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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인도의 종교는 해탈의 道다. 해탈이란 윤회의 속박을 解하고 이로
1) 흔히 信愛(devotion)로 번역되는 박띠는 인도인 고유의 神 實現(God-realiz
ation)양식이다. 박띠는 까르마(karma)나 갸나(jñāna)와는 달리 인간의 정

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해탈의 길(marga 혹은 yoga)로서, 사랑 혹은

환희(ānanda)를 그 본질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G. Parrinder는 박띠를 기

독교 전통의 아가페(agape)에 비유하고 있다(Mysticism in the World's
Religion, p. 95 참조). 사랑을 본질로 하는 박띠는 이원성을 전제로 성립
된다. 다시 말하여, 박띠는 신앙의 주체로서의 인간과 그 대상으로서의 신

간의 관계성에서 도출되는 개념으로서, 인격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관

계이다. 그러나 신과 인간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신에 대한 인

간의 일방적인 의존, 혹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신의 절대적인 독립이 강조

되는 관계이다. 한편 라마누자는 박띠를 우빠사나(upāsanā), 즉 궁극적 실

재로서의 신에 대한 명상으로 본다. 라마누자의 박띠에 관하여는 拙稿 “라
마누자에 있어서 박띠에 관한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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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脫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윤회의 속박에 얽매이는 것은 無明
때문이며, 무명은 業(karma)선업이건 악업이건에서 기인된다.2)
따라서 해탈을 구한다는 것은 곧 업의 단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어떻게 업을 단멸하고 해탈에 이를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전통적으로 바가바드기따(Bhagavadgītā)에서 설해진 까르마(karma,行
爲), 갸나(jñāna,知識), 박띠의 세 가지 길(marga)이 받아들여져 왔다.
이와 같이 해탈이 무엇이며 또한 여기에 이르는 길이 알려져 있음

에도 불구하고, 다만 해탈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현존이 지니

는 모순 때문이다. 업이 없다면 현존의 내가 있을 수 없고, 현존의

내가 없다면 단멸해야할 업도 또한 없을 것이나, 나는 이미 시작 모

를 업의 순환 속에 연루되어 있다. 업을 단멸해야 할 나의 현존이 또

한 업을 쌓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는 것이다. 자기책임

혹은 자업자득이라는 종적인 인과의 연쇄에 비추어 본다면, 현존의

나는 아무리해도 업과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이 있다.

물론 異時因果 共時因果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존재의 법칙으로서의
업설은 다분히 숙명론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

다.

흔히 우리가 종교를 일러 해탈의 도라 하는 것, 혹은 구제의 도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절망 즉, 업이라는 숙명을 좇아 가기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을 제시하

기 때문이다.

박띠를 근간으로 하는 인도의 유신 종교들은 해탈의 궁극적인 원

인을 인격신 이슈와라(Īśvara)의 은총(prasāda)에서 구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즉 업의 숙명적인 순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

로 신의 은총이라는 것이다. 은총의 교의는 리그 베다의 찬가들에
서 그 기원이 지적될 정도로 인도 종교에 뿌리 깊은 것이며3), 특히

2) Śaṅkara는 무명(avidyā)을 설명할 수 없는(anirvacanīya) 것으로 본다. 이

에 비하여 Rāmānuja는 우리가 자기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또한 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무지한 것은 까르마의 힘, 즉 業力때문이라고 보며, 때로는
무명과 까르마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3) 대표적으로 바루나(Varuṇa) 찬가를 들 수 있다. Radhakrishnan, Indian P
hilosophy, vol.ⅰ, p. 78; B.N. Seal, Comparative Studies in Christi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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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누자(Rāmānuja; A.D. 1017-1137)의 슈리 바이슈나바(Śri Vaiṣṇava)종

파에서 중요시되는 교의이다. 물론 해탈의 궁극적인 원인을 은총에

서 구하는 것은 인도의 박띠 종교에서 뿐 아니라 기독교 혹은 이슬

람교와 같은 이른바 귀의신앙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종교들에서도

볼 수 있는 특징적인 모습이지만, 박띠종교에 있어서 신의 은총은 업

설의 구조 속에서 설해진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그런데 개아의 해탈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슈와라, 즉 他者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은총의 교의는 업설과 관
련하여 하나의 심각한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다시말하여, 개아의 해

탈이라는 결과가 생겨남에 있어서 그 원인이 개아 자신에게 있는 것

이 아니라, 他者인 이슈와라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곧 업설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자업자득의 인과율을 깨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다. 브리하드 아란야까 우빠니샤드 ⅳ.4.5에서는 “행하는

대로 거두리니, 선행자는 선하게 되고 악행자는 악하게 된다. … 그

가 스스로 짓는 행위가 무엇이건 스스로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하리

라” 하였고, 법구경 127에서는 “허공 가운데서도, 큰 바다 한가운
데서도, 혹은 산 속의 동굴에 들어갈지라도 악업의 갚음에서 벗어날

그런 세계는 어디에도 없다.”고 하였으며, “행위의 결과는 변경될 수

없다”고 한 바와 같이, 뿌린대로 거둔다는 것은 고래로 인도 종교의

근간이 되는 하나의 원리로 받아들여져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아

가 지은 업의 결과들이 신의 은총에 의하여 가장 터무니 없는 방식

으로 소멸되어진다고 믿어야하는가? 일견하여 은총의 교의를 고수하

는 것은 업설을 배척하는 일면이 있다.

본고는 박띠 종교의 철학적 토대를 확립한 라마누자의 베단따 사

상을 중심으로, 이슈와라의 은총과 업설의 양립문제를 검토해 보고

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라마누자의 박띠 사상

에서 은총의 교의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본 후에, 이것이 그 자신의

논리체계 내에서 말해지는 업설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에 부수하여 일어나는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나 악의

and Vaisnavism, p. 8; S.R. Bhatt, “Bhakti as A Means of Emancipation
in Ramanuja”, Vedanta Kesari, vol. 51, pp. 470-4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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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함께 고찰될 것이다.

