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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바드 기타에 대한 틸락의 행동주의적 해석
김호성*1)

Ⅰ 머리말. Ⅱ 행동주의적 해석의 확립. Ⅲ 행동주의적 해석에 대한 비판.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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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길, 지혜의 길]

틸락은 기타를 해석한 자신의 저서 기타 라하스야를 통하여 기
타에 대한 샹카라, 라마누자, 그리고 마드바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베단타 祖師들의 해석을 비판한다. 전통적 해석들은 기타를 지혜의

길이나 믿음의 길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여 왔으나, 틸락은 기타가 오
직 행위의 길 하나만을 설하는 텍스트라고 판정한다. 그의 입장을 그

스스로 ‘행동주의’라고 부른다.

이 글에서는 틸락이 지혜중심의 전통적인 교판과는 달리 지혜와 행

위의 兼修를 지향하는 교판을 내세우면서 인도철학사를 새롭게 바라보

고 있었으며, 다른 주석가들과 달리 과목 나누기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틸락은 행위와 지혜가 관련되면서도 지혜보다 행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들은 모두 그 스스로 행위의 길 하나만을 내세우

는 행동주의적 해석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행동주의적 해석이 믿음의 길을 배제하고서 행위

의 길 하나만을 설한다는 점에서, 그가 비판하였던 전통적 해석자들과

마찬가지로 종파주의적 한계를 띠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 행위의

길을 중시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지혜나 믿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기타에는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Ⅰ. 머리말

바가바드 기타(이하, 기타로 약칭함) 라는 텍스트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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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역사1)를 살핌에 있어서는 틸락(Bal Gangadhar Tilak, 185

6～1920)은 결코 간디(Mahatma Gandhi, 1869～1948)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고 있는 인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실 틸락의 전공 역시 인도철학의

역사는 아니었다. 뿌네의 데칸 칼리지(Deccan College)에서 법학

을 전공했을 뿐이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스크리트 학자인 부

친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스스로 인도철학 전반에 대한 깊은 연

구를 행해간다. 그 바쁜 독립운동의 와중에서 그가 언제 그렇게

엄청난 독서를 하였는지 놀라울 정도로 그는 폭넓은 독서범위를

보여준다. 기타에 대한 그의 주석으로서, 서슴없이 걸작(Magnu
m Opus)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을 기타 라하스야(Gītā Raha
sya, 초판 1915년)에는 니야야와 바이세시카를 제외한 모든 힌두
철학의 전통들이 다루어진다. 뿐만 아니다. 콩트와 밀 등과 같은

서양사상가들의 이론까지 함께 논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얀마

지역인 만달레이 감옥에서 108일만에 집필을 완성했다고 하는 
기타 라하스야 외에도 그는 베다에 대해서도 3권의 전문적 학술
서3)를 남기고 있는 독특한 해석자로서 이미 명망을 떨치고 있었

다. 종교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동방성서(Sacred Books of the E

ast)의 편찬자 막스 뮐러(Max Müller)가 그의 학문적 성과를 높

이 평가하면서, 그를 위하여 석방을 탄원하는 구명운동을 했을 정

도로 국제적 인정도 받고 있었다.

종종 인류의 사상의 역사는 정통파에게서가 아니라 비정통/散

聖이라고 여겨지는 창조적 개인에 의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때가 있다. 힌두교의 성자도 아니고, 전문적 산스크리트 학자가

1) 근래 기타와 관련하여 내가 갖고 있는 주제의 하나이다. 그 동안 이
주제와 관련하여 발표한 논문으로는 김호성(2004a, 2004b, 2005, 2006c,

2006d) 등이 있다.

2) 틸락의 전기로는 Tahmankar(1956)이 있다.

3) 그 서명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Orion or Researches into the

Antiquity of the Vedas(1893), The Arctic Home in the Vedas(1903),

The Vedic Chronology & Vedanga Jyotisha(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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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에도 불구하고 틸락은 기타에 대한 매우 독창적 해석을 가
하고 있다. 사실 기타 라하스야는 틸락의 發憤의 書라고 할 수

있다. 틸락 이전에 傳承되어 오던 해석에 대해서 그가 강한 憤心

을 품었기 때문에 집필했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샹카라

(Śaṅkara, 700～750)는 지혜의 길에 초점을 두고서 기타를 해석
하였으며, 라마누자(Rāmānuja, 1017～1137)나 마드바(Madhva, 11

99～1276)는 믿음의 길에 초점을 두고서 기타를 이해해 왔던 것
이다. 이러한 전통적 해석에 대하여 틸락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

었던 것이다. 그의 눈에는 분명, 기타는 행위의 길(karma-yoga)
하나만을 설하고 있는 텍스트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입

장을 틸락은 행동주의(Philosophy of Energism)이라 부르고 있다.

나는 앞서 기타의 주제에 대한 틸락의 관점을 방법론/독서

법의 측면에서 살펴본 일이 있거니와4), 여기서는 기타의 주제

론과 관련한 틸락의 입장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과연 틸락이 어

떠한 논리적 맥락 속에서 행동주의적 기타 해석을 이루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러한 틸락의 행동주의적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 만약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

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이며, 또 어떠한 논리로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작업은 샹카라, 라마누자, 간디 등의 해

석과 비교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의미도 있다.

4) 김호성(2004a) pp. 195-2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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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동주의적 해석의 확립

1. 방법적 측면에서의 고찰

1) 지혜와 행위 사이의 敎判

⑴ 틸락 이전의 주류적 교판

교판이라는 작업은 둘 이상의 철학 내지 텍스트에 대해서 그

가치의 우열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만큼 보편적인 방법론

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교판이라는 술어를 불교 밖의 인도철학 일

반에까지 확대적용하고 있는 이유이다. 틸락에게서도 우리는 교판

적 사유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기타에 대한 전통적 해석들에 만
족하지 못하고 비판적이었던 만큼 그 이전까지 전해져 내려온 인

도철학사의 흐름에 대한 평가/교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

는 것이다.

인도철학사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텍스트의 어머니는 베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 이 베다의 구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이 제기되어 있으나, 베다를 지혜편(jñāna-kaṇḍa)과

행위편(karma-kaṇḍa)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 방식에 주목해

본다. 이 둘 가운데 행위편을 보다 낮은 층위로 말하고, 지혜편을

보다 높은 층위로 말하는 것5)은 이미 지혜의 길에 입각하여 베단

타를 확립한 샹카라의 교판을 受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보아서 먼저 성행했던 것은 행위이다. 베다

와 브라흐마나 시대에는 행위/제사의례가 主流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逆轉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우파니샤드의

5) Potter(1981)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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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에 의해서였다. 지혜편이 갖는 전통은 우파니샤드를 거쳐서

베단타 학파로 이어지고, 그 베단타 학파의 전통이 현대 인도철학

에 이르기까지 인도철학사의 主流를 형성하면서 이어지고 있었다

는 관점이다. 그러므로 베단타의 전통에 의지하여 지혜의 길이 현

재에까지 主流의 지위를 차지해 왔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더욱

이 베단타에 세 학파가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역시 보다 중심적

인 흐름을 만들어 온 것은 샹카라의 불이일원론이었으며 라마누

자의 한정적 불이일원론과 마드바의 이원론은 主流로까지 상승되

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지혜 불이일원론

베다 지혜편 기타
한정적
불이일원론

현대인도철학

믿음

행위편 미망사

이원론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베다 ― 불이일원론’으로 연결되는

직선이 가장 주류라고 보는 하나의 교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판에서 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은 둘이다. 하나

는 베다의 지혜편을 잇고 있는 흐름 중에서 상키야인데, 베단타

보다 非主流라고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베다의 행위편을 잇고

있는 미망사 역시 낮게 평가된다.

