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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마끼르띠가 제시하는 ‘바른 지식’(pramāṇa)의 두 가지 조건 가운

데 하나인 ‘모순되지 않음’(avisaṃvādin)이라는 조건에 대한 현재의 일

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떤 지(知)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그 지(知)에 기반하여 취해진 행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

성했다는 결과로서의 사실이다. 즉, 이 조건은 어떤 지(知)에 기반하여

취해진 후속 행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결과로서의 사실을 통해

서 간접적으로 충족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지각 및 지

각의 대상인 자상과 관련하여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지각이 이렇게 이해된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는 ‘분별이 없다’라는 그 자신의 정의를 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각의 대상인 자상이 이렇게 이해된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

건을 충족하는 지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찰나멸한다’라는 그 자신

의 정의를 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은 지(知) 자체의 속성을 통해 직접적으로

충족되는 것으로 새롭게 이해될 수 있다. 이때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직접적으로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는 지(知) 자체의 속성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지(知)에 기반하여 취해진 어떤 행동이 소기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속성, 그리고 ‘실재와의 결합’이라

는 속성이 그 두 가지이다.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이 지(知) 자체의

이 두 가지 속성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면, 현재의 일반적인 이해에 따

라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이해할 때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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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디그나가(Dignāga)에 의해 창시된 불교논리학파는 인식 및 논

리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불교 논리학파가 고찰하는

여러 개념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으로는 ‘바른 지식’(pramāṇa)을

들 수 있다. 불교논리학파는 이 개념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다

양한 지(知)를 평가함으로써 해탈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인식론적

이고 논리학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평가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르마끼르띠(Dharmakīrti)가 Pramāṇavārttika

(이하 PV)에서 제시한 ‘바른 지식’의 두 가지 조건, 곧 ‘모순되지

않음’(avisaṃvādin)이라는 조건과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밝힘’(aj

ñātārthaprakāśa)이라는 조건이다. 다르마끼르띠에 따르면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지(知)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

킬 때 ‘바른 지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바른 지식’의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인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다르마끼르띠의 논서에 입각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에 대한 현재의 일반

적인 이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러한 이해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모순되지 않음’(avisaṃvādin)이라는 조건은 ‘바른 지식’(pramā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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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과 관련된 연구에서 흔히 언급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 조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직접적인 선행

연구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는 ‘모순

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에 대한 현재의 일반적인 이해를 잘 보여주

는 두 가지 연구, 그리고 이 조건에 대한 본 논문의 새로운 이해

를 구상함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 두 가지 연구를 선

행연구로서 소개하고자 한다.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에 대한 현재의 일반적인 이해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선행연구가 되는 두 가지 것은 Nag

atomi(1967-68)와 Katsura(1984)이다. 먼저 Nagatomi(1967-68)는

‘효과적 작용’(arthakriyā) 개념에 대한 기념비적인 연구로, 오래

전에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널리 참조되고 있다. ‘모순

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은 ‘효과적 작용’ 개념과 밀접히 관련되는

데, 이 조건에 대한 현재의 일반적인 이해는 이 연구에서 제시되

고 있는 ‘효과적 작용’ 개념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Katsura(1984)는 다르마끼르띠의 ‘바른 지식’의

체계를 실용적 관점과 인식론적 관점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해할 것을 주장하는 중요한 연구로서, 다르마끼르띠의 ‘바른 지식’

의 체계 전반에 대한 명쾌한 설명에 힘입어 널리 참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실용적 관점’에서 이해

함으로써 이 조건에 대한 이해가 현재와 같이 형성된 데에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이 제시하고자 하는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구상함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 두 가지

연구는 Dunne(2004)와 福田洋一(1999)이다. 먼저 Dunne(2004)은

다르마끼르띠 철학의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살

펴보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양성(量性, prāmāṇya)에 관한 고찰에

한 장(章)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 장에서는 다

르마끼르띠의 ‘바른 지식’을 정의하는 부분인 PV I kk.3-8을 데벤

드라붓디의 주석과 샤끄야붓디의 주석을 통해 상세히 분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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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도 아울러 다룬다. 이 연구는 ‘모순되

지 않음’이라는 조건에 대한 현재의 일반적인 이해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중요한 선

행연구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福田洋一(1999)은 다르마끼르띠

의 판단(判斷, adhyavasāya)1) 개념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로, ‘모

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을 진행하지는 않

는다. 하지만 이 연구는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에 대한 새로

운 이해의 단초를 간략한 형태로나마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

의 중요한 선행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상에서 소개한 선행연구들이 거둔 이론적 성과에

기반한다.

III.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의 간접적 충족

'pramāṇa'는 일반적으로 ‘량(量)’으로 한역되는 개념으로, 그 의

미는 크게 ‘바른 지식’, ‘바른 지식의 수단’, ‘바른 지식의 결과’라는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2)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되는 'pramāṇ

1) 'adhyavasāya'에 대한 번역 용어로는 ‘판단(判斷)’ 이외에도 ‘결지(決知)’,

‘가탁(假託)’, ‘결정(決定)’, ‘간접적 결정’(間接的決定) 등 여러 가지가 있다.

'adhyavasāya'는 때로 ‘지각판단’(知覺判斷, sāṃvṛta)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2) ‘바른 지식’(pramāṇa)이라는 용어의 언어적 고찰과 그 개념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小野基(2012)에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바른 지식’의 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모순되지 않음’과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밝힘’이라는

‘바른 지식’의 두 조건은 일반적으로 다르마끼르띠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바른 지식’의 조건을 이 두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한 인물은 다르마끼르띠가 아니라 그의 제자인

데벤드라붓디이며, ‘바른 지식’의 조건을 이 두 가지로 보는 현재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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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의미는 이 세 가지 가운데 ‘바른 지식’이다. ‘바른 지식’은 ‘모

순되지 않음’3)과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밝힘’4)이라는 두 가지 조

건을 충족시키는 지(知)를 말한다.

