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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와 미맘사 사이에 끼인 상캬의 정체성
__Sāṃkhya-kārikā 제1～2송에 대한 Yuktidīpikā 주석에 등장하는

불교도․미맘사학파와의 논쟁 분석_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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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향한 수행의 동기를 공유하는가? 

Ⅲ 미맘사의 압박: 상캬학파는 다른 바라문 전통의 학파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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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띠디삐까(Yuktidīpikā)는 상캬학파의 고전적인 저작인 상캬까리
까(Sāṃkhyakārikā)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석서이다. 육띠디삐까의 
저자는 상캬까리까 1-2송을 주석하며 이와 관련된 불교도 및 미맘사학
파와의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본고는 이 논쟁과 관련하여 육띠디삐까의 
저자가 불교와 미맘사 사이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를 분석하였다. 

이 논쟁 속에서 육띠디삐까의 저자는 불교도와 미맘사학파의 비판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반론을 펼치고 있지만 흥미롭게도 내용적으로는 그것
을 수용하고 있다. 이는 그가 논적들 각각에 대항하며 상캬까리까 제 2
송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감행하는 것에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육띠
디삐까의 저자의 태도는 불교의 출세간적인 성격과 미맘사학파가 내세우
는 인도 사회 속에서의 정통성 양자를 모두 상캬학파의 것으로 수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육띠디삐까 서두에 소개된 이 두 논쟁은 이른바 ‘베다 제식에 비판적
인 바라문들’로 규정되는 상캬학파의 독특한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jibakh@gmail.com
** 본 논문을 꼼꼼히 읽고 귀중한 제언을 해주신 손영산, 이상민 학형 그리고 

강형철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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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상캬철학의 고전적인 형태를 확립한 상캬까리까(Sāṃkhyak-
ārikā)의 주석서는 총 여덟 종이 현존한다.1) 그 중에서도 육띠디

삐까(Yuktidīpikā)는 단연 “가장 중요한 주석서”(the most signif-
icant commentary)2)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프랑코(E. Fra
nco)가 지적하였듯이 육띠디삐까는 “‘초심자를 위한 매뉴얼’의 

범위를 넘어서는 유일한 주석서”일 뿐 만 아니라 상캬학파의 “초
기 역사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 또한 느야야(Nyāya), 바이셰쉬

까(Vaiśeṣika) 그리고 불교도(Buddhists)들에 대항하여 상캬를 변

호하는 상세한 철학적 논쟁들을 담고 있다” (Franco 1991:132). 
다시 말해, 여타의 주석서들이 간명하게 상캬학파의 교의를 제시

한 상캬까리까의3) 어구풀이만을 하고 있는 반면, 육띠디삐까
는 상캬학파와 다른 학파 간에 있었던 논쟁들을 기록하고, 또 그

1) 상캬까리까(이하 주석 부분에서는 SK로 약칭)에 대한 현존하는 주석서들은 

다음과 같다. 1. 金七十論(*Suvarṇasaptati; T 2137), 2. 
Sāṃkhyavṛtti(Solomon 1973b), 3. Sāṃkhyasaptativṛtti(Solomon 1973a), 4. 
Gauḍapādabhāṣya(Colebrooke and Wilson 1837), 5. Yuktidīpikā(Wezler and 
Motegi 1998), 6. Jayamaṅgalā(Sarma and Vangiya 1970), 7. 
Māṭharavṛtti(Sarma and Vangiya 1970), 8. Sāṃkhyatattvakaumudī(Jha 
1896). 이들 주석서의 나열 순서는 Larson and Bhattacharya(1987, 15-16)에 

실려 있는 표에 나온 개략적인 연대기 순서를 따랐다.
2) 육띠디삐까(이하 주석 부분에서는 YD로 약칭)에 대한 비판적 교정본을 

만든 A. Wezler와 S. Motegi는 “The Most Significant Commentary on the 
Sāṃkhyakārikā”라는 구절을 부제로 붙여 육띠디삐까를 소개하고 있다. 

3) cf. SK 72, “[상캬까리까의] 칠십송에 있는 내용은 이야기들도 빠지고 

타학파의 반론들도 생략되어 있지만 사스띠딴뜨라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saptatyāṃ kila ye ’rthās te ’rthāḥ kṛtsnasya ṣaṣṭitantrasya/ 
ākhyāyikāvirahitāḥ paravādavivarjitāś cā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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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저자가 생존했던 시기의 상

캬학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수많은 여타의 인도 논서들과 마찬가지로 육띠디삐까 또한 

저자4)와 찬술 시기가 불분명하다. 저자와 찬술 시기의 문제 가운

4) YD의 저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알려진 것이 없다. Wezler와 

Motegi의 교정본 서론(Introduction, xxvii)에는 YD가 “Rājāna 가문 혹은 

종족의 일원 혹은 ‘거의 왕과 같은’(rājānaka)이라는 호칭을 지닌 이”가 쓴 

것일지도 모른다고 적고 있는데 이는 사본에서 발견되는—교정본에서는 

여백에 쓰인 노트(Marginal Notes)라고 표현하는—복주 역할을 하는 

텍스트의 시작 부분에 “kṛtī rājānagopālakasya”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이를 Wezler와 Motegi는 “[어떤] Gopālaka Rājāna의 작품”(the work of [a 
certain] Gopālaka Rājāna)라고 해석한다. 이 정보는 Wezler가 그의 1974년도 

논문인 “Some Observations on the Yuktidīpikā”에서 발견한 다른 두 가지 

정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Wezler(1974)는 YD의 텍스트가 “논지를 

간략하게 표현하는 명사구”(concise nominal expression)와 그것의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 놓는 동사를 사용하는 문장”(detailed verbal paraphrase)로 

그 계층이 분리될 수 있다는 YD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관찰을 하고 

난 뒤 명사구와 동사를 사용하는 풀이 문장이—마치 Pāṇini 문법서에 대한 

Kātyāyana의 Vārttika와 Patañjali의 그 둘에 대한 주석서인 Mahābhāṣya가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해 작성된 별개의 텍스트인 것과 마찬가지로—서로 다른 

저자가 작성한 별개의 텍스트라는 주장을 하는데 까지 나아간다. 그 뒤 그는 

YD를 “Vārttika”라 부르는 두 개의 텍스트를 찾아내는데, 하나는 Jayanta의 

Nyāyamañjarī이고(이는 Chakravarti나 Pandeya같이 Wezler이전에 교정본을 

내었던 학자들에 의해 이미 지적되었던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다른 하나는 또 

다른 SK 주석서인 Vācaspati의 Tattvakaumudī이다. Jayanta의 경우(Wezler 
1974, 450-454) 직접지각(pratyakṣa)에 대한 상캬의 견해를 인용하는 

