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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야시 논쟁 문헌에 나오는 도박 비유를 중심으로

분석한 고대 인도의 놀이 문화

김미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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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와 자이나교 양쪽에서 전하고 있는 파에시 논쟁 문헌에 등장하

는 수많은 비유 중에서 특히 도박 관련 비유에 나타난 고대 인도 문화

의 놀이 문화와 번역 용어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파에시 논쟁 문헌에 등장하는 갖가지 비유들은 실제로 그 논쟁이 이

루어졌던 당시에 논쟁의 상호 당사자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던 내용일

것이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파에시 논쟁 문헌에서 나오는 “악카 놀이”는 고

대부터 인도에서 행해진 놀이 방법의 하나로 추정되며, 악카는 나무 열

매라고 밝힌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주사위 또는 주사위 놀이라고 통칭

하여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고대 인도의 유흥 문화의 일종으로서 도박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던 악카 놀이는 그대로 음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

다. 이것은 일찍이 한역 원칙 중 음역해야 한다고 보았던 5불번(不翻)

가운데 차방무고(此方無故) 또는 차토무고(此土無故)에 해당한다. 인도

에는 있지만 이 지역에 없는 나무 열매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이기 때문

이다.

논쟁에서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보다 더 용이하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있다. 그러나 만약에 논쟁의 상대방이 그 뜻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도 없는 비유를 사용한다면 헛된 일이 될 것이며,

논쟁에서도 패배하고 말 것이다. 고대 인도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유흥 문화에 속하는 악카 놀이에 대한 이해가 없이 악카라는 단어를 현

대적으로 풀어서 번역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용어 하나에 대한 번역에 그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앞뒤 내용의 의미

전달에도 실패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金美淑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강의 초빙 교수. asho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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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인류 문화에서 도박은 그 역사적 뿌리가 매우 깊은 유흥 문화

로서 잘 알려져 있다. 인도 역사에서도 문헌상 리그베다에 도박
과 그 도구인 주사위가 등장할 정도이고, 인더스 지역에서 출토된

고대 유물들 중에도 적잖은 수의 주사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리고 도박, 노름 등의 단어는 사기라든지 속임수 등의 단어와 짝

패를 이루거나 동의어로 쓰일 정도로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

며, 그 근원은 추적하기 어려울 만큼 오래된 것으로서 인간의 본

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파야시(Pāyāsi) 논쟁이 등장하는 문헌류

에도 도박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 문구가 나오고 있으며, 또한 예

외 없이 속임수도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가 주목한

것은 동일한 소재와 주제가 다양한 문헌에 등장하고 그에 대한

여러 판본의 번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박의 비유를 들었던

본래의 의도와 의미가 오도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Ⅰ. 파야시 논쟁 관련 문헌

파야시 논쟁은 여러 판본의 문헌을 근거로 하여 기원전 6세기

경, 더 엄밀하게 추정하자면 기원전 515년 전후에 벌어졌다고 필

자는 보고 있다. 그 논쟁 내용을 다루고 있는 주요 문헌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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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아함경 비사경 (蜱肆經)1).
<나> 불설 장아함경 폐수경 (弊宿經)2).
<다> 대정구왕경(大正句王經)3).
<라> 분별공덕론(分別功德論) 제5권4).
<마> 디가 니카야의 파야시 경 (Pāyāsi-suttanta).

<바> 라야파세니야 수트라(Rāyapaseṇiya Sūtra)5).

이상의 문헌 중에서 <바>는 자이나교 쪽의 문헌이고 나머지는

모두 불교 쪽 문헌이다. 비록 전승 문헌의 수는 자이나교 쪽이 훨

씬 적지만, 그 내용상 원형은 <바>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

의 소견이다.

