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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머리말

샹까라(788-820)와 불교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은 매우

오래된 일이다. 베다전통의 철학에 있어 샹까라의 역할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베단따의 가면을 쓴 불교철

학의 신봉자(pracchanna-baudha)’라는 의혹을 받아오기도 했다.

일견 이와 같은 한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그가 인도철학의

역사에 있어 의심할 바 없이 매우 중요한 인물임을 반증하고 있

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샹까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끊이지 않은 그 논란을 브
* 李在淑 : 한국 외국어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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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흐마 수뜨라 샹까라 주석을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물론 그
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그의 여러 저서 가운데 바로 이

것을 통해 시작되었고, 급기야 ‘幻影論者(māyāvādī)’로 불리게까지

되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의 저서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방법

으로서 문헌에 대한 정확한 고찰 이상의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샹까라 자신이 ‘나는 환영론자’라고 말하

지 않았음에도 ‘māyā’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환영론자로

불렸다는 점을 주시하여, 그가 사용하는 용어 ‘māyā’의 의미를 자

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동의어처럼 사용한

여러 개의 용어들 중에 특히 오해를 불러일으킨 ‘헛됨(mithyā)’이

라는 용어를 통해 그와 불교철학의 관계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2. 샹까라의 이론

샹까라는 가장 대표적인 우파니샤드 주석가로 꼽힌다. 대개 B.

C. 800-300 사이에 성립된 주요한 초기 우파니샤드 12개에 그의

주석이 남아있다. 그의 주석은 우파니샤드의 은유와 상징의 베일

들을 한 꺼풀 벗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파니샤드의 이해를

근거로 하여 쓴 브라흐마 수뜨라(Brahmasūtra), 바가와드 기

따(Bhagavad Gīta)에 대한 주석들도 역시 불후의 저작으로 우파
니샤드와 맞먹는 대접을 받아왔다.

이미 우파니샤드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전통에 대한 도전, 즉

그때까지 ‘베다’라는 이름과 권위에 기대어 기생하던 祭祀第一主

義, 브라만 중심의 배타성 등 타락해 가는 종교철학적 가치기준에

대한 재규명 노력이 샹까라의 등장으로 보다 강력하게 진행되었

다. 수세기에 걸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형성된 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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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샤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崇拜(upāsnā)’와 같은 술어를 적당

히 사용하고 있지만 샹까라는 주석을 통해 맥락에 따라 이 용어

의 의미를 行爲(karma)의 관점에서, 그리고 智慧(jñāna)의 관점에

서 각각 풀었다. 자아에 대한 지혜(ātmavidyā)를 갖기 위한 노력

으로서의 ‘崇拜(upāsnā)’가 이와 같이 종교철학적인 가치기준을 가

지고 行爲의 관점에서 그리고 智慧의 관점에서 각각 이해되고, 그

에 따라 모호한 우파니샤드의 구절구절에 철학적 가치기준을 부

여하게 된 것은 샹까라의 주석 이후이다.
1

1) 인도철학 7집, p. 68에 김호성님은 ‘이재숙의 찬도기야 우파니샤드는

이(upāsnā의 ‘명상’과 ‘숭배’)에 대한 아무런 분별의식 없이 명상과 숭배를

혼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김호성님이,

우파니샤드는 2차 자료가 아니라 1차 문헌자료라는 점, 그리고 이 용어가

애초부터 명상이나 숭배 그 어느 쪽을 염두에 두고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섬기다, 숭배하다, 봉사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어근에서 나온 비의도적

용어임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워낙 체계적이지 못한 우파니샤드의 구성이나 내용을 보아 1차 자료를

직접 대할 수 없는 연구자라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애매한 표현들은

이외에도 많이 있다. 김호성님은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의 경우는 주로

명상의 뜻으로 쓰이고 있으며 브리하드 아란야까 우파니샤드의 경우는

숭배의 뜻과 명상의 뜻 둘 다를 다 포괄하는 것으로 논자는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논자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우파니샤드

자체는 수세기를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결집되어 남은 것이므로

그러한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파니샤드가 즐겨 사용한

upāsnā를 ‘명상’으로 이해할 것이냐 ‘숭배’로 이해할 것인가는 샹까라,

라다끄리슈난, 스와미 감비라난다 혹은 지금의 우리가 우파니샤드의

의도를 해석하는 단계에서 고민하는 문제이다. 말하자면 김호성님은

우파니샤드라는 1차 자료와 그것을 해석하는 2차 자료를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우리가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려서 번역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1차 문헌자료를 번역하는 역자로서는

우파니샤드의 이와 같은 여백의 미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도 버릴 수

없다. 더더구나 ‘섬김, 숭배’의 의미를 가진 upāsnā가 다른 문헌들에서처럼

그대로 이해된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text를 아주

표면적으로만 읽으려는 독자가 아닌 다음에야 우파니샤드가 두 가지

의미를 그런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는 데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방식이 우파니샤드를 보다 그 의도에 가깝게



