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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철학에서 비판한 절멸론자의 다의성

정승석*1)

머리말. Ⅰ 요가 철학의 대표 논적. Ⅱ 절멸론자와 찰나멸론자.

Ⅲ 절멸론자와 유식론자. Ⅳ 유식론자로서의 절멸론자. 맺음말.

요약문 [주요어: 경량부, 비바사사, 설일체유부, 요가주, 유가행파, 유식론자,

유식설, 절멸론자, 찰나멸론자]

요가주의 주석자들은 요가주의 저자가 논적을 명시하지 않은 서
술에서도 유가행파를 논적으로 의식하고 있다. 주석자들의 이러한 인식

은 절멸론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드러난다.

찰나멸론자를 절멸론자로 지칭할 경우의 찰나멸론자는 유가행파의

유식설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절멸론자와 유식론자를 차별하

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첫째, 유식론자와 절멸론자가 동일한 대상

을 지칭한 개념일 수 있다. 둘째, 절멸론자는 유식설을 부정하는 유파,

특히 외계의 실재를 주장하는 견해를 지칭하기도 한다. 즉 설일체유부

와 경량부도 절멸론자로 불릴 수 있다. 또한 인도 철학의 Vaiśeṣika는

절멸론자와 동격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주석자들 사이에서는 유식론자가 절멸론자로 지목되는 가장

현저한 대상으로 인식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서술에서 절멸론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대체로 유가행파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다

만 절멸론자가 설일체유부와 경량부, 주석자에 따라서는 인도 철학의

Vaiśeṣika를 포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머리말

요가 철학에서 논박하는 데 주력했던 대상이 유가행파의 유식

설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인정된다. 기존의 연구에선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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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Yoga-bhāṣya)의 특정 대목에 국한하여 이 사실을 입증했다.1)
그러나 요가주의 주석자들이 유가행파를 주요 논적으로 의식

하고 있었다는 정황은 요가주의 도처에서 발견된다. 이는 주석
자들이 유가행파의 유식설과 차별하는 것으로 요가 철학의 타당

성을 표방하고자 노력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런 노력이 요가 철

학의 기조를 형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같은 기조

는 절멸론자(絶滅論者, vaināśika)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현

저하게 드러난다.

요가주의 주석자들 사이에서 절멸론자는 유가행파를 포괄적

으로 지칭한다.2) 그렇기는 하지만 요가 철학의 주석자들에게 절

멸론자라는 명칭은 하나의 특정 대상만을 지목한 것으로 인식되

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주석자들이 거론하는 절멸론자가 반드

시 유가행파만을 지목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요가주의 저자
및 주석자들이 말하는 절멸론자에는 개념상의 혼재 양상이 드러

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절멸론자로 불리는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

여, 절멸론자라는 명칭의 다의성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하 본론에서는 요가주의 1.32, 1.43,
4.20, 4.23, 4.24에 대한 주석을 대상으로 채택하여, 요가 철학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거론하는 절멸론자의 다의성을 고찰한다. 이 과

정에서 유가행파는 시종일관 요가 철학의 주요 논적으로 인식되

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기존의 연구에서 일찍이 그 결정적인 증거로 주목한 것은 주로 Ybh

4.14과 4.15였다. 특히 金倉(1953) p.7 참조.

2) 필자는 선행 논문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찰해 두었다. “요가주
제3장의 경우에 주석자들이 구사하는 명칭의 용례로 보면, ‘불교도’는 주로

설일체유부를 지목하고, ‘절멸론자’는 유가행파를 지목한다.” 정승석(2012)

pp.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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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가 철학의 대표 논적

요가주에서 비판하는 대상은 대체로 불교 측의 견해이지만,

그 대상을 특칭하지 않은 채 서술하기 일쑤이다. 이 같은 경우에

는 그 대상에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파의 견해도 포함되어 있

을 수 있다. 더욱이 불교 측을 염두에 둔 것일지라도 어떠한 유파

의 불교를 지목한 것인지 불투명하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Y

bh 1.43의 경우를 들 수 있다.

Ybh 1.43의 주제는 경문에서 교시한 무심등지(無尋等至)이다.3)

요가주는 우선 무심등지를 다음과 같이 해설하는데, 이것이 요
가 철학의 정설이다.

말의 약정[에 기인한 망상이요], 전승이나 추리에 기인한 지식의 망

상인 기억이 정화될 때, 인식 대상 그 자체의 영향을 받은 예지는 마

치 자기 자신을 버린 것처럼 인식의 본질에 속하는 예지의 성질을 버

리고서, 인식 대상 그 자체에 도달한 것처럼 오직 사물의 본래 형태를

지닌 것이 된다. [이때] 이것이 곧 무심등지이다.4)

요가주의 저자는 이와 같이 무심등지를 해설하고 나서 곧장
다음과 같은 서술로 이 해설을 부연하여 설명한다.

Ybh 1.43_1 :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그것

(무심등지)의 경우, 소나 항아리와 같은 세간[의 대상]은 단일한 지각

(관념)에 접근한 것이고, 실로 [망상이 개입되지 않은] 그 자체로서의

3) “기억이 정화될 때, 자신의 성질은 없어진 것처럼 대상만 현출하는 것이

무심(無尋)[등지]이다.” (smṛtipariśuddhau

svarūpaśūnyevārthamātranirbhāsā nirvitarkā// Ys 1.43.)

4) 정승석 역주,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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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며, 원자들이 특수하게 집적된 그 자체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항아리와 같은] 그 특수한 집합은 미세요소들의 보편적인 속성으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며, 전개된 결과에 의해 추론되며, 자신의 표상

을 드러내어 출현하고, 파편 따위와 같은 다른 속성이 발생할 때 사라

진다.5)

위의 설명은 다른 학파의 견해를 끌어들여 자파의 주장을 정당

화하는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여기서 다른 학파란 주로 불교

측이다. 즉, 저자는 불교 측의 견해를 구사하면서 자신의 해설을

부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막연한 추정일 뿐이고, 여기에 어

떤 불교도의 견해가 구사되어 있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문은 요가주에 대한 후대의 주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할 수는 있지만, 정작 후대의 주석자들도 명시적인 해답

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그들의 해설은 이 문제

를 풀 수 있을 만한 단서를 제공한다. 먼저 Tv에서는 위의 서술

(Ybh 1.43_1)을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Tv : 여기서 ‘그것(무심등지)의 경우’로 시작하는 설명은 ①“[무심등

지에서] 대상의 다양성이 있다(즉 다양한 대상이 지각된다)”는 것(불

교 측의 주장)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단일한 지각에 접근한다’는 것은

②“단일한 지각을 형성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극미의 원자들은 본

질이 서로 다른 것들로서 무심등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극미의 원자들은 무심등지의 대상으로] 적합한 것일지라도 [무

