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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빠니샤드와 바가바드기따를 중심으로

류 경희
*

1

Ⅰ. 머리말

印度宗敎와 思想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의 설명체계라는 점이다. 인도사상이 이

해하는 인간의 존재상황은 우주적 인과법칙이자 도덕률인 업과

* 柳京姬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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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에 의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제약적인 실존상황이다. 이 제

약적인 실존상황이 바로 인도사상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로 진

단하는 苦(duhkha)의 의미이다. 따라서 인도사상이 지속적으로 추

구해왔던 이상은 이러한 苦의 존재상황에서 벗어나 완전하게 자

유로운 존재로 전환하는 解脫(Moksha 또는 Nirvana 등)이었다. 사실

인도에서 진정한 의미의 종교, 철학적인 성찰은 이와 같은 실존적

제약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열망에서 비롯했다고 볼 수 있다.

우빠니샤드 사상을 비롯하여 뒤이어 등장한 불교와 자이나교 그

리고 힌두 종파와 철학파들은 모두 인간의 제약적인 실존상황을

인간이 해결해야할 본질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이와 같은 존재상

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한 사상들이었다. 이

러한 이유로 해서 목샤는 전인도 사상이 그 주위를 선회하는 중

심축
1
이라거나 또는 인도종교나 철학은 목샤 곧 해방을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해방학(the moksha shastra)
2
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해탈은 우빠니샤드 시기 이후로 인도인들이 지속적

으로 추구해온 종교, 철학적 이상이자 문화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사상의 해탈개념에 대한 고찰은 인도인들이 추

구해온 궁극적인 이상과 가치를 이해하는 일이 될 뿐만아니라 인

도사회의 문화적 이상과 가치를 조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글

에서는 힌두사상에서 이해되는 해탈의 의미와 그 달성방법을 중

심으로 하여 인도사상의 해탈개념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

해 해탈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우빠니샤드를 중심으로 초기

해탈개념을 살펴보고 이것이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재해석된 형

태로 지속되는 과정을 바가바드기따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S. Dasgupta, Philosophy of Yoga, p. 316.
2) A. K. Lad, Comparative Study on The Concept of Liberation in Indian

Philpsophy(Gwalior: Shri Krishna Printing Press, 1967), Prefac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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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빠니샤드의 解脫槪念 : 완전한 存在論的 自由의

理想

1. 解脫思想의 등장

인도사상사에서 해탈사상의 등장은 인도인들의 삶의 이상을 바

꾸어 놓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고대 리그베다와 브라흐마나 시

기에 인도인들의 삶에 대한 태도는 현세 긍정적이어서 삶의 이상

이 현세와 사후 천상에서 모든 욕망이 충족되는 삶을 살고 사회

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전 사상이 꽃피게

되는 우빠니샤드 시기에 이르면 인간이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됨

에 따라 이러한 세속적 욕망의 충족마저도 초월하려는 새로운 삶

의 이상이 등장했다. 세속적 번영을 누리는 삶이라 하더라도 결국

은 소멸하고마는 것이므로 세속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거나(Bri.

U., 2: 4.3) 희생제의를 통하여 천상의 삶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영원하지 않으며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채 죽은 사람에게 자

유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Chan.U., 8: 1.6) 우빠니샤드 구절들은

이 새로운 이상의 탈속적 경향을 나타내준다.

우빠니샤드 성자들이 추구했던 이상은, 자기수행을 통하여 인

간의 본성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이 경험적인 차원에서 겪게 되는

모든 존재론적 제약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달성하는 해탈 곧

목샤였다. 여기서 자유의 개념은 인간의 모든 제약적인 실존 조건

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는 것, 즉 모든 변화와 한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3
이러한 존재론적 자유의 이상은 이후 인도

3) R. K. 뜨리빠티는 자유는 그 본질상 절대적이고 무한한 것으로 인도

사상에서 강조되는 자유는 도덕적 자유, 정치적 자유 등과 같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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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철학체계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유물론 체계

인 짜르바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인도종교와 철학체계들이 목샤

를 인간삶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추구해야할 최고의 가치로서 제

시해 왔다.

2. 解脫의 意味

해탈을 의미하는 범어 목샤moksha와 묵띠mukti는 풀어주다,

자유롭게 하다 라는 뜻의 범어 어근인 묵muc에서 유래된 남성명

사와 여성명사이다. 리그베다 상히따에 묵muc에서 나온 한 명사

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시키는 악(papam, duskrta)에서 해방

되는 것 또는 자유롭게 되는 것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의미의 해방은 리그베다에서는 신들을 달래는 방법을 통하여 그

리고 브라흐마나에서는 희생제의의 수행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

다고 여겼다.
4
그러나 우리가 해탈의 일반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윤회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개념은 이 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도 초기 인도인들의 삶에 대한 관점이 현세중심적이였기 때

문으로 보인다. 그러한 해탈의 의미는 기원전 6세기를 전후하여

초기 우빠니샤드와 불교문헌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5
우빠니

샤드에서 해탈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여기서의 해탈 개

형태의 자유가 아니라 존재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모든

형태의 자유는 바로 이 절대적인 존재의 자유에 토대를 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R. K. Tripathi, Problems of Philosophy and Religions

(Varanasi: Centre of Advanced Study in Philosophy, 1971), pp. 111-14.

4) Y. Krishnan, “The Development of Moksha or Nirvana in Indian

Religion”, in Annals of BORI(Bandarkar Oriental Research Institude),

Vol. 39, p. 195.

5) M. Eliade, ed., The Encyclopedia of Religion(New York: Macmilan

Publishing Company, 1987), Vol. 10,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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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존재론적인 완전한 자유의 달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다 구

체적으로는 윤회의 종식, 선악의 구분에서의 해방 그리고 자유로

운 인간본질의 실현을 의미한다.

⑴ 선과 악 모두로부터의 해방

우빠니샤드에서 해탈개념은 초도덕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해탈은 惡(duskrta, papa)과 善(sukrta, punya) 모두로부

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챤도갸 우빠니샤드(8: 4.1.)는 늙음과 죽음

그리고 고통에서 뿐만이 아니라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 모두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말하고 있고 브리하다랸야까 우빠니샤드(4: 3.22)

도 최고의 상태에 이른 인간은 선악의 영향에서 자유롭다고 말하

고 있다. 그리고 따이뜨리야 우빠니샤드(2: 9.1) 역시 브라흐만을

실현한 자는 선악의 이원성을 초월함으로써 사회적 윤리의 제약

에서 자유롭다고 언급하고 있다.
6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목샤가

이와같이 선악 모두를 초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우빠니

샤드에서 출발한 인도 고전사상의 목표가 인간의 도덕적 완성마

저도 넘어서는 존재론적인 자유의 실현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와같이 우빠니샤드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간에게 제약성을 부

과하는 모든 조건들에서 해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과 악의 이

분법에 의하여 규정되는 도덕성의 문제 역시 초월의 대상이었다

고 할 수 있다. 목샤개념이 이렇게 초도덕적인 성격을 띰으로 해

서 우빠니샤드에서 해방자의 사회적인 삶은 그다지 강조되고 있

지 않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7
실제로 사회적 의무의 준수를 강

6) 따라서 Y. 크리쉬난은 우빠니샤드 성자들이 가장 덕이 되는 善業마저도

우주의 본래적인 苦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긴 것 같다고 지적한다.

