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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주
*

1)

I. 머리말

아드바이따(불이론) 베단따 철학은 범아일여라는 우빠니샤드의

* 이은주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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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론적 사상을 말로 설명될 수 없다고 밖에는 규정지어질 수

없는 궁극적 실재로서의 순수의식이 곧 자아이고 순수의식에서

자아(Ātman)와 우주적 실체인 브라흐만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함으

로써 우빠니샤드의 근본사상을 가장 잘 해석했다는 인정을 받아

왔다. 샹까라는 이 우빠니샤드의 근본사상을 제식주의에 치중하는

기복신앙을 따르는 당시의 범인들에게 전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

심오한 경전의 내용을 섣불리 관념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순수의식과 자아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범인들

을 쉽게 납득시키기 위하여 바로 그들의 일상적인 의식적 경험을

다룸으로써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그릇된 양상을 드

러내 보이고 그들이 실재하는 것과 실재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이끌고 나아가 주체와 객체, 우주의 본체와 자아와의

불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해 보이고자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취지는, 경험적 의식에 대한 폭 넓은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당시 범인들의 의식적 경험

에 대한 일반적 생각을 비판하는데서 출발한 샹까라와 그 외 아

드바이따 철학자들이 미처 다루지 않은 의식적 경험의 또 다른

차원을 드러내는데 있다. 이 차원은 다름 아닌 의식의 초월성이

다. 다시 말해서 독립적인 순수의식이 개별적 의식적 경험에 내재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경험적 의식에서 순수의식으로의 초

월적 전이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들이 관심사이다.

방법론적으로는, 아드바이따 베단따 철학을 타 관점에서 섣부

르게 해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이미 이 철학에서 볼

수 있는 개념들과 사상들에서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새로운

차원의 경험적 의식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 하였다. 이러한 관점

에서 순수의식의 본성은 스스로 빛나는(svaprakāśa) 것이며 이러한

본성을 가진 순수의식은 항상 대상에 대한 의식적 경험을 통해서

만 표현된다는 아드바이따 철학의 기본입장과 ‘증인의식’(sākṣī-cait

anya) 주의는 연구의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아드바이따 베단따 철학에 있어서 의식의 문제는 곧 존재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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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이들 철학자들의 주어진 대상의 실재성에 대한 입장은,

그것이 감각적 차원이든 혹은 초감각적 차원이든, 그들을 의식하

는 서로 다른 두 의식의 존재론적 차원에 대한 견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아드바이따 철학은 세 가지 존재 영역을 제시한

다. 첫째는 궁극적 존재 (pāramārthika sattā)로 이에는 주관적 세계

와 객관적 세계의 합일을 의미하는 브라흐만의 실재성이 해당하

며, 둘째는 일상적 존재(vyāvahārika sattā)로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감각기관을 통해 경험하며 현실로 받아들이는 대상들이 이에 해

당하며,1) 마지막으로 가현적 존재 (prātibhāsika sattā)는 꿈이나 환영

의 세계에 속하는 대상들에 해당하는 존재영역을 가리키는데 이

대상들의 현실성은 꿈이나 환영이 존속하는 동안만 지속하므로

극히 일시적인 것이다. 가현적 존재는 현실성을 띄게 하는 기반이

없는 단순한 현상으로서의 존재에 해당하므로 실재한다고 볼 수

없다.

아드바이따철학에서 순수의식(Cit)은 브라흐만(Brahman)이라는

궁극적 실재와 일치하며 마음의 작용으로 제한된 상태에 있는 소

위 낮은 차원의 경험적 의식(citta 혹은 saṁvṛti-caitanya)은 피상적 현

실과 일치한다.2) 순수의식은 보편적이고 차별이 없는 반면 경험

1) Prakāśānanda, Vedānta Siddhāntamuktāvalī, trans. by Arthur Venis

(Varanasi: Chaukhambha Orientalia, 1975), p. 25와 비교할 것. 그리고 P. T.

Raju는 그의 Indian Idealism and Modern Challenges (Chandigarh:

Punjab University, 1961) (pp. 63-64에서 'vyāvahārika'는 한 대상에 대하여

의도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가리키며 샹까라의 계승자들에 의하면

vyāvahārika sattā인지 아닌지의 단정기준은 대상에 대하여 의도된 목적이

달성가능한지 아닌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P. T. Raju는 따라서

'vyāvahārika'라는 단어를 ‘실용적’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T. P.

Ramachandran, The Concept of the Vyvahrika in Advaita Vednta (Madras:

The Dr. S. Radhakrishnan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in Philosophy

University of Madras, 1980), p. 7 과 비교.

2) William M. Indich, Consciousness in Advaita Vedānta (Delhi: Motilal

Banarsidass, 1980), p. 45. 그리고 Sir M. Monier-Williams, A

Sanskrit-English Dictionary (Delhi: Motilal Banarsidass, 1984)에 의거해

saṁvṛti-caitanya는 개개의 경험적 조건이나 환경에서 마음의 기분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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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식은 개별적이고 서로 다른, 이지를 지닌 존재에 속한다. 아

드바이따 철학자들이 다양한 심리적 정신적 행위와 세속적인 것

들에 대한 현상적 경험을 설명함은 바로 이 경험적 의식을 빌어

서이다.

1 장에서의 인식론적 고찰에서 아드바이따의 순수의식과 경험

적 의식의 견해를 다룸과 동시에 속성의식의 개념을 다루면서 순

수의식과 의식적 경험과의 본질적 연관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

연관성의 가능성을 아드바이따의 ‘증인의식’(sākṣī-caitanya) 이론을

다룸으로써 보여준다. 2 장에서는 의식적 경험에 내재하는 순수의

식의 존재론적 고찰에서 ‘증인의식’(sākṣī-caitanya) 이론에 비춰 아

드바이따 철학에 의해 자리 매겨진 경험적 의식의 존재론적 위치

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한다.