심등지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극히 미세하고 다양한 그것들이

크고 단일한 대상을 형성한 채 따로따로 모습을 드러내어 관념의 대

상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③“그

렇다고 할 경우, 극미의 원자들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원자들의 집

합인] 조대한 것은 마음에 떠오르는 성질을 지닌 주관적인 것이다.”라

고 말하는 데 대해 답한 것이 ‘그 자체로서의 대상’이다. 이 말의 의미

는, 장애가 없다면 조대한 것이 경험으로 입증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6) (번호는 필자)

5) 위의 책,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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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Tv의 해설에서 ①②③으로 표시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불교 측의 주장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① “[무심등지에서] 대상의 다양성이 있다(즉 다양한 대상이 지

각된다).” : Tv를 번역한 Woods는 이것을 전철학강요(Sarvadar
śana-saṃgraha)에 언급된 설일체유부(Sarvāstivādin)의 이론으로

간주한다.7) 그러나 전철학강요에서는 불교의 4학파 중 설일체

유부를 비바사사(毘婆沙師, Vaibhāṣika)로 언급하므로, 그가 말하

는 설일체유부는 비바사사일 것이다.8) 전철학강요에서는 “외부
의 대상은 [존재하는 것으로] 직접 지각되는 것9)이라는 주장

을 내세운다.”10)라는 것으로 비바사사의 주장을 특기한다. 또한

“비바사사는 대상(사물)이 인식에 의해 알려진다는 것을 중시한

다.”11)라고도 약술한다. 그렇다면 비바사사는 지각 대상의 다양성

을 주장한다고 말할 수 있다. Tv의 저자가 이러한 다양성을 무심

등지에서 부정하는 것은 미세한 대상을 배제하기 위함일 것이

다.12)

② “단일한 지각을 형성한다.” : 이것 역시 외부 대상의 지각을

주장하는 비바사사 학파의 이론일 것으로 추정된다.13) Tv의 저자

6) viṣayavipratipattiṃ nirākaroti “tasyā eka”iti/ ekaṃ buddhimupakramata

ārabhata ityekabuddhdhyupakramaḥ/ tadanena paramāṇavo nānātmāno

na nirvitarkaviṣayā ityutkaṃ bhavati/ yogyatve'pi teṣāṃ

parasūkṣmāṇāṃ nānābhūtānāṃ

mahattvaikārthasamavetaikatvanirbhāsapratyayaviṣayatvāyogāt/ astu

tarhi paramārthasatsu paraṃāṇuṣu sāṃvṛtaḥ pratibhāsadharmaḥ

sthaulyamityata āha “arthātmā”iti/ nāsati bādhake

sthūlamanubhavasiddhaṃ śakyāpahnavamiti bhāvaḥ/ Tv 1.43.

7) Woods(1914) p.85, n.2.

8) 다음 각주 참조.

9) “說一切有部에서는 識은 반드시 대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듯하다.” 中村(1994) p.92, n.36. 中村은 이와 같이

Vaibhāṣika와 說一切有部(Sarvāstivādin)를 동일시한다.

10) bāhyārthapratyakṣatvavādānātiṣṭante/ Sds, p.19.

11) artho jñānānvito vaibhāṣikeṇa bahu manyate/ Sds, p.46.

12) 그 이유는 다음의 ②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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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같은 주장을 “극미의 원자들은 무심등지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요가 철학의 관점과 합치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다. 
요가주의 해설에 따르면 무심등지의 특수성은 미세한 대상이 아
니라 조대한 대상에 집중하는 데 있다.14)

③ “그렇다고 할 경우, 극미의 원자들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원자들의 집합인] 조대한 것은 마음에 떠오르는 성질을 지닌 주

관적인 것이다.” : 이러한 주장은 유가행파(Yogācāra)의 교의일

것으로 추정된다.15) 이는 다음과 같은 Yv의 해설을 참조하는 것

으로 더욱 신뢰할 만하다.

Yv : 반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일한 관

념을 추종하기 때문에, 바로 그 단일한 의식(관념)만을 전체의 활동

원인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에 대해 답한 것이 ‘그 자체로서의 대상’

이다. ‘그 자체로서의 대상’이란 지각할 수 있는 자신의 형태를 의미한

다. [여기서 존재하는 것이] 오로지 의식일 경우, 객체와 주체의 [동일

성이라는] 모순 때문에 자신이 그 자신의 지각 대상이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16)

이 해설에서 따옴표로 전제한 반론은 Tv의 ③에 상응하는 것이

며, 이것도 식론(Vijñānavāda) 학파, 즉 유가행파의 주장으로 단

정된다.17) 더욱이 위의 서술 중 “객체와 주체의 [동일성이라는]

13) Woods(1914) p.85, n.3.

14) 이 점을 Ybh 1.46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그 [등지들] 중에서

조대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은] 유심(有尋)과 무심(無尋)이고, 미세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은] 유사(有伺)와 무사(無伺)이다.” 정승석 역주, p.81.

등지(삼매)의 차별에 관한 고찰은 정승석(2005) p.177 참조.

15) Woods(1914) p.85, n.5.

16) nanvevamapyekapratyayānurodhādekaṃ

vijñānamātramevāvayavivyavahāraheturastu/ tatrāha “arthātmā” iti/

arthātmā dṛśyasvarūpaḥ vijñānamātratve svasya

svadṛśyatvānupapattiḥ, karmakarttṛvirodhāditi bhāvaḥ/ Yv 1.43.

17) “이는 불교의 식론 학파를 언급한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외부의 경험을

일으키는 것은 정신적 관념이며, 정신적 관념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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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때문에 자신이 그 자신의 지각 대상이 되는 불합리가 발생

한다.”라고 말한 것은, 유가행파의 유식설에서 말하는 알라야식(āl

aya-vijñāna)의 견분(見分)과 상분(相分)을 지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철학강요에서는 유가행파의 견해를 다음
과 같이 소개한다.

따라서 통각(=알라야식)18)은 그 자신을 제외한 지각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형성하여 마치 빛처럼 그 자신의

형상을 비추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통각에 의해 지각되어야 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

(통각)과는 다른 지각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각 대상(相分)과 지각 주

체(見分)는 [차이가] 없으므로, 그 자체가 스스로 현현하게 된다.19)”20)

이상과 같은 주석자들의 해설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

과 같은 사실이다.

주석자들의 해설에 따르면, 요가주의 저자는 무심등지에 관

한 정설을 옹호하기 위해, 비바사사로 불리는 설일체유부와 유식

론자(Vijñānamātravādin) 또는 식론자(Vijñānavādin)로 불리는 유

가행파의 주장을 거론한다. 그리고 주석자들은 설일체유부의 일부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유가행파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으로 정

설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여기서 주석자들은 요가주의 저자가

설일체유부의 일부 주장을 수용한 반면, 유가행파의 주장을 아예

배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존재하는 대상은 없다.” Rukmani(1981) p.222, n.1.