Y. Krishnan, 앞의 책, p. 203.

7) A. K. 라드는 우빠니샤드가 사회적 삶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그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빠니샤드 가르침들이 사회적 의무를

모두 달성한 소수 선택된 이들에게 엄격히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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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다르마가 후기 힌두교에서 매우 강조되고 중시되었음에도

도덕적 인간이 인도문화의 궁극적인 인간상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K. 포터는 이 점에서 인도사상은 플라톤 이래 서구사

상의 주요 흐름이 인간의 합리성을 고양시켜서 도덕적인 완성을

이루게 하는 것을 그 이상적 가치로서 추구해온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말한다.
8
그리고 우빠니샤드의 이러한 특성으로 해서 적

지않은 서구 학자들이 우빠니샤드 사상이 反도덕적이거나 도덕성

과는 모순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A. B. 케이스는 우

빠니샤드에서 윤리적인 내용이 가치없고 하챦은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9
M. 베버는 우빠니샤드는 윤리라고 말할 수 있

는 것을 전혀 또는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10

그러나 우빠니샤드가 주요한 도덕적 德行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브리하다란야까 우빠니샤드(5: 2.1-3)

에서 쁘라자빠띠가 그의 세 자손들인 데바Deva, 인간 그리고 아

수라Asura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세 가지 주요한 덕목들을 언급

하고 있다. 그 세 덕목은 自制(damyata), 布施(datta) 그리고 慈悲(da

yadhvam)이다. 그리고 챤도갸 우빠니샤드(3: 17.4)에서도 苦行(tapas),

布施(dana), 正行(arjava), 不殺生(ahimsa) 그리고 진실함(satya)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우빠니샤드가 도덕적인 삶의

가치를 부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러한

도덕적인 덕목들이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닌다기 보다는 보다 궁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없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잘못 해석되어 많은

이들이 사회적 의무를 저버린채 세속을 떠나 숲속 생활을 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바가바드기따에서 니스까마 까르마 교리를 통하여

우빠니샤드에 대한 이 잘못된 해석이 수정됐다고 주장한다. A. K. Lad,

앞의 책, pp. 14-21, 34.

8) K. Potter, Presupposition of India's Philosophy(Delhi: Motilal

Banarsidass, 1991), pp. 1-3.

9) A. B. Keith, The Religion and Philosophy of the Veda and

Upanishads(London: Oxford Univ. Press, 1925), vol. 2, p. 584.
10) M. Weber, The Religion of India (New York: The Free Press, 1958),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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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가치인 완전한 자유의 달성을 위한 예비조건으로 중시되

었다는 점에서 해방전통에서 도덕성의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⑵ 윤회의 굴레로부터의 해방

그러나 우빠니샤드에서 추구되는 목샤는 궁극적으로는 고통스

러운 生死의 순환고리인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다시말해 제약적

인 존재상황으로부터 최종적이고도 영원한 해방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챤도갸 우빠니샤드는(8: 12.1) 몸을 지니게 된 인간은 즐

거움과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몸을 지니지 않은 자만이 자유

롭다고 언급하고 있고 브리하다랸야까 우빠니샤드도 태어남 자체

를 악으로 묘사하거나(4: 3.8) 몸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언급한다(8:

3.12). 즉 우빠니샤드에서 추구되는 해탈은 태어나는 것, 보다 정확

히 표현한다면 再生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

탈개념은 윤회 곧 生死의 순환에서 자유로와져서 결과적으로 모

든 종류의 고통에서 자유로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

한 의미로서의 해탈은 P. 도이센이 지적하였듯이 죽음을 통하여

제약적인 존재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11

가. 苦의 존재상황

그러면 여기서 우빠니샤드 사상이 인식하는 인간의 존재상황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우빠니샤드 사상의 두 핵심 개념을 두

카와 목샤로 압축해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우빠니샤드

사상이 이해하는 인간의 두 측면을 말해 준다. 두카(苦)가 인간의

11) P. Deussen, The Philosophy of Upanishads (New York: Dover, 1966),

p.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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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적인 존재상황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 것이라면 목샤(解脫 또는

解放)는 그러한 속박된 존재상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

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힌두사상에 의하면 인간은 크게는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

져 있다.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요소인 身體(sarira)와 심리적이고

지적인 요소인 마음(manas) 그리고 정신적 요소인 自我(atman, 또는

靈魂)
12
이다. 따라서 인간은 신체와 마음과 영혼의 集合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그것이 지니는 개별성과 보편성 그

리고 물질성과 비물질성에 따라 현상적 또는 개별적 자아와 본질

적 또는 보편적 자아로 구분된다.
13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개별성은 몸

과 마음의 결합체로 물질적이고 비본질적이다. 반면에 모든 존재

의 토대이자 원리인 보편적 자아 곧 아뜨만은 정신적이고 본질적

이다. R. 바그치는 자아의 이러한 두 구분이 우빠니샤드나 아드바

이따 베단따 등 인도관념론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우빠니샤드 이

래 힌두인간관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왔다고 말한다.
14
그러나 자

아를 둘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인간이 두 자아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자아는 보편적 자

12) 범어 아뜨만은 서구 학자들의 연구에서는 주로 자아(self)나

영혼(soul)으로 번역된다. 이에 따라 아뜨만 개념에 대한 혼돈도

존재하나 본 논문에서는 주로 자아를 사용할 것이다.

13) 까타Katha 우빠니샤드는 몸과 자아를 마차와 마차의 주인의 비유를

사용하여 인간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아를(atmanam) 마차의 주인으로 알라. 그리고 몸을(sariram)

마차로 알라.

지성을(buddhim) 마부로 그리고 마음을(manah) 고삐로

알라.“(Ka.U.,1:3.3)

이러한 비유는 심리-육체적인 매체의 상징인 마차를 타고 있는

자아를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개별성을 형성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지성으로 구성된 심리-육체적인 집합체이다. 그리고 자아는 그러한

집합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보편적 자아이다.

14) R. Bagchi, “The concept of Man in Hinduism and Christianity”(Ph.D.

