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철학 제20집(2006), 259～290쪽 ∙ 259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지식 전달의 중심적 방법:

‘가탁과 탈-가탁’인가, ‘함축’인가?

박효엽*
1)

Ⅰ 문제의 출발점. Ⅱ 가탁����������과 탈-가탁����������인가, 함축인가? Ⅲ 초기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의 방법. Ⅳ 후기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의 방법. Ⅴ 맺음말.

요약문 [주요어 : 가탁과 탈-가탁, 함축, 브라흐만, 지식]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 혹은 개별자와 브라

흐만의 동일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과

‘함축’의 방법 중 어느 것이 중심적인가? 이에 두 가지 요점이 답변으

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단 하나의 방법이 아드와이따 베단따라는 체계 전체에서 작

용한다고 말할 수 없다. 체계의 전개 양상과 각 시기에 주어진 임무에

따라 각 방법들의 위상이 달라지고, 심지어 각 방법 자체의 내용 또한

변천을 겪기 때문이다. 둘째, 비록 두 방법의 적용 영역이 상이할지라

도 두 방법은 상충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다.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

은 브라흐만의 본질 확정과 관계하고, 함축의 방법은 개별자와 브라흐

만의 동일성에 대한 교훈과 관계한다.

그렇지만 후자의 적용은 전자를 전제하지 않고서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두 방법 모두가 ‘개별자와 브라흐만의 동일성에 대한 지식’을

포괄하는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심적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Ⅰ. 문제의 출발점

아드와이따 베단따(Advaita Vedānta) 학파에서 우빠니샤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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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명(śabda)이라는 지식수단(pramāṇa)으로서 초감각적 실재인 브

라흐만(Brahman)에 대한 지식(vidyā, jñāna)을 얻을 수 있는 유일

한 원천이다. 그 브라흐만은 언어 초월적인 순수주관(순수의식)이

며 결코 대상화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빠니샤드

에서는 언어를 통해 언표 불가능한 브라흐만을 끊임없이 대상적

인 것으로 묘사한다. 왜냐하면 브라흐만은 ‘알려질 수 있고 또 알

려져야만 하는’ 지식대상(prameya)이고, 우빠니샤드는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실질적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브라흐만의 언표 불가성(言表 不可性)과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의 전달 사이에 역설이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빠니샤드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빠니샤드의 전통을 계승한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한다. 그것들은 흔히 네띠-진술(netivāda), 가탁����������과

탈-가탁����������(adhyāropa-apavāda)1), 함축(lakṣaṇā)이라는 3가지로 알

려져 있다.2) 네띠-진술이란 우빠니샤드에서 브라흐만·아뜨만을

1) ‘adhyāropa-apavāda’를 본고에서는 가탁�����(假託)과 탈-가탁�����(脫-假託)으로

번역한다. 이와 같은 번역어를 선택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adhyāropa’는 ‘adhyāsa’와 축어적으로 그 의미에 차이가 있지만,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전문 용어로서 양자는 거의 동일한 의미와 용법을

가지기 때문에 가탁이라고 이를 수 있다. 둘째, 가탁이라는 번역어가 ‘다른

사물을 끌어들여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한, 그 의미에 포함된

‘의도성’이 실재에 비-실재를 부가(āropa)하는 방법인 ‘adhyāropa’와

부합한다. 셋째, ‘apavāda’는 사실적 관념이 허구적 관념을

‘철회·저지시키는 것’(nivartika)이 됨(BSB 3.3.9)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탁의 철회·저지로서 탈-가탁(가탁의 탈피)이라고 이를 수 있다. 넷째,

비록 ‘adhyāropa-apavāda’가 각각 인식론적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의’ 방법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가탁’에

대한 탈피로서 ‘apavāda’를 ‘탈-가탁’이라고 하는 편이 방법 전체에 대한

더 용이한 이해를 가져다준다.

2) 이러한 3가지 방법은 K. S. Murty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다.

Murty(1961), pp. 57-67 참조. 그는 ‘lakṣaṇā’라는 용어를 3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용어를 정의(lakṣaṇa)의 뜻으로 쓰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함축에 관해서 언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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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진술인 ‘네띠 네띠’(neti neti)를 가리킨

다. 언표 불가능한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직설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가탁����������과 탈-가탁����������이란 실재가 아닌 것을 실재인 것인 양

임의적으로 귀속시킨 후에 다시 그렇게 귀속시킨 것을 후발적으

로 철회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서, 언표 불가능한 브라

흐만을 ‘그것과 유사하고 또 언표 가능한’ 대상들을 통해 언표하

고, 그렇게 언표된 것을 부정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브라흐만에 대

한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함축이란 어떤 말의 일차적 의미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그 말과 관계된 이차적(의도

된) 의미를 적용하는 것이다.3) 언표 불가능한 브라흐만이 언어의

일차적 의미가 아니라 이차적 의미에 의해 지시된다는 사실을 통

해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다.4)

3) VV 47에서는 함축을 “일차적 의미를 수용하는 것이 다른

척도(지식수단)와 모순되는 경우에 일차적 의미와 관련된 것에 대해

확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함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어떤 말의 일차적 의미에서 부적합성(bādha)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그 말의 일차적 의미와 실제적 지시대상과의 관련이

있어야 한다. 셋째, 전환된 의미(이차적 의미)에 대한 관습적 사용(rūḍhi)

또는 전환된 의미를 정당화하는 목적(prayojana)이 있어야 한다.

Raja(1969) pp. 231-232 참조.

4) 본고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함축을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잠정적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며(2장), 또한 함축을 중심적

방법으로 여기는 학자들이 Śaṅkara의 브라흐만에 대한 정의에서 함축의

방법이 적용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3장). 하지만 필자는 본고의

결론에서 함축의 방법이 좁은 의미에서 오직 ‘개별자와 브라흐만의

동일성에 대한 지식’과 관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 동일성에

대한 지식은 넓은 의미에서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브라흐만에 대한 정의에 함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필자의

주장은(3장) 함축이 결코 브라흐만의 언표 불가성과 관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함축이 언표 불가능한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아니라 개별자와 브라흐만의 동일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점을(4장, 5장)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가 본고의 제목에서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이 아닌 한갓 ‘지식’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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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가운데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가장 중심적인 방

법은 어느 것일까?5) 물론 3가지 방법들이 전통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상, 그것들이 모두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 나름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방법

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이, 다른 방법들을 동반하거나 수반하

는 방식으로, 혹은 다른 방법들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혹은 다른

방법들을 예비적 단계로 삼는 방식으로, 분명히 다른 방법들에 대

비해서 중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

Ⅱ. 가탁����������과 탈-가탁����������인가, 함축인가?

언표 불가능한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느

방법이 중심적인가 하는 문제는 현대의 아드와이따 베단따 해석

자들에 의해 자주 논의된 것이다. 그들의 논의는 대부분 Śaṅkara

의 방법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거나 그것들을 후기 아드와이따 베

단따의6) 방법으로써 비춰보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편이다.

K. S. Murty는 3가지 방법을 모두 언급하면서도, Śaṅkara에게

는 네띠-진술이 브라흐만에 관해 말하는 최상의 방식이라고 주장

5) 이 질문은 본고의 연구 범위와도 관련된다. 곧 본고에서 다루는 주제는

‘3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것이 중심적인가 하는 문제에 국한된다.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들이 시대마다 학자마다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아드와이따

베단따 학계에서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온 3가지 방법(혹은

2가지 방법)만을 중심으로 하여 다루는 것이다.

