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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 혹은 환 설을 주장하는 아드와이따 베단따라는 체계는 가상

실에 한 담론에 하나의 모형이 될 수 있다. 이 학 의 ‘실재/ 상’이

라는 구도는 ‘ 실/가상 실’이라는 구도와 응하고, 상의 상  실

재성과 지양 가능성은 가상 실의 상  실성과 기 가능성을 설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학 의 실재와 상에 한 분별  지

식 혹은 참된 인식은 실과 가상 실 사이의 혼동을 극복하기 한 여

지를 주고, 이 학 에서 상  자아의 거짓된 욕망을 해소하기 한 

실천  방법은 가상 실의 가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

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Ⅰ. 가상 실과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모형

‘가상 실’(virtual reality)이라는 말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구 된, 효력(효과) 면에서 실제 인 사건 혹은 존재”1)라고 정의

* 박효엽 : 경북 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연구원.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 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21-A00439)

1) 이채리(2004), p. 23. 단, 원문의 ‘실재 ’이라는 표 을 ‘실제 ’으로 바꿈. 

이채리는 가상 실에 한 이러한 정의가, 가상 실이라는 ‘단어의 

의미’(사  의미)와 ‘단어가 사용되는 범 ’(맥락  의미)를 포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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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즉 가상 실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컴퓨터 시스템과 

그것으로부터 감을 느끼는 인간 사이에 존재한다. 이 경우에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구 된’ 가상 실은, 컴퓨터 업계에서 말하

는 시뮬 이션(simulation) 시스템이라는 좁은 의미를 넘어서, 컴

퓨터에 의해 생성된 사이버공간(cyber-space)의 모든 상과 경

험이라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가상 실에 한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외의 학자들도 가상 실을 사이버공간의 ‘모

든’ 상과 경험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효력(효과) 

면에서 실제 인 사건 혹은 존재’로서 가상 실이란, 마이클 하임

(Michael Heim)이 “가상 실이란 효력 면에서는 실제 이지만 사

실상 그 지 않은 사건이나 사물”이라고 정의하듯이,2) 실제로 

실은 아니지만 ‘ 실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실(reality)을 가

리킨다. 순 히 형식 으로 따지자면 가상 실은 실이 아니다. 

하지만 가상 실은 마치 실인 듯이 효력 면에서 실제 인( 실

인) 상과 경험인 것이다. 

이러한 가상 실은 분명 실과 비되는 개념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가상 실에 한 철학  담론들도 자주 가상 실이 얼마

만큼의 실성(실재성)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와 가상 실과 실 

사이의 혼동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에 천착한다.3) 결국 

말한다.

2) 이는 가상 실에 한 일종의 사  정의라고 볼 수 있다. 마이클 

하임(1997), p. 180. 피에르 비의 ‘가상’에 한 정의도 이와 유사하다. 

그는 ‘가상’이라는 말에 정보 과학과 련된 기술 인 의미, 비 실을 

가리키는 일반 인 의미, 그리고 철학 인 의미가 뒤섞여 나타나기 

때문에 매력 이라고 말한다. 철학  의미에서 ‘가상’은 “실제 인 것이 

아닌, 잠재  힘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 때 잠재  힘이란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 피에르 비(2000), p. 74 참조. 

3) 참고로 사회학에서 사이버공간을 보는 은 크게 실 연장론, 정체성 

구성론, 신체·정신 불가분론, 역할놀이론으로 나눠진다. 이 가운데 

신체·정신 불가분론을 제외한 나머지 세 은 실과 가상 실의 

구분을 크게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이에 한 논의와 비 은 

윤 민(2003), pp. 78-84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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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실이라는 개념이 실이라는 개념과 한 을 이루는 한, 

실과 가상 실에 한 담론은 실재와 상이라는 한 을 다루는 

실재 (實在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셈이다. 만약 사정이 

이러하다면, 실과 가상 실에 한 철학  담론은 인도철학의 

실재 과 계해서도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아

드와이따 베단따(Advaita Ved nta) 학 4)는 실재에 비되는 

상을 환 (m y ) 는 허구(mithy )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는 가

상 실의 가상성과 비교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즉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실재/허구로서의 상’이라는 은 ‘ 실/허구로서의 

