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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철학에서 거론하는 소지성(vedyatva) 개념의

함의(含意)*1)

정승석**1)

Ⅰ서론. Ⅱ소지성의 함의를 시사하는 직접 인용.

Ⅲ소지성과 연관된 부연 설명.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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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식]

Vācaspati Miśra는 요가주를 해설하면서, ‘동시 지각의 필연성’과

함께 소지성(vedyatva)을 거론하여 유식설을 비판했다. 그 중에서 특히

소지성은 유식설에서 통용되는 특정 개념을 요가 철학의 주석자들이 나

름대로 이해하여 대체한 개념일 수 있다.

Dharmakīrti와 Śāntarakṣita의 고찰에 의하면, ‘인식의 자기인식’은

‘동시 지각의 필연성’과 불가피하게 연관되어 있다. 주관(인식 주체)과

객관(인식 대상)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성립된 주장이 ‘동시 지각의 필

연성’이다. 여기서는 주관과 동일한 객관을 주관이 인식하므로, 결국 주

관이 주관(=객관)을 인식한다는 자기인식의 논리가 성립된다.

그런데 자기인식은 유식의 동의어로 간주될 만큼, 유식설은 자기인식

의 이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상적 발전을 전개했다. 그렇다면 유식

설의 반론자에게 가장 대표적인 표적으로 간주된 것은 인식의 자기인식

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유식설을 비판하는 Vācaspati Miśra가 ‘동시 지각의 필연성’

과 함께 유식론자의 주장으로 전제한 ‘소지성’은 결국 ‘인식의 자기인식’

을 대체한 개념일 것으로 판명된다.

* 본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46).

** 鄭承碩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 jungss@dg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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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Yoga-sūtra의 주석인 요가주(Yogasūtra-bhāṣya)는 인도 철

학의 유파들 중 소위 요가 철학을 정립한 문헌으로 공인되어 있

다. 그리고 요가주에서 논파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된 불교의 교
의는 유가행파(Yogācāra)의 유식설(唯識說)이다. 다만 요가주에
서는 유식설을 부정하는 기본 입장이 피상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요가주를 해설하는 후대의 주석 문헌들은 유식설에

대한 요가 철학의 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와 관련하

여 요가 철학의 대변자로 주목할 만한 문헌은 Vācaspati Miśra의

Tattva-vaiśāradī(TV)이다. 여기서는1) 요가주의 저자가 의식한
유식의 개념을 처음으로 명시하여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Vācaspati Miśra는 요가주의 저자가 의식한 유식의 개념을 v
edyatva와 sahopalambha-niyama(동시 지각의 필연성)로 지목한

다. 이 중에서 후자는 이미 고찰되었으므로2), 본론에서는 전자를

고찰한다.

유가행파의 문헌에서는 sahopalambha-niyama의 경우도 그렇

듯이, 특히 vedyatva라는 용어가 유식설의 전용어로는 거의 구사

되지 않는다. 불교의 안팎에서 vedyatva(또는 vedyatā)라는 용어

는 주로 유가행파의 유식설 또는 경량부(經量部)의 유형상지식론

(有形象知識論)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인식론적 관념을 비판하는

데서 사용된다. 그렇다면 이 vedyatva는 유식설에서 통용되는 특

정 개념을 요가 철학의 주석자들이 나름대로 이해하여 대체한 개

념일 수 있다.

1) 특히 Ybh 4.14～4.15에 대한 TV의 해설.

2) 정승석(2013), 유식(唯識)의 ‘동시 지각의 필연성’ 개념에 대한 요가

철학의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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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은 이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그 특정 개념을 파악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요가 철학의 주석자

들이 vedyatva라는 개념으로 지목했던 유가행파의 개념을 규명하

는 것이 본론의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론에서는 vedyatva

개념의 기존 용례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 개념에 대한 요가 철학

의 인식과 적용의 실제를 고찰할 것이다.

이하 본론에서는 vedyatva라는 용어에 적합한 기본 번역어를

소지성(所知性)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서술의 맥락에 따라 용어

구사의 취지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vedyatva를 일관하여

‘소지성’이라는 번역어로 표현하기는 곤란하다.3) 따라서 고찰을

진행하기에 앞서 vedyatva의 번역으로 통용되는 대표적 사례들을

소개해 둔다.

vedyatva는 동사 √vid(알다)의 미래수동분사인 vedya의 중성

명사이다. 이와 동일한 의미의 여성 명사로는 vedyatā가 사용된

다. 한역(漢譯) 불전에서 통용된 범어 번역의 사례를 적용하면, ve

dyatva를 소지성(所知性)4)으로 번역하는 것이 무난하다. 이 경우,

소지(vedya)는 ‘알려져야(즉 인식되어야) 할 것(대상)’을 의미하므

로5), 소지성(vedyatva)은 ‘대상으로서 인식된다는 사태’를 가리킨

다. 그러나 소지성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한 것은 그 원어의 문법

3) 예를 들어 Chaturvedi(1982: 181)는 Advaita Vedānta에서 주장하는

인식의 자기조명성(svayaṃprakāśatva)을 고찰하면서, vedyatva를 다음과

같이 objecthood(대상성: 대상이 된 상태) 또는 known-ness(피인식성:

인식된 상태)로 표현한다. “Secondly, in the proposition ‘the jar is

known’, vedyatva or objecthood is felt not in the experience but in the

object(jar etc.), because known-ness(vedyatva) is the qualifier of the

jar.”

