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Śaṅkara의 生解脫論
심 봉섭*1

*

序 論

소위 正統派이든 非正統派이든, 唯物論을 제외한 인도철학의 모든

학파는 ‘輪廻로부터의 解脫’(Liberation from Reincarnation)이라는 공통의

구조를 갖는다. 이 구조는, ‘輪廻’(saṃsāra)라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生類는 지금 상태에서 脫出(=解脫)할 수 있다. 아니, 脫出해야 한다는

사고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그 탈출 방법 등은 학파의 所論에 따라

적지 않게 다르므로, 諸派는 각각 독자의 ‘解脫論’을 갖게 된다. 그 차

**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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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의 하나를 형성하는 것으로 ‘生解脫[者]論’
1
이 있다.

生解脫[者]論은 解脫論의 일부를 형성한다. 解脫論은 解脫을 얻기 위

한 수단 등, 解脫全般에 관한 包括的 議論을 포함하지만, 生解脫[者]論

는, 明知가 出現한 이후 내지는 윤회로부터의 解放 이후가 논의의 주

대상이 된다. 특히 ‘知者에 있어서의 身體및 分別見의 存續’이라든가

‘知者의 內面的, 外面的 존재방식’ 등에 관한 보다 部分的 議論이 그

중심이 된다. T. Vetter[1979]는, 生解脫의 問題를 解脫論의 諸項目 中,

마지막으로 들고 있다
2
.

인도에서 태어난 諸學派 中에서는 生解脫(jīvanmukti)이라는 개념을

갖는 것이 적지 않다. 이 개념은 佛敎를 비롯해, 자이나교, 상키야․

요가派, 니야야․바이셰시카派, 베단타派
3
등 인도에서 태어난 諸宗派

에 의해 널리 지지를 받고 있었던 듯 하다. 따라서 生解脫의 개념은,

인도의 정신문화를 알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일 수 있다
4
.

그런데 “無明에 의해 形成된 身體를 保持하면서, 게다가 無明이 除

去된 狀態인 解脫을 얻고 있다”는 生解脫의 槪念은 처음부터 자기모

순을 안고 있다. Sprockhoff[1962] p. 151는 이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

다.

現存在가 持續하는 동안에 現存在가 除去되어 있는 것이 生解脫이다. …

1) jīvanmukti는 通常 ‘生身解脫’ 또는 ‘生前解脫’이라고 번역된다. 前者는 아마

살아 있다는 것은 身體를 前提로 하므로, 내지는 ‘離身解脫’(videhamukti)의

對應語로서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後者는 ‘살아 생전에’ 解脫을 獲得했다는

의미를 살리고자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本稿에서는 ‘生解脫’이란 용어를

시도해 보았는데, 이들 종전의 용어와 意味上의 차별을 意圖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살아서(jīvat, √jīv의 현재분사) 解脫(mukti)’하였기에,‘生解脫’이라고

했을 뿐이다.

2) cf. Vetter[1979] p. 17-18

3) 그러나 Rāmānuja와 Bhāskara등은 生解脫의 槪念을 否定했다고하는 견해가

있다. cf. Oberhammer[1994] p. 6

4) “Jīvanmukti, if we rightly understand the spirit of Indian philosophy, is

indeed the highest and most truly philosophical of all conceptions of

deliverance, and may be said to represent a landmark in the history of

philosophic thought in India.” M. Hiriyanna: reviews (kaivalya), Mysore,

1970, p. 7 ; Ramachandra Rao[1979] p. 7에 인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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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 生解脫은 輪廻로부터의 解脫(mukti)이며, 同時에 輪廻 가운데 現存

하는 것(jīvat)이다. 이 生解脫이 實現되어 있는 人物이, 따라서, 生解脫者(jīv

anmukta)라고 불리운다.

生解脫 肯定論者는 이 矛盾을 비집고 들어오는 否定論者의 反論에

답해야 한다. Śaṅkara를 비롯한 肯定論者도 이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듯, 이에 대한 답변이 議論의 重要部分을 차지한다. 肯定論者의 否定論

者에 대한 답의 典型은,

明知에 의해 無明의 一部인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 業’(anārabdha-kar

ma, 以下 ‘未動業’)은 사라지나, 다른 一部인 ‘이미 움직이고 있는 業’([pra-]ār

abdha-karma, 以下 ‘始動業’)은 明知보다 强力하며, 게다가 明知와 矛盾하지않

으므로, 明知와 始動業은 共存할 수 있다. 따라서 明知가 出現해도 始動業

에 의해 維持되는 身體의 存續(śarīrasthiti)은 可能하다,

가 된다.

한편 筆者는, 베단타파 내에서의 논의의 전개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生解脫[者]論을 生解脫論(jīvanmuktivāda)과 生解脫者論(j

īvanmuktavāda)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生解脫論에는

1. “明知의 出現後, 知者의 身體는 存續하는가?”

하는 知者의 身體의 存續 여부, 즉 生解脫 자체의 성립 여부, 즉 知者

인 生解脫者의 존재 여부에 관련된 문제와

2. “知者의 身體가 存續한다면, 어떠한 힘에 의해서인가?”

하는 생해탈의 상태를 維持시키는 힘에 관한 문제가 포함된다. 말할

것도 없이 이들 두 요소는 밀접히 관련된다.

한편 生解脫者論은

1. “知者인 生解脫者는 자신의 신체나 대상세계를 포함하는 二元世

界의 分別見을 갖는가? 이를 갖는다면, 이에 影響을 받는가, 안 받는

가?”

하는 知者의 精神面의 심리적 존재방식을 둘러싼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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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知者의 삶의 형태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知者의 外面의 존재방식, 즉 出家論과 관련된 문제로 구성된다
5
.

本 論

生解脫의 槪念은, 특히 베단타파의 중요한 갈래인 不二一元論派의

전개와 더불어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 배경으로서는, 不二一元論派가

身體와 多元世界를 원래 虛妄한 것으로서 본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不二一元論派의 思想體系에서는, 明知를 얻은 知者는, 明知를 획득한

뒤 身體가 存續한다 해도, 자신의 身體와 多元世界를 虛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만큼 明知의 出現(=[生]解脫의 獲得)의 시점이 중요성을

띠게 되며, 生解脫의 槪念도 더 중요하게 된 듯하다. 반면, 身體와 多

元世界의 實在性을 인정하는 諸宗派에 있어서는, 明知를 얻은 知者는,

明知를 획득한 뒤에 身體가 存續한다 해도(=우선 生解脫의 狀態를 인정한다

해도), 자기신체와 다원세계를 실재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만큼

明知의 出現(=輪廻로부터의 解脫)의 時點의 重要性이 약해지고, 오히려 離

身解脫(videhamukti) 및 獨存(kaivalya) 및 束縛으로부터의 완전한 解放(ap

avarga)쪽이 더 重要하게 된다
6
.

5) 生解脫論은 不二一元論派의 業論의 전개와, 生解脫者論은 不二一元論派의

無明論의 전개와 각각 밀접히 關聯된다. Śaṅkara는, 生解脫의 성립의 근거를

주로 業論을 중심으로하여 전개한다. 그러나 Sarvajñātman(750-800)이후

不二一元論派에 차츰 無明論이 流行하면서부터 생해탈자의 심리적 존재방식이

주의제가 되어 간다. 한편 Vidyāraṇya(1350년경) 이후에는 출가를 둘러싼

생해탈자의 삶의 방식도 문제시되기에 이른다.

6) ‘生解脫[者]論이 왜 베단타파. 그중에서도 불이일원론파에서 많이

논의되었는가’ 하는 점을 밝히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중요한 테마를

구성한다. 필자의 指導敎官인 마루이 히로시 敎授(丸井浩, 東京大의 助敎授,

Nyāya-Vaiśeṣika전공)는 상기와 같은 助言으로 이에 답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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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生解脫 槪念은, 不二一元論派가 展開됨에 따라, 業論, 無明論과

關聯을 맺게 된다. 그것은 知者인 生解脫者가 갖는 ‘身體 및 分別見’을

존속시키는 힘을 ‘일종의 業 또는 無明’에서 찾기 때문일 것이다.

不二一元論派의 展開와 더불어, 輪廻로부터의 解脫을 가져온다는 明

知가, 生解脫觀의 變遷에 따라 중요성을 잃어 간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生解脫의 獲得時點을 明知의 出現時點으로 보지

않고, 明知가 얻어진 뒤에도 요가의 수행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노력에 의해 諸苦가 소멸되어야 비로소 生解脫이

얻어진다는, 새로운 生解脫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7
.

Śaṅkara 以前의 베단타派의 生解脫論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원

형을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BS 4. 1. 15와 4. 1. 19를 보면 베

단타派의 傳統 中에 生解脫槪念이 이미 確立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

으나, 이들 두 수트라만으로는 당시의 당시의 生解脫論의 실체를 도

출하기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들 두 수트라가 있다고 해서 금방 생

해탈의 성립을 주장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왜냐하면 이곳을 註釋하

면서 Rāmānuja는 生解脫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Maṇḍanamiśra는 이

들 수트라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

기 때문이다.

