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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카라에 있어서 요가는 ‘감각 등의 억제를 통해 하나의 대상에 집

중함으로써 인지한 것들을 체득케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는 요가

를 궁극적 해탈의 수단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요가가 業의 축적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샹카라의 궁극적 관심은 무

엇보다도 참된 지식을 통한 무지의 제거에 있으며, 요가의 역할은 단

지 지식의 역할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한정된다.

샹카라가 梵知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다양한 行法들

이 궁극적으로 부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차적으로 知와 行의

구분에 기초한 그의 윤회관과 해탈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규명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학파가 난립하던 당시 인도 사상계의 역학관계 속

에서도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Ⅰ. 서언

대부분의 인도철학이 요가적 수행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인도의 형이상학이 요가적 체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주지

의 사실이다. 그러나 요가는 단일한 방법이나 체계로서 이어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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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思潮나 학파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요가가 개발되었

다. 예컨대 파탄잘리(Patañjali)의 고전 요가(혹은 rāja-yoga)가 상

캬 철학에 기초한 것이라면, 갸나 요가(jñāna-yoga)는 베단타 철

학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갸나 요가란 知에 의거하여 궁극적인 인간의 목적(해탈, 깨달

음)을 달성하는 하나의 방식(길, mārga)을 의미하며, 아드바이타

베단타에서는 갸나 요가를 통해 무지로 인한 非我의 假託(adhyās

a)과 잘못된 동일시를 제거함으로써 망각된 眞我를 회복하고자 한

다.

그러나 이러한 요가의 가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드바이타

베단타에서 중시하는 갸나(즉 brahmajñāna)와 요가 사이에는 원

초적 간극이 존재한다. 말하자면 갸나와 요가는 비균질적인 것이

다.

일찍이 가우다파다(Gauḍapāda)는 만두캬頌(Māṇḍūkya-kārik
ā)을 통해 요가의 몇 가지 수행 기법을 不二論의 틀에 접목시킴으

로써 아드바이타 베단타에서 갸나 요가가 일반화된 수행법(sādha

na)으로 확립되는 데 기초를 다졌다. 그러나 요가의 몇몇 요소를

수용하는 것과 요가를 해탈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어도 샹카라(Śaṅkara)에 있어서는 엄격히 구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샹카라의 해탈론에서 일반적으로 對比되는 개념은 知(jñāna)와

行(kriya)이지만, 필자는 요가(yoga) 역시 ‘行’으로 해석하고자 한

다. 왜냐하면 적어도 샹카라에 있어서 ‘yoga’는 ‘jñāna’와는 엄격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kriyā(行)’에 포섭되며, 또한 ‘jñāna-yoga’란 ‘j

ñāna’를 얻기 위한 ‘yoga(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

은 이러한 관점에서 샹카라의 해탈론에서 갸나와 요가는 어떤 관

계에 있으며, 샹카라의 철학에서 요가는 어떤 위치를 갖는가 하는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해탈의 수단에 관한 Advaita Vedānta의 입장

샹카라가 주장하는 해탈의 수단은 브라흐만의 지식(brahmajñā

na, 梵知)이다.1) 이 브라흐만의 지식은 브라흐만의 탐구(brahmajij

ñāsā), 즉 브라흐만을 趣意로 하는 우파니샤드 聖句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얻어지며,2) 그것은 곧 브라흐만과 아트만의 동일성

을 자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샹카라가 중시하는 브라흐만의 탐

구에 있어서의 불가결한 조건은 베다의 학습과 아래의 네 가지
조건이다.3)

⑴ 영원한 것과 無常한 것을 식별할 것.

⑵ 현세와 내세에서 이익을 享受하고 싶다는 집착을 버릴 것.

⑶ 마음의 平靜(śama)․感官의 制御(dama) 등의 수단을 갖출 것.

⑷ 해탈을 추구하는 자일 것.

여기서 ⑴은 知(jñāna)라고 할 수 있으며, ⑵와 ⑶은 行으로서

의 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것들은 샹카라

및 그 계통의 不二論者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해탈의 수단 내

지 조건이다. 그러나 해탈을 얻는 데 있어서 祭式(karma)이나 思

惟(manana) 그리고 瞑想(nididhyāsana)이 차지하는 위치에 관해

서는 아드바이타 베단타 내에서도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우선

祭式에 대하여 Bhāmatī학파는 그것이 브라흐만을 알고자 하는 욕

구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석하지만, Vivaraṇa학파는 제

식이 브라흐만의 지식 자체를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1) “브라흐만의 지식은 至福(=해탈)을 과보로 한다” Śaṅkara ad

Brahmasūtra I. 1. 2 (Bombay: Nirṇaya-Sāgar Press, 1934), pp. 34-35.

