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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따위의 우주론적 논의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māyā 개념이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에서 출발하였다. 일차적으로 다종다양한 māy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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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중 ‘세계의 허망성’과 관련된 의미를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māyā에 불과한 현상세계’가 어떻게 실재성(不二性)을 회복하는지

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러나 마야 개념을 분류하면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māyā 개념이 샹까라의 저작에서 발견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가현설, 환영론 따위의 주제와도 관련되지 않음을 발견

하게 되었다. 또한 수많은 연구서들에서 언급된 ‘샹까라의 마야

개념’은 엄밀히 말해서 샹까라의 것이라기보다는 후대의 마야 개

념과 혼동돼 있고 그 결과 마야의 개념과 중요성이 확대되어 있

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샹까라의 창조론, 우주론 따

위의 주제를 다루기 전에 샹까라가 사용한 마야 개념을 규정하거

나 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본 논문은 먼저 샹까라의 철학에서의 마야 개념과 발견되지 않

는 마야 개념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가현설, 환영론 등 통념상 ‘샹

까라의 것으로 알려진 마야 개념과 역할’을 대신하는 용어와 맥락

을 찾아보고자 한다.

샹까라가 사용한 전문용어들을 분석하여 뚜렷한 성과를 남긴

성과물로는 Paul Hacker의 논문
1
을 들 수 있다. Hacker는 avidyā,

nāma-rūpa, Īśvara 등 샹까라가 사용한 전문용어들에 대해서 자

세히 논의했지만 māyā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Hacke

r의 방법론을 이어받아 Upadeśasāhasrī가 샹까라의 眞作임을 입

증한 前田專學 역시 māyā에 관한 한, Hacker의 연구 성과를 Upa

deśasāhasrī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 이후의 주목

할 만한 연구서로 Thomas O'neil의 Māyā in Śaṅkara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베다 이래의 ‘māyā 개념’을 정리한 탁월한 연구서

이지만 샹까라의 철학에 관한 한, māyā를 ‘브라흐만을 언표하는

1) Paul Hacker. “Eigentümlichkeiten der Lehre und Terminologie

Śaṅkaras: Avidyā, Nāmarūpa, Māyā, Īśvara”, Zeitschrift der

Deutschen Morgenländischen Gesellschaft, vol. 100 (1950), pp. 246-286.

이 논문은 Kleine Schriften. Band 15, 1978. pp. 69-109에 수록되어

있는데, 본고는 이것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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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인 표현수단’으로 이해하는 Arapura의 해석에 충실하며, 샹

까라가 사용한 개념 자체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본 논문은 성격상, 통념적으로 알려진 māyā 개념이나 새로운

해석을 배제하고 텍스트에서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

다. 다룰 텍스트는 샹까라의 主著 Brahmasūtra-Śaṅkarabhāṣya이

다. 본문에서 인용하는 권수(Ⅰ,Ⅱ), 쪽수(p) 및 행(ll)은 1900-3년 Po

ona에서 출판된 Ānandāśrama(Ānss로 略)판본에 의거했으며, 加讀

性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복합어는 분리해서 로마나이즈했다.

Āpte, Hari Nārāyaṇa(ed.,). Śrīmaddvaipāyanapraṇītabrahmasūtrāṇi:

Ānandagirikṛtaṭīkāsaṃvalitaśaṅkarabhāṣyasametāni. Poona:

Ānandāśrama, 1900(vol.Ⅰ), 1903(vol.Ⅱ).

Ⅰ. BS-Śbh에서 나타난 māyā 개념

Ⅰ-1. 마술

BS-Śbh에서 māyā는 42번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마술(마술사)을

의미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단어 māyā가 마술(사)을 뜻하는 문장

의 공통적으로 yathā로 시작하거나 또는 -vat, iva가 사용된 예문

으로 어떤 사실을 예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술을 의미하는 단어

māyā는 어떠한 철학적인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1.1.17. (ĀnssⅠ. p. 122. ll. 7-9)

2) 그 외에도 많은 연구서와 단편적인 성과들이 있지만 대부분 불이론이라는

전체적 조망에서 다루어져 있거나, 후대의 개념을 샹까라에 소급

적용하고 있다.



256 印度哲學 제9집

parameśvaras tv avidyākalpitāc-chārīrāt-kartur-bhoktur-vijñānātm-

ākhyād-anyaḥ/ yathā māyāvinaś-carmakhaḍga-dharāt-sūtreṇā " k-

āśam-adhirohataḥ sa eva māyāvī paramārtharūpo bhūmiṣṭho 'nyaḥ/

그러나 最高主宰神은 無明이 만들어 낸 身體[我] 즉, 行爲者, 享受者, 認

識我로 불리는 것과 다르다. 마치 방패와 칼을 들고서 줄을 타고 하늘

로 올라가는 마술사가 땅에 있는 바로 그 마술사와 다른 것과 같다.

샹까라는 궁극적으로 梵我一如를 주장하지만 梵我一如를 깨닫기

전에는 브라흐만과 身體我(jīva)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바로

이 사실을 예증하는 yathā 이하의 문장에서 단어 māyāvin이 나타

난다. māyāvin은 ‘마술사’를 의미하며, 그 자체로는 어떠한 중요성

을 지니지 않는다.

1.3.19. (ĀnssⅠ. p. 279. ll. 1-3)

eka eva parameśvaraḥ kūṭasthanityo vijñānadhātur-avidyayā māya-

yā māyāvivad-anekadhā vibhāvyate nānyo vijñānadhātur-astīti/

마치 마술사가 māyā로써 [다양하게 나타나]듯이 不變이고, 영원하고, 意

識을 基體인 하는 唯一者인 最高主宰神은 無明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난

다. [그러나] 의식을 본성으로 하는 [最高主宰神]외 다른 것은 없다.

‘-vad’가 사용된 例文에서 단어 māyā와 māyāvi가 나타난다. 最

高主宰神은 唯一者이지만 무명 때문에 다양하게 보여질 수 있음을

예증하는 문장이 ‘māyayā māyāvivad-anekadhā vibhāvyate’이다.

여기서 māyā는 마술을, māyāvi는 마술사를 의미한다.

2.1.1. (ĀnssⅠ. p. 417. ll. 4-5)

② utpannasya jagato niyantṛtvena sthiti-kāraṇaṃ māyāvī-iva

māyāyāḥ

[主宰神은] 지배자이기 때문에 생성된 세계의 유지 원인이다. 마치 마술

사가 māyā의 [유지 원인]이듯이.

접속사 ‘iva’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장 역시 例文이다. 샹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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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主宰神이 세계의 生ㆍ住ㆍ滅의 원인임을 각각의 예로서 설명하

는데,
3
단어 māyā는 세계의 유지원인에 관련된 예문에서 나타난

다. 여기서의 māyayā, māyāvī는 각각 마술, 마술사를 의미한다.

2.1.9. (ĀnssⅠ. p. 445. ll. 12- p. ll. 14)

yathā svayaṁ-prasāritayā māyayā māyāvī triṣv-api kāleṣu na

saṁspṛśyate' vastutvād-evaṁ paramātmā' pi saṁsāra-māyayā na

saṁspṛśyata iti/

예를 들어 자신이 펼친 māyā에 마술사가 三時에 있어서도 현혹되지

않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마술은] 비실재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

지로 最高我 또한 윤회라는 māyā와 접촉하지 않는다.

단어 māyā는 ‘最高我가 윤회하지 않음’을 예증하는 yathā 이하

의 문장에서 나타난다. 例文의 māyā는 마술을, māyāvin은 마술사

를 의미하며 복합어 ‘saṁsāramāyayā’의 māyā는 ‘허위’를 뜻한다.
4

2.1.21. (ĀnssⅠ. p. 485. ll. 11-13)【pūvapakṣa】

yathā ca māyāvī svayaṃ-prasāritāṃ māyām-icchayā 'nāyāsena-

eva-upasaṃharati/ evaṃ śarīro 'pi sṛṣṭim-upasaṃharet/...śārīro na

śaknoty.../

마치 마술사가 스스로 펼친 māyā를 [자신의] 의지로써 힘들이지 않고

[쉽게] 끌어들이듯이 그와 같이 身體[我] 역시 창조를 철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체의 주인(아뜨만)은 ... 불가능하다.

3) ① “첫 장에서 全知者이고 일체를 지배하는 [主宰]神이 세계의 생성

원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마치 粘土나 金 등이 甁과 금으로된 장신구

따위의 [원인이듯이].” 2.1.1 (ĀnssⅠ. p. 417. ll. 3-4: prathame 'dhyāye

sarvajñaḥ sarveśvaro jagata utpattikāraṇaṃ mṛt-suvarṇādaya iva

ghaṭa-rucakādīnām)

③ “[브라흐만은] 창조된 세계를 다시 자기 자신으로 흡수하는 원인이다.

마치 大地가 4종의 존재집단의 [흡수 원인]이듯이.” 2.1.1 (ĀnssⅠ. p. 417.

ll. 4-5: prasāritasya jagataḥ punaḥ svātmany-eva-upasaṃhāra-

kāraṇam-avanir-iva caturvidhasya bhūtagrāmasya)

4) 이것은 Ⅰ-7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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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은 ‘아뜨만이 창조자가 아니다’는 반론이며, 이것에

대한 예문(yathā 이하의 문장)에서 단어 māyā(-vī)가 나타난다. māyā

는 마술을, māyāvī는 마술사를 의미한다.

2.1.28. (ĀnssⅠ. p. 498. ll. 9-12)

loke 'pi devādiṣu māyāvy-ādiṣu ca svarūpa-anupamardena-eva

‘vicitrāḥ’ hasty-aśvādi-sṛṣṭayo dṛśyante/ tathā-ekasminn-api

brahmaṇi svarūpa-anupamardena-eva-anekākārā sṛṣṭir-bhaviṣyatīti/

세상에서, 神이나 마술사가 자신의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서도 다양한

코끼리, 말 등을 창조하는 것이 경험된다. 그와 같이 브라흐만은 唯一

者이지만 자신의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서도 다양한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단어 māyāvin은 ‘브라흐만이 다양한 사물을 창조할 수 있음’을

예증하는 문장(yathā 생략)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위 인용문의 의미

를 ‘브라흐만이 ... 마야로써 다양한 것을 창조한다’로 파악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마술은 마술사에게 한정되기 때문이다.

