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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우파니샤드의 명상 개념 Ⅰ

우파사나(upāsana)를 중심으로

김 호성
*

1

1. 머리말

중국 및 한국에서 발달하였던 禪佛敎의 연원은 어디까지로 소

급할 수 있는 것일까? 또 그같은 연원에서 출발한 원초적 흐름이

어떠한 경로와 과정을 거쳐서 중국 및 한국의 선불교에 이르고

있는가?

논자는 이같은 학문적 話頭를 두가지 방법론적 전제를 갖고서

풀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중국을 넘어서 인도로까지 소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경전 밖에 전한다”(敎外別傳)는 입장을 취

* 金浩星 :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인도철학 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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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선불교이지만 그 연원에 대한 탐구는 텍스트[敎]에 입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첫째의 입장으로부터 철학사적 탐구가,

둘째의 입장으로부터 텍스트 중심 연구를 그 주된 방법론으로 택

하게 된다.

이미 논자는 중국 및 한국에서 발달하였던 선불교의 연원을 인

도 대승불교의 경전 속에서 찾아본 적이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원류가 대승불교 경전 안에서만 한정될 수 없음을 다음과 같

이 언급한 바 있다.

禪觀은 단순히 불교 전통 안에서만 그 성립사적 자취가 찾아지는

것은 아니다. 불교 자체의 연원이 우파니샤드 혹은 베다의 찬가들에까

지 소급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선관의 연원을 정통 인도철학의 전통

속으로 소급하는 것 역시 부자연스런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들은 직

접적으로 선관과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원시불교와 대승불교를 거쳐

야 하는 것이겠으나 궁극적으로 그같은 大河를 이루게 될 최초의 源流

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우파니샤드를 선불교의 원류로서 언급하였던 것은 두가지 이유

에서였다. 첫째는 우파니샤드가 제사를 중심으로 한 의식주의(ritu

alism)를 비판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자아의 확립을 추

구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2
그러나 선관의 대승적 연원 연구

자체가 그 주된 범위를 대승불교 경전 속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세부적인 연구의 토대 위에서 그같은 견해가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그 결과 지나치게 거시적․직관적 안목에 의지하

고 있었을 뿐 미시적․분석적 연구를 결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

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당시에 남겨진 그같은 과제를 보다 심도

있게 풀어가고자 한다.

우파니샤드를 비롯한 정통 인도철학에로 선불교의 원류를 소급

1) 拙稿, 선관의 대승적 연원 연구 (서울: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95), p. 7.

2) 위의 논문, pp. 7-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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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禪’에 직접적으로 상

응하는 정통 인도철학의 개념이 사실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

과 직접적으로 상응하지는 않지만 그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禪的

개념들을 찾아서 양자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염두에 두면서 시간

적 추이에 따른 개념의 변화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논

자는 作業假說로서 선, 비파사나, 요가 등을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類槪念을 설정하기로 한다. 그 류개념을 ‘명상’이라 부르고자 한다.

선 등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모두 ‘명상’의 범주 속에 묶어 두고,

그러한 하위 개념들이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자 하는 것이다.

우파니샤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명상’에 포괄되는 하위 개념은

무엇이 있을까? 초기 우파니샤드
3
의 우파사나(upāsana)와 니디드흐

야사나(nididhyāsana), 중기 우파니샤드의 요가(yoga) 등의 개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4
여기서는 먼저 우파사나를 통하여 초기 우파

니샤드의 명상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5

과연 우파사나를 명상 개념으로 볼 수 있는가? 명상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 무엇에 대한 명상인가? 또 우파사나 명상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선불교와의 관련성 속에서 모색하고

자 한다. 기실 우파사나에 대한 先行 연구
6
가 없지 않지만, 선불교

3) 우파니샤드의 시대별 구분에 대해서는 S. Radhakrishnan, The Principal

Upaniṣads(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68), p. 22. ; 中村元,

イント思想史(東京 : 岩波書店, 1978), p. 24. 참조.

4) 이외에도 몇가지 명상 개념이 더 출현하고 있다. 첫째는 dhyāna인데,

우파사나와 관련하여 설해지고 있다.[C.U.I.3.12 ; 7.6.1-2.] 둘째는

upaniṣad이다. Radhakrishnan은 이를 meditation으로 옮기고 있는데,

명상을 통한 지혜의 의미로 이해된다.[Radhakrishnan, 앞의 책, p. 339.

C.U.I.10.]

5) 초기 우파니샤드의 니디드흐야사나와 중기 우파니샤드의 요가에

대해서는 각기 後日의 別稿를 기약한다.

6) Swāmī Gambhīrānanda, “Upaniṣadic Meditation”, The Cultural Heritage

of India 1(Calcutta : The Ramakrishna Mission, 1982), pp. 375-385.가

있다. 또 Jonathan Bader, Meditation in Śaṅkara's Vedānta(New Delhi :

Aditya Praskashan, 1990), pp. 32-40. 참조. 한편, 종래 우파니샤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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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련성 속에서 우파사나 명상의 의미를 평가해 보려는 시도

라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2. 우파사나 이해의 두 차원

우파사나 개념은 upa-√ās를 그 어근으로 갖는 동사의 활용 형

태들
7
과 함께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법적 활용의 다양성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파사나가 때로는 명상(meditation)의 의미

로, 때로는 숭배(worship)의 의미로 번역된다
8
는 점이다. 예컨대, 이

재숙의 찬도기야 우파니샤드 번역
9
은 이에 대한 아무런 분별의식

없이 명상과 숭배를 혼용하고 있으며 Radhakrishnan은 그의 찬도

기야 우파니샤드 번역에서는 meditation으로 바가바드기타 제12
장 번역에서는 worship

10
으로 철저하게 구별해서 쓰고 있다. 그렇

다면, 우파사나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 숭배인가, 명상인가?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의 경우는 주로 명상의 뜻으로 쓰이고 있

으며, 브리하드 아란야카 우파니샤드의 경우는 숭배의 뜻과 명상

의 뜻 둘 다를 다 포괄하는 것으로 논자는 이해한다. 브리하드 아

란야카 우파니샤드의 경우 양자가 비슷한 비율
11
로 쓰이고 있는데,

명상이나 수행론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종래

국내에서 행해진 우파니샤드 연구에 대해서는 拙稿, 한국의 정통

인도종교 연구사 , 해방후 50년 한국종교 연구사(서울 : 도서출판 窓,

1997), pp. 312-315. 참조. 또 그 자세한 목록에 대해서는 pp. 327-328.

