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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해심밀경에서 나타나는 upapattisādhanayukti(‘thad

pas grub pa’i rigs pa, 證成道理)와 그 특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유식학파에서 네 가지 yukti(rigs pa, 道理)란 수행자가

스승으로부터 듣거나 경전을 통해 알게 된 불교 교리를 탐구하는

해석학적(hermeneutic) 근거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upapattisādhanayukti는 이 네 가지 yukti 중 세 번째에 해당한다.

이 네 가지 yukti를 통해 경전이나 교리를 해석한다는 점에서 이

들은 해석학적 맥락에서 도입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upapattisādhanayukti의 경우 근거를 통한 증명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논리학과도 관계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upapattisādhanayukti의 논리학적 측면은 초기 유식학파의 문헌 중

해심밀경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며, 이에 따라 해심밀경을
통해 초기 유식학파의 논리학의 한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

해심밀경은 upapattisādhanayukti를 정의한 후, 그것이 가지

는 청정한 특성과 청정하지 않은 특성을 열거하고 그에 대한 설명

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upapattisādhanayukti의 정의를

분석하고, 두 가지 특성에 대한 해심밀경의 설명을 분석하여 초

기 유식학파의 논리학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네 가지 yukti의 정의에 있어서 해심밀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유가사지론 ｢성문지｣에 나타나는

upapattisādhanayukti의 정의를 살펴보고, 해심밀경의 티벳역과

세 가지 한역을 비교분석함으로써 upapattisādhanayukti가 뜻하는

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Carakasaṃhitā와 방편심론 등의 초기 논쟁 전통에

속한 문헌들과 해심밀경의 주석인 원측의 해심밀경소,
*Āryasaṃdhinirmocanasūtravyākhyāna, bKa’ yang dag pa’i tshad

ma las mdo btus pa를 참고하여 upapattisādhanayukti의 청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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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하지 않은 특성들과 그에 대한 설명을 해석하였으며, 카지야

마와 요시미즈의 해석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시가 추론이나 논증식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증명 방법이라는 것과 예가 유사한 예

(sādharmyadṛṣṭānta)가 아님을 밝혔다. 또한 anvayavyatireka나

vyāpti 등의 개념을 도입하기 이전에 초기 유식학파가 추론과 논

증식이 유추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유사성(sārūpya)과 차이성

(vairūpya)을 통해 논증식이나 추론의 타당성을 확보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요어: yukti, upapattisādhanayukti, sārūpya, vairūpya,

Saṃdhinirmocanasūtra

학 번: 2016-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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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본 논문은 解深密經(Saṃdhinirmocanasūtra, 이하 SNS)에서 설해

지는 네 가지 yukti(rigs pa, 道理)1)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upapattisādhanayukti(‘thad pas grub pa’i rigs pa, 證成道理)와 그것의

두 가지 종류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식학파에서

yukti란 불교 교리나 경전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 혹은 근거로서 사용되

는 것으로, apekṣāyukti(ltos pa’ ris pa, 觀待道理), kāryakaraṇayukti(bya

ba byed pa’i rigs pa, 作用道理)2), upapattisādhanayukti,

dharmatāyukti(chos nyid kyi rigs pa, 法爾道理), 이렇게 네 가지로 구

분된다. 이러한 네 가지 yukti는 유식학파의 최초기 문헌에 속하는 유
가사지론(Yogācārabhūmi, 이하 YBh)의 ｢성문지｣(Śrāvakabhūmi, 이하

ŚrBh)와 ｢보살지｣(Bodhisattvabhūmi, 이하 BoBh)에서부터 아비달마집
론(Abhidharmasamuccaya, 이하 AS)에 이르는 초기 유식 문헌 전반에

걸쳐서 등장한다.3) 하지만 오직 ŚrBh에서만 이들이 적용되는 실질적인

1) yukti의 티벳어 번역어인 rigs pa는 yukti뿐만 아니라 nyāya의 번역어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Lamotte는 그가 편집한 SNS에서 네 가지 rigs pa를 nyāya
로 잘못 번역하였다. 이에 대해 Wayman(1961; 30)은 Śrbh를 근거로 하여
SNS의 rigs pa가 yukti임을 처음으로 밝혀낸다.

2) 현재 전해지고 있는 유식문헌의 산스크리트 전승과 편집본에 따르면 두 번
째 yukti는 kāryakaraṇayukti가 아니라 kāryakāraṇayukti이다. 하지만 인과관
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두 번째가 아닌 첫 번째 yukti이며, 현장역(作
用道理), 구나바드라역(所作事成), 티벳역(bya ba byed pa)이 kāryakaraṇa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본문에서는 kāryakaraṇayukti를 채택하였다. 보리유지역
(能作所作相應)과 진제역(因果道理)으로 보아 이른 시기부터 전승 상에서
kāryakaraṇayukti와 kāryakāraṇayukti가 공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Sakuma
(1990), vol. 2, p. 101, n. 601; Yoshimizu (1996b), p. 123, n. 3 참조.

3) 초기 유식 문헌과 그 주석에서 네 가지 yukti가 등장하는 대목은 다음과 같
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네 가지 yukti의 정의를 제시하는 대
목, 2) 네 가지 yukti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는 대목, 3) 네 가지 yukti를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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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나타날 뿐, 다른 문헌들에서는 단순히 정의되거나 언급되기만 한

다는 점에서 이 네 가지 yukti는 유식성, 삼성설, 알라야식과 같은 유식

학파의 핵심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에서 yukti에 대해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SNS에서 나타나는

upapattisādhanayukti에 대한 서술에 있다.

SNS 10장에서 upapattisādhanayukti는 청정한 것과 청정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며, 이 두 가지는 각각 다섯 가지와 일곱 가지 특성을 가

진다. 우선 청정한 특성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SNS는 YBh, AS와 마찬

가지로 지각(pratyakṣa), 추론(anumāna), 믿을 만한 자의 전승

(āptogama)만을 바른 인식 수단(pramāṇa)으로 인정하며, 이들을 증명의

히 언급하기만 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SNS를 제외하고 네 가지 yukti가
등장하는 문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ŚrBh 141.7-143.21; MSA
XIX.44cd-45; MSABh 168.5-12; MSAVBh D244b7-245a4.; AS 81.15-21;
ASBh 99.7-16. 2) ŚrBh 369.8-20, 375.19-379.9, 380.8-15, 385.1-13,
386.12-387.4, 388.4-12, 442.4-443.4 3) ŚrBh 196.6-9, 210.3-6. BoBh 214.3-8,
293.17-18.
일반적으로 네 가지 yukti는 함께 등장하지만, upapattisādhanayukti는 다른
yukti들과 별도로 등장하기도 한다. ŚrBh 471.7, 489.9-12, 495.15-20; BoBh
37.22-38.1, 48.7-8, 98.10-12.; MAV III.12b; MAVBh 42.10-11.; MAVṬ
128.3-129.8. ŚrBh 471.7의 경우 Shukla의 편집본에는 upapattisādhana만 나
오지만, 한역과 티벳역에서는 그 뒤에 yukti가 명시된다. 그리고 MAV
III.12b에서는 단순히 yukti만 나오지만, 바수반두(Vasubandhu)가 이것을
upapattisādhanayukti로 풀이하는데, 이는 MAV III.12ab가 잘 알려진 진실
(prasiddhatattva)에 대한 BoBh 37.7-38.1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dharmatāyukti의 경우 여래장 사상과 관련하여 RGVV에서 별도로 언급되는
데, 여기서 이것은 ŚrBh에서 나오는 정의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RGVV 73.12-16.
유식학파가 아니라 불교 논쟁전통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는 문헌인
*Tarkaśāstra(如實論)에서도 네 가지 yukti에 대한 서술이 나온다. 하지만
apekṣāyukti와 kāryakaraṇayukti의 순서가 뒤바뀌었고, 일반적으로 전자를 인
과관계, 후자를 작용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과 달리 apekṣāyukti를 길고 짧
음과 같은 상대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kāryakaraṇayukti를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인과관계에 대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문
헌들과 차이가 있다. 또한 TŚ는 진제가 번역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된
네 가지 yukti의 번역어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현장의 번역어와 일치하지
않는다. TŚ T29b5-10.



- 3 -

수단으로서 사용한다. 또한 청정하지 않은 특성에 있어서는 초기 논리학

문헌 중 YBh ｢문소성지｣(Śrutamayī bhūmiḥ)의 hetuvidyā(인명)를 다루

는 대목(이하 HV)에서만 등장하는 개념인 유사성(sārūpya)과 차이성

(vairūpya)을 언급한다. 이러한 점들은 SNS의 upapattisādhanayukti에

대한 서술이 논리학, 그중에서도 초기 유식학파의 논리학에 기반하고 있

다고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SNS는 YBh, AS와 함께 초기

유식학파의 논리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주목할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YBh와 AS에 비해 SNS는 불교 논리학 연구에 있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카지야마(梶山雄一)와 요시미즈(吉水

千鶴子)만이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4)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디그

나가(Dignāga)나 다르마끼르띠(Dharmakīrti) 이후의 인식론과 논리학을

SNS에 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SNS는 바수반두와 디그나

가에 의해 불교 논리학이 성립되고 체계화되기 이전에 편찬된 문헌으로,

그것이 성립될 당시에는 이유(liṅga 혹은 hetu)의 세 가지 조건

(trairūpya)이나 변충(vyāpti)과 같은 개념들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논

증식을 통한 증명이 추론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개

념들을 포함하는 후대의 불교 논리학에 근거하여 SNS를 읽고 있기에

그들의 해석은 부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해석을 재검

토하면서 SNS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upapattisādhanayukti와 그 특

성들에 대한 서술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SNS의

주석과 함께 초기 논리학 문헌에 근거하여 upapattisādhanayukti 그 자

체의 의미와 그것이 가지는 두 가지 특성들의 원 맥락을 제시하고자 한

다.

4) Kajiyama (1984); Yoshimizu (1996a); Yoshimizu (1996b), pp. 120-124, n.
92; Yoshumizu (2010). 요시미즈는 처음 두 저술에서 yukti의 의미와 함께
upapattisādhanayukti의 청정한 특성에 대해 다루며, 마지막 논문은 HV를 근
거로 하여 청정하지 않은 특성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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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범위

SNS는 유식학파의 주요 문헌 중 하나로, YBh와 함께 유식학파의

가장 초기에 속하는 문헌이다. YBh의 ｢섭결택분｣(Viniścayasaṃgrahaṇī)

에 SNS의 거의 대부분이 인용되어 있기에 이것은 YBh의 형성과정에서

편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YBh를 구성하는 장들과 SNS의 층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YBh의 최고(最古) 층위에 속하는

ŚrBh, BoBh, ｢섭사분｣(Vastusaṃgrahaṇī)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

이 일반적이다.5) SNS는 본래 산스크리트어로 저술되었지만, 현재 그 전

문은 티벳역과 한역으로만 전해지고 있다.6) 한역으로는 구나바드라

(Guṇabhadra)의 상속해탈지바라밀요의경(相續解脫地波羅蜜了義經, T
678)과 상속해탈여래소작수순처요의경(相續解脫如來所作隨順處了義經,
T 679),7) 보리유지(Bodhiruci)의 심밀해탈경(深密解脫經, T 675), 진제
의 불설해절경(佛說解節經, T 677), 현장의 ｢해심밀경(解深密經, T
676)이 있으며, 이 중 보리유지와 현장의 번역본만이 현재 전해지는 형

태의 SNS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스크리트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오직 번역본만이 남아있는 상황에

서 SNS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네 가지

yukti는 SNS의 마지막 장에서만 다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진제의 번역

본을 참고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Lamotte가 편집한 티벳역을 기

본으로 하고, 네 가지 yukti를 다루는 대목은 요시미즈의 재편집본을 사

용하여 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8) 그리고 구나바드라, 보리유

5) Schmithausen (1987), pp. 12-14; Kragh (2013), pp. 54-59 참조.
6) 티벳 라싸에 산스크리트본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되기는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 그 일부만이 편집되었다. 현재 편집된 산스크리트본에
대해서는 Matsuda (2013) 참조.

7) Powers(1993; 5f., n. 11)는 승우(僧祐)가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에서 이
두 문헌이 구나바드라의 저술로 보았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Lamotte를 따라
상속해탈여래소작수순처요의경이 구나바드라가 아닌 익명의 저자에 의해
지어졌고, 이후에 구나쁘라바(Guṇaprabha)에게 귀속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구나바드라의 저술로 간주되기에 본문에서는 이를 구나바
드라에 귀속되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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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현장의 번역본을 비교하여 SNS를 분석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SNS의 주석으로는 현재 티벳대장경에 5종이 전해지고 있다.9) 이 중

아상가(Asaṅga)의 *Saṃdhinirmocanabhāṣya는 SNS 10장을 해설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yukti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즈냐나가르바

(Jñānagarbha)의　 *Āryamaitreyakevalaparivartabhāṣya는 8장만을 해설

하기에 yukti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10) 세 번째로 원측(圓測)의 해심밀
경소(解深密經疏, *Āryagambhīrasaṃdhinirmocanasūtraṭīkā, 이하

SNSṬ)는 현존하는 주석 중 가장 방대한 것으로 본래 한문으로 쓰여진

후에 티벳어로 번역되었지만, 티벳역으로만 그 전문이 남아있다. 한문본

의 경우 그 대부분이 전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8장의 일부와 10장의 전

체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10장에서 나오는 yukti를 다루는 대목은 티벳역

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11) 네 번째로 장춥주튈(Byang chub rdzu ‘phrul)

의 *Āryasaṃdhinirmocanasūtravyākhyāna(이하 SNSVy)는 SNSṬ 다음

으로 방대하며, 그 내용의 1/3 가량을 10장의 해설에 할당하고 있기에

SNSṬ보다 상세하게 upapattisādhanayukti와 그 특성들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티송데짼(Khri srong lde btsan)12)의 bKa’ yang dag

8) Yoshimizu (2010), pp. 142-143, n. 6; 146, n. 9. 원문 출처 표기는 Lamotte
의 편집본을 기준으로 하였다.

9) SNS의 티벳 주석에 대한 설명은 Steinkellner (1989); Powers, (1993), pp.
15-22; Hopkins (1999), pp. 453-456 참조.

10) 아상가와 즈냐나가르바의 주석에 대해서는 Powers (1992b) 참조.
11) SNSṬ에 대해서는 Powers (1992a), 안성두 (2009), 장규언 (2013) 참조.
12) 티송데짼이 SNSVy의 저자 장춥주튈과 동일 인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이
들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앞서 SNSVy의 저자를 장춥주
튈이라고 하였지만, 이는 데르게(Derge)판에서만 언급되며, SNSVy D136b1
에서는 mDo btus pa의 저자를 장춥주튈이라 명시한다. Steinkellner(1989;
236-243)는 장춥주튈이 티송대짼 왕의 다른 이름임을 밝히고, SNSVy가 전
제하고 있는 지식의 양을 왕이 갖추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
여 SNSVy의 저자가 장춥주튈, 즉 티송대짼이 아니라고 본다. 그 대신에 그
는 Bu ston의 주장을 받아들여 SNSVy의 저자를 루이갤챈(Klu’i rgyal
mtshan)으로 추정하고, 두 주석에서 10장의 yukti에 대한 서술에서 서로 일
치하는 대목이 발견되기에 저자가 동일시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mDo btus pa의 경우 티송대짼에 의해 저술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명령 하
에서 쓰여진 것으로 추정한다. Hopkins(1999; 453-456) 또한 Steinkellner와
마찬가지로 SNSVy의 저자가 루이갤챈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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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 tshad ma las mdo btus pa(이하 mDo btus pa)는 SNS의 주석이라

는 제목을 달고 있지는 않지만, 10장의 내용을 해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SNS의 주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5종의 티벳어 주석

중 3종만이 yukti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SNSṬ,

SNSVy, mDo btus pa의 이 세 가지 주석만을 참고하고자 한다.

따라서 SNS의 여러 번역본들과 그 주석들을 참고하여 본론 1장과

2장에서는 각각 SNS에서 나타나는 upapattisādhanayukti와 그것의 특성

들에 대한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석들의 경우 SNS가

성립된 지 수 세기가 지난 후에 인도가 아닌 중국과 티벳에서 저술되었

고, SNSṬ와 SNSVy가 각각 디그나가와 다르마끼르띠 이후의 논리학에

근거하여 upapattisādhanayukti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해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SNS와 시기적으로 가까운

문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론 1장에서는 초기 유식문헌에

서 등장하는 네 가지 yukti에 대한 서술을 근거로 하여 SNS에서 나타나

는 upapattisādhanayukti 그 자체의 의미와 정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다.

다음으로 본론 2장에서는 upapattisādhanayukti의 청정한 특성과 청

정하지 않은 특성에 대한 서술을 분석할 것이다. 그런데

upapattisādhanayukti가 여러 초기 유식문헌에서 등장했던 것과 달리 그

것의 특성들은 SNS에서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13) 본론 2장에서는 이

러한 유식문헌을 참고할 수 없다. 또한 주석들의 경우 후대의 불교 논리

학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기에 이들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

다. 따라서 주석뿐만 아니라 SNS가 성립될 당시에 있었던 논리학 문헌

들에 근거하여 이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바수반두에 의해 불교 논리학

이 성립되기 이전 SNS가 성립될 당시에도 이미 불교도들은 다른 학파

들과 논쟁을 하였고 그들과 공유하는 공통된 논리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

었다. 불교의 초기 논리학을 다루는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방편심론(方

13) 현양성교론(顯揚聖敎論: T582b8-583a1.)에서도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여기
서의 서술은 SNS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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便心論, *Upāyahṛdaya, 이하 UH)과 HV가 있으며, 이들은 인도의 초기

논쟁 전통(vāda)에 속한 문헌인 Carakasaṃhitā(이하 CaS), Nyāyasūtra

(이하 NS), Nyāyabhāṣya(이하 NBh)와 공통된 논리학적 개념들을 공유

하고 있었다. 그리고 SNS 또한 upapattisādhanayukti의 특성에 대한 설

명에 있어서 이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논리학적 개념들을 도

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SNS가 이러한 논쟁 전통의 영향 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 2장에서는 디그나가 이후의

불교 논리학이 아니라 CaS, UH, HV, NS, NBh로 대표되는 초기 인도

논쟁 전통의 논리학에 근거하여 upapattisādhanayukti의 특성들에 대한

서술을 해석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카지야마와 요시미즈의 해석을 비판

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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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해심밀경의 upapattisādhanayukti

SNS 10장에서 만쥬슈리(Mañjuśrī)는 경(mdo sde, 契經, *sūtra), 율

(‘dul ba, 調伏, *vinaya), 본모(ma mo, 本母, *mātṛka)가 무엇인지 세존

에게 묻는다. 본모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세존은 자신이 11가지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하고, 가르친 것을 담고 있는 것이라 답한다.14) 그

이후 그는 11가지 특성(mtshan nyid, 相, *lakṣaṇa)을 열거하고, 이에 대

해 설명한다. 이 중 네 번째인 양상(rnam pa, 行, *ākāra)이라는 특성은

8가지 탐구(brtag pa, 觀察, *parīkṣā/ *vicāraṇa)의 가르침이며,15) 그 8가

지 중 7번째로 yukti가 거론된다. 그리고 이 yukti는 다시 네 가지로 구

분되며, upapattisādhanayukti는 세 번째 yukti에 해당한다. 여기서

14) 티벳역(SNS 153, 20-22)에 따르면 11가지 특성은 가르침의 대상이지만, 현
장역(T709a17-18)에 따르면 가르침의 대상은 모든 법(諸法)이고 11가지 특성
은 가르침의 수단이나 근거 혹은 관점을 뜻한다. 이에 대해 구나바드라역
(T718c19-20)과 보리유지역(T685c13-15)이 티벳역의 해석을 지지하기 때문
에 여기서는 11가지 특성을 설명, 분석, 가르침의 대상이라 서술하였다.