II. 인식론적 고찰

1. 순수 의식과 경험적 의식

아드바이따 철학자들은 범인들의 일상 생활에서의 흔한 경험적

의식을 saṁvṛti-caitanya로 칭한다. 아드바이따 철학에서 vṛtti는

antaḥkaraṇa라는 이성과 마음을 총칭하는 내적 지각기관의 작용

을 가리키므로 saṁvṛti-caitanya를 직역을 하자면 내적 지각기관

의 작용을 ‘가진’ 의식이라는 뜻이다.3) 그러나 그들에 의하면 순수

의해 가리워진 의식으로 직역될 수 있다. 또한 citta는 생각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3) antaḥkaraṇa의 사전적 의미는 ‘내적 지각기관’, 즉 '생각과 느낌, 마음,

생각하는 능력, 가슴, 양심, 영혼이 처하는 곳'이다.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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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은 본래 차별도 없고 속성도 없고 스스로 빛나는(svaprakāśa)

것이며 이 순수존재로서가 아닌 경험적 의식은 내적 지각기관(ant

aḥkaraṇa)의 작용(vṛtti)이 의식(Cit)에 가탁(adhyāsa)된 것이다. 따라서

경험적 의식상태(saṁvṛti-caitanya)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마음의

작용이 순수의식에 가탁됨으로 인해 비롯되는 존재론적 변경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은 본래 영원불변의 것이고

내적 지각기관의 작용 자체는 의식의 속성이라기 보다는 단지 의

식 위에 가탁된 것이며 의식에 내적 지각기관의 작용이 가탁됨은

순수의식의 존재론적 영역과 다른 존재론적 영역의 생성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4) 의식(Cit)에 내적 지각기관의 작용(antaḥkaraṇa)이

가탁(adhyāsa)된 상태를 샹까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욕망, 혐오, 행복, 슬픔 등은 이성(buddhi)의 속성들이다[…] 자아(Āt

man)는 행위자도 경험자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은 이주성을 갖지 않

고 영영 자유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부속물로 작용하는 이

성의 속성들이 의식에 가탁됨으로써 행위자와 경험자인 상태를 갖게

된다. 그리하여 이성의 속성들의 지배로 인해 영혼은 이 이성의 차원

에 해당하는 차원을 띄게된다”.5)

서구의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몸(body)의 외포적인 의미를 갖는 ‘마음’의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인 ‘내적

지각기관’을 고려할 때 간단히 ‘지각기관’으로 번역될 수도 있겠다. 한편

아드바이따 베단따 철학에서 antaḥkaraṇa는 이성(buddhi)과

마음(manas)의 의미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용어가 사용될 때 그

사용되는 맥락에서의 적절한 의미의 전달을 위해 괄호 안에 산스끄릿

용어가 주어질 것이다.

4) buddhyupādhidharmādhyāsanimittaṁ hi kartṛtvabhoktṛtvādi lakṣaṇaṁ

saṁsāritvamakarturabhoktuścāsaṁsāriṇonityamuktasya sata ātmanaḥ|

BSŚB (II. ii. 29).

5) tasyā buddhergunāstadguṇā icchā dveṣaḥ sukhaṃ

duḥkhamityevamādayastadguṇāh …buddhyupādhidharmādhyāsanimittaṁ

hi kartṛtvabhoktṛtvādilakṣaṇaṃ saṁsāritvamakarturabhoktuścāsaṁsariṇo

nityamuktasya sata ātmanaḥ| BSŚB (II. iii. 29). 참고,

Brahma-Sūtra-Bhāṣya of Śrī Śaṅkarācārya, trans. by Swāmī

Gambhīrānanda(Calcutta: Advaita Ashrama, 1983), p.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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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샹까라는 자아(Ātman) 혹은 순수의식(Cit)에 이성(buddhi)

혹은 마음(antaḥkaraṇa)의 속성들이 가탁(adhyāsa)됨으로써 비롯되는

경험적 의식(citta)의 존재론적 근원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 설명한 가탁은 궁극적 실재인 순수자아에 대한 무지(avidya)

에서 비롯되는 환술(māyā)로 인한 가현적 존재영역(prātibhāsika satt

ā)의 도래를 암시한다. 따라서 경험적 의식(citta, saṁvṛti-caitanya)은

아드바이따 철학이 인정하는 순수의식의 절대적 존재론적 차원의

관점에서 볼 때 가현적(abhāsa) 존재성을 띄게 되는 것이다.

2. 경험의 조건

아드바이따 철학에 있어서 세속적 경험은 내적 지각기관이 ‘나’

와 결합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것은 ‘나’는 이성(buddhi)이나 마

음(manas)과 같은 그 제약적 조건(upādhi)들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드바이따 베단따 철학은 일

상적 경험의 차원에서 경험의 주체는 vṛtti를 통해 대상에 다가가

는 내적 지각기관(antaḥkaraṇa)이라고 설명하고 이 경험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서 벌어지는 의식적 경험을 순수의식의 자명성에 대

한 절대적 진리의 무지에서 비롯되는 환술(māyā)로 설명한다. 그

리고 이 관계성의 특징들은 Vedānta Paribhāṣa에 다음과 같이 적

절히 설명되어 있다: “대상은 […] 주체와 결합된 의식에서 비롯

되는 존재성 없이는 존재성을 띨 수 없는데 이 의식은 제한적 부

속물로 대상의 형태로의 정신적 상태를 갖는다.”6) 대상의 존재는

경험의 주체에 의해 감지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주체의

의식적 행위의 도구는 내적 지각기관의 작용(antaḥkaraṇa-vṛtti)이다.

6) svākāravṛttyupahitapramātṛcaitanya sattātirikta sattākatva śunyatve sati

yogyatvaṁ viṣaya| Dharmarāja Adhvarindra, Vedānta Paribhāṣa, trans.

by Swāmī Mādhavānanda(Calcutta: Advaita Ashrama, 1983),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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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수준의 의식은 상대적 차원에 속하는 것이지 절대적

인 것이 아니다.

3. 가탁 (adhyāsa)

위에서 우리는 아드바이따 철학자들이 경험적 의식을 의식에

내적 지각기관의 작용(antaḥkaraṇa-vṛtti)이 가탁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보았다. ‘가탁‘(adhyāsa)은 실재(sat)와 비실재 혹은 공허(asat, tu

ccha)라고 하는 두 다른 존재론적 차원들과 순수의식(Cit)과 경험적

의식(citta 혹은 saṁvṛti-caitanya)이라는 두 다른 차원의 의식들 사이

에 있는 급진적 불연속성을 드러낸다. 아드바이따의 ’가탁‘주의는

어떤 종류의 속성도 의식(Cit)에 직접적으로 돌려질 수 없다는 점

을 시사한다. 그리고 내적 지각기관의 작용이라는 견지에서 설명

된 경험적 의식에 대한 견해는 우선적으로 그들이 경험의 주체

즉 ’나‘와 결합된 내적 지각기관이 이기(ahaṁkāra)나 이성(buddhi) 등

과 같은 제약적 부속물들에 의해 조건 지워져있는 것으로 보고

또한 그들의 내적 지각기관의 작용(antaḥkaraṇa-vṛtti) 개념에는 대상

지향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아드바

이따 철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그들이 설명

하는 의식적 행위란 단지 정신적 내지 심리적 양상에 불과하므로

의식, 이지, 감각, 영혼, 정신 이 모든 인간의 기능과 능력을 망라

하는 전인적인 의식적 경험이 다뤄지지 않았다.

