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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인식론의 전통에서 분별지(kalpan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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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그나가는 분별지를 “nāmajātyādiyojanā”라고 정의한다. 이에 대해

지넨드라붓디는 PSṬ에서 ‘명칭’과 ‘종류 등’이 대상과 결합하는 행위의
주체가 대상을 이해(pratīti)하는 것이 분별이라는 취지로 해석한다. 즉

‘명칭’은 실재하는 것이고 ‘종류 등’는 비실재로 그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병렬적 관계에 놓일 수 없음을 지적한다. 한편 그가 ‘pratīti’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등은 다르마키르티의 영향으로 보인다.

산타락시타와 카말라쉴라는 이 복합어의 해석을 둘러싸고 “명칭과

종류 등의 결합을 가진 인식” 또는 “명칭과 종류 등의 결합”이라는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전자는 소유복합어로 명칭과 종류 등

이 결합한 어떤 인식이 분별지라는 의미이고 후자는 한정복합어로 명칭

과 종류의 결합 그 자체가 분별지라는 의미이다. TSP는 최종적으로 디
그나가의 자주(vṛtti)를 근거로 “종류 등에 의해서 명칭과 결합한 인식”

이라고 해석하여 ‘종류 등’을 명칭이 결합하는 형태들로 파악한다.

다르마키르티는 분별지를 언어(abhilāpa)와 결합 가능성이 있는

(yogya) [형상의] 현현(pratibhāsa)을 가진 이해(pratīti)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디그나가의 정의를 다르마키르티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디그나가의 것과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다만 “(결합의) 가

능성이 있는”, “현현”, “이해”라는 그의 정의에 나타나는 새로운 정보는

디그나가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해 준다.

다르못타라는 “가능성이 있는”을 언어 표현의 가능성 즉 내적 관념

도 분별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현현”이라는 말의 해석에 있어서는

지식의 二相性을 도입하여 분별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

목샤카라굽타는 다르마키르티의 분별지를 언어 표현의 가능성과 내

적 관념은 물론 동물 등에게까지 적용한다. 이것은 기억과 같은 인식

작용까지 분별지의 개념으로 확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동국대학교 대학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hearst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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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분별[지](kalpanā, vikalpa, vikalpa-jñāna)’는 불교의 수습에 있

어 넘어서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무분별지는

수행의 완성으로 깨달음을 향유할 수 있는 덕목으로 여겨진다. 즉

불교의 수습에서 분별지1)는 부정적, 무분별지는 긍정적 의미의

함축성을 가진 용어이다. 그러나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분

별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수습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불교 인식론에서는 바른 인식(pramāṇ

a)의 두 가지 중 간접지각(anumāṇa)을 분별지의 범주에 포함시킨

다. 즉 분별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지식으로서 정합성(avisaṃv

āditva)을 가질 경우 그것은 바른 인식으로 인정된다. 한편 무분별

지에 해당하는 눈병 등의 감각기관의 결함(timira)으로 인해 두

개의 달이 보이는 것과 같은 착란지(bhrānti)는 무분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른 인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2)

1) 아비달마에서 분별(vikalpa)이란 心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심소 또는

심작용이 대상을 이해하고 추상화시키고 개념화시키는 의식의 대상에

대한 해석 능력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식의 능력은 특히 이해(prajñā)

기억(smṛti), 표상(saṃjñā)을 통하여 일어난다. Dhammajoti(2007) p. 103

참조. 구사론에서 경량부는 3가지의 분별, 즉 自性分別(svabhāva-vikalpa),

計度分別(anusamaraṇa-vikalpa), 隨念分別(abhinirrūpaṇā-vikalpa)이

전해진다고 언급한다. 五識身에는 자성분별만 있고 다른 분별은 없기에

무분별(avikalpaka)이라고 한다. 이는 오로지 심(尋 vitarka)에 해당한다.

계탁분별과 수념분별은 각각 意를 가진 散亂(asamāhita)의 이해(prajñā)와

意를 가진 모든 念(smṛti)을 자성으로 한다. 의식과 상응하는 지혜가 意를

가진 것이고 삼매에 들지 않았을 때의 지혜가 산란이다. 따라서 삼매에

들지 않았을 때의 지혜로 의식과 상응하는 것이 계탁분별이다. 삼매에

들었거나 들지 않았거나 의식과 상응하는 念은 모두 수념분별이다. 櫻部

建(1979) p. 199-2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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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인식론에서의 분별지는 직접지각의 정의에 등장하는 개념

이다. 디그나가(ca. 480 540)는 “pratyakṣaṃ kalpanāpoḍham”이

라고 직접지각을 정의하고 다르마키르티(ca. 600 660)는 “pratya

kṣaṃ kalpanāpoḍham abhrātam”이라고 한다. 본고는 우선 본론에

앞서 불교 인식론에서 분별지가 논의되는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

여 디그나가와 다르마키르티에 있어 직접지각과 분별지의 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본고의 주요 논점인 분별지의 정의는 크게 디그나가의 “nāmaj

ātyādiyojanā kalpanā”와 다르마키르티의 “abhilāpasaṃsargayogy

apratibhāsā pratītiḥ kalpanā”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디그나가의

분별지의 정의에 대한 주석으로는 지넨드라붓디(ca. 725 785)의

PSṬ와 산타락시타(ca. 725 788)의 TS를, 다르마키르티의 것은

다르못타라(ca. 740 800)의 NBṬ와 목샤카라굽타(ca. 12 13c)의

TBh에 나오는 해설을 고찰할 것이다.

후나야마는 산타락시타의 직접지각의 정의에 관해 고찰하면서

TS에서 산타락시타가 디그나가의 분별의 정의를 분석하는 방법

이 지넨드라붓디의 PSṬ에서도 유사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

고 지넨드라붓디의 연대를 추정하는 하나의 근거로 삼는다.3) 본

고는 그의 주장을 근거로 디그나가의 분별지에 대한 지넨드라붓

디의 견해를 검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다르마키르티는 NB와 PVin에서 분별지의 정의를 언급하

고 있으나 PV에서는 현량의 정의를 언급한 후 곧바로 직접지각

의 증명 방법으로 직접지각의 자기인식에 의한 증명과 간접지각

에 의한 증명으로 나누어 타학파의 견해를 논파해 나간다. 분별지

등의 직접지각의 정의를 둘러싼 이와 같은 논쟁은 다음 과제로

하고 본고에서는 분별지의 정의의 분석에만 논의를 한정한다.

