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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맘사 학파의 제사관

김 재천*1

*

미맘사 학파는 브라흐마나 시대의 祭式主義의 意義를 충실하게 연

구하고 繼承하고 있으므로 바라문敎의 정통파를 대표한다고 자처하

고 있다. 우파니샤드 시대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제사를 해탈의 도구

정도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미맘사 학파에서는 제사를 중시

하는 태도를 고수하였다. 그런데 소의 경전인 미맘사 수트라의 방대

하고 煩碎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 근본 취지에 대한 접근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1
더군다나 수트라에서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제사행

** 金載千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강사.

1) 12障(adhyāya), 60節(pāda), 2721句(sūtra), 890論題(adhikaraṇa) ; Mohan Lal

Sandal(trs.), Mīmāṁsā-sūtras of Jaimini, vol. 1(2nd ed. ; Delhi : Motilal
Banarsidass, 1980) pp. ⅷ-ⅸ. 이곳에는 2621句로 나와있으나 계산 잘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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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들은 오늘날 거의 소멸함으로써 합리주의적이고 물질만능적인 사

고에 젖은 현대인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

이다. 그러나 孔子가 “만약 누구든 하늘과 땅에 대한 제사의 뜻과 여

름과 가을에 지내는 조상들에 대한 제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만 한

다면, 그 나라에 평화와 질서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자기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쉬운 일이 될 것이다”
2
라

고 말하였듯이, 옛부터 내려오는 제사의 개인적 사회적 역할과 기능

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속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사로부터 具

現된다고 믿어지는 개인의 안녕과 행복은 그대로 가정과 사회의 건

전하고 조화롭고 역동적인 생활 모습으로 투영이 되기 때문이다.

미맘사 학파의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자이미니(Jaimini)의 Mīmāṁs

ā-sūtra에 대한 많은 주석서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쿠마릴

라(Kumarīla)나 프라바카라(Prabhākara) 이후의 주석서들은 제사 실행 자

체보다는 언어철학적인 면과 다른 학파들과의 형이상학적인 논의에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미맘사 학파 본연의 의도를 파악

하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맘사 수트라

와 이에 대한 最古의 주석서인 샤바라(Śabara)의 Bhāṣya에 한정하여

그들이 추구했던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Ⅰ. 제사와 dharma

1. dharma의 일반적 의미

다르마라는 말은 dhṛ(유지하다, 支持하다, 짊어지다)라는 어근에서 만들

보임.

2) 林語堂 著, 金學主 譯, 異敎徒에서 基督敎徒로(明文堂, 1988), p. 9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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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남성명사이다. 일반적으로 -man이나 -ma라는 접미어를 붙여

형성된 명사는 동작의 주체를 가리킨다.
3
그러므로 다르마의 말뜻은

원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단 우주적

의미와 도덕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리그베다에서는 dharman이라는 중성명사만이 보이고
4
dha

rma라는 남성명사는 보이지 않는다. dharma라는 형태는 아타르바베

다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다르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리그베다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ṛta
5
라는 용어의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한다. 양자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Agni) 祭儀를 지배하고, 법칙(order)의 빛나는 수호자이며, 당신

의 집에서 빛나고 계십니다.
6

리그베다의 첫머리는 祭火의 化身인 아그니神에 대한 찬가로 시작

하고 있다. 이것은 고대 아리안족들이 만든 베다와 불을 필수 요소로

하는 제사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ṛta’라는 말은 태양과 달 또는 계절의 변함없는 진행

과 같은 자연의 일정한 법칙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儀式(rite)의 일정한

과정과 도덕법칙(moral order= right)을 의미하기도 한다.
7
이것은 우주적

물리적 질서와 正義나 善이라는 도덕적 질서와 제사의 올바른 과정

3) 中村元, インド思想の諸問題(5th ed. ; 東京 : 春秋社, 1981), p. 177
4) 리그베다 Ⅰ. 160. 1 : Ⅴ. 26. 6 : Ⅴ. 63. 7 : Ⅶ. 89. 5 : Ⅹ. 90. 16 등에

나타난다.

5) 리그베다 Ⅰ. 1. 8 : Ⅰ. 160. 1 : Ⅳ. 51. 8 : Ⅴ. 63. 7 : Ⅹ. 34. 12 등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

6) rājantam adhvarāṇāṁ, gopām ṛtasya dīdivim, vardhamānaṁ sve dame.(Ṛg
Veda Ⅰ. 1. 8.)

7) 그 중에서 아그니神은 특히 제의적 의미의 ṛta의 수호자이고 Varuṇa神은

도덕적 의미의 ṛta의 수호자라고 한다. A. A. Macdonell, A Vedic Reader for
Students(8th ed. ; Madras :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p. 9 ; 그러나
베다의 다른 신들도 대부분 ‘ṛta의 수호자’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M.