부분에서 다른 SK 주석서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YD에서만 발견되는 견해를 

“rājā”의 견해라고 하며 인용하는데 Nyāyamañjarī에 대한 주석서인 

Nyāyamañjarīgranthibhaṅga에는 이 ‘rājan’을 “Rājavārttika의 저자”(rājā 
rājavārttikakāraḥ)라고 명시한다. Vācaspati의 경우에는 YD의 귀경게 부분에 

속하는 세 개의 게송을 자신의 주석서를 마치며 인용할 때 이들의 출처를 

“Rājavārttika”라고 한다(ibid. 448-450). 종합하자면 YD이후에 쓰여진 두 

개의 논서에서 YD를 인용하면서 “Rājāvārttika”라는 명칭으로 그것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Wezler는 1974년도 논문의 단계에서는 YD가 포함하고 있는 

간략한 명사구들이 ‘Vārttika’라는 독립된 텍스트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Rājāvārttika”가 YD가 아닌 YD가 동사를 사용한 풀어쓰는 문장으로 

주석하고 있는 상위 텍스트를 지칭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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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후자가 더욱 중요한데 그것은 육띠디삐까가 찬술된 시기가 

확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인도철학사 내에 자리매김할 수 있고 이

를 통해 비로소 그것의 철학사적 의미를 음미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현재까지의 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육띠디삐까는 7세기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5) 인도철학사에서 5-7세기는 그

대해서는 Bronkhorst(1990)가 논박한 바 있는데 Wezler역시 Motegi와 함께 

만든 교정본의 서문(Preface)에서 자신의 기존 주장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YD 
전체를 한 저자의 작품으로 보고 나서 앞서 인용한 여백에 쓰인 노트의 

구절을 활용하여 YD의 저자가 Rājāna 가문 혹은 종족의 일원이었을지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Wright(1999, 150)는 Wezler와 

Motegi 교정본에 대한 리뷰에서 “Rājāna Gopalaka”라는 인명(人名)은 YD의 

저자의 이름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여백에 쓰인 노트가 복주를 

시작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귀경게를 지은 시인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Wezler와 Motegi 교정본은 YD의 연대를 680-720 CE 정도로 추정한다. 이는 

사실상 YD가 SK1을 주석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kartari yau tṛjakau 
tābhyāṃ saha ṣaṣṭhī na samasyate”라는 한 문장이 Pāṇini 문법서의 

주석서인 그 연대가 680-700 CE로 거의 확실한 Kāśikāvṛtti의 인용이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그 이후의 저작으로 고려할 수도 있지만 YD가 

Dignāga는 인용하고 Dharmakīrti는 인용하지 않고 있어서 더 후대의 

저작으로는 고려할 수 없다고 Wezler와 Motegi는 판단한다. (YD, 
Introduction, xxvii-xxviii) 하지만 Mejor(2004, 414)는 SK의 다른 주석서인 

Jayamaṅgalā(JM)에도 Kāśikā의 정확한 인용은 아니지만 그에 상당하는 

문장이 인용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아마도 JM이 YD의 원래 인용 문구에 더 

가까운 텍스트를 보존하고 있으며 YD의 인용문은 후대에 Kāśikā의 명료한 

설명문으로 대체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 뒤 그렇다면 Frauwallner가 애초에 

제시한 “YD가 550년경에 작성되었다는 점이 확실해 진다”라고 주장한다. 
YD에서 또 다른 Kāśikā 인용문을 지적하면서 Mejor(2004, 415-6)는 심지어 

YD가 아니라 Kāśikā가 YD를 인용하고 있을 가능성 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Mejor의 설을 따른다면 결국 Kāśikā가 작성된 680-700 CE이라는 연대는 YD 
연대의 최상한선(terminus post quem)이 아니라 최하한선(terminus ante 
quem)이 되어버리게 된다. Bronkhorst(2004)는 또 다른 이유에서 

Frauwallner의 ‘550년경 YD 찬술설’을 지지한다. 그는 Kāśikā가 선대로부터 

전승되어온 다른 소스를 인용하는 사례를 분석한 뒤, YD의 Kāśikā인용문이 

“짐작하건데 아마도 빠니니 전통의 선대의 주석서로부터 가져온 것일 수 

있다”라고 결론내리고는 “Frauwallner가 제시한 550 CE라는 연대는, 
확고하게 성립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능하거나 혹은 더 그럴 듯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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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말로 황금기라 불릴 수 있는 시기로 각 학파에서 후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인물들, 예를 들어 불교계의 세친(Vasu-
bandhu, 400-480 CE), 진나(Dignāga, 480-540 CE), 법칭(Dharma
-kīrti, 600-660 CE), 바이셰시까학파의 쁘라샤스따빠다(Praśasta-
pāda, 5세기), 느야야학파의 웃됴따까라(Uddyotakara, 6세기), 미
맘사(Mīmāṃsā)학파의 꾸마릴라(Kumārila, 7세기) 등이 대거 등장

한 시기였다. 학계의 통설을 따라 육띠디삐까를 7세기의 산물로 

본다면 결국 육띠디삐까는 이 시기에 대한 상캬학파의 이해를 

드러내는, 다시 말해 타 학파의 번영 속에서 그들과 대적하려 했

던 상캬논사의 시대인식을 보여주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육띠디삐까의 연대는 그것이 직접 인용을 하고 있거나 혹은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파편적인 텍스트 조각들의 선후관계를 대

조하는 방식으로 가늠되어왔다. 하지만 육띠디삐까가 어떤 한 

시기에 속한다는 사실이 인도철학사에서, 그리고 상캬철학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탐구하는 것, 즉 그것의 철학사적 역사성

을 밝히는 작업은 그것이 담고 있는 여러 학파들과의 논쟁을 구체

적으로 분석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상캬까리

까의 제 1송과 제 2송에 대한 육띠디삐까의 주석에 소개된 불

교도 그리고 미맘사학파와의 두 가지 논쟁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리고 이 두 가지 논쟁의 분석을 통해 육띠디삐까의 저자가 타 

학파로부터 받고 있는 두 종류의 압력에 대해 기술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두 종류의 압력에 대한 육띠디삐까 저자의 대응방식

을 살펴봄으로써 7세기 상캬학파가 당면했던 학파로서의 정체성 

문제 또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의견을 피력한다 (ibid. 52-3). 하지만 Mejor(2004)와 Bronkhorst(2004) 모두 

YD가 SK 2에 대한 주석에서 Kumārila(7세기)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 같다는 Halbfass(1991, 93-94)의 의견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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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불교도의 압박: 상캬학파는 불교도와 해탈이라는

목표와 그것을 향한 수행의 동기를 공유하는가?

