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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수*1

Ⅰ.

머리말

붇다의 출현 이전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베

* 李芝洙 :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인도철학 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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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따 철학(Vedānta-darśana)은 힌두의 여러 철학체계들(ṣaddarśana,

六派哲學) 가운데서도 가장 커다란 활력을 가지고 살아있으며, 힌두

들의 인생관, 세계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람 모한 로

이며 타고르, 라다끄리쉬난 등 현대인도 사상가들의 사상체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도 베단따 철학이며, 빤디뜨라고 불리우는

전통적 학자들의 대부분이 베단따 학도들이다. 베단따는 또한 힌

두교 교리에 주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베단따 철학은

힌두 철학의 극치이며, 힌두 사상의 가장 충실한 표현이다.

베단따의 여러 학파들 가운데서도 특히 샹까라에 의해 정립된

不二的 베단따는 불교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으며, 대승불교의

사상과 여러 면에서 비교할 만 하다.

‘베다(Veda)’와 ‘안따(anta)’의 합성어인 ‘베단따(Vedānta)’는 ‘안따

(end)’가 끝이라는 뜻과 목적이라는 뜻을 갖기 때문에 그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베다의 끝 부분을 이루는 우빠
니샤드를 가리키며, 다른 하나는 베다의 목적, 궁극적 취지를 뜻
한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 의미이고 후대에 발전된 학파명으로

서의 베단따는 우빠니샤드를 뜻하는 ‘베단따’의 의미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긴 하나 다만 우빠니샤드의 철학만을 가리키는 것
이 아니라 그 외에 바가와드 기따, 브라흐마 수뜨라의 셋을

학적 토대(prasthāna-traya)로 삼고 있다. 그러나 바가와드 기따의
토대가 되는 사상들이 이미 우빠니샤드속에 있고, 브라흐마 수
뜨라는 우빠니샤드의 사상을 체계화하고 통일적으로 해석하려
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때 우빠니샤드가 베단따 철학의 바탕
임은 부정할 수 없다.

베단따 학파는 우빠니샤드를 天啓書(śruti)로 전제하고서 그것

을 진리의 기준, 즉 聖言量(śabda-pramāṇa)로 믿는데서 출발하여,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잡다한 사상들, 그리고 때로는 상충되는

구절들과 교설들을 일관되게 해석하여 체계화시키려는 일군의 철

학자들에 의해 형성된 사상체계로서, 우빠니샤드의 사상을 계승
하고 발전시킨 유일한 정통적 힌두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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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빠니샤드를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베단따

체계는 수개의 학파로 분파되었으며, 샹까라(Śaṅkara)의 不二論(A-

dvaita), 라마누자(Rāmānuja)의 制限不二論(Viśiṣṭādvaita), 마드마(Ma-

dhva)의 二元論(Dvaita), 님바르까(Nimbarka)의 異不異論(Bhedābheda),

왈라브하(Vallabha)의 純正不二論(Śuddhādvaita)의 다섯 학파가 전해

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류를 이루는 것은 샹까라의 不二論이며, 본고의

목적은 브라흐마 수뜨라Ⅰ.ⅰ.1-4에 대한 그의 주석서(Bhāṣya)
를 통해 그의 사상의 일단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브라흐마
수뜨라의 처음 네 수뜨라는 특히 ‘catuḥsūtrī’로 별칭되며 논서에
대한 입문 부분에 상당한다. 와짜스빠띠는 이 네 수뜨라에 대한

샹까라의 Bḥāsya 에 대한 復註인 Bhāmatī를 저술했다. 본고에선

Ⅰ에서 S. 1, 2, 3을 다루고 Ⅱ에서 S. 4에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다루고자 한다.

텍스트의 이해에 있어서 Pandit Har Dutt Sharma의 Brahma-

sūtra-catuḥsūtrī (Poona Oriental Series No. 7; Poona: Poona Oriental

Book Agency, 1967)에 크게 도움받았음을 밝힌다. 그리고 각주에서

원전의 인용에 사용된 텍스트는 Complete Works of Sri Sankara-

charya. Vol. Ⅶ. Brahmasutra Bhashya (Madras: Samata Books, 198

3)이며 SBha로 표기했다.

1. 브라흐마 수뜨라에 대해

베다의 끝부분을 이루는 우빠니샤드는 단일 저자에 의해

씌여진 단일 문헌이 아니라 釋尊 전후 수 백년에 걸쳐 형성된 백

여종(그중 13～18종이 특히 중요시된다)의 문헌군으로서, 그 내용도 일

관되고 체계적인 것이 아니라 신화, 전설, 秘說, 呪法 등 소박하고

비철학적인 것부터 고도로 발달된 형이상학, 신비사상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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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극히 복잡다양하다.

전통적인 제식 만능주의적 가치관, 세계관에 만족하지 못하는

새 시대의 지식인들 사이에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회의가

싹텄고,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에 대한 모색과 탐구의 결과를 반

영한 것이 우빠니샤드이므로 전체적인 성향이나 공통된 특징은
발견되어도 논리적으로 일관된 체계는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빠니샤드를 중시했던 일군의 聖典학자들 사이에

서 우빠니샤드에 통일적인 해석을 부여하고 논리적으로 일관된
체계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들이 최초의 베단따 학자

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우빠니샤드의 사상을 체계화
하려는 그들의 시도에 있어 당연히 자신의 특정한 관점에서 해석

하게 되었고, 그 결과도 역시 우빠니샤드의 내용 만큼이나 다양
할 수밖에 없었다.

바다라야나(Bādarāyaṇa BC. 1-2 C)의 브라흐마 수뜨라(Brahma-
sūtra, 이후 <BS>로 略)도 그러한 시도 가운데 하나로서, 7백 여년에

걸친, 베단따 학파의 많은 학자들의 활동을 배경으로 AD. 400-50

0 년경 현재의 형태로 편찬된 베단따 학파의 근본 텍스트이다. <

BS>는 우빠니샤드에 관해 이전의 학자들이 가한 여러 가지 해
석, 철학적 문제에 대해 제시한 여러 학설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비판하여 하나의 체계로 조직한 문헌으로서, 베단따는 <BS>와

더불어 비로소 명확한 형태를 갖춘 학파로서 성립되었다.

<BS>는 브라흐마 수뜨라, 혹은 샤리라까 수뜨라(Śarīraka-
sūtra)라고도 불리우며, 저자는 BC. 1-2 세기경의 바다라야나로 전

해지고 있다. 전체는 4編(adhyāya)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編은 다

시 4章(pāda)으로 구성되어 모두 16章이 된다. 각 章은 다시 여러

개의 주제(adhikaraṇa)로 구분되며, 각 주제는 수 개의 수뜨라(sūtra)

로 이루어진다. 주제의 수는 주석자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 일정치

않으나 대략 190개 정도이며, 수뜨라의 전체 수는 555개이다. 수

뜨라는 언어를 극히 아껴서 2～10마디로 매우 함축적으로 표현하

므로 주석의 도움 없이는 거의가 이해하기 어렵다. <BS>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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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가장 오랜 주석인 샹까라의 Bhāṣya도 <BS>편찬 후 수

세기가 경과된 후의 것이므로 <BS>의 원어를 충실히 전하고 있

는지는 의문이다.

<BS>에 대한 주석은 샹까라 외에도 10여종이 된다. 앞에서 말

한 라마누자 등 대표적인 학파의 창시자들 외에도 브하스까라(AD.

1000), 야다와 쁘라까샤(AD. 1000), 쉬리깐타(AD. 1270), 쉬리빠띠(AD.

1400), 위갸냐빅슈(AD. 1600) 등의 주석이 전해지며, 이 주석에 대한

復註들도 있다.

현대에 들어 초기 단계에선 <BS>와 주석의 구분 없이 샹까라

의 주석을 통해 <BS>를 이해하고자 했으며, P. 도이센의 Das S-

ystem des Vedānta가 그 예이다. G Thibaut는 <BS>를 샹까라

와 라마누자의 주석을 비교하여 해석했으며, V.S. Ghate는 2인의

주석 외에도 님바르까, 왈라브하의 주석도 사용하였다. 中村 元은

그의 ブラフマ-ストラの 哲學에서 샹까라, 브하스까라, 라마누

자의 주석을 참조하였다.

<BS>는 1. samanvaya(일관된 조화) 2. avirodha(무모순), 3. sād-

hana(성취수단), 4. phala(결실)의 4編으로 구성된다. 제 1편은 우빠
니샤드전체가 궁극적 실재와 가치로서의 브라흐만을 중심주제로
함을 입증하고자 하며, 제 2편은 위의 견해가 다른 체계나 성인의

저작과 모순되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제 3편은 브라흐만 실

현의 수단을 제 4편은 브라흐만 인식의 결과를 다룬다.

中村 元은 <BS>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관했다.
1

제1편

제1장 S. 1-19: 총론

S. 20-31: 찬도갸를 비롯한 제 우빠니샤드의 문구들을
제2·3장 구들을 고찰, 모두가 브라흐만을 가르치는 것이

며, 근본원질, 개아, 신격, 원소 등을 가르치는

1) 中村 元. ブラフマ-ストラの 哲學(東京: 岩波書店, 昭和 三十二) pp.

113～5참조.



94 印度哲學 제7집

것이 아니라고 주장.

제4장 우빠니샤드 가운데 샹캬설을 가르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을 구명.

제2편

제1장 샹캬(數論)학파의 논란에 대한 반박

제2장 타학파의 학설에 대한 반박

S. 1-10: 샹캬설에 대한 반박

S. 11-17: 와이세시까(勝論)설에 대한 반박

S. 18-31: 불교설에 대한 반박

S. 33-36: 자이나 교설에 대한 반박

S. 37-41: 獸主派의 설에 대한 반박

S. 42-45: 바가와따파의 설에 대한 반박

제3장 S. 1-15: 세계의 발전과 형성

S. 16-43: 個我論

제4장 細身(liṅga-śarīra)論

제3편

제1장 윤회의 상태

제2장 個我와 最高我의 관계

S. 1-10 : 의식과 상태들(夢眠, 熟眠, 기절)

S. 11-41: 브라흐만론

제3장 念想(vidyā)論

제4장 수행자의 실천생활

제4편

제1장 S. 1-12: 念想의 실천

S. 13-19: 선악업과 해탈과의 관계

제2장 知者(vidvas)의 죽음

제3장 知者가 사후에 나가는 길

제4장 해탈
2

2) <BS>의 전체 내용에 대한 더욱 상세한 개관을 위해선 Eliot Deutsch and

J. A. B. van Buitenen, A Source Book of Advaita Vedānta (Honolulu: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pp. 544-6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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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샹까라(Śaṅkara)의 不二論

샹까라(Śaṅkara, AD. 788-820)가 힌두교와 힌두철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대승불교에서 용수(나가르쥬나)나 세친(와수반두)이 차지하는

위치에 비견된다. 용수와 무착, 세친이 대승불교의 철학적 기반을

확립시켰듯이 샹까라는 힌두교 철학의 기반을 확립시켰다.

위에서 샹까라를 용수나 무착, 세친에 비교했지만 샹까라의 사

상은 대승불교 사상과 적지않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대승불교

의 특성을 한마디로 나타낸다면 ‘번뇌즉보리’, ‘생사즉열반’, ‘心佛

及衆生 是三無差別’ 등으로 표현되는 不二(advaya) 사상인데, 샹까

라의 사상도 한 마디로 不二論(Advaita-vāda)으로 불린다. 샹까라의

사상은 ‘유일한 실재는 브라흐만(梵)이며, 세계는 착오이다. 개아는

바로 브라흐만 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Brahma satyaṁ jagan-mithy-

ā jīvobrahmaiva nāparaḥ.)라는 말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서 세계와

個我(jīva)는 유일한 실재인 브라흐만 혹은 아뜨만과 다르지 않다

(不二)는 것이다. 용수는 다양하게 현현된 현상계 즉 5蘊, 12處, 18

界로 분석되는 一切法을 空이라고 규정지었고, 세친은 萬法을 다

만 허망분별의 識(唯識), 혹은 遍計所執性이라고 규정지었듯이, 샹

까라는 그것을 마야(māyā), 혹은 無明(avidyā)이라고 불렀다. 대승

철학의 토대가 空說(śūnya-vāda)이듯이 샹까라의 철학의 토대는 마

야說(māyā-vāda)이다.

不二로 번역된 범어 ‘advaita’는 부정접두어 ‘a-’와 ‘나뉘어진 것

(divided)’, ‘분리된 것(seperated)’을 의미하는 ‘dvaita’의 복합어로서,

나뉘어지지 않는 것(non-divided), 둘이 아닌 것(non-dual)을 뜻한다.

‘하나’(一)는 ‘다수’에 대한 상대적 개념인데 대해, 不二는 一과 多

의 대립과 상대를 넘어선 절대자(the Absolute)를 가리킨다. 궁극적

으로 실재하는 것은 절대자인 브라흐만(Brahman, 梵) 뿐이며, 객관

적인 세계(jagat, prapañca, 혹은 nāma-rūpa)와 個我(jīvātman)는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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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만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실재가 아니라 바로 그 브라흐만의

假現(vivarta, appearance) 일 뿐이며, 본질적으로 브라흐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샹까라의 不二論의 요제이다.

샹까라의 불이론은 모든 사상이 그렇듯이 돌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서서히 형성되고 발전

해 오다가 샹까라라는 천재에 의해 정교한 하나의 체계로서 확립

되기에 이르렀다. 다양한 현상 너머에 있는 통일적이고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모색은 이미 리그베다가운데서 발견된다. 리그베
다(Ⅰ.164, 46)는 ‘하나인 것에 현인들은 여러 가지 명칭을 부여한
다. 그들은 그것을 아그니, 야마, 마따리완이라고 부른다’.

3
고 말한

다. 源人歌(puruṣasūkta) (Ⅹ. 90. 1-3)는 이 우주가 천 개의 머리와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발을 가진 뿌루샤의 자기 희생(제사)로부터 창

조되었으며, 源人의 1/4은 우주에 내재하고 그 3/4은 초월해 있다

고 말한다. 源人은 다양한 현상계 내지 세계의 근원으로서 내재적

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단일한 실재를 상징하고 있다. 不二論의

핵심을 시사하는 또 다른 찬가로서 有無歌(Nāsadīya sūkta) (Ⅹ. 129)

를 들 수 있다. 우주의 근원을 모색하는 르시(ṛṣi, seer)는 ‘그때엔

존재도 비존재도 없었다. 공기도 채워진 공간도 그 너머의 허공도

없었다. 무엇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는가? 어디에? 누구의 방호

하에?’ 라고 물으면서 이 대립과 구분의 세계가 그로부터 기원된

‘저 단일자’(Tad ekam)를 추구하고 있다.

