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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논문의 목적은 古典상-캬(Sāṃkhya, 數論)를 대표하는 유일하고

* 李芝洙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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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본적인 論書인 이-슈와라끄리쉬나(Īśvarakṛṣṇa, 自在黑)의 數論
頌(Sāṃkhya-kārikā)을 통해 古典상-캬의 사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I에서 인도철학내에서 그리고 불교철

학과의 연관속에서 상-캬 체계가 갖는 중요성 혹은 意義를 생각

해보고, 더불어 텍스트의 전체적 구조와 개관, 그리고 텍스트의

사상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해 본 후에 불교사상과의 비교로 결

론을 맺고자 한다. II에선 텍스트의 국역과 더불어 세 개의 古註로

알려진 金七十論, Gauḍapāda-bhāṣya, Māṭhara-vṛtti를 참고로

하여 頌(kārika)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힌두의 여섯 다르샤나(saḍḍarśana)의 하나로서 古典요가 학파와

연계학파(samānatantra)를 이루는 古典상-캬는 비록 지금은 살아있

는 전통으로 존속하지는 않으나 다른 학파의 종교적․철학적 사

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 왔으며, 따라서 상-캬사상에 대한 이

해는 힌두의 타종교․철학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더욱이 불교도로서 그리고 불교철학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는 단순히 外道思想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도해버릴 수 없을만큼

역사적으로 불교철학과 긴밀한 관련을 가졌던 학파이기도 하다.

한역 대장경 속에서 힌두철학에 속하는 논서가 단 두 권이 포함

되어 있는데, 하나는 와이셰시카(勝論)학파에 속하는 勝宗十句義
論이고1

다른 하나는 바로 저자미상의 주석과 더불어 수론송의
한역본(眞諦譯)인 金七十論이다2

.

불교와 상-캬와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언급하자면, 고대의 상-

캬說에 관해 최초로 기술된 아슈와고샤(Aśvaghoṣa, 馬鳴)의 붓다짜
리따(Buddhacarita, 佛所行讚)를 빠뜨릴 수 없다. 붓다짜리따 XII, 1
5～44엔 아라-다(Arāḍa)의 설이라는 고대 상-캬說의 한 유형이 매

우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상-캬와 요가가 서로 분리

되기 이전의 상-캬․요가적 전통에 속하는 교설로서 저자는 15～

44의 상-캬설에 이어서 곧바로 45～67에서 요가에 대해 설하고

1) 新修藏 제54권 No. 二一三八

2) 新修藏 제54권 No. 二一三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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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서 상-캬와 요가는 동일 학파내에서의 서로 다른 방법

으로서 전자가 이론적이고 바른 인식을 강조하는데 비해 후자는

실천적이며 바른 實修를 강조하고 있다
3
.

眞諦(paramārtha)가 쓴 世親(Vasubandhu)의 전기에는 상-캬와 관련

된 흥미있는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다. 빈드흐야(Vindhya)산 근처

에 와르샤간야(Vārṣagaṅya)라는 상-캬 학파의 성자가 살고 있었는

데, 그로부터 상-캬 철학을 배운 그의 제자인 빈드흐야와-사(Vind

hyavāsa)가 세친논사의 스승인 붓드하미뜨라와 논쟁을 벌였고, 붓

드하미뜨라가 논쟁에서 패했다. 당시 뿌루샤뿌라에 머물고 있더

세친은 스승의 패배 소식을 듣고서 논적에게 도전하고자 논쟁이

벌어졌던 아요드흐야(Ayodhya)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사이에 빈드흐야와-사는 죽었고, 그 후 세친은 상-

캬설을 논박하고자 Paramārtha-saptati를 지었다고 한다. 현장의

제자인 窺基도 현장의 저작에 대한 주석에서 그와 유사한 일화를

서술하고 있다
4
. 세친의 제자인 陳那(Dignāga)는 그의 주저인 集量

論에서 상-캬설을 공박했으며, 후대엔 샨-따락시따(Śāntarakṣita, 寂
護)가 그의 眞實綱要(Tattva-saṃgraha)에서 상-캬의 기본원리들을

논박했다. 이와 같이 힌두철학파들 가운데서도 상-캬는 正理․勝

論학파와 더불어 불교도의 호적수로서 불교학파와 논쟁을 벌였다.

불교학파의 緣起說 혹은 찰라생멸설과 상-캬의 轉變說(pariṇāmavād

a), 因中有果說(satkāryavāda)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

문일 것이다.

중국에서 ‘數論’으로 한역된 梵語 ‘sāṃkhya’의 의미는 학자에 따

라 견해가 분분한 多義的인 개념이다. 어원적으론 ‘말하다’, ‘선언

하다’, ‘알려지다’, ‘알게하다’, ‘불리우다’ 등을 뜻하는 어근 ‘khyā’

에 접두사 sam을 결합한 형태로서 ‘숫자세기(calculation)’, ‘열거(enu

3) G. J. Larson, Classical Sāṃkhya -an Interpretation of its History and

Meaning (Delhi : Motilal Banarsidas, 1979)

4) ibid. pp. 141～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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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ation)’, '숙고’, ‘추론’, ‘분별’ 등의 의미를 갖는다. 한역의 ‘數論’

이라는 번역은 ‘숫자를 센다’는 의미에 바탕했을 것이다. 가르베(G

arbe)는 이 말이 일차적으로 ‘수(數)’를 가리키는 말로서 그로부터

나중에 ‘열거’, ‘탐구’, ‘분석’이라는 관념이 도출되었다고 보고 있

다. 상-캬학파란 원리들(tattva), 전개자들의 열거를 강조하는 사상

체계이다. 올덴베르그(Oldenberg)는 상-캬를 ‘검토’, ‘계산’, 혹은 ‘구

성요소들의 열거적 기술’을 뜻한다고 생각했다. 야코비(Jacobi)는

두 가지로 해석했는데, 첫째는 내용을 열거 혹은 해명함으로써 개

념을 정의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둘째는 존재의 다양한 범주들을

탐색 혹은 분석하는 자를 가리킨다. 엘리아데(Eliade)는 이상의 기

본적 개념을 넘어서 ‘상-캬’라는 용어가 原質(prakṛti)과 我(puruṣa)

사이의 차이에 대한 궁극적 ‘구별(discrimination)’을 추구하는 자, 즉

구별지를 통해 해탈을 추구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이해했다. 에저

튼(Edgerton)은 고대문헌속에선 상-캬가 ‘추리’, ‘추론’의 개념을 가

리키며 지식에 의해 구원을 찾는 자를 뜻한다고 말한다. 에저튼에

따르면 상-캬란 추리적, 사변적인 철학적 방법이며, 그런 방법으

로 얻어진 지식에 의해 해탈을 획득하고자 하는 학파이다. G. J.

Larson은 ‘상-캬’란 원래 ‘수’ 혹은 ‘열거’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또

한 범주들의 열거라는 방법에 의해 추리하거나 분석하는 자를 의

미한다고 결론짓는다
5
.

상-캬학파는 현재 인도에선 그 전통이 오래 전에 단절되어 버

렸지만 고전 상-캬의 바탕인 상-캬․까-리까-(數論頌)가 작성될
무렵엔 적지않은 세력과 영향력을 가졌던 학파로 추정된다. 더욱

이 이 텍스트가 저자 미상의 주석과 함께 金七十論(suvarṇa-saptat
i)이라는 제명으로 眞諦에 의해 한역되어 佛典의 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만큼 불교학도로서도 무관심할 수 없는 텍스트이다. 그

래서 일본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中村了昭, 本多惠 등에 의해 방대

5) ibid. pp.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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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헌학적 연구가 이루어졌고 인도와 서양에서도 여러 학자들

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6
. 필자는 그 중에서도 G. J. Larson

의 포괄적인 연구를 높이 평가하며, 그의 텍스트 해석의 관점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1. 고전 상-캬의 형성과 문헌

요가학파의 경우 빠딴잘리(Patañjali)의 요가․수-뜨라에 의해

체계화된 것을 古典요가라고 부르듯이 상-캬학파의 경우엔 이-슈

와라 끄리쉬나(Īśvarakṛṣṇa, 自在黑)의 상-캬․까-리까-(數論頌)에 의
해 체계화된 것을 古典상-캬라고 부른다. 힌두의 6파철학 가운데

서 나머지 다섯 학파는 모두 암기를 위해 극히 함축적인 스타일

로 씌여진 수-뜨라(sūtra)에 바탕하고 있음에 비해 상-캬 학파만은

수-뜨라가 아니라 定型的인 韻文의 형식으로 씌여진 상-캬․까-
리 까-에 바탕하고 있다. Sāṃkhya-pravacana-sūtra가 있지만

이것은 A.D. 14 혹은 15세기 경에 제작된 것이며, 실제로는 상-
캬․까-리 까-가 출현한 이후로는 수 세기에 걸쳐 이것이 상-캬
사상의 표준적이고 권위를 지닌 正典으로 인정되어 그에 대한 여

러 종의 주석서들이 씌여졌다.

인도의 다른 텍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상-캬․까-리까-(이하 S
K로 略)의 정확한 제작년도 역시 알 수 없으나, SK와 그에 대한

주석서인 金七十論이 한문으로 眞諦에 의해 漢譯된 연도가 A.D.
557～569이므로 그 이전에 SK가 저작된 것은 분명하다

7
. G. J. 라

슨은 여러 가지 근거에 바탕하여 고전 상-캬의 형성시기를 A.D.

6) 本多惠, サ-ンキャ哲學硏究 上.下 (東京, 春秋社, 昭和55년)
中村了昭, サ-ンクャ哲學の硏究 (東京, 大原出版社, 昭和57년)

7) 本多惠는 번역자인 眞諦가 서력 546년에 남중국에 도착하였으므로

金七十論은 그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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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00년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SK로 대표되는 고전 상-캬 체계는 갑자기 인도 사상사

의 무대에 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오랜 기간에 걸친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 라슨(Gerald James Larson)은 그의 Classical Sāṃk

hya에서 상-캬 사상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문헌을 토대로 하여 다

음과 같이 네 기간으로 구분짓고 있다
8
.

(1) 고대 사변기(B.C. 9세기～B.C. 5세기) : 이 기간엔 사변적인 베다

찬가와 古期의 산문 우빠니샤드를 비롯하여 자이나교와 불교가

발생한 시기까지 포함된다.

(2) 원시 상-캬 사변기(B.C. 4세기～A.D. 1세기) : 이 시기엔 중기 우

빠니샤드들, Caraka-saṃhitā, Buddhacarita, Bhagavadgītā, 그리

고 마하-바-라따 가운데서 ‘mokṣa-dharma’의 사변적 구절들이
포함된다.

(3) 古典 상-캬(A.D. 1세기～A.D. 10, 11세기) : SK와 요가․수-뜨
라, 그리고 관련된 주석서들이 이 시기에 포함된다.
(4) 르네상스期 혹은 후기 상-캬期(A.D. 15세기～17세기) : Sāṃkhya

pravacana-sūtra, Tattvasamāsa-sūtra, 그리고 아니룻드하, 마하-

데바, 위갸-나빅슈의 주석을 포함한다.

고대 사변기엔 고전적 형태건 원시적 형태건 상-캬 사상 자체

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모티브나 관념들 그리고

사고의 구조는 여기 저기서 엿보이며, 그것들이 후대에 상-캬 체

계로 동화되었다. 예를 들면 有無歌로 알려진 리그․베다 X.129
는 ‘그 때엔 비존재(asat)도 없었고 존재(sat)도 없었다.…… 저 하나

(Tat Ekam)가 내면의 힘에 의해 호흡없이 숨쉬도다.’라고 노래하는

데, 여기서 우리는 二元論的 사유방식을 읽을 수 있다. 즉, Tad E

kam과 asat․sat의 이원적 대립은 고전 상-캬에서 puruṣa와 avy

akta․vyakta의 구조와 대응한다. 또 sat는 guṇa說에서 sattva에

asat는 tamas에 대한 고대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

8) G. J. 라슨의 같은 책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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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캬 사상은 아니지만 상-캬적 사유방식의 원형을 고대기의

문헌에서 읽을 수 있다
9
.

원시 상-캬 사변기인 B.C. 4～A.D. 1세기엔 상-캬․요가적 전

통이 뚜렷한 모습을 띄우고 등장하는 시기이며, 인도의 타학파들

도 이 시기에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상-캬

적 관념과 용어가 등장하는 Kaṭha Upaniṣad를 비롯하여 Śvetāśv

atara Upaniṣad, Maitrī Upaniṣad 등 중기 우빠니샤드와 짜라까
本集, 붓다짜리따, 마하-바-라따 속의 ‘mokṣa-dharma’, Bha
gavad-gītā등에서 古典상-캬로 체계화되기 이전의 원시 형태의

상-캬 사상들을 살펴볼 수 있다.

제2기에 들어서 25원리와 이원론적, 무신론적 사고, 그리고 智

에 의한 해탈의 가르침이 등장한다. 그러나 아직도 오랜 상-캬․

요가적 전통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는 것은 智를 강조하는 새

로운 경향이 jñāna-yoga나 sāṃkhya-yoga라는 말로 불리워지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제2기의 말엽에 들어서면서 요가로부터 벗

어나서 원리들에 대한 知的 이해룰 강조하는 경향이 점차적으로

증대되어 갔고, 그것이 마침내는 이-슈와라끄리쉬나의 數論頌으
로 결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원시 상-캬에선 數論頌으로 대표되는 고전 상-캬
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 예를 들면 tanmātr

a(唯), 전개설(tattva-vikāra), puruṣa의 多數性, bhāva說, liṅgaśarīra(미

세신)의 윤회설이 보이지 않으며, guṅa-pariṅāma 설이나 satkārya

vāda(因中有果說)는 아직 뚜렷하게 확립되지 못했다
10
.

고전 상-캬期는 A.D. 1세기로부터 10세기까지 지속되는데 그

초기엔 적어도 26명의 상-캬 철학자들이 활동했고(그중 Kapila, Āsur

i, Pañcaśikha, Vindhyavāsa, Vārṣaganya, Jaigīṣavya, 그리고 Īśvakṛṣṇa를 꼽을

수 있다) 상-캬의 교설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서 수론
송으로 정형화된 이-슈와라끄리쉬나의 상-캬 체계가 마침내 정
9) ibid. pp. 76～95 참조

10) ibid. pp. 95～1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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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이고 권위있는 해석으로서 확립되기에 이르렀고, 그 후 오랫

동안 상-캬철학의 표준적인 교본이 되어왔다.

