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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인식론의 ‘의지각’과 ‘자기인식’을 위한

구사론의 수(vedanā)에 관한 고찰

박기열*1)

Ⅰ 서론. Ⅱ 불교인식론에 있어 의지각과 자기인식. Ⅲ 구사론의

수(受 vedanā)에 보이는 자기인식의 논리. Ⅳ 결론

요약문 [주요어: 집량론, 양평석, 구사론, 의지각, 자기인식, 인식결과, 2상성,

수, 감수작용, 순수, 의근행]

디그나가는 집량론 k.6ab와 자주(vṛtti)에서 욕망 등의 자기인식

(svasaṃvitti)도 의지각(mānaspratyakṣa)으로 직접지각(pratyakṣa)이라

고 한다. 본고는 구사론에서의 감수작용(受 vedanā)에 관하여 바수반두

의 입장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디그나가의 심작용과 자기인식 그리고 의

지각의 상관 관계를 미시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구사론의 세간품 에서의 증어촉(增語觸 adhivacana-saṁsparśa)의

순수(順受 vedanīya)와 심수(心受 caitasikī vedanā)의 의근행(意近行

manopavicāra)은 디그나가의 인식의 2상성(二相性 dvirūpatā)으로 분석

되어 삼수(三受)는 인식 결과(pramāṇaphala)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사론

의 감수작용은 디그나가의 심작용의 자기인식이 진행되는 과정을 구체

적으로 보여 준다. 즉 욕망, 분노, 어리석음, 즐거움, 고통 등은 직접경

험의 결과로 자기인식(svasaṃvedana)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심작용의

자기인식은 ‘의에 의해서(mānasa)’만 일어나는 직접경험으로 문자 그대

로 ‘의지각(mānasapratyakṣa)’인 것이다. 여기서 직접경험(anubhava)은

감수작용의 정의인 동시에 직접지각(pratyakṣa)과 동일한 의미이다.

Ⅰ. 서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대상을 아는 것과 그것을 느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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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동반된다. 아는 것이란 분별적 지각과 무분별적 지각을 말

하며, 느끼는 것이란 삼수(三受)와 삼독(三毒) 등을 말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설일체유부에서는 심과 심소, 경량부에서는 심과 심작

용, 그리고 유식에서는 아뢰야식과 제7식인 말나식으로 분류된

다.1)

구사론의 오온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는 것은 식온(識薀), 느

끼는 것은 수온(受蘊), 상온(想蘊) 그리고 행온(行蘊)으로 사성제의

고제(苦諦)와 집제(集諦)에 해당하며 모두 유루(有漏)로 분류된

다.2)

한편 디그나가(Dignāga ca.480-540)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된 불교인식론은 아는 것, 즉 심 또는 식(識)이 무분별지인가 분별

지인가를 바른 인식(수단)이라는 잣대로 분석하는 것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바른 인식(수단)에는 직접지각과 간접지각(추

리)이 있고, 직접지각의 종류는 다르마키르티(ca.600-660) 이후 네

가지(감관지, 의지각, 자기인식, 요가행자의 증지3))로 확립되었다.

심작용에 관해서는 바른 인식(수단)의 한 종류인 자기인식(svasa

ṃvedana, svasaṃvid, ātmasaṃvedana)과 관련하여 다루어진다.

자기인식이란 다르마키르티에 의하면 모든 심과 심작용을 말한다.

본고는 디그나가가 PSV k.6ab에서 “욕망 등의 자기인식도 의

지각이다.”라고 말한 의도를 구사론의 감수작용(受, vedanā)의 분

석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디그나가가 “욕망

등”, “자기인식”, “의지각”을 게송의 한 구절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개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

한다. ‘욕망 등’과 ‘자기인식’은 다르마키르티도 자기인식의 정의에

1) 服部 正明(1986) pp. 79-80.

2) 梶山 雄一(1988) p. 28 표 참조.

3) 요가행자의 증지(證知)란 명상에 있어 고도의 정신집중에 의해서 특별히

일어나는 초월적인 직접지각으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는

무분별지를 말한다. 船山 徹(2012) p. 10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제선(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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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하고 있어 그 상관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의지

각과 자기인식에 관해서는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들이 남아 있

다.4)

따라서 본고는 우선 다르마키르티를 중심으로 불교인식론에 있

어 의지각과 자기인식의 개요를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디그나가

의 의지각과 자기인식을 연구하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점들과

디그나가의 의지각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불명확성을 지적할 것

이다. 끝으로 본고의 본론인 AKBh에 있어 바수반두(ca.400-480)

의 감수작용(受)이 일어나는 과정을 고찰하여 디그나가의 위의 세

가지 개념들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Ⅱ. 불교인식론에 있어 의지각과 자기인식

1. 다르마키르티의 의지각

다르마키르티는 의지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sva-viṣaya-anantara-viṣaya-sahakārina-indriya-jñānena

samanantara-pratyayena janitaṃ tan manovijñānam// NBⅠ. s.9

스스로의 대상의 직후의 대상을 공통인으로 가지고, 등무간연(等無

間緣)인 감관지에 의해 일어난 것, 그것이 의식(manovijñāna)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의지각은 감관지의 대상과는 다른 것을

인식 대상으로 취한다는 점이다. 즉 인식 대상을 찰나멸의 선상에

서 보았을 때 의지각은 감관지의 대상의 다음 찰나의 대상을 인

식대상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의지각에 대한 다르마키르티의 설

명은 쿠말리라가 디그나가의 의지각을 비판한 것5)에 대한 명쾌한

4) 朴基烈(1999) 결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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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론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쿠말리라는 의지각이 감관지와 동일하다면 감관지가 인식한 것

을 재인식하는 것이기에 의지각은 바른 인식수단이 될 수 없다.

또한 의지각이 감관지와 다른 것이라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지각할 수 있으므로 어느 쪽도 바르지 않다고 비판한다.6)

다르마키르티의 의지각은 경량부의 찰나멸론을 바탕으로 존재

는 끊임없이 찰나에 생멸하기에 각 찰나의 대상을 별개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의지각의 대상은 감관지의 대상과 다른 것이므로 의

지각은 감관지에 의해서 이미 경험된 대상을 재인식하는 것이 아

니다. 또한 의지각이 감관지를 등무간연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감

관지는 의지각의 발생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외계 대상을 찰나멸의 선상에서 구

분하고 감관지 다음에 일어나는 의지각을 설정해야만 하는 필요

성은 여전히 명료하지 않다. 적어도 일상에서는 눈에 의해서 ‘항

아리의 푸른색 그 자체’를 인식하지만 의를 통해서 그 항아리에

관한 무엇을 무분별지로 직접 인식한다는 것인지 모호한 점이 있

다.

다시 말해서 의지각의 전 찰나의 감관지는 의지각의 등무간연

이지 의지각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감관지의 인식결과를 개념

적으로 확정짓는 지각판단(adhyavasāya)7)과 같은 것이 의지각이

라고도 볼 수도 없다. 의지각의 대상은 감관지의 대상이었던 ‘푸

른색, 그 자체’의 다음 찰나의 푸른색으로 그것은 감관지의 대상

과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는 외계에 실재하는 것이어야 하는 데

그것의 구체적인 필요성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5) 쿠말리라는 다르마키르티와 거의 동시대에 활약했다고 추정된다. 한편

디그나가는 감관지와 의지각이 동일한지에 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지만

쿠말리라의 비판이 디그나가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Rani(1982) pp. 69-70 참조.

