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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디그나가(Dignāga, ca. 480-540) 이후 불교도들은 지각(現量, pratyakṣa)을 정의할 때, ‘분

별을 배제한 것’(kalpanāpoḍha)이라는 견해를 기본적으로 유지한다. 이후 다르마끼르띠

(Dharmakīrti, ca. 600-660)는 지각이 분별을 배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착오가 아닌 

것’(abhrānta)이라고 덧붙이며, 또한 분별에 대해서는 ‘언어표현을 가진 인식’이라고 설

명한다. 지각과 분별에 대한 다르마끼르띠의 부가적 정의는 이후 다양한 해석학적 논의

를 발생시킨다. 샨따락쉬따(Śāntarakṣita, ca. 725-788)의 땃뜨바쌍그라하(Tattvasaṃgra

ha)와 그에 대한 까말라쉴라(Kamalaśīla, ca. 740-795)의 주석에서는 ‘언어표현을 가진 인

식’이라는 정의를 해명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문법학자 바

르뜨르하리(Bhartṛhari, ca. 450-510)의 바꺄빠디야(Vākyapadīya)에 나타난 견해를 차용

하여, 언어표현을 직접적으로 동반하지 않더라도 분별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세 가지 근거를 통해 확립한다. (1) 말을 배우지 않은 아기들도 분별을 통한 활동방식

(itikartavyatā)에 익숙하다. (2) 생각하고 상상하는 등의 분별은 언어에 의해 꿰뚫린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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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그 필연적인 관계가 부정될 수 없다. (3) 분별에 의해서 언어와 지시대상이 고정적 관

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언어사용(vyavahāra)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언어

표현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영역까지 분별의 외연을 더욱 폭넓게 설정하고 있으

며, 궁극적으로는 언어와 지시대상의 관계가 착오(bhrānta)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밝

힌다. 이러한 접근은 디그나가가 불교 인식논리학을 체계화한 이후로 발생한 불교 안팎

의 쟁점들을 수렴하여 통합적인 이론적 틀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주제어

인식수단(量, pramāṇa), 지각(現量, pratyakṣa), 분별(kalpanā), 언어표현(abhilāpa), 땃뜨바

쌍그라하(Tattvasaṃgraha), 샨따락쉬따(Śāntarakṣita), 바르뜨르하리(Bhartṛhari) 

I. 들어가는 말

지각(現量, pratyakṣa)은 인도철학 전반에서 유효한 인식수단(量, pramāṇa)의 

하나로 간주되지만, 그 정의(lakṣaṇa)에 대해서는 각 학파마다 견해가 달랐다. 

불교 인식논리학의 체계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되는 디그나가(Dignāga, ca. 

480-540)는 집량론(集量論, Pramāṇasamuccaya, 이하 PS) 1.3ab에서 지각을 ‘분

별을 배제한 것’(kalpanāpoḍha)으로 정의한다. 지각과 분별(kalpanā)의 의미를 

분명하게 구분 짓는 입장은 이후의 불교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유지된다. 그러

나 디그나가의 체계를 이어받은 다르마끼르띠(法稱, Dharmakīrti, ca. 600-660)

가 그 사상을 재정립하면서 불교 내부에서는 지각의 정의에서 사용된 분별이

라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논의가 형성된다.

이와 관련해서 샨따락쉬따(Śāntarakṣita, ca. 725-788)의 땃뜨바쌍그라하
(Tattvasaṃgraha, 이하 TS)와 그에 대한 까말라쉴라(Kamalaśīla, ca. 740-795)의 

주석 땃뜨바쌍그라하빤지까(Tattvasaṃgrahapañjikā, 이하 TSP)에서는 분별

이 곧 ‘언어표현을 가진 인식(abhilāpinī pratītiḥ)’이라는 다르마끼르띠의 정의

를 해명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문법학자 바르뜨르

하리(Bhartṛhari, ca. 450-510)의 바꺄빠디야(Vākyapadīya) 제1장 ｢브라흐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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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장｣(Brahmakāṇḍa)에 나타난 견해를 차용하여, 언어표현을 직접적으로 동

반하지 않더라도 분별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해명한다.

여기에서는 디그나가의 PS(V) 이후 지각과 관련된 불교 내부의 논의들을 간

략하게 살펴보고, 샨따락쉬따와 까말라쉴라가 지각과 분별의 논의를 유기적

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TS(P)는 바르뜨르하리가 제시한 

언어적 구분을 차용하여 언어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영역까지 분별의 외연을 

더욱 폭넓게 설정하고 있다. 나아가 TS(P)는 언어와 지시대상의 관계가 착오

(bhrānta)에 기반하고 있다는 불교의 관점을 명시적으로 밝힌다.

II. 지각과 관련된 PS(V) 이후의 논의 검토

유효한 인식수단의 문제는 각 학파의 인식론 체계를 해명하는 작업과 접

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인도철학사 전반에서 주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가운데 지각은 모든 학파에서 유효한 인식수단의 하나로 인정되었다.1) 디

그나가는 PS 1.2ab’에서 지각과 추론(比量, anumāna) 두 가지를 유효한 인식수

단으로 한정한다.2) 이러한 작업은 냐야학파(Nyaiyāyika)나 미망사학파

(Mīmāṃsaka) 등에서 인식수단으로 인정한 유추(類推, upamāna)나 성언량(聖言

1) Lambert Schmithausen은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Yogācārabhūmi)의 Hetuvidyā와 아비달마집론
(阿毗達磨集論, Abhidharmasamuccaya), 그리고 육띠디삐까(Yuktidīpikā)에서 pratyakṣa가 인식주