2) Śaṅkara ad Brahmasūtra I. 1. 1, p. 45.

3) Ibid. p. 29; pp. 36-37.

해석한다.4)

또한 Bhāmatī학파는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을 聽聞하고(śravaṇ

a), 사유하고, 명상하는 단계를 거쳐 비로소 브라흐만의 지식이 획

득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Vivaraṇa학파는 사유․명

상은 청문에 종속하며, 브라흐만의 지식은 청문에 의해 얻어진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5) 요컨대 梵我一如의 깨달음에 있어서 Bh

āmatī학파가 인간의 주체적인 사유 능력을 중시했다면, Vivaraṇa

학파는 聖言量(śabda)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란 常住不變하는 것이라는 샹카라의 입장

에서 보면, 인간의 사고에 기초하여 얻어지는 지식은 결코 올바른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비해 聖典은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상주불변하는 실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

서 성전에 기초하여 얻어지는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다.6)

또한 실재 중에서도 브라흐만에는 형태․징표(liṅga) 등이 없기

때문에, 성전 이외의 다른 지식근거(pramāṇa), 즉 직접지각이나

추론 등에 기초하여 브라흐만을 알 수가 없다.7) 따라서 성전이 브

라흐만을 아는 수단일 수 있는 것이다.8)

4) cf. T.M.P. Mahadevan, The Philosophy of Advaita (New Delhi:

Arnold-Heinemann, 1976), p. 261.

5) cf. E. Deutsch, Advaita Vedānta: A Philosophical Reconstruction

(Honolulu: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73), p. 110, note 5.

6) Śaṅkara ad Brahmasūtra II. 1. 11, p. 369.: “한편, 베다 성전은 常住하며

지식의 원천이기 때문에, (언제나 일정 불변하는 것으로서) 확립되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 (베다 성전)으로부터 생긴

지식이 올바른 것은 과거․현재․미래의 논자 모두가 합세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우파니샤드 성전에 기초한 지식이 올바른

지식임은 周知의 사실이다.”

7) Śaṅkara ad Brahmasūtra II. 1. 6, p. 360: “실로 이 사물(=브라흐만)은

형태 등이 없기 때문에 직접지각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징표 등이 없기

때문에 추론 등(의 대상도) 아니다.”

8) Śaṅkara ad Brahmasūtra II. 1. 11, p. 368: “왜냐하면 세계의 원인(인

브라흐만의) 實相은 해탈이 그것에 기초하고 있는 바, 매우 숭고하므로



그러나 샹카라는 아무리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대상화될 수 없

는 브라흐만 자체를 대상으로서 명시할 수 있을 정도의 무조건적

절대성을 가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성전이 브라흐만의

지식을 산출하는 수단일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브라흐만의 지식

이 생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 즉 無明(avidyā)에 의해 잘못 상정

된 인식대상․인식주체․인식행위 등의 구별을 제거해 주기 때

문9)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한다.

성전은 브라흐만의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이지만, 똑같은 성전

을 지식근거로 하는 다르마(dharma)의 지식과는 다르며, 지식 근

거가 성전만은 아니다. 브라흐만의 지식의 경우에는 直觀(anubha

va)10)도 지식 근거로서 인정된다. 왜냐하면 다르마는 인간의 노력

에 기초하여 장래에 실현되는 것으로서(bhāvya)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관할 수가 없음에 비해, 브라흐만은 인간의

노력에 기초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며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실재

(bhūtavastu)이므로 직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Ⅲ. 샹카라에 있어서 Jñāna와 Yoga

聖典의 도움이 없으면 생각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9) Śaṅkara ad Brahmasūtra I. 1. 4, p. 79: “실로 성전은 브라흐만을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대상으로서 명시하려고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성전은 브라흐만이) 내적 아트만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無明에 의해 잘못 상정된

인식대상․인식주체․인식행위 등의 구별을 제거하는 것이다.”

10) anubhava에 관해서는 S. Radhakrishnan, Indian Philosophy, vol. II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1), pp. 510-514 및 K.