실(가상 실)’이라는 과 형식상 정확히 응하므로,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실재 은 가상 실에 한 담론에 하나의 형  모형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에서 보면, 가상 실을 뒷받침하는 

가상세계란 ‘마야 닷 컴’(maayaa.com)이다. 유일무이한 실재인 

라흐만(Brahman)에 의존 인 상  세계(jagat)는 마야(환 )이

므로, 이 상  세계가 반 된 자통신망의 가상세계는 다시 

‘마야 닷 컴’이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실재가 아닌 세계는 환

이고, 자통신망의 가상세계는 그 환 이 그 로 반 된 환

의 환 이다. 이러한 계는 상  세계에만 용되지 않고 주체

(자아)에게도 용된다. 진정한 주체인 아뜨만( tman)에 의존

인 심신(心身)복합체로서 향유주체(bhoktṛ)는 마야(환 )이므로, 

이 향유주체가 반 된 자통신망의 가상  주체는 ‘마야 닷 컴’

이라는 세계의 주체가 된다. 향유주체와 같은 허구  주체는 환

이고, 자통신망의 가상세계에서 주체는 그 환 이 그 로 반

된 환 의 환 이다. 따라서 ‘마야 닷 컴’은 상  측면에서도 주

체  측면에서도 ‘실재/허구로서의 상= 실/허구로서의 가상

4) 여기서 말하는 아드와이따 베단따 학 란 학  체를 가리킨다. 비록 

아드와이따 베단따라는 체계가 시 에 따라 다르게 변조될지라도, 이 

학 에서 공통 으로 용인하는 특정한 은 상당히 일 이라고 

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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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라는 3단 구조를 통해 이해된다. 이 경우에 아드와이따 베단

따의 주요 담론은 앞의 두 항과 련되고, 가상 실에 한 담론

은 뒤의 두 항과 련된다. 그리고 ‘마야 닷 컴’이라는 것은 앞의 

두 항을 제로 하여 뒤의 두 항에로 확  용함으로써 만들어

진 이야기이다. 이처럼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실재 은, ‘실재/허구

로서의 상’에 한 담론이 ‘ 실/허구로서의 실(가상 실)’에 

한 담론에로 ‘마야 닷 컴’처럼 확장 가능함으로 말미암아, 가상

실에 한 최근의 담론을 확 할 수 있는 요한 모형이 될 수 

있다.5) 

통 으로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실재 은 우빠니샤드의 지식

심주의와 욕주의를 유산으로 하고 있다. 이 학 에서 해탈이 

궁극  목 이라면, 해탈은 욕을 기반으로 하는 ‘실재에 한 

지식’을 수단으로 하여 성취된다.6) 존재론(우주론)과 인식론과 윤

리학이 불가분의 계를 이루는 인도철학의 통에서 세계와 인

간에 한 망은 인식(지식)의 문제나 실천( 욕)의 문제와 항상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실재 을 가상 실에 

한 담론의 한 모형으로 제시할 경우에, ‘실재와 상에 한 참

된 인식’과 ‘욕망의 해소를 한 실천  방법론’은 주변  문제가 

아니라 심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가상 실에 

한 담론에서도 인식과 욕망의 문제는 가장 심 이다. 실과 

5) ‘실재/허구로서의 상= 실/허구로서의 가상 실’이라는 3단 구조는 

‘마야 닷 컴’이라는 비유를 설명하기 한 것일 뿐, 실재(A)는 실(C)과 

응하고 허구로서의 상(B)은 허구로서의 가상 실(D)과 응하는 

구조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한 쪽에서의 A와 B, 다른 쪽에서의 C와 

D에서, A와 B 사이의 계와 C와 D 사이의 계가 구조 으로 

유사하므로, A와 C가 응하고 B와 D가 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B를 여러 단계의 계로 나 지라도(3장 

참조), 여 히 그 게 나눠지는 것들은 체 으로 B에 속하고 D와 

응할 뿐이다. 

