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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머리말

인도는 5천여 년의 긴 역사와 면적이 약 329만㎢의 넓은 영토를

지닌 대륙의 문화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자연적 환경은 인

도인의 내면 세계를 넓고 깊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게 하였다. 이러

한 까닭에 인도인의 사상은 무수한 종파, 교의, 철학적 체계와 그리

고 이와 관련된 종교의식과 제의, 영적인 계율을 포함하고 있다. 그

것은 고도로 발달된 지적인 철학에서 단순 소박한 무수한 남신과 여

신의 숭배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인도사상은 종교,

철학, 문학, 언어, 음악, 무용 등 다방면에 풍요로움을 주었다.

이러한 방대하고 다양한 인도의 사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

고 있다. 첫째는 그것은 영적인 체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인도인의

** 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철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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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목적은 이 영적인 체험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다.

둘째는 이러한 심오한 영적 체험의 가능성이 일반인의 평범한 생

활 속에서도 열려있다는 것이다. 소수의 브라흐만은 베다를 읽으면서

영적 체험을 하지만 민중들은 단순한 종교의식, 음악, 무용 등을 통

해서 영적 체험을 한다. 이러한 민중의 영적 체험을 위한 문헌이 Ma

hābhārata와 Rāmāyana, Purāṇa 그리고 Āgama이다.

셋째는 不二一元論(advaita, monism)과 唯一神敎(monotheism)의 조화스

런 융합이다. 이러한 사상은 고대 우빠니샤드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

지 인도사상의 모든 다양성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사상적 지주이다.

이러한 사상을 체계화하고 실천한 사람은 근대 인도의 애국적 사상

고취를 위해 노력한 Mahatma Gandhi, Aurobindo Gosh, 그리고 Sri

Radhakrishnan 등이다.

위에서 논거한 인도 사상의 특징이 일반 민중들에게 전개될 때는

삶의 현실 속에서 모든 진리를 체험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민중들이

삶의 현실 속에서 신에게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절 변화에 적응

하는 것같이 그들의 지적, 영적, 경제적 수준에 맞는 종교의식과 예

배가 필요하였다. 즉 그들에게는 아침, 저녁 꽃 한 송이를 받치면서

도 신의 마음에 접할 수 있는 길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민중 속에

서 구체적이고 간편한 종교의식과 이론을 갖춘 종파가 생겨나게 되

었다. 이러한 종파들은 Śiva를 숭배하는 Śaivism, Viṣṇu를 숭배하는

Vaiṣṇavism, 그리고 Śakti를 숭배하는 Śaktism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민중들은 Śiva, Viṣṇu 그리고 Śakti의 화신인 여러 여신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숭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중의 종교적 체험을 기록한 문헌을 Āgama라고 하며, Ve

da를 Nigama라고 부른다. Āgama는 현존하는 성자들의 체험에 의존

하여 전승되는 지식으로 대부분 구두로 전해왔으며 문헌적인 체계화

는 8c경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런 Āgama에 대한 K. K. Mishra교

수의 견해에 의하면, (1) Śaiva-Śākta, (2) Tantra Buddhism, (3) Vaiṣ

ṇavism으로 구분했다.
1
Āgama의 문헌의 구조는 (1) 종교적 수행(sādh

anā), (2) 수행의 성취(siddhi), (3) 철학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민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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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어필할 수 있는 풍부한 종교의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쉽게 종교로

써 발전하게 되었다.

이 Āgama전통의 특징은 절대자의 궁극적인 진리를 동적인 의식

으로서 파악이다. 이것은 무한한 행동성을 강조함으로써 특히 창조적

에너지인 Spanda 개념을 형성시켜 종교적 수행(yoga)과 세속의 즐거

움(bhoga)을 동시에 현실생활에 활용하는 인생의 적극적인 가치관을

보이게 되었다. 수행체계는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힘의 증가를 목표

로 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을 취했다.

이들 중에서 Kashmir Śaivism은 Śaiva - Śakti에 속하는 Śaivism

의 한 분파이다. Śaiva - Śakta에는 북인도의 Kashmir Śaivism과 남

인도의 Siddhānta Śaiva 그리고 Śaktism이 있다. 구두로 전승되어

오던 것이 Vasugupta(8c말 또는 9c초)에 의해 문헌적 체계화가 시작된

Kashmir Śaivism은 Utpaladeva(9c말엽 또는 10c초)에 의해 발달되어 Ab

hinavagupta(10c말 또는 11c초)
2
에 의해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 Kash

mir Śaivism은 Śiva신에 대한 신앙으로 하는 종교이며 철학이다. 그

것은 8c말 또는 9c초에 시작되어 인도뿐 아니라 티벳과 네팔까지 그

영향이 확대되어 12c에 Kashmir Śaivism의 사상체계가 완성되었다

고 한다.

Śiva신의 신앙은 언제 시작하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1921

년 Mohenjodaro와 Harappa의 유적발굴에서 Śiva신의 유물이 발견되

었으므로 그 시작이 구석기시대 이전으로 측정되어 Veda이전의 기

원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일 것이라고 John Mar

shall은 주장했다.
3
이러한 Kashmir Śaivism은 Abhinavagupta에 이

르러 The Spanda, The Krama, The Kula 그리고 The Pratyabhijnā
4

1) K. K. Mishra, Kashmir Śaivism(Portland : Rudra Press, 1993), p. 19.

2) Abhinavagupta는 10c말부터 11c초에 활동한 Kashmir Śaivism의 최고봉의

인물이며 동시에 Śaivism의 거두이다. 그는 Kashmir지방의 Śaiva

Brahman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수많은 Śaiva경전을 해설하거나 저술하였고

타종교와 시학, 문학과 무용, 연극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그의 Nātya-Śāstra는

오늘날에도 예술의 기본 경전으로 전승되고 있다.

3) J. Sing, Pratyabhijnāhṛdayam(Delhi : Motilal Banarsidass, 1982),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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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모든 종파를 하나로 재종합 정립한 것이다.

