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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승석*1

*

1. 주체 개념의 分化

인도 철학에서 브라만(Brahman, 梵)과 아트만(Ātman, 我)은 각각 객관

세계와 주관 세계를 성립시키는 원리로서 탐구되어 왔었고, 이 둘의

무차별을 인식하는 데서 해탈을 찾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서

주관 세계, 특히 개인의 원리인 아트만에 대한 이해가 넓고 깊어짐에

따라 추구하는 이상 경지인 해탈도 더욱 심화된다. 리그 베다 이후
의 사상 전개에서, 브라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주로 아트만

을 다각도로 탐구하면서 이 아트만과 그 브라만과의 관계를 해명하

는 데 주력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아트만 개념은 ‘추상화’와 ‘구체화’라는 이중성

** 鄭承碩 :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인도철학 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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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니며, 인도 사상사에서 아트만 이해의 곤란한 문제도 여기서 기

인한다.
1
추상화는 아트만을 세계의 중성 원리이자 포괄적 원리인 브

라만과 동일시되는 원리로서 탐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아트만은

실체가 아닌 추상적 개념이다. 구체화는 아트만을 생명의 원리로서

파악하여, 생명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을 종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의 아트만은 윤회의 실제 주체로서 신체 유지의 핵심이 되는 구체적

개념이다. 상키야 철학에서 주로 거론하는 微細身(sūkṣmaśarīra)은 아트

만의 구체화 과정에서 탐구된 종합적 개념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2

일찍이 도이센(Deussen)은 아트만의 본질을 ‘순수한 주관의 원리로

서의 자아’라고 이해하고서, 브라마나 시대의 아트만의 용례를 ‘자기

가 아닌 것에 대한 자기’라는 의미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것은 소위

아트만 사상사의 일면이고,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측

면을 고려하지 않았음이 지적된다. 그 측면이란 곧 아트만이 ‘자기’로

서 곳곳에서 가리키는 내용이다. 아트만의 내용면에 주목할 때, 첫째

로 거론되는 기본적인 특색은 그 생명성이며, 생활의 주체인 점에 기

초한 둘째의 특색은 자기를 구성하는 요소들 상호의 연관성이다. 이

둘째 특색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숨 즉 프라나(prāṇa, 生氣)들과 신체

(śarīra)와의 종합으로서의 아트만이다.
3

아트만의 둘째 특색은 아트만과 프라나(생명 기능)와의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이 점에서 아트만에 대해 도이센과는 다른 관점을 지닌 올

덴베르크(Oldenberg)의 이해가 주목된다. 그는 브라마나 문헌에서의 아

트만과 프라나의 관계를 ‘병렬·총체·내재’라는 3단계로 정리했다.
4
여

1) 風間敏夫의 논문 ア-トマン思想史の問題點 (印度學佛敎學硏究, Vol. 17-2)은
이 점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우선 참고할 만하다.

2) 상키야 철학의 고전적 전거가 되는 Sāṁkhya-kārikā의 微細身을 고찰할 경우,
이 문헌의 저자는 “판차디카라나와 파탄잘리보다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윤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그의 접근이

종합적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평가된다. Pulinbihari

Chakravarti,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Sāṁkhya System of Thought

(2nd ed. ; New Delhi : Oriental Books Reprint Corporation, 1975), p. 296.

3) 風間, pp. 119 f. 참조.

4) 風間, p. 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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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아트만이 프라나에 內在하는 원리로 인식

된 점이다. 브라마나 문헌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거의 발

견할 수 없으나, 총체와 내재는 表裏의 관계이므로 이의 당연한 귀결

로서 그러한 인식을 예기 또는 유추할 수 있다.

프라나에 내재하는 아트만에 대한 인식은 우파니샤드 사상의 효시

로서 지목되는 유명한 샨딜리야(Śāṇḍilya)의 교설에서,
5
‘프라나를 신체

로 삼는’(prāṇa-śarīra) 아트만, 또는 ‘프라나의 아트만’(prāṇasyātmā)이라

는 표현으로 명백히 드러나 있다.

아트만을 브라만과 동일시하는 경우처럼, 그 예가 아트만보다 적

기는 하지만 프라나를 브라만과 동일시할 경우에는
6
아트만과 프라

나가 병렬 관계에 있으며, 이 둘은 개인의 생명과 정신을 총괄하는

동일한 원리로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아트만이 프라나에 내재한

다는 인식에서는 그 둘이 분화된다. 즉 아트만은 추상화의 방향으로,

프라나는 구체화의 방향으로 개념적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

고 이는 생명 원리로서의 아트만에 대한 인식이 프라나로 전이됨을

의미한다.

이 같은 개념의 분화를 프라나에 대한 언급을 예로 들어 이해할

수 있다. 古우파니샤드에서 프라나를 언급하는 내용을 분석하면, 프

라나는 다음과 같은 4종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7

①감각 기관의 주재자로서의 프라나.

②숨의 다섯 가지 기능, 즉 소위 5風의 통괄자로서의 프라나.

③예지 또는 인식 주체로서의 프라나.

④ “프라나는 브라만이다.”라는 명제처럼, 최고 실재로서의 프라나.

프라나에 대한 위와 같은 인식은 아트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

5) Chāndogya-upaniṣad, Ⅲ, 14.

6) 中祖一誠, ウパニシャッドにおける個人的主體について (PuruṣaとĀtman) ,

印度學佛敎學硏究, Vol. 9-2(1961), p. 169 참조.
7) 中祖一誠, ウパニシャッドの生氣說 , 印度學佛敎學硏究, Vol. 21-2(1973), p.
3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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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아트만이 프라나에 내재한다고 인식할 경우에 이 인식은,

아트만 개념이 위의 예에서 ‘③→④’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프라나 개

념이 ‘②→①’의 방향으로 나아감을 반영한다.

프라나는 이미 브라마나 문헌에서 감각 기관들의 주체 또는 통괄

자로서 인식되어 있다.
8
그리고 우파니샤드에 이르러 아트만은 제일

원인적인 추상 원리로서의 성격이 농후한 데 대해, 프라나는 그 자체

가 본래 갖추고 있는 감각 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항상 연루되어 있다.