276 印度哲學 제8집

인도의 철학이나 종교에 있어 베다는 단순한 문헌이나 경전이

아니다. 인간의 피조물이 아니며(apauruṣeya) 그 시작도 끝도 없

는(anādi ananta) 先驗的 實體를 상징하는 것이다. 샹까라는 이 베

다를 ‘자아에 대한 지혜(ātmavidhyā)’로 이해하고 이를 지키기 위

해서 그 이름을 사칭하는, 즉 베다 본질을 왜곡하는 것들을 과감

히 수정해야 하리라고 경고했다.
2

이런 면에서 보면 샹까라의 태도는 베다 전통에 반기를 든 슈

라만 전통의 수도승들의 그것과 상당히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

의 일대기를 전하는 몇몇 문헌들에는 그가 스스로 브라만(사제)계

급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정해진 금욕학습기(brahmāc

ārya), 재가기(在家期 gṛhāvasthā), 임주기(林住期 vanaprasthā)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금욕학습기 도중 기세기(棄世期 sanyāsāvast

hā)로 바로 뛰어들었다고 하는데(apātsanyāsa)
3
이것까지도 불교

나 자이나와 같은 사문들의 행태와 비슷하지 않냐는 지적도 받을

만하다. 그래서 우리는 샹까라의 입장을 분명히 살펴볼 필요성을

느낀다. 바다라야나가 우파니샤드 철학의 원리들을 체계화하기 위

해 수뜨라로 묶어 보려는 시도로서 브라흐마 수뜨라를 지었지
만,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샹까라가 ‘환영(幻影 māy

ā)’이나 ‘假託(adhyāsa)’, ‘헛됨(mithyā)’등의 개념을 써서 불이원론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고전적 산스끄리트가 워낙 그러하기도 하지만

특히 우파니샤드가 어휘를 매우 포괄적이고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표현자체가 상징과 은유 투성이라는 점등은 눈을 크게 뜨고

읽는 독자들에게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파니샤드에 보이는 어휘의 다의성, 상징과 은유 등의 표현방법은

여백이 남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읽을 때마다 그 사람의 사고의 폭에

따라 심층적으로 이해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2) 요가(수행)로도 상키야(분석적 철학)로도 까르마(제사)로도 / 그 외의

어떤 지식(vidyā)으로도 구할 수 없나니 / 오로지 브라흐만의 하나됨을

깨달음으로서만이 / 해탈(mokṣa)을 얻을 수 있으리라. / 그 외의 다른

어떤 방법도 없도다. Viveka cūḍamaṇi 58.
3) Rājacūḍāmaṇi 1.43-51.; Govindānathīya 3.13.20.; G. C. Pande, Life and

Thought of Śaṅkarācārya,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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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립시키고 우파니샤드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매

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 브라흐마 수뜨라에 샹까라가 주석한
것을 토대로 그의 입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2. 1. 不二元論과 幻影論

개체아는 다름아닌 브라흐만이다.
4

이것은 둘이 아닌 브라흐만과 개체아의 관계를 정의한 샹까라

의 不二元論(advaita vāda)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선언문이라

할 만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잘 분석해보면 그의 입장을 효과적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māyā’, ‘mithyā’ 등의 개념을

사실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고 있다. 우선 그가 말하는 절대진리인

브라흐만과 개별화된 인격체는 라마누자에서처럼 종속적인 관계

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이다. 우파니샤드의 ‘꿀의 지혜(madhuvidy

ā)’에 대한 주석에서 샹까라는 이 둘의 관계는 같기는 하되 ‘하나’

라기 보다는 ‘다르지 않음(advaita)’의 관계라는 점을 꽃과 꿀의

관계를 들어 설명한 바 있다.
5

샹까라의 불이원론과 환영론은 우파니샤드와 바가와드 기따,
브라흐마 수뜨라에 이들 이론을 적용시킨 방대한 주석작업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자리잡는다. 이 과정에서 그가 가장 심혈을 기

울여 설명한 것은 똑같은 브라흐만과 개체아가 왜 ‘다르게’ 보이

는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한 샹까라의 묘책이 ‘幻影

(māy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jīvo brahmaiva nāparaḥ. 브라흐마 수뜨라 서문.
5) 브리하다란야까 우파니샤드, II.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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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māyā와 그 유사한 의미로 쓰인 용어들

'māyā'라는 용어를 물론 샹까라가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는 이미 리그 베다에도 ‘超自然的 能力’, ‘幻影’, ‘轉變能力’ 등의