참조.

7) upāsita(3. sg. ā. Opt.), upāste(3. sg. ā. Pres.), upāsāṃcakrire(3. pl.

복합완료), upāsāṃcakre(1. 3. pl. 복합완료), upāssva(2. sg. ā .Impv.)

등이 보인다.

8) 이외에 ‘앉는다’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B.U.I.4.11. 참조.

9) 이재숙, 우파니샤드 1(서울 : 한길사, 1996).
10) B.G.12 :1-3, 12 : 6, 12 :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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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두 우파니샤드를 통틀어서 보면 명상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

가 다소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그같은 양적 빈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파사나에 이러한 두가지 의미가

共存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주목되어야 할 것이며, 바로 그런 점

에서 우파사나의 원래 의미를 추출해 내야 할 것이다.

우선 브리하드 아란야카 우파니샤드에 나타난 숭배의 용례를

살펴보자.

“내가 브라흐만이다”라고 아는 자, 그는 이러한 모든 것이 된다. 왜

냐하면 그는 그들의 자아가 될 것이므로. 신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렇게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이고 (브

라흐만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자아보다도) 神性을 숭배하

는 자, 그는 알지 못한다.
12

이 문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神性(devatā)에 대한

숭배와 자아에 대한 앎을 서로 대비시킨 뒤에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욱 바람직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장 안에서는 자

아에 대한 앎을 指稱할 때 우파사나 개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못 쓰는 것은 아니다. 후술
13
할 바와 같이, 자아에 대한 앎

을 지칭할 때에도 우파사나 개념을 쓸 수 있다. 그때는 정확히 명

상으로 번역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논자는 Radhakrishnan과

같이 이들 두 술어의 적용을 엄밀히 구분하는 태도가 옳다고 본

다. 또 위의 문장에서 우파사나를 자아에 대한 앎과 결부하지 않

고 신성과 결부하고 있는 데서 그 의미가 내적 명상 보다는 외적

11) 논자의 확인이 정확하다면 숭배의 의미로는 10회, 명상의 의미로는

8회이다.

12) “tad idam api etarhi ya evaṃ veda, aham brahmāsmīti sa idaṃ

sarvam bhavati : tasya ha na devāś ca nābhūtyā īśate, ātmā hy eṣāṃ

sa bhavati. atha yo anyāṃ devatām upāste, anyo 'sau anyo 'ham

asmīti, na sa veda.” B.U.I.4.10.

13) 제3장 2절 ‘아트만에 대한 우파사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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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배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 대상이 신성이라 하더라도 명상 역시 가능한 것 아

닌가 하는 反問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그렇다. 바로 그렇기 때문

에 이들 두 개념이 하나의 술어 속에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양자를 엄밀히 분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곧 mahāvakya, 즉 “나는 브라

흐만이다” 라는 선언이다. 이는 분명 內省的인 것이고, 이러한 내

성적인 것과 대비되어서 서술되는 神性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라면 명상이라 하기 보다는 숭배라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신성에 대한 외적 숭배라고 한다면 쉽게 信仰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외적 대상에 대한 숭배와 신앙 사이에 한계

를 엄밀히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박

티의 교리는 우파사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14
라고 하여 양자간

의 상관성이 논의되고 있음도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여기서 신

성은 인격화된 神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화되기 이전의 원

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박티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으

로 판단되지 않는다. 적어도 초기 우파니샤드에서는 아직 우파사

나가 박티와 연결되어 있다는 단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례는 바가바드기타에 이르러 확인된다.15
위에서 우파사나 개념의 본래 의미에는 숭배와 명상의 두 개념

이 공존함을 지적하였거니와, 실제 초기 우파니샤드의 경우 숭배

와 명상의 意味 차이가 그렇게 현저하지 않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문장들 속에서 쉽게 확인된다.

진실로, 야즈냐발키야여, 우리들에게 말하소서. 언어가 그 주처이며,

허공은 그 지주(支柱)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성으로 숭배해야만 한

14) Radhakrishnan, 앞의 책, p. 137. Swāmī Gambhīrānanda, “Upaniṣadic

Meditation”, 앞의 책, pp. 380-382. 참조.

15) B.G. 12 : 3, 12 : 6, 12.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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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6

여기서는 언어와 허공이 숭배의 대상이다. 눈이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삶이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앞에서 인용한 바

와 같은, 신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는 달라서 이때의 숭배는 후

술
17
할 바와 같은 “X를 브라흐만으로 명상하라”는 것과 의미상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논자는 본다. 외적 숭배이며, 외적 명상으로

서 양자는 동일한 의미가 된다.