프라나는 아트만과 대비할 경우, 생명 원리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한

개념이다.
9

인도 철학에서 아트만은 보편적인 주체 개념이다. 그런데 그 사고

의 추이를 더듬어 보면 주체 개념은 아트만으로부터 프라나로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프라나보다 더욱 구체적인 주체를 모색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육신 자체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프라

나의 종합은 신체이기도 하며, 신체와 프라나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다.”
10
이처럼 신체와 분리될 수 없는 주체이면서 생명 유지의 근간이

되는 원리를 탐구한 데서 등장한 것이 ‘미세한(sūkṣma) 신체(śarīra)’ 즉

微細身일 것이다. 이 미세신이 프라나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지만,
11
상키야 철학의 문헌인 육티 디피카(Yukti-

dīpikā)는 미세신이 프라나로부터 더욱 구체화한 주체 개념임을 입증

하고 있다.

미세신에 대한 육티 디피카의 언급은, 미세신이 특히 윤회와 관
련하여 이제까지 이루어진 주체 탐구의 인식을 망라한 개념임을 감

지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이 단서로부터

미세신 개념의 전개를 고찰함으로써, 주체 개념이 아트만과는 반대

방향으로 구체화하는 다양한 양상과 추이를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이

양상과 추이는 신비의 보자기로 감싸 두었던 윤회의 주체를 드러내

8) 같은 책.

9) 위의 책, p. 389 참조.

10) 風間, p. 1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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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윤회관에서 微細身 개념의 전개/ 정승석 283

어 실감으로 인식시키려는 탐구의 도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도정의 배후에는 언제나 해탈이 대기하고 있다.

2. 미세신의 구성 요소

상키야 학파의 주석서 중에서 가장 심도 있고 다양한 논의를 전개

하면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육티 디피카는 윤회의 주체로 거
론되는 微細身의 구성 요소들을 제시하는 데서 학파내의 다른 주요

주석서들과는 전혀 판이한 듯한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언표된 내용

만을 고려하면 그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큰 듯하여 육티 디피카의
사고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통설에 의하면 미세신은 18종의 요소로 구성된 윤회의 주체이다.

구체적으로는 覺 또는 大라고 불리는 (1)統覺(buddhi), (2)我慢(ahaṁkār

a), (3)意(manas), ‘눈·귀·코·혀·피부’라는 (4～8) 5종의 지각 기관(知根, budd

hīndriya), ‘발성기·손·발·배설기·생식기’라는 (9～13) 5종의 행위 기관(作根,

karmendriya), ‘소리·접촉·색깔·맛·향기’를 형성하는 물리적 요소인 (14～1

8) 5종의 미세 요소(唯, tanmātra)가 미세신을 형성한다. 또 구성 요소의

숫자를 최소화할 경우에는 金七十論의 경우처럼 覺·我慢에 5종의

미세 요소를 더한 7종의 요소, 또는 가우다파다 바쉬야(Gauḍapāda-b
hāṣya)의 경우처럼 覺·我慢·意에 5종의 미세 요소를 더한 8종의 요소가

미세신을 이룬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육티 디피카에서는 “여기서 미세한 것들이란 [신체의] 활

동에 의존하여 윤회하는 ‘8종의 프라나’(8風)이다.”
12
라고 정의하고 있

는 것이다. 쉽게 납득되지 않는 육티 디피카의 이 시각을 보다 면
12) tatra sūkṣmā nāma ceṣṭāśritaṁ prāṇāṣṭakaṁ saṁsarati.

ad. Sk 39. Yd, p.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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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히 검토해 보면, ‘8종의 프라나(生氣)’ 즉 8風이란 18종의 요소에서 5

唯를 5風
13
으로 바꾸었을 뿐이고, 나머지 ‘3종의 프라나’(3風)로 그 밖

의 13요소들을 포괄함으로써 5唯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이 그 8風

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14
이에 따라 육티 디피카에서

말하는 8風의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그것은 統覺, 我慢,

意, 5知根, 5作根, 5風이 된다.

그러나 5風을 미세신의 구성 요소로 열거하는 예가 학파내의 다른

주석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데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 번쇄할 정도의 衒學을 과시하는 육티 디피카가 무슨 근거로,
왜 통설에 개의치 않고 5風을 미세신의 구성 요소로 천명했는가?

이 의문을 푸는 단서는 우선 상키야 카리카(Sāṁkhya-kārikā) 자체
에서 “[모든] 감관에 공통하는 기능이 프라나 등의 다섯 가지 生氣[의

순환)이다.”
15
라고 언급한 데서 발견되며, 보다 포괄적으로는 고전 상

키야 학설이 정립되기 전까지 학파내에서 전변 원리들에 대해 개진

되어 온 다양한 견해, 더 소급하면 우파니샤드에서의 아트만에 대한

인식에서 발견된다. 다시 말하면 상키야 학설에서 미세신 개념의 추

이는 윤회의 주체에 대한 우파니샤드의 인식으로부터 유래하며, 그

과정에서 두 가지 계통의 思潮가 整合되면서 윤회의 주체에 대한 통

념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두 가지 계통

이란 윤회의 주체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프라나 즉 生氣를 중시하는

思潮와 5大의 최근접 원인인 ‘5종의 미세 요소’ 즉 5唯를 중시하는 思

潮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러한 사고의 추이가 불교측의 간다

르바(乾達婆) 개념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불교측에서는 윤회의 주

13) 호흡에 의해 체내에서 순환하는 기운을 5종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prāṇa(呼氣), apāna(下氣), samāna(等氣), udāna(上氣), vyāna(媒氣). 이는

아트만 개념의 前身으로 간주된 프라나를 5종으로 세분한 것이다. 흔히

‘프라나들’이라고 복수로 언급될 경우, 이것은 이 5종을 가리킨다.

14) 구체적인 내용은 졸고, 무아 윤회의 反불교적 예증 , 인도철학,
제5집(1995), p. 22 참조.

15) sāmānya-karaṇa-vṛttiḥ prāṇādyā vāyavaḥ pañca. Sk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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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中有 개념으로 정합되고, 고전 상키야 측에서는 18종의 요소로

구성되는 미세신 개념으로 정합되며, 양측의 사고가 육티 디피카에
서는 8風으로 구성되는 미세신 개념으로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잠정

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윤회의 주체에 대해 보다 정합된 견해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잠정적인 결론의 근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대비해 보자.

