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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인도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형성되어 공존해 온 곳이다. 

베다성전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바라문교， 베다의 권위에 도전한 불교， 자이 

나교 유물론 동의 자유사상가들， 베다성전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육파철학~/派 

哲學)과 민속신앙과 습합한 힌두교 퉁 수많은 종교와 사상이 오늘날까지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면서 공존하고 있다. 이들 다양한 종교와 사상은 인도의 토양에서 

생성되어 인도의 문화와 사상의 일부분이 되는 순환과정을 통해 인도문회를 만들 

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인도외 종교와 사상율 논할 경우， 각각외 종교와 사상외 

특성을 고찰하는 접근방법과 더불어 인도에서 생성된 다른 종교와 사상과의 연관 

성에 관한 고찰 또한 펼수적인 접근방법이어야 한다. 

불교도 인도의 이러한 다양한 사상과 철학적 토양에서 생성되고 발전한 종교 

중 하나이다. 대략 B.C. 6세기에 새로운 종교와 사상의 물결과 더불어 형성된 신 

흥지유사상계의 일원인 불교의 발생적 환경올 고려해 볼 때， 불교의 교리와 사상 

이 동시대의 사상과 철학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불전문학을 통해 알 수 있다 석존이 성되成훤이전에 당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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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들의 문송에서 수학하고 수행하여 그들 스숭의 경지에까지 도달하였으나， 그 

경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길올 떠나 보리수 하에서 성도한 상황을 불전문 

학에서 상세히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석존이 부정한 대표적인 사상올 수 

정주의(修定主蘭와 고행주의(苦行主義)라고 한다. 그러므로 석존은 이들 두 사장 

의 모순을 극복하고 중되中避와 연기설(擬르調로 세계와 재l셰 대한 의문을 풀 

었다. 이와 같이 석존이 발견한 중도와 연기설이 당시 인도의 사상적 현상과 무관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불교 탄생 이후 석존의 중도와 연기설올 당시의 

다른 종교가나 사상가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료 그들과의 만남이나 

대론은 펼수 불가결한 일이었음올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석존 당시부터 석존 혹은 불제자들과 외도들과의 만남이 초기불전에 자 

주 퉁장한다. 경전에는 바라문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의 사상이나 사상가들을 총칭 

하여 외도(外道， tirthika)라고 칭하고 있다. 이는 불교가 안과 밖으로 자타를 구분 

하여 석존의 가르침올 내되內連라 하고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나 사상가들을 

외도라고 칭하는 전통적인 분류방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불교 탄생 이후 석존과 불제자들이 외도들이나 인도철학 

파들과의 만남 또는 대론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어떤 시송띨을 주요 논의 대 

상으로 삼고 있는지를 경전과 논서들에 의거하여 밝히과 한다 우선， 석존”이 

외도를 대할 때 취한 태도에 관해 간략히 서술한다. 이는 불교와 외도들과의 만남 

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른 종교와 사상 혹은 사상가들을 어떻게 

대연할 것인가 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초기불전에 그려진 석존 

의 모습은 다양성과 공존 그리고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디른 종교인을 어떻게 

대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석폰의 태도를 결론적i로 말하면， 대효}를 

통한 구체적인 이견(異見)에 대한 논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 비방과 회론 

에 대한 침묵이 석존이 불제자들에게 권하는 외도를 대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이 

러한 석존의 가르침이 초기불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계속하여， 불교에서 비판한 외도와 인도철학의 사상은 무엇인지를 초기불전과 r 

백론』 그리고 r능가경J21을 통해 고찰한다 다시 말하면， 불교가 정의한 외도란 무 

” 이 논문에서는 석존을 초기불교에서， 세존올 대승불교에서 각각 사용한다. 이는 각 
시대 불교의 특정에 따라 필자가 선택했다. 

2) 이 논문에서는 사용한 r능가경」 한문원문은 박건주의 r여래심지의 요문」에 따랐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 경은 세 개의 다른 한문본 판본이 있는데， 위의 책은 이 세 
가지 한문본을 비교 검토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세 가지 판본 및 범어와 티엣본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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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이며， 어떠한 사장적 특정을 지니고 있으며， 불교는 이러한 외도들과 인도철학 

파들의 사상올 어떠한 사상적 근거로 비판하고 있는지를 차례로 고찰한다. 이러한 

논의는 일차적으로 초기불전올 통해 드러나는 외도와 그들의 사장에 관해 고찰하 

고、 이어 초기불교의 전통이 대숭불교에 이르러 어떻게 전숭되고 있는지를 아르야 

데바{Ãrya Deva)의 r백론J과 대숭경전인 r능가경j의 경우를 들어 고찰한다. 

n. 본론 

1. 석존의 외도에 대한 태도 

불교경전에 드러나는 석존의 교화방법은 대화법이다. 석존은 대화를 통해 교화 

대상자의 수준에 맞추어 법을 설하여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수기설법(隨擬說法) 혹은 대기설법(對機說홉)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석존의 대화법 

을 분류해 보면 문답t問홈， 토흰討論i)， 반문(反問의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문답은 대화자 두 사람이 서로 질문과 답변을 교환하는 형식으로서 석존은 

주로 이 문답형식의 대화를 제자들올 가르치는 곳에 적용하고 있다 다음， 토론이 

란 대화재} 서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와 근거를 사용하여 질문 

과 대답올 하는 형식으로 석존이 제자들과 토론하는 장면이 초기 불경에 자주 둥 

장한다. 끝으호、 반문은 제기된 의문올 논리적으로 대답하여 질문자로 하여금 스 

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형식이다. 이 반문형식의 대화는 석존이 불경에 

서 외도나 바라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 석존은 그들의 질문에 

직답t直홈이나 논리적인 반문올 통해 스스로 모순올 자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형식올사용하고 있다 

석존의 반문형식의 대화는 소크라테스의 반어법과 일맥상통한 점이 보인다. 야 

스퍼스는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대화는 인간이 인간￡로 돌아 갈 수 있는 삶의 

근본적 현장’4)이라고 정의 한 바 있다. 이 만큼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대화는 

비교 검토한 논문: 김수아 r능가경의 구조와 사승벼l 관한 일고찰」， r석립논총J 36, 
2002. 올 참조하기 바란다. 