6) 본고에서 초기와 후기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구분은 기원후 9세기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 곧 Śaṅkara 이후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3가지

경향을 이끈 Śaṅkara의 두 제자인 Sureśvara, Padmapāda와 Vācaspati

Miśra가 활약한 시기까지를 초기 아드와이따 베단따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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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7) Swami Satchidanandendra Sarasvati는 우빠니샤드와 아

드와이따 베단따 전체에서 중심적인 교훈의 방법이 가탁����������과 탈-가

탁이����������라고 초지일관되게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가탁����������과 탈-가탁����������은

네띠-진술을 포함하는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8) T. R. V. Murti는

브라흐만의 언표 불가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가탁과 탈-가탁을 의

미하는 ‘허구적으로 귀속시키기와 부정’(false ascription and nega

tion)을 ‘네띠 네띠’와 연관시키면서 언표 불가능한 브라흐만에 대

한 네띠-진술이 완벽하게 타당한 언어라고 말한다.9) 이와 같이

네띠-진술과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 사이에 친화성이 있다는 점

은 널리 용인되고 있다.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은, 브라흐만의 본

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브라흐만에 ‘한정자들에 의해 야기된 비

-브라흐만적인 속성이나 특성과 같은 차이’를 가탁(귀속)시킨 다

음에, 그렇게 가탁된 것을 다시 탈-가탁(철회)시키는 것을 그 내

용으로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부정의 근저가 되는 언표 불

가능한 브라흐만이 알려지게 된다.10) 네띠-진술 또한 긍정(iti-iti)

을 전제로 하는 부정(na-na)이기 때문에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

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11)

다른 한편, 네띠-진술과 가탁����������과 탈-가탁����������을 부정적 방법으로 간

주하면서 긍정적 방법으로서의 함축을 중심적 방법이라고 확신하

7) Murty(1961) p. 64 참조. S. K. Das 또한, ‘브라흐만’으로 지시되는

초-주관적 주관을 특징짓는 데에 Śaṅkara가 유일하게 적용하는 방법은

‘네띠 네띠’라고 말한다. Das(1937) p. 115 참조.

8) Satchidanandendra(1997) pp. 40-45; Satchidanandendra(1991) pp. 33-40

참조.

9) Murti(1983) p. 67 참조.

10) 부정의 근저가 되는 것이 부정될 수 없다는 논리는 네띠-진술과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 모두에 적용된다. 이 논리에 대한 Śaṅkara의 언급은

BSB 3.2.22를 보라.

11) 2가지 방법 모두 브라흐만과 ‘다른 형태인 것에 대한

부정’(pararūpa-pratiṣedha)을 근간으로 하여 브라흐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때 ‘다른 형태인 것’은 임의적으로 긍정된 것을 의미한다. BSB

3.2.17; 3.2.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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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다. R. V. De Smet은, 가탁����������을 통해서 궁극

적 실재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후에 ‘네띠 네띠’를 통해 실재에 대

한 그러한 근사치가 부정과 무효화를 겪게 되고, 그 후 함축을 통

해 실재에 대한 정의가 도출된다고 주장한다.12) A. Rambachan

또한 네띠-진술과 가탁����������과 탈-가탁����������을 부정적인 방법들이라고 언급

하면서 Śaṅkara가 ‘브라흐만의 언표 불가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서 함축을 제안했다고 결론 내린다.13) M. Comans는 여기서 더

나아가, Śaṅkara에게 ‘부정의 언어’와 ‘함축의 언어’는 2개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절대를 드러내는 단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특

히 그는 밧줄과 뱀의 예시에서 ‘뱀이 아니다, 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무지의 제거가 가능하지 않고, ‘이것은 뱀이 아

니다, 이것은 밧줄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점을 역설한다.14) 결국 Satchidanandendra의 아드와이따 베단

따 해석과 자주 대척점을 만드는 Comans에게 Śaṅkara의 중심적

방법은 오로지 실재를 긍정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함축의 방법일

뿐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부정의 방법을 대변하는 가탁����������과 탈-가탁����������과

긍정의 방법인 함축 중에서 어느 것이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더

중심적인 방법일까? 이 점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네띠-진술을 포

괄하는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과 ‘함축의 방법’이 공히 등장하는

초기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부터 두 방법이 정형화되는 후기 아

드와이따 베단따에 이르기까지, 이 두 가지 방법들(또는 세 가지

방법들)이 어떤 배경 하에서 어떻게 변천되며 또 어떤 내용과 맥

락 속에서 적용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 Comans(2000) p. 290, 재인용. 원문은 R. V. De Smet, The Theological

Method of Śaṃkara, Rome, Pontifical Cregorian University, 1953, p.

289를 참조하라. Smet의 경우에 탈-가탁����������(apavāda)과

네띠-진술(netivāda)은 동일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13) Rambachan(1991) pp. 67-76 참조.

14) Comans(2000) pp. 289-2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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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초기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의 방법

1. Śaṅkara

우빠니샤드에서는 네띠-진술 이외에 가탁����������과 탈-가탁����������, 함축의

방법이 등장하지 않는다.15) 물론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이 네띠-

진술과 유사한 것이라면, 우빠니샤드에서도 그 방법이 사용된 것

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탁����������과 탈-가탁����������은 브라흐

만의 언표 불가성을 넘어서 그것이 언어를 통해 알려질 수 있다

는 사실에16) 대한 ‘방법론적인 고안’(nyāya)으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우빠니샤드에서는 그저 가탁����������과 탈-가탁

이����������라는 방법의 맹아가 살펴진다고 하는 편이 정당하다.

우빠니샤드의 네띠-진술은 Śaṅkara에 이르러 가탁����������과 탈-가탁����������

의 방법과 혼용된다. 주지하다시피 Śaṅkara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은 무-속성 브라흐만(nirguṇa-Brahman)과 무지(avidyā)이다.

무-속성 브라흐만은 한정자(upādhi)들로부터 기인한 차이성(viśeṣ

15) 고전 우빠니샤드에서 ‘네띠 네띠’는, BṛU 2.3.6; 3.9.26; 4.2.4; 4.4.22;

4.5.15에서만 등장한다. BṛU 2.3.6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네띠 네띠’를

언급한 후에 ‘아뜨만이 지각되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것도 아니며,

집착되는 것도 아니고, 속박되는 것도 아니며, 고통 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내용을 반복한다.

16) Frauwallner는 우빠니샤드에서 ‘네띠 네띠’가 ‘브라흐만(아뜨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그것의 불가지성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는 네띠-진술이나 가탁����������과 탈-가탁����������과 같은 부정의

방법이 브라흐만에 대한 적극적 지식을 산출하지 못한다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네띠-진술은 브라흐만의

불가지성이 아닌 언표 불가성과 관계할 뿐이다. 그리고

우빠니샤드에서는 브라흐만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항상 알려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불가지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Frauwallner(1973)

p. 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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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지만, 명칭, 형태, 특수, 보편, 속성과 같

은 차이성을 통해 언표된다. 그렇지만 그 브라흐만에 대한 유일한

언표가 오직 ‘네띠 네띠’라는17) 사실을 전제로 해야 한다. 차이성

이란 단지 무지에 의해 야기되고(kṛta), 기인되고(nimitta), 상상되

고(kalpita), 가탁�����되고(adhyasta, adhyāropita), 제공된(pratyupasth

āpita)18) 것에 지나지 않는다. Śaṅkara가 자주 사용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무지와 유의어인 가탁����������(adhyāsa)의 작용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기실 그가 무지로서의 가탁을 “과거에 지각된

것이 [현재에는 실재하지 않는] 기억의 형태로 다른 것에 현현함”,

또는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 그것으로 인식함”19)이라고 정의

하는 데에서부터 가탁의 이중적 내포가 시작된다. 그의 형이상학

에 따라 가탁은 분명 실재(브라흐만·아뜨만)를 비-실재(세계·비-

아뜨만)로 인식하는 오류이다. 하지만 가탁(무지)의 사실적 상태

에서는 그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직시할 수 없을뿐더러 실재에 대

한 그 어떤 인식도 가능하지 않다. 가탁은 가탁 속에서만 제거된

다는 논리에 따라20) 가탁된 비-실재에서부터 실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 환언하자면, 실재와 비-실재의 분별이 없는

인식론적 가탁의 상태에서 가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방법적으로

비-실재를 실재에 가탁하는 것이 요구된다. 인식론적 오류로서의

가탁은 형이상학적 체계 내에서 방법적 가탁을 통해 탈-가탁될

수 있는 것이다.