상캬학파와 불교는 비록 철학적으로는 오랜 숙적의 관계에 있

었지만 서로 공유하고 있던 특성들도 적지 않았다. 상캬학파는 바

라문 전통의 학파로서는 독특하게 아힘사(ahiṃsā), 즉 불살생을 

강조하며 인도문명의 규범적 종교 활동이었던 베다 제식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6) 또한 그들은 불교전통과 마찬가지

로 처와 자식을 버리고 수행에 전념하는 출가전통을 가지고 있었

던 것으로 추측된다.7) 이에 더해 이 두 학파 사이의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종교적·철학적 활

동이 근본적으로 윤회하는 세계 전체가 고통이라는 인식에서 출

발한다는 것이다. 불교의 경우 이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명제를 

그것의 창시자인 붓다의 가르침을 규정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캬까리까 에 따르면 상캬학파 역시 그 철학

적 탐구의 출발점을 ‘고통’에서 찾고 있다. 상캬까리까의 첫 번

6) 함형석(2016) 참조.
7) 상당수의 SK 주석서들이 SK 1을 주석하며 상캬학파의 창시자로 알려진 

Kapila가 어떻게 그의 첫 번째 제자인 Āsuri를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Kapila가 Āsuri를 제자로 받아들이기 직전의 질문이 “너는 

범행을 하며 살 수 있는가?”(utsahase brahmacaryavāsaṃ vastum? 
(Solomon 1973b, 1:25-2:1), 汝能淸淨住梵行不?(T2137, 1245a17))이며 

Saṃkhyasaptativṛtti의 경우 그 이후 상황을 기술하며 “그는 그렇게 

가장으로서의 의무(다르마)를 그리고 아들(들)과 부인(들)을 버린 뒤 출가하여 

세존이신 까삘라의 제자가 되었다”(sa evaṃ gṛhasthadharmaṃ parityajya 
putradārāṃś ca pravrajito bhagavantaḥ kapilasya śiṣyo babhūva; Solomon 
1973b, 2:2-4)라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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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게송은 “세 가지 종류의 고통의 압박 때문에 그것들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탐구열이 생긴다”8)고 기술하며 상캬철학의 목표를 

고통으로부터의 탈출로 설정하고 있다.
육띠디삐까는 해당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그에 대한 다양한 

반론을 소개하고 답변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 반론자의 정

체를 매우 불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을 따름이지만 다음 반론의 경

우 그것의 내용이 이를 제기한 논적이 불교도임을 명확하게 이야

기해주고 있다. 

또 무엇인가? ① 그것들(즉, 세 가지 종류의 고통9))을 제거한다고 

해도 해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통만이 벗어나야하는] 모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10) 왜냐하면 해탈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로부

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혹은 [해탈이란] 천상계, 인간계, 축
생계의 삼[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세 가지 종

류의 고통이란 윤회의 세계의 일부분[일 뿐]이다. 따라서 [고통을 없앤

다고 하는 탐구열의] 목적(prayojana)은 올바르지 않다. 
② 또한 [고통의 압박 말고도 해탈을 추구하게 만드는] 다른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천상의 즐거움, 애욕의 즐거움, 명상의 즐거움을 

고려하지 않는 자에게도 ‘알고자 하는 마음’(vividiṣā)이 생기니 단순히 

[탐구열, 즉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통에 

시달리는 자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8) SK 1ab, “duḥkhatrayābhighātāj jijñāsā tadapaghātake hetau/”
9) 다음 여백에 쓰인 노트의 설명을 참조할 것. YD 16:(4), “(tadapaghātāc) 

duḥkhatrayāpaghātāt.”
10) 각주 4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YD의 텍스트는 논지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명사구와 그것의 내용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는 동사를 사용한 문장들로 그 

층위가 나뉜다. Wezler와 Motegi 교정본에는 이들 층위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명사구문들을 볼드(Bold)체로 표기해놓았고 본고의 번역에서도 이를 

살리기 위해 명사구문들은 볼드체 처리한다. 명사구문들의 경우 본 

인용문과 이 하의 번역에서 그 의미를 풀어 온전한 문장으로 번역한다. 예를 

들어, 본 인용문의 경우 직역하면 “그것을 제거함을 통한 해탈 없음.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임.”정도가 되겠지만 본고에서는 원어의 문법적인 특성을 

번역문에 반영하기 보다는 보다 자연스러운 온전한 문장의 형태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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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고통의 압박이라는 탐구열의] 원인(nimitta)도 올바르지 않

다.11) 

인용문의 불교도는 상캬까리까의 제 1송을 세 가지 종류의 

고통, 즉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내적인 고통(ādhyātmika), 다른 생

명체로부터 비롯한 고통(ādhibhautika), 천재지변에 의한 고통

(ādhidaivika)의 압박을 원인으로 하여 그것을 제거하여 해탈하려

는 목표를 가진 탐구열(jijñāsā)이 생긴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탐구열의 목적과 원인은 모두 올바르지 못하다

(ayukta)고 지적한다. 
우선 고통을 없앤다고 하는 탐구열의 목적의 경우12) 그것은 최

종적인 목적으로서의 ‘해탈’과 동일시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는 인용문의 불교도에게 있어서 해탈이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

나는 것이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불교도는 덧붙이기를 이러한 삼계설이 

불교도에게만 성립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일반

적으로 해탈이란 적어도 천신, 인간, 축생의 세 종류의 존재 양태

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고는13) 상캬학파가 설

11) YD 16:2-7, “kiṃ cānyat? ① tadapaghātāc cānirmokṣo ’kṛtsnatvāt. mokṣo 
hi kāmarūpārūpyadhātutrayād iṣyate. daivamānuṣyatiryagyonitrayād vā. 
ekadeśaś ca saṃsārasya duḥkhatrayam. tasmāt prayojanam apy 
ayuktam. ② kiṃ ca nimittāntarasadbhāvād. 
divyakāmadhyānasukhānapekṣasyāpi vividiṣā sambhavati na kevalam 
tāodvignasya. tasmān nimittam apy ayuktam.”

12) 다음 여백에 쓰인 노트의 설명을 참조할 것. YD 16:(6), ““목적도 올바르지 

않다”는 말은 “세 종류의 고통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완전하지 않은 해탈의 형태이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이다.” 
((prayojanam apy ayuktam) duḥkhatrayanivāraṇaṃ hi prayojanaṃ tac 
cāyuktam asampūrṇamokṣarūpatvād iti bhāvaḥ.)

