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뚤씨는 單一神敎주의자로서 라마를 비쉬누의 화신으로 기술하여 유

일한 존재로 간주한 것이다. 그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인식했다.

당시 현세의 실상을 보고 느낀 비통한 의분심을 간직한 가운데 불이

일원론과 한정불이론 등의 철학을 독자적으로 이해하여 조화론적 논

증을 펴고 있다.

그는 행위(karma), 지식(jñāna)와 신애(bhakti)라는 3가지 요소들의

조화에 역점을 둔 것이다. 신애가 없는 마음은 순수하지 못하고, 번뇌

의 심정에 지식과 신애가 있을 리가 없으며, 사회제도에 대한 덕행도

필연적이라 한 것이다. 이 중에 지식과 신애가 해탈의 수단이 되고,

여타의 행위, 평정, 명상도 해탈에 이르게 하는 수단의 범주에 넣고

있다. 쌍캬요가와 샹까라 베단따에서 지식을 그 우위에 둔 반면에 베

쉬나바(Vaishnava)의 추종자들은 신애를 더 따른 것이다. 뚤씨다쓰는

위의 이론을 조화시켜서 감성적 자각의 신애와 지식에 대한 애정을

최상의 것으로 본 것이다.

Ⅰ. 들어가는 말

뚤씨다쓰는 그의 찬가를 일상생활과 연관시켜서 생생한 삶에

대한 기술을 통하여 창작한 작품이므로 그의 시가(詩歌)인 찬가를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徐幸正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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뚤씨의 생애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것은 인도인들에게 현세를 떠

나 종교에 몰입한 가운데서도 현실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해 준 것이다. 그는 신애 사상(信愛思想)을 인도의 안녕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한 것이다. 인도 사상이나 문학의 영역

에서 그는 대단한 업적을 쌓았고, 특히 그의 람짜리뜨마나쓰는 불

후의 명작이고 시가(詩歌)로서 우뚝 서 있다.

인도는 Tulsi가 활동하고 있을 무렵에 이교도(異敎徒) 무슬림의

통치하에 있었다. 뚤씨의 출생 연대(年代)가 불투명하여 학자들간

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의 출생은 1523년이나 1527년으로 보

고 있으며, 1623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의 작품은 157

4년에 저술된 것이다.1) 그는 당시의 비참한 양상2)을 그의 작품 R

amacaritamanas에 악(惡)의 표상으로 묘사된 Rāvaṇa를 무갈제국

의 왕으로 상징한 것이다. Rāvaṇa는 Laṇka의 왕이고 신이었는데

그가 인도의 본토에 들어와 저질렀던 사건들을 무갈제국의 통치

하에서 벌어졌던 것들에 비유하여 그 당시 사회의 비극적인 양상

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다. Rāvaṇa는 수행자들이 음영(吟詠)하고,

명상(瞑想)하고, 자제(自制)하고, 고행과 봉헌(奉獻)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파괴하곤 하여 그를 마왕(魔王)이라 칭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비행(非行) 때문에 법도(法道)를 들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3) 그는 Veda와 Purāṇa(傳乘書)를 음영하는 사람까지도 박

해하고 추방한 것이다.4) 악마들은 말로 표현하기조차 거북한 비

행들을 저지르고, 폭력적 비행의 한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랑

자로 떠돌면서 도둑질과 도박을 일삼고 행하여 남의 재물과 여자

1) Love of God and Social Duty in the Ramacaritamanas, pp. 7-9.

2) 그는 무갈제국의 최절정기에 통치했던 Humayun 왕조(1523-1556), Akbar

왕조(1556-1605)와 Jahangir 왕조(1605-1628) 시대를 두루 거치면서 그

당시 양상을 몸소 목격하고 체험하였다.

3) RCM Ⅰ.183

barani na jāi anīti ghora nisācara jo karahĩ,

hĩsā para ati prīti tinha ke pāpani kavani miti.

4) ibid., Ⅰ.182-ch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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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탐내고, 부모와 신들 까지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을 악마라 지

칭한 것이다.5) 그 당시에 종교와 신앙이 퇴락하였으므로 범지(梵

智 Brahmā Jñāna)를 교설하는 사람들조차도 경전에 대한 이해력

이 둔해졌음을 시사한 것이다.6) 이것은 힌두교도들이 300 여년동

안이나 이교도(異敎徒)들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뚤씨다쓰의

시대 상항에 비추어서 그들의 신앙심이 많이 식었음을 상징적으

로 나타낸 것이다. 그의 Kavitavalī에서 봉헌(dāna), 자비(dayā),

종교의식(yajña)과 행위(karma) 등은 Artha(利)에 속해 있으므로

그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각기관의 제어력이 힘들다는 것을 묘

사했다.7) 뚤씨는 Rāvaṇa 마왕(魔王)을 악의 상징으로 나타내어

인도현실의 실상을 묘사하여 비판적 시각을 표현한 것이다. 그는

Rāma를 향한 신앙심을 갖게한 교리를 듣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정도(正道)라는 것을 강조한다.8)

뚤씨는 지도(知道), 행도(行道)와 신애도(信愛道)를 주창했는데

그 중에서도 신애도(信愛道 Bhakti-mārga)를 왕도(王道)로 부를

만큼 중요시한 것이다. 신애도를 논하기 위하여 따로 신애경전(bh

akti-mārga)을 저술하지 않고, 그의 시가집(詩歌集)을 통하여 신

애 사상을 인도인들에게 소개하여 감동적 깨닫게 한 것이다. 라마

짜리따마나쓰의 시가집 전체에 흐름은 선(善)의 상징인 Rāma의

품성과 Rāma를 향한 신앙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시가(詩歌)는

Rāma의 명망(名望)이 가득한 강물처럼 흘러넘쳐 환희의 분수인

Sarju강(江)(Ayodhya의 근교에 있는 강)과 같고, 현세적으로 신성

한 것으로 아름다운 강변들을 나타내며, 신성한 강물에 비유된 양

쪽 강변에 있는 나무와 뿌리가 같이 Kali 시대(=현세)의 불순물을

씻어내는 것이라는 것이다.9) 이와 같이 그는 Sarju 강에 비유하여

5) ibid., Ⅰ.183.1-2

6) ibid., Ⅶ.99.ka

7) K Ⅷ. 87.

8) VP 173.5.

9) RCM Ⅰ. 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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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상황과 신애정신을 기술한 것이다.

Tusidas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는 인생의 지고한 대상들인

법(法 Dharma), 이(利 Artha), 애(愛 Kāma)와 해탈(解脫 Mokṣa)

보다도 Rāma를 더 경애하고 신봉(信奉)하며, Sīta와 Rāma에게 봉

헌하고, 그의 은총을 받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한 것이다.10)

이러한 신애(bhakti)를 통하여 받은 Rāma의 은총으로 지혜롭게

되고, 성냄, 욕심, 탐심, 자만과 착각 등의 모든 것이 지멸되고, 신

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환술(幻術)에 매료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11) 신의 은총을 받으면, 무명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악(惡)을 끊

어버리고, 진리를 펼쳐 나갈 수 있는 판단능력을 부여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자비심이 없으면, 명상, 음영, 지식과 평정의 상태에 있

다고 하더라도, Rāma 신에게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12) 뚤씨

는 평정(平靜), 음영(吟詠), 명상(瞑想)과 금식(禁食) 등을 하지 않

더라도, 신의 은총을 받는 순간에 신체는 Dharma(法), Artha(利),

Kāma(愛)와 Mokṣa(정신적 자유)의 환희를 느끼게 되고, 속박으

로부터도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뚤씨다쓰는 Rāma 신을 Viṣṇu의 화신(化神)으로 기술하여 유일

한 존재로 간주하는 단일신교(單一神敎)주의자이다. 그의 은총을

통하여 의심, 고뇌, 죄악과 환술이 마음속으로부터 소멸되고, Rām

a의 찬가를 듣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13) 그는 세

calī subhaga kabitā sarita so, rāma bimala jasa bharitā so.

sarajū nāma sumaṅgala mūla, loka beda mata mãjula kūla.(6)

nadī punīta sumānasa nanddini, kali mala tṛna taru mūla nikandini.(7)

10) RCM Ⅱ.204

artha na dharma na kāma ruci gatina cahũ nirabāna,

janama janama rati rāma pada yaha baradānu na āna.