관의 지각이 아니라 ‘지각대상’의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해명한다. Lambert Schmithausen, “The 

Definition of Pratykaṣa in the Abhidharmasamuccayaḥ”,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asiens, 

Vol.16(Vienna: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Press, 1972), pp.160-61; Funayama Toru는 중성 단수명

사로서 pratyakṣa는 인식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외에 지각의 대상으로서 쓰일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때는 중성형에 국한되지 않고 어느 형태도 취할 수 있다. 桂紹隆 외, 認識
論と論理学(東京: 春秋社, 2012), p.97; 강성용 또한 아유르베다(āyurveda)에 대한 총서인 

Carakasaṃhitā를 통해 pratyakṣa가 감각지각뿐만 아니라 ‘감각지각의 대상’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는 사실을 지적한다. 강성용, ｢“pramāṇa”와 “pratyakṣa”에 대하여｣, 인도철학 제16집(서울: 인도

철학회, 2004), pp.141-45 참조; 인도의 회의주의 전통으로 분류되는 짜르바까(Cārvāka) 혹은 로까

야따(Lokāyata)의 문헌에서 자야라쉬(Jayarāśi)는 지각마저도 유효한 인식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예외적인 입장을 취한다. 앞의 논문, p.130 참조. 

2) PS 1.2ab’, “pratyakṣam anumānaṃ ca pramāṇ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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量, āgama/śabda) 등을 모두 추론에 귀속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이어서 PS 1.3ab에서 디그나가는 지각을 ‘분별을 배제한 것’이라고 정의한

다.4) 이때 디그나가는 특정 개념을 그것이 ‘아닌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정의

하는 방식, 즉 아포하(apoha)를 통해 지각을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지각이 곧 

‘분별이 아닌 것’이라고 할 때, 그 분별을 어떻게 규정할지의 문제가 다시 쟁점

이 된다. 이어지는 게송 PS 1.3cd에서 디그나가는 그 분별을 ‘명칭과 종류 등이 

결합(nāmajātyādiyojanā)[한 인식]’이라고 규정한다.5) 디그나가가 자주(vṛtti)에

서 설명하듯 이때 분별은 보통명사(jātiśabda) 등 지칭(vyapadeśa)의 문제와 

접하게 관련된다.6)

한편, 다르마끼르띠는 쁘라마나바르띠까(Pramāṇavārttika) 3장에서 지각

3) 불교 내부에서 성언량이 추론으로 귀속되는 과정은 함형석, ｢성언량의 비량귀속 담론 발전 양상 

연구: 땃뜨와상그라하(Tattvasaṃgraha) 1488-1524를 통한 고찰｣, 동아시아불교문화 제14집

(부산: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3), pp.124-49 참조.

4) PS 1.3c, “pratyakṣaṃ kalpanāpoḍhaṃ.”; 쌍캬(Sāṃkhya) 문헌에서도 지각을 ‘개념이 아닌 청각 등의 

작용’(śrotrādivṛttir avikalpikā)이라고 정의한 빈댜바신(Vindhyavāsin)의 견해가 소개된다. John 

Taber, A Hindu Critique of Buddhist Epistemology(London/New York: RoutledgeCurzon, 2005), p.7; 디

그나가가 지각을 ‘분별을 배제한 것’이라고 정의한 것은 ‘개념이 아닌 것’(avikalpa)이라는 쌍캬의 

견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각과 개념을 완전하게 분리시킨 것은 얼핏 자연스

러워 보이지만, 미망사의 꾸마릴라(Kumārila)를 계승하는 밧타(Bhaṭṭa) 학파는 개념적 지각

(savikalpaka-pratyakṣa)을 인정하여 이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Ibid., pp.10-12, pp.29-38; 지각과 관

련된 쌍캬 문헌에서의 논의는 다음 연구를 참조. Kondo Hayato, “Several Affinities between the 

Yuktidīpikā and Sāṃkhyatattvakaumudī in the Context of Perception”, Journal of Indian and Buddhist 

Studies, Vol.59-3(Tokyo: Japanese Association of Indian and Buddhist Studies, 2011), pp.53-57.

5) PS 1.3cd, “pratyakṣaṃ kalpanāpoḍhaṃ, kalpanā nāmajātyādiyojanā.”; TS(P) 1220은 복합어 ‘nāmajāt-

yādiyojanā’에 대해 가능한 두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Funayama Toru, “A Study of Kalpanāpoḍha: A 

Translation of the Tattvasaṃgraha vv. 1212-1263 by Śāntarakṣita and the Tattvasaṃgrahapañjikā by 

Kamalaśīla on the Definition of Direct Perception”, Zinbun: Annals of the Institute for Research in 

Humanities, Vol.27(Kyoto: Kyoto University, 1992), pp.47-50; Funayama Toru, “Perception, Conceptual 

Construction and Yogic Cognition According to Kamalaśīla's Epistemology”, Chung-Hwa Buddhist 

Journal, Vol.18(New Taipei City: Chung-Hwa Institute of Buddhist Studies, 2005), pp. 74-77.