현상계의 다양한 힘을 상징하는 남신과 여신들 넘어에 보다 근

원적인 존재로서 위슈와까르만(Viśvakarman), 브라흐마나스빠띠(B-

rahmaṇaspati) 같은 유일신이 등장하기도 했고, 祭儀書(Brāhmaṇa)시

대(B.C. 1000-800)에 와선 우주의 근원적인 힘을 ‘브라흐만’(Brahma-

n)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우주의 근원적인 힘인 브라흐만은 우주

의 법칙이자 질서인 르따(ṛta)와 상응하는 제사행위(yajña, karma)에

3) Ekaṃ sad viprā babudhā vadanti

Agniṃ yamam mātariśvānam āhu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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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도달되고 또 통제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사의 지

식을 알고 제사행위를 전담한 사제를 브라흐마나(=바라문)라고 불

렀고, 그러한 바라문의 힘은 신들보다도 더 큰 것으로 믿어졌다.

그런데 아란야까의 과도기를 거쳐 베다의 끝(베단따)을 차지하
는 우빠니샤드에 이르러서 과거와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나타났다. 제의서시대엔 제사행위(karma)에 의해 공덕(dharma)을
쌓음으로써 현세와 내세의 복락과 번영을 얻는 것이 최고의 목적

이고 가치였으나 우빠니샤드기에 들어서면서 無智(avidyā)와 인

과업보 관념에 바탕한 윤회(saṁsāra), 그리고 智(vidyā)에 의한 무

지의 소멸과 윤회로부터의 해탈(mokṣa)의 관념이 중심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내세에 하늘(svarga)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人,

天을 포함한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브라

흐만이라는 힘을 통제하려는 제사행위(karma)가 아니라 궁극적 실

재인 브라흐만(Brahman)을 앎으로써 브라흐만 자체가 되는 것이

삶의 궁극적 목적과 가치가 되었다. 더욱이 브라흐만은 바깥의 객

관적인 세계에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인간 내면 깊이 감추어져

있는 아뜨만(眞我)에서 발견된다는 梵我一如 사상이 우빠니샤드
의 비밀스러운 가르침(gūhya-deśana)이며, ‘제자가 스승 가까이 앉

음’을 의미하는 우빠니샤드의 취지는 이 위대한 진리를 자격있
는 제자에게 비밀스럽게 전수하는 것이었다. 궁극적 실재인 브라

흐만이 바깥에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내면에 있다

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문구인 ‘Tat-tvam-asi’(그대가 곧 그것이

다), ‘Ahaṁ-Brahmo' smi’(나는 브라흐만이다)등을 大文章(Mahāvākya)

이라고 부른다. 우빠니샤드에서 등장한 무지와 인과응보, 윤회,
그리고 智와 요가, 해탈의 관념은 이후의 모든 인도철학과 종교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우빠니샤드는 베다의 끝(anta)이자 또 베다의 궁극적 취지, 목
적(anta)이라는 두 가지 의미에서 ‘베단따’(Vedānta)라고 불리운다.

그 우빠니샤드의 내용을 해석하고 체계화시키려는 의도로부터

발전된 학파가 베단따 학파이며, 베단따 학파의 철학자인 바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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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Bādarāyana)에 의해 작성된 베단따 학파의 최초의 문헌이 브
라흐마 수뜨라(Brahma-sūtra)이다. 베단따 학파의 바탕을 이루는

텍스트는 우빠니샤드이지만, 그 외에도 바가와드 기따, 브라
흐마 수뜨라를 포함한 세 텍스트를 베단따 학파의 세 토대(prast-
hāna-traya)라고 부른다.

샹까라는 만두끼야 까리까(Māṇḍukya-kārikā)에서 우빠니샤
드를 不二的으로 해석한 가우다빠다(Gauḍapāda)의 사상을 이어받

아 위의 세 텍스트를 不二論的으로 해석하여 不二的 베단따의 체

계를 완성하였다.

이 텍스트들에 대한 해석에 라마누자의 제한적 불이론(Viṣiṣṭād-

vaita), 마드와의 이원론(Dvaita) 등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상까

라의 不二的 해석이 가장 정통적이고 정확한 것으로 평가되며, 오

늘날 힌두사상가의 대부분은 샹까라의 不二的 베단따에 속하거나

그에 바탕을 둔 재해석 내지 다소간의 수정이라고 볼 수 있다.

샹까라에 따르면 유일한 실재는 브라흐만, 곧 아뜨만 뿐이다.

우리가 실재라고 믿는 다양한 모습의 현상계(prapañca, nāma-rūpa)

는 무명(avidyā) 혹은 마야(māyā)의 힘에 의해 假現된 것이다. 마치

어두움 때문에 새끼줄이 가리워져 그 위에 뱀의 모습이 나타나듯

이 무명의 힘이 실재인 브라흐만을 가리우고 그 위에 투사한 것

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이 현상계이다.

브라흐만(梵), 즉 아뜨만(眞我)은 아무런 속성이 없으며(nirguṇa),

감각적 경험이나 개념적 사고로 파악되지 않는 존재이므로 언어

로써 한정되거나 규정지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빠니샤드에선
그것을 ‘네띠 네띠’(neti, neti), 즉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라

고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브라흐만은 인식주관에 대립된 대상이

아니라 주관-객관의 대립을 넘어선 무분별 삼매(nirvikalpaka-samā-

dhi) 가운데서의 신비체험에 대한 명칭이다.
4

브라흐만 자체는 모든 언어와 개념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존재

4) Eliot Deutsch, Advaita Vedānta (Honolulu: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69)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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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그 신비체험의 내용을 ‘사뜨-찟뜨-아난다’(sac-cid-ānanda)

즉 존재-의식-희열로 표현한다. 브라흐만은 존재론적으로 유일하

고도 궁극적인 실재이며, 인식론적으론 주·객의 대립을 넘어선 순

수의식이고 가치론적으론 최고의 목적이자, 완전한 만족과 至福의

상태이다. 또 브라흐만을 ‘satyam-jñānam-anantam’ 즉 ‘실재-智-

무한’이라고도 말하며
5
, ‘브라흐만은 아난다(희열)이다.’

6
라고도 하는

데, 그 의미는 ‘sac-cid-ānanda’와 다름이 없다. ‘무한자’(ananta)만

이 참다운 만족과 희열일 수 있으며, 또 희열 속에는 존재와 의식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흐만을 ‘희열’만으로 묘사하기도 한

다. 이와같이 브라흐만 체험의 내용을 서술한 ‘sac-cic-ānanda’를

브라흐만에 대한 본질적 정의(svarūpa-lakṣaṇa)라고 한다. 존재, 의

식, 희열은 브라흐만의 속성이 아니라 브라흐만 체험의 본질(svar-

ūpa)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브라흐만과 이 세계와의 관계에서 브라흐만을 정의한

것을 비본질적, 혹은 偶有的 정의(taṭastha-lakṣaṇa)라고 한다. 이것

은 브라흐마 수뜨라Ⅰ.ⅰ.2에서와 같이 브라흐만을 ‘이 세계의

창조와 유지와 파괴의 원인’으로서 규정하는 것이다. 이 세계는

마야 혹은 무명의 힘(śakti)에 의해 假現된 것이므로 브라흐만의 본

질이 아니고 따라서 실제로 브라흐만이 이 세계의 원인이 아니지

만, 무명에 조건지워진 인간의 경험적 차원에선 브라흐만이 세계

의 창조, 유지, 파괴의 원인으로 보인다. 그 브라흐만은 全知性, 全

能性, 遍在性 따위의 속성을 지닌 유속성 브라흐만(Saguṇa-Brahma-

n)이며, 다른 말로는 ‘이슈와라’(Īśvara, 主宰神)이다.

무속성과 유속성의 두 가지 브라흐만이 있는 것은 아니며, 브라

흐만은 오직 단일한 실재이지만 인간의 인식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주·객의 이원성을 초월한 무분별 삼매에서 체험

되는 것이 무속성 브라흐만이라면 주관과 대상의 이원적 분열 속

에서 유한한 인간에 대해 전지, 전능하며 자비로운 主宰神으로 경

5) Taittirīya Up. Ⅱ.1.

6) Ibid. Ⅲ.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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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되는, 그리고 신앙과 봉헌, 사랑 즉 박띠(bhakti)의 대상이 되는

브라흐만이 유속성 브라흐만이다. 전자를 높은 차원의 브라흐만(

para-Brahmana), 후자를 낮은 차원의 브라흐만(apara-Brahman)이라

고도 부른다. 전자는 불교에서 法身佛에, 후자는 報身佛에 상응하

며, 이슈와라인 위슈누의 化現(avatāra)인 끄리쉬나는 역사적인 석

존, 즉 化身佛에 상응한다. 상까라는 비인격적인 절대자로서의 브

라흐만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것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유속성적, 인격적인 이슈와라에 대한 信愛도 수용하였다.

유속성 브라흐만, 혹은 이슈와라는 마야(māyā)에 조건지워진, 마

야와 연합된 브라흐만이다. 샹까라는 마야를 무명(avidyā)과 동어

의로 사용하며, 마야는 단순히 幻影(illusion)이나 단지 부정적인 것

이 아니라 적극적인 창조적 힘(māyā-śakti)이다. 마야=무명은 두

가지 힘을 갖고 있는데, 실재(브라흐만)를 가리는 힘(āvaraṇa-śakti)

과 비실재를 투사하는 힘(vikṣepa-śakti)이 그것이다. 마치 새끼줄-

뱀의 착각에서 실재하는 새끼줄이 가리워지고 뱀의 형상이 그 위

에 투사되듯이 무명=마야의 힘이 실재인 브라흐만을 가리고(āvar-

aṇa) 그 위에 객관적인 세계와 個我를 투사함(vikṣepa)으로써 경험

적 현상계가 나타난다.

브라흐만 자체는 시간, 공간, 인과율에 속박되지 않는 초월적

실재이나 마야에 바탕한 이 세계와의 관계에선 인과의 범주로써

설명된다. 인도철학의 인과론은 크게 因中無果論(astkāryavāda)과

因中有果論(satkāryavāda)로 이분된다. 전자는 결과가 원인 가운데

없는 새로운 것의 발생이라는 주장으로서, 불교, 미망사 학파, 정

리-승론학파가 이에 속한다. 후자는 결과란 이미 원인 가운데 있

는 것의 나타남이라고 주장하며, 샹캬와 不二的 베단따 학파가 이

에 속한다. 因中有果論은 다시 샹캬의 轉變說(pariṇāmavāda)과 不二

的 베단따의 假現說(vivartavāda)로 갈라진다. 전변설은 마치 금으로

부터 금팔찌, 금반지 등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결과란 원인이

실제로 변형된 것(transformation)이라고 주장하며, 假現說은 새끼줄

에 바탕하여 뱀의 모습이 나타나듯이 결과는 원인이 거짓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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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false appearance)이라고 주장한다. 샹까라의 가현설(vivartavāda)

은 마야설의 논리적 귀결이다. 이 세계(jagat)와 個我(jīva)는 마야와

연합된 브라흐만, 즉 유속성 브라흐만=이슈와라의 창조력(māyā-

śakti)에 의해 일시 假現된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적 실재성(pāramārthikta-sattā)은 오직 브라흐만 즉

아뜨만뿐이며, 마야가 가현시킨 세계는 다만 경험적 실재성(vyāv-

akārika-sattā)만 가질 뿐이다. 경험적 현상계인 이 세계는 브라흐만

의 智가 획득되기 전까지는 실재로서 인식되고 집착되지만 브라

흐만-智와 더불어 파기되는(bādhita, sublated) 실재이다. 마치 새끼

줄이 가려지고 뱀의 착각이 지속되는 한 뱀이 실재로 인식되지만

새끼줄의 인식이 일어나자마자 뱀의 인식이 파기되는 것과 같다.

‘이 세계가 마야이다,’라는 것은 브라흐만이라는 궁극적 실재를

실현한 차원에서의 깨달음이고 일상적 경험적 차원에선 이 세계

나 개아 모두 실재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브라흐만 차

원에선 실재가 아니고(na sat), 또 경험적 차원에선 비실재도 아니

다(na asat). 마야와 그 마야의 결과인 이 세계는 실재라고도 말할

수 없고(非有), 비실재라고도 말할 수 없는(非無), 不可規定的인 것(

sad-asad-anirvacanīya)이다. 새끼줄-뱀의 착각에서 뱀은 새끼줄처럼

실재도 아니지만 착각이 나타나는 한에선 비실재도 아닌 것과 같

다. 이상의 두 가지 실재성 외에 꿈이나 새끼줄-뱀의 착각에서 나

타나는 影像的 실재(prātibhāsika-sattā)가 있다. 여기서 뱀은 경험적

차원에서도 착각으로 인지될 수 있다. 그러나 새끼줄은 브라흐만

智가 떠오를 때 비로소 비실재로서 인식된다.

唯識의 三性說과 비교해 보면, 브라흐만은 圓成實性에, 마야는

허망분별의 識인 依他起性에, 그리고 경험적 실재와 착각적 실재

의 둘은 遍計所執性에 상응한다. 또 中論의 二諦說과 비교해보면

브라흐만이라는 궁극적 실재(pāramārthika-sattā)는 勝義諦(pāramārtha

-satya)에 그리고 경험적 실재, 착각적 실재는 世俗諦(saṁvṛtti-satya)

에 대응된다. 그리고 브라흐만=아뜨만은 불교의 眞如, 空性, 法界,

實際의 개념에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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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까라에 있어 마야의 개념이 차지하는 위치는 불교에서 緣起

나 空의 개념이 차지하는 위치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므로 불교

를 연기설이나 空說이라고 부르듯이 샹까라의 철학을 마야說(māyā

vāda)이라고 부른다. 마야의 다른 이름은 무명(avidyā)이고, 샹까라

는 무명을 假託(adhyāsa, super-imposition)이라는 개념으로 풀이한다.

假託은 마야, 혹은 무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x를 x

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것 다시 말하면 x에 x가 아닌 것이 거

짓 나타남(anyasya anyadharmāvabhāsaḥ) 혹은 x에 x가 아닌 y를 덮

어씌우기(super-impostion)이다.
7
세친의 唯識三十頌제 1송에서 ‘識

轉變(vijñna-pariṇāma)에 비실재의 我와 法을 假說(ātma-dharma-upac

-āra)한다’고 할 때 假說(upacāra)은 假託(adhyāsa)에 상응하는 개념

이다.

샹까라는 ‘我’의 관념(asamat-pratyaya)과 ‘너’의 관념(yuṣmat-prat-

yaya)을 대립시켜 전자가 가리키는 순수의식, 참 나(眞我)와 후자가

가리키는 非我(non-Self), 비의식을 구분짓지 못하고 양자를 同一化

하는 것이 바로 무명, 혹은 adhyāsa라고 말한다. 그리하며 신체,

감관, 생기(prāṇa), 마음(manas), 혹은 재산, 처자 등을 나 혹은 나의

것으로 착각함으로써 생사의 윤회와 苦에 속박되는 삶을 지속하

는 것이다. 智(vidyā, 혹은 明)란 참 나, 즉 아뜨만(我)과 아뜨만이 아

닌 것(非我)을 구분지음으로써 我에 非我를 가탁하여 我와 非我를

동일화시키는 착각을 소멸시킨다. 불교에서 신체(色), 느낌(受), 표

상(想), 의지(行), 의식(識)의 다섯 가지를 我가 아니라고(五蘊無我) 가

르치듯이, 베단따도 신체(食所成藏), 생기(生氣所成藏), 意(意所成藏), 識

(識所成藏) 등을 아뜨만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요컨대 adhyāsa란 비

실재를 실재와 동일화시키는 마야의 작용이다.