이러한 Kashmir Śaivism에서는 Śakti와 Śiva는 不二(abheda, non-du

al)인데 어떻게 差別(bheda, difference)의 현상계가 전개되었는가를 구명

하고자 하는 것이 本稿의 목적이다. 이것은 인도사상의 두 흐름인 Br

ahmanism 체계의 존재(Being)의 전통인 Ātmavāda와 불교체계의 생

성(Becoming)의 전통 Anātmavāda
5
의 양자를 통합한 우주론과 같은 동

일한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오늘날 전세계가 조화지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指南하는 철학체계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Ⅱ. Śakti의 개념과 본질

Śakti는 우주의 근원적 힘을 가지고 있는(to have power) 또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to be able) ‘sat’라는 어근에서 파생되었으며
6

그 말의 의미는 힘이나 에너지이다. 이것은 모든 행동과 창조의 근원

으로서의 가능성을 뜻한다. 그러한 Śakti의 개념이 Kashmir Śaivism

에서는 절대자의 무한한 힘의 표상으로 여성형으로 표현되었다.

절대자의 정적인 상태인, 운동이 없는 순수원리의 순수의식은 Śiv

4) The Spanda학파는 동적인 의식을 ‘Spanda’라고 하며 이 의식의 자발성을

따름으로써 자아 실현(Self-realization)에 이른다고 한다. The Krama학파는

점차적인 단계(krama)로 자아실현을 이루어간다는 이론이다. The Kula학파는

남·녀의 合歡으로 상징되는 Śiva(절대자의 정적인 면)와 Śakti(절대자의

동적인 면)의 합일을 통해 자아실현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이 수행은 매우

빨리 자아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The Krama학파와 대조적이다. The

Pratyabhijnā학파는 긍극적 실재의 지식에 의한 자아실현을 강조한다. 무지로

인한 자아 분열로 생긴 이중성을 제거하여 우주적 정신과 융합을 통해서 자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5) T. R.V. Murti, Studies in Indian Thought(Delhi : Motilal Banarasidass,
1983), p. 3.

6) Sir. John Woodroffe. The Serpent Power(Madras : Ganesh&Co., 1986),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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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고 절대자의 동적인 면의 운동성은 Śakti이다. Śiva와 Śakti는 동

일한 절대자를 지칭하지만 두 이름은 단지 이 절대자의 두 개의 다

른 작용하는 면을 나타낸다. 이 ‘Śakti’는 본래 소녀도 아니고 처녀도

아니고 노파도 아니다. 참으로 그것은 여성도 남성도 중성도 아니고

그것은 인식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힘,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모

든 대립을 벗어난 절대자 브라흐마이다. 이는 어머니(The Mother)라고

불린다. 그 이유는 육신의 어머니가 그녀의 자녀들을 잉태하고 분만

하며 기르듯이, 모든 세계를 기르기 때문이다.
7
이것은 또한 절대자의

무한하고 전능한 창조의 힘을 상징하는 절대자의 마음(The Heart of the

Supreme)을 아래와 같이 나타내기도 한다.

큰 반얀(banyan)나무가 그 씨앗의 경우에는 잠재성의 형태로 있는 것처

럼 전 우주에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모든 존재는 이 절대자의 마음에

잠재성으로 있다.
8

이것은 모든 변화, 즉 시간과 공간의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형태를

포함하는 변화의 근원이다. 이것은 마치 이 Śakti가 우주의 목거리줄

이고 현상계의 다양한 심리적, 물리적 형태는 목거리줄의 구슬인 것

과 같다. Śakti여신의 목거리 줄의 구슬 하나 하나는 창출된 모든 개

체를 가르킨다.

Kashmir Śaivism의 우주의 궁극적 실재는 Parā Saṃvit(the Suprem

e Consciousnes), Parameśvara(the Supreme Lord), Śiva(the Benign One), Āt

man, Anuttara, Cit라고 불린다. 이것은 사고와 대상을 초월해 있으

며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적 사고 이전의 상태이다. 이것은 나(Aham, I)

와 이것(Idam This)이 하나가 된 통일체이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

월해 있으며 遍在, 全知, 全能한 의식이다. 이것은 우주와 하나가 된

영적 체험의 상태이다. 이 긍극적 실재는 대상과 객체 그리고 인간

사고의 범주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통일 의식이다. 이 긍극적 실재가

7) Ibid., pp. 17-18.

8) J. Sing, Pratyabhijñāhṛdayam,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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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통일체이고, 현상세계의 다양한 현상이 이 실재의 생성이라

면, 어떻게 하나의 궁극적 실재에서 현상세계의 다양성이 생겨나는

가?

이 궁극적 실재에서 다양한 현상세계의 전개과정을 Kashmir Śaivi

sm에서는 Śakti로 설명한다.

이 Śakti는 자신을 드러낼 때에 우주가 전개되고 자신을 감출 때

는 세계가 해체된다. Śakti는 이러한 전개와 해체의 작용을 영원히

반복한다. 이 Śakti의 작용의 전개와 해체에 의해서 우주는 나타나기

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이 Śakti가 자신을 전개하는 과정을 開眼(u

nmeṣa, the act of opening the eyes) 현상(ābhāsana, appearance), 勃起(udaya, ris

e) 또는 창조(sriṣṭi, creation)이라고 한다. 자신을 해체하는 과정을 開眼

(nimesa, the act of closing the eyes), 消滅(dhvaṃs, disappearance), 해체(pralaya,

dissolution), 휴식(laya, rest)이라고 한다. 우주의 생성과 소멸은 이러한 Ś

akti의 열림과 닫힘이다. 이러한 Śakti의 전개는 36원리(Tattva, principl

e)를 통하여 생성된다.

