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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唯識)의 ‘동시 지각의 필연성’ 개념에 대한

요가 철학의 비판

정승석*1)

Ⅰ 서론. Ⅱ 유식(唯識)의 명제. Ⅲ ‘동시 지각의 필연성’의 개념적

연원. Ⅳ 동시 지각의 필연성에 대한 비판. Ⅴ 결론

요약문 [주요어: 동시지각, 법칭, 불교논리학, 상키야, 순수정신, 요가주,

요가철학, 유가행파, 유식설, 전철학강요]

요가 철학의 일부 주석자들은 요가주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은

‘동시 지각의 필연성’을 유가행파에서 주장하는 유식(唯識)의 근간으로

간주하여 상당히 심도 있게 비판했다. 이 비판의 내용을 면밀히 고찰해

보면, ‘동시 지각의 필연성’을 둘러싼 쟁론의 연원은 불교 논리학으로부

터 전개되어 유식설로 비화된 불교학의 전통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요가 철학의 주석자인 Vācaspati Miśra가 이러한 전통 중에서 참고

했을 가능성이 현저한 것으로는 Vasubandhu의 유식설과 Dharmakīrti의

불교 논리학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후대의 문헌인 전철학강요는 불교
학의 전통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입증한다. 요가

철학에서 ‘동시 지각의 필연성’을 비판한 것은, 불교 내부의 쟁론을 끌

어들여 상키야 및 요가 철학의 실재론, 특히 순수정신의 독자성을 강화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Sāṃkhya-sūtra의 주석자인 Vij
ñāna Bhikṣu는 요가주를 해설하면서 Vācaspati Miśra의 해설을 수용
한 점에서, 유식설을 비판하여 요가 철학을 옹호한 Vācaspati Miśra의

논의가 후대의 상키야 철학에도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Ⅰ. 서론

Yoga-sūtra의 제4장에서 제14경1)은 사물의 실재성을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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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경2)은 동일한 사물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지적하

는 것으로 사물과 인식의 차별을 주장한다.

위의 두 경문은 사물, 즉 인식 대상이 인식과는 별개로 실재한

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이 둘은 사물의 실재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가행파(Yogācāra)의 유식설(唯識說)을 부정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문 자체에는 그렇게 추정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가

없다. 다만 이것들에 대한 요가주(Yogasūtra-bhāṣya)의 해설에
서 그렇게 추정할 만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3) 그리고 이 단서가

유식설을 지목한 것이라고 단정한 결정적인 근거는 후대의 주석

서에서 발견된다.

본론은 문제의 두 경문이 유가행파의 유식설을 비판하는 것으

로 이해되었다는 결정적인 근거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결정적인 근거가 ‘동시 지각의 필연성’(sahopalambha-niyama)4)이

1) “전변의 단일성(일원성)을 통해 사물은 실재하는 것이 된다.”

pariṇāmaikatvād vastutattvam// YS 4.14.

2) “사물(대상)이 동일하더라도 마음[의 양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둘(사물과 인식)의 행로는 다르다.” vastusāmye cittabhedāt tayor

vibhaktaḥ panthāḥ// YS 4.15.

3) 金倉(1953) pp. 5-7 참조.

4) sahopalambha-niyama라는 개념에 대한 전통적 논사들 및 현대 학자들의

이해는 다양하다. 이들의 이해를 종합하면, 이 개념은 인식 대상(所知)과

이에 대한 인식 주관(能知)이 동시에 또는 함께 지각된다는 것을 고정된

규칙 또는 필연성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ahopalambha-niyama는 ‘동시에 함께 지각한다는 규칙’(中村 1994, p. 72),

‘함께 지각됨의 필연성’(Matsumoto 1980, p. 297), ‘반드시 동시에

지각됨’(岩田 1984, p. 5), ‘불변의 동시 지각이라는 규칙’(Sinha 1938, p.

81), ‘동시에 일어나는 인지(認知)’(高木 1991, p. 227), ‘동시 지각의

필연성’(三枝 1987, p. 128) 등으로 번역된다. 이 개념에 대한 해석의

초점은 saha이고, 이 saha를 동시, 함께, 동일 등으로 해석하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 다만 티베트의 논사들은 ‘함께’(saha)를 예외 없이

‘동시’(eka-kāla)로 해석했다고 하므로(Matsumoto 1980, p. 266),

본론에서는 편의상 ‘동시 지각의 필연성’을 sahopalambha-niyama의

번역어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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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요가주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요
가주의 주석서들 중에서는 Vācaspati Miśra의 Tattva-vaiśāradī

에서 처음으로 심도 있게 거론된다.

원래 sahopalambha-niyama는 불교 논리학의 대가인 Dharmakī

rti(法稱. 600～660년경)가 추리를 성립시키는 이유(hetu)들 중 하

나로 적용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다음과 같은 논증에서

이유로서 적용된다.

청색과 이에 대한 인식은 서로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반

드시 함께 지각되기 때문에.5)

그러나 Vācaspati Miśra는 요가주를 해설하면서 sahopalamb
ha-niyama를 논리학보다는 유식설의 주장으로 지목하여 거론한

다. 그리고 그의 시각은 이것을 주로 유식설에 적용된 것으로 간

주해 왔다는 견해6)와 합치한다.

그러므로 유가행파의 유식설에 대한 요가 철학의 비판을 고찰

5) sahopalambhaniyamād abhedo nīlataddhiyoḥ/ PVin p. 94, ll. 18-19.

Matsumoto(1980) p. 297 재인용. 이에 후속하여 이 게송을 완성하는

구절은 이러하다. “그러나 하나뿐인 달에서 [두 개의 달을 보는 것]처럼,

차별은 혼미한 식(識)들에 의해 지각될 수 있다.” (bhedaś ca

bhrāntivijñānair dṛśyeindāvivādvaye//) 이 게송은 TV(4.14), YV(4.14),

Sds(p. 32) 등에서도 인용된다. 이뿐만 아니라 “Śaṅkara는

Brahmasūtra-bhāṣya(2.2.28)에서 이것을 공격하고 있다.” 高木(1991) p.

248, n. 46.

6) “Dharmakīrti가 고안한 추리로서 ‘sahopalambha-niyama’는 외적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식론자(Vijñanavādin)들뿐만 아니라 외적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량부(Sautrāntika)에게도 수용되었다. 그러나 그

추리는 오로지 식론자들이 자신들의 유식설을 입증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듯하다.” Matsumoto(1980) p. 290. Cf. ibid., p. 273,

n. 3. 그러나 여기서 sahopalambha-niyama가 경량부에게도 수용되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식론자의 주장을 경량부가 전적으로 동의했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경량부도 sahopalambha-niyama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뒤의 각주 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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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본론에서는 Vācaspati Miśra가 sahopalambha-niyama를 어

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해가 유가행파와는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고찰하는 데 주력한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논리학

적 개념으로서의 sahopalambha-niyama에 대한 논의 전개7)를 유

보한다.

Ⅱ. 유식(唯識)의 명제

요가주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비판의 대상이 유가행파의 유
식설임을 비교적 선명하게 암시하고 있다.

①“식별 작용(vijñāna, 識)8)을 동반하지 않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지

만, 대상을 동반하지 않는 인식 작용9)은 꿈 따위에서 조작되어 존재

한다.”라고 하는 ②이러한 예증으로 사물의 본성을 거부하고, ③“오로

7) 이 문제는 마츠모토 시로(松本 史朗) 박사에 의해 상세히 고찰되어 있다.

그는 불교에서 sahopalambha-niyama를 취급하는 범본 및 서장본의

논서들뿐만 아니라 자이나의 논서까지 섭렵하여, sahopalambha-niyama에

대한 반론과 옹호의 논리 전개를 고찰했다. Matsumoto(1980) pp.

265-298. 다만 그는 요가 철학의 문헌에서도 sahopalambha-niyama가

비판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는 사실까지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는 요가

철학의 쟁론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고찰의 대상으로는 인지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이해된다.