우선, 상키야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상키야 역시 그 轉變說(par

iṇāma vāda)의 발전과정을 볼 때 베다의 지혜편에 잇대어 있으면

서 우파니샤드를 거쳐서 상키야 학파로 가게 된다. 그리고 우파니

샤드 자체 안에 상키야 학파의 전변설의 초기 형태가 나타나 있

는 우파니샤드로는 찬도갸 우파니샤드 ․ 카타 우파니샤드 , 그



280 ∙ 印度哲學 제22집

리고 슈베타슈바타라 우파니샤드 등이 있다.6) 이러한 길을 따

라서 형성된 상키야 사상은 그 자매학파인 요가학파의 수행론을

형이상학적으로 근거지우면서, 그것과 함께 짝이 되어 인도철학사

에서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샹카라의 아

드바이타 베단타를 중심으로 하는 베단타가 인도철학사에서 顯敎/

陽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면 상키야․요가는 다시 탄트라로 연

결되면서 밀교/陰의 위상7)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베단타의 입장에서 베단타를 주류로 평가하고

상키야를 소외시키는 교판 자체는 베단타 학파 내에서만 인정받

을 수 있을 뿐, 널리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음

을 나타낸다. 실제로 오로빈도의 경우 그의 ‘통합 요가(Integral Y

oga)’안에 상키야 사상을 수용함으로써 샹카라와는 다른 自己哲學

(svapadāni)을 제시8)하였는데, 그 역시 베단타 사상가임은 틀림없

지만 그렇다고 해서 샹카라 이래 흘러내려온 불이일원론을 주류

로 보고서 상키야를 배제하는 교판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과

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틸락 역시 기타 解釋
學의 역사 안에서 상키야적 요소가 주목받지 못함을 한탄한다.9)

다음으로 베다의 행위편에서 미망사로 흘러가는 ‘행위의 길’의

소외 문제에 대해서는 節을 바꾸어서 상론해 보기로 하자.

6) “우파니샤드에 대한 상키야적 해석이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A.N.

Pandey는 말한다. Pandey(1988) p.ⅵ.

7) 어떤 사회의 종교이든지 상층부의 엘리트 계층이 유지해 가는 엘리트

전통(elite tradition)과 하층부의 민중계층이 유지해 가는

대중전통(popular tradition)이 있다. 이는 다시 前者를 顯敎/陽, 후자를

密敎/陰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顯敎’와 ‘密敎’라는 술어는 불교의

종파에 대한 교판적 지칭이 아니라, 그러한 특성을 빌어서 종교 일반의

현상적 존재양태를 區分/敎判하는 일반적인 술어로 쓴 것이다.

8) 김호성(2000) p. 123. 한편, 오로빈도 사상의 상키야적 뿌리는

정승석(1998) pp. 191-192. 참조.

9) Tilak(2000) 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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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틸락에 의한 교판

베다의 지혜편을 같이 계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단타로부터 샹

키야가 소외된 바를 생각할 때, 베다의 행위편으로부터 연원한 흐

름은 그 소외의 양상이 더욱 滋甚했으리라. 베다의 행위/제사의례

를 재해석해 가는 해석학파로서 확립된 것이 미망사학파이다. 그

렇다고 해서 틸락이 이 ‘베다의 행위편 → 미망사’로 흐르는 ‘행위

의 길’을 주류로서 敎判하지는 못한다. 그때의 행위는 제사의례로

서의 행위인 것이다. “天國에 가려는 자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s

varga-kāmaḥ yajeta)는 미망사 학파의 의례관이 기타에 수용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타는 먼저 지혜의 길에 입
각한 뒤에 ‘베다의 행위편 → 미망사 학파’로 이어지는 행위의 길

(물질적 제사에 의한 生天의 길)을 포섭해 간다. 이때 ‘포섭’의 의

미는 비판적 승화이다. 베다의 행위편이라 할 수 있는 제사의례로

서의 행위 개념을 비판한다. 그 비판의 근거는 지혜이다. 그리하

여 지혜의 입장에서 제사를 말한다. 그것이 ‘지혜의 제사’이다. 이

는 ‘제물의 제사’라고 할, 天國을 지향하는 물질적 제사를 비판하

면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지혜의 제사’(4 : 33) 개념 속에 극명하

게 드러난다. 지혜라고 하는 反(antithese)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合 (synthese)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 개념의 기타적 변용
을 가져오게 되는 데에는 우파니샤드(=Vedānta)의 작용이 있었음

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우파니샤드 역시 베다에 뿌리를

잇대고 있지만 베다의 흐름을 이으면서도 지혜의 방면으로 더욱

철저하게 밀고 나아가기 때문이다.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해탈

을 구하게 된다. 이러한 우파니샤드 사상의 특징을 가장 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것이 바로 너이다(ta

t tvamasi)”, “내가 브라만이다(ahaṁ Brahmāsmi)”10) 등과 같은

大格言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곧 브라만/아트만임

10) 각기 찬도갸 우파니샤드 Ⅵ.8.7과 브리하드아란야카 우파니샤드
Ⅰ.4.10을 그 출전으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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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는 데 있게 된다. 만약 아트만을 알게 되면 그때 바로 아트

만이 된다. 知卽成이다. 이것이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해탈이며,

지혜의 길(jñāna-yoga)이다.

이상과 같은 논리적 과정을 거쳐서 기타로부터 미망사적 행
위가 배제된다. 행위가 제례나 계급적 의무의 의미로 이해되는

한, 그것들이 아트만/브라만의 앎을 위해서 어떠한 기능이나 도움

도 될 수 있으리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같은 행위들

이 지혜의 길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장애가 될 지도 모른다.

샹카라는 바로 거기에 서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행위/제사의례

없이 지혜 하나만으로 해탈이 가능하다고 말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틸락은 바로 여기에서 샹카라적 교판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 제의적 행위의 길(karma-mārga)은 매우 오랜 옛날부터 성행하

였는데, 기타에서는 ‘미망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것은 우리가 그것을 그 대신 세 가지 법(trayīdharma, BG 9 : 20-21)

또는 세 가지 知(trayīvidyā)에서 찾아보는 이유이다. 아란야카, 우파니

샤드들은 시간적으로 볼 때 스루티(śruti, 계시서)에 의해서 제시된 희

생제의를 서술하는 브라흐마나 보다 늦게 이루어진 베다 문헌이다. 이

들 문헌들은 희생제의는 열등하며, 브라만에 대한 앎이 우수하다고 주

장하기 때문에 이들 후대의 작품들에서 묘사된 종교는 지혜편(jñāna-

kāṇḍa)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우파니샤드들은 그것들을

조화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Brahm

a - Sūtra, 혹은 Śārīra - Sūtra, 혹은 Uttara - Mīmāṁsā라고도 알려

져 있는 Vedānta - Sūtra에서 바다라야나(Bādarāyaṇācārya)에 의해

서 행해졌다. 이런 방식으로 Pūrva- Mīmāṁsā와 Uttara - Mīmāṁsā

는 현재 행위편과 지혜편을 제각기 다루고 있는 두 편의 문헌들(treati

ses)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 두 문헌은 공히 기본적으로 베다적 표

현들, 즉 미망사의 의미를 토의한다.11)

11) Tilak(2000) p.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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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락의 입장은 우파니샤드에서부터 기타로 이어지는 지혜의

길을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

해서는 우파니샤드 자체에서부터 지혜만이 아니라 지혜와 더불어

행위를 함께 설하는 우파니샤드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

았다. 그래서 지혜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우파니샤드와는 달

리 다른 사상적 요소를 갖고 있는 우파니샤드에 대하여 틸락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러한 측면을 부각시키려 노력한다.

지식을 얻은 결과 그의 마음속에서 모든 욕망이 사라져 버린 뒤에

해탈을 얻기에 적절한 사람들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욕망에

이끌린 행위를 행할 필요는 없다고 어떤 우파니샤드들은 말한다. 그리

고 다른 우파니샤드, 예컨대 이샤(Īśāvāsya) 우파니샤드 등은 그럼
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복되게 하는) 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모든 이러한 행위들이 행해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기타(5 :
2)는 우파니샤드들에 의해서 처방된 이 두 가지 길들 중에서 두 번째

길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12)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둘이다. 하나는 우파니샤드

안에도 샹카라의 교판과는 달리 지혜의 길만이 아니라 지혜와 행

위의 조화를 설하는 우파니샤드 역시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찬도
갸 우파니샤드․타이티리야 우파니샤드․슈베타슈바타라 우

파니샤드․카타 우파니샤드, 그리고 카우쉬타키 우파니샤드

13) 등에서도 知行兼修(jñāna-karma-samuccaya)의 입장을 본다.

