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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禪佛敎라는 大河를 형성한 禪的 思惟의 원천이 우파니샤드에서

發源한 것으로 보는 논자는 초기 우파니샤드에 나타난 우파사나(u

pāsana) 명상 개념
1
을 살펴본 일이 있는데, 여기서는 브리하드아

* 金浩星 :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인도철학 전공 교수.

1) 拙稿, 초기 우파니샤드의 명상 개념 1 , 인도철학, 제7집, pp. 65-88.
논자의 ‘명상’ 개념은 “作業假說로서 선, 비파사나, 요가 등을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類개념”(p. 67.)이다. 서로 차별성을 갖고 있는 다양한

從개념으로서의 명상을 하나의 類개념 아래에 포괄하는 것은 차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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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야카 우파니샤드(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이하 BU) 의 니디

드흐야사나(nididhyāsana) 명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니디

드흐야사나 명상을 살펴봄으로써 초기 우파니샤드 명상의 대체적

인 특징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니디드흐야사나 명상에 관한 우파니샤드의 언급은 BU

의 2處 4回에 불과할 뿐이었다. 따라서 니디드흐야사나 명상이 어

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을 파악하기에는 이들 원문의

분석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니디드흐야사나가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에 대한 후대 여러 학파의 다양한 해석 또

는 影響史
2
를 재해석하는 解釋學的 方法論에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같은 이유에서이다. 물론, 이같은 논자의 방법론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3
도 가능하리라 본다. 첫째, 우파니샤드 안으로 그 범위를

좁힌 채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닌가? 둘째, 해석

학적 방법은 주관적 恣意에 흐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중 둘째의 문제에 대한 해답부터 찾아보기로 하자. 과연 先

理解 없는 해석이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가다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각각의 명상들이 서로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지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2) 본론의 범위 중에서 ‘베단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교의 유식이나

불교논리학의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슈라바나 → 마나나 →

니디드흐야사나’에 대한 해석이라기 보다는 그

‘影響史(wirkungsgeschichte)’的 자취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향사란 전통에 속해 있는 것들에 대해 전통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말한다. 그래서 전통에 속해 있는 것들이 전통을 거부하거나 그것에

반발하더라도, 여전히 전통의 제약을 받게 된다. … 이해작용은 더 이상

주관적 작용으로 간주되지 않고, 오히려 영향사의 한 측면으로

이해된다.”(Georgia Warnke, Gadamer ; Hermeneutics, Tradition and

Reason : 이한우 옮김,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서울 : 사상사, 1993),
pp. 136-137.) 影響史 개념은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의 핵심적 개념이다.

3) 본고의 草稿는 1998년 12월 4일 한국외대에서 개최된 “제9회 인도철학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되었는데, 우파니샤드를 번역한 李在淑과 베단타를

공부한 文乙植에 의한 비판적 질의가 있었다. 대개 논자의 방법론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서 그 해답을 시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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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Hans-Georg Gadamer)에 의한 ‘철학적 해석학’의 입장인 것이

다.

인간은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리고 미래를 企投하거나

이런저런 식으로 과거에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일정하게 이

해하고 있다. 이해란 근원적으로 현존재가 자신의 삶과 맺는 필연적이

면서도 실천적인 관계이며, 따라서 인간의 삶을 떠나 있는 것은 하나

도 없다.
4

가령 우파니샤드 안으로 범위를 한정한 채 분석적인 연구를 한

다고 하더라도 연구자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관심들이 그 연구의

목적이나 방법 속에 투영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점이다. 연구자

특유의 논리가 개입되지 않고, 자료의 집적만으로는 결코 논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자료 + 논리 = 글쓰기”의 等式에서, 진정

哲學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해 있던 자료가 아니라 연구자

의 논리일 것이기에 말이다. 연구자가 갖추고 있는 論理 역시 解

釋學的 先理解(pre-understanding)가 아니겠는가? 논자가 주장하

는 바 自己哲學
5
역시 이러한 論理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오히려

스스로가 취하는 解釋學的 先理解가 무엇인지를 의식하고 밝혀가

는 것이야말로 恣意를 막으면서 연구자 나름의 自意를 가능케 하

는 최선의 길이라 본다.

그렇다면 해석학적 방법론에 의지하여 이해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이에 대하여는, 적어도 본고에서 취하는

해석학적 방법론이 歷史와 比較임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

다. 니디드흐야사나 명상을 그 후대에 이루어진 여러 주석(=해석)

4) Georgia Warnke, 이한우 옮김, 앞의 책, p. 75.

5) 자기철학 제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拙稿, ‘저자의 不在’와 佛敎解釋學 ,

불교학보, 제35집(서울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98)을 통해서,
자기철학의 제시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拙稿, 전통적 불교학의

방법론에 나타난 현대적 성격 , 가산학보, 제7집(서울 : 가산학회,
1998)에서 각기 논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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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하여 通時的
6
으로 재해석하고, 또한 그 후대의 여러 해석들

을 시간성을 탈각시킨 채 하나의 共時的 차원에 놓고서 비교적으

로 살펴봄으로써 그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논자는 이를 ‘역

사-비교 방법론’으로 부르고자 한다. 현실적 삶의 컨텍스트선불
교 전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국불교를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역사-비교 방법론’이 철학적 해석학

의 방법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파니샤드

안으로 범위를 제한한 채 시도하는 분석적 방법론으로는 결코 얻

을 수 없는 내용을 얻게 될 것이다.

둘째의 문제제기에 대한 이같은 해명만으로도 굳이 첫째의 문

제에 대한 대답이 되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분

석적 방법론에 입각하는 니디드흐야사나 개념에 대한 조명을 굳

이 거부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분석적 방법론을

통하여 우파니샤드 그 자체의 맥락 속에서 니디드흐야사나를 이

해하는 것이 어떤 한계를 갖는지 보다 분명해질 수도 있을 것이

며, 또 그것은 논자가 취하는 해석학적 방법론의 불가피성을 보다

굳건히 해주리라 생각된다.

6) 통시적 연구에는 支流에서부터 역으로 淵源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과

연원에서부터 지류로 흘러내려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소쉬르(F.D.Saussure)의 술어를 빌리면 각기 ‘회고적 관점’과 ‘전망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페르디낭 드 소쉬르, 최승언 옮김, 일반언어학
강의(서울 : 민음사, 1997), p. 110, 참조.) 拙稿, 선관의 대승적 연원
연구(서울 :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95)는 회고적 관점을 취한 것이며,
초기 우파니샤드의 명상 개념을 찾으려는 일련의 논문들은 전망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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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

BU에서 니디드흐야사나의 用例는 2군데에 걸쳐서 총 4회 나타

나는데, 原文과 譯文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B

U의 Ⅱ.4.4～5.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sa hovāca yājñavalkhyaḥ, priyā bata are naḥ satī priyaṃ bhāṣase;

ehi, āssva, vyākhyāsyāmi te; vyācakṣāṇasya tu me nididhyāsasva it

i.

실로 야갸발키야는 말하였다 : “아, 그대는 나에게 사랑스러우며, 그

대는 사랑스러움을 말하고 있다. 오라, 앉으라. 내가 그대에게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설명하는 동안 그대는 나의 [설명에 대하여] 주

의깊게 집중하라.

ātmā vā are draṣṭavyaḥ śrotavyo mantavyo nididhyāsitavyaḥ: mai

treyi ātmano vā are darśanena śravaṇena matyā vijñānenedaṃ sarv

aṃ viditam.

아, 자아는 보여져야만 하고, 들어져야만 하며, 생각되어져야만 하

고, 명상되어져야만 한다. 오, 마이트레이여, 아트만을 보는 것에 의하

여, 듣는 것에 의하여, 생각함에 의하여, 지혜에 의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알려진 것이다.

실제 이 중에 Ⅱ.4.5의 문장은 그 전체가 아니라 마지막 부분인

데, 그 앞부분에는 저 유명한 “진실로 남편이 사랑스러운 것은 남

편 때문이 아니라 아트만 때문이다”
7
라는 등의 定型句가 반복되

7) na vā are patyuḥ kāmāya patiḥ priyo bhavati, ātmanas tu kāmāya patiḥ

priyo bhav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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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또 다른 용례인 BU Ⅳ.5.6.에서도 마찬가

지다. 계속해서 Ⅳ.5.5～6의 원문과 역문을 읽어보기로 하자.

sa hovāca yājñavalkhyaḥ : priyā vai khalu no bhavatī satī priyam

avṛdhat. hanta tarhi, bhavati, etad vyākhyāsyāmi te, vyācakṣaṇasya

tu me nididhyāsasveti.