8) ‘식별 작용’의 원어는 vijñāna이고, 한역(漢譯) 불전에서는 이것을 ‘識’으로

번역했다. 후술할 TV에서는 이것을 유가행파의 유식설에서 주장하는

‘識’으로 해설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쉽게 파악하도록

vijñāna를 ‘식(識)’으로 번역한다. 다음 각주 25 참조.

9) 유식의 관점을 서술하는 맥락을 고려하면, ‘인식 작용’(jñāna)이라는

표현은 ‘인식한다는 사실 자체’를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함축을 반영하여 이하에서는 ‘인식 작용’이라는 표현이

‘인식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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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식 작용이 만들어 낸 사물은 꿈속의 대상처럼 실제로는 존재하

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자들, ④이들은 [사실을] 말하자면 사물이 그

자체의 효력으로 이렇게 현전해 있는데도, ⑥증거 능력이 없는 망상의

인식력으로 사물의 본성을 팽개치고서 ⑦그것(현전해 있는 사물)만을

부정하고 있으니, ⑤어떻게 ⑧[그들의 주장이] 믿을 만한 말일 수 있

겠는가?10) (번호는 필자)

Vācaspati Miśra는 위의 설명을 매우 장황하게 해설하는데, 그

는 여기서 비판하는 대상을 식론자(Vijñāvādin)의 견해로 단언한

다. 식론자는 물론 불교의 유식(唯識)학파, 즉 유가행파를 지칭한

다.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식론자의 주장을 따른다면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은 동일

한 것이 되어, 경험적 사실과는 불합치하는 오류에 빠진다.

둘째,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마음이므로, 인식 주관(마음)과 인

식 대상을 별개의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11)

여기서 둘째는 요가 철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론이다. 그리고

이에 반하여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은 동일한 것’이라는 관념을

함축하는 식론자의 주장은 ‘동시 지각의 필연성’으로 대변된다. 이

러한 요지를 상술하기에 앞서, Vācaspati Miśra는 유식설의 주장

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12)

14.01. 그런데 그(요가주의 저자)는 “식(識)을 동반하지 않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 ”라고 [유]식론자13)인 절멸론자를 [다음과

10) Ybh 4.14. 정승석(2010) p. 230 참조. 이 번역문 중 ④는 필자의 기존

번역(“이들은 현전해 있는 이 사물이 그 자체의 효력으로 그와 같이

[보이는 그대로] 있다고 하면서”)을 수정한 것이다.

11) Vācaspati Miśra보다 훨씬 후대의 주석자인 Vijñāna Bhikṣu도 자신의

Yoga-vārttika에서 Vācaspati Miśra의 해설을 수용한다. 정승석(2010) p.

230, n. 50 참조.

12) 이하에서는 Ybh 4.14에 대한 TV의 해설을 필자가 임의로 단락화한 구문

번호로 제시한다.

13) TV 4.24에서는 이것을 유식론자(vijñānamātra-vādin)로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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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14) 거론한다.15)

14.02. 왜냐하면 만약 [다섯] 조대요소와 [이것들로 형성된] 물질들이

식(識)일 뿐인 것과는 다른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그것들을 일

으키는 원인의 성질이 부여된 근원(제일 원인)을 상정해야 할 것

이기 때문이다.16)

14.03. 그러나 실제로는(진실한 의미로는) 식(識)과는 다른 그러한 것들

은 존재하지 않는다.17)

14.04. 어떻게 그런 근원을 상정할 수 있는가? 또한 지각기관들의 [근원

으로서] 아만(我慢)의 변형을 상정하는 것18)이 어떻게 가능하겠

는가?19)

14.05. 예를 들면 감각이 없는 대상은 저 홀로 조명하지는 못하기 때문

에, “식(識)을 동반하지 않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20)

14.06. [여기서 동반이란] 연합, 즉 결합 관계이다. [그래서] ‘동반하지

않는 것’이란 그것(결합 관계)이 없는 것이다. ‘않는’(vi)이란 없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말21)은] 식(識)과 무관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언어적] 관행에서나 적용된다는 의미이다.22)

14) 이하 14.02～14.07는 TV의 저자가 요가주의 저자가 의도한 내용일
것으로 파악한 식론자(=절멸론자)의 주장이다.

15) atha vijñānavādinaṁ vaināśikam utthāpayati/ “na asty artho

vijñāna-vi-sahacara iti/”

16) yadi hi bhūtabhautikāni vijñānamātrād bhinnāni bhaveyus tatas

tadutpattikāraṇamīdṛśaṁ pradhānaṁ kalpyeta/

17) na tu tāni vijñānātiriktāni santi paramārthataḥ/

18) 이는 제일 원인(즉 mūla-prakṛti 또는 pradhāna)의 상정을 부정하는

동시에 ‘아만의 변형’을 원인으로 상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의미로

이해된다. 상키야 및 요가 철학에서는 마음(manas, citta), 5지각기관,

5행위기관, 5미세요소, 5조대요소를 포함하는 21원리를 아만의 변형으로

간주한다.

19) tat kathaṁ pradhānakalpanaṁ kathaṁ ca grahaṇānām indriyāṇām

ahaṁkāravikārāṇāṁ kalpana iti/

20) tathā hi jaḍasya arthasya svayam aprakāśatvān “nāsty artho

vijñānavisahacaraḥ”/

21) “식(識)을 동반하지 않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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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반면에 대상을 동반하지 않는 인식 작용은 존재한다.” 그것이

저 홀로 조명함으로써 자신이 인식 영역(대상)으로 존재함에 관

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감각이 없는 대상은 별도로 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23)

이상에서 TV의 저자는 “식(識)을 동반하지 않는 대상은 존재하

지 않지만, 대상을 동반하지 않는 인식 작용은 꿈 따위에서 조작

되어 존재한다.”라고 하는 요가주의 서술을 유식론자의 견해로
단정하고 나서 해설을 전개한다(14.01).

여기서 저자는 유식의 명제를 두 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

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즉, 그 하나는 “식(識)을 동반하지 않는 대

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을 동반하

지 않는 인식 작용은 존재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둘은 하나

의 주장을 인식의 대상과 주관(인식 작용)이라는 양면에서 서술한

것일 뿐이다. 그 ‘하나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관념이 유식(唯識)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유식무경(唯識無境)

이다.

“식(識)이라는 표상(表象)만 있고 대상은 없다.”라는 의미로 이

해되는 유식무경은 Vasubandhu(世親)의 유식이십송(唯識二十頌,
Viṁśatikā-kārikāḥ)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시작하는

유식이십송의 내용만으로도, 앞서 제시한 요가주의 설명은 유

22) sāhacaryaṁ saṁbandhaḥ/ tad abhāvo visahacaratvam/ vir

abhāvārthaḥ/ vijñānāsaṁbandho nāsti(또는 nāstīti) vyavahārayogya ity

arthaḥ/ 요가주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언어적] 관행’은
망상(vikalpa)과 상통한다. “그것(망상)은 바른 인식에도 도달하지 않고

그릇된 인식에도 도달하지 않는다. [대응하는] 사물이 없을지라도 말의

지식 내용을 깊이 고려함으로써 발생하는 ‘관행’이 인지된다. 예를 들면,

지성은 순수정신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Ybh 1.9)

정승석(2010) p. 47.