15) Steinkellner(1988; 16, n. 33)는 여기서 탐구의 가르침이라 번역한 “brtag pa
rnam pa brgyad bstan pa”를 “der Unterweisung nach acht Weisen der
Untersuchung”이라고 번역하면서 brtag pa를 탐구 방법으로 이해하였다. 반
면 요시미즈(1996a; 115, n. 85; 1996b; 128)는 “[Gesichtpunkt] der
Untersuchung” 혹은 “8つもの観点からの考察”이라 하여, 이를 탐구의 기준이
되는 관점으로 이해하였다. 일반적으로 brtag pa에 대응하는 산스크리트어인
parīkṣā나 vicāraṇa는 탐구하는 행위를 지칭하거나 CaS Sūtrasthāna 11.17에
서와 같이 탐구의 수단이나 방법을 지칭한다. 하지만 요시미즈의 해석과 같
이 SNS에서 brtag pa는 탐구 그 자체나 그것의 수단이나 방법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SNS에서 8가지 brtag pa는 1) 진리 (bden pa, 諦
實), 2) 확립(gnas pa, 安住), 3) 잘못(skyon, 過失), 4) 공덕(yon tan, 功德),
5) 방식(tshul, 理趣), 6) 진행('jug pa, 流轉), 7) yukti(rigs pa, 道理), 8) 요약
적 설명과 상세한 설명 (bsdus pa dang rgyas pa, 總別)이다. 이 여덟 가지
중 탐구의 방법이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진리, 잘못, 공덕 등과 같이
방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SNS에서 brtag pa는 탐구보
다는 탐구의 관점 혹은 대상에 가까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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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kṣāyukti는 발생과 언어표현의 원인과 조건, kāryakaraṇayukti는 작

용의 원인과 조건, upapattisādhanayukti는 증명의 원인과 조건,

dharmatāyukti는 본질이라고 정의된다.16) 그리고 upapattisādhanayukti는

청정한 것과 청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두 종류로 구분되며, 이후 이들이

가지는 특성들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현재 전해지는 초기 유식학파의 문헌 중에서 SNS가

upapattisādhanayukti에 대하여 가장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부분이 그것의 특성들에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upapattisādhanayukti 그 자체에 대한 서술은 빈약한 편이다. 그리고 여

기서 이에 대한 정의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정의항이 여러 가지 방식으

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SNS에만 근거해서는 upapattisādhanayukti

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SNS는

16) SNS　 155.17-25, 158.28-30: de la ltos pa'i rigs pa ni 'du byed rnams
'byung ba dang/ rjes su tha snyad gdags pa'i rgyu gang dag yin pa
dang/ rkyen gang dag yin pa ste/ de ni ltos pa'i rigs pa yin no// chos
rnams 'thob pa'am/ 'grub pa'am/ skyes pa rnams las byed par 'gyur
ba'i rgyu gang dag yin pa dang/ rkyen gang dag yin pa de ni bya ba
byed pa'i rigs pa yin no// [...] de la de bzhin gshegs pa rnams byung
yang rung/ ma byung yang rung ste/ chos gnas par bya ba'i phyir chos
nyid dbyings gnas pa nyid gang yin pa de ni chos nyid kyi rigs pa yin
no// “이 중 apekṣāyukti란,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의 발생과 언어표현의 원
인들과 조건들이 apekṣāyukti이다. 법들을 얻거나 성취거나 이미 발생한 것
들이 작용을 하는 것의 원인들과 조건들이 kāryakaraṇayukti이다. [...] 거기
서 여래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존재자들이 확립되어 있음으로 인한 법성
(dharmatā), 법계(dhātu), 법주(sthititā)가 dharmatāyukti이다.”
upapattisādhanayukti에 대해서는 2.1.2 참조.

　　SNS에서 네 가지 yukti 중 마지막 dharmatāyukti는 다른 yukti들이 어떤
것의 원인들과 조건들로 정의되는 것과 다르게 “utpādād vā tathāgatānām
anutpādād vā”로 시작되는 불교에서 통용되는 정형적인 구절을 통해 정의된
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연기설과 관련된 맥락에서 등장하며, 여기서
dharmatā는 주로 연기를 지칭한다. SNS 4장(52.10-15)에서도 이 구절이 언
급되는데, 여기서 dharmatā는 승의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SNS 10장의
경우 ŚrBh 등에 나오는 dharmatāyukti에 대한 서술들을 고려한다면,
dharmatā는 어떤 것을 그것으로 있을 수 있게 하는 것, 즉 본질이라고 이해
해야 한다. 이 구절이 나오는 출처과 이에 대한 논의는 Poussin (1913), pp.
111-113; Takasaki (1966) 참조.



- 10 -

upapattisādhanayukti라는 용어 자체를 어떻게 풀이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upapattisādhanayukti의 특성들

에 대해 다루기에 앞서 upapattisādhanayukti가 무엇을 뜻하는지 밝히기

위해서는 다른 유식학파의 문헌에서 나오는 서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기 유식학파의 문헌 중 upapattisādhanayukti에 대한 정의를 제시

하는 것으로는 ŚrBh, MSA, AS가 있다.17) 이 중 ŚrBh는 네 가지 yukti

의 정의와 함께 그것이 도입되는 맥락과 적용되는 사례들을 제시하기 때

문에 이 중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SNS에 비해 시기적

으로 앞서면서 SNS와 유사한 방식으로 네 가지 yukti를 정의하고 있다

는 점에서 SNS가 ŚrBh의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그와 공통된 토대를 가

지고 있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ŚrBh에서의 정의와 그 용례를

통해 SNS에서 upapattisādhanayukti가 뜻하는 바를 밝히고자 한다.

2.1.1 ｢성문지｣에서의 upapattisādhanayukti의 정의

ŚrBh에서 네 가지 yukti는 올바른 가르침을 듣는 것

(saddharmaśrāvaṇa) 이후에 그 가르침에 대해 사유하는 것(cintanā 혹은

cintā)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사유는 헤아리는

것(gaṇanākārā)과 재는 것(tulanākārā)으로 구분되며, yukti는 그중 두

번째 사유의 근거로서 언급된다.18) 여기서 오온들에 대한 가르침을 예시

로 하였기 때문에 네 가지 yukti는 오온설과 관련하여 정의된다.19)

upapattisādhanayukti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upapattisādhanayukti란 무엇인가?　온들이 무상하고, 조건에 따라

17) 유식학파의 문헌들에서 다루어지는 네 가지 yukti에 대한 서술의 번역과 해
석은 Yaita (1989a); Yoshimizu (1996a) 114-119, n. 85; Yoshimizu (1996b)
pp. 128-143 참조.

18) ŚrBh 140.6-141.10.
19) ŚrBh 141.11-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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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괴롭고, 공하고, 무아라는 것을 세 가지 바른 인식 수단,

즉 믿을 만한 자의 전승(āptāgama), 지각(pratyakṣa), 추론

(anumāna)을 통해 탐구한다. 현명한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근

거로서 적합한 이 세 가지 바른 인식 수단을 통해 온들의 무상성

이나 연기성이나 괴로움이나 공성이나 무아성에 대해 확립하는 증

명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upapattisādhanayukti이다.20)

이 정의에 따르면 upapattisādhanayukti는 세 가지 바른 인식 수단

을 통해 온들의 무상성 등을 탐구하는 것이나 증명하는 것을 뜻한다. 여

기서 온들의 무상성 등이 탐구나 증명의 대상으로서 언급된 것은 오온설

을 예시로 하였기 때문이기에, upapattisādhanayukti에서 증명이나 탐구

는 가르침, 즉 불교 교리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upapattisādhanayukti는 지각, 추론, 전승을 수단으로 한 불교 교리에 대

한 증명과 탐구라고 할 수 있다.

upapattisādhanayukti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라고

답함에 따라 증명을 뜻하는 upapattisādhana와 yukti가 지시하는 바가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것은 karmadhāraya 복합어로 보아야 한

다.21) upapatti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upapattisādhana

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위의 정의에서 “upapattiyukta”가

세 가지 바른 인식 수단을 수식한다는 점에서 upapatti는 증명의 수단이

나 근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upapattisādhana는 3격

tatpuruṣa 복합어라 할 수 있으며,22) 이에 따라 upapattisādhanayukti는

20) ŚrBh 142,12-143.3: upapattisādhanayuktiḥ katamā. anityāḥ skandhā iti,
pratītyasamutpannā, duḥkhāḥ, śūnyā, anātmāna iti tribhiḥ pramāṇair
upaparīkṣate. yad utāptāgamena pratyakṣeṇānumānena ca. ebhis tribhiḥ
pramāṇair upapattiyuktaiḥ satāṃ hṛdayagrāhakair vyavasthāpanā sādhanā
kriyate. yad uta skandhānityatāyā vā pratītyasamutpannatāyā vā
duḥkhatāyā vā śūnyatāyā vānātmatāyā vā. iyam ucyate
upapattisādhanayuktiḥ.

21) ŚrBh의 정의에 따르면 apekṣāyukti와 dharmatāyukti는 karmadhāraya 복합
어이고, kāryakaraṇayukti는 7격 tatpuruṣa 복합어이다.

22) Steinkellner(1989; 17f.)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upapattisādhana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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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통한 증명이라는 yukti”라고 번역되어야 한다.23)

하지만 여기서 yukti는 upapattisādhana와 달리 그것이 뜻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다. 우선 인도 사상사에서 yukti는 tarka의 동의어로서 이성,

논리, 추론, 논리적·이성적 사유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아비달마에서 전승(āgama)과 함께 불교 교리에 대한

논의에서 쓰이는 두 가지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24) 이 맥락에서도

yukti가 주관적 의미에서 사용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upapattisādhanayukti를 제외한 ŚrBh의 세 가지 yukti에 대한 정의에서

yukti가 방법(yoga)과 수단(upāya)으로 풀이된다는 점은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증명을 뜻하는 upapattisādhana를 yukti와

며, SNSVy D141a1-2가 이를 지지한다고 말한다.
23) 유식학파의 문헌 중에서 MAVṬ만이 upapattisādhanayukti라는 복합어의 구
조를 분석하고 그 구성 요소의 의미를 풀이한다. 여기서 스티라마띠
(Sthiramati)는 이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을 제시한다. MAVṬ 128.24-129.5:
upapattis trirūpaliṅgaṃ sādhyapratipādanopāyatvāt. upapatteḥ sādhanam
upapattisādhanam, trirūpaliṅgākhyānaṃ tena tatpratipādanāt. yuktir upāyo
yena prayoganiyamena liṅgasya trairūpyam ākhyāyate. atha vopapattir
ananyathāsaṃbhavaḥ. sādhanayuktir avayavasaṃbandhaḥ,
upapattisādhanayuktir iti vigrahaḥ. atha vopapattir eva sādhanayuktir iti
vigrahaḥ. anyasādhanayuktibhyo vyavacchedārtham upapattigrahaṇam. “(1)
upapatti는 세 조건을 갖춘 표지이다. 왜냐하면 증명되어야 할 것을 알게 하
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upapattisādhana는 upapatti의 sādhana인데, 세 조건
을 갖춘 표지를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그것(증명되어야 할 것)
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yukti는 수단인데, 그 사용의 제한에 의해 표지가 세
조건을 갖추고 있음이 말해진다. 혹은 (2) upapatti는 그렇지 않을 수 없음이
다. sādhanayukti는 [논증식의] 요소들의 결합이다. [이것이]
upapttisādhanayukti의 분석이다. 혹은 (3) upapatti가 sādhanayukti라는 분석
이 있다. upapatti라는 용어의 사용은 다른 종류의 sādhanayukti와 구분하기
위함이다.”
이 세 가지 해석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는 upapattisādhanayukti가 네 가지
yukti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첫 번째 해석
은 upapatti를 증명이나 추론에 있어서의 근거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본문의
해석과 유사하지만, 아직 ŚrBh나 SNS가 저술되던 시기에는 도입되지 않았
던 표지 혹은 이유의 세 가지 조건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분석이라 할 수 없다. 스티라마띠의 분석에 대한 Steinkellner의 비판은
Steinkellner (1989), p. 18, n. 40 참조.

24) Cox (1995),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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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치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25) 하지만 나머지 세 가지

yukti의 정의에 따르면 yukti를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apekṣāyukti와 dharmatāyukti의 정의에서 apekṣā와 dharmatā는 yukti와

동치되는데,26) 이 경우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인과관계에서의 의존관

계와 존재자의 본질이 주관적이라 할 수 있는 논리나 논리적 사유와 동

일시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kāryakaraṇayukti가 이미 발생한 온

들에 각각의 작용이 할당되어 있는 것(viniyoga)이라고 정의된다는 점27)

또한 yukti를 주관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네 가지

yukti에서 yukti가 각각 다른 뜻을 가지고 있거나28) 세 가지 yukti들과

달리 주관적 영역과 관련되는 세 번째 yukti만이 다른 뜻을 가질 가능

성29)을 배제한다면, 여기서 yukti는 논리나 이성과 같은 주관적인 뜻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25) Steinkellner (1989)의 “Argumentation, die im Nachweis durch (besondere)
Argumente besteht”, Prets (1994)의 “the reasoning which consists in
proving on the basis of arguments”, Oberhammer 등(1991-2006)의 “Durch
Gründe erweisendes Denken des Zusammenhanges”, Eltschinger (2016)의
“a reasoning that proves by means of arguments”가 이에 부합하는 해석이
다.

26) ŚrBh 141.18-142.2: yā cotpattyapekṣā yā ca prajñaptyapekṣā sā yuktir
yoga upāyaḥ. “발생에서의 의존관계와 언어표현에서의 의존관계인 것이
yukti이고 방법이고 수단이다.” ŚrBh 143.12-13:　 yaiva cāsau dharmatā
saivātra yuktir yoga upāyaḥ. “그 법성인 것이 여기서 yukti이고 방법이고
수단이다.”

27) ŚrBh 142.3-5: kāryakaraṇayuktir katamā. yad utpannānāṃ skandhānāṃ
svena hetunā svena pratyayena tasmiṃs tasmin svakāryakaraṇe viniyogaḥ.
“kāryakaraṇayukti란 무엇인가? 각각의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한 온들에
각각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할당되어 있는 것이다.”

28) 사쿠마는 yukti를 “Stimmingkeit”로 번역하지만, 이것이 네 가지 경우에 서
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고 말하고, Maithrimurthi은 여기서 yukti가
다양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각각의 yukti를 다른 용어로 번역한
다. 그리고 최종남은 yukti의 번역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임시방편
으로 “Stimmigkeit”를 번역어로 취했다고 말한다. Sakuma (1990), vol. 2, p.
99, n. 596; Maithrimuthi (1999), p. 300; Choi (2003), p. 117, n. 323.

29) ŚrBh의 upapattisādhanayukti의 정의는 다른 세 가지와 다르게 yukti를
yoga와 upāya로 풀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요시미즈
(1996b; 134, n. 30)는 upapattisādhanayukti가 이 둘을 본래 함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표한다.



- 14 -

yukti가 인도의 사상적 전통 내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

에30) 유식학파에서 yukti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논리나 이성과 관련된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yukti가 그것의 정의를 제시하는 대목에서와 같이 탐구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와 함께 수단이나 방법, 근거를 나타내는 3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2격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은31)

이것을 단순히 탐구의 수단인 논리나 논리적 사유를 뜻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네 가지 yukti가 2격과 3격으로 사용됨에 따라 이것은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두 용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의미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사쿠마는 우선 yukti가 두 가지 의미

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2격의 경우 객관적인 의미를 가지

며, 3격의 경우 주관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한다. 또한 3격을 “im

Sinne von ...” 혹은 “unter dem Gesichtspunkt von ...”으로 이해할 경우

30) 이에 대해서는 Scherrer-Schaub (1981) 참조.
31) ŚrBh에서 yukti와 각각의 네 가지 yukti는 탐구(upa-pari-√īkṣ, pary-√eṣ
sam-anv-√eṣ)를 뜻하는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1) 3격으로 쓰이거나, 2)
2격으로 쓰이거나, 3) 둘을 혼용해서 쓰인다. 1) ŚrBh 141.7-10, 380.8-15. 　
２）ŚrBh　385.1-13, 386.12-387.4, 388.4-12, 442.4-443.4. ３）ŚrBh 369.8-20,
375.19-377.9.
Shukla의 산스크리트본에 따르면 ŚrBh 369.8-20에서 yukti와 apekṣāyukti는
2격, kāryakaraṇayukti, upapattisādhanayukti, dharmatāyukti는 3격으로 쓰인
다. 하지만 티벳역과 현장역이 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원문이
그와 같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티벳역에 따르면 dharmatāyukti
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2격으로 쓰이고, 현장역에 따르면 4가지 yukti와
별개로 yukti만이 2격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현장역의 경우 이 yukti를 네 가
지 yukti에서의 yukti와 다르게 道理가 아닌 理로 번역한다. 하지만 여기서
yukti는 분명하게 네 가지 yukti를 지칭하며, 현장은 네 가지 yukti가 2격으
로 쓰일 경우 yukti를 3격으로 번역하고, 그것 이외의 다른 목적어를 설정한
다. 현장이 네 가지 yukti를 탐구의 대상이 아닌 수단이나 방법으로 이해하
였기에 이러한 방식의 번역을 채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현장의 번
역은 원문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dharmatāyukti의 경
우 부정함(aśubhatā)을 탐구의 대상으로 언급하지만 다른 yukti들의 경우 대
상을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티벳역에서와 같이 본
래 2격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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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게 객관적인 의미에서 yukti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며,32) 이러

한 방식에 따라 네 가지 yukti를 번역한다.33) 요시미즈 또한 사쿠마가

제시한 yukti의 두 가지 용례에 따른 의미 구분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면

서 BoBh와 MAV를 제외한 문헌에서 네 가지 yukti가 주관적인 것일 수

없음을 밝히며, 이것을 현상의 기저에 놓인 원리나 법칙(Grund,

principle)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특정한 원리나 법칙이 탐

구의 대상뿐만 아니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yukti 또한 탐구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근거가 될 수 있다.34) 이와 같이

사쿠마와 요시미즈는 yukti의 두 가지 용례에 따라 그 뜻을 구분하지 않

는 반면, Oberhammer와 Deleanu는 yukti가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의미

를 모두 내포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Oberhammer는 yukti의 동의어인

yoga와 upāya가 각각 결합(Verbindung)과 수단(Mittel)을 뜻하며, 이에

따라 yukti가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2격,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3격으로

쓰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서술한다.35) 그리고 Deleanu는 yukti가 근거

(reason)와 이성적 사유(reasoning)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한다고 인

정하면서,36) 적어도 ŚrBh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말한다.37)

이와 같이 ŚrBh에서 yukti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에 따라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입장도 있지만, 실제로 원문을 엄밀하게 따져

32) Sakuma (1990), vol. 2, p. 100, n. 596.
33) Sakuma (1990), vol. 2, pp. 100-102.
34) Yoshimizu (1996a) 114-119, n. 85; Yoshimizu (1996b) pp. 128-143, 160;
Yoshimizu (2010), p. 140, n. 2.

35) Oberhammer et al. (2006), vol. 3, pp. 94f.
36) Nance(2007; 151)는 Delanu와 같은 방식으로 yukti의 두 가지 의미를 구분
한다. 그는 yukti를 reason에 대응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reason이 가지는
인식작용(cognitive operation)과 원리(principle)로서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Kapstein 또한 이러한 구분을 받
아들이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Kapstein(1988; 153)이 말하는 정신적인 측
면에서의 yukti는 인식작용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칸트의 인식의
선험적 조건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Nance는 Kapstein을 잘못 이해하
고 있다. Kapstein은 단지 원리 혹은 이유로서의 yukti가 객관뿐만 아니라
주관에도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37) Deleanu (2006), p. 495, n.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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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yukti가 주관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지지하는 대목은 찾을

수 없다. 앞서 서술했듯이 apekṣāyukti, kāryakaraṇayukti,

dharmatāyukti의 정의는 yukti가 객관적인 것임을 암시한다.

