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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마키르티는 『프라마나바르티카, ｢직접지각｣장 중에서 ‘樂 등’의
자기인식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니야야·바이셰시카 학파의 樂에 대

한 견해를 검증하고 있다. 니야야·바이셰시카의 樂은 아트만의 속성인

동시에 아트만의 존재를 추리할 수 있는 證相의 하나로서 樂을 거론한

다. 또한 이 樂에 대한 인식은 지식에 의해서 인식되므로, 이 경우 인식

대상인 樂과 그것을 파악하는 지식은 비록 둘 다 아트만의 속성이지만

서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다르마키르티는 樂, 苦, 욕망, 분노 등의 감수작용은 직접

지각으로서의 ‘푸른색 그 자체’에 대한 인식작용과 동일한 것이라는 입

장을 취한다. 즉 지식이 대상, 감각기관, 作意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

듯이, ‘낙 등’의 심리현상 또한 대상, 감각기관, 作意의 접촉이라는 동일

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지식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

나아가 다르마키르티는 니야야·바이셰시카의 ‘낙 등’과 지식이 다를

경우 생기는 모순을 차례차례 검증한다. 우선 다르마키르티는 ‘낙 등’의

심리현상을 감관지와 인식대상, 그리고 낙과 그것을 인식하는 지식이라

는 네 가지 요소들로 분석한다. 그는 이 4요소들을 기준으로, ‘인식 시

점의 문제’, ‘인식대상과 인식주체와의 대응관계의 문제’, ‘‘낙 등’을 일으

키는 원인의 종류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낙 등’이 지식과 다를 경우를

면밀하게 검증한다. 끝으로 다르마키르티는 ‘낙 등’과 지식이 별개일 경

우,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 동일한 고통을 요가행자도 感受해야하

는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여,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경험적 예증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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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다르마키르티(Dharmakīrti ca. 600-660)는 그의 주저인 量評釋
(Pramāṇavārttika)에서 ‘意知覺(mānasapratyakṣa)’과 ‘요가행자의
직관(yogipratyakṣa)’에 관한 서술 사이에서 ‘낙 등’(sukhādi)의 자

기인식(svasaṃvedana, svasaṃvitti, ātmasaṃvedana)에 관해 논

술한다.1) 이것은 디그나가(Dignāga ca. 480-540)의 集量論(Pra
māṇasamuccaya)과 그 自註(Vṛtti)의 ｢직접지각｣ 장(Pratyakṣap
ariccheda)에서 意知覺의 두 가지 정의2)에 관한 설명 중에서 후자,

‘욕망 등에 대한 자기인식(rāgādisvasaṃvitti)’의 해설에 해당한다.

한편 다르마키르티는 ‘인식결과(pramāṇaphala)와 자기인식의 동

일성’을 논하는 부분에서는 감수작용(vedanā)이 지식3)인지 아닌

1) PV Ⅱ. kk. 249-267.

2) PS Ⅰ. k. 6ab: mānasaṃ ca artha-rāga-ādi-sva-saṃvittir akalpikā /

PSV: mānasam api rūpa-ādi-viṣaya-ālambanam avikalpakam

anubhava-ākāra-pravṛttaṃ rāga-ādiṣu ca sva-saṃvedanam

indriya-anapekṣatvān mānasaṃ pratyakṣam. “또한 意[知覺은] [외계]

대상에 관한 지각과 욕망 등에 대한 자기인식[이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무분별[지]이다. 또한 색 따위의 외계 대상을 인식대상으로 하고

직접경험(anubhava, 領納)의 형상으로 일어나는 意知覺은 무분별이다.

그리고 욕망 등에 있어서의 자기인식(svasaṃvedana)[도] 감관에

의지하지 않기에 意知覺이다.”

3) 일반적으로 불교인식론에서는 ‘인식’이란 인식행위의 줄임말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인식주체가 인식수단에 의해서 인식대상을 파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디그나가는 인식수단(pramāṇa)이란 대상인식의

작용(vyāpāra)이라고 한다. 또한 다르마키르티는 인식수단을 인식행위를

성취시키는 [인식]주체(sādhana)라고 한다. 즉 인식행위에 있어 성취자는

인식을 확정하는 것(vyavasthāpaka)이다. 이 때 확정이라는 의미는

‘푸른색 그 자체’를 ‘각각의 다른 색깔 그 자체’와 구별하여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지식’이란 인식주체, 인식수단, 인식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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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검증하고 있다.4)

PV Ⅱ의 ‘낙 등’에 관한 논증은 니야야·바이셰시카(Nyāya·Vai

śeṣika, 正理·勝論)5), 상키야(Sāṃkhya, 數論)6), 미맘사 학파(Mīmā

ṃsā)7)의 견해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는 이

중에서 니야야·바이셰시카 학파의 주장에 대한 다르마키르티의

비판을 살펴보고자 한다.8)

다르마키르티는 PV Ⅱ. k. 249에서 ‘낙 등의 자기인식’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aśakya-samayo hy ātmā rāga-ādīnām ananyabhāk /

teṣām ataḥ svasaṃvittir na abhijalpa-anuṣaṅgiṇī //9)

각각의 형상 또는 그것이 인식된 인식결과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한편

본고에서는 불교 이외의 학파의 용어로서의 ‘jñāna’ 또는 ‘buddhi’는

‘지식’으로, ‘pratyakṣa’를 ‘지각’이라고 해석하고 원어와 함께 표기한다.

4) PV Ⅱ. kk. 438-458 ; ‘낙 등’은 대상에 대해 즐거움, 괴로움, 욕망, 분노

등을 느끼는 심리현상이다. 반면에 지식이란 대상을 푸른색 등으로

파악하는 인식작용이다. 한편 불교인식론에서 지식은 대상이

인식영역에서 파악되는 측면(grāhya)과 파악하는 측면(grāhaka)을 가진

형상(ākara)를 말한다. 이 지식은 언어와 결합한 분별(kalpanā)이 배제된

인식 즉 직접지각(pratyakṣa)를 말한다. 그러나 니야야·바이셰시카는

무분별지와 분별지, 둘 다를 직접지각으로 인정한다.

5) PV Ⅱ. kk. 250-267, 455-456.

6) PV Ⅱ. kk. 268-279.

7) PV Ⅱ. kk. 447-454.

8) cf. 山上 証道(1999) p. 6-7, n.5: 니야야 학파의 제문헌과 불교인식론
논사들과의 연대 및 계보에 의하면 Nyāyasūtra(ca. 250-350)가 성립한

이래, Vātsyāyana(ca. 5c전후) → Dignāga(ca. 480-540)→ 
Uddyotakara(ca. 550-610) → Dharmakīrti(ca. 600-660)의 순서이다. 한편
Vaiśeṣikasūtra(ca. 50-150)이래, Praśastapāda(ca. 550-600)는 니야야의

Uddyotakara와 거의 동시대로, 디그나가와 다르마키르티의 연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연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山上의 각주에

출처가 명시되어 있다.