위에 열거한 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내용을 서술하는 방

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부터 <바>까지의 문헌 중에서 주요 인물은 파야시

(Pāyāsi)와 쿠마라 캇사파(Kumāra Kassapa ; Kumāra kāśyapa)를

꼽을 수 있다. 파야시는 자이나 문헌에서 파에시(Paesi)라는 이름

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주인공과 관련된 논의를 인용할 때, 서술

의 편의상 다음과 같은 약호를 사용하고자 한다.

P : 파야시〓파에시 ; 폐수(弊宿).

K : 쿠마라 캇사파 ; 구마라 가섭(拘摩羅 迦葉, 鳩摩羅 迦葉, 鳩

摩 迦葉).

문헌 인용 약호 : <가-P-1>, <가-K-1>.

1) T. 1, p. 525 상. 동진(東晉) 계빈(罽賓) 출신의 삼장 구담 승가제바(瞿曇

僧伽提婆) 번역.

2) T. 1, p. 42 중. 동국역경원(1993) p. 161.

3) T. 1, p. 831 상.

4) T. 25, p. 50.

5) Muni(2007) pp. 237～4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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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는 앞서 열거한 문헌을 뜻하고, 동일한 숫자 ‘1’은 동

일한 주제에 대한 논박 또는 응답의 한 묶음을 뜻한다. 일련의 번

호를 정한 것은 파에시 논쟁 문헌에 등장하는 비유를 중심으로

한 묶음 번호이며, 필자가 임의로 분석한 결과에 의거하여 붙여

놓은 것이다.

파에시 논쟁이 담겨 있는 불교 쪽 문헌들은 그 내용 구성이나

분량 등이 고르지 않고 편차가 매우 크다. 더구나 전체적인 논지

와 내용으로 볼 때, 그 원형은 자이나교의 문헌인 <바> 라야파
세니야 수트라에 있다고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불교 쪽 문헌
에 나타난 내용 구성의 불일치나 비유 내용의 혼란상은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역(漢譯)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되

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어긋나게 버린 의미의 패착(敗着) 문제는

제고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Ⅱ. 파야시 논쟁에 나오는 도박 비유

파야시 논쟁 문헌에서는 쿠마라 캇사파와 파야시, 양쪽이 다양

한 사례의 비유를 들어서 논박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많은 비유 중

에서 도박이라는 유희를 비유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

해 주는 점이 적지 않다.

먼저 파야시 논쟁의 전개 내용을 불설 장아함경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관하자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아라한인 동녀 가섭과 500명의 비구가 함께 사파혜 마

을로 가서 설법을 한다.

2단계 : 동녀 가섭이 설법을 하는 장소에 폐수 바라문이 가서

질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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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동녀 가섭이 폐수 바라문의 질문에 대해 반박을 한다.

4단계 : 폐수 바라문이 동녀 가섭에게 굴복한다.

5단계 : 동녀 가섭이 폐수 바라문에게 불교에 귀의하라고 권유

한다.

6단계 : 동녀 가섭의 권유에 따라 폐수 바라문은 불교도가 되고

착한 보시를 실천하기에 이른다.

7단계 : 폐수 바라문이 죽은 뒤에 하열천(下劣天)에 태어난다.

8단계 : 천상에서 가밤파티(Gavāṃpati)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

온다.

이러한 전개 과정에서 영혼의 존재에 대한 다양한 논증과 대론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교 쪽 문헌의 핵심 요지는 보시가 가장

중요한 선행이라는 것으로 귀착되어 있다.

그러한 내용 전개상 <나-K-14>에 해당하는 논쟁은 농환(弄丸)

놀이꾼의 비유 또는 기인(伎人)의 비유라고 부른다. 이 비유는

<가-K-20>에도 나온다. 이 비유가 시작되는 대목에서 특히 쿠마

라 캇사파, 즉 가섭(迦葉)은, 이것이 마지막 비유라고 전제하고 나

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6)

사실 그에 앞서 행해진 여러 비유를 통한 논박에서 이미 가섭

의 승리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농환 놀이꾼의 비유”는 가섭의 승리에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다.

