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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우빠니샤드는 여러 賢者들의 궁극적 실재에 대한 직접적인 神秘體

驗에 대한 기록이다. 내용적으로는 극히 간결하고 경구적인 문체로

되어 있으며, 주제에 있어서도 秘敎的 성격 때문에 그것의 깊은 사상

을 파악하기란 극히 어렵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양한 해석

이 생겨났고, 기본적 사상을 체계화하려는 요구가 생겨났다. 이에 부

합하듯 우빠니샤드 사상의 체계화의 최초의 시도가 바다라야나(Bādar

āyana)의 브라흐마 수뜨라(Brahma Sūtra, Vedānta Sūtra)라는 결과를 탄

생시켰다. 이것은 모든 베단따의 초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러나 이것 역시 간결하고 경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해

석을 가능케 했고, 결과적으로 베단따 사상가들 나름의 다양한 해석

과 함께 여러 주석서가 저술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여러 학파가 생

기게 되었다. 대표적인 주석이 不二論(Advaita)을 주장하는 샹까라(Śaṅ

kara), 制限 不二論(Viśiṣṭādvaita)의 라마누자(Ramānūja)와 二元論(Dva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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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드흐와(Madhva)이다.

특히 샹까라와 라마누자의 해석의 차이는 정통 베단따 학파 속에

서 Advaita 학파와 Viśiṣṭādvaita 학파라는 첨예한 철학적 대립 양상

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샹까라의 불일론에 대한 라마누

자의 통렬한 비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그 후로도 양 학파 간의

철학적 논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1) 논쟁의 쟁점은 각파의

‘實在’에 대한 접근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주로 ‘自我’(I)와 ‘意

識’(consciousness) 그리고 ‘현상세계’와 관련된 문제에 촛점이 맞추어

져 있다.

라마누자는 스리 브하샤(Śri Bhāṣya) 서두부터 먼저 11가지의 다
양한 주제로 샹까라의 불이론의 입장을 개관하고(the Great pūrvapaka)

있으며, 이어서 곧바로 不二論 비판을 시작한다. 비판의 방법은 인용

된 성전의 말과 문장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비판하고, 자기 해석을

주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라마누자의 비판은 일차로

당시에 가장 라이벌 관계에 있는 불이론 철학을 비판함으로써 베단

따 사상가로서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굳히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으로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바라문 사상과 드라비다 사상의 융합을

통해 인도 사상의 발전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전기가 되었음

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그의 사상은 한층 발전되어

서 제자 베단따 데시카(Vedānta Deśikā)는 자신의 저서 Śatadūṣaṇī에
서 Advaita 학파에 대한 비판을 논리적인 변증론으로 완성시켰다.

1) Advaita 학파의 입장에서 Viśiṣṭādvaita 학파에 대한 비판은 Advaitāmoda

를 저술한 Vāsudavasastrī Abhyankar(1863-1942)가 있다. 특히 라마누자

의 샹까라 비판에 대한 반론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Śri-Bhāṣy
a와 Viśiṣṭādvaita 학파의 소개서인 Yatīndramatadīpikā의 catussūtri에
대한 주석과 비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샹까라의 Gītā-Bhāṣya에
대해서 주석한 Bellaṅkoṇḍa Rāmarāvakavi(1875-1915)는 라마누자와 그의

제자 Sudarśanasuri에 대한 비판을 Śrīsaṅkarāśaṅkarabhāṣyavimarśaḥ
(1953년 출간)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서 Uttamūr T. Vīrarāghavāc

ārya는 Viśiṣṭādvaita 학파 입장에서 응수를 보여주고 있다. 저서로는 Par
amārthaprakāśikā (1940년 출간)가 있다. Michael Comans, Jñānasvarū
pa is Ātmasvarūpa: Advaitins respond to Ramanuja's critique (Jounal o

f Indian Philisopy Vol 17, No.2, June.1989), pp. 189-1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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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론의 전개에 앞서 불이론 비판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있다. 우선 Viśiṣṭādvaita 학파의 비판의 전제가 될 수

있는 샹까라의 불이론에 대한 이해가 완전했었을까?라는 문제이다.2)

이 문제에 대해서는 Advaita 학파의 비판에 대한 반론 속에서도 여

러 번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불이론에 대한 비판의 입장에 있는 학

자들 자신도 자성의 목소리로 자신들이 너무 종교적인 입장에 치우

쳐 형이상학적 논리의 부적합한 면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지적하기

도 한다. 이러한 점은 상호 간의 對論의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

로서 논의 앞서 언급해 두기로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할 점은 양파간에 논쟁이 단순한 비판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해탈에 이르는 實踐的 方法과 理論

的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 보완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實在에

대한 샹까라와 라마누자의 두 가지 해석이 근본적으로 한 곳에 집중

된다는 것으로서, 서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實在의 本性 탐구는 意識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2) 현대 학자들 사이에서도 샹까라의 형이상학에 대한 방법론적 분석도 다양

한 각도에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을 보자면 대략 3 가지로 분류된다.

1) P.T. Raju는 ‘비모순의 논리’(logic of Non-Contradiction)로 해석한

다. 실재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의 차이를 구별하

는 기준을 인간들 자신의 본성이 모순적인가 아닌가에서 판단의 근거를

찾는 점을 샹까라의 방법론으로 보고 있다. 즉 궁극적 실재의 반영인 현

상계 속에 모든 유한 존재들은 스스로 자신이 부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모순이며, 상대적으로 實在인 브라흐만은 비모순이다라는 것으

로 샹까라의 철학적 방법론을 해석하고 있다. P.T. Raju, Idealistic Thoug

ht of India, (London: George Allen & Unwin,1953), p. 124.

2) R.P. Singh는 세계가 환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에

게 세계는 실재 현상이며, 또한 환인가?하는 ‘가치의 문제’로 샹까라의

방법론을 해석하고 있다. 즉 철학이란 현상이 아니라 의미로, 사실이 아니

라 가치로, 무엇인가에서 무엇이 되어야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에 대한

관심으로 볼 수 있다. R.P.Singh, The Vedanta of Śankara, A Metaphysic

s of Value, Vol.1 Jaipur,1949), pp. 292-295　

3) M.K. Venkatarama에 의하면 인식론적 실재론으로 해석한다. 1.우리

의 환과 꿈인 현상적 실재, 2.경험적 실재, 3.초월적 실재라는 인식론적 3

단계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M.K. Venkatarama Iyer, Advaita Vedān

ta　 (Bombay: Asia Publishing House, 1964), pp 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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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인간의 의식적 경험 분석과 그것의 궁극적 깊이를 모든 실재에

대한 평가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모든 正知의 수단이 통합하

여 초월됨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샹까라는 實現(anubhav

a), 라마누자는 暝想(dhyāna)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비판이 주는 중요성은 서로 간에 상

대적 차이점을 들어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고에 대한 이해라는 부

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Viśiṣṭādvaita학

파의 불이론 비판에 대한 내용을 규명해 보는데 주요 목적이 있으며,

가능한 한 두 학파의 차이점과 동일점을 찾아 보는데 목적을 둔다.