18) 원어인 buddhi는 알라야식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알라야식의

인식 작용 또는 알라야식이라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19) “그 자체가 스스로 현현하게 된다.”는 “빛을 발하는 것으로써 인식

대상을 출현시킨다.”라는 의미로도 파악된다. 中村(1994) p.69.

20) tasmātsvavyatiriktagrāhyavirahāttadātmikā buddhiḥ svayameva

svātmarūpaprakāśikā prakāśavaditi siddham/ taduktam/

“nānyonubhāvyo buddhyāsti tasyā nānubhavo'paraḥ/

grāhyagrāhakavaidhuryātsvayaṃ saiva prakāśate”// iti/ Sds,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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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석자들은 요가주의 저자가 유가행파를 요가 철학의
주요 논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데서 의견의 일치를 보

인다. 단적인 예로 V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Tv의 ③에

해당하는 반론자의 견해를 공박한다.

V : 무상하고(無常) 고통이고(苦) 텅 비어 있고(空) 본체가 없는 것

(無我) 따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체지자(一切智者, 즉 부처)의 지

식일 경우, 여기에도 [실체적인] 대상은 없기 때문에 이것(일체지자의

지식)도 허위의 지식에 봉착한다. 그래서 자력에 의존하는 성자(일체

지자)는 권위를 갖지 못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성자와 함께 그 자

신의 교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

면 [그 둘도 일체지자가 부정하는] 소리 따위와 같은 인식의 대상과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요가주의 저자)는 바로 이 점을 “대상(전
체)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 되므로, 무엇이 실로 바른 지식일 것인가?

지각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이나 전체인 것으로서 감지된다.21)”라

고 설명한다. [불교도의 견해에 따르자면] 지식이란 자신(지식 자체)의

형상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이든 [낱낱의 실체적인 대상으로는] 인

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지식이 되며, 이것(지

식)은 그(저자)에 의해 허위인 것으로 귀착된다.22)

이와 같은 V의 서술은 불교의 교의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해되

며23), 이 경우의 불교는 결국 유가행파를 가리킨다. 즉, 이 서술의

21) ‘감지된다’를 ‘진술된다’(āmnātaṃ)로 기재한 판본도 있다.

22) yadapi sarvajñajñānamanityaduḥkhaśūnyānātmakatvādiviṣayaṃ tasyāpi

viṣayābhāvāttadapi mithyājñānaṃ prāptamiti, svatantrasya tīrthakasya

cāprāmāṇyaṃ, tatra tīrthakarasahadharmābhāvaścābhyupagato bhavati/

śabdādivatpramāṇaviṣayatvāviśeṣāt// tadetatpratipādayati

“samyagjñānamapi kiṃ syādviṣayābhāvāt/ yadyadupalabhyate

tattadavayavitvenāghrātam”iti, jñānasya svākārasamarpakatvāviśeṣāt/

tacca svākārasamarpakaṃ kiñcana nābhyupeyata iti sarvasyātmīyasya

jñānasya tena mithyātvamāpāditam// V 1.43.

23) “이와 같이 그는 불교의 교의를 공격한다.” Rukmani(2001) p.189,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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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마지막 구문)은 “대상도 지식에 의해 제공된 것이라는 식론

(Vijñānavāda)의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24)라고 해

석된다.

이상과 같이 요가주의 주석자들은 요가주의 저자가 논적을
명시하지 않은 서술에서도 유가행파를 논적으로 의식하고 있다.

이는 유가행파가 요가 철학의 대표적인 논적으로 간주되어 왔음

을 시사한다. 주석자들의 이러한 인식이 다른 대목에서는 절멸론

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드러난다.

Ⅱ. 절멸론자와 찰나멸론자

요가주의 저자는 절멸론자(vaināśika)라는 명칭을 두 번 사용
하고 있을 뿐이다.25) 이 경우, 절멸론자는 “통각을 의식하는 순수

정신을 부정하는 절멸론자들”26)처럼 막연히 불교도를 지칭하고,

불교의 특정 유파를 지목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요가주의 주석자들이 불교도를 절멸론자로 일컬을 경
우, 이 절멸론자는 주로 유식론자(즉 유가행파)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를 들면 “마음을 찰나적인 의식일 뿐으로 간주

하는 절멸론자”27)라고 서술하는 경우가 그러하다.28) 그리고 예시

한 이 경우처럼 절멸론자는 찰나멸이라는 관념과 결부되어 있다.

24) ibid., n.2.

25) Ybh에서 절멸론자는 Ys 4.21과 4.24을 해설하는 데서 한 번씩 언급된다.

26) Ybh 4.21. 정승석 역주, p.239.

27) vaināśikasya kṣaṇikaṃ vijñānamātraṃ cittamicchato ··· / Tv 3.14.

여기서 ‘의식일 뿐’이라는 표현의 원어는 vijñānamātra이고, 이 원어는

흔히 유식(唯識)이라는 번역으로 통용된다.

28) 정승석(2012) pp.82-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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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요가주의 저자는 Ys 4.20을 해설하면서 찰나멸론자(kṣa
ṇikavādin)를 언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절멸론자와 찰나멸론자

의 관계가 의문의 대상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요가주의 저자는 마음이 산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전제하고서, 삼매(집중)를 둘러싼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Ybh 1.32 : 산란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원리에 의존하는 마

음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①“그러나 마음이 오직 관념일 뿐이고 찰

나적인 것으로서 제각기 대상에 고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는”, 모든 마음이 오직 집중되어 있으며 결코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이것(마음)이 모든 방면으로부터 물러나 하나의 대상에

확립된다면 그때 [비로소] 집중이 있다. 따라서 [마음이] 제각기 대상

에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또한 혹자”는 유사한 관념의 흐름에 의해 마음이 집중된다고 생

각한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 집중이라는 것이 흐르는 마음의 속성이

라면, 이때 흐르는 마음은 찰나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일한 것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집중이] 흐름의 일부일 뿐인 관념의 속성이며,

유사한 관념의 흐름이거나 상이한 관념의 흐름인 그 모든 것(관념)은

제각기 대상에 고정되기 때문에 오직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산란한

마음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마음은 단일한 것으로서

많은 대상을 갖고 안정되는 것이다.29) (번호는 필자)

주석자들에 의하면 위의 서술에서 ①(마음이 오직 관념일 뿐이

고 찰나적인 것으로서 제각기 대상에 고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과 ②(혹자)는 모두 절멸론자를 가리킨다. 먼저 ①에 대하여 Y

v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Yv : 그(저자)가 ‘그러나 ～자에게는’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타파하

는 것은 마음의 찰나성 따위이다. 바로 그 절멸론자의 견해에 의하면

마음은 각각의 대상에 고정되어 있으며, 하나의 대상으로부터 다른 대

29) 정승석 역주,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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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또한 이것(마음)은 관념일 뿐, 즉 토대가 없

는 작용일 뿐인 만큼 찰나적인 것이 된다. 이러한 [절멸론자의] 견해

에 의하면 모든 마음이 오직 [각각의 대상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산

란한 마음은 불가능하다(발생하지 않는다).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러

한 의미이다. 그런데 그것(산란한 마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들(절

멸론자) 자신의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삼매를 가르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점진적으로 다양한 대상들에 대해

억제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러한 결점이 없다.30)

한편 Tv의 저자는 ②(혹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Tv : “또한 혹자는”이라고 말한 것은 절멸론자를 거론하는 것이다.

