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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안에서’와 ‘밖에서’, 그리고 감관도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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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선(眼光線), 니야야, 상키야, 디그나가]

본 논문은 니야야 학파와 상키야 학파에서 지지되던 감관도달설을

둘러싼 일련의 논쟁들을 다룬다. 니야야 학파는 눈으로부터 빛이 뻗어

나가서 사물에 접촉할 때,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이

에 대하여 다양한 학파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감관도달설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문헌에서 다루고 있지만, 모든 논

쟁들은 학파를 불문하고 다음의 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 (1) 눈이 대상

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도구다, (2) 눈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일상

적으로는 지각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제한된 범위에서 논쟁이 진행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논사들에 의해 논의의 다양한 변주가 이

루어졌다.

논의들은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일상적으로 대

상을 인식의 상황에 어떤 조작을 가하고, 그것이 일반적 인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ㆍ검토하는 패턴이다. 두 번째는 내성(內省)을 통

해서 관찰ㆍ발견된 내용을 토대로 신체 밖에서 일어나는 사정을 추측하

는 패턴이다. 감관도달설에 관한 여러가지 논의들은 인도인들이 관찰의

결과로 획득되는 일상적 현상들에 대한 발견이 이론적 입장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를 생성하고, 그 해석을 어떤 방식으로 논쟁에 적용시키는

지에 관한 사례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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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안에서’와 ‘밖에서’, 그리고 감관도달설

우리가 접시 위에 놓인 앵두를 바라보고 눈앞에 놓인 대상을

‘앵두’라고 인식할 때, 혹은 인식 작용 자체를 부정하는 철학적 입

장에 서서 “나는 눈앞의 대상에 대해서 ‘앵두’라고 인식한다고 하

는 가상적 표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할 때, 그것이 어떤 과정

을 통해서 작용하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방대한 인도 인식론의 주

요한 주제다. 우리는 눈앞의 대상에 대해 ‘앵두’라는 명칭을 상기

하고, 앵두의 속성을 파악하고, 앵두가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구

별하며, 앵두와 유사한 것들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앵두에 대한 호

감 혹은 비호감을 표시하기도 하고,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앵두의 개수를 예상할 수도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

앵두에 대한 나 자신의 개인적인 감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일

어난다고 상상하는 것이 현대인의 습관적 경향이다. 이는 또한 대

부분의 경우 인도 인식론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베다가 전승되던 시기의 인도인들은 위에 나열한 정신

적 작용들 중에서 상당수가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했

고, 외부에 실재하는 세력이나 신(deva)들의 영향이라고 생각했

다.1) 또 호메로스(Homeros)의 서사시에서 발견되는 고대 그리스

인의 정신적 개념도 이와 유사하였다.2) 그런 발상들이 고대 인도

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 지니고 있던 어떤 철학적 입장을 반영하

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Gonda(194

1) 관념실재론(Begriffsrealismus)이라 불리는 베다인들의 이러한 경향에

관해서는 Gonda(1948) pp. 5-13 참조.

2) 일리아스 등장인물들이 보이는 추상적 관념의 부재와 정서적 충동의 신적

환원의 다양한 용례에 관해서는 Snell(1946) 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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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 제시하는 리그베다에서의 사례나 Snell(1946)이 발견한 일리

아스의 용례들 속에서, 고대인들은, 이 ‘밖에서’ 일어난다는 관념

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드러내고’ 있을 뿐이기 때문

이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입장이 아니라 상식이었다고 하는 쪽이

정확할 것이다. 이는 정신적 작용들이 우리의 머리 ‘안에서’ 일어

난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관념과는 전혀 다른 상식적 기반을

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에서 이 ‘밖에서’라는 관념이 ‘안에서’라는 관념으로 전환된

것이 어느 시점인지를 명확히 포착하기는 힘들다. 이는 엄밀하게

말해서 ‘밖에서’로부터 ‘안에서’로 전환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안팎

의 개념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던 시대로부터, ‘안에서’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그 비교 대상으로서 이전의 관념들이 상대적으로 ‘밖에

서’ 일어나는 것이었다고 파악하는 내면적 성찰이 일어났다고 해

야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인식론과 관련된 논의,

즉 바른 인식(pramāṇa)의 종류와 지각(pratyakṣa/dṛṣṭa)의 정의

등이 거론되는 시점에서는 분명 인식의 작용이 ‘안에서’ 일어난다

는 관념으로 이미 전환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다소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이 니야야(Nyāya) 학파의 감

관도달설(prāpya-vāda)이다.3) 니야야 학파는 인식 작용이 발생할

때, 감관과 대상의 접촉(indriya-artha-sannikarṣa)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다.4) 일상적으로 경험을 고려하면, 감관과 대상이 접촉한다

는 것 자체는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니야야 학파의 경우 시각적

인식을 설명할 때, 눈으로부터 광선(raśmi)이 뻗어나가 대상과 접

촉(sannikarṣa) 혹은 도달(prāpya)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점이다. 그것은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로 표현 가능하다.

3) 니야야 학파 혹은 바이쉐시카 학파의 감관도달설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丸井(1984), Preisendanz(1989), 赤松(1990) 등이 있다.

4) NS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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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니야야의 시각적 인식 모형

이 시각적 인식의 감관도달설에 대하여 상키야 학파는 고전기

이전부터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며5), 후술하겠지만 학파 내부에서

인식의 관점에 관한 역사적 변화가 있었다. 불교는 후각ㆍ미각ㆍ

촉각의 접촉은 인정하지만, 시각과 청각이 도달하여 접촉한다는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했다.6) 자이나의 경우 시

각적 인식은 도달ㆍ접촉하지 않고, 후각ㆍ미각ㆍ촉각은 접촉한다

는 면에서는 불교와 동일하지만, 청각적 인식이 도달하여 접촉한

다는 특이한 입장을 제시했다. 자이나의 성전기의 마지막 문헌인

TS에 대한 공의파(Śvetāmbara) 논사 Pūjyapāda(5-6세기)의 주석

SAS와 Alaṅkara(8세기)의 복주 TAV에서, 감관도달에 관한 자이

나의 입장을 제시하는 동일한 아르다마가디어 게송을 인용한다.7)

5) 상키야 학파의 감관도달설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有賀(2003), 近藤(2013)

등이 있다. 상키야 외부의 문헌 중에서는 Dharmapāla(護法)의

大乘廣百論釋論(T. 30, p. 226b), ŚVV ad ŚV 43cd 등에서 상키야의
감관도달설을 비판적으로 언급하지만, 현존하는 SK의 주석서들 중에서

감관도달설을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문헌은 YD가 유일하다.

6) cf. AKBh p. 32.1 cakṣuḥśrotramano ’prāptaviṣayaṃ(AK 1.43cd). “눈과

귀와 마나스는 대상과 접촉하지 않는다” ; 32.12 keyaṃ prāptir nāma,

nirantarotpattiḥ “이 접촉(prāpti, 至境, =도달)이란 무엇인가? [대상과]

간격을 두지 않고(nirantara) [인식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설일체유부의 입장을 전하는 문맥에서 서술된다. 여기서 prāpti는

설일체유부의 5위 75법 체계에서 심불상응행 중 하나인 prāpti(得)와는

다른 용어로 사용된다.

7) TAV ad TS 1.19 pp. 67.18-19. puḍḍhaṃ suṇedi saḍḍaṃ, apuḍḍhaṃ

puṇa passade rūvaṃ / gandhaṃ rasaṃ ca phāsaṃ baḍḍhaṃ puḍḍhaṃ

vijāṇādi // “[귀는] 접촉한(puḍḍha) 소리(saḍḍa)를 듣는다. 또 [눈은]

접촉하지 않은(apuḍḍha) 형상(rūva)을 본다. [코와 혀와 피부는] 결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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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입장은 TS에서도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시사되며,8)

Alaṅkara 이후 분명한 이론적 토대를 갖춘 형태로 확립되었다.9)

시각적 인식은 눈이 도달하여 인식을 일으키는 것(prāpyakāritv

a)10)이라는 니야야의 주장은 앞서 서술한 ‘밖에서’라는 관념의 잔

존의 결과다.11) 지ㆍ수ㆍ화ㆍ풍ㆍ공의 5대가 물질적 존재의 근원

접촉한 냄새ㆍ맛ㆍ촉감을 인지한다.” SAS p. 84.5-6에서의 인용은 이하

밑줄 부분에 상이가 있다. “puḍḍhaṃ suṇedi saḍḍaṃ, apuḍḍhaṃ ceva

passade rūvaṃ / gandhaṃ rasaṃ ca phāsaṃ pbadhaṃ puḍḍham

viyāṇādi //” 이 구절의 출전은 분명하지 않다.

8) cf. TS 1.18. vyañjanasya avagrahaḥ / “[감각기관에 의해서] 불확정적인

대상의 인식(avagraha)이 있다” ; 1.19. na cakṣuranindriyābhyām / “눈과

마나스(anindriya)에 의해서는 [불확정적인 대상의 인식이] 없다.” 이

부분에서는 눈과 마나스는 대상과 접촉하지 않고서 인식이 일어나므로,

불확정적인 대상의 인식이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자이나 문헌에서의

manas와 anindriya의 혼용에 관해서는 安藤(1992) 참조. 고대부터 사용된

술어인 anindriya에서의 접두어 ‘an’의 해석에 관하여, 전통적으로 자이나

주석가들은 이 접두어(a/an)의 6가지 의미 중에서 ‘허리가 가는

소녀’(an-udarākanyā)의 예시와 같이 ‘거의 없는ㆍ빈약한ㆍ준(準)하는’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anindriya는 ‘indriya에 준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manas를 지칭한다는 것이 자이나 내부의

통상적인 해석이다. 이는 불교에서 감각기관(indriya)의 무리에 manas가

도입되는 맥락과도 관련이 깊다. 이에 관해서는 강형철(2011) 참조.

