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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불교 경전에서 때때로 나형외도(裸形外道)란 이름으로 나타나는

아지비까에 대해서 빨리본 짜따까는 다음과 같은 게송을 남기고 있다.

"행복한 재생으로 가는 문이란 결코 없으니, 비자까여, 너의 숙명을 따

르라. 숙명에 의해서 기쁨과 괴로움이 결정된다고 아지비까는 말한다.

모든 생류들은 윤회를 통해서 청정하게 될지니, 미래를 너무 서두르지

말라!" 고대 인도의 군인들 사이에서 주로 회자되었던 이 게송은 삶과

죽음의 교차하는 극단적인 전쟁터에서 주어진 상황을 스스로의 숙명으

로 받아들이는 아지비까의 태도가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위안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지금은 인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없지

만, 아지비까는 하나의 교단의 형태로 14세기까지 남인도에 남아 있었

으며, 인도최초의 통일왕국인 마우리아 왕조의 제 2대 빈두사라왕이 그

신도였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위의 게송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아지비

까는 우리들의 삶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란

윤회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윤회의 원동력으로 인도사상 일반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행위이론은 받아들이지 않는 독특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지비까를 중심으로 윤회와 행위이론의 기원

을 외부에서 인도로 들어온 아리얀이 아니라 갠지스강 중하류 지방의

토착민들 사이에서 찾으려는 갠지스 중하류 지역의 토착문화에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32-A0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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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윤회(輪廻, saṃsāra)란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등 인도종교 전

반에서 우리들의 삶이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하는 믿음에 주어진

명칭이다. 이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은 단순

히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수히 많

은 삶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 된다.

인도에서 이러한 윤회관념은 점차적으로 행위(業, karman) 개

념과 결합하면서 윤리적인 측면을 뛰게 된다. 즉, 모든 생류들은

스스로의 선하거나 악한 행위를 원인으로 다양한 삶과 죽음 그리

고 끊임없는 재생이란 결과를 받으면서 시작도 끝도 없는 윤회를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인도의 윤회관은 행위개념과 결합하

면서 다양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과 함께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윤리적인 근거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세계

관으로 발전한 것이다.

인도의 윤회관념은 점차적으로 생명이 있는 모든 생류에만 국

한되어 적용되지 않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에까지 확대되어

적용되게 된다. 존재론적으로 보았을 때 무생물을 포함한 있는 모

든 것들은 현상적이며 영원하지 못하고 조건적이며 끊임없이 변

화하는 것으로 생각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적인 상태로부

터 벗어나서 영원하고 무조건적이며 초월적인 상태로서 해탈 또

는 열반의 상태를 지향하게 된다. 불안정한 상태로부터의 탈출은

윤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으로서 생각되었고 힌두교, 불교, 자

이나교 등 인도종교 전반에서 해탈 또는 열반이 우리의 종교적인

삶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렇다면 인도의 이러한 윤회와 행위관념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윤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아리얀 기원설, 인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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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설1), 그리고 갠지스 기원설2)이란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될 수

있는 수 있는 많은 이론들이 대립하고 있다. .

인도학의 초창기부터 학계의 일반적인 지지를 받아온 이론은

아리얀(Aryan) 기원설이었다. 이에 의하면 기원전 1500년 경 북

서쪽으로부터 인도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스끄리

뜨어를 모어로 사용했던 아리안인들이 윤회와 행위이론을 발전시

킨 것이 된다. 즉, 이들에 의해 작성되고 유지되어 온 웨다(Veda),

브라흐마나(Brāhmaṇa), 아란야까(Āraṇyaka), 우빠니샤드(Upaniṣa

d) 등의 문헌들에서 윤회와 행위에 대한 관념들이 단계적으로 발

전하여 오늘날의 모습으로 체계화되었다는 것을 아리얀 기원설이

다.3)

하지만 불교성립 이전 또는 거의 동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

되는 초기 우빠니샤드에 속하는 브리하드아란야까(Bṛhardāraṇyak

a)와 찬도갸(Chādogya)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몇 문제점들이 발견

된다. 특히 二道五火說로 잘 알려진 우연적인 윤회설이 나타나는

1) 비록 그 언어가 아직까지 판독되지 않고 있지만, 인더스 문명에서 윤회와

행위에 대한 관념의 기원을 찾으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다. 하지만

아리안 기원설이 풍부한 산스끄리뜨 문헌들에 의해서 뒷받침 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 인더스 문명 기원설은 아직까지 자료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더스 문명권에서 발견되고 있는 인장(seal)과

토기 등에 나타나는 요가수행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다. 윤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으로서 해탈관이 이러한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초기적인 윤회관념의 기원을 인더스 문명으로 잡는 것이

인더스기원설이다.