의미를 내포하면서 수차례 사용된 바 있으며,
6
우파니샤드에 와서

는 브리하다란야까 우파니샤드와 슈웨따슈와따라 우파니샤드에

각각 사용되었다.
7

우파니샤드 주석에서 샹까라는 ‘각기 다른 역할 때문에 각기 다

른 존재가 된다’
8
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은 브라흐마

수뜨라의 幻影(māyā)개념을 통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그것

은 아뜨만이 幻影을 쓰고 육신의 옷을 입어 그 역할이 생기게 되

면 그 이름은 이제 브라흐만 혹은 아뜨만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하

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幻影을 샹까라는 브라흐마 수뜨라
주석 서문 混同論(adhyāsa adhikaraṇa) 에서 ‘無明(avidhyā)’ ‘假

託(adhyāsa)’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다.
9
그리고 이것은 궁극

적인 ‘참(sat)’이 아니기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아니 해체될 수밖

에 없는 대상이라고 보았다.

참이 아니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그는 이것이 ‘虛像’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존재(anīrvacanīyaṁ)’라고 주장한

다. 참이라 할 수도 거짓이라 할 수도 이 둘을 모두 인정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참은 오로지 브라흐만 이외

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幻影은 참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幻影이 그 작용을 하는 무대는 이 세상이므로 이 세상에 있는 한

6) 리그 베다, 5.13.3.; 2.11.10.; 10.54.2.; 3.53.8 등.

7) 브리하다란야까 우파니샤드, 2.5.19. ; 슈웨따슈와따라 우파니샤드, 1.10.

8) acararapena satyakhyo bhavati. 브리하다란야까 우파니샤드, 2.4.12의

주석.

9) 브라흐마 수뜨라, 1.1.1., 1.2.22., 1.4.3., 2.1.14에 대한 주석 ; 까타
우파니샤드, 1.1.4.; 찬도기야 우파니샤드, 2.1.10.; 문다까 우파니샤드,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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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幻影을 거짓이라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 혹은 둘 다 참이며 거짓이다라고 말

하는 것, 혹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거나 몸을 가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 둘 다라고 말하는 것, 그 어느 것도 옳

은 표현이 아니다. 幻影은 그러므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다. 결국 그가 말하는 ‘참’은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를 가르는 개

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개체아는 ‘참’의 의미를 알지 못해 이에 대한 혼동을 하

기 쉽다. 샹까라는, 물질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나’가 될 수 없

으니, 오직 인간존재의 근원인 브라흐만을 알게 될 때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각각 구분할 수 있게 되어 ‘혼동’(假託)
10
을 벗어나게 된

다고 하였다.

빛과 어둠처럼 분명히 서로 다른 ‘너’ 와 ‘나’, 이것과 저것처럼 분명

히 다른 ‘대상’과 ‘대상을 보는 주체’는 물론 그 차이가 확연하다. 그러

므로 ‘나’라고 하는 의식과 ‘너’라고 하는 대상물적인 인식에 대해서 混

同하는 것, 혹은 반대로 ‘너’라고 하는 대상물적인 인식과 ‘나’라는 인

식을 하는 주체적인 의식을 混同하는 것은 헛되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체와 객체의 구분을 하

지 못하고 저것을 이것이라고 하고 이것도 이것이라고 갖다 붙여놓고

는 ‘이것이 나’ ‘이것은 내 것’이라고 混同하고 있으니, 이것이 세상 사

람들이 당연시하여 행하고 있는 행태이다.
11

10) 샹까라가 정의한 假託(adhyāsa)이란 ‘이것’을 ‘저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즉 혼동현상이다. adhyāso nāma atasminstadbuddhirityavocaam./

adhyāso nāma smṛtirūpaḥ paratra pūrvadṛṣṭāvabhāsa. 混同論

11) yuṣmadasmatpratyayagocarayorviṣayaviṣayiṇostamaḥ prakāśavad

viruddhasvabhāvayoḥ itaretarabhāvānupapattau siddhāyāṁ

taddharmāṇāmapi sutarāmitaretarabhāvānupapattiḥ,

ityato'smatpratyayagocare viṣayiṇi cidātmake

yuṣmatpratyayagocarasya viṣayasya taddharmāṇāṁ cādhyāsaḥ,

tadviparyayeṇa viṣayiṇastaddharmāṇaṁ ca viśaye'dhyāso mithyeti

bhavituṁyuktam.

tathāpyanyonyasminnanyonyātmakatāmanyoanyadharmāṁścādhyasy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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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混同에 의해서 참 자아를 보지 못하고 ‘대상’일 뿐인 외

형적인 자신을 자신이라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하니 이것이 바

로 우주의 거대한 자아가 그 모습을 잊고 무지(無智)의 단계로 내

려앉은 상태, 개별적인 자아의 상태라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개체아가 다시 우주의 자아인 참모습으로 돌아가