또한 yukti가 대상(artha), 사물(vastu), 특성(lakṣaṇa), 양상(pakṣa),

시간(kāla)과 함께 6가지 사태(vastu) 중 하나로서 언급된다는 점38)은 그

것이 객관에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여기서 여섯 가지 사태는

탐구의 대상으로서 특정한 대상이나 현상을 탐구할 때 고려해야 할 측면

이나 관점을 뜻한다. 이를테면, 시간을 탐구한다는 것은 특정한 현상이나

대상은 과거에는 어떠했고, 현재에는 어떠하고, 미래에는 어떠할 것인지

에 대해 밝히는 것이다.39) 따라서 6가지 사태를 탐구한다는 것은 그 사

태 자체를 탐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현상이나 대상이 이 6가지 사

태의 측면에서 어떠한지 탐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yukti 또한 다른 5

가지 사태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yukti의 동의어인 yoga와 upāya는 어떤 현상을 일어나게 하는

수단이자 방법을 뜻한다는 점에서40) yukti는 발생과 언어표현 등의 원인

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upapattisādhanayukti가 다른 세 yukti와 다르게 논리적인 측

면과 관련된다는 점, 단독으로 언급되기도 한다는 점, BoBh에서 주관적

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41)을 근거로 하여 이것이 증명 방법이나

논리적 사유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

에 따른다면 여기서 증명이나 사유의 대상은 앞서 나온 것처럼 불교 교

38) ŚrBh 368.10-13.
39) ŚrBh 368.14-20에서는 6가지 사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ŚrBh
370.11-377.9에서는 부정관(aśubhā)을 예시로 한 6가지 사태에 대한 탐구가
제시된다. 시간에 대한 예시는 ŚrBh 375.5-18를 참조.

40) yoga와 upāya에 대해서는 Eltschinger(2016; 567f., n. 12)의 해석을 참고하
였다. 그는 upapattisādhanayukti를 제외한 세 가지 yukti를 다음과 같이 표
현한다. “a given event x is the reason (yukti), device (yoga), means
(upāya) to occur”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는 yukti를 논리
적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요시미즈(1996b; 134)는 탐구의 대상을 이해할
때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바른 방법이자 방편이라고 말한다.

41) BoBh 37.22-38.1 이 구절의 해석에 대해서는 Yoshimizu (1996b), pp.
140-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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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이거나 혹은 일반적인 대상일 것이고 논증의 수단은 세 가지 바른 인

식 수단이어야 한다.42) 하지만 upapattisādhanayukti에 근거한 혹은 이에

대한 탐구은 바른 인식 수단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 특정

한 주제와 관련하여 지각과 추론이 성립할 수 있는지와 그에 대한 믿을

만한 전승이 있는지가 알려진다.43) 이것은 증명 방법을 수단으로 한 탐

구라기보다는 특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바른 인식 수단으로서의 증명 방

법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탐구이다. 따라서 ŚrBh에서 yukti는 증명 방법

이나 논리적 사유와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네 가지 yukti 중에서 yukti이 의미가 주관적인 것이 아

니라는 것을 밝혔지만, ŚrBh에 의거해서 이 yukti의 의미를 엄밀하게 확

정하고 이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번역어를 찾기는 어렵다. 그리고 유식학

파의 다른 문헌들은 이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지금

까지 제시된 번역어 중 사쿠마와 최종남이 제시한 정합성(Stimmigkeit)

과 요시미즈와 Kapstein이 제시한 원리(Grund, principle, reason)가

yukti를 주관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

며, 이 중 요시미즈와 Kapstein의 번역어가 어떤 현상의 수단이나 방법

이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의 번역어를 받아

들이고자 하며, 이에 따르면 upapattisādhanayukti는 “근거를 통한 증명

으로서의 원리”라고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42) 스티라마띠는 upapattisādhanayukti에 대해 서술하면서 불과 같은 일반적인
대상을 예시로 제시한다. MSAVBh D202a6-202b1. MSAVBh에서의
upapattisādhanayukti에 대해서는 Eltschinger (2016), pp. 570f. 참조.

43) ŚrBh 369.14-17: upapattisādhanayuktyā trīṇi pramāṇāni paryeṣate.
āptāgamam anumānaṃ pratyakṣaṃ ca. kim asti atrāptāgamo nāstīti kiṃ
pratyakṣam upalabhyate na veti, kim anumānena prayujyate na veti.
“upapattisādhanayukti에 근거하여 세 가지 바른 인식 수단, 즉 믿을 만한 자
의 전승, 추론, 지각에 대해 탐구한다. [이를테면,] ‘이에 대해 믿을 만한 자의
전승이 있는가, 없는가?’, ‘직접 인식되는가, 아닌가?’, ‘추론에 적합한가, 아닌
가?’” 앞서 각주 3에서 언급된 네 가지 yukti를 적용하는 사례들에서도
upapattisādhanayukti에 근거한 혹은 이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세 가지 바른
인식 수단에 대한 것이 알려진다고 서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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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해심밀경에서의 upapattisādhanayukti의 정의

ŚrBh에서 upapattisādhanayukti가 불교 교리를 바른 인식 수단을 통

해 증명하고 탐구하는 것으로 정의된 것과 마찬가지로 SNS에서도

upapattisādhanayukti는 증명과 관련된 것으로 정의된다. 그 정의는 다음

과 같다.

so so'i shes pa dang/ bshad pa dang/ smras pa'i don sgrub pa

dang/ legs par khong du chud par bya ba'i rgyu gang dag yin

pa dang/ rkyen gang dag yin pa de ni 'thad pas sgrub pa'i

rigs pa yin no//44)

주장되고(so so’i shes pa), 설명되고(bshad pa), 설해진(smras pa)

대상을 증명하게 하고 잘 이해시키는 원인과 조건이 근거를 통한

증명의 원리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upapattisādhanayukti는 어떤 대상을 남에게 증명

하고 잘 이해하게 하는 원인이자 조건이다. ŚrBh에서 증명의 대상이 불

교 교리였다면, SNS에서 증명의 대상은 주장되고, 설명되고, 설해진 대

상이다. 하지만 여기서 so so’i shes pa, bshad pa, smras pa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

능하다. 우선 Steinkellner와 요시미즈는 이를 “die Gegenstände, die

man jeweils erkannt hat (so so’i shes pa), die (einem) erklärt (bshad

pa) und verkündigt worden sind (smras pa)”, “the objects that are

known, explained and stated”라고 번역하여 티벳역을 문자 그대로 번역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다.45) 반면 카지야

마는 SNSVy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세 가지를 지각, 추론, 믿을

44) SNS 155.23-25.
45) Steinkellner (1989), p. 16; Yoshimizu (2010) p. 142; Yoshimizu (1996a), p.
115; Yoshimizu (1996b),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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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자의 전승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한다.46) 하지만 한역들에 따르면,

so so’i shes pa, bshad pa, smras pa의 산스크리트 원문은 바른 인식

수단을 지칭하는 것일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의 대상은 세 가지가 아닌

하나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ŚrBh에서와 같이 불교

교리이다.

한역들을 대조해 본다면, 첫 번째로 so so’i shes pa의 원문은

pratijñā 혹은 pratijñāta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구나바드라, 보리유지, 현

장은 so so’i shes pa에 대응하는 산스크리트어를 각각 宗, 知, 所立으로

번역한다. 여기서 宗, 所立은 sādhya, pakṣa, pratijñā의 번역어이며, 知는

그 원어가 √jñā에서 파생된 단어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은 pratijñā

나 pratijñāta의 번역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so so’i shes pa에서

각각을 뜻하는 so so’i는 prati에, 인식을 뜻하는 shes pa는 jñā에 대응한

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pratijñā는 티벳역과도 잘 부합한다. 또한 mDo

btus pa에서 인용하는 SNS의 정의와 그에 대한 주석에서 so so’i shes

pa 대신에 dam bcas나 dam bcas ba가 나온다는 점도 이러한 추정을 지

지한다.47)

일반적으로 pratijñā는 증명되어야 할 대상을 드러내는 주장이나 명

제 혹은 증명되어야 할 대상 자체를 뜻하며,48) 증명에서 사용되는 논증

46) Kajiyama (1984), pp. 55, 99, n. 39. SNSVy D141a2-3: de la tshad ma
gsum po mngon sum dang rjes su dpag pa dang yid ches pa'i lung gi
don ni/ so so'i shes pa'i don dang/ bshad pa['i don]1 dang/ smras pa'i
don ces bya ba dang/ go rims bzhin du sbyar te/ de dag kyang mngon
sum gyi don dang lkog tu gyur pa'i don dang/ shin tu lkog tu gyur pa'i
don dang/ go rims bzhin no// “여기서 지각, 추론, 믿을 만한 자의 전승이
라는 세 가지 바른 인식 수단의 대상은 개별적으로 인식된(so so'i shes pa)
대상, 설명된(bshad pa) 대상, 설해진(smras pa) 대상이라고 하는 것과 순서
대로 연결된다. 이것들은 또한 지각 가능한(pratyakṣa) 대상, 지각 불가능
(parokṣa) 대상, 완전히 지각 불가능한(atyantaparokṣa) 대상과 순서대로 일
치한다.” 1 (원문에는 빠져있으나, 앞뒤로 나오는 so so'i shes pa와 smras
pa의 서술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47) mDo btus pa D178b3-4.
48) CaS Vimānasthāna 8.30 atha pratijñā - pratijñā nāma sādhyavacanam
yathā nityaḥ puruṣa iti. “주장 – 주장이란 증명되어야 할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영혼은 영원하다’라는 것과 같다.” NS 1.1.33 sādhyanirdeś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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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첫 번째 요소를 지칭하기도 한다.49) 그리고 pratijñā는 그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이 될 만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디그나

가 이래로 논증식을 통한 증명이 추론의 한 종류로서 추론의 대상을 증

명하는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추론의 대상과 증명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

게 되었고, 증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당연한 것도 추론의 대상이라는 이

유에서 증명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디그나가 이전의 문헌에서

는 직접적으로 논증식을 통한 증명을 추론과 결부시키는 서술은 찾을 수

없으며, 모두가 동의할 만한 것은 증명의 대상으로 나오지 않는다.50) 연

기를 통해 저 산에 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증명의 전형적인 예

로 알려져 왔지만, CaS를 비롯한 초기 논리학 문헌에서는 이와 같이 논

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증명의 예로서 등장하는 사례는 없으며, 증명은

소리의 무상성이나 영혼(puruṣa, ātman)의 영원함과 같이 그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증명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논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에 그 대상은 상반된 입장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51)

NBh에 따르면 증명에 있어서 논란이 될 만한 대상은 논쟁의 참여

자가 스스로 깨우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

이다. 밧챠야나(Vātsyāyana)는 논증식의 다섯 가지 요소와 네 가지 바른

인식 수단을 대응시키면서,52) pratijñā를 전승(āgama)이라고 하거나 혹은

pratijñā. “주장은 증명되어야 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cf. HV 3.21; AS
105.5; NBh 31.6-7.

49) 일반적으로 pratijñā가 논증식과 관련된 맥락에서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것
이 논증식의 요소인 것만은 아니다. 강성용(2007; 12-16)은 논증식 안에서의
pratijñā를 “Behauptung”, 논증식 밖에서의 pratijñā를 “These”라고 번역하면
서 pratijñā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50) 추론과 증명의 구분에 대해서는 Ruben (1928), p. 178, n. 77; Frauwallner
(1933) pp. 298f.; Franco (1990), pp. 201-203; Kang (2007), pp. 6-8 참조. 여
기서 Franco는 Frauwallner의 주장을 받아들여 바수반두에 의해 증명이 추
론과 일치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51) Franco(1990; 202)는 추론과 논증식을 통한 증명을 구분하면서, 추론은 본래
논증식의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서 모두가 알 만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증명
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한다.

52) NBh 4.14-16, 34.19-35.4. Vātsyāyana는 마지막 nigamana를 제외한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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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śabda)을 대상(viṣaya)으로 한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pratijñā는 다

른 사람이 말한 것, 그중에서도 전승에 속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소리의 무상성 등 초기 논리학 문헌에서 증명의 대상으로 제시

된 예들 또한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전승을 통해 알게 된 것에 해당한다

는 점에서 pratijñā가 전승에 나오는 내용을 증명의 대상으로 드러낸다고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NBh의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SNS에서 pratijñā 혹은 pratijñāta의 대상은 수행자가 들은 불교 교리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bshad pa와 smras pa의 경우 so so’i shes pa와는 다르게

한역을 비교하더라도 그 원문을 찾고 의미를 밝혀내기 어렵다. 하지만

한역을 통해 이 두 가지의 대상 또한 so so’i shes pa와 마찬가지로 스

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닌 남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을 뜻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 구나바드라는 說과 受, 보리유

지는 說과 示, 현장은 所說과 所票로 번역한다. bshad pa의 원어에 대해

한역자들은 공통적으로 說이라는 번역어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53) 이

것의 대상은 추론을 통해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가르친 것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smras pa에 대응하는 한문

번역어들은 서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들 또한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제시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so so’i shes pa, bshad pa,

smras pa의 대상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 즉 불교 교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ŚrBh의 정의와 함께 뒤에 나올 청정한 특성에서

무상성, 괴로움, 무아성이 증명의 대상으로서 제시된 것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SNS는 upapattisādhanayukti를 불교 교리를 증명하는 것

의 원인과 조건으로 정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SNS의

upapattisādhanayukti는 증명이 불교 교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ŚrBh

와 일치하지만, 증명이 아니라 증명의 원인과 조건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지 논증식의 요소(pratijñā, hetu, udāharaṇa, upanaya)를 순서대로 네 가지
바른 인식 수단(śabda, anumāna, pratyakṣa, upamāna)과 대응시킨다.

53) mDo btus pa에서도 bshad pa의 자리에 가르치다는 뜻을 가진 “bstan”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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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SNS는 처음 세 가지 yukti를 발생과 언어표현, 작용, 증명

의 원인과 조건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yukti를 원인과 조건으로 풀이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서 yukti를 yoga와 upāya로 풀이한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upapattisādhanayukti가 6격 tatpuruṣa 복합어로서 증

명으로서의 원인과 조건이 아니라 증명의 원인과 조건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SNS에서 upapattisādhanayukti는 불교 교리에

대한 증명의 원인과 조건으로 정의되며, 그것은 “근거를 통한 증명의 원

리”라고 번역될 수 있다. 하지만 apekṣāyuki와 관련해서는 ŚrBh에 따라

apekṣā가 모든 조건지어진 것들의 발생과 언어표현의 원인과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여기서 증명의 원인과 조건이 무엇을 지칭하는 지

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SNSṬ에서 원측은 원인

과 조건이 주장했을 때 이유와 예시에 의존하는 것과 세 가지 바른 인식

수단이라는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한다.54)

54) 원측은 upapattisādhanayukti의 정의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한다.
SNSṬ D138b2-7: 'di ni dang po'i mdo'i tshig 'di la yang bshad pa rnam
pa gnyis yod de/ kha cig na re de la rgyu gang dag dang rkyen gang
dag gis zhes bya ba ni 'di lta ste/ dam bcas pa'i tshe gtan tshigs dang/
dpe la ltos pa gang yin pa de ni rgyu dang rkyen zhes bya'o// dam bcas
pa zhes bya ba ni/ dam bcas pa'i gzhung gi don rnam par gzhag pa
gang yin pa'o// bshad pa zhes bya ba ni sgrub pa'i don gyi khungs
smos pa'o// 1don bsgrub pa zhes bya ba ni gong ma'i dam bcas pa de
rnam par bshad pa'o// yang dag par khong du chud par byed pa zhes
bya ba ni gong ma'i bshad pa dang/ smos pa'i don rnam par bshad nas/
yang dag par khong du chud par byed pa'o zhe'o// “첫 번째 경전(SNS)의
구절에도 두 가지 설명이 있다. (1)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원인과 조
건인 것이라는 것이란 즉, 주장할 때 이유와 예시에 의존하는 것이 원인과
조건인 것이다. 주장이란, 주장하는 문헌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다. 설명이
란 증명의 대상의 근거를 말하는 것이다. 대상을 증명하는 것이란, 이전의 그
주장을 설명하는 것이다. 잘 이해하게 하는 것이란, 이전의 설명과 증언의 뜻
을 설명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게 하는 것이라 한다.” 1 (여기서 smos pa를
논증식의 세 번재 요소인 예시와 결부시켜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으
로 보이나, 원문에는 빠져있다.)
kha cig na re rgyu gang dag dang/ rkyen gang dag ces bya ba ni tshad
ma rnam pa gsum mo// dam bcas pa dang/ bshad pa dang/ smos pa'i
don zhes bya ba ni don gcig go// de la bye brag yod pa yang tshad ma



- 23 -

2.2 upapattisādhanayukti의 두 가지 특성

upapattisādhanayukti에서 증명이 불교 교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에서 이것은 해석학(hermeneutics)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SNS는 이것의 청정한 것과 청정하지 않은 특성들을 설명하면서 당대의

논리학적 개념들을 도입함에 따라 논리학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준

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되는 불교 교리의 증명의 사례들은 논리학에 근

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SNS가 논리학에 기반한 해석학을 제시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SNS의 논리학적 측면에 대해 카지야마는 SNS의

upapattisādhanayukti에 대한 서술을 번역하면서 두 종류의 특성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고, 그의 해석을 비판하면서 요시미즈가 재해석을 시도

하였다.55) 하지만 청정한 특성에 대한 이 두 학자의 해석은 SNS의 역사

적 맥락을 무시한 채 후대의 불교 논리학에 의지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

고 있다. 그리고 청정하지 않은 특성에 대해 카지야마는 다르마끼르띠

이후의 논리학에 근거하고 있는 SNSVy에만 의지하고 있으며, 요시미즈

는 HV의 유사성(sārūpya)과 차이성(vairūpya), 추론에 대한 설명을 참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해석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에 그치고 만

다. 따라서 upapattisādhanayukti의 특성들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할 필

gsum rnam par gzhag par nus pa la ltos pa gang yin pa de ni dam bcas
pa zhes bya'o// ston par byed pa'i bstan pa la ltos pa gang yin pa de ni
bshad pa zhes bya'o// rgya cher bshad pa la ltos pa gang yin pa de ni
smos pa zhes bya'o// rgyu dang rkyen de dam bcas pa'i don gang yin
pa bsgrubs nas/ gzhan dag gi mi rtag pa nyid du dam bcas pa ste/ yang
dag par khong du chud par byed pa'o zhe'o// “(2) 어떤 자가 말하기를, 원
인과 조건인 것이란 세 가지 바른 인식 수단이다. 주장과 설명과 증언의 대
상이란 같은 대상이다.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 세 가지 바른 인식 수단을 확
립할 수 있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주장이다.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 설명이다.
상세한 설명에 의존하는 것이 증언이다. 그 원인과 조건이 주장의 대상인 것
을 증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상성을 주장하고 잘 이해시킨다.”

55) upapattisādhanayukti의 특성들에 대해 처음으로 다룬 것은 우이(宇井伯壽)
(1944; 117f.)이지만, 그는 단지 청정한 특성들을 바른 인식 수단들과 관련하
여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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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으며, 본고에서는 SNS의 주석인 SNSṬ, SNSVy, mDo btus pa

뿐만 아니라 초기 논리학 문헌들을 함께 참고하여 이들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2.2.1 다섯 가지 청정한 특성

upapattisādhanayukti는 그것의 청정한 특성으로 인해 청정, 즉 타당

해진다.56) 따라서 이 특성은 타당한 증명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 할 수

있다. SNS는 이 청정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열거한다.

(a) tatpratyakṣopalabdhilakṣaṇa (de mngon sum du dmigs pa'i

mtshan nyid, 그것을 직접 인식한다는 특성)

(b) tadāśrityapratyakṣopalabdhilakṣaṇa (de la gnas pa mngon

sum du dmigs pa'i mtshan nyid, 그것에 의지하는 것을 직접

인식한다는 특성)

(c) svajātīyadṛṣṭāntopasaṁhāralakṣaṇa (rang gi rigs kyi dpe nye

bar sbyar ba'i mtshan nyid, 자기 종류의 예를 든다는 특성)

(d) pariṇiṣpannalakṣaṇa (yongs su grub pa'i mtshan nyid, 완전

하다는 특성)

(e) suviśuddhāgamopadeśalakṣaṇa (lung shin tu rnam par dag

pa gtan la phab par bstan pa'i mtshan nyid, 매우 청정한 전

승을 가르친다는 특성)57)

56) SNS 157,30-32: de ltar 'thad pa'i grub pa'i rigs pa de ni mngon sum
gyi tshad ma dang/ rjes su dpag pa'i tshad ma dang/ yid ches pa'i lung
gi tshad mas mtshan nyid lnga po dag gis yongs su dag pa yin no// “이
에 따라 이 근거를 통한 증명의 원리는 지각, 추론, 믿을 만한 자의 전승에
근거하여 다섯 가지 특성에 의해 청정하다.”

