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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II, IV절에서 제시하는 논거들은 필자의 미출판 학위논문(Hyoung Seok Ham, “Buddhist 

Critiques of the Veda and Vedic Sacrifice,” University of Michigan(Unpublished Dissertation), 2016)의 

두 번째 챕터(“How Mīmāṃsaka is MHK 9?”)에서 논의한 바 있고, III절에 사용된 논거는 2018년 7월 

28일 일본 큐슈대학(九州大学)에서 개최된 서일본인도학불교학연구회(西日本印度学仏教学研究会)

에서 발표한 미출판 원고인 “Defining the Mīmāṃsaka X: In search of the Mīmāṃsaka in the ninth 

chapter of the Madhyamakahṛdayakārikā by Bhāviveka”에서 다룬바 있다. 본고는 필자의 논지를 강화

할 수 있는 논거들을 추가하고, 새로운 연구성과들을 참조하여 해당 두 원고에서 제시한 논거들에 

대해 재서술한 결과물임을 밝힌다. 본고에 대해 세 분의 익명의 심사자께서 귀중한 제언을 해주셨

고, 대부분의 제언을 본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퇴고의 과정에서 손영산 학

형(Leipzig University)이 여러 표현상의 문제를 지적해주었다. 이에 감사드린다. 



38   불교학연구 제63호

릴라(Kumārila)의 연대를 6세기로 옮길 것을 제안한다. 그의 주된 논거는 6세기에 활동

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비베까(Bhāviveka)의 저작에 소개된 몇몇 주장들을 다르마끼르

띠와 꾸마릴라의 의견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재 학계의 상

식에 반하는 크라서의 주장 가운데 바비베까와 다르마끼르띠의 동시대성과 관련한 주

장에 대해서는 최근 엘리 프랑코(Eli Franco)의 논문이 비판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하지

만 크라서의 주장의 또 다른 한 축인 바비베까와 꾸마릴라의 동시대성에 대해서는 여전

히 학계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크라서의 논거를 검증해

봄과 동시에 바비베까와 꾸마릴라의 관계 설정과 관련한 새로운 전거들을 제시하여 크

라서의 주장을 비판한다. 

본고는 우선 크라서가 제시하고 있는 논거들에 내재한 문제점과 모순점들을 지적하

고, 그가 꾸마릴라의 의견이라고 지적한 몇몇 견해들은 바비베까의 �중관심론�

(Madhyamakahṛdaya) 이전부터 �大智度論�과 �十住毘婆沙論� 등의 불교문헌에 등장했던 

것임을 밝힌다. 이에 더해 크라서가 미망사(Mīmāṃsā) 전통에서 꾸마릴라가 처음으로 

거론했다고 간주하는 일체지자(sarvajña)의 존재문제가 꾸마릴라 이전의 미망사학파에

서 이미 논의되었다는 사실을 밝혀 바비베까의 미망사학파 논적이 꾸마릴라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 이후 본고는 바비베까의 저작 속에 소개된 미망사학파의 한 

주장이 꾸마릴라에 의해 비판되고 있는 사례를 보고하여 바비베까의 논적은 꾸마릴라 

이전에 활동하였던 그 저작이 남아있지 않은 무명의 논사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주제어

바비베까, 꾸마릴라, 미망사, 중관심론

I. 서론: 크라서의 가설과 쟁점들

헬무트 크라서(Helmut Krasser)는 2012년도 “Bhāviveka, Dharmakīrti and Kumārila”

라는 제목의 논문1)을 발표하여 인도철학사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6-7세기

에 활동한 대표적인 세 인물의 저작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 

1) Helmut Krasser, “Bhāviveka, Dharmakīrti and Kumārila”, In Devadattīyam Johannes Bronkhorst 

felicitation volume, edited by François Voegeli, Vincent Eltschinger, Danielle Feller, Bogdan Diaconescu 

and Malhar Kulkarni(Bern/New York: Peter Lang, 2012), pp.53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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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용되고 있던 그들의 활동시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그는 상대적으

로 활동시기가 명확하게 확정되는 바비베까(Bhāviveka, 500-570 CE)2)를 중심

에 두고 그의 주저인 �중관심론�(中觀心論; Madhyamakahṛdayakārikā)과 이에 

대한 주석서 �따르까즈왈라�(Tarkajvālā), 그리고 �반야등론석�(般若燈論釋; 

Prajñāpradīpa)에 등장하는 몇몇 논의가 다르마끼르띠(Dharmakīrti)와 꾸마릴라

(Kumārila)의 의견을 전제하고 있다고 분석한 뒤, 7세기에 활동한 것으로 여겨

지는 다르마끼르띠(600-660 CE)3)와 꾸마릴라(600-650 CE)4)를 6세기의 인물로 

상정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인도철학사를 구성하는 인물들의 활동연대는 대부분 절대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그들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잠정적으로만 그 확실성이 인정된다. 이를 고려할 때, 불교논리학파와 미

망사학파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다르마끼르띠나 꾸마릴라와 같은 인물들의 

활동연대를 백년 단위로 조정하는 일이 우리의 인도철학사에 대한 연대기적 

이해에 미칠 영향력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크라서의 가정을 학계가 받아

들일 경우 일어나게 될 상황에 대해 최근 그의 논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엘리 프랑코(Eli Franco)는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 

이러한 가정을 할 때 생기는 문제점은 비어있는 한 세기가 발생할 것이

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다르마끼르띠의 활동시기를 550년으로 (그리고 

데벤드라붓디(Devendrabuddhi)와 샤꺄붓디(Śākyabuddhi)의 활동연대를 

550년과 600년 사이로) 가정하면, 우리가 아는 불교철학자들 가운데 600

2) 바비베까의 연대 확정의 근거는 Yuichi Kajiyama, “Bhāvaviveka, Sthiramati and Dharmapāla”,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asiens und Archiv für indische Philosophie Bd. 12-13 (Wien: 

Österreich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1968-1969), pp.193-203을 참조할 것.

3)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다르마끼르띠에 대한 본 연대는 Erich Frauwallner, “Landmarks in the 

History of Indian Logic”,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asiens und Archiv für indische Philosophie 

Bd. 5(Wien: Österreich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1961), pp.125-148에 근거한 것이다. 