결국, 우파사나에는 원래 숭배와 명상의 의미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며, 내적 자아를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닌 한 명상과 숭배

의 의미상의 차이는 그렇게 현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우

파니샤드의 명상 개념은 바로 이렇게 숭배의 의미와 중첩되고 있

다는 점이 하나의 중요한 특성인 것이다. 이재숙이 번역 술어를

혼용하게 된 것도 이같은 배경을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바도

아니다. 논자는 이제 章을 달리하여 Radhakrishnan이나 Swāmī G

ambhīrānanda에 의해서 명상(meditation)으로 번역된 용례들을 중

심으로 명상으로서의 우파사나 개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우파사나 명상의 세 가지 대상

우파사나 개념이 숭배와 명상의 두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초기 우파니샤드 당시 숭배와 명상은 매우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

었음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여기서는 그 두 차원 중 명상의

차원을 위주로 우파사나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서 정통 인

16) “sa vai no brūhi, yājñavalkya. vāg evāyatanam, ākāśaḥ pratiṣṭhā,

prajñety enad upāsīta.”[B.U.4.1.2.]

17) 제3장 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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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철학에 있어서 명상 개념의 역사 속에 우파사나 명상
18
이 어떠

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논

자는 먼저 그것이 무엇에 대한 명상인지 그 대상을 밝히고자 한

다.

⑴ 브라흐만에 대한 우파사나

먼저 초기 우파니샤드에서 설해지는 우파사나 명상은 브라흐만

에 대한 명상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브라흐만은 아트만과 함

께 우파니샤드의 철학적 입장을 웅변하는 대표적 개념이다. 과연,

브라흐만은 무엇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명상한다는 말인가? 브

라흐만을 명상하는 일은 가능한가?

브라흐만을 명상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로 생각된다. 왜냐

하면, 우리는 브리하드 아란야카 우파니샤드를 출전으로 갖는 다

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브라흐만에 대하여) ‘······이 아니다’, ‘······이 아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다. 왜냐하면 ‘······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상

의 (가르침이) 없으며, 그 보다 더 뛰어난 다른 (가르침이) 없기 때문이

다.
19

브라흐만은 궁극적 실재이다. 그러므로 그에 대해서는 不立文字

이고 言語道斷일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브라흐만은 우리 앞에

침묵으로 존재하고, 우리 역시 침묵의 브라흐만에 대하여 침묵할

18) 우파사나에 숭배와 명상의 두 차원이 있음을 상기할 때, 명상으로서의

우파사나를 이야기할 때는 ‘우파사나 명상’이라 한정하여 지칭하는 것이

혼돈을 피할 수 있을 것같아서, 이하 그렇게 부르기로 한다.

19) “athāta ādeśaḥ na iti na iti, na hy etasmād iti, na ity anyat param

asti”[B.U. II.3.6.]



초기 우파니샤드의 명상 개념 Ⅰ/ 김호성 73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브라흐만에 이르는 모든 길이 끊어

졌음을 케나 우파니샤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거기에는 눈으로 갈 수 없고, 언어로도 갈 수 없으며, 마음으로도

갈 수 없네. 우리는 (브라흐만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네. (그것에

관하여)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 하네.
20

말길이 끊어졌다는 측면에만 한정할 때, 이러한 특성은 불교의

空이나 禪과 상통하는 점이다.
21
그렇다면, 그같은 브라흐만을 대

상으로 한 명상은 또 어떻게 가능할 것인까? 언표하는 것도 불가

능하고 형용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어떤 것에 대한 명상 역시 가

능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같은 관념적 존재에 대한

명상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래서 이름으로

언표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존재를 대신하여 그같은 존재를

대신할 상징적 존재가 필요하게 된다. 이른바 具象化가 필요해지

는 것이다.

본래의 차원에서는 ‘······이 아니다, ······이 아니다’이므로 이름할

수 없지만, 현실의 차원에서는 임시일 망정 이름[假名]이 필요해진

다. 이 임시로 설정된 이름은 본래의 이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거기에 이르게 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

게 볼 때, 中觀에서 말하는 眞諦와 俗諦의 언어관
22
이 여기에서도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단지 이름일 뿐이다. 이름이라고 명상하라. 이름

20) “na tatra cakṣur gacchati na vāg gacchati na manaḥ na vidmo na

vijānīmo yathaitad anuśiṣyāt.”[Kena. I.3.]

21) 물론 양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 ‘아트만에 대한 우파사나’ 참조.

22) 진제와 속제의 언어와 깨달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拙稿, 선관의 대승적

연원 연구 , pp. 265-278. 참조. 우파니샤드를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베단타학파에 중관의 二諦說이 영향을 미쳤음도 이렇게 하여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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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라흐만이라고 명상하는 자는 이름이 따르는 범위에서, 이름이 브

라흐만이라고 명상하는 자는 원하는 대로 되리라.
23

찬도기야 우파니샤드는 이 ‘이름(X)'에 ‘언어’, ‘마음’, ‘의지’ ···

‘음식’, ‘물’, ‘열’ ··· ‘행복’ ··· ‘자아의식과 자아’ 등, 보통명사든 추

상명사든 모두 집어 넣는다.
24
그런 모든 것이 브라흐만이라고 명

상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이 브라흐만

아님이 있겠는가. “모든 존재가 그대로 브라흐만이다.”
25
이렇게

브라흐만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언표할 수 없는 브라흐만을 무속성의 브라흐만(nirguṇa Brahman)

이라 할 수 있다면, 이름을 갖고 구상화된 브라흐만은 유속성의

브라흐만(saguṇa Brahman)
26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파사나 명상

은 유속성의 브라흐만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이다.
27
우파사나 명상

을 통하여 비로소 무속성의 브라흐만과 하나가 된다. 具象을 抽象

의 상징으로 보고, 具象化된 상징을 통하여 추상적 실재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파사나 명상이다.
28
그렇다면, 무속성의 브

라흐만은 우파사나 명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이에 대해서 中

村元은 그 가능성을 부정하는데, 논자 역시 견해를 같이한다.