Śaṅkara는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지만, 그것

17) BṛUB 2.3.6, p. 295 참조.

18) 이러한 표현들은 ‘무지’라는 전문용어와 함께 독특한 복합어를 이룬다.

더 많은 용례와 구체적 출처(BSB)에 관해서는, Hacker(1995) pp. 60-64

참조.

19) BSB 서문, p. 1: smṛtirūpaḥ paratra pūrvadṛṣṭāvabhāsaḥ. p. 3:

atasmiṃs tadbuddhir-.

20) BSB 서문(p. 2-3)에서는 지식수단들과 교서들마저도 무지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한다. 실재에 대한 지식이 가탁의 영역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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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의 대표적 저작들에서 하나의 구체적 방법으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만약 Bhagavad-gītā-bhāṣya를 Śaṅkara의 저작으로 간주

한다면, 가탁����������과 탈-가탁이����������라는 방법은 그에 의해 정립된 것이 분

명하다. 그곳에서 그는, “가탁����������과 탈-가탁����������을 통해 초-현상적인 것

이 표현된다.”21)라는 시구가 전통에 정통한 이들의 언급이라고 말

하기 때문이다. 비록 Bhagavad-gītā-bhāṣya가 Śaṅkara의 저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가 ‘arundhatī’ 별에 관한 비유를 들고 있는

이상,22)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게다

가 일례로, ‘arundhatī’ 별에 관한 비유와 적절하게 관련이 있는 B

rahma-sūtra-bhāṣya 1.1.12-19 즉 ‘환희로 이루어진 것-편’(ānand

amaya-adhikaraṇam)에서, Śaṅkara는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용

하고 있다. 그는 먼저 당해 편의 서문에서, 브라흐만의 본질이 앞

선 수뜨라들에서 모두 제시되었을 경우에 나머지 수뜨라들이 무

슨 소용에 닿는가를 질문한 후에, 비록 브라흐만은 하나(eka)이지

만 베단따에서는 상위(para) 브라흐만과 하위(apara) 브라흐만을

동시에 가르치기 때문에 우빠니샤드의 문구에 대한 혼동 없는 해

석을 위해 나머지 수뜨라들이 전개된다는 논리를 편다. 실제로 B

rahma-sūtra-bhāṣya의 대부분은, 하위 브라흐만 등과 같은 비-실

재가 등장하는 우빠니샤드의 문구를 석명함으로써 모든 우빠니샤

드가 유일무이한 브라흐만에 취지를 두고 있음을 전체 연관적으

로 밝혀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당해 편에서도 Taittirīya-upaniṣa

21) BGB 13.13, p. 384: adhyāropāpavādābhyāṃ niṣprapañcaṃ prapañcyate.

‘niṣprapañca’는 초-연장(延長)적인 것이라는 의미이다. 원문에서 가탁과

탈-가탁은 양수(dual)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마치 ‘nāmarūpa’가

양수로 표현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참고로 Satchidanandendra는

‘niṣprapañca’를 ‘표현될 수 없는 것’이라고 풀이한다.

Satchidanandendra(1997) p. 41 참조.

22) BSB 1.1.8, p. 31; 1.1.12, p. 37 참조. 사제는 갓 결혼한 부부에게

‘arundhatī’라는 아주 작은 별을 지시하기 위해 먼저 큰 별을

‘arundhatī’라고 말한 다음에, 다시 그것이 실제로는 ‘arundhatī’가

아니라고 부정한다. 이러한 방법이 반복되면서 그 부부는 점차적으로

‘arundhatī’를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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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 2.1-5에서 연쇄적으로 언급되는 음식(anna), 숨(prāṇa), 마음

(manas), 인식(vijñāna), 환희(ānanda)로 이루어진(maya) 5가지

아뜨만들이23) 모두 하위 브라흐만(아뜨만)과 관계하며, 그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환희 그 자체인 브라흐만(아뜨만)을 취지로 하고 있

다고 밝힌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용되는 것이 바로 가탁과 탈-가

탁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오직 본래의 아뜨만만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서는, 일상적

관념을 좇아서 극도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아뜨만이라고 알려진 ‘음식

으로 이루어진 신체인 비-아뜨만’을 [먼저] 말한 다음, 도가니에 부은

용해된 구리 등으로 만들어진 동상처럼, ‘그것보다 더 내부에 있고 그

것보다 더 내부에 있고’에서와 같이, 각각에 선행하는 것과 유사한 ‘각

각에 후행하는 비-아뜨만’을 이해의 용이함을 위해서 아뜨만이라고

알게끔 하고, [마침내] 모든 것의 내부에 있고 환희로 이루어진 본래

의 아뜨만을 가르친다, 라는 것이 더 지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

대, 아룬다띠를 지시할 경우에 비록 본래의 아룬다띠가 아닌 수많은

별들이 가리켜질지라도 마지막으로 가리켜진 것이 바로 본래의 아룬

다띠이듯이,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환희로 이루어진 것은 모든 것의

[최종적인] 내부에 있기 때문에 본래의 아뜨만이다.24)

5가지 가운데 ‘아뜨만이라고 말해지지만 비-아뜨만에 불과한

선행하는 4가지’가 차례대로 ‘더 내부에 있는 것’이라는 논리에 따

라 가탁과 탈-가탁의 과정을 겪고 나면, 가장 내부에 있는 ‘환희

로 이루어진 아뜨만’이 최종적인 본래의 아뜨만이라고 확정된다.

23) 소위 5덮개(pañca-kośa)로 알려진 것들이다. 그것들은 ‘음식으로

이루어진 자아’, ‘숨으로 이루어진 자아’,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

‘인식으로 이루어진 자아’, ‘환희로 이루어진 자아’이다. 각각에 선행하는

자아보다 더 내적인 자아는 각각에 후행하는 자아이다. 따라서 ‘환희로

이루어진 자아’가 가장 내적인 자아이다.

24) BSB 1.1.12, p. 37. BSB 3.2.22에서는 가탁과 탈-가탁을 통해 교훈을

전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간단하게 말해서, 잘 알려진

유-속성 브라흐만을 먼저 언급하여 호기심을 유발한 이후에 ‘네띠-네띠’

즉 탈-가탁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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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당해 편의 마지막에 이르러 Śaṅkara는 계시서의 여러

맥락에 의존하여 ‘환희로 이루어진 아뜨만’이 아닌 ‘환희’ 자체가

아뜨만이라고 주장한다.25) 결국 이 모든 과정은 가탁과 탈-가탁

의 방법을 Śaṅkara가 직접 적용하고 있다는 실례가 아니고 무엇

이겠는가.

그렇지만 과연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을 통해서 브라흐만은 알

려질 수 있는 것일까? Comans가 지적한 바대로, 그 방법을 통해

서는 가탁����������된 것들만 탈-가탁될 뿐 브라흐만이 알려질 수는 없지

않을까? Śaṅkara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그는 “모든 한정자

들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 공간, 시간 등의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게 될 경우에, 소금덩이와 같이 동질적인 일체지성

이며 안과 밖이 없는 진리의 진리(satyasya satya)인 ‘나’로서의

브라흐만이 되기”26) 때문에 알고자 하는 욕구가 완벽하게 사라진

다고 말한다. 따지고 보면 ‘네띠 네띠’의 두 부정어(na)는 포괄적

인 의미(vīpsārtha)27)이기에 브라흐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부정

의 대상이다. 그러한 부정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진리의 진리

인 유일무이한 브라흐만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

탁����������과 탈-가탁����������은 결코 ‘이러하지만,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정

의 방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

법인 것이다. 만약 가탁����������과 탈-가탁����������이 단지 부정의 방법일 뿐이라

면, Śaṅkara가 그토록 강조하는 ‘무지의 제거’와 ‘지식의 현현’ 사

이에 동시성은 불가능할 것이다. 무지의 제거가 곧 지식의 현현일

수 있는 까닭은, 가탁����������된 것들을 탈-가탁����������하는 것이 무지를 제거할

25) BSB 1.1.19, p. 43 참조.