이 두 조건 가운데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PV에 보이는 다르마끼르띠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바른 지식’은 모순되지 않은 지(知)이다. 모순되지 않음이란 ‘효과적

작용’이 있는 것이다.5)

이에 따르면 '모순되지 않음'은 ‘효과적 작용’(arthakriyā)이라는

개념을 통해 규정된다.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과 ‘효과적 작

용’의 밀접한 관계는 Pramāṇaviniścaya(이하 PVin)에 보이는 다

르마끼르띠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알 수 있다.

두 가지 올바른 지(知)는 지각과 추리이다. 왜냐하면 그 [지각과 추

리] 둘은 행동하는 이로 하여금 대상을 분별한 후 효과적 작용에 대해

모순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6)

정설 또한 후대의 주석자들이 데벤드라붓디의 이러한 정리를 널리

받아들이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 연구는 이 두

조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후대의

주석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서 진행해 나간다.

3) PV Ⅰ k.3a : pramāṇam avisaṃvādijñāna.

본 논문에서는 PV의 내용을 인용함에 있어서 The Pramāṇavārttika of

Ācārya Dharmakīrti with Pramāṇavārttikavṛtti of Manorathanandin(ed.

R. Ch. Pandeya, Delhi, Motilal Banarsidass, 1989) 을 기준으로 하여

장(章) 번호 및 게송 번호를 표기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PV Ⅰ’은

pramāṇasiddhi장을, ‘PV Ⅱ’는 pratyakṣa장을 지칭하는 것이다.

4) PV Ⅰ k.7c : ajñātārthaprakāśo vā.

5) PV Ⅰ k.3abc : pramāṇam avisaṃvādijñānam. arthakriyāsthitiḥ

avisaṃvādanaṃ.

6) PVin I : dvividhaṃ saṃyagjñānam pratyakṣam anumānaṃ ceti. na hy

ābhyām arthaṃ pariccidya pravartamāno 'rthakriyāyaṃ visaṃvād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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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효과적 작용’이라는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

는 점에서 유용성을 갖는 작용을 말한다.7) 따라서 어떤 지(知)가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인간이 그 지

(知)에 기반하여 실제로 행동을 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바른 지식’의 조건인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이 이렇게 충

족되는 것이라면, 어떤 지(知)가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

족시킴으로서 ‘바른 지식’으로 성립하는가의 여부는 그 지(知)에

기반한 행동이 실제로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거두는가의 여

산스크리트 원문은 Dunne(2004) p. 256에서 인용되고 있는

Dharmakīrti's Pramāṇaviniścayaḥ. 1. Kapitel: Pratyakṣam. Einleitung,

Text der tibetischen Übersetzung, Sanskritfragmente, deutsche

Übersetzung, ed. Tilmann Vetter, Wien, Hermann Böhlaus Nachf,

1966의 산스크리트 원문을 다시 인용한 것이다.

7) ‘효과적 작용’에 대한 산스크리트 원어는 ‘대상의 작용’으로 직역될 수

있는 'arthakriyā'라는 복합어이다. 이 'arthakriyā'는 ‘효과적 작용’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인과효력’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는 'arthakriyā'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Nagatomi에 따르면 'arthakriyā'의 한 가지 의미는 'action that serves a

purpose, purposive of useful action'이다. 이러한 의미는 'arthakriyā'라는

복합어를 'prayojanabhūtā kriyā'로 분석한 것(Nagatomi(1967-68) pp.

53~55), 즉 'arthakriyā'를 인식론적 관점에서 풀이한

것이다(Nagatomi(1967-68) p. 72). 이러한 의미의 'arthakriyā'는 PV

I에서 ‘바른 지식’(pramāṇa)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경우

'arthakriyā'는 ‘효과적 작용’이라고 번역된다.

'arthakriyā'의 또 다른 의미는 'the action of thing, its causal

efficiency'이다. 이러한 의미는 'arthakriyā'라는 복합어를 'padārthasya

kriyā'로 분석한 것(Nagatomi(1967-68) pp. 53), 즉 'arthakriyā'를

존재론적 관점에서 풀이한 것이다(Nagatomi(1967-68) p. 72). 이러한

의미의 'arthakriyā'는 PV II에서 자상(自相, svalakṣaṇa)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경우 'arthakriyā'는 보통 ‘인과효력’(因果效力)이라고

번역된다.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arthakriyā'는

그것의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첫 번째 의미, 곧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유용성을 갖는 행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arthakriyā'는 ‘효과적 작용’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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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어떤 지(知)를 ‘바른 지식’으로 확정

하기 위해서는 그 지(知)에 기반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8) 이

러한 인식의 근거가 된 다르마끼르띠의 언급은 아마도 다음 구절

이 아닐까 한다.

지(知) 자신은 스스로 [알려진다.] ‘바른 지식’임은 경험을 통해 [알

려진다.]9)

이 경우 ‘바른 지식’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인간

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場), 곧 경험 세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

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바른 지식’은 순수하게 인식론적인 관

점에서의 지(知)가 아니라 실용적 관점에서의 지(知)로 간주된

다.10) ‘바른 지식’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 ‘바른 지식’을 성립시

키는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인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 곧

‘인간이 그 지(知)에 기반하여 실제로 행동을 했을 때 소기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또한 순수한 인식론적 관점에

서가 아니라 실용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에 대한 현

재의 일반적인 이해를 다시 정리해 보면,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지(知)는 그 지 자체의 속성을 통해 직접적으로 ‘모순되지 않음’이

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知)에 기반하여 그 대

상에 대해 취해진 후속 행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결과로

서의 사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이해에 따른다면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은 인식론적

요소에 의해 충족되는 인식론적 관점에서의 조건이 아니라, 경험

세계에서의 실재 행동에 의해 충족되는 실용적 관점에서의 조건

이 된다.