9) “‘욕망 등’ 그 자체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약속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것들(’욕망 등’)에 대한 자기인식은 언어표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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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가 PV의 교정본들 중에서 저본으로 하는 Miyasaka 교정본

은 위의 게송에서 보는 바와 같이, PV Ⅱ. k. 249 ′b는 “낙 등(su
khādi)” 대신에 “욕망 등(rāgādi)”으로 되어 있다. 또한 PVV의 P

V 게송과 마노라타나딘(Manorathanadin) 주석과 주석 속의 인용

도 “욕망 등”을 사용하고 있다.10)

반면에 PV(T)는 “bde sogs” 즉 “sukhādi”를, 프라즈냐카라굽타

(Prajñākaragupta ca. 750-810)의 PVBh의 산스크리트 본의 인용

과 주석도 “sukhādi”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데벤드라붓디(Deven

drabuddhi ca. 630-690)의 PVP에서의 PV 게송은 “bde la sogs p

a”로 되어 있다.11)

이와 같이 PV Ⅱ. k. 249 ′b는 “욕망 등”과 “낙 등”이 각 원전
들과 티베트 번역본에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12) 디그나가 이

래의 불교인식론의 전통에 따르자면, “욕망 등의 자기인식”이 합

당하다고 생각된다.13)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PV Ⅱ. k. 249 이

후의 게송들은 모두 “rāgādi” 대신에 “sukhādi”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다르마키르티는 PVin에서 ‘낙 등’을 예로 든 것

은 그것이 직접경험(anubhava)에 의한 것임을14)을 명료하게 나타

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 ‘낙 등’만을 예로 드는 것은 이 범

주에 들어가는 일체의 심작용(caitta)을 다루는 번잡함을 피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한다.15)

결합하지 않는다.”

10) PVV p. 175, 16, 18-20.

11) P. no. 1757(b), 237a6.

12) cf. 戸崎 宏正(1979) p. 348, n. 28.

13) cf. 각주 2번.

14) Abhidharmakośabhāṣyam p. 10, 13-15: edanā 'nubhavaḥ tri-vidho

′nubhavo vedanā-skandhaḥ / sukho duḥkho ’duḥkhāsukhaś ca / sa
punar bhidyamānaḥ ṣaḍ vedanā-kāyāḥ cakṣuḥ saṃsparśajā vedanā

yāvan manaḥ saṃsparśajā vedanā iti / ; cf. 박기열(2014) pp. 86-87.

15) PVin p. 62,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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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본고의 내용은 다르마키르티가 니야야·바이셰시카의 아

트만의 속성인 “낙 등”에 대한 견해를 검증하는 부분에 관한 고찰

이다. 따라서 PV Ⅱ. k. 249 ′b를 “욕망 등”보다는 “낙 등”으로

보는 것이 본고의 논리의 전개상 혼란을 피할 수 있다.

한편 프라즈냐카라굽타는 PSV의 k. 6ab 속의 “욕망 등”(rāgād

i)”이란 “욕망, 분노, 어리석음, 즐거움, 괴로움 등”이라고 주석하

고 있다.16) 이것은 “욕망 등”과 “낙 등”이 동일한 의미임을 뒷받

침해 준다. 즉 다르마키르티의 ‘낙 등’은 樂, 苦, 不苦不樂의 三受만

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의 ‘낙 등’은 일체의 심리현상을 대표

하는 일례에 지나지 않는다.17)

나아가 PV의 ‘낙 등’의 논의는 일체의 心(citta)과 心所(caitta)가

자기인식18)이고 무분별지(nirvikalpa)라는 불교인식론의 대전제를

입증하기 위한 논리 전개상의 동류예(sapakṣa)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교인식론의 ‘낙 등’의 심리현상에 대한 논증은 직접

지각의 정의19)와 자기인식20)에 대한 개념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

16) PVBh p. 305, 17-18 ; Hattori(1968) p. 94, n. 1.47:

rāga-dveṣa-moha-sukha-dudiṣu ca sva-saṃvedanam

indriya-anapekṣatvān mānasaṃ pratyakṣam /

17) 주지하는 바와 같이 디그나가와 다르마키르티는 이 부분에서 心(citta)에

관한 논의를 따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PSV와 PV의 후반부에

나오는 ‘인식결과와 자기인식의 동일성 논증’은 心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 NB Ⅰ. s. 10: sarva-citta-caittānām ātmasaṃvedanam //

19) PS Ⅰ. k. 3c: pratyakṣaṃ kalpanā-apoḍhaṃ / yasya jñānasya kalpanā

na asti, tat pratyakṣam / “직접지각은 분별이 배제된 [지식]이다. 분별이

없는 [지식], 그것이 직접지각이다.” 한편 지넨드라붓디(Jinendrabuddhi ca.

725-785)는 “분별지의 배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Pramāṇasamuccayaṭīkā(이하 PSṬ) p. 37, 6-8: kalpanā-apoḍha-nirdeśāc

ca jñāna-ātmakaṃ tad iti gamyate / yato jñānasya eva

kalpanā-saṃsargo ′sti, atas tat pratiṣedhena tad eva pratīyate / “또한
“분별의 배제(kalpanāpoḍha)”라는 표현은 직접지각이 지식을 본성으로

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식에 있어서만 분별과의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분별)을 제거함으로써 실로

그것(직접지각)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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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고의 산스크리트 원문 표기에 관해서 잠시 언급하면, 일반

적 관례로 산스크리트 로마자 표기법에서 ‘-’ 기호를 복합어 표시

에만 사용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기법은 문헌의 디지털 작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효율적인 표기법이 아니기에 향후 재고되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즉 논문에서 원문 검색의 정확도와 색인 등

의 데이터 베이스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각 단어들은 분리되

어 표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원문을 인용할 경우 각 단어

들마다 ‘-’기호를 사용하고, 불변화사는 원칙적으로 띄어쓰기를 한

다. 이와 같은 표기법은 Ono, Motoi ; Takashima, Jun의 KWIC I

ndex to the Sanskrit Texts of Dharmakīrti ; Keyword In Conte

xt Indext to Jinendrabuddhi’s Viśālāmalavantī Pramāṇasamucch

aṭīkā Chapter Ⅰ에서 선행하고 있다. 다만 복합어의 구분을 위해

다른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원문 표시가 복잡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Ⅱ. 니야야·바이셰시카의 樂

먼저 다르마키르티의 니야야·바이셰시카의 주장에 대한 검증을

위한 인용을 검토하기 전에 니야야·바이셰시카의 아트만(ātman),

지식(buddhi), 즐거움(sukha)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20) PSṬ Ⅰ. p. 53, 9-10: svasya saṃvedanaṃ svasaṃvedanam /

saṃvedyate ′nena iti saṃvedanam / grāhaka-ākāra-saṅkhyātam
anubhava-svabhāvatvam / ““스스로(sva)”의 “인식(saṃvedana)”이

자기인식(svasaṃvedana)이다. “인식(saṃvedana)”이란 이것에 의해서

인식되어지는 것이다. [인식은] 형상을 파악하는 것(grahaka)으로 불리고

직접경험(anubhava)을 본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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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야야·바이셰시카에서의 인식론에서는 인식수단(pramāṇāni)은

직접지각(pratyakṣa)21), 추리(anumāna), 比定(upamāna), 증언(śab

da)이라고 한다.22) 니야야 학파는 인식대상(prameya)으로 아트만,

신체, 감관, 대상, 지식(buddhi), 意(manas), 활동(pravṛtti), 과실(d

oṣa), 윤회(pretyabhāva), 결과(phala), 苦(duḥkha), 해탈(apavarga)

이라는 12가지를 들고 있다.23)

이 중에서 아트만은 자아성(ātmatva)이라는 일반상을 가진 것

이다.24) 즉 인식대상으로서의 아트만의 존재는 직접지각에 의해

서가 아니라, 추리에 의해서 인식된다.25) 다시 말하면 아트만은

그것의 證相(liṅga)에 의해서 그 존재가 추리된다. 아트만의 존재

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증상이란 VS에서는 들숨, 날숨, 눈감기,

21) NS Ⅰ.ⅰ.4: indriya-artha-sannikarṣa-uttpannaṃ jñānam

avyapadeśyam avyabhicāri vyavasāya-ātmakaṃ pratyakṣam //

“직접지각이란 감관이 대상과 접촉하는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언어표현(avyapadeśa)되지 않는 지식이고, 잘못이 없는, 결정를 본질로

하는 [지식]이다.”