Hiriyanna, Indian Conception of Values(Mysore : Kavyalaya, 1975), pp.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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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ṛta’라는 말 속에 함축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필연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ṛta와 dharman을 다음의 구절에서

는 함께 사용하고 있다.

ṛta의 두 수호자인 하늘과 땅은 만물에 유익하고 空界의 성자들의 지지

자입니다. 성스럽고 빛나는 태양(Sūrya)은 훌륭한 창조를 낳는 두 신성한

그릇(=하늘과 땅) 사이를 정해진 법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8

또 여기에 vrata
9
라는 용어를 더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오 Mitra와 Varuṇa여! 당신은 당신의 법칙(vrata)과 당신이 소유한 아

수라의 신비한 힘에 의해 당신의 법(dharman)을 수호하십니다. 당신은 ṛt

a에 의해 전세계를 지배하십니다. 당신은 저 멋진 마차인 태양을 하늘에

마련하십니다.
10

여기에서는 dharman과 vrata를 인간이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 신

이 만든 것으로 보고, ṛta는 그에 대한 상위 개념으로서 신과 인간이

모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다른 구절들

에서의 용법과 비교해보면 대체로 양자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연의 현상들이 擬人化되고 神格化되었다는 것은

자연의 물리적 현상들이 무의미하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

라 의도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즉 우주의 물리법칙들 자체가 인격

적인 신들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베다의 범신론적인 사유는

이후 인도의 모든 철학사상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신을 매개로 하여

자연의 법칙은 맹목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삶과 同

8) te hi dyāvā-pṛthivī viśvaśaṁbhuvā ṛtāvarī rajaso dhārayatkavī, sujanmanī

dhiṣaṇe antar īyate devo devī dharmaṇā sūriaḥ śuciḥ (Ṛg Veda Ⅰ. 160. 1.)

9) 명령이나 법칙을 뜻하며, 나아가 종교적 儀式․禁慾의 준수․苦行․戒․禁戒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10) dharmaṇā mitrā-varuṇā vipaśicatā vratā rakṣethe asurasya māyayā, ṛtena

viśvaṁ bhuvanaṁ vi rājathaḥ śūryamā dhatyo divi citryaṁ ratham (Ṛg
Veda Ⅴ. 6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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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圓 상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리그베다에서의 ṛta나 dharma

n의 개념은 그후 dharma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dharma’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또 하나의 개념은 ‘ṛṇa’라는 것이

다.
11
리그베다에서는 순수하게 ‘빚․負債’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으

나,
12
브라흐마나에서는 ‘사회적 의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

다.
13
즉 모든 아리안은 세 가지 의무를 실행해야 하는데, 첫째는 신

들에게 바칠 제사에 대한 적절한 배려이고, 둘째는 지혜와 종족의 문

화를 담고있는 베다의 학습이고, 셋째는 자손을 낳아 家系와 자신이

속한 종족을 존속시킨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신과 성인과 조상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한다.
14
이는 우주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

와 올바른 과정의 제사의 相應關係를 나타내는 ṛta라는 개념에 對社

會的 義務라는 개념을 덧붙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르마’라는

말은 ṛta와 ṛṇa를 합한 의미이면서 말뜻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다르마는 우파니샤드에 이르러 ‘진리(satya)’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15

… 실로 다르마는 진리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말하는 자는 다르마를 말

하는 것이고 다르마를 말하는 자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실로 양자는 같

은 것이다.
16

즉 진리라는 것은 객관적 우주의 理法이나 보편타당성을 지닌 인

11) M. Hiriyanna, Indian conception of Values(Mysore : Kavyalaya, 1975), pp.
151-152.

12) Ⅹ. 34. 10 ; Ⅹ. 127. 7

13) Taittīrīya Saṁhitā. 6. 3. 10. 5.

14) 마누법전에서는 이러한 의무의 충족이 인간의 첫째가는 목적이고, 그 이전에

mokṣa를 추구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다.(Ⅵ. 35-37)

15) ṛta와 satya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은 리그베다에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Ⅳ. 40이나 Ⅳ. 23에서는 ṛta를 ‘不滅의 實在’로서 唯一原因的 存在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Ⅹ. 190. 1에서는 양자를 같은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16) … yo vai sa dharmaḥ satyaṁ vai tat, tasmāt satyaṁ vadantam āhuḥ

dharmaṁ vadatīti, dharmaṁ vā vadantam satyaṁ vadatīti, etad hy evaitad

ubhayaṁ bhavati.(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Ⅰ.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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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人倫

的 合一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17

2. 미맘사 학파의 dharma의 의미와 제사

미맘사 학파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르마의 의미들 중

에서 특히 제사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맘사 수트라는 “그리고

서 그러므로 다르마에 대한 탐구가 (시작된다)”
18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이어서 “(베다의) 명령을 특성으로 하는 이로운 것이 다르마이