8) Katsura(1984) p. 223.

9) PV I kk. 6d-7a : svarūpasya svato gatiḥ, prāmānyaṃ vyavahāreṇa.

10) Katsura(1984)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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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간접적 충족의 문제점

다르마끼르띠의 ‘바른 지식’ 체계 안에서 지각(知覺. pratyakṣa)

이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당위성은 명백하

다. 다르마끼르띠의 ‘바른 지식’ 체계에서 지각은 추리(推理, anum

āna)와 함께 ‘바른 지식’으로 인정되는데, 이것은 지각이 추리와

함께 ‘모순되지 않음’과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밝힘’이라는 ‘바른

지식’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이 현재의 일반적인 이해에

따라서만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지각은 자신의 정의를 스스

로 위배하지 않고서는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즉, 어떤 자상

에 대한 어떤 지각은, 다르마끼르띠의 ‘바른 지식’ 체계 안에서 주

어진 자신의 정의를 스스로 위배하지 않는 한, 그 지각에 기반하

여 그 자상에 대해 취해진 후속 행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는 결과로서의 사실에 힘입어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없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각의 측면과 지각의 대상인 자

상의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지각의 제분별성(除分別性)에 위배

먼저, 지각 측면에서의 문제는 지각은 ‘분별이 없다’라는 자신의

근본적인 정의를 위배하지 않는 한, 현재의 일반적인 이해에 따라

규정된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지각은 PV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언급을 통해 정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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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각은 분별이 없는 것이다.11)

지각은 자상(自相, svalakṣaṇa)을 대상으로 하는 지(知)이다. PV

에서 자상은 인과효력을 가지고, 유사(類似)하지 않으며, 언어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이 없으면 그것의 지(知)가 생겨나지 않는 것

으로 설명된다.12) 이 가운데 ‘분별이 없는 것’이라는 지각에 대한

규정과 관련되는 설명은 자상은 언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상은 이를테면 어둠 속에서 만져지는 알 수 없는 어떤 대상과

같다. 그 대상은 어떤 촉감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존재하는 것

은 분명하지만, 어둠으로 인해 어떤 것인지는 잘 식별되지는 않는

다.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해 “A다”, 혹은 “B다”라고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분별 불가능한 자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각 또한 분별이 없는 지(知)가 된다.

그렇다면 과연 지각은 현재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바와 같은 ‘모

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모순되지 않음’에 대한 현재의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어떤

자상에 대한 어떤 지각은 그 지각 자체의 속성을 통해 직접적으

로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

각에 기반하여 그 자상에 대해 취해진 후속 행동이 소기의 목적

을 달성했다는 결과로서의 사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조건을 충

족시킨다.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이러한 과정,

곧 어떤 자상에 대한 어떤 최초의 지각에서 시작하여, 그 지각에

기반하여 그 자상에 대해 취해진 행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

기에 이르는 과정에는 반드시 분별이 개입되어야 한다. 인간이 어

11) PV Ⅱ k. 123a : pratyakṣaṃ kalpanāpoḍhaṃ.

12) PV II kk. 1b-2 : śaktyaśaktitaḥ arthakriyāyāṃ keśādir nārtho

'narthādhimokṣataḥ. sadṛśāsadṛśatvāc ca viṣayāviṣayatvataḥ

śabdasyānyanimittānāṃ bhāve dhīsadasattvat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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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대상과 관련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할 때에는 그 대상

을 인식했을 때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바로

그 대상임을 분별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Hetubindu(이하 HB)에

나오는 다음의 언급은 분별의 이러한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가 불을 보더라도 “이것은 불이고, 물이 아니다”라고 판단(=분별)

하지 않는다면, 머무를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어려운 난국에 처

하게 된다.13)

예를 들어 목이 마른 사람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을

보았을 때 먼저 그것을 물이라고 분별해야 한다. 물이 물임을 알

기 위해서는 그 물의 지각표상을 공상(共相)으로 인식해야 한다.

즉, 물의 지각표상에 대해 ‘저것은 물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아

포하(apoha)14)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 ‘물이다’라고 분별하는 판

단(判斷, adyavasāya)을 해야 한다. 이렇게 물을 물이라고 분별한

그는 그 물을 마시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낼 수 있으

며, 결국은 그 물을 마심으로써 갈증의 해소라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인용한 PV의 지각 정의에 따르면 지각은 분별

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각은 현재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바와

같은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무리 목이 마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에 대한 지각만 갖고는

물을 보고도 물이라고 분별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것(=물)을 마

시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낼 수 없으며, 결국은 그것

(=물)을 마심으로써 갈증의 해소라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

다.

13) HB p. 25* : ayam analaṃ paśyann apy analo 'yaṃ na salilam ity

anadhyavasyan na tiṣṭhen nāpi pratiṣṭheteti dustaraṃ vyasanaṃ

pratipannaḥ syāt.

14) PV II k.30b : anyavyāvṛttilakṣaṇ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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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 곧 지각은 ‘분별이 없다’라는 자신의 근본적인 정

의를 위배하지 않는 한, 현재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바와 같은 ‘모

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 제시

되는 해결책으로는 분별의 기능이 없는 지각이 ‘모순되지 않음’이

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분별을 포함하는 간접지인 지각

판단(知覺判斷, sāṃvrṭa)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견해15)

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가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지각이 지각판단의 도움을 받아야만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그 조

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지각 그 자체가 아니라 지각판단이

된다. 이는 곧 지각 그 자체만으로는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

을 충족시킬 수 없고, 따라서 지각 그 자체는 ‘바른 지식’이 아니

라는 것이 되므로, 지각을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

는 ‘바른 지식’으로 보는 다르마끼르띠의 근본적인 견해와 모순된

다.