4) 꾸마릴라의 본 연대는 Kei Kataoka, Kumārila on Truth, Omniscience, and Killing, vol. 2(Wien: 

Österreich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11), p.112에 실려 있는 미망사 학자들의 연대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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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서 700년 사이에 생존하였던 인물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6세기

에서 8세기까지의 왕성한 철학적 작업이 이루어졌었다는 문헌적 사실

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상당히 이상한 상황일 것이다.5)

이와 같이 기존의 통념과 자료에 정면으로 배치될뿐더러 일견 해결할 수 없

는 것으로 보이는 난점을 양산하는 크라서의 주장은 매우 도전적이고 충격적

이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나 논의는 방금 인용한 프랑코의 논문(Franco 

2018)을 제외하면 전무하다고 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크라서의 논문

을 언급하는 경우에도 엘칭어(Eltschinger 2013, 2014)6)와 같이 아무런 논평 없

이 무비판적으로 이를 수용하거나, 요시미즈(Yoshimizu 2015)7)와 같이 크라서

가 다루지 않은 자료에 근거하여 꾸마릴라에 대한 보다 보수적인 활동연대를 

제시하고 있을 뿐 크라서의 가설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필자가 아는 한 프랑코의 논문이 크라서의 주장에 대한 첫 번째 본격적인 비

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논의는 논문 제목(“Xuanzang’s Silence and 

5) Eli Franco, “Xuanzang’s Silence and Dharmakīrti’s Dates”,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asiens, 

Bd. 56-57(Wien: Österreich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15-2018), pp.117-141(2018), p. 127, 

“The trouble is that if we make this assumption, we would have an empty century on our hands. In other 

words, assuming Dharmakīrti’s floruit was in 550 (and that of Devendrabuddhi and Śākyabuddhi 

between 550 and 600), there would be no single Buddhist philosopher we know of who lived between 600 

and 700. This would be a rather strange state of affairs in view of the intense philosophical activity which 

would be documented for the sixth and the eighth century.”

6) Franco(앞의 논문, p. 118)가 지적하고 있듯, Vincent Eltschinger, “Buddhist Esoterism and Epistemology: 

Two Sixth-Century Innovations as Buddhist Responses to Social and Religio-Political Transformation”, 

in Periodization and Historiography of Indian Philosophy, ed. by Eli Franco(Wien: Institut für Südasien-, 

Tibet- und Buddhismuskunde der Universität Wien, 2013), p.197에서 엘칭어는 아무런 비판 없이 크

라서가 제안한 다르마끼르띠의 새로운 연대를 받아들인다. 이후 그는 Vincent Eltschinger, 

Buddhist Epistemology as Apologetics: Studies on the History, Self-understanding and Dogmatic 

Foundations of Late Indian Buddhist Philosophy(Wien: Österreich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14), p. 116, fn. 80에서 크라서의 논지가 玄奘(602-664 CE)이 다르마끼르띠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는 것에 기반한 Frauwallner의 판단보다는 강한 근거 위에 서있다고 짧게 논평한다. (“...Hypothetical 

(and impopular) as it may be, Krasser’s chronology relies in my opinion on much stronger arguments 

than Frauwallner’s argumentum a silentio.”) 현장이 다르마끼르띠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

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Krasser (op. cit., 4.5 On a new date of Dharmakīrti)와 그에 대한 반박인 

Franco(op. cit., p.127ff.)을 참조할 것. 

7) Kiyotaka Yoshimizu, “Kumārila’s Criticism of Buddhism as a Religious Movement in His Views on the 

Source of Dharma”(Acta Asiatica 108, 2015), p.43, 각주 1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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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armakīrti’s Dates”)에도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듯 주로 크라서의 주장의 일부

분인 다르마끼르띠의 6세기 연대설과 관련된 것이다. 프랑코는 다르마끼르띠

의 연대 확정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개괄하고, 크라서의 논지를 반박함과 동

시에 그의 주장을 뒤집는 새로운 전거를 제시하고, 더 나아가 다르마끼르띠가 

꾸마릴라의 저작을 전제하고 있는 증거들을 수합하여 다르마끼르띠가 7세기

의 인물이라는 기존의 통념을 지지한다. 

본고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은 “꾸마릴라가 바비베까에 선행한다”는 

프랑코의 논문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크라서의 주장의 다른 한 축을 비

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크라서가 바비베까가 꾸마릴라의 저작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살

펴볼 것이다. 이후 꾸마릴라 이전의 미망사(Mīmāṃsā) 문헌에서는 붓다의 일

체지(sarvajñatva)가 비판되지 않고 있다는 크라서 주장의 근본 전제와 배치되

는 전거를 제시하고, 바비베까가 �중관심론�의 제 9 ｢미망사장｣(Mīmāṃsātatt-

vanirṇayāvatāra)에서 상대하고 있는 미망사학자가 꾸마릴라 이전의 현재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일 것이라는 추측을 제기할 것이다. 바비베까와 꾸마릴라 

모두 방대한 저작을 남기고 있는 인물들이기에 한 편의 논문에서 그 둘 사이의 

체계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본고는 다만 크라서의 논의를 검토해나가면서, 

6-7세기 불교와 미망사전통 간의 관계설정이라는 문제상황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II. 크라서의 주장에 대한 검토

바비베까와 꾸마릴라의 상호연관성과 관련하여 크라서는 그의 논문 제 2절

(“2. Bhāviveka and Kumārila”, pp. 559-569)에서 바비베까와 꾸마릴라 저술 속에

서 발견되는 공통된 내용들을 열거하고 이후 결론부(“4.2 Bhāviveka and 

Kumārila”, pp. 579-580)에서 열거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꾸마릴라가 바비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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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선행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본 절에서는 크라서가 제시한 다섯 가지 전거

들8)을 차례대로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크라서의 첫 번째 논거는 “일체지자(sarvajña)는 현재 발견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바비베까와 꾸마릴라의 저작에 공통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의 지

적대로 해당 주장의 내용이 �중관심론�과 꾸마릴라의 저작 �슐로까바르띠까�

(Ślokavārttika)에 등장하고는 있지만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 표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na cāsti kaścit sarvajño nedānīṃ dṛśyate yataḥ. (Madhyamakahṛdayakārikā 

9.15ab; “그 어떤 일체지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발견되지 않기 때문

이다.”) 

sarvajño dṛśyate tāvan nedānīm asmadādibhiḥ. (Ślokavārttika codanā 117ab; 

“우선, 일체지자는 현재 우리와 같은 이들에 의해 발견되지 않는다.”)