靜的 궁극적 실재(The Ultimate Reality)인 Śiva는 순수의식으로서 모

든 형상과 성질, 그리고 차별성을 초월한 존재이다. 動的 궁극적 실재

인 Śakti는 심리적, 물리적 현상의 다양화를 전개한다. 궁극적 실재인

Parā Saṃvit는 형상, 성질, 차별성을 초월한 것과는 달리 많은 형상

과 성질과 차별성이 전개된다. 즉 無形相으로부터 形相이 생겨난 것

이다.

궁극적 실재는 부분을 내포한 전체이다. 그리고 마음과 물질은 이

러한 전체 속에 내재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영적, 궁극적 실재는 무

한하고 형태가 없으나 마음과 물질은 유한하고 형태가 있다. 전자는

불변이고 정적이나, 후자는 일시적이고 동적이다. 즉 마음과 물질은

우주적, 궁극적 실재의 두 수레이다. 이 원초적 Śakti는 이 두 개의

수레를 끊임없이 전개와 해체의 과정을 계속한다. 이 전개와 해체는

논리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심리적, 물리적 과정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되는 사고, 개념, 느낌 등의 다양화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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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Śakti의 우주론

Kashmir Śaivism의 우주 창조 과정은 Śakti의 작용에 따라 통일

된 창조과정인 순수질서(Śuddhādhvā, the Pure order)와 분열된 창조과정

인 비순수질서(Aśuddhādhvā, the Impure order)로 나눈다. 전자는 ‘Cit-Śak

ti’의 창조이고, 후자는 Māyā-Śakti이다.

‘Cit-Śakti’는 지식을 드러내는 기능을 함으로 ‘Vidyā-Śakti’라고

한다. Vidyā는 세속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解脫知이다. Cit-Śakti에

서는 주체와 객체의 분열 이전의 상태이며 또한 자아(Aham, I)와 대상

(Idam, This)이 통일된 상태이다. 그것은 보편적 순수질서에 속하는 창

조의 과정이다. 여기서는 보편적 의식이 체험된 완전한 상태이다. 이

것에 대하여 Māyā-Śakti는 참된 의식을 가리고 본래의 순수지식으

로부터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한다. Māyā-Śakti

는 주체와 객체의 분열로 보편적 의식이 체험되는 완전한 상태가 없

고, 단지 분열로 생긴 차별성이 경험된다. 이것으로 인해 주체(Aham,

I)와 객체(Idam, This)의 통일성에 대한 인식결여로 심리적, 물리적 현

상의 다양화가 생긴다. 여기서는 시간과 공간, 삶과 죽음의 한계가

있다. 이 Māyā-Śakti는 무한한 참된 지혜를 가리는 덮개(Kanćuka, Cov

ering)를 만드는 힘이다. 이 덮개는 영혼을 구속하고 한계를 주는 베일

이다. 그러면 먼저 Cit-Śakti의 우주론을 고찰하기로 한다.

1. Cit-Śakti의 우주론

Cit-Śakti에 의한 우주창조과정의 순수질서(Śuddhādhvā, the Pure Orde

r)는 아래와 같이 네 단계로 나눈다.

1) Śiva-Śakti



244 印度哲學 제6집

Śiva-Śakti는 첫 단계의 창조 과정이다. 여기에서의 의식은 모든

대상이 없는 순수주체, 순수의식만이 있다. 이 단계의 의식은 ‘내가

있다’에서 술어의 ‘있다’라는 의식조차 없다. 이 단계는 ‘이것과 저것’,

‘너와 나’, ‘나와 있음’ 조차의 구별도 없다. 이러한 경지는 일체의 차

별과 구별이 없어진 無想三味(Nirvikalpa Samādhi)이다. 이것은 나 자신

의 본질이며 궁극적 실재이다. 이것은 세속적인 존재의 주요한 한계

인 시간과 공간의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최고의 상태(anuttara, sup

reme)이다.

이것은 ‘모든 사물을 매순간 새롭게 만드는 太古의 빛’(Pūraṇa Prakās

a, the Ancient Light)이다.
9
이것은 영원한 현재(the Eternal Now)의 형태이

다. 이것은 ‘모든 사물을 비추는 길조의 등물’
10
이다. 이런 상태는 삶

의 최고 환희, 至福이다.

2) Sadāśiva

이 Sadāśiva는 Sadākya라고도 불린다. 이 상태에서는 Śakti의 意

志(Iccha, Will)가 작용하는 단계이다. 이 의지는 실제의 행동이전에 확

고한 결심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성(聖)스러운 경탄의 욕구이다. 주체

와 객체의 완전한 혼연일치 또는 융합 그리고 이기심의 소멸에서 오

는 완전한 平和와 至福이 생긴다. 이 平和와 至福 뒤에는 언제나 창조

행위를 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 이 의지를 Sadāśiva라고 한다. Śiv

a-Śakti에서는 ‘나는 있다’(Aham, I am)라는 순수의식인데 더 계속적으

로 발달하여 Sadāśiva에서는 ‘나는 이것이다‘’Ahamidam, I am this)라는

의지가 心像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이것은 분명한 어떤 것

이 아니고 단지 신성한 느낌이 표면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것’

의 느낌은 경험자가 마치 그의 참된 성격과 상태를 불확실하게 기억

하는 것처럼 가장 내면적인 존재에서 느끼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사

고나 불확실한 느낌의 상태이다. Sadāśiva에서는 ‘이것’은 ‘～이다’라

9) Maik S. G. Dyczkowski, The Doctrine of Vibration(Delhi : Motital
Banarsidass, 1989), pp. 60-61.

10)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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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막연한 느낌이다.
11

이것은 대상이 순수의식에서 싹이 트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unity in

diffference)이며 ‘나는 이것이다’(Aham Idam, I am this)라는 구조이다.