3) 박미순 r불교초기경전에 나타난 불타의 대화법에 관한 교육학적 연구J ， 동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9, pp. 25-3 1. 

4) 황필호역 r소크라테스、 불타‘ 공자 예수， 모하메드.J . 종로서적， 1980,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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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 

법(dialectic)은 반어법(닮홈法)과 산파술(훌륭婆微로 구성된다. 전자는 일단 상대방 

의 의견올 숭인하여 놓고 문답올 통하여 상대방이 자기모순에· 빠지게 하여 스스 

로 무지하다는 것올 자각시키는 방법이고， 후자는 무지률 자각시킨 이후에 공동의 

탐구에 의해 새로운 지식을 낳도록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문답법은 소크라 

테스에 의해 창작된 것옹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논(zenon)올 변증법의 발명 

자로 지명한 것으로 보아 소크라테스:가 제논으로부터 이 방법을 배운 것으로 보 

인다06) 특히， 반어법올 통한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올 알라” 

는 대전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크라테스에게서 “너 자신을 알라’‘ 

는 바로 무지의 자각으로 나타나고 소크라테스의 대화의 본질은 대화자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올 깨달 

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이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올 깨달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반어법에 의한 대화라고 생각했을 것이다._7) 

이와 같이 소크라테스의 반어법과 석존의 반문적인 대화의 목적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무지를 자각하게 한디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이틀 대화의 전개과정에서는 현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에 

서 묻고 대답하는 방식올 채택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가능한 최소의 말로 대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 8) 이와는 대조적 

으로 석존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 석존은 반 

문의 서두에 “내 지금 너에게 물으라니 마음대로 대답하라{밟隨흉짧”고 말한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무런 거부감 없이 자신의 생각올 허심탄회하게 밝힐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대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석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충분히 인 

식합으로서 자신의 주장의 모순올 발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석존은 이 열린 자세의 대화방식을 불제자뿐 아니라 불교를 비판하기 위해 칠 

문해 오는 외도와 바라문에게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석폰 당시의 인도 종교 

와 사상계의 사정으로 미루어 석존과 외도들과 바라문롤과의 대론은 필수불가결한 

5) 장두익， r소크라테스적 교육의 방법으로서의 문답법J， r철학융리교육연구.J. 제4호 11 
호， 2006. pp. 427-441 . 

6) 앞의 논문. p. 427. 
7) 장두익， 앞의 논문. p. 429. 
8) 장두익， 앞의 논문. p.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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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보인다，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할 당시 대략 B.C. 6세기의 인도사회는 전통 

바라문교와 상업을 중심A로 형성된 도시를 배경으로 형성된 신홍자유사상가들이 

공존하는 시기였다. 이들 신홍시장가는 전통사상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새로운 사 

상을 피력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불교도 또한 인도 전통λ냥들의 맹점을 자유롭 

게 재해석함으로서 새로운 사장을 창조한 신흥종교이자 사상이다. 따라서 불교 또 

한 동시대의 종교나 사상가의 비판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석존에 

의해 발견된 불법이 점차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외도들과 바라문들의 주목을 받 

게 되고， 교단에 대한 비방과 더불어 도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은 초기불경 

이나 율장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석존이 어떻게 외도들을 상대하였는가하는 태도에 대해 주목 

해 보-^r. 석존은 계속되는 교단에 대한 외도들의 비방에 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 

하며 제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권하고 있다. 

만일 방편으로써 여래와 법과 비구숭들을 혈툴더라도 너회들은 분노에 맺힌 

마음을 품어 저들을 해칠 뜻을 가져서는 안 된다. 무슨 까닭인가 만일 여래와 

법과 비구숭들을 비방한다고 해도 너희들이 분노에 맺힌 마음을 품고 해칠 뜻 

올 일으킨다면 곧 스스로 빠질 것이다. 그러묘로 너희들은 분노에 맺힌 마음을 

품고 저들올 해칠 뜻을 가져서는 안 된다. 비구들악 만일 부처님과 법과 비구 

숭들을 칭찬한다고 해서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또한 환희하고 경행할 것도 없 

다. 무슨 까닭인가 만일 너희들이 환희심을 가지면 곧 빠지는 것이 된다9) 

인용푼에서 알 수 있듯이， 석존은 외도들의 비방뿐만 아니라 칭창에 조차 불제 

자들이 미음을 쓰지 말기를 당부한다. 이는 외부의 사물에 의해 자신의 마음이 혼 

들리는 것을 경계하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여기서 ‘빠진다’는 의미는 집착한 

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불제자들은 외부의 사물이나 경계를 관죄觀嗚하여 무 

상함을 깨달아 집착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비방이나 칭찬 또한 무-^J하다는 사 

실을 깨달아 집착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존은 외도들이나 바라문들이 교리에 대해 질문올 해 올 경우， 직답이 

나 반문을 통해 그들 스스로 자신의 주장에 담긴 모순을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초 

9) r범동경J> rt!l정장'J 1, p. 88 상. 
若有方便웠鏡如來及法聚뼈者 &等不得塊성結心害意於彼... 比.fr.若稱뿔佛及法聚f홉者 
없等於中亦不足，t)J옳歡훌 所以考f可 휠i!I.等生歡홈心則鳳껍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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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불경인 상웅부{相應핍9 경전 12부 48경에 언급되어 있는 로카야티{Lokãyata)와 

석존의 대화를 잠시 살펴보~t. 

그 때 순세파(順世派) 바라문 (Lokãyatika brãhman)이 세존(世尊)에게 다가와 

서 이와 같이 물었다. 구담t뿜짧)이시여， 일체는 있는 것(有〕인자 바라문이여， 

일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제일 세간의 영역(Lokãyata)이다. 구담이시여， 일체 

는 없는 것(無인개 바라문이여. 일체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제2 Lokãyata이다. 