Thesis, Banaras Hindu Univ., 1977),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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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개별성의 구성요소들과 결합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

이다.

아뜨만 곧 보편적 자아는 모든 존재에 내재해 있는 우주의 근

원적 본질로서 우빠니샤드는 이것을 순수의식(cit)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전존재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보편적 원리로서 不生, 不變

그리고 不滅하는 본질상 무한하고 무제약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자아로서의 인간은 영원하고 자유로운 無限者로 이해된다. 반면에

개별자아는 유한성과 제약성을 지니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유

기체와 관련된 자아로 윤회의 주체가 된다. 우빠니샤드는 이를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지성과 통제할 수 없는 마음과 연관되어 있

어 늘 순수하지 못한 그는(개별자아) 그 목표(해탈)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는 세속의 삶(samsaram,윤회)으로 되돌아 온다.(Ka.U., 1: 3.7)

이 구절은 개별자아가 지성과 마음 등 개별성을 구성하는 요소

들에 속박되어 있는 한, 궁극적 목표인 해탈에 이르지 못한채 윤

회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윤회가 바로 개별자아를 속박하는

굴레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굴레에 속박되어 있는 유한자로서의

개별자아는 근본적으로 물질적인 것이어서 변화와 소멸의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제약성과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인도사상은 이러한 인간의 실존상황을 보편적 苦의 개념과 업

과 윤회이론으로 설명한다. 베다종교에서 인간이 의존적이고 종속

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고는 해도 그러한 인간존재가 고통스러운

것으로 이해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빠니샤드 시기 이후, 인

간의 실존조건을 두카 곧 苦로 파악하는 관념이 등장하기 시작했

다. 두카가 뜻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개별존재의 실존적 속박성과

제약성이다.
15
이러한 苦의 의미는 인간의 제약적인 실존조건 그

15) 苦를 뜻하는 범어는 두카(duhkha)이다. 본래 이 말은 ‘유쾌하지 못한’을

뜻하는 ‘두(du)’와 ‘바퀴의 잘 움직이지 않는 부분’을 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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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고통을 유발시키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등

장한 보편적 苦의 개념은 비브라흐만 종교인 불교와 자이나교 그

리고 힌두 정통 철학체계들 가운데 하나인 샹캬Samnkhya 철학

등에서 보다 체계화되어 그들 사상체계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잡

았다. 특히 요가Yoga와 결합된 샹캬 체계는 이후 인도종교의 중

요한 인식론적인 토대가 됨으로써 이 苦의 주제는 이후 인도 종교

사상에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물론 우빠니샤드의 苦의 개념이 샹캬나 불교와 같이 극단적인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초월적 성격을 지니는 해

탈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서 제시하는 우빠니샤드 사상의 이면에

는 삶을 고통으로 인식하는 견해가 전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빠니샤드의 다음 구절은 모든 존재들이 고통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악은 존재 그 자

체라고 말함으로써 고의 보편성에 대한 우빠니샤드의 견해를 드

러내준다.

이 사람은 그가 태어나서 몸을 얻게 될 때 이미 악과 관련된다. 그

리고 그가 죽어서 떠날 때 모든 악을 뒤에 남긴다.(Bri.U., 4: 3.8)

여기서 ‘몸’은 인간의 제약적인 실존조건을 구성하는 핵심요소

이다. 그리고 그 몸이 부과하는 제약성이 악으로 표현된다. 따라

서 ‘몸’이라고 하는 개별성과 현상성을 지니는 개인은 고통을 경

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우빠니샤드는 경험적 주체인 개인을

‘카(kha)’가 결합된 말로 ‘불쾌함과 슬픔으로 꽉찬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두카는 행복이나 즐거움을 뜻하는

수카sukha와는 상반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힌두 사상의 탈속적 전통과 불교에서 주장하는 두카의

보편성이 지니는 의미는 수카마저도 궁극적으로는 두카라는 것이다.

수카는 단지 표면적인 나타남일 뿐이며 본질적으로는 두카의 다른

모습이라는 주장이다. 인간이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경험이

본질적으로는 苦로 이해되는 것은 인간존재가 지니는 실존적 제약성을

苦로 파악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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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계의 이원적 원리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속박된 존재로 이해

한다. 인간의 존재상황이 苦인 까닭은 바로 인간이 이러한 속박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苦의 의미는 서로

상반되는 이원적인 경험 가운데 일부로서의 상대적인 苦가 아니

라 현상적인 존재 그 자체가 苦로 인식되는 보편적 苦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개별성을 지니는 현상세계와 현상적 존재들은

유한성과 변화에 속박되어 있는 것들로서 그러한 제약성과 속박

성이 苦의 실존조건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나. 존재법칙으로서의 業과 輪廻

인도사상은 인간의 이러한 제약적인 실존조건이 재생을 통하

여 지속된다고 주장한다. 개별존재의 제약적인 존재원인과 그 지

속성을 설명해 주는 이론이 바로 존재의 법칙이자 도덕률인 業과

輪廻 이론이다. 이 업과 윤회 사상은 인도종교와 철학체계의 다양

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체계들에서 수용하고 있는 주요한 사

상이다. 이 교리는 원시종교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종교관념인

재생개념
16
에 독특한 인도관념인 업개념이 결합되어 형성된, 고통

의 문제에 대한 인도 특유의 설명체계라고 할 수 있다.

업 곧 까르마karma는 행하다 또는 만들다 라는 의미의 끄리kri

에서 유래된 말로 행위에 근거하는 우주적 因果法則을 의미한다.

이 업사상의 핵심내용은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 결과를 초래한다

는 것인데 이것은 우주의 질서가 엄격한 인과율에 의하여 지배되

고 있다는 믿음이 그 전제가 되고 있다. 행위에 의하여 초래되는

인과법칙인 이 업의 법칙은 기계적인 인과율의 성격을 띠는 우주

적 자연법칙이자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보상과

16)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후에 또다시 태어난다는 재생의 모티브는

대부분의 원시종교에서 재생이나 불멸을 의미하는 달 상징이나 뱀 상징

등을 통하여 널리 나타난다. 또한 고고학의 유물들에서 발견되는 시체를

태아의 형태로 매장했다든가 붉은 흙이나 돌과 함게 묻은 것 등은

선사시대인들도 재생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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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부여하는 냉엄한 도덕률이기도 하다.

자연법칙으로서의 업은 인간의 직접적인 존재원인을 설명해 주

는 존재법칙이다. 업이론에 의하면 개별존재는 업의 결과로 인하

여 존재하게 된다. 즉 개별존재는 행위가 因이되어 그 果로서 존

재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존재의 두드러진 특징은 몸(deha, sa

rira)을 취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몸은 욕망과 그로 인한 행위의

토대가 된다. 즉 개별적 인간이 자기 본질이 보편적 존재라는 사

실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로 인하여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지니게

되고 그러한 욕망은 필연적으로 행위를 초래시키며 그러한 행위

의 결과로 또다른 몸을 지니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힌두사상에서 샤리라 즉 몸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말로

자신의 본질적 자아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생산된 모든 종류의

한계성을 지칭한다.