야갸발키야는 말하였다 : 그대는 진실로 우리들에게 사랑스러우며,

그대야말로 사랑스러움을 증가시켜왔다. 아, 그대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이것을 설명할 것이다. 설명하는 동안, 그대는 나의 [말

에] 주의깊게 집중하라.

ātmā vā are draṣṭavyaḥ śrotavyo mantavyo nididhyāsitavyaḥ, mai

treyi; ātmani khalv are dṛṣṭe, śrute, mate, vijñāte, idaṃ sarvaṃ vidit

am.

오, 마이트레이여, 아트만은 보여져야만 하고, 들어져야만 하며, 생

각되어야 하며, 명상되어져야만 한다. 진실로 아트만이 보여짐에 있어

서 들어짐에 있어서 생각되어짐에 있어서 분별되어짐에 있어서, 이러

한 모든 것은 알려진 것이다.

이러한 용례에서 확인되는 니디드흐야사나 개념은 모두 동사의

활용형태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2인칭 단수 명령법

형태인 nididhyāsasva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수동분사 형태인 nidi

dhyāsitavyaḥ이다. 이들은 모두 동사 어근 ni-√dhyai에서 활용된

것
8
이지만, 그 어근의 의미를 Monier Williams는 “to observe, per

ceive ; to meditate, think of, remember”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고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nididhyāsana는 그 명사
9
형태인데, 辭典

8) 후대에 ‘禪’으로 한역된 dhyāna 역시 같은 어근을 갖고 있다.

9) 문법적으로 분사는 準動詞로서 동사적 성격과 명사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설령, 동사[행위]로만 본다 하더라도 철학적 논의를 위해서는 그

동사를 명사의 개념으로 바꾸는 일이 불가피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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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意味는 “심오하고 반복적인 명상(profound and repeated medit

ation)”
10
이라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印度解釋學의 한 전통이라 할

수 있는 語源學(Nirukta)에 의지하여 동사 어근의 의미로부터 명

사의 개념을 추출해 보면, 명사로서의 니디드흐야사나 개념에는

“사색”과 “명상”의 두 가지 의미가 중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문법 사항을 토대로 우파니샤드 본문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천착해 보기로 하자. 우선, 논자는 위에서 인용한 2處 4回

의 用例를 그 형태의 측면에서 다시 니디드흐야사나만 단독적으

로 언급되는 單獨型과 ‘슈라바나 → 마나나 →니디드흐야사나’의

구조
11
속에서 언급되는 合同型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B.U.>

Ⅱ.4.4와 <B.U.> Ⅳ.5.5는 단독형이고, <B.U.> Ⅱ.4.5와 <B.U.>

Ⅳ.5.6.은 합동형이다.

우선,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단독형의 의미이다. 단독형

은 모두 2인칭 단수 명령법 형태로 쓰이고 있는데, 그 의미 역시

야갸발키야가 행한 말의 내용[아트만]에 대한 심사숙고[=사색]를

당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합동형의 경우에도 야갸발키야의

말에 대한 심사숙고라는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니디드흐야사나 이전에 슈라바나와 마나나를 더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독형과는 차이가 있게 된다. 이 글에서는 합동형을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합동형에 나타난 니디드흐야사나의 의미

에 대해서는 두가지 해석 가능성이 제기된다. 첫째는 니디드흐야

사나가 슈라바나와 마나나의 심화이긴 하지만 질적 차이는 없는

10) Sir. M. Monier Williams, Sanskrit-English Dictionary, p. 549a.

11) 브리하드아란야카 우파니샤드 본문에는 ‘듣기’ 이전에 ‘보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슈라바나 → 마나나 → 니디드흐야사나’의

구조로만 말해지는가 하는 문제기가 가능하다. 왜 베단타의 주석가들은

그같은 三重의 構造로 체계화했는지에 대해서 수레슈바라는 Vārtika
213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보는 것이 의무적인 것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베단타의 텍스트에 대해서 들은 것만이 지식의

수단이라고 전적으로 처방되어 있다. 그리고 또 그 수단은 생각하기 일

뿐이다.” Shoun Hino, Sureśvara's Vārtika on Yajñāvalkya-Maitreyi

Dialogue(Delhi : Motilal Banarasidass, 1991),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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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만약 이같이 본다면 니디드흐야사나가

명상이라는 의미는 매우 약하게 된다. 둘째는 니디드흐야사나 이

전에 슈라바나와 마나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심사숙고의 단계

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이전의 마나나 자체에 심사숙고라는 의미가 있

으므로 그것과는 달리 더욱 심오한 단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

이다. BU의 입장은 어느 경우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일

까? 이에 대한 해석들을 살펴보기 전에 BU 원문의 分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으리라.

첫째, 니디드흐야사나의 대상이 언어에 의해서 설해진 것, 즉

敎說에 대해서라는 점이다. 둘째, 그 교설의 내용은 아트만이다.

만약 첫째의 의미만 있다면 니디드흐야사나는 교설에 대한 심사

숙고의 의미를 넘어서기가 어렵겠지만, 둘째의 의미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명상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논

자는 본다. 교설에 의해서 출발한 명상, 그것이 니디드흐야사나

명상이라 보는 것이다. 과연 이같은 논자의 이해가 타당한지 후대

의 해석들을 참조하기로 하자.

Ⅲ. 해석

1. 아드바이타 베단타

‘슈라바나 → 마나나 → 니디드흐야사나’에 대해서는 인도철학

의 다양한 학파들이 문제삼고 있으나, 가장 직접적으로 수행방법

론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베단타의 學徒들에 의해서였다.
12
베단타

학파 안에서도 라마누자(Rāmānuja)에 의한 制限的 不二一元論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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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바(Madhva)의 二元論은 모두 해탈을 위한 수행방법론으로서

명상보다는 박티(bhakti)를 더욱 選好하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

리의 논의는 샹카라(Śaṅkara, 700-750)와 그 門徒들에 의한 아드

바이타 베단타(Advaita Vedānta) 학파를 중심으로 할 수 밖에 없

을 것이다. 특히, 그 해석에 있어서 相異함을 보이고 있는 샹카라

와 수레슈바라(Sureśvara, 720-770) 師弟의 해석을 중점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에게 문제되고 있는 BU 본문에 대하여 샹카라는 어

떻게 주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 자아는 진실로 보여져야만 하고, 마땅히 볼만한 것이

고, 봄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먼저 스승과 경전으로

부터 들어져야만 하며, 그런 뒤에 헤아림을 통하여 숙고되어져야 하

며,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명상해야만 할 것이다. 진실로 그러한 見은

봄-숙고함-명상의 성취에 의하여, 捨離함에 의하여 존재하게 된다. 이

들을 하나와 같이 하게 되었을 때에 ‘正見’과 ‘梵의 一元性’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단지 듣기만 해서는 아니된다.
13

2處 4回의 원문 중에서 가장 자세한 BU Ⅱ.4.5에 대한 샹카라

주석의 일부분이다. 그렇지만 이같은 내용만으로는 샹카라의 니디

드흐야사나觀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슈라바나

마나나 니디드흐야사나 三者가 과연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야 하

12) J. Bader, 앞의 책, p. 99.

13) tasmāt ātmā vai are draṣtavyaḥ darśanārhaḥ, darśanaviṣayam

āpādayitavyaḥ, śrotavyaḥ purvam ācāryata āgamataś ca paścān

mantavyaḥ tarkataḥ, tato nididhyāsitavyaḥ niścayena dhyātavyaḥ,

evam hi asau dṛṣto bhavati śravaṇamanananididhyāsanasādhanair

nirvartitaiḥ, yadā ekatvam etāni upagatāni tadā samyagdarśanam

brahmaikatvaviṣayam prasīdati, na anyathā śravaṇamātreṇa. Śāṅkara,

Brihadaranyakopanishad bhashya Ⅱ.4.5.; Swāmi Gambhirānanda tr.,

The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Calcutta : Advaita Ashrama, 1965), p.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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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더 나아가서 니디드흐야사나 명상이 어떠한 명상인지에 대

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샹카라의 다른

저술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같다. 샹카라와

수레슈바라의 관점을 확인함에 있어서 먼저 체크해야 할 점은 슈

라바나 마나나 니디드흐야사의 개념이다. 특히, 슈라바나와 마나

나 보다는 니디드흐야사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것이 바로 명상 개념이기 때문이다.