2.2.29. (ĀnssⅠ. p. 587. ll. 12- p. 588. ll. 3)

bādhyata hi svapnopalabdhaṁ vastu pratibuddhasya/.../evaṃ māya-

ādiṣv-api bhavati yathā-yathaṃ bādhaḥ/ na-evaṃ jāgaritopalabdh-

aṃ vastu stambha-ādikaṃ kasyāṃcid-apy-avasthāyāṃ bādhyate/

왜냐하면 꿈에서 깨어난 사람에게 ‘꿈에서 지각된 것’은 부정되기 때

문이다 ... 그와 같이 māyā 따위에서도 적절한 破棄가 일어난다. 그러

나 覺醒時에 본 실재인 기둥 등은 어떤 상태에서도 파기되지 않는다.

Ⅰ-2. 불가사의한 힘

베다 이래의 수많은 문헌에서 māyā는 ‘신이 지닌 불가사의한

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BS-Śbh에서도 이 개념은 계승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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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BS-Śbh에서 이 힘은 미혹적인 것으로 사용되고 있

다. 샹까라는 궁극적으로는 오직 아뜨만(=브라흐만)이 존재할 뿐이

라고 말하지만 세속적 차원에서는 ‘māyā에 의한 차별상과 다양성

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점은 아래의 1.2.6과 2.1.14에서 잘

나타난다. 전승서 문구에 언급된 māyā는 신의 불가사의한 힘을

의미하는데, 俗諦차원에서는 존재성이 인정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정된다.
5

1.1.20. (ĀnssⅠ. p. 136. ll. 6-7)

syāt-parameśvarasyāpi-icchāvaśān-māyāmayaṃ rūpaṃ sādhaka-

anugrahārtham/...‘na-evaṃ māṃ jñātum-arhasi’...

여기서 답한다. 最高主宰神 역시 意慾을 지니므로 숭배자를 돕기 위해

서 māyā로 이루어진 성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나를 그와

같은 존재로 알아서는 안 된다.

1.2.6. (ĀnssⅠ. p. 180. ll2-5, p. 181. ll. 2-4)

① smṛtiś-ca śārīra-paramātmanor-bhedaṃ darśayati- ‘īśvaraḥ

sarvabhūtānāṃ hṛd-deśe 'rjuna tiṣṭhati. bhrāmayan-sarvabhūtāni

yantra-ārūḍhāni māyayā’(BG. 18-61) ity-ādyā/

전승서 또한 “아르쥬나. 主宰神은 모든 존재들의 심장부에 머물고 있

다. 회전판 위에 올려진 일체의 존재를 [자신의] māyā로써 회전시키면

서.” 라는 등으로 身體[我]와 最高我가 다르다는 것을 명시한다.

② ... karma-kartṛtva-ādi bheda-vyavahāro na virudhyate

prāk-tattvamasīty-ātmaekatva-upadeśa-grahaṇāt/

행위, 행위자 따위의 구별에 의한 세간적 언동은 ‘tat-tvam-asi’라는

아뜨만의 유일성에 대한 가르침을 깨닫기 전에는 모순되지 않는다.

5) 1.2.6. ③ “그러나 아뜨만의 유일성이 파악될 때 속박, 해탈 등 모든

일상적 언동은 멈추게 될 것이다.” (ĀnssⅠ. p. 181. ll. 4-5: gṛhīte

tv-ātmaikatve bandhamokṣādi-sarvavyavahāra-parisamāptir-eva syāt)

2.1.14 ② “[BS의] 저자 또한 궁극적 진리의 차원을 염두에 두고서는

‘그것과 不二이다’라고 했다.” (ĀnssⅠ. p. 181. ll. 3-4: sūtrakāro 'pi

paramārtha-abhiprāyeṇa tad-ananyatvam ity-ā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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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ĀnssⅠ. p. 470. ll. 16, p. 471 ll. 4-5)

① tathā-īśvaragītāsv-api śārīra-paramātmanor-bhedaṃ darśayati-

‘īśvaraḥ sarvabhūtānāṃ hṛd-deśe 'rjuna tiṣṭhati. bhrāmayan-sarva

-bhūtāni yantrārūḍhāni māyayā’(BG.18-61) iti/(번역: 1.2.6의 ①참조)

③ ... vyavāhara-abhiprāyeṇa tu syāl-lokavad-iti mahā samudrā

sthānīyatāṃ brahmaṇaḥ kathayati.

...그러나 俗諦를 염두에 두고서 그는 大海의 비유에서 “그러나 세간에

서처럼 [이원성은] 있을 것이다.” 라고 브라흐만[의 차별상]을 말했다.

Ⅰ-3. 불가사의한 힘으로써 나타난 것

BS나 다른 주석자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샹까라만의 고유

한 사상은 그가 브라흐만을 무속성(nirguṇa) 브라흐만과 유속성(sag

uṇa) 브라흐만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궁극적인 실재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아래의 두 인용문에서 잘 나타난다. 아래의 인용

문에서의 māyā는 신의 불가사의한 힘으로써 ‘나타난 것’ 즉 유속

성 브라흐만의 모습(성질)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māyā는 미혹적

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1.20. (ĀnssⅠ. p. 136. ll. 6-10)

① atro brūmaḥ: syāt-parameśvarasyāpi-icchāvaśān-māyāmayaṃ

rūpaṃ sādhaka-anugrahārtham/

여기서 답한다. 最高主宰神 역시 意慾을 지니므로 숭배자를 돕기 위해

서 māyā로 이루어진 성질이 있을 것이다.

② ‘māyā hy-eṣā mayā sṛṣṭā yan-māṃ paśyasi nārada

sarvabhūtaguṇair-yuktaṃ na-evaṃ māṃ jñātum-arhasi’(Mbh.

12-341-45) iti smaraṇāt/

“나라다여! 나를 모든 존재들이 지닌 여러 가지 속성들과 결합된 것으

로 네가 보는 것 그것은 내가 만든 māyā이다. 너는 나를 그와 같은

존재로 알아서는 안 된다.” 라고 전승서에 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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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①에서의 māyāmayaṃ rūpam은 ‘māyā로 이루어진 형태

나 성질’을 의미하며 문장 ②의 māyā와 동일한 의미이다. 문장 ①

에서 동사 syāt(Opt.3.sg)가 있으므로 비록 最高主宰神은 형태와 속

성을 결여하지만 경배자를 돕기 위해서 ‘māyāmayaṃ rūpam’을

지닐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장 ②는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

기 위해 인용된 전승서 문장이며, 여기서의 māyā는 最高主宰神(=

브라흐만)의 본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附加物(upādhi)에 한정된 下梵

의 모습이다.
6
그러나 궁극적인 브라흐만은 일체의 한정물을 떠나

있으며,
7
‘그와 같이 알아서는 안된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장 ①의 ‘마야로 이루어진 성질(māyāmayam rūpam)’과 ②의 ‘내가

만든 마야(māyā ..mayā sṛṣṭā)’는 브라흐만의 본성이 아니라 ‘환영적

이고 미혹적인 모습’에 불과하다.

3.2.17. (ĀnssⅡ. p. 211 ll3-4, 6-12)

② tathā smṛtiṣv-api para-pratiṣedhena-eva-upadiśyate/.../ tathā

viśvarūpa-dharo nārāyaṇo nāradam-uvāca-iti smaryate-‘māyā

hyeṣā mayā sṛṣṭā yan-māṃ paśyasi nārada/ sarvabhūtaguṇair-

yuktaṃ na-evaṃ māṃ jñātum-arhasi(Mbh.12-341-45)’ iti/

그와 같이 전승서 역시 다른 [속성들을] 부정함으로써만 [브라흐만을] 敎

示한다...그와 같이 모든 형상을 지닌 나라야나는 나라다에게 말했다고

전한다. (māyā hi-eṣa 이하의 인용문의 번역은 1.1.20의 ②참조)

BS-Śbh 3.2.17에서 샹까라는 천계서를 인용하면서 브라흐만이

무속성임을 말하고
8
그 다음에 전승서 문구를 인용하면서 유속성

6) ④ “그러나 [最高主宰神은] 모든 것의 원인이므로 어떤 곳에서는 ‘모든

욕망을, 일체의 행위를, 일체의 향기를, 일체의 맛을 [지닌

브라흐만].’(chānd. 3.14.2) 따위로 變異物들의 성질로 한정된 最高主宰神이

경배의 대상으로 교시된다.” 1.1.20 (ĀnssⅠ. p. 136. ll. 13-15: 원문은

sarvakāraṇatvāt-tu에서 ity-ādinā까지)

7) ③ “그러나 일체의 특성(한정적 제약물)을 떠난 最高主宰神에 관련된

성질이 敎示된 곳이 있는데 여기서 성전은 ‘[브라흐만은] 소리가 없고,

觸이 없고, 형태가 없고, 불멸이다.’(Katha.1.3.15) 등으로 교시한다.” 1.1.20

(ĀnssⅠ. p. 136. ll. 10-13: 원문은 api ca에서 ityādi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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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흐만의 궁극성을 부정하는데, 위 인용문은 후자와 관련되어

있다. 전승서에서 언급된 māyā는 ‘불가사의한 힘으로써 나타난

것’ 즉 유속성 브라흐만의 모습(성질)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māyā

는 그 다음 문장 ‘na-evam māṃ jñātum-arhasi’에서 알 수 있듯

이 브라흐만의 본성이 아니라 미혹적인 모습으로 간주된다. 하지

만 이 ‘미혹적인 것’은 현상세계와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미혹적인

것은 主宰神의 특별한 성질일 뿐이기 때문이다.

Ⅰ-4. 창조력

샹까라에 따르면 상캬는 非知性的이고 獨立的인 根本原質을 세

계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근본원질-원인론(pradhānakāraṇavāda)이다.

