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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회의 주체에 대한 통념

인간이 윤회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인도 철학 일반에서는

轉生이 가능하도록 현생과 내생을 이어 주는 원리가 당연히 존재하
는 것으로 상정된다. 이 원리를 학술적으로 표현할 때는 보통 ‘윤회

의 주체’라고 통칭한다.

윤회에 관한 상식적인 논의에서는 그 윤회의 주체가 흔히 ‘영혼’(jī

va)이라는 말로 통용된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인 논의에서는 구체적

으로 무엇이 그 영혼에 상당하는 원리인지가 문제로 대두된다. 예를

들어 정통 교학의 입장에서는 영혼과 같은 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서도 윤회설을 수용하고 있는 불교의 경우, 윤회의 주체에 관한 의문

은 定說을 세우기 곤란할 정도의 다양한 논의 또는 쟁론의 주제가

되어 왔다.

인도의 전통에서는 윤회의 주체가 아트만 또는 ‘푸루샤’라고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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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이 믿어 왔다. 이러한 믿음과 인식의 근거를 우파니샤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브리하다란야카 우파니샤드에 그 단적인 예
가 있다. 여기서는 ‘윤회의 주체를 본성으로 하는’ 아트만 또는 푸

루샤와 육신과의 관계를 ‘풀잎에 있는 거머리’와 ‘풀잎’과의 관계

로 비유한다.1)

마치 풀잎에 있는 거머리가 풀잎의 끝에 이르러 [다른 잎으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가 자신을 [다른 잎에] 머물게 하듯이, 이 아트만(푸루샤)2)도 이

육신을 버리고 無知를 떨쳐 버린 뒤 [다른 신체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가 자
신을 [다른 신체에] 머물게 한다.3)

그런데 이 우파니샤드는 위의 비유에 앞서, 인간이 죽을 때 육신

을 떠나 다음의 생존으로 이어지는 아트만의 특성이 ‘지각을 지닌

것’(savijñāna) 또는 ‘의식’(saṁjñāna)임을 명시한다.4) 이에 의하면 윤회

전생의 주체는 결국 ‘지각을 지닌 것’ 또는 ‘의식’으로서의 아트만

이다. 즉 아트만은 육신이 소멸할 때 ‘지각을 지닌 것’이 되어 다

음의 생존을 향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5)

‘지각을 지닌 것’으로서의 아트만의 특성이 다음 단계에서는 더 구

체적으로 표현되면서 아예 브라만과 동일한 것으로 명시되는데, 이

는 윤회의 주체가 되는 아트만의 특성을 확정짓는 동시에 세계의 절

대 원리로까지 고양시킨 대목이라고 이해된다.

이 아트만은 브라만이다. 지각(識)으로 이루어지고, 의향(意)으로 이루어

1) 細田典明, 輪廻の主體についての蛭の譬喩 , 印度哲學佛敎學, vol. 9(北海
道印度哲學佛敎學會, 1994), p. 73 참조. 우파니샤드의 아트만 개념에 관한
이하의 언급은 주로 이 논문을 참조했다.

2) 여기서는 판본에 의거하여 아트만을 푸루샤와 동일한 개념인 것으로 취급

한다. 주로 사용하는 Kāṇva 본의 ‘ātman’이 Mādhyandina 본에서는 ‘puru

ṣa’로 표현되어 있다.

3) Bṛh, 4, 4, 3. tad yathā tṛṇajalāyukā tṛṇasyā’ntaṁ gatvā, anyam ākramam
ākramyātmānam upasaṁharati, evam evāyam ātmā idaṁ śarīraṁ nihity

āvidyāṁ gamayitvā, anyam ākramam ākramyātmānam upasaṁharati.

4) Bṛh., 4, 4, 2.

5) 細田典明, p. 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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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生氣로 이루어지고, … 선을 행하는 자는 善人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인이 된다. 福業에 의해 福人이 되고 악업에 의해 악인이 된다.6)

여기서의 아트만에 대한 설명도 ‘지각으로 이루어지는’(vijñānamay

a)이라는 형용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회의 주체로서의 아

트만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후대의 베단타 철학에서도 그대로 계승

되면서, 아트만이 윤회의 주체가 된다는 점은 우파니샤드의 권위를

따르는 입장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 간주되었다. 아트

만에 관한 이 같은 통념은 윤회의 주체 문제를 논하는 불교측의 문

헌에 잘 반영되어 있다. 俱舍論의 世間品에서는 반론의 대상이 되
는 그 통념을 다음과 같이 먼저 언급한다.

이제 여기서 外道들은 我論(아트만의 존재에 대한 주장)을 고수하여 [다

음과 같이] 진술한다. “만약 중생이 다른 세계로 간다면(즉 중생이 윤회한다

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아트만은 성립해 있는 것이라고 인정된다.7)

위의 언급은 윤회를 인정하는 것은 그 주체가 아트만임을 인정하

6) Bṛh., 4, 4, 5. sa vā ayam ātmā brahma vijñānamayo manomayaḥ prāṇam
ayaś … sādhukārī sādhur bhavati, pāpakārī pāpo bhavati. puṇyaḥ puṇye

na karmaṇā bhavati, pāpaḥ pāpena.

7) “atredānīṁ bāhyakā ātmavādaṁ parigṛhyottiṣṭhante. yadi sattvo lokānta

raṁ saṁcarati pratijñāyate siddha ātmā bhavatīti.”

Anantalal Thakur (ed.), Abhidharmakośabhāṣyam of Vasubandhu (2nd ed.
; Patna : K. P. Jayaswal Research Institute, 1975), p. 129.

이 원문은 玄奘과 眞諦에 의해 각각 다음과 같이 번역된 내용과 비교함으
로써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玄奘: 이 중에 外道는 아트만(我)이라는 것을 고집하여 이렇게 말한다. “만
약 有情이 다른 세계로 옮겨 다닌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주
장하는 바대로 아트만은 있다’라는 의미가 성립한다.”(此中外道本執我
者言. 若許有情轉趣餘世. 卽我所執有我義成.) 大正, vol. 29, p. 47 中.

眞諦: 外道는 본래 아트만에 관한 주장을 고집하여 설하는데, 여기서 아트
만에 집착하여 쟁론을 일으킨다. 그들은 “만약 그대가 중생이 특정

한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간다고 주장한다면 ‘아트만은 실재한

다’는 우리들의 본래 주장은 곧 성립한다.”라고 말한다.(外道本執說我
義. 於此中執我. 言爭事起. 彼言若汝立義衆生從別世度餘世. 我等本義則成. 謂
實有我.) 大正, vol. 29, p. 204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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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아트만의 존재가 성립함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인도 철학 일반의 통념을 지적하는 것이다. 즉 비불교도

는 거의 아트만을 윤회의 주체로 확신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外道’라는 지칭으로 감지할 수 있듯이 불교측의 지적은 포
괄적이고 개괄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인도 철학 일반의 내부

에서는 그 통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서는 상키야 철학의 입장에 대한 샹카라의 시각을 예로 드는 것으

로 전체 분위기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 정통 철학 안에서 상

키야 철학은 이단적인 성격이 강한 思潮로서 평가되어 있는 반면, 샹
카라는 인도 철학의 정통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베단타 철학의 대표

적 인물로 인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브라마 수트라의 제3장은 “[윤회의 주체가 되는 아트만은 死後에] 다
른 그것(즉 새로운 신체)으로 들어갈 때는 [미세한 원소에] 둘러싸여 진행

한다.”8)라는 언급으로 시작된다. 샹카라는 이 언급이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거머리의 비유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파니샤드에

제시된 이러한 방식의 轉生을 동감하는 예로서 “편재하는 감관들과
아트만이 業力으로 인해 다른 신체를 얻는 거기에 생존의 획득이 있
다.”9)라는 상키야측의 견해를 제시한다.