Satchidananda Murty, Revelation and Reason in Advaita Vedānta

(Delhi: Motilal Banarsidass, 1974) pp. 112-120 참조.

11) Śaṅkara ad Brahmasūtra I. 1. 1, p. 35; I. 1. 2, pp. 51-52.

1. 念想(upāsana)과 요가

베단타학파의 수행자들이 행하는 念想(upāsana)은 Brahmasūtr

a IV. 1. 1-12에서 논해지는데, 샹카라는 브라흐마수트라 註解
에서 이 念想(upāsana)에 대해 상세히 설하고 있다. 그것은 브라
흐마수트라가 우파니샤드에서 설하는 여러 가지 念想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요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샹카라의 요가觀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

은 Brahmasūtra-bhāṣya II. 1. 3이다. 여기서 그는 요가에 대한 B

rahmasūtra의 논박12)에 대하여 상세히 설하고 있는데, 기본적으

로 샹카라는 Brahmasūtra를 상캬학파의 관점에 대항하여 제시된

일련의 논증으로 간주한다. 주지하듯이 요가는 念想보다 훨씬 일

반화된 수행법으로서, 샹카라도 요가의 수행을 인정하고 있었다.

샹카라는 요가를 ‘dhyāna’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3)

샹카라는 요가 수행이 행자에게 갖가지 신비한 힘을 보유하게

해준다는 통속적인 믿음을 그대로 수용하여, 요가는 바른 知見을

얻기 위한 수단(samyagdarśanābhyupāya)이라는 데 기꺼이 동의

한다. 뿐만 아니라 ‘신체를 극소화하는 등 (8종의) 자재력을 획득

한 어떤 요가행자’14)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12) Brahmasūtra II. 1. 3: etena yogaḥ pratyuktaḥ.(이로써 요가는

반박된다.)

13) Śaṅkara ad Brahmasūtra IV. 1. 11. 그러나 Saundarananda XVIII에

의하면, dhyāna와 yoga는 확연히 구별하여 사용되며, dhyāna는 마음의

상태, yoga는 그에 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坐法의 형식은 조용한 곳에

正坐하고서 念을 身에 두고 五根을 안으로 수습하며, 치아를 맞닿게 하고

혀로써 턱을 지탱하며, 意로써 意를 통제하여 코끝이나 眉間에 집중하고,

意中에서 활동하는 번뇌를 정확한 때에 반대개념으로써 破한다. 이것이

해탈에 이르는 주요한 방법이다. 中村 元, シャンカラにおける瞑想 ,

禪文化硏究所紀要, 第9號, (1977), pp. 107-110 참조.
14) Śaṅkara ad Brahmasūtra(Ānandāśrama版) vol. I, p.204:



요가학파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8종의 자재력을 승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샹카라는 요가에 대하여 논박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반대자들이 신봉하는 敎義가 자신의 입장과 정면으로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요가철학의 개념들을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입장을 취한다.15)

그러나 무엇보다도 샹카라가 브라흐마수트라 주해에서 가장

문제삼고 있는 명상은 念想(upāsana)이다. 샹카라에 있어서 念想

은 ‘동일한 관념의 연속을 초래하는 행위’16)로 정의된다. 즉 마음

속에서 항상 동일한 관념을 保持하는 것이다. 念想과 靜慮(dhyān

a)의 동일시는 이미 Brahmasūtra17)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입장은 후세의 베단타학파에 계승되어, 念想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신의 통일이라고 설해진다.18)

그렇다면 upāsana는 yoga, dhyāna, nididhyāsana 등과 어떤 관

계에 있을까? 원래 upāsana는 ‘upa-√ās’라는 어근에서 유래한 명

사로서 ‘가까이 섬김(近事)․歸依․崇拜․瞑想’ 등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이들 사이에는 ‘일관성․지속성․집중성․반복성’이라는

상호 밀접한 내재적 원리와 본질적 특성이 공존한다. ‘念想’이라는

번역어는 이런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매우 함축적인 용어

라 할 수 있다.

샹카라의 입장에서 念想은 열등하거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수단으로서19) 실재에 대한 知(brahmajñāna)와 확연히 구별된다.

prāptāṇimādyaiśvaryaḥ kaś cid yogī. 中村 元, 前揭 論文 p. 110에서

재인용.