22) NS Ⅰ.ⅰ.3: pratyakṣa-anumāna-upamāna-śabdāḥ pramāṇāni //

23) NS Ⅰ.ⅰ.9:

ātma-śarīra-indriya-artha-buddhi-manaḥ-pravṛtti-doṣa-pretyabhāva-p

hala-duḥkha-apavargās tu prameyam // ; Vidyābhuṣana(1981) p. 6:

바이셰시카는 실체(dravya), 속성(guṇa), 행위(karma), 보편(sāmānya),

특수(viśeṣa), 화합(amavāya), [비존재]라는 존재의 본성을 인식대상으로

한다. ; cf. PBh p. 6, 14-15.

24) 本田　恵(1992) p. 118: NK 44: “자아성과 결합하기에 자아이다. 그것은

미묘하기에 감관으로는 지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리 따위의 지각에

의해서 추리된 귀 따위의 모든 도구를 매개로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

도끼 따위가 행위자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음성 따위에 있어서도 인식이 성립하기에 인식자가 추리된다. 신체,

감관, 심은 [인식자가] 아니다. …”

25) VS Ⅲ.ⅱ.9: aham iti śabda-vyatirekān na āgamikam // “[아트만의

존재의 증상은 단지] 성전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지시하는]

말은 [다른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VS Ⅲ.ⅱ.10: yadi ca

dṛṣṭa-pratyakṣo ′haṃ devadatto ′haṃ yajñadatta iti // “만일 ‘나는
데바닷타이다’ [또는] ‘나는 야쥬나밧타이다’ 라고 직접지각에 의해

경험된다면 [추리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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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기, 생명, 意의 운동, 다른 감관의 변화, 樂, 苦, 욕망, 분노, 노

력을 들고 있으며26) NS에서는 선호(icchā), 혐오(dveṣa), 노력, 樂

(sukha), 苦, 지식(jñāna)을 들고 있다.27)

아트만은 신체 또는 감관과는 구별되고 각 신체에 하나씩 분류

되어 상주하고 변재한다. 아트만은 내부의 감관인 意에 의한 지각

(mānasapratykṣa)에 의해서 파악된다.

한편 樂은 苦와 함께 아트만이 가진 특수한 속성(viṣeśaguṇa)28)

에 해당한다. 또한 樂이란 기쁨(prīti)이고, 그것은 무릇 사람에 따

라 불유쾌한 것으로 감수되기도 한다.29)

나아가 VS에 의하면 낙과 고는 아트만, 意, 외계대상의 접촉으

로 발생한다. 그러나 바라는 바에 의해서 낙이 일어나고, 바라지

않는 것으로부터 고가 일어난다는 점이 낙과 고의 차이를 만든다.

즉 낙과 고는 원인을 달리하여 아트만에 상주한다. 따라서 낙과

26) VS Ⅲ.ⅱ.13: prāṇa-apāna-nimeṣa-unmeṣa-jīvana-manogati

indriya-antara-vikārāḥ sukha-duḥkhe icchā-dveṣau prayatnaś ca ity

ātma-liṅgāni //

27) NS Ⅰ.ⅰ.10: icchā-dveṣa-prayatna-sukha-duḥkha-jñānāny ātmano

liṅgam iti // ; NS Ⅱ.ⅰ.18: pūrva-abhyasta-smṛty-anubandhāj jātasya

harṣa-bhaya-śoka-sampratipatteḥ // “갓난 아이의 이전의 축적된

것들에 대한 기억의 결과로 [그 아이 속에서] 기쁨(harṣa), 두려움,

슬픔이 발생하는 것에 의해서 [아트만은 인정된다.]”

28) cf. PBh p.464, 23-25 ; 本田　恵(1992) p. 430: 특수성이란 존재에 내재된

고유한 속성을 말한다. 예를 들면 유동성(dravatva)의 특수성은 물이

내부에 가진 고유성의 성질이다. 또한 물의 일반성(sāmānyaguṇa)은

외부에 있는 땅과 빛이다.

29) PBh p. 259, 15-21; NK 124 ; 松尾 義海(1948) p. 199 ; 本田　恵(1992) p.

432:: “樂이란 좋아하는 것(anugraha)을 특징으로 한다. 마치 꽃다발

등의 바라는 대상이 가까이 있을 때 그 바라는 것을 지각하는 감관과

대상과의 인접에 의하여 善 등을 예정한 자아와 마음과의 결합으로부터

좋아함, 애착(abhiṣvaṅga), 또는 눈 등의 빛남이 일어남이 발생한다.

또한 과거의 대상에 있어서[의 즐거움]은 기억으로부터 일어난다. 미래의

[대상]에 있어서[의 즐거움]은 일반상으로부터 일어난다. 한편 현자들은

대상, 추상, 원망, 공상이 없어도 그들의 지혜, 편안, 만족, 수승한 善에

의거하여 일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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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서로 모순되기에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30)

니야야·바이셰시카는 樂은 지식(buddhi)과 함께 아트만이 가진

속성이지만 樂은 지식과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한다. 즉 지식은 주

체와 객체가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객체인 대상이 감각기

관과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 것을 주체인 아트만이 意(manas)에

의해서 파악한 것을 말한다.31)

웃됴타카라는 그의 NSⅠ.1.4.32)의 주석에서 수트라에서의 “지식

(jñāna)”은 지각(pratyakṣa)을 ‘낙 등’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고 한다. 즉 ‘낙 등’이 감관에 의한 인식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니야야 학파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는 ‘낙 등’은 일종의 정신 현상으로, 그것들에 대한 지식들과 상충

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낙 등’은 비록 지식의 일종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낙 등’을 인식하게 된다.33)

그러므로 이와 같은 니야야·바이셰시카의 입장에서는 ‘낙 등’이

지식이고 그것이 스스로 인식된다는 불교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

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지식이 동시에 주체와 대상이라는 두

가지의 실재가 될 수는 없으며, 동일한 인식행위가 동시에 현현시

키는 것과 현현되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식주체

와 인식대상은 별개이며, 아트만이 인식주체가 되며34) ‘낙 등은

인식대상으로 意에 의해서 인식된다.

30) 松尾 義海(1948) p. 200, n. 1.

31) 赤松明彦 ; 山上證道(1988) p. 217.

32) cf. 각주 21.

33) Matilal(1986) pp. 295-296.

34) Mookerjee(1993) pp. 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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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르마키르티의 논지

다르마키르티가 ‘낙 등’에 관하여 니야야·바이셰시카 학파의 견

해를 검증하는 논지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낙 등’이 지식인가 아닌가하는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했

듯이 니야야·바이셰시카 입장에서는 지식과 ‘낙 등’은 모두 아트만

의 속성으로 樂과 지식은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다르마키르티는

그 ‘낙 등’이 지식과 다르지 않음을 입증한다.