6) 심신의 정화, 명상 등의 욕  방법들은 ‘지식의 수단’(jñ na-up ya)이고, 

지식은 ‘해탈의 수단’(mokṣa-up ya)이다. 자에 해서는 Pañ 

11.101-126에서 비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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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실 사이의 혼동은 각각에 한 참된 인식에 의해 극복될 

수 있고, 가상 실에서 자아정체성의 혼란은 가상  욕망의 해소

를 통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 의 한 철학  담론이고 인도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활성화된 아드와이따 베단따라는 체계가 과연 21세기의 가상 실

에 한 담론을 해 하나의 모형이 될 수 있을까? 일례로, 아드

와이따 베단따라는 체계에서는 실재가 단일하고 상은 다양하다

고 말한다. 그 결과 단일한 실재와 다양한 상이라는 구도를 

실과 가상 실이라는 구도에 용하기 힘들 수도 있다. 실과 가

상 실은 일자(一 )와 다자(多 )의 계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담론에서 세계를 환 ·허구로 

간주한다는 은 가상 실에 한 담론을 확장하는 데 충분히 기

여할 수 있다. 두 담론 사이의 구조  유사성은, 우연  유사성을 

넘어, 가상 실에 한 담론을 새로운 시각으로 규명할 가능성을 

열어  수도 있을 것이다.7) 

Ⅱ. 아드와이따 베단따와 가상 실의 구축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가장 권  있는 문헌이자 지식(인식)

에 한 최고의 거는 우빠니샤드이다. 단 으로 말해서 이 학

는 우빠니샤드를 일 으로 해석 는 재해석함으로써 우빠니샤

드의 성을 유지한다. 그럼에도 이 학 에서와 달리 우빠니샤

드에서는 세계를 환 이라고 거의 간주하지 않는다.8) 인도에서 

7) 여기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두 담론 사이의 구조  유사성과 더불어 

내용  유사성이다. 내용  유사성은 결론에 이르러서 보다 분명하게 

밝 질 것이다. 

8) 표 으로 R. G. Bhandarkar와 Hopkins는 고  우빠니샤드에서 세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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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 심 인 정통 철학 의 우주론  는 존재론  인과론은 

표 으로 변설(pariṇ ma-v da, 轉變說)과 가 설(vivarta-v da, 

假現說)로 나뉘는데, 우빠니샤드에서는 가 설의 입장보다 변설

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변설은 찰흙을 원인으로 하여 

만들어진 결과로서 항아리처럼 원인과 결과의 존재론  상이 

같은 경우이며, 가 설은 어둠 속에서 밧 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

서 뱀이 나타나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의 존재론  상이 다른 

경우이다.9) 자에 따르면 세계는 실재( 라흐만)의 실제  변형

이고, 후자에 따르면 세계는 실재의 허구  이다. 그러나 세

계 창조론에 해 자주 언 하는 우빠니샤드에서는 바로 이 자

의 입장을 확실하게 고수하면서, 한편으로는 후자의 입장도 어렴

풋하게나마 표명하는 편이다. 컨 , “사랑하는 이여, 하나의 찰

흙덩이를 [아는 것에] 의해 찰흙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알려

질 수 있듯이, [찰흙의] 변형이란 언어에 근거(기원)하고 있으며 

명칭 자체이고 오직 찰흙이라는 것만이 실재이다.”라는 문구나 

“실로 이곳에 있는 것은 그곳에 있다. 그처럼, 그곳에 있는 것은 

이곳에 있다. 이곳에 마치 다양함이 있는 듯이 보는 자는, 죽음으

로부터 죽음에로 향한다.”10)라는 문구에서이다. 오직 원인(찰흙)

만이 실재이고 원인의 변형인 결과들이 명칭(이름)에 지나지 않는

다고 하는 발언은, 결과인 상 세계의 다양성을 부정 으로 바라

보는 시각과 일치한다. 찰흙으로 만들어진 항아리·물병· 시 등의 

다양한 결과들이 명칭에 불과하다면, 반드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존재론  상이 같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드와이따 베단따

에서 정립된 가 설을 우빠니샤드는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셈

이다. 결국 우빠니샤드에서 가 설의 맹아가 이미 잠재되어 있었

환 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Devanandan(1950), p. 58 

참조. 

