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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르마와 베다(聖言量)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미망사 수뜨라에 대한 샤바라(Śabara, A.D. 400)의
브하샤(Bhāṣya, 釋)에 근거하여 다르마와 그 인식수단인 베다(=Śabda-p

1) 약호: S.: Sūtra. Śbh : Śābara-bhāṣya.
번역을 위한 원본은 Śrīmajjaiminipraṇitaṁ Mīmāṁsā-darśanam(Ānandāś
rama-saṁskṛta granthāvaliḥ. NO. 97, 19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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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māṇa)에 대한 초기 미망사의 견해를 이해하려는 것이이다.

미망사는 힌두의 여섯 철학파(ṣaḍdarśana)가운데서도 고대 바라문의

전통(혹은 베다적 전통)에 가장 충실한 학파이다. 바라문 계급이 사회구

조의 정점을 이루었던 고대 힌두사회에서 삶의 가장 큰 의미(artha,가

치)는 祭行(karma, yajña)이었다. 이들에 있어서 제행이란 리그베다(만뜨
라)시대의 소박한 자연신 숭배행위가 아니라 우주의 운행과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의 중심이었다. 제사의 요소와 우

주 사이는 相同관계(homology)로서, 우주의 질서와 운행이 제사의 정
확하고 올바른 수행에 달려있다는 제식주의(ritualism)가 이들의 세계

관이었다. 리그베다 시대에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시키는 법칙

인 르따(ṛta)가 브라흐마나(祭儀書)시기에 와선 祭行으로 대치되었다.

미망사는 이 祭行을 다르마라고도 부르며 리그베다 시대의 ṛta 개념
에 상응하는 것이 제식주의적 세계관에 있어서 다르마이다.2)

리그베다 시대엔 데와(神)가 권력의 중심으로서, 인간은 제사를 통
해 신들을 위무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축복을 기원했으나, 브라흐마나

시대에 와선 祭行(=dharma)자체가 그러한 힘의 근원이었고, 신들은 제
사의 한 요소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제사가 갖는 이 신비한 마력을

‘브라흐만’(Brahman)이라고 부른다. 제행에 대한 지식을 독점했던 사

제계급은 곧 브라흐만을 알고 브라흐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소

유자이므로 ‘브라흐마나’(Brāhmaṇa, 婆羅門)라고 불렸고, 브라흐만을 아
는 바라문 사제는 신들 보다 더 커다란 힘을 지닌 것으로 믿어졌다.

이러한 제식주의적 세계관의 바탕이 되는 텍스트(경전)가 바로 베

다이다. 바라문의 학문체계(prasthāna)의 하나였던 미망사 학파에 있어

서 베다란 제행=다르마에 관한 지식의 유일한 원천(pramāṇa)이다. ‘V

eda’라는 말 자체가 지식을 뜻하듯이, 이것은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다르마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서, 베다를 아는 자

는 곧 다르마를 아는 자이고 다르마를 아는 자는 곧 브라흐만을 알

2) 다르마는 ‘유지하다’. ‘지탱하다’는 의미의 어근 √dhṛ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법칙, 질서, 정의, 의무, 진리, 가르침 등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고대

힌두사회에서 다르마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개인의 삶을 규제

하고, 힌두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규율과 의무이다. 리그 베다의 ṛ
ta 역시 우주의 운행과 질서, 법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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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자였다. 이와같이 다르마와 베다는 불가

분적인 관계에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의 베다가 와전되거나 베다의 문구

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이해와 해석이 엇갈리면서 견해의 충돌이 일

어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성한 제행의 기반인 베다를 올바르게 이

해하고 또 순수하게 보존하여 와전없이 전달하는 것이 바라문의 중

요한 임무 중의 하나였다.

그런 과정에서 정립된 학문들이 문법학, 어원학, 운율학, 음성학,

천문학, 제사학, 논리학(Nyāya)이고, 미망사이다.

‘mīmāṁsā’라는 말은 √man(생각하다)의 의욕형태로서 ‘탐구’(investig

ation), ‘비판적 검토’, ‘審察’을 뜻하며, 다르마(=祭行)에 대해 바른 인식
을 얻고자, 다르마 인식의 원천인 베다의 텍스트(Veda-vākya)를 주의

깊게 검토하는(vicāra) 학문이다. 이러한 작업은 이미 미망사에서 가

장 중시하는 브라흐마나(제의서) 자체에서도 엿보이지만, 미망사는 그

것을 독립적인 학문체계로 발전시켰다.

미망사는 다르마 인식에 대한 베다의 절대적 권위, 즉 베다언어의

진리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전제로, 베다 텍스트의 해석 원리와 규

칙을 탐구하는 학파이다. 그런데 미망사가 제의서로 간주되는 베다

문구의 해석 문제에만 한정되었다면 제식의 보조학의 범위를 벗어나

지 못했을 것이다. 미망사의 또 다른 임무는 제식적 세계관의 전제가

되는 기본 관념들을 철학적으로 합리화시키는 작업이었고, 그 과정

에서 미망사 특유의 세계관, 언어론, 인식론을 발전시켰고, 특히 니야

야·와이셰시까의 체계를 다량 채용하여 제식주의적 관점에 적합한

다원론적 실재론의 입장을 취하였다.

더욱이 쁘라브하까라(A.D. 600)와 꾸마릴라(A.D. 700)로 대표되는 후

기에 이르러선, 까르마(=다르마)를 통해 내세에 하늘(Svarga)에 태어나

려는 초기의 이상이 윤회로부터의 완전한 해방(Apavarga=mokṣa)의 이

상으로 바뀌었고, 그와 더불어 미망사 학파는 다른 학파와 어깨를 나

란히 하는 다르샤나의 체계로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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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텍스트에 대해

베다 텍스트의 해석원리와 이해방법에 대한 오랜 동안의 탐구결

과를 집대성한 것이 미망사 학파의 창시자로 알려진 쟈이미니(A.D. 2

00)의 미망사 수뜨라(M.S로 약칭)이다.
M.S는 12장(adhyāya)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절로 나누어진 3, 6, 1

0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들은 각각 4절(pāda)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절

은 다시 여러 개의 주제(adhikaraṇa)로 나뉘어지며, 각 주제들은 암기

용의 간략한 문장인 수뜨라로 구성된다. M.S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총 890개이며, 2,691개의 수뜨라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각 주제들

은 반드시 엄밀하게 지켜지지는 것은 아니다. ① [논의적] 내용(viṣay

a) ② 의심(saṁśaya) ③ 반대견해(pūrvapakṣa) ④ 결론(siddhānta) ⑤ 일

관성(saṁgati)의 순서로 구성된다.

다른 수뜨라류의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M.S도 매우 시사적이고,

고도로 함축된 문체로 작성되어있기 때문에, 주석서의 도움없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M.S에 대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고 가장 권위있는

주석은 샤바라의 브하샤(釋)이다. 미망사 학파는 샤바라의 브하
샤에 의해 비로소 철학적 체계로서의 위치에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샤바라의 브하샤는 후대에 쁘라브하까라와 꾸마릴라에 의해 각
각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었고, 그후 미망사 학파는 쁘라브하까라 학

파와 밧따학파로 분열되었다. 본고의 주제는 양대학파로 분열되기

이전의 샤바라의 사상에 한정된다.

M.S의 12장 가운데서도 철학적으로 흥미있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은 제1장 ‘Tarka-pāda’이며 나머지 장들은 제의와 관련한 베다 텍

스트의 해석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1장은 32개의 수뜨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베다의 권

위, 베다의 절대적 진리성, 무오류성을 옹호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32

개의 수뜨라 중 본고의 대상인 처음 다섯 수뜨라는 베다가 가르치는

진리의 자립적(자명적) 타당성(svataḥ-prāmāṇya)을, 수뜨라 6～23은 베

다언어의 영원성(śabda-nitya)을, 수뜨라 24～26은 베다문장의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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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리고 마지막 27～32는 베다의 無作者性(vedāpauruṣeyatva)을 다루
는 내용이다. 이것들은 미망사의 기본전제인 베다의 절대적 권위를

확립하는데 있어 상호보완적인 사상들이다.

이중에서 샤바라의 브하샤는 미망사 학파의 기본 개념인 ‘다르
마’와 그 인식수단인 베다의 권위에 대한 확고한 신뢰, 그리고 초기

미망사 학파의 인식론적 입장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샤바라

는 특히 인식수단의 문제를 다루는 수뜨라 3～5에 대해 자신의 해석

과 더불어 마지막 부분에 우빠와르샤(Upavarṣa)로 추정되는 ‘주석자’

(Vṛttikāra)의 해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

기회에 소개할 것을 기대하며, 본고에선 샤바라 자신의 해석에 한정

한다.

‘S. 1-5’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S.1): 미망사의 주제와 목적, 그리고 베다의 학습과 다르마 탐문의

관계

(S.2): 다르마의 정의, 특히 codanā(베다의 말)가 다르마의 인식근거

라는 주장(pratijñā)으로써 논의의 주제(viṣaya)를 설정하고 있

다.