2) 윤회와 행위이론의 기원을 외부에서 인도로 들어온 아리얀(Aryan)들이

아니라 갠지스강 중하류 지방의 토착 원주민들 사이에서 찾으려는 것이

갠지스 기원설이다. 비록 갠지스강 중하류 지방의 토착민들과 그들의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지만,

기존의 아리안기원설이 가지는 문제점들로부터 이러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불교 문화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 윤호진(1992)의 ‘무아․윤회문제의 연구’의 경우 전체 논문의 주제가

무아와 윤회의 양립이었기 때문에 몇몇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무아’는

불교에서 생겨난 것이며 ‘윤회’는 브라만전통에서 생겨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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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4)에서는 행위(業, karman)에 대한 언급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끄샤뜨리아(Kṣatriya)인 왕이 브라만 사제에게 윤회에 대

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5) 그 당시의

사회상에서 브라만 사제계급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거의 독

점하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초기 우빠니샤드(Upaniṣad)의

언급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점은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보다 진보적인 브라만 탐구자에 의

해 윤회관이 처음 만들어졌다고 보거나6), 二道五火設에서 행위(業,

karman)는 秘義로서 전해지고 있는 것7)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언급은 행위개념이 결여된 초기적인 윤회이

론이 외부에서 인도로 들어온 아리안들이 속했던 브라만 계층이

아니라 토착 원주민인 끄샤뜨리아 계층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시

사하고 있기 때문이다.8)

4) BAU 6.2.2-16; CU 5.3.1-5.4.10; Olivelle(1996) pp. 81-84, pp. 140-144.

5) BHU 6.2.8; CU3.7; Olivelle(1996) p. 83, p. 140.

6) 윤호진(1992) p. 43

7) 정승석(1999) p. 229.

8) 초창기 유럽의 인도학자들은 브라만 계층과 끄샤뜨리야 계층이 동일하게

지배계층으로서 외부에서 인도로 들어온 아리안들로 보았다. 이는

1860년대 막스뮬러(Max Muller)에 의해 확립된 아리안침략이론(Aryan

Invasion Theory)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산스끄리뜨어를 사용하는

아리얀족이 러시아의 초원으로부터 기원전 1500년경에 북서쪽으로부터

인도로 침략해 들어와서 토착인들을 정복하여 피지배계층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막스뮬러는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한 인더스문명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가설을

세웠다. 이 이론은 당시 영국의 식민지 인도통치를 합리화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용되었지만, 계속되는 고고학적 발견과 새로운 자료들을 통해

끊임없이 반박되고 있다. 오늘날 아리안들이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이들이 인도로 들어온 방식은 대규모

침입이 아니라 소수 종교적 언어적 자부심이 강한 유목민들의 인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이주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Keay

20001 pp. 19-26). 따라서 아리안은 소수의 브라만 계층으로서

토착지배계급을 끄샤뜨리야 계층으로 서서히 흡수하면서 카스트 시스템을

완성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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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윤회와 행위의 아리안 기원설이 가지고 있는 문

제점에 주목하면서 윤회는 받아들이면서도 행위는 부정하는 독특

한 입장을 취했던 아지비까(Ājīvika)를 중심으로 윤회와 행위관념

의 기원이 갠지스강 중하류 지역의 인도토착문화에 있음을 살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지비까는 고대 인도의 갠지스 중하류

지방을 근거로 발전했던 독특한 출가수행집단이었다. 비록 지금은

인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없지만, 아지비까는 하나의 교단의 형

태로 14세기까지 남인도에 남아 있었으며, 인도 최초의 통일왕국

이었던 마우리아 왕조의 제 2대 빈두사라(Bindusara)왕이 신도였

을 정도로 교세를 크게 떨쳤었다.

Ⅱ. 아리안 기원설과 그 문제점

윤회이론은, 할파스(Wilhelm Halbfass)가 바르게 지적하고 있

듯이, 짜르와까(Carvakas)로 대표되는 인도 유물론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인도의 사유체계에서 이 세계를 설명하는 종합적인 세

계관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9) 윤회의 아리얀(Aryan)

기원설을 따르자면, 오늘날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윤회와 행위

에 대한 관념은 웨다(Veda), 브라흐마나(Brāhmaṇa), 아란야까(Ār

aṇyaka), 그리고 우빠니샤드(Upaniṣad)에 걸쳐서 단계적이고 순

차적으로 발전하여 오늘날의 모습으로 체계화된 것이 된다.

사실상 가장 오래된 힌두문헌으로서 신들에 대한 찬가를 수록

한 웨다(Veda) 문헌들에서는 윤회에 대한 언급들이 거의 나타나

지 않고 있다. 웨다 시대의 아리얀들은 제식 중심적이고 현세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변화를 100번만 볼

9) Wilhelm Halbfass(1983) p.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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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해 달라는 이들의 소망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한 수명을

누리는 것으로서 불사는 100세까지 사는 것이었다.10)

한편 이러한 관념은 웨다의 해설서인 브라흐마나(Brāhmaṇa)

문헌들에 오면서 점차적으로 바뀌게 된다. 브라흐마나 시대의 아

리얀들은 제식 중심적이면서 내세관과 함께 재생관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사를 통해 천상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하거

나 천상계는 불사이지만 인간계는 죽음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설명 등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 시기의 바라문들은

‘왜 인간계에서는 죽음이 반복되고 천상계에서는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당연히 천

상계에서도 죽음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들이 싹

트면서 계속되는 죽음에 대한 일종의 공포와 같은 것이 죽음과

관련하여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11)

힌두전통에서 윤회에 대한 본격적인 언급은 아란야까(Āraṇyak

a)를 거쳐서 우빠니샤드(Upaniṣad)에 오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전의 두 가지 문헌들이 신들에 대한 찬가와 제식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 문헌들은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사유를 중심으로 하며, 본격적으로 윤회와 행위 그리고 해탈에 관

해서 언급하고 있다. 불교학과 인도학의 초창기 서구의 많은 학자

들은 여러 단계의 문헌들에서 오래 살고 싶은 소망으로부터 내세

관, 재생관 및 윤회사상이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원래

윤회에 대한 관념이 없었던 아리얀(Aryan)들이 점차적으로 인도

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윤회와 행위이론을 확

립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윤회와 행위관념이 결합된 윤회설은 브리하드아란야까(Bṛhardā

raṇyaka)12) 우빠니샤드에서 브라만 사제인 야즈냐왈꺄(Yājñavalk

ya)를 통해 설명된다. 그는 우빠니샤드의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10) 윤호진(1992) pp. 26-28.