틸락은 베다에서도 지혜편과 행위편의 두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우파니샤드에서도 지혜편을 주로 설하는 우파니샤드와 知行兼

修의 입장을 주로 설하는 우파니샤드로 二分할 수 있다고 敎判한

12) 위의 책, p. 481.

13) S. Radhakrishnan에 의하면, 이러한 지행회통론의 텍스트 내적 근거는

CU 2.23.1 ; BU 4.4.22 ; Īśa 2.에서 확인가능하며, 이러한 입장을 취한

사람으로는 Bhāskara, Abhinavagupta와 Ānanda-vardhana가 있었다

한다. Radhakrishnan(1960)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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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타는 지혜의 길보다는 행위의 길(=知
行兼修의 길)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판단을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교판의 대립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틸락 이전의 주류적 교판 틸락의 교판

베다의 지혜편 베다(지혜편+행위편)

우파니샤드(지혜편) 우파니샤드(지혜편, 지혜편+행위편)

기타(= 지혜의 길) 기타(지혜의 길+행위의 길, 지혜의 길
< 행위의 길)

불이일원론 베단타 기타 라하스야

틸락 이전의 교판은 베단타의 세 갈래 흐름 중에서도 특히 샹

카라의 불이일원론의 입장임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

한 흐름에서는 베다의 행위편의 전통은 외면되어 왔다. 인도철학

사 내지 베단타의 역사에서 오직 지혜의 길 하나(=知慧一元論)만

이 아니라 지혜와 행위가 함께 흘러오다가 마침내 기타에 이르
러서 행위의 가치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선호되었다. 하지만, 샹

카라의 불이일원론 베단타의 영향으로 지행겸수의 길은 소외되기

에 이르렀다. 그 증거는 기타에 대한 전통적 주석들이 행위의

길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틸락 스스로 그러한 잘못된 과거의 이해방식/敎判을 바로 잡

고자 한다. 비록 ‘베다의 행위편 → 미망사의 행위’ 개념을 그대로

잇는 것은 아니지만, 틸락은 그의 행동주의적 기타 해석 안에

그 같은 흐름과 잃어버렸던 知行兼修의 길을 되살리고자 했던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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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科目 나누기 비판

⑴ 科目 나누기에 대한 틸락의 비판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그 내적 구조를 세분하면서 그 세분된

의미를 다시 전체적 맥락 속에 위치지우는 과목을 통하여 綜合과

分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동일한 텍스트를 놓고서도 해석자

마다 과목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과목의 차이는 곧 해석자들마

다 自己哲學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준다.14)

틸락이 기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가장 중요한 관점
은 그가 기타에서 설해지는 가르침을 온전히 한 덩어리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한 가지 이야기, 즉 그것도 행위만을 설하기 위해

서 기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틸락의 입장에서는 내
용적으로 기타를 分科/分類하는 과목나누기의 방법에 대해서 거
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는 그 이전에 존재하던 과목나누기

라는 방법론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

다. 틸락 이전에 존재하던 과목나누기의 대표적 사례는 三分說이

라 할 만한 것이었다. 기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 것
이다. 이른바 다음과 같은 或者(some persons)의 說이다.

행위의 길의 해명은 여기, 즉 6장 末尾에서 끝난다. 그 이후부터 거

룩한 님은 지혜의 길과 믿음의 길을 서로 독립적이거나 그 중요성에

있어서 카르마 요가와 동일하지만 그것과는 다르며, 또한 카르마 요가

의 길에 대한 대체물로서, 따르기에 적절한 두 가지의 독립적인 길이

라고 서술하였다. 믿음의 길은 7장부터 12장에 걸쳐서 서술되었으며

나머지 6장에서 지혜의 길이 설해졌다고 한다.15)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或者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바로

불이일원론 학파의 마두수다나(Madhusūdana Saraswatī, 16세기)

14) 김호성(1998) pp. 67-68.

15) Tilak(2000) p.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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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는 찬도갸 우파니샤드의 대격언 “Tat tvam asi”를 가지
고 와서 그 순서를 바꾸어 ‘tvam → tat → asi’로 한 뒤 기타의
각 6章씩을 거기에 배당하였다는 것이다.16)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기타에 대한 마두수다나의 科目
tvam 행위의 길 : 1-6장

tat 믿음의 길 : 7-12장

asi 지혜의 길 : 13-18장

이러한 마두수다나의 科目에는 기타는 행위의 길, 믿음의

길, 그리고 지혜의 길을 평등하게 三分하여 설하고 있다는 평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三分說에 대하여 틸락은 “말이

되지 않는다”17)고 일축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타에는 세
가지 길이 설해져 있다는 三分說이 입각하고 있는 前提에 대하여

그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종래에 기타를 공부하면
서 先驗的으로 가져왔던 견해, 즉 기타에는 지혜․행위 그리고
믿음의 세 가지 길이 설해져 왔다고 하는 상식에 대하여 틸락은

그 근저로부터 顚覆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로 말해서 기타는 다만 포기(saṁnyāsa)와 행동주의(karma-
yoga)의 두 길만을 제시한다(5 : 1). 그리고 이들 두 길 중에서 카르마

요가가 더 위대하다고 하는 명확한 판결이 거기에는 제시되어 있다.

16) Tilak(2000) 20-21. 참조. Swāmī Gambhīrānanda에 의하면, “tat

tvam asi”의 의미를 기타의 세 부분과 연결지워서 말한 주석자는

아난다기리(Ānandagiri)라고 한다. Gambhīrānanda(1984) p.ⅹⅺ. ;

Betai(2002) p. 35. 참조.

17) Tilak(2000)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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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은 어디에서고 제3의 독립된 解脫道(nīṣṭha)로서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지혜, 행위, 그리고 믿음이라는 세 가지 독립된 길의

이론은 종파주의에 사로잡힌(doctrine-supporting) 해석자들의 創案이

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으로는 기타는 다만 해탈을 얻기 위한 수단
으로만 간주하며, 그들은 명백하게 바가바타로부터 이들 세 가지 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이다(Bhag 11.20.6). 그러나 이들 주석가들

은 바가바타 푸라나에서 도달된 결론과 기타의 그것이 같지 않다
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18)

첫째, 틸락은 기타에는 세 가지 길이 아니라 두 가지 길만이
제시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 5 : 1이다.

행위의 포기와 (행위의) 요가를 당신은 둘 다 찬탄합니다. 이 둘 중

에서 어느 것이 더 뛰어난 것인지, 그 하나를 저에게 확실히 말해주소

서.19)

여기에는 분명 두 가지 길만이 제시되어 있다. 3 : 3에서도 마

찬가지다. 믿음의 길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틸락은 이렇

게 행위의 길이 본격적으로 설해지는 부분에서 믿음의 길이 제시

되지 않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둘째, 믿음의 길까지 포함하여 세 가지 길의 존재를 주장하는

견해는 모두 ‘종파주의에 사로잡힌’20)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까

지 생각하는 것은 종래의 전통적 해석들이 모두 베단타의 어느

종파에 소속한 해석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여

기서 우리는 전통적 해석에 대한 그의 비판의 논리가 종파주의에

18) Tilak(2000) pp. 638-639.

19) saṁyāsaṁ karmaṇāṁ kṛṣṇa punar yogaṁ ca śaṁsasi / yac charya

etayor ekam tan me brūhi suniścitam // BG 5 : 1.