6) 戸崎 宏正(1993) pp. 76-78.

7) 福田 洋一(1999) pp. 91-92(L); Eltschinger(2013)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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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와 같은 외계 대상의 인식에 있어 의지각의 필요성에

대한 다르마키르티 이후의 여러 논사들의 입장은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8)

1) 다르모타라(ca.740-800)의 입장: 감관지의 활동이 멈춘 다음

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경전(āgama)9)에 설해져 있기에 의지각

이 필요하다.

2) 즈냐나갈바(ca.700-760) 등의 입장: 안식과 의식은 다른 연속

체이므로 의식의 일종인 개념지가 일어나기 위해 의지각이 필요

하다.

3) 산타락시타(ca.725-788), 카말라쉴라(ca.740-795)의 입장: 의

에 의한 지각 속에 요가행자의 직관과 함께 의지각을 포함시킨다.

이상과 같은 의지각설에 관한 논란은 다르마키르티 이후의 논

사들 사이에서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자는 기본적으로

다르마키르티의 감관지와 의지각은 전오식(前五識)과 제육식(第六

識) 중의 무분별적 의식에 상응한다고 본다.

2. 다르마키르티의 자기인식

한편 다르마키르티는 자기인식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sarva-citta-caittānām ātmasaṃvedanam // NBⅠs.10

일체의 심과 심작용에 관한 [인식은] 자기인식이다.

aśakya-samayo hy ātmā sukhādīnām ananyabhāk/ teṣām ataḥ sv

asaṃvittir na abhijalpa-anuṣaṅgṇī// PVⅢ. 249

8) 朴基烈(1997) p. 1; 船山 徹(2012) pp. 102-103.

9) 어느 경전인지는 불확실하나 다음과 같은 내용이 교설로써 PVT(R)에

인용되고 있다. “색이 인식될 때, 두 가지에 의해서 인지된다. 안식과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의식에 의해서.” 戸崎 宏正(1979) p.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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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 등은 스스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약속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것들(즐거움 등)의 자기인식은 언어 표현과 결

합하지 않는다.

NB에서의 자기인식은 모든 의식 활동이 자기인식이라는 포괄

적 의미이다. 단 자기인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식 대상은 마음

속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외계 대상의 경우는 심과 심작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가행파와 같이 감관지의 대상

이 형상일 경우는 자기인식론이 성립하지만 그것이 설일체유부와

같이 외계에 실재하는 것이 인식의 직접적 대상이 될 경우, 자기

인식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경량부는 비록 외계 실재를

인정하지만 인식 대상은 그것의 형상이 되므로 자기인식론이 성

립한다.

PV의 즐거움 등은 다른 것에 의하여 일어나지 않는다10)라는

의미는 즐거움, 그 자체가 직접경험(anubhava)에 의해서 일어나

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념지에 해당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언

어 표현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기인식

이란 인식 대상인 어떤 즐거움을 자기인식이라는 인식수단이 파

악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 그 자체가 감수작용의 결과로서 자기

인식이라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다르마키르티는 직접지각에서 의지각과 자기인식을

분리하고 있다.11) 나아가 NB가 일체의 심과 심작용이 자기인식이

10) ‘즐거움 등’ 그 자체는 특수한 존재로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즉 한

찰나에만 존재하고 다른 찰나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PVP와 PVT에서는 “공통하지 않는”의 의미로 주석하고 있다. 戸崎

宏正(1979)上 pp. 348-349, p. 348, n.26 참조.

11) 디그나가는 PS와 그의 자주(Vṛtti), PSV에서 의지각을 ‘외계 대상에

대한 의지각’과 ‘욕망 등의 자기인식’이라고 해서 욕망 등의 자기인식을

의지각 속에 포함시킨다. 즉 디그나가가 의지각과 욕망 등의

자기인식과의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다르마키르띠는 그 두

가지를 분리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 디그나가의 의지각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확장성을 차단해 버렸다고 볼 수 있다. 朴基烈(1999) p. 10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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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 것에 반해 PV가 즐거움 등의 자기인식만을 서술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Tosaki는 PV는 PS의 구성에 따라 평석한

것이므로 PS의 해당 부분 역시 심작용에 관한 것만 있기에 PV에

서 심의 자기인식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이라고 추정한다. 또한 P

Vin에서 즐거움(sukha)을 자기인식의 대표격으로 언급한 것은 즐

거움은 직접경험(anubhava)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12) 즉

즐거움이란 AKBh에서 수온(受蘊) 중의 낙수(樂受)이고 수가 직접

경험(anubhava)으로 정의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디그나가의 직접지각

디그나가는 PSV에서 “직접지각은 개념을 배제한 지식이다.”13)

라고 정의하고 개념지(kalpanā)를 설명한 후에 ‘pratyakṣa’라는 명

칭에 관해 서술하기 시작한다. 즉 비록 직접지각은 감각 기관과

대상, 이 두 가지를 연으로 하여 일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

접지각을 ‘prati-viṣaya 대상에 대응하는 (지각)’이 아니고 ‘praty-

akṣa 감각 기관에 대응하는 (지각)’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asādhār

aṇa-hetutva 공유하지 않는 원인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다. 공유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vyapadeś

a)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북채 소리나 땅의 싹이라고 하지 않

고 북소리나 보리의 싹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직접지각을 ‘의에

의한 지각 manovijñāna’과 ‘타인의 [심]상속에 의한 지각 anya-sa

ntānika-vijñāna’과 같은 다른 지식과 혼동없게 명확하게 지칭하

기 위함이라고 말한다.14)

12) 戸崎 宏正(1979) p. 347-349, n.25 참조.

13) pratyakṣaṃ kalpanā-apoḍhaṃ PS k.3c

14) atha kasmād dvaya-adhīnāyām utpattau pratyakṣam ucyate na

prativiṣayam. asādhāraṇa-hetutvād akṣais tad vyapadiśyate/

asādhāraṇa-hetutvād akṣais tad vyapadiśyate/PS k.4ab. PSV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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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디그나가의 직접지각은 개념이 배제된 지식인 동시에

그것은 ‘공유하지 않는 원인’을 가진 지식이라고 할 것이다.15) 나

아가 PS에서는 감관지(indriya-patyakṣa)에 관해서는 독립적으로

서술하지 않으나 직접지각의 어원에 관한 서술이 곧 감관에 의한

직접지각, 즉 감관지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4. 디그나가의 의지각

디그나가는 PS[V]에서 의지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mānasaṃ ca artha-rāgādi-sva-saṃvittir akalpikā/ k.6ab

또한 의에 의한 [지각은 외계] 대상16)에 관한 지각과 욕망 등에 대

2.15-16.

15) 이 예증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구사론에서 인용한 것이다. 즉

구사론의 해당 부분의 식은 왜 공유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안근은 안식 이외의 식을 의지처로 하지 못한다.

그러나 색은 의식의 소연이기도 하고 다른 안식의 소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식은 의지처 및 공유하지 않는 원인에 의거해서 감각 기관의

이름으로 불려진다.” AKBh p. 34.26; 櫻部 建(1979) p. 232.

16) 디그나가는 PSV에서 외계 대상을 인정하고 있는지 분명히 하고 있지

않다. 단지 니야야 학파의 외계 실재론, 즉 무형상 지식론은 배척했던

것은 분명하다. 한편 지식에 형상을 부여하는 원인으로서 외계 사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량부 입장과 외계 사물의 존재를 부정하는

유가행파의 입장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Hattori(1968) pp.