샹카라는 상키야 철학에서도 아트만은 윤회의 주체로 인정되어

있음이 주지의 사실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샹카라는

아트만과의 병렬 관계로 표현되어 있는 감관들이 아트만을 둘러싸고

서 진행하는 미세 원소에 다름 아니라고 간주한 듯하다. 이는 상키야

측의 사고에 대한 샹카라의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어쨌든 상키

야측은 윤회의 주체에 대한 통념을 따르는 듯하면서도 뭔가 다른 견

해를 견지하고 있을 것임을 감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상키야측의 그 ‘뭔가 다른 견해’를 구체적으로 검토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검토에서는 상키야측이 정말 아트만을 윤회

8) Brahma-sūtra, 3, 1, 1. “tadantarapratipattau raṁhati saṁpariṣvaktaḥ.” S
wami Gambhirananda (trans.), Brahma-sūtra-bhāṣya of Śrī Śaṅkarācāry
a(2nd ed. ; Calcutta : Advaita Ashrama, 1972), p. 555.

9) vyāpināṁ karaṇānām ātmanaś ca dehāntarapratipattau karmavaśād vṛttil

ābhas tatra bhavati. 細田典明, p. 87, 재인용 ; Cf. Gambhirananda, p.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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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고, 아트만을

윤회의 주체로 생각하는 통념이 상키야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면, 그 아트만은 어떠한 성격의 아트만인지를 아울러 구명해야 할 것

이다.

이 문제에 관해 여기서 당장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상키야 철학에

서는 결코 ‘미세 원소로 둘러싸인’ 아트만 즉 푸루샤를 윤회의 주체

로 직접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윤회의 주체에 대한 기

존의 통념이 상키야 철학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키

야 철학에서 명시하는 다른 원리가 아트만에 상당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일 것이다.

통념에 의하면 ‘지각을 지님’이 윤회의 주체가 되는 아트만의 특성

이지만, 상키야 철학에서 ‘푸루샤’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아트만은 오

직 ‘순수 정신’을 상정한 원리로서 ‘지각을 지닌 것’이 아니라, 단지

‘보는 자’이고 ‘아는 자’일 뿐이다. 비유하자면 그것은 지각을 가능케

하는 빛과 같은 것으로서 지각의 근거일 뿐, 직접적으로 지각 활동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신(즉 푸루샤)은 편재하면서도 어디에서도

지각의 대상을 사고하지는 않는다.”10)라거나 “그와 같이 정신은 無形
으로서 빛나는 허공처럼 나타난다.”11)라고 설명되며, “나(푸루샤)는 행

위자가 아니고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니며, 오직 정신이라는 허공의

형태를 지닌 것이다.”12)라고 생각하는 것이 푸루샤에 대한 바른 인

식이라고 강조된다. 상키야 철학에서 상정하는 푸루샤의 성격을 주

로 해명하는 후대의 문헌 상키야 사라에서는 푸루샤를 다음과 같
이 단적으로 설명한다.

완전하고 불변하며, 各自의 관념일 뿐인 [‘붓디’라는 통각 기관의] 기능을
보는 푸루샤(pumān)는 [붓디의 그러한] ‘기능’으로 불리는 인식 대상이 없

10) Sāṁkhyasāra, 3, 6. “citirnaivekṣate cetyaṁ vibhutve’pi ca sarvataḥ.” S
hiv Kumar(trans.), Sāṁkhyasāra(Delhi : Eastern Book Linkers, 198
8), p. 25.

11) Ibid., 3, 8. “tad evaṁ cinnirākārā prakāśākāśarūpiṇī.”(Kumar, p. 25.)

12) Ibid., 3, 43. “nāhaṁ karttā sukhī duḥkhī cinmātrākāśarūpakaḥ.”(Kumar,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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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항상 思考를 갖지 않는다.13)

위와 같은 상키야의 푸루샤는 통념에 의한 윤회의 주체로서의 아

트만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실제로 상키야 철학에서

윤회의 주체로 인정되는 것은 微細身(sūkṣma-śarīra) 또는 細相(liṅga)이
라고 불리는 집합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키야 철학에서도 아

트만을 윤회의 주체로 삼는다고 간주한다면, 상키야 철학의 입장에

서 생각할 때, 그 아트만은 진짜 아트만(푸루샤)이 아닌 ‘다른 원리’로

서 미세신에 불과하게 된다. 상키야측의 입장을 상정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달리 표현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윤회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아트만이 ‘미세신’이라

는 집합체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아트만은 윤회의 주체로서 존재함

을 상키야 철학에서도 인정한다.”

윤회의 주체 문제를 둘러싼 상키야 철학의 시각은 불교측의 구사
론에 나타나 있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 매우 근접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불교적 시각을 통해 상키야측의 시각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트만과 같은 원리를 세우지 않

고도 윤회를 인정하는 불교측 견해의 타당성이 反불교의 입장에 있
는 상키야측의 일부 사상에 의해 입증되는 면마저 있다.

그 경우, 배격되지 않는 아트만은 어떠한 것인가? “오로지 [정신적 물질

적 요소의 집합인] 蘊일 뿐이다.” 만약 아트만이 ‘오로지 蘊과 같은 것’이라
고 비유적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아트만)은 배격되지 않는다.14)

13) Ibid., 3, 36. “pūrṇaḥ kūṭasthanityaśca svasvadhīmātravṛttidṛk, vṛttyākhy

adṛśyavirahāt sarvadā nekṣate pumān.”(Kumar, p. 28.)

14) “kīdṛśastarhyātmā na pratiṣidhyate. ‘skandhamātraṁ tu.’ yadi tu skand

hamātramevātmeti upacaryate tasyāpratiṣedhaḥ.”(Thakur, p. 129.)

玄奘: 그렇다면 배격되지 않는 아트만(我)이란 어떠한 것인가? “蘊들만이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오로지 蘊들에 ‘아트만’이라는 이름을 임

시로 세운 것일 뿐이니, [이런 아트만을] 배격하여 버리지는 않는다.

(若爾何等我非所遮. ‘唯有諸蘊.’ 謂唯於蘊假立我名非所遮遣.) 大正, vol. 29,
p. 47 中.

眞諦: 배격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아트만은 어떠한 양상인가? 게송에
서 말하길, “오로지 蘊들일 뿐이다.” 이에 관해 해석하여 말한다.



무아 윤회의 反불교적 例證 정승석

상키야 철학은 인도의 정통 학파에 속하는 만큼 불교측의 사고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15) 양측의 쟁론은 항상 ‘순수 정신’

이나 ‘근본 원질’과 같은 절대 원리의 존재에 대한 인정 여부로 귀결

된다. 단적으로 말해서 현상계의 지배 원리로서 아트만의 존재를 인

정하는 有我說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無我說의 대립이다. 그럼에도
윤회에 관한 관점에서는 양측의 유사한 사고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유사성 자체가 아니라, 특히 有我說을 고수
하는 상키야의 관련 사상은 불교측의 구사론에서 아트만을 상정하
지 않더라도 윤회가 이루어짐을 설명하는 무아 윤회의 타당성을 입

증하는 하나의 實例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상키야의 형이상
학을 수행 이론에 도입한 요가 철학에서의 윤회 논리를 대비하면, 무

아설과 윤회설의 상충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회의 주체에 대

한 상키야 철학의 사고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2. 微細身의 윤회와 五蘊의 상속

상키야 철학의 사상 전개에서 논의 근거가 되는 상키야 카리카
의 제40송에서는 미세신이 윤회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언명한

다.16) 그런데 불교, 특히 구사론의 시각에서 보면, 이 미세신은 통

오로지 蘊들일 뿐인 것을 임시로 설하여 ‘아트만’이라고 칭한 것이
라면, 그런 아트만은 배격되지 않는다.(此我何相. 謂非所破. 偈曰. “唯
諸陰.” 釋曰. 若假說唯諸陰名我. 此我非所破.) 大正, vol. 29, p. 204 中.

이와 연결된 전후의 내용은 무아와 윤회의 양립 에서 제시한 바 있다.

印度哲學, 제4집(인도철학회, 1994), p. 265.
15) 상키야와 요가 학파의 주요 문헌인 Yuktidīpikā와 Yogasūtra-bhāṣya에
서는 불교도를 vaināśika(허무주의자 또는 絶滅論者)라고 표현하면서 불교
를 논파의 대상으로 의식하고 있다.