不二의 궁극적 실재인 브라흐만이라는 바탕(adhiṣṭhāna)에 마야=

무명의 힘에 의해 主宰神(Īśvara)과 個我(jīva)와 세계(jagat)가 假託(

adhyāsa)되어 실재처럼 나타나지만, 브라흐만=아뜨만의 智에 의해

7) SBha.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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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이 소멸되면 이 셋도 사라지고 오직 梵=我만이 남는다. 그러

므로 主宰神과 個我와 세계는 브라흐만의 假現으로서 브라흐만과

분리된 독립된 실재가 아니다(advaita).

브라흐만 자체의 창조력인 마야에 연합된 브라흐만인 이슈와라

는 ‘마야의 主’(māyāpati)로서 마야의 은폐력에 의해 장애받지도 않

고, 또 투사력을 통제하여 한편으론 객관적인 세계(물질계)와 다른

한편으론 個我(jīva)를 현현시킨다. 이슈와라는 무명에 조건지워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실재이며 우주적 인격으로서 한편

으론 이 우주에 내재하여 그것을 통제하는 內制者(Antaryāmin)이면

서 다른 한편으론 우주를 초월한 자이기도 하다.

이슈와라는 이와같이 마야와 연합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에 장애

되거나 통제당하지 않는 全知, 全能, 遍在의 인격신임에 대해 個我

는 마야의 산물인 감관, 마나스(意), 아함까라(我慢), 知(buddhi) 등의

內的 기관(antaḥkaraṇa)이라는 외적 조건(upādhi)에 한정지워진 브라

흐만=아뜨만이다. 이슈와라는 마야의 구성 요소(guṇa) 가운데 오

직 純性(sattva)과만 연합되어 있는데 반해 個我는 動性(rajas), 暗性

(tamas) 모두에 한정되므로 자기의 참된 본성을 망각하고 착각과

속박 속에 윤회한다.

그러므로 個我는 주관-객관 복합체(subject-object complex)인데,

그 중 주관적 요소는 순수의식이며 브라흐만=아뜨만으로서 이것

을 觀照者(sākṣī)라고 부른다. 객관적 요소는 마야의 소산이면서 아

뜨만을 한정짓는 신체-감관-생기 등의 물리적, 비의식적 요소이

다. 이 두 요소가 결합된 것이 바로 행동주체(kartṛ)이며 인식주체

(pramātṛ)이고 경험주체(bhoktṛ)로서의 個我이다. 이와같이 이슈와라

(主宰神), 지와(個我), 그리고 자가뜨(世界)는 모두 유일한 실재인 브

라흐만에 가탁된 것으로서, 경험적 차원(vyāvahārika)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실재성의 정도에 있어선 이슈와라가 가장 크고 다음

이 個我, 마지막이 물질적인 세계이다. 마야의 主인 이슈와라는 윤

회에서 벗어나 있으나 마야의 노예인 지와(個我)는 자기 본성이 곧

아뜨만=브라흐만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윤회의 굴레에 속박되어



104 印度哲學 제7집

있다.

불교와 마찬가지로 샹까라 베단따의 궁극적 목적은 다만 善과

공덕(dharma)을 지어 현세와 내세에 복락(abhyudaya)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사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mokṣa)이다. 그리고

불교에 있어서 해탈, 혹은 열반이 ‘一切法의 無我, 緣起性, 혹은 空

性, 唯識性을 깨달음(bodhi)으로써 無明이 소멸하고 眞如, 法界를 실

현하는 것이라면, 샹까라의 베단따에 있어서 해탈이란 個我(jīva)의

본질이 곧 브라흐만=아뜨만임을 체현(Ātma-bodha)함으로써 무명을

소멸시키고(avidyā-nivṛtti), 더 이상 거칠고(sthūla), 미세하고(sūkṣuma),

원인적(kāraṇa) 신체(śarīra)에 속박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

므로 샹까라는 해탈을 ① 브라흐만의 실현(Brahma-bhāva), ② 무지

의 소멸(avidyā-nivṛtti), ③ 영구적인 비신체성(nityam aśarīratvam)의

셋으로 정의했다. 이 셋은 동일한 것의 다른 표현으로서, 브라흐

만의 실현과 무명의 소멸, 그리고 해탈은 동시에 일어난다.
8

불교에서 열반=해탈이 곧 眞如 혹은 法界이듯이 샹까라의 베단

따에 있어서 해탈은 곧 브라흐만(梵) 즉, 아뜨만(我)이다. 그리고

불교에서 열반을 常(nitya), 樂(sukha), 我(ātman), 淨(śuddha)이라고

하듯이 베단따에서 브라흐만은 곧 아뜨만이며 순수존재(pure Bein-

g, sat), 순수의식(cit), 희열(ānanda)이라고 한다. 대승불교의 nitya

(常), sukha(樂), ātman(我), śuddha(淨)은 각각 베단따의 sat(존재),

ānanda(희열), ātman(我), cit(순수의식)에 상응한다.

샹까라에 의하면 해탈이나 브라흐만은 個我의 본질로서 이미

이루어져 있고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므로 智(jñāna)나, 행위(karma),

명상(upāsana)의 결과로서 생성되는 것(kārya)이 아니다. 만일 원인

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소멸될 수 있는 것이며 무한

하고(anantam) 순수한 존재(sat)일 수 없다. 해탈을 가로막는 것은

마야 혹은 무명이며, 무명은 실재가 아니므로 마야를 마야로, 무

명을 무명으로 아는 智(vidyā)가 획득됨과 동시에 마치 빛에 의해

8) Chandradhar Sharma, The Advaita Tradition in Indian Philosophy

(Delhi: Motilal Banarsidass, 1996) p. 194.



브라흐마 수뜨라 ‘catuḥsūtrī’에 대한 샹까라의 해석(Ⅰ)/ 이지수 105

어둠이 사라지듯이 무명도 사라지고 그와 동시에 아뜨만과 해탈

이 획득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성취란 아직 없는 목걸이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의 획득이 아니라 이미 목에 걸려 있음에

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목걸이는 바로 나의 목에 걸려 있다.’

고 앎으로써 목걸이를 찾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아뜨만은 언제

나 해탈되어 있고(mukta), 항상 청정하며(śuddha, 즉 순수의식, 혹은

智), 언제나 깨달은 상태, 즉 무명에서 벗어나 있으며(buddha), 언제

나 존재하는 것이므로 무명에 의해 가탁된 것을 가탁된 것으로

앎과 동시에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다. 대승불교에선 ‘一切衆生悉有

佛性’, ‘衆生이 곧 如來藏’이라고 하듯이 不二論的 베단따는 ‘그대(

jīva)가 곧 그것(Brahma=Ātman)이다.’ (Tat-tvam-asi) 혹은 ‘내가 곧

브라흐만이다.’ (Ahaṁ Brahmano' smi)’라고 가르친다.

‘그대가 곧 그것이다.’ 따위의 교시적 문장(upadeśa-vākya)을 듣

고, 그것이 다만 지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주·객 이원성을 넘어

선 체현적 문장(anubhava-vākya)으로 바뀔 때 해탈이 성취된다.

그러므로 해탈은 신체의 유·무와 관련없이 지금 그리고 여기에

서 실현될 수 있으며, 신체를 갖고 살아 있는 동안에 성취된 해탈

을 生解脫(jīvan-mukta)이라고 부른다. 아뜨만은 처음부터 신체에

구속되지 않았으며, 다만 무명으로 인해 신체, 감관 따위의 외래

조건(upādhi)이 일시적으로 假託된 상태가 속박이므로 가탁이 제거

됨과 동시에 신체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탈이 성취된다. 신체는

이미 지은 업으로서 앞으로 그 과보를 받아야 할 업(prārabdha-

karma)의 결과이므로 앞으로 그 과보를 받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이와같이 과보를 받기 시작한 업의 결과로서의

신체마저도 벗어난 완전한 해탈은 離身解脫(videha-mukta)이라고

한다. 이 두 개념은 불교의 有餘涅槃(sopādhika-nirvāṇa)와 無餘涅般

(nirupādhika-nirvāṇa)의 개념에 상응한다. 생해탈자(jīvan-mukta)는

비록 신체를 갖고 있을지라도 더 이상 그것에 영향받지 않으며,

특정한 목적이나 욕망도 없으며, 선과 악의 이원적 대립에 구속받

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타인에게 이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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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탈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샹까라는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한

다. 첫째는 śravaṇa, 즉 경전이나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학습하

는 것이고, 둘째는 manana 즉, 이미 배운 것을 비판적으로 검토

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 셋째는 nididhyāsana 즉, 이성적으

로 검증된 것을 요가적, 명상수행에 의해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

은 각각 불교의 聞(śrota), 思(cinta), 修(bhāvanā)에 상응한다.

이상에서 샹까라의 不二論을 설명하면서 불교의 개념들과 대비

해 보았는데, 두 체계 사이에 있어 개념의 상응(correspondence)이

반드시 동일함(identity)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Brahma sūtra-bhāṣya Ⅰ.ⅰ.1-4의 내용

A. 서론: 假託(adhyāsa)

샹까라는 <B.S.>에 대한 그의 Bhāṣya(疏)를 假託(adhyāsa, super-

impositon)에 대한 논의로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가탁의 개념이 그

만큼 그의 사상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샹까라의 베단따 사상을 不二論(Advaita-vāda)이라고 부르지만,

달리는 마야說(Māyā-vāda)이라고도 부르며, 샹까라는 마야를 無智

(avidyā, 無明)와 동의어로 사용한다. 無智란 단지 智(vidyā, 明의) 부

정, 혹은 智의 결핍(non-apprehension)이라는 소극적 의미 뿐 아니라

실재를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잘못 인식한다는(mis-apprehensio-

n) 적극적 성격(bhāva-rūpa)을 갖고 있다. 마야=無智의 이런 본성

때문에 참다운 실재(Pāramārthika-sattā)인 브라흐만(梵)=아뜨만(我)

은 은폐되어지고 그 위에 오직 이름과 형태(nāma-rūpa) 뿐인 다양

하고 무상하며 실체성이 없는 현상계(prapañca), 즉 세계(jagat)와

개아(jīva)가 투사되어 실재로서 나타난다. 마야는 브라흐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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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도 아니고(na sat), 그렇다고 공중 연꽃이나 석녀의 아들처럼

전혀 없는 것도 아닌(na asat), 즉 실재로도 비실재로도 규정지을

수 없는 것(sadasad-anirvacanīya)이다. 마야가 만들어낸 이 현상계

도 역시 마야라고 부르며, 따라서 현상계도 실재와 비실재, 有와

無의 어느 것으로도 확정지을 수 없는 미스테리이다. 마야의 현상

계는 주·객 이원성이 소멸된 無分別三昧(nirvikalpa-samādhi)에서 체

험되는 브라흐만-智의 차원에선 비실재이지만 무지의 한계 내에

있는 범부들에겐 실재로 나타나므로 경험적 실재성(vyāvahārika-

sattā, empirical reality)을 갖는다. 비유하면 잠에서 깨어난 자에겐

꿈은 비실재이나 잠든 상태에 있는 자에겐 꿈이 실재성을 갖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현상계는 브라흐만의 차원에선 우주적 착각

(Cosmic Illusion), 선험적, 혹은 형이상학적 착각(Transcendental-

or Metaphysical Illusion)이다.

착각(mithyā-jñāna, 혹은 bhrama)엔 경험적 일상적 착각(empirical

illusion)과 선험적, 형이상학적 착각이 있다. 전자는 예를 들면 새

끼줄(rajju)을 뱀(sarpa)으로 보거나, 조개껍질(śukti)을 은(rajata)으로

보는 것이고, 후자는 我(Self)를 非我(non-Self)로, 반대로 非我를 我

로 인식하는 顚倒見(viparyaya)이다. 우주적 착각인 마야에 종속되

어 있는 한 非我가 我로 착각되듯이 경험적 착각이 지속되는 한

뱀이나 은이 실재로서 인식된다. 새끼줄은 궁극적 실재인 브라흐

만에 비해 경험적 실재이며, 뱀은 경험적 실재인 새끼줄에 비해

影像的 실재(pratibhāsika-sattā)이다.

그러나 착각은 경험적인 것이건 선험적인 것이건 실재의 인식(

tattva-jñāna)이 떠오름과 동시에 그에 의해 파기되는 것(bādhita,

sublated)이다. 그러므로 실재의 기준은 그 파기성(bādhatva)의 유·무

에 있다. 브라흐만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파기되지 않으므로 궁극

적 실재이고 현상계는 브라흐만-智에 의해 파기되므로 경험적 실

재이며, 새끼줄-뱀의 인식은 경험적 인식에 의해 파기되므로 影像

的 실재이다. 요컨대, 경험적 실재는 선험적 착각이고 영상적 실

재는 경험적 착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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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는 서로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하지만, 그러나 착각(mithyā,

bhrama)이라는 점에선 그 본성이 같다. 그러므로 ‘새끼줄-뱀’이나

‘조개껍질-은’이라는 경험적 착각의 사례는 ‘브라흐만-현상계’ 혹

은 ‘我-非我’라는 형이상학적 착각의 본성을 지시해주는 것으로서

활용되어 왔다.

샹까라는 경험적이건 선험적이건 모든 종류의 착각의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적 장치로서 ‘假託’을 도입하였다. 假託은 문자적 의

미로는 어떤 것에 다른 것을 덮어 씌움(super-imposition)이다. 실재

라는 새끼줄에 뱀의 형상이 전이되고 부가되는 현상을 ‘adhyāsa’

혹은 ‘adhyāropa’라고 부른다. 불교에서 ‘prajñapti’(假名), ‘upacāra’

(假說), 혹은 ‘vijñapti’(表象)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샹까라는 ‘adhyāsa’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풀이하고

있다.