3) Īśvara

Sadāśiva의 단계의 ‘나는 이것이다’에서 이것은 의미하게 느껴졌으

나 Īśvara단계에 와서는 분명하고 확고하게 의식하게 된다. ‘이것’이

경험되지만 ‘이것’은 자신의 일부로서 자신과 분리된 것이 아닌 것으

로 경험된다. 나의 내용으로서 우주적 경험이 철저히 탐구된다. 이

단계에서는 ‘이것’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는 知力(jnāna-śakti, kno

wledge-śakti)의 작용이 있다. 이 Īśvara의 단계에서는 물리적인 표출

바로 직전에 내면적으로 형상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것은 이름과 형상(name and form)의 객관화된 개념들이다. 여기의

단계에서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은 완전히 ‘나’와 동일시된다. 막연하

던 그 우주적 대상인 형상의 개념이 분명히 규정되어서 물리적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이전의 Sadāśiva에서는

‘나’는 이것이다(Aham idam, I am this)에서 나(Aham, I)에 강조가 주워졌

으나 이 단계에서는 ‘나는 이것이다’에서 ‘이것’에 강조가 주어진다.

4) Sadvidyā

‘나는 이것이다’(Aham idam, I am this)의 형태에서 나(Aham, I)와 이것(i

dam, This)이 동일하게 분명히 깨달아져 ‘나’와 ‘이것’이 완전히 동일시

되면서도 ‘나’와 ‘이것’은 구분된다. 이 구분된 ‘이것’은 나와 분리된

것으로서가 아니라 ‘나의’(mama, my)라는 ‘나의 것’(māmak, mine)으로 인

식된다. 나를 비분리의 통일성으로 느끼면서 동시에 이것은 모든 다

양성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느낀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은

자신의 경험, 즉 자신의 생각과 느낌으로서 동일시된다. 이것은 行動

11) Sir John Woodroffe, The Gailand of Letters(Madras : Ganesh & Co., 1987),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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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kriyā-śakti, action-śakti)이 나타남으로 나의 내용물인 내면적으로 개

념화되고 형상화된 것이 구체적, 물리적인 형태로 출현된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물리적 형태는 나 자신의 느낌, 사고의 창조물로서 여

기에 그 창조물의 지은이로서 나의 일부로 나의 생각으로 여긴다.

위에서 고찰한 Cit-Śakti의 우주론의 구조는 ‘나는 있다’(Aham, I a

m)와 ‘이것이 있다’(Īdam, This is)가 동시에 강조된 것이라고 하겠다.

첫 번째의 Śiva-Śakti에서는 대상없이 ‘나는 있다’(Aham, I am) 라는

단계이고, 두 번째의 Sadāśiva에서는 ‘나는 이것이다’(I am this)이나 이

것은 불분명한 단계이다. 세 번째의 Īsvara에서는 ‘나는 이것이다’(Aha

m idam, I am this)이고 ‘이것’은 분명한 단계이다. 마지막의 Sadvidyā에

서는 ‘나는 있다’와 ‘이것이 있다’(Āhanca idanca, I am and this is)의 단계

의 구조다.

Sadvidyā의 단계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나는 모든 이런 것이고 모든 이것은 나의 일부이다. 모든 이것은 나로

부터 생겨나고 나에 의해 유지된다. 나는 모든 이것의 창조자다.
12

여기서 창조의 主(Lord)로서의 느낌이 있다. 즉 창조적인 행위의 kri

yā śakti가 나타난다.

위의 네단계 과정은 신성한 우리의 창조적인 힘으로써 Śakti가 절

대 순수의식으로부터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여준다. 이 창조는 의지

- 지식 - 행위(iccha - jnāna - kriyā, will - knowledge - action) śakti의 창조

의 순환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우주적인 창조는 자신안에 동일성으로

순수의식을 지키면서 自己愛로서 양적, 질적 변화를 통한 창조의 범

위와 대상을 확장해 나간다. 창조의 다양성속에는 자기 지속적인 일

치를 지킴으로써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지킬 수 있으므로 순수질서(Ś

uddhādhvā)는 不二(abheda, non-dual)의 세계에 속한다.

12) J. C. Chatterjee, Kashmir Śaivism(Delhi : Parimal Pub, 1987). pp. 73-77.



Kashmir Śaivism의 Śakti론/ 서종순 247

2. Māyā-Śakti의 우주론

Māyā-Śakti는 우주적 순수의식에서 주체와 객체의 합일 대신에

사람과 사물의 수많은 다양성을 일으키는 힘이다. 여기서는 우주의

순수의식으로서의 주체와 객체의 통합된 원리가 없어지고 모든 대상

과 사물의 개별성과 다양성이 나타난다. 이것이 Māyā-Śakti의 작용

이다. 이 Māyā-Śakti는 다섯 종류의 덮개(kanćuka, covering)로 영혼에

구속을 주어 무한한 힘을 한정시킨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덮개는 제

한된 행동(Kalā), 제한된 지식(Vidyā), 욕망의 집착(Rāga), 숙명론(Niyati),

제한된 시간(Kāla)이다. 이런 것들 모두는 Śakti의 무한한 힘을 제한시

키는 것이다. 이러한 Māyā와 Kanćuka의 작용으로 個我의 영(Puruṣa)

과 물질의 原質(Prakṛti)의 주체와 객체의 분열이 생긴다. Puruṣa는 영

적 존재(ātmā)가 덮개(Kancuka, covering)에 덮여서 무한한 힘의 제한을

받은 유한한 존재이다. Prakṛiti는 객체적인 면으로서 덮개(Kancuku)의

영향을 받는 śakti이다. Prakṛti는 세 개의 guṇa의 평형의 총체인데

이 guṇa의 평형에 불균형이 생기면 비순수질서(Aśuddhādhavā)의 원리

(Tattva)가 생겨난다. 비순수질서는 모든 심리적, 물리적 현상의 다양

성을 포함한다.

