cākṣuṣe katham //(PVⅢ.174)

36) 岩田孝(1984) p.94.

37) 岩田孝(1984)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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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旣知] 어떤 대상[因]을 근거로 아직 알지 못하는[未知] 다른

대상[果]를 아는 것이 바로 추리의 과정이다.

실로 어떤 [현실적] 존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것(어떤 현실적

존재)은 그와 같은(어떤 상태에 상응하는 것과 같은) 논증인에 의한

인식의 [간접적] 원인이다. 그러므로 그것(논증인의 인식)으로부터 생

기는 논증대상의 인식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현실적 존재에 [근거]

하는 것이다.38)

이와 같이 그것의 [직접적] 현현이 아닌 논증인에 대한 인식과 논증

대상에 대한 인식은 [현실적 존재를] 기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논증

인에 대한 인식과 논증대상에 대한 인식은] 간접적으로 현실적 존재

와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39)

여기서 ‘실로 어떤 존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의 어떤 존재는

논증인의 인식의 원인이며,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현실적 존재’

는 논증인의 인식으로부터 생기는 논증대상의 인식의 근거이다.

전자를 연기라고 하고 후자를 불이라 하면, 현재 지각하고 있는

연기를 통해 지각되지 않는 불을 추리하는 과정을 기술한 것이

위의 게송이다. 그런데 이때 보이지 않는 불을 추리하는 논증인으

로서의 연기에 대한 인식은 지각이 아니라 분별적 인식 즉 연기

일반(연기의 공상)에 대한 인식이다. 이 연기에 대한 분별적 인식

은 연기의 자상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연기의 공상에 대한 인식

이며, 마찬가지로 연기의 분별적 인식을 근거로 저산에 불이 있다

는 것을 알 때 그 불은 실재하는 불 그것이 아니라 불의 공상이

다. 따라서 연기에서 불을 추리하는 것은 연기에 대한 분별적 인

식40)을 근거로 불에 대한 분별적 인식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것을

38) yo hi bhāvo yathābhūto sa tādṛgliñgacetasaḥ /

hetus tajjā tathābhūte tasmād vastuni liñgidhīḥ //(PVⅢ.81)

39) liṅgaliṅgidhiyor evaṃ pāraṃparyeṇa vastuni /

pratibandhāt tadābhāsaśūnyayorṇapy avañcanam //(PVⅢ.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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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기 자체 (현실적 존재) 불 자체 (현실적 존재)

↓ ⇡

연기 일반의 인식 → 불 일반의 인식

이렇게 연기일반 인식[분별]을 근거로 불일반의 인식[분별]을

귀결해 내는 추리가 타당성과 객관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현실

적·객관적으로 불과 연기 사이에 본질(svabhāva)을 매개로 한 결

합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기[논증인]→불

[논증대상]의 추리의 타당성의 근거는 불[원인·현실적 존재·자상]

→연기[결과·현실적 존재·자상]의 본질을 매개로 한 인과관계이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연기일반의 인식을 통해 불일반의 인식을

40) 이것을 근거로 赤松明彦은 프라마나바르티카제1장 추리론
67게송-70게송에서 개념적 인식[개념지]의 형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다르마키르티는 제68게송에서 제70게송까지 개념지의 형성을

논하고 있다. 개념지는 이류로부터 구별된 여러 개물들에 의존해서

생기는 개념적 사유작용에 근거한 것이다. 이 개념지는 어떤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현현하는 것이며, 이 형상은 동류의 여러 개물들의

본성(프라크리티)에 근거하여 생기지만, 그 발생의 직접적·본래적 원인은

그 순간순간 직접지각에 의해서 각성되는 잠재인상(vāsanā)이다. 즉

개념지의 형상이란 무한의 과거로부터 반복되어 왔던 직접 경험에

의해서 존재하는 명료한 형태를 갖는 것과 같은 잠재인상이 그 순간의

직접적 지각을 계기로 하여 각성된 결과, 현현되는 형상인 것이다. 이와

같이 다르마키르티는 개념지의 발생의 간접적 원인으로서는 실재하는

개물의 본성을, 직접적인 원인으로서는 무한의 과거로부터의 잠재인상을

인정한다. 이것은 디그나가에는 보이지 않았던 주장이며 다르마키르티가

개념지 나아가 개념 그것을 어떤 형상을 가진 관념상으로서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잠재인상의 본성에 의해서