한글 대장경에서는 ‘농환(弄丸) 기인(伎人)’7)을 ‘주사위를 가지

고 재주를 다투고, …… 주사위를 입에 머금는 노름꾼’8)이라고 번

역하고 있다.

농환 기인이라는 한자를 직역하자면, “구슬을 가지고 노는 광

대” 또는 “재주를 겨루는 놀이꾼”이라는 뜻이다.

6) “吾今末後為汝引喻”(T. 1, p. 46 중).

7) T. 1, p. 46 중.

8) 동국역경원(1993) p. 176 상.



188 ∙ 印度哲學 제40집

경전의 내용에 따르면, 놀이를 했던 사람 가운데서 승부에서 진

사람이 다음날 다시 하자고 말한 뒤에, 결국 다시 놀이를 하게 되

는 날에 독을 바른 놀이 도구를 준비해 가서, 상대방과 놀았다. 결

국, 또 다시 속임수를 쓴 자, 즉 놀이 도구를 입에 머금은 승자(勝

者)는 이내 독이 퍼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그

놀이에서 진 사람이 게송을 말한다.

내 독약을 주사위에 발랐는데

너는 머금어 깨닫지 못하는구나.

조그마한 재주로 너 머금었지만

오랜 뒤에는 마땅히 절로 아리.9)

한역본 게송에는 독(毒)이라는 표현이 없다. 그래서 한문 그대

로 약이라고 번역한 예도 있다.

내가 씨알에 약을 발랐건만,

너는 모르고 삼켰으니,

재주 믿고 네가 삼켰으니,

오래된 뒤에는 스스로 알리.10)

그리고 이 번역본에서는 “농환 기인”에 대해서, “호두 씨 놀이

를 잘하는 노름꾼”11)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호두 씨’라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호두 씨라고 번역한 것은 지나친

의역이라고 보며 바른 번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문헌인 <마-K-13>에서는 노름꾼의 비유라고 하여 악

카(akkha) 노름을 한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다음과 같이 싣고 있

9) 동국역경원(1993) p. 176 하. “吾以藥塗丸, 而汝吞不覺, 小伎汝為吞,

久後自當知.”(T. 1, p. 46 중～하.)

10) 최근;윤용태(2001) p. 234.

11) 최근;윤용태(2001) p. 234. 이 책에서는 우리말 노름꾼에 해당하는 북한

말 “놀음꾼”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필자가 ‘노름꾼’으로 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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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

옛날에 두 명의 노름꾼이 씨앗 윷놀이를 하였습니다. 한 노름꾼이

운이 나쁜 씨앗 패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삼켰습니다. 다른 노

름꾼이 …… 씨앗 윷에 독을 바른 뒤에 그 노름꾼에게 이와 같이 ‘이

보게, 와서 씨앗 윷놀이를 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

그가 운이 나쁜 씨앗 패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그 노름꾼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주사위를 삼키고도 모르지만,

독하게 불타도록 독을 발랐으니

사악한 노름꾼이여, 삼키고 삼켜보시오.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치루리.13)

이 게송에 대한 각묵 스님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주사위를 삼키는 사람은 모르지만

최고로 타오르는 [독]을 발랐으니

사악한 노름꾼이여, 삼키고 삼켜보라.

나중에 그대에게 혹독함이 있을 것이로다.14)

각묵 스님도 악카(akkha)를 “주사위”로 번역하고, 네 가지 패

중에서 제일 나쁜 ‘칼리’ 패가 나올 때마다 주사위를 삼켰다고 번

역하였다.15)

전재성은 ‘뤼더스(Lüders)의 견해를 따라, 주사위로 쓰인 것은

12) 전재성(2011) pp. 1034～1035. 전재성은 “놀음꾼, 놀이꾼, 노름꾼”을

번갈아가면서 혼용하고 있다. 필자가 인용문에서는 표준어인 노름꾼

하나로 통일하여 교정했다.