Śakti가 관찰자로 인식될 때 이 Śakti는 마음(mind)과 물질(matter)의

몸체를 갖는다. 마음은 무형의 몸이고 물질은 유형의 몸이다. 각각은

Śakti의 양식이며 마음과 물질은 서로에 영향을 준다. 이 둘은 동일

한 원인인 Śakti의 양태로 존재한다. 인식자와 인식대상, 마음과 물질

의 근저에는 동일한 힘, Śakti의 양태들로서 대등하게 대응된다. 마음

은 주체적인 면이고 물질은 객체적인 면이다.

Śakti는 순수의식으로서 이러한 마음과 물질의 두 양태가 결합될

때에는 비활동적이 아니라 완전한 활동으로 가득찬 운동인 spanda이

다. 이 운동은 점점 더 고도의 유기체적인 형태로 진화된다. 의식의

운동양식은 바로 창조적인 힘 Śakti의 이중구조인 근원에서 나오는

운동인(Pravṛtti, evolution)과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Nivṛtti, involution)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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Śakti의 심리적 양태인 마음은 항상 감각작용, 사고의 형성, 의지

등에 좌우되어 변화를 한다. 순수의식 그 자체는 영향을 받아서 행동

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양태는 Māyā의 힘으로 무의식의 Prakṛti

의 진동이 계속된다. 이러한 진동으로 마음은 Kashmir Śaivism에 의

하면 내적기관과 외적기관으로 나뉜다. 내적기관(Antahkaraṇa)은 이성

(Buddhi), 자아의식(Ahaṃkāra), 의지(Manas)가 있고 외적기관(Baharkaraṇa)

으로는 다섯 인식감각기관(jnānendriya; organ of perception)과 다섯 행동감

각기관(karmendriya)이 있다. 인식감각기관의 대상인 五唯(Tanmātra)는

심리적 양태인 마음에 속한다.

여기서 이성(Buddhi, Cognition)은 자아의식(Ahāmkara, Egoism)과 의지(M

anas, Feeling)의 감각에 영향을 받지않는 비개인적 보편적 의식이다.

이것은 Sattva guṇa의 나타남이며 내적, 외적인 어떤 방해도 없는 상

태이다. 어떤 움직임이나 반발 또는 감정적인 흥분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조용하고 즐거운 느낌만이 일어난다. 이것은 마음과 감각의 활

동과 그들이 있는 그대로 보게하는 바른 이해와 판단을 준다. 주요한

심리적 기관으로서 이성(Buddhi)은 지금까지 인식하고 생각한 것에 어

떤한 결정을 내리는 기능을 한다.

이것은 모든 업의 성향(Saṃskara)을 받아들이고
13
게다가 자아의식

(Ahaṃkara), 의지(Manas), 감각기관(Indriya)을 통해 개념을 구성하고 사

고하는 원리이다. 이것은 모든 인식과 감각을 작용하게하는 Prakṛti

의 첫 번째의 변형인 무의식이다. 이것은 의식의 빛과 합해질 때는

마음을 밝히면서 반성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자아의식(Ahaṃkara, Egoism)은 자만의 힘이다. 이성이 비개인적, 우

주적 인식인데 비하여 이것은 개인적인 의식이다. 자아의식의 기능은

나 자신의 것으로 연결해서 경험을 소유하고 개인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힘인 이성(Buddhi)에 비추어

의식의 빛으로 자신의 참된 본질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 그래

서 개별자의 자아의식은 참된 자아를 자신이 아닌 것으로 동일시하

13) John Woodreffe, Śakti and Śākta(Madras : Ganeshe Co., 1987), p. 2.



Kashmir Śaivism의 Śakti론/ 서종순 249

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자아가 아닌 것을 자신으로 착각한다. 이

러한 그릇된 자신의 일치는 심리적인 작용일뿐 아니라, 물리적인 대

상과 관계에서도 생겨난다. 그릇된 이런 자아의식은 순수한 자기의

의식을 제한하여 심리적, 물리적인 유기체를 형성한다.

개인의 참된 자아는 그의 자신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한 순수의식이

다. 이 자아에 자발적인 순수자아 Spanda Śakti가 작용한다. 이것은

마음과 신체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숨(Praṇa, The Vital Breath)을 활성화

시키는 충동을 전달한다. 그러나 비순수한 자아는 마야(Māyā)의 영향

을 받기 때문에 그 자신 안에 자유와 평화가 없다. 이것은 외부의 객

체적인 형태에 의존된다. 이러한 자아는 잘못 인식된 비자아이며 상

상된 자아로서 모든 이러한 기능을 수반한다. 이러한 모든 한계에서

자유로운 신성한 진동(Vibration)과, 우주적인 참의식인 참자아가 일치

될 때만이 자아의식(Ahaṃkāra)이 해체된다.

의지(Manas)는 인식하고 행위하려는 욕망을 일으키는 기능이다. 이

것은 자아의식(Ahaṃkāra)에서 생겨난다. 자아의식(Ahaṃkāra)에는 Rajas

guṇa가 지배하는데 대해 의지(Manas)에는 Tamas guṇa가 지배한다.

이 의지(manas)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의

지는 다른 여러 감각기관을 지배하는 기관이다. 인식감각기관(jnānedri

ya)을 통해서 얻어진 감각대상에 주의, 선택, 그리고 분리를 하고 이

성에 잠재적인 흔적으로 쌓여있는 과거의 인식인 감각내용과 비교를

한다. 둘째, 이 의지는 감각내용물을 전체로서 분석하고 종합한다. 셋

째, 이 의지는 결단(Saṃkalpa, determination)과 비결단(Vikalpa, indecision)의

기능을 갖는다. Saṃkalpa는 인식된 내용을 확정된 표현으로 이해하

게 하고 비결정(Vikalpa)은 번뇌를 일으키고 마음을 산란시키는 것으

로 이해된다. 네 번째는 인식내용의 결과에 따라 행동감각기관(karmen

driya, organ of action)을 통해 행동을 전달한다. 의지는 항상 활동하고

휴식이 없다. 이것은 모든 욕망과 의지의 작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다. 무지 속에서 맹목적으로 움직이고 작용하고 있으면서 더듬으며

무엇인가 항상 찾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의지는 욕망의 자리이다.