생긴 형상을 갖는 개념지는 그 자신의 형상을 지각표상에 부탁하여 그들

지각표상 자체가 가진 상호 다른 본래의 형상을 감추고, 지각표상과

개념지 자신의 형상을 하나로 혼합하여 하나의 인식의 대상으로서

우리들의 관념 안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러 개물들을

공통하는 상 하에 인식하는 것이다.” 赤松明彦(1982) 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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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해 내는 추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객관적으로 실

재하는 불과 연기 사이에는 본질을 매개로 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인과관계가 대상과 대상 사이 즉 불과 연기

사이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추리가 대상과 대

상의 본질을 매개로 한 인과관계를 우리에게 인식시켜 준다는 점

에서, 추리의 본질 내지 결과는 대상(과 대상과의 관계의) 인식이

라 할 수 있다.41)

3-2. 자기인식으로서의 추리

그런데 다르마키르티도 외계대상 그 자체는 지각의 영역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각에 의해 파악되지는 않지만, 외계대상은 지

각 속에 있는 형상을 근거로 추리된다는 경량부의 외계대상 추리

론을 다음과 같이 수용한다.

그러므로 인식할 때 현현하는 대상이 인식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

것은 부정되지 않는다. 차이[를 본질로 하는] 원인[인 외부대상]은 추

리될 것이다. 다른 여러 원인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감관에 의한 인식

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여되어 있는 것은 외부대상인 것

이다.]42)

경량부에 의하면 지각은 이전 찰나에 존재하는 여건에 의해서

생긴다. 그리고 지각을 생기게 하는 여건에는 감관과 주의집중[作

41) 대상과 대상의 본질을 매개로 한 인과관계가 인과법칙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인과법칙의 근거가 외계 대상과 대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있다.

이것이 대상인식이다.

42) tasmād arthasya durvāraṃ jñānakālāvabhāsinaḥ /

jñānād avyatirekitvaṃ hetubhedānumā bhavet //(PV.390)

abhāvād akṣabuddhīnāṃ satsv apy anyeṣu hetuṣ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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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 및 빛[시지각의 경우]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여건이 완벽

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각은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지각은 생기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

기 때문인데, 그 ‘무엇’이 바로 외계대상이라고 추리된다.

하지만 앞에서 외계실재론에 입각한 경량부의 유형상인식론에

서 인식의 본질이 외계대상의 인식이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

는 근거로서 제시한 것은 인식대상이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즉 대

상생기성과 대상유사성을 충족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다르

마키르티는 인식대상이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외계의 대상이 아니라 내적인 등무간연에도 인식대상이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논증하여 경량부의 외계대상

의 인식에서 내적인 대상인 자기 인식에로 전환한 것과 마찬가지

로 여기서도 감관지각이 생기는 것과 생기지 않는 것의 원인이

외계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적인 등무간연 즉 습기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언명한다.

[하지만 그러한 추리도 감관지각의 생성과 불생성의] 한정은 등무

간연[의 유·무]에 근거한다고 설해지지 않는 한 [타당한 것]이다.43)

감관지각의 생성이 외계대상에 의해 생긴다면 감관지각에 의해

직접적으로는 지각되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지각되는 형상에 근거

하여 그 형상의 원인으로 외계대상이 있음을 경량부는 추리한다.

그런데 감관지각이 외계대상이 아니라 내적인 등무간연[습기,종

자]에 의해 생긴다면 경량부의 외계비지각론 혹은 외계추리론은

붕괴된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 위의 게송이다. 감관지각의 원인이

되는 등무간연은 인식대상이기 위한 제1조건과 제2조건을 만족시

키는 전찰나의 인식이며, 이 등무간연의 원인도 외계에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전찰나의 인식 속에 내재하는 습기[종자]라는 것은

이미 기술한 바 있다.

43) niyamaṃ yadi na brūyāt pratyayāt samanantarāt //(PVⅢ.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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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감관지각도 외부대상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적

인 습기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면 외경대상의 존립은 그 토대를

잃게 된다. 이렇게 외계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자에서 싹이

생긴다.’거나 ‘연기로부터 불이 추리된다.’와 같은 인과관계는 성립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싹을 보고서 싹의 원인인 종

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산에 솟아오르는 연기를 보고서 산 넘

어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불이 났음을 안다. 또한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은 원인이 되는 사물인 종자가 실재하고 아

울러 결과가 되는 사물인 씨앗이 존재하며 이 두 사물은 종자에

서 싹이 생기는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에서 인식

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마찬가지로 연기에서 불의 추리

는 연기와 불이 존재하며 지각한 연기를 통해 지각되지 않는 불

을 추리할 때, 그 추리의 존재론적 근거는 불에서 연기가 발생한

다는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추리의 타당성과

객관성이 보증된다. 이 점을 다르마키르티도 인정한다.