또 다른 해결책으로는 지각이라는 ‘바른 지식’을 고찰할 때에는

지각판단의 과정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16)가 있다. 하지만 이

러한 견해 역시 해결책이라고 하기에는 의심스럽다. 지각이 분별

의 기능을 발휘하는 지각판단을 포함함으로써 ‘모순되지 않음’이

라는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본다면, 지각에 분별이라는 기능이 존

재한다는 것이 되므로, ‘지각은 분별이 없는 것이다’라고 지각을

정의하는 다르마끼르띠의 근본적인 견해와 모순된다.

15) Katsura(1984) p. 230.

16) 北原裕全(1996) 말미의 부기(附記)에 따르면 이 주장은 沖和史

ダルモーッタラの 量量果非別体論 , 原始仏教と大乗仏教:
渡辺文麿博士追悼記念論集 下, 京都, 永田文昌堂, 1993, pp. 119-136에
근거하는 것 같다. 필자는 沖和史의 이 논문을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흥미로운 주장이라고

생각되기에 北原裕全의 전언에 의지하여 여기에 언급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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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상의 찰나멸성(刹那滅性)에 위배

다음으로, 자상 측면에서의 문제는 자상은 ‘찰나멸한다’는 자신

의 근본적인 정의를 위배하지 않는 한, 현재의 일반적인 이해에

따라 규정된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각의 대

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찰나멸론은 불교의 근본적인 이론 가운데 하나17)로 여러 논사

들에 의해 연구된 개념이다. 찰나멸론을 둘러싼 오랜 이론사에서

특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은 다르마끼르띠이다. 찰나멸

론과, 그 찰나멸론에 기반한 인과효력(arthakriyā) 개념을 통해 존

재를 정의한 최초의 인물18)이 그였기 때문이다.19) 찰나멸로서 존

재를 정의하는 언급은 HB에 나온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순간적이다.20)

17) “비구여, 제행(諸行)은 허깨비와 같고 불꽃과 같으니 찰나에 기울고

쇠퇴하는 것이다.”(雜阿含經 권11(大正藏 권2, p. 72하) 比丘.
諸行如幻․如炎. 刹那時頃盡朽)와 같은 구절, 그리고 “모든 유위법은 모두

찰나에 존재한다. 이 이치는 지극히 잘 성립하니, 후[찰나]에는 반드시

[멸해서] 사라지기 때문이다.”(阿毘達磨俱舍論 권13(大正藏 권29, p.
67하) 諸有爲法皆有刹那. 其理極成, 後必盡故.)와 같은 구절은 찰나멸론에

입각한 불교의 존재론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다.

18) 다르마끼르띠는 독자상을 정의하기 위해 인과효력을 개념을 이용한 첫

인물이었던 같다. 디그나가의 경우 독자상을 자상으로부터 준별하는

업적을 남기긴 했지만 자상에 대한 설명은 “그 자체로서 인식되어야만

하고 언어표현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자상에 대해 충분히 규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桂紹隆(1984) pp.

106-107 참조.

19) 다르마끼르띠가 찰나멸론에 입각하여 존재를 인과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한 이후로 불교 논리학에서는 찰나멸 논증이 매우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다. 찰나멸을 둘러싸고 다르마끼르띠 이후의 불교논리학파가

전개했던 복잡다단한 논쟁은 결국 “존재하는 것은 순간적이다.”(yat sat

tat kṣaṇikam)라는 간단한 명제를 어떻게 논증할 것인가의 문제로

수렴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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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효력으로서 존재, 곧 승의유를 정의하는 구절은 PV에 나온

다.

인과효력을 갖는 것은 승의유의고, 다른 것은 세속유이다. 이 둘은

자상(自相)과 공상(共相)이라고 한다.21)

위의 두 구절에 나타난 다르마끼르띠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자

상은 인과효력22)을 갖는 것이고, 자상이 인과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찰나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르마끼르띠는 지각의 과정을 자상과 지(知) 사이의 인과 관계

로 해석하는데, 자상은 자신이 존재하는 어떤 한 찰나에 자신의

형상(形相, rūpa)을 어떤 사람의 지(知)에 투사시킴으로써, 바로 그

다음 찰나의 그 사람의 지(知)에 자신의 형상과 동일한 행상(行相,

ākāra)이 현현하게 하는 원인으로서 작용한다.23) 다르마끼르띠가

승의유, 곧 자상을 규정하는 데 사용하는 인과효력의 구체적인 의

미는 이러한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정의에 따르면 자상이라는 것은 인과효력을 갖

20) HB p. 4* : yat sat tat kṣaṇikam eva.

21) PV Ⅱ k.3 : arthakriyāsamarthaṃ yat tad atra paramārthasat, anyat

saṃvṛtisat proktaṃ. te svasāmānyalakṣaṇe.

22) 자상을 규정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인 인과효력은

Nagatomi(1967-68)에서 제시되는 'arthakriyā'라는 복합어가 갖는 두

가지 의미 가운데 두 번째 것, 곧 어떤 인과 관계에서 원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Nagatomi(1967-68) pp. 56~57).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주 7번을 참조할 것.

