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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에 대한 샹카라의 주제 파악과 틸락의 비판
김호성

*1)

Ⅰ 머리말. Ⅱ 샹카라의 知慧一元論. Ⅲ 샹카라의 知慧一元論에 대한 틸락의

비판. Ⅳ 맺음말.

요약문 [주요어 : 기타, 샹카라, 틸락, 지혜일원론, 출가주의, 행위일원론]

기타의 주제를 샹카라가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샹카
라의 파악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비판하고 있는 틸락의 관점은 무

엇인가? 歸敬偈와 각 章의 총론 부분에 나타난 행위관을 고찰함으로써

지혜와 행위의 관계에 대한 샹카라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샹카라는 기타에서는 지혜의 길을 주로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하였으며 행위를 통하여 지혜를 얻는다거나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행위는 해탈의 직접적인 원인

이 될 수 없으며, 지혜를 얻기 위한 간접적인 원인으로서 밖에 작용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산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탈을 얻은 뒤

에도 굳이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는 禪의 돈오돈수의 입장

과 유사한 것으로서, 그의 철저한 출가주의의 입장을 내보여준다.

이러한 샹카라의 입장에 대하여 틸락은 강력한 비판을 전개한다.

포기의 길이 곧 出家主義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도 기타에서의 포기는 내적인 욕망의 포기이지 행위 그 자체의 포

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샹카라를 비판하는

틸락의 관점에 동의한다.

Ⅰ. 머리말

한 해석자의 해석이 그 나름의 독창성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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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자의 관점과는 다름이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 다름은 그

이전 해석자의 해석에서는 존재할 수 없었던 새로움(apūrvatā)이

라고 말할 수 있다. 과연 하나의 텍스트에 그 이전의 것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이 있는가 하는 점은 그 텍스트의 주제를 파

악함에 있어서 하나의 관건이 된다. 미망사 학파에서 이 새로움을

텍스트의 주제 파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섯가지 방법론의 하나로

서 설정하는 이유이다. 이미 틸락(Bal Gangadhar Tilak, 1856～19

20)은 그러한 미망사 학파의 여섯가지 주제파악의 방법론을 적용

하여 바가바드기타(이하, 기타로 약칭함)의 주제(tātparya, 宗
趣)가 ‘행위의 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1)

기타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해석자들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제 파악의 견

해 차이가 바로 그들 해석의 새로움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일단 우리는 다양한 해석자들의 주제론을 크게 셋으

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혜의 길(jñāna-yoga)이 기타의
주제라는 입장과 행위의 길(karma-yoga)이 그렇다는 입장, 그리

고 믿음의 길(bhakti-yoga)이 주제라는 입장이다. 물론, 이 외에도

이들 세가지 길의 會通2)으로 보는 등의 다른 입장 역시 가능하다.

전통적인 해석자들 가운데에서 샹카라는 지혜의 길 하나만을

역설하고 있는 텍스트가 기타라는, 이른바 知慧3)一元論의 입장

을 취하고 있으며, 라마누자(Rāmānuja, 1017～1137)와 마드바

(Madhva, 1199～1276)는 공히 믿음의 길을 주제로서 파악하고 있

다. 이러한 전통적 해석에 대하여 틸락은 發憤하여 기타 라하스
야 Gītā Rahasya를 저술하였다. 지혜의 길이나 믿음의 길로 기

1) 이에 대해서는 金浩星(2004) pp. 198～208.

2) 간디(M.K.Gandhi, 1869～1948)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문을 준비해야 한다.

3) 불교의 경우, 지식과 지혜는 서로 의미가 다른 것으로 분별한다. 그러나,

정통 인도철학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식과 지혜는 동의어인 것이다.

그만큼 해탈의 지적인 차원/背景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혜’를 ‘智慧’가 아니라 ‘知慧’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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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의 주제를 파악하는 전통적인 주석가들의 해석이 오류라는 것
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관점은, 행위의 길이야말로 기타
의 주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경전 이해에 실마리를 제공하는”4)

주제를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

이다.

과연 샹카라는 기타의 주제를 무엇으로 파악했던 것일까? 기
실, 이 문제에 답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은 이미 샹카라

스스로도 토로하는 바이다.

기타라는 聖典은 베다의 의미의 핵심(vedārthasāra)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단어들, 단어의

의미들, 문장의 의미들, 그리고 논리/토론들은 기타의 의미를 발견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명하여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

들은 그것을 ‘하나의 자기모순적인 아이디어들의 집적’으로서 이해하

였다. 이러한 곤경을 주의해 가면서, 나는 적절하게 구분하면서 간략

히 텍스트를 해석함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할 것이다.5)

얼핏 보면, 기타는 자기모순적인 아이디어들이 모여있는 것

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리라. 그만큼 기타에는 다
양한 교설들이 설해져 있는 것이다. 지혜․행위․믿음 등이 함께

설해져 있고, 一元論과 一神敎도 함께 나타나 있으며, 상키야․요

가․베단타 학파의 사상들이 어우러져 있다. 또 불교사상으로부터

의 영향마저 보인다. 이러한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하나의 숙제인데, 그것들 가운데 一貫하는 그 무엇이 있다

4) Murty(1993) p. 23. K.Satchidananda Murty는 pp. 22〜24.에 걸쳐서

주제파악이 해석학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서 詳論하고 있다.

5) “tat idaṁ gītāśāstraṁ samastavedārthasārasaṅgrahabhūtaṁ

durvijñeyārthaṁ, tadarthāviṣkaraṇāya anekaiḥ

vivṛsapadapadārthavākyārthanyāyam api atyantaviruddhānekārthatvena

laukikaiḥ gṛhyamāṇaṁ upalabhya ahaṁ vivekataḥ arthanirdhāraṇārthaṁ

saṁkśepataḥ vivaraṇaṁ kariṣyāmi.” Warrier(1983) p. 3. ;

Gambhīrānanda(1984)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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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는 綜合主義的 입장6)과 문헌학적으로 그것들 사이에서 差異/

分離를 보는 분석주의적 입장이 있다.7) 텍스트의 성립사/형성사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주의적 이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텍스트 속에서 一以貫之하는 그 무

엇을 찾아내어서 기타의 중심적인 메시지 내지 주제로서 제시
하는 해석학적 작업 역시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쩌면 그렇게 주제를 찾아내는 일이야말로 해석자의 성스러운

責務일지도 모른다.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길을 찾아낸 샹카라의 解釋學的

觀點을 우리는 이 主題論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데, 그 자료

로서 나는 두 부분을 활용코자 한다. 하나는 古來로 전해져 오는

歸敬偈에 대한 주석 부분이며, 다른 하나는 各 章의 總論 부분이

다. 귀경게와 총론 부분들에 나타나는 지혜일원론의 입장을 파악

한 뒤에는, 그에 대하여 틸락은 과연 어떠한 논리로 비판하고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기타를 세 가지 길의 회통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샹카라의 知慧一元論에 대해서는

틸락과 함께 비판적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지혜만이 
기타의 第一義의 주제라고 보는 샹카라의 관점이 기타의 전체
적 주제론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틸락의 비

판에 공감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6) 종합주의적 입장을 折衷混淆라고 부르는 것도 가능한 입장이다.

[關戶法夫(1995) p. 228. 그러나, 나 자신 역시 그 사이에 뭔가 ‘절충의

논리’가 있으리라 보면서, 뭔가 무원칙한 듯한 ‘절충’이라는 말 보다는

원칙이 있는 듯한 ‘회통’이라는 말을 쓰고자 한다. 關戶法夫 역시 다양성

중에서 ‘상키야와 요가’를 두 기둥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절충주의/절충성’에 대해서는 뭔가 타협적인 듯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져서이다.

7) 原 實,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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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샹카라의 知慧一元論

1. 歸敬偈 주석에 나타난 主知從行

1) 18 : 66의 해석 문제

샹카라는 기타 본문에 대한 주석을 행하기 전에 歸敬偈를 제
시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그 나름으로 주석을 붙인다. 그러니까, 
기타 본문의 주석 이전에 귀경게와 그 주석이 행해지는 것이다.8)
귀경게 주석 부분에서도 前半은 귀경게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해

석이라 할 수 있으나, 그 後半은 기타에 대한 전체적인 샹카라
의 평가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간명하게 말해서, 기타라는 성전의 목적은 윤회하는 삶과 그 원
인의 완전한 소멸이라고 하는 最高善(summum bonum)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모든 행위의 포기에 의해서 인도되는 자기에 대한

앎이라고 하는 성취의 다르마에 의해서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
타의 의미인 다르마를 제시하면서 神에 의하여 “이 다르마는 사람을
브라만의 경지로 이끌기에 적절한 것이다.”(Mbh. Aśva. 16 : 12)라고

선언된다. ··· 기타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르쥬나에게는 “모든 의무
들을 버리고서 나를 유일한 의지처로 삼아라.”(18 : 66)는 명령이 내려

졌다.9)

8) 이 부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하나의 문제가 된다.