범위는 주로 라마누자의 스리 브하샤 Śri Bhāṣya에서 제시한 13가
지의 비판의 주제 중에서 ‘意識’에 대한 견해 차이를 중심으로 절대

와 현상의 문제에 관련된 주제를 선택해서 살펴보며, 전체적인 Viśiṣ

ṭādvaita 학파의 입장을 제시하기 위해서 베단따데시카의 비판적 주

장을 보조 자료로 이용해 본다.

Ⅱ. Brahma Sūtra 1.1.1에 대한 해석과 차이

전통적으로 우빠니샤드를 포함해서 베단따 학파들의 궁극적인 목

적은 解脫에 있다. 이 궁극적인 解脫에 도달하는 수단(mokṣopāya)을

초이성적 인식인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brahmavidyā)으로 설정하고,3)

해탈 상태를 그 지식에 의해 무명(avidyā)이 사라지고 괴로움으로부

터 해방된 최상의 행복된 상태로서 언급하는 점은 모두가 동일하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가?

이다. 이러한 방법의 제시를 통해서 각 학파적 성향과 형이상학적 체

계의 차이를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베단따 학파의 소의 경전이라고

도 볼 수 있는 브라흐마 수뜨라 I.I.I의 “Athāto Brahma-jijñāsā”(The

3) 라마누자는 여러 우빠니쌰드에서 예를 든다. brahmavidyāpnoti param T
ai. Up 2.1.1 ; na punarmṛtyave tad ekaṃ paśyati Chan Up. 7.26.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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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therefore the enquiry into Brahman)라는 경구에 대한 주석에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샹까라나 라마누자는 이에 대한 주석을 통해

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實在에 대한 탐구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주석을 통해 양자 간의 차이를 밝혀 본다.

샹까라는 ‘atha’의 해석에 있어서 “atha라는 말은 (이하에서 서술

되는 것과 같이 精神의 準備가 된 후에 브라흐만(梵)의 연구가) 계속

해서 일어 난다”고 해석하면서,4) 브라흐만의 연구는 새로운 문제로

서 제기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전에 제시된 근거를 들면서 자신

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정신의 준비 즉 브라흐만의 연구의

선결 조건으로서 다음의 4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常住와 無常한

실재의 識別.(vastu-viveka) 2) 현생과 내생에 있어서 幸福을 향수하고

자 하는(artha-bhoga) 희망에서 벗어남. 3) 寂靜(śama), 自制(dama) 등의

수단의 획득. 4) 해탈에 대한 希求로5) 들고있다. 이것으로 보아서 전

통적인 祭式義務의 필요성을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가지의 전제조건에 의해서 차후 ‘ataḥ'의 해석에서 “ataḥ라는

말은 이유를 의미(hetv-arthaḥ)한다. 무엇이냐면 베다는 安寧의 수단(śr

eyaḥ-sādhana)인 agnihotra(불의 제사) 등의 (실행의) 과보가 無常한 것

을 나타내는 것이다.” “챤도갸 8.1.6 등이 설하는 것과 같이 브라흐만

에 대한 認識에 의해서 최고의 인간의 목적이 달성되고, ‘브라흐만을

아는 자는 최고에 달한다’(따이뜨리야 2.1.)고 설하고 있다. 이미 언급

된 것과 같은 수단의 달성으로 브라흐만의 연구가 되지 않으면 안된

다”라고6)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샹까라의 해석은 미망사의 제식 수

행을 세속적 차원의 일시적 효과로 취급하여 궁극적으로 그것의 가

치 격하를 보여 주고 있다.7) 따라서 해탈의 유일한 수단은 브라흐만

에 대한 지식(브라흐만을 實在로 아는 것)만을 천거하고 있음을 짐작할

4) シヤンラの 哲學-フラフマ ス-トラ 釋論の 全譯 上下, 金倉圓照 譯(東京:

春秋社, 昭和 55년), 1.1.1, p. 20.(이하 Sank Bh로 약해서 사용한다.)

5) Sank Bh, 1.1.1, p. 10.

6) Sank Bh, 1.1.1, pp. 10-11.

7) 샹까라는 자신의 Īsha-Up. Bhāṣya, 1.2.7-9에서 행위와 지식은 빛과 어두

움과 같다고 표현하면서, 행위는 여전히 무지에 물든 상태로 있는 자의 행

위로 취급하여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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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것은 知行合一이라는 전통적인 계열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빗고 있다고 볼 수 있다.8) 이와 같은 샹까라의 설정은 현상세계 속

에 主, 客을 혼돈하는 인간의 개인적 分別意識의 否定을 통해, 무분별

의 궁극적 실재를 實現, 確定하는 형이상학적 체계를 보여 주고 있다.

한편 라마누자의 비판은 실제로 샹까라의 ataḥ에 대한 해석에 대

한 비판으로도 볼 수 있다. 그의 주석을 보자면

이 수뜨라에서 atha(then)는 ‘직접적인 결과’(immediate sequence), ataḥ

(therefore)는 브라흐만에 대한 연구(Brahma-jijñāsā)의 이유가 되는 ‘발생

된 것’(예를 를면, 베다의 Karmakānda에 대한 연구)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브라흐만에 대한 연구(문자적으로,‘알려는 욕망’)는 보조적인 훈련과 함께

베다를 읽는 者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생겨나며, 제한되고 영원하지 못한

행위의 결과로서 지식에 도달한다. 그래서 ‘마지막 해탈’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9)

8) 松本 照敬은 스리 브하샤에서 보여주는 지행 병합설을 반대하는 불이론
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 무명의 소멸이야말로 해탈이다. 모든 성전은 제사의 과보가 無常하고,

해탈과는 모순되는 것이며, 知만이 해탈의 수단이 된다.

2) 제사는 알려는 욕망(vividiṣā)을 일으키기 위해 채용되는 것이지 明知를

획득하는 과보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3) 특수한 과보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제사에 의해서 激情(kaṣāya)을 멸하

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는 욕망이 생한다면 지에 의해서 無明이 멸한다.

4) 聽問(śramaṇa), 考察(manana), 塾慮(nididhyāsana)은 성전의 문장에 관

한 지를 생하기 때문에 유효하다.

5) 브라흐만 고찰의 전제조건은 다음의 4 종류이다.

1. 常住하는 것과 常住하지 않는 것을 구분.

2. 寂靜(śama), 制御(dama) 등의 수단을 실행.

3. 현세 미래의 과보를 향수하는 것으로부터 이욕(virāga)

4. 해탈을 욕망할 것(mumukṣutva)

松本 照敬, ラ- マ- ヌシヤの 硏究, 春秋社, 1990) p. 110, 참조. ; Bhās
kara는 知와 祭事의 결합에 의해서 해탈이 있다. 이점이 수뜨라의 작자의

의도라고 밝히고 있다. Bhāskara, ad Brs. 1.1.1, p. 2

9) G. Thibaut, The Vedānta sūtras with the Commentary of Rāmānuja, T

he Sacred Books of the East, Vols, XLVIII, (Clarendon Press,1904), p. 3.