9) VP 1.85 참조. ‘존재론  상이 같음’(samasatt ka)과 ‘존재론  상이 

다름’(viṣamasatt ka)이라는 구분이 결정 이다. 

10) 각각 ChU 6.1.4와 KaU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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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11) 

사실 아드와이따 베단따 학 를 본격 으로 창시하고 체계화한 

샹까라(Śaṅkara, 기원후 8세기경)에게서도 가 설은 분명하게 드

러나지 않는다. 아드와이따 베단따에 해 한 연구 업 을 남

긴 Paul Hacker나 Sengaku Mayeda는, 샹까라의 우주론을 각각 

‘일종의 환  변설’과 ‘ 기  가 설’이라 규정한다.12) 샹까라

는 우빠니샤드와 기 베단따에서 제시하는 변설도 아니고 후

에 정립된 가 설도 아닌 모호한 입장의 우주론을 개한 것이

다. 그는 우빠니샤드의 념  일원론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상크

야(S ṃkhya) 학 의 ‘의식-물질’(Puruṣa-Prakṛti) 이원론을 극복

하기 해 무지(avidy )에 의해 상상된 ‘명칭과 형태’(n ma-rūpa)

라는 독특한 이론을 개한다. 그리고 순수의식이고 유일무이한 

라흐만이 여하지 않는 경험  역에서 인과론이 가능한데, 

명칭과 형태가 개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개되는 것이 바로 

이 세계의 창조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명칭과 형태가 미 개의 

상태에서 개의 상태로 이한다면 변설이 성립되고, 이 명칭

과 형태가 무지에 의해 상상된 것이라면 가 설이 성립된다. 샹까

라의 이와 같은 불확실한 입장은 그의 제자  하나인 빠드마빠

다(Padmap da)가 명칭과 형태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무지를 인식

론 인 의미에서 확 하여 존재론 인 원(原)물질로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13) 그 결과 후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가

11) Devanandan은 흥미롭게도 우빠니샤드의 ‘asat’(부존)와 ‘avidy ’(무지)가 

세계 환 설의 단 를 제공해 다고 설명한다. Devanandan(1950), pp. 

58-62 참조. 

12) Mayeda(1979), pp. 25-26, 마에다(2005), pp. 134-135 참조. 참고로 

Hacker는 이를 연구 논문 Vivarta(Mainz, Verlag d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und der Literatur, 1953)에서 표명한다. 샹까라의 

우주론에 해 두 학자의 은 비슷하지만, Hacker는 변설에 무게를 

두고 Mayeda는 가 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13) 아드와이따 베단따 통의 단  없는 계승을 강조하는 Michael 

Comans는 무지를 3가지 의미로 분석한다. 첫째, 무지는 인식론  

의미에서 ‘지식과 반 되는 것’(vidy virodha)이고, 둘째, 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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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성립되는 석이 마련된다.

가 설의 결실은 기원후 1200년경의 쁘라까샤뜨만(Prak ś tma

n)14)에 의해 맺어진다. 그는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두 하  학  

즉 비와라나(Vivaraṇa) 학 와 바마띠(Bh mat ) 학  가운데 

자를 표하는 철학자이다.15) 물론 S. L. Pandey에 따르면 가 설

은 샹까라보다 이 의 인물인 라흐마난딘(Brahmanandin)에 의

해 확립되었다고 하지만,16) 그의 작이 직 으로 남아 있지 않

고  아드와이따 베단따라는 체계가 성립되기 이 의 견해로서 

추정될 뿐이기 때문에, 쁘라까샤뜨만이야말로 가 설을 확립한 인

물이라 할 수 있겠다. 쁘라까샤뜨만은 이 세계가 무지의 변이요 

라흐만의 가 이라고 언 하는데,17) 이는 지 까지도 아드와이

따 베단따의 표 인 이론으로 남아 있다. 세계가 무지의 변이

라고 함은 인과론을 단지 경험  역에만 한정함으로써 가능하

다. 이 경우에 무지란 환술(m y )과 유의 으로 사용되어 원물질

을 뜻하기 때문에, 무지와 그 결과인 세계의 존재론  계는 동

등하다. 그리고 인과론을 벗어난 실재  역에서는 세계가 그  

존재론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na vidyate iti avidy )이고, 셋째, 

무지는 샹까라의 개되지 않은 명칭과 형태처럼 세계의 재료이다. 