두 인용문 모두 현재 일체지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

지만, 그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중관심론�인용문의 경우 

일체지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해 일체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지만, �슐로까바르띠까� 인용문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 사실

을 표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두 인용문이 서로 다른 콘텍스

트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전자의 경우, 붓다의 一切智性을 

부정하는 미망사학파의 독립된 주장으로 바비베까가 인용하고 있는 반면, 후

자의 경우, 붓다의 일체지성이 현량(pratyakṣa)으로도, 비량(anumāna)으로도, 

그리고 성언량(āgama)으로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논의의 일부분이다.9) 이와 

같은 논의 맥락을 고려할 때, 두 인용문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

8) 크라서가 “2. Bhāviveka and Kumārila”라는 표제어 하에서 다루고 있는 항목은 총 여섯 가지이지

만, 마지막 항목(“2.6 Other Mīmāṃsakas on the omniscience of Jaimini, Kapila and Kaṇāda”)은 바비

베까가 꾸마릴라가 아닌 다른 미망사까의 의견도 소개하고 있다는 내용이어서 본고에서는 논의

하지 않는다. 

9) Ślokavārttika codanā 117-120. Kataoka, op. cit., vol. 1, pp. 29-31; vol. 2, pp. 332-3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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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는 일체지자의 현재적 비존재성을 바탕으로 붓다가 일체지자임을 부

정하는 주장인 반면, 후자는 일체지자가 어떠한 타당한 인식수단(pramāṇa)으

로도 확인될 수 없음을 통해 붓다가 일체지자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일체지자의 현재적 비존재성을 바탕으로 일체지자의 존재를 부

정하는 논법은, 크라서 자신이 요시미즈 키요타카(吉水清孝)에게 사의를 표하

며 각주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나가르주나(Nāgārjuna, 150-250 CE)에게 귀속되

는 �대지도론�에도 등장한다.10) 설령 두 번째 인용문을 첫 번째 인용문의 내용

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꾸마릴라가 해당 주장을 펼친 첫 번째 논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크라서의 두 번째 논거는 붓다가 명상에 들었을 때 벽(kuḍya)등에서 붓다의 

설법이 흘러나온다는 불교도들의 이야기가 “오직 그에 대한 신심을 가진 자들

에게만 매력적”이라는 Bṛhaṭṭīkā에 등장하는 꾸마릴라의 주장11)이 �중관심론�

에 소개된 “붓다가 일체지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 꾸며낸 

것”12)이라는 미망사학파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어떻게 불교도

들에게만 통한다는 말이 비불교도에게 어필하기 위해 지어낸 것이라는 말과 

유사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두 경우 논의의 주제가 각각 “...라고 하

는 [불교도들의] 주장”(ityādi kīrtyamānam)과 “붓다의 일체지성”(buddhasya 

sarvajñatā)으로 서로 다르다. 크라서는 더 나아가 꾸마릴라가 그러한 설법내용

이 붓다에 의한 것인지 “보이지 않는 악령”(kṣudrapiśācādyair adṛṣṭair)13)에 의한 

것인지 묻는 내용에 대응하여 바비베까가 “베다는 악인의 저작이다”(vedo 

‘yam asatpuruṣakartṛkaḥ)14)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을 지도 모른다고 암시한다. 

하지만 베다가 악인의 저작이라는 바비베까의 주장은 하리바르만(Harivarman, 

10) �大智度論�(T1509, 74b18-19), “問曰. 世間不應有一切智人. 何以故? 無見一切智人者.” cf. Krasser, op. 

cit., p. 559, fn. 60. 

11) Tattvasaṃgraha 3242ab, “ityādi kīrtyamānaṃ tu śraddadhāneṣu śobhate/”.

12) Madhyamakahṛdayakārikā 9.15cd, “sarvajñatā hi buddhasya kalpitā lokapaktaye/”.

13) Krasser, op. cit., p. 560, fn. 62는 이를 “kṣudrapiśācād yair”로 잘못 적고 있다. 

14) Madhyamakahṛdayakārikā 9.31ab, “anumeyaś ca vedo 'yam asatpuruṣakartṛk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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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250-350 CE)의 저작에서부터 발견되는 불교 전통 내에서 추적이 가능한 주

장이다.15)

크라서의 세 번째 논거는 꾸마릴라 저작의 곳곳에서 등장하는 붓다는 일체

지자가 아니고 붓다의 설법내용은 타당한 인식수단(pramāṇa)이 되지 않는다

는 주장이 바비베까의 �중관심론�에도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

자는 이견이 없지만, 붓다의 일체지성과 붓다 설법의 진실성에 대한 부정은 미

망사학파 뿐 만 아니라 불교도가 아니라면 누구든 제기할 매우 일반적인 차원

의 논의여서 크라서의 논지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싶다.

이에 반해 크라서의 네 번째 논거는 매우 구체적이고, 그의 논지에 적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만한 것이다. 그는 카타오카의 연구(Kataoka 2011)를 

인용하여16) 꾸마릴라가 Bṛhaṭṭīkā에서 다르마(dharma)에 대한 지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지식에 한정하여 일체지성을 인정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중

관심론�에서 소개된 붓다가 “천상과 해탈에 이르는 길”(mtho ris byang grol 

lam)을 모른다는 미망사학파의 반론이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단순

한 일체지자의 유무논쟁이 아닌 “일체지자”(sarvajña)라는 단어 가운데 “일

체”(sarva)의 의미를 미망사학파의 관점에서 한정한 구체적인 반론이라는 점

에서, 그리고 미망사학파에게 다르마를 지키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인 

천상에서의 태어남과 해탈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크라서의 관찰은 적

실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필자는 구마라집(Kumārajīva, 344-413 CE)에 의해 번

역되고 나가르주나에 귀속되는 또 다른 논서인 �십주비바사론�(*Daśabhūmikaśāstra)

에 실려 있는 다음과 같은 비-불교도의 반론을 고려할 때, 꾸마릴라가 해당 논

지를 전개한 첫 번째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15) �成實論�(T1646, 293b27-c04), “問曰. 是殺生等善人亦聽. 違馱經中爲天祠故聽令殺羊. 答曰. 此非善人. 善

人者常求利他, 修慈悲心怨親同等. 如是人者, 豈當聽殺生也?! 是人貪恚濁心故造此經. 求生天上, 咒他衆生. 

