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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식’에 관한 유식학파와 중관학파의 논쟁*

김성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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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따락시따]

7세기 불교인식론의 거장인 다르마끼르띠는 모든 인식은 知 자신의

인식, 즉 自己認識(svasaṃvedana)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우

리가 실제로 인식하는 것은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識 속에 나타난 대상

의 형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나타난 대상의 형상을 파악한

다는 점에서 모든 인식은 知 자신의 자기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러한 자기인식의 논리는 유식학파의 이론으로 정교하게 자리잡게 된다.

반면 중관학파에게 있어서는 유식학파를 비판하는 핵심적 대상으로 떠

오른다.

본 논문은 자기인식을 매개로 하여 유식학파와 중관학파의 입장을

비교함으로써 유식학파와 중관학파의 대립구도를 명확히 살펴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자기인식에 관한 비판과 옹호가 그들의 교리적 입장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유식학파는 자기인식의 이론을 전개하여 외부대상의 부정이라는 유

식성의 논증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고 있다. 중관학파인 짠드라끼르띠는

자기인식은 언설에 있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후기중관학파인 산따락시따는 ‘엄밀한 검토를 하지 않는

한 인정할 만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세속적 차원에서 자기인식을

용인하는 수용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본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1022110).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외래강사. stone03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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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머리말

불교인식론의 거장인 다르마끼르띠(Dharmakīrti, 약 600～660

년)는 모든 인식은 知 자신의 인식, 즉 自己認識(svasaṃvedana)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외부에 있

는 대상이 아니라, 知 혹은 識 속에 나타난 대상의 형상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대상의 형상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모든

인식은 知 자신의 자기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자기인식의 이론은 大衆部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

다.1) 그들은 마음[心]과 마음작용[心所]은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는데, 이 때 ‘등불’이 그러한 주장의 비유로서 제시된

다. 등불이 다른 것과 함께 그 자신을 비출 수 있는 것처럼, 知는

다른 것과 함께 그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2) 이러한 자

기인식의 이론은 디그나가와 다르마끼르띠에 의해 체계적으로 성

립된다. 이후 이것은 불교사상가들에 의해 보다 정치한 이론으로

전개되며, 불교사상사의 핵심적인 논의주제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

게 된다.

유식학파에게 있어서 자기인식의 이론은 외부대상의 부정을 통

해 삼계에 속하는 모든 것은 오직 識일 뿐이라는 것, 즉 唯識性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반면에 이러한 주장은 중관

학파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일체법의 무자성을

주장하는 그들에게 識만이 있다거나 자기인식이 있을 뿐이라는

주장은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외계대상의 부정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바수

반두 이후 디그나가-다르마끼르띠-샤끼아붓디 계열의 유식학파

1) Yao(2005) pp. 6-7.

2) 대비바사론, T 27, p. 42c. 자기인식과 등불의 비유에 관해서는
김성옥(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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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3) 중관학파의 입장은 나가르주나 이

후 짠드라끼르띠와 산따락시따의 문헌을 통해 검토해 볼 것이다.

자기인식을 매개로 유식학파와 중관학파의 입장을 고찰함으로써

그들의 대립구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인식에 관한 유식학파와 중관학파의 대립이 그들의 교리적

입장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학적 체계

의 어떤 맥락 속에서 그들은 자기인식을 옹호하고 혹은 비판하였

는가’ 이 문제를 몇몇 논사들의 문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

는 것에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특히 후기중관학파인 산따락시따

의 수용적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중관과 유식이라는 사상적 대척

점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 초기불교 이래로 지속된 諸法無我의

가르침을 논증하고자 했던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Ⅱ. 유식학파의 자기인식론 성립과 전개

1. 유식학파의 입장

유식학파의 또 다른 이름인 유가행파(Yogācāra)는 요가를 수습

하는 수행자들을 가리킨다. 외진 곳에서 홀로 명상하며 수행하던

그들은 선정 수행을 닦는 도중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여러 가지

영상(pratibimba)이 마음 밖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

게 된다. 해심밀경에서 미륵보살이 “세존이시여, 모든 위파사나
사마타에서 나타나는 영상은 그 마음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아니

3) 오버밀러(E. Obermiller)는 아상가-바수반두 계열을 ‘聖敎에 수순하는

유식학파’라 이름하고, 디그나가-다르마끼르띠 계열을 ‘論理에 수순하는

유식학파’로 부르기도 한다. 桂紹隆(1969) p. 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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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른 것이 없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붓다는 “선남자여, 다른

것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영상은 오직 識일뿐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한다.4) 사마타 속에 나타나는 영상은 식이 현현

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유가행자들의 이러한 체험은

유식사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그것을 일상적 경험의 문제

까지 관철시키면서 유식사상은 본격적으로 확립되었을 것으로 보

인다.

유식학파에 의하면, 우리에게 인식되는 현상세계는 오직 識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일 뿐(vijñaptimātra)이다. 이러한 唯識의 깨달

음은 대상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외부의 대

상이 아니라, 대상처럼 현현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자각시키고 있

다. 따라서 唯識에 대한 논리적 증명은 먼저 외부대상의 실재성

비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5)

우선 바수반두는 유식이십론에서 인식의 대상으로 현현하는

것은 식 밖에 있는 외부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마치 꿈속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증명하

기 위해 그는 극미들이 모여서 물질[色]을 이룬다고 주장하는 바

이쉐시카 유부 경량부의 학설을 하나하나 논파해간다.6) 극미(par

amāṇu)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질의 궁극적인 요소를 말한

다. 그런데 여러 극미가 모여서 사물을 이룬다면, 하나의 극미에

4) 해심밀경 분별유가품 , T 16, p. 698ab: 慈氏菩薩復白佛言. “世尊,
諸毘鉢舍那三摩地所行影像 彼與此心當言有異當言無異?” 佛告慈氏菩薩曰,

“善男子, 當言無異. 何以故. 由彼影像唯是識故.”