(S.3): 베다외의 다른 인식수단은 없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

인가? 라는 의문(saṁśaya)의 제기

(S.4): 다른 견해(pūrva-pakṣa)에 대한 비판

(S.5): codanā가 다르마의 인식수단이라는 처음 주장에 대한 이유

의 제시와 더불어 결론의 확인(siddhānta).

2. 미망사의 주제와 목적

‘S.1’ “Artha-ataḥ dharma-jijñāsā”에서 중심 단어는 ‘dharma-jijñā

sā’(다르마의 탐문)이다. 여기서 dharma를 미망사의 탐구대상 즉 주제

(pratipādya, viṣaya)를 가리키고 ‘jijñāsā’는 M.S에서 앞으로 전개될 학

적 활동의 모티브를 나타낸다. ‘jijñāsā’란 ‘인식하다’는 뜻의 어근 √jñ

ā의 의욕형으로서 알려는 욕망, 의지(jñātumicchā) 이다.3) 이것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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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대해 의심 즉 문제의식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종의 심리상태

이다. 그러므로 ‘dharma-jijñāsā’는 다르마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려는

욕망이다. 그런데 잘 알려진 대상이나 전혀 모르는 대상에 대해선 의

심이나 탐문심이 일어날 수 없다. 저것이 기둥인지 사람인지 하는 의

심과 그 진실을 알려는 욕망이 일어나기 위해선 먼저 어둠속에서의

희미한 물체에 대한 지각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다르마의 탐문

심이 일어나기 위해선 다르마를 가르치는 베다에 대한 학습(Vedādhya

yana)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망사란 다르마를 알기 위해 베다의 문장

을 검토하는 것(Veda-vākya-vicāra)이므로 베다에 대해 학습한 적이 없

고, 베다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선 다르마의 탐문심이 일어날 수 없

다.4) 수뜨라에서 ‘ataḥ’(그러므로)란 dharma-jijñāsā의 근거(hetu)인 ‘베

다의 학습’을 가리킨다. 베다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하여

다르마를 탐구하는 것이 미망사이다.

수뜨라의 첫 단어인 ‘atha’(그리고서)는 ‘베다의 학습’이 끝난 후에

서둘러서 스승의 거처를 떠나지 말고 뒤이어서(anantaram)다르마를

탐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5) ‘ataḥ’는 이미 베다의 학습이 다르마 탐

문의 기반(hetu)이 됨을 가리키고 ‘atha’는 베다의 학습으로 그치지 말

고 뒤이어서 다르마 탐문을 해야한다는 뜻을 시사한다.

불교에서 공부의 과정을 ① 경전을 배우는 단계(聞) ② 그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단계(思) ③ 실천 단계(修)로 나누듯이, 또, 베단
따에서 ① 경전에 대해서 스승으로부터 듣고 배움(śravaṇa) ②스스로

생각하고 검토함(manana) ③ 명상 수행(nididhyāsana)의 세 단계를 설

정하듯이, 미망사는 다르마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스승 밑에서 베다

에 대해 배우고(Vedādhyayana), 그 다음엔(atha) 이미 배운 베다에 근거

하여(ataḥ)다르마에 대한 탐문심(탐구)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Ve

dādhyāyana가 자신을 비우고 스승으로부터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

3) Dharmāya jijñāsā dharmajijñāsā. Sa hi tasya jñātum-icchā (S.1. Śbh, p.
10)

4) Dharmāya hi vedavākyāni vicārayitum-anadhītavedo na śaknuyāt. (S.1.

Śbh, p. 9)

5) Tasmād-vedādhyayanam-eva pūrvam-abhinirvatyānantaraṁ dharmo jij

-ñāsitavya ity-atha-śabdasya sāmarthyam. (S.1. Śbh,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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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는 단계라면, 미망사(탐구)는 받아들인 자료를 바탕으로하여 그에

대해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서 막연한 지식을

자신의 확고한 신념(belief)으로 다지는 단계이다. 이와같이 베다의 학

습에 근거한 다르마의 탐문심으로 출발하여 베다의 문장을 비판적으

로 검토하는 것(Veda-vākya-vicāra)이 미망사이다.

그러면 다르마의 탐문은 어떻게, 즉 어떤 의문점, 문제의식을 가지

고 수행해야 하는가? 샤바라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말

하고 있다.

① 다르마란 무엇인가? (Ko dharmaḥ)

② 그 특성은 무엇인가? (Kathaṁ lakṣaṇaḥ)

③ 그것의 성취수단은 무엇인가? (Kāny-asya-sādhanāni)

④ 그릇된 성취수단은 무엇인가? (Kāni sādhānā-bhāsāni)

⑤ 그 목적은 무엇인가? (Kiṁ paraḥ)

이 중에서 ‘S.2’는 ①과 ②에 대한 해답이고, 나머지 수뜨라는 ③,

④, ⑤에 대한 해답이다.6)

3. 다르마의 개념

샤바라의 이해에 따르면 ‘S.2’ “Codaṇā-lakṣaṇo artho dharmaḥ”는

① Kiṁ dharmaḥ와 ② Kathaṁ lakṣaṇaḥ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①은 다르마의 본질(svarūpa,性)에 관한 질문이고, ②는 다르
마의 특성(lakṣaṇa, 相), 즉 다르마를 알려주는 근거(nimitta)에 대한 질
문이다.7) ‘S.2’에서 ‘artha’가 다르마의 性(svarūpa)에 대한 물음의 답이
라면, ‘codaṇā-lakṣaṇaḥ’가 다르마의 相(lakṣaṇa=인식수단)에 대한 물음
의 답이다.

6) S.1-Śbh, p. 10.

7) Tatra ‘Ko dharmaḥ, Kathaṁ-lakṣaṇaḥ’ iti bhāṣyāvayavābhyāṁ dharma-

svarūpa-viṣayas-tal-lakṣaṇa-viṣayaś-ca vicāraḥ pratijñāto bhavati. (S.1

-Śbh에 대한 Śrivaidyanāthaśāstri의 주석 Prabhā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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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다르마의 본질인 ‘artha’란 무엇인가? ‘artha’는 ‘욕망하다’,

‘바라다’라는 의미의 동사 어근 √arth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이익’, ‘소

망’, ‘목적’, ‘대상’, ‘가치’, ‘재물’, ‘의미’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

다. 본 텍스트 속에서도 ‘artha’라는 말이 여러 번 나타나며 문맥에

따라 ‘대상’, ‘목적’, ‘가치’, ‘이익’, ‘의미’ 등으로 번역했다.8)

본 수뜨라에서 다르마의 본성을 ‘artha’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샤

바라는 이것을 ‘anartha’와 대립시켜 풀이하고 있다. 베다는 artha 뿐

아니라 anartha도 지시해주고 있으므로, codanā를 지시자로 갖는 것

가운데서 anartha를 다르마의 범주에서 배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9)

그러면 artha란 무엇이고, anartha란 무엇인가? artha가 소마祭(Jyotiṣṭ
oma) 따위처럼 인간을 至善(niḥśreyasa)로 이끄는 것이라면, anartha는
매祭(śyena), 번개祭(vajra), 화살祭(iṣu)와 같이 인간을 惡(pratyavāya)으
로 이끄는 것이다.10) 다시 말해서 artha는 소마祭 처럼 베다에서 하
도록 권하는 행위라면, anartha는 인간을 해치므로(hiṁsā) 베다에서

금지하는 행위(pratiṣiddha)이다. 요컨데 다르마의 본질(svarūpa)은 인간

에게 행복과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 추구할만한 가치 있는 것, 바람

직한 것이다. 인도의 전통에 따르면, 인간이 추구해야할 삶의 목적,

가치(puruṣārtha)로서 kāma, artha, dharma, mokṣa의 네 가지를 꼽는

데, dharma는 바로 그런 puruṣa-artha의 하나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왜 dharma가 인간으로서 추구할 만한 가치인가? 브하샤
로부터의 다음 인용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① Sa hi niḥśreyasena puruṣaṁ saṁyunakti-iti.11)

8) artha의 의미는 경우에 따라 복합적이다. ‘S.2’에서의 artha는 인간이 소망

하는 가치, 삶의 목적이라는 의미도 갖지만 codanā에 의해 인식(지시)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S.5’에서 ‘artha' nupalabdha’(다른 인식수단으로 인식되

지 않는 대상)라고 할 경우에 이것은 다르마, 즉 여기서 말하는 ‘이로운

것’(artha)을 가리킨다고 이해된다. 그러므로 artha는 인식론적 의미와 가

치론적 의미를 함께 갖는 복합적 개념이다.

