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철학 제41집(2014.8), 393～417쪽

다르마끼르띠에 있어서 언어인식의 문제*1)

김성옥**1)

Ⅰ 머리말. Ⅱ 단모음의 인식. Ⅲ 장모음의 인식.

Ⅳ 적자와의 대론. Ⅴ 맺음말.

요약문 [주요어: 자기인식, 유형상지식론론, 이상성, 다양불이론,

다르마끼르띠]

본 논문의 목적은 7세기 불교논사인 다르마끼르띠(약 600～660년)의

논리에 따라 음성의 발성과 그것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해명해보고자

하는 데 있다. 그는 우리의 인식이란 외부에 실재하는 대상의 인식이

아니라, 대상이 知에 남긴 형상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모

든 인식은 知 자신의 인식, 즉 자기인식(svasaṃvedana)일 뿐이다. 그런

데 2중모음 등 장모음에 있어서 발성된 앞선 모음은 어떻게 다음 모음

이 발성 될 때까지 남아 있다가 장모음에 대한 최종적인 인식을 성립시

키는 것일까.

여기에서 다르마끼르띠는 앞선 순간 경험된 것에 대한 자기인식이

없다면, 장모음에 대한 인식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먼저 디그

나가의 二相性의 논리에 따라 ‘대상의 형상’과 ‘[知] 자신의 형상’ 두 가

지가 생겨난다는 것을 추론하고 자기인식이 성립함을 논증하고 있다.

또한 기억에 의하여 자기인식의 성립함을 논증하고 있다. 장모음에는

앞선 찰나와 이후 찰나에 걸쳐 다수의 부분음성들이 생겨나기 마련이

다. 이 문제를 ‘다수의 형상은 단일한 知에 의하여 파악된다’고 말하는

다르마끼르띠의 진술을 통해 해명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진술은

후대에 전개된 다양불이론의 단초가 되기도 하는데, 공간적으로 펼쳐진

다양한 색의 인식을 시간적으로 연속하는 다수의 부분음성의 인식에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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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인간은 이 세계를 인식함에 있어서 다양한 사물들을 지각하고

언어에 의해 사물들을 명명하고 구분하게 된다. 사물의 지각과 언

어에 관한 이러한 통찰은 불교철학이 다뤄왔던 핵심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 가운데 인간의 언어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음성의 발

성과 그것의 인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의 출

발점은 음성은 발화되자마자 사라지는 것으로서 너무도 찰나적이

기 때문이다.

불교철학에서 제행무상의 교리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변화하

지 않는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며, 매순간 찰나찰나 생멸을 거듭한

다. 또한 제법무아의 교리는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은 모두 그 자체

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본 논문은 7세기 불교논사인 다르마끼르띠

(약 600～660년)의 논리에 따라 음성의 발성과 그것에 대한 인식

의 문제를 해명해보고자 한다. 그 작업은 쁘라마나바르띠까 484
-510 게송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2중모음 등 장모음에

있어서 발성된 앞선 모음은 어떻게 다음 모음이 발성 될 때까지

남아 있다가 장모음에 대한 인식을 성립시키는 것인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다르마끼르띠는 앞선 순간 경험된 것에 대한 자기인식(svasaṃ

vedana)이 없다면, 그것이 다음 순간에 기억되는 일은 가능하지

않으며, 결국 장모음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

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장모음의 문제를 자기인식을 논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모음의 발

성과 그 인식과정을 살펴보는 일은 자기인식을 중심으로 제기된

형상이론과 찰나론의 조합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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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시 말해 장모음의 인식에 대하여 그가 자기인식의 형상

이론을 어떻게 관철시키고 있는지, 또한 찰나론의 입장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Ⅱ. 장모음의 인식

고대 인도철학의 주류를 형성한 것은 아트만의 존재를 인정하

는 유아론(ātman)의 입장이었음이 잘 알려져 있다. 그들에게 있어

서 인식주체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다. 마치 데바닷타의 행위는

그 행위자인 데비닷타에게 근거해야 하는 것과 같다. 반면에 불교

도의 입장은 그와 같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아론(anātman)의

입장이다. 인식주체는 물론 인식대상 역시 그 자체로 실재하는 것

이 아니며, 세간적 언설에 지나지 않는다.

불교학파 가운데 설일체유부는 인식을 감관[根]-대상[境]-식[識]

의 접촉에 의해 생겨나는 동시적 관계로 설명한다. 그들에 의하

면, 인식대상은 외부에 실재하는 것이고, 인식자의 감관과 접촉함

으로써 지각된다. 이들 세 요소는 더 이상 환원불가능한 것이며

고유한 특징과 자상을 갖는 것, 즉 실재하는 법(dharma)들이다.

이 경우 인식대상은 대상자체에 속한 형상이며, 知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知에는 형상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론은 무형상지식론(nirākāravāda)1)으로 불리고 있다.

반면 경량부에서는 시간을 달리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인

식을 설명한다. 원인이 되는 대상이 먼저 존재하고 이후에 결과로

1) 무형상지식론에서는 知를 투명한 수정과 같이 청정한 것으로 본다. 知의

특성은 지각되는 대상의 형상을 다만 비추는데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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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식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는 설일체유부가 주장하듯이 근-

경-식 3사화합의 동시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

의하면, 인식의 원인이 되는 전 찰나의 대상은 다음 찰나에는 이

미 사라져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대상자체를 지각

할 수 없다. 다만 知에 남겨진 형상을 인식함으로써 대상이 외부

에 존재한다는 것을 추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知에 남겨

진 형상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론은 유형상지식

론(sākāravāda)2)으로 불리게 된다.