3. 相異한 진술의 相通한 인식

다음에 제시한 자료는 윤회의 주체와 연관되는 진술들인데, 이것

들은 숙고하지 않고 일독하더라도 모종의 상통하는 인식이 개입되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3-1. 브리하드 아란야카 우파니샤드(Bṛhad-āraṇyaka-upaniṣad)16

아래의 내용은 윤회의 주체 개념으로서는 가장 세련된 원초적 전

거로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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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 나아가 자신을 [다른 잎에] 머물게 하듯이, 이 아트만도 이 육신을 버

리고 無知를 떨쳐 버린 뒤 [다른 신체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가 자신을 [다른

신체에] 머물게 한다.(Ⅳ,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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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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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6) 아래 인용의 원문과 철학적 의의는 졸고, pp. 12 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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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3-2. 차라카 상히타(Caraka-saṁhitā)의 身體品(Śārīrasthāna)

아트만이 어떻게 한 신체로부터 다른 신체로 이동하는가라는 문제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트만의 윤회를 설명한다. 윤회의 주체에 대해

이후 개진된 다양한 견해들의 근원을 대체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해탈해 있지 않을 때, 아트만은 과거의] 업을 그 본성으로 지니기 때문에,

‘4종의 미세 요소’
17
를 동반하고 생각처럼 빠르게 [과거의 한] 신체로부터

[새로운 다른] 신체로 윤회한다. 神的인 통찰력이 없이 다른 감관으로는 그

것은 지각될 수 없다. 그것은 遍在하며 어떠한 신체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전능하며 어떠한 형태라도 취할 수 있다. 그는 정신적 요소이며 어

떠한 감각도 초월한다. 그것이 집착 등에 휘말리는 것은 그것이 사고 등과

결합하기 때문이다.(Ⅱ, 31-32)
18

중생의 신체에는 16유형의 요소가 있다. 그것들은 즙액(rasa), 아트만,

母, 父로부터 유래한다. 이들 네 가지 요소는 아트만을 동반하며, 아트만

자신은 이들에 의존하여 존재한다. 부모로부터의 요소들은 난자와 정자에

서 생긴다. 원소의 형태로 난자와 정자에 양분을 제공하는 것이 즙액이다.

(Ⅱ, 33-34)
19

17) 聲·觸·色·味·香이라는 5唯 중 聲을 제외한 4唯. 이는 물리적 요소로서의

地·水·火·風·空이라는 5大 중 空을 제외한 한 것이기도 하다. 상키야 철학의

전변설에 의하면, 空이라는 거친 요소는 聲이라는 미세 요소로부터

전개된다. 결과의 원인을 규명해 갈 때, 空은 행위의 결여를 의미하는

요소이므로, 여기서 4唯만을 언급하는 것은 空의 원인인 聲을 윤회의

원인에서 배제한 것이다. Cf. Cs, p. 361.

18) bhūtaiś caturbhiḥ sahitaḥ susūkṣmair manojavo deham upaiti dehāt /

karmātmakatvān na tu tasya dṛśyaṁ divyaṁ vinā darśanam asti rūpam //

sa sarvagaḥ sarvaśarīrabhṛcca sa viśvakarmā sa ca viśvarūpaḥ /

sa cetanādhātur atīndriyaśca sa nityayuk sānuśayaḥ sa eva// Cs, pp. 359 f.

19) rasātmamātāpitṛsaṁbhavāni bhūtāni vidyāddaśa ṣaṭ ca dehe /

catvāri tatrātmani saṁsthitāni sthitastathā''tmā ca caturṣuteṣu //

bhūtāni mātāpitṛsaṁbhavāni rajaśca śukraṁ ca vadanti garbhe /

āpyāyyate śukramasṛk ca bhūtairyaistāni bhūtāni rasodbhavā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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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과 융합하여 胎兒로 들어가는 네 가지 요소들은 業의 산물이다.

요소들의 지속적인 이주는 종자처럼 한 신체로부터 다른 신체로 윤회하는

아트만으로서 유지된다.(Ⅱ, 35)
20

[과거의] 업과 결합되어 있는 개인에게 신체와 마음은 전생의 신체와 마

음으로부터 각각 유래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형상과 지적 능력에서의 차

이는 라자스, 타마스, 업의 성질에 기인한다.(Ⅱ, 36)
21

아트만은 무상하고 극히 미세한 요소, 업의 결과, 의향과 思考, 我慢 등

의 다른 병적인 요인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Ⅱ, 37)
22

안에 있는 태아의 住處(=자궁)에 도달한, 정액과 혈액(난자)의 결합[체]에

지바(jīva=아트만)가 내려 앉아, 삿트바(=마나스)
23
가 [그 결합체와] 결합하면

그때 태아가 결과로서 생긴다.(Ⅲ, 3)
24

그것(생명의 주체, 지바)이 태아의 주처(자궁)에 잠입하여 정액과 혈액(난

자)의 양자와 결합하는 데 이르러, 受胎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생성한다. 실

로 [그] 태아 속에 아트만이라는 명칭이 있다.(Ⅲ, 8)
25

Cs, p. 360.

20) bhūtāni catvāri tu karmajāni yānyātmalīnāni viśanti garbham /

sa bījadharmā hyaparāparāṇi dehāntarāṇyātmani yāti yāti // Ibid.

21) rūpāddhi rūpaprabhavaḥ prasiddhiḥ karmātmakānāṁ manaso manastaḥ/

bhavanti ye tvākṛtibuddhibhedā rajastamastatra ca karma hetuḥ// Ibid.

22) atīndriyaistairatisūkṣmarūpairātmā kadācinna viyuktarūpaḥ /

na karmaṇā naiva manomatibhyāṁ na cāpyahaṇkāravikāradoṣaiḥ //

Cs, p. 361.

23) 차라카 상히타의 經品 (Sūtra-sthāna)에서는(Ⅷ, 4) manas를 sattva로도

칭하는 경우가 있고, 이 신체품 에서는(Ⅲ, 13) manas와 sattva가 명백히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예가 있다. 安達俊英, Vaiśeṣikasūtra 5. 2. 19と

Carakasaṁhitā 身體を巡り輪廻するア-トマン , 印度學佛敎學硏究, Vol.
40-2(1992), p. 994.

24) śukraśoṇitasaṁsargam antargarbhāśayagataṁ jīvo'vakrāmati

sattvasaṁprayogāt tadā garbho 'bhinirvartate. Cs, p. 366.