S.Gambhīrānanda는 ‘귀경게(Invocation)’라고 부르며, A.G.Krishna

Warrier는 ‘주석자의 서론(The Commentator's Introduction)’이라고

하였다. 두 가지 성격이 공히 존재하므로 둘 다 옳다고 해야 할 것이다.

Gambhīrānanda(1984) p. 1. ; Warrier(1983) p. 1.

9) tasya asya gītāśāstrasya saṁkṣepataḥ proyojanṁ paraṁ niḥśreyasa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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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비록 간명하지만, 기타 전체에 대한 샹카라의 관점
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기타 교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을 윤회로부터의 해탈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장은 기타를 해탈의 書(mokṣa-ś
āstra)로 보는 것으로서, 행위의 書(karma-śāstra)로 평가하는 틸

락의 관점과는 正反對의 입장에 서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과연

기타가 해탈의 書가 아니라 행위의 書인가 하는 점에 대한 논의
는 차치하더라도, 바로 그 점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틸락

의 입장은 샹카라가 기타를 해탈의 書로 보고 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과연 무엇을 해탈로 보는가 하는 점이

다. 이에 대한 대답은 위 인용문 중의 둘째 문장에서 잘 드러나

있다. 자기에 대한 앎, 즉 아트만에 대한 인식을 해탈로 본다. 물

론, 이때의 我知(ātmajñāna)는 梵知(brahmajñāna, brahmavidya)

와 다른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타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
다고 하는 영원불멸의 眞實在인 아트만을 自覺/自見하라는 명령을

발하는 텍스트라는 것이다. 자기/아트만/브라만을 깨닫는 것을 해

탈이라고 보는 관점을 지혜의 길(jñāna-yoga)이라고 할 때, 기타
의 주제는 지혜의 길 그 하나에 있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
야 지혜의 길에 나아갈 수 있을까? “모든 행위의 포기(sarvakarm

asaṁnyāsa)”라고 하는 것이 先行됨으로써, 지혜의 길로 인도된다

는 것이다. ‘행위의 포기 → 자기에 대한 앎의 성취(=해탈 = 다르

마)’라는 논리다. 이같은 논리구조 속에서, 지혜의 길로 나아가기

sahetukasya saṁsārasya atyantoparamalakṣaṇam / tacca

sarvakarmasaṁnyāsapūrvakāt ātmajñānaniṣṭhārūpāt dharmāt bhavati /

tathā imaṁ eva gītārthaṁ dharmaṁ uddiśya bhagavatā eva uktam ―

'sa hi dharmaḥ suparyāpto brahmaṇaḥ padavedane'(ma. bhā. aśva. 16.

12) iti anugītāsu / tatraiva ca uktam ― 'naiva dharmo na cādhrmo na

caiva hi śubhāśubhī'(ma. bhā. aśva. 19.7) [ ---- ], ihāpi ca ante uktaṁ

arjunāya ― 'sarvadhrmān parityajya māmekaṁ śaraṇaṁ vraja'(18 : 66)

Warrier(1983) pp. 3～4. ; Gambhīrānanda(1984) p.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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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先行되어야 할 조건은 모든 행위의 포기, 즉 행위하지 않

는 것이다. 행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명상을 하는 것이 산냐사의

의미가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샹카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위

를 통해서도 해탈할 수 있다고 하는 행위의 길(karma-yoga)은 주

된 위상을 부여받지 못한다. 즉 지혜의 길 하나만이 기타의 주
제가 된다. 틸락이 行爲一元論을 주장했다고 한다면, 샹카라는 그

반대로 知慧一元論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서 좋을

것이다.

또한 기타가 다르마의 現場(dharmakṣetre)에서 다르마를 설

하는 책이라고 할 때, 그 다르마의 의미내용을 어떻게 보는가 하

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샹카라는, 틸락이 주

장하는 바와 같이 윤리적인 행위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형이상학

적인 브라만의 경지로 이어주는 것이 다르마라고 본다. 즉 기타
의 다르마는 카르마 요가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갸냐 요가의 맥락

에서 설해진 것임을 마하바라타의 一節(Mbh.Aśva. 16 : 12)을

인용함으로써 論證코자 한 것이다. 기타의 결론 부분에 있는 18
: 66송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도 형이상학적 다르마의 차

원, 즉 我知/梵知의 차원에서라고 그는 이해한다. 그런데, 샹카라

가 기타의 주제를 지혜의 길로 이해하면서 그같은 논리를 강화
하기 위해서 기타 18 : 66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深層의 文脈(context)을 읽지 못

하고 表層의 文章(text)만을 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1

8 : 66의 전문을 읽어보기로 하자.

모든 의무들을 완전히 내버리고서 나를 유일한 의지처로 삼아라.

나는 그대를 모든 악으로부터 해탈시켜 주리니, 슬퍼하지 말라.10)

이 게송에 나타난 다르마의 의미는 형이상학적인 다르마 개념

10) sarvadharmān parityajya mām ekaṁ śaraṇaṁ vraja / ahaṁ tvā

sarvapāpebhyo mokṣayiṣyāmi mā śucaḥ // BG 18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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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윤리적인 의미의 다르마 개념으로 생각되는데11), 샹카

라는 마하바라타의 형이상학적 다르마 개념과 同質의 것으로

보고 同時에 인용하고 있다는 데서 일단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단 이 18 : 66에서의 다르마 개념이 윤리적 의

미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샹카라의

경우에서처럼, “모든 의무들을 버리고서” 라는 구절이 “카르마 요

가를 버리고서” 라는 의미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인가? 그렇게 생

각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글은 表層의 文章 속에서만이 아니라

深層의 文脈 속에서 그 의미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틸락이 올바로 지적하듯이, 기타의 교설은 모두 參戰 여부와 관
련된 아르쥬나의 회의, 즉 행위의 문제에 대한 크리쉬나의 응답이

라는 성격이 있다는 점 역시 무시할 것은 아니다. 그 점을 前提해

놓고서, 나는 18 : 66이 어떠한 의미맥락 속에서 말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본다. 의미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

는 科目 나누기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논의

를 총체적으로 맺음하는 18 : 66이 포함된 부분(18 : 50～72)은 總

結分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 總結分의 과목을 나누어 보면 다음

과 같이 된다.

표 : 총결분의 과목

┎ 정종분의 요약(18 : 50 ～ 72)

┞ 總結論(18 : 73)

┕ 산자야의 맺음말(18 : 74 ～ 78)

그러니까 18 : 66은 ‘정종분의 요약’의 일부분이었다. 그 ‘정종분

의 요약’ 중에서 다시 18 : 66이 차지하는 의미를 재확인할 필요

가 있으므로, 다시금 ‘정종분의 요약’을 좀더 세분하는 과목 나누

11) 물론, 이 18 : 66의 전체적 의미는 박티/믿음의 맥락 속에 놓여있다. 다만

그 속에서 말해지는 ‘다르마’의 의미는 윤리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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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필요해 진다. 이하, 18 : 50～72 부분을 다음과 같이 좀더 세

분해 본다.

표 : 正宗分의 요약 科目

┌ 正說 ┬ 序說(50)

│ ├ 지혜의 요가(51～53)

│ ├ 믿음의 요가 ┬ 지혜에 근거한 믿음(54)

│ │ ├ 믿음의 요가(55)

│ │ ├ 믿음에 근거한 행위(56)

│ │ └ 지혜에 근거한 믿음(57)

│ ├ 행위의 요가(59～60)

│ └ 믿음의 요가(61～63)

├ 反復 ┬ 序說(65)

│ ├ 믿음의 요가(66)

│ └ 付囑 ┬ 믿음행자에 대한 설법(67)

│ └ 믿음행자에 대한 찬탄(68～71)

└ 물음(72)

18 : 73의 아르쥬나의 決心(=總結論)을 이끌어내는 물음/發問으

로서의 기능을 하는 18 : 72를 제외할 때, 정종분의 요약 은 正說

과 反復으로 나눌 수 있다. 正說에서 우리는 기타 안에 세가지
요가가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또 그것들이 상호연계/結合/會通되

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反復은 正說에서 설한 바를 한번 더

부연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그 의미는 正說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샹카라가 18 : 66에서 “모든 의무들을

완전히 내버리고서”라는 文句로서 행위의 길을 배제한 것이 기
타의 本義라고 평가한 것과 같이, 正說에서 행위의 길이 배제되

어 있는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18 :

56에서 “모든 행위를 행하는 자”12)라는 의미가 있고, 18 : 63에서

12) “sarvakarmāṇy api sadā kurvāṇaḥ” BG 18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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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대가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행하라”13)는 말씀이 분명히 있

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18 : 66의 “모든 의무들을 완전히

내버리고서”의 의미를, 샹카라와 같이 곧이곧대로 행위의 길의 포

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 이미 吉熙星은 다

음과 같이 18 : 66의 의미를 限定하고 있다.