5) 외경실재론에 대한 비판이 다뤄지는 논서로는 바수반두의 유식이십론,
디그나가의 관소연연론, 산따락시따의 따뜨바상그라하 외부대상에
대한 고찰 등을 들 수 있다. 바수반두가 극미설 등을 통해 외경실재론을

비판하고 유식설을 확립시켰다면, 디그나가는 불교인식론의 입장에서

인식대상을 고찰함으로써 외경실재론을 비판한다. 또한 산따락시따는

중관학파의 승의적 입장에서 외경실재론에 대한 비판을 심화시키고 있다.

6) Vś 11 참조: na tadekaṃ na cānekaṃ viṣayaḥ paramāṇuśaḥ,

na ca te saṃhatā yasmāt paramāṇur na sidhy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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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서 남 북 상 하의 극미들이 결합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

렇다면 극미는 그 자신의 한 부분이 다른 극미와 접촉하게 된다.

이처럼 극미의 한 부분이 다른 극미와 접촉하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이라는 극미 자체의 정의에 위배되고 만다.

반면 극미의 접촉이 부분을 갖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극미에 또 다른 극미가 완전히 겹쳐져 부피를 갖는 사물

을 형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극미가 결합하는 방식 그

어느 것을 따져보아도, 여러 극미가 모여서 사물을 형성한다는 주

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외부대상을 상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대상에 대한 인

식을 설명할 수 있는가. 바수반두에 의하면, 외부대상은 중생 자

신에게 있는 내부의 습기가 성숙함에 따라, 마치 그것이 외부에

실재하는 것처럼 현현하는 것이다. 내부의 습기(antarvāsanā)란

앞선 행위로 인해 남겨진 영향력을 말하는데, 알라야식 속에 저장

된 종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내부의 습기가 성숙한 결과, 어떤 계

기를 만났을 때 마치 씨앗에서 싹이 트듯이 형상을 가진 하나의

인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중생들의 일상적 인식은 ‘누군가에 의하여 무엇을 파악한다’라

고 하는 주관과 객관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이 세계를

실재하는 주관과 실재하는 대상으로 구분하는 오랜 관념은 그것

에 대한 집착을 부르고 괴로움의 세계에 빠지게 만든다. 따라서

유식학파는 주관과 객관으로 구분된 이 세계는 허망분별에 의하

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렇다면 허망분별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바수

반두는 “마음 밖에 지각되는 것이 없을 때, 보는 것도 파악하는

것도 집착하는 것도 없게 된다”7)고 설명하고 있다.

바수반두 이후에 유식학은 인식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분석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되고, 識에 관한 독자적인 이론을 전개하게 된

7) Tś 28: bahiś cittān nopalabhate na paśyati na gṛhṇāti nābhiniviś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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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식대상은 외부에 있는 사물이 아니라, 識 속에 있는 습기가

외부대상처럼 현현한 것이며, 인식주관과 인식대상 모두 識일 뿐

이라는 유식학파의 주장은 결국 모든 인식은 ‘그 자신의 자기인

식’일 뿐이라는 자기인식론을 향하게 된다.

2. 자기인식론의 성립

불교인식론의 대표적 인물인 다르마끼르띠를 어떤 학파에 귀속

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학계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체르밧

츠키(Stcherbatsky) 이후 학계의 경향은 그를 경량유가행파로 보

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사키 히로마사(戶崎宏正) 역시 다르마끼르

띠가 개인적으로는 유식학파의 학설을 따르지만, 방편으로서는 경

량부의 학설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8) 어느 쪽이든 그의 불

교사상을 유식학파로 규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특히

다르마끼르띠의 대표적 저술인 量評釋(Pramāṇavārttika)에 보이
는 자기인식의 이론은 유식성의 체득을 위한 인식론적 차원의 해

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디그나가(Dignāga, 약 480〜540년)의 觀所緣緣
論(Ālambanaparīkṣā)에서 사상적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소연

연에 관한 고찰’이라는 이 논서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디그나가는

인식의 대상인 소연연은 과연 무엇인가를 문제 삼는다. 안식 등의

대상이 외부에 있는 사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식대상을

극미 혹은 극미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왜 그러한가.

외부대상이 없을지라도, ‘내부에 있으면서 외부[대상]처럼 현현하는

8) 戶崎宏正(1979)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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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바로 그것이 소연연이다.9)

디그나가에 의하면, 인식의 대상은 결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

다. 그 대상이 없을지라도 識 내부에 있으면서 외부대상처럼 현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식대상인 소연연이다. 그가 이처럼 외부

대상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서도 인식의 과정을 해명함으로써

외경실재론 비판을 통한 유식학적 토대가 마련된다. 또한 외부대

상처럼 현현하는 識 내부의 것이 인식대상으로 정의되면서, 결과

적으로 인식은 그 자신의 인식 즉 ‘자기인식’과 다르지 않은 것이

된다. 자기인식이라는 용어가 이처럼 술어적으로 사용된 것은 디

그나가에 와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10)

디그나가가 제시한 유식학적 토대 위에서 다르마끼르띠는 자기

인식을 체계적으로 논증하기 시작한다. 먼저 그는 양평석에서
청색이라는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청색 등의 형상을 갖는 것

그것은 이 [知]의 본성이고 경험이다.

그것은 자기형상에 대한 경험이지만,

‘청색 등의 경험’이라고 불린다.11)

청색이라는 대상을 인식할 때, 그 인식은 知 혹은 識 속에 나타

난 청색의 형상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 형상은 知의 본성상 인식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식은 ‘知 자신

의 경험(anubhava)’ 즉 ‘자기인식’을 의미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

은 일반적으로 ‘청색의 경험’ 혹은 ‘청색의 인식’이라고 불린다. 실

9) ĀP, 278b, 3: phyi rol gyi don med bzhin du, phyi rol lta bur snang ba

nang na yod pa kho na dmigs pa'i rkyen yin no.

10) 桂紹隆(1969). Yao(2005).