101-103, n.1.61. 즉 인식수단의 원인 제공자로서의 외계 인식대상을

소극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자기인식이 인식결과라는 유가행파의

입장에서 경량부의 입장을 부정하기도 한다. 戸崎 宏正(1985) p. 3, n.9.

따라서 PSV에서의 디그나가의 사상적 입장은 경량부와 유가행파의

입장을 모두 취하기에 경량·유가행파(Sautrāntika-Yogāgāra)라고 한다.

梶山 雄一(1984) p. 41. 한편 필자는 PSV k.6a에 대한

지넨드라부디(산타락시타와 거의 동시대)의 티벳본 PSṬ를 바탕으로

디그나가의 ‘artha’가 외계 대상이 아닌 형상(ākara)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朴基烈(1999) p. 107 그러나 Kyuma의 귀중한 지적, 久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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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스로의 지각으로 [이 두 가지는 모두] 개념을 떠난 것이다.17)

mānasaṃ api rūpādi-viṣaya-ālambanam avikalpakam anubhava-ā

kāra-pravṛttaṃ rāga-ādiṣu ca svasaṃvedanam indriya-anapekṣatvā

n mānasaṃ18) pratyakṣaṃ19)

색 등의 [외계] 대상을 인식 대상으로 하고 직접경험(anubhava)의

泰賢(2008) p. 97, n.10.과 같이 지넨드라부디는 여기에서 ‘jñeya’라는

단어로 ‘artha’를 대체하고(artha-śabdo ’yaṃ jñeya-paryāyaḥ PSṬ p.

51.8)만 있기에 실제 그것이 직접적으로 형상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기의 PSV k.6ab에서의 “[외계] 대상에 대한

의지각”에서의 ‘artha’를 형상이 아닌 실재하는 사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한다.

17) 디그나가의 의지각에 관한 논의는 불교인식론에 있어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주제들 중의 하나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朴基烈(199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artha-rāgādi-sva-saṃvitti”의

복합어로 학자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artha-saṃvitti”와 “rāgādi-sva-saṃvitti”로 보고 “외계 대상에 관한

인식”과 “욕망 등의 자기인식” 즉 두 가지의 의지각으로 해석한다. 두

번째는 “arthaṃ rāgādi-sva-saṃvitti”의 잘못된 표기로 보고 “외계

대상을 가진 의(지각)”과 “욕망 등의 자기인식”이 무분별지라고 해서 이

복합어에서 의지각과 자기의식을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입장은 Hattori(1968); Nagatomi(1980); Franco(1993); 長友 泰潤(1993);

朴基烈(1999); 久間 泰賢(2008); 小林 久泰(2008) 등이, 후자를 지지하는

논문은 Wayman(1991); Yao(2004)가 있다. 다만 이 복합어에 관한

논란에서 디그나가의 의지각을 다르마키르티의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기본적 입장이다. 船山 徹(2000) p.

110; 久間 泰賢(2008) p. 97 참조.

18) Hattori(1968)의 티벳트역 교정본, PSV(K), PSV(V)에는 모두 “raṅ rig

pa(svasaṃvedana)”로 되어 있으며, PVBh p. 305.17-18와 Vibhūti p.

229, n.1에는 “mānasaṃ pratyakṣa”로 되어 있다. 한편 Hattori의 지적과

같이 PSṬ P 29a3: T 25b3에서는 “raṅ rig pa”, 지넨드라부디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곳, P 30a7: T 26b5에서는 “yid kyi mṅon pa”로 되어

있다. 2005에 비엔나에서 출판된 PSṬ(E Steinkellner ed.) p.

51.11-12에서는 모두 “mānasaṃ pratyakṣa”로 교정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 판 PS(E Steinkellner ed)의 해당 부분과 분석(p. 24,

2.11211)에서도 의지각이 두 종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 PSV p.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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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으로 일어나는 의지각은 무분별지이다. 또한 욕망 등에 있어서의

자기인식(svasaṃvedana)은 감각 기관에 의지하지 않기에 의지각이

다.20)

위의 해석에 따르면 디그나가는 두 종류의 의지각, 즉 [외계]

대상에 대한 지각과 욕망 등의 자기인식을 말하고 있다. [외계]

대상에 대한 의지각은 다르마키르티 NBⅠs.9의 의지각에 해당하

는 것이다.

‘의지각 mānasa-pratyakṣa’에서 ‘mānasa’는 명사 ‘manas’의 형

용사로 ‘意에 관한’ 또는 ‘意에 의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지각이

란 의에 관한 또는 의에 의한 직접지각이라는 뜻이다.21) 필자는

먼저 의지각의 개념이 디그나가의 PS k.6ab에서 말하는 외계 대

상에 대한 의에 의한 직접지각 뿐만 아니라 의에 의한 일체의 직

접지각이 의지각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지적해 두고 싶

다. 다시 말해서 요가행자의 직관이 TSP에서는 의에 의한 직접지

각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요가행자의 직접지각 역시 광의적 의

미에서 의지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디그나가의 자기인식

한편 PS의 “욕망 등(rāgādi)”에서의 “등(ādi)”은 PSV(K)에서는

20) 한편 디그나가의 초기 저작 NM의 PS 의지각에 상당하는 부분은

“意地亦有離諸分別唯證行轉. 又於貪等諸自證分. … 皆是現量..”으로

서술되어 있다. “又”에 의해서 외계 대상에 대한 의지각과 욕망 등의

자기인식으로 명확히 나누어져 있다. 桂 紹隆(1982) p.87. 따라서

디그나가의 의지각은 NM → PS → PSV로 저술이 진행되는 동안

초기와 후기의 의지각에 대한 그의 생각이 적어도 한 번은 바뀌었다고

추정된다. 즉 NM에서는 외계 대상에 대한 의지각과 욕망 등의

자기인식이었던 것이 PS에서부터는 외계 대상에 대한 의지각과 더불어

욕망 등의 자기인식도 의지각에 포함되었다.

21) 船山 徹(2000) p. 105.



불교인식론의 ‘의지각’과 ‘자기인식’을 위한 구사론의 수에 관한 고찰 ∙ 81

“ ’dod chags daṅ źe sdaṅ daṅ gti mug daṅ bde ba daṅ sdug bs

ṅal la sogs pa”로 되어 있고, PVBh에서는 “rāga-deveṣa-moha-s

ukha-duḥkhādiṣu”로 되어 있어 욕망, 분노, 어리석음, 즐거움, 고

통 등임을 알 수 있다.22)

PSV에서 재인식(abhijñāna, pratyabhijñāna)도 다른 인식수단

을 필요하지 않음을 서술하면서 그 예로써 기억(smṛti) 등을 다음

과 같이 들고 있다.

punaḥ punar abhijñāne, yad asakṛt tad eva arthaṃ praty-abhijñān

am, tathā api na pramāṇa-antaram/ kiṃ kāraṇam/ 'niṣṭha-asakteḥ,

yadi sarvaṃ jñānaṃ pramāṇatvena iṣyate, evaṃ pramāṇam anavast

hitatvena syāt/ smṛtādivat/ k.3ab. smṛtir eva smṛtam. tad yathā sm

ṛti-icchā-dveṣa-ādayaḥ pūrva-adhigata-arthe na pramāṇa-antaram,

tad-vat/23)

반복되는 [기억 등의] 재인식(abhijñāna)에 있어서는, 그것은 실로

대상을 향해 반복되는 인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바른 인식수단은 필

요하지 않다. 무엇 때문인가? [무한 반복의] 오류(aniṣṭha)가 되풀이되

기 때문이다. 만일 일체의 인식이 바른 인식수단에 의해서 전달되어

진다면 그와 같은 바른 인식수단은 [그 수가] 한정되어질 수 없을 것

이다. [예를 들면] 기억되어진 것 등과 같이. [이미] 기억된 것(smṛta)

은 실로 기억(smṛti)을 말한다. 그 [생략된 것] ‘등(ādi)’이란 기억, 욕

망, 증오이다. [그것들과 같이] 이전에 [이미] 획득된 대상에는 다른 바

른 인식수단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와 같다[라고 한 것이다.]

