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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印度는 불후의 古代敍事詩 Rāmāyaṇa와 Mahabhārata가 있다. 이는

印度文學과 印度哲學에서 매우 중요한 학문적 資料로서 文學家들과

宗敎家들은 이 두 敍事詩를 인용하는 사례들이 많으며, 살아있는 文學

作品이요 宗敎經典으로 이용하고 있다. Mahabhārata에 한 항목으로

즉, 그것의 18章의 Bhāgavad-gītā가 있고, 라마 說話는 大祝祭인 디

왈리 때에 마왕으로 등장하는 Rāvaṇa의 파멸을 통해서 不義에 대한

** 徐幸正 : 외국어대학교 힌디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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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鍾의 象徵으로 뉴-델리의 람릴라메단(Rām-Līlā Maidan)에서 라마의

승리를 축하하는 행사가 매년 열린다. Rāmāyaṇa를 통해서 내다 본

Dharma의 意味와 발전을 살펴보려고 한다.

Dharma를 제쳐놓고 印度思想을 음미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시대를 통해 印度思想에 스며들어 印度 知性人들의 사상과 습

성 속에서 창출된 槪念中의 하나가 다름 아닌 Dharma 관념이다. 그

것은 모든 형태의 人間活動의 決斷力과 評價에 적용되는 넓은 의미가

들어있다. 印度文明의 세 가지 特色 즉 精神力과 生命力과 智力은 모

든 국면에서 Dharma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1
그 개념은 古代

印度社會에서는 힌두 倫理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Veda와 브라흐

마나(梵書)와 Upaniṣads에서는 늘 再吟味하는 테마이다. 그것은 印度古

代敍事詩와 Smṛti(天啓書)文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
힌두

교에서는 베다서가 諸法의 天啓와 聖典과 궁극적 源泉으로 간주한 반

면에 Dharma는 神法 및 社會的 倫理的 宗敎的 現世的 義務와 下等宗

敎와 高等宗敎를 나타내는 매우 광범위한 말이다. 라마야나의 저자 V

ālmīki 성자가 묘사한 것으로 그 기원과 의미와 인간생활에의 應用을

論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古代印度人들은 그들의 전통적 삶의 理想 즉 Dharma(法), Artha(利),

Kāma(愛)와 Mokṣa(涅槃, 精神的 自由)의 네 가지 理想的 삶(Puruṣārtha)을

달성하는 것이 그들의 素望이었다. 時代 時代를 통해 印度思想에 투영

된 인간의 생각과 행위에 일관된 형식적 규범이 형성된 것이 바로 D

harma이다. Puruṣārtha 중에서 Dharma와 Mokṣa를 부인하고 Artha

는 궁극적 목표가 아니고 Kāma의 수단이라고 Cārvāka 학파는 주장

하면서 快樂이 最高善이라 한 것이다.
3
이와는 달리 힌두교는 인간생

활을 효율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禮法 및 行爲規範을 만든 것이

다. 우리는 다양한 관심 및 소망과 모순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발

전하면서 성장하고 변화한 것이다. 그것들을 全人的인 것으로 완성하

1) B. G. Gorkhale, A Study of Some Dominant Concept, p. 24.

2) Benjamin Khan, The Concept of Dharma in Ramayana, p. 23.

3) T. M. P. Mahadevan, Outline of Hinduism, pp.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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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Dharma의 목적이다. Dharma 原理는 世界로부터의 회피가

아니라 삶과 직업과 쾌락에 부딪치게 하는 것 즉 精神的 信仰의 制御

力에 의하여 精神的 實在를 인식하게 해 준다. 인생은 Dharma의 원

리이고 거기에 성스러움과 세속적임의 분별은 없다. Bhakti(信愛)와 M

ukti(涅槃)는 對立하지는 않는다. Dharma와 Artha와 Kāma는 共存한

다.
4
이와 같이 印度思想이 Dharma를 중심으로 많은 詩聖들에 의해

구현해 왔음을 알 수가 있다. 古代宗敎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西

歐의 함무라비 法典(B. C. 2100)에 견줄 수 있는 것은 Manu의 Dharma

-Śāstra(法典)가 현존해 있다.

이 論考는 Dharma 思想의 意味와 그 發展을 살펴보고 Vālmīki 성

자가 전개한 Dharma를 논하고자 한다. 먼저 Ṛta에 대한 의미 파악과

더불어 Dharma와의 관계의 有無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Ṛta

1. Ṛta의 語源

힌두 賢者들은 Ṛta에 대하여 宇宙의 정연한 均衡秩序의 原理로 설

명한다.
5
우주가 영원한 自然法則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같이 태양과

별과 달과 계절은 명확한 원리와 영원한 법에 의해 운행된다고 인도

思想家들은 생각했다.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s에서 不死者의 지시

로 태양과 달은 자기 위치를 지키고, 강들은 흐름의 법칙에 따라 동

쪽이나 서쪽으로 흐른다고 설명한다.
6
이와 같이 Ṛta는 불변하는 自

然法則을 설명하는 힌두법이다. 그것은 변화하지 않는 대상 사물의

4) S. Radhakrishnan, Religion and Society, pp. 105-106.

5) Ṛg veda Ⅰ.1.8

6) S. Gopalan, Hindu Social Philosophy,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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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내재적 當爲性을 나타낸 일반적 보편법을

지칭하는 宇宙의 理致를 말한다. Macdonell은 그의 베다 神話에서 ‘리

따’라는 말을 윤리적으로 眞理와 正義로 나타내는데 사용하고, 종교적

으로 ‘공희’ 및 ‘儀式’으로 또 불변의 規法으로 나타내는데 사용한 것

이라 했다.
7

Ṛta라는 말은 Saṅskṛt語의 語根 ‘Ṛ’에서 파생한 것으로 그 의미는

‘가다, 이동하다’이고, ‘Ta’는 과거분사형이다. Ṛta는 어원학적으로 儀

禮와 正道 두 어휘와 다 연관된 말로서 自然法則(宇宙의 理致), 供犧 및

儀式과 人間行爲의 規範의 理致를 다채롭게 언급한다.
8
印度哲學에서

기본적 개념으로 현금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베다의 고대적 관념은

바로 ‘Ṛta’ 즉 秩序 및 理致이지만 우주적 本性이나 眞理, 때로는 윤리

적 의미를 함축한 참된 理致나 고유한 方道라는 개념이다. 베다 시대

말기에 Ṛta가 포괄적 의미를 지닌 Dharma(法)으로 대체되어 이행된

것이다.
9
이와 같이 Ṛta가 힌두교의 根原的 倫理 語彙인 Dharma로 이

행된다.
10
Dharma의 전신은 고대 인도 아리안족의 Ṛta의 베다 개념

이었던 것 같다. Ṛta는 우주의 질서로서 Satya(진리)라는 단순한 진리

이상의 어떤 형태를 가정한 것이다. 그것은 우주의 힘이고, 그 법에

神들조차도 종속되어 있다. Ṛta와 Yajña(儀禮)는 古代印度社會와 倫理

思想의 전체 구조물을 통해 날실과 씨줄로 꿰맨 천과 같은 쌍둥이 개

념이다. Ṛta는 宇宙의 물리적 질서만큼 世界에 供犧의 당연한 秩序와

倫理法을 뜻한다.
11

7) S. Gopalan, Hindu Social Philosophy, p. 24

8) Comparative Ethics In Hindu and Buddhist Traditions, p. 50.

9) A. K. Wardev, Outline of Indian Philosophy, p. 17.