以福力故, 能成是事. 又此殺等得解脫者之所不爲. 故知不善.” (강조는 필자)

16) 크라서는 Kataoka, op. cit., vol. 2, pp. 312-2, fn. 357의 일부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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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의 가르침 중에는 베다 등의 경전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만

약 붓다가 일체지자라면, [그는] 반드시 [설법 중에] 베다 등의 경전을 활

용하였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붓

다는 일체지자가 아니다.17)  

꾸마릴라가 일체지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다르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

다고 할 때, ‘다르마’는 베다에 다름 아니다. “다르마는 베다의 명령에 의해 규

정된 목적적 행위이다”(codanālakṣaṇo ’rtha dharmaḥ)라는 두 번째 �미망사수뜨

라�(Mīmāṃsāsūtra)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듯, 미망사학파에게 다르마란 

베다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르마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베다를 모른다는 이야기와 같기 때문에, �십주비바사론�에 거론된 비불교도

의 반론은 사실상 꾸마릴라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다. 

크라서의 마지막 논거는 전통이 단절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붓다의 일

체지성을 확립하려는 불교도들의 시도에 대한 꾸마릴라의 비판18)과 전통이 

단절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베다의 권위를 입증하려는 논적의 시도에 대

한 바비베까의 비판이 서로 닮았다는 것이다. 크라서는 이와 같은 관찰을 자신

의 가설을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크라서의 주장을 반

박하는데 쓰일 수 있는 논거이다. 바비베까가 해당 논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바

비베까가 상대하는 미망사학자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19) 바비베

까는 “전통의 단절되지 않음”(saṃpradāyānupaccheda)를 근거로 자파의 권위를 

입증하려는, 꾸마릴라가 비판하는 논지를 펴는 꾸마릴라가 아닌 또 다른 미망

사학자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17) �十住毘婆沙論�(T1521, 74b3-6), “佛法中不說韋陀等經書義. 若佛是一切智人者, 應用韋陀等經書. 而實不

用是故, 佛非一切智人.”

18) Ślokavārttika codanā 133-136. cf. Kataoka, op. cit., vol.2, pp. 358-366.

19) Bhāviveka는 Madhyamakahṛdayakārikā 9.4cd’에서 다음과 같은 미망사까의 견해를 소개한다: “전

통이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베다]는 성전이다.”(saṃpradāyā̄nupacchedā̄d āgamo 'sau...) 바비베까

의 대답은 ibid., 9.19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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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꾸마릴라 이전의 미망사 전통에는 붓다의 일체지 비판이 없

었을까?

지난 절에서 검토해본 논거에 기반하여 크라서는 바비베까와 꾸마릴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미망사수뜨라 주석(Bhāṣya)의 저자—

보통 6세기 전반에 배치되어 바비베까(490/500-570)와 동시대라고 여겨

지는—샤바라스와민(Śabarasvāmin)에게 일체지라는 주제는 그다지 중

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 격렬하게 논의하였던 두 저자

인 샤바라의 주석에 복주를 달았던 꾸마릴라와 다르마끼르띠는 7세기 

전반에 배치되고 이에 따라 바비베까에게는 이와 관련한 알려진 논적이 

없게 되어 버린다.20) 

이와 같은 판단 아래 크라서는 꾸마릴라의 연대를 7세기에서 6세기 중반부

로 옮길 것을 제안한다.21) 이는 바비베까의 일체지에 대한 논의가 꾸마릴라의 

저작을 전제하고 있다는 그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본 인용문에 간명하게 표현

되어 있듯, 바비베까가 꾸마릴라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꾸마릴라 이

전 시기의 �미망사수뜨라� 주석 가운데 유일하게 현존하는 �샤바라의 주석�

(Śābarabhāṣya)에서는 일체지 관련 논의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바비베까의 �중관심론� ｢미망사장｣에 등장하는 논적은 붓다의 일체지를 비

판하는데, 미망사 전통 속에서 일체지에 대한 비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저작

20) Krasser, op. cit., p. 580, “The situation we are facing now is that for Śabarasvāmin, the author of a Bhāṣya 

on the Mīmāṃsāsūtra, who is commonly placed in the first half of the sixth century and thus assumed to 

be a contemporary of Bhāviveka (490/500-570), omniscience is not very important. The two authors who 

vehemently discuss this topic, Kumārila, who commented on Śabara’s Bhāṣya, and Dharmakīrti, are 

placed in the first half of the seventh century, thus leaving Bhāviveka without any known opponent in this 

regard.”

21) Krasser, op. cit., p. 587, “...I would nevertheless like to propose, as a working hypothesis, the time of 

activity of Kumārila and Dharmakīrti to be the middle of the six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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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꾸마릴라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크라서는 꾸마릴라가 바비베까에 선행해

야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크라서가 자신의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언급은 하지만 충분히 고려

하지 않고 폐기한 대안적 결론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비베까가 상대하는 

미망사학파의 논적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시 말해, 역사 속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못한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22) 크라서의 논거들을 검토하

면서 우리는 바비베까 이전의 문헌들, 구마라집에 의해 번역되고 나가르주나

에 귀속되는 �대지도론�과 �십주비바사론�이 불교도와 비불교도 간의 붓다

의 일체지성에 대한 논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두 문헌 속에

서 논적의 정체는 확인되지 않지만, �대지도론�의 경우 논란이 크샤뜨리야

(kṣatriya)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23) 그리고 �십주비바사론�

의 경우 논적이 베다에 대한 지식을 일체지를 구성하는 주요요소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24) 두 문헌의 경우 모두 논적이 정통 바라문의 입장을 견지하는 

세력임을 어렴풋이나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도불교전통 속

에서 논적의 정체를 미망사학파라고 확정하고 미망사학파의 견해를 비판하

는 첫 문헌이 바비베까의 �중관심론�과 �반야등론석�이기 때문에 불교문헌 

속에서 꾸마릴라 (그리고 바비베까) 이전의 미망사학자들 가운데 일체지를 비

판한 자가 존재하였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미망사 전통의 문헌들로 눈을 돌려보면, 바비베까 이전인지는 확인

할 수 없어도 적어도 꾸마릴라 이전에 그리고 샤바라 이후에 일체지에 대한 논

의를 시작한 미망사학파의 인물들이 존재하였다는 사실만큼은 확인할 수 있

다. 샤바라는 앞서 인용한 두 번째 �미망사수뜨라�(“codanālakṣaṇo ’rtha 

22) Kei Kataoka, “Reconstructing the *Dharma-abhivyakti-vāda in the Mīmāṃsā Tradition.” In The Way to 

Liberation: Indological Studies in Japan, edited by Sengaku Mayeda(New Delhi: Manohar, 2000), pp. 