6) PSV on PS 1.3cd, “고유명사(yadṛcchāśabda)의 경우 이름에 의해 구별된 것을 말한다. 마치 ‘딧타

(ḍittha)’와 같이. 종(種, jāti)을 나타내는 단어의 경우에는 종에 의해 [구별된 것을 말한다.] 마치 

‘소’와 같이.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의 경우에는 속성에 의해 [구별된 것을 말한다.] 마치 ‘흰’과 같

이.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kriyāśabda)의 경우에는 운동에 의해 [구별된 것을 말한다.] 마치 ‘요리

사’와 같이. 실체를 나타내는 단어(dravyaśabda)의 경우에는 실체에 의해 [구별된 것을 말한다.] 마

치 ‘문지기(daṇḍin)’나 ‘코끼리(viṣāṇin; 뿔을 가진 자)’와 같이.”(yadṛcchāśabdeṣu nāmnā viśiṣṭo 'rtha 

ucyate ḍittha iti. jātiśabdeṣu jātyā gaur iti. guṇaśabdeṣu guṇena śukla iti. kriyāśabdeṣu kriyayā pācaka iti. 

dravyaśabdeṣu dravyeṇa daṇḍī viṣāṇī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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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 문제를 검토하는데, 여기서의 논의는 디그나가가 다룬 지각의 개념규

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니야야빈두(Nyāyabindu, 이하 NB) 

1.4-5, 쁘라마나비니슈짜야(Pramāṇaviniścaya, 이하 Pvin) 1.4a-c에서는 지각

이 분별을 배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착오가 아닌 것’(abhrānta)이라는 수식을 

덧붙인다. 아울러 디그나가의 지각 정의에서 사용된 ‘분별’(kalpanā)이라는 단

어에 대해서도 ‘언어표현을 가진 인식(abhilāpinī pratītiḥ; Pvin 1.4)’, 더 구체적으

로는 ‘언어표현과 결합 가능성을 가지고 나타난 인식’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다.7) 다르마끼르띠가 NB 1.5에서 분별이 곧 ‘언어표현과 결합 가능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인식’이라고 한정한 것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기나 개, 고양이 등

의 동물도 분별작용을 가진 것을 함의한다. 또한 마음속의 말(意言, manojalpa)

도 언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별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8)

지각과 분별에 대한 다르마끼르띠의 부가적 정의는 이후 다양한 해석학적 

논의를 발생시킨다. 지각을 둘러싸고 불교 내부에서 전개된 논의의 맥락은 크

게 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다르마끼르띠 이후 여러 주석 전통에서는 ‘착오가 

아닌 것’이라는 부가적 정의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경향

을 띤다. 특히 비니타데바(Vinītadeva, ca. 690-750)는 ‘착오가 아닌 것’이라는 다

르마끼르띠의 수식에 대해 ‘기만이 아닌 것’(avisaṃvādaka)이라고 해명하는데, 

이를 다르못따라(Dharmottara, ca. 750-810)가 비판하면서 첨예한 논증이 이어

진다.9) 다른 한편에서는, 지각이 분별을 떠난 것이라는 디그나가의 정의를 받

7) NB 1.4-5, “tatra pratyakṣaṃ kalpanāpoḍham abhrāntam, abhilāpasaṃsargayogyapratibhāsā pratītiḥ 

kalpanā.”

8) 桂紹隆 외, 認識論と論理学(東京: 春秋社, 2012), p.99.

9) 다르마끼르띠의 직제자 데벤드라붓디(Devendrabuddhi, ca. 630-690), 그의 제자 샤꺄붓디(Śākyabuddhi 

혹은 Śākyamati  ca. 660-720), 그리고 그 후에 비니타데바 등이 다르마끼르띠의 작업을 세 하게 

다루었다. 8세기 후반에는 디그나가의 PS에 대한 주석을 남긴 지넨드라붓디(Jinendrabuddhi, ca. 

725-785)와 다르못따라(Dharmottara, ca. 750-810) 등이 활동한다. 본고에서 사상가들의 활동연대

는 Erich Frauwallner, “Landmarks in the History of Indian logic,” Wiener Zeitchrift für die Kunder Süd 

und Ostasiens, Vol. 5(Vienna : Austrian Academy of Science Press, 1961), pp.125-148을 따른다; 다르

마끼르띠 이후 주석 전통에서 ‘착오가 아닌 것’이라는 정의를 분석하고 해명하는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Theodore Stcherbatsky, Buddhist Logic(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rep. 1962); 戶
崎宏正, 佛敎認識論の硏究(上)(東京: 大同出版社, 1979); 戶崎宏正, 佛敎認識論の硏究(下)(東京: 大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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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면서도 지각이 발생하는 방식인 자기인식(自證, svasaṃvedana)이라는 

지식의 이면성(dvirūpatā)이 비판적으로 검토된다.10) 이러한 논의는 비불교도

들의 견해를 비판하는 작업과 동시에 수행되는데, 지각에 관한 불교도들의 기

본적인 입장은 ‘판단을 본질로 하는 것’(vyavasāyātmaka)을 포함하는 냐야학파 

등의 정의와 명확하게 구분된다.11)

TS(P)는 디그나가 이후 이어진 비불교도들의 비판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을 

出版社, 1985); Hattori Masaaki, Dignāga, On Perception(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Kobayashi Hisayasu, “Non-deceptiveness and Non-erroneousness”, Journal of Indian and 

Buddhist Studies, Vol.60-3(Tokyo: Japanese Association of Indian and Buddhist Studies, 2012); 배경아, 

｢불교인식론의 무착오성 논쟁｣, 불교학리뷰 제17권(논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15) 

참조. 