10) Ṛg veda Ⅶ.99.5.
indrāviṣṇu dṛmhitāḥ śambrasya nava puro navatim ca śrathiṣṭam.

śatam varcinaḥ sahasram ca sākam hatho apratya surasya vīrān.

11) A. Berridale Keith, Religion and Philosophy of the Veda,Ⅰ,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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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Ṛta의 意味

Ṛta의 思惟는 Varuṇa(暴風神)의 倫理的 昇華와 함께 印度的 創案이

아니고, 다만 새로운 환경에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했던 遺産에 불과

한 見解를 당연시하고 있다. 그것은 인도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지 않

는 개념이 된 것이다.
12
그런데 Ṛta와 Satya라는 어휘들은 리그 베다

에서 교대로 사용되었다. Ṛta는 秩序와 같고, Satya는 말과 행위간의

일치를 나타낸다. 인간의 삶에 Ṛta의 原理를 응용한 데다가 供犧의

실천과 개념에 Ṛta의 원리가 들어 있기 때문에 Karma법의 원천들을

추적할 수 있는 종교적 공희에 부연된 그 중요성을 언급할 수 있다.

힌두 전통에서 최초의 옛 信仰中의 하나인 供犧는 보통 인지할 수 있

는 作因들 없이 原因들과 같은 기능적 역할 없이도 어떤 結果들을 산

출할 수 있다. Karma의 思惟가 결국에 Ṛta와 供犧의 사유로까지 거

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주장하는 Surendranath Dasgupta는 “공희가

실행될 때에, 행위는 공희로 소망하는 대상을 마법으로 얻게 된다는

Adṛṣṭa(不可見力) 혹은 Apūrva(新得力)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비

한 德性을 남긴다. 惡行者는 來世에 고통을 겪는 반면에 善行者는 지

고한 물질적 즐거움을 누린다는 관념도 Samhitas(本集)에 있다. 아마

도 이들 개념들은 事物의 신성한 理致 즉 Ṛta의 觀念과도 關聯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13
그런데 리그 베다의 Ṛta의 개념은 Upani

ṣads와 후기 힌두 思想에서 발전한 Karma法의 源流라 할 수 있다. Ṛ

ta의 개념은 倫理法으로서 베다 思想의 특징이었다. 본래 Ṛta는 행성

들의 운행, 계속되는 밤낮과 계절의 循環運動의 자연법을 지칭하는

物理學에 속했다. 그것은 우주질서의 원리로서 모든 자연현상의 조화

와 아름다운 모습을 부여했다. 이러한 Ṛta는 자연의 규범처럼 윤리의

법칙으로서 우주적 의미에서 사회적 의미로 발전한 것이다.

諸神의 倫理觀은 Ṛta와의 연관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Ṛta에 대한

신앙은 신들의 本性에 윤리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난다. Ṛta의 영구적

12) ibid. p. 35.

13) S. Dasgupta, A History of Indian Philosophy, Vol.Ⅰ,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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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으로 인하여 신들은 모두 이것의 속박을 받는다. 諸神은 법을 엄

격하게 지키는 Ṛta의 追求者로 여긴다. 아그니神은 供犧의 지배자요

영원하고 찬란한 법의 수호자로 불린다.
14
비쉬누神은 “태어날 때조

차도 秩序의 第一原理”라고 記述되고 있다.
15
諸神중에서 Ṛta의 수호

신들은 Varuṇa와 Mitra이다. Varuṇa는 宇宙의 고결한 수호신으로서

그의 눈은 태양이고, 하늘은 그의 예복이고, 폭풍은 그의 호흡이다.
16

그는 우주의 帝王으로서 지상에 보급한 倫理規定들을 보고하는 使者

들에 둘러싸여서 천국의 대궁전에 앉아있다.
17
그는 公明正大하나 正

義에서는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Ṛta의 理致를 지키는 수호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힌두교에서 Ṛg Veda의 고고한 倫理神 바루나 뿐만

아니라 어느 神도 능가할 수 없는 Ṛta는 높고 영원하고 지고하고 완

전하게 되는 原理이지 神들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Ṛta의 法則, Dh

arma의 法則, Karma의 法則 등은 至高하면서 신들을 능가하는 規範

이고, 神들도 이들 法則에 종속된다. 宇宙는 原理에 의해 움직이는 것

14) Ṛg veda Ⅰ.1.8. rājantamadhvarāṇāṁ gopāmṛtasya dīdiviṁ vardhamānaṁ
sve darme

15) Ṛg veda Ⅰ.156.2
yaḥ pūrvyāya vedhase navīyase sumjjānaye viṣṇave dadāṣati,

yo jātmasya mahato mahi bravat sedu śravobhiryujyaṁ cidamyasat.

16) Ṛg veda Ⅷ.41.7-10
ya āsvatka āśaye viśvā jātānyeṣām.

pari dhāmāni marmṛśad varuṇasya puro gaye

viśve devā anu vratam nabhantāmanyake same ⑺

sa samudro apicyasturo dyāmiva rohati ni yadāsu yajurdadhe.

sa māyā arcinā padā ’stṛṇānnākamaruhannabhantāmanyake same ⑻

yasya śvetā vicakṣaṇā tisro bhūmīradhikṣitaḥ.

triruttaṇi papraturvaruṇasya dhurvam saduḥ

sa saptānāmirajyāti nabhantāmanyake same ⑼

yaḥ śretāṁ adhinirṇijaścakre kṛṣṇāṃ anu vratā.

sa dhāma pruvyam mame yaḥ skambhena virodasī

ajo na dyāma dhāryanna bhantā manyake same ⑽

17) Ṛg veda Ⅹ.10.2, 8.
na te sakhā sakhyam vaṣṭyetat salakṣmā yadviṣurūpā bhavāti.

mahasputrāso asurasya vīrā divo dhartāra urviyā prikhyan ⑵

na tiṣṭhanti na ni miṣantyete devānām spaśa iha ye caranti.

anyena madāhno yāhitūyam tena vi vṛharathye va cakrā 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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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한 神이나 여러 神들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Ṛta는

時空을 초월한 우주의 先驗的 내지는 內在的 원리로서 人間事에 작용

한 것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 옛 聖人들은 인간과 불가분리의 관

계를 갖고있는 全宇宙의 組織의 일부로 人間을 간주했다. 人間行爲에

서 Ṛta를 접하면, 매우 중요한 문제에 곧바로 당면하게 된다. Ṛta가

대상들의 內的 實體라면, 그 때 어떤 불안전한 것이 왜 있어야 하는

가이다. 그 문제가 자주 대두되는 의문에 매우 가까운데, 그 예로서

만약 완전 무결한 유일신이 萬有의 造物主이면서 만유에 개입한다면,

거기로부터 惡이나 불안전성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소득 없는 노

력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남아왔다. 감상적 해결방법은 신의 저작자

임을 의심한다거나 善惡의 두 가지 근본적 범주들을 믿는 것이다. 그

렇지만 베다의 현자들은 그 문제로 당혹해 하지 않고 自然現象의 어

떤 면에서 즉, 日食이나 가뭄에서 Ṛta의 不在를 발견했었다. Ṛta의 創

造原理라는 現實的 意味
18
, 眞理라는 Ṛta가 허위로 인한 破壞

19
그리고

사악한 자가 Ṛta 즉 儀式의 道를 향해 나아가지 않음
20
등의 말에서

베다의 賢者들은 Ṛta의 兩面性 즉, 일정불변의 불안전성이나 不在가

自然現象에서 발견한 사실에서 입증된 “現實”과 “理想”을 가정한 것

이다. 人間行爲라는 면에서 理想과 現實間의 차이가 매우 크게 부각되

어 있다. Ṛta가 倫理的 原理라면, 그것은 二重的 特性 즉, 이상적일 뿐

만 아니라 현실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3. Ṛta와 Satya

중국의 正道나 그리스의 正義(Rectus)와 같은 관념과 달리 Ṛta의 유

일한 개념은 윤리적 측면으로 반연되면서 Karma論으로 새롭게 나아

가게 된다. Ṛg Veda에서 Ṛta의 관념은 Upaniṣads와 후기 힌두 思想

18) Ṛg veda Ⅹ.30.11 ṛtasya yoge vi ṣyadhvamūdhaḥ

19) Ṛg veda Ⅹ.87.11 yaḥ ṛtam anṛtena hanti

20) Ṛg veda Ⅸ.87.11 ṛtasya panthām na taranti duṣkṛt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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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전한 Karma法의 先行槪念인 것이다. 法이 物質世界에 속한다