20) 종파주의에 사로잡히게 될 때의 문제는 그 종파의 입장을 지키고

선양하려는 護敎論的 입장이 ‘거칠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한 ‘거친

護敎論(sthūla apologetics)’이 올바른 해석을 장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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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으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셋째, 믿음의 길의 강조는 바가바타 푸라나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그것과 기타의 입장은 다르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틸락은 믿음의 길을 해탈도로서 인정하지 않는

다. 그렇기에 세 가지 길의 입장에서 기타를 셋으로 나누어 보
는 마두수다나의 입장을 비판하는 것이다.

⑵ 一合說의 제시

기타 전체의 700송을 18장으로 나누고 각 장에 적절한 이름
을 붙이는 것 자체가 소박하지만 사실상 하나의 科目나누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보다 거대하게 묶어서 상위범주를

만들어 주면서 조직화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마두수다

나가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三分說을 제시한 것이 그 一例일 것

이다. 그러나, 틸락은 科目을 나누지 않는다. 어쩌면 그의 과목론

은 곧 科目無用論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기타 전체가 하나라고
보는 점에서 굳이 말하자면 一合說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과연, 틸락은 어떤 근거에서 기타의 18장을 하나로 綜合하고 있
는 것일까? 이에 대한 틸락의 의견을 살펴보기 전에, 기타 각
장의 말미에 붙어있는 尾題를 一讀해 보기로 하자.21)

1. Arjuna-viṣāda yoga(아르쥬나의 회의의 요가)

2. Sāṁkhya yoga(상키야 체계에 의한 요가)

3. Karma yoga(올바른 행위의 요가)

4. Jñāna-karma-saṁyāsa yoga(지혜와 행위의 포기의 요가)

5. Saṁyāsa yoga(포기의 요가)

6. Dhyāna yoga(명상의 요가)

7. Jñāna-vijñāna-yoga(정신적 지혜와 세속적 지혜의 요가)

8. Akṣara-brahma yoga(불변하는 브라만의 요가)

21) 괄호 속의 의미해석은 범어의 의미를 틸락이 옮긴 것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그것 자체가 틸락의 해석적 관점의 제시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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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ājavidyā-rājaguhya yoga(믿음의 왕과 신비주의의 왕의 요가)

10. Vibhūti Yoga(顯現의 요가)

11. Viśva-rūpa-darśana yoga(우주적 모습의 示現의 요가)

12. Bhakti-yoga(믿음의 요가)

13. Kṣetra-kṣetrajña-vibhāga yoga(몸과 아트만 안으로 우주가

분열되어 가는 요가)

14. Guṇatraya-vibhāga yoga(물질이 세 가지 속성으로 나누어지

는 요가)

15. Puruṣottama-yoga(最高我의 요가)

16. Daivāsura-saṁpat-vibhāga yoga(善的 기질과 惡的 기질의 분

리의 요가)

17. Śraddhā-traya-vibhāga yoga(세가지 믿음의 분리에 대한 요가)

18. Mokṣa-saṁyāsa yoga(포기에 의한 해탈의 요가)

비록 기타는 전체 700송 밖에 되지 않는 작은 텍스트이지만,
실로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이 설해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렇게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논의들을 기타는 그 안에서 하나로
아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이 설

해져 있는 만큼 그것들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면서 평가하

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어쩌면 더욱 자연스런 일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런데, 틸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과연 어떻게 하나로

아우를 수 있다는 말일까? 틸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비록 기타의 전체가 다만 유일한 주제, 즉 ‘브라만에 대한 지혜안
에 포함되어 있는 행위의 길에 대한 철학’만을 다루고 있을지라도 각

章에서 서술되는 주제는 이러한 카르마 요가 철학의 일부분으로 간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장은 그 안에서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요가’, ‘저러한 요가’라고 불린다. 그리고 모든 이러한 요가가 함께 취

하여져서 ‘브라만에 대한 지혜안에 포함되어 있는 행위의 길에 대한

철학’ 전체를 형성하는 것이다.22)

22) Tilak(2000) p.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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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체의 주제는 ‘브라만에 대한 지혜안에 포함되어 있는
행위의 길이며, 各 章의 여러 가지 요가는 모두 이 전체 주제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그 일부분으로 간주된다고 본다. 틸락이 기타
 전체의 주제라고 敎判하는 하나의 요가, 즉 행위의 길과 18장으
로 이름지어진/나누어진 18가지 요가 사이의 調和/會通의 문제는

좀 더 설득력있게 논증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틸락의

위와 같은 언급은 巨大談論으로서의 總論에 지나지 않으며 각기

각론적 논의는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하는 것은 다만

18장에 걸친 이러한 제목들이 제시되어 있는 각 장의 尾題에 대한

천착일 뿐이다. 예를 들면 1장 말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iti śrimadbhavadgītāsu upaniṣatsu brahmavidyāyāṁ yogeśāstre ś

rīkṛṣṇārjunasaṁvāde arjunāviṣādayogo nāmo prathamo ’dhyāyaḥ /23)

이상이 성스러운 바가드기타의 우파니샤드, 즉 브라만에 대한 지식

이며 요가의 성전이고 성스러운 크리쉬나와 아르쥬나의 대화 중에서

‘아르쥬나의 회의’라고 이름하는 제1장이다.

이 중에 모든 장에 공통되는 것으로서, 기타의 주제파악과 관
련하여 틸락이 특별히 주목한 부분은 śrimadbhavadgītāsu upaniṣ

atsu brahmavidyāyāṁ yogeśāstre śrīkṛṣṇārjunasaṁvāde라는 부

분이다. 이들은 모두 處格으로 연결되어 있다. 틸락은 여기서 yog

eśāstra가 곧 karma-yoga-śāstra라고 본다.24) 브라만에 대한 앎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가이므로, 그것은 카르마 요가를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틸락은 이 尾題가 기타의
편집 당시부터 존재했었다25)고 말함으로써 권위를 더욱 강화시켜

간다.

23) 위의 책, p. 865.

24) 위의 책, p. 82.

25) Belbalkar는 기타 성립 당시부터 존재하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
Thomas(1987)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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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적 측면에서의 고찰

틸락은 敎判과 科目論을 통하여 行爲의 길에 대하여 독자적 위

상을 설정/부여하고 기타 18장 전체는 행위의 길 하나로 一以貫
之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그

이전에 선행하고 있던 전통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제시되

었다. 이제 여기서는 그 같은 破邪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에 뒤

이어, 틸락 그 자신이 보다 직접적으로 그 자신의 카르마 요가觀

을 어떻게 提示/顯正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행위의 길의 첫 번째 원리로서 틸락은 순수지성, 즉 결단

력을 성품으로 삼은 지성(vyavasātmikā buddhi)을 청정하고도 확

고하게 만들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26) 이는 기타 2 : 41에 근거
한 것이다.

그런데 결단력을 성품으로 삼은 지성은 하나이며, 쿠루족의 후예여,

또한 결단력이 없는 사람들의 지성은 여러 갈래이며, 끝이 없다.27)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틸락의 행위의 길 역시 지성에

입각한 행위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

한 부분이 바로 파탄잘리(Patañjali) 요가이다. 따라서 기타 6장
에서 설해지는 파탄잘리 요가는 카르마 요가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니라 순수지성을 청정하고도 확고하게 하는 것이라며 會通한

다.28) 이러한 언급은 틸락 역시 知行會通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할 바와 같이, 믿음의 길과 행위의

길의 회통은 인정하지 않는다.

26) Tilak(2000) p. 186.

27) vyavasāyātmikā buddhir ekeha kurunandana / bahuśākhā hy anantaś

ca buddhayo 'vyavasāyinām // BG 2 : 41.

28) Tilak(2000)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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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행위의 길만으로도 해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한다. 물론, 틸락 이전의 주류적 교판에서는

행위에서 다만 예비적인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해

왔다. 행위를 통하여 먼저 마음을 정화한 뒤에 마침내 행위를 포

기하고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先行後知에 대해서

틸락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타 자체가 그렇게 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행위는 지혜만큼이나 동등한 위상을

갖고서 설해져 있기 때문이다. 3 : 3과 5 : 5에서이다.