이 시기에 이르러 상-캬는 그 이전의 상-캬․요가 통합적 전통

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인 체계로 발전했다. 그리하여 굽따왕조

하에서 창조적 활동의 절정에 이르렀고 이-슈와라크리쉬나가 수
론송을 완성한 것도 이 시기라고 추정된다. 당시만 해도 상-캬는
상당한 세력을 가진 학파로서 많은 상-캬논사들이 불교논사나 다

른 학파의 논사들과 論戰을 벌였고, 불교논리학의 창시자인 디그

나-가(A.D. 480～540)가 상-캬 사상을 격열하게 비판하였던 것으로

보아 A.D. 6세기까지도 그 세력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1
.

수론송 k 72, 73에서 우리는 수론송이 저작된 배경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수론송의 내용은 Ṣaṣṭitantra
(六十科論, 혹은 六十要義)에서 설명부분과 타학설과의 논쟁부분을 제

거한 나머지로서(k 72), 마치 거울의 영상이 실물을 반영하듯이

六十科論의 요점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이 바로 수론
송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Ṣaṣtitantra는 현존하지 않으며,

저자가 누구인지, 또 이 문헌에서 다루고 있다는 60개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근거는 없다.

眞諦가 A.D. 557년에서 569년 사이에 頌과 그에 대한 주석을

金七十論이라는 제명으로 한역하였으므로 SK가 그 이전의 작품
임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슈와라끄리쉬나가 어떤 사람인지, 언제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확정된 해답은 없으며, 다만 世親과 동시대

이며, 굽따왕조(A.D. 320～540년경) 시대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

는 정도이다
12
.

SK는 ‘70頌’이라고 하지만 Gauḍapāda와 Vācaspatimiśra에 따

르면 72頌이며(이 가운데 가우다빠-다는 제69송까지만 주석했다.), Māṭhara

vṛtti에서 가우다빠-다의 72개 송에 한 개를 더 보탠 73개 송이

11) ibid. pp. 134～145 참조

12) ibid. pp. 145～1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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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SK에 대한 주석서는 다음과 같다
13
.

① 金七十論
② Gauḍapāda-bhāṣya

③ Māṭhara-vṛitti

④ Yukti-dīpikā

⑤ Sāṃkhya-tattva-kaumudī

⑥ Jayamaṅgalā

⑦ Sāṃkhya-candrikā

이 중 ①, ②, ③은 가장 오래된 주석서로서, SK의 본래의 의미

를 해독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②는 <Gauḍapāda의 疏>라

는 뜻으로 저자가 Gauḍapāda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Gauḍapād

a는 Mānḍūkya-kārikā의 저자와는 同名異人이라고 추정된다. 이

주석은 頌을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풀이하고 있으므로 가

장 유익한 주석으로 평가된다.

③ Mātḥara-vṛtti : S. K. Bevalkar는 이것이 金七十論의 梵本
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서 두 텍스트 사이에 발견되는 공통된

주제들을 들고 있다. 그러나 Keith를 비롯해서 몇몇 학자들은 두

텍스트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지적하여 Belvalkar의 견해

를 비판하였다. G. J. Larson은 ①, ②, ③이 지금은 유실되어 없는

동일한 원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④ Yuktidīpikā : yukti는 ‘논리’를 dīpikā는 ‘등불’을 뜻하며 타

학파의 異說을 논파하는 ‘논리의 등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역시 정확한 저작 연대는 알 수 없다. 이 텍스트는 상-캬의 스승

들의 학파들에 대해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우 난해하고 혼란스런 텍스트이다. 특

13) 상-캬․까-리까-에 대한 주석서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은 中村了昭의
サ-ンクャ哲學の硏究 pp. 245～2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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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불교의 여러 학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을 포함하고 있다.

⑤ Sāṃkhya-tattva-kaumudī : 이것은 중요한 주석서로서 저작

연대를 저자 자신이 A.D. 9세기로 기록하고 있다.

⑥ Jayamaṅgalā : 저자는 Śaṅkara라고 하나 유명한 베단따 철

학자 샹까라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철학적 깊이에 있어 그다지 가

치있는 주석은 아니라고 평가된다.

⑦ Sāṃkhyacandrīkā : Tattvakaumudī에 대한 Nārāyaṇatīrtha

의 주석서.

고전 상-캬는 확실치 않은 이유로 10세기경 이후 쇠락해 갔고

16세기에 와서야 Aniruddha, Vijñānabhikṣu 등에 의해 다시 일어

났다. 이들은 Sāṃkhya-pravacana-sūtra(14세기 이후)에 대해 각각

Sāṃkhya-sūtra-vṛtti, Sāṃkhya-pravacana-bhāṣya라는 제명으로

주석서를 썼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후대의 상-캬 텍스트들은 베단

-따의 영향을 받았으며, 우주론적 측면이 강조된다.

2. 상-캬․까-리까-의 구조와 개관

상-캬․까-리까-(SK로 略)는 불과 70여 개의 운문(頌, kārikā)으

로 이루어진 짧은 텍스트이지만 논리적 일관성과 체계성이라는

면에서 힌두 6파철학의 기본 正典 가운데서도 뛰어난 논서이다.

그런데 텍스트의 구조를 어떻게 분석하는가는 읽는 사람의 해석

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本多惠는 그의 저작 サ—ンキヤ 哲學硏究 上에서 수론송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관하고 있다

14
.

14) 本多惠, サ-ンキャ哲學硏究 上. pp. 3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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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一. 三苦와 그것을 滅하는 因 (송 1～2ab)

二. 諸原理의 분류 (송 2cd～3)

三. 知識論 (송 4～6)

본론

甲. 原理論 (송 7～39)

一. 原質論 (송 7～16)

1. 不可見의 因 (송 7, 8)

2. 因中有果論證 (송 9)

3. 原質․展開者․我의 同異点 (송 10～11)

4. 三質 (송 12～14)

5. 原質의 存在 論證 (송 15～16)

二. 我論 (송 17～21)

1. 我의 존재 논증 (송 17)

2. 多我의 논증 (송 18)

3. 我의 특질 (송 19)

4. 我와 細身의 관계 (송 20)

5. 我와 原質의 결합 (송 21)

三. 展開者論 (송 22～28)

1. 諸原理의 전개순서 (송 22)

2. 統覺(판단기능) (송 23)

3. 자아의식 (송 24a)

4. 자아의식으로부터의 전개 (송 24b, 25)

5. 10기관(末葉器官) (송 26)

6. 心(中樞機關) (송 27)

7. 10 기관의 작용 (송 28)

四. 心理現象 현상 (송 29～37)

1. 作具의 작용

a. 공통점과 상이점 (송 29)

b. 순서 (송 30)

c. 목적 (송 31)

d. 공통작용 (송 32)

2. 作具의 二分 (송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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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外具의 대상 (송 34)

4. 內具의 대상 (송 35)

5. 統覺의 기능 (송 36, 37)

五. 元素와 신체

1. 미세원소와 粗大 원소 (송 38)

2. 신체의 三分 (송 39)

乙. 諸創造論 (송 40～55)

一. 細身의 창조 (송 40～42)

二. 觀念의 창조 (송 43～52)

1. 三分 (송 43)

2. 해탈과 속박 (송 44, 45)

3. 총론 (송 46～47)

4. 疑誤 (송 48)

5. 無能 (송 49)

6. 희열 (송 50)

7. 완성 (송 51)

8. 二種의 창조의 관계 (송 52)

三. 원소의 창조

1. 분류 (송 53, 54)

2. 苦觀 (송 55)

丙. 해탈론 (송 56～68)

一. 原質活動의 목적 (송 56～61)

二. 我는 해탈도 윤회도 하지 않는다. (송 62)

三. 原質의 윤회․해탈의 방법 (송 63)

四. 解脫智 (송 64)

五. 목적달성 후의 我와 原質 (송 65, 66)

六. 生前解脫 (송 67)

七. 離身解脫(獨存) (송 68)

余說

一. 學燈의 계보 (송 69～71)

二. 六十科論과의 관계 (송 72, 73)

한편 G. J. Larson은 그의 저서 Classical Sāṃkhya에서 SK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k는 頌 : kārikā의 略字)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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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설 : k 1～3

a. 세 가지 苦 : k 1

b. 智에 의한 최종적 해방 : k 2

c. 24원리 : k 3

II. 인식수단(pramāṇa) : k 4～8

III. 인과론과 guṇa(質)설 : k 9～14

IV. prakṛti(原質)의 본성에 대해 : k 15, 16

V. puruṣa(我)의 본성에 대해 : k 17～19

VI. prakṛiti와 puruṣ의 연관에 대해 : k 20, 21

VII. 기본 원리들의 출현과 기능 : k 22～38

VIII. 실재의 세 가지 성질(liṅga, bhāva, bhautika) : k 39～54

a. liṅga(미세신) : k 39～42

b. bhāva(잠세력) : k 43～51

c. bhautika(諸生命体) : k 52～54

IX. 구별지와 해탈 : k 55～69

X. 전통의 계승 : k 70～72

G. J. 라슨(라슨으로 略)과 本多蕙(本으로 略)의 텍스트 구조분석이

대체적으로는 일치하나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本은 송 17～21을 原質論(7～16)과 我論(17～21)으로 구분하였음에

비해 라슨은 그것을 인과론과 구나[質]설(9～14), 原質說(15, 16), 我論

(17～19), 原質과 我의 관계(20～21)의 넷으로 세분하였다. 原質과 我

의 결합으로부터 諸原理가 전개되는 양태를 다룬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 本은 송 39까지를 포함시킨 반면 라슨은 송 39를 미세신(li

ṅga), 잠세력(bhāva), 諸生命体(bhautika)의 문제를 다룬 부분에 속하

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송 39는 3종의 身(śarīra)을 분류하면서 동시

에 미세신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의 송 40은 그것을 이

어받아서 미세신의 특성에 대해 설하므로 라슨은 송 39와 송 40

을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필자도 라슨의 분류가 보다 적절하

다고 생각한다.

15) G. J. 라슨, 위의 책,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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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ṅga, bhāva, bhautika를 다룬 그 다음 부분에서도 두 사람의

해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라슨은 苦의 주제를 언급하고 있

는 송 55를 그 다음 주제인 해탈론 속에 포함시키고 있음에 비해,

本은 그것을 앞의 주제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k 55는 ‘미세신(liṇga)

이 [原質에로] 還沒하기까지 순수의식의 뿌루샤는 老死로 이루어진

[윤회의] 苦를 얻는다. 그러므로 苦란 [윤회적 현상계의] 본성이다.’라고

말하면서 k 39로부터 시작하여 k 54까지 논의된 윤회론과 k 56으

로부터 시작하여 k 69로 끝나는 해탈론을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

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本과 같이 이 송을 앞의 주제에 포함시키

건 라슨과 같이 그 다음의 해탈론에 포함시키건 큰 차이는 없으

나, 필자는 k 55를 윤회론을 마무리 짓기 위한 송으로 보아 本의

분류에 따르고자 한다. 그리고 liṅga, bhāva, bhautika의 창조(sarg

a)를 다룬 k 39～55를 本은 ‘諸創造論’으로 명명했고, 라슨은 ‘Thre

efold Nature of Reality’, 즉 실재의 세 가지 본성’이라고 명명했

는데 필자는 ‘윤회론’으로 부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k 56에서 ‘해탈’(vimokṣa)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SK의 최종목

표에도 나아간다. 그런데 라슨은 k 69까지를 해탈론에 포함시킨

반면 本은 k 69로부터는 부록적인 성격으로 보고 있다. k 69는

‘제존재의 존속과 생기와 귀멸을 성찰하는 뿌루샤[의 獨存]을 위한

이 비밀스런 지혜가 최고의 仙人에 의해 說示되었다.’라고 말함으

로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결론짓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k 69는

本이 생각하듯이 부록적인 내용이 아니라 k 1～68까지의 전체 논

의에 대한 결론이자 동시에 k 56으로부터 시작된 해탈론의 결론

으로서 앞 부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진다.

이상과 같이 라슨과 本多惠의 科目분류를 비교 검토한 결과 필

자는 아래와 같이 SK의 구조를 구분하고자 한다.

i. k 1～3 : 총설(상-캬의 목적과 목적 성취의 방법)

ii. k 4～6 : 인식방법(pramāṇa)론

iii. k 7～16 : 原質(prakṛti), 因中有果說, 三質(triguṇa)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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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k 17～19 : 我論(puruṣa)

v. k 20, 21 : 我와 原質의 관계

vi. k 22～38 : 원리(tattva)들의 전개

vii. k 39～55 : 윤회론(liṇga, bhāva, bhautika의 형성)

viii. k 56～69 : 해탈론

ix. k 70～73 : 전통의 계승

이상의 구조 분석에 따라 SK의 내용을 간략히 개괄해보면 다

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i. k 1～3(총설)과 ii. k 4～6(인식방법

론)은 서론(Introduction)에 해당되며 iii부터 viii k 68까지가 본론에

그리고 viii의 k 69는 결론에 해당된다. 나머지 k 70～73은 상-캬

의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었는가를 다루는 SK의 사상에는 직접적

인 연관이 없는 부록적 성격의 頌이다.

먼저 서론에 해당되는 k 1～3에서 상-캬 내지 <상-캬․까-리

까->의 저작 목적이 윤회적 실존에 본유적인 특성인 苦(duḥkha)를

소멸시키는 것(＝해탈)이며, 苦의 소멸의 수단 혹은 因(hetu)을 탐구

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k 1). 그리고 苦의 소멸의 因은 세 가지

범주, 즉 미현현자(avyakta, prakṛti), 현현자(vyakta, 23 원리들), 그리고

智者(jña, puruṣa)에 대한 區分智(vijñāna)라고 말한다(k 2). 다시 말해

서 상-캬의 목적은 苦를 최종적이고도 확실하게 소멸시키는 수단

인 prakṛti와 puruṣa에 대한 區分智를 획득함이다.

그러기 위해선 그러한 대상들에 대한 正知를 얻는 방법(pramāṇa)

을 알아야 하며, 現量(dṛṣṭam), 比量(anumāna), 聖敎量(āpta-vacana)의

셋이 知를 얻는 방법이라고 설한다(k 4～6).