구담이시여， 일체는 하\...k-)인자 바라문이여. 일체가 하나라면 이것은 제3의 

Lokãyata 이다. 구담이시여， 얼처l가 다흔기(異). 바라문이여， 일체가 다르다고 하 

면 이것은 제4의 Lokãyata 이다. 바라문이여， 여래(如찌는 이 양극단올 떠나 중 

도(中道)에 의해 법을 설한다10) 

또한 이와 유사한 대화 장연이 대숭경전인 r농가경J. r로카야타품J에서도 보인 

다. 그곳에서는 로카야타를 세론외되世論外遺라고 칭하고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로?봐타의 사론{응輪)은 단지 문귀文句)로 장식하여 어리석은 범부를 미치 

고 미혹하게 하여 세간의 허망한 언설에 따르게 하나니， 뜻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아서 진실경계에 중입(짧入)할 수 없으며， 일체제법올 깨달올 수 없고， 

항상 이변(二훌에 떨어져 스스로 바른 길을 잃어버린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윤 

회의 여러 중생의 무리에 빠지게 하여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하느니라. 왜냐하 

연 제법이 오직 유싱소현(唯ι所現)임을 깨달지 못하여 밖의 경계를 집착하여 

더욱 분별하는 까닭이니라. 이 까닭에 나는 세론외도가 문구로 장엄하여 단지 

어리석은 범부를 미치게 하는 것일 뿐 생노병사와 우비(뤘회 동의 고통올 해탈 

케 할 수 없는 것이라 셜하는 것이니라 .. 11) 

여기서 말하는 로7l야티는 차르바캐Cãrvãka)라고도 칭하여， 극단적인 감각론에 

입각한 유물론자들로 보인다 .. 12) 그렇지만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교 

10) 권오민， r원시풀교의 외도비판써l 대한 근본입장J. 동국대학교석사학위청구논문. 1981. 
p. 50. 

11) 박건주 -여래심지의 요문'J . 농7}산방， 1997, p. 220. 
大慧 盧迎聊E所·샘과~ {Q.빼文句 회E웬u뽕 關따世펌l~윷딛說 不!I.rIJi灌不#縣꿋휠 꺼쩍흩 
짧入휩ff~훌界 l'짧찢 {-앙짧t.t. 한흐짧二邊自失正道 亦令{따失옳쩔諸趣永不出離 何以故
不了諸法唯‘L所現 執j양外상iÞ션分}]IJ故 是故我說世禮文句因뼈莊嚴但회짧夫 不能簡ft-l:.
:lt病死짧R等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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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 로카야타는 궤변론자이다. 불교도들에게 그들은 화려한 언설과 문구로서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대론을 즐기지만，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데 아무런 도운 

이 되지 못하는 무리들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석존은 이러한 궤변론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기설법과 반문을 통해 스 

스로 모순을 발견하도록 이끌고 있으며， 결코 외도들과 더불어 희론을 일삼지 않 

는다. 이와 같은 석존의 외도에 대한 태도는 다음의 경전틀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r사문파경(沙門果짧」은 석존 당시 유행한 육사외도들의 현황을 셜명하고 있 

어 육사외도의 학설을 연구하기 위한 귀중한 문헌이다. 이 경에서 석존은 육사외 

도 전체의 학설올 셜하신 것이 아니라， 학셜 중 불교와 상이한 교설을 비교하여 

설하고 있다)3) 또한 r도경(度짧」에서도 석존은 외도들의 학설을 삼종외도(三種外 

避 혹은 오종악견(五種惡見)이라고 축약하여 외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비판되 

어야 동보 문제점만을 언급하고 있다)4) 이처럽 석존이 외도들의 학설올 비판하는 

태도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대론올 위한 대론 즉 회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견 

에 대한 논의라는 것올 알 수 있다. 

이에 석존은 불제자들에게도 외도들과 더불어 회론을 일삼지 말기를 다음과 같 

이 권하고 있다. 

긴 밤 동안 여러 외도의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차라카15)의 출가자들과 숭부하 

거나 서로 다름을 논의하거나 복리를 논의하는 것은 서로를 파괴할 뿐이다，.16) 

이 처럼 석존은 이무런 목적이 없는 논의나 대론온 수행자들의 시간과 정력올 

낭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불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석폰은 언제나 소극적인 자세만올 취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불제지들에 

게 잘못된 사견을 타파하고 정견을 세우는 일과 정견을 세우기 위해 외도의 학설 

12) 권오민， r인도철학과 불교J， 민족싸 2006, p. 139. R. 뿔리간툴라; Fundamentals 01 
Jndian Philosophy. 이지수 옮김， r인도철학J， 민족λh 1993, pp. 27-36. 라다 크리슈 
난; Jndian Philosophy. 이거룡 옮김， 『인도철학사 llJ, 도서출판 한길사 1997, pp. 
48-58. 

13) 권오민， 앞의 논문， p. 39. 
14) 앞의 논문， p. 55. 
15) 이는 차르바카 즉 유물론자를- 칭한다고 보인다. 
16) r영발목건련경」， r대정장'J 2, p. 77. 

長夜久遠 種種異道폐、門쩔羅門 應羅週出家鏡勝 論講相違反 論옳행짧IJ 送相破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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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력l 이해하라고 권한다. 

급고독 장자는 외도의 절에서 그들의 이론올 항복받고 바른 이론올 세워， 그 

들 앞에서 사자처럽 외치었다. 그는 부처님께 나。}가 머리률 조아려 그 발에 예 

배하고 한 쪽에 물러앉。k 이제 외도들파 서로 의논한 것올 부처님께 자세히 사 

뢰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착하다 착하다! 때때로 저 어리석은 

외도들을 꺾어 항복 받고 바른 이론을 세워야 하느니라1'17) 

석존이 정견을 세우기 위해 보이는 적극적인 자세는 대숭경전에 이르러 더욱 

확고하게 드러난다. 예률 툴면， r능가경j， r제일품」에서는 “너희들은 옹당히 회론 

과 담론을 즐기지 말 것이며， 웅당히 베다의 모든 소견을 일으키지 말라”고1 8) 당 

부하면서도， r제이품」에서 세촌은 보살들은 정견올 세우기 위해 외도의 교의를 알 

아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셜한다.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대종(大衝이 색(물질)을 만든다고 하는 (외도의) 설을 

이해하고 알。야 한다. 어떻게 이해하고 알。싸 하는가 대혜여， 보살마하살은 

모든 대종은 진실로 생하지 않고 모든 삼계는 다만 분별에 지나지 않으며 오직 

마음이 투영될 뿐 (마옴 외) 외계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웅당히 관해야 한 

다. 이렇게 관할 때 대총에 의해 만들어 진 것들옹 모두 지성이 없으며 사구f四 

句)를 넘어 애짧와 아소(秘굵)가 없고 여실처(如實앓)에 거주하여 상을 생하지 

않는다. 대혜여， 이 대종이 색(色)과 상t빼올 만든다고 외도가 분별을 일으키지 

만， 이것은 나의 성이 아니다;19) 

이와 같이 블제자들이 외도틀외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그틀의 학설이 

사견임을 깨달고 정견올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회론삼아 외 

17) r급고독경J， rt:l]정장J 2, p. 249 상. 
爾聯S孤獨長者於外道精舍 ~彼異꿇建立正꿇於異學왔中 fF獅子따IB 往諸佛所 짧首禮 
足退坐 一面以向與諸外道共꿇갱I 向佛廣說 佛告給孤獨훌춤 善흉k훌했 효願훌時械代愚 

짧+道 
18) 박건주， 앞의 책. p. 47. 