⑴ smṛti-rūpaḥ paratra pūrvadṛṣṭāvabhāsaḥ: 이전에 경험한 것

이 기억의 성격과 같은 형태로 다른 곳에 似顯함.
9

⑵ anyasya anyadharmāvabhāsatām: 어떤 것에 다른 것의 속

성이 似顯함
10

⑶ atasmins tat-buddhiḥ: 그것이 아닌 것에 그것을 인식함.
11

조개껍질-銀의 착각(śukti-rajata-bhrama)을 예로 들면, 착각 즉

假託이란, ⑴ 과거에 상점에서 보았던 銀의 잠재인상(saṁskāra)이

눈 앞에 현존하는 조개껍질이 은과 공유하고 있는 희고 밝은 빛

깔에 의해 촉발됨으로써 일어난 기억(smṛti)의 형태로 조개껍질에

투사되어 은이 아닌 조개껍질 위에(paratra) 은이 거짓 나타나는

것(avabhāsa)이다. ⑵와 ⑶은 ⑴의 설명을 더욱 간략히 표현한 것

으로서 다시 조개껍질-은의 착각을 예로 들면 ⑵ 假託이란 조개

껍질이 그것이 아닌 은으로(anya-dharma) 거짓 나타나는 것이고,

또 ⑶ 銀이 아닌 조개껍질을(atasmin) 銀으로 인식함이다.

9) SBha. p. 2.

10) Ibid.. p. 2.

11) Ibid.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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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착각에 의한 ‘adhyāsa’의 설명은 선험적, 형이상학적 착

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경험적 착각에 있어 새끼

줄-뱀, 혹은 조개껍질-은의 관계가 형이상학적 착각의 경우엔 我

(Ātman, Self)와 非我(anātma, non-Self)의 관계로 대치될 뿐이다. 샹

까라는 전자를 ‘나’라는 관념의 지시영역(asmat-pratyaya-gocara), 즉

주관(viṣayin, Subject)으로, 그리고 후자를 ‘너’라는 관념의 지시영역

(yuṣmat-pratyaya-gocara), 즉 대상(viṣaya, object)이라고 표현하며, 양

자는 빛과 어둠처럼 그 본성이 전혀 상충되므로 상호 동일화(itare

-tara-bhāva)가 불가능하다.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非

我인 신체나 감관, 마음(antaḥkaraṇa, 內的感官)이나 그 속성(dharma)

에 대해 ‘나는 그것이다’, ‘그것의 나의 것이다’라고 非我를 我에,

혹은 我를 非我에 가탁하고, 실재와 허위를 혼동함(satyānṛte mithu-

nīkṛtya)은 生得的 無智에 기인한 선험적 착오이다.
13
그리고 이것이

윤회의 속박과 苦의 원인이다.

가탁된 非我를 我와 구분함(viveka)으로써 실재인 我의 본성을

확정지음(vastu-svarūpa-avadhāraṇa)이 智(vidyā)이다.
14

智에 의해 無

智가 파기될 때, 동시에 我와 非我의 상호 가탁(itaretara-adhyāsa)이

제거되고 속박과 苦로부터의 해탈도 실현된다.

샹까라는 我를 대상(viṣaya)에 대립시켜 주관(viṣayin)이라고 불렀

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관은 경험적 차원에서 인식주체(pramātṛ),

혹은 경험주체(bhoktṛ)로서의 주관이 아니라 경험적 차원에서의

주·객의 이원성을 넘어선 순수주관(Pure Subject), 혹은 절대주관(

12) Yuṣmad-asmat-pratyaya-gocarayor-viṣaya-viṣayiṇos-tamaḥ-

prakāśavad-viruddha-svabhāvayor-itatetara-bhāvānupapattau

siddhāyām, ···. Ibid. p. 1.

13) Tathāpy-anyonyasminn-anyonyātmakatām-

anyonyadharmāṃścādhyasyetaretarāvivekena atyanta-viviktayor-

dharma-dharmiṇoḥ mithyājñāna-nimittaḥ satyānṛte mithunīkṛtya

‘aham-idam’, ‘mamedam’ iti ···. Ibid. p. 2.

14) Tam-etam-evaṃ-lakṣaṇam-adhyāsaṃ paṇditā avidyeti manyante.

Tad-vivekena ca vastu-svarūpāvadhāraṇaṃ vidyām-āhuḥ. Ibid.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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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solute Subject)이다.

我 자체는 인식주체나 경험주체, 행위주체가 아니며 我와 非我

의 상호가탁 즉 無智가 전제될 때에만 인식주체(pramātṛ), 인식대

상(prameya), 인식수단(pramāṇa)에 바탕한 일상적 행위(loka-vyavah-

āra)가 가능하며, 제행(karma)을 다루는 것이건, 해탈을 목표로 삼

는 것이건 모든 성전들(=베다)도 인식수단(pramāṇa)의 일종이므로

我와 非我의 가탁을 본성으로 하는 무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다.
15

왜냐하면 감관과 그것이 머무르는 신체가 없이는 인식주체가

있을 수 없고 인식주체가 없이는 인식수단(pramāṇa)의 작용도 있

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탈을 가르치는 베다 즉 우빠
니샤드도 무지와 경험적 차원에 속하는 것(vyavahārika)으로서, 브
라흐만이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다.

샹까라는 인간의 행위와 동물의 행위를 비교하여 양자가 근본

에 있어 동일함을 지적함으로써 아무리 경험적 차원에선 바른 인

식일지라도 지각과 추리 등의 인식수단이 궁극적으로 무지에 바

탕한 것임을 논증한다.
16

베단따=우빠니샤드의 목적은 전생으로부터 유전받은 生得的

인(naisargika) 假託과 그로 인한 苦를 제거하기 위해 유일한 실재

인 아뜨만에 대한 智(ātma-vidyā)를 획득케 하려는 것이며, 바다라

야나의 브라흐마 수뜨라는 바로 그것이 우빠니샤드의 취지임
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술되었다고 샹까라는 말한다.

17

15) Tam-etam-avidyākhyam-ātmānātmanor-itaretarādhyāsaṃ puraskṛtya

sarve pramāṇa-prameya-vyavahārā laukikāḥ pravṛttāḥ, sarvāṇi ca

śāstrāṇi vidhi-pratiṣeddha-mokṣaparāṇi. Ibid. p. 3.

16) Ibid. pp. 3-4.

17) Asyānarthahetoḥ prahāṇāya ātmaikatvavidyā-pratipattaye sarve

vedāntā ārabhyante. Yathā cāyam-arthaḥ sarveṣāṃ vedāntānām, tathā

vayam-asyaṃ śarīraka-mīmāṃsāyaṃ pradarśayiṣyāmaḥ. Ibid.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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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1: Athāto Brahma-jijñāsā.

‘그리고서(atha), 그러므로(ato) 브라흐만의 탐구(Brahma-jijñāsā)가

[시작된다].’ 라는 첫 번째 수뜨라는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된 극히

간략한 문장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선 이 수뜨라는 <B.S.> 전체의 주제가 브라흐만임을 명시하

고 있고, 그 브라흐만을 알려고 함, 즉 탐구(jijñāsā)가 <B.S.>를

쓴 목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앞의 두 단어 중 ‘그리고서’(atha)는

브라흐만 탐구의 전제조건, 즉 브라흐만을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

이 갖추어야 할 자격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러므로’(ato)는 브라흐

만을 알려는 이유, 다시 말하면 브라흐만 탐구의 중요성을 가리킨

다. 샹까라는 이 세 단어의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적으로 규명해

나간다. ‘그리고서’(atha)는 보통 새로운 주제의 시작을 알리고자

사용되는 단어지만, 이 경우엔 앞의 사건이나 조건에 ‘곧바로 뒤

따름’(ānatarya)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샹까라는 말한다. 다르

마(祭行)의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쟈이미니의 미망사 수뜨라의
첫 수뜨라인 ‘Athāto dharma-jijñāsā’에서도 ‘atha’가 ‘곧바로 뒤따

라서’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엔 ‘베다의 학습’(Vedā-

dhyayana)에 곧바로 이어서 다르마 탐구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18
베

다의 취지를 祭行(karma)과 행동을 야기시키는 명령어로 해석하는

미망사 학파는 ‘베다의 학습→다르마의 탐구→제행의 지식(karma-

avabodhana)→브라흐만의 탐구’와 같이 베다의 학습에 바탕한 제행

에 대한 인식에 곧바로 이어서 브라흐만 탐구가 시작되어야 한다

고 해석한다. 이에 대해 샹까라는 다르마의 탐구와 브라흐만 탐구

는 그 결과나 대상이 전혀 다르므로 그 선행조건도 전혀 다른 것

이라고 논박한다.

다르마의 과보(phala)는 베다의 명령에 따른 행위가 낳은, 현세

와 내세에서의 행복과 번영(abhyudaya)이며, 이것은 유한하고 무상

18) 졸고 다르마와 베다에 대한 초기 미망사 학파의 견해 , 印度哲學
제5집. pp. 22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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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임에 반해, 브라흐만탐구의 결과는 윤회로부터의 해탈로서

무한하고 영구적인 것이다. 또 다르마라는 탐구의 대상은 현존하

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bhavya)임

에 반해 브라흐만이라는 탐구 대상은 시간, 공간, 인과율을 넘어

서 영구적으로 이미 실재하는 것(bhūta)이다. 그러므로 다르마는

인간의 활동에 의존하는(puruṣa-vyāpāra-tantra)임에 반해, 브라흐만

은 인간의 활동과 관계없이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19
또, 다

르마 탐구의 경우엔 베다는 祭行의 수행을 통해서만 대상인 다

르마를 인식시켜줌에 반해, 브라흐만 탐구의 경우엔 마치 감관과

대상이 접촉하면 직접적으로 지각이 발생하듯이, 베다(이 경우엔
우빠니샤드)라는 인식 도구(pramāṇa)로부터 행위의 개입없이 직접
브라흐만이라는 대상의 인식이 일어난다.

20

이상과 같이 다르마 탐구와 브라흐만 탐구의 성격이 전혀 다르

기 때문에 다르마 탐구의 선행조건과 브라흐만 탐구의 선행조건

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전자는 베다의 학습이지만 후자는 ① 항상

한 것과 무상한 것의 구분(nityānityavastuviveka), ② 금생과 내생의

과보에 대한 무집착(ihāmutrārthabhogavirāga), ③ 평정, 통제 따위의

수단을 갖춤(śamadamādisādhanasaṁpat), ④ 해탈에 대한 소망(mum-

ukṣatva)의 네 가지이다.

다음 단어인 ‘그러므로’(ataḥ)는 브라흐만 탐구의 중요성, 혹은

그 이유를 가리킨다. 브라흐만을 탐구하는 이유는 다른 모든 것이

무상하고 유한하며, 마야와 윤회의 차원에 속하는 것임에 반해,

브라흐만 智는 무지로 인한 윤회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으

19) Abhyudaya-phalaṃ dharma-jñānam, taccānuṣṭhānāpekṣam;

niḥśreyasaphalaṃ tu Brahma-jñānam, na cānuṣṭhānāntarāpekṣam;

bhavyaś-ca dharmo jijñāsyo na jñānakāle' sti,

puruṣa-vyāpāra-tantratvāt; iha tu bhūtaṃ Brahma-jijñāsyaṃ

nitya-vṛttitvānna puruṣa-vyāpāra-tantram. Ibid. p. 6.

20) Yā hi codanā dharmasya lakṣaṇam, sā svaviṣaye niyuñjānaiva

puruṣam-avabodhayati; Brahma-codanā tu puruṣam-avabodhayatyeva

kevalam ···. Ibid.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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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해탈이 바로 인간의 최고 목적, 최고 가치(parama-puruṣārtha)이

기 때문이다.
21

마지막으로 ‘Brahma-jijñāsā’(브라흐만 탐구)는 ‘Brahmano jijñāsā’

(브라흐만의 탐구)로 분석되는 소유복합어이며, 소유격인 ‘Brahmaṇo’

는 願望形 명사인 ‘jijñāsā’가 뜻하는 ‘탐구욕’의 목적격(karma)으로

서 탐구의 대상을 가리킨다. ‘jijñāsā’는 ‘jñātum icchā’(알기를 욕망

함)로 분석되고, 욕망함(icchā)은 반드시 성취되기를 바라는 결과를

대상으로 삼으므로 ‘jñātum’(알기를)이 나타내는 ‘jñāna’(智)가 그 대

상이다.

요컨대 ‘Brahma-jijñāsā’는 智(jñāna), 즉 바른 인식방법(pramāṇa)

에 의해 무지를 파괴함으로써 궁극적 실재=브라흐만을 실현(Brha-

māvagati)하려는 바람이다.
22

C. S.2: Janmādi asya yataḥ.

S.1에서 브라흐만이 탐구의 대상임을 선언한 후 S.2는 브라흐만

의 정의(lakṣaṇa)를 설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의엔

피정의자(lakṣya) 자체의 특징을 직접 지적하는 본질적 정의(svarū-

pa-lakṣaṇa)와 피정의자를 간접적으로 지시해 주는 피정의자 외의

특징을 지적하는 偶有的 정의(taṭastha-lakṣaṇa)의 두 가지가 있다.

본 수뜨라의 정의는 후자에 속하며, 브라흐만을 이 세계의 생성,

유지, 소멸의 제일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브라흐만은 마야와 연합된 유속성 브라흐만(Sa-

guṇa-Brahman), 혹은 이슈와라(主宰神)를 가리킨다. 브라흐만 자체

21) Tathā Brahma-jñānād-api paraṃ puruṣārthaṃ darśayati-

‘Brahmavid-āpnoti param’ ityādi ···. Ibid. p. 7.

22) Jñānena hi pramāṇenāvagantum-iṣṭaṃ Brahma. Brahmāvagatir-hi

puruṣārthaḥ, niḥśeṣa-saṃsāra-bījāvidyādy-anartha-nibarhaṇāt. Ibid.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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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무런 속성도 관계도 갖지 않는 유일, 절대의 실재이지만 무

지에 제약된 경험적 인식의 차원에서는 이 세계를 창조한 전지,

전능의 主宰神으로 경험된다. 궁극적 실재인 브라흐만은 시간, 공

간, 인과율에 속박되지 않지만, 마야의 힘에 의해 선험적 범주로

서의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틀이 만들어지고, 모든 경험적 실

재(vyāvahārika-sattā)는 그 틀 안에서만 인식된다. 세계의 생성, 유

지, 소멸과의 관계에서 브라흐만을 제일 원인으로 규정하는 것도

경험적 차원에서의 정의이다.

브라흐만의 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샹까라는 브라흐만의 인식방

법(pramāṇa)의 문제를 제기한다. 主宰神의 존재를 추리(anumāna)에

의해 인식할 수 있다는 正理學派의 주장에 반하여, 샹까라는 베
다 성전(śruti)만이 신의 존재에 대한 일차적이고도 가장 확실한

인식수단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본 수뜨라는 세계라는 결과로부터

지각되지 않는 원인인 主宰神을 추리하는 인과적 논증을 보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聖典인 우빠니샤드로부터 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문구를 인용한 聖言量(śabda-pramāṇa)이다.

