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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적 人間*1)

이지수 譯*2)

힌두 사-드하나(Sādhana)

自我完成(Ātmasiddhi)의 이상

요-가의 길

힌두이즘은 독특한 문화이다. 3, 4천년에 걸친 발전을 통해 힌

두이즘은 거의 모든 형태의 종교 철학 사회적 구조를 전개시켰으

나 그것은 단지 종교만도, 철학만도 사회적 구조만도 아니다. 그

것은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서 본질적으로 그리고 실존적으로 근

본적인 인간의 문제 ―인간됨(being human)의 문제― 에 집중해

왔다. 외적 세계를 인식하고 이상적인 사회적 질서를 구축하는 것

은 힌두이즘에선 인간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에 부속되어 왔다.

* 본 논문은 Troy Wilson Organ의 논문집인 Wersten Approaches To

Eastern Philosophy (Ohio Univ. Press, 1975) 중에서 “The Hindu

Man” (pp. 73-92)의 국역임.

* 李芝洙: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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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 사-드하나(Sādhana)

학자들 ―인도인과 비인도인 모두― 은 힌두이즘을 종교와 철

학이라는 서양적 범주에 맞추려고 헛되이 노력해 왔다. 힌두이즘

에 관한 책에서 저자가 만일 철학자라면, ‘힌두이즘은 철학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 철학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사유의 방식

일 뿐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라고 말한다. 만일 저자가 종

교사의 학도라면 ‘힌두이즘은 종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철학적

종교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삶의 방식일 뿐 아니라 사유의 방

식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하인리히 짐머는 ‘동

양철학이란 삶의 방식의 실천이 동반되고 그에 지지된다.’1)라고

썼다. 루이스 르누는 힌두이즘이란 ‘우리가 서양에서 사용하는 것

과 같은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다. ... 한 면에서 그것은 철학과, 다

른 면에선 공동체와 사회생활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2)

프랭클린 에저톤은 ‘인도에서 철학은 언제나 그 본성에 있어 실제

적(practical, 혹은 실천적)이어 왔다. 그리고 그 실제적 동기는 우

리가 종교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라고 썼다.3) 몇몇 인도인들, 예

를 들면 인도철학원(Indian Philosophical Institute)의 G. R. 말까

니는 ‘힌두이즘이란 철학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종교이며, 사

1) Heinrich Zimmer, Philosophy of India (Cleveland and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 1965), p. 50.

2) Louis Renou, The Nature on Hinduism. Patrick Evans번역 (New

York: Walker and Co., 1962) p. 32.

3) Franklin Edgerton, “The Meaning of Sāṅkhya and Yoga”, American

Journal of Philosophy. Vol. XLV, (1924), p.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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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철학의 최고 형태이다.’4)라고 말한다. 스와-미 니킬아난다는

양자의 목표를 동일시하여 ‘철학의 목표는 진리(Truth)이고 종교

의 목표는 신(God)이다. 그러나 최종적 경험에 있어 신과 진리는

동일한 실재(Reality)이다.’5)라고 말했다. 날리니 깐따 브라흐마는

그의 책 힌두 사-드하나의 철학 서문에서 그것은 ‘힌두철학의

실제적 측면을 나타낸 것’6)이라고 말하지만 S. 라드하끄리쉬난은

‘추천의 말’에서 ‘<힌두 사-드하나>에서 날리니 깐따 브라흐마 박

사는 힌두 사상과 종교의 문헌에 매우 흥미롭고 주요한 저술을 ...

모든 종교학도들에게 귀중한 책을 기여하였다.’7)라고 썼다. T. M.

마하데-완은 인도철학과 종교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어떻게 그리고 왜 인도에서는 종교와 철학 사이에 긴밀한 유대를

유지시켜 왔는가가 서양의 많은 인도사상의 학도들을 궁금하게

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서양의 설교자와 철학자가 함께 전혀 반

대 이유로 이 유대를 개탄한다. 설교자에겐 힌두이즘이 종교라고

하기엔 너무 철학적으로 보인다. 그는 힌두이즘에서 그 모든 측면

에서 삶에 호소하지 못하고 논리에 호소하는 차가운 主知主義(inte

llectualism)을 발견한다. 철학자에겐 인도철학은 종교와의 연합

때문에 직관의 측면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는 듯 하다8)’ 젊은 인도

4) G. R. Malkani, “The Synthetic View of Vedānta” A. R. Wadia:

Essays Presented in His Honour. S. Radhakrishanan外 편집

(Madras. 1954), p. 186.

5) Swāmi Nikhilananda, Self-Knowledge (Mylapore. Madras: Sri

Ramakrishna Math., 1947), p. 19.

6) Nalini Kanta Brahma, Philosophy of Hindu Sādhana (London:

Kegan Paul. Trench. Trübner and Co., 1932), p. ⅸ.

7) 같은 책, p. ⅸ.

8) T. M. P. Mahadevan, “The Religio-Philosophic Culture of India”,

The Cultural Heritage of India. Vol. Ⅰ(Calcutta: The Ramakris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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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인 B. K. 마띨랄은 1970년 봄 Journal of Indian Philosoph

y라는 타이틀의 새로운 정간물을 출간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논문

집의 출간사에서 ‘우리의 연구 분야는 이성적 탐구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신학과 신비체험의 분야에 놓여 있는 문

제들은 회피할 것이다. ... 우리의 목적은 전문적 국제주의자라기

보다 전문적 철학자를 끄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는 속물근성에서가 아니라 인도철학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양의 전문가들이 인도철학을 오랫동안 홀대해 온 것에 대

한 유감의 뜻에서 이렇게 진술하는 것이다.’라고 썼다. 마띨랄은

<우빠니샤드>와 <기-따->는 ‘어원적 의미’에서만 철학(역주: phi

losophy의 어원적 의미는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한다. 나는

마띨랄의 염려에 공감하며 또 <우빠니샤드>와 <기-따->는 철학

적 논문집이라기 보다는 사변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우

리가 ‘종교나 존재론적 커미트먼트에 의지하지 않고’(마띨랄의 말)

인도철학을 연구할 때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힌두이즘 가운

데서 철학에 대한 서양적 기준을 만족시켜 주는 부분만이라고 나

는 주장한다. 새로운 저널의 편집실이 서양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

은 주목할 만 하다.

어려움의 일부는 인도인은 ―그가 힌두이건 자이나교도나 불교

도이건― 서양에서 우리가 철학하듯이 철학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그에 있어서 철학이란 본질적으로 가치의 추구이다. 예를

들어 L. C. 굽따는 제28회(1953년) ‘인도철학대회’(Indian Philosop

hical Congress)에서 읽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단지 시

공간적 세계의 궁극적 본성이나 의식의 본성을 탐구하는 그래서

단지 존재의 철학에 불과한 철학은 머리가 잘린 것이다. ... 철학

Mission, 1958),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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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리 자신과 객관적 세계 사이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가장 깊은 체험에 기반하여 형성되지 않는 한 어떤 철학적 이론

도 전체적으로 참될 수 없다.’9) 서양에서 철학은 경이(wonder)에

서 시작했고 무엇보다 관념을 명료히 하고자 추구하는 반면 인도

에서 철학은 苦(역주: 단순히 樂에 반대되는 의미의 苦가 아니라

실존의 근원적인 허무성, 불만족성, 불안, 불안정의 느낌)를 제거

하고 인간과 그의 전체 환경과 통합하는 방법으로서 시작되었다.