Ⅱ. 박띠에 있어서 이슈와라의 은총

라마누자에 있어서 박띠는 우빠사나(upāsana), 즉 ‘지속적인 念想(dh
ruvā-nusmṛti)’으로 말해지며,4) 우빠사나는 또한 디야나(dhyāna,冥想), 베
다나(vedana,知識)와 동의어로 사용된다.5) 이러한 형태의 念想은 끊임
없는 기름의 흐름에 비유되기도 하는 것으로,6) 信愛하는 신의 완전
하고도 직접적인 顯示가 있는 최고의 의식상태이다. 그가 박띠를 우
빠사나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한 것은 인도 종교 사상사에서 매우 드

문 일로서, 이것은 박띠가 지식이 결여된 단순한 사랑의 감정이거나

공경이 아니라,7) 갸나(jñāna)와 까르마의 두 요가를 동시에 내포하는

개념이다.8)

라마누자의 박띠, 즉 우빠사나가 갸나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

은 슈리 바쉬야(Śri-bhāṣya)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슈리 바쉬

4) Śṛī Bhāṣya, ⅰ.1.1. evamrūpā dhruvānusmṛtireva bhaktiśabdenabhidhīyat
e upāsanaparyāyatvādbhakti-śabdasya. 이 지속적인 念想은 끊임없는 기
름의 흐름에 비유되기도 한다.

5) Śṛī-bhāṣya, ⅳ.1.1.

6) Śṛī-bhāṣya, ⅳ.1.1. 베다르타 상그라하(Vedārtha-saṁgraha)에서는 이

念想을 스와쁘나디가미야(svapnādhigamya), 즉 꿈과 비슷한 인식으로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지기도 한다.

7) 이 점에서 라마누자의 명상적인 박띠는 알바르(Āḷvār)들의 감정적인 박띠

와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후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S.R. Bhatt교수는 오히려 전자가 후자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것으로 간주

한다(Studies in Ramanuja Vedanta, p. 9).

8) 라마누자 이후의 유신론적인 베단따 학자들 중에서 라마누자의 사상과 가

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는 님바르까(Nimbārka)조차도 우빠사나를 박띠

와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발라바(Vallabha)는 그것을 하나의 정

신기능으로 다루고 있다. J.C. Plott, A Philosophy of Devotion, p. 12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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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I.1.1에서 박띠를 베다나와 동일시한 것이나, “박띠는 언제나 헌
신의 특징을 지니는 지식이다.”9) 라고 한 것은 박띠가 갸나의 측면

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브

라흐만을 안다는 것은 곧 그에게 信愛를 바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띠는 숭배자에게 궁극적 실재에 대한 지극한 공경과 사랑이 일어나

게 하여 세상의 다른 모든 대상들에 대하여 초연해지게 하는 지식이

다.10) 그것은 개아의 내면에 신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특별한 형태의 지식이다.11) 라마누자는 신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란

오직 개아가 자기의 본질을 알고 신의 본질을 알며, 나아가서는 신에

대한 자기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 때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12)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려면 우선 그 대상에 대하여 알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이 결여된 단순한 지식이 아니

다. 라마누자는 박띠가 신의 본질(svarūpa)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된

명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13)

갸나 요가 뿐만 아니라, 까르마 요가도 숭배자에게 박띠가 일어나

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라마누자는 개아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궁

극적인 진리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사심없이 행해지는 까르마 요가

라는 것을 강조한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행위로서의 까르마 요가

에 대한 라마누자의 강조는 바가바드 기따ⅲ.2에 대한 그의 주석
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며, 그의 견해에 의하면, 지식이란 사실 사심없

는 행위의 중요한 일부이며, 양자는 상호 포함되는 관계에 있다.14)

9) bhaktirūpamjñānam.

10) Vedārthasaṁgraha, ed. S.Sum P.S. Rama Misra Sastri, p. 152.

11) Vedārtha-saṁgraha, p. 192. bhaktiśca jñānaviśeṣa eva.

12) 라마누자에 있어서 신과 세계의 관계는 śarīri-śarira-samvandha, 즉 마

음과 몸의 관계로 규정되며, 이것은 또한 ādhāra-ādheya(維持者-被維持
者), niyantā-niyāmya(主管者-被主管者), śeṣin-śeṣa(主-從), viśeṣya-viśeṣ
aṇa(實體-屬性), prakārī-prakāra(本質-樣態),aṁśī-aṁśa(全體-部分)의 관

계로 설명된다.

13) Śṛī-bhāṣya, ⅰ.1.1. Śrutaprakāśikā, Vedārtha-saṁgraha에서는 박띠를

특수한 유형의 사랑(prīti)이라고 말한다. bhaktiśabdaśca prītiviśeṣe vart

ate(p. 184).

14) 라마누자는 Gītā ⅳ.18을 주석하면서, akarma를 atma-jnana로 해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기 인식(self-knowledge)으로 비추어진 행위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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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마 요가는 삶의 어떤 단계에서도 내버려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라마누자는 “우빠사나는 매일 매일 실천되어야 하고, 반복에

의하여 끊임 없이 개선되며,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15)고 한 것이다.

우빠사나의 과정으로 아비야사(abhyāsa)와 끄리야(kriyā)를 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16) 이와 같이 라마누

자에 있어서 박띠는 언제나 숭배행위(kaiṁkarya)의 형태로 나타난다.

세 요가의 상호 관계에 대한 라마누자의 입장은대부분의 학자
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박띠가 나머지 두 요가보다 상위에 있다
는 것이다. 까르마 요가와 갸나 요가는 박띠의 보조수단이다.17) 해탈

에 있어서 비록 라마누자가 경전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실천수행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가르

침이 박띠에 핵심을 두고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라마누자는 갸

나 요가나 까르마 요가를 박띠가 일어나고 완전해 질 수 있게 하는

원인 혹은 토대로 생각하며,18) 그 자체로는 개아를 해탈로 인도할

수 없다고 본다. 그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해탈에 이르도록 인도하

는 것은 우빠사나로서의 박띠뿐이다. 이것은 슈리 바쉬야 ⅰ.1.4,
ⅰ.2.1, ⅰ.2.23 등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박띠가 세 요가의 종합적인 과정이

며, 동시에 나머지 두 요가의 상위개념이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

이 곧 박띠의 어느 한 단계에서 까르마 혹은 갸나가 불필요한 것으

로 버려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박띠는 언제나 갸

나와 까르마의 두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이들과 불가분의 관

계에 있다.19) 해탈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개아는 무엇보다도

식의 형태를 띠며, 사심없는 행위의 수행으로 청정해진 지식은 행위의

형태를 띤다.