9) Alaṅkara의 인식론적 입장에 관해서는 藤永(1985) 참조.

10) NS에서는 prāpyakarin이라는 표현 자체는 등장하지 않으며, 단 한번

prāpya라는 표현이 인식과 관련된 논의에서 전문 술어가 아닌 일반적

서술로서 등장하는 데 불과하다(NS 3.1.44, 본 논문 제2장의 번역 참조).

이 용어는 Vatsyāyana(4세기 후반) 이후에 정착된 듯하다. NBh에서는

prāpyakarin 혹은 prāpyakāritva라는 술어가 빈번하게 등장하여 총 8회

사용되며(NBh ad NS 3.1.32; 45[2회]; 46[2회]; 48; 55[2회]), 이후 다른

학파들도 니야야의 감관도달설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면서

prāpyakāri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면 NBh와 거의 동시대 문헌인

AKBh에서는 감관도달설을 언급하면서도 아직 prāpyakāri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11) 이에 관해서는 MBh의 수많은 용례들을 토대로 한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본고의 중심적인 주제에서 이탈하므로 향후의 지면을

기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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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며 이것들이 각각 후각․미각․시각․촉각․청각의 대상

으로써 대입된다는 관점은 인도인들의 사고방식의 근간을 이룬다.

그리고 그런 관념은 마하바라타의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이 5대원

소와 5감각기관 사이의 1대 1의 대응관계는 니야야 학파12)를 비

롯한 대부분의 전통 학파에도 그대로 계승된다. 그리고 마하바라

타 초기에는 감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어떤 때

는 작용을, 어떤 때는 기관을 지시하고 있지만 양자는 확실히 구

별되지 않았다.13) 그런 양면성은 앞서 언급한 ‘밖에서’라는 관념을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 이해할 수 있다. 육체적인 눈 혹은 안구(go

laka, kṛṣṇasāra)가 아니라 밖으로 빛으로서 뻗어나가는 감각기관

이 눈(cakṣus)이라는 개념을 고려할 때, 눈과 뻗어나가는 빛과 대

상의 포착을 각각 구별하여 이미지화하기 어려우므로, 감각기관과

그것의 작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게 된다.14)

본 논문은 시각적 인식의 감관도달설을 둘러싼 논쟁들의 일단

을 고찰하는 것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모든 논쟁들 속

12) NS 1.1.14 gandharasarūpasparśaśabdāḥ pṛthivyādiguṇās tadarthāḥ.

“냄새, 맛, 형태, 촉감, 소리는 지 등의 [5대원소와 각각 하나씩 대응되는]

속성들이며, 그것들(=코, 혀, 눈, 피부, 귀)의 [감각기관에 각각 하나씩

대응되는] 대상들이다.” Cf. NBh ad NS 1.1.14 pṛthivyādīnam yathā

viniyogaṃ guṇā indriyāṇāṃ yathā kramam arthā viṣayā iti, 또한 PBh

p. 22.22-23. pṛthivyādīnām pañcānām api bhūtatvendriyaprakṛtitva

-bāhyaikendriyagrāhyaviśeṣaguṇavattvāni. “지[ㆍ수ㆍ화ㆍ풍ㆍ공] 등의

다섯도 원소(bhūta)이고, [혀ㆍ코ㆍ눈ㆍ피부ㆍ귀라는] 감각기관의

구성요소(prakṛti)이며, 각각의 외부적 감각기관에 의해서 인식되어야 할

[향ㆍ맛ㆍ형상ㆍ촉감ㆍ소리를] 특수한 속성으로 지니는

것(viśeṣa-guṇavat)들이다.” VS에서는 의외로 이러한 대응관계를

규정하는 구절을 찾을 수 없으며, 필자가 확인하는 한은 위의 인용이

바이쉐시카 학파의 문헌 중에서는 그러한 대응관계를 최초로 명시하는

구절이다.

13) Gonda(1948) p.191.

14) Cf. MBh 12.183.26(MBh-c 12.177.26). jyotiḥ paśyati cakṣurbhyāṃ,

MBh 12.183.31(Mbh-c 12.177.31) jyotiḥ paśyati rūpam. Nīlakaṇṭha의

주석에서도 모호성을 극복할 특정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MBhN ad

MBh 12.183.31. jyotiḥ pṛthivyādirū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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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학파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전제

된다. (1) 눈은 대상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도구다, (2) 눈이 밖

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일상적으로는 지각되지 않는다. 이것은 논

의의 범위를 상당히 좁히는 전제로서, 이 상태에서는 기실 논쟁이

제한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와 같은 한정적인 상태에

서 여러 논사들에 의해 논의의 다양한 변주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논의의 일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상

식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관념이 전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수백 년에 걸쳐서 반복되었던 논의들은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일상적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상황에 어떤 조작을 가하고, 그것이 일반적 인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ㆍ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하거나, 상대방이 도

출한 결론을 반박하고자 하는 패턴이다. 본 논문의 제2장에서 다

룰 내용들이 그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내성(內省)을 통해서 일상

적인 인식의 특성을 관찰하고, 관찰ㆍ발견된 내용을 토대로 ‘밖에

서’ 일어나는 사정을 추측하여, 감관도달설을 비판하거나 옹호하

는 패턴이다. 일상적인 인식에서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즉 상식

적으로 승인되는 인식의 결과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인식의 과정

을 통해서 그와 같은 시각적 표상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이는 제3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감관도달설에 관한 논의는 인식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전형적인 인식론상의 논의를 비켜간다. 결국

논의의 요점은 신체 ‘밖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사정에 관한 것이

며, 그런 경우 순수한 인식론적인 논의에서 확장하여 일종의 과학

사적인 시점에 서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인식의 도달과 비도달에 관한 의견 차이는 결국 외부 세계에 대

한 해석의 차이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인도인들이 감관도달설을

입증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일상의 경험들을 증거로 활용하는 다

양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과학적 논쟁의 한 단면을 엿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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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논의 패턴 1: 빛ㆍ수정ㆍ벽ㆍ자석ㆍ막대

NS에서는 감관도달설에 관한 논의(3.1.30-50) 중에 니야야 학

파의 인식론에 대한 두 가지 반론을 인용한다.

한 가지는 “큰 것과 작은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mahad-aṇu-gr

ahaṇāt)”15) 눈은 원소가 아니라는 논의로서, 감관이 물질적 원소

로 이루어진 것(bhautika)이라는 데 대한 반박이다. 이는 통상적

으로 상키야의 반론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관도달설에 대한 논박

이 아니라 감관물질설에 대한 반발이다.16) 이에 관해서는 3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유리ㆍ운모판ㆍ수정에 가로막힌 대상을 인식

하기 때문에(kācâbhrapaṭalasphaṭikântaritôpalabdheḥ)”17) 눈은 사

물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감관도달설을 유례를 통해

서 직접적으로 논박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불교의 반론으로 알

려져 있다.18)

그 중에서 후자의 경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5) NS 3.1.31. mahadaṇugrahaṇāt. “[안구보다] 큰 것과 [안구보다] 작은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눈 등의 감각기관은 원소로 이루어진

것(bhautika)이 아니다].”

16) Cf. NBh ad NS 3.1.31. 본 논문 제3장의 번역 참조.

17) NS 3.1.44. aprāpyagrahaṇaṃ kācābhrapaṭalasphaṭikāntaritopalabdheḥ.

“유리ㆍ운모판ㆍ수정에 가로막힌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눈이 대상에]

도달하여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18) NS 3.1.44의 반박이 불교에 귀속되고, 3.1.31이 상키야에 귀속된다는

것은 이후에 인용될 후대의 주석서들에 보이는 논지의 확장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내용상으로도 추론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특히

赤松(1990) p. 247 fn. 3에서의 Vyo pp. 158.12-160; NK p. 23.4 등에서

불교설과 상키야설을 구분하고 있다는 지적에 의해서 명백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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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정을 통과하여 대상을 인식하는 경우

여기서의 감각기관이 물질(원소 혹은 극미)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니야야측과 대론 상대인 불교측이 상호간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태라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다.19) 물론 그것을 동의하

는 이유나 맥락은 각각 다르다. 어쨌거나 그렇게 감각기관이 물질

로 이루어져 있다고 전제될 때, 만약 물질로 이루어진 눈이 뻗어

나가는 것이라면, 물질로 이루어진 유리ㆍ운모판ㆍ수정이 눈과 대

상 사이에 놓일 경우 물질은 물질을 통과하여 같은 공간을 점유

하지 못하므로 대상을 인식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그림처럼 경험적으로 눈과 앵두 사이에 수정을 놓을 경우에

우리는 앵두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감관도달설은 오류라는 것이

불교도가 논박하는 요점이다.

이에 대하여 니야야는 다음 그림과 같은 모델을 제시한다.20)

19) AKBh p. 33.16-23에서는 감각기관들의 극미(paramāṇu)가 인체에

배치되는 모양을 소개한다. 요컨대 이 논의는 감각기관이 물질적인

극미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설일체유부를 비롯한 아비달마

부파들의 공통된 견해를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감각기관을 물질로

파악하는 보다 단순한 초기의 형태는 眾事分阿毘曇論에서 발견된다, T.
26, p. 627a-b. 云何眼根. 謂眼識所依淨色. 云何耳根. 謂耳識所依淨色.