167-181의 경우,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 �중관심론� ｢미망사장｣에 소개된 한 미망사학파의 주장을 

샤바라(Śabara) 이후 꾸마릴라(Kumārila) 이전의 미망사학파의 것으로 다루고 있다.  

23) �大智度論�(T1509, 73b13-15), “問曰. 汝愛刹利種. 淨飯王子字悉達多. 以是故而大稱讚言一切智. 一切智

人無也.” (강조는 필자.)

24) 각주 17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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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armaḥ”)를 주석하면서 “[베다의] 문장[에 의거함이] 없이 인간이 [아그니호

뜨라(Agnihotra)제식을 통해 천상에 태어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아는 것

은 불가능하다”25)는 언급을 하는데, 이 문장을 주석하며 꾸마릴라는 갑자기 

“일체지”라는 주제를 꺼내든다. 

여기 이 문장으로 [샤바라는] 일체지성[의 가능성]을 부정[하려]한 것이 

아니다.26)      

본 인용문에서 우리는 샤바라의 경우 일체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는 크라서의 관찰을 꾸마릴라의 입을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의문스러운 점은 샤바라의 문장에 전혀 암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일체지”라는 

주제를 꾸마릴라는 왜 거론하고 있냐는 것이다. 꾸마릴라는 왜 주석의 대상이 

되는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기보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이를 해명하기 위해 꾸마릴라의 �슐로까바르띠까�에 대한 세 종류의 

주석을 살펴보자.

Umbeka(730-790 CE)의 Tātparyaṭīkā: “인간은 [베다의] 문장 없이 그것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샤바라의] 주석을 어떤 이들은(ke cit) 일체지

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설한다. 이들에 대

해 [꾸마릴라는] “이 [문장으로...한 것이] 아니다”라고 [논평한 것이다].27)

Sucarita(930-980 CE)의 Kāśikā: 반면 어떤 이들에 의해(kaiś cit) 이 [샤바

라의 문장]이 일체지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설

명된다. [꾸마릴라는] 그들을 비판한다. “이 [문장으로...한 것이] 아니다”

라고.28)

25) Śābarabhāṣya on Mīmāṃsāsūtra 1.1.2, “aśakyaṃ hi tat puruṣeṇa jñātum ṛte vacanāt.”

26) Ślokavārttika codanā 110cd, “nānena vacaneneha sarvajñatvanirākriyā/”; cf. Kataoka, op. cit., p. 320. 

27) Tātparyaṭīkā 73:10-11, “aśakyaṃ hi tat puruṣeṇa jñātum ṛte vacanād iti ke cid etad bhāṣyaṃ 

sarvajñanirākaraṇaparatvena vyācakṣate. tān praty āha, nānen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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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ārthasārathi(1000-1050 CE)의 Nyāyaratnākara: 그런데 이 [샤바라의] 주

석에 대해 어떤 이들은(ke cit) 일체지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고 해설한다. [꾸마릴라의 문장은] 그들을 비판한다.29)      

인용된 세 주석 모두 꾸마릴라가 “일체지”라는 주제를 갑자기 거론하는 이

유에 대해 동일한 설명을 제시한다. 그것은 �샤바라의 주석�에 대한 복수의 해

설자들이 샤바라의 문장을 일체지자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쓰였다고 해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

실은, 인용된 주석가들의 의견을 따른다면, 꾸마릴라 이전에 복수의, 무명의, 

미망사학파의 인물들이 샤바라의 문장에 촉발되어 일체지자의 존재문제를 

거론하였고, 꾸마릴라는 이들에 대해 샤바라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했다는 것이다. 미망사학파의 전통 속에서 

일체지자의 존재문제에 대한 논의는 꾸마릴라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일체지

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미망사학파 내부의 의견은 꾸마릴라 이전에 제출되었

다. 따라서 현존하는 미망사학파의 문헌들 가운데 일체지라는 주제를 다루는 

문헌이 꾸마릴라의 저작들이라는 사실이 �중관심론� ｢미망사장｣의 논적을 

꾸마릴라로 상정하고 꾸마릴라의 연대를 6세기로 옮기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IV. 바비베까가 상대하는 미망사까(Mīmāṃsaka)의 흔적

바비베까가 미망사학파의 인물 가운데 누구를 상대하고 있었는지는 알기 

위해서는 바비베까의 저작에 소개되고 있는 미망사학파의 주장들을 현존하

는 미망사학파의 문헌들과 비교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샤바라의 주석�이후 남아있는 미망사 문헌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헌이 꾸마

28) Kāśikā 118:8-9, “idaṃ ca sarvajñanirākaraṇaparatayā kaiś cid vyākhyātam. tān nirākaroti, nāneneti.”