우파니샤드 성전에 있어서는 브라흐만은 하나이지만, 첨가적 제한

23) “namaivaitat, nāmopāssveti. sa yo nāmo brahmety upāste yāvan

nāmno gatam, tatrāsya yathā kāma-cāro bhavati yo nāma brahmety

upāste ; "[C.U.7.1.5.]

24) 무엇이든 그 ‘이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그것을 ‘X’로 표시한다.

25) “sarvam khalv idaṃ brahma.”[C.U. III.14.1.]

26) 브라흐만을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 것은 이미 브리하드 아란야카

우파니샤드에 그 전거가 있다. “dve vāva brahmaṇo rūpe, mūrtaṃ

caivāmūrtaṃ ca, martyaṃ cāmṛtaṃ ca, sthitaṃ ca, yac ca, sac ca,

tyac ca."[B.U.II.3.1.]

27) “saguṇa-brahman과 관련한 일종의 정신적 과정이다.”[Swami

Gambhirananda, 앞의 논문, p. 377.]

28) “우파사나는 명상의 대상과 하나됨을 결과한다.”[Radhakrishnan, 앞의

책,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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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ādhi)와의 결합에 의존하는 브라흐만이 염상의 대상(upāsya)으로서

설해지고, 또 첨가적 제한과의 결합을 떠난 브라흐만이 인식의 대상(j

ñeya)으로서 설해지고 있다.
29

⑵ 아트만에 대한 우파사나

Radhakrishnan은 인도사상사가 우파니샤드에 이르러 “객관에

서 주관으로, 외부세계에 대한 경이에서 자아의 의미에 대한 명상

으로 관심이 전환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30
고 하였다. 논자 역

시 우파니샤드를 선불교의 원류로서 지목하였을 때, 우파니샤드의

철학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外向에서 內省으로, 神에서 인간으로, 제사의 他力[=의식주의]에서 內

省의 자력[=명상주의]으로 전환한 것이야말로 후대 선불교의 사상적

전통의 大河를 이루어간 최초의 원류가 되었던 것이다.
31

이러한 특징은 모두 우파니샤드의 아트만 개념을 중심으로 하

여 파악된 것이다. 실로 우파니샤드를 특징지을 수 있는 주요 개

념은 브라흐만과 아트만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트만 개념이 더욱

특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브라흐만 개념은 리그 베다 제10권의 철학적 찬가로부터 그
유래를 확인할 수 있다. Tad-Ekam이나 Puruṣa와 같은 개념들이

발전하여 성립된 一元論 철학의 궁극적 실재가 곧 브라흐만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 인간의 내면을 지향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인간 내면에서 발견되는 궁극적 실재는 아트만 개념을 기

29) 中村元, シヤンカラ哲學における具象的念想 , 佛敎と文化(京都 :

同朋舍出版, 1983), p. 639.

30) Radhakrishnan, 앞의 책, p. 49.

31) 拙稿, 선관의 대승적 연원 연구 ,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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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려서 비로소 출현된다. 이제 우파사나 명상은 외부세계에서 브

라흐만의 상징을 구하여 그것을 명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직

접적으로 스스로의 내면 속에 품고 있는 자아, 즉 아트만을 그 대

상으로 삼게 된다.

이 자아는 아들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재물보다도 더 사랑스러우며,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보다도 더 사랑스러우며,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아를 사랑스러운 것으로 간직하는) 사람은 자아보다 더 사랑스러운 어

떤 것을 말하는 자에게 “(그대가 간직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것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것은 곧 실현되리라. 자아만을 사랑스러운 것으로 명상해야 한다. 자

아만이 사랑스러운 자에게, 사랑스러운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32

아트만을 명상하는 자, 그에게서 아트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

트만이 있으므로 우파사나 명상 역시 가능한 것이지, 아트만이 없

다면 그같은 명상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아트

만은 브라흐만과 하나가 된다. 나는 아트만이며, 나는 브라흐만이

다. 梵我一如, 즉 우파니샤드가 제시하는 인간관과 세계관이 바로

우파사나 명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브라흐만이라고 명상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아와 관련된 것

이며, 허공을 브라흐만으로 명상하는 것은 신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

게 개인적인 자아와 신에 관련한 두가지 가르침이 있다.
33

32) “tad etat preyaḥ putrāt, preyo vittāt, preyo'nyasmāt sarvasmāt,

antarataram, yad ayam ātmā, sa yo'nyam ātmanaḥ priyam bruvāṇam

brūyāt, priyaṃ rotsyatīti īśvaro ha tathaiva syāt. ātmānam eva priyam

upāsīta, sa ya ātmānam eva priyam upāste na hāsya priyam

pramayukam bhavati.”[B.U.I.4.8.]

33) "mano brahmety upāsītety adhyātman athādhidaivatam ākāśo

brahmety(upāsīta), ubhayam ādiṣṭam bhavaty adhyātmam

cādhidaivataṃ ca.“[C.U.III.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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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내 심장 안에 나의 자아이다. 이것이 브라흐만이다.
34

전자의 경우는 upa-√ās의 활용 형태가 들어 있으며, 후자의 경

우는 그렇지 않다. 후자의 경우에서 梵我一如를 확인할 수 있음은

더 말할 나위 없으며, 전자의 경우에도 개인적 자아에 대한 설명

과 우주적 자아에 대한 설명을 병렬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우주와 대우주가 상응한다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브라흐만의 상징을 통한 우파사나 명상과

비교할 때 아트만에 대한 우파사나 명상은 더욱 直截的임을 알 수

있다. “내가 곧 브라흐만이다”, “내가 곧 아트만이다”
35
라고 하는

梵我一如의 인식은 頓悟的 知(Jñāna)의 영역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頓悟的 知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명상의 대상을

그 스스로의 내면 속에 具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파사나 명상의 경우에는 그 내면에 갖추어져 있는 것은 브라

흐만․아트만[브라흐만=아트만]이며, 선불교의 頓悟는 自性淸淨心이

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브라흐만․

아트만의 앎과 선불교에서 말하는 性의 자각이 동일한 구조를 띄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양자는 상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상의 기초가 되는 것이 우파니샤드의 경우에

는 형이상학적․관념적 실재임에 반하여 선불교의 경우는 性과

空[性=空]이라는 점
36
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34) “eṣa ma ātmāntar hṛdaye etad brahma."[C.U.III.14.4.]