26) BṛUB 2.3.6, p. 294. 진리라는 것은 ‘언표된 것’(가탁����������된 것)으로서의

브라흐만을 의미하며, 진리의 진리라는 것은 ‘언표될 수 없는 것’(가탁����������의

근저)으로서의 브라흐만을 의미한다. 진리의 진리를 존재의 존재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브라흐만에 대한 정의에서도 ‘satya’는 진리이면서

존재(실재)이다. 서구 철학의 진리설에 관한 용어를 빌자면,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진리설은 대응설·일치설에 가깝기 때문이다.

27) Ibi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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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동시에 현현케 하기 때문이

다.

한편, Śaṅkara가 함축의 방법을 사용했는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28) Rambachan과 Comans는 Śaṅkara가 Taittirīya-upaniṣad

-bhāṣya 2.1에서 함축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29) 그 근거는 미

약할 따름이다. 게다가 Comans는 Śaṅkara가 다른 여러 저작들에

서도 실제로 함축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30) 그 함축은 후기 아

드와이따 베단따에서의 함축과 거리가 멀다.

먼저 ‘브라흐만은 존재, 지식, 무한이다.’(satyaṃ jñānam ananta

ṃ brahma)라고 언급하는 Taittirīya-upaniṣad 2.1에 대한 주석에

서 Śaṅkara의 논의 주제는 ‘브라흐만에 대한 정의(lakṣaṇa)’이다.

이 정의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해 정당화된다. 첫째는 존재, 지식,

무한이 각각 병렬(saṃnidhāna)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존재, 지

식, 무한이 상호 제한하고 제한되는 것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31)

첫째의 경우, 3한정어는 각각의 영역에서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브라흐만을 구별하기 때문에 정의적 의미이고, 그 결과 3한정어는

독립적으로 브라흐만에 대한 정의가 된다.32) 둘째의 경우, 예컨대

28) 전통적으로 Śaṅkara의 저작이라고 알려지는 Vākya-vṛtti에서는, 제목
그대로 문구의 석명 즉 함축을 통한 대문구의 해석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인도의 전통주의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 저작을 Śaṅkara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9) 각각 Rambachan(1991) pp. 72-76, Comans(2000) pp. 294-297 참조.

30) Comans(2000) pp. 297-300 참조.

31) TaUB 2.1, p. 671 참조.

32) 한정(viśeṣaṇa)은 오직 동종적인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고,

정의는 실로 모든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Ibid., p. 666

참조. 그래서 ‘satyaṃ jñānam anantaṃ brahma’를 ‘satyaṃ brahma

jñānaṃ brahma anantaṃ brahma’로 읽어야 한다. 정의는 NSB 1.1.3(p.

84)에서 “언명된 것이 사실로부터 구별되는 특성”(uddiṣṭasya

tattvavyavacchedako dharmmo -)이라고 정의된다. 곧 ‘일반적

사실’로부터 ‘특정하게 언명된 것에 속하는 독점적인 특성’을 구별하는

것이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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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라는 정의는 변형을 본질로 하는 비-존재로부터 브라흐만을

구별하지만 여전히 브라흐만이 물질인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식’(의식)이라는 정의가 필요하듯이, 3정의어는 상호 제

한하고 제한됨으로써 브라흐만에 대한 정의가 온전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존재’, ‘지식’, ‘무한’이라는 용어의 명시적(일상적) 의미가

실체로서의 브라흐만에 대한 정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33)

그래서 Śaṅkara의 저 유명한 문구인 “그것(브라흐만)은 지시되는

반면에 표현되지 않는다.”(tal lakṣyate na tu ucyate)34)가 쟁점이

된다. 이 문구로부터 Śaṅkara가 함축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주장

하는 이들은 당해 문구에 전형적인 폐기-수용 함축(jahadajahalla

kṣaṇā)35)을 억지로 적용시킨다. Rambachan은 일반적 의미가 폐

기되고 함축적 의미가 수용된다고 하는데, 브라흐만에 대한 정의

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

다.36) Comans의 경우에는, 예컨대 ‘satya’에서 명시적 의미인 ‘존

재’가 수용되고 ‘ananta’와의 병렬로 말미암아 일반적 의미가 폐기

되면서 ‘무한 존재’가 의미된다고 주장한다.37) 하지만 그 정의에서

‘satya’라는 함축어는 ‘brahman’이라는 함축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후자와 모순되는 그 자체 의미의 부분을 폐기하고 후자와 모순되

지 않는 그 자체 의미의 부분을 수용해야 한다. Comans의 주장대

로라면 ‘무한 존재’가 바로 수용된 함축적 의미인데, 도대체 ‘saty

a’라는 ‘말 자체’에서 ‘무한’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

가. 게다가 상호 병렬 속에서의 정의어인 ‘ananta’와 같이 이미 들

려진(사용된) 말에 의해 ‘satya’의 의미가 확정된 경우에 결코 다

33) TaUB 2.1, p. 669에서 논적의 질문은, 브라흐만에 대한 정의에 그러한

일상적 의미를 가진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브라흐만의 실체성 즉

영원성과 자존성을 위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내용이다.

34) TaUB 2.1, p. 670에서 정의어인 ‘jñāna’와 관련하여 등장한다. 또한 p.

671에서도 ‘satya’와 관련하여 유사 표현이 등장한다.

35) 본고의 4장 본문 참조.

36) Rambachan(1991) p. 75 참조.

37) Comans(2000) p. 296 참조.

272 ∙ 印度哲學 제20집

시금 함축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38) 따라서 브라흐만에 대한 정의

에 함축이 사용된다고 말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당해 문구를 바로 앞의 구절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체 문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것(브라흐만)과 유사한 것을 의미하고 탁월한 지성의 속성인 ‘지

식’이라는 말에 의해, 그것(브라흐만)은 지시되는 반면에 표현되지

않는다.”39)이다. 브라흐만은 ‘지식’이라는 말에 의해 표현되지 않

을지라도, ‘그것(브라흐만)과 유사한 것’(tadābhāsa)을 의미하는

‘지식’이라는 말에 의해 지시된다는 내용이다. 결국 이는 가탁의

방법에 다름 아니다. 가탁����������에서는 브라흐만과 유사한 것을 브라흐

만인 것인 양 귀속시키는 것을 그 방법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래

서 ‘지시된다’(lakṣyate)라는 것은 함축을 의미하지 않고, ‘지식 등

에 의해 정의되는 것 그 이상’인 브라흐만을 임의적으로 지식 등

으로써 가리킬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40) 존재, 지식, 무한은 브

라흐만에 대한 ‘정의를 위한 말’(lakṣaṇa-vacana)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상호 병렬과 상호 제한을 통해’41) 브라흐만은 ‘존재’,

‘지식’, ‘무한’이라는 말에 의해 표현되는 다른 대상들로부터 확실

히 구별되면서 정의될 따름인 것이다. 이러한 연관에서 Śaṅkara

는 논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금 브라흐만의 언어 초월성 즉

언표 불가성(avācyatva)과 초-문구적 의미(avākyārthatva)를 강

조하고 있다.42) 게다가 브라흐만에 대한 정의어들과 유사한 지식

38) 앞서 언급했듯이 상호 병렬은 정의를 위한 조건이다. 함축을 설명하기

위해 정의의 조건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이미 들려진(사용된)

말로 말미암아 함축어의 의미 확정이 있는 경우에, 곧 상호 병렬된

‘ananta’에 의해 ‘satya’의 의미 확정이 있는 경우에, 함축을 통해 다시금

그 의미에 대한 확정을 할 필요가 없다. VS 25-26편 참조.

39) TaUB 2.1, p. 670.

40) ‘피정의항=정의항+α’라는 의미이다. ‘α’는 브라흐만의 언표 불가성이다.