15) Śṛī-bhāṣya, ⅰ.1.1.

16) Śṛī-bhāṣya, ⅰ.1.1 참조. 전통적으로 abhyāsa는 bhakti가 아니라 karma
로 분류되어 왔다(J.C. Plott, 앞의 책, p. 39).

17) Yatīndramatadīpikā(Ed. Swami Adidevananda), p. 94. mokṣopāyatvenau
ktānām karmayogajñānayoga pravṛtīnām bhaktidvāraiva sādhanatvam.

18) Gītābhāṣya, 서론. jñānakarmanugrahītam bhaktiyogam.

19) 라마누자에 있어서 bhakti에 대한 karma와 jñāna의 관계는 Īśvara에 대

한 cit와 acit의 관계와 유사하다. 다시 말하여, 후자의 관계를 설명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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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가

자신의 본모습이 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는 신의 몸 · 속성 ·

양태 ·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연히 그는 신에 대한 강열한

사랑과 숭배와 공경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박띠다. 그리고 이 박띠

는 궁극자에 대한 끊임없는 명상과 성찰을 통해서만이 마음 속에 굳

게 확립될 수 있다.20) 이렇게 볼 때 라마누자에 있어서 세 요가의 구

분은 사실상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단지 박띠의 진전과정에 따라

서 까르마, 갸나, 박띠의 측면들이 순차적으로 현저해지는 것을 의미

할 뿐이다. 라마누자가 박띠를 빠라 박띠(para-bhakti), 빠라 갸나(para-

jñāna), 그리고 빠라마 박띠(parama-bhakti)라는 점진적인 세 단계21)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것이다. 개

아에게 참된 지식이 일어나는 것은 오직 그가 종교적인 의무의 온전

한 이행과 종교적인 실천수행이 있은 후에 가능한 것이며, 이 지식은

개아가 박띠의 상태를 지향하게 한다.

이와 같이 라마누자의 박띠는 갸나와 까르마의 두 요가를 동시에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서, 인간의 종교적인 삶 전체를 의미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탈의 궁극적인 원인이 박띠가 아니라, 신의

은총(prasāda)22)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여 경전의 공부를 통하여 얻

는 지식이나 종교적인 의무의 이행,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행위, 심

지어는 우빠사나로서의 박띠조차도 해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 개아의 해탈은 궁극적으로 신의 은총에 따른 선물이다. “직접

적인 知覺(pratyakṣatā)의 특징을 지니며, 마지막 해탈의 수단인 지속

적인 念想에 대하여 경전은 그 이상의 조건을 명시한다. 이것은 경전
에서 ‘이 최고아(Ātman)는 경전의 공부나 염상 혹은 많은 들음에 의

하여 얻어지지 않는다. 그가 선택하는 자, 오직 그에 의하여 그것이

얻어질 수 있다. 최고아는 선택된 자에게 그 자신(tanūm svām)을 드러

있어서 사용되는 apṛthaksiddhi-sambandha(불가분의 관계) 개념은 전자

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0) Śṛī-bhāṣya, ⅰ.1.1.

21) Yatīndtamatadīpikā, p. 97 참조,

22) 이 말 외에도 dāya, kṛpā, karuṇyā, anugraha 등의 말들이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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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라고 한 바와 같다.”23) 즉 해탈은 인간 차원에서 행해지는 스라

바나(śravaṇa), 마나나(manana), 디야나 혹은 우빠사나 등에 의하여 얻

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신의 선택에 의하여 얻어진다는 것

이다.

신의 선택 혹은 은총이 무조건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의 논의가 필요하다. 라마누자의 사후에 그의 추종자들이 뗑갈라이

(Tengalai) 종파와 바다갈라이(Vadagalai) 종파로 분열되는 것은 바로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그 주된 원인이었다. 전자는 인간과 신의

관계를 새끼 고양이와 어미 고양이에 비유하여 해탈에 있어서 무조

건적이고 절대적인 신의 은총을 강조하는 반면에, 후자는 양자의 관

계를 새끼 원숭이와 그 어미의 관계로 비유하여 덕행에 의하여 얻어

지는 은총을 강조한다. 물론 이러한 강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탈

의 궁극적인 원인이 신의 은총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

지가 없다.

신의 은총에 대한 강조는 라마누자의 기따 바쉬야(Gītā-Bhāṣya)에
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며,24) 그는 신이 사람들의 신분(jati), 외양(ak

ara), 신조(jnana), 혹은 본성(svabhava)에 있어서의 고저와 무관하게 모

든 사람의 귀의처라는 것을 말한다.25) 그의 저술 가운데 슈리 바쉬
야 이외의 것들특히 세권의 가다야(Gadaya)26)에 주목한다

23) Śṛī-bhāṣya, ⅰ.1.1. evam pratyakṣatāpannāmapavargasādhanabhūtāmsm
ṛtim(dhruvānusmṛtim?) viśinaṣṭi, `nāyamātmā pravacanena labhyo na

medhayā na vahunā śrutena. yagevaiṣa vṛnute tena labhyaḥ tasyaiṣa ā

tmā vivrnute tanūm svām' iti. 여기서 인용된 까타 우빠니샤드 ⅱ.23
(혹은 문다까 우빠니샤드 ⅲ.2.3)은 인간의 해탈이 궁극적으로 신의 선
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우빠니샤드 구절로

서, Śṛī-bhāṣya ⅰ.2.10; ⅰ.2.23; ⅲ.2.23; ⅲ.4.46등 여러 곳에서 인용된다.

24) 라마누자의 Gītā-bhāṣya ⅹⅵ.15; ⅹⅷ.8 참조.

25) Gītā-bhāṣya, ⅸ.29.