고전 논리학 논서인 正理經(Nyāya-sūtra)조차도 논리학이 至福

(niḥśreyasa)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제시된다는 말로 시작한다.

힌두이즘을 범신론, 교체신교, 유신론, 무신론과 같은 종교적 딱

지나 아니면 일원론, 이원론, 합리주의, 직관주의, 자연주의 혹은

관념론 등의 철학적 딱지를 붙여 분류하려 하기보다 더 현명한

길은 인도철학을 그 지망자로 하여금 모범적인 자각적 인간으로

발전시키는데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힌두이즘은 사-드하나(sādhana)이다. 그러나 불

행히도 영어엔 sādhana와 같은 뜻을 갖는 단어가 없다. 이 용어는

‘목표에 도달하다’, ‘목적을 성취하다’, ‘정복하다’, ‘제압하다’ 등을

뜻하는 어근 √sādh로부터 파생되었다. 그것은 인간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다. 그것은 잠재된 힘을 해방시키는 것이며 가능성의 성취

이다. sādhana는 단순히 개별적 인간의 완전한 발전이라는 개념

이 아니다. 인간은 물리적 세계와 사회 가운데서 구제되어야 하므

로 Sādhana는 인간을 사회적 맥락 가운데 놓는다. 인간은 물질로

부터(from)나 인간관계 그리고 의무로부터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직 물질 가운데서(in), 그리고 사회 속에서만 인간은

9) Proceedings of the 28th Indian Philosophical Congress (1953), pp.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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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존재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하나’는 이론과 실천

사이의 충돌을 치유함이다. 그것은 존재(being)의 됨(becoming)이

며 우리의 본래 모습을 실현함이며, 잠재적 가능성을 완성함(perf

ecting)이다.

힌두이즘을 ‘사-드하나’로 해석할 때 힌두이즘에서 종교는 서양

적 종교와 같이 않고 힌두이즘에서 철학은 서양적 철학과 같지

않다는 항상 일어나는 갈등이 없이 힌두 ‘종교’와 힌두 ‘철학’을 논

의할 수 있다(역주: 이런 관점은 힌두이즘뿐 아니라 불교의 경우

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티 하이만이 그녀의 저작 인
도사상의 측면들(Facets of Indian Thought)에서 ‘힌두 종교와

철학에 두 가지 길이 열려 있다. 하나는 구체적인 숭배와 그리고

하늘과 지상에 있는 존재들 사이의 접촉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더 높은 길, 즉 신성(the Divine)의 현현될 수 없는 충만함에 대한

추상적 사변의 길.’10) 이라고 썼을 때의 곤궁을 고려해 보라. 하이

만은 ‘숭배’(cult)와 ‘사변’(speculation)의 길을 힌두 종교와 철학의

두 가지 길로 말함으로써 그녀의 문제를 드러냈다. 그녀는 둘을

분리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양자가 관련될지라도 분리시

킬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분명 그녀는 ⑴ 종교에 있어서

숭배, ⑵ 종교에 있어서 사변, ⑶ 철학에 있어서 숭배, ⑷ 철학에

있어서 사변이라는 네 개의 길이 별개로 있음을 뜻하지는 않았다.

그녀가 필요로 한 것은 사-드하나의 개념이었다. 그러면 그녀는

숭배와 사변을 사-드하나의 종교적 철학적 측면으로 말할 수 있

었을 것이다.

힌두 사-드하나는 목표이자 목표에의 수단이며 진리이자 진리

10) Betty Heimann, Facets of Indian Thought (New York: Schocken Book,

1964),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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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 길이다. 힌두이즘은 그 信者의 성취를 신자 자신의 고안에

맡기지 않는다. 그것은 목적의 수행을 위한 다양한 테크닉을 그에

게 제공한다. 힌두이즘에선 실존주의가 체계의 이념을 산산이 부

셔버리면서(역주: 마치 키에르케고르가 헤겔의 관념 체계를 부수

면서 나타나듯이) 나타날 필요가 없었다. 힌두이즘엔 실존이 전체

패턴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르네 구에농의 말로는 ‘동양의 그것과

같이 형이상학적으로 완전한 교설에서는 언제나 효과적인 실현

(혹은 실천)이 이론에 동반되거나 뒤따른다. 이론은 단지 실현을

위한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충분한 이론적 준비가 없이는 어떤

실현도 착수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론은 전적으로 목적으로 향한

수단으로서 이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규정된다. 이런 관념은 교설

의 외적 표현에서조차 전제되며, 적어도 암암리에 含意되어 있다

.’11) 이런 이유로 힌두철학은 ―서양적 범주를 사용하여― 종교적

성향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힌두 ‘철학’과 힌두 ‘종교’는 삶의

최고 목적을 실현함(역주: 이것이 곧 Sādhana이다)에 있어 두 측

면일 뿐이다. 사-드하나는 이상적 목표의 성취에 대한 삶의 진로

이다.

自我完成(Ātmasiddhi)의 이상

사-드하나의 목표는 많은 이름을 갖는다. 가장 기술적인(descri

ptive) 것 중 하나는 아-뜨마 싣드히(ātmasiddhi, 인간의 본성의

11) René Guéno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Hindu Doctrines.

Marco Pallio번역 (London: Luzac and Co., 1945) pp.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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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이다. 다른 것은 뿌루샤 아르타(puruṣārtha, 인간적 목적) 그

리고 욷따마 뿌루샤(uttamapuruṣa, 고귀한 인간)이다. 아-뜨마 싣

드히의 이상은 힌두이즘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생각되어 왔다. <

리그 베-다>에서 아-뜨마 싣드히는 경건한 사람, 만뜨라의 암송

과 데-와(神)들에게 버터 기름과 소-마를 바치는 제사에 충실한

사람이다. <브라-흐마나>(祭儀書)는 변화의 계기였다. 제의가 너

무 복잡하게 되어 가장이나 족장은 더 이상 의례를 수행할 수 없

었다. 올바른 제의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였다. 아-뜨마 싣드히(자

아 완성자)는 오류없이 제의를 수행할 수 있는 사제였다. 우빠니

샤드 期에 秘敎的 교설에 대한 지식이 완성의 이상에 첨가되었다.

아-뜨마 싣드히는 비밀스런 학문을 소유하고 수용할 준비가 된

제자에게 그 지식을 전할 수 있는 현자, 르쉬(ṛṣi)였다. <다르마

샤-스뜨라>(Dharma-śāstra, 法論)에서 이상적 인간은 부족의 모

임에서 의무를 짊어질 만큼 성숙한 사람, 공동체에서의 지도력에

요구되는 훈련을 겪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 즉 왕과 같은 사람이

다. 다른 시기와 맥락에선 아-뜨마 싣드히는 박띠(bhakti)人(선택

된 신성에 헌신하는 사람)이거나 드흐야-나(dhyāna)人(명상수행

의 달인) 혹은 요-가人(의지에 의해 그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통

제된 사람)이다. <바가와드 기-따->에서 완성된 사람은 확고한

지혜를 가진 사람(sthitaprajñā)이다.12) 끄리슈나에 따르면 그는

육체의 욕망을 극복하고,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며, 쾌락과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여 타인에게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이 평화

를 이룬 사람이라고 끄리슈나는 말한다.13) 근년엔 아-뜨마 싣드

히를 또 다른 방식으로 본다. 라마끄리슈나에게 그는 자신의 신에

12) Bhagavad Gītā 2.54.