57) MVy 4391-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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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섯 가지 특성에 대해 카지야마와 요시미즈는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우선 카지야마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특성이 주장, 이

유, 예시라는 추론으로서의 논증식의 세 가지 요소를, 네 번째는 논증식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됨을, 다섯 번째는 논증식의 일부로서의 믿을 만

한 자의 전승을 말한다고 보았다.58) 이에 반해 요시미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다섯 번째 특성이 지각, 추론, 믿을 만한 자의 전승에 대응하고, 세

번째 특성은 추론에서 사용되는 유사한 예(sādharmyadṛṣṭānta)에 대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네 번째 특성은 앞의 처음 세 가지 특성이 완

전함, 다시 말해 그들이 증명되어야 할 것에 대해 결정적임을 뜻한다고

보았다.59)

이 두 학자와 마찬가지로 SNS의 세 가지 주석 또한 논리학적 개념

을 사용하여 청정한 특성들을 풀이하는데,60) 이 중 어느 것도 카지야마

와 같은 방식으로 청정한 특성을 논증식에 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요시미즈와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

째 특성을 각각 지각, 추론, 믿을 만한 자의 전승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

며, 네 번째 특성 또한 처음 세 가지 특성의 완전함을 뜻하는 것으로 설

명한다. 하지만 세 번째 특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61) 세

주석 모두 세 번째 특성이 증명의 대상과 관련된 예를 제시한다는 점에

서는 일치하지만, SNSṬ62)와 SNSVy63)는 이것이 추론에 속한다고 보는

58) Kajiyama (1984), pp. 58-61.
59) Yoshimizu (1996a), pp. 120-124, n. 92; Yoshimizu (1996b), pp. 143-164;
Yoshimizu (2010), pp. 148-150.

60) SNSṬ D139a6-148b3; SNSVy D143b1-158a2; bKa’ yang dag pa’i tshad
ma D182b1-192b4.

61) 현양성교론에서는 다섯 가지 특성을 각각 지각, 추론, 예시, 성취, 믿을 만
한 자의 전승에 대응시킨다. 현양성교론 T582c12-14: 如是於證成道理中。

由現量故。由比量故。譬喻故。成就故。至教量故。由此五相名為清淨。“이처럼
근거를 통한 증명의 원리에서 지각, 추론, 비유, 예시, 성취, 믿을 만한 자의
전승으로 인한 다섯 가지 특성 때문에 청정하다고 말한다.”

62) SNSṬ 141b5-142a5, 148a7-148b1에서 원측은 청정한 특성을 바른 인식 수
단과 연결시키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특성을 추론에 속한다고 말한
다. 하지만 그는 세 번째 특성을 설명할 때 이를 두 번째 특성에 종속된 것
으로 서술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원측이 예를 드는 것을 추론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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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mDo btus pa는 이것을 지각의 대상과 추론의 대상 모두와 연관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것은 예시의 특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 증명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이를 하나의 독립적인 증명 방법으로 간

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4)

이처럼 카지야마와 요시미즈뿐만 아니라 세 주석 또한 청정한 특성

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세 번째 특성에 있어서

입장이 갈라지는데, 이는 예를 제시하는 증명 방법이 독립적으로 사용되

기도 하면서도 논증식이나 추론의 일부로서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SNS가 제시하는 사례들이 논리학에서의 일반적인 예의 용례

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점에 유의하면서

SNS에서의 청정한 특성에 대한 서술을 번역한 후, 이에 대한 해석을 제

시하고자 한다.

(a’) 여기서 모든 조건지어진 것(*saṃskāra)들의 무상성과 모든 조

건지어진 것들의 괴로움과 모든 법(*dharma)들의 무아성을 세간에

서 직접 인식하는 것과 그러한 종류의 것(*evaṃbhāgīya)이 그것을

직접 인식한다는 특성이다.

(b’) 모든 조건지어진 것들의 찰나성과 다른 세상(*paraloka)의 존

재함과 선업과 불선업이 소멸하지 않음에 의지하는 거친 무상성을

직접 인식하는 것과 다양한 업에 의존하는 다양한 중생을 직접 인

식하는 것과 선업이나 불선업에 의존하는 즐겁거나 괴로운 중생을

직접 인식하는 것과 그에 의해 지각되지 않는 것이 추론되는 것과

그러한 종류의 것이 그것에 의지하는 것을 직접 인식한다는 특성

이다.

(c’) 내적이거나 외적인 조건지어진 것들 중에서 모든 세상에 잘

알려진 생(生)과 사(死)의 인식을 드는 것과 생 등의 괴로움의 인

식을 드는 것과 자재력이 없음의 인식을 드는 것과 외적인 것들

속한 일부가 아니라 추론의 일종으로 간주했다고 볼 수도 있다.
63) SNSVy D153a1-155b5.
64) mDo btus pa D187b1-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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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모든 세상에 잘 알려진 성공과 실패의 인식을 드는 것과

그러한 종류의 것이 자기 종류의 예를 든다는 특성이라고 알아야

한다.

(d’) 이처럼 그것을 직접 인식한다는 특성과 그것에 의지하는 것을

직접 인식한다는 특성과 자기 종류의 예를 든다는 특성이 증명되

어야 할 것(*sādhya)에 대해 결정적이기(*ekāntika) 때문에 완전하

다는 특성이 알려져야 한다.

(e’) 만쥬슈리여! 일체지자가 말한 것, 즉 “열반은 적정하다”라는

것과 그러한 종류의 것이 매우 청정한 전승을 가르친다는 특성이

라고 알아야 한다.65)

65) SNS 156.6-36: (a') de la 'du byed thams cad mi rtag pa nyid dang/ 'du
byed thams cad sdug sngal ba nyid dang/ chos thams cad bdag med pa
nyid 'jig rten na mngon sum du dmigs pa dang/ de lta bu dang mthun
pa gang yin pa de ni de mngon sum du dmigs pa'i mtshan nyid yin no//
(b') 'du byed thams cad skad cig pa nyid dang/ 'jig rten pha rol yod pa
nyid dang/ las dge ba dang/ mi dge ba chud mi za ba de la gnas pa'i
mi rtag pa rags pa nyid mngon sum du dmigs pa gang yin pa dang/
sems can sna tshogs las sna tshogs la gnas pa mngon sum du dmigs pa
gang yin pa dang/ sems can bde ba dang sdug sngal ba las dge ba dang
mi dge ba la gnas pa mngon sum du dmigs pa gang yin pa dang/ gang
gis mngon sum du ma gyur pa la rjes su dpag par bya ba dang/ de lta
bu dang mthun pa gang yin pa de ni de la gnas pa mngon sum du
dmigs pa'i mtshan nyid yin no// (c') nang dang phyi rol gyi 'du byed
rnams la 'jig rten thams cad la grags pa'i 'chi 'pho dang skye ba dmigs
pa'i nye bar sbyar ba dang/ skye ba la sogs pa'i sdug sngal dmigs pa
nye bar sbyar ba dang/ rang dbang med pa'i dmigs pa nye bar sbyar ba
dang/ phyi rol dag na'ang 'jig rten thams cad la grags pa'i 'byor pa
dang/ rgud pa dmigs pa nye bar sbyar ba dang/ de lta bu dang mthun
pa gang yin pa de ni rang gi rigs kyi dpe nye bar sbyar ba'i mtshan
nyid yin par rig par bya'o// (d') de ltar de mngon sum du dmigs pa'i
mtshan nyid dang/ de la gnas pa mngon sum du dmigs pa'i mtshan nyid
dang/ rang gi rigs kyi dpe nye bar sbyar ba'i mtshan nyid gang yin pa
de ni grub par bya ba la gcig du nges pa'i phyir yongs su grub pa'i
mtshan nyid yin par rig par bya'o// (e') 'jam dpal gtan la dbab par
bstan pa thams cad mkhyen pas gsungs pa 'di lta ste/ mya ngan las
'das pa ni zhi ba'o zhes bya ba dang/ de lta bu dang mthun pa gang yin
pa de ni lung shin tu rnam par dag pa gtan la phab par bstan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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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5가지 특성에 대한 SNS의 서술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하자

면, 우선 첫 번째 특성인 tatpratyakṣopalabdhilakṣaṇa은 지각에 대한 것

으로 보이며, 여기서 tat은 증명의 대상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upalabdhi는 지각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식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지

각이나 지각의 대상을 뜻하는 pratyakṣa와 함께 쓰인다는 점에서66)

pratyakṣopalabdhi는 지각으로서의 인식, 지각의 대상에 대한 인식, 직접

적인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지각을 지칭하며, 이에 따

라 첫 번째 특성은 지각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카지야마는 첫 번째 특성이 추론에 속하는 논증식에서의 첫 번째 요

소인 주장에 대한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 또한 이것이 지각과 관련됨

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는 첫 번째 특성이 주장에서 증명의 주제

(dharmin)가 지각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고, 이것이 완전히

지각 불가능한 것(viparokṣa)은 추론의 대상일 수 없다고 하는 다르마끼

르띠의 이론과 상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첫 번째 특성에 대한 설명인

(a’)에서는 주장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앞서 2.1.2에서

도 말했듯이 바수반두 이전 초기 논리학에서 논증식을 통한 증명은 추론

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었고,67)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자명한 것은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논쟁 전통에 속한 문헌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는 CaS Vimānasthāna 8.30-31에서부터 증명은 영혼은 영

원하다는 것과 같이 지각이 불가능한 것을 예로 들고 있으며, UH 3장에

서도 열반이나 자아가 잘못된 증명에 있어서 주제로 다루어지기는 하지

만 그들이 지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특성은 논증식의 주제가 아니라 증명의 수단으로서의 지각에 대한

mtshan nyid yin par rig par bya'o//
66) 일반적으로 pratyakṣa는 바른 인식 수단 혹은 그 결과로서의 지각을 뜻하지
만, HV와 AS에서 이것은 지각의 대상으로 정의된다. 이에 대해서는
Schmithausen (1972) 참조.

67) 디그나가에 의해 증명이 추론의 일종으로 규정되는 것과 달리 초기 논쟁
전통에서는 추론은 논증식의 두 번째 요소인 이유에 속하거나 이유가 의지하
는 것으로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CaS Vimānasthāna 8.33; HV 3.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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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a’)에 따르면 SNS의 지각은 인도의 논리학과 인식론에서

말하는 바른 인식 수단으로서의 지각과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지

각은 눈 등의 감각기관(indriya)과 마음(manas)이나 영혼(ātman)과 같은

내적기관을 통해 외적이거나 내적인 대상을 포착하는 가장 직접적인 인

식을 말한다. 이 지각이 단순한 감각자료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그

이후에 받아들인 감각 자료들을 연결시키거나 개념을 가지고 인식된 것

에 대해 “그것은 무엇이다”라는 식으로 파악하는 지각판단까지를 포함하

는가에 대해서는 학파마다 이견이 있지만,68)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각이

개인의 감각기관과 내적기관의 활동 영역 안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고 본다. 하지만 (a’)에서 지각의 대상으로 언급된 모든 조건지어진 것들

의 무상성, 모든 조건지어진 것들의 괴로움, 모든 법들의 무아성은 조건

지어진 것과 법에 있어서 지각 불가능한 것들이 존재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한 개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지각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세간에서('jig rten na)라는 말로 인해

여기서 지각은 수행자의 지각(yogipratyakṣa)을 지칭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무상성,69) 괴로움, 무아성에 대한 인식은 지각이라기보다는 바닷물

한 방울의 짠맛을 본 후에 바다 전체가 짜다고 인식하는 것과 같은 방식

68) 지각에서의 개념과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는 Matilal (1986), Chapter 10;
Chadha (2016) 참조.

69) ŚrBh 471.8-485.5에서도 지각을 통한 무상성에 대한 탐구가 다루어진다. 이
에 따르면 일반적인 수행자는 모든 조건지어진 것들의 무상성을 곧바로 인식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우선 붓다가 신성하고 청정하고 초월적인 눈을 통해
직접 경험한 무상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전승을 통해 모든 조건지어진 것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 그 이후 그는 지각과 추론을 통해 이 무상성에 대해 탐
구하는데, 여기서 탐구의 대상이 되는 무상성은 특정한 한 측면에서의 무상
성을 말하며, 지각의 경우에는 변화의 측면(vipariṇāmākāra)에서의 무상성이
탐구된다. 그리고 이 탐구에 있어서 지각되는 것은 모든 조건지어진 것의 무
상성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의 변화이며, 수행자는 이 지각의 내용을 나머지
대상들에도 보편화하여 모든 조건지어진 것이 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ŚrBh는 SNS와 달리 모든 조건지어진 것의 무상성을 직접 인식한
다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인도 논리학과 인식론에서 사용되는 지각의 일반적
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설명은 Yaita (1989b), pp. 79-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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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론70)에 가까워 보인다.71) 따라서 SNS의 지각을 1차적인 감각지각

을 뒤따르는 개념적 판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거나, 모든 조건지어진

것의 무상성 등을 추론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상의 무상성을 지각하는 것

에 의거하거나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점에서 이 추론 또한 지각으로 부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72) 이 두 번째 가능성에 따르면 여

기서 지각은 비유적 표현(upacāra)으로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73)

다음으로 두 번째 특성인 tadāśrityapratyakṣopalabdhilakṣaṇa는 추

론에 대한 것이다. NBh에서 추론과 이유를 대응시키는 것에서 알 수 있

듯이 그 둘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유는 증명에서 사용되는 논

증식의 일부라는 점에서 주장의 근거를 밝혀 남에게 인식을 불러일으키

는 것이고, 추론은 바른 인식 수단 중 하나라는 점에서 자신에게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두 번째 특성이 인

식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첫 번째 특성이 논증식의 주장이 아닌

70) UH T25b13-15. 이러한 방식의 추론을 UH는 śeṣavat(後比)이라고 부른다.
UH에서 추론은 pūrvavat(前比), śeṣavat, sāmānyato dṛṣṭam(同比) 이 세 가
지로 구분되며, 이러한 방식의 구분은 NS 1.1.5에서도 나온다. 그리고 이에
대해 밧챠야나는 NBh 12.7-19에서 두 가지 방식의 해석을 제시한다. 이 세
가지 추론을 Oberhammer(1966)는 CaS Sūtrasthāna 11.21-22에서 나오는 시
간에 따른 구분과 대응시키며, 이러한 해석은 Wezler(1969)에 의해 비판받는
다.

71) 카지야마(1984, p. 59)는 “모든 조건지어진 것은 무상하다”라고 인식하는 것
을 지각판단으로 간주하여, 이것을 지각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지만.
이러한 인식은 단순히 주어진 감각자료들과 그에 대한 개념들을 연결하는 것
을 넘어서 지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앎에 이른다는 점에서 지각판단이라기
보다는 개념적 판단, 즉 추론이라고 보아야 한다. Yoshimizu(1996b, p. 149)
또한 마찬가지로 디그나가가 지각을 분별이 없는 것(kalpanāpoḍha)으로 정의
하기 이전의 시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SNS에서 무상성과 같은 보편적인
속성을 지각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한다.

72) SNSṬ D139b6-140b7에서 원측은 여기서 등장하는 지각은 보편상
(sāmānyalakṣaṇa)을 수반하기에 올바른 지각이 아니라 세간에서의 지각이며,
이를 지각이라 부르는 것은 가설(prajñapti / upacāra)일 뿐이라고 말한다.

73) 어떤 말이 본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해야 하지만, 그 대상이 아니라 그와 관
련된 다른 것을 지칭할 때 이를 upacāra라고 한다. 예를 들어 gaṅgā는 갠지
스강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소가 갠지스강에서 돌아다닌다고 할 때 ‘갠지스
강’은 갠지스강이 아니라 강변을 지칭한다. 이에 대해서는 NS 2.2.62; NBh
130.12-1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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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인식 수단으로서의 지각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번

째 특성은 이유보다는 추론에 가까워 보인다.

인도 논리학에서 추론은 일반적으로 표지(liṅga)를 보고 지각되지 않

은 표지를 가진 것(liṅgin)을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74) 여기서 표지와 표

지를 가진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sambandha)에 있으며, 표지는 표지를

가진 것이 있을 때 존재하기 때문에 표지를 가진 것이 지각되지 않더라

도 표지의 존재로부터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

은 추론을 하는 자가 추론하기 전부터 그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가

능하다.75) 이에 따라 tadāśrityapratyakṣopalabdhi를 풀이한다면, tat은 추

론의 대상이 되는 표지를 가진 것, āśritya는 표지와 표지를 가진 것 사

이의 관계, tadāśritya는 표지를 가진 것에 의지하는 표지,

pratyakṣopalabdhi는 앞서 말했듯이 지각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것은 표

지를 가진 것에 의지하는 표지를 지각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추론을

지각되지 않은 표지를 가진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이것은

추론의 과정의 일부에 해당하지만, Vādavidhi(이하 VV)에 나오는 바수

반두의 정의를 따른다면 추론 그 자체를 지칭할 수도 있다.76)

이에 따라 두 번째 특성이 추론에 대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설명인

(b’)는 추론의 예를 제시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나오는 예는 세 가지로,

거친 무상성으로부터 찰나성을, 다양한 업에 의지하는 다양한 중생으로

부터 다른 세계의 존재를, 선하거나 선하지 않은 업에 의지하는 즐거워

하나 괴로워 하는 중생으로부터 선하거나 선하지 않은 업이 소멸하지 않

음을 추론하는 것이다. (b’)에서는 단순히 인식되는 표지로부터 인식되지

않은 표지를 가진 것을 추론한다고만 언급되기에, 이 예들에 설명을 덧

붙인다면, 우선 첫 번째 예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생성과 소멸, 변화

에 해당하는 거친 무상성은 찰나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기

74) HV 3.27에서 추론은 지각과 마찬가지로 추론의 대상으로 정의된다. 여러
문헌에서의 추론에 대한 정의는 Akamatsu (2010) 참조.

75) NBh 12.4-6; 30 참조.
76) VV Fragment 2: nāntarīyakārthadharmadarśanaṃ tadvido 'numānam. “추
론은 그것을 아는 자가 [표지를 가진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것(표지)을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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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로부터 찰나성을 추론할 수 있다. 어떤 것에서 다른 것으로 변

화한다는 것은 전자가 소멸하고 후자가 생성되는 것을 말하는데, 생성에

는 원인이 있지만 소멸에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지속하는 것은 계속 지

속할 수밖에 없고 오직 매 순간 생성되고 소멸하는 것만이 소멸할 수 있

다. 따라서 찰나적인 것만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거친 무상성은 찰나

성을 전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추론이 가능하다.77) 다음으

로 두 번째 추론은 현생에서 계급이나 외모 등이 선천적으로 차이가 있

고 유사한 업을 쌓음에도 불구하고 수명이나 성취와 같은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은 현생의 업에 의거해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전생의 업이

있고, 이에 따라 전생 또한 존재한다고78) 인식하는 것이고,79) 세 번째

추론은 어떤 자가 현재 괴롭거나 즐거운 것이 과거에 그가 선하거나 선

하지 않은 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업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 업이 행위 이후에 즐겁거나 괴로운 결과를 산출할 때까지 소멸하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증명되는 대상은 (a’)나 (b’)와는

달리 찰나성, 다른 세계의 존재, 업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지만, 찰나성이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무상성인 것처럼 다른 세계의 존재와 업이 소멸하지

않는 것 또한 지각 불가능한 괴로움과 무아성으로 보아 결국에는 무상

성, 괴로움, 무아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80)

다섯 가지 청정한 특성 중에서 세 번째 특성인

svajātīyadṛṣṭāntopasaṁhāralakṣaṇa는 그것이 논리학적 개념 중 어디에

대응하고 증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있어서 가장 불분명하다.