디그나가는 PSV에서 자기인식과 관련된 또 하나의 실례로 개

념지를 들고 있다.

yadi rāga-ādi-svasaṃvittiḥ pratyakṣam, kalpanā-jñānam api nām

a. satyam etat. kalpana api svasaṃvittāv iṣṭā na arthe vikalpanāt/ k.

22) PSV(K) 95a.7; PVBh p. 305.17-18; Hattori(1968) p. 94, n.1.47; 小林

久泰(2008) pp. 111-112(L) 참조.

23) PSV pp. 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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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b. tatra viṣaye rāga-ādivad eva apratyakṣatve 'pi svaṃ saṃvetti i

ti na doṣaḥ. evaṃ tāvat pratyakṣam.24)

만일 욕망 등의 자기인식이 직접지각이라면 개념에 의한 지식조차

도 [직접지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실로 그와 같다. 개념 또한

자기인식에 관해서는 [직접지각]으로 인정되지만 [외계] 대상에 관해

서는 개념지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욕망 등과 같은 [지각] 대상은 실

로 감각 기관에 대응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스스로를 지각하기 때문에

[직접지각으로 인정함에] 오류가 없다. 이와 같이 실로 [욕망 등을 대

상으로 하는 자기인식은] 직접지각이다.

이상의 PSV의 자기인식의 예증으로 사용된 심작용을 중심으로

디그나가의 자기인식의 유형을 나누어 보면 다음 세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욕망 등의 감수작용 그 자체 (예: 욕망, 분노, 어리석음,

즐거움, 고통 등)

둘째, 이미 경험되어진 지각, 즉 기억 같은 것을 인식대상으로

하는 재인식 (예: 기억, 욕망, 증오 등)

셋째, 개념지

그러므로 디그나가의 자기인식은 어떤 특정한 심작용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일체의 심작용의 성립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심작용의 성립 과정 그 자체라는 말은 디그나가의 말을

빌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인식 행위)의 결과’를 말하는데 그

에 대해 다그나가는 PSV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svasaṃvittiḥ phalaṃ vā atra k.9a, dvy-ābhāsaṃ hi jñānam utpad

yate svābhāsaṃ viṣayābhāsaṃ ca/ tasya ubhaya-ābhāsasya yat sva

saṃvedanaṃ tat phalam/ kiṃ kāraṇam/ tad rūpo hy artha-niścayaḥ/

k.9b. yadā hi saviṣayaṃ jñānam arthaḥ, tadā svasaṃvedana-anurūp

24) PSV p. 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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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arthaṃ pratipadyata iṣṭam aniṣṭaṃ vā. …25)

또한 여기서 자기인식은 [인식 행위]의 결과이다. 실로 지식은 두

가지 입장에서의 현현(顯現, ābhāsa), 즉 자기 입장에서의 현현과(sva-

ābhāsa)과 대상적 입장에서의 현현(viṣaya-ābhāsa)으로 생기한다. 이

두 가지 현현은 자기인식의 [인식 행위의] 결과이다. 왜 그러한가? [왜

냐하면] 실로 그것(자기인식)은 대상을 성립시키는 것(artha-niścay

a)26)을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외계] 대상이 인식 대상을 동반하는

지식일 경우 그것(지식)은 자기인식에 따라 [외계] 대상을 원하는 것

또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다. …

디그나가는 지식의 2상성(二相性, dvirūpatā)은 자기인식의 (인

식 행위의) 결과이고 (인식 행위에 있어) 대상적 입장의 (형)상을

성립시키는 것이 자기인식의 본질이라고 한다. 즉 자기인식이 인

식 대상에 따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대상이 자기인식에

따라서 성립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자기인식은 직접지각으로

서 개념지가 배제된다는 의미에서 한 마디로 말한다면 대상에 대

한 직접경험(anubhava)이라고 할 수 있다.27) 이것은 앞에서 서술

한 PS k.6ab에서 보듯이 외계 대상에 대한 의지각뿐만 아니라 욕

망 등의 자기인식에 있어서도 그것이 직접지각(pratyakṣa)인 이상

은 직접경험(anubhava)에 의한 지각이어야만 한다. 한편 ‘anubha

va’라는 용어가 직접지각의 용례28)로 쓰인 것은 유가사지론에

25) PSV p. 4.3-8.

26) 불교인식론에서 ‘niścaya’는 종종 개념적 인식의 일종인 ‘확정

adhyavasāya’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나 여기서의 ‘artha-niścaya’는

‘대상에 대한 확정 artha-adhyavasāya’의 의미가 아니라 ‘대상의 결정

또는 성립 artha-vyavasthāpana’의 의미이다. 즉 자기인식이 인식의

대상적 측면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Hattori(1968) p. 103, n.1.62

참조.

27) mānasaṃ api rūpādi-viṣaya-ālambanam avikalpakam

anubhava-ākāra-pravṛttaṃ … PSV k.6ab.

28) 불교인식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접지각(pratyakṣa)의 동의어로서 ‘눈에

대한 것 adhyakṣa’, ‘직접경험 anubhava’, ‘직접지 sākṣātkārijñāna’ 등이

있다. 船山 徹(2012) p. 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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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직접지각의 대상(現量 pratyakṣa)29) 중에서 의근에 의한 직

접지각의 대상(現受現量 mano’nubhava-pratyakṣa)을 들 수 있

다.30)

6. 디그나가의 의지각의 불명확성

지금까지의 논의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디그나가의 의지각은 근

본적으로 두 가지의 불명확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외계] 대상에

관한 의지각에서 그 인식 대상이 [외계]에 실재하는 것이라면 실

질적으로 의에 의해서 무엇을 인식한다는 것일까? 다르마키르티

의 의지각과 마찬가지로 디그나가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필요성

에 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의지각으

로 외계 대상을 무분별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감관지와 차별화되

는 어떤 실질적 효과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만일 실재 대상을 의에 의해서 지각이 가능하다

면 그것은 삼계(三界)와 관련된 직접지각이라고 추정하지만 아직

까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불교인식론의 문헌을 접해 보지

는 못했다.

다만 유가사지론에서 언급하는 직접지각의 특징은 주목할 필
29) ‘pratyakṣa’가 바른 인식(pramāṇa) 내지 인식수단(pramāṇāni)으로서의

(직접)지각을 의미하지만 유가사지론 인명처 에서는 (직접)지각의
인식대상을 의미한다. 강성용(2004) p. 143 참조.