23) 주의할 것은 경량부의 유형상지식론, 그리고 경량부의 유형상지식론을

차용한 다르마끼르띠의 지각론에 있어서 지각이라는 현상, 곧 외계에

존재하는 자상의 형상이 지(知) 행상으로서 현현하는 현상은 지(知)가

자상에 대해 어떤 인식 작용을 능동적으로 한 결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아이가 자라나면서 부모의 모습과 점점 닮아갈 때

아이가 부모 모습을 “취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아이가

“취했다”는 행동을 능동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과 같다. 戸崎宏正(1989)

p. 1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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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므로 찰나멸하는 것이다. 즉, 어떤 찰나에 자신의 형상(形

相, rūpa)을 어떤 사람의 지(知)에 투사시킨 자상은 바로 그 다음

찰나의 그 사람의 지(知)에 자신의 형상과 동일한 행상(行相, ākār

a)이 현현하게 되는 순간에는 이미 소멸해 버리고 없다.

그렇다면 과연 자상은 현재의 일반적인 이해에 따라 규정된 ‘모

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까?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에 대한 현재의 일반적인 이해에 따

르면, 어떤 찰나에 어떤 자상에 대해 일어난 어떤 지각이 ‘바른 지

식’으로서 성립하는 시점은 그 자상에 대해 그 지각이 일어난 바

로 그 찰나가 아니라 그 찰나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의 어느 한 찰나가 된다. 왜냐하면 어떤 찰나에 어떤 자상에

대해 일어난 어떤 지각이 실제로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가 그 지각에 기반하여 그 자상에 대해 취해진

후속 행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최초의 지

각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많든 적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에 대한

현재의 일반적인 이해가 타당한 것이 되려면, 어떤 찰나에 어떤

자상에 대해 일어난 어떤 지각이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바른 지식’으로 성립하는가의 여부는 그 지(知)가

발생한 찰나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그 지각에

기반하여 그 자상에 대해 취해진 후속 행동이 실제로 소기의 목

적을 달성하는가의 여부에 의해 시간적 격차를 극복하고 결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은 어떤 찰나에 일어난 어떤 지각의 대상이

되는 자상과,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그 지각에 기반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진 행동의 대상이 되는

자상이 동일한 것일 때에만 가능하다. 만약 그 두 자상이 서로 다

른 두 자상으로서의 자상A와 자상B라고 한다면, 자상B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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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해진 행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을 가지고 자상A를 대상으로 하는 지각이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한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목마름

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찾아 헤매던 어떤 사람이 어떤 찰나의 어

떤 자상으로서의 물을 지각하고, 그 지각에 기반하여 그 자상으로

서의 물을 마심으로써 목마름의 해소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

으로써 물에 대한 그의 최초의 지각이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

건을 충족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가 최초로 지각한 그 찰나의

자상으로서의 물과 그가 자신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로

마시게 되는 자상으로서의 물이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자상에 대한 다르마끼르띠의 정의를 따른다면, 어떤 지

각의 대상이 되는 어떤 찰나의 어떤 자상은 오직 그 찰나에만 존

재했다가 즉시 소멸해 버린다. 따라서 최초의 지각에 기반한 후속

행동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행동의 대상이 되는 자상은 최초

의 지각의 대상이 되었던 자상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예를 들

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찾아 헤매던 어떤 사람이 비로

소 찾아낸 그 바로 찰나의 자상으로서의 물은 오직 그 찰나에만

존재했다가 즉시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의 목마름

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로 마시게 되는 자상으로서의 물은 그 사

람이 비로소 찾아낸 바로 그 찰나의 자상으로서의 물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모순되지 않음’에 대한 현재의 일반적인 이해에 따라,

어떤 찰나에 어떤 자상에 대해 일어난 어떤 지각은 그 지각 자체

의 속성을 통해 직접적으로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

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각에 기반하여 그 자상에 대해 취해진 후

속 행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결과로서의 사실을 통해 간

접적으로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본다면, 그

지각의 대상이 되는 자상은 찰나멸이라는 본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 곧 자상은 ‘찰나멸한다’는 자신의 근본적인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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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하지 않는 한, 현재의 일반적인 이해에 따라 규정된 ‘모순되

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

키게 해 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이라는 것은 찰나멸하는 세계,

감각의 대상으로서의 세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연속체(conti

nuum)로서의 세계, 분별의 대상으로서의 세계를 염두에 둔 것이

며, 이러한 관점에서 선다면 지(知)의 대상의 동일성과 지속성이

보존될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여기서 ‘대상의 동일성과 지

속성이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최초의 지(知)의 대상과, 어

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그 최초의 어떤 지(知)에 기반하

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진 행동의 대상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이

러한 대상의 동일성과 지속성을 통해, 어떤 찰나에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지(知)가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바른 지식’으로 성립하는가의 여부는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최

초의 지(知)가 발생한 찰나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다

음에 그 최초의 어떤 지(知)에 기반하여 그 최초의 지(知)의 대상

에 대해 취해진 행동이 실제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가의 여부

에 의해 시간적 격차를 극복하고 결정될 수 있다.24)

다르마끼르띠의 직제자로 여겨지는 데벤드라붓디25) 또한 PV에

대한 자신의 주석서인 Pramāṇavārttikapañjikā(이하 PVP)에서 이

와 비슷한 견해를 제시한다. PVP에서 그는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어떤 지(知)가 최초로 일어나는 순간의 그 지(知)의 대상과, 그 지

(知)에 기반하여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취해지는 행동의 대

상은 구분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그 두 대상을 시간적인

24) Katsura(1984) pp. 222-223.