10) 디그나가는 지각에 해당하는 자기인식(自證, svasaṃvedana)이라는 술어를 통해 불교 특유의 반실

체론 체계를 확립한다. 그는 PS(V) 1.10에서 인식수단과 그 대상을 자기인식이라는 결과 속에 함

축시킨다. 이를 통해 그는 인식대상, 인식수단, 인식결과라는 세 요소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선언

한다. PS 1.10, “이러한 현현이 인식대상이며, 그로부터 파악주관의 형상을 가진 것과 [자기]인식

이 각각 인식수단과 [인식]결과이다. 따라서 세 가지[인식대상, 인식수단, 인식결과]는 별개의 것

이 아니다.”(yadābhāsaṃ prameyaṃ tat pramāṇaphalate punaḥ/ grāhakākārasaṃvittyos trayaṃ nātaḥ 

pṛthak kṛtam//) 이는 인식주관(pramātṛ), 인식대상(prameya), 인식수단(pramāṇa), 인식결과(pramiti)

에 각각 대응하는 실재가 있다고 이해한 인도철학 전반의 입장과 대비된다. 여기서 디그나가는 인

식대상, 인식수단, 그 결과의 동일성을 은유(仮設, upacāra)를 통해 해명하고, 특히 자기인식을 통

해 외부 지시대상(artha)의 실재성을 비판한다. 이후 지넨드라붓디(Jinendrabuddhi, ca. 725-785)는 

승의(勝義)와 전의(轉義)의 두 층위를 설정하여 인식수단과 결과의 대상이 동일하게 되도록 설명

한다. PSṬ p.73, “[대상인식은] 승의적으로는 그것[자기인식]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자기인식이 

결과라고 [PS 1.9a에서] 서술한 것이다.”(paramārthatas tādātmyāt svasaṃvittiḥ phalam uktam.); 片岡
啓, ｢自己認識の生成･背景･変質」, 南アジア古典学 第12号(福岡: 九州大学大学院人文科学府, 2017), 

pp.191-214 참조; 자기인식에 대한 바비베까(Bhāviveka)의 비판은 斉藤明, ｢バヴィア作論理炎論
の識二分説批判｣, 多田考正博士古稀記念論文集･仏教と文化(東京: 山喜房仏書林, 2008) 참조.

11) 디그나가는 PSV 1.17ab에서 니야야학파의 정의를 직접인용하면서 이를 비판하고 있다. PSV on 

1.17ab, “한편 니야야학파에게 지각은 감관이 대상과 접촉하여 발생하는 인식이며, 표현할 수 없

으며(avyapadeśya), 헷갈림이 없고(avyabhicāri), 판단을 본질로 하는 것(vyavasāyātmaka)이다. 여기

서도 한정요소들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감각활동과 대상이 만날 때, ‘표현할 수 있는 것’ 등

[의 성질]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naiyāyikānāṃ tv indriyārthasannikarṣotpannaṃ jñānam 

avyapadeśyam avyabhicāri vyavasāyātmakaṃ pratyakṣam iti. atrāpi viśeṣaṇāny ayuktāni, yasmāt 

indriyārthodbhave nāsti vyapadeśyādisambhavaḥ/); cf. NS 1.1.4, “지각이란 감각활동이 대상과 접촉

하여 발생하는 인식이며, 표현할 수 없으며, 헷갈림이 없고, 판단을 본질로 하는 것이다.” 

(indriyārthasannikarṣottpannaṃ jñānam avyapadeśyam avyabhicāri vyavasāyātmakaṃ pratyakṣam//); 밧

챠야나(Vātsyāyana)는 이에 대한 주석 NBh에서 대상을 지각할 때, 아직 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어가 어떤 작용도 갖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NBh 1.1.4, “지칭하는 언어는 대상을 지각할 때 작동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작동한다.”(tad evam arthajñānakāle sa na samākhyāśabdo 

vyāpriyate, vyavahārakāle tu vyāpriyate.) Bimal Krishna Matilal, Epistemology, Logic, and Grammar in 

lndian Philosophical Analysis(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rep. 2005),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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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그 논의를 통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의 성격 때문에 

TS(P)는 특정 주제에 대한 불교도와 비불교도 사이의 교류사를 파악하기가 용

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TS(P)의 제 17 ｢지각의 정의에 대한 검토｣(pratyakṣalak-

ṣaṇaparīkṣā) 장에서는 인도철학 전반에서 촉발되었던 지각의 정의를 둘러싼 

쟁점들이 다뤄진다. 아래에서는 TS(P)의 1213-1217 부분을 검토하여 샨따락쉬

따와 까말라쉴라가 언어표현과 관련하여 분별을 규정하는 방식을 살펴볼 것

이다.

III. TS(P) 1213-1217에서 분별의 의미

먼저 샨따락쉬따는 TS 1213에서 다르마끼르띠가 제시한 지각과 분별의 정

의를 그대로 수용하여 소개한다. 

지각은 분별을 배제한 것, 착오가 아닌 것이다. 분별은 언어표현(abhilāpa)

을 가진 인식이지만, 구상(kḷpti)의 원인이 되는 성질 등을 본질로 하는 것

은 [취하지] 않는다.12)

이에 대한 주석에서 까말라쉴라는 인식수단, 특히 지각 자체와 관련해서 

‘개념(vikalpa)을 동반한 것 혹은 비인식을 본질로 하는 눈(眼) 등의 지각이 인

식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지적한다.13) 또한 그는 지각이 “분

12) TS 1213, “pratyakṣaṃ kalpanāpoḍham abhrāntam abhilāpinī/ pratītiḥ kalpanā, kḷptihetutvādyātmikā na 

tu//”

13) TSP 1213, “그 가운데 [인식수단(pramāṇa), 특히 여기서는 지각의] 자체에 관한 잘못된 견해는 개

념(vikalpa)을 동반한  것 혹은 비인식을 본질로 하는 눈(眼) 등의 지각이 인식수단이라고 하는 것

이다.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 정의하기를, ‘직접지각은 분별이 제거된 것이며, 착오가 아닌 