9) Ubhayam-iha codanayā lakṣyate artho' narthaś-ceti. ···Tatrānartho dhar

ma ukto mā bhūd-ity-artha-grahaṇam. (S.2. Śbh, pp. 21-22)

10) Ko' rthaḥ. Yo niḥśreyasāya jyotiṣṭomādiḥ. Ko' narthaḥ. Yaḥ pratyavāy

āya śryeno vajra iṣur-ity-evamādiḥ. (S.1. Śbh, p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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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Tayā yo lakṣyate so' rtha puruṣaṁ niḥśreyasena saṁyunakti-it

i.12)

③ Tasmāc-codanā-lakṣaṇo' rthaḥ śreyaskaraḥ.13)

④ Tena yaḥ puruṣaṁ niḥśreyasena saṁyunakti sa dharma-śabdenoc

yate.14)

표현방식은 조금씩 다르나 그 의미는 거의 같다. 주의하여 살펴보

면, ②와 ③은 artha가 주어로 되어 있고 ①과 ④는 dharma가 주어

로 되어 있다. ①과 ④는 다르마란 인간을 niḥśreyasa(至善, 至福)와 결
합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을 그들이 모두 추구하고 소

망하는 복락(prīti)만이 있는 상태 즉 하늘(svarga)에 도달케 해주는 것

이 다르마이므로 그것은 artha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②와 ③의 경

우를 보면 흥미있는 점이 발견된다. ②와 ③은 ‘다르마’라는 말을 쓰

지 않고 ‘artha’를 주어로하여 ‘그것이 인간을 지복과 결합시킨다’(②

의 경우), ‘artha는 śreyaskara(善의 생성자)이다.’(③의 경우) 라고 말하는
데, 단순히 artha라고만 하지 않고 ②의 경우는 ‘Tayā yo lakṣyate’,

③의 경우는 ‘codanā-lakṣaṇaḥ’라는 문구로 artha를 한정하고 있다.

이런 표현의 차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르마는 인간이 추구할

만한 가치(puruṣārtha)이지만, 모든 artha가 곧 다르마는 아니라는 것

이다. artha 가운데서도 codanā를 특성으로 갖는 것(codanā-lakṣaṇaḥ)

만이 다르마로서, 인간을 至高善 즉 svarga에 도달케하는 능력을 갖
는다.

앞에서 ‘Kathaṁ lakṣaṇaḥ’(무엇이 다르마의 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codanā-lakṣaṇa’라고 했는데, lakṣaṇa란 그것을 가진 자들을 다

른 것으로부터 구분지워주는 것, 다시말해서 A를 ～A가 아니라 바

로 A로서 인식하게 해주는 A만이 갖는 속성이다. 예를들어 연기에

의해 물이나 흙이 아니라 불만이 인식될 때 연기는 불의 lakṣaṇa로

서, 불의 존재를 인식시켜주는 근거(hetu, nimitta)가 된다.15) 다르마의

11) S.1. Śbh, p. 13.

12) S.2. Śbh, p. 15.

13) S.2. Śbh, p. 20.

14) S.2. Śbh,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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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바로 codanā에 의해 알려지는 인간의 궁극적 가치(artha)가 다

르마이다.

그러면 다르마의 인식근거인 codanā란 무엇인가? 브하샤는 행

동을 야기시키는 말(kriyā-pravartaka-vacana)을 codanā라고 정의하고

있다.16) 행동을 야기시키는 말이란 곧 명령적인 말이다. 그래서 coda

nā를 ‘명령’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샤바라는 브하샤에서 codanā
와 관련하여 laukika-vacana(世間的 언어)와 Veda-vacana를, 그리고 p
uruṣa-vacana(인간의 언어)와 Veda-vacana를 대립시키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codanā란 세간적, 인간적 언어에 대한 베다의 말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망사는 베다의 말을 크게 vidhi(명령,injunction)와 arthavāda(釋義, e
xplanation)의 둘로 나누는데, arhatvāda는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vidhi

를 설명하고 찬양함으로써 vidhi가 명하는 행위가 잘 수행되도록 돕

는 말이므로 vidhi가 직접적으로 행동을 야기시킨다면 arthavāda도

간접적으로 역시 행동에 관련된 말이다. 그러므로 vidhi나 arthavāda

나 모두 codanā, 즉 행동을 야기시키는 말이므로 Veda의 말 전체가

codanā로 대표된다.17)

이상을 종합하면 ‘S.2’는 ‘베다에 의해 지시되는 이로운 것(가치있는

것)이 다르마이다’ 라는 뜻이 된다. artha가 다르마의 가치론적 측면

이라면 codanā(=베다)는 다르마의 인식론적 측면이다. artha는 codanā

에 의해 인식된 것 가운데서 anartha를 다르마의 범주에서 배제한다

면, codanā-lakṣaṇa는 artha 가운데서도 오직 베다에 의해서 지시되

는 것만을 다르마라고 한정함으로써 베다 외의 다른 인식수단(pramāṇ

a)에 의해서 인식되는 artha 즉 kāma 나 artha(재물)를 다르마에서 배

제시켜준다.

그런데 베다가 행동을 야기시키는 말이고 그에 의해 지시되는 것

이 다르마라면, 다르마는 바로 까르마에 다름없다. 다르마는 정적인

15) Lakṣyate yena tal-lakṣaṇam bhūmo lakṣaṇam-agner-iti hi vadanti. (S.

1. Śbh, p. 14)

16) Codaneti kriyāyāḥ pravartakaṁ vacanam-āhuḥ (S.2. Śbh, p. 14)

17) Francis X. D'sa, Śabda-prāmāṇyam in Śabara and Kumārila(Vien-n
a, 1980), pp. 47-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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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아니라 śreyas-kara(善의 생성자)이다. ‘-kara’라는 표현은 kar

ma와 같은 어원 √kṛ(만들다. 행하다)이다. 다르마는 인간의 이상을 실

현시켜주는 행위이며 그것은 바로 제사행위(yāga)이다. 그러므로 제

사드리는 사람을 dhārmika라고 부른다는 것이다.18)

‘Niḥśreyasa와 결합시켜주는 것’이 다르마의 본질적, 가치론적 내

적의미라면 제사(yāga)는 다르마의 현상적, 외적 의미라고 하겠다. 그

러나 일차적 의미에서의 다르마란 감관에 나타나는 물리적 행동이

아니라 지각되지 않는 가능력(potenciality)이며 아뜨만이라는 내면적

차원에 속하는 것이다.

1) 베다외의 인식수단(pramāṇa)들
‘S.2’에서 베다가 다르마들 인식시켜주는 특성이라고 말했는데, ‘S.

3’은 어째서 베다만이 다르마의 인식원인(nimitta)인가? 다른 인식수단

은 없는가? 다른 인식수단은 왜 다르마의 인식수단이 될 수 없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S.4’는 베다외의 타 인식수단이 다르마의 인식도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세간적 인식수단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다른

인식수단의 토대가 되는 지각(pratyakṣa)은 감관과 대상이 접촉할 때,

다시말해서 대상이 감관에 現前해 있을 경우에만 인식을 일으킬 수
있다.19) 그런데 다르마는 미래에 속한 것으로서 감관으로 파악되는

객관적 대상이 아니다.20)

대상엔 이미 이루어져서 현존하는 대상(siddhārtha)과 미래에 이루

어질 대상(sādhyārtha)이 있다. 다르마는 이중에서 siddhārtha에 속한

다. 베다는 행동을 야기시키는 말(kriyā-pravartaka-vacana), 즉 명령(cod

anā)이며, 이미 실현된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앞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 명령이다. 다르마는 그러한 명

령의 대상이므로 감관과 접촉될 수 있는 현존하는 객관적 사물이 아

18) Yo hi gāgam-anutiṣṭhati taṁ dhārmika iti samācakṣate. ····· ity ‘yajati’

-śabda-vācyam-eva dharmaṁ samāmananti. (S.2. Śbh, pp. 20-21)

19) Satīndriyārtha saṁbandhe yā puruṣasya buddhi-jāyate tat-pratyakṣam.

(S.4. Śbh, p. 26)

20) Bhaviṣyaṁś-caiṣo' rtho na jñānakāle' stīti.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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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따라서 지각(pratyakṣa)은 다르마의 인식수단이 될 수 없다.

지각 외의 인식수단, 즉 추리(anumāna), 비교(upamāna) 요청(arthāpatt

i)은 모두 지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추리는 因(hetu=sādhana)에 대한

지각에 바탕하며 비교는 유사성(sādṛśya)의 지각에 근거한 인식수단이

다. 그러므로 ‘S.4’는 지각 하나만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것엔 다른

인식수단의 부적합성도 포함(암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지각과 지각에 근거한 인식방법의 부적합성은 밝혀

졌으므로 유일하게 남은 것은 codanā이다.

2) 聖言量의 정의와 그 근거
‘S.5’는 codanā-pramāṇa, 즉 pramāṇa로서의 베다의 말(śabda)을 정

의하고, 베다가 pramāṇa인 이유를 말하고 있다.

수뜨라의 첫 문구인 ‘Autpattikas-tu śabdasyārthena saṁbandhaḥ

’(언어와 대상의 영원한 관계)는 śabda(=veda)-pramāna의 정의이다. 베다

란 언어(śabda)로 이루어진 것이고, 언어에 의한 인식이란 곧 말의 의

미에 대한 인식(śabdārtha-jñāna)이다. 그런데 미망사에 있어서 언어와

대상 (혹은 의미)사이의 관계(saṁbandha)는, 니야야학파가 주장하듯이

이슈와라(主宰神)의 의지(Īśvara-saṁketa)에 의한 것이나 혹은 인간이

정한 약정(convention)이 아니라 본래부터 주어진 영원히 변치않는 관

계(autpattika-saṁbandha)이다. 샤바라는 ‘autpattika’(不生)을 ‘nitya’(常, 영
원)으로 해석한다.21) 生하지 않는 것은 멸할 수도 없으므로, 영원한

것이다. 그것은 본래 주어진 본질적, 自性的 관계(svabhāvika-saṁbandh
a)이다.