11) PV Ⅲ.328: nīlādirūpas tasya asau svabhāvo anubhavaś ca saḥ,

nīlādyanubhavaḥ khyātaḥ svarūpānubhavo api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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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일어나는 것은 知 자신의 형상에 대한 경험일 뿐이지만, 청

색이라는 대상의 인식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인식의 이론은 우리의 인식이 외부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존재가 추리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경량부의

입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경량부에서 인식은 외부대

상으로부터 생겨나고 그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형상을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외부대상은 인식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서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다르마끼르띠에게 있어서 외부

대상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에 의하면, 인식 없이 그 대상은 파악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색에 대한 인식이 파악될 때, 청색도 파악

되기 때문에 외부대상이 별개로 있는 것은 아니다.12)

또한 유식학파의 입장에서 외부대상이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르마끼르띠는 인식이 발생

하는 이유에 대해서 識 내부의 습기가 각성되기 때문에 知의 결정

이 있는 것이지, 외부대상에 의존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다.13)

외부대상의 존재가 추리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량부의 입장

이든, 혹은 識 내부의 습기에 의해서 인식이 생겨난다고 주장하는

유식학파의 입장이든, 인식은 외부대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양쪽 모두의 입장에서 외부대상이 인식과 별개로 존재한다는 주

장은 타당하지 않다. 반면 어느 쪽이라 해도 모든 인식이 그 자신

의 자기인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14)

실제로는 자기인식이 있을 뿐이지만, 세속적 차원에서 대상의

12) PV Ⅲ.335 참조: darśanopādhirahitasyāgrahāt tadgrahe grahāt,

darśanaṃ nīlanirbhāsaṃ nārtho bāhyo 'sti kevalam.

13) PV Ⅲ.336 참조: kasyacit kiñcid evāntarvāsanāyāḥ prabodhakam,

tato dhiyāṃ viniyamo na bāhyārthavyapekṣayā.

14) 김성옥(2011) p. 71 참조. 이점에서 자기인식의 이론은 “경량부와

유식학파를 잇는 가교 역할”(桂紹隆 1969, p. 28), “외경실재론의

입장에서 보다 고차원의 유식설로 이행해갈 때, 양자를 연결하는 접점의

역할”(久間泰賢 2012, p. 238)을 한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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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인정하는 다르마끼르띠의 인식론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그의 인식론이 지닌 이중구도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이다.15)

이 설은 현자들의 것이다.

하지만 외부대상에 의지하여 [知의] 二相性이 설해졌다.16)

인식의 자기인식이 있을 뿐이라는 주장은 말하자면 현자들의

것, 즉 유식학파의 견해를 가리킨다. 하지만 경량부와 같이 외부

대상이 존재한다고 집착하는 중생들을 위해서는 외부대상에 의지

하여 知를 두 가지의 형상, 즉 二相性(dvairūpya)17)으로 설명한다

는 것이다. 여기서 二相性이란 ‘대상의 형상’과 ‘知 자신의 형상’을

말한다. 이것은 유식학파의 문헌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 ‘소취’와

‘능취’에 대한 표현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된다.18)

二相性에 기초한 자기인식론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외부대상

이 아니라, 識 속의 형상이라는 전제 위에서 유식성의 논증과 밀

접한 관련을 맺는다. 다르마끼르띠는 현자들의 유식성으로 인도하

기 위하여 모든 인식의 본질은 자기인식임을 주장함으로써 외부

15)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르마끼르띠가 유식사상의 계보에 속하는 한편

세속적 차원의 대상인식에 대해선 경량부설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

밝혀져 있다. 戶崎宏正(1979) p. 54 참조.

16) PV Ⅲ.397 참조: asty eṣa viduṣāṁ vādo bāhyāṁ tvāśritya varṇyate

dvairūpyaṁ sahasaṁvittiniyamāt tacca sidhyati

17) 二相性에 대하여 디그나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상인식’과 ‘그

[대상인식]의 인식’의 차이에 의해 인식의 二相性이 알려진다. 지금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色 등이고, 그것에 대한 인식은 ‘대상의 현현’과

‘知 자신의 현현’을 갖는다. 그렇지 않고, 만약 대상인식이 대상형상만을

혹은 자신의 형상만을 갖는다고 한다면, ‘대상인식의 인식’도

‘대상인식’과 서로 다르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뒤에 생겨나 인식에서

멀어진 과거의 대상은 현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인식의 二相性이 성립한다.

PS(V)Ⅰ.11ab.

18) 桂紹隆(1969)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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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인식한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중생들의 집착을 깨뜨리

고 ‘오직 識일 뿐’임을 역설하고 있다. 반면 그러한 중생들을 위해

서는 ‘대상’과 ‘知 자신’의 형상이 있다는 二相性을 통해 세속적 차

원에서의 대상인식을 용인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의 본질 역시 인

식의 자기인식임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경량부의 입장에서도 유식

학파의 입장에서도 자기인식론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다.

3. 유식학파의 자기인식론 전개

다르마끼르띠 이후 유식학파는 有相唯識과 無相唯識으로 분리된

다. 식 속의 형상은 실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라는 문

제로 서로 견해를 달리 했기 때문이다. 유상유식은 완전히 비실재

인 형상은 생겨날 수 없으므로, 식 속의 형상은 진실하며 실재한

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형상진실론자’라 부른다. 반면에 무상유식

은 자기인식을 순수한 인식작용으로 해석하고, 자기인식만이 실재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 나타나는 형상은 진실하지 않으며 실재하

지 않는 허위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들은 ‘형상허위론자’라 부른

다.

다르마끼르띠의 인식론은 식 속에 나타난 대상의 형상을 인정

한다는 점에서 유상유식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가 “사물은 어떤 [형상으로] 보이는데 그 형상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형상도 다수의 형상도 그것에는 있

지 않기 때문이다”19)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무상유식의 견해 역

시 엿볼 수 있다.

