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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대상은 ‘타자의 배제’이고 선명하게 현현하는 감관의 대상일 수 
없다는 점에서 쁘라즈냐까라굽따(Prajñākaragupta ca. 780-840)의 언어
의미론 또한 불교인식론논리학파(佛教認識論理学)의 아뽀하(apoha)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쁘라즈냐까라굽따는 개념지의 영상(影像, pratibimbaka) 자체가 
언어의 대상으로 타자의 배제인 것은 있을 수 없지만 배제는 반드시 형상
을 갖는 지(知)와 결합하는 것이라고 하는 유형상지식론(有形相知識論)에 
기반 해서 아뽀하론을 전개한다. 

또한 그는 외계의 본질인 ‘배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개념지의 영상
(pratibimbaka) 자체가 언어의 대상으로 타자의 배제는 아니지만 언어의 
대상은 동일한 결과를 갖지 않는 것(atatkārya)으로부터 배제된 공통성
(sāmānya)이고 그 공통성을 본질로 하는 형상은 실재가 아니라 잠재인상
(潛在印象, vāsanā)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이다. 

쁘라즈냐까라굽따는 이와 같이 언어의 개념적 기능에 아뽀하론의 중심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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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대상을 다른 것과 구별해서 지

칭하는 언어활동(vyavahāra)을 통해 그 대상에 걸 맞는 행위를 하

는 데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어가 대상을 정확히 

지칭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물’이라는 말의 경우, ‘물’이 

가리키는 것은 실재하는 특정의 물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려서부

터 지금까지 습득한 언어관습(saṃketa)에 의해 알고 있는 개념으

로서의 물인가. 만일 전자라면 바로 눈앞에 특정한 물(A)이 없어

도 '물'(A')이라는 말 만으로 그 물(A)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상 ‘물’이라는 말로 어떤 특정의 물 만을 

인식 속에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또한 후자라면 

이 세상의 모든 물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칭하는 말인 ‘물’의 대상

으로 어떤 특정의 물을 찾을 방법이 없고 목마른 사람의 갈증은 

해소될 수 없게 될 것이다.
인도철학의 보편실재론자들은 실재하는 보편(sāmānya)을 언어

의 대상으로 상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물’이라

는 언어가 지칭하는 것은 하나의 특정한 물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물에 내재되어 있는 물의 공통된 특성, 즉 수성(水性)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은 보편개념으로서의 물도 어떤 특정의 물도 

모두 지칭할 수 있게 되고 보편은 결국 실재성을 갖는 것일 수밖

에 없다. 
디그나가(Dignāga ca. 480-530)는 보편론자들의 이러한 실재론

을 그의 독자적인 언어철학인 아뽀하론 [타자의 배제(anyāpoha)]
으로 비판한다. 얼핏 매우 상식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보편실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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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언어철학은 모든 존재를 찰나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불교

도의 기본입장과도 상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디그나가는 존재

론적 관점에 있었던 보편실재론자들의 견해를 언어사회적인 관점

에서 다룸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물’이라는 말이 가리

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실재성을 갖는 물의 속성이 아니라 물 아

닌 것, 즉 불 등의 배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물 아닌 것의 배제 

[타자의 배제(anyāpoha)]’ 는 그 부정적인 논법에 의해 실재성을 

갖지 못하며 일반적인 언어관습에 기반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르마끼르띠(Dharmakīrti ca. 600-660)는 디그나가의 이러한 

견해를 계승하면서도, 디그나가의 아뽀하론은 단순히 부정일뿐이

라고 비판하는 꾸마릴라(Kumārila ca. 600-660)에 대응해 언어의 

실질적인 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재반박한다. 그에 의하면 언어는 

디그나가가 말한 대로 타자의 배제를 본질로 하는 개념을 대상으

로 삼지만 간접적으로는 실재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개념과 

실재사이는 동일성의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다르마끼르띠에

게도 ‘물’이라는 말은 물 아닌 것, 예를 들면 불 등의 배제를 지칭

하는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갈증의 해소라고 하는 목적을 달

성하게 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쁘라즈냐까라굽따(Prajñākaragupta ca. 780-840)는 인도불교의 

인식론논리학의 전통에서 이와 같은 아뽀하론의 흐름에 기반 하

면서도 매우 독자적이고 주목할 만한 언어철학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인간의 목적달성을 위한 언어의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인정

