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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기 이전 상키야 철학에 대한 Yuktidīpikā 저자의
역사 인식

강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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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논의의 목적. Ⅱ Yuktidīpikā 서두 게송(ārambhaśloka)의 내용.
Ⅲ Yuktidīpikā 저자의 역사 인식. Ⅳ 결론.

요약문 [주요어: 선고전 상키야, 카필라, 육십과론, 서두 게송]

본 논문은 Sāṃkhyakārikā의 주석서인 Yuktidīpikā의 서두 게송에 담
긴 고전기 이전 상키야 철학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분석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인 Sāṃkhyakārikā가 이전의 역사에 대해
서 거의 전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Yuktidīpikā는 수많은 선대 논사들의 
단편들을 인용한다. 그 중에서 Yuktidīpikā의 서두 게송(ārambhaśloka)
에 나타난 내용에 주목하여, 거기서 확인되는 저자의 역사 의식을 살펴볼 
것이다.

서두 게송에서는 4가지 문헌을 구분하여 서술한다. (1) 상키야의 개조인 
Kapila가 Āsuri에게 전한 교의서(tantra), (2) 그것을 성인들이 제자들을 
위해서 요약한 소책자(alpagrantha), (3) 스승들이 반론자들에 대항하여 
조성한 사유의 밀림인 Ṣaṣṭitantra, 그리고 (4) 그것을 압축한 
Sāṃkhyakārikā이다.

YD의 저자는 다른 주석가들과는 달리, Kapila가 저술한 tantra가 있었
다고 파악하며, ṢT의 저자가 Pañcaśikha가 아니라 다수의 저자에 의해서 
형성된 문헌으로 본다. 또한 Sāṃkhyakārikā의 권위를 Ṣaṣṭitantra와의 
연관성에서 확보하고자 했던 Īśvarakṛṣṇa의 의도를 넘어서서, Kapila의 
교의서의 내용을 온전히 담은 논서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상키야의 초
기 역사에 관한 한, YD의 저자는 SK의 다른 주석가들과 궤를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 djcesil@hanmail.net
   본 논문을 쓰는 과정에 귀중한 의견을 주신 동국대학교 정승석 교수님과 

고려대학교 함형석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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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목적

상키야의 초기 역사를 서술하고자 하는 작업에는 예정된 어려

움이 있다. 초기 상키야 문헌들이 모두 소실되어서 역사적 계보를 

나열하는 선상에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가 존재하기 때문이

다.1) 그 잃어버린 고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통에 속한 문

헌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출해야 하지만, 이미 100년 이상의 연구

로 축적된 다양하지만 한정된 자료를 통해서 형성된 견해를 초월

할 새로운 전거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연구사 초기에 내

용이 확정된 후에 오랜 세월 그대로 고정된 채로 정정되지 않은 

학설도 의외로 적지 않아서 기존에 제시되었던 문헌적 근거들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지만, 그마저도 최근에는 방기되어 있다.
고전 상키야의 사변을 대변하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인 

Sāṃkhyakārikā(4-5C, 이하 SK)는 이전 시대에 존재했던 Ṣaṣṭita-
ntra(六十科論2), 이하 ṢT)라는 방대한 문헌의 핵심을 70송으로 

압축한 요약본이라고 모든 주석서들이 공통적으로 서술한다. 이는 

간략하게나마 SK의 본송에서도 언급된다.3) 그러나 ṢT의 원본은 

현재 남아있지 않으며, 다른 문헌에서 인용되는 일부의 단편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추정할 뿐이다.

1) Wezler(1985) p. 1-2 참조.
2) Ṣaṣṭitantra라는 문헌명에 대한 六十科論이라는 번역어는 

眞諦(Paramārtha)가 金七十論 상권(T.54 1249b)에서 사용하는데, 이것이 

한역 문헌 전체에서 유일한 용례이다.
3) SK 72. “실로 70게송에서 다룬 내용들은 설화와 다른 자들의 주장을 제외한 

Ṣaṣṭitantra의 모든 내용들을 포함한다.”(saptatyāṃ kila ye ’rthās te ’rthāḥ 
kṛtsnasya ṣaṣṭitantrasya/ ākhyāyikāvirahitāḥ paravādavivarjitāś cā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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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서는 최초로 상키야의 교의를 Kapila가 Āsuri에게 전하고, 
Āsuri는 Pañcaśikha에게 전하고 Pañcaśikha가 이를 널리 전했다

고 기록하고, 이에 대한 금칠십론, Māṭharavṛtti (이하 MV)와 같

은 주석서들은 공통적으로 Pañcaśikha를 ṢT의 저자로 언급한다. 
그리고 여러 계보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Īśvarakṛṣṇa가 SK를 짓게 

되었다고 전한다.
한편, Tattvavaiśaradī(이하 TV)에서 Vācaspatimiśra는 Yogas-

ūtrabhāṣya(이하 YSbh)에 인용된 수많은 구절들을 Pañcaśikha에 

귀속시키는데, 이 중 일부는 Yuktidīpikā(이하 YD)에서도 동일한 

문장이 인용된다.4) 그리고 그 구절들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ṢT
의 단편으로 추측된다. 이 사실만으로는 Pañcaśikha가 ṢT의 저자

이며, 그 내용을 YSBh나 YD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결론짓는 데 이

견이 없겠지만, 문제는 TV에서 Pañcaśikha로 귀속시키는 구절 중 

일부가 YD에서는 Vārṣagaṇya의 설로 언급되는 불일치를 보인다

는 것이다.5) 게다가 Pañcaśikha의 설로 언급되는 일부의 내용이 

고대 논사의 의견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도 존재한다. 따라

서 Chakravarti(1951:123-126)는 최초에 Pañcaśikha에 의해서 운

문으로 저술된 ṢT가 Vārṣagaṇya에 의해서 운문과 산문이 뒤섞인 

형태로 재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Frauwallner(1958:84-90)
도 오래된 운문이 Vārṣagaṇya(Vṛṣagaṇa)에 의해서 개정되었다는 

점에서는 Chakravarti의 주장을 따르고 있으며, Oberhammer(196
0:89-90)의 견해도 이와 유사하다.
그런데 YD의 최초의 간행본(Chakravarti[1938])의 편집자였던 

Chakravarti(1951:123-124)는 위의 추측과 더불어 YD에서 ṢT의 

4) YD 62.15; 79.25; 111.16; 128.23-129.3; 137.15-16.
5) YD 137.14-16. tathā ca bhagavān vārṣagaṇyaḥ paṭhati “rūpātiśayā 

vṛttyatiśayāś ca virudhyante, sāmānyāni tv atiśayaiḥ saha vartante”/ 
동일한 내용을 TV ad YSBh 3.13에서는 Pañcaśikha의 설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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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Kapila로 지칭된다고 하는 다소 특이한 정보를 제공한다. 
Larson(1987:108)도 이 부분에 대하여 Chakravarti의 의견을 그대