11) 윤호진(1992) pp. 28-35.

12) BHU III 2, IV 4; Olivelle(1996) pp. 37-38,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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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브라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것으로 묘사되고 있

다.

위데하(Videha)의 왕 자나까(Janaka)는 꾸루(Kuru)와 빤짤라(P

āñcālā) 지역의 모든 브라만들을 초청한 후 가장 뛰어난 브라만에

게 두 개의 뿔 사이에 열 개의 금화를 매달아놓은 소 천마리를 주

겠다고 선언한다. 이때 야즈냐왈꺄(Yājñavalkya)가 가장 앎이 많

은 브라만은 바로 자신이라고 나서게 되고, 나머지 브라만들이 그

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열띤 토의가 진행된다. 이때 아르따바가

(Ārtabhāga)가 야즈냐왈꺄에게 자아(ātman)와 신체(śarīra)가 분

명하게 구분된 윤회와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자 다음과 같이 대

답한다.13)

친구 아르따바가여, 손을 잡아라. 우리 둘이서 그것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자. 실로 그것은 사람들 앞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

대중들 앞에서 물러난 두 사람은14) 오직 행위(業, karman)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야즈냐왈꺄는 윤회의

원동력으로서 행위 관념을 받아들이면서 ‘사람은 선한 행위에 의

해서 선하게 되고, 악한 행위에 의해서 악하게 된다.’15)라는 행위

13) BHU III 3 13 āhara, somya, hastam, ārtabhāga, āvām eva etasya

vediṣyāvaḥ, na nāv etat sajana iti; Olivelle(1996) p. 38.

14) 두 브라만 사제가 대중들의 앞에서 물러나 행위(業, karman)에 대해

이야기 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한다. 이를 행위(業,

karman)이론이 비의로 전해졌기 때문으로 보기는 견해(정승석(1999) pp.

229-230) 도 상당한 신빙성을 얻고 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논자의

견해로는 이 두 브라만 사제가 일반인들 앞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꾸루(Kuru)와 빤짤라(Pāñcālā) 지역의 모든 브라만 사제들 앞에서

물러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이들이 이야기하려 했던 행위(業,

karman) 관념이 브라만 계층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5) BHU III 3 13: puṇyo vai puṇyena karmaṇā bhavati, pāpaḥ pāpena;

Olivelle(1996)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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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야즈냐왈꺄(Yājñavalkya)는 브

리하드아란야까(Bṛhardāraṇyaka) 우빠니샤드의 조금 뒷부분에서

애벌레의 비유를 통해 자나까(Janaka) 왕에게 윤회의 과정을 자

아(ātman) 개념을 사용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16)

마치 애벌레가 나뭇잎의 끝으로 가서 다른 입으로 접근하여 발을

디딘 후, 스스로를 [다른 잎으로] 끌어당기는 것과 같이, 이 자아(ātma

n)는 이 신체를 넘어뜨리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만든 후 다른 [신체]

에 접근하여 발을 디딘 후 스스로를 다른 [신체로] 끌어당긴다.

브라만 사제인 야즈냐왈꺄(Yājñavalkya)에 의해 설명된 윤회설

은 윤회의 원동력으로서 행위(業, karman), 윤회의 주체로서 자아

(我, ātman), 그리고 윤회의 원리로서 자아에 남겨진 행위의 힘

등에 관한 설명들이 제시되어있다. 이는 윤회와 행위에 대한 기본

적인 개념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오늘날까지 인도인들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윤회관이 우빠니샤드(Upaniṣad)의 이러한 설

명에 바탕을 두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렇

게 우빠니샤드에서 체계화되기 이전의 초기적이고 원시적인 형태

의 윤회에 대한 관념이 아리얀(Aryan)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보

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우리는 브리하드아란야까(Bṛhardāraṇyaka)17)와 찬도갸(Chādog

ya)18) 우빠니샤드(Upaniṣad) 모두에서 이보다 좀 더 고형의 윤회

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二道五火說로 잘 알려진 이 에피

소드에서 브라만 사제 가우따마의 철없는 아들 스웨따께뚜(Śveta

ketu)는 윤회와 관련된 자이왈리(Jaivali) 왕의 다섯 가지 질문에

16) BHU IV 4 3: tad yathā tṛṇajalāyukā, tṛṇasya antaṃ gatvā, anyam

ākramam ākramya, ātmānam upasaṃharati, evam eva ayam ātmā,

idaṃ śarīraṃ nihatya, avidāṃ gamayitvā, anyam ākramam ākramya,

ātmanam upasaṃharati: Olivelle(1996) p. 64.

17) BHU 6.2.2-16; Olivelle(1996) pp. 81-84.