如꺼「뚫樂數옳옳笑 如τ짧필睡한홉見 
19) 박건주， 앞의 책， p. 166. 

復次大慧 홉훌훌詞흩當善了知大種造色 효何了知 大慧 홈옳.ð리훌훌鷹如是R 彼짧大種 
따혐캘 以諸三界但分別 tltG所現無有外物 如是짧양大種所造惠힘生離超過四때無我 
행츄 밟R훌處成無生相 ... 大훌 ilt*種造色相外道分，5JIJ 非옮我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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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들과 논의를 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석존이 행한 외도와 바라문과의 대화는 파사현정(破뛰願퍼의 정신올 바 

탕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사견($見)을 자각하게 하고 바른 정법을 드러 

내기 위한 방편일 뿐 학설과 주장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회론과는 다르다. 또한 

석존이 외도를 대히는 태도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비방과 회론에 대 

해 침묵하고 진리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수행자들이 진리를 깨달아 고통 

에서 벗어나도록 이끌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2. 불교에서 비판하는 외도와 인도철학사상 

a 초기불교에서의 육사외도 

B.C 5-6세기를 전후로 인도의 종교와 사장계는 전통적인 바리문교에 대항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파와 사상가들이 퉁장하며， 이에 이들 종파와 학파를 분류하여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에 전통적인 바라문교는 자신들을 기준으로 유파 

(有派 sãstika darsana)와 무파(無派 nãstika darsana)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중 

심 단어인 유무의 기준은 첫째는 베다{veda)성전에 절대적인 권위， 둘째는 자재신 

(自밤뼈 혹은 창조신인 이슈바래ÏSvara)의 존재， 셋째는 내세(paraloka)의 유무이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바라문교는 베다성전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 

하고 자재신의 존재를 믿고， 내세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인 유파 

에 속하는 그룹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인정히는 종교나 학파로서 전통 바라문교와 

육파철학p해짧學) 그리고 힌두이즘 퉁이고 후자인 무파에 속하는 그룹은 이들올 

모두 부정하거나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무신론적이고 혁신척인 불교를 비롯한 자 

이나교 그리고 유물론적인 경흥띨 강하게 지나는 신홍자유사상가들이다. 

그러나 인도의 종교와 사상을 유파와 무파로 구분하는 이 방법은 전통의 입장 

에서 비전통올 구별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띠고 있다. 또한 각 종교와 학파 사이의 

사상적 상이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맹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석존은 시장척 

인 차이접에 착안하여 당시의 종교와 사상계를 분류한다. 

초기불전에는 석존 당시 유행한 바라문이나 사문들이 설하는 다양한 사상을 62 

見으로 정리하고 대표적인 사상가들을 육사외되7澈外連라고 칭한다 그리고 석 

존은 당시의 다양 다종한 외도들의 유사한 학설을 세 종류 혹은 다섯 종류로 구 

분하여 비판하고 있는데， 불전에서는 이를 삼종외도 혹은 오종악견으로 분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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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하고 있다. 오종악견은 삼종을 보다 구체화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 심종의 범위 

에서 벗어나지 않는다，2이 그러므로 여기서는 삼종외도를 중심으혹 당시의 외도의 

학설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삼종외도셜은 r아함경』 제3 r도경j에 

디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무엇이 세 종류인가 혹 어떤 사문범지(沙門짧원는 이와 같이 설하여 말하기 

를 사랍이 받는 일체는 숙명(宿뼈)으로 인한다고 한다. 또 어떤 사문범지는 이 

와 같이 설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받는 일체는 존우{짧輪로 인한다고 한다. 또 

어떤 사문범지는 이와 같이 보고 설빼 말하기를 사람이 받는 일체는 무인무 

연(無因無緣)으로 인한다고 한다)1 )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세 종류의 학설은 숙작인론{宿作因論， 

Pubekatahetu-vãda), 존우론{尊祐論 Ì5aranimmãnahetu-vãda), 무인무연론{無因無緣 

등옳 ahetuapaccaya-vãda)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종교와 사상올 대변하고 있 

는지 차례로 알아I효자 첫째 숙작언론은 인간이 받는 모든 고락은 모두 과거세에 

행한 행위의 결과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세계와 인간은 과거의 업력에 의해 생 

성되어 발전한다는 견해를 지닌 축명론에 해당한다. r도경」에서는 이를 니건타소 

설(尼輪E所說)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 니건타는 자이나교에 해당한다 이들 니 

건타는 현재 받고 있는 지극히 무거운 고통이 모두 과거세에 지은 악업의 결과라 

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현재의 고통은 고행에 의해서만 소멸하여진다고 말한 

다.22 ) 

둘째， 존우론은 자재신인 이슈바라에 의해 일체가 만들어져 전개된다는 사상이 

다 이는 전통 바리문교계통의 사상이다 

셋째， 무인무연론은 일체의 존재는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생성한다고 하여 행위 

의 인과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유울론 계통으로 불경에 지주 동장하는 

데， 아지비카(Ãjïvika)의 운명론이나 자연론， 그리고 극단적인 회의론자인 산자야 

20) 권오민， 앞의 논문， pp. 55-66 . 
21) !"대정장J 1, p. 435 상 중. 

긍何홉三 感有沙門tt志 如是如是說 謂A所짧，-~混因宿命造 1~有沙門짧志 ~Il是如是
說 謂}J껴뚫一切짧죄尊祐造 復有11‘門寶똘、 如是見如是說 謂A所웰一切皆ffil無因無緣造. 