4) 본론의 고찰과 직결되어 있는 번역의 사례는 高木 訷元(1991) p. 227, 西澤
史仁(1995) p. 17 참조.

5) 榊亮 三郎(1916) p. 491, 7644항 참조. 또한 vedya는 맥락에 따라 단지

‘알려진(즉 인식된) 대상’(known object)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Sastri(1997)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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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인 미래수동분사의 일반 용례를 적용한 결과이다.

그런데 영어를 구사하는 상당수의 학자들은 요가 철학뿐만 아

니라, 니야야(Nyāya)와 바이셰쉬카(Vaiśeṣika) 학파에서 구사되는

vedyatva를 ‘인식할 수 있음’ 또는 ‘인식될 수 있음’이라는 표현으

로 ‘인식 가능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6)

근대 인도의 범어 학자로 유명한 Apte는 미래수동분사(future p

assive participle)를 가능수동분사(potential passive participle)로

명명했다. 그는 가능수동분사의 용도를 “어근이나 어간으로 표현

되는 행위 또는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경험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가능수동분사로써 전달하는 의미로는

적합성, 의무, 불가피성을 제시한다.7)

영어를 구사하는 학자들이 vedyatva를 ‘인식 가능성’에 해당하

는 의미로 이해한 것은 가능수동분사에 대한 Apte의 설명과 대체

로 상통한다. 이들은 가능수동분사로 표현하는 세 가지 의미 중에

서 특히 ‘불가피성’8)을 vedyatva에 함축된 의미로 고려한 듯하다.

이에 따라 vedyatva(소지성)는 인식되어야 할 대상을 가리키므로,

이런 대상은 인식될 수 있는 성질, 즉 인식 가능성을 갖는다.

이상과 같은 용례에 따라, 이하 필자의 원문 번역에서 인식되어

야 한다거나 인식될 수 있다는 의미로 서술한 것도 vedyatva 또

는 vedyatā의 번역에 상당한다.9)

6) 단적인 예를 들어 Sinha(1938: 81-88)는 유식설에 대한 TV의 비판을

고찰하면서 vedyatva를 knowability로 번역했다. 니야야 또는 바이셰쉬카

학파의 주장을 고찰한 경우, Potter(1977: 661)는 vedyatva를

knowability로, Chakrabarti(2010: 185)는 cognizability로,

Balcerowicz(2009: 266)는 ‘the ability to be cognised’로 번역했다.

7) Cf. Apte(1908) § 155.

8) Apte(ibid.)가 가능수동분사의 용도에 적합한 표현으로 must, ought to를

예시하듯이, 의무와 불가피성은 상통하는 의미이자 가능수동분사의 기본

용도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문학 용어로서의 vedyatva는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vedyatva, i.e. the subject matter that is necessary to know)를

의미한다. Nivās(2013) p. 5.

9) 다음과 같은 실례를 들 수 있다. “‘이 세상을 형성하는 최초의 환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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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지성의 함의를 시사하는 직접 인용

Vācaspati Miśra는 유식론자가 ‘소지성’과 ‘동시 지각의 필연성’

을 유식(唯識)의 명제로 주장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4.07.10) “반면에 대상을 동반하지 않는 인식 작용은 존재한다.”

그것이 저 홀로 조명함으로써 자신이 인식 영역(대상)으로

존재함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감각이 없는

대상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11)

이와 같은 Vācaspati Miśra의 소개를 음미하면, 유식론자의 주

장을 다음과 같은 논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명제: 대상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인식 작용은 존재한다.

이유: 왜냐하면 인식 작용은 그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 스스로 조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따라서 인식 작용이 성립하는 데에는 외계의 대상이 필요하

지 않다.

Vācaspati Miśra는 앞의 소개에 곧장 부연하여 “바로 이 때문

운운하는 것은 이 세상을 형성하는 [최초의 환희가] 이 세상에서는

[모두에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prathamānandaṃ jagadrūpam ity

ādi, jagadrūpaṃ jagad vedyatvāt/ Yogaratnamālā, ad Hevajra Tantra

1.10.13. Snellgrove 1959: 133 재인용.) 여기서 ‘인식될 수 있기’는

vedyatva의 번역이다.

10) 이하 이 같은 숫자는 Ybh 4.14에 대한 TV의 해설을 필자가 임의로

단락화한 구문 번호임. 본론에서는 이 번호를 이전의 논문(정승석

2013)과 연계하여 사용한다.