모든 의무들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코 의무 자체를 무시하

라는 것은 아니고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신을 향하는 마음으로

의무들을 행하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미 41～49절에서는 자

신이 해야 할 의무들이 강조되고 있다.14)

결국, “의무들을 완전히 내버리고서”의 의미는 “의무들을 [행한

뒤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버리고서”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카르마요가에 대한 적확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나

는 18 : 66은 다음과 같은 18 : 57에 뒷받침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고 본다. 왜냐하면, 18 : 66에서 “모든 의무들을 완전히 내버리고

서(sarvadharmān parityajya)”라는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

는 “모든 행위를 나에게 버리고서(sarvakarmāṇi mayi saṁnyasy

a)”라는 구절이 18 : 57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8 : 57과 1

8 : 66을 차례대로 읽어볼 필요가 있게 된다.

마음으로 모든 행위를 나에게 버리고서 나를 궁극으로 삼아서 지혜

의 요가를 의지한 뒤에 언제나 나에게 마음을 두는 자가 되라.15)

모든 의무들을 완전히 [나에게] 내버리고서 나를 유일한 의지처로

13) “yathe 'cchasi tathā kuru.” BG 18 : 63.

14) 吉熙星(1988) p. 267. 吉熙星이 말한 18 : 41～49는 나의 科目에서는

‘행위의 길’(18: 41～49)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15) cetasā sarvakarmāṇi mayi saṁnyasya matparaḥ / buddhiyogam

upāśritya maccittaḥ satataṁ bhava // BG 18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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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라. 나는 그대를 위해 모든 악으로부터 해탈시켜 주리니, 슬퍼하

지 말라.

18 : 66에서 ‘[나에게]’를 집어넣어서 해석해 볼 수 있다면, 두

게송 공히 행위/의무들을 神에게 버리고서, 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는 의미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게송이 박티/믿음만을 강조하고

카르마/행위를 배제하는 가르침인 것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16)

왜냐하면, 18 : 56에서 “항상 나에게 의지하여 모든 행위를 행하

는 자”17)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행위의 목적을 행

위 밖에 두지 않는, 제사의 목적을 제사 밖에 두지 않는 것과 마

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행위를 神에게 내버림으로써, 다시 진정

한 행위가 가능해진다. 행위를 신에게 바친다는 것은 행위와 결부

되는 결과․보상․동기 등 어떠한 군더더기도 모두 배제되는 것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8 : 63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대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문맥 속에서 그 深層의 의미를 파악해 내지 않는다면, 오류를 면

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18 : 66의 의미를 “행위의 포기 → 지혜

일원론”의 맥락으로 이해, 인용한 샹카라의 해석은 기타의 문맥
/本義에는 부합하지 않는 誤讀인 것으로 평가한다.

2) 歸敬偈 주석에 나타난 행위관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샹카라가 기타의 주제를 知慧

一元論으로 파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를 좀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으로 그가 행위/카르마와 믿음/박티를

어떻게 보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는 이미 先行硏究18)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詳論을 피한다. 다만,

16) T.G.Mainkar는 18 : 66에 대한 샹카라의 해석이 오류임은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으나[Mainkar(1969) p. 15.], 그것이 박티만이 아니라 행위의

길과도 연계됨은 보지 못하고 있다. 文脈을 살펴보지 못해서이다.

17) sarvakarmāṇy api sadā kurvāṇo madvyapāśrayaḥ / BG 18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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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카라에게 있어서 믿음/박티는 지혜나 행위와 관련되어서 논의

된다는 점만 지적하고자 한다. 지혜와 일치되거나 지혜를 위한 수

단으로서 해석되었다고 한다.19) 믿음에,기타 본문이 설하는 것
처럼, 독립적인 위상을 부여하지 않는다. 믿음을 지혜 속으로 포

섭해 버리거나, 아니면 보조적/간접적인 원인 [助因]으로 設定해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그의 박티관은 지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최고의 실재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 특징지워지는 박티(para

mārthajñānalakṣaṇa bhakti)이거나 지식의 경지에 의해서 특징지

워지는 박티(jñānaniṣṭhālakṣaṇa bhakti)이다. 이는 그만큼 우파니

샤드적 차원 속으로 박티를 집어넣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20)

다시, 여기서는 歸敬偈에 대한 주석에 나타난 카르마 요가觀을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원문을 읽어본다.

계급과 삶의 단계에 부과되어서, 번영을 목적으로 하고 행위를 특

징으로 하는 다르마는 흔히 결과에 대한 욕망으로 행해졌을 때는 수

행자를 천상의 존재 등과 같은 보다 높은 지위로 이끌지만, 다만 그것

이 神(īśvara)에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보상에 대한 기대가 없이 행해

졌을 때는 마음의 淨化를 증진시킨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결과에 대

한 욕망없이 행해졌을 때는] 해탈에 대한 성취를 촉진한다. 청정한 마

음과 지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에 의하여 最上에 이르는 원인의 성품

또한 일어난다. 그와같이 이러한 의미를 명심하면서 그 [神]는 기타
5 : 10에서 “브라만 안에 행위들을 두고서”라고 말하고, 5 : 11에서는

“요가행자는 집착을 내버리고서 자아의 청정을 위하여 행위를 행한

다.”라고 말하는 것이다.21)

18) 李榮洙, pp. 29～42. 참조.

19) Shima(1990) p. 496.

20) 上同

21) abhyudayārtho ’pi yaḥ pravṛttilakṣaṇaḥ dharmaḥ varṇān āśramāśca

uddiśya vihitaḥ sadevādisthānaprāptihetuḥ api san,

īśvarārpaṇabuddhayā anuṣṭhīyamānaḥ sattvaśuddhaye bhavati

phalābhisandhivarjitaḥ / śuddhasattvasya ca jñānotpattihetutvena ca

niḥśreyasahetutvam api pratipadyate / tathā cemam eva artham



기타에 대한 샹카라의 주제 파악과 틸락의 비판 ∙ 165

우선, 샹카라는 행위를 특징으로 하는 다르마는 계급과 삶의 단

계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라는 힌두교 정통 敎義의 입장을 반복한

다. 샹카라가 인정하는 행위는 법전의 규정에 의해서 부여되었으

며, 기타에서도 그 遂行이 역설되는 家住期의 행위들인데, 구체

적으로 그것들은 ‘祭儀的 행위와 (계급적) 의무’일 뿐이다. 틸락은

카르마가 갖는 의미를 네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22) 첫째는 미

망사 학파에서 말하는 ‘犧牲祭儀’를 의미하고, 둘째는 法典에서 말

하는 ‘계급의 의무’를 말하며, 셋째는 푸라나 문헌에서 말하는 ‘생

활상의 행동’을 나타내며, 넷째는 기타에서의 의미이다. 기타
에서는 아르쥬나를 위해서 규정된(vihita) 武士의 倫理나 祭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일

반적인,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23) 샹카라에게 있어서

행위는 첫째와 둘째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으며, 틸락은 넷째의 의

미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행위’라는 개념의 의미에서부터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샹카라는 행위가 갖는 일정한 의미를

인정한다. 신에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보상에 대한 기대가 없이

행해진 행위는 마음의 정화를 증진시키고 간접적으로 해탈을 위

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에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또 “보상에 대한 기대없이 행해지는” 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음의 요가에 근거한 행위이거나 행위의 요가 그 자체임을

알 수 있다. I.C. Sharma는 샹카라가 자아의 淨化(ātma śuddhi)를

위해서 행위의 의미를 인정하였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간과되어 왔음을 한탄한다.24) 이러한 I.C. Sharma의 한탄은 타당

abhisaṁdhāya vakyati ― brahmaṇyādhāya karmāṇi(5 : 10),

yoginaḥ karma kurvanti saṅgaṁ tyaktvātmaśuddhaye(5 : 11) iti//

Warrier(1983) pp. 4～5. ; Gambhīrānanda(1984) pp. 6～7.