이것은 聲常住論(śabda-nityatva-vāda)을 다룬 ‘S.6-23’의 주제이지만
본 수뜨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망사

에 있어서 śabda(언어)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

로 언어라고 생각하는 말이 아니다. 생멸하는 말소리(dhvani) 그 배후

의 지각되지 않는 참다운 언어를 현현시키는 수단일 뿐이다. 그 참다

운 언어 śabda는 영원불변하고(nitya), 모든 곳에 遍在하는(sarvagata)
존재이다. 플라톤의 용어를 빌리면, śabda는 영원불변한 실재인 이데

21) Autpattika iti nityaṁ brūmaḥ. (S.5. Śbh,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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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dhavani는 그것의 그림자이고 모사이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

이 각각 다른 톤과 피치와 음색으로 ‘아’를 발음할 때, 그들이 모두

동일한 ‘아’로서 인식될 수 있다.

śabda가 영원하듯이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artha)도 영원하다고 한

다. 미망사에서 śabda(reference)가 가리키는 대상(the referent)이란 시공

에 한정되고 생멸하는 개체(vyakti)가 아니라, 개체 등이 공통적으로

수유한 보편성(ākṛti)이다. 미망사는 형상(form)을 뜻하는 ‘ākṛti’라는

말을 니야야·와이셰시까의 보편(sāmānya)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

다. ‘S.5’는 영원한 śabda와 artha사이의 관계도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śabda’는 곧 베다이고, ‘artha’는 다르마를

가리키며, ‘autpattika-saṁbandha’란 베다와 다르마사이에 영구적이

고 불가분적인 관계로서 바꾸어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곧 베다와

다르마사이의 영구적 관계가 다르마 인식의 근거(pramāṇa)라는 의미

이다.

미망사에 따르면 베다는 초감각적인 다르마의 차원에서 눈(cakṣur-

indriya)과 같고, śabda(=veda)-pramāṇa는 다르마의 차원에서의 pratya

kṣa-pramāṇa(現量)에 상당한다. pratyakṣa-pramāṇa를 ‘indriyārtha-s

aṇnikarṣa’라고 정의하듯이, 수뜨라는 codanā-pramāṇa(nimitta)를 ‘śab

dārtha-autpattika-saṁbandha’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복해서 하자면

베다(=śabda)와 다르마(=artha)사이의 영구적, 본연적 관계(=autpattika-sa

ṁbandha)가 다르마 인식(jñāna)의 근거, 원인(nimitta), 즉 聖言量(śabda-p
ramāṇa)이다.22)

수뜨라는 이어서 그것은 곧 upadeśa(교설)즉 ‘하늘을 욕망하는 자

는 아그니호뜨라祭를 드려야 한다’라는 따위의 vidhi (명령)을 특징으
로 하는 말의 발설(uccāraṇa), 즉 언표이며, 그로부터 결과된 인식은

후에 다른 인식에 의해 ‘그것은 실재와 다르다’라는 식으로 파기될

수 없기(na viparyeti) 때문에 그릇된 것일 수 없다(avyatireka,무오류)고

말한다.

22) Autpattikaḥ śabdasyārthena saṁbandhas-tasyādi-lakṣaṇasya dharmasy

a nimittaṁ pratyakṣādibhir-anavagatasya. (S.5. Śbh, pp.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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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codanā가 초감각적 대상(=다르마)에 대한 pramāṇa인가?

위에서 codanā-nimitta(pramāṇa)의 의미를 규정했고, codanā가 다르

마에 대한 틀림없는 인식의 근거하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

인가? 이에 대한 답이 ‘anapekṣatva’(비의존성, 自立性)이다. 베다의 말
을 근거(pramāṇa)로 한 인식은 그 타당성(prāmāṇya, 진리성)을 확인(verif

ication) 하기 위해 다른 인식(pratyayāntara)이나 다른 사람(puruṣāntara)

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23) 이 ‘anapekṣatva’는 미망사학파

의 베다=聖言量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지금까지의 결론이자, 핵심

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autpattika-saṁbandha’와 관련해서 베다의 영원성(śabda-nityatva)

을 언급했지만, 미망사에 따르면 베다는 니야야학파의 주장처럼 이

쉬와라의 창작도 아니고 르시와 같은 인간의 창작도 아니다. 베다는

신이건 인간이건 그것을 만든 주체 혹은 저자(puruṣa)가 없다.(Veda-ap

uruṣeya)는 것이다. 만들어진 것, 원인을 가진 것은 언젠가는 소멸하

고 변하는 것(anitya)이지만 베다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는 것이므로 영원하다.

베다의 절대적 권위를 옹호하기 위한 미망사 특유의 도그마는 이

상의 śabda-nitya(聲常住), Vedāpauruṣeya(無作者性)와 더불어 베다의

自立妥當性(svataḥ-pramāṇya, 自明性)이론이다. 미망사에 따르면 베다적

진리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식은 의심없이(asaṁdigdha), 확실감(niś

caya)을 동반하며 후에 다른 인식에 의해 뒤바뀌지 않는 한, 인식의

생성과 더불어 그 타당성도 동시에 일어나고(utpatti), 또 확인된다(jña

pti)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인식의 타당성은 인식 자체에 본유적(in

trisic validity)인데 대해 그것이 허위(apramāṇya, invalidity)라는 인식은

인식의 원인에 결함이 발견되거나, 혹은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

것은 그렇지 않고 저렇다’라는 이후의 새로운 인식에 의해 역전될 때

(viparyeti)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인식의 비타당성(오류)은 그 인식 바

깥의 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parataḥ-apramāṇya)는 것이다.

그런데 베다는 aparuṣeya즉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23) Na hy-evaṁ sati pratyayāntaram-apekṣitavyaṁ puruṣāntaraṁ vā' pi

(S.5. Śbh, pp.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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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또 베다가 대상으로 하는 다르마란 초

감각적이므로 감각을 바탕으로 삼는 나머지의 다른 인식방법에 의해

검증될 수도(verfy), 반증될 수도(falsify)없다. 더구나 베다(=śabda)는 다

르마(=artha)와 본유적, 自性的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autpattika-saṁba
ndha), 연기가 불을 인식시켜주듯이 베다는 다르마를 알려줄 수밖에

없다. 베다는 인간에 의존하지도 않고, 타 인식수단에 의존하지도 않

으므로 그로부터 일어난 인식의 자립적 타당성을 뒤엎을 외적 근거

가 없다. 다시말해서 베다는 그 자체외의 다른 것에 의해 자립적, 비

의존적이므로(anapekṣarvāṭ) 다르마라는 타인식수단으로 인식되지 않

고 대상에 대한 유일한 pramāṇa라고 수뜨라는 말하고 있다.

3) 베다의 말과 인간의 말
샤바라는 ‘S.2’의 ‘codanā-lakṣaṇa’를 풀이하면서 ‘autpattika-saṁb

andha’라는 개념을 제하면 ‘S.5’에서 다룰 내용을 釋에서 미리 말했
다고 할 수 있다. 세간의 말(laukika-vacana), 혹은 인간의 말(puruṣa-vac

ana)과 codanā, 혹은 베다의 말(Veda-vacana)을 대비시켜 베다의 절대

적 무오류성을 변호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베다의 말은 감관에 바탕한 다른 인식수단으로 알 수 없는 대상을

인식시켜준다는 논주의 주장에 대해 논적은 베다의 말도 ‘강변에 과

일이 있다’는 세간의 말처럼 허위(atathābhūtārtha, 대상에 일치하지 않는

것, 비진실)를 말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에 대해 논주는 ‘베다가 허

위를 말한다’(Bravīti vitatham)라는 진술의 모순성을 지적한다.

‘베다가 말한다’라는 말은 초감각적인 다르마에 대해 인간을 깨우

쳐준다(avabodhayati). 인간을 깨우치는 動因(nimitta)이 된다는 뜻으로

서,24) 그것은 ‘사람이 말한다’는 경우와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이다.

‘강변에 과일이 있다’는 사람의 말의 경우는 ‘그곳에 가서 보니 과일

이 없더라’라는 다른 인식에 의해 반증(falsification)될 수 있으나, ‘아그

니호뜨라祭로부터 하늘이 성취된다’는 초감각적 대상에 대한 진술은
인간의 힘으로 검증할 수도 없지만, 또한 그것의 허위성을 증명할 다

24) Vipratisiddham-idam ucyate bravīti vitathaṁ ceti bravītyucyate' vabod

hayati-budhyamānasya nimittam bhavatīti. (S.5. Śbh,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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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인식수단이나 근거도 없다.25)

바른 인식이 되기 위해선 ① 과거에 이미 인식한 것의 기억이 아

니라 새로이 일어난 인식이어야 하고 ② 의심이 아닌 확실감(niścaya)

이 있어야 하며 ③ 대상에 일치하는 것(avitathā), 즉 나중에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다른 인식이나 다른 사람, 다른 장소나 상황에

의해 뒤바뀌지 않는 것(na viparyeti)이어야 한다. 그런데 ‘아그니호뜨

라祭로부터 하늘이 성취된다’는 것은 베다의 말에 의해 일어난 새로
운 인식이고, 베다의 말로부터 그말의 의미가 일단 깨우쳐졌을 땐 의

심이나 반증의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베다의 말은 허위일 수 없다.