그런데 샹까라는 브라흐만과 같은 초감각적 대상의 인식에 있

어서 베다에 일차적 권위를 부여하긴 하나, 성전만이 유일한 권
위라는 도그마티즘엔 반대한다. 성전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선 성전의 내용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추리나 이성적

사고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3
더 나아가 ‘팥

으로 메주를 쓴다’는 식의 경험적 진실에 명백히 어긋나는 말은

아무리 성전의 말일지라도 받아들여선 안된다는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성전(śruti)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직접체험 혹은 직관(anu-

bhava, intuiton)이다. 초감각적인 대상인 다르마의 탐구에 있어선

베다만이 유일한 인식수단이라고 주장하는 미망사학파의 주장

에 대해, 샹까라는 브라흐만의 탐구에 있어선 다르마의 탐구와 달

23) ··· anumānam-api vedānta-vākyāvirodhi pramāṇaṃ bhavati, na

nivāryate ···. Ibid.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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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베다만이 유일한 인식수단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르마는 현

존하는 대상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대상(kartavya-

viṣaya)이고 직접경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베다만이 진리의 기
준(prāmāṇya)이라고 하겠지만, 브라흐만이라는 대상은 현존하는 실

재(bhūta-vastu)이므로 그에 대한 智는 직접적 경험, 혹은 직관(anu-

bhava)에서 비로소 완전하게 된다.
24

행동 혹은 다르마의 경우엔 행위주체의 주관에 따라 할 수도,

안 할 수도, 달리 할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으나, 현존하는

실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주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실물에만 의존

하는 것(vastu-tantra)만이 바른 인식(tattva-jñāna)이다.

요컨대, 샹까라는 브라흐만 탐구의 수단(pramāṇa)으로서 베다
라는 聖言量과 그에 대한 보조수단으로서 이성적 사고와 비판(rea-

son, anumāna), 그리고 聖言量의 완성으로서 직관(intuition,=anubhava

), 이 세 가지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브라

흐만 실현을 위한 세 단계인 성전의 학습(śramaṇa)→ 비판적 사고

(manana)→ 명상수행(nididhyāsana)의 과정과 일치한다.

브라흐만은 현존적 실재이긴 하나 그렇다고 산이나 강처럼 감

관에 현전하는 지각적 대상(viṣaya)과 달리 초감각적인 것(atīndiya)

이다. 그러므로 지각에 근거하는 추리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세

계의 생성, 유지, 소멸이라는 결과는 경험적으로 인식될지라도 이

것이 브라흐만과 연관된 것인지 아닌지는 지각적으로도 추리적으

로도 단정지을 수 없다.
25
그러므로 본 수뜨라의 목적은 세계라는

24) Na dharma-jijñāsāyām-iva śrutyādaya eva pramāṇaṃ

Brahma-jijñāsāyām. Kiṃ tu śrutyādayo' nubhavādayaś-ca

yathāsaṃbhavam-iva pramāṇam,

anubhavāvasānatvād-bhūtavastu-viṣayatvāc-ca Brahma-jñānasya.

Ibid. p. 11.

25) Indriyāviṣayatvena saṁbandhāgrahaṇāt. Svabhāvato

viṣya-viṣayāṇīndriyāṇi, na Brahma-viṣayāṇi. Sati hīndriya-viṣayate

Brahmaṇaḥ idaṃ Brahmaṇā saṃbaddhaṃ kāryam-iti gṛhyate.

Kārya-mātram-eva tu gṛhyamāṇam ···. Ibid.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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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부터 원인인 브라흐만의 존재를 추리하는 신의 존재에 대

한 인과적 논증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문구를 인용

함으로써 聖言量에 의해 만유의 근원인 브라흐만에게로 우리의 주

의를 되돌리려는 의도로 씌여졌다고 샹까라는 풀이한다.
26

D. S.3: Śāstrayonitvāt

샹까라에 따르면 이 수뜨라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

째 보다 유력한 해석은, 이 수뜨라가 앞의 수뜨라에서 복잡하고

거대한 이 세계의 창조자라는 사실에 의해 시사되고 있는 브라흐

만(이 경우엔 이슈와라)의 全知, 全能性을 보다 명료하게 밝혀주기 위

한 것이라는 것이다.

일체의 사물을 비추는 등불에 비유되는 베다는 인간의 차원
에선 그 자체가 全知性에 가까운 지식의 원천이다. 그와같은 베
다를 생성시키는 원천, 혹은 모태(yoni)가 곧 브라흐만이므로 브
라흐만은 전지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7

일반적으로 저자란 한정되고 불완전한 언어로써 자기의 지식을

책 속에 다 표현하지 못하며, 따라서 저자의 지식이 그가 저술한

책 속의 지식보다 더 많다. 마찬가지로 베다가 全知的이라면 그

저자인 브라흐만은 베다의 全知性보다 더 클 수 밖에 없다.

이상의 해석법과 달리 두 번째는 브라흐만의 인식에 있어서 성

전이 그 원천이라는, 다시 말해서 베다가 브라흐만 인식의 인식
수단=聖言量(śabda-pramāṇa)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28

26) Tasmāj-janmādi-sūtraṃ nānumānopanyāsārtham, kiṃ tarhi

vedānta-vākya-pradarśanārtham. Ibid. p. 12.

27) Mahata ṛgvedādeḥ śāstrasya aneka-vidyāsthāno-pabṛṃhitasya

pradīpavat-sarvārthāvadyotinaḥ sarvajña-kalpasya yoniḥ kāraṇaṃ

Brahma. Ibid. p. 13.

28) Athavā yathoktam-ṛgvedādi-śāstraṃ yoniḥ kāraṇaṃ pramāṇam-asya

Brahmaṇo yathāvat-svarūpādhigame. Śāstrādeva pramāṇāt jag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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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텍스트의 譯解

서언: 가탁의 개념

‘너’와 ‘나’라는 관념의 지시영역(pratyayagocara)인 대상(viṣaya)과

주관(viṣayin)은 어둠과 빛처럼 그 본성이 상충되며(viruddha-svabh-

āva), [따라서] 상호 동일화(itaretara-bhāva)가 불가능함이 이미 잘 알

려져 있을진대 그들이 갖는 속성(dharma)들의 상호 동일화는 더욱

불가능하다.
1

그러므로 ‘나’라는 관념의 영역인 의식(cit)을 본성으로 하는 주

관에 ‘너’라는 관념의 영역인 대상과 그 속성을 假託함(adhyāsa),

그리고 그와 반대로 주관과 그 속성을 대상에 가탁함은 당연히

착오(mithy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두 속

성(dharma)과 그 基體(dharmin)에 대해 상호 구별짓지 못함(itaretara

-aviveka)으로써 어느 하나의 自體(ātmakatā)와 속성(dharma)을 다른

janmādikāraṇaṃ Brahmādhigamyata ity-abhiprāyaḥ. Ibid. p. 14.

1) 신체(deha), 감관(indriya), 知(buddhi) 따위는 비의식(jaḍa)으로서 순수의

식(cit)인 아뜨만과 그 본성이 대립된 것이다. 후자가 我(Self)라면, 전자는

非我(non-self)이고 후자가 절대주관(viṣayin)이라면 전자는 대상(viṣaya)

이다. 論主(샹까라)는 ‘나’(asmat)와 ‘너’(yuṣmad)라는 대명사가 갖는 대립

적 의미를 이용하여 非我 즉, 대상을 ‘너’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我 즉, 절대주관을 ‘나’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부르고 있다. 我와

非我는 빛과 어두움처럼 그 본성이 전혀 상반되므로 상호동일화가 불가능

하다. 그러나 基體(dharmin)인 我와 非我 사이엔 동일화가 불가능할지라도

마치 붉은 꽃 가까이 놓인 투명한 수정이 붉은 색 수정으로 보이듯이 그

들이 가진 속성(dharma)들 사이엔 동일화가 가능하지 않는가 라는 반문에

대해 논주는 기체가 전혀 다른 상태에서 하물며 그 속성의 동일화는 더욱

불가능하다고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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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가탁함이 착오지(mithyā-jñāna)의 원인이며, [그 결과] 진실(s

atya)과 허위(anṛta)를 혼동하여 ‘나는 이것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

다’라는 生得的 성향의 일상적 행위(loka-vyavahāra)가 [이루어진다.]
2

그러면 假託(adhyāsa)이란 대체 무엇인가? 전에 경험한 것이 기

억의 형태로 다른 곳에 거짓 나타남(avabhāsa, 似顯)이다. 그것을 어

떤 사람은 ‘A라는 곳에 [그 곳에 속하지 않는] 다른 속성을 덮어 씌

우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A에 뭔가를 가탁

할 때 그 [A와 가탁된 것을] 구분하여 인식하지 못함(viveka-agraha)

으로 말미암은 착각(bhrama)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A에 x

를 덮어 씌울 때, A에 어긋나는 속성(viparīta-dharma)을 상정함이

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 상호 일치하는 것은 하나에 다

른 하나의 속성이 거짓 나타난다(avabhāsatā)는 것이다.
3
그리하여

2) 我와 非我라는 기체와 그리고 양자가 가진 속성은 전혀 구별되는 것

(atyanta-vivekata)임에도 불구하고 세간에서 일상인들은 我가 아닌 것에

대해 ‘나는 이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실재(satya, =我)와 허위

(anṛta, =非我)를 혼합하지만, 그것은 착오(mithyā-jñāna), 즉 무명(avidyā)

에 기인한 것이다. 착오란 빛과 그림자처럼 전혀 다른 我와 非我를 상호

구분짓지 못함(itaretara-aviveka)으로써 하나를 다른 하나에 가탁함

(adhyāsa, superimposition)이다.

3) 위에서 착오지를 假託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가탁의 개념을

‘smṛtirūpaḥ paratra pūrvadṛṣṭāvabhāsaḥ’라고 정의내린다. 예를 들면 이전

에 본(pūrvadṛṣṭa) 銀(rajata)의 희고 반짝이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이 눈 앞에 놓여 있는 조개껍질을 보자, 조개껍질이 은과 공유하고 있는

희고 반짝이는 속성이 은의 기억을 촉발시킴으로써 기억의 형태

(smṛtirūpa)로서의 은이 은이 아닌 조개껍질(paratra)에 나타남(avabhāsa)

이 가탁의 본질이다

不二的 베단따 학파는 착각의 대상을 有(sat)나 無(asat)의 어느 것으로

도 규정지을 수 없다(anirvacanīya)고 생각한다. 착각의 대상은 나타난 이

상 전혀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na asat), 바른 인식이 일어나면 파기되는

것(bādhita)이므로 있다고 할 수도 없다(na sat). māyā로서의 이 세계

(prapañca)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正理(nyāya) 학파는 착각을 A가 A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anyathā-khyāti)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조개껍질이 그것이 아닌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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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조개껍질이 은과 같이 나타나며, 하나의 달이 두 개

의 달처럼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다.
4

반론: 그러나 어떻게 대상이 아닌 內我(pratyagātma)에 대상과 그

속성들을 가탁시킬 수 있는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앞에 놓인

대상에 다른 대상을 가탁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대(=論主) 는

‘너’라는 관념과 무관한 內我는 대상이 아니라고(aviṣaya) 말한다.

답변: 그것(=內我)은 절대적 의미에서 비대상인 것은 아니다. ‘나’

라는 관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접적 인식(aparokṣa,

직관지)으로부터 內我는 잘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직 눈앞

에 놓인 대상에 대해서만 다른 대상이 가탁되어야 한다는 철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지각되지 않는 허공(

ākāśa)에 평면, 더러움 따위를 가탁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內

我에 非我(anātman)를 가탁함은 모순이 아니다.
5

으로 인식되는 경우이다. 이 때 조개껍질이나 은이나 모두 실재(sat)이지

만, 착각의 경우엔 상점에 있는 은이 그곳이 아닌 조개껍질에 나타난다.

Prabhākāra-mīmāṁsā의 akhyāti-vāda에 따르면 모든 인식은 인식인

한 바른 것이며, 그릇된 인식이란 대상이 충분하게 인식되지 못한 불완전

한 인식, 즉 불완전한 진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개껍질에 대해 일어

난 ‘이것은 은이다.’라는 인식은 지각의 대상인 ‘이것’(=조개껍질)과 기억의

대상인 ‘은’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한(viveka-agraha) 부분적 진리이지 틀

린 인식이 아니다.

4) 이상과 같이 착각에 대한 설명방식이 학파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에 공통된 것은 ‘어떤 것이 다른 속성을 갖고 나타나는 것’(anyasya

anyadharmāvabhasatām)이다. 조개껍질-은의 예는 A가 B로 나타나는

경우이며, 하나의 브라흐만, 혹은 아뜨만이 다수의 個我(jīva)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예로서 하나의 달이 눈병자에게 둘로 보이는 착각을 말했다.

5) 위에서 든 착오의 예는 모두 한 대상에 다른 대상을 가탁시키는 식으로

대상(viṣaya)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어떻게 대상이 아닌 內我

에 대상인 신체 따위를 가탁시킬 수 있는가라는 논적의 질문에 대해 內我

는 존재론적으론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 절대주관으로서 대상이 아니지

만, 인식론적으론 ‘나’라는 관념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직관지(aprarokṣa)

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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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와같은 특징을 가진 假託을 현자는 ‘無智(avidyā,無明)라

고 생각하며, 그것(=假託되어진 것)의 구분(viveka)에 의해 실재의 본

성(vastu-svarūpa)을 확정지음을 智(vidyā, 明)이라고 부른다. 그럴 경

우(智가 있을 때), 我는 가탁에 의해 만들어진 과오(doṣa)나 덕(guṇa)

에 의해 조금도 구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無智라고 부르는 我와

非我의 상호 가탁(itaretara-adhyāsa)이 선행되어 인식수단(量)과 인

식대상(所量)에 관한 모든 세간적 행위, 그리고 儀軌(vidhi)와 금지(

pratiṣedha)와 해탈을 목표로 하는 모든 경전들이 나타난다.
6

반론: 어떻게 지각 따위의 인식수단들과 경전들이 無智에 의존

한 대상들을 가질 수 있는가?

답변: 신체, 감관 따위에 대해 ‘나’(aham), ‘나의 것’(mama)이라는

그릇된 생각(abhimāna)이 없는 자는 인식주체(pramātṛ)가 될 수 없

으며, 인식수단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住處(adhiṣṭhāna,

=신체)가 없이는 감관들의 작용(vyāpāra)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我

의 존재가 가탁되지 않은 신체에 의해서는 어떤 것도 작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없을 때 속박이 없는 我는 인식주체

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각 따위의 인식 수단들과 경전들은 무

명에 의존한 대상(viṣaya)들이다.
7
그리고 [인간의 일상적 행위가 가탁

6) 無智란 我와 非我의 상호가탁이며, 智란 我와 그에 가탁된 신체, 감관 따위

를 구분지음으로써 실재의 본성을 명확히 앎(vastu-svarūpa-avadhāraṇa)

이다. 그러한 智가 있을 때, 我는 가탁에 의해 생긴 과오나 덕에 영향받지

않으며, 따라서 윤회에 속박될 수도 없다. 인식수단(pramāṇa)과 대상 사이

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세간적 활동(vyavahāra), 그리고 권령(vidhi),

금령(pratiṣedha)의 행위를 다루거나 해탈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베다 경전

들도 我와 非我의 동일화, 즉 無智로 인한 것이다.