샹카라는 니디드흐야사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니디드흐

야사나는 “아트만에 대한 앎을 영속적으로 지속시키는 것”
14
이라

그는 보고 있다. 니디드흐야사나를 持續的인 念想으로 보고 있으

니, 샹카라에게 니디드흐야사나는 果가 아니라 아직 과정으로서

因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梵知를 얻기 위한 因行으로서의 반복

학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15
우파사나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살

펴본 바 있지만, 드흐야나 역시 “다른 유형의 개념에 의해서 방해

받지 않는 한 개념의 연속적 흐름”
16
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

로 샹카라는 니디드흐야사나 명상을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니디드흐야사나, 우파사나, 그리고 드흐야나와 같은 초기

우파니샤드의 주요한 명상 개념들이 그에게는 같은 것일 뿐이었

다. 샹카라는 니디드흐야사나와 드흐야나 모두 계속적인 行法으로

서 일종의 漸修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우파사나와

는 달리 드흐야나에는 박티적 요소가 없고, 그런 점에서 요가와

보다 가깝다고 본다.

어떤 개념의 명상이든 샹카라로부터는 점진적인 닦음[漸修]이고

과정적인 수행[因行]으로 밖에 평가받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에게 해탈은 “내가 곧 브라흐만이다”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인식하는 梵知에 의해서 밖에는 얻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14) “ātma-jñāna-smṛti-saṃtati.” J. Bader, Meditation in Śaṅkara's

Vedānta(New Delhi : Aditya Prakashan, 1990), p. 73.

15) 니디드흐야사나의 反復性은 샹카라의 BSbh Ⅳ.1.1. 참조.

16) J. Bader, 앞의 책,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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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까닭에 그에게 모든 명상 수행은 궁극적일 수 없으며, 보조

적
17
방편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샹카라의 梵知와 暝想觀 비교

梵知 知 正行 果 無屬性 眞諦 頓悟

명상 行 助行 因 有屬性 俗諦 漸修

명상 역시 브라만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유속성의 브

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속제적이며 점수적이라 할 수 밖

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梵知의 돈오적 체험 역시 그 전단계로

서 명상 수행을 전제하는 것 아닐까? 정녕 大格言(mahā-vākya)

을 스승으로부터 한 번 듣고나서 바로 깨닫는다는 것은 극히 어

렵고 希有한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같은 사람에게는 슈

라바나 이후의 마나나와 니디드흐야사나가 필요없을지도 모른다.

가히 頓悟頓修일 것이다. 우리의 논의에는 그런 大根機의 경우는

예외가 된다. 그런 까닭에 梵知를 頓悟로 配對하더라도 그 前단계

의 명상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논자는 본다. 샹카라에게는 梵知

이후에 명상을 행해야 한다는, 普照知訥(1158-1210)의 頓悟漸修[=

先修後悟]와 같은 패러다임은 나타나지 않는다. 先修後悟인 셈이

다.

이렇게 梵知 위주의 지적 해탈관을 갖고 있는 샹카라에게 슈라

바나 마나나 니디드흐야사나 삼자의 관계는 어떤 것으로 보일까?

샹카라는 이들 三者를 병렬적이며, 결합적인 것으로 해석하였을

뿐 그들 상호간에 어떤 階序的 差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물론, 위에서 인용한 샹카라의 언급 속에서는 분명히 三者 사이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삼자 사이에

어떤 질서가 있음이 사실이다. 다만, 여기서 삼자 관계가 계서적

17) 위의 책, pp.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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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혹은 병렬 결합적인가 하는 문제는 슈라바나와 마나나 나름

의 의의를 어느 만큼 인정하는가, 슈라바나와 마나나 모두 니디드

흐야사나 속으로 歸一하여 ‘니디드흐야사나 中心性’이 어느만큼 강

한가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다. 이같은 기준에 의해서 볼 때, 샹

카라는 삼자의 관계를 수행의 경지가 심화되어 가는 것으로 생각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들 三者가 어차피 因行이었다는

점에서 그 계서적 차별을 문제삼는 것은 그에게 의미없는 일이었

을지도 모른다.

한편, 샹카라의 직계제자인 수레슈바라는 샹카라와는 다소 다

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BU Ⅱ.4에 대한 샹카라의 주석을 復

註한 Vārtika에서 그는 니디드흐야사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반론 : 비록 darśana 등의 언어에 의해서 이미 말해진 것을 다시 말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nididhyāsana가 vijñāna에 의해서 말해지는가?

답론 : [nididhyāsana가] dhyāna[라고 했을 때 초래되는] 의심을 소

멸하기 위하여 vijñāna라고 말해진다. 그로부터 dhyāna가 nididhyāsan

a라는 언어에 의하여 생각된다.
18

수레슈바라 역시 nididhyāsana를 명상이라고 하면서도 샹카라

가 말하는 바와 같은 단순히 因으로서의 行的 명상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nididhyāsana = vijñāna’의 소전

제를 거쳐서 다시 ‘nididhyāsana = vijñāna’의 결론으로 나아가고

자 하는 것이다. 다시 원문을 확인해 보자. BU Ⅱ.4.5에서는 nidid

hyāsitavyaḥ에 상응하는 곳에 vijñāna의 단수 구격 형태인 vijñen

ena가 쓰였고, BU Ⅳ.5.6에서는 과거수동분사 처격 형태인 vijñāte

를 씀으로써 전체적으로 nididhyāsana와 vijñāna를 동일시하고 있

18) anuvāde yathā uktānaṃ prakānte darśanādiṣu / vijñānena iti atha

kathaṃ nididhyāsanam ucyate // dhyānāśaṅkānivṛtti artham vijñānena

iti bhaṇyate / nididhyāsanaśabdena dhyānamaśaṅkyate yataḥ //

Sureśvara, BUBV 232-233. Shoun Hino, 앞의 책,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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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즉 니디드흐야사나의 체험이 곧 梵知라고까지 보고 있

는 것이다.
19
후대 唯識佛敎의 경우에 vijñāna를 分別識의 의미로

파악하여 부정적으로 쓰고 있지만, 베단타에서의 지식 개념은 단

순한 알음알이[知解]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20
라고 하는 사

실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梵我一如의 체험, 즉 梵知(brahmajñāna)

를 vijñāna라고도 말하는 것이다.
21
이런 점에서 수레슈바라가 오

히려 원문의 의미를 더욱 충실히 드러낸 것으로 생각되고, 샹카라

는 이같은 점을 간과하였던 것으로 논자는 본다.

이렇게 니디드흐야사나가 vijñāna로 互換되는 것은 그것이 “보

통의 명상이 아니라 의지적 노력이라는 의미가 없고 사고과정의

의식적 작용도 없으며, 어떠한 지성도 없는 보다 높은 차원의 명

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22
고 수레슈바라는 해석하였다. 그런데

니디드흐야사나를 梵知로 본다고 해서 샹카라가 말한 梵知의 設定

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역시 니디드흐야사나 이후에 또다른

경지[sambandhatrayajñāna]를 설정하고 있다
23
는 점에서 다소 兩

19) Shoun Hino, 앞의 책, pp. 181-182.

20) 일상적으로 知를 지식으로 이해하고, 智를 지혜로 이해하는 분별 역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荷澤神會가 말하는 것처럼, “知之一字,

衆妙之門”이라는 차원도 있기 때문이다.

21) Shoun Hino, 앞의 책, p. 94.

22) Swāmi Gambhirānanda, “Upaniṣadic Meditation”, The Cultural

Heritage of India 1(Calcutta : The Ramakrishnan Mission, 1982), p.

378.

23) sāmānādhikaraṇya, lakṣaṇa-lakṣya 관계에 대한 앎을 의미한다.(Shoun

Hino, 앞의 책, p. 51.) 니야야의 경우에도 니디드흐야사나 이후에

直觀(sākṣātkāra)을 더 설정함으로써 베단타와 공통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칠범주]에 대한 참다운 인식(tattvajñāna)이 최고선(niḥśreyasa)의

원인이다. 참다움(tattva, 실재)란 주관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는

것(anāropita)이다. 그 [참다운] 인식이 직접적 경험(anubhava)이다.

그것은 듣기(śravaṇa), 반성적 사고(manana), 명상(nididhyāsana),

직관(sākṣātkāra)의 네가지이다.” 李芝洙, 쉬와디띠야의 7범주론 ,

인도철학, 제4집(서울 : 인도철학회, 1994), p. 39. 또한 修慧 이후에

等覺 妙覺을 더 설정하는 唯識佛敎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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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的(ambivalent)인 느낌이 든다. 그렇지만 샹카라와 비교해 볼

때 니디드흐야사나의 경지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훨씬 더 知的 성격이 높다고 하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샹카라가 jñāna-yoga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고 한다면 수레슈바라

는 知와 行의 融會(jñāna-karma-samuccaya)를 지지한 것
24
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다음, 슈라바나 → 마나나 → 니디드흐야사나의 三者 관계에 대

해서도 샹카라와 수레슈바라의 견해는 서로 다르다. 수레슈바라는

슈라바나와 마나나는 니디드흐야사나로 歸一되어야 하는 것
25
으로

본다. BU 원문을 확인하면, 거기에서는 명시적으로 어떤 階序的인

질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그같은

三者 관계를 실천할 때에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넘어서 자연스럽

게 계서적 관계가 성립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레슈바라의

해석이 원문의 行間을 보다 적절하게 파악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

이다.