26) 전통적으로 Śṛī-bhāṣya, Vedārthasaṁgraha, Gītā-bhāṣya, Vedāntasārā,
Nityagrantha, 세 권의 Gadya가 라마누자의 저술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서 Śṛī-bhāṣya, Vedārthasaṁgraha, Gītā-bhāṣya가 그의 저술이라는 것

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나머지 여섯 저술들이 라마누자의

眞作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세 권
의 Gadya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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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신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27) 기따 바쉬야에서는
우빠사나 혹은 디야나 그 자체도 신의 은총없이 개아의 마음 속에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28) 이와 같이 해탈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 신의 은총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은 다분히 결정론적인 측

면을 지닌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비록 신은 아무런 차별없이 그의 은총을 내리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은총은 결코 아무런 공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

다. 다시 말하여 신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내리지만,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위에 인용

된 구절을 설명하면서 라마누자가 신에게 선택된 자란 그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이며, 신을 가장 경애하는 자가 신에게도 가장 사랑받는

자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기따 바

라마누자가 신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강조하는 쁘라빠띠를 박띠와는 다

른 별개의 해탈 수단으로 인정하였는가 하는 것은 세권의 Gadya를 라마
누자의 眞作으로 보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대체로 보아 세 권의 Gadya
를 라마누자의 진작으로 보는 경우에는 라마누자가 신의 무조건적인 은

총을 가르쳤다고 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신의 은총은 라

마누자의 본래 입장이 아니라고 본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B. Kuma

rappa(The Hindu Conception of Deity as Culminating in Ramanuja, p.
306)를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S.R. Bhatt(앞의 책, pp. 151-6)를

들 수 있다.

27) 라마누자가 신의 무조건적인 은총과 인간의 절대적인 복종을 강조하는

쁘라빠띠(prapati)를 인정하였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일치된 견해

를 보이지 않는다. J.C. Plott이 지적한 것처럼, Śṛī-bhāṣya에서는 신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강조하는 쁘라빠띠에 대한 명백한 언급은 없다(J.C.

Plott, 앞의 책, p. 207 참조).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라마누자가 쁘라

빠띠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E. Lott, Vedantic Approache
s to God, P. 159; S. Dasgupta, Classical Mysticism, p. 127 참조). 심지
어 Sesadri교수는 Śṛī-bhāṣya의 제3장(Adhyāya) 전체가 쁘라빠띠에 대

한 언급이라고 주장하며, Yatīndramatadīpikā에서는 라마누자가 Śṛī-bhā
ṣya의 제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해탈의 수단으로서의 nyāsa-vidyā를 pr
apatti로 해석되고 있다(p. 99, nyāsavidyā prapattiḥ).

28) ⅱ.63; ⅹⅵ.15; ⅹⅷ.8. 이런 의미에서 이슈와라, 즉 브라흐만은 목표인

동시에 이에 이르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오직 그만이 숭

배자가 그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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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야에서 갸닌(jñānin)을 설명하는 중에도 이와 비슷한 언급을 하고
있다. 바가바드기따에는 신의 은총이 부적격자에게 내려지는 것조
차도 꺼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구절 뒤에는 반드시 신이 사랑의 신일 뿐 아니라 정의의 신

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그의 무차별적인 사랑이 의롭지 못한 자에게

가는 것을 원

치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구절이 뒤따른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행위에 있어서 선악의 기준이 이슈와라를 기쁘게 하는

가 아닌가의 여부에 달려 있으며, 그를 기쁘게 할 때 은총이 주어진

다29)고 한 것도 인간이 무조건적으로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30)

슈리 바쉬야 ⅱ.2.3이나 ⅱ.3.41 등을 통해서 볼 때, 라마누자는
명백히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해탈에 있

어서 인간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인간이 아무런 공덕없이 신

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록 신의 은총은

29) Śṛī-bhāṣya, ⅰ.1.1; ⅰ.3.39; ⅱ.2.3; ⅱ.3.42; ⅲ.4.27; ⅲ.2.37; ⅲ.2.34.

30) M. Antony에 따르면, prasāda라는 말이 흔히 은총(grace)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이말이 카톨릭적인 의미에서의 은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N
-ature and Origin of the World according to Rāmānuja, p. 34, no. 42).
또한 S.J. Cyril Veliath, The Mysticism of Ramanuja, pp. 140-141 참조.
카톨릭에 있어서 은총은 무조건적이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신에 의하여

아무 조건없이 주어지고 개아에 의하여 자유롭게 수용된다. 카톨릭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라마누자에 있어서도 은총은 신에 의하여 무조건적으

로 내려지지만, 아무런 조건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에서는 카톨릭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마누자에 따르

면, 해탈은 언제나 신의 은총의 선물이지만, 우빠사나로서의 박띠를 통하

여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선물이다. 발라바(Vallabha)의

이것을 다음과 같은 예화로 설명하고 있다. “신의 은총은 인간의 공덕

비공덕에 무관하게 비처럼 골고루 내린다. 그러나 최상의 씨앗이 그 비

로부터 가장 많는 이득을 보듯이, 스스로의 정의와 선행에 의하여 자신

을 신의 은총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만드는 신앙자도 이와 같다.

은총의 결핍이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여 무조건적인 은총은 신에게

본유한 것이지만,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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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입

장에서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여 신의 은총은 개아의 박띠

에 상응하여 얻어지는 선물이다. 따라서 개아의 해탈이 전적으로 신

의 역할이며 우리는 단지 수동적으로 그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된다

고 보는 것이 라마누자의 입장이라는 B. Kumarppa의 주장은 아무래

도 받아들이기 어렵다.31)

Ⅲ. 박띠에 있어서 業의 의미

대부분의 베단따 스승들과 마찬가지로, 라마누자는 자신의 박띠

사상이 전통적인 업설의 구조속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가 업설을 수

용하고 있다는 것은 슈리 바쉬야 ⅱ.1.34-35에서 절대자의 전능과
그의 善을 설명하는 중에 분명히 제시된다. 여기서 “세계가 여러 신
들과 인간, 동물, 무생물 등의 높고 낮은 다양한 상태를 지니는 한에

있어서는 세계의 창조자인 그를 불공평하다 해야하지 않는가? 그리

고 그의 피조물들이 가장 공포스런 고통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도 잔인하다고 비난받아야하지 않은가?” 하는 반대자(purvapakṣin)의

질문에 대하여, 라마누자는 “그렇지 않다. … ‘선행자는 선하게 되고

악행자는 악하게 된다’라고 한바와 같이, 슈루띠와 스므리띠의 경전

들은 의식있는 존재(kṣetrajñā)들과 신들 등의 경우에 신들 등의 몸과

결합되는 것이 그들의 까르마에 따른 것이라고 가르친다”32) 하였다.