면, 德은 倫理世界에 속한다. 여기서 외관상의 혼란과 혼돈에 직면한

가운데서 우주의 중심에 유일한 원리가 있음을 느낄 수가 있다.
21
印

度思想과 慣習의 발전에 기여한 Tapas의 개념은 처음에 열의 뜻이었

다가 信仰에 대한 열의 의미로 변했고, 다시 自己苦行의 의미가 된다.

Yajña 즉 供犧가 理性的 意志의 지배하에서 天然的 本性을 초래하고

산출된 정신적 에너지를 언급하는 정신력의 Tapas로 간주된 것이다.

Tapas(苦行)는 Preyas(世俗的 滿足)의 편협하고 利己的 부착물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 Sreyas(精神的 自由)의 방향으로 확장시키는 정신적 發

火를 산출한다.
22
최초의 존재인 Brahmā가 Tapas를 통해 산출되었

고,
23
Ṛta와 Satya는 Tapas에 의해 산출된 것이다.

24

Ṛg Veda에서 Ṛta와 Satya의 어휘가 번갈아 쓰였고, Ṛta는 理致와

동일시되고, Satya는 言辭와 實在 사이의 一致로 나타냈고, 실제로 전

자는 廣義의 뜻을 지니고, 후자는 그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25
Brāh

maṇa書의 저자들은 Ṛta라는 말과 Varuṇa神을 흡족해 하지 않는 대

신에 Satya와 Indra神으로 대체하여 사용했다. Ṛg Veda 후반부에는

Varuṇa와 Ṛta는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 倫理神 Varuṇa와 함께 신

성한 도덕률 Ṛta의 개념이 없어진 것이다. 한 때는 Ṛta의 同義語로

쓰인 Satya의 意味가 Brāhmaṇa書에서 크게 달라졌다. 그런데 Brāh

maṇa서의 큰 특징은 Ṛta의 개념의 소멸로 Satya의 개념이 古代의 Ṛ

ta의 뜻으로 대체되었다. Brāhmaṇa書의 현자들은 철저하게 供犧에

전념한 것이다. Ṛta가 ‘간다’라는 동작을 지칭한 반면에 Satya어휘는

‘존재’를 의미한 것이다. 즉 존재한다는 것은 참되다는 것과 일치한

다. 實在는 존재하는 것 또는 존재의 진실이다. Brāhmaṇa書에서의 S

atya는 倫理的 어떤 原理를 언급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供犧의 올

바른 實行이나 行爲와 Mantra들의 올바른 音詠을 의미한다. 이러한

21) S. Gopalan, Hindu Social Philosophy, p. 25.

22) S. Cromwell Crawford, The Evolution of Hindu Ethical Ideas, p. 42.

23) Ṛg veda Ⅹ.129.3 tapastanmahinājāyataikam

24) Ṛg veda Ⅹ.190.1 ṛtam ca satyam cābhīddhāt tapaso’dhyajāyata

25) Benjamin Khan, The Concept of Dharma in Valmiki Ramayana,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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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 Upaniṣads와 후기 Vedāntā에 퍼진 것이다. 실재는 Upaniṣads

에서 Brahmān이나 Ātman의 어휘로 간주되었고, 해탈은 自覺과 同一

視되었다. 이런 철학의 영향으로 인하여 供犧나 自覺은 倫理行爲의 窮

極的 原理를 압도한 것이다. 이것은 倫理行爲와 道德行이 단순한 手段

일 뿐이지 人間生活의 目的이나 窮極的 對象이 아니기 때문이다.
26

Satya와 Dharma는 交替語彙로서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Ⅰ.14.14)

는 동등하게 다루고 있다. 즉 참으로 正義라는 것은 眞理이므로 정의

와 진리 둘다 같다는 것이다. Hindery의 네 가지 美德 즉, ahimsā(不

殺生), dāna(慈善), satya(眞實)와 niṣkāma karma(私慾없는 行爲) 中에도 이

Satya가 있다.
27
Śaṇkara는 註釋書에 세 가지 어휘 즉, Ṛta, Satya와

Dharma간의 관계를 주석한 것이다. 그의 세 가지 개념간의 분석을

보면, Ṛta는 精神的 知覺力을 나타내고, Satya는 精神(마음)으로 知覺

되듯이 眞理語의 표현을 지칭하며, Dharma는 日常生活에서의 眞理遵

守이다. Dharma는 지각된 진리를 具現하는 生活方式이다. 다시 말하

면 Ṛta는 思想에서의 眞理이고, Satya는 言語에서의 眞理이고, Dharm

a는 行爲에서의 眞理이다. 眞理의 固守는 Dharma 實踐에 필연적인 것

이다. Satya와 Dharma는 동일한 價値基準의 理論的이고 實踐的인 면

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는 ‘Dharma가 眞理

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28

Upaniṣads중에서 Katha Upaniṣad는 윤리적 견해를 강하게 표명하

고 있다. 惡行(duścarita)을 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知性(prajñā)으로 그

(自我)를 달성할 수 없다.
29
뜻을 다하고, 순수하며, 식별력이 있는 사

람은 輪廻(saṁsāra)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30
Upaniṣa

ds 思想家들도 形而上學 問題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倫理 問題에도

관심을 지녔음을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다. Dharma Śāstra와 敍事詩

들은 宗敎文學과 더불어 발전한 世俗文學의 주류를 구성하고, 여기에

26) Ibid., pp. 31-32.

27) Roderick Hindery, Comparative Ethics, p. 27.

28) S. Gopalan, Hindu Social Philosophy, p. 137.

29) Katha Up.,Ⅰ.2.23 : Ⅰ.3.7

30) Ibid.,Ⅰ.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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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行爲의 根本原理는 운명 공동체의 社會와 經濟와 姓과 倫理生活

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들 原理들은 Dharma 成就의 방향으로 지향되

었다. 이와 같이 Ṛta의 사용이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대신에 Dharma

가 후기 작가들의 호응을 크게 받았다. Ṛta 대신에 사용되기 시작하

면서 Dharma가 萬有의 고유한 원리가 되었고 宇宙萬物의 規法이 된

것이다. 힌두 經典과 古典의 作家들은 Dharma의 語彙들을 즐겨 使用

했다.