15) Śaṅkara ad Brahmasūtra II. 4. 12 참조. 여기서 샹카라는 타인의

의견일지라도 논리적 결함이 없는 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다섯 가지 마음의 작용은 正知, 오류, 분별, 수면, 기억이다.”라는

Yogasūtra I. 6의 내용을 인용한다.

16) Śaṅkara ad Brahmasūtra IV. 1. 7: upāsanaṃ nāma

samānapratyayapravāhakaraṇam.

17) Brahmasūtra IV. 1. 8.

18) Sadānanda, Vedāntasāra 11.

19) Jonathan Bader, Meditation in Śaṅkara's Vedānta (New Delhi: Aditya

그것은 바로 이 念想이 靜慮 혹은 瞑想을 뜻하는 ‘yoga․dhyān

a․nididhyāsana’ 등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기초

한다.20)

샹카라는 일차적으로 요가를 상캬(sāṃkhya)와 결부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요가를 상캬철학과 구별되는 독립된 수행

법으로 인정했다. 샹카라는 요가수행이 오로지 Yogasūtra에만 귀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해탈론을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 요가의 심리학을 십분 활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그는 요가가 심신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음

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요가가 해탈의 직접적인 수단이라고는 보

지 않았다. 이러한 요가觀은 知와 行의 구분을 전제로 하여 그의

해탈론에 그대로 반영되게 된다.

2. 知(jñāna)와 行(kriyā)의 구분

샹카라에 있어서 해탈은 梵我一如를 자각하는 ‘브라흐만의 지

식’(brahmajñāna)을 통해 증득된다. 그러나 브라흐만의 지식은 궁

극적인 것이며,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예비적인 단계

와 祭式을 포함한 행위(kriyā)의 실천이 요구된다. 샹카라는 브라
흐마수트라 註解에서 제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

Prakashan, 1990), p. 93. Upāsana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Vidhushekhara

Bhattacharya, The Āgamaśāstra of Gauḍapāda (Delhi: Motilal

Banarsidass, 1989), pp. 295-298 참조.

20) 샹카라는 Brahmasūtra IV. 1. 8 뿐만 아니라 IV. 1. 9-10을

주석하면서도 dhyāna 및 dhyāyati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dhyāna와 upāsana를 同義로 간주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dhyāna = ekāgratā(一意專心)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같기 때문에(Śaṅkara

ad Brahmasūtra IV. 1. 11), 결국 dhyāna이건 yoga이건 실질적으로는

동일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다.

“바가바드기타 등의 聖傳書에도 果報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供養

등의 수행이 해탈을 추구하는 자에 의해 지식을 얻는 수단이라고 설

명된다. 그 때문에 공양 등과 마음의 평정․감관의 제어 등, 즉 生活期

(āśrama)의 카르마 모두가 生活期의 각각에 응하여 明知의 발생에 필

요하다고 해야 한다.”21)

즉 祭式은 明知(vidyā, 즉 brahmajñāna)의 발생에 도움이 되며,

明知의 발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果報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祭式

이다. 계속해서 샹카라는 마음의 평정 등과 供養 등의 祭式을 식

별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음의 평정 등이 明知를 얻기 위한 직접

적인 수단(pratyāsannāni vidyāsādhanāni)임에 비해, 祭式은 알고

싶다는 욕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明知를 얻기 위한 간접적인 수

단이라고 보고 있다.

샹카라에 있어서 제식은 브라흐만의 지식을 얻기 위해 필요불

가결한 조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재산 등을 소유하지 않고 生活期

의 카르마를 전혀 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明知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22) 또한 勝義의 입장에서 보면,

祭式은 브라흐만의 지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

면 제식을 포함한 行(kriyā)은 知(jñāna)와는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샹카라에 있어서 行은 인간에 기초

하며(puruṣatantra), 知는 실재에 기초한다(vastutantra)23)는 본질

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째서 知는 인간에 기초하지 않고 실재에 기초한다고

보는 것일까? 이것은 지식의 타당성 문제24)와 연관된다. 샹카라는

21) Śaṅkara ad Brahmasūtra III. 4. 27.

22) Śaṅkara ad Brahmasūtra III. 4. 36: “四住期에 속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明知를 얻을 자격이 있다.”

23) Śaṅkara ad Brahmasūtra I. 1. 4.