7) ‘나라는 그릇된 생각’(ahamabhimāna)은 신체 따위와 아뜨만을 동일화함

이며, ‘나의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mamābhimāna)은 신체의 속성을 아뜨

만에 가탁함이다. 인식주체란 인식수단을 구사할 수 있는 독립적 존재로

서 인식주체의 능동적 작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영원, 불변하는

아뜨만은 스스로 능동적이 될 수 없으므로 신체, 감관 따위가 가탁됨으로

써 비로소 아뜨만이 인식주체가 될 수 있다. 또 그러한 인식주체가 없이는

인식수단의 작용도 있을 수 없다. śabda-pramāṇa인 베다경전이 아무리

해탈을 가르칠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무명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브라흐마 수뜨라 ‘catuḥsūtrī’에 대한 샹까라의 해석(Ⅰ)/ 이지수 121

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물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물들이 귀로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의 인식이 불쾌감(pratikūla)

을 일으키면 그로부터 후퇴하고 쾌감(anukūla)을 일으키면 다가 간

다. [다른] 예를 들면 막대기를 치켜든 사람을 눈 앞에서 보면 ‘그

가 나를 때리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고 달아나기 시작하며, [반대

로] 초록빛 풀을 가득 쥔 손을 보면 그를 향해 접근한다. 마찬가지

로 지력이 발달된 인간도 험악한 모습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칼

을 치켜든 힘센 자를 보면 그로부터 후퇴하고, 그 반대되는 사람

에겐 접근한다. 그러므로 인식수단과 인식대상에 관해 인간의 행

위는 가축 따위와 공통된다. 또 가축 따위에 있어 지각 따위의 행

위는 [我와 신체 따위의] 구분의 결여(aviveka)가 그 원인임은 잘 알

려져 있다. 공통성이 관찰되기 때문에 발달된 사고력을 가진 사람

에 있어서도 지각 따위의 행위는 [가축 따위와] 같다고 단정짓는다.
8

그러나 경전에 설해진 [제사 따위의] 행위의 경우엔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我와 내세의 관계를 모르고선 [제사를 수행할] 자

격을 갖춘자가 되지 못한다. 그럴지라도 베단따(=우빠니샤드)에서
가르치는, 굶주림 따위를 벗어나고, 브라흐만(바라문), 끄샤뜨리야

(찰제리) 따위의 구분을 여의고, 윤회를 초월한 아뜨만의 실재[에

대한 인식]이 [제사 수행의] 자격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

사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격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아뜨만 인식[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경전은 무명에 의존한

대상을 위해 그 작용을 중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바라문은

제사지내야 한다’와 같은 경전[의 문구]는 種姓(varaṇa)이나 生의 단

계(āśrama), 연령, 지위 따위의 차별을 아뜨만에 가탁시킴에 바탕

8) 지각과 추리 등 인식수단에 근거한 행위(vyavahāra)는 완전한 해탈을 성

취하기 이전의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든 무명과 가탁에 근거하고 있는 점

에서 공통된다. 예를 들어 몽둥이를 들고 험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

을 보았을 때 과거에 겪었던 유사한 상황을 기억하고 그에 근거하여 지금

의 이 상황도 불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추리한 후 그 상황을 피하

려는 행동(nivṛtti)을 취하게 된다. 반대의 상황에선 대상에 접근하려는 행

동(pravṛtti)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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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행될 수 있다.
9

‘실로 가탁이란 A가 아닌 것에 A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아들이나 처가 건강하지 않거나 건강할

경우 ‘나는 건강치 않다’ 혹은 ‘건강하다’라고 외적인 속성을 아뜨

만에 가탁시킨다. 마찬가지로 ‘나는 비만하다. 나는 말랐다. 나는

[피부색이] 희다. 나는 서 있다. 나는 가고 있다. 나는 뛰어 오른다.’

와 같이 신체의 속성을 [아뜨만에 가탁시킨다.]. 마찬가지로 ‘나는 벙

어리다. 외눈이다. 불능이다. 귀머거리다. 장님이다’ 라고 감관의

속성을 [가탁시킨다]. 마찬가지로 욕망, 사고, 의심, 단정 따위의 내

적 기관(antaḥkaraṇa=마음)의 속성을 [가탁시킨다]. 이와같이 ‘나’라는

관념의 소유자(=내적 기관)를 자기의 전 행동의 照見者(sākṣin)인 內

我에 가탁하며, 반대로 모든 것의 照見者인 內我를 내적 기관에 가

탁시킨다.
10

이와같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生得的(naisargika)인 가탁은 착

9) 위에서와 같은 세속적 행위(laukika-vyavahāra)는 가탁에 바탕한 것이지

만, ‘하늘을 욕망하는 자는 제사드려야 한다’와 같은 성전적 행위

(śāstra-vyavahāra)는 하늘(svarga, 天)이 신체가 아닌 아뜨만에 의해서만

도달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사람만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성전적

행위는 가탁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적의 반론에 대해 논주는 제행에

서 말하는 我와 베단따에서 말하는 我와의 차이를 지적한다. 베단따의 我

는 모든 욕망을 여의고,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내세에 하늘에

태어나려는 욕망이 없으며, 또 바라문, 끄샤뜨리야 따위의 카스트나 사회

적 신분, 연령, 생의 단계 따위의 외적 조건에 가탁되지 않은 것이므로 제

사 수행자의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다. 반면 제행을 가르치는 성전은 그러

한 베단따적 我의 인식이 일어나기 이전에 가탁되어진 我에 대해서만 적

용된다.

10) 앞에서 가탁(adhyāsa)을 ‘smṛtirūpaḥ paratra pūrvadṛṣṭāvabhāsaḥ’,

‘anyasya-anyadharma-avabhāsatām’이라고 규정지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표현을 바꾸어서 ‘adhyāso nāma atasmiṁs-tadbudd-

hiḥ’라고 말한다. 我가 아닌 외적 사물, 즉 처자나 재물을 我에 가탁시켜

我로서 인식하며, 피부빛이나 키 등 신체의 속성을 我에 가탁하고 감관의

속성, 내적기관의 속성을 我에 가탁하여 그것을 我라고 착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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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를 본성으로 갖는 것으로서, 그것이 행위주체(kartṛtva)와 경험

주체(bhoktṛtva)를 야기시킨다는 것은 모든 세상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이 불이익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단일한 아뜨만

의 智(ātmaikatva-vidyā)를 획득하기 위해 모든 베단따가 시작되었

다. 이것이 모든 베단따 [문헌]들의 목적인 만큼 우리는 그것을 이

샤리라까 미망사(śārīraka-mīmāṁsā, =브라흐마 수뜨라)에서 명시하

고자 한다.
11

ⅰ. 탐구의 주제

지금부터 해명하고자 하는 베단따를 尋究하는(=미망사) 논전(śās-

tra. =브라흐마 수뜨라)의 첫 번째 수뜨라는 다음과 같다.

S. 1: Athāto Brahma-jijñāsā

그리고서 그러므로 브라흐만의 탐구가 [시작된다].

여기서 ‘그리고서’(atha)라는 말은 ‘곧바로 이어서 일어남’(ānanta-

rya)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새로운 주제를] ‘시작함’(adhikāra)의

의미로 [해석해선] 안된다. 브라흐만을 알려는 욕망(Brahma-jijñāsā)

은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1) 윤회의 속박과 苦의 원인인 착오지(mithyā-pratyaya), 즉 가탁(adhyāsa)

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실재인 아뜨만에 대한 智

(Ātmaikatva-vidyā)를 획득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궁극적 실재인 브

라흐만=아뜨만을 깨우쳐줌을 유일한 목적으로 갖는 베단따를 탐구해야

한다. 샤리라까 미망사, 즉 브라흐마 수뜨라는 그것이 우빠니샤드
의 취지임을 밝히고자 한다. 샤리라까(śarīraka)란 신체(śarīra)안에 머물

고 있는 個我(jīvātman)이다. 미망사(탐구)의 목적은 ‘tat-tvam-asi’ 즉

‘tvam’이 지시하는 個我(jīvātman)와 ‘tat’가 지시하는 至高我(paramātm-

an)의 동일성(ekatvam)을 깨우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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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吉祥(maṅgala)의 [의미로 이해되어서도 안된다]. 문장의 의미

와 조화되지 않기(samanvaya-abhāva) 때문이다. ‘atha’라는 말은 다

른 의미로 사용될지라도 단지 듣는 것만으로도 축복의 효력(prayo

-jana)을 갖기 때문이다.

또 [‘atha’라는 말은] ‘이전의 것에 의존함’(pūrvaprakṛtāpekṣā)의 [의

미로 이해되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곧바로 뒤

따라 일어남’ 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곧바로 뒤따라 일어남’의 의미로 [이해할] 경우에 마치 ‘다

르마의 탐구’(dharma-jijñāsā)가 그 전에 있었던 베다의 학습(Veda-

adhyayana)을 반드시(niyamena) 전제로 하듯이, 마찬가지로 ‘브라흐

만의 탐구욕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그 이전에 일어난 뭔가를

진술해야만 한다. 그러나 [브라흐만 탐구에 있어서도] 선행되는 것이

베다의 학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서로 목적이 다른 양자에] 공통된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엔 베다의 학습과 다른 무엇이어야 한다].
12

반론: 이 경우(=브라흐만의 탐구)엔 祭行의 지식(karma-avabodhana)

에 곧바로 계속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답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다르마의 탐구’ 이전일지라도 베

단따를 공부한 사람에겐 ‘브라흐만의 탐구욕’이 일어나기 때문이

다. [제사드리는 동물의] 심장 따위를 자름에 있어 곧바로 뒤따라야

하는 규칙이 있다. 순서(krama)를 말하려고 의도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 경우엔 그와같이 순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르마와 브라흐만의 탐구욕 사이엔 從과 主의 관계(śeṣa-śeṣitva)나

12) ‘atha’ (그리고서)엔 ① 곧바로 이어(ānantarya), ② 시작(adhikāra), ③ 吉

祥(maṅgala) ④ 이전의 것에 의존함(pūrvaprakṛtāpekṣā)의 네 가지 의미

가 있으며, 본 수뜨라에선 ①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자이미니의 미망사
수뜨라의 첫 수뜨라인 ‘athāto dharma-jijñāsā’에선 ‘atha’는 ‘베다의 학
습(Vedādhyayana)에 곧바로 이어서’ 로 해석된다. 만일 ‘브라흐만의 탐

구’의 경우에도 ‘베다의 학습에 곧바로 이어’라고 해석한다면 다르마의

탐구나 브라흐만의 탐구나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자는 전

혀 다른 것이므로 브라흐만의 탐구에 선행하는 것은 ‘베다의 학습’과는

다른 무엇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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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격을 갖춘 자의 자격(adhikṛta-adhikāra)을 확정지을 인식수

단(pramāṇa)이 없기 때문이다.
13

그리고 [‘다르마의 탐구’와 ‘브라흐만의 탐구’ 사이엔] 결과(phala)와 탐

구욕의 대상(jijñāsya)에 차이가 있다. ‘다르마의 지식’은 번영(abhy-

udaya)이 그 결과이며, 또 그것은 [제사의] 실행(anuṣṭhāna)에 의존한

다. 반면에 ‘브라흐만의 지식’은 지복(niḥśreyasa, =해탈)이 그 결과이

며, 다른 실행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탐구의 대상인 다르마

는 ‘되어져야 할 것’(bhavya)으로서 인식의 때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활동에 의존하기(puruṣa-vyāpāra-tantra) 때

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탐구의 대상인 브라흐만은 이미 존재하는

것(bhūta)이다.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에 의존

하지 않는다. 또한 [양자 사이엔] 베다의 기능(codanā-pravṛtti)에도 차

이가 있다. 다르마를 특성으로 하는 베다는 자기의 대상(제사행위)

에 종사케 함으로써만 사람을 인식시켜 준다. 그러나 브라흐만에

관한 베다는 오직 사람을 깨우쳐 줄 따름이다. [브라흐만의] 인식(

avabodha)은 베다로부터 생성되므로 사람이 그 인식에 있어 [다른

것(행위)에] 연관되지 않는다. 마치 감관과 대상의 접촉에 의해 대

상을 인식하는 경우와 같다.
14

13) 논적은 베다학습의 참된 취지는 제행의 지식(karmāvabodhana)이므로 브

라흐만 탐구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제행의 지식이고, 제행의 지식은 다

르마의 탐구 즉 미망사의 목적이므로 미망사에 대한 연구가 베단따 공부

의 필수 전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논주는 비록 제사를 수행하지 않

더라도 전생에 지낸 제사로 離欲(vairāgya)을 얻었다면 다르마를 탐구하

기 전에도 브라흐만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답한다. 더욱이 다르마

탐구와 브라흐만 탐구 사이엔 전후의 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萬月

祭를 드린 후에 소마祭를 드려야 한다.’에선 만월제를 드린 자만이 소마

제를 지낼 자격이 있지만 다르마 탐구, 즉 미망사 연구를 마친 자만이 브

라흐만 탐구의 자격이 있음을 확인시켜 줄 인식방법은 없다.

14) 미망사 공부가 베단따 공부의 필수전제가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로서 다

르마 탐구와 브라흐만 탐구의 근본적인 차이를 들고 있다. 다르마 탐구

의 결과는 무상한 성격을 갖는 번영이고, 탐구의 대상은 앞으로 이루어

질 것(bhavya)이며, 그것은 인간의 활동에 의존하는 것이다. 반면 브라흐

만 탐구의 결과는 항상하고 불변하는 至善=해탈이며, 탐구 대상은 이미



126 印度哲學 제7집

그러므로 그에 곧바로 뒤이어 브라흐만의 탐구를 가르치는 그

뭔가가 말해져야 한다. 그것은 이와 같다. ①영구적인 것과 무상

한 사물 사이의 분별(nityānityavastuviveka), ② 금생에서건 내생에

서건 이익을 누리려는 집착의 포기(ihāmutrārthabhogavirāga), ③ 평

정, 자제 따위의 수단의 구비(śamadamādisādhanasaṁpati), ④ 해탈에

대한 소망(mumukṣatva)이 그것이다. 이 [조건]들이 있으면 다르마의

탐구 이전이건 이후이건 브라흐만을 탐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인식할 수도 있다. 그 반대의 경우엔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그리고서’(atha)라는 말로써 이상에서 말한 수단의 구

비에 ‘곧바로 이어서’(ānantaryam)를 지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ataḥ)라는 말은 원인(hetu)의 의미이다. ‘금생에서 까르

마에 의해 축적된 세계가 멸망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내세에

서 선행에 의해 축적된 세계도 멸망한다.’(Chāndogya Up. 8.1.6)라는

등으로 베다에서 번영(śreyas)의 수단인 아그니호뜨라祭 따위의 과

보가 무상함을 보여주는 반면, ‘브라흐만을 아는 자는 至高함을 획

득한다.’(Taitirīya Up. 2.1)라는 등으로 브라흐만의 인식으로부터 최

고의 인간 가치(puruṣārtha)[가 획득됨]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위에서 진술한 수단을 구비한 직후에 브라흐만의 탐구(Brahma-

jijñāsā)를 수행해야 한다.
15

현존하는 것(bhūta)이므로 인간의 활동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또 양자

사이엔 베다의 기능에도 차이가 있다. 다르마를 깨우쳐주는 베다(제행부)

는 제행을 통해서만 가능한 반면, 브라흐만을 깨우치는 베다(지식부,=우

빠니샤드)는 마치 감관과 대상의 접촉으로 지각이 일어나듯 행위를 매개

하지 않고 직접 브라흐만을 인식시켜준다. 여기서 베다(=우빠니샤드) 는

감관에, 브라흐만은 대상에 비유되었다.