둘째, ‘낙 등’이 자기인식인가 아닌가하는 문제이다. 니야야·바

이셰시카는 지식이 스스로를 인식한다는 자기인식을 부정한다. 즉

‘낙 등’을 지식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것은

지식에 의해서 인식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다르마키르티는

‘낙 등’은 파악되는 측면과 파악하는 측면을 함께 가진 자기인식

임을 논증한다.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문제가 他心相續의 ‘낙 등’에 대한

요가행자의 인식이라는 예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논의된다. 우선

다르마키르티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만일 ‘낙 등’이 지식에

의해서 인식된다고 한다면 요가행자는 직접지각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낙 등’도 직접경험해야만 한다. 즉 요가행자는 다른 사람

의 고통을 느껴야하는 모순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다르마키르티는 ‘낙 등’에 대한 감수작용과 인식작용의 동일성을

예증한다.

이상과 같은 논지로 다르마키르티는 ‘낙 등’에 대한 니야야·바

이셰시카의 견해를 검정한 후, 다음과 같이 그의 최종적인 입장을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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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낙 등’은 스스로 움직여 드러나는 대상들과 스스로의 자체

를 인식한다. 그것들(‘낙 은’)은 오로지 대상으로부터 일어난다.35)

실로 대상 자체는 그것들(‘낙 등’)의 자체 속에 스스로 있고, [그와

같은 대상은] 그것들(‘낙 등’의 스스로)에 의해서 직접경험된다. 한편

[‘낙 등’은] 대상에 대한 직접경험이[라고] 불린다는 점에서 [‘낙 등’의]

소연(대상)은 그것(대상 스스로)이 현현하는 것이다.36)

Ⅳ. ‘낙 등’과 지식의 동일성 논증

다르마키르티는 PV Ⅱ. k. 250에서 니야야·바이셰시카의 견해

를 다음과 같이 인용37)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38) 그것들(‘낙 등’)은 다른 것조차 인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스스로의 형상을 인식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한다.]

[‘낙 등’은] 동일한 대상을 所依(我)로 하는 지식에 의해서 인식된다고

[말한다].39)

35) PV Ⅱ. k. 266: tasmāt sukha-ādayo ′rthānāṃ
sva-saṃkrānta-avabhāsinām / vedakāḥ sva-ātmanaś ca eṣām

arthebhyo janma kevalam // ‘낙 등’은 푸른색 그자체에 대한 인식과

동일한 원인들을 가지기에 지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낙 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별도의 지식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36) PV Ⅱ. k. 267: artha-ātmā sva-ātmabhūto hi teṣāṃ tair anubhūyate /

tena artha-anubhava-khyātir ālambas tu tad-ābhatā // ;

다르마키르티에 의하면 ‘낙 등’의 대상이란 지식의 二相性(dvirūpatva)에

근거하여 ‘낙 등’은 파악되는 측면의 형상이다.

37) Nyāyakaṇikā p. 190 ; cf. 戸崎 宏正(1979) p. 348, n. 27.

38) 戸崎 宏正(1979) p. 350: 데벤드라붓디와 라비굽타에 의하면 바이셰시카

학파이고 마노라타나딘에 의하면 니야야 학파이다.

39) PV Ⅱ. k. 250: avedakāḥ parasya api te svarūpaṃ kathaṃ vidu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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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게송에서 반론자는 ➀ ‘낙 등’은 자기인식이 아니다. ➁ 
‘낙 등’은 지식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다르마키르티는 반론자의 ➁에 대한 검증을 통해
서 ➀에 대한 답론으로 ‘낙 등’이 자기인식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낸다. 반론자의 ➁의 견해에 대한 다르마키르티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어떤 相(A)을 가진 존재[와] 그것이 아닌 상(∼A)을 가진 존재는

[각각] 그 상(A)을 원인으로, 또는 그 상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일어

난다. 그러므로 지식(jñāna)과 다르지 않는 원인으로 일어나는 ‘낙 등’

이 어떻게 지식이 아닌가?40)

대상, 감관, 지각할 수 있는 [능력](yogya, 作意41))이 각각 있을 경

우, 그 존재 또한 인식된다. ‘낙 등’이 일어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

려져 있다.42) 意(지식)도 그것(‘낙 등’이 알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다.43)

‘낙 등’ 또는 지식(buddhi)이 그것들(대상, 감관, 작의)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어나고, 존재할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코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것들(‘낙 등’과 지식)은 바로 그 [대

상, 감관, 작의가 존재하는] 경우로부터 [일어나며,] 다른 [경우]44)로부

eka-artha-āśrayiṇā vedyā vijñānena iti kecana //

40) PV Ⅱ. k. 251: tad-atad-rūpiṇo bhāvās tad-atad-rūpa-hetujāḥ /

tat-sukha-ādi kim ajñānaṃ vijñāna-abhinna-hetujam //

41) cf. 戸崎 宏正(1979) p. 350, n. 38.

42) PVin 22. p. 64, 4-7; 戸崎 宏正(1990) p. 65: 쌀은 쌀 종자를 원인으로,

보리는 보리 종자를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지식과 원인이 다르지

않는 ‘낙 등’이 지식이 아닐 수 없지 않겠는가하고 반문한다.

43) PV Ⅱ. k. 252: sā arthe sati indriye yogye yathāsvam api cetasi /

dṛṣṭaṃ janma sukha-ādīnāṃ tat-tulyaṃ manasām api //

44) 戸崎 宏正(1990) p. 67, n. 23: “니야야·바이세시카에서의

潛勢力(saṃskāra)은 아트만의 속성이다. 잠세력은 지식에 의해서 각각의

아트만에서 일어난다. 또한 다른 경우에는 잠세력에서 지식이 일어난다.

잠세력에는 세 종류가 있다. 즉 勢力, 習氣, 彈力이 그것이다. 습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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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일어나지] 않는다.45)

또한 낙, 고 등의 차이는 오로지 그것들(대상, 감관, 작의)의 특수한

(viśeṣa)[원인]으로부터 [일어난다.] 예를 들어 실로 그 지식에 불선명

과 선명에 대한 의심46)이 있는 것과 같다.47)

다르마키르티는 우선 만일 어떤 두 가지의 인식의 결과가 동일

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 둘은 동일한 종류의 인식으로 보아

야한다48)는 전제를 세운다. 그러므로 만일 ‘낙 등’이 대상, 감관,

작의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지식 또한 동일한 세 가

지 원인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낙 등’과 지식은 결

과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야만 한다.

한편 PV Ⅱ. k. 254에서의 낙과 고의 차이를 결정하는 ‘특수한

것(viśeṣa)’이란 낙과 고가 대상, 감관, 작의라는 원인을 동일하게

가질지라도,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遠近의 차이에 의해 의혹(saṃś

aya), 결정(nirṇaya) 등이 있는 것을 말한다.49)

다르마키르티는 이와 같은 낙과 고의 차이를 일으키는 특수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지식에 있어 불선명과 선명에 대한 의심

과 같은 차별이 일어남을 하나의 예증으로 들고 있다. 즉 지식도

‘낙 등’과 같이 대상, 감관, 작의의 접촉에 의한 것이지만, 그 지식

은 수습의 단계에 따라 선명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50)

잠세력은 아트만의 속성으로 본 것, 들은 것, 지각된 것에 대한 상기와

재인식의 원인이다.”