11) RCM Ⅲ.38.2

krodha manoja loma mada māyā, chuṭahĩ sakala rāma kī~ dāyā.

so nara indrajāla nahĩ bhūlā, jāpara hoi so naṭa anukūlā.

12) ibid., Ⅶ.61.1

milahĩ na raghupati binu anurāgā, kiẽ joga tapa gyāna birāgā.

uttara disi sundara giri nīlā, tahã raha kākabhusuṇḍi susīl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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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있는 그대로 눈을 똑바로 하여 충분히 보고 인식했다. 당시

현세의 실상을 보고 느낀 비통한 의분심(義奮心)을 간직한 가운데

불이일원론과 한정불이론 등의 놀라운 이상의 나래를 펼쳐 보인

것이다. 뚤씨는 Karma(行爲), Jñāna(知識)와 Bhakti(信愛)라는 3가

지 요소들의 조화에 역점을 둔 것이다. 신애(信愛)가 없는 마음은

순수하지 못하고, 번뇌의 심정에는 지식과 신애가 있을 리가 없으

며, 사회제도에 대한 덕행(德行)도 필연적인 것이다. 이 중에 Jñān

a와 Bhakti가 해탈의 수단이 되며, 여타의 행위, 평정(平靜), 명상

(瞑想)도 해탈에 이르게 하는 수단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Saṅkh

ya-yoga와 Śanṅkara Vedānta에서 지식(jñāna)에 그 우위에 둔

반면에 Vaishnava 추종자들은 신애(信愛 bhakti)를 더 따르고 있

었다. 뚤씨다쓰는 위의 두 가지 이론을 조화시켜서 감성적 자각의

신애와 지식에 대한 애정을 최상의 것으로 본 것이다.14) 그는 인

도인들이 갖고 있는 특유한 지혜와 체험을 토대로 그의 이상을

밝힌 그의 저서 Ramacaritamanas의 시가를 그의 수단으로 이용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Karma(行爲 및 業)

Karma는 싼스끄리뜨의 ‘kṛ’(행동하다)의 어근에서 파생된 어휘

로서 행위를 의미한다. 그것은 ‘業’이나 ‘行爲’로 번역되고 있으나

불교철학에서 보통 ‘業’으로 사용되고 있다. Karma는 Mānasika k

13) ibid., Ⅶ.114.3～4

tava prasāda prabhu mama ura mārhī~, saãsaya soka moha bhrama

nāhī~.(3)

suneũ punīta rāma guna grāmā, tumharī kṛpā~ laheũ biśrāmā.(4)

14) ibid., Ⅶ.100.k

bhae barana saṅkara kali bhinnasetu saba loga,

karalī pāpa pāvahĩ dukha bhaya ruja soka biy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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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a(정신적 행위), Vācika karma(구술적 행위)와 Kāyika karma

(신체적 행위)로 대별되기도 한다. Karma법은 윤회설과 깊은 관

련이 있어 인간행위의 원리라는 척도로 설명하고 가정하고 있으

며, 인간이 행하는 선악의 정도를 해결하는 응보의 원리이다. 능

동적 기능의 Karma 원리를 창조한 이는 생주신(生主神 Prajāpati)

이고,15) 인간은 욕망이나 욕구에 따라 결심하고 행동하므로 스스

로 업(業)을 초래한다는 것이다.16) 이러한 Karma론(論)은 우빠니

샤드의 핵심적 교훈이다. Gīta에서는 Karma, Vikarma와 Akarma

를 분별하여 각각 경전에 의한 모든 실천적 행위(karma), 경전에

서 금지하는 행위(vikarma)와 아무런 활동도 움직임도 없는 행위

(akarma)를 설명한다.17)

베다의 제식들은 미맘사에서처럼 천국을 성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일단 받은 천국의 행복이란 잠깐 찰나적일 뿐이고, 쌓은

공덕이 쇄진해지면, 다시 영혼은 현세로 돌아온다는 것이다.18) 따

라서 우빠니샤드와 기따는 영원한 불멸의 성취를 위하여 정지(正

知)를 권한 반면에 Vaiṣṇva 종파는 신애(信愛 bhakti)를 권장하고

있다.

신은 Karma를 세계의 주요소로 간주하더라도, 누구나 자기 행

동에 따fms 응보가 뒤따른다는 어절에서 뚤씨는 Karma의 의미를

일상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말한 것이다.19) 어느 누고도 다른 사람

의 기쁨이나 슬픔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

15) Rṛh. Up. Ⅰ.5.21.

16) ibid., Ⅳ.4.5.

17) Bhg Ⅳ.17.

karmaṇo hy api boddhavyaṁ boddhavyaṁ ca vikramaṇḥ,

akramaṇaś ca boddhavyaṁ gahanā karmaṇo gatiḥ.

18) ibid., Ⅸ.21.

te taṁ bhuktvā svargalokaṁ viśālaṁ kṣīṇe puṇye martyalokaṁ viśanti,

evaṁ trayīdharmam anuprapannā gatāgataṁ kāmakāmā labhante.

19) RCM. Ⅱ.218.2.

jadyapi sama nahĩ rāgana roṣu, gahahĩ na pāpa pūnu guna doṣu.

karma pradhāna bisva kari rākhā, jo jasa karai so tasa phalu cākh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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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산물(所産物)이다.20) Rāma는 모든 창조물의 주신(主神)이고,

선악행위의 진위(眞僞)를 판단하여 행위자에게 그에 대한 응보를

내린다.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언명한 Veda서의 계율인 것이다.21)

Kodo(일종의 투박한 곡식)의 새싹과 검정색 조개의 비유를 들어

서 각각 질 좋은 수확과 값진 진주의 산출 능력은 믿은 것이다.22)

결과가 일반적 원인보다 더 견실하다는 의미에서23) 뚤씨는 인중

유과론(因中有果論 sātkaryavāda)의 논리를 지지한 것이다.

Tulsi는 Karma를 지고선(至高善)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간주하

지 않고, Rāma의 자비와 은총을 받도록 요구한 것이다. 지식, 자

제, 면상, 음영, 고행과 종교의식 등은 정신적 자유를 달성하는 방

법과 수단이 되지만 Rāma의 은총이 있지 않다면, 이 모든 수단은

신기루에 보이는 대양의 파도처럼 무용지물이 된다.24) 그는 형식

에 치우치는 의식적 행위의 Karma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

다.

20) ibid., Ⅱ. 91.3-4.

joga biyoga bhoga bhala mandā, hita anahita madhyama bhrama

phandā, janasu maranu jahã lagi jaga jālū, sampati bipati karamu aru

kālū. (3)

dharani dhanu dhanu pura parivārū, saragu naraku jahã lagi byavaharu.

clekhia sunia gunia mana māhī~, moha mūla paramārathu nāhī~. (4)

21) ibid., Ⅱ. 76.3-4.

suni saneha basa uṭhi naranāhā~, baiṭhāre raghupati gahi bāhā~.

sunahu tāta tumha kahū muni kahahī~, rāmu carācara nāyaka ahahī~.(3)

suma aru asuma karma anuhārī, īsu dei phalu hṛdayã bicārī.

karai jo karma pāva phala soī, nigama nīti asi kaha sabu koī.(4)

22) ibid., Ⅱ. 260.2.

mātu mandi mãi sādhu sucālī, ura asa ānata koṭi kucālī.

phai ki kodava bāli susālī, mukatā prasava ki sambuka kālī.

23) ibid., Ⅱ. 179.

kārana tẽ kāraji kaṭhino hoi dosu nahĩ mora,

kulisa asthi tẽ upala tẽ loha karāla kaṭhora.

24) ibid., Ⅴ. 194.3.

gyāna-birāga, joga-japa, tapa-makha, jaga muda-maga nahĩ thore,

rāma-prema binu nema jāya jaise mṛga-jala-jaladhi-hi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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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ma는 속박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신중한 행위를 해야하며,

형식 위주의 Karma는 해탈에 이르는 직접적 수단이 될 수 없다.