그러나 인도사상에서 이러한 존재법칙의 기원에 대해서는 시작

이 없다고 언급될 뿐이다. 따라서 개별성의 존재원인과 그 지속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최초의 존재원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서 업은 원초적인 창조행위

나 사건이 아니라 행위에 의하여 작용되는 우주의 엄격한 因果法

則으로 제시된다.

한편 엄격한 도덕률로서의 업의 법칙은 개인이 겪게 되는 경험

의 불평등성을 설명해 준다. 개인은 경험세계에서 서로 대립적인

성격을 지니는 이원적인 경험을 하는데 모든 이들의 경험이 동일

한 것은 아니다. 개인이 경험하는 수카(기쁨)와 두카(슬픔)의 경험

은 냉엄한 도덕률로서의 업의 원리에 의해 그가 행한 행위의 필

연적인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이 행한

모든 행위는 그 선, 악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그의 미래의 운명

을 결정한다. 이와 같이 인간의 운명은 그 자신이 쌓은 과거행위

의 결과이므로 인간은 자기 운명의 궁극적인 결정자이다. 이러한

점에서 업교리는 인도 도덕성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업개념과 연관되는 또하나의 주요 개념이 바로 산사라s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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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 곧 輪廻이다. 이 사상은 업의 법칙이 완벽한 정당성을 부여받

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업의 법

칙에 따라 개인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 결과를 낳는데 그러한

결과들이 현생에서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는

업의 법칙에 의하여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으므로 행위자는

그 결실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인간

의 신체(sthula sarira)는 개인의 사망시에 소멸되나 인간의 제 기능

들의 집합체인 미세한 몸(suksama sarira, 細身)은 영혼을 수반하고

윤회한다. 이와같이 윤회는 개인이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 수

없이 많은 生들을 살게 된다는 이론이다.
17

지금까지 인간의 행위에 의한 業이 경험적 존재의 존재요인임

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우빠니샤드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경험적

존재의 보다 근원적인 원인이 인간의 욕망임을 말해 주고 있다.

‘그의 욕망에 따라 의지를 지니고 그의 의지에 따라 행위한다. 그

리고 그가 행한대로 얻는다.’(Bri.U., 4:4.5) 우빠니샤드는 행위의 원

인인 이 욕망을 윤회의 원인으로 되풀이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빠니샤드 사상이 제약적인 실존조건의 보다 궁극적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avidya)이다. 즉 인간이 비본질적인 현상성 또는 개별성을 자

신의 본질로 착각하는 무지로 인하여 그것에 집착하고 그래서 행

위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업의 법칙이 작용하게 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의 본질에 대한 자각을 통하여 그러한 무

지를 벗어나는 것만이 인간이 윤회 즉 속박된 존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한다.

17) 인도사상에서 업의 법칙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니는 비인격적

우주법칙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상의 전개과정에서 종파나 철학파의

형이상학 체계에 따라 무신론적으로도 또는 유신론적으로도 해석되었다.

그러나 업과 윤회 이론이 우빠니샤드 이후 모든 인도사상에서 인간의

제약적인 존재상황과 그것의 순환적인 지속을 설명해주는 이론체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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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自由로운 人間本質의 實現

우빠니샤드 사상가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인간의 제약

적인 존재상황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적으로 그러한

한계적인 존재상황을 초월해 있는 자유로운 존재임을 밝히는 일

이었다. 그들은 변화와 소멸, 生과 死 등 인간을 속박하는 모든 경

험적 제약들에서 자유로운 영원불변의 요소를 인간 안에서 찾아

내려 시도하였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불멸하는

영혼인 自我개념이다. 이 자아는 생과 사 죄와 고통 등 경험계의

모든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소멸하지도

않는 불멸하는 신성한 존재로 제시된다. 따라서 우빠니샤드에서

이해되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며 신성하고 자유로운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

상적 존재와 동일시하는 무지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질이 우주의

궁극적 실재와 동일함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몸과 마음의 복합체

가 부과하는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빠니샤드

는 이것을 궁극적 실재인 브라흐만과의 합일 또는 인간의 진정한

본질의 실현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목샤는 덜완전한 상

태에서 보다 완전한 상태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의 획득이나 생산 또는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인

간의 본질로 늘상 존재하는 것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8

유한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몸을 지닌 자아가 인간의 본질은

아니며 신성과 동일한 불멸하는 영혼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주장

은 인간을 유한자의 형상 속에 무한자의 본질을 지니고 있는 존

재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따라서 우빠니샤드 이래로 인도사상의

목표는 인간을 해방으로 이끌 수 있는 불멸하는 무한한 자아를

18) 목샤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에 대해서는 S. 다스굽따, History of Indian

Philosophy, 1권, 58쪽; P. 도이센, 앞의 책, 344쪽; A. K. 라드, 앞의 책

10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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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닫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아를 자각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인

간은 자신을 속박과 굴레의 존재상태 속에 묶어둘 수도 있고 또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목샤의 개념이 초

도덕적인 성격을 지닐 뿐만 아니라 윤회와 모든 종류의 고통을

완전하게 종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고 수동

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자아의 본질을 실현함

으로써 얻게 되는 완전한 자유의 달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적

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

우빠니샤드의 성자들은 이러한 해탈이 생전과 사후 모두 가능

하다고 보았다. 그것이 바로 生時解脫인 지반묵띠Jivan Mukti와

死後解脫인 비데하묵띠Videha Mukti 개념이다. 비데하묵띠(Munda

ka U., 3: 2.6)는 사후 달성하는 해탈을 의미하고 지반 묵띠(Paingala

U., 3:2)는 몸을 지니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실현할 수 있는 해탈을

의미한다. 우주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최고의 지식을 얻어 모든

세속적인 욕망과 집착을 정복한 이는 몸을 지니고 살아있는 동안

에도 존재의 제약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해탈자 곧 지반묵따Jivan Mukta는 그가 몸을 지니고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를 하지만 그러한 그의 행위는 업의 작용에서 자유롭

다. 그것은 까르마 법칙의 작용은 개별인간이 자신을 행위의 주체

자이자 향유자로 간주하는 미망 때문이므로 지식을 통하여 그 미

망에서 벗어난 해탈자는 까르마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다. 그러나 그가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행한 행위의 결과는 소

멸시킬 수 없다.