18) CU 5.3.1-5.4.10; Olivelle(1996) pp. 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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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된다. 가우따마 자신 또한 그 해답을 알

수 없었음으로 자이왈이왕에게 찾아가 제자로서의 예를 취하고

이 二道五火說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 二道란 조상들의

길과 신들의 길을 가르치는데 전자는 계속해서 윤회하는 과정을

후자는 윤회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五火란 사람이 죽

은 후 화장하는 불을 사람이 죽은 다음 이 세상에 돌아와 다시 태

어나기까지의 과정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화장장의 불은

저 세상, 비구름, 이 세상, 남자, 그리고 여자에 차례대로 비유되어

사람이 죽은 후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二道五火說은 앞에서 살펴본 체계적인 윤회설에 비하여 우연적

이고19) 자연관찰에 기초하고 있는 불완전한 것으로서 과도기적인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20) 하지만 이 二道五火設이

샹까라(Śaṇkara)의 아드와이따 웨단따(Advaita Vedānta)에서 아

주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21) 이른 단순히 과

도기적 이론으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앞에서도 지적했

듯이 윤회설은 끄샤뜨리아(Kṣatriya)인 빤짤라의 왕 자이왈리가

브라만 사제인 가우따마(Gautama)에게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는 가우따마에게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22)

이 [二道五火設의] 지혜는 이 이전에 그 어떤 브라만에게도 있었던

적이 없다.

불교학의 초창기에 카를로 포르미끼(Carlo Formichi) 같은 학자

들은 이러한 자이왈리왕의 언급으로부터 '문헌들은 우리드에게

19) 예를 들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비와 함께 이 세상으로

내려올 때 음식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와야 하며, 반듯이 남자에게 먼저

음식의 형태로 먹혀야 한다는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20) 윤호진(1992) p. 50.

21) Halfass(1983) pp. 296-302.

22) BHU VI 2 7: iyaṃ vidyā itaḥ pūrvaṃ na kasmiṃś cana brāhmaṇa

uvāsa; Olivelle(1995)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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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사상의 기원은 명백하게 크샤드리야계급에서 나왔다는 것을

입증하게 해준다'고 단언했었다.23) 비록 앞에서 언급한 체계적인

윤회설이 브라만계층인 야즈냐왈꺄(Yājñavalkya)에 의해서 언급

되었지만, 그 조차도 윤회와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꾸루(Kuru)와

빤짤라(Pāñcālā) 지역의 모든 브라만 사제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었다. 또한 이 윤회설에서 윤회의 원동력이 되는 행위(業, kar

man)와 윤회의 주체인 자아(ātman)에 대한 관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초기적인 윤회설은 브라만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아리얀(Aryan)에 기원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들로부터 윤회와 행위이론의 기원을 외부에서 인

도로 들어온 아리얀(Aryan)들이 아니라 갠지스강 중하류 지역의

토착 문화에서 찾으려는 시도들이 꾸준히 있어왔다. 2005년 8월

영국 런던의 SOAS에서 있었던 제14차 세계불교학회에서 스위스

로잔대 브롱코스트(Johannes Bronkhorst)는 스뚜빠(stūpa)를 쌓고

유골을 숭배하는 전통이 불교, 자이나교, 그리고 아지비까(Ājīvik

a)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브라흐마나(Brāhmaṇa) 문헌

에서 동쪽지방에서 행해지는 관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점으로부터

이렇게 스뚜빠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최초로 윤회와 행위의 관념

을 체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24) 특히 아지

비까(Ājīvika)의 경우 윤회는 인정하면서도 행위는 부정하는 독특

한 입장을 취했고, 자이나교와 불교에 선행하는 고대 출가수행자

집단이었으며, 이들의 가르침이 특히 왕들을 포함한 끄샤뜨리아

(Kṣatriya) 계급의 지지를 받았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초기적인 형

태의 윤회와 행위이론을 최초로 만든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전래된 초기적인 윤회이론이 갠지스강 중

류 지역의 토착 지배계층이었던 크샤뜨리아 계급 사이에서 유행

23) Formichi(1930) p. 192 (윤호진(1992 p. 42 제인용).

24) 제 14차 세계불교학회 자료집: 'The Background of early Buddhism' in

Buddhism and Brahmanism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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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윤회에 대한 관념이 없었던 몇몇 브라만 사제들에 의해 수

용되고 체계화 되면서 자아(ātman)와 행위(業, karman)관념을 포

함한 종합적이고 윤리적인 세계관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Ⅲ. 윤회관념의 윤리화와 아지비까

단순한 윤회관념은 고대 세계에서 그리스와 인도를 포함한 도

처에 발견되었으며,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파푸아 뉴기니아

등지에서 아직까지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부족들 사이에서

도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단순한 윤회관념과 인도의 윤회

관을 구분시켜 주는 것은 인도의 윤회관이 행위(業, karman)개념

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윤리적인 성격을 뛰고 있다는 점이다.

오베예세케레(Gananath Obeyesekere)는 파푸아뉴기니야와 아

프리카의 원시부족들의 윤회관을 인류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단순한 재생관념이 점차적으로 복잡하면서 윤리적인 함의를 뛰는

것으로 발전했음을 설득력 있게 지적하고 있다.25) 파푸아뉴기이

야의 트로브리안(Trobriand) 섬의 원주민들을 단순히 이 세계와

저 세계가 있고 사람은 죽음과 함께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옮겨

간다고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26) 하지만 집단의 규모가 좀

더 크고 복잡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이그보(Igbo) 사람들의 경

우 선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죽

음과 함께 주어지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믿는다.27) 이들의 경우 어느

정도 윤리 관념이 자신들의 윤회관에 스며들기는 했지만, 아직까

25) Obeyesekere(1983).