하는 다르마끼르띠를 계승하면서도 기본입장은 언어의 대상으로 

외계의 것을 상정하지 않는 디그나가에 기반 하고 있다. 디그나가

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있어서도 언어의 대상은 자기인식(自己認
識, svasamvedana)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쁘라즈냐까라굽따는 우선 실재와 언어대상과의 동일성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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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견해에 대해 회의 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인식원인

인 대상의 구별은 그 대상의 선명성에 의해 결정되고 선명성에 차

이가 있을 경우, 대상에 동일성은 없기 때문이다. 즉 쁘라즈냐까

라굽따에게 있어 실재인 독자상(獨自相, svalakṣaṇa)과 언어의 대

상인 일반상(一般相, sāmānyalakṣaṇa)은 선명한 현현과 선명하지 

않은 현현으로 확연히 구분되고 따라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선명하게 현현하는 감관의 대상을 언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 입장은 불교인식론논리학파의 아뽀하론에서도 마찬가지이지

만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다르마끼르띠를 시작으로 다르못따

라(Dharmottara ca. 740-800) 등이 실재와 언어대상과의 동일성 

관계나 실재가 갖는 인과효력에 기반 해서 언어와 외계실재와의 

간접적인 연결을 인정한 것에 비해 쁘라즈냐까라굽따는 언어대상

과 외계실재사이의 본질적 인과관계, 혹은 동일성 관계를 긍정적

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쁘라즈냐까라굽따에게 있어

서 언어의 대상은 지(知)를 원인으로 해서 지에 의해 인식되는 것

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쁘라즈냐까라굽따 언어철학의 독자적인 의미는 인도

의 언어철학사 전체에서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

고 그 난해함으로 인해 아직 세계의 인도불교철학계에서도 그 전

모가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번역 연구되지 않았던 

부분의 텍스트1)를 중심으로 우선 쁘라즈냐까라굽따 언어철학의 

전체적인 구조와 의미를 조망해 보고 불교인식론논리학파의 언어

철학인 아뽀하론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쁘라즈냐까라굽따 언어철

학이 갖는 의미와 특징을 고찰해 보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필자의 박사논문에서 처음으로 번역 연구되었고 이 논문에서도 참조 및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다만 필자의 박사논문은 광범위한 수정보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용 표기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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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언어대상의 실재성 부정

아뽀하(apoha)론은 언어, 개념에 대응하는 실재를 인정하지 않

는 입장에서 언어의 표시기능을 논하는 불교인식론논리학파의 학

설이다.2) 아뽀하론은 실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어의 

표시대상은 실재하는 보편이라고 주장하는 미망사(Mīmāṃsā)학파 

등의 보편실재론자나 언어의 표시대상은 실재하는 독자상이라고 

말하는 개물론자의 비판을 받게 된다. 특히 쁘라즈냐까라굽따

(Prajñākaragupta ca. 780-840)에 의하면 그가 상정하는 대론자의 

비판에는 세 종류의 양상이 보인다. 즉 1) 실재에 속하는 타자의 

배제를 인식하는 경우, 바로 실재가 알려지지만 그것은 보편이 아

니기 때문에 언어의 대상일 수 없다. 2) 언어의 대상과 실재는 동

일성을 갖는 것이므로 언어는 실재를 지칭할 수 있다. 3) 불교도는 

언어의 대상은 타자의 배제라고 말하지만 불교도가 말하는 그 지

의 심상에 나타나는 ‘동일한 결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부터의 배제 

(atatkāryavyāvṛtti)’야 말로 종 種(jāti)이어서 바로 그 종이 언어의 

대상이 된다. 쁘라즈냐까라굽따는 이와 같은 종류의 반론을 상정

함으로써 자신이 중점을 두어 다루고 있는 언어철학의 영역을 제

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논지를 하나하나 심도있게 전개해 

간다. 
디그나가 이후로 불교인식론논리학에서 언어의 대상이란 '타자

의 배제(anyāpoha)'를 의미한다. 이는 실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

지이다. 예를 들어 지금 눈 앞에 실재하는 연필을 지칭하는 '연필'

2) 服部(1973)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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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말은 실재하는 연필에 성립하고 있는 '연필 아닌 것의 배

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르마끼르띠는 이와 관련하여 

타자의 배제는 실재의 부분이고 언어는 그 배제에 의거하여 실재

와 관련된 언어활동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동일한 결과를 갖는 것은]3) 수 많은 실재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실