샹까라는 ‘비지성적이고 독립적인 근본원질’이 세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근본원질-원인론을 비판하고, 神에 의존하는

‘未展開의 名色’(anabhivyakta, avyākṛte nāmarūpe)을 세계의 원인으로

새롭게 상정한다. 근본원질을 비판하고 非獨立的인 名色을 세계의

원인으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名色은 māyā와 동일시되고 있다.
9

8) ① “그리고 천계서는 바드바가 바스깔리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자, 오직

침묵으로써 브라흐만을 설파했음을 말한다. ‘바스깔리는 스승이여

[브라흐만을] 알려주소서’ 라고 말했다. 스승(바드바)은 침묵하고 있었다.

바스깔리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말하자 스승은 말했다. ‘실로 우리는

네게 말했건만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이 아뜨만(=브라흐만)은 寂然이다.’

라고.” 3.2.17 (ĀnssⅡ. p. 210 ll. 14- p. 211 ll. 3: 원문은 bāṣkalinā ca에서

upaśānto 'yamātma' iti 까지)

9) 명색과 마야가 동일시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마야를 신의

창조력으로 확정짓는 맥락에서 양자가 동일시된 것은 아니다. 샹까라가

자신만의 고유한 용어인 ‘未展開의 名色’이 성전에서 다양한 용어로써

지지되고 있음을 밝히는 곳에서만 양자가 동일시된다. 이러한 동일화

문장을 제외한 곳에서 마야는 명색과 다른 의미(예를 들면, 마술, 幻

따위)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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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ĀnssⅠ. p. 353. ll. 1-10)

③ ...avidyātmikā hi bījaśaktir-avyaktaśabda-nirdeśyā parameśvara-

āśrayā māyāmayī mahāsuptir mahāsuptir-yasyāṁ svarūpa-

pratibodha-rahitāḥ śerate saṁsāriṇo jīvāḥ/ tad-etad-avyaktaṁ

kvacid-ākāśaśabda-nirdiṣṭam...kvacid-akṣaraśabda-uditam...kvacin-

māyā-iti sūcitam ‘māyāṁ tu prakṛtiṁ vidyān-māyinaṁ tu

maheśvaram’(śvet. 4.10.) iti mantra-varṇāt/

실로 種子力은 無明을 본성으로 하며, 미현현이라는 말로 지시된 것이

며, 最高主宰神에 의존하며, 참된 본성을 알지 못하고 윤회하는 個我들

이 잠을 자는 māyā로 이루어진 大熟眠이다. 바로 이 미현현은 어떤

때는 허공이라는 말로 지시되었다... 어떤 곳에는 불멸이라는 말로 표

현되었다... 어떤 곳에는 Māyā라고 명명되었다. “māyā를 근원으로 알

고 māyin을 大主宰神으로 알아라.”라고 찬가에 설해졌기 때문이다.

④ avyaktā hi sā māyā tattvānyatva-nirūpaṇasya-aśakyatvāt/

실로 그 māyā는 ‘그것(전개되지 않은 것)’ 혹은 ‘다른 것(전개된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현현이다.

위 인용문은 ‘이 세계가 名色으로 전개되기 이전 상태(prāgavasth

a)의 종자상태는 미현현(avyakta)이므로, 이 미현현이 상캬에서 주

장하는 근본원질과 다를 바 없다’는 의문에
10
대한 답변의 일부이

다. 이 의문에 대해서 샹까라는 먼저 ‘세계의 원인인 名色을 主宰

神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名色이 독립된 근본원질과 다

르다’고 답한다.
11
그리고 그는 문장 ③, ④에서 ‘未展開의 名色(=종

10) ① “[반론] 여기서 말한다. 만약 이 세계가 아직 名稱과 形態로 전개되지

않은 종자상태(bījātmakaṁ)의 원시상태(창조 이전 상태)라면, [이 세계가]

미현현이라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상캬의] 근본원질-원인론’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前-상태는 根本原質(勝因)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이다.”1.4.3

(ĀnssⅠ. p. 352. ll. 5-6, 7-9: 원문은 atrā ''ha에서 arham-abhyupagamyeta

그리고 sa eva에서 abhyupagamād-iti까지)

11) ② “[답] 여기서 답한다. 만약 우리가 세계의 前-상태를 독립된 어떤

원인으로 인정한다면 根本原質-原因論’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前-상태’가 最高主宰神에 지배되며,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1.4.3 (ĀnssⅠ. p. 352. ll. 9-12: 원문은 atrocyate-yadi에서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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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미현현, 前-狀態)을 천계서와 전승서에서 말하는 ākāśa, akṣara,

māyā와 동일시함’으로써 자신만의 용어인 ‘未展開의 名色’이 성전

에서 지지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의 māyā는 신에

의존하는 창조력이다.

1.4.9. (ĀnssⅠ. p. 368. ll. 7-12)

② vākyaśeṣe 'pi ‘māyāṃ tu prakṛtiṃ vidyān-māyinaṃ tu maheśv-

aram’(Śvet-up. 4.10) iti ‘yo yoniṃ yonim-adhitiṣṭhaty-ekaḥ(Śvet-up.

4.11)’iti ca tasyā eva-avagamān-na svatantrā kācit-prakṛtiḥ

pradhānaṃ nāma-ajāmantreṇa ''mnāyata iti śakyate vaktum/

보충하는 성구에서도 또한 “실로 māyā를 근원(prakṛti)으로, māyin을

大主宰神으로 [알아라].” 그리고 “모든 母胎를 지배하는 유일자”라고 말

하므로 [유일한 最高主宰神의] 바로 그 [창조] 능력이 확인되기 때문에 독

립적인 어떤 근원(prakṛti) 즉 근본원질로 불리는 것이 ajā 찬가에 의해

[세계의 원인으로] 설명됐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prakaraṇāt-tu saiva daivī śaktir-avyākṛta-nāmarūpā

nāmarūpayoḥ prāg-avasthānena-api mantreṇā 'mnāyata ity-ucyate/

오히려 그 章은 [아직] 名色으로 전개하지 않은 바로 그 神的인 힘이

‘名色의 前-상태’라고 찬가(Śvet-up)가 가르친다는 것을 말한다.

위 인용문 역시 세계의 원인을 독립적인 근본원질로 상정하는

상캬학파를 비판하는 부분이다. 독립적인 세계의 원인(근본원질)을

비판하기 위해 샹까라는 먼저 세계의 창조가 신에 의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창조력이 主宰神에 의존하는 것임을 천명한다.
12
창조

력이 신에 의존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샹까라는 Śvet-up.

4.10의 문구를 인용하는데(문장 ②참조) 이 인용문에서 단어 māy

svatantrā까지)

12) ① “그와같이 여기서도 또한 ‘브라흐만論者들은 말한다. 브라흐만이

세계의 원인인가?’(Śvet-up.1.1.) 라고 시작하여 ‘선정의 요가를 행한

그들은 보았다. 스스로의 guṇa에 덮혀있는 神 자신의 [창조]

능력을.’(Śvet-up.1.3.) 이라고 [말함으로써] 最高主宰神이 지닌

능력(śakti)이 모든 世界를 만든다고 文頭에서 확립했기 때문이다.” 1.4.9

(ĀnssⅠ. p. 368. ll. 3-7: 원문은 tathā-iha-api에서 avagamāt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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ā, māyin이 나타난다. 샹까라가 파악하고 있는 māyā와 māyin의

의미는 이 문구를 인용한 동기에서 드러난다. 인용 동기는 그 다

음 문장 “tasyā eva ...vaktum”에서 그리고 문장 ③에서 드러나듯

이 세계의 원인이 ‘신에 의존함’을 말하기 위해서다. 창조력을 의

미하는 신의 힘(daivī śakti)은 ③에서 알 수 있듯이 ‘未展開의 名色’

이며, 이 名色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māyin은 parameśvara와

같은 창조자를 의미하며, māyā는 māyin에 의존하는 ‘창조력’ 즉

근원(prakṛti)을 의미한다.

2.1.14. (ĀnssⅠ. p. 468. ll. 11-13)

② śṛṇu yathā nocyate sarvajñasyaiśvarasyā ''tmabhūte iva-

avidyākalpite nāmarūpe tattvānyatvābhyām-anirvacanīye

saṃsāraprapañca-bījabhūte sarvajñasyeśvarasya māyā śaktiḥ
13

prakṛtir-iti ca śrutismṛtyor-abhilapyete/

[답] 들어보아라. 그렇지 않음을. 마치 全知한 主宰神의 본체인 것처럼

생각되고, 무명에 의해 분별된 것이며, tattva로도 anyatva로도 언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윤회, 현상세계의 종자인 名色이 전지한 主宰

神의 māyā, śakti, prakṛti라고 천계서와 전승서에서 말해졌다.

샹까라는 세계의 원인을 名色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본원질-원인

론을 비판하지만, 한편으론 브라흐만 외에 ‘名色’을 따로 상정한

것이 ‘오직 아뜨만(=梵)만이 있다’는 自說과 모순될 수도 있음을 알

았던 것 같다.
14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샹까라는 名色을 ‘무

명에 의해서 분별된 것’ 즉 독립적인 실재가 아니라고 함으로써,

그리고 ‘브라흐만과 같다고도 다르다고도 언표할 수 없다’고 말함

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샹까라

는 名色이 세계의 원인임을 재차 확인하고, 그 名色을 māyā, śakt

13) Ānss 外의 판본에서는 māyāśakti로 되어 있다.

14) ① “[반문] 아뜨만의 절대적인 유일성과 둘이 없음을 말하는 자가

[모순된 의미를] 말한 것 아닌가.” 2.1.14 (ĀnssⅠ. p. 468. ll. 9-10: kathaṃ

nocyate' tyantamātmana ekatvamadvitīyatvaṃ ca bruvat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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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rakṛti와 동일시함으로써, 名色이 성전에서 지지되고 있음을 밝

히고 있다.

Ⅰ-5. 활동력

본 논문Ⅰ-2에서 살펴본 māyā는 ‘그야말로 종잡을 수 없는 불

가사의한 힘’을 의미하고, 그 실재성이 부정되지만 여기서의 māy

ā는 실재성이 긍정되고, 막연한 힘이 아니라 ‘구체적인 能力’(śati)

을 뜻하고 있다. 구체적인 힘으로서의 māyā는 상캬의 근본원질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Ⅰ-4의 ‘창조력으로서의 māyā’와 유사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Ⅰ-4에서의 māyā는 상캬의 ‘獨立的인

근본원질’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제시된 일종의 質料因인데 반해,

아래 인용문에서의 māyā는 ‘非知性的인 근본원질’을 비판하는 맥

락에서 제시된 일종의 動力因에 해당한다.