즉 세계 내의 차별성과 개개인의 불평등은 각자 업의 결과라는 것이

다. 또한 슈리 바쉬야 ⅰ.3.29에서는 현제의 세계는 지난 세계의 사

31) S.R. Bhatt, 앞의 책, p. 158 참조.

32) Śṛī-bhāṣya, ⅱ.1.34. na sāpekṣatvāt. … devādīnam ksetrajñānām devādi
śarīrayogam tattatkarmasāpekṣam darśayanti hi śrutismṛtayaḥ - `sādh

ukārī sādhurbhavati pāpakārī pāpo bhavati puṇyaḥ puṇyena karmaṇā p

āpaḥ pāpenakarmaṇā'. 또한 Lokacarya, Tattvatraya(ed. B.M. Awasthi

and C.K. Datta), p. 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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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미결된 까르마에 따라서 형성되며 이세계에서 개개인의 위치

와 상황은 그의 지난 까르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라마누자에 있어서 까르마, 즉 업이 지니는 기본적인 의미는 자기

중심적이고, 의식적이며, 자유로운 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도덕적으

로 책임있는 행위로, 개아를 윤회에 연루시켜 그 과실을 반드시 향수

하게 하는 행위이다. 까르마를 축적하는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의도

(saṅkalpa)에 달려있다. 이점은 슈리 바쉬야 ⅰ.1.1에서 이샤 우빠니
샤드 ⅴ.11을 주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바가바드 기따 ⅸ.25의
주석에서도 알 수 있다. “보라 이 엄청난 차이를, 똑같은 행위에 있

어서 단지 의도의 차이 때문에 윤회의 세계로 떨어지는 자들이 있는

가하면, 궁극자를 얻는 결과를 향수하는 자들이 있다.” 한편 자기중

심적이 아닌 행위는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하였으며, 슈리 바
쉬야 i.1.1에서는 또한 결과에 대한 욕망 없는 행위(niṣkāmakarma)를
강조하기도 한다. 신의 세계창조를 단지 그의 유희(līl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도 업을 쌓지 않는 행위에 대한 理想의 표현이다.33)
이와 같이 업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긍정을 전제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개아의 자유를 속박하는 힘으로도 표현된

다.34) 흔히 주장되듯이 개아의 業보다 정확히 말하여 業力은
계속되는 윤회의 과정을 통하여 그의 몸과 정신적인 성향, 또는 그외

의 다른 요소들을 결정함으로써 그를 구속한다. 개아가 처하게 될 세

계, 즉 그가 행위하고 삶을 영위해가는 환경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다는 점에서도 업은 그를 외적으로 속박한다.

청정 무구한 개아가 언제 어떻게 까르마에 물들게 되었는가하는

질문에 대하여는베단따의 다른 스승들과 마찬가지로無始(anād
i)라고 말한다. 또한 쁘랄라야(pralaya,우주적 破壞)의 순간에도 개아의

지난 업은 소멸되지 않는다. 결과를 향수하지 않은 까르마의 소멸(kṛt

avipranasa)이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인도 종교의 제학파들이 서구의

33) Śṛī-bhāṣya, ⅱ.1.33.

34) 이슈와라가 세계를 창조함에 있어서 먼저 이전 세계들의 덜익은 까르마

들을 고려한 후에 이를 행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이슈와라도 까르마에

의하여 속박된다고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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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사상과는 달리 창조에 있어서 ‘태초의 어느 한 시점’을 상정하

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스리슈띠(sṛṣṭi), 즉 창조는 단지 절

대자 안에 잠재해 있던 것이 시공 속으로 현현됨을 의미할 뿐, 완전

히 새롭게 생겨나는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스스로 차별성의 원

리를 지니고 있는 까르마는 현현 혹은 미현현 상태의 세계와 공히

영원하다. 그렇지 않다면 차별의 세계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창

조와 파괴를 포함하는 영원한 세계과정은 신의 영원한 유희(līlā)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라마누자가 전통적인 의미

에서의 업설에 충실하고 있음을 말한다.

라마누자가 업설을 수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인도종교의

오랜 전통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점진적인 해탈(kramamukt

i)의 교의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업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

가피하다. 만일 업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전들에 명해진 의무

혹은 금제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되고 말것이다. 다시 말하

여 “스스로의 결정으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에

게만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명해질 수 있으며, 명해질 가치가 있는 것

이다.”35) 이런 의미에서 까르마의 법칙과 이에 의거한 인간의 노력

은 박띠 종교에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라마누자의 박띠는 항상 까르마 요가를 포함하고 있다. 만일 라마누

자가 까르마의 법칙을 부정한다면, 이것은 곧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

를 토대로한 종교적인 의무나 실천수행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과적

으로는 그가 샹까라의 불이론 철학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확립하고

자 하는 인간과 세계의 실재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

와 같이 업설은 점진적인 해탈의 道로서의 박띠가 성립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5) Śṛī-bhāṣya, 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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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업의 자기책임성과 신의 은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라마누자는 한편으로 개아의 해탈이

궁극적으로 신의 선택과 은총에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까르마의 법칙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한

다. 인간의 행위로서의 박띠가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바탕으로하는 까르마의 법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한 박띠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해탈이란 어떤 형태로든지 업의 초

월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신의 은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라마누자는 업설을 인격신 이슈와라의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함으

로써 업설의 구조 속에서 은총을, 혹은 은총의 교의 속에서 업을 설

명한다. 즉 까르마의 법칙은 그 자체의 인과율로써 생사 윤회의 전

과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코 이슈와라

에 독립적이 아니라는 것이다.36) 까르마의 법칙은 이슈와라의 의지

에 의하여 주관된다. 이것은 인격신이 지니는 사랑과 자비의 측면,

그리고 그와 인간 간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해석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업의 법칙은 단지 자연적 비자연적인 영

역 모두에서 나타나는 신의 정의의 표현이며, 그 자체로 인간을 해탈

에 이르게 하는 신의 자비의 표현일 뿐이다. 까르마의 법칙은 신의

본질의 표현이며, 의지의 표현이다. 까르마의 질서는 신에 의하여 확

립된다. 신은 개아의 업에 따라 창조의 차별성을 규정하는 자이며,37)

이런 의미에서 그는 까르마의 주관자(karmādhyakśaḥ)이다. 까르마의

법칙은 신의 본질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자에 대한 보

상 혹은 사악에 대한 신의 징벌로 간주된다.38) 신은 모두에게 선하

며 친절하다는 믿음, 그리고 인간을 세속적이고 저급한 삶으로부터

36) 라마누자의 萬有在神論的(panentheistic)인 입장에서 본다면, 신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37) Śṛī-bāṣya, ⅱ.1.35. kṣetrajñā karmānuguṇyenavicitrasṛṣṭiyoga.