재에 관[한 언어표현을 위]해 언어는 그것(동일한 결과를 갖는 것)에 

의거한다. (k.163ab)4)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대론자의 반론이 쉽게 가정될 수 있다. 
즉 위의 게송에 의하면 '타자의 배제'5)는 실재의 본질이다. 그러

므로 타자의 배제가 언어의 대상이라는 것은 실재 그 자체

(svalakṣaṇa)가 언어의 대상이라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실재는 

언어의 대상일 수 없다고 하는 다르마끼르띠의 견해와 서로 모순

되지 않는가.6)

쁘라즈냐까라굽따는 이와 관련해서 '동일한 결과를 갖는 것

(ekakāryatā)을 특징으로 하고 동일한 결과를 갖지 않는 것

(atatkārya)으로부터 배제된 공통성(sāmānya)이 실재에 존재하고 

3) 쁘라즈냐까라굽따는 타자의 배제를 '동일한 결과를 갖는 것'이라고 바꾸어 

표현하고 있지만 앞의 맥락과 관련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동일한 결과를 

갖지 않는 것의 배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쁘라즈냐까라굽따의 주석을 

참조하여 다르마끼르띠의 게송을 번역하였다. (PVA 261,20-27: ekakāryatā 
tu/ 참조.)

4) PV3 k. 163ab: vastūnām vidyate tasmāt tanniṣṭhā vastuni śrutiḥ/ 
5) 마노라타난딘(Manorathanandin)의 주석에 의하면 '동일한 결과를 갖는 것'은 

비지각의 부정이기 때문에 수 많은 실재(vastu)에 수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동일한 결과를 갖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고 그 '동일한 결과를 갖는 

것'은 바로 '타자의 배제'이다. 
PVV2 167,12-13: vastūnāṃ viśeṣāṇāṃ anvayo vidyate, 
anupalambhabādhitatvāt tasya/ tasmāt tanniṣṭhā vyāvṛttiviṣayā vastuni 
śrutiḥ pravartate/ 참조.

6) 戸崎(1979) p. 2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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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바로 언어가 실재에 적용될 수 있는 원인(pravṛttinimitta)
이라고 설명한다.7) 나아가 다르마끼르띠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
배제'에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보편지가 형상을 갖지 못하게 되어 

버린다는 반론8)을 상정하고 그의 유형상유식론의 관점에 입각한 

해답을 제시한다. 이 반론의 양상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를 다루는 

다르마끼르띠와 쁘라즈냐까라굽따의 기본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

다. 먼저 다르마끼르띠는 타자의 배제가 실재에 존재한다면 타자

의 배제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는 실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실재는 언어의 대상일 수 없다는 불교도의 견해를 위반

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실재, 혹은 대상의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

한다. 반면에 쁘라즈냐까라굽따는 언어지, 혹은 개념지는 실재가 

아니라 형상을 갖는 인식 내부의 지(知)인데 실재에 존재한다고 

하는 동일한 결과를 갖지 않는 것(atatkārya)으로부터 배제된 공

통성(sāmānya)은, 즉 자신이 아닌 것으로 부터의 구별 자체는 형

상일 수 없기 때문에9) 그와 같은 '배제'를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는 지(知)혹은 인식의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반론자의 시각에서 보면 쁘라즈냐까라굽따가 유형상지식론을 

고수한다면 언어지는 보편지일 것이고 그 보편지는 형상(形象)을 

갖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타자의 배제는 그 부정적인 방

식에 의해 형상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보편지가 형상을 갖지 못

하게 되므로 배제는 보편지인 언어지의 대상일 수 없게 되는 것이

7) S 261,20-27: … tad evaikakāryatālakṣaṇam atatkāryebhyo vyāvartamānaṃ 
sāmānyam vidyate śāvaleyādīnām/ tatas tatpravṛttinimittaprayuktaiva 
vastuni śrutiḥ pravartatām/ … 참조.

8) S 261,20-27: … kathan tarhi viśleṣasyānākāratvād ākāravatī 
sāmānyabuddhiḥ/ … 참조.

9) 야마리에 의하면 그와 같은 타자의 배제에 형상이 없다는 말은 대상 자체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Y. rnam pa dang ldan pa nyid du ji ltar mi 'thad 
ce na/ ma 'dres pa la ste/ gzhan las ldog pa la ni rnam pa med pa'i 
phyir te/ rang bzhin can ma yin (228a) pa'i phyir ro// 참조.