13) Bhagavad Gītā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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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숭앙 속에서 신비적 忘我에 든 자이며, 오로빈도에게 그는

요가적 명상의 달인이며, 간디에게 그는 진리에 대한 흔들림없는

충성과 사회적 개선에 활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충성을

표현하는 사띠야- 그라하(眞理把持)人이며, 타고르에게 그는 본질

은 무한하나 그 현현은 유한한 至高한 인간(the Supreme Man)이

며,14) 라드하끄리쉬난에겐 자유로운 정신이다.15) 생각의 다양함에

도 불구하고 모든 견해 속에 지배적인 전제가 두 가지 있다. ⑴

아-뜨마 싣드히는 정서적 지적 정신적(spiritual) 함축을 가진 도

덕적 현상이며, ⑵ 내면으로 향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세

계와 이웃의 요구를 향하여 바깥으로 돌림으로써만 완성을 찾는

다.

완성된 인간의 정확한 속성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예를 들어 制限不二的(Viśiṣṭādvaita) 베-단-따

는 일곱가지 속성을 열거하고 있다.16)

1. viveka(오직 순수한 음식만 섭취함으로써 초래되는

마음의 淨化)

2. vimoka(모든 욕망을 떠남)

3. abhyāsa(장애없이 한 대상을 명상하는 능력)

4. kriyā(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습관)

5. kalyāna(진실을 말하는 습관)

6. anavasāda(신체적 고통에 동요되지 않음)

14) Rabindranath Tagor, The Religion of Man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31), p. 118.

15) The Philosophy of Radhakrishnan. Paul Schilpp편집 (New York:

Tudor Publishing Co., 1952), p. 65.

16) M. Rangacharlu Guru, “Visishtadvaitism: What It Teaches Us”, The

Vaishnavite, Vol..Ⅰ(1898), pp. 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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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nuddharasa(자신의 상황에 만족함)

이상이 때로는 율법주의나 영지주의(Gnosticism)로 잘못 해석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의례적 혹은 도덕적 법에 대한 복종도 아

니고 신에 대한 도취나 삶으로부터의 회피도 아니며, 신체의 살상

이나 다른 세상에 대한 몽상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살아갈

고귀한 이상을 제시하는 고양된 휴머니즘이다.

아-뜨마 싣드히는 videhamukta(離身解脫)와 jīvanmukti(生解脫)

―전자는 모든 까-르마(業)를 소멸시킨 상태에 도달한 죽음의 저

편의 존재를 가리키며, 후자는 아직 육신 속에 살아 있으나 해탈

한 존재― 두 가지로 기술되나 우리는 다만 jīvanmukti만을 고려

할 것이다. 그의 해탈은 죽을 때까지 연기되지 않는다. 그에겐 죽

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의 상태는 이슬람에서 ‘그대가 죽기

전에 죽음’이라는 말, 그리고 기독교에서 ‘오! 죽음이여, 어디에 그

대의 승리가 있는가? 오! 죽음이여, 어디에 그대의 가시가 있는

가’17)라는 말로 그 윤곽이 나타나 있다. 생해탈자에겐 삶을 위해

결정된 규칙이 없다. 일부는 활동적인 삶을 포기하며, 일부는 유

용한 봉사의 삶을 영위하며, 일부는 세상에 무관심하고, 일부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연민에 추동된다. 다른 말로 자유인의 자유의

일부는 자기자신이 되는 자유이다. 그를 속박하는 에고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는 자유롭다. 그는 다만 아-뜨만을 의식할 뿐이다.

자아의 상실이 아니라 다만 확대가 있을 뿐이다. ‘나’와 ‘그대’는

그 안에 아무 것도 상실되지 않는 포괄적 실재 가운데 녹아든다.

생해탈자에겐 더 이상 그 자신과 다른 자아 사이에 구분이 없다.

그의 가치 구분은 초시간적이다. 그의 해탈은 지금, 영원한 지금

17) I Corinthians 15:55. 교정 표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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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뫀-샤(해탈)는 지금이다. 그것은 어떤 다른 시간일 수 없다.

뫀-샤가 있는 때는 언제나 지금이다. 시간은 뫀-샤를 제한하지도

포용하지도 못한다. 그것은 언제건 인간이 준비가 된 때에 있다.

아무 것도 일어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定向

性이다. 그는 전에 단지 그였던 것을 지금은 보고 있다.

생해탈자는 선과 악을 초월한다는 믿음은 힌두들에 의해 찬양

되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한다. 라드하끄리쉬난은 그것을 이렇게

찬양한다. ‘순수하고 완성된 자는 그들 스스로가 법이다. 불완전한

자는 타인에 의해 제정되고 사회에 의해 인정된 법을 받아들여야

한다.’18) 상황을 인정하고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는 마헨드라나트

시르짜르는 이렇게 말한다. 생해탈자는 ‘덕도 부덕도 선도 악도

없다. 권리와 의무, 가치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범주들이

다. 그는 삶과 그 요구들에 대한 구경꾼이다. ... 그러나 생해탈자

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어떤 뚜렷한 법도 제정될 수 없다. 이

론적으로 그는 어떤 영향력에도 노출되어 있지 않다.’19) 라-마-누

자는 생해탈자의 개념을 거부했다. 그에 따르면 해탈자는 브라흐

만의 한 양태이나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는 모나드(단독자)

이자 브라흐만과 동등하다.20) 라-마-누자에 있어 무끄디(mukti,

해탈)는 언제나 videha(離身)이다. 해탈한 사람은 이-슈와라(主宰

神)와의 실제적인 친교의 상태 ―영혼의 생기적, 신체적 덮개(역

주: 生氣所成藏과 食所成藏)를 버리기 전엔 불가능한 상태― 로 들

어간다. R. C. 보세는 생해탈자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가혹하게

18) S. Radhakrishnan, Indian Philosophy. Vol.Ⅰ (London: Geroge Allen

and Unwin, 1923), p. 507.

19) Mahendranath Sircar, Comparative Studies in Vedāntis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7), p. 271.

20) Vedānta Sūtras 4.4.4.에 대한 그의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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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한다. ‘그 체계는 많은 상습적인 죄인에게 거짓말로부터의 도

피처임이 입증되어 왔다. 실존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피난처를

찾는 혼란스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극히 소수이며, 그릇된 희망

이라는 마취제에 의해 태연히 잠자는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다.’21) 위선을 증명한다는 것은 가장 어렵다.

어떤 경우건 보세의 비판은 과녁을 크게 벗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한 체계의 남용이 반드시 그 체계에 대한 公訴는 아니기 때문이

다. 생해탈자의 교설에 함의된 것은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반

적 도덕성의 요구와 제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가 이 도덕

성의 파괴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구속력 ―예를 들면 벌의 두려움,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망, 보상

의 희망― 의 혜택이 없이도 도덕성에 따르기 때문이다.