22) Tilak(2000) pp. 72～75.

23) 위의 책, p. 75.

24) Sharma(1963)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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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같은 인정 역시 한계지워져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기타의 카르마 요가를 샹카라는 해탈의 주된

수단으로까지 간주하지 않는다. 틸락과는 달리, 그러한 행위만으

로도 충분히 해탈할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뿐이라고 말한다. 해탈의 正因이 될 수는 없으며, 갸냐

요가를 수행할 수 있는 근기가 된다는 점에서, 갸냐요가의 간접적

/이차적 원인일 뿐이다. 기타 5 : 11에서는, 샹카라가 인용한 것
처럼 행위는 자아의 청정을 위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자

아의 청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곧바로 해탈이라고 보지 않는다.

즉, karma-yoga(=karma-niṣṭhā)의 사람이 jñāna-yoga(jñāna-niṣṭ

hā)에 곧바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다만, 지혜의 길

에 적합한 근기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해탈은 여전히 거기에서도

聖典을 통해서나 自在神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것이다.25) 그러니

까, 카르마 요가는 해탈 그 자체의 正因인 될 수 없음은 물론 助

因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다만, 갸냐 요가를 수행할 수 있는, 거기

에 이를 수 있는 助因이라는 입장이다. 그것은 지혜의 길을 설하

는 맥락 속에 놓여있는 것이므로 自利行이라 할만하다.26) 물론,

행위 개념이 샹카라에게는 계급과 삶의 단계에 결부된 것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에게서 지혜의 길과 행

위의 길은 명확하게 主와 從으로 차별화되고, 계급화된다. 샹카라

가 행위에 대하여 나름대로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지

혜와 행위를 회통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관점 역시

가능하지만, 正助/主從을 나누는 이상 그 사이에는 이미 계급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논리가 會通論일 수 있다 할지라도 계급적/차

별적 회통론일 뿐이지 평등한 會通論이라 보기는 어렵게 한다. 내

가 그의 主知從行的 입장을 굳이 知慧一元論이라 부르는 까닭이

25) 高木健翁(1996) p. 429.

26) 여기에는 갸냐요가의 완성 그 자체를 해탈/범지와 달리 보는 샹카라의

관점이 개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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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各 章의 總論에 나타난 行爲觀

歸敬偈 주석에 나타난 샹카라의 기타觀은 그의 이해의 大綱

을 제시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主知從行의 입장을 설하

는 것으로 기타를 이해함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 있거니와,
그것이 비록 大綱의 제시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疏略한

것도 사실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大綱의 제시를 보다 보완하면서

상세하게 논의해 가는 것이 샹카라에게는 남은 과제였으리라. 여

기서는 기타 본문에 대한 주석을 통해서 샹카라가 앞서 살펴본
주제론을 어떻게 보강해 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나

는 샹카라가 각 장의 주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제시하는

總論的 언급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분량은 얼마 되지 않으나, 지

행회통의 입장이나, 행위를 통해서도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 대해서 샹카라는 강력한 비판을 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되므로 삼가겠거니

와, 다만 그가 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점은 여기서 정리

해 둘 필요가 있을 것같다.

2章에 대한 총론은 10송이 끝난 뒤에 행한다. 1 : 1에서부터 2 :

10까지는 배경묘사와 함께 아르쥬나의 회의가 제시되는 부분인데,

그는 여기 2 : 10에 이르러 비로소 포괄적으로 一言을 하고 만다.

2 : 10에 이르기까지는 상세한 논의를 행하지 않는다.27) 그런 뒤

에 본격적으로 지혜와 행위의 문제를 논의해 간다. 샹카라는 梵知

이후의 행위는 인정하지만 행위를 통한 梵知의 가능성은 否定한

27) 이 점은 라마누자 역시 거의 마찬가지인데, 기타의 서사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주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공히 기타를
해탈의 書로 평가해 버리고 말게 되는 점과 결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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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행위를 갸냐요가를 얻기 위한 助因이라고 보았던 부분에

대한 구체적 논의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2 : 10의 총론 부분에

서도 그는 해탈을 위해서는 오직 知만이 있으면 될 뿐, 행위가 요

구되지 않는다고 본다.

기타라는 聖典에서는 오직 해탈의 성취는 진리 그 자체에 대한

앎으로부터 얻어지며, [지혜와] 행위와의 결합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의미이다.28)

진리 그 자체에 대한 앎은 梵知이다. 梵知가 곧 해탈이라면, 그

러한 해탈론에 있어서 행위의 위상은 어디일까? 쉽게 그 자리가

파악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샹카라가 건립한 敎義

와는 달리 기타에는 서로 모순적으로 보이는 다양한 교설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점은 그 스스로도 인정/지적하는 바이다. 여기

에 그의 고민이 있고, 그의 기타 해석의 출발점이 놓여있는 것
이다. 행위나 믿음과 관련한 교설을 어떻게 평가하면서, 지혜를

높이 선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29) 歸敬偈 주석에서 샹카라는

行爲를 助因으로 평가하여 會通함으로써 지혜를 주로 하는 입장에

아무런 상처가 없게 하였지만, 그렇게 했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다시 기타 안에서 행위에 대한
언급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는 이유이다.

우선, 그는 해탈을 위해서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고 본다. 다만, 보조적/간접적인 도움 [助因] 정도는 될 수 있겠지

만 궁극적으로는/반드시 그것들을 버리고서 梵知를 얻어야 한다

고 본다. 그렇게 하여 梵知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샹카라는

梵知者에게는 행위는 불필요하다30)고 말한다. 브라만을 알고 난

28) “tasmāt gītāśāstre kevalāt eva tattvajñānāt mokṣaṁ prāptiḥ, na

karmasamuccitāt iti niścitaḥ arthaḥ.” Warrier(1983) p. 25

29) 샹카라의 믿음/박티관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그의 지혜일원론을

보강하는 주요한 관건이지만, 여기서는 상론할 수 없다.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기타에 대한 샹카라의 주제 파악과 틸락의 비판 ∙ 169

뒤에 행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자아를 아는 자의 무지가 제

거된 뒤에는 그는 전도된 지혜에 뿌리박고 있는 카르마 요가와

결합하지 않을 것이다.”31)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에

게 있어서, 梵知는 당연히 일체 오류를 넘어서는 것이고 행위는

染汚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샹카라의 논리는 기타의 본문으로부터는 지지를 받지 못한다.

梵知의 체험은 샹카라가 말한 바와 같이, 一切汚染을 넘어서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범지 이전에 행위가 갖는 染汚는 梵知

를 통해서 정화되고, 그 이후에 나오는 행위는 오염되지 않는 행

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위를 하더라도 오염되지 않는다.”32)

또는 “행위를 하지도 않으며 [그로 인해] 오염되지도 않는다.”33)

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미 갸냐 요가를 얻은 자에게는

행위를 하더라도 오염되지 않는다. 따라서 13 : 31에서 na karoti

는 na lipyati의 의미이다. 두 句는 同語反復일 뿐이다. 이는 곧 행

위하기 이전의 前提 내지 행위의 출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틸락 역시 이렇게 말한다.

30) 여기서 샹카라의 입장을 불교와 대비해 볼 필요가 있다. 깨달음 이후에

행위는 필요한가 하는 점은 특히 선불교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행위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禪의

頓悟漸修의 입장인데,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두 차원이 있다. 하나는

아직 習氣가 남아있어서라고 보는 唯識的 관점에서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華嚴的 입장이다. 샹카라의 경우,

행위는 언제나 오염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보는 것은 그가 행위를 세계의

복지(lokasaṁgraha)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사나 계급적 의무만으로 행위를 보고 있기에, 그러한 협소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유식의 입장은 자리적 차원이고 화엄의

입장은 이타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깨달음 이후에도 계속 닦아야

한다”는 것 자체도 깨달음 이후의 행위를 긍정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샹카라는 화엄적 입장과는 물론이고 유식적 입장과도 다르다 할 것이다.

31) “ātmavidaḥ nivṛttamithyājñānatvāt viparyayajñānamūlasya

karmayogasya asaṁbhavaḥ syāt.” Warrier(1983) p. 184.

32) “kurvann api na lipyate.” BG 5 : 7.