반면 세간의 말은 감관의 영역에 속하는 대상에 대해 신뢰할만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만이 진실일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의 말이나 감관의 영역을 벗어난 대상에 대한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서 만들어낸 허구로서 진실이 아니다.26) 감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은

오직 베다의 말에 의해서만 알 수 있고, 그런 대상(=다르마)에 대한

인간의 말은 마치 선천성 맹인의 색깔에 대한 말처럼 타당성(praāmāṇ

ya)이 없다고 말한다.27)

샤바라는 다르마에 관한 인간의 말을 색깔에 대한 맹인의 말로 비

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 해석하면 감관의 영역에서 색깔을 인

식하는 눈(cakṣur-indriya)에 상당하는 것이 초감관적 영역에선 베다라

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눈이 색깔과의 접촉에 의해 다른 인식수단

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지각적 인식을 생성시켜주듯이, 베다

는 다르마와의 autpattika-saṁbandha에 의해 다른 인식수단에 의존

하지 않고, 직접적이고도 자명하게(pratyakṣa) 다르마의 인식을 생성시

킨다는 것이다.28)

25) Yo hi janitvā pradhvaṁsate naitad-evam-iti sa mithyā pratyayaḥ. Na

caiṣa kālāntare puruṣāntare' vasthāntare deśāntare vā viparyeti. Tasm

ad-avitathaḥ. (S.5. Śbh, p. 17)

26) Yattu laukikaṁ vacanaṁ tat-cet-pratyāyitāt-puruṣād-indriya viṣayaṁ

vā' vitatham-eva tat. Atha-apratyayitādanidriyaviṣayaṁ vā tātvatpuru

ṣabuddhi-prabhavam- apramāṇam. (S.2. Śbh, p. 17)

27) Naivaṁ-jātīyakeśv-artheṣu puruṣavacanaṁ prāmāṇyam-upeti jātyandh

ānām -iva vacanaṁ rūpaviśeṣeṣu. (S.2. Śbh, p. 18)

28) pratyakṣas-tu vedavacanena pratyayaḥ. (S.2. Śbh,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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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비록 마누와 같은 현인이 다르마에 대해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베다의 말처럼 직접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말에 근거한

‘이 사람은 ～에 대해 그렇게 알고 있다’(Evaṁ ayaṁ puruṣo veda). 라는

간접적인 인식이지만, 베다의 말이 일으키는 인식은 ‘이것은 그러하

다’(Evaṁ ayaṁ arthaḥ)라는 직접적인 인식이며, 사람이나 타 인식수단

에 의존하지 않는(anapekṣa)자립적 진리(svataḥ-prāmāṇya)이다.29)

이와같이 베다의 말과 인간의 말은 비록 둘다 ‘말’(vacana)이라고

불리우기는 하나 양자는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하기 때문에, 인간의 말

에 오류가 있으므로 베다의 말에도 오류가 있다는 공통성의 관찰(sā

mānyato-dṛṣṭa)에 의한 추리는 옳지 않다.30) 왜냐하면 베다의 말에 의

한 인식은 초감관적 다르마에 대한 pratyakṣa(독립적, 自明的 인식)이므
로 추리보다 우선적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맺는말

이상에서 미망사의 키워드인 ‘다르마’와 ‘베다’의 개념을 샤바라의

브하샤에 근거하여 불충분한대로 살펴보았다. 고대 힌두사회의 제
식주의적 세계관을 뒷받침해주는 학문으로서의 미망사 학파는 베다

의 절대적 권위를 합리적으로 변호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독창적

인 사상으로 인도철학의 발전에 적지 않게 기여도 하였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 바탕엔 여전히 미망사 특유의 신학적 도그마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제식주의의 근거인 베다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제식주의와 베다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둔 종교

가 바로 고대인도의 종교인 바라문교(Bārhmanism)이고 미망사학파는

바라문교의 성전해석학이다. 베다의 제의는 오늘날엔 거의 사장되어

버린 유물이나 다름없지만, 미망사에 의해 체계화된 베다문장의 해

29) Api ca pauruṣeyād-vacanād-evam-ayaṁ puruṣo vedeti bhavati pratya-

yo naivam-ayam-artha iti. (S.2. Śbh, p. 19)

30) Na hy-anyasya vitathabhāve' nyasya vaitathyaṁ bhavitum-arhati. An

-yatvād-eva. (S.2. Śbh,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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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원리는 베다 텍스트 뿐 아니라 다른 텍스트의 해석에도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망사와 불교를 간략히 대비해보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주목되는 점은 ‘다르마’에 대한 미망사와 불교

의 개념엔 커다란 차이가 있긴하나 그 두 체계의 각각에서 다르마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미망사에서 다르

마 인식의 원천이 베다의 말인데 대해 불교에서 다르마의 원천은 붇

다(Buddha)이다. 미망사에서 다르마를 실행하는 사람이 바라문(Brāhma

ṇa)이라면, 불교에선(초기 불교의 경우) 사문(Śrautpattika-saṁbandhamaṇa)

혹은 상가(Saṁgha)이다.

미망사에 있어서 다르마의 원천인 ‘베다’가 ‘알다’는 뜻의 어근 √vi

d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앎’, ‘지식’을 뜻한다면, 붇다(Buddha)라는 말

역시 ‘알다’라는 뜻의 어근 √buddha에서 파생된 과거수동 분사로서

‘깨친 자’라는 뜻이다. ‘베다가 말한다’는 것은 곧 베다가 다르마에 대

해 사람을 깨우쳐준다(avabodhayati), ‘깨우쳐주는 원인이 된다’(budhya-

mānasya nimittam bhavati)는 뜻이라고 샤바라는 말하고 있는데, 불교의

경우에도 ‘붇다가 설하신다’는 것은 곧 붇다가 다르마에 대해 사람을

깨우쳐준다, 붇다가 인간을 깨우쳐주는 원인이 된다고 바꾸어서 말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미망사에서 말하는 베다란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소리나 문자로 된 언어가 아니다. 소리나 문자는

영원불변하고 우주의 편만한 참다운 언어(śabda)를 현현시키는 수단

일 뿐이다. 우리가 듣고 읽을 수 있는 베다경전은 참다운 베다를 알

려주는 상징이고 기호로서 르시에 의해 들려진 것(śruti)이다. 그런 음

성이나 문자를 듣거나 읽고서 그 배후에 감추어진 참다운 베다의 언

어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미망사학파의 과제이다.

불교의 경우, 참다운 붇다는 육신을 가지고 잠시 살다 돌아간 화

신이 아니라 법신으로서, 그 붇다는 전 우주에 편만하고 영원불변한

존재이다. 그것은 곧 다르마의 본질(法性身)이며, 화신불의 언설을 기
록한 경전은 법신불로부터 흘러나온 것으로서 법신불을 현현시켜주

는 기호나 상징들이다. 그런 상징이나 기호를 읽거나 듣고서 그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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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숨은 법신의 모습을 알려는 것이 불경공부(=聞, 思)의 목적일 것이
다.

가시적인 베다성전의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참다운 베다의

내용인 다르마을 인식하며 인식된 다르마를 실행하여 내세에 Svarg

a에 도달하는 것이 미망사의 목적이라면, 불교의 경우는 불경을 배

우고(聞) 깊이 생각하여(思) 그 의미인 다르마를 알고, 더 나아가 실천
수행(修)함으로써 바로 금생에 열반 혹은 해탈을 이루는 것이 그 목
적이다. 이상의 대비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베다(=śabda) 붇다(=dharma-kāya)

↓ ↓

베다경전(가시적 언어) 불교경전(가시적 언어)

↑ ｜ ↑ ｜

(다르마 탐구) (다르마 인식) (聞,思) (다르마 인식)
｜ ↓ ｜ ↓

바 라 문 상 가

↓ ↓

修行의 실행 修
↓ ↓

하늘(혹은 至福) 열반(혹은 해탈)

미망사가 다르마라는 말을 중심에 두고 자기의 체계를 구축한 것

은 아마도 고대인도에서 번성해가는 불교세력에 위협을 느꼈던 바라

문들이 불교의 다르마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가정도 해볼 수 있

다. 한편 초기불전에서 기존 종교인 바라문교에 대해 주로 비판의 대

상으로 삼았던 것은 우빠니샤드의 아뜨만사상이라기 보다 바라문들

의 제식주의적 세계관이라고 보여진다. 그것은 도표에서 보이는 바

와같은 구조적 공통성에도 불고하고 바라문교와 불교의 목표는 매우

다르고 또 그에 이르는 방법도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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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Śābara-bhāṣya(Ⅰ.1.1-5)의 譯註

(S. 1) 미망사의 주제

Athāto dharma-jijñāsa

그리고서(atha), 그러므로(ataḥ) 다르마에 대한 탐문(dharma-jijñāsa)이 [뒤

따른다].