77) ŚrBh 485.7-496.14에서 수행자는 지각을 통해 변화의 측면에서의 무상성을
탐구한 이후, 추론을 통해 소멸(vināśakāra)의 측면에서의 무상성을 탐구하는
데, 이 대목에서 찰나멸 논증이 제시된다. 이에 대한 설명은 Yaita (1989b),
pp. 81-83; Rospatt (1995), pp. 153-155 참조.

78) 원측은 여기서 더 나아가 현생으로부터 전생뿐만 아니라 미래생 또한 추론
하다고 말한다. SNSṬ D141a7-141b1

79) cf. CaS Sū. 11.26-33; ŚrBh 486.14-487.4. ŚrBh뿐만 아니라 CaS에서도 현
생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차이로부터 전생을 인식하지만, 여기서 ŚrBh와
SNS와는 다르게 CaS는 이러한 방식의 인식은 지각과 관련하여 등장한다.
다만 여기서 지각은 다른 세계의 인식이 아니라 다양한 생명체의 인식을 뜻
하는 것으로 보인다.

80) SNSṬ D141a5-b3; Yoshimizu (1996a), p. 123; Yoshimizu (1996b),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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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특성에서 svajātīyadṛṣṭāntopasaṁhāra는 말 그대로 자기 종류의

예를 든다는 것을 뜻하는데, 카지야마와 요시미즈는 공통적으로

svajātīyadṛṣṭānta를 유사한 예(sādharmyadṛṣṭānta)에 대응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예를 제시하는 것을 논증식의 이유

혹은 추론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았다.81) 하지만 (c’)에서 제시되는 생사

등의 예들은 논리학에서 나오는 유사한 예의 용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해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도 논리학에서 논증식에서 사용되는 유사한 예란 증명되어야 할

주제(sādhyadharmin)와는 다르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증명되어야 할 것

(sādhyadharma)과 증명하는 것(sādhanadharma)을 모두 가진다는 점에

서 유사한 것을 말한다. CaS Vimānasthāna 8.30-31에 나오는 논증식을

예로 든다면, “영혼은 영원하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공과 같

이82)”라는 증명에서 증명되어야 할 주제는 영혼, 증명되어야 할 것은 영

원함, 증명하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허공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증명의 유사한 예로서 제시되었다. 이

러한 논증식에서의 dharma-dharmin의 관계가 확립된 것은 후대이지만,

CaS에서 나오는 논증식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초기 논쟁

전통에서부터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하지만 (b’)에서 첫 번째

추론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dharma-dharmin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

며,83) 생사, 생 등의 괴로움, 자재력이 없음, 성공과 실패 또한 증명되어

야 할 것과 증명하는 것을 모두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논증식

81) Kajiyama (1984), 59f.; Yoshimizu (1996a), p. 143. 이 둘에 앞서 우이가 세
번째 특성을 바른 인식 수단 중 하나인 비교(upamāna)에 대응한다고 말했지
만, 카지야마와 요시미즈에 의해 비판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Kajiyama
(1984), 58f.; Yoshimizu (1996b), p. 120, n. 92 참조.

82) Prets(2010; 80)의 예비적 Critical Edition에서는 “yathākāśam iti” 대신에
“akṛtakam ākāśam tac nityam”으로 나온다.

83) SNSVy(153a5-155a3)는 dharma-dharmin의 관계와 이유의 세 조건
(trairūpya)에 근거하여 세 가지 추론과 예들을 설명하기를 시도하며, 이에
따라 두 번째와 세 번째 추론에서 다양한 중생과 즐겁거나 괴로운 중생을 증
명되어야 할 주제로 제시하기도 한다. SNSVy의 설명에 따른 제시된 세 가
지 추론에 대해서는 Yoshimizu (1996b), pp. 152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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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유사한 예가 될 수 없다.84) 그리고 SNS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되

는 CaS에서부터 dharma-dharmin의 관계가 확인되기 때문에 SNS가 논

리학의 발전 단계에 따른 변화를 드러낸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가 뜻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 예를 드는 것은 어

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에 답하기에 앞서 우선 논리학에서 예에 해당

하는 dṛṣṭānta가 뜻하는 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지야마와 요시

미즈는 dṛṣṭānta를 논증식의 이유나 추론에 부수하는 예로 보고 있지만,

논쟁 전통에서 이것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용된다. CaS와 NS는 공통

적으로 dṛṣṭānta를 단순히 모두에게 잘 알려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85)

그리고 CaS에서는 논증식에서 사용되는 예 또한 dṛṣṭānta라고 하지만,

NS에서는 이를 udāharaṇa라고 하여 일반적인 예들과 구분한다. 따라서

예(dṛṣṭānta)를 든다고 하는 것은 추론이나 논증식에 항상 종속되는 것이

아니며,86) CaS의 정의에 따르면 태양이 빛나는 것에 근거해서 상키야의

84) 요시미즈(1996a; 120-124; 1996b; 154)는 자기 종류의 예를 유사한 예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 또한 여기서 언급된 dharma-dharmin의 관계에 있어서의
(b’)과 (c’)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카지야마와 달리 기존의 자기 종류
의 예를 기존의 논리학에서의 유사한 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특성
에서 표지에 해당하는 그것에 의지하는 것(de la gnas pa)과 같은 종류인 것
으로 설명한다.

85) CaS Vimānasthāna 8.34:　 atha dṛṣṭāntaḥ - dṛṣṭānto nāma yatra
mūrkhaviduṣāṃ buddhisāmyam, yo varṇyaṃ varṇayati. yathā - agnir
uṣṇaḥ, dravam udakaṃ, sthirā pṛṭhivī, āditya prakāśaka iti; yathā ādityaḥ
prakāśakas tathā sāṃkhyajñānaṃ prakāśam iti. “예 – 예라는 것은 그에
대해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가 같은 이해를 가지는, 증명되어야 할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불은 뜨겁고, 물은 흐르고, 땅은 굳건하고, 태양은 비춘다.
태양이 비추는 것처럼, 상키야의 지식 또한 비추는 것이다.” varṇya의 의미
에 대해서는 Kang (2007), pp. 139f. 참조. NS 1.1.25:　 laukikaparīkṣānāṃ
yasminn arthe buddhisāmyaṃ sa dṛṣṭāntaḥ. “예는 그에 대해 일반적인 사람
들이나 전문가들이 같은 이해를 가지는 대상이다.”

86)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Trikamji의 CaS 편집본에서는 dṛṣṭānta의 정의가 논
증식의 두 번째 요소와 세 번째 요소인 hetu와 upanaya 사이에 오기 때문에,
이것을 논증식에서 사용되는 예시로 볼 수도 있지만, 현존하는 어떠한 필사
본도 이를 지지하지 않으며, dṛṣṭānta가 uttara와 siddhānta 사이에 위치한 것
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논증식에서의 예시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CaS에서의 dṛṣṭānta의 위치에 대해서는 Preisendanz (2009), p. 270;
Prets (2004), pp. 200-202; Prets (2010), pp. 74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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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또한 빛난다고 하는 것처럼 증명되어야 할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UH에서도 喻(dṛṣṭānta)는 논쟁에서의 여덟 가지 요소 중

첫 번째로서 논증식과는 독립적으로 언급되며,87) 일반인과 성자 모두가

같은 이해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다. 또한 이것을 말하는 것(說喻, 

dṛṣṭāntavacana)은 움직이는 바람에 마음을 비유하여 마음 또한 바람처

럼 흔들린다고 남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이 유추에 기반하여 대상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을 말한다.88) 따라서 예를 드는 것은 하나의 독립적인

증명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 번째 특성을 논증식이나 추론

에 부수하는 예시가 아니라 예를 통한 증명에 대한 것으로 볼 수도 있

다.

(b’)에서 나오는 추론과 (c’)에서 나오는 예시가 논증식과 후대의 추

론에서 사용되는 dharma-dharmin의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 종류의 예는 논증식과 추론에서의 유사한 예가 아니며, (b’)의 추론

의 대상과 유사한 것 또한 아니다. (c’)에서 제시되는 예인 생사, 생 등의

괴로움, 자재력이 없다는 것, 성공과 실패에서 앞의 세 가지는 순서대로

무상성, 괴로움, 무아성을 증명하기 위한 예로 보이며, 이러한 점에서 이

들은 각각 찰나성, 다른 세계의 존재, 업이 소멸하지 않음을 추론하는 것

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89) 하지만 이 중 생사의 경우 거친 무상

87) UH T23c5-8: 如此八種深妙論法我當略說。為開諸論門。為斷戲論故。一曰譬
喻。二隨所執。三曰語善。四曰言失。五曰知因。六應時語。七似因非因。八隨
語難。 이에 대한 번역은 UHT 4,24-52; Gillon and Katsura (2016), pp. 200f.
참조.

88) UH T23c17-22: 問曰。汝前言喻今立喻者作何方便。答曰。若說喻者。凡聖同
解然後可說。如言是心動發猶如迅風。一切凡夫知風動故。便得決了心為輕躁。

若不知者不得為喻。問曰。何故不但說正義而說喻耶。答曰。凡說喻者為明正
義。“[물음:] 너는 앞에서 예를 언급했다. 이제, 예를 드는 것이란 어떤 수단
으로 작용하는가? [답변:] 예를 말할 경우에 일반인과 성자가 같은 이해를 가
지는데, 이에 따라 “마음은 빠른 바람과 같이 일어난다.”와 같은 말처럼 말할
수 있다. 모든 일반인들이 바람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
린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한다. 만약 알지 못한다면, 예가 될 수 없다. [물
음:] 어째서 바른 대상을 말하지 않고 예를 말하는가? [답변:] 모든 예를 말
하는 것은 바른 대상을 밝힌다.“ cf. UHT 5,16-22; Kang(2007), p. 93; Gillon
and Katsura (2016), pp 203f.

89) 네 가지 예가 어떤 것을 증명하는지에 대해서는 주석가들 마다 다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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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예라고 할 수 있으나, 생 등의 괴로움90)과 자재력이 없다는 것은

다른 세계의 존재와 업이 소멸하지 않음을 추론하게 하는 다양한 중생과

즐거워 화는 괴로워 하는 중생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들은

괴로움의 한 종류와 무아성을 알게 하는 근거로서 괴로움과 무아성을 증

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예이다. 이에 따라 세 번째 특성 또한 첫 번

째, 두 번째 특성과 마찬가지로 무상성, 괴로움, 무아성을 증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c’)의 예들은 잘 알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예의 정

의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증명에서 사용되는 예의 용례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CaS나 UH의 예를 통한 증명에서 예는 증명되어야

할 주제(sādhyadharmin)와 다르지만 증명되어야 할 것(sādhanadharma)

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사한 대상인 반면, 이 예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서 세 번째 특성이 말하는 예를 통한 증명은 논리학에서 말하는 예를 통

한 증명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SNS에서 다루는

증명이 모든 조건지어진 것과 모든 법과 같은 보편적인 것에 속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예를 통한

증명은 유추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예는 증명되어야 할 주제와 다르지

만, 증명되어야 할 것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와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하

지만 (c’)의 증명에서 주제가 되는 모든 조건지어진 것과 법은 그것과 유

을 보인다. 우선 SNSṬ는 이 네 가지가 각각 무상성, 괴로움, 무아성, 성공과
실패의 예라고, 말하며 SNSVy는 처음 두 가지가 각각 무상성과 괴로움, 마
지막 두 가지가 무아성에 대응한다고 보고, 이들이 순서대로 찰나성, 다른 세
계의 존재, 업이 소멸하지 않는 것을 추론하는 것에서 나오는 예에 해당한다
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mDo btus pa 또한 이들과 마찬가지로 앞의 세 가
지가 무상성, 괴로움, 무아성에 대한 것이라고 보지만, 생사을 찰나성의 추론
의 예, 성공과 실패를 다른 세계의 존재와 업이 소멸하지 않는 것의 추론의
예로 본다. SNSṬ D141b6-142a5; SNSVy D153b1-5; mDo btus pa
D187b3-6.

90) 카지야마(1984; 61)는 생 등의 괴로움을 두 번째 추론의 예로 삼기 위해 생
(skyes ba, jāti)을 태생, 난생 등 출생 방법에 따른 생명체의 종류를 지칭하
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생은 출생을 뜻하는 것으로 생의 괴로움은 4가지 혹
은 8가지 괴로움 중에서 첫 번째를 지칭한다. 이에 대해 원측(SNSṬ
D142a2-142a3)은 생 등의 괴로움이 8가지 괴로움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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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지 않음이 없는 보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유추가

성립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유사한 예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

에 유사한 예(sādharmyadṛṣṭānta) 대신에 자기 종류의 예

(svajātīyadṛṣṭānta)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자

기 종류의 예는 무상성 등과 같이 증명의 대상을 드러내는 현상(생사),

그것의 한 종류(생 등의 괴로움),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이유(자재

력이 없음)와 같이 증명 대상과 관련된 잘 알려진 것을 지칭한다. 이 경

우 svajātīya는 ‘자신의 종류와 관련된’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여기서 자

신은 증명되어야 할 대상을 지시하게 된다. 혹은 svajātīya가 ‘자신의 종

류에 속한’이라고 해석된다면, 생 등의 괴로움이 괴로움의 일종이라는 점

에서 괴로움에 속한 것과 같이 생사와 자재력이 없음을 무상성과 무아성

의 일종으로 보거나 그것에 속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91) 따라서 세 번

째 특성은 증명의 대상과 관련된 것 혹은 그것에 속한 것을 예로 제시함

으로써 그 대상을 남에게 이해시키는 것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pariṇiṣpannalakṣaṇa92)는 증명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특성이

다. (d’)에 따르면 증명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성이 증명되어야

할 것에 대해 결정적일 경우에만 완전하다. 즉, 세 가지 특성에서 제시되

는 증명의 수단인 지각, 추론, 예시가 증명의 대상에 대해서 결정적일 때

에만 증명이 타당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이 세 가지 수단이 결정적이

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명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

다.93)

마지막으로 suviśuddhāgamopadeśalakṣaṇa는 세 가지 바른 인식 수

91) 이에 대한 Yoshimizu의 해석은 n. 82 참조.
92) 삼성설에서 원성실상과 그 용어에 있어서 일치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그와
관련이 없다.

93) cf. 현양성교론 T582b29-c2: 即現量所得相及引自類譬喻相。此二於所成立
一向決定故。當知即名成就相。“그것을 직접 인식한다는 특성과 자기 종류의
예를 든다는 특성, 이 둘은 증명되어야 할 것에 대해 항상 결정적이기 때문
에 완전하다는 특성이라 부른다고 알아야 한다.” 여기서 아상가(Asaṅga)는
SNS와 달리 두 번째 특성을 제외하고 첫 번째와 세 번째 특성이 항상(一向)
결정적이라고 말함으로써, 지각과 자기 종류의 예를 드는 것에 따른 증명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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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중 믿을 만한 자의 전승과 관련된다. 하지만 여기서

suviśuddhāgamopadeśa는 (e’)에 따르면 오직 “열반은 적정하다”와 같은

일체지자의 가르침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이것은 NS와 NBh에서 말하는

증언(śabda)에 해당하는 믿을 만한 자의 가르침이나94) HV와 AS에서 말

하는 믿을 만한 자의 전승95)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

을 아는 붓다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증명은 항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세 가지 특성에서 다루어진 무상성 등이 아니라 열반의 적정

함이 증명의 대상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앞선 세 가지 증명의 수단과는

그 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대상은 열반과 같이 다른 수단을

통해 접근할 수 없는 완전히 인식 불가능한 초월적인 것이라 할 수 있

다.96) 이러한 초월적인 대상은 다른 수단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

94) NS 1.1.7: āptopadeśaḥ śabdaḥ. “증언이란 믿을 만한 자의 가르침이다.”
NBh 14.4-6: āpta khalu sākṣātkṛtadharmā yathādṛṣṭasyārthasya
cikhyāpayiṣayā prayukta upadeṣṭā. sākṣātkaraṇam arthasyāptiḥ. tathā
pravartata ity āptaḥ. ṛṣayāryamlecchānāṃ samānaṃ lakṣaṇam. tayā ca
sarveṣāṃ vyavahārāḥ pravartante iti. “믿을 만한 자란 속성을 직접 경험한
자이고, 직접 본 것과 같은 대상을 알려주고자 함에 따라 행동하는 가르치는
자이다. 직접 경험은 대상의 믿을 만한 인식이고, 이것에 따라 활동하는 자가
믿을 만한 자이다. 이 특성은 리쉬, 아리아인, 야만인에게 공통된다. 이에 따
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대화가 이루어진다.” CaS Vimānasthāna 8.38에서
도 śabda가 등장하지만, 이것은 진실된 말과 거짓된 말을 모두 포함하는 넓
은 의미에서의 발화를 지칭한다. 이보다는 CaS Vimānasthāna 8.41에서 제시
되는 aithya가 NS의 śabda에 가깝다. 하지만 NBh에 따르면 야만인의 말조
차도 śabda일 수 있다는 점에서 śabda가 그 외연이 넓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Kang (2007), pp. 72-76. 참조. CaS Sūtrasthāna 11.17-19에서는 지
각, 추론, yukti와 함께 āptopadeśa가 네 가지 탐구 방법(parīkṣā) 중 하나로
나오며, āpta는 rajas와 tamas에서 벗어나서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설명된다.

95) HV 3.28 āptāgamaḥ katamaḥ. yat sarvajñabhāṣitam tato vā śrutvā
tadanudharmaṃ vā. sa punas trividho draṣṭavyaḥ. pravacanāvirodhataḥ
saṃkleśapratipakṣato lakṣaṇāvirodhataś ca. “믿을 만한 자의 전승이란 무엇
인가? 일체지자에 의해 말해진 것이나 그 이후에 들어서 [전승된 것이나] 그
것에 부합하는 가르침이다. 그것은 또 세 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성스러운 말
씀에 모순이 없음으로 인한 것, 잡염에 반대됨으로 인한 것, 특성과 모순이
없음으로 인한 것이다.” AS 105.9: āptāgamaḥ tadubhayāviruddhopadeśaḥ.
“믿을 만한 자의 전승은 그 둘(지각과 추론)과 모순되지 않는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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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거나 알려주기 위해서는 붓다의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97)

이처럼 upapattisādhanayukti의 다섯 가지 청정한 특성은 그것이

타당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지각, 추론, 예시, 전승이라는 증

명의 수단에 관한 것이다. 이 네 가지 수단을 통해 수행자는 무상성과

같은 불교 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다. 이러한

수단들은 유식학파 내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SNS의 성립 이전부터

여러 다른 학파들에서 공유되었던 논쟁 전통의 논리학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세 번째 특성에서 확인했듯이 SNS는 논리학적 개념들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불교 교리의 증명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수정하였다고 생

각된다. 따라서 이 특성들에 대한 서술은 논리학에 기반하여 올바른 불

교 교리 혹은 경전에 대한 해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2 일곱 가지 청정하지 않은 특성

다섯 가지 청정한 특성이 타당한 증명의 조건인 것과 반대로, 일곱

가지 청정하지 않은 특성은 타당하지 않은 증명의 조건이다. 따라서 증

명에 있어서 그 수단들이 청정하지 않은 특성을 따른다면, 그 증명은 타

당하지 않게 된다. SNS에서 일곱 가지 청정하지 않은 특성은 다음과 같

은 순서로 열거된다.

(a) tadanyasārūpyopalabdhilakṣaṇa (de las gzhan dang mthun

par dmigs pa'i mtshan nyid, 그것과 다른 것과의 유사성을 인

식한다는 특성)

(b) tadanyavairūpyopalabdhilakṣaṇa (de la gzhan dang mi mthun

96) SNS 1장에서 나오는 Vidhivatparipṛccaka와 Gambhīrārthasaṃdhinirmocana
의 대화에 따르면 승의제는 인간의 사유와 언어를 초월한 것이다.