4. 의식의 힘(citśakti)으로서의 속성의식(dharmabhutajñāna)

인간의 일상 생활에 있어서 경험적 의식에 포함된 제약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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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지침들을 모색한다는 뜻에서 아드바

이따의 불이론적 진리의 무지(avidya)와 경험적 의식(citta, saṁvṛti-ca

itanya)과의 관계를 보다 주의 깊게 철학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맥락에서 ‘속성의식’(dharmabhutajñāna)의 개념을 검토해 보

기로 하자. P. T. Raju는 속성 의식은 “이탈된 의식”, 즉 존재 의

식 자체로부터 혹은 내 존재로부터 단절되어 대상을 지향하는 의

식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잃어버려진 것이 아니고 ‘보류’된 것이다.7) 그는 ‘속성의식’은 “경

험자 혹은 ‘나’ 자신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자에 의해 자기

자신의 속성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

한다.8) 그에 따르면, 이 의식은 내용적으로는 내적 지각기관(antaḥ

karaṇa) 혹은 그가 말하는 내적 지각기관의 양태(vṛtti) 혹은 변형(pa

rinama)과 동일하다. 이 의식은 vṛtti로 설명되어 질 수 있는 대상

지향성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이것은 속성의식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한 마음의 기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면, 대

상지향성은 의식이 표현되기 위한 조건이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의식은 스스로 빛나는(svaprakāśa) 성격을 지닌다. 즉 속성의식은

존재의식(existential consciousness 혹은 순수의식)에만 자신을 드러낸다.

Raju는 속성 의식이 존재의식의 특별한 투사하는 힘(citśakti)이라

고 해석함으로써 의식은 그 어떠한 속성도 지니지 않는다는 아드

바이따 철학의 기본 입장과 속성의식의 개념이 안고 있는 모순을

어느 정도 극복하려한다.9) 그에 의하면 속성의식은 존재의식에

속하나 외향적이 되면서 후자와 외관상 다른 것으로 된다.10) 그리

하여 속성의식은 존재의식과는 다르게 그 안에 세속적 존재의 요

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Raju에 의하면 이 속성의식의 양면성

7) 같은 책, pp. 134-135, pp. 192-193.

8) P. T. Raju, Indian Idealism and Modern Challenges(Chandigarh: Punjab

University, 1961), p. 46.

9) 같은 책, pp. 46-47.

10) 같은 책,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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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존재 의식에 속하면서도 대상 지향성을 갖음--속성의식이 아

직 충분히 내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11)

Raju의 의견은 대상에 대한 의식적 경험의 주체를 아드바이따

철학이 설명하는 내적 지각기관으로 보는 것에서 탈피하여 의식

으로 보려한 점에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속성의식의 대상지향성

이 존재의식의 힘(citśakti)이라는 그의 주장과 관련하여 필자는 대

상에 대한 경험의 동기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의

식의 스스로 빛나는 힘(citśakti)에 욕심 없는 ‘나’의 대상에 대한 관

심이 실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필자는 의

식적 경험에 포함된 대상 지향성을 존재의식의 힘으로서 존재의

식에 속한다고 보기보다는 경험의 주체인 ‘나’는 순수의식과 내적

지각기관을 지닌 유기적 총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구성요소들

의 유기적 연관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5. antaḥkaraṇa-vṛtti(내적 지각기관의 작용)로 설명된 아드바이따

철학의 경험적 의식의 대상지향성에 대한 비판

모든 의식적 경험은 대상지향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사상은

항상 무엇에 대한 사상이고 의식적 경험에 있어서 의식은 항상

무엇에 대한 의식이기 때문이다. 이 의식적 경험들의 일반적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 지향성은 아드바이따 철학에서는 antaḥk

araṇa-vṛtti의 개념에 나타나 있다. 내적 지각기관(antaḥkaraṇa)의

기능 중에 외적 측면에 해당하는 마음(manas)이 대상으로 가 감각

적 경험의 질료를 모아 이것을 이성(buddhi)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

다. 반면, 정적인 이성은 이 마음에 의해 수집되고 제공된 재료에

대해 판단을 할 뿐이므로 내적 지각기관의 내적 측면에 해당한다.

11) 같은 책, pp.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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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내적 지각기관은 인식행위의 도구이자 주

체로 간주된다.12)

그러나 기억할 것은 아드바이따 철학자들에 의하면 스스로 빛

나는 순수의식(Cit)과 의식적 경험들 사이에는 어떤 내재적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antaḥkaraṇa-vṛtti로 설명되는, 경험의 주

체자가 갖게되는 대상의 형태로의 정신적 상태는 순수의식에 가

탁된 것에 불과하다. J. N. Mohanty는 샹까라의 입장에 따르면

의식이 실제로는 대상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지 않으며 이 의식과

대상사이의 대상 지향적 관계성은 아드바이따의 불이론적 실재(Br

ahman)에 대한 진리의 형이상학적 무지에서 비롯된 외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한다.13)

의식(Cit)과 의식적 경험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샹까라는 짠도그

야 우빠니샤드의 주석에서 “신이 개개인의 영혼에 반영(chāyā)을

통해 내재한다”고 주장한다.14) 다시 말하면, 우주적 실체인 브라

흐만과 다르지 않은 자명한 순수의식은 개별적 의식적 경험이나

이성적 행위에 이 ‘반사’(caitanyabhās)의 형태로 관여한다.15) 샹까라

는 의식의 반사에 의해 내적 지각기관(antaḥkaraṇa)의 기능 중 내적

측면을 가리키는 이성(buddhi)이 대상의 형상을 띰으로써 대상에

12) kartṛtvakaraṇatvābhyāṁ vikriyetāntārindriyam vijñānamasī antar

bahiścaite parasparam| PD (III. 8).