기 위해서는 이 혼동을 벗기만 하면 된다고 보았다. 혼동으로 인

하여 자신의 모습을 착각한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샹까라는 계속해서 지혜(jñāna)의

중요성, 즉 無明(avidyā)을 타파할 수 있는 날카로운 지혜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 이 ‘幻影’은 왜 생기는 것인가? 아뜨만 혹은 브라흐만이 형

이하학적으로―물질적으로―존재하려고 할 때, 물질적인 틀을 필

요로 하게 된다. 환영이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진리의 세계에서는

참이 아니지만 물질세계에 있어서는 현실이요, 상황인 것이다. 그

래서 幻影을 이용한 아뜨만 혹은 브라흐만(이때는 이슈와라)은 이

제 아뜨만이 아닌 것처럼-물질세계가 워낙 그의 자리인 것처럼-

혼동하고 숨(息), 마음, 감각, 육신 등의 결합에 불과한 존재로서

의 적응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영은 샹까라에 있어서 세

상의 생겨난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māyā와 유사한 용어로 샹까라의 브라흐마 수뜨라에
서 우리는 헛됨(mithyā), 無明(avidyā), 無智(ajñāna), 錯誤(bhram

a), 轉變(vivarta) 등과 같은 용어들을 찾아 볼 수 있다.

retarāvivekenātyantaviviktayordharmadharmiṇormithyājñāna nimittaḥ

satyānṛtemithunīkṛtya, ahamidaṁ mamedam iti naisargiko'yaṁ

lokavyavahāraḥ. 브라흐마 수뜨라의 混同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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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헛됨(mithyā)의 의미

불이원론과 환영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mith

yā’라는 어휘를 살펴보자. 샹까라에 대한 ‘위선적 불교도’라는 비

난은 사실, ‘환영’ 보다 이 ‘헛됨’이라는 어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영(māyā)’이라는 어휘는 사실 리그 베다
12

에도 등장하고 있고 초기 우파니샤드
13
에서도 쓰여졌다. 그를 불교

도들의 가면을 쓴 위선자라고 비난한 것은 세상을 ‘헛된 것(mithy

ā)’이라고 함으로써 그 어감이 특히 ‘刹那’와 매우 유사한 것이라

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브라흐만은 참(satyaṁ)이요 세상은 헛된 것(mithyaṁ)이며, 개체아

(jīva)가 곧 다름아닌 브라흐만이다.
14

이 유명한 샹까라 주석의 구절은 그의 세상에 대한 관점을 단

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 구절에서 샹까라는 세상을 ‘헛된 것’이

라고 선언함으로써 그의 사상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을

감당해야 했고 많은 반론을 들어야 했다. 반론자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사실이 있는데 그게 어찌 헛된 것이란 말인가. 샹

까라조차도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헛된 것이니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헛된 것이 아

닌가 등의 반론을 내놓으면서, 이 헛됨의 의미를 환영(māyā) 개

념과 결부시켜 샹까라를 비난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샹까라가 세상을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입을 다물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샹까

라의 ‘환영’ 개념을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허상’이라는 의미가 아

12) 리그 베다, 10.54.2.; 2.17.5.; 4.30.215 등.

13) 브리하다란야까 우파니샤드, 2.5.19.

14) 브라흐마 수뜨라 1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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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브라흐만은 참’이라는 전제가 없었다면 ‘세상은 헛된 것’이

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샹까라의 이력과 브라흐마
수뜨라에 나타나듯 다른 학파들과의 논쟁을 거치며 ‘브라흐만은
참’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헛된 것’은 실재성을 부정하거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함이 아니

다. 브라흐만이 ‘참’이라는 것은 샹까라뿐 아니라 우파니샤드와 베

단따의 핵심이 되는 전제이다. ‘브라흐만은 참(satyam)이요, 세상

은 헛된 것(mithyam)’이라는 표현은 ‘처음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만이 참’이라는 우파니샤드와 가우다빠다짜

리야의 선언
15
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브라흐만은 진리 자체이며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것도 그런 진리인 것이 없으니, 계속되는

변화만을 그 속성으로 하는 이 세상은 참이 아니고 헛된 것이라

한 것이다. 꿈을 꾸고 난 후 ‘그것은 꿈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처럼, 현실을 넘고 난 시점에서 보았을 때 이 세상은 상대적으로

헛되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다.

神에 대한 샹까라의 입장을 보면 ‘mithyā’의 의미는 더욱 분명

해진다.
16
유신론적 입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그에 있어서, 오

직 하나인 브라흐만과 신(神)의 관계는 ‘satya'와 ‘māyā’와 같다.