97) Yoshimizu (2010), p. 14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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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 dmigs pa'i mtshan nyid, 그것과 다른 것과의 차이성을 인

식한다는 특성)

(c) sarvasārūpyopalabdhilakṣaṇa (thams cad mthun par dmigs

pa'i mtshan nyid , 모든 것과의 유사성을 인식한다는 특성)

(d) sarvavairūpyopalabdhilakṣaṇa (thams cad mi mthun par

dmigs pa'i mtshan nyid, 모든 것과의 차이성을 인식한다는 특

성)

(e) anyajātīyadṛṣṭāntopasaṁhāralakṣaṇa (gzhan gyi rigs kyi dpe

nye bar sbyar ba'i mtshan nyid, 다른 종류의 예를 사용한다는

특성)

(f) apariniṣpannalakṣaṇa (yongs su ma grub pa'i mtshan nyid,

완전하지 않다는 특성)

(g) aviśuddāgamopadeśalakṣaṇa (lung shin tu rnam par ma dag

pa bstan pa'i mtshan nyid, 청정하지 않은 전승을 가르친다는

특성)98)

이러한 일곱 가지 청정하지 않은 특성 중 마지막 세 가지는 청정한

특성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다. 하지

만 처음 네 가지 특성은 앞서 등장하지 않았던 유사성(*sārūpya)과 차이

성(*vairūpya)이라는 개념이 사용됨에 따라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따

라서 앞서 청정한 특성에 대해 다루었던 것처럼 SNS가 제시하는 설명

에 근거하여 이 특성들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런데

SNS는 다음과 같이 세 번째 특성을 제외하고는 이 특성들에 대한 구체

적인 예시를 제공하지 않는다.

(c’) 여기서 모든 법이 의식(*manovijñāna)에 의해 인식된다는 것

이 모든 것과의 유사성을 인식한다는 특성이다.

(d’) 표지(*liṅga), 자성(*svabhāva), 운동(*karma), 속성(*dharma),

98) MVy 4397-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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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결과(*hetuphala)라는 다른 특징들에서 어떤 다른 특징 때

문에 서로 특징이 다르다고 확정하는 것이 모든 것과의 차이성을

인식한다는 특성이다.

(f’) 만쥬슈리여! 이 중 그와 다른 것과의 유사성을 인식한다는 특

성이 예를 수반할 때 모든 것과의 차이성을 인식한다는 특성이 있

으므로 그것은 증명되어야 할 것에 대해 결정적이지 않기

(*anaikāntika) 때문에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특성이라고 한다.

그와 다른 것과의 차이성을 인식한다는 특성이 예를 수반할 때에

도 모든 것과의 유사성을 인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것은 증명

되어야 할 것에 대해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완전하지

않다는 특성이라고 한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원리에 근거한 탐

구가 청정하지 않다.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면 안된다.

(g’) 그중 청정하지 않은 전승을 가르친다는 특성은 본래 청정하지

않다고 알아야 한다.99)

이처럼 SNS는 일곱 가지 청정한 특성에 대해 순서대로 하나하나

99) SNS 158.9-28: (c’) de la chos thams cad yid kyi rnam par shes pas
rnam par shes par bya ba nyid gang yin pa de ni thams cad mthun par
dmigs pa'i mtshan nyid yin no// (d’) rtags dang ngo bo nyid dang/ las
dang chos dang rgyu dang 'bras bu mtshan nyid mi mthun pa rnams kyi
mtshan nyid mi mthun pa gang yang rung bas phan mtshun mtshan nyid
mi mthun par nges pa nyid gang yin pa de ni thams cad mi mthun par
dmigs pa'i mtshan nyid yin no// (f’) 'jam dpal de la de las gzhan dang
mthun par dmigs pa'i mtshan nyid dpe dang bcas pa la thams cad mi
mthun par dmigs pa'i mtshad nyid yod pas des na de grub par bya ba la
gcig tu ma nges pa'i phyir de ni yongs su ma grub pa'i mtshan nyid ces
bya'o// de las gzhan dang mi mthun par dmigs pa'i mtshan nyid dpe
dang bcas pa la'ang thams cad mthun par dmigs pa'i mtshan nyid yod
pas des na de grub par bya ba la gcig tu ma nges pa'i phyir de'ang
yongs su ma grub pa'i mtshan nyid ces bya'o// yongs su ma grub pa'i
phyir rigs pas brtag pa yongs su ma dag pa yin te/ yongs su ma dag
pa'i phyir bstan par mi bya'o// (g’) de lung shin tu rnam par ma dag pa
bstan pa'i mtshan nyid ni rang bzhin nyid kyis yongs su ma dag pa yin
par rig par by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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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지 않으며,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특성에 대해서는 그것

이 무엇인지 언급하지도 않는다. 또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특성

에서 언급되는 유사성과 차이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특성이 청정한 특성 중 어느 것에 반대되고, 이들을 인식하

는 것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초기 유식

문헌인 YBh의 HV에서 유사성과 차이성이 증명 수단(sādhana) 중 하나

로서 등장하고 (d’)에서와 같이 표지, 자성, 운동, 속성, 원인과 결과에 따

라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요시미즈가 지적했듯이 HV와 SNS

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서로 일치하는 혹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HV의 설명을 통해 SNS의 청정하지 않은 네 가지 특성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HV에 근거하여 유사성과

차이성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며, SNSṬ와 SNSVy가 어떤 방식으로 유

사성과 차이성과 관련된 특성들을 풀이하고 있는지 참고하여 SNS의 청

정하지 않은 특성들에 대한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2.2.2.1 유가사지론 ｢인명｣에서의 유사성과 차이성

HV에서 유사성과 차이성은 논증식의 세 요소와 세 가지 바른 인식

수단과 함께 8가지 증명의 수단 중 하나로서 언급되며,100) 논증식에서

이들은 두 번째 요소인 이유의 기반이 된다.101) HV는 이들을 다음과 같

100) HV　 3.2: sādhanam aṣṭavidhaṃ katamat. pratijñā hetur udāharaṇaṃ
sārūpyaṃ vairūpyaṃ pratyakṣaṃ anumānam āptāgamaś ca. “여덟 가지 증
명의 수단이란 무엇인가? 주장, 이유, 예시, 유사성, 차이성, 지각, 추론, 믿을
만한 자의 전승이다.”

101) HV 3.22: hetuḥ katamaḥ. yas tasyaiva pratijñātasyārthasya siddhaya
udāharaṇāśritaḥ sārūpyavairūpyato vā pratyakṣato vānumānato
vāptāgamato vā hito yuktivādaḥ. “이유란 무엇인가? 그 주장된 대상을 증명
하기 위해 예시에 의지하고 유사성이나 차이성, 지각이나 추론이나 믿을 만
한 자의 전승으로부터 지지되는 정합적인 말이다.” 또한 유사성과 차이성은
이유와 예시 사이의 모순을 드러내는 역할도 한다. HV 3.a: kena kāraṇena
sārūpyam vairūpyaṃ pratyakṣaṃ anumānam āptāgamaś copasaṃhri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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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된다.

유사성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의 어떤 유사함으로 인해 어떤 것이

가지는 유사함이다. 그것은 다섯 가지로 보아야 한다. 표지에 따른

유사함, 자성에 따른 유사함, 운동에 따른 유사함, 속성에 따른 유

사함, 인과에 따른 유사함이다.102)

차이성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의 어떤 차이에 의해 어떤 것이 가

지는 차이이다. 그것은 또 그것(유사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다섯

가지라고 알아야 한다.103)

이에 따르면 유사성은 어떤 것(dharma)이 어떤(kenacit) 유사함

(sādṛśya)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유사함을 뜻하고, 반대로

차이성은 어떤 것이 어떤(kenacit) 차이(vaisādṛśya)를 가지기 때문에 가

지게 되는 차이를 말한다. 이 정의에서 유사함과 차이가 ‘어떤’이라는 말

에 의해 수식된다는 점에서 볼 때,104) 이들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리라

yāvad eva tayor eva hetūdāharaṇāyor virodhāvirodhajñānaparidīpanārtham.
“어떤 이유에서 유사성, 차이성, 지각, 추론, 믿을 만한 자의 전승이 가져와
지는가? 이유와 예시의 모순과 모순되지 않음에 대한 앎을 밝히기 위하는 한
에서이다.”

102) HV 3.24: sārūpyaṃ katamat. yat kasya cid dharmasya kenacit
sādṛṣyena kasya cid eva sādṛśyam. tat pañcavidhaṃ draṣṭavyam,
liṅgasādṛśyaṃ svabhāvasādṛśyaṃ karmasādṛśyaṃ dharmasādṛśyaṃ
hetuphalasādṛśyaṃ ca.

103) HV: 3.25 vairūpyaṃ katamat. yat kasya cit kena cid eva vaisādṛśyena
kasya cid eva vaisādṛśyam. tad apy etadviparyayāt pañcavidham eva
draṣṭavyam.

104) 야이타(1992; 552)는 티벳역에 따라 kenacit을 어떤 dharma와 유사한 다른
dharma로 해석하지만, 이 단어의 바로 뒤에 3격 형태의 sādṛśya가 나온다는
점에서 이를 sādṛśya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에
대해 강성용(2007; 124)과 Oberhammer 등(2006; vol. 3, 259)은 kenacit을
sādṛśya의 수식어로 보기는 하지만, 야이타와 마찬가지로 이 정의에서 두 가
지 비교 대상이 등장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kasyacit에 의해 수식되는 두
dharma를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사성과 차이성은
어떤 dharma가 다른 어떤 dharma와의 유사함과 차이로 인해 가지게 되는
유사함과 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kasyacit 뒤에 강조하는 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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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할 수 있고, 뒤따라 나오는 서술을 통해 이들이 표지, 자성, 운동, 속

성, 원인과 결과에 따라 5가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사성과 차

이성이란 어떤 것이 이 5가지 측면에서 그와 다른 것과의 유사함이나 차

이를 가질 경우에 그것이 가지게 되는 유사함과 차이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105) 여기서 SNS의 네 번째 청정하지 않은 특성에 대한 설명인 (d’)

에서 표지, 자성, 운동, 속성, 원인과 결과 중 어떤 차이에 따라 이를 가

진 것들이 서로 다르다고 나오는 서술이 HV의 차이성의 정의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SNS가 HV에 나오는 유사성과

차이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요시미즈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

각된다.

이와 같이 유사성을 정의한 후에 HV는 다섯 가지 유사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표지에 따른 유사함이란 무엇인가? 현재나 이전에 보았던 표식

이나 표시와의 결합에 의한 상호 간의 유사함이다.

(2) 자성에 따른 유사함이란 무엇인가? 상호 간의 특성에 따른 유

사함이다.

(3) 운동에 따른 유사함이란 무엇인가? 상호 간의 작용에 따른 유

사함이다.

(4) 속성에 따른 유사함이란 무엇인가? 상호 간의 속성에 따른 유

eva가 나온다는 점에서 두 번째 dharma와 첫 번째 dharma는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두 정의를 요시미즈(2010; 154)와 같
은 방식으로 해석하게 된다.

105) 이 정의에 있어서 dharma가 단수로 나온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특정한
하나의 dharma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요시미즈(2010;
153-156)는 이를 집단 명사로 취급한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유사성은 어떤
dharma와 다른 dharma 사이의 유사함과 차이가 아니라, 나무와 같은 특정한
dharma들 사이의 유사함과 차이를 뜻하게 된다. 요시미즈의 말대로 HV에서
는 두 대상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으며 HV 3.244
의 서술이 이 해석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dharma를 집단 명사
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정의에 있어서 비교 대상이 생략되었을 가능성도 배
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dharma에 대한 해석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문에서는 기존의 해석을 채택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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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함이다. 즉, 무상한 것에는 괴로움, 괴로운 것에는 무아성, 무아

인 것들에는 태어남에 의한 [..] [유사함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법

성에 따른 [유사함이다.]

(5) 원인과 결과에 따른 유사함이란 무엇인가? 상호 간의 원인과

결과로서 일으키는 것과 일어난 것에 따른 유사함이다.106)

또한 HV에서 추론은 유사성과 마찬가지로 5가지로 분류되며,107) 5

가지 유사성에 대한 설명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

가 제시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표지로부터의 추론이란 무엇인가?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이전

에 봤던 어떤 표식이나 표시와의 결합에 의해서 대상을 사유하는

것이다. 즉, 깃발을 통해 마차를 추론하고, 연기를 통해 불을, 왕을

통해 왕국을, 남편을 통해 부인을, 혹과 뿔을 통해 소를 [추론한

다.] [...]

(2) 자성으로부터의 추론이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자성을 통해

보이지 않는 자성에 대해 사유하는 것이다. 혹은 한 부분을 통해

한 부분의 자성을 사유하는 것이다. 즉, 현재를 통해 과거를 추론

하고 과거를 통해 미래를 추론하고, 지금 있는 가까운 것에서 먼

106) HV 3.241-5: liṅgasārdṛśyaṃ katamat. yad vartamānena vā pūrvadṛṣṭena
vā cihnanimittasambandhenānyonyaṃ sādṛśyam. svabhāvasādṛśyaṃ
katamat. yad anyonyaṃ lakṣaṇasādṛśyam. karmasādṛśyaṃ katamat. yad
anyonyaṃ kāritrasādṛśyam. dharmasādṛśyaṃ katamat. yad anyonyaṃ
dharmatayā1 sādṛśyam. tad yathā, anitye duḥkhadharmatayā duḥkhe
nairātmyadharmatayā nirātmakānāṃ jātidharmatayā [...] evaṃbhāgīyayā
dharmatayā. hetuphalasādṛśyaṃ katamat. yad anyonyaṃ hetutaḥ phalataś
ca niṣpādananiṣpattisādṛśyam. 1 (야이타의 편집본에서는 dharmatāyāḥ로 나
오지만, 요시미즈(2010; 155f., n.29)의 제안에 따라 수정하였다.)

107) HV 3.27: anumānam katamat. sahābhyūhayābhyūhito ‘bhyūhyaś ca
viṣayaḥ. tat punaḥ pañcavidhaṃ draṣṭavyam. liṅgataḥ svabhāvataḥ
karmato dharmato hetuphalataś ca. “추론이란 무엇인가? 사유를 수반하여
사유되었거나 사유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것은 또 표지, 자성, 작용, 성질,
인과에 따라 다섯 가지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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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지금 있는 것에서 미래를 추론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탈것

과 옷과 장식에서 검토된 몇몇의 제한된 적은 부분을 통해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여 전체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옷과 장식의 무리를

추론하고, 한 부분이 익은 것을 통해 나머지 익은 것을 [추론한다.]

이러한 것이 자성으로부터의 추론이라고 알아야 한다.

(3)　운동로부터의 추론이란 무엇인가? 작용을 통해 행위의 토대를

사유하는 것이다. 즉, 흔들리지 않는 것과 새가 내려앉는 것 등을

통해 기둥을 추론한다. 흔들리는 것과 사지의 움직임 등을 통해 사

람을, 발자국을 남기는 것을 통해 코끼리를, 몸으로 지나간 흔적을

남기는 것을 통해 물뱀을 [추론한다.] [...]

(4) 속성으로부터의 추론이란 무엇인가? 속성과의 밀접한 결합을

통해 그것과 결합된 속성을 사유하는 것이다. 즉, 무상한 것과의

결합을 통해 괴로움을 추론하고, 괴로운 것과의 결합을 통해 공성

과 무아를 [추론한다.] [...]

(5) 원인과 결과로부터의 추론이란 무엇인가? 원인을 통해 결과 혹

은 결과를 통해 원인을 사유하는 것이다. 즉, 움직임을 통해 다른

장소에 도달함을 추론하고, 다른 장소에 도달함을 통해 움직임을,

왕을 만족시킴을 통해 많은 사례물의 획득을, 많은 사례물의 획득

을 통해 왕을 만족시킴을 [추론한다.] ...108)

108) HV 3.271-5: (1) liṅgato ’numānaṃ katamtat. yat kenacid eva
cihnanimittasambandhena vartamānena vā pūrvadṛṣṭena vā
viṣayābhyūhanam. tad yathā dhvajena ratham anuminoti, dhūmenāgnim,
rājñā rāṣṭram, patyā striyam, kakudaviṣāṇābhyāṃ gām, [...] (2) svabhāvato
’numānaṃ katamat. yat pratyakṣeṇa svabhāvena viparokṣe svabhāve
‘bhyūhanaṃ, ekadeśena vā svabhāvasyaikadeśasyābhyūhanam. tad yathā
vartamānenātītam anuminoti, atītenānāgatam anuminoti, pratyutpannena
sannikṛṣṭena viprakṛṣṭam, pratyutpannenānāgatam anuminoti,
annapānayānavastrālaṃkārāṇāṃ caikadeśena stokena katipayena parīttena
parīkṣitena guṇadoṣaparīkṣayā kṛtsnam annapānayānavastrālaṃkārarāśim
anuminoti, ekadeśapākena vā pariśiṣṭapākam. ity evaṃbhāgīyaṃ
svabhāvato’numānaṃ veditavyam. (3) karmato ’numānaṃ katamat. yat
kāritreṇa karmāśrayābhyūhanam. tad yathā, aspandanapakṣiniḍīyanādibhiḥ
sthāṇum anuminoti. praspandanāṅgavikṣepādibhiḥ puruṣam, padavihāreṇ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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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했듯이 HV의 유사성과 차이성의 정의에 따르면 liṅga란

표식(cihna)과 표시(nimitta)로 풀이될 수 있는 말로, 전차와 불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그와 밀접하게 연관된 깃발과 연기와 같은 표지이다.109)

다음으로 svabhāva는 특성(lakṣaṇa)으로 풀이되는데, 자기동일성을 유지

하는 어떤 개체가 현재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과거

나 미래에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어떤 대상의 부분이 가지

는 특성으로부터 전체 또한 이를 가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이것은 특정 개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전체뿐만 아니라 부분에도

들어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karma는 작용(kāritra)의 동의어

로서 새가 나무에 내려앉는 것과 같은 행위를 뜻하고, dharma는 무상한

대상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과 같은 속성(dharmatā)이며,110) hetu와 phala

는 일으키는 것(niṣpādana)과 일어난 것(niṣpatti)으로서 움직임과 그에

따른 장소의 이동과 같은 원인과 결과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지와 표지

를 가진 것, 지각된 자성과 지각되지 않은 자성, 행위와 행위의 주체

(āśraya), 속성과 그와 연관된 속성, 원인과 결과, 결과와 원인은 서로 밀

접한 관계(sambandha)에 있는 것으로서 후자가 있을 경우에 전자가 있

기 때문에 이 관계에 근거하여 전자의 존재로부터 후자를 추론할 수 있

다.

hastinam, gātragativihāreṇālagardam, [...] (4) dharmato ’numānaṃ katamat.
yad anuśliṣṭena dharmasambandhena tatsambaddhāyā dharmatāyā
abhyūhanam. tadyathā, anityasambandhena duḥkhatām anuminoti,
duḥkhasambandhena śūnyānātmatām, [...] (5) hetuphalato ’numānaṃ
katamat. yad dhetunā phalasya phalena vā hetor abhyūhanam. tad yathā
gatyā deśāntaraprāptim anuminoti, deśāntaraprāptyā gatim, rājārādhanena
mahābhisāralābham, mahābhisāralābhena rājārādhanam, ...

109) 앞서 2.2.1에서 표지로부터 표지를 가진 것을 인식하는 것을 추론이라고
하였지만, NBh에서는 원인(kāraṇa)을 통해 결과를, 결과(kāraṇa)를 통해 원
인을 추론하는 것 또한 표지로부터의 추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HV의 표지는
니야야에서 보다 좁은 의미에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110) 여기서 dharma와 dharmatā 사이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았다. dharma 대신
dharmatā가 사용된 것에 대해 요시미즈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Yoshimizu (2010), p. 157, n.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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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추론은 추론의 이유과 추론의 대상 사이의 밀접한 관계

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관계는 단순히 이들을 처음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둘에 대한 과거의 누적된 경험에 근

거하여 알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연기가 있으면 항상 불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둘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연기를 지각한 후에 불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추론에서는 논증식과 달리 유사한 예가 언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비슷했던 경험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는 점에서 결국 이것 또한 유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추는 비교 대

상과의 유사성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명뿐만 아니라 추론 또한 유

사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111) 따라서 각각의 추론은 그에 대

응하는 유사성에 근거하여 추론의 이유와 추론의 대상 사이의 관계가 알

려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HV에서 유사성이란 어떤 대상들이 표지, 자성, 행위, 속성, 원인과

결과 중 하나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것들이 이들을 가지고 있

다는 점에서 가지는 유사함이라 할 수 있다.112) 다시 말해 전차들이 깃

발을 표지로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전차들이 가지는 유

사함과 같은 것이며, 이 유사성에 따라 인식된 깃발과 전차 사이의 관계

에 근거하여 깃발을 보고 전차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113) 그런데 여

111) Oberhammer 등(2006; vol. 3, pp. 258f.)은 “die Gleichartigkeit eines zu
beweisenden Falles mit entsprechenden vergleichbaren Sachverhalten
zufolge der Gleichheit einer Beschaffenheit, mit deren Hilfe ein
schlußfolgerndes Erkennen ermöglichen wird”라고 하여 이 유사성을 통해
추론이 가능하다고 서술한다. 또한 요시미즈(2010; 141, 158.)는 유사성을 통
해 증명의 이유와 대상 간의 수반 관계(anvaya)가 확립된다고 말한다.