그러한 의지의 욕망의 대상이 五唯(Tanmātrā)이다. 그것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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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다섯가지의 길인 소리(Sound), 접촉(touch), 색(color), 맛(taste),

냄새(ordor)이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현상계의 대상을 경험

한다. 이런 다섯 가지 길의 인식 때문에 그 인식의 대상인 현상세계,

Prapanca
14
가 유래되었다. 또는 이 五唯(Tanmātrā)는 인식감각기관인

귀, 피부, 눈, 혀 그리고 코의 감각대상이며 이렇게 감각된 내용들은

이성(Buddhi), 자아의식(Ahaṃkāra), 의지(Manas)를 통해 재처리된 후, 행

동감각기관, 입, 손, 발, 항문, 성기를 통해 적절한 반응을 감각대상에

게 전달한다.

물질(matter)에는 五行(Mahābhūta), 땅(Pṛthvi), 불(Agni), 공기(Vapu), 공

간(Ākhāśa)이 있으며, 이것은 Śiva의 다섯 얼굴(Pancānana)로서 대우주

의 형성과 관련된다. 그 얼굴은 각각 (1) Īśana, (2) Tatpuruṣa, (3) Ag

hara, (4) Vāmadeva, (5) Sadyojāta이다. Sadyojāta는 땅(earth)의 물리

적인 원소에, Vāmadeva는 물의 물질적인 원소에, Aghora는 불의 물

질적인 원소에, Tatpuruṣa는 공기의 물질적인 원소에, Īśāna는 공간

(정확히는 Ether)에 대응한다. 이 五行은 고정된 물질의 형태가 아닌 우

주의 근원적인 힘 Śakti의 진동(vibration)의 다섯가지 유형의 운동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에서 五行는 다섯 가지 운동유형(five forms of motio

n)이다.

이 Māyā-Śakti는 주체와 객체의 합일 대신에 주체와 객체의 다양

성을 일으키고 어둡게 하는 힘이다. 이런 Māyā-Śakti의 작용으로 심

리적, 물리적 분리가 생기게 된다. 현상세계의 다양성이 Māyā-Śakti

의 작용으로 순수의식을 가짐으로써 생겨난다. Saṇkya철학이나 Śaṇ

kara의 Advaita Vedānta철학에서도 참된 순수의식을 가림으로써 현

상세계의 다양성이 생겨난다. 현상세계의 다양성을 일으키는 원인은

순수의식을 가리는 힘이다. 그러나 이 순수의식은 가리는 실체가 궁

극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Saṇkya철학과 Śaṇkara의 Advaita V

14) Prapanca에서 접두사 Pra ‘~앞에’ 또는 ‘~이전에’의 뜻으로 panca는

‘다섯’이란 뜻이므로 이 다섯가지 인식의 이전에 있는 대상 즉 오관을 통한

인식의 대상이란 의미로써 가시적 세계의 모든 현상 즉 세상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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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ānta철학, 그리고 Kashmir Śaivism 세 학파에 차이가 있다. Saṇky

a철학에서는 Puruṣa에서 독립된 제2의 원리인 비의식적인 Prakṛti가

순수의식을 기리는 작용을 하면서 현상계의 다양성을 일으키는 주체

이다. 이 Prakṛti는 변화를 하면서도 실재(real)로서 인정된다.

Advaita Vedānta철학에서는 순수의식으로서 Brahman만이 실재(re

al)이므로 비순수의식(non-Brahmaṇ)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의 Mā

yā가 현상계의 다양성을 설명한다. 이 Śaṇkara의 Māyā는 사실도 아

니고 비사실도 아니며 또한 사실과 비사실이 동시인 것도 아니다. 이

것은 비논리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Anirvacanīya) 영원과 허위성을 지

닌 신비성을 지닌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Saṇkya의 것처럼 제2의 원리로서 실재(reality)도 아

니다. Kashmir Śaivism에서는 현상계의 다양성을 일으키는 실체는

Māyā-Śakti로서 이것은 궁극적 실재의 순수의식과 동일한 것이며

실재(real)이다. Śakti자체의 드러남과 감춤의 작용에 따라 현상계가

사라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다. 현상계의 다양성의 실체는

순수의식이며 순수의식의 감추는 작용(Tirodhana)에 의해 나타나는 우

주창조는 심리적, 물리적 현상계의 다양성으로 생겨난다. 즉 Kasimir

Śaivism에서는 현상계가 순수의식과 이질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곧 근원적인 일체이며 순수의식의 가리는 작용으로 우주의 현상계가

나타난다. 점차적으로 순수의식이 드러나는 작용에 의해 우주의 모든

물체가 진화되어 간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통일적 의식으로 주체와 객체가 분별 이전의 상태로

유지되는 Cit-Śakti와 주체와 객체의 분열에서 현상계의 다양성이 생

기는 Māyā Śakti는 궁극적 실재의 관점에서 동일한 Śakti이다. 단지

Śakti의 두 개의 다른 작용, 순수의식을 드러내는 것은 Cit-Śakti로써

세계의 통일성이 생기고, 순수의식을 가리는 것은 Māyā-Śakti로써

세계의 다양성이 생긴다. 이 Māyā-Śakti는 실재의 순수의식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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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창조적 에너지(Spanda)

비자아의 구속에서 벗어난 참자아의 인식은 무지의 해탈로, Māyā

와 Kanćukas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잠재해 있는 창조적인 힘이

무한히 발휘된다. 이러한 창조적 힘의 발휘는 Spanda의 개념을 통해

서 인식된다. Spanda는 모든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창조적인 힘

이다.