서론에서 상-캬의 목적이 avyakta(prakṛti), vyakta(23 tattva), 그

리고 jña(puruṣa)에 대한 智를 얻음으로써 苦를 소멸시키는 것이고,

또 그러한 智를 얻는 방법이 설해졌으므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세가지 대상들에 대해 하나씩 그 진실을 밝힐 차례이다. iii～vi(k

7～38)는 세 범주에 관한 논의인데 먼저 iii(k 7～16)은 avyakta(prakṛt

i)의 인식방법과 그 특성, 그리고 prakṛti의 현현 혹은 전개의 메카

니즘과 밀접히 연관된 因中有果의 인과론, 三質에 관해 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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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다음의 iv(k 17～19)에선 jña(puruṣa, 我)의 존재논증, 다수성,

그 특성이 논의되며, v(k 20, 21)에선 현상계가 현현하는 필수조건

인 prakrti와 puruṣa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vi(k 22～38)에선 양자

의 관계로 인해 현현된 붓드히로 시작되어 5大元素(maha-bhūta)로

끝나는 23원리들에 대해 설한다. i과 ii(k 1～6)가 서론을 이루고 본

론 속에서 iii～vi(k 7～38)가 ‘25원리론’으로서 한 단위를 이룬다면,

vii(k 39～55)과 viii(k 56～69)은 각각 ‘윤회론’과 ‘해탈론’으로서 한 단

위로 묶어 볼 수 있다. vii(k 39～55)는 23원리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윤회의 주체(liṅga)를 형성하며, 윤회의 원리가 무엇이며

(bhāva), 그 결과로 어떠한 衆生들(bhautika)이 태어나는가 하는 문

제들에 대해 상-캬적인 답변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viii(k 56～6

9)에선 상-캬 철학의 궁극적 목적인 puruṣa의 독존과 그것을 실현

하는 방법, 그리고 해탈 후의 상황 등에 대해 논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II. 텍스트의 국역과 해설’에서 밝혀지겠지

만, 텍스트에 대한 예비적 지식을 위해 다음 장에서 SK의 사상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3. 상-캬․까-리까-의 사상

ⅰ. 총설: 상-캬의 목적과 주제(k 1～3)

頌 1～3은 상-캬의 목적과 상-캬가 탐구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를 보여주는 SK전체에 대한 총설, 혹은 서론에 상당한다. k 1의

전반부는 ‘[인간은] 세 가지 苦(duḥkha)에 핍박받기 때문에 그것을

소멸시키는 원인(hetu, 혹은 수단)에 대한 탐구(jijñāsā)가 [필요]하다.’라

고 선언한다
16
. 그리고 k 2의 후련은 苦를 소멸시키는 因을 顯現者

16) duḥkha-trayābhighātāj jijñāsā tad-abhighātake hetau, … (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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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yakta, 혹은 展開者), 未顯現者(avyakta, 未展開者), 그리고 智者(jñā)의 세

범주에 대한 區分的 知(vi-jñāna)라고 설한다
17
.

불교나 베단따 등 다른 인도의 사상체계들과 마찬가지로 古典

상-캬도 인간의 실존을 苦라고 규정짓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리

고 불교의 苦․集․滅․道 四諦說에서와 같이 苦에는 原因이 있으

며 SK는 그것을 vyakta, avyakta, jñā 이 셋에 대한 無知라고 보

고 있다. 따라서 苦를 소멸시키고 苦의 핍박(duḥkha-abhighāta)으로

부터 벗어나려면 그 셋에 대한 無知를 對治시키는 知를 얻어야 한

다. SK의 목적은 바로 그 셋에 대한 知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다. ‘苦’라는 단어는 k 55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苦가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를 속박과 해탈의 문제와 관련하

여 다루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전 상-캬 다르샤나도 인도의 대부분의

사상체계와 마찬가지로 知的 만족을 위한 순수한 이론적 체계가

아니라 苦라고 하는 인간실존의 가장 보편적인 사실에 직면하여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적이고(practical), 처방적(soteriological),

종교적인 철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無知(ajñāna) 혹은 無明(avidyā)

이 苦의 원인이고 苦의 소멸의 원인은 바로 苦의 원인인 無知를

소멸시키는 知(jñāna) 혹은 明(vidyā)이라고 보는 점도 불교나 正理

學派, 베단-따학파와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知의 대상 혹은 내용

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학파 사이에 차이가 벌어진다. 불교는

緣起와 三法印을, 正理學派는 16주제를, 勝論은 7범주를, 不二的 베

단-따는 아-뜨만을 깨달음의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 비해 SK는

현현자․미현현자․지자의 셋을 知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

k 1은 苦가 세 가지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 苦가 무

엇이라고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Gauḍapāda의 <Bhāṣya>(疏) 등에

따르면 三苦란 依內(ādhyātmika), 依外(ādhihautika), 依天(ādhidaivika)의

셋이다
18
. 依內苦는 다시 3 요소의 교란으로 일어나는 열, 설사 따

abhighātake를 apaghākate, avaghātake로 표기한 텍스트도 있다.

17) … vyaktāvyakta-jña-vijñānāt. (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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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신체적(śārīra)인 苦와 애착하는 대상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싫

어하는 대상과 결합하는 따위로 일어나는 심리적(mānasa)인 苦로

이분된다. 依外苦와 依天苦는 모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

로부터 오는 苦로서, 그중 전자는 인간․가축․야수․새․벌레․

식물 등 갖가지 생명체로부터 받는 苦이며 후자는 추위․더위․

폭풍․호수․지진․번개 따위 천재지변으로부터 오는 苦이다. 그

런데 이러한 苦에 대처하는 경험적으로 알려진(dṛṣṭa) 여러 가지

방법들(예를 들면 신체적 병에 대해서는 의약적 처방이 있고 애착하는 대상과

의 분리에서 생기는 苦는 그 대상과 다시 결합하는 따위)이 있으므로 구태여

별도로 그 수단을 탐구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는 의문에 대해 k

1의 후련은 그런 경험적 수단들은 확실한 것도 아니고(na ekānta, a

vaśyam na), 최종적인 것도 아니라고(na atyanta, nityam na) 답한다. 다

시 말해서 그런 방법들에 의해서는 苦가 영구적으로 또 확실하게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이다
19
.

k 2의 전련은 경험적으로 알려진 방법뿐 아니라 베다에서 가르

치는 祭儀 역시 苦를 소멸시키는 방법이 못된다고 말한다. 그 이

유는 동물을 살해해서 희생물로 삼는 경우처럼 청정하지 못하고(a

viśaddhi), 비록 善業의 공덕(dharma)으로 하늘에 태어나더라도 언젠

가 그 힘이 다하면 다시 인간세로 내려와야 하며(kṣaya), 공덕의

결과에 우열의 차별이 있으므로 그에 바탕한 질투․불만 등이 동

반될 수 있기(atiśaya) 때문이다
20
.

k 3은 SK의 탐구의 주제인 3苦를 확실하게 영구히 소멸시킬

수 있는 知의 대상인 vyakta․avyakta․jñā의 셋에 관해 총괄적

으로 설하고 있다. 여기선 k 2의 avyakta＝미현현자를 mūlaprakṛt

i＝根本原質로, jñā＝智者를 puruṣa＝我로 그리고 vyakta＝현현자

는 23 가지 原理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으며, 세 범주를 avikṛti＝

18) T. G. Mainkar, Sāṃkhyakārikā of Īśvarakṛṣṇa with the commentary of

Gauḍapāda (Poona : Oriental Book Agency, 1972) p. 36

19) … dṛṣṭe sāpārthā cen naikāntātyantato'bhāvāt. (k 1)

20) dṛṣṭavad ānuśravikaḥ, sa hy aviśuddhi-kṣayātiśaya-yuktaḥ … (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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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所産者, prakṛti＝能産者, vikāra＝所産者의 세 개념으로써 규정

짓는다. 즉, 근본원질은 그 밖의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非所産者(avikṛti)이고, 현현자(vyakta) 가운데서 大(ma

hat), 我慢(ahaṃkāra), 五唯(tanmātra)의 일곱은 다른 것으로부터 생출

된 결과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생출시킬 수 있는 원인이므로 能

産者이면서 所産者이며, 意(manas)․5知根(jñāna-indriya)․5作根(karma

-indriya)․5大(mahābhūta)의 열 여섯은 타자로부터 생출된 최종결과

로서 다시 다른 것을 생출시키는 원인이 되지 못하므로 所産者이

다. 마지막으로 我(puruṣa)는 因果性을 갖지 않는 초시간적, 초공간

적 존재이므로 能産者도 所産者도 아니다
21
. k 3에서 原質을 mūla-

prakṛti로 표현한 것은 大 따위의 일곱도 결과를 생출시킬 수 있

는 prakṛti(能産者)이므로 그들과 구분지을 필요에서 ‘mūla-’(근본)라

는 말을 덧붙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mūla-'라는 표현 속에는 오

직 prakṛti일 뿐 vikṛti(所産者)는 아니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古典 상-캬는 크게 보면 因果性을 넘어선 puruṣa와 因果의 영역

에 속하는 avyakta-vyakta의 두가지 원리에 바탕한 二元論的 체

계이다. 그러나 puruṣa는 하나가 아니고 개체의 수만큼 많으며, a

vyakta-vyakta 역시 24 개의 원리(tattva)들로 이루어지므로 세부

적으로 보면 다원론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불교 설

일체유부의 아비달마체계가 일반적으로 5位75法으로 구성된 다원

론적 사상이라고 하지만 크게 有爲法과 無爲法으로 二分하여 본다

면 二元論的 체계로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ⅱ. 인식방법론(k 4～6)

k 1에서 상캬의 목적이 苦를 소멸시키는 원인(hetu)에 대한 탐구

21) mūla-prakṛtir avikṛtir, mahad-ādyāḥ prakṛti-vikṛtayaḥ sapta,

ṣoḍaśakas tu vikāro, na prakṛtir na vikṛtiḥ puruṣaḥ. (k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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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선언했고, k 2에서 avyakta․vyakta․jñā에 대한 區分知(vijñā

na)가 苦의 소멸의 원인이라고 설했으며 k 3에서 苦의 소멸의 因

인 區分知의 대상, 즉 avyakta․vyakta․jñā의 셋을 能産, 所産의

개념으로서 총괄적으로 분류하였다.

k 4～6에선 위에서 말한 대상에 대한 知를 얻기 위해 ‘바른 인

식의 획득수단’, 즉 pramāṇa에 대해 설한다. 왜냐하면 ‘인식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prameya-siddhi)은 인식방법(pramāṇa)에 의존하기’ 때

문이다
22
. pramāṇa가 因이라면 prameya-siddhi, 즉 pramā(바른 인

식)은 果이다. vyakta․avyakta․jñā라는 prameya에 대한 正知(pra

mā)는 pramāṇa라는 因으로부터 얻어지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vya

kta․avyakta․jñā에 대해 논하기 전에 먼저 pramāṇa에 대한 논

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k 4는 dṛṣṭam＝직접경험, anumāna＝추리, āpta-vacana＝믿을

만한 사람의 진술＝證言의 셋이 바른 인식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23
.

그 각각은 불교의 舊因明에서 말하는 現量(pratyakta), 非量(anumāna),

聖敎量(āgama)에 대응한다. k 5는 세 가지 pramāṇa를 정의하고 있

다. 그에 따르면 직접경험이란 眼․耳․鼻․舌․身의 각각의 감관

[根]에 의한 각각의 대상(prati-viṣaya)에 대한 결정적 인식(adhyavasāy

a)이다. 예를 들면 푸른 물병을 눈으로 보고서 ‘이것은 푸른 물병

이다’라고 인식하고, 장미꽃 향기를 코로 냄새맡고서, ‘이것은 장

미꽃 향기이다’라고 아는 따위이다.

추리란 표식(liṅga)과 표식소유자(liṅgin) 사이의 불변적 공존관계

(vyāpti, 遍充)에 바탕하여 감관에 현전해 있지 않은 대상을 아는 간

접적 인식 방법이다. 예를 들면 연기라는 liṅga와 불이라는 liṅgin

사이에 ‘연기 있는 곳엔 반드시 불이 있다’라는 vyāpti가 성립되

며, 이에 바탕하여 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을 보고서도 ‘저 산

에 불이 있다.’라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증언이란 문자 그

22) … prameya-siddhiḥ pramāṇād dhi (k 4)

23) dṛṣṭam anumānam āpta-vacanaṃ ca sarva-pramāṇa-siddhatvāt … (k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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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는 ‘āpta’ 즉 진실을 알고, 그 진실을 남에게 있는 그대로 전

하려는 뜻을 가진 믿을 만한 사람의 말(vacana)로서 k 5에선 그것

을 다시 āpta와 śruti의 둘로 구분짓는다. āpta란 믿을 만한 사람,

즉 진리를 깨달은 스승들(āptāḥ)이며, śruti란 天啓聖典, 곧 베다를

가리킨다
24
.

k 6은 3pramāṅa(量) 사이의 관계를 설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3

量의 사이는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대상이 감관

의 작용(indriya, 根)의 범위 내에 있을 때는 dṛṣṭa의 방법이 유효하

지만, 대상이 ati-indriya 즉 감관의 작용범위 내에 있지 않고 그

바깥에 있을 땐 liṅga에 근거한 추리적 방법이 유효하다. 반면에

대상이 감관의 작용 범위 안에도 바깥에도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서 초감관적(parokṣa)인 대상일 때는 증언 즉 믿을 만한 사람의 말

이나 天啓書가 그 인식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25
.

상-캬는 知가 苦를 제거하고 해탈(kaivalya)을 얻는 유일한 방법

이라는 일종의 jñāna-mārga이므로 正知를 얻기위한 방법이 중요

시되며, 믿을 만한 사람, 스승의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知의 획득

이라는 세번째 방법은 특별한 의의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k 69에선 ‘我를 위한 이 심오한 知가 최고의 仙人에 의해 설시되

었다.’라고 말하며
26
, 곧 이어서 k 70, 71에선 상-캬의 지혜가 스승

에서 제자로 그리고 마침내 SK의 저자인 이-슈와라 끄리쉬나에

게로 전승된 계보를 설하고 있다. 그것은 SK 자체가 āpta-vacana

임을 뜻한다.