요컨대 Śaṅkara 이전에도 生解脫에 관한 개념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전해지는 전적이 부족하여 그 참된 모습을 파악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Śaṅkara를 축으로 사정은 일변한다. 게다가

Śaṅkara의 生解脫[者]論은 ‘生解脫論’과 ‘生解脫者論’을 포함하고 있으

며
8
, 그가 완성시킨 生解脫[者]論의 모델은, 이후, 不二一元論派의 거의

모든 學匠들에 의해, 그에 반대하건 찬성하건, 계승되어 있다. 現存하

는 文獻에 근거하는 한, 生解脫[者]論의 重要性을 처음으로 認識하여,

生解脫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完全한 형태로 議論을 행한 사람은, 不二

7) 이 점에 관해서는 필자의 拙論[1994]를 참조하기 바람.

8) Fort[1991] p. 371에 의하면, Śaṅkara는 生解脫者에 관하여 直接 關說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筆者는, Śaṅkara가 生解脫者의 존재방식을 直接 논하고

있지는 않는다 해도 그의 諸作品에서 生解脫者에 관한 충분한 言及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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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元論派의 開祖로 불리우는 Śaṅkara인 셈이다. 그러므로 그를 生解

脫[者]論의 創案者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Śaṅkara는 ‘生解脫’(jīvanmukti)이라는 用語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9
, 스

스로 ‘生解脫者’(jīvanmukt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10
, 그가 生解脫

槪念을 갖고 있었음은 BSBh 등 그의 작품이라고 일컬어지는 諸文獻

에 근거하는 한 분명하다.

Śaṅkara의 生解脫에 관한 價値있는 논문으로서는

Mike Bos [1983] "after the rise of knowledge (some remarks concernin

g Śaṅkara's views on jīvanmukti)", wzkso 27, p. 165-184.

A. O. Fort [1991] "Śaṅkara on jīvanmukti", journal of indian philo

sophy 19, 1991, p. 369-389

G. Oberhammer[1994] La delivrance, des cette vie(jīvanmukti) p. 15

-34를 들 수 있겠다.

이 중에서도 Mike Bos[1983]의 논문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그는 Ś

aṅkara의 解脫觀에는 解脫이 획득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두 가지 견

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11
.

하나는, 明知가 생기면 無知가 사라지고, 확고한 解脫이 즉시 얻어

9) Śaṅkara의 眞作의 여부가 疑問視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作品에는 生解脫의

用語가 頻繁히 사용되고 있다.

Vivekacūḍāmaṇi(Verse 426-445, 527-530, 537-560)

Ātmabodha(Vedāntasandarbha, p. 165-)

Vākyavṛtti(Verse 49-53)

Tattvabodha(Vedāntasandharba,, p. 180ff)

Sarva-vedānta-siddhānta-sāra-saṃgraha(Vedāntasandarbha, p. 336-341)

Aparokṣānubhūti(p. 34ff)

한편, Śaṅkara는, siddhaṃ jīvato^api viduṣo^aśarīratvam(BSBh 1. 1. 4);

vidvāñ jīvann evāmṛto bhavati(BAUBh 4. 4. 7); parāmṛtā jīvanta eva

brahmabhūtāḥ (MUBh 3. 2. 6)등에서, 이 말과 유사한 表現을 사용하고 있다.

cf. Mike Bos[1983] p. 165 note 3

10) Śaṅkara는 GBh 6. 27에 관하여 주석하면서 yogin을 jīvanmukta로 치환하고

있는데, 이것이 唯一한 使用例이다. 한편, Paul Deussen의 das System des

Vedānta, p. 460 ; 中村元[1989], Śaṅkaraの思想 p. 805의 양자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11) 그는 그 주장의 근거로서, Vetter[1969] p. 17의 Śaṅkara에 관한 言及을

提示하고 있다. cf. Mike Bos[1983]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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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Śaṅkara의 思想體系와 완벽히 일치하는 것

이다
12
. 그것은 BSBh 1. 1. 4; BAUBh 2. 4. 12(ASS 15, p. 358 l. 5ff); GB

h 18. 48에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다
13
.

다른 하나는 明知가 無知를 제거해도, 無知의 찌꺼기가 남아, 障害

를 일으키게 되어, 브라흐만의 知는 완전히 보호되어야 하며, 진정한

解脫은 신체의 붕괴 뒤에나 얻어진다는 것으로, 오히려 실제의 경험

을 고려에 넣은 것이다. 이것은 BSBh 4. 1. 15등에 描寫되어 있다.

Mike Bos[1983]는 Śaṅkara의 生解脫에 관한 議論의 대부분을 후자

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후자를 Śaṅkara의 生解脫論의 주견해

로 생각한 듯하다.

한편 Śaṅkara의 解脫論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그 일부로

서 生解脫論을 검토하고 있는 작품으로서는 T. Vetter[1979] Studien z

ur Lehre und Entwicklung Śaṅkaras가 있다. 이 책에는 주로 Śaṅka

ra의 解脫觀이 기술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만 生解脫論이 약간 기

술되어 있다.

筆者는 Śaṅkara의 生解脫觀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章을 두기로 한다.

제1장. 生解脫論

제2장. 生解脫者論

제1장에서는 ‘生解脫狀態를 성립시키는 힘으로서의 始動業등에 관

한 議論’이, 제2장에서는 ‘生解脫者가 潛勢力 등의 影響力에 對處해야

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議論’이 각각 검토된다.

檢討資料로서는, 일반적으로 그의 眞作으로 인정되는 諸作品 중에

서 生解脫이 논의되어 있는 모든 곳을 망라했다.
14
그러나 紙面 관계

12) cf. Mike Bos[1983] p. 165

13) cf. Mike Bos[1983] p. 166 note 6; Vetter[1979] p. 128

14) 필자가 검토한 바 生解脫[者]論과 關聯있다고 여겨지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BSBh 1. 1. 4), (BSBh 3. 3. 32), (BSBh 4. 1. 15), (BSBh 4. 1. 19), (Upad

padyabandha 4, p. 78), (GBh 3. 20), (GBh 2. 55), (GBh 4. 37), (GBh 6. 27),

(BAUBh 1. 4. 7), (BAUBh 1. 4. 10), (BAUBh 4. 4. 7), (ChABh 6. 14. 2),

(MUBh 2. 2. 8), (KABh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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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본문중에 실었다.

제1장 生解脫論

Śaṅkara의 生解脫論의 基本骨格은, “始動業은, 明知와 矛盾하지 않

기 때문에, 明知가 나타나도 사라지지 않고, 明知와 共存할 수 있다.

그것은 쏘아진 화살처럼 자신의 힘이 다할 때까지 享受되어져야 한

다”이다.

Śaṅkara는 이 論理의 妥當性을 主張하기 위하여 우선 諸業을 分類

하여 始動業과 未動業으로 나눈다. 그리고 나서 始動業은 明知과 矛盾

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明知가 出現해도 始動業이 知者의 身體를

維持할 수 있다는 점, 始動業은 스스로의 힘이 다해야만 제거된다는

점, 그것이 제거될 때까지 知者인 生解脫者는 始動業을 享受한다는

점, 등의 生解脫論을 展開한다.

제1절 諸業의 分類과 始動業(prārabdhakarma)

Śaṅkara는 BSBh 4. 1. 15; MUBh 2. 2. 8; GBh 4. 37; ChABh 6. 1

4. 2 등에서 始動業, 未動業을 양축으로 하여 諸業을 分類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１. BSBh 4. 1. 15에서의 諸業의 分類

⑴ 未動業(anārabdhakārye, 아직 結果를 형성하지 않고 있는 善惡의 兩業)

① 明知의 出現前의, 前生에 集積되어 아직 結果를 형성하지 않고

있는 善惡의 兩業

② 今生에, 明知의 出現前에 集積된 善惡의 兩業

⑵ 始動業(=이미 結果를 형성하여, 部分的으로 結果가 享受되고 있는 善惡의 兩業, 다

시 말해 브라흐만의 明知의 基礎인 出生(=現身)을 形成하고 있는 善惡의 兩業)

２. MUBh 2. 2. 8에서의 諸業의 分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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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未動業(apravṛttaphalāni)

① [今生에] 明知의 出現前에 행해진 諸業(vijñānotpatteḥ prāk kṛtāni)

② 前生에 행해진 諸業(janmāntare kṛtāni)

⑵ 明知의 출현과 동시에 행해진 諸業(jñānotpattisahabhāvīni)

⑶ 始動業(pravṛttaphalāni, 즉 지금의 身體를 形成하고 있는 諸業 etajjanmārambhak

āni)

이들 중에서 未動業의 兩者와 明知의 출현과 동시에 행해진 업은

明知의 출현에 의해 소멸되나, 始動業은 消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諸業은 消滅한다”(MU 2. 2. 8)가 의미하는 諸業은, 어디까

지나, 始動業을 제외한 모든 업이다.