옛날에 〔이미〕, 이 세상에는 나에 의해서 두 가지 〔방법의〕 완

성이 설해졌다. 사색적인 사람들의 〔완성〕은 지혜의 요가에 의해서

이며, 요가행자들의 〔완성〕은 행위의 요가에 의해서이다.29)

사색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경지는 요가행자들에 의해서도

얻어진다. 사색과 요가는 하나이니, 〔이와 같이〕 보는 자가 실로 보

는 자이다.30)

이러한 기타의 證言/聖言量(śabda)은 결코 행위가 종속적이라
거나 예비적인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행위를 지혜보

다 종속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행위가 지혜를 속박하는 원

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 밑바탕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

은 기타적 의미의 행위, 즉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구함이 없는
행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욕망을 떠난 행위는 속박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지혜와 행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은 인

정한다. 그러나, 틸락은 그 둘 중에서 다시 우열을 구분한다. 다음

과 같은 5 : 2를 근거로, 행위의 길이 지혜의 길보다 더욱 우수한

29) loke 'smin dvividhā niṣṭhā purā proktā mayā 'nagha / jñānayogena

sāṃkhyānāṃ karmayogena yoginām. // BG 3 : 3.

30) yat sāṁkhyaiḥ prāpyate sthānaṁ tad yogair api gamyate / ekaṁ

sāṁkhyaṁ ca yogaṁ ca : yaḥ paśyati sa paśyati // BG 5 : 5.

바가바드기타에 대한 틸락의 행동주의적 해석 ∙ 293

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31)

포기의 길과 행위의 길은 둘 다 최고의 경지를 만든다. 그러나 이들

두 가지 중에서 행위의 포기보다 행위의 길이 보다 우수하다.32)

틸락은 믿음의 길이 독립된 해탈도가 아님을 주장하였다. 그리

고 나면 남는 것은 지혜와 행위뿐이다. 이들 지혜와 행위 중에서

행위의 길이 더욱 우수하다고 틸락은 敎判한다. 그럼으로써 그는

기타에는 지혜, 행위, 그리고 믿음의 세 가지 길이 설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길 하나만이 설해져 있다고 말한다. 이런 그

의 입장을 틸락은 행동주의(Energism)이라 하였으며, 나는 行爲一

元論 내지 唯行主義라고 불러도 좋을 것으로 본다.

넷째, 해탈 이후에도 행위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그렇게 하

는 것이 계급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를 얻은 사

람도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네 계급에게 부여된 행위를

해야 한다.33) 그는 행위의 길의 개념으로서 “불행을 야기하는 願

望을 포기하고 자신의 계급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기술(kauśala

m)이라”34)고 말한다.

31) Tilak(2000) p.423.

32) saṁyāsaḥ karmayogaś ca niḥśreyasakarāv ubhau / tayos tu

karmasaṁnyāsāt karmayogo viśiṣyate // BG 5 : 2. Tilak(2000) p. 425.

33) śreyān svadharmo viguṇaḥ paradharmāt svanuṣṭhitāt / svadharme

nidhanaṃ śreyaḥ paradharmo bhayāvahaḥ // BG 3 : 35.

34) B.G.Tilak(2000)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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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동주의적 해석에 대한 비판

1. 행위 개념 비판

틸락의 행위 개념을 나는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 중에서 셋

째와 넷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셋째는 지혜와

행위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행위가 보다 우

월하다는 관점이었다. 이에 대한 전거로서 그는 기타 5 : 2를
인용하고 있다. 거기서는 분명히 “행위의 포기보다 행위의 길이

보다 우수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생각된다. 그러나, 나

는 5 : 2에서와 같이 어느 한 길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頌들에 대

해서는 그 의의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12 : 2와 같이

믿음의 길이 지혜의 길보다 더욱 뛰어나다고 하는 상반되는 진술

역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마음을 들여다 놓고서/놓은 뒤에 언제나 나를 숭배하는 전

념되어 있는 자들(전념되어 있으면서 나를 숭배하는 자들) 지고의 믿

음으로 〔나에게〕 나아온 자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잘 전념되어

있는/전념하고 있는 자들로 생각된다.35)

이는 説主인 크리쉬나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가르침에 대해

서 聴者의 믿음을 불러일으켜야 할 이유에서, 그 법문의 변화에

따라서 각기 달리 강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36) 즉 행위의 길을

35) mayy āveśya mano ye māṁ nityayuktā upāsate / śraddhayā parayo

’petās te me yuktatamā mattāḥ // BG 12 : 2.

36) 다양한 불교경전들에서는, 어떤 경전들이든지 그 경전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경전임을 말한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경전을 읽고서 그 경전이

최고라면서 經說에 집착하기 쉽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다양한 경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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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는 맥락에서는 그것의 가치를 가장 높이고, 믿음의 길을 설하

는 맥락에서는 역시 그것의 가치를 가장 크게 높였다고 보는 이

해방식이다. 그러므로 이들 상반되는 듯한 게송들의 어느 하나만

을 선택하기 보다는 둘 다 함께 보는 것이 더욱 올바른 해석방법

이 아닐까 싶다.

다음으로 앞에서 든 행위 개념의 넷째에서는 행위를 다시 계급

적 의무와 결부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베다 이래로 전해지는 행

위를 계급적 의무로 보는 한계를 탈피하지 못한 것이다. 계급적

의무라고 하는 作爲를 초월하여 아무런 구함도 없을 경우, 무엇이

우리를 행위 하게 만들 것인가? 스스로 구함이 없으므로, 自利(āt

manepada)적 차원에서는 아무런 행위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

렇다고 해서, 그는 寂靜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는

타자에 대한 사랑이 의무로서 주어져 있다. 기타의 義務主義는

하기 싫은 데 억지로 해야 하는 강제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自己욕

망을 완벽하게 포기한 자가 오직 利他(parasmaipada)로서의 행위

를 그 자신의 召命으로서 인식하고 우러나오는 의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무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 세계에 봉사하는 방

식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행위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나

는 기타의 입장이 올바르다고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의무를 힌두교의 사성계급제도/카스트에 근거한 의

무라고만 하는 기타의 입장/컨텍스트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
는 것이다. 그것의 배제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의무에 의한 행

읽게 되면 저마다의 경전들이 모두 그러한 經說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經說들을 서 로 상대적인 입장 위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그렇다면, 그렇게 저마다 최고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 바로 그 경전의 聽者/讀者로 하여금 그 경전에

믿음을 일으켜서 실천/수행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텍스트

읽기의 방법에서 敎判論과 會通論이 갈라진다. 우리가 널리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한 불 교해석학의 관점은 지혜․행위 그리고 믿음의 세

가지 길을 설하고 있는 여기 기타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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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무주의 윤리에 대해서는 욕망의 無化, 순수지성에의 의지 등

이 전제가 된다는 한계 안에서 올바른 입장이라고 본다. 다만, 그

의무는 이제 계급적 의무가 아니라, 그러한 기타의 특수한 컨텍
스트를 배제하고,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적․종교적 자

기명령(svadharma)으로서의 의무라는 개념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즉 계급적 의무가 아니라 세계의 구제(lokasaṁgrah

a, 度世行)를 위한 內的 義務로서 행위 개념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

다. 물론 그러한 행위 개념 역시 기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3
: 20을 읽어보자.