다르마끼르띠는 세간적 차원에서3) 경량부의 인식론을 수용하

고, “모든 원인은 [결과가 생겨나기]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며, 대

상은 자신의 知와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4)라고 말한다. 즉 대상은

반드시 知에 앞서 존재해야만 한다. 이 경우 제법은 생성되자마자

소멸한다는 찰나론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이제 다르마끼르띠의 인식론적 입장을 청색이라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쁘라마나바르띠까에서 사례를 드는 경우에 그가 청색
을 자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표 1> 청색에 대한 인식

제1찰나 청색 = O₁

제2찰나 청색에 대한 知 C₁ = O₁+ S₁

* O = 대상의 형상, S = 知 자신의 형상

2) 유형상지식론에서는 대상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知에 부여된

형상 즉 知의 일부로서 생겨난 것을 인식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모든

인식은 知 자신의 인식인 자기인식(svasaṃvedana)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유형상지식론과 자기인식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다르마끼르띠가 유식사상의 계보에 속하는 한편 세속적 차원의

대상인식에 대해선 경량부설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戶崎宏正(1979) p. 54 참조.

4) PV III. 246: prāgbhāvaḥ sarvahetūnāṃ nāto 'rthaḥ svadhiyā s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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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색이라는 대상을 O라 부르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C라

고 부르기로 하자. 제1찰나의 청색 O₁은 앞선 찰나에 존재하고,

그것에 대한 知 C₁은 제2찰나에 존재한다. 청색은 찰나찰나 생멸

을 거듭하기 때문에, 청색 O₁은 제2찰나에 이미 사라져 존재하

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색에 대한 知 C₁이 가능한 것은

C₁속에 청색의 형상 O₁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

다.

이것은 디그나가에 의해 제시된 ‘二相性(dvirūpatā)의 논리’5)에

따른 것이다. 즉 대상에 대한 인식은 ‘대상의 형상’과 함께 ‘[知]

자신의 형상’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인식론적 해명이다. 知의 二

相性이 아니라면, 선행하는 대상의 형상은 다음 순간 사라지기 때

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知 자신

의 형상 속에 이전 찰나의 대상의 형상이 남아 있다면, 다음 찰나

에 그것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二相性의 논리

는 무엇보다 유형상지식론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知에 투영된 대상의 형상을 知 스스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자기

인식의 성립을 논증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번에는 다르마끼르띠가 음성의 인식을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

지 살펴볼 차례이다. 먼저 단모음 a를 발성하는 경우, 음성 a는 인

식대상이 되고 그것에 대한 知가 이후에 생겨날 것이다. 인식대상

인 음성 a는 知의 원인이기 때문에 앞선 순간에 존재한다. 그런데

음성 a는 한 순간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인식

이 발생하는 찰나에는 이미 사라져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음

성 a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 문제를 청색의 인

식에 견주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즉 청색이라는 시

5) 디그나가는 쁘라마나사뭇짜야에서 “色 등의 대상에 대한 知는 ‘대상의
현현’과 ‘[知] 자신의 현현’을 갖는다”라고 기술한다. PSV ad PS Ⅰ.11ab:

“viṣaye hi rūpādau yaj jñānaṃ tad arthasvābhāsam eva.” 그리고

二相性의 논리에 의한 ‘대상의 현현’과 ‘[知] 자신의 현현’이라는 용어는

유가행파의 논서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 ‘소취와 능취’ 두 가지 표현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桂紹隆(19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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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 대상에 음성 a라는 청각적 대상을 대입시켜 논의해 본 것이

다.

<도표 2> 음성 a에 대한 인식

제1찰나 음성a = O₁

제2찰나 음성a에 대한 知 C₁ = O₁+ S₁

* O = 대상의 형상, S = 知 자신의 형상

마찬가지로 음성 a를 인식대상 O라 부르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C라 부른다면, 음성 a가 인식될 때 음성 a는 생겨나자마자 사라져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청색이라는 대상의 형상이 인식 속에 생

겨나듯이 음성 a의 형상이 인식 속에 생겨난다면, 음성 a에 대한

知 C₁에는 대상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 二相性의 논리에 따라 知 C₁에는 음성 a가 남긴

형상 O₁과 知 자신의 형상 S₁이 생겨나고, O₁이 S₁에 의해

서 인식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모델을 수용한다면, 청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음성 a를 파

악하는 제2찰나의 인식 C₁ 이외에 또 다른 인식은 필요하지 않

다. 어떤 知 A가 다른 知 B에 의하여 파악된다면, 그러한 知 B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知 C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

이 다른 知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결국 무한소급의 오류에 빠지고

만다. 그러나 知 A에서 대상의 인식과 함께 知 자신의 인식이 가

능하다면, 다른 인식 B나 C 등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궁극적

으로 무한소급의 오류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른 知에 의한 것이

아니라, 知 바로 그 자신에 의해 인식된다는 점에서 ‘자기인식(sva

saṃvedana)’의 어원적 의미를 음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르마끼르띠는 대상에 의해 생겨난 知는 그 知가 발생하는 시

점에 앞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도 대상의 현현을 갖기 때문에,

知는 대상을 ‘현현시킨다’ 혹은 ‘인식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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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a로 인해 발생한 知는 음성 a가 사라져 존재하지 않아도, 음성

a의 현현을 자신 가운데 갖고 있기 때문에, 음성 a를 ‘현현시킨다’

혹은 ‘인식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知가 음성 a의

형상을 갖지 않는다면, 그러한 표현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知에는 ‘대상의 형상’과 ‘[知] 자신의 형상’ 두 가지가

있다는 二相性의 토대위에서 음성 a에 대한 인식은 음성 a의 형상

을 知 자신에 의하여 인식하는 것, 즉 자기인식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논증할 수 있다. 이것을 다르마끼르띠는 “知의 二相性에 의

하여 또한 대체로 자기인식이 성립한다. 그 경우 知 자신의 형상

으로 있는 현현이 인식된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6)라고 기술하고

있다.