29) Nyāyaratnākara 59:15, “idaṃ tu bhāṣyaṃ ke cit sarvajñanirākaraṇaparaṃ vyācakṣate. tān nirākaro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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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라의 저작이어서 결국 이 작업은 바비베까와 꾸마릴라의 저작을 비교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미망사학파에 대한 비판을 모아놓은 바비베까의 

�중관심론� ｢미망사장｣은 내용이 난해하여 아직 그 전모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고, 꾸마릴라의 저작은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는 짧은 시간 안에 수

행할 수 있는 성질의 작업이 아니다. 바비베까와 꾸마릴라의 저작에 대한 단편

적인 독해를 통해 섣부르게 부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예를 우리는 크라서

(Krasser 2012)의 견해를 검토하며 살펴본 바 있다. 이와 같은 난점에도 불구하

고 바비베까와 꾸마릴라의 저작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유의미한 결과를 산

출할, 다시 말해, 그 둘을 비교할 때 우리가 모종의 역사성(historicity)을 지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한 가지 사례분석을 통해 보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미망사학파는 베다의 절대적인 권위를 옹호하는 학파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베다가 그 누구의 저작도 아니라(vedāpauruṣeyatva)던가, 

인식은 독립적인 타당성을 갖는다(svataḥprāmāṇya)는 이론을 개발하고, 이와 

더불어 “샵다”(śabda; 언어적 음성)는 영원하다는 주장(śabdanityatva)을 펼친

다. 인식의 독립적 타당성 이론을 제외한 둘은 �미망사수뜨라�에서부터 발견

되며, 인식의 독립적 타당성 이론도 �샤바라의 주석�에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

어 모두 오래된 미망사학파의 교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살펴볼 사례는 이 

가운데 샵다의 영원성과 관련된 논의로서, 바비베까의 저작에 인용된 미망사

학파의 샵다, 즉 언어적 음성의 영원성과 관련된 주장이 꾸마릴라에 의해 잘못

된 이해로 배척된 경우이다.

바비베까는 �중관심론� ｢미망사장｣의 7번 게송에서 “언어적 음성의 영원

성”(śabdanityatva)을 증명하는 미망사학파의 추론식을 소개한다. 

언어적 음성은 영원한 것으로 확정된다. 한번에 작용하기 때문에, 반복

되기 때문에, 확인되기 때문에(pratyabhijñānataḥ), 들리기 때문이다. 마치 

음성성과 같이.30)

30) Madhyamakahṛdayakārikā 9.7, “advipravṛtter abhyāsāt pratyabhijñānatas tathā/ śabdavac chrāvaṇatvā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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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추론식은 언어적 음성의 영원성을 증명하기 위해 네 가지 이유를 드는데, 

이 가운데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 확인하듯,31) 한 단어가 발화 직후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발

화될 경우 그것을 아는 단어로 확인하기 때문에 해당 단어는 사실상 영원히 존

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망사수뜨라� 1.1.20(saṃkhyābhāvāt; “[언어적 음성에는] 숫자가 부재하

기 때문이다”)에 대해 샤바라는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사람들은 “‘소’라는 단어가 여덟 번 말해졌다”고 말하지 “‘소’라는 단어

가 여덟 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반론:]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된다

는 것인가? [답변:] 이 말로부터 사람들이 [한 단어에 대한 수많은 발화를 

똑같은 것으로] 확인한다(pratyabhijānanti)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우

리는 [그들을 하나로] 확인하고 우리의 [확인의] 근거[인 감각기관]에는 

장애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도 확인한다. “이것이 바로 그것

이다”라고 말이다. [수많은 발화를 하나로] 확인하고 있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그것들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해야만 한다.32)    

한 단어가 여러 번 발화되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하나로 사람들에게 확인된

dhi nityaḥ śabdo ’vasīyate//” 본 추론식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실례에 해당하는 “śabdavat”의 경

우는 “음성과 같이”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음성(śabda)의 영원성을 입증하는 추

론식에서 실례로 음성(śabda)을 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주석서인 Tarkajvālā에 실려 있는 

게송은 해당 부분을 “sgra nyid bzhin”(Kawasaki 1992, p. 409)으로 적고 있으며, 이는 Kawasaki 

(ibid., p. 408)가 지적하고 있듯 “śabdatvavat”에 상응한다. Tarkajvālā는 본 게송의 설명 부분에서도 

일관되게 실례를 “음성성”(sgra nyid)으로 여기고 있어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상응하지 않지만 부

득이  “śabdavat”를 “마치 음성성과 같이”로 번역하였다. 본 게송의 산스크리트 텍스트는 교정되어

야 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31) Tarkajvālā D275b2-3, “전에 이름과 함께 알았던 사람을 다시 만나서 보면 ‘이 [사람]이 그 데바닷따

이구나’라는 인식이 일어나기 때문에...”(sngon ming dang 'brel par yongs su shes pa de yang phrad 

cing mthong bar gyur pa na lha sbyin de nyid 'di yin no zhes shes pa 'byung ba'i phyir dang...)

32) Śābarabhāṣya (Kataoka 2007), 537:1-5, ““aṣṭakṛtvo gośabda uccaritaḥ” iti vadanti, na “aṣṭau gośabdāḥ” 

iti. kim ato yady evam. anena vacanena gamyate pratyabhijānantīti. vayaṃ tāvat pratyabhijānīmaḥ. na 

naḥ kāraṇadaurbalyam. anye ’pi pratyabhijānanti “sa evāyam” iti. ataḥ pratyabhijānanto vayam iva nānya 

iti vaktum arh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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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샤바라의 설명은 바비베까가 소개한 미망사학파의 주장에 상응한다. 하

지만 샤바라는 논적의 반론에 대해 대답하며 논의의 키워드인 “확인” 

(pratyabhijñā) 대신 “지각”(pratyakṣa)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반론:]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생각과 행동 이 둘도 [다양한 사례가 동

일한 것으로] 확인된다(pratyabhijñāyete). [그렇다면] 그 둘도 영원하다고 

결론지어 진다. 

[답변:] [우리의 주장에] 이러한 오류는 없다. 그 둘은 지각되는 것

(pratyakṣe)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그 둘이] 지각되는 것이라면 [그 둘

은] 영원한 것일 것이다.33)  

본 인용문에서 이해하기 까다로운 부분은 바로 반론자가 말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도 다양한 사례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는

데, 샤바라는 이에 대해 그들이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점이다. 

샤바라의 대답 속에서 그가 반론자의 어떤 논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샤바라의 주석�을 영역한 Jha(1933)는 “이 문단은 이해하기가 

힘들다”(this is an obscure passage)라고 평가하며 이를 꾸마릴라의 주석을 통해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인용문에 대한 꾸마릴라의 주석 가운데 결론적인 부분만을 취해보면 다음

과 같다. 