45) PV Ⅱ. k. 253: asatsu satsu ca eteṣu na janma-ajanma vā kvacit /

dṛṣṭaṃ sukha-āder buddher vā tat tato na anyataś ca te //

46) PV(T): gsal dang dmigs* la the tshom bzhin / *migs (Miyasaka 본):

“선명과 이해에 대한 의심”

47) PV Ⅱ. k. 254: sukha-duḥkha-ādi-bhedaś ca teṣām eva viśeṣataḥ /

tasyā eva yathā buddher māndya-pāṭava-saṃśrayāḥ //

48) 戸崎 宏正(1979) p. 352: anvayavyatireka의 관계로 설명.

49) PVin p. 66, 4-8 ; cf. 戸崎 宏正(1990) p. 68, n. 29.

50) 戸崎 宏正(1979) p. 352-353: PVṬ, 戸崎 宏正는 티베트 본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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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낙과 고 역시 어떤 특수한 원인에 의해 차별이 생긴다고

말한다.

Ⅴ. ‘낙 등’의 인식과정 논증

다르마키르티는 이상 ‘낙 등’이 지식임을 논증한 후에 ‘낙 등’은

다른 지식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PV Ⅱ. kk. 255-

265에서 논증한다.

먼저 논증의 시작에서 ‘낙 등’이 아트만의 다른 속성인 지식(bu

지식의 불선명과 선명에 대한 의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식에도 修習(abhyāsa)의 차이에 의해서 선명과 불선명의 상위가 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감관, 대상, 작의 각각의 내적 상위에 따라 고, 낙

등의 상위가 있다.” 戸崎 宏正은 지식의 차이를 요가행자의 수습의

단계에 따라 지식의 선명성이 다르다는 것으로 말한다. 이와 같은 그의

설명은 PVin 23 ; 戸崎 宏正(1990) p. 69)의 ‘낙 등’이 대상의 본성이

아님을 지적하는 곳에서 낙과 고가 수습의 단계의 차이에 의해

단계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구문과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그는 PV Ⅱ. k. 254의 해설에서 수습의 단계의 차이를 지식의 차별의

원인으로 삼고 있으나, PVin에서는 낙과 고의 차별의 원인으로 수습의

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 PV Ⅱ. k. 281: 요가행자의

직관(yogipratyakṣa)에 대한 정의에서는 요가행자의 직관은 일체의

인식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하여, 지식의 선명성이 요가행자의 직관의

증상으로 사용된다. prāg uktaṃ yoginām jñānaṃ tesāṃ tad

bhāvanāmayam / viddhūta-kalpanā-jālaṃ spaṣṭam eva avabhāsate //

“앞에서 말한 요가행자의 직관은 그것이 수습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분별의 그물을 끊은 그것은 실로 선명하게 현현한다.” ; PSṬ Ⅰ. p. 74,

12-13: 지넨드라붓디는 ‘지식의 선명성’에 관해서 독자상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지각은 선명함을 본질로 하고 일반상을 대상으로 하는 추리는

선명하지 않다(aspaṣṭa)고 한다. ; PSṬ Ⅰ. p. 83, 6-13에서는 그는

기억은 마치 쌍둥이에 대한 확실한 구분은 기억의 선명성에 의지하는

것과 같이, 선명한 차별을 원인으로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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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hi)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이라는 니야야·바이셰시카의 견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던진다.

어떤 대상(A)이 가까이에 있는 것에 의해서 그 [A에 대한] 지식과

‘낙 등’이 일어난다. [그 경우] 어떻게 그것(A에 대한 지식)은 그것(A)

이외에 ‘낙 등’을 인식할 수 있겠는가?51)

만일 ‘낙 등’을 인식하는 지식이라는 것이 감관지일 경우, 감관

지는 그 자신의 대상을 인식하면서 어떻게 ‘낙 등’을 대상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감관지가 ‘낙

등’을 인식한다면 하나의 감관지가 두 개의 대상, 즉 감관에 의한

지각의 인식대상과 ‘낙 등’을 가져야만 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

문이다.

차례로 파악된다면 그 인식은 연속하여 현현하는 것이 아닐 것이

다. 그것들이 [연속적으로] 신속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인식되지 않은 것은 [연속하여 일어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것(신속

하게 일어나는 비인식)은 [신속하게 일어나는 인식]과 동일하기 때문

이다.52)

하나의 감관지가 두 개의 대상을 파악하는 경우는 우선 그 대

상들이 순차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전제로 할 수 있다. 즉 이 경

우 ‘인식’과 ‘낙 등’은 순차적으로 번갈아 현현해야하기 때문에 ‘인

식’의 지속적인 현현은 불가능하게 된다.

나아가 만일 두 개가 대단히 빠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기에 마

치 연속하여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연속

하여 인식되지 않는 것도 매우 빠르게 일어나 연속적으로 비인식

51) PV Ⅱ. k. 255: yasya arthasya nipātena te jātā dhī-sukha-ādayaḥ /

taṃ muktvā pratipadyeta sukha-ādīn eva sā katham //

52) PV Ⅱ. k. 256: avicchinnā na bhāseta tat-saṃvittiḥ krama-grahe /

tal-lāghavāc cet tat-tulyam ity asaṃvedanaṃ na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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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음도 인정해야 한다.53)

또한 하나[의 지식]이 두 개의 인식대상(대상과 ‘낙 등’)을 인식하지

는 않는다. 왜냐하면 감관에 의한 지식은 [외계대상만을 인식하는 것

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감관에 의한 지식은] ‘낙 등’이 존재하

지 않는 경우에도 대상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감관에 의한

지식을 일으키는] 그것(‘낙 등’)의 능력은 [반론자의 입장에서도] 성립

되지 않기 때문이다.54)

만일 하나의 감관지가 두 개의 대상을 동시에 파악한다고 가정

할 경우이다. 그러나 본래 감관지라는 것은 외계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 등’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안식 따위’의 대상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낙 등’은 감관지를

반드시 발생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낙 등’은

감관지라는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변충(vyāpti)되지 않는다.

두 개(대상과 ‘낙 등’)이 [각각의 지식을 일으키는] 능력을 따로따로

가진다면 ‘푸른색 등’과 같이 [어떤 경우에는] 오로지 ‘낙 등’만이 파악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낙)의 원인인 대상을 파악하지 않는

다.

실로 그것(‘낙 등’)의 인식[이 일어나는 것은] 불합리하다. [만일 감

관에 의한 지식이 ‘낙 등’을] 대상과 함께 파악한다[고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은 옳지 않다.] ‘낙 등’에 [감관지를 일으키는] 어떤 능력이 있

53) 이와 같은 논리는 불교의 찰나멸론에 있어 각 찰나의 연속과 단절의

문제에 적용시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즉 다르마키르티의 논리에

의하면 각각의 찰나의 생멸로 인한 生의 지속과 더불어 滅의 지속도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 cf. 강형철(2013) pp. 111-127: 그러나

강형철에 의하면 경량부에서는 설일체유부와는 달리 찰나를 정량적 시간

단위로 보지 않기에 각 찰나는 개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경량부의 각 찰나는 직전의 滅과 직후의 生사이에 시간적

단절이란 없다.