로 인용하면서 YD에서는 Kapila가 ṢT의 저자라고 언급한다는 내

용을 소개한다. 아마도 Chakravarti로 하여금 그런 결론을 내리게 

했던 출처는 YD 서두의 일련의 게송들과 SK 70에 대한 YD 저자

의 주석일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의 내용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YD의 서두 게송(ārambhaśloka)에서 제

시하는 내용들은 단순히 ṢT 의 저자를 Kapila로 지시하는 것이 아

니며,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고전기 이전의 역사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취급해야 하는 것

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YD에 주목하는 이유는 YD가 단순히 SK의 내용을 

주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전

기 이전 논사들의 수많은 견해들을 인용한다는 점 때문이다. 더욱

이 YD의 저자는 그런 선대 논사들의 견해들을 단순히 수집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그것을 SK의 철학적 체계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려는 시도도 보인다. 하지만 역사적 서술을 포함하여 YD의 

내용이 아직 학계에서 모두 소화되지는 못했으며, 향후에도 활발

할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

선적으로 YD의 서두 게송에서 그려내는 초기 상키야 문헌들이 성

립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Yuktidīpikā 서두 게송(ārambhaśloka)의 내용

YD에서는 Śiva를 찬양하는 귀경게(maṅgalaśloka)6) 이후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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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지는 서두의 게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한다.7)

6) YD 1.2. “축복이 있기를. 옴, 쉬바신께 귀의합니다. 옴.”(svasty astu/ oṃ 
namaḥ śivāya/ oṃ/).

7) YD 1.1-3.6. [vītāvītaviṣāṇasya pakṣatāvanasevinaḥ/
             pravādāḥ sāṃkhyakariṇaḥ sallakīṣaṇḍabhaṅgurāḥ//0//]
   ṛṣaye paramāyārkamarīcisamatejase/
   saṃsāragahanadhvāntasūryāya gurave namaḥ//1//
   tattvaṃ jijñāsamānāya viprāyāsuraye muniḥ/
   yad uvāca mahat tantraṃ duḥkhatrayanivṛttaye//2// 
   na tasyādhigamaḥ śakyaḥ kartuṃ varṣaśatair api/
   bhūyastvād iti saṃcintya munibhiḥ sūkṣmabuddhibhiḥ//3//
   granthenālpena saṃkṣipya tad ārṣam anuśāsanam/
   nibaddham amalaprajñaiḥ śiṣyāṇāṃ hitakāmyayā//4//
   pratipakṣāḥ punas tasya puruṣeśāṇuvādinaḥ/
   vaināśikāḥ prākṛtikā vikārapuruṣās tathā//5//
   teṣām icchāvighātārtham ācāryaiḥ sūkṣmabuddhibhiḥ/
   racitāḥ sveṣu tantreṣu viṣamās tarkagahvarāḥ//6//
          [vītāvītaviṣāṇasya pakṣatāvanasevinaḥ/
          pravādāḥ sāṃkhyakariṇaḥ sallakīṣaṇḍabhaṅgurāḥ//0//]
   śiṣyair duravagāhās te tattvārthabhrāntabuddhibhiḥ/
   tasmād īśvarakṛṣṇena saṃkṣiptārtham idaṃ kṛtam//7//
   saptatyākhyaṃ prakaraṇaṃ sakalaṃ śāstram eva vā/
   yasmāt sarvapadārthānām iha vyākhyā kariṣyate//8//
   pradhānāstitvam ekatvam arthavattvam athānyatā/
   pārārthyaṃ ca tathānaikyaṃ viyogo yoga eva ca//9//
   śesavṛttir akartṛtvaṃ cūlikārthāḥ smṛtā daśa/
   viparyayaḥ pañcavidhas tathoktā nava tuṣṭayaḥ//10//
   karaṇānām asāmarthyam aṣṭāviṃśatidhā matam/
   iti ṣaṣṭiḥ padārthānām aṣṭābhiḥ saha siddhibhiḥ//11//
   yathākramaṃ lakṣaṇataḥ kārtsnyenehābhidhāsyate/
   tasmād ataḥ śāstram idam alaṃ nānātvasiddhaye//12//
   alpagrantham analpārthaṃ sarvais tantraguṇair yutam/
   pāramarṣasya tantrasya bimbam ādarśagaṃ yathā//13//
   tasya vyākhyāṃ kariṣyāmi yathānyāyopapattaye/
   kāruṇyād apy ayuktāṃ tāṃ pratinandantu sūrayaḥ/14/
     여기서의 게송 번호는 Wezler-Motegi(1998, 이하 WM)의 편집을 따른 

것이고, 0번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필자가 부여하였다. 본문과 번역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고, 6번의 뒷부분에 재등장하는 0번 게송은 Chakravarti 
(1938:1,4-5)와 Pandeya(1967, 1,5-6)의 편집본에서는 삭제되어 있고, 맨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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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른 학파의 비판들은, 직접적 긍정논증(vīta)과 간접적 부정논증

(avīta/āvīta)8)이라는 상아를 양쪽에 지니고서 견해[의 나무]들9)로 

0번 게송부터 1번으로 번호를 매긴다. 즉, WM 이외의 교정본에서는 위의 

1～13번을 이루었던 게송들이 번호가 하나씩 밀리면서 2～14번 게송을 

이루며, 위의 0번 게송이 1번 게송으로서 첫머리를 장식한다. 이와 달리 

WM이 위의 순서로 번호를 매긴 이유에 대해서는 각주 13 참조.
8) avīta 혹은 āvīta는 일반적인 논증법을 의미하는 vīta와 대비되는 부정적 

간접논증 혹은 귀류논증의 논법을 의미하며(cf. Frauwallner[1958]; 桂[1986]), 
유가사지론에도 상키야의 논법으로 소개된다(cf. 羽田野[1944]). 불교의 

prasaṅga, 니야야의 tarka, 자이나의 antarvyāpti는 avīta/āvīta와 유사한 

형태의 논법이며, 이 논증법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학파마다, 또 

논사마다 다르다. 谷(2000:53-61)는 Vasubandhu의 찰나멸 증명에 사용된 

간접적 논증 방식이 āvīta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하며, 
Watanabe(2013:176)는 Dignāga가 논증식의 조건인 증거(hetu/liṅga)의 3가지 

성질(rūpya)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prasaṅga를 정식의 논증법(sāadhāna)으로 

개량하는 데 있어서 āvīta 논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YD에서는 avīta와 āvīta라는 두 가지 독법의 용례가 모두 존재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avīta라고 표기된다. Franco(1999)는 불명의 중앙아시아의 

사본 단편들에 나타난 용례와 Ślokavārttika에서 제시된 āvīta라는 독법, 
티벳어 번역의 사례 등을 근거로 이 단어의 원래 형태가 āvīta였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그러나 Franco(1999:575-576)도 지적하는 것처럼, 
그것이 구문 속의 avīta를 반드시 āvīta로 교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해, 오독, 잘못된 필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용어라도 한번 