2.2.4와 2.2.7의 각 문장 ①에서 알 수 있듯이, 샹까라는 ‘상캬의

근본원질은 지성을 결여하므로(acetanāt) 활동욕구나 동기조차 지닐

수 없다’는 이유에서 근본원질에 의한 창조(전변)론을 비판한다. 그

리고 그는 각 문장 ②에서 ‘지성적인 브라흐만은 māyā를 지니므

로 창조 따위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베단따의 창조

론이 타당함을 밝힌다. 여기서 주재신이 지닌 māyā는 일종의 動

力因(활동력)에 해당한다.

2.2.2와 2.1.37은 브라흐만이 세계의 원인임을 확정하는 문장이

다. 여기서 māyā는 신의 활동력을 의미한다.

2.2.4. (ĀnssⅠ. p. 522. ll. 8-11)

① 그러나 [상캬의] 뿌루샤는 무관심(초월적)하며, 활동하지도 멈추지도

않는다. 따라서 근본원질은 [뿌루샤에] 의존하지 않는다. [뿌루샤에] 의

존하지 않으므로 [非知性的인] 근본원질이 어떤 때는 mahat 따위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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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전변하고, 어떤 때는 전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15

② īśvarasya tu sarvajñātvāt-sarvaśaktitvān-mahāmāyatvāc-ca

pravṛtty-apravṛttī na virudhyete//

그러나 [베단따에서 세계의 창조원인으로 간주하는 知性的인] 主宰神은 전

지자이고, 전능한 자이며, mahāmāya를 지니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과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

2.2.7. (ĀnssⅠ. p. 527. ll. 2-4)

① 앞에서처럼 여기서도 [상캬의 根本原質은 비지성적이므로 창조나 해탈

따위의] 목적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간주돼야만 한다.
16

② paramātmanas-tu svarūpa-vyapāśrayam-audāsīnyaṃ

māyā-vyapāśrayaṃ ca pravartakatvam-ity-asty-atiśayaḥ//

그러나 [베단따가 세계의 생성 원인으로 인정하는] 最高我는 자기 자신의

본성에 의거한 무관심[한 성질] 과 [동시에] māyā에 의거한 활동성이

있다는 데서 [상캬 학설보다] 우월한 점이 있다.

2.2.2. (ĀnssⅠ. p. 520. ll. 9-12)

① [브라흐만은] 유일한 존재이므로 활동성을 부여해주는 [다른] 존재가

없기 때문에 활동할 수 없다고 [반문]한다면.
17

② na/ avdiyāpratyupasthāpita-nāmarūpa-māyā-āveśavaśena-

asakṛt-pratyuktatvāt/ tasmāt-saṁbhavati pravṛttiḥ sarvajña-

kāraṇatve na tv-acetanakāraṇatve/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무명에 의해 산출된 名色이라는 māyā를 소유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반복해서 대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의] 생

성은 [지성을 갖춘] 全知者를 원인으로 할 경우에 성립하며, 비지성적인

[근본원질]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2.1.37. (ĀnssⅠ. p. 511. ll. 2-5)

yasmād-asmin-brahmaṇi kāraṇe parigṛhyamāṇe pradarśitena

15) puruṣas-tu-dāsīno na pravartako na nivartaka ity-ato 'n-

apekṣam pradhānam-anapekṣatvāc-ca kadācit-pradhānaṁ mahad-

ādy-ākāreṇa pariṇamate kadācin-na pariṇamata ity-etad-ayuktam/

16) pūrvavac-ca-iha-apy-arthābhāvo vikalpayitavyaḥ/

17) ekatvāt-pravartyābhāve pravartakatvānupattir-iti c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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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kāreṇa sarve kāraṇadharmā upapadyante sarvajñaṁ sarvaśakti

mahāmāyaṁ ca brahma-iti tasmād-anatiśaṅkanīyam-idam-

aupaniṣadaṁ darśanam-iti/

이 브라흐만을 원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앞에서 명시한 방법에 의해서,

브라흐만이 ‘전지하고 전능하며 mahāmāya와 같은 원인적인 모든 특

성을 지닌다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므로 베단따의 이 가르침엔 조금

도 의심할 것이 없다.

Ⅰ-6. 거짓말, 속임수

māyā는 虛僞(alīka), 欺瞞(vañcana)과 나란히 열거되는데, 문맥상

māyā는 허위나 기만과 유사한 의미로 파악된다.

2.3.6. (ĀnssⅡ. p. 14. ll. 2-3)

na ca vedasya puruṣāṇām-iva māyā-alīka-vañcanādibhir-

artha-avadhāraṇam-upapadyate/

그리고 인간들처럼, 베다도 [어떤] 대상을 māyā, 허위, 기만 따위로써

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Ⅰ-7. 허위, 幻, 헛것, 비실재

BS-Śbh에서 단어 māyā가 ‘비실재성’, ‘미혹’을 의미하거나 또

는 실체없고 환상에 불과한 것 자체가 ‘māyā’로 표현된 경우가 12

번이나 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māyā가 ‘어떤 공허한 것 자체’

(예를 들면 꿈에서 본 것)를 의미할 뿐, 깨어있을 때 경험하는 눈앞의

사물이나 이 세계를 지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2.1.9. (ĀnssⅠ. p. 445. ll. 11- p. 446. l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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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sti ca-ayam-aparo dṛṣṭāntaḥ/ yathā svayaṁ-prasāritayā

māyayā māyāvī triṣv-api kāleṣu na saṁspṛśyate' vastutvād-evaṁ

paramātmā' pi saṁsāra-māyayā na saṁspṛśyata iti/

그리고 다음과 같은 例가 있다. 마치 자신이 펼친 māyā에 의해 마술

사가 三時에 있어서도 현혹되지 않듯이, 왜냐하면 [마술은] 비실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最高我도 윤회라는 māyā와 접촉하지 않는다.

② yathā ca svapnadṛg-ekaḥ svapna-darśana-māyayā na

saṁspṛśyata iti prabodha-saṁprasādayor-ananvāgatatvād.

마치 꿈을 꾼 어떤 사람이 꿈에서 본 māyā에 현혹되지 않는 것과 같

다. 왜냐하면 [꿈에서 본 것은] 覺醒, 熟眠狀態에서는 경험되지 않기 때

문이다.

③ evam-avasthā-traya-sākṣyeko' vyabhicāry-avasthā-trayeṇa

vyabhicāriṇā na saṁspṛśyate/ māyāmātraṁ hy-etat-paramātmano'

vasthā-trayātmanā' vabhāsanaṁ rajjvā iva sarpādi-bhāvena-iti/

그와 같이 세 상태(覺醒, 夢眠, 熟眠)의 증인인 불변의 唯一者는 변화하

는 세 상태와 접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뱀 등으로 [나타난] 새끼줄처

럼 最高我가 세 상태로 나타난 것은 māyā일 뿐이기 때문이다.

④ atra-uktaṁ vedāntārtha-saṁpradāyavidbhir-ācāryaiḥ-

‘anādi-māyayā supto yadā jīvaḥ prabudhyate/ ajam-anidram-

asvapnam-advaitaṁ budhyate tadā//’(G.K. 1.16) iti/

여기서 베단따의 의미에 대해 확립된 교설을 알고 있는 스승들은 “無

始의 māyā에 의해 잠든 個我(jīva)가 깨어날 때 不生, 不眠, 不夢, 不二

[의 Turīya]가 깨달아진다.” 라고 말했다.

문장 ①의 마술사와 관련된 의미는 앞에서 언급하였다. 여기서

다를 것은 saṁsāra-māyā이하의 문장이다. 앞 문장(yathā 이하 vastu

tvād 까지의 例文)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장은 ‘最高我가 윤회라는

māyā에 접촉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의 māyā는 비실재

를 의미한다.
18
문장 ②에서의 māyā 역시 yathā 이하의 예문에서

18) 샹까라는 BS-Śbh 곳곳에서 윤회의 허망성을 말하고 있다. “

‘tattvamasi’와 같은...가르침에 의해서 無差別(梵我一如)을 자각할 때 그때

個我가 윤회한다는 것(jīvasya saṃsāritvaṃ)과 브라흐만이 창조자라는

[생각]은 모두 사라진다(apagataṃ bhavati)”2.1.22 (ĀnssⅠ. p. 487. ll.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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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듯이 비실재, 미혹을 의미한다. ③의 māyāmātra 역시 例

文 ‘뱀이 새끼줄로 나타난 것처럼’에서 알 수 있듯이 미혹을 의미

한다. 문맥상 ④의 māyā 역시 미혹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미

혹에 불과한 것은 현상세계가 아니라 윤회, 꿈에서 본 것, 아뜨만

이 세 가지 상태로 나타난 것으로 한정된다.

아래의 인용문들에서 māyā 역시 허위, 미혹, 비실재성을 의미

하는데, 특이한 것은 3.2.1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māyāmātra(māyā

에 불과할 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māyā에

불과한 것은 ‘이 세계’가 아니라 ‘꿈’(svapna), ‘꿈에서 본 것’(svapnad

arśanam), ‘꿈에서의 창조’(saṃdhye sṛṣṭi)로 한정된다.

3.2.1. (ĀnssⅡ. p. 178. ll. 4-6)

tatra saṃśayaḥ/ kiṃ prabodha iva svapne' pi pāramārthikī

sṛṣṭir-āhosvin-māyāmayi-iti/

여기서 의심이 생긴다.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꿈속에서의 창조

역시 참된 진실인지 아니면 māyā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3.2.3. (ĀnssⅡ. p. 180. ll. 8-10)

na-etad-asti yad-uktaṃ saṃdhye sṛṣṭiḥ pāramārthiki-iti/ māyā-eva

saṃdhye sṛṣṭir-na paramārthagandho 'py-āsti/

중간 상태(꿈)에서의 창조를 참된 진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꿈에서

의 창조는 māyā일 따름이므로 궁극적 [진실의] 향기조차 없다.