이것은 Rāma의 은총 없이는 고(苦)의 지멸이 있을 수가 없다고

Tulsidas는 지적하고 있다.25) Rāma는 Bharata(라마의 이복동생)

에게 악행자에게는 자신이 마왕(魔王 Yama)이 되고, 선행의 정도

에 따라 응보의 보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면서 지혜있고

현명한 사람들은 고통으로 충만한 세계를 알고 Rāma에게 예배하

고, 선악(善惡)의 결과를 야기하는 Karma를 지멸하고, 제신(諸神),

현자와 인간의 주인인 Rāma에 귀의하여 그의 안식처에 거한다는

것이다.26) Tulsi는 행위법(行爲法 karma-dharma)의 위력을 인식

하여 신애를 통한 Karma의 지멸을 강조하고 있다.

Ⅲ. Jñāna(지식)

Śaṅkara의 불이일원론(不二一元論) 철학은 Jñāna(지식)를 해탈

성취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완성의 길이라는 Jñān

a는 지성적 지식이 아니고 정신적 통찰력을 의미한다. 그것은 상

지(上智 para jñāna)와 하지(下智 apara-jñāna) 두 가지 지식을 제

시한다. 여기서 하지는 모든 학문과 예술 즉, 리그베다, Yajur-ve

da, Sāma-veda, Atharva-veda, 음성학(音聲學), 제식, 문법, 어원

25) K. Ⅶ. 48.

japa, joga, birāga, maha makha-sādhana, dāna, dayā, dama koṭi karai.

muni, siddha, suresa, ganesa, mahesa se sevata janma aneka marai

nigamāgama, jñāna pūrana palhai, tapasānala mẽ juga-pūja jarai. mana

số pana ropi kahai tulasī raghunātha binā dukha kauna.

26) RCM. Ⅶ. 40.3-4.

kālarūpa tinha kahã maĩ bhrātā, suma aru asuma karma phala dātā.

asa bicāri je parama sayāne, bhajahĩ mohi sãsṛta dukha jāne.(3)

tyāgahĩ karma sumāsuma dāyaka, bhajahĩ mohi sura nara muni nāyaka.

santa asantanha ke guna bhāṣe, te na parahĩ bhava jinha rākh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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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우율학과 천문학 등의 지식을 지칭한 것이라면, 상지(上智)는

지고하고 영원한 절대자(絶對者)를 아는 것이다. 찬도갸 우빠니샤

드의 Nārada는 박학다식한 학문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자아를 깨우치지 못하여 슬픔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

백한다.27) 지식은 윤리적 가치를 지닌 덕성(德性)이라고도 한다.

지(智 Jñāna)는 모든 행위를 지멸하는 불(火)로서 묘사하고 있는

데다 이것은 인도철학의 사조(思潮)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뚤씨는 지식을 정신적 지식과 신성한 지식의 두 가지로 분류하

여 각각 ‘jñāna’와 ‘vijñāna’로 명기하였다.28) Jñāna는 순수하게 형

상(形狀)이 없는 절대자의 지식이며, Vijñāna는 형상이 존재하기

도하고 없는 절대자의 한정적 양상을 지닌 지식이다.29) 전자는 완

전무결하고, 흠도 없고, 실재하며, 만유를 똑같이 최고아(最高我)

로 간주하고 있다.30) 후자는 차원이 높은 단계로서 Rāma 신과 동

일하게 취급한다.31) 그는 지혜로운 사람(jñānī)보다도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더 사랑하며, Vjñānī 보다는 신앙심이 깊은

신봉자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이다.32) Jñāna는 무욕(無慾)의 상태

27) T.M.P. Mahadevan, Outlines of Hinduism, pp. 94-95.

28) RCM Ⅶ. 84.4.

bhagati gyāna bigyāna birāgā, joga caritra rahasya bibhāgā.

jānaba taĩ sabahī kara bhedā, mama prasāda nahĩ sādhana khedā.

29) Tulsīdarśana p. 534.

30) RCM Ⅲ. 14.4.

gyāna māna jahã ekau nahī~, dekha brahma samāna saba nahī~.

kahia tāta so parama biragī, tṛna sama siddhi tīni guna tyāgī.

31) ibid., Ⅶ. 71.2.

soi saccidānada ghana rāmā, aja bigyāna rūpa bala dhāmā.

byāpaka byāpa akhaṇḍa anantā, akhila amoghasakti bhagavantā

32) ibid., Ⅶ 85.3-4.

tinha mahã dvija dvija mahã śrutidhārā, tinha mahũ nigama dharma

anusārī.(3)

tinha mahã priya birakta puni gyānī, gyānihu te ati priya bigyāni.

tinha te puni mohi priya nijā dāsā, jehi gati mori na dūsari ās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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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āga)로 이끌며33), Vijñāna는 평정의 상태(samatā)로 인도한

다.34) 무욕과 평정은 지적이면서 동일한 사고(思考)의 양면성을

나타낸 것이다. 최근에 Vjñāna의 의미가 학문적 지식개념으로 발

전하였다. 반면에 지식이 없는 ‘해 탈(解脫)은 불가능하다(ṛte jñān

a muktiḥ)’의 어귀(語句)에서처럼 Jñāna의 의미는 있는 그대로의

본래개념인 정신적 지식이다.

Jñāna는 난해하고, 장애가 많아서 개아(個我)의 포용력을 갖추

지 못함을 뚤씨다쓰는 말한다.35) 보석에 비유한 신애(信愛)보다는

꺼지기 쉬운 등불에 비유한 지도(知道 jñāna-mārga)가 매우 어렵

다고 한 것이다. Jñāna의 장애요소 즉, 환술(幻術) māyā는 지식의

환술(vidyā-māyā)와 무명의 환술(avidyā-māyā)의 두 가지 māyā

로 나눈 것이다. Avidyā māyā는 나쁘고, 고통스럽고, 윤회의 함

정에 빠뜨리는데 반하여 Vidyā māyā 신(神)의 배려로 삼덕(三德

Triguṇa ; sattva, rajas, tamas)을 장악하여 창조를 하지만 그 자

신의 힘을 소유하지는 않는다.36) Māyā의 영향을 쉽게 받으므로 j

puni puni satya kahaũ tohi pāhī~, mohi sevaka sama priya kou nāhī~.

33) ibid., Ⅶ 7.89.ka.

binu guru hoi ki gyāna gyāna ki hoi birāga bino,

gāvahī beda purāna sukha ki lahia hari bhagati binu.

34) ibid., Ⅶ 89.2.

binu bigyāna ki samāta āvai, kou avakāsa ki nama binu pāvai.

śraddhā binā dharma nahĩ hoī, binu mahi gandha ki pāvai koī.

35) ibid., Ⅶ.44.2.

gyāna agama pratyūha anekā, sādhana kaṭhina na mana kahũ ṭekā.

karata kaṣṭa bahu pāvai koū, bhakti hīna mohi priya nahĩ sou.

36) ibid., Ⅶ.103.1-3.

nita juga dharma hohĩ saba kere, hṛdaya rāma māyā ke pere. suddha

satva samatā bigyānā, kṛta prabhāva prasanna mana jānā.(1)

satva bahuta raja kachu rati karmā, saba bidhi sukta tretā kara dharmā

bahu raja svalpa satva kachu tāmasa, dvāpara dharma haraṣa bhaya

mānasa.(2)

tāmasa bahuta rajoguna thorā, kali prabhāva birodha cahu orā. buddha

juga dharma jāni mana māhī, taji adharma rati dharma karāhī~.(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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ñāna는 위험하다고 한다.

