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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철학의 정수로 평가받는 우빠니샤드는 진정한 진리를 탐구하는
사색의 결정체이다. 우빠니샤드를 대변하는 범아일여는 세계의 원리인
범과 내재된 주체적 원리인 아의 동일성을 파악해서 주관과 객관의 경
계를 허무는 작업을 통칭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룬 상태를 해탈이라 하
는데 이는 인도철학이 지향하는 ‘지극한 행복[至福]’과 맞닿아 있다.
우빠니샤드는 종교경전이면서 철학서로서 그 문헌학적 특성상 대부

분의 진리와 지식을 수수께끼처럼 숨기면서 상징하고 은유한다. 본고는
진리가 곧 행복의 획득이라는 관점에서 우빠니샤드에서 다루는 행복과
불행의 신화적 단편들을 재구성하여 이 문헌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찾아본다. 특히 리그베다의 태양신화와 우빠니샤드에서의 인드
라와 아수라의 대립적 관계에 집중하여 우빠니샤드의 행복과 불행 개념
의 신화적 프레임을 구축해 본다.
이 과정에서 태양, 인드라, 지식 등이 진리의 메타포로 기능하는 면

과 어둠, 아수라, 무지 등이 진리의 부재로 해석되는 과정을 제시한다.
그리고 아수라가 태양을 훼손하는 리그베다의 신화에서 부터 낮은 지식
과 무지의 소유자로 재해석되는 우빠니샤드의 관점을 제시하여 행복과
불행의 기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참된 의미를 밝혀본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8062069).
** 金眞英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교수. purohit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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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빠니샤드(Upaniṣad)의 철학은 범아일여(梵我一如)로 대변된

다. 세계의 원리인 범(梵, Brahman)과 내재된 주체적 원리인 아

(我, ātman)의 동일성을 파악해서 주관과 객관의 세계를 허무는

작업, 그 비밀의 교리가 우빠니샤드의 진정한 주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룬 상태를 해탈(解脫, mokṣa)이라고 하며 이는

인도철학이 지향하는 행복의 지극한 상태, 지복(至福, ānanda)이

라고 표현된다.1) 그런 의미에서 세계의 절대적 실재가 각 개인에

게 내재한다는 개념은 힌두교의 기본적인 진리이며, 어떤 형태이

든 개인과 세계는 동일하다는 직관적인 깨달음에서 출발하는 것

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2) 우빠니샤드는 브라흐만 자체가 지복

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브라흐만은 해탈에서 얻는 심오한 기쁨

이기 때문이다. 즉 세속적 행복은 외적 사물에 바탕을 둔 반면, 궁

극적 해탈은 처음부터 영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지극한 행복을

깨닫는 것이다. 궁극적 행복은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

와의 접촉과는 상관없이 영혼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측면을

깨닫는 것이라 할 수 있다.3)

우빠니샤드의 어원 자체가 비밀스러운 교설을 나누는 자세에서

기인했듯이, 우빠니샤드에서는 진리의 전달자인 스승으로서의 성

자의 마음, 가르침을 받는 제자로서의 자신의 마음, 그리고 텍스

1) 우빠니샤드에서는 이러한 행복의 상태를 ‘서사적 비유(narrative trope)’를
통해 주로 설명한다. 범아일여의 상태, 즉 목표와 일체가 되는 상황의
비유로 가장 유명한 것은 MU(2.2.3-4)에서의 ‘활과 화살’의 비유를 들
수가 있다.

2) 리처드 스코시(2013) p. 113, 115.
3) 다우리 알리(2011)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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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 구전교설 사이의 수수께끼 같은 언어 속에 진리가 숨겨져

있다고 간주된다. 그리고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는 지속적인 반성

적 사고와 명상 후에만 비밀스럽게 드러난다. 우빠니샤드가 말하

는 행복의 진리는 존재하지만 읽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된

지식체계가 아니라 자신의 발밑에 묻어둔 보물처럼 은밀하고 내

적인 것이다.4) 즉 우빠니샤드에서 말하는 지극한 행복은 숨겨져

있는 장소, 동굴(guhā)이라는 메타포로 명명된다.5) 이러한 동굴과

행복은 그냥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온전히 스승에게 헌신하는 제

자가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요가를 실천하는 일련

의 과정, 숨겨진 진리를 파내는 작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진리는

최종적으로 획득하기 어렵다고 표현된다.6)

이러한 우빠니샤드의 비밀스러운 진리는 BṛhU(3.9.26-28)에서

처럼 머리가 잘리는 참수(斬首)의 위험으로까지 경고된다. 참수는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묻는 것에 대한 처벌과 위

협에 관한 문학적 장치로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혹은 이

러한 진리를 허용해도 되는 인물인가에 대한 리트머스지 역할을

하게 된다.7)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자는 머리

가 잘리는 저주를 넘어서는 개인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단한 노력도 병행해야만 한다.

본고는 우빠니샤드에서의 ‘숨겨진 진리의 획득이 진정한 행복’

이라는 시각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우빠니샤드에 나타난

행복과 불행에 관련된 신화적 테마로 주제를 한정하여 행복과 불

행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베다신화에서 진리 자체를 상징

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신과 아수라의 대결을 통해 우빠니샤드에

까지 이르는 행복과 불행 개념의 신화적 기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4) Edelmann(2013) p. 438.
5) 브라흐만은 guhyam(KU 5.6), 아뜨만은 nihito guhyām(KU 2.20)으로
불리면서 ‘숨겨진’ 장소, 인간은 동굴의 거주자 등으로 설명된다.