11) TV 4.15. 정승석(2013)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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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식론자는 ‘소지성’과 ‘동시 지각의 필연성’이라는 둘을 제시

한다.”12)라고 서술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지성’과 ‘동시 지각의 필

연성’은 앞에 예시한 논법 중 ‘이유’를 특정 개념으로 명시한 것에

해당할 것이다. 그는 이어서 유식론자의 주장을 대변하여 그 ‘이

유’가 적용되는 실례를 소개하는데, 그는 먼저 소지성의 실례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14.09. 어떤 지각에 의해 알려진 것(대상)은 무엇이든 그것(어떤

지각)과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자아(ātman)는 인식 작용

의 경우와 다르지 않는 것과 같다.13)

위의 서술은 유가행파에서 통용된 주장을 직접 인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4세기 인도 철학의 개론서인 전철학
강요(全哲學綱要, Sarvadarśana-saṃgraha)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유가행파의 주장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

다.

어떤 지각(見分, 주관)에 의해 알려진 것(相分, 객관)은 무엇이든 그

것(어떤 지각)과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자아는 인식 작용과는 다르

지 않는 것과 같고,14) 청색 따위[와 같은 대상]들은 그것들[에 대한 지

12) 정승석(2013) p. 126, 14.08 참조.

13) yad vedyate yena vedanena tat tato na bhidyate/ yathā jñānasyātmā/

자아와 인식의 관계를 예로 든 이 서술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는 인식 작용에 의해 알려지는 객체이지만, 그 인식은

자아의 주체적 작용이므로, 자아와 인식은 다르지 않다.”

14) 유식설의 용어를 적용하면 ‘어떤 지각’은 주관을 의미하는 견분(見分),

‘알려진 것’은 객관을 의미하는 상분(相分)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TV의

jñānasyātmā(jñānasya ātmā)가 jñānenātmā(jñānena ātmā)로

바뀌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다. 中村 元(1994: 69-70)은 ‘na …

jñānenātmā’를 “아트만이 인식 작용(jñāna)과는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닌”이라고 번역하고서, 그 취지를 “아트만은 인식 작용을 본질로 하고

있다.”라고 부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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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 의해 알려지는 것과 같다.15)

Vācaspati Miśra는 이 같은 유가행파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소지성의 실례를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염두에 둔 소지성

개념의 의미를 간파하기 위해서는 그가 인용한 구문의 전후 맥락

을 먼저 조망할 필요가 있다. 전철학강요에서는 이 구문의 직전
에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따라서 통각(=인식 작용)16)은 그 자신을 제외한 지각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형성하여 마치 빛처럼 그 자신의

형상을 비추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통각에 의해 지각되어야 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

(통각)과는 다른 지각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각 대상(相分)과 지각 주

체(見分)는 [차이가] 없으므로, [지각] 그 자체가 스스로 현현하게 된

다.” 지각 대상과 지각 주체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추론할 수 있다.

…17)

이 서술에 의하면 Vācaspati Miśra가 인용한 유가행파의 주장

은, 지각(인식)의 대상과 주체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추론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우선 이 서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명한

요지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 yad vedyate yena vedanena tat tato na bhidyate yathā jñānenātmā/

vedyante taiś ca nīlādayaḥ/ Sds, p. 31.

16) 통각의 원어는 buddhi이지만, 여기서는 jñāna(인식 작용) 또는

vijñāna(識)의 동의어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中村 元(1994: 69)은 이것을

‘인식 작용’으로 번역했다. 인도 철학에서 buddhi가 vijñāna의 동의어로

간주된 사례는 服部 正明(1987) p. 341 참조.

17) tasmāt svavyatirikta-grāhya-virahāt tad-ātmikā buddhiḥ svayam eva

svātma-rūpa-prakāśikā prakāśavad iti siddham/ tad uktam/

“nānyonubhāvyo buddhyāsti tasyā nānubhavo'paraḥ/

grāhya-grāhaka-vaidhuryāt svayaṃ saiva prakāśate”// iti/

grāhya-grāhakayor abhedaś cānumātavyaḥ … / Sds, p. 31. 생략

부분(…)은 앞의 각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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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각(인식 작용)은 그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 인식할 뿐이고,

이 밖의 다른 대상이나 인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지는 앞에서 제시한 Vācaspati Miśra의 서술(14.07)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 요지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인식의 자기

인식’이다. 전철학강요에서는 인식의 대상과 주체는 서로 다르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의식과도 다르지 않다는 유가행파의 주장

을 서술하면서, ‘인식의 자기인식’에 해당하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자의식’(saṃvitti)18)으로 표현한다.

지각 대상(相分)과 지각 주체(見分)와 ‘자의식’을 서로 다른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이런 것은, 하나인 달을 둘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

과 같은 착오이다. 이 경우에도 [착오의] 원인은 시작도 없고 단절이

없는 흐름으로서, 다양성을 가진 바로 그 훈습이다.19)

“통각(인식 작용) 자체는 구분이 없는 것이지만, 전도(顚倒)된 견해

를 갖고 있는 자들은 지각 대상과 지각 주체와 자의식이라는 구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20)

18) 中村 元(1994: 70)은 saṃvitti를 ‘자증(自證) 작용’으로 번역했다. 여기서

saṃvitti는 사실상 sva-saṃvitti(自證, 자기인식)를 의미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의 동의어로는 주로 sva-saṃvedana, sva-saṃvid,

sva-vitti 등이 사용된다.