것’(1213ab’)이라고 한다.”(tatra savikalpakam ajñānasvabhāvaṃ vā cakṣurādikaṃ pratyakṣaṃ 

pramāṇam iti svarūpavipratipattiḥ, tannirākaraṇena tallakṣaṇam āha, pratyakṣaṃ kalpanāpoḍham 

abhrāntam iti/); 앞서 TSP는 ‘인식수단(pramāṇa)에 관한 다른 이들의 잘못된 견해는 자체(svarūpa), 

결과(phala), 범위(gocara), 수(saṅkhyā)에 대한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명한다. TSP 1212, “tatra 

pramāṇe svarūpaphalagocarasaṅkhyāsu pareṣāṃ vipratipattiś caturvidh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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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배제한 것”이라고 할 때 그 분별은 “언어표현을 가진 인식”이라고 풀이한

다.14) 이는 다르마끼르띠의 이해를 동일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덧

붙여서 까말라쉴라는 분별이 곧 “언어표현을 가진 인식”이라고 할 때, 언어표

현은 발화된 소리(vācakaḥ śabdaḥ)를 말하며, 그것은 보편적 모습을 가진 것이

라고 설명한다.15) 이와 같이 제시된 개괄적인 소개는 분별, 즉 언어를 포함한 

인식활동을 지각과 분명하게 구분하는 불교도들의 공통된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샨따락쉬따는 TS 1214에서 어떤 대상이 실제로 언어화되지 않더

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분별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언어와 지시대상을 결합할 수 있는 [분별]은 ‘나무’ 등이라는 [언어적] 형

태에 따른 것이며, 말(vāc)이 [실제로] 작용하지 않더라도 언어표현을 가

진 것처럼(sābhilāpeva) 발생한다.16) 

이는 분별을 설명할 때, 디그나가가 ‘종류 등과 명칭이 결합[한 인식]’이라

고 한 것과 다르마끼르띠가 ‘언어표현과 결합 가능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인

식’이라고 한 것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샨따락쉬따

는 특정 언어표현이 지칭의 기능으로 작용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식작용 가

운데 언어적 활동이 수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어떤 지칭, 나아가 모든 

종류의 언어표현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언어표현을 가진 것처럼’ 분별이 수행

된다고 해석하여 디그나가와 다르마끼르띠의 정의를 유기적으로 통합한다. 

나아가 ‘나무 등’이라는 언어적 형태가 직접적으로 발화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식 가운데서 대상으로 현현한다는 예시를 통해 분별의 작용을 구체적으로 

14) TSP 1213, “다시 그것이 배제된 인식이 지각이라고 할 때, 여기서 그 [배제된] ‘분별’은 무엇을 의

미하는 것인가? 답한다. 분별이란 언어표현을 가진 인식이다.” (kā punar atra kalpanābhipretā, 

yadapoḍhaṃ jñānaṃ pratyakṣam ity, āha abhilāpinī pratītiḥ kalpaneti.)

15) TSP 1213, “abhilāpaḥ, vācakaḥ śabdaḥ, sa ca sāmānyākāraḥ.”

16) TS 1214, “śabdārthaghaṭanāyogyā vṛkṣa ityādirūpataḥ/ yā vācām aprayoge 'pi sābhilāpeva jā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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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한다. 이러한 접근은 이전 주석 전통들에서 제기되었던 해석학적 차이들

을 해소하면서 언어와 분별에 대한 포괄적 관점을 도출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게송들에서 TS(P)는 언어와 분별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해명

한다. 샨따락쉬따는 말을 배우지 않은 아기들에게도 분별에 의해서 언어와 지

시대상의 결합이 수행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한다.

전생에서의 이름과 지시대상[이 결합되어 있다는] 생각(bhāvanā)의 훈습

(vāsanā)을 따르기 때문에 이제 막 태어난 아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분

별의] 결합 때문에 행동방식(itikartavyatā)이 익숙하다.17)

이때, 이름과 지시대상[이 결합되어 있다는] 생각(bhāvanā)이란, 언어와 

지시대상의 반복적 경험(abhyāsa)이다. 그것[이름과 지시대상의 반복적 

경험]에 의해 주어진 훈습이란 [언어사용] 능력[을 말한]다. 그것[훈습]

의 수반은, 따라가는 것이다. 아기에게도 [그 훈습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아기]도 언어표현을 가진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결합, 즉] “그 

분별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동방식(itikartavyatā) 즉, 웃고(smita), 

울고(rudita), 젖을 먹고(stanapāna), 기뻐하는(praharṣa) 등의 모습이 익숙하

다는 것은 능숙하다(catura)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의 있음들에 

의해서, 아기에게도 이와 같이 언급된 분별이 [있음이] 추론된다.18)

까말라쉴라는 이어지는 주석에서 VP 1.129의 직접인용을 통해 실체화되지 

않은 언어, 즉 소리에 의해 발생되지 않은 언어적 활동까지를 분별의 영역에 

포함시킨다. 