13) J. N. Mohanty, “Husserl's Concept of Intentionality” in: The Yearbook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I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 1971), p. 120.

14) chāyāmātreṇa jīvarūpeṇānupraviṣṭatvāddevatā na daihikaiḥ svataḥ

sukhaduḥkhādibhiḥ saṁbandhyate| Ch-Up ŚB (VI. 3. 2). 참고

Chāndogya Upaniṣad with the Commentary of Śaṅkarācārya, trans. by

Swāmi Gambhīrānanda (Calcutta: Advaita Ashrama, 1983), p. 431.

15) acintyānantaśaktimatyā devatāyā buddhyādisambandhaścaitanyābhāso

devatāsvarūpavivekāgrahaṇanimittaḥ sukhī duḥkho mūḍha

ityādyanekavikalpapratyayahetuḥ| Ch-Up ŚB (VI. 3. 2). 참고 Ch-Up

with the Commentary of Śaṅkarācārya, trans. by Swāmī

Gambhīrānanda(Calcutta: Advaita Ashrama, 1983), p.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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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재’(vyāpti)하게 된다고 설명한다.16) 그가 순수의식의 도움으로

이성이 대상에 편재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 vyāpti 개념의

사전적 의미는 불과 연기 혹은 불과 열과 같이 서로 뗄 수 없는

편재의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이성이 개별적 대상의 형상으로 편

재하게 되는 것은 ‘초월적 의식’17)의 반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샹

까라는 이렇게 하여 범인들이 어떠한 속성도 갖지 않는 순수의식

이 이성의 양상과 일치한다는 착각을 하게된다고 설명한다.18)

순수의식은 본래 스스로 빛나는 것이라는 아드바이따의 입장은

의식적 경험이 갖는 대상지향성이 의식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샹까라가 순수의식과 의식적 경험과의 관계

를 의식의 반사로 설명한 점은 우리들이 경험하는 대상의 형태를

띤 이성의 양상은 의식에 속하는 속성도 아니고 의식과 의식적

경험들 사이에는 어떠한 직접적 관계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

낸다. 대상에 대한 경험적 의식이 아드바이따의 궁극적(pāramārthik

a) 의식과 일상적(vyāvahārika) 의식의 두 차원에 대한 구분에 비춰

볼 때 후자에 해당하는 낮은 차원의 의식에 속한다는 것은 더 이

상 거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의식의 대상지향성에 대한 고찰은

경험적 의식에 한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할 것은, 의식적 경험들의 대상지향적 성격

이 마음(manas)과 이성(buddhi)의 총체로서의 내적 지각기관에 속한

다고 간주하는 아드바이따 철학은 인간의 의식적 경험들을 단순

한 정신적 혹은 심리적 구성물로 치부해 버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아드바이따 철학자들이 말하듯 순수의식의 본질적 성격

16) US (II. xviii. 155-57).

17) 주석 15에서 샹까라가 일반적 경험의 대상에 대한 의식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의 반사’를 caitanyābhāso로 설명한 점을 고려할 때

caitanya는 형이상학적 절대성을 띤 Ātman이나 순수의식(Cit)과는

다르게 의식적 경험에 초월적으로 관여하는 ‘초월적 의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기서 초월적이란 ‘내재하는 것으로 경험될

가능성이 있는 초월성’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 US (II. v.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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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스스로 빛나는(svaprakāśa) 것이고 이 의식의 표현은 의식적 경

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대상에 대한 경험의 내용이

마음과 이성이라는 제한적 부속물의 구성물에 그치지 않고 대상

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경험이 가능하지는 안을까? 이것은 인식

이 가능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적 지각기관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

려는 것이 아니다. 아드바이따 철학자들, 특히 샹까라는 순수의식

과 의식적 경험과의 관계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진정한 자아로

서의 순수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순수의식의 제약적 조건이 되는

마음과 이성의 작용에 불과한 일상적인 의식적 경험들에 집착하

거나 그러한 경험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범인들의 무지를 일깨

우려는 데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Upadeśa Sāhasrī에서 샹까라

는 범인들이 자아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지적한다. 예를 들면, 쾌락과 순수의식인 ‘나’를 일치시키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생각을 갖

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진정한 자아와의 끈을 형성한다고 하며

또한 사람들이 (카스트 제도에 의한) 그들의 의무체계가 무너지는 것

을 두려워하여 자아의 깨달음(Ātma-jñāna)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한

다.19)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위에 지적된 것들과 같은

순수의식인 자아와 마음의 작용이나 이성의 양태들을 일치시키는

경우가 아닌, 순수의식이 자아라는 것을 알고 자아의 영적 체험을

통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에 놓여 있거나 자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의식적 경험은 어떠할까 하는 의문들이다. 이러한 경

험들은 경험적 상황과 순수의식의 상태를 넘나드는 초월적 의식

적 경험의 성격을 띨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출발점으

로 고려할 점은 아드바이따 철학에 있어서 의식은 자명한 것이므

로 마치 수면상태에서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듯이 우리는 대상에

대한 의식적 경험들 없이 순수의식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19) US (II. viii. 1), (II. viii. 5), (II. 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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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서, 의식적 경험은 순수의식이 표현될 계기가 마련됨을 가리

키고 의식과 의식적 경험은 이렇듯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여기서

필자는 의식적 경험의 대상지향성을 단순히 마음이나 내적 지각

기관에 속한다고 보기보다는 스스로 빛나는 본성을 가진 순수의

식과 그 의식에 주어진 대상사이에 벌어지는 형이상학적 사건으

로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의식적 경험의 대상지향

성은 ‘나’의 삶의 의욕에서 비롯되는 관심이 스스로 빛나는 ‘충만’

하고 ‘만재’(sarvagataṁ)한 의식의 힘에 실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20) 아드바이따 철학이 말하는 vṛtti와는 다르게 스스로 빛나는

의식은 경험적 상황에 처하면 ‘자동적’으로 대상이 그에 드러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1) 아드바이따가 말하는 의식의 본성은

스스로 빛나는(svaprakāśa)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스스로 빛나

는 성격을 가진 의식에 그 주어진 대상이 드러날 때 그 대상에 대

한 의식적 경험은 보다 직접적이고 순수해지는 것이다. 다만 이러

한 순수한 경험이 인식되기 위해서는 내적 지각기관 특히 이성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경험적 의식에 나타나는 대상지향성을 스스로 빛나는

힘을 가진 의식과 이에 ‘드러나는’ 주어진 대상과의 관계에서 벌

어지는 형이상학적 사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때 경험의 주체는

지각기관의 내적 측면에 해당하는 이성(buddhi)이나 이것에 의해

제약을 받는 ‘나’가 아니고 이러한 제약적 요소들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나’이다. 이렇게 마음에서 비롯되는 욕심의 고리가

끊긴 ‘나’가 대상에 대한 경험의 주체가 되기위한 조건은 대상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 있느냐는 것이다. 소위 말해서, 대상에 대해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의식의 스스로 빛나는

20) 샹까라는 US (II. x. 1 & 7)에서 브라만의 만재를 sarvagataṁ으로

표현하고 (II. xviii. 155-7)에서는 순수의식의 도움으로 이성이 대상에

편재하게 되는 것을 vyāpti로 설명함.