아-뜨마 싣드히의 이상은 세 가지 심각한 오해에 노출되어 있

다. 첫 째는 그 상태를 시간 속에 놓으면서도 그것을 시간에 묶이

운 상태로 명시하지 않는 문제이다. 그것은 시간 가운데 있을 수

도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영원한 상태이다. 이것이 生解脫과 離身解

脫 사이의 구분이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분이 과장되어선

안된다. 그것은 차라리 완성된 사람은 지상적 삶의 물리적 상태가

있고 없음에 무관심함을 나타내는 한 방법이다. 완전한 가치체험

의 질은 그것의 시간적 연장에 의존하지 않는다. 공간과 시간이라

는 제한 조건은 최고 가치에 더해지지도 않고 손상시키지도 못한

다.

두 번째 오해는 지-와로서의 완성인과 아-뜨만으로서의 완성인

사이를 엄격히 구분짓는 것이다. 완성인에 대한 언어의 대부분은

21) W. S. Urquhart에 의해 인용. The Vedānta and Modern Though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8), pp. 174-5.



힌두적 人間 ∙323

완성된 사람이 개인이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그러나 힌두적 이

상은 르네상스人의 이상이 아니다. 즉, 그는 사회적 우주적 컨텍

스트로부터 고립된 개인이 아니다. 라드하끄리쉬난은 한 때 힌두

이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예언자(prophet)로 만드는 것이라 썼

다.22) 예언자는 집단에 맞선 인간으로서 자신을 그의 사회적 환경

바깥에 설정하고서 이 외떨어진 관점으로부터 집단에 향해 비판

의 화살을 겨눈다. 반면에 힌두이즘에는 모든 힌두이즘을 不二的

베-단-따와 동일시하는 일원론적 융합의 전통이 있다. 예를 들면

베티 하이만은 ‘충분히 발전된 힌두이즘에선 해탈된 사람의 개인

적 생존을 희망한 적이 없으며, 힌두이즘은 어떤 神人의 지속적인

지지에 의존하지도 않는다.’라고 쓰고 있다.23) 하이만의 진술은 샹

까라의 베-단-따는 ‘충분히 발전된 힌두이즘’이라는 그녀의 많은

논문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가정과 일관된다. 그런 진술이 이끄는

결론은 개인적 생존이나 지지해 주는 신성에 대한 믿음은 발전의

낮은 단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완성인의 교설은 어떤 가치도 상실

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진정한 개체성은 유지된다. 인간을 서로

분리시키는 그릇된 구분은 있는 그대로 보여진다. 보편인(viśvātm

a) ―타고르가 선호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혹은 오로빈도의 용

어로 靈知人(Gnostic Being)은 물질이건 정신이건 탈피하지 않는

다. 완성자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알며, 자신을 성취한다. 그

는 인간화(humanized)된다. 타인에게 감정이입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하여 타인을 존경하고 관용하며, 돕고 사랑한다. 그는 인류화

(homonized)된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떼어 놓지 못하

는 포괄적 인간이 된다. 그는 신성화(divinized)된다. 그는 모두 가

22) S. Radhakrishnan, The Heart of Hindusthan (Madras: G. A. Nateson

and Co., 1945), p. 22.

23) Betty Heimann, op.cit.,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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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신성(Godhead)을 보며 인간 속의 신(god-in-man)을 포용한

다. 그는 브라흐만화(Brahmanized) 된다. 그가 존재와 가치의 통

일성을 직관함에 따라 신들(gods)은 사라져 버린다.

세번째 오해는 아-뜨마 싣드히를 ‘인간의 완성’으로, 아-뜨마

싣드하를 ‘완성된 사람’으로 번역함에서 일어난다. 만일 아-뜨마

싣드히가 우리가 제시한 바와 같이 힌두 사-드하나의 텔로스(목

적)라면 그것은 결코 실현될 것 같지 않은 이상이다. 왜냐하면 힌

두이즘의 문헌은 어떤 인간적 모범도 우리에게 현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사시 가운데서 완성인의 예를 발견하기를 기대

하지만, 라-마-야나와 마하-바-라따의 모든 영웅들의 도덕적 성

품에 흠이 있다. 라-마는 소문에 너무 쉽게 흔들리며, 이유없이

고집불통이며, 타인의 의무를 거드름피우며 이야기하고 그의 아버

지의 어리석은 약속을 字句 그대로 지키고자 커다란 고통을 야기

시킨다. 시-따-는 보통 남편에 대한 겸허한 순종의 모델이지만 행

동에 대한 드라우빠다가 가진 고무된 신념이 결핍되어 있다. 반면

드라우빠다는 너무 보복의 정서에 사로 잡혀 있다. 유드히슈티라

는 그의 스승의 죽음을 초래하고자 완전한 거짓말을 한다. 브히-

마는 공정한 싸움의 기본 룰들을 어긴 반측에 의해 두르요-드하

나를 죽인다. 아르주나는 브히-슈마가 싸우려하지 않는 한 무기력

한 전사의 뒤에 숨어서 브히-슈마를 쏘아 죽인다. 매우 기이하게

도 비열한 까우라와(꾸루의 백왕자)의 할아버지인 브히-슈마가

양 서사시의 어떤 인물보다도 완성인에 가깝다. 마하-바-라따의

장황한 도덕화도 그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늙은

아버지의 변덕을 만족시키고자 결혼과 왕좌도 포기한다. 영웅적인

빤-다와(빤두의 5형제)의 이상스럽게도 반영웅적인 성격과 일부

까우라와의 영웅적 품성 때문에 아돌프 홀츠만은 원래의 마하-바

-라따는 까우라와를 칭송하였으나 후대에 끄리슈나라는 인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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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면서 변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E. 워쉬번 홉킨스가 ‘뒤집

은 학설’(Inversion Theory)이라고 부른 이 이론은 이 서서시가

A.D. 4세기 보다 7세기 전에 현재의 형태로 있었다는 것이 금석

학적 증거로부터 명백해지자 철회되었다.24)

아-뜨마 싣드히의 이상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은 힌두이즘에

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이상은 이상으로 남아 있다. 그것은 현

존재(being)를 넘어선 것이지만 상상을 넘어선 것은 아니다. 인간

의 가능태(potentiality)는 그의 현실태(actuality)를 초과한다. 그

는 결코 그가 현재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니다. 이것을 다

른 형태로 진술하면 만일 인간이 가능한 것을 실현하게 되면 그

는 인간이기를 그친다. 인간으로서의 그의 존재(being)란 영원한

生成(becoming, 됨)이다. 인간이란 인간으로서의 그의 지위 이상

으로 ‘됨’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있음’이다. 완성된 인간은 인간 이

상이다. 끄리슈나는 이렇게 읊었다.

탐욕과 두려움과 분노로부터 벗어나 나로 이루어지고, 나에게 귀

의하며, 지혜의 불로 정화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존재(지위)에 이르

렀도다.25)

만일 힌두이즘에 hybris(역주: 오만함, 모욕, 재앙 등을 뜻하는

희랍어. 여기선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려는 오만 때문에 지식의 열매를 먹은 후 에덴동산에

서 추방당한 재난을 뜻하는 듯하다) 라는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오만함이 아니라 신적 지위에 이를 수 있는 존재인 인간

24) V. S. Sukthankar, On the Meaning of the Mahābhārata (Bombay: The

Asiatic Society of Bombay, 1947), pp. 13-5.