22) ;대정장J 1, p. 442 하. 
諸尼乾等 如是見如是說 謂}J￥i受皆因本作 若其故業因 苦行滅行 不造新業~I信홉業盡 5홉 
業뚫EJllj得줌盡 得苦盡已則得줍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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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ã띠aya)도 여기에 속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석존이 이들 세 가지 종류의 외도들을 분류한 기준은 무엇인 

가? 석존은 외도들이 인간의 행위의 인과와 엽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에 따라 세 분류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고락올 만드는 행위의 

인과와 엽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는 그룹과 신의 의지에서 찾는 그룹 그리고 원인 

도 결과도 없다고 보는 그룹이다. 이 문제는 우파니샤드시대 이후 인도종교와 철 

학이 추구해 옹 세계와 인간의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각자의 견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석존은 이들 세 종류의 외도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비판하고 

있다. 첫째 그룹에 대해서 석존은 현재의 존재가 모두 과거에 지은 엽의 과보라고 

규정한다면， 현세에 짓는 악업 또한 스스로 지은 자발적인 행위가 되지 못하므로 

그에 대한 책임올 질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는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 

다고 비판하고 있다. 

둘째 그룹에 대한 석존의 반론으로는 만약 일체가 신의 화직t化作)의 인에 의한 

것이라변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으며 일체는 신의 의지이 

므로 인간의 의지나 노력 정진은 무의미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셋째 그룹에 대한 석폰의 비판으로 석존은 행위의 인과를 부정하는 것은 도덕 

을 부정하는 것으로 무인무연으로 고락이 생기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비판 

하고있다. 

석존은 행위의 인과에 따른 외도틀의 견해만이 아니라 세계(loka)와 지아 

(ãtman)의 본질탑구에 관한 외도들의 견해도 비판하고 있다. 석존 당시 이 문제에 

대한 견해로서는 전변설(轉變說， pari l)ãma-vãda)과 적취설(積聚說， ãram bha-vãda) 

이 있다. 이는 세계의 근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전개되어 현상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에 대한 견해이다)3) 전변설은 세계와 인간이 유일의 근본원리에서 생성하여 전 

개된다고 하는 바라문교 계통의 입장이다. 반면 적취셜은 세계와 인칸은 디수의 

원리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틀 원리나 요소는 상주불변의 실재라고 하는 

신홍사상가들의 주장이다. 

이들 전변설과 적취설의 근본 사상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중유과론{因中有 

果論)과 인중무과론{因中無果論)이라고 말한다. 이 중 인중유과론이란 원인 중에 

이미 결괴를 낳는 힘이 있다는 견해이다. 즉 세계는 원인적 실재인 쁘라크리티 

(Prakrti)가 폰재하며， 이 쁘라크리띠가 변형하여 전개함으로서 현상계가 생성되고 

23) 원의범， r인도철학사상J， 불교시장사; 1976, p.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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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며 묻내는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이를 불교에서는 유견(有見)이라고 규정짓 

는다. 반면， 인중무과론이란 세계는 지수화풍 둥과 같은 원자들의 운동에 의해 취 

합하여 생성하고 소멸하므로 원인 중에 결과가 없다는 견해이다. 이를 불교에서는 

무견(無見)이라고 규정짓는다. 

불교도 지수회풍의 사대요소에 의해 세계가 생성한다고 설명히는 관점에서 보 

면 적취설에 속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석존용 성도 이전에 이미 수정주 

의를 정당화하는 전변셜과 고행주의를 뒷받침하는 적취설올 모두 부정한다. 그리 

고 석존은 세계를 형성하는 제일원인(第一原因)에 대한 사고를 배격한다. 왜냐하 

면， 세계의 생성과 소멸을 여실히 보면 있대有)고도 없대觸고 말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석존에 따르면 이 유와 무라고 보는 양극단올 떠난 비유비윈킹開購)의 

중되中劃야 말로 세계와 ;:<}-o~의 본질이라고 설한다 이는 세계는 이것이 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는 연기셜(繼起說)에 기반하여 생성하고 

소멸하기 때문이다)4) 하지만 외도들은 비유비무의 중도를 째달지 못하여 유와 무 

라는 양극단에 치우치는 견해에 집착환다고 비판한다. 

b. r백론j과 인도철학 

왈교와 외도와의 대론온 부파불교시대를 지나 대숭왈교에 이르러 더욱 활발해 

진다. 이 시기가 되면 인도철학을 대표하는 육피-철학이 성립하게 되어， 대숭불쿄 

의 철학파인 중관학파와 대론올 펼치게 되는데， 중심인풍은 아르야 데비{Ãrya 

Deva, 170-270경， 이후 제배이다. 그는 대숭불교의 공사장을 정립한 용수보살의 

제자로서 용수보살의 공사승k올 선양하기 위해 당시의 외도들과 대론하여 항복받았 

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제바의 대표적인 저서인 r백론」은 불교가 당시의 외도로서 

의 인도철학사상올 어떻게 비판하고 있으며， 중심 논의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하 

는데 최적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저서는 원래 20풍으로 구성되었다고 전하나， 현존하는 문헌에는 전편 10 

푼만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시죄복품t搖郵룹品1) ， 파신풍(破神品1)， 따일품(破

品1)， 파이풍{破異品1)， 파정홉{破情品~， 파진풍t破觀1)， 따인중유과풍{破因中有果品1) ， 

24) '"Qj정장.J 2‘ p. 85 하. 
佛fE·隊rt::述納延 받f[J1二뼈依 15춰훌無 앓取ffitI회 取所홈ttJ.J:iX依휘或tJ(.無 若顆比取者
.U융훨著뺀; 取下끼、u:下Jt 我폼生而生 좁~而嚴 於彼꺼짧不愈 不由於(t!!而自知 훌名 
LE見 是名如來所振않正見 所以者M 世間集如實正知見 참반f입1無킹홉不힘- 世間嚴如~正
:m見 若따間有j안無1t{는찔維於-二;용說於中道 所짧此有故%τ탑此起故彼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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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중무과품H觸中無果品~. 파장품{破常品~. 파공풍{破空品)이다)5) 이들 품의 제 