[절멸론자가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한 찰나의 마음에

대해 집중을 쏟는 노력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작도 없고

찰나도 아닌 채로 생각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산란을 제거하여 집중이

유지될 것이다.31)

요가주의 세 주석자들 중에서 V의 저자는 ①과 ②의 견해를
반론으로 표시하여, 반론자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V : [불교도는] 반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의 실체에 의존

하는 관념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마음이 고정된 채로 존

속할 수는 없다. 관념들은 마음일 뿐이며, 그것들은 각각의 대상에 따

라 한정되고 찰나마다 소멸한다. 그리고 관념들에게는 각각의 본체로

30) cittasya kṣaṇikatvādikaṃ dūṣayati yasya tviti/ yasya tu vaināśikasya

mate cittaṃ pratyarthaniyatamarthādarthāntaraṃ na gacchati yathā

pratyayamātraṃ nirādhāravṛttimātraṃ tathā kṣaṇikaṃ ca bhavati;

tasya mate sarvmeva cittamekāgramato

vikṣiptacittānupapattirityarthaḥ/ tadanupapattau ca teṣāṃ

svaśiṣyebhyaḥ svaśāstreṣu samādhyupadeśo viphala eveti/ cittasya

krameṇa nānā'rthaviṣayakatvasvīkāre tu nāyaṃ doṣa iti/ Yv 1.32.

31) vaināśikamutthāpayati “yo’pīti”/ mā bhūdekasminkṣaṇike citta

ekāgratādhānaprayatnaḥ/ cittisaṃtāne tvanādāvakṣaṇike

vikṣepamapanīyaikāgratādhāsyata ityarthaḥ/ Tv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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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될 수 있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관념이 없이는, 고정

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없다. “내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관념도 유사한 흐름의 연속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유

사성에 의존해 있다. 예를 들면 “등불이 바로 그 [등의 심지의] 머리털

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32)

여기서 V의 저자는 반론자를 절멸론자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

다. 그렇지만 그의 해설에서도 반론자는 마음의 찰나성과 관념(생

각)의 연속을 주장하는 것으로 단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서술하는 반론도 절멸론자의 주장을 지목한 것으로 이해하는 데

에는 무리가 없다.

이상과 같은 주석자들의 해설을 고려하면, 마음의 찰나성을 주

장하는 것은 요가 철학에서 절멸론자의 견해를 배척하는 결정적

인 이유가 된다. 이에 대해 요가주의 저자는 “마음은 많은 대상
의 기반이 되는 하나의 실체이고, 찰나적 존재가 아니라 견고하게

지속되는 것”33)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가

철학에서 찰나멸을 부정할 때는 실체의 찰나성이 아니라 이처럼

마음의 찰나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가주의 저자가

찰나멸론자를 배척할 때도 그 찰나멸은 존재론적인 찰나멸이 아

니라, 인식론적인 찰나멸을 지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가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식론의 쟁점으로 찰나멸론자를

언급한다.

Ybh 4.20 : 그리고 한 찰나에 자신과 타자의 형태를 확인한다는 것

32) nanu naikaṃ cittamavasthitamasti, yasyaikatattvāvalambanaḥ pratyaya

āpadyeta/ pratyayā eva cittam, te ca pratyarthaṃ niyatāḥ

kṣaṇapraṇāśinaśca/ pratyātmasaṃvedyaṃ ca

pratyayānāmanavasthitatvam/ nāpi pratyayavyatirekeṇāvasthitaṃ

pratyayi cittaṃ nāmopalabhyate/ yo'pyahamevāhamiti pratyayaḥ so'pi

samānasantatipatitattvātsādṛśyanibandhanaḥ/ yathā sa eva pradīpaḥ ta

eva keśā iti// V 1.32.

33) 정승석 역주, p.66, n.57.



요가 철학에서 비판한 절멸론자의 다의성 ∙ 261

은 타당하지 않다. 찰나멸을 주장하는 자는 “존재한다는 것은 곧 행동

(작용)이고, 또한 조작 수단34)이다.”라고 인정한다.35)

Tv의 저자는 여기서 언급하는 찰나멸론자를 아예 ‘절멸론자’로

명시한다.36) 그리고 다음과 같은 Yv의 상세한 해설에는 요가 철

학에서 배척하는 찰나멸론의 요체가 잘 드러나 있다.

34) ‘조작 수단’의 원어인 kāraka가 여기서는 찰나멸론자의 견해를 표방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키야의 주석서들

중에서 가장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는 Yukti-dīpikā에서는 Sk 10을

해설하면서, 불교의 찰나멸론을 비판하기 위해 kāraka를 중요한

개념으로 구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kāraka는 생산자(만들어 내는

것)라는 개념으로 원질(prakṛti)을 지칭한다. 예를 들면 불교 측과 상키야

측은 다음과 같은 대론을 펼친다(Yd, p.127).

[불교도의] 반론 : 원인을 갖는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진리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이다. 실로 현현과 미현현과 순수정신(puruṣa), 즉 모든

것에게는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이것(원인을 갖는다는 것)은 보편적일

뿐인 것으로 언급되어야 한다. (āha: hetumad ity aviśeṣaḥ sarvatra

sadbhāvāt/ vyaktāvyaktapuruṣāṇāṃ hi sarveṣāṃ hetur astīty aviśeṣa

evāyaṃ paṭhitavyaḥ [iti]/)

[상키야의] 응수 : 그렇지 않다. 생산자( kāraka)가 [원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원인을 갖는다는 사실이 현현과 미현현과 순수정신에게는

보편적인 것일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특수한 생산자를 원인으로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현현이 그것(특수한

생산자로서의 원인)을 갖는다. 따라서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ucyate: na kārakaparigrahāt / yady api

vyaktāvyaktapuruṣāṇāṃ aviśiṣṭaṃ hetumattvaṃ tathāpi viśiṣṭasya

kārakasya hetoḥ parigrahaṃ kariṣyāmaḥ/ sa ca vyaktasyaiva

nānyasyeti nāyam aviśeṣo bhaviṣyati/)

35) 정승석 역주, p237. 이 번역에서는 찰나멸론자를 ‘찰나멸을 주장하는

자’로 옮겼다.