왜냐하면 자나카왕 등은 행위에 의해서만이 완성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이오. 또한 그대는 오직 세계의 구제를 생각하면서 행할 수 있을

것이오.37)

기타 그 자체 안에서도 계급의 의무로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계의 구제를 위한 행위, 度世行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우리가

그러한 행위의 길에 전념함으로써 완성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마치, 哲人王 자나카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틸락은 계급적

의무의 개념을 脫却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는 간디에게서도

그대로 확인되는 한계이다. 그들 스스로 힌두교의 聖典들이 생성

된 時空의 컨텍스트를 대상화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같은 한계의 극복은 카스트 제도를 비판했던 불교윤리

안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

37) karmaṇāiva hi saṁsiddhim āsthitā janakādayaḥ / lokasaṁgrahamevāpi

saṁpaśyan kartum arhasi // BG 3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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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믿음의 길’ 배제 비판

⑴ ‘믿음의 길’의 존재 논증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믿음의 길은 어디에서고 제3의 독립

된 해탈도로서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틸락의 관점은 그의 
기타 이해에 있어서 가장 현저한 특징의 하나로 생각된다. 이렇
게 보면 틸락은 오직 기타는 행위의 길 한 길/一道만을 설하는
텍스트라고 보고, 그것만을 역설함을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그

의 행동주의적 입장을 行爲一元論 내지 唯行主義라 불러서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믿음의 길을 배제함으로써 그는 기타
전체를 철두철미하게 행위의 길만을 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그는 믿음의 길을 배제했을까? 그리

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

믿음의 길이 독립된 해탈의 길이 아니라는 증거로서 틸락은 
기타 5 : 1을 제시한다. 물론, 5 : 1에서는 믿음의 길은 제시되지
않고 지혜와 행위의 문제만 제시되어 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틸락의 관점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타는 5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본격적으로 믿음의 길을 설하는 12 : 1에서

는 5 : 1과 동일한 성격/차원의 물음이 제시되어 있다. 이 5 : 1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바 있으나, 12 : 1과의 대조를 위하여 다

시 한 번 인용하기로 한다.

행위의 포기와 (행위의) 요가를 당신은 둘 다 찬탄합니다. 이 둘 중

에서 어느 것이 더 뛰어난 것인지, 그 하나를 저에게 확실히 말해주소

서.38)

이와 같이 당신을 숭배하는, 언제나 제어된 믿음행자들과 불멸의

미현현을〔명상하는 자들〕중에서 요가를 가장 잘 아는 자는 누구입

38) saṁyāsaṁ karmaṇāṁ kṛṣṇa punar yogaṁ ca śaṁsasi / yac charya

etayor ekam tan me brūhi suniścitam // BG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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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39)

5 : 1에서는 포기/지혜와 행위의 양자택일을 묻고 있음에 반하

여, 12 : 1에서는 불멸의 미현현을 명상하는 것과 크리쉬나/신을

숭배하는 것의 우열을 묻고 있다. 12 : 1에서 크리쉬나/신을 숭배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이며, 불멸의 미현현에 대한 명상은 바로 브

라만에 대한 명상의 길, 즉 지혜의 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12 : 1은 지혜의 길과 믿음의 길 사이의 우

열40)을 묻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2 : 1에 대한 대답으로서 제시

되는 믿음의 길/박티요가는 5 : 1에서 제시되는 두 가지 길과 마

찬가지로 독립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고 평가해야 한다. 즉 틸락은

믿음의 길이 제3의 독립적인 길로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고 했으

나, 그것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實證할 수 있는 것이다.41) 12 :

1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1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 송을 읽

어보기로 하자. 12 : 6 ～ 7이다.

그러나 모든 행위를 나 안에서 포기하면서 나에게 열중하고, 一心의

요가에 의해서 나를 명상하면서 念하는 자들42)

39) evaṁ satatayuktā ye bhaktās tvāṁ paryupāsate / ye cā ’py akṣaram

avyaktaṁ teṣāṁ ke yogavittamāḥ // BG 12 : 1.

40) 나는 12장 안에서 이 양자의 회통을 본다. 이에 대해서는 김호성(2006a)

pp. 107-123. 참조.

41) 틸락의 행위일원론을 파니카(R. Panikkar)의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지혜의 길과 믿음의 길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들이 행위의 길속으로

포섭되고 만다는 포괄주의적 입장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의

존재마저 否定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타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排除를

통한 一元은 진정한 會通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로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 세 가지 태도에 대한 파니카의 관점에 대해서는

Panikkar(1992) pp. 19-37. 참조.

42) ye tu sarvāṇi karmāṇi mayi saṁnyasya matparāḥ /ananyenai ’va

yogena māṁ dhyāyanta upāsate// BG 1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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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생각을 고정한 이러한 자들에게, 프르타의 아들이여, 나는

죽음이라는 윤회의 변함이 없는 바다로부터〔이들을〕구제하는 이가

된다.43)

정통 인도철학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해탈 방법론 중에서 지혜

와 행위의 길을 自力의 길이라 한다면, 이렇게 죽음이라는 윤회의

바다로부터 건져주는 자가 존재한다고 믿고, 그에게 나를 맡기는

믿음의 길은 他力의 길이라 할 수 있다. 구원론/해탈론에 있어서

自力과 함께 他力이 설해지는 것은 자력/자각의 종교로부터 출발

한 불교의 경우에도 확인되는데, 유신론의 종교인 힌두교의 성전

에서야 더 말할 나위없을 것이다. 또 믿음의 길에 있어서도 우리

는 지혜의 길과 행위의 길을 동시에 볼 수 있다. 12 : 11의 내용이

바로 그 같은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abhyāsa yoga, 점진적인 요가, -인용자)조차 그대가

할 수 없다면 나의 요가에 의지하여 자신을 제어하면서 모든 행위의

결과를 내버려라.44)

12 : 11에서 ‘나의 요가’는 믿음의 길을 의미한다. 믿음의 길이

모든 행위의 결과를 포기하는 행위의 길의 기초가 됨을 알 수 있

다. 즉 틸락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기타에는 지혜가 행
위의 전제가 된다는 知行會通(jñāna-karma-samuccaya)만이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믿음이 행위의 전제가 된다는 信

行會通(bhakti-karma-samuccaya)45) 역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43) teṣām ahaṁ samuddhartā mṛtyusaṁsārasāgarāt / bhavāmi nacirāt,

pārtha, mayy āveśita-cetasam // BG 2 : 7.

44) athai ’tad apy aśakto ’si kartuṁ madyogam āśritaḥ /

sarvakarmaphalatyagaṁ tataḥ kuru yatātmavān // BG 12 : 11.

45) 信行會通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 “bhakti-karma-samuccaya”는

과문탓인지 모르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jñāna-karma-samuccaya에

비추어서 내가 造語한 것이다. 간디의 기타 해석에 있어서나 12장에
대한 라마누자의 해석에는 철저하게 신행회통의 입장이 드러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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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 가지 길의 상호관련성

과연 ‘믿음의 길’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에서

우리가 시사받아야 할 것은 세 가지 길 상호간의 관련에 대해서

라고 본다. 행위의 길을 중심으로 본다고 해서, 틸락이 “기타에
베단타나 믿음 또는 파탄잘리의 요가를 설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46) 다만, 아르쥬나의 회의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
타라는 성격에서부터 볼 때, 그러한 길들을 “모두 행동주의를 지
지하는 것일 뿐이니, 즉 그것들은 모두 보조적인 것”47)이라고 평

가하고 만다는 데 있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지혜의 길과 믿음

의 길은 정당한 위상을 부여받지 못한다. 믿음의 길은 지혜의 길

속으로 포섭되기 때문이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믿음의 과정은 믿는 주체(the worshipper)와 믿음의 대상(the wors

hipped)의 二元性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아트만이 브라만 속으로

완전히 통합되는 상태에서는 믿음이나 다른 어떤 종류의 숭배도 남지

않게 된다. 믿음의 궁극적인 확고부동함은 지식 안에서이며 믿음은 지

식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48)

“아트만이 브라만 속으로 완전히 통합되는 상태에서는 믿음이

나 다른 어떤 종류의 숭배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은 올바른 판

단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지혜의 길과 믿음의 길은 매우 밀접

하게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배

것으로 판단된다. 둘 다 각기 독립의 논문을 요청하는 주제들이다.

46) Tilak(2000) p. 371.