16) “이전에 발생하여 속박되지 않고, 영원하며, 大(즉 統覺의 기능을 지닌 원
리) 등으로부터 미세 [원소]까지의 [원리로 성립된] 細相(미세신)은 향수하
지 않고 情態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윤회한다.”(pūrvo’tpannam asaktaṁ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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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상의 윤회의 주체인 아트만으로 간주된다. 즉 구사론은 불교에
서 그 존재성을 부정하는 아트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트만은 없다.” [이 경우의] 아트만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 [現生의] 이
것(蘊)들을 버리고 [來生에] 다른 蘊들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想定된다. 내
부에서 기능하는 자아(푸루샤)와 같은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17)

위와 같이 실재하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인 양 ‘상정’ 또는 ‘분별’

된 아트만이 상키야의 미세신에 상당하는 것이라는 점은 미세신에

대한 탓트바 카우무디의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키야 철학
의 문헌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주석서로 평가되는 탓트바 카우무

디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것(미세신)이 윤회한다.”라고 말한다. 즉 그것은 여섯 가지로 이루어

지는 육신18)을 반복하여 얻고서는 [오래된 신체를] 버린다. 그리고 반복하

여 버리고서는 [새로운 신체를] 얻는다.19)

iyataṁ mahadādisūkṣmaparyantaṁ, saṁsarati nirupabhogaṁ bhāvair adhivā

sitaṁ liṅgam.)

17) “nātmāsti.” kī dṛśa ātmā ya imān nikṣipatyanyāṁśca skandhān pratisa

ṁdadhātīti parikalpyate. sa tādṛśo nāstyantarvyāpārapuruṣaḥ.(Thakur,

p. 129.)

玄奘: “아트만은 없다. …” 논하건대, 그대들이 주장하는 아트만이란 어떠
한 양상인가? 이 蘊을 버리고서 다른 蘊으로 계속케 하는 것이다.
안에서 활동하는 士夫人(푸루샤)으로서의 그런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色이나 眼 등처럼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今爲遮彼. 頌曰. “無我 … .” 論曰. 汝等所執我爲何相. 能捨此蘊能續餘蘊.
內用士夫人此定非有如色眼等不可得故.) 大正, vol. 29, p. 47 中下. 생략
한(…) 내용은 각주 22) 참조.

眞諦: “아트만은 없다.” 이에 관해 해석하여 말한다. 그런 아트만은 어떤
양상인가? 이 蘊을 버리고서 저 蘊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와 같이 분별된 그런 아트만은 내부에 있는 행위자로서 실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식 대상으로서의] 물질과 [이를 인식하는] 눈 등

의 기관과 같은 인식의 두 가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無我.” 釋
曰. 此我何相. 能捨此陰能受彼陰. 如彼所分別. 此我實無. 謂於內作者人. 何
以故. 非二量境界故. 如色塵及眼等根.) 大正, vol. 29, p. 204 中.

18) 여기서 ‘여섯 가지’를 ‘털, 피, 살, 혈관, 뼈, 골수’라고 열거하므로, 이는

육신의 구성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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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두 가지 시각을 종합하면, 인간 존재의 구성 요소인 蘊들
을 버렸다가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윤회를 이끄는 주체인 아트만이란

낡은 육신을 버리고서 새로운 육신을 얻는 방식으로 윤회하는 미세

신에 다름 아니다. 구사론은 이러한 아트만을 想定된 것이라고 간
주한다. 여기서 상정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비유적인 사용’이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오로지 蘊들에 ‘아트만’이라는 이름을 임시
로 세운 것”이고, “蘊들일 뿐인 것을 임시로 설하여 ‘아트만’이라고

칭한 것”이다.20) 따라서 ‘상정’을 달리 표현하면 ‘假名’ 또는 ‘假設’이
된다. 즉 실재하지는 않지만 임시로 설정한 것이 아트만이며, 아트만

이 그렇게 상정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아트만을 윤회

의 주체로 간주하는 통념을 배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구사론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탓트바 카우무디에서 “미세신은

상정된 것이다.”(sūkṣmadehāḥ parikalpitāḥ)21)라고 언명한 점이다. 상

키야측에서의 이러한 시각은 윤회하지 않는 순수 정신으로서의 아트

만 즉 푸루샤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미세신이 이 푸루샤와는 전혀

별개임을 식별하여 깨닫는 지혜를 강조하는 입장이지만, 윤회의 주

체에 대해서는 불교의 입장과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

렵다.

구사론에서는 배격되지는 않는 ‘상정된 것’으로서의 아트만이

윤회하는 진상을 불교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아트

만은 실재하지 않는 것을 실재하는 것인 양 상정한 것일 뿐이므로

윤회라는 현실에서는 주체일 수가 없다. 아트만이란 ‘蘊들일 뿐인 것’
에 붙인 가명이므로, 윤회의 실제 주역은 ‘蘊들’(5온)이라는 사실이 진
상이다. 결국 5온에 의해 윤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불교에서 파

악한 윤회의 진상인데, 구사론에서는 이 진상과 5온에 대해서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19) Tk, ad. 40. “ ‘saṁsarati’ iti. upāttamupāttaṁ ṣākauśikaṁ śarīraṁ jahāti
hāyaṁ hāyaṁ copādatte.” Ganganath Jha (trans.), The Tattva-kaumud
ī(3rd. ed. ; Poona : Oriental Book Agency, 1965), p. 123.

20) 앞의 각주 14) 참조.

21) Tk, ad. 39. Jha,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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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緣起의 법칙을 따르는] 그와 같은 蘊들이 거기서 다른 세계로 간다
는 것이지, [緣起라는] 어떤 규칙에 따르는 ‘오로지 蘊일 뿐’인 것(즉 아트
만)이 여기서 [다른 세계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 [게송에 의하면] “번뇌와

業으로 형성된 것은 마치 燈처럼 中有(中陰)의 相續(연속적인 흐름)에 의해
자궁으로 간다.” 蘊들은 실로 찰나적인 것이고, 그것들에게 능력은 없다.
번뇌와 業으로 가득찬 것(蘊)으로서 번뇌일 뿐인 것이 中有라는 명칭인 상
속에 의해 母胎로 들어간다. 마치 燈과 같고 역시 찰나적인 그것(蘊)이 상
속에 의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므로, 이것(中有의 상속)은 오류가 아니
다. 따라서 이 점(蘊이 상속에 의해 모태로 들어감)은 아트만이 실재하지 않
더라도 성립된다. 蘊들의 상속은 번뇌와 業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母胎 속
으로 변화해 들어간다는 것이다.22)

22) evaṁ tarhi skandhā eva lokāntaraṁ saṁcarantīti prāptaṁ skandhamātr

aṁ tu nātra saṁcaratīti. “kleśakarmābhisaṁskṛtam antarābhavasaṁtat

yā kukṣimeti pradīpavat.” kṣaṇikā hi skandhāsteṣāṁ nāsti śaktiḥ. kleśa

istu paribhāvitaṁ karmabhiśca kleśamātramantarābhavasaṁjñikayā sa

ṁtatyā mātuḥ kukṣimāyāti. tadyathā pradīpaḥ kṣaṇiko’pi saṁtatyā deś

āntaramiti nāstyeṣa doṣaḥ. tasmātsiddhametadasatyapyātmani kleśakar

mābhisaṁskṛtaḥ skandhānāṁ saṁtāno mātuḥ kukṣimāpadyata iti. (Tha

kur, p. 129.)

玄奘: 그렇다면 蘊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다른 세계로 옮겨 감을 인정해야
한다. [번뇌와 業으로 되어 있는 蘊들만이 있을 뿐인데, 中有의 상속으
로 인해 등불처럼 胎로 들어간다.] 蘊은 찰나적으로 멸하며 윤회하는
능력이 없다. 그간 쌓아 온 번뇌와 업의 작용으로 인해 中有로 하
여금 蘊을 상속하여 胎로 들어가게 한다. 비유하자면, 등의 불빛은
찰나적으로 사라지지만 서로 이어져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것과

같다. 蘊들 역시 그러하니, 전전한다고 말해도 과실이 없다. 따라서
아트만은 없더라도 미혹의 業으로 말미암아 蘊들이 상속하여 胎로
들어간다는 주장이 성립한다. (若爾應許諸蘊卽能從此世間轉至餘世. [煩
惱業所爲 由中有相續 入胎如燈焰.] 蘊刹那滅於輪轉無能. 修習煩惱業所爲故.
令中有蘊相續入胎. 譬如燈焰雖刹那滅而能相續轉至餘方. 諸蘊亦然. 名轉無
失. 故雖無我而由惑業諸蘊相續入胎義成.) 大正, vol. 29, p. 47 下. 玄奘은
[ ] 안의 내용을 앞 부분으로 옮겨서 번역했다. 각주 17) 참조.