23) “asti tu jñānamartha-vi-sahacaraṁ”, tasya svayaṁ prakāśatvena

svagocaraastitāvyavahāre kartavye jaḍam arthaṁ pratyapekṣābhāv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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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무경과 같은 관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할 만하다.24)

1.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식’(唯識)25)일 뿐이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

는 대상이 드러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눈병에 걸린 자

가 존재하지 않는 머리카락이나 [두 개의] 달26) 따위를 보는 것과

같다.27)

2. [반론:] 만약 대상은 없이 식(識)이 발생한다면, [그 식(識)이] 공간

과 시간에 한정된다는 것, 상속의 경우에는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

기능을 달성한다는 것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28)

24) 카나쿠라(金倉) 박사는 이 제2장의 서두에 제시한 요가주의 설명에
관해, “Vācaspati Miśra도 말하고 있듯이 앞 부분의 구문은 唯識의

주장일 것이다. 그리고 유식설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世親의

唯識二十論과 같은 것이 우리의 생각에 먼저 떠오른다.”라고 지적한다.
그가 이의 근거로 유식이십론 중에서 인용한 “無色等外境, 唯有內識,
似外境生 … 處時定如夢”(T 31, p. 74c)은 지금 아래에 제시한

유식이십송의 제2송에 대한 설명과 제3송의 일부이다. 그는 이에
부연하여 이러한 사고가 세친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앞서 거론한 요가주의 구문과 일치하는 사고를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는 세친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無著의

攝大乘論에도 ‘又, 此諸識, 皆唯有識, 都無義故. 此中, 以何爲喩顯示. 應知,
夢等, 爲顯示’(T 31, p. 138a) … 그리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解深密經
중 ‘我說, 識所緣, 唯識所現故’(T 16, p. 698b)라고 말하는 것과 연관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金倉(1953) pp. 7-8 참조.

25) 여기서 識의 원어는 vijñāna가 아니라 vijñapti이다. vijñapti는 흔히

表象으로 번역되기도 한다(다음 각주 28 참조). 唯識三十頌에서 구사된
용례를 종합하면 vijñāna는 vijñapti가 되는 본래의 장소를 가리킨다.

그리고 vijñapti-mātra가 唯識으로 번역될 경우의 이 vijñapti(識)는

‘드러남’(現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이와 같은

두 용어의 의미는 唯識二十頌의 경우와도 일치한다. 宇井(1953) p. 237
참조.

26) ‘머리카락이나 [두 개의] 달’을 ‘그물 같은 머리카락’(keśoṇḍraka)으로

기재한 판본도 있다.

27) vijñaptimātram evaitad asadarthāvabhāsanāt/ yathā taimirikasya

asatkeśacandrādidarśanam// VK 1.

28) yadi vijñaptir anarthā niyamo deśakālayoḥ/ santānasyāniyamaś ca

yuktā kṛtyakriyā na ca// VK 2. 이 제2송을 “na deśakālaniyam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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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변:] 공간 따위에 한정된다는 것은 꿈의 경우처럼 증명되며, 또

한 ‘상속’29)의 경우에는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귀의 경우처럼

모두 고름[으로 가득 찬] 강 따위를 보는 경우에 [증명된다.]30)

위에서 제2송은 제1송에 대한 반론이다. 유가행파의 유식설을

비판하는 요가 철학의 주석자들도 제2송과 같은 반론을 대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대변의 전제는 반론자의 입

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하 Vācaspati Miśra의 경우에는 유식

설이 상키야 및 요가 철학의 실재론을 배척한다는 전제에서 논의

를 전개한다.

Ⅲ. ‘동시 지각의 필연성’의 개념적 연원

Vācaspati Miśra는 ‘인식 가능성’31)과 ‘동시 지각의 필연성’이라

saṃtānāniyamo na ca/ na ca kṛtyakriyā yuktā vijñaptir yadi

nārthataḥ//”로 기재한 판본도 있다. 가지야마 유이치(梶山 雄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만약 표상(表象)이 [외계의]

대상으로부터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한정되는 일도, [인식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한정되지 않는 일도, 또한

효용을 달성하는 일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梶山(1981) p. 7.

29) 가지야마 유이치는 상속의 원어인 santāna를 바로 앞에서는 ‘[인식하는

사람의] 마음’(앞의 각주)으로 번역했고, 여기서는 ‘특정한 사람’으로

번역했다. 梶山(1981) p. 8.

30) deśādiniyamaḥ siddhiḥ svapnavat pretavat punaḥ/ santānāniyamaḥ

sarvaiḥ pūyanadyādidarśane// VK 3.

31) 유식의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어 있는 ‘인식 가능성’의 원어는

vedyatva인데, TV를 번역한 Woods는 이것을 ‘인지된다는 사실’로

번역했다. TV의 해설은 주로 ‘동시 지각의 필연성’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본론에서는 우선 이에 대한 고찰로 한정하고, ‘인식 가능성’(vedyatva)에

대한 고찰을 차후의 논문으로 예고해 둔다. 또한 이 vedyatva라는



126 ∙ 印度哲學 제38집

는 두 개념을 유식설의 전유물로 간주하고서 먼저 유가행파의 주

장을 대변한다. 이후 그는 유식의 이유인 ‘동시 지각의 필연성’을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이에 앞서 그가 대변하는 ‘동시

지각의 필연성’은 다음과 같다.

14.08. 바로 이 때문에 [유]식론자는 ‘인식 가능성’과 ‘동시 지각32)의 필

연성’이라는 둘을 지적한다. 그런데 이 둘은 다음과 같은 실례를

도출한다.33)

14.09～14.10.34)

14.11. 어떤 것과 결부된 동시 지각이라면 이것(동시 지각)은 그것(어떤

것)과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착각에 의한] 둘째 달이 하나의

달(실제의 달)과는 다르지 않는 것과 같다.35)

14.12. 그래서 대상이 인식 작용과 결부되어 동시에(함께) 지각된다는

것은 ‘포섭하는 것과는 모순되는 것에 대한 지각’을 가리킨다.36)

개념은 ‘반드시 인식 작용에 의해 인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함축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여기서는 이것을 우선 Sinha(1938, p. 81)의 번역에

따라 ‘인식 가능성’(knowability)으로 표현하고, 이 표현에 대해서는 차후

논문에서 재고할 것이다.

32) 여기서 ‘동시 지각’으로 번역한 sahopalambha는 ‘불변하는 연합의

원리’로서 불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은 다른 하나가 없이

별개로가 아니라 ‘항상 함께 인식된다’는 것이 sahopalambha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동시 지각’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Cf. Chari(2004) p.

37. 한편 Woods는 이 용어를 ‘그 밖의 어떤 것과 더불어 지각된다는

사실’이라고 서술적으로 번역했다. Woods(1914) p. 320.

33) tadanena vedyatvasahopalambhaniyamau sūcitau vijñānavādinā/ tau ca

evaṁ prayogam ārohataḥ/

34) 이 부분은 ‘인식 가능성’을 주제로 차후 논문에서 고찰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 부분을 생략한다.

35) yathā yad yena niyatasahopalambhaṁ tat tato na bhidyate/ yathā

ekasmāc candrād dvitīyaś candraḥ/ 앞서 소개한 유식이십송의
제1송(각주 27) 참조.

36) niyatasahopalambhaś ca artho jñānena iti vyāpakaviruddhopalabdhi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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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동시 지각을 설명하는 14.12의 취지는 난해하다. ‘포섭하

는 것과는 모순되는 것에 대한 지각’(vyāpaka-viruddha-upalabdh

i)은 Dharmakīrti가 Nyāya-bindu(論理學小論)에서 구사한 논리학

의 용어인데, 위의 14.12에서는 이 용어를 구사한 취지가 선명하

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Dharmakīrti의 서

술을 음미하는 데서 이 용어가 지칭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부정되어야 할 것을] ‘포섭(=周延, 能遍)하는 것과는 모순되는 것에

대한 지각’이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는 눈(雪)의 감

촉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火)이 있기 때문에.37)

우리가 눈(雪)을 만지거나 얼음을 만지면서 느끼는 감각은 모두

차가움이라는 보편적 감각에 속한다. 그러므로 ‘차가움이라는 보

편적 감각’38)이 포괄하는 범주는 ‘눈(雪)을 만질 때 느끼는 감

각’39)보다 더 크다. 이 경우 전자(차가움 일반)는 후자(雪의 감촉)

를 포섭한다. 전자는 포섭하는 유(類)개념이고, 후자는 포섭되는

종(種)개념이다. 이 같은 개념적 이해에 따라, 만약 불이 있다면

거기에는 ‘차가움 일반’은 없을 것이며, 이것에 포섭되는 ‘눈(雪)의

감촉’도 당연히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다.40)

그렇다면 ‘포섭하는 것(類개념)과는 모순되는 것’이란 ‘포섭되는

것’(種개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포섭 관계가 아래의 14.13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14.13. [우리가] 부정해야 할 차별을 포섭하는 무한정과는 모순되는 한

정은, 무한정을 제거하여 이것(무한정)에 의해 포섭된 차별을 거

부한다.41)

37) vyāpakaviruddhopalabdhir yathā, na atra tuṣārasparśo vahner iti/ NB

2.39(판본에 따라서는 2.38).