41) 필자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브라흐만에 대한 정의가 상호 병렬과

상호 제한을 통해 온전해질 뿐, 함축을 통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42) Ibid., p. 671 참조. 초-문구적 의미란, 말들의 연합이라는 영역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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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jñāna), 환희(ānanda), 그리고 ‘브라흐만’, ‘아뜨만’이라는 말조차

도 궁극적 실재에 가탁�����된 명칭, 형태, 행위를 통해 묘사된 것이라

고43) Śaṅkara가 말하는 것을 두고 볼 경우에, 브라흐만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가탁����������과 탈-가탁����������은 브라흐만에 대한 정의마저도 포괄하

기 때문에 브라흐만의 본질을 아는 데 필수적인 방법이다.

Śaṅkara가 함축의 방법을 어느 정도 의도하고 있다고 살펴지는

곳은 Upadeśa-sāhasrī이다. ‘그것이 너이다.’(tat tvam asi)라는 대

문구에 관해 설명하는 18장에서 Śaṅkara는 ‘lakṣayeyuḥ’와 ‘lakṣay

et’44)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두 동사는 공히, ‘너’(tvam)라는 말이

아뜨만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그 말의 축어적·명시적 의미가 아니

라 함축적 의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계된다. 그렇지만

두 동사는 ‘너’라는 말 속에 ‘아뜨만’이 함축되어 있다는 함축의 일

반적 양상만 보여줄 뿐, 후대 폐기-수용 함축에서의 본격적인 함

축과는 판이하게 다른 용법이다. 더욱이 18장에서 대문구의 해석

과 관계된 방법은 함축이 아니라 당대에 널리 사용되고 있던 논

증 방식인 연속과 불연속의 방법(anvaya-vyatireka-nyāya)45)이

다. 그러므로 Śaṅkara에서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중

심적인 방법은 함축이라기보다 네띠-진술과 궤를 같이 하는 가탁����������

과 탈-가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

알려지는 일반적인 문구의 통합적 의미와 달리 말들의 연합이라는 영역

밖에서 알려지는 문구의 의미이다. 브라흐만이라는 피정의항이 상호

병렬과 상호 제한을 통해 정의될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정의항의 연합

그 밖에서 알려진다.

43) BṛUB 2.3.6, p. 294 참조.

44) US(P)��������������� 18.29와 18.80 참조.
45) US(P)��������������� 18장에서 연속과 불연속의 방법은, ‘너’라는 말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를 통해 ‘그것이 너이다.’라는 문구의 의미를 확정함으로써

아뜨만에 대한 지식을 얻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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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ureśvara

Śaṅkara의 제자인 Sureśvara에 이르러서는 함축의 방법이 본격

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여전히 대문구의 해석과 관련해서 연속

과 불연속의 방법이 주축을 이루고 함축은 그 방법에 하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Śaṅkara와 마찬가지로 그는, 연속과 불연속의

방법을 통해 ‘그것이 너이다.’라는 문구에서 ‘너’라는 말의 의미를

확정함으로써, 즉 아뜨만을 비-아뜨만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그

것’이라는 말과 동일성의 형태를 띤 대문구의 초-문구적 의미가

알려진다고 말한다.46) 이러한 연속과 불연속의 방법은 3가지의 관

계를 통해 상설될 수 있다. 그것들은 두 말 사이의 ‘등위적 소재�’

(sāmānādhikaraṇya, 等位的 所在), 두 말의 의미 사이의 ‘한정어와

한정대상의 관계’(viśeṣaṇaviśeṣyatā), 그리고 내적 아뜨만(pratyag

ātman)과 함축어 사이의 ‘함축대상과 함축어의 관계’(lakṣyalakṣaṇ

asambandha)이다.47) 이 3가지 관계는 후기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해석학에서 논의의 주요 소재로 사용되며, 특히 함축대상과 함축

어의 관계는 폐기-수용 함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에도 Sureśvara에서 대문구 해석의 핵심적 방법은 논증으

로서 연속과 불연속의 방법이다. 그에 따라 ‘그것이 너이다.’라는

문구에서 분석과 확정의 대상은 ‘그것’이라는 말이 아닌 오직 ‘너’

라는 말이다.48) ‘그것’이라는 말이 ‘브라흐만’을 의미한다는 것은

46) NaS 3.2-5 참조.

47) NaS 3.3(시) 참조. 3가지 관계를 말하는 이 시구는 VS 23편에서 원문

그대로 인용된다. 이하 NaS에서 (시)는 시구에 대한, (산)은 산문에 대한

약칭임.

48) Śaṅkara의 US(P)��������������� 18.179-180을 보라: “‘너는 그것이다.’ 등의 문구들에서
‘너’라는 말의 의미가 분별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자유롭다.’라는 문구의 의미가 결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로부터;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 연속과 불연속의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

다른 경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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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가 연속과 불연속

의 방법에 관해 언급한 부분들이다.

인식주체 등에 대해 ‘아뜨만’이라고 [간주하는] 관념이 오직 무지 등

에 근거하는 까닭에, 그로부터 연속과 불연속의 [방법을] 통해 비-아

뜨만으로부터 그 자신(아뜨만)을 분리하면서….49)

그러므로 ‘문자 풀’로부터 그 줄기를 [추출하는 것과] 같이, 연속과

불연속의 [방법을] 통해 ‘지식주체, 지식수단, 지식대상과 [관계하고],

피함과 받아들임과 [관계하는 비-아뜨만들’]로부터 지성의 모든 변형

에 대한 관조자인 아뜨만을 추출한 후에, ‘그것이 너이다.’라는 문구들

로부터 ‘제1자’ 등으로 지시되는 아뜨만을 알아야만 한다.50)

이와 같이 연속과 불연속의 방법을 통해 비-아뜨만으로서 어떠

어떠한 것들로부터 아뜨만이 분리됨으로써 대문구의 의미가 알려

지게 된다. 그리고 이 점은 그가 인식론적 무지의 처소(āśraya)를

아뜨만이라고 간주하면서, ‘지식을 본질로 하는 아뜨만’에 대한 지

식을 통해 ‘지식과 양립 불가능한 무지’의 제거를 주장하는 것과

도 관련된다.51) 곧 아뜨만을 처소로 하는 무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는 대문구로부터 ‘너’라는 말의 의미를 확정하는 지식이 필수적이

고 중심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Śaṅkara와 마찬가지로 Sureśvara

는 세계(우주)의 전개(창조) 과정 또는 형이상학에 관해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주로 개별적 자아가 궁극적 자아(브라흐

만)와의 동일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에 집중한다. 이와

달리 형이상학적 경향이 강한 후기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는 무

지의 처소를 브라흐만으로 간주하고 형이상학적 무지를 집합(sam

49) NaS 2.111(산).

50) Ibid. 3.46(산). 또한 Ibid. 2.44(시); 2.58(산); 2.97(산); 4.16(산) 등을

참조하라. 2.44의 경우에는 ‘연속과 불연속’ 대신에 ‘논증’(yukti)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51) NaS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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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ṣṭi)과 개별(vyaṣṭi)로 구별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과 ‘너’라

는 말을 동시에 분석하고 확정한다. 이러한 차이는 ‘함축대상과

함축어의 관계’에서 함축어들이 함축하는 함축대상이 상이하다는

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Sureśvara는 분명히 그 함축대

상이 ‘내적 아뜨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후기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는 함축대상이 대우주적·집합적 관점과 관련된 ‘그것’

과 소우주적·개별적 관점과 관련된 ‘너’라는 두 말의 공통적 근저

가 되는 ‘브라흐만·아뜨만으로서의 순수의식’(caitanya)이라고 말

한다.52) 따라서 Sureśvara의 함축은 후대 폐기-수용 함축의 시발

점이 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은 결코 후대의 것과 유사하지 않다.

그렇지만 Śaṅkara가 대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함축을 짧게 언급

한 것을 계승하여, 그가 대문구의 해석에 함축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사실만큼은 무엇보다도 확실해 보인다.

대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Sureśvara 이후에는 연속과 불연속

의 방법이라는 논증이 사라지고 함축의 방법이 조명되기 시작한

다.53) 그 이유를 S. Mayeda는 전자에서 논리적 정확성이 결여되

기 때문이라고 한다.54)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이 너이다.’라는 문

구를 해석하는 데 보다 적합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연속과 불

연속의 방법이 가진 한계가 드러나고 함축의 방법이 새로 주목받

게 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Śaṅkara와 Sureśva

ra는 연속과 불연속의 방법을 통해 ‘그것이 너이다.’라는 문구에서

52) VS 27편 참조.