25) Bhagavad Gītā. 4.10. Franklin Edgerton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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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한 신들의 질투일 것이다. 신은 신이지만 인간은 인간 이상

인 것이다!

힌두 사-드하나의 목표인 아-뜨마 싣드히(자아실현)는 ‘완성된

인간’(Perfected Man)이 아니라 ‘완성되는 인간’(Perfecting Man)

임이 밝혀졌다. 힌두이즘은 인간이 완전하기를 요구하는 Donatis

m(증여주의, 역주: 역자가 추측컨대 인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 예수가 생명을 희생한 것을 염두에 둔 말 같다)이 아니라 개인

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인간의 삶을 개선의 방향으로 이끄는

데 관심을 갖는다. 라드하까말 무께르지는 ‘개인의 완성의 목적은

완전하고 균형잡히고 실제적인 문화집단의 목적과 같다. 그것은

곧 보편적 자아와 보편적 공동체의 실현이다.’26) 다시 말하자면

완성의 개인에 대한 관계는 문화의 집단에 대한 관계와 같아 ‘있

음’의 상태라기보다 ‘됨’의 과정이다. 사회가 ‘문화화’(culturing)를

추구하듯이 개인은 ‘완성됨’(perfecting)을 추구한다. 하이만은 힌

두이즘의 완성주의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 ‘최종적 목표로서

의 완성이라는 이상은 서양적 가정이지 인도적인 것은 아니다. 서

양은 결과에 대해 생각하며, 궁극적으로 도달되고 성취될 수 있는

사실들을 믿는다. ... 서양적 이상은 한정과 선택에 의해서만 완수

될 수 있는 뚜렷한 목적의 성취, 완성에 머물러 있다. 목적, 이상

은 그 완성된 개체성에 있어서 정적이고 변화가 없는 것이다. 반

면에 인도인은 정적인 목적에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 인도인에

겐 개인적 완성 가운데서의, 즉 별개의 단일한 생존 속에서의 안

주처란 없다. 발전의 목적이란 모든 현상이 최종적으로 다시 흐르

고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대양’이라는 커다란 容器, 즉 브라흐

26) Radhakamal Mukerjee, The Culture and Art of India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58),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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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다. 그것은 그로부터 모든 형상이 전개되고 그 안으로 그 모

두가 마침내 재흡수되는 우주적인 저수지이다.‘27)

뫀-샤 혹은 무끄띠(해탈)는 하나의 과정이다. 힌두이즘을 이해

함에 있어 서양인들이 겪는 어려움의 일부는 서양적 본질주의(ess

entialism)의 정적인 범주들이 인도사상의 역동적 성격을 놓쳐버

린다는 사실에 뿌리박고 있다. 힌두의 구원론은 점진적이다. 속죄

가 역사적 사건에 뿌리박고 있는 기독교는 구원이 이미 완수된

실재인가 아니면 구원적 과정 속에서 돕기 위한 초대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당혹해 하고 있다. 단 하나의 역사적 구원론적 사건도

갖지 않는 힌두이즘은 구원을 과정으로 만드는데 어려움이 덜 하

다. 각 개인의 삶은 진화이며 진보의 길(pravṛtti mārga)이다. 알

버트 슈바이처는 윤리를 ‘자신의 삶을 더욱더 정신(spirit, 역주: m

ind는 ‘마음’으로 spirit는 ‘정신’으로 구분짓는 것이 합당하다) 가

운데 최고의 수준에서 유지함’이라고28) 생각했지만 인도사상을

‘세계와 삶의 부정’이라고 보는 그의 신념 때문에 힌두이즘이 얼

마나 그 자신의 정의에 접근해 있는가를 지각할 수 없었다.

힌두이즘은 모색이고 노력이고 추구이다. 마하-바-라따에 따르

면 不死란 ‘브라흐만의 추구 혹은 자아인식’29)이다. 완성에로의 노

정은 영원히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약속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

망을 낳아선 안된다. M. 히리야나는 한 때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일부 인도사상가들은 생해탈이라는 삶의 목표가

27) Betty Heimanm, op.cit., pp. 142-3.

28) Albert Schweitzer, Indian Thought and Its Development. Mrs.

Charles E. B. Russell번역 (Boston: The Beacon Press, 1936), p. 260.

29) Udyoga parva, Section 42. The Mahabharata, Vol. Ⅳ. P. C. Roy편

집 (Calcutta: Oriental Publishing Co., 연도미상), p. 96 (Udyoga

Par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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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상에서 도달될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죽음 이후 미래에 실현된다고 본다. 만일 내

가 개인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결론을 짓는다면, 최고의 가치가 달

성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것이 달성되지 않으며 인간의 이상은 언제나 그가 실제로 잡을

수 있는 것보다 지나치다는 것을 인정할 지 모른다. 진정으로 중

요한 것은 그것(최고 가치)을 추구되어야 할 이상으로서 신중히

선택한 후에 그것을 향해 끈질기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30)

완성인이란 앞을 향해 바라보는 열성을 가진 사람이다. 고대 그

리스인들은 매사에 중용을 충고하는 반면, 인도인들은 하나 하나

의 관념, 가치, 마-르가(道)를 오로빈도가 ‘a fine excess’(멋진 지

나침)라고 부른 것에로 밀어붙임으로써 그로부터 충분한 값어치

를 끌어내고자 한다. 그는 모든 활동에서 공통된 ‘인도적 심성의

성향은 각각의 모티브를, 각개로 분화된 정신적 지적 윤리적 생명

적 모티브를 극한점까지 추구하여 최대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

려는 충동이다’라고 말한다.31) 자기 주장을 왕위에 만족하지 못하

는 데까지 밀어붙이며(역주: 석존이 왕위를 버리고 출가수행하는

것을 가리킴), 자기 부정을 옷을 버리고 벌거숭이로 만족하는 데

까지 밀어붙인다(역주: 자이나교의 디감바라파에서 무소유의 계를

지키고자 옷을 입지 않는 것을 가리킴).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

다. 극단 가운데서도 인도인들은 얼마간의 조화와 균형을 가져 올

규칙을 찾기 때문이다. 석존이 이 실존적 변증법의 고전적 예이

30) Mysore Hiriyanna, The Quest after Perfection (Mysore: Kavyalaya

Publishers. 1952), p. 35.