우빠니샤드의 이 지반묵따 개념을 자이나교와 불교 그리고 고

전 철학파들이 받아들여서 보다 정교화시켰다. N. K. 데바라자는

이 지반묵따가 인도사상에서 인간완성의 전형이며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완성이 이 지상적 삶에서 인간 자신에 의하여 달

성되고 향유될 수 있다는 이러한 지반묵따 교리의 휴머니즘적 함

19) A. K. Lad, 앞의 책,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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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20
이와 같이 고전 인도사상이 제약성을

초월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를 실현할 것을 제시하고 그러한

실현이 인간 자신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解脫의 달성 : 無慾望의 실천윤리 산냐사(Samnyasa)

우빠니샤드와 그 이후 철학체계들이 제시해온 해탈에 대한 고

전적인 이론들은, 모두 존재의 본질을 구성하는 자아를 앎으로써

해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들이 제시하는 해탈

에 이르는 길은 이러한 自己知
21
를 얻을 수 있는 지식(지혜)의 길

곧 갸냐 마르가Jnana Marga였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으로나 지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체득되는 체험적인 자각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체험적인 자각으로서의 자아에 대한 올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차원이 요청된다. 그것이 바

로 해탈을 위한 실천윤리라고 할 수 있는 산냐사
22
교리이다.

20) N. K. Devaraja는 우빠니샤드의 이러한 휴머니즘적 경향이 샹까라와

그의 계승자들에게서 가장 명확히 표현되는데 샹까라는 우빠니샤드의

다소 모호하고 분산된 진술들에 논리적 토대와 체계적 통합성을

부여하고 그로부터 독특한 해탈이론을 이끌어냈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한 베단따의 이러한 휴머니즘적인 경향을 이어받은 현대의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비베까난다를 들고 있고 그 외에 간디와 타골 그리고 네루

등을 꼽는다. 그리고 불교를 가장 휴머니즘적인 종교로 평가한다.

Humanism in Indian Thought, p. 46-47.

21) 우빠니샤드에서 자아인 아뜨만과 우주의 근원적 실재인 브라흐만이

동일한 실재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인

Atma Vidya(自己知)는 Brahma Vidya (梵知)로도 표현된다.

22) 산냐사라는 말은 베다 문헌과 불교, 자이나교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고

기원전 2세기 무렵 브라흐만 어휘에 들어왔다. 이 말은 브라흐만 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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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냐사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모

든 사회적인 유대를 끊고 세상을 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렇게 해서 세상사에 무관심한 태도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지

칭하기도 한다.
23
그러나 보다 엄밀한 의미는 모든 세속적인 집착

과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한 행위를 버리는 것과 관련되고 궁극적

으로는 아함까라Ahamkara 곧 자기의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빠니샤드에서 아함까라는 자아가 자신의 개별성을 의식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별성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우주와의 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차원에 이르

기 위해서는 세속에 대한 모든 욕망과 집착 그리고 행위마저도

버리도록 권고된다. 따라서 산냐사를 무집착, 무욕망 또는 무행위

의 교리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해탈사상이 보다 직접적

인 인간의 속박요인을 무지로 인하여 야기되는 욕망과 그로 인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까타 우빠니샤드는 자아를 자각하는 데 방해가 되는 두 요인으

로 무지와 욕망을 들고 있다.

무지한 자는 외적 욕망을(paracah kaman) 따른다. (그리하여) 그들은

널리 퍼져 있는 죽음의 덫에 걸린다. (그러나) 식별할 줄 아는 이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 가운데서 진정한 불멸이(amritatvam) 무엇인지를

아는 이들은 이곳에(iha) 있는 어떤 것도 祈願하지 않는다.(Ka.U., 2: 1.

2)

업과 윤회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본질을 자각하지 못하

는 무지로 인하여 개별의식인 자기의식(아함카라)이 생겨나는데 그

것의 속성은 자기중심성이다.
24
이 자기중심성에서 욕망이 생겨나

중세 이후 힌두 종파 전통에서만 사용되었다. Eliade, 앞의 책, Vol. 13,

p. 51 참조.

23) K. N. Tiwari, Suffering: Indian Perspective(Delhi: Motial Banarsidass,

1986), pp. 14, 15.

24) 완전한 자유 또는 해탈을 의미하는 목샤가 본질적으로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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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로 인하여 행위하게 됨으로써 업과 윤회의 굴레 속에 속박

된다는 것이다. 자기중심성에 근거되는 행위 다시말해 욕망에 근

거되는 행위는 몸을 취하는 인간개인의 존재원인으로 작용하여

인간을 끊임없이 되풀이해 태어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욕망과 행위를 버리는 실천윤리가 해탈에 이르는

길로 제시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여기서 ‘행위의 버림’이 모든 행위의 否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산냐사 정신의 핵심은 자유와 해방을 달성하는데 장

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데 있으므로 모든 행위의 거부를 의미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세속적인 집착과 욕망 그리고 그것과 관련

되는 행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러한 버림을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들 예컨대 自制(damyata), 慈悲(dayadhvam), 苦行(tapa

s), 布施(dana), 正行(arjava), 不殺生(ahimsa) 그리고 진실함(satya) 등

과 같은 해탈의 달성을 위한 자기 수행적인 행위는 권장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해방의 이상은 달리 표현한

다면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빠니샤드에서 비롯된 고전 사상에서는 인도사

상의 이전 단계에서 인간의 욕망을 최대로 충족시키는 것을 그

이상으로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욕망의 제거를 통하여 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이와같은 진단과 처방은 무한대로 증대되는 인간의 욕망을 완전

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

키는 방법으로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

식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무집착과 무욕망의 삶은 우빠니샤드

시기 이후 거의 모든 인도사상의 이상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평정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여기서 최대의 장애물은 무지로

인한 인간의 욕망과 자기 중심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개별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제시된다. 그것이 바로 우주론적

관점에서 인간과 우주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통합적 시각은

전우주와 인간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것으로 이 통합적인 유기구조를

깨는 자기중심성 즉 이기성이 최대의 적으로 지적된다.



인도 사상의 해탈 개념/ 류경희 237

산냐사 교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인 삶을 수용하도록 재

정의되어 오기도 했다. 예컨대 사회로부터 물리적 분리를 의미하

던 것에서 세상과 행위의 결과로부터 초연한 내적 자질이 진정한

산냐사로 간주되었다. 다음에서 다루게 될 바가바드기따 사상은

이러한 변화를 잘 나타내 준다.