53) Mayeda(1979) pp. 53-55 참조. Mayeda는 ‘그것이 너이다.’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 문구가 변화하는 추이를 통해 함축의 등장을

설명한다. Śaṅkara는 ‘nīlāśva-’(검은 말이다.), Sureśvara는

‘nīlotpala-’(푸른 수련이다.), Padmapāda는 ‘so 'yam’(그가 이

[사람이다].), Sarvajñātman(기원후 900년경)은 ‘so 'yaṃ pumān’(그가 이

사람이다.)이라는 예시 문구를 각각 들고 있다. VS와 같은 후기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저작들에서 등장하는 가장 전형적인 예시 문구는

‘so 'yaṃ devadattaḥ’(그가 이 데와닷따이다.)이다.

54) Ibid. p. 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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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라는 말의 의미를 분별함으로써 그 말과 이미 알려져 있는 ‘그

것’이라는 말 사이의 동일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것이

너이다.’라는 문구에서는 ‘nīlotpala-’(푸른 수련이다.)55)와 같은 문

구를 해석하기 위해 적용하는 연합(saṃsarga)이나 배제(bheda)가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오직 동일성으로 지시되는 브라흐만(순수의

식)을 가리키는 불가분적 의미(akhaṇḍa-artha)56)만이 산출되기

때문에, 비-아뜨만으로부터 아뜨만을 분별하는 연속과 불연속의

방법을 그 문구에 적용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래서 연속과

불연속의 방법을 대문구의 해석에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함축의 방법이 요청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Sureśvara는 바로 그러한 두 방법이 교차하는 접점에 서 있다.

Ⅳ. 후기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의 방법

후기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는 Sadānanda의 Vedānta-sāra(기

원후 15세기)에서 살펴지는 것처럼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과 함

55) NaS 3.2(시) 참조. 이 문구는 배제(bheda) 이론을 통해 온전하게

해석된다. 즉 ‘푸름’은 ‘푸름’이 아닌 것을 배제하고, ‘수련’은 ‘수련’이 아닌

것을 배제함으로써 오직 ‘푸른 수련’이고 ‘수련의 푸름’이라는 통합적

의미가 알려진다.

56) 단어의 결합인 문장이 어떻게 해서 통합적 의미를 가지는가에 관해 연합

이론과 배제 이론이 있다. 전자에서는 의미의 연합이, 후자에서는 의미의

배제가 각각 문장의 통합적 의미를 구성한다고 한다. 단어의 의미를

전자에서는 보편이라고 후자에서는 특수라고 각각 간주하기 때문이다.

반면, 후기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는 대문구의 의미가, 그러한 연합이나

배제를 통해 산출되는 통합적 의미가 아닌 불가분적 의미라고 말한다.

쉽게 말해서 불가분적 의미란, ‘그것’이라는 말과 ‘너’라는 말 사이에서

산출되는, ‘그것’으로서의 ‘너’이고 ‘너’로서의 ‘그것’인, 불가분적이고

완전한 동일성을 지시하는 무-차별적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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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 방법이 함께 사용된다. 하지만 전자보다는 후자가 보다 폭넓

게 통용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아드와이따 베단따 체계의

전개 양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Śaṅkara와 같은

초기 아드와이따 베단따 학자에게는 무-속성 브라흐만을 중심으

로 하여 우빠니샤드를 확실한 지식수단으로 확립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그래서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과 관계하여 브라흐만의

영역(실재적 관점)과 무지의 영역(경험적 관점)을 가름으로써,57)

언표될 수 없음에도 언표될 수밖에 없는 무-속성 브라흐만이 속

성을 가진 것으로 언표되는 우빠니샤드를 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58) 반면 후기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는, 초기 학자들에

의해 이미 확립된 체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빠니샤드와

관계하여 대문구가 어떻게 개별자와 브라흐만의 동일성을 제시하

는가와 같은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해석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

울이게 된다. 물론 대문구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후기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브라흐만에 대한 직접지(aparokṣatva, aparokṣa-bodh

a, 直接智)를 얻는 것과 관련된 가장 본질적인 주제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대문구에서의 그러한 동일성은 결코 가

탁����������과 탈-가탁����������의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그 동일성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함축을 점차

적으로 완성시킨다.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함축의 방법은 Vākya-vṛtti와 Vidyāraṇ

ya의 Pañcadaśī(기원후 14세기)59)에 이르러 그 형식과 내용이 거

57)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은 ‘실재를 무지의 영역에 놓기’와 ‘무지를 실재의

영역에서 제거하기’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58) BGB 2.18에서는 우빠니샤드의 권위가 속성의 가탁����������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 세워진다는 언급이 있다. 가탁된 것들을 무지의 영역에 가둠으로써

우빠니샤드는 일관적이게 된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우빠니샤드의

권위는 그것에 대한 일관적 해석을 통해 가능해진다.

59) 비록 VV가 Śaṅkara의 저작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Pañ 7.70에서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Pañ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저작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VS 24편(기원후 15세기)에서는 Pañ 7.75를 인용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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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립된 것처럼 보인다. 후기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는 해탈의

수단인 ‘지식의 획득’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획득의

방법을 탐구하고자 하는데,60) 이는 ‘해탈의 경험적 주체인 개별자’

와 브라흐만의 동일성에 대한 직접지를 강조하는 것에로 이어진

다.61) 물론 직접지에 대한 강조는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전 역사에

서 중요시되지만, 후기에서는 그것을 획득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

인 방법에 관한 탐구가 더 강조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것

이 너이다.’라는 대문구에서 ‘그것’이라는 말과 ‘너’라는 말의 동일

성을 확보하기 위한 함축의 방법이 체계화된다. 그리고 ‘그것이

너이다.’와 같은 문구에서 검증된 동일성은, ‘나는 브라흐만이다.’(a

haṃ brahmāsmi)와 같이 ‘나의 브라흐만에 대한 직접적 경험(지

식)’이라는 형태를 띤 동일성에서 완전히 구현된다. 브라흐만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라는 것은 브라흐만에 대한 직접적 이해 또는

직접적 지식이다.62)

전통적으로 80여 종류의 함축이 전해진다고 하지만, 아드와이

따 베단따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폐기 함축(jahallakṣaṇā), 수용

함축(ajahallakṣaṇā), 그리고 폐기-수용 함축이다. 폐기 함축은 어

본고에서는 함축에 관해서 이 3가지 저작들이 어느 정도 일관된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60) VV 3-6에서는, 제자가 속박으로부터 해탈의 수단이 무엇이냐고 묻자,

스승이 ‘그것이 너이다.’ 등의 문구로부터 발생하는 ‘개별자와 궁극적

아뜨만 사이의 동일성과 관계하는 지식’이 그 수단이라고 대답한다.

61) Pañ 7.70에서는 대문구가 브라흐만에 대한 직접지를 의도하는 것으로

VV에서 말해진다고 언급한다. Pañ 7.97 등에서도 대문구로부터

브라흐만에 대한 직접지가 얻어진다고 언급한다.