Ⅲ. 장모음의 인식

디그나가는 쁘라마나사뭇짜야에서 자기인식을 논증하면서 知
에 두 가지 형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첫 번째는 “대상에 대한 知와 그 대상지

에 대한 知가 구분되기 때문”7)이다. 대상이란 색 등을 말하고, 그

것에 대한 知는 ‘대상의 현현’과 ‘자신의 현현’을 갖는다. 그 대상

지에 대한 知는 ‘대상에 상응하는 知의 현현’과 ‘자신의 현현’을 갖

는다. 그렇지 않고서, 만약 대상지가 대상의 형상만을 혹은 자신

의 형상만을 갖는다면, 대상지에 대한 知 역시 대상지와 구분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이후에 생겨나는 知에는 멀리 있는 이전 知

의 대상이 현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사라

6) PV III. 425 : dvairūpyasādhanena api prāyaḥ siddhaṃ svavedanam

svarūpabhūtābhāsasya tadā saṃvedanekṣaṇāt

7) PS Ⅰ.11ab : viṣayajñānatajjñānaviśeṣāt tu dvirūpat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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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이후에 생겨나는 그 知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知의 二相性이 성립한다고 설명한다.8)

두 번째는 “또한 이후의 기억으로부터”9) 知에 두 가지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억은 반드시 과거에 경험한 일에 대해

서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제 책상 위에 놓였던 꽃병을 기

억할 뿐만 아니라, 어제 책상 위에 놓였던 꽃병을 본 것도 기억한

다. 즉 기억되는 것은 대상뿐만이 아니고, 대상에 대한 知도 포함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상이 인식된 이후 시간이 지나면, 이미 사

라져버린 대상을 떠올릴 수 없다. 하지만 知 속에 남겨진 대상의

형상을 통해서라면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대상을 떠올려 기억하

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디그나가는 기억에 의하여 “知에는

二相性이 있고, 스스로 인식되는 것”10)임을 논증하고 있다.

쁘라마나바르띠까에서 다르마끼르띠는 디그나가의 진술을 인
용하며 두 가지 방식을 동일하게 취한다. 그 역시 우선 知의 二相

性을 통해 자기인식을 논증하는데, 이 내용은 앞장에서 다뤄진 청

색의 인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또한 기억으로부터

知의 자기인식이 성립함을 논증하는데, 바로 이때 장모음의 문제

가 다음과 같이 거론된다.

또한 기억으로부터 [知의] 자기인식은 성립한다. 知가 다른 [知]에

의하여 인식된다고 한다면, 장모음(dīrgha) 등의 파악은 가능하지 않

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수의 모음에는 지속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

다.11)

8) PS, p. 4, 21-25 참조 : viṣaye hi rūpādau yaj jñānaṃ tad

arthasvābhāsam eva. viṣayajñāne tu yaj jñānaṃ tad

viṣayānurūpajñānābhāsaṃ svābhāsaṃ ca. anyathā yadi viṣayānurūpam

eva viṣayajñānaṃ syāt svarūpaṃ vā, jñānajñānam api

viṣayajñānenāviśiṣṭaṃ syāt. na cottarottarāṇi jñānāni

pūrvaviprakṛṣṭaviṣayābhāsāni syuḥ. tasyāviṣayatvāt. ataś ca siddhaṃ

dvairūpyaṃ jñānasya

9) PS Ⅰ.11c: smṛter uttarakālaṃ ca

10) PS(V) Ⅰ.11c: tasmād asti dvirūpatā jñānasya svasaṃvedyatā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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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억으로부터 자기인식은 성립한다”는 디그나가의 진술

을 인용한 뒤, 다르마끼르띠는 “知가 다른 知에 의하여 인식된다

고 한다면, 장모음 등의 파악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 그는 다른 知에 의하면 장모음을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하

는 것일까. 그리고 다수의 모음에는 무엇이 지속할 수 없다고 말

하는 것일까. 이 두 가지 물음 속에 장모음에 대한 다르마끼르띠

의 입장이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음성의 최소단위는 단음이다. 자음과 모음의 홑소리가 이에 해

당한다. 산스크리트어에서 ‘a’와 같은 하나의 단모음을 발음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1마트라(mātrā)라고 할 때, 2마트라의 장모음(dīrg

ha)이나 3마트라의 장모음(pluta)이 있게 된다. 단모음 하나를 발

성하는 경우 1찰나가 필요하다면, 2중모음의 경우에는 2찰나가 필

요하고, 3중모음의 경우에는 3찰나가 필요할 것이다.

단모음은 찰나적인 것이어서 생겨나자마자 곧 사라지고 만다.

그것에 대한 知 역시 찰나적이어서 생겨나자마자 사라지고 만다.