장애물로 등장한 Māya는 신애(信愛)에 의하여 지멸될 수 있다

고 강조하고, 뚤씨는 지도(知道)는 예리한 검의 날과 같고, 그 위

에 떨어지는 경우에 어느 누구도 피할 도리가 없으며, 그 길을 성

공적으로 추구한 사람만이 최종적 단계의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

지만 최상의 절대적 회복상태까지는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한 것이다.37)

지식은 부분지식과 전체지식(akhaṇḍa-jñāna)의 소유에 따라서

그 차이가 뒤따른다. 인간은 부분적 지식을 지니고 있을 뿐이고,

Rāma는 전체 즉 전능한 지식을 소유한 것이다. 둘 다 전지(全知)

를 지녔다면, 유일신과 개아(個我) 간에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것

을 반문한다.38)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일신에 예속된 Māyā의 지

배를 받는 개아(jīva)이며, 구현자아(具現自我)이다. 실제로 영혼은

의식이 있어도, 지(智)에 도달한 순간에 업(業 karma)이 소멸되고,

해탈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Jñāna는 Māyā의 영향을 쉽게 받으므로 지식의 도

는 불안전한 것이다. Rāma에 대한 신앙심에 없다면, Jñāna는 조

타수 없는 배처럼 미완성에 불과한 것이다.39) 따라서 잘못 다루면

꺼져버릴 등불에 지식을 비유하고, Jñāna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신

의 은총이 필요하다. Rāma의 은총이 없다면 유일신의 위력을 알

37) ibid., Ⅶ.118.1-2.

gyāna pantha kṛpāna kai dhārā, parata khagesa hoi nahĩ bārā.

jo nirbighna pantha nirbahaī, so kaivalya parama pada lahaī.(1)

atī durlabha kaivalyaparama pada, santa purāna nigama agama bada.

rāma bhajata soī mukti gosāī~, anacchita āvai bariāī~. (2)

38) Ⅶ. 77.2-3.

nātha ihā~ kachu kārana ānā, sunahu so sāvadhāna harijānā.

gyāna akhaṇḍa eka sītābara, māyā basya jīva sacarācara. (2)

jau~ saba kẽ raha gyāna ekarasa, īsvara jīvahi bheda kahahu kasa.(3)

39) RCM Ⅱ.276.3.

soha na rāma pema binu gyānū, karanadhāra binu jimi jalajānū.

muni bahubidhi bidehu samujhāe, rāma ghāṭa saba loga nahā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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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가 없으며, 신애 없이는 거기에 자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다.40)

Ⅳ. Bhakti(信愛)

인도 중세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사조어(思潮語)는 Bhakti(신애)

라는 어휘로서 인도 사상 발전에 근원적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Bhakti’라는 말은 싼스끄리뜨어의 섬긴다는 의미의 ‘bhaj’와 사랑

이라는 뜻의 ‘kti’가 결합된 것으로서 ‘신애(信愛)’라고 번역하여 사

용하고 있다. Bhakti는 정신생활의 목적인 동시에 수단이 된 것이

다. Bhakti의 성향은 인도 고대의 베다교의 모체 안에서 발전해

왔고, 신과 인간에 대한 베다적 관념과 신인(神人)관계의 의식과

행위에 대한 관념을 완성해 준 것이다. 이것은 의식적(Vaidhi)이

거나 감정적(rāgātmika) 의미가 함축되어 신봉자의 신심(信心)이

여실하게 표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단으로서의 Bhakti는

인격신을 경배하는 것과 동일한 반면에 목적으로서의 Bhakti는

신성한 사람과 사랑의 영적 교섭을 하는 것과 같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신과 객체간의 관계를 말하며, 양자간에 신애라는 매개체

의 본질적 성격에 바탕을 둔 것이다.

베다시대의 중기(中期)에는 지나친 의식의 형식화(形式化)로 인

하여 Bhakti 운동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기도 했으나 범아일여

론(梵我一如論)을 통찰한 우빠니샤드가 bhakti 사조의 발달에 근

본적인 통로를 열어주었다. Kaṭha Up.와 Śvetāśvatara Up.는 Īśa

40) RCM Ⅶ.88.3-4.

nija anubhava aba kahaũ khagesā, binu hari bhajana na jāhhĩ kalesā.

rāma kṛpā binu sunu khagaraī, jāni na jāi rāma prabhutāī.(3)

jānẽ binu na hoi paratītī, binu paratītī hoi nahĩ prītī.

prīti binā nahĩ bhagati dilāī, jimi khagapati jala kai cikanāī.(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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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Chandogya Up. 등과 같은 우빠니샤드에 암시된 Bhakti 론에

대한 논의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41) 신의 인간화로서의 화현론(化

現論)이 대두되면서 신과 인간 사이를 접목시켜주는 신애(信愛)

사상의 개입은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으리라고 본다. 이는 우빠니

샤드 안에서 인간의 정신적 구심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전했

고, 바가와드기따의 끄리쉬나 신과 아르준이라는 인간 간의 대화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불교의 삼법신(三法身 trikāya)론은 부처

의 초월적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 부처의 상(像)을 나타낸 것이

고, 힌두교의 삼신론(三神論 trimūrti)은 화현론 개념의 발전을 도

운 것이다.

화현론 즉, Avatāra vāda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 모습의 신의

강림을 강조한 것으로서 일반대중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유형

적 신애의 대상인 Īśvāra(유일신)를 창안하여 Bhakti의 대중화를

고무했음에 틀림이 없다. 주로 비쉬누(Viṣṇu)의 여러 화현(Avatār

a)들에 대한 Bhakti 특히 끄리쉬나-바쑤데와(Kṛṣṇa-Vāsudeva)의

신애로 인하여 신애 사상은 인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종교 사

상이 되었다. Pancharātra Saṁhita와 Purāṇa(전승서)들이 AD 60

0-800년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서 화현론들을 훨씬 더 구체화하여

화현들이 영구불변의 위치를 차지한 것이다. Bhakti의 전통이 새

로운 궤도에 들어선 시기는 남인도(南印度)의 Āḷvār(알리바르)42)

성자들이 AD. 5세기와 9세기 사이에 시가(詩歌)들을 썼다. 12명에

이르는 따밀나두 지역의 Vaishnava 성자들은 시대도 지역도 계급

도 달랐다. 이들 중에 브라흐만과 여성이 한 사람씩 포함되고 있

는 이들 Alvar들은 철저한 일원론 주의자들이고, 비쉬누신 만을

숭배했다. 알리바르들의 사상을 계승한 Acārya들 중에 유명한 Rā

41) Śvetā.Up. Ⅵ.23.

yasya deva parā bhaktiryathā deve tathā gurau

42) 따밀어로 ‘신에 대한 직관지(直觀智)를 지닌 자’라는 의미로서

7～10세기에 비쉬누 신을 찬양하는 환희의 찬가를 부르고, 사원들을

순례하던 남인도의 신비주의자들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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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ja(11세기)와 Madhva(12세기)는 베쉬나바 종파의 신앙과 실

제를 위한 Bhakti와 함께 심오한 철학적 신학적 근거를 마련하려

고 한 것이다. 이들 알리바르 성자들이 강론한 주정주의 형식이 B

hakti가 Acārya들의 철학적 해설에 의하여 남인도에서 자리를 잡

은 최초의 모형이 북인도로 전해지면서 계승되고 확대된 것이

다.43)

실질적으로 중세인도에서 발생한 Bhakti 운동은 다분히 일신교

적 성향을 띄었고, 일원론적 이론을 지니고 있었다. Bhakti의 모

든 학파들은 유한한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영혼이 영원무궁한

유일의 신인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인간의 영혼이 참다운

정신성을 깨닫지 못하는 한 출생에서 재생에 이르기 까지 불행하

게 방랑하는데 신의 은총으로 그 정신성을 알게 되고, 그 은총과

함께 필연적으로 무한한 정신적 갈망이 뒤따르는 그것이 Bhakti

와 같다고 본 것이다.

쌍캬철학, 정리철학과 자이나교에서는 이원론적 철학이론에서

인생에 대한 중추로서의 신애(信愛)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

로 Bhakti 사상의 논리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44) 라마누자는 경

전들을 단순히 경청하고(śravana), 단순히 추리하고(manana), 단

순히 명상하는 것(nididhyāsana)을 절대아(絶對我)에 도달할 능력

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지고한 신애가 본래 지식(j

ñāna-śūnyā)과 혼합되어 있지 않거나 지식(jñānamiśra)을 수반하

고 있는 가에 대한 견해차들이 존재한다. 라마누자에 의하면, 신

애를 지고한 단계에서도 지식을 내면에 포함하고 있고, 그는 명백

하게 브라흐만에 대한 직접적 체득(aparokśajñāna)이 신애의 본성

을 가정한 지식일 뿐이라는 것이다(bhaktirūpāpannam jñānam).

발라바짜랴(Vallabhācārya)도 이와 유사한 사유를 했다.

상기의 베쉬나바(Vaidhnava)학파와 달리 째딴야(Śri Caitanya)

가 창설한 벵갈의 베쉬나바 학파는 신애에 최상의 자태란 스스로

43) Māwlānā(1984) pp. 48-50.