6) MaitU 6.29.
7) Lindquist(2011) p. 3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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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태양과 인드라의 상호연관성을 밝히고, 베다에서의

신과 아수라의 관계 설정과 인간, 베다, 제식 등의 필연적인 구성

요소들의 기능과 구조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행복과 진리 자체로

추앙받는 태양의 의미도 유추해 본다. 이어서 비록 단편적이지만

인드라와 아수라의 위상의 차이를 의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우

빠니샤드의 서사적 맥락을 분석하여 우빠니샤드에서 인드라

(Indra)가 왜 지식의 전수자이며, 진리 자체로 불리는 신격인지에

대한 논의도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진리의 메타

포로서 태양과 인드라 신의 기능이 축적된 긍정적 측면과 이의

결핍과 부정성으로 묘사되는 진리의 부재, 어둠을 반영하는 무지

의 문제를 파악해 보는데 집중할 것이다. 즉, 인드라 신이 긴밀하

게 관여하고 있는 태양의 상징과 우빠니샤드의 진리 개념의 대립

적인 측면, 즉 어둠과 아수라의 세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진리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우빠니샤드의 행복과 불행의 관계를 정립

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빠니샤드가 말하는 행복과 불행이

태양과 어둠, 신과 아수라의 대립처럼 지식과 진리의 충족과 결핍

의 문제인지를 검토해 보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아본다.8)

Ⅱ. 베다적 기원, 스와르바누(Svarbhānu) 신화

리그베다(이하 RV)에서 인드라는 아수라를 퇴치하고 인간세

8) 논지 전개는 우빠니샤드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연대기적 구분 없이
태양과 인드라의 은유와 상징을 포함한 ‘주요한 우빠니샤드(Principal
Upanisad)’의 주 내용을 사용하고, 원문과 번역은 Radharkrishnan(1953),
Olivelle(1998), 이재숙(2010), 임근동(2012), 남수영(2009) 등을 사용하였다.
여기서의 주요한 우빠니샤드는 라다크리슈난의 우빠니샤드 분류를 따른
것으로, 문헌학적 내용과 분류체계는 통용화된 형태에 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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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물과 광명을, 태양신 수리야(Sūrya)는 인간 세계에 광명과

행복을 가져오는 신으로 칭송된다.9) 인드라는 인도신화에서 악룡

브르뜨라(Vṛtra)와 관련된 물과 가축의 보호자로 널리 알려져 있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태양의 수호자로서의 영웅적인 면모도 갖

고 있다. 베다인들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 태양이 없는 암흑의 상

태에 대한 두려움, 특히 태양이 훼손되어 사라진 후의 어둠을 무

서워하였다. RV에서는 이러한 어둠과 암흑을 죽음과 연관지어 무

시무시한 심연(parśāne), 구덩이(kāṭa)라는 부정적인 메타포로 표

현하면서 후대에 나락(Nāraka, 地獄)의 의미로 개념을 확장하게

된다.10)

역설적으로 어둠이 태양의 결핍과 손상이라는 부정적 측면으로

기능하면서, 광명 자체인 태양은 절대적인 행복을 상징하게 되었

다. 그리고 안전과 번영을 가져오는 행복의 수호자로서 인드라는

어둠의 파괴자이면서 태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신으로 묘사되

고 있다. 영웅신 인드라는 어둠을 깨뜨리고 자신의 적을 암흑 속

에 빠뜨리는데, RV에서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쉼 없이 언제나 흘러가는 냇물처럼 암흑의 어둠을 그는 빛으로써
깨뜨려 없앤다. … 인드라를 적으로 삼는 자는 긴 암흑 속에 가라앉는
다.11)

RV에서 이러한 인드라의 특징이 태양과 직접적인 에피소드로

나타나는 경우는 아수라 스와르바누(Svarbhānu)12)의 신화를 꼽을

수 있다. RV(5.40)에서 스와르바누는 인간에게 경외와 찬미의 대

9) 정승석(1984) p. 25, 87.
10) 김진영(2013) p. 21.
11) sa sūryaḥ paryurū varāṃsyendro vavṛtyād rathyevacakrā
atiṣṭhantamapasyaṃ na sargaṃ kṛṣṇā tamāṃsitviṣyā jaghāna.
RV(10.89.2) … dīrghaṃ tama āśayadindraśatruḥ. RV(1.32.10).

12) Krishna(2007) p. 247. 이은구(2012) pp. 24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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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태양을 사라지게 하는 아수라로 등장한다. 이 신화에서 스와

르바누는 태양을 삼키거나, 혹은 어둠이라는 화살을 쏘아 그림자

같은 어두운 구멍을 내는 식으로 태양에 상처를 입힌다. 이때 곤

경에 빠진 태양을 구하기 위해 아수라에 대적하는 신이 바로 인

드라이다. 여기서 인드라는 스와르바누를 가격하여 추락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곤경에 빠져 있던 아뜨리(Atri) 성인도 구한다.

RV(5.40.5)에서 아수라 스와르바누가 태양을 공격하는 장면을 찾

아보면 다음과 같다.

오, 태양이시여, 스와르바누 아수라가 어둠으로 당신을 꿰뚫었다.
대지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유정(有情)들이 알아차린 것을 알지
못했다.13)

여기서 태양을 관통하는 어둠의 공격은 태양 위의 흑점(黑點,

sun spot, dark spot)을 만들어 태양을 사라지게 한다. 태양이 사

라진다는 개념은 이후에 서사시 문헌에 가서 해와 달을 삼켜서

일식과 월식을 만드는 라후(Rāhu)라는 아수라 신화로 발전하는데

기여한다. 위의 게송은 역자에 따라 번역이 상당히 다른데, 위의

인용문은 Jamison의 번역을 주로 참조하여 해석한 것으로 태양이

상처 입은 장면을 보고 세상이 어리둥절해 있는 상황에 대한 묘

사이다. Hale의 경우는 마지막 부분을 ‘세상은 마치 갈 곳을 모른

사람처럼 보였다’로 번역한다. 두 번역을 모두 감안해 보면 태양

이 손상되어 위기에 빠진 인간 세상의 상황을 서술하는 부분으로

이해된다.14) 이어지는 RV(5.40.6)에서는 사라진 태양을 구출하기

위해 인드라가 아수라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간

과해서 안 되는 인물, 성자 아뜨리가 등장한다.

13) yat tvā sūrya svarbhānus tamasāvidhyad āsuraḥ akṣetravid yathā
mugdho bhuvanāny adīdhayuḥ.