３. GBh 4. 37에서의 諸業의 分類와 明知의 出現

⑴ 未動業

① 知의 生起보다 먼저 행해졌으나 아직 結果를 낳지 않은 業

② 知의 生起와 함께(=동시에) 행해진 業

③ 過去의 많은 생에서 행해진 業

⑵ 始動業(현재의 身體를 형성하고 있는 業)

４. ChABh 6. 14. 2에서의 諸業의 分類와 明知의 出現

⑴ 아직 結果를 형성하고 있지 않는 諸業

① 今生에 明知의 獲得前後에 행해진 業이든,

② 행해지고 있는 業이든,

③ 過去의 他生에 의해 행해진 業이든,

⑵ 이미 結果를 형성하기 시작한 諸業(=知者의 身體를 이미 형성하기 시작한

業)

이처럼 諸業의 分類를 둘러싸고 약간의 버라이어티가 보이지만
15
,

15) 그 버라이이티는,

１. 明知의 出現과 同時에 행해진 業이 未動業에 속하는가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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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知의 出現에 의해 未動業은 消滅되나 始動業은 消滅되지 않는다는

圖式은 공통적이다.

明知의 出現에 의해 消滅되는 業과 消滅되지 않는 業이라는 諸業의

分類는, 生解脫論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왜냐하면 明知가 출현해도

消滅되지 않는 業이 성립해야만 生解脫이 成立하게 되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그러한 業이 있어야만 知者의 身體가 당분간 維持되게 되기

때문이다.

두가지의 견해가 있었던 듯하다(MUBh 2. 2. 8; GBh 4. 37).

２. ‘행해지고 있는 業’이 未動業의 一部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ChABh 6.

14. 2).

등에서 보인다.

한편 現代의 諸學者는 이들 諸業을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있다.

Potter[1981] p. 23

prārabdhakarman(those residues that were determined at birth to work

themselves out during the present life)

sañcitakarman(those residues that were produced by acts performed

either in this life or in aprevious noe, but which remain latent during this

present life)

sañcīyamāna or āgāmin karman(then there are the results of acts

performed during this very lifetime, which will mature in some

subsequent lifetime in the normal course of events)

Fort[1991] p. 386 note 26

āgāmī(future fruitproducing activity)

prārabdha(currently manifesting actions)

saṃcita(the mass of previously accumulated actions)

Sharma[1993] p. 18, p. 65

saṃcita(those which are collected and of which enjoyment has not

begun)

saṃcīyamāna(those which have currently begun and which determine the

future)

prārabdha(those of which enjoyment has started)

그런데 Śaṅkara의 諸業의 分類와 現代의 諸學者의 諸業의 分類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밖에도 諸業에 관한 見解는 Tattvabodha(Vedāntasandarbha, p. 180ff)와

Vivekacūḍāmaṇi와 Vedāntaparibhāṣā와 Aparokṣānubhūti(p. 34ff) 등에서

논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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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生解脫의 狀態를 可能하게 하는 이 始動業([pra-]ārabdhakarma,

pravṛttaphalaṃ karmāśayaṃ, ārabdhakāryaṃ karmāśayaṃ)을 Śaṅkara는 다양하

게 표현하였다. 이 始動業의 槪念은, ChA 6. 14. 2등의 諸우파니샤드

에서 유래하며, 베단타파의 諸文獻 중에서는 BS 4. 1. 15의 未動業(anā

rabdhakārye eva tu pūrve tadavadheḥ, BS 4. 1. 15)과 함께 처음 등장하여, 이

후 Śaṅkara등의 註釋에 의해 生解脫者의 身體를 維持하는 힘으로 확

립되게 된다. Śaṅkara가 이 始動業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

에는 약간의 버라이어티가 보여, 개념 자체는 있었지만 용어로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듯하다. 이 용어들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

다.

１. BSBh

BSBh에 등장하는 諸用例는 ārabdhakāryaṃ karmāśayaṃ을 중심

으로 하는 것(①②③④),

pravṛttaphalaṃ karmāśayaṃ을 중심으로 하는 것(⑤⑥), ārabdhabh

ogaṃ karma(⑦) 등이 있다.

① ārabdhakāryayor anārabdhakāryayoś ca (BSBh 4. 1. 15)

② ārabdhakārye sāmibhuktaphale(BSBh 4. 1. 15)

③ ārabdhakāryaṃ karmāśayaṃ(BSBh 4. 1. 15)

④ ārabdhakārye puṇyapāpe(BSBh 4. 1. 19)

⑤ pravṛttaphalasya tu karmāśayasya(BSBh 3. 3. 32)

⑥ sakṛtpravṛttam eva hi te phaladānāya karmāśayam ativāhaya

ntaḥ(BSBh 3. 3. 32)

⑦ ārabdhabhogakṣaye(BSBh 3. 3. 32)

２. GBh

GBh에 등장하는 諸用例는 pravṛttaphalaṃ karma(①), yena karma

ṇā śarīram ārabdhaṃ라는 설명적인 것(①), prārabdhakarma(②)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후자는 이후 始動業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

현으로 정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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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yena karmaṇā śarīram ārabdhaṃ tat pravṛttaphalatvād upabh

ogenaiva kṣīyate(GBh 4. 37)

② prārabdhakarmāyattas tvaṃ(GBh 3. 20)

３. 諸우파니샤드의 註釋書群

ChABh 6. 4. 12등의 諸우파니샤드의 注釋書에서의 諸用例로는, ye

na karmaṇā śarīram ārabdhaṃ tad라는 설명적인 것(①②⑤), pravṛtta

phalaṃ karma(③④⑥) 등이 있다.

① yena karmaṇā śarīram ārabdhaṃ tasyo(ChABh 6. 14. 2),

② tathāpi pravṛttaphalānām apravṛttaphalānāṃ ca karmāṇi, yair

vidvaccharīram ārabdham, teṣām upabhogenaiva kṣayaḥ(ChABh 6. 14.

2)

③ karmaṇāṃ pravṛttāpravṛttaphalavattvaviśeṣopapatteḥ(ChABh 6.

14. 2)

④ pravṛttaphalānāṃ karmaṇām avaśyam eva phalopabhogaḥ syā

d(ChABh 6. 14. 2)

⑤ yena karmaṇā śarīram ārabdhaṃ tad viparītapratyayadoṣanimi

ttatvāt tasya(BAUBh 1.4.10)

⑥ pravṛttaphalatvāt(MUBh 2. 2. 8; GBh 4. 37; BAUBh 1. 4. 10)

４. Upad

Upad에는 다음과 같은 ārabdhaṃ karma라는 표현이 있다(①).

① ārabdhasya phale hy ete bhogo jñānaṃ ca karmaṇaḥ(Upad pady

abandha 4. 4 a)

Śaṅkara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pravṛttaphalaṃ karma, ārabdhaṃ

karma, ārabdhakāryaṃ karma, ārabdhabhogaṃ karma 등의 용어는,

모두가, 表現의 多樣性, 表現의 自由는 있으나, 용어로서의 안정성이

결여된 bahuvrīhi이다. 그에 비해 [pra-]ārabdhakarma는 용어로서의

안정성이 확보된 karmadhāraya이다. 이후 이 용어가 始動業을 표현

하는 代表的 用語로서 定着하게 된다. 그런데 Śaṅkara가 이 용어(prā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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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hakarma)를 사용한 것은 GBh 3. 20에서만이며, jīvanmukta라는 용

어 역시 GBh에서만 사용된 점을 考慮해 볼 때 GBh는 Śaṅkara의 諸

作品 中에서도 後期의 作品에 해당될 것이다
16
.

한편, Śaṅkara가 始動業의 成立을 주장하기위해 제시하는 實例로서

는,

① 陶工의 轆轤

kulālacakravat(BSBh 1. 4. 15),

② 쏘아진 화살

mukteṣuvat(ChABh 6. 14. 2; BAUBh 1. 4. 10)

mukteṣvādipravṛttivat(BAUBh 1. 4. 7)

mukteṣor iva(BSBh 3. 3. 32)

yathā ārabdhavegasya lakṣyamukteṣvādeḥ vegakṣayād eva

sthitiḥ … tadvat(ChABh 6. 14. 2) 등을 들 수 있다.