13) littaṃ paramena tejasā / gilam akkhaṃ puriso na bujjhati, gila re gila

pāpa-dhuttaka / pacchāte kaṭukaṃ bhavissatīti. Barua(2008) p. 675.

바루아는 여기서 악카를 ‘주사위(die)’로 번역하고 있다.

14) 각묵 스님(2006) p. 588.

15) 각묵 스님(2006) p. 586,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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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타카(vibhītaka : Terminalia bellerica)16)라는 식물의 열매였

고, 그 놀이는 비비타카 열매들을 던져서, 세워진 것들은 좋은 패,

눕혀진 것들은 나쁜 패로 헤아리는 방식이었다.’라고 설명한다. 구

체적인 놀이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첨언하고 있다.

만약 똑바로 던져진 씨앗들이 서로 합의된 숫자보다 적으면, 비기

는 게임이고, 만약 똑바로 던져진 씨앗들이 서로 합의된 숫자와 같으

면 던지는 자가 이겨서 다시 던지는 것이고, 만약 똑바로 던져진 씨앗

들이 서로 합의된 숫자보다 많으면 지는 게임이었다. 여기서 운이 나

쁜 씨앗은 칼리(kali)라고 불렸다.17)

이와 같은 놀이를 하다가 주사위로 사용한 것을 삼키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적어도 신체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 식물의 열매

였기 때문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사위를 “씨앗

윷”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여기서 악카란 엄밀히 말하면, 면에 따라 다른 개수의 눈을 표

시해 둔 6면체를 뜻하는 주사위라는 우리말 용례에 합치하는 단

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에는

음역하는 것이 보다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놀이의 방식에 대해서도 뤼더스의 견해 또는 그를 따르

고 있는 전재성의 설명이 이 경전의 문맥과 합치하는 방식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열매들을 던져서, 그 던져진 열매가

서거나 눕거나 하는 방식으로는 나쁜 패가 나왔다고 삼켜 버리는

속임수를 쓰기에는 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재성 자신도 “이 놀음에서의 속임수는 게임의 법칙이

확연히 밝혀지지 않아 불분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18) 이처럼

현재로서는 그 놀이 방식을 정확히 알아내어 설명하기란 쉽지 않

16) Terminalia belerica라고도 한다.

17) 전재성(2011) p. 1034, 각주 설명 중 참조, 재인용.

18) 전재성(2011) p. 1034, 각주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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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 같다. 하지만 다른 고대 인도 문헌에 등장하는 악카라는 용

어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파에시 논쟁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해명해 보고자 한다.

Ⅲ. 고대 인도의 유흥 문화와 문헌 비교 분석

고대 인도의 놀이 또는 도박의 종류와 방식에 대해 언급한 문

헌들을 참조하여 추정해 보자면, 파에시 논쟁에 나오는 악카 놀이

에 대해서 분명한 점 한 가지는 무엇인가를 손에 쥐고 있다가 그

것을 운용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의 놀이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찬도기야 우파니샤드, 7. 3. 1.에는 이와 관련된 언급
이 나타난다. 필자가 직역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마음은 참으로 말보다 더 위대하다. 마치 주먹에 아말라카 둘 또는

콜라 둘 또는 아크샤 둘을 쥐고 있는 것처럼, 마음은 말과 이름을 가

지고 있다.19)

올리벨은 이 부분을 영역하면서, 아말라카(āmalaka)는 미로발

란(myrobalan)이고, 콜라(kola)는 대추(jujube)라고 말하면서, 아크

샤(akṣa)는 주사위(dice)라고 번역하고 있다.20)

그러나 세 종류 모두 열매 이름을 열거하는 가운데, 아크샤만

주사위라고 번역하는 것은 일관성을 결여한 부적합한 번역이라고

본다. 세 종류 모두 고대 인도에서부터 유용한 식용 또는 약용의

19) “mano vāva vāco bhūyaḥ. yathā vai dve vāmalake dve vā kole dvau

vākṣau muṣṭiranubhavatyevaṃ vācaṃ ca nāma ca māno’nubhavati.”