24) prati-viṣayādhyavasāyo dṛṣṭam, trividham anumānam ākhyātam,

tal-liṅga-liṅgi-pūrvakam, āpta-śrutir āpta-vacanan tu. (k 5)

25) sāmānyatas tu dṛṣṭād atīndriyāṇāṃ pratītir anumānāt,

tasmād api cāsiddhaṃ parokṣam āptāgamāt siddham. (k 6)

26) puruṣārtha-jñānam idaṃ guhyaṃ parama-rṣinā samākhyātam, … (k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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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原質(prakṛti)․因中有果說․三質說 : k 7～16

k 1～3에서 상-캬의 목적이 인간실존의 보편적, 본질적 특성인

苦를 소멸시키기 위해 그 방법인 avyakta․vyakta․jña(미현현자․

현현자․我)에 대한 智(vijñāna)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설한 후, k 4～6

에선 avyakta․vyakta․puruṣa라는 세 가지 인식대상(prameya)에

대한 正知를 얻는 방법(pramāṇa)을 직접경험(dṛṣṭam), 추론(anumāna)

그리고 證言(āpta-vacana=正言)의 셋으로 구분하여 논하였다.

k 1～6까지가 서론이라면, 지금부터 논의될 주제들은 본론에

해당된다. 먼저 본절에서 다루어질 k 7-16에서 avyakta＝mūla-pr

akṛti에 관해 논하고, k 17～19에서 puruṣa(我)에 관해, k 20, 21에

선 avyakta＝prakṛti와 puruṣa의 관계를 k 22～38에선 양자의 관

계로부터 전개된 23가지 현현자(vyakta)에 관해 논의한다. 이상의

원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개체를 형성하며, 어떻게 윤회계

에 속박되는가에 대해 k 39～54에서 논한 후 마지막 k 55～69에

서 상-캬의 궁극적 목적인 윤회로부터의 해탈 즉 뿌루샤의 獨存

에 관해 논의된다.

현현된 현상세계가 그로부터 轉變되어 流出되는 원천을 k 2에

선 avyakta(未顯現者, the Unmenifested)라고 표현했고, k 3에선 Mūla-

prakṛti(근본원질)로 그리고 본절에서 prakṛti(原質)와 pradhāna(勝因)

로 표현하고 있다. ‘avyakta’는 현현된 세계 즉 vyakta의 대립개념

으로 사용되었고, k 3의 ‘mūla-prakṛti’는 prakṛti가 vikṛti(所産者, th

e product)에 대해 能産者(the productive)의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짓기 위해 avikṛti(非所産者)라는 의미에서 prakṛti에 ‘m

ūla-' 라는 접두어를 덧붙인 것이다. 그러나 본절에선 prakṛti와의

대립개념이 아니라 현현된 23원리들의 원천이라는 의미에서 avya

kta와 mūla-prakṛti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k 7, 8은 지각 혹은 직접 경험되지 않는 prakṛti가 어떻게

인식되는가 라는 prakṛti의 인식방법에 관해 논의한다. 존재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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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원인들 즉, ① 너무 먼 거리 ② 너무 가까

움, ③ 감관의 손상, ④ 마음의 불안정, ⑤ 미세함 ⑥ 가리움, ⑦

억압(태양빛의 강열함에 의해 별이나 달의 빛이 압도되는 경우), ⑧ 유사한

것과의 혼합 등에 의해 감관으로 직접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있

다
27
. prakṛti도 실재하지만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saukṣmyāt) 직접

경험(dṛṣṭam)의 방법으론 알려질 수 없다(k 8). 그런 경우엔 지각되

지 않는 것을 증표(liṅga)에 바탕한 추리적 방법(anumāna)에 의해 알

수 있다. prakṛti의 경우엔 大(mahat＝buddhi)따위의 현현된 결과를

증표(liṅga)로 삼아 그 원인으로서 prakṛti의 존재가 추리된다(k 8)
28
.

마치 아들이라는 결과로부터 원인인 그의 아버지의 존재가 추리

되듯이. 그리고 아버지(因)와 아들(果) 사이엔 유사한 성질과 더불

어 다른 성질도 있듯이 원인인 prakṛti와 결과인 현현자 사이에도

같은 성질이 있고 서로 다른 성질도 있다(k 8)
29
.

k 10, 11은 prakṛti＝avyakta의 본성을 밝히기 위해 vyakta의

특성과 다른 점(k 10)과 공통점(k 11), 그리고 avyakta와 purusa(我)

와의 공통점(k 10), 차이점(k 11)을 설한다. 현현자(vyakta)는 ① 원인

을 가지며(hetumat) ② 무상하고(anitya) ③ 遍在하지 않으며(avyāpi)

④ 운동하며(samkriya) ⑤ 다수이고(aneka) ⑥ 의존적이며(āśrita) ⑦

歸沒하며(liṅga) ⑧ 부분으로 이루어지며(sāvayava) ⑨ 他에 종속되

는(paratantra) 특성을 갖는데 반해 avyakta＝prakṛti는 그와 정반대

로 ① 원인이 없고(ahetumat) ② 遍在하며(vyāpi) ③ 영구적이며(nity

a) ④ 운동하지 않으며(akriya) ⑤ 그 종류가 단일하며(eka) ⑥ 所依

가 없으며(anāśrita) ⑦ 귀몰하지 않으며(aliṅga) ⑧ 부분으로 이루어

지지 않으며(niravayava) ⑨ 독립적이다(svatantra)(k 10)
30
. 이런 특성에

27) atidūrāt sāmīpyād indriya-ghātān mano 'navasthānāt,

saukṣmyād vyavadhānād abhibhavāt samānābhibhārac ca. (k 7)

28) saukṣmyāt tad-anupalabdhir, nābhāvāt kāryatas tad-upalabdhiḥ, … (k

8)

29) … mahad-ādi tac ca kāryaṃ prakṛti-virūpaṃ sarūpaṃ ca. (k 8)

30) hetu-mad anityam avyāpi sakriyam anekam āśritaṃ liṅgam,

sāvayavaṃ paratantraṃ vyaktaṃ viparītam avyaktam. (k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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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선 avyakta는 puruṣa와 같다(k 11).

반면 avyakta엔 vyakta와 공통된 특성도 있다(k 11). 즉 vyakta

나 avyakta는 ① 三質로 이루어지며(triguṅam) ② [三質과의] 차별이

없으며(aviveki) ③ [puruṣa의] 대상이며(viṣaya) ④ [모든 개체에] 공통된

것이며(sāmānya) ⑤의식이 없고(acetana) ⑥能産的이다(prasavadharmī).

vyakta-avyakta가 공유하고 있는 이상의 특성은 puruṣa엔 전혀

없는 것으로서 이런 점에서 prakṛti와 puruṣa는 전혀 다른 존재이

다
31
.

이상에서 prakṛti의 인식방법과 그 본성에 대해 설했는데, 끊임

없이 변화하며 움직이는 이 현상세계의 근원이며 바탕인 prakṛti

에 관한 이해는 고전 상-캬의 因果論인 因中有果說(sat-kārya-vāda)

그리고 三質(tri-guṇa)說과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avyakta이건 vyakta이건 모두 三質로 이루어지며, 三質을 떠나

서 avyakta․vyakta가 별도로 존재할 수 없다(aviveka)(k 11). 고전

상-캬에 따르면 avyakta 가운데서 평형을 이루고 있던 三質이 pu

ruṣa의 현존으로 그 평형이 깨어지면서 sattva(純質), rajas(動質), ta

mas(暗質)의 어느 하나가 다른 둘을 억압함으로써 현상계의 다양

한 모습으로 현현된다. 현현된 세계는 미현현인 prakṛti를 이루는

三質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三質사이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로 인해

다만 형태를 바꾸어서 나타난 것이므로 그 본질은 동일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결과인 vyakta는 원인인 prakṛti 가운데 이미 있는

것이 마치 금광석 가운데 있는 금이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으로

형태를 바꾸어 나타나듯이 단지 형태만 바꾸어 나타난 것이다. 이

것이 因中有果說(sat-kārya-vāda)로서, 正理․勝論학파의 因中無果說(a

sat-kārya-vāda)이나, 佛敎의 緣起的 因果說, 不二的 베단-따의 假現

說과 대비되는 轉變說(pariṇāma-vāda, transformation theory)이기도 하

다. 상-캬의 전변설이건 정리․승론의 因中無果說이건 결과는 원

31) triguṇam aviveki viṣayaḥ sāmānyam acetanaṃ prasava-dharmi

vyaktaṃ, tathā pradhānaṃ tad-viparītas tathā ca pumān. (k 11)



古典 상-캬의 哲學 (Ⅰ) 77

인으로부터(from) 생산된 것이지만, 전자는 원인과 결과가 비록 형

태는 달라도 그 본성은 동일하다고 보는데 반해 후자는 결과는

원인 가운데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의 출현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불교의 연기적 인과론에 따르면 원인과 결과라고 이름하는 두 사

물엔 다만 기능적인 의존관계만 있을 뿐 결과는 원인으로부터 생

성되는 것이 아니다. 불교적 인과론에 따르면 결과는 원인 가운데

없는 것일뿐 아니라 원인으로부터 생성되는 것도 아니다.

k 9는 결과가 원인 가운데 이미 주재하는 것이라는 因中有果說

을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이유로 정당화시키고자 한다. ① 없는

것을 만들어 낼 수단이 없기 때문에(asat akaraṇāt), ② [적합한] 質料

因을 취하기 때문에(upādāna grahaṇāt), ③ 아무 것으로부터 아무것

이나 생성될 수 없기 때문에(sarva-sambhava-abhāvāt), ④ 능력있는

원인이 가능한 결과를 생성시키기 때문에(śaktasya śakyakaraṇāt), ⑤

결과는 원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kāraṇa-bhāvāt)
32
. 기름이 전혀 없

는 돌덩이에서 기름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전혀 없는

것이 생성될 수는 없다(①). 요구르트라는 결과를 얻으려면 우유라

는 재료를 취해야 하듯이 특정한 결과를 얻고자 하면 그에 알맞

는 특정한 재료 즉 質料因(upādāna)을 선택해야 한다(②). 마치 금이

은이나 풀, 모래로부터 생성될 수 없듯이 아무 것으로부터 아무

것이나 생성될 수 없다(③). 능력이 있는 옹기쟁이가 흙이나 물 따

위 능력있는 수단으로 물단지라는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결과를

생성할 수 있을 뿐이다(④). 보리는 보리씨로부터 생성되듯이 결과

의 본성과 원인의 본성은 동일한 것이다(⑤).

이상의 이유로 avyakta=prakṛti(因)와 vyakta(果)는 그 본성이 동

일하며 vyakta는 avyakta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 잠재태에서 현실

태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avyakta=잠재태란 三質의 균형

상태이고 vyakta=현실태란 三質의 균형이 깨진 상태이다.

k 12, 13은 三質(tri-guṇa)의 성격과 상호관계에 관해 설한다. satt

32) asad-akaraṇād upādāna-grahaṇāt sarva-sambhāvābhāvāt,

śaktasya śakya-karaṇāt kāraṇa-bhāvāc ca sat-kāryam. (k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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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의 본성(ātma)은 즐거움 (prīti)이고 rajas의 본성은 괴로움(aprīti)

이며, tamas의 본성은 미혹(viṣāda)이다. 그리고 sattva의 능력은

照明(prakāśa)이고 rajas의 능력은 활동(pravṛtti)이며, tamas의 능력

은 억압(niyama)이다
33
. sattva는 가볍고(laghu) 조명하는 것(prakāśa)

이며, rajas는 동적이고(calam) 자극하는 것(upaṣṭṃbhaka)이며, tamas

는 무겁고(guru), 장애하는 것(varaṇakam)이다
34
.

三質 사이의 관계는 서로 지배하며, 서로 의존하고, 서로 생성

시키고, 상호 동반하며, 상호 작용한다
35
. 또한 마치 등불에 있어

기름, 심지, 불꽃이 빛의 발생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상호 작

용하듯이 三質도 공동의 목적, 즉 我(puruṣa)의 해탈=獨存을 위해

작용한다
36
.

三質로 이루어진 avyakta는 하나이지만 마치 물이 상황에 따라

증기도 되고 고체(얼음)도 되고 액체도 되듯이 三質의 특성에 따라

sattva와 행복(sukha)이 지배적인 神(deva)의 세계, rajas와 苦(duḥkh

a)가 지배적인 人間界, tamas와 疾暗(moha)이 지배적인 동물의 세

계로 나타난다
37
.

그런데 因中有果의 인과론과 三質說로 설명된 avyakta로부터 현

현된 세계로의 轉變(pariṇāma)도 puruṣa의 현존이 없이는 불가능하

다. prakṛti의 전변과 현현은 puruṣa의 현존에 의존하며, puruṣa의

빛이 없이는 현현자(果)의 인식도, 또 그로부터 미현현자(因)의 추

리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prakṛti에 이어서 k 17～21은 puruṣa에

대해 설한다.

33) prīty-aprīti-viṣādātmakāḥ prakāśa-pravṛtti-niyamārthāḥ, … (k 12)

34) sattvaṃ laghu prakāśakam iṣṭam upaṣṭambhakaṃ calaṃ ca rajaḥ,

guru varaṇakam eva tamaḥ … (k 13)

35) … anyonyābhibhavāśraya-janana-mithuna-vṛttayaś ca guṇāḥ. (k 12)

36) … pradīpavac cārthato vṛttiḥ. (k 13)

37) … pariṇāmataḥ salilavat prati-prati-guṇāśraya-viśeṣāt. (k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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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我(puruṣa) : k 17～19

베단-따, 혹은 우빠니샤드의 ātman에 대응하는 고전 상-캬의

개념이 puruṣa이다. 원시 상-캬期엔 puruṣa라는 용어가 ātman, jī

va, bhūtātman, kṣetrajña 등의 단어와 더불어 我를 가리키는 용

어로 사용되었으나 古典 상-캬에 와서 옛 용어들이 탈락되고 ‘pur

uṣa’라는 단어가 我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k 11에선 puruṣa 대신 ‘pumān’이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k 2에선 j

ña(知者)라는 표현도 보인다. 여기서 jña는 초기 상-캬의 ‘kṣetra-jñ

a’(밭을 아는 자)를 빌린 듯하다. vyakta․avyakta가 ‘kṣetra’(밭)이고

그 밭을 인식하는 주체가 jña 혹은 puruṣa이다. vyakta․avyakta

＝kṣetra는 인식대상(viṣaya)이며, jña＝puruṣa는 見者(draṣṭṛ) 혹은

證者(sākṣin)이다
38
. 여기서 알 수 있듯이 古典 상-캬의 二元論은 데

까르뜨식의 body-mind-dualism이 아니라 subject-object-dualism

이다. puruṣa는 순수주관이자 순수의식이며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

진 인간과 세계는 그것의 對境(viṣaya)이다.