35) B.U.4.4.12.

36) 拙稿, 선관의 대승적 연원 연구 , pp. 311-314. 참조. 대승불교에서 性은

어떻게 표현되든지 심리학적 차원의 개념임은 분명하다.



78 印度哲學 제7집

⑶ 옴에 대한 우파사나

정통 인도종교에서 옴(O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기능을 하

는가 하는 문제는 간략하나마 살펴본 바 있다. 밀교 다라니의 기

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정통 인도종교 만트라가 갖는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 결과 정통 인도종교의 만트라에는 주

술의 기능, 의례의 기능, 상징의 기능, 도구의 기능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옴’은 의례의 기능, 상징의 기능, 도

구의 기능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37
이러한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의례 중심에서 명상 중심으로의 전환을 반영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찬도기야 우파니샤드 역시 ‘의례의 기능’을

전연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38
그렇지만, 그 무게 중심이 ‘상징의

기능’과 ‘도구의 기능’으로 옮겨감을 볼 수 있다.

‘옴’이라는 음성을 udgītha[=神性의 본질]로서 명상해야 하는 것이니,

옴으로 시작하는 찬가를 노래해야 하기 때문이다.
39

그것은 본질들 중의 본질이며, 궁극적이며, 최고이며, 여덟 번째[의

본질]이니, 곧 우드기타이다.
40

‘옴’을 우파사나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옴’에 도구의

37) 여기서 ‘의례의 기능’은 의식(제식)에서 Tm이기 때문이고, ‘상징의

기능’은 옴이 브라흐만의 상징이 된다는 의미에서, 또 ‘도구의 기능’은

옴이 브라흐만과의 合一을 위한 수단(=도구)의 의미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본 것이다. 拙稿, 밀교 다라니의 기능에 대한 고찰 , 인도철학
제6집(서울 : 인도철학회, 1996), pp. 176-183. 참조.

38)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에 나타난 의례의 기능은 C.U.I.1.7-9에 자세하다.

39) “aum ity etad akṣaram udgītham upāsita, aum iti hṛdgāyati tasya

upavyākhyānam.”[C.U.I.1.1.]

40) “sa eṣa rasānāṃ rasatamaḥ paramaḥ parārdhyo'ṣṭamo yad

udgīthaḥ.”[C.U.I.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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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있음을 의미한다. ‘옴’이 도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배경에

는 ‘옴’이 궁극적 실재의 본질이며, 상징이라는 개념 정의가 내려

져 있기 때문이다. 옴을 여덟 번째라고 말한 것은 땅․물․풀․사

람․말[言], 리그 베다․사마 베다 등 일곱 가지 본질들 중의 본질

이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앞의 일곱가지 본질 보다도 더 근원

적인 본질이다. 여기서 말하는 본질 중의 본질은 곧 궁극적 실재

를 의미함은 두 말할 나위없다. 타이티리야 우파니샤드에서 “옴은

브라흐만이다”
41
라고 말한 것도 한 傍證이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궁극적 실재가 쉽게 언표될 수는 없

다. “······이 아니다, ······이 아니다”(neti, neti)라고 밖에 말할 수 없

다. 그렇지만 굳이 언어를 빌어서 나타내고자 하는 시도(=인간의

욕망)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때 이들 두 가지 입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타협안은 언어를 일상언어의 차원에서 쓰는 것

이 아니라 무의미의 언어로 비틀어 놓는 것이다. ‘옴’과 같은 언어

가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 ‘옴’ 속에는 A, U, M이라는 언어만이

아니라 ‘숨’(prāṇa)으로 상징화되는 궁극적 실재 역시 들어와 있는

것이다.
42

또한 ‘옴’에는 의미는 없지만 소리가 있다. ‘옴’이라는 소리 말이

다. 단지 소리일 뿐이며, 그 밖에는 아무런 알음알이나 해석을 허

용하지 않는 소리를 통하여, 숨어있는(감춰진) 아트만을 발견케 되

고 “위로 브라흐만의 세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43
이리하여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의 ‘옴’에는 상징의 기능과 도구의 기능이 모

두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옴’을 대상으로 하여 어떻게 우파사나를 행하였

던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
44
논자는

41) “Aum iti Brahma.”(T.U.I.8.1) 이후 ‘옴’을 아트만으로 명상하는 수행법은

정통 인도종교 안에서 보편화된다. M.U.2.2.6.

42) “tad etan mithunam aum ity etasmin akṣare saṃsṛjyate.”[C.U.I.1.6.]

여기서 ‘한 쌍’은 언어와 숨이며, 리그 베다와 사마 베다이다.

43) “sa aum iti vā ha ut vā mīyate.”[C.U. 8.6.5.]