344 ∙ 印度哲學 제50집

다. 이 반론에 대해 쁘라즈냐까라굽따는 타자의 배제에 의한 구별

은 반드시 형상을 갖는 지(知)와 결합하는 것10)이라고 단언한다. 
인식대상은 인식대상의 형상이 현현하는 지(知)에 의해 확립되지

만 인식대상의 형상이 없이 오직 지(知)만으로는 확립되지 않기 

때문이다11). 그 형상을 갖는 지는 잠재인상(vāsanā)과 결합하기 

때문에 형상을 갖는다12). 언어의 대상은 동일한 결과를 갖지 않는 

것(atatkārya)으로부터 배제된 공통성(sāmānya)이고 그것을 본질

로 하는 형상은 잠재인상(潜在印象)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쁘라즈냐까라굽따에게 타자의 배제를 본질로 하는 형상은 실재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인상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다. 
쁘라즈냐까라굽따가 이와 같이 인식의 관점에서 반론에 대응했

다면 다르마끼르띠는 동일한 의도를 가진 반론에 대해 실재와의 

연관속에서 대응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언어는 외계의 

능력이라는 배제에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외계의 

능력)에 의거하는 개념지의 심상(vikalpapratibimba)에 결합되어 

있다.13) 쁘라즈냐까라굽따는 이 부분의 주석에서 '간접적으로 일

어나기 때문에 외계에 의거하고 있어도 개념지가 대상에 접촉하

는 일은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와 같이 외계의 실재가 언어의 

대상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의 반론을 상정한

다. 대론자의 입장에서는 실재에 속하는 타자의 배제를 인식하는 

10) S 261,20-27: … ākāravadbuddhisambandha eva niyatas tadanyaviśleṣaḥ 
(/) …

11) PVA 261,26-27 : na ca gaur ayam iti pratyaye śāvaleyādivyatiriktam 
aparam prameyam asti/ prameyākārapratibhāsena ca 
prameyavyavasthānaṃ <na> prameyākāraśūnyapratyayamātrāt/ 

12) S 261,20-27: … sā ca vāsanāsaṅgamād ākāravatī 
pūrvapūrvatathābhūtapratyayaparamparāyātā hi sā buddhiḥ/ 참조.

13) PV3 k. 163cd-164 : bāhyaśaktivyavacchedaniṣṭhā 'bhāve 'pi tacchrutiḥ// 
vikalpapratibimbeṣu tanniṣṭheṣu nibadhyate/ tato 'nyāpohaniṣṭhatvād 
uktā 'nyāpohakṛcchruti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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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바로 실재가 알려지지만 그것은 보편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

의 대상일 수 없다. 그 실재가 언어의 대상이라면 실재의 부분을 

본질로 하는 타자의 배제는 언어의 대상일수 없기 때문이다.14) 즉 

타자의 배제가 실재의 부분이라면 언어의 대상은 실재가 아니라

고 하는 불교도의 입장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쁘라즈냐까라굽따는 이 반론에 대해 먼저 '외계의 본질인 ‘배제’

는 존재하지 않는다'15)고 단언한다. 그에게 있어 외계의 본질인 

배제는 언어의 대상으로서 존재론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계의 능력으로서 배제의 실재성은 증명되지 않은 것

이다. 언어를 통해 일어나는 개념지는 외계의 것에 직접 접촉하는 

일이 없어도 개념지의 심상(心象, pratibimbaka)이 외계에 의거하

는 것에 의해 간접적으로 그것에 기반 하기 때문이다.16) 즉, 개념

지는 직접적으로는 언어에 의해 표시되는 심상에 의거하고 그 심

상이 의거하고 있는 외계의 것에는 간접적으로 의거하고 있는 것

이다. 쁘라즈냐까라굽따는 이와 같이 언어는 외계의 능력인 배제

14) PVA 263,8-10 참조. 마노라타난딘(Manorathanandin)이 상정하는 대론자에 

의하면 만일 타자의 배제(anyāpoha)가 외계 실재의 부분이라면 실재는 

언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불교도의 입장에서 타자의 배제가 언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다. (PVV 2 p. 169, 9-10 : nanu yady 
arthaḥ śabdasya na viṣayaḥ, tadā tadaṃśarūpo ’py anyāpohaḥ kathaṃ 
vācyaḥ. 참조)　또한 불교도가 말하는 언어의 대상인 <동일한 결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부터의 배제>(atatkāryavyāvṛtti)는 실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언어는 바로 실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된다. (PVV 167,16-17: nanv 
atatkāryavyāvṛttir vastunaḥ svabhāvabhūtā, tato vyāvṛttiviṣayatve 
vastuviṣayataiva śabdasya syād 참조) 언어의 대상으로서 실재를 인정하지 