다”
19
라고 하여 다르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미맘사 학파는

다르마에 대한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베다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인간에게 유익하고 가치있는 것(artha)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artha는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들고 있는 네 가지 삶

의 가치인 kāma․artha․dharma․mokṣa 중의 artha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바로

다르마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베다의 명령이 지시하는 것

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세속적인 이익의 개념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다르마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샤바라는 1頌에 대한 주석에서 “다르마는 인간을 최고의 행복과

결합시킨다”
20
고 하고, 이어서 2頌의 주석에서는 “그것(=베다의 명령)을

특성으로 하는 이로운 것, 그것이 인간을 최고의 행복과 결합시킨

다”
21
거나, “(베다의) 명령을 특성으로 하는 이로운 것이 행복의 생성자

17) 中村元, 法(ダルマ)の觀念 , インド思想の諸問題(5th ed. ; 東京 : 春秋社,
1981), p. 187.

18) athāto dharma jijñāsa(M.S. Ⅰ. 1. 1.). 이하 번역과 해석은 李芝洙의

다르마와 베다에 대한 초기 미망사학파의 견해 , 印度哲學 第5輯 (서울 :
民族社, 1995)을 참조함.

19) conanālakṣaṇo 'rtho dharmaḥ.(M.S. Ⅰ. 1. 2.)

20) sa hi niḥśreyasena puruṣaṁ saṁyunakti-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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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2
또는 “인간을 최고의 행복과 결합시켜주는 것이 다르마라는

말의 의미이다”
23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誤謬가 있을 수 없는 베다

를 근거로 하고 인간의 ‘행복’을 매개로 하여 다르마와 아르타를 等値

관계로 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베다의 명령은 행동을

야기시키는 말이므로
24
다르마나 아르타도 또한 행위와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양자를 ‘행복의 생성자’라고 하고, 그러한 행

위의 구체적 모습이 바로 제사(yāga, yajña)이므로 제사를 행하는 자를

‘다르마의 실행자(dhārmika, 如法者)’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리그베다

에서 “신들은 제사로써 제사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것이 최초의 다

르마였다”
25
라고 하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미맘사 학파에서 다르마

란 곧 ‘제사’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는 것이다.

Ⅱ. 제사의 動機와 목적

1. 祭主의 자격

祭主의 자격을 논하기에 앞서 인도철학의 大主題가 되고 있는 自我

(ātman)에 대한 미맘사 학파의 생각은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미맘사 학파에서는 베다의 명령이 저 세상에서의 果

報를 약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肉身의 死後에도 그 과보를 받을 ‘自我’

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수트라에서

는 그러한 자아에 대한 언급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자아에

21) tayā yo lakṣyate so 'rtha puruṣaṁ niḥśreyasena saṁyunakti-iti.

22) tasmāc-codanā-lakṣaṇo 'rthaḥ śreyaskaraḥ.

23) tena yaḥ puruṣaṁ niḥśreyasena saṁyunakti sa dharma-śabdenocyate.

24) codaneti kriyāyāḥ pravartakaṁ vacanam-āhuḥ.

25) yajñena yajñam-ayajanta devāḥ, tāni dharmāṇi prathamānyāsan ….(Ⅹ. 90.

16.)



266 印度哲學 제6집

대한 형이상학적인 논의는 베단타 학파의 전공이므로 그곳에 맡기려

는 의도인 것으로 생각된다. 단지 “감각기관이 결합할 때 나타나는

인간의 인식이 感覺知覺이다.”
26
라는 말에서 ‘인간(puruṣa)’과 ‘인식(budd

hi)’과 ‘감각기관(indriya)’을 구분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미맘사 수트라 Ⅵ장에서는 주로 祭主의 신분과 자격의 문제를 다루

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제사를 행할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제사가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결과를 획득하기를 원하는 자라는

것이다.
27
다시 말하면 베다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 즉 果報에 대한

믿음과 그것에 대한 욕망을 갖는 것이 祭主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사 행위’ 자체가 주된 것인가, 아니면 과보에

대한 ‘욕망’이 주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8

가령 “하늘을 바라는 자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29
는 문장에서 ‘하

늘에 대한 욕망’과 ‘제사’는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인가. 즉 어느 것이

목적이고 어느 것이 수단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경전에서 명령하는

것이 하늘을 바라는 인간이 성취해야 하는 것으로서의 ‘제사’라고 한

다면, 그 제사는 다른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욕망을 가진’ 인간

만이 적절히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 경우에는 ‘제사’가 목적이

고 ‘하늘에 대한 욕망’은 그 목적에 대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만약

‘하늘을 바라는 인간’에게 명령하는 것이 그 바라는 것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면, 이렇게 바라는 것을 발생시키는 것은 ‘제사’에 의해 제한되

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바라는 것’이 목적

이 되고 ‘제사’는 그 목적에 대한 수단이 된다. 다시 말하면 전자의

입장은 “욕망이라는 수단에 의해 제사를 수행해야 한다”
30
는 것이 될

것이고, 후자의 입장은 “제사라는 수단에 의해 바라는 것을 발생시켜

26) satsaṁprayoge puruṣasya indriyāṇāṁ buddhijanma tat pratyakṣam….