24) 지식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해서는, N.K. Devarāja, An

올바른 지식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이란 언제나 일정 불변하는

것(ekarūpa)이다.”25)라고 정의한다. 더 나아가 그는 지식의 타당

성의 근거를 지식이 실재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26) 올바

른 지식이란 언제나 일정 불변하는 것이라고 하는 샹카라의 입장

에서 보면, 인간의 사고에 기초하여 얻어진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논리(tarka)에 부합하는 지식이라고 하더

라도, 그것이 언제나 일정 불변하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실재에 기초한 지식은 언제나 일정 불변하는 올바른 지식

이다. 예컨대 ‘불은 뜨겁다’라는 사실은 언제나 일정 불변하며, 이

사실에 기초한 지식, 즉 ‘불은 뜨겁다’라는 지식은 언제나 일정 불

변하는 올바른 지식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브라흐만의

지식도 브라흐만은 불변하며 영원한(kūṭasthanitya) 실재이기 때

문에, 언제나 일정 불변하는 올바른 지식이다. 따라서 지식은 인

간에 기초하지 않고 실재에 기초하며, 인간에 기초하는 統覺機能

(buddhi)의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간주된다.27)

明知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祭式(karma), 聽聞(śravaṇa), 思惟

(manana) 혹은 瞑想(nididhyāsana) 등이 해탈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관해서는 아드바이타 베단타 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

샹카라의 철학체계에서는 브라흐만의 지식 이외의 다른 것들은

모두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行’에 대한 논란이 많

을 수밖에 없다.

샹카라는 明知를 얻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서의 行(마음의

평정을 위한 명상 등)과 간접적인 수단으로서의 行(祭式 등)을 구

Introduction to Śaṅkara's Theory of Knowledge (Delhi: Motilal

Banarsidass, 1972), pp.163-164 참조.

25) Śaṅkara ad Brahmasūtra II. 1. 11.

26) Ibid.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은) 실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로

일정 불변하는 것으로서 확립되어 있는 것이 모두 실재이다. 세간에서는

그 (실재)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불은 뜨겁다’라는 (지식)과 같이.”

27) Śaṅkara ad Brahmasūtra I. 1. 4.



별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행위는 인간(의 심적 활

동)에 기초하며(puruṣatantra), 지식은 실재에 기초한다(vastutantr

a)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思惟나 瞑想 혹은 요가는 모두 실재

에 기초한 지식(jñāna)이 아니라 인간에 기초한 행위(kriyā)로 분

류된다.

明知(vidyā)라는 개념의 사용에 있어서 혼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샹카라 철학에서 明知는 梵知(brahmajñāna)와 동의어로

서, 실재에 기초하는 知(jñāna)에 포섭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요컨대 知는 마나스(manas)의 적극적인 작용에

기초한 인식이 아니라, 行 혹은 欲이 배제된 개념이다.

그런데 念想(upāsana)은 통상 明知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의 의미가 있지만, 明知가 念想과 동일시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의 明知란 梵知의 하위 개념이다. 知(jñāna)는 非행위로서 명령

될 수 없지만, 念想은 瞑想(dhyāna, nididhyāsana)과 마찬가지로

行(kriyā)에 속하는 것으로서 명령될 수 있는 것이다. 念想과 知에

차이를 두는 근거는 염상의 경우 개인의 의지 등이 개입되기 때

문에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

지만, 知에 있어서는 대상과 인식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없

다는 점이다. 올바른 직관은 最高我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일 뿐이다.28)

샹카라는 知와 명상의 차이를 상세히 언급한다. 양자는 모두 마

나스에 속하는 작용인데, 명상은 행위이지만 知는 행위가 아니

다.29) 梵知 중심의 지적 해탈관을 갖고 있는 샹카라는 곳곳에서

28) Śaṅkara ad Brahmasūtra (Ānandāśrama版), vol. I, p.257:

tatrābhidhyāyater atathābhūtam api vastu karma bhavati /

manorathakalpitasyāpy abhidhyāyatikarmatvāt / īkṣates tu

tathābhūtam eva vastu loke karma dṛṣṭam ity ataḥ paramātmaivāyaṃ

samyagdarśanaviṣayabhūta īkṣatikarmatvena vyapadiṣṭa iti gamyate.

中村 元, 前揭 論文 p. 122에서 재인용.