2) 박기열(2014) pp. 285-288 참조.

3) Funayama(1992)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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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직접지각과 분별지(kalpanā)

1. 직접지각의 정의와 분별지

어떤 것에 대한 정의(lakṣaṇa)란 속성 또는 범주의 제한에 의해

서 정의되어지는 것(lakṣya)이 다른 것과 구분됨을 서술한다. 예

를 들어 “소는 소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라고 할 때 ‘소’는 정의

되는 것이고 ‘소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것이 정의에 해당한다. 이

때 정의는 정의되어지는 것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디그나가는 PS k. 3c에서 “직접지각은 분별을 배제한

[지각]이다.”4)라고 한다. 즉 ‘분별을 배제한다’가 직접지각의 정의

에 해당한다. 이 경우 직접지각의 정의는 ‘분별(kalpanā)’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도입하고 그것이 배제된 것이라고 하여 직접지각

의 정의를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디그나가의 직접지각의 정의는 그것이 언설을 떠난

것, 다시 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에 단도직입적인 정

의를 서술하는 것을 피하고 간접적 정의 방법을 선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디그나가는 언설을 떠난 직접지각을 말로 표현할 수

밖에 없는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배제5)나 비유6)로 화자의

4) pratyakṣaṃ kalpanā-apoḍhaṃ

5) ‘타자의 부정(apoḍha)’을 의미하는 것으로 디그나가 이후의 불교 인식론의

전통적 추리 방법이다. 즉 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저 산에 불이

있다”고 추리를 할 경우 간접지각(추리 anumāṇa)의 대상(anumeya)인 ‘저

산’과 속성(dharma)인 ‘불’과의 관계는 동류가 아닌 것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asati nāstitā eva) 證相의 기능이 작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추리의 대상은 속성인 불에 의해서 한정되어지는 것으로 그 대상은 불이

없는 대상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또한 추리의 대상은 특정의 불, 즉



불교 인식론의 전통에서 분별지(kalpanā) 정의 ∙ 369

궁극적 의도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추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직접적 표현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오해를 줄이고자 했을

것이다.

즉 디그나가의 직접지각을 ‘A’라고 하고, 분별을 ‘B’라고 가정하

면 “직접지각은 분별을 배제한 것이다.”라는 정의는 ‘A=～B’로 표

시할 수 있다. 이때 ‘～B’는 또 다른 개념, 즉 ‘무분별지’를 추리하

도록 만드는 일종의 證相(liṅga)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의 직접

지각의 정의는 분별의 배제를 통해 그것이 무분별지를 의미하는

것임을 추리할 수 있게 한다. 결론적으로 디그나가의 직접지각의

정의에서 모든 지각에는 분별지와 무분별지가 있고 직접지각에

해당하는 것은 무분별지라고 이해된다.

한편 이와 같은 정의 방법에 있어서 등장하는 술어들은 반드시

경험적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산7)에

서 연기가 날 때 그 연기를 통해 그 산에 불이 있다는 추리가 가

능하다. 이 경우 추리는 연기와 불 사이의 필연적 관계8)가 일상생

활의 세속적 경험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디그나가의 “직접지각은 분별을 배제하는 지각”이라고

할 경우 논자와 반론자 상호간에 ‘분별의 배제’와 ‘무분별지’는 필

불의 독자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 보편성을 의미하고 그 보편성은

‘불이 아닌 것의 부정’이라는 형태로 알려진다. 한편 화염과 열 등은 불의

특수성으로 증상인 연기와의 결합이 필연성을 가지지 않기에 연기에

의해서 반드시 알려지는 것이 아니다. 즉 연기를 통해 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이 다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6) 뒤의 각주 12 참조. 그렇다고 불교 인식론이 비유를 바른 인식수단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7) 간접지각의 대상인 ‘저 산’ 그 자체는 불을 가지고 있는 同類群과 그렇지

않는 異類群, 이 두 가지 모두에서 떠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추리의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8) 證相(liṅga)에 해당하는 ‘연기’와 그것을 가진 것(證相保持者, liṅgin), 즉

‘불’의 관계(sambandha)는 반드시 비일탈적 관계(avyabhicāra)에 있어야

한다. 不可離의 관계(avinābhāva), 隨伴관계(anubandha) 또는

遍充관계(vyāpti)에 있다고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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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 관계를 가져야만 하고 ‘분별지’ 또한 상호간에 동일한 의미

를 가져야 한다.9)

만일 상호간의 분별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논쟁

의 중심 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분별지를 어떻

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것이 배제된 직접지각의 정의, 즉 무분별

지 개념의 외연이 정해지기 때문이다.10)

한편 다르마키르티는 직접지각은 분별이 배제되고 착란이 없는

[지각]이다11)라고 하여 착란지(bhrāta)라는 또 다른 제한적 요소

를 직접지각의 정의에 부과한다. 그러나 다르마키르티의 직접지각

의 정의가 디그나가의 정의를 수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디그나가도 그의 자주(vṛtti)에서 “[온전한] 안식을 가지고

있는 자(samaṅgin)는 푸른색 그 자체를 지각하지만 ‘이것이 푸른

색이다’라고는 지각하지 않는다.”12)는 문구를 아비달마에서부터

인용하여 감관에 의한 지각을 비유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때 디

그나가는 ‘samaṅgin’13)이라는 용어를 통해 온전한 감각기관을 전

제하여 예안지(翳眼知, taimira)와 같은 감각기관의 결함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무분별지는 직접지각을 논의하기 이전에 애초부

터 상식적인 선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르마키르

티 이후 불교 인식론은 대부분의 이론이 그러하듯 직접지각에 관

한 논의도 다르마키르티의 정의를 기본으로 발전해 나간다.14)

9) 뒤의 각주 29 참조.