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바는 이 논서에서 법의 실체성을 여러 각도에서 타파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도철학파 중 법의 실체성을 인정하면서도 각각 다 

른 전통올 이어받아 정립된 수론학패{數論i， Sãrtlkhya)의 인중유과론과 숭론학패(勝 

論， Vaisesika)의 인중무괴론을 집중적A로 비판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6) 

수론학피는 바라문교의 전변설의 인중유과론을 계숭발전 시킨다. 이 학피는 육 

파철학 중 가장 일찍이 체계화된 학파로서 성립 시기는 대개 B.C. 600-450년경으 

로 보고 있다)7) 이 학파의 중심개념은 부루샤〈我 Purusa)와 쁘라크리띠(原質 

Prakrti)이다. 특히 쁘라크리띠는 사트배純善性， sattva), 라자쇠激情性， r에as)， 타 

마쇠혔潤성， tamas)라는 세 가지 속성(德， guoa)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현실세 

계로 현현한다고 설하고 있다. 

숭론학파는 대략 A.D.50-150년경 r숭론경』이 면창되면서 학파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8) 이 학파의 근원은 자이나교와 육사외도 중 유물론적 적취설에서 찾는 

데， 9종의 실체(dravya)를 궁극적인 실체로 인정한다. 즉 지(地， prthivi), 수(水 

ap), 화(火， t텅as)， 휠風 vãya), 공(뿔 ãkãsa), 시(時， kãla), 뱅方， dis: 空間)， 아 

(我 ãtman), 의(意， manas)이며 이들은 각각 속성(guoa)와 작휠karman)을 가진다. 

숭론의 주장에 의하면， 이들 인이 결합하여 과가 되면， 과는 인과 전혀 다른 비세 

새異， visesa)가 되기 때문에 인 가운데 과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9) 하지만 

무의지의 극미가 세계를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자재천(大엄在天 Mahesvara)이 

라는 신올 상정하여， 이 신의 의지에 의해 극미들이 화합하여 세계가 창조되고 소 

멸된다고 하여 무신론적인 육사외도의 유물론자의 적취셜과 취지를 달리한다. 

여기서 제바가 수론학파와 숭론학파의 인중유과론과 인중무괴론을 집중적으로 

타파한 것은 앞 "*에서 이미 살펴 본 석존의 외노의 비판과 맥을 같이 한다. 그 

런데 r백론」에서의 제바의 비판의 근거는 용수보살이 저술한 r중론」의 팔부중도설 

(끼캘까不澈 不常亦끼澈 不-亦끼홈 不來亦不出)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3이 하지 

25) 김성철， r백흰십이문화， 경서원. 1999. 
26) 이중표， r백롱의 외도비판에 대한 고찰J， 동국대학교석사학위청구논문， 1983, p. S. 

이지수， r인도철학J， pp. 161-181. 정태혁， r인중유과론과 三德」， r인도철학J. 학연샤 
1998, pp. 215-268. 

27) 이중표， 앞의 논문， p. 45. 이지수. 앞의 책， pp. 124-147 . 
28) 이중표， 앞의 논문， p. 46. 
29) 정태혁， r인중무과론J ， 앞의 책. pp. 268-270. 
30) 정택혁， 앞의 책，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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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 용수보살의 팔부중도는 석폰의 비유비무 중도와 연기설을 재해석한 사상으 

로 이 또한 석존의 사상을 계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바는 r백론」을 

통해 석폰이 세운 외도비판의 사상적 전통올 계숭함과 동시에 용수보살의 r중론」 

으로 초기대숭불교 당시 외도의 사상A로 인하여 어지러운 종교계와 사상계의 사 

견올 타파뼈 정견을 세우고자 했다고 보인다. 

c. r능가경』과 인도철학 

제바의 r백론j이 논서인 반면 r능가경j은 대승불교가 육파철학과 첨예하게 대 

립한 A.D.3세기경에 면찬된 경전이다)1)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증명하듯이， 경전 

곳곳에 외도라고 칭하는 인도철학이나 사상 동의 교의를 비교하면서 경이 설하고 

자 하는 자소득성지중법( 텀所得聖쩔證法)을 설하고 있다. 경의 서두에 라바나 능가 

왕은 세존이 설하실 법을 “자증청정법(自證情홈法)은 구경의 가르침이며， 외도와 

이원二乘)의 일체 오류를 떠난 것입니다~"321 라고 찬탄하고 있다. 이에 세존은 

“외도는 아견(我見)에 집착하여， 아생鋼폐과 실체(寶體 dravya)와 구나(求那， 

guoa)가 있다고 집착을 낸다. 이숭은 무명(無明)과 연(緣)파 행(께 동의 12인연이 

있다고 보아 성공(性空) 중에 난잡하게 분별올 낸다，."33 ) 라고 하여 외도와 이승의 

오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계속하여 외도와 이숭이 법이 실체하다고 

집착하는 오류를 법(法)과 비법(~뽑)올 여실히 관찰뼈 버려야 한다고 다음 구절 

에서 설명한다 

능가왕이여! 무엇이 법인가 이숭과 모든 외도들이 허망분별하여 실불(實物) 

이 있어서 제법의 인(엠이 된다고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법은 마땅히 버리고 

마땅히 떠나야 하느니라. 또한 마땅히 그러한 기운데서 분별하여 상을 취하지 

말아야 하나니， 자심( 덤.(J~의 법성(法性)올 보면 곧 집착이 없게 되느니라. 물병 

둥과 같은 모든 사물은 범부가 어리석게 집착한 것일 뿐， 본래 실체가 없는 것 

이니， 모든 수행자는 비파사내관법)로 여실히 관찰함을 이름하여 버린다고 하 

느니라. 

31) 김수。h r능가경의 편찬연대에 관한 고찰」， r종교연구J 37집， 2004. 
32) 박건주， 앞의 책， p. 45. 

自證淸홉法 究竟入佛地 離外道활閒 -꽃짧過失. 