17) TS 1215, “atītabhavanāmārthabhāvanāvāsanānvayāt/ sadyojāto 'pi yadyogād itikartavyatā paṭuḥ//”

18) TSP 1215, “tatra nāmārthabhāvanā, śabdārthābhyāsaḥ. tenāhitā yā vāsanā, sāmarthyaṃ. tasyā anvayaḥ 

anugamo yato bālasyāpy asti, tenābhilāpinī pratītis tasyāpi bhavaty eva. yasyāḥ kalpanāyā yogāt. 

itikartavyatāyāṃ smitaruditastanapānapraharṣādilakṣaṇāyāṃ paṭuḥ. caturo bhavati. ato 'nayā kāryabhūtayā 

yathoktā kalpanā bālasyāpy anumīyata 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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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에서의 모든 행동방식(itikartavyatā)은 언어에 기반하고 있다. 전생

에 쌓인 형성[을 가진] 아기도 그것[행동방식]을 이해한다.”(VP 1.129)19)

다시, 그 [분별]은 어렴풋한 음절 형태의 말소리(dhvani)로 특징 지어져 

[마음] 안에서만 맴도는 지시대상을 바깥[의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으

로 그 [아기]들에게 일어나며, 그 [분별]을 통해 이후에 그들은 관습

(saṅketa)적 파악에 능숙해진다.20)

여기서 까말라쉴라는 바르뜨르하리의 언어학적 이해를 전략적으로 차용하

여 아기들에게도 언어와 지시대상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힘이 훈습되어 있다

고 설명하고 있다.21) 실제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활동을 분별의 영역에 포함시

키기 위해 TSP 1215는 아직 말을 배우지 않은 아기의 의식까지도 이전 경험의 

인상(vāsanā)이 이어지기 때문에 언어적 분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분별을 언어활동과 결부시켜 설명한 디그나가와 다르마끼르띠의 정의

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언어표현이 실질적으로 동반되지 않더라도 분별이 작

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축한다. 아직 말을 배우지 않은 아기들도 분별을 

통한 행동방식이 익숙하다는 사실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이어지는 게송에서 샨따락쉬따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등

의 분별을 수행할 때, 이러한 분별은 마치 꿰뚫어진 것처럼 언어활동과 근원적

으로 분리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19) TSP 1215, “itikartavyatā loke sarvā śabdavyapāśrayā/ yāṃ pūrvāhitasaṃskāro bālo 'pi pratipadyate//” VP

의 게송 번호는 Wilhelm Rau(1977)에 따른다. K.A. Subramania Iyer(1966)의 교정본으로는 1.121에 

해당한다. K.A. Subramania Iyer, ed., Vākyapadīya of Bhartṛhari with the Vṛtti and the Paddhati of 

Vṛsabhadeva(Poona: Deccan College Postgraduate and Research Institute, 1966), p.186; K.A. 

Subramania Iyer, The Vākyapadīya of Bhartṛhari: Chapter I English Translation(Poona: Deccan College 

Postgraduate and Research Institute, 1965), p.109.

20) TSP 1215, “sā punaḥ sanmūrchitākṣarākāradhvaniviśiṣṭam antarmātrāviparivartinam arthaṃ bahir 

ivādarśayantī teṣāṃ samupajāyate, yayā paścāt saṅketagrahaṇakuśalā bhavanti.”

21) 바르뜨르하리는 언어의 보편성을 종종 씨앗(種子, bīja)에 비유하고 있다. VP 1.4; VPV 1.131; 함형

석, ｢바르뜨르하리(Bhartṛhari)의 ‘말’ 개념에 담긴 세 가지 함의｣, 인도철학 제48집(서울: 인도철

학회, 2016), pp.202-2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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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등의 [분별이 있을] 때에 선명하게 알려져 관

통하는 것처럼 그 언어는 감추어질 수 없다.22)

까말라쉴라의 주석에 따르면 위의 TS 1214-15에 나타난 아기의 예시와 TS 

1216의 게송은 분별과 언어의 불가분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이 사례들은 언어가 밖으로 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에

게 분별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TSP는 언어표현

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식작용 가운데 분별이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TS(P) 1217은 언어와 지시대상의 결합관계가 보편적으로 고정된 것

이 아니라 임의적이라는 불교적 입장으로 논의를 수렴한다.

또한 그것[분별]의 결정에 의해 착오인 언어와 대상의 고정[된 관계]가 

있다. [언어와 지시대상 사이에는 분별 이외의] 다른 것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부재일 때, 그것[착오로서의 언어와 대상의 고정된 관계]

마저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23)

이에 대한 주석에서 까말라쉴라는 언어활동(vyavahārā)이라는 결과적 증표

(liṅga)를 가진다는 측면에서도 또한 분별과 언어의 관계를 확립시킬 수 있다

고 본다.24) 분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언어와 지시대상 사이의 고정된 관계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달리 말해, 언어와 지시대상 사이의 관계는 착오

(bhrānta)일지라도 분별을 통해서만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디그나가가 

지각의 대상을 언어화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것은 모두 추론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의 변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분별은 언어와 

22) TS 1216, “cintotprekṣādikāle ca vispaṣṭaṃ yā pravedyate/ anuviddheva sā śabdair apahnotuṃ na 

śakyate//”

23) TS 1217, “tasyāś cādhyavasāyena bhrāntā śabdārthayoḥ sthitiḥ/ anyāyogād asattve 'syāḥ sedṛśy api na 

sambhavet//”

24) TSP 1217, “tasyāś cetyādinā śābdavyavahārākhyakāryaliṅgito 'pi siddhim ā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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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대상의 고정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착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TS(P)는 ‘분별을 배제한 것’이라는 디그나가의 정의와 ‘착오가 아닌 것’이라는 

다르마끼르띠의 부가적 정의를 격차 없이 융합시키고 있다.