인식 속에 나타나는 형상이 인식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두 가지

19) PV Ⅲ. 360: bhāvā yena nirūpyante tadrūpaṃ nāsti tattvataḥ,

yasmād ekam anekaṃ ca rūpaṃ teṣāṃ na vid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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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실재한다고 말할 경우, 능취와 소취라는 다수의 형상이 단일

한 인식과 함께 있다는 주장에는 모순이 생겨난다. 먼저 단일한

인식이 실재하는 것이라면, 형상도 단일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다수의 형상이 실재하는 것이라면, 인식도 다수가 되어

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유상유식은 단일한 인식과 다수의 형상 사

이에 생겨나는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무상유식은 識

속의 형상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며, 인식의 본질인 자기인식만이

실재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후대의 주석가 샤키아붓디(Śākyabuddhi, 7세기)20) 역시 이 문

제를 다루고 있다. 그에게는 유식학파로서의 면모가 뚜렷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가 量評釋細疏(Pramāṇavārttikaṭīka)에서 삼성
설의 술어인 변계소집성과 의타기성을 도입하여 知와 형상의 관

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르마끼르띠는 물론 다른

주석가들의 문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다.

샤키아붓디에 의하면, 청색이라는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감관

지에 나타나는 그들의 형상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知는 단일

한 것이다. 거기에 소취와 능취의 형상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중생들에게 능취와 소취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

다. 그처럼 구분되어 보이는 것은 일종의 착란이며 비존재의 현현

인 변계소집에 해당한다. 따라서 知의 본질은 그 두 가지가 사라

진 자기인식만을 본성으로 갖는다. 이것을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

하고 있다.

知가 단일한 것이라면, 다수의 형상을 지닐 수 없다. 하지만 知는

[소취-능취] 두 가지의 본성을 떠난 자기인식을 본성으로 갖는 것일

20)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산스크리트 이름 Śākyamati는

프라우발너가 Śākyamati라고 했던 것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실제로

산스크리트어로 확인된 것은 나오지 않았고 티벳어로 Śākya blo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보통 티벳어 blo는 buddhi의 번역이고, mati는 blo

gros로 번역되기 때문에, Śākya blo는 Śākyabuddhi일 가능성이 높다.

범어불전의 연구, p. 420, 주 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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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21)

그렇다면 인식의 발생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그에 의하면, 인식

은 무엇보다 앞선 찰나의 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자신의 원인인 등무간연에서 생겨나는 것, 즉 의타기로서 간

주된다. 다시 말해 변계소집이 아니다. 변계소집은 능취와 소취를

말하고, 그것들은 중생의 무명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한 것이다.

반면에 인식의 본성은 변계소집인 능취와 소취를 떠나 있는 것으

로 간주된다. 그것은 자기의 원인에서 생겨난 의타기로서 공하지

않은 것이다.22)

[소취-능취의 형상] 두 가지가 없는 知의 자기인식, 바로 그것이 보

는 것이다. 그러므로 無二의 知 자체가 생겨날 때 실재(de kho na nyi

d)를 경험하게 된다.23)

知에 나타나는 소취와 능취의 형상은 허위이고 공한 것이지만,

두 가지를 떠난 無二의 知는 의타기로서 공하지 않은 것이다. 바

로 그때 있는 그대로의 것을 보게 된다. 샤끼아붓디는 이처럼 유

식설의 삼성설에 근거하여 자기인식을 변계소집이 사라진 것으로

서 무분별의 청정한 지혜로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에 자기인식이 과연 존재하는가를 문제 삼는 후기중

관파의 비판을 초래하게 된다.24)

지금까지 유식학파의 견해가 자기인식의 이론과 밀접한 관련을

21) PVṬ 248b7-8: blo gcig yin na rnam pa du ma can mi 'gyur gyi 'on

kyang blo ni gnyis kyi ngos bos dben pa rang rig pa tsam gyi dbag

nyid can kho na yin no.

22) 岩田孝(1981) pp. 151-153 참조.

23) PVṬ 256a8-b1: gnyis kyis dben pa'i shes pa'i bdag nyid nyam su

myong ba de kho na nyid mthong ba yin no. de bas na gnyis kyis

dben pa'i shes pa nyid skyes pa'i dus na de kho na nyid myong bar

'gyur ro.

24) 샤끼아붓디에 대한 후기 중관학파의 비판은 森山淸撤(2009) 참조.



‘자기인식’에 관한 유식학파와 중관학파의 논쟁 ∙ 247

맺으며 사상적 발전을 전개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바수반두가 
유식이십론에서 극미설을 비판함으로써 유식성을 논증하고 있다
면, 디그나가는 관소연연론에서 인식대상의 고찰을 통해 유식설
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다르마끼르띠의 양평석과 샤끼
아붓디의 주석에서는 자기인식론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유식설

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츠라 쇼류(桂紹隆)는 “이러한

전통은 인도불교 최후기까지 계승되어 ‘자기인식’은 ‘유식’의 동의

어로 간주되었던 것”25)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Ⅲ. 중관학파의 자기인식론 비판과 수용

1. 중관학파의 입장

중관학파의 종조인 나가르주나(Nāgārjuna, 2세기)는 현상적 세

계에 대하여 있다고 집착하는 모든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하여

일체법은 無自性이며 空이라는 뜻을 널리 선양하였다. 공사상에

근거한 그의 철학은 ‘中觀’으로 불리게 되었고, 4세기 전후 그를

계승한 일련의 사상가들이 중관학파를 형성하게 된다.

나가르주나의 중론에 의하면, 일체법은 자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緣生法

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체법은 그 자체의 고유한 자성을 갖지

않는 것, 無自性 空性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것은 幻과 같고, 물

위에 비친 영상과 같다. 그는 일체법의 실상은 공한 것인데 그것

을 있다고 보는 집착 때문에 중생들은 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실상은 공한 것이고, 우

25) 桂紹隆(2012)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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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그것에 대한 언어적 표현, 즉 假名의 세계에 살고 있을 뿐이

다. 따라서 그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有도 아니고 완전한 無도

아닌 非有非無의 中道를 가리키게 된다. 나가르주나는 이것을 일

체법의 ‘空性’, ‘假名’, ‘中道’라고 설명하고 있다.26) 나아가 공성이란

일체의 견해에서 벗어나는 것, 마음이 작용하는 영역이 사라지고

언어의 대상도 사라져 모든 희론이 적멸된 상태, 발생도 없고 소

멸도 없는 열반과 같다고 말한다.