‘종자에서 싹이 생긴다.’라든가 ‘연기로부터 불이 증명된다.’라고 하

는, 이와 같은 원인이나 인식의 작인의 확정은 외계대상에 의존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44)

이것은 외계대상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량부의 외계추리론을 수

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다르마키르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계대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유식설에서도 그와 같은 인과

관계와 논증인의 인식과 논증대상의 인식 사이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원인이나 인식의 작인의 확정)은 [외계대상에 의존하

지 않고] ‘그것들(종자 등)의 형상의 현현을 가진 한정된 인식’에 근거

44) bījād aṅkurajanmāgner dhūmāt siddhir atīdṛśī /

bāhyārthāśrayiṇī yā api kārakajñāpakast /(PVⅢ.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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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루어진다면 무슨 모순이 있는가?45)

종자에서 싹이 생기는 인과관계는 ‘종자의 형상의 현현을 가진

인식’에서 ‘싹의 형상의 현현을 가진 인식’이 생긴 것이며, 또한 연

기를 보고서 불을 추리하는 것은 ‘연기의 현현을 가진 인식’이 ‘불

의 현현을 가진 인식’을 생기게 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불에서 생기지 않는 연기가 있을 것이다. 따

라서 그 결과로부터 원인에 대한 인식(추리)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혹은 [만약 연기의 현현을 가진 인식이 불의 현현을 가진 인식의] 원

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인식(원인에 의한 결과의 추리)에 필연

성이 있을까?46)

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연기의 현현을 가진 인식에서

불의 현현을 가진 인식이 생긴다면 연기는 불의 원인이고 불은

연기의 결과이기 때문에 연기에서 불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인식 밖에 대상이 존재한다고 보는

이원적 인식론에서 범하는 오류이다. 종자와 싹의 인과관계는 객

관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주관에서만 성

립할 뿐 객관에서는 성립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불에서 연기

가 생기기 때문에 불과 연기의 인과관계는 객관적으로 성립한다

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체는 식의 현현에 지나지 않는 것, 오

직 있는 것은 식만이 존재하며 그 관계도 식의 현현에 지나지 않

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식 안에서의 인과관계를 무시이래의 무

명(無明) 때문에 사물과 사물 사이에 객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

한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다르마키르티는 유식설의 입장에서 연기

→불의 추리에서 획득되는 것은 외계대상인 불이 아니라 ‘불의 현

45) sā api tadrūpanirbhāsās tathā niyatasaṃgamāḥ /

buddhir āśritya kalpyeta yadi kiṃ vā virudhyate //(PVⅢ.393)

46) anagnijanyo dhūmaḥ syāt tat kāryāt kāraṇe gatiḥ /

na syāt kāraṇatāyāṃ vā kuta ekāntato gatiḥ //(PVⅢ,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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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가진 인식’임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그 [연기로부터 불을 추리하는] 경우에도 연기의 현현을 가진 인식

은, 각성하여 민감한 습기를 [원인으로] 갖는 불의 현현을 가진 인식

에 도달하는 것이지 [외계의] 불[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47)

그것(불의 현현을 가진 인식)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습기를 내장한 마음의 연속체만이 ‘불의 현현을 가진 인식’을 현현하

게 한다. 따라서 ‘불에서 연기가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다].48)

다르마키르티의 에피고넨 가운데 한 사람인 프라즈냐카라굽타

(Prajñākaragupta)는 위의 게송을 다음과 같이 유식설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설한다.

실로 ‘연기의 현현을 가진 인식’은 ‘불의 (현현을 가진 인식을 생기

게 하는 능력이 있는) 습기’와 (因果)관계에 있다(전자가 결과이고 후

자가 원인이다). 그러므로 그 습기(因)은 (전자 즉 결과에 근거해서)

비량된다. (그 때) 그 습기는 각성하기 때문에 ‘불의 현현(을 가진 인

식)’을 생기게 한다. 따라서 ‘불의 현현(을 가진 인식)’를 얻기 때문에

양(量)이다.