14) Jamison(2014) p. 706, Hale(1986)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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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인드라여, 당신이 천상에서 스와르바누의 환력 마야(māyā)를
가지고 아수라를 쳐부숴 떨어드렸을 때, 베다의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
에 어둠에 숨어있던 태양을 아뜨리는 (베다의) 네 번째 게송으로 찾아
냈다.15)

이 인용문에서 인드라는 아수라의 힘인 마야를 가지고 스와르

바누 아수라를 물리친다. 마야는 베다의 대표적인 아수라 바루나

가 지닌 환력(幻力)으로 알려진 ‘창조적인 활동성’16)으로 인드라가

소유하여 적을 물리치는데 활용한다. 하지만 이 신화의 특별한 점

은 인드라가 태양을 회복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인드라는 아

수라를 이기는 신으로서만 기능하고, 태양의 복귀는 이 신화에서

인드라 외에 가장 중요한 인물인 성자 아뜨리가 맡는다. 아뜨리는

태양, 인드라, 베다제식을 연결하는 중요한 성인으로, 브라흐마

(Brahmā)의 자식이면서 소마(Soma)의 아버지이다. 그는 태양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지는데 그것이 바

로 베다찬가의 정확한 암송이다. 아뜨리는 베다의 네 번째 게송이

라는 적절한 문구로 태양이 떠오르는 기적을 행하는데, 여기서 이

러한 힘을 신이 아닌 인간이 소유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처럼 베다 만뜨라의 힘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성자

가 지닌 베다의 지식이다. 이 지식은 이후에 제식에 적용되면서

브라흐마나 문헌과 수뜨라(sūtra) 문헌에서 제식적 규정으로 강화

되며 형상화된다. 스와르바누의 신화를 묘사한 제식문헌에서의 상

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형상화 과정을 차례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수뜨라 문헌에서 아뜨리는 아그니스또마제(Agniṣṭoma祭)17)

의 소마의 중간 압축 시에 사용되는 다끄시나(dakṣiṇā)로서의 금

(niṣka)을 선물하는데, 여기서의 금은 태양을 상징한다. 중간 압축

15) svarbhānor adha yad indra māyā avo divo vartamānā avāhan gūḷhaṃ
sūryaṃ tamasāpavratena turīyeṇa brahmaṇāvindad atriḥ.
Jamison(2014) p. 706.

16) Hale(1986) p. 64.
17) Agnicayana祭의 변형제이다. 제식에 관한 설명은 Staal(1996) pp. 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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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은 아뜨리가 풀려난 시간이며, 그가 선물한 금을 뜨거운 기

(ghee)에 흠뻑 담근 후 다시 꺼내어 태양에게 바치는 형식으로 진

행된다. 수뜨라 문헌(BauŚS 8.5)에서 묘사된 대표적인 문구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옷)의 술장식을 금조각으로 감싸고 … 국자 안에 넣어 기 속에
네 번 담근 후 감싸진 금을 그 속에 빠뜨린다. 국자 주변에 술장식의
끝부분을 감싸고 가르하파띠야제화 속에 넣고 태양에게 두 찬가를 바
친다. … 그때 금을 꺼내며 “하늘로 올라가라, 태양으로 날아가라.”라
고 한다.18)

이와 같이 아그니스또마제에서는 스와르바누 신화에 나타난 태

양의 손상과 회복의 테마를 그대로 차용하여 제장에서 재현한다.

여기서 옷으로 감싼 금은 태양이 결여된 상태, 즉 어둠을 의미한

다. 그리고 뜨거운 기 속에서 데워진 금은 태양의 결손상태를 수

정하는 상황, 어둠을 제거하는 제식적인 전환행위를 말한다. 마치

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처럼 아수라에게 일격을 당해 흑점이 생

긴 태양의 상처를 메꿔줄 금을 하늘로 보내는 작업을 제례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태양의 훼손을 리그베다에서는 베

다운율로 치료하고, 수뜨라문헌에서는 제식행위로 치유한다는 것

이다. 즉 태양이라는 진리 자체를 얻는 방법론으로 리그베다는 베

다운율의 정확한 발설을, 수뜨라는 제식의 올바른 수행이라는 측

면을 제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리그베다에서 신은 아수라를 물리치고 아뜨리 사

제는 베다의 운율로 태양을 제자리로 돌려놓지만, 후대의 수뜨라

18) tasyaitasya vasanasyāanatmāyāṃ hiraṇayaśalkaḥ pragrathito bhavati
… sruci caturigṛhītvā vasanasyāntaṃ srugdaṇḍa upasaṃgṛhya
saurībhyāṃ gārhapatye juhoto … atha divaṃ gaccha savaḥ patreti
hiraṇayaṃ hṛtvodgṛhṇāti. 해당 부분의 번역은 Jamison(2013) p. 250의
번역을 완역한 것이다. 제식적 상황에 대한 묘사이므로 생략된 원문을
감안해서 의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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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과 정교화된 제식에서는 고장 난 태양을 고치는 행위를 태양

의 상징물인 금을 사용하여 행하면서, 금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을 연출함으로써 태양을 제례적으로 치료하여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준다. 리그베다에서는 태양을 하늘로 되돌려 보내는 베다운

율을 언제 어떻게 읽는가가 가장 중요한 치료행위이며 이러한 아

뜨리 선인의 능력이 태양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반면 엄숙(嚴肅)

의례에서는 세분화된 베다운율 뿐 아니라 일반적인 제례행위와

중요한 상징물인 금을 통해 태양을 치료하는 형태로 신화를 제식

화한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 태양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리그베다 시대부터

인간이 태양을 찬미하고 인드라가 태양신을 구출하는 신화도 자

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양의 존재, 손에 잡을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태양의 현존을 제식적으로 재현한 것이 금이다.

금은 빛나는 광휘를 가진, 인간이 욕망하는 가장 값어치 있는 물

건이다. 이렇듯 태양과 금은 필수불가결한 상징성을 띠는데, 베다

에서는 이를 제식과 신화로 재구성하면서 극적인 영웅 서사의 신

으로서는 인드라를, 성자로서는 아뜨리를 차용한다. 여기서 흥미

로운 점은 후대의 제식에서는 아수라가 낸 구멍의 상처를 금을

바쳐 재생시킨다는 것이며, 금이 태양을 상징하므로 상처의 회복

과 복귀는 금을 제식에 바쳐 그 절대성을 성스럽게 처리한다는

점이다.19)

리그베다의 스와르바누 신화는 태양에만 상처를 내는 일식(日

蝕) 현상에 한정된 두려움이 나타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아수라

의 능력은 베다 이후 특히 Mbh(1.5.15-17)의 라후 신화20)로 발전

한다. 라후는 해 뿐 아니라 달까지 집어 삼키는 능력을 발휘하면

서 일식과 월식(月蝕)이라는 커다란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태양은 인류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에너지로서의 근본적인 기능도

있지만 베다와 우빠니샤드에서는 해가 뜨는 것은 영적인 자각을,

19) Bhattacharji(1970) p. 325.
20) Mbh(1.5.15-17). Kuehn(2011)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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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은 영적인 빛과 같아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빠니샤드