그의 입장에서는 브라흐만만이 유일한 참이므로, 신들은 우리 개

체아들에게 환영(幻影)으로서 의미가 있고 이것은 꾸고 있는 꿈이

그 순간 진실인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브라흐만에 진실로 이르기

전까지는 진실이다.

15) 만두끼야 우파니샤드, 까리까 1.6.

16) (1) 침묵으로 不二의 진리를 드러내는 / 지고의 아뜨만에 대한 명상에

몰두한 그 제자되는 노숙한 성자들에게 둘러싸인 / 선지자들 중에

으뜸이며, / 그 손으로 개체아와 지고의 아뜨만의 하나됨을 보여주고

계신 이. / 환희의 표상이요, 아뜨만 안에 빛인 그 아름다운 얼굴을 한

젊은이 / 닥쉬나 무르띠에게 경배하오. dakṣiṇamūrti stotra 1.

(2) 고윈다를 섬기라, 고윈다를 섬기라 / 고윈다를 섬기라. 어리석은

자여 / 정해진 때가 오면 / 지금 그대가 외우는 문법규칙이 / 그대를

지켜주지 못하리니. bhajagovindam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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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까라에 있어서 브라흐만은 우주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으로, 초월의 존재(pāramārthika sattā)이다. 그러므로 그의 태도

는 마치 그 존재가 어느 신의 이름으로 불리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듯 보인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파니

샤드는 절대진리이며 유일한 실체를 아뜨만, 브라흐만, 뿌루샤, 데

바 등의 이름을 써서 부르기는 했지만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혹

은 어떤 것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없기에 ‘네띠 네띠’
17
라고도 하

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월의 존재이므로 ‘아니다’라는 표현

만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보는 것은 적어도 우파니

샤드 식으로 보면 모순이 아니다. 이것을 샹까라는 ‘헛되다’고 표

현한 것이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지로 우파니샤드와

베단따 계열의 문헌들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면서도 여러 이

름을 혼용하여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초월의 존재(paramart

hika sattā)인 브라흐만에 비해서 행태의 존재(vyāvahārika sattā)

인 개체아가 假託[혼동](adhyāsa)으로 인하여 육신과 감각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육신과 감각에 가해지는 고통으로 괴로

워하게 된다.
18
그러므로 샹까라는 苦는 혼동으로 인해 자신의 진

정한 모습을 알지 못하는 데서, mithyā를 알아보지 못하는 데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19

세상은 헛된 것이라고 한 샹까라는 과연 현실을 부정하는가 하

면 답은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이다. 여기에서 ‘헛된 것’은 참인

브라흐만에 대해 상대적으로 영속적이지 않다는 의미에 불과하기

17) 브리하다란야까 우파니샤드, 4.2.4., 4.4.5.

18) jīvo hi avidhyāveshavashād dehādhyātmabhavamiva gatva tatkrtena

duḥkhena duḥkhyahamityavidhyayākṁtam

duḥkhopabhogamabhimanyate. 브라흐마 수뜨라, 샹까라 주석, 2.3.46.
19) mithyābhimāna bhramaṁ nimitta eva dhuḥkhānubhavaḥ. 브라흐마
수뜨라, 샹까라 주석, 2.3.46.



284 印度哲學 제8집

때문이다. ‘세상’을 가리키는 ‘jagat’라는 용어가 말해주듯 ‘세상’은

계속 변화하는 것을 부르는 이름으로, 이 계속적인 변화가 일정하

지 못하므로 헛되다는 것이다. 가우다빠다짜리야의 만두끼야 우파

니샤드 주석에 ‘처음과 끝에 없는 것은 현재에도 없는 것이다.’
20
라

고 한 것을 샹까라는 ‘헛됨’이라는 용어로 풀어놓은 것이다. 결국

어느 현실과 이상 가운데 한쪽에 즉, 행위에 치우치는 것을 지적

하기 위해 ‘진리는 오직 브라흐만이며 세상은 현상이니, 개체아가

바로 브라흐만이요, 그 둘이 결코 다르지 않다.’
21
고 한 것이다. 허

물과도 같이, 한 때는 그 몸의 일부였더라도 언젠가 때가 오면 이

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헛되게] 되는 것, 그 존재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것 그것이 바로 māyā요, 행위(karma)요, 현실이라

는 것이다.