31) Aurobindo, The Renaissance in India (Calcutta: Arya Publishing

House, 1946),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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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젊은 왕자로서 그는 한 해의 각 계절에 따라 세 개의 궁전에

서 살았다. 하인들, 후궁들, 그리고 지나치게 사랑을 쏟는 아버지

는 언제건 그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이

런 생활양식을 버렸을 때 그는 머리로부터 머리카락을 잡아 뽑고

왕족의 옷을 그가 만난 첫 번째 걸인의 옷과 바꿔입고서 마침내

는 전설에 따르면 식사량을 하루 몇 톨의 곡식으로 줄였다. 깨달

은 이후 그는 쾌락과 고행의 극단을 피한 중도를 가르쳤다. 인도

인은 되돌아서 모든 구분을 부정하기 위해 구분을 짓는다. 다시

오로빈도의 말을 인용해 보자. ‘희랍인이 자기 제한에 의해 도달

한 균형과 리듬을 인도는 지적 윤리적 심미적 질서의 감각과 그

리고 그 마음과 삶의 종합적 충동에 의해 도달했다.’32) 께삽 찬드

라 센의 삶은 ‘멋진 지나침’의 좋은 예이다. 그가 죽기 이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열정의 가르침에 편파적이다. 나에겐 불 위

에 있는 상태가 구원이다. ... 나의 마음에 차가움과 지옥은 언제

나 같은 것이었다. 나 자신의 삶이나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둘레에

나는 항상 열정의 불꽃을 계속 태웠다.’33) P. C. 무줌다르는 이렇

게 말한다. ‘브라흐모 사마-즈의 전체 모임은 그의(K. C. 센) 시절

에 과도하게 열정적이었다. 그의 제자들은 지적으로는 그다지 뛰

어나지 못했으나 모종의 정서, 강력한 열정에 있어 두드러졌으며,

그의 본성 가운데 최선의 충동들이 항상 타올랐다.’34)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데벤드라나트 타고르(역주: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아버지)는 ‘신은 그의 무한한 작업의 어느 부분이 개인들에 의해

수행되는가를 계산하지 않는다.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남

32) Ibid., p. 23.

33) P. C. Mozoomdar, Keshup Chunder Sen and His Times (Calcutta:

Baptist Mission Press, 1887), pp. 14-5.

34) Ibid.,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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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없이 사용하게 하라. 이것이 신의 법령이다.’라고 썼다.35)

아-뜨마 싣드히는 도달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계획적인 목표,

운동을 위한 방침(혹은 방향)이다. ‘완성되어 가는 인간’(the Perfe

cting Man)은 도달되는 실재(현실)이며, ‘완성된 인간’(the Perfect

ed Man)은 닥아갈 이상이다. 목적은 언제나 뒤로 물러서는 완성

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다. 아이따레-야 우빠니샤드에

따르면 ‘그(인간)가 도달한 것이 무엇이든 그는 그것을 넘어가고

자 원한다. 만일 그가 하늘에 이르렀다면 그는 그것을 넘어가고자

한다. 만일 그가 천상세계에 도달했다면 그는 그것을 넘어가고자

한다.’36) 간디도 또한 이런 사상을 표현했다. ‘목표는 언제나 우리

로부터 물러선다. 진보가 클수록 자신이 보잘 것 없다는 의식도

더 커진다. 만족은 달성이 아니라 노력 가운데 있는 것이다. 완전

한 노력이 곧 완전한 승리이다.’37) 다른 계기에 간디는 인간을 ‘완

성에로 순례를 시작한 영적 단위’로 기술했다.38) 힌두이즘은 인간

을 최고의 진리와 가장 깊은 가치들을 알고 그에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로 찬미한다. 마하-바-라따에서 죽어가는 브히-슈마는 마침

내 모든 우빠니샤드들을 초월한 우빠니샤드(비밀스런 가르침)를

열어보인다. ‘이것은 비밀스럽고 드높은 교설이다. 우주에서 인간

보다도 더 높은 존재는 아무 것도 없다,’39)라고. 라-마-야나에서

뚤시다르는 ‘라-마의 신봉자들이 라-마보다도 더 위대하다.’라고

35) The Autobiography of Maharashi Devendranath Tagore (Calcutta:

S.K. Lahiri and Co., 1909), p. 193.

36) Aitareya Āraṇyaka. 2. .3. 1. 2. F. Max Müller번역.

37) Selections from Gandhi. Nirmal Kumar Bose편집 (Ahmedabad:

Nirajivan Publishing House, 1965), p. 45.

38) R. R. Daiwakar에 의해 인용, Gandhi: A Practical Philosopher

(Bombay: Bharatiya Vidya Bhavan, 1965), p. 45.

39) Śanti Parva, Section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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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40) 힌두이즘에서 진정한 무신론은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갖

지 않는 것이다.

요-가의 길

사-드하나로서의 힌두이즘은 아-뜨마 싣드히의 이상을 설정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이상을 성취하는 방법도 제시한다. 이것이 ‘요-

가’라는 용어로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요-가는 너무도 심하게 곡

해되어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요-가는 몸동작이

나 특별한 호흡, 이상스런 음식, 혹은 요-가와 흔히 연합된 다른

특성과 연루될 필요는 없다. 요-가는 차라리 인간적 정상적 그리

고 목적적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

째 요-가는 인간적 활동이다. 인간보다 하등의 어떤 동물들도 그

것에 몰두할 수 없다. 요-가를 수행하는 신들에 관한 모든 신화는

유비적(類比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요-가는 정상적

인 활동이다. 우리는 하루 중 특정 시간과 특정 행위 양식을 특별

히 요-가적인 것으로 따로 구분지을 수 있겠지만, 최종적 분석에

서 이른 바 이들 요-가적 행위는 비요-가적인 행위와 명백히 같은

것이다. 세 번째로 요-가는 목적적(telic) 활동이다. 즉, 특정한 목

적이나 목표를 위해 수행되는 활동이다. 이 목표는 전체 인간적

사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요-가를 인간적 활동과 동일화함은 요-가가 특히 인간의 활동

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이다. 아리스토틀은 인간의 육체적 활동을

40) Dohāvalī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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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유형 즉, 식물과 같은 것 동물과 같은 것 인간 특유의 것으로

나누었다. 각각의 인간은 식물적, 혹은 동물적, 혹은 인간적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 삶을 산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오직 식물이

될 수 있거나 오직 동물이 될 수 있거나 혹은 오직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개개인은 실존적으로 셋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강조함을 뜻한다. 그의 삶의 가치들이 음식과 성 ―아리스토틀에

따르면 영양섭취적 재생산적 영혼(psyche)― 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식물적 인간’이다 이것은 미각이나 성적 활동의 향수를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틀은 퓨리탄이 아니었다― 이러

한 활동들은 필요한 것이긴 하나 인간으로서 충분한 활동이 아님

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두 번째로 삶의 가치들이 신체적 움

직임에 뿌리를 두고, 사냥과 추격을 즐기고, 참여자나 구경꾼으로

서 게임(운동경기)에 가며, 음악이나 예술에서 소리와 색깔을 감

상하는 사람을 아리스토틀은 ‘동물적 인간’으로 불렀다. 그의 삶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물의 삶에 비유되며, 뿌리를 땅에 고정시킨

식물의 삶과 대조된다. 세 번째 종류의 인간은 최고의 가치를 이

성적 삶에 두는 개인이다. 그의 영혼은 영양적이거나 감각적이라

기 보다 이성적이다. 그는 ‘이성적 인간’이다. 아리스토틀은 그의

전형적인 현실적 태도로써 개인들은 영양적 재생산적 감각적 행

위에 종사해야만 함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자신을 이런 행위양식

에만 한정짓는 사람은 인간 이하라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틀에게

육체노동자는 노예였으며,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살아 있는 도구

였다. 활발한 사유와 명상의 삶이 진정한 인간적 삶이다. 아리스

토틀이 자기의 신의 삶을 묘사하고자 할 때 신은 인간이 가끔 그

렇듯이 항상 좋은 상태에 있다. 즉, 신은 영원히 최고의 가치와 근

본적인 실재들을 명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간은 단지 드물게 또

불완전하게만 그렇게 한다. 아리스토틀의 말은 이와 같이 아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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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비춰 주고 있다. 신적인 삶은 ‘우리가 즐기는, 잠깐 동안 즐기

는 최선의 것과 같은 삶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최선의 것을

다루는’ 사유이다. 그것은 ‘가장 유쾌하고 최선의 것’에 대한 명상

이다.41) 아리스토틀은 이 최고의 활동의 본성을 ‘그것은 사유에

대한 사유로서의 사유이다’라고 분석하였다.42) 이것을 獨我論(soli

psism)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은 심오한 통찰을 부조리하게 만

드는 것이다. 완전하게 인간적인 행동, 그러므로 이 희랍의 위대

한 휴머니스트로서 신적인 행위는 자각(self-awareness)의 행동이

다.