제2절 期間에 관한 聖句(avadhiśruti)

不二一元論派에서 生解脫[者]의 成立의 根據로서, 가장 頻繁하게 提

示되는 것으로 둘 있다. 그 하나는, 天啓聖典의 ‘期間에 관한 聖句’(ava

dhiśruti, ChA 6. 14. 2)
17
이며, 다른 하나는 古傳書의 知惠確立者(sthitaprajña,

16) 한편, T. Vetter[1979]는, 解脫의 問題를 중심으로, Śaṅkara의 약간의 作品의

前後關係를 알려고 시도했다.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① Yoga-sūtra-bhāṣya-vivaraṇa

② Māṇḍūkya-upaniṣad-bhāṣya und gauḍapādīya-bhāṣya

③ Upadeśasāhasrī, gadyabandha 2

④ Upadeśasāhasrī, padyabandha 18

⑤ Brahmasūtra-bhāṣya 4. 1. 2(und 1. 1. 1-4)

⑥ Upadeśasāhasrī, gadyabandha 1

의 순으로 성립했다고 한다. cf. 中村元[1989] p. 90-91

上記의 순서가 맞는지, 그리고 GBh가 上記의 諸作品中에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는, 筆者의 硏究능력의 範圍를 넘는 문제이다. 허나 生解脫論을

둘러싼 議論中에 채용된 用語만을 考慮한다면 GBh가 가장 최신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17) Śaṅkara는 “라고 하니까 身體의 崩壞붕괴까지의 期間을 지난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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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G 2. 54ff)이다. 前者는 生解脫의 成立根據로서, 後者는 生解脫者의 成

立根據로서 널리 인용되고 있다.

이 聖句는 “tasya tāvad eva ciraṃ yāvan na vimokṣye^atha saṃp

atsye”(ChA 6. 14. 2)라고 되어 있으며, Śaṅkara는 이것을 “그는 當分間

오랫동안 解脫하지 않을 것이나, [身體가 崩壞되면] 즉시 實在와 合一할

것이다”라고 解釋한다. 즉 Śaṅkara의 解釋에 의하면

“yāvad … tāvad의 기간은, 明知의 出現에서부터 身體의 崩壞까지의 기

간이며, 그것이 avadhi이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聖句에 근거하여 生解脫의 成立이 가능하게

된다.

期間(avadhi)이란 에서 ～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여기에서는 특히

‘아트만의 本質을 안 뒤, 知者인 生解脫者의 身體가 崩壞할 때까지의

기간’이 의미된다. Śaṅkara는 그 기간의 성립을 말하고 있는 ‘期間에

관한 聖句’(ChA 6. 14. 2)에서 生解脫의 成立 근거를 찾고 있으며, 그러

한 見解는 이후 不二一元論派의 傳統說이 된다. 그는 아직 avadhiśruti

를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는 않지만, 生解脫論을 議論하기 위

해서는 이 聖句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生解脫論

을 議論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이 聖句를 生解脫의 成立典據로서 인

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BSBh 4. 1. 15를 注釋할 때, 이 聖句에 근

거하여 註釋을 展開한다. 이후 生解脫을 부정하든 긍정하든, 이 聖句

에 관한 議論은 불가결의 요소가 되며, Maṇḍanamiśra에 의해 dehap

ātāvadhi- śravaṇa라는 別稱이 주어지기에 이른다.

제3절 一切業

安穩에의 도달이 있기 때문이다”(iti śarīrapātāvadhikaraṇāt kṣemaprāpteḥ,

BSBh 4. 1. 15)라고 하는 등, 아직 이 聖句에 特別한 이름을 붙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Maṇḍanamiśra는 Brahmasiddhi에서

dehapātāvadhiśravaṇa(p.130), dehapātapratīkṣāśruti(p.129)라고 칭하고

있으며, 이 聖句에 特別한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이후 不二一元論派의 여러

학장들에 의해 이 聖句는 avadhiśravaṇa, avadhiśruti, śarīrapātāvadhiśravaṇa

등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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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U 2. 2. 28와 BhG 4. 37에는 ‘明知의 出現과 함께 一切業([s

arva-]karmāṇi)이 소멸된다’는 思考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一

切業에 始動業이 포함되어 있는가의 여부가 生解脫論과 관련해서 하

나의 爭點이 될 수 있다
18
. Śaṅkara는 ‘여기에서의 一切業에는 始動業

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明知의 出現後에도 始動業이 남는 것은

그의 生解脫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때문이다. 이처럼 一切業을 ‘始

動業을 제외한 未動業 등의 一切業’이라는 主張은, MUBh 2. 2. 28; G

Bh 4. 37; BSBh 3. 3. 32; ChABh 6. 14. 2 등에 제시되어 있다. 그 밖

에도, Śaṅkara는 BSBh 4. 1. 15를 注釋하면서, “明知의 出現과 함께,

一切業이 無差別로 消滅되는가, 아니면 未動業등은 消滅되어도 始動業

은 消滅되지 않는가”라는 疑問을 提示하여, “始動業등은 消滅되지 않

는다”고 답하고 있으며, 일관해서 始動業의 殘存을 主張하고 있다.

이하 상기의 생해탈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곳중 두 곳을

골라, ‘飜譯’과 ‘議論의 要約’과 ‘分析’이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 검토해

본다.

제1항 yena karmaṇā śarīram ārabdhaṃ tasyopabhogena

kṣayāt(ChABh 6. 14. 2)

번역(ChA 6. 14. 2)

또 그의 눈가리개를 제거하고, “Gandhārā지방은 이쪽에 있다. 이

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는 학식이 있고 사려깊으니까, 이 마을 저 마

을로 물어가며, 마침내 Gandhārā지방에 도착하듯, 바로 그와 마찬가

지로, 스승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트만의 本質을] 안 뒤에도, 당

분간 오랫동안 解脫하지 않을 것이나, [身體의 崩壞 後] 즉시 成就할 것

이다
19
.

18) Maṇḍanamiśra는 여기에서의 一切業에 未動業은 물론 始動業까지도

포함시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cf. Brahmasiddhi p. 130 ll. 7 - 13

19) tasya yathābhinahanaṃ pramucya prabrūyād etāṃ diśaṃ gandhārā etāṃ

diśaṃ vrajeti sa grāmād grāmaṃ pṛcchan paṇḍito medhāvī gandhārā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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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論者](ChABh 6. 14. 2)

그에게는, 즉 이처럼 스승을 가진 사람에게는, 즉 無明의 눈가리개

가 벗겨진 사람에게는, 實在로서의 아트만의 本質의 成就後, 當分間,

즉 長時間, 오랫동안, ‘시간의 경과가 있다’라는 것이 덧붙여져야 할

語句이다. 어느 정도의 시간인가 하면, 오랫동안, 이라는 것이다. 그동

안은 “나는 解脫하지 않을 것이다”란, 여기에서는 인칭의 交代에 의

해, “그는 解脫하지 않을 것이다”가 된다. 왜냐하면 文脈의 힘이 있으

니까. 身體를 형성한 業, 그 業이 享受에 의해 除去됨으로써, 身體의

崩壞가 생기는데, 그것이 생길 때까지라는 것이, 그 동안(yāvad)의 意

味이다. 즉시(atha), 즉 바로 그때에, 나는 實在와 合一할 것이다, 즉,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文脈의 힘에 의해), 그는 實在와 合一할 것이다.

즉 身體로부터의 解放과 實在와의 合一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없다.

왜냐하면 즉시라는 말은, 간격 없음을 의미하니까.
20

[反論者]

實在의 知가 獲得되더라도, 身體가 崩壞되지도 않거니와, 實在와의

合一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業의 찌꺼기의 힘이 있기 때문

이다. 그와 마찬가지로(yathā … tathā) 아직 結果를 생성하지 않은 諸業

(―그것에는 [今生에] 明知의 獲得前에 蓄積된 業과 他生(前生)에 蓄積된 業이 있는데

―)이 있으며, 따라서 (아직 結果를 생성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들 業의 結

果를 享受하기 위해서는, 이 [身體]가 崩壞된 후에, 다른 身體가 형성되

어져야 한다. 또 明知가 획득된 후에도 [사람이 살아남는다면], 살아 있는

동안, 規定되어 있는 諸業(行爲)과 禁止되어 있는 諸業(行爲)을 행하는

evopasaṃpadyetaivam evehācāryavān puruṣo veda, tasya tāvad eva ciraṃ

yāvan na vimokṣye^atha saṃpatsya iti//2//

20) tasyāsyaivam ācāryavato muktāvidyābhinahanasya tāvad eva tāvān eva

kālaḥ ciraṃ kṣepaḥ sadātmasvarūpasaṃpatter iti vākyaśeṣaḥ/ kiyān kālaś

ciram iti ucyate, yāvan na vimokṣye na vimokṣyata ity etat

puruṣavyatyayena, sāmarthyāt/ yena karmaṇā śarīram ārabdhaṃ

tasyopabhogena kṣayāt dehapāto yāvad ityarthaḥ/ atha tadaiva sat

saṃpatsye saṃpatsyata iti pūrvavat/ na hi dehamokṣasya satsaṃpatteś ca

kālabhedo^asti, yenāthaśabda ānantaryārthaḥ sy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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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된다. 따라서, 다름 아닌 그 業을 享受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다