샹까라의 이와 같은 이해는 우파니샤드에서도 얻었겠지만
22
스

승 가우다빠다가 중관학파(mādyamika)의 영향을 받은 이후, 샹까

라도 개체아의 바른 태도로서 ‘幻影’의 ‘헛됨’을 통해 육신-생명,

헛됨-참, 혼동-깨달음, 환영-브라흐만, 행위-지혜 등 상대-절대적

존재의 개념을 강조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3. 불교의 刹那說과 緣起說에 대한 비판

가우따마 싯다르타 붓다가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을 때 세상

은 온통 ‘진리란 무엇인가, 하나인가 여럿인가, 무상한 것인가 상

주하는 것인가? 죽은 후의 개체아 의식은 살아있는 것인가? 깨달

20) ādhoante ca annāsti vartmāne'pi tattathā

21) ślokardhena pravakṣyāmi yaduktam granthakoṭibhiḥ brahma satyaṁ

jagat mithyā jīvo brahmaiva nāparaḥ

22) 이샤 우파니샤드,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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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의 개별의식은 남아있는가?’ 등의 문제를 놓고 논쟁이 활발

하였으나 그는 이 모두가 각자 자신의 믿음을 기초로 하는 아집

에 사로잡히는 결과만을 낳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는 자고로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을 말하기 위해 결국은 네 갈래로 갈라

졌다. 이것은 입을 다물라고 했던 부처의 진정한 의도를 역으로

알게 해주는 듯 하다.

그렇게 해서 갈라진 초기 불교의 vaibhāṣika, sautrāntika, yogā

cāra, madhyamika는 ‘영원한 것(nitya)’이 무엇인가를 놓고 각기

입장을 달리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刹那說(kṣanikavāda)과 緣

起說(pratitya samutapada)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테제는

불교문헌에 항상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緣起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刹那라는 것이다. 샹까라는 불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브라흐마 수뜨라 2장의 11개 수뜨라에 대한 주석을 통해 이 두
관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샹까라와 불교철학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이다. 다음은 간추린 그 내용이다.

2. 2. 18

<수뜨라 원문> samudāya ubhayahetuke'pi tadaprāptiḥ

(불교철학에서는 원인 요소를) 두 가지로 들어 (연기적) 일어남

(samudaya)을 이룬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

<샹까라 주석 내용> 불교철학 내부에는 그 입장의 차이에 따

라 여러 가지 파 (vaibhāṣika, sautrāntika, yogācāra, madhyamik

a)가 있지만 모든 불교도들은 刹那滅說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중

에 어떤 자(vaibhāṣika, sautrāntika)들은 (緣起說을 주장하기 위

해서) 정신세계에서는 形(rūpa) 認知(vijñāna) 感(vedanā) 名(samj

ñā) 續(sanskāra)등 五蘊(pañca skandhā) 그리고 물질세계에서는

地 水 火 風의 근원 원자(aṇu)가 ‘(연기적) 일어남(samudaya)’을

이룬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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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적) 일어남’이라는 것에는 의식이 없고 그 (연기적) 일어

남 안에 든 요소들은 모두 순간적인 것인데 어찌 합쳐지거나 해

체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찰나설로서는 ‘(연기적) 일어남’을 설명

할 수 없다.

2. 2. 19

<수뜨라 원문> itatetarapratuyayatvaaditi cennotpattimaatrani

mittatvaat

(계속해서 뒤를 잇는) 상호관계가 있어 (연기적) 일어남이 가능

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단지 어떻게 생겨나는

가를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샹까라 주석 내용> 불교도들은 無明(avidyā), 行(saṁskāra),

識(vijñāna), 想色(saṁjñā, rūpa), 六感官處(Saḍāyatana), 觸(sparṣ

a), 受(vedanā), 愛(tṛṣṇā), 取(upādana), 有(bhāva), 生(jati), 老(jar

a), 死(mara), 苦(śoka) 등이 차례로 다음 것이 생겨나는 원인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기적) 일어

남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를 설명하는 것일 뿐 어떻게 생겨난 것들이 서로 (연기적) 일어남

을 이루는 것인가는 설명하지 못한다. 결국 순간만 존재한다는 이

론과 인과론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2. 2. 20

<수뜨라 원문> uttarotpāde ca pūrvanirodhāt

그 다음 것이 생겨난 순간 그 앞에 있던 것은 이미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샹까라 주석 내용>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원인이 그 결과 안

에 여전히 내재되어있어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도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모든 것이 순간만 존재하는 것

이므로 원인과 결과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아무리 빠

른 속도로 다음 것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생기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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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더더구나 (연기적) 일

어남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2. 21

<수뜨라 원문> asati pratijñoparokho yaugapadyamanyath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과론의) 전제에 위배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와 같이 원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

원인결과가 함께 있게 되어서 (그들의 순간이론에 또 위배될 것이

다).

<샹까라 주석 내용>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순간적으로 생겨나

고 없어지는 현상을 설명하려고 해서, 원인을 아예 없는 것으로

보겠다고 한다면 인과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해야 할 것이고, 원인

을 인정한다면 ‘인지’가 생기기 위해 필요한 여러 원인을 모두 인

정해야 하므로 한 순간에 이들 모두의 존재를 인정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인과론을 포기하지 않고는 (연기적) 일어남을 설명할

수 없다.