(M.S.Ⅰ. 1. 4.)

27) Ganganatha Jha(trs.), Śabara-Bhāṣya, vol. 2(2nd ed. ; Baroda : Oriental
Institute, 1973), p. 964.

28) Ganganatha Jha, 앞의 책, pp. 964-971 참조.

29) svarga kāmo yajeta.

30) kāmena yāgam bhāva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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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31
는 것이 될 것이다.

미맘사 수트라에서는 “그러나 (제사 자체는) 수행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32
라고 하여 후자를

지지하고 있다. 즉 목적이 없는 행위는 있을 수 없으므로 제사는 인

간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의의를 갖는다는 것이

다. 또 위의 문장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늘이라는 실체가 아니라 인

간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실체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목적을 돕는 것인 반면에,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는 행복이라

는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행위의 목적인 행복은

제사의 수단일 수가 없고, 나아가 제사는 행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

이는 전혀 수행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祭主에게는 어떠한 의무가 있는가. “브라흐마나에게는 소마

祭와 지식의 습득과 자손의 번식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빚

과 관련하여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33
라고 하여 祭主의 세 가지

의무 사항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것은 Taittirīya Saṁhitā에 나오는

것으로, 브라흐마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빚을 지고 태어나는데

(6. 3. 10. 5) 첫째는 神에 대한 제사의 빚이고 둘째는 스승에 대한 공부

의 빚이며 셋째는 조상에 대한 자손의 빚이므로 이러한 빚들을 반드

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34
그런데 여기서 ‘브라흐마나’라고 한 것은

상위 세 카스트를 대표한 것일 뿐이고 그 계급에 한정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미맘사 학파에서 말하는 祭主는 동물이나

神이나 聖者들이 아니라
35
제사를 행할 능력과 자격을 가진 家長의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1) yāgena kāmam bhāvayet.

32) asādhakaṁ tu tādarthyāt.(M.S. Ⅵ. 1. 2.)

33) brāhmaṇasya tu soma-vidyā-prajam-ṛṇavākyena saṁyogāt.(M.S. Ⅵ. 2.

31.)

34) jāyamāno ha vai brāhmaṇastribhirṛṇavān jāyate, yajñena devebhyāḥ,

brahmacharyeṇa ṛṣibhyaḥ, prajayā pitṛbhyaḥ, sa vai tarhyanṛṇo bhavati

yadā yajvā brahmachārī prajāvān.

35) Ganganatha Jha, 앞의 책, p.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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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사의 동기와 목적

미맘사 수트라 Ⅳ장에서는 어떤 행위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무

엇인가 하는 제사의 동기(prayukti)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먼

저 제사를 ‘인간의 목적을 돕는 것(puruṣārtha)’과 ‘제사의 목적을 돕는

것(kratvartha)’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다. 전자는 (제사)행위 자체가

祭主가 바라는 果報를 성취시키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祭主가 바라

는 과보를 성취시키기 위해 어떤 제사의 완성을 도우려는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인간의 목적을 돕는 것’을 수트라에서는 “(puruṣārtha는) 인간의 행복

이 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욕망은 (어떤) 목적을 동반

하고 (인간의 목적은 행복과)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6
라

고 정의하고 있다. 즉 단순히 경전의 명령이 아니라 행복을 획득하려

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수행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을 돕는 것’이라

는 것인데, 여기에는 新․滿月祭와 같은 모든 주요 제사가 포함된다.

브하샤에서는 두 개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37
첫째는 “우유그릇 등

과 같은 것은 kratvartha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경전에

“가축을 원하는 자는 우유그릇에 물을 가져와야 한다”
38
는 문장이 있

는데, 그것은 인간의 행복이 따르는 것이므로 puruṣārtha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유그릇과 같은 자세한 항목들은 제사가 아니라 인

간이 바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명령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富의 획득은 puruṣārtha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브라흐마나는 제사의 집전과 가르침에 의한 보시에 의해, 크샤

트리야는 정복 등에 의해, 바이샤는 농업 등에 의해 富를 축적하는데,

이것을 인간의 목적을 돕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제사의 목

적을 돕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富의 획득은

36) yasminprītiḥ puruṣasya tasya lipsā 'rthalakṣaṇā 'vibhaktatvāt.(M.S. Ⅳ. 1.

2.)

37) Ganganatha Jha, 앞의 책, pp. 710-713.