‘Spanda’는 글자 그대로 고동, 진동, 맥박, 전율(throb, quiver, pulse, tre

mor, vibration)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종의 운동이다. 이것은 절대자 Śi

va신의 동적인 운동이다. 자 그러면 Kashmir Śavism의 집대성자인

Abhinavagupta의 Spanda의 설명을 들어보자

Spanda는 일종의 미묘한 운동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미묘한 운동이다. 순수의식의

빛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지만 (현상으로부터) 이것은 마치 변화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다양한 현상과 융합하여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움직

임으로 나타난다.
15

실제로 아무것도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변화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이 형태 저 형태로 생겨나서 없어지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은 Spanda가 진동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운동은 시간과 공간의 틀

에서만 생겨나지만 절대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다. 그런 까닭

에 Spanda는 물리적인 운동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고통과 즐거움

같은 심리학적인 운동도 아니고, 배고픔과 갈증의 Praṇa의 운동도 아

니다. 이것은 신성한 至高의 순수자아 의식의 황홀경에서의 진동이

다. 이것은 절대자의 창조적인 전율(creative pulsation)이다.
16
이러한 절

15) Utpaladeva, ḹśvara-Pratyabhiñjāna V. I. 5. 14.

16) Jaideva Sing, Spanda Kārikas(Delhi : Motilal Banarsidess, 1980),
Introduction, p.ⅹ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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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의 창조적인 힘의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행동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행동은 두가지의 행동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의지적인 노력을 요하는 행동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행동으로서 이것을 Kashmir Śaivis

m에서는 Karma라고 한다. 둘째는 비의지적 자동적 운동이다. 이것

은 다시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즉 기계적인 운동(mechanical movement)

과 자발적인 운동(Kriyā)으로 구분된다. 기계적인 운동은 자유로우나

조건이 제한되어 있으며 자발적인 운동인 Kriyā는 조건과 제한이 없

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운동이다.

바로 이 Kriyā에 속하는 운동인 Spanda는 첫째 의지적인 노력이

없이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운동이다. 둘째는 구속이나 제한이 없는

자유에서 생긴다. 셋째는 완전한 자유와 기쁨에서 생겨난다. 이 Span

da는 어떠한 부족함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노래나 춤

은 (직업인이 아닌 경우) 행복과 기쁨의 순수한 마음의 상태에서 저절로

나온다. Spanda는 의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연스런 운동

이다. 이것은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창조적인 움직임

이다. 이러한 Spanda의 창조적인 힘은 외적인 운동과 내적인 운동으

로 구분한다.

외적인 운동은 ‘춤추는 사바’처럼 계속적인 창조적 행위이다. 의식

의 진동적인 힘(the Vibrating power of awareness), 순수자아 의식의 응집

된 덩어리의 경이의 환희 그 자체이다. 그 환희로부터 창조와 파괴의

끝없는 순환의 연속이 진행된다. 또한 이것은 인식자와 인식대상의

확장과 수축, 순수와 비순수의 모든 창조를 나타낸다.
17
Spanda의 내

적인 운동은 자기 깨달음이 연속되는 형태이다. 이것은 자기의 본질

과 전우주와의 일치에서 생겨난다. 이러한 실재는 심리학적인 주체로

물리적인 경험도 아니고 단순한 텅빈 공(空)도 아니다.

궁극적 실재의 Spanda는 심리학적 주체의 밑에 깔려있는 궁극적

17) Mark. S. G., Cit.,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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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이다. 그러므로 이 Spanda는 우주의 내적 외적 창조의 근거이다.

Spanda는 Māyā의 Kanćuka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의식의 창조적

에너지이다.

Kashmir Śaivism에서는 모든 물체와 대상이 순수의식을 가리는

Māyā의 Kanćuka의 영향에서 점점 벗어나 이 순수의식의 창조적인

힘인 Spanda로 진화해 간다고 한다. 어디에서나 이 창조적인 힘 Spa

nda가 흐르고 있으나 Māyā의 Kanćuka의 영향으로 순수의식이 나타

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적 수행(Sādhanā)은 순수의식을 점점

더 드러나게 하므로서 Spanda의 유출을 돕는다. 이 Spanda는 우주의

조화인 자연스런 운동으로서 참자아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므로 Cit-

Śakti, Māyā-Śakti는 Spanda와 동일한 순수의식의 양면의 작용인 것

이다.

VI. 맺음말

참자아의 무한한 힘을 의미하는 Śakti는 궁극적 원인의 의미에서

는 신으로 주로 母神이며 결과적 의미에서는 모신의 자궁에서 나온

현상세계이다.

결과적 의미로는 현상세계로서 Śakti는 변화의 근원이며 동시에

시간과 공간의 형태에서 모든 존재를 그 속에 포함하는 변화 자체이

다. Bhaina Vayāmala 에서 이르기를 Mahadeva(Śiva)는 햇수의 연도

에 따라 그의 힘의 빛을 분배한다. 즉 시간을 초월하는 경험은 시간

의 여러 기간으로 나눈 유한의 중심으로서 나타난다. 태양, 달, 여섯

계절
18
등은 이러한 시간을 구분하는 중심으로서 神의 Śakti에 의해

마음과 물질로 운행된다. 이 두 형태는 신의 몸이며 마음은 무형의

18) 여섯 계절 Grisma, Varsā, Śarada, Hemant, Śiśir, Vasant들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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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물질은 유형의 구체적인 것이다. 이들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둘은 동일한 원인의 두 양태로서 만들어지고

존재한다. 마음은 주체적인 면이고 물질은 객체적인 면으로서 양극화

된 필요한 대응이다. 순수의식의 이러한 두 양태는 無活動이 아니라

절대자의 무한한 운동 Spanda에 의해 계속된다. 이 두 양태의 절대

자의 수레는 절대자의 창조적 힘의 리듬인 생성과 소멸의 끊임없는

순환이다.