(이하 Śri Bh(T)로 약칭한다) ; S. Vireawarananda, S. Adidevannanda, B

rahma-sūtras Śri Bhāṣya,(Advaita Ashrama,1978) (이하 Śri Bh(Va)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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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누자는 두 단어를 因果的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의적 행위(ritu

alistic works)에 의한 지식이 브라흐만에 대한 연구의 욕망으로 이어

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실제적인 道德律, 祭事(yajña), 禁慾的 實踐(tap

as)를 요구하고 있다.10) 즉 atha의 해석은 행위와 지식은 같은 길의

두 부분으로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행위에 의해

서 불완전하게 얻어진 것은 지식에 의해 완전하게 된다고 해석하고,

ataḥ는 연구의 가치 즉 知의 가치는 인간과 물질의 主인 최고신에 절

대적인 의존의 실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atha’의 내용적 의미를 살펴보면, 실재의 본성 탐구를 추상적으

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라마누자의 결의를 볼 수 있다. 인도철학의 시

작이 인간의 실존적 苦로부터 시작되듯이, 철학적 탐구는 기분전환

이 아니라 고통과 근심에 둘러 쌓여 신음하는 인간 존재로부터 나온

것이다. 따라서 라마누자는 연구의 시작을 인간의 삶에 대한 확실한

명령(베다) 속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 자유

와 복종 등의 상대적 구분 속에 있고, 또한 완전한 실재와의 인간의

또 다른 만남인 제사를 통해서 인간은 우리 주의에 나타난 외피적인

것 보다 더 깊은 가치의 세계로 물질세계를 통합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코 단순한 고행과 같은 육체적 포기가 아니라 종교적 내

핍의 의미를 띄는 금욕적 실천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중심으로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비로서 궁극적 실재 연구 이전에 자신의 의식적 자

아의 첫 통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즉 현상적(dharma) 삶의 실천적

통합과 그에 따른 지향성을 가지고, 자신의 깊은 중심으로 자신의 눈

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은 지식에 대한 욕망 즉 무엇

인가 ‘알려는 욕망’(jijñāsā)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욕망은 ‘ataḥ'의 의미로서 생겨난다. 자아가 발견될 때 까지는

우리는 알아야 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알 수 없으므로, 올바른

삶을 통해 이룩된 외적인 행위에 관련된 모든 것은 깊은 ‘순수 통일

성’의 상징으로서 숨은 목표를 가진 自我(眞我)를 가르킨다. 따라서

인간의 삶의 의미는 행위의 결과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10) M.B. Narasimha Ayyangar,Vedāntasāra of Bhagavad Rāmānuja,(Adyar

Library, 1953),1.1.1,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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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중심을 바라보고, 알고, 존재됨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은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의식의 역동적인

자기평가 속에서 전체 인간 자아를 바라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궁극적 실재에 대한 지식을 실현하려는 욕망을 자연적으로

갖고자 한다. 이 욕망은 인간의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제

한된 존재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현상태 또는 실존적 요구

의 자연적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즉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알려는 욕

망은 무한으로 확장되며, 또 한번 絶對善(神) 앞에 고배를 마신다. 여

기에 라마누자의 입장의 박티 수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라마누자가 제시한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관련된 도

덕률, 제의, 금욕적 실천은 브라흐만에 대한 연구의 예비 조건으로서

‘알려는 욕망’은 그 자체로 Bhakti-yoga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

다.11)

따라서 라마누자는 샹까라와 같이 ‘브라흐만의 연구’ 내지 ‘인간

의 자아에 대한 연구’를 절대적 차원에서 평가하지 않고, 현상세계

속에서 평가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知와 行의 실행 속에서 인

간 의식의 구체적이며 자연적인 상승과정을 수행의 단계로 이어 가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근거로 샹까라의 抽象的 知에 의한

방법에 대한 라마누자의 비판의 출발점이 있는 것이다.

Ⅲ. 샹까라 체계 비판

라마누자는 속박은 무지에 때문이며,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이 해

11) “ 無量하고 卓越한 愛情(priya)을 가진 무엇보다도 청정한 직접지에 도달

한 暝想(anudhyāna)의 형태를 띈 최고의 박티와 다름이 없다. 일종의

愛(prīti viśeṣa)의 뜻으로 사용되고, 동시에 愛는 일종의 知(jñāna-viśeṣa)

와 다름이 없다.” J.A.B. Van Buitenan, Rāmānuja's Vedārthasaṃgraha,

(Deccan College,1956), para.141, p. 170 ; 라마누자의 박티의 의미는 知識

의 의미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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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 수단이란 점에서는 샹까라와 동일한 견해를 보여 주고 있으나,

행위없는 추상적인 지식을 주장하는 샹까라를 통렬히 비판하고 있

다. 비판의 입장은 두 가지 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샹까라가 무속성(nirguṇa) 브라흐만과 속성(saguṇa) 브라흐만(Īś

vara, Viṣṇu 등)를 구분하며, 초월적 견지에서 Īśvara를 실재로 보지 않

는 점과12) Māyā(Avidyā)의 이론을 통해 개체아와 우주적 세계의 절

대적 실재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이며, 다음은 해탈의 유일 수단으로

서 聖典에 대한 탐구로부터 획득된다는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jñāna)

를 주장함으로써 해탈의 직접적인 수단인 bhakti(upāsanā)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13) 이것은 종교적으로 至高의 위슈누(Viṣṇu)를 궁극적

실재로 상정하고, 동시에 해탈의 직접적인 수단을 위슈누에 대한 강

렬한 숭배와 신성한 수준의 실제적인 歡喜(ānanda)의 經驗을 인간 삶

의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입장에서는 강한 불만의 요소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1. 무속성 브라흐만 비판

샹까라 체계에 중심문제는 의식의 이상적이며 진정한 상태는 무

엇인가?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의 본질

적 오류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상적인 意識의 상태를 애써 보이고

자 한다. 이것은 어떤 무엇과도 혼합됨 없는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

는 svarūpa, svabhāva의 상태를 이상적 상태로 보고 있는 것이다.14)

말하자면 이상적 상태란 意識의 純粹狀態(cidmātra)를 진정한 자아 ‘I'

12) 샹까라는 우빠니샤드의 두 종류의 지식론에 근거해서 하위의 지식과 상

위의 지식을 구분하면서, 베다를 통한 신에 대한 지식을 단지 세속적 기쁨

만을 가져오는 일시적 지식으로 보고 있다. 이와 달리 불멸자(브라흐만)에

대한 지식만이 절대적 환희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Sank Bh,1.

2.21, pp. 210-212.

13) S.M. Srinivasa Chari, Vaiṣṇavism(Delhi: Motilal Banarsidass, 1994), p.

24.

14) Brih Up Sank Bh, 2,5,7, trs. swami Madhavananda, p.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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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는 것으로서 아뜨만은 무차별적 의식이다라는 것이다.15) 상대

적으로 분별의식을 본성으로 하는 의식적 경험은 ‘나와 너’와 같이

서로 혼합된 상대적 개념을 포함하게 되어 순수성을 잃게 된다. 그러

나 실재를 이해하는 초석이 된다. 말하자면 절대적 순수의식을 기준

으로해서 모든 것은 평가되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 경험들을 평가하

자면 순수의식과의 차이는 당연히 인식하게 되며, 그 후 인간 스스로

유한의 영역을 넘어서려는 의식으로 전환되는 긍정적 가치를 갖는

다.