13) 이 부분에 대한 여백에 쓰인 노트의 설명이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준다. YD 
16:(5), “세 종류의 고통, 이것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하더라도 

욕계는 삼계라는 윤회의 장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세 종류의 고통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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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고통의 제거라는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윤회를 벗어나는 것

을 의미하는 해탈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임을 지적한다.
이후 논적은 해탈을 추구하는 열망인 탐구열이 고통의 압박으

로부터 기인한다는 점도 반박한다. 그 이유는 해탈을 향한 열망이 

고통의 압박을 받는 사람뿐 만 아니라 천상(divya), 애욕(kāma), 
명상(dhyāna)이라는 세 가지 즐거움(sukha)을 구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욕계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이 천상과 애욕의 즐거움이고 색계와 무색계에서 얻는 즐거움이 

명상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삼계로부터 

벗어남이 해탈이라는 위의 논지와 동일하다. 다시 말해, 본 인용

문에서 불교도는 삼계를 윤회하며 얻을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도 해탈을 추구하는 열망이 생긴다는 사실

에 근거하여,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긴

다는 상캬학파의 논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삼계설에 기반한 불교도의 첫 번째 비판에 대한 육띠디삐까

찬 [욕계로 부터의] 벗어남/해탈은 있을 수 있어도 색계와 무색계로 부터는 

벗어나지 못한다. 명상에 들은 상태의 즐거움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양계[색계와 무색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세 종류의 고통으로 

특징지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YD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 종류의 

고통은] 윤회의 장의 일부분이다.” [문:] 하지만 윤회의 장소가 삼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것 아닌가? [답:] 그렇다하더라도(즉, 
삼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윤회의 

장소는 천상 등등(즉, 천상, 인간계, 동물계)의 세 종류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정도는 잘 알려져 있다.” (duḥkhatrayam asyāpaghātake kṛte 
’pi kāmadhātor eva traidhātukasaṃsāraikadeśamātrād 
duḥkhatrayasaṃpūrṇān mukto bhavet/ na tu rūpārūpyadhātubhyām/ 
tayor hi 1dhyānāpattisukhaikaghanasvabhāvatvān na tu 
duḥkhatrayarūpatā/ tad vakṣyati saṃsāraikadeśaś ceti/ nanu 
traidhātukaḥ saṃsāra iti naitat siddham/ ucyate tathāpi devāditrayaṃ 
saṃsārātmakaṃ prasiddham//; 1원문에는 “dhyānam 
āpattisukhaikaghanasvabhāvatvān”이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이를 

“dhyānāpatti-”로 읽을 때 훨씬 의미가 잘 통하기 때문에 수정하여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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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박은 인도 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질적인 타학파의 세

계관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다. 육띠디삐까의 저자는 윤회의 

세계가 삼계로 이루어져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도
리어 “천상계는 8종, 축생계는 5종, 인간계는 1종이다”14)라고 하

는 상캬까리까의 제 53송을 인용하고는 윤회의 세계가 이 14종
(caturdaśavidha)의 존재양태들에서 벗어나지 않기에 “그것과는 

달리 [윤회의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들로 이루어져있다고 파

악하는 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성립하지 않는다”15)고 선언한다.16) 
게다가 상캬학파가 인정하는 윤회의 세계 가운데 소량의 즐거움

(sukhamātrā)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고통의 크기가 더

욱 크기 때문에(duḥkhabhūyastvāt) 윤회의 세계 전체는 ‘고통’이
라는 단어로 특징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고통이 불

교도의 반론, 즉 “고통이 윤회의 세계의 일부분만을 지칭하여 고

통을 제거해도 해탈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반박하고 있

다.17) 
이러한 첫 번째 반론에 대한 반박은 표면적으로 불교적 세계관

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식의 단언적인 부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실상 윤회하는 세계 전체로부터 벗어남(해
탈)을 궁극적인 목표로 규정하는 불교도의 세계관에 대한 긍정이 

14) SK 53abc, “aṣṭavikalpo daivas tairyagyonaś ca pañcadhā bhavati/ 
mānuṣyaś caikavidhaḥ...”

15) YD 18:4-5, “na tu tadvyatiriktāḥ kāmarūpārūpyadhātavaḥ kvacid api 
siddhāḥ.”

16) 여백에 쓰인 노트는 “어떤 경우에도”(kvacit api)라는 구절을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YD 18:(3), ““어떤 경우에도”라는 이 말은 바로 이 만큼(즉, 열네 

가지 존재양태들)만이 올바른 인식수단에 의해 확립되는 것이고 이 외의 

부가적인 것들은 단순히 ‘이름’(saṃjñā)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kvacid apīti. etāvataiva pramāṇasiddhatvaṃ, saṃjñāmātram 
adhikam kṛtam iti bhāvaḥ.)

17) 이 단락의 내용은 YD 17:21-19:4의 논의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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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여있다. 즉 육띠디삐까는 불교도들이 윤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삼계의 체계는 인정하지 않지만 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한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캬학파도 그것

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캬까리까의 첫 번째 단

어인 ‘고통’(duḥkha)이라는 단어가 윤회의 세계 전체를 특징짓는 

개념임을 논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교도의 반론을 표면

적으로는 부정하면서도 사실상 상대방의 기준을 인정하고 더 나

아가 상캬학파의 교의가 그러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 태도는 불교

도의 두 번째 반론에 대한 반박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또한 앞서 “천상의 즐거움, 애욕의 즐거움, 명상의 즐거움을 고려하

지 않는 자에게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탐구열의] 원
인이 올바르지 않다”고 말한 것도 적절치 않다. 왜냐? [바로] 뒤따르는 
[게송에서 천상의 즐거움 등을 추구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바로 그 주장이 [상캬까리까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바로 

뒤의 수뜨라에서 스승(즉, Īśvarakṛṣṇa)께서는 다음과 같이 부정하신

다. “경험적으로 알려진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계시서(즉, 베다)에 의거

한 방법도 불결함, 소멸, 그리고 우열함과 결부되어 있다.” (SK 2) 그
러므로 천상의 즐거움을 고려하지 않는 자에게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은 옳다. 명상의 즐거움도 소멸과 우열함을 벗어나지 않

는다. [그러므로] 그것(즉, 명상의 즐거움)도 바로 여기(즉, SK 2)에 포

함되어 있다. 따라서 [너의] 그 주장은 부정되어야 하며 이에 [SK 1에
서는 “고통의 압박 때문에 탐구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아무

[, 예를 들어, 당신이 말한 천상의 즐거움 등을 고려하지 않는 자에게

도 해탈에 대한 열망이 생긴다는 등의] 이야기도 말하지 않은 것이

다.18)

18) YD 19:4-11, “yat punar etad uktaṃ divyakāmadhyānasukhānapekṣasyāpi 
vividiṣāsambhavān nimittam ayuktam iti tad apy anupapannam. kasmāt? 
uttaratra pratiṣedhād, iṣṭam evaitat saṅgṛhītam. tathā cottarasūtreṇa 
pratiṣetsyaty ācāryaḥ - dṛṣṭavad ānuśravikaḥ sa 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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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용문에 나타난 반박내용이 비록 “적절치 않다”(anupa-
panna)라고 시작하여 불교도의 반론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시작하고는 있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육띠디삐까의 저