19) yaś cāyaṃ grāhya-grāhaka-saṃvittīnāṃ pṛthag-avabhāsaḥ sa

ekasmiṃś candram asi dvitvāvabhāsa iva bhramaḥ/ atrāpy anādir

avicchinna-pravāhā bheda-vāsanaiva nimittam/ Sds, p. 32.

20) avibhāgo’pi buddhyātmā viparyāsitadarśanaiḥ/

grāhya-grāhaka-saṃvitti-bhedavān iva lakṣyate// iti ca/ Sds, p. 32.

Upadeśa-sāhasrī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는

avibhāgo’pi가 ‘abhinno'pi hi’로 바뀌었지만(US, 18.142), 의미는

동일하다. 한편 요가주(Ybh 4.23)에도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다.
여기서는 “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일 뿐이고, 실로 이 세계는 소와

항아리 따위처럼 원인을 가진 것으로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서술한다. Vācaspati Miśra(TV 4.23)는

이들을 유식론자로 거명한다. 정승석 역주(2010) pp. 241-2 참조. 특히

Vijñāna Bhikṣu(YV 4.23)는 이들을 유식론자로 거명하면서, 앞의

Upadeśa-sāhasrī에서 서술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이들의 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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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시사하듯이 지각(인식)의 대상과 주체가 서로 다르지 않

다면(즉 동일하다면), 우리가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곧 인식의

자의식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의식을 Śāntarakṣita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즉 자기인식)으로 표현했으며, Kamalaśīla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인식 작용의 자기인식’21)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Ś

āntarakṣita의 설명은 소지성(vedyatva)의 함의를 파악하는 데 결

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Śāntarakṣita의 설명은 Vācaspati Miśra가 인용한 소지성의 실

례(14.09)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선 양자를 대비하면, 다음

과 같다.

TS 203222) TV 14.0923)

① 이 모든 인식은 다른 것을 지각

대상으로 갖지 않는다.

② 인식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자기인식)과 같은 본성을

갖기 때문이다.

ⓐ 어떤 지각에 의해 알려진

것(대상)은 무엇이든 그것(어떤

지각)과 다르지 않다.

ⓑ 예를 들어 자아는 인식

작용과는 다르지 않는 것과

같다.24)

마츠모토 시로(松本 史朗) 교수의 고찰에 의하면, 위의 TS 2032

에 대한 티베트 번역에서는 소지성(vedyatva)에 해당하는 개념이

‘현현과 인식의 특성’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gsal shin rig pahi r

tags’로 표현되어 있다.25) 이제 그의 고찰을 전제로 하여 위의 대

인용한다. Cf. Rukmani(1989) p. 103.

21) ‘jñānasya ātma-saṃvedanam’(TSp, p. 695, 22행).

22) ①saṃvedanam idaṃ sarvaṃ na cārthāntara-gocaraṃ/

②saṃvedna-svabhāvatvāt svātma-saṃvedanaṃ yathā// TS 2032.

23) 앞의 각주 13.

24) ⓑ는 동일한 내용인 Sds의 원문으로 대체함(앞의 각주 15).

25) 그는 이와 관련된 TSp의 원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Matsumoto

1980: 282). “[TS 2034에서] ‘이것’이라는 말은 ‘두 종류의 이유’를

의미한다. 이것들은 인식이 [대상의] 형상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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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음미하면, TS와 TV의 서술에서 상통하는 취지를 간파할 수

있다.

TV ⓐ는 TS ①의 의도를 서술한 점에서 양자의 취지는 동일하

다. 그렇다면 이 같은 취지의 이유 또는 실례를 서술하는 ②와 ⓑ

도 동일한 관념을 서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일

한 관념이 ②에서 ‘자기인식’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소지성의

실례인 ⓑ가 시사하는 것도 ‘자기인식’일 것으로 파악된다.

이제까지 소지성의 함의로 파악한 자의식, 자기인식은 ‘동시 지

각의 필연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단적인 일례로, 앞에서 ‘자

의식’의 의미로 구사된 saṃvitti가 Dharmakīrti의 Pramāṇa-vārtti

ka에서는 ‘동시 지각’에 상당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즉, saṃ

vitti의 ‘saṃ’을 ‘동시에 함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saṃvitti는 ‘동

시에 함께 인식됨’을 의미하는 개념일 것으로 이해된다.26)

이 경우, ‘동시 지각의 필연성’이란 “청색 따위의 대상은 인식

자신과 항상 동시에 함께 인식된다.”라는 주장을 함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과 인식은 별개의 다른 것이 아니므