우리[ 미망사학파]는 확인(pratyabhijñānam)을 [언어적 음성의] 영원성에 

대한 근거로 간주하지 않는다. [샤바라는] 언어적 음성이 무상하다고 주

장하는 이들이 직접지각/현량(pratyakṣa)과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사

실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주장은] 비확정적이지 않다. [그리

고 논적의 반론은 언어적 음성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영원하

33) ibid. 538:3-5, “syād etat. buddhikarmaṇī api te pratyabhijñāyete. te api nitye prāpnuta iti. naiṣa doṣaḥ. na 

hi te pratyakṣe. atha pratyakṣe nitye 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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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논제에 대한 반론이다. [다시 말해, 그

들은] 왜 [너희는] 이와 같이 생각과 행동과 관련한 무상성을 부정하지 

않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해 [샤바라는 다음과 같이] 대답

한[ 것이]다. [언어적 음성의] 무상성은 추론/비량(anumāna)에 근거하여 

인식된다. 하지만 언어적 음성[의 영원성]은 직접지각으로 알려지고, 이

에 따라 더욱 힘이 센 [현량에] 의한 [비량의] 논박이 있게 된다. 생각과 

행동의 경우, 확인됨에 근거한 영원성은 추론에 의한 것이다. [생각과 행

동의] 소멸성 역시 그와 같이 [비량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그 [생각과 행

동의] 경우에는 [인식수단 사이의] 우열이 없다. 따라서 [샤바라는] “그 

둘은 [지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다.34)

꾸마릴라의 해설에 따르자면, 미망사학파는 애초부터 “확인”을 언어의 영

원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생각하지 않았다. 샤바라가 비록 “확인”(pratyabhijñāna)

라는 용어를 썼다하더라도 이는 “지각”(pratyakṣa)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반론자 역시 생각과 행동 역시 복수의 사

례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영원한 것이지 않는가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 역시 확인되는데 왜 미망사학파는 언어의 영원성을 증명하는 것

처럼 그 둘의 영원성을 증명하지 않는가라고 채근한 것이다. 이에 샤바라는—

꾸마릴라의 이해에 따르자면—자신의 세심하지 못한 단어선택을 교정하여 생

각과 행동의 경우에는 다수의 사례가 동일한 것으로 지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언어적 음성의 경우, 다수의 발화가 동일한 것으로 “지각”됨에 반

해, 생각과 행동의 경우에는 다수의 사례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될 뿐이라는 

것이다. 직접지각인 현량은 추론인 비량에 비해 그 타당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언어적 음성의 무상성을 증명하는 온갖 추론들은 언어적 음

34) Ślokavārttika śabdanityatva 389-393ab’, “nāsmābhiḥ pratyabhijñānaṃ nityasādhanam iṣyate/ anityavādinas 

tv eṣā pratyakṣeṇa viruddhatā// tenānaikāntiko nāyaṃ siddhāntāntaradūṣaṇam/ dhīkarmasv api kiṃ 

naivam anityatvaṃ nivāryate// tad ucyate vināśitvam anumānāt pratīyate/ śabde pratyakṣagamye ca tena 

bādho balīyasā// dhīkarmaṃ pratyabhijñānān nityatā tv ānumānikī/ tādṛśī nāśitāpīti na syāt tatra 

balābalam// na hi te iti tenā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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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영원하다(동일하다)는 지각에 의해 논박된다. 하지만 생각과 행동이 무

상하다는 온갖 추론들은 그 둘이 영원한(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사실에 

의해 논박될 수 없다. “확인”이라는 작용은 지각 이후 해당 지각이 다른 무엇과 

같다는 추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꾸마릴라의 주석은 한 편으로는 이견의 역사를 지우는 행위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통성을 세우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샤바라의 문장을 본래부

터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샤바라가 “확인”(pratyabhijñāna)

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마치 미망사학파는 언어적 음성

이 확인되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입장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리

기 때문이다. 만약 꾸마릴라의 샤바라 해석이 옳다고 가정한다면, 바비베까가 

소개하는 미망사학파의 주장은 미망사학파의 문헌 속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

는 것일까?

꾸마릴라는 자신의 결론적 이해를 표명하기 전, 다음과 같은 샤바라의 문장

에 대한 다른 해석을 인용하여 제시한다. 

[샤바라의 문장은 생각과 행동이] 직접 지각될 수 있음을 부정하여 그 둘

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바로 이 점을 말한다고 전해진다(kila). 직접지각

을 통해야만 그것[, 즉, 확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35) 

꾸마릴라가 “kila”(~라 전해진다)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표현하고 있듯, 이는 

꾸마릴라 자신이 아닌 다른 이의 입장이다. 그는 샤바라가 생각과 행동에 대해 

“그 둘은 지각되지 않는 것”(na...pratyakṣe)라고 말한 것은 “그 둘이 확인되지 

않는다”(na tayoḥ pratyabhijñānam)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지각은 

확인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석을 하는 이를 꾸마릴라의 주석

가인 빠르타사라티(Pārthasārathi)는 “자파[, 즉, 미망사학파]의 어떤 이”(ekadeśin)

35) ibid., 379, “na tayoḥ pratyabhijñānam etad eva kilocyate/ pratyakṣatvaniṣedhena pratyakṣeṇa hi tad 

bha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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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지칭한다.36) 꾸마릴라 이전에 언어가 동일하게 확인됨에 근거하여 언어

의 영원성을 주장하였던 어떤 이가 존재하였고, 그의 흔적은 바비베까의 게송 

중 한 단어(“pratyabhijñānataḥ”)에 그리고 방금 인용한 꾸마릴라의 한 게송에 

남겨져 있다.37)  

V. 결론

인도철학사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있다. 문헌 이외에는 사료가 부재한다

는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한 문헌이 성립된 배경을 밝히는 데 필수적인 주변

적인 자료들이 부족하여 인도철학사는 마치 각각의 세기를 대표하는 거장들

의 저작이라는 독립된 섬들로 이루어진 인상을 준다. 뿌리 깊은 논쟁의 전통으

로 인해 대부분의 문헌들이 논적과의 대론 상황이라는 설정 속에서 진행되는

데, 그러한 논적들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소속 학

파의 이름이 거명되면 다행이고, 대부분의 경우 “어떤 이들”(eke)이라 익명으

로 처리되기가 일쑤이다. 논적의 의견마저도 저자에 의해 이해된 형태로 편집

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많고, 직접인용인 경우에도 자료의 부족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해당 문헌이 티벳어나 한문 등의 다른 언어로 남아있어 추정된 번역어

로 검색해야하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이에 더해 “영원한 다르마”(sanātanadharma)

—그것이 어떤 의미로 이해되던 간에—를 다루는 인도 지성인들의 의도적인 

비역사적 태도는 그들의 저작에 역사성을 부여하여 읽어내려는 현대의 학자

36) Nyāyaratnākara 585:11, “tatraikadeśy āha.”