44) Birth of Bhakti in Indian Reoigions and Art,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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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지하고, 지식과 행위(業)에 대한 필요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본

래 혼합되어 있지 않다고(svarūpasiddhā) 주장하고 있다. 이 학파

는 선험적 신애(nirguṇa bhakti)가 그 목표의 완성을 위해 지식,

행위와 요가(Jñāna, karma, yoga)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조차 몽

상에서도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베쉬나바 학파들은

지식과 행위와 요가가 신애(bhakti)를 수반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각각의 어떤 결과도 산출할 수 없고 헛수고만 할 뿐이라는 것이

다.45) 이들은 Advaita론을 Bhakti론에 접목시켜서 신중하고 대담

하게 조화시키려고 한 것이다.

Rāma-bhakti는 고대 전승서(Purāṇa)에 하리밤샤(Mahabharata

의 Harivaṁśa)처럼 언급되지 않은 이 사실로서 라마가 화현으로

간주된 지 훨씬 후에 Rāma-bhakti가 도래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깔리다싸(Kālidāsa)46)시대의 작품인 라구밤샤(Raghuvaṁśa)

에 라마를 비쉬누신의 화현으로 삼은 것을 볼 구가 있다. 당시 라

마에 대한 신애 사상은 남인도의 알리바르들로부터 자극을 받았

었다. 라마에 대한 신애와 연관된 후기 우빠니샤드는 끄리쉬나(Kṛ

ṣṇa) 경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바가와드기따(Bhagavad

gīṭa)도 Rāma-bhakti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바가와드기따를 근

거로 하여 저술된 그 밖의 여러 원전들은 라마에 대하여 상범(上

梵) 즉 Parama-Brāhman의 모습인 Śri Rāma Gītā를 확립하려고

하였다. 그 후에 Adhyātma Rāmayāṇa47) 등에 형이상학적이고 신

학적 견해가 서술되어 있다.48) 아댜뜨마 라마야나(Adhyātma Rā

45) Philosophy of Hindu Sadhana, p. 230.

46) 깔리다싸는 짠드라굽따Ⅱ(380-412)시대에 활동한 싼스끄리뜨학자이고,

Raghvaṁśa를 저술한 작가이다. 그의 이름은 ‘Kali여신의 노예’ 즉,

여신의 숭배자라는 의미가 있다.

47) 발미끼의 라마야나와 뚤씨의 람짜리뜨마나스와 달리 년대나 작가에 대한

내용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그것은 Brahmana

Purāṇa의 일부분으로서 A.D. 16c 말의 작품으로만 알려져 있다. 이것은

1608년에 서거한 어느 Marathi어 시인에 의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

뚤씨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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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āṇa)의 목적은 샹까라의 베단따를 근원으로 한 Rāma-Bhakti

론을 형성시키려는 시도를 했고, 이것은 람짜리뜨마나스(1532-162

3의 기간에 저술됨)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이다.

1. 뚤씨다쓰의 신애

뚤씨는 신애를 부정적 면과 긍정적인 면으로 분류하여 설명하

고 있다. 전자는 깊은 명상, 종교의식, 음영, 고행과 금식 등을 반

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에 후자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한 성

격, 꾸밈없는 마음과 완전한 충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49) 신

애의 양면성을 제시하면서 신애의 필요조건을 열거한다. 즉, 적대

시하거나, 다투지 않으며, 소망과 두려움이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가 기쁨이 충만하며, (불순한 동기

의)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며, 조짖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으며, 성

자들을 중히 여기고, 세속적 기쁨과 천국 및 해탈을 한 잎은 풀잎

처럼 생각하고, 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완고한 신앙을 버

리고, 모든 억지 논리를 버리는 일이다.50)

뚤씨는 신애의 도(道)를 9가지로 분석하여 설명한다. 즉, 성자들

과 친교를 맺고, 라마의 설화를 즐겁게 경청하고, 이기심을 버리

고 스승을 정중하게 공경한다. 진심으로 라마의 덕성(德性)을 찬

미하고, 라마에 대한 신실한 신앙심으로 음영(吟詠)하고, 라마로

48) Birth of Bhakti in Indian Religions and Art, p. 42.

49) RCM Ⅶ 45.1.

kahahu bhagati patha kavana prayāsā, joga na makha japa tapa upabāsā.

sarala subhāvana mana kuṭilāī, jathā lābha santoṣa sadāī.

50) Ibid. Ⅶ 45.3-4.

baira na bigraha āsa na trāsā, sukhamaya tāhi sadā saba āsā.

anārambha aniketa amānī, anagha aroṣa daccha bigyānī.(3)

prīti sadā sajjana sãsargā, tṛna sama bixvarga apabargā.

bhagati paccha haṭha nahĩ saṭhatāī, duṣṭa tarka saba duri bahāī.(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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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만한 세상을 차별하지 않고 바라보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 가운데 남의 단점을 들추어 비판하지 않는 것이고, 누구에

게나 신뢰한 마음을 보이고 좌절과 기쁨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상 9가지 신애도(信愛道)에 대하여 뚤씨

는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라마에게 교설하게 한다. 이 중 어느 하

나라도 해당이 되면, 그것으로 신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이

다.51) 특정한 어떤 Bhakti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회적

인 어떤 요소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한 것 하나

만의 의도가 보이지는 않는다. 그는 Bhakti를 차원 높은 진의(眞

意)와 결합시켜서 중세 인도의 상황 하에 새로운 생활가치로 표출

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뚤씨다쓰의 신애가 사회를 타부

시한 출가생활을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언급된 신애에 대하여 미쉬라 박사는 그의 저서 ‘뚤씨 철학’에

서 9가지 신애의 수단에 대한 순서를 고집하지 않은 것, 그리고

성자와의 친교, 스승에 대한 공경, 자제의 덕과 현재에 만족하고

타인에 대한 비판의 억제에서 보면 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는 점의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52)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공적인

일을 바삐 하는 사람도 신에 대한 예배 즉 뿌자(pūja)를 드리지

않더라도, 신을 위한 업무를 보고 있다는 의미까지도 함축하고 있

음을 지적하고 비평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9가지 신애도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의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므로 신

애가 없는 사람도 포함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

로 지적하고 있다.

뚤씨다쓰의 신애도는 희생적 노예정신과 신앙의식의 의미를 함

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런 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다. Bhakti의 의미는 진실한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신애와 물에 의하지 않으면, 내면에 쌓인 불순물은

전혀 씻겨지지 않는다고 한다. 전지(全知)하고 진리의 인식자이고,

51) Ibid. Ⅲ 34.4, 35.1-3.

52) Tulsīdarśana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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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智者)이고, 덕성(德性)의 처소이고, 뛰어난 슬기를 갖춘 신봉

자는 라마에게 헌신적인데 이 말은 지식이나 신애를 수반해야 함

을 뜻한 것이다. 그는 라마에게 신앙이 식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

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53)

신봉자의 덕성들 즉, 욕심, 성냄, 교만, 자만심과 탐욕과 매혹으

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라마를 신앙한다고 한다.54) 인도대중들의

법이 될 수 있도록 신애를 다른 진의의 가치들과 결합시키고 있

다. 따라서 현세의 번뇌가 지(智 jñāna)나 신애(信愛 bhakti)로 지

멸된다는 것이다.55) 지자(智者)에 대한 호감이 있으면서도 지도

(知道)의 난해함을 토로한다. 즉 라마에 대한 신애가 없다면, 지

(智)는 미완성이라 한 것이다(soha na rāma pema binu gyānū).

뚤씨다쓰는 Jñāna-bhakti의 조화를 시도했고, 거기에다 Karma까

지도 부연한 것이다.

2. 신애와 지식의 관계

뚤씨는 지식과 신애를 분별하지 않고, 둘 다 생사의 고통을 덜

어주는데, 유용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양자간의 차별적

53) RCM Ⅶ 48.3-4, 49.

prema bhagati jala binu raghurāī, abhiantara mala kabahũ najāī.(3)

soi sarbagya tagya soi paṇḍta, soi guna gṛha bigyāna akhaṇḍita.

daccha sakala lacchana juta soi, jākẽ pada saroja rati hoī(4)

nātha eka bara māgaũ rāma kṛpā kari dehu,

janma janma prabhu pada kamala kabahũ ghaṭai jani nehu.

54) Ibid. Ⅱ129.1.

kāma koha mada māna na mohā, lobha na chobha na rāga na brohā.

jinha kẽ kapaṭa dambha nahĩ māyā, tinha kẽ hṛdaya basahu raghurāyā.