38) godohanena paśukāmasya praṇayet.(Taittirīya Saṁhitā 2. 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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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인간의 행복에 대

한 욕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富가 있어야 육신이 유지되는 것이고

제사의 수행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富의 획득이 제사에 대한 베다의

명령 속에 포함될 필요는 없고, 그러한 명령이 없더라도 필요한 富가

있다면 제사는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또 富의 획득이 ‘제사의 목적

을 돕는 것’이라면, 그렇게 얻은 富는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

게 될 것이다. 즉 육신의 유지를 위해 富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죽을 것이므로 모든 제사는 종말을 고할 것이다. 인간의 목적은 행복

과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富의 획득은 ‘인간의 목적을 돕는

것’이다.

한편 ‘제사의 목적을 돕는 것’은 ‘인간의 목적을 돕는 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이에는 prayāja(주요 제사에 先行하는 보조 제사)와

같은 것이 속하며 그 자체로는 어떠한 果報도 낳지 않는다. 그래서

“재료와 장식과 행위와 관련한 果報의 언급은 권고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른 것의 목적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

다”
39
라고 하는 것이다. 즉 경전에서 재료와 장식과 (보조 제사) 행위에

대한 과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40
그것은 단지 주된 제사의 목적을

돕기 위해 권고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puruṣārtha와 kratvartha는 動機의 문제와 직접 관계가 있다. 전자

는 자체 안에 자신의 동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후자는 그것이 완성시

키려고 하거나 절차를 구성하는 그 특정한 행위 속에서 동기를 찾아

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라는 제사의 동기는 그대로 제사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

Ⅲ. 제사의 구분과 실천

39) dravya-saṁskāra-karmasu parārthatvāt-phalaśrutir-arthavādaḥ syāt.(M.S.

Ⅳ. 3. 1.)

40) Taittirīya Saṁhitā 3. 5. 7. 3 ; 6. 1. 1. 2 ; 2. 6. 2. 1,;2. 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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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사의 구분

제사행위는 ‘주요한 것’과 ‘보조적인 것’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41

즉 베다에서 명령하고 있는 제사를 그 성격에 따라 ‘주요 제사행위’

와 ‘보조 제사행위’의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전자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물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주요 제사

행위이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물체는 보조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42

라고 한다. 가령 ‘제사를 지내다(yajati)’나 ‘술을 붓다(juhoti)’와 같은 동

사로 표현되는 행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물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 아니므로 비가시적이고 초월적인 果報를 발생시키려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 즉 어떤 물체에 可視的인 결과를 낳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닐 때, 그것이 ‘주요 제사행위’라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

는 “구체적인 물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보조 제사행위이다. 왜냐하

면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물체가 주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43
라고 한

다. 가령 ‘가루로 만들다(pinaṣṭi)’나 ‘젖을 짜다(dogdhi)’와 같은 동사로

표현되는 행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물체를 만들려는 것이다. 즉 어

떤 물체에 可視的인 결과를 낳으려는 것이 목적일 때, 그것이 ‘보조

제사행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뒤의 항목에서 살펴볼 apūrva

의 생성에 대한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보조 제사행위’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데, 그것은 다음의 Ⅳ장부터 마지막의 Ⅻ장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여

러 주제들에 대한 연구는 이 “보조 제사행위’의 성질에 의존하고 있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보조적인 것은 그것이 다른 것의 목

적을 돕기 때문이다”
44
라고 다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브하

41) tāni dvaidhaṁ guṇa-pradhāna-bhūtāni.(M.S. Ⅱ. 1. 6.)

42) yairdravyaṁ na cikīrṣyate tāni pradhānabhūtāni dravyasya

guṇabhūtatvāt.(M.S. Ⅱ. 1. 7.)

43) yaistu dravyaṁ cikīrṣyate guṇastatra pratīyeta tasya

dravyapradhānatvāt.(M.S. Ⅱ. 1. 8.)

44) śeṣaḥ parārthatvāt.(M.S. Ⅲ.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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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전적으로 다른 것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을 ‘보조적인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직 주인을 위해 일할 목적으로 매매되는 노예나, 짐을 나르기 위해

매매되는 황소와 같은 것들이다. 여기서 주인이 노예나 황소에게 음

식을 주는 경우에도, ‘주인’을 다른 것을 돕는 ‘보조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단지 주인의 이익이 노예나

황소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보조적인 것’을 이루고 있는 항목들을 들고 있다.