62) ‘그것이 너이다.’라는 문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나서 ‘나는

브라흐만이다.’라는 문구에 대한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은 VV, Pañ,

VS에서 공통적으로 살펴진다. 특별히 ‘나는 브라흐만이다.’라는 문구를

경험적 문구(anubhava-vākya)라고 부른다. 필자는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직접적 경험이라고 흔히 해석되는 ‘anubhava’가 대문구에

대한 직접적 이해나 직접적 지식에 다름 아니라고 간주한다. 개별자와

브라흐만의 동일성에 대한 직접적 이해·지식 이외에 어떤 특별한

경험·체험을 따로 언급하는 구절은 그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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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말의 일차적(직접적, 명시적) 의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

말의 일차적 의미가 완전히 폐기되고 그 말과 관련된 이차적(간접

적, 함축적) 의미가 알려지는 것이고, 수용 함축은 어떤 말의 일차

적 의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 말의 일차적 의미가 수용되

면서 그 말과 관련된 이차적 의미가 알려지는 것이다.63) 그리고

폐기-수용 함축 또는 부분 함축(bhāga-lakṣaṇā)이란 어떤 말의

일차적 의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 말의 일차적 의미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폐기’되면서 그 말의 모순되지 않는 부분인 이

차적 의미가 ‘수용’(함축)되는 것이다.64) 부분 함축의 예시로 Vāky

a-vṛtti와 Pañcadaśī에서는 ‘그가 이 [사람이다].’(so 'yam)를 들

고,65) Vedānta-sāra에서는 전통적인 예시인 ‘그가 이 데와닷따이

다.’(so 'yaṃ devadattaḥ)를 들고 있다.66) 다음은 폐기-수용 함축

즉 부분 함축에 대한 예시와 그 구체적 적용이다.

따라서, ‘그가 이 데와닷따이다.�’라는 문구��나 그 의미가, 과거와 현재

의 특징적 데와닷따로 지시되는 명시적 의미의 부분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특징성이라는 모순된 부분을 버린 후에 모순되

지 않는 데와닷따의 부분만 함축하듯이, 마찬가지로 ‘그것이 너이다.���’

라는 문구��나 그 의미는, 간접�성과 직접성 등의 특징적 순수의식 사이

의 동일성으로 지시되는 명시적 의미의 부분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간접�성과 직접성 등의 특징성이라는 모순된 부분을 버린 후에 모순되

지 않는 불가분적 순수의식만 함축한다.67)

63) VP 4장 p. 73에서는 전자를 “명시적 의미(śakyārtha)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다른 의미를 확정하는 경우”라고, 후자를 “명시적 의미를 그저

포함시킨 채 다른 의미를 확정하는 경우”라고 각각 정의한다. 전자와

후자의 예시로는 각각 ‘강가(갠지스)에 부락이 거주한다.’(gaṅgāyāṃ

ghoṣaḥ prativasati)와 ‘빨강이 달린다.’(śoṇo dhāvati)를 들 수 있다. 두

예시는 VS 25편, 26편에 각각 등장한다.

64) VP 4장 p. 73에서는 폐기-수용 함축을 “한정된 것(viśiṣṭa)을 지시하는

말이 자체 의미의 한 부분을 버린 채 다른 부분에 놓이는 경우”라고

정의한다.

65) VV 48, Pañ 7.74 참조.

66) VS 23편; 27편 참조.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지식 전달의 중심적 방법 ∙ 281

이와 같이 폐기-수용 함축은, ‘너’라는 말 자체에서의 분별로부

터 ‘그것’(브라흐만)과의 동일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연속

과 불연속의 방법과 달리, ‘그것’으로 지시되는 신(Īśvara)과 ‘너’로

지시되는 개별지성(prājña)·개별자(jīva) 사이에 동일성을 획득하

는 과정을 보여준다. 두 말 사이에 모순되지 않는 부분은 불가분

체(akhaṇḍa)로서 순수의식(caitanya)이다.

한편,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은 Vākya-vṛtti와 Pañcadaśī에서

도 간접적으로 언급되지만68) Vedānta-sāra에서 본격적으로 언급

된다. Sadānanda는 스승이 제자에게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nyā

ya)으로써 교훈을 준다고 하면서,69) 가탁����������을 “뱀이 아닌 것으로서

의 밧줄에 뱀이 부가되는 것과 같이, 실재에 비-실재가 부가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탈-가탁����������을 “밧줄의 가현인 뱀이 한갓 밧줄로

[알려지는] 것과 같이, 실재의 가현인 ‘무지 등의 복합현상계로서

비-실재�’가 한갓 실재로 [알려지는] 것”70)이라고 정의한다. 밧줄과

뱀의 예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탁����������과 탈-가탁����������은 인식론적 개념

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Śaṅkara에서와 유사하게, 무지의 영역에서

67) VS 27편. VV 44-45에서는 ‘그것’이라는 말에서 폐기되는 명시적

의미로서 간접�성 이외에도 “환술을 한정자로 가진 것, 세계의 원천,

전지성 등으로 지시되는 것, 존재 등을 본질로 하는 것”을 열거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모두 신에게 속하는 것들이다. 반면에 ‘너’라는 말에서

폐기되는 명시적 의미로서 “내적기관과 결탁된 의식, ‘나’라는 관념과

말의 대상인 것”을 열거한다.

68) VV 28; Pañ 7.87 참조. 사실 Pañ 7.87에서는 VV 28을 인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VV 28에서는 ‘그것이 너이다.’라는 문구에서

‘그것’(브라흐만)이라는 말을 “‘그것’이 아닌 것을 배제하는 형식으로

또한 직접적(긍정적) 방법을 위주로 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아닌 것을 배제하는 형식이란 소극적·부정적 방법이고, 직접적

방법이란 브라흐만에 대한 정의와 같은 적극적·긍정적 방법이다. 이

2가지는 각각 ‘neti neti’의 방법과 ‘iti iti’의 방법을 가리키기에, 곧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69) VS 5편 참조. 스승이 가탁과 탈-가탁을 통해 지식을 전달한다는 내용은

VS 28편에서 또 다시 언급된다.

70) VS 6편, 2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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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무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해탈 방법론에

따라, 가탁����������과 탈-가탁����������은 인식론과 방법론에서 이중적 기능을 하게

된다. 그래서 Sadānanda는 먼저 무지(ajñāna)71)에서 기인하는 가

탁����������의 여러 양상들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후기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무지는 Sāṃkhya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미 실체화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3구나로 이루어지고(triguṇāt

maka) 긍정적인 존재형태(bhāvarūpa)이며 비-지각적(jaḍa)인 그

것에 기인하여 복합현상계(prapañca)의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난

다. 무지의 집합과 개별, 미시적 신체의 집합과 개별, 현시적 신체

의 집합과 개별이라는 여러 한정자(upādhi)들에 의해 한정된 순수

의식들인 신과 개별지성 등, 그리고 무지의 산출력(vikṣepa-śakti)

으로부터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5미시원소(sūkṣma-bhūta), 미시적

신체들, 5현시원소(sthūla-bhūta), 현시적 신체들, 현시적 세계들

은 모두 순수의식에 가탁����������된 것들에 다름 아니다.72) 이러한 것들은

형이상학적 측면에서 살펴진 가탁의 양상들이고, 경험적·심리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비-아뜨만들이 아뜨만에 가탁����������된 형태로 나

타난다.73) 형이상학적 가탁은 ‘그것이 너이다.’라는 문구와, 경험

적·심리적 가탁은 ‘나는 브라흐만이다.’라는 문구와 각각 관계한다.

그리고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가탁된 것들을 탈-가탁����������의 방법을

통해 전개의 역순으로 따라가게 되면, 전개의 원인인 ‘무지에 의

해 한정된 순수의식’에 이르고 최종적으로는 ‘무지에 의해 한정되

지 않은 순수의식’에 이른다.74) 한정되지 않은 순수의식은 대우주

적·집합적 관점(‘그것’의 관점)에서 브라흐만-자체(Brahmamātra)

이며 소우주적·개별적 관점(‘너’의 관점)에서 뚜리야(Turīya)이다.

71) 이 무지는 VV 45와 Pañ 1.44 등에서의 환술(māyā)과 유의적이다.

72) VS 6-18편 참조.

73) 아뜨만에 가탁����������된 것들은 ‘아들, 현시적 신체, 감관, 숨, 마음, 지성, 무지,

무지와 연계된 순수의식, 공(空)’이다. 이러한 9가지는 다른 여러

학파에서의 자아관을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관점에서 요약한 것이다.

Ibid. 19편 참조.

74) Ibid. 21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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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두 관점에 따른 형이상학적 가탁이 탈-가탁되고, 그에 따

라 실재의 본질에 관한 두 관점에서의 지식이 전달된다.