른 身體가 형성되어져야 한다. 그 [身體]로부터, 또다시 業이 생겨, 그

[業]에서부터 또다시 다른 身體가 생긴다. 따라서, 諸業(=모든 業)이 結果

를 갖는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明知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한편, 만약 [明知의 獲得과 동시에] 知者의 諸業이 除去된다고 하면, 그

렇다면, 明知는 實在와의 合一의 原因이므로, 明知의 獲得과 동시에,

解脫이 생기고, 그에 따라, 身體가 崩壞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또 마

찬가지로 스승이 안계시게 되므로, 그에 따라, “스승을 갖는 사람은

안다”[라는 聖句](ChA 6. 14. 2)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더욱이 [明知를 傳授

할 스승이 안계신다면] 明知로부터 解脫이 생겨나지 않게 된다는 誤謬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明知는, 다른 지방에 도달하기 위한 手段의

知와 같은 것이 되든가, 아니면 불확실한 結果를 낳는 것이 되어 버

리고 말 것이다.
21

[答論者]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諸業에는 結果를 생성한 業과 아직 結果를

생성하지 않은 業의 區別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아직 結果를 생성하

지 않은 諸業은 確固한 結果를 갖고 있으므로, 브라흐만의 知者의 身

體가 崩壞되어도, 아직 움직이고 있지 않는 業의 結果를 享受하기 위

하여, 새로운 身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신에 의해] 前述되었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當分間 오래”라는 天啓聖典의 權

21) nanu yathā sadvijñānānantaram eva dehapātaḥ satsaṃpattiś ca na bhavati

karmaśeṣavaśāt, tathā apravṛttaphalāni prāg jñānotpatter

janmāntarasaṃcitāny api karmāṇi santīti tatphalopabhogārthaṃ patite

asmiñ śarīrāntaram ārabdhavyam/ utpanne ca jñāne yāvaj jīvaṃ vihitāni

pratiṣiddhāni vā karmāṇi karoty eveti tatphalopabhogārthaṃ cāvaśyaṃ

śarīrāntaram ārabdhavyam, tataś ca karmāṇi tataḥ śarīrāntaram iti

jñānānarthakyam, karmaṇāṃ phalavattvāt/ atha jñānavataḥ kṣīyante

karmāṇi, tadā jñānaprāptisamakālam eva jñānasya satsaṃpattihetutvān

mokṣaḥ syād iti śarīrapātaḥ syāt/ tathā ca ācāryābhāvaḥ iti “ācāryavān

puruṣo veda”(ChA 6. 14. 2) ity anupapattiḥ/ jñānān mokṣābhāvaprasaṅgaś

ca/ deśāntaraprāptyupāyajñānavad anaikāntikaphalatvaṃ vā jñānas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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威가 있기 때문이다.
22

[反論者]

“功德은 功德이 있는 행위에 의해 생긴다”(BAU 3. 2. 13) 등의 天啓聖

典에도 權威가 있지 않는가.
23

[答論者]

그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諸業에는 이미 結果를 생성하고

있는 業과 아직 結果를 생성하고 있지 않는 業이 있다.

[양자 중에서], 知者의 身體를 이미 생성하고 있는 業, 그것은 享受에

의해서만 除去된다. 예를 들면, 표적을 향해 쏘아져, 이미 힘을 받고

있는 화살등은, 힘이 소진해야만 정지하는 것이지, 표적에 맞자 마자,

사용가치가 없어졌으니까 정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표적에 맞아도 표

적을 찢으면서 나아가는 화살이 상정되어 있다. 또 明知를 얻는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표적에 화살이 맞는 것이 되는 셈이다), 그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밖의, 아직 結果를 생성하고 있지 않는 諸業은, (今生에서,

明知의 獲得前後에 행해진 業이든, 행해지고 있는 業이든, 過去의 他生에 의해 행해진

業이든, 아직 結果를 생성하고 있지 않은 業이라면) 贖罪에 의해 [罪가 태워지듯],

明知에 의해 태워진다. 왜냐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明知의 불은 一切

業을 재로 만든다”(BhG 4. 37)라고 古傳書에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 “또 그의 諸業은 消滅한다”(MU 2. 2. 8)라고 Ātharvaṇa에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라흐만의 知者에게는, 延命 등의 目的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이미 結果를 생성하기 시작한 [그의] 諸業은 그 結果가 반드시 享

22) na, karmaṇāṃ pravṛttāpravṛttaphalavattvaviśeṣopapatteḥ/ yad uktam

apravṛttaphalānāṃ karmaṇāṃ dhruvaphalavattvād brahmavidaḥ śarīre

patite śarīrāntaram ārabdhavyam apravṛttakarmaphalopabhogārtham iti, eta

dasat/ viduṣaḥ “tasya tāvad eva ciram” iti śruteḥ prāmāṇyāt/

23) nanu “puṇyo vai puṇyena karmaṇā bhavati”(BAU 3. 2. 13) ityādiśrutr api

prāmāṇyam 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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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쏘아진 화살처럼, “그는 當分

間 오랫동안 [解脫하지 않을 것이다]”(ChA 6. 14. 2)라는 것은 타당하다. 그

러므로, 前述된 缺點의 추궁은 成立하지 않는다.

또 明知의 獲得 後에는, 브라흐만의 知者에게는 業이 없다고 우리

는 말한다. 왜냐하면 같은 곳에 “브라흐만에 安住한 사람은, 不死에

이른다”(ChA 2. 23. 2)라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당신은 기

억해야 할 것이다.
24

議論의 要約

以上의 議論은, ⑴ avadhiśruti(ChA 6. 14. 2)에 관한 내용, ⑵ 諸業의

分類와 生解脫에 관한 議論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⑴ avadhiśruti에 관한 內容

① yāvad … tāvad의 기간은, 明知의 出現에서 身體의 崩壞까지 이

며, 그것이 avadhi이다.

② vimokṣye, saṃpatsye라고 一人稱의 未來形이 서술되어 있지만,

실은 vimokṣyate, saṃpatsyate로 三人稱의 未來形이 의미되고 있다.

③ atha란 身體의 崩壞後 다시 輪廻에 빠지지 않고 ‘바로’ 解脫함을

의미한다.

24) satyam evam/ tathāpi pravṛttaphalānām apravṛttaphalānāṃ ca karmāṇi,

yair vidvaccharīram ārabdham, teṣām upabhogenaiva kṣayaḥ/ yathā

ārabdhavegasya lakṣyamukteṣvādeḥ vegakṣayād eva sthitiḥ, na tu

lakṣyavedhasamakālam eva prayojanaṃ nāstīti, tadvat/ anyāni tu

apravṛttaphalāni iha prāg jñānotpatter ūrdhvaṃ ca kṛtāni vā kriyamāṇāni

vā atītajanmāntarakṛtāni vā apravṛttaphalāni jñānena dahyante

prāyaścitteneva/ “jñānāgniḥ sarvakarmāṇi bhasmasātkurute tathā”(BhG 4.

37) iti smṛteś ca/ “kṣīyante cāsya karmāṇi”(MU 2. 2. 8) iti ca ātharvaṇe/

ataḥ brahmavidaḥ jīvanādiprayojanābhāve^api pravṛttaphalānāṃ karmaṇām

avaśyam eva phalopabhogaḥ syād iti mukteṣuvat “tasya tāvad eva

ciram”(ChA 6. 14. 2) iti yuktam evoktam iti yathoktadoṣacodanānupapattiḥ

/ jñānotpatter ūrdhvaṃ ca brahmavidaḥ karmābhāvam avocāma

“brahmasaṃstho^amṛtatvam eti”(ChA 2. 23. 2) ity atra/ tac ca smartum

arh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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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身體를 생성해 낸 業이 享受에 의해 除去되면, 知者의 身體의 崩

壞가 일어난다.

⑵ 諸業의 分類와 生解脫에 관한 議論

① 反論者의 主張

業이란, 結果를 갖는 것(phalavattva, dhruvaphalavattva)을 特質로 한다.

그런데, 아직 結果를 생성하고 있지 않는 諸業(apravṛttaphalāni karmāṇi,

여기에는 ‘明知의 獲得前에 蓄積된 業’ 과 ‘他生(前生)에 蓄積된 業’이 포함된다)의 경

우, 이들은 아직 結果가 享受되지 않았으므로, 結果가 享受될 必要가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明知가 獲得되어도, 이 身體의 崩壞 後에, 새

로운 身體가 形成되어져야 한다.

한편, 明知가 獲得된 후에는, 知者의 身體가 存續하든가, 崩壞하든가

둘 중 하나다.