37) 이와 같이 인도철학사 속에 이름을 남기지는 못하였지만, 현존하는 저작의 형성배경으로 작용하

였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상정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은 인도철학사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

는 상황이지만 크라서는 이러한 가정을 불합리한 것으로 치부한다. 현존하지 않는 저작들과 인물

들의 역사를 후대의 문헌에 남아있는 흔적을 근거로 재구성하는 일례로 상캬(Sāṃkhya)학파의 고

전적 저작인 �상캬까리까�(Sāṃkhyakārikā) 이전의 역사를 그것에 대한 주석서인 �육띠디삐까�

(Yuktidīpikā)를 통해 재구성하는 작업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강형철, ｢고전기 이전 상

키야 철학에 대한 Yuktidīpikā 저자의 역사 인식｣, �인도철학�제47집(서울: 인도철학회, 2016), pp. 

73-100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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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시도를 번번이 좌절시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자들에겐 우리에게 그 존재가 알려진 섬들 사이에 다

리를 놓아 인도철학사라는 그림을 완성시켜보고자 하는 유혹이 들기 마련이

다. 바비베까의 �중관심론�제 9장 ｢미망사장｣은 하나의 섬이다. 본 저작은 인

도불교의 역사상 최초로 미망사학파에 하나의 독립된 장을 할애하여 전격적

인 비판을 개진하는데, 그곳에 소개되는 미망사학파는 그 정체가 불분명하다. 

�미망사수뜨라�에 나오는 고전적인 미망사학파의 주장도 소개되지만, 우리

가 흔히 알고 있는 미망사학파와는 달리 브라흐마(Brahmā), 위슈누(Viṣṇu), 쉬

바(Śiva)의 권위를 빌어 베다의 정통성을 옹호하기도 한다. �중관심론� ｢미망

사장｣에 등장하는 미망사까는 미망사학파의 문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인물

인 것이다.

크라서(Krasser 2012)는 꾸마릴라의 저작들과 �중관심론�사이에 다리를 놓

았다. 전자가 미망사학파의 문헌들 가운데 일체지라는 주제를 다루는 첫 번째 

문헌군이고, 후자는 붓다의 일체지를 부정하는 미망사학파의 의견을 수록하

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살펴본 것처럼, 붓다의 일체지를 부정하

는 비불교도들의 견해는 �중관심론� 이전의 불교문헌에도 인용되어 있을뿐

더러, 꾸마릴라의 저작 �슐로까바르띠까�의 주석가들도 미망사 전통 내에서 

꾸마릴라 이전에 일체지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샤바라의 �미망사수뜨라�

에 대한 주석에 대한 주석가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관심론�

의 논적이 꾸마릴라가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 후, �중관심론�은 꾸마

릴라에 의해 적극적으로 부정된 견해를 미망사학파의 견해로 열거하고 있고, 

꾸마릴라도 그러한 견해를 가진 이가 존재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확

인하였다. 이와 같은 전거들을 바탕으로 필자는 바비베까의 미망사학파 논적

이 꾸마릴라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꾸마릴라의 주석가들이 “어떤 

이들”(ke cit) 혹은 “자파의 어떤 이”(ekadeśin)라고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명의 미망사까가 바비베까의 논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관찰이 꾸마릴라가 6세기의 인물이라는 추정 자체를  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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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본고는 다만 크라서가 제시한 논거가 꾸마릴라와 바비베까의 동

시대성을 증명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그에 근거하여 꾸마릴라가 6세기의 인

물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크라서가 제시한 논거 

이외의 근거들을 토대로 꾸마릴라와 바비베까의 동시대성을 주장하는 일은 

여전히 가능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비베까의 �중관심론�과 미

망사학파의 문헌 간에 존재하는 “간-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세심하게 읽

어나가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현재의 상황에서 꾸마릴라가 6

세기의 인물이 아님을 주장하는 방법은 서론에서 인용한 프랑코(Franco 2018)

와 같이 그것이 야기할 불합리한 결과(“비어있는 한 세기가 발생할 것”)를 지

적하여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

필자는 크라서가 인도 문헌에 내재하는 역사성을 읽어내려는 시도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크라서의 도전적인 시도는 학계의 인도철학사에 대

한 연대기적 이해가 확고한 지반 위에 서있는 것이 아님을 효과적으로 환기시

켜주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인도철학사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에 과도한 확

실성을 부여했던 것이 아닐까?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인도철학사를 

구성하고 있는 미지의 섬들을 너무 쉽게 간과했던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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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Helmut Krasser’s argument (“Bhāviveka, Dharmakīrti 

and Kuārila,” 2012) that Bhāviveka’s works presuppose Kumārila’s, and thus, the 

latter’s floruit needs to be moved to the middle of the sixth century. It points out the 

difficulties and contradictions immanent in the grounds that Krasser adduces for his 

argument and notes that some of the opinions, which Krasser regards as Kumārila’s 

being quoted in Bhāviveka’s Madhyamakahṛdaya, were already known in the 

Buddhist tradition as attested in the *Mahāprajñāpāramitā śāstra (大智度論) and 
*Daśabhūmikaśāstra (十住毘婆沙論) translated by Kumārajīva (344-413 CE) and 

attributed to Nāgārjuna (150-250 CE). To undermine Krasser’s assumption that 

Kumārila was the first Mīmāṃsaka who problematized the existence of an 

omniscient being, it then quotes the concordant remarks of the three commentators 

on Kumārila’s Ślokavārttika that testify the existence of a certain Mīmāṃsaka(s) 

who first broached the topic of omniscience before Kumārila but after Śabara. This 

paper finally discusses one Mīmāṃsaka opinion introduced in Bhāviveka’s 

Madhyamakahṛdaya but explicitly disregarded by Kumārila as a forced inter-

pretation of Śabara’s statement. Based on the materials collected here, it concludes 

that Bhāviveka’s Mīmāṃsaka opponent(s) is, most probably, an unknown 

pre-Kumārila (and post-Śabara) figure who nevertheless left dim traces in the 

textual sources at our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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