25) sa garbhāśayam anupraviśya śukraśoṇitābhyāṁ saṁyogam etya

garbhatvena janayatyātmā''tmānam, ātmasaṁjñā hi garbhe. Cs, p.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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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인용 자료에는 微細身이라는 용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의 아트만에 대한 언급에는 나중에 등장할 미세신 개념이 이

미 예기되어 있다. 특히 “아트만은 무상하고 극히 미세한 요소, 업의

결과, 의향과 思考, 我慢 등의 다른 병적인 요인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Ⅱ, 37)라는 서술에서, ‘아트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인’이란

미세신의 투박한 형태를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차
라카 상히타의 번역자들은 위에서 맨 먼저 제시한 자료(Ⅱ, 31-32)에
대해 “미세신이 아트만을 구성한다. 凡人의 눈으로는 統覺과 요소들

을 포함한 意를 볼 수 없다. 수행자(요기)가 神과 같은 통찰력으로만

그것을 볼 수 있다.”
26
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특수한 통찰

력이 없는 일반의 감관으로는 윤회의 주체인 아트만을 지각할 수 없

다고 말하는 데에는 그 주체가 미세하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

을 것이다.

한편 후대에 전개되는 미세신 개념에는 5唯를 중시하는 思潮가 반

영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의 자료들 중 첫째 구문에 등장하는 ‘4

종의 미세 요소’(4唯)는 그러한 사조의 시발일 것이다.

3-3. 육티 디피카

상키야 카리카 제39송27
을 해설하는 데서 육티 디피카는 윤회

의 주체에 대한 세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한다. 윤회의 주체에 대한

이 같은 사고가 있었음은 오직 이 문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는

또 윤회의 주체가 일찍이 불교 밖의 사상계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되

어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3-3-1. 판차디카라나(Pañcādhikaraṇa)의 견해

26) Cs, p. 361. 여기서 ‘統覺과 요소들을 포함한 意’란 미세신의 구성 요소들이다.

27) “미세한 것들과 父母에 의해 생긴 것들은 원소들에 의한 것들과 아울러

3종의 差別相일 것이다. 그들 중 미세한 것들은 恒常하고, 부모에 의해 생긴

것들은 사라져 간다.”(sūkṣmā mātāpitṛjāḥ saha prabhūtais tridhā viśeṣāḥ

syuḥ / sūkṣmās teṣāṁ niyatā, mātāpitṛjā nivartan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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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現身은 母와 父의 성교 시에 기관에 의해 정액과 혈액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胎兒(kalala: 특히 수태 직후의 태아) 등의 상태

에 의해 증대한다. 그러나 支分(手足)이 生長하고 관념을 얻어 모태로부터

의 출산을 통해 6종의 생식 성취를 향수할 때 法과 非法(선과 악)을 짓고,

그 힘에 의해 존속한다.
28

운반하는 微細身은 감관들의 보존과 취득이 가능한 것이고, 영원하고,

외적인 지나간 [신체]에 의해 은폐되거나 방기된다.
29

위의 자료에서는 ‘化現身’(vivarta-śarīra)이라는 특이한 개념이 윤회의

주체로 상정되어 있다. 즉 ‘화현신→혈액·정자→자궁→난자→태

아’의 과정으로 화현신은 재생의 주체가 된다. 후속하는 언급에 비추

어 보면, 화현신이란 미세신과 동일한 원리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

는다. 이 화현신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해설을 통

해 잘 이해할 수 있다.

化現身은 ‘統覺, 我慢, 意, 미세 요소’로 구성된 것이라고 상정됨이 분명

하다. 오직 매체의 차이가 푸루샤의 개별적인 인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

고, 이 매체를 화현신이라고 칭하는데, 이 화현신에는 감관이 추가로 통합

되어 있다.
30

따라서 화현신은 미세신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되며, ‘미세한 매

체’ 또는 ‘중간 신체’라고도 표현된다고 한다.
31

28) tāvadvaivarta śarīraṁ mātāpitṛsaṁsargakāle karaṇāviṣṭaṁ

śukraśoṇitamanupraviśati. tadanupraveśācca kalalādibhāvena vivardhate.

vyūḍhāvayavaṁ tūpalabdhapratyayaṁ māturudarātrissṛtya yau

dharmādharmau ṣaṭsiddhyupabhogakāle kṛtau tadvaśādavatiṣṭhate.

Yd, p. 293 f.

29) evamātivāhakaṁ sūkṣmaśarīramindriyāṇāṁ dhāraṇaprāpaṇasamartha

nityaṁ bāhyenā'pāyinā pariveṣṭyate parityajyate ca. Yd, p. 294.

30) Chakravarti, p. 289.

31) Ibid., p.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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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파탄잘리(Patañjali)의 견해

미세신은 [새로운 육신을] 성취할 때, 먼저 感官(감각의 세력)들을 종자의

장소(자궁)로 이끌고, 거기서 [이전] 행위의 잠재력을 통해 천상의 장소나

고통의 惡處 혹은 감각 기관으로 이끌고 나서 소멸한다. 그리고 거기서 어

떤 것은 業力으로 인해 잠재력에 묶인 자에게 발생되는데, 감관들을 종자

의 장소로 이끄는 이것 역시 소멸한다.
32

3-3-3.빈디야바신(Vindhyavāsin)의 견해

종자의 장소에서 편재하는 것으로부터 感官들의 변형이 출생이며, 그것

들을 버리는 것이 죽음이다. 그러므로 결코 미세신은 없다.
33

미세신이라는 중간 매체를 부정하는 빈디야바신의 견해는 매우 독

특하다.
34
이는 아마도 원인(편재하는 것)의 변형이 결과(감관)이며 원인

과 결과는 동질이라는 因中有果의 전변설을 원칙대로 따른 데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는 “我慢(ahaṁkāra)으로부터 직접 유래하

는 감관들은 당연히 편재하다. 그러므로 하나의 신체로부터 다른 신

체로 옮기는 감관들의 이동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
35
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감관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관건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아트만의 구체화가 감관에까지 이르렀음

32) Yd, p. 294. 이의 원문과 내재된 의미는 졸고, p. 25 참조.

33) vibhutvādindriyāṇāṁ bījadeśe vṛttyā janma, tattyāgo maraṇam.

tasmānnāsti sūkṣmaśarīram. Yd, p. 294.

34) 후대의 Kūmarila는 Ślokaivārttika에서(ātmavāda, 62) 빈디야바신이 ‘내부에
존재하는 신체’(antarābhavadeha) 즉 미세신을 부정한다는 사실만을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다. Cf. Chakravarti, pp. 141 f.

35) Ibid., p. 293. Chakravarti는 ‘편재하는 것’을 我慢이라고 파악했는데, 이는

상키야 철학의 전변설에서 원리 전개의 순서가 매우 다양했음을

고려하면(본론의 제4항 참조), 수긍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맥만으로

보면, 편재하는 것을 아트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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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경우의 감관은 흔히 말하는 감각 기관보다는

무형의 내적인 원리로서,
36
미세신과 직결되는 개념이거나 미세신의

일부이다.