요-가는 인간적 활동 특별히 인간적 활동이다. 그것은 인간 이

하의 삶에 의해선 수행될 수 없는 행위형태이며, 인간이 그 가운

데서 자기를 각성하게 되는 행동형태이다. 요-가는 인간이 인간으

로서의 자기 본성에로 깨어나는 것이다. 인간은 영양섭취와 재생

산에 의존함에 있어 식물과 같으며, 신체적 활동과 감각적 삶에

있어선 동물과 같다. 그는 식물이면서 동물이다. 그러나 그는 단

지 식물과 동물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식물과 동물임

을 자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의 식물같고 동물같은 본성과 활동

을 각성함으로써 그는 식물과 동물 이상이 된다. 식물이나 동물이

라고 아는 식물이나 동물은 단지 식물이나 동물만은 아니다. 인간

은 그런 존재이다. 자각은 그의 축복이자 그의 저주이다. 자각은

그 가운데서 그가 자신의 외적 환경에 포로가 아니라는 점에서

축복이며, 그 가운데서 자신이 실현시킬 수 없는 가능태의 완성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저주이다. 인간은 지상에 묶이운 자로서 불가

능한 것을 꿈꾸는 지상에 묶이운 존재이다.

41) Metaphysics 1072 b. 15, 17, 23. W. D Ross번역.

42) Metaphysics 1074 b.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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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 활동으로서의 요-가는 인간이 자신을 인간으로서 각성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그의 식물과 동물적 본성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그의 삶의 필요조건을 초월하는 자아를 보는 것이며,

個我를 초월하는 자아, 국적과 종족과 종교의 구분을 초월하는 자

아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요-가적 행위를 확인가능한 특별한 행

동으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요-가적 활동은 인간의 일

상적 행위의 어느 것보다 우월하다는 식으로 요-가를 찬양하지

않는다. 요-가는 아주 평범한 인간적 활동이다. 어떤 인간적 행동

도 요-가적일 수 있다.

요-가는 정상적 활동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요-기(요-가 수

행자)라고 알려지면 일반적인 생각은 그가 특별하고 심지어는 괴

상한 짓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리를 고통스런 위치에 놓는가?

그는 호흡을 오랜 시간 동안 멈추는가? 그는 눈이 거의 멀 정도로

태양을 주시하는가? 그는 이상스런 음식을 먹고 이상스런 음료를

마시는가? 이런 관념에 대해 부분적으로 힌두들이 비난받아야 한

다. 빠딴잘리로부터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힌두 요가교사들은 이런

것들에 관해 많이 말해 왔다. 보통사람들이 자세와 호흡과 음식이

극히 중요하다고 믿는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만일 半跏趺

坐가 좋으면 結跏趺坐는 두 배 좋다! 들숨과 날숨을 8～16번 연속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땐 아마도 10～30번 연속적으

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만일 야채와 우유 다이어트가 좋으면 채

식 다이어트는 더욱 좋을 것이다! 힌두 요-기들과 인도애호가들의

저작 속에는 얼마나 자주 수단과 목적이, 기교와 그 결과가, 부수

적인 것과 일차적인 것이 혼동되는가.

불교도(특히 선불교도)가 요-가에 관해 훨씬 더 바르다. 그들은

요-가의 평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역사적 공안과 문답은 차

한 잔을 마시기, 식사하기, 설거지하기, 식물을 재배하기, 나무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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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옷 수선하기, 음악을 만들기, 담소 나누기 등 사람들의 일상적

활동에 대한 강조로 가득하다. 이것들이 바로 요-가적 행위들이

다. 요-가적 행동을 하기 위해 삶의 정상적 일과에서 일탈하지 않

는다. 이것은 아무 때나 아무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요-가적

행동임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행동 속에서 ‘향이

옷에 밴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행위는 끝난 다음에 잊혀진다. 1965년 10월 15일 오전 10시에 당

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을 것

이다. 대부분에게 그 순간은 가 버렸고 되가져 올 수 없기 때문이

다. 그 향기는 옷에 배지 않았다. 다른 한편, 몇 년 전의 사소하게

여겨지는 사건이, 단지 커다란 결과를 가져온 사건들 뿐 아니라

유쾌한 만남에 지나지 않는 사건들도 어떤 이유로 마음 속에 머

물러 있다가 회상되기도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종류

의 꽃과, 아니면 특별한 색조와 혹은 아리아의 한 구절과 유쾌한

만남을 맞지만 그런 만남을 만들어 냈던 원래의 것은 완전히 잃

어버리는가. 향내음이 옷에 배며, 사건은 그 자국을 남기나, 사건

그 자체는 과거의 망각의 구렁 속에 감추어진다.

요-가적 행위는 그것이 나타날 당시엔 어떤 뚜렷한 자국을 가

질 필요도 없고 아마도 갖지도 않았다. 요-가적 사건은 모두 회색

이며 조명등의 색깔을 갖지 않는다. 표면상으론 그 행위는 매우

평범해 보인다. 요-가는 한 모통이에서, 버스 속에서, 기차역에서,

공항에서 할 수도 있다. 요-가적 행위는 사적이건 공적이건 겉으

로 비요-가적 행위와 차이가 없는 보통의 행동이다. 두 사람이 식

당에서 식사를 한다. 김씨가 들어와서, 주문하고, 먹고, 지불하고,

떠난다. 박씨도 들어와서 주문하고, 먹고, 지불하고, 떠난다. 김씨

에겐 일련의 사건들이 거의 자동적이다. 그것들은 다시는 결코 의

식에 떠오르지 않는 그의 역사적 자아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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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에겐 일련의 사건들이 요-가적인 그러한 의미와 중요성을 갖

는다.

요-가적 활동은 목표추구적 활동이지만 모든 목표추구적 활동

이 요-가적인 것은 아니다. 요-가에 연류된 특별한 텔로스(목적)

가 있으며 이것은 독특하게 인간적인 목표이다. 인간의 독자성을

기술하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인간은 ‘시간을 묶는 자’(time-bin

der), ‘자각적 존재’, ‘의식적인 육체(흙)’, ‘신에 취한 자’로 불리운

다. 힌두이즘에 따르면 인간은 무한을 추구하는 유한자, 완전함을

동경하는 불완전자, 완성을 탐구하는 미완성자이다.