38) 여기서는 이것을 편의상 ‘차가움 일반’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39) ‘눈(雪)의 감촉’이란 이러한 감각을 일컫는다.

40) 이 같은 이해는 中村(1981, pp. 69-70)의 설명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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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술에 의하면 차별은 ‘포섭되는 것’이고 무한정은 ‘포섭하

는 것’이다. 이 무한정과는 모순되는 것이 한정이다. 이러한 포섭

관계를 14.13의 서술에 적용하면, ‘차별 ⊂ 무한정’이라는 포섭 관

계가 성립한다. 이 관계에서는 무한정을 제거하면 차별도 거부된

다.42) 그리고 이렇게 차별을 거부하는 것이 ‘한정’이다. 이것을 바

꾸어 말하면, 무차별을 승인하는 것이 한정이다. 그렇다면 앞의 1

4.12에서 동시 지각의 의미로 언급한 ‘포섭하는 것과는 모순되는

것에 대한 지각’이란 ‘한정에 대한 지각’이 된다. 이것은 결국 차별

이 없는 지각, 즉 무차별을 승인하는 지각으로 귀결된다. 이에 따

라 14.13은 ‘동시 지각의 필연성’을 주장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43)

유식(唯識)의 맥락에서 차별은 대상과 인식을 별개로 구분하는

41) niṣedhyabhedavyāpakāniyamaviruddho niyamo aniyamaṃ nivartayaṃs

tadvyāptaṁ bhedaṁ prakṣipatīti/

42) 이러한 관계를 대조한 아래의 표에서, ‘차가움 일반’이 없으면 ‘눈(雪)의

감촉’도 없듯이, 무한정을 제거하면 차별도 저절로 거부된다.

14.13의 개념 포섭 관계 Dharmakīrti의 실례

차별 ‘포섭되는 것’ 눈(雪)의 감촉

무한정 ‘포섭하는 것’ 차가움 일반

43) Woods는 이 대목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주기(註記)한다. “만약

차별(bheda)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에는 ‘동시 지각과 결부되지 않는

것’(a-niyatasahopalambha)이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동시 지각과

결부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차별은 없다.” Woods(1914) p. 321

n.1. 이 설명에서는 “차별이 없는 곳에서는 ‘동시 지각과 결부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생략된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다. 이와타(岩田)

박사는 Dharmakīrti가 동시 지각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이는 14.13으로 파악되는 취지를 상술한 것으로 이해할

만하다. 그는 여기서 ‘동시 지각’을 ‘동시 인식’으로 표현한다.

“이 동시 인식이 반드시 성립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대상을

지각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앎(知)도 지각하지 않는다’, ‘앎을 지각하지

않으면 대상도 지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사상(事象)이

연립한 것으로 분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직접 경험되는 필연적

동시 인식은 ‘양자가 동시에 지각되어 그 시점에서는 결코 식별될 수

없다’라고 하는 지각상의 하나의 사상(事象)이다.” 岩田(1984)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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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이것과는 모순되는 무차별은 양자를 구분하지 않

는 것이다. 그런데 TV의 서술에서는 차별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동시 지각의 필연성’을 설명할 뿐이고, 무차별을 강조하여 표명하

지는 않는다. 여기서는 생략한 14.10에서 이미 차별과 무차별을

언급하지만, 이 경우에도 차별을 거부한다고 표명할 뿐이다.44)

무차별은 의미상 동일성과 상통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유식설을 소개하는 TV의 저자는 ‘무차별=동일성’이라는

의미를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차별을 거부(부정)한다는 것으로

무차별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Dharmottara가

다음과 같이 파악한 Dharmakīrti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Dharmakīrti가] 제시한 것은, [동시지각의 필연성이라는 이유로]

증명되어야 할 고유성은 이 둘(즉, 청색과 이에 대한 인식)의 동일성

이 아니라 단지 그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다.45)

위의 서술에서는 무차별의 의미를 ‘동일성’으로 표현했다. 그런

데 위의 서술은 무차별의 원어인 a-bheda에서 부정 의미의 접두

사 a를 정립적 부정(paryudāsa)이 아니라, 순수 부정(prasajya-pr

atiṣedha)으로 해석46)한 전거로 간주된다.

정립적 부정에서는 부정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 긍정된다. 예를

들어 청색을 부정할 경우, 청색이 아닌 적색 등은 긍정된다. 이에

44) “[다섯] 조대요소와 [이것들로 형성된] 물질들이 인식된다는 것은 …

[우리가] 부정해야 할 차별과는 모순되는 무차별에 의해 포섭된

것으로서 인식된다는 것이며, … 그것(무차별)과는 모순되는 차별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vedyante ca bhūtabhautikāni iti …

niṣedhyabhedaviruddhena abhedena vyāptaṁ … tadviruddhaṁ

bhedaṃ pratikṣipati iti/ TV 4.13.

45) Matsumoto(1980), pp. 280-281. 이의 출전은 서장본으로 전하는

Dharmottara의 주석(PVinṬ)이다.

46) Cf. Matsumoto(1980), p. 281. 마츠모토 박사는 Dharmottara가 ‘동시

지각의 필연성’에 관한 Dharmakīrti의 주장을 해설하는 대목에서 세

가지 사실을 지적한다. 그가 이 중 첫째로 지적한 사실이 이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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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순수 부정에서는 부정되는 것 이외의 것은 긍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청색을 부정할 경우, 청색 이외의 다른 색을 긍정하지

는 않는다.47)

‘동시 지각의 필연성’을 설명하면서 무차별을 동일성이 아니라,

오로지 차별을 거부한다는 순수 부정으로 해석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만약 대상과 인식의 무차별을 그 둘의 동일성으로 이해하게 된

다면, 대상을 부정할 경우에는 그 대상과 동일한 인식도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48) 이와는 달리, 인식을 긍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식과 동일한 대상도 실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

다. 이러한 결과는 유식설의 의도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 쫑카파(Tsoṅ kha pa, 1357～1419년)는 다

음과 같은 취지를 진술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유식설의 의도를 엿

볼 수 있다.

동시 지각의 필연성이라는 이유로 증명되어야 할 고유성이란, 대상

의 형상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식론자에게는 오로지 차별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 형상이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식론자에게는 오로

지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이다.49)

47) “paryudāsa와 prasajya-pratiṣedha란 인도 사상에서 2종의 부정을

의미하는 말이다. 약술하자면, 전자는 어떤 것을 부정한 경우, 그것과는

다른 것의 긍정을 함의하는 부정이다. 예를 들어 ‘그는 바라문은

아니다.’라고 부정한 경우, 바라문 이외의 계급인 크샤트리야(왕족) 등을

정립하는 부정이다. 이에 대해 후자는 예를 들어 ‘여기에 항아리는

없다.’라고 부정한 경우, 항아리 이외의 것은 결코 정립하지 않고, 단지

항아리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결여되어 있을 뿐임을 가리킨다. 이

때문에 본논문에서는 paryudāsa를 ‘定立的 否定’, prasajya-pratiṣedha를

‘純粹 否定’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計良(1994) p. 36.