25) 데벤드라붓디는 다르마끼르띠의 직제자로 여겨지는 인물이다. 따라서

다르마끼르띠의 PV에 대한 그의 주석서 Pramāṇavārttikapañjikā는

PV에 대한 여타 주석서들에 비해 다르마끼르띠의 생각을 잘 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戸崎宏正(1979) 상권 p. 30 본문 및 각주 77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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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대상에 대해 행동을 취한다고 이야

기한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 두 대상은 다른 것이지만, 비

유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해 취해지는 행동

은 그 행동이 기반하고 있는 최초의 지(知)의 대상을 자신의 대상

으로 한다고도 말한다.26)

물론 이러한 견해들은 다르마끼르띠의 ‘바른 지식’ 체계를 실용

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사례로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

해가 단순히 ‘실용적 관점’이라는 명분만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

여질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견해는 대상의 동일성과 지속성이 보존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통해,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바른 지식’의 조건을 현재와 같이 이

해했을 경우 생겨나는 찰나멸론과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다. 하

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결국은 자상으로 수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자상은 찰나멸로서 정의되는 것이며, 따라서

동일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들은 찰나멸

하는 존재라는 자상의 근본적인 정의를 외면함으로써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V.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의 직접적 충족

앞에서는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현재와 같이 이해했을

때 봉착하게 되는 문제를 지각의 제분별성(除分別性)에 위배된다

는 측면과 자상의 찰나멸성(刹那滅性)에 위배된다는 측면에서 각

26) Dunne(2004) pp. 285-286에 실린 Tshad ma rnam 'grel kyi 'grel pa

[=Pramāṇavārttikapañjikā], tr. Subhutiśrī and Oge ba'i blo gros. Bstan

'gyur, Sde dge edition. Tshad ma, Vol. Che, la-326b. Reproduced in

Barber, Vol. 46, 2b2ff에 대한 영어 번역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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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살펴보았다.

사실 이 문제는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현재와 같이 이

해할 경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다

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일단 지각의 제분별성에 위배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문제는 어떤 지각이 현재와 같이 이해된 ‘모

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별이

개입되어야 하는데, 지각 자체는 그러한 분별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다. 다음으로 자상의 찰나멸성에 위배된다는 측면에

서 본다면, 이 문제는 어떤 지각이 현재와 같이 이해된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대상인 자상이 동일

성과 지속성을 갖는 것이어야 하는데, 분별을 포함하지 않는 지각

의 대상인 자상은 분별에 의해서만 인식될 수 있는 동일성과 지

속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다.

그렇다면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분별

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현재의 일반적

인 이해에 따를 경우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은 어떤 지(知)에

기반하여 취해진 후속 행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결과로

서의 사실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다른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다면, 분별을 개입시키기 않고도 이 조건의 충

족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

아래에서는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다른 어

떤 것’으로 지(知) 자체의 두 가지 고유한 속성, 곧 ‘능력’이라는

속성과 ‘실재와의 결합’이라는 속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모순

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지(知) 자체의 이 두 가지 고유한 속성에

의해 직접적으로 충족되는 조건으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된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은 그 자신의 충족을 위해 더 이상 분

별의 개입을 요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조건을 현재와 같이 이

해했을 때 봉착하게 되는 지각의 제분별성에 위배된다는 문제와

자상의 찰나멸성에 위배된다는 문제도 피해갈 수 있다.



다르마끼르띠의 ‘모순되지 않음’(avisaṃvādin) 일고 ∙ 45

1. ‘능력’을 통한 충족

먼저,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은 어떤 지(知)에 기반하여 취

해진 후속 행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결과로서의 사실에

의해 간접적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에 기반하여 취해

진 후속 행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지(知) 자체의 고유한 속성에 의해 직접적으로 충족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데벤드라붓디의 PVP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보자.

‘바른 지식’의 모순되지 않음은 누군가가 그 ‘바른 지식’을 통해 의

도한 대상을 반드시 획득한다는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은

그것은 누군가가 그 ‘바른 지식’을 통해 오직 의도한 대상을 획득한다

는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군가가 행동할 때, ‘바른 지식’은 그

로 하여금 그 대상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27)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데벤드라붓디 역시 어떤 지(知)

가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는 그 지(知)

에 기반하여 경험세계에서 취해진 행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

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일반적 이해에 따랐던 면이

있다. 데벤드라붓디는 위의 논의에 있어서도 ‘모순되지 않음’이라

는 조건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요소 가운데 ‘획득’이라는 사건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에 대한 일반적

이해에서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는 ‘의도한 대상을

반드시 획득’한다는 것과 ‘오직 의도한 대상을 획득’한다는 것을

27) Dunne(2004) pp. 285-286에 실린 Tshad ma rnam 'grel kyi 'grel pa

[=Pramāṇavārttikapañjikā], tr. Subhutiśrī and Oge ba'i blo gros. Bstan

'gyur, Sde dge edition. Tshad ma, Vol. Che, la-326b. Reproduced in

Barber, Vol. 46, 3a2ff의 해당 부분에 대한 영어 번역을 다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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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는 독특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위의 인용 가운데 ‘의도한 대상을 반드시 획득’한다는 것과 ‘오

직 의도한 대상을 획득’한다는 것은 ‘의도한 대상을 획득’(abhimat

ārthasya prāpaṇam)이라는 표현을 공통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두 표현은 ‘의도한 대상을 획득’이라는 공통 기반로서

의 표현 안에서 저마다 상이한 요소가 강조됨으로써 만들어진 표

현들이고, 바로 그 점으로 인해 저마다의 의미도 달라지게 된다.

먼저, ‘의도한 대상을 반드시 획득’은 ‘의도한 대상을 획득’이라

는 표현에서 ‘획득’에 해당하는 'prāpaṇam' 뒤에 'eva'를 붙인 'a

bhimatārthasya prāpaṇameva'라고 볼 수 있다.28) 이 경우, ‘모순

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은 ‘의도한 대상을 획득’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이지만, 그 충족에 있어서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의

도한 대상’이 아니라 ‘획득’이다.