2. 2. 22

<수뜨라 원문> pratisaṁkhyā'pratisaṁkhyānirodhāprāptiravicc

hedāt

의식적인 소멸(pratijñā nirodha)도 무의식적인 소멸(apratijñā n

irodha)도 있을 수 없다. 끊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샹까라 주석 내용> 불교도들이 인정하는 ‘참’이라는 것은 의

식적인 소멸과 무의식적인 소멸, 그리고 대공, 이 세 가지뿐이며,

이외의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우선 의식적 무의식적 소멸

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연기적 방법으로 끝없이 진행되는 소멸과

생성의 연속은 그 자체로 실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 그치게 될 동기도 없기 때문에 그치는 일도 없는 것이다. 그

런데 소멸이라니 무엇의 소멸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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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3

<수뜨라 원문> ubhayathā ca doṣāt

두 가지 소멸을 설명하는 데 모두 오류가 있으므로 (불교철학

의 주장은 옳지 않다.)

<샹까라 주석 내용> 무지로 인해 세상을 참으로 보았다가 진

리를 깨닫는 순간 그의 무지가 소멸된다고 하는 것은 무지를 ‘실

존’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그 어느 것도 두 순간 존재하

지 않는다는 입장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저절

로 소멸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도의 과정 자체를 의미없

게 만들기 때문에 또한 모순이다.

2. 2. 24.

<수뜨라 원문> ākāśe cāviśeṣāt

(그것이) 大空의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다를 게 없다.

<샹까라 주석 내용> 大空을 예로 들어 불교도들은 이것이 ‘존

재하지 않음을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하지만 촉감이 바람에 근거

하고, 냄새가 흙에 근거하듯, 소리는 大空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의 공간은 大空이므로, 또 실존하는 새

가 실존하지 않는 大空을 날아다닌다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大空

을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2. 2. 25.

<수뜨라 원문> anusmṛteṣca

(또 우리는) 지난 일에 대한 기억으로써 (경험이 지속되는 것을

본다.)

<샹까라 주석 내용> 불교도들은 아뜨만마저도 순간적으로 존

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일

들을 계속 기억하는 일을 흔히 경험하고 있다. 만일 경험의 주체

가 계속 바뀌고 먼저 경험한 그 주체가 다음순간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지난날의 기억이 지속되는 현상은 일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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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6

<수뜨라 원문> nāsato'dṛṣṭatvāt

(존재는) 비실재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

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샹까라 주석 내용> 또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

면, 인과론을 설명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눈에 보이는

사물과 자연들이 생겨났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일이 어찌

가능한가.

2. 2. 27.

<수뜨라 원문> udāsīnānāmapi daivaṁ sidhiḥ

그처럼 비실재로부터 실재가 나온다면 가만있어도 일이 이루어

져야 하지 않겠는가.

<샹까라 주석 내용> 어떤 일의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意識

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순간적인 것들의 (연기적) 일어남에 의해

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

는 사람, 어떤 일을 기어코 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도 그 일의 결

과가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상에서 본 것처럼 샹까라는 불교철학이 어떻게 ‘(연기적) 일

어남’이 일어나는지 선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는 불교철학이 묵시적으로 근저에 깔고 있는 인과론을 포기하던

지, 찰나설을 포기하던지 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샹까라의 가현설(vivartavāda)도 인과론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만 불교철학의 인과론은 질그릇과 찰

흙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종류의 인과

론으로서 강물흐름에서 보는 것과 같은 끝없는 연속의 과정을 설

명하는 논리이다. 이처럼 불교에서의 인과론과 샹까라의 인과론은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

이러한 인과론에 바탕한 불교의 찰나설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290 印度哲學 제8집

도달해야 할 목적지(니르바나)는 경험의 세계가 아닌, 시공 개념

을 초월하는 진실되고 평안한 단계라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

로 경험적 자아를 포함하는 경험의 세계가 실체라는 일반상식을

깨고자 한 것이 목적이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샹까라가 말하는 ‘mithyā'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경험

적 세계를 ‘참이 아닌 것(asat)’, ‘幻影(māyā)’, ‘헛된 것(mithyā)’,

‘無明(avidyā)’, ‘假託(adhyāsa)’ 등으로 칭하면서 상대적으로 존재

하는 경험적 세계와 대비되는 그 이상의 세계를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인과론이 적용되는 경험적 세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경험의 주체가 이 세상에 있는 한에서만 참(satya)이고,

경험의 주체가 경험적 세계를 넘어서서 초월적 세계로 가게 되면

‘헛된 것(mithyā)’이라고 한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샹까라와 불

교철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 때문에 샹까

라를 위선적 베단따학자는 비난을 하게 된 것이다.