3-4. 프라판차사라 탄트라(Prapañcasāra Tantra)

이 문헌에 표출되어 있는 샹카라(Śaṅkara)의 견해는 특히 베단타 학

파의 보편적 사고를 대변한다. 그가 언급하는 바의 핵심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이 그의 견해를 요약할 수 있다.
37

프라나(生氣)는 순수한 아트만과 결합된 아버지의 個我를 性交에서 정자

의 방출을 통해 자궁으로 보낸다.

3-5. 아바다나 샤타카(Avadāna-śataka)

불교측의 문헌에서는 이상에서 윤회의 주체로서 거론된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 윤회의 주체로서 통용된다. 간다르바(Gandharva)가

바로 그것인데, 이는 철학적 용어가 아니라 신의 명칭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간다르바는 리그 베다 이래의 힌두교의 신화에서 유명한
하위 신격으로서, 여러 가지 성격 중에서 특히 음악과 깊은 관계를

지닌다. 불교에서 철학적 사고의 통념을 개의치 않고 신의 명칭으로

써 윤회를 설명한 데에는, 정통 학계의 有我說을 의식한 불교 특유의

관점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간다르바에 대해 종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受

胎를 관장하는 신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輪廻 轉生의 주체로 보

는 해석이다.
38
이 둘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윤회와 관련하여 간다르

36) 필자는 파탄잘리의 견해에서도 동일하게 구사된 이 감관(indriya)이 감관의

기능적인 측면을 지목하고 있다고 이해하여, 이 감관을 ‘감각의 세력’이라고

해석한다.

37) Cf. Ibid., p. 292.

38) 奈良康明, 死後の世界 アヴァダ-ナ文學を中心として , 坂本 要(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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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는 아래의 자료로써 알 수 있다. 이것

은 아바다나 샤타카에서 기술하는 내용의 요지이다.

세간에서 전하는 대로 기원한다고 해서 아들이나 딸을 얻는 것이 아니

라, 受胎의 세 가지 상태(조건)가 갖추어질 때 아들이나 딸이 생긴다. 세 가

지 상태란 ①兩親의 화합, ②母親의 월경 주기가 적절함, ③간다르바가

도래함이다.
39

3-6. 밀린다 판하(Millinda-pañha)

밀린다 판하 중에서 서력 기원 이후에 성립된 것임이 거의 확실
하다고 간주되는 부분에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는 간다르바가

윤회 세계의 보편적인 주체로서 진전되어 있다.

간다르바(간닷바)가 어디엔가 있다가 그곳에 와서 卵生의 家系에 태어난

다면, 그때 그것은 卵生이 된다. … 어떠한 짐승이나 새도 수메루 산에 근

접하면 자신의 色을 잃고서 황금색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간다르

바가 어디엔가 있다가 와서 卵生의 胎에 머물면 고유한 自性을 잃고서 卵

生이 된다. …
40

이 내용은 아바다나 샤타카에서 언급한 ‘受胎의 세 가지 상태’

중 셋째인 ‘간다르바의 도래’를 부연하고 있는 듯하다. 즉 간다르

바의 도래를 출생의 네 가지 양태, 즉 4生(卵生·胎生·濕生·化生)에 적용하

고 있다.

3-7. 구사론의 世間品

地獄の世界(東京 : 溪水社, 1990), p. 214.
39) Avadāna-śataka, Ⅰ, 195, 10～196, 6. 奈良, p. 213 참조.

中部(Majjhima-nikāya)의 제38經과 제93經에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언급된다.

40) Millindpañho(PTS ed.), 128, 33 ff. 奈良, p. 214 재인용. 이하 胎生, 濕生,
化生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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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르바는 이제 아비달마 불교 특유의 사변으로 고찰되어 中有

개념과 연결된다. 有我論者들이 윤회의 주체를 탐구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사변에서 간다르바가 中有로 대치된 것이다.

[간다르바를 설하는 경전에서] “3종의 상태가 출현함으로써 母胎에서 자식

이 생긴다. 어머니가 월경 주기에 적절하게 있고, 부모가 애착하여 화합하

고, 간다르바가 도래하는 것이다.”라고 설하고 있는데, 이 간다르바란 中有

이외의 다른 무엇이겠는가?
41

“그것(中有)은 香을 먹는다.”(제14송) 바로 이 때문에 ‘간다르바’라고 칭한

다. ‘小福德’이라고 불리는 자는 나쁜 香을 먹는 자이고, ‘大福德’이라고 불

리는 자는 좋은 香을 먹는 자이다.
42

간다르바라고 칭하는 것은 香에 의해 가기 때문에 간다르바이고 香을

찾아 먹기 때문에 간다르바라고 칭한다는 의미이다. … 香을 먹기 위해 찾

아가기 때문에 간다르바이다.
43

윤회의 주체 문제를 취급하는 이상의 자료들에서 감지되는 공통

인식은 대체로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해 ‘胎兒로 들어가는 것’을

‘윤회의 주체’로 상정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사고의 근간이 되는

브리하드 아란야카 우파니샤드에는 태아 또는 종자 개념이 드러나
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아트만에 의한 윤회를 시사하고 있으며, 반면

에 불교측의 문헌에는 윤회 주체인 간다르바의 구성 요소에 대한 명

41) “trayāṇāṁ sthānānāṁ saṁmukhībhāvāt mātuḥ kukṣau

garbhasyāvakrāntirbhavati. mātā kalyā'pi bhavati ca. mātāpitarau raktau

bhavataḥ saṁnipatitau ca. gandharvaśca pratyupasthito bhavatī”ti.

antarābhavaṁ hitvā ko'nyo gandharvaḥ. Ak, p. 121.

42) sa gandhabhuk.(14) ata eva gandharva ityucyate. dhātūnāmanekārthatvāt.

hrasvatvaṁ śakandhukarkandhuvat. alpeśākhyastu durgandhāhāro

maheśākhyaḥ sugandhāhāraḥ. Ak, p. 125.

43) gandharva iti. yato gandha-gato gandharvaḥ. gandham arvati bhakṣayati

gandharva ity arthaḥ. … gandham arvati gacchati bhoktum iti gandharva

iti. Av, p.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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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니샤드의 아트만과 불교측

의 간다르바는 윤회의 주체를 상정하는 데서 각각 발단과 통념을 형

성한 듯하다. 그리고 미세신은 이 발단과 통념의 중간에서 그 주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려는 데서 성립한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힌두교 일반에서 음악과 관련된 신격인 간다르바가 불교에서 윤회

를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 등장한 점이 우선 의문의 대상이 된다.