10) 직접지각의 정의를 둘러싼 논쟁은 직접지각이 분별지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이다. 따라서 분별지의 정의 그 자체에

관한 논의는 그에 따른 이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 pratyakṣaṃ kalpanāpoḍham abhrātam. NB s. 4.

12) cakṣur-vijñāna-samaṅgī nīlaṃ vijānāti no tu nīlam iti, ... PSV p. 2,

20행.

13) “모든 부분에서 온전한, 모든 필요조건을 구비한” Monier Williams’

Sanskrit and English Dictionary, p. 1153.

14) PV Ⅱ k. 123ab; TS 1213ab; TBh pp.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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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별지의 논의의 소지

디그나가는 PSV 서언(maṅgala)의 마지막 부분에서 PS 집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다른 [학파의] 바른 인식수단은 부정하며 스스로의 바른 인식수단

의 덕목을 명백히 하기(udbhāvana) 위함이다. [왜냐하면] 바른 인식수

단에 종속된 [문제들]과 인식대상에 대한 지각[에 관해] 여기에 다양

한 [이견들이] 있기 때문이다.15)

이상의 서술에는 디가나가가 프라마나론, 즉 불교 인식론을 서

술하는 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 즉 그는 직접지각의 정의에서 분

별지의 배제를 언급한 것은 직접지각을 분별지로 보거나 분별지

를 직접지각의 일부로 보는 다른 학파의 인식론적 견해들을 파사

하고 불교 본연의 프라마나론을 분명히 하고자 함이다. 실제 그는

직접지각 장에서 자설에 이어서 바수반두의 Vādavidhi, 니야야,

바이세시카, 상키야, 미맘사의 지각론을 차례로 검증하고 있다.

디그나가 이후 다르마키르티16), 산타락시타, 카말라쉴라(ca. 74

0～795)17)의 주석서들도 역시 직접지각이 무분별지임을 자설로

하여 그것을 부정하거나 직접지각이 유분별지임을 주장하는 학파

들을 논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불교의 직접지각은 ‘선명하게(spaṣṭa)’ 드러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이 ‘선명하다’라는 용어는 PV에서 직접지각의 한 종류

15) evaṅ guṇaṃ śāstāraṃ praṇamya pramāṇasiddhyai sva-prakaraṇebhyo

nyāyamukhādibhya iha samāhṛtya pramāṇasamuccayaḥ kariṣyate

para-pramāṇa-pratiṣedhāya sva-pramāṇa-guṇa-udbhāvanāya ca,

yasmāt pramāṇa-āyattā prameya-pratipattir bahavaś ca atra

vipratipannāḥ.

16) PV Ⅱ kk. 123-190 ; 戸崎 宏正(1988) pp. 238-239.

17) TSP kk. 1213-1263 ; Funayama(1992) pp. 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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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가행자의 직관의 정의18)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데벤드

라붓디(ca. 630～690)는 사성제를 인식대상으로 하는 요가행자는

수습에 의해서 무분별지가 일어나므로 그것(대상)이 선명하게 현

현한다고 주석한다.19)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직접지각은 바로 깨달

음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 수습의 인식도구인 동시에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직접지각인 요가행자의 수습은 초기불교

이래 전통적인 수습인 想受滅定을 인식론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想受는 분별과, 滅은 배제와 그 맥락이 닿아 있다고 하겠다.

Ⅲ. 디그나가의 분별지 정의

디그나가는 PSV Ⅰ k. 3d에서 분별지(kalpanā)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nāmajātyādiyojanā//

[지각되는 대상에] 명칭(nāman), 종류(jati) 등과 결합[하여 그 대상

에 대한 언어적 표현을 초래하는 것이다].

우선 위의 번역은 핫토리의 영어역을 직역한 것이다.20) 원문의

복합어는 “nāma-jāty-ādi-yojanā”로 분석됨으로 일반적 해석으로

“명칭, 종류 등과의 결합”은 무난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반적으로 병렬 관계로 나열되는 단어들은 예를 들어 ‘소, 말 등’

18) prāg uktaṃ yoginām jñānaṃ tesāṃ tad bhāvanāmayam.

viddhūta-kalpanā-jālaṃ spaṣṭam eva avabhāsate. PV Ⅱ k. 281.

“앞에서 말한 요가행자의 직관은 그것이 수습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분별의 그물을 끊은 그것은 실로 선명하게 현현한다.”

19) 戸崎 宏正(1979) p. 377 참조.

20) Hattori(1968)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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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그러나 명칭과 종류라는 두 개념에서는 앞의 예와 같은 어떤

특정한 범주에 배속시킬 수 있는 공통점을 찾기 힘들다. 만일 명

칭이 현대적 의미에서 언어 내지 언어에 의한 사유 활동을 의미

하고 종류는 개념적 구상으로서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명

칭은 종류보다 상위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 둘은 종속관계에

있게 된다. 왜냐하면 언어 내지 사유 활동이 전제되지 않고는 우

리는 어떤 대상을 종류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 복합어는 병렬복합어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한편 후나야마는 산타락시타와 카말라쉴라가 디그나가의 분별

지 정의의 복합어 해석의 문제점을 언급했음을 지적한다.21) 즉 ‘ā

di’는 보통 ‘nāmādi’ 또는 jātyādi’와 같이 하나의 명사에 ‘ādi’가 붙

어 복합어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처럼 두 개의 단

어를 나열한 후에 ‘ādi’가 붙는 것은 문법상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

이다. 이상과 같은 디그나가의 분별지 정의의 복합어가 가지고 있

는 문제점을 감안하면 그 해석은 다양해 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는 PSṬ와 TSP에서의 해당 논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지넨드라붓디는 그의 PS의 주석서인 PSṬ에서 디그나가의 복

합어를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명칭과 종류 등과의 결합”[에 관하여] 말하자면 “명칭”은 비록