이러한 견해에서 보면, 두 번째 의미에 따라 무지는 환술·환 과 등치될 

수 있고, 세 번째 의미에 따라 샹까라의 명칭과 형태가 빠드마빠다에 

의해 무지(원물질)라는 용어로 체된 것이 설명 가능하다. 

Comans(2000), p. 357 참조. 

14) 몇몇 학자들은 쁘라까샤뜨만의 생존 연 를 10세기로 본다. 

마에다(2005), p. 48 각주 48, Halbfass(1995), p. 201 참조. 

15) 쁘라까샤뜨만은 빠드마빠다의 Pañcap dik 에 한 주석인 

Pañcap dik -vivaraṇa를 썼고 이 때문에 빠드마빠다-쁘라까샤뜨만 

계통의 아드와이따 베단따를 비와라나 학 로 부른다. 그리고 

바짜스빠띠 미싀라(V caspati Miśra, 기원후 9세기)는 샹까라의 

Brahma-sūtra-bh ṣya에 한 주석인 Bh mat 를 썼고 이 때문에 

바짜스빠띠 계통의 아드와이따 베단따를 바마띠 학 로 부른다. 

16) Pandey(1983), pp. 203-205 참조. 

17) Mayeda(1979), p. 25[Hacker의 Vivarta, pp. 220-225; 234-236] 참조. VP 

1.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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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흐만의 가 이다. 이 경우에 라흐만만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라흐만과 그 결과인 세계의 존재론  계는 상이하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실재와 상 사이에 존재론  계가 상

이함으로 말미암아, 가상 실에 한 담론과 비교하자면, 실재는 

실과 응하고 상은 가상 실과 응할 수 있다. 

가 설은 ‘m y v da’라고 불릴 수 있다. 이 때 ‘m y ’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읽히는데, 하나는 ‘śakti’(잠재력·내재력)와 

유의 인 환술을 뜻하고18) 다른 하나는 ‘mithy ’(허구·허 )와 유

의 인 환 을 뜻한다. 주로 자는 세계를 창조하는 환  힘을 

가리키고, 후자는 그 힘에 의해 창조된 세계의 환  속성을 가

리킨다. 통 으로 ‘m y v da’는 분명 자와 계하며, ‘m y -a

nirvacan ya-v da’ 즉 ‘실재라고도 비실재라고도 말해질 수 없는 

환술에 한 학설’이라는 의미이다.19) 환술 는 무지의 존재론  

상은 후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아주 요한 난제 가운데 하

나이다. 반면에 오늘날 일반 으로 샹까라를 개조로 하는 아드와

18) ‘m y ’라는 말이 환술을 뜻할 경우에는 원물질로서의 무지를 뜻하는 

‘avidy ’나 ‘ajñ na’와 유의어이다. 샹까라에게는 인식론  무지가 

강조되기 때문에 ‘무지’와 ‘환술’이 유의 으로 사용되지 않는 편이지만, 

빠드마빠다 이후부터 두 용어는 유의 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PP(pp. 

173-174)에서 빠드마빠다는 n marūpa(名稱과 形態), avy kṛta(未展開 ), 

avidy (無知), m y (幻術), prakṛti(原質), agrahaṇa(沒理解), 

avyakta(未顯現 ), tamas(無明), k raṇa(質料因), laya(消滅), śakti(動力), 

mah supti(大睡眠), nidr (睡眠), akṣara(不滅體), k śa(에테르)라는 

원물질을 나타내는 15개의 용어를 유의어로 본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가상 실에서 ‘가상’(virtual)이라는 말의 어원이 힘·능력을 

뜻하는 라틴어 ‘virtus’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상 인 것이란 잠재된 힘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피에르 비(2002), p. 19 참조]. 이와 유사하게,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도 가상 인 것이란 잠재된 힘인 ‘śakti’가 

구체 으로 한 것이다. 