먼저 바다리(Bādari)는 ①재료와 ②속성과 ③정화행위를 들고 있다.
45

①재료는 제사행위를 돕는 것이니, 그것 없이는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②속성은 지시된 특정한 재료를 구분하는 것이다. 제

사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한정된 재료이

어야 하므로 그러한 구분은 제사를 돕는 것이다. ③정화행위는 재료

를 어떤 목적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이것도 제사를 돕는 것이

다. 그런데 자이미니는 위의 세 가지에 ④행위와 ⑤결과와 ⑥행위자

를 덧붙이고 있다. ④행위는 결과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46
즉 제사

행위는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결과를 바라고 있는 사람을

위해 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명령이 되고 있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제사(행위)는 결과에 대해 ‘보조적인 것’이다. ⑤결과는

행위자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47
제사는 하늘이라는 결과를 바라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 즉 제사는 행위자가 그 결과를 즐길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수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는 그 자체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행위자를 위해서 제사로부터 발생이 되는 것이므로

또한 ‘보조적인 것’이다. ⑥행위자는 행위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48
가

령 행위자는 祭主의 키와 같아야 하는 udumbara나무 기둥을 재는 행

45) dravya-guṇa-saṁskāreṣu bādariḥ.(M.S. Ⅲ. 1. 3.)

46) karmāṇyapi jaiminiḥ phalārthatvāt.(M.S. Ⅲ. 1. 4.)

47) phalaṁ ca puruṣārthatvāt.(M.S. Ⅲ. 1. 5.)

48) puruṣaśca karmārthatvāt.(M.S. Ⅲ.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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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해서는 ‘보조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앞의 세 가지 즉

재료와 속성과 정화행위는 항상 제사에서 ‘보조적인 것’이고, 뒤의 세

가지 즉 행위와 결과와 행위자는 제사에서 상대적인 것이어서 ‘주요

한 것’과 ‘보조적인 것’의 양자를 함께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9

2. apūrva와 動詞

apūrva는 직역하면 ‘無前’이라는 뜻으로, 제사를 행하기 이전에는

없던 것이 제사를 행한 이후에 비로소 생기는 果報를 의미하고 일반

적으로 ‘不可見의 果報(invisible result)’라고 해석하고 있다.
50
그러므로

이것은 바이쉐시카 학파의 不可見力(adṛṣṭa)이나 불교의 無表色(avijñapti

rūpa) 등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潛在力이나 행위의 余力과 같은 영역

에 속하는 것이다.
5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쿠마릴라의 Tantra-vā

rttika에서 영혼의 문제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지만,
52
이곳에서는 샤

바라의 주석으로만 제한했다.

수트라에서는 “鼓舞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 후에 시작이 있다”
53

고 하여, apūrva라는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54
여기서 ‘codanā’는 앞의

다르마에 대한 정의에서 ‘베다의 명령’이라고 해석하였던 것으로, 브

49) Ganganatha Jha, 앞의 책, p. 340.

50) 木村日紀, 彌曼蹉學派に於ける BhāvanāとApūrvaとの關係 ,

印度學佛敎學硏究, 4-1 (1956). p. 258.
51) 針貝邦生, Apūrva覺え書(1) , 日本佛敎學會年譜, 42 (京都 : 平樂寺書店,
1977), p. 1.

52) Ganganatha Jha(trs.), Tantra-vārttika, vol. 1(2nd ed. ; Delhi : Sri Satguru
Publications, 1983), pp. 497-524.

53) codanā punar ārambhaḥ.(M.S. Ⅱ. 1. 5.)

54) 수트라에서의 이 용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Ⅰ. 2. 19와 Ⅱ. 2. 23에,

간접적인 지시는 Ⅱ. 1. 5와 Ⅸ. 1. 4-5 등에 보인다.

vidhir vā syād apūrvatvād vādamātraṁ hy anarthakam.(M.S. Ⅰ. 2. 19.)

guṇāś ca apūrva-saṁyoge vākyoḥ samatvāt.(M.S. Ⅱ. 2. 23.)

phaladevatayośca.(M.S. Ⅸ. 1. 4.)

na codanāto hi tādguṇayam.(M.S. Ⅸ. 1. 5.)



미맘사 학파의 제사관/ 김재천 273

하샤에서는 이것을 apūrva(transcendental potency)로서 설명하고 있다.

즉 베다의 명령이 곧 제사를 실행하게 하는 원인이고 그것이 바로 a

pūrva라는 것이다. 가령 “하늘을 바라는 자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와

같은 베다의 명령이 바로 apūrva와 같은 존재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제사행위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인데 만약 아

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 만다면 제사라는 原因의 소멸과 함께

하늘이라는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의 果報도 발생할 수 없게될 것이

다. 그러므로 제사행위는 하늘이라는 과보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

지속하면서 작용하는 어떤 힘 즉 apūrva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55
a

pūrva에 대한 위의 설명을 종합해 볼 때, 제사를 행하게 하는 베다의

命令이 곧 apūrva이고 또한 제사로부터 발생되는 果報가 apūrva이므

로 이는 제사의 원인과 결과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런데 단일한 제사에서는 하나의 과보로 이끄는 하나의 apūrva가

발생하지만 新․滿月祭(Darśa-Pūrṇamāsa)와 같이 많은 보조적인 제사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제사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에 대해 마다바(Mādhava)는 그의 Nyāyamālāvistara에서 다음과 같

이 네 가지 apūrva로 종합하고 있다.
56

⑴ phalāpūrva ; 직접 果報를 발생시키는, 과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⑵ samudāyāpūrva ; 新․滿月祭에서는 그믐날 행해지는 세 가지 주요

제사가 한 그룹을 형성하고, 보름날 행해지는 세 가지 주요 제사가 한 그

룹을 형성한다. 다른 시간에 행해지는 이들 각 그룹이 하나의 단일한 apūr

va를 발생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각 그룹은 자체의 다른 apūrva를 갖

게 된다. 이들 두 개의 apūrva는 최종적인 phalāpūrva를 만들기 위해 결

합하는데, 이 결합 이전의 각각의 apūrva를 samudāyāpūrva라고 하는 것

이다.