明知의 獲得後에, 知者의 身體가 存續한다면, 知者가 生解脫者로서

살아있는 동안에, 規定과 禁止의 諸行爲를 행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業도 享受되어 질 필요가 생기며, 이를 위해서도 또 다른 새로운

身體가 형성되어져야 한다. 이 身體로부터, 또 다시 業이 생기고, 그

業에서 또 다시 다른 身體가 생긴다. 無限遡及에 빠지게 되어, 明知는

쓸모없게 된다.

한편, 明知를 획득한 뒤에, 知者의 諸業이 除去되어, 知者의 身體가

崩壞된다면, 知者인 스승이 없게 되어, 스승에 의해 전해지는 明知에

의해 解脫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 그러면 明知는 불확실한 것이 되고

만다.

② 答論者의 답

諸業에는 二種類가 있으며, ‘始動業’과 ‘未動業’이다. 兩者 中에, 知者

의 身體를 이미 생성하고 있는 諸業은, 표적을 향하여 쏘아져, 이미

힘의 영향을 받고 있는 화살 등이, 힘이 소진되어야 停止하는 것처럼,

享受에 의해 업의 힘이 소진되어야 始動業이 除去된다.

한편, 未動業은, 贖罪에 의해 罪가 태워지듯, 明知에 의해 태워진다.

“그와 마찬가지로 明知의 불은 一切業을 재로 만든다”(BhG 4. 37)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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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傳書와 “또 그의 諸業은 消滅한다”(MU 2. 2. 8)라는 天啓聖典에 의해

서.

따라서 브라흐만의 知者에게는, 延命등의 目的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그의 始動業은 享受되어져야 할 必要가 있으며, 따라서 쏘아진 화

살처럼, “그는 當分間 오랫동안 [解脫하지 않을 것이다]”(ChA 6. 14. 2)라는

것은 타당하다.

그리고 明知의 獲得後에는, 브라흐만의 知者에게는 業이 成立하지

않는다. 즉 行爲 그자체가 成立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브라흐만에 安

住한 사람은, 不死에 이른다”(ChA 2. 23. 2)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分析

明知를 傳授한다는 使命을 띠고 있는 스승의 存在에 근거하여, 明

知의 出現後에도 知者의 身體는 存續한다는 論理는, 後에 Vimuktātma

n(950年頃)에 의해 生解脫을 主張하는데 採用되게 된다. 여기에서는 反

論者에 의해 같은 趣旨가 서술되어 있는데, 여하튼, Śaṅkara는 스승

을 生解脫者의 존재방식의 하나로서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는 셈이

다
25
.

또 여기에서는 明知의 出現에 의해 消滅되는 諸業을 예시하면서 B

hG 4. 37; MU 2. 2. 8가 제시되어 있으며, 兩聖典에 있어서의 一切業

([sarva-]karmāṇi)이란 始動業을 제외한 一切業임을 알수 있다.

제2항 pravṛttaphalasya tu karmāśayasya(BSBh 3. 3. 32)

25) Śaṅkara에 있어서의 스승과 知者와의 關聯은 Fort[1991] p. 380에서 논해지고

있다. Fort[1991]는 GBh 4. 34에도 兩者의 關係가 보인다고 한다. cf.

Fort[1991] p. 387 note 42

한편, 伊藤[1985] p. 76에는 스승의 存在에 근거한 生解脫論의 證明은

Vimuktātman(950年頃)의 獨創이라고 한다. 그러나 生解脫者의 存在를

證明함에 있어서, 스승에 의한 明知의 傳承의 必要性에 근거하여 ‘生解脫者는

存在해야 한다’는 論法은 이미 Nyāya-Vaiśeṣika派의 Uddyotakāra (550-610

according to Potter[1977] p. 9)의 Nyāyavārttika에서 反論者에 의해

채용되고 있다. cf. Potter[1977] p.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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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BSBh 3. 3. 32)

그러므로, 브라흐만의 知는, 어떤 경우에는 解脫의 原因이며, 또 다

른 경우에는 解脫의 原因이 아니라는 選擇肢的인 것이 아니냐, 라는

疑問을 가질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 疑問은 이치에 맞지 않다. 왜냐

하면, 明知에 의해 業의 種子가 타 없어진다는 것은, 天啓聖典과 古傳

書에 의해 분명히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聖典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心臟의 束縛은 끊어지고, 一切의 疑惑은 사라진다. 또

저 ‘높으면서도 낮은 존재(=最高存在)’를 볼 때, 그의 業은 消滅된다”(MU

2. 2. 8)고 天啓聖典에 서술되어 있다.

또 “나는 브라흐만이라는 참된 憶念을 획득하는 때, 一切의 結縛으

로부터 解放된다”(ChA 7. 26. 2) 등으로, 그렇게도 서술되어 있다. 古傳

書도 또한 “Arjuna여！ 마치 타오르는 불이 장작을 재로 만들어 버

리듯, 明知의 불은 一切의 業을 재로 만든다”(BhG 4. 37)라고 말하며,

“마치 불에 의해 태워진 種子가, 다시금 發芽하지 않는 것처럼, 그처

럼 明知에 의해 태워진 煩惱는 아트만과는 다시 결합하지 않는다”(典

據不明) 등으로 서술되어 있다. 또 無知등 의 煩惱가 다 타버릴 때, 煩

惱의 種子인 業의 殘存의 一部는 태워지고, 一部는 發芽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불에 의해 다 태워진 쌀의 種子의 一部의 發芽

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始動業의 殘存은, 마치 쏘아진

화살처럼, [스스로의] 推進力의 消滅에 의해 消滅된다. 왜냐하면, “그는

當分間 오랫동안”(ChA 6. 14. 2)이라고, 身體의 崩壞에 이르기까지의 時

間의 經過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任務가 있는 동안, 任務를 갖는 사람의 [身體의] 持續이 있다

는 것은 妥當하다.
26

26) iti brahmavidyāyāḥ pākṣikaṃ mokṣahetutvam ahetutvaṃ vā^āśaṅkyeta, na

tv iyam āśaṅkā yuktā, jñānāt karmabījadāhasya śrutismṛtiprasiddhatvāt/

tathā hi śrutiḥ …

“bhidyate hṛdayagranthiś chidyante sarvasaṃśayāḥ/ kṣīyante cāsya

karmāṇi tasmin dṛṣṭe parāvare//”(MU 2. 2. 8) iti/ “smṛtilambhe

sarvagranthīnāṃ vipramokṣaḥ”(ChA 7. 26. 2) iti caivamādyā/ smṛtir api …

“yathaidhāṃsi samiddho^agnir bhasmasātkurute^arjuna/ jñānāgni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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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論의 要約

여기에서의 議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① 브라흐만의 知는 一切業의 種子를 다 태운다. 그것은 天啓聖典

(MU 2. 2. 8; ChA 7. 26. 2)과 古傳書(BhG 4. 37 등)에 서술되어 있다.

② 消滅되는 一切業이란 未動業만이다. 한편, 始動業(이미 結果를 생성

한 業)의 殘存은, 마치 쏘아진 화살처럼, 推進力의 消滅에 의해 消滅된

다. 왜냐하면, “그는 當分間 오랫동안”(ChA 6. 14. 2)라고, 身體의 崩壞에

이르기까지의 時間의 經過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따라서, 임무가 있는 동안, 任務를 갖는 사람의 身體의 持續이

있다는 것은 妥當하다.

分析

BSBh 3. 3. 32는 Śaṅkara에 의해 ‘任務를 갖는 生解脫者’에 관한

議論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그는 一切業을 未動業으로 해

석하고, 明知의 出現後에도 始動業이 消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

다.

제2장 生解脫者論

Śaṅkara는 BSBh 4.1.15에서 明知의 出現 後에도 知者의 신체의 존

속을 보장하는 始動業이 成立한다는 사실을, 知者에게 그릇된 認識(mit

sarvakarmāṇi bhasmasātkurute tathā//”(BhG 4. 37) iti, “bījāny

agnyupadagdhāni na rohanti yathā punaḥ/ jñānadagdhais tathā kleśair

nātmā saṃpadyate punaḥ//” iti caivamādyā/ na cāvidyādikleśadāhe sati

kleśabījasya karmāśayasyaikadeśadāha ekadeśaprarohaś cety upapadyate,

na hy agnidagdhasya śālibījasyaikadeśapraroho dṛśyate/ pravṛttaphalasya

tu karmāśayasya mukteṣor iva vegakṣayān nivṛttiḥ, “tasya tāvad eva

ciram” (ChA 6. 14. 2) iti śarīrapātāv adhikṣepakaraṇāt/ tasmād upapannā

yāvad adhikāram ādhikārikāṇām avasthiti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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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ājñāna)이 潛勢力(saṃskāra)에 의해 當分間 存續한다는 사실에 근거하

여, 證明하고 있다. 그러나 始動業에 의해 知者의 身體가 存續한다는

것이 여기에서의 주된 主張이며, 潛勢力에 의해 知者의 그릇된 認識이

存續한다는 것은 그것의 實例로서 (나아가 知者에게 그릇된 認識이 成立한다

는 것은 두 개의 달의 實例(dvicandrajñānavat)에 의해 例證되고 있다.)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27
.