48) 증명되어야 할 것은 동일성이 아니라 ‘오로지 차별의 부정’이라고

말하느냐는 반론에 대한 Dharmottara의 답변에서 이러한 취지를 읽을

수 있다. Cf. Matsumoto(1980), p. 280.

49) Matsumoto(1980), p.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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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명을 고려하면, 무차별을 오로지 차별을 거부(부정)한다

는 순수 부정으로 해석해 온 것은 유식설의 전통이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무차별은 ‘대상의 형상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식론자’에게 적용되는 개념인데, TV에서 소개하는 식론

자의 경우가 바로 이러하다. 그리고 이제까지 고찰한 14.13의 서

술에 의하면 무차별(차별을 거부하는 것)이 ‘한정’이다.

한정(niyama)과 무한정(aniyama)이라는 개념은 유식이십송
의 제2송과 제3송에서 언급된다. 여기서 언급되는 개념의 취지가

14.13의 경우와는 부합하지 않지만, 전혀 무관하다고는 단언할 수

없을 듯하다. 특히 제3송에서 “[식(識)이] 공간 따위에 한정된다는

것은 꿈의 경우처럼 증명되며”50)라고 서술한 것은, 대상을 동반하

지 않는 ‘인식 작용’(識)은 꿈 따위에서 조작되어 존재한다.”라고

하는 요가주의 서술과 연관되어 있다. TV는 이 같은 서술을 해
설하면서 ‘동시 지각의 필연성’을 거론한다.

‘동시 지각의 필연성’에서 필연성(niyama)의 원어와 한정의 원

어는 동일하다. 여기서 ‘필연성’을 유식이십송과 TV 14.13의 취
지에 따른 ‘한정’으로 바꾸어도 ‘동시 지각의 필연성’은 유식의 관

념과 합치한다.

유식이십송 제3송의 서술을 적용하면, ‘동시 지각의 필연성’이
란 “[식(識)과 그 대상은] 동시 지각에 의해 [공간과 시간에] 한정

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TV 14.13에 의하면 차별을

거부하는 것(무차별)이 ‘한정’이다. 이 경우, ‘동시 지각의 필연성’

이란 “[식(識)과 그 대상은] ‘차별 없이’ 동시에(함께) 지각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첫째, Vācaspati Miśra가 거론하는 유식의 관념은 일차적으로

Vasubandhu의 유식이십송을 지목하고 있다.

50) 앞의 각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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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Vācaspati Miśra는 Dharmakīrti 이래의 불교 논리학에서

통용되어 온 논의에 의거하여 ‘동시 지각의 필연성’을 이해하고

있다.

Ⅳ. 동시 지각의 필연성에 대한 비판

이제부터 Vācaspati Miśra는 식론자의 주장을 비판하기 시작한

다. 그는 먼저 식론자의 주장을 총괄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동시

지각의 필연성’을 본격적으로 비판한다.

14.14～14.31.51)

14.32. 한편 동시 지각의 필연성에 대해 말하자면, 식(識)과 조대성(粗大

性, 즉 식의 대상이 되는 물질성)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것(동시 지각의 필연성)은 존재와 비존재의 경우처럼 [사물 자체

의] 본성 때문이거나 혹은 [지각기관에서 발생한] 모종의 장애

때문에 성립될 것이다.52)

14.33. 따라서 [동시 지각의 필연성은] ‘확정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不定因)이기 때문에, 사이비 이유(似因)인 이 둘(식과 조대성)

51) 이 부분에서는 ‘인식 가능성’과 ‘동시 지각의 필연성’을 총괄적으로

비판하지만, 비판의 중점은 ‘인식 가능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차후 논문에서 이 부분을 고찰할 것이다.

52) sahopalambhaniyamaś ca sadasator iva vijñānasthaulyayoḥ sator api

svabhāvād vā kutaścit pratibandhād vā upapatsyate/ 여기서 ‘존재와

비존재의 경우처럼’은 14.11에서 언급한 ‘달’의 비유를 전제하여,

후속하는 서술과 연관되어 있다. 즉 하나의 달이 눈병과 같은 장애

따위로 둘로 보일 경우, 하나의 달은 사물의 본성에 따라 실재하는

것이만, 둘로 보일 경우의 하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전자는 존재이고 후자는 비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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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적인 것이 없다면 오직 망상만을 일으킨다. 그러나 직접지

각의 효력은 단지 망상만으로는 부정되지 않는다.53)

여기서 해설의 요점만 추리자면 간명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식

론자의 주장이 망상일 뿐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지각의

효력’으로 외적 대상의 실재가 입증된다는 것이다.54) 그러나 여기

에 적용된 논리는 간명하지 않다.

우선 위의 14.33에서는 인도 논리학의 용어를 구사하고 있다.

‘확정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anaikāntikatva 또는 anaikānt

ikatā)이란 주장 명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 논

리학에서 이것은 “S는 P이다”라고 주장하든 “S는 P가 아니다”라

고 주장하든, 이 주장을 결정적인 결론으로 성립시키지 못하는 이

유 개념을 가리킨다. 한역(漢譯)에서 부정인(不定因)으로 번역된

이것은 ‘사이비 이유’의 일종이다.55) 한편 한역에서 사인(似因)으

로 번역된 ‘사이비 이유’(hetvābhāsa)는 ‘그릇된 이유 개념’, ‘그릇

된 중개념(中槪念)’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ahetu(이유가 되지 않음)

와 같다.56)

그러므로 14.33은 식론자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전제하고서, 이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으로 이해된다.

[명제(宗):] 식(識)을 동반하지 않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53) tasmād anaikāntikatvād etau hetvābhāsau vikalpamātram eva

bāhyābhāve prasuvāte/ na ca pratyakṣamāhātmyaṃ vikalpamātreṇa

apodyate/

54) Sinha는 이 요점을 다음과 같이 상술한다. “Vyāsa(=요가주의 저자)는
경험에 호소하여 외적 세계가 실재함을 분명하게 증언한다. 외적 실체는

그 자신의 현현력에 의해 의식에 ‘이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주어진

것이다. 근거가 확실한 것은 지각의 대상이다. 유가행파는 근거 없는

상상(=망상)에 의지하여 외적 세계의 실재성을 부정한다. 상상은 지각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다.” (괄호 안의 ‘=’는 필자) Sinha(1938) pp. 83-4.

55) 中村(1983) pp. 23-4 참조.

56) 中村(1983) pp. 8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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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因):] 왜냐하면 동시 지각의 필연성 때문에.

위의 주장에 대해, 반론자(요가 철학)는 이유(동시 지각의 필연

성)가 명제(식을 동반하지 않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증명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부정인(확정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부정인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사이비 이유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제가 성립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식론자가 주장

하는 명제는 망상에서만 성립57)될 뿐이며, 이러한 망상은 직접지

각(pratyakṣa)에 의해 파기된다. 14.13～14.14에서 반론자가 유식

을 비판하는 요지는 이와 같은 것이다.

위와 같은 반론자의 시각은 불교 논리학의 학자들 중에서 Śubh

agupta(8세기 전반경)의 시각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유식의 논증에 사용된 ‘동시 지각의 필연성’을 비판하

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다.58) 일례로 그는 자신의 Bāhyārthasiddhi

-kārikā(外境論證頌)에서 ‘동시 지각의 필연성’을 비판하는 이유로

서 부정인(anaikāntikatā)을 중시하고 있다.59)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전철학강요(全哲學綱
要, Sarva-darśana-saṃgraha)에서 불교의 일파로 소개하는 경량

부(經量部, Sautrāntika)의 주장이다. 이에 의하면 경량부 역시 ‘동

시 지각의 필연성’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량부에 속하는] 다른 이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사물

에 속하는 총체인 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증거가 없으

므로 불합리하다. 그리고 ‘동시 지각의 필연성’이 증거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인식 대상과 인식 주관 사이의 무차별을 증명하는 것으로 가정

된 그것(동시 지각의 필연성)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의심을 불식시

57) 14.32에서는 이러한 성립이 식(識)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사물(대상)

자체의 본성 때문이거나 인식상의 장애 때문일 것이라고 전제해 두었다.