38) Śṛī-bhāṣya,ⅱ.2.3; ⅲ.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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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복되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려 한다는 믿음이러한 확신
은 신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믿음의 토대가 된다.

까르마의 법칙이 신에 대하여 독립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때로는 신이 까르마의 법칙을 멈추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로까짜르야(Pill

ai Lokācārya)는 말한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의 권능으

로 인하여, 신은 일시에 모든 사람들의 까르마를 제거하여 구제할 수

있다 할지라도, 모든 영혼들이 경전의 구속, 즉 까르마의 법칙에 지

배되도록 하는 것은 단지 유희를 즐기기 위한 그의 의지 때문이다

.”39)까르마의 법칙이 신과 별개의 것일 수 없다는 것은 라마누자의

범재신론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까르마의 법칙이 신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은 신이 자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은 업의 법칙에 따라 세계를 주관한다.

신앙자는 신에 의하여 불러일으켜지고 그에게 가까이 이끌려진다.

그러나 이것이 곧 까르마의 법칙의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마

디로 말하여, 까르마는 그 스스로의 법칙을 지니지만 궁극적으로 신

의 의지에 주관된다는 것이 라마누자의 가르침이다. 신이 궁극적으

로 인간의 모든 행위의 주관자이지만, 이것은 결정론이 아니다. 왜냐

하면, 신은 자의적으로 인간이 선행 혹은 악행을 하게 하는 것이 아

니라, 까르마의 법칙에 따리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본성의 일관

성를 나타낸다. 개아의 해탈의 궁극적인 원인이 신의 의지에 달려있

지만, 신은 자의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자기의 욕망이 영원히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주

관하며, 모든 목적이 즉각 실현되는 신성한 최고아(最高我)는, 그의 존
엄에 적합하게 행하고, 이러한 까르마들는 선하고 이러한 까르마들

은 악하다는 식으로 까르마들의 두 가지 본질을 잘 규정하고, 모든

의식있는 존재(kṣetrajñā)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

39) Tattvatraya, p. 108 : yatthecchaṁ kartuṁ śaktatvāt sakalātmano 'pi yu
gapad eva muktān kartuṁ samarthatve 'pi svādhīnasvarūpasthityādinā

tmanaḥ karma vyājīkṛtya dūrīkṛtya śāstramaryādayā tān aṅgīkuryām i

ttham sthiti līlārasecchaya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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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육신과 감관들과 이런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며, 그

들의 가장 안에 있는 자아로서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규제하는

원리로 머문다. 또한 개아는 그에게 부여된 힘과 감관과 육신으로써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선하거나 악한 업을 짓는다. 그 때, 최고아는

자기의 명령에 일치하여 선한 공덕을 쌓는 행위를 하는 자를 알고,

그로 하여금 자기 본연의 의무(dharma)를 이행할 수 있게 하고 물질

적인 부(artha)와 사랑(kāma)과 해탈(mokṣa)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한

편, 그의 명령을 그르치는 자는 이러한 모든 것과 반대되는 것을 경

험하게 만든다.40)

신의 선택 혹은 은총이 자의적이 아니라는 것은 까우쉬띠끼 우빠니샤
드 ⅲ.8 “그는 몸소 이 세계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자들로하여금 선
행을 하게 하고, 이 세계에서 떨어지게 하고 싶은 자들은 악행을 하게 만

든다”에 대한 라마누자의 주석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는 이
구절을 결정론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것[까우쉬띠끼 우빠니샤드] ⅲ.8]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

다. 최고아(paramapuruṣa)를 완전히 기쁘게 하기 위한 행위를 결심한 사람

들에게 주(主)가 은혜를 베풀고자, 그들의 마음 속에 지극한 덕행그에
게 이르게 하는 수단이 되는에 대한 성품이 생겨나게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한편, 그에게 전적으로 불쾌한 행위를 결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게 이르는 길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타락된 성품이 일어나게 만든

다.41)

40) Śṛī-bhāṣya, ⅱ.2.3. sa ca bhagavānpuruṣottamoavāptasamastakāmaḥ sar
vajñāḥ sarvesvaraḥ satyasaṁkalpaḥ svamāhātmayānuguṇalīlāpravṛtta e

tāti karmaṇi samīcīnānyetānyasamīcīnāniti karmadvaividhayaṁ saṁvid

hāya, tadupādānocitadehendriyādikaṁ tanniyamanaśaktim ca sarvesām

kṣetrajñānām sāmānyena pradarśya, svaśāsanāvabodhi śāstraṁ ca pad

arśya tadupasaṁhārarthaṁ cāntarātmatayānupraviśyānumantṛtayā ca n

iyacchaṁstiṣṭhati. te kṣetrajñāstu tadāhitaśatkayastatpradiṣṭakaraṇakale

varādikāstadādhārāsca svayameva svecchānuguṇyena puṇyāpuṇyarupe

karmaṇī, upādadate. tatasca puṇyarūpakarmakārinaṁ svaśāsanānuvarti

naṁ jñātvā dharmarthakāmamokśairvardhayate.

41) Śṛī-bhāṣya, ⅱ.3.41. etanna sarvasādhāranam. yastvatimātraparamapuru
ṣānukūlye vyavasthitaḥ pravartate tamanugṛhṇanbhagavānsvayam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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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여 신은 개아가 행위하게 하되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개아 자신에 의하여 행해지는 노력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자율성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면, 단지 업이 그 자체의 인과율에 따라 작용한다는 것과, 인

격신 이슈와라가 업의 주관자라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비인격

적인 원리로서의 업의 법칙에 따라 세계가 운행된다는 것과, 인격적

인 신의 의지로서의 업의 법칙에 따라 세계가 주관된다고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후자의 경우에는 해탈에 있어서 타력의 여지가

생긴다는 점일 것이다. 이것은 신의 은총을 보다 쉽게 말할 수 있도

록 하며, 박띠가 귀의 신앙일 수있는 근거가 된다. 만일 업의 자기책

임성 혹은 양적 필연성에 대한 초월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의 개입

은 무의미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업보의 양적 필연성의 파

해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전생의 공덕-비공덕에 따른 업과 관련하

여 인간의 삶을 해석한다면, 숙명적인 업의 순환으로부터 벗어난다

는 것은 불가능하다할 것이며, 따라서 해탈을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

지 타력의 개입이 요청된다.