확립되면 그것이 원래 형태인 것처럼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YD에서의 용례를 감안하여 avīta도 병기한다.
9) Wezler(1974:455 fn.44)는 Wackernagel(1954:618)의 접미사 -tā에 대한 

문법설명을 인용하여, 이 접미사가 일부의 경우에 집합명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pakṣatā가 ‘alternative views’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YD의 Ahmedabad 사본(cf. WM xiii-xiv; 이하 A사본)에서 

pakṣatāvana-가 nānātīvana-로 표기된 것도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WM(1, fn.2)에서는 A사본이 nānātīvana가 아니라 

nānātāvana-로 읽는다고 표기하고, Wezler는 위의 논문에서 이 부분을 

pakṣatāvana-에 해석상의 어려움을 느낀 사본 필사자의 정정으로 추측한다. 
nānātāvana-로 읽는 쪽이 ‘[철학적 견해의] 다양함으로 이루어진 숲’이라고 

해석되어 의미가 보다 명료하게 통하지만, 이는 A사본의 필사(사진2 l. 2)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Wezler 본인은 pakṣatāvana-가 

pakṣakānana-(견해들의 숲)라는 원형으로부터 형태적으로 파손된 것으로 

보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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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숲에서 유유자적하는 상키야 코끼리에게는, [코끼리가 즐

겨 먹는] 살라키(sallakī) 나무덤불과 같이 부러지기 쉽다.]10)

1. 최고의 선인, 햇살과 같은 후광을 지니신 분, 윤회라는 깊은 어둠을 

비추는 태양이신 구루(=Kapila)께 귀의합니다.
2～4. “진리(tattva)를 알고자 열망했던 바라문 Āsuri를 위해서 성자

(muni, =Kapila)가 세 가지 고통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말씀하신 

위대한 교의서(mahat tantra)는 너무 방대하여 100년이 걸려도 완

전히 터득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현묘한 지성을 지닌 [후대의] 성
자(muni)들이 생각하시고서는, 티 없는 지혜를 지닌 [그] 분들이 제

자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전승된11) 성스러운 가르침을 소책자

(alpagrantha)12)로 요약하여 적어냈다.
5. 그런데 그[책]에 대한 비판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우주원인(宇宙

原人, Puruṣa)과 창조신(Īśa)과 극미(paramāṇu)를 주장하는 자들이

며, 절멸론자(=Bauddha)들, 물질주의자들(=Cārvaka) 및 푸루샤

(puruṣa)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자들이다.

10) Raghavan은 문장의 탈락 및 오ㆍ탈자가 많았던 YD Chakravarti(1938) 
편집본의 교정을 시도하는 연작논문 중에서, 이 해독하기 까다로운 첫 번째 

게송을 원형이 손상된 것으로, 즉 재작성이 필요한 문장으로 

지적하였다(Raghavan[1957/1958:1]). 그러나 Raghavan의 교정은 사본적 

근거가 없어서 일부가 과잉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cf. 
Pandeya[1967:xii]). 한편, Wezler(1974:454)는 이 게송의 sāṃkhyakāriṇah를 

주어적 소유격(genitivus subjectivus)이 아니라, 수혜의 여격(dativus 
commodi)의 기능을 하는 소유격으로 분석하기를 제안하여 교정 없이도 

구문 그대로 해석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위 번역은 그의 제안을 

참조하였다.
11) TV에서는 YS 1에서 등장하는 anuśāsana라는 단어에 대하여 

śāsana(가르침)에 접두어 anu가 첨가되면서 전승된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TV 1.18-19. “왜냐하면 ‘anuśāsana’라는 것은 교의서를 말하며, 
그것을 통해서 가르친다고 어원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anuśāsanam iti hi 
śāstram āha anuśiṣyate ’neneti vyutpattyā/); 

    TV 2.7-9. “[Yoga]sūtra의 저자에 의해서 전승된 가르침(anuśāsana)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선대로부터] 배운 것에 따른(anu) 가르침으로서, 
[일반적인] 가르침(śāsana)이 아니라는 의미이다.”(sūtrakāreṇānuśāsanam 
ity uktam/ śiṣṭasyānuśāsanaṃ, na tu śāsanam ity arthaḥ/)

12) 4번 게송의 granthenālpena를 Pandeya(1967:1,11)는 granthenālpana로 

읽는데, 교정을 할 만한 논점이 없으므로 단순히 誤字로 봐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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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들(=비판자들)의 주장을 논파하기 위하여, 현묘한 지성을 지닌 스

승들은 자신들의 교의서(tantra)에 난해한 사유의 밀림을 구축했다. 
[0. 다른 학파의 비판들은, 직접적 긍정논증(vīta)과 간접적 부정논증

(avīta)이라는 상아를 양쪽에 지니고서 견해[의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에서 유유자적하는 상키야 코끼리에게는, [코끼리가 즐겨 먹는] 
살라키(sallakī) 나무덤불과 같이 부러지기 쉽다.]13)

13) Wezler(1974:455)는 YD의 최초 편집본인 Chakravarti(1938)가 출간된 이후에 

발견된 A사본에서 6번과 7번 게송 사이에서 이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근거로, 지적인(intelligent) 필사자가 이 게송의 보다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여 이 자리에 삽입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원래 시작 

게송(ārambhaśloka)은 길상한 단어가 서두에 장식되어야 하지만, 
‘vītāvīta-’로 시작하는 0번 게송은 그렇지 않으므로, Kapila의 경칭인 

‘ṛṣaye’로 시작하는 1번 게송이 첫 번째 게송에 보다 적절하다는 것으로 

이유를 보충한다. 그런데 이 주장의 문제는 그런 6번과 7번 사이의 삽입이 

발견되는 사본은 A사본이 아니라, 바로 Chakravarti(1938)에서 유일한 

저본으로 사용되었던 Poona 사본(cf. WM xiii, 이하 P사본)이라는 

점이다(사진 1, l. 6 참조). 아마도 Wezler는 이 논문을 저술하면서 P사본의 

내용을 A사본의 내용으로 착각한 것 같다.
      한편 Wezler-Motegi(2, fn.3, 이하 WM)에서는 이 구절에 대한 각주에 

A사본에서는 이 구절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언급함으로서 이 착각이 

교정되었다. 그런데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언급이 A사본 이외의 다른 

사본들은 모두 6번과 7번 사이에서 0번 게송이 반복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지만, 그것이 실제 사본들의 내용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A사본뿐만 

아니라 Śāradā 문자로 필사된 Kashimir의 첫 번째 사본(이하 K1사본, 사진 

3, ll. 12-13 참조)과 Kashimir의 두 번째 사본(이하 K2, 사진 4, ll. 17-20 
참조)에서도 위의 6번과 7번 게송 사이에서 0번 게송이 반복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반복되는 사본은 P사본뿐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Wezler는 0번 게송이 YD의 내용이 