58) 三枝(1987) p. 128 참조.

59) Matsumoto(1980), p. 2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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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만한 반증의 예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60).

위의 서술의 끝에서도 ‘saṃdigdha-vipakṣa-vyāvṛttika’라는

불교 논리학의 용어가 구사되어 있다.61) 여기서는 이것을 이해하

기 쉽도록 ‘의심을 불식시킬 만한 반증의 예가 될 수 없기’라고 번

역했지만, 이 용어는 ‘다른 종류의 사례’(異品) 중에는 존재하지 않

으므로 확정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이유를 가리킨다.62) 이것도 부

정인에 속한다. 이처럼 부정인으로 ‘동시 지각의 필연성’을 비판한

점에서 경량부와 요가 철학의 입장은 상통한다.

이상과 같이 ‘동시 지각의 필연성’이 부정인(不定因)과 사인(似

因)에 불과하다면 유식의 명제는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T

60) anye tu manyante/ bāhyaṃ vastujātaṃ nāstīti tadayuktam/

pramāṇābhavāt/ na ca sahopalambhaniyamaḥ pramāṇamiti vaktavyam/

vedyavedakayor abhedasādhakatvenābhimatasya tasyāprayojakatvena

saṃdigdhavipakṣavyāvṛttikatvāt/ Sds, p. 33. 이 원문을 中村 박사는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불교 논리학의 용어에 익숙하다면 이 번역으로

원문의 취지를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생각한다. 상술한 것과 같은 ‘외계의 사물인

것이 전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지식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반드시 [인식 대상과 인식 주관을] ‘동시에 함께 지각한다는 규칙’(=동시

지각의 필연성)이 바른 인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所知(=인식

대상)와 能知(=인식 주관)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그대가 상정한 ‘所知와 能知를 동시에 함께 지각하는 규칙’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무의미한) 것이 됨으로써, 異品 가운데 因을

배제한 것으로 의심되어 있기 때문[즉, 因의 3相 중 제3相에 관해서

불확정이어서 추론을 성립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즉 ‘所知와 能知를

함께 동시에 지각한다’라는 이유(因)를 인정하더라도, ‘所知와 能知는

서로 다른 것이다’(異品)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所知와 能知가 서로

다른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다.]” (괄호 안의 ‘=’는

필자) 中村(1994) pp. 72-3.

61) 동시 지각의 필연성과 관련하여 이 용어를 구사한 사례는

Kamalaśīla(蓮華戒, 740～797년경)의 Tattvasaṃgraha-pañjikā에서도 볼

수 있다. TSp, p. 694, l. 10.

62) 中村(1983) p. 1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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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의 저자는 이하에서 유식의 명제를 망상으로 간주하고 이것도

당연히 폐기된다고 주장한다.

14.34. 이 때문에 [요가주의 저자는] “어떻게 증거 능력이 없는 망상
의 인식력으로”라고 적합하게 말한 것이다.63)

14.35. 이것(그렇게 말한 것)으로 관념이 되는 것도 폐기된다. 즉 꿈 따

위의 관념을 실례로 들어 [외적] 근거(외적 대상)가 없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은 폐기된다.64)

14.36. 그러나 추리의 대상에 대한 망상은 논법을 확립함으로써 반박되

었다.65)

14.37. 그리고 [이에 관한] 상세한 서술은 Nyāya-kaṇikā66)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67)

요가주 4.14에 대한 TV의 해설은 이상으로 종료되지만, TV

의 저자는 요가주 4.15를 해설하면서 ‘인식 가능성’과 ‘동시 지
63) tasmāt sādhu uktaṃ “katham apramāṇātmakena vikalpajñānabalena”

iti/

64) etena pratyayatvam api svapnādipratyayadṛṣṭāntena

nirālambanatvasādhanam apāstam/

65) prameyavikalpas tv avayavivyavasthāpanena pratyuktaḥ/ 여기서

필자가 ‘논법을 확립함으로써’로 번역한

원어(avayavi-vyavasthā-āpanena)에 대한 기존 역자들의 이해는 각기

다르다. 이것을 Woods는 “관계란 전체와 [부분]의 관계임을

진술함으로써”(pp. 322-3)라고 번역했지만, Prasāda(1912, p. 289)는

“부분들과는 관계없이 자립하는 전체, 즉 기체(基體)의 존재를

확립함으로써”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관한 원문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이해했다. “식론자가 주장하는 ‘동시 지각의 필연성’은

여전히 ‘추리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동시 지각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러한 망상을 앞의 14.33과

같은 논법으로 반박했다.”

66) 이것은 이 해설의 당사자인 Vācaspati Miśra 자신이 저술한 Mīmāṃsā

철학의 논서로서, Maṇḍana Miśra의 Vidhi-viveka에 대한 주석이다.

67) vistaras tu nyāyakaṇikāyām anusaraṇīya iti tad iha kṛtam vistareṇa

iti//



유식의 ‘동시 지각의 필연성’ 개념에 대한 요가 철학의 비판 ∙ 137

각의 필연성’을 포괄하여 불교적 사고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다음과 같은 요가주의 설명에서 비판의 표적으로 삼은 것
은 ‘대상과 인식의 공존’이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인식 가능성’

에 적용되고, 이의 당연한 귀결로 ‘동시 지각의 필연성’에 적용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길, “즐거움 따위처럼 향수(경험)되어야 하기 때

문에 대상은 인식과 [동시에] 공존할 뿐이다.”라고 했다. 이와 같은 식

으로 그들은 [앞서 말한 사물의] 공통성68)을 배척하고, 앞뒤의 찰나들

에도 있는 바로 그 사물 자체를 부정한다.69)

TV의 저자는 위와 같은 요가주의 설명이 ‘인식 가능성’과 ‘동
시 지각’이라는 관념을 부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아래의 15.13에서 이러한 이해를 드러낸다.

15.12.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70), 즉 반론자들은 “즐거움 따위처럼 향

68) ‘[앞서 말한 사물의] 공통성’이란 요가주 4.15의 서두에 있는 ‘공통의
것’을 가리킨다. “하나의 사물(대상)은 많은 마음의 기반(인식 근거)이

되는 공통의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의 마음이 지어 낸 것도 아니고

많은 마음이 지어 낸 것도 아니라, 스스로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

정승석(2010) p. 230.

69) 정승석(2010) p. 232. Woods는 이 해설을 후속하는 제16경의 도입구로

간주했다. 그렇다면 이하 소개하는 TV의 해설도 Ybh 4.15가 아니라

4.16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문의 배속

여부가 이 논문의 주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하에서

필자는 기존의 번역(정승석 2010, p. 232, n. 55)을 일부 수정했다.

70) Sinha는 다음과 같은 서술로 ‘어떤 사람들’을 유가행파의 식론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는 주관적 관념론이 아니다. 이에 의하면 외적

대상들은 과거나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의 순간에 오직

찰나적으로 존재한다. 대상들은 우리가 지각할 때는 존재하게 되지만,

우리의 지각이 멈출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Sinha(1938) pp. 94-5.

여기서 ‘주관적 관념론’은 흔히 유식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한편 그가

인용하는 다음과 같은 Das Gupta의 설명을 음미하면, Das Gupta는

‘어떤 사람들’을 경량부(정승석 2012, p. 264 참조)로 간주한 듯하다.



138 ∙ 印度哲學 제38집

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은 인식과 [동시에] 공존할 뿐이다.”