에서 태양은 브라흐만의 현상적 형태로서 브라흐만의 세계가 위

치한 곳이기에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된다.21)

Ⅲ. 진정한 지식의 전수자 인드라

베다에서 태양을 수호하던 인드라는, 신화적 양상이 현격히 줄

어든 우빠니샤드 문헌에서는 신격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특성이

있는 캐릭터로 등장한다. 물론 베다의 대표적인 영웅신과 같이 화

려한 묘사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빠니샤드에서 인드라는

신화적인 면이 축소되면서 참된 지식의 소유자로 재해석된다.22)

우빠니샤드에서 인드라가 쁘라자빠띠에게 받는 총 101년간의 우

빠니샤드 수업은 아뜨만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비밀의 지혜

가 얼마나 습득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인드라

는 아수라와 대비되는 특성을 발휘하면서 중요하게 부각된다.23)

본래 베다문헌에서 신인 데와(deva)와 악마인 아수라(asura)는

쁘라자빠띠에서 발생하여 천계와 지상계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신

격이지만 리그베다에서는 엄격한 구분이 없었다. 신격의 다른 이

름이었던 데와와 아수라는 브라흐마나문헌에 이르러 데와는 본성

적으로 제식을 만들고 수행하며 아수라는 제식을 바치지 않는다

는 방식으로 구분하거나, 공간적으로 하늘은 데와가 지하는 아수

라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구획이 정해진 정도였다.24)

21) 우빠니샤드에서의 대표적 상동화인 태양과 브라흐만의 관계는
Luyster(1970) p. 53.

22) Klostermaier(1984) pp. 26-27.
23) 服部正明(1999) pp. 126-130.
24) ŚB(3.2.1.18), ŚB(11.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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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빠니샤드 이전의 베다전통에서 데와와 아수라는 별

다른 구분이 없거나 제식을 바치는 신격은 데와가 되고 바치지

않는 신격은 아수라가 되는 식으로 단순하게 구별된다. 실례로 베

다의 아수라인 바루나(Varuṇa)는 고집이 센 이기주의자로, 능력

이 뛰어나지만 자비로운 본성이 없는 반면 대표적인 데와인 인드

라는 인간에게 공물을 받고 베풀기를 즐기며 제식을 바치는 신이

었다. 이러한 신들의 세계는 우빠니샤드 시대에 와서 신은 지식,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지혜를 소유하고 아수라는 무지에 만족하

는 형태로 구분된다. 즉 이제는 제식이 아니라 지식의 소유가 신

과 아수라의 차이로 체계화되는 것이다. 이 지식은 일반적인 학식

이 아니라 불사의 소유이며 불멸의 지식이므로 인드라는 지식의

추구와 이에 합당한 수행을 통해 우빠니샤드의 밀의를 전달받는

다. 다시 말해서 우빠니샤드의 세계에서 인드라의 신격은 ‘지식의

정당한 소유자’의 가치로 결정된다.

KausU(3.1-8)에서는 왜 인간에게 인드라의 지식이 이로운 것인

가에 대하여 길게 설명한다. 그리고 인드라 자신이 진리 자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이한 점은 전통적으로 인드라는 악룡인 ‘브르뜨

라를 살해한 자(Vṛtrahan)’25)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는 머리가 세 개 달린 뜨와슈뜨르(Tvaṣṭṛ) 아수라를 살해하는 신

정도로만 언급된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해서 우빠니샤드에서

대표적인 아수라인 브르뜨라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 아수라

가 지식과 해탈이라는 우빠니샤드의 주요한 특징과 어떠한 연관

성도 없기 때문이다. 즉 우빠니샤드에서 인드라는 언제나 ‘브라흐

만에 대한 지식(Brahmavidyā, 梵知)’을 아는 신이라는 특성을 지

니고 아수라는 상대적으로 이 지식의 결핍상태인 무지(無知, avi-

dyā)와 연결된다. 왜냐하면 우빠니샤드에서 인드라는 진리(satya),

호흡(prāṇa), 지혜아(prajñātman), 수명(āyur), 불멸(amṛta) 등의

대표적인 가치체계로 숭배되기 때문이다. 인드라가 진리 자체임을

25) 베다의 아수라 개념에서 바루나의 존재가 독특한데, 바루나는 선한
아수라, 브르뜨라는 악한 아수라로 구분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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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KausU(3.1)의 한 구절을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인드라는 진리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드라는 진리이기 때문
이다. 인드라가 그에게 “확실히 나를 인식하여라”라고 말했다.26)

이제 우빠니샤드는 진리 자체인 인드라를 내세우면서 인드라

신이 우빠니샤드의 지식을 소유하고 결국 진리 자체라는 점을 알

려준다. 즉 인드라가 아뜨만, 브라흐만과 동일하다는 절대성을 강

조하면서 이 진리를 인드라가 어떻게 획득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

준다. 이러한 과정이 드러나는 우빠니샤드가 ChāU이다. 이 우빠

니샤드의 8장은 일명 ‘인드라의 에피소드’로 불리는데, 여기서 창

조주 쁘라자빠띠가 신과 아수라의 대표인 인드라와 비로짜나

(Virocana)27)의 구루로 등장하여 두 제자에게 우빠니샤드의 행복

의 진리를 암시하거나 혹은 거짓으로 제공하면서 서사적 맥락을

구성한다. 베다의 주요 신들의 위계가 현격히 변화한 우빠니샤드

시대의인드라와 아수라의 신화가 ChāU에 와서는 에피소드 서사

로 표현되는 것이다.28)

물론 우빠니샤드에서 인드라의 신화적 위상은 지적인 해탈을

추구하는 부분에 한정되어 서술되므로 아수라보다 월등히 높거나

뛰어난 용맹성을 가진 캐릭터로 묘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ChāU

에서 인드라는 비로짜나와는 달리 스승이 내려준 가르침에 만족

하지 않고 계속 질문하면서 끊임없이 수행하는 신으로 나타난다.

쁘라자빠띠도 인드라의 진정한 구루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지속적

26) atho khalv indraḥ satyād eva neyāya satyaṃ hīndraḥ taṃ hendra
uvāca mām eva vijānīhi.

27) 비로짜나는 ‘태양광 같은, 빛의’라는 어원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의
비로짜나는 위대한 마족의 왕인 발리의 아버지인 마하발리(Mahābali)인
것으로 추정된다. 발리는 위슈누의 난쟁이 신화에 나오는 고행으로
인드라에게 삼계를 빼앗은 아수라의 이름이다.