그렇다면 Vedānta-sāra에서 이러한 가탁����������과 탈-가탁����������은 함축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일까? 그 관계는 Sadānanda의 다음 두 진

술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가탁������과 탈-가탁��������에 의해 ‘그것’과 ‘너’라는 말의 명료한 의미

또한 확정된다.75)

이와 같이 대스승에 의해, 가탁������과 탈-가탁을 필두로 하여 ‘그것’과

‘너’라는 말의 의미가 명료해지고 나서 문구�로부터 불가분적 의미�����가

알려진 경우에, 자격자에게 ‘나는 영원, 순수, 이지, 자유, 존재를 본질

로 하고, 궁극적 환희이며, 무한이고, 비-이원�적인 브라흐만이다.’라는

불가분체의 형태를 취한 의식의 변형��이 나타난다.76)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에서는 대우주적·집합적 관점과 소우주

적·개별적 관점이 구별된 채로 적용되며, 그로 말미암아 집합적인

한정자들에 의해 한정된 순수의식들을 통해 ‘그것’이라는 말의 의

미가 명료해지고 개별적인 한정자들에 의해 한정된 순수의식들을

통해 ‘너’라는 말의 의미가 명료해진다. ‘그것’이라는 말과 ‘너’라는

말의 의미가 명료해지지 않는 한, ‘그것이 너이다.’와 같은 대문구

에 함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두 말의 함축

적 의미는 공히 한정자들에 의해 한정되지 않은 순수의식이므

로77) ‘그것이 너이다.’라는 문구에서의 동일성이 확보된다. 따라서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은 함축의 방법을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

75) Ibid. 22편. 또한 28편도 참조하라. VV 10; 37에서도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구를 구성하는 말의 의미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한다.

76) Ibid. 28편.

77) Ibid. 22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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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을 통해 ‘그것이 너이다.’라는 문구로

부터 불가분적 의미가 알려진 경우에 ‘나는 브라흐만이다.’와 같은

경험적 문구에 대한 경험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가탁과 탈-가탁

의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문구에 대한 분석(함축)이 실행되고,

그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대문구에 대한 경험이 가능해지는 구조

인 것이다.

만약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과 함축의 방

법을 2종류의 베단따 문구와 비교해 볼 수 있다. 곧 전자는 ‘브라

흐만의 본질을 확정하는 문구’(Brahma-svarūpa- nirūpaṇa-vāky

a)78)와 관련되고, 후자는 ‘개별자와 브라흐만의 동일성을 교훈하

는 문구’(jīvabrahmaikya-upadeśa-vākya) 즉 대문구와 관련된다.

브라흐만의 본질이란 곧 아뜨만의 본질이고, 그 본질을 확정하는

것이란 비-브라흐만으로부터 브라흐만을 또는 비-아뜨만으로부터

아뜨만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브라흐만의 본질을 확정하

는 문구’는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과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그리

고 ‘개별자와 브라흐만의 동일성을 교훈하는 문구’와 함축의 방법

이 가지는 상관성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2종류

의 베단따 문구에서 브라흐만의 본질이 확정되지 않으면 개별자

와 브라흐만의 동일성이 제대로 알려질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가

탁����������과 탈-가탁����������의 방법이 전제되지 않으면 함축의 방법은 그 적용

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과 함

축의 방법은 그 적용의 영역이 상이하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러

한 두 방법은 필수불가결하게 연관되어 있다.

78) 일반적으로 브라흐만에 대한 본질적 정의(svarūpa-lakṣaṇa)와 우유적

정의(taṭastha-lakṣaṇa)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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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상에서 검토한 것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Śaṅkara

에서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 전달의 중심적인 방법은 가탁����������과 탈-

가탁����������이다. 심지어 브라흐만에 대한 정의조차도 그 방법에 포괄된

다. 그가 대문구를 해석하기 위해 연속과 불연속의 방법을 적용하

는 것은 분명하지만 함축을 사용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둘째, 대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Sureśvara는 연속과 불연속의 방법을 체

계화시키지만 그 방법은 후기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함축과 내용

적으로 상이하다. 연속과 불연속의 방법과 관련하여 그가 적용한

함축의 방법은, 비록 그 형식과 내용에서 체계적이지 않을지라도

후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후기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는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과 함축의 방법이 모두 사용되지만, 대

문구에 대한 해석을 통해 해탈에 이르는 직접지를 산출할 수 있

게 해주는 함축의 방법이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가탁과 탈-

가탁의 방법은 함축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관에서,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과 함축의 방법 중에

서 어느 것이 아드와이따 베단따 전체에서 더 중심적인가 하는

질문은 무의미하다. 단지 아드와이따 베단따라는 체계의 전개 양

상에 따라 각 방법들의 위상이 달라지고, 심지어 각 방법 자체의

내용 또한 변천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탁����������과 탈-가탁����������의 방

법이 ‘브라흐만의 본질 확정’과 관계하고 함축의 방법이나 그와

관련된 방법이 ‘개별자와 브라흐만의 동일성’과 관계한다는 점은

시대를 불문하고 공통적이다. 이처럼 두 방법은 그 적용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양립 가능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상호 보완적이라

고도 말할 수 있다.

네띠-진술을 포괄하는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은 넓은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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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빠니샤드로부터 지속적으로 전승된 지식 전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언표 불가능한 무-속

성 브라흐만을 유일한 실재로 간주하는 한, 비록 그 내용상의 차

이는 어느 정도 있었을지라도 결코 그 방법 자체의 중요성이 간

과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함축을 강조하는 후기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는 오히려 함축의 방법이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을 재

규정하고 체계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함축의 방법은 가

탁����������과 탈-가탁����������의 방법을 통해 ‘그것’과 ‘너’라는 말의 의미를 확정

하지 않으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함축의 방법 또한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지식을 전

달하는 중심적 방법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함축의 방법은 브

라흐만의 언표 불가성과는 직접 관계하지 않는다. 언표 불가능한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오직 네띠-진술을 포

괄하는 가탁����������과 탈-가탁�����의 방법이 있을 뿐이다. 함축은 본질적으로

이미 확정된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개별자와

브라흐만의 동일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좁

은 의미에서는 오직 후자만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동일성에 대한 지식이란 결국 개별자의 허구성과 브라흐만

의 유일무이성에 대한 지식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함축의 방법

또한 넓은 의미에서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라

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탁과 탈-가탁만이 언표 불가능한 브

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중심적 방법이고, 함축은 개별자

와 브라흐만의 동일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중심적 방법이지

만 넓은 의미에서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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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entral Method of Imparting the Knowledge��������������� 
in Advaita Vedānta: Is It Adhyāropa-apavāda, or

Lakṣaṇā ?

Park, Hyo-Yeop

(Kyung-pook Univ.)

Which method is central to impart the Knowledge��������������� of
Brahman out of adhyāropa-apavāda and lakṣaṇā in Advaita

Vedānta? With regard to this question two main points

could be presented as an answer.

Firstly, it is not to be said that a single method alone is

accounted throughout the whole Advaita history, since each

method has its own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significance

in each period in reference to the requisite task of Advaita

system. For example, Śaṅkara as an early Advaitin employs

adhyāropa-apavāda as a central method in the course of

building the system itself, while Sadānanda as a later

Advaitin adopts both methods equally to interpret

mahāvākya for the sake of suggesting a concrete and

positive way to obtain the direct Knowledge��������������� of identity
between jīva and Brahman.

Secondly, the scopes of application of both methods are

quite different, and yet both methods themselves are

complementary each other without contradiction. The

method of adhyāropa-apavāda is concerned with the

confirmation of the nature of Brahman and that of lakṣaṇā

with the instruction of identity between jīva and Brahman.

In the case of the latter its application is impossible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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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upposing the former. Therefore, it is intelligible to say

that both methods are altogether central in the system of

Advaita Vedānta to impart the Knowledge��������������� of Brahman in
which the Knowledge������������������������������ of identity between jīva and Brahman
is also included.

Key words : adhyāropa-apavāda, lakṣaṇā, Brahman,

Knowled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