55) Ganganatha Jha(trs.), Śabara-Bhāṣya, vol. 1(2nd ed. ; Baroda : Oriental
Institute, 1973), p. 175.

56) Ganganatha Jha, 앞의 책, pp. 180-1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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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utpattyapūrva ; 위의 두 그룹의 제사에서, 각각의 세 가지 주요 제

사에서 발생된 각각의 apūrva를 가리킨다. 이들이 모여서 각 그룹의 samu

dāyāpūrva를 이루고, 그것들이 다시 결합하여 phalāpūrva가 되는 것이다.

⑷ aṅgāpūrva ; 각 그룹의 각각의 제사들은 또 수많은 보조적인 제사들

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도 각각 자체의 apūrva를 갖는다. 이들도 최종

적인 phalāpūrva의 발생을 돕는 것이다.

그러면 apūrva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표현하는 말은 베다의 명령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즉 apūrva는 행동을 의미하는 動

詞가 나타내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가, 아니면 실체와 속성을 의미하

는 名詞가 나타내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57
이에 대

해 수트라에서는 “행위를 의미하는 말(karma śabda, 즉 動詞)은 행동(bhāv

a)을 뜻한다. 이로부터 (果報인 apūrva의) 성취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 명

령이 되는 것은 이러한 사실 때문이다”
58
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yaj

eta(제사를 지내야 한다)’와 같이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果報를 성취시

키고자 하는 생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가령 ‘어떤 것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말은 ‘하늘에 대한 욕망’이라는 말과

결합할 때 ‘하늘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의미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동사로부터 果報의 實現(=성취)이라는 생각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동사가 제사․보시․공물붓기 등과 같은 특정

행위와 결합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것은 果報의 실현이니, ‘제사’ 등

의 말이 명령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동사가 apūrva를 생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베다의 동사 즉 ‘행

위를 의미하는 말’이 전부 행동(bhāva)을 명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59
또한 mantra에 ‘yajate’나 ‘dadāti’와 같은 동사가 나오더라도

“만뜨라는 제사가 실행되는 동안에만 기능을 하므로 단지 言說을 나

57) 우선 여기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발생되는 그런 행위를

하여야 한다’와 같은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 ; Ganganatha Jha, 앞의 책,

p. 169.

58) bhāvārthāḥ karmaśabdās tebhyaḥ kriyā pratīyetaiṣa hy artho

vidhīyate.(M.S. Ⅱ. 1. 1.)

59) Ganganatha Jha, 앞의 책, pp. 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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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낼 뿐이다”
60
라고 하여 베다의 명령(vidhi)과 차별을 두고 있다.

그리고 Jyotiṣṭoma祭와 관련하여 세 개의 동사가 함께 나오는 경

전이 있는데,
61
이런 경우에는 그 果報가 집합적으로 성취되는가 아니

면 개별적으로 성취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에 대해 수트라에

서는 “다른 말이 있는 곳에 다른 행위(=제사)가 있다. 왜냐하면 그 특

정한 갖춤 때문이다”
62
라고 말하고 있다. 가령 ‘보시’라는 행위는 그

특정의 보조적인 것들을 갖추게 되면 ‘제사’나 ‘공물붓기’라는 다른

행위들과 관련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yajeta(제사를 지내야 한다)’와

‘juhoti(불에 공물을 붓다)’와 ‘dadāti(보시하다)’라는 각각의 행동을 나타내

는 말에는 별개의 apūrva가 있다는 것이다. 또 경전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
63
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의 반복은 (행위들 사이의 차별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차별이 없으면 그 반복은 무의미할 것이기 때문이

다”
64
라고 하여 별개의 apūrva가 발생된다고 한다.