확장되면서 후대에 추가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확장하면서, 6번과 7번 

사이가 서두보다 적절한 위치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P사본과 A사본을 

혼동하는 작은 실수를 범했고, 이 실수는 WM(2, fn.3)에서 수정되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수정될 경우, 사실상 이 주장은 Chakravarti의 교정본에서 

이미 사용되었고 가장 먼저 알려졌던 사본인 P사본에 근거한 셈이 되고, 
새로 발견된 A사본은 위의 0번 게송을 1번으로 하는 번호 매김을 보이므로 

오히려 그의 가설에 반하는 구성을 보인다. 물론 사본을 혼동했다고 해서 

Wezler의 주장의 논리적 얼개가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Wezler의 주장 

그대로 사본의 내용이 부합되는 경우라면, 새로운 사본이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는 형태의 서술이 되지만, 그 대상이 A사본에서 P사본으로 바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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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것(=사변의 밀림)은 진리의 대상에 대해 미혹한 지성을 지닌 제자

들이 완전히 숙지하기 힘들다. 그리하여 Īśvarakṛṣṇa가 내용을 축

약하고자 이[논서](=SK)를 지었다.
8. ‘70’이라고 불리는 논서(prakaraṇa)가 곧 온전한 교의서(śāstra)이

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60가지의] 모든 주제(padārtha)에 대한 해

석(vyākhy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9～11. 여기서 ① 최초의 원인(pradhāna)이 존재한다는 것, ② [최초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형태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필사자에 대한 일종의 

심리분석을 시도하는 그의 방법론은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Chakravarti는 이 게송의 반복을 인지하면서도 교정본에서는 삭제한 셈이 

된다.
      Wezler와 Motegi는 WM(1, fn.3)에서 이후 새로 발견된 D사본이 0번 

게송을 작은 글씨로 쓰고 있다는 점과 이후 1번 게송부터 번호가 

시작된다는 것을 새로운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 게송에 삭제 기호([ ], cf. WM 
xxx)를 붙이고, 6번과 7번 사이에서 반복시킨다. WM에서 이렇게 0번 게송을 

반복하여 삽입한 데 대해서, P사본의 유일한 사례 외에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사본을 제외한 모든 사본들이 뒷받침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도록 표기하여 다시 실수를 범한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Wezler는 WM이 발간되는 당시에도 이 게송이 원래 YD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1번 앞부분에 0번 게송을 놓는 것보다는 6번과 7번 

사이에 삽입하는 쪽이 뜻이 더 잘 통한다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0번 게송이 6번과 7번 사이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편집본처럼 맨 앞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다. 6번 이후에 0번 

게송이 뒤따를 때, 6d의 밀림(gahvāra)이라는 단어와 0b의 숲(vana)라는 

단어의 유사성 때문에 일견 내용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논서의 역사적 연원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상키야에 대한 찬양이 등장하는 

것이 오히려 서술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서두에 

吉祥한(maṅgala)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관련하여, 
YD에서는 SK 1에서 ‘duḥkha’라는 길상하지 않은(amaṅgala)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비판하는 다른 논사의 의견에 대해서 (Wezler [1974:447], YD 
12.4-8), YD의 저자 스스로 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YD 
12.5-14.7), 다소 설득력을 잃는다. 또한 설사 어떤 곳이 그 게송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위치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원래의 위치라는 것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의 주장대로 0번 게송 자체가 후대에 

부가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게송을 굳이 6번과 

7번 사이에 삽입하는 것이 더 적절하거나, 원래의 위치일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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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이] 하나인 것, ③ [pradhāna가 puruṣa의 독존이라는] 목적

을 가진다는 것, ④ [pradhāna와 puruṣa가 서로] 다르다는 것, 그리

고 ⑤[pradhāna가] 타자(=puruṣa)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 ⑥ 
[puruṣa가] 다수라는 것, ⑦ [prdhāna와 puruṣa의] 분리, ⑧ 
[pradhāna와 puruṣa의] 결합, ⑨ [puruṣa가 독존을 완성한 이후] 
남은 수명이 존속한다는 것,  [puruṣa가] 행위자가 아니라는 것. 
[이상이] 10가지 근본교리라고 전해진다. 전도(viparyaya)는 5가지, 
희열(tuṣṭi)은 9가지라고 전해지고, 기관의 무능은 28가지라고 생각

된다. 이상은 8[가지]의 성취(siddhi)와 함께 60가지 주제이다.14)

12. [이 60가지 주제는] 순서대로 하나하나의 특징을 밝히는 방식으로 

전부 서술될 것이다. 따라서 이 교의서는 [puruṣa와 pradhāna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13. [이 교의서(SK)는] 작은 책자지만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교의서의 

모든 요건(guṇa)을 갖추고 있다. 최고의 성자(=Kapila)로부터 유래

하는 교의서의 영상이 작은 거울에 모두 담겨진 모양이다.
14. 나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도록 이 책의 주석을 작성할 것이다. 혹시 

주석이 이치에 맞지 않을 경우에도 현자들이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

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

14) 10가지 근본교리와 50가지(5전도, 9희열, 28무능, 8성취)를 합쳐서 60가지 

주제를 이룬다. 이 목록은 TK ad SK 72와 금칠십론 ad SK 71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된다. 그런데 Pañcarātra 학파에 귀속되는 

Ahirbyudhna-Saṃhitā 12.18-30에서는 ṢT를 이루는 전혀 다른 60가지 

주제를 소개한다. 32가지 prākṛtamaṇḍala(tantra) - ①brahman, ②puruṣa, 
③śakti, ④niyati, ⑤kāla, ⑥-⑧ triguṇa, ⑨akṣara, prāṇa, kartṛ 
sāmi, -jñāna, -kriyā, -[tan]mātra, -[mahā]bhūta; 
28가지 vaikṛtamaṇḍala(kāṇḍa) - ①-⑤kṛtya, ⑥bhoga, ⑦vṛtta, ⑧-kleśa, 
-[tri]pramāṇa, khyāti, vairāgya, dharma, aiśvarya, guṇa, 
liṅga, duḥkha, dṛṣṭi,  ānuśravika, siddhi, kaṣāya, 
samanya, mokṣa. 각각의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Chakravarti(1951) pp. 117-119 참조. Schrader(1914:103-104)도 동일한 

목록을 소개하고 있으나 -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다만 이 60가지 

목록에는 고전 상키야 이전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서, ṢT의 내용이라고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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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Yuktidīpikā 저자의 역사 인식

1. 문헌의 형태

앞의 2장에서 인용한 YD의 서두 게송에서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4가지 문헌이 순서대로 소개된다. 우선 2송에서 ① Kapila가 