로, 대상은 인식 자신 속에 있는 사물이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

다.27) 이 같은 동시 지각의 인식이 어떠한 인식인지에 대해서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입증된 것을 입증하는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idam iti dvi-vidham api sādhanaṃ

nirākāra-vādinaṃ prati yataḥ, tena na siddha-sādhyatā/ TSp, p. 696,

14-15행). 그는 여기서 말하는 ‘두 종류의 이유’가

sahopalambha-niynma(동시 지각의 필연성)라는 이유와 ‘gsal shiṅ rig

paḥi tags’으로 불리는 이유를 의미하며, 이 중 후자가 TS 2032에

적용되어 있다고 지적한다(Matsumoto 1980: 268, n. 45). 그런데

Vācaspati Miśra는 애초 “유식론자는 ‘소지성’과 ‘동시 지각의

필연성’이라는 둘을 제시한다.”(앞의 각주 12)라고 전제하여 유식설에

대한 비판을 개시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 비추어 보면, 두 종류의 이유

중 ‘gsal shiṅ rig paḥi tags’은 ‘소지성’에 해당하는 개념이 된다.

26) 戶崎 宏正(1985: 72)는 “saṃvitti의 saṃ을 ‘동시에 함께’의 의미로

이해했다.”라고 전제하여, “saṃvitti-niyamo nāsti bhinnayor

nīlapītayoḥ”(PV 3.388)라는 원문을 “[서로] 별개인 청색과 황색은 반드시

동시에 함께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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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자들도 명료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Kamalaśīla의 설명에 의하

면 그것은 분명히 ‘인식 자신’이다.28)

여기서 ‘인식 자신’이란 재론의 여지가 없이 자기인식을 전제한

다. 그러므로 자기인식과 동시 지각은 불가분의 상관성을 갖는다.

양자의 상관성은 Dharmakīrti와 Śāntarakṣita의 논증을 대비하는

것으로 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것으로도 소지성의 함의를 유추할

수 있다.

논증 PV 3.387～39729) TS 203230)

주장:
대상과 인식은 별개의 다른

것이 아니다.

모든 인식은 다른 것을 지각

대상으로 갖지 않는다.

이유:
①항상 함께 인식되기

때문에.

②인식은 자기인식과 같은

본성을 갖기 때문에.

위의 양쪽 논증에서는 “따라서 인식 작용은 자기 자신을 대상

으로 인식한다.”라는 동일한 결론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여기서는 이유 ①을 특정한 개념이 ‘동시 지각의 필연성’이며,

이유 ②를 특정한 개념은 ‘인식의 자기인식’이라는 사실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렇다면 Vācaspati Miśra가 유식론자의 주장으

로 전제한 ‘소지성’과 ‘동시 지각의 필연성’이라는 둘 중에서 소지

성 역시 이유 ②를 특정한 개념일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소지성은 결국 ‘인식의 자기인식’을 지목한 개념이다.

인식의 자기인식, 즉 소지성은 ‘동시 지각의 필연성’과 불가피하

게 연관되어 있다. 주관(인식 주체)과 객관(인식 대상)이 동일하다

는 전제에서 성립된 주장이 ‘동시 지각의 필연성’31)이다. 이 경우

27) 戶崎 宏正(1985) pp. 70-71 참조.

28) 戶崎 宏正(1985) p. 71 참조.

29) 戶崎 宏正(1985: 71)는 PV 3.387～397에서 진행된 것과 동일한 논증이

TS 2030～2032에 이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PV의 논증을 응축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30) 앞의 각주 22로 인용한 내용을 논증으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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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주관과 동일한 객관을 주관이 인식하므로, 결국 주관이 주관

(=객관)을 인식한다는 자기인식의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의 동일성을 지지할 수 없는 입

장에서는 자기인식 또는 이와 유사한 논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입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방한 문헌이 Śubhagupta(8세

기 전반경32))의 Bāhyārthasiddhi-kārikā(外境論證頌)이다. 이 문헌

의 목적은 그 제목이 시사하듯이 외적 대상의 실재를 논증하는

데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소지성(vedyatā 또는 vedyatva)이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사한다.

제87송: 그런데 인식이 [대상의] 형상을 갖는다는 주장33)에서는, 그것

(형상)과 유사한 것(그것의 인상)이 ①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인식과] 그것(형상)의 무차별(동일성)이 성립된다면34), [이미]

입증된 것을 입증하는 것35)이 될 것이다.36)

제88송: 또는 [경량부의 주장에서, 외적인] 대상은 [인식 속에 자신과]

유사한 형색을 산출하며, 이 결과를 통해 인식될 수 있는 것

31) Hattori(1960: 396)는 이것을 “인식과 외적 대상의 필연적 연관”으로,

Mimaki(1992: 2)는 “청색과 이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함께 인식된다는

원리”로 풀이한다.

32) Hattori(1960: 395)는 Śubhagupta의 생존 연대를 서기 650～750년경으로

추정한다.

33) 이는 경량부(經量部)의 유형상지식론(有形象知識論)을 가리킨다.

34) ‘성립된다면’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확정된 견해라면’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뒤의 각주 40 참조.

35) ‘이미 입증된 것을 입증하는 것’(siddha-sādhanatā)이란 불필요한 반복

증명으로 논리적인 결점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개념이다.