眞諦: 그렇다면 蘊들은 이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이른다. 이 주장의 당
연한 귀결은 蘊들이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

蘊들이란 무엇인가? 게송에서 말하길, “번뇌와 業으로 일어난 것이
中陰의 상속을 통해 등불처럼 모태로 들어간다.”고 한다. 이에 대

해 해석하여 말한다. 蘊들은 찰나마다 사라지며, 그것은 [다른 세계
로] 갈(윤회할) 능력이 없다. 번뇌는 業에 포섭되고 變異를 겪기 때
문에 존재하는 것은 蘊들뿐인데, [이것들이] 中陰의 상속을 통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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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와 그 주체의 문제에 관련하여 이 설명이 함축하고 있는 불

교측의 관점을 다시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인도 철학 일반에서 영혼의 주체로 주장하는 아트만이 실은 5온

에 불과하다. 따라서 轉生하는 것은 아트만이 아니라 5온이다. 이 점

에서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으로 상정된 아트만의 실재성은 부정된

다. 그런데 5온은 찰나적인 것이지만 상속 즉 ‘연속적인 흐름’ 또는

‘서로 이어짐’으로써 내생을 이끄는 動力으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상

속의 상태에 있는 5온을 ‘中有’라는 명칭으로 표시하는데, 이 경우의

5온 즉 中有는 ‘번뇌와 業’이라는 세력으로서 존속한다. 中有란 곧

‘번뇌와 業의 상속’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결국 ‘5온의 상속’ 또는 中有라는 개념을 통해 윤회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구사론이 주장하는 불교의 관점이다. 상키야 철학에
서 불교의 이 관점에 부합한 듯한 사고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 ‘미세

신의 윤회’이다.

상키야 철학에서는 주석서에 따라 微細身에 포함되는 원리들을 헤
아리는 데 견해의 차이가 있다.23) 이는 “大(=buddhi) 등으로부터 微細
까지”24)라는 본문을 둘러싼 해석상의 차이인데, 가장 포괄적인 경우

는 18종, 가장 압축된 경우는 8종의 원리들이 미세신을 구성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흔히 말하는 지

태로 들어간다. 비유하자면, 등불은 순간마다 멸하지만 서로 이어

짐(相續)으로써 다른 곳에 이를 수 있는 것과 같다. 蘊들 역시 그러
하다. 따라서 [이상의 주장에는] 과실이 없다. 실로 아트만은 존재하

지 않는다. 다만 蘊들에 이끌린 번뇌와 業이 상속하여 모태로 들어
갈 수 있다는 이 주장이 성립하는 것이다. (云何此諸陰. 偈曰. “煩惱業
生起. 由中陰相續. 入母胎如燈.” 釋曰. 諸陰刹那刹那滅. 彼於度無能. 煩惱所
攝業. 所變異故. 唯有諸陰. 由中陰相續往入母胎. 譬如燈雖念念滅由相續得至
餘處. 諸陰亦爾. 是故無失. 實無有我. 但煩惱業所引諸陰相續得入母胎. 此義
得成. 若爾諸陰從此世到餘世. 此義應至諸陰不度餘世.) 大正, vol. 29, p. 20
4 中.

23) 문헌에 따라 18, 16, 13, 8, 7종의 원리를 열거한다. 이러한 해석상의 관점

에 대해서는 山口惠照, サ-ンキヤ哲學體系の展開(京都 : あぼろん社, 197
4), p. 275 ; pp. 280 ff. 참조. 村上眞完은 주석서에 따른 견해 차이와 동
일 개념인 細相과의 차이를 일목 요연하게 요약해서 제시한다. サ-ンク
ヤ哲學硏究インド哲學における自我觀(東京 : 春秋社, 1978), pp. 142-3.

24) 각주 16) 참조.



印度哲學 제 집

각 또는 감각 기관을 포함하는 물질적 원리들의 집합을 지칭한다는

점에서는 미세신에 대한 인식이 동일하다.

탓트바 카우무디에서는 본문을 그대로 좇아 18종의 원리가 미

세신을 이룬다고 해석한다.25) 보다 널리 통하는 이 해석에 의하면

총괄적 지각 기능을 맡는 統覺(覺 ; 大), 자아 의식으로 기능하는 我慢,
흔히 말하는 마음 또는 의식의 기능을 맡는 意(마음), 5종의 지각 또
는 감각 기관(5知根 : 눈, 귀, 코, 혀, 피부), 5종의 행위 기관(5作根 : 발성 기
관, 손, 발, 배설기, 생식기), 5종의 미세 요소(5唯 : ‘소리, 접촉, 색깔, 맛, 향기’
를 형성하는 물리적 요소)가 집합하여 미세신을 형성한다. 한편 가우다
파다 바쉬야에서는 이 중에서 맨 앞의 3종(覺, 我慢, 意)과 다섯 가지
미세 요소(5唯)가 미세신을 이룬다고 해석한다.26) 다만 육티 디피카
에서는 “여기서 미세한 것들이란 [신체의] 활동에 의존하여 윤회하는

‘여덟 가지의 生氣’(8風)이다.”27)라고 매우 특이하게 정의하지만, 여기
에도 5종의 미세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28)

25) Jha, p. 123. 가장 많은 주석서들이 18종의 원리를 열거한다.

26) Gb, ad. 40. T. G. Mainkar (trans.), Sāṁkhyakārikā of Īśvarakṛṣṇa with
the commentary of Gauḍapāda-bhāṣya(2nd. ed. ; Poona : Oriental Book
Agency, 1972), p. 146. 그러나 이 문헌은 제42송을 해설하는 데서는 미

세신이 18종의 원리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27) Yd, ad. 39. “tatra sūkṣmā nāma ceṣṭāśritaṁ prāṇāṣṭakaṁ saṁsarati.” S
hiv Kumar & D.N. Bhargava (trans.), Yuktidīpikā, vol.Ⅱ(Delhi : Easte
rn Book Linkers, 1992), p. 290.

28) 육티 디피카의 설명을 검토하면, 8風이란 미세신의 18 원리들 중에서
5종의 미세 요소를 카리카 제29송에서 언급하는(“[모든] 감관에 공통하
는 기능이 프라나 등의 다섯 가지 生氣[의 순환]이다.”) 5風으로 대체하고 나
머지 3風으로 18 원리들 중의 나머지 13 원리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먼
저 5風은 호흡에 의한 기운의 체내 순환을 5종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prā
ṇa(呼氣), apāna(下氣), samāna(等氣), udāna(上氣), vyāna(媒氣)이다. (육
티 디피카는 이 5풍의 기능과 순환 통로를 특히 상세하게 설명한다.) 나머
지 3風은 意, 푸르(pur), 語(언어 기관, 혹은 언어 기능)이다. 이 경우, 意는
감각 기관(知根)을 가리키고, 語는 행위 기관(作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
명되어 있다. 또는 직접적으로 감각 기관, 행위 기관, ‘푸르’를 3風으로
열거하기도 한다. ‘푸르’는 일반적으로 統覺 기관인 buddhi의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특히 자아 의식인 我慢의 상태를 깨달아 아는 것
이 ‘푸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푸르는 ‘我慢을 내포하는 統覺’을 지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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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세신과 5온은 같은 내용을 다르게 분류한 개념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을 상키야측이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한 반

면, 불교측이 통괄적으로 분류한 것이라는 점은 양자의 대응 관계를

지적함으로써 납득할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대응 관계가 일찍이

지적되었다.29)

色蘊 : 5唯(聲, 觸, 色, 味, 香)
受蘊 : 5知根과 5作根
想蘊 : 意
行蘊 : 我慢
識蘊 : 覺

이 대응에 의하면, 구사론에서 주장하는 ‘5온의 상속’에 의한 윤
회는 상키야에서 주장하는 ‘미세신에 의한 윤회’로 대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해는 제삼자가 양자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통하는 것

일 뿐, 양측의 사고가 각각 無我論과 有我論에 근거해 있다는 기본

입장의 차이까지 배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생이 윤회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서는 有我論을 견지
하는 상키야 철학이 무아론을 견지하는 불교측의 사고 방식에 근접

해 있다는 점에서, 무아설과 윤회설의 양립은 불교 외적인 기반을 확

보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3. 윤회의 動因

불교에서 5온은 찰나적인 존재이며, 그 자체가 윤회할 능력을 지

니지는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사론에서는 ‘5온에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村上眞完, 1978, pp. 143-4 참조.