Olivelle(1998) p. 258.

20) Olivelle(1998) p. 259.



192 ∙ 印度哲學 제40집

재료로 쓰였던 식물의 열매이고,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동등하

고 동일한 직유이자 예시 용법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리벨은 아크샤가 식물 열매가 아니거나, 제1의 뜻, 또는 위의

게송에서의 의미가 주사위라고 간주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

나 분명하게 셋 다 식물의 열매 이름으로 열거하고 있다. 물론 놀

이에 쓰이는 열매의 이름들이다. 주사위처럼 쓰이지만, 우리가 아

는 그 주사위는 아니다. 주사위란 특정한 6면체의 모양을 가진 것

을 지시한다는 것이 상식이고 통념이기 때문이다.

단어 하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번역이 달라지고, 그 의

미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예를 더 들어보자.

동일한 원문에 대하여, 임근동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마음이 언어보다 더한 것이오. 마치 두 알의 아말라카 열매, 혹은

두 알의 콜라 열매, 두 알의 아크샤 열매를 한 주먹으로 쥐듯이 바로

그렇게 마음이 언어와 이름을 쥐오.21)

판본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vāva”라는 단어를 누

락한 채 번역하고 있다. 원전에서 동일한 술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먹으로 쥐다’라는 표현과 ‘마음이 쥐다’라고 곧이곧대로

번역한 것은 아무래도 어색한 우리말 번역이 아닐 수 없다.

김세현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참으로 사고는 언어보다도 위대하다네. 참으로 쥔 주먹이 두 개의

아말라카, 또는 두 개의 코라, 또는 두 개의 아크샤 과일을 쥐듯이 이

와 같이 사고는 언어와 이름을 파악하도록 한다네.22)

이 경우, yathā 이하의 번역에 ‘참으로’를 첨가한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다.

21) 임근동(2012) p. 470.

22) 김세현(2012)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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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숙은 동일한 원문을 이렇게 번역하였다.

마음(manas)이 진정 그 목소리보다 훌륭한 것이다. 주먹이 두 개의

과일을 한 손에 잡듯, 마음속에 이름과 목소리가 잡힌다.23)

앞서 언급한 필자의 번역 등과 비교하면 우리말 번역에서 의미

상 적잖은 차이가 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재숙은 자신의 번역 저본을 뚜렷이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두 개의 과일”을 손에 쥔다는 것을 원전 상

의 원형인 도박 또는 어떤 놀이와 연관 짓기에는 쉽지 않은 번역

이라고 본다.

이와 연관된 자료 한 가지를 첨가하자면, 보림 지연은 뚜렷한

문헌적 전거를 밝히지 않은 채로 막연히 찬도기야 우파니샤드
의 기록에 따른 도박의 방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비비타카의 열매를 이용해서 그것을 수많은 도박장에서 던져서 도

박자가 손에 움켜쥔 숫자 혹은 바닥에 남은 숫자로 승부를 결정했던

모양이다.24)

그리고 이어서, ‘4로 나뉘어 떨어지는 숫자는 최상으로 크리타

이며, 3이 남으면 트레타, 2가 남으면 드와파라, 1이 남으면 칼리

라고 하여 가장 나쁜 것으로 보았다.’25)라고 한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언급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주사위를 2개 갖고 하는 쌍륙(雙六)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도박, 즉

아크샤(akṣa)에 이용되는 과실 비혜륵은 사실 약으로서도 매우 중요하

게 여겨지는 것 같다.26)

23) 이재숙(1996), Vol. 1, p. 377.

24) 보림 지연(2006) p. 184.

25) 보림 지연(2006) p. 184.