그런데 베다에서 명령하는 동사로부터 나온 모든 행동은 apūrva를

발생시킨다고 일단 주장하였지만 그에 대한 예외도 있다. 제사를 ‘주

요한 것’과 ‘보조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이 그것인데, 이는 Ⅱ장 이후

의 미맘사 수트라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關鍵이 되고 있다.
65
즉 그

러한 제사에 대한 구분은 바로 apūrva를 발생시키는가 아닌가에 따

른 것으로, yajati(제사지내다)․juhoti(공물을 붓다)․dadāti(주다) 등과 dog

dhi(우유를 짜다)․pinaṣṭi(가루로 만들다)․vilāpayati(녹이다) 등과 같이 非

可視的인 결과와 可視的인 결과의 발생과 관련된 동사의 성질에서 기

인하는 것이다.
66

이러한 개념들을 ‘bhāvanā(創造者, 産出者, 生成力)’라는 특수한 용어로

60) api vā prayogasāmarthyān mantro'bhidhānavācī syāt.(M.S. Ⅱ. 1. 31.)

61) jyotiṣṭoma somena yajeta dākṣiṇani juhoti hiranyamātre yāya

dadāti.(Śatapatha Brāhmaṇa 4. 3. 4. 21.)

62) śabdāntare karmabhedaḥ kṛta anubandhatvāt.(M.S. Ⅱ. 2. 1.)

63) 가령 samidho yajati tanūnapātam yajati iḍo yajati varhir yajati

svāhākāram yajati.(Taittirīya Saṁhitā 2. 6. 1. 1-2.)

64) ekasya evaṁ punaḥ śrutir aviśeṣād anarthakaṁ hi syāt.(M.S. Ⅱ. 2. 2.)

65) Ganganatha Jha, 앞의 책, p. 168과 336.

66) Ganganatha Jha, 앞의 책, pp. 18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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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사용하고 ‘apūrva’와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있는 곳은 쿠마릴

라의 Tantra-vārttika인데, 이곳에서는 bhāvanā를 제사를 실행하도록

하는 베다의 명령이 갖는 생성력을 의미하는 ‘śabdī bhāvanā(언어적 생

성력)’와 apūrva를 발생시키는 제사 자체의 생성력을 의미하는 ‘arthī

bhāvanā(실제적 생성력)’로 나누어 상세하게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67

Ⅳ. 제사의 意義

미맘사 학파에서는 베다의 제사에 대한 추호의 의심이나 회의없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한다. 그것은 베다의 진리성에 대한 전인격적

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맘사

학파는 그러한 종교적 믿음을 일상의 현실생활과 분리시켜서 생각하

고 있지 않다. 우파니샤드 이래로 현실을 ‘속박’으로 보는 것이 일반

적인 경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맘사 학파에서는 이에 맞서 ‘현실’

의 중요성과 궁극성을 역설하였다. 그들은 현실의 중심에 출가하지

않은 일반대중들을 두고 그들의 현실에서의 행복을 위해 出家者나 祭

官으로서의 바라문이나 神이 존재하게 하였다. 그것은 ‘다르마’라는

전래의 우주적․도덕적 理念을 수용하여 인간의 ‘최고 행복’과 결합

시킴으로써 그 개념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겉으로는 브라흐마나 시대의 바라문 계급을 정점으로 하는 형식적인

祭祀至上主義를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에 인간 중심적인 사

고를 함축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즉 그것은 해탈(mokṣa)과 법(dharma)

이라는 숭고한 理想과 이익(artha)과 즐거움(kāma)이라는 일상적 生活

을 일치시키려는 인도종교철학의 특징과도 잘 부합하고 있는 것이

67) M.S. Ⅰ. 2. 7과 Ⅱ. 1. 1에 대한 주석: Ganganatha Jha(trs.),

Tantra-vārttika, vol. 1(2nd ed. ; Delhi : Sri Satguru Publications, 1983), pp.
20 이하와 pp. 47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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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8
이것은 또한 베다에서 보듯이, 현실의 삶을 부정하고 解脫이라

는 이상을 지향하는 輪廻的 思考와 대비되는 現世救福的이고 現實肯

定的인 아리아人들의 사상을 계승한 것으로도 보여진다.
69

그러면 같은 베다를 신봉하면서도 祭祀儀式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

를 하였던 다른 학파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를 해

야할 것인가. 그것은 救援의 개념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우파니샤드의 신비주의적 梵我一如思想에서 구원이나

진리의 빛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엄격한 제사의식에서 근심을

덜고 재산의 증식과 자손의 번영을 기원하고 죽은 후에 하늘에 나기

를 기원하는 데서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인도

의 最高理想이라고 하는 해탈의 길은 너무나 멀고 요원하여 뭇중생들

이 받아들이거나 실행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더구나 자칫

하면 현실의 가치와 他者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독단의 길

로 잘못 들어설 수도 있다. 그러나 미맘사 학파에서는 세속의 중생들

을 대상으로 손에 잡힐 수 있는 구체적인 구원론을 제시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68) 元義範, 印度哲學思想(서울 : 集文堂, 1977), pp. 11-22 참조.
69) John M. Koller, “Karma and Dharma”, S. S. Rama Rao Pappu (ed.), The
Dimensions of Karma(Delhi : Chanakya Publications, 1987), pp. 249-266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