자가 실질적으로 불교도의 반론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는 그 반론에 맞추어 자신이 주석하고 있는 상캬까리까의 내용

을 재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육띠디삐까의 저자는 천상, 애
욕, 명상의 즐거움을 고려하지 않는 자에게도 해탈을 향한 열망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전격적으로 수용한다. 불교도의 견해를 자신이 

인정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다에 

근거한 베다 제식이라는 방법에 대해 비판하는 상캬까리까의 

두 번째 게송을 인용하여, 즉 베다 제식을 통해 천상에 태어나려

는 노력에 대한 상캬학파의 부정적인 견해를 인용하여 천상의 즐

거움을 고려치 않는 자에게도 해탈에 대한 열망이 생겨난다는 것

이 옳다(yukta)고 시인한다. 이어 명상의 즐거움은 비록 베다제식

을 통해 천상에 태어나는 것과는 달리 ‘불결함’(aviśuddhi)과는 결

부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으며 여러 

명상의 단계 간에 우월함과 열등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캬까리

까의 두 번째 게송이 명상의 즐거움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고 주장한다. 불교도가 나열하는 세 가지 즐거움 가운데 애욕의 

즐거움에 대해서 육띠디삐까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베츨러와 모테기의 판본이 기록하고 있는 그것에 덧붙여

진 여백에 쓰인 노트(Marginal Notes)의 설명에 따르면 애욕의 

즐거움을 고려하지 않는 자에게도 해탈에 대한 열망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바로 고통의 압박을 받은 자에게 탐구심이 생긴다는 상

aviśuddhikṣayātiśayayuktaḥ. (SK 2ab) tasmād divyasukhānapekṣasyāpi 
yuktā vividiṣā. dhyānasukham api kṣayātiśyau nātivartate. tad apy 
atraiva saṅgṛhītam. tasmād pratiṣedhya evāyaṃ pakṣa iti na kiṃcid 
abhidhīyate.”



불교와 미맘사 사이에 끼인 상캬의 정체성 ∙ 17

캬까리까의 첫 번째 게송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19) 필
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이해가 육띠디삐까의 위 인용문을 이

해하는데 적절한 듯 하며 육띠디삐까의 저자도 이러한 생각에

서 애욕의 즐거움을 고려하지 않는 자의 경우를 특별히 논의하지 

않은 것 같다. 
이와 같이 볼 때, 불교도의 두 번째 비판에 대한 육띠디삐까

의 반박은 결국 타학파의 의견에 대한 전격적인 수용을 훨씬 넘어

서는 것이다. 육띠디삐까의 저자는 자신이 ‘수뜨라’(sūtra)라고

까지 높여서 부르는 상캬까리까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게송을 전

적으로 자신에게 반론을 펼친 불교도의 기준에 맞추어 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두 게송 각각을 애욕의 즐

거움을 개의치 않는 자에게 해탈의 열망이 생겨난다는 내용과 천

상과 명상의 즐거움을 개의치 않는 자에게 해탈의 열망이 생겨난

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상캬까리까에는 표현

되어 있지 않은, 하지만 논쟁 속에서 요청되는 내용을 작위적으로 

이끌어 내는 행위이다. 이러한 육띠디삐까의 수세적이며 수용적

인 태도는 단순히 육띠디삐까를 지은 저자의 개인적인 특성으

로부터 기인한다거나 위에서 살펴본 논쟁 속에 등장하는 불교도

의 견해가 논박하기 어려운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
히려 육띠디삐까의 저자가 위에서 상대하는 불교도의 주장이 

상캬학파의 교의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가 논적의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캬학파가 탐구열의 목표로 제시한 

19) YD 19:(6), “[애욕의] 즐거움을 고려하지 않는 자에게 탐구열이 생긴다는 

점은 우리가 [똑같이] 감각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 ‘고통의 

압박’[이라는 표현으로] 이미 [SK 1에서] 말을 하였다.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은] 천상의 즐거움을 고려하지 않는 자에게 생긴 바로 그것(즉, 탐구열)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이다.” (sukhānapekṣasya 
duḥkhābhighātena saṃvedanahetutayāsmābhir uktā jijñāsā. saiva 
divyasukhānapekṣasya na tv ahetuketi bhāv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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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이 윤회하는 세계 전체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내용도 그러하

지만, 학파의 창시자로 알려진 까삘라(Kapila)가 태어날 때부터 갖

춘 네 가지 속성 중에 ‘이욕’(離欲, vairāgya)이 포함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20) “여러 즐거움을 고려치 않는 자에게도 해탈을 향한 

열망이 생긴다”는 불교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

다. 다시 말해, 육띠디삐까의 저자는 불교와 상캬가 공통적으로 

지닌 ‘출세간’적 특성으로 인해 논적으로 등장시킨 불교도의 주장

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거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미맘사의 압박: 상캬학파는 다른 바라문 전통의

학파들과 같이 베다의 권위를 존중하는가?

육띠디삐까의 저자가 불교도의 비판을 반박하며 재해석한 
상캬까리까의 두 번째 게송, 정확히 말해 두 번째 게송의 첫 번

째 반게는 상캬학파의 ‘반정통적’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내용

을 담고 있다. 그 게송은 명시적으로 베다에 따른 제식 행위(ānu-
śravika)를 ‘불결함’(aviśuddhi), ‘비-영원성’(kṣaya), 그리고 ‘상대

적인 우월함과 열등함’(atiśaya)21)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라 규정하

20) YD 267:13-14, “paramarṣir bhagavān sāṃsiddhikair 
dharmajñānavairāgyaiśvaryair āviṣṭapiṇḍo viśvāgrajaḥ kapilamuniḥ.”