4. 결론

불교철학의 찰나설은 모든 것이 순간만큼만 존속되는 것이고

매순간 변하므로 존속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본다. 따라서

소위 정통파 인도 철학의 가장 비중 있는 테마인 ‘아뜨만’조차도

영원하거나 적어도 지속성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그

형이상학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흐마 수뜨라의 주석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샹까라는 물질적 최소단위(aṇu)들이 육신을

이루고 그의 五蘊(pañca skandhas)이 함께 어우러져 한 인간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고 인간의 존재를 그저 마음과 육체에 물리적

요소들의 (연기적) 일어남(samudaya, samghata)의 결과로 보는

불교철학에 대해 기본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샹까라의 헛됨과 불교의 刹那說/ 이재숙 291

이러한 인간의 자아는 샹까라에 있어서 도저히 지식과 행동의 주

체가 될 수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샹까라의 입장은 역시 개체

아는 원자적 요소들의 결합만으로 생겨날 수 없으므로 아뜨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부처를 우파니샤드 사상의

핵심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면서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 근원

이 되는 것의 이름을 대거나 정의를 내리거나 해석하지 않았을

뿐 그러한 사상의 전파자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원래 아뜨만에 대

한 부처의 의도는 표면적으로 강조된 ‘無我’가 아니라, 우파니샤드

식의 초월적 ‘非我’ 개념이었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니

까야에서도 부처는 아뜨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긍정

에 가까워 보인다.
23
왜냐하면 그가 마치 우파니샤드의 성자들처럼

부정적 표현을 쓰고 있을 뿐 어떻게 부정해야 할지, 전혀 가타부

타 말이 없기 때문이다.
24

샹까라의 입장은 역시 개체아는 원자적 요소들의 결합만으로

생겨날 수 없으므로 아뜨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

는 아뜨만이냐 안아뜨만이냐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과연 누가 해

탈을 한다는 것인가, 누가 三苦를 겪고 있다는 것인가 하는 문제

에 대해, 초기불교에서는 소극적인 답변으로 다르마가 그 주체라

고 하였다. 초기불교에서는 자아에 대한 언급조차 피해야 할 것으

로 간주되었지만 대승 불교의 확립을 거치는 동안 그 자아가 어

떻기에 언급을 피해야 하는 것인지가 정리되었다. 즉 자아가 아주

없다는 식의 無我論에서 非我論으로 정리가 된 셈이다. 이러한 사

실에서도 알 수 있듯 불교는 보통 무아의 입장을 취하기로 하였

지만 그것은 전혀 자아를 문제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초월적인 자아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無我論을

세우게 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초기 불교철학자들은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르

23) Origin of Buddhism, pp. 460-65.

24) 라다끄리슈난, Indian Philosophy II, London, 1953, pp. 3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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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dharma)라는 용어를 통해 그 통일성과 지속성을 설명하고 있

는데, 만일 이 다르마가 모든 찰나적 요소들과 거리를 둔 유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샹까라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 그것이 아뜨만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샹까라도 ‘다르마’를 그러한 의

미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5

자아의 궁극적 목적인 해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베단따와 불

교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양측 모두 해탈의 장애이면서도

동시에 그 출구가 되는 것은 無明(avidyā)이라고 보았다. 이것이

샹까라에게 있어서 ‘mithyā’요, 불교에서는 ‘刹那(kṣaṇa)’인 것이다.

다만 베단따는 그 無明의 타파가 ‘아뜨만(자기 자신)의 발견’으로

써만이 해결된다고 보는 반면 불교는 ‘나’에 대한 의식이 남아있

는 한 완전한 진리로서의 자기자신의 발견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발견해야 할 그 진리는 ‘아뜨만’이라는 이름으로 말해져서는 안된

다는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니까 베단따는 ‘나’에서 시작한

존재론적인 고통을 ‘나’의 완성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불교에

서는 그것이 ‘나’를 버리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사실 양측 논리의 기반은 실상 베다로부터 형성된 힌두사상 주

로 우파니샤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와 우파니샤드의

친밀한 관계는 역설적이지만 刹那設과 ‘헛됨(mithyā)’의 관계에서

도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베단따 학파가 불교도들을 베다를

부정한 자들이라 하여 비난하기는 하였지만 실상 근본적인 입장

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 불교와 샹까라의 입장은 중요한 인식을 공

유함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베다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형식적인

전통에서 독립하고자 한 사상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25) ‘다르마는 발전, 앞으로 나아감을 위한 것이다. … / 다르마를 이루는

행위(karma)들은 지혜(jñāna)가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되니 / 이는 곧

영원한 구원을 가능케 하는 원인이 되는 셈이다.’(abhyudayārtho'pi

pravṛtilakṣiṇo dharmaḥ … jñānotpattihetutvena ca

niḥśreyāshetutvamapi pratipādhyate) 바가와드 기따, 샹까라 주석,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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