33) “na karoti na lipyati.” BG 13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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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에 이끌린(kāmya) 행위가 속박하는 것 때문에 행위의 포기가

요구된다고 한다면, 지혜를 얻은 뒤의 욕망을 떠난(niṣkāma)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梵知 이후의 행위는

모두 이러한 욕망을 떠난 행위이다.34)

따라서 샹카라가 인용35)한 5 : 7과 13 : 31 등 게송의 의미를

나는 지혜와 행위의 결합을 역설하는 게송들로 이해한다. 그뿐이

다. 따라서 이러한 게송들은 해탈은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며 오직 梵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

고 인용한 샹카라의 논리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

히려, 기타에는 해탈을 위한 행위를 긍정하는 많은 게송들이 있
다. 그가 인용한 4 : 15나 3 : 20과 같은 구절들은 해탈을 위한 행

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悟後의 行만을 기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悟前의 行, 즉 깨달음/梵知를 위한 行 역시 인

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文證은 모두 샹카라가 ‘깨

닫지 못한 자들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인용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다.

자아의 청정을 위하여 행위를 행한다.36)

스스로의 행위에 의하여 그를 숭배하면서 사람은 성취를 얻는다.37)

성취를 얻은 자가 어떻게 브라만을 얻는 지를 [ ---- 나로부터 간

략히 들어보라.]38)

이들 구절의 의미를 샹카라는 助因으로 평가해 버리고 마는 것

이지만, 그러한 평가 자체는 샹카라의 것이지 결코 기타 그 자
체의 입장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 두 가지 차원의 행

34) Tilak(2000) p. 428.

35) Warrier(1983) p. 26. 참조.

36) yoginaḥ karma kurvanti saṅgaṁ tyaktvā 'tmaśuddhaye // BG 5 : 11.

37) “svakarmaṇā tan abhyarcya siddhiṁ vindati mānavaḥ.” BG 18 : 46.

38) “siddhiṁ prāpto yathā brahma tathā 'pnoti.” BG 18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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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연, 해탈 이후의 행위

와 해탈을 위한 행위가 다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해탈이라

는 梵知의 체험을 경험하기 전과 경험한 후가 같을 수는 없을 것

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탈 이전의 행위와 해탈 이후

의 행위가 전혀 다른 차원, 전혀 다른 근기의 사람들에게 배당되

는 것일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은 지적되어야 한다. 동일한 根機

의 인물/수행자에게서 모두 가능하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샹카

라가 보는 것과 같이, 해탈 이전의 행위는 근기가 낮은 자에게 베

풀어진 것이며, 해탈 이후의 행위는 근기가 높은 사람에게 배당되

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39) 그 예가 바로, 자나

카왕이다.

왜냐하면 자나카왕등은 행위에 의해서만 완성에 이를 수 있었기 때

문이오. 또한 그대는 오직 세계의 복지를 생각하면서 행할 수 있을 것

이오.40)

자나카왕이 이야기되는 3 : 20을 샹카라는 깨달은 자의 행위만

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자의 행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언급41)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역시 3 : 20에 담긴 두 가지 차원의 행위

를 무의식 중에서나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본다. “행위에

의해서만 완성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은 梵知 이전의 행위 역시

기타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세계의 복지를 생각하면서 행
할 수 있다”는 것은 梵知 이전의 행위로서도 가능하지만 梵知 이

후의 행위로서도 가능한 것이다. 만약 범지/해탈 이후에 “세계의

복지(lokasaṁgraha)”를 위해서 행위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해탈은

중생의 제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고 말 것이다. ‘행위의 포기

39) 근기론의 수용은 샹카라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논법이다. 金浩星(2000) p.

114. ; pp. 120～121. 참조.

40) karmaṇāiva hi saṁsiddhim āsthitā janakādayaḥ / lokasaṁgrahamevāpi

saṁpaśyan kartum arhasi // BG 3 : 20.

41) Gambhīrānanda,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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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梵知의 획득 → 행위의 실천’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만 ‘행위의

포기 → 梵知의 획득’으로 끝나고 만다면, 그러한 出家主義는 현실

을 외면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梵知의 획득 → 행위의 실

천’을 위해서 행위의 포기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문제에

적지 않게 봉착할터인데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 비베카난다 ․오

로빈도․틸락 등의 근대 인도사상가들이 한결같이 샹카라의 베단

타철학을 비판한 것이 타당성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자나카王

의 사례에 대해서 샹카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약 애시당초 자나카왕과 같은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주장된다면, 그들은 완성을 지향하면서 세계의 복지를 위하여 그

렇게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소들이 요소들에 있어서 작용

한다”(3 : 28)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즉 그들(깨달은 자들 --- 인용

자)은 모든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행위의 수단을 통하여 그러한 완성을 추구하였으며 행위를 내버

리지 않았다. 그것이 이 문장의 의미이다.42)

이를 좀 簡明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三段論法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자나카왕 등이 모든 행위를 포기하는 것은 적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복지를 위하여 행위하였다.

[그렇기에 해탈할 수는 없었어야 하는데] 해탈할 수 있었다.

내가 [ ] 속에서 “그렇기에 해탈할 수는 없었어야 하는데” 라고

한 것은, 샹카라 철학의 입장에서 도출해 낸 것이다. 따라서, [ ]

안의 내용을 감안할 때 그러고서도 “해탈할 수 있었다.”는 것은 [

42) yadi tāvatpūrve janakādayaḥ tattvavidaḥ api pravṛttakarmāṇaḥ syuḥ,

te lokasaṁgrahārthaṁ ‘guṇā guṇeṣu vartante’(3 : 20) iti jñānenaiva

saṁsiddhim āsthitāḥ / karmasaṁnyāse prāpte api karmaṇā sahaiva

saṁsiddhim āsthitāḥ na karmasaṁnyāsaṁ kṛtavantaḥ ityarthaḥ/

Warrier,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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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는 베단타철학과 모순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더욱이 이러한 三段論法에서 그들이 “모든 행위를

포기하는 것은 적절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도 梵知를 위해서는 모

든 행위를 포기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文脈上

샹카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3 : 20에서, 그들이

모든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적절하였다는 해석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위의 인용문 중에서 “즉 그들은 모든 행위

를 포기하는 것이 적절하였다”라는 샹카라 자신의 관점을 삭제하

는 것이 더욱 옳을 것이다. 행위를 포기하지 않고서, 세계의 복지

를 위하여 행위하면서도 해탈할 수 있었다고 할진대 무엇 때문에

다시 행위의 포기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결국, 기타 그 자체의
입장은 해탈 이후의 이타행으로서의 행위만이 아니라 해탈을 위

한 행위 역시 가능하며, 그러한 자아의 청정을 위한 행위들을 보

조적/간접적인 수단/修行으로 계급화시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

는 것이다.

Ⅲ. 샹카라의 知慧一元論에 대한 틸락의 비판

근대 인도철학사의 전개는 샹카라라는 巨峰을 어떻게 비판해가

면서 극복해 갔느냐 라는 관점에 의해서 정리해 보아도 좋을 것

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비베카난다(Swami Vivekananda, 1863～1

902)는 샹카라의 아드바이타 베단타를 代理補充할 ‘實踐的 베단타

(Practical Vedānta)’를 제시하였으며, 오로빈도(Aurobindo Ghose,

1872～1950) 역시 아드바이타 베단타를 代理補充할 ‘통합 요가(Int

egral Yoga)’를 제시한다.43) 틸락 역시 마찬가지다. 그의 관점을

43) 이러한 흐름은 마치 근대 서양철학사가 헤겔에의 비판과 극복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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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實在的 베단타(Realistic Vedānta)’로 생각하거니와, 現實이

幻影이 아니라 實在라고 하는 점에서 실재적이라고 본다. 틸락의

관점이 실재적이라는 점에서, 그 역시 전통적․정통적인 아드바이

타 베단타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집요한 비판자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샹카라가 생각하는 
기타의 주제론과 깊이 결부된 그의 베단타 철학의 테제에 대하
여 틸락이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틸락은

샹카라의 불이일원론의 기본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이해․정리하

고 있다.

① ‘나’, ‘너’와 같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대상물들의 복수성, 또

는 눈에 보이는 모든 타자(other things)는 참된 복수성이 아니라 그러

한 모든 것들은 하나이며 순수하며 영원한 最高我(Parabrhman)이다.

그리고 다양한 인간의 감각기관은 복수성의 느낌을 最高我의 幻影(illu

sion, māyā)의 결과로서 경험한다.

② 인간의 아트만 역시 근본적으로 최고아로서 동일한 성격의 것이

다.