SK에서 puruṣa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게송은 k 3인데 거기

서 puruṣa는 能産者(prakṛti)도 所産者(vikṛti)도 아니라고 말한다. pur

uṣa는 他者를 만들어 내는 因도 아니고 他者에 의해 만들어진 果

도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변화와 시간을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이

며, 현상세계에서 독립된 존재이다.

다시 k 11에선 puruṣa의 특성이 vyakta․avyakta가 갖고 있는

특성과 정반대라고 말한다. vyakta․avyakta가 ① 3質로 이루어

지며(triguṇam), ② [3質과] 분리되지 않으며(aviveki), ③ 대상이며(viṣa

ya), ④ [모든 puruṣa에] 공통적이며(sāmānya), ⑤ 非意識이며(acetana),

⑥ 能生的인데(prasavadharmi) 반해 puruṣa는 ① 3質로 구성되지 않

으며(aguṇa), ② [3質과] 분리된 것이며(viveki), ③ 대상이 아니며(aviṣ

aya), ④ 공통적이지 않고(asāmānya), ⑤ 순수의식이며(cetana), ⑥ 非

38) G. J. 라슨, 같은 책, pp. 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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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生的이다(aprasavadharmi). 그리고 ⅲ에서 보았듯이 avyakta에는

① 無因(ahetumat), ② 常(nitya), ③ 遍在(vyāpi), ④ 無作(akriya), ⑤ 一

(eka), ⑥ 無依(anāśrita), ⑦ 無沒(aliṅga), ⑧ 無分(niravayava), ⑨ 獨立(s

vatantra)과 같은 vyakta와 정반대되는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특성

들은 puruṣa의 특성과 같다.

無因, 常, 遍在, 無作 … 등의 특성에 있어서 avyakta와 같지만,

無質, 非對象, 순수의식 … 등, 보다 본질적인 특성에 있어서 avya

kta와 전혀 다른 것이며, puruṣa는 vyakta․avyakta로 이루어진

현상적 세계와는 다른 존재의 차원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k 19는 puruṣa가 vyakta․avyakta의 특성과 정반대이며 ① 證

者性(sākṣitvam), ② 獨存(kaivalyam), ③ 中立性(mādhyasthyam), ④ 見者

性(draṣṭṛtvam), ⑤ 非作者性(akartṛ-bhāva)이 puruṣa의 특성이라고 말

한다.

puruṣa는 세계의 변화하는 모습을 단지 중립적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존재이며, 더욱이 이 현상적 세계에 의해 영향받거나 구속되

지 않고 獨立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이다.

k 17은 이와같은 뿌루샤의 존재를 상정하는 근거를 다섯 가지

로 들고 있다.

① [요소들이] 집합된 것은 他者를 위한 것이므로 (saṅghātā-parārth

atvāt)

② 3質로 이루진 것 따위 [vyakta․avyakta에 공통된 특성들]과는 정

반대 이므로 (triguṇādi-viparyayāt)

③ 支配[者가 있어야] 하므로 (adhiṣṭhānāt)

④ 享受者가 있어야 하므로 (bhaktṛbhāvāt)

⑤ 獨存(해탈)을 위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kaivalyārtham pravṛtteḥ)

vyakta․avyakta의 차원은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세

계이고, 마치 여러 부분이 모여 만들어진 의자나 침대가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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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他者가 앉거나 눕기 위해 존재하듯이 vyakta․avyakta도 봉사

해야 할 他者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puruṣa라는 것이다(①).

그리고 인간은 모두 苦에서 벗어난 궁극적 해방(kaivalya)을 추구하

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puruṣa이라는 것이다(⑤). 의식이 없는(a

cetana) prakṛti와 그 변형들은 지배자일 수도 享受者일 수도 없으

므로 그것과 별도로 현상계를 통제하고 향수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뿌루샤이다(③, ④). 그리고 순수의식이라는 사실

은 三質로 이루어진 것 따위 현상계의 속성과 정반대이므로 vyak

ta․avyakta와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하는 puruṣa가 있어야 한다

(②).

k 18에선 古典 상-캬에 특유한 사상인 puruṣa의 多數性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초기 상-캬․요가 전통에서의 我 개념은 보통 우

주론적인 것으로 이해되었고 ‘mokṣadharma’나 Gītā의 我 개념도

우빠니샤드의 개념에 유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전 상-캬에선 p

uruṣa가 다수라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들

고 있다.

① 生과 死와 作具(karaṇa)가 각 [개체에 따라달리] 정해져 있다.

② [개체들이] 동시에 활동하지 않는다.

③ 3質이 [각 개체마다] 서로 다르다.

puruṣa의 복수성은 상-캬가 과거의 우주적 아뜨만의 교설로부

터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제 더 이상 인간과 세계

를 하나의 우주적 의식 혹은 정신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

하게 되었다
39
.

39) ibid.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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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我(puruṣa)와 原質(prakṛti)의 관계 : k 20, 21

k 20, 21은 고전 상-캬의 二元的 원리인 puruṣa와 prakṛti의 관

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k 20은 ‘의식이 없는(acetana) 細身(liṅga)이

그것(뿌루샤)과 결합(saṃyoga)함으로써 마치 의식을 가진 것처럼 [나

타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質(구나)이 활동주체임에도 무관계한 [뿌

루샤]가 활동주체인 것처럼 [나타난다].’고 말한다
40
. 頌에선 puruṣa와

쁘라끄리띠 사이의 결합(saṃyoga)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은

유적 표현일 뿐이다. 여기서 결합이란 두 사물 사이의 물리적 결

합이 아나라 순수의식인 뿌루샤가 다만 쁘라끄리띠 가까이에 현

존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마치 태양이 지구 가까이 현존해 있

는 것만으로도 그 빛이 지구 위의 모든 사물들은 顯現시키고 활동

하게 하듯이 순수의식의 빛인 뿌루샤가 근본원질(mūla-prakṛti) 가

까이 있는 것만으로 근본원질은 잠재적인 가능태로부터 현실태로

즉 현상적, 경험적 세계로 현현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로 근본원질의 변형으로서 본래 의식이 없는 細身(liṅga,

즉 buddhi－ahaṃkāra－manas－5 jñānendriya－5karmendriya)이 의식을 소

유한 것처럼 거짓 나타나고, 반대로 순수의식으로서 활동이 없이

단지 바라보기만 하는 뿌루샤는 활동주체(kartṛ)인 것처럼 거짓 나

타난다. 區分智(vivieka-jñāna＝vi-jñāna)의 결여 즉 ajñāna(無智)로 인

해 puruṣa와 prakṛti가 혼동된 상태가 바로 苦를 본성(svabhāva)으

로 하는 윤회적 인간의 실존이다. SK는 어떻게 해서 (how) 양자

사이의 결합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단지

속박과 苦를 겪고 있는 경험적 인간의 상황을 뿌루샤와 細身의 혼

동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k 20에 이어 k 21에선 왜 (why) 뿌루샤와, 이 게송에선 勝因(prad

hāna)으로 표현된 쁘라끄리띠 사이의 결합이 있는가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설한다.

40) tasmāt tatsaṃyogād acetanaṃ cetanāvad iva liṅgam,

guṇakaṛtve ca tathā karteva bhavaty udāsīnaḥ. (k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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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루샤는 [勝因을] 보기 위해서(darśanārtham), 勝因은 [뿌루샤의] 獨存

을 위해서(kaivalyārtham), 마치 절름발이와 맹인처럼 양자의 결합이 있

다. 그 [결합에 의해 현상계의] 창조(sarga)가 이루어진다.
41
’

SK는 뿌루샤(我)와 原質의 결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지만 왜 그러한 결합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선 분명하

게 말하고 있다. 한 마디로 그것은 뿌루샤를 위해서(puruṣārtham)라

는 것이다. 그리고 ‘뿌루샤를 위함’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하나는

뿌루샤가 勝因과 그 현현된 인간과 세계를 보기 위함(darśana-artha

m), 즉 경험하기 위함(bhoga-artham)이고 다른 하나는 최종적으로

뿌루샤의 獨存, 즉 해탈을 위함(kaivalya-artham)이다.

獨存의 상태에선 객관적 대상과 내용이 없는 순수의식이고 순

수주관이 있던 뿌루샤가 근본원질(mūla-prakṛti), 혹은 勝因(pradhāna)

가까이 현존함으로서 勝因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며, 순수의식

은 ‘～에 대한 의식’으로 전환된다. 다시 말해서 원질과 그 변형들

이 뿌루샤의 의식의 내용이자 대상(viṣaya)이 된다. 상-캬 철학의

목적은 의식에 비추인 대상을 23개의 원리(tattva)로 분석하여 그것

들이 집합되어 이루어진 나(ego)가 참다운 나(Self), 즉 뿌루샤가 아

님을 통찰함으로서 쁘라끄리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다.

k 21 후반부에선 뿌루샤와 쁘라끄리띠의 관계를 눈은 있으나

움직일 수 없는 절름발이(＝뿌루샤)와 걸을 수는 있으나 볼 수는 없

는 맹인(＝쁘라끄리띠)에 비유하여, 맹인이 볼 수 있는 절름발이를

업고 목적지로 가듯이 뿌루샤와 쁘라끄리띠의 결합으로부터 현상

계의 창조 혹은 出現(sarga)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뿌루샤와 쁘라끄리띠, 我와 原質은 하나가 다른 하나로 환원되

거나 전환될 수 없는 전혀 성격이 다른 존재이지만, 맹인과 절름

발이 사이처럼, 또 관중과 무대 위의 무희 사이처럼(k 59) 서로 상

41) puruṣasya darśanārthaṃ kaivalyārthaṃ tathā pradhānasya,

paṅgv-andhavad ubhayor api saṃyogas tatkṛtaḥ sargaḥ. (k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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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prakṛti는 가능태로부터 현실태로, 미

현현으로부터 현현자로 변형되고, 보여지고 경험되기 위해서 puru

ṣa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puruṣa는 대상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속박과 苦의 경험을 통해 마침내 자기의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쁘라끄리띠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뿌루샤는 쁘라끄리티와의 결합

을 통해 본래의 자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苦를 겪으며,

그러한 苦의 경험이 뿌루샤로 하여금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그와 같이 쁘라끄리띠는 뿌루샤의 경험(bhoga)

과 해탈(kaivalya)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k 56은 쁘라끄리띠의

그러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大(＝붓드히)로부터 시작하여 차별적인 원소(＝五大)에

이르기까지 이 쁘라끄리띠의 작용은 마치 자기를 위한 것과 같이 개

개의 뿌루샤의 해탈을 위한 것(prati-puruṣa-vimokṣārtham), 즉 他를 위

한 것(parārtham)이다
42
’

요컨대 뿌루샤와 쁘라끄리띠 사이는 자기 부정을 통해 본래의

자기 모습을 회복해 가는 변증법적 관계이다. 즉 뿌루샤는 자기가

아닌 쁘라끄리띠로 나타남으로서 속박과 苦라는 해탈의 조건을

형성하게 되며, 쁘라끄리띠 역시 자기가 아닌 의식으로 나타남으

로서 뿌루샤는 쁘라끄리띠가 아니라는 區分智에 의해 뿌루샤가 獨

存을 이루도록 봉사한다
43
.

범어 문법에서 뿌루샤는 남성(m.)이고 쁘라끄리띠는 여성(f.)이

며, 뿌루샤라는 단어는 실제로 남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캬 철

학에서 뿌루샤와 쁘라끄리띠의 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 상

징되기도 한다. 중국철학에서 우주와 인간의 생성-발전을 음․양

의 두 원리로 설명하는 것과 비견할 만하다.

42) ity eṣa prakṛti-kṛto mahad-ādi-viśeṣabhūta-paryantaḥ,

prati-puruṣa-vimokṣārthaṃ svārtham iva parārtha ārambhaḥ. (k 56)

43) G. J. 라슨, 같은 책, p. 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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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원리(tattva)들의 전개 : k 22～38

k 7～16에서 prakṛti를 주제로하여 그 존재 증명, avyakta, vyak

ta의 특성, 양자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avyakta의 현현

혹은 轉變의 원리인 三質論과 因中有果論을 다루었고 k 17～21에

선 puruṣa를 주제로 하여 그 존재증명, 多數性, 그리고 puruṣa와 p

rakṛti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특히 마지막 k 21은 puruṣa와 prakṛti

가 마치 눈은 있으나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가 걸을 수는 있으나

볼 수 없는 맹인의 등에 없혀 서로를 돕듯이 절름발이에 비유되

는 puruṣa는 prakṛti(pradhāna)를 보기위해, prakṛti는 puruṣa의 獨存

을 위해 양자가 결합하며, 그 결과 창조(sarga)가 이루어진다고 설

했다.

k 22～38은 순수의식인 puruṣa가 avyakta＝mūla-prakṛti에 現

前함으로써 현현되는 세계의 원리(tattva)들을 다룬다. avyakta는

미현현이므로 puruṣa의 의식에 드러나지 않으나 puruṣa가 avyakt

a에 現前함과 동시에 이 세계로 현현되며, 전개되는 각 원리들은

바로 puruṣa에 비추어진 것들이다. 고전 상-캬에서 세계란 個別的

인 puruṣa의 관점으로부터 이해된 것이며, 세계의 분석 또한 個別

的인 의식(puruṣa)에 나타난 것에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고전

상-캬의 분석은 의식=puruṣa가 본 것에 대한 기술이다. 그러므로

현현된 세계의 분석은 宇宙論的인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심리학

적 범주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44
.

k 22는 본 주제의 총론 역할을 하는 頌으로서 전개과정을 전체

적으로 조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prakṛti(＝avyakta)로부터 먼저

mahat(大)가 流出되고 그로부터 ahaṁkāra(自意識)이, 다시 그로부터

16원리로 이루어진 한 무리가 流出되며, 16개의 무리 가운데 5唯(p

añca-tanmātra)로부터 外界를 이루는 5大(pañca-mahābhūtāni)가 流出된

다
45
.