Ⅲ. 바가바드기따의 解脫槪念 : 완전한 마음의

平靜상태(Sthitaprajna)

1. 종합사상의 등장과 解脫槪念의 再解釋

불교와 자이나교의 영향으로 탈속적 경향이 사회적으로 확대되

자 기존의 정통종교인 브라흐만교는 이에 대응하여 당시 대립적

으로 추구되고 있던 세속적인 가치와 탈속적 이상을 조화롭게 결

합시킬 수 있는 가치체계를 확립시키려했다. 그 결과로 등장한 후

기 힌두사상은 이전의 탈속적 경향의 사상들 즉 우빠니샤드나 샹

캬-요가 그리고 베단따 등의 주요 철학파들 그리고 불교나 자이

나교 등이 주로 개인적인 차원의 해탈을 궁극적인 이상으로서 강

조했던 것과는 달리, 그러한 해탈개념이 갖는 비사회적인 경향에

대한 보완적 조치로서 개인적 차원의 종교적 가치와 집단적 차원

의 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결합시키려 시도했다.

따라서 삶의 궁극적 가치로서 개인이 완전한 自由를 달성하는

것인 목샤와 함께 사회적인 의무인 다르마를 강조했다. 힌두사상

의 대표적 문헌인 바가바드기따(이후 기따)에서 사회적 자기의무인

스와다르마Svadharma가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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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조는 당시 사회유지와 복지를 위한 필요

한 조처였고 기따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는 역시 목

샤였다고 할 수 있다.
25

우빠니샤드 이래로 인도 종교와 철학이 제시해온 해탈의 명시

적인 의미는 존재의 지속적인 순환인 윤회의 종식이다. 이는 달리

말해 존재론적 제약성인 苦의 종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諸思想을

종합시킨 기따는 해탈의 의미를 다소 새롭게 해석했다. 그것은 해

탈을 존재론적인 전환의 의미보다는 평정한 마음의 상태나 태도

로 해석한 것이다.

기따에서 마음의 평정(sthitaprajna)은 해탈의 핵심적 상태이자

해탈자의 표징으로 언급된다. 2장 15頌의 ‘사마두카수캄(samaduhk

hasukham)'은 이 평정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대표적인 구절이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고통과 즐거움의 상황에서 변함없

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따가 의미하는 해방

상태로서의 평정은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대상에 대하여 똑

같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행을 통하여 이러

한 마음의 상태에 도달한 이는 전우주의 통일성을 자각하기 때문

에 자기의식 또는 개별의식이 사라진다. 기따의 다음 구절들은 이

러한 평정의 상태를 잘 묘사해 주고 있다.

자신의 마음이 평정에 도달한 이는 이 지상에서마저도 세계를 극복

25) 바가바드기따에서 해탈은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즉 목샤가 개별

영혼의 가장 위대한 완성(param siddham, 14:1)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신과의 합일의 실현(brahmabhuktah, 18:54)으로도 묘사된다. 이러한

표현들은 기따에서 해탈이 두 가지 의미 곧 自我實現과 神의 實現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해탈의 두 의미는

기따의 형이상학 체계가 일원론과 유신론이 결합되어 있는 데 기인한다.

해탈의 이러한 두 의미를 다음과 같은 용어로 요약해 표현할 수 있다.

자아실현을 의미하는, 브라흐만과의 합일(Brahmisthiti) 또는

平靜(Sthitaprajna)과 신의 실현을 의미하는, 신에 대한 복종을 통한

완성(Sarnagati)이다.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의미에 국한시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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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브라흐만은 결함이 없고 모든 것에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들이

브라흐만에 도달한다(brahmisthiti).(5: 19)

그의 마음이 평화로우며 그의 욕망이 멈춘 영원한자(브라흐마)의 본

질을 지닌 요기에게 지극한 기쁨(sukam uttamam)이 온다.(6: 27)

기따의 이러한 구절들은 기따가 추구하는 이상이 마음의 平靜

과 平和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주의 근원적 실재이자 모든

존재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브라흐만과 하나가 됨으로써 자기의

식에서 벗어나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면, 두려움이 전

혀 없고 모든 세속적인 것들에서 완전히 초연하며 지고의 기쁨으

로 가득차 있는 평정상태에 도달한다. 이것이 기따가 말하고자 하

는 해탈의 의미이다. S. 타파샨안다도 이 해탈의 상태가 본질적으

로 평화의 상태이고 생사의 중단은 그것의 이차적인 산물이라고

해석함으로써 해탈이 일차적으로는 윤회의 종식을 의미하던 고전

사상과의 차이를 시사해 준다.
26

또한 단데까르는 목샤에 대한 기따의 새로운 해석을 다음과 같

이 전통해석과 비교설명한다. 즉 해방이 윤회의 종식에 강조점을

두게 되면 그 의미는 최고 존재와 영적으로 결합하는 경험을 통

하여 신비상태로 들어감으로써 개별성의 실제적인 소멸을 함축하

지만 해방을 마음의 상태나 태도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경우, 해탈

자는 보편적인 관점을 발전시켜 해탈을 달성한 이후에도 행위의

토대인 개별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것이 바로

지반묵띠의 의미라는 것이다.
27
우빠니샤드와 기따에 이 두 종류의

목샤가 모두 나타나나 우빠니샤드가 첫번째 의미의 해탈을 강조

했다면 기따는 강조하는 것은 지반묵띠의 개념이다. 이것은 이후

에 다루게 될 까르마요기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26) S. Tapasyananda, “The Religion of Bhagavadgita” in The Cultural

Heritage of India, Vol. 2, p. 171 참조.
27) R. N. Dandekar, Insights Into Hinduism(Delhi: Ajanta

Publications,1979),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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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따의 목샤개념이 근본적으로는 輪廻로부터의 해방과 모든 속

박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의 도달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우빠니샤

드의 개념과 동일하나 해탈을 존재론적인 전환이기 보다는 마음

의 상태로 해석했다는 점에서는 다소 변형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따는 해탈의 의미를 마음의 상태나 태도의

문제로 재해석함으로서 세속적 존재와 현세의 삶을 부인하지 않

으면서도 苦의 실존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

이다.

2. 解脫의 달성 : 無慾望의 行爲 니스까마 까르마

(Niskama-Karma)

해탈개념의 이러한 재해석은 그것의 달성방법에 있어서도 변화

를 가져왔다. 물론 인도사상이 인간의 제약적인 실존조건의 원인

을 인간의 욕망으로 파악하였으므로 문제의 해결은 당연히 그 제

약성의 조건인 욕망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물론 보다 근원적

인 원인은 무지이다). 앞에서 다루었던 우빠니샤드의 산냐사 교리는

이것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기따 역시 이러한 탈속적 전통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따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변

화는 이러한 완전한 자유의 실현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했다는 점

과 산냐사개념의 재해석이다.