이상 논술한 샹카라와 수레슈바라의 입장을 대비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샹카라와 수레슈바라의 니디드흐야사나觀 비교

위상 성격 드흐야나 우파사나 三者 관계

샹카라 因>果 行>知 同 同
竝列,

結合的

수레슈바라 因<果 行<知 異 異 階序的

샹카라와 수레슈바라 이외 베단타 학자들의 견해들은 이들 兩

者의 입장 중 그 어느 하나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샹카라

와 수레슈바라의 관점이 典型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바차스파

24) Shoun Hino, 앞의 책, p. 11.

25) 日野紹運, Sureśvaraに於けるnididhyāsanaについて , 印佛硏
29-2(1981), p.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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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Vācaspati)는 삼자 관계의 계서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들을 공

히 梵知의 원인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샹카라를 따르고 있으며,

비바라나 학파(Vivaraṇa School)와 아난다기리(Ānandagiri)는 수

레슈바라와 견해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26

2. 佛敎

‘슈라바나 → 마나나 → 니디드흐야사나’의 구조는 정통 인도철

학의 諸派에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불교에 이르러서도 그

같은 사유를 발견할 수 있으니, 여기에서는 유식과 불교논리학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해석을 중점적으로 논술하고자 한다.

(1) 唯識

유식에서는 ‘슈라바나 → 마나나 → 니디드흐야사나’를 이른바

‘聞 → 思 → 修’의 三慧로 부연하고 있다. 유식불교의 소의경전이

라 할 수 있는 解深密經 分別瑜伽品에서 그 전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후술할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논자 임의로 번호를 붙여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자씨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사뢰어 말씀하셨다 : “세존이시여, 들음

으로써 이루는 바 지혜가 그 뜻을 요달하여 아는 것과 사유함으로써

이루는 바 지혜가 그 뜻을 요달하여 아는 것과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닦음으로써 이루는 바 지혜가 그 뜻을 요달하여 아는 것은 어떤 차별

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씨보살에게 말씀하셨다 : “선남자여, 들음으로써 이루

26) 위의 책, p. 165. ; Shoun Hino, 앞의 책, pp.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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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 지혜는 ① 문장에 의지하는 것이니, ② 다만 그 문장에서 설하

는 바와 같으며, ③ 아직 의미를 통달하지도 못하고, ④ 현전에 나타내

지도 못하는 것이며, ⑤ 해탈에 수순할 뿐, ⑥ 아직 해탈을 이루는 뜻

을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사유함으로써 이루는 바 지혜 역시 ① 문장

에 의지하는 것이지만, ② 오직 그 문장이 설하는 바와 같은 것만은

아니며, ③ 능히 그 의미에 통달하지만, ④ 아직 현전에 나타내지는 못

하는 것이고, ⑤ 해탈을 향하여 더욱 수순하지만, ⑥ 아직 능히 해탈의

뜻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다. 모든 보살의 닦음으로써 이루는 바

지혜 역시 ① 문장에 의지하기도 하며 문장에 의지하지 않기도 하고,

② 역시 그 설함과 같기도 하며 그 설함과 같지 않기도 하고, ③ 능히

의미를 통달하며, ④ 알아야 할 바 동분(同分)의 삼마지(三摩地)에서

행하는 바 영상(影像)이 그 앞에서 나타나고, ⑤ 해탈에 지극히 수순하

며, ⑥ 이미 능히 해탈의　뜻을 이루고 있다. 선남자여! 이를 뜻을 아

는 세가지 차별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27

‘우파니샤드 → 베단타학파’의 해석에서는 삼자 중에서 니디드

흐야사나가 지혜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뿐, 슈라바나와 마나나가 지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견

해를 같이한다. 그렇지만 유식의 입장은 修에 이르러서 비로소 慧

가 되는 것이 아니라 聞 思의 단계에서도 그 나름으로는 이미 慧

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경지에 있어서 深淺이 있다는

입장이다. 해심밀경에서 설한 바 三慧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보다 분명한 이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聞慧와 思慧를 비교해 보자. ①, ④, ⑥은 同一하며 ②, ③,

⑤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셈이다.
28
즉 사혜는 글에 의지하며, 定을

27) 慈氏菩薩復白佛言 : “世尊, 若聞所成慧, 了知其義 ; 若思所成慧, 了知其義 ;

若奢摩他毘鉢 舍那修所成慧, 了知其義, 此何差別?“ 佛告慈氏菩薩曰 :

“善男子! 聞所成慧, 依止於文, 但如其說, 未善意趣, 未現在前, 隨順解脫,

未能領受成解脫義. 思所成慧, 亦依於文, 不唯如說, 能善意趣, 未現在前,

轉順解脫, 未能領受成解脫義. 若諸菩薩修所成慧, 亦依於文, 亦不依文,

亦如其說, 亦不如說, 能善意趣, 所知事同分三摩地所行影像現前, 極順解脫,

已能領受成解脫義. 善男子! 是名三種知義差別.” 解深密經 分別瑜伽品,

T.676. p. 700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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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지 못하였으며, 해탈의 뜻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문혜와 같

으나 了義經과 不了義經이 다르므로 義의 입장에서 文을 분별하여

文의 意趣에 통달하게 된다. 해탈에 있어서도 아직 완전한 해탈은

아니지만 문혜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뛰어난 해탈, 즉 전순해

탈을 얻었던 것이다.

둘째, 思慧와 修慧를 비교해 보자. 이들 양자는 ②와 ③은 같으

나 ①, ④, ⑤, ⑥은 서로 다르게 된다. 즉 사혜에 비교하면 수혜는

定과 해탈의 의미를 얻은 것이며, 해탈에 지극한 것이다. 물론 수

혜는 사혜의 단계를 거치면서 문혜와는 여섯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르게 된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三慧의 여섯가지 대조점

依文 如說
의미

통달

定의

現前
해탈

해탈의

뜻

聞慧 ○ ○ × × 隨順 ×

思慧 ○ ○/× ○ × 轉順 ×

修慧 ○/× ○/× ○ ○ 極順 ○

셋째, 수혜의 경지에 대해서 헤아려 보아야 할 것 같다. 圓測은

“수혜는 오직 定에 의지해 발하여서 無漏에 통하기 때문에 惑을

끊고 滅을 증득한 것이니, 여섯가지 뜻을 구족하였다.”
29
라고 말한

다. 그렇다면 이 修慧의 단계를 궁극적인 지혜, 즉 해탈이라 볼 수

있을 것인가? 원측은 해심밀경소에서 달리 설명하는 부분이 보
인다.

해석한다 : “둘째 그 因의 큼을 찬탄한다.” 친광(親光)이 해석하여

말하였다 : “곧 십지 중에서 문 사 수 등으로써 점차로 노닌다.”(해석

한다 : “‘십지 등’은 등각과 묘각을 함께 취하는 것이니, 이는 역시 대

28) 圓測, 해심밀경소, 韓佛 1-338c.

29) 韓佛 1: 33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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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이 노니는 곳이다. ‘문 사 수 등’은 세간의 세가지 지혜인데 함께 無

漏修慧까지 말하며 취하는 것이다. 이는 삼혜가 십지의 경지에서 차례

로 일어나서 능히 佛地를 생함을 밝히기 때문에 인이 크다고 이름한

다.”) 또 해석한다 : “대승은 모두 법성의 진여이니 십지보살이 삼혜와

상응법으로써 점차 진여의 경지를 요달하고 능히 불과를 낳기 때문에

인이 크다고 이름한다.”
30

이에 따르면 三慧는 十地에서 전개되는 것이므로 通達位와 修道

位에 걸쳐있는 것
31
이라 할 수 있다. 아직 因行으로서 證果(佛果)의

경지를 더 남기고 있는 것이다. 또 점차로 진여의 경지를 요달하

는 것이므로 漸修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十地, 因行,

漸修는 三慧의 전체로부터 확인되는 보편적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우파니샤드 → 베단타학파’의 입장과 유식의 입장을 비교

해보면 공히 언어의 聞으로부터 그 명상이 출발한다는 점에서 공

통적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논자로서는 ‘우파니샤드 → 베단

타학파’의 언어관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므로 여기서는 우선 유

식의 언어관을 살펴봄으로써 ‘언어와 명상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理解地平을 확보해 두고,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한다. 유식에서는

언어를 깨달음을 가져올 수 있는 힘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서 竹村牧男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언어체계가 허망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

다. 왜냐하면 언어체계는 또한 그 사람의 심층심리를 깊이 제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래서 문훈습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나아

30) 釋曰 : “第二讚其因大.” 親光釋云 : “卽十地中, 以聞思修等, 漸次而遊.”(解云 :

地等者, 等取 等覺妙覺, 此卽大乘, 亦是所遊之處. 聞思修等者, 世間三慧,

等言等取無漏修慧, 此明三慧, 於十地境, 次第而起, 能生佛地, 故名因大.)