3.2.3. (ĀnssⅡ. p. 183. ll. 1-4)

spaṣṭaṃ ca-abhāvaṃ ratha-ādīnāṃ svapne śrāvayati śāstram ‘na

tatra rathā na rathayogā na panthāno bhavanti(Bṛhad. Up. 4.3.10)’

ity-ādi/ tasmān-māyāmātraṃ svapnadarśanam//

성전은 꿈에서 본 수레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지

시한다. ‘여기엔 수레도 없고 수레에 묶인 것(馬)도 없으며, 길도 없다.’

라고. 그러므로 꿈속에서 본 것은 māyā일 따름이다.

“궁극적으로는 윤회가 존재하지 않음(saṃsāro na ... paramārthato

'sty...)을 우리는 반복해서 말했다.”2.1.22 (ĀnssⅠ. p. 487. ll.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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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ĀnssⅡ. p. 183. ll. 6-8)

māyāmātratvāt-tarhi na kaścit-svapne paramārthagandho 'sti-iti/

na-ity-ucyate/ ‘sūcakaś-ca hi’ svapno bhavati bhaviṣyatoḥ

sādhv-asādhunoḥ/

[꿈은] māyā일 따름이므로 어떠한 꿈이건 궁극적 [진실의] 향기조차 없

다[고 反問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왜냐하면 꿈은 미래에 일어날

吉ㆍ凶을 예지하기 때문이다.

3.2.4. (ĀnssⅡ. p. 183. ll. 16- p. 184. ll. 3)

tatrāpi bhavatu nāma sūcyamānasya vastunaḥ satyatvaṁ sūcakasya

strīdarśanāder-bhavaty-eva vaitathyaṁ bādhyamānatvād-ity-

abhiprāyaḥ/ tasmād-upapannaṃ svapnasya māyāmātratvam/

비록 前兆에 의해 예지된 것에는 진실성이 있을지라도 前兆自體 즉 [꿈

에서] 본 여자 등은 [깨어난 후] 부정되기 때문에 허위임을 말하고자 한

다. 그러므로 꿈이 māyā에 불과하다는 것은 타당하다.

3.2.4. (ĀnssⅡ. p. 185. ll. 11-16)

pratipāditaṃ hi ‘tadananyatvamārambhaṇaśabdaādibhyaḥ(BS.2.1.14)’

ity-atra samastasya prapañcasya māyāmātratvam/

...ato vaiśeṣikam-idaṃ saṃdhyasya māyāmātratvam-uditam//

왜냐하면 ‘[결과는] 이것(원인)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된다]. 왜냐하면 의

존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게송에서 일체의 현상세계[의 창조]

가 māyā에 불과함을 이미 확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간 상태

(꿈)[에서의 창조]가 māyā일 따름이라고 특별히 말해졌다.
19

3.2.6. (ĀnssⅡ. p. 188. ll. 15-18)

śrutyaiva ca svapne ratha-ādy-abhāvasya darśitatvāt...

tasmād-upapannaṃ svapnasya māyāmātratvam//

그리고 성전은 꿈속에서의 마차 따위가 [실제로는] 없음을 명시하였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꿈이 māyā에 불과하다는 것은 타당하다.

BS-Śbh에서의 마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9) ‘samasatasya prapañcasya māyāmātratvam’에서 ‘sarga’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근거에 대해서는 Ⅱ-6항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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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게송 페이지/행 단어 의미 비고

1. 1.1.17 Ⅰ.122.8 māyāvinaś- 마술사 예문

2. 1.1.17 Ⅰ.122.9 māyāvī 마술사 예문

3. 1.1.20 Ⅰ.136.7 māyāmayaṃ 불가사의력 인용

4. 1.1.20 Ⅰ.136.8 māyā 나타난 것

5. 1.2.6 Ⅰ.180.4 māyayā 불가사의력

6. 1.3.19 Ⅰ.279.2 māyayā 마술 예문

7. 1.3.19 Ⅰ.279.2 māyāvivad 마술사 예문

8. 1.4.3 Ⅰ.353.2 māyāmayī 미혹

9. 1.4.3 Ⅰ.353.7 -māyā- 창조력

10. 1.4.3 Ⅰ.353.7 māyāṃ 창조력 인용

11. 1.4.3 Ⅰ.353.8 -māyinaṃ 마술사 인용

12. 1.4.3 Ⅰ.353.9 māyā 창조력

13. 1.4.9 Ⅰ.368.7 māyāṃ 창조력 인용

14. 1.4.9 Ⅰ.368.7 -māyinaṃ 창조자 인용

15. 2.1.1 Ⅰ.417.5 māyāvī- 마술사 예문

16. 2.1.1 Ⅰ.417.5 māyayā 마술 예문

17. 2.1.9 Ⅰ.445.12 māyayā 마술 예문

18. 2.1.9 Ⅰ.445.12 māyāvī 마술사 예문

19. 2.1.9 Ⅰ.445.13 -māyayā 허위 윤회

20. 2.1.9 Ⅰ.445.14 -māyayā 헛것 꿈

21. 2.1.9 Ⅰ.446.2 māyāmātram 허위 三位

22. 2.1.9 Ⅰ.446.4 -māyayā 허위 인용

23. 2.1.14 Ⅰ.468.13 māyā 창조력

24. 2.1.14 Ⅰ.471.2 māyayā 불가사력 인용

25. 2.1.21 Ⅰ.485.11 māyāvī 마술사 예문

26. 2.1.21 Ⅰ.485.11 māyām- 마술 예문

27. 2.1.28 Ⅰ.498.10 māyāvī- 마술사 예문

28. 2.1.37 Ⅰ.511.4 mahāmāyaṃ 활동력 원질비판

29. 2.2.2 Ⅰ.520.10 -māyā 활동력 원질비판

30. 2.2.4 Ⅰ.522.11 -māyatvāt- 활동력 원질비판

31. 2.2.7 Ⅰ.527.3 māyā- 활동력 원질비판

32. 2.2.29 Ⅰ.588.1 māyā- 마술

33. 2.3.6 Ⅱ.14.2 māyālīka-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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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2.1 Ⅱ.178.6 māyāmayī- 허위 꿈

35. 3.2.3 Ⅱ.180.7 māyāmātraṃ 허위 꿈

36. 3.2.3 Ⅱ.183.3-4 māyāmātraṃ 허위 꿈

37. 3.2.4 Ⅱ.183.6 māyāmātratvāt 허위 꿈

38. 3.2.4 Ⅱ.184.2-3 māyāmātratvam 허위 꿈

39. 3.2.4 Ⅱ.185.13 māyāmātratvam 허위 꿈

40. 3.2.4 Ⅱ.185.16 māyāmātratvam 허위 꿈

41. 3.2.6 Ⅱ.188.18 māyāmātratvam 허위 꿈

42. 3.2.17 Ⅱ.211.9 māyā 나타난 것 인용

Ⅱ. 샹까라의 철학에서 발견되지 않는 māyā 개념

샹까라는 BS와 우빠니샤드의 여러 문구들을 조화시키려는 주

석가적 본분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자신의 사상을 체계화하거나

특정한 전문용어를 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주석에서 사용된 전문용어 nāmarūpa, avidyā, Īśva

ra를 비롯, māyā 따위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선 문맥에 따라 그

의미를 역추적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특

정한 개념이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해석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māyā일 것이다.

Ⅱ-1. avidyā(無明)의 동의어

샹까라의 철학에서 avidyā와 māyā가 의미상 交換可能한지 여부

는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란 대상이었다. G. Thibaut, S. Radhakri

shnan, T. M. P. Mahadevan, S. D. Sharma, A. K. Warrier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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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양자의 교환 가능성 또는 동일성을 지지

하는 데 반해 G. A. Jacob, P. Hacker, S. Mayeda, 金倉圓照 등은

부정한다. 많은 학자들은 동일성을 인정하지만 māyā의 의미를 정

밀하게 분석한 결과로 양자의 동일성을 제시했던 것은 아니며
20

대부분 무명과 마야를 동일시하는 후대의 사상을 샹까라에게 소

급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Hacker, Mayeda 등은 샹까라가 사용한

단어 māyā 용례를 분석하고 마야의 의미를 ‘마술’, ‘신의 불가사의

한 힘’, ‘비실재’, ‘속임수’ 따위로 한정하고 이것이 전문용어 無明(a

vidyā)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avidyā와 달리 māyā

가 비철학적 문맥에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양자의 교환 가능성

을 부정한다. 이 점은 본 논문의Ⅰ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내용이

다. 이것에 덧붙여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추가하고자 한다.

Ⅱ-1-1. avidyā와 māyā의 철학적 의미와 역할

모든 오류의 원천인 무명을 제거함으로써 梵我一如를 실현(체험)

하는 것이 베단따의 목적이므로 불이론이 무명을 주요한 탐구 대

상으로 삼았던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샹까라 이후의

불이론이 ‘무명의 소의(āśrya)와 대상(viṣaya)은 무엇인가’라는 문제

를 놓고 Vivaraṇa 계열과 Bhāmatī 계열로 나누어진 데서21 알 수

있듯이 무명은 주요한 탐구 주제가 되었다. 샹까라가 이러한 형이

상학적 문제를 다루었던 것은 아니지만22 avidyā의 철학적 의미와

20) 관련 전거를 제시하지 않으며, 전거를 제시할지라도 그것은

Vivekacūḍāmaṇi와 같이 眞作 여부가 의심스런 문헌이 대부분이다.

21) Sureśvara는 Ātman을 무명의 소의이자 대상이라고 주장했는데 그의

견해는 Sarvajñātman, Prakāśātaman에게 계승되었다. 이들이 Vivaraṇa

계열에 속한다. Bhāmatī 계열에 속하는 학자는 Maṇḍanamiśra,

Vācaspatimiśra 등이며 이들은 무명의 소의를 jīva로, 무명의 대상을

Brahman으로 보았다.