우빠니샤드에서 완전한 자유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으

로 지혜의 요가로서 제시되었다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기따는

그러한 지혜의 요가(Jnana-Yoga) 이외에 신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과 사랑의 방법인 信愛의 요가(Bhakti-Yoga)과 욕망이 제거된 행위

의 요가(Karma-Yoga)를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해탈에

의 길들은 목표에 접근하는 방법상의 차이일 뿐, 그들의 핵심원리

가 무욕망의 정신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이들 세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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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기따에 나타난 새롭고도 중요한 사상으로 우리가 주목하

고자 하는 것은 행위의 요가(까르마 요가) 혹은 무욕망의 행위의 요

가(니스까마 까르마 요가)이다. 이 새로운 실천윤리의 제시는 기따가

당시 행위에 대하여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던 두 사상 간의 갈등

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위를 재해석한 결과로 나타났다.
28

탈속사상은 세속적인 행위, 더 나아가 모든 행위를 부정적인 관

점에서 이해하였다. 이러한 이해는 다음과 같은 믿음에 근거한 것

이었다. 모든 행위는 그 결과인 업을 낳는다. 그리고 그 결과 生과

再生의 순환인 윤회가 이루어 지는데 삶은 제약성을 지니는 것이

므로 윤회는 이러한 삶의 지속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굴레

이고 속박이다. 당시의 이러한 믿음은 해방을 위하여 행위를 버리

거나 초월하려는 경향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기따는 다음과 같이 행위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해탈

을 위하여 행위를 부정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누구도 행위하지 않는채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이들은 타

고난 본성의 충동으로 행위하지 않을 수 없다.(3: 5)

행위를 억제하는 것으로 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단순히 행

위를 버리는 것으로도 그의 완성을 이를 수 없다.(3: 4)

따라서 기따는 이러한 행위의 속박성과 행위의 불가피성 간의

갈등을 행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해결하려 하였다. 그것이 바

로 니스까마 까르마 교리이다.

기따에 의하면 행위의 주체자는 모든 존재의 물질적 측면(몸)을

28) Y. 메시는 본래 기따 이전에는 까르마가 결과를 바라는 혹은 의도된

행위를 의미하였으나 기따에서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의미하게 되었고

따라서 까르마를 자기 중심적인 사까마 까르마sakama karma와

이기적이 아닌 니스까마 까르마niskama karma로 구분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Y. Masih, The Hindu Religious Thoughts(Delhi: Motilal,

1983),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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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는 쁘라끄리띠의 구성요소인 구나이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을 행위자로 동일시하는 것은 구나로 구성된 몸을 자신의 본

질로 착각하는 무지 때문이다. 그러나 구나를 초월한 사람은 행위

자 의식이 없고 집착도 없다. 따라서 집착없이, 다시말해 행위자

의식을 지니지 않고 하는 행위는 속박효과를 상실해서 즉 업을

쌓지 않아서 무행위와 동등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기따의 다음

구절들은 까르마 요가의 이러한 핵심 교리를 잘 말해준다.

(행위의) 결실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리고, 성공과 실패에 평정한

마음으로 행동하라. 마음의 평정함이 요가이기 때문이다.(2: 48)

집착에서 자유롭고 그의 마음을 지혜에 굳건히 세운자, 단지 희생

으로서 행위하는 자, 그의 모든 행위는 완전히 소멸된다.(4: 23)

평정한 마음을 지니고 행위의 결실에 대한 집착을 버린 지혜로운

자는 태어남의 속박에서 자유롭고 지극한 희열의 최고의 상태에 이른

다.(2: 51)

이 구절에서 기타는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평정한 마음

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업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최고의 목표인 해탈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임을 말하고 있다.

기따의 이러한 설명은 인간을 속박하는 요인이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유발 요인인 욕망과 집착이며 이것은 인간의 이기

적인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된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제거되어야할

대상은 행위가 아니라 욕망이 된다. 기따는 무집착으로 행하는 행

위는 속박의 원인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결과에 집착

하지 않고 하는 행위, 다시말해 자기의식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업

을 낳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방에 이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결국 기따는 행위에 대한 이와 같은 재해석을 통하

여 세속적인 삶과 행위가 부인되지 않으면서도 해탈의 추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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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려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기따는 고전사상의 산냐사를 행위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과 집착의 유무 문제로 해석하였다. 산냐사를 마음의

태도로 재해석하여 버려야할 대상이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집착

과 욕망임을 강조하고 욕망없이 의무로서 하는 행위 곧 니스까마

까르마를 기따의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사

회적인 차원에서는 각 개인의 사회적 의무가 강조되었다. 그것이

바로 스와다르마svadharma인데, 이기적인 욕망을 지니지 않고 행

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예로서 제시된다. 산냐사가 목샤를 위한 실

천윤리라면 스와다르마는 로카상그라하lokasangraha 즉 사회와

우주의 복지와 유지를 위한 실천윤리라고 할 수 있다. 기따는 이

스와다르마를 핵심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로 되풀이 해서 강조

하고 로카상그라하 역시 삶의 최고가치로서 강조한다.

네게 할당된 일을 행하라. 행위가 무행위보다 낫다. 무행위로는 네

몸의 유지마저도 가능하지 않다.(3: 8)

자나까와 다른 이들은 행위를 통하여 완성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너는 세상의 유지(lokasamgraha)를 위하여 행위하여야 한다.(3:20)

이와 같이 기따는 각자에게 부여된 자기의무를 행할 것을 강조

하고 세상의 유지를 위하여 행위하는 것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다

스굽따는 이 스와다르마가 기따의 근본사상이고, 또 스와다르마의

핵심은 카스트와 삶의 네 단계의 의무인 바르나아슈라마다르마Va

rnashramadharma 체계로 제시된다고 지적한다.
29
이것은 사회 구

성원인 각 개인이 힌두사회의 계급제도인 카스트에 근거하는 지

기의무를 수행하고 또 해탈의 추구가 사회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

지 않도록 삶의 4단계 곧 베다문헌을 학습하는 學生期, 결혼하여

29) S. Dasgupta, A History Of Indian Philosophy, Vol. 2, pp. 502-5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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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의 의무를 수행하는 家長期, 아들이 성장한 후에 그에게 가장

의 의무를 물려주고 숲으로 가 수행생활을 시작하는 林處期 그리

고 모든 세속적인 삶을 떠나서 해탈의 추구에 몰두하는 산냐신Sa

mnyasin期의 4단계를 거쳐서 해탈을 추구하도록 규정한 사회윤리

체계이다.