36) “실로 특성상의 차별성이 없는 작용은 결과를 구분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작용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절멸론자들의

경우에는 발생을 구분하는 다른 작용이 없다.” (na hyavilakṣaṇo

vyāpāraḥ kāryabhedāya paryāptaḥ/ tasmādvyāpārabhedo'ṅgīkartavyaḥ/

na ca vaināśikānāmutpattibhedātirikto'sti vyāpāraḥ/ Tv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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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v : [주석에서] “그리고 ～ 않다”는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발생

하는 오직 한 찰나에 자신과 타자를 확인한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먼저 존재하는 것만이 직접지각의 대상이 되는데, [나중의 것을 지각

할 찰나에는 먼저 지각한 것이] 자신의 앞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다.” [이에 대해] 반론자는 “그와 같이 자신[의 마음]이 발생한 다음에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하자.”라고 전제한다. 이러한 맥

락에서 “찰나멸을 주장하는 자는 ～”이라고 말한 것이다. 찰나멸론에

의하면, 사물의 발생은 곧 행동(작용)이자 그것(사물)의 결과이며, 그

것(행동)은 곧 그것(사물)에 대한 행위자 따위와 같은 조작 수단의 집

합이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모든 것은 원인을 갖지 않은 채 사물의 발

생만을 결과로 갖고 오로지 저절로 존재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길, 어떤 경우에나 존재하는 것은 곧 행동이고, 이것(행

동)이 곧 조작 수단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말은, 마음이 발생한 다

음에 자신[의 마음]을 인식하기 위한 행동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37) 우리의 견해에서도 의미하는 것은, 소리를 판별하는 활동이

멈춘 후에는 기능이 없으므로 하나의 작용이 두 가지 대상을 인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38)

이상과 같은 장황한 해설에서 찰나멸론의 요체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저자가 결론으로 표방한 주장을 반대

로 적용하는 것이다. 저자는 맨 끝에서 “하나의 작용이 두 가지

대상을 인식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찰나멸론 비판의 결

론을 제시한다. 이 말은 “하나의 동일한 작용(vṛtti)이 대상을 인

식하는 수단인 동시에 인식 자체가 될 수는 없다.”39)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하나의 동일한 작용이 대상을 인식하는 수단

인 동시에 인식 자체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찰나멸론

37)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취지를 함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음이

발생하는 찰나마다 그 발생이 곧 그 마음을 인식하는 행동인 동시에

조작 수단이므로, 후찰나에 발생하는 마음은 전찰나에 발생한 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여가가 없게 된다. 따라서 전찰나의 마음을 후찰나의

마음은 인식할 수 없다.”

38) 정승석 역주, pp.237-8, n.69.

39) cf. Rukmani(1989) p.85,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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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체일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이 찰나멸론이라면, 이는

유가행파의 유식설, 특히 알라야식을 지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

을 것이다.

Ⅲ. 절멸론자와 유식론자

앞서 고찰했듯이 요가 철학의 주석자들 사이에서는 주로 유가

행파(유식론자)를 논적으로 의식하여 절멸론자라는 명칭을 구사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향을 드러내는 동일한 주석

자가 절멸론자와 유식론자를 차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절

멸론자로 지목되는 대상은 상당히 모호하다.

요가주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어떤 이들’과 ‘다른 이들’을 거
론하는데, ‘이들’로 지목되는 대상이 주석자들 사이에서도 일치하

지는 않는다.

Ybh 4.23 : 바로 이러한 [순수정신과] 마음과의 유사성에 의해 현혹

된 ①어떤 이들은 오직 그것(마음)만이 의식이라고 말했다. ②다른 이

들은 “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일 뿐이고, 실로 이 세계는 소와 항아리

따위처럼 원인을 가진 것으로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

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40) (번호는 필자)

Tv의 저자는 여기서 거론하는 두 부류(①과 ②)를 모두 불교도

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그중 ①(어떤 이들)을 절

멸론자로, ②(다른 이들)를 유식론자로 간주한다.

40) 정승석 역주, p.241. 여기서는 역주에는 없는 ‘[순수정신과]’를 삽입했다.

이는 여기서 생략한 앞 구문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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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 그것(마음)에 영상이 맺히는 것은 순수정신의 작용이다. 그런

데 절멸론자는 마음이 이렇게 [순수정신의 작용인] 지성의 영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들이 지

성을 마음의 탓으로 돌렸겠는가? 그래서 [주석에서는] “바로 이러한

～ ”이라고 말한 것이다. 어떤 이들이란 외적 대상을 주장하는 절멸론

자들이고, 다른 이들이란 유식론자들이다.41)

여기서 Tv의 저자는 절멸론자와 유식론자를 차별하고 있다. 그

가 다른 대목에서 절멸론자를 언급할 때, 이 절멸론자는 주로 유

가행파(즉 유식론자)를 지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그는

여기서 유식론자(즉 유가행파)가 아닌 불교도를 절멸론자로 일컫

고 있음이 분명하다.

Tv의 저자가 절멸론자를 한정하는 단서는 ‘외적 대상을 주장하

는 자’, 다시 말해서 ‘외부의 대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이러한 단서에 부합하는 불교의 유파로는 설일체유부를 먼저 떠

올릴 수 있다.42) 그렇지만 불교에서 외적 대상을 주장하기로는 경

량부(經量部, Sautrāntika)도 설일체유부와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

량부는 외적 대상의 존재를 추론으로 인정하는43) 반면, 설일체유

부는 외적 대상의 존재를 직접 지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량부도 찰나멸을 주장한다. 찰나멸인 대상이 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추론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 경량부의 주장이다. 전철학강

41) tacchāyāpattiḥ puruṣasya vṛttiḥ/ iyaṃ ca caitanyacchāyāpattiścittasya

vaināśikairabhyupetavyā/ kathamanyathā citte caitanyameta

āropayāṃbabhūvurityāha/ “tadanena”iti/ kecidvaināśikā

bāhyārthavādinaḥ/ apare vijñānamātravādinaḥ/ Tv 4.23.

42) 앞의 각주 10 참조.