일반적으로 Śaṅkara는 知者의 身體를 維持하며 生解脫의 狀態를 維

持하는 힘으로 始動業을 제시하며, 知者에게 그릇된 認識을 가져오는

原因으로서 潛勢力을 상정하였던 것 같다. 요컨대 明知를 얻은 知者일

지라도, 無明의 影響을 받았던 때의 그릇된 認識의 潛勢力에 의해 그

릇된 認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에 관한 예로서는

① 두 개의 달

dvicandrajñānavat(BSBh 4. 1. 15)

dvicandradarśananyāyena(BSBh 4. 1. 19)

② 갑자기 방향감각을 잃는다

yathā vijñātadigvibhāgasyāpy akasmād digviparyayavibhrama

ḥ(BAUBh 1. 4. 10) 등을 들 수 있다.

그는 始動業과 潛勢力의 關係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분명히 밝히

지 않았으나, 生解脫者의 身體를 維持시키는 힘이 始動業이며, 그 始動

業은 원래 無明으로부터 생긴 것이므로, 生解脫者가 無明의 影響力을

입는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知者인 生解脫者는 어떤 방법으로든 始動業, 내지는 潛勢

力의 影響力에 대처하고자 努力해야만 하는가？ Śaṅkara는 生解脫者

의 존재방식을, 이들의 影響力을 받는다고 묘사하기도, 안 받는다고

묘사하기도 한다. 前者의 경우 生解脫者는 그릇된 認識(mithyājñāna, 誤

知) 또는 分別見(bhedadarśana)이나 虛妄한 觀念(viparītapratyaya) 등의 無明

27) Mike Bos[1983]는 p. 170 note 16에서 Śaṅkara는 여기에서의 潛勢力이란

말을 存在論的인 用語가 아니라 心理學的(=인식론적)인 用語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伊藤[1986]는, 여기에서의 潛勢力이란 用語를 근거로,

Śaṅkara는 生解脫의 成立을 주장함에 있어, 潛勢力說을 主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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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에 저항해야 하는 存在로 등장한다. 그는 知者이지만 그의 知

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28
後者의 경우 生解脫者는 身體

에 의해 影響을 받지 않음(aśarīratva)을 갖는 存在, 내지는 義務完成者(k

ṛtakṛtya)로서 등장한다. 한편 兩者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단정하기 어

려운 존재방식도 분류할 수 있다.
29

제1절 潛勢力의 影響力에 對處하는 生解脫者像

潛勢力의 影響力을 받는다고 여겨지는 生解脫者像은 BSBh 4. 1. 15

(mithyājñāna) 이외에도 BAUBh 1. 4. 7; 1. 4. 10(viparītapratyaya); BSBh

4. 1. 19(bhedadarśana) 등에 보인다. 그밖에 GBh 3. 20와 BSBh 3. 3. 32

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그려져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는 分別見(bhedadarśana), 虛妄한 觀念(viparītapratyaya), 그릇된 認識(m

ithyājñāna) 등을, 知者인 生解脫者가 스스로의 身體를 維持하기 위한 托

鉢 등의 最小限의 活動을 說明하기 위하여 인정했는지도 모른다. 그

러나 이를 인정함으로써 知者인 生解脫者의 존재방식은 不安한 것이

되고, 無明의 影響力에 굴한 存在로서 등장하게 되고 만다. Śaṅkara

는, 이 無明의 影響力에 對處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BAUBh 1. 4. 7

에서처럼 明知의 保護를 위한 努力을 인정하는 곳도 있지만, 全般的으

로는 曖昧한 態度를 취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것을 여

기에 소개한다.

28) Mike Bos[1983]는 “Śaṅkara는 궁극적인 解脫을 意味하기 위해 kaivalya를

사용하지 않고, kṣema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Śaṅkara는 그

kṣema를 얻은 것(=明知)의 保護(kṣema nāmopāttaparirakṣaṇam, Taittirīyabh

3. 10. 2)로 理解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Śaṅkara는 브라흐만의 知者의

不完全性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kṣema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用例로서 GBh 9. 22; KABh 2. 2; Taittirīyabh 3. 10. 2 등을 提示하고 있다.

cf. Mike Bos[1983] p. 169

29) 始動業의 影響力의 有無와 관계없이 논해지고, 언급의 曖昧함과 적음으로

말미암아, 兩者중 어느쪽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힘든 生解脫者像도 있으며, 그

대표적인 존재방식이, 요긴(yogin, GBh 6.27), 解脫者로서 現存하는

사람(vimuktaś ca san, KABh 5. 1) 등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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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ātmavijñānasmṛtisantati(BAUBh 1. 4. 7)

번역

[答論者]

그 無明이 除去되면, 欲望 등의 缺點이 [벌써] 成立하지 않게 되므로,

아트만아닌 것에 관한 사고도 成立하지 않게 된다. 아트만만이 남는

다는 原則에 의해, 아트만에 관한 생각만이 남는다. 따라서, 이 見解

에서는, 그 [아트만]에 관한 冥想은 規定되어질 必要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에 관한 冥想은 이미] 成立(=成就)되어 있으니까. …中略…. [知者에게 있

어서의] 아트만에 관한 冥想의 成立은 一時的인 것인가(=때로는 나타나다

가 때로는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면 常住的인 것인가는, 當分間, [논의를] 보

류하기로 하자. …中略 …-
30

[答論者]

당신(反論者)은, “[그는 그것을] 안 뒤에, 知惠를 實踐해야 한다(kurvīta)”

(BAU 4. 4. 21) 등등의 聖典의 말씀은, 베다의 聖句의 意味(vākyārtha)를

아는 것 이외에, 冥想(upāsana)[의 實行]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前述했는데

(ASS 15, p. 133 l. 24), 말한 대로이긴 하다. 그러나 [이들 말씀은] 새로운

規定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部分的으로 成立하는 [冥想]이 [常住하는

것으로서] 保持되어져야 함을 意味할 뿐이다. (Mike Bos의 注19參考할 것).
31

[反論者]

그러나 어떻게 [知者의] 冥想이 一時的으로(=部分的으로) 成立할 수 있

는가(=冥想이 部分的으로 成立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아트

30) tasyāṃ nivartitāyāṃ kāmādidoṣānupapatter anātmacintānupapattiḥ

pāriśeṣyād ātmacintaiva/ tasmāt tadupāsanam asmin pakṣe na

vidhātavyaṃ prāptatvāt/ … 中略 …tiṣṭhatu tāvat pākṣikyātmopāsanaprāptir

nityā veti/…中略…

31) yat tūktaṃ “vijñāya prajñāṃ kurvīta”(BAU 4. 4. 21) ity ādivacanānāṃ

vākyārthavijñānavyatirekeṇa upāsanārthatvam iti, satyam etat, kin tu

nāpūrvavidhyarthatā; pakṣe prāptasya niyamārthata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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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이 남는다는 原則에 의해, 아트만의 知에 관한 記憶의 聯續(즉 冥

想)이 常住한다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던가(ASS 15, p. 131 l. 8).
32

[答論者]

그렇기는 하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現在의] 身體를 생성하고

있는 業(즉 始動業)은, 어떤 一定한 結果를 생성시키고 있으므로, 正知가

獲得되었다고 하더라도, 語과 心과 身體의 活動은 必然的으로 나타난

다. 왜냐하면, 움직이기 시작한 業은, 쏘아진 화살 등의 運動力처럼,

[正知보다 더] 强力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明知의 活動의 미약함이

部分的으로 成立할 때가 있다(=明知의 活動이 때때로 미약해 질 때가 있다).

그러면, 出家나 離欲 등의 手段에 의거해, 아트만의 知에 관한 記憶의

聯續(즉 冥想)은 保持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義務가 아니

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獲得되었다고 우리들이 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그것을] 안 뒤에, 知惠를 實踐해야 한다”(BAU 4. 4. 21) 등

등의 베다의 聖句는, 獲得된 明知에 관한 記憶의 聯續의 保持의 規定

을 意味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
33

議論의 要約

① [現在의] 身體를 생성해 낸 業(즉 始動業)은, 一定한 結果를 생성시

키므로, 正知가 獲得되었다 해도, 語와 心과 身體의 活動은 必然的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움직이기 시작한 業은, 쏘아진 화살 등의 運動力

처럼, 正知보다도 强力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明知의 活動이 때때

32) kathaṃ punar upāsanasya pakṣaprāptiḥ? yāvatā pāriśeṣyād

ātmavijñānasmṛtisantatiḥ nityaivety abhihitam/

33) bāḍhaṃ; yady apy evam, śarīrārambhakasya karmaṇo niyataphalatvāt,

samyagjñānaprāptāv apy avaśyaṃbhāvinīpravṛttir vāṅmanaḥkāyānām,

labdhavṛtteḥ karmaṇo balīyastvāt mukteṣvādipravṛttivat/ tena pakṣe

prāptaṃ jñānapravṛttidaurbalyam/ tasmāt

tyāgavairāgyādisādhanabalāvalambena ātmavijñānasmṛtisantatir niyantavyā

bhavati, na tv apūrvā kartavyā; prāptatvād ity avocāma/ tasmāt

prāptavijñānasmṛtisantānaniyamavidhyarthāni “vijñāya prajñāṃ kurvīta”

(BAU 4. 4. 21) ityādivākyāni, anyārthāsaṃbhav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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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약해지기 때문이다.