까르마에 대한 이와같은 재해석과 강조을 통하여 기따는 두 전

통의 상반되는 가치들을 균형있게 결합시키고 우빠니샤드의 ‘버

림’의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삶의 초월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해방

을 추구할 수 있는 행위의 철학을 발전시켰다. 결국 기따는 업의

법칙에서 자유로운 행위 곧 무집착의 행위 개념을 창조해냄으로

써 해방의 추구가 사회의 유지와 지속에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

는 장치를 마련하려 한 것이다

3. 理想的 人間 : 까르마 요기

인도에서 탈속적 경향의 사상이 등장한 이후, 대부분의 인도종

교와 철학이 자아실현을 통한 완전한 자유의 달성을 궁극적인 이

상으로 제시해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인도문화가 지

속적으로 추구해온 이상적인 인간은 인간의 본질을 실현함으로써

자기완성을 이룬 자이다. 그러나 그 완성의 의미는 궁극적 이상인

해탈의 의미가 변화함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여 왔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기따가 제시하는 해탈의 의미는 사회적 가치들을 간과

하지 않으면서 추구될 수 있도록 재해석된 것이었다. 이와같이 재

해석된 해탈의 의미는 존재의 상태보다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했

다. 따라서 기따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무집착과 무욕망의

정신으로 자신의 종교적,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는 카르마요기로

나타난다.
30

따라서 카르마요기가 지녀야할 주요한 자질들을 개인적 차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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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평정한 마음(Sthitaprajna)이 이상적 인간의 핵심적 자

질로서 가장 강조된다.

그의 마음이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영향받지 않고, 즐거움 속에서도

초연하며, 열정과 두려움과 분노에서 자유로운 그를 평정한 마음을 지

닌 성자(sthitadir muni)라 부른다.(BG, 2: 56)

기따의 이 구절은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한 지혜로운 사람

은 마음의 모든 욕망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모든 심리적인 갈등과

충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임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까르마요기

는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정한 마음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우주의

실재와 인간의 근원적인 통일성을 자각한 사람이므로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따라서 외부세계의 모든 대상

들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한다. 모든 他者에 대한

이러한 동등한 태도 이외에도 그는 모든 생명체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묘사된다(samadarshi). 예컨대 학식있는 브라만 계

층, 불가촉 천민 그리고 암소, 코끼리, 개 등을 똑같이 간주한다(B

G, 5: 18). 결국 이러한 태도는 우주적 통일성에 대한 자각을 통하

여 개별존재에 대한 구분의식을 벗어남으로써 모든 대상적 존재

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해탈자의 이러한 특

징은 우빠니샤드 해탈개념의 지속성을 보여 준다.

위에서 언급한 이상적 인간의 자질들은 그 성격상 개인주의적

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인간상을 사회에 유용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기따는 각자에게 할당된 의무인 스와다르마를 강

30) 기따가 언급하고 있는 이 완성을 이룬 인간에 대한 명칭은 다양하다.

예컨대 평정한 마음의 소유자(sthitaprajna), 세 구나를 극복한

사람(trigunatita), 신을 사랑하는 자(bhakta), 깨달은 자(jnanin), 신과

합일된 자(yogin) 그리고 카르마요기 등이다. 이들은 모두 생시

해탈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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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

하려 한 것이다. 이 스와다르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인도사회의

신분제도인 바르나 곧 카스트의 의무이다. 본래 바르나는 조화로

운 삶을 위한 이상으로 제시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발전

의 중요한 장애가 되어왔다. 따라서 기따는 바르나에 대한 재해석

을 통하여 카스트 제도가 사회유지의 바람직한 장치가 되도록 시

도하였다.

기따는 카스트의 구분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

과 성향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카스트 제도는 사회복지

를 위하여 수행되어야할 모든 의무의 토대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상적인 인간은 카스트 제도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규정된 의무

를 행하는 사람이며 그 의무수행은 행위의 결실에 대한 욕망이

없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고클레는 우파니샤드의 완성된 인간이

해방후에 삶을 지속한다 하더라도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반면에 기따의 완성된 인간은 행위하는 인간이고 세상에 깊은 관

심을 지니나 욕망없이 행위하므로 매우 도덕적이라고 말하므로써

기따의 완성된 인간 개념을 최고도로 사회화된 개념으로 이해한

다.
31
요컨대 기따에서는 우빠니샤드에서 충분하게 강조되지 않은

해방(추구)자의 사회적인 의무나 삶이 카르마요기의 이상을 통하

여 강조된 것이다.

31) B. G. Gokhale, Indian Thought Through The Ages(Bombay: Asia

Publishing House, 1961), pp. 2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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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인간존재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그 한계성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실존적 노력은 문화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왔다. 지금까

지의 고찰을 통하여 인도사상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인식론적이고

탈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빠니샤드 이래로 인도사상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해

온 것은 인간존재의 실존적 제약성이었다. 그런데 인도사상은 이

제약성의 원인을 인간의 욕망,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자유로

운 본질을 자각하지 못하는 無知로 파악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

방안이 그러한 자유로운 본질을 깨닫는 自己知로 제시되었다. 이

점에서 인도사상의 접근방식은 근본적으로 인식론적인 성격을 띤

다고 할 수 있다.

해탈은 바로 자유로운 본질의 실현을 통해 얻게 되는 완전한

존재론적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해탈의 이상은 우빠니샤드 시

기 이래 인도인들이 추구해온 삶의 이상이자 문화적 이상이었다.

초기의 해탈개념은 일반적으로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 다시말해

세속적인 존재의 종식을 의미했고 궁극적으로는 초월적인 존재와

의식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했다. 인도사상은 이러한 해탈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요청되는 실천윤리로 욕망을 철저히 버리

는 삶의 태도인 산냐사를 제시했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인도

사상이 인간이 경험하는 제약성의 원인을 자기의식에서 비롯되는

욕망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 무욕망과 무집착을 실천하는 것

은 세속삶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으로 탈속적인 경향을 강하게 띠

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탈속적인 해탈개념은 후기

힌두사상의 등장으로 보다 완화된 형태로 재해석되었다. 이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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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적인 문헌인 바기바드기따는 해탈의 추구가 사회의 유지

와 지속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탈과 그 달성방법인 산냐사 개

념을 사회적 삶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재정의했다. 즉 해방의 본질

을 개인적인 차원의 苦나 윤회의 종식으로 인식한 이전의 존재론

적인 해석과는 달리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나 태도로 재해석함으

로써 삶 속에서 해탈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과 사회화된 이상

적 인간개념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따의 이상적

인간상은 이후 인도사상이 서구 근대성의 도전에 직면하여 유연

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념적 토대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32
결국

인도사상의 해탈개념은 초기의 탈속적 경향을 강하게 띠던 단계

에서 벗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속삶의 측면을 간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해석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32) 예컨대 근대 사상가들인 띨락, 간디, 오로빈도 등은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배를 통하여 서구의 영향에 직면하였을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전통적 사상의 재해석을 시도하였는데 이들이 재해석의 토대로 삼았던

전통사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회적 행위를 강조하는 바가바드기따의

까르마요가와 까르마요기 개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