云何鼻根. 謂鼻識所依淨色. 云何舌根. 謂舌識所依淨色. 云何身根.

謂身識所依淨色. “안근(眼根)이란 무엇인가? 안식(眼識)의 의지처가 되는

맑은 물질(淨色)이다. -중략- 신근(身根)이란 무엇인가? 신식(身識)의

의지처가 되는 맑은 물질이다.” 여기서 감각기관들은 각각

안ㆍ이ㆍ비ㆍ설ㆍ신식을 일으키기 위한 조건이 되는 맑은 물질로

설명된다. 또한 이와 동일한 형태가 阿毘達磨品類足論(T. 26 p.
692c)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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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차단에 의한 대상의 비인식

눈앞의 벽에 가로막힌 대상을 볼 수 없는 것은 일상적인 현상

이다. 니야야는 그와 같은 일상적 현상으로부터 두 가지 사실을

이끌어낸다. 하나는 벽에 차단될 때 인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

실로부터 눈이 뻗어나가서 대상에 도달한다는 것이 추론될 수 있

다는 것이다. 니야야는 눈앞의 벽에 가로막힌 사물을 볼 수 없는

것은 눈이 뻗어나가는 것이 저지되었기 때문이고,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즉 이 현상을 설

명하는 유일한 대안이 감관도달설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시각적 인식이 벽에 의해 차단된다는 것은 눈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다. 눈이 물질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이

루어진 것이라면 벽에 저지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감관물질

설에 반대하는 상키야를 논박할 때 사용된다.

이에 주제에 관해서 자이나의 공의파 논사 Alaṅkara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펼친다.21)

이에 대하여 어떤 자(=니야야)들이 말한다.

[주장:] 눈은 도달하여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20) NS 3.1.45. kuḍyāntaritānupalabdher apratiṣedhaḥ. “벽에 가로막힌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리ㆍ운모판ㆍ수정의 유례는

감관도달설을] 부정하지 않는다.”

21) TAV 67.23-24. atra kecid āhuḥ - prāpyakari cakṣuḥ, āvṛtānavagrahāt,

tvagindriyavad iti, atrocyate - kācābhrapaṭalasphaṭikāvṛtārthavagrahe

sati avyāpakatvād asiddho hetuḥ, vanaspaticaitanye svāpav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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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인:] [벽 등에] 가려진 것은 인식(avagraha)[이 일어나지]않기

때문에.

[유례:] 촉감의 감각기관[인 피부] 같이.

이에 대한 반론: 유리와 운모판과 수정에 가려진 대상의 인식이 있

으므로, [‘차단되어 인식되지 않는 것’의 집합은 ‘차단된 것’의 집합 전

체를] 포섭하지 않기 때문에(avyāpakatvāt) [그 논증인은] 성립되지

않는(asiddha, 不成) 논증인(hetu)이다. 마치 나무의 의식의 경우에 [그

존재를 증명하고자 할 때 논증인으로 제시되는] 잠과 같이.22)

흥미롭게도 이는 위의 NS와 논리전개상으로 정반대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NS의 경우는 수정 등에 의해서 가려진 대상에 대해

서도 인식이 발생하므로 시각적 인식은 도달ㆍ접촉하지 않는다는

논박에 대해서, 벽 등에 의해서 시각적 인식이 차단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재반박하였다. 그러나 TAV의 경우 반대로 ‘차단된 대상

의 비인식’이라는 논증인(hetu)과 ‘도달작용’이라는 증명대상(sādh

ya)의 관계(sambandha)에 대하여 수정 등에 가려진 대상의 인식

을 반대 증거로 제시한다. 구사론에서도 감관도달에 관한 논의
가 아닌, 근견설과 식견설의 논쟁에서 벽의 사례에 대해서 유리ㆍ

운모판ㆍ수정의 사례로 반박하는 부분이 등장한다.23) 그러나 구
22) cf. TAV p. 67, fn. 13 cetanāstaravaḥ svāpāt, na hi taruṣu sarvatra

svāpaḥ, patrasaṃkocalakṣaṇasya tasya dvidaleṣv eva bhāvāt. “나무는

정신적인 것이다. 잠[을 지니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제시한다면, 이

논증인은 불성인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접히는(saṃkoca) 나뭇잎을

특징으로 지니는 쌍떡잎식물(dvidala)에서만 [잠이] 존재하므로, 모든

나무들의 경우가 잠을 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TAV 편집본 각주에

제시된 이 인용문의 출처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나무의 잠과

정신성에 관한 예시는 다양한 문헌에서 불성인의 사례로 거론된다.

北川(1965: 336)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인도인들은, 나뭇잎이 접힐 때

그것이 식물의 수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믿었던 듯하다. 바꿔 말하면, 옛

인도인들은 어떤 나무는 잠을 자고, 어떤 나무는 잠을 자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만약 일부의 나무만 지니고 있는 ‘잠’이라는 특성을

논증인으로 하여 나무 일반이 정신적이라는 결론을 끌어낼 경우에 그

논증인은 불성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23) AKBh pp. 30-31. 이 논의의 상세한 과정과 배경에 관해서는 梶山(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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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론의 해당 부분이나 이에 대한 주석 부분에서도 새로운 논의
가 등장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불성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수정을 논증인으로 제시할 경

우 벽의 반례를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성립되지 않음을 반증할 수

있고, 벽의 사례를 제시할 경우 수정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반증

되는 논리적 관계를 지닌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먼저 주장을 펼

친 쪽이 논쟁에서 패하게 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기호로 표시하여 “A-도달작용(작용P는 도달할 때 일어

난다), B-차단된 것의 비작용(작용P는 차단되었을 때 그것이 일

어나지 않는다)”이라고 가정할 때, 만약 벽을 예시를 제시하는 것

은 “차단될 경우에 시각적 인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시각적 인식

은 도달작용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유례를 제공하는 것으

로서, B→A의 관계를 상정하여 작용P에 시각적 인식을 대입한 것

이다.24) 이 논지에 대하여 수정의 예시로써 반박하는 것은 B→A

가 아닌 사례를 제시하여 ～(B→A)를 성립시키는 것으로서, Alaṅ

kara가 제시한 논리적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수정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B→～A를 상정하는 것이고, 이를 벽으로써 반박

하는 것은 ～(～B→～A) 즉 ～(A→B)를 성립시키는 것으로서,25)

NS에서의 논리 전개가 이와 동일한 순서를 보인다. 양쪽을 대비

하면 무한히 순환되는 논의처럼 보이지만, 주의해서 보면 사실상

이 두 가지가 논리적 주장의 주제(pakṣa)나 논증의 대상(sādhya, l

iṅgin)에 관하여 서로 정반대의 입장으로 대치할 뿐으로서, 논리

pp. 55-64 참조.

24) 여기서 사용하는 명제논리 기호는, 명제 간의 관계에서 ‘→’는

함의사(含意詞)로 사용하며, ‘～’는 부정사(否定詞)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p→q’라는 것은 ‘p이면 q이다’ 즉 ‘명제 p는 명제 q를 함의한다’라는 것을

지시하고, ‘～p’는 ‘p가 아니다’ 즉 ‘명제 p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시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25) ～B→～A와 A→B는 대우 관계에 있으므로 ～(～B→～A)는

～(A→B)를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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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과정 자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 논증인에 대해서 논의를 하

고 있다. A→B와 B→A는 논리적으로 서로를 함의하거나 부정하

지 않으므로, A→B나 B→A가 동시에 성립하거나 불성립하는 것

이 논리적으로 전혀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쪽 모두 논증인이 성립되지 않지만 상호간에 모순되

지 않는 관계를 지닐 때, 건전한 논리적인 귀결은 ‘일부의 성립’이

라는 절충이다. 예를 들어 ‘모든 새는 날개가 있으므로 날 수 있

다, 제비처럼’이라고 논증할 경우 펭귄의 반례를 통해서 ‘날개가

있다’라는 논증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 반대로

‘모든 새는 체중을 지니고 있으므로 날 수 없다, 펭귄처럼’이라고

논증할 경우에는 제비의 반례를 통해서 ‘체중을 지니고 있다’라는

논증인의 불성립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럴 경우 논리적 결론은 당

연히 ‘일부의 새는 날 수 있고, 일부의 새는 날 수 없다’라는 것이

다. 다시 말해서 제시된 두 논증인이 모두 논리적으로는 역할이

무의미하게 된다. 위의 나무의 의식에 관한 논의도, 수정과 벽의

사례도 동일한 논리적 관계를 지닌다. 위의 논증들을 종합할 때,

어떤 경우는 차단된 것이 인식되면서 도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

는 도달하면서 차단된 것이 인식되지 않으며, 어떤 경우는 차단된

것이 인식되지 않으면서 도달한다. 따라서 차단된 것의 인식 여부

와 도달 여부는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논리적 구성요소가 된

다. 이는 A→B의 논리와 B→A의 논리가 동시에 불성립된다고 상

호간에 인정될 경우 필연적인 결과다. 벽의 사례나 수정의 사례가

일부의 범위만을 포섭(vyāpti)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양쪽 모

두 바라지 않는 결과일 것이다.