30) 유가사지론 성문지 인명처 에서는 현량, 직접지각의 대상으로

물질적 감각기관에 의한 직접지각의 대상(rūpīn-indriya-pratyakṣa)과

의근에 의한 직접지각의 대상, 세간적 직접지각의 대상(loka-pratyakṣa),

청정한 직접지각(śuddha-pratyakṣa)의 대상, 네 종류를 들고 있다. 矢板

秀臣(1992) p. 522, 557. 한편 Yoshida도 유가사지론의 현수현량(mano
’nubhava-pratyakṣa)과 디그나가의 PSV의 의지각 부분에 나오는

“anubhava-ākāra-pravṛtta”라는 문구와의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두

어구가 어떤 형태로든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吉田

哲(2012)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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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직접지각이란 무엇인가. 지금 지각되는 것, 사유되거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착란하지 않는 것, 그와 같은 것이다. 지금 지각되는 것

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네 종류의 형태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

다. 즉 감각 기관이 정상일 때, 의식이 [그 대상을] 향할 때, 상응하여

일어나는 것에 의하고, 초월하여 일어나는 것에 의하고, 장애가 없는

것에 의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는 것에 의한 것이다. 상응하여 일어나

는 것이란 무엇인가. 욕계의 감관에는 욕계의 대상이, 상지(上地)의 감

관에는 상지의 대상이, [각각] 일어난다. 즉 생기, 생성, 현생한다. 그것

이 상응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초월하여 일어나는 것(samatikramotpat

ti)이란 무엇인가. 상지의 감관에 하지(下地)의 대상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것 등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31)

한편 디그나가의 “욕망 등의 자기인식이 의지각”이라는 말에서

자기인식과 의지각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다르

마키르티처럼 그 상관성을 떼어내 버리고 의지각과 자기인식을

따로 구분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왜냐하면 디그나

가의 의지각의 범위는 다르마키르티의 정의 이상으로 포괄적 개

념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지각이 ‘의에 의한 지각’을 의미한다면 TSP에서의 분류

와 같이 ‘요가행자의 직관’ 역시 의지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

다.32) 또한 자기인식이 인식의 2상성(二相性)을 본질로 하는 것이

라면 외계에 실재하는 것이 인식 대상인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인식은 그 자체가 자기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기인식에 있어 감관지는 당연히 배제되

므로 의에 의한 지각, 즉 의지각은 논리적으로 자기인식과 동일한

인식활동을 가리키게 되어 자기인식과 의지각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게 된다.

31) 矢板 秀臣(1992) p. 517, 553.

32) 船山 徹(2000) pp.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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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심작용이 일어나는 과정, 즉 직접경험(anubhava)을

자기인식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직접경험은 어떻게 일어나

는 것인지 AKBh 중에서 심작용의 대표격인 수(受)에서 미시적

고찰이 가능할 것이다.

Ⅲ. 구사론의 수(受 vedanā)에 보이는 자기인식의 논리

1. 구사론의 수(受)의 개요

AKBh는 오온 중의 수온(受蘊, vedanā-skhanda )을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vedanā 'nubhavaḥ tri-vidho ’nubhavo vedanā-skandhaḥ/ sukho du

ḥkho ’duḥkhāsukhaś ca/ sa punar bhidyamānaḥ ṣaḍ vedanā-kāyāḥ c

akṣuḥ saṃsparśajā vedanā yāvan manaḥ saṃsparśajā vedanā iti33)

수(受), [즉 감수작용이]란 직접경험(anubhava)이다. 수의 온(受蘊 v

edanā skhanda)에는 세 가지 직접경험이 있다. 낙(樂), 고(苦) 그리고

불고불락(不苦不樂)[이 그것들이다.] 나아가 그것(수온)을 세분하면 여

섯 종류의 수신(受身, vedanā-kāya)이 있어 눈과 접촉하여 일어나는(s

aṁsparśajā) 수(受), 그와 같이 [이, 비, 설, 신,] 意와의 접촉으로 생겨

나는 수(受)를 말한다.

여기서 ‘직접경험 anubhava’이 수(受, 감수작용, vedanā)를 정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인식론에서는 ‘anubhava’가 ‘직접경

험’이라는 말로 직접지각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구사론에

서는 영납(領納) 또는 수용(受用)으로 한역된다. 그 의미는 감각

기관 또는 의(意)에 의해서 수용(受用)되는 지각 그 자체라고 할

33) AKBh p. 1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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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편 야소미트라의 ‘anubhava’의 접두사 ‘anu’는 촉(觸, sparśa)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촉의 원인을 수용하는 지

각을 의미한다고 주석한다.34) 따라서 촉은 감수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감수작용은 촉에 따라서 대상을 수용하는 것이다.35)

감수작용에는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삼

수(三受)라고 한다. 나아가 감수작용은 각각 여섯 가지 감각 기관

의 접촉으로 인해 생기하는 여섯 가지 촉(觸)들에 따라 여섯 가지

의 감수작용, 즉 안수, 이수, 비수, 설수, 신수, 의수(意受)를 가져

총 열여덟 가지의 수가 기본적으로 상정된다.

이상의 AKBh의 감수작용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우선 감수

작용에 해당하는 수온은 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

는 촉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즐거움, 괴로움, 즐거움

도 괴로움도 아닌 감수작용은 촉의 분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34) tri-vidho ’nubhava iti/ anubhūtir anubhava upabhogaḥ. kasya. cittasya

pudgalasya vā/ sa ca/ tri-vidhaḥ. sukho duḥkho 'duḥkhāsukhaś ca/

vastuno lāda-paritāpa-tad-ubhaya-vin-

irmukta-svarūpa-sākṣāt-karaṇa-svabhāvaḥ/ anubhūyate vā anena

viṣaya ity anubhavaḥ/ anubhavati iti vā anubhavaḥ/ kaya-cit-

ta-upacaya-apacaya-tad-ubhaya-vinirmukta-avasthā-pravṛttaś caita-

sika-viśeṣaḥ sparśa-anubhava ity apare/ anur lakṣaṇe sparśa-cihnaḥ.

sparśa-nimitta-anubhava ity arthaḥ. AKVy pp. 36.33-37.5 영납은

영납하는 것이고 수용(受用)하는 것이다. 무엇이 [영납하는가?] 심 또는

푸드갈라가 [영납한다.] 그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고와 낙과

불고불락이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사물의 쾌락과 고통과 그 두 가지를

떠난 것을 선명하게 아는 것을 자성으로 한다. 또는 대상이 이것에

의해서 영납되는 것이 영납이다. 또는 영납하는 것을 영납이라고 한다.

다른 논사는 몸과 마음의 증익과 감소와 그 양자를 떠난 것에서

일어나는 심소의 차별이 촉을 영납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anu’는 [그]

특성으로 촉을 향하는 것이고 촉의 원인을 영납한다는 의미이다.