않는 아뽀하론의 경우, ‘푸름’이라는 말은 ‘푸르지 않은 것의 부정’을, 
‘연꽃’이라는 말은 ‘연꽃이 아닌 것의 부정’을 표시하는 것으로 양자는 모두 

비존재이기 때문에 하나의 실재기체에 결합되어 존재할 수 없고 이 

‘동일기체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지시대상성’도 또한 성립하지 

않는 것이 된다. 赤松1978) p. 180.
15) PVA 261,31: bāhyarūpasya vyavacchedasyābhāvāt/
16) PVA 262,5-6.



346 ∙ 印度哲學 제50집

에 의거하는 개념지의 영상 (vikalpapratibimba)에 결합되는 것17)

이고 또한 개념지의 영상은 분별지의 본래적 착오성을 위해 마치 

외계의 실재에 있는 타자의 배제에 관련지어져 있는 것처럼 집착

되는 것18)이라고 하는 다르마끼르띠(Dharmakīrti ca.600-660)의 

견해를 계승해서 언어의 표시대상이 실재라는 것은 증명되지 않

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또한 다르마끼르띠에게 판단지(分別知)는 타자의 배제를 본질로 

하는 분별지의 영상에 기반 해서 그 타자의 배제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만 쁘라즈냐까라굽따는 이와 관련해서 언어계약이 적용되

고 언어에 결합되는 것은 확립(긍정)의 실재가 아니라 언어계약을 

이루는 타자의 배제라는 것19)을 보다 강조한다. 즉 언어의 대상이 

타자의 배제라는 것은 언어의 대상이 확립, 혹은 결정(vidhi)의 실

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17) PV3 k. 163cd-164 : bāhyaśaktivyavacchedaniṣṭhā 'bhāve 'pi tacchrutiḥ// 
vikalpapratibimbeṣu tanniṣṭheṣu nibadhyate/ tato 'nyāpohaniṣṭhatvād 
uktā 'nyāpohakṛcchrutiḥ// 
그 언어는 외계의 능력이라는 배제에 의거하지 않고서도 그것(외계의 

능력)에 의거하는 개념지의 심상(vikalpapratibimba)에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타자의 배제에 의거하기 때문에 [디그나가 선생님은] ‘언어는 

타자의 배제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개념지의 영상(影像, 
vikalpapratibimba)이란 형상(形象, ākāra)과 같은 의미이다. 大田(1967) pp. 
164-167 ; 吉水(1987) p. 107 참조. 마노라타난딘(Manorathanandin)도 

개념지의 영상과 형상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PVV 167,23-24: 
vikalpānāṃ pratibimbeṣv ākāreṣu tanniṣṭheṣu … 참조)　
야마리(Yamāri)의 경우에도 영상(影像, pratibimbaka)과 형상(形象, ākāra)은 

같은 의미이다. (Y. 228b,8 : gzugs brnyan zhes bya ba ni blo'i rnam 
pa'o//) 

18) PVSV 39,2-3 戸崎(1979) p. 264 참조.
19) PVA 264,1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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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언어대상과 실재의 동일성 부정

쁘라즈냐까라굽따는 이와 같이 독자상에 언어가 결합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차례대로 분석해 간다. 먼
저 언어에 언어계약을 적용할 때 그 언어계약은 화자와 청자가 함

께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외계의 독자상이 언어에 결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한 독자상이 언어에 결합된다고 하는 개별론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어에 의해 표시되고 있는 대상도 바로 영상(影
像, pratibimbaka)으로서 인식된다20)고 반박한다. 즉, 언어가 대상

을 표시할 때 그 언어에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의도한 것인 언어

계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언어에 의해 표시되는 대상도 외계의 

독자상이 아니라 영상으로 인식된다고 하는 의미이다. 이에 관해 

쁘라즈냐까라굽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언어계약(言語契約, saṅketa)은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 양자(화자와 

청자)가 함께 의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影像, pratibimba)
을 인식하는 것이지 감관의 [대상인] 실재를 [인식 하는 것이] 아니다. 
(PVA k.316)21)

쁘라즈냐까라굽따는 이 언어계약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부언하고 있다. 즉 언어계약은 어떤 대상과 같은 종류의 대상을 

다른 시간에 인식하기 위해 화자와 청자가 같이 의도한 것이다. 