여기서 불이론이 불가사이하고, 지각불가능하며, 언어로 표현될

수도 없다는 무속성 브라흐만을 설정할 수 있었던 불이론의 意識에

대한 주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다. 1) 의식은 자증적이

다(savataḥ-siddha). 2) 다른 지식의 대상이 아니다(aveya). 3) 시작도 끝

도 없이 영원하다(nitya). 4) 不變이다(nirvikāra). 5) 多가 아니라 一이

다. 6) 특성적으로 무분별이다(nirviśeṣa). 7) 영원한 자아이다(ātman).16)

이와 같이 해탈의 실현인 시간과 공간의 예속됨 없는 무분별 의식

속에 깨어 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꿈없는 의식상태를 포함시켜서,

궁극적으로 絶對 純粹意識과 經驗的 意識들을 한 몸체라는 不二로 보

고 있는 것이 불이론의 기본적 체계이다.17) 따라서 세계와 브라흐만

은 하나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결국 순수의식, 自我(Ātman), 무속성

브라흐만(nirguṇa Brahman)을 同一한 수준과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다.

이상이 브라흐만이 무속성일 수 있는 근거와 관련된 주장을 개략

해 보았다. 이어서 라마누자의 비판을 스리 브하샤의 내용을 간추
려 정리하는 방법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5) Sank Bh,1.3.19, p. 26.

16) S.M. Srinivasa chari, Advaita and Viśiṣṭādvaita, (Delhi: Motilal Banars

idass,1961), p. 44.; 베단따 데시까는 자신의 저서 Śatadūṣaṇī (이하 S.D
로 약칭 한다)에서 불이론의 ‘초월적 의식은 자명적이며,영원하고, 불변한

자아이다. 객체와는 다르며, 다른 말로, 진정한 지식은 실재와 동일하다.’

samvid ātma ajaḍatvāt, yaguktasādhyam na bhavati taduktasādhanam

api na bhavati yathā ghataḥ iti.(S.D.,Vāda 25)고 파악하고 있다.(원문은

S.M. Srinivasa chari의 본서에서 재인용한다.)

17) R. Purigandla, 인도철학, 이지수 譯 (서울: 민족사, 1991), p.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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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누자의 전체적인 비판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지식론에 근거하

고 있다. 우선 意識은 주 객의 이원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식은 순

수 주체가 아니라 기능이며, 속성이라는 관점을 근간으로 해서 비판

의 발판을 삼고 있다. 비록 자명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해도 의식은

자아와 동일 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샹까라가 주장하듯

이 순수의식과 속성없는 브라흐만은 증명될 수 없다고 비판을 시작

한다. 즉 정지의 수단으로는 무속성 실재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

이다. 그 이유를 나누어 보기로 한다.

1) 인간의 경험은 분별될 수 없는 대상을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 보통 ‘나는 이것을 본다’할 때 ‘나’와 ‘이것’이라는 서로 다른

대상이 없다면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분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브

라흐만은 성립할 수 없다.18)

2) 意識 또는 智識은 본성적으로 아는 주체에 있어서 대상을 나타

내는 것이다. 자아와 대상은 지식이라는 것과 그것의 특성에 의존해

서 차이로서 연결된다. 그러므로 의식은 구별(차이)에 대한 인식을 포

함하고 있다.

3) 의식이 영원하다든가 自明的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특질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19)

이러한 이유들로 의식이 실체 또는 존재 자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이유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

을 살피는 것은 샹까라와 라마누자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라마누자는 聖典도 분별할 수 없는 실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20) 왜냐하면 모든 말은 語根(root)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각기 모

두 고유한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은 말들의 의미와

관련된 차이로 제한된 대상을 지칭하기 때문에 성전 역시 무차별한

18) 라마누자는 경험의 모든 상태는 어떤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대상이 있어

야 함을 지적한다. 그 예를 ‘나는 이것을 본다’라는 판단에서 찾고 있다.

idamaham adarśam iti kenacit viśeṣana viśiṣṭā viṣayatāt saraveṣām anu

bhavānām　

19) Śri Bh(VA), p. 21.

20) Śri Bh(T), pp. 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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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를 말할 수 없다고 한다.21)

또한 우리는 경험의 과정에서 비결정적 인식(nirvikalpa)과 결정적

인식(savikalpa)의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 경험한다. 먼저 대상(소)

을 보는 경우 처음에 소가 갖는 類的 특성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없

다. 즉 비결정적 인식 상태를 경험하고난 후에 비결정적 인식에서 경

험된 소(대상)에 대한 특질을 기억하고 다른 대상과의 차이를 동시에

인식함으로써 대상이 무엇이라는 결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 즉 류적

인 특성 자체가 차이이며 따라서 차이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어떤

대상도 파악 될 수 없으며, 인식된 후에는 우리의 생각과 말의 대상

이 될 수 있어야만 한다.22) 개체적 사물의 類的와 種的 특성이 대상

과 특성의 관계이듯이 ‘제한하는 것과 제한된 사물’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감관적 인식 내지 추론은 모두 ‘주와 객’ 둘 사이에 관계

에 의존한다.23) 따라서 샹까라의 무속성의 브라흐만은 주와 객의 관

계에서 볼 때 대상의 不在와 인식의 징표 부재로서 라마누자에 의해

서 증명될 수 없는 것이며, 모순을 안고 있는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따라서 존재(브라흐만)는 경험될 수 있으나, 차이는 인식될 수 없으므

로 정의될 수 없다는 주장은 라마누자에 의해 반박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純粹意識에 대한 비판

샹까라는 Tai Up. 2,5.의 “純粹存在, 純粹意識(知), 無限은 브라흐
만이다”(satya-jñāna-anantam Brahman)를 인용하며 의식과 존재를 하나

로 본다. 그리고 의식에 대한 정의에서 純粹 自明的(svayamprakāsatva,

Self-luminous)인 것이며　 영원한 ‘純粹意識’으로 보고 있다. 즉 의식

을 속성없는 순수 ‘自存的 實在’로 말하고 있다.24) 이와 같이 주장하

21) Śri Bh(T), p. 40.

22) Śri Bh(VA), pp. 21-24.

23) Śri Bh(VA), p. 23.

24) “그 본성의 순수의식이 참다운 자아라는 인식에 이를 때, 몸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고, 항구 불변하며, 영원한 의식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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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샹까라에 대한 라마누자의 비판은 ‘의식에 대한 絶對化’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라마누자의 비판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意識과 存在는 하나일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는 의식

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의식과 존재의 차이는 분명하며, 이러한 차이

로 인해서 우리의 경험은 언제나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와 의식이 하나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25)

2) 의식은 항상 自明的이 아니다. 또한 自證的인 것도 아니다. 왜냐

하면 인식은 의식이 빛에 의해서 외적 대상이 아는 자에게 나타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대상을 나타낼 때만 자명적일 수 있는 것

이다. 만약 자명적이란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주체가 대상을 자신

의 의식에 가져올 경우에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의 과거

상태를 반성적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의식은 특별히 아는 자의 의식

이지 모든 사람의 의식의 대상이 아니다.26) 따라서 의식은 단순히

자명적인 것이 아니며, 자증적일 수도 없다. 그 보다는 인간(실체)이

소유한 의식일 것이다.27)

3) 의식은 영원한 것, 유일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그것

의 비존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의식의 비존재는 의식에

의해서 경험되기 때문이다.28)

라마누자와 같이 베단따 데시까는 불이론이 주장하는 의식이 영

원성과 불변성 주장을 부정한다. 4 가지 의식상태를 예를 들면 잠에

질로 하는 아뜨만으로 도약하게 된다.” Sank Bh, 1.3.19 ; Mahadevan은

“브라흐만은 意識(prajñāna)이다”( Ait.Up. 3.3.), “여기서 이 自我는 自明的

이다”(Bṛh. Up. 4.3.9)라는 우빠니샤드를 인용하면서 불이론의 주장을 정

당화하고 있다. T.M.P. Mahadevan, The Philosopy of Advaita(Madras:

Ganesh & Co. Private Ltd.,1969), p. 129.