29) Vedāntasāra, 10: upāsanāni saguṇabrahmaviṣayamānasavyāpārarūpāṇi

śāṇḍilyavidyādīni.

知와 명상을 대립적 개념으로 해석한다.

有屬性의 브라흐만을 念想할 경우(saguṇa-vidyā), 念想하는 주

체는 아직 행위주체인 상태(kartṛtva)를 벗어나지 않고 행위(業 ka

rman)에 속박되어 있다. 그러므로 有屬性의 브라흐만을 念想하는

경우에는 의무의 실행이 명령된다. 따라서 知(jñāna)는 명령될 수

없지만, 梵知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明知(vidyā= 念想)는 명령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明知와 동의어로서의 vijñāna도 명령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파니샤드의 다양한 聖句들은

念想을 명령하기 위해 설해진 것으로 해석된다.30)

三昧(samādhi)를 實修하는 것도 행위로 생각되었는데,31) 샹카

라에 의하면 비록 깨달음을 얻은 聖者일지라도 삼매를 행하고 있

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행위를 떠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위를 포기하고 비활동의 상태에 몰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미 또다른 행위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샹카라의 해탈론에서는 知가 중시되고 行은

부차적인 가치를 갖거나 궁극적으로 부정된다. 이는 샹카라의 윤

회와 해탈에 관한 해석에 기초한다. 즉 輪廻가 신체․언어․마음

에 의한 행위 및 경험을 부단히 되풀이하는 것이라면, 解脫은 그

러한 것이 사라진 상태로 해석된다.

샹카라는 윤회의 특질인 苦와 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

다.

“이처럼 樂과 苦의 정도 차이가 法(dharma)과 非法(adharma)의 정

도 차이에 기초하며, 신체를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하며, 無明 등의 결

함을 가진 사람에게 보여지고, 無常하며 輪廻를 본질로 하고 있다는

것은, 聖典․聖傳書․論理에 의해 확립되어 있다.”32)

30) Śaṅkara ad Brahmasūtra III, 4, 21-22.

31) Śaṅkara ad Brahmasūtra II, 3, 39.

32) Śaṅkara ad Brahmasūtra I. 1. 4.



이처럼 윤회의 특질인 樂과 苦는 法과 非法에 기초하고 있으며,

말하자면 法과 非法의 果報인 것이다. 그리고 法과 非法이란 신

체․언어․마음의 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法․非法의 과보인

樂과 苦는 대상과 감각기관의 결합에서 생기며, 신체․언어․마음

에 의해 경험된다.33)

결국 윤회란 신체․언어․마음의 業을 짓고, 그 과보인 樂과 苦

를 다시 신체․언어․마음으로 경험하는 과정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윤회관에서 보면, 행위는 윤회의

본질을 이루는 것으로서 당연히 부정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윤회의 반대개념인 解脫은 ‘신체가 없는 상태’(aśarīratva)

로 정의된다.34) 그런데 해탈이 신체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당

연히 해탈은 신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양

립할 수 없게 된다. 샹카라는 解脫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을 비판

하면서35) 오직 知만이 유일한 해탈의 길이며, 행위는 결코 해탈의

길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3. 聽聞(śravaṇa)․思惟(manana)․瞑想(nididhyāsana)의과정

아드바이타 베단타에 있어서 해탈은 참된 지식에 의해 무지를

제거함으로써 체득하게 되는 일종의 ‘내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적 변화를 위해 샹카라는 “아트만을 보고, 듣고, 숙고하

고, 명상함으로써 모든 것을 알게 된다.”36)라는 聖句에 근거하여,

33) Ibid.

34) Ibid.

35) Ibid. 샹카라가 제시하는 해탈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다음과 같다. ⑴

해탈은 새로이 산출되는 것(utpādya)이다. ⑵ 해탈은 어떤 것이

변화함으로써 실현되는 것(vikārya)이다. ⑶ 해탈은 획득되는

것(āpya)이다. ⑷ 해탈은 淨化에 의해 실현되는 것(saṁskārya)이다.

36)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II. 4. 5.

브라흐만의 지식(brahmajñāna)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聽聞(śra

vaṇa)․思惟(manana)․瞑想(nididhyāsana)’의 단계를 설한다. 샹

카라에게 큰 영향을 준 Vyāsa의 요가수트라 註解(Yogasūtra-b
hāṣya) 역시 知(jñāna)를 성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서 경

전의 권위와 추론, 그리고 부단한 명상수행을 제시한다.