그런데 a₁과 a₂로 이루어진 2중모음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당연히 a₁과 a₂의 부분음성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대상

과 인식의 인과관계를 여기에 적용한다면, a₁의 인식은 제2찰나

에 이루어지고, a₂의 인식은 제3찰나에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a₁₊a₂를 통해 이루어지는 음성 A의 최종적 인식은 제3찰나에

가능한 것이다. 이때 a₁과 a₂ 다수의 모음이 한 순간에 일어난

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선 모음이 이후의 모음이 발성될 때

까지 지속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다르마끼르띠는 바로 여기에서 자기인식의 논리를 끌어온다.

그러한 인식이 생겨나자 소멸해 버린다면, 음성 a₁₊a₂에 대한

인식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a₁이 인식될 때, 정

작 a₁은 곧바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知에 남겨진 a₁

의 형상이 知 자신에 의해 인식된다면, 소멸해 버린 a₁에 대한

11) PV III. 484: smṛter apy ātmavit siddhā jñānasya anyena vedane

dīrghādigrahaṇan na syād bahumātrānavasthiteḥ



402 ∙ 印度哲學 제41집

인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知 속에 남겨진 a₁의 형상을 다음

찰나에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도식

화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도표 3> 음성 a1+a2에 관한 인식

여기에서 장모음의 인식에 관한 문제를 여러 가지 색이 섞여있

는 대상(citrarūpa)을 파악하는 경우와 견주와 보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청색과 황색 등 여러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나비의 날

개를 생각해보자. 한 찰나에 하나의 인식만 가능하다면, 청색과

황색을 동시에 인식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청색을 먼저 인

식하고 황색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며 그들의 결합에 의해 ‘이것

은 청색과 황색의 날개를 가진 나비’라고 알게 된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르마끼르띠는 단일한 인식영역에서는 하나의

知가 다수의 형상을 파악한다고 진술함으로써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知가 현현하는 대로 [知] 그것은 그처럼 경험된

다. 따라서 知에는 실로 여러 가지 형상의 단일성이 있게 된다”12)

는 해명이 바로 그것이다. 그의 진술에 따른다면, ‘여러 가지 색깔

을 가진 나비의 날개’라는 인식을 발생시키는 특수한 속성(atiśay

12) PV III. 221 : yad yathā bhāsate jñānaṃ tat tathā eva anubhūyate

iti nāma ekabhāvaḥ syāc citrākārasya cet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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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은 나비의 날개에 있는 청색과 황색 혹은 그들의 집합이 아

니라, 청색과 황색에 대한 다수의 형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이러한 진술은 ‘다수의 극미가 적집된 것을 어떻게 단일한 知

가 파악할 수 있는가’에 관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

로, 쁘라마나바르띠까 197-222 게송에 걸쳐 상세히 다뤄지고 있
다.

하나의 知가 다수의 형상을 현현하는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는

다르마끼르띠의 주장은 후대의 논사들에 의해 명명된 다양불이론

(多樣不二論, citrādvaita)의 단서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14) 다

양불이론이 다양한(citra) 형상을 갖는 단일한 知는 다수의 형상과

다르지 않다(advaita)고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된 것은 8세기

이후이다. 이것은 쁘라즈냐까라굽타, 즈냐냐스리미트라, 라트나끼

르띠 등 이른바 유상유식학파 혹은 경량유가행파에 속하는 사람

들이 자신의 인식론을 확립하면서 전개된 이론이다.15)

이때 지각영역에 현현하는 다양한 형상은 외계대상과 같은 공

간적 확장을 갖는 실재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다양한 형상을

수반하는 知 그대로 파악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다양불이론은

13) 특수한 속성(atiśaya)은 ‘특수성(viśeṣa)’의 동의어이다. ‘부가적 속

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우제선(2013) p. 83, 주)132 참조.

14) 다수의 형상을 단일한 知가 인식한다는 다르마끼르띠의 주장(k200-222)

에서 citra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 둘이 서로 다르지 않다

는 citrādvaita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citrādvaita라는 표현은 쁘라즈

냐까라굽타의 Pramāṇavārttikabhāshya, 즈냐나스리미트라의

Sākārasiddhiśastra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沖和史(1975) p. 93, 권순범

(2007) p. 2 참조.

한편 다양한 색(citrarūpa)에 관한 논의는 Nyāyabhūṣaṇa,

Nyāyavārttika, Vaiśeṣikasūtra 등과 같은 니야야-바이쉐시카 학파의 제

논서에서도 확인된다. ‘전체’를 ‘부분’과 달리 단일하고 더 이상 환원할

수 없는 실재로서 인정할 때, 다양한 색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다양한

색 자체를 단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그것이다. 이

들의 주안점은 ‘전체’의 실재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平野克典(2010) pp. 220-221 참조.

15) 沖和史(1973) p.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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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속에 있는 형상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형상지식론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의 인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기인식의 이론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인식의 이론

과 다양불이의 이론이 결합될 때, 유형상지식론의 사상은 거의 완

전한 형태로서 나타나게 된다”16)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다수의 형상을 하나의 知가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

는 다르마끼르띠의 입장에서 장모음을 인식하는 하나의 知 역시

해명될 수 있지 않을까. 2중모음이나 3중모음의 발성에는 각각의

부분음성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이들 부분음성이 그 자신의 찰나

에만 존재하며 전체음성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리고 부분음성에 대한 각각의 知 역시 장모음

에 대한 하나의 知가 완성될 때까지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분음성에 대한 각각의 知가 생겨난다면, 다수의 知가 성립한