힌두교 문헌에서는 간다르바를 윤회의 주체로 인식하는 예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44
힌두교의 전통에서 굳이 연관성

을 찾자면 그것이 일찍이 리그 베다에서 신혼 初夜의 신부를 신랑
에 앞서 가로채는 신으로 묘사된다는 점일 뿐이다.

45

그런데 구사론은 中有를 간다르바로 비유하면서 이 간다르바를

문법적 설명까지 동원하여 ‘香을 먹는 자’라고 규정한다. 윤회와 결부

하여 고려하면, 이 香은 업력 또는 잠세력을 의미하는 vāsanā(習氣 또

는 熏習)를 곧장 떠올리게 한다. 이 점에서 간다르바는 그 표현과 내용

의 양면에서 판차디카라나가 “선과 악을 짓고 그 힘에 의해 존속하

는” 것이라고 말하는 化現身(3-3-1)과 일치하며, 파탄잘리가 말하는 미

세신(3-3-2)과도 어느 정도 유사하다. 특히 판차디카라나의 화현신이

‘統覺, 我慢, 意, 미세 요소’로 구성된 것이라고 파악된 점에 비추어 보

면, 간다르바는 일단 상키야 철학의 미세신과 상통한다.

구사론의 세간품 에서는 意成, 求生, 食香, 中有, 起가 中有의 다

섯 가지 명칭임을 설명한다.

세존은 中有를 이러한 이름들로 부른다. 그것은 의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意成이라고 불린다. 정액과 피 등의 어떠한 외적인 것으로

부터 연유하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성을 바라는 성질의 것이기 때

문에 求生이다. 香을 먹기 때문에 간다르바(食香)이다. 발생을 향해 나아가

44) 奈良, p. 214.

45) 리그 베다의 婚姻歌에 의하면(Ⅹ, 40-41), 신부는 결혼한 첫날밤에 실제
신랑보다 먼저 세 신을 차례로 신랑으로 맞는다. 소마가 제일 먼저 신부를

차지하고 나서 간다르바에게 신부를 넘기고, 간다르바는 다시 신부를

아그니에게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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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일어남(起)이다.
46

그런데 이것들은 동일한 것의 다른 이름들이므로 간다르바(食香)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의향(意)으로부 이루어지

는것이기 때문에 意成이다.”라고 설명하는 데서는 브리하드 아란야
카 우파니샤드에서 언급하는 아트만(3-1), 즉 ‘인식(識)과 의향(意)과

生氣로 이루어진’ 아트만과 인식상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불교

의 5온설에서 주로 식별 작용을 지칭하는 識(vijñāna)이 점차 윤회의

주체인 양 상정되어 갔음
47
을 고려하면, 그 공통점은 더욱 현저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실상 고대의 인도 불교에서도 ‘識’ 또는 ‘識神’을

하나의 ‘영혼’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던 형적도 있다.”
48
라는 점

에서도, 결국 간다르바에 대한 인식은 우파니샤드의 아트만에서 유래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간다르바는 인도 일반에서 통용된 윤회관을 반영하여

윤회의 주체로서 整合된 개념이다. 불교측에서는 中有라는 형이상학

46) antarābhavo hyebhirabhidhānairukto bhagavatā. sa eva manonirjātatvāt

manomāya uktaḥ. śukraśoṇitādikaṁ kiṁcidvāhyamanupādāya bhāvāt.

saṁbhavaiṣaṇaśīlatvāt saṁbhavaiśī. gandharvaṇāt gandharvaḥ.

upapattyabhimukhatvādabhinirvṛttiḥ. Ak, p. 153. 中有의 명칭은 中有 자체를
포함해서 5종인데, 이에 대한 漢譯에서는 “두 세계(현세와 내세)의 중간에서

5온으로서 존재하기 때문”(二趣中間所有蘊故)이라고 中有에 대한 부연 설명을

삽입하고 있다. 一者意成. 從意生故. 非精血等所有外緣合所成故. 二者求生.

常喜尋察當生處故. 三者食香. 身資香食往生處故. 四者中有. 二趣中間所有蘊故.

五者名起. 對向當生暫時起故. 大正藏, Vol. 29, p. 55b.

47) 中村 元, 原始佛敎の思想, 上(東京 : 春秋社, 1970), pp. 260-3 참조. 나카무라
박사는 불교내에서 5온 중의 識을 아트만과 같은 원리로서의 윤회의 주체로

생각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기 시작했던 이유가, “개인 존재의 의식의

통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識의 기능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지

않을 수 없다.”(p. 261)는 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경전에서

識을 윤회의 주체인 양 생각하는 경향을 배척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그러한

경향이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다.(p. 262)

48) 奈良, p. 219. 이 형적을 현재의 남방 불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국의 불교도는 winjan이라는 영혼이 신체로부터 빠져 나감으로써 죽음이

발생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 winjan은 팔리 어 viññāna(識)에서 파생한

말임이 분명하다.(같은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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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 즉 비유로서 이 개념을 채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상의 자료에서 차라카 상히타는 윤회 주체로서의 아트
만 개념에 전혀 새로운 요소를 삽입한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즉 아

트만은 業과 의향(意)의 힘으로 ‘4종의 미세 요소’와 함께 윤회하며,

또 미세 요소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윤회의

주체로서 기능하는 기존의 아트만 개념에 ‘미세 요소’를 새롭게 강조

한 사고이다. 차라카 상히타의 이러한 사고 방식은 그 선후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고전 상키야 철학이 정립되지 않은 단

계의 학설에 여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4. 微細身 개념의 전개

상키야 카리카의 많은 주석서 중 육티 디피카를 제외한 모든
주석서들은 미세신을 구성하는 요소의 숫자에 대해서는 異見을 보일

지라도 미세신이 5종의 미세 요소, 즉 5唯를 반드시 내포한다고 간주

하는 데서는 일치한다. 심지어 3古註 중의 금칠십론이나 마타라
브릿티(Māṭhara-vṛtti)와 같은 주석서는 5唯 자체를 狹義의 미세신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런데 고전 상키야의 전변설이 정립한 원리 전개의 순서에서 5唯

가 11감관(意, 5知根, 5作根)과 병렬로 위치함으로써 인과상의 비중이 약

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전 학설로 정립되지 않은 단계

의 전변설을 소개하는 학파 안팎의 많은 문헌에 나타난 원리 전개의

순서를 비교 검토하면, 고전 상키야의 定說(상키야 카리카)은 그 다양
한 사고들을 정합한 것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하의 도