21) Debabrata Sinha, The Metaphysic of Experience in Advaita Vedānta

(Delhi: Motilal Banarsidass, 1983), p. 4 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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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에 의해 의식에 주어진 대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계기가 마련되

느냐의 여부가 달려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경험의 주체로서

우리가 어떤 상념에 잠겨 있을 때 주어진 대상 혹은 처한 상황에

대해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한다. 이렇게 욕심이

없는 ‘나’에 의해 의식적 경험이 일어날 때 내적 지각기관은 단지

인식 작용을 위한 ‘기능적 임무’를 수행할 뿐이다.22) 즉, 마음은

감각 기관으로 ‘감지되는’ 대상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성에 전

하고 이성은 의식의 반사에 힘입어 이러한 재료들의 형상을 바탕

으로 대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6. ‘증인의식’(sākṣī-caitanya)

위에서 마음의 작용인 vṛtti와 의식의 스스로 빛나는 힘에 실린

‘나’의 대상에 대한 관심이 대상으로 집중되는 것을 다룸으로써

우리는 의식적 경험들의 대상지향적 성격을 아드바이따철학에서

와 같이 antaḥkaraṇa-vṛtti로 설명할 것이 아니고 의식의 스스로

빛나는(svaprakāśa) 본질적 성격에 힘입은 대상의 드러남으로 보아

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아드바이따 철

학의 ‘증인의식’(sākṣī-caitanya)의 개념에 비춰 고찰해 보기로 하자.

앞에서 도달한 결론인, 대상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상황에서 스

스로 빛나는 본성을 가진 의식과 대상사이에서 벌어지는 형이상

학적 사건으로 볼 경우 대상과 경험의 주체사이의 합일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나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아드바이따 철학에서

antaḥkaraṇa-vṛtti의 개념은 내적 지각기관의 작용을 통해 대상에

대한 한정적 인식(savikalpa pratyakṣa)을 얻는 것을 뜻한다. 우주적

실재인 브라흐만은 “아는 사람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다”는 샹까

22) Ch-Up (VIII.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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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언명은 브라흐만은 이러한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는 있는 그

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란 뜻이다.23) 왜냐하면 만물은 실재

로는 브라흐만이므로 아무런 속성도 갖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인

식의 과정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단지 의식에 가탁된 것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브라흐만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알려진 것으로

보지를 않는다. 그렇다면 브라흐만의 깨달음(Brahma-jñāna)이나 자

아의 깨달음(Ātma-jñāna)을 위해서는 새로운 앎의 방법이 필요하다

는 말인가? 실제로 아드바이따는 자아의 깨달음을 위한 방법으로

śruti, tarka, anubhava를 제시한다. 이 자아의 깨달음을 위한 수

단들은 이 논문에서 깊이 다뤄지지 않기로 한다.

그러면 브라흐만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면 어떻게 범인들

과 브라흐만을 깨달은 사람과의 구별이 있을 수 있나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아드바이따 철학은 순수의식 즉 진정한 자아가 개별적

경험적 의식의 상태에서 알려진다고 말한다. 이것은 ‘증인의식’(sāk

ṣī-caitanya)의 개념을 가리키는데 증인의식의 개념은 모든 의식적

경험들의 증인(sākṣī)인 의식(Cit) 즉 자아(Ātman)가 이 경험들의 본

질적 성격인 의식(Cit)으로 이 경험들에 초월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는 것이다.24) 그러나 우리의 의식적 경험들의 증인인 증인의식(sā

kṣī-caitanya)은 경험하는 사람의 무지(avidya) 혹은 환술(māyā)이 그

것을 가리므로 파악될 수가 없다. 이 증인의식의 개념은 스스로

빛나는 본성을 가진 순수의식과 개별적 의식적 경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Mohanty는 스스로 빛나는 순수의식이 경험적 환경

하에서만 경험의 주체에게 표현된다는 견해와 관련하여 대상의

주어짐은 의식의 표현을 위한 필수조건이고 자명한 의식이 이미

주어졌음은 주어진 대상이 밝혀지는 것과 그것이 경험의 주체에

23) Kena Up. Ś. B (II. 2) in: Eight Upaniṣads, With the Commentary of

Śaṅkarācārya, trans. by Swāmī Gambhīrānanda (Calcutta: Advaita

Ashrama, 1986), p. 62.

24) pratibodhaviditaṁ matamamṛtatvam hi vindate| Kena Up. (II. 4). 참고,

Bṛ-Up (III. iv. 2) 와 BSŚB (II. I.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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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드러나는 가능성을 위한 전제 조건임을 지적한다.25) 따라서 자

명한 의식의 존재는 의식적 경험들의 발생에 부수적인 것이 아니

고 선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순수의식과 그에 드러

나는 대상사이의 형이상학적 사건에 대한 사실적 이해는 내적 지

각 기관의 기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증인의식’의 개념과 연관지어 지적할 것은 아드바이따 철학에

서 ‘증인의식’의 개념에는 궁극적 실재로서의 순수의식이 개별적

의식적 경험에 내재하는 초월적--즉 초월적이면서도 내재하는--

존재로 비춰짐으로써 우리가 일상적 경험들 속에서 영적 깨달음

을 통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었다는 것이다.