44) ibid. p. 178

45) prakṛter mahāṃs tato'haṅkāraḥ tasmād gaṇaś ca ṣoḍaśak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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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統覺) : k 22에서 언급되었듯이 avyakta로부터의 첫 번째

현현자가 buddhi이다. k23은 buddhi를 ‘adhyavasāya’ 즉 확인, 혹

은 결단하는 작용이라고 규정했다.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용어

인데 우선 k 30에 따르면 buddhi는 지각의 과정에서 다른 기관에

의해 주어진 감각 따위의 자료에 바탕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결정짓는 작용이다. 또 ‘adhyavasāya’에서 다른 의미를 끌어낼 수

도 있다. buddhi는 여덟가지 bhāva, 즉 인간의 삶의 양식을 결정

짓는 잠재적 성향,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習氣(vāsanā)의 저장소로

서 G. J. 라슨은 buddhi를 인간의 근본적인 추구, 충동의 원천이라

는 의미에서 ‘의지’라고 보았다
46
. ‘adhyavasāya’의 어원적 의미에

‘시도’ ‘노력’ ‘끈질김’ 등의 의미가 있으며, bhāva의 저장소라는 기

능과 관련하여 라슨의 해석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서양심리학에서의 무의식, 唯識불교에서의 알라야識과 비견되며,

아직 자의식(ahaṃkāra)이 없는 기본적인 추구, 요구라는 점에서 갓

난아기의 의식상태나 꿈없는 깊은 잠에도 비견될 수 있다
47
.

buddhi가 갖는 8 bhāva 가운데서 善(dharma), 智(jñāna), 離欲(virāg

a), 지배력(aiśvarya)은 純質的 특성(sāttvikam rūpam)을, 그 반대, 즉 不

善(adharma), 無智(ajñāna), 탐욕(rāga), 무력(anaiśvārya)은 暗質的 특성(t

āmasam rūpam)을 갖는다
48
. buddhi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으로는 설

명될 수 없고, 아마도 요가수행의 어느 단계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 어쨌든 buddhi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내적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인간의 전 삶의 기반을 제공한다.

ahaṃkāra(자의식) : 이것은 ‘나’ ‘나의 것’이라는 의식, 혹은 我執,

我慢(abhimāna)이다. 唯識불교에서 제7末那識(mano nāma vijñāna), 즉

我痴, 我慢, 我愛, 我見의 네 가지 번뇌에 물든 染汚意에 대응하는

tasmād api ṣoḍaśakāt pañcabhyaḥ pañcabhūtāni. (k 22)

46) G. J. 라슨, 같은 책, p. 183

47) ibid. p. 184

48) adhyavasāyo buddhir dharmo jñānaṃ virāga aiśvaryam,

sāttvikam etad-rūpaṃ tāmasam asmād viparyastam. (k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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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다. 이것은 자기 동일성을 의식하는 꿈꾸는 잠의 상태에 비

견되며, 개체로서의 ‘나’를 의식하는 어린아이의 경험에 비견되기

도 한다
49
.

아함까-라(자아의식)으로부터 두 가지 창조(sarga)가 일어난다. 하

나는 純質的(sāttvika), 아함까-라로부터 流出되는 열 한 개의 그룹

과 다른 하나는 暗質的(tāmasa) 아함까-라로부터 流出되는 五唯이

다
50
. 이 두 가지 창조를 共有하는 것이 火的(taijasa) 아함까-라로서

촉발시키는 힘을 제공하며, 아함까-라의 動質(rajas-guṇa)과 연과된

다고 보여진다.

avyakta로부터 buddhi → ahaṃkāra가 수직적 전개(ventical emer

gence)라고 한다면 아함까-라로부터 流出되는 열 여섯 가지 원리

는 수평적 전개(horizontal emergence)이다
51
. 이 중 純質的 요소의 아

함까-라의 전개인 열 한 가지 원리는 意(manas)와 다섯 지각기관(b

uddhi-indriya), 즉 眼․耳․鼻․舌․身과 그리고 다섯 행동기관(karm

a-indriya), 즉 발성기관․손․발․배설기관․생식기관이다
52
. 그런

데 이들 기관[根]들은 감관으로 지각되는 粗大한 기관이 아니라 보

이지 않는 기능을 뜻한다.

이상의 열 한 가지로 이루어진 무리 가운데서 意(manas)는 사고

작용(saṃkalpa)으로서 인식기관과 행동기관으로부터 오는 감각이나

인상을 결정하거나 정돈하여 아함까-라, 붓드히로 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마나스는 한편으론 붓드히, 아함까-라, 다른 한편

으론 5知根과 5作根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 달리 표현하면 바

깥 세계와 내면세계를 연결해주는 다리라고 할 수 있다. k 27에

따르면 마나스는 5知根에 있어서는 知根의 본성을 띄우고, 五作根

에 있어서는 作根(행동기관)의 본성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마

49) G. J. 라슨, 같은 책, p. 186

50) abhimāno'haṅkāras tasmād dvividhaḥ pravartate sargaḥ,

ekādaśakaś ca gaṇas tanmātraḥ pañcakaś caiva. (k 24)

51) G. J. 라슨, 같은 책, p. 179

52) sāttvika ekādaśakaḥ pravartate vaikṛtād ahaṅkārāt, … (k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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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도 기관(根)의 하나이다
53
.

k 28은 5知根, 5作根의 기능에 대해 설한다. 眼․耳․鼻․舌․身

의 감관은 각각의 대상, 즉 色․聲․香․味․觸을 개념작용의 개

입없이 단지 느끼기만 하는 것(ālocana-mātra)이며, 5作根인 발성기

관, 손, 발, 배설기관, 생식기관은 차례로 말하고, 붙잡고, 걷고, 배

설하고 환희하는 행위를 하는 기관이다
54
.

이상의 11 개 기관들과 동시에 暗質的인 아함까-라로부터 5唯(t

anmātra)가 流出된다. 5唯는 k 3에서 말하듯이 붓드히, 아함까-라와

마찬가지로 所産者이면서 또한 五大를 生出시키는 能産者(prakṛti)이

기도 한다. tanmātra란 ‘오직 그만큼’ 혹은 ‘근소함’을 뜻하며 거치

른 물질인 五大를 생출시키는 근거로서 상정된 듯하다. 五唯는 聲

(śabda), 觸(sparśa), 色(rūpa), 味(rasa), 香(gandha)의 다섯으로서 k 38에

선 五大는 차별(viśeṣa)이 있음에 반해 五唯는 무차별(aviśeṣa)한 것

이라고 말한다. 이 극히 미세한 五唯로부터 거치른 물질인 五大가

나온다
55
. 聲唯로부터 空大가, 觸唯로부터 風大가, 色唯로부터 火大

가, 味唯로부터 水大가, 그리고 香唯로부터 地大가 각각 生出된다.

이상을 도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puruṣa - - - prakṛti(avyakta)
buddhi
ahaṃkāra sāttvika tāmasa   

manas 5buddhīndriya 5karmendriya 5tanmātra
5mahābhūta

53) ubhayātmakam atra manaḥ saṃkalpakam indriyaṃ ca sādharmyāt, …

(k 27)

54) śabdādiṣu pañcānām ālocana-mātram iṣyate vṛttiḥ,

vacanādāna-viharaṇotsargānandāś ca pañcānām. (k 28)

55) tanmātrāṇy aviśeṣāḥ tebhyo bhūtāni pañca pañcabhyaḥ, … (k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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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buddhi-ahaṃkāra-manas-5buddhīndriya․5karmendriya

의 13 가지는 인식하고 활동하는데 있어 도구라는 뜻에서 karaṇa

(作具), 혹은 liṅga(특징적 표식)라고도 불리운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끌어 당기고(āharaṇa), 保持하고(dhāraṇa), 비추이는(prakāśa) 일

을 한다
56
.

13개의 作具는 다시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붓드히, 아함까-

라, 마나스의 셋을 內具(antaḥ-karaṇa)라 하고 나머지 五知根·五作根

의 열은 外具(bāhya-karaṇa)라고 부른다. 外具는 대상을 內具에게 알

려주는 역할을 하며 外具가 시간 상 현재시에만 관련됨에 비해 內

具는 과거․현재․미래 3時에 관련된다
57
. 반면 內具를 이루는 bud

dhi․ahaṃkāra․manas 셋의 기능은 앞에서 보았듯이 서로 다르

다. 즉 buddhi는 adhyavasāya(확인, 결정작용), ahaṃkāra는 abhimān

a(나에 집착하고 자만함), manas는 saṃkalpa(사고)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13개의 作具 모두를 통하여 쁘라-나(呼氣) 따위의 5風이 순

환함으로써 作具들이 생명력을 얻고 살아서 기능할 수 있게 된

다
58
. 감관에 현전한 대상에 대해선 붓드히, 아함까-라, 마나스, 根

의 네 가지 작용이 동시적으로(yugapad) 또는 순차적으로(kramaḥ)

일어난다. 과거나 미래의 대상처럼 직접경험될 수 없는 것에 있어

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붓드히․아함까-라․마나스 셋 즉 內

具의 작용은 5知根․5作根 즉 外具에 바탕한다
59
.

이상 13개의 作具들은 상화간의 협동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수

행하며, 作具들의 작용은 궁극적으로 puruṣa의 獨存을 위한 것이

다
60
. 또 13개의 作具 중 五知根(眼․耳․鼻․舌․身)은 인간의 경우엔

56) karaṇaṃ trayodaśa-vidhaṃ tadāharaṇa-dhāraṇa-prakāśakaram, … (k

32)

57) antaḥkaraṇaṃ trividhaṃ daśadhā bāhyaṃ trayasya viṣayākhyam,

sāmpratakālaṃ bāhyaṃ trikālam ābhyantaraṃ karaṇam. (k 33)

58) svālakṣaṇyam vṛttis trayasya saiṣa bhavaty asāmānyā,

sāmānya-karaṇa-vṛttiḥ prāṇādyā vāyavaḥ pañca. (k 29)

59) yugapac catuṣṭayasya tu vṛttiḥ kramaśaś ca tasya nirdiṣṭā,

dṛṣṭe tathāpy adṛṣte trayasya tatpūrvikā vṛttiḥ. (k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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差別(viśeṣa)적 대상을 지각한다. 차별적 대상이란 寂靜․畏怖․痴闇

을 특징으로 갖는 聲 ··· 따위이다. 五唯와 같이 미세한 無差別의

對境은 神(deva, 天)의 영역이다. 五作根 가운데 발성기관(vāk)은 소

리만을 대상으로 갖고 나머지 네 기관은 聲․觸․色․味․香의 다

섯 모두를 대상으로 갖는다
61
.

k 35～37은 붓드히(覺)와 나머지 作具와의 차이점과 관계를 설

하고 있다. 붓드히는 나머지 두 內具인 아함까-라, 마나스를 동반

하며,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대상을 인식한다. 外具인 5知根․5

作根은 대상인식이 들어오는 문(dvāra)이라면 內具는 문을 통해 들

어오는 감각자료들을 종합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확인하는 문지

기(dvāri)에 비유된다
62
.

이 붓드히를 제한 나머지 作具는 그것을 이루는 三質(tri-guṇa)의

양상이 다르며, 마치 등불과 같이 서로 그 특성이 다른 것을 대상

으로 삼는다. 그리고 최종적으론 puruṣa를 위해서 모든 것을 照明

하여 붓드히에게 알려준다
63
. 왜냐하면 붓드히는 뿌루샤에게 모든

경험(享受)을 일으키며, 또한 붓드히가 勝因과 뿌루샤의 미세한 차

이를 판별하여 마침내 뿌루샤의 獨存을 가능케 하므로 나머지 12

作具는 인식되어진 모든 대상을 뿌루샤에게가 아니라 붓드히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64
.

60) svāṃ svāṃ pratipadyante parasparākūta-hetukaṃ vṛttim,

puruṣārtha eva hetur na kenacit kāryate karaṇaṃ. (k 31)

61) buddhīhdriyāṇi teṣāṃ pañca viśeṣāviśeṣa-viṣayāṇi,

vāg bhavati śabda-viṣayā śeṣāṇi tu pañca-viṣayāṇi. (k 34)

62) sāntaḥ-karaṇā buddhiḥ sarvaṃ viṣayam avagāhate yasmāt,

tasmāt trividhaṃ karaṇaṃ dvāri dvārāṇi śeṣāni. (k 35)

63) ete pradīpa-kalpāḥ paraspara-vilakṣaṇā guṇa-viśeṣāh,

kṛtsnaṃ puruṣāsyārthaṃ prakāśya buddhau prayacchanti. (k 36)

64) sarvaṃ pratyupabhogaṃ yasmāt puruṣasya sādhayati buddhiḥ,

saiva ca viśinaṣṭi punaḥ pradhāna-puruṣāntaraṃ sūkṣmam. (k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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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윤회론 : liṅga · bhāva · bhautika의 형성 : k 39～54

k 22～38에서 개체를 구성하는 기본원리들(즉, buddhi, ahaṃkāra, m

anas, 5buddhīndriya, 5karmendriya, 5tanmātra와 물리적 세계를 이루는 5mahāb

hūta)이 mūla-prakṛti로부터 流出(emergence) 혹은 轉變해 나타나는

과정과 그리고 각 요소의 기능에 대해 논의했는데, 그 다음 k 3

9～54에선 liṅga(미세신)와 bhāva(잠재력 성향), 그리고 bhautika(五大

로 이루어진 뭇생명)의 창조(sarga)에 대해 설해진다.

먼저 k 39～42에선 윤회의 주체인 미세신(sūkṣma-śarīra)을 주제

로 삼고 있다. 몸(śarīra, 身)은 죽은 다음에도 존속하여 윤회하는 微

細身과 부모로부터 태어난 父母所生身(māta-pitṛ-ja) 혹은 粗大身(sthū

la-śarīra)의 둘로 구분되며, 전자는 puruṣa의 獨存과 더불어 mūla-

prakṛti에로 還沒하기까지는 육신(五大)의 소멸(＝죽음) 후에도 존속

하면서 父母의 몸을 빌려 다시 태어나는 윤회의 주체이며, 후자는

죽음과 더불어 소멸되는 몸이다
65
.

k 40은 미세신을 liṅga로 바꾸어 표현하면서 그 몇 가지 특성을

열거하고 있다. 즉 liṅga는 붓드히로부터 5唯까지를 포함하는 것

으로서 이것은 이 세상이 생성되기 전 단계에, 즉 prakṛti의 전변

의 최초에 발생한다(pūrotpanna). 또 天이나 인간, 동물의 세계에 묶

이지 않고 산이나 바위에도 걸림이 없다(asaktam). 智에 의해 puruṣ

a의 독존이 실현되지 않는 한 영구히 윤회하면서 존속된다(niyata

m). 부모로부터 五大로 이루어진 몸을 받아 태어나지 않는 한 어

떤 것도 경험할 수 없다(nirupabhogam). 그리고 liṅga는 붓드히 속에

축적된 잠재적 세력 혹은 성향인 bhāva의 힘으로 윤회한다
66
.