15) ‘ataḥ’(그러므로)는 브라흐만 탐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가리킨다. 아

무리 제사를 지내고 선업을 축적해도 언제인가 과보가 다하면 다시 苦의

세계로 내려가야 하는 무상한 것이다. 반면 브라흐만 인식(梵智)는 윤회

로부터의 해탈과 至善(niḥśreyasa)으로 이끄는 것이므로 탐구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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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흐만-탐구’(Brahma-jijñāsā)는 브라흐만의 탐구(Brahmaṇo

jijñāsā)이다. 그리고 ‘브라흐만’은 ‘그로부터 이 [세계의] 생성 따위

가 [전개되는 것이다.’ ‘Janmādy-asya yataḥ’]라고 [다음 수뜨라에서] 그

정의를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브라흐만’이라는 말로써 종성(jāti,

카스트) 따위 다른 의미를 생각해선 안된다. ‘Brahmaṇaḥ’(브라흐만

의) 라는 제 6격(ṣaṣṭhī; 소유격)은 목적어(karma)의 의미이며 관계(ś-

eṣa)의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탐구욕은 탐구대상을 요구하는데,

[브라흐만 외에] 별도로 탐구대상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

반론: 제 6격을 ‘관계’의 의미로 해석할지라도 브라흐만이 탐구

의 대상이라는 것과 상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반적 관계(saṁ-

bandha-sāmānya)는 특수한 것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답변: 그렇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pratyakṣam) 브라흐만이 대상

임을 [지시하기를] 거부하고 일반적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대

상성(karmatva)을 상정하는 것은 노력의 낭비이다.

반론: 낭비가 아니다. 브라흐만에 의존하는 모든 것에 대한 尋

究(vicāra)를 약속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답변: 그렇지 않다. 주된 것(pradhāna)을 수용하면 그에 의존하는

것도 포섭되기 때문이다. 실로 브라흐만이 인식에 의해 도달하고

자 가장 소망되는 것이므로 주된 것이다. 탐구욕의 대상인 그 주

된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의 탐구욕이 없이는 브라흐만에 대한

탐구욕도 있을 수 없는 그것들도 포섭된다. 그러므로 수뜨라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라고 말할

때 임금님의 수행원도 간다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과 같다.
17

16) ‘Brahma-jijñāsā’라는 격한정 복합어(tatpuruṣa-samāsa)는 ‘Brahmaṇoji-

jñāsā’(브라흐만의 탐구)라는 6격(소유격)의 한정이다. 제 6격엔 목적어

를 뜻하는 6격(karmaṇi ṣaṣṭhī)과 관계를 뜻하는 6격(śeṣa ṣaṣṭhī)이 있는

데, 여기선 탐구의 대상(karma)을 가리키는 ‘karmaṇi-ṣaṣṭhī이다.

17) 논적은 6격을 śeṣa(관계)의 의미로 해석할 때 일반적 관계는 특수한 것

으로 구성되므로 그 속에 브라흐만이 탐구의 대상임을 포함할 뿐 아니

라, 브라흐만의 인식방법, 실현수단, 효용도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논주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간접적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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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天啓書(śruti)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이 [모든]

존재들이 생성되는 ...’으로 시작되는 성전은 ‘그것을 알고자 욕구

하라. 그것이 브라흐만이다.’라고 브라흐만이 탐구의 대상임을 명

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제 6격을 대상의 의미로 이

해할 때 수뜨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브라흐만의’(brāhmaṇaḥ)는

대상을 뜻하는 6격(karmaṇiṣaṣṭhī)이다.

‘탐구욕’(jijñāsā)이란 알고자하는 욕망(jñātum icchā)이다. [브라흐만

의] 실현(avagati)을 목적으로 하는 智(jñāna)가 원망법 어미(san)에

의해 지시되는 욕망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욕망은 결과를 대상(vi-

ṣaya)으로 갖기 때문이다. 智(jñāna), 즉 바른 인식수단(pramāṇa, 量)

에 의해 브라흐만을 실현하고자 원한다. 브라흐만의 실현(Brahmā-

vagati)이 인간의 [최고] 목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윤회의 씨

앗인 무지 따위의 악(anartha, 불이익)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브라흐만을 알고자 욕망(탐구)해야 한다.
18

반론: 그러면 그 브라흐만은 알려진 것(prasiddha)인가,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것(aprasiddha)인가? 만일 알려진 것이라면 알고자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것은 결코 알려고 욕구할

수 없다.

현함은 노력의 낭비이며, 주된 것 하나만 수용하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므로 6격을 대상의 의미로 해석함이 옳다고 답한다.

18) 위에서 브라흐만과 탐구의 관계를 문법적으로 분석한 후, 보다 실질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어근 √jñā(알다)의 원망형 여성명사인 ‘jijñāsā’는

‘jñātum icchā’(알려는 욕망)로 분석된다.

욕망(icchā)은 대상을 가지며, 그것이 앎(jñāna, 智)이다. 그러나 단지 智

자체를 위한 智가 아니라 브라흐만 실현(Brahmāvagati)이라는 결실

(phala)을 초래하는 智이다. 智는 브라흐만을 아는 수단(pramāṇa), 즉 브

라흐만 실현의 원인(hetu)이고, 그 결과가 브라흐만 실현이다. 결국 여기

서 말하는 욕망의 대상이란 브라흐만 실현이라는 결과와 그것의 성취 수

단인 智를 함께 가리킨다.

그러면 왜 브라흐만의 실현을 욕망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브라흐만의

실현은 智에 의해 윤회와 속박(苦)의 근원인 無明(=假託, 착오)을 파괴함

으로써 생사윤회의 苦에서 영원히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

간의 궁극적 가치이자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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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 恒常(nitya)과 청정(śuddha), 순수의식(buddha), 해탈(m-

ukta)을 본성으로 하며 全知(sarvajña), 全能(sarvaśakti)을 구비한 브

라흐만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bṛh라는 어근의 의미에 따라서 도

출된 ‘브라흐만’이라는 말에 恒常, 청정성 따위의 의미들이 [포함되

어 있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 브라흐만은 모든 것의 아뜨만(我)

이므로 그 존재성은 잘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모두는 자아의 실

재성(ātmāstitva)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nāh-

amasmi)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만일 나의 존재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 전 세상 사람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인식할 것

이다. 그런데 아뜨만(自我)이 곧 브라흐만이다.
19

반론: 만일 세상 사람에게 브라흐만이 自我(아뜨만)로서 널리 인

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브라흐만은] 이미 알려진 것이므로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떨어진다.

답변: 그렇지 않다. 그것의 특수성에 대해 견해의 차가 있기 때

문이다. ① 일반인과 順世派(Lokāyata, =인도 유물론자)는 의식(caitan-

ya)에 의해 한정된 신체가 自我라고 주장한다. ② 혹자는 의식적인

기관(indriya)들이 자아라고 주장한다. ③ 혹자는 마음(manas, 意)이

[자아라고 생각하며] ④ 혹자는 찰라적인 識만이 ⑤ 혹자는 空이 [자

아라고 생각한다]. ⑥혹자는 신체와 별도로 윤회하는 자, 행위주체,

경험주체가 있다고 [말하며], ⑦ 일부는 [자아가] 오직 경험주체이며

행위주체는 아니라고 [말한다]. ⑧ 혹자는 그것(=자아)과 별개로 전

지, 전능한 主宰神이 있다고 [주장한다]. ⑨ 혹자는 그가 경험주체의

자아라고 [주장한다].
20

19) 성장을 뜻하는 어근 √bhṛ에서 파생된 ‘브라흐만’이라는 말은 탁월함

(atiśāyaya)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브라흐만’이라는 말 속에 恒常, 청정,

전지, 전능 등 탁월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한 브라흐만

은 곧 만물에 내재하는 아뜨만이고 그 아뜨만의 존재는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에서처럼 누구에게나 직관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샹까라는 말한

다. 그 아뜨만이 곧 브라흐만이다.

20) 자아의 존재가 누구에게나 자명하게 인식되어 있긴 하나 무엇이 그 자아

의 본성인가라는 의문에 대해선 견해가 분분하다. 여기선 9가지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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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바르건, 그릇되건 논리(yukti)와 경전(vākya)에 의거

한 다양한 異見들이 있다. 깊이 검토하지 않고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至善(niḥśreyasa)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며, 불

이익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브라흐만의 탐구’라는 진술로 시작하여 베단따(=우빠
니샤드)의 문구에 대한 尋究가 그에 어긋나지 않는 논리(tarka)의

도움을 빌어 至善을 목표로 가지고 시작된다.

ⅱ. 브라흐만의 정의

[이상에서] 브라흐만을 탐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 그 브라

흐만은 무엇을 특성(lakṣaṇa)으로 갖는가? 라고 [묻는데 대해] 尊師인

經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1

S. 2: Janmādy-asya yataḥ

그로부터 이 [세계]의 生成 따위가 [전개된다].

열거하고 있다. 그 중 ①, ②, ③은 유물론자의 견해이고, ④와 ⑤는 각각

불교의 유식학파와 중관학파의 견해(정확한 이해인지는 의심스럽다)이

며, ⑥ 정리학파, ⑦ 샹캬, ⑧ 요가학파의 견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단

따의 견해이다.

이와 같이 아뜨만의 존재는 인정되나 그에 대해 이견이 다양하므로 우

빠니샤드에 바탕한 브라흐만 탐구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21) S.1에서 <BS>의 주제가 브라흐만이며, <BS>의 목적은 그에 대한 탐구

라고 말했다. S.2에선 브라흐만을 정의(lakṣaṇa)한다. 정의엔 偶有的 정의

(taṭastha-lakṣaṇa)와 本質的 정의(svarūpa-lakṣaṇa)의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피정의자 자체와는 다르지만 피정의자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지시

하는 정의이며, 후자는 피정의자 자체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지적해 주는

정의이다. 브라흐만을 존재-의식-희열(saccidānanda)이라고 함은 직접적

정의이고, 본 수뜨라에서처럼 브라흐만 자체가 아닌 이 세계의 생성, 유

지, 소멸에 의해 브라흐만을 규정함은 偶有的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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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成’(janma)란 발생(utpatti)이며, 이 [세계]의 [생성] 따위[를 의미한

다]. [생성, 유지, 소멸이라는] 이 [세계의] 속성을 지시하는 소유복합어

(bahuvrīhi)이다. [janmādy라는] 복합어의 의미는 생성(janma), 유지(

sthiti), 소멸(bhaṅga)이다. 그리고 생성이 처음에 온 것은 성전의 교

시에 의거한 것이고 사실(vastu-vṛtti)에 의거한 것이다. 먼저 성전

의 교시란 ‘실로 그로부터 이 존재들이 생성된다’ (Taitrīya Up. 3.1)

라는 이 문구에 생성, 유지, 소멸의 순서(krama)가 제시되기 때문

이다. 사실의 경우도 생성으로써 존재성을 획득한 基體(dharmin)에

유지와 소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2
[‘idam’(이것)의 소유격인] ‘asya’

(이것의)는 지각 따위에 의해 드러내어진 사물(dharmin)을 ‘이것’(id-

am)이라는 대명사로 지시하고 있다. 소유격(ṣaṣṭhī, 제6격)은 생성

따위의 속성(dharma)과의 관계를 뜻한다.
23
‘yataḥ’(그로부터)란 원인

(kāraṇa)을 지시한다.

이름과 형태(nāma-rūpa)에 의해 구분되고(vyākṛta), 다수의 행위

주체, 경험주체와 결합되며, 각각의 장소, 시간, 동력인, 행동, 결

과의 의지처(āśraya, 所依)이며, 그 배열(racaya, 구성)의 형태가 불가

사의한 이 세계의(asya jagataḥ) 생성과 유지와 소멸이 그로부터,

즉 全知, 全能한 원인으로부터 이루어지며, ‘그 [원인]이 브라흐만이

다’(tad-brahma) 라는 것이 보충되어야 할 말이다. 나머지 존재의

변화는 이 [생성, 유지, 소멸의] 셋 가운데 포함된다. 그러므로 여기

서 생성, 유지, 소멸이라는 표현을 썼다.
24

22) ‘janma-ādi’라는 소유복합어는 janma(생성)를 시작(ādi)으로 갖는 것

(janma=utpattiḥ ādiḥ yasya tat)으로 분석되며, 예를 들면

‘lambakaraṇam ānaya’(긴 귀를 가진 사람을 데려 오너라)에서 ‘긴 귀를

가진[사람]’과 같이 복합어의 속성(=긴 귀)이 그것이 한정해 주는 것(=사

람)에 수반되는(tadguṇa saṁvijñāna) 소유복합어로서, 생성(janma)을 수

반한 지속(sthiti), 소멸(bhaṅga)을 뜻한다. 먼저 생성되어 존재성을 갖는

바탕이 있어야 유지, 소멸도 가능하다.

23) ‘이것’(idam)이란 ‘이 세계’(jagat)라는 基體(dharmin)를 가리키고, 그것의

소유격인 ‘asya’는 생성, 유지, 소멸이라는 속성(dharma)과의 관계를 뜻

한다.

24) 이름과 형태(nāma-rūpa)를 가진 것, 예를 들어 물단지가 물단지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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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스까(Yāska)가 열거한 [존재의 여섯가지 변화양태인] ‘생성

하다, 존재하다’ 등을 취한다면, 그것들은 세계가 지속되는 시간(

sthiti-kāla)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원인(mūla-kāraṇa,= 브라

흐만)으로부터의 이 세계의 生, 住, 滅을 의도하지 않는다’ 라고 생

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브라흐만이라는 원인으로

부터 생성과 바로 그 안에서의 유지와 소멸, 이 [셋]이 취해진 것

이다.
25

이상에서 언급된 특징(viśeṣaṇa, 한정자)들을 가진 이 세계는 [전지

성, 전능성과 같은] 특징들을 가진 主宰神을 제외하고 다른 것, 즉 의

식이 없는 제일원인(pradhāna, =쁘라끄리띠, 原質)이나 원자로부터, 혹

은 無로부터, 혹은 윤회하는 존재(Hiraṇyagarbha)로부터 그 생성 따

위가 가능할 수 없다. 또 자체(svabhāva)로부터 [생길 수도] 없다. 이

[세계]에는 특정한 장소, 시간, 그리고 동력인(nimitta)이 [사물의 발생

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26
주재신이 [세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생성 따위)을 윤회(=세계)와 분리된 주재신의

존재성 등을 증명하는 추리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반문: 여기서도 또한 ‘생성 따위 ···’의 수뜨라에서 바로 그 [추론]

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름과 형태를 인식하고 있는 의식적 존재인 옹기쟁이에 의해 만들어지듯,

이름과 형태를 가진 이 세계도 의식적 존재가 아니면 창조할 수 없다. 더

구나 광대하고 복잡미묘한 이 우주를 구상하고 창조하는 원인은 全知, 全

能한 자일 수밖에 없고, 그 원인이 바로 브라흐만이다.