7. ‘자유로운 결합’으로 설명되는 의식과 의식적 행위와의

관계

아드바이따 철학은 개별적 경험적 의식에 표현된 순수의식을

원래 두 서로 다른 이치들 즉, (i) 모든 대상을 밝히는 자명한 의

식과 (ii) 이성의 결합으로 설명한다.26) 범인들의 경험적 의식의 경

우, 개별적 의식적 경험에 표현된 순수의식은 그 제약적 부속물인

이성과 결합된 체 그 둘을 구별하지 못하는 범인들에 의해 이성

과 일치되는 것으로 오인된다. 따라서 경험의 주체는 내적 지각기

관(antaḥkaraṇa)과 결합된 ‘나’와 동일시된다. 그리고 이 설에 따르면

25) J. N. Mohanty, “Husserl's Concept of Intentionality”, in: The Year

Book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I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 1971)과 비교.

26) vijñonamayo vijñānaprayo buddhivijñānopādhi

samparkāvivekādvijñānamaya ityucyate | buddhivijñānasampṛkta eva

hi yasmādupalabhyate, rāhuriva candrāhityasampṛktaḥ| Bṛ- UpŚB (IV.

iii. 7). 그리고 Tait-Up (II. vi. 1) 와 Debabrata Sinha(Delhi: 1983), pp.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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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험의 특징인 대상지향성은 대상의 형태를 착복하기 위

해 대상으로 향하는 내적 지각기관에 속한다. 그러므로 내적 지각

기관은 필수적으로 vṛtti를 수반하게 된다. 그래서 아드바이따 철

학에서 내적 지각기관으로부터 생기는 대상지향성은 경험적 의식

(citta, saṁvṛti-caitanya)을 제한하는 속성으로 간주된다.

아드바이따 철학에서 다뤄지는 의식과 의식적 경험 사이에 가

능한 관계는 제약적 조건을 초래하는 “자유로운 결합”으로 정의

내려진다.27) 다시 말하자면, 의식은 비록 그 자체로는 독립적이지

만 주관적인 요소든 객관적인 요소든 경험적 조건과 자유롭게 결

합할 경우 내적 지각기관과 결합하게 됨으로써 결국 경험적 의식

은 대상에 대한 의미부여행위를 위해 대상지향성을 띄게된다. 이

러한 자유로운 결합은 의식과 내적 지각기관과의 유기체적 연관

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로운 결합으로 설명되는 의식과 제약적 조건 내지는 의식

적 행위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기억할 것은 모든 의식적 상태와

행위는 의식 그 자체는 아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경험적 의식으로

‘보이지만’ 본래는 초월성을 띤 것이므로 의식이 아닌 모든 것들

과 별개의 것이다. 그러나 의식은 의식적 상태에 외포적이 아닌

내포적 초월성의 관계를 갖는다. 즉, 의식은 여러 의식적 상태에

내재하는 동시에 초월적이다. D. Sinha는 의식과 의식적 행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가능한 관계는 질(viśeṣana)

대신에 제약적 조건(upādhi)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분석의

궁극적인 결과, 무지란 순수의식의 자유로운 결합을 위한 총칭적

상대이다.”28) 여기서 자유로운 결합은 질과 본체와의 관계와는 다

르게 스스로 빛나는 ‘독립된’ 순수의식이 제약적 조건과 결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합은 무지의 제거

에 의해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경험의 주체로서의 욕심 없는

자유로운 ‘나’가 경험적 상황에서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내적 지

27) Debabrata Sinha(Delhi: 1983), pp. 99-100.

28) Debabrata Sinha(Delhi: 1983), pp.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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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관과 결합할 수도 있음을 함축한다.

II. 존재론적 고찰

1. 아드바이따에 있어서 경험적 의식의 존재론적 위치

경험적 의식(saṁvṛti-caitanya)의 존재론적 논증의 출발점은 순수

의식이 어떻게 의식적 경험에 표현되는가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경험에서의 의식의 표현(prakāśa)은 밝혀지는 것과 밝히는 것으로

구성된다. 아드바이따에 의하면 의식에 의해 밝혀지는 우리의 경

험의 내용은 내적 지각기관의 양태들이다. 따라서 정신적 양태는

의식(Cit)과는 별개의 단순한 정신적 구성물에 불과하므로 존재론

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29) 그러나 정신적 양태(vṛtti)나 인상

(saṁskāras)은 '근저'(kūṭastha)가 되는 것 없이 존재할 수 없다.30)

즉, 순수의식은 우리의 경험의 근저이다.31) 따라서 이름과 형상(nā

ma와 rūpa) 같은 모든 양태와 변형들은 말을 바탕으로 하므로 그

자체로는 실재성이 없으나 존재(sat)로서의 그들의 본질적 성격상

실재성이 있다.32) 다시 말해서, 그 자체로서 비실재적인 정신적

양태는 그 본질적 성격인 의식의 자각을 통해 실재적 현실이 될

29) BSŚB (II. ii. 30).

30) US (I. ii. 108).

31) arpakāntararāhitye'ppastyeṣāṁ

tatsvabhāvatāmābhūttathā'nubhāvyatvaṁ bodhātmā tu na hīyate| PD

(III. 15).

32) sadātmanā satyatvābhyupagamāt. sarvaṁ ca nāmarūpādi sadātmanaiva

satyaṁ vikārajātaṁ, svatastvanṛtameva| Ch-Up ŚB (VI. ii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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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33) 실재성은 우리의 의식적 경험에 내용의 본질로 내재적

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경험적 의식(saṁvṛti-caitanya 혹은 citta)

의 생성과정을 고려할 때--경험적 의식은 정신적 작용(vṛtti), 즉

의식의 표현의 수단에 바탕을 둔다--그것은 무상한 것이다.34)

2. 순수 의식(Cit)의 존재론

아드바이따 철학의 궁극적 입장은 순수의식(Cit) 혹은 자아(Ātma

n)는 시간이나 공간과 마찬가지로 만물을 밝히고 그에 내재하는데

있어서 경험의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35) 다시 말하면, 순수

의식은 항상 모든 경험적 요소들로부터 독립적이며 초월적이다.

그러므로 순수의식은 항상 실체(citsvabhāva)로 존재한다.36) 낮은

존재론적 차원인 vyāvahārika sattā(일상적 존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순수의식은 다름 아닌 해탈(Nirvāṇa)의 심오한 은총(ānanda)이라

고 볼 수 있다.37) Pancadaśī에 “모든 형상들이 사라질 때 형상 없

는 공간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모든 사멸하는 것들이 파괴

되면 남는 것은 그것(불멸의 브라만 혹은 자아)이다”라고 적혀있다.38)

33) avagatyā hi saṁvayāptaḥ pratyayo viṣayākṛtiḥ jāyate sa yadākāraḥ sa

bahyo viṣayo mataḥ| US (II. 18. 118). 그리고 P. T. Raju, Structural

Depth of Indian Thought (New Delhi: South Asian Publishers, 1985), p.