又解, “大乘皆法性眞如, 十地菩薩, 以三慧及相應法, 漸次了眞如之境,

能生佛果, 故名因大也. 韓佛 1:162c.

31) 유식의 수행계위에 대해서는 拙稿, 해심밀경의 철학적 입장과 禪의

修證論 , 불교학논총(서울 : 동국역경원, 1998), p. 137, 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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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는 思 修도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대승의 성스러운 언어에 자주

친숙해짐으로써 그 사람의 심층심리를 기계적으로 제어하고 있는 세

속의 언어체계 그 자체를 다른 체계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스런 교훈을 수단으로 하여, 세속의 통로를 성스런

통로 그 자체로 전환하여 간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훈습이라

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같이 유식에서는 언어를 매개로 하여, 그

것을 발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통로로서의 언어체계 그 자체를 바꾸

어 나감으로써 심층심리적 규제의 변화, 즉 ‘무명-번뇌’의 갈래로부터

‘지혜-자비’의 갈래로의 전환을 이룬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다. 혹은 거

꾸로 그 전환에서 언어야말로 중요한 관건을 떠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32

이런 점에서 우파니샤드나 유식불교의 언어 활용[依言]은 명상

에 있어서 언어의 작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선불교의 입장과

는 다소 다르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2) 불교논리학

‘슈라바나 → 마나나 → 니디드흐야사나’를 ‘聖言量 → 比量 →

現量’의 三量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이같은 해석 방식은 불교

논리학을 연구하는 李芝洙의 여러 논문에서 볼 수 있는 입장이다.

기실 現量 比量 聖言量의 三量은 인도논리학 일반에서 문제시되는

인식수단이다. 그런 까닭에 ‘슈라바나 → 마나나 → 니디드흐야사

나’를 ‘성언량 → 비량 → 현량’의 三量으로 配對하여 해석하는 것

이 반드시 불교논리학의 입장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베단타적 입장에 더욱 부합되는 듯 하다. 李

芝洙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32) 다케무라 마키오, 정승석 옮김, 유식의 구조(서울 : 민족사, 1989), pp.
160-161.



198 印度哲學 제8집

샹카라는 브라흐만 탐구의 수단(prāmaṇa)으로서 베다라는 성언

량과 그에 대한 보조수단으로서 이성적 사고와 비판(reason, anumān

a), 그리고 성언량의 완성으로서의 직관(intution, anubhava), 이 세가

지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브라흐만 실현을 위

한 세 단계인 성전의 학습(śravana) → 비판적 사고(manana) → 명상

수행(nididhyāsana)의 과정과 일치한다.
33

그렇다면, ‘슈라바나 → 마나나 → 니디드흐야사나’를 ‘성언량

→ 비량 → 현량’에 배대하는 것이 불교논리학의 해석이라 볼 수

있는가? 우선, 슈라바나와 성언량, 마나나와 비량의 相應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명상의 개념으로 운위되는 니디드흐야

사나와 논리학의 인식수단인 현량 사이에도 상응함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위에서 인용한 베단

타의 입장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같

다. 이에 논자는 니디드흐야사나와 현량의 비교를 위해서 현량에

대한 자세한 情報를 제공해 주는 불교논리학에 의지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같은 논자의 방법에 대해서 또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불교논리학의 경우에는 현량과 비량만 인정할 뿐 성언량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4
따라서 三量에 의한 해석을 불교

논리학에 의한 해석으로 볼 수 있으려면, 이 聖言量의 문제를 해

결해야 한다.

실제 정통 인도철학 중에서 성언량을 바른 인식수단으로 삼는

것은 베단타와 동일하지만, 베단타보다 더욱 성언량의 위상을 높

이 제고시킨 것은 미망사학파이다. 이러한 성언량의 인정 여부는

미망사와 불교의 비교해석학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문제인 것으로

33) 李芝洙, 브라흐마 수뜨라 ‘catuḥsūtrī'에 대한 샹까라의 해석(1) ,
인도철학 7집, p. 115.

34) Dvi-vidhaṃ samyag-jñānam / pratyakṣam -anumānāṃ ca //

Dharmakirti, Nyāyabindu 2-3. 성언량에 대한 불교의 비판은 李芝洙,

불교논리학파의 지각(現量)론 , 불교학보 제30호(서울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993), p. 3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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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자는 판단하고 있다. 불교의 경우, 미망사적 聖言量을 부정하였

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불교에 있어서도 후대로 내려갈수록

베다를 판단과 인식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미망사적 성언량은 아

니지만 부처님 말씀인 경전을 佛言量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다. 이를 圭峰宗密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인도의 모든 현성이 法과 義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모두 세가지 量

으로서 정한다. 첫째는 比量이며, 둘째는 現量이고, 셋째는 佛言量이다.

량이라는 것은 양을 헤아림에 있어서 되나 말과 같이, 사물을 헤아려

서 정함을 아는 것이다. 비량은 원인으로서 비유하여 헤아리는 것이

니, 마치 멀리서 연기를 보고서 불이 있음을 반드시 아는 것이니 비록

보지 못하더라도 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량은 직접 스스로 나타나

서 보는 것이니 추측에 의지하여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자연히 정하

는 것이다. 불언량은 모든 경전으로써 정하는 것이다.
35

그런 의미에서 논자는 성언량의 개념에 초월적 記意
36
로서의 아

트만의 영원성을 전제하는 미망사학파의 성언량으로 쓰지 않고,

불교의 경전을 佛言量으로 받아들이는 불교의 입장에 따른다.
37
그

런 한정 속에서 우리는 ‘슈라바나 → 마나나 → 니디드흐야사나’

35) 西域諸賢聖所解法義, 皆以三量爲定, 一比量 ; 二現量 ; 三佛言量. 量者,

度量如升斗, 量物知定也. 比量者, 以因喩譬喩比度也, 如遠見煙必知有火,

雖不見火亦非虛妄. 現量者, 親自現見, 不假推度, 自然定也. 佛言量者,

以諸經爲定也. 宗密, 禪源諸詮集都序, T.2015.48, p. 401a.
36) ‘초월적 記意’의 개념은 데리다(Derrida)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해지는 데에서 빌어온 것이다. “데리다에 의해 파악된 서구

형이상학의 초월적 기의들은 예를 들어서 형상(eidos)

근원 텔로스 에너지 본질 진리 초월성 의식 신 인간 등이라고 할 수

있다.”(쟈크 데리다, 박성창 편역, 입장들(서울 : 솔, 1994), p. 43. 주 2
참조.) 아트만 역시 데리다에 의해서 파악된 바 ‘초월적 기의’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37) 우파니샤드의 니디드흐야사나 명상의 대상이 되는 아트만은

미망사학파의 성언량에서 주장하는 바 성언량의 철학적 배경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형이상학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불교의 입장에서

그같은 로고스중심주의(데리다의 용어임)에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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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불교논리학적 해석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 문제는 니디드흐야사나를 현량과 配對할 수 있는가 하

는 점이다. 李芝洙는 니디드흐야사나를 현량과 상응하는 것으로

말할 뿐, 현량의 네가지 종류 중에 어떤 것과 상응하는지에 대한

천착은 하지 않고 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는 불교논리학에서 말하는 현량의 개념과 종류 등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다르마키르티는 니야야빈두(Nyāyabindu)에서 “현량은
분별이 배제되고, 착각이 아닌 것이다.”