25) Śri Bh(T), p. 47.

26) Śri Bh(T), pp. 47-50.; Śri Bh(VA), p. 27.

27) 베단따 데시까는 의식의 자명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의식은 대상없는 순수주체가 아니라, 반대로 대상을 나타낼 때 지식은 어

떤 것에 의해서 현현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식이 현현할 때 역

시 의식은 기체인 자아 그 자체를 나타낸다. S.M.Srinivasa Chari, 앞의

책, p. 49.

28) Śri Bh(T),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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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깨어나서 기억이 없다면 그것은 지식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지,

잠재의식(samskāra)의 전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말하자면

깊은 잠이 잠재의식의 전멸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즉 지식의

先 不在는 다른 지식으로 인지되므로 지식은 다른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식의 부재를 영원한 순수의식의 상태로 보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29) 이상의 이유로 앞서 살펴 본

내용를 관련해서 보자면 絶對意識의 영원성과 자명성, 자증성은 상실

되고 만다.

3. 자아와 순수의식 동일성 비판

샹까라의 意識과 의식 主體의 同一性은 의식의 절대화의 결정적

열쇠가 된다. 이에 대해서 라마누자는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상적인 경험에 자신의 견해의 바탕을 두고 있는 라마

누자에게는 의식의 절대화란 심각한 모순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自我는 순수의식이 아니라 의식은 ‘아는 자’의 본질적 의식이며, 속

성으로 취급함으로써 샹까라의 이론을 반박하고 있다. 그는 결론적

으로 의식은 증명되는가? 아닌가? 묻고 만약 증명된다면 의식은 속

성을 갖고, 아니라면 空花와 같이 모순을 갖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

다.

여기서 우리는 라마누자가 어떻게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가를 살

펴 볼 필요가 있다.

1) 샹까라 처럼 자아가 의식 자체라면 의식 자체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의식은 자신의 基體를 현현하기 때문이다. 우

리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의식의 행위와 여러

상태를 의식하는 주체 ‘나’(I)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는 병

(甁)을 안다’, ‘나는 어제 그것을 경험했다’의 경우에서 전자의 경우

에서 의식은 ‘아는 자’와 대상과의 관련된 존재이다. 따라서 의식은

자아와 하나일 수는 없다. 후자의 예에 경우 우리는 아는 자는 과거

29) S.M. Srinivasa Chari, 앞의 책, pp.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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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 대상을 현재 순간에 기억하여 우리의 인식을 가능케한다. 즉

과거와 현재 어느 때도 아는 자가 없으면 인식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자아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영원하다면 의식은 ‘나는

안다’, ‘나는 잊었다’의 경우처럼 일시적 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샹까라가 주장하듯 의식이 영원하다면 우리의 인식은 불가능하게 된

다. 또한 순수의식의 주장은 경험될 수 없기 때문에 허구로서 볼 수

있다.30)

2) 실재가 아닌 현상계에 속하는 ‘나’는 의식의 대상이다. 궁극적

으로 제한, 조건받은 주체가 경험한 지식(의식)은 부정되야 하며, 그

지식의 주체 또한 부정의 대상이다라는 샹까라의 주장에 대해서 라

마누자는 비판한다. 만약 ‘나’가 자아가 아니라면 자아는 내적으로

경험될 수 없다고 한다.31) 왜냐하면 ‘나’는 외적대상과 내적으로 분

리되기 때문이다. 또한 해탈의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자유를 얻

고자 하는 자는 ‘나’ 그 자체를 느끼기 때문이다. 윤리적 주체를 느

낀다. 만약 샹까라 같이 자유가 ‘나’에 대한 파괴를 의미한다면 아무

도 해탈을 시도한다든 가, 관심조차 갖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의식

은 ‘나’없이 존재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나무를 자르는 행위’에서

자르는 자와 자르는 도끼가 없다면 자르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그

러므로 자아인 나는 순수의식이 아니다.

라마누자는 성전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에 의해서 아는

자는 알려지는 가”(Bṛ.Up. 4.4.14)는 분명히 아는 자는 의식에 의해 현

현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32) 즉 ‘나는 안다’와 같은 의식 상

태로 경험된 ‘나’인 아는 주체는 대상세계의 영역에 속한다는 샹까

라의 주장은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라마누자는 ‘나’를 自明的(self-luminous) 實體로 본다. 이점은 샹

까라가 의식을 자명적으로 본 것과는 배치되는 점이다. 자명적이란

의미는 자신의 본질적 본성으로서 의식을 갖는다는 것으로 말한다.

30) Śri Bh(T), pp. 33-34; Śri Bh(VA), p. 33.

31) Śri Bh(T), p. 58.

32) Śri Bh(VA), pp. 35-36.

라마누자는 보충적으로 “자아는 태어나지 않는다”(2.3.17), “그러므로 그는

(영원한) 아는 자”(2.3.18)라는 예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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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본성으로서 의식을 보유한 ‘나’는 자신을 현현하기 위해 어

떤 외부의 도움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마치 램프(기체)가

자신의 본성으로서 불꽃(본질적 본성)으로 보유하고 자신을 나타낼 때,

자신의 빛(속성)으로 스스로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33) 따라서 본질적

으로 의식적 존재가 자명적이다란 것이 라마누자의 주장이다.

성전 해석을 통해 보완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이것을

냄새 맏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자아이다”(Chān.Up. 8.12.4)에서 ‘나’

를 자아로 보고, “內外없는 소금은 전체이다. 맛 속에 순수한 소금이

며, 내외없이 자아는 그렇게 존재한다. 그리고 순수의식이다.”(Bṛ. Up.

4.5.13) 에서 자아는 본질적으로 의식으로 보고 있으며, “이 상태에서

그 자체는 빛이다.”(Bṛ.Up. 4.3.9)에서는 자아를 자명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아는 자의 지식은 결코 잃어 버리지 않는다”(Bṛ.Up. 6.3.