Āsuri에게 전한 위대한 교의서(mahā-tantra)가 언급되고, 4송에

서는 그것이 너무 방대하여 ② 성자(muni)들이 제자들을 위해서 

축약한 소책자(alpa-grantha), 6송에는 이에 대한 반론자들에 대

항하여 ③ 스승들이 조성한 난해한 사유의 밀림, 마지막으로 7송
에 ④ 그것을 Īśvarakṛṣṇa가 축약한 논서가 언급된다. ①～④의 

순서는 어떤 의미에서 Kapila로부터 Īśvarakṛṣṇa에 이르기까지의 

상키야 초기 문헌사를 소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를 어

렵게 만드는 것은 위의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Ṣaṣṭitantra를 

비롯한 문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위에서 우선적으로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정할 수 있

는 것은 ④가 SK라는 것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Kimball(2011:179, fn.594)은 ①의 Kapila로부

터 전수된 tantra가 문헌이 아니라 ‘철학적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

로 해석하고, ②의 소책자(alpa-grantha)에 대해서도 그것의 서술

어로 사용된 nibaddha가 반드시 문자로 적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grantha가 반드시 문서화된 텍스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

로, alpa-grantha는 ①의 Kapila로부터 전수된 본래의 철학적 체

계를 정리한 일련의 어구들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럴 경

우 ③이 ṢT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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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ball은 아마도 Kapila의 시대, 혹은 성자(muni)라 불리는 사

람들이 생존했던 시대는 경전의 문서화가 진행되지 않았고 구술

전통으로 기록이 전해지던 시대였을 거라는 역사적 상식에 근거

해서15) ①과 ②가 구전시대의 산물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그런 추

측을 성립시킬 만한 해석으로서 위의 논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Kimball은 이 과정에서 (1) 실제 역사를 복원하려는 작

업과, (2) YD의 저자가 그려내고자 했던 역사를 추측하는 작업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1)과 (2)의 기술이 일치할 수는 있지만, 
(2)의 결과가 (1)의 내용을 확정적으로 담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YD의 저자의 입장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1)의 시점에서 (2)를 재단해서는 안 될 것

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존재했을지 조차 불분명한 문헌

들의 문서화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YD의 저자가 위의 내용

을 서술하면서 머리 속에 그렸을 내용을 추리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Kimball의 의견과는 달리, YD의 저자가 우선 ①을 문헌의 형태

로 생각한다는 증거는 SK 70에 대한 주석에서의 다음과 같이 언

급 속에 있다.16)

15) 구전 전승이 문자화되는 시기에 관한 여러 학설들에 관해서는 안성두(2003) 
참조. Kapila의 실존여부를 불문에 붙이더라도, Buddhacarita 7장에서 

Kapila를 붓다와 동시대 인물로 보는 등,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였던 

그의 연대가 거의 붓다 시대까지 소급된다는 점에서, Kapila가 종교적 

교리를 문자화했던 시대의 인물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것이 YD의 

저자가 믿고 있던 사실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16) YD 268,13-19. āha: kasmai punar idaṃ śāstraṃ paramarṣiṇā prakāśitam 

iti/
    ucyate : etat pavitram agryaṃ munir āsuraye ’nukampayā pradadau/(SK 

70ab)
    tatra pavitraṃ pāvanāt/ agryaṃ sarvaduḥkhaṣapaṇasamarthatvāt/ 

pavitrāntarāṇi punar ekadeśaṃ kṣālayanty aghamarṣaṇagaṅgādīni/ 
tasmād idam evāgryaṃ munir āsuraye ’nukampayā pradad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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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최고의 선인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 논서(śāstra)를 내보이셨

는가?
답변: 이 신성한 최고의 논서를 성자께서는 자비심으로 아수리에게 

전하셨다(SK 70ab).
여기서는 성스럽기 때문에 신성하다고 하였다. [또한] 모든 고통을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속죄

의 기도문, 갠지스 강의 물 등의 다른 신성한 것들은 고통의 일부만을 

정화한다. 따라서 바로 이 최고의 논서를 성자께서 자비의 마음으로 

Āsuri에게 전하신 것이다.

위에서 질문자가 논서(śāstra)라고 지칭하는 것은 최고의 선인

(Paramarṣi) 즉, Kapila에 의해서 전수된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śāstra로 언급되는 논서는 위의 YD 서두의 게송에서 언

급된 ①의 위대한 교의서를 의미할 것이다. 물론 śāstra 역시 의미

상 반드시 문서화된 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YD가 제작된 

시기를 고려하면 YD의 저자는 당연히 문서화된 논서를 지칭했을 

것이다. 
YD의 저자가 ①을 지칭했던 tantra라는 용어를 문헌의 의미로 

사용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위의 13번째 게송에서 언급되는 교

의서의 요건(tantraguṇa)을 SK가 갖추고 있다는 내용 이후에는 굉

장히 긴 분량을 할애하여 반론자들이 SK의 교의서(tantra)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또 그에 대해서 YD의 저자가 

재반론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17) 여기서

도 tantra라는 용어는 시종일관 문헌의 일종으로 취급된다. 
또한 YD의 저자가 ①을 문헌으로 생각했다면, 그보다 후대에 

편집된 ②도 당연히 문헌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Kimball의 

언급대로 일반적으로는 ②의 grantha(책, 문구)라는 용어가 반드

시 문서화된 텍스트를 의미하지 않고, 고정되고 공식화된 어구를 

17) YD 3.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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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 것을 의미할 수는 있다. YD에서 실제 Kapila가 Āsuri에
게 한 말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구절을 grantha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18)

왜냐하면 만물의 태초에 태어난 최고의 선인인 세존(=Kapila)께서 

존자 Āsuri가 탐구열(jijñāsā)을 지니고, 특별히 뛰어난 품성(guṇa)을 

갖춘 것을 보시고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자스(rajas)가 바로 고통이다. 그것(=고통)을 제거하는 자에게 

[rajas는] 사트바(sattva)와 다르고, 사트바는 이것(=rajas)과 다르다는 

식별지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어구를 통해서] 말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런 내용은 위대한 분들이 언설한 것이다.

이 문구에 대한 K1사본 여백의 메모에서는 위의 Kapila가 Āsuri
에게 전했다고 하는 어구를 grantha라고 표현한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 게송의 13번 게송에서는 SK를 지칭하는 ④에 대

해서도 alpagrantha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YD의 저자가 

grantha라는 말로써 문서화된 책을 지칭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상의 이유로, 위의 YD의 저자가 이 게송에서 나타내려는 것

이 ① Kapila의 tantra가 '철학적 체계'를 의미한다거나 ② al-
pa-grantha가 작문된 어구를 의미한다는 의견은 적어도 YD의 저

18) YD 8,19-9,3. yasmād bhagavān viśvāgrajaḥ paramarṣir bhagavadāsurer 
jijñāsām upalabhyottaraguṇaviśeṣasampadaṃ ca vyākhyātavān/ raja eva 
duḥkhaṃ, tannirākariṣṇor viveko ’yaṃ sattvāt/ sattvaṃ cāsmān nānêty 
evamādinā vacanapratipādyo 'yam artho mahadbhiś coktaḥ/ 밑줄의 

문장에 대해서 Raghavan(1957/1958:3)은 “ity evamādinā vacanena 
pratipādyo ’yam arthaḥ”로 교정한다.