이 지점에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감관도달설

을 계속해서 반박하고자 할 경우 수정과 같이 차단된 것의 예외

사례가 아니라, 벽의 사례 자체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사례를 통

해 B→A 즉 ‘장애물에 의해 차단되었을 때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다면 그 작용은 도달ㆍ접촉하는 것이다’라는 논제를 공략하는 것

이고, 옹호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의 사례를 극복할 수 있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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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례로 A→B 즉 ‘대상이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용이 일

어난다면 그 작용은 도달ㆍ접촉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논제를 공

략하는 것이다. 전자를 공략하는 경우가 다음의 Alaṅkara의 논의

에 나타난다.26)

또한 [그 ‘차단된 것은 인식되지 않는다’는 논증인은] 증명되어야 할

것을 근거로 하는 논증인(saṃśaya-hetu)이다. 논증되어야 할 사실(sā

dhya,=눈의 도달작용)의 부정적 예시의 집합에 속하는 것(異品, vipakṣ

a)인 도달하지 않고 작용하는 [특성을 지닌] 자석(ayaskāntopala)의 경

우에도 [가려진 것에 의한 작용의 차단이] 발견되기 때문에.

여기서 Alaṅkara가 vipakṣa를 논증인의 3조건을 전제로 한 이

품(異品)의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확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차단되

었을 때 작용하지 않는 것은 도달ㆍ접촉하여 작용한다’는 논증을

부정할 수 있는 사례, 즉 부정적 예시의 집합에 속하는 것(vipakṣ

a)인 ‘도달ㆍ접촉하여 작용하지 않는 것들 중에서 차단되면서도

작용이 일어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면 위의 논증에서 제시된

논증인(차단되었을 때 작용하지 않는 것)의 효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의식하고서 vipakṣa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는 것은 논리적 전개상 분명하다.

그런 사정에서 제시된 부정적 예시의 집합에 속하는 사례가 자

석(ayaskāntopala)이다. 자석은 도달하지 않은 철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일으키지만, 벽에 차단되었을 때는 철을 끌어들이지 못한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Alaṅkara는 자석의 반례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어야 할 것을 근거로 하는 논증인(saṃśaya-hetu)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 즉 가려진 것은 차단되면 도달ㆍ접촉하여 작용

하는 것이라는 논증에서 논증인과 논증대상의 관계 자체가 우선

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증명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사용한다

26) TAV 67.25. tathā saṃśayahetuḥ, aprāpyakāriṇy ayaskāntopale

sādhyavipakṣe ’sti darśanād i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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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부분의 최종적인 의도는 위의 A→B

의 대우명제인 ～B→～A를 이용하여 ～B의 사례로서 자석을 제

시하여 ～A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석의 사례를 통해서 감관도달설을 반박하고자 하는 시도는 
구사론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위에서의 논의와는 반박의 요점
의 다르다. “만약 눈이 도달하지 않은 대상을 [인식한다면] 어째서

멀리 있거나 가려져 있는 도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인식할 수

없는가?”27)라는 바이쉐시카 학파28)의 감관도달설에 옹호하기 위

한 질문에 대해서 세친(Vasubandhu)은 “어째서 자석이 [세상의]

모든 철(ayas)을 흡수하지 않는가?”29)라고 반박한다. 여기서 추측

27) AKBh 32.3. yady aprāptaviṣayaṃ cakṣuḥ kasmān na sarvam aprāptaṃ

paśyati dūraṃ tiraskṛtaṃ ca /

28) 俱舍論記 T. 41, p. 51a에서 이 논의를 바이쉐시카에 귀속시키면서,
사전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소개한다. 若依勝論外道. 六根皆取至境. 彼計.

眼等五根如其次第. 以火空地水風為體. 眼以火為體. 故舒光至境.

或日光等至眼能取 耳無光故聲來入耳故. 先見擊鐘後聞聲.故. 彼計有離質聲.

“바이쉐시카[勝論] 외도에 의하면, 6기관은 모두 대상에 도달하여(至境)

[대상을] 인식한다. 그들은 ‘눈 등의 5감각기관은 그 순서대로

화ㆍ공ㆍ지ㆍ수ㆍ풍을 본질로 지닌다. 눈은 화를 본질로 지니며, [눈의]

빛을 펴서 대상에 도달하거나 햇빛 등이 눈에 도달하여 [대상을]

인식한다. 귀는 빛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소리는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귀는 대상에 도달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종을 치는 것을 본 후에

소리를 듣는다. 따라서 그들은 [귀는 본래의 소리와] 다른 성질의 소리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니야야와 바이쉐시카는 모든 소리ㆍ행위ㆍ인식이

찰나적(kṣaṇika)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관해서는 金倉(1971) p. 211-212

참조. AKBh p. 193.20-21에서도 찰나멸론(kṣaṇikavāda)에 관한 논의

중간에 바이쉐시카가 소리ㆍ인식을 찰나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가 등장한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일부의 후기 니야야 학파의

문헌에서는 소리ㆍ행위ㆍ인식이 세 찰나에 걸쳐서 지속한다고

설명한다(松尾[1948] p. 186 참조). 위에서 귀가 다른 성질을 소리를

지닌다는 것은 아마도 소리의 찰나성에 기반하여, 예를 들어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종을 치는 것을 볼 때와 같이 종을 치는 것을 본 후에

소리가 들릴 경우, 소리를 듣는 순간에는 종을 치던 순간의 소리는 이미

사라지기 때문에 귀는 본래의 소리와는 다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파악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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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바이쉐시카의 발상은 다음과 같다. 도달ㆍ접촉하여 인식이

일어날 경우 그것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영역을 지닌다. 예를 들어

촉감의 경우 신체를 뻗어서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공간적 한계다. 그러나 도달ㆍ접촉이 인식의 조건이 아닌

경우, 그 인식은 공간적인 제한을 가지지 않으므로, 벽 뒤에 있거

나 멀리 있어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추론을 통한

앎의 경우 그것은 벽 뒤에 있는 사물이나 먼 곳에 있는 사물 등

일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알아낼 수 있다. 마치 무게

를 재어서 종이상자 안에 내용물이 존재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

는 것처럼. 그렇다면 시각적 인식이 도달ㆍ접촉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역시 공간적 제한을 가지지 않으므로

가려져 있거나 멀리 있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적 사실은 이에 반한다. 그러므로 시각적 인식은 도달

ㆍ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상이 이 부분에서 바이쉐시카가 제

기한 질문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요지다.

작용이 도달ㆍ접촉하지 않는다면 공간적 제한을 벗어날 수 있

을 것이라는 발상은 자이나의 일체지자(一切知者, sravajña)와 관

련한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Alaṅkara에 의하면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에 접촉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최소단위인 극미점(pradeśa)을

점유해야 하는데, 마나스(manas)는 극미점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외부로 뻗어나가 도달ㆍ접촉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는 마나스를 통해서 모든 대상을 동시에 인식하는 것이 가

능하며, 일체지(sarvajñā)를 지니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30)

마나스가 공간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도달ㆍ접촉하는 것이 아니

라는 개념은 구사론에서 이미 나타난다. 구사론에서는 마나스
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도달ㆍ접촉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등장

하며, 이는 불교의 입장이 안근과 이근 뿐 아니라 마나스의 도달

29) AKbh p. 32.4-5. kathaṃ tāvad ayaskānto na sarvam aprāptam ayaḥ

karṣati /

30) 藤永(2001) p. 1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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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촉도 부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시사한다.31)

이에 대하여 세친은 ‘도달ㆍ접촉하지 않는 작용은 공간적 제한

을 받지 않는다’는 기본 발상을 논파하려 한다. 그것을 위한 반례

로 자석을 제시한다. 바이쉐시카의 논리대로라면 자석의 자력은

도달ㆍ접촉하지 않고 작용하므로 공간적 제약이 없어야 하고, 멀

리 있는 철이나 벽 뒤에 놓인 철도 전부 끌어들여야 한다. 하지만

경험적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세친의 반박의 요지다. 바꿔

말하면 이는 자석의 사례를 통해서, ‘작용은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논증되어야 할 사실(sādhya)에 대해서 ‘접촉하지 않

는작용’이라는 것은 논증인으로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 셈

이다. 즉 ‘작용의 공간적 무제한성’이 ‘작용의 비접촉’과 논리적 인

과관계(vyāpti)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Alaṅkara와 세친의 논의는 자석의 실례를 통해서 눈이 뻗어나

가서 대상에 도달한다는 것을 논파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

지만, 그 반박의 대상이 되는 논지가 서로 다르다. 세친이 자석의

사례로써 주장하려 한 논지는 ‘도달하지 않은 대상에 작용하더라

도, 무제한의 작용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며, Alaṅkara는 자석

을 통해서 ‘차단된 것이 작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도달ㆍ

접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 했다. 즉 Alaṅkara는 ‘차단된

것의 비작용’과 ‘작용의 도달’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의 불성립을

드러내려 했다. 세친이 사용했던 자석이라는 유례를 Alaṅkara는

다른 논지에 응용한 것이다.

다만 당시의 인도인들은 자석의 자력이 강할 경우 얇은 벽 뒤

31) AKBh p. 32.7-8. evaṃ cakṣuṣo 'py aprāptaḥ, syān na tu sarvaḥ /

manas tv arūpitvāt prāptum evāśaktam / “이와같이 눈도 접촉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접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마나스는 물질이 아니므로 결코 접촉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주석에서 Yaśomitra는 물질적 형체를 갖춘(mūrta) 것들만이 접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접촉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성립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AKVy p. 84.19-20. manas tv arūpitvād iti. prāptatvaṃ

mūrtānām eva vyavasthāpyeta nâmuṛrtānām iti.