38
라고 말하고 있다. 즉 현

량은 除分別性과 非錯覺性이 2대 특징인 셈이다. 이들 중에서 니디

드흐야사나와 관련하여 더욱 문제되는 것은 除分別性이라 할 것이

다. 니디드흐야사나 역시 단순히 언어 내지 교설에 대한 심사숙고

를 넘어서서 명상으로 수용되는 이상, 분별 즉 개념적 구성을 벗

어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兩者의 相應을 주

장하기에는 미흡한 바가 있다. 왜냐하면 일단 현량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39
그것이 어떤 명상

이든 명상은 감각작용을 넘어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점

에서 불교논리학에서 말하는 현량의 네 종류 중에서 感官知(indriy

a-jñāna), 意知覺(mano-vijñāna), 自證知(ātmasaṃvedana) 등은 우

리의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모두 감관지가 중심

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넷째 定觀知(yogi-jñāna)만을 범위로 하여

니디드흐야사나 개념을 유추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니야
야빈두 11송은 정관지를 “참다운 실재에 대한 명상의 절정의 邊

際에서 발생되는 것이 요가행자의 지각이다.”
40
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절정의 변제’가 어떤 경지를 말하는 것일까? 李

芝洙에 의하면 “엷은 구름에 가리운 것처럼 명상의 대상이 보이는

38) “tatra pratyakṣaṃ kalpanāpoḍham abhrāntam." Dharmakirti, 앞의 책,

4송.

39) 니야야학파의 웃됴타카라(Uddyotakara ; A.D. 6-7.)는 지각의 과정을

‘감관 → 감관과 대상의 결합 → 지각작용 → 지각적 인식’으로

분석하였다. 李芝洙, 다르마키르티의 지각(현량)론 , 앞의 책, p. 753.

40) “bhūtartha-bhāvanā-prakarṣa-paryantajaṃ yogijñānaṃ c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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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41
라고 설명되는데, 다음과 같은 元義範의 설명이 보다 도움이

될 것같다.

定觀은, 修定하는 사람이 入定하여 자기가 알고 싶은 대상을 계속하

여 잘 觀하면(punaḥ punaścetasi viniveśanam, Nyāyabindu 定觀項) 그

알고 싶던 對象이 마치 눈 앞의 빨강꽃을 직접 감각하고, 지각하고, 지

각하듯이 그렇게 확실하게 알게 되는 따위의 인식이다. 가령 ‘諸行無

常’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 뜻을 알고 싶어서 그것을 入定하여

계속 잘 觀하면, 마치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듯이 환하게 깨쳐지

는 따위의 인식인 것이다. … 이런 인식은 一定한 方法에 의한 入定과

觀에 의하여 얻어지는 인식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그런 幻覺과는 다르

며 이런 인식을 定觀이라 한다.
42

이렇게 현량 중의 定觀知의 입장에서 니디드흐야사나를 이해할

수 있다면 니디드흐야사나는 하나의 果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

다. 그렇지만 니디드흐야사나를 果로서 인식하는 것은 베단타와

유식의 입장과도 서로 다른 것이다. 이같은 해석은 그 타당성 여

하와는 별도로 베단타와 유식과 다른 해석이 結果되었다는 점에

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Ⅳ. 재해석

여기서는 위에서 논술한 베단타, 유식, 그리고 불교논리학의 해

석을 염두에 두면서 禪佛敎의 관점과 관련하여 초기 우파니샤드의

니디드흐야사나를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

41) 李芝洙, 다르마키르티의 지각(현량)론 , 앞의 책, p. 771.

42) 元義範, 불교인식논리소론 , 인도철학사상(서울 : 집문당, 1981), p.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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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성은 니디드흐야사나 명상이 언어로부터 출발하는 명상이라

고 하는 점이다. 흔히 궁극적 진리는 언어를 초월하고 있으므로,

그 궁극적 진리에의 계합 역시 언어적 수단이 아닌 것에 의지해

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같은 언어관을 BU Ⅱ.3.6.에서는 “아니

다 아니다.(neti neti)”라고 웅변되며, 불교에서는 不立文字나 實相

離言 등의 언어관 속에서 표현되어 있다. 그같은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언어를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니디드흐야사나 명

상의 특성은 언어에 기반하는 명상이라는 점이 더욱 뚜렷이 부각

된다. 이는 우파사나 명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초기 우파

니샤드 명상의 형이상학적 특성
43
과 함께 초기 우파니샤드 명상의

또 다른 특징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불교의 술어를 빌어

서 쓴다면, 禪的 명상이 아니라 敎的 명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공히 정통 인도철학에 소속되지만, 후대의 요가수
트라에 나타난 요가 개념과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더욱 뚜렷이
드러날 수 있다. 요가 수트라는 八支 요가의 체계를 설하면서

요가의 궁극적 경지를 三昧(samādhi)로 제시하고 있는데, 흔히 삼

매는 니디드흐야사나로 인식되어져 오기도 하였던 것이다.
44
따라

서 삼매에 이르는 길을, 이미 앞에서 충분히 살핀 니디드흐야사나

43) 拙稿, 초기 우파니샤드의 명상 개념 1 을 통하여 논자가 이해한 바

세가지 대상(X as) 브라흐만, 아트만, 옴에 대한 우파사나 명상을

고려하면서, 우파사나와 니디드흐야사나 명상의 공통점은 두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아트만에 대한 명상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敎的

명상이라는 점이다. 우파사나 명상 역시 그 이전에 스승과의 대화

상황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이상 마찬가지로 敎的 명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니디드흐야사나 명상과 아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우파사나 명상은 동일한 명상을 지칭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명상의 경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명상의 경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언어 밖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44) “그것(=요가)의 목적은 갖가지 상념을 소멸시킴으로써

內觀(nididhyāsana)을 성취하는 것이다.” 李芝洙, 마두후사다나

사라스와띠의 바라문 학문체계의 개관 , 현대와 종교 제17집(대구 :
현대종교문제연구소, 1994),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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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길과 대비하면서 양자의 특징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요가 수트라의 八支 체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윤리적 단계 → 육체적 단계 → 심리적 단계

禁戒 坐法 執持 → 靜慮 → 三昧

勸戒 調息

制感

위의 표는 요가 수트라의 八支 요가는 ‘머리’로부터가 아니라

‘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며, ‘언어’로부터가 아니라 ‘윤리’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니디드흐야사나의

경우는 그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니디드흐야

사나 명상의 敎的 특징을 躍如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敎的 명상의 한계

과연 언어로부터 출발하는 명상은 어떤 점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말인가? 일단 명상 수행의 입문자에게 교적 명상은 實行

하기 쉬운 방편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만큼 知解의 위험성이 높

아진다는 결정적 약점도 발생한다. 마나나와 니디드흐야사나 사이

에 어떤 超越 내지 斷絶이 있는 것 아닌가? 초월 내지 단절이 있

다고 한다면 니디드흐야사나는 質的 轉回를 돈오적으로 갖게 된다

는 말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단순히 양적 深化에 지나지 않는 漸

修일 뿐이라는 성격 규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양적 심화일 뿐이라는 견해가 있다. “진

리에 대한 최초의 소개와 그 마지막 절정 사이에 그 내용적 차이

는 없으며 다만 깨침의 격렬한 정도의 차이만 있다”
45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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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마나나와 니디드흐야사나 사이에 아무런 질적 차이가 나

타나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 그러한 명상은 더욱더 언어로부터 출

발하여 언어에서 끝나는 敎的 명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

다음, 질적 전회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니디드흐

야사나를 anubhava 내지 aparokṣa-anubhūti로 보는 관점이다. 이

러한 입장을 李芝洙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니디드흐야사나’는 ‘마나나’에 의해 지적, 논리적으로 확인된 지식

을 다만 논리적 개념적 지식으로부터 직관적 체험(aparokṣa-anubhūti)

으로 변화시키는 단계이다. 철학적 형이상학적 지식이 삶과 실존 전체

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지혜로 바뀌는 것이다. ‘그대가 곧 그것이다’(Ta

t tvam asi)라는 교시적 언어(upadeśa-vākya)를 스승으로부터 듣고,

그 의미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검토 확인한 후, 그에 대한 명상을 통

해 주 객 이원성을 넘어선 무분별삼매 속에서 자신이 곧 궁극적 실재

(브라흐만)임을 스스로가 체험하고 직관할 때 무지와 속박이 소멸된다

고 한다.
46

이같은 해석은 우파니샤드의 스승들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들려

주었던 ‘아트만’이 객관세계에 대한 이론 내지 학설로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함축하고 있다. 비록 그것이 이론적으로 말해졌다 하

더라도, 이론적인 사색 이전에 “아트만이 무엇입니까?”와 같은 물

음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때 그의 스승은 言下에 “그대

가 곧 그것이다.”라고 卽答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質的 轉回가 있게 된다고 해도 또 하나의 중요한 물음이

제기된다. 어떻게 갑자기 니디드흐야사나 단계에 이르러서 언어에

대한 사량 분별이 없어진다는 말인가? 언어의 속성은 하나의 언

어[=개념]가 또 하나의 언어를 계속적으로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

45) Swāmi Gambhirānanda, “Upaniṣadic Meditation”, 앞의 책, p. 379.