22) 이점에 대해서 마에다는 ‘마치 붇다가 열반에 무용하다는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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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그의 창조론과 해탈론에서 잘 나타나며 여기서 avidyā는

māyā와 구별된다.

샹까라의 철학에서 sṛṣti-karaṇa(창조 원인) 또는 jagad-bījabhūta

(세계의 씨앗)는 곧잘 avidyā(無明)로 간주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

면 그것은 단순히 avidyā가 아니라 ‘無明이 만들어 낸 어떤 것’이

다. 이 경우 avidyā는 avidyā-kṛta, -pratyupasthāpita, -kalpita, -

ātmaka와 같은 합성어를 이루고 있으며, 위의 합성어들은 대체적

으로 ‘무명에 의해서 分別된’, ‘무명이 만든’이라는 의미를 벗어나

지 않는다. 세계의 원인과 관련해서 이 합성어들이 수식하는 단어

는 오직 名色(nāma-rūpa)에 한정된다. 즉 샹까라에 있어서 세계의

원인(jagat-kāraṇa)은 ‘무명에 의해 分別된 名色(avidyākalpite nāmarūpe

)’
23
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세계의 원인이 名色이고, 그

名色이 ‘無明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무명의 역할과

중요성은 드러난다. 그러나 māyā가 여기에 개입될 여지는 발견되

지 않는다. 샹까라의 주석에서 ‘māyākalpita-nāmarūpa’(마야에 의해

분별된 名色)와 같은 표현으로 avidyā와 māyā가 교환되거나, ‘avidy

ākalpita-māyā’(무명에 의해 분별된 마야) 라는 식으로 마야의 역할이

드러나는 문장은 발견되지 않는다.

후대의 불이론에서 세계의 원인은 māyā
24
혹은 avidyā이며, 이

형이상학적 질문을 회피했듯이 샹까라 역시 동일한 이유에서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Mayeda, Thousand. pp. 80-1. 또한

샹까라가 형이상학적 논의를 싫어했고, 純理論的인 것을 혐오했다는 것에

대해선 Hacker, Eigen, p. 78을 참조.

23) 이 같은 용례는 BS-Śbh. 2장 1절에만 해도 다음과 같다. avidyātmaka

nāmarūpa. 2.1.14, avidyāpratyupasthāpita nāmarūpa(2.1.22),

avidyākalpite nāmarūpe(2.1.14, 33), avidyākalpita nāmārūpa(2.1.27),

avidyākalpitasya nāmarūpasya(2.1.27). 그러나 이러한 용례는 샹까라를

제외한 다른 불이론자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24) ‘tasmāt māyā-nimitaṃ jagat iti siddham’ Iṣṭasiddhi. p. 36; 또한 샹까라

이후의 불이론에서 māyā가 세계의 생성원인으로 간주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Mayeda, Thousand. p. 79 및 Upad. p. 35를 참조; 그리고 質料因인 māyā

없이는 브라흐만이 질료적인 활동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Vidyāraṇya의

Vivaraṇaprameyasaṃgraha(p. 684), Prakāśānanda의 Vedāntasiddhānata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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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세계의 원인(질료인)을 ‘avidyākalpite nāmarūpe’로 간주한 샹

까라 철학과의 차이점이다.

해탈과 관련해서 살펴보아도 무명과 마야의 역할은 구분된다.

무명을 제거할 때 비로소 해탈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이 샹

까라가 지혜 자체를 곧 해탈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반대 개념

인 무명(avidyā)의 역할과 의의는 나타난다. 그러나 샹까라의 철학

에서 ‘속박이 마야에 의한 것’ 또는 ‘마야를 제거할 때 해탈이 이

루어진다’는 의미는 발견되지 않는다.

Ⅱ-1-2. 단어의 호환 여부

① BS-Śbh에서 avidyā(無明)는 곧잘 심리적 번뇌인 Kleśa의 일

종으로 간주되며
25
특히 다음과 같은 특별한 복합어 ‘avidyā-kāma

-karman’(1.2.17), ‘avidyā-rāga-dveṣādi-doṣam’(1.3.2) 그리고 avidy

ādīn kleśān(4.2.7)과 같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26
avidyā는 여러 가

지 번뇌 중에서 첫 번째로 열거되는 중요한 것이자 가장 위험한

것이며, 이것이 다른 것의 원인이 된다.
27
그러나 māyā가 kleśa의

一種으로 간주된 예는 발견되지 않으며, māyā가 ‘māyā-kāma-kar

ktāvalī(p. 116)에서 나타난다. 이 점은 Narain[1986], p. 204, 218-22를 참조.

25) Hacker는 ‘다른 불이론자들과 달리 샹까라의 경우 무명은 우주론적

힘(kosmische Macht: śakti)이 아니라 심리적 번뇌(psychische Affektion :

kleśa)이다’고 하며(Eigen. p. 73), 이 점에서 ‘avidyā를 asmitā, rāga,

dveṣa, abhiniveśa를 포함한 심리적 번뇌 중 첫 번째로 간주하는 요가

철학과 유사하다’고 한다(Eigen, p. 72); 마에다도 ‘샹까라 경우 avidyā는

요가 철학(Yogasūtra 2. 3)과 같이 성적인 욕망(kāma)과 같은 심리적

번뇌(kleśa)임’을 지적하고 있다. Mayeda, Thousand. p. 78, 95(note 4).

26) 이 외에도 BS-Śbh에 avidyādi-kleśa.3.3.32, avidyādi-vyavadhānāt.3.2.5

등의 복합어가 있으며(Hacker, Eigen. p. 72 참조) Upadeśasāhasrī 에는

① avidyā-kāma-karaman.1.15, 21 ② ajñāna, rāgadveṣa, karman.1.1.3-7

③ avidyā-kāma-kāraṇa.1.17, 8 등이 있다. Mayeda, Upad. pp. 25-6.

27) Hacker, Eigen.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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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과 같은 식의 복합어를 형성하거나 또는 ‘avidyā, rāga, dveṣ

a, bhaya, moha’와 같은 번뇌의 일종으로 나열된 경우는 없다.

② BS-Śbh에서 adhyāsa(假託)는 avidyā와 동의어이며, avidyā

는 mithyājñāna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28
그러나 māyā가 adhyās

a, mithyājñāna와 의미상 교환되거나 혼용된 예는 없다.

③ avidyā는 -kṛta, -pratyupasthāpita, -kalpita, -nimitta, -pra

bhava, -adhyasta, -adhyāropita, -ātmaka, -kāma 등과 결합하고,

또 nāmarūpa, jagat, prapañca, bandha 따위를 수식하지만
29
māyā

가 이러한 단어와 결합된 예는 없으며, nāmarūpa, bandha 따위를

수식한 예는 더더욱 발견되지 않는다.

④ avidyā는 ‘브라흐만에 대한 무지’, ‘참된 실재에 대한 자각의

결여’ 등을 의미하지만 māyā가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는 없다.

⑤ māyā는 마술, 신의 불가사의한 힘, 창조력, 허위, 속임수 등

을 의미하지만 avidyā가 마술, 허위 따위를 의미하는 예는 없다.

⑥ ‘꿈속에서 본 것’ 따위가 māyā-mātra로 말해졌지만 avidyā-

mātra로 표현된 예는 없다. 또한 마술사(māyāvin)를 의미하는 단어

로 avidyāvin이 사용되거나 교환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Ⅱ-1-3. BS-Śbh의 관련 문장들

많은 학자들은 ‘샹까라에 있어서 avidyā와 māyā가 의미상 동일

하다’고 주장하지만 전거를 제시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래의 B

S-Śbh 1.3.19(ĀnssⅠ. p. 279. ll. 1-3)는 양자의 동일성을 뒷받침 해주

는 것으로 인용되는 거의 유일한 문장이다.

28) 후대의 불이론에서 avidyā는 mithyājñāna의 원인이다. Hacker, Eigen. p.

72.

29) BS-Śbh에서의 용례는 Hacker, Eigen, pp. 73-6을 참조.

Upadeśasāhasrī에서의 용례는 Mayeda, Upad. pp. 27-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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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a eva parameśvaraḥ kūṭasthanityo vijñānadhātur-avidyayā

māyayā māyāvivad-anekadhā vibhāvyate.(번역: 1-1을 참조)

여기서 avidyayā와 māyayā는 모두 f.sg.Ins로 同格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곧잘 “불변...영원...意識...유일자인 最高主宰神은 마치 마

술사처럼 無明(avidyayā)인 幻力(māyayā)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난

다.”로 번역되고, avidyā와 māyā는 동일시된다. 그러나 비록 māy

ayā와 avidyā는 同格이고 근접해 있지만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vat’가 사용된 例文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māyā는 māyāvivad에 걸려 ‘마치 마술사가 마술에

의한 것처럼’으로, avidyā는 parameśvara에 걸려 ‘最高主宰神은 무

명에 의해서’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마치 마술사가 mā

yā로써 [다양하게 나타나]듯이 ... 最高主宰神은 無明 때문에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avidyā와 māy

ā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마술은 마술사에 있어서, 무명은 最高主

宰神에 있어서 각각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아래의 문장에서 무명과 마야는 의미상 구별된다.

avdiyāpratyupasthāpita-nāmarūpa-māyā-āveśa-vaśena-asakṛt

-pratyuktatvāt.(2.2.2. ĀnssⅠ. p. 520. ll. 10-11: 번역은Ⅰ-5참조)

無明이 만들어 낸 名色이라는 마야(nāmarūpa-māyā)에서 알 수 있

듯이 māyā는 avidyā의 결과인 nāmarūpa와 동일시되고 있다. 여

기서 māyā는 avidyā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avidyā의 결과이다.

샹까라 이후의 불이론에서 무명과 마야는 대부분 동일시됐으

며
30
예외적으로 구별되기도 했다.