168 ∙ 印度哲學 제38집

의 철 정도는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그만큼 강력

한 자력을 지닌 자석을 가공할 기술이 없었던 듯하다. 그 점을 정

확히 따지자면 세친과 Alaṅkara의 논의들에서 자석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유례로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화된 논의에 대하여

반례를 통해서 반박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자석의 작용이 눈에서 빛이 나오는지를 결정하는 유례로 사용되

었다는 것 자체가 무척 흥미로운 사실이다.

니야야는 위에 상호간에 불성인을 성립시키는 수정과 벽의 사

례가 교차되는 경우에서 후자의 입장, 즉 ‘대상이 차단된 경우에

작용이 일어난다면 그 작용은 도달ㆍ접촉하지 않는 것이다’(A→

B)라는 논제를 공략해야 하는 입장에서 태양광선을 반례로 하여

그것을 반박한다.32) 예를 들어 햇볕 아래서 수정 밑에 돌멩이를

놓아두더라도, 햇빛은 돌멩이를 뜨겁게 만든다. 따라서 빛은 수정

을 통과할 수 있고, 고로 일부의 차단된 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된다. 그리고 눈(cakṣus)은 화원소(火元素, tejas)로

이루어진 빛이고, 그런 눈의 광선이 대상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수

정에 차단된 경우에도 도달ㆍ접촉할 수 있고, 지각할 수 있다.

이는 후대의 표현을 빌리자면 반례를 통해서 주제소속성(pakṣa

-dharmatā)을 부정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저 산에

는 불이 있다, 연기가 있으므로’라고 논증할 때 연기와 불의 논리

적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위의 ‘대상이 차단된 경우에 작용이 일

어난다면 그 작용을 도달ㆍ접촉하지 않는 것이다’(A→B)라는 논

지를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측이 제시하는 사례

인 눈과 대상 사이를 수정으로 차단한 경우가 ‘대상이 차단된 경

32) NS 3.1.46-47. apratighātāt sannikraṣaupapattiḥ / ādityaraśmeḥ

sphaṭikāntarite ’pi dāhye vighātāt / [유리ㆍ운모판ㆍ수정 등은 인식에]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접촉이 성립한다; 태양광선의 경우에 비록 수정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더라도, 뜨거워져야 할 대상에 대해서 [수정에 의해]

방해받지 않기 때문이다.



니야야ㆍ상키야의 감관도달설에 관한 몇 가지 논의들 ∙ 169

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증을 제시한 것이다. 위에서 니야야가

벽의 사례를 제시하여 수정의 사례를 반박한 것은 A→B를 부정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B→A)를 부정하여 ～[～(B

→A)]를 성립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사례는 구사론에서 세친이 “[시각적 인
식이 도달ㆍ접촉하는 것이라면] 어째서 모든 안약이나 막대에 접

촉한 [눈은 그것들을] 지각할 수 없는가?”33)라는 반박이다. 이는

Alaṅkara도 TAV에서 차용하는 예증이다.34) 눈에 안약ㆍ막대 등

이 접촉하였을 때 어째서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지를 묻는 것은

‘왜 우리는 눈꺼풀의 내면을 볼 수 없는가?’라는 질문과 논리적으

로 동일하다. 이에 대한 니야야나 상키야의 해답은 발견되지 않는

다. 다만 예상되는 반론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안구와 눈을 구분

하여, 인식에 필요한 조건이 안구와의 접촉이 아니라 안구로부터

나오는 눈-광선(raśmi)과의 접촉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III. 논의 패턴 2: 눈보다 큰 것과 작은 것

앞의 논의들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거나 조작한

결과를 논지의 주된 증거로 제시했다. 거기서 결론을 유도하는 것

33) AKbh p. 32.5-6. kasmān na sarvaṃ prāptaṃ paśyaty añjanaṃ

śalākāṃ vā /

34) TAV p. 67.20-22. yuktito ’sti - aprāpyakāri cakṣuḥ, spṛṣṭānavagrahāt

/ yadi prāpyakāri syāt, tvaginndriyavat spṛṣṭam añjanaṃ gṛhṇīyāt / na

ca gṛhṇāti / ato manovad aprāpyakārīty avaseyam / 논증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증명된다]. [주장:] 눈은 도달하여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논증인:] 접촉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유례: 안약과 같이]. 만약

[눈이] 도달하여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피부감각과 같이 접촉한

안약(añjana)을 지각할 것이다. 그러나 [눈은 안약을 시각적으로]

지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눈은] 마나스와 같이 도달하여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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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국 ‘어떤 것이 놓여졌는가, 아닌가?’, ‘작용이 일어나는가, 아

닌가?’, ‘대상이 보이는가, 아닌가?’라는 요소들에 관건이 있었다.

반면에 이번 장에 논의될 주제는 ‘나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라

는 부분으로 방향이 전환된다. 즉 몸 ’외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

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가 관건이 아니라, 평상시의 인식의

상황에서 나의 인식이 외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관건이 된

다. 이는 인간 내면의 인식구조를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아니

지만, 인간의 인식의 한계와 관련한 논의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앞

의 제2장에서 다루었던 것보다 내성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큰 것과 작은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mahad-aṇ

u-grahaṇāt)” 감각기관은 원소로 이루어진 것(bautika)이 아니라

는 상키야의 주장에 대해서 NBh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35)

크다(mahat)는 것은 즉 보리수(nyagrodha) 나무나 산맥 등과 같이

[안구]보다 크거나, [안구에 비해] 막대하게 큰 것도 인식된다는 것이

다. 작다(aṇu)는 것은 즉 보리수 열매의 씨앗 등과 같이 [안구]보다 작

거나, 아주 작은 것도 인식된다는 것이다.

상키야의 입장을 살펴볼 때, 그들은 감각기관이 물질적 원소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간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접촉시 동일

한 표면적의 대응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상상하였던 듯하다.

피부와 촉감을 느낄 때, 피부의 대상의 동일한 표면적으로 접촉

할 때 같은 크기의 대상만을 인식하게 된다. 그 결과 손바닥은 손

바닥과 동일한 크기의 대상만을 촉감으로 인식한다. 아래의 그림

처럼 손바닥보다 큰 것이라면 완전하게 지각할 수 없고, 손바닥보

다 작은 것이라면 이는 손바닥의 일부가 대상에 접촉할 뿐으로서

35) NBh ad NS 3.1.31. mahad iti -mahattaraṃ mahattamaṃ copalabhyate

yathā nyagrodhaparvatādi / aṇv iti - aṇutaram aṇutamaṃ ca gṛhyate

yathā nyagrodhadhānā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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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전체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림 4. 큰 것과 작은 것의 인식

     (○=감관, □=대상, ■=접촉면)

눈이 물질적 원소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와 같은 논리로 눈도

역시 안구 혹은 눈동자와 동일한 크기의 대상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키야의 반박이다.

여기서 상키야의 논지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위의 그

림의 왼쪽의 경우와 같이 니야야의 논리대로라면 눈보다 큰 것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애매한 것이 두 번째의 논지다. 이 논리

안에서 눈보다 큰 것이라면 몰라도 작은 것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은 현대인의 개념으로는 통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손바닥으로

코끼리의 모양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없지만, 손바닥보다 작은

구슬의 모양은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하

지만 상키야는 손바닥으로는 보다 작은 구슬의 모양을 인지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기이한 논리로 감관이 물질이라면 눈보다 작은

것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

시의 니야야와 상키야 사이에서는 그것이 상호간에 통용되었던

듯하다. 작은 것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니야야는 아무

런 반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는 납득가능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관해서는 본 장의 후반부에서 후술할 것이

다. YD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지가 제시된다.36)

36) YD p. 203.30-32. api ca mahadaṇugrahaṇam āhaṃkārikatve teṣāṃ

kalpate, na bhautikatve / bhautikatve hi yatparimāṇaṃ grahaṇ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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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각기관들이] 자아의식으로부터 전개한 것이라고 할 경우에

는 그것들은 [감각기관 보다] 큰 것과 작은 것의 인식(mahad-aṇu-gra

haṇa)이 가능하고, [니야야 학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소로 이루어졌

다고 할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원소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

느 정도의 크기를 가진 감각기관(grahaṇa/karaṇa)은 그것과 같은 크

기의 인식대상 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크기의 대상은 인

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큰 것과 작은 것의 인식이 감관물질설과 관련이 있다

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Jayanta(9세기 후반)는 NM에서

상키야의 학설이라고 소개하면서 위의 내용을 포함한 장문을 동

일하게 인용한다.37)

고전 상키야에서는 감각기관은 자아의식(ahaṃkāra)으로부터

전개한 것이며, 물질적 원리인 5유(唯, tanmātra)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위의 논지와 같이 자아의식으로부터 전개한 것이기 때문

에 큰 것과 작은 것의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은 고전 상키야 체계

의 논리와 부합되지 않는다. 고전 상키야에서는 감각기관 뿐만 아

니라 물질적 원소도 자아의식으로부터 전개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엄밀히 말하면 고전 요가의 분류 체계에 더 적합한

설명이다. 주지의 사실대로 고전요가에서는 통각(buddhi)로부터

자아의식과 5유가 전개된다. 그럴 경우 자아의식으로부터 전개하

는 감각기관과, 5유로부터 전개되는 5대가 발생적으로 명확히 구

분된다. 그에 따라서 자아의식으로부터 전개하는 감각기관은 물질

과 다른 것이므로, 큰 것과 작은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위의 YD의 설명은 SK와는 다른 계보, 아마

tatparimāṇaṃ grāhyaṃ gṛhṇīyāt iti / 밑줄 부분을 Wezler와 Motegi의

편집본 YD에서는 grahaṇa로 읽으며, Chakravarti 편집본이나 Pandeya

편집본에서는 karaṇa로 읽는다. 이 구문이 그대로 인용된 NM에서는

NM-m과 NM-k의 판본에서는 모두 grahaṇa로 읽는다.