힌두이즘은 인간의 독특성(uniqueness)을 파악한다. 힌두이즘에

따르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오직 인간이기 때문에 유니크하

며, 사-드하나에 몰두한다. 사-드하나는 인간 속에 잠재된 가능성

들의 완성을 추구하는데 연관된 행동들, 사상들, 의지 그리고 감

정을 모두 포괄한다. 인간은 그의 목표(도달점)가 그가 실제로 붙

잡은 것을 초과하는 존재이다. 그 안에는 모든 실재가 초점이 된

다. 그는 全 가치-실재 복합의 성장하는 끝머리(역주: 식물이 성

장할 때 그 끝머리에서 새 순이 돋듯이)이다. 인간의 텔로스 ―그

것을 향해 그가 무의식적으로 이동하는 목표― 는 sat-cit-ānanda,

즉 존재, 의식, 그리고 가치의 통합이다. 힌두이즘에 따르면 인간

은 네 가지 방식 혹은 마-르가(길) 가운데서 이 텔로스와 관련한

다. 즉 ⑴ 그는 그것을 지적으로 명료히 한다(jñāna mārga), ⑵

그는 그것을 정서적으로 느낀다(bhakti mārga), ⑶ 그는 외적으로

그에 힘쓴다(karma yoga), ⑷ 그는 그것의 실현을 위해 의지로써

수련한다(yoga mārga). 네 마-르가는 목록이 시사하듯이 분리된

혹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요-가 마르가는 다른 마-

르가들로부터 고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고, 느낌, 의지

그리고 행동 모두를 가리키며, 인간의 가능성들의 완전한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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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기 때문이다(역주: 넓은 의미에서의 요-가는 나머지 모두를

포함한다. 그래서 jñānayoga, bhaktiyoga, karmayoga, rājayoga)

로 부르기도 한다). 그것은 의식의 수준으로 오른 우주적, 유기적

진화이다. 각 개인 속에 우주의 복수적 현현이 목격되며, 각자 가

운데 통합적 가능성들이 성취된다. 아무도 무엇이 요-가이고 요-

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각자는 <기-따->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의무(svadharma)를 해야만 한다.

요-가적 행위는 의식적으로 목적적(telic)인 것이 아닐 수도 있

다. 계획되지 않은 행위가 자아실현에의 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요-가적 행위들은 개인의 마음과 정서에 의해 계획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요-가행자는 비정상적인

기인이 아니다. 그는 인간이라는 것(being human)의 의미와 가치

를 이해하는 인간(human being)이다. 그는 우주적 힘이 인간을

진화시킨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그는 까르마의 힘을 통해

자신이 인류의 한 성원으로 된 것을 어렴풋이 파악한다. 요-가적

인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human person)이다. 비요-가적인 사람

은 잠자는 개체, 그의 자각이 하등 동물의 자각보다 조금 더 발전

된 듯한 남녀들이다. 그들은 日과 月과 年을 헤아리지만 그런 세

월의 흐름 속에 어떤 의미도 알지 못하며, 인간적 상황에 거의 맹

목적인 채로 지상의 순례의 끝에 이른다. 요-가적인 사람들은 그

들의 본성과 자아각성이 가능한 생명체로 허용된 기회에 대해 깨

어 있다. 그들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발견했고, 인간완성의 신성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요-가적인 사람은 까우샬라(Kauśala,

기술, 영민함, 경험)를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인간됨의 예술에 숙

달되어 있다. 그들은 죽음을 수단으로 하여 不死를, 불완전을 수단

으로 하여 완전을, 육체를 수단으로 정신을, 인간성을 수단으로

신성을 추구한다. 그들은 우리가 신화학적으로 ‘신’(God)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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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실재와 가치의 역동적 통합과의 조화 속에서 자아지향적(sel

f-directed) 진화에 의해 그들 자신과 그들의 사회를 변형시키고

자 모색한다.

막스 이스트만은 그의 논문인 ‘시적 인간’에서 인류를 詩的인

사람과 非詩的인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적인 사람

은 강을 건너는 연락선 갑판에 나와서 가는 사람이며, 비시적인

사람은 아래에 머무는 사람이다. 시적인 사람은 여행을 즐기고자

원하며, 비시적인 사람은 단지 저편 언덕에 도달하기만을 원한다.

요-가적 사람은 분명히 시적인 사람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석을 더욱 밀고 나아갈 수 있다. 조셉 캠프벨은 시적인 사람을

세 부류, 즉 ⑴ 그로 인해 시가 설익어 버리는 사람, ⑵ 그로 인해

시가 너무 구워지는 사람, ⑶ 그로 인해 시가 죽어버리는 사람으

로 나뉘어 질 수 있다고 말한다.43) ‘설익은 시’(poetry underdone)

는 개인적 기쁨, 놀라움, 혹은 고뇌의 변덕 가운데서 행복하게 쉬

는 감상주의자를 가리킨다. ‘너무 구워진 시’(poetry overdone)는

시적 비젼을 구원의 메세지로 바꾸는 예언자를 가리킨다. 그들은

숭배자들을 만들며, 타인의 삶 속에 그들 자신을 복제시키고자 한

다. ‘죽어버린 시’(poetry done to death)는 시적 비젼을 진부한 상

투구로 만드는 사제를 가리킨다. 그들은 원래의 비젼을 제도화하

고 신조화하고 마침내는 화석화한다. 시인은 원래의 비젼의 신선

함을 보존하고자 하나 그것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예언자와 사제

는 비젼을 이용하고자 하나 그들은 그 생명력을 파괴하며 마침내

는 그것을 살해해 버린다. 요-가적 인간은 네 번째 범주에 속한

다. 그들은 시인도 아니고 예언자도 사제도 아니다 그들은 비젼을

43) Joseph Campbell, The Masks of God: Occidental Mythology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4), p.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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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면서도 그것을 살해하지는 않는다. 시적인 인간은 과정의

인간이다. 그의 텔로스는 도달이라기보다 성장이다. 그는 언제나

途上에 있다. 그의 상태는 ‘됨’(becoming)의 상태이다. 그는 나그

네(mārgayāta)이다. 요-가적 인간은 인간의 영광이 성취에 있지

않고 그의 염원에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그 안에서 시는 설익지

도, 너무 구워지지도, 죽어버리지도 않는다. 그것은 되어진다(bein

g done).

힌두는 요-가적 수단에 의해 아-뜨마 싣드히(자아성취)를 추구

하는 사-드하나를 특징으로 한다. 그는 단편화로부터 통합(integra

tion)에로, 분열로부터 통일(unity)에로, 부분으로부터 전체에로

총괄적인 영적 진화를 발견한다. 그러나 그는 성장을 위한 선택된

길을 경유하여 인간적 가능성의 완전한 실현을 향해 이 느린 진

화적 발전을 우회해 간다. ‘저를 비실재로부터 실재로, 어두움으로

부터 광명으로, 죽음으로부터 不死로 인도하옵소서’(역주: asato

mā sad gamaya, tamaso mā jyotir gamaya, mṛtyor māmṛtaṃ ga

maya. Bṛhad. Up. Ⅰ.3.28)라는 그의 기도는 그의 사-드하나의 방

향을 요약한 것이다. 힌두적 인간이란 자각의 인간이다. 그는 진

정으로 인간이 되기를 의식적으로 모색하고 있는(questing) 인간

이다. 다른 문화들도 여러 가지 정도에서 인간이 그 가능성을 현

실화하기를 격력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완성에 대한 그 오롯한 헌

신에 있어 힌두이즘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역주: 이 말은 불교에

도 그대로 적용된다. 넓은 의미에서의 힌두이즘은 자이니즘, 붇드

히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