35) ‘영납수촉(領納隨觸)’의 영납으로 촉에 수순(隨順)하여 경(境)을 영납한다

櫻部 建(1979) p. 167,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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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 원인으로서의 촉(觸, sparśa)

촉이란 근(根)과 경(境) 그리고 식(識)의 삼사화합(三事和合)36)

으로 그 화합에서 감수작용인 수가 일어난다. 즉 감수작용은 단지

오근 또는 의근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과 각각의 대상과 각

각의 식의 화합인 촉으로부터 일어나는 심작용을 말한다. 그런데

삼사화합에는 식(識)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의근과 그 대

상과 제육식(第六識)의 화합으로부터 일어난 의수(意受), 즉 의에

의한 감수작용의 경우, 제육식인 의식이 불교인식론의 직접지각과

같이 분별을 떠난 지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구사론에서 촉은 중복 분류 형식으로 열여섯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안이비설신의 오촉(五觸)은 유대촉(有對觸, sapratigha-

saṁsparśa)이며, 의촉(意觸, manaḥ saṁsparśa)은 증어촉(增語觸,

adhivacana-saṁsparśa)이라고 한다. 유대(有對)란 근(根)을 소의

(所衣)로 하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증어(增語)란 명칭(名, nama)을

36) sparśāḥ ṣaṭ cakṣuḥ saṃsparśo yāvan manaḥ saṃsparśa iti/ te punaḥ

saṃnipātajāḥ/ 촉은 여섯 [가지가 있다]. 안촉 내지 의촉(意觸)을

[말한다]. 그것들은 또한 화합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AKBh pp.

142.23-143.1.

촉이 근(根)과 경(境) 그리고 식(識)의 화합이라는 점은 설일체유부와

경량부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러나 유부는 근경식의 화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며 그 화합과 촉은 별개의 것들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경량부는 찰나의 연속선상에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촉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라 삼사화합(三事和合)이 촉(觸)이라고 유부를 비판한다.

다시 말해서 유부는 이미 소멸된 법 그리고 아직 생기하지 않은 법은

결코 현재의 법과 함께 화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전 찰나의

의근(意根)이 이후에 일어나는 색 등의 미래의 법과 현재의 의식과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가라고 경량부를 비난한다. 반면에 경량부는

의근과 색 등이 원인이 되고 의식이 결과로 화합은 취집(聚集)의 의미를

갖는다는 견해를 인용한다. 즉 촉(sparśa)이란 화합(saṁnipāta)이고

화합이란 삼법의 결합(saṁgati)을 말하며 이는 취집(samavāya)이라는

논지이다. 결론적으로 유부는 촉을 하나의 실법으로 인정하지만

경량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AKBh p. 143.2-17;

山口 益:舟橋 一哉(1987) pp. 255-261; 권오민(2002) pp. 463-46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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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고 의촉(意觸)은 그 상응하는 대상(ālambana)으로 지각 범

위가 보다 확장된 것(adhika)을 갖기 때문에 증어촉이라고 한다.

즉 ‘adhika’는 의식은 전오식(前五識)보다 그 지각 범위가 더 크다

는 것이며 ‘지극히 일반적인 인식의 통례’라는 의미이다. 결론적으

로 유대촉은 그에 상응하는 소의(所衣), 즉 각각의 근(根)에 따라

서만 일어나는 다섯 가지의 촉인 반면, 증어촉은 의촉을 말하며

의근에만 한정되지 않고 상응하는 소의와 소연에 따라서도 일어

나는 촉이다. 바수반두는 이 같은 증어촉에 관해 다음과 같이 부

연한다.

yathā uktaṃ “cakṣur vijñānena nīlaṃ vijānāti no tu nīlaṃ manovi

jñānena nīlaṃ vijānāti nīlam iti ca vijānāti" iti/ eka āśraya-prabhāvi

to dvitīya ālambana-prabhāvitaḥ / apare punar āhuḥ/ vacanam adhi

kṛtya-artheṣu manovijñānasya pravṛttir na pañcānām / atas tad eva

adhivacanam/ tena saṃprayuktaḥ sparśo 'dhivacana saṃsparśa” ity

… /37)

“안식은 ‘푸른색(nīla)’을 인식하지만 ‘푸른색이다’라고 인식하지는

않는다. 의식은 ‘푸른색’을 인식하고 또한 ‘푸른색이다’(nīlam iti)라고

인식한다.”38)라고 설해져 있는 것과 같다. 첫 번째는 [감각기관에] 의

지하여 현현하는 것(āśraya-prabhāvita)이다. 두 번째는 [증어촉을] 대

상으로 하여 현현하는 것(ālambana-prabhāvita)이다. 또한 다른 논사

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식은 언어에 의해서 대상들을 인식하지

만 다섯 [가지 감관에 의한 인식]은 그와 같지 않다. 따라서 그것(의

37) AKBh p. 144.2-6.

38) 디그나가가 PS k.4ab의 자주(自註)에서 “abhidharme 'py uktam –

cakṣur vijñāna-samaṅgī nīlaṃ vijānāti no tu nīlam iti, arthe

'rtha-sañjñī na tu dharma-sañjñī iti/ 아비달마에서는 또한 눈에 의한

지각을 [완벽히] 갖춘 자는 ‘푸른색 그 자체’을 지각하지만 ‘이것이

푸른색이다’라고 지각하지는 않는다. [그는] 대상에 관해서 대상 그

자체를 지각하는 것이지 [그것의] 속성을 지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용하는 것은 AKBh의 이 부분이다. 그러나 디그나가의 PSV의 인용

목적은 직접지각이 개념을 배제한 바른 인식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AKBh에서는 증어촉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인용으로 그 취지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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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증어인 것이다. 그것과 상응하는 촉이 증어촉(adhivacana-saṃs

parśa)이다. …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촉 중에서 오근에 의한 유대촉은

‘푸른색 그 자체’에 관한 것이고 의식을 연으로 하는 증어촉은 ‘푸

른색이다’라는 언어적 개념이 들어간 점이다. 즉 유대촉은 오감관

과 전오식과 그 대상의 화합이지만 증어촉은 의근과 제육식과 그

대상39)의 화합으로 이미 촉의 단계에서 개념적인 것이다. 따라서

수 중에서 언어적 결합을 가진 증어촉으로부터 일어나는 심수(心

受) 역시 무분별지가 될 수 없다.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AKBh의 촉의 분류로는 순락수촉(順樂受

觸), 순고수촉(順苦受觸), 불고불락수촉(不苦不樂受觸)이 있다.

sukha-vedya-ādayas trayaḥ//3.32. sukha-vedanīyaḥ sparśo duḥkh

a-vedanīyo 'duḥkha-asukha-vedanīyaś ca/ sukha-vedanā-ādi-hitatv

āt/ atha vā vedyate tad vedayituṃ vā śakyam iti vedanīyam/ kiṃ t

at/ veditam40)/ sukhaṃ vedanīyam asminn iti sukha-vedanīyaḥ spar

śo yatra sukhaṃ veditam asti evaṃ duḥkha-aduḥkha-asukha-veda

nīyāv api yojyau/41)

[또한 일체는] 순락수(順樂受) 등의 세 가지가 있다. 순락수촉(順樂

受觸)과 순고수[촉](順苦受觸)과 순불고불락수[촉](順不苦不樂受觸)이

[그것들]이다. 낙[수 등]에 따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은 [즐거움 등

의 감수작용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혹은 [그것에 의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까닭에 순수(順受, vedanīya)라고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수

(受, vedita)이고 이것(촉)에 순락수가 있으므로 순락수촉이라고 한다.

거기에는 낙수(樂受)가 있다. [순]고[수촉]과 [순]불고불락[수촉]에서도

이와 같이 상응한다.

39) 제육식의 인식대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찰나멸선상에서 ‘푸른색 그

자체’와 동일한 외계에 실재하는 전오식의 대상의 직후의 대상이고

둘째는 기억 등과 같은 오로지 의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다.

40) vedanā, 山口 益;舟橋 一哉(1987) p. 268, n.2 참조.