20) PVA 264,12-13 참조.
21) PVA k.316: saṅketo 'rthaṃ pratītyartham abhipreto dvayor api/ pratītiḥ 

pratibimbasya na tv adhyakṣasya vastun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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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이것 (A)의 명칭은 이것 (A’)이다]라고 하는 언어계약에 기

반 해서 이것 (A)은 다른 때에도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

로 타자의 배제가 언어에 결합되는 것이지 독자상이 언어에 결합

되는 것은 아니다.22) 즉 언어계약은 수반하는 지를 위해 화자와 

청자가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독자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쁘라즈냐까라굽따는 다음으로 언어에 언어계약을 적용 할때 반

복경험(abhyāsa), 혹은 선행하는 지식에 의존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상(獨自相, svalakṣaṇa)이 언어에 결합되는 일

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대상이 반복경험, 혹은 선행하는 지

식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경우에 영상을 언어의 대상으로 인식하

기 때문이다. 더욱이 언어활동에 의해 언어계약을 이해하는 사람

의 판단이란 영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언어계약을 할 때의 대

상에 대한 판단이다.23) 즉 그에게 언어의 대상은 반복경험

(abhyāsa), 혹은 선행하는 지식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고 판단지는 

그 경우 지에 나타나는 그 대상의 영상을 언어의 대상으로 인식하

고 판단하지만 독자상은 내적원인인 반복경험이나 선행하는 지식

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쁘라즈냐까라굽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것(A)의 명칭은 이것 (A’)이다.”라고 하는 이 언어계약에 기반 해

서 이것(A)은 인식된다. ［예를 들면］“이 사람은 사려깊은 사람 

(prekṣāvān)이다.”라고 하는 언어계약］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려

깊은 사람은 어떻게 [알려지겠는가]. (PVA k.317)24)

22) PVA 264,15-16 참조.
23) PVA 264,17-20 참조.
24) PVA k.317: asyedan nāma saṅketād asmād etat pratīyate/ prekṣāvato 

bhavaty etat prekṣāvān anyathā kat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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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사려 깊은 사람' 이라고 하는 인식은 반복경험(abhyāsa)이
나 선행하는 지식에 의한 언어계약의 적용에 의해 표현되고 그것

에 의해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지만 사려 깊은 사람

이라고 하는 독자상이 표현되고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반복경험

이나 선행하는 지식을 통해 생기지 않는 한, 사려 깊음이라고 하

는 독자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쁘라즈냐까라굽따는 또한 독자상이 언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의 문답을 상정한다. 

“그것(A：예를 들면 소)을 끌고 와라!”라고 표현하는 것에 의해 그

것 (A)이 끌려온다고 [대론자]가 말한다면 나도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해

서 “이것(A)의 명칭은 이것(A’)이다.”라고 하는 말에 의해 이것(A：실

재)을 인식하게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PVA k.318) 25)

이 경우, 대론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소를 끌고 와라！” 라고 

들었을 때 실제로 실재하는 특정의 소를 끌고 올 수 있는 것은 그 

‘소’라고 하는 언어가 특정의 실재하는 소를 표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법학파26)에서는 이 경우, 화자와 청자 사이

에 서로 알고 있는 특정의 소를 화자의 의지에 의해 표시하는 것

이 된다. 그러나 쁘라즈냐까라굽따의 입장은, 그와 같다면 ‘이것의 

명칭은 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소’를 표현할 때에

도 ‘소’라고 하는 언어에 의해 실재하는 특정의 소가 인식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보편인 소가 인식된다는 것이다. 

25) PVA k.318: idam ānayeti vacanāt tasyānayan adarśane/ nāmāsyedaṃ 
mayāpy etat pratyeyam iti śabdataḥ// 　

26) ‘소를 끌고 와라!’ 등의 예와 언어는 보편을 표시하는가, 특수를 

표시하는가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논의가 있지만 특히 

빠니니(Pāṇini)의 P.2.4.6에 대한 SK의 주석과 그에 대한 Bālamanoramā의 

복주를 참조하기 바람. 또한 보편론자인 미망사(Mīmāṃsā)학파의 견해에 

관해서는 핫토리(服部, 1973, 1975)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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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의 명칭은 소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소’라고 하는 말

에 의해 소의 영상27)이 인식되기 때문이다. 쁘라즈냐까라굽따는 

이와 같이 해서 언어의 대상이 실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

을 분명히 한다. 