30)에서는 의식은 자아의 영원한 속성으로서 해탈시에도 역시 의식

을 자아의 본질적 본성으로 라마누자는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

러므로 자아는 아는 者이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스리 브하샤 2.3.1
8에서 확실히 보여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아와 의식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샹까라의 입장은 의식을 자아의 속성으로 보는 라마누자에

의해서 비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假託說 비판

샹까라는 實在의 개념을 否定될래야 부정될 수 없는(abhādita) 끝까

지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의식의 4 상태를 막론하고 결코 부정됨이

없이 恒存하고 있는 순수의식으로서의 自我가 실재라고 한다. 이와

상대적으로 無知를 본질로 하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물을 誤認하

게 하고, 그 위에 다른 사물로 오인케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개념이

假託(adhyāsa)이다. 샹까라는 따르면

知를 본성으로 하고 있는(cid-ātmaka) 주체에 다른 관념의 범주에 속하

33) Śri Bh(T),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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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객체의 특수성이 假託(adhyāsa)하는 것, 그것은 역으로 객체에 주체가

그 특수성을 假託하는 것은 당연히 오인(mithyā)되지 않을 수 없다. 말하

자면 상호간의 본성과 특수성을 서로가 식별하지 못하고 가탁 화합하는

것이다.34)

이와 같이 가탁은 전에 보았던 어떤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서 기억을 통해 의식에 거짓 나타나는 것으로 말한다. ‘그것은 나이

다’(aham idam), ‘그것은 나의 것이다’(mamedam)라는 의식으로 가탁

된 인간의 경험세계는 궁극적으로 오류로 언급되고 있다. 마치 밧줄

을 뱀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은 眞實과 虛妄을 交配하는 것을 말한다.

35) 결과적으로 궁극적 자아(Ātman)에 반해서 현상적 자아(jīva)는 부

정되고 있다.

假託說에 대한 라마누자의 비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

선 샹까라의 나와 너의 상대적 사고란 誤謬知라고 하는데 반해서, 라

마누자는 바로 그것이 지식(의식)의 본질적 특성이란 것이다. 또한 샹

까라가 상대적 사고를 부정하고 의식의 절대성을 주장함으로써 세계

속에 특수한 사물 내지 사물에 대한 지식의 실재성을 부정하는 것에

반대해서, 세계의 실재성을 긍정하는 태도가 라마누자의 입장이다.

따라서 세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자아의 영원함을 주장함으로써

샹까라의 가탁설을 부정해 나가는 방법을 취한다. 아는 자(자아)의 영

원성을 논증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살펴 본다.

1) 不二論은 아는 자는 단순히 아는 행위를 하는 행위자로 규정한

다. 이유는 아는 자는 변화하지 않는 자아(Self)의 속성을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아는 자와 행위자는 감각적,

지적(jaḍa)이며, 항상 변화하고 비실재인 ahaṅkāra 속에 거주하는 것

으로 말한다. 이에 대해 라마누자는 아는 자는 ahaṅkāra일 수 없다

는 것이다. 왜냐하면 ahaṅkāra는 마치 육신의 경우와 같이 알려진

것이고, 외적이며, Prakṛti의 생성물로서 물질적이다. 반대로 내적인

존재로 볼 수 있는 ‘아는 자’는 육체를 알듯이 마치 ahaṅkāra를 아

34) Sank Bh, 1.1, 서문, p. 3.

35)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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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이다.36) 예를 들자면 ‘나는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은 의식에

의해서 구별된 ‘나'(I)를 언급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단지 의식의 상

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샹까라의 아는 자에 대한 주장은 자아와 육

신을 잘못 혼동하는 마음 자체를 아는 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서 볼

수 있다.

또한 불이론의 경우와 같이 ahaṅkāra는 의식이 될 수는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ahaṅkāra는 의식의 대상이기 때문이며, 아는 자일 수

도 없다는 것이다.37)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반증자료를 라

마누자는 제시한다. ahaṅkāra가 의식을 현현한다는 것도 애매한 점

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이론에 의하면 의식은 자명적

이요, 자증적인 것으로 말하는데 비지적인 ahaṅkāra가 의식을 나타

낼 수 있다는 것은 모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38) 따라서 지식의

대상인 아함까라에 앎이 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즉 라

마누자의 주장은 브라흐마 수뜨라 2.3.17-18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아는 자인 자아는 특성인 지식의 基體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39) 여기서 라마누자가 현상세계 속에 자아의 영원성과 실재성을

인정하는 계기를 발견할 수 있으며, 샹까라의 경우 처럼 무지의 산물

로서 아는 자가 변화한다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는 자는 변화없이 영원하다. 비유하자면 보석의 화려함

이 基體에 의존하듯이, 보석은 화려함의 基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아는 자는 영원하며, 그것의 속성, 지식은 역시 영원하다. 문제는 앞

에서 언급한 의식은 일시적이란 말과 배치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라마누자는 지식은 영원하나 제한된다고 언급한

다. 그 이유는 자아의 영원한 본질이 변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

의 성질 자체가 축소 확장을 격는다는 것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

다. 자아는 현존하는 상태에서 과거의 업 때문에 감각에 따라 결정

지배되는 경우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

36) Śri Bh(T), p. 62.

37) Śri Bh(T), p. 63.; Śri Bh(VA), p. 37.

38) Śri Bh(T), p. 64.; Śri Bh(VA), p. 39.

39)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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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영원한 의식

이 까르마 때문에 축소 확장을 격는다는 것이다.40) 베단따 데시카는

“감각을 통한 지식의 확장과 축소에 의해서 생성과 파괴가 있다”고

41)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자아는 본질적으로 영원한데

의식이 축소되면 속박의 상태에 빠지며, 반대로 인간은 자신의 의식

의 확장을 통해서 본래적인 자아를 성취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

다. 따라서 자아 즉 아는 자는 가탁에 의한 無知 보다는 자신의 業에

의한 의식의 타락 속에 자신을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42) 그렇

다면 이러한 라마누자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자아로서 의식의 대전환이 필연적 조건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2) 샹까라에 의하면 깊은 잠 또는 해탈시에는 ‘나’의 존재는 없고

오직 순수의식만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 점에 대해서 라마누자는

아는 자인 ‘나’는 깊은 잠, 해탈를 얻은 어느 경우에도 유지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들 들면 어떤 사람이 깊은 잠을 자고 난 후에 나는

‘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순수의식이었다고 말하는 경우는 없다

는 것을 비판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43) 오히려 ‘나는 단잠을 잤

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통례이며, 이와 같은 깊은 잠의 경우에도

‘나’는 아는 자로서 있었고, 행복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깊은 잠에서 어떤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할 경우 이것은 ‘나’를 포함

한 모든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지식의 대상의 不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라마누자의 생각이다. 말하자면 대상의

부재로 의식이 기능할 수 없었을 뿐이다. 따라서 깊은 잠에서 ‘나’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곧 의식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샹까라의 순수의식

40) Śri Bh(T),1.1.1, p. 66.; Śri Bh(VA), p. 38.

41) S.D.,Vāda 21. tamimam indriya dwāraka jñānaprasaram apekṣya udayā

stamaya vyapadeśaḥ. S.M. Srinivasa Chari, 앞의 책, pp. 51-52, 재인용.

42) 베단따 데시카는 붉은 장미 가까이에 흰 크리스탈이 위치하여 붉은 색을

띄듯이 아함까라의 반영으로 가탁된다는 불이론의 비유에 대해서 붉은 꽃

과 크리스탈의 접촉으로 생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로 크리스탈의

특성과 붉은 색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음으로 이러한 비유는 근거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S.D., Vāda 27. S.M. Srinivasa Chari, 앞의 책, pp. 66-

67, 참조.