28) Klostermaier(1984) pp. 26-27.



우빠니샤드에서의 행복과 불행의 신화적 구조 ∙ 59

으로 총 32년간의 수행을 세 번, 그리고 마지막 5년을 더하여 총

101년의 수행을 독려한다. 첫 32년의 수행을 마치고 스승이 내려

준 지식에 만족하고 떠난 비로짜나와 다르게 인드라는 정해진 기

간을 채운 후 배움을 얻고 되돌아와 더 높은 지식을 배우면서 진

정한 지식을 얻기 위해 정진한다.

구루29) 쁘라자빠띠는 현재에 만족한 비로짜나에게 우빠니샤드

의 비밀을 전달할 의지가 전혀 없다. 하지만 늘 자신의 지식이 부

족하다고 느끼는 인드라에게는 단계적으로 브라흐만과 아뜨만에

대한 좀 더 높은 지식을 차례대로 제공하면서 진정한 지식이 무

엇인가를 인드라 스스로 생각하도록 이끌어준다. 이러한 쁘라자빠

띠의 우빠니샤드 교설 전수과정은 우빠니샤드의 사상적 맥락을

암시적이고 거짓으로 제공하는 방법론에 그 특징이 있다.

아수라인 비로짜나는 ‘아뜨만은 신체이다(ChāU 8.8.1)’라는 첫

번째 해법에 기쁨을 느끼고 떠나지만, 제자(śiṣya) 인드라는 다시

스승에게 돌아가 동일한 질문을 반복한 후에 더 나은 해답을 추

구하여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지식구조를 얻어낸다. 여기에는 체계

화되기 이전의 아뜨만의 4위설, 육신을 갖지 않는 아뜨만의 이야

기 등이 암시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서사구조를 통해 아수라 비

로짜나는 어리석고 진실하지 못한 존재로, 신 인드라는 끈질기고

진실한 존재로 프레임화된다.30)

만약 쁘라자빠띠가 무심결에 진의를 누설했다면 인드라는 아뜨

만에 관한 낮은 지식만을 획득했을 것이다. 자신 안에서 성취해야

할 진리에는 그 대가가 필요한 것이며, 쉽게 누설해서도 안 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 필요 이상을 언급한다는 것은 일종의

저주로 작용하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우빠니샤드의 문맥을 해독하려면 항상 아뜨만의 본질을

29) Riffard(1988) p. 70. 스승을 뜻하는 구루의 산스끄리뜨어 어원을
구(gu)는 ‘어둠’, 루(ru)는 ‘몰아내다’로 분석하면서 주법적이고 신비롭게
해석한다.

30) Edelmann(2013) p.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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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인드라의 관점으로 그가 행하는 진리추구의 흐름과 방

법론을 따라가야 한다. 서사적 맥락으로 재구성된 베다의 신격은

우빠니샤드 스토리 안에서 신으로서의 인드라와 아수라로서의 비

로짜나로 양분되면서, 비로짜나는 자아의 낮은 개념에 만족하는

반면 인드라는 성자를 압박해 진정한 진리라는 고도의 개념을 도

출해 내는 과정을 통해 신격의 위계를 높게 설정하게 된다.

Ⅳ. 어둠과 아수라, 무지와 불행

BṛhU(5.2.1,3)에서 신과 아수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31) 여기서는 두 존재 모두 쁘라자빠띠의 자손으로 등장하며 베

다를 배우는 진정한 제자라는 점이 강조된다. 하지만 쁘라자빠띠

에 의해서 신은 자제력, 아수라는 타인에 대한 자비심이 필요하다

는 관점이 제시된다.

쁘라자빠띠는 신, 아수라라는 아들들을 두고 가르침을 내린다. 그들
모두에게 ‘다(da)’라는 가르침이었다. 신들에게 말한 ‘다’는 ‘자제하라’
이며, 아수라에게 내린 ‘다’는 ‘동정심(慈悲)을 가져라’이다.32)

창조주인 스승은 신들은 불사의 존재이면서 능력이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방종하기 쉬워 자제하라는 가르침을, 아수라들은 힘

이 세고 그 힘으로 남을 누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비와 동정

31) 본래 인간도 쁘라자빠띠의 제자에 포함된다. 논지 전개에 혼돈을 줄 수
있어 의도적으로 인간 부분을 빼고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인간은 끝없는
욕심으로 자신과 재물을 지키기에 바쁘고 결국 그로 인해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인간들에게 준 교훈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는 가르침이다.

32) trayāḥ prājāpatyāḥ prajāpatau pitari brahmacaryam ūṣuḥ devā
(manuṣyā) asurāḥ … dāmyateti na āttheti … dayadhvam iti na ātth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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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지라는 가르침을 내린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신과 아수라는 MaitU(7.9)에서도 인드라와

비로짜나라는 주인공들의 대립적인 이야기 구조로 나타난다. 이

우빠니샤드에서 인드라의 스승은 아수라의 스승으로 변장하여 아

수라를 파멸시키기 위한 무지(無知)의 개념을 제작한다.

참으로 브르하스빠띠는 슈끄라가 되어, 인드라가 아수라를 파멸시
키기 위하여 이 무지를 만들었다. 그들은 그 무지로써 행복을 가져오
는 것을 재앙으로, 재앙으로 가득한 것을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보게 되었다.33)

MaitU에서 아수라는 신들과는 다르게 잘못된 지식으로서의 무

지를 소유하면서 인드라를 비롯한 신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만

들어 간다. 해당 원문의 다른 부분에서 ‘무지는 베다성전을 훼손

하는 다르마에 대하여 명상하는 거짓된 지식’이라고 규정된다.34)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자손의 획득이라는 목적에 도달

하지 못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진정성 없는 쾌락에 불과한 지식이

라고 말한다. 이는 진리와 반대되는 지식, 올바르지 않으며, 생각

해서도 안 되는 잘못된 지식을 뜻한다.