19) YD(WM) 9 fn.(4). (evamādinā) ... grantheneti śeṣaḥ/ tadīyam grantham 
eva paṭhati raja eva duḥkham ityādi// evamādinā(이런 식으로): 여기에 

‘어구에 의해서’(granthena)라는 말이 추가로 보충되어야 한다. “라자스가 

바로 고통이다”라고 시작하는, 그와 관련된 어구를 읽는다. 이는 

Raghavan이 앞에서 vacana-pratipādyo를 vacanena pratipādyo로 읽을 

것을 제안한 것과 내용상 유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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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문헌의 정체성

Chakravarti나 Larson과 같이 서두 게송의 내용을 통해서 YD
에서 ṢT의 저자를 Kapila로 지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위의 ①이 바로 ṢT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Chakravarti는 

YD의 저자가 ① Kapila의 tantra가 바로 ṢT를 지칭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서두 게송 어디에도, 아울러 YD의 어디에도 ①과 

ṢT의 동일성, 혹은 연관성을 지적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발견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YD의 저자가 ①이 ṢT라고 보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것이다. 또한 Chakravarti와 같이 해석할 경우, YD의 

저자가 ②ㆍ③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설명할 수 없게 되

고, 실제로 Chakravarti도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Oberhammer(1960:75-77)는 Chakravarti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

로 해석한다. 그는 위의 ①은 문헌이 아니라 Kapila의 가르침으로 

보고, ②는 muni가 일반적으로 Pañcaśikha를 나타낸다는 이유로 

그의 작품으로 본다. 또, ③을 스승(ācārya), 아마도 Vārṣagaṇya
의 부가로 본다. 그러나 이런 Oberhammer의 견해는 위에서 인용

한 3번과 6번 게송에서 각각 ②ㆍ③를 설명하면서 양쪽 모두 저자

를 복수형(munibhiḥ, ācāryaiḥ)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

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①을 Kapila의 가르침으로 보는 것

도, 위의 Kimball의 견해와 같은 이유로 배제할 수 있다. 결국, 
Oberhammer는 이미 정해진 틀, 즉 ṢT를 Pañcaśikha가 최초로 

작성하고 Vārṣagaṇya가 확장했다는 Chakravarti와 Frauwallner
의 결론에 끼워 맞추어서 위의 게송들을 해석한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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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에서는 위의 문헌들을 설명하면서, 그 저자들에게 단계적인 

위상을 부여한다. ①의 문헌의 저자는 최고의 선인(Paramarṣi)으
로, ②는 성자(muni)들로, ③은 스승(ācārya)들로, ④는 Īśvarakṛ-
ṣṇa라는 스승 혼자서 지었다고 분명하게 구분한다. 그런 의미에서 

①의 저자는 Kapila, ②는 무명의 여러 성자들, ③은 Vārṣagaṇya
로 대표되는 다수의 스승들을 지칭한다고 봐도 될 것이다. 

②와 ③ 사이의 시기에, 위의 5번 게송에서 설명하는 거처럼, ②
에서 확립된 상키야의 체계에 대한 반론자들이 등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칠십론에서의 ṢT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주목

된다.20)

이 10가지 교리와 50가지 교리를 합한 것(=60가지 주제)을 6만 게송

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칠십론(SK)과 육만의｣(六萬義, 
=ṢT)는 교리에 있어서 동등한 것이다.
질문 : “대론(大論, =ṢT)과 금칠십론은 무엇이 다른가?”
답변 : “[대론에서는] 옛날 선인의 전승이나 다른 주장에 대한 논파

가 있지만 [금칠십론에서는] 그것이 없다. 이것이 [둘의] 차이

점이다.”

이 설명을 따르자면, ṢT는 옛날 성자들의 전승, 다른 반론자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 문헌이 되며, 이는 Frauwallner(1958)와 

Steinkellner(1999)에서 복원된 일부의 ṢT 단편의 내용들과도 부

합한다. 그리고 위의 ①～④ 중에서 반론자와의 논쟁이 포함된 것

으로 보이는 문헌은 ③의 스승들이 조성한 사유의 밀림이며, 또 

③을 요약한 것이 ④ 즉, SK라는 설명까지 감안하면, YD의 저자

가 ③을 지칭하면서 ṢT를 암시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Chakravarti의 설명과는 달리, YD의 저자는 위에서 Kapila가 

20) 金七十論 T.54 1262c. 此十義與五十義合. 是六萬偈所說. 是故七十論與六萬義等. 
外曰. 大論與七十有何異. 答曰. 昔時聖傳及破他執彼有此無. 是異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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ṢT의 저자라는 언급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며, 이후에도 ①의 구

절이라고 지칭되는 직접적인 인용은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Kapila가 Āsuri에게 전한 내용과 같은 경우가 드물게 전해질 뿐이

지만, 이것조차 위의 ①～③ 중에서 어느 문헌의 직접인용인지, 
혹은 구전된 내용의 인용인지 알 수 없다. 
결국 YD에서 언급하는 ① Kapila의 tantra를 YD의 저자도 가지

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①은 서두 게송의 내용에 따르

자면 Kapila가 직접 언급한 친설인데, YD 전체에서 Kapila의 언설

로 인용되는 구절이 극히 드물고, 특히 ① Kapila의 tantra라는 이

름으로 인용되는 경우는 한 구절도 없기 때문이다. Pāṇini의 문법

서도, 우파니샤드도, 상키야 내외의 논사들의 주장도 다양하게 인

용하는 YD의 저자가 Kapila의 친설을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가 ①의 문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

다. 더욱이 SK 70에서 YD의 저자가 Kapila의 tantra를 문헌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다른 주석서들이 교의 혹은 가르침으로 명시한

다는 점에서도, YD 저자가 명시하는 ①의 문헌의 실존 여부도 불

분명하다. 결국 ①이 혹시 실제로 존재했다 하더라도 YD의 저자

가 믿고 있는 것처럼 책의 형태로 남았을 가능성보다는 Kimball이 

예상하듯이 구전시대의 어구로만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후대

에도 불교와 자이나의 경우처럼 그런 구전된 내용이 문헌의 형태

로 편찬되지는 못했을 수 있다.
또한 복수로 표현되는 ②의 편집자들로 지칭된 복수의 성자

(muni)들은 수많은 계보에서 공통적으로 3대조로 언급되는 

Pañcśikha와 동시대, 혹은 이후 시대의 사람들이어야 한다. 수많

은 주석서들이 설명하는 선대의 계보를 모두 확인해도 

Pañcaśikha 이전의 성자(muni)는 Kapila와 Āsuri 밖에 없기 때문

이다. 그리고 ②의 문헌은 서두 게송의 설명대로라면 개인의 사색

이 담긴 창작물이 아니라, 단순히 Kapila의 가르침을 요약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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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불교에 대응하자면 ②가 실존했다면 아비달마(Abhidharma) 
문헌이 아니라 아함(Āgama)의 요약본 혹은 논모(論母, mātṛkā) 같
은 형태였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상키야에 그런 문헌은 남아 있