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장모음에 대한 단일한 知라고 말할 수 없

을 것이다. 부분음성에 대한 다수의 知가 생겨난다고 인정하더라

도 여전히 문제는 발생한다. 부분음성에 대한 知가 순서대로(kra

meṇa) 생겨난다면, 그 각각의 知는 장모음에 대한 인식을 발생시

킬 수 있을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부분

음성에 대한 각각의 知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

이다. 혹은 각각의 知가 마지막 순간에 순서 없이(akrameṇa) 동시

에 생겨난다면, 그것은 장모음에 대한 인식을 발생시킬 수 있을

까. 그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최종적 知에 나타나

는 음성은 순서대로 구성되지 못하고 뒤섞여버리고 말 것이다. 따

라서 부분음성에 대한 知가 순서대로 생겨난다고 설명하든 순서

없이 생겨난다고 설명하든, 그러한 주장은 모두 오류를 지닐 수밖

에 없다.

이러한 난점 때문에, 다르마끼르띠는 다른 知에 의해서는 장모

음을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서 다수의 형

16) 沖和史(1975)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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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파악하는 단일한 知가 가능하다는 진술은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간적으로 펼쳐진 다양

한 색을 인식하는 하나의 知가 인정되듯이, 시간적으로 전개되는

다양한 부분음성을 하나의 知가 인식할 수 있다고 추론해 보는 것

이다. 다양한 색의 경우가 동시적 상황이라면, 장모음의 경우는

이시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나비에 대한 인식이 날개 속에 있는 청색이나 황색 자

체의 인식이 아니라, 그것들이 남긴 형상 즉 知에서 경험되는 다

수의 형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형상에 대한 인식은 결과

적으로 자기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앞 찰나와 뒤

찰나의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는 장모음에 대한 인식 역시 부분음

성 하나하나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그것이 남긴 다수의 형상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이 단일한 知에 의하여 지각되

는 것이라고 해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또한 자기인식

에 다름 아닌 것이다.

Ⅳ. 적자와의 대론

쁘라마나바르띠까에서 다르마끼르띠는 장모음의 인식에 대하
여 자기인식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해명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또한 기억으로부터 [知의] 자기인식은 성립한다. 知가 다른 [知]

에 의하여 인식된다고 한다면, 장모음 등의 파악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17)라고 말한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는 예상되는 적자의 견

해들을 차례대로 언급하고, 그 주장의 오류를 지적하는 귀류법을

사용함으로써 하나하나 논파해 나가고 있다.

17) PV III.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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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모음은 몇 개의 부분음성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파

악하는 ‘하나의 知’만을 인정하는 견해가 제시된다. 하지만 다르마

끼르띠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知가 장모음을 인식한다고 말할 경

우 어느 것이나 오류를 지닐 수밖에 없다.18)

이번에는 부분음성에 대하여 ‘다수의 知’가 생겨난다고 인정하

는 경우가 거론되기 시작한다. 먼저 장모음을 구성하는 부분음성

에 대한 다수의 知가 차례대로 생겨나고, 그 마지막 知가 다음 찰

나의 또 다른 知에 의하여 경험된다는 주장을 가정할 수 있다. 이

에 대하여 다르마끼르띠는 마지막 知는 마지막 부분음성만을 파

악할 뿐이어서 장모음 전체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것은 장모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며, 장모음을 인식했다는 기

18) 여기서 예상되는 적자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반론①> 하나의 知가 일정기간 지속하고, 그 하나의 知가 장모음을 인

식한다.

<반론②> 부분음성은 사라지지 않고, 마지막 시점에 하나의 知에 의하

여 모두 파악된다.

<반론③> 모든 부분음성을 파악하는 하나의 知가 이후에도 존재하고,

그것들을 차례대로 파악한다.

<반론④> 동시에 생겨나는 부분음성이 이후에도 지속하고, 하나의 知에

의하여 차례대로 파악된다.

이처럼 하나의 知가 장모음을 인식한다고 말할 경우 다르마끼르띠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나 오류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

이 서술된다.

<반론①>의 경우, 하나의 知에 부분음성이 동시에 현현한다면, 순서대로

결합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모음에 대한 인

식이 될 수 없다.

<반론②>의 경우, 마지막 시점에 지속하는 모든 부분음성을 한 순간에

파악한다면, 강한 것의 인식은 있어서 장모음에 대한 인식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반론③>의 경우, 하나의 知가 이후에도 지속한다면, 知는 이후에도 소

멸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된다. 음성이 완성된 이후에도 그

知가 언제까지나 지속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반론④>의 경우, 동시에 생겨나는 부분음성이 소멸하지 않고 지속한다

면, 부분음성은 언제까지나 지속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戶崎宏正(1985) pp.167-174에 자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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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도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한다.19)

이어서 적자는 선행하는 知에 대해서 각각 다른 知가 생겨나서

그것들 모두를 경험하고 인식한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이 경우에

는 부분음성에 대한 知 모두가 경험되기 때문에, 부분음성 모두가

기억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도식화하면 다

음과 같이 될 것이다.