Ⅳ. 언어대상의 보편실재성 부정

쁘라즈냐까라굽따는 다음으로 언어의 대상은 실재하는 보편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의 지식론에 가장 상응하는 

대론자의 반론을 상정한다. 대론자는 형상을 갖는 지는 잠재인상

(潛在印象, vāsanā)과 결합하는 것에 의해 생긴다고 하는 쁘라즈

냐까라굽따의 견해를 들어 그와 같다면 형상을 갖는 지는 바로 잠

재인상을 속이지 않는 것이어서 실재와의 정합성(整合性, vast-
usamvāda)이 없기 때문에 그 지는 동일한 결과를 갖지 않는 것으

로부터 배제(atatkāryavyāvṛtti), 즉 종(種, jāti)의 결정이어야 한다

고 반박한다. 동일한 결과를 갖지 않는 것은 외계의 능력이고, 배
제라고 하는 외계의 본질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수반지(隨伴知)에
서 동일한 결과를 갖는 것이야말로 종이고 그 종을 결정하는 경우

27) 쁘라즈냐까라굽따(Prajñākaragupta)의 이 게송(PVA k.318)은 언어계약이 

적용될 때 언어는 표시되는 것, 즉 분별지의 영상과 결합된다고 하는 PV3 
k.171a (tasmāt saṃketakāle 'pi nirdṛṣṭārthena saṃyutaḥ.)를 다르게 

설명한 것이다. 또한 야마리(Yamāri)는 쁘라즈냐까라굽따가 말하는 그 말은 

영상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주석하고 있다. (Y.230a,8f.: sgra 'di las zhes bya 
ba ni rnam pa 'di lta bu'i sgra las so// 참조) 덧붙여서 표시되는 

것(nirdiṣṭa)은 분별지의 영상(pratibimba)을 본질로 하는 것이다. (PVA 
264,24: atha vā nirdiṣṭo 'rtho yaḥ prāk pratipāditaḥ 
pratibimbasvabhāva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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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바로 외계도 결정되는 것28)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형상을 갖는 지가 잠재인상(vāsanā)과 결합하여 일어난

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언어가 외계의 독자상을 표시하

는 것이 아니라면, 대론자는 동일한 결과를 갖지 않는 것의 배제

(atatkāryavyāvṛtti)는 바로 종이고 형상을 갖는 지에 나타나는 그 

종이야말로 언어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생각할 것이다. 
쁘라즈냐까라굽따는 ‘언어는 타자를 배제한다’ 는 것에 대해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한다. 첫번째는 1) 언어는 그 타자로부터 배제

된 것의 형상을 갖는 개념지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는 2) 언어는 타자에서 배제된 것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식자들은 타자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언어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자의 배제를 대상으로 한다’고29) 한다. 하지만 언어가 

타자에서 배제된 것에 적용되는 것에 의해 그 배제된 것의 형상을 

갖는 개념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인식과정에서 종 등의 어떠한 

긍정적 요소도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쁘라즈냐까라굽따는 언어가 실재가 아니라 타자의 배제

(anyāpoha)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바로 지(知)를 본질로 하는 것(지의 형상)에 [대해서] ‘실재이다’라고 

가탁(假託, āropa)하는 것에 의해 그것(실재)과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실재로서] 인식하는 것이지 승의(勝義, paramārtha)로서 [인식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것(지의 형상)은 타자로부터 배제된 것이기 

때문에 언어의 대상은 타자의 배제(anyāpoha)이다.30)

언어가 타자의 배제를 대상으로 하고 판단지가 그것을 인식하

28) PVA 261,27-31 참조.
29) PVA 262,7-10 참조. Manorathanandin도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 (PVV 

167,24-168,1-3)
30) PVA 26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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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 관한 쁘라즈냐까라굽따의 설명은 실재의 부분인 타자

의 배제를 지의 형상에 가탁해서 타자로부터 배제된 것을 인식하

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마끼르띠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르마끼르띠의 경우에는 본래적 착오성 때문에 타자로부터 배

제된 외계의 실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외계의 실재에 성립하

고 있는 타자의 배제를 형상에 가탁해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는 타자의 배제를 대상으로 한다31)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쁘라즈냐까라굽따의 경우에 형상은 지를 본질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실재를 가탁(āropa)하는 것에 의해 실재와 그 형

상은 같다고 하는 판단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언어의 대상은 실재

로서 인식될 뿐이지 승의 (勝義, paramārtha)의 실재로서 인식되

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 지의 형상이 언어의 대상으로서 타자로

부터 배제된 것이기 때문에 언어의 대상은 타자의 배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마노라타난딘(Manorathanandin)은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1) 지의 형상과 외계의 부분과를 동일한 것