타력의 개입은 곧 업의 극복, 보다 정확히 말하여 전통적인 업설

의 수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라마누자가 슈리 바쉬야 iii.2 12
에서 “만일 행위의 결과가 그 자체의 본질에만 의존한다면, 어떤 하

나의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동일한 결과 즉 기쁨이나 고통

중의 하나만을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관찰되지 않는

다.”라고 한 것이나 “까르마의 법칙에 지배받고있는 이들의 행위의

본질에 따라서 어떤 하나의 행위가 신의 의지 때문에 … 어떤 사람

에게는 즐거움이나 고통의 원인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예라 할 수 있다.

즉 어떤 하나의 행위가 모든 경우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며, 이것은 신의 의지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러

한 입장은 명백히 업의 자기책임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svaprāptyupāyesvatikalyāṇetu karmasveva ruciṁ janayati. yascātimātr

aprātikūlye vyavasthitaḥ pravartate taṁ svaprāptivirodheṣvadhogatisād

hanetu karmasu rucim janay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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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리 바쉬야 ⅳ.1.19에서 해탈자의 업보 양도가능성을 나타내 보
이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라마누자는 우빠니샤드

에 근거하여 어떤 사람의 선행(puṇya)과 악행(pāpa)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데,42) 이것은 다분히 까르마를 일종의

양적인 실체로 간주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업보의 자기책임성에

대한 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인과의 연쇄가 반드시 동일한 인격에 한정된다는 자업

자득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때로는 업의 자

기책임성과 이에 대한 초월을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기도 한다. 슈
리 바쉬야에서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이 과거의 모든 죄악을 없애버
릴 수 있다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향수되지 않은 그 어떤 행위는 설

사 억겁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경전 구절에 상반되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의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이를 부정한다. 행위는 반

드시 그 결과를 생한다는 구절과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brahmavidyā)

의 힘은 이전에 행한 죄가 악한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을 파괴하는

힘을 지닌다는 구절은 별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에

는 아무런 모순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물의 힘과 불의 힘이

각각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에 아무런 모순이 없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여 행위가 반드시 결과를 생한다는 사실과 지식의 힘이 개

아의 지난 까르마를 없앤다는 사실 간에 모순이 없다는 것은, 마치

불의 힘은 반드시 열을 생한다는 사실과 물의 힘이 일시에 불을 꺼

버릴 수 있다는 사실 간에 아무런 모순도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

다.43) 이러한 논리에서 라마누자는 개아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

결과를 생한다는 업의 필연성과 개아의 모든 악업을 일시에 없애버

리는 신의 은총 간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주장한다.

42) Śṛī-bhāṣya,ⅳ.1.18. 마하바라따에서도 때로는 선조들의 업이 그들의 후
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Śāntiparva, 129). 업의

양도에 있어서 선행 뿐 아니라 악행도 양도된다고 보는 것은 대승불교의

廻向思想과 다르다. 대승불교에서의 회향은 언제나 복업에 관해서만 말
해진다(목정배, 불교교리사, p. 118 참조).

43) Śṛī-bhāṣya, ⅱ.1.13-14. Katha Upaniṣad, 1.4(“그는 선악의 모든 행위들
을 떨쳐버린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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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은총은 업설의 구조 속에서 업의 초월을 의미한다. 라마누자

가 업설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자업자득성을 상당할 정도로 뛰어넘고

있는 점이나, 업의 양도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은총의 가능성

을 시사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설의 구조 속에서 신의 은

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은총이 자의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

라 개아의 업에 따라 내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이 개아와 세계를

주관함에 있어서 까르마의 법칙에 따르지만, 그 법칙이 신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신의 본질을 구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은총에 대한 믿음은 까르마의 법칙에 대

한 믿음의 또 다른 한 형태이며, 이 둘은 하나의 진리에 대한 두 측

면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까르마의 법칙이란 이

성적으로 해석된 신의 은총이며, 신의 은총이란 신앙적으로 해석된

까르마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전통적인 의미

에서의 업설에 대한 수정 뿐 아니라, 신의 절대성에 대한 상당한 정

도의 포기를 전제로 한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라마누자는 까르마의 법칙을 이슈와

라의 의지의 표현으로 설명함으로써 업설과 은총의 양립가능성을 시

사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업설이 은총의 교의와

양립하기 위해서는 업설 그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수정이 불가피하

며, 이것은 라마누자가 실재론적인 일원론을 견지하는 한 피할 수 없

는 딜레마라 할 것이다. 즉 그가 이슈와라 뿐 아니라 개아를 포함한

세계의 실재를 인정하면서도 이슈와라를 인간과 세계의 주관자(niyan

ta)로 간주하는 것은 박띠의 신에게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초월성(para

tva)의 반영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입장은 개아의 자유의지를 인정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며, 자유의지의 여지가 적어질수록 업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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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점점 더 무의미해 진다. 이슈와라의 존엄을 유지하려면 개아

의 자유의지를 최소화하지 않을 수 없지만, 악의 문제를 대면함에 있

어서는 개아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와 그 까르마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44) 한편 현상 세계의 궁극적 실재

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그것을 마야의 소산으로 보는 샹까라(Śaṅkar

a)의 경우에는 이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업설이나 은총의 교의는 그것이 지니는 논리적인 엄밀성에서가

44) 라마누자는 하나의 행위를 개아의 의지에 의한 시작행위와 동의라는 신

의 후속 행위로 나누어서 설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즉

모든 행위들에 있어서 자유롭게 행위하는 것은 각 행위자이다. 한편 개

아의 존재론적인 토대로서의 이슈와라는 이 행위가 일어나도록 허락한

다. 그는 또한 비유를 들어 이 관계를 설명하기도 한다. “하나의 재산이

두 사람에 의하여 공유될 때, 한 편이 그재산을 제삼자에게 주려면 상대

방의 동의(anumati) 없이는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이 동의는 그 재산이