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리 전개의 과정에서 애초부터 5唯 또는

5大가 크게 중시되었다. 5唯는 지각 또는 의식으로 총칭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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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覺과 我慢)에 곧바로 후속해 있다. 5唯의 이 위치는 고전 학설에서

도 변함이 없다. 다만 다른 요소들과의 직렬성이나 병렬성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직렬로 배치할수록 초기의 사고를 반영한 것이며, 이는

차라카 상히타의 ‘미세 요소’에 대한 인식을 계승한 것이라고 간주
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도식은 문헌의 성립 순서와는 무관하게 내용에

입각하여 사고의 추이에 따라 배열한 것이다.
49

① 마하바라타(Mahābhārata) ⑴
5唯(色·聲·香·味·觸)

性(原質)⇒大(覺)⇒慢⇒5大⇒11根

② 마하바라타 ⑵
5大(空·風·火·水·地)⇒11根

自存神⇒大實在⇒慢⇒5唯(色·聲·香·味·觸)

③ 大般涅槃經
5大(地·水·火·風·空)⇒5唯(色·聲·香·味·觸)

性⇒大⇒慢⇒ 5知根(眼·耳·鼻·舌·身)
5業根(手·脚·口聲·男女二根)
心平等根

④ 大智度論
聲⇒空大⇒耳根
聲+觸⇒風大⇒身根

世性⇒覺(中陰識)⇒我⇒五種微塵(聲觸色味香)聲+觸+色⇒火大⇒眼根
聲+觸+色+味⇒水大⇒舌根
聲+觸+色+味+香⇒地大⇒鼻根

⑤ 百論

49) 이 도식의 전거에 대해서는 졸고, 佛敎가 언급하는 僧佉經에 대한
文獻學的 考察 에서 고찰한 바 있다. 韓國佛敎文化思想史, 卷下(伽山
李智冠스님 華甲紀念論叢 刊行委員會, 1992), pp. 806-26.



298 印度哲學 제6집

冥初(原質)⇒覺⇒我心⇒5微塵(唯)⇒5大⇒11根

⑥ 成唯識論述記 ⑴

自性⇒大(覺)⇒我執(我慢)⇒5唯⇒5大⇒11根

⑦ 성유식론술기 ⑵
5唯

自性⇒大(覺)⇒我執(我慢)⇒5大⇒11根

⑧ 金七十論 ⑴
[5]大

自性(원질)⇒大(覺)⇒我慢⇒[5]唯⇒[11]根

⑨ 금칠십론 ⑵
11根

自性(원질)⇒大(覺)⇒我慢⇒5唯
5大

⑩ 상키야 카리카(Sāṁkhya-kārikā)
意

11根5知根(眼·耳·鼻·舌·皮膚)
原質⇒大(覺)⇒我慢⇒ 5作根(言語·手·足·排泄·生殖)
(世性) 5唯(聲·觸·色·味·香)⇒ 5大(空·風·火·水·地)

미세신의 구성 요소를 최소화한 경우(금칠십론), 覺·我慢·5唯라는 7
종을 열거하는 이유를 이상의 비교에서 납득할 수 있다. 미세신을 구

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우파니샤드에서 언급하는 아트만의 세 가

지 구성 요소, 즉 識·意·生氣와 대비를 이룬다. 상키야측은 아트만을

구성하는 生氣(프라나)를 5唯로 대체한 ‘미세신’이라는 윤회 주체를 상

정함으로써 物心 二元的인 사고를 드러냈다. 흔히 평하는 대로 상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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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철학의 物心 이원론이 우파니샤드 이래의 心(我) 一元的인 사고의

한계를 탈피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경우, 그 物과 心 중의 物은 바

로 이 5唯의 중시를 지목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타당하다. 즉 5

大라는 물질적 요소에 가장 근접한 요소로서의 5唯를 중시한 데서

인도 특유의 物心 이원론이 성립한다. 그리고 미세신의 구성 요소로

5唯를 중시한 것은 5唯가 불교의 5蘊 중 色蘊과 대응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50

이상과 같은 상키야의 전통을 고려할 때, 육티 디피카의 미세신
개념은 학파내의 전통을 무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문헌이 일

종의 資料源이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견해

를 섭렵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문헌의 미세신 개념은 그 다양한

견해에 대한 정합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 경우, 육티 디피카의 저자가 주목한 것은 아트만에 대한 우파
니샤드의 전통적 인식임이 분명하다. 즉 윤회 주체로서의 아트만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5종의 프라나를 중시한 것이다.
51
프라나 즉 生氣

는 생명력이자 동력이며,
52
특히 5종의 生氣는 애초에 의식 및 침투성

과 연계되었다. 예를 들어 프라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잘 드러나

있는 마이트리 우파니샤드에서 그 연계를 확인할 수 있다. 5종의

생기를 5風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나타나 있다. 아래의 내용은

해당 부분의 요점을 추린 것이다.

프라자파티가 많은 존재를 창조했으나 그것들에게 의식이 없음을 보고

서는 ‘그들에게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내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겠다.’라

고 결심했다. 그는 바람(風)과 같은 형태로 변신하여 그들 속으로 들어갔

다. 그러나 혼자서는 역부족이므로 자신을 다섯으로 분할하였다. 상승하는

50) 졸고, p. 23 참조.

51) 후기 베탄타의 주요 문헌인 Vedānta-sāra는 상키야 철학의 영향이 현저한
문헌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제61송 이하) ‘5知根, 覺, 意,

5作根, 5風’이라는 17종을 미세신의 구성 원리로 열거하여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육티 디피카와 거의 동일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우파니샤드의 전통에 대한 공감의 표출일 것이다.

52) 生氣의 동적인 기능은 샹카라의 견해에 잘 나타나 있다. 본론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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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呼氣(prāṇa), 하강하는 것이 下氣(apāna), 그 양자를 결합하여 유지하는

것이 媒氣(vyāna), 下氣로 방출하는 영양분으로서 四肢에서 전달되는 것이

等氣(samāna), 음식을 삼키거나 소화하는 것이 上氣(udāna)이다.
53

결국 5종의 생기는 의식과 생명을 유지하는 동력인 점에서 윤회

주체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일 것이다. 그런데 상키야 카리카에서는
그것이 감관에 공통하는 기능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미세신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기능이라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친다. 이에 대

해 육티 디피카는 이 생각을 우파니샤드 이래의 통념에 연계하여
강화함으로써 윤회 주체로서의 미세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도모한

듯하다. 생명성과 투과성을 특징으로 하는 간다르바 개념 역시 이러

한 미세신과는 同類이다.