33) 앞의 책， p. 48, 
外道執我見 有我범及實求那而生執흉 二乘見有無明緣行 於性空中짧L~‘分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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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가왕이여l 무엇이 비법(非法)인가 제법이 무성(無性) 무생無相)하여 분별올 

영원히 떠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여실히 보는 지는 유{有)나 윈無와 같은 

경계가 모두 나오지 않나니， 이를 이름하여 비법올 버린다고 한다. 다시 또 다 

른 비법이 있으니 소위 토끼뿔과 석녀(石女)의 아이 퉁이다. 모두 아무 성생性 

相)이 없어 분별할 수 없는데 단지 해석에 따라 명재名字)로 말한 것이다. 물 

병 등과 마찬가지로 취할 수 없으니 그것은 식(關이 취할 바가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분별도 역시 마땅히 버리고 떠나야 하느니 이를 이름하여 사법(搖法， 

법올 버림) 사비법(t:혐熾 비법을 버립) 이라고 하느니라)4) 

경은 r금강경j에서 셜한 “법도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야 어떠하 

겠느냐’35)는 경구를 인용하여 법에 대한 유무의 견해를 일으키지 말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외도들은 법과 비법의 본성올 여실히 얄지 못하는 까닭에 작7.l{作者) 

라는 인이 있어 일체사물이 생성된다고 하는 실유{寶有)에 집착하고 있음올 다음 

과 같이 설하고 있다. 

대혜여， 모든 외도는 상속식(相續識)이 작재作者)로부터 생겨났다고 설하고 

안식(眼識)이 색과 광명의 화합에 의해 생겼다고 설하지 않는다. 오직 작자가 

생성의 인(因)이라고 설한다. 작자란 무엇인가 외도들은 승성(勝性)， 장원文失:)， 

자재( 自휩， 시(뼈와 미진(微團 퉁올 작자라고 생각한다)6) 

이 경의 구절에 대한 인도불교학숭 즈냐냐쓰리브하드라의 주석올 살펴봐. 그 

에 따르면 “이는 느야야 바이세시카학패숭론화파)와 양카학패수론학패의 견해와 

34) 박건주， 앞의 책， p. 55 . 
뽑fmI王 何者是法 所謂二乘及諸外道 虛쫓分딩IJ說有實等薦諸法因 如是等法 應핸옮應避 不
應於中分511願相 見自.(;휩됐IJ無執훌 lfIt等諸物1)1愚所取本無有體 諸觀行A以짧앓舍那 
如왔觀察 名搖諸f용 뽑{加王 何者是非法 所謂諸法찢쩌뽀無相永離分.53IJ 如實見者 若有若無
~O;是境界彼皆:;;r~ 是名橋非法 復有非法 所謂%角E女兒等 皆無性相不可分別 但隨世
.~說有名字 非如때等而可取著 以彼非是識之所取 ~Il是分511防짧錯離 是名格法及옳킹뽑， 

35) 앞의 책" p. 54. 
法尙應橋何1없압호. 

36) 앞의 책， p. 78. 
大慧 彼諸外道作如是說 取境界相홈識홉 ~p無始相홈훌~~훌 大훌 彼諸外道說相홈載 
從作者 生不說眼識依色光明和合而生 P흩說作-흉짧生因故 作者是何 彼計勝性文夫
自在時及微塵옳能作훌. 
이 구절은 중요빼 범문올 참고로 실었다. 
kãraoatas ca mahãmate tirthakarãb prabandha-pravrttirn varO t1yanli 
kãraoal11 punar mahãmale pradhãna puru$a-isvara kãlã-anupravãdãb 



178 종교와 문화 

동일하다"37)고 주석올 하고 있어 이 경이 숭론학파와 수론학파의 유무에 집착함 

을 경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또한 경 자체에서도 이들 두 학파의 

학설올 비판하고 있음을 다음의 구절올 통해 명확히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수론과 숭론의 (외도 들은) 비원無와 유{有)에서 생성한다고 말하나 이와 같 

은 학설은 모두 무기설(無記說)이다)8) 

이와 같이， 비록 경이 세론외도의 학설과 그 이외의 다흔 학파의 학설을 비판 

하는 부분이 있다.39)고 해도 경에서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외도의 학설은 수 

론학파와 승론학파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경에서 수론과 승론을 비판 대상 

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대혜여， 무엇이 외도의 악견인가 외도들은 경계가 자신의 분별에 의해 일어 

남을 알지 못하고 자성제일의(自性第-爾를 유{有)라고도 무{無 라고도 한다 .... 

대혜여， 어떤 사문과 바라문은 인과에서 비%{願 및 유{有)를 분별하여 외부 

에 나타나는 모든 사물들이 시간에 의해 머문다고 하거나 온{輪， 처(處)， 계(界) 

가 연(緣)에 의해 생성되어 머물러 있다가 멸한다고 말한다，.40) 

즈냐냐쓰리브하드라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느야야학파와 바이세시카학파는 무{無에서 과(果)가 생성된다고 말한다. 상카 

학피는 유{有)에서 패果)가 생성된다고 한다~ 4 1) 

37) H. Hadano. AryalankãvalãraV(1li, Sendai: Tibetan Buddhist Text Society, 1973, p 
143. 
de ji Itar neyiyayika kyad par can kun du rtog pal dbang po’ i byin gyis ba 
dag dang yid kun tu sbyor ba las shes pa skye 0 shes sol grang can kun du 
rtogs pa ni sems can dangl rdul dangl mun pa mnyam pa’i dus na glso bo yin 
nol 

38) 박건주， 앞의 책， p. 159. 
數論與勝論 言有非有生 娘等諸說 -切皆無記.

39) 앞의 책， pp. 220-229 ‘ 

40) 앞의 책， p. 82. 
大훌 ξ何짧外道惡見 謂不知境界自分別現 於自性第-義 見有見無而起言說.. . 
大慧 有諸잉?門婆羅門 훌計非有及有於因果外願現諸物 依時而住 或計짧界盧依緣生 
住 有B~P뼈i 

41 ) 앞의 책， p.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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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주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에서 수론과 숭론올 비판하는 이유는 바로 

전변셜의 인중유과론과 적취설의 인중유괴론 때문이다. 이들 두 학설은， 이미 앞 

장에서도 밝혔듯이， 석존에 의해 비유비무의 중도와 연기셜로 거부되었음을 보았 

다. 