54) PV Ⅱ. k. 257: na ca ekayā dvaya-jñānaṃ niyamād akṣa-cetasaḥ /

sukha-ādy-abhāve ′py arthāc ca jāteḥ tac chakty-asiddhita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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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는가? 왜냐하면 [감관]지가 그것(‘낙 등’)에서 일어나는 것은 [반론

자 자신에 의해서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55)

만일 외계 대상은 감관지가 인식하고 ‘낙 등’은 감관지와는 다

른 어떤 지식이 인식한다는 가정하는 경우이다. 이 때에는 감관지

는 ‘낙 등’의 발생과는 무관하므로 감관지는 일어나지 않고 ‘낙 등’

의 지식만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낙 등’이 대상이 없이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낙 등’은 반드시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인

어떤 대상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낙 등’은 외부 대상과 상관없

이 지식에 의해서 인식된다면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여인을 보지

않고 그 여인을 원인으로 하는 ‘낙 등’을 직접경험하는 것과 같다

는 모순에 빠진다.

눈[에 의한 지식] 따위가 [외계] 대상이 없이, ‘낙 등’을 인식한다[고

말할] 경우, 여성 따위의 차별을 가진 색 따위는 감관[에 의한 지식]에

의해서 인식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대상(아트만에 의지하는 ‘낙 등’)은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외계 대상을 지각하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감관에 의한 지식이 외계] 대상을 파악한다[고 말할] 경

우, 그것(대상)에서 일어나는 ‘낙 등’을 인식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

이다.56)

나아가 감관지가 외계 대상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 내부의 ‘낙

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여인으로부터 일어나는

55) PV Ⅱ. k. 258: pṛthak pṛthak ca sāmarthye dvayor nīla-ādi-vat

sukham / gṛhyeta kevalaṃ tasya tad-hetv-artham agṛhṇataḥ // ; PV

Ⅱ. k. 259: na hi saṃvedanaṃ yuktam arthena eva saha-grahe / kiṃ

sāmarthyaṃ sukha-ādīnāṃ na iṣṭā dhīr yat tad udbhavā //

56) PV Ⅱ. k. 260: vinā arthena sukha-ādīnāṃ vedane cakṣur-ādibhiḥ /

rūpa-ādiḥ stry-ādi-bhedo ′kṣaṇā na gṛhyeta kadācana // ; PV Ⅱ. k.
261: na hi saty antaraṅge ′rthe śakter dhīr bāhya-darśanī /
artha-grahe sukha-ādīnāṃ taj-jānāṃ syād aveda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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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과 그렇지 않는 여인으로부터 일어나는 ‘고 등’을 일으키는 대

상의 차별을 감관지는 파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차별

은 ‘낙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지 감관지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

기 때문이다. 즉 감관지는 아트만의 속성으로 내부에 있는 ‘낙 등’

을 대상으로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감관지가 외계 대

상을 인식할 경우, ‘낙 등’을 원인으로 그것을 대상으로 파악하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다.

두 개의 지식(대상을 지각하는 감관지와 ‘낙 등’을 지각하는 지식)

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각각의 대상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되기 때

문에 [불합리하다.]

대상(낙의 원인인 대상과 고의 원인인 대상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낙과 고[라는] 두 개의 인식에는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57)

대상에 대한 감관지와 ‘낙 등’에 대한 지식이라는 두 개의 지식

들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할 경우, 여러 개의 지식이 동시에 일어

날 수 있다. 왜냐하면 ‘낙 등’에는 낙, 고 등의 여러 심리현상이 있

기 때문이다.58)

57) PV Ⅱ. k. 262: dhiyor yugapad utpattau tat-tad-viṣaya-sambhavāt /

sukha-duḥkha-vidau syātāṃ sakṛd arthasya sambhave //

58) cf. 戸崎 宏正(1979) pp. 354: 戸崎 宏正은 PV Ⅱ. kk. 256-262를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분류하여,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인식대상을 지식보다 언제나 한 찰나 전에 두고 있다. 즉 지식은 직전의

찰나의 인식대상이 共同因이 되고, 그 대상과 동일한 찰나의 지식이

等無間緣으로 현 찰나의 지식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경량부의 관점에서 니야야·바이쉐시카의 인식과정을 이해하려는 경향에

근거를 두고 있다. ; cf. 정승석(2013) pp. 120-125, 137, n. 70 : (2015)

pp. 391-398: 정승석은 인식대상과 그것에 대한 지식에 관해서

요가주와 바차스파티 미쉬라(Vacaspati Miśta, ca. 976-?)의
유식학파의 ‘동시 지각의 필연성’(sohopalambha-niyama)에 대한 비판을

논증하고 있다. ; 그의 논증은 인도철학의 관점에서 불교인식론과

유식학파의 견해를 검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동시 지각의

필연성’은 다르마키르티부터 인식대상과 지식과의 관계에 관한 경량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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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料(upādāna)[因]인 내부의 지식(āntarajñāna)도 존재할 경우 ‘고

등’이 일어난다. 또한 만일 하나의 그것(질료인인 내부의 지식)이 [서

로] 모순하는(낙과 고)의 질료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할 경우,

[‘낙 등’은 지식이라고 인정해야만 한다.]

어떻게 지식이 지식이 아닌 것의 질료인일 수 있겠는가? 한편 [왜

냐하면 같은 종류의 것들만이 질료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종류

에 대해서는] 增上(ādhipatya)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增上)은 모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동일한 빛이 동시에 야행동물의 눈에는 색에 대한 지각

(rūpadarśana)의 장애(vaiguṇya)를 주고, 그 외(인간 따위)의 눈에는

색에 대한 지각의 도움을 주는 것과 같다.59)

만일 니야야·바이셰시카가 ‘낙 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상뿐

만 아니라 내부의 지식이 원인으로서 요구된다고 주장할 경우의

과실에 대한 다르마키르티의 지적이다. 다르마키르티에 따르면 니

야야·바이셰시카는 내부의 지식은 대상과 같은 질료인으로 낙에

는 낙을 일으키는 낙의 질료인이, 그리고 고에는 고를 일으키는

고의 질료인이 작용하기에, 하나의 내부 지식으로부터 고와 낙이

라는 상충되는 감수작용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경우, 다르마키르티는 원인과 결과는 동일한 종류에서 일어

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A라는 ‘내부 지식’을 원인으로 A′라는
‘낙 등’이 일어난다면, A가 지식이므로 A′ 또한 지식이 되어야만
한다고 한다. 따라서 ‘낙의 내부 지식’과 낙, 또는 ‘고의 내부 지식’

과 고는 모두 지식이다. 그러므로 니야야·바이셰시카가 ‘낙 등’이

견해가 유식학파적 견해로 본격적으로 이행하면서 등장하는 개념이다. ;

cf. 山上 証道(1999) p. 163-165: 다르마키르티의 동시 지각설은 PVin Ⅰ
k. 55로 대표되며 Nyāyabhūṣaṇa에도 인용되고 있다.