26) Obeyesekere(1983) pp. 141-142.

27) Obeyesekere(1983) pp.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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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천국과 지옥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선하거나 악한 행위의 결

과를 보상받는 장치가 보이지는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二道五火의 윤회설이 행위(karman)개념이 도입

되기 이전의 단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행위개념을 포함한

종합적 윤회설은 윤리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갠지스강 중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출가수행집단

중에서 아지비까(Ājīvika)가 대표적으로 행위개념이 도입되기 이

전의 단순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이나교와 불교는 행위개념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지비까는 초기불교 경전에서 때때로 나형외도(裸形外道)란 이

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하나라다깟사빠 자따까(Mahānāradakass

apa-jātaka)는 이들의 유명한 게송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28)

행복한 재생으로 가는 문이란 결코 없으니, 비자까여, 너의 숙명을

따르라.

숙명에 의해서 기쁨과 괴로움이 결정된다고 [아지비까는] 말한다.

모든 [생류]들은 윤회를 통해서 청정하게 될지니, 미래를 너무 서두

르지 말라!

위의 게송에서 잘 나타나고 있지만, 아지비까는 우리들의 삶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란 윤회(saṃsāra)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윤회의 원동력으로 인도사상 일반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행위이론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들

은 그 대신 숙명(niyati)를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들의 현

재의 노력으로 다음생의 행로가 뒤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결

정론을 주장한다.29)

슈만(H.W. Schumann)은 아지비까의 철저한 결정론이 교주인

28) Ja VI p. 229: n' atthi dvāraṃ sugatiyā, niyatiṃ kaṃkha Bījaka.

sukhaṃ vā yadi vā dukkhaṃ, niyatiyā kira labhati.saṃsārasuddhi

sabbesaṃ, mā turittho anāgate..

29) Dundas(1992)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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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칼리 고살라(Makkhali Gosāla)의 개인적인 체험으로부터 나왔

을 가능성을 자이나의 아르다 마가디(Arda Māgadhī)로 보존된

바가바띠수뜨라(Bhagavatīsūtra)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 자이나

전통에 의하면 막칼리 고살라는 젊은 시절 자이나의 중흥조인 마

하비라(Mahāvīra) 니간타 나따뿟따(Nigaṇṭha Nātaputta)와 6년

동안 출가수행생활을 함께 했었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 마하비라

는 막칼리가 어떤 날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이란 예언을 했었는

데, 막칼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의 예언을 피하

려고 해지만 결국은 피하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막칼리는 ‘어

떤 생겨날 일은 반듯이 그렇게 생겨나며 결코 다르게 될 수 없다’

고 하는 자신의 엄격한 결정론을 확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30)

아지비까의 숙명론은 고대 인도에서 특히 끄샤뜨리아(Kṣatriya)

계급의 큰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삶과 죽음의 교차하는

극단적인 전쟁터에서 주어진 상황을 스스로의 숙명으로 받아들이

는 아지비까의 태도가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위안을 가

져다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순간순간 스스로의 선하거나 악

한 행위가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행위(業, karman) 이론을

무인계급이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전쟁터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희

생하면서 상대방을 죽이며 열심히 싸울 수 없었을 것이다. 숙명(n

iyati)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결정론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은 태어

나기 전부터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모든 생류

들이 8,400,000겁 동안 삶과 죽음의 윤회를 반복하고 나면 자동적

으로 청정해져서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까지 이미 결정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31)

아지비까는 고대 인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녔던 것으로 추

정된다. 이들의 사상은 한편으로 인도 유물론자인 짜르와까와 관

련이 있어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이나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자이나교의 여러 문헌들

30) Schumann(1989) p. 217.

31) Schumann(1989)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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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지비까의 개조인 막칼리 고살라(Makkhali Gosala)를 자신들

의 중흥조인 마하비라(Mahāvīra) 니간타 나따뿟따(Nigaṇṭha Nāta

putta)의 부도덕한 제자로 비하하고 있다.32) 자이나교의 막칼리

고살라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교리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지닌 양자가 한때 적어도 라이벌 관계에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

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초기불교 문헌들에서도 막칼리 고살라(Makkhali Gosala)

는 붓다의 극심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붓다는 광인 막칼리는 내

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과 상처와 불

행을 가져다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33) 붓다의 아지비까에 대

한 비판은 주로 이들이 인간의 의도적인 노력 즉 행위(業, karma

n) 개념을 부정한다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34)

많은 가르침들 중에서 막칼리의 이론이 가장 형편없다고 선언한다.

광인 막칼리는 행위(kamma)도 없고 행위의 결과(kiriya)도 없고 [인간

에게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viriya)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비록 한편으로 윤회를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행위를 인정

하지 않는 이들의 태도가 불교의 주요한 공격 포인트가 되었지만,

아지비까는 불교경전의 도처에서 등장하고 있다. 율장 대품에 의

하면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녹야원에 있는 오비구를 향해 출발하

면서 처음으로 만난 출가 수행자가 아지비까 우빠까(Upaka)이다.

그는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나에게는 스승도

없고 나와 동등한 자도 없으면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었다는

붓다의 대답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옆길로 떠나버린다.35) 또

32) Dundas(1992) pp. 25-26; Schumann(1989) pp. 216-219.

33) AN I p. 30.