“등”이라는 말로 [생략되어] 한꺼번에 [표현되어] 있지만 “종류 등”과

동등하지 않기에 다른 것이다. 그러나 [명칭과 종류 등이] 동등하지

않는 것은 명칭은 존재하지만 종류 등은 그것(명칭)과는 반대로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로 종류와 같은 것들은 만들어진 것들로 실재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명칭과 종류 등의 결합(yojanā)”은 ‘명

칭’, ‘종류’, ‘등'이 [각각] 결합한 것이다. 나아가 [“명칭과 종류 등(nām

ajātyādīnāṃ)”은] kṛt 접미사 [‘-īnām’]가 어간 [‘ādi’]에 연결되어 [소유

21) Funayama(1992) pp. 4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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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나타내는] 제6격이 결합한 [형태]의 복합어이다. 또는 [‘명칭과

종류 등의 결합(nāmajātyādiyojanā)’의 복합어는] 행위 주체(kṛta)[를

나타내는] 접미사(sādhana) [‘-anā’]가 붙어서 형성된 복합어라는 의미

이다. 나아가 이것(분별)은 무엇인가? 명칭 따위들이 그와 같이(tadvat

ā) 대상과 결합되는(yojyante) [즉] 결부되는(saṃsṛjyante) 것에 의한

그 이해(pratītiḥ)가 분별이다22)

지넨드라붓디에 의하면 우선 디그나가의 “nāmajātyādiyojanā”

에서 우선 “nāmajātyādi”는 ‘명칭’과 ‘종류 등’이라는 두 개의 범주

로 분류되며, ‘등’은 종류(jāti)에만 걸리는 것으로 파악한다.23) 따

라서 ‘명칭’, ‘종류’, ‘기타’가 각각 단순히 나열된 병렬복합어(dvan

dva)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넨드라붓디는 ‘명칭’과

‘종류’가 동등하지 않은 것임을 지적하고 그 차이점으로 명칭은

존재(sattva)하지만, 종류는 만들어진 것(parikalpitā) 즉 존재하지

않는 것(na tattvata)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그는 “nāmajātyādiyojanā”의 복합어의 해석에 있어 우

선 “nāmajātyādi”를 소유격 “nāmajātyādīnāṃ”으로 보아 “yojanā”

의 의미상 주어로 해석한다. 한편 “yojanā”는 √yuj’에 행위 주체

를 나타내는 여성 명사형 접미사, ‘-anā’가 붙어 “kalpanā”와 상응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복합어에 대한 그의 전체

적 해석은 “명칭과 종류 등이 결합하는 [행위의] 주체”가 된다.

그는 끝으로 분별을 ‘명칭’과 ‘종류 등’이 대상과 결합하는 것에

의한 대상에 대한 이해(pratīti)라고 말한다. 따라서 ‘명칭’과 ‘종류

22) nāma-jāty-ādi-yojanā iti. nāmno jāty-ādibhir-atulya-kakṣatvād

ādi-śabdena parigrahe ′pi pṛthakkaraṇam. atulyakakṣatvaṃ tu nāmnaḥ

sattvāt jāty-ādīnāṃ tu tad viparyayāt. parikalpitā hi jāty-ādayo na

tattvataḥ santi. nāma-jāty-ādīnāṃ yojanā nāma-jāty-ādi-yojanā.

kṛd-yogā ca ṣaṣṭhī samasyata iti samāsaḥ sādhanaṃ kṛta iti vā. kā

punar asau/ nāma-ādīni tadvatā arthena yayā yojyante saṃsṛjyante,

sā pratītiḥ kalpanā/ PSṬ p. 37, 11～16행.

23) 산타락시타와 카말라쉴라도 이 복합어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Funayama(1992)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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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대상과 결합하는 행위의 주체가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 분별

이라는 의미이다.24)

이와 같이 지넨드라붓디가 분별을 대상에 대한 ‘이해(pratīti)’로

디그나가의 정의를 해석하는 것은 다음 장에서 다룰 다르마키르

티의 분별지 정의의 영향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산타락시타와 카말라쉴라는 TSP에서 ‘명칭’과 ‘종류 등’의

차이에 관해 ‘명칭’은 디그나가 자신의 견해, 불교도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종류 등’은 타학파의 견해, 비불교도들의 표

현으로 거부되는 것이라고 말한다.25)

그들은 “nāmajātyādiyojanā”의 복합어의 해석에 관한 최종 입

장을 밝히기 전에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소

유복합어(bahuvrīhi)로 “[분별은] 명칭과 종류 등의 결합을 가진

인식[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nāmajātyādiyoja

nā’’와 ‘분별(kalpanā)과의 관계에 있어 한정복합어(tatpurṣa)로 파

악하여 “[분별은] ‘명칭과 종류 등이 결합[한 것이다]”라고 해석하

는 경우이다.26)

전자는 ‘명칭’과 ‘종류 등’과 결합한 어떤 인식이 있어 그것이

분별지를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nimitta)을 가진 것이다. 후자는

24) 지넨드라붓디의 해석은 인식의 二相性에 기초한 자기인식론으로

분별지를 해설하고 있다. 즉 이해의 대상은 인식의 객관적 측면을,

‘명칭’과 ‘종류 등’과의 결합 작용은 인식의 주관적 측면을 담당하여

분별지라는 인식결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5) heya-upādeya-viṣaya-kathanāya dvaya-uktitaḥ/ para-apara-prasiddha

iyaṃ kalpanā dvi-vidha-uditā// TS 1220 // “두 가지 표현(명칭과 종류

등)으로 거부되는 대상과 수용되는 대상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 분별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각각 잘 알려진 두 가지 방법으로 서술된다.” 한편

카말라쉴라는 해당 TSP에서 거부되는 대상(heya-viṣaya)은 종류 등과의

결합을 말하고 이것은 반론자들에게 잘 알려진 것, 즉 반론자의 견해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수용되는 것(upādeya-viṣaya)이란

디그나가 자신에게 잘 알려진 것으로, 즉 불교도의 견해에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설한다.