샹카라는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II. 4. 5의 聖句에 근거하여,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을 들은 후에 사유하고 명상하는 ‘觀念의 反

復’을 행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설한다.

“관념(pratyaya)의 반복이 행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전

에) 되풀이하여 교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아트만은) 들려져야 하

며, 사유되어져야 하며, 명상되어져야 한다.’ 등의 가르침이 되풀이되

면서 관념의 반복을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37)

그러나 브라흐만의 지식을 얻기 위해 관념의 반복, 즉 聽聞→

思惟→ 瞑想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無知․疑惑․倒

錯 때문에 梵我一如의 진리를 성전의 가르침에서 곧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나 해당된다는 것이 샹카라의 입장이다.38)

요컨대 무지․의혹․도착과 무관한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의 경우

에는 한 번만 들으면 ‘네가 그것이다’(tat tvam asi)라는 聖句의 의

미를 직관할 수 있고, 따라서 [관념의] 반복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샹카라는 사유와 명상을 知와는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

는 행위로 간주하며, 따라서 祭式과 마찬가지로 사유와 명상은 勝

義의 입장에서는 브라흐만의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명상과 사고는 統覺機能에 속하는 것일지라도, 인간이 그것을 행하

37) Śaṅkara ad Brahmasūtra IV. 1. 1.

38) Śaṅkara ad Brahmasūtra IV. 1. 2.



거나 행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

하면 인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식은 그것을 행하는 것

도 행하지 않는 것도 다른 방식으로 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식은

오직 실재에만 기초하고 있다. 敎令에 기초하고 있지도 않으며 인간에

기초하고 있지도 않다.”39)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祭式․思惟․瞑想은 모두 知와는 본질

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행위로서 간주되며, 勝義의 입장에서는 브

라흐만의 지식을 얻는 수단으로는 생각되고 있지 않다.

聽聞은 언어적 인식방법(聖言量, 敎證), 思惟는 논리적 혹은 추

리적 인식방법(比量, 理證), 그리고 瞑想은 요가적 혹은 직관적 인

식방법(現量, 自內證)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知를 얻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예컨대 Bhāmatī학파에서는 우

파니샤드의 가르침을 듣고, 사유하고, 명상하는 단계를 거쳐 브라

흐만의 지식이 획득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Vivaraṇa학파

에서는 사유․명상은 청문에 종속하며, 브라흐만의 지식은 청문에

의해 얻어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샹카라는 우파데샤사하스리 산문편40)에서 ‘聽聞-思惟-瞑想’이
라는 3단계의 수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펴

보면 그는 자신의 해탈론을 조직화하는 데 요가의 심리학을 십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샹카라는

이러한 과정 자체를 ‘行’(kriyā)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凡人들에게

나 필요한 과정으로 한정한다. 말하자면 사유나 명상도 直觀知로

서의 ‘jñāna’와는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勝義의 입장에서는 부

정된다. 명상(dhyāna, 혹은 念想upāsana)은 직관지와 더불어 똑같

이 마나스(manas)에 속하는 작용이면서도, 知와 行을 엄격히 구

별하는 샹카라의 철학체계에서는 열등한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39) Śaṅkara ad Brahmasūtra I. 1. 4.

40) Upadeśasāhasrī, gadyabandha.

따라서 무지․의혹․도착이 없는 지혜로운 사람은 ‘Tat tvam a

si’ 혹은 ‘Aham Brahmo 'smi’41)라는 聖句의 의미를 직관할 수 있

지만, 有屬性의 브라흐만을 念想할 경우(saguṇa-vidyā) 그 염상의

주체는 아직 행위주체의 상태(kartṛtva)를 벗어나지 못하고 행위

(業)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다.

Ⅳ. 결 어

샹카라는 요가를 ‘감각 등의 억제를 통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함

으로써 인지한 것들을 체득케 하는 것’42)으로 정의한다. 그는 요

가를 궁극적 해탈의 수단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요가가 業의 축

적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샹카라가 제자들

에게 권유한 parisaṃkhyāna(빈틈없이 정확히 헤아림) 명상43)은

이미 축적된 업을 소멸하고 새로운 업의 유입을 막기 위해 고안

된 것이다.