44) Jonathan Bader, 앞의 책,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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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도기야 우파니샤드에서 그 추론의 근거를 발견해 본다. 언어와

숨의 결합이 옴이다. B.U. 4.1.2-3.은 언어도 궁극적 실재이고
45
, 숨

역시 궁극적 실재
46
라고 말한다. 물론 그같은 언급이 언어와 숨이

라는 현상이 궁극적 실재의 상징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같은 의미에 덧보태서 ‘옴’에 대한 우파사나 명

상은 숨[=호흡]에 맞추어서 옴이라는 소리를 부르라
47
는 의미가 아

니었을까? 단지 추론일 뿐이지만, 이같은 논자의 추론이 설득력을

갖는다면 염불[소리]을 통해 三昧[감관의 제어]에 이르고자 하는 念

佛禪
48
의 입장과도 상통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우파사나 명상에 대한 평가

우파나사 명상에 대한 다양한 분류 체계
49
는 이미 제시되어 있

지만, 논자는 외국학자들의 관점에 구애되지 않고 그 대상을 중심

으로 하여 셋으로 분류해 보았다. 이제 그같은 세 가지 우파사나

명상의 의미를 평가해 볼 차례이다. 먼저 세 가지 우파사나 명상

상호간의 차이점을 특수성으로 평가한 뒤, 상호간의 공통점을 보

편성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45) “언어가 브라흐만이다”, 리그 베다 1.3.21. 또 B.U.4.1.2에서는 목소리가
누구에게나 있듯이 아트만이 누구에게나 있다 라고 하여, 비유로써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다.

46) 숨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B.U.4.1.3.

47) 그 반대로 ‘옴’을 발성하면서 숨[호흡=감관]을 조절하였을 수도 있겠다.

48) 물론 염불선에 대한 개념 정립 역시 아직 미정립이지만, 여기서는

염불을 통하여 선에 들고자 하는 입장을 말한다.

49) Swāmī Gambhīrānanda, “Upaniṣadic Meditation”, The Cultural

Heritage of India 1, pp. 378-3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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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특수성 평가

첫째, 세 가지 우파사나를 각기 어떤 行法으로 볼 수 있는가 하

는 점이다. ‘X를 브라흐만으로 명상하는 것’은 일종의 觀
50
인 것으

로 논자는 판단한다. 물론, 이 때의 觀은 vipaśyāna․vitarka․vic

āra 등과 같은 분석적 관찰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늘 마음

속에 지니고 염한다는 의미에서 觀想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X'가

브라흐만의 상징이며, ’옴‘ 역시 브라흐만의 상징이라는 동일성 때

문에 ’옴‘에 대한 우파사나 역시 觀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논자는 ’옴‘의 경우 觀이라기 보다는 ’念‘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한다. 전자가 觀想되었다면 후자는 念誦, 혹은 口誦되었을 것

이기 때문이다. 念 역시 觀일 수 있지만, 이때 觀과 念의 차이는

다만 觀은 소리에 의지하지 않고 念은 소리를 의지하고 있다는 점

에 있다. 그렇다면, 아트만에 대한 우파사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知
51
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존재가 바로 브라흐만임을 아

는 것이 곧 해탈이기 때문이다. 샹카라는 이 知를 우파사나와 다

른 것으로 변별하고 있는데
52
, 논자 역시 샹카라의 견해에 따라서 ’

X'를 브라흐만으로 명상하는 우파사나만을 ‘좁은 뜻의 우파사나

명상’이라 부르고 세 가지 우파사나 명상 전체를 뜻하는 ‘넓은 뜻

의 우파사나’라 불러서 구별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본다.

50) 여기 ‘우파사나 명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선불교 전통의 입장에서

행해지고 있으므로 한자를 쓰고 있다. 그런데, 표의문자인 한자가 갖는

多義性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다. 그같은 문제점은 논자 역시 수긍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 술어를 빌어서 쓰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매우 모호한 상태로 전해오는 우파사나 명상을 평가함에

있어서 한자가 갖는 포괄성이 오히려 독단의 위험으로부터 구해줄 수도

있을 것같아서이다.

51) 이때의 知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jñāna-yoga와 같은 지혜의 의미이다.

또한 情意的 성격의 영역이 아님을 가리키기도 하다.

52) Swāmi Gambhīrānanda, “Upaniṣadic Meditation”, 앞의 책, p. 3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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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세 가지 우파사나 명상이 모두 해탈을 위한 행법이지만

다시 그러한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실 초기 우파니샤드 자체에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시켜줄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아트만에 대한 명상의 경우 修行이 결여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샹카라가 주석한 열 개의 우파니샤드에 나타난 우파사나에 대한 설

명은 수행이 어떻게 행해져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명상자에게 제공해

주는 충고를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 그 대신 그들은 매우 상세한 의

식과 자아의 정체성(identity)이 함께 찾아야 할 ‘그 神性’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주제를 묘사하고 있다.
53

샹카라의 해석과 같이 아트만에 대한 우파사나 명상을 통해

“내가 브라흐만이다” 라는 앎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生解脫(J

īvanmukti)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돈오적이어서 점수적인 行을 수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같은 비판은 아트

만에 대한 우파사나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옴’에 대

한 명상 역시 자세한 행법이 제시되지 않음은 마찬가지다. 그러

나, 이에 대해 논자는 ‘옴’이 만트라로서 구송되면서[소리], 염해졌

을[호흡] 수 있으리라 추정한다는 점은 앞서 서술한 바 있다.

셋째, 이들 세 가지 우파사나는 根機論
54
의 입장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우다파다․샹카라 등 베단타의 사상가들은

이 우파사나를 열등하거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
55
으로 평가하

였다. 그런데, 논자는 여기서 말하는 열등하거나 평범한 사람들[中

53) Jonathan Bader, 앞의 책, p. 40.

54) 베단타철학의 근기론에 대해서는 中村元, 앞의 책, p. 639. 참조. 불교의

근기론에 대한 논자의 이해는 拙稿, 普照의 淨土受容에 대한 再考察 ,

한국철학종교사상사(이리 :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1990), pp. 456-457.
참조.