원인적 의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현상의 우주는 궁극적 동일한

힘 Śakti에 근거해 있다는 것이다. 마치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

요한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의 빛에너지인 것과 같다. 녹색식물은 태

양의 에너지로부터 광합성에 의하여 유기물을 만든다. 그리고 초식동

물이 녹색식물을 먹으면 식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는 동물

에게로 이동하여 먹이 연쇄를 따라 이동하지만, 모든 생물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근원으로 하고 있다.
19
이와 동일한 패러다임으로 Kash

mir Śaivism에서는 Śakti가 모든 존재와 심리적, 물리적 현상의 근원

적 에너지이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Kashmir Śaivism의 Śakti는 우주의 근

원적인 힘 Śakti가 어떻게 다양한 심리적 물리적 현상과 대상을 창조

해 나가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통일적인 하나의 힘에서 다양성이

어떻게 기인하는가는 Cit-Śakti와 Māyā-Śakti의 설정으로 설명된다.

Cit-Śakti에서는 순수의식의 창조로서 다양성이 생겨나지 않고 의식

의 통일성이 유지되나, Māyā-Śakti에서는 현상계의 다양성이 생긴

다. Māyā-Śakti에 의해 다섯 덮개(Kanćukas)의 생성으로 개아의 영(Pu

ruṣa)과 그 물질의 원질(Prakŗti)이 생겨나고 그 물질의 원질로부터 내

적기관(antahkaraṇa)인 이성(Buddhi), 자아의식(Ahaṃkara), 의지(Manas)가

생기고, 이 내적기관에서 외적기관인 다섯 행동기관(Karmendrya)과 다

섯 인식감각기관(jnāendrya)과 五唯(Tanmātra)가 생겨나고, 이 五唯로부

터 五大(Mahābhūta)가 생겨나서 현상세계를 전개한다. 이 Māyā-Śakti

19) 정해문 외 12명, 과학의 탐구(지학사, 1996),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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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수의식을 가리는 힘으로써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적 분열을 통

한 다양성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 Māyā-Śakti는 Saṇkya철학의 전개

설의 Prakṛti처럼 우주현상을 전개하는 실재이면서 비순수의식인 것

은 아니다. 이 Māyā-Śakti는 우주현상을 전개하는 순수의식이고 실

재이다. Cit-Śakti는 순수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Māyā-Śakti

는 순수의식이 가리워진 것이다. 마치 Sūnyavāda에서 Sūnya가 궁극

적 실재(reality)와 현상계의 상대성(relalitivity)원리의 이중적 의미를 갖

듯이, Māyā-Śakti는 본질적으로 순수의식인 궁극적 실재이면서 동시

에 현상계의 다양성의 원리로 작용하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이러

한 Māyā-Śakti의 이중적 역할인 순수의식이면서 다양성의 원리로서

현상계의 다양성이 하나의 순수의식, 궁극적 실체에서 어떻게 형성되

는가를 설명하는 논리적 근거이다.

이러한 Māyā-Śakti의 이론은 인도사상의 두 흐름인 Brahmanism

의 Ātmavāda의 존재(being)의 전통과 불교의 Anātmavāda의 생성(bec

oming)의 전통의 조화를 이루는 촉매제이다. Kashmir Śaivism에서는

궁극적 실재(reality)의 靜的인 면은 Śiva이며, 궁극적 실재의 動的인

면은 Śakti이다. Śiva의 개념은 Brahmanism의 존재(being)의 불변 영

원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며, Śakti의 개념은 불교의 생성(becoming)

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Śiva와 Śakti가 동일한 궁극적 실재의

두면 또는 두 개의 작용으로 봄으로 존재(being)의 진리와 생성(becomi

ng)의 진리를 동시에 인정한 것이다. Śiva와 Śakti를 하나의 동일한

진리로 통합한 것은 Māyā-Ṡakti이다. 존재(being)는 Śiva에 생성(beco

ming)는 Śakti에 상응한다. 그러므로 Māyā-Śakti는 두 개의 존재(bein

g)와 생성(becoming)의 전통적 사상을 통합한 것이다. 이러한 Māyā-Śa

kti의 이론은 궁극적 실재와 현상계를 통합하는 일원론적 전개설이

다.

이러한 일원론적 전개설인 Māyā-Śakti의 이론은 인도사상의 특징

인 일원론적, 일신교적 영적 체험문화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다. 이것은 일반인의 남녀노소 신분에 관계 없이 다양한 계층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종교의식과 수행체계를 갖춘 민중의 종교로 그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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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하였다. 이것은 Vaiṣṇavism과 더불어 힌두종교의 양대산맥의

하나인 Śaivism의 주류로 발전하게 되었다.

Kashimir Śaivism의 Śakti이론은 단순한 가설적, 임의적인 이론의

생성이 아니고 깊은 내적 체험의 탐구로서 얻어진 이론이다. 이런 내

적 체험의 사실들은 일부 물리학자들의 이론과 공통점이 있다는데서

흥미를 끌고 있다. 이것은 현대의 물리학의 Quantum Electro-dynam

ics이론으로도 실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Kashmir Śavism의 Śakti 이론은 인생을 포괄적인 관점에

서 모든 현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그것은 하나의 현

상을 분리된 것으로서가 아니라 통합적이고 조화적인 시각에서 이해

를 하려는 이론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의 근원적 힘인 Śakti를 올

바로게 이해하여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나의 정신과 육체, 나와 가

정, 나와 사회, 나와 국가, 나와 우주에 조화를 이루게하는 指南의 이

론이다. 이러한 Śakti의 올바른 이해는 매순간 삶의 목적이 이 소우

주와 대우주의 일치라는 우빠니샤드의 대격언인 ‘나는 브라흐마이다’

(Aham Brahma asmi), 또는 사이비즘의 모토인 ‘나는 시바이다’(Sivoham)

의 앎의 실현이다. 이런 근원적 탐구는 단순한 도덕적 윤리학의 당위

에서 인류의 하나임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우주의 근

원에 대한 깨달음의 실천이다. 우리가 Śakti를 근원적 창조적인 힘으

로 자각할 때 우리의 내면에 내재한 무한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

는 삶을 영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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