34) AN I. p. 286: Makkhalivādo tesaṃ paṭikiṭṭho akkhāyati. Makkhali

bhikkhave maghapuriso evaṃvādī evaṃdiṭṭhi n'atthi kammaṃ, n'atthi

kiriyaṃ, n'atthi viriy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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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리에서 떨어진 마하깟사빠(Mahā-Kassapa)에게 붓다의 죽음

을 알리는 역할을 한 것도 한 아지비까의 출가수행자였다.36) 아마

도 아지비까는 막칼리 고살라(Makkhali Gosala)가 매년 안거를

지냈던 사왓티(Sāvatthi) 지역을 중심으로 교단을 형성했으며 꼬

살라(Kosala)의 왕이자 붓다의 친구였던 빠세나디(Pasenadi) 왕에

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37)

아지비까가 초기불교문헌들에서 이와 같이 폭넓게 나타나고 강

력하게 비판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이들이 자이나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교와 대등하게 일종의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을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바샴(A.L.Basam)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듯이, 아지비까는 새롭

게 만들어진 출자수행자 집단이라기보다는 유사한 생활방식을 공

유하는 몇몇 고행자 집단들이 막칼리 고살라의 리더쉽 아래 하나

로 체계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38) 그리고 이들은 자이나교와 불

교가 형성될 당시에 사실상 출가수행자 집단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그 영향으로 양자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게 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이들의 윤회를 받아들이면서도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아직까지 이들의 윤회관이 윤리관과 밀접하게 결합

하기 이전의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아직까지 그 언어가 판독되지 않고 있지만, 윤회의 기원은

인더스 문명에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인더스 문명에서

발견되는 인장(seal)과 사람 토기 등에 나타나는 요가수행의 흔적

들은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사실상 불교학의 초창기 서구

학자들은 1930대에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한 인더스 문명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했다. 그 영향으로 아직까지도 인더스 문명을

갠지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된 힌두 문화와 완전히 단절된 것

35) Vin I p. 8.

36) DN II p. 162.

37) Schumann(1989) p. 218.

38) Basham(1951)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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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인도에서는 힌두교 민족주의가 발전하면서 많은 인도학

자들이 갠지스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힌두 문화와 인더스문명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 비록 이들이 아리얀(Ary

an)은 적어도 기원전 2000년 이전에 인도북서부에 들어왔으며, 힌

두문화는 사실상 인더스문명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윤회관념과 관련해서 몇몇 생

각해볼만한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인더스 문명이 신체의 청

정성을 강조하고 요가와 유사한 수행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종교가 이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특성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39) 요가와 같은 수행을 통해 신체의 활동을 최소화 시

키고 감각기관을 제어하여 가능한 모든 정신적인 활동을 가라앉

히는 수행전통은 인도를 제외하고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조차 어

렵다. 인더스 문명에서 요가수행을 통해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제

어하여 이 세계를 뛰어넘으려 했던 특별한 수행자 계층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만일 그렇다면, 이들과 갠지스강 중하류지방

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출가수행자 집단 사이의 종교적 사상적 연

속성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래 많은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인더스문명과 힌두문화 사이의 간격이

많이 좁혀져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듯하다.

39) Beyer(2006)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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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갠지스기원설과 행위개념의 체계화

윤회(輪廻)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반복된다는 믿음으로서 지

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며,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무수히 많은

삶의 작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세계관이다. 이 용어는 범

어 saṃsāra의 번역어로서 ‘함께’를 의미하는 접두어 saṃ과 ‘흐르

다’, ‘달리다’를 의미하는 동사 √sṛ가 동사의 작용을 나타내는 추

상명사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 ‘함께 흐르는 것’, ‘함께 달리는

것’ 등을 의미하는 이 용어는 점차적으로 ‘어떤 연속적인 상태를

지나가는 것’, ‘일상적인 삶의 순환’, ‘삶의 계속적인 반복’ 등을 의

미하는 것으로 발전한 듯하다. 인도적인 윤회이론은 윤회의 주체,

윤회의 원동력, 그리고 윤회의 목표라는 세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

어 있다.40)

첫째, 윤회의 주체란 과거의 무수히 많은 삶으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현재로부터 무수히 많은 미래의 삶까지 우리들이 자기 동

일성을 지닐 수 있는 근거이다. 힌두교에서는 자아(ātman)를 자이

나교에서는 영혼(jīva)를 죽음과 함께 파괴되지 않는 영원불변의

실체로서 받아들인다. 한편 불교에서는 무아(anātman)라고 하여

그러한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

둘째, 윤회의 원동력이란 생류들을 계속해서 한 삶에서 다름 삶

으로 이끄는 힘이다.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를 포함한 인도의 거

의 모든 종교에서 비록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행위(業, kar

man)를 윤회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힌두교의 모태가 되

는 브라만사상에서 기본적으로 제식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였던 행

40) 윤호진(1992) pp. 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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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karman)가 점차적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선하거나 악한 행위

를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자이나교에서는 행위를

물질적인 성질을 지닌 것으로 대단히 미세하지만 무게를 지닌 것

으로 본다. 한편 불교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행위가 일어나기 직전

의 선하거나 악한 의도로 본다.