③ 누군가 완벽한 지혜를 얻은 뒤이거나, 아트만과 최고아의 하나

됨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거나 완벽하게 깨닫지 않고서 해탈을 얻는다

전개되어 갔던 것이나 조선시대에 朱子보다 더 朱子的이었던 退溪學을

克服함으로써 實學․氣學 등의 근대 한국철학사가 전개되어갔던 것과

유사하다. 그도 그럴 것이 ‘헤겔 - 退溪 - 샹카라’가 모두 ‘절대정신 -理

- 브라만’이라고 하는 一元의 형이상학적 실체를 집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감인 것은 근대 인도철학사의

경우에서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나 해체주의 등과 같은 非실재론을

제시하면서 등장한 근대 서양철학의 역사와는 달리, 샹카라 철학에 대한

비판자라고 하더라도 비베카난다․오로빈도․틸락 등이 모두 그

형이상학의 차원에서는 샹카라와 마찬가지로 實在論者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 비록 오로빈도의 경우에는 상키야의 이원론을

수용함으로써 샹카라의 베단타와 다르긴 하지만, 그가 의존하고 있는

상키야철학 역시 푸루샤의 실재를 인정하는 實在論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근대 서양철학사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도철학사에서 아드바이타 베단타에 대한 해체주의적 넘어섬은 역시

空을 근간으로 하는 불교사상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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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44)

①은 幻影論(māyāvāda)이며, ②는 不二論(advaita), 그리고 ③은

포기의 길(saṁnyāsa)이다. ③은 베단타의 해탈론이라 할 수 있는

데, 굳이 포기의 길이라 이름하여 해탈론이 포기의 길/出家主義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은 무엇 때문인가? 완벽한 지혜를

얻는 일이나 아트만과 최고아로서의 梵이 하나되는 梵我一如는 세

속에서의 생활 속에서 행위를 兼修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먼저 포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 세

가지 입장이 공히 하나의 ‘지혜의 길’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틸락은 ②에 대해서는 별 이의

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데, ①과 ③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①의 환영론은 베단타 학파의 現實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환영론 역시 행위의 길에서 본다면 일단 문제될 수 있겠

다. 현실이, 혹은 행위의 대상이 될 他者나 행위 자체가 幻影에 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적극적인 행위의 길을 유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45) 오로빈도가 샹

카라의 환영설을 비판하는 핵심 역시 여기에 있었다.46) 불교까지

도 그런 맥락에서 샹카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함께 비판하였던

것이다. 현실이 실재이며 환영이 아니라는 차원에 입각한 채 우리

가 행위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행위에 집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47) 실로 우리가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의 대

44) Tilak(2000) p. 19.

45) 吉熙星은 이런 관점에서, 선불교의 사회의식을 문제삼은 바 있다.

[吉熙星(1988) pp. 28～29. 참조. 선불교 역시 空을 그 저변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空과 幻影論은 다르며 보조선의 경우

不二一元論과 달리 현실참여 이론을 제시한다고 본다. 그것이 곧

돈오점수에서의 점수로서의 普賢行이다. 金浩星(1991) pp. 149～158.

참조.

46) 金浩星(2000)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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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행위 그 자체 그리고 행위의 주체로서의 나가 모두 환영이라

고 인식할 수 있다면, 집착없는 참된 행위를 부르는 가능성 조건

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주체마저 환영으로 본다는 점에서,

나의 관점은 베단타와 배치되며 불교의 空사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리라. “모든 것을 空으로 본다면 어떻게 행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즉 무엇이 행위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것이 幻影이고, 모든 것

이 空이라 할지라도, 뭔가 남아서 우리에게 行爲케 하는 것이 있

다. 불교 같으면 자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타는 ‘의무(d
harma)’라고 말한다. 기타의 義務主義는 어떤 일을 하기 싫은데
도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의무라기 보다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구하는 바 없고 집착이 없으므로, 욕심이 행위의

動因이 되어서 행위하지는 않게 될 때, 그런 경지에서도 그것이

내가 해야 할 所任/使命으로서 부여되어 있음을 느끼고 행하는 행

위를 말한다. 그런 차원에서 다르마 개념을 이해해야 할 것이

다.48) 또 하나는 他者에 대한 사랑/자비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기타에서는 lokasaṁgraha(세계의 복지, 度世) 개념으로 말
한다. 3 : 25이 그러한 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頌이다.

무지한 자들이 행위에 집착하여 행하는 것과 같이, 바라타의 후예

여, 세계의 복지를 원하는 지혜로운 자는 집착함이 없이 행해야 할 것

이다.49)

47) 이러한 맥락에서, 실재적 베단타의 입장을 갖고 있는 틸락이 필요하다면

폭력마저 행할 수 있다고, 폭력을 용인하게 되었지 않을까,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48) 물론, 기타에서의 의무주의는 계급적 의무라고 하는 제약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위와 같은

해석 역시 가능한 것으로 나는 본다.

49) saktāḥ karmaṇy avidvāṃso yathā kurvanti bhārata /kuryād vidvāṃs

tathāsaktaś cikīrṣur lokasaṃgraham // BG 3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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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불교와는 달리 베단타의 경우 환영론이 타자/세계에만

적용되고 자아/아트만은 환영론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자아와

세계가 공히 幻影이라고 보는 불교의 空과 차이가 있게 되고, 그

런 점에서 자아에의 집착이 참된 행위의 길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도 가능케 된다. 한편, 불교의 경우 행위

의 대상도, 행위의 주체도 그리고 행위 자체나 그 결과도 幻影으

로 볼 때 진정한 행위가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이 금
강경과 같은 불교경전에서 설해지는 입장이다.50) 하여튼 그 이론
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환영론을 그 사상적 배경으로 하는 샹카

라의 불이일원론 학파에서는 어떠한 사회적인 실천도 말하지 않

는다. 적극적인 실천행들은 그러한 환영론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나왔던 것이며, 그것은 근대 인도에 이르러서 비로소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틸락이 행한 비판의 초점은 ①의 환영론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③포기의 길에 더욱더 중점이 놓여진다. 베

단타의 불이일원론 학파에서는 內在하는 아트만이나 순수하고 영

원한 브라만(Parabrahman)을 아는 것 [=梵知]을 해탈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행위의 길이 요청될 필요가 그 자체적으로는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행위 여부와는 무관한 차원, 즉 知의 차원에서만

해탈이 云謂된다. 해탈을 위해서는 行이 無用하며 知의 차원에서

만 가능하다고 샹카라의 베단타 철학에서 斷言하는 까닭은, 그의

철학, 즉 베단타 학파가 우파니샤드 철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

다. 주지하다시피 우파니샤드는 절대적 원리인 브라만의 초월성과

함께 내재성을 말한다. 그 내재하는 브라만이 아트만이고, 그것은

外在/초월해 있는 브라만과 하나이다. 梵我一如가 바로 그러한 사

실을 나타내는 格言이다. 내가 아트만/我/참 나의 존재임을 망각

하고 사는 것이 윤회인데, 그 이유는 무명/附着 때문이다. 이와같

은 형이상학적 인간론에서 도출되는 해탈관은 “내가 곧 아트만”

50) 금강경에 있어서 空/無住相에 근거한 보살행의 실천 이념에 대해서는
김호성(2002) pp. 80～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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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깨달으면/알면 되는 것이다. 知卽成이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

도 知의 반대개념이지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

파니샤드의 이같은 철학을 이은 베단타의 해탈관에서는 철두철미

知의 차원으로만 해탈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파니샤드→

베단타의 해탈관은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적 아트만에 대한 앎으로

서, 知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우파니샤드에 대

한 해석에서 추출한 해석학적 관점, 즉 베단타적 관점을 기타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18章의

총론 부분에서 그의 의도가 기타와 베다의 모든 텍스트들을 조
화시키는 데에 있음51)을 밝히고는 있으나, 그의 會通 노력은 조화

롭게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기타는 우파니샤
드와 다른 텍스트임을 망각하고서, 기타를 깎아서 우파니샤드의
입장에 맞추고자 했기 때문이다. 우파니샤드에 기반한 샹카라의

베단타 사상과 기타의 사상 사이에 존재하는 不一致에 대하여

틸락도 이미 주의하고 있다.