43) 전철학강요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소개하는 경량부의 주장은 “인식
대상은 [외계에 존재한다고] 추론될 수 있다.”(vijñeyamanumeyam/

Sds, p.43)라는 것이다. 또한 이것을 약간 부연하여 “경량부는

직접지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외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sautrāntikena pratyakṣagrāhyo'rtho na bahirmataḥ// Sds,

p.46)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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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에서는 경량부의 이 같은 주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만약 시간을 달리하는 것(전찰나의 것)이 어떻게 지각될 수 있

는가라고 묻는다면, [경량부에 속하는] 그들은 [그것이] 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현현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인식에 [자신

의] 형상을 부여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44) 예를 들면 좋은 안색

으로는 영양 상태가 추론되며, 언어로는 국적이, 두근거림으로는

사랑이 추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에 부여된] 형상으로는 그

인식 대상[이 존재함]을 추론할 수 있다.45)

여기서 설명하려는 요지는 경량부에서 찰나멸인 외적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는 논리이다. 즉, 그 논리는 “대상은 인식에 자신의

형상을 부여하므로, 이 형상으로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Tv의 저자가 대변하는 요가 철학의 관

점에서는 이 논리를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마음(즉 인식)에 영상(즉 형상)을 부여하는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

라 순수정신의 작용이다. 그런데 절멸론자는 순수정신의 작용인 지성

이 마음에 대상의 영상을 부여함으로써 그 대상이 인식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절멸론자는 이 사실, 즉 마음에 영상이 부

여된 것은 대상 자체 때문이 아니라 순수정신의 작용 때문이라는 사

실을 인정해야 한다.46)

44) 여기까지의 서술은 법칭(法稱, Dharmakīrti)이 Pramāṇa-vārttika에서

서술한 내용과 거의 같다. 법칭이 ‘이치에 정통한 자들’로 언급한 주어가

여기서는 ‘[경량부에 속하는] 그들’로 바뀌었다. “만약 시간을 달리하는

것(전찰나의 것)이 어떻게 지각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이치에

정통한 자들은 인식에 [자신의] 형상을 부여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hinna-kālaṃ kathaṃ

grāhyam iti ced grāhyatāṃ viduḥ/ hetutvam eva yuktijñā

jñānākārārpaṇakṣamam// Pv 3.247.)

45) bhinnakālaṃ kathaṃ grāhyamiti cedgrāhyatāṃ viduḥ/ hetutvameva ca

vyakterjñānākārārpaṇakṣamam// iti/ tathā ca yathā puṣṭyā

bhojanamanumīyate yathā ca bhāṣayā deśaḥ yathā vā saṃbhrameṇa

snehaḥ tathā jñānākāreṇa jñeyamanumeyam/ Sds,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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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구상해 본 비판을 고려하면, Tv의 저자가 거론한 절

멸론자는 경량부를 지목한 것일 가능성이 설일체유부보다는 결코

낮지 않다.

그러나 Tv의 저자가 경량부 또는 설일체유부를 절멸론자로 지

목했을지라도, 이것이 요가주의 저자가 의도한 것을 실제로 반
영한 것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다. Tv의 저자와는 다르게 생각한

주석자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V의 저자는 Tv의 저자가 절멸론자

로 지칭했던 ‘어떤 이들’을 Vaiśeṣika, 즉 인도 철학의 6학파에 속

하는 승론(勝論) 학파까지 포함한 유파로 간주한다.

V : 그 다음으로 “이러한 [순수정신과] 마음과의 유사성에 의해 현

혹된 어떤 이들은 ～”[이라는 설명 중에서] ‘이러한 [순수정신과] 마음

과의 유사성’은 Vaiśeṣika의 추종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다. 그리고 Vaiśeṣika의 추종자를 비롯한 [어떤] 이들, 즉 [순수정신과]

마음과의 유사성이라는 위대한 인드라의 그물(마술)로 [순수정신의]

의식이 착란된 이들은 오직 그것, 즉 마음이 [순수정신의] 의식이라고

말했다. ··· “다른 이들”, 즉 불교도들은 “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일 뿐

이고, 소와 항아리 따위는 그 자체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 차별되어 모

든 이들의 관념에 공통하는 세계로서 존재하지는 않는다.”47)라고 말하

여, 그 자신들의 경험마저 부정한다. 이와 같이 현혹된 그들은 아주

미숙한 불교도들, 즉 불쌍한 절멸론자들이다.48)

46) 이는 Tv의 저자가 경량부를 의식하여 “그것(마음)에 영상이 맺히는 것은

순수정신의 작용이다. 그런데 절멸론자는 마음이 이렇게 [순수정신의

작용인] 지성의 영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서술한 것으로 추정해 본 해석이다.

47) Ybh에서 ‘원인을 가진 것으로서’(sakāraṇo)라고 서술한 것을, V에서는

이처럼 “‘그 자체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svākāreṇa) 차별되어 모든

이들의 관념에 공통하는”이라고 상술한다. 여기서 V의 해설은 소나

항아리 따위가 자상(自相)을 갖고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불교 측의

관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

48) tasmāt “anena cittasārūpyeṇa bhrāntāḥ kecit”/ etat cittasārūpyaṃ

vaiśeṣikāṇāṃ pramohakāraṇam/ vaiśeṣikādayastu

cittasārūpyamāhendrajālavyāmohitacetasaḥ tadeva cittaṃ

cetanamityāhuḥ/ ··· apare bauddhyāḥ “cittamātramevedaṃ sarv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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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의 저자는 Tv의 저자와는 판이한 시각으로 요가주
를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는 Tv의 저자가 지목한

절멸론자와 유식론자를 각각 Vaiśeṣika와 절멸론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일 뿐 ～”이라고 주장하는

불교도를 절멸론자로 간주한 것으로 보면, 이러한 절멸론자는 유

식론자를 지칭할 것이다.

그러나 유가주의 3대 주석 중에서 가장 나중에 작성된 Yv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Tv의 시각에 동의하는 듯하다.

Yv : 어떤 이들이란 외계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자들로서, 마음과는

다른 의식(즉 순수정신)을 인정하지 않는 절멸론자들이다. 다른 이들

이란 [유]식론자49)들이다. 세계는 세계 전체를 가리킨다. [유]식론자들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로 통각(인식 작용)50) 자체는 구분이 없는

것이지만, 전도(顚倒)된 견해에서는 지각 대상과 지각 주체와 자의식

이라는 구분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51)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의 의

nāsti gavādirghaṭādiśca svākāreṇa viśiṣṭaḥ sarveṣāṃ pratyayasya

sādhāraṇo lokaḥ” iti svānubhavamapyapalapanti/ te evaṃ bhrāntāḥ

sukumāratarabuddhayo vaināśikā anukampanīyāḥ// V 4.23.