즉 MaitU에서의 아수라의 무지는 행복이라는 목적에 도달할

수 없는 쓸모없는 지식이다. 따라서 무지는 행복과 불행을 착각하

는 중요한 가치판단의 오류를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이 판단오류

는 이 세상의 두 가지 반대되는 길, 즉 행복과 불행이 생기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이어지는 원문에서는 단순한 즐거움과 쾌락

의 길인 무지를 선택한 사람들은 자신을 상당한 지식인이라고 착

각하면서 다른 이들을 모두 그릇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고 설명하

고 있다. 마치 장님에게 이끌려 다니는 어리석은 장님들처럼 삐뚤

33) bṛhaspatir vai śukro bhūtvendrasyābhayāyāsurebhyaḥ kṣayāyemām
avidyām asṛjat tayā śivam aśivam ity uddiśanty aśivam śivam iti.

34) … vedādi śāstra hiṃsaka dharmābhidhyānam astv … Mait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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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길로 다니면서 배회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지의 길

을 설명하는 MaitU(7.9)의 문구는 MU(1.2.8)와 KU(1.2.5)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우왕좌왕하거나 삐뚤어진 길을 해매는

장님의 상황 묘사만 미묘하게 다를 뿐이다.

무지 가운데 빠진 채 스스로를 ‘현명한 학자’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은 눈먼 장님이 이끄는 대로 우왕좌왕하는 또 다른 장님들처럼
방황하리라. … 무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상당한 지식
인이라고 대단한 학자라고 생각하면서 영영 삐뚤어진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마치 눈먼 다른 장님이 눈이 먼 장님들을 인도하여 영영 삐뚤
어진 길로 가게 되는 것처럼.35)

이처럼 무지는 착각에 빠진 장님이 다른 장님들을 더 큰 곤경

에 빠뜨리듯 더 큰 무지를 생산하는데, 이 무지의 세계는 ‘우빠니

샤드라는 지혜’의 부재를 말한다. ChāU에서의 인드라의 에피소드

를 통해 신과 아수라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지식이 선택되고, 그

지식은 앞 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빛나는 세계이며 태양으로 상

징된다. 그리고 그 지식의 결핍과 결여 상태로 구분되는 아수라의

세계는 자연스럽게 어둠(tamas)으로 드러난다. 어둠으로 표현되는

아수라의 세계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ĪśāU(3)에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수라들의 악명 높은 세계가 있다. 그곳은 깜깜한 어둠으로 덮인
곳이다. 누구든 아뜨만을 알지 못하는 자는 무지하고 깨닫지 못한 자
들은 죽어서 이 어두운 세계로 떨어진다.36)

35) avidyāyām antare vartamānāḥ svayaṁ dhīrāḥ paṇḍitam manyamānāḥ
janghanyamānāḥ pariyanti mūḍhāḥ, andhenaiva nīyaṃānā yathāndhāḥ
MU(1.2.8) … avidyāyām antare vartamānāḥ, svayaṁ dhīrāḥ paṇḍitam
manyamānāḥ dandramyamāṇāḥ pariyanti mūḍhāḥ andhenaiva nīyamā
yathāndhāḥ KU(1.2.5)

36) asuryā nāma te lokā andhena tamasā āvṛtāḥ tāṃs te
pretyābhigacchanti cātmahano janā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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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아뜨만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

(avidvāṃso’budho janāḥ)’은 아수라의 세계와 어둠에 산다고 묘사

된다. 그리고 아뜨만의 지식을 아는 신들이 광휘의 세계에 산다는

상황과 이 어둠을 대조하면서, 아뜨만의 지식에 의해 광휘와 어둠

이라는 전혀 다른 양상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위

의 구절과 유사한 아수라의 세계가 BṛhU(4.4.11)에서도 등장하는

데 거의 동일한 구절이지만 표현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악명 높은 세계가 있다. 그곳은 깜깜한 어둠
으로 덮인 곳. 누구든 아뜨만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깨닫지 못한 사
람들은 죽어서 이 어두운 세계로 떨어진다.37)

위의 두 인용문은 맨 앞의 구절만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이다.

그 구절이 각각 ‘아수라(asuryā)의 세상’과 ‘기쁨이 없는(ananda)

세계’로, 이는 모두 ‘아뜨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갖는 무지의 세

계’를 묘사한다. 즉 아수라의 세계이며 기쁨이 없는 세계가 바로

무지의 어둠이다. 결국 우빠니샤드에서의 무지라는 것은 아뜨만에

대한 무지를 말하며, 그 무지의 세계가 태양이 결핍된 어둠의 상

태이자 기쁨이 없는 불행한 세계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불행은 쾌락은 있으나 진정한 행복은 없는 지식론적 관점이기 때

문에 일반적인 ‘기쁨(priya)’이 아닌 ‘영적인 기쁨이 없는 상태

(ananda)’로 서술된다. 또한 그 영적인 기쁨이 없는 상태는 죽음

이후에 어둠의 세계로 떨어지는 공포를 반복하는 윤회를 암시하

게 된다.

이러한 무지는 ChāU(8.8.4)에서 신과 아수라의 대표 신격을 제

자로 삼아 32년간 교육한 후 신체와 아뜨만이 동일하다는 가장

낮은 가르침에 만족하여 떠나는 두 제자를 보내면서 쁘라자빠띠

가 하는 말에서도 드러난다.

37) anandā nāma te lokāḥ, andhena tamasāvṛtāḥ, tāṁs te
pretyābhigacchanti avidvāṁso'budho janā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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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라자빠띠는 두 제자를 바라보고는 말했다. “저 둘은 아뜨만을 얻
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가는구나. 신이든 아수라이든 둘 가운데 누구
라도, 이러한 우빠니샤드를 가진 자, 그들은 파멸할 것이다.”38)

아수라의 왕 비로짜나는 이 가르침에 만족하여 아수라들에게

전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가장 낮은 지식이 바로 ‘아수

라의 우빠니샤드’이며 ‘무지’에 해당된다. 이 지식이 낮은 단계임

을 아는 것, 부족함을 생각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인드라이

다. 인드라는 제자의 상징물인 장작을 들고 다시 베다수행을 거듭

하기를 요청하면서 지식을 단계적으로 상승시킨다. 그리고 신체

(śarīra)와 아뜨만을 혼동하는 낮은 지식의 어리석음인 쾌와 불쾌

의 감정, 세속적 쾌락 등을 순차적으로 구분하게 된다.