그런데 왜 liṅga가 5唯까지를 포함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k 41은

마치 캔버스가 없이는 그림이 있을 수 없고 기둥 따위의 물체가

65) sūkṣmā mātā-pitṛjāḥ saha prabhūtais tridhā viśeṣāḥ syuḥ,

sūkṣmās teṣāṃ niyatā mātā-pitṛjā nivartante. (k 39)

66) pūrvotpannam asaktaṃ niyataṃ mahad-ādi-sūkṣma-paryantam,

saṃsarati nirupabhogaṃ bhāvair adhivāsitaṃ liṅgam. (k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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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는 그림자가 있을 수 없듯이 13개의 作具로 이루어진 liṅga도

그것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지탱시켜 주는 所依로서 5唯가 없이

는 존속할 수 없다고 답한다
67
.

과거의 업에 의해 붓드히 가운데 축적된 잠세력(bhāva)에 상응

하는 果報로서 五大와 결합될 때 구체적인 생명체인 粗大身이 된

다. 이 때 bhāva는 윤회의 動力因(nimitta)이고 그 과보가 곧 윤회

이다. 미세신은 한 편으로는 붓드히 가운데 잠재된 bhāva와 그리

고 prakṛti에 고유한 遍在性 혹은 위력(vibhutva)에 의해 마치 무용

수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역할을 무대에서 연기하듯이 과보에

따라 때로는 天(deva)으로 때로는 인간으로 때로는 동물로도 再生

(윤회)한다. 그리고 미세신이 윤회하는 목적은 뿌루샤의 獨存이다
68
.

k 40에선 bhāva의 영향으로 liṅga가 윤회한다고 했고, k 42에선

bhāva를 윤회의 動力因(nimitta)이라고 했는데, k 43～51은 고전 상

-캬의 윤회설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bhāva를 윤회․

해탈과 관련시켜 좀 더 상세히 다루고 있다.

bhāva는 ‘～이 되다’(become)를 뜻하는 어근 √bhū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buddhi가운데 놓여있는 ～이 되게 하는 잠재적 성향(pre

disposition), 혹은 ～이 되게 하는 잠재적 조건(condition), 유식불교적

표현으로는 습기(習氣)(vāsanā) 혹은 種子(bīja)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 잠재적 성향엔 ① 善(dharma), ② 不善(adharma), ③ 智(jñāna), ④

無智(ajñāna), ⑤ 離欲(virāga), ⑥ 탐욕(rāga), ⑦ 自在力(aiśvarya), ⑧

無力(anaiśvarya)의 여덟가지가 있으며, 이 여덟가지 bhāva는 다시

① 先天的인 것(sāṃsiddhika), ② 自性的인 것(prākṛtika), ③변화된 것

(vaikṛta)로 3분되기도 한다. 先天的인 것이란 전생의 業에 의해 태

어남과 더불어 함께 가지고 오는 bhāva이고, 자성적인 것은 태어

난 이후 언젠가 저절로 생긴 bhāva이며, 변화된 것은 일반인이 경

67) citraṃ yathāśrayam ṛte sthāṇvādibhyo vinā yathā chāyā,

tadvad vinā viśeṣair na tiṣṭhati nirāśrayaṃ liṅgam. (k 41)

68) puruṣārtha-hetukam idaṃ nimitta-naimitika-prasaṅgena,

prakṛter vibhutva-yogān naṭavad vyavatiṣṭhate liṅgam. (k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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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식적 노력의 결과로 생긴 bhāva이다
69
. 8 가지 bhāva중 善(dh

arma)에 의해 윤회의 位階에서 높은 곳 즉 人이나 天으로 태어나

고, 不善에 의해서 소, 말 따위의 낮은 곳으로 향한다. 智(jñāna)에

의해 해방(apavarga)이, 반대로 顚倒(viparyaya), 혹은 無智에 의해 속

박(bandha)이 초래된다
70
. 離欲(virāga)에 의해 原質로의 歸沒(prakṛti-la

ya)이 이루어지고 탐욕(rāga)으로부터 윤회가 일어난다. 自在力(aiśva

rya)에 의해 장애가 사라지며, 無自在力(anaiśvārya)에 이해 장애가

생긴다
71
.

k 46～51은 위의 8 bhāva와 다른 각도에서 bhāva를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bhāva엔 크게 전도, 무능력, 안일, 성취의 네

가지가 있으며 質(guṇa)의 불균형의 차이에 따라 다시 50 가지로

분류된다(k 46)
72
. 즉, 顚倒(viparyaya, 그릇된 인식)에 다섯 종류, 무능력

(aśakti)에 28 종류, 안일(tuṣṭi)에 9 종류, 성취(siddhi)에 8 종류 모두

50 가지로 구분된다(k 47).

顚倒(viparyaya)엔 다시 暗(tamas), 痴(moha), 大痴(mahāmoha), 暗黑(tā

miśta), 盲暗黑(andhatāmiśra)의 다섯 가지가 있고, 다시 暗에 8 가지,

痴엔 8 가지, 大痴인 10 가지, 暗黑엔 18 가지, 盲暗黑에도 18 가지

가 있다(k 48).

無能力(aśakti)이란 11根의 결함과 붓드히의 결함이며, 붓드히의

결함은 9 가지 안일함과 8 가지 성취와 반대되는 것이므로 17 가

69) sāṃsiddhikāś ca bhāvāḥ prākṛtikā vaikṛtāś ca dharmādyāḥ, … (k 43)

70) dharmeṇa gamanam ūrdhvam gamanam adhastād bhavaty adharmeṇa,

jñānena cāpavargo viparyayād iṣyate bandhaḥ. (k 44)

71) vairāgyāt prakṛtilayaḥ saṃsāro bhavati rājasād rāgāt,

aiśvaryād avighāto viparyayāt tadviparyāsaḥ. (k 45)

72) Keith는 k 46～51을 후대의 삽입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Frauwallner는

50 bhāva설을 보다 오랜 형태의 이론으로 본다. G. J. 라슨은 8

bhāva설과 k 46～51의 50 bhāva설이 상충한다기 보다 같은 현상의 두

측면, 혹은 두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한다. 즉 8 bhāva가 미세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보다 깊은 인과적 잠세력이라면 50 bhāva는 보다 깊은

인과적 잠세력이 금생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라는 것이다. (G. J.

라슨, Classical Sāṃkhya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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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다(k 49).

9가지 안일(tuṣṭi)은 내적인 것에 原質, 取(upādāna), 시간, 행운(bhā

gya)의 네 가지가 있고, 外的인 것은 다섯 가지 감각대상에 대한

작용을 그침에 따라 다섯 가지이다. 성취(siddhi)엔 思量(ūha), 말(śab

da), 독송, 3苦의 소멸, 우정의 획득, 보시의 여덟 가지가 있다. 顚

倒, 無力, 안일, 성취 가운데서 앞의 세 가지, 즉 전도, 무력, 안일

은 성취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k 51).

위에 논의한 bhāva와 liṅga 사이는 불가분적 관계로서 bhāva를

떠나 따로 liṅga가 없고, 반대로 liṅga를 떠나 따로 bhāva가 있을

수 없다
73
. liṅga는 bhāva의 힘으로 현상계에 속박되어 윤회하기도

하고 bhāva로 인하여 puruṣa로 하여금 현상계에서 벗어나 獨存을

이루도록 돕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인간 개체의 구조에 관한 것이었으나

k 53, 54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可視的인 세계에 대한 고전 상-캬

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것은 abhautika-sarga인 liṅga-sarga, b

hāva-sarga에 대해 bhautika-sarga, 즉 五大元素(pañca-mahābhūta)

로 이루어진 粗大한 세계, 그 가운데서도 윤회하는 뭇생명체(衆生)

를 位階에 따라 서술한다.

불교에서 윤회계 속의 중생을 지옥․아귀․수라․축생․人․天

의 六道 혹은 六趣(gati)로 구분짓고 있는데 비해 고전 상-캬에선

天․人․獸의 三道 혹은 三趣로 구분짓고 있다. 天道엔 brāhman,

prajāpatyam, saumyam, aindram, gāndharvam, rākṣasam, paiśāc

am 등 여덟 가지가 있고, 獸道엔 가축(paśu), 야수(mṛga), 새(pakṣi),

뱀(sarīsṛpa), 초목(sthāvara)의 다섯 가지가 있으며, 人道엔 인간 한

종류만 있다
74
. 天道에서 最上인 브라흐만[梵天]으로부터 獸道에서

最下인 草木까지의 수직적 位階에서 上方으로 올라갈수록 純質(satt

73) na vinā bhāvair liṅgaṃ na vinā liṅgena bhāva-nirvṛttiḥ,

liṅgākhyo bhāvākhyas tasmād dvividhaḥ pravartate sargaḥ. (k 52)

74) aṣta-vikalpo daivas tairyag-yonaś ca pañcadhā bhavati,

mānuṣyaś caikavidhaḥ samāsato bhautikaḥ sargaḥ. (k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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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이 더 많아지며 아래고 내려올수록 暗質(tamas)이 더 많아지며

중간인 인간에 있어선 動質(rajas)이 더 많다
75
.

이상을 정리해 보면, puruṣa 가까이에 있는 mūla-prakṛti(=avyak

ta)의 법칙에 따라 그 속에 이미 있던 원리들이 전개되기 시작한

다. 그리하여 붓드히․아함까-라․마나스․五知根․五作根의 13개

作具(karaṇa) 혹은 liṅga가 流出되고, 이것이 五唯의 결합한 것이 바

로 윤회의 주체인 미세신(sūkṣma-śarīra) 혹은 liṅga-śarīra이다.

liṅga가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원리인 buddhi에 저장된 잠재

적 가능력(latent potency)인 bhāva의 성격에 따라 五大와 결합되어

bhautika-sarga인 天․人․獸의 三道에 태어나게 된다.

ⅷ. 해탈론 : k 55～69

k 1에서 인간의 실존을 苦라고 선언했고, 상-캬의 목적은 苦를

소멸시키는 수단을 탐구하여 마침내는 윤회와 苦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prakṛti와 puruṣa, 양자의 관계를 통해

현현된 諸原理들(tattvas), 그리고 liṅga․bhautika의 창조(sarga)에

대해서 논의한 후 마지막으로 k 55～69의 14개 頌에서 상-캬의

본래 목적인 苦와 윤회로부터의 해탈을 다룬다. k 55는 k 1에서

선언했던 실존의 苦性을 다음과 같이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

‘納身(liṅga)이 退轉(avinivṛtti)하기 까지 순수의식(cetana)인 뿌루샤는

老死로 이루어진 苦를 겪는다. 그러므로 [창조는] 본성적으로 苦이다
76
’

老死(jarā-maraṇa)라는 말은 불교의 12緣起 중 마지막 12支에서

75) ūrdhvaṃ sattva-viśālas tamo-viśālaś ca mūlataḥ sargaḥ,

madhye rajo-viśālo brahmādi-stamba-paryantaḥ. (k 54)

76) tatra jarā-maraṇa-kṛtam duḥkhaṃ prāpnoti cetanaḥ puruṣaḥ,

liṅgasyāvinivṛtteḥ tasmād duḥkhaṃ svabhāvena. (k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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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의 苦性을 대표하는 표현인데 여기서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

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그리고 윤회하는 자는 앞 절에서 보았듯이

붓드히로 시작되는 13원리와 5唯가 결합된 liṅga-śarīra이며, 이것

이 다시 mūla-prakṛti로 되돌아가서 그것에 歸沒할 때까지는 苦에

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현현된 세계(vyakta), 즉 세 가지 sarga로

이루어진 현상계에서 苦란 잠정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본성적으로(svabhāvena) 그러한 것이라고 頌은 말하고 있다. 그러므

로 k 1에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dṛṣṭa)이나, k 2에서

와 같이 베다에서 명하는 제사에 의해서는 그런 본연적인 苦가 확

실하게(ekāntataḥ) 그리고 최종적으로(atyantataḥ) 제거될 수 없으며,

오직 vyakta․avyakta 그리고 puruṣa(jña)에 대한 區分的 知(vi-jñān

a)에 의해서만 완전한 해방이 가능하다.

저자는 k 55에서 여태까지의 앞에서의 논의를 요약한 후에 k 5

6～61에서 原質의 活動의 목적을 여러 가지 비유로서 분명히 해

주고 있다. 大(mahat＝buddhi)로부터 5大(pañca-mahābhūta)에 이르기까

지 原質의 전개활동은 몰가치적이고 중립적이고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puruṣa의 해탈(puruṣa-vimokṣa)을 위한 목적론적(teleological)

인 것이다. 순수의식인 puruṣa의 現前은 비의식적인 prakṛti가 마

치 의식(cetana)인 것처럼 현현시키며, 반대로 puruṣa는 그것이 아

닌 현현된 세계처럼 나타난다. 그리고 현현된 prakṛti는 바로 그

현현에 의해 puruṣa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동시에

그와같이 他者인 puruṣa를 돕는 것(parārtha) 그 자체가 prakṛti로서

는 곧 자기를 위한 것(svārtha)이기도 하다
77
. 다시 말해서 puruṣa가

prakṛti와의 혼동에서 벗어나 獨存을 실현하도록 도움으로써 prak

ṛti는 윤회의 苦에서 벗어나 본래의 mūla-prakṛti로 歸沒할 수 있

게 되기 때문에 利他(parārtha)가 곧 自利(svārtha)가 된다.