무자성과 공성에 대한 나가르주나의 교설은 승의제와 세속제의

二諦說로 설명되는 것이 특징이다. 승의제는 일체 언설의 경계를

떠나 있는 것, 세속제는 승의제를 드러내는 언설의 세계를 가리킨

다. 나가르주나는 이 두 가지 진리의 구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붓다의 심오한 진리를 알 수 없다고 말하지만, 만일 세속제에 의

지하지 않는다면 승의제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인다.27) 붓다의 교

설이 지닌 이 두 가지 방식은 ‘무엇이 붓다의 진정한 요의인가’를

살펴볼 때, 그 해석이 승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세속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

고 있다.

이제설을 인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설명한다면, 중관학파에서

‘아는 것(能知)’과 ‘알려지는 것(所知)’은 모두 무자성이며 실재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승의적 차원에서 바라본 것이다. 하지

만 세속적 차원에서는 완전히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일체

법은 상호의존하여 생겨나는 것, 환영과 같은 것으로 있기 때문이

다. ‘아는 것’과 ‘알려지는 것’의 관계를 세속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때에는 세간에서 성립하는 바에 따라 그렇게 구분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승의적 차원에서 그 둘은 실제적인 작용을 갖고서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세간에서 다만 ‘아는 것’과 ‘알려지

는 것’으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관

26) 중론 24, 18 참조: yaḥ pratītyasamutpādaḥ śūnyatāṃ tāṃ
pracakṣmahe sā prajñaptirupādāya pratipatsaiva madhyamā.

27) 중론 24, 9-10a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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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28)

자기인식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면 중관학파의 시각을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 앞서 자기인식론의 기원은 마음[心]과 마

음작용[心所]이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대중부에서 찾

을 수 있으며, 그 비유로서 ‘등불’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

였다. 이에 반하여 유부논사인 중현은 “손가락 끝은 자신을 만질

수 없고, 칼날은 자신을 자를 수 없고, 눈동자는 자신을 볼 수 없

고, 장사는 자신은 자신을 짐질 수 없다”29)는 비유들을 통해 대중

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나가르주나의 중론에서도 등불의 비유는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게 된다. 그는 먼저 등불이 발생하는 바로 그 순간 어떻게 어둠

을 쫓을 수 있겠는가 반문한다. 등불이 자신을 비출 수 있다면, 마

찬가지 논리로 어둠은 자신을 어둡게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등불이 어둠에 닿는 것과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실제적인 작용으

로 이해할 경우, 빛과 어둠이 함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등불이 어둠에 이르는 것과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동시라고 말하는 것은 세간적 언어관습에 지나지 않는다. 등불의

자기조명성이 다만 세간적 언설에 불과하다는 나가르주나의 지적

은 ‘空-假-中’으로 기술되는 중관학파의 사상적 귀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중관학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외부대상이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識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거나 자기인식만이 실

재한다는 유식학파의 주장은 인정될 수가 없다. 그들에게 있어서

승의적 차원에서는 어떤 법도 그 자체로 생겨나는 것이 없기 때

문이다. 무자성 공성에 입각한 중관학파의 입장에서 유식학파의

자기인식에 대한 비판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28) 松本史朗(1980) pp. 111-112 참조.

29) 순정리론, T 29, p. 742b: 又若許燈是能照故 便許自照亦能照他,
如是應許闇是障故 力能自障亦能障他, 火能燒故自燒燒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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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관학파의 자기인식론 비판

나가르주나에 의해 선양된 중관사상은 7세기 인도논사인 짠드

라끼르띠(Candrakīrti, 약 600～650년)에 의해 계승된다. 그는 사

람들이 나가르주나의 가르침에 悟入하게 하기 위하여 入中論(Ma
dhyamakāvatāra)를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중관사상의 특징은 무자성 공성을 논증함에 있어서 귀류

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 것은 바바비베카의 자립논증파가 논

증식을 사용하여 공성을 증명했던 것과 다른 점이다. 티벳불교 전

통에서는 짠드라끼르띠가 오로지 반론자의 주장에 귀류법을 적용

함으로써 그 주장에 내재되어 있는 잘못을 지적하려 하였다고 보

아 그를 귀류논증파라고 부르고 있다.30) 그의 또 다른 특징은 공

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4구생기의 부정을 통해 일체법의 무자성을

논증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나가르주나가 중론 에서 ‘不生’
을 논증했던 4구부정의 방식에서 비롯한다. 즉 모든 법은 자신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自生]도 아니고, 다른 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他生]도 아니며, 양자에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원인 없이 생

겨나는 것도 아니다.31) 그러므로 생겨난다고 말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일체법의 무자성을 논증하는 가운데 짠드라끼르띠가 유식학파

의 알라야식과 자기인식을 비판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32) 이러

한 내용은 입중론 제6장인 현전지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짠드

라끼르띠는 오직 識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유식학파의 견해를

먼저 요약하여 설명한다. 유식학파에서 말하는 외부대상은 識이

30) 立川武藏(1995) pp. 160-164.

31) 중론 1, 3: na svato nāpi parato na dvābhyāṃ nāpyahetutaḥ.
32) 짠드라끼르띠의 자기인식 비판은 입중론 72-77송에 집중되어 있다. 그
내용은 山口益의 自證說の批議, 入中論の破斥 (1975), 김현구의

자증분에 대한 짠드라끼르띠의 비판 (2012)에 자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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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여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실재하지 않는 것이고, 외부대상

의 부정은 곧 그것을 파악하는 인식주관도 없다는 의미가 된다.