55) Ibid. Ⅶ 114.7.

bhagatihi gyānahi nahĩ kachu bhedā, ubhaya harahĩ bhava sambhva

khedā.

nātha munīsa kahahĩ kachu antara, sāvadhāna sou sunu bihaṅga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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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인지하고 있음을 상기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 지식, 무욕

(無慾), 명상(瞑想)과 깨달음은 모두 남성명사이고, 남성은 강한 힘

이 내재되어 있는 반면에 여성은 연약하고 둔하다.56) 신애와 마야

(māyā)는 여성명사이다. 신애는 라마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마야

는 단순히 춤추는 소녀이다. 라마는 신애에 대한 호의를 보이고

있으나 마야는 신애를 몹시 두려워한다.57) 사리가 있는 성자도 달

덩이 같이 어여쁜 얼굴을 한 여인의 매혹에 이끌리게 된다는 것

이다.58) 이처럼 어떤 여인이 다른 여성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지 않

고 오히려 두려워한다. 따라서 지식은 마야에 쉽게 매혹되지만 신

애는 매혹되지 않고 오히려 마야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지식의 등불은59) 격정의 바람에 쉽게 꺼지는데, 신애의 보석은

흔들거리지 않고, 자유스럽다는 것이다.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

는 다양한 모든 생명체로 가득한 이 세계는 라마의 마야 창조물

이다. 만유가 모두 마야의 창조물이므로 라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고 한다. 라마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라마에게 의지하

지 않고, 그 밖의 소망을 소유하지 않는 신봉자(信奉者 bhakta)이

다. 그는 지자(智者)나 각자(覺者)보다도 신봉자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60) 신애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동반해야 함

56) Ibid. Ⅶ 114.7-8.

gyāna birāga joga bigyānā, e saba puruṣa sunahu harijānā.

puruṣa pratāpa prabala saba bhā~tī, abalā abala sahaja jaḷa jātī.

57) Ibid. Ⅶ 115. 2-3.

māyā bhagati sunahu tumha doū, nāri bṛga jānai saba koū.

puni raghubīrahi bhagati piyārī, māyā khalu nartakī bicārī.(2)

bhagatihi sānukūla raghurāyā, tāte tehi ḍarapti ati māyā.

rāma bhagati nirupama nirupādhī, basai jāsu ura sadā abādhī.(3)

58) Ibid. Ⅶ 115.ka.

puruṣa tyāgi saka nārihi jo birakta mati dhīra,

na tu kāmī biṣayābasa bimukha jo pada raghubīra.

59) Ibid. Ⅶ 117.gha.

ehi bidhi lesai dīpa teja rāsi bigyānamaya,

jātahĩ jāsu samīpa jarahĩ madādika salabha saba.

60) Ibid. Ⅶ 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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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출한 것이다.61)

인간은 본래 감성적이어서 감성적 성향의 신애는 인간의 심정

에 어울린다고 본 것이다. 누구나 다 수행을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도(行爲道 karma-mārga)와 지식도(智識

道 jñāna-mārga) 보다는 신애도(信愛道)가 더 요긴하다고 본 것이

다. 뚤씨다쓰는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인도인들에게 법

을 준수하고, 지(智)의 수행을 하기란 어려웠으나 신애한다는 것

은 더 효적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신애를 무속성(無屬性)의 브라

흐만(nirguṇa brahman 上梵)과 속성(屬性)의 브라흐만(saguṇa br

ahman 하범(下梵)을 둘 다 추종하는 사람들 모두 받아들였다.

Ⅴ. 뚤씨다쓰의 철학 사상

뚤씨는 베단따 철학의 추종자였고, 그 당시에 베쉬나바(Vaishn

ava)를 따르는 이들은 샹까라의 무속성(無屬性)의 브라흐만 사상

(Nirguṇa Brahmavāda)과 환술론(幻術論 Māyāvāda)을 부정했고,

불이일원론자들은 마드바(Madhva)의 이원론(二元論 Dvaitavāda)

을 반대한 것이다. 뚤씨는 샹까라의 범론(梵論)과 라마누자의 한

정불이론(限定不二論 Vaśiṣṭādvaitavāda)으로부터 크게 감명을 받

은 것이다. 그 밖의 사상가들의 논리도 수용하고, 그는 우빠니샤

드와 베단따 학파들 간의 공유된 사상에 대한 것도 수렴하여 독

mama māyā sambhava sãsāra, jīvacarācara bibidhi prakārā.

saba mama ptiya saba mama upajāe, saba te adhika manuja mohi

bhāe.(2)

bhagati hīna birãci kina hoi, saba jīvahu sama priya mohi soī.

bhagativanta ati nīcau prānī, mohi prānapriya asi mama bānī.(5)

61) Ibid. Ⅲ 15.1.

dharma tẽ biratijoga tẽ gyānā, gyāna macchaprada beda bakhānā.

jātẽ begi dravau~ mai~ bhāī, so mama bhagati bhagata sukhadā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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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한 논리를 펼친 것이다. 불이일원론(不二一元論)과 베쉬나바 추

종자들 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곳에서 조화론(調和論)의 논리를 전

개한 것이다.

불이일원론에 의하면, 브라흐마(Brahmā)는 본성적으로 속성이

없고, 선험적 실체이고,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브라흐

마에 은총들의 특성이 내재하지 않고 지적인 마야(Māyā-vidyā)

가 있다. 마야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싸구나 브라흐마(Saguṇa

Brahmā)는 화신(化身 Avatāra)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무속성의

브라흐마(Nirguṇa Brahmā)가 실체(實體 satya)이고, 개아(個我 Jī

va), 세계(世界 jagata)와 주제신(主帝神 Īśvāra)은 모두 다 가현

(假現 mitya)이다. 해탈에 이르는 길은 지식(知識 jñāna) 뿐이고,

개아의 체현(體現)을 지멸하는 것이 곧 해탈이라는 것이다.

베쉬나바 학자들에 따르면, 브라흐마는 싸구나(Saguṇa)의 은총

과 같은 신성한 속성과 결합된 것이다. 그것은 끄리쉬나(Kṛṣṇa)나

라마(Rāmā) 등의 화신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신력(神力)이 마야이

고, 개아(個我)는 브라흐마의 부분(部分)이고, 세계(世界 Jagata)도

마찬가지이다. 신애(Bhakti)는 해탈에 이르는 절대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 학파의 대표적 주자는 한정불이론(限定不二論)이라 할

수 있다.

1. 뚤씨의 베단따 철학적 사유

샹까라의 베단따 철학에서 브라흐만은 속성도 없고, 미동도하

지 않으며, 환술(幻術 Māyā)은 브라흐만의 의지력(意志力 icchā ś

akti)이다. 브라흐만에 내재한 환술의 속성을 지닌다면, 싸구나 브

라흐만이 된다. 그런데 뚤씨는 브라흐만을 두 가지 형상으로 표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속성의 브라흐만이고, 다른 하나는 속성의

브라흐만이다. 즉 속성이 없는 것과 속성이 내재한 두 브라흐만은

형언하기 어렵고, 불가해하고, 시원(始原)이 없고, 비교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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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라는 것이다.62) 태어나지도 않고 두루 편재한 브라흐만은 마

야에 더렵혀 있지 않으며, 속성도 없고, 유희도 하지 않으며, 그것

은 신애에 의해 달성된다는 것이다.63) 뚤씨는 브라흐만인 라마에

대하여 언어의 범주를 넘어서며, 개념을 넘어서고, 불가지(不可知)

이며,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존재로 나타내면서 그를 ‘그것도 아

니고, 그것도 아니다’64)라고 기술한다. 또한 라마의 본질(本質)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라마는 유일한 존재이고, 그가

바로 니르구나(nirguṇa)이고, 싸구나(saguṇa)이며, 불명확하면서

도 명확하며, 내적이면서도 외적이며, 선험적이면서도 속성적 존

재이다.65)

범아(梵我)의 관계에 대한 언급으로는 브라흐만 라마를 아는 순

간 그와 일체가 된다는 것은 개체아(個體我)가 라마와 일체가 되

면, 곧 브라흐만이 된다는 것이다.66) 이것을 뚤씨는 얼음과 물에

비유하여, 물은 무속성의 브라흐만에 비유하고, 얼음은 속성이 있

는 브라흐만에 비유하여,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듯이 싸구나와 니

르구나 이 둘은 본질적으로 일체가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67)

따라서 무속성의 라마도 신봉자(信奉者 Bhakta)의 사랑을 받으면,

62) ibid., Ⅰ.22.1.

aguna saguna dui brahma sarūpā, akhātha agādha anādi anūpā. morẽ

mata baṛa nāmu duhū tẽ, kie jehĩ juga naja basa nija būtẽ

63) ibid., Ⅰ.198.

byāpaka brahma nirañjana nirguna bigata binoda,

so aja prema bhagati basa kausalyā ke goda.