<도표 4> 다르마끼르띠가 비판하는 적자의 입장

부분음성 知 다른 知'

제1찰나 a₁

제2찰나 a₂ A₁

A'₁

제3찰나 A₂

A'₂

이 경우 知 A₁, A₂···는 부분음성 a₁, a₂···를 대상으로 하

고, 다른 知 A'₁, A'₂···는 각각 知 A₁, A₂···를 대상으로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자는 선행하는 知 각각에 대해서 또 다

른 知가 생겨나 그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부분음성에 대한 知

모두가 경험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a₁₊a₂로 이루어진 장모음을
인식했다고 이후에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도식에서

는 知 A₁, A₂···가 발생하는 동안 또 다른 知 A'₁, A'₂···가

매순간 개입하여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단절이 생겨

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知 A₁₊₂···는 연속하여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장모음 a₁₊a₂를 단일한 것으로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르마끼르띠는 여러 가지의 知가 개별적

으로 인식된다고 한다면, 그 음성을 듣는 것은 단절 없이 현현하

19) PV III. 490 참조: anekayā tadgrahaṇe yā antyā dhīḥ sā anubhūyate

na dīrghagrāhikā sā ca tan na syād dīrghadhīsmṛti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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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20)

그러자 적자는 단절의 발생을 인정하고, 하지만 단절 없이 장모

음을 들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피력하기 시작한다. 첫째 이유

는 신속하게 생겨나기 때문이다. 음성 a₁₊a₂에서 a₁은 제1찰

나, a₂는 제2찰나로 각각 구분된다. 하지만 a₁과 a₂는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단절이 없는 하나의 장모음처럼 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불타고 있는 나뭇가지를 신속하게 회전

시킬 때, 실재하는 것은 불에 타는 나뭇가지일 뿐이지만, 불의 바

퀴(火輪)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다. 나뭇가지를 천천히 회전

시킨다면, 불타는 나뭇가지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아주 빠르게 회전시킨다면, 연속하여 이어지는 하나의 바퀴

살을 보게 된다.21)

다르마끼르띠는 만약 그렇다면 “두 개의 단모음을 발음하는 경

우에도 단절이 없는 것으로 착각되어야 할 것”22)이라고 반박한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단모음 a와 a를 발성하는 경우에도 그 두 개의

단모음이 신속하게 생겨난다면, 마치 하나의 장모음 ā를 듣는 것

처럼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개의 단모음을 발성하

는 한, 그것은 a-a라고 들리게 될 터이고 장모음 ā로 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신속하게 생겨나는 것이 연속하는 것으로 착

각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이유는 감관의 결함 때문이다. 감관의 결함이란 감각기관

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눈병에 걸린 눈과 같다. 혹은 그러

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불타는 나뭇가지의 신속한 회전을 계속 쫒

아가다 보면 눈에 이상증상이 생겨날 수 있다. 혹은 회전하는 나

뭇가지의 속도를 파악할 수 없는 감각기관 자체의 한계를 의미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러한 눈의 결함 때문에 불의 바퀴를 보

20) PV III. 491 참조: pṛthak pṛthak ca buddhīnāṃ saṃvittau

taddhvaniśruteḥ / avicchinnābhatā na syād

21) 火輪(alāta)에 대한 언급은 PV III. 135, 140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2) PV III. 492: hrasvadvayoccāraṇe 'pi syād avicchinnavibhram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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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착오가 일어나듯이, a₁과 a₂를 신속하게 소리 내면 청각기관

인 귀의 결함 때문에 a₁+a₂를 단일한 것으로 듣는 착오가 일어

난다는 주장이다.

이 견해에 대하여 다르마끼르띠는 만약 그렇다면 “모든 감관지

는 허망한 것이라는 오류가 생겨날 것”23)이라고 말한다. 음성의

인식뿐만 아니라 시각적 대상의 인식에 있어서도, 적자의 논리에

따른다면, 또 다른 知의 개입으로 인한 단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

다. 예를 들면 청색의 지각에 있어서도 또 다른 知의 개입이 불가

피하고, 그로 인한 단절이 생겨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

관의 결함 때문에 청색이 연속하여 있는 것처럼 인식된다면, 감관

을 통해 인식되는 지각은 모두 허망한 것이 되고 만다.24)

그렇다면 다르마끼르띠는 적자가 상정하는 ‘다른 知’가 무엇이

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쁘라마나바르띠까에서는 두 가지 주장이
제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재인식(pratyabhijñāna)에 관한 것이

다. 재인식은 앞서 불을 인식했던 어떤 사람이 동일한 불에 대하

여 ‘이것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다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

인식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것을 통해 여러 가지 사물이 동일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재인식을 대상이

선명하게 현현하는 직접인식(pratyakṣa)으로 간주한다.25) 따라서

23) PV III. 493: sarvākṣabuddhīnāṃ vitathatvaprasaṅgataḥ

24) 실제로 유식문헌에서는 눈병 걸린 자의 비유가 자주 언급된다. 눈에 생

긴 질병 때문에 손상된 감관을 갖고 있는 자는 실재하지 않는 머리카락

이나 털(keśa) 등을 보기도 하는데, 이들은 모두 실재하지 않는 것들이

다. 따라서 비실재의 현현인 허망분별(abhūta-parikalpita)로 설명된다. 
유식이십론 제1송에서 “이것은 오직 식일 뿐이다. 실재하지 않는 대상
이 현현하기 때문에. 마치 눈병에 걸린 자에게 실재하지 않는 머리카락

이나 [두 개의] 달 등이 보이는 것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인 사례이다.