41) AKBh pp. 144.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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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원문에서 순수(順受, vedanīya)는 촉이 가지는 특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일체의 촉은 수로 수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가

진 것이다. 순락수촉(sukha-vedanīya-sparśa)은 즐거움이라는 감

수작용을 따르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야소미트라는 낙수에 ‘(잘)

맞는’ 또는 ‘(잘) 어울리는’ 이라는 의미의 ‘sādhu’라는 단어로 주

석하고 있다.42) 이러한 순수(順受)의 종류에는 세 가지, 즉 순락수

촉, 순고수촉, 순불고불락수촉이 있다. 필자는 이들이 각각 낙수,

고수, 불고불락수의 삼수(三受)를 일으키는 일종의 원인이 된다.

3. 신수(身受)와 심수(心受)

AKBh의 세간품 에서 수(受)에 관한 바수반두의 서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신수(身受)와 심수(心受)의 분류, 수(受)

가 일어나는 시점에 관한 논의43), 의근행(意根行, manoupacāra)

42) sukhasya vedaḥ sukha-vedaḥ/ sukha-vede sādhuḥ sukha-vedyaḥ/

sukhaṃ yā vedyam asminn iti sukha-vedyaḥ/ AKVy p. 306.10-11

즐거움의 수가 낙수이다. 낙수에 잘 맞는 것이 순락수이다. 이것에 낙의

순수가 있기 때문에 순락수이다.

43) 바수반두는 촉과 수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유부의 견해를 먼저 서술한

후에 이에 대해 경량부적 입장에서 비판을 한다. 유부는 촉과 수는

구유인(俱有因 sahabhū-hetu, 加藤 純章(1989) pp. 309-310 참조)이므로

동시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경량부는 만일 동시에

발생한다면 능생(janaka)과 소생(janya)의 차별, 즉 공능(功能

samarthya)이 없게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한다. 따라서 경량부는 능생인

수는 소생인 촉의 다음 찰나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유부는 두 가지의 다른 수들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경량부의

찰나멸을 논박한다. 즉 만일 A라는 어떤 수가 발생한 찰나에는 B를

일으킬 다른 촉이 함께 존재하게 되므로 같은 찰나에 (A의) 수와 (B의)

촉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 소연(所緣)이 불완전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유부의 입장에서는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동시에 존재하는 것인데 어떤

원인과 그것과 다른 결과가 동일한 찰나에 존재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량부는 수는 촉보다 이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근과 경은 이전이고 그 후에 식(識)이 있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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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삼계에서의 의근행의 분류이다. 본고에서는 심수와 의근행

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바수반두는 수, 감수작용을 우선 신수와 심수로 분류하는데 그

내용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j jāḥ ṣaḍ vedanāḥ cakṣuḥ saṃsparśajā vedanā śrotra-ghrāṇa-jih

vā-kāya-manaḥ saṃsparśajā vedanāḥ/ tāsāṃ punaḥ cakṣuḥ-śrotra-

ghrāṇa-jihvā-kāya-saṃsparśajāḥ pañca-vedanāḥ kāyikī vedanā ity

ucyate/ rūpi-indriya-āśritatvāt/ manaḥ saṃsparśajā punar vedanā c

aitasikī ity ucyate/ citta-mātra-āśritatvāt/44)

그것(여섯 가지 촉)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여섯 가지 수(受 vedan

ā)이다. 안촉으로부터 일어난 수와 귀, 코, 혀, 신체 그리고 의(意)로부

터 일어난 감수작용이 있다. 또한 그것들 중에서 안, 이, 비, 설, 신촉

으로부터 일어난 다섯 가지의 감수작용은 신수(身受, kāyikī vedanā)라

고 한다. 감각기관 (有色根, rūpi-indriya)에 의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촉으로부터 일어나는 수는 심수(心受, caitasikī

vedanā)라고 한다. 왜냐하면 오로지 심(citta)에만 의지하는 성질을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신수와 심수는 촉에 있어 유대촉과 증어촉의 분류

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심수란 의(意)와 그 대상

과 의식(意識)의 삼화합인 증어촉으로부터 일어나는 수(受)이기

때문에 이미 언어적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세 가지의 화합이 촉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 촉을 연으로 해서

제3찰나에 수(受)가 일어난다는 말을 인용하여 유부의 견해를 논파한다.

AKBh pp. 145.3-146.6; Dhammajoti(2007) pp. 122-125; 권 오민(2002)

pp.468-473 참조.

44) AKBh pp. 146.26-147.1.



불교인식론의 ‘의지각’과 ‘자기인식’을 위한 구사론의 수에 관한 고찰 ∙ 93

4. 심수(心受)와 의근행(意根行)

나아가 바수반두는 심수(caitasikī vedanā)에 관한 설명에서 촉

에서의 순수(順受)에 대응하는 의근행(意近行, manopavicāra)45)을

심수의 특성으로 제시하고 이것을 12연기 중의 수(受)의 본론으로

삼고 있다. 의근행에 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의근행의 정의와 분류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있어서의 의근행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는 곧 감수작용이 각각의 선정의 수행 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것

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여기서는 의근행의 정의와 분류에

관해서만 살펴볼 것이다.

punaś ca aṣṭādaśa-vidhā sā manopavicārataḥ//3.32. sa eva caitasi

kī vedanā punar āṣṭadaśa manaopavicāra-vyavasthānād aṣṭādadhā b

hidyate/ … / aṣṭādaśa-manas-upavicārāḥ katame/ ṣaṭ saumanasya-

upacārāḥ ṣaṭ daurmanasya-upavicārāḥ ṣaḍ-upekṣa-upavicārāḥ/46)

그것은 의근행인 까닭에 분류는 다시 열여덟 가지가 된다.//3.32 심

수는 실로 그 근행이 열여덟 개가 있기에 다시 열여덟 가지로 나뉜다.

… 열여덟 가지의 근행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섯의 희(喜 sau

manasya), 여섯의 우(優 daurmanasya)근행과 여섯의 사(捨 upekṣā)근

행[이 그것들]이다.

manopavicārā iti ko 'rthaḥ/ manaḥ kila pratītyaite saumanasya-ā

dayo viṣayān upavicaranti iti/ viṣayeṣu vā mana upavicārayanti ity

apare/ vedanā-vaśena manaso viṣayeṣu punaḥ punar vicaraṇāt/47)

‘의근행’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해지는 설에는 의(意)를 연으로

하여 희(喜) 등은 대상을 근행한다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다른 논사들은 의가 대상에 근행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

45) 진제는 의분별행(意分別行)이라고 번역한다. ‘upavicāra’의 사전적 의미는

environs, neighbourhood이고, 근행(近行)은 현장의 번역이다.

46) AKBh pp. 146.27-147.1.

47) AKBh p. 1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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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에 따라 의(意)는 대상으로 대단히 빈번히(punaḥ punaḥ)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의근행이란 의를 연으로 하여 기쁨, 근심 그리고 기쁨과 근심,

양자를 떠난 근행이 대상에 빈번히 작용하는 것이다. 즉 심수에서

삼수(三受)가 발생하는 것은 심수가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의근행

을 자성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심수를 증어촉과 대비해서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수는 촉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며

촉 중에서 증어촉은 순수성(順受性)을 본질로 한다. 순수성은 수

에 따르는 성질로 순락수촉, 순고수촉, 순불고불락수촉이 있다.

한편 심수는 의근행(意近行)을 본질로 한다. 의근행에는 희(喜)

근행, 우(優)근행, 사(捨)근행이 있어 이들은 각각 의(意)를 연으로

대상에 빈번히 작용하여 낙수, 고수, 불고불락수를 일으킨다.