ⅰ. ‘그리고서’(atha)의 의미
Śbh: 세상에 잘 알려진 말은 수뜨라에서도 그와 동일한 의미로 해

석해야 한다. 이 [수뜨라] 의 의미는 다른 말의 보충(adhyāhāra)따위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안되며, 혹은 전문용어로서 해석해도 안된

다. 이들 [수뜨라] 는 그와같이 베다의 문장(veda-vākya)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베다의 문장을 설명하고, 다시 [수뜨라]

자체의 의미를 설명해야 하므로, 불필요하게 노력이 가중된다.

반론: 세상(loka)에서 ‘그리고서’(atha)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에 곧바로 계속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경우엔 이미 일

어난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있음으로써 그에 이어

다르마의 탐구가 가능하게 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것(‘그리고서’라는 말)은 [어떤 일 다음에 라는] 의미로서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답변: 그것은 바로 베다의 학습(Vedādhyayana)이다. 왜냐하면 그것(=

베다의 학습)이 있음으로써 저것(=다르마의 탐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론: 그렇지 않다. [베다의 학습 외의] 다른 행위의 직후에도 다르마

의 탐문은 가능하며, 베다의 학습 이전에도 가능하다.

답변: 그러나 스승(자이미니)께서는 다르마의 탐문과 연관하여 ‘그리

고서’라는 말을 사용했다. 다르마의 탐문은 베다의 학습없이는 불가

능하다. 어째서 그런가? 여기서(=미망사 수뜨라)에선 베다의 문장을

여러 가지로 검토(vicāra)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베다의 학습이 선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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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그렇다고 이 [수뜨라] 에서 베다의 학습 이전에 다르마를 탐문해선

안된다거나 [베다의 학습에] 곧바로 이어서 [다르마의 탐문을] 수행해야한

다고 규정짓고 있지는 않다. 이 한 문장이 베다의 학습 이전에 다르

마 탐구를 금지하는 것과 또 [베다 학습에] 곧바로 이어서 [다르마 탐문

을] 수행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럴 경우( 한 문장

으로 여러 내용을 표현할 경우) 문장의 분열(vākya-bheda)이 일어나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서 베다의 학습 이전에 다르마의 탐구를 금지하는 것

이 하나의 문장이 되고, 곧바로 이어서 [다르마 탐구를 해야 한다고] 교

시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장이 되어야 한다. 즉, ‘베다를 학습한 후

에’라는 전자의 경우엔 ‘그후에 곧바로 이어서’와 연관되어 규정되지

만, 후자의 경우엔 반대[형태의 문장] 이 된다. 의미가 하나일 경우엔

문장도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후에 (수뜨라 Ⅱ.ⅰ.46에서) 밝혀

질 것이다.

그런데, 베다를 이미 학습했을 때 [학생의 마음 속엔] 스승의 거처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과 동시에 [스승의 거처에 계속 머무

르면서] 베다의 문장을 검토(vicāra)해야 한다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른

다. 이 [수뜨라] 는 ‘[베다의 학습 후에] 스승의 거처를 떠나지 말라.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베다의 문장을 검토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미

를 교시(upadeśa)하고 있다.

반론: 그럴지라도 베다의 학습이 [다르마 탐구에] 선행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전에선] ‘베다를 학습한 후에 목욕해야

한다’(Vedamadhītya snāyāt)라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1) 그러므로

베다를 학습한 후에 목욕을 해야함에도 다르마의 탐구를 계속하는

것은 성전의 명령의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전의 명령을 범해선 안

되는 것이다.

답변: 그 반론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우리들은 차라

리 성전의 명령을 범하겠다. 만일 범하지 않는다면, 의미(artha, 목적)

를 가진 베다를 무의미(무목적)한 것으로 만들게 된다. 왜냐하면 베다

의 목적이 祭行을 깨우쳐주는 것(karma-avabodhana)이라는 것은 이미

1) Baudāyana Gṛhya Sūtram. Ⅳ.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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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행의 전문가(yājñika)들은 단지 베다의 학

습만으로부터 [다르마의 이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하지 않았다.

설사 성전에 그렇게 설했을 지라도, 그런 경우에 조차 ‘[제사의] 재

료, 준비, 보조적 행위의 경우에 있어 과보에 대한 가르침은 다른 것

(=제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적 설명(arthavāda, 釋義)으로 보아야
한다라고’2) [자이미니는] 보조적 설명에 관해 나중에 말할 것이다. 그

리고 [‘베다를 학습한 후에 목욕해야 한다’ 라는 문구에선] 베다를 공부한 사

람에 대해 곧바로 (anantaryam)목욕해야한다고 명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의] 경우에 ‘곧바로’(즉시)를 의미하는 어떤 단어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Vedam-adhīty’(베다를 학습하고 나서)에서] 접속

분사(ktvā)인 ‘-ya’는 단지 시간적인 선행을 가르치는 것이지 곧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고 직후에 계속되다는 뜻으

로 해석할 경우엔 베다 학습의 가시적 목적성(dṛṣṭārthatā)이 훼손될

것이다.3)

그렇다고 이 목욕이 비가시적 목적(adṛṣṭārtha)을 가지고 있다고 가

르치는 것은 아니며, 이차적 의미(lakṣaṇā)로써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한

다.4) 이차적 의미로 해석하면 ‘베다를 학습한 후에 목욕을 해야 한

다’ 라는 것은 베다를 학습하는 동안에 있어 목욕 따위를 금지하는

규칙(niyama)이 해제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 목욕이] 비가시적

목적성을 [갖는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승의 거처를 떠나선

안된다’는 [문구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5)

2) M.S. Ⅵ. ⅲ. 1.

3) 여기서 목욕한다는 것은 베다의 학습을 바치고 스승의 거처를 떠나기 전

에 마지막 목욕을 한다는 뜻이다. 그럴 경우 베다학습의 가시적 목적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목적(artha)엔 현세에 곧 이루어지는 목적(dṛṣṭārt

ha)과 내세에 이루어지므로 금생에는 볼 수 없는 목적(adṛṣṭātha)이 있는

데, 베다학습의 목적은 ‘다르마의 인식’이라는 가시적 목적이다.

4) 단어의 의미엔 문자적, 일차적 의미(śakti)와 비유적, 이차적 의미(lakṣaṇa)

의 두 가지가 있다. 문자적 의미로 해석하여 문장이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땐 이차적 의미에 의해 해석해야 한다.

5) 목욕 자체가 내세에 이루어질 결과(adṛṣṭārtha)를 가져올 다르마가 아니라

다만 베다학습 동안의 목욕의 금지라는 규칙이 해제되었음을 알리려는 의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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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먼저 베다의 학습을 마치고 나서 이어서 다르마에 대해

탐문해야한다는 것이 ‘그리고서’(atha)라는 말의 모든 의미이다. [그 밖

의] 다른 행위에 뒤이어 다르마 탐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지는 않

는다. 다만, 베다를 공부한 뒤에 서둘러서 [마지막] 목욕을 하지말고,

뒤이어서 다르마를 탐문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서’라는 말의 의미

이다.

ⅱ. ‘그러므로’(ataḥ)의 의미
‘그러므로’(ataḥ)라는 말은 이미 일어난 것을 가리키며, 근거(hetu,

因)를 뜻한다. 예를 들면, ‘이곳은 쾌적하고 음식이 풍부하다. 그러므
로 나는 이 나라에 산다’와 같다. 마찬가지로 이미 학습한 베다가 다

르마 탐구의 근거이다. [베다를 학습한 후에 스승의 거처를 떠나지 말고] 곧

이어서(anantaram) 다르마를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라는 말

이 뜻하는 것이다. 베다를 학습하지 않은 사람은 다르마를 [알기] 위

해 베다의 문장을 검토(vicāra)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즉 그

런 이유로 [베다 학습에] 곧 이어서 다르마를 알고자 원망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ataḥ)라는 말의 의미이다.6)

ⅲ. 다르마 탐구(dharma-jijñāsā)의 여러 측면
[복합어] ‘다르마 탐문’(dharmajijñāsa)이란 [풀이하면] ‘다르마에 대한

탐문’(dharmasya jijñāsā)이다. 탐문(jijñāsa) 이란 그것(다르마)에 대해 알

고자하는 욕망(jñātum icchā)이다.

그런데 다르마를 어떻게 탐문해야 하는가? ① 다르마란 무엇인

가? ② 그 특성(lakṣaṇa)은 무엇인가? ③ 그것의 성취수단(sādhana)은

무엇인가? ④ 그릇된 성취수단(sādhanābhāsa)은 무엇인가? ⑤ 목적(par

a)은 무엇인가? 라는 [다섯가지 문제로써 접근해야 한다].

그중에서 ① 다르마는 무엇이며, ② 그 특성은 무엇인가라는 [두

6) atha와 ataḥ라는 두 말로써 베다학습과 다르마의 탐구욕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atha가 베다의 학습 후에 이어서 다르마의 탐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시간적 전후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면, ataḥ는 이미 학습

한 베다를 근거(hetu)로하여 다르마을 탐문해야 한다는 베다학습과 다르

마 탐문사이의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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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는 ‘다르마란 베다의 말을 특성으로 갖는 이로운 것이다’ 라는

[두 번째] 수뜨라 하나로 답해지고 있다. ③ 그것의 성취수단은 무엇

이고, ④ 그릇된 성취수단은 무엇이며 ⑤ 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선 나머지 수뜨라들로 해명한다. [마지막 문제는 풀이하자면] 어떤 경우

에 [다르마가] 인간의 목적을 돕는 것(puruṣa-paratva)이 되며, 어떤 경우

에 인간이 [그것에] 종속적인 요소가 되는가 라는 [뜻이다].