37) NM-m vol.2 p. 368.3-12. NM-k p. 49.5-10. 이는 Chakravarti(1975) p.

176 fn. 2에서도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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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관이 자아의식으로부터 전개되어 편재(vibhu)한다고 파악했

던 Vindhyavasin의 계보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Dignāga는 PS 1.17에서 안구와 대상의 크기와 관련된 비

슷한 취지의 반박을 제시하고 있는데,38) 거의 동일한 내용이 Vac

aspati Miśra의 NVTṬ에서 보다 상세하게 인용된다.39)

Dignāga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인식이 도달(prāpti,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일 경우, 간격을

둔 [대상에 대한] 인식(sāntara-grahaṇa)이 없고, [안구]보다 큰 것(ad

hika)의 인식도 [발생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약 [니야야 학파가] 감각기관은 [대상과 접촉하기 위해서 그 신체

적 기좌를 떠나서] 외부로 이동하는(bahir-vartin) 것이기 때문에 감각

기관과 간격을 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성립한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논의된다.

38) 디그나가가 PS 및 PSV에서 언급한 감관도달설에 관해서는

Hattori(1968) pp. 37-38; pp.124-127 fn. 3.22-26 참조.

39) NVTT p. 215. 11-21. yathoktaṃ dignāgena - sāntaragrahaṇaṃ na

syāt prāptau jñāne ’dhikasya ca / bahirvartitvād indriyasyopapannaṃ

sāntaragrahaṇam iti cet, ata uktam - adhiṣṭhānād bahir nākṣaṃ, kiṃ

tv adhiṣṭhānadeśa evendriyam / kutaḥ? taccikitsādiyogataḥ // saty api

ca bahirbhāve na śaktir viṣayekṣaṇe / yadi ca syāt tadā paśyed apy

unmīlya nimīlanāt // yadi ca syāt unmīlya nimīlitanayano 'pi rūpaṃ

paśyet, unmīlanād asti bahir indriyam iti // Steinkellner가 복원한

PSV와 대조하면 이하 밑줄 부분이 거의 일치한다. pp. 7.25-8.9.

sāntaragrahaṇaṃ na syāt prāptau jñāne ’dhikasya ca(PS 1.17cd) // na

hīndriyanirantare gandhādau sāntaragrahaṇaṃ dṛṣṭam, nāpy

adhikagrahaṇam bahirvṛttitvād upapannam eva. bahir hy adhiṣṭhānād

vṛttir indriyadvayasya. ata upapannaṃ tadviṣayasya

sāntarādhikaragrahaṇam api ity cet, tad apy ayuktam, yasmāt

adhiṣṭhānād bahir nākṣaṃ(PS 1.18a) siddham iti vākyaśeṣaḥ.

adhiṣṭhānadeśa evendriyam, tatra cikitsādiprayogāt. ata indriyād eva

vicchine ’rthe grahaṇam. saty api ca bahirnirgate na śaktir

viṣayekṣaṇe(PS 1.18b) / anyathādhiṣṭhānapidhāne ’pi viṣayagrahaṇaṃ

syāt. tataś cakṣuḥśrotrayor adhiṣṭhānāntaḥsthitayor evāsannikṛṣya

viṣayekṣaṇāt sāntarādhikagrahaṇaṃ yuktam.



174 ∙ 印度哲學 제38집

눈은 신체적 기좌(adhiṣṭhāna)로부터 [벗어나] 외부에 존재하는 것

이 아니다. 그 기좌가 위치한 부분이 바로 감각기관[인 것]이다. 어째

서인가? 그것(안구)에 대한 처방 등으로 [시력의 장애가] 치료되기 때

문이다. 또 설령 [시각기관인 눈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눈은] 대상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에도 인식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단 눈을 [크게] 뜬 후에 [다시] 감고 나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만약 [외부로 나간 눈에 의해서] 인식된다면, 뜨고

나서 감은 눈도 [대상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번] 눈을 뜬

후에는 시각기관이 외부에 [나가]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간격을 둔 인식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만약 시각적

인식이 접촉을 통해서 발생한다면 어째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

을 볼 수 있는지를 묻는 단순한 질문이다. 이것은 대상에 눈이 도

달하는 것이 일상적으로는 지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

의다. 그리고 다음 논지인 ‘큰 것’의 인식에 관해서 Uddyotakara(6

세기)는 NV에서 크고 작은 것은 접촉 이후에 발생하는 관념이라

고 주장하는 것으로 반박한다.40) 아마도 안구가 아니라 눈이 감각

기관이고, 인식이 일어난 후에 비로소 안구보다 크거나 안구보다

작다는 관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명확한 의

도를 파악하기 힘들다.

여기서 Dignāga는 ‘보다 큰 것의 인식의 불가능성’이라는 상키

야의 논지를 채용하지만, 논박의 대상은 상키야와 다른 부분에 있

다. 상키야는 그것을 통해서 감관물질설을 논박하는 반면, Dignāg

40) NV ad 1.1.4. p. 104.6-8. yad api pṛthutaragrahaṇād iti, tad apy

ayuktam, sambandhamātreṇa mahadaṇvor grahaṇāt /

sambandhamātreṇaiva mahati vā ’ṇau vā viṣayabhedānuvidhāyī

pratyaya apajāyate, tasmād adeśyam etad apīti / “또한 ‘보다 큰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오직 [눈과

대상의] 접촉(sambandha)에 의해서만 [안구보다] 큰 것과 작은 것의

인식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오직 접촉에 의해서만 크거나 작은

대상의 구별을 따르는 관념이 발생하고, 따라서 그것도 [감관도달설을

논박하는] 주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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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감관도달설을 논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

지 조건을 살펴보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상키야의 논박이든 Dignāga의 논박이든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이 갖추어졌을 때 보다 큰 것의 인식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는 동일한 취지를 견지한다. 즉 (1) 빛의 굴절불가능성, (2) 시각

적 인식의 감관도달설, (3) 감각기관의 물질성. (1)의 빛의 굴절불

가능성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도 논란도 없으나, 다음과 같은 그

림이 어떤 논의에서도 상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것을 반증한다.

그림 5. 벽을 우회하여 인식할 가능성

어떤 경우에는 ‘무엇을 이야기했는가?’보다 ‘무엇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가 보다 직접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 문헌상으로만 볼

때, 눈이 사물을 인식할 경우에 어째서 위의 그림처럼 사물을 인

식할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벽에 의

한 차단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때, 감관도달설을 찬성ㆍ반대하

는 위의 그림과 같이 어느 학파에서도 눈의 광선이 벽을 우회하

여 인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즉 빛이 휘

어나갈 수 있을 가능성은 고려의 대상조차 된 적이 없었다. 예를

들어 “도달ㆍ접촉하는 촉감 같은 경우 구멍 깊이 손을 뻗어서 구

멍 속의 내용물을 감지할 수 있는데, 어째서 당신들이 촉감과 마

찬가지로 도달ㆍ접촉한다고 주장하는 눈의 인식으로는 구멍 속의

내용물을 볼 수 없는가”와 같은 맥락이 등장한 적은 없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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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에 대한 니야야가 가능한 패턴의 대답이 이미 마련되어 있

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눈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고, 빛은 냄새

나 소리와는 달리 차단된 것을 우회하여 갈 수 없다. 태양빛이 지

붕에 차단되는 것처럼”이라고. 따라서 빛이 우회하여 갈 수 없다

는 이미지는, 즉 (1)은 모든 학파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상식이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각각 다른 이유와 맥락을 함의하고 있지만,

(2)의 의견은 니야야ㆍ상키야에서는 받아들이고, 불교ㆍ자이나에

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내용이며, (3)의 입장은 불교에서는 받아

들이지만, 상키야에서는 반대하는 내용이다. 결국은 크고 작은 것

의 인식을 반례로 제시하는 것은, (2)와 (3)이 양립할 때 다음과

그림과 같이 인간의 시야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

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6. 큰 것의 인식

(1)이 전제된 상태에서, (2)와 (3)이 양립할 때 시야는 어두운

방 안에서 손전등을 비추는 것처럼, 오직 눈동자 크기의 사물만이

인식되어야 한다. 결국 상키야의 입장에서는 니야야와 (2)를 공유

한 채로 (3)을 논박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것의 인식이 가능하

다’는 일반적 사실을 내세워서 ‘(2)와 (3)이 양립할 수 없으므로

(3)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지를 펼친다. Dignāga의 입장에서는

가설적으로 (3)을 인정한 상태에서 동일한 논지로 (2)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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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 상키야의 경

우 안구보다 큰 것과 작은 것 두 가지 모두를 언급한 데 반하여

Dignāga의 경우 굳이 큰 것에 관해서만 언급했다는 점이다. 앞서

인용한 Uddyotakara의 반박에서도, Dignāga로 예상되는 반대자

의 주장은 ‘큰 것’의 인식만을 거론한다. Dignāga가 명확한 의도

를 가지고 ‘작은 것’을 삭제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반대로

뒤집으면, 왜 상키야는 굳이 ‘작은 것’을 언급했는가 하는 질문으

로 대체할 수 있다. 이는 Dignāga 자신의 인식론적 입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듯하다.