21) YD는 SK 2ab의 내용을 정리하며 ‘kṣaya’(소멸)는 ‘anitya’(무상함) 로 

‘atiśaya’(초월)는 ‘tāratamyavat’(상대적인 적고 많음의 차이를 가진)으로 

풀이한다. cf. YD 31:12-14, “[SK 2ab에서는] 다음을 말한 것이다. 게다가 이 

전승되어 내려온 방법은 불결하고 무상하며 상대적인 우열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경험적으로 알려진 방법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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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통 바라문의 주된 종교 활동 방식인 희생제의, 더 나아가 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베다(Veda) 자체의 권위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띠디삐까와 바짜스빠띠(Vācaspati, 
9 혹은 10세기)의 따뜨바바이샤라디(Tattvavaiśaradī)를 제외한 

모든 상캬까리까의 주석서들에는 해당 부분을 주석할 때 게송 

자체의 내용을 완화하여 베다 제식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낮추려

는 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차크라바르띠(P. Chakravarti 
1975[1951], 5)의 말처럼 바라문 전통 내에서 “상캬학파는 베다제

식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바라문 전통이 기본적으로 인도 문명의 가장 오래된 문

헌인 베다의 권위에 대한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22) 상캬학파의 베다에 대한 태도를 베다 제식을 비판하

는 이 한 구절로 평가하기는 힘들다. 상캬까리까 내에서도 베다

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두 번째 게송에

서 베다 제식을 ‘불결함’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비판한 뒤에 네 번

째 게송에서 ‘성언량’(āptavacana)을 올바른 인식의 획득 방법인 

쁘라마나(pramāṇa) 중 하나로 들고 있기 때문이다.23) 물론 ‘성언

량’이라는 개념을 ‘믿을만한 사람’(āpta-)의 ‘말’(-vacana)라고 표

현하고 있기 때문에 까리까 차원에서 ‘성언량’을 베다가 아니라 

(etad uktaṃ bhavati. yasmād ayam ānuśraviko hetur api ca aviśuddho 
’nityas tāratamyavāṃś cāto dṛṣṭa ivānabhipretaḥ.)

22) Mānavadharmaśāstra(Olivelle 2005) 2.11, “이들 둘[, 즉, 슈루띠(śruti)와 

스므르띠(smṛti)]을 논리학 서적에 근거하여 하대하는 드위자(dvija)는 

나스띠까로서, 다시 말해, 베다를 비방하는 자로서 양식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배척되어야만 한다.” (yo ’vamanyeta te tūbhe hetuśāstrāśrayād dvijaḥ/ sa 
sādhubhir bahiṣkāryo nāstiko vedanindakaḥ//)

23) SK 4, “직접지각, 추리, 그리고 믿을만한 사람의 말(혹은, 성언량)로 모든 

올바른 인식수단이 성립되기 때문에 올바른 인식수단은 세 종류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앎의 대상은 실로 올바른 인식수단을 통해 성립한다.” 
(dṛṣṭam anumānam āptavacanaṃ ca sarvapramāṇasiddhatvāt/ trividhaṃ 
pramāṇam iṣṭaṃ prameyasiddhiḥ pramāṇād dhi//)



20 ∙ 印度哲學 제47집

까삘라와 같이 상캬학파 전통에서 그 권위가 인정되는 인물들의 

가르침을 특칭하려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캬까

리까가 상캬학파가 인정하는 현량, 비량, 성언량을 정의하는 다

섯 번째 게송24)에 대한 모든 주석서에서 성언량에 베다를 당연하

게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25) 적어도 상캬까리까 이후의 상캬 

전통은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베다가 명하는 베다 제식에 비판적인 의견을 기록해놓은 

상캬까리까의 두 번째 게송과 베다를 올바른 인식 획득의 수단으

로 나열하고 그것을 풀이해놓은 상캬까리까의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게송은 상캬학파의 베다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여준

다. 그리고 그 상반되는 태도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은 상캬까리까

 내부에서도 그리고 육띠디삐까를 제외한 여타의 주석서에서

도 문제시되지도 않고 해소되지도 않는다.
육띠디삐까가 상캬까리까의 두 번째 게송에 대한 주석에서 

등장시키는 미맘사학파의 논적은 아마도 꾸마릴라(Kumārila, 약 7
세기)라고 추정되는데,26) 그는 바로 이 베다에 대한 이중적인 태

도를 지적하며 상캬학파에게 베다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한다. 베다 제식 비판에 대한 미맘사학파의 반론은 육띠디삐

24) SK 5, “직접지각은 개별적인 대상에 대한 확인이고, 세 종류라고 말해지는 

추리는 추리의 표식과 그 표식을 가진 것 간의 관계에 의존하며,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이란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다.” (prativiṣayādhyavasāyo 
dṛṣṭaṃ trividham anumānam ākhyātam/ tal liṅgaliṅgipūrvakam 
āptaśrutir āptavacanaṃ tu//)

25) Lutsyshyna(2012)는 “상캬까리까 주석서들에 따르면, 베다에는 그것을 

저술한 저자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SK 5의 성언량 부분에 대한 

현존하는 모든 주석서들을 번역해 놓았다. 따라서 SK 5의 

“āptavacanam”이라는 단어를 베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상캬까리까 주석 전통에 대해서는 그녀의 논문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해당 부분에 대한 YD의 해석은 Motegi(2006) pp. 52-53과 近藤(2012)도 

참조할 것.
26) Halbfass(1991) pp. 93-9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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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의 저자가 그것을 다 소개한 뒤 “당신이 지금 말한 이 다양하

고도 많은 [주장]”(citram api bahv etad abhidhīyamānaḥ)이라 부

를 만큼 길지만(YD 31:19-34:8) 그것이 주장하는 바는 단 하나이

다. 즉, 베다의 권위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에 따

라 베다 제식을 불결한 것으로 특징짓는 상캬까리까의 언급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논적은 베다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

캬학파에게 상기시켜주면서 다음과 같이 상캬까리까에 내재한 

이중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 왜냐? [너희들 자신이] 인정하는 것에 위배

되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상캬까리까의 네 번째 게송에서] “현량, 
비량, 그리고 성언량”이라고 하여 세 가지 [올바른 인식 수단의] 권위

를 인정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베다가 성언량인데, [그것이] 권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당신들은] 자기 자신의 교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따라서 이는 옳지 않다.27)

 
육띠디삐까 이전의 주석서들에서 전혀 문제로 떠오르지 않았

던 상캬까리까의 두 번째와 네 번째 게송 사이의 모순을 논적의 

입을 빌어 표면화 시키는 것은 아마도 베다를 중심으로 한 바라문 

세력의 정통성 확립이라는, 육띠디삐까가 작성된 시기에 존재하

였던 하나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논

적이 자신의 입장과 상캬학파의 입장을 대립시키는 방식이 아니

라 상캬까리까에 내재한 베다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성향을 지

적하는 방식으로 개진하는 논지 전개 방식은 육띠디삐까의 저

자가 그 시대정신을 상캬학파에게 반-베다의 진영에 설 것인지 아

27) YD 32:4-8, “etac cāyuktam. kasmāt? abhyupagamavirodhāt. “dṛṣṭam 
anumānam āpatavacanaṃ ca” (SK 4ab’) iti prāmāṇyatrayam 
abhyupagataṃ bhavadbhiḥ. idānīṃ vedasyāptavacanatve saty 
aprāmāṇyam bruvataḥ svamatavyāghātas. tasmād ayuktam e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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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 친-베다의 진영에 설 것인지 양자택일 하라는 압박으로 인지

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압박은 상

캬학파에게 베다에 대한 입장을 상캬까리까처럼 애매모호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육띠디삐까의 저자는 논적의 