26) 보림 지연(2006)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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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림 지연은 아크샤, 즉 악카라는 단어에 대해서 비비타카를 이

용하는 도박의 일종, 다시 말해서 도박 또는 놀이의 이름 그 자체

로 보고 있으며, 쌍륙이라는 주사위 놀이와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태영은 여러 문헌을 조사하고 종합하여 “비혜

륵 / 비히타키”라는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열매는 겨울에 겉이 딱딱하게 익으며 타원형 씨에 5∼6개의 능선이

생기고 긴 6면체가 되는데, 고대 인도인들은 각 면마다 1에서 6까지

수를 새겨 주사위 놀이에 이용하였다.

이 나무에 대해서는 고대 인도의 브라만교 근본 경전인 리그베다
에도 약효가 뛰어난 고마운 과일이지만 이것을 너무 가까이 하면 도

박에 빠지므로 경계하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아타르바베다에서도
도박에 이기기 위한 주문까지 기술돼 있는데, 여기서도 비히타키를 다

루는 법을 자세히 기술해 놓고 있다.

고대 인도에서는 비히타키 열매를 바닥에 던져 손에 쥔 숫자 또는

바닥에 남은 숫자로 승부를 결정했는데, 4로 떨어지는 크리타가 가장

좋고,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남은 칼리는 가장 나쁜 패였다.

즉 윷놀이의 모에 해당하는 것이 크리타이고, 칼리는 도에 해당한

다고 보면 되는데, 만약 3개가 남을 경우는 트레타, 둘이 남으면 드와

파라라고 불렀다.27)

민태영은 비비타카의 열매가 도박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그 놀이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비비타카의 열매가

긴 6면체를 띠고 있고 그 각 면에다 수를 새길 수 있다고 본 것은

의문이다. 비비타카와 루드라크샤 열매에 대한 구분 없이 설명이

뒤섞여 있는 듯하다.

그런데 악카 놀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선구적인 자료가 있다.

27) 민태영(2014) pp. 297∼298. 여기서 말하는 열매에 대해서 민태영은 그

원어가 Bibhitaki라고 쓰며 “비히타키”라고 음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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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리그베다의 시대에 주사위는 비비다카라는 큰 나무의 열매들로 만

들어졌는데, 이것은 인도에서 아직까지 도박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이 열매의 여러 개(이 찬가에서는 150개)를 지면에 마련된 도박판에

뿌려, 도박꾼은 그의 일부를 움켜잡고 그의 수 혹은 도박판에 남아 있

는 수에 의해 승부를 결정지었던 것 같다. 4로 나누어떨어지는 경우를

가장 좋다고 하고, 나누어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남는 경우를 가장 나

쁘다고 했다. 다만 상세한 경기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28)

일찍이 리그베다, 10. 34. 등을 비롯하여 곳곳에 등장하는 도
박 놀이는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29)

여기서는 “비비다카(vibhīdaka)”와 “아크샤(akṣa)”가 동시에 쓰

이고 있는데, 비비다카는 비비타카와 같은 말이다.

정승석은 “도박꾼의 노래”라는 제목 아래 이 부분을 다음과 같

이 번역한다.

무자반트에서 생겨난 소마로써 잔치하듯

활기 돋구는 비비다카는 나를 기쁘게 하네.

그녀는 나를 꾸짖지 않고 화내지 않느니,

친구들에게나 나에게나 그녀는 친절했어라.

하나를 남긴 주사위 때문에

나는 헌신적인 아내를 쫓아버렸네.30)

인용에서 보듯이, 그는 비비다카는 그대로 번역하고 아크샤는

주사위로 번역하고 있다.

일찍이 리그베다를 번역한, 윌슨(H. H. Wilson)이 “미로발란
28) 정승석(1984) p. 268.

29) “…… vibhīdako jāgṛvir mahyam achān. …… akṣasyāham ekaparasya

hetor …….” Nooten & Holland(1994) pp. 496～497, 참조.