바로 여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한다.

만일 능취와 소취 두 가지가 없고 의타[기]로서 있는 것이라면, 그

것이 있다고 그대는 어떤 知로 아는가.33)

이 문제에 대하여 유식학파는 마치 등불과 같이 인식의 본성상

자기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겠지만, 짠드라끼르띠에게 있어

서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치 칼이 자신을 자를 수 없고, 손가락

이 자신을 가리킬 수 없는 것과 같이, 識이 그 자신을 인식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불이 그 자신을 태울 수 없고, 눈이 그

자신을 볼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 반박의 비유들은 앞서

언급한 유부논사 중현이 사용한 것들과 동일하다.

나아가 짠드라끼르띠는 자기인식과 기억에 관한 유식학파의 주

장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유식학파는 자기인식이 있기 때문에 무

언가를 기억하는 일이 가능하고,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기인식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4) 하지만 그는 두 가지 이유

에서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33) MA 6, 72: gal te bzung ba dang 'dzin pa zhes bya ba gnyis kyis

stong pa gzhan gyi dbang yod na, de'i yod pa de khyod kyis shes pa

gang gis dmigs.

34) 기억이란 이전에 어디선가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기억의 문제는 대상에 대한 知라기보다는 그 대상지에 대한 知의 성격에

가깝다. 찰나멸의 입장에서 대상이 인식된 이후 시간이 지나면, 대상은

이미 사라져 그 대상을 떠올릴 수 없다. 하지만 知 속에 남겨진 대상의

형상을 통해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대상을 떠올리는 기억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知에 대상의 형상이 남아있고 그것에 대한 인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식학파에서는 知의 二相性이 있으며, 그것은

스스로 인식되는 知 자신의 인식이라고 주장한다. PS(v) Ⅰ.11c: yasmāc

cānubhavottarakālaṃ viṣaya iva jñāne 'pi smṛtir utpadyate, tasmād

asti dvirūpatā jñānasya, svasaṃvedyatā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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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억 자체가 자성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

의하여 자기인식을 논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상

을 인식하는 과정의 자기인식과 이후의 기억은 자성적으로 독립

된 사건이고, 기억 자체가 “자신에 의해서도 다른 것에 의해서도

생겨남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승의적 차원에서는 어떤

것도 생겨남이 없다는 不生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비판이다. 귀류

논증파에게 자성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무엇이라고 정해지지 않은 기억에 의하여 아직 증명되

지 않은 자기인식의 존재를 논증할 수는 없다.

둘째, 세간적 언설에 따라 증명하더라도, 기억에 의하여 자기인

식을 논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기억은 자기인식을 입증하

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유식학파는 세간에서 연기가 있는 것을

보고 불의 존재를 알 수 있듯이, 기억에 의하여 자기인식을 추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짠드라끼르띠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

다.

세간언설에 있어서도, 자기인식을 원인으로 갖는 기억은 있을 수

없다.35)

예컨대 연기가 있기 때문에 불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연기가 없어도 부싯돌로부터 불은 일어날 수 있다. 마찬가

지로 자기인식이 없어도 기억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기억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기인식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짠드라끼르띠의 자기인식 비판에

‘세간언설에 있어서도’라는 명확한 한정어가 붙어 있다는 사실이

다. 이런 까닭에 야마구찌 스스무(山口益) 등은 짠드라끼르띠가

자기인식을 승의적 차원뿐만 아니라, 세속적 차원에서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파악한다.36) 승의적 차원에서 자성적으로 존재하는 것

35) MA 6, 73: on te 'jig rten gyi tha snyad kyi dbang du yin te, de lta

na'ang rang rig pa'i rgyu can gyi dran pa mi srid pa nyi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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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으며, 세간적 차원의 언설에 있어서도 그

러하다는 것이 귀류논증파의 입장임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티벳의 주석문헌을 검토한 폴 윌리암스(P. Williams)는

짠드라끼르띠가 “세간언설에 있어서도, 자기인식을 원인으로 하는

기억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기억을 통해 자기인식의 존재

를 논증할 수 없음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게송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자기인식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

가에 대하여 어떤 것도 입증할 수가 없다. 자기인식에 대한 부정

이 중관학파의 기본입장이고, 어떤 차원에서도 자기인식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짠드라끼르띠 샨띠데바를 비롯한 귀류

논증파의 독특한 특징이지만, 짠드라끼르띠의 비판은 자기인식이

자성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이지, 세속적으로 존재한다

는 것에 대한 부정은 아니라는 것이다.37)

폴 윌리암스의 시각은 자기인식에 관한 유식학파와 중관학파의

대립을 바라볼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중관학파인 짠드라

끼르띠가 자기인식을 승의적 차원에서 부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세속적 차원에서도 부정한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인 셈이다. 중관학파가 일체법의 무자성을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상호의존하여 생겨나는 연생법 즉 그들의 세

속적 존재까지 부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을 산따락시따에서 찾아볼 수 있다.

36) 山口益(1975) p. 292. 김현구(2012) p. 35.

37) 폴 윌리암스(Williams 1998, p. 126)에 따르면, 이러한 시각은 미팜(Mi

pham)의 주석과 쫑까파의 제자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이들의 주장은

반론자들을 격노하게 만들고 재반박에 나서게 함으로써 티벳에서

자기인식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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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기중관파의 자기인식론 비판과 수용

후기중관파는 나가르주나의 불교사상을 이어받으면서도 불교논

리학파 및 유식학파 등의 사상적 입장을 반영해 전개된 불교학파

로서, 후기 인도불교를 대표하는 학파이다. 특히 후기중관의 대표

적 사상가인 산따락시따(Śāntarakṣita, 약 725-783)38)는 티베트에

불교의 초석을 닦은 후기인도불교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간주된

다.39) 그의 대표적 저술인 中觀莊嚴論(Madhyamakālaṃkāravṛtti)
 역시 일체법의 무자성과 공성을 논증하고 있다. 그는 비불교도
는 물론 유부 경량부 유식학파를 차례로 비판하면서 중관학파의

이론을 최고의 철학으로 자리매김한다.