31

30) Vimuktātman의 Iṣṭasiddhi(Ⅰ.34)에 ‘māyā-avidyā śabdān-yā śrutiṣu

smṛtisu-uditā sā jagat prakṛtir-māyā yato māyāmayo bhramaḥ.’라는

문장이 있다; Sundaram[1991] 재인용; Padmapāda는 nāmarūpa, avidyā,

māyā를 동일시하며 (Mayeda, Upad. p. 31), Sarvajñātman은

Ṣaṃkṣepasariraka 2. 190, 191, 3. 94, 105, 108-9에서 avidyā와 māyā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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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隱蔽力과 投影力의 소유

샹까라 이후의 불이론에서 無明(avidyā)은 隱蔽力(āvaraṇa-śakti)과

投影力(vikṣepa-śakti)라는 두 가지 힘을 지닌 것으로 말해졌으며, av

idyā와 māyā가 동일시되면서 māyā 역시 隱蔽力과 投影力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샹까라 철학에서의 mā

yā 역시 은폐력과 투영력을 지닌다’고 하지만
32
이것은 BS-Śbh에

서 발견되지 않는다. BS-Śbh에서 단어 vikṣepaśakti와 āvaraṇaśa

kti는 사용되지도 않았다. 다만 BS-Śbh에서 단어 ‘āvaraṇa가 6번

나타나지만 그 의미는 후대의 개념인 은폐력이 아니라 단순한 ‘은

폐’나 ‘장애’를 의미할 뿐이며,
33
Upadeśasāhasrī 에서는 반대로 vi

kṣepa가 2번 사용되었지만 그 의미는 투영력이 아니라 ‘散亂心’,

‘마음의 동요’를 의미할 따름이다.
34

동일시한다.(Thousand, p. 83); 이 외에 Prakatārthavivaraṇa, Sureśvara,

Maṇḍanamiśra 등이 양자를 동일시한다. 前田專學[1980], p. 45를 참조.

31) Vidyāraṇya는 Vivaraṇyaprameyasaṃgraha에서 양자를 동일시하지만

Pañcadaśī(pp. 207-8)에서는 avidyā를 不純한 sattva가 지배적인 prakṛti

로, māyā를 純質의 sattva가 지배적인 prakṛti로 구분하고 전자를 jīva의

附加物(upādhi)로, 후자를 īśvara의 附加物로 구별했다.

32) 대부분의 학자들은 불이론이라는 전체적인 조망에서 다루고 있으며,

대게 관련 典據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전거를 제시할지라도 眞作 여부가

의심스러운 문헌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Narain[1986], p. 219;

Joshi[1966], p. 112; Warrier[1981], p. 308.

33) āvaraṇa는 상캬학파를 비판하는 1.4.8에서 한 번 나타나며, 불교의

非擇滅을 비판하는 2.2.22, 24에서 다섯 번 나타난다.

① 1.4.8 (ĀnssⅠ. p. 365. ll. 12-13) lohitaṃ rajo rañjanātmakatvāt/

śuklaṃ sattvaṃ prakāśātmakatvāt/ kṛṣṇaṃ tama āvaraṇātmakatvāt

(적색은 즐거운 성질을 지니므로 rajas이며, 흰색은 빛나는 성질을 지니므로

sattva이고, 검은색은 은폐하는 성질을 지니므로 tamas이다)

② 2.2.22 (ĀnssⅠ. p. 568. ll. 10-11): tad-viparīto 'pratisaṃkhyā-

nirodhaḥ. āvaraṇa-abhavamātram-ākāśam-iti. 여기서의 āvaraṇa는

‘장애’를 뜻하며, 2.2.24(ĀnssⅠ. p. 571. ll. 12, 3-4, 4, 5, 7)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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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까라의 동시대인으로 알려진 Maṇḍanamiśra가 처음으로 avi

dyā의 힘을 ācchādika와 vikṣepika로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며
35
S

arvajñātman의 Saṃkṣepaśārīraka(1. 20)에서 단어 āvaraṇaśakti와

vibhramaśakti가 나타나고
36
, Sadānanda의 Vedāntasāra(śloka 51-8)

에서 vikṣepaśakti와 āvaraṇaśakti가 나타난다.

Ⅱ-3. 실체적이고 물질적인 개념

샹까라 이후의 불이론에서 māyā 또는 avidyā는 ‘-에 대한 無知’

와 같은 소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존

재성을 지닌 것'(bhāvarūpa)으로 간주되었다.
37
그러나 BS-Śbh에서

māyā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māyā를 ‘물

질적인 어떤 것(a kind of material)'으로 연관짓게끔 만드는 단어가

māyāmaya(마야로 이루어진)인데, BS-Śbh에서 이 합성어는 세 번

언급되었다. 단어 māyāmaya 자체는 실체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것을 연상시켜주지만 문맥상, 그 의미는 ‘made of māyā(=a kind of

material)’가 아니라 ‘consisting of māyā’(=illusion)로 한정된다.
38

34) 1.13.14(p. 97): vikṣepo nāsti tasmān me na samādhis tato mama/

vikṣepo vā samādhir vā mansaḥ syād vikāriṇaḥ.(산란심이 없기 때문에

내게는 三昧도 없다. 산란심도 삼매도 manas의 變異일 것이다.)

35) Maṇḍana에 있어서 ācchādika는 agrahaṇa, ajñāna를, vikṣepika는

viparyayagrahaṇa를 의미한다. Karl H. Potter, Encyclopedia of Indian

Philosophies. Vol.3 (Delhi: Motilal Banarsidass, 1981). p. 79.

36) Mayeda, Thousand. p. 83.

37) Padmapāda를 비롯 Prakāśātman, Śrīharṣa, Citsukha는 māyā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māyā는 샹캬의 prakṛti와 유사하다. 이 점은

Narain[1986]. pp. 202-4, 220-222를 참조; Sarvajñātman에 있어서

avidyā는 無知와 같은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실체적인 것(bhāvarūpa.

Ṣaṃkṣepasariraka. 1. 320-2)이다. Mayeda, Thousand, p. 83을 참조.

38) Upadeśasāhasrī의 māyāmaya 역시 consisting of māyā(=illusio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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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ĀnssⅠ. p. 136. ll. 6-10)

最高主宰神 역시 ... 숭배자를 돕기 위해서 ‘마야로 이루어진 성질’

(māyāmayam rūpam)이 있을 것이다. “... [그러나] ... 나를 그와 같은 존

재로 알아서는 안된다.”... (원문은 1-3. 참조)

1.4.3. (ĀnssⅠ. p. 353. ll. 1-3)

실로 種子力은 無明을 본성(avidyātmikā)으로 하며 ... 윤회하는 개아들

이 잠을 자는 ‘마야로 이루어진 대숙면'(māyāmayī mahāsuptir)이다. (원

문은Ⅰ-4. 참조)

3.2.1. (ĀnssⅡ. p. 178. ll. 4-6)

여기서 의심이 생긴다.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꿈속에서의 창조

역시 참된 진실인지 아니면, ‘마야로 이루어진 것’(māyāmayi)인지에 대

해서. (원문은Ⅰ-7. 참조)

Ⅱ-4. 브라흐만을 한정시키는 것

Vedāntasāra나 Pañcadaśī 따위의 후대 불이론 문헌에서 Īśvara

(主宰神)는 māyā와 결합된 브라흐만, 또는 māyā와 결합한 下梵(apar

abrahman)으로 간주되지만
39
BS-Śbh에서 이러한 사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BS-Śbh에서 īśvara, parameśvara는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곤 [param]brahman, [param]ātman과 의미상 교환 가능하다.
40

의미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Mayeda. Upad. p. 38 참조.

39) Hacker, Eigen, p. 108; Mayeda, Upad. p. 39; 특히 Vivaraṇa 계열에서는

avidyā를 개아의 부가물로, māyā(=vikṣepaśakti)를 Īśvara의 부가물로

간주한다. Narain[1986], p. 220.

40) 이것을 증명해 주는 문구는 BS-Śbh 전체에서 발견된다. 한 예로

BS-Śbh. 1.1.11을 들 수 있다. “eka eva tu paramātmeśvarastaistair-

guṇaviśeṣairviśiṣṭa upāsyo yadyapi bhavati...(그러나 唯一者이고 最高我인

Īśvara가 이런 저런 성질의 차이에 의해 한정된 경배대상이 될지라도... .);

Upadeśasāhasrī에서도 īśvara는 ātman과 의미상 교환 가능하며(īśv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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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까라가 브라흐만을 parabrahman(上梵)과 aparabrahman(下梵)으로

구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下梵은 ‘마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샹까라에 있어서 māyā와 Īśvara, māyā와 下梵의 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41

Ⅱ-5. 언표불가능한(anirvacanīya) 것

불이론 베단따 철학 일반에서 anirvacanīya는 현상세계의 가치

나 위상과 관련해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술어로 간주된다. anir

vacanīya는 ‘어떤 것이 이것으로도 저것으로도 언표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불이론에서 이 단어는 ‘어떤 것이 실재(sat)로도 비실

재(asat)로도 언급(규정)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42
BS-Śbh

에서 anirvacanīya는 세 번 나타난다.

1.1.5. (ĀnssⅠ. p. 15. ll. 8-10)

kiṁ punastatkarma yatprāgutpatterīśvarajñānasya viṣayo bhavatīti/

tattvānyatvabhābhyām-anirvacanīye nāmarūpe avyākṛte

vyācikīrṣite iti brūmaḥ/
43

'smi. 1.3.1), parātman(=paramātman)과도 교환 가능하다(aham īśvaraḥ.

1.10.8). 이것에 대해서는 Mayeda, Upad. pp. 38-9 참조.

41) 이 점은 보다 자세한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지면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그러나 後代의 定說 즉 ‘māyā에 한정된 브라흐만이

Īśvara(=下梵)이다’는 주장은 BS-Śbh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42) 현대의 학자들이 ‘sat로도 asat로도 언표할 수 없는 그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① 신의 힘으로서의 māyā, ② 브라흐만과 세계의 관계, ③ 이 세계,

④ 이 세계인 māyā, ⑤ 브라흐만, ⑥ māyā와 브라흐만의 관계. 이다.