64) ibid., Ⅱ.126. rāma sarūpa tumhāra bacana agocara buddhipara, abigata

aktha apāra neti neti nigama kaha.

65) ibid., Ⅱ.22.2.

eku dārugata dekhia ekū, pavaka sama juga brahma bibekū.

66) ibid., Ⅱ.126.2.

soi jānai jehi dehu janaī, jānata tumhahi tumhai hoi jāī.

67) ibid., Ⅰ.115.1-2. sagunahi agunahi nahĩ kachu bhedā, gāvahĩ muni

purāna budha bedā. aguna arūpa alakha aja joī, bhagata prema vasa

saguna so hoī. jo guna rahita saguna soi kaisẽ, jalu hibha upala bilaga

nahĩ jaisẽ.



뚤씨다쓰(Tulsīdāsa)의 Bhakti 사상 ∙ 43

속성화한다는 것이다.68)

무명의 마야(avidyā-māyā)는 불이일원론의 마야이고, 그것을

환술(幻術)이라는 의미로 뚤씨는 사용한 것이다.69) 샹까라의 마야

와 달리 뚤씨의 지식의 마야(vidyā-māyā)는 (혼돈 속에 빠뜨리지

않고) 세계를 창조하고, 신봉자에게 안위를 가져다준다. Vidyā-m

āyā라는 말은 라마의 관념적 힘이다.70) 샹까라가 브라흐마 쑤뜨

라(Brahma-sūtra)를 주석한 Śaṅkara-Bhāṣya에서도 무속성의 브

라흐만(上梵)의 힘, 비댜-마야가 속성을 지닌 브라흐만(下梵)의

힘, 무명의 마야가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환술화(幻術化)한 개체

아(個體我)로 변이된다는 것이다.71) 뚤씨는 빗물에 비유하여 지상

에 빗물이 떨어지는 순간에 흐릿하게 되듯이 개아(個我)도 태어난

순간에 마야에 둘러싸인다는 것이다.72) 이것은 무명의 마야로 인

하여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이 논리

가 가현설(假現設)에 해당된다는 일면에서 뚤씨가 마치 불이일원

론을 주창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라마누자의 한정불이론(限定不二論)에서 보면, 싸구나 브라흐만

즉 주제신(主帝神)을 전체로 보고, 개체아를 그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 뚤씨는 신력(神力)을 환력(幻力)(avidyā-māyā)으로 보고, 환

력의 지배(支配)하에서 순수의식의 개체아가 속박을 받는 개체아

68) ibid., Ⅰ.115.1.

aguna arūpa alakha aja joī, bhagata prema vasa saguna so hoī.

69) ibid. Ⅶ.71.

byāpi raheu sãsāra mahũ māyā kaṭaka pracaṇḍa, senāpati kāmādi bhata

dambha kapaṭā. so dāsī raghubīra kai samujhẽ mityā sopi, chūṭa na

rāma kripā binu nātha kahaũ pada ropi.

70) ibid.,Ⅰ.151.2. je suni sādara nara baṛabhāgī, bhava tarihahĩ mamatā

mada tyāgī. ādisakti jehĩ jaga upajāyā, sou avatarihi bhori yaha māyā.

71) Brahma-sūtra Śaṅkarabhāṣya Ⅰ.4.3. vidyā tasyā bījaśkterdāhāt.

avidyātmikā hi bījaśaktiravyaktśbdanirdeśyā pārameśvarāśrayā

māyāmayī mahāsuptḥ.

72) RCM Ⅳ.13.3. bhūmi parata bhā dhābara pānī, janu jīvahi māyā

lapaṭān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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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이되어 세상의 여기저기로 유희하고 방랑한다. 개체아는 주

제신(Īśvāra)의 부분이고, 불변하고, 지식과 행위와 경험의 주체이

고, 신에게 예속되어 있다.73) 세계는 주제신의 신체이고 무의식의

신체이며, 순수한 개체아는 의식적 신체이다. 의식적 신체도 신처

럼 순수하고 의식적이라는 것이다.

한정불이론의 개체아는 3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은 불변

의 개아, 해방의 개아와 속박의 개아 등이다. 그들은 신의 부분이

고, 불변하며, 의식적이고, 오점이 없으며, 본성적으로 기쁨으로

가득차있다는 것이다. Jīva 즉, 개아는 마야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앵무새나 원숭이처럼 덫에 걸려 있다.74) 이와 같이 라마(Rāma)는

싸구나 브라흐만이고, 락쉬만(Lakṣman)은 의식적 순수한 개체아

이고, 씨따(Sītā)는 라마의 최초의 지식의 마야(Vidyā-māyā 환술)

이다. 뚤씨의 기술(記述)에 따르면, 세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고행

승의 의상을 걸치고 라마는 앞에서 걸어가고, 락쉬만은 그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씨따는 브라흐만과 개체아 사이에

마야(Māyā 神力)처럼 빛난다.75) 신(神)과 신력(神力 śkakti māyā)

은 동일시되고, 개체아와 세계는 신의 부분이기 때문에 신과 개체

아와 세계는 모두 싸구나 브라흐만이 된다. 뚤씨는 모든 세계를

라마와 씨따로 충만한 세계로 인식한 것이다. 세계가 널리 퍼져있

다 하여도 신은 신력에 의하여 편재해 있다는 것이다. 뚤씨는 이

러한 것들을 경건한 모습으로 인식하고 신앙한 것이다. 그가 세계

전체를 씨따와 라마로 가득찬 것으로 인식하여 경건하게 대하

고,76) 해방된 개체아(個體我 jīva)를 락쉬만으로 인식하고 공손하

73) Tulsī-darśana Mīmāṁsā, pp. 347, 350.

74) RCM Ⅶ.116.1-2.

īśvara āsa jīva abināsī, cetana amala sahaja sukha rāsī.

so māyābasa bhayau gosāī, bãdhyo kīra marakaṭa kī nāī.

75) ibid., Ⅱ.122.1.

āgẽ rāmu lakhanu bane pāchẽ, tāpasa beṣa birājata kāchẽ.

ubhaya bīca siya sohati kaisẽ, brahma jīva bica māyā jaisẽ.

76) ibid., Ⅰ.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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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한다.77)

이와 같이 뚤씨는 한정불이론으로 개체아와 신에 대하여 말하

고 있는데, 무명의 환술로 오염된 개체아는 다수이지만 신은 단일

한 것이다. 영혼은 환력에 예속되어 있지만 마야는 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개체아는 종속적이고 신은 독존적이다.78) 이러한 요

소들은 라마누자의 인식과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뚤씨를 한정불

이론자로 볼 수도 있다.

마드와(Madhva)에 의하면, 비쉬누(Viṣṇu)와 락쉬미(Lakṣmi)의

관계는 영원불변하며, 락쉬미는 비쉬누의 상징에 따라 창조하고,

유지하며, 파괴한다고 한 반면에, 뚤씨에 의하면, 라마는 천계(天

界)의 수호자이고, 우주의 주이고, 씨따는 라마의 마야 즉, 신력(神

力)이고, 라마의 은총으로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하며, 파괴한다는

것이다.79) 신과 신의 환술은 언제나 다르게 존재하는데, 신은 라

마이고, 신의 환술은 씨따이다. 이에 대한 비유에서 강물과 파도

라는 두 낱말과 의미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두 요소이지만 동일

한 것이고, 고뇌하는 보통사람들의 안식처가 간주되는 라마와 씨

따에 대하여 뚤씨는 경배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관점에서 이원론

(二元論)의 논리도 함축되어 있는 듯하다.

2. 뚤씨의 조화론적 사유

ākara cāri lākha caurāsī, jāti jīva jala thala nama bāsī.

sīya rāmamaya saba jaga jānī, karaũ pranāma jori juga pānī.

77) ibid,. Ⅰ.16.3.

bandaũ lachimana pada jalajātā, sītala subhaga bhagata sukha dātā.

raghupati kīrati bimala patākā, daṇḍa samāna bhayau jākā.