증여될 수있는 최소한의 행위이다. 허락이 주어지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첫행위자의 행위가 되며, 그 행위의 결과는 첫 행위자에게만 속하게 된

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아가 의식적인 행위를 할때, 그의 내적 토대요

통제자인 이슈와라는 그 행위가 일어나도록 허락한다. 이 때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은 행위자, 즉 개아라 하여, 인간의 자유의지와 신의

완전을 동시에 도모하려 한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라마누자의 설명과 예화는 전혀 문제의 해

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 위의 논의를 좀더 진전시켜 `개아

의 의지적인 첫 행위가 이슈와라의 동의를 요하는가?' 하는 물음 을 제

기했을 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개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라면 엄격한 의미에서 이슈와

라는 개아의 내적 통제자일 수 없다. 다시 말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

정하고 개개인의 모든 차별상들은 오직 그들의 지난 까르마에 의하여 결

정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슈와라는 단지 그들의 까르마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는 차별적인 지위를 나누어 주기만 한다면, 세계의 주관자로서의

이슈와라가 하는 역할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아의 자유의지

와 이를 토대로 성립되는 업설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이슈와라의 절대성

을 포기해야하는 딜레마에 여전히 남아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좀더 세분되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슈리 바쉬야 ii.2.3 에서
라마누자는 “인간이 행하는 악한 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편에서의 묵인이 반드시 무자비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하여, 이슈와라는 자신이 동의한 시초적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는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렇다면 이슈와라는 자비와 은총의 신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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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 의도하는 바에서 의미를 찾아야할 것이다. 업설이 지니는

논리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무신론으로 귀결되며, 결과적으

로 업보의 양도가능성이 쉽게 말해질 수 없다.45) 업설이 지니는 자

업자득성은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강조되어야 하듯이 그것

은 또한 인간의 구제를 위하여 파해되고 초월되어야 하며, 이 때 업

설은 우리가 자기의 현존을 말없이 받아들이고 감내하기만 하는 숙

명론이 아닐 수 있다. 업설이 숙명론적인 의미로만 파악된다면, 인간

이 갈 수 있는 곳이란 지옥밖에 없다. 다분히 종교적인 패러다임을

지니는 라마누자는 업의 필연성 이면에 있는 구제의 측면을 강조하

고 있으며, 이의 결과로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을 윤리적 변환이라고

하는 실천적인 과제에 종속시킨다. 다시 말하여 그의 주요 관심은 형

이상학적 체계 그 자체의 논리적 일관성의 견지에 있다기 보다는, 브

야바하라(vyavahāra), 즉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유용성에

놓여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마누자의 종교 사상이 광범위

한 철학적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일반 대중의 종교적

수행에 있어서 그 원천과 힘이 되어왔음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이다. 라마누자가 까르마의 법칙을 배경으로 은총의 교의를 발전

시킨 것은 적어도 박띠종교가 맹목적인 신앙의 형태에 빠지지 않게

한 이득이 있다. 신의 은총에 절대적인 강조점을 두었던 발라바(Valla

bha)의 종교사상과 비교해볼 때, 그의 절제는 더욱 두드러진다.46)

은총의 교의가 핵심이 되는 라마누자의 박띠는 행위 그 자체의 포

기(akarma), 혹은 행위의 결과를 포기하는 것(niṣkāmakarma)이 아니라,

행위를 인격신 이슈와라에게 바칠 것을 가르친다. 그는 어떤 행위가

오직 이슈와라에 대한 숭배의 일념에서 행해질 때, 행위자는 온전히

그에 의하여 주관되며, 이때 그 행위는 업을 쌓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난 숙업을 해소하도록 작용하여 해탈을 얻을 수 있게 만든다고 믿

45) 그 예로 업설의 논리적인 엄밀성이 추구되던 原始佛敎에서는 福德이 타
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는 것이 공적인 교의였다. 목정배, 佛敎敎理史,
p. 106참조.

46) 발라바는 바가바따 뿌라나에 근거하여 뿌스띠 마르가(puṣṭi-marga)라
는 은총의 길을 강조하였으며, 신앙자 측에서는 모든 다른 노력들의 완

전한 정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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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가르침은 확실히 니스까마까르마의 가르침보다 실천적

일 수 있다.47) 지극히 추상적이고 따라서 범부로서는 실로 행하기

어려운 니스까마까르마의 이상을 보다 실제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바

로 라마누자의 박띠 교의라 할 수 있다.48) 단지 행위의 결과에 집착

하지 않는다는 것, 혹은 행위 속에서 행위를 초월하라는 가르침보다

는, 행위를 하되 행위를 신에게 바침으로써 이로부터 자유로워지라

는 가르침이 보다 용이하다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유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인격신의 존재가능한 한 전지 전능자로 고백되는
를 전제하며, 나아가서는 믿음의 주체로서의 인간과 그 대상으로서

의 인격신이라는 이원성이 불가피하다. 라마누자의 사상이 궁극적으

로 이원성을 탈각할 수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

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행위를 인격신 이슈와라에게 바침으로써 숙명적

인 업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가르치는 은총의 교의는 업이

지니는 자업자득성이나 양적 필연성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만, 이와 같은 형태의 업의 초월은그 내용과 정도에 있어서 소소
한 차이들을 무시한다면베단따의 모든 학파들에 공통된 현상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심지어 샹까라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다. 즉

샹까라가 까르마의 결과들은 브라흐만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불태워

질 수 있다고 주장할 때, 업의 양적 필연성에 대한 초월이라는 측면

에서는 라마누자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단지 자기 책임성이라는 측면

에서 라마누자보다 다소 업설에 충실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베단따의 모든 학파들은 철학일 뿐 아니라 종교이기도

하다. 사실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인간의 공덕과 비공덕이 수학적 정

확성으로 응징과 상을 가져온다고 하는 믿음만으로는, 구제의 도 혹

47) 사실 니스까마까르마에 대한 가르침 그 자체가 지니는 난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흔히 주장되고 있는 것처럼 만일 그것이 아무런 결과도 생하

지 않는 행위라면, 그것은 행위자의 지난 업에 대하여 아무런 쓸모도 없

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48) 라마누자의 박띠는 니스까마까르마의 구체화라는 점에서 대승 불교의 보

살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즉 니스까마까르마의 불교적인 발전이 곧 보살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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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탈의 도로서의 종교가 지니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