비록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기타와 샹카라 학파 사이에 어떤 공
통의 기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삶의 양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타
는 행위의 포기(karma-saṁnyāsa)보다 행위의 가르침(karma-yoga)에

보다 높은 중요성을 부여한다.52)

두 텍스트 사이에 존재하는 철학적 공통기반으로 말미암아서

틸락 역시 “기타에 대한 샹카라주석(śāṁkarabhāṣya)이 다른 학
파적(doctrinal) 주석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53)고 본다. 이는 틸락

이 형이상학적 차원에서는 세계․자아, 그리고 신(Īśvara) 사이에

同一性과 差異性을 함께 인정하는 라마누자의 관점이나 전혀 同一

51) “sarvasyaiva gītāśāstrasya arthaḥ asmin adhyāye upasaṁhṛtya

sarvaśca vedārthaḥ vaktavyaḥ ityevamarthaḥ ayaṁ adhyāyaḥ.”

Warrier(1983) p. 548.

52) Tilak(2000) p. 325.

53)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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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은 인정하지 안고 差異性만 긍정하는 마드바의 관점보다는 완

전한 동일성을 말하는 샹카라의 입장이 우파니샤드를 보다 잘 이

해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말한다. 사실, 틸락은 “아트만과 브라만

사이의 어떤 종류의 차이도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아드

바이타 베단타의 형이상학적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54) 그런 점

에서 틸락 역시 베단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그는 윤

리학적 측면에서 아드바이타 베단타의 주요 소의경전인 우파니샤

드와 기타 사이의 차이성을 샹카라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행위의 길이 지혜의

길과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후자를 전제로 하여 전자를 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행위의 포기보다도

행위의 요가가 더 뛰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5 : 2와 같은 게송55)

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지혜가 더욱 우월하다는 입장을 전

개해 간다. 그러므로 윤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샹카라의 주석이

다른 어떤 주석보다도 더욱 큰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으로

틸락은 판단한다. 그렇기에 기타 라하스야 전체를 통해서 라마
누자나 마드바와 같은 믿음중심 해석자들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으나, 그 강도에 있어서 더욱 강렬하게 始終 그 비판의 핵심이

샹카라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다.

이렇게 기타에서 윤리학이 발생하면서 또 하나 부닥치는 문
제가 바로 ③포기의 길에 대한 비판이다. 포기의 길이 곧 出家主

義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트만의 앎을 위해서는 세

속에서의 행위를 포기하고 출가를 해야 한다는 샹카라의 입장은

이른바 出家主義56)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기타 역시 포기의 길

54) Saroja(1985) p. ⅺ.

55) “saṁnyāsaḥ karmayogaś ca niḥśreyasakarāv ubhau / tayos tu

karmasaṁnyāsāt karmayogo viśiṣyate //([행위의] 포기와 행위의 요가

둘 다 위없는 至福을 짓는 것이다. / 그러나 그 둘 중에서 행위의 포기

보다도 행위의 요가가 더 뛰어난 것이다.)” BG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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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샹카라가 기타
에서 설하는 바 포기의 길을 집착의 포기라고 하는 내면적인 윤

리로서가 아니라 행위 그 자체의 포기를 지향하는 형식적인 出家

主義로만 보려는 데에 있다. 이 점을 틸락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

는 것이다.

不二一元論 철학에 수반하여 삶의 방식과 연관된 샹카라 철학의 또

다른 전제가 있다. 즉 비록 마음의 정화에 의해서 브라만과 아트만의

하나됨을 실현할 능력을 얻기 위하여 家住期의 상태에 속하는 행위들

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나중에는 그러한 행위들을

그만 두고서 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산냐사(苦行)를 취하

지 않는다면 해탈을 얻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행위와 지혜는 마치 빛과 어둠과 같이 적대적이며, 브라만에 대한 지

혜는 모든 행위를 포기하고 모든 근본무명(vāsanā)을 완전히 정복하

지 않는다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57)

가주기의 행위들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해탈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다. 힌두교의 아쉬라마(āśrama) 시스템에 있어서 가주기의 행위

가 실천될 것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탈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해탈은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

러니까 행위는 해탈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 오히려, 家住期의 행위를 버린 뒤에 즉 산냐사가 됨으로써만

해탈은 비로소 가능해진다58)고 말한다. 이것이 출가주의다. 만약

출가하지 않고서 家住期의 행위를 통해서도 해탈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출가주의라고 불리지 않는다. 在家主義라 말해야 할 것

이다. 틸락은 이러한 샹카라의 출가주의적 입장을 비판하고 있는

56) 대승불교의 유마경 같은 데에서 보이는 在家主義의 입장과는 달리
불교 안에서도 출가를 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出家主義는

존재한다. 가장 강력하게 역설한 것은 일본 曹洞宗의 개조

道元(1200-1253)일 것이다. 마츠오 겐지(2005) pp. 108～109. 참조.

57) Tilak(2000) p. 19.

58) Gambhīrānanda,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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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특히, 산냐사가 되지 않는다면 해탈할 수 없다는 출가주

의는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다. 틸락은 말한다.

비록 스리 상카라차리야가 자이나교와 불교의 교설을 논박했다고

하더라도 자이나교와 불교도에 의해서 주로 유행하였던 고행주의의

길은 수루티와 스므리티에 의해서 규정된 산냐사인 것으로 아차리야

(Ācarya)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허락되었다.59)

샹카라는 불교 비판을 통해서 힌두교의 정통체계를 강화해간

인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철학적 측면에서이

지 출가주의와 관련해서는 샹카라의 베단타가 불교나 자이나교와

아무런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오로빈도는 불교의 입장이 샹카라

의 幻影論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서 틸락은

불교의 출가가 샹카라의 출가와 구별되지 않고 있다면서 비판하

고 있다.60) 그도 그럴 것이 기타에서 설해지는 포기(saṁnyāsa)
는 샹카라가 이해한 산냐사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기타의 5 : 3
과 6 : 4를 함께 읽어보자.

증오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는 자, 그는 영원한 포기자임을 알

아야 할 것이다. 실로, 강력한 팔을 가진 이여, 양극단을 떠나있는 자

는 쉽게 속박으로부터 해방된다.61)

실로 감각기관의 대상들에 있어서나 행위들에 있어서나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분별을 버리게 될 때, 요가에 오른 자라고 말해진다.62)

59) 위의 책, p. 476.

60) 가주기를 겪지 않고서 출가하는 불교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샹카라의

베단타/힌두교 보다 더 강력한 출가주의로 비춰지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幻影論과 空의 차별성에 근거하면서도 세간 속에서

행위를 행해가자는 대승 보살도를 더욱 선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61) jñeyaḥ sa nityasaṁnyāsī yo na dveṣṭi na kāṅkṣati / nirdvandvo hi

mahābāho sukhaṁ bandhāt pramucyate // BG 5 : 3.

62) yadāhi ne’ndriyārtheṣu na karmasv anuṣajj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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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포기는 모든 분별의 포기이며, 양 극단의 포기다.

행위가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의 포기다. 증오나 갈망, 또 대

상과 행위에서의 집착을 버리는 것이 포기의 진정한 의미이다. 특

히, 6 : 4는 “행위들에 있어서 집착하지 않으므로”라고 말함으로써

포기/지혜와 행위는 상호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결합/會通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샹카라가 출가자(monk)를

지혜의 사람과 동일시한다63)고 하더라도, 5 : 3과 6 : 4를 볼 때

抛棄者(saṁnyāsī)는 출가자가 아니라 2장에서 설한 지혜행자(sthi

taprajñā)와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혜행자를 “자손, 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자아 안에서 기뻐하며 자아

안에서 즐거워 하는 승려”64)라고 한 S.Gambhīrānanda의 입장은

지혜행자를 곧 출가자와 同一視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S.Gambhī

rānanda 역시 샹카라에 충실한 베단타 학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5 : 13의 경우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 아

닌가 反問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마음으로 모든 행위들을 포기하고서 욕망을 항복받은 육체 속의 자

아는 아홉 가지 문의 城 안에 편안히 머물고 있다. 행위를 하지도 않

으며 행위를 시키지도 않으면서.65)

5 : 13의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 “행위하지도 않고 행위를 시키

지도 않으며”라는 述語 부분의 주어는 육신의 所有主로서의 아트

만이다. 비록, 행위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행위 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에서, 오히려 5 : 13에서의 포기는 ‘지혜의 길’과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행위의 길과 연결되는 것임을 알게 한

다. 知行會通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결국, 기타 18
sarvasaṁkalpasaṁnyāsī yogārūḍhas tado ’cyate// BG 6 : 4.

63) Gambhīrānanda(1984) p. 103.

64) 上同.