112) 야이타(2003)는 유사성을 결합(sambandha), 즉 증명의 이유와 증명의 대상
사이의 관계로 보지만, 표지에 따른 유사성을 설명하고 있는 HV 3.241에서
결합은 유사성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이 생기는 원인에 가까우며,
유사성은 증명의 이유를 가지는 것들 사이의 관계라 할 수 있다.

113) 유사성과 추론이 다섯 가지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통해 인식되고 추론의
근거가 되는 추론의 이유와 대상 사이의 관계 또한 다섯 가지라고 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Vaiśeṣikasūtra와 Ṣaṣṭitantra가
각각 추론에 있어서 네 가지와 일곱 가지 관계를 인정했듯이 다섯 가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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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추론은 연역적이라기보다는 귀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기

반하고 있는 유사성은 보편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전

차들이 그에 맞는 깃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자는 깃발로부터

전차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전차가 깃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깃발이 있다고 해서 항상 전차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모든 전차가 깃발과 관련하여 유사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전차와 깃

발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또 다른 예로, 연기로부터 불을

추론하는 것에서 연기가 있을 때 항상 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연기에 따른 불

의 유사성은 보편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HV에서 유사성은 특

정한 종류의 것들 대부분이 특정한 표지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들이 유사하다는 것이나 특정한 대상들이 특정한 표지 등을 가지고 있다

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성은 결국 경험을 통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추론은

귀납적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HV에서 유사성은 어떤 특정한 대상들이 표지, 자성, 운

동, 속성, 원인과 결과 중에서 어떤 하나를 공통적으로 가진다는 점에서

나오는 그들 사이의 유사함을 말한다.114) 그리고 추론은 특정한 대상들

사이의 유사성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유추이며, 이에 따라 연역적이라기

보다는 귀납적이라 할 수 있다. 차이성은 이와 반대되므로 특정한 표지,

자성, 운동, 속성, 원인과 결과 중 하나를 가지는 대상과 가지지 않는 대

상 사이의 차이를 뜻하게 되며, 차이성을 인식하는 경우 추론의 대상과

이유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추론이 불가능하게 된다.

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Vaiśeṣikasūtra와 Ṣaṣṭitantra에서 나오는 관계에
대해서는 Schuster (1971), pp. 344-346; 카츠라 (2009), pp. 50-53 참조.

114) 요시미즈는 유사성을 특정한 종류의 dharma 사이에 상호 간의 유사성으로
파악하고, 이 유사성이 경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사한 dharma들
사이에 유사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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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SNSṬ와 SNSVy에서의 청정하지 않은 특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HV는 유사성과 차이성을 정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논리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언

급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초기 유식학파에서 유사

성과 차이성을 논리학과 관련된 대목에서 언급하는 문헌은 HV를 제외

하면 SNS가 유일하다. 따라서 HV의 정의에 근거하여 SNS의 청정하지

않은 특성을 다룰 수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SNS의 주석들이 유사성과

차이성 그리고 이들을 포함하는 청정하지 않은 특성을 어떻게 설명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SNS의 세 주석 중 SNSṬ와 SNSVy는 공통적으로 유사성이나 차이

성을 포함하고 있는 네 가지 청정하지 않은 특성을 세 가지 잘못된 이유

(hetvābhāsa)115) 중 두 번째인 결정적이지 않은 것(anaikāntika)으로 간

주하며,116) 이에 따라 이를 추론, 즉 두 번째 특성에 반대되는 것으로 설

명한다.117) 하지만 이들의 해석은 모두 후대의 불교 논리학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SNS가 본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SNSṬ와 SNSVy는 HV와 마찬가지로 유사

성과 차이성을 어떤 대상들이 공통된 증명의 이유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

냐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이들이 추론과 관련이 있음을 정확하게 지

적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mDo btus pa를 제외한 두 가지 주석의

115) 바수반두는 VV에서 잘못된 이유에는 성립하지 않은 것(asiddha), 결정적
이지 않은 것(anaikāntika), 모순된 것(viruddha)가 있다고 말하며, 디그나가
또한 이러한 구분을 받아들인다. 바수반두 이전의 잘못된 이유의 종류에 대
해서는 UH Tb26-c2; NS 1.2.4 참조.

116) YBh의 ｢섭결택분｣에 SNS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YBh의 주석서에도 청정
하지 않은 특성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다. YBh의 주석서 중 둔륜(遁倫)
의 유가론기(T789a10-c20)는 이에 대해 원측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하면
서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있던 세 가지 해석을 제시하는데, 이 중 두 가지가
이 네 가지 특성을 잘못된 이유 중 결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

117) SNSṬ는 이 네 가지 특성들이 추론에 대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반면,
SNSVy(D162b5-163a1)는 일곱 가지 특성 중 지각에 반대되는 것은 없고, 믿
을 만한 자의 전승과 관련된 마지막 특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특성들이 추론
에 대한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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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SNSṬ에서 원측은 (d’)에서 표지 등의 다섯 가지 특성이 언급

된다는 점에서 이 대목이 HV와 연관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118) HV가 아니라 샹까라스바민(Śaṅkarasvāmin)의

Nyāyapraveśa(이하 NP)에 근거하여 청정하지 않은 특성들을 설명한다.

샹까라스바민에 따르면 잘못된 이유에는 성립하지 않은 것(asiddha), 결

정적이지 않은 것, 모순된 것(viruddha)이 있는데, 원측은 이러한 잘못된

이유 중 결정적이지 않은 것이 청정하지 않은 특성과 관련된다고 보고

여섯 가지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 중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를 두 가

지 방식으로 네 가지 청정하지 않은 특성에 대응시킨다.119)

샹까라스바민에 따르면 6가지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공통된 것

(sādhāraṇa), 공통되지 않은 것(asādharaṇa), 유사한 종류의 일부에 있으

면서 유사하지 않은 종류에 변재하는 것(sapakṣaikadeśavṛtti-

vipakṣavyāpin) 유사하지 않은 종류의 일부에 있으면서 유사한 종류에

변재하는 것(vipakṣaikadeśavṛtti-sapakṣavyāpin), 둘의 일부에 있는 것

(ubhayapakṣaikadeśavṛtti), 모순된 것에 대해 확정적인 것

(viruddhāvyabhicārin)이다.120)

논증식을 통한 증명은 이유와 증명의 대상 사이에 있는 불가분의 관

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명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증명되어

야 할 주제에 있으면서(pakṣadharmatva) 증명되어야 할 주제와 유사한

종류에도 있어야 하고(sapakṣe sattva), 그것과 유사하지 않은 종류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vipakṣa ‘sattva).121) 이유가 증명되어야 할 주제에 없

118) SNSṬ D151b1-7에서 원측은 HV 3.271-5에 나오는 다섯 가지 추론에 대
한 서술을 인용한다.

119) SNSṬ D149a1-2: 'dir bstan pa'i mtshan nyid bdun las/ mtshan nyid
snga ma bzhi ni bstan bcos gtan tshigs kyi rigs pa las bstan pa'i ma
nges pa drug las/ snga ma lnga po dag yin te/ drug pa phan tshun 'gal
bar nges pa nyid ces bya ba ma rtogs pa'i phyir ro// “여기서 설한 일곱
가지 특성에서 처음 네 가지 특성은 Nyāyapraveśa(入正理論)에서 설한 여섯
가지 확실하지 않은 것 중 처음 다섯 가지이다.”

120) NP 3.2.2; SNSṬ D149a2-150a1.
121) pakṣa는 주장에 있어서 증명되어야 할 속성을 가진 주제(sādhyadhar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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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증명되어야 할 대상을 증명할 수 없으며, 유사

한 종류에 없다면 증명되어야 할 대상과 이유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이 성립할 수 없고, 유사하지 않은 종류에 있다

면 그를 통해 증명되어야 할 것과 반대되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기 때문

에 대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이 세 가지 조건(trairūpya)을 만족

시켜야 한다. 하지만 다섯 가지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유라 할 수 있다.122)

우선 첫 번째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유사한 종류와 유사하지 않은

종류 모두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을, 두 번째는 두 종류 모두에 없

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유사하지 않

은 종류 모두에 있거나 그 일부에 있다는 점에서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

키지 못하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가 아니다. 또한 유사하지 않은 종류에

만 있고 유사한 종류에는 있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증명되어야 할

대상과 반대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증명의 대상과 그와 반대되는 것 중 어느 것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라 할 수 있다.

원측은 이러한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를 네 가지 특성과 대응시키는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한다. 이 두 해석은 공통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성을 유사한 종류의 일부에 있으면서 유사하지 않은 종류에 변재하는

것과 유사하지 않은 종류의 일부에 있으면서 유사한 종류에 변재하는 것

에, 세 번째와 네 번째 특성을 공통된 것과 공통되지 않은 것에 대응시

킨다. 하지만 다섯 번째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인 둘의 일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데, 첫 번째 해석의 경우 이를 첫 번

sapakṣa는 pakṣa와 다르지만 증명되어야 할 속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와
유사한 것, vipakṣa는 증명되어야 할 속성을 가지지 않았기에 그와 유사하지
않은 것을 지칭한다. 이 세 용어에 대한 디그나가의 설명에 대해서는
Katsura (2004b) 참조.

122) 마지막 이유는 서로 반대되는 것을 증명하는 서로 다른 두 이유를 하나로
해서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한 추론의 과정에서 일어
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마끼르띠는 이를 논리적 오류로 받아들
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Tachikawa (1971), pp. 125, 135, n. 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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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와 두 번째 특성에 대응시키는 반면, 두 번째 해석은 다섯 번째 특성

에 대응시킨다.123)

이에 따라 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우선 첫 번째 특성

(tadanyasārūpyopalabdhi)에서 tat은 증명되어야 할 주제,124) tadanya는

그와 유사한 종류를 지칭하기 때문에 첫 번째 특성은 그와 유사한 종류

의 일부에 있는 이유, 즉 유사한 종류의 일부에 있는 것

(sapakṣaikadeśavṛtti)을 인식하는 것을 뜻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유사

하지 않은 종류에 변재하는 것(vipakṣavyāpin)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

는 것으로 이해되기에 이것은 세 번째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응한

다.125) 다음으로 두 번째 특성(tadanyavairūpyopalabdhi)에서 tat은 증명

되어야 할 주제, tadanya는 그와 유사하지 않은 종류를 지칭하기에 두

번째 특성은 그와 유사하지 않은 종류의 일부에 있는 이유, 즉 유사하지

않은 종류의 일부에 있다는 것(vipakṣaikadeśavṛtti)을 뜻한다. 또한 여기

에서 유사한 종류에 변재하는 것(sapakṣavyāpin)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본다.126) 그리고 세 번째(sarvasārūpyopalabdhi)와 네 번째 특성

123) 첫 번째 해석에 따르면 다섯 번째 특성은 이유가 아니라 예에 관한 것이
다. SNSṬ 150a5-6.

124) 원문에서는 pakṣa에 대응하는 용어인 phyogs 대신에 책을 뜻하는 gzhung
이 나오지만, 맥락상 증명되어야 할 것이 나와야 하는 자리이므로, 증명되어
야 할 주제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다.

125) SNSṬ D150b5-6: de las gzhan pa dang mthun par dmigs pa'i mtshan
nyid ces bya ba la/ de zhes bya ba ni gzhung de'o// gzhan pa zhes bya
ba ni rigs mtshungs pa ste/ 'di ltar gzhung de dang rigs mtshungs pa'i
chos las gtan tshigs kyi chos kyi cha cung zad dmigs pas tshig tshang
bar bstan na/ 'di skad du phyogs mtshungs pa cha gcig 'jug pa dang/
phyogs tha dad pa kun 'jug pa zhes brjod pa'i rigs pa las/ mdo las mdor
bsdu bar dgos pa'i phyir phyogs mtshungs pa cha gcig 'jug pa 'ba' zhig
bstan to// “그것과 다른 것과의 유사성을 인식한다는 특성이라는 것에서 그
것이라는 것은 그 증명되어야 할 주제이다. 다른 것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인
데, 이를테면, 그 증명되어야 할 것과 같은 종류인 법에 이유인 법의 일부를
인식하기에 전문을 말하면, 이 문맥에서 유사한 종류의 일부에 있으면서 유
사하지 않은 종류에 변재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 적절한데, 경전(SNS)에서
는 축약해서 말하기 때문에 유사한 종류의 일부에 있는 것만 설했다.”

126) SNSṬ 150b6-151a1: de las gzhan pa dang mi mthun par dmigs pa'i
mtshan nyid ces bya ba la de zhes bya ba de ni gzhung de'o// gz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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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vavairūpyopalabdhi)에서 모든 것(sarva)은 증명되어야 할 주제를 제

외한 모든 것을 지칭하며, 이 특성들이 각각 모든 것에 있는 이유와 모

든 것에 없는 이유, 즉 공통된 것(sādhāraṇa)과 공통되지 않은 것

(sādhāraṇa)에 대응한다.127) 따라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특성은 결정적

이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것이기에 이들은 청정하지 않다.128)

이처럼 SNSṬ는 네 가지 특성을 NP의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

응시킴으로써 이들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

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SNSVy 또한 이들을 잘못된 이유 중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응하는 것으로 본다. 우선 SNSVy는 네 가지 특성을 순

서대로 유사하지 않은 종류의 일부에 있는 것, 유사한 종류의 일부에 있

는 것, 공통된 것, 공통되지 않은 것이라는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응

한다고 말한다.129)

zhes bya ba ni rigs [mi]1 mtshungs pa ste/ 'di ltar gzhung de dang rigs
[mi] mtshungs pa'i chos las gtan tshigs kyi chos kyi cha cung zad cig
dmigs pas tshig tshang bar bstan na 'di skad du/ phyogs tha dad pa cha
gcig 'jug pa dang/ phyogs mtshungs pa kun 'jug pa zhes brjod pa'i rigs
pa las/ mdo'i tshig bsdus pa'i phyir/ phyogs tha dad pa'i cha gcig 'jug
pa zhes bya ba 'ba' zhig bstan to// “그것과 다른 것과의 차이성을 인식한
다는 특성이라는 것에서 그것은 증명되어야 할 주제이다. 다른 것이라는 것
은 다른 종류이다. 이를테면, 그 증명되어야 할 것과 다른 종류인 법에 이유
인 법의 일부를 인식하기에 전문을 말하면, 이 문맥에서 유사하지 않은 종류
의 일부에 있고 유사한 종류에 변재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 적절한데, 경전
(SNS)에서는 축약해서 말하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은 종류의 일부에 있는 것
만 설했다.” 1 (원문에서는 부정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로 해석해야
하지만, 이 경우 같은 종류의 일부에 이유가 있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유
사하지 않은 종류의 일부에 있으면서 유사한 종류에 변재하는 이유에 대응하
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부정어를 삽입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 차이성의 의
미가 불명확해진다.)

127) SNSṬ 151a5-b1, 152a7-152b3.
128) 세 번째와 네 번째 특성에 있어서 유사성과 차이성은 HV와 일치하는 것
으로 보이나, 첫 번째 특성과 두 번째 특성에 있어서 유사성과 차이성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특성에 대한 설명에 따
르면 유사성은 유사한 종류에 있는 것, 차이성은 유사하지 않은 종류에 있는
것을 뜻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된 해석이 유사성과 차이성
을 고려하지 않고 청정하지 않은 특성과 결정적이지 않은 예를 대응시킨다고
볼 수도 있다.

129) SNSVy D163a5-6: de la ma nges pa'i skyon gyis gtan tshigs l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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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와 네 번째 특성에 대한 해석은 SNSṬ와 일치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성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자면, 첫 번째 특성은 유

사하지 않은 종류의 일부에 있다는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응한다.

이를테면, “소리는 노력해서 생긴 것이다. 무상하기 때문에”라는 추론에

서 노력해서 생긴 물병 등의 유사한 종류와 노력해서 생기지 않은 허공,

번개, 숲의 꽃과 같은 유사하지 않은 종류의 일부인 번개와 숲의 꽃 등

에 있는 무상성이 이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에 해당한다.130) 따라서 첫

번째 특성에서 tat은 허공과 같은 유사하지 않은 종류의 일부, tadanya는

번개와 숲의 꽃과 같은 다른 일부를 지칭하고, tadanyasārūpyopalabdhi

는 이러한 유사하지 않는 종류의 일부에 증명되어야 할 주제에서와 같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131)

snang ba ni rnam pa bzhi ste/ mi mthun pa'i phyogs kyi phyogs gcig la
yod pa'i ma nges pa dang/ mthun pa'i phyogs kyi phyogs gcig la yod
pa'i ma nges pa dang/ thun mong gi ma nges pa dang/ thun mong ma
yin pa'i ma nges pa ste yongs su [ma]1 dag pa'i mtshan nyid bzhi dang
go rims bzhin no// “그중 결정적이지 않다는 잘못에 의해 잘못된 이유는 네
가지이다. 유사하지 않은 종류의 일부에 있다는 결정적이지 않은 것, 유사한
종류의 일부에 있다는 결정적이지 않은 것, 공통되다는 결정적이지 않은 것,
공통되지 않다는 결정적이지 않은 것인데, 청정하지 않은 네 특성과 순서대
로 같다.” 1 (원문에는 부정어가 빠져있다.)

130) SNSVy D163a6-b1.
131) SNSVy D164a4-b2; de la de las zhes bya ba ni [mi] mthun pa'i
phyogs gcig shos de las te/ dper na sgra brtsal ba las 'byung bar
bsgrub pa dag gi brtsal ba las 'byung ba de'i mi mthun pa'i phyogs kyi
phyogs gcig shos dang nam mkha' lta bu de las so// gzhan dang zhes
bya ba ni mi mthun pa'i phyogs kyi phyogs cig shos de las gzhan dang
mi mthun pa'i phyogs cig shos dang ste/ dper na sgra brtsal ba las
'byung bar bsgrub pa dag gi brtsal ba las 'byung ba de'i mi mthun pa'i
phyogs kyi phyogs cig shos nam mkha' de las gzhan pa brtsal ba las
'byung ba de'i mi mthun pa'i phyogs kyi phyogs cig shos glog dang
nags kyi me tog la sogs pa lta bu dang ngo// mthun par dmigs pa zhes
bya ba ni mi mthun pa'i phyogs kyi phyogs cig shos de la2 sgrub par
byed pa'i phyogs kyi chos de yod pa'i phyogs/ dper na sgra brtsal ba
las 'byung bar bsgrub pa dag gi brtsal ba las byung ba de'i mi mthun
pa'i phyogs kyi phyogs cig shos glog dang nags kyi me tog la sogs pa
de la sgrub par byed pa'i phyogs kyi chos mi rtag pa'i phyir zhes bya
ba de yod pa lta bu'o// de ltar na de las gzhan dang mthun par dmi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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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두 번째 특성은 유사한 종류의 일부에 있다는 결정적인 이

유에 대응하며, 이러한 이유의 예로는 “소리는 노력해서 생긴 것이 아니

다. 영원하기 때문에”라는 추론에서 허공, 번개, 숲의 꽃 등의 유사한 종

류 중 허공 등의 일부에만 있는 영원함이 있다.132) 이에 따라 두 번째

특성에서 tat은 허공과 같은 유사한 종류의 일부이고, tadanya는 번개와

숲의 꽃과 같은 다른 일부를 지칭하고, tadanyavairūpyopalabdhi는 이러

한 유사한 종류의 일부에 증명되어야 할 주제에서와 달리 이유가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다.133)

pa zhes bya ba de ni mi mthun pa'i phyogs kyi phyogs gcig la yod pa'i
ma nges pa yin par rig par bya'o// “여기서 그라는 것은 유사하지 않은 종
류의 일부이다. 예를 들어, 소리가 노력해서 생기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서 노
력해서 생기는 것의 유사하지 않은 종류의 일부와 허공과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라는 것은 그 유사하지 않은 종류의 일부와 다른 유사하지 않은 종류의
일부이다. 예를 들어 소리가 노력으로부터 생기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서 노
력으로부터 생기는 것의 유사하지 않은 종류의 일부인 허공과 다른, 노력으
로부터 생기는 것의 유사하지 않은 종류의 한 부분인 번개와 숲의 꽃 등과
같은 것이다. 유사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유사하지 않은 종류의 일부에 증명
하는 이유(pakṣadharma)가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소리가 노력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서 노력으로부터 생기는 것의 유사하지 않은 종
류의 일부인 번개와 숲의 꽃 등에서 증명하는 이유인 무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그와 다른 것과의 유사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유사하
지 않은 종류의 일부에 있다는 불확정이라고 알려져야 한다.” 1 (유사하지 않
은 종류가 나와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부정어를 삽입하였다.) 2 (이유가 있는
곳을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에 las를 la로 수정하였다.)