이러한 주제들을 요약한 것이 바로 ‘그리고서, 그러므로 다르마에

대한 탐문이 [뒤따른다].’라는 수뜨라이다.7)

ⅳ. 다르마 탐구의 필요성
반론: 다르마는 잘 알려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았거나 [둘중의 하나]

일 것이다. 만일 그것이 잘 알려진 것이라면, 탐구할 필요가 없다. 반

대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면 더욱더 탐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다

르마의 탐구라는 주제는 무의미(무용)한 것이다.

답변: 반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르마에 관해 혹자는 이렇게

말하고 혹자는 저렇게 말하는 식으로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하다. 이

런 상황에서 다르마를 검토하지 않고 멋대로 이해하여 행동할 때 스

스로를 파괴하는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르마를 탐구해

야 한다.

실로 다르마란 인간을 至善(niḥśreyasa)과 결합시켜주는 것이라고

우리들은 주장한다.

[다음 수뜨라는] 다르마에 대해 말하고 있다.

(S. 2). 다르마의 개념

Codanālakṣaṇo' rtho dharmaḥ

7) ‘S.1’은 M.S 전체의 주제(pratipādya)와 목적(prayojana), 그리고 M.S라는
논서(śāstra=pratipādaka)와 주제의 관계(saṁbandha)가 시사되어 있다.

M.S의 주제는 dharma이고 그에 대한 탐문이 목적이다. 주제와 목적만을
표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M.S(=pratipādaka)와 주제(pratipādya)사이의

관계가 암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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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다의 말을 특성으로 갖는, 이로운 것(가치있는 것)이 다르마이다.

ⅰ. 다르마의 정의 
Śbh: 베다의 말(codanā) 이란 행동을 야기시키는 말(kriyā-pravartaka-

vacana)이다.8) 그것은 ‘나는 선생님의 명을 받고 행한다’(Ācārya-coditaḥ

karomi)라는 [일상적 어법에서도] 관찰된다. 특성(lakṣaṇa, =지시자) 이란 그

에 의해 [어떤 것이] 특징지워지는(지시되는) 것이다. [연기에 의해 불이 지

시될 때] 연기를 불의 특성(=지시자)이라고 말한다.9) 그것(=codanā)을 특

성으로 하는 (=지시자로 갖는) 이로운 것(=가치있는 것, 의미있는 것), 그것

이 인간을 至善과 결합시킨다(지선으로 이끈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베다의 말(codanā)은 과거나 현재, 미래의 것, 미세한 것, 감추어진

것, 멀리 떨어진 것과 같은 류의, 감관이나 [그에 바탕한] 다른 [인식수

단] 에 의해서 알 수 없는 대상(artha)을 인식시켜줄 수 있다.

ⅱ. 베다의 말과 인간의 말
반론: 베다의 말(codanā)도 ‘강변에 과일이 있다’라는 일상적(世間的)

말 (laukika-vacana)과 같이 실재와 다른 대상(tathābhūtārtha)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진실일 경우도 허위일 경우도 있다.

답변: ‘그것(=codanā)이 허위를 말한다’(Bravīti vitatham)라는 진술은

자기모순적이다. ‘[베다가] 말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인간에게 다르마에

대해] 깨우쳐준다(avabodhayati), 인간을 깨우쳐주는 원인(nimitta)이 된

다는 뜻이다. 어떤 원인(nimitta)이 있어서 [그에 의해] 깨우쳐질 때, 그

것이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So avabodhayati). 만일 베다의 말이 있어

8) codanā는 좁은 의미에선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명령이지만, 여기서

넒은 의미에서 베다의 말(Vedavacana)과 같은 뜻으로 쓰리고 있다. 미망

사에 따르면 모든 베다의 말은 행동을 야기시키는 말(kriyā-pravartaka-v

acana)이다. 직접적으로 행동을 야기시키는 말이 vidhi이고 간접적으로 행

동을 야기시키는 말이 arthavāca(의미의 설명, 釋義)이다.
9) 베다와 다르마의 관계를 연기와 불의 관계에 비유한 것은 매우 시사적인

것 같다. 마치 연기와 불 사이의 svabhāvika-saṁbandha(=vyāpti)에 바

탕하여 연기가 불의 존재를 인식시켜주는 표시(liṅga)혹은 因(hetu)가 되
듯이, 베다와 다르마 사이의 自性的 관계(autpattika-saṁbandha)에(S.5
참조) 바탕하여 베다는 다르마를 인식시키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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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로부터] ‘아그니호뜨라(火祭)로부터 하늘이 성취된다’ 라고 인식

될 때,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반증할 수

있겠는가)? 실재가 아닌 것(asatartha)에 대해 깨우쳐졌다는 말은 자기

모순적이다.

또, ‘하늘을 욕망하는 자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진술로부터

‘하늘이 이루어질까, 아닐까?’ 하는 의심(niścitam )이 일어날 수도 없

다. 이것(베다의 말)은 일단 확실하게 인식되고나면, 허위(mithyā)가 될

수 없다.

그릇된 인식(mithyā-pratyaya)이란 일어난 후에 ‘그것은 그렇지 않

다’ 라고 [바른 인식에 의해] 파기되는 것이다. 그런데 베다의 말은 다른

시간이나 다른 사람, 다른 상황, 혹은 다른 장소에서도 파기되지 않

는다(na viparyeti). 그러므로 [베다의 말은] 비진실이 아니다(avitathā).10)

그러나 세간적인 말(laukika-vacana)은 신빙성있는 사람으로부터 나

왔거나, 감관의 영역에 속하는 것(indriya-viṣaya)이면 진실이다. 그러

나 신빙성없는 사람으로부터 나왔거나 감관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이면, 그것은 우리의 주관이 만들어낸 것(puruṣa-buddhi-prabhava) 으

로서 인식수단(pramāṇa)이 아니다. 왜냐하면 감관의 영역을 넘어선 것

은 베다의 말에 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반론: [초감각적 대상(=다르마)에 관해 말하는 사람은 그 이전의] 다른 사람

의 말을 듣고 그에 대해 인식할 수도 있지 않은가?

답변: 그 다른 사람도 [초감각적 대상에 대해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신

빙성이 없다. 그러한 종류의 [초감각적인] 대상(artha)에 대한 인간의 말

(puruṣa-vacana)은, 선천적 맹인의 색깔에 대한 말과 같이 타당성(prānā

ṇya)이 없다.

반론: 물론 무지한 사람이 [다르마에 대해] 가르친다는 것은 부적절

하다. 그러나 마누(Manu)와 같은 현인들은 [다르마에 대해] 교설(upadeś

10) 이 부분은 바른 인식에 대한 미망사의 기준에 의해 베다의 말이 허위일

수 없음을 변호하고 있다. 바른 인식은 ① 과거의 인식의 기억이 아니라

pramāṇa에 의해 새로이 일어난 인식이며, ② 대상과 일치하는, 여실한

인식(tathābhūtārtha-jñāna)이며, ③ 의심이 없으며, ④ 다른 인식에 의해

파기되지 않는 것인데, codanā로부터 일어나는 인식은 그런 조건에 부합

되는 바른 인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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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을 베풀었다. 그러므로 인간이지만 [다르마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관찰로부터 ‘눈으로 색깔을 지각한다’고 [추리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다.11)

답변: [인간의 다르마에 대한] 교설은 미혹(vyāmoha)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만일 [그러한 교설에] 미혹(착오)이 없다면 그것은 베다로부터 나

온 것이다.

또한, 인간의 말로부터는 ‘이 사람은 그와같이(그에 대해) 알고 있

다’(Evam ayaṁ puruṣo veda.)라는 [간접적] 인식을 얻을 수는 있으나 [베

다의 말의 경우처럼] ‘이 사물은 그러하다’(Evam ayaṁ arthaḥ) 라는 [직접

적 인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실로 그가 누구이건 사람인 한 말로부터 획득된 인식은 허위일 수

있으나, 베다의 말(Vedavacana)은 그것의 오류성(mithyātva)을 증명할

어떠한 인식수단(pramāṇa)도 없다.

반론: ‘공통성의 관찰’(sāmānyato-dṛṣṭa)이라는 [추리에 의해 베다의 오류

가능성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서 인간의 말이 허위일 수 있음을 관찰

한 후에 [베다의 말도 인간의 말과 같이] 언어라는 점에선 같으므로 베다

도 허위일 수 있다고 추리하는 것이다.