먼저 자기인식에 대한 그의 기술은 제16송에서 찾아볼 수 있다.

“知는 본래 무감각한 것(jaḍarūpa)의 자성과 반대되는 것으로 발

생하는 것이다. 무감각하지 않은 자성의 어떤 것, 그것이 이 [知]

의 자기인식(bdag niyd shes pa)이다.”40) 인식이란 무감각한 물질

과는 다른 것이며, 이러한 知의 본성은 자신을 인식하는 것, 즉 자

기인식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게송의 주석에서는

이러한 知가 자기인식을 본성으로 한다고 결정되는 것은 스스로

비추는 것이기 때문이고, 수레라든가 벽 등에서 보이는 물질성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된다. 나아가 이러한 知는 자신을

38) 산따락시따를 ‘유가행중관’이라 이름한 것은 9세기 대교열 번역관

예세데(Ye shes sde)에서 비롯한다. 하지만 마츠모토(松本史朗)는

유가행중관파란 대체 무엇인가, 그와 같은 학파가 정말로 존재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티벳의 니마닥(Nyi ma

grags)에 의해 산따락시따는 자립논증파로 분류되기도 한다.

자립논증파라는 말은 귀류논증파와 대립하는 의미로 니마닥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산따락시따를 후기중관학파라 부르기로 한다.

39) 이태승(2012) p. 44.

40) MAV 16: rnam shes bems po'i rang bzhin las, bzlogs pa rab tu skye

ba ste, bems min rang bzhin gang yin pa, de 'di'i bdag niyd shes pa

y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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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기 때문에 ‘자기인식’이며,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 또 다른

인식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기인식’이라고 정의된다.

그리고 그는 唯識無境의 이론에 기초하여 “무시이래로 [유정의]

심상속의 습기가 성숙함으로써 환영의 형상들이 현현하지만, [그

것은] 착란에 의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환영을 자성으로 하는

것과 같다”41)는 유식학파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외계사

물은 건달바성 선화륜 환화 꿈 환영 물 위의 달과 같이 마음에

의해 현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외부에 대상이 실재한다

는 중생들의 집착을 대치하기 때문에 매우 명석한 견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이와 같은 유식학파의 주장은 수승한 견해

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현현은 과연 진실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다

음과 같이 제기한다.

이 [견해]는 수승한 것이지만, 그들 [청색 등의 형상]의 본성

그것은 진실한 것인가,

혹은 [엄밀한] 검토를 하지 않는 한

인정할 만한 것인가. 이 [견해]를 음미해 보자.42)

여기서 ‘엄밀한 검토’라는 것은 일체법을 올바른 지혜, 즉 승의

적 입장의 논리적인 고찰43)을 통해 분석한다는 의미이다. 그와 같

이 올바른 지혜로 고찰한다면, 세속의 것은 서로 의존하여 생겨나

41) MAV 44: ci ste thog ma med rgyud kyi, bag chags smin pas sprul pa

yi, rnam pa dag ni snang ba yang, nor bas sgyu ma'i rang bzhin

'dra.

42) MAV 45: de dge 'on kyang de dag gi, dngos de yang dag nyid dam

ci, 'on te ma brtags gcig pu na, dga' bar khas len 'di bsam mo.

43) 산따락시따의 이제분별론세소에 따르면, 진정한 의미의 승의란 일체가
無이며, 일체희론이 적멸한 상태, 어떠한 형상도 현현하지 않는 상태,

인식조차 성립되지 않는 경지를 나타내는 ‘非異門勝義’를 말한다. 이에

반해 논리란 그러한 승의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논리로서

표현된 승의는 ‘異門勝義’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논리적 고찰에 의해

표현된 승의를 ‘승의에 수순하는 승의’라고도 표현한다. 이태승(2012) pp.

277-2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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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므로, 어떤 사물도 자성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올바른 지혜에 의해 ‘엄밀한 검토를 하지 않는

한’44), 세속적 차원에서는 인정할 만하다는 수용적인 태도 역시

가능해진다.

엄밀한 검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여기서 산따락시따

는 형상과 인식의 문제를 둘러싼 ‘一과 多의 무자성 논증’을 제시

한다. 만약 어떤 사물이 자성을 갖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이거

나 다수가 될 것이다. 양자는 배중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3의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하나의 단일성이나 복수의 다수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일체의 것은 자성을 갖지 않는 무자성임이 논

증될 것이다.

그런데 유상유식학파는 인식 속에 소취와 능취의 형상이 있다

고 주장한다. 그들 말대로 인식 속의 형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인식은 다수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혹은 하나의 인식이 단

일한 것처럼 그들 형상도 단일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산따락

시따는 이 점에서 인식 속에 나타나는 소취와 능취의 형상은 일

종의 착란이며, 실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이처럼

인식과 형상의 문제는 ‘一과 多의 무자성 논증’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45)

44) ‘엄밀한 검토를 하지 않는 한 인정할 만한’에 해당하는 티벳어는 ma

brtags gcig pu na dga' ba이고, 산스크리트어는 avicāraikaramya이다.

티벳어 dga' ba와 산스크리트어 -ramya를 ‘좋아할 만한’ ‘매력적인’으로

보아도 무방하나, 문맥상 ‘인정할 만한’ ‘승인할 만한’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이와 같이 번역하였다. ‘엄밀한 검토를 하지 않는 한 인정할

만한’이라는 이 용어를 산따락시따는 세속의 진실을 지칭하는

‘실세속(tathyasaṃvṛti)’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카말라실라는

“세속지에 현현하는 것은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주석하고

있다. 一向正道(1985) p. 196, 주 3 참조.