49) 인도 철학의 주석자들은 유식론자를 간단히 ‘식론자’로도 일컬었다. 예를

들어 전철학강요에서는 유가행파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식론자의
교의에 따르면, 실로 훈습으로 불리는 것은 단일한 흐름의 상태에 있는

알라야식들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러저러하게 작용하는 식(識)을

일으키는 힘이다.” (vijñānavādinaye hi vāsanā

nāmaikasaṃtānavartināmālayavijñānānāṃ

tattatpravṛttivijñānajananaśaktiḥ/ Sds, pp.37-38.)

50) 앞의 각주 18 참조.

51) 전철학강요에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Sds, p.32).
여기서는 Yv의 원문 중 ‘abhinno'pi hi’가 avibhāgopi로 바뀌었지만,

의미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는 Upadeśa-sāhasrī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로 통각(인식 작용) 자체는 구분이 없는 것이지만,

전도(顚倒)된 견해를 갖고 있는 자들은 지각 대상과 지각 주체와

자의식이라는 구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abhinno'pi hi buddhyātmā

viparyāsitadarśanaiḥ/ grāhyagrāhakasaṃvittibhedavāniva lakṣyate”//

Us 18.142.) 여기서는 Yv의 원문 중 darśane가 darśanaiḥ로 바뀌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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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만약 마음은 모든 형태를 취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순수정신 혹은 외적인 대상이 필요하지 않다. 시작도 없

는 훈습의 힘을 통해 마음은 오직 스스로 끝없이 전변한다는 것을 인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우유가 응유의 상태로 변하는 것과 같

다.”52)

여기서 Yv의 저자는 절멸론자로 지목한 ‘어떤 이들’을 Tv의 저

자보다는 더 간략하게 서술하는 데 그치고, 식론자들로 지목한

‘다른 이들’을 설명하는 데 주력한다. 그리고 그가 절멸론자를 ‘외

계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자’로 규정한 것은, 절멸론자를 ‘외적 대

상을 주장하는 자’로 한정한 Tv의 저자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음

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Yv의 저자가 V의 저자와는 달리 Vaiśeṣika를 절멸론자로 지목

하고 있지 않음은 분명한 듯하다. 그는 또한 절멸론자를 ‘마음과

는 다른 의식을 인정하지 않는 자’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음과는 다른 의식’이란 요가 철학으로는 순수정신(puruṣa), Vai

śeṣika 철학으로는 자아(ātman)를 가리킨다.53) 그리고 Vaiśeṣika

뿐이다.

52) kecidbāhyārthavādinaḥ cittātiriktacetanānabhyupagantāro vaināśikāḥ/

apare vijñānavādinaḥ/ lokyata iti lokaḥ/ taduktaṃ vijñānavadibhiḥ

“abhinno'pi hi buddhyātmā viparyāsitadarśane/

grāhyagrāhakasaṃvittibhedavāniva lakṣyate”// iti// teṣāṃ ca

vādināmayaṃ bhāvaḥ cittasya cetsarvarūpatā svīkṛtā tarhyalaṃ

puruṣeṇa, bāhyārthena vā'nādivāsanāvaśāt svata eva

cittasyānantapariṇāmasvīkārasambhavāt, dugdhasya dadhirūpatāvaditi/

Yv 4.23.

53) Rukmani(1989)는 Yv의 이 대목을 번역하면서 ‘마음과는 다른 의식’을

아예 자아(ātman)로 명기했다. 즉 그녀는 “절멸론자들은 마음과는 다른

자아(ātman)를 인정하지 않는다.”(p.103)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그녀가

절멸론자와 식론자를 대비하는 이 대목에서 “한 학파는 상주하는

마음만을 용인하고, 다른 학파(식론자)는 경험의 모든 대상을 투영하는

찰나적인 마음의 존재만을 용인한다.”(p.103, n.2)라고 주기한 것은

착오일 수도 있다. ‘상주하는 마음’이란 순수정신 또는 자아에 적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녀는 여기서 말하는 절멸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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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아와 마음을 실체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자아를 인정하지 않

는 절멸론자가 Vaiśeṣika일 수는 없다.

이상의 고찰에 의하면, 주석자들은 요가주의 저자가 말하는

‘어떤 이들’과 ‘다른 이들’을 아래의 표와 같이 지목했다.

원문 Ybh 어떤 이들 다른 이들

주석

Tv 절멸론자 유식론자

V Vaiśeṣika 절멸론자(?=유식론자)

Yv 절멸론자 [유]식론자

위의 대조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이다.

첫째, 유식론자와 절멸론자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 개념일 수

있다.

둘째, 절멸론자는 유가행파의 유식설에 동의하지 않는 유파, 특

히 외계의 실재를 주장하는 견해를 지칭하기도 한다. 여기에 해당

하는 유파로는 설일체유부, 경량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인도 철

학의 Vaiśeṣika는 절멸론자와 동격으로 취급된다.

Ⅳ. 유식론자로서의 절멸론자

이미 언급했듯이 요가주 전체에 걸쳐 저자는 단지 두 번 절
멸론자를 거명한다. 그중 하나인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 언급하는

절멸론자의 실체는 매우 모호하다.

Vaiśeṣika를 지칭하거나, 아니면 유식론자와는 다른

유심론자(唯心論者)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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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h 4.24 : 그리고 향수와 해탈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진 순수정

이 바로 그 ‘타자’이고, 그저 일반적인 타자가 아니다. 그러나 절멸론

자가 ‘본래의 것으로’(자아인 것처럼) 지칭할 수 있는 ‘모종의 것’은 그

저 일반적인 타자이고, 이것은 결합하여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두는 오직 타자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54)

위의 서술에서는 절멸론자로 지목되는 대상을 특정할 만한 단

서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주석자들의 해설을 참조하

면, 이 절멸론자를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식론자로 특정할 수 있

다. 먼저 V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절멸론자가 곧 유식론자임을

간접적으로 명시한다.

V_1 : 절멸론자는 즐거운 마음이 육체나 감관이나 대상을 위한 것

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인

정한 것을 반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절멸론자)는 오직

[마음과 다를 바 없는] 식(識)만이 즐거움(향수)과 해탈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육체와 감관과 대상

과는 별개인 순수정신이야말로 향수와 해탈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

진 것으로서, 식(識)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55) ···

V_2 : 지식(인식)의 흐름이라는 단일한 실체도 없고(흐름은 찰나성

을 가지므로)56), 연속적 흐름은 토끼의 뿔처럼 실체가 없으므로 향수

와 해탈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갖지도 않는다. 또한 그(절멸론자)는 육

체와 감관 따위들 중 어느 것을 [향수와 해탈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

진 것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교의에서는 식(識)

이 아닌 다른 것들이 향수와 해탈을 목적으로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

지 않기 때문이다.57)

54) 정승석 역주, p.244.