Ⅲ. Dharma

1. Dharma의 意味

Dharma 思想은 인도의 宗敎哲學思想에서 現今에 이르기까지 중요

한 역할을 해왔고, 여기에는 宇宙의 理致인 Ṛta 思惟가 깔려있다. 특

히 이것은 Veda文學思想에서 발전하여 慣習, 倫理律, 法 및 義務와 正

義 등을 뜻하게 된 것이다. Khan은 輪廻(Saṁsāra)에 대한 人間行爲의

規範이며, 그 基準이 바로 Dharma이고, Dharma의 작용이 Saṁsāra

에 한정된다고 설명한다.
31
Upaniṣads 思想의 발전과 함께 힌두교의

行爲規範의 Dharma가 현존하는 Sūtra(經典)에 成文化되면서 印度的 傳

統의 Dharma-Śāstra(法典)가 탄생했다. 경제적 안녕의 Artha, 생물학

적 문화적 만족감을 주는 Kāma와 存在循環 즉 輪廻에서 解脫이나 精

神的 自由를 추구하는 Mokṣa와 더불어 Dharma는 印度人들이 추구하

는 대상이다.

흥미로운 것은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古代 印度社會에서 認識했

던 윤리적 정신적 가치기준들이 역사의 한 부분으로 장식된 점이다.

31) Benjamin Khan, The Concept of Dharma in Rāmāyaṇa,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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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大敍事詩 Mahabhārata의 主題가 웅장한 전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의 기록뿐만 아니라 人間生活의 Dharma를 기술해 주고 있어

서 Itihāsa(歷史 및 年代期)의 원형이 Mahabhārata라 한 것이다. Rāmāya

ṇa도 印度의 二大 敍事詩 중의 하나로서 單一個體의 人生과 종속된

운명의 興亡盛衰의 大敍事詩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역사적 확대

인 반면에 Mahabhārata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언어로 “統合”의 年

代記이다.
32
Dharma는 印度文化와 思想의 기틀을 마련했고, 印度哲學

思想史에서도 매우 중요한 어휘이다. Dharma-Śāstra는 현존해 있는

것으로서 B. C. 600-300 무렵에 나왔고, B. C. 2세기에 人間行爲의 規

範에 대한 最高의 權威書로 등장한다. Patañjali는 Dharma-Śāstra의

權威가 구약성서의 십계명 다음으로 높다고도 한다. Mahabhārata와

Rāmāyaṇa 二大敍事詩와 Purāṇa(傳承書)는 Dharma-Śāstra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33

Dharma라는 말은 “떠받치다”라는 뜻의 Saṅskṛt語의 ‘Dhṛ’ 語根에

서 파생한 어휘로서 印度 아리안족과 함께 들어온 ‘Ṛta’의 최초의 베

다 개념이었다.
34
그것은 Brahmān 전통에 사용되어 人間生活의 모든

範疇에 응용된 세 가지 의미로 대별될 수가 있다. 첫째, Dharma는 宇

宙의 自然秩序의 理致와 倫理行爲를 지배하는 베다의 Ṛta와 상응하는

말이며, 그것은 自然法이고 倫理法이며 宗規이고 社會法이다. 둘째, D

harma는 宗敎社會의 義務와 權利와 特權이고, 누구나 Varṇa(階級)와 Ā

śrama(人生의 旅程)에 소속되어 있어서 당연한 의무를 지닌다. 셋째, D

harma는 유일한 價値基準으로 人生의 目標(Puruṣārtha)로 여기고는 있

지만 解脫의 가치를 나타내는 Mokṣa를 취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D

harma는 포괄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한 마디로 定義를 내리기가 어

렵다.

힌두교도들은 Dharma개념을 근거로 하여 인간생활의 지표로 삼아

왔다. Dharma는 理想社會에 있을 모든 行爲의 倫理法이고 거울로서

32) B. G. Gokhale, Indian Thought Through The Ages, pp. 11-12.

33) P. V. Kane, History of Dharmaṣāstra, pp. 13-14.

34) B. G. Gokhale, Indian Thought Through The Ages,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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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體들의 義務와 權利를 지닌 포괄적 원리이다.
35
人間生活의 모든 領

域에 두루 침투해 있을 이것은 Ṛta와 상응하는 말로 자연과 종교와

사회에 필요한 필연적 의무이다. “Dharma는 現世에서 바라는 幸福의

成就로서 뚜렷하게 제시된 지식이다.”
36
끄리쉬나는 아르쥰에게 “Dha

rma는 모든 창조물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

로 Dharma가 어느 해로부터 해방된 모든 우주를 수호하기 위해 창

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Dharma는 諸存在를 보호함으로 존재하

는 모든 창조물을 보호한다. 그것은 세계를 보존할 수 있는 원리이

다.”
37
라고 말한다. Dharma는 個體와 集團 사이에 心身의 올바른 기

능을 지배하는 禮法을 설한 原理이다.

Dharma라는 것은 한 事物을 결합하고, 그게 무엇인가를 인식하

고, 그걸 파괴하여 그 밖의 무엇인가로 바꾸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며, 그 특징적 기능과 그 고유성과 근본적 속성과 그 본성은 그 본질

적 존재율인 Dharma이다. 끊임없이 늘 결합하는 因果의 사슬에서 그

게 무엇인가로 世界運行을 인식하고, 모든 부분들을 總體로 결합하는

것은 自然法이나 自然神의 法 즉 광의에서 宇宙秩序인 Dharma이다.

相互聯關된 타고난 성격에서 분출하는 諸行爲의 因果에 대한 相互權

利義務의 속박에서 인간을 속박하고 社會를 지탱하는 체계 즉 法案은

人倫 즉 Mānava Dharma이다. 간략하게 Dharma는 自然科學的으로

독특한 特性이고 道德的으로 合理的으로는 義務이다.
38
이와 같이 Dha

rma는 문자 그대로 확정된 命題 즉 의무인 동시에 正義라는 확고 부

동한 명제를 뜻한다. 그것은 Ṛta와 같은 물리적 의미로도 사용되어

온 것이다.

Dharma의 內容의 趣旨를 부여하고, 유형적 목적을 設定하려는 노

력의 와중에서 Dharma가 人格化한 것이다. 이와 같이 Bhāgavad Pur

āṇa에서 Dharma는 人間으로 언급되어 왔고, 그것은 네 번째 Avatār

35) B. G. Gokhale, Indian Thought through The Ages, p. 24.

36) Vaiśeṣika Sūtra Ⅰ.1.2

37) Mahabhārata Karn 69.51

38) Bhagwan Das, The Science of Social Organization, Vol.Ⅰ,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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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夫로 언급하고 있다.
39
廣義로 Dharma는 義務인 동시에 正義라는

확정된 命題, 모든 종교적 戒律, 運命共同體와 캐스트와 國家의 世俗

法, 慣例와 慣習의 포괄적 意味들을 갖고 있다. 그 밖에도 그것은 베

다가 규정하고 있는 行爲, 正邪의 行爲基準이 德望 높은 사람의 善行,

慣習, 經典이나 관습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社會가 인정하는 規範,

反省과 理性的 判斷이 베다에 어긋나더라도, 나중에 실천한 行爲, 모

든 존재의 安寧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하고, 人類善에 대한 獻身은 지

고한 善이다. 이와 같은 Dharma에 대한 자료들은 Dharma-Śāstra, V

eda, Smṛtis, 관습 및 전통, 善行者의 慣例와 覺者들의 良心 등이고,

二大敍事詩와 Purāṇa書도 Dharma의 중요한 요람이다.