25) 이 세계의 生, 住, 滅을 말하는 이유는 ‘yato vā imāni bhūtāni jāyate’(그

로부터 이 존재들이 생한다.) 따위의 베다의 문구를 상기시킴으로써 세

계의 원인인 브라흐만에 대해 각성시켜 주려는 것이다. 반면 야스까가

니루끄따(어원학)에서 열거한 여섯 가지 변화양태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

26) 위에서 말한 ‘이름과 형태에 의해 구분되고, 다수의 행위주체, 경험주체

와 결합되며 ···’ 등 네 가지 특징을 가진 세계는 全知, 全能한 主宰神을

제외한 의식이 없는 다른 존재들 즉, 原質이나 원자, 비존재 등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다. 또 자체(svabhāva)가 원인일 수도 없다. 자기가 자기

의 원인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아무런 원인이 없이 결과가 생성될 수도

없다. 결과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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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그렇지 않다. 수뜨라는 베단따의 문장이라는 꽃을 연결시

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단따의 문장들이 수뜨라

에서 인용되고 尋究되고 있다. 브라흐만의 실현은 추리 따위의 다

른 인식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베단따의] 문장의 의미를 심구하

려는 노력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나 베단따의 문구에서 세계의 생성 따위의 원인을 논할 경

우에, 그 의미의 파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베단따의 문구에 모

순되지 않는 한 추리일지라도 인식수단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왜

냐하면 聖典(śruti)에 의해서도 논리(tarka)가 보조로서 인정되기 때

문이다. 예를 들면 성전에서 ‘[성전의 가르침을] 들어야 하고, 생각해

야 한다’ (Bṛhad. Up. 2.4.5)라고 말하고 있으며 ‘학식이 있고, 지혜로

운 자가 간드하라에 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스승을 얻

은 사람은 지식을 얻는다’.(Chāndogya Up. 6.14.2) 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理智(buddhi)가 성전을 보조함을 보여주고 있다.
27

브라흐만의 탐구(Brahma-jijñāsā)에 있어선 다르마의 탐구(Dhar-

ma-jijñāsā)에 있어서와 같이 성전 따위 만이 인식수단이 아니다.

성전 따위와 직접경험(anubhava) 따위가 상황에 따라 인식수단이

된다. 왜냐하면 브라흐만에 대한 智는 직접경험에서 그 극치에 이

르기 때문이며, 또 현존하는 실재(bhūta-vastu)를 대상으로 하기 때

문이다. 반면 이루어져야 할 대상(kartavya-viṣaya)의 경우엔 직접

경험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성전 따위만이 바른 인식의 기준(prām-

āṇya)일 수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사람에 의

27) 정리·승론학파도 이슈와라가 세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나, 성전에 의거

하지 않고 추리(nyāya)에 의해 세계라는 결과로부터 그 원인으로서의 이

슈와라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베단따학파도 논리(tarka)

의 가치를 인정하긴 하나 일차적인 권위는 성전에 둔다. 논리나 이성은

성전의 문구와 모순되지 않는 한에서 인식수단으로 인정되는 2차적, 보

조적 가치만을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먼저 성전의 가르침을 배우고

(śravaṇa), 그 다음에 그에 대해 이성적으로 반성, 비판하고(manana), 마

지막으로 실천수행을 통해 체험적으로 검증하는 단계(nididhyāsana)를

거친다. 이것은 불교의 聞, 思, 修의 공부방법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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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여서 비로소 자체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행동(karma)은 그것

이 세속적인 것(laukika)이든 신성한 것(vaidika)이든 할 수도, 안 할

수도, 혹은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적지에

다달아야 할 경우] 말로 갈 수도, 두 발로 걸어갈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아띠라뜨라祭에서 열

여섯번 째 컵을 사용해야 한다’, ‘아띠라뜨라祭에서 열 여섯번 째

컵을 사용해선 안된다’, ‘일출 후에 공물을 바쳐야 한다’. ‘일출 전

에 공물을 바쳐야 한다’. 라는 [베다의 말도] 그와 같다. 이런 경우

에 儀軌(vidhi)와 禁止(pratiṣedha)는 선택(vikalpa), 일반규칙(utsarga),

예외(apavāda)로서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실재의 경우엔

‘그러하다’, ‘그렇지 않다’ 혹은 ‘있다’, ‘없다’와 같은 선택이 허용되

지 않는다. 선택이란 사람의 인식(주관)에 의존하는 것(puruṣa-bud-

dhy-apekṣa)이다. [그러나] 실물에 대한 바른 인식이란 사람의 인식

(주관)에 의존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것은 실물에만 의존한다.

하나의 기둥에 대해서 ‘기둥인가 아니면 다른 것, 곧 사람인가?’라

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인식(tattva-jñāna)이 아니다. 이 경우 ‘다른

것, 곧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인식(mithyā-jñāna)이며, ‘바

로 기둥이다.’라는 것이 바른 인식이다. 그것은 실물에 의존(근거)

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현존하는 실재를 대상으로 하는 바른 인

식은 실물에 의존하는 것(vastu-tantra)이다. 이 경우에도 그와 같으

므로 브라흐만 인식도 역시 실물에 의존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실

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28

28) 위에서 논리를 위주로만 정리·승론학파와 베단따 학파의 차이를 밝혔다

면 여기선 성전(śruti)만을 유일한 인식수단으로 삼는 미망사 학파와 성

전외에도 직접체험(anubhāva)을 인정하는 베단따학파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다르마란 현존하지 않는, 즉 앞으로 이루어져야할 것(kartavya)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직접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것(ananubhāvāpekṣa),

따라서 오직 성전만이 진리의 기준(prāmāṇya)이 되지만, 브라흐만은 현

존하는 실재(bhūta-vastu)이므로 경우에 따라 성전과 직접경험이 인식수

단이 되며, 성전의 권위는 직접경험을 통해 확인된다. 또 이루어질 대상

은 인간의 주관에 의존하므로(puruṣa-buddhy-apekṣa) 이렇게도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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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브라흐만이 현존하는 실재에 연관된 것인만큼 다른 인식

수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베단따(=우빠니샤드)의 문구
에 대한 尋究는 무용하다.

답변: 그렇지 않다. [브라흐만은] 감관의 대상이 아님으로써 [브라

흐만과 감관의] 관계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감관은 본성적으로

객관적 사물(viṣaya)을 대상으로 하며, 브라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브라흐만이 감관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세계의

생성 따위라는] 결과가 브라흐만과 연관된다는 것이 인식되어야 한

다. 그러나 결과만이 인식되므로 [그 결과가] 브라흐만과 연관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와 연관되는 것인지 단정지을 수 없

다.

그러므로 ‘[이 세계의] 생성 따위...’ 라는 수뜨라는 그 목적이 추

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베단따의 문구를

보여주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면 수뜨라가 지시하고자 하는

그 베단따 문구란 어떤 것인가? “와루나의 아들인 브흐르구가 그

의 아버지 와루나에게 다가가서 ‘존자시여, 브라흐만에 대해 가르

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자 ‘그로부터 이 존재(bhūta)들이 생성하

고, 그에 의해 생성된 것들이 존속하며, 그것에로 소멸하여 歸入한

다. 그것을 알고자 욕망하라. 그것이 브라흐만이다.’” 라고 [말을]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고 이 [문구의 의미]를 확정짓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환희(ānanda)로부터 이 존재들이 생성되고

환희에 의해 생성된 자들이 존속하며, 환희에 소멸하여 귀입된다

도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으나 실재적 대상은 인간의 주관에 의존

하지 않으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현존하는 실재(bhūta)에 대한 인식은 주관에 의존하지 않고 실물에만 의

존할(vastutantra)때 바른 인식(tattvajñāna)이 되며, 반대로 주관에 의존

하면 착오지(mithyā-jñāna)가 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기둥을 보고 ‘저것

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은 주관에 의존한 착오이고, ‘저것은 기둥이다.’

라는 인식은 바른 인식이다. ‘저것이 기둥인가, 사람인가?’ 라는 의심

(saṁśaya)은 적극적으로 틀린 인식(mithyā-jñāna)은 아니지만 바른 인

식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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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그밖에 그와 같은 類에 속하는 聖句, 즉 항상(nitya), 청정(śuddh-

a), 순수의식(buddha), 해탈(mukta)을 본성으로 하며, 全知를 본성으

로 하는 원인에 관계된 구절도 인용될 수 있다.

ⅲ. 브라흐만의 全知性

세계의 원인이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브라흐만이 全知함을 지

적했다. 바로 이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 다음 수뜨라를 설했다.

S. 3: Śāstrayonitvāt

[브라흐만은] 聖典의 母胎이기 때문에 [全知하다].

브라흐만이란, 많은 학문의 분과(vidyā-sthāna)에 의해 보완되며,

등불과 같이 일체의 대상(만물)을 비추며 全知와 같은 리그베다
따위의 거대한 성전(śāstra)의 원천(yoni) 즉, 원인(kāraṇa)이다. 왜냐

하면 리그베다따위를 포괄하며, 全知의 속성을 갖춘 그와같은

종류의 경전이 全知 외의 다른 것으로부터 기원될 수 없기 때문이

다. 광범위한 내용을 가진 敎典이 예를 들어 빠니니(Pāṇini) 따위와

29) 마치 ‘강둑에 과일이 있다.’ 라는 문장이 지각(pratyakṣa)의 인식수단으로

알려진 것을 기술한 것이듯 ‘브라흐만이 이 세계의 생성 따위의 원인이

다.’ 라는 문장도 추리에 의해 알려진 것을 진술한 것이므로 구태여 베단

따의 문장을 심구할 필요가 없다는 논적의 반론에 대해 논주는 이렇게

답한다. 브라흐만이 현존하는 실재이긴 하나 객관적 대상(viṣaya)이 아니

므로 감관과 연결되지 못하며 따라서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추리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보이지 않

는 불을 추리하기 위해선 불과 연결된 연기의 지각과 과거에 연기와 불

사이의 수반관계에 대한 지각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S.2의 목적은 추

리를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베단따의 문구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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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뛰어난 사람으로부터 나왔을 때, 그 내용이 비록 전체 지식(j

ñeya, 알아야 할 것)의 일부분일지라도 그(=저자)는 그것(=교전)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잘 알려져 있다.
30

하물며, [브라흐만의 경우에] 말해서 무엇하랴. 수많은 가지로 나

뉘어지며, 신들과 동물, 인간, 種姓(varṇa)과 生의 단계(āśrama)의 구

분의 원인이며, 리그베다등으로 칭명되는 一切知의 근원(광산)이

유희(līlā)의 원리에 의해 마치 사람이 뿜어내는 숨처럼 노력없이

위대한 존재인 母胎(yoni)로부터 나온다. ‘이 리그베다는 저 위대
한 존재가 내뿜는 숨이다.’(Bṛhad. Up. 2.4.10)라고 天啓書(śruti, =우빠
니샤드)에서 말했듯이, 그 위대한 존재는 그 이상 넘을 수 없는 全

知性(sarvajñatva)과 全能性(sarvaśaktimattva)을 갖고 있다.
31

혹은, 이상에서 언급된 리그베다 따위의 성전이 그 브라흐만
의 참된 본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모태이고, 원인, 즉 인식수단(

pramāṇa) [이라고 본 수뜨라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인식수단인 성

전으로부터만 세계의 생성 따위의 원인인 브라흐만이 인식된다라

는 뜻이다. 이전의 수뜨라에서 ‘그로부터 이 존재들이 생성된다’

라는 따위로 경전이 인용되었다.
32

30) S.2에서 브라흐만이 세계의 生等 등의 원인이라고 말함으로써 동시에 브

라흐만이 全知性을 시사하고 있지만 본 수뜨라에선 다른 측면에서 그것

을 증명하고자 한다.

언어란 그 고유한 제약성 때문에 화자의 의도를 다 표현할 수 없다. 그

러므로 저자가 책을 썼을 때, 실제로 저자가 갖고 있는 지식은 책으로 표

현된 지식보다 훨씬 많다. 마찬가지로 리그베다등의 성전의 근원

(yoni=원인, kāraṇa)인 브라흐만은 그 성전들이 포함하고 있는 지식보다

도 훨씬 크다. 그런데 베다 성전은 만물을 비추는 등불과 같이 全知에 가

까운 것이므로, 그것의 저자인 브라흐만은 全知者일 수 밖에 없다.

31) 베다와 이 세계 창조의 근원으로서의 브라흐만은 마야의 창조력과 결합

된 유속성 브라흐만(Saguṇa-Brahman) 즉, 主宰神(Īśvara)으로서, 이 세

계의 창조와 변화는 이슈와라의 넘치는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발로이므로

노력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유희(līlā)에 비유된다.

32) 성전에 브라흐만 인식의 수단이므로 브라흐만의 특성에 대해 말하고 있

는 S.2도 B.S.의 저자 자신의 말이 아니라 실은 성전으로부터의 인용이

며, 이런 의미에서 S.3에 대한 두 번째 해석과 어긋나지 않는다.



138 印度哲學 제7집

반론: 만일 이전의 수뜨라에 의해 같은 성격의 경전 [문구]가 인

용됨으로써 성전이 [브라흐만의] 인식근거임(śāstra-yonitvam)을 보여

주었다면, 이 수뜨라는 무슨 목적을 갖는 것인가?

답변: 그곳(=이전의 수뜨라)에서는 수뜨라의 문자로써 성전의 [의

미]가 명료히 진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계의] 생성 따위 ···’ 라

는 수뜨라에 의해 다만 추리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잘못]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추측을 막기 위해 ‘śāstra-yonitvāt’ 라는

이 수뜨라가 지어졌다.
33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33) 브라흐만을 세계의 생성 따위의 근원이고 성전의 모태(원인)라고 말하는

수뜨라의 의도는 세계(jagat)와 성전(śāstra)이라는 결과에 근거하며 그

원인으로서의 브라흐만을 추리하는 것이고, 따라서 추리가 브라흐만의

존재를 확인하는 주된 인식 수단(pramāṇa)이라는 반론에 대해서 샹까라

는 본 수뜨라를 ‘성전이 [브라흐만 인식의] 원인(yoṇi)이다.’ 즉 성전이 브

라흐만 인식의 聖言量(śabda-pramāṇa)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답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