라고 말했다.71)

15.13.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대상이 인식과는 다르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감각한 것이기 때문에 인식이

없이는 지각될 수 없으며, 인식에 의해 조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것(대상)은 [인식이 없는 다른 때에도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

기 때문에 다른 때가 아니라, 인식의 시점에만 존재한다.”72)

위의 15.13은 반론자의 주장을 대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주장

의 요점은 “그것(대상)은 다른 때가 아니라 인식의 시점에만 존재

한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반론자는 ‘동시 지각’을 주장한다

는 것이 그 요점일 것이다. TV의 저자는 이에 대해 논박하는 요

가 철학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15.14. 이에 대해 이 주석(요가주)의 저자는 경문에서 빗나간73) 이것
“내가 사물에 대한 관념을 갖는 순간, 사물은 존재로서 떠오른다.

그러므로 사물은 관념을 갖는 바로 그 순간에만 존재하고, 그 관념이

사라지자마자 대상도 사라진다고 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상이

관념의 형태로 내게 현현할 수 없을 때, 결코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Dasgupta(1924) p. 36. 이들의 이해가 타당할 수 있지만,

적어도 여기서 고찰하는 TV의 해설(특히 15.13 ; 15.16)에 의거하면,

TV의 저자는 ‘대상과 인식의 무차별’을 주장한 자들을 ‘어떤

사람들’(반론자)로 지목하고 있다. “인식 대상과 인식 주관 사이의

무차별을 증명하는 것으로 가정된 것”이 동시 지각의 필연성으로

간주되므로(각주 60의 본문), 이 대목에서 TV의 저자는 직전에 비판한

식론자의 주장과 연계하여 논의를 전개한 것으로 파악된다.

71) atra “kecid āhuḥ” prāvādukā “jñānasahabhūr eva artho bhogyatvāt

sukhādivad iti”/

72) etad uktaṃ bhavati/ bhavatv artho jñānād vyatiriktas tathā’py asau

jaḍatvān na jñānam antareṇa śakyaḥ pratipattum/ jñānena tu

bhāsanīyaḥ/ tathā ca jñānasamaya eva asti na anyadā pramāṇābhāvād

iti/

73) Woods(p. 325)와 Prasāda(p. 292)는 ‘경문에서 빗나간’의 원어인

utsūtram을 각기 “경문과는 별도로”, “경문에 의지하지 않고”로



유식의 ‘동시 지각의 필연성’ 개념에 대한 요가 철학의 비판 ∙ 139

을 곧장 “이와 같은 식으로 그들은”이라고 논박한다.74)

15.15. 실로 사물은 일반 관찰자들에 의해 모든 마음에 공통하고, 많은

찰나들의 연속으로 유지되며, 전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경험되

는 것이다.75)

15.16. ①만약 그것(사물)이 식(識)과 [동시에] 공존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와 같은 [식(識)의] 일종(또는 형태)가 될 것이다. ②만약 그렇

다면, 이제 [앞배(腹)와 등짝(背)처럼 사물의 한쪽] 부분에 관해

서는 도대체 무엇이 역시 부정될 수는 없을 그것(부분)과 일치하

겠는가? [저자의 논박은] 이러한 의미이다.76)

위의 15.16은 사물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식(識)의 존재도 부정

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서술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서술 자체로

는 그러한 취지를 간파하기 어렵다. 특히 ② 이하의 서술이 그 자

체만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서술의 취지는 후속하

는 제16경에 대한 요가주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 비교적 선명하
게 드러나 있다.

더욱이 이것(사물)의 부분으로서 [마음에] 드러나지(인식되지) 않

은77) 것들은 이것에게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등짝

(背)이 없다고 한다면 앞배(腹)도 [실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을

것이다.78)

번역했다. 이 번역은 경문에서 의도하지 않은 것을 부연했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지만, 어느 경문인지가 모호하다. 필자는 경문이 YS

4.15(앞의 각주 2)를 지목한 것으로 이해했다.

74) tad etad utsūtraṃ tāvad dūṣayati bhāṣyakāraḥ “ta etayā dvāreti”/

75) vastu khalu sarvacittasādhāraṇam anekakṣaṇaparamparohyamānaṃ

pariṇāmātmakam anubhūyate laukikaparīkṣakaiḥ/

76) ①tacced vijñānena saha bhaven nūnam evaṃvidham ②evaṃ ced idam

aṃśasya upari ko’yam anurodho yena so’pi na apahnūyeta ity arthaḥ//

77) TV의 해설에 따르면 ‘드러나지 않은’(anupasthitā)이란 ‘인식되지

않은’(ajñātāḥ)이라는 의미이다.

78) Ybh 4.16. 정승석(2010) p. 234. 필자는 기존 번역(2010)에서 ‘등(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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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15.16과 더불어 위의 설명은 “등짝(背)이 있으면 앞배(腹)

가 있다.”(yatra pṛṣṭhaḥ, tatra udaraḥ)79)라고 표현되는 불변의 수

반, 즉 ‘주연(周延) 관계’(vyāpti)를 예로 들어 동시 지각 따위와 같

은 유식설의 주장이 오류임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등짝을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등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등짝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앞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등짝과 앞배를 동시에 또는 함께 지각하지 못하더

라도 그 둘은 엄연히 제각기 존재한다.

만약 대상인 사물과 이에 대한 인식인 식(識)이 불변의 수반으

로 반드시 동시에 또는 함께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경

험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등짝을 보지 못하면 등짝은 없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등짝

과 불변의 수반 관계에 있는 ‘등짝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앞배도 없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앞배와 등짝은 불변의 수반

관계에 있으므로, ‘등짝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앞배에 대한 인식’

도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80)

그러나 위와 같은 사태는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배(腹)’로 번역했던 것을 이 논문에서는 ‘등짝(背)’과 ‘앞배(腹)’로 바꾸어

이해를 도모했다.

79) Rukmani(1989) p. 69, n. 3. 이것은 “등짝(背)이 없으면 앞배(腹)가

없다.”(yatra na pṛṣṭhaḥ, tatra na udaraḥ)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YV는

이 실례를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인식되고 있는 이 대상 중에서 알려져

있지 않는 것들과 등짝(背) 따위의 부분들도 [감관으로]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등짝(背)

따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배(腹)는 [실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도 인식될 수 없을 것이다. [주석의 이 서술에는] ‘실재하는

것으로’라는 말을 보충해야 한다. 앞배(腹)에 대한 등짝(背)의 관계와

같은 ‘불변의 수반’에 의해, 등짝(背)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 데서는

앞배(腹)의 존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석의] 의미이다.”

정승석(2010) p. 234, n. 60.

80) 바로 앞의 각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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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험하는 사실은 등짝과 앞배가 제각기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동시 지각의 필연성 때문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동시 지각과는 관계없이 별개의 자립적인 인식

자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요가 철학의 주석자들은 이제까지 유식설을 비판

했던 속내를 드러낸다. 단적인 예로 요가주의 저자는 요가 철학
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대변한다.

따라서 대상은 [마음으로부터] 자립해 있고 모든 순수정신에 공통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으로부터] 자립해 있는 마음들은 각각의 순

수정신에게 봉사한다. 그 둘(대상과 마음)의 결합으로부터 순수정신의

향수(경험)인 지각(인식)이 있다.81)

위의 설명에서 마음은 유식설의 식(識)에 상당한다. 그리고 이

식(識)을 지각하는 인식자가 순수정신(Puruṣa)이다.

인식 작용인 식(識)이 반드시 인식 대상과 동시에(함께) 인식된

다는 것이 ‘동시 지각의 필연성’이라면, 여기서는 누구에게 인식되

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82) 요가 철학에서는 그 인

식자를 순수정신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요가 철학의 입장에서는 ‘동시 지각의 필연성’을 인정한다

는 것은 순수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요가 철학에서 ‘동시 지

각의 필연성’을 특정하여 비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81) Ybh 4.16. 정승석(2010) p. 234.