47) 위의 책, p. 38. ‘보조적인 것’은 미망사 해석학의 용어로 바꾸면, ‘설명적

문구(arthavāda)’가 된다. 베다를 명령과 그에 대한 설명적 문구로

나누는 미망사 해석학의 입장은 平等的 會通論이 아니라 差別的 會通論에

머물 고 마는 것이다. 틸락은 샹카라를 비판하는 점에서 그와

대립되지만, 공히 차별적 회통론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극단은

서로 통하는 것일까.

48) Tilak(2000) p.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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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는 것은 아니다. ‘아트만이 브라만 속으로 완전히 통합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길의 완성임과 동시에 믿음의 길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一元論과 一神敎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自力

과 他力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또 12 : 18에서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다.

나에게만 마음을 머물게 하며 내 속으로 지성이 들어오게 하라. 그

결과〔그대는〕줄곧 내 안에서만 머물게 되리니,〔이러한 사실에는〕

의혹이 없다.49)

물론, 지혜의 길은 一元論에 기반하고 믿음의 길은 一神敎에 기

반하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 양자는 기타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틸락의 입장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믿음은 결코 궁극적인 해탈도일 수 없다. 만약 지고의 자재자(Para

meśvara)에 대한 앎이 믿음의 길에 의해서 얻어진 뒤에는 계속해서

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는 karma-nīṣṭha라고 불릴 것이며, 만약 그가

(믿음의 길에 의해서) 행위를 버린다면 그는 sāṁkhya-nīṣṭha라고 불

리우게 된다.50)

이러한 틸락의 언급은 왜 그가 믿음의 길을 독립된 해탈도가

아니라고 배제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지혜의 길과 행위의 길 속

으로 믿음의 길이 포섭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나는 먼저

믿음의 길에 의해 지고의 자재자에 대한 앎이 얻어진 뒤에 그가

계속 행위를 하게 되면 karma-nīṣṭha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믿음의 길에 의해서 지고의 자재자에 대한 앎을 얻은

뒤에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포기의 길로서 sāṁkhya-nīṣṭh

49) mayy eva mana ādhatsva, mayi buddhiṁ niveśaya / nivaisiṣyasi mayy

eva ata ūrdhvaṁ, na saṁśayaḥ // BG 12 : 8.

50) Tilak(2000) pp. 64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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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길이 개재되어서 행위의

길과 결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선택의 여부를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길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것은 행위와 함께 하는 兼修냐 專修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

지 틸락이 말한 것처럼 “제3의 독립된 해탈도가 없다”고 말할 수

는 없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궁극적인 해

탈/구원은 얻어질 수 있다고 기타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틸락은 세 가지 길 중에서 행위의 길을 주된 것으로 보

고 나머지를 종적인 것으로 보는 差別的 會通論의 입장임을 내보

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세 가지 길의 상호관련성에 있어

서 차별적 회통론을 취하지 않으면 행위의 길이 강조될 수 없다

고 보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틸락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3. 敎判論 批判

틸락이 마두수다나를 비판할 때 썼던 ‘종파에 사로잡힌’이라는

말의 의미로부터 과연 그는 자유로운 것일까? 틸락이 기타 라하
스야에서 여러 번 이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맥락은 전통적 해석
자들이 기타 그 자체를 분석적으로 이해하지 않고서 그들이 먼
저 확립한 철학적 입장을 기타에 덧씌워서 기타를 해석하고
있기에 기타 이해가 왜곡되었다고 하는 입장에서였다. 그런 의
미에서 ‘종파주의에 사로잡힌’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만

은 종파에 사로잡힌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망사 해석학

의 주제파악의 방법론51)에 의지하는 分析的 讀書法을 활용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틸락은 ‘종파에 사로잡힌’ 해석자라 할 수는 없을

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역시 종파에 사로잡

51) 이에 대해서는 김호성(2004a) pp. 198-2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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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것으로 평가한다.

앞서 우리는 틸락이 새로운 교판을 제시하면서 지행겸수의 길

을 인도철학사의 主流로 부각시키고자 함을 보았다. 그리고 그러

한 틸락의 철학에 대해서 나는 동의를 표명하였다. 그런데 나의

用語法에서는 敎判과 敎判論은 엄연히 구별된다. 敎判은 자기철학

의 제시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보며, 우리 역시 한 사람 한 사

람이 자기만의 敎判을 갖기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

나 敎判論은 자기가 설정한 교판에 고집/집착하여 다른 교판과의

관계를 배타적으로 가져가는 배타주의적 태도를 지칭한다. 그러한

교판론에 대해서는 그 극복을 우리의 숙제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敎判/自己哲學을 제시하면서도 他者의 교판을 배제하지 않고 會通

시켜가는 것이 숙제라고 한 것이다.52) 그러니까 교판론과 회통론

은 정반대의 개념이다. 내가, 틸락에게 ‘종파에 사로잡힌’‘이라는

평가를 돌려주려고 하는 이유는 그가 교판의 제시는 했으나 他者

의 敎判과 會通53)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타자의 교판을 배척/배제

했기 때문이다. 틸락은 교판의 제시를 통하여 자기철학을 제시하

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교판론에 떨어짐으로써 부정적

인 측면 역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틸락의 교판에서도 타자의 교판에서 중심적인 주

제가 되는 지혜의 길이나 믿음의 길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

니지 않느냐” 라는 反論의 존재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그 역시 
기타 안에서 그 두 가지 길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두 가지 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곧 바

로 교판론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행위

의 길과 나머지 두 가지 길 사이에 主從의 계급적 관계가 성립된

52) 元暁의 경우가 그 모범적 사례일 것이다. 그는 교판을 제시하였으나

会通論者였기 때문이다.

53) 타자의 교판과 회통하려는 입장이 되면 어떤 견해를 내세우게 될까?

지혜, 행위, 그리고 믿음의 세 길의 회통, 즉 三道會通의 입장을 취하게

되리라 본다. 간디나 오로빈도가 그러한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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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 그것을 階序化하는 논리를 우리는 差別的 會通論이라고

불러왔으며, 그 차별적 회통론이 성립 가능키 위해서 필요한 논리

로서 敎判이 이용될 때 바로 교판론에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차별적 회통론이 곧 교판론과 의미상 相通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틸락의 관점은 차별적 회통론으로서 교판론에 떨

어진 것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Robert W. Stevenson

은 “틸락에게는 이 세 가지 주요한 해탈도 -행위, 지혜 그리고 믿

음- 가 기타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54)고 하지만, 이제 그
렇게 조화되어 있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조

화의 성격을 다시 물어야 하는 것이다. 평등적 회통론으로서 진정

한 회통론을 성취했는가, 아니면 차별적 회통론으로써 교판론에

떨어졌는가 하는 것까지 판정해야 한다. 실제로 틸락의 회통론은

지혜, 행위, 그리고 믿음의 三者를 等價로서 평가하는 平等的 會通

論이 아니라 지혜와 믿음 모두를 행위 속으로 끌어들여서 解消시

키고 마는 差別的 會通論55)이다. 차별적 회통론을 우리가 진정한

회통론이라 볼 수 없음은 두말 할 나위없다. 그렇기에 그 역시 ‘종

파주의에 사로잡힌’ 敎判論에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Ⅳ. 맺음말

틸락의 기타 해석을 평가함에 있어서 나는 방법의 측면과 내
용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우선, 방법의 측면에서는 敎判

이나 科目 나누기와 같은 해석학적 장치에 대해서 틸락이 어떠한

54) Stevenson(1991) p. 55.

55) 회통론에 평등적 회통론과 차별적 회통론의 두 가지 차원이 있음은

김호성(2000) p. 1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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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취했는지 살펴보았다.