46) 李芝洙, 인도철학의 논리적 전통과 실천적 전통 , 철학사와 철학(서울
: 한국철학회, 1998), p. 129.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니디드흐야사나를 現量에 배대할 수 있었던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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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가? 그 어디에서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는 형편이다. 실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파니샤드의 니디드흐야사나 명상과 구조

적으로는 동일하며 내용적으로도 매우 유사한 唯識佛敎의 “聞 →

思 → 修” 명상 역시 실제 선불교의 역사 속에 미친 영향이 미미

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런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같다. 오히

려 선불교는 바로 언어로부터 언어 초월로 전환해 갈 수 있는 방

법론을 날카롭게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宋代에 이르러

看話禪이 성립하였던 것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심으로

보이는 것이다. 실제 이 문제를 普照知訥은 간화결의론에서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선문의 경절문 득입자는 처음부터 법과 뜻, 들어서 아는 것 등이 情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곧 바로 의미없는 화두로서 다만 提撕하고 擧覺

할 뿐이었다. 그러므로 말길 뜻길 의식 사유가 없는 곳에서 또한 견문

해행 등이 생함에 시간적 전후관계가 없다가 홀연히 화두를 ‘확’하고

한 번 발하면 곧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일심의 법계가 훤하고 뚜렷하게

밝아지리니 원교의 관행하는 것으로 선문의 한 번 발하는 것에 비교

하면 敎內와 敎外가 분명하여 같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의 늦

고 빠름 역시 같지 않음을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47

오늘날 범부의 관행(觀行)에 있어서는 들어서 아는 것[聞解], 말길

[語路], 뜻길[義路]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지(無分別智)를 얻지 못하고

모름지기 견문(見聞)과 해행(解行)의 생함을 경과한 뒤에야 증입(證入)

하는 것이다.
48

전자의 인용은 敎外의 입장에서이며, 후자의 인용은 敎內의 입

47) 禪門徑截得入者, 初無法義, 聞解當情, 直以無滋味話頭, 但提撕擧覺而已.

故無語路義路心路心識思惟之處, 亦無見聞解行生等, 時分前後,

忽然話頭噴地一發, 則如前所論, 一心法界, 洞然圓明. 故與圓敎觀行者,

比於禪門一發者, 敎內敎外, 逈然不同. 故時分遲速亦不同, 居然可知矣. 拙稿,

看話決疑論 역주 , 보조사상 제9집(서울 : 보조사상연구원, 1995), p.
167.

48) 今時凡夫觀行門, 以有聞解語路義路故, 未得無分別智, 須經見聞解行生然後,

證入矣. 위의 책,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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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해 어로 의로 등은 모두

‘슈라바나 → 마나나’ 단계가 낳는 분별적 알음알이[知解]를 의미

하는 것이고, ‘聞 → 思 → 修’의 影響史로 생각되는 화엄의 ‘見聞

→ 解行 → 證入’의 단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비로소 “禪門의

無念과 상응하는 것”
49
이라 말하는 證入은 견문과 해행으로부터 초

월한 경지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이렇게 언어로부터 출발하더라

도 언어를 초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

게 가능할 것인지 불분명하고, 시간적으로 늦으며,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화두를 관하는 간화선의 방법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화두

는 마나나 자체를 해소시킬 하나의 記意(signifiant)없는 記表(sign

ifie)
50
이며, 해답 없는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화두에서 記意를

찾는 것을 선에서는 參意門 死句라고 하여 禁忌視하며, 기의가 없

다고 보면서 기표 그 자체에 대한 탐구만으로 기의를 무한히 차

별화시키고 지연시키는[差延, différance] 것은 參句門 活句라 하였

던 것이다.
51

2. 敎的 명상의 의의

선불교는 “대저 참학자는 모름지기 活句를 참구해야 하며 死句

49) 上同. 當於證入, 亦如(與)禪門無念相應.

50) 기호학의 핵심 개념인 ‘기표’와 ‘기의’는 소쉬르의 일반언어학강의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소쉬르는 각기 청각영상과 개념의 의미를 대체하는

것으로 쓰고 있다.(페르디낭 드 소쉬르, 최승언 옮김, 앞의 책, p. 85.)

화두는 다라니와 마찬가지로 기표없는 기의일 뿐인데, 비록 ‘기표’와

‘기의’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있지만 이같은 내용은 이미 拙稿, 밀교

다라니의 기능에 대한 고찰 , 인도철학 제6집, p. 192.과 간화결의론
역주 , 앞의 책, p. 171. 각주 110.에서 언급한 바 있다.

51) 참의문과 참구문에 대해서는 普照知訥의 看話決疑論에서 언급되고
있다. 拙稿, 간화결의론역주 , pp. 171-1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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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구해서는 아니된다. 활구에서 얻으면 영원토록 잊지 않을 것

이지만 사구에서 얻으면 스스로의 구제도 다 마치지 못하는 것이

다.”
52
라고 말함으로써, ‘聞 → 思 → 修’의 교적 명상의 전통을 완

전히 넘어서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같은 선불교의 논리에 논자 역

시 공감하지만, 그러면서도 과연 敎的 명상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알음알이에 지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再考해야 할 바 있는 것으

로 본다. 敎는 그 자체가 알음알이인가? 논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

다. 이같은 논자의 문제제기는 또 다시 불교철학의 해묵은 주제

중의 하나인 禪과 敎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조명해 보도록

한다.

이미 논자는 그같은 주제에 대해서 중론이나 능가경을 중
심으로 禪敎가 不二함을 해명한 바

53
있으므로, 새삼 再論할 필요

성을 느끼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는 종래 선불교 안에서 벌어졌

던 그같은 논의에 저 우파니샤드의 ‘슈라바나 → 마나나 → 니드

드흐야사나’의 교설이 어떤 시사를 줄 수 있으리라는 점만을 언급

함으로써, 교적 명상의 의의를 다시금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禪과 敎의 관계를 문제삼는 논의 중에 하나의 중요한 입장은 捨

敎入禪論이다. 그런데, 捨敎入禪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해석은 “교

를 버리고 선에 들어간다”는 것이 되므로, 필연적으로 오해의 소

지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애시당초 敎는 돌아보

지 않고[=무시하고=배우지 않고] 바로 선으로 들어가려는 것으로

오해한 경향성에 대해서 반성이 촉구되기도 하였다. 과연, 사교입

선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깨달음 그 자체에 언어

사량 분별이 개입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에서 敎를 초월하는[捨

敎] 時點이 문제된다. 언제 교를 초월할 것인가? 敎를 초월하는 것

이 禪修行의 시작부터인가, 아니면 깨달음의 순간인가? 捨敎가 선

수행의 시작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선수행의 전체에서

52) 夫參學者, 須參活句, 莫參死句. 活句下薦得, 永劫不忘 ; 死句下薦得,

自救不了. 拙稿, 간화결의론 역주 , 앞의 책, p. 170.
53) 拙稿, 禪觀의 大乘的 淵源 硏究, pp. 265-2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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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는 배제된다. 그러나, 깨달음의 순간에 비로소 敎를 초월하는 것

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선수행의 과정에서 敎를 배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깨달음의 체험이 刹那一念에 이루어지

는 것이라면 그 순간에는 敎를 초월한다는 것만으로 捨敎, 즉 교

를 내버린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은 문제가 있을 수 있

다는 것이다. 결국, 수행의 전과정에 걸쳐서 禪敎는 共存하며 竝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4
다만 문제는 敎를 어떻게 禪的

차원으로 읽고 활용하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다시, 捨敎의 시점 문제를 살펴 보기로 하자. 이같은 難題를 해

결함에 있어서 ‘슈라바나 → 마나나 → 니디드흐야사나’라는 합동

형의 구조가 무엇인가 示唆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논자는 본다. 니

디드흐야사나 명상에서 捨敎의 단계는 슈라바나 이전의 단계가

아니라 마나나를 충분히 닦은 뒤의 일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하면 ‘마나나 → 니디드흐야사나’에서 ‘→’가 그러한 捨

敎의 時點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애시당초 捨敎入禪이나 不立文

字 등을 ‘슈라바나’ 이전의 단계에서 적용시키는 것은 ‘물’ 자체에

‘독’의 책임을 묻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

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지만,
55
우유가 되는 데 따른 공

덕이 물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독이 되는 데 따른 허물 역시 물에

있는 것도 아닌 것이다. 이 비유에서 ‘물’은 ‘敎’를 상징하고 소와

뱀은 敎를 읽는 讀書人을 상징하는 것이다. 글읽기의 독서법에 따

라서는 글 자체가 선으로 들어가는 機緣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4) ‘捨敎入禪’에서 ‘捨敎’의 의미가 결코 敎의 내다버림 무시 배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사교입선이라 하지만 실은 선교병행임은 은사 鄭泰爀 교수

역시 강조하였다.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서 이 부분의 표현을 다소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따라서, 비록 이 글에서 한자의 表意性과 전래의

논의를 잇는 논의라는 점에서 ‘捨敎入禪’의 ‘捨敎’라는 술어를 그냥

쓰더라도 그 의미가 달라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결코 그것이

일방적 ‘교의 내다버림’으로 읽혀져서는 아니된다.