‘연기의 현현(을 가진 인식)’에 대해서는 ‘연기의 (현현을 가진 인식

을 생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습기’가 질료인이며, ‘불의 (현현을 가진

인식을 생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습기’가 공동인이다. 또한 미래의

‘불의 현현(을 가진 인식)’에 대해서는 ‘불의 (현현을 가진 인식을 생기

게 하는 능력이 있는) 습기’가 질료인이며, ‘연기의 현현(을 가진 인

식)’이-(‘불의 현현을 가진 인식을 생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습기’를)

각성하게 하기 때문에-공동인이다. (마찬가지로) ‘연기의 (현현을 가진

47) tatranagnijanyo dhūmaḥ syāt tat kāryāt kāraṇe gatiḥ /

gamayed agninirbhāsāṃ dhiyam eva na pāvakam //(PVⅢ.395)

48) tadyogyavāsanāgarbha eva dhūmāvabhāsinīm /

vyanakti cittasantāno dhiyaṃ dhūmo agnitas tataḥ //(PVⅢ.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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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생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습기’도 (공동인이다).49)

이 프라즈냐카라굽타의 주석을 근거로 유식설에 입각하여 불과

연기의 인과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기의 현현을 가진 인식을 낳

는 습기(질료인) :

+불의 현현을 가진 인식을 낳

는 습기(공동인) :

불의 현현을 가진 인식을 낳는

습기(질료인)

+연기의 현현을 가진 인식을

낳는 습기(공동인)

↓ ↓

연기의 현현을 가진 인식 → 불의 현현을 가진 인식

경량부에서 연기를 통해 불을 추리할 때 추리의 결과는 외계에

불이 있다는 것과 그 불에 의해 연기가 생긴다는 것을 아는 것이

다. 하지만 유식에서 연기를 통해 불을 추리할 때, 추리의 결과는

‘불의 현현을 가진 인식을 낳는 습기[질료인]와 연기의 현현을 가

진 인식을 낳는 습기’를 내장한 심상속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심

상속(心相續)에 의해 ‘연기의 현현을 가진 인식을 낳는 습기와 불

의 현현을 가진 인식을 낳는 습기’를 내장한 심상속이 생긴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의 앎은 대상과 객관적으로 존재하

는 대상과 대상의 인과관계를 아는 것 즉 대상인식을 본질 혹은

결과로 하는 반면, 후자는 자기 자신[심상속]과 주관적으로 존재

하는 심상속으로서의 대상과 대상의 인과관계를 아는 것 즉 자기

인식을 본질 혹은 결과로 한다.

이렇게 다르마키르티는 외계실재론에 입각한 경량부의 외계추

리론이라는 인식론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유식무경을 주장하는 유

식설을 설한 까닭은 근기가 다른 범부와 성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는 말한다.

49) 戶崎宏正(1985)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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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식]설은 성인(聖人)들이 말한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

을 위해 경량부가 승인하는] 외부[의 현실적 존재]에 근거하여 [인식

에 대상형상과 인식형상의] 두 가지 형상이 [있다는 것이] 설해진다.

그리고 그것은 [대상이] 반드시 [동시에] 일거에 인식되는 것에 한정

해서 확증된다.50)

아마도 이때의 성인이란 요가수행자를 의미할 것이다. 성인들

이 설한 것임과 동시에 성인을 위해서 유식설을, 범부를 위해서

경량부의 외계추리론을 설했다고 하지만 현자와 범부가 따로 있

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직 존재하는 것은 식뿐인데, 이것을 무시

이래의 무명 때문에 식을 분별하여 대상형상을 외계에 실재하는

객관대상으로, 인식형상을 내부에 존재하는 인식주체로 잘못 인식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인식을 의인화하여 범부라 하고 오직 식뿐

외계대상과 인식주체는 식의 현현 내지 가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는 그러한 인식을 의인화해서 성인이라고

할 뿐이다.

인식이 대상인식을 본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인식을 본질

로 한다고 해서 그 자기 자신은 인식의 대상으로 존재한다고 본

다면 자기 자신도 또한 실체시될 것이다. 그러나 다르마키르티는

등불의 비유를 들어 ‘오직 비춤[識]’만이 존재할 뿐 비추는 대상으

로서 외계의 대상이나 내부의 자기 자신도 없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언명한다.