지 않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 Kapila의 가르침에 대한 전승들은 

대부분 출처는 마하바라타에서 극히 일부의, 또한 그마저도 신빙

성을 세심히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 전해질 뿐이다. 그러므로 ②의 

문헌은 형식상 Pañcaśikha 개인의 독창적인 언설이 들어간 책일 

수 없다. 따라서 YD에 수없이 인용되고, 또 YSBh의 동일한 문구

들과 TV의 해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인정된 Pañcaśikha
의 언설들도 ②의 문헌에 대한 인용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 문헌에서 Pañcaśikha의 언설로서 전해지거나 인

용되는 내용들은 ‘Pañcaśikha가 저술한 ṢT’에 있는 내용일 수는 

없다. 그것들은 Pañcaśikha 이후 세대의 사람들이 그의 언설을 모

아놓거나, 그의 권위를 빌려서 추가ㆍ창작한 내용들일 것이다. 즉, 
인용되는 Pañcaśikha의 단편들은 Oberhammer가 생각하는 것처

럼, Pañcaśkha가 작성한 ②의 문헌의 내용이 인용된 것이 아니라, 
③, 즉 ṢT에 수집된 내용일 것이다.

YD의 저자의 역사인식을 고려할 경우, Chakravarti의 의견처럼 

ṢT가 애초에 Pañcaśikha가 운문으로 짓고, Vārṣagaṇya가 산문의 

형태로 확장시킨 것이라는 시각에는 문제가 생긴다. YD의 저자는 

③은 ②의 내용을 확장한 것인지, 혹은 ③이 ②의 주석인지에 대

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즉, YD의 저자는 ①과 ②의 연관성, ③
과 ④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②와 ③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도 YD의 

저자가 ②를 ṢT의 운문으로 이루어진 초기 형태로 파악했다고 보

기는 힘들다. ṢT가 처음부터 신화 속의 인물인 Pañcaśikha의 권

위를 빌린 Vārṣagaṇya의 저작이거나, 더 나아가 Vārṣagaṇya의 

후예들이 Vārṣagaṇya의 언설까지도 모아서 편집한 문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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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③의 문헌, 즉 ṢT에 대한 YD의 

저자의 설명은 이 문헌의 저자가 다수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때문

이다. 적어도 YD의 저자는 ṢT가 ②와 ③을 더한 것이 아니라, 오
직 ③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 같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K의 초기 주석서들은, SK의 원

형인 ṢT의 저자가 Pañcaśikha라고 지칭한다. 즉, 위에서 언급은 

SK 70송의 이어지는 후반부에서, Āsuri로부터 Pañcaśikha가 상키

야의 교의를 전수받고, “그는 그 교의(tantra)를 널리 전했다”(tena 
ca bahudhā kṛtaṃ tantram)는 구절에 대해서, 주석서들은 교의

를 널리 전하는 방식으로서 ṢT를 저술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반면, YD는 이 구절에서 tantra가 Kapila로부터 전해져온 교의가 

아니라, Kapila가 작성한 교의서라고 생각했다. 앞서 인용한 SK 
70에 대한 YD의 주석에서 Kapila의 tantra를 śāstra라고 명시하는 

데서 그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ṢT를 암시하는 ③
의 문헌에 대해서도, 다른 주석서에서 Pañcaśikha가 지었다고 하

는 것과는 달리 여러 명의 스승들이 지었다고 분명하게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YD의 저자는 Pañcaśikha의 수많은 단편들을 인용하

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ṢT의 저자가 Pañcaśkha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 Sāṃkhyakārikā 의 자리매김

위의 13번째 게송에서의 거울의 비유는 SK 본송의 다른 판본에

서는 다른 대상을 통해서 비유된다. SK의 다른 주석서들은 대부분 

72송으로 끝나고, 금칠십론은 71송에서 마치는데, 오직 2종류의 

주석, 즉 MV와 Sāṃkhyasaptativṛtti(이하 V1)에만 존재하는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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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에서 다음과 같은 비유가 나온다.21)

그러므로 마치 교의서(=ṢT)의 거대한 용모가 거울에 반사된 영상과 

같이, 이 압축하여 제시된 논서(=SK)는 [ṢT로부터] 내용상 빠진 것이 

없다(SK 73).

여기서는 거대한 사물의 모습 전체가 작은 거울에 온전히 비치

는 것처럼, ṢT의 내용이 70송의 짧은 SK 속에 빠진 내용 없이 모

두 들어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위의 YD 서두의 13번 게송에서

는, 거울 앞의 영상의 본체가 ṢT 가 아니라 ① Kapila의 tantra로 

비유된다.
위의 SK 73의 내용을 보면, ṢT의 권위를 SK가 계승하고 있다는 

것, 즉 상키야 내부의 정통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가 SK의 내

용 속에 담겨있다 것을 알 수 있다. SK 69송 이하에 대한 주석들

은 계속해서 Kapila로부터 Īśvarakṛṣṇa로 이어지는 계보의 정통성

과 SK가 ṢT의 내용을 온전히 담고 있다는 것을 피력한다. 이는 역

설적으로, 저술될 당시에는 SK가 상키야 학파 내부에서 정통성을 

공인받는 문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SK 1송에 대한 YD의 

주석에서 그런 상황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데, 앞서 지적했듯이 

여기서는 SK의 정통성을 의심하고 SK가 교의서(tantra)로서의 요

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상키야 내부의 반론자가 펼치는 

다양한 의견들을 소개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노력한다.
여기서 Īśvarakṛṣṇa와 YD의 저자 사이의 입장 차이를 볼 수 있

다. Īśvarakṛṣṇa는 SK의 권위 혹은 정통성을 ṢT와의 연관성을 통

해서 확보하고자 했던 반면에 YD의 저자는 그 권위를 Kapila에게

21) tasmāt samāsadṛṣṭaṃ śāstram idaṃ nārthataś ca parihīṇam/
    tantrasya bṛhammūrter darpaṇasaṅkrāntam iva bimbam//SK 73//

첫 행의 마지막 단어는 V1에서는 parihīṇam, MV에서는 parihīnam으로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는 V1(81,11)의 독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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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찾으려 했다. 즉, Īśvarakṛṣṇa는 SK의 정통성을 그 시대의 가