385.

34) US (I. ii. 108).

35) pūrvaṁ syātpratyayavyāptistato'nugraha ātmanaḥkṛtsnādhyakṣasya no

yuktaḥ kālākāśādivatkramaḥ| US (II. xviii. 157).

36) Vidyāranya, Pancadaśī, trans. by Swāmī Swāhānanda (Madras: Śri

Ramakrishna Math, 1975), pp. 4-5.

37) dṛśyaṁ nāstīti bodhena manase dṛśyamārjanam| saṁpannaṁ

cettadutpannā parā nirvāṇanirvṛtiḥ| PD (IV. 64).

38) apanīteṣu mūrteṣu hyamūrtaṁ śiṣyate viyat. Sakyeṣu bādhiteṣvante

śiṣyate. yattadeva tat| PD (III.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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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현상세계의 실재성을 부인함으로써 순수의식의 존재

를 가정하는 접근방법 외에도 아드바이따 철학에 있어서의 순수

의식의 존재론적 증명의 핵심은 svarupajñāna의 개념, 즉 의식 혹

은 자아의 깨달음에 있다.39) 이것은 순수의식(Cit)이 드러나는 초

월적이자 반성적 깨달음의 정점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아드바이

따 철학에 의하면 이 초월적 경험의 단계에서 의식은 모든 것에

충만하고 개별적 자아(jīva)를 포함하는 우주적 자아(Ātman)와 동일

하다. 이 아드바이따 존재론의 궁극적 목적인 자아의 깨달음(svaru

pajñāna)은 아드바이따가 전제로 하는, 의식이 우리의 의식적 경험

의 본질로 파악될 때 현실은 이 의식으로부터 생성된다는 사상을

떠올리게 한다.

이 맥락에서 ‘증인’(sākṣī) 이론을 고려할 때, 의식적 경험은 순수

한 경험의 주체인 의식의 ‘목격함’ 혹은 순전한 ‘봄’에 의해 행해져

야 한다. 아드바이따의 이 ‘목격하는’ 의식 혹은 의식의 ‘봄’의 이

론은 의식이 순수한 의식적 경험의 주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

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아드바이따 철학이 설명하는 경험적

의식(citta)의 존재론적 위치는 재평가되어야 한다. 우리의 의식적

경험을 특징짓는 ‘지향성‘이 실제로는 마음이 아닌 의식에, 더 구

체적으로 개별적 자아와 결합한 의식에서 기인하고 자명한 의식

은 의식적 경험을 통해서만 표현된다고 할 때 경험적 의식은 순

수의식의 표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경험적 의식은 순수 의식의

절대적 존재론적 위치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꿈속의 경험과 같

은 비현실적 존재론적 위치(prātibhāsika sattā)를 차지하겠지만 위에

서 다룬 의식과 경험적 의식과의 불가분의 관계성을 고려할 때

무지가 걷힌 상태에서의 의식적 경험은 일상생활에서의 보다 실

용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vyāvahārika sattā의 존재론적

위치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9) P. T. Raju (Chandigarh: 1961),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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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궁극적으로 실재하는 것은 순수의식이고 그것은 곧 자아라는

우빠니샤드의 근본사상을 밝히기 위해 아드바이따 철학은 범인들

의 일상적인 의식적 경험의 양상을 분석하는데서 출발하여 그들

의 우매함으로 인해 경험세계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갖고 고통

스러워한다는 것을 부정적인 방법론적으로 드러내 보인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시도로 말미암아 아드바이따 철학자들의 경험적 의식

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아주 지협적인 데에 그치고 만다. 의식적

경험의 새로운 차원을 드러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먼저 아드바이

따의 의식의 문제에 대한 입장에 입각해 경험적 의식의 제 문제

들을 다룬 결과, 그 요점은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다. 자아 그

자체를 깨닫게 되는 순수 의식의 상태(svarupajñāna)에서 의식은 스

스로 빛나는 성격(svayaṁprakāśatva)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

드바이따 철학은 범인들이 순수의식의 궁극적 실재성에 대한 무

지로 인해 이러한 독립된 순수의식을 그 제약적 조건인 이성이나

마음의 작용과 혼돈한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의식과 의식적

경험과의 관계의 문제를 고려할 때 실마리로 작용하는 아드바이

따 철학의 ‘증인의식’(sākṣī-caitanya) 이론은 의식(Cit)이 개별적 의식

적 경험들에 시간과 공간과도 같이 초월적 요소로 만재(sarvagata

ṁ)되어 있음을 함축성 있게 표현한다. 설명하기 어려운 순수의식

과 경험적 의식의 관계는 자유로운 결합으로 적절히 설명될 수

있는데 이것은 순수의식이 경험의 조건이 갖춰진 상황에 처할 때

그 영원불변하는 독립성을 잃지 않으면서 개별적 경험적 의식행

위에 그 자명성의 근거로 포함되며 순수의식과 경험적 의식이 갖

는 제약적 요소들과의 관계는 실체에 대한 질(viśeṣana)의 성격이

아니고 제약적 조건(upādhi)의 성격이라는 것을 뜻한다.

아드바이따 철학자들은 범인들이 궁극적 실재로서의 순수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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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무지로 인해 마음의 작용의 결과인 정신적 구성물을 순

수의식에 가탁하며 따라서 의식적 경험의 내용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아드바이따 철학자들은

무지의 소산으로서의 경험적 의식을 설명할 뿐 무지에 대한 자각

과 더불어 순수의식과 순수한 자아가 점차적으로 의식적 경험에

관여하게 되는 의식의 상태를 다루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실재적이지 않은 것과 실재적인 것을 구별하는 노력

을 경주하여 점차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비실재를 실재로 여기는

마음의 성향을 지양하고 더 이상 이기적이지도 않으며 스스로를

제한하는 요소들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 ‘나’를 회복하고 그러한

‘나’가 경험의 주체가 되고 주어진 경험의 대상이 의식에 드러나

도록 한다면 경험적 의식은 어떠한 성격을 띠게 될까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이 경험의 상태는 더 이상의 사실적 설명을 무의

미하게 하는 형이상학적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차원의 의식적 경험은 개개인의 체험의 문제인 것이다. 이

러한 경험적 상황에서 이해관계를 떠난 경험의 주체의 경험의 동

기마련은 ‘나’(jīva)라는 고유한 존재의 ‘삶’의 의지에 의해 생긴 관

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심은 일상생활의 단순한 실

용적인 목적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한 개인으로서의 절대적으로

고유한 개성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 아드바이따 베단따 철학에 의해 미처

다뤄지지 않은 의식적 경험의 영역은 다름 아닌 초월적인 의식적

경험의 영역이다. 즉, 독립적이며 영원불변한 순수자아가 어떻게

대상에 대한 모든 개별적 의식적 경험에 경험의 가능성의 근거로

내재하는가의 문제이다.