긴 반론이 끝나자마자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당신의 말은] 틀렸다. 당신은 [상캬까리까의] 본의를 이해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는 베다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는다.28)

 
그러나 베다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선언만으로 “베다 제식은 불

결하다”는 표현이 야기하는 정통 바라문에게는 자못 불경스러운 

인상을 지울 수는 없다. 육띠디삐까의 저자가 논적에게 상캬학

파는 베다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불결하

다’라는 단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베다의 권위를 해치지 않는 의

미로 해석해내야만 하는 것이다. 
육띠디삐까의 저자는 우선 ‘불결함’이라는 단어가 베다 제식

이라는 행위가 악업을 낳는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말해 상캬학파는 베다 제식을 행하는 자는 천상에 태어난다는 베

다의 규정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는 ‘불
결함’이라는 단어를 통해 상캬까리까가 단순히 동물의 살생 없

이는 베다 제식의 실행이 불가능함을 다른 이들의 안녕을 바라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 해석한다. 타인의 안녕을 바라는 자들

은 베다가 희생제의를 통해 천상에 갈 수 있다는 사실만을 전해주

고 있을 뿐 “다른 생명체를 죽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해야만 한

다”(anyeṣām upaghātenātmānugrahaḥ kāryaḥ)라고 명시적으로 

28) YD 34:9-11, “na, abhiprāyānavabodhāt. ··· na vayaṃ vedasya prāmāṇyam 
pratyācakṣma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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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도리

어 그곳에는 도덕적 황금률인 “자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타

인에게 가하지 말라”(na tat parasya sandadhyāt pratikūlam yad 
ātmanaḥ)는 구절이 적혀 있기에 베다가 시키는 것을 잘 따르는 

그들은 베다 제식에 타인을 해치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

지 못할 수 있다.29) 베다는 논적인 미맘사학파가 주장하듯 일반적

(utsarga)으로는 아힘사(ahiṃsā)를 명한다.30) 타인의 안녕을 바라

는 자들은 이에 따라—즉, 베다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자들이다. 하지만 그들마저도(hitakāmair 
api) 단순히 베다가 명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천상에 태어나는 

결과를 규정하는 특수규칙(apavāda)인 베다 제식에 대한 명령을 

따를 때 자신의 의도에 반하여 동물들의 살생을 저지른다는 사실

을 간과한다(upekṣyate). 상캬까리까의 ‘불결함’이라는 단어는 

결국 베다 제식이 규정하는 천상의 과보를 부정하는 역할을 하고 

29) YD가 인용하고 있는 도덕적 황금률을 제시하는 다음의 문장은 베다가 

아니라 Wezler와 Motegi가 표시해놓았듯 마하바라타(Mahābhārata) 
5.39.57, 13.114.8 등등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하지만 베다에 “다른 

생명체를 죽여서 자신의 이들을 취해야만 한다”는 문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 직후 이 마하바라타의 구절을 “이렇게 말한다...(āha...)”라는 단어와 

함께 인용할 때 육띠디삐까의 저자가 마하바라타를 베다와 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혹은 더 나아가 마하바라타를 베다로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필자는 이해하였다. 마하바라타가 상캬학파와 긴밀한 관련을 

가진 문헌이라는 점과 함께 마하바라타가 종종 “다섯 번째 베다”로 

불려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Pollock 1984, 610참조) 육띠디삐까의 

저자가 마하바라타를 베다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30) YD 33:14-17, “그것(즉, 베다 내부에 모순이 있다는 너의 주장)은 옳지 않다. 

왜냐? 일반규칙과 특수규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베다(śāstra)는 일반적으로 아힘사를 제시하지만 베다 제식이라는 특별한 

경우 특수규칙을 명한다. 일반적으로 명해진 것은 특별하게 명해진 것에 

의해 그 적용이 유예된다.” (tac ca naivam. kasmāt? utsargāpavādayor 
viṣayabhedāt. sāmānye hi śāstram ahiṃsām utsṛjya viśeṣe kratulakṣaṇe 
’pavādam śāsti. sāmānyavihitaṃ ca viśeṣavihitena bādh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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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안녕을 바라는 이들에게 베다 제식에는 

필연적으로 살생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다.31) 
그러나 도대체 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굳이 상캬까리까

는 ‘불결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일까? 그저 베다 제식에서는 살생

이 이루어지니 상캬논사들과 같이 모든 생명체의 안녕을 바라는 

자들은 주의하라고 말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육띠디삐까
의 저자는 왜 베다의 권위를 부인하지도 않으면서 애초에 ‘불결하

다’는 표현에 대해 “이는 생명을 가진 것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신

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살생은 불결하다”32)라고 주석하여 ‘불결함’
이라는 단어를 베다 제식 속의 살생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술하였

던 것일까? 다시 말해, ‘불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본의야 어떻

든 간에 ‘불결하다’는 것이 베다 제식을 수식하는 말로 사용된 이

상 베다의 권위에 대한 모독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에 의해 육띠디삐까의 저자는 한 발 더 물러서서 결국에는 

‘불결함’이라는 단어(aviśuddhi)가 ‘베다 제식’(ānuśravika)이라는 

단어를 수식한다는 사실마저 부정한다.

답한다. [‘불결하다’는 단어는] 결과에 대해 원인으로 비유적으로 표

현한 것이다. 우리 [상캬]에게는 자비심 때문에 베다 제식 속의 살생을 

원인으로 한 [결과로서의] 슬픔이 마음속에 생겨나는데 실로 그것(즉, 
마음속의 슬픔)이 불결하다는 것을 [상캬까리까의 ‘불결하다’는 단

어는] 의미하는 것이다. “베다 제식의 살생이 불결하다”라는 문장은 

그것(즉, 마음속의 슬픔이라는 결과)에 대해 원인으로 비유적으로 말

한 것이다. 마치 [콩을 먹고 난 후 배부름 때문에 만족스러운 사람들

을] 콩 때문에 만족한 사람들이라고 한다거나 [소를 얻어 재산이 불어

남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을] 소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31) 이 단락의 내용은 YD 34:9-19를 참조할 것. 
32) YD 31:18, “hiṃsā cāviśuddhiḥ prāṇinām iṣṭaśarīravyāpādan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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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이다.33) 

본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불교도의 압박에 못 이겨 상캬까리

까의 두 번째 게송을 재해석했던 것처럼, 육띠디삐까의 저자는 

다시 한 번 미맘사학파의 반론에 밀려 같은 게송을 또 다른 의미

로 재해석한다. ‘불결하다’는 표현은 베다 제식을 가리켜 사용한 

말이 아니라 바로 베다 제식 속에서 행해지는 살생에 기인하여 발

생하는 마음속의 슬픔이 불결하다고 표현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학파의 압박 때문에 자신이 속한 학파의 근본적인 텍스트의 