25) 마노라타난딘은 재인식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미망사학파

(mīmāṃsakaḥ)’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고 있다. PVV, p. 162, 15-16:

yo mīmāņsakaḥ samakṣe pratyakṣe 'rthe sa evāyām ity

ekatvaviṣayāṃ pratyabhijñānākhyāṃ kalpanāṃ spaṣṭapratibhāsā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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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는 부분음성을 대상으로 하는 감관지가 “이것은 바로 앞에

들었던 그것이다”라고 재인식함으로써 장모음에 대한 인식이 이

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견해와 달리 다르마끼르띠는 재인식을 직접인식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지 않는다.26) 또한 재인식은 언어와 결합되는 것이

기 때문에 대상을 선명하게 현현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언어와 결합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선명하게 현현시키는

것일까”27)라고 반문하고 있다. 나아가 재인식은 이전에 인식되었

던 것에 대한 기억을 본질로 하는 일종의 분별이며28), 그것이 분

별인 한 대상을 선명하게 현현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모음은 감각기관인 귀를 통해 선명하게 현현할 수

있다. 여기에 재인식이 관여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결국 장모음

을 듣는 것은 실제로 단절되어 들리는 것이지만, 재인식이 단절된

부분음성을 동일한 것으로 재인식하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은 것

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른 知’에 대한 두 번째 주장은 분별지(kalpanā)에 관한 것이

다. 분별지는 대상을 언어와 개념에 의해 파악하는 것이다. 언어

와 결합 가능한 대상의 현현에 대한 인식이고,29) 감관을 떠난 인

식이어서 간접인식에 해당한다. 지금 다르마끼르띠는 감관지에 의

해서 사람들은 단절된 대상을 지각하고 있지만, 분별지가 그 대상

들을 결합시켜 단절이 없는 것처럼 지각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30) 따라서 앞서 말한 재인식이 눈앞의 사물을 보고

pratyakṣāṃ pramāṇaṃ kalpayet

26) 불교논리학파에서 불에 대한 재인식은 직접인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재

인식은 앞서 지각된 불의 특징(liṅga)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접인식도 아니다. 왜냐하면 재인식되는 것은 자상을 지닌 불이

며, 불의 특징으로부터 추론되는 공상으로서의 불이 아니기 때문이다.

Hattori(1968) p. 81 참조.

27) PV III. 498: tasya spaṣṭāvabhāsitvaṃ jalpasaṃsargiṇaḥ kutaḥ

28) PV III. 497: bhedālakṣaṇavibhrāntaṃ smaraṇaṃ tad vikalpakam

29) NB Ⅰ. 5: abhilāpasaṃsargayogyapratibhāsapratītiḥ kalpan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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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인식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이다.

이 주장에 대하여 다르마끼르띠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음성

에 대한 인식은 귀라는 감관을 통한 직접인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모음에 대한 개별적인 소리가 知에 선명하게 현현한다. 하지만

분별지는 언어를 통한 개념적 인식 즉 간접인식에 해당하기 때문

에, 知에 선명하게 현현할 수 없다. 따라서 분별지가 단절되어 있

는 대상을 단절이 없는 것으로 결합시킨다는 적자의 주장은 타당

하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분별지를 상정함으로써 생겨나는 단절

일 뿐이다. 우리들의 경험상으로는 그와 같은 단절이 들리지 않는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모음을 연속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신속하게 생겨나기 때문도 아니고, 감관의 결함 때

문도 아니다. 나아가 다른 知로 작용하는 재인식 때문도 아니고,

분별지 때문도 아니다. 착각의 원인은 사실 다른 知를 상정함으로

써 생겨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知 A₁과 知 A'₁, 知 A₂

과 知 A'₂···가 서로 개별적인 것으로 구분되고, 이들이 함께 일

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점에 있다.

이것은 적자의 관점에서는 이들 두 가지의 동시적 발생을 인정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음성 a에 대한 知와 그 知에 대한 知를

따로 상정하는 한, 이 둘의 동시적 상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기인식의 二相性을 다시 한 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

다. 모든 대상의 인식은 외부에 있는 것의 인식이 아니라, 그 형상

에 대한 자기인식일 뿐이라는 주장은 대상과 인식의 동시적 발생

을 인정하지 않고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로 간주하기 때문이었

다. 하지만 知에 나타나는 ‘대상의 형상’과 그것을 파악하는 ‘[知]

자신의 형상’, 두 가지의 분화는 동시적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형상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구

30) PV III. 499: vicchinnaṃ paśyato 'py akṣair ghaṭayed yadi kalpanā 마

노라타난딘은 “분별지는 지각 이후에 생겨나는 것(jñānānucārī kalpanā)”

이라고 주석하고 있다. PVV, p. 16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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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앞의 것이 원인이 되어 뒤의

것인 결과를 낳는 관계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고 해서 모순되는 일은 없다.

지금까지 장모음의 인식문제를 해명하는 데에 있어서 예상되는

적자의 주장들을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대상에 대한 자기인식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知를 상정하는 경우, 거기에는 반드시 단절의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결국 다르마끼르띠는 자기인

식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적자의 인식론적 체계에서는 대상과 인식

의 찰나적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 둘의 인과관계를 해명할 수 없

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인식이 아니라면 장모음에 대한 인

식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Ⅴ. 맺음말

다르마끼르띠에 의해 제기된 자기인식의 이론은 불교내부에서

는 물론 니야야학파 미망사학파 등과 논쟁을 벌이게 되고 인도의

많은 사상가들에게 반드시 논증되어야 할 핵심과제가 된다. 그리

고 모든 것은 변화하여 상주함이 없다는 제행무상의 교설은 아비

달마불교를 거치면서 점차 “모든 것은 찰나찰나 생멸을 거듭한

다”는 찰나론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앞선 찰나의 대상은

곧바로 사라지고 다음 찰나에 생겨난 그 형상을 인식한다는 주장

은 대상과 인식 모두의 찰나생멸을 전제로 하고, 知 자신을 인식

한다는 자기인식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성을 인식하는 경우 二相性의 논리에 따라 ‘대상의 형상’과