틸락은 그 이전에 존재하던 主流的 교판에 대하여 일정하게 비

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스스로의 교판을 제시하고 있었다. 즉 틸

락 이전에는 지혜의 길을 중심으로 한 베단타, 특히 샹카라의 不

二一元論을 인도철학사의 중심으로 파악하는 교판이 傳承되어져

왔다. 이러한 교판에서는 행위의 길(karma-yoga)은 올바른 자기

위상을 부여받지 못하고 만다. 바로 이 점에 대하여 틸락은 그의

비판적 안목을 곤두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베단타가

의지하는 소의경전의 하나인 우파니샤드 안에서부터 이미 지혜의

길만이 아니라 지혜와 행위를 함께 닦는 兼修의 길이 제시되어 왔

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이샤 우파니샤드의 경우가 바로 그
러하였으며, 그러한 흐름은 기타에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知行의 겸수가 설해지지만 실제로 기타에 이르면 행위

의 가치가 더욱 크게 부각된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역시 기본적으로 베단타 사상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오로빈

도(Aurobindo Ghose, 1872～1950)와 함께 샹카라의 불이일원론

베단타를 비판한 주요한 사상가의 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틸락은 기타 전체의 18장을 내용상 구분하는 科目 나누
기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기타에 대해서도 마두수다나는
크게 三等分하여 기타를 이해해 왔다. 그런데, 틸락은 이러한 과
목 나누기의 방식에 대해서 비판한다. 왜냐하면, 기타에 지혜,

행위, 그리고 믿음의 세 가지 길이 함께 설해져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오직 기타는 행위의 길 하나만을 온
전히 설하는 한 덩어리/一合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틸락

의 관점을 나는 一合說이라 불렀거니와, 거기에는 행동주의적 측

면에서의 기타 해석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 나는 내용적 측면에서 틸락이 ‘행위’의 개념을 어떻게 파

악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행위의 길을 위해서는 결단력을 성품

으로 삼은 지성을 청정하고도 확고하게 만들 것이 필요하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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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행위의 길만으로도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지혜와 행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행

위가 더욱 우수한 길이라 보고 있다. 넷째, 해탈 이후에도 행위가

필요하다. 결국, 틸락은 먼저 믿음의 길을 배제한 뒤에 나머지 지

혜와 행위 중에서는 행위가 더욱 우수하다고 봄으로써 행동주의

적 해석(행위일원론 내지 唯行主義)을 확립코자 한다.

한편, 이러한 틸락의 행동주의적 해석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행위의 길에 대해서 정당한 의미를 평가하지 않는 샹카라

와 내가 입장을 같이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틸락이 역설하는

바와 같이, 행위의 길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그러

면서도 기타는 행위의 길 하나만을 설하고 있는 텍스트라고 하
면서 지혜의 길이나 믿음의 길, 특히 믿음의 길에 대해서 독자의

위상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틸락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을 배제함으로써 행위의 길을 선양하려고

하기 보다는 기타 안에서 믿음과 행위가 다시 조화롭게 결합되
고 있는 信行會通의 모습을 읽어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 믿음의

길 역시 행위를 위한 전제로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을 알아차린 해석자가 곧 라마누자와 간디였던 것으로 나는 생각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틸락이 그 이전의 교판을 비판하면서 쓴 ‘종파의

교설/종파주의에 사로잡힌’(doctrine-supporting)이라는 용어가 이

제는 그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의 행

동주의적 해석 역시 지나치게 행위의 길의 가치만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종파적 소견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는 교판이라는 독창적

자기철학의 제시가 갖는 긍정적 가치를 훼손시키면서 다른 사상

이나 견해를 배제시키고 마는 교판론에 떨어지고 만 것으로 판단

된다. 나는 그가 교판을 제시하였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

가하고 있지만, 그 교판을 절대화하여 집착함으로써 다른 길을 배

제하는 교판론에 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결국, 행

위의 길의 가치를 재발견/재조명하려는 틸락의 노력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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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능하지만, 그것만을 절대시하는 교판론적 태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것은 행위의 길을 강조하

더라도, 그것을 다시 지혜의 길이나 믿음의 길과 연결시키면서 조

화 속에 위치지우는 것이다. 그럴 때 행위의 길은 더욱 굳건하고

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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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eculation and Criticism of Tilak’s Understanding

of the Main Subject of the Gītā

Kim, Ho-seung

(Dongguk University)

First, let us look into Tilak's understanding of the Gītā

on the basis of the doctrinal evaluation. Tilak presents his

own doctrinal evaluation, criticizing the mainstream style of

his predecessors. The Vedānta school focused on the way of

Wisdom. According to Tilak, one of the canonical texts of

the Vedānta school, the Upaniṣads (particularly the Iśa

Upaniṣad), present the way of harmonization in which

Wisdom and Action are meant to be pursued equally, and

that such a tendency is canonically maintained up until the

era of the Gītā. However, the Gītā marks the greatest peak

where the value of Action was impeccably emphasized

according to Tilak. Regarding this aspect, Tilak, not totally

out of sync with Vedāntic thought,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kers to criticize Śankara's

Advaita Vedānta, along with Aurobindo Ghose(1872-1950).

Next, Tilak was also critical about the analysis diagram

categorizing the Gītā into 18 chapters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story. Some philosophers in medieval times,

such as Yamuna and Madhusudanah, etc., have understood

the Gītā by dividing it into three large parts. Tilak,

however, puts down his own analysis diagram because he

objects to the notion that there are three ways, those of

Wisdom, Action, and Faith, combined together in the Gīt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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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considers the way of Action as the only message the

entire work of the Gītā displays. I designate Tilak’s

perspective as a kind of monism(一合說) in which stands out

an activist viewpoint.

After analyzing Tilak's activist exposition with the aid

of the two methodological instruments shown above, I

looked into the contents of his work more precisely and

investigated how he understands the notion of 'Action.'

First, he does not simply regard Action as meaning

religious ritual or social duty, but enlarges the notion into

every action in everyday life. Second, he sees that it is

necessary to keep one's intelligence as an ability of

discrimination, clean and firm for the sake of the way of

Action. Third, it is considered that enlightenment can be

achieved by the way of Action only. Fourth, Wisdom and

Action are closely related, though, Action is regarded as the

more advanced device. Concludingly, Tilak excludes the

way of Faith, then tries to establish his own unique style of

interpretation by prioritizing Action over the other two—

Wisdom and Faith.

On one hand, I do approve of the meaning and status of

Tilak's interpretation in the history of the Gītā

commentaries; on the other hand, I do not agree with the

viewpoint maintaining that the Gītā presents exclusively

'the way of Action'. I do not, however, take the same

position with Śaṅkara, who does not evaluate the way of

Action in a proper way, for I fully recognize the meaning of

the way of Action as Tilak suggests. Yet, I cannot agree

with Tilak in proclaiming that the Gītā addresses

exclusively the way of Action, not willing to properly

recognize the way of Wisdom or, especially, the way of

Faith. What seems more important is to decode the

philosophy, re-unifying the ways of Faith and Action in the

Gītā, rather than to rule out the way of Faith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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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e the way of Action. This is because the way of

Faith serves as a presupposition for the way of Action. I

think it was Ramanuja and Gandhi who had realized this

point.

Considering the facts mentioned above, the terminology

often utilized by Tilak when he was criticizing the doctrinal

evaluation of his predecessors, called ‘doctine-supporting’,

seems well applicable to his own thoughts. His

interpretation style, emphasizing activism, seems to

represent another sectarian opinion exclusively enhancing

the way of Action in an extreme way. I presume that Tilak

fell into some level of obsession about the doctrinal

evaluation of excluding other ideas or opinions, damaging

the positive aspects of the doctrinal evaluation as a way of

suggesting one's own unique philosophy. I give him credit

for the suggestion of his own doctrinal evaluation, but I

would like to criticize his way of absolutizing his own

theory. Though, Tilak's effort to rediscover/re-illuminate

the value of the way of Action is acceptable, we should

take precautions against the extreme attitude of absolutizing

one's single particular way of thinking. What is necessary

is to re-connect the once emphasized way of Action to the

ways of Wisdom and Faith, and to harmonize them all

together. Such an attitude of seeking for harmony is sure to

bring out more fruitful solutions.

Key words : GItA, Tilak, Activism, Activistic Monism,

harmonization of Wisdom and Action, the way

of Action, the way of Faith, the way of

Wis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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