마치 어미소가 송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의식이 없는 우유를 내

듯이 prakṛti(＝어미소)는 puruṣa(＝송아지)를 위해 이 세계를 流出시

77) ity eṣa prakṛto mahad-ādi-viśeṣabhūta-paryantaḥ,

pratipuruṣa-vimokṣārthaṃ avārtha iva parārtha ārambhaḥ (k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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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78
. 이때 어미의 우유는 송아지라는 他者를 위한 것이지만 동

시에 그것은 자기가 낳은 송아지를 위한 것이므로 곧 자기 자신

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세상사람들(＝avyakta)이 욕망(＝puruṣa)의

충족을 위해 일(＝현현자)을 할 때, 일은 욕망의 충족을 도움으로써

동시에 일하는 사람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과 같다
79
.

k 59는 原質과 我의 관계를 무희(＝原質)와 관객(＝我)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다. 마치 무희가 관객에게 춤공연을 보이고 나선 무대

로부터 사라지듯이 原質은 puruṣa에 자기 모습을 보여준 후 그 활

동을 그친다
80
. 이 비유는 단지 바라보기만 하는 자(sākṣin)인 puruṣ

a를 관객에 비유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비유이다. prakṛti는

세계라는 무대에서 활동하는 무희라면 puruṣa는 세계라는 무대

위에서의 prakṛti의 활동을 조용히 바라보기만 하는 관객이다.

prakṛti는 puruṣa라는 순수의식에 비춰지고 보여짐으로써 avya

kta에서 vyakta로 전개되며 그 자체 의식이 없음에도 의식을 가

진 것처럼 나타나고, puruṣa는 내용없는 텅 빈 순수의식임에도 pr

akṛti 가까이 있음으로써 prakṛti와 구분되지 않고 혼합된다. 그러

나 무희와 관객이 서로 분리된 전혀 다른 것이듯이, 양자는 전혀

다른 존재의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서 서로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럼에도 관객이 무대의 무희의 춤에 몰두해 있을 때 자

신을 잊고 자신이 마치 무대의 무희와 하나인 듯 춤 속에 매몰되

듯이 puruṣa와 prakṛti가 혼동되어 마치 puruṣa가 이 세계 속에서

속박되어 윤회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로는 puruṣa는

속박된 적이 없고 따라서 윤회하는 것도 해탈하는 것도 아니다.

현현된 세계에 속박된 미혹의 인간의 관점에서 puruṣa가 속박당

하고 해탈하는 것처럼 나타나 보일 뿐이지 실제로 윤회하고 속박

78) vatsa-vivṛddhi-nimittaṃ kṣīrasya yathā pravṛttir ajñasya,

puruṣa-vimokṣa-nimittaṃ tathā pravṛttiḥ pradhānasya. (k 57)

79) autsukya-nivṛtty-arthaṃ yathā kriyāsu pravartate lokaḥ,

puruṣasya vimokṣārthaṃ pravartate tadvad avyaktam. (k 58)

80) raṅgasya darśayitvā nivartate nartakī yathā nṛtyāt,

puruṣasya tathātmānaṃ prakāśya vinivartate prakṛtiḥ. (k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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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해탈하는 것은 prakṛti이다
81
.

그러면 prakṛti는 어떻게 속박되며, 어떻게 하면 속박으로부터

의 해탈이 가능할까? k 63, 64는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다. 앞 절

에서 근본원질＝미현현자의 최초 전개자가 buddhi이고 buddhi엔

① dharma(善) ② adharma(不善) ③ jñāna(智) ④ ajñāna(無智) ⑤ vi

rāga(無貪) ⑥ rāga(貪) ⑦ aiśvarga(力) ⑧ anaiśvarya(無力)의 여덟

가지 bhāva가 있다고 했는데 이중 智를 제한 나머지 일곱 가지 b

hāva에 의해 세계 속에 속박되며, 반대로 jñāna-bhāva에 의해 해

탈이 성취된다. prakṛti는 智라는 한가지 bhāva로써 puruṣa를 위

해 스스로를 해방시킨다
82
. 그러면 그러한 解脫智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k 64는 다음과 같이 읊는다.

‘그와같이 諸原質에 대한 修習(tattva-abhyāsa)으로부터 ‘나는 [prakṛti

와 그 현현이] 아니다. [그러한 현현들(原理들)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러한 원리에 있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남김 없고, 無顚倒이므로

청정하며, 완전한 知가 일어난다.
83
’

이 頌은 불교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있는 점이 발견된다. 불교는

12緣起에 대한 順觀과 逆觀을 통해 혹은 5蘊의 自性이 空함을 觀함

으로써, 혹은 5온의 하나 하나가 ‘我가 아니고 (非我) 나의 것이 아

니며, 5온엔 我가 없음(無我)을 반복적으로 觀함으로써 正等覺을 이

룬다고 가르치는데, 위 頌에선 prakṛti와 그로부터 流出된 원리들

에 대한 修習을 통해 그것들이 내가 아니며(非我), 나의 것이 아니

고, 그런 것 가운데는 我가 없음(無我)을 깨닫는 것이 전도되지 않

고(aviparyaya), 청정하며(viśuddham), 완전한(kevalam) 智(jñāna)라고 설

81) tasmān na badhyate'ddhā na mucyate nāpi saṃsarati kaścit,

saṃsarati badhyate mucyate ca nānāśrayā prakṛtiḥ. (k 62)

82) rūpaiḥ saptabhir eva tu badhnāty ātmānam ātmanā prakṛtiḥ,

saiva ca puruṣārthaṃ prati vimocayaty eka-rūpeṇa. (k 63)

83) evaṃ tattvābhyāsān nāsmi na me nā'ham ity apariśeṣam,

aviparyayād viśuddhaṃ kevalam utpadyate jñānam. (k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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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prakṛti와 그 현현된 원리들은 5온, 12처, 18계라는 一

切法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양 학파 모두 이것들이 我가 아니고

我가 없다고 가르치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와같이 prakṛti와 puruṣ

a를 구별하는 것이 puruṣa의 獨存을 실현시켜주는 區別智라면 불

교에선 5온의 無我性 혹은 空性을 직관하는 것이 無上正等覺이다.

그리고 그런 상-캬의 kaivalya(獨存)에 대응하는 것이 불교의 열반,

혹은 眞如, 空性으로 표현되는 의식의 차원이다.

k 65, 66은 智에 의해 prakṛti가 puruṣa를 위한 목적을 달성한

후의 상태에 대해 기술한다. 區別智가 일어날 때 prakṛti는 원리들

의 전개(혹은 流出) 활동이 정지되고, 智를 제한 나머지 7개의 bhāv

a도 그 영향력이 사라지며,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安住하

는 puruṣa는 관객처럼 바라본다
84
. 현상계의 전개와 더불어 일어난

prakṛti와 puruṣa의 혼동은 ‘나는 [prakṛti와 원리들이] 아니다’라는 智

와 더불어 사라지고, puruṣa는 무심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자기의

본성을 되찾고 prakṛti는 전개활동을 그치고 다만 보여지는 자로

서의 본성을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양자는 비록 여전히 가까이

있을지라도 더 이상 현상계의 전개(sarga)는 일어나지 않는다
85
.

다음에 k 67과 k 68은 각각 生解脫과 離身解脫에 대해 설한다.

完全智에 의해 puruṣa의 獨存을 달성했을지라도, 마치 바퀴가 처

음 주어진 힘의 잠재력으로 당분간 저절로 굴러가듯이, 새로운 bh

āva는 더 이상 생기지 않더라도 과거의 bhāva의 잠세력(saṃskāra)

에 의해 얼마간 신체를 유지한다
86
. 이것은 불교의 유여열반과 대

응하는 개념이다. 마침내 죽음과 더불어 신체마저 분리될 때 목적

을 완전히 이룬 勝因은 활동을 정지하고 puruṣa는 확실하고도 궁

극적으로 苦를 여읜 獨存을 실현한다
87
. 이것은 불교의 무여열반에

84) tena nivṛtta-prasavām arthavaśāt sapta-rūpa-vinivṛttām,

prakṛtiṃ paśyati puruṣaḥ prekṣakavad avasthitaḥ svasthaḥ. (k 65)

85) dṛṣṭā mayety upekṣaka ekaḥ dṛṣṭā'ham ity uparamaty anyā,

sati saṃyoge'pi tayoḥ prayojanaṃ nāsti sargasya. (k 66)

86) samyag-jñānādhigamād dharmādīnām akāraṇa-prāptau,

tiṣṭhati saṃskāravaśāc cakra-bhrama-vida dhṛta-śarīraḥ. (k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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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개념이다.

kaivalya의 경지에선 현상계가 모두 原質로 還沒되어 버리고 원

질도 활동을 정지한 상태이므로 puruṣa＝순수의식은 대상과 내용

이 텅빈 순수한 無라고 할 수 있다. 불교식으로 표현한다면 無分

別智에 유사한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맺는 말

이상에서 보았듯이 <상-캬․까-리까->는 불과 70여 개의 頌으

로 이루어져 있지만, 古典 상-캬의 사상을 매우 논리정연하고 체

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6파철학의 다른 기본 논전들

가운데서도 특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된다.

고전 상-캬는 puruṣa와 prakṛti라는, 서로 다른 하나로 환원될

수 없고,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實在에 바탕하여 윤회적

세계(sarga)와 해탈(kaivalya)을 설명하고자 하는 二元論的 사상이다.

그리고 古典 상-캬 사상은 인도철학의 다른 학파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知的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순리적․사

변적 철학체계가 아니라 인간실존의 苦性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

하여 최종적으로는 生死윤회의 苦에서 벗어난 절대적 자유와 평화

를 추구하는 종교적, 처방적, 실제적 철학임을 알 수 있다.

古典 상-캬는 puruṣa와 prakṛti의 혼동으로 puruṣa가 prakṛti의

변형으로 나타나고, prakṛti의 변형은 의식을 가진 것으로 거짓 나

타남으로써 prakṛti의 변형을 ‘나’라고 착각하고 그에 탐착하는 것

이 苦의 원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苦가 완전히 소멸된 kaivalya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puruṣa와 avyakta․vyakta(prakṛti와 그 변형)

87) prāpte śarīra-bhede caritārthatvāt pradhāna-vinivṛttau,

aikāntikam ātyantikam ubhayaṃ kaivalyam āpnoti. (k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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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實相에 대한 智에 의해 양자가 전혀 다른 것임을 통찰해야 한

다. 이것을 불교의 四諦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전 상-캬 불교

苦 苦

苦의 원인 : puruṣa와 prakṛti의 혼동 集 : 無明과 貪欲

苦滅 : kaivalya(puruṣa의 獨存) 滅 : 열반

苦滅道 : puruṣa와 prakṛti에 대한 區分智를 道 : 八正道

얻기 위한 상-캬의 學習

古典 상-캬에서 mūla-prakṛti로부터 변형된 23원리는 宇宙論的

인 개념이 아니라 苦를 겪고 있는 인간 개체를 이루는 여러 요소

들에 대한 심리학적 사상이다. 23원리 중 붓드히로 시작되어 5唯

로 끝나는 18원리는 윤회하는 미세신 혹은 liṅga-śarīra이며 미세

신인 붓드히에 잠복해 있는 가능태로서의 힘, 즉 bhāva에 의해 그

에 걸맞는 5大로 이루어진 粗大身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윤회이다. 붓드히는 유식불교에서 알-라야식에 대응하는 개념으

로서 붓드히에 저장된 bhāva 중 智의 bhāva를 제한 일곱 bhāva

에 의해 현상계에 속박되고 윤회하며 智의 bhāva에 의해 해탈이

실현되듯이 유식불교에선 알라야식에 저장된 名言習氣(vāsanā) 혹

은 業種子(bīja)에 의해 雜染法이 생성되고 윤회계에 속박되며 正聞

熏習種子에 의해 잡염법의 種子가 소멸될 때 淸淨과 해탈이 실현

된다고 가르친다.

古典 상-캬에서 prakṛti와 그 변형이 我(=puruṣa)가 아님을 깨닫

고 prakṛti와 我의 혼동에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듯이 불교에선

五蘊, 十二處, 十八界는 我가 아니고(非我), 그 속엔 我가 없으며(無

我), 五蘊은 自性이 비어 있음을 直觀하는 것이 곧 해탈지=般若이

다.

puruṣa의 獨存은 단지 철학적, 知的 개념이 아니라 요가적 체험

의 궁극에서 실현되는 無分別的 三昧의 경지를 상징하는 용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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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대상, 혹은 인식 내용이 사라지고 투명하고 텅빈 순수의식

그 자체로서 불교의 空性, 眞如, 혹은 無分別智에 대응하는 상-캬

적 표현이다.

이상과 같이 고전상-캬와 불교 사이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중

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불교 특히 대승불교에선 윤회와 열반, 五蘊

과 空性이 不二(advaya)라고 가르침에 반해 상-캬는 kaivalya의 실

현은 곧 윤회적 현상계가 未顯現(avyakta)인 mūla-prakṛti 속으로

歸沒(laya) 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puruṣa와 prakṛ

ti는 전혀 다른 존재의 차원이며, prakṛti와 그 변형이 윤회의 세계

라면 puruṣa의 獨存은 열반에 상응한다. 대승불교는 ‘윤회 즉 열

반’, ‘번뇌 즉 보리’라고 가르침에 대해 상-캬는 비록 윤회적 현상

계가 근본원질에 귀몰되어도 근본원질 자체는 puruṣa와 별도로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대승불교에선 윤회와

열반의 차이는 단지 인식론적인 차원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에 대

해 고전상-캬에선 순수의식(cetana)인 뿌루샤와 비의식(acetana)인 p

rakṛti의 차이는 존재론적인 것이다.

또 고전 상-캬에선 인간과 세계가 그로부터 전개되고(流轉) 마침

내 그곳으로 되돌아 가는(還滅) 바의 제1원인으로서 mūla-prakṛti

를 상정하는데 비해 불교의 중심교설인 緣起說에선 그런 제1원인

을 상정함이 없이 萬法의 기능적 상호의존성을 가르치는 점이다.

변화에 대한 불교적 사고는 찰라생멸로서 각 찰라가 서로 다르고

구별되는 것이라면, 고전 상-캬에서 변화란 이미 있는 것의 변형(t

ransformation)일 뿐이며 새로운 것의 생성이 아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불교건 고전 상-캬이건 단지 宇宙

論的, 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속박과 苦의 실존으로부터 자유와

궁극적 평화를 추구하는 실제적, 처방적 人間學이라는 점에선 공

통된다. 그리고 흥미있는 것은 puruṣa의 독존은 prakṛti＝윤회의

속박과 苦의 체험(bhoga)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듯이, 불교 역시 윤

회의 苦性에 대한 절실한 체험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