82) 유가행파에서는 이 문제를 자증지(自證知, svasaṃvedana, svasaṃvid)로

불리는 ‘인식의 자기인식’으로 해명한다. 차후 논문에서 고찰할 ‘인식

가능성’은 이것을 지목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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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요가 철학의 일부 주석자들은 요가주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은 ‘동시 지각의 필연성’을 유식(唯識)의 근간으로 간주하여 상

당히 심도 있게 비판했다. 요가 철학의 이 같은 입장이 아주 생소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같은 계열의 학파인 상키야 철학에서도

‘동시 지각’을 오류로 간주하여 비판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상키야의 주석서들 중에서는 불교와 관련된 논의를 가장 풍부

하고 수록하고 있는 Yukti-dīpikā에서는 찰나멸을 주장하는 불교

도의 견해를 부정하면서83)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 밖에도 다른 것(이유)이 있다. 결과가 생기할 때 원인(작용인)은

소멸하기 때문이다. 원인이 있[지 않]을 때면 결과는 생기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개의 물병이 동시에 지각된다는 과실에 빠지기 때

문이다. 그리고 결과가 생기할 때면 원인은 소멸한다. 따라서 현현은

종자(원인)가 없는 것으로서 현전한다.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과실에 빠지기 때문이다.84)

여기서 ‘동시에 지각된다는 과실’이라고 말할 때의 ‘동시 지각’

(yugapad-upalabdhi)은 언어적 의미상으로는 ‘동시 지각의 필연

성’에서 말하는 ‘동시 지각’(saha-upalambha)과 다르지 않다. 그러

나 양자의 취지는 확연히 다르다. 전자는 인식 대상들 사이의 ‘동

시’이지만,85) 후자는 인식 대상과 인식 주관 사이의 ‘동시’이다.

83) “존재하는 것들이 찰나멸일 경우에도 지각은 단절 없이 존재한다고 말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YD, p. 133. 강형철(2013) pp. 180-1 재인용.

84) YD, p. 133. 강형철(2013) p. 181 재인용.

85) 그래서 이와타(岩田) 박사는 이 같은 상키야 철학의 주장을 “대상 사이의

구별을 목적으로 하는 동시 인식”이라는 주제로 고찰했다. 岩田(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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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요가 철학에서 ‘동시 지각의 필연성’을 거론하게 된

것은 자파의 교의를 옹호하기 위해 불교측의 쟁론을 원용한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요가 철학에서 양보할 수 없는 교의는 유일한

인식자인 순수정신의 독자성이다. ‘동시 지각의 필연성’과 순수정

신은 양립할 수 없다. 요가 철학에서 ‘동시 지각의 필연성’을 배척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상의 고찰에 의하면, ‘동시 지각의 필연성’을 둘러싼 쟁론의

연원은 불교 논리학으로부터 전개되어 유식설로 비화된 불교학의

전통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 중에서 TV의 저자

(Vācaspati Miśra)가 참고했을 가능성이 현저한 것으로는 Vasuba

ndhu의 유식설과 Dharmakīrti의 불교 논리학을 들 수 있다. 그리

고 후대의 문헌인 전철학강요는 불교학의 전통을 개설하는 과
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입증한다.

결국 요가 철학에서 ‘동시 지각의 필연성’을 비판한 것은, 불교

내부의 쟁론을 끌어들여 상키야 및 요가 철학의 실재론, 특히 순

수정신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의 근거를 후대의 문헌인 Sāṃkhya-sūtra 및 이에 대

한 Vijñāna Bhikṣu의 주석에서 발견할 수 있다.

Sāṃkhya-sūtra에는 유식설을 특정하여 비판한 TV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전철학강요보다 후대(1350～1500년)에 작성된 S
āṃkhya-sūtra에서는 “유식(唯識)은 아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것

(대상)은 확인되기 때문에.”86)라고 언명한다. 주석자인 Vijñāna B

hikṣu는 이 언명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

그러나 다른 비정통파 사람들은 “식(識)을 초월한 사물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속박도 꿈속의 사물과 같고, 이에 따라 절대적으로 허위이

며, 거기(사물)에는 원인이 없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을 [다음과

같이(SS 1.42)] 물리친다.87)

pp. 2-3 참조.

86) na viñjānamātram, bāhyapratīteḥ/ SS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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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비정통파 사람들’이란 유가행파를 지칭하고, ‘이러한 주

장’이란 유식설을 지칭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Vijñāna

Bhikṣu는 요가주를 해설하면서 Vācaspati Miśra의 해설을 수용
한88) 점에서, 유식설을 비판하여 요가 철학을 옹호한 TV의 논의

가 후대의 상키야 철학에도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본론의 주제와 직결된 차후 논문에서 다시 고찰할

것이다.

87) apare tu nāstikā āhuḥ/ vijñānātiriktavastvabhāvena bandho 'pi

svapnapadārthavat, ato 'tyantamithyātvena na tatra kāraṇam astīti/

tanmatam apākaroti/ SPbh 1.41. Garbe(1943) p. 20.

88) 앞의 각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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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ahopalambha-niyama as the

Reason of Vijñaptimātra: in the Case of Being

Criticized by the Commentators of Yoga Philosophy

Jung, Seung Suk

Dongguk University

Some commentators in the Yoga philosophy regard sa-

hopalambha-niyama(the necessity of being perceived simul-

taneously) that was not directly designated in the

Yogasūtra-bhāṣya as one of the foundational theories for

Vijñaptimātra, which is the doctrine of Yogācāra school of

Buddhism. And they caustically criticize the sahopa-

lambha-niyama.

The instance of the concept ‘being perceived simulta-

neously’ is mentioned in Sāṃkhya philosophy, which is part

of the same lineage of Yoga philosophy. In this case, how-

ever, the term’s usage indicates the simultaneous existence

of beings and their objects of awareness. On the other hand,

the term ‘simultaneous’ in the case of sahopalambha-niyama

indicates the contemporaneous nature of subjectivity and

objectivity of awareness.

Therefore, Yoga School’s treatment of sahopa-

lambha-niyama can be understood as taking advantage of

Buddhist debates in order to advocate their school’s theory.

The only uncompromising theory in Yoga philosophy is the

solitude of ‘pure consciousness’(Puruṣa), the unique sub-

jectivity of awareness. Thus, ‘pure consciousness’ cannot be

compatible with sahopalambha-niyama. It is the reason that

Yoga philosophers declin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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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plores the hypothesis that the arguments

of sahopalambha-niyama(the necessity of being perceived

simultaneously) in Yoga philosophy are derived from the

logico-epistemology school and elaborated as a theory of

Viñaptimātra in Buddhist traditions. It is a reasonable in-

ference that Vācaspati Miśra(900～980 CE) in the

Tattva-vaiśāradī noticeably adopted Vasubandhu's doctrines,

particularly in the Vimśatikā-vijñaptimātratā-siddhi and the

logic of Dharmakīrti(ca. 7th century). For instance, the

Sarva-darśana-saṃgraha of Mādhava(1199～1278 CE) fully

adduces the state of things which are introduced the

Buddhist philosophical doctrines.

Eventually, the reason that Yoga philosophy criticizes

the concept of sahopalambha-niyama in Buddhists’ debates

is to strengthen its own position on realism,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bolstering the notion of pure spirituality in

Sāṁkhya-Yoga philosophy. This evaluation can be found in

later literature such as the Sāṃkhya-sūtra and its com-

mentary, the Sāṁkhya-pravacana-bhāṣya by Vijñāna Bhikṣu

(1550～1600 C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nfer that

the discussion in the Tattva-vaiśāradī criticizing Buddhist

Yogācāra doctrine and advocating Yoga philosophy would

be applied to later Sāṃkhya philosophy.

Keywords : Dharmakīrti, pure consciousness,

Sahopalambha-niyama, Sāṃkhya, simultaneous

perception, Tattva-vaiśāradī, Vasubandhu,

Vācaspati Miśra, Vijñanamātra, Vijñaptimātra,

Vyāsa, Yogasūtra-bhāṣ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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