이와 같은 어떤 대상에 관한 즐거움 등의 감수작용에 있어 증

어촉의 순수(順受)와 심수의 의근행의 관계는 전술한 디그나가의

인식의 2상성(二相性, dvirūpatā)과 자기인식에 관한 설명과 논리

적 구조가 정확히 일치한다.

즉 디그나가에 따르면 인식이 지속적인 흐름을 담보하기 위해

서는 파악되는 대상과 파악하는 수단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인식

의 2상성이 필요하다. 즉 파악되는 것은 어떤 형상으로 현현하는

것으로 인식대상(prameya)이 되고 파악하는 것은 파악하는 형상

(grāhaka-ākāra)으로 인식수단(pramāṇa)이 된다. 이와 같은 인식

의 2상성은 대상으로서의 지식(viṣaya-jñāna)과 그것(대상으로서

의 지식)을 인식하는 지식(tajjñāna)이 다르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인식이 ‘대상의 형상’ 또

는 ‘수단의 형상’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선행하는 인식에

의해서 지각되는 대상은 인식의 흐름 중에 지속적으로 현현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자 중 한쪽만을 가지기에 계속되는 인식

의 흐름 속에서 직후의 인식의 대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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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디그나가는 인식의 2상성의 인식 결과가 자기인식이라고

말한다.48)

마찬가지로 AKBh에 있어 어떤 대상을 즐거움으로 느낄 때, 그

감수작용의 성립에서도 인식이 성립하는 것과 동일하게 대상적

측면과 수단적 측면, 양자가 필요하다. 즉 순락수촉을 대상적 측

면으로, 희근행을 그 대상을 감지하는 수단적 측면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아가 촉의 순락수와 심수의 희근행에 의해서 발생한 즐거

움이라는 감수작용은 결과적으로 자기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편 같은 논리로 순락수촉과 희근행 둘 중 하나만 있을 경우 직전

의 특정한 즐거움이라는 감수작용은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

므로 디그나가의 인식의 2상성과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증어촉과

심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심작용의 대상적 측면: 
增語觸의 順受性

순락수촉, 순고수촉, 
순불락불고수촉

⇳ ⇨
자기인식=의지각

심작용의 결과적 측면: 
三受

낙수, 고수, 불고불락수
심작용의 수단적 측면: 

心受의 意近行
喜근행, 優근행, 捨근행

48) 본고 Ⅱ. 5. 다그나가의 자기인식 후반부 참조. 인식의 2상성과

자기인식과 관련하여 필자가 참조한 최근 주요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片岡　啓(2009), (2010), (2012); Kellner(2010), (2011); 정승석(2013);

김성옥(2013); 강형철(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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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위의 도표를 디그나가가 PSV k.6ab에서 “욕망 등의 자기인식

은 의지각이다.”라는 서술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욕망 등”은

일체의 심작용으로 인식의 결과적 측면에 해당한다. 이것은 디그

나가가 PSV k.9에서 서술한 자기인식의 본질인 인식의 2상성(二

相性, dvirūpatā)에 정확히 부합한다. 즉 “욕망 등의 자기인식”은

심작용이 인식결과이기에 자기인식이라는 의미이다.

나아가 심작용은 다섯 가지 감각 기관에 의한 직접경험(anubha

va)이 아니라 오로지 의(意, manas)에 의한 직접경험(anubhava)

이다. 그러므로 PSV k.6ab에서의 의지각이란 의(意, manas)에 의

한 직접경험(anubhava)의 결과를 말한다. 이것은 전술한 다르마

키르티 이후의 의지각의 필요성에 관한 세 가지 유형 중에서 TS

P의 견해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한편 의근행(意近行, manopavicāra)이 인식수단(pramāṇa)으로

인식대상인 촉의 순수성을 파악하는 의지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근행 그 자체는 이미 희, 우, 사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념지처럼 의근행은 분별적이고 오염된 것이므로

바른 인식수단(pramāṇa)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의(意)에 의해서

일어나는 심작용은 비록 그것의 인식결과가 자기인식이라고 할지

라도 파악하는 지식인 능지(能知)에 해당하는 의근행이 이미 언어

와 결합된 것이므로 개념의 배제를 자성으로 하는 ‘직접지각’이라

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향후 좀 더

치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디그나가는 PS k.8

에서 “바른 인식수단이란 (인식) 작용을 동반하는 것(savyāpāra)

으로 이해되기에 실로 [바른 인식의] 결과로 존재한다 savyāpāra

-pratītatvāt pramāṇaṃ phalam eva sat”라고 하여 바른 인식수단

을 바른 인식결과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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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vedanā in Abhidharmakośabhāṣyam for 
understanding mānasapratyakṣa and 

svasaṃvedana in Buddhist epistemology

Park, Ki Yeal

Dongguk University

Dignāga describes that self-awareness of desire, etc. is

also mental perception (mānasapratyakṣa), one of direct per-

ceptions which are free from conceptual construction in

Pramāṇasamucchaya (PS) and his self-commentary (Vṛtti).

Vasubandhu explains contact (sparśa) and sensation

(vedanā) in the context of twelvefold dependent origination

(Pratītyasamutpāda) in the third chapter of

Abhidharmakośabhasya (AKBh). There are two important

terminologies to find a clue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among desire etc., self-awareness, and mental perception in

the above passage of Dignāga. One is ‘ability of well-fol-

lowing to sensation’ (vedanīya) which is the nature of

‘contact of denomination’ (adhivacana-saṁsparśa). The other

is ‘ability of approaching to object (sparśa) by mind’

(manopavicāra) called the character of mental sensation

(caitasikī vedanā). These two terms cause three types of

sensations;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and indifference.

On the other hand, Dignāga says that cognition is pro-

duced as the twofold of aspects, that is to say, objective

appearance grasped by cognitive subject as cognitive object

(viṣayajñāna) and subjective appearance grasping object as

cognitive means (tajjñāna). He defines the twofold aspect of

cognitive appearance is the reason that self-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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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asaṃvitti) processes successfully. He also insists

self-awareness is the result of the cognitive act

(pramāṇaphala).

Here is one point to pay attention to the structurally

conform vedanīya and manopavicāra in AKBh to the two-

fold cognitive appearances (dvirūpatā). Concretely speaking,

vedanīya can be arranged to the objective appearance of

cognitive act and manopavicāra can be applied to the side of

the subjective appearance of cognitive act.

Therefore, it can be say that Vasubandhu’s the three

sensations are also Dignāga’s self-awareness because the

sensations are results from the combination between contact

of denomination and mental sensation. Furthermore, the ac-

tivities of sensations like desire, anger, ignorance, pleasure,

pain, etc. arisen by self-awareness are possible only

through mind (manas). This is why Dignāga affirms

‘self-awareness of desire, etc.’ is ‘mental perception’ as well.

Finally, it would be said that ‘anubhave’ (immediate experi-

ence) plays a key role in connecting between AKBh’s sen-

sation and PSV’s self-awareness and mental perception, that

is, as I examined the term, it means sensation (vedanā) as

well as direct perception (pratyakṣa).

Keywords : svasaṃvedana, mānaspratyakṣa, sparśa,

adhivacana-saṁsparśa, vedanīya, vedanā,

caitasikī vedanā, manopavicāra, dvirūpatā,

pramāṇaphala, anubh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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