셋째, 윤회의 목표는 이러한 끊임없는 삶의 반복이 지향하는 종

착점으로서 윤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윤회

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점에서 몇몇 차이점

들이 발견된다. 힌두교에서는 개별적인 원리로서 윤회의 주체인

자아(ātman)가 우주적 원리이자 궁극적인 실체인 브라만(brahman)

과 하나가 되는 것, 즉 梵我一如의 상태를 지칭한다. 자이나교에서

는 물질적인 행위의 속박에서 해방된 영혼(jīva)이 세계의 꼭대기

로 올라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무르게 되는 것을 지칭한다. 한편

불교에서는 열반(nirvāṇa)을 수행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부정 접

두어 nir와 √vā 동사의 작용을 나타내는 추상명사가 결합한 형태

로 활활 타오르던 불이 더 이상의 연료가 없어서 자동적으로 꺼

지는 상태를 지칭한다.

아지비까가 한편으로 윤회를 받아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행위

는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에 있다면, 초기 자이나교는 윤회와 행위

모두를 받아들이지만 행위개념에 비윤리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입장

에 있다. 자이나에 의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혼(jīva)을

가지고 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영혼(jīva)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

는 윤회를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오랫동안 반복하게 된다고 한

다. 영혼은 욕망을 지닌 행위에 의해서 오염되게 되고, 수없이 많

은 행위 물질을 끌어들이게 된다. 이렇게 영혼에 이끌린 행위 물

질들은 영혼은 더욱 오염시키게 되고 끝없이 계속해서 윤회하게

만든다.

자이나교에서 행위(業, karman)는 모든 공간을 점유하고 있으

며 헤아릴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어떤 물질적인 입자(paudgali

ka)로서 설명된다. 우리들의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행위는 영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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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을 만들게 되고 탐욕, 혐오 등의 욕망과 결합하면서 마치 ‘먼

지’와 같은 행위 입자들을 영혼에 달라붙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

한 행위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에 의해서 영혼은 점점 더 깊

은 윤회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41) 즉, 원래 상향성을 가지고

영혼(jīva)에 어떤 무게를 가진 물질로 규정된 행위(karman)가 달

라붙어서 우주의 꼭대기로 올라가 윤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무겁게 만들어서 아래로 내려가게 한다.42)

구원을 지향하는 측면(soteriology)에서 보았을 때, 자이나의 해

탈(mokṣa)은 고행 등을 통해 행위물질을 모두 파괴되어 우주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다시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43)

따라서 자이나교의 행위(karman)는 어떤 물질적인 입자(paudg

alika)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완전한 형태로 윤리규범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든 행위는 물질적인 것이며 따라서 질량을 가지

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질량은 영혼(jīva)이 우주의 꼭대기로 올

라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서 선악과 같은 윤리적인 측면은 모든

행위가 해탈로 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윤회와 행위이론의 윤리적 체계화는 불교에 와서 비로소

완성된 모습을 뛰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불교는 자이나교가 윤회의 원동력인 행위(karman)의 본질을 물

질적인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행위를 정신적인 의도(cetanā)로

본다. 앙구따라니까야(Aṅguttaranikāya)에서 붓다는 ‘비구들이여,

나는 의도(cetanā)를 행위(karman)라 한다. 먼저 의도한 후에 신

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행위를 한다.’44)라고 선언하고

있다. 즉 불교의 행위는 외적이고 사람 또는 사물이 직접적으로

41) Dundas(1992) pp. 83-85.

42) Richard Gombrich(1996) p. 50.

43) Jaini(1983) p. 237.

44) AN III p. 415: cetanāhaṃ bikkhave kammaṃ vadāmi; cetayitvā

kammaṃ karoti kāyena vācāya manas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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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물리적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적이고 정신적이면 윤리적

으로 선하거나 악하다고 구분할 수 있는 의도이다.

불교에서 행위(業, karman)는 선악이라는 윤리 관념과 밀접하

게 결합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야즈냐왈꺄(Yājñavalkya)의

행위이론은 “사람은 선한 행위에 의해서 선하게 되고, 악한 행위

에 의해서 악하게 된다.”고 하여 사실상 善因善果 惡因惡果의 관계

를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불교는 異熟果(vipāpaphala)를

주장하여, 善因樂果 惡因苦果의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사람은 선

한 행위를 원인으로 즐거운 결과를 받고, 악한 행위를 원인으로

괴로운 결과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때 원인이 되는 善․惡은 윤리

적인 것으로 감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결과로서의 樂․苦와는

성격이 다름으로(vipāka) 이를 異熟果하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즐

겁거나 괴로운 결과는 도덕적으로 중립이 되며(avyākṛta, 無記),

결과까지 善․惡이 되어 한 번의 선한 행위가 영원히 선한 결과를

낳거나, 한번 악한 행위가 영원히 악한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무

한소급의 오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준다.

행위(業, karman) 자체가 善․惡이라는 윤리적인 성격을 뛰기

위해서는 물리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일 수 없다. 우리는 외부의 물

질 또는 물리적 움직임에 대해서 선하거나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선하거나 악하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

과 관련된 내적인 정신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불교는

직접적인 행동에 선행하는 선하거나 악한 의도를 우리들의 미래

를 결정하는 행위(業, karman)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불교는

윤회의 목표를 힌두 및 자이나교에서 사용하는 해탈(mokṣa)이란

용어보다 열반(nirvāṇa)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열반이란

어떤 불타는 것이 그 연료가 다하여 자동적으로 꺼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초기 우빠니샤드(Upaniṣad)에서 해탈의 경지는 브라만

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설명되며, 자이나교에서는 우주

의 꼭대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설명된다. 양자의 경우 해탈은

한정된 우주 속에 있는 것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불교는 힌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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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브라만 세계와 자이나교의 우주의 꼭대기가 결국에 있어서는