36) sākāra-jñāna-pakṣe ca tan-nirbhāsasya vedyatā / tasyābhede ca

saṃsādhye siddha-sādhanatā bhavet / Bsk 87. 이것과 완전히 동일한

게송이 TSp(p. 696, 11-12행)에도 인용되어 있다. Jha(1986: 968)는 이

게송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형상은 인식에 속한다는 견해에서는

인식된 것은 그 형상의 인상이다. 그래서 입증하고자 의도하는 것이

이것과 인식의 무차별이라면, 그 이유는 이미 인정된 것을 입증한다는

비난에 봉착할 것이다.” 그는 여기서 소지성의 원어를 ‘인식된 것’으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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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외부에] 존재하는 그것(대상 자체)

은 ②인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과 인식의]

무차별(동일성)은 [입증될 수] 없을 것이다.37)

위의 번역문에서 ①(인식될 수 있다)과 ②(인식될 수 있는 것)

의 원어는 소지성 개념인 ①vedyatā와 ②vedyatva이다. 여기서

저자(Śubhagupta)는 이 개념으로 자기인식과 같은 논리를 부정하

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경량부는 외적 대상의 존재를 추론으

로만 인정할 뿐이고, 직접지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외적 대상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다.38) 이처럼 직접지각에 의한 외적 대상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곧 자기인식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이 점에서 저자는 경량부와 유식론자의 인식론을

동격으로 간주하여 비판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같은 저자의 관점

은 아래의 게송에 시사되어 있다.39)

제76송: [대상의] 영상[이 인식]과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견해라면, 이 경우에는 [유식론자와] 유형상지식론자(有形象知

識論者) 사이에는 언쟁이 없을 것이다.40)

37) rūpa-sāmya-karo 'rthas tu phalāt saṁvedya-sammataḥ/ bhāvasya

tasya avedyatvāt abhedo na bhaviṣyati// Bsk 88. Sastri(1967:

20-21)는 이 게송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외적인 것(artha)은 인식

속에 그 자신과 유사한 형색을 낳고, 이러한 사실의 결과로서 그것은

비유적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외적인 것은 전혀 지각되지

않으므로, 이것과 인식과의 동일성은 입증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여기서 ‘소지성이 아니므로’라고 번역할 수 있는 원어를 ‘전혀 지각되지

않으므로’라고 번역했다.

38) “경량부는 직접지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외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sautrāntikena pratyakṣagrāhyo'rtho na bahirmataḥ//

Sds, p. 46.) “[경량부는] 외계의 대상은 [존재하는 것으로] 추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bāhyārthānumeyatva/ Sds, p. 19.)

39) Matsumoto(1980: 269, n. 26)의 고찰에 의하면, 이 게송의 의미는 앞에서

인용한 제87송(앞의 각주 36)과 거의 동일하다.

40) apṛthag-bhāsa-saṁsiddhau bhavet siddhasya sādhyatā/

sākārajñānakathino vivādas tatra no bhavet// Bsk 76. 이 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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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모토 교수는 티베트본에서 이에 해당하는 게송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만약 그대가 [대상의] 외양(ābhāsa)이 [인식과는] 다르지 않다는 것

을 입증한다면, 그때 그대는 이미 입증된 것을 입증하는 것(즉 상대방

에게 찬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siddha-sādhana). 왜냐하면 인식은

[대상의] 형상을 갖는다는 주장을 옹호하는 자(sākārajñānavādin: 유형

상지식론자)와 그대(즉 Vijñānavādin: [유]식론자) 사이의 주장 명제를

인정하는 데서는 아무런 의견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41)

여기서는 범본의 게송에 함축된 의미가 한결 더 선명하게 드러

나 있다. 그러므로 요가 철학과 불교를 포함한 인도 철학 전반에

서는, 외적 대상의 실재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경량부의 인식론을

비판하는 것은, 유가행파의 유식설을 더욱 강하게 비판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비판에서 우선적인 표적으로 삼은 것은 자기인식

이거나 이와 직결되는 개념42)이다. 이 같은 경향이 요가 철학에서

는 소지성을 비판하는 것으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Ⅲ. 소지성과 연관된 부연 설명

불교 안팎에서 유식설 또는 유형상지식론을 비판하는 것은, 인

번역은 아래에(각주 41의 번역) 제시한 티베트본의 번역을 참조했다.

41) Matsumoto(1980) p. 293. snaṅ daṅ tha dad min sgrub na/ grub pa

sgrub pa ñid du ḥgyur/ śes pa rnam bcas smra ba daṅ/ de la rtsod

pa yod ma yin// Sastri(1967) p. 76.

42) 요가 철학에서는 Vācaspati Miśra가 유식설을 비판하면서 소지성과

함께 거론한 ‘동시 지각의 필연성’이 자기인식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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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대상과 인식 주체와 자의식(자기인식)이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식론자에게 자기인식은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의 무

차별, 즉 동일성43)을 인정하는 데서 성립되는 논리적 귀결이다.