55) “蛇飮水, 成毒 ; 牛飮水, 成乳.” 이는 普照知訥의 誡初心學人文에 나오는
비유이다. 拙著, 불교를 처음 배우려는 사람들에게-誡初心學人文-(서울
: 민족사, 1993), pp. 1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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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捨敎入禪의 의미는 入禪의 순간에는 捨敎[=不立文

字]가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入禪[=

깨달음]의 순간에 捨敎가 이루어짐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그렇

다면, 깨달음을 얻기 위한 닦음의 전과정[슈라바나 → 마나나 →

니디드흐야사나]은 禪과 敎의 兼修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니디드흐야사나를 果로서의

명상으로 본다면 ‘슈라바나 → 마나나’는 敎가 되고 니디드흐야사

나는 禪에 喩譬될 수 있으며, 니디드흐야사나를 因으로서의 명상

이라 본다 하더라도 합동형의 전과정은 敎가 되고 니디드흐야사

나 이후의 명상이 禪이 되므로 역시 禪敎兼修라 할 수 있다. 즉 捨

敎入禪의 구조가 禪敎兼修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마침내 언어를 버리고서 선에 들어갈지라도 처음에는 언어에

의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바로 그것이 捨敎入禪[=藉敎入禪]의 진

정한 의미일 것이다. 이같은 논자의 입론이 타당하다면, 사교입선

은 그 표면적[=문자적] 의미와는 정반대로 禪敎兼修 禪敎會通의

논리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된다.

Ⅴ. 결론

이 글은 정통 인도철학 속에서 선불교의 연원을 찾으려는 시도

의 하나로서 쓰여진 것인데, 이로써 우파사나 명상에 대한 기왕의

연구와 함께 초기 우파니샤드의 명상 개념을 대체적으로 그려보

고자 기획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BU에 나타난 니디드흐야사나

의 用例가 2處 4回에 지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우선 후대의 해석을 살펴보기 전에 원문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그 해당 본문을 문법적으로 살펴본 결과 니디드흐야

사나 명상은 야갸발키야에 의해서 설해진 敎說을 대상으로 하는



210 印度哲學 제8집

것이며, 그 교설의 내용은 아트만에 대해서 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이 원문의 분석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

되어 있다는 점에서 BU의 니디드흐야사나에 대한 諸學派의 해석

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른바 해석학적 방법론을 취하기

로 한 것이다. 인도철학의 여러 학파에서 저마다 니디드흐야사나

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베단타라고 하는 우파니샤드에

대한 해석학파의 견해와 불교에 미친 니디드흐야사나의 影響史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베단타 학파 안에서도 니디드흐야사나 명상에 대한 해석은 크

게 샹카라와 수레슈바라의 입장이 대조적인데, 샹카라는 니디드흐

야사나를 결과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因行에 지나지 않

는 것으로 본다. 그것은 梵知를 얻는 순간을 진정한 해탈로 보는

지적인 해탈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샹카라에게는

니디드흐야사나 명상은 불완전한 것이며, 슈라바나와 마나나가 니

디드흐야사나 속으로 歸一된다고 하는 니디드흐야사나 中心性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샹카라의 제자 수레슈바

라는 니디드흐야사나를 완벽한 梵知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샹카라보다는 훨씬 더 果/知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슈라

바나와 마나나를 니디드흐야사나에 歸一된다고 보는 것 역시 그

같은 맥락에서이다.

한편, 불교의 해석을 살펴봄에 있어서 유식과 불교논리학의 경

우를 각기 살펴보았다. 해심밀경에는 슈라바나 → 마나나 → 니
디드흐야사나의 影響史로 인정되는 聞 思 修 三慧가 언급되고 있

는데, 聞慧 → 思慧 → 修慧의 구조에서 니디드흐야사나와 그 위상

이 상응하고 있는 修慧는 궁극적인 果가 아니라 因이며, 知가 아

니라 行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修로 歸一되긴 하더라도 聞과 思의

단계에서도 그 나름의 지혜를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수레슈

바라의 관점보다는 샹카라의 관점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불교논리학의 경우는 오히려 수레슈바라의 입장에 가까운 것

으로 생각된다. 불교논리학의 해석은 전통적인 불교논리학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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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석이 아니다. 슈라바나 → 마나나 → 니디드흐야사나를 각기

성언량 → 비량 → 현량에 상응한다고 언급한 李芝洙의 해석을 논

자가 더욱 세밀하게 재검토한 것이다. 먼저, 논자는 李芝洙가 지적

하는 바와 같은 이같은 상응이 성립하려면 聖言量 개념이 베단타

미망사적 성언량 개념이어서는 아니되며 宗密이 말하는 바와 같

은 불교적 佛言量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과연 니디드흐야사나와 現量이 相應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현량 전체가 모두 니디드흐야사나와 상응하는 것으로 말할 수는

없으며 현량의 네가지 중에서 마지막 定觀知만이 상응하는 것으로

논자는 보았다. 이같은 입장은 수레슈바라의 해석과 유사성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정리는 기존의 해석들인데, 논자는 그같은 기존의 해석

을 설명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논자가 갖고 있는 解釋學的 先理解

인 선불교의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재해석을 시도하여 보았다. 禪

佛敎의 눈에는 우파니샤드의 니디드흐야사나 명상이 유식의 修慧

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같은 諸家의 해석을 도표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니디드흐야사나에 대한 諸解釋

위상 성격 三者 관계 비고

샹카라 因>果 行>知 竝列 結合的

수레슈바라 因<果 行<知 階序的

唯識 因>果 行>知 竝列 結合的

불교논리학 因<果 行<知 階序的

禪 因>果 行>知 階序的 敎的 명상

그런데 논자는 니디드흐야사나 명상의 경지 문제나 三者 사이

의 관계 등에 대해서 뭔가를 덧보태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니디

드흐야사나 명상이 언어에서부터 출발하는 명상, 즉 禪的 명상이

아니라 敎的 명상이라고 하는 점을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禪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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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어, 즉 敎의 문제는 논란이 거듭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

기 때문이다. 그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재고찰하는 데 BU의 니디

드흐야사나 명상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이다.

니디드흐야사나가 敎的 명상이라는 점은 우파사나 명상을 통하

여 확인한 바 있는 초기불교의 형이상학적 성격과 함께 초기 우

파니샤드 명상의 두가지 현저한 특징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것이

敎的 명상이라는 점에서 유식의 명상 역시 궤를 같이하는 것인데,

이같은 敎的 명상의 치명적 문제점은 알음알이, 즉 언어적 분별의

연쇄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 즉 언어는

언어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話頭에 의

지하는 看話禪이 출현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敎的 명상에

는 어떠한 의의도 없는 것인가?

논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적어도 초기 우파니샤드의 니디드

흐야사 명상을 통해서 禪佛敎가 배울 수 있는 것은 捨敎의 時點이

다. 사실, 敎와 禪의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이 사실이다. 그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捨敎入禪의 패러다

임이 강력한 호소력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언제부터 敎를 초월

하는가 하는 시점에 있었던 것이다. 捨敎入禪을 잘못 이해하여 애

시당초부터 교를 무시하고, 버리고, 읽지 않고서, 오직 선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슈라바나 → 마나나

→니디드흐야사나의 구조는 捨敎의 순간이 마나나 다음 단계임을

알려주고 있다. 즉 ‘마나나 →니디드흐야사나’에서 ‘→’는 하나의

기호로 나타나는 것처럼 언어가 아니고 無時間의 時間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敎는 禪修行 안에서도 의미가 있게 되

며, 捨敎入禪이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禪敎兼修와 다르지 않는

것으로 논자는 이해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1997년도 동국대학교 신임교수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