‘[知] 자신의 형상’ 두 가지가 생겨난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장모음의 경우에는 앞선 찰나의 부분음성과 이후 찰나의 부분

음성이라는 시간적 요소가 개입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수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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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단일한 知에 의하여 지각된다”는 다르마끼르띠의 진술을 통

해 해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후대에 전개된 다양불이론의

단초가 되기도 하는데, 다양한 색의 지각뿐만 아니라 다수의 부분

음성에 대한 지각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추론하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자기인식이 아니라면 장모음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다르마끼르띠의 일관된 진술이다. 자기인

식이 아니라면, 이전 모음이 이후 찰나의 모음과 함께 장모음에

대한 知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知 이를테면 재인식이

나 분별지에 의해 인식할 수 있다는 적자의 견해는 그로 인해 생

겨나는 지각의 단절을 이유로 모두 반박되고 있다. 장모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결국 유형상지식론에 기초한 자기인식의 논

증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414 ∙ 印度哲學 제41집

참고 문헌

NB: Nyāyabindu of Dharmakīrti. See NBṬ.

NBṬ: Nyāyabindu of Dharmakīrti and Nyāyabinduṭīka of

Dharmottara, Bibliotheca BuddhicaⅦ, (ed.) Stcherbatsky.

Petrograd, 1918; Tokyo, 1977.

PS: Pramāṇasamuccaya of Dignāga, (ed.) E. Steinkellner,

2005. www.oeaw.ac.at/ias/Mat/dignaga_PS_1. pdf.

PV: Pramāṇavārttika of Dharmakīrti. See PVV.

PVBh: Pramāṇavārttikabhāshyam of Prajñākaragupta, (ed.)

Sāṅkṛtyāyana.

Patna: K. P. Jayaswal Research Institute, 1953.

PVV: Pramāṇavārttikam of Dharmakīrti and

Pramāṇavārttikavṛtti of

Manorathanandin, (ed.) Ram Ch.Pandeya. Delhi: Motilal

Banarsidass, 1989.

桂紹隆(1969). ダルマキールティにおける自己認識の理論 ,

南都佛敎, 23권, pp. 1-44.
권순범(2007). 법칭의 다양불이론 연구 . 서울: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김성옥(2011). 다르마끼르띠의 자증 연구 . 서울: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服部正明 외, 이만 역(1991), 인식과 초월. 서울: 민족사.
우제선(2013). 찰나멸논증. 서울: 소명출판사.
沖和史(1973). Dharmakirtiの《citradvaita》理論 ,

印度學佛敎學硏究, 21권 2호, pp. 975-969.
沖和史(1975). citradvaita理論の展開: Prajnakaraguptaの論述 ,

東海佛敎, 20권, pp. 81-94.
平野克典(2010). ヴァイシェーシカ學派の多樣色(citrarūpa)に

ついて , 印度學佛敎學硏究, 58권 2호, pp. 220-225.



다르마끼르띠에 있어서 언어인식의 문제 ∙ 415

戶崎宏正

1979 佛敎認識論の硏究 上. 東京: 大東出版社.
1985 佛敎認識論の硏究 下. 東京: 大東出版社.

Hattori, M.(1968). Dignāga, on Perception, being the

Pratyakṣapariccheda of Dignāga’s Pramāṇasamuccaya

from the Sanskrit fragments and the Tibetan version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Schweizer, Paul(1994). “Momentary Consciousness and Buddhist

Epistemology”,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22, pp.

81-91.

Williams P.(1998). The Reflexive nature of awareness : a

Tibetan Madhyamaka defence. Richmond: Curzon Press.



416 ∙ 印度哲學 제41집

Abstract

The awareness of language in Dharmakīrti

Kim, Seong Ock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has an intention of explaining the vowel

sound perception in the Pramāṇavārttika kk. 484～510.

According to Dharmakīrti's theory, it is insisted that the

object of cognition is not an external object, but we can on-

ly recognize the ākāra which appears in awareness. The

ākāra in the awareness could be said the cognition itself.

Therefore all the cognition is the reflexive awareness,

namely 'the self-cognition(svasaṃvedana)'

Then how can we explain the awareness of a diph-

thong, a multiplex vowel and so on? How can the preceding

vowel last till the following vowel? In this point

Dharmakīrti drew the theory of self-cognition. If there is

not the self-cognition, he insisted, it is not possible to per-

ceive a long vowel.

First of all he demonstrates the theory of dvirūpatā ac-

cording to Dignāga. The dvirūpatā theory suggests the

model of two forms of ākāra, namely the ākāra of object

and cognition itself. Then he argued the establishment of

self-cognition. And he insisted that self-cognition can be

established from the recollection(smṛti). The awareness of a

long vowel is composed with the partial vowels between the

preceding and the following. How can the one awareness

grasp all the partial vowels? Here we can induce the

Dharmakīrti's mention: the various ākāras can be cognized

with only one perception. This statement is suppos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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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 of citrādvaita theory. As like the various colours can be

cognized with one awareness, it could be explain the partial

vowels can be cognized with one awareness. I think it

should be said that the possibility of such awareness lies in

the basis of sākāravāda and svasaṃvedana.

Keywords: self-cognition, svasaṃvedana, sākāravāda,

dvirūpatā, citrādvaita, Dharmakī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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