[반론:인식이 직접적 경험을 본질로 한다고 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

을 직접적으로 경험한다고 할 수 있는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작용

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빛은] 그것(비춤)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타자를] 비추면서 [동시

에] 자기의 형상을 비추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인식도 자기 인식임

이 인정되어야 한다.51)

50) asty eṣa viduṣāṃ vādo bāhyaṃ tv āśritya varṇyate /

dvairūpyaṃ sahasaṃvittiniyamāt tac ca sidhyate //(PVⅢ.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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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마키르티의 제자 데벤드라붓디(Devendrabuddhi)는 “등불도

실로 자기를 비추는 경우, 다른 등불을 의지하지 않으며 승의에서

는 자기를 비추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비춤을 본성

으로서 생기는 경우, ‘자기를 비춘다.’라고 말해진다. 마찬가지로

지각으로서 본성적으로 비추기 때문에 인식은 실로 ‘자기를 비춘

다’고 말해진다.”52)고 한다. 인식은 승의에는 단지 비춤만 있을 뿐

비추는 대상인 외계대상은 물론이거니와 내재하는 자기 자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비춤이 곧 앎이자 깨달음이다.

Ⅳ. 나오는 말

외계실재론에 근거한 경량부의 인식론에 의하면, 외계대상에

의해 직접적으로 생기는 지각과 간접적으로 생기는 추리의 본질

혹은 결과는 외계 대상에 대한 앎 즉 대상인식이다. 반면 외계대

상을 부정하고 오직 일체를 식의 현현이라는 관점에 입각한 유식

의 인식론에 의하면, 전 찰나의 식의 상속에 의해 직접적으로 생

기는 지각과 간접적으로 생기는 추리의 본질 혹은 결과는 식 자

신에 대한 앎 즉 자기인식이다.

대상인식이든 자기인식이든 간에 인식의 대상은 경량부가 제시

한 대상이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경량부는 전

찰나의 대상에 의해 다음 찰나의 인식이 생긴다는 점에서 제1조

건 즉 대상생기성을 충족시키고, 대상과 유사한 형상을 띈 인식이

라는 점에서 제2조건 즉 대상유사성[대상형상성]을 만족시킨다.

51) prakāśamānas tādātmyāt svarūpasya prakāśakaḥ /

yathā prakāśo abhimatas tathā dhīr ātmavedinī //(PVⅢ.329)

52) 戶崎宏正(1985)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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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식학파는 등무간연인 전 찰나의 인식[식]이 다음 찰나의

인식을 생기게 한다는 점에서 제1조건이 충족되고, 대상인 전 찰

나의 인식과 그 인식을 등무간연으로 하여 생긴 다음 찰나의 인

식은 형상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제2조건을 만족케 한다.

불교인식논리학의 정초자(定礎者)인 디그나가는 경량부의 인식

론을 부정하고 유식의 관점에 입각하여 인식론을 전개하지만, 불

교인식논리학의 집대성자(集大成者)인 다르마키르티는 세속의 차

원 즉 범부를 위해서는 경량부의 인식론을 전개하고 승의의 차원

즉 성인을 위해서는 유식의 인식론을 정립한다.

그런데 다르마키르티가 세속의 차원에서 경량부의 인식론을 수

용한 것은 범부들의 일상적 인식활동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

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경량부의 인식론을 부정하고 유식의 인

식론을 정립한 것은 인식의 궁극적 목표가 세속적 삶에서의 유효

한 결과를 획득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세속적 삶에서의

목적 성취 즉 ‘일체가 공’임을 깨닫는 성인들의 인식활동에 의미

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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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harmakirti's Demonstration on Perception and

Inference as Cognition of Object and Self Cognition

Gwon, Seoyong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the Buddhist Epistemology perception(pratyakṣa) is

regarded as the foundational pramāṇa. Corresponding to the

unique particular(svalakṣaṇa) We have perceptual

knowledge(perception), and corresponding to the generalized

image we have inferential knowledge(anumāna). A

knowledge is either perceptual or inferential, and there is no

knowledge beyond the purview of these two. Thus the

entire Buddhist Epistemology is based on the foundations of

the theory of twofold knowledge. Perception is pure

sensation and Inference is a mental construction. This paper

aimed what is nature of perception and inference.

Consequently, the nature of perception and inference is not

cognition of object but self cognition.

Keywords: buddhist epistemology, perception, pramANa,

Inference, cognition of object, self 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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