그러나 샹카라의 궁극적 관심은 무엇보다도 참된 지식을 통한

무지의 제거에 있으며, 요가의 역할은 지식의 역할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한정된다. 다시 말해 샹카라에 있어서 유일한 해탈의 수단

은 브라흐만의 지식(brahmajñāna)이며, 지식 이외의 ‘祭式․聽

聞․思惟․瞑想 등은 세속의 입장에서는 브라흐만의 지식을 산출

하는 보조수단이지만, 勝義의 입장에서 그것들은 ‘지식’과는 본질

을 달리하는 ‘행위’로서 부정된다.

샹카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의 思考에 입각하여 얻어진 모

든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설령 論理(tarka)에 부

41)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IV. 4. 12.

42) Bhagavadgītā-bhāṣya XVI. 1.

43) Upadeśasāhasrī, gadyabandha III. 112.



합하는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사고에 기초하여 얻어진 지

식은 언제나 일정 불변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44)

샹카라의 입장에서 知(jñāna)는 (지각이나 욕구 등 신체와 관련

된) 인간의 통각기능의 행위가 아니다.45) 예컨대 ‘불은 뜨겁다’(=

불은 뜨거운 본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불변하는 올바른 지식으로

서, 그것은 인간에 기초하지 않고 실재에 기초하며, 따라서 인간

에 기초하는 ‘행위’(kriyā)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간주된다.

샹카라가 지식을 중시하고 행위의 가치를 궁극적으로 부정하는

근거는 그의 윤회관과 해탈관에서 찾을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윤

회란 신체․언어․마음에 의한 행위와 경험을 부단히 되풀이하는

것이며, 해탈이란 신체의 絶滅 상태이다. 따라서 신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는 윤회의 토대이며, 오직 지식(jñāna)만이 해탈

의 길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샹카라가 梵知의 보조 수단으로 인정한 다양한 行法들

속에서 나름대로 체계적인 過程과 階位 그리고 因果 관계를 분석

해 보는 철학적 작업을 시도할 수도 있다. 실제로 샹카라 이후의

베단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논의의 핵심으로 떠오

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요가를 비롯한 다양한 行法들은 샹카라

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부정된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知와 行의

구분에 기초한 그의 윤회관과 해탈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규명할

수 있지만, 여러 학파가 난립하던 당시 인도 사상계의 역학 관계

속에서도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44) 예컨대 “위대한 論者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宗祖인 Kapila Kaṇabhuj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서로 간에 의견의 대립이 있다. … 어떤 논자에

의해 올바른 지식으로 확립된 것도 다른 논자에 의해 뒤집히고, 그

논자에 의해 확립된 것도 역시 다른 논자에 의해 뒤집힌다는 것은,

세간에서는 周知의 사실이기 때문에.” (Śaṅkara ad Brahmasūtra II. 1.

11)

45) Śaṅkara ad Brahmasūtra I.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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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atus of yoga in Śaṅkara's theory of

liberation

Lee, Ho Keun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Meditation forms an integral part of Śaṅkara's

teachings on liberation. And Śaṅkara grants that yoga can

be a proximate means to right knowledge. For that reason,

the influence of yoga on his work is all the more

significant. Śaṅkara admits that the Upaniṣads themselves

speak of yoga practice. He cites passages referring to yoga

postures, control of the senses, and meditation. His

illustration here of the injunction for meditation is most

significant: śrotavyo mantavyo nididhyāsitavyaḥ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II. 4. 5). The discipline of

hearing(śravaṇa), reflecting(manana), and constantly

meditating(nididhyāsana) upon the teachings concerning the

Brahman or Ātman is the method which is set out for

students of Vedānta.

However the Advaita Vedānta rejects yogic intuition as

a pramāṇa of Brahman. The path of yoga independent of

the Veda can never lead to the ultimate goal. For Śaṅkara

yoga is not a means to liberation, bu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practice of regulating the flow of ideas about

the Ātman in the face of the disturbance generated by the

results of past karmas. He argues that since the path of

yoga and the knowledge of Sāṃkhya are not dependent



upon the Vedas, they do not lead to the highest state.

Śaṅkara's system of liberation is ultimately concerned with

the removal of ignorance(avidyā) by means of true

knowledge. The role of yoga must remain subsidiary here

to that of knowledge.

Key Words : advaita vedAnta, zaGkara, brahmajJAna,

yoga, jJAna, kriyA, upAsana, zravaṇa, manana,

nididhyAsa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