印度의 賢者들은 Dharma를 단순한 추상적 원리로 假定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내용 없는 원리나 형식이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깨

닫고 힌두 사회의 질서 內에서 人間의 地位에 알맞는 義務들을 具體

化했다. Manu는 Āśrama와 Varṇa에 종속된 이들이 해야 할 義務뿐

만 아니라 男女老少의 의무들까지도 규정한 것이다.
40
다시 말해서,

그것은 네 가지 人生旅程(Caturāśrama)과 四姓階級(Caturvarṇa)에 따른 네

가지 人生目標(Puruṣārtha : Dharma, Artha, Kāma, Mokṣa)를 바라는 追求者들

의 全般的 義務들이다.
41
Dharma는 守護天使로서 相對的이고, 宗敎人

에게는 敎訓이고, 倫理學者에게는 內的 良心의 소리이고, 보통 사람들

에게는 관습과 전통이며, 律法學者에게는 戒律이고, 哲學者에게는 形

而上學的 原理이다. 이것은 印度思想에 완벽하게 스며들어 지속적으

로 활용되었고, 거의 宗敎와 形而上學, 倫理와 政治, 法과 孝行에 대한

모든 사상의 求心點이 되었다.
42

39) Bhāgavata Purāṇa Ⅰ.3.9

40) Manu Śāstra Ⅰ.85.86

41) Radhakrishinan, Religion and Society, p. 107.

42) B. G. Gokhale, Indian Thought Through the Ages,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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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uruṣārtha

힌두교는 인간완성에 필요한 인생의 네 가지의 본질적 영역 및 목

표를 인간에게 제시했다. 그것은 人間行爲를 지배하는 네 가지 Puruṣ

ārtha(人生目標) 즉 Artha, Kāma, Dharma와 Mokṣa를 말한다. 이들은

네 가지 뚜렷한 人生目標라기 보다는 印度思想 전체에 대한 네 가지

構成要素로서도 볼 수가 있다. 이들 要素들은 物質的 構成要素(Artha),

快樂的 構成要素(Kāma), 倫理的 構成要素(Dharma)와 宗敎的 構成要素(Mo

kṣa)로 구성된 것이고, 그들은 각각 利, 樂, 義務와 涅槃(精神的 自由)과

연관된 美德들이다. Artha와 Kāma와 Dharma는 Mokṣa를 달성하는

수단이다. 처음 세 가지의 Puruṣārtha들은 본질적 요소와 비본질적

요소로 구성된 것이고, 나머지 Mokṣa는 본질적 가치만을 소유한다.

힌두교에서 처음 세 가지 Puruṣārtha들에 대한 利와 樂과 義務를

강조하는 생활양식을 말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유에 몰입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고집한다. Artha, Kāma와 Dharma는 베다 시

대에 人間生活의 전반에 걸쳐서 꼭 필요했다. 精神的 自由의 달성을

위하여 B. C. 6세기 이후에 힌두인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버리고

出家生活을 실천하고, 사회로부터의 모든 日常生活과 義務들을 스스로

단절하는 생활을 했다. 이와 같은 苦行生活의 傳統은 Gautama시대에

서 Ramakrishna 시대에까지 생생하게 전해 내려온 것이다.

印度의 二大敍事詩들은 Dharma를 인생의 궁극적 목표로 간주했고,

당시에 Mokṣa는 人生目標가 아니었다. Mokṣa의 개념은 Dharma의

것보다도 늦게 형성되었다. 人生旅程의 네 번째 단계인 苦行期가 Āś

rama에 부가될 무렵에 Veda Triad에도 Mokṣa가 부연되었다.
43
Dhar

ma가 社會的 理想이라면, Mokṣa는 禁慾的 또는 非社會的 理想이다.

苦行期의 도래로 家庭期와 暝想期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最

終段階인 苦行期에 고행승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Mokṣa思想

이 싹텄다는 설도 있다.

43) Benjamin Khan, The Concept of Dharma in Vālmīki Rāmāyaṇa,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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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法에 따르면, Mokṣa는 活動보다는 眞理의 追求이고, 요란한 생활

보다는 平靜을 열망한 것이다. 正行은 Dharma에 이르는 수단이고, 正

智는 Mokṣa에 이르는 수단이다. 다시 말하면, Dharma는 正行의 社會

的 原理로서 생물학적 경제적 정신적 수준에 이르는 人類의 善行에

대한 外的 行爲이다. 그러나 Mokṣa의 理想은 自覺 즉 ‘自知’에 대한

精神의 內的 行爲이다. Dharma가 사회적 윤리적 개체의 향상을 도모

하는 목적이라면, Mokṣa는 社會活動과 生死輪廻의 단절을 목적으로

한다.

Puruṣārtha에 대한 의미들을 간략하게 지금까지 전개해 보았다. 이

論考에서는 Rāmāyaṇa에 있는 Puruṣārtha들을 음미하면서 Dharma의

意味를 살펴보는 것이 그 목적이다.

Ⅳ. Vālmīki의 Dharma

Vālmīki는 세 가지 Puruṣārtha 즉 Dharma와 Artha와 Kāma에 대

하여 그의 敍事詩歌인 Rāmāyaṇa의 배역들을 매개로 대변했고, 당시

의 倫理思想을 論證한 것이다. 그는 삶의 종말을 부정하고, 幸福하건

不幸하건 간에 삶은 地上이든 天上이든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는 삶

에 대한 不滅性을 믿었는데, 그의 不滅性은 천상의 행복한 삶이나 지

옥의 불행한 삶으로 끝나 버리는 걸 믿지 않았다. 그는 천국(Svarga)

과 지옥(Naraka)의 관념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으면서도 自然現象속에

서 식물들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이 계절의 변화와 함께 반복되고 循

環된다는 原理라는 사실에 바탕을 둔 방식으로 인간의 生死輪廻를 생

각했다. 그의 삶의 개념은 영원한 행복의 존재이다.

Rāmāyaṇa에 등장하는 수많은 神들은 힘과 지성과 능력이 보통 사

람들보다도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Karma法에 종속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처럼 간주되었고, 그들은 苦行(Tapas)을 실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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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그들의 信奉者들을 축복해 줄 수 있었다. 그래서 신들도 인간

들과의 대결에서 패배도 부상도 입을 수 있었다. 强靭한 인간은 신들

과 대결할 수 있었다.
44
이 敍事詩에 등장하는 神들과 人間과의 關係

에 대하여 두 世界間에 지속적 往來가 있었고, 그들은 각각 相互扶助

를 필요로 하는 相互依存關係이다.
45
Rāmāyaṇa는 宗敎와 道德과 연관

해서 Brāhmaṇa書와 Upaniṣad書보다는 Veda書의 傳統에 더 가깝다.

神 中心이 아니더라도, 被善行과 善追求와 善行을 해야하는 人間을

中心으로 하는 Dharma가 항상 存在했었다. 印度的 倫理根源이 된 것

은 인간의 內面的 安寧과 社會의 外面的 安寧이었다. 신들은 Dharma

의 制約을 받았고, 또한 倫理의 根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덕

이나 부도덕에 대하여 人間들은 개의치 않았다. 따라서 Rāmāyaṇa時

代에 Sāṅkhya 哲學의 原形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싹튼 것 같다.

Rāmāyaṇa는 주로 理想的 人間의 행적을 쫓는 大敍事詩이고, 그 人間

이 바로 Ātmavān과 Guṇnvān으로 묘사한 인간상이다. Vālmīki가 주

로 다룬 세 가지 Puruṣārtha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Artha(利)

Artha는 문자 그대로 “事物”, “對象” 또는 “物質”을 뜻하고, 廣義로

는 日常生活에 필요로 하는 명확한 對象에 대한 “所有”와 “즐거움”의

뜻이다. 고대 인도인들은 ‘利’를 個人과 社會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수단의 가치로 보았고, 心身의 만족뿐만 아니라 Dharma의 수단이 된

다고 보았다. 이것은 또한 Mokṣa(精神的 自由; 涅槃)를 달성하는 길잡이

였다. 富의 成就를 원하는 사람이 자기 행동에 아무런 분별없이 遂行

한 對象은 政治經濟學者들이 내린 부의 참된 定義이다라는 것은 Arth

a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인 것이다.
46
Vālmīki가 말한 Artha 定義는

44) Ṛg Veda Ⅴ.51.43-44 ajeyo rāghavo yuddhe devaiḥ sakrapurogamaiḥ

45) Monier Williams, Indian Wisdom, pp. 429-430.