43) Śri Bh(T), pp.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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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져 부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라마누자는 깊은 잠에서 깬 후에 “나(I)는 나 자신(myself)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예를 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 ‘나 자신’이

란 말은 알지 못하는 경험 당사자를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후

에 ‘나’와 깊은 잠에서의 ‘나’의 관련을 말하는 것이다.44) 이것은

잠자는 사람은 자신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깊은 잠의 상태에서도 ‘나’는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샹까라가 주장하는 깊은 잠에서 순수의식은 證者(sākṣin)로

서 존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순수의식이 증자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45) 즉 증자는 불변하는 의식의 소유자가 되야하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베단따 데시카는 불이론에 대해서

삼단논법의 추론적 전제의 확실성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만약 ‘육

신은 나의(mayaiva) 영혼을 갖는다’라는 예에서 ‘나의’의 의미에 대

해서 반문한다.‘나’와 관련된 애고 의식에 의해 지칭되는 존재를 의

미하는지, 證者(sākṣin)를 의미하는지 묻고 있다. 이에 대해서 ‘나’로

지칭되는 존재를 자아로 인정하지 않는 다면 논법의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46) 이런 면에서 Viśiṣṭādvaita 입장의 知的 存在인

人格的 自我가 증자의 역할에 더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따라

서 이러한 자아인 ‘나’의 지속성은 해탈의 경우에도 존재하는 것으

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47) 왜냐하면 해탈을 추구하는 윤

리적 행위의 주체를 인정하여야만 하는 면과 나아가 인간이 자신을

밝힐 때 그것은 자신의 자아를 밝히는 것이 되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순수의식의 상태를 해탈의 상태로 본다면 해탈시에 무한한 歡

喜(ānanda)를 즐기는 意識(cit)의 소유자인 자아가 있어야만 하고, 그

자아는 지속되야만 한다. 따라서 자아는 본질적으로 영원하다는 결

44) 같은 책.

45) Śri Bh(T), p. 69. ; Śri Bh(VA), pp. 41-42.

46) S.D., Vāda 28. S.M. Srinivasa Chari, 앞의 책, pp. 71-71.

47) “만약 자아가 순수의식이라면 자아로서 잘못 상상된 육신(非我)에 자체

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자아는 단지 아는 주체이다. 육

신, 감각, 마음, 호흡과 다르며, 영원하고, 편재하는 자아는 그 자체로 환희

를 맛본다.” Śri Bh(T),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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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볼 수 있다. 이상으로 가탁설에 의해 현상적 자아의 영원성을

부정하는 샹까라에 대한 비판을 마친다.

5. Māyā와 Avidyā 비판

상까라의 입장에서 존재론적 측면에서 볼 때 窮極的 實在 브라흐

만(Sat)은 不變, 無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실재 그 자체안에서는 어

떠한 제한,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서 브라흐만은 주관과 객관, 자아와 비아의 모든 구분을 넘어선 존재

로서 지각 불가능하며, 언어로도 표현될 수 없다. 따라서 브라흐만을

제외한 일체의 사물은 실재가 아닌 것(anrita,non-real)이다. 인식론적

측면에서 순수의식(Cit)과 관련해서 말하면 분별성을 근간으로 한 모

든 경험적인 것은 순수의식이 아닌 것(avidyā, not-kownledge)이다. 즉

비실재의 세계를 만드는 힘 또는 우주적 환으로서 Māyā에 의해 벌

어지는 우주적 차원의 결과이다.48) 이것은 샹까라의 체계를 Advaita

(non-dualism)로 부르는데 관련이 있다. 말하자면 부정을 나타내는 ‘a'

라는 의미는 絶對와 相對의 관계에서 볼 때, 절대를 제외한 모든 것

의 실재성를 부정한다는 의미로서, 궁극적으로 현상세계의 경험적

실재성을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절대의 긍정를 주장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이와 같이 브라흐만을 제외한 모든 다양성의 세계의 독립적 실재

를 부정하여 모든 평가의 기준을 궁극적 브라흐만이라는 실재에 두

고 있는 샹까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세계 속에 존재하는 개체적 의

식의 수준에 두고 있는 라마누자에 입장에서 볼 때, 샹까라의 Māyā

와 Avidyā의 주장을49) 통렬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

48) J.B. Chethimattam, Consciousness and Reality, (New York: Orbis Book

s, 1971), p. 45. ; 정통 힌두 계통은 마야의 개념을 prājñāna(知慧, 힘)과 ka

pata(神秘, 幻)의 두 가지 계념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다.

49) R.Purigandla는 샹까라의 마야를 심리학적, 인식론적, 존재론적 의미로

분류해 설명하고 있다. 심리학적으로 마야란 형상을 실재로 보려는 우리

의 고집스런 경향으로 말하고,인식론적 관점에서 마야란 현상과 실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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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자는 이 두 개념에 대해서 Māyā를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는

‘神의 실제적인 힘’으로 파악하고,50) Avidyā를 Prakṛti의 전개물인

마음(意), 감각들, 육체를 동일화하는 개체적 자아의 무지로 본다. 라

마누자 역시 샹까라와 같이 속박의 원인을 무지로 보고, 해탈의 원인

을 브라흐만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으로 보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라마누자의 사상적 체계와 샹까라 사이에는 깊은 골이 놓

여 있다. 그러면 라마누자의 Māyā와 Avidyā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

기로 한다.

1) 샹까라는 “이 모든 것은 비실재로 덥힌다”(Chān.Up. 8.3.2)라는

성전의 예를 들면서 브라흐만의 본성을 가리는 무지로 인해 다양성

의 세계를 궁극적으로 비실재로 주장한다. 또한 이 무지는 “그것이

바로 너이다”(that thou art)에 대한 직접적 통찰로 제거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무지는 ‘묘사 할 수 없는 것(anirvacanīyā)으로도 언

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라마누자는 먼저 이 無知의 거주처 즉 基體는 무엇인

가? 묻고 있다. 개체아인가? 아니면 브라흐만인가? 두 경우 중에서,

먼저 개아에 속한다면 브라흐만이 무지로 덮힌 후 개아가 존재로 생

성되기 때문에 모순이 된다. 반대로 브라흐만에 속한다면 자명적인

순수지식, 의식인 실재는 무지와는 반대이기에 무지가 들어와 앉을

자리가 없다.51) 또한 원인이 자신의 결과인 무지에 의존할 수 없음

도 당연하다. 따라서 무지는 브라흐만, 개체아 어디에도 속할 수 없

다라는 것이 라마누자의 주장이다.52) 만약에 무지가 어딘가에 있다

이의 차이에 대한 우리의 無知(Avidyā)이다. 또한 존재론적 관점에서 마

야란 실재(브라흐만)의 창조력으로서, 이에 의해 다양성과 다수성이 세계

가 발생한다. 때로는 실재의 창조적인 힘으로서의 ‘실재의 우주적인 유희

(līla)로 부른다. ( 2.1.33) 또한 무지는 실재를 알지 못함, 혹은 현상을 실

재로 생각함을 뜻한다. R. Purigandla, 앞의 책, p. 238-9.

50) Śri Bh(T),1.1.1, pp. 125-126; 1.1.21, p. 241.

51) 라마누자는 브라흐만이 ajñāna의 기체가 아닌 점을 샹까라가 주장하듯

브라흐만은 아는 주체의 특성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에서 비판의

근거를 찾고 있고, 또한 브라흐만이 무지에 의해 가리워 질 수 없음도 브

라흐만은 지식의 대상이 아닌 점에서 찾고 있다. Śri Bh(T), p. 116.