정리하자면, TS 1214-1217에서는 분별이 언어표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

어 있다는 사실을 다음 세 가지 근거를 통해 확립한다. (1) 말을 배우지 않은 아

기들도 분별을 통한 활동방식(itikartavyatā)에 익숙하다. (2) 생각하고 상상하

는 등의 분별은 언어에 의해 꿰뚫린 것처럼 그 필연적인 관계가 부정될 수 없

다. (3) 분별에 의해서 언어와 그 지시대상이 고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언어사용(vyavahāra)이 발생한다. 해당 게송에 대한 TSP의 설명에 따르

면, 앞의 두 근거는 따로 추론할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pratyakṣatas) 파악할 수 

있으며, 세 번째 근거는 분별과 언어의 불가분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논리적 

증표로서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샨따락쉬따는 분별이 “언어표현을 가진 것처럼(sābhilāpeva; TS 

1214d’)” 발생한다고 해명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분별에 관한 이전의 정의들을 

함축하면서도 그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즉, 디그나가가 지각을 ‘분별이 

배제된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분별을 ‘명칭과 종류 등이 결합[된 인식]’으로 한

정했다면, 더 나아가 다르마끼르띠는 분별이 단순한 지칭 문제를 넘어서 모든 

‘언어표현을 가진 인식’, 혹은 ‘언어표현과 결합 가능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인

식’이라고 설명한다. 이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샨따락쉬따와 까말라쉴라는 분

별이 ‘언어표현을 가진 것처럼’ 발생하는 지점까지 해명하면서, 언어가 작동

하지 않는 영역까지 분별의 외연을 보다 폭넓게 설정하고 있다.

IV. TS(P)에서 바르뜨르하리 차용 분석

앞서 살펴보았듯이, TSP 1215-1216의 논증은 분별과 언어표현의 관계를 구

체적으로 해명하면서 문법학자 바르뜨르하리의 견해를 직간접적으로 인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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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25) 이를테면, “생각하고 상상하는 등의 [분별이 있을] 때에 선명하게 

알려져 꿰뚫어진 것처럼 그 언어는 감추어질 수 없다”는 TS 1216의 게송은 바

르뜨르하리의 문장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의 잘 알려진 게

송 즉, “말을 따르지 않는 인식은 세간에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인식은 말에 의

해 꿰뚫린 것처럼 나타난다”는 VP 1.131에 나타난 견해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26)

바르뜨르하리에 따르면 모든 인식(jñāna)은 그보다 원천적인 말(śabda/vāc)

에 동반되는 부수적인 현상이다. 즉, 바르뜨르하리는 언어적 요소가 동반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식 현상에도 잠재적으로 브라흐만(brahman)과 

닮은 모습의 언어가 꿰뚫듯이 작동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구조는 말의 

세 가지 층위, 즉 ‘발화된 말(vaikharī vāc), 중간상태의 말(madhyamā vāc), 관조

하는 말(paśyantī vāc)’을 통해 해명된다.27) 이를 통해 바르뜨르하리는 우리의 

인식현상이 브라흐만과 같은 ‘관조하는 말’로부터 파생되어 잠재되어 있다가 

바깥으로 발현된다고 설명한다.

바르뜨르하리가 구분한 언어의 층위를 TS(P)와 대조해보면, 분별이 “언어

표현을 가진 것처럼” 발생한다고 한 샨따락쉬따의 표현은 실제 언어로 표현된 

말, 즉 ‘발화된 말’과 아직 언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말, 즉 ‘중간상태의 말’을 

아우르는 장치로 파악된다.28) 다만 브라흐만과 같이 ‘관조하는 말’은 TS 1217

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언어와 지시대상의 절대적 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수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바르뜨르하리에 따르면 모든 인식현상은 

25) TSP 16장에서도 VP 2장의 다수 게송이 인용되고 있다. Hattori Masaaki, “Kamalaśīla's Interpretation 

of some verses in the Vākyakāṇḍa of Bhartṛhari's Vākyapadīya,” Asiatische Studien, Vol.47(Zürich: 

Swiss Asia Society, 1993), pp.135-40 참조.

26) VP 1.131, “na so 'sti pratyayo loke yaḥ śabdānugamād ṛte/ anuviddham iva jñānaṃ sarvaṃ śabdena 

bhāsate//”

27) 함형석, 앞의 논문, pp.196-203.

28) 애초에 다르마끼르띠의 ‘언어표현과 결합 가능성을 가지고 나타난 인식’이라는 표현도 바르뜨르

하리의 ‘중간상태의 말(madhyamā vāc)’에 대한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바르뜨리하리의 

언어 구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영향관계는 정확한 전거

가 파악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잠정적으로 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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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조하는 말’이라는 씨앗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인데, TS(P)에 따르면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언어와 지시대상의 관계는 “나무(vṛkṣa) 등이라는 [언어적] 형

태에 기반한 것”(TS 1214b), 즉 ‘발화된 말’에 따른 것이다. 바르뜨르하리가 브

라흐만과 같이 ‘관조하는 말’에서부터 일상적 언어활동을 설명했다면, TS(P)

는 ‘발화된 말’로부터 우리의 분별작용을 추론함으로써 그 인과관계를 도치시

키고 있다.

이처럼 모든 의식 현상보다 선행하여 베다의 언어가 편재해 있다고 보는 바

르뜨르하리의 이해는 실체를 부정하는 불교도들의 이론과 분명히 상반되는

데도, TS(P)는 이를 차용하여 분별과 언어표현의 관계를 재구성한다. 이는 바

르뜨르하리의 의미론적 구조에 친화적이었던 디그나가 이후 불교 인식론 전

반의 경향으로 파악된다.29) 또한 TS(P)는 언어의 보편성에 대한 바르뜨르하리

의 관점을 도입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언어와 지시대상의 고정적 관계가 착

오라는 점을 명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분별지(vikalpajñāna)보다 지각의 층

위를 승의적으로 설정하는 불교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에 대한 불교의 사유는 디그나가 이후로 체계화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언어의 본질, 언어와 실재와의 관계, 언어가 의미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서는 불교 특유의 연기적 사유가 축적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언어는 어

떤 실재를 절대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지만 그 언저리를 은유(upacāra)적으로 