29) E.H. Johnston, Early Sāṁkhya(London : Royal Asiatic Society, 1937),
p. 21. 鄭承碩, 인도의 二元論과 불교(민족사, 1992), p. 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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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윤회’가 아니라 ‘5온의 상속에 의한 윤회’를 주장한 것이다. 이

에 대해 상키야측은 ‘미세신에 의한 윤회’를 주장함으로써, 5온과 미

세신의 대응 관계를 고려하면, 외면적으로 불교측과의 뚜렷한 시각

의 차이를 드러낸다. 이 시각의 차이는 5온과 미세신을 각각 찰나적

(無常) 존재와 恒常(常住 즉 영원)의 존재로 간주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예를 들어 윤회의 주체에 관한 상키야측의 기본 전제는 “ ‘미세한 것

들’(微細身)은 영원하고 부모에 의해 생긴 것들은 소멸한다.”30)라는 것
이다.

그런데 여기서 상키야측이 미세신을 恒常의 존재로 언급한 점은

상키야 철학의 二元論이라는 근본 입장을 고려할 때 언표된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상키야의 형이상학에서 常住하는 궁극의

존재로 상정한 것은 순수 정신인 푸루샤 즉 아트만과 ‘근본 원질(prak

ṛti)’뿐이기 때문이다. 미세신에 속한 원리들은 근본 원질로부터 전개

되어 다시 그 원질로 되돌아가서 소멸하는 變異, 즉 양태를 달리 하
면서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31) 미세신의 동의어가 “근원을 지

님으로써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의미의 링가(liṅga)32) 즉 細
相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미세신의 恒常性’을 언급하는 대목
이 정작 의미하는 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키야 카리카 제39송에서는 미세신이 恒常하는 것임을 강조한
데 이어 제40송에서는 그것이 윤회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삼는다. 이

문맥에서 恒常과 윤회는 동일한 취지를 지닌 개념으로 구사되어 있
다. 다시 말하면 恒常은 윤회와 직결되는 개념인 것으로 파악된다.

30) Sk. 39. sūkṣmās … niyatā mātāpitṛjā nivartante.

31) 상키야의 전변설에서 歸滅의 관념에는 無常의 관념도 내포되어 있음을

논증한 바 있다. 鄭承碩, pp. 80 ff.
32) “anything having an origin and therefore liable to be destroyed.” Sir

Monier-Williams, A Sanskrit-English Dictionary(Oxford : Oxford Univ
ersity Press, 1899), p. 901, col. 3. ‘넓은 의미의 링가’는 18종의 원리들로

구성되는 미세신과 동일 개념이며, 18종의 원리들 중에서 5종의 미세 요

소(5唯)를 제외한 13종의 원리로 구성된다고 설명되는 ‘링가는 좁은 의미
의 링가’로 구분하기도 하지만(村上眞完, 1978, pp. 143), 미세신의 구성 원
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윤회와 관련된 兩者를 동일 개
념으로 간주하는 데에는 오류가 없다.



무아 윤회의 反불교적 例證 정승석

예를 들어 이 대목에 대한 주석서들의 해설은 “총괄하여 링가(=微細
身)가 生死로 윤회할 수 있는 것은 링가의 恒常性에 근거한다. 링

가는 恒常이기 때문에 生死로 윤회할 수 있는 것이다.”33)라고 정

리된다. 결국 미세신의 항상성이라는 관념은 미세신이 윤회한다는

사실의 근거로서 제시된 상정이고, 이 점에서 그것은 “미세신이 윤회

한다.”라는 일차적 관념을 이끌기 위한 이차적 관념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 보다 중요한 것은 미세신이 어떻게 윤회하

는지를 해명하는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상키야의 주석서들 중에서

가장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는 육티 디피카에 소개되
어 있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파탄잘리에 의하면, 미세신은 [새로운 육신을] 성취할 때, 먼저 감각의

세력34)들을 種子의 장소로 이끌고, 거기서 [이전] 행위의 잠재력을 통해

천상의 장소나 고통의 惡處 혹은 감각 기관으로 이끌고 나서 소멸한다. 그
리고 거기서 어떤 것은 業力으로 인해 잠재력에 묶인 자에게 발생되는데,
감각의 세력들을 종자의 장소로 이끄는 이것 역시 소멸한다.35)

이 설명에 의하면 미세신은 감각의 세력들을 이끄는 동시에 業力
의 영향을 받아 윤회를 진행하면서 生滅하는 존재이다. 여기서 ‘감각
의 세력’이란 결국 業力을 형성하는 것임에 다름 아니므로, 미세신은
업력을 이끌 뿐만 아니라 업력에 이끌리면서 윤회를 진행하는 주체

이다. 이 같은 윤회 주체로서의 미세신이 恒常 또는 常住의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無常의 존재로 간주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육티 디피카의 설명은 교묘하면서도 설득력을

33) 山口惠照, p. 278.
34) indriya는 대체로 예외 없이 感官(根)으로 번역되지만, 적어도 이 경우의 i
ndriya는 ‘감각 기능’(faculty of sense)이나 ‘感官의 힘’(power of the sense
s)이라는 의미를 취하여 ‘감각의 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하의 문맥으

로 보아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35) Yd, ad. 39. “patañjalestu sukṣmaśarīraṁ yatsiddhikāle pūrvamindriyāṇi
bījadeśaṁ nayati tatra tatkṛtāśayavaśāt dyudeśaṁ yātanāsthānaṁ vā k

araṇāni vā prāpayya nivartate. tatra caivaṁ yuktāśayasya karmavaśād

anyadutpadyate yadindriyāṇi bījadeśaṁ nayati tadapi nivartate.” Kuma

r, 1992, p.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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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이 문헌은 “파탄잘리의 이 견해는 미세신이 영원하다는 진술

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반론을 상정하고 나서, 미세신이

윤회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상키야 카리카의 제40송은 바로 그러한
반론에 부합하는 답변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간주한다.36) 그러나 정

작 ‘恒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 ‘恒常’이란 이 말로써 [미세신이] 어

느 사람에게나 확립되어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다.”37)라고 해설함으

로써, 미세신의 항상성이란 윤회의 불가피성을 의미한다는 취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점에서도 항상성은 ‘끊임없이 윤회하는’ 현실 세계

의 사실성을 지목한 관념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해를 전제할 경우, ‘5온의 찰나성’과 ‘미세신의 항상

성’이라는 불교측과 상키야측의 인식 차이는 ‘윤회한다’는 사실로 귀

결하는 데서 해소된다. 윤회의 실제 진행에서 5온은 그 자체로서 기

능하지 않듯이 미세신도 그 자체로서 기능하지 않으므로, 양자 각각

의 찰나성과 항상성이라는 인식 차이가 윤회의 진행을 설명하는 데

서는 양자의 차별성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우선 포괄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5온과 미세신은 윤회를 가능케 하는 動因으로서 동등한 위치
에 있으며, 모두 아트만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제 ‘윤회의 動因’이라는 양자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5온의 상속에 의한 윤회’와 ‘미세신에 의한 윤회’라는 관념은 각각

無我論과 有我論이라는 형이상학적 입지의 차이를 반영하면서도 실

질적으로는 상통하는 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상키야 철학에서 “미세신이 윤회한다.”라고 견지하는 관념은 미세

신이 독자적으로 직접 윤회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육티 디피
카에서 소개하는 파탄잘리의 견해에 의하면, 미세신은 “業力으로 인
해”(karmavaśāt) 발생하며 “행위의 잠재력을 통해”(kṛtāśayavaśāt) 윤회

하길 반복하는 수동적인 動因이다. 간단히 말해서 미세신은 업을 짓

36) Yd, ad. 40. Kumar, 1992, p. 296.