② 그렇게 되면, 出家나 離欲 등의 수단에 의거해, 아트만의 知에

관한 記憶의 聯續(즉 冥想)은 保持되어져야 한다.

③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의무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獲

得되었다고 우리는 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그것을 안 뒤, 知

惠를 實踐해야 한다”(BAU 4. 4. 21) 등등의 베다의 聖句는, 獲得된 明知

에 관한 記憶의 聯續의 保持의 規定을 意味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意

味하는 것이 아니다.

分析

여기에서 Śaṅkara는, “그는 그것을 안 뒤, 知惠를 實踐해야 한다(ku

rvīta)”(BAU 4. 4. 21) 등의 聖典의 말이, 베다의 聖句의 意味(vākyārtha)를

안 뒤, 冥想(upāsana)의 실행을 해야 함을 規定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관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여기에서 그는, 明知보다 始動業이 强力하다는 점, 그에 따라 때때

로 明知는 始動業에 影響되어 그 힘이 약해진다는 점, 그에 對處하기

위하여 出家나 離欲등의 手段에 의거하여 瞑想해야 한다는 점,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義務는 아니라는 점을 主張하고 있다.

제2절 潛勢力에 影響을 받지 않는 生解脫者像

한편, Śaṅkara가 그리는 生解脫者像에는 潛勢力에 影響받지 않는

존재도 있다. 그것은 身體를 갖지만 그에 影響받지 않는 狀態(aśarīratv

a, =無身인 상태)
34
라는 말에 의해 表現되는 것과, 義務完成者(kṛtakṛtya, 修

34) aśarīratva는 같은 의미로서 Upad padyabandha 13. 4; 10. 6; 13. 3;

gadyabandha 1. 18; 1. 23; 1. 37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의미로서 videha(Upad padyabandha 13. 15); adehatva(Upad padyabandha

15. 6; 15. 7; 18. 163)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aśarīra(BAUBh 4. 4. 7)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cf. Mike Bos[1983] p. 166 note 9

한편, 이 用語는 ChA 8. 12. 1에도 쓰여 있으며, Śaṅkara는 註釋에서

解脫과의 關聯을 示唆하고 있다. cf. Fort[1991] p. 386 not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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行完成者)
35
라는 말에 의해 表現되는 것 등이 있다. 그리고 知惠確立者(s

thitaprajña, GBh 2. 55)도 이 부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대표적

인 것을 여기에 소개한다.

제1항 aśarīratva(BSBh 1. 1. 4)

번역

[答論者]

…따라서, 身體를 갖는다는 것은, 그릇된 觀念에 근거하고 있으므

로, 知者(生解脫者)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無身임(=身體를 갖고 있으나 그것에

영향받지 않음)이 성립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브라흐만의 知者에 관하여

天啓聖典은 “마치 뱀의 껍질이 개미집 위에 죽어 벗어 던져져 누워

있듯이,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몸은 누워 있다. 한편, 身體를 갖고

있지 않은 이 不死의 生氣는, 브라흐만 그 자체가 되며, 빛 그자체가

된다”(BAU 4. 4. 7)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 “눈을 갖고 있으나, 눈을 갖

고 있지 않은 듯하며, 귀를 갖고 있으나 귀를 갖고 있지 않은 듯 하

며, 語를 갖고 있으나 語를 갖고 있지 않은 듯하며, 意를 갖고 있으나

意를 갖고 있지 않은 듯하며, 生氣를 갖고 있으나 生氣를 갖고 있지

않은 듯 하다”(出典不明)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 [브라흐만의 知者에 관하여]

古傳書도 “知惠確立者의 定義는 무엇인가”(BhG 2. 54) 등등에 의해, 知

惠確立者의 諸定義를 서술하면서, 知者는 모든 면에 있어서, [活動하는

듯 보이나] 活動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梵我一如를 直觀한 者(av

agatabrahmātmabhāva)가 종전처럼 輪廻者일 수는 없다. 그러나 종전처럼

輪廻者인 자는, 梵我一如를 直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잘못이 없다.
36

35) kṛtakṛtya(Upad padyabandha 13. 26; 15. 28) kṛtakṛtyatā(Upad padyabandha

13. 17)

36) jīvato^api viduṣo^aśarīratvam/ tathā ca brahmavidviṣayā śrutiḥ “tad

yathā^ahinirlvayanī valmīke mṛtā pratyastā śayītaivam evedaṃ śarīraṃ

śete/ athāyam aśarīro^amṛtaḥ prāṇo brahmaiva teja eva”(BAU 4. 4. 7) iti/

“sacakṣur acakṣur iva sakarṇo^akarṇa iva savāg avāg iva samanā amanā

iva saprāṇo^aprāṇa iva”(出典不明) iti ca/ smṛtir api ca … “sthitaprajñasya



230 印度哲學 제6집

議論의 要約 (생략)

分析

Śaṅkara는, 生解脫者의 身體를 가지나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

를 ‘無身임’(aśarīratva)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 상태는, 知者가

자신의 身體를 뱀의 껍질로 간주하는 상태이며(BAU 4. 4. 7), 感官을 갖

고 있으나 갖고 있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이며(出典不明), 古傳書에 知

惠確立者(BhG 2. 54)로서 묘사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서는 말하자

면 자신의 身體나 感官에 影響 받지 않는 生解脫者像이 그려져 있다.

結 論

Śaṅkara의 경우에도 解脫이란 輪廻로부터의 解脫이다. 그 解脫을

얻기 위해서는, 아트만이 브라흐만임을 聽聞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

인가, 아니면 아트만에 念想을 반복해야 하는가. Śaṅkara는 前者는

자질이 뛰어난 사람을 위한 것으로, 後者는 頓知의 사람을 위한 것으

로서, 兩者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듯하나, 그의 사상체게 전체에는 前

者가 합치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렇게 해서 明知가 出現하면, 一切業이 소멸된다. 그러나 一切業이

消滅된다고 해도, 知者의 지금의 身體를 형성한 始動業은 明知보다 强

力하므로 明知에 의해서는 消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始動業은, 그

果報가 享受되어야만 비로소 消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쏘아

kā bhāṣā”(BhG 2. 54) ityādyā sthitaprajñalakṣaṇāny ācakṣāṇā viduṣaḥ

sarvapravṛttyasaṃbandhaṃ darśayati/ tasmān

nāvagatabrahmātmabhāvasya yathāpūrvasaṃsāritvam/ yasya tu

yathāpūrvasaṃsāritvaṃ nāsāv avagatabrahmātmabhāva ity anavad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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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화살이 스스로의 힘이 다해야만 멈추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

고 그 果報가 享受되기까지의 기간, 知者는 자신의 身體를 保持할 수

있다. 즉 知者는 生解脫者로서의 자신의 身體가 붕괴되기까지의 當分

間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ChA 6. 14. 2와 BS 4. 1. 15;

4. 1. 19 등의 근거에 의해서도 成立되는 것이다.

그런데 知者인 生解脫者의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始動業은 無明의

소산이다. 따라서 知者인 生解脫者는 無明의 影響을 받을 수 있다. Śa

ṅkara는 한편으로는 始動業, 내지는 無明의 影響을 인정하는 입장이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기도 하다. 즉 그는 知者

에게는 始動業, 내지는 無明의 影響力에 의해 그릇된 認識이나 分別見

이나 虛妄한 觀念 등이 생겨나, 때때로 明知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에 對處하기 위하여 새로운 努力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知者는 義務完成者이며, 身體의 影響을 받지 않는다고도 서

술하고 있다.

그의 上記와 같은 生解脫[者]論은, 그 以後의 不二一元論派가 展開됨

에 따라 논의되어지는 生解脫[者]論의 모든 면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의 生解脫[者]論은 知者인 生解脫者의 身

體維持의 根據를 한편으로는 始動業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潛勢力에서

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知者인 生解脫者에게 無明의 影響力에 對處해

야 한다고 하기도, 할 필요가 없다기도 하여, 相反되는 二重的構造를

갖고 있다. 이런 점들은, 以後 不二一元論派의 展開와 더불어 生解脫

[者]論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 이유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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