132) SNSVy D164b2-3.
133) SNSVy D165a7-b4: de la de las zhes bya ba ni mthun pa'i phyogs cig
shos de las te/ dper na1 brtsal ba las mi 'byung bar bsgrub pa dag gi
brtsal ba las mi 'byung ba de'i mthun pa'i phyogs kyi phyogs cig shos
nam mkha' lta bu de las so// gzhan dang zhes bya ba ni mthun pa'i
phyogs kyi phyogs cig shos de las gzhan pa mthun pa'i phyogs kyi
phyogs cig shos dang ste/ dper na sgra brtsal ba las mi 'byung ba de'i
mthun pa'i phyogs kyi phyogs cig shos nam mkha' de las gzhan pa
brtsal ba las mi 'byung ba de'i mthun pa'i phyogs kyi phyogs cig shos
glog dang nags kyi me tog la sogs pa lta bu dang ngo// mi mthun pa'i
dmigs pa zhes bya ba ni mthun pa'i phyogs kyi phyogs cig shos de la
sgrub par byed pa'i phyogs kyi chos de med2 pa'i don to// dper na sgra3

brtsal ba las mi 'byung bar bsgrub pa dag gi brtsal ba las mi 'byung ba
de'i tshe4 mthun pa'i phyogs kyi chos cig shos glog dang nags kyi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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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SNSVy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성을 각각 유사하지 않은 종

류의 일부에 있는 것과 유사한 종류의 일부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것은 또한 첫 번째 특성이 유사한 종류의 일부에 있는 것,

두 번째 특성이 유사하지 않은 종류의 일부에 있는 것에 대응하는 것으

로 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 경우 첫 번째 특성에서의 tat은 유사한 종

류의 일부가 되고, 두 번째 특성에서의 tat은 유사하지 않은 종류의 일부

가 되며, 이에 따라 첫 번째 특성은 유사한 종류의 일부에 이유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 특성은 유사하지 않은 종류의 일

부에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34)

정리하자면, SNSṬ와 SNSVy에서 유사성과 차이성은 증명되어야 할

주제와 예 사이의 관계로서 논증식을 통한 증명 혹은 추론에 적용되는

tog la sogs pa de las sgrub par byed pa'i phyogs kyi chos rtogs pa'i
phyir bya ba de med pa lta bu'o// [mthun pa’i]5 phyogs kyi phyogs gcig
la sgrub par byed pa'i phyogs kyi chos de med par grub na mthun pa'i
phyogs kyi phyogs gcig la yod pa zhar la 'grub pas/ de'i phyir de la[s]6

gzhan dang mi mthun par dmigs pa zhes bya ba de ni mthun pa'i
phyogs kyi phyogs gcig la yod pa'i ma nges pa yin par rig par bya'o//
“여기서 그라는 것은 유사한 종류의 일부이다. 예를 들어, 노력으로부터 생기
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서 노력으로부터 생기지 않는 것의 유사한 종류
의 일부인 허공과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라는 것은 그 유사한 종류의 일부
와 다른 유사한 종류의 일부이다. 예를 들어, 노력으로부터 생기는 소리의 유
사한 종류의 일부인 허공과 다른, 노력으로부터 생기는 것의 유사한 종류의
일부인 번개와 숲의 꽃 등과 같은 것이다. 차이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유사한
종류의 일부에 증명하는 이유(pakṣadharma)가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소
리가 노력으로부터 생기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서 노력으로부터 생기지
않을 때 유사한 종류의 일부인 번개와 숲의 꽃 등으로부터 증명하는 이유인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 유사한 종류의 일부에 그 증명하
는 이유가 없다고 증명할 경우 유사한 종류의 일부에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
로 증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와 다른 것과의 차이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유
사한 종류의 일부에 있다는 불확정이라고 알아야 한다.” 1 (이 뒤에 sgrub
pa가 나오지만, 불필요하기에 삭제하였다.) 2 (원문에서는 yod가 나오지만 이
유가 없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므로 med로 수정하였다.) 3 (뒤에 la가 나오지
만 불필요하기에 삭제하였다.) 4 (n. 131의 인용과 비교한다면 빠져야 한다.)
5 (유사한 종류라는 말이 나와야 하기에 mthun pa’i를 삽입하였다.) 6 (la가
아니라 las가 나와야 한다.)

134) SNSVy D165b6-166b2.



- 58 -

개념으로서 예와 증명의 주제가 같은 증명의 이유를 가질 경우에 나오는

증명의 주제와 예 사이의 유사함과 가지지 않을 경우에 나오는 양자 간

의 차이를 뜻한다.135) 그리고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성을 통해 증명의 대

상과 이유 사이의 관계가 확립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유사성과 차

이성에 관련된 네 가지 특성이 이 관계를 확립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

되고, 이들은 잘못된 이유 중에서도 네 가지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

응하게 된다.

2.2.2.3 해심밀경에서의 청정하지 않은 특성

지금까지 유사성과 차이성이 의미하는 바와 이들과 관련된 청정하지

않은 특성에 대한 SNSṬ와 SNSVy의 설명을 보았다. 하지만 SNS 자체

가 각각의 특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SNS에서 청정하지 않은

특성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HV

와 주석을 근거로 하여 청정하지 않은 특성들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을 제

안하는 것으로 본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SNS에서 일곱 가지 청정하지 않은 특성에 대한 설명이 빈약하기는

하지만, 이들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특성의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특성이 각각 청정한 특성 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특성과 반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섯 번째 특성은

증명되어야 할 대상과 관련이 없는 예를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일곱 번째 특성은 청정하지 않은 전승을 증명의 수단으로서 제시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완전하지 않다는 특성의 경우 이것이 네 번

135) 요시미즈(2010; 150f.)는 SNSVy가 sārūpya와 vairūpya를 sapakṣa와
vipakṣa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SNSVy에는 tat과 tadanya가 sapakṣa와 vipakṣa의 일부를 지칭한다는 설명
은 나오지만 sārūpya와 vairūpya가 sapakṣa와 vipakṣa와 일치하다는 서술은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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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청정한 특성과 반대된다면, 지각, 추론, 예를 드는 것이 증명의 대상

에 있어서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증명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뜻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지만, (f’)에서는 유사성과 차이성을 들어 이 특성

을 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처음 네 가지 특성에 대해

설명한 이후에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특성은 그 명칭에 있어서 HV에서 나

오는 유사성과 차이성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한 쌍의 개념

은 논증식을 통한 증명과 추론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 특성들도

논증식이나 추론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HV에서 직접적으로

유사성과 차이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언급되는 것은 추론이 아니라 논증

식이며, 추론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던 두 번째 특성에서 나왔던 개념

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론보다는 논증식의 이유와 관련된 것

처럼 보인다. 다만 논증식을 통한 증명과 마찬가지로 추론 또한 유추라

는 점에서 이 네 가지 특성은 추론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성에서 tat은 증명의 대상을 가진 주제

(dharmin)를 지칭하며, tadanya는 이것과 유사한 종류나 유사하지 않은

종류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사하지 않은 종류와의 유사

성을 인식한다면, 증명의 대상이 없을 경우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에 양자 간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유추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에서 tadanya는 유사한

종류를 지칭하게 되며, 유사한 종류에 있어서 이유가 없는 사례가 있다

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이유와 대상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성

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따라 증명이나 추론이 불가능하

게 된다.136)

다음으로 세 번째 특성은 의식(manovijñāna)에 의해 인식된다는 것

과 같은 이유가 모든 것에 있다는 점에서 증명의 대상이 모든 것과 유사

136)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성에서 tadanya를 유사한 종류와 유사하지 않은 종
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면, 단순히 이유와 관련하여 유사한 종류에 주제
와 유사한 것이 있고 유사하지 않은 종류에 유사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증명이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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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인식하는 것이고, 네 번째 특성은 증명의 주제만이 그 이유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제외한 모든 것과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

이다. 전자의 이유는 유사한 종류뿐만 아니라 유사하지 않은 종류 또한

가지고 있으며, 후자의 이유는 둘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상과 이유 간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 이유

들을 가지고 대상을 타당한 방식으로 증명하거나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완전하지 않다는 특성은 그 용어에 있어 네

번째 청정한 특성에 반대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설명인 (f’)는 그것과

는 다른 방식으로 여섯 번째 특성을 설명한다. (f’)에 따르면 증명이 불

완전해지는 상황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와 다른 것과의 유사성을

인식하는 특성이 예를 수반할 때 모든 것과의 차이성을 인식하는 특성이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다른 것과의 차이성을 인식하는 특성

이 예를 수반할 때 모든 것과의 유사성을 인식하는 특성이 있는 경우이

다. 하지만 하나의 이유가 유사하지 않은 종류에 있으면서 모든 것에 없

을 수는 없으며, 유사하지 않은 종류에는 없으면서 모든 것에 있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f’)는 실제로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원측은 (f’)에 나오는 첫 번째 특성과 네 번째 특성이 각

각 유사한 종류의 일부에 있는 것과 유사하지 않은 종류에 변재하는 것

에 대응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특성을 유사하지 않은 종류의 일부에

있는 것과 유사한 종류에 변재하는 것에 대응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

라 (f’)는 NP의 세 번째와 네 번째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서술이

된다.137) 하지만 tat과 tadanya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성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모

든 것과의 차이성과 유사성을 인식하는 것을 유사하지 않은 종류에 변재

하는 것과 유사하지 않은 종류에 변재하는 것에 한정하기는 어려워 보인

다. 이와 달리 SNSVy는 (f’)의 첫 번째 특성과 네 번째 특성, 두 번째와

137) SNSṬ D152b6-153a3, 153a5-153a7.



- 61 -

세 번째 특성에 있어서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유가

각각 유사성과 차이성을 인식하게 한다고 설명한다.138)

SNSṬ에서와 같이 모든 것과의 유사성이나 차이성을 인식한다는 것

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이유를 통해 증명의 주제

와 예, 그 주제 이외의 모든 것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인식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SNSVy에서와 같이 두 가지 이유를 통해 유사성

과 차이성을 각각 인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f’)에 나오는

두 가지 경우 중 전자는 한 이유에 근거하여 주제와 예 사이의 유사성을

인식하면서 오직 주제만이 가지는 이유 때문에 이들 사이의 차이성을 인

식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때 그 예는 주제와 유사하면서도 다르다고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유추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이를테면, “소리는

노력해서 생긴 것이다. 무상하기 때문이다”라는 추론에서 유사하지 않은

종류 중 번개와 같이 무상한 것을 예로 든다면, 소리와 다른 것인 번개

와 소리가 무상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들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이 소리에만 있는 이유에 따르면 이들은 다르다. 이에 따

라 증명의 주제와 예 사이의 유사성만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유추에

기반하여 증명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한 이유에 근거하여 주제와 예 사이의 차이

성을 인식하면서 주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가지는 이유를 통해 주제와

예 사이의 유사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소리는 노력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영원하기 때문에”라는 추론

에서 번개와 같은 유사한 종류를 예로 든다면 이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

문에 소리와 다르고, 소리와 마찬가지로 인식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유

사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예와 증명의 주제가 서로 유사하면서도 다

르기 때문에 이 예를 통해 유추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 이유

들은 증명에 있어서 결정적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SNS가 이 다섯

가지 청정하지 않은 특성들을 통해 잘못된 추론에 기반한 증명이 타당하

지 않다고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8) SNSVy D170b6-173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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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이 다섯 가지 특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명

확하지 않지만, SNS가 유사성과 차이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타당하지 않

은 방식으로 논증식을 세우거나 추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여기서 어떠한 방식으로 유사성과 차이성을 인식하느냐

에 따라 논증식과 추론이 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은 초기 유식학파가 논증식과 추론이 유추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청정하지 않은

특성들에 대한 서술은 긍정수반(anvaya)과 부정수반(vyatireka), 변충

(vyāpti), 추론의 세 조건(trairūpya)과 같이 후대의 불교 논리학에서 논

증식과 추론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에 초기 유식학

파가 유사성과 차이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타당하지 않은 논증식과 추론

의 조건을 제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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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이상 SNS에서 나타나는 upapattisādhanayukti의 정의와 그것의 청

정하고 청정하지 특성들을 SNS의 세 가지 주석과 함께 초기 논쟁전통

과 초기 유식문헌에 근거하여 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우선 2.1.1에서는 SNS의 upapattisādhanayukti의 서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문헌인 ŚrBh에서 제시된 그에 대한 정의를 통해

upapattisādhanayukti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 정의와

함께 upapattisādhanayukti가 등장하는 문맥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용어

를 분석하고 번역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증명이

아니라 불교 교리에 대해 증명하는 것에 대한 것이며, “근거를 통한 증

명으로서의 원리”라고 번역될 수 있다.

그리고 2.1.2에서는 SNS의 upapattisādhanayukti의 정의를 분석함으

로써 SNS에서 upapattisādhanayukti가 무엇을 뜻하는지 밝히고자 하였

다. 그리고 이를 위해 SNS의 티벳역과 한역들을 비교하였고, SNS의 주

석들과 초기 논리학 문헌을 참고하였다. 또한 여기서 카지야마의 해석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SNS의 정의에서 증명의 대상이 되

는 주장되고 설명되고 설해진 대상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불교 교리

를 지칭한다는 것을 밝혔고, 복합어의 구조를 제외한다면 SNS가 ŚrBh

와 같은 방식으로 upapattisādhanayukti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였다.

2.2.1에서는 초기 논리학 문헌에 근거하여 타당한 증명의 조건이 되

는 upapattisādhanayukti의 다섯 가지 청정한 특성에 대한 서술을 분석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카지야마와 요시미즈 그리고 SNS의 세 주

석의 해석들을 재검토하였다. 여기서 다섯 가지 특성들이 지각, 추론, 믿

을 만한 자의 전승이라는 세 가지 바른 인식 수단을 통한 증명에 대한

것으로 보았고, 이 중 예와 관련된 세 번째 특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추

론에 종속된 것으로서의 예시가 아닌, 추론과 대등한 것으로서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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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임을 보였다. 이를 위해 후대의 불교 논리학에서와는 달리 초기 논

쟁전통의 논리학에서는 추론이 항상 예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CaS와

UH에서 예를 제시하는 것이 추론이나 논증식과는 별개의 증명 방법으

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SNS에서 나오는 예들의 용례

에 따르면 세 번째 특성의 자기 종류의 예(svajātīyadṛṣṭānta)는 유사한

예(sādharmyadṛṣṭānta)가 아니고, 그것의 예들은 그와 유사한 것이 있을

수 없는 모든 조건지어진 것과 모든 법이라는 보편적인 것을 증명의 대

상으로 하고 있기에 초기 논리학 문헌에서의 예의 용례에는 부합하지 않

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2.2.2에서는 HV의 유사성과 차이성, 추론에 대한 서술과

SNSṬ와 SNSVy의 해석을 근거로 하여 upapattisādhanayukti의 일곱 가

지 청정하지 않은 특성들에 대해 다루었다. 이 일곱 가지 청정하지 않은

특성 중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특성은 그 명칭에 유사성과 차이성

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는 초기 논리학 문헌 중 HV에서만 등장

하는 개념이었다. 이에 따르면 유사성은 어떤 것이 다른 것과 표지, 자

성, 운동, 속성, 원인과 결과 중 하나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

서 그와 유사하다는 것을 지칭하며, 반대로 차이성은 그와 달리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와 다르다는 것을 지칭한다. 그리고 추론이나 논

증식은 유추라는 점에서 이 유사성과 차이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유사성

을 통해 이유와 대상 간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함으로써 추론이 가능하게

된다. SNSṬ와 SNSVy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유사성과 차이성을 이해

하고 있으며, 네 가지 청정한 특성을 잘못된 이유 중 네 가지 결정적이

지 않은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문에서는 이 설명들에 맞추어 청정하지 않은 특성들에 대한 하나

의 해석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SNS는 anvayavyatireka와

같이 추론이나 논증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

어떻게 초기 유식학파가 유사성과 차이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논증식이나

추론의 타당성을 설명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SNS에서 등장하는 upapattisādhanayukti와 그것의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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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종류의 특성들을 논리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초기 유식학파의 논리학의 한 측면을 드러낼 수 있었다. 불교 교리를 이

해하기 위한 근거인 네 가지 yukti에 속하고, 불교 교리를 증명의 대상

으로 한다는 점에서 upapattisādhanayukti는 단순히 논리학적인 개념으

로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네 가지 yukti의 해석학적 측

면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upapattisādhanayukti에 있

어서 Steinkellner가 지적하고 있듯이 Prajñāsena 등에게서 발견되는

SNS의 영향 또한 연구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고는 SNS에서 나타나

는 upapattisādhanayukti의 논리학적 측면을 다룬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며, 이 두 가지 주제는 이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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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upapattisādhanayukti and

its characteristics

in the Saṃdhinirmocanasū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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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ores upapattisādhanayukti and its characteristics

in the Saṃdhinirmocanasūtra. The four kinds of yukti are

hermeneutic means on the basis of which Buddhist ascetics interpret

Buddhist scriptures and doctrines. In this regard, they are subordinate

to hermeneutics. However, yukti is also associated with logic since

the third yukti i.e. upapattisādhanayukti, denotes the principle that

consists in proof by means of arguments. Contrary to other Yogācāra

texts which merely mention or define it, SNS describes the proof of

the Buddhist doctrines by using logical terms while explaining it.

Therefore, the examination of upapattisādhanayukti in SNS would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the logic of early Yogācā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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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defines upapattisādhanayukti, divides it into two kinds, viz.

the pure and impure, and explains characteristics of them. Therefore,

in this paper, the definition of upapattisādhanayukti is analyzed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explanation of the pure and impure

characteristics is presented.

In order to identify what upapattisādhanayukti means, the

definition of upapattisādhanayukti in ŚrBh is examined and three

Chinese and one Tibetan translations are compared. After interpreting

the definition of upapattisādhanayukti in SNS, the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s is analyzed based on the texts of the early vāda

tradition, e.g. CaS and UH, and three commentaries of SNS, viz.,

SNSṬ, SNSVy and mDo btus pa. In addition, Kajiyama and

Yoshimizu’s interpretation of them is critically explored.

In this process, it is confirmed that the exemplification can be

used as an independent means of proof which is not subsumed under

the inference or syllogism and the example is not a similar example

(sādharmyadṛṣṭānta). Furthermore, the description of the impure

characteristics shows that early Yogācāra recognizes the analogical

nature of inference and ascertains the validity of inference and

syllogism based on similarity (sārūpya) and dissimilarity (vairūpya)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s like anvayavyatireka and

vyāpti.

keywords: yukti, upapattisādhanayukti, sārūpya, vairūpya,

Saṃdhinirmocanasū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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