장 권위 있는 문헌이었던 ṢT 통해서 찾으려 했고, YD의 저자는 

SK가 그런 ṢT를 넘어서서 Kapila의 가르침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것으로 그 권위를 확장하였다. 
정통성의 기준 또한 SK는 ṢT의 내용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을 

그 기준으로 삼았지만, YD의 저자는 Kapila의 tantra를 온전히 담

고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런데 그 기준가 ṢT가 되었을 

때는 문헌 비교를 통해서 검증이 가능하지만, ① Kapila의 tantra
일 경우에는 검증이 불가능하다. SK 저술 당시에는 그 권위가 확

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

가 있었지만, YD의 저술 당시에는 SK가 이미 권위가 확보된 상태

라서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양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

이다.
또한 이 부분에서 YD의 저자가 Kapila의 tantra 즉, Kapila가 지

은 교의서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SK를 Kapila의 tantra가 거울에 비친 것과 같은 모습이라

고 설명하여 그 권위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포석의 일환

으로 YD의 저자가 Kapila의 tantra가 가르침이 아니라 문헌이라

고 지칭했다는 것이 이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설

명이 한 축을 이루는 반면, 이 주제에 관해서는 또 다른 축이 존재

한다. 그것은 YD 뿐만 아니라 다른 주석서에서도 발견되는 Veda
의 권위와 Kapila의 권위 사이의 긴장감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
에 관해서 다루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이상으로 Chakravarti(1951)의 경우처럼, YD에서 단순히 ṢT의 

저자를 Kapila라고 언급했다고 보는 것만으로는 위의 게송들의 내

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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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이상으로 YD 저자의 역사 인식을 살펴보았다. 다음의 세 가지 

정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SK 70에서 등장하는 Kapila로부터 전승된 내용이라고 하는 

tantra라는 술어에 대해서, 다른 주석서들이 교의 혹은 가르침으

로 해석했던 반면에, YD의 저자는 tantra를 śāstra와 동일시되는 

문헌으로 해석한다.
(2) ṢT의 저자에 대해서, 다른 주석서들이 Pañcaśikha라고 지칭

하는 반면, YD의 저자는 다수의 스승들이라고 서두 게송에서 명

시하고 있다.
(3) SK의 주석서들뿐만 아니라 SK의 저자인 Īśvarakṛṣṇa 조차

도 SK의 권위를 ṢT와의 연관성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반면

에, YD의 저자는 이를 넘어서서 Kapila와의 연관성을 통해서 그것

을 찾으려 했다.
이를 통해서, YD의 저자의 역사 인식이 일부에 한해서 다른 초

기 주석서들에서 보이는 전통적인 내용과 궤를 달리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YD의 저자가 Vārṣagaṇya의 인식론을 비판하

거나, 전통적인 내용을 벗어난 철학적 해석을 시도하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1)에서 Kapila의 가르침이 문헌의 형

태로 남아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 권위를 구체화하고, (2)에서 ṢT
의 저자를 다수로 상정하여 해석의 다양성을 담보하고, (3)에서 

ṢT에서 Kapila로 기준을 바꿔서 SK 정통성의 격을 한 단계 높이

는 것을 통해서 독자성을 확보한 후, 자신의 철학적 해석을 부가

하였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YD의 내용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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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

자 한다.

<사진 1> Yuktidīpikā P 사본 

(Bhandarkar Oriental Research 

Institute, Pune), p. 1. 

村上(1983:66), YD(WM)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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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Yuktidīpikā A 사본 (Lalbhai 

Dalpatbhai Indological Institute, 

Ahmedabad), p. 1. 村上(1983:66), 

YD(WM)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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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Yuktidīpikā K1 사본(Centre of Central Asian Studies, University 

of Kashmir), p. 1. 村上(1983:65), YD(WM) 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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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Yuktidīpikā K2 사본(Centre of Central Asian Studies, University 

of Kashmir), p. 1. 村上(1983:68), YD(WM) 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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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storical Perspective of Yuktidīpikā-Kāra 
about Pre-classical Sāṃkhya System

Kang, Hyong Chol
(Geumgang Center for Buddhist Studies, Geumgang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the establishment background of  
Pre-classical Sāṃkhya literature portrayed by Yuktidīpikā-kā
ra, the unknown author of the Yuktidīpikā. The Yuktidīpikā 
opens with Ārambhaśloka(beginning stanza, introductory ver
ses) that narrates the formation process of Sāmkhya literatu
res from the Kapila’s tantra to the Sāṃkhyakārikā of Īśvara-
kṛṣṇ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eal Yuktidīpikā-kāra's 
perspective about early history of Sāṃkhya and his under-
lying motive to describe genealogy of Sāṃkhya literature. At 
the outset, in the present paper, it is imperative to perform 
textual observations on Ārambhaśloka of the Yuktidīpikā.

Chakravarti(1951/1975), the first editor of the Yuktidīpi-
kā(published in 1938) reports that Kapila is credited with aut
horship of Ṣaṣṭitantra(六十科論, System of Sixty Categories), 
according to the author of the Yuktidīpikā in  Ārambhaślok
a. But I think it should be viewed with reservation, and this 
point is worth considering for the sake of historical perspect
ive of Yuktidīpikā-kāra.

Consequently, Yuktidīpikā-kāra looks at three topics dif-
ferently from other commentators on the Sāṃkhyakārik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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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y, Yuktidīpikā-kāra believes that Kapila wrote the 
great textbook(mahat tantram) for Āsuri, the first and only 
disciple of this sage. So that he thinks that "tantra", a tech-
nical term in the Sāṃkhykārikā(70d) and Ārambhaśloka of 
the Yuktidīpikā means "textbook" or "treatise", equal to 
"śāstra". This is opposite opinion about views of other 
commentaries. As for most of commentators, this term 
means "philosophical system[of Kapila]".

Secondly, Yuktidīpikā-kāra thinks of the Ṣaṣṭitantra as a 
text was written by several authors, so-called ācāryas. In 
Sāṃkhya tradition, it was the generally accepted fact that 
the philosophical system of Sāṃkhya was expanded by 
Pañcaśikha. And furthermore, a number of commentaries on 
the Sāṃkhyakārikā regards Pañcaśikha as the author of the 
Ṣaṣṭitantra.

Finally, Yuktidīpikā-kāra explains that the Sāṃkhyakāri-
kā is, like an image of mirror, possessed of all the character
istics of the Kapila's great textbook, not of the Ṣaṣṭitantra.  
More to the immediate point, he intends to organize authori-
ty of the Sāṃkhyakārikā, or to create new authority type by 
means of finding a connection between Kapila's text and the 
Sāṃkhyakārikā.

Keywords : Pre-Classical Sāṃkhya, Yuktidīpikā, Kapila,
Ārambhaśloka, Ṣaṣṭitan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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