59) PV Ⅱ. k. 263: saty āntare ′py upādāne jñāne
duḥkha-ādi-sambhavaḥ / na upādānaṃ viruddhasya tac ca ekam iti

cen matam // ; PV Ⅱ. k. 264: avijñānasya vijñānaṃ kena

upādāna-kāraṇam / ādhipatyaṃ tu kurvīta tad-viruddhe ′pi dṛśyate
// ; PV Ⅱ. k. 265: akṣṇor yathā eka āloko naktaṃcara-tad-anyayoḥ /

rūpa-darśana-vaiguṇya-avaiguṇye kurute sakṛ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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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낙 등’과 내부 지식은 동일한 종류의 인

과성을 가진다는 스스로 견해와 상충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편 이 ‘내부 지식’이 ‘낙 등’을 일으키는 增上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 하나의 ‘내부 지식’은 모순되는 낙과 고라는 두 가지의

결과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불빛이 야행

동물에게는 시각 능력을 방해하고, 인간에게는 시각 능력을 증진

시키는 것과 같다. 즉 불빛이 증상인인 내부 지식에, 야행동물의

시각 능력은 고에, 인간의 시각 능력은 낙에 각각 비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부 지식’이 ‘낙 등’의 질료인일 경우, 동일한 종류의

인과성이 문제가 되고, ‘낙 등’의 증상인일 경우, 낙과 고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니야야·바이셰시카 스스로의 견해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Ⅵ. 他心相續의 ‘낙 등’에 대한 요가행자의 감수 논증

미맘사 학파는 요가행자의 직관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60) 바이

60) 戸崎 宏正(1991) p. 336-337 ; Gaṅganātha(Tr.)(1983): pp. 71-72 ; ŚV Ⅳ.

ss. 26-27: atīta-anāgate ′py arthe sūkṣme vyavahite ′pi ca /
pratyakṣaṃ yoginām iṣṭaṃ kaiścin muktātmanām api //

vydyanāna-upalambhatvam asiddhaṃ tatra tān prati / bhaviṣyattvasya

vā tad-grāhyair vyabhicāritā //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것, 미래의 것,

미세한 것, 숨겨진 것에 대해서도 요가행자의 직관은 있다고 인정한다.

아트만이 해탈한 자들의 [지각도 그와 같다고 인정한다.] 그[와 같이

인정할 경우,] ‘현재[의 대상만]을 인식하는 것’이란 그들(요가행자 또는

아트만이 해탈한 자)의 [지각]에 있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는 “[법이]

미래의 것이다.”라는 이유는 그들에 의해서 파악되기 때문에 일탈이다.”

쿠마리라는 요가행자의 직관을 부정하는 이유로 대상이 지식과 동시에

있지 않을 때도 그 대상을 인식대상으로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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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시카 학파는 요가행자의 직관을 인정한다. 그들에 의하면 요가

행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트만과 타인의 아트만과 화합

한 속성들의 자상을 바르게 지각한다. 따라서 요가행자는 다른 사

람의 ‘낙 등’의 본질을 여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61)

다르마키르티는 이와 같은 요가행자가 다른 사람의 ‘낙 등’의

자성을 바르게 지각한다는 바이셰시카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말

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요가행자들은 직접지각에 의해서 다른 [사람

의] ‘낙 등’을 인식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요가행자들)도 [그 사람

과 동일한] 직접경험을 가지[기에] 그 [다른] 사람과 같은 고통(ātura)

을 [느껴야]만 할 것이다.

만일 그들(요가행자들)에는 대상과 감관과의 결합이 없기 때문에

그것(대상과 감관의 결합)으로부터 일어나는 고통은 일어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면, [반론자의 견해에 의하면] 고의 생기가 결코 고의 감

수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고의 감수는] 고에 대한 지식이 일어

나는 것이다.62)

; cf. 정승석(2013) pp. 137-140: 바차스파티 미쉬라(Vacaspati Miśra, ca.

976-?)의 Tattva-vaiśāradī에서 요가주 4.15 해설 부분에서 대상과
지식이 동시에 지각된다는 불교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유식학파의 대상과 지식의 동시 지각의 필요성(A)을 두고, 쿠마리라는

A가 없다는 이유로 요가행자의 직관을 부정하는 반면, 바차스파티

미쉬라는 A가 있기 때문에 대상은 지식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어

대상과 지식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는 오류가 있다고 말한다. 즉

바차스파티 미쉬라는 대상과 지식의 변충관계를 이유로 두 개의 존재가

별개라고 한다.

61) PBh p. 187, 7-11 ; Randle(1976) pp. 115-116 ; 戸崎 宏正(1985) p. 137,

n. 113.

62) PV Ⅱ. k. 456: yeṣāṃ ca yogino ′nyasya pratyakṣeṇa sukha-ādikam
/ vidanti tulya-anubhavās tadvat te ′pi syur āturāḥ // ; PV Ⅱ. k.
457: viṣaya-indriya-sampāta-abhāvāt teṣāṃ tad-udbhavam / na udeti

duḥkham iti cet na vai duḥkha-samudbhavaḥ // ; PV Ⅱ. k. 458ab:

duḥkha-asaṃvedanaṃ kiṃ tu duḥkha-jñāna-samudbhava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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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바이셰시카가 말하는 타인의 ‘낙 등’을 인식하는 요가행

자의 직관은 ‘낙 등’을 인식하는 지식에 해당한다. 즉 그들의 견해

에 따르면 ‘낙 등’은 그것은 아트만의 속성 중의 하나인 지식에 의

해서 파악되는 지식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낙 등’을 대상

으로 일어난 요가행자의 직관도 지식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지식에 의해서 파악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가행자도 그 사람의 고통을 요가행

자의 직관에 의해서 파악하고, 그것을 감수해야만 하는 모순이 발

생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고통이 대상, 감관, 작의의 결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요가행자가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것

또한 이 세 가지의 결합에 의해서 일어난다. 따라서 타인의 고통

에 대한 요가행자의 인식구조는 고통을 느끼는 당사자의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요가행자는 타인이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껴

야 한다.

한편 바이셰시카가 요가행자의 직관은 타인의 고통과 요가행자

의 감관이 결합하지 않기에 당사자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반

론한다. 이에 대한 다르마키르티의 답론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요가행자의 고통의 생기라는 결과는 요가행자의 직관이라는 지

식을 원인으로 한다. 따라서 고통이 감수작용으로 직접경험을 본

질로 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한 간접 경험으로

일어나는 것이 된다. 이것은 고통에 대한 인식작용과 그것에 대한

감수작용이 각각 별개의 것들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요가행자의 고통의 생기라는 결과는 요가행자의 직관이라는 지

식을 원인으로 한다. 따라서 고통이 감수작용으로 직접경험을 본

질로 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한 간접 경험으로

일어나는 것이 된다. 이것은 고통에 대한 인식작용과 그것에 대한

감수작용이 각각 별개의 것들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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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가정 다르마키르티의 검증

1

‘낙 등’이 지식에

의해서 인식되는

경우

‘낙 등’은 지식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인(대상, 감관, 작의)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이므로 낙 등의 인식을 위한 별개의

지식은 불필요하다. k. 251-254

2
감관지가 ‘낙

등’을 인식할 경우

감관지는 그것의 대상과 ‘낙 등’이라는

두 개의 대상을 가져야만 한다. (k. 255)

2.1

두 개의 대상이

차례로 인식될

경우

감관지의 대상과 ‘낙 등’은 단절되기에

연속하여 일어날 수 없다. (k. 256)

2.2 두 개의 대상이 번갈아 일어나는 것이 신속하여 현현한

의 감수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의 인식작용이 선행

되어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

이상과 같이 다르마키르티는 ‘낙 등’을 둘러싼 니야야·바이셰시

카의 견해를 다양한 경우의 수들로 상정하고, 차례차례 논리적으

로 검증하고, 각 경우마다의 모순들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니야

야·바이셰시카의 입장에서는 아트만의 속성인 ‘낙 등’은 아트만의

또 다른 속성인 지식에 의해서 인식된다. 그러므로 ‘낙 등’은 지식

의 인식 대상이지 결코 지식 그 자체일 수는 없다.