55) Jonathan Bader, 앞의 책,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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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機]을 위하는 우파사나 명상은 오직 ‘X를 브라흐만으로 명상하

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옴’에 대한 우파사

나 명상은 그보다 더 낮은 근기의 사람[下根機]들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며, 아트만에 대한 우파사나는 “브라흐만을

아는 자는 브라흐만이 된다”[知卽成]
56
의 차원이므로 上根機를 위한

명상이라 평가된다. 그러니까, 아트만에 대한 명상은 難行道라 볼

수 있으며, 옴에 대한 명상은 易行道
57
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들 상호간의 회통은 설해지지 않고 있다. 會通論의 입장은 이샤

우파니샤드나 브리하드 아란야카 우파니샤드
58
에서 그 端初를 살

펴볼 수는 있으나 매우 미미한 것이고, 본격적으로 완비되기에는

아무래도 바가바드기타를 기다려야 할 것같다.59
넷째, 해탈에 이르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禪佛敎의 술어를 빌어서 말하면, 아트만에 대한 우파사나 명상은

頓悟라 할 수 있을 것이며 ‘X'를 브라흐만으로 명상하는 우파사나

명상은 漸修라 할 수 있다. 우파사나 명상은 브라흐만과 하나가

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인데, 무속성의 브라흐만에 대해서는 頓悟

的 인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유속성의 브라흐만에 대해서는 漸

修的 우파사나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한편, ’옴‘에 대한 명

상은 念佛禪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바, 念佛 역시 점진적이라는 점

56) “sa yo ha vai tat paramam brahma veda brahmaiva bhavati,

nāsyābrahma-vit kule bhavati.”[ M.U.III.2.9.] : Radhakrishnan, 앞의 책,

p. 118.

57) Swāmi Gambhīrānanda, Chāndogya Upaniṣad, p. 18. 참조. 브라흐만을

알고자 하는데 이 ‘옴’이라는 글자의 소리 이상 지름길은 없을 것이라는

카타 우파니샤드 1.2.17의 평가는 찬도기야 우파니샤드 의 ‘옴’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옴’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난행도와 이행도는 용수에

의해서 행해진 일종의 敎判인데, 정토신앙이 이행도이며 다른 교학은

난행도라 평가되었다.

58) Īśa 9 : B.U. 4.4.10. 이들 두 문장은 동일한 내용이다.

59) 바가바드기타에 나타난 會通論의 입장에 대해서는 拙稿,

바가바드기따에 나타난 까르마요가의 윤리적 조명 , 인도철학
제2집(서울 : 인도철학회, 1992), pp. 130-1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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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와 상응하는 ’옴‘에 대한 우파사나 명상 역시 돈오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⑵ 보편성 평가

세 가지 우파사나 명상의 보편적 특징 역시 넷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다. 이들 보편성은 곧 초기 우파니샤드 명상의 일반적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가장 현저한 특징은 세 가지 우파사나 명상 모두 형이상

학적 관념을 그 대상으로 삼아서 명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

라흐만과 아트만은 모두 형이상학적 원리로서, 일종의 관념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에 나타난 초기

우파니샤드의 명상은 형이상학적 명상으로서 그 철학적 기초를

有에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카타 우파니샤드
60
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감각기관이 감각대상에 이끌리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는 경우

에는 어느 정도 심리학적인 경향을 띠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찬도갸 우파니샤드는 그러한 입장이 제시되

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직 심리학적 기초 위에서 명상이 전개되

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1

둘째, 세 가지 우파사나 명상을 각기 觀․知․念으로 특징지을

수 있지만 불교의 명상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定[止] 보다는 慧[觀]

에 더욱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만큼 定의 차원

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정통 인도종교의 명상은 定에

60) Kaṭha II.1.1. : II.3.11.

61) 정통 인도철학의 명상 개념에 있어서 형이상학적 명상이 요가
수트라로 흘러가는 흐름은 심리학을 흡수하지만, 베단타의 상캬라로
흘러가는 방향은 명상의 심리학적 기반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않는다. Jonathan Bader, 앞의 책, p. 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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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이 두어지고, 불교의 명상은 定에 慧가 덧보태어진 것이라는

종래의 평가를 보다 細分할 수 있게 한다. 즉 정통 인도종교 안이

라 할지라도 초기 우파니샤드의 경우에는 형이상학적 관념에 대

한 慧가 보다 강조되었다는 점을 새로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다가 慧보다는 定이 더욱 강조되는 방향으로 전환
62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변화의 경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추적하고자 한다.

셋째, 우파사나 명상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이 달라

졌다는 점이다. 세 가지 우파사나 모두 궁극적으로는 브라흐만에

대한 앎을 통해 브라흐만이 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生天을

목적으로 한 종교적 행법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63
브

라흐만이 된다는 것은 “그 스스로 不死이며 무한자가 됨”
64
을 의미

한다. 그런 까닭에 불사가 브라흐만이나 아트만과 같은 뜻으로 쓰

인 것이다.
65

넷째, 생천에서 명상으로 종교적 행법의 목적이 바뀐 것과 함께

제례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지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제 의

례(제례)는 명상의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었으며
66
명

상을 모르고 제례만 행했을 때의 허물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오, 프라티하르트리 司祭여, 神性을 알지 않고서 그 과보를 취한다

면 그대의 머리가 떨어질 것이다.
67

62) 이러한 방향 전환이 곧 형이상학에서 심리학으로의 방향 전환과

일치한다.

63) Swāmī Gambhīrānanda, “Upaniṣadic Meditation”, 앞의 책, p. 380. 또한

우파니샤드에 이르러 종교적 행법의 궁극목적이 생천에서 지혜로

전환됨에 대해서는 Andrew O Fort, “Going or Knowing? The

development of the idea of living liberation in the upaniṣads”,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22(1994), pp. 379-390. 참조.