Mokṣākaragupta 등의 후대의 논평가들에 의해서 유형상지식론

자(sākārajñāna-vādin)라고 지칭되는 Dignāga를 비롯한 논사들의

입장은 직접지각에서 분별을 배제시키는 것이다.41) 반면에 니야

야의 입장은 ‘이것은 물병이다’라는 등의 개념이 포함된 확정적인

지각이다. 눈앞의 사물을 보고 그것이 물병(gaṭha)이라는 것을 지

각할 때 물병性(ghaṭatva)을 지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다음의 그

림과 같은 모습을 지각할 때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그림 7. 사물의 포착

위의 그림에서 앵두를 인지할 때, 지(知)의 형상(ākāra)을 인정

하는 Dignāga의 경우라면 앞에 놓여진 접시와 앵두 전체 화면을

매 순간 반복적으로 지각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앵

41) PS 1.3. pratyakṣaṃ kalpanāpoḍha nāmajātyādiyojanā // 직접지각은

명칭ㆍ종류 등과 결합된 분별이 배제된 것이다. 이 정의는 YD에서도

인용된다. p. 76,.21-22. kalpanāpoḍhaṃ ity a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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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 접시라고 파악하는 분별 혹은 개념적 구성(vikalpa)은 지각

의 역할이 아니다. 병원 안과에서 사용하는 시력검사기의 화면을

볼 때, 첫 찰나에 무엇인지 모를 화면이 나타나다가 기계 속의 렌

즈가 교정되면서 화면이 선명해지고, 그 후 ‘지평선을 향해 뻗은

도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과 유사한 과정이 고속(高

速)으로 매 순간(pratikṣaṇam) 일어나며,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최초의 인식 이후에 명칭(nāman)과 종류(jāti) 등의 개념을 가설

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무형상지식론(nirākārajñāna-vāda)에 포함되는 인식론

을 표방하는 니야야에게 있어서 직접지각이란, 사물과 닮은 형상

을 인지하여 차후에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있는 그

대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눈병이나 황사 등이 없는 한은 있는

그대로의 형상과 색깔, 그리고 사물들 사이의 결합관계를 감각기

관인 눈이 직접 지각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즉 앵두, 접시, 앵두와

접시의 연결 관계 등을 모두 눈이 직접 파악한다. 다시 말하면 앵

두를 지각할 때, 니야야의 입장에서는 눈이라는 도구로 앵두라는

대상이 지닌 속성까지도 직접 파악하는 것이고, Dignāga의 입장

에서는 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위 그림 전체의 이미지를 담은

후에 그 이후에 앵두니 접시니 분별하는 것이다.

NS 3.1.31에서의 상키야설은 지각의 기능에 관하여 니야야와

동일한 인식론적 입장 즉 무형상지식론의 입장에 서서 감관물질

설을 반박하는 것이다. SK 이전의 문헌인 Ṣaṣṭtitantra(六十科論
)42)의 저자로 거론되는 Varṣagaṇya(3-4세기)의 “[직접지각은]

귀 등의 작용(vṛtti)이다”43)라는 정의에 대한 Vindhyavasin(4세기)

42) Ṣaṣṭitantra는 현재 남아있지 않으나, Frauwallner(1958)에 의해서 PS,

PSV와 Jinendrabuddhi(8세기)의 주석인 Pramāṇasamuccayaṭīka의

티벳역에 인용된 인식론에 관한 단편들을 취합하여 재구축되었다.

Steinkellner(1999)는 Frauwallner(1958)에 기초하여 새로 발견된

Pramāṇasamuccayaṭīka의 범본 사본에 기초하여 Ṣaṣṭitantra의 단편들을

재취합하였다. 한문 불전에 인용된 Ṣaṣṭitantra의 단편들은 本多(1980)에

의해서 취합되었다.



니야야ㆍ상키야의 감관도달설에 관한 몇 가지 논의들 ∙ 179

의 “[직접지각은] 분별이 없는 귀 등의 작용이다”44)라는 재정의에

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상키야 내부에서도 니야야와 유사한 무형

상지식론에서 Dignāga와 유사한 유형상지식론으로 전환하는 과

정이 있었다. 해석의 여지가 많지만 SK가 일견 유형상지식론을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나타내는 데 비해서,45) 오히려 SK의 초기

주석서들은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여 감각기관이 대상에 대

한 판단을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46) 이는 상키야 학파

43) YD p. 76.21. śrotrādivṛttiḥ iti vārṣagaṇāḥ / NV; NVTṬ ad NS

1.1.4에서도 인용된다.

44) śrotrādivṛttir avikalpikā, 상키야 문헌 내에서는 이의 출처에 관한

정확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으나, 여러 문헌에서 Vindhyavasin의

견해로서 인용된다. Taber(2005) p. 7 및 Chakravarti(1975) p. 145 참조.

특히 Carvāka 논사인 Jayarāśi는 TUS p. 61.13-14에서 빈드야바신의

지각정의를 인용한 후에 작용(vṛtti)의 의미가 “[대상의

모습으로의]변용”(vipariṇāma)이라고 해석한다. śrotrādikaraṇānāṃ

śabdādiviṣayākāratayā vipariṇāmo vṛttiśabdenābhidhīyate / “귀 등의

인식기관이 소리 등의 대상의 모습(ākāra)으로 변용(vipariṇāma)하는

것이 소리[등의] 작용에 의해서 [인식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Vindhyavasin은] 생각했다.” 이는 Vindhyavasin 특유의 감각기관이

편재(vibhu)한다는 관념을 반영한 설명인 듯하다. Vindhyavasin은

감각기관이 공간에 편재하지만 기능이 잠재된 상태에서, 대상과 관계를

가지게 되면 감각기관이 대상의 모습을 띄는 작용(vṛtti)이 일어남으로써

인식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45) SK 5ab. prativiṣayādhyavasāyo dṛṣṭam. 직접지각(dṛṣṭa)이란 대상에

대한 [buddhi의] 판단(adhyavasāya)이다.

46) GBh에서는 SK 5ab의 이 구절의 판단(adhyavasāya)에 관하여, “각각의

대상들에 대한, 즉 귀 등[의 감각기관]이 소리 등의 대상에 대한 판단이

지각(dṛṣṭa) 즉 직접지각(pratyakṣa)이라는 의미다.”(prativiṣayeṣu

śrotrādināṃ śabdādīviṣayeṣu adhyavasāyo dṛṣṭaṃ pratyakṣam ity

arthaḥ. GBh p. 51.28)라고 설명한다. 金七十論에서도 “‘대상(塵)에
대한(prativiṣaya) 판단(解, adhyavasāya)이 직접지각(證量,

dṛṣṭa)이다(SK 5ab)’라는 것은, 귀는 소리에서 판단을 일으키고, [피부는

촉감에서, 눈은 색에서, 혀는 맛에서,] 코는 냄새에서 판단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판단만으로는 인식이 일어날 수

없다.”(對塵解證量者. 耳於聲生解. 乃至鼻於香生解. 唯解不能知. T. 54, p.

1246a)라고 설명한다. 金七十論을 번역하면서 眞諦(Paramārth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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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순조롭게 입장의 전환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상키야라는

이름 아래 여러 계보의 입장들이 혼선을 빚고 있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SK 이전의 상키야의 인식론적 입장에 관해서 명확히 거론할

수는 없지만,47) 적어도 NS 3.1.31에서 감관도달설을 주장했던 대

론자 상키야는 무형상지식론의 입장을 취하고, ‘눈의 광선’이라는

개념을 옹호하면서도,48) 감관물질설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adhyavasāya의 번역어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감각기관의 대상에 대한

판단은 解, 통각(統覺, buddhi)의 기능인 adhyavasāya를 의미할 때는

주로 決智라고 번역한다(ex. T. 54 p. 1250c16-19, ad SK 23ab). 위에

인용한 문장의 마지막 구절(唯解不能知)은 인식의 주체가 puruṣa이며,

puruṣa 없이는 인식이 일어날 수 없다는 상키야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인식의 유형상/무형상과는 무관한 설명이다.

中井(1980: 101-102)와 有賀(2003: 95-98)도 金七十論과 Matharavṛtti,
Sāṃkhyavṛtti 등이 감각기관에 의한 결정을 긍정하는 기술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며, 近藤(2010b: 37-38)는 그것이 Ṣaṣṭitantra의 오래된

학설이라고 추측한다. SK 5ab에 대한 해석은 필자가 확인한 결과로는

GBh 이외에도 Jayamaṅgala가 이와 유사한 입장이며, 이와 대조적으로

YD와 Tattvakaumudī는 직접지각에서 감각기관의 판단 혹은 분별

기능을 제외시킨다.