55) nahi vaināśikaḥ sukhacittaṃ śarīrendriyaviṣayārthamicchati/ tathā

cecchannabhyupagataṃ virundhīta/ vijñānasyaiva hi

sukhāpavargābhyāmarthitvamabhimanyate/ tasmāt ya eva

śarīrendriyaviṣayavyatiriktaḥ puruṣo bhogāpavargābhyāmarthavānanyo

vijñānādabhyupagamanīyaḥ// V 4.24.

56) 이 괄호의 내용은 판본에 따라 추가된 원문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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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의 저자는 절멸론자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유식(vijñān

amātra)이라는 용어를 직접 구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오

직 식(識)만이 ～ 가진다’(vijñānasyaiva)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그 자신의 교의에서는 식(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향수와 해탈을

목적으로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서술로 절

멸론자가 유식론자임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언

급하는 ‘식(識)’은 절멸론자를 유식론자로 단정할 수 있는 결정적

인 증거가 된다.58) 단적인 예로 Tv의 저자는 Ybh 4.14를 해설하

면서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그런데 그(요가주의 저자)는 “식(識)을 동반하지 않는 대상은 존
재하지 않는다.”라고 [유]식론자인 절멸론자를 거론한다.59)

그러나 이 같은 전거를 들지 않더라도, 문제의 Ybh 4.24에 대한

다른 주석자의 해설에서 확실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다. Yv의 저

자는 그 절멸론자를 유식론자로 지목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Yv : 그(저자)는 여기서 먼저 ‘모종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식

론자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왜냐하면 찰나성으로 불리는 것을

[그들] 자신이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즉 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60)

57) na cāpi jñānasantatirityekaṃ vastu (santateḥ kṣaṇikatvam/) na cāpi

santānasyāvastutayā śaśaviṣāṇakalpasya

bhogāpavargābhyāmarthitvam/ nāpi

śarīrendriyādīnāmanyatamatvamicchati/ vijñānavyatiriktānām

ātmīyasamaye bhogāpavargārthitvānabhyupagamāt// V 4.24.

58) 이 대목(V_2)에서 언급하는 ‘지식(인식)의 흐름’이나 ‘연속적 흐름’도

마찬가지이다. 앞의 각주 49 참조.

59) atha vijñānavādinaṁ vaināśikam utthāpayati/ “na asty artho

vijñāna-vi-sahacara iti/” Tv 4.14.

60) tatrādau vijñānavādināṃ

kṣaṇikatākhyasvābhyupagamavirodhānnyāyaviruddhādbhayaṃ

darśayati keciditi/ Yv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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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앞 장에서 고찰한 Ybh 4.23의 경우와는 달리, Ybh

4.24를 해설하는 주석자들에게는 절멸론자가 한결같이 유식론자

로 인식되어 있다. 그렇다면 요가주의 저자가 절멸론자라는 명
칭으로 염두에 둔 대상도 유식론자일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맺음말

이상의 고찰은 요가 철학에서 주요 논적으로 의식하고 있었던

유파가 불교의 유가행파였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출

발하였다. 단적인 일례로, 요가주의 주석자들은 요가주의 저

자가 논적을 명시하지 않은 서술에서도 유가행파를 논적으로 의

식하고 있다. 주석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절멸론자라는 명칭을 사

용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드러난다.

주석자들은 요가주의 저자가 거론하는 찰나멸론자도 절멸론

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 경우의 찰나멸론자가 유가행파

의 유식설을 지목한 것으로 이해한다. 한편, 절멸론자와 유식론자

를 차별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주석자들의 서술을 면밀히

고찰하여 대조하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유식론자와 절멸론자는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 개념일 수

있다.

둘째, 절멸론자는 유식설을 부정하는 유파, 특히 외계의 실재를

주장하는 견해를 지칭하기도 한다. 즉 설일체유부와 경량부도 절

멸론자로 불릴 수 있다. 또한 인도 철학의 Vaiśeṣika는 절멸론자

와 동격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주석자들 사이에서는 유식론자가 절멸론자로 지목되는

가장 현저한 대상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요가 철학의 주석자들이 절멸론자를 거론할 때, 그들은 이 절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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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자로 지목되는 대상을 직접 거명하거나 암시적으로 서술한다.

이 같은 두 가지 방식에 따라 주석자들이 거론하는 절멸론자의

다의성을 다음과 같이 망라할 수 있다.

절멸론자의 다의성

(절멸론자로 지목되는 대상)
비고

직접 거명

유식론자(식론자) 유가행파

찰나멸론자 유가행파를 지목

Vaiśeṣika 절멸론자와 동격

간접적

암시

설일체유부(비바사사)

경량부

유식론자(식론자) 유가행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절멸론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

든 대체로 유가행파를 지칭한다. 그러나 절멸론자가 설일체유부와

경량부, 주석자에 따라서는 인도 철학의 Vaiśeṣika를 포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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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ple Implications of Vaināśika Criticized in

Yoga Philosophy

Jung, Seung Suk

Dongguk University

The commentators of the Yogabhāṣya recognized that

an antagonist is Yogācāravadin of Buddhism even in the

cases when the author of the Yogabhāṣya did not directly

indicate it. This recognition by commentators is evidently

revealed in who is indicated when the term Vaināśika is

used.

In addition, commentators regarded Kṣaṇikavādin, called

by the author of the Yogabhāṣya as Vaināśika. So, they

understood that Kṣaṇikavādin is regarded as Yogācāra

theory.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Vaināśika and Vijñānavādin. In this case, there are two

different clues from critical comparison and contrast based

on commentaries.

First, there would be the possibility that both of

Vijñānavāda and Vaināśika are one and the same camp.

Second, Vaināśika would be from the different sect who

rejects the philosophy of Yogācāra School and insists on

externalism, advocating that the object of the external world

is real and exists. In other words, Vaināśika could be said

to be Sarvāstivādin (or Vaibhāṣika) or Sautrāntika in

Buddhism. Moreover, Vaināśika could be identified as

Vaiśeṣika in Indian philosophy.

Nevertheless, it is clearly true that the primary

opponent of these commentators is the Vijñānavādin and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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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ed as Vaināśika.

When Vaināśika is citied in the commentaries of Yoga

Philosophy they are directly explicated who they are or who

they allusively described. According to these two different

methods, the multiple implications of the term Vaināśika can

be generally directly or indirectly indicated to Yogācāra.

However, it should be kept in mind the fact that Vaināśika

is, in some cases, referred to as Sarvāstivādin and

Sautrāntika or Vaiśeṣika of Indian philosophy.

Keywords : kAaNikavAdin, sarvAstivAdin, sautrAntika,

vaibhASika, vainAzika, vaizeSika,

vijJAnamAtravAda, yogabhASya, yogAc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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