다음으로, ‘오직 의도한 대상을 획득’은 ‘의도한 대상을 획득’이

라는 표현에서 ‘의도한 대상’에 해당하는 'abhimatārthasya' 뒤에

‘eva’를 붙인 'abhimatārthasyaiva prāpaṇam'라고 볼 수 있다.29)

이 경우에도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은 ‘의도한 대상을 획득’

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이지만, 그 충족에 있어서 보다 결정적인 역

할을 하는 것은 ‘획득’이 아니라 ‘의도한 대상’이다.

데벤드라붓디에 따르면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은 ‘의도된

대상을 반드시 획득’한다는 사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의도한

대상을 획득’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충족된다. 즉, ‘모순되지 않음’

이라는 조건의 충족을 위해서는 ‘의도된 대상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획득’보다는 ‘의도된 대상’이 더 결

정적인 역할을 한다.

‘의도한 대상’에 대한 이러한 강조가 갖는 의미 위에서 인용한

PVP의 구절에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28) Dunne(2004) p. 286.

29) Dunne(2004) p.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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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바른 지식’의 ‘바른 지식’으로서의 속성은 누군가로 하여금

의도한 대상을 획득하게 하는 그것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것이 누군가로 하여금 그것을 얻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다. 바로 그러한 능력이 ‘바른 지식’의 모순되지 않음이라고 말해지

기 때문에, ......30)

여기서 데벤드라붓디는 앞에서 인용했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를

뿐만 아니라,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에 대한 일반적 이해에서

도 이탈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바른 지식’으로서의 속성, 곧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의 충족은 ‘의도한 대상을 획득하게 하

는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앞에서 인용했던 내용에서 데벤드라붓디가 ‘의도한 대상’을 강

조했던 것은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이 ‘의도한 대상을 획득하

게 하는 능력’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

해서였다. 데벤드라붓디에 따르면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의

충족에 있어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의도한 대상을 획득’한

다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의도한 대상’ 그 자체였다. 그렇다면 어

떤 지(知)는 그 지(知)에 기반한 행동이 ‘의도한 대상을 획득’했다

는 결과로서의 사실에 의지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모순되지 않

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知)에 기반하여 취

해진 후속 행동으로 하여금 ‘의도한 대상’을 획득하게 하는 능력

이라는 자신의 속성에 의지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 조건을 충

족한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30) Dunne(2004) pp. 285-286에 실린 Tshad ma rnam 'grel kyi 'grel pa

[=Pramāṇavārttikapañjikā], tr. Subhutiśrī and Oge ba'i blo gros. Bstan

'gyur, Sde dge edition. Tshad ma, Vol. Che, la-326b. Reproduced in

Barber, Vol. 46, 3a2ff의 해당 부분에 대한 영어 번역을 다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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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재와의 결합’을 통한 충족

또한,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은 어떤 지(知)에 기반하여 취

해진 후속 행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결과로서의 사실에

의해 간접적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자상(自相)이라는 실재와

결합되어 있다는 지(知) 자체의 고유한 속성에 의해 직접적으로

충족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바른 지식’은 보통 ‘모순되지 않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밝

힘’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다음과 같

은 형태로 설명되기도 한다.

취하거나 거부할 것에 대한 인간 행동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바

른 지식’이다.31)

‘바른 지식’이 인간 행동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HB

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실재에 기반함으로써 ‘바른 지식’으로 확정되기 때문에...32)

즉, ‘바른 지식’은 실재에 기반하기 때문에 인간 행동, 이를테면

그 ‘바른 지식’에 기반하여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지는

행동의 원인으로서 확정되고 또 그렇게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바른 지식’과 실재 간의 이러한 관계에 입각할 때 눈길을 끄는

것은 福田洋一(1999)에서 제기되는 주장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어

떤 지(知)가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가의 여부는

그 지(知)에 기반하여 취해진 행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가의

31) PV I k. 5bcd : dhīpramāṇatā pravṛttes tatpradhānatvāt

heyopādeyavastuni.

32) HB p. 3* : vastvadhiṣṭhānatvāt pramāṇavyavasthāyā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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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知)가 실제 대상과 결

합(pratibandha)된 것인가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33) 福田洋一

(1999)에서 이러한 주장에 대한 문헌적 근거로서 제시되는 것은 P

VSV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다.

대응은 그것(=대상)과 떨어질 수 없음에 의한 것이고, 나타나는 것

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34)

福田洋一은 ‘대응’(saṃvāda)을 ‘제합성(齊合性)’으로 번역하는데,

이 제합성을 ‘모순되지 않음’(avisaṃvāda)이라는 의미로 본다.35)

그리고 ‘떨어질 수 없음’(nāntarīyakatā)을 결합(pratibandha)이라

고 본다. 따라서 이 해석에 따르면 어떤 지(知)는 ‘모순되지 않음’

이라는 조건을 대상과 결합되어 있다는 속성으로써 충족하게 된

다. 福田洋一(1999)에서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PVin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언급도 이와 함께 살펴보면 좋을 듯하다.

[추리는] 착오라 하더라도, 대상과의 결합으로 인해 그것(=대상)에

서 일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바른 지식’이다.36)

앞서 인용한 PVSV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PVin의 이 언급 또한

어떤 지(知)는 착오지라 하더라도 대상과 ‘결합’함으로써 ‘바른 지

식’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PVSV와 Pvin에서 언급되는 바를 하나로 통합하면 어떤 지(知)

는 추리와 같은 착오지라 하더라도 먼저 실재와의 결합을 통해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다음으로는 그러한 조

건 충족을 통해 ‘바른 지식’이 된다는 것이 된다.