64) “etad amṛtam abhayam etad brahmeti.”[C.U.8.7.4.]

65) “tad brahma, tad amṛtam, sa atma." [C.U. 8.14.1.]

66) Radhakrishnan, 앞의 책, p. 418.

67) “pratihartar yā devatā pratihāran anvāyattā, tāṃ ced avidvā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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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명상을 행하는 것이다. 명상을 통

한 지혜 없이 행하는 제례는 도리어 재앙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先지혜 後제례’의 입장이 바가바드기타에 이르러 ‘지혜
의 제사’(jñānayajña) 개념

68
으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논자는 판단한

다.

4. 맺음말

정통 인도종교에서부터 始源하여 禪佛敎에 이르는 명상 개념의

변천사, 혹은 명상 개념을 실마리로 하여 인도철학사를 재구성하

려는 논자의 장기적 연구과제 속에서 본고는 그 나름의 위상을

점하고 있다.

본고는 일단 정통 인도종교의 명상 개념과 선불교의 禪은 모두

명상이라는 ‘同一한 大河’를 형성한 것으로 본 뒤, 그같은 거시적

관점 속에서 양자 사이의 세부적 차이를 조명해 보려는 방법론에

입각하고 있다. 선불교의 연원은 우파니샤드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았는데 이제 그 첫 작업으로 브리하드 아란야카 우파니샤드와

찬도기야 우파니샤드를 중심으로 한 초기 우파니샤에서 강조되고

있는 우파사나 개념을 주목하였다.

초기 우파니샤드에 나타난 우파사나 개념을 면밀히 추적한 결

과, 우파사나에는 실제 숭배와 명상의 두 개념이 중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우파사나 개념이 순수하게 명상적이라기 보

다는 숭배와 뚜렷이 구별하기 어려운 명상이라는 점을 나타내 준

다. 그 이유는 바로 외적․형이상학적 실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pratihariṣyasi, mūrdha te vipatiṣyatīti.”[C.U.I.10.11.]

68) 이에 대해서는 拙稿, 바가바드기따의 제사관 , 인도철학 제4집(서울 :
인도철학회, 1994), pp. 146-151. 참조.



초기 우파니샤드의 명상 개념 Ⅰ/ 김호성 87

때문이다. 이 점이야말로 우파사나 명상의 중요한 특성이라 할 것

이다. 숭배 개념과 명상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은 명상의 역

사 속에서 초기 우파니샤드의 명상이 차지하는 현저한 특성이 되

고 있는 것이다.

비록 우파사나에 숭배와 명상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지만 애써

명상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우파사나를 구분하여 보았다. 이

를 통해서 보다 미세하게 초기 우파니샤드의 명상 개념을 추출코

자 시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논자는 우파사나 명상이 무엇을 대

상으로 하는 명상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 결과 브라

흐만에 대한 명상, 아트만에 대한 명상, 옴에 대한 명상의 세가지

가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어떠한 사물이든지, 그러한 ‘X'

를 브라흐만으로 여기는 명상과 아트만에 대한 명상은 각기 우파

니샤드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인 梵我一如사상과 연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옴에 대한 명상 역시 옴을 브라흐만으로 여기는 명

상이므로 브라흐만에 대한 명상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옴에 대한

명상이 하근기를 위한 易行道로서 설해진 것이며 아마도 念誦[=口

誦]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따로이 분류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우파사나 명상 상호간에는 차이점과 공통점이

동시에 확인된다. 먼저, 이들 세 차원의 우파사나가 갖는 차이점

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as)브라흐만觀중근기漸修

우파사나 아트만 知상근기頓悟

옴念하근기念佛禪

비록 이들 세 가지 우파사나 명상을 모두 우파사나 명상이라

하고 있지만, 논자는 가장 우파사나다운 우파사나는 ‘X'를 브라흐

만으로 여기는 명상이라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트만에 대한

명상의 경우는 바로 頓悟的 知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샹카라의 경우는 이러한 知, 곧 生解脫을 우파사나와 분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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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옴에 대한 명상 역시, 그것이 실제로 만트라로서 念誦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근기를 위한 漸修로서의 우파

사나와는 아무래도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이들 세 차원의 우파사나가 공히 갖고 있는 보편성이야말

로 초기 우파니샤드 명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

째, 형이상학적 관념을 대상으로 한 명상으로서 그 철학적 기반을

有에 두고 있다. 둘째, 定慧觀의 입장에서는 定 보다는 慧 위주라

는 점, 후대의 요가에서 볼 수 있는 定的인 명상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종교적 행법의 목적이 生天이 아니라 브라흐만을 알

고 브라흐만이 되는 데 있다. 넷째, 제례의 중요성이 약해지고 지

혜 없는 제례가 비판된다.

이러한 보편성을 선불교의 그것
69
과 대비함으로써 그 특징을 더

욱 부각시키고자 하는데,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철학적 기반 목적 儀禮觀 定慧觀 특성

우파사나 有 梵知 명상 > 의례 慧 형이상학적

선불교 空, 性 見性 명상 > 의례 定+慧 심리적

결론적으로 말하면, 형이상학적 명상, 慧에 치우친 명상으로 출

발한 명상의 大河가 여러 갈래의 屈曲을 겪으면서도 마침내 禪으

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양자 사

이에 공통적인 것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 강도에서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형식적 의례주의로부터 벗어나려 한다는 점이며,

그 나머지는 모두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69) 선불교의 보편적 특징에 대해서는 拙稿, 선관의 대승적 연원 연구 , pp.

309-317.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