43) “생성(창조) 이전에 主宰神의 인식 객체인 대상은 무엇인가? [梵]과

같다고도 다르다고도 언표할 수 없는, [장차] 전개하려고 하는 未展開의

名·色이라고 우리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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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ĀnssⅠ. p. 468. ll. 11- 13)

sarvajñasyaiśvarasyā ''tmabhūte iva-avidyākalpite nāmarūpe tat-

tvānyatvābhyām-anirvacanīye saṃsāraprapañca-bījabhūte sarva-

jñasyeśvarasya māyā śaktiḥ prakṛtiriti ca śrutismṛtyorabhilapyete/
44

2.1.27. (ĀnssⅠ. p. 497. ll. 3-8)

avidyākalpitarūpabhedābhyupagamāt/...avidyākalpitena ca nāma-

rūpalakṣaṇena ca rūpabhedena vyākṛta-avyākṛtātmakena

tattvānyatvābhyām-anirvacanīybhyena brahma pariṇāmādi-

sarvavyavahārāspadatvaṁ pratipadyate/
45

위 인용문들에서 후대의 불이론과 구별되는 샹까라만의 고유한

용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는 후대의 불이론에서 ani

rvacanīya는 sadasadbhyām 또는 sattāsattābhyām과 결합되어 있

는데 반해
46
샹까라의 경우 anirvacanīya는 tattvānyatvābhyām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후대의 용어 sadasadbhyām은 sat(실재)

와 asat(비실재)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현상세계에 대한 존재

론적, 가치론적 판단과 결부될 수 있다. 그러나 샹까라의 경우 tat

tvānyatvābhyam anirvacanīya는 오직 세계의 원인인 名色과 결부

되어 원인(名色)의 불확정성을 지시하고 있다. 샹까라가 ‘未展開의

名色’을 ‘tattvānyatvābhyam anirvacanīya’로 규정했던 것은 후대

44) “‘마치 전지한 主宰神의 본체인 것처럼 생각되고’, ‘무명에 의해 분별된

것’이며, ‘tattva로도 anyatva로도 언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윤회,

현상세계의 종자’인 名色이 천계서와 전승서에서 전지한 主宰神의 māyā,

śakti, 그리고 prakṛti라고 말해졌다.”

45) “... 형태의 구별은 무명에 의해서 생겨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

그리고 無明에 의해 분별된 名色의 특성들 즉 ‘다양하고’, ‘전개된 측면과

전개되지 않은 측면’, ‘[梵]과 같다고도 다르다고도 언표할 수 없는’

名色에 의해 브라흐만은 전변 등 모든 일상 생활의 근거가 된다.”

46) 논자는 Brahmasiddhi, Iṣṭa-siddhi 외의 문헌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검증된 것이다. Alston[1980]. p.

127; Hacker, Eigen, p. 84-5; Mayeda, Upad. p. 32; O'neil[1980], pp.

148-9; Thrasher[1993], p. 28; King[1995], pp. 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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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이론과 구별되는 그의 독특한 우주론과 관련되어 있다.
47

더 중요한 것은 tattvānyatvābhyām anirvacanīya가 māyā 또는

avidyā의 형용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nāmarūpa(대부분 兩數인 nā

marūpe)의 형용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48
샹까라에 있어서 名色

은 ‘未展開의 名色(avyākṛte nāmarūpe)’과 ‘展開된 名色(vyākṛte nāmarūp

e)’ 두 가지인데, anirvacanīya가 수식하는 것은 前者인 ‘未展開의

名色’이다. 반면 후대의 불이론에서 anirvacanīya는 māyā(또는 avid

yā)를 수식하며, ‘마야가 실재로도 비실재로도 언표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49

샹까라가 anirvacanīya를 tattvānyatvābhyām과 결합시키고 nā

marūpe의 형용사로 사용했던 것은 anirvacanīya가 sadasadbhyām

과 결합되어 māyā의 형용사로 사용된 후대의 불이론과 구별된다.

베단따에서 복합어 tattvānyatvābhyām과 sattvāsattvābhyām은

샹까라 이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50
sadasadbhyām은 샹까라

47) 샹까라가 未展開의 名色을 ‘그것(브라흐만)과 같은 것으로도 다른

것으로도 언표할 수 없다’고 규정했던 것은 名色을 독립된 실재로

간주하지 않고서도(즉 이원론에 빠질 위험을 극복하면서도) 순수정신인

브라흐만으로부터의 물질세계의 전개를 용이하게 설명하는 것(즉 BS

전변설이 지닌 난점을 해결)이다. 이 점은 Ⅲ-4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48) Upadeśasāhasrī(2.1.18, p. 194)에서 단어 anirvacanīya는 한 번

나타나는데, 용례는 BS-Śbh와 동일하다. “svātmavilakṣaṇayor

nāmarūpayor jagadbījabhūtayoḥ svātmasthayoḥ tattvānyatvābhyām

anirvacanīyayoḥ svasaṃvedyayoḥ. sadbhāvamātreṇācintyaśaktitvāt

vyākartāvyākṛtayoḥ” (未展開의 名色은 본성상 [아뜨만과] 성질이 다르며,

세계의 종자이고, 자신의 본성 안에 있는 것이며, tattva로, anyatva로도

언표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알려지는 것이다)

49) 예를 들면 Vimuktātman의 Iṣṭasiddhi.Ⅰ.35에 ‘māyeti sadasattvābhyāṁ

anirvacanīya-avidyā ucyate’ 그리고 ‘sadasattvābhyām anirvacanīyā, na

punar avācyā’라는 문장이 있다. Sundaram[1981], p. 42, 150-1. 재인용;

또한 Sharma[1996], p. 128, 225. 참조; Thrasher는 샹까라 이후의

불이론에서 이러한 경향은 흔했다고 말하고 최초의 문헌으로

Brahmasiddhi(9.11-10.2)를 들고 있다. Thrasher[1993], p. 1; 또한

Hacker, Eigen. p. 78(note. 1); Mayeda, Upad. pp. 29-30. 참조.

50) Vākyapadīya-vṛtti(Ⅰ.4): “... brahmaṇas tattvānyatvābhyāṃ sattv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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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同時代人인으로 알려진 Maṇḍanamiśra의 Brahmasiddhi에서 나

타난다.
51
māyā 또는 avidyā를 anirvacanīya라고 명명한 경우는 Ś

aṅkara, Sureśvara, Toṭaka를 제외한 모든 불이론자(샹까라의 동시대

인을 포함)의 저작에서 발견된다.
52

Ⅱ-6. 현상세계의 허망성을 지시하는 용어

Ⅰ-7 항에서 살펴보았듯이 BS-Śbh에서 단어 māyā가 ‘幻’, ‘미

혹’을 의미하는 경우는 12번이나 되며, 대부분 māyāmātra라는 단

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māyā에 불과한 것은 ‘꿈’, 또는 ‘꿈에서

의 창조’ ‘꿈에서 본 것’, ‘윤회’로 한정될 뿐이며, 현상세계를 māy

ā(幻, 미혹)로 규정한 곳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아래의 인용문은 māyā가 ‘現象世界의 非實在性’을 지시하

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유일한 문장이다.

3.2.4. (ĀnssⅡ. p. 185. ll. 9-13)

① pāramārthikas-tu na-ayaṃ saṃdhyāśrayaḥ sargo viyad-ādi-

sargavad-ity-etāvat-pratipādyate/

② na ca viyad-ādi-sargasya-apy-ātyantikam satyatvam-asti/

③ pratipāditaṃ hi ‘tadananyatvamārambhaṇaśabdādibhyaḥ’ ity-atra

samastasya prapañcasya māyāmātratvam/
53

sattvābhyāṃ cāniruktavanirodhiśakty...”. Thrasher[1993], p. 4. 재인용.

51) Maṇḍana는 avidyā를 ‘sadasadbhyām anirvacanīya’로 규정하고 있다.

Thrasher [1993], p. 21, 47참조; ‘sadasadbhyām anirvacanīya’ 라는

표현이 정형화된 것은 Vimuktātman 시대이다. Alston[1980], p. 127.

52) Mayeda, Upad. pp. 29-30.

53) ① 그러나 꿈속에서의 창조는 ‘空’으로 시작하는 [실제의] 창조와 달리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만 한다. ② 더욱이 空으로

시작하는 [실제의] 창조도 궁극적 진실은 아니다. ③ 왜냐하면 “[결과는]

원인(tat)과 다른 것이 아니다(ananyatvam). [왜냐하면 Chānd-u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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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 ‘samastasya prapañcasya māyāmātratvam’은 ‘일체의 현

상세계는 幻(māyā)에 불과할 뿐’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이 경우 m

āyā는 현상세계의 비실재성을 지시하는 단어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samasatasya prapañcasya māy

āmātratvam’에서 ‘sarga’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샹까

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②에서 알 수 있듯이 ‘空→風→火→水

→...’ 順으로 시작하는 실제적인 창조도 궁극적 진실이 아닌데, ①

의 ‘꿈속에서의 창조’는 말해서 뭐하겠느냐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

장 ③은 이점을 증명해주는 문장이므로, 이 문장에서 단어 ‘sarga’

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54
따라서 비록 단어 māyā 자체는 非實

在, 幻을 의미하지만 문맥상, 마야에 불과한 것은 세계가 아니라

‘創造’(sarga)로 파악된다.

샹까라는 이 세계를 māyā(幻)로 규정했던 부류로 간주되었고

이러한 이유에서 마야론자(māyāvādin)로 비난받았다. 그러나 앞에

서 살펴보았듯이 샹까라가 māyā, māyāmatra라는 단어로써 현상

세계의 허망성을 설파했던 곳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샹까라

는 현상세계에 나름대로의 실재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

해서는 māyāvāda(-in)와 관련하여 다시 논의할 것이다.

‘[變異란 단지 [명칭일 따름이고 말(vāca)에] 의존할 뿐(ārambhaṇa)’ 이라는

말 등이(śabda-ādibhyaḥ) [있기] 때문에.” 라는 게송에서 일체의

현상세계[의 창조]가 māyā에 불과함을 이미 확정했기 때문이다.

54) 더욱이 이 점은 ③에서 인용된 ‘tadananyatvamārambhaṇaśabdādibhyaḥ.’

(BS.2.1.14)에 대한 주석에서 드러난다. 주석에서 샹까라는 허공으로

시작하여 우주 만물까지 전개된 결과를 ‘원인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또한 원인과 결과를 단지 ‘말에 불과한 것’(vācārambhaṇa)으로

간주함으로써 창조의 진실성을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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