라다끄리슈난은 쁘라쟈빠띠와 인드라의 대화에서 쁘라쟈빠띠가

인간의 자아가 의식의 상태를 배제하지도 않지만 그것이 의식의

상태 그 자체도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였다고 말한다.40)

40) 이 거룡, 인도철학사(서울: 한길사, 1996),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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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sākṣī)으로 개별적 의식의 상태에 내재하는 순수의식은 바로

이러한 의미의 초월성을 띠고 있다고 이해되어야한다. 아드바이따

철학자들이 자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우빠니샤드에서 일상생활

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예를 들어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경험적 의식에 내재하는 자아에 대한 초월적 의식

적 경험의 문제는 대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식의 초월성

문제는 우빠니샤드에 나타난, 순수의식이 궁극적 실재라는 진리를

명상과 요가적 수행을 통해 영적으로 깨닫는 전통에 비춰 고려할

때 중요하게 대두된다.

최근의 의식에 관한 이론에 입각해 의식은 나 이외의 세계와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순간 순간의 삶의 의지의 표현이 실현되

는 ‘장’(場, Feld)이라고 할 수 있다.41) 이 논문에서 충분히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무리인 주제이지만 의식의 ‘장’에서의 물리적 정신

적 요소의 통일에 대한 문제와 우빠니샤드의 근본사상의 맥을 잇

는 아드바이따 철학의 의식에 대한 견해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빠니샤드에 이미 비춰진, 철학적 사유와 진리

의 터득을 위한 길로서의 요가의 수행과의 상호 의존성을 생각할

때 절대적 실재로서의 순수자아 그리고 순수자아와 우주의 본체

인 브라흐만과의 동일함이라는 진리는 단순히 관념적 사색을 통

해 이끌어낸 추상적 이론이 아니고 그러한 수행을 통해 체득된

깨달음인 것이다. 수행을 통한 실재의 차원의 의식적 체험은 앞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리적 정신적 요소의 통일성의 체험을 통

해 가능하다. 따라서 아드바이따 철학이 다루는 순수의식의 문제

를 요가적 수행을 통한 영적 체험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연구의

41) 자연을 자아(the self or the self-conscious God)와 비아(the not-self or

the passive potentiality of matter) 사이에 절대자의 자발성이 역동적인

힘으로 작용하여 그 요소들의 통일성을 이루는, 절대자의

활력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라다끄리슈난의 해석과 비교. S.

Radhakrishnan, Indian Philosophy, vol.Ⅰ(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6), p. 185. 이 거룡, 인도철학사(서울: 한길사, 1996),
pp. 25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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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은 의식에서의 주관적 객관적 요소의 통일에 맞춰진다.

쁘라자빠띠가 “자아는 눈을 지닌 사람이며, 눈 그 자체는 보는

도구이다. 아는 자, 내가 이것을 냄새맡게 하는 자, 그가 바로 자

아이며, 코는 단지 냄새 맡는 도구일 뿐이다“42)라고 자아와 감각

기관에 대해 말할 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범인들이 절대자

아와 단순히 기능적 역할을 하는 감각기관과를 혼돈하는 것을 일

깨움과 동시에 자아는 모든 행위의 배후에 자존하는 실재임을 설

명하려 한다. 쁘라쟈빠띠의 가르침은 의식이 주관적 객관적 요소

모두에 만재(sarvagataṁ)해 있음이 영적으로 체험될 때 그 뜻이 체

득되며 이 때에 마음과 이성의 총체인 내적 지각기관은 정신적

물리적 혹은 주관적 객관적 요소의 통일을 가져오는 기능적 역할

을 수행할 뿐이다.43) 이러한 영적 체험은 경험적 의식의 상태에서

실재성(sat)을 갖는 의식의 차원으로의 초월을 함축한다. 내재의

상대 개념이 아닌 초월은 라다끄리슈난이 말하듯 개별적인 차별

성을 지님과 동시에 보편적인 자기 동일성을 지니며 주체인 동시

에 일체 만유에 편재한다.44) 이러한 초월적 자아 혹은 순수의식의

초월성이 우리의 일상적 삶의 경험을 통해 체득될 때 그 체험의

당사자에게는 삶의 현실세계의 온전한 존재론적 영역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궁극적 실재의 깨달음이 결국은 한 개인의

전인적인 체험의 문제라는 점을 생각할 때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상에서 알 것을 바르게 아는 데에 있어서 직관, 감성, 상상력,

사유능력 등 인간의 모든 능력이 상호보완적으로 발휘되면서 검

증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42) Ch-Up (VIII. 12. 4).

43) 라다끄리슈난의 다음과 같은 주장과 비교: “가시적인 무한자(객관적인)와

불가시적인 무한자(주관적인)는 영적인 전체 속에 하나로 혼융된다.” 이

거룡, 인도철학사(서울: 한길사, 1996), p. 206. S. Radhakrishnan, Indian
Philosophy vol. I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6), p. 144.

44) S. Radhakrishnan, Indian Philosophy vol. I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6),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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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호

Bṛ-Up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BSŚB Brahmasūtra Śaṅkara Bhāṣya.

Ch-Up Chandogya Upaniṣad.

PD T. M. P. Mahadevan, The Pañcadaśī of

Bhāratītīrtha-Vidyāraṇya, Madras, 1975.

Tait Up Taitiriya Upaniṣad.

US Śaṅkara: Upadeśa Sāhasrī, trans. by Swāmī Jagadānanda,

Śrī Ramakrishna Math, Madra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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