46) Ṛg Veda Ⅲ.43.34 arthī yenārthakṛtyena samvrajatya vicāra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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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Artha는 Dharma를 위한 중요한 手段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Artha Vṛtti(富의 取得性向)는 Kāma Vṛtti(樂의 取得性向)와는 달리 그렇게

많은 빈축을 사지는 않았다. 典禮에 따라 祭祀儀式을 거행하는 사람

은 自己苦行에 의해 Dharma를 달성한다.
47
Dharma의 達成에 自己苦

行과 祭祀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Artha 없이는 祭祀는 不可能

할 수 있다. Kāma와 같이, Artha도 수단적 가치가 있고, 그것은 자

유로운 생활이 발전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Artha의 誤用은 경

계해야 한다.

Rāma의 동생 Lakśmaṇa는 “無益한 Dharma는 당신을 不幸에서 구

조해 줄 수가 없다. 存在는 固定되어 있으면서도 流動的이기 때문에

지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Dharma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다. 움직이지 않는 對象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유동적 대상

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Dharma의 결과는 지각되지 않는다. 반

대로 당신 같은 분이 위험에 빠져 있어서는 안된다.”
48
라고 말하고, C

ārvaka적 논리로 그의 精神的 目標의 對象인 Dharma를 신랄하게 비

판한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Dharma가 응보에 상응할 수 없고, 意識

이 없고, 본래 명확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現存을 인정하더

라도 인간이 그걸 어떻게 보응받을 수 있는가를 반문한 것이다.
49
연

약하고 무기력한 Dharma 그 자체는 인간의 목적을 따르고, 무기력하

고 위엄을 잃었으므로 Dharma를 따라서는 안된다라고
50
그는 강력하

tamarthamartha śāstrajñāḥ sulakśmaṅa .

47) Ṛg Veda Ⅱ.99.34 yasya yajñairthādiṣṭairyukto dharmasya saṅcayaḥ,
śarīrakleśasmbhūtaṁ sa dharmam parimārgate

48) Ṛg Veda Ⅵ.83.14-16
śubhe vrtmani tiṣṭhantam tvāmārya vijitendriyam,

anarthebhyo na śaknoti trātum dharmo nirarthakaḥ.

bhūtānām sthāvarānām ca jaṅgamānām ca darśanam,

yathāsti na tathā dharmastena nastītī me matiḥ.

yathaiva sthāvaram vyaktam jaṅgamam ca tathāvidham,

nāyamarthastathā yuktastvadvidho na vipadyate.

49) Ṛg Veda Ⅵ.83.24 adṛṣṭapratikāreṇa avyaktena satā, katham śakyam param
prāptum dharmenarivi karaṣaṇ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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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장한다. Lakśmaṇa는 위기에 처한 Rāma의 처지에서 Dharma

는 眞理가 아니고,
51
선조들 가운데 Adharma의 도움으로 Dharma를

이룩했다
52
는 사실의 例를 들어 납득시키려 했다. Lakśmaṇa는 懷疑

主義者가 아니고, 그의 哲學은 Dharma의 傳統과 運命에 대한 단순한

비평이 아니며, 지켜야 할 일련의 美德을 Yuddha Kāṇḍa(Ⅵ. 83. 14-40)

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Vālmīki는 Lakśmaṇa라는 배역을 매개로 실질적 윤리철학을 설파

하려고 시도한 것 같다. Lakśmaṇa는 인간의 權威와 努力을 진지하게

믿고, 인간을 消極化시키는 Dharma를 비난한 것이다. 그것은 도덕

및 사회의 가치를 信賴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倫理學은 來

世的이라기 보다 現世的인 것이다. 그의 철학은 실질적으로 寫實主義

的이고, 社會的 價値를 신뢰하고 있다. 그는 Dharma의 神秘力을 믿지

않고, 대신에 富에 대한 순수한 욕망을 소중하게 간직한다. 비록 富가

人生의 全部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지라도, 富가 없이는 인간은 살수

있는 어떤 무엇도 없다는 것을 그는 주장한다.

2. Kāma(樂)

인간정신의 욕망들 중에 욕구의 면은, 힌두 思想家들에 따르면, 분

명하다. 인간의 慾望性은 그의 人格構造를 통찰해 준다. 人性은 크게

는 그의 욕망들의 本性이다. 행동에 대한 刺戟은 그의 욕망에서 胚胎

하였다. 가장 복잡한 행위들에 대한 가장 단순한 욕망들은 人間行爲

를 자극하는 욕망의 압박에 우선하여 결정된다. 無慾望은 無活動으로

이끌 것이다. 인간에게 無慾望이 있을 경우에 活力이 멈추게 될 것이

50) Ṛg Veda Ⅵ.83.26 athavā durbalaḥ klībo dharmo'nuvartate, durbalo
hṛtamaryādo na sevya iti me matiḥ.

51) Ṛg Veda Ⅵ.83.28 atha cet satyavacanam dharmaḥ kila paraṅtapa, anṛtam
tvayyakaraṇe kiṁ ca baddhastvayā vinā.

52) Ṛg Veda Ⅵ.83.30 adharmasaṁśrito dharmo vināśayati rāghava,
sarvametad yathākāmaṁ kākutstha kurute mar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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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고로 慾望들의 招來를 必然으로 하는 것은 거의 어떠한 강조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Kāma는 人間行爲를 야기시킬 책임 있는 중심축이다. Kāma의 心

理學的 槪念에 유일한 것은 Kāma가 모든 人間行爲의 이면에 있는 感

動的 힘이고, 동시에 모든 人間行爲의 目標라는 점이다. 그것은 인간

에게 기본적 물질의 안녕으로 나아가게 하는 행위들을 책임지게 한

다. Kāma의 결과로서 취득한 물질은 욕망(Kāma)들의 完遂에 도움을

준다. Kāma라는 말은 어느 의미에서 Puruṣārtha들에 적용될 수 있

다. 富를 추구하고 自覺(Dharma, Artha와 Mokṣa)을 목표로 하는 正當性은

人間의 강한 욕망들(Kāma) 때문이다. 인간에게 정당시되는 강한 욕구

가 없는 한에 있어서, 인간은 당위성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
53

그것은 청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 등의 五感에 의한 對象의 喜悅

이다. 이들은 感覺器官과 對象 사이에서 일어난 접촉이고, 이 접촉에

서 일어난 쾌락의식이 Kāma이다.
54
Vātsyāya는 인간의 身體的 慾求

와 精神的 慾求라는 포괄적 의미로 Kāma를 설명한다. Dharma를 근

원으로 하는 Kāma가 精神的 慾求의 Kāma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愛나 樂과 慾望을 뜻하며, 家庭期(Gṛhasthāśrama)가 Kāma의 상징이기도

하다. 世俗的 價値와 一致하는 중대성은 개체의 결혼생활 단계가 마

음의 淨化를 대비하는 근거로서 간주된다라는 힌두 哲學者들의 見解

로부터 입증된다. 두 번째 아쉬람에서의 Kāma생활은 정신적 오리엔

테이션이 주어진 것이다.