26) Funayama(1992) pp. 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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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과 종류 등이 대상에 결합한 그 자체가 분별지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해석으로 인해 복합어의 의미가 크게 달라

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가 보다 적절한다.27)

Ⅳ. 디그나가의 분별지 예증

디그나가는 PS의 분별지의 정의에 관한 해당 자주(vṛtti)에서

분별지의 예증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임의의 단어(고유명사)들에 있어서는(yadṛcchā-śabda) 특정한 명칭

으로 ‘ḍittha’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대상을 구별하는 것이다. 종류(jāt

i)라는 단어(일반명사)들에 있어서는 종류에 의해(jātyā) 소(go)라고

[구별]하는 것이다. 속성(guṇa)이라는 단어(형용사)들에 있어서는 속

성에 의해서(guṇena) 흰색(śukla)이라고 [구별]하는 것이다. 행위(kriy

ā)라는 단어(동작명사)들에 있어서는 행위에 의해서(kriyayā) 요리를

하는 것(pācaka)이라고 [구별]하는 것이다. 실체(dravya)를 나타내는

단어(실체어)들에 있어서는 실체에 의해서(drvayeṇa) 지팡이를 가진

사람(daṇḍin) 또는 뿔을 가진 것(viṣāṇin)이라고 [구별]하는 것이다.28)

위와 같이 명칭과 종류 등에 관한 디그나가의 예증29)은 현대적

27) Funayama(1992) p. 48.

28) yadṛcchā-śabdeṣu nāmnā viśiṣṭo 'rtha ucyate ḍittha iti. jāti-śabdeṣu

jātyā gaur iti. guṇa-śabdeṣu guṇena śukla iti. kriyā-śabdeṣu kriyayā

pācaka iti. dravya-śabdeṣu dravyeṇa daṇḍī viṣāṇi iti.

29) 핫토리는 디그나가의 사물과 결합하는 언어(śabda)에 관한 예들이 다섯

가지 범주, 즉 nāman, jāti, guṇa, kriyā, dravya로 분류되는 것은 각각

‘yadṛcchā-śabda’, ‘jāti-śabda’, ‘gunā-śabda’, ‘kriya-śabda’,

‘dravya-śabda’를 만드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는

문법학파(Vaiyākaraṇas)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본다. 그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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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말의 품사와 같은 유형으로 다섯 가지(고유명사, 일반명사,

형용사, 동작명사, 실체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들을 분별지의

정의에 등장하는 ‘nāma-jāty-ādi’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우선

고유명사(yadṛcchā-śabda)는 ‘명칭(nāman)’에 해당하고, 일반명사

(jāti-śabda)는 ‘종류(jāti)’에 해당한다. 그리고 나머지 형용사(guṇ

a-śabda), 동작명사(kriyā-śabda), 실체어(dravya-śabda)는 ‘기타

(ādi)’에 배속시킬 수 있다.

또한 ‘기타(ādi)’는 ‘종류(jāti)’와 병렬 관계에 있으므로 이 다섯

종류는 다시 두 가지로 재분류할 수 있다. 즉 첫째, 고유명사는

‘명칭’의 일례로, 다음으로 일반명사, 형용사, 동작명사, 실체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종류 등’의 일례로 분류할 수 있다.30)

고유명사는 하나의 대상에 하나의 이름이 결부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대상과 지식의 일대일 대응 관계에 있다. 반면에 ‘일반명

사 등’은 다수의 대상에 동일한 이름을 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대

상과 지식의 관계는 다대일 대응관계이다. 따라서 ‘명칭(nāman)’

인 고유명사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이지만 종류인 일

디그나가가 viṣānin(뿔을 가진 것)을 dravya와 동일시하는 점,

kriyā-śabda로 pācaka는 문법 규칙에 따라 부정사와 같은 동사적 의미로

사용하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디그나가는 분별이 언어적 표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문법학파(Vaiyākaraṇas)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핫토리는 TS 1227～8에서 산타락시타가

디그나가는 단지 말의 일반적 용법을 따라 말(śabda)을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고 말한 점을 지적하여 디그나가의 언어에 대한 분류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Hattori(1986) pp. 83-84, n.

27 참조. 이와 같은 핫토리의 견해는 디그나가가 분별지의 예증들을

제시한 의도가 타학파의 견해 즉 언어의 분류들을 도입하여 분별을

설명하고 그것의 배제를 통해 직접지각의 정의를 납득시키고자 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30) 예를 들어 형용사인 흰색 역시 흰색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다수의 대상이

대응하여 결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명사와 동일한 성질의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요리를 하는 행위를 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요리사라고

칭할 수 있으며 지팡이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과 뿔을 가진 것들 역시

‘daṇḍin’ 또는 ‘viṣāṇin’이라고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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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명사 등은 일종의 추상적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명

칭은 반드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지만 종류는 대상이 존재

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지넨드라붓디가 ‘종

류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이와 같은 ‘종류 등’이 가

지고 있는 추상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산타락시타는 TS에서 디그나가의 PSV에서의 분별지에

대한 위의 예증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의 격(case)이 구격(instrume

ntal)인 것에 주목하고 PS의 “nāmajātyādiyojanā”라는 복합어를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한편 그것들(종류 등)은 구문이 구격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karaṇa

-vibhakti)에 의해서 유익함이 알려져 있다. 종류 등에 의해서 명칭[과

결합하는 것인] 그것(분별지)은 이것 [즉 다그나가의 분별의 정의인

“nāmajātyādiyojanā” 복합어]라는 의미가 된다.31)

산타락시타는 “명칭”과 “종류 등”을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고

“종류 등”을 명칭이 대상과 결합할 때의 도구 내지 수단으로 파악

한다. 따라서 그의 해석에 의하면 디그나가의 분별지란 명칭이

“종류(jāti)”, “속성(guṇa)”, “행위(kriya)”, “실체(drvaya)”를 통해

서 대상과 결합하는 지식이다. 이 말은 “종류 등”은 명칭이 대상

과 결합할 때의 여러 형태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31) tais tu karaṇa-vibhaktyā sāphalyam anubhūyate. nāmno jāty-ādibhiḥ

sā iyam ity artho ′dhyavatiṣṭhate. TS 1224. Funayama pp. 76-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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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르마키르티의 분별지 정의와 해석

다르마키르티는 디그나가의 분별지의 정의에 관해서는 어떤 언

급이나 해설을 하지 않고 NB에서 다음과 같이 분별지를 자신의

언어로 정의한다.