Ⅶ. 결론

PV Ⅱ의 원문에서 살펴 본 니야야·바이셰시카의 견해들에 대

한 다르마키르티의 경우의 수와 그에 대한 모순의 지적은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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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일어날

경우

것이 연속적으로 보인다면, 현현하지

않는 것도 연속적으로 보여야 한다.

현현하지 않는 순간들도 신속하게

일어날 것이기에 때문이다. (k. 256)

2.3

감관지가 두 개의

대상을 동시에

가질 경우

감관지의 인식대상만이 감관지를

일으키는 원인이고, ‘낙 등’은 감관지를

일으킬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낙 등’이

없을 경우에도 감관지는 발생하기

때문이다. (k. 257)

3

‘낙 등’이 인식

대상과

마찬가지로

감관지를 일으킬

능력이 있을 경우

인식대상이 없어도 감관지는 ‘낙 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kk. 258-259)

4

감관지가 내부에

있는 ‘낙 등’을

파악할 경우

감관지는 ‘낙 등’을 일으키는 외계

대상의 차별을 인식할 수 없다. (k. 260)

5

감관지가 외부

대상을 파악할

경우

‘낙 등’을 파악하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k. 261)

6

대상을 파악하는

감관지와 함께 ‘낙

등’을 파악하는

지식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낙 등’의 심리현상은 여러가지가 있기에

다수의 지식들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k. 262)

7

내부의 지식이 ‘낙

등’을 일으키는

質料因일 경우

하나의 질료인이 樂과 苦라는 상충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 (kk.

263-264ab)

8

내부의 지식이 ‘낙

등’을 일으키는

增上因일 경우

하나의 증상인이 樂과 苦라는 상충하는

결과를 위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낙과 고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신의 견해와 모순된다. (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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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cd-265)

9

타인의 苦에 대한

요가행자의

感受가 일어날

경우

타인의 苦를 인식하는 그 사람의 내부의

지식과 요가행자가 그 사람의 苦를

인식하는 지식은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k. 456)

10

9의 경우

요가행자에게는

대상과 감관의

결합이 없다고

하는 경우

반론자는 苦에 대한 인식작용과

감수작용은 별개이기에, 苦의 감수의

원인은 지식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苦의 감수는 苦의 지식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kk.

457-458ab)

다르마키르티는 니야야·바이셰시카의 ‘낙 등’의 검증에서 ‘낙

등’이 지식이라고 할 경우의 불합리를 지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식이란 각각 고유의 인식대상을 가지므로 특히 외부 대상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낙 등’의 심리현상을 인식하기 위한 별도

의 지식을 상정하는 것은 불교인식론에서는 모순일 수밖에 없다.

다르마키르티의 이와 같은 니야야·바이셰시카에 대한 논증은

다음 네 가지로 관점으로 요약된다.

첫째, 지식은 고유의 인식대상 이외에 ‘낙 등’을 인식대상으로

해야만 한다. 즉 하나의 지식이 두 개의 인식대상을 가져야만 한

다. 따라서 그 지식이 두 개의 대상들(인식대상과 ‘낙 등’)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들이 ➀동시에 일어날 경우, ➁번갈아 일어
날 경우, ➂신속하게 일어날 경우로 나누어 가정하는 것은 지식이
‘낙 등’을 인식하는 시점에 관한 관점이다.

둘째, ‘낙 등’은 니야야·바이셰시카에 따르면 아트만에 내재하는

것이기에 감관지는 외부의 인식대상과 내부의 ‘낙 등’을 함께 파

악해야만 하는 딜레마가 일어난다. 즉 이러한 딜레마는 인식대상

과 인식수단과의 일대일 또는 일대다와 같은 대응관계에 관한 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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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낙 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

만일 ‘낙 등’의 원인이 내부의 지식이라면 그것이 ‘낙 등’의 생기의

직접적인 원인인 질료인 경우,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에 대한 자기

모순에 빠지고, 간접적인 원인인 증상인일 경우, 낙과 고라는 상

충되는 심리현상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논리적 오류가 발생한다.

이것은 ‘낙 등’을 일으키는 원인의 성격에 관한 관점이다.

넷째, ‘낙 등’이 지식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라면 타인의 고통

에 대한 요가행자의 감수작용에 있어 타인의 고통은 요가행자의

직관이라는 지식에 의해서 파악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지식은 요

가행자 스스로에게 타인과 동일한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야 하는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는 ‘낙 등’이 지식이 아

니라는 명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순을 납득시키기 위한 경험적 실

례의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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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Buddhist demonstration on pleasure etc. as 
psychological phenomena : 

from Dharmakīrti’s epistemological examination to 
Nyāya-Vaiśeṣika’s pleasure

Park, Ki Yeal

Dongguk University

When Dharmakīrti mentions that pleasure etc.(sukhādi)

are self-awareness(svasaṃvitti) in the pratyakṣa chapter,

Pramāṇavārttika(PV), he examines pleasure of

Nyāya-Vaiśeṣika doctrine(PV Ⅱ. 250-267). According to

Nyāya-Vaiśeṣika, pleasure is one of the qualities(guṇas)

that belongs to ātman. Also, pleasure is one of

marks(liṅgas) to infer the being of ātman. Pleasure is cog-

nized by awareness, a quality of ātman. Pleasure is the ob-

ject of cognition, awareness is the means of cognition and

Ātman is the subject of cognition. Therefore, pleasure and

awareness are different qualities, although both belong to

ātman.

On the other hand, Dharmakīrti claims the position that

all psychological phenomena, like pleasure, pain, desire, an-

ger, etc. are exactly same as perception(pratyakṣa), the cog-

nition for blue itself without connected to language because

both of pleasure and perception are the result of the same

cause, the contact among an object, a sensory organ and

attention of the mind(manaskāra). Therefore, Dharmakīrti

insists that pleasure, etc. are just knowledge like the cogni-

tion about blue itself. Thus, pleasure and knowledge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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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be independent of each other, because they are the re-

sults that come from the same cause.

Furthermore, Dharmakīrti points out one after another

that there may be possibility to cause some contradictions

in the case of relying on Nyāya-Vaiśeṣika’s viewpoint that

pleasure, etc. are different from knowledge, and that pleas-

ure should be cognized by knowledge. His criterions in the

examination against Nyāya-Vaiśeṣika’s opinions can be

summarized the following four points. First, when an object

is cognized by knowledge. Second, how many objects and

knowledge interact each other. Third, what kinds of causes

produce pleasure.

Fourth, Dharmakīrti proposes an example(sapakṣa) to

prove pleasure is not different from knowledge: when Yogi

cognizes the fact that the person has suffering, because

Yogi’s perception to the other person’s pain is the means of

cognition as same as the cognitive means in the person’s

mind, the Yogi must feel the same pain belonging to the

other person. Thus, Yogi’s perception and the other person’s

cognitive means are the precisely same as knowledge, the

means of cognition to pleasure that is the object of cogni-

tion(PV Ⅱ. 455-456). Dharmakīrti’s criticism to

Nyāya-Vaiśeṣika’s pleasure, etc. in this paper is based on

the doctrine of self-awareness and of the two aspects of

knowledge(dvi-rūpa)(PV Ⅱ. 266-267) which are the premier

theories in Buddhist epistem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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