이상의 검토에 의하면, 앞에서 제시한 자료에서(제3항의 1～7) 언급되

는 윤회의 주체(즉 아트만, 미세신, 화현신, 간다르바)는 차라카 상히타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프라나(生氣)를 중시하는 思潮에 속하는 것으

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위에서(제4항의 ①～⑨) 원리 전개의 순

서를 통해 검토한 미세신은 모두 윤회의 주체에 대해 5唯를 중시한

사조에 속한다. 후자의 주체 개념은 전자보다도 구체적이라는 데에

특색이 있다.

5. 윤회 주체 개념의 整合

상키야 학파내에서 전변 원리들의 순서가 다양한 것은 윤회 주체

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그 추이를 반영한다. 프라나를 중시하는 우파

니샤드 이래의 전통적 인식은 고전 상키야에 이르러 비정신적 요소

인 5唯를 보다 중시함으로써 윤회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도모

53) Maitrī-upaniṣad, Ⅱ, 6.



윤회관에서 微細身 개념의 전개/ 정승석 301

했다. 특히 18종의 요소로 성립되는 미세신 개념은 이 새로운 인식의

정합이며, 이는 불교에서 무아와 윤회의 상충이라는 문제를 中有를

제시함으로써 교리적으로 정합하려 했던 것과 상응하는 과정이다. 불

교측에서 간다르바는 中有 개념으로의 진전이 전제된 전통적 사고의

정합이다. 그리고 육티 디피카의 8風이라는 미세신은 양측의 정합
을 반영하고 있다.

윤회의 주체에 대한 두 계통의 사조는 서로 다른 사고 성향을 드

러낸다. 프라나를 중시하는 입장에는 이성적 사유에 의한 이론적 이

해보다는 권위로서 형성된 통념이나 인습을 반영하는 감성적 사고의

성향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5唯를 중시하는 입장은 실재하는 세

계의 변화 과정을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유로써 이해하려는 이성적

사고 성향을 드러낸다. 간다르바가 아닌 中有를 제시한 불교측의 입

장도 이 후자에 속한다. 윤회관에서 이 양자의 정합은 확연하게는 발

견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제시한 자료 중에서 그 정합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윤회의 주체에서 5唯를 중시하는 입장과 5風을 중시하는 입장의

整合을 유추할 경우, 주목할 만한 것은 육티 디피카에서 전언하는
파탄잘리의 견해(3-3-2)이다. 파탄잘리가 생각하는 미세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 파탄잘

리의 미세신은 5唯와 生氣들(5風)로 구성된 듯하다.”
54
라는 견해의 권

위를 수용한다면, 그러한 미세신은 5唯와 5風을 각각 중시했던 두 사

조의 정합일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육티 디피카의
미세신에는 5唯가 배제된 점을 고려하면, 파탄잘리의 미세신은 이보

다 진전된 정합이다. 또 파탄잘리가 미세신을 無常의 존재로 간주한

데서는 윤회의 주체에 대한 불교적 사고의 일면도 엿보인다.
55

위와 같은 이해의 가능성은 그 사실 여부보다는, 윤회의 주체에 대

한 다양한 사고를 정합의 대상으로 탐구함으로써 윤회관의 가치 혼

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54) Chakravarti, p. 292.

55) 이와 관련된 고찰은 졸고, pp. 24 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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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과 윤회라는 양면을 단일한 원리로써 이해하고자 할 때, 인도

의 철학은 불합리에 봉착한 것처럼 인지되기 쉽다. 인도의 고대 사상

가들도 이 난점을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동일한 원리를 추

상화와 구체화의 양면으로 이해하는 데서 그 난점의 해소를 기도하

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아트만이라는 주체 개념의 구체화는 곧 윤회를 성립시키는 주체를

제시하는 과정이며, 미세신 개념은 이 구체화의 종착에 해당한다. 아

트만을 이해하는 데는 “프라나 설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6
라는 지적

이 있다. 미세신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고려하면, 미세신 개념의 전

개와 그 의의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적을 이행하는 데 적합하

다고 생각된다. 미세신에는 프라나가 전제되어 있고, 주요한 심리적

감각적 기관들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아트만의 구

체화는 윤회의 담당 주체인 생명 원리, 즉 프라나(5風)를 거쳐, 미세

요소(5唯)를 포함하는 미세신에 이른다.

미세신은 구체적 원리일망정 궁극의 실재는 아니다. 그것은 궁극

적 실재의 可視化이며, 그 실재와 연결되는 매체일 뿐이다. 그 실재는

추상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시화 또는 매체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매체의 존재는 무아론의 불교측에서도 부정

되지 않는다.
57
그러나 그 보편성과 진리성을 확대하면 할수록 더욱

56) 中祖, 1973, p. 389.

57) 윤회의 주체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취급된 밀린다 판하의 예를 들면,
여기서는 윤회의 주체는 인정되지 않고, 영혼(vedagū)도 없으며, 윤회하는

것은 명칭과 형태뿐이라고 한다(출처는 奈良, p. 217 참조). 그러나 이 같은

부정에는 ‘궁극의 진실(勝義)로서는’이라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 영혼이

“勝義로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세속으로서 혹은 말로서는

영혼의 인정을 허용하는 입장이다. 이는 영혼에 상당하는 pudgala나 satta와

같은 개념에 대해서도 “勝義로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玉井 威, ミリンダパンハ-に於ける靈魂說について ,

印度學佛敎學硏究, 21-2(1973), p. 147 참조. 이 문제에 관한 불교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조망되어 있다.

“外敎가 설하는 것과 같은 常住하는 실체로서의 영혼을 불교에서는 설하지

않으나, 인격의 주체로서 업을 保持하고 있는 영혼은 3世를 통해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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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궁극적 실재는 탐구자들에게 서로 다

르게 표현되거나 命名될 수 있다. 혹은 그 표현이나 명칭이 아예 거

부될 수도 있다. 한정하면 할수록 파기될 수밖에 없는 理想 또는 진

리가 존재함은 어느 탐구자에게든 결코 부정되지 않는다.

인도 철학의 과제로서, 有我論과 無我論의 상충을 해소하는 길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여기서 兩論의 同異를 반

목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아트만의 존재 또는 인정 여부가

윤회설의 성립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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