분별지(kalpanā)란 언어(abhilāpa)와 결합(saṃsarga) 가능성이 있는

(yogya) [형상의] 현현(pratibhāsa)을 가진 이해(pratīti)이다.32)

우선 그의 분별의 정의가 실제 디그나가가 정의한 명칭과 종류

등과의 결합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기본

적으로 그는 디그나가의 “nāmajātyādi”를 “abhilāpa”로, “yojanā”

를 “saṃsarga”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yogya)”, “현현(pratibhāsā)”, “이해(pratīti)”라는 말들은 그의 분

별지의 정의에서 보이는 새로운 정보들이다.

또한 다르마키르티는 “abhilāpasaṃsargayogyapratibhāsā pratīt

iḥ”에서 보듯이 디그나가의 “명칭과 종류 등이 결합한 인식”에서

인식에 해당하는 것을 “이해(pratīti)33)”라는 말로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지넨드라붓디와 산타락시타가 디그나가의 복합어를 소유

복합어로 보고 의미를 취하는 것과 상통한다. 따라서 그들이 디그

나를 해석하는 데 있어 다르마키르티의 영향을 일정 정도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32) abhilāpa-saṃsarga-yogya-pratibhāsā pratītiḥ kalpanā// NB s. 5.

PVin에서도 동일한 분별지의 정의를 서술하고 있다. 戸崎 宏正(1987) p.

8.

33) 비니타데바(ca. 690～750)는 NBṬ(V)에서 ‘pratīti’는 ‘saṃvedana’,

‘buddhi’를 의미한다고 주석하고 있다. 渡邊 照宏(1970) p.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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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마키르티의 NB에서 설명한 분별지에 대해 다르못타라는

NBṬ에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NB에서의] “언어 운운”에 관하여. 이것에 의해서 [대상이] 표현되

는 언어는 말(vācaka)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언어와의 결합’은 언어

에 의해서 결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지식에 있어 지시되

는 것(bhidheyākāra)에 대해 지시하는 것(abhidhānākāra)이 파악되는

형상 그것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지식에 있어 지시되

는 형상과 지시하는 형상이 [서로] 의지할 때 지시하는 것과 지시되는

것의 결합이 있다. 이해(pratīti)에 있어 지시되는 것의 형상의 현현을

“언어와의 결합 가능성이 있는”이라고 그와 같이 말했다. 그 중에서

어떤 이해는 언어와 결합되어 현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약속

(saṅketa)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항아리라는 대상에 관한 분별이란

항아리라는 말이 대상과 결합하여 현현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는 비록 언어에 의한 결합이 없을지라도 언어와의 결합이 가능한 현

현이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약속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분별이

[그와 같다]. 그 중에서 분별이 언어와 결합하여 현현한 것이라고 말

할 경우 사회적 약속을 알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포함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yogya)’이라는 말로 그것도

포함될 수 있다. 비록 그 갓난아기의 분별은 언어와 결합한 현현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언어와의 결합이 가능한 현현이 실로 있다. 그리고

언어와의 결합, 그것 역시 ‘[결합] 가능성이 있는’ [분별]이다. 그러므로

“가능성이 있는”이라는 말은 이 둘 모두를 포용한다.34)

34) [p. 47.10] abhlāpa ityādi. abhilāpyate 'nena ity abhilāpaḥ vācakaḥ

śabdaḥ. abhilāpena saṃsargaḥ abhilāpa-saṃsargaḥ - ekasmin jñāne

′bhidheyākārasya abhidhānākāreṇa saha grāhya-ākāra-tayā [p. 48.1]

milanam. tato yadā ekasmiñ jñāne ′bhidheya-abhidhānayor ākārau

saṃniviṣṭau bhavatas tadā saṃsṛṣṭe abhidhāna-abhidheye bhavataḥ.

abhilāpa-saṃsargāya yogyo ′bhidheya-ākāra-ābhāso yasyāṃ pratītau

sā tathā ukatā. tatra kācit pratītir abhilāpa-saṃsṛṣṭa-ābhāsā bhavati.

yathā vyutpanna-saṅketasya ghaṭa-artha-[p. 48.5] kalpanā

ghaṭa-śabda-saṃsṛṣṭa-artha-avabhāsā bhavati. kācit tv abhilāpena

asaṃsṛṣṭā api abhilāpa-saṃsarga-yogya-ābhāsā bhavati. yadā

bālakasya avyutpanna-saṅketasya kalpanā. ta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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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못타라에 의하면 다르마키르티는 “언어와의 결합”을 언어

로 표현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포함

시켜 분별의 의미를 보다 섬세하게 정련하고 있다. 또한 그에 의

하면 현현(pratibhāsā)이란 형상(ākāra)의 현현을 일컫는 말이

다.35) 따라서 분별을 일으키는 대상과 그것을 파악하는 지식 모두

가 형상임을 말한다. 이것은 디그나가의 지식의 二相性을 기반으

로 한 불교 인식론의 전통적인 인식구조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르못타라는 “가능성이 있는(yogya)”이라는 말을 통해서 다르마

키르티의 분별지는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의 관념을 포함한다는

것은 물론 분별지의 생성 과정도 해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별지의 생성 과정이란 지시되는 것, 즉 분별의 대상은 외계에

실재하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제공된 형상36)이

며 지시하는 것, 즉 분별의 주관적 측면인 언어 역시 형상으로 이

양자가 결합하여 인식결과로서 분별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다르마키르티의 분별지의 정

의에 나오는 ‘언어(abhilāpa)’는 구체적으로 형상(ākāra)의 형태로

분별지의 인식의 주체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세속적 경

험, 사회적 약속, 기억 등에 의해서 인식하는 자가 미리 알고 있는

정보로 그것은 형상의 형태로 인식의 주관적 측면을 담당한다는

것이다.37)

abhilāpa-saṃsṛṣṭa-ābhāsā kalpanā ity uktāv avyutpanna-saṅketasya

kalpanā na saṃgṛhyeta. yogya-grahaṇe tu sā api saṃgṛhyate. yady

apy abhilāpa-saṃsṛṣṭa-ābhāsā na bhavati tad aharjātasya bālakasya

kalpanā, abhilāpa-saṃsarga-yogya-pratibhāsā tu bhavaty eva. yā ca

abhilāpa-saṃsṛṣṭā sā api yogyā. tata ubhayor api yogya-grahaṇena

saṃgrahaḥ. NBṬ p. 47, 10행～p. 48, 10행.