45) 산따락시따의 경량부 형상설에 대한 비판은 22-23송, 유상유식의 형상설

비판은 46-47송에 담겨 있다. 무상유식설 비판 역시 52-60송에서

전개된다. 단일한 지식과 다수의 형상 사이에는 경량부와 마찬가지로

유식학파도 동일한 모순에 빠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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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관장엄론 91송의 도입부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산
따락시따의 주석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자기인식 역시 세속제에 속한다는 것은 一과 多의 자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하였

다.46)

여기에서 산따락시따는 자기인식을 ‘세속제에 속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一과 多의 무자성 논증’이라

는 논리적인 고찰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승의적 차원에서

중관학파인 그에게 일체법은 모두 무자성인 것으로 이해될 것이

다. 이러한 고찰의 배경에는 識만이 존재한다고 말하거나 혹은 자

기인식만이 실재한다고 말하는 집착마저 단절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산따락시따는 유식학파의 자기인식론과 유식무경의

입장을 세간적 차원에서는 수승한 견해로 인정하지만, 승의적 차

원에서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는 이처럼 이제설에 근거한

논리적 고찰을 거쳐 결국 일체법 무자성의 교설로 다음과 같이

인도한다.

유심의 [이론]에 의하여

외부의 것은 없다고 알아야 한다.

[일체법 무자성] 이 논리에 의하여 그 [유심의 이론]에서도

실로 무아인 것을 알아야 한다.47)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자기인식의 문제는 승의적 입장

46) MAV, p. 290: rang gi rig pa yang kun rdzob kyi bden par gtogs pa

nyid de gcig dang du ma'i rang bzhin du brtag mi bzod pa'i phyir ro

zhes bya bas gtan la phab zin to.

47) MAV 92: sems tsam la ni brten nas su, phyi rol dngos med shes par

bya, tshul 'dir brten nas de la yang, shin tu bdag med shes par b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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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뤄지는 무자성의 논리적인 고찰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하지

만 자기인식이 유식성의 획득을 통해 일체법의 공성에 도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중관학파의 자기인식에

대한 비판이 승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세속적

차원에서도 그러한가의 문제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이점에서 ‘엄밀한 검토를 하지 않는 한 인정할 만’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여 자기인식의 세속적 존재를 용인하는 산따락시따의

통합적 자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중관학파와 유식학파라

는 대승교도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자 했으며, 그런 유기적 통

합의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것이 자기인식에 관한 그의 무자성 논

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식학파와 중관학파는 서로 견

해를 달리하여 격렬한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 모두 붓다

의 가르침에 따라 제법무아의 진리를 논증하고자 했던 점에는 아

무런 차이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Ⅳ. 맺음말

자기인식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는 것

이 아니라, 識 속에 나타난 형상을 인식한다. 인식주체인 능취와

인식대상인 소취는 모두 識의 현현으로 설명되며, 결국 인식은 그

자신을 인식하는 자기인식을 의미하게 된다.

자기인식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실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물론 자기인식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인식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까. 자

기인식에 관한 논의의 초점은 오히려 각 학파의 입장에서 왜 자

기인식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가, 혹은 왜 비판할 수밖에 없는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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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학파에게 자기인식의 의미는 외부대상의 부정이라는 유식

성의 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디그나가에 의해 인식대상의

문제가 제기된 이후, 다르마끼르띠는 양평석에서 경량부와 유식
학파의 이론을 토대로 본격적인 자기인식론을 전개하고 있다. 자

기인식론이 후대의 유식학파에게 유식성을 증명하는 문제로 간주

되었던 것과 달리, 이 이론은 중관학파의 비판을 초래하게 된다.

중관학파들은 승의적 차원에서 일체법의 무자성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짠드라끼르띠는 특히 유식을 성립시키는 근거

로서 제시되는 자기인식, 자성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해지는 모든

요소들을 부정해야만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산따락시따는 승의적 차원에서 자기인식을 부

정하지만, ‘엄밀한 검토를 하지 않는 한 인정할만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세속적 차원에서 승인하는 수용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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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bate of Yogācāra and Madhyamaka on 
Self-cognition

Kim, Seong Ock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is composed with the theory of self-cogni-

tion(svasaṃvedana). The theory of self-cognition has devel-

oped with the theory of sākāravādin. It is insisted that the

object of cognition is not the external object, but we can

only recognize the ākāra which appears in awareness. The

ākāra could be said the cognition itself. Therefore all the

cognition is the reflexive awareness, namely 'the

self-cognition'.

Since Dignāga made an issue what is the object of

cognition, Dharmakīti unfold the theory of ākāra, based on

the epistemology of Sautrāntika and Yogācāra. And then he

came to conclusion 'the theory of self cognition'. Yogācāra

and Mādhyamaka became to controvert on the theory of

self-cognition. For Yogācāra the self-cognition is regarded

as Vijñaptimātratā in terms of the negation of external

objects. For Mādhyamaka it is explained everything doesn't

have its nature(niḥsvabhāva) and can not exist in itself. So

they naturally criticized Yogācāra's theory, especially the

self-cognition. It is worth while to notice whether the

Mādhyamaka disapproved self-cognition on the level of par-

amārtha or saṃvṛtti. The Prasaṇgika such as Candrakīrti

insisted it couldn't exist in common expression(vyavahāra).

But Śāntarakṣita who was the latter Mādhyamika showed

the receptive attitude. He said that as long as it doe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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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ctly examined on the level of paramārtha, it could be

approved.

What is the self-cognition? Maybe it doesn't mean

something that exist in entity(dravya). Rather it could be

said a character of reflexive in awareness. Why the

Yogācāra could not but defence the self-cognition? Why the

Mādhyamaka could not but criticize the self-cognition? It

seems that the debate of self-cognition connected with the

Buddhist theoretical system between Yogācāra and

Mādhyamaka. Śāntarakṣita undoubtedly disapproved the

self-cognitionon the level of paramārtha, however it seems

not to be considered his negation on the level of saṃvṛtti.

Keywords : self-cognition, svasaṃvedana, Yogācāra,

Mādhyamaka, Dharmakīrti, Candrakīrti,

Śāntarakṣ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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