답변: 그렇지 않다. [베다의 말과 인간의 말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

이다.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베다의 말

에도 오류가 있다고 추리할 수 없다. [비유하자면 비록 부모가 같을지라도]

데와다따가 피부빛이 검다고 해서 야갸다따도 반드시 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더욱이 [베다의 말도] 인간의 말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베다의 말

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추리는 [양자가 모두 ‘언어’(vacana,=śabda)라

고] 명칭됨(vyapadeśya)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베다의 말에 의한 인

식은 自明한 것(pratyakṣa, 직접적인 것)이다. 그리고 자명한 진리에 모

순되는 추리는 인식방법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베다의 말을 특성으로 갖는 (=베다의 말로 지시되는) 이로

11) 자신의 眼根은 지각되지 않으므로 안근이 색깔을 인식하는 것을 직접 알
수는 없지만, 타인의 모습에 대한 관찰을 통해 ‘눈으로 색깔을 지각한다’

고 추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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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것(가치있는 것, 바람직한 것)이 善의 생성자(śreyaskara)이다.

ⅲ. 다르마와 祭行(yajña)

반론: 그렇다면 善의 生成者(śreyaskara)를 탐구해야지 어째서 다르

마를 탐구한다고 말하는가?

답변: ‘다르마’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善의 生成者’이다. 어째서 그
런가? 세간에서도 제사(yāga)를 수행하는 사람을 다르미까(dhārmika)

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행위에 의해 호

칭된다. 예를 들면, [요리하는 사람을] 요리사(pācaka)라고 부르고, [자르

는 사람을] ‘자르는 자’(lāvaka)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인간을 저 至善(niḥśreyasa)과 결합시켜주는 것이 ‘다르마’라는 말의
의미이다. 세간에서 뿐 아니라 베다에서도 ‘신들은 제사를 지냈다.

그것이 최초의 다르마였다.’12)라고 말하듯이 ‘제사드린다’(yajati)는 것

이 곧 ‘다르마’의 의미이다.

ⅳ. 이로운 것(artha)과 해로운 것(anartha)

베다의 말은 이로운 것이나 해로운 것 모두를 지시해주는(lakṣaṇa,

특성짓는) 것이다. ‘이로운 것’(artha)이란 무엇인가? 소마祭(Jyotiṣṭoma)
따위처럼 至善(niḥśreyasa)으로 이끄는 것이다. ‘해로운 것’(anartha)이란
무엇인가? 매祭, 번개祭, 화살祭와 같이 惡(pratyavāya)으로 이끄는 것
이다. 수뜨라에선 해로운 것(anartha)을 다르마로 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로운 것’(artha)이라는 말을 명시했다.

반론: 어째서 그것들을 해로운 것이라고 하는가?

답변: 그것들은 傷害(hiṁs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해는 금지된

것(pratiṣiddha)이다.

반론: 그런데 어째서 해로운 곳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는가?

답변: 매祭 따위를 행해야한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상해를 욕망
하는 자에 있어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가르치긴 해도 [권장하지

12) ‘Yajñena yajñamayajanta devāḥ, tāni dharmāṇi prathamānyāsan.’ Ṛg-
Veda. Ⅹ.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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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는다].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 ‘주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매의 祭
를 지내야 한다’라고 말해도 ‘주문을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론: ① 다르마는 감관따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베다의 말을 특성

(지시자)으로 삼는다는 것과 ② 해로운 것이 아니라 이로운 것이 다르

마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하나의 수뜨라로 모두 말할 수 없다. 그럴 경

우 문장의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답변: [정상적으로 형성된] 문장으로부터 의미를 이해할 경우에는 그

렇다. 또 베다의 경우도 [그 원칙이 적용되지만] , 수뜨라의 경우엔 그렇

지 않다. 다른 소스로부터 얻어진 생각들에 대해 ‘이것은 그러한 뜻

이다’ 라고 [시사해주는 것이] 수뜨라이다. [다시 말해서 전체 생각의] 일부

만이 그에 의해 시사되므로(sūtryate) ‘수뜨라’라고 한다.

이 수뜨라의 경우엔 [codanā-lakṣaṇaḥ와 arthaḥ라는] 두 부분[의 의미가]

가 두 개로 분열된 문장 가운데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아니

면 ‘다르마란 이로우면서, 베다의 말을 특성으로 갖는 것이다’13)라는

식으로 하나의 의미를 갖는 [단일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

(S. 3) 다르마의 인식근거(문제의 제기)

Tasya nimitta-parīṣṭiḥ

그것(다르마)의 인식근거(nimitta)에 대해서 검토한다.

Śbh: 앞에서 베다의 말(codanā)이 다르마 인식의 근거(nimitta, 원인,

도구)라고 말했다. 그것은 다만 주장(pratijñā, 선언)뿐이었고 [그 이유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다르마 인식의] 근거에 대해 검토

할 것이다.

13) ‘codanā-lakṣaṇo artho dharmaḥ’는 ‘codanā-lakṣaṇo dharmaḥ’와 ‘artho d

harmaḥ’의 두 문장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도 있고, ‘arthasya sataś-codan

ālakṣaṇasya dharmatvam’의 한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dh

armatva가 주어이고 나머지는 술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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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다의 말만이 다르마의 인식원인인가, 아니면 다른 인식방법이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베다의 말을 특

성으로 갖는 이로운 것이 다르마이다’ 라는 [수뜨라의 의미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음 수뜨라에서 답한다.

(S. 4) 타 인식수단의 부적합성

Sat-saṁprayoge puruṣasyendriyāṇāṁ buddhi-janma

tat-pratyakṣam-animittaṁ vidyamānopalambhanatvāt.

[대상과] 감관의 접촉이 있을 때 인간에게 일어나는 인식이 지각이며, 그것

은 [다르마 인식의] 원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Śbh: [다르마 인식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먼저 지각(pratyakṣa)은 [다르마 인식의] 원인이 아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이와같은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즉, 감관과 대상이 결합할

때 사람에게 일어나는 인식이 지각이다. 그런데 [다르마라는] 대상은

미래에 속한것으로서, 인식하는 동안에 현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데 이것(지각)은 현재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지 현재 없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각은 [다르마 인식의] 원인이 아니다.

이 수뜨라는 인식(buddhi)이나 생성(janma), 혹은 [감관과 대상의] 접촉

(saṅnikarṣa), 이들 중 그 어느 것의 의미를 확정짓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다. 감관과 대상의 접촉이 있을 때 [지각이 일어나며],

접촉이 없을 때는 [지각도] 없다는 것만 확인시켜준다. 여러 가지 주

제에 대해 확정지으려고 할 땐 문장은 [여러 조각으로] 분열된다.

추리(anumāna), 비교(upamāna), 요청(arthāpatti)은 지각을 전제로 하므

로 역시 [다르마 인식의] 원인이 아니다(akāraṇa).

[그렇다고 다르마 인식의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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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5) 성언량의 정의와 근거

Autpattikas-tu śabdasyārthena saṁbandhas-tasya

jñānam-upadeśo' vyatirekaś-cārthe' nupalabdhe

tat-pramāṇam Bādarāyaṇasyānapekṣatvāt

언어와 의미(대상) 사이의 영구적 관계가 그것(다르마)의 인식 [근거] 이며,

敎說(upadeśa)이며, [실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바다라야나에 따르면 그

것(=베다의 말)이 [다른 인식수단으로] 인식되지 않는 대상(=다르마)에 대한

인식수단(pramāṇa)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Śbh: ‘생성되지 않는 것’(auptattika)이란 ‘변함없는’(nitya, 常)을 뜻한

다. [관계를 뜻하는] ‘bhāva’는 이차적 의미(lakṣaṇā)에 의해 생성된 것(ut

patti)이라고 부르지만, [베다의] 언어와 의미 사이의 ‘bhāva’ 즉 관계(sa

ṁbandha)는 불가분적(aviyukta)이며, [언어와 의미가 각각] 생성된 다음에

[외적 힘에 의해] 결합된 것이 아니다. 언어와 의미 사이의 불변적 관계

가 다르마의 인식원인(dharmasya-nimitta)이다. 그것은 지각 따위의 [다

른 인식수단] 으로는 인식되지 않으며, ‘아그니호뜨라’ 따위의 [codanā]

에 의해서 지시된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그것은 교설(upadeśa)이기 때문이다. 교설이란

[‘하늘을 욕망하는 자는 아그니호뜨라祭를 드려야 한다’와 같은 따위의 명령(vidhi)
에] 한정된 말의 발설(viśiṣṭa śabda-uccaraṇa)이다.

그리고 [베다의 말에 근거한] 인식엔 틀림이 없다(avyatireka). 왜냐하

면 그로부터 일어난 인식은 [후에 다른 인식에 의해] 뒤바뀌지 않기(na vi

paryeti) 때문이다. 그리고 [후에] 뒤바뀌지 않은 그러한 인식에 대해선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인식된 바대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것은 인식되지 않은 방식으로 존재한다.’ 혹은 ‘마음 속에 있는 것과

말로 나타난 것이 다를지 모른다.’ 혹은 ‘그와같은 말로부터 [동일한

대상에 대해] 그것은 있으면서 없다는 모순된 인식이 일어난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베다의 말은] 인식수단(pramāṇa) 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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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에] 의존하지 않기(anapekṣa) 때문이다. 그럴 경우(타에 의존하지 않

을) 경우엔 [진리성을 확립하기 위해] 다른 인식이나 다른 사람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바다라야나’라는 이름을 들어, 이 견해가 그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바다라야나를 공경하기 위함이지 그것이 우리의 견해임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