35) 도사키는 PVin의 분별지의 정의에서 ‘pratibhāsā’를 ‘ābhāsa’로 보고

현현으로 번역하고 형상(ākāra) 내지 표상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한다.

戸崎 宏正(1987) p. 8 참조.

36) 외계 대상은 집합체(sañcita)라는 형태로 인식영역에서 직접지각의

대상인 독자상이 된다. 여기서 집합체란 실재하는 사물의 속성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 조합된 형상이다. 박기열(2014) pp. 279-2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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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목샤카라굽타는 그의 TBh에서 다르마키르티의 분별지에

관해 다르못타라의 해설을 기반으로 분별지의 구체적인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직접지각은 개념을 배제하고 착란이 없는 [지식이다]. 분

별이란 이전과 이후[의 순간]이 접속하여 말이 [대상인] 형상과 결합

하여 이해하는 것 또는 [그] 형상을 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현명

한 사람이 “이것은 항아리이다”라고 이해하는 것과 같다. 또는 어린

아이, 농아, 동물 등이 [대상인] 형상에 대해 내적 표현 또는 표상(par

āmarśa)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다르마키르티는] 다

음과 같이 말했다. “분별지란 언어와 결합 가능성이 있는 현현을 가진

이해이다.”38)

목샤카라굽타의 분별지는 다르못타라의 분별지에 관해 보다 구

체적인 예들을 들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즉 “이것은 항아리이

다”라는 예는 언어와 결합되어 이해되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것은 일차적으로 언어 표현뿐만 아니라 언어적 사유로 발생하는

관념도 포함한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바른 지식으로서의 간접지

각과 항아리가 아닌 것을 보고 항아리라고 판단하는 착란지, 이

37) 이와 같은 분별지의 생성 과정은 디그나가 이래 지식의 二相性에 근거한

자기인식론으로 설명된다. kalpanā api svasaṃvittāv iṣṭā na arthe

vikalpanāt/ k. 7ab. PSV p. 3.13. “개념 또한 자기인식이라는 점에서는

[직접지각]으로 인정되지만 [외계] 대상에 관해서는 분별지이기

때문이다.” 한편 프라쥬냐카라굽타(Prajñākaragupta ca. 750～810)는

분별지를 한정자(viśeṣaṇa) 등과 결합한 실재의 현현(pratibhāsa)을 가진

지식이라고 정의하고 이때의 ‘한정자 등’은 야마리(Yamāri ca. 11c)의

주석에 의하면 “언어 등”을 의미한다. 裵慶娥(2010) pp. 111-112(L) 참조.

38) [p. 11.15] atra pratyakṣaṃ kalpanā-apoḍham abhrāntam. pūrva-aparam

anusandhāya śabda saṅkīrṇa-ākārā pratītir antar-jalpa-ākārā vā

kalpanā. yathā vijña-puruṣasya so ’yaṃ ghaṭa iti pratītiḥ.

bāla-mūka-tiryag-ā[p. 12.1]dīnām antar-jalpa-ākārā parāmarśa-rūpā

vā pratītiḥ. tathā ca uktam – abhilāpa-saṃsarga

yogya-pratibhāsa-pratītiḥ kalpanā iti. TBh p. 11, 15행～p. 12, 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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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를 모두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기(bāla)와 농아(聾啞,

mūka)는 언어 표현은 불가능하지만 언어에 의한 사유로 발생하

는 관념도 분별이라고 하는 일례로 볼 수 있다. 한편 ‘동물 따위(ti

ryagādi)’의 경우 분별지가 원천적으로 언어와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동물이 인간과 같이 언어에 의한 사유 능

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확신할 수 없기에 동물의 인지 능력을 언

어에 의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물은 과거

의 경험에 의해서 대상에 대한 내적 관념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

므로 목샤카라굽타의 동물 등에 대한 비유가 의미하는 분별지는

다르못타라의 분별지보다 더 광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목

샤카라굽타는 “언어와 종류 등과의 결합 가능성이 있는”이라는

말에 객관적 사회적 약속에 의한 내적 관념 이외에 주관적 기억

이나 경험에 의한 분별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르마키르티의 분별지의 정의와 그에 대한 여러

주석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지식의

二相性에서 대상적 측면인 현현(pratibhāsā) 그 자체는 직접지각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언어와 결합된 이해(pratīti)가 될 경우

에는 분별지가 발생한다. 나아가 “언어(abhilāpa)”란 언어 표현뿐

만 아니라 언어 표현의 가능성을 지닌(yogya) 또는 기억 등에 의

해 대상의 형상을 포착하는 것도 분별지이다.

Ⅵ. 결론

디그나가의 PS에서의 분별지(kalpanā)의 정의, “nāmajātyādiyo

janā”라는 복합어를 둘러싼 해석의 문제는 후나야마의 지적대로

산타락시타의 TS와 같이 지넨드라붓디의 PSṬ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넨드라붓디에서는 우선 ‘명칭’과 ‘종류 등’이 동일한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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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그 해석은 “명칭과 종류 등이

대상과 결합하는 [즉] 결부하는 것에 의한(arthena yayā yojyante

saṃsṛjyante) 대상에 대한 이해(pratīti)”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명칭’과 ‘종류 등’은 실재와 비실재로 구분한다.

디그나가의 복합어에 대한 산타락시타와 카말라쉴라의 최종적

인 입장 즉 PSV에서의 분별지의 예증을 근거로 판단하자면, 그들

은 ‘종류 등’을 구격으로 보고 “분별지는 명칭이 종류 등에 의해서

언어와 결합하는 인식”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TSP는 ‘명칭’과 ‘종

류 등’은 각각 불교도의 견해과 타학파의 견해로 분류한다.