유한한 우주 속에 포함되는 것임으로 결코 진정한 해탈일 수 없

다고 보았다. 따라서 불교는 이렇게 유한한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것을 개념적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음으로 불이 꺼지는 것에

비유하여 열반(nirvāṇa)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지비까와 자이나교 및 불교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스뚜빠(stūpa)를 숭배가 있다. 스뚜빠가 윤회로부터 완전

히 자유로워진 성인이 마지막 흔적이다. 윤회의 세계를 완전히 떠

나간 성인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신체의 일부분을 숭배한다는

측면에서, 스뚜빠는 이미 윤회와 윤회로부터의 해탈을 내포하고

있는 기념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도적 윤회의 가장 초기적인

관념은 아리안(Aryan)이 갠지스강 중하류 지방에 도달하기 이전

에 이 지역에 있었던 스뚜빠 숭배전통을 가졌던 토착 부족들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적 윤회 관념

은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자이나교나 불교 보다는 아지비까(Ājīvik

a)의 교리에 더욱 많은 흔적을 남기면서, 윤회는 긍정하면서도 행

위는 부정하는 독특한 입장으로 정리된 듯하다.

Ⅴ. 결어

브리하드아란야까(Bṛhardāraṇyaka)와 찬도갸(Chādogya) 우빠

니샤드(Upaniṣad)에 나타난 二道五火의 윤회설은 아지비까(Ājīvik

a)와 여러 각도에서 연결되고 있다. 양자 모두에서 아직까지 행위

(業, karman) 개념이 나타나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끄샤뜨리아(Kṣatriya) 계급과의 밀접한 연관을 보여주고 있다. 二

道五火의 윤회설이 그 이전에 브라만 계급에게 전해진 적이 없음

을 끄샤뜨리아 계급인 자이왈리왕을 통해 명확히 하고 있다. 아지



172 ∙ 印度哲學 제26집

비까의 행위개념이 결여된 윤회관 또한 삶과 죽음의 교차하는 극

단적인 전쟁터에서 주어진 상황을 스스로의 숙명(niyati)으로 받

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끄샤뜨리아 계급에 큰 위안을 주었음은 자

명하다. 불교가 탄생하기 직전에 인도 북동부의 갠지스강 중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아리안 문화와 토착 문화가 조우하고 교류하면

서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발전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초기불교의 문헌들에서는 몇몇 브라만 수행자들의 흔적이 나타

나고 있다. 사회적인 의무를 끝낸 브라만들은 마을의 외곽에 집을

짓고 처를 대리고 물러나 불을 숭배하고 웨다의 제식을 행하면서

숲에 머무는 전통(vānaprastha)이 있었다. 벳산따라 자따까(Vessa

ntarajātaka)에서 처와 자식들을 데리고 숲으로 귀양 가서 생활하

는 벳산따라 왕자의 모습과 우루빌라 까샤빠 삼형재의 출가수행

자 집단의 모습은 전형적인 브라만 전통의 고행자들의 모습이었

다.45) 인도 서북부의 황량한 벌판에서 갠지스강 중하류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아리얀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울창한 숲은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다. 사실상 이들에게 있어서 울창한 숲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땅으로서 이 시기에 형성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

나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46) 바로 이 숲이야 말로

아지비까(Ājīvika), 자이나교 불교의 출가 수행자 집단들이 머무

르는 곳이었으며 사회적 의무를 마친 브라만 수행자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숲을 통해서 아리안들은 단계적으로 윤

회와 행위관념을 수용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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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dian Origin of saṃsāra and karman from the

light of the Ājīvika

Hwang, Soonil

Dongguk University

In the Pali JatAka, there is a famous verse known to

belong to the AjIvika, one of the forgotten old Indian ascetic

traditions: "To heaven there is no gate, just live down your

fate. Joy and sorrow come to you, all as fate decrees. The

cycle of rebirths at last makes all men pure, Be not too

keen to know whatever’s coming next." This verse was

well-known among Indian military circles since it gave a

comfort for those whose life hangs on every battle they are

on. Although the AjIvika has entirely disappeared in India,

it had large follows during the first period of the great

Mauryan Empire and survived in Southern India until the

14th century. According to their theory, they accept the idea

of saMsAra, the endless rebirths, while refusing the theory

of karman. Instead, they talks about fate in which every

things around us are already firmly fixed. According to this

Indian determinism, there is nothing we can do to change

the course of life through efforts. This position could give a

clue to understand how the Indian idea of saMsAra and

karman was established at the very first time and how both

ideas was step by step merged. There are three theories for

the origin of saMsaAra dn karman: the Aryan origin, the

Indus origin and the Ganges tribal origin of saMsAra and

karman. The first is established by western schola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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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widely accepted due to the back up of the rich Sanskrit

literature. The second depends on the decoding of the letters

of the Indus civilization. Still we can see some clues to

show it relationship with the Indian religion, such as an

Indus seal in which there is a god meditating in sitting

cross-legged. In the third theory, scholars look at the origin

of saMsAra and karman not from the Aryan, the outsider,

but from the indigenous tribal people lived in the Ganges

area. The current work aims at establishing and confirming

the third theory through reconstructing the AjIvikas’

position on saMsAra and through their role in the early

development of Indian religious traditions.

Key words : Ājīvika, karma, rebirth, Aryan, Indus civilization,

Buddhism, Jainism, Upaniṣ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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