마가반이여, 이 몸은 죽거나, 또는 죽음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것은
불사인 몸이 없는 이 아뜨만의 거처이다. 몸과 함께 있으면 좋음과 싫
음에 사로잡힌다. 몸과 함께 있어서 좋음과 싫음의 멸함은 없다. 좋음
과 싫음은 몸이 없는 것을 건드리지 못한다.39)

결국 쁘라자빠띠는 총 101년 동안의 수행을 마무리한 인드라에

게 최종적으로 아뜨만에 대한 염상(念想)과 욕망이 진정한 우빠니

샤드라는 점을 사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세계의 특징은 모든 욕

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의 욕망(kāmā)은 세속적 욕망

이 아니라 아뜨만에 대한 욕망이며 브라흐만에 대한 욕망으로 세

간의 모든 욕망을 포괄하는 욕망을 의미한다.

38) tau hānvīkṣya prajāpatir uvāca anupalabhyātmānam ananuvidya
vrajato yatara etadupaniṣado bhaviṣyanti devā vā asurā vā te
parābhaviṣyantīti.

39) maghavan martyaṃ vā idaṃ śarīram āttaṃ mṛtyunā tad
asyāmṛtasyāśarīrasyātmano'dhiṣṭhānam ātto vai saśarīraḥ
priyāpriyābhyām na vai saśarīrasya sataḥ priyāpriyayor apahatir asti
aśarīraṃ vāva santaṃ na priyāpriye spṛśataḥ. ChāU(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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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이 아뜨만에 대해 신들은 염상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세상들과 모든 욕망들이 얻어진다. 이 아뜨만을 발견하고 제대로 잘
아는 자는 모든 세상들과 모든 욕망들을 얻는다.40)

이처럼 우빠니샤드는 아뜨만을 자신 안에서 염상(upāsana)41)하

는 새로운 지식체계를 제시한다. 이 지식은 아뜨만에 대한 지식이

면서 동시에 브라흐만을 아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해탈을 지향한

다. 우빠니샤드에서 어둠과 무지라는 메타포가 윤회라는 최종적인

결과에 배치되듯이 태양과 지식은 해탈, 불멸, 지복 등의 이상적

인 목적을 은유한다. 그리고 좀처럼 열리기 힘든 해탈이라는 최종

관문에 이르는 방법론으로 ‘염상’을 제시하는데, 이는 사후에 태양

에 이르는 마지막 과정에서 확실히 언급된다. ChāU(8.6.5)에서는

태양, 문, 지식에 관한 설명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 불멸의 세

계인 태양의 문이 열리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그래서 태양광선이 그 몸에서 떠나게 될 때가 되면 그는 이들 광선
을 통해 위로 올라간다. 탈것으로서의 옴이라는 음절과 함께, 사람은
문에 도달한다. 사고를 다 하자마자 그는 태양에 도달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확실히 이것(태양)은 아는 사람에게 열린,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닫힌 저 세상에 이르는 문이다.42)

40) taṃ vā etaṃ devā ātmānam upāsate tasmāt teṣāṃ sarve ca lokā āttāḥ
sarve ca kāmāḥ sa sarvāṃś ca lokān āpnoti sarvāṃś ca kāmān yas
tam ātmānam anuvidya vijānāti. ChāU(8.12.6)

41) 염상(念想)은 역자에 따라 번역이 상당히 다르다. 임근동은 명상,
이재숙은 숭배로 번역했는데, 여기서 염상으로 번역한 것은 服部正明의
번역을 따랐다. 제식적인 숭배의 의미에서 보다 정신화된 숭고하고
초월적인 대상에 대한 사념을 칭하는 Oldenberg의 용어임을 밝힌다.
服部正明(1999) p. 57.

42) atha yatraitad asmāc charīrād utkrāmati athaitair eva raśmibhir
ūrdhvam ākramate sa om iti vā hod vā mīyate sa yāvat kṣipyen
manas tāvad ādityaṃ gacchati etad vai khalu lokadvāraṃ viduṣāṃ
prapadanaṃ nirodho'viduṣā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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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옴(oṃ)은 염상적 지식으로서, 브라흐만과 아뜨만의

합일인 범아일여를 표현하는 단어가 된다. 우빠니샤드는 염상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온전한 본성을 찾으려 할 때 직관적 인식

의 자연스러운 투사로 가능하게 해준다.43) 진리 자체인 태양에 도

달하여 저 세계의 문을 ‘우빠니샤드의 지식’이 열게 해 줄 것이며,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브라흐만과 아뜨만이라는 두 가지 진

리의 동일성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초월적 수행도 병행해야 한

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Ⅴ. 결론

행복에 대한 거의 모든 것에서 인도철학 부분을 저술한 다우
드 알리는 우빠니샤드가 인도 최초의 행복론을 다룬 문헌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행복에 대한 인도 최초의 개념은 베다를 변형시킨

것이며 우빠니샤드 이전의 베다에서 행복이 언급되고 있지만 ‘행

복이란 무엇인가’하는 행복론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우빠니샤드라 불리는 베다의 마지막 문헌에서 새로운 철

학사상이 전개되면서 인도 최초의 위대한 행복론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44)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베다와 우빠니샤드를 이분화하여 서로

단절된 체계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우빠니샤드

는 엄격히 말하면 베다의 마지막 부분이며 일부이다. 우빠니샤드

에는 베다의 찬가, 브라흐마나의 제식주의가 내재되어 있다. 베다

와 제식의 발전된 양태에서 우빠니샤드의 철학이 발생한 것이고

43) 다스굽타(1997) p. 83.
44) 다우드 알리(2011) pp.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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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우빠니샤드에서 베다와 제식에 대한 설명이 상당한 부분

을 차지한다. Weller가 지적하듯이 우빠니샤드 이전의 제식주의자

들과 우빠니샤드의 철학자들을 라이벌로 스케치하는 것은 우빠니

샤드의 해석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문제이다.45) 이는 우빠니샤드

가 설명을 부드럽게, 혹은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베다문구를 삽

입하여 체계화하였다고 말하는 오류와 같다.46) 오히려 우빠니샤

드는 내적이고 통찰적인 지혜를 강조하면서 철학적 지식을 행복

의 주요한 주제로 설정한 베다의 한 문헌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우빠니샤드는 베다를 토대로 ‘존재, 인식, 지복(sat-cit-ānanda)’이

라는 고전적 지식철학의 원형이 성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본질

적인 세계와 자신의 연결점을 찾는 상징적이고 신비한 문구로 가

득 차 있다. 또한 우빠니샤드 속에는 베다의 신화와 브라흐마나의

제식적 발상도 숨겨져 있고 이는 우빠니샤드를 새롭게 구성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베다신화에서 우빠니샤드에 이르는