따라서 유식론자는 그 동일성을 우선적으로 표방하는 데 주력한

다. Vācaspati Miśra는 앞 장에서 고찰한 14.09를 인용한 것으로

그러한 유식론자의 관점을 대변했다. 그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은

서술로 그 관점을 부연 설명한다.

14.10. 그리고 [다섯] 조대요소와 [이것들로 형성된] 물질들이 ‘인

식된다’는 것은, ‘모순되는 명제’44)에 의해 포섭된 것이 인

식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부정해야 할 차별과는 모순되는

무차별45)에 의해 포섭된 것으로서 인식된다는 것이며, 지

43) 이러한 동일성은 인식의 대상과 인식 사이의 동일성이라고도 이해된다.

전철학강요에서는 이 같은 동일성으로 인식의 진위(眞僞)를 판단하는
유가행파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동시 지각의 필연성 때문에, 청색[이라는 대상]과 이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나 혼미한 의식을 가진 자들은

둘이 아닌 달을 [둘로 보는 것]처럼, [대상과 이에 대한 인식을] 차별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yathoktam/ “sahopalambha-niyamād abhedo

nīla-tad-dhiyoḥ/ bhedaś ca bhrānti-vijñānair dṛśyetendāv ivādvaye//”

iti/ Sds, p. 32.) 이 경우의 인식(dhī)은 인식 자체, 즉 인식자의 인식

내용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같은 인식과 대상이 동일하다면, 결국

인식의 자기인식이 된다.

44) 여기서 ‘모순되는 명제’란 상대방의 주장을 반대하는 명제라는 의미로

구사된 개념이므로, 이런 의미에서는 이것을 ‘반대의 명제’로 환언할 수

있다. Woods((1914: 320)는 ‘모순되는 명제’를 “인식 작용과 대상

사이에는 차이가 없음을 반박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는

TSp와 같은 문헌의 관련 내용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착오일 것이다.

TSp의 설명(뒤의 각주 48)을 참조했다면, ‘모순되는 명제’는 “인식

작용과 대상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반박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45) 차별(bheda)은 대상과 인식을 별개로 구분함으로써 양자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 무차별(abheda)은 양자의 구분이 없는 동일성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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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고 있는 그 자체를 포섭하는 무차별을 현전시키는 것

으로서 인식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무차별)과는 모

순되는 차별을 거부한다는 것이다.46)

위의 설명이 곧장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모순되는 명제’의 의

미가 모호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연관된 설명들을 고려

함으로써 이 설명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지를 추출할 수 있다.

“유식론자는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를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

하는 차별을 거부하고, 그 양자의 무차별(동일성)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 같은 요지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모순되는 명제’가

함축하는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Kamalaśīla는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이를 위한 단서를 선명하게 제공한다.47)

인식이라면 그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인식 작용(인식 자체)과는 다

른 것을 지각 대상으로 갖지 않는다. 즉, ‘자기에 대한 인식’(즉 자기인

식)이다. 그리고 청색 따위의 형상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이것이다. 따라

서 모순되는 명제에 의해 포섭된 것에 대한 지각이 있다. 다른 것을

지각 대상으로 갖는다는 것과는 모순되는 명제가 곧 다른 것을 지각

대상으로 갖지 않는다는 것이며, 인식은 이것에 의해 포섭되기 때문이

다.48)

‘모순되는 명제’를 언급하는 위의 설명에는 이와는 상반하는 명

것.

46) vedyante ca bhūta-bhautikāni iti viruddha-vyāpta-upalabdhir

niṣedhya-bheda-viruddhena abhedena vyāptaṁ, dṛśyamānaṃ

sva-vyāpakam abhedam upasthāpayat tad-viruddhaṁ bhedaṃ

pratikṣipati iti/

47) 아래 인용문은 TS 2032(앞의 각주 22)에 대한 주석이다.

48) yad yat saṃvedanaṃ tat taj jñānān na arthāntaraviṣayam, yathā

ātma-saṃvedanam/ saṃvedanaṃ cedaṃ nīlādyākārasyeti/

viruddha-vyāpta-upalabdhaḥ ; arthāntaragocaratva-viruddhena

anarthāntaragocaratvena saṃvedanasya vyāptatvāt// TSp, p. 695,

14-1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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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표명되어 있다. 저자(Kamalaśīla)는 이 상반 명제를 “다른

것을 지각 대상으로 갖는다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상식적 차원에서는 유식설의 명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상반 명제를 ‘상식적 명제’로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

다. 이에 따라 저자의 설명에 표명되어 있는 명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상식적 명제: 지각은 외계의 다른 것을 대상으로 갖는다.

모순되는 명제: 지각은 외계의 다른 것을 대상으로 갖지 않는다.