의미를 바꾸고는 있지만 육띠디삐까의 저자는 소극적으로나마 

미맘사학파에 대한 상캬학파의 우월성을 내비친다. 그는 살생에 

기인한 슬픔(paritāpa)이라는 감정의 소유주를 “우리[, 바로 상캬

학파]”(naḥ)라고 표시하여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논적인 미맘사학

파의 무자비함에 자신들의 자비심(kāruṇya)을 대비시킨다. 그러나 

미맘사학파의 반론으로 인하여 상캬까리까 게송의 기본적인 의

미마저 변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베다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

정하라는 미맘사학파의 주장을 근본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이라 평가할 수 있다. 미맘사학파와의 논쟁에서 다시 한 번 드러

난 육띠디삐까 저자의 수세적이며 수용적인 모습은 미맘사학파

가 처음 제기했던 베다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라는 질문이 바로 

상캬학파에게 바라문교 진영에 남을 것이지 아닌지를 묻는 것과 

매한가지임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베다 제식에 비판

적인 바라문들’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집단인 상캬학파에 대

한 미맘사학파의 공세는 어떤 의미에서 언젠가는 맞닥뜨려야할 

33) YD 34:22-35:2, “ucyate: kārye kāraṇopacārāt. yo ’sau hiṃsānimittakaḥ 
kāruṇyān manasi naḥ paritāpa utpadyate sā khalv aviśuddhir abhipretā. 
tasyāṃ kāraṇam upacaryoktam aviśuddhir hiṃseti. yathā mudgais tṛptā 
gobhiḥ sukhina 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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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인 것이었고 그 공세를 ‘베다 제식에 비판적’이라는 자신들

의 특성보다 ‘바라문들’이라는 특성에 방점을 찍어 피해가려는 역

사적인 순간을 육띠디삐까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Ⅳ.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육띠디삐까의 저자가 상캬까리

까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게송을 주석하는 가운데 소개한 불교도 

그리고 미맘사학파와의 논쟁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가 논쟁의 

맥락에 따라 상캬까리까의 두 번째 게송의 첫 반게에 대해 축자

적 의미에서 벗어난 해석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육띠디

삐까의 저자가 각각의 논쟁 속에서 제시한 해석을 정리해보면 다

음과 같다. 

[상캬까리까:] 베다가 제시하는 고통소멸의 방법은 이미 잘 

알려진 고통소멸의 방법들과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불결함, 영원

하지 않음, 상대적인 우월함과 열등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교도를 향한 해석:] 상캬까리까의 두 번째 게송은 천상에 

도달하는 방법으로서의 베다 제식을 고통소멸의 방법으로서 부정

하기 때문에 우리 상캬학파는 너희 불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천상

에서 얻는 기쁨에 무관심한 이에게도 해탈을 향한 열망이 생긴다

는 점을 인정한다. 명상에서 얻는 기쁨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그

것에는 우열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명상의 기쁨에 무관심한 자에

게도 해탈을 향한 열망이 생긴다는 점을 우리도 인정하고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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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맘사학파를 향한 해석:] 상캬까리까에서 베다 제식을 불결

하다고 표현한 것은 우리 상캬학파가 베다의 권위를 부정하기 때

문이 아니다. 베다 제식에 수반되는 살생에 대해 우리는 슬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 슬픔을 불결하다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육띠디삐까의 저자가 이처럼 상캬

까리까의 두 번째 게송을 독자적으로 해석하게 된 원인은 그가 

불교도와 미맘사학파가 제기한 반론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용하

기 때문이다. 그는 불교도에게는 상캬학파가 그들과 같이 모든 즐

거움에 대한 욕망이 떠난 상태를 동기로 하여 윤회의 세계에서 벗

어남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맘사학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상캬까리까 통해 베다를 모욕하고 있지 않

다는 점을 강조한다. 바꾸어 말하면 육띠디삐까의 저자는 그가 

상대하는 두 집단이 내세우는 가치는 모두 받아들인다. 그는 불교

도가 가진 출세간적인 특성과 미맘사학파가 가진 인도 사회 속에

서의 정통성을 모두 상캬학파의 정체성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육띠디삐까의 저자가 견지하는 상캬의 정체

성은 불교와 미맘사학파 사이에 위치하고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육띠디삐까는 비록 그 저자의 정체도 그것이 작성된 연대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는 저작이지만 여타의 상캬

까리까 주석서들과는 달리 상캬학파와 다른 학파와의 논쟁을 상

세히 다루고 있어 그것이 작성될 당시의 시대상황을 생생하게 전

하는 텍스트이다. 본고에서 육띠디삐까의 첫 번째 챕터(pratha-
mam āhnikam)에 등장하는 두 논쟁을 분석한 것은 육띠디삐까
에 내재한 역사성을 읽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육띠디삐까

의 저자가 불교에 대해 그리고 미맘사학파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려 하였는지를 통합적으로 그리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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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가늠하기 위해서는 육띠디삐까 전반에 

흩어져있는 개별적인 논쟁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

고 그러한 분석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이 텍스트가 상캬학파 내외

부의 다른 텍스트들과 맺고 있는 ‘간-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낼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작업을 통해 육띠

디삐까를 인도철학사에 자리매김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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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dentity of the Sāṃkhyas Sandwiched 
between Buddhists and the Mīmāṃsakas

Ham, Hyoung Seok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The The Yuktīdīpikā is the “most significant com-
mentary” on the Sāṃkhyakārikā which ushered in the clas-
sical period of the Sāṃkhya system. The author of the 
Yuktidīpikā, as he comments on the first two verses of the 
Sāṃkhyakārikā, introduces two critiques of the Sāṃkhyas by 
Buddhists and the Mīmāṃsakas, respectively. This paper 
analyses the stance that the author of the Yuktidīpikā takes 
between Buddhists and the Mīmāṃsakas. 

In those two debates, although the author of the Yuktid-
īpikā puts forward counter-arguments against the critiques o
n the surface, interestingly, he acknowledges and accepts th
e contents of them. In so doing, he presents two forced inter
pretations of the first half of the second verse of the Sāṃk-
hyakārikā to meet the need of confronting his two opponent
s. The stance that the author of the Yuktidīpikā takes shows 
his intention to embrace the trans-mundane characteristic o
f Buddhists and the social legitimacy governed by the Vedic 
values and advocated by the Mīmāṃsakas. 

The two debates introduced in the beginning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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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tidīpikā concretely reveal the unique identity of the 
Sāṃkhyas as the “brahmins critical to Vedic sacrifices.”

Keywords: Sāṃkhya, Yuktidīpikā, Vedic Sacrifice, Buddhism,
Mīmāṃs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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