으로 결지하는 것에 의해 타자에서 배제된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

에 타자의 배제가 언어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와 2) 지의 형상도 

타자에서 배제된 대상으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그 형상도 언어의 

대상이라고 하는 유형상지식론자의 견해가 그것이다.32) 
마노라타난딘의 이와 같은 해석에 기반 해 보면 전자는 다르마

끼르띠, 후자는 쁘라즈냐까라굽따의 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쁘라즈냐까라굽따는 그것이 비유표현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는 별

31) PV3 k.169 : tadrūpāropagatyā 'nyavyāvṛttādhigateḥ punaḥ/ śabdārtho 
'rthaḥ sa eveti vacane na virudhyate//［지의 형상에］그것(실재의 

부분)을 본질로 하는 ‘타자의 배제’를 가탁해서 인식하는 것에 의해 

타자로부터 배제된 것(실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언어의 대상은 바로 

그것(타자의 배제)이라고 말해도 모순이 아니다. 
32) PVV 169,10-14 戸崎(1979) p. 269, n.1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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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를 본질로 하는 형상이 타자에서 배제된 것이라는 것을 강

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타자의 배제가 지 내부의 형상에서 

부정적으로 배제되는 것인 한, 당연히 종 등의 긍정적인 실재성은 

있을 수 없다. 

Ⅴ. 맺음말

쁘라즈냐까라굽따(Prajñākaragupta ca. 780-840)는 샤키야붓디

(Śākyabuddhi ca. 660–720)에 의해 분류된 세종류의 아뽀하중 배

제된 독자상(獨自相, svalakṣaṇa)의 실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외
계의 본질인 ‘배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유형상

지식론(有形相知識論)에 기반 해서 아뽀하론을 전개한다. 그에게 

개념지의 영상(影像, pratibimbaka) 자체가 언어의 대상으로서 타

자의 배제는 아니지만 배제는 반드시 형상을 갖는 지(知)와 결합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쁘라즈냐까라굽따(Prajñākaragupta ca. 780-840)에게 언어의 

대상은 동일한 결과를 갖지 않는 것(atatkārya)으로부터 배제된 

공통성(sāmānya)이고 그 공통성을 본질로 하는 형상은 잠재인상

(潛在印象, vāsanā)을 원인으로 한다고 말한다. 인식대상은 인식대

상의 형상이 현현(顯顯)하는 지에 의해 확립된다는 것이다. 즉 쁘

라즈냐까라굽따에게 언어에 의해 표시되는 인식대상이 반드시 외

계의 본질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었다. 언어의 대상은 분별지의 

심상(心象)에 의해 확립되기 때문이다. 쁘라즈냐까라굽따는 이와 

같이 언어의 개념적 기능에 아뽀하론의 중심을 두고 있다. 타자의 

배제를 본질로 하는 형상은 실재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

재인상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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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ajñākaragupta’s Philosophy of Language

Bae, Gyeong-A
(Gyeongju Campus of Dongguk University)

Prajñākaragupta(ca. 780-840) disallows ‘the excluded 
particular (vyāvrttasvalakṣaṇa)’ in the anyāpoha which 
Śākyabuddhi(ca. 660–720) classifies into the three kinds.　
Because of ‘the excluded particular’ does not exist in reality. 

It is implied by the definition to he’s "the epistemological 
theory of having an apearance" explaining the yogācāra on 
the basis of self cognition. Because of, in according to 
Prajñākaragupta’s opinion, the reason that other-ex-
clusion(anyāpoha) connected with the image of an object, or 
pratibimbaka.

According to Prajñākaragupta, there is no need to ex-
ternal entities for the sake of linguistic item which refer to 
word meaning. Because of Prajñākaragupta refuse to ac-
knowledge sameness(ekatā) or an intimate (genetic) con-
nection between word meaning and real entities and word 
meaning resides in the mind (inner faculty, buddhi). he 
thinks that the qualifier, the qualified and their connection 
do not exist in reality. 

Though Prajñākaragupta also regards the referents (ar-
tha) as a conception’s apearance is formed by vasanā, not 
an external something or sāmānya such as Dharmakīrti.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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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ew of Prajñākaragupta, apoha theory was centred in 
the conceptual functions of language. 

Keywords: Prajñākaragupta, apoha, anyāpoha, atatkārya,
vyavahāra, svalakṣaṇa, sāmānya, śabdār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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