37) Ibid., “niyatamityānena pratipuruṣavyavasthāṁ pratijānāti.” 여기서 ‘어

느 사람에게나’라고 번역한 원어를 직역하면 ‘어느 푸루샤에게나’(pratipur

uṣa-)가 된다. 사람들은 저마다 순수 정신인 푸루샤를 지닌다고 전제하

는 상키야 철학의 시각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이렇게 번역하더라도, 恒
常性을 설명하는 취의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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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 즉 業力이 없으면 윤회하지 않고 업력이 잔존할 때만 윤
회하는 주체가 된다.

미세신의 기능에 대한 이와 같은 사고가 상키야 철학의 전통에서

는 아직 세련되지 못한 傍系로 취급되는 듯하지만, 이 같은 사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상키야 카리카에 명시되어 있다. 이 문헌
의 제40송이 “情態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미세신이”(bhāvair adhivāsita
ṁ liṅgam) 윤회한다고 언명한 데에는 미세신 자체에는 윤회할 능력이

없음을 전제하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미세신이 윤회할 수 있

게 하는 실제의 動因은 ‘情態들’이다.
현상 세계의 창조를 설명하는 상키야의 전변설에서 정태는 소위

‘관념의 창조’를 야기하는 동력으로서 8종으로 분류된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근본 원질로부터 맨 처음 전개되는 원리인 統覺(buddhi)이 여
러 가지 정신적 결과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8종의 정태이다.

이 사실을 탓트바 카우무디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法(善), 非法(惡), 지혜, 무지, 욕심을 벗어남(離欲), 욕심이 얽매임(非이
욕), 自在, 非자재. 이것들이 정태이다. 통각이라는 원리는 이것들을 수반한
다. 그리고 미세신은 이것(統覺)을 수반한다. 따라서 그것(微細身)도 역시

정태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마치 참파카 꽃에 닿은 의복이 그 향기로

배이게 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오직 정태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세신은] 윤회하는 것이다.38)

윤회를 언급하면서도 業(karman)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

는 상키야 카리카의 표현 방식을 고려하면, 상키야 철학에서 소위
‘8정태’는 윤회와 관련된 ‘업’에 상당하는 개념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39) 따라서 ‘情態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bhāvair adhivāsita

38) Tk, ad. 40. dharmādharmajñānājñānavairāgya(ā)vairāgyaiśvaryā naiśvar
yāṇi bhāvāḥ tadanvitā buddhiḥ, tadanvitañca sūkṣmaṁ śarīramiti tadap

i bhāvairadhivāsitam, yathā surabhicampakakusumasamparkādvastraṁ

tadāmodavāsitambhavati tasmādbhāvairevāsitatvātsaṁsarati. 괄호 안은

필자의 교정임(앞의 a를 ā로 바꿈). Jha, p. 124.

39) 村上眞完, サ-ンクヤ哲學における業の問題 , 雲井昭善(편), 業思想硏究
(京都 : 平樂寺書店, 1979), pp. 54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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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미세신이 윤회한다는 것은 “업에 의해 熏習되는 미세신이 윤회한
다.”라는 표현과 의미상 전적으로 일치한다. 특히 “마치 참파카 꽃에

닿은 의복이 그 향기로 ‘배이게 되는’(vāsita) 것과 같다.”라는 비유는

불교에서 훈습(vāsanā)을 설명할 때 통용되는 비유, 즉 ‘香이 옷에 배
이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 행위(業)의 여세가 남기는 ‘잠재 인상’을

의미하는 훈습은 ‘업의 힘’(業力)이 잠재력(karmāśaya : 潛在業)으로서 잠
복되어 있다는 표식이며, 기억의 형태로 발동하게 되는 잠세력(saṁsk

āra)이기도 하다.40)

이상의 검토를 통해 ‘미세신에 의한 윤회’라는 관념은 “미세신이

업(=業力)에41) 의해, 즉 업의 훈습 또는 잠세력에 의해 윤회한다.”라는
의미를 실질적으로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상키야 카
리카의 몇몇 주석서들은42) 잠세력과 업을 동일한 개념인 것으로 설
명한다. 예를 들어 카리카의 제67송은 바른 지혜를 얻게 되더라도
신체를 유지하여 존속하는 이유를 ‘잠세력의 힘 때문’(saṁskāra-vaśāt)

이라고 언급하는데, 이에 대해 “잠세력이란 法(善)과 非法(惡)이다.”라
거나 “ ‘잠세력에 의해서’란 ‘業力에 의해서’라는 의미이다.”라고 설명
한다. 이는 과거의 행위(=업)가 지닌 잠재적 영향력을 잠세력이라거

나 업이라고도 칭하며, 또한 선과 악이라는 관점에서 法과 非法이라

40) 요가 수트라 바쉬야는 제4장 제9송을 설명하는 데서 잠재업, 잠재 인
상, 잠세력, 기억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는데, 잠세

력과 잠재 인상은 동일한 개념임을 지적한다. “경험된 것들이 그대로 잠

세력이 된다. 그리고 그것들(잠세력이 되는 경험)은 業의 잠재 인상(vāsan
ā)에 상당한다.”(yathānubhavāstathā saṁskārāḥ, te ca karmavāsanānurūpā

ḥ.) Ysb, ad. 4. 9. Swāmi Hariharānanda Āraṇya, Yoga Philosophy of P
atañjali(Alba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3), p. 358.

41) 일반적으로 業이라는 개념은 ‘행위의 餘勢’를 의미하는 業力과 동일한 개
념으로 통용된다. “복덕을 설하는 것은 … 행위의 여세로서의 업을 설하

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우리가 말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그 행위의 여세가 행위자에게 뭔가의 영향을 초래한 그 영향과

그 행위 양쪽을 모두 ‘업’이라고 칭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業이
라는 용어의 내용 속에는 ‘행위’라는 말로는 모두 드러내지 못한 것이 포

함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舟橋一哉, 業の硏究(京都 : 法藏館,
1954), pp. 31-32.

42) Māṭhara-vṛtti ; Sāṁkhya-saptati-vṛ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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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칭한다는 사고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된다.43)

결국 상키야 철학에서 생각하는 윤회의 動因은 업의 힘, 즉 잠세
력이다. 윤회의 주체로 상정된 미세신은 잠세력의 보유자로서 轉生을
진행하는 것이다. 상키야 철학에서 언급하는 미세신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전에 획득된 善惡의 모든 비축이 그 과보로서 형성된 특수한 하나의
生에서 항상 모조리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다. 결실을 맺지 않은 선악이라
는 餘勢를 보유하는 것이 미세신이다.44)

이와 아울러 상키야 카리카에서 미세신에 대해 언급하는 취지

를 여러 가지로 검토한 후, “본래부터 이전의 활동의 인상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 生에서 저 生으로 윤회하는 것이 미세신이다.”라고 결론
을 내린다.45)

이 점에서 미세신은 ‘번뇌와 업으로 형성’되어 상속을 통해 윤회하

는 5온의 역할을 수행한다. 불교의 구사론에서 주장하는 ‘5온의 상
속에 의한 윤회’란 번뇌와 업, 구체적으로는 업력 또는 잠세력이 윤

회의 動因임을 강조하는 관념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윤회를 이해
하는 데는 그 주체가 아니라 그 動因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윤회의 動因이 있다면, 그 주체는 이 動因을 표시하
는 명칭으로 상정될 뿐인 것이다. 이와 같은 명칭으로 상정된 것이

中有이다. 상키야의 미세신이 윤회의 주체로 간주되는 데서는 그 中
有의 기능이 내포되어 있다.

43) 村上眞完, 1978, pp. 293-4 참조.
44) Chakravarti, Pulinbihari Chakravarti,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S
āṁkhya System of Thought(2nd ed. ; New Delhi : Oriental Books Repri
nt Corporation, 1975), p. 297.