유사하게 표현하는 조건적 효용성은 지니고 있다.30) 따라서 언어를 통한 우리

의 인식과 그 외부대상이 실체적으로 대응한다는 믿음은 거부된다. 아울러 언

어가 외부에 실재하는 대상 그 자체를 완전하게 지시할 수 없다는 난점은 경험

29) 바르뜨르하리와 불교도들의 영향관계를 추적하는 연구는 다음을 참조. Radhika Herzberger, 

Bhartṛhari and the Buddhists: An Essay in the Development of Fifth and Sixth Century Indian 

Thought(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cation, 1986); 디그나가는 바꺄빠디야 제3장의 제

53-85게송과 제1장의 두 게송을 차용하여 ‘브라흐만’(brahman)이라는 말을 ‘식’(識, rnam shes)으로

만 바꾸어서 삼세의 고찰(Traikālyaparīkṣā)이라는 텍스트를 저술한다. Hattori, Dignāga, On 

Perception(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8 참조.

30) 박창환, ｢구사론주(kośakāra) 세친(Vasubandhu)의 현상주의적 언어철학｣, 동아시아불교문화 제

14집(부산: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3), pp.26-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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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물질성을 부정하거나 불가지론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조건적 

한계를 명시하고 그 언어 너머의 세계를 제안한다. 따라서 불교적 관점에서 보

면 우리 의식에서의 분별, 즉 언어를 포함한 인식적 활동은 전의(轉依, āśraya- 

parivṛtti)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 경험의 정합성을 해명하는 주요한 기

제로 설정되고 있다.

V. 맺는 말

TS(P) 1213-1217의 논의에 따르면 분별의 외연은 언어가 발화되지 않은 영

역까지 확장될 수 있다. 아직 말을 배우지 않은 아기들도 분별을 통한 일상적 

활동방식에 익숙하며, 생각하고 상상하는 등의 분별은 언어에 의해 꿰뚫려진 

것처럼 알려지기 때문에 그 불가분적 관계가 부정될 수 없다는 사실이 이에 대

한 근거로 제시된다. 또한 분별에 의해서 언어와 지시대상이 고정적 관계를 맺

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언어사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TS(P)는 마치 언어표현

을 가진 것처럼 발생하는 분별의 양상을 보여주면서 언어와 분별의 관계를 심

층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아울러 TS(P)는 바르뜨르하리의 환원론적 언어 이해를 차용하여 언어적 분

별을 해명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분별에 의해 수행된 언어와 지시대상 사이의 

고정적 관계가 착오라는 점을 밝힌다. 따라서 지각에 대해 ‘언어적 분별을 떠

난 것’으로 규정하는 디그나가를 비롯한 불교도들의 이해는 언어와 그 지시대

상의 관계가 보편적으로 확립된 것으로 파악했던 다른 학파의 입장과 명확하

게 대조된다. 이를 통해 언어가 실재하는 보편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가능하

게 하는 도구 혹은 조건으로서 기능한다고 파악했던 불교도들의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다.

지각의 정의에 관한 TS(P)의 포괄적 접근은 불교 인식논리학의 전개 과정에

서 발생한 해석학적 차이들을 해소하고 그 합의점을 유기적으로 도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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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TS(P)는 불교 외부의 관점을 도입하여 언어와 분

별의 관계를 형이상학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마끼르띠 이후 

기존의 주석들과 다른 양상을 갖는다. 따라서 인도철학 전반에서 파생된 문제

를 다루는 일은 학파들 사이의 단순한 대립 구도로 철학사적 지평을 축소시키

기보다는 이들이 서로 교섭하며 어떤 이론적 발전을 도모했는지 그 전개 양상

을 보다 면 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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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ception (pratyakṣa)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a means of valid 

cognition (pramāṇa) but its definition (lakṣaṇa) varies across Indian intellectual 

traditions. After Dignāga (ca. 480-540), Buddhists basically accepted the 

definition of perception that it is “free from conceptualization” (kalpanāpoḍha; 

Pramāṇasamuccaya 1.3c). Dharmakīrti (ca. 600-660) follows Dignāga's 

definition in his Pramāṇavārttika 3; however, in the Nyāyabindu 1.4-5 and the 

Pramāṇaviniścaya 1.4a-c, he states perception is not only “free from con-

ceptualization” but also ”non-erroneous” (abhrānta). In addition, Dharmakīrti 

defines ”conceptualization” (kalpanā) as “cognition with verbal expression” 

(abhilāpinī pratītiḥ).  The Tattvasaṃgraha (TS) of Śāntarakṣita (ca. 725-788) 

and its commentary, the Tattvasaṃgrahapañjikā (TSP) of Kamalaśīla (ca. 

740-795) made significant efforts to explain Dharmakīrti's definition of 

“conceptualization.” In particular, they explained that conceptualization 

functions even in cognition without verbal contents by borrowing the views 

expressed Vākyapadīya chapter 1 Brahmakāṇḍa of Bhartṛhari (ca. 450-510). In 

TS 1214-1217, Śāntarakṣita establishes that conceptualization i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verbal expression on the following three points: (1) Even an 

infant who has not learned to speak is accustomed to the behavior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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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kartavyatā). (2) The linguistic nature of conceptual activities such as 

thinking and imagining cannot be denied. (3) The use of language (vyavahāra) 

in which word and its referent seems to have a fixed relationship is caused by 

conceptualization. In this manner, Śāntarakṣita extended the scope of 

conceptualization. According to him, conceptualization is not just “cognition 

with verbal expression,” but it encompasses speechless cognition since 

conceptualization occurs “as if having verbal expression” (sābhilāpeva; TS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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