47) Ṣaṣṭitantra의 인식론적 입장에 대해서는 Frauwallner(1958)와

Steinkellner(1999), 그리고 최근의 近藤(2010b) 등의 연구로 많은 부분이

규명되었다. YD와 그 이후의 문헌에 나타난 인식론적 입장에 대해서도

村上(1981), 茂木(1984), Motegi(2000), 有賀(2003), Kondo(2010a; 2011)

등에서 다방면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SK 전후의 상키야의 인식론적

입장의 역사적 변천과, 여러 문헌에서 언급되는 SK 이전에 독자적인

입장을 폈던 초기 논사들, 그리고 그들과 SK 초기 주석서들과의 계보와

영향관계에 관해서는 거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Chakravarti(1975),

中井(1980, 1981)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48) 般若燈論(T. 30, pp. 65c-66a)과 百論(T. 30, p. 176a-b),
大乘廣百論釋論(T. 30, p. 226b) 등에서는 상키야가 눈으로 부터
광선(眼光)이 나간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한다. Preisendanz는 Honda(1968:

442)에서 소개된 Dharmapāla(法護)의 大乘廣百論釋論의 상키야 구절을
인용하면서, 눈으로부터의 광선(eye-beam)이 상키야의 다른 인식론적

입장과 대조를 이룬다는 점을 지적한다(Preisendanz[1989] p. 165

fn.107). 그러나 그 점이 오히려 상키야의 다양한 분파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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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추측할 수 있다. ‘눈의 광선’이라는 개념은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화원소’라는 것을 부정하는 식의 모호한 과도기적 입장은

SK의 초기 주석서에서는 종종 발견되는 사례다.49)

이 부분에서 NS 3.1.31에서 상키야가 ‘보다 크고 작은 것들’이

라고 지칭하고, 그것이 니야야와 상키야 사이에 공유될 수 있었던

배경 즉 현대인과는 다른 관념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던 배경

을 파악할 수 있다.

감각기관이 물질적인 것이 아닌 어떤 것이라면, 눈이 뻗어나갔

을 때 더 큰 것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라면 공간 속에서의 눈의 크기는 한정되고, 굴절불가능한 눈의 광

선의 직경도 눈의 크기와 동일하게 한정될 것이다. 그럴 경우 마

치 개목걸이를 가지고 개를 묶어두고자 할 때, 개목걸이의 둘레보

다 목둘레가 더 큰 개나 더 작은 개를 묶어둘 수 없는 것처럼, 안

구보다 크거나 작은 대상을 포착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논지가 발

상의 출발점이었던 듯하다.

상키야의 또 하나의 발상적 근원은 시야의 조절불가능성에 있

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손을 조작하여 사물의 촉감을 인식

할 때, 손바닥의 일부로 인식할지, 혹은 전체로 인식할지를 선택

하는 것은 손을 대는 부위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손가락 끝을 대서 손바닥보다 작은 구슬의 모양을 인

지할 수 있다. 그러나 눈은 그런 조절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눈을

뜨거나 감는 것만 가능하며, 눈을 뜬 이상은 눈앞의 사물의 일부

만 볼 수 있게 조절할 수 없다. 즉 위의 그림 7의 화면에서 앵두

만을 인식하되 접시는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없다. 그

리고 그런 발상이 무형상지식론과 결부될 때 개목걸이의 경우처

럼 더 작은 것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Dignāga의 경우는 감각기관이 물질이고, 뻗어나가서 접촉하는

것일 경우에, 즉 위의 (2)와 (3)이 양립할 경우에 시야가 눈의 크

반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49) 강형철(2013) pp. 24-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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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정된다는 생각은 위에서의 상키야의 입장과 동일하다. 그

러나 Dignāga는 우리가 앵두를 직접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포착

된 화면 속에서 앵두와 닮은 형상을 취하고 나서, 그것으로부터

앵두라는 구상적인 개념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마치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보다 큰 물고기는 잡을 수 없

지만 그물과 같은 크기거나 더 작은 물고기는 잡을 수 있는 것처

럼 ‘눈 이하의 크기를’ 가진 것만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상상한 듯하

다. Dignāga의 입장에서는 눈의 시야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대상

으로 하여 분별이 일어나는 것이고 ‘크다, 작다’는 관념은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시야의 범위만이 문제의 소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눈보다 작은 쌀알 같은 경우도 설령 (2)와

(3)이 양립하더라도, 일단 시야의 범위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것이

쌀알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던 듯하다. 이는 그야말로 위의

그림 6과 같은 이미지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Dignāga가 ‘크고

작은 것들’이 아니라 ‘큰 것’ 만을 지칭한 이유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것은 위에서 제기했던 현대인의 개념으로서는 통용되지

않는 ‘작은 것의 비인식’이라는 것을 삭제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니야야와 초기 상키야 사이에 논쟁이 당시 인도인들의 소박실재

론(naive realism) 및 무형상지식론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었던

반면에, Dignāga는 유형상지식론 및 이를테면 현대인들의 상식에

부합될 만한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유형상지식론에 속하는

인식론적 입장을 취하는 YD가50) 이 부분에서는 상키야의 전통적

50) YD ad SK 5ab. pp. 77.4-6. viṣayaṃ viṣayaṃ prati vartata iti

prativiṣayam / kiṃ tat / indiryam / tasmin yo ’dhyavasāyaḥ sa

prativiṣayādhyavasāyaḥ /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작용하는 것이

prativiṣaya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감각기관이다.

그것(감각기관=prativiṣaya)에 대하여 판단(adhyavasāya)하는 것이

prativiṣayādhyavasāya이다.” YD의 저자는 prativiṣaya를 감각기관의

일차적인 인식작용으로, 그 prativiṣaya 혹은 그것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2차적인 인식작용으로 파악했다. 다음 구절을 통해서도 YD의 입장이

유형상지식론의 유형에 속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YD p. 21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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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지를 인용하여 ‘큰 것과 작은 것’ 모두를 거론한 것에 반하여, D

ignāga는 그것에 대해 보다 엄밀한 기준을 적용했다.

IV. 결론

이상으로 니야야의 감관도달설을 둘러싼 몇 가지 논의들을 살

펴보고 그 배경을 탐색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취합하여

각 학파들의 인식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접촉
(시각)

접촉
(청각)

눈의
광선

감관
=물질

안구
=감관

知의
형상

니야야 ○ ○ ○ ○ × ×

자이나 × ○ × × ? ×

상키야
(舊)

○ ○ ○ × ? ×

상키야
(YD)

○ ○ × × ○ ○

불교
(有部)

× × × ○ ○ ×

불교
(PV)

× × × ? ○ ○

위에서 ○로 표시된 것은 동의를, ×는 부정을 나타낸다. 물음표

dhāraṇaṃ buddhīndriyāṇi kurvanti viṣayasannidhāne sati śrotrādivṛttes

tadrūpāpatteḥ / prakâśam antaḥkaraṇaṃ karoti niścayasāmarthyāt /

“감각기관들이 [감각 자료의] 보존을 실행한다. 그것(대상)의 형상(rūpa)을

취하기 때문이다. 내부 기관들은 [대상을] 조명한다. [대상에 대해서 내부

기관들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대상의 조명(prakâśa)을

내부기관의 기능으로 지정한다는 점에서도, 감각기관의 대상 인식을

조명(prakâśa)으로 해석하는 대부분의 SK 초기 주석서들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입장과 대비된다. 강형철(2013) pp. 33-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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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입장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자신의 진의를 드러내는 것인지가 의심스러운 경

우다. 대부분의 경우 논쟁 속에서 직접적으로 주장한 경우에 한해

서 ○ 혹은 ×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입장의 상이 때문

에, 동일한 논제에 관한 동일한 예시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개

되었다. 또한 같은 예시를 통해서 다른 그림을 그릴 경우 예시의

일부를 교정하는 사례도 살펴보았다. 그런 다양한 변주들은 앞서

제2ㆍ3장에서 살펴보았다.

감관도달설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인식

의 주체-객체 관계를 해체하는 것이다. 이는 구사론에서 세친이
벽ㆍ수정 등의 예시가 교환된 근견설과 식견설의 논란을 잠재우

면서 사용했던 방식으로서,51) 주체와 객체의 실재성을 부정하여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의 관계가 실체와 실체 사이의 관계가 아니

라 허구적으로 구상된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근견설과 식견설의 논란을 잠재우던 방식과 동일한 논지로는 이

문제를 완료시킬 수 없다. 감각기관의 도달ㆍ비도달의 문제제기가

무마될 수는 있지만 제기된 문제 자체를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

이다.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감관도달설은 유형상ㆍ무형

상의 논의와도 무관하며, 어느 쪽과 병렬하더라도 모순되지 않는

독립적인 문제다.

1장에서 지적한 외부ㆍ내부의 관점에서 볼 때 감관도달설은 절

충적인 위치에 있다. 그리고 감관도달설을 둘러싼 논의 중 일부는

현대인에게 이질적인 관념을 전제로 하여 논쟁이 일어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이 현대인의 고정관념 혹은 습관적

경향에 근거하여 해석될 수 없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런 논의가

후대에는 현대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관념을 전제로 한 논쟁으

로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서 논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 전제가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

51) 이에 관해서는 박창환(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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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veral Cases of Doctrinal Arguments for the

Prāpyakārin in Nyāya and Sāṃkhya

Kang, Hyong Chol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eye-beam(raśmi) theory in early Nyāya and Sāṃkhya. A

considerable number of studies have been made on Nyāya

theory of perception. However, the study of eye-beam has

been strangely neglected by Indologists. Surprisingly few

studies have so far been made at the prāpyakārin

(attainment of sense organs) that form the basis of

eye-beam.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rāpyakārin and arguments for it.

Chapter I attempts to illustrate a gap between ancient

and contemporary concept of mind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difference between located inside and outside human

body in the perception process. Chapter II and III analyze

several cases of doctrinal arguments for the prāpyakārin.

The arguments fall into two patterns. Chapter IV consider

philosophical meaning of prāpyakāin presented in the chap-

ter II and III.

Keywords : prApyakArin, indriya, eye-beam, sannikarSa,

sense organ, nyAya, sAMkhya, dign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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