45) Ibid., p.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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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세신과 中有

이제까지의 고찰을 통해 ‘미세신에 의한 윤회’라는 상키야측의 관

념은 ‘5온의 상속에 의한 윤회’라는 불교측 관념의 예증이 될 수 있

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생과 내생을 잇는 매개체는 실체가 아니라 中有라는 세력
인데, 상키야의 미세신은 이에 상당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한다. 즉 미

세신은 그 자체로서는 윤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8정태라는 動
因 즉 業力에 의해서 윤회한다.
불교측의 구사론에 의하면 윤회할 능력이 없는 5온은 ‘번뇌와

업’이라는 세력의 연속적인 흐름에 의해 윤회한다. 구사론에서는
이와 같이 윤회하는 5온을 中有라는 명칭으로 표시하는데, 中有란 죽
음(死有) 이후 새로운 출생(生有) 이전까지의 중간 단계를 의미한다.46)
그런데 육티 디피카에서 소개한 파탄잘리의 미세신에 대한 설명을
음미하면, 윤회에서 미세신은 中有로서 기능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파탄잘리는 미세신을 死後에 다음 생으로 전생하는 기간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 듯하다.”47)라는 지적을 수긍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도 있다. 파탄잘리의

인식이 상키야 철학 일반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파탄잘리가 생각하는 미세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그것이 소위 고전 상키야에서 생각하는 미세신과 동일하지는 않은

듯하다고 감지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파탄잘

리가 생각하는 미세신은 ‘5종의 미세 요소’(5唯)와 生氣들로 구성된 것

46) 구사론은 中有를 이렇게 정의한다. “다른 장소로의 출생을 얻기 위해,
死有와 生有의 중간에서 전개되는 자기 [육신]의 존재, 그것을 中有라고
한다. [그것은] ‘존재 양태’(윤회 과정)의 중간이기 때문이다.”(maraṇabhava

syopapattibhavasya cāntarā ya ātmabhāvo’bhinirvarttate deśāntaropapattisa

ṁprāptaye so’ntarābhava ityucyate. gatyantarālatvāt.) Thakur, p. 120.

47) 村上眞完, 1978,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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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48)라고 파악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윤회와 관련된 미세신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인식마저 다를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육티 디피카에서는 ‘8
종의 生氣’(8風)가 미세신을 형성한다고 설명하지만, 그 내용은 18 원
리들 중의 5唯를 5風으로 대체했을 뿐이고, 나머지 ‘3종의 生氣’(3風)
로 그 밖의 13 원리들을 포괄한다.49) 육티 디피카가 미세신을 ‘生
氣’(風)로 표현한 것은 독특한 발상이기는 하지만, 상키야 카리카
제29송에서 이미 “[모든] 감관에 공통하는 기능이 프라나 등의 다섯

가지 生氣[의 순환]이다.”50)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生氣는 애초부
터 미세신을 구성하는 감관에 내재된 동력으로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生氣를 미세신의 구성 원리로서 별도로 세운 것은

감관의 動的 기능을 중시한 사고이며, 이는 호흡에 의한 生氣로부터
아트만 개념을 전개한 리그 베다 이래의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추측된다.51) 미세신의 구성 원리로서 生氣를 중시한 것은
그 자체로서는 윤회의 능력이 없는 미세신의 動的 기능 또는 세력화
를 시사하는 것일지 모른다.

어쨌든 파탄잘리가 ‘미세 요소’와 生氣를 미세신의 구성 원리로 생
각했다면, 이러한 미세신은 미세 요소를 배제하지 않는 고전 상키야

의 미세신에 근접해 있다. 설혹 미세신의 구성 내용이 문제로 대두된

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餘勢 즉 잠재력을 통해 미세신이 윤회함을 설
명하는 파탄잘리의 견해가 대체로 고전 상키야의 시각을 일탈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전 상키야의 미세신에는

48) Chakravarti, p. 292.

49) 각주 28) 참조.

50) sāmānya-karaṇa-vṛttiḥ prāṇādyā vāyavaḥ pañca.

51) 상키야 철학의 안팎에서 미세신 개념에 대한 사고의 推移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두 가지 계열로 전개되어 상키야 카리카에서 종합된 것
으로 보인다. 즉 생명의 원리로서 生氣를 중시하는 思潮와 물리 세계의
원리로서 ‘미세 요소’(唯)를 중시하는 思潮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별도의 주제로 고찰할 생각이지만,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미

세 요소’와 ‘生氣’를 미세신의 내용으로 간주한 파탄잘리의 견해는 그 추
이에서 중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이 점에서 그것은 미세신에 대한 고전

상키야의 종합적인 사고(Chakravarti, p. 296)와 맥을 같이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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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有로서의 기능’도 내포되어 있다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둘째, 미세신을 윤회의 주체로 인식하는 상키야 철학의 사고와 동

등한 차원에서, 中有를 윤회의 주체로 간주하는 불교의 통념이 성립
함을 이해할 수 있다.

정신적 물질적 요소의 집합체에 불과한 것으로서 아트만일 수는

없는 것을 통념상의 ‘아트만’이라는 명칭으로 표시한다는 점을 전제

할 경우에는, 그렇게 ‘상정’된 아트만은 윤회의 주체로 간주된다. 특

히 구사론에서 말하는 中有는 5온이 번뇌와 業이라는 세력으로서
상속한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명칭으로 상정된 것일 뿐이지만, 일반

의 통념에서 그것은 윤회의 주체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상키야 철

학에서는 業力 즉 잠세력의 보유자로서 영원한 것으로 상정된 미세
신이 윤회의 주체로 간주된다.

우선 양측의 사고는 대비를 통해 그 시각의 유사성이 현저하게 드

러난다. 앞에서 인용한 것으로 예를 들면 “미세신은 [새로운 육신을] 성

취할 때, 먼저 감각의 세력들을 種子의 장소로 이끌고 … ”라는 파탄
잘리의 언급은 “번뇌와 業으로 가득찬 것(蘊)으로서 번뇌일 뿐인 것
이 中有라는 명칭인 상속에 의해 母胎로 들어간다.”라는 구사론의
설명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불교에서 中有(antarā-bhava)라는 개념은 부파 불교 시대의 상당히

이른 시기에 고안되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잡아함 제25권52)에는 이에 상당하는 ‘中陰’이라는 번역어가 등장하
지만, 그 원문에서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

해서 中有 개념은 원시 불교의 문헌에서는 발견되는 경우가 극히 희
박하고, 有部 계통의 최초의 논서로 간주되는 集異門足論 제7권53)
에서 비로소 ‘地獄 中有’라는 확실한 형태로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되
어 있다.54) 이 ‘지옥 중유’라는 개념이 등장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그 의의를 평가한다.

52) 大正, vol. 2, p. 178 上.
53) 大正, vol. 26, p. 396 中.
54) 池田練太郞, 中有の機能について , 印度學佛敎學硏究, vol. 39-2(1991), p
p. 92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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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은 불교가 윤회를 인정한 이상, 業과 그 과보를 받는 뭔가의 생
명 주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 고안된 것

이라고 보는 쪽이 中有를 설정한 근본적 의의에 가깝다고 생각된다.55)

이러한 中有가 후세의 논서에서는 인도의 신화에서 결혼의 初夜에
신부를 가로채는 신격으로 언급되는 간다르바(Gandharva)의56) 특성과

결부되어 윤회의 주체로 묘사된다. 특히 대비바사론 제70권에서
中有는 간다르바(健達縛)와 동의어57)로 명시될 뿐만 아니라 中有身, 中
有色身, 中有蘊 등으로도 표현되면서 극히 미세하고 아무런 장애가

없이 모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다.58) 이러한 中
有의 특징은 간다르바에 인정되는 성질, 즉 “벽 등의 물질로의 투과
성, 일개의 독립된 개성과 육체를 지니는 생명체, 모태에 침입하는

미세성”과 거의 일치한다고 파악된다.59) 물론 불교에서 中有가 처음
부터 간다르바와 같은 성질을 지닌 개념으로 상정된 것은 결코 아니

다. 구사론의 定義60)에 의하면, 中有는 하나의 생존이 끝나고 다음
생존의 양태로 가기까지 윤회의 주체를 연속시키는 것으로서 설정되

었음을 알 수 있다.61) 윤회의 주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

으로 中有에 대한 인식이 변천했을 것인데, 이 점은 다음과 같이 이
해할 수 있다.