인간은 Dharma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쾌락을 즐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兩面의 세계(Dharma와 Kāma)를 공고히 하게 되리라는

것은 부차적 목표는 되지만 절대적 목적이 아니란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善行生活의 描寫에서 動物的 活力性과 本性의 분명한 근거를 가

정해야 한다. 즉 Kāma없이는 인생은 無氣力하고, 興味가 없다. 文明

은 그걸 대치한 것이 아니라 부연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禁

慾主義者나 修道僧은 완성된 인간의 삶을 사는데 실패한 것이다. 그

53) S. Gopalan, Hindu Social Philosophy, pp. 98-99.

54) Vātsyāyana, Kāma-Sūtra, 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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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少數 構成員은 그들의 運命共同體를 살찌게 할 지는 모르나 그들

로 구성된 세계라면 倦怠로울 수가 있다. 그러나 Vālmīki는 Kāma에

대하여 批判的 視覺으로 보고, Kāma가 不可抗力的이어서 매우 관대

한 사람은 善行이라는 것과 그 行爲에 맞는 時空이 무엇인가를 認識

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55

Vālmīki는 Kāma의 욕망이 더 커다란 堊을 조장시킨다고 생각하여

樂이 最下位에 속하고, Dharma와 Artha에 종속되어야 함을 주장한

다. Kāma가 이 세상의 모든 堊의 근원이므로 누구나 Dharma를 근

거로 하지 않는 Kāma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Vālmīki의 올바른 지적

이다. Artha와 Dharma를 무시하고 Kāma(樂;慾望)를 따르는 사람은 R

āmāyaṇa의 Daśaratha처럼 빨리 근심에 말려든다.
56
이것은 Dharma

와 Artha를 쌓는 것을 근거로 하여 Kāma의 德을 쌓도록 하는 교훈

을 준다.
57
Dharma와 Artha를 결여한 Kāma는 단순한 욕망이고 극악

이다. 그것은 慾求不滿으로 퇴락하여 反社會的 非倫理的 慣習을 일으

켜 人間社會의 生活과 倫理의 價値를 파괴한다. 이것은 심리적이고 사

회적이고 윤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도의 현자들은 Kāma의 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자기

의 수양이나 고행을 行했는데, 이는 Kāma의 힘을 지멸하여 Dharma

에 도달하는 수단을 강조하였다. 이런 경향의 영향으로 금욕생활이

장려되고, 家庭期(Gṛhasthāśrama)의 생활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것은 일종의 병적인 현상이 일어나 自己의 擴大主義가 생기게 되었

다. Kāma는 Puruṣārtha들 중의 하나로서 生理的 精神的 社會的 觀點

에서 Dharma의 成就에 필요한 요건이다. 그것은 Dharma의 안에서

55) Ṛg Veda Ⅳ.33.54-55
taccāpi jānāmi yathā'viṣahyam balam naraśreṣṭha śarīrajasya,

jānāmi yasmimśca jane'vabaddham kāmena sugrīvamasaktamadya.

na kāmatantre tava buddhirasti tvam vai yathā manyuvaśam prapannaḥ,

na deśakālau hi yahārthadharmāvavekśate kāmaratirmanuṣyaḥ.

56) Ṛg Veda Ⅱ.53.13 arthadharmanu parityajaya yaḥ kāmamanuvartate,

evamāpadyate kśipram rājā daśaratho yathā.

57) Ṛg Veda Ⅱ.1.27 śriṣṭhyam śāstrasamūheṣu prāpto vyāmiśrakeṣu ca,
arthadharman ca samgṛhya sukhatantro na cālas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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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원이나 목적을 지니지 못했을 경우에 욕망을 위한 욕망이 된다.

Manu는 그의 마누의 법전(Ⅶ. 47-48)에 Kāma-Vṛtti를 18가지의 극악

의 원인이 됨을 비판했다.

3. Dharma

Dharma는 Artha와 Kāma를 어느 限度內에서 제어하는 근원이다.

그것은 Artha와 Kāma만을 조장시키지 않도록 그들 둘 만의 결합을

방지한다. 利와 樂을 人間生活 目的 그 자체가 아니라고 고려하여 두

Puruṣārtha들의 追求抑制를 가져오는 것이 Dharma의 가치 있는 牽制

力이다. 古代印度思想家들은 Dharma를 두 가지 생활방식으로 인식해

왔는데, 하나는 活動的 性格이고, 다른 하나는 斷念的 性格이다. 이러

한 二重的 Dharma는 宇宙의 安寧秩序의 原因이 되고, 人間의 Artha와

Mokṣa를 성취하는 수단이 된다.

Vālmīki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두 힘의 대립을 믿었다. 두 세

력은 善과 堊, 道德과 非道德 間에 벌어지는 주도권의 쟁취를 위해 싸

우는데, 인간은 이들 중의 하나를 선택해 생활해 나간다. Rāmāyaṇa

에서 보면, Dharma의 化現인 Rāma는 Adharma라는 惡行을 근절시

키는 역할을 한다. 眞理는 지고한 Dharma이고, 眞理안에 Dharma가

확립된다. 眞理는 베다를 부패시키지 않고, 眞理를 통하여 지고한 것

이 성취된다. 인간의 마음이 Dharma에 확고하게 확립되면, 인간은

그 때 진리를 따라야 한다.
58
진리는 世界萬物의 주인이고, 진리에 항

상 Dharma가 확립되고, 만물은 그 뿌리에 대한 기반을 가지며, 진리

에 생명을 갖게 된다. 진리보다도 우월한 그 어떤 상태도 없다.
59
Dh

58) Ṛg Veda Ⅱ.14.7-8
satyamekapada brahma satye dharmaḥ pratiṣṭhitaḥ,

satyamevākśayā vedāḥ satyenāvāpyate param. (7)

satyam samanuvartasva yadi dharme dhṛtā matiḥ,

sa varaḥ saphalo me'stu varado hyasi sattama. (8)

59) Ṛg Veda Ⅱ.109.13 satyameveśvaro loke satye dharma sadāśrit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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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a는 眞理안에 기반을 갖고 있으며, 眞理 안에 生命을 갖는다. Dha

rma는 眞理와 不可分離의 관계이다. 이 세상에서 Dharma는 지고한

대상이고, Dharma안에서 眞理가 確立된다.
60
따라서 Dharma는 眞理

이고, 眞理의 根源이다. Vālmīki는 Dharma를 人間生活의 대상 또는

목표로 삼고, Satya를 實質的 存在로 본다. 즉 세계는 Dharma에 의해

서만 제어되고, Dharma는 질서이면서 그 理想이다. 그는 Dharma와

Satya를 同一視하고, 이들 두 가지가 萬物과 모든 實體의 이면에 있

는 宇宙秩序의 理致라고 말한다.

Vālmīki는 네 가지 倫理行爲의 基準으로 Dharma, Artha와 Kāma

이외에 Lokacara를 네 번째 요소로 소개했다.
61
Lokacara는 社會風潮

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경전에 어떤 의무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준수해야 할 慣行이나 慣例의 德行이 問題解決의 基準이 된

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善惡이 앞의 세 가지 요소의 均衡有無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Dharma와 Artha를 도외시하고, 스스로 Kā

ma에 전적으로 몰두하는 사람은 나무 위에서 잠들었다가 나무 아래

로 떨어지고 나서야 깨어나는 것과 같다.
62
Kauṭilīya는 Artha가 세

가치들 중에 으뜸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그 실현을 위해 Artha(利)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63
Vālmīki는 Dharma-Śāstra의 작가들처럼 세 가

지 價値들 중에 Dharma를 최상위에 올려놓고, Kāma(樂)는 Dharma

에 基盤을 둬야 함을 역설한다. Kāma(樂)가 精神的 面보다는 物質的

面에 더 치중한 것이므로 倫理가 正當化될 수는 없다. 그는 Kāma를

最下位로 보고, Kāma가 Dharma와 Artha의 制約을 받아야 함을 설

명한다. 그는 또한 형식적 禁慾主義의 위험을 느끼고, 中道로 나아간

것이다. Dharma와 Kāma간의 알력이 있을 때에 강건한 참회와 意志

satyamūlāni sarvāṇi satyāntāsti param padam.