33) 福田洋一(1999) p. 95.

34) PVSV p. 49 : tannāntarīyakatayā tu saṃvādo na pratibhāsāpekṣī.

35) 福田洋一(1999) p. 94.

36) PVin p. 25 : bhrāntir apy arthasambandhena tadavyabhicārāt

pramāṇ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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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능력’ 또는 ‘실재와의 결합’의 적용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이 이와 같이 ‘능력’ 또는 ‘실재와의

결합’이라는 지(知) 자체의 고유한 속성에 의해 직접적으로 충족

되는 것이라면,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지가 ‘모순되지 않음’이라

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점은 굳이 그 지(知)에 기반하여 그 지

(知)의 대상에 대해 경험세계에서 취해진 행동이 의도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이 될 필요가 없다.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지가 그러한 ‘능력’ 또는 ‘실재와의 결합’이라는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상 그 대상에 대한 그 지(知)가 최초의 지각으로서 현현

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그 지(知)에 기반하여

경험세계에서 취해진 행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취해본 결과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지(知)가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

는 것이 이와 같이 ‘능력’ 또는 ‘실재와의 결합’이라는 지(知) 자체

의 속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지(知)에 기반하여 취해

진 행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지(知)가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지(知)가 ‘모순되

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는 그 지(知)에 기반한

어떤 행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지기 이전에, 즉

그 지(知)가 지각으로서 최초로 현현하는 순간에 그러한 ‘능력’ 또

는 ‘실재와의 결합’이라는 속성을 갖게 되는가의 여부에 의해 이

미 결정되기 때문이다.

어떤 지(知)가 지각으로서 최초로 현현하는 순간에 그 지(知)가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

이라면, 그 충족 여부는 더 이상 그 지(知)에 기반하여 취해진 행

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가의 여부를 인식하는 후속 지(知)에

의해 확증될 필요가 없어진다.37) 앞에서 문제가 된 분별은 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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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지(知)에 의한 확증에 이르는 과정에서 개입되는 것이므로, 이

과정이 사라지면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의 충족에 분별이 개

입될 필요가 없어진다.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이 분별이 개입

되지 않고도 충족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충족에서는 지각의

제분별성에 위배된다는 문제와 자상의 찰나멸성에 위배된다는 문

제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VI. 결론

본 논문은 다르마끼르띠가 제시하는 ‘바른 지식’의 두 가지 조

건 가운데 하나인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앞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간

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에 대한 현재의

일반적인 이해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지는 그 지(知) 자체의 속성을 통해 직접적으로 ‘모순되지 않음’이

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知)에 기반하여 그 대

상에 대해 취해진 후속 행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결과로

서의 사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심

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다르마끼르띠에 의하면 지각은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知)이지만, ‘분별이 없다’라는

자신의 근본적인 정의를 위배하지 않고는 현재와 같이 이해된 ‘모

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또 지각의 대상인

자상 역시 ‘찰나멸한다’라는 자신의 근본적인 정의를 위배하지 않

37) Dunne(2004) p.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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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

을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순되지 않음’이

라는 조건에 대한 현재의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이 조건은 어

떤 지에 기반하여 취해진 후속 행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결과로서의 사실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충족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건은 지(知) 자체의 속성을 통해 직접적으로 충족되는 것으

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때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

키는 지(知) 자체의 속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

나는 어떤 지가 발생의 순간부터 고유하게 갖는 ‘능력’이라는 속

성, 곧 그 지(知)에 기반하여 취해진 어떤 행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속성이다. 다른 하나는 어떤 지

가 발생의 순간부터 고유하게 갖는 ‘실재와의 결합’이라는 속성이

다.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이 지(知) 자체의 이 두 가지 속성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면, 현재의 일반적인 이해에 따라 ‘모순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이해할 때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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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sideration about Dharmakīrti's Condition

of ‘avisaṃvādin’

Kwon, Soonbeom

Dongguk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finding a new way to under-

stand the condition of 'not to be contra-

dictory'(avisaṃvādin) which is one of the two conditions of

'correct knowledge'(pramāṇa).

According to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the

condition of 'not to be contradictory', what satisfies the

condition is not the intrinsic property of the knowledge it-

self but the consequent fact that the action taken on the

basis of the knowledge has concluded in accomplishing the

actor's purpose.

But, if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the condition

of 'not to be contradictory' is adopted, two serious prob-

lems with regard to perception(pratyakṣa) and single partic-

ular(svalakṣaṇa) come up. One is that perception cannot

help violating its own definition of 'not to have conceptual

cognition' to satisfy the condition. The other is that single

particular cannot help violating its own definition of 'to be

momentary' to be the object of perception which satisfies

the condition.

At this point, the necessity to understand the condition

of 'not to be contradictory' in other way comes to pass.

According to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the condition of

'not to be contradictory', the condition is indirectly satisfied

by the consequent fact that the action taken on the ba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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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nowledge has concluded in accomplishing the actor's

purpose. But the condition may be understood as what is

directly satisfied by intrinsic property of knowledge. In this

case, there are two intrinsic properties of knowledge which

can satisfy the condition of 'not to be contradictory'. One is

'capability' of a knowledge to make the action taken on the

basis of the knowledge conclude in accomplishing the ac-

tor's purpose. The other is 'bond' between a knowledge

and a real existence.

If the condition of 'not to be contradictory' is satisfied

by these two intrinsic properties of knowledge, the two

problems - violating the definition of perception('not to be

contradictory') and violating the definition of single partic-

ular('to be momentary') - can be avoided.

Keywords : Dharmakīrti, pramāṇa, arthakriyā, avisaṃvā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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