그렇다면， 이 경에서는 무엇으로 어떻게 유와 무의 허망한 견해를 바로 잡고 

있는지 살펴보자. 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대혜여， 어떤 외도는 일체법이 인연에 따라 멸한다고 생각하여 분별심을 내 

어 토끼에 뿔이 없음과 같이 무견(無見)을 일으켜 일체법도 이와 같이 없다는 

분별올 일으킨다 어떤 외도는 대종(大衝이냐 구나〈求뼈와 진(關 퉁 모든 사 

품이 형량이 다름올 보고 이미 토끼뿔이 없디는 소견올 일으켰으니 여기서 소 

의 뿔이 있다는 소견을 낸다. 대혜여. 이렇게 양변에 집착합온 유심(唯l心)을 깨 

달지 못하고 분별을 내기 때문이니라. 대혜여 이 몸과 이 몸이 의지하는 의식 

주와 이 우주의 일체는 모두 오직 분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니라. 대혜여， 토끼뿔 

이란 유와 무를 떠난 것이며， 제법도 모두 그와 같음올 마땅히 알고 분별을 내 

지 말아야 한다. 왜 토끼뿔이 유무를 떠나 있냐고 하연 서로 상대하여 인(因)이 

되기 때문이니라. 

소의 뿔올 미진에 이르도록 분석하여도 그 체상t體빼온 결국 얻올 수 없나 

니， 성인의 지혜가 행하는 곳온 그러한 견해를 일으키지 않느니라，.42) 

경에서는 외도들이 일체법에 유무의 견해를 일으키는 것은 일체법이 자신의 마 

옴의 현현한 것인 유심(唯{，\)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일체법이 마음의 현현임을 깨달아 유무의 번뇌가 사라지변 경의 목적인 ‘자소득성 

지충법’을 성취하게 된다고 한다. 이 경에서 세존은 일체가 마읍외 소산이며， 외도 

들이 집착하는 유무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수론학파와 숭론 

학파의 유와 무의 소견올 타파하고 있옴을 알 수 있다. 

neyiyayika dangl kyad par can rnams med pa las ’bras bu ’byung bar ’gyur ro 
shes smra bar byed pa dangl grangs ban rnams yod pa ’byung ngo shes so/l 

42) 박건주， 앞의 책， p. 95. 
大慧 有-數f道 見-切法廣因而꿇 生分~I鷹想꿇無角 起於薰見如종角無 -tl.屬훌 
愁'ðF뼈f둥 復有外道 見大種까‘那塵等u협物形훌分位 各差~IJe執몇無角 於此而生牛有角想
大慧 彼뿔=見不了唯心 但於自꾀엄흉分)]IJ 大慧 身及홉生짧世間뽑 -切뽑’훌分)]1新現 
大慧 R훌知%角離於有無 諸f용愁然까生分，SJIJ효因待故 分析牛角乃至微짧 求짧體相終不 
리得 뿔智所行遠離彼見 끓故於此?G應分)]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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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결론 

이 논문에서는 인도에서 석존 당시부터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외도들 

과의 만남과 대론을 통해 불교가 궁극적으로 지행}는 목적이 파사현정임을 밝혔 

다 석존은 중도와 연기설로서 바라문교와 육사외도들의 학설을 비판하여 유와 무 

의 양변을 여의게 하였고， 대숭불교에 이르러 이들 유와 무의 양 극단척 사상을 

계숭한 수론학파와 승론학파가 비판의 대상으혹 등장하며 특히 그들 사상의 특정 

인 전변설의 인중유파론과 적취설의 인중무과론이 집중적으로 비판되고 있음을 밝 

혔다. 

또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B.C. 6세기 이후 인도사회에서 펼쳐진 불교와 외 

도와의 만남을 통해 다종교사회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올 잠시 반추해 보고 

자 했다. 우리는 혼히 20세기를 다종교사회라고 한다. 그렇지만. 2천년 이상 계속 

되어 온 인도불교사와 중국불교사를 면밀히 고챔 보면， 어느 시대도 다종교사회 

가 아닌 시대는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자신의 종교만이 제 

일이라는 우월주의에 빠져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주의， 자신의 종교의 

우월성을 인정하연서 다른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는 포괄주의， 각각의 종교가 동퉁 

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43) 형태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 

다 

하지만 개인이 이들 세 가지 ‘주의’ 중 어떤 것을 고수한다고 해도 인도역사상 

왕 중의 왕으로 불리는 아쇼카왕(B.C. 272-232 재위)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근 

본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자신의 종교만을 존중빼 다른 종교를 비뺑}지 말라. 이는 싹l의 종교를 

성장시킬 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도움이 된다. 만약 이와 같지 않으면 지신의 

종교에 무멈을 피는 행위이며 다른 종교를 비난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종교 간에) 화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모든 종교의 교의에도 관심을 가 

져라.44) 

주쩌l어; 외도， 전변셜， 적취설， 인중유고+론， 인종무과론， 수론학파， 숭론학파 

43) 김용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불교의 입장」， r왈교평론J. 2000, pp. 210-217. 
44) 앞의 논문‘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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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itic ism of Thought of Tirthikas and Indian Philosophy 

by Buddhism 

Kim, Su-ah 

This paper examines how Buddhism and the lndian philosophy met in India, 

and what their meeting means. Buddhism was introduced to India in 6 B.C. At 

that time, Brahmanism, one of the traditional religions of lndia, and new 

religions that were against the lraditional religion and thought, especially the 

teachings of Brahmanism , coexisted in lndia. Buddhism was one of these new 

religions ‘ Traditionally, the Buddhists called their religion “ inside teach ings" and 

all the other religions “outside teachings.‘’ 

At the beginning of this paper, how Sakyamuni Buddha received those who 

belonged to the “ outside teachings,’‘ and how he treated their questions, was 

discussed. Then Ihe reasons for the Buddhists' reference 10 the Jndian 

philosophy as “ outside teachings" were exam ined. The criticism of the Indian 

philosophy by the Buddhists was focused On the pari (1ãmavãda and the 

ãrambhavãda. These were the oganized Satkãryavãda (doctrine of preexistent 

effect) of the Sã꺼'kya system and the Asatkãryavãda (doctrine 01‘ 

non-preexistent effect) of the Vaisesikasyslem, respectively. 

Key Words: tirthika, pariηãmavãda， ãrambhavãda, Satkãryavãda, doctrine of 

preexistent effect, Asatkãryavãda, doctrine of non-preexistent 

effect, Sãrhkya, Vaisesik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