진리와 행복, 어둠과 불행의 신화적 기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

다. 첫 번째 장에서는 리그베다에 나타난 태양을 둘러싼 신 인드

라와 스와르바누 아수라의 대결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진리 자

체를 상징하는 태양에 상처를 내는 아수라의 존재와 태양을 구출

하는 신, 그리고 태양을 다시 회복시키는 성자의 이야기 구조에서

‘진리와 행복’의 훼손을 베다의 운율로 고친다는 리그베다적 발상

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진리 자체인 태양의 회복과 신성한 재생의

과정이 드러나는 수뜨라 문헌에서 베다의 스와르바누 신화가 제

식적으로 변용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알아보았다. 더불어

베다의 신화가 후대의 수뜨라 문헌에서 제식의 형태로 고착화되

면서 제식 자체가 최고의 진리가 되는 과정을 유추하여 우빠니샤

드 이전의 지식론에서 베다와 제식이 최고의 위상을 갖게 되는

45) Bodewitz(1985) pp. 9-11. 여기서 Bodewitz는 Weller의 주장을 각주
20번에서 소개하고 있다.

46) Cohen(2008) p. 223.



68 ∙ 印度哲學 제46집

과정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장에서는 신과 아수라를 대표하는 인드라와

비로짜나라는 대조적인 신격을 통해 우빠니샤드가 신 존재의 진

실함을, 아수라의 존재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자

체적인 신화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진리의 문

제에 있어서 진실한 행복추구의 과정을 가장 중요시하며, 그 열쇠

를 쥐고 있는 스승에게서 얼마나 진리를 얻고자 노력하였는가에

결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우빠니샤드의 독특한 교설법을

살펴보았다. 즉 우빠니샤드에서의 진리는 제자가 우빠니샤드를 오

독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것을 스승이 수정하는 것이 아니다. 스승

이 제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개인적인 탐구와 이를 자발적으로 발

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빠니샤드의 독특한 진리 추

구방식이며, 행복관 또한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정

의할 수 있다.47)

세 번째 장에서는 무지와 불행의 문제를 다루었다. 아수라의 세

계, 혹은 영적인 기쁨이 없는 세계 등과 같이 묘사되는 우빠니샤

드에서의 무지는 후대의 베단따학파에서 분석하는 복잡한 개념이

아니라 단순한 것이다.48) 신으로 표상되는 진정한 지식이 주는 영

적인 기쁨의 결여 상태를 주로 설명한다. 또한 무지의 상태는 브

라흐만과 아뜨만이라는 긍정적 진리의 대척점에서 기능하는 것으

로, 우빠니샤드 이전부터 사용되던 어둠이 주는 메타포, 즉 두려

움, 추락, 윤회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총체화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우빠니샤드의 독특한 무지개념, 즉 착각의 의미가 발생했다

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단순한 지식의 결여가 아닌 행

복과 불행에 대한 착각으로, 이는 재산과 재물의 길, 쾌락의 길,

소유의 길이 주는 낮은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상으로 우빠니샤드에 나타난 신화적 테마를 주제로 진리와

47) Ganeri(2009) p. 19.
48) 리처드 스코시(2013)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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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구조화해 보았다. 그리고 신과 대립되

는 아수라라는 신화적 캐릭터를 중심으로 불행의 메타포를 분석

해 봄으로써 우빠니샤드에서 행복과 불행의 신화구조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유추해 보았다. 베다에서는 인드라라는 영웅신이

태양을 구하고, 인간은 제식으로 이를 보완하면서 행복 그 자체인

진리와 지식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이러한 의미는 우빠니샤

드에 와서는 인드라의 거듭되는 수행을 통해 진리와 행복의 비밀

이라는 것은 진실과 절제, 영적인 열정으로 빛나는 진실한 자아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자에게만 열린다는 점

을 알게 된다. 이처럼 우빠니샤드의 행복과 불행 개념의 신화적

프레임 속에는 태양, 인드라, 지식 등이 진리의 메타포로 기능하

는 측면과 어둠, 아수라, 무지 등이 진리의 부재로 해석되는 측면

이 종합되면서 진리가 행복이고, 무지가 불행이라는 세계관을 드

러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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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ythical Frame of Happiness and 
Unhappiness in the Upanishads : Focused on The 

sun, Myths, Knowledge Metaphor

Kim, Chin Young

Sogang University

The Upanishads use various objects of Nature as meta-
phors and analogies to help us understand our inner life.
While the word ‘the Upanishad’ meaning is that of sitting
near a teacher for instruction, for the teachers and their
students who learned an Upanishad, its real meaning was
‘hidden connection’. The Upanishads are a symbol of truth
and knowledge, while hiding most like riddles and
metaphors.

This paper looks to reflect the true happiness through
the mythical metaphors of happiness and unhappiness. From
the point of view of truth will soon obtain happiness
through the metaphor of happiness and unhappiness, it looks
to analyze the meaning of true happiness.

So this is the concept of happiness and misery of the
mythical framework. In particular by focusing on confronta-
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war of Vedic mythology and
Asura(a typical example Svarbhānu, later Virocana etc.) and
Deva(a representative Indra) sees building a frame of happi-
ness here.

This article find out the functions and meaning as a
metaphor of the Sun(Sūrya), Indra, Knowledge(vidyā),
Truth(Brahman, Ātman) of the various symbol appea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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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structure. In this process, to evaluate the process
highlights the Dark, Asura, Ignorance(avidyā) metaphor etc.,
interpreted as a lack of Truth.

In the Vedic Indra called heroes save the sun, man was
given a large and supplemented by a ritual means to happi-
ness itself, truth and knowledge. Indra presented in this
Upanishad is the secret of happiness and truth through
practice. It is learned that is open only to those who are
able to withstand the weight that you can recognize the
true self to shine Truth and temperance and spiritual
passion.

By Asura and presents the perspective of the
Upanishads (especially Bṛhadāraṇyaka, Chāndogya, Īśā,
Kauṣītaki, Kaṭha, Muṇḍaka Upaniṣad etc) which reinterprets
the vedic myth undermining the sun as the owner of the
low knowledge and ignorance sees reveal the meaning of
true happiness, not misery. In conclusion, the Upanishads
can and reveals the view that truth is happiness and un-
happiness is ignorance.

Keywords : Unhappiness, Happiness, Indra, Asura,
Upanishad, Avid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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