52) Śri Bh(T),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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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것은 불이론자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서, 이 두 개념의 상정은

불이론자의 논리적 신비 속에서 만들어진 상상이다라고 말하고 있

다.53)

2) 브라흐만이 자기의식을 갖고 자명적이며 자증적이라면 어떻게

무지가 브라흐만을 숨길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만약 숨겨진다면

브라흐만은 자명적이며, 자증적일 수 없다. 라마누자는 어두움이 빛

을 가린다는 비유는 밤이 낮에 베일로서 활동하는 것과 같이 애매한

것이라고 한다.54) 그렇다면 무지의 본성은 무엇인가? 무지가 지식의

부재라고 했듯이 무지가 실제적인 존재물이라면 무지는 지식에 의해

서 파괴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모순이 된다. 반대로 무지가 부정적

인 것이라면 브라흐만이 환적 세계를 생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무지는 긍정, 부정 모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라마누자의 비

판의 내용이다.

3) 만약 무지가 긍정 부정적 실재물이 아니라면 불이론에서 말하

는 ‘묘사할 수 없는 것’(anirvacanīyā)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가 된다.

불이론은 이것을 절대로 묘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실재 또는 비

실재 중 어느 것으로 묘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55) 이에 대

해 라마누자는 모든 사물은 실재 또는 비실재로서 존재하며, 동시에

우리의 인식은 실재물이든지 또는 비실재물에 관련되어 발생하므로

만약 둘다가 아니라면 이것은 논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또한 제 3의

53) 이와 같은 라마누자의 비판에 대해서 불이론의 대답은 ‘누가 이런 질문

을 하는가? 물으면서 자아를 깨달은 자에게는 마야란 더이상 없으며, 만

약 묻는다면 그 자는 자신의 자아를 벗어나 있다는 증거라고 응수한다.

후대의 불이론학자들은 무지의 거주처를 브라흐만으로 주장한다. 특히 P.

Sankaranarayana Iyer는 속성적 知(dharma bhūtajñāna)와 ajñāna 반대적

인 성격 때문에 ajñāna의 거주처를 브라흐만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

Viśiṣṭādvaita 쪽에서는 이러한 대안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환

이 브라흐만 속에 거처한다면 브라흐만이 세계에 의해 속박받게 되며, 그

의 절대적 순수성이 손상되기 때문이다라고 공격한다. J.B. Chethimattam.

앞의 책, p. 52. 참조

54) Śri Bh(T), p. 111.

55) 비실재의 의미는 다른 경험에 의해 파기 될 수도 또 되지 않을 수도 없

다는 것으로서, 현실적이든 가능적인든 우리의 경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비실재로 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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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한다.56) 말하자면 제 3의 대안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모순률과 배준률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지는 인식될 수 없는 것이 되고, 모든 인식의 기

제 즉 징표가 없다. 무지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없다면 무지를 제거

할 수 없을 것이다.

4) 무지의 제거자가 있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불이론은 브

라흐만에 대한 완전한 지식으로 무지가 제거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순수지식은 추상적이다. 왜냐하면 보통 지식의 본질적 특성은 무엇

을 분별하고 결정을 내리는 순서에 의해 생겨나는데, 불이론에서 말

하는 무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지식은 모든 분별을 넘어선 지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무분별 지식은 무지를 제거할 수 없다. 또 하나

의 모순은 불이론에서는 무지를 실제적인 것(bhāvarūpa)으로 말하는

데 어떻게 실제적인 사물이 지식에 의해서 제거 될 수 있는지도 모

순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모든 지식의 실재성을 인정하

는57) 라마누자는 인간의 속박은 분명한 실재인 까르마에 의한 것이

기 때문에 추상적인 지식으로 제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그것은 karma, jñāna, bhakti, prasāda에 의해 제거된다고 한다. 즉

까르마가 제거될 때 영혼의 무지는 사라지고, 지속적인 헌신을 통해

신이 즐겁게되어 자신의 은총(자비)을 내려 완전한 해방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58)

이상으로 라마누자의 비판을 중심으로 Viśiṣṭādvaita학파의 샹까라

비판을 살펴 보았다.

56) Śri Bh(T), p. 106. p. 117.

57) Śri Bh(T), p. 119 참조하기 바란다.

58) Śri Bh(VA), pp. 55-71. ; C. Sharma, A Critical Survey of Indian Philos

ophy, (Delhi: Motilal Banarsidass, 1976), pp. 35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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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는 말

이상으로 비판의 내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불이론과의 차이점

을 인식할 수 있는 비판의 주요 포인트는 무속성 브라흐만과 순수의

식의 절대성의 모순과 현상세계를 궁극적으로 무가치하며, 비실재한

것으로 본 점에 대해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실재에 접근 방법의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었는데, 샹까라

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유한의식을 眞知에 귀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서 부적함을 인식하고, 절대적 평가 기준인 순수의식의 성취를 실재

에 대한 지식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주 객 의식을

본성으로 하는 이성을 출발점으로 하여, 비로서 진지를 얻을 수 있다

는 Viśiṣṭādvaita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속성 브라흐만 비판에서 보았듯이 라마누자 자신은 근본적으로

의식적 주체인 인간이 지식 내지 이성을 통해 알 수 있는 대상의 필

요성을 인식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순수의식의 절대

화에 대한 비판은 인간 의식현상의 실재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격적

주체가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 실천적 발판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고 싶다. 즉 자아와 의식의 관계를 실체와

속성의 관계로 보고, 의식(지식)을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설정함으

로써 인간 모두의 의식의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실천적 가치

를 제시하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Māyā와 Avidyā 비판에

서 보여지듯이 Viśiṣṭādvaita의 입장은 현상계의 실제적인 가치를 인

정하는 동시에 인간의 고통의 원인인 業의 실재성을 인간 자신의 자

업자득의 문제로 보게금 하는 결과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세계의 실재성은 절대로 향하는 출발점이며 길이 됨을 인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Viśiṣṭādvaita학파의 비판은 절대의식 내지 궁극적 실

재의 측면에서 실재를 평가하는 샹까라의 체계를 전체적으로 브라흐

만을 실현한 자의 입장을 가정한 구성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이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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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Viśiṣṭādvaita의 입장은 의식을 소유한 실제적인 인격적 측면

을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발로 자신의 힘으로 나의

완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을 출발점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最高神

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필연적인 종교적 결과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비판에 대한 논의의 과정 속에서 샹까라와 라마누자의 체

계 속에서 동일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을 제시하고 본고를 마치고

자 한다.

우선 실재의 본질 규명은 의식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한다는 점

이다. 즉 우리의 의식적 경험에 대한 분석과 그 깊이가 모든 실재의

진실한 평가에 초석이 된다는 것이며, 의식은 존재나 善보다 더 깊은

것으로서 모든 실재의 실제적인 모델이라는 것이다. 또한 샹까라의

마야든 라마누자의 속성이든 무한의 입장에서 유한은 동등하지 않고

영원히 평행선으로 이어지는 궁극적인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것은 두 사람의 체계의 과정적 결실인 anubhava, dhyāna가 보

여 주듯이 實在의 최고의 정점은 단순한 개념적인 自存 내지 存在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純粹歡喜며, 透明性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