65) sarvakarmāṇi manasā saṁnyasyāste sukhaṁ vaśī / navadvāre pure

dehī nāiva kurvan na kārayan // BG 5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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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서 설해지는 포기라는 개념66)은 샹카라의 이해와는 달리, 행

위 그 자체의 포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집착이나

욕망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진실한 행위의 출

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포기를 지혜라고 할 수 있다면

기타에서 지혜는 다시 행위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Ⅳ. 맺음말

불이일원론 베단타 학파의 巨匠 샹카라는 기타의 주제를 지

혜의 길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지혜는 곧 해탈에 다름

아니다. 자기를 아는 것, 브라만을 아는 것, 그것이 샹카라가 추구

했던 해탈의 길이었다. 이러한 논리체계 속에서 행위의 길은 어디

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행위의 포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出家의 길이며, 산냐사의 길이다.

샹카라는 기타 18 : 66의 “모든 의무들을 완전히 내버리고서”라
는 구절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세워갔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의무들을 행한 뒤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

버리고서” 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샹카라가 행위를 전연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

다. 그 역시 신에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보상에 대한 기대가 없이

행해진 행위는 마음의 정화를 증진시키고 간접적으로 해탈을 위

해서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그같은 인정 역시 한계

66) kāmyānāṁ karmaṇāṁ nyāsaṁ saṁnyāsaṁ kavayo viduḥ /

sarvakarmaphalatyāgaṁ prāhus tyāgaṁ vicakṣaṇāḥ //(욕망에 의해서

행해진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포기라고 시인들은 알았으며, 모든 행위의

결과를 포기하는 것이 포기라고 현자들은 말하였다.) BG 1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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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져 있다는 점이다. 기타의 카르마 요가를 샹카라는 해탈의
주된 수단으로까지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뿐이라고 말한다. 이때의 ‘간접적인 도움’ 역시 그 자체로서 해탈

의 직접적인 원인/正因인 될 수 없음은 물론 助因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다만, 갸냐 요가를 수행할 수 있는, 거기에 이를 수 있는

助因이라는 입장이다. 正助/主從을 나누는 이상 그 사이에는 이미

계급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논리가 진정한 會通論일 수는 없을 것

이다. 계급적/차별적 회통론일 뿐이지 평등한 會通論이라 보기는

어렵게 한다. 내가 그의 主知從行的 입장을 굳이 知慧一元論이라

부르는 까닭이다.

샹카라는 행위를 해탈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는 부정한다. 그

렇다면, 해탈/梵知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 샹카라는 이미 해탈한 梵知者에게는 행위는 불필요

하다고 말한다. 브라만을 알고 난 뒤에 행위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다. 이러한 샹카라의 논리는 기타의 본문으로부터는 지지를

받지 못한다. 梵知의 체험은 “행위를 하더라도 오염되지 않”기 때

문이다. 기타에서 “행위에 의해서만 완성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은 梵知 이전의 행위 역시 해탈의 수단으로서 기타가 인정하
고 있다는 것이며, “세계의 복지를 생각하면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은 梵知 이전에도 가능하지만 梵知 이후의 행위로서도 가능한

것이다. 만약 범지/해탈 이후에 “세계의 복지(lokasaṁgraha)”를

위해서 행위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해탈은 중생의 제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고 말 것이다. ‘행위의 포기 → 梵知의 획득 → 행

위의 실천’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만 ‘행위의 포기 → 梵知의 획득’

으로 끝나고 만다면, 그러한 出家主義는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비

난받아 마땅하다.

바로 이러한 출가주의의 입장을 샹카라가 취하고 있다는 점에

서, 行爲一元論의 해석자 틸락은 강력한 비판을 전개했던 것으로

보인다. 포기의 길이 곧 出家主義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

다. 아트만의 앎을 위해서는 세속에서의 행위를 포기하고 출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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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샹카라의 입장은 이른바 出家主義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기타 역시 포기의 길을 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데, 문제는 샹카라가 기타에서 설하는 바 포기의 길을 집착의

포기라고 하는 내면적인 윤리로서가 아니라 행위 그 자체의 포기

를 지향하는 형식적인 出家主義로만 보려는 데에 있다. 이 점을

틸락은 정확히 파악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타에서의 포기는 모든 분별의 포기이며, 양 극
단의 포기다. 행위가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의 포기다. 증오

나 갈망, 또 대상과 행위에서의 집착을 버리는 것이 포기의 진정

한 의미이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해탈의 길은 우리 삶의 현

실과 유리된 것으로서 외면되고 말 것이다. 내가 샹카라의 지혜일

원론을 비판하는 틸락의 관점에 동의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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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Śaṁkara's thematic concerns on the Bhagavadgītā

and Tilak's criticism

Kim, Ho Sung

(Dongguk University)

The great master of the Advaita Vedānta school,

Śaṁkara, found that the subject matter of the Bhagavadgītā

correlated to the path of Knowledge(jñāna); in this instance,

Knowledge is no other than attaining enlightenment.

Realizing the Self and understanding Brahman was the very

way to emancipation Śaṁkara pursued. Where can the way

of karma(action), then, be present in this kind of logical

system? I assume that relinquishing the benefits of one's

Action(karma) should proceed the practice of Knowledge.

This is the way of leaving home to be a monk or a

nun(pravrajita), or the path to become a Saṁyāsī. Śaṁkara

established his own position by taking the literal meaning of

the phrase, "relinquishing all sacred duties," in Gītā 19:66.

However, it has to be interpreted in the sense of

"relinquishing the attachment to the fruit of all sacred

duties".

That does not necessarily indicate the total denial of

karma, offered up by Śaṁkara. He also found that actions

devoted towards God, performed without any expectation for

compensation, indirectly improve the purification of the mind

as well as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enlightenment.

The problem is, however, that such a stance is also rather

limited. Śaṁkara does not consider the karma y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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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ioned in Gītā to be the main method to the ultimate

goal; he asserts that it is merely an indirect help. 'The

indirect help' itself here can be neither the direct cause(正

因), nor the assisting cause(助因) for enlightenment. So long

as there is a division between direct and indirect/main and

assisting, hierarchical relations will be generated, and such

a process or logic cannot accomplish a true

harmonization-theory(會通論). It is merely a graded and

differentiated theory, but not likely a universally harmonized

one. This is why I call it a 'monism of jñāna,' adamantly.

Since Śaṁkara denies taking Actions(karma) as a direct

means to enlightenment, what, then, is his attitude towards

Actions(karma) after the attainment? Śaṁkara remarks that

the one who has already attained enlightenment does not

require any Actions; you do not need to act after you

realize Brahman. Such logic is not supported by the main

text of the Gītā, because the experience of the enlightened

one "would not get deluded by any Actions". The phrase, "I

could reach the enlightenment only through karma," implies

that the Gītā also acknowledges the karma before

awakening as a means to enlightenment; "you can perform

the Action if you are concerned about the universal welfare"

indicates that it is possible not only before awakening, but

also after it. Unless you act for "the universal

welfare(lokasaṁgraha)" after enlightenment, such an

achievement will have nothing to do with the life system of

all sentient beings. If one does not follow the route of

'abandoning karma →attaining the enlightenment →

practicing karma', but rather, only conforms to the one of

'abandoning karma → attaining enlightenment', such a

renouncement/way of pravrajita deserves to be criticized for

neglecting reality.

In this regard, Tilak, who interpreted the same text as

a 'monism of karma', seems to have proposed a se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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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ism of Śaṁkara on his attitude towards one's

renouncement(pravrajita), because the 'way of

abandonment' is thus praising the idea that only monks can

achieve enlightenment. Indeed, Śaṁkara's position might

conform to this idea of pravrajita as he remarks that one

has to become a monk or Saṁyāsī, giving up all kinds of

worldly Actions for the knowledge of Brahman. Needless to

say, it is obvious that the Gītā addresses the path of

abandonment as well. The problem is, however, that

Śaṁkara analyzes it as a formal idea of pravrajita which

intends the relinquishment of all Action itself, not as an

inner morality accompanied by the abandonment of

attachments. This is what Tilak has thoroughly grasped and

criticized.

Above all, the meaning of abandonment in the Gītā is

to give up all kinds of differentiation and to relinquish both

extremes. It is not about Action, but about the desires in

one's mind. Dismissing the attachment to one's hatred,

craving, and objects of action is the true meaning of

abandonment. If not, the path of emancipation would be

disregarded as being isolated from the reality of our lives.

This is the reason why I consent to Tilak's perspective

criticizing Śaṁkara's monism of jñāna.

Key words : Gītā, Śaṁkara, Tilak, monism of jñāna,

monism of karma, renouncement(pravraji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