이 중에서 ‘모순되는 명제’로 불리는 이유는 단지 ‘상식적 명제’

와는 모순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식설에 대한 반

론자의 입장에서 ‘모순되는 명제’로 표현한 것일 뿐이고, 사실은

유식설의 기본 명제를 지칭한다. 그리고 그 기본 명제는 자기인식

의 근거가 되는 논리, 즉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의 동일성으로 귀

결된다. 따라서 “인식은 이것(즉 모순되는 명제)에 의해 포섭되기

때문이다.”라는 서술은 그 동일성으로 ‘자기인식’이라는 인식이 당

연히 성립된다는 취지를 함축한다.

Ⅳ. 결론

Vācaspati Miśra는 요가주를 해설하면서, sahopalambha-niya
ma(동시 지각의 필연성)와 함께 vedyatva(所知性)를 유식설의 대

표적 관념으로 간주하여 유식설을 비판했다. 그러나 유가행파의

문헌에서는 그 둘이 유식설의 전용어로는 거의 구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특히 소지성(vedyatva)은 유식설에서 통용되

는 특정 개념을 요가 철학의 주석자들이 나름대로 이해하여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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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념일 수 있다.

본론의 고찰에 의하면, Vācaspati Miśra가 거론한 소지성은 ‘인

식의 자기인식’을 대체한 개념일 것으로 판명된다.

Dharmakīrti나 Śāntarakṣita와 같은 불교 인식론의 대가들에 의

하면, ‘인식의 자기인식’은 ‘동시 지각의 필연성’과 불가피하게 연

관되어 있다. 주관(인식 주체)과 객관(인식 대상)이 동일하다는 전

제에서 성립된 주장이 ‘동시 지각의 필연성’이다. 여기서는 주관과

동일한 객관을 주관이 인식하므로, 결국 주관이 주관(=객관)을 인

식한다는 자기인식의 논리가 성립된다.

그런데 유식설의 반론자에게 가장 대표적인 표적으로 간주된

것은 ‘인식의 자기인식’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인식은 유식

의 동의어로 간주될 만큼, 유식설은 자기인식의 이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상적 발전을 전개한 것으로49) 파악되기 때문이다.

유식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Vācaspati Miśra도 유식설의 전

통적 관념이나 이론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므

로 그가 ‘동시 지각의 필연성’과 함께 유식론자의 주장으로 전제

한 ‘소지성’이 결국 ‘인식의 자기인식’을 지목한 개념이었을 것임

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점은 경량부와 유식론자의 인식론을

동격으로 간주하여 비판한 Śubhagupta의 Bāhyārthasiddhi-kārikā

(外境論證頌)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입증된다.

49) 이 전개 과정은 김성옥(2013) pp. 237-247 참조. 여기서 김성옥(2013:

247)은 “이러한 전통은 인도불교 최후기까지 계승되어 ‘자기인식’은

‘유식’의 동의어로 간주되었던 것”이라고 지적한 가츠라 쇼류(桂紹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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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lication of Vedyatva Mentioned in Yoga 
Philosophy

Jung, Seung Suk

Dongguk University

Vācaspati Miśra criticizes Yogācāra school in the re-

spect that sahopalambha-niyama(the necessity of being per-

ceived simultaneously) and vedyatva(knowability) are the

keywords of Yogācāra doctrine in his comments on

Yoga-Sūtra.

The two words, however, are rarely found as Yogācāra

system’s original terminologies to explain their own doctrine

in their texts. If so, it is supposed that the commentators of

Yoga-Sūtra tried to understand certain conceptions of

Yogācāra’s system as their own terminologies.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conception of vedyatva.

According to my analysis in this thesis, vedyatva re-

ferred by Vācaspati Miśra may clearly turn out to substitute

with self-awareness(sva-saṃvedana) in Yogācāra doctrine.

Self-awareness to be commented by the great masters

of Buddhist epistemology like Dharmakīrti and Śāntarakṣita

has inevitable a correlation with the necessity of being per-

ceived simultaneously.

The conception of necessity of being perceived simulta-

neously is proved under the condition of acceptance of the

two aspects of cognition; the subjective and the objective,

are identified coming from sameness. In the other words,

the subjective aspect grapes the objective aspect that must

be the same as the subjective, therefore, logically, it is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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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table that the subjective after all figures out its own

aspect.

Critics against Yogācāra doctrine may consider

self-awareness as their main target to denounce. Because

Yogācāra school have consistently insisted their original

doctrines as developing the thought of self-awareness

which is regarded as much as synonymy to vijñap-

ti-mātratā(Consciousness-only).

Vācaspati Miśra is deduced that he understood clearly

the traditional ideas or views of Yogācāra by considering

the fact he was one of opponents against Yogācāra doctrine.

Consequently, the meaning of vedyatva in Vācaspati Miśra’s

context is undoubted to describe the meaning of Yogācāra’s

sva-saṃvedana.

It is also indirectly proved through Bāhyārthasid-

dhi-kārikā of Śubhagupta to criticize the epistemology of

both of Sautrāntika and Yogācāra school as deeming the

both sects are undifferentiated.

Keywords : Consciousness-only, sahopalambha-niyama,

Sautrāntika, self-awareness(sva-saṃvedana),

vedyatva(knowability), Yoga philosophy, Yogācā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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