60) Ṛg Veda Ⅱ.21.41 dharma hi pramo loke, dharme satyam pratiṣṭhitam

61) Ṛg Veda Ⅳ.18.4 dharmartham ca kāmam ca samayam cāpi laukikam

62) Ṛg Veda Ⅱ.38.21-22 nitvā dharmam tathārtham ca kāmam yastu niṣevate,
sa vṛkśāgre yathā suptaḥ patitaḥ pratibudhyate .

63) Kauṭilīya Arthaśārstram 3.6.1 artha eva pradhāna iti kauṭilyaḥ, arthamūlau
hi dharmakāmāv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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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krama)를 통해 自己知性으로 Kāma가 制御되어야 하고, 이는 Kāma

를 회피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함으로서 制御될 수 있

다고 Vālmīki는 밝혔다.

Vālmīki는 Rāma라는 主人公을 통해 Dharma가 전통과 풍속과 관

습으로 구성됐음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새로운 것이 아닌 固定的 D

harma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거침없이 강조한다. 즉

“이전에 한 번도 實行되지 않은 불리한 正義를 소개하지 않고, 선조

들이 수용하고 지켜왔던 그 길을 단순히 밟을 뿐이다.”
64
父親에게 順

從하는 것도 당연한 Dharma이고,
65
父母에게 恭敬함으로서 宗敎的 追

求인 Dharma와 Artha와 Kāma가 수행된다.
66
그렇지만 Vālmīki는 精

神的인 것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法文의 字意에 대한 無意識的 遵守를

否認한다. 그는 外的 規範과 目標에만 전념하여 마음과 정신이 우둔

해 질 수 있음을 감지하고, 現象的이거나 無意識的 旣存事實의 行爲를

경계했다. Vālmīki로서는 Dharma의 영원한 固着性과 不變性을 신뢰

하지 않았고, Dharma의 觀念이 道德的 惡用과 破滅的 無關心의 수단

이 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그는 外向性의 强調로 內面性의 弱化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Dharma 觀念의 固着性을 비판하고, 그것

을 ‘Saṇkliṣṭa dharmaḥ’(法의 破壞)라고 칭했다.
67
그의 道德은 우선 먼

저 올바른 反省을 하게 하고, 실천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良心은 自然的 合理的 非神秘的이고, 機能的 良心은 非科學的이어야

할 이것은 도덕 및 倫理的 判斷이 내려지는 경우에 나타나는 마음이

다. 양심이 善과 같은 진리라고 셰익스피어가 베니스 상인에서 말
하고 있는 것처럼

68
善 Dharma를 보통사람이 이해하기에는 미묘하

고, 매우 난해하다. 아직도 그것은 人間의 內面에 있고, 그것은 善惡

을 식별할 수 있는 영혼임을
69
Vālmīki는 설명한다. 이와 같이 Dhar

64) Ṛg Veda Ⅱ.21.36 nāham dharmamapurvam te pratikūlam pravartaya,
pūrvairayamabhipreto gato mārgo'nugam yate.

65) Ṛg Veda Ⅱ.21.49 piturniyoge sthātavya meṣa dharmaḥ sanatanaḥ.

66) Ṛg Veda Ⅱ.30.34 yatra trayam trayo lokāḥ pavitram tatsamam bhuvi

67) Ṛg Veda Ⅳ.18.12 tvaṁ tu saṅkliṣṭadharmaśca karmaṇā ca vigarhitaḥ

68) Shakespeare, Act Ⅱ, The Merchant of Venice.



132 印度哲學 제6집

ma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존재이고, 人間은 善寺院으로 倫理的

狀況에서 良心의 소리로 안내된다.

Ⅴ. 맺음말

힌두교는 맹목적 실천이 되지 않도록 하는 理論과 哲學이 있고, 공

허한 이론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실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印度人의

완전한 理論的 說明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Dharma

思想이 印度人의 內面的 純化에 크게 공헌했다. 어느 특정한 善에 지

나친 편애를 유발하는 자극을 제어하고, 自己自身의 善을 추구하고,

自己以外의 어떤 한 개인에 대한 지나친 편애를 삼가고, 자신과 마찬

가지로 他人의 善을 추구하는 것이 正義에 도달하는 必然的 要件이다.

Bhāgavad-gītā에서는 Varṇa(階級)의 義務를 실천하는 것이 最高의 美

德
70
이라고 말하는 데 반해서 Vālmīki는 이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다.

固定的 不變的 Dharma가 비록 열정과 격정과 욕구에서 스승과 父親

과 王의 命令일지라도, 순종해야 한다.
71
낯선 사람을 속이고자 Dhar

ma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모르는가라는 반문에서
72
固定的 不

變的 Dharma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倫理問題에 대한 그의 合理的

接近方法은 人間內面의 소리와 人間知性에 의한 善惡의 分別이다. Vāl

mīki는 Dharma를 준수하거나 신체를 순수하게 갖는 것보다는 오히

려 倫理生活의 本質的 요건으로 마음의 純粹性을 강조하여 倫理의 根

69) Ṛg Veda Ⅳ.18.15 śukśmaḥ paramadurjñeyaḥ satām dharmaḥ plavangama,
hṛdisthaḥ sarva bhūtānāmātmā veda śubhāśubham.

70) Bhāgavad-gītā Ⅲ.35 śreyān svadharmo viguṇaḥ paradharmāt svanuṣṭhitāt,
svadharme nidhanam śreyaḥ paradharmo bhayāvahaḥ .

71) Ṛg Veda Ⅱ.21.59 guruśca rājā ca pitā ca vṛddhaḥ kodhāt
praharṣādathavāpi kāmāt

72) Ṛg Veda Ⅱ.23.59 santi dharmopadhāsaktā dharmātman kiṁ na budhy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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源을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이 그의 Rāmāyaṇa의 주제가 바로 Dharm

a 思想이다.

그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Dharma에 대한 定道論을 否定한 점이

다. 人類에 대한 善은 至高한 美德이며, 種族이나 階級의 義務들에 대

한 실천은 副次的이거나 精神的이다. 人間은 反省의 能力으로 善惡을

分別할 수 있다. 따라서 Vālmīki는 이러한 反省的 良心論에 입각하여

Dharma를 신앙했고, Dharma의 現象論이나 無意識的 단순한 순종을

비난한 것이다. 그는 敎義에 대한 非反省的이거나 盲目的 추종에 疑懼

心을 표명하면서도 Dharma 精神을 강조했다. Dharma는 영혼의 內在

的 反省的 原理이지 現象論이나 形式主義가 아니었다. 이와 같이 Vāl

mīki는 그의 敍事詩에서 Dharma를 강조하면서 Artha와 Kāma의 필

연적 추구를 언급한 것이다. 그는 무모한 욕구나 자극이 Artha와 Kā

ma의 상충으로 유발된 物慾이나 愛慾의 방향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P

uruṣārtha들의 調和에 큰 비중을 둔다. Vālmīki의 Rāmāyaṇa는 아직

도 印度人의 종교적 신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인도의 고전으

로서 읽혀지는 大敍事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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