78) ibid., Ⅶ.77.3-4.

79) ibid., Ⅱ.125.ch..

śruti setu pālaka rāma tumha jagadīsa māyā jānakī,

jo srijati jagu pālati harati rukha pāī kripānidhānak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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뚤씨는 불이일원론, 한정불이론과 이원론의 철학적 의미를 모

두 포용한 것이다. 그는 대화의 형식을 동원하여 우빠니샤드, 바

가와드기따와 브라흐마 쑤뜨라의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어느

학파의 특정한 논리에 심취하지 않고, 그 자신만의 독특한 논리를

펼쳐서 모든 학파의 논리를 수렴했다. 바가와드기따(Bhagavadgīt

ā)에 수록된 화현론(化現論)80)이 뚤씨의 람짜리뜨마나쓰(Rāmacari

tmānas)에도 소개하고 있다. 정법이 쇠하고, 불법이 승할 때마다

형언하기 어려운 불법한 일이 행해지고, 브라흐만 승려, 소, 신과

지상 등의 모든 것이 비탄에 떨어질 때마다 자비로운 주제신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 신봉자들의 불행을 제거해 준다는 것이

다.81) 이러한 묘사는 브라흐마 쑤뜨라를 근거로 한 브라흐만의 모

습이다.

뚤씨는 지식의 필연성을 논하면서도 신애(信愛)가 없는 지식은

미완성이라 한 것이다. 신의 은총을 강조하여 이러한 은총으로 신

을 알게 된 순간에 그 자신도 그와 일체가 된다는 것을 논하고 있

다.82) 불이일원론(不二一元論)의 지(智 jñāna) 사상과 한정불이론

(限定不二論)의 신애(信愛 bhakti) 사상을 조화시키고 있음을 불

수 있다. 그는 어떤 특정한 종파의 철학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베

80) Bhg Ⅶ.4.7-8.

yadā-yadā hi dharmasya glānir bhavati bhārata, abhyutthānam

adharmasya tadā’tmānam sṛjamy aham.

paritrāṇāya sādhūnam viāśāya ca duṣkṛtām, dharmasamsthāpanārthāsya

sambhavāmi yuge yuge.

81) RCM Ⅰ.120.3-4.

jaba jaba hoi dharma kai hānī, bāṛhahĩ asura adhama abhimānī.

karahĩ anīti jāi nahĩ baranī, sīdahī, bipra dhenu sura dharanī.

taba taba prabhu dhari bibidha sarīrā, harahĩ kripānidhi sajjana pīrā.

82) ibid., Ⅱ.126.1-2.

jagu pekhana tumha dekhanahare, bidhi hari śambhu nacāvanahare.

teu na jānahĩ marama tumhārā, aura tumahĩ ko jānanahārā.

so jānai jehi dehu janāī jānata tumahahi tumahi hoi jāī.

tumaharihi kṛpā tumahi raghunandana, jānahĩ bhakta bhakta ura

cand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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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따철학을 추종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Tulasīdāsa

pariharai tīni bhrama, so āpana pāhicāni”의 견해에 의하면, 뚤씨

의 3가지 논리 모두 잘못이라는 말에서 그가 어느 한 종파에도 속

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가 베단따 철학 사상을

상당히 수렴하고 있으면서 조화론적 사유를 펼치고 있다. 그렇지

만 그는 신애 사상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봐서 한정불이론에 더

기울여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Ⅵ . 나가는 말

뚤씨는 인도문학과 종교철학의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인이요 종교인이었다. 그는 그의 작품 람짜리뜨

마나스에서 보면, 라마의 신봉자이고, 라마를 직관적 대상으로 인

식하고, 속성이 있으면서 없는 즉, Saguṇa이면서 Nirguṇa의 유일

자의 모습으로 본 것이다. 중세 인도사회에서 문학인이나 종교인

들은 신애운동을 펼치고 있을 지음에 그도 그들의 영향에 힘입어

서 그의 작품 속에 Rāma에 대한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Bhakti 사

상을 펼친 것이다. 동시에 Adhyātma Rāmāyaṇa의 사조 역시 그

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은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독특한 성향

을 발휘하여 당시에 유행하던 종교적이고 실천적 사조들 중에서

그의 이성(理性 Vivek Buddhi)에 따라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

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다. Varna 박사는 그의 저

서에서 Tulsī는 실질적으로 Purāṇa에서 노련한 시인이었다고 소

개하고 있다. 그의 Mānas는 일종의 Purāna이고, 역사서(歷史書)라

기보다는 교훈적인 설화를 담아서 기록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Rā

ma의 인생관과 그의 삶을 논술하고 있는 것이다.

뚤씨의 시대에 수피들의 사랑에 대한 시가(詩歌)들이 매우 인기

가 있었다. 이들 수피들은 이슬람포교의 임무를 띠고 인도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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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신에 대한 사랑의 시가들이 인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는

있었으나 경애의 대상으로 승화되지는 못한 것이다. 뚤씨는 기적

이나 심리학적 기예로 인도인들의 마음을 전향시키려는 그들 수

피들의 능란한 계획에 눈을 뜨고서 인도인들을 자각시키려고 노

력했다. 그렇지만 중세인도에서의 Sufism83)에 대하여 논하지는

못했다. 앞으로 Sufism과 Bhaktism에 대한 양자에 대한 비교연구

도 바람직하리라고 여겨진다.

그는 Karma, Jñāna와 Bhakti 사상을 그의 작품 속에서 인도인

들에게 종교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했고, 인도 사상

을 그의 독특한 논리와 사유(思惟)로 베단따철학을 논증한 것이

다. 이와 같이 뚤씨다쓰의 ‘람짜리뜨마나스’라는 걸작을 세상에 내

놓음으로서 인도인들의 종교적 감성과 신앙심이 고조된 것이다.

이것은 인도인의 가정의 경전이면서 일상생활의 윤리적 가치기준

의 척도를 제공하기도 한 것이다.

83) 수피즘은 신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신의 사랑과 지혜의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슬람교의 신앙형태로서 신과 인간의 본성을

확인하고, 이 세상에 신의 사랑과 지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다양한 신비로운 실천방식들이라고 한다. 수피(=신비적)라는

말은 초기 이슬람교의 금욕주의자들이 입었던 모직으로 된 일종의 옷인

‘양모’라는 의미의 수프(Ṣuf)에서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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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hakti Thought of Tulsīdās

Suh, Haing Jung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Tulsīdās is the candid and great poet who composed

the ‘Rāmacharitamānas’. Nowadays the people of India know

more about Tulsidas than about Valmiki or the author of

the Adhyātma Rāmāyaṇa. His Rāmāyaṇa is a very famous

and great epic of North India. His married life was only for

a short time, and it was his wife's rebuke of his

worldliness that unwittingly instigated his beginning a new

life as a holy man devoted to Rāma. He settled down in

Ayodhyā, the birthplace of Rāma and it was here that in

A.D. 1574 he began writing the Rāmacharitamānas. His

going on various pilgrimage, his settled centre of his

existence was Banaras and it was here that he completed

the great epic poetry. Therefore it is said that Tulsīdās was

regarded as a reincarnation of Vālmiki.

This paper is written about the Bhakti Thought of

Tulsīdāsa. It deals with Karma, Jñāna, Bhakti and

Tulsīdās's philosophy on the base of Rāmacharitmānas. As

the Rāma tradition developed for a long time, different

aspects of meaning was opened up in the Rāma symbol.

From the viewpoint of the external level, Rāma remains an

example of kingship and ethical point, and an avatāra of

Vṣṇu, while at the internal level Rāma is also seen to be

the devotional Lord who is the object of Bhakti. Not only a

salvation to those who desire to hear Tulsi's epic but also

the Rāmacharitamānas provides worldly happines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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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piritual relief. It is not only a combination of Bhakti and

Jñāna but also stands for Karma. So it can be called a

Triveni. And also as a Vedānta philosopher he tries to deal

with the harmonical philosophy on the base of Ramanology.

He tried to prove that there should not be quarrel between

the Nirguṇa and Saguṇna aspect of God, because both are

the same. It is said that this epic dose nat talk of a

particular sect and a particular community, race or a group.

Its appeal in universal one.

Key words : Tulsīdāsa, Vālmīki, Rāma, Viṣṇu, Vedānta,

Bhakti, Karma, Jñā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