다르마키르티의 분별지의 정의, “abhilāpasaṃsargayogyapratib

hāsā pratītiḥ kalpanā”에서의 “가능성이 있는(yogya)”이라는 말은

다르못타라에 의해서 ‘언어와 종류 등의 결합’을 직접적으로 표현

이 불필요한 내적 관념으로까지 확장되었다. 또한 그는 지식의 二

相性에 근거하여 분별지의 발생 과정을 보여 준다. 목샤카라굽타

는 다르마키르티의 “가능성이 있는(yogya)”이라는 말을 다르못타

라의 내적 관념보다 더 확장된 의미로 해석한다.

분별지에 관한 다르마키르티의 인식론적 최종 입장은 PV Ⅱ k.

53에 보인다. 즉 바른 인식(pramāṇa)의 종류를 두 가지라고 말하

지만 승의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직접지각만이 바른 인식이라고

하면서 분별지의 일종에 불과한 간접지각을 바른 인식으로부터

제외시킨다. 왜냐하면 간접지각은 유효한 작용(arthakrīya)을 가진

것을 그것의 인식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39)

나아가 다르마키르티는 PV Ⅰ pramāṇasiddhiḥ의 서언(maṅgal

a) 첫 구절에서 분별지에 관한 그의 수습적 입장을 보여 준다.

분별의 그물을 끊으시고 심오하고 전능한 몸으로 [나투시고,] 시방

으로 [광명을] 비추시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40)

39) 물 그 자체가 아니라 일반상으로서의 물은 마른 목을 축여 주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효과적 작용이 없음을 말한다.

40) vidhūta-kalpanā-jāla-gambhīra-udāra-mūrtaye/ nam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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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마키르티는 붓다, 깨달은 자를 분별의 그물을 끊은 분(vidh

ūta-kalpanā-jāla)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구절이 요가행자의 직관

의 정의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분별지에 관한 그의 수습적

최종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41) 요가행

자에게 있어 간접지각을 포함한 분별(kalpanā)은 승의의 입장에서

는 虛妄分別(abhūta-parikalpa)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samantabhadrāya samanta-spharaṇatviṣe//

41) 앞의 각주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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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the definition of kalpanā in the 
traditional Buddhist epistemology

Park, Ki Yeal

Dongguk University

Dignāga defines conceptual construction (kalpanā) as

what connects with “name, gneus, etc. with a thing”

(nāmajātyādiyojanā). Funayama introduces Śāntarakṣita and

Kamalaśīla’s wondering in analyzing the compound phrase

of Dignāga’s definition of kalpanā. In addition, he indicates

that Jinendrabuddhi has a similar assumption. One of the

main purpose in this paper is to review how Jinendrabuddhi

comments on Dignāga’s the definition on kalpanā and to

consider what difference there are among post Dignāga’s

chief commentators in traditional Buddhist epistemology.

Dharmakīrti paraphrases Dignāga’s kalpanā as his own

language. He describes that conceptual construction is un-

derstanding that appearance in the mind is possible to con-

nect with word expressions (abhilāpasaṃsargayogyapra-

tibhāsā pratītiḥ [kalpanā]). He interprets Dignāga’s phrase

as bahuvrīhi compound.

Dharmottara understands the possibility (yogya) in

Dharmakīrti’s passage, which includes the ideas even in the

mind of a baby and a deaf person who do not have the

ability to express their ideas in language. He tells, in addi-

tion, that the subject of cognition as well as the object of

cognition has appearance. His insistence on the twofold of

appearance of kalpanā shows the processing of concep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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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based on the theory of Dignāga’s two aspects

of knowledge (dvirūpatā).

Jinendrabuddhi indicates that there is some unnatural

grammar in Dignāga’s phrase, nāma-jāty-ādi. He analyzes

that ‘nāman’ and ‘jātyādi’ relates to real beings and to un-

real beings respectively. Although he does not say the rea-

son for its reality or unreality, this paper tries to catch a

clue for understanding Jinendrabuddhi’s opinion in the ex-

amples of nāman and jāty-ādi, which Dignāga describes af-

ter the definition of kalpanā, proper noun, general noun, ad-

jectival noun, verbal noun, and substantial noun. Proper

noun indicates ‘nāman’, general noun means ‘jāti’, and the

rest is the sample to ‘ādi’. Proper noun applies only to a re-

al being, because the noun’s relationship with the object is

one to one. The other examples come into mind without re-

lating to a real being, which means a noun under this cat-

egory connects to multiple objects. Finally Jinendrabuddhi

says that Dignāga’s definition of kalpanā describes that the

cognitive subject of which nāman and jātyādi connects the

appearance of objective cognition with understands (pratīti)

the cognitive object. In the above interpretation of

Jinendrabuddhi, the word, understanding (pratīti) may be in-

ferred being derived from Dharmakīrti’s thought.

Śāntarakṣita applies two kinds of possibilities for inter-

pretations, tatpuruṣa and bahuvrīhi compound, which are the

phrases of Dignāga’s kalpanā definition. In other words,

nāman is spoken in the Buddhist position and jātādi is in

the non-Buddhist position. He gives the final interpretation

to us as the following based on the instrumental cases in

Dignāga’s passage showing the examples of kalpanā.

Conceptual construction is what connects nāman with the

relevant object by means of jātyādi.

Mokṣākaragupta seems to understand Dharmakīrti’s

kalpanā more actively than Dharmottara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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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ṣākaragupta applies the possibility of connecting with

word expression not only just to to a baby and a deaf per-

son, but also to even animals. This paper understands in

case that Dharmottara’s possibility (yogya) is based on the

social agreements, which are objective, Mokṣākaragupta ex-

pands the scope of possibility of kalpanā to memory or ex-

perience of beings like an animal, which is subjective.

Keywords: kalpanā, nāman, jāti, conception, Dignāga,

Dharmakīrti, Dharmottara, Jinendrabuddhi,

Śāntarakṣita, Mokṣākaragu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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