30) 정승석(1984) pp. 26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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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씨, 즉 비비타카는 주사위로 사용되었다.”라고 각주에서 설명

을 붙이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비비타카와 아크샤 모두 “주사위”

라고 번역하고 있다.31)

고대 인도에서 도박장은 도시의 일반 공공건물 중 하나였고, 도

박은 사람들이 즐기는 오락 중 하나였다고 한다.32)

그리고 고대 인도 문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박의 종류는 크게

둘로 나누고 있다. 즉 주사위와 같은 것을 이용하는 도박(dyūta)

과 동물과 관련된 투전(samāhvaya)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디유

타(dyūta)는 판돈의 유무와 무관하게 일반 사람들이 즐기는 놀이

였다고 한다.33) 달리 말하면 주사위 놀이는 일반적인 유희의 일종

으로서 보편적인 풍습이자 생활 문화에 속하지만, 투전 놀이는 보

다 전문적인 도박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불교 문헌에도 도박과 관련된 수많은 언급이 나오고 있는

데, 미스라(Misra)는 불전에 나오는 도박의 예로서 다음과 같은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다. 예컨대 “aṭṭhapada(skt. aṣṭapada), dasap

ada(daśapada), santikā(daptikā), khalikā, ghaṭikā, salākahattha(ś

alākāhasta), akkha(akṣa), paṅgacīra, vaṅkaka, mokkhacikā, ciṅg

ulaka, manesikā, vajjā”34) 등의 여러 용어가 등장하지만, 그 또한

상세한 놀이 방법과 도구에 대한 설명은 알려져 있지 않다고 덧

붙이고 있다.

이러한 열거 목록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파야시 논쟁 문헌에

서 언급한 도박 비유는 파야시가 살았던 그 당시에 유행했던 유

희 문화의 한 예가 “악카 놀이”였고, 그것을 비유로 들고 있는 부

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31) Wilson(2002), Vol. 6, p. 91.

32) Majumdar(1996) p. 525, 참조.

33) Banerji(1997) p. 186, 참조.

34) Misra(1972) pp.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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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필자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한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① 악카는 루드라크샤(Rudrākṣa) 나무의 열매를 가리킨다. 루

드라크샤의 학명은 Eleocarpus ganitrus 또는 Eleocarpus sp.이

다.35) 다수의 문헌에서 동일시하고 있는 비비타카와는 다른 식물

이고 비비타카의 학명은 Terminalia bellerica이다.36)

② 광의 또는 관습적으로, 악카와 비비타카는 혼용하여 사용되

었다.37) 이렇게 설명하는 예는 다수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아유르베다와 관련된 문헌에서는 두 단어가 동일한 학명이

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두 식물은 유사하지만 분명히 다르

며, 두 나무의 열매가 비슷하기 때문에 특히 비비타카 열매를 놀

이용으로 사용할 때, 그 열매를 악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비비타카와 악카 나무를 동일시한 이름이라기보다

는 악카, 즉 쉬바나 인드라, 루드라 신 등의 눈알이라는 의미로 사

용되듯이, ‘눈’[眼]과 비슷한 크기의 도구라는 의미의 용법으로

‘악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의 용법은 놀이 도구로

서의 ‘주사위’를 뜻하거나 단일한 도구 개체에 수(數)의 표시가 없

는 공기놀이의 ‘공기’에 더 근접한 것이라고 본다.

③ 고대 인도에는 악카 열매의 두 알 또는 여러 알을 가지고

노는 놀이 문화가 있었다. 때로는 판돈이나 내기를 걸고 놀기도

35) 나라인 바티아(Narain Bhatia)는 루드라크샤의 학명으로 “Elaecarpus

ganitrus Roxb.”라고 설명하고 있다. Bhatia(2003) p. 1.

36) Maharaj(1988), Vol. 1, p. 56 우.

37) Murthy(2004), Vol. 1, p. 402. ākṣa와 vibhītaka를 같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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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도박’이라고도 한다.

④ 악카를 주사위 또는 씨앗 윷으로 번역하는 것은 합당한 번

역으로 볼 수 없다.