中有와 간다르바는 전혀 별개로 존재했던 개념인 점은 분명하지만, 독
립된 개성으로서 5온을 지니고, 업에 의한 잠재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아

55) 위의 책, p. 924.

56) 리그베다에 의하면, 결혼식에서 신부는 먼저 소마, 간다르바, 아그니에
게 바쳐지고 나서야 비로소 남편에게 자손과 부귀와 長壽와 더불어 반환
된다. Ṛg-veda, 10, 85, 38-41. 今西順吉, サ-ンキヤ頌の譬喩 , 印度學佛
敎學硏究, vol. 30-2(1982), p. 334.

57) “이처럼 中有는 여러 가지 이름을 지니는데, 혹은 ‘中有’라고도 칭하고 혹
은 ‘간다르바’라고도 칭하며 혹은 … ”(如是中有有多種名. 或名中有. 或名健達
縛. … ) 大正, vol. 27, p. 363 上.

58) 위의 책, pp. 361 ff.

59) 池田練太郞, pp. 924-3.
60) 각주 46).

61) 池田練太郞, p.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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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다음 生에까지 이어 가는 계기를 주는 생명체라고 하는, 기능적인 조
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가장 적절한 존재였기 때문에 中有와 결부되었
다.62)

불교 일반에서 中有가 위와 같이 인식된다면, 이러한 中有에 의해
윤회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불교 밖의 實例로서 가장 적합
한 것이 상키야 철학의 미세신이라는 점은, 이제까지의 고찰에 비추

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미세신이 中有에 의한 윤회의 例證으
로서 적합하다는 점은 中有가 간다르바와 같은 실체가 아니라, ‘업력
의 존속’이라는 사실을 中有라는 명칭으로 상정한 것이라는 전제 아
래에서만 타당성을 지닌다.

구사론에서는 ‘中有의 상속’(antarābhava-saṁtati) 또는 ‘蘊들(5온)의
상속’(skandhānāṁ saṁtāna)에 의한 윤회를 언급하지만, 여기에는 中有
가 간다르바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즉 中有와
상속은 동일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산스크리트 원문은 “번뇌와 業으
로 가득 찬 것으로서 번뇌일 뿐인 것이 ‘中有라는 명칭인 상속에 의
해’ 母胎로 들어간다.”63)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5온의 상속’이란 ‘번뇌와 業으로 형성된 것’64)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
라서 ‘中有의 상속’이란 정확히 표현하면 ‘中有라는 상속’을 의미하며,
번뇌와 업으로 형성되어 있는 실상을 ‘中有’라는 명칭으로 표현함을
의미한다. 번뇌와 업으로 형성된 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업력 또

는 잠세력이다. 中有라는 개념이 윤회의 주체를 연속시키는 것으로서
설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中有가 연속시키는 윤회의 주체는 ‘업력 또
는 잠세력의 상태로 있는 5온’에 다름 아니다.

결국 ‘中有의 상속에 의한 윤회’라는 관념에 압축되어 있는 의미는
업력 또는 잠세력에 의한 윤회이다. 상키야 철학에서의 미세신은 잠

세력에 의해 윤회한다. 中有의 상속을 언급하는 구사론의 문맥에서
는 “5온 자체는 刹那滅이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지만, ‘온갖 번
62) 위의 책, p. 924.

63) kleśaistu paribhāvitaṁ karmabhiśca kleśamātram ‘antarābhava-saṁjñik

ayā saṁtatyā’ mātuḥ kukṣim āyāti. 각주 22) 참조.

64) “kleśakarmābhi saṁskṛtaḥ skandhānāṁ saṁtā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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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와 業에 의해 오염된 蘊’은 中有라는 상속을 거쳐 모태로 간다.”65)
라는 취의를 읽을 수 있다. 이와 대응하여 상키야의 미세신은 그 자

체로서는 윤회할 수 없지만, 업에 의해 오염됨으로써 그 잠세력에 의

해 윤회한다. 상키야의 형이상학에 의하면 이러한 미세신이 아트만

은 아니지만, 윤회의 주체에 관한 통념에 따라 소위 個我로서 상정된
아트만으로 간주될 수는 있다. 윤회의 주체가 되는 아트만으로 상정

되는 미세신은 구사론의 표현에 따르면, ‘오로지 蘊과 같은 것’이라
고 비유적으로 인정되는 그 대표적인 實例가 된다.
불교는 아트만과 같은 불변의 실체를 부정하면서도 윤회를 인정

하는 소위 ‘무아 윤회’의 시각을 견지한다. 윤회의 주체에 관한 통념

으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 시각을 구사론에서는 ‘中有의 상

속’이라는 개념으로써 해명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 시도 역시 불교

안팎으로부터 오해와 반박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각에는 긍정적으로 수긍할 만한 사고가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有我 윤회’의 시각에서 ‘미세신에 의한 윤회’를 주장하
는 상키야 철학의 사고를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이는 中有의 상속에
의한 윤회를 입증하는 하나의 실례가 될 만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윤

회에 관한 한, 反불교적 시각에서 불교적 시각을 드러낸다는 사실은
그만큼 ‘무아 윤회’의 타당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간주해도 좋을 것

이다.

상키야의 형이상학을 도입한 요가 철학에서 잠세력 또는 잠재 인

상에 의한 業報 인과의 논리를 전개한 것은, 미세신에 의한 윤회가

업력 또는 잠세력에 의한 윤회를 주목하는 사고라고 이해한 데 기인

할 것이다. 다만 요가 철학에서는 미세신을 번뇌와 업의 온상인 ‘마

음’(citta)으로 대체한다. 이러한 마음을 中有 및 윤회와 결부시키는 사
고는 이제까지의 논의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된다.66)

65) 池田練太郞, p. 925 참조.
66) 후대(8세기)의 불교 문헌인 Tattvasaṁgraha에 대한 주석서의 제9장 ‘kar
maphalasambandha-parīkṣa’는 맨 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요가 철학의 사고와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실로 탐욕 등

의 번뇌에 의해 훈습된 마음이 곧 윤회이다. 바로 그것(마음)이 그것들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미혹의] 생존(윤회)의 종국이다.” 小川一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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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甁이나 궁전의 등불처럼 수축하거나(한정되거나) 빛을 발하는(확대되

는) 마음은 신체 크기만큼의 형상이며, 中有와 윤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다.”라고 이해된 것(주장)들이 다른 데에 있다.67)

상키야측과 요가측의 이러한 인식을 베단타측의 샹카라와 대비하

면, 윤회의 주체에 관한 사고에서 샹카라는 판이한 시각을 드러낸다

는 점에서도 전자의 시각을 통한 불교측 사고의 보편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바로 앞의 인용에서도 언급되었고 또 구사론에서
는 “번뇌와 業으로 형성된 것은 ‘마치 燈처럼’ 中有의 상속에 의해 자
궁으로 간다.”라고 언급되는 ‘燈의 비유’를 샹카라는 아트만의 존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적용한다는 점이다. 즉 燈으로부터 빛이 발산되

는 사실을 예로 들어, “프라나(生氣)는 순수한 아트만과 결합된 아버
지의 個我를 性交에서 정자의 방출을 통해 자궁으로 보낸다.”라고 주
장한다.68) 여기서 순수한 아트만은 발광체인 燈과 같은 본체로서 윤
회에 관여한다.

그러나 상키야 철학에서의 푸루샤 즉 아트만은 결코 윤회에 관여

하지 않는 ‘순수 정신’일 뿐이다. 이러한 순수 정신으로서의 아트만은

불교에서 지향하는 ‘윤회하지 않는 나’, 즉 ‘覺者의 我’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 같은 이해의 가능성은 앞으로 면밀한 고찰을 통해 검증되어

야 할 것이다.

‘輪廻․轉生’に關する龍樹の見解 , 佛敎學セミナ-, vol. 58(大谷大學佛敎
學會, 1993), p. 15 재인용.

67) Ysb, ad. 10. ghaṭaprāsādapradīpakalpaṁ saṁkocavikāśi cittaṁ śarīrapar
inmāṇākāramātramityapare pratipannāḥ, yathā cāntarābhāvaḥ saṁsāraś

ca yukta iti. (Āraṇya, p. 359.)

68) Chakravarti, p. 2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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