⑤ 악카라는 원어 이름 그대로 음역해서 번역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 아래, 요약하면 파에시 논쟁 문헌에서 말하는

“악카 놀이”는 고대부터 인도에서 행해진 놀이 방법의 하나로 추

정되며, 악카는 나무 열매이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주사위 또는

주사위 놀이라고 통칭하여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필자는 고대 인도의 유흥 문화의 일종으로서 도박의 수단이 되

기도 하였던 악카 놀이는 그대로 음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

다고 본다. 이것은 일찍이 한역 원칙 중 음역해야 한다고 보았던

5불번(不翻) 가운데 ‘차방무고(此方無故 : 이 지역에는 없다는 이

유)’ 또는 ‘차토무고(此土無故 : 이 땅에 나지 않는다는 이유)’에 해

당한다. 악카, 그것은 인도에는 있지만 이 지역에 없는 나무 열매

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음역해야 한다.

논쟁에서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보다 더 용이하게 자신의 주

장을 입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논쟁의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도 없는 비유를 사용한다면 헛된 비

유의 사용이 될 것이며, 논쟁에서도 패배하고 말 것이다.

파에시 논쟁에서 사용된 갖가지 비유들은 실제로 그 논쟁이 이

루어졌던 당시에 논쟁 당사자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던 내용일

것이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고대 인도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유흥 문화에 속하는 악카

놀이에 대한 이해가 없이 악카라는 단어를 현대적으로 풀어서 번

역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 용어 하나에 대한 번역

에 그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앞뒤 내용의 의미 전달에도 실패하

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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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Ancient Indian Playing 
Culture With Gambling Metaphor In The 

Literature Of Pāyāsi Argument

Kim, Mi Suk

Dongguk University

The seed or berry of Rudrākṣa tree is called

akkha(akṣa). The scientific name for Rudrākṣa tree is

Eleocarpus ganitrus or Eleocarpus sp.. In most of scripts,

akkha is conceived as same to Vibhītaka tree, but the

scientific name for Vibhītaka tree is Terminalia bellerica.

Generally and practically, however the name akkha and

Vibhītaka has been used together through numbers of

scripts especially literatures on Ayurveda. It seems like

same but they are clearly distinguishable to each other.

Since their outward appearance is quite similar, presumably

the seed of Vibhītaka had called an akkha while it was

being used for play. Moreover, even though these two trees

were identified individually, the term akkha might be

derived from akkha which indicates an eye-ball of god such

as Śiva, Indra and Rudra. In this perspective, it would be

dice or mig for play.

In ancient Indian society, there was certain game which

is played with several numbers of akkha seeds. Sometimes,

it was considered as a gambling because game was played

for stake or wager.

Therefore, it is inappropriate to interpret akkha as

seed-yut. Also, the term akkha shall be sound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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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as it is.

Consequently, akkha play in Pāyāsi Argument is

presumed as one of plays in ancient India, an akkha is a

seed of tree. Also, it shall not be translated into dice or

dice-game. Rather, I would argue that akkha play shall be

transliterated as it is. Also, it would be part of Xuantsang

(玄奘)’s account of five cases for transliteration : 此方無故(the

one that never be seen in this place), and 此土無故(the one

that does not exist in this soil).

In order to strengthening certain argument, an analogy

or metaphor may be used but, if that implication distorts

real meaning or intention, the whole argument would be

fruitless. Likewise, presumably each and every figure of

Pāyāsi Argument was totally aware of analogy or metaphor

included in.

Therefore prior to translating akkha, it is necessary and

required to have enough understanding on akkha play which

was popular in ancient India. Also, individual terminology

shall be studied carefully upon context. Otherwise, it is not

possible to convey correct meaning and intention of text to

the readers.

Keywords : Buddhism, Jainism, Paesi, Pāyāsi, akkha,

Vibhītaka, gambling, playing culture, ancient

India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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