19) ‘m y -anirvacan ya-v da’는 ‘avidy -anirvacan ya-v da’와 동일한 

의미이다. 샹까라, 수 싀와라(Sureśvara), 따까(Toṭaka)를 제외한 

부분의 아드와이따 베단따 학자들은 환술이나 무지를 ‘말해질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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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 베단따 학 를 ‘m y v da’라고 칭하는 것은 후자를 따르는 

경우이다.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세계 을 단 으로 표 해 주는 

 유명한 문구 즉 “ 라흐만은 실재이고, 세계는 허구이고, 개별

자는 라흐만 자체와 다르지 않다.”20)에서도 알 수 있듯이, 라

흐만만이 유일한 실재이고 세계는 허구이기 때문에 이 학 를 

라흐만주의(Brahmav da) 는 환 설이라고 리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 설이나 환 설은 아드와이따 베단따 체계를 다른 

체계들로부터 구별하게끔 하는 아주 요한 술어들이다. 실제로 

인도철학 반에서 실재와 상의 이분법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상을 허구로 규정하는 체계는 아드와이따 베단따 이외에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21) 

가 설이나 환 설은 단일한 라흐만 아래 세계가 허구이고 

단일한 아뜨만 아래 향유주체가 허구라고 주장한다. 그 다면 세

계는 라흐만에 어떻게 가 되어 있고,  과연 세계는 얼마만큼 

환 인 것일까? 샹까라 이래로 여러 아드와이따 베단따 학자들은 

이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해결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22) 그것들은 의사설( bh sa-v da), 반사

설(pratibimba-v da), 제한설(avaccheda-v da)이라고 불린다. 의

사설은 샹까라를 가장 충실히 계승한 제자인 수 싀와라(Sureśva

ra)에 의해, 반사설은  다른 제자인 빠드마빠다 계통의 비와라

나 학 에 의해, 제한설은 아드와이따 베단따를  다른 방식으로 

종합한 바짜스빠띠 미싀라(V caspati Miśra, 기원후 9세기) 계통

의 바마띠 학 에 의해 각각 지지된다. 

20) brahma satyaṃ jagan mithy  j vo brahmaiva n paraḥ.

21) 문법학자이자 언어학자인 바르뜨르하리(Bhartṛhari, 기원후 5세기경)의 

‘언어-비이원론’(Śabd dvaitav da)이라는 체계에서도 

실재(언어- 라흐만)와 상(세계)을 이분화하고 가 설을 통해 상의 

허구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의 가 설은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가 설이 확립되는 데 상당한 향을 미친다. 

22) 이 세 가지 해결책들은 라흐만과 환술 사이의 계를 해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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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먼  의사설에 따르면, 상이란 단지 실재의 의사

(擬似)이고 사이비(似而非)이다. 컨  해변에서 자개가 태양빛에 

의해 은처럼 보일 경우에 은은 자개의 의사이고 사이비일 뿐이지 

결코 자개일 수 없다. 두 번째로 반사설에 따르면, 상이란 원형

(bimba)으로서의 실재가 반사된 것이다. 컨  거울에 비친 어떤 

사람의 얼굴은 본래 얼굴이 반사된 것으로서 본래 얼굴만큼이나 

명료해 보인다. 세 번째로 제한설에 따르면, 상이란 무제한 인 

실재가 제한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컨  항아리 속의 허공은 

허공 자체가 제한된 것이지만 허공 자체와 다르지 않다.23) 결국 

이러한 세 학설들을 가상 실에 한 담론과 연결시켜 보면 각각 

이러하다. 첫째, 의사설에서 가상 실은 온 히 사이비 실이다. 

은이 가짜인 것처럼 가상 실은 실과 유사하지만 어 든 가상

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반사설에서 가상 실은 효력 면에서 

실이다. 거울에 반사된 얼굴을 보면서 화장을 하면 실제로도 화장

이 되므로, 반사된 모상은 실제로 효력을 미친다. 셋째, 제한설에

서 가상 실이란 그야말로 제한 으로 실이다. 항아리 속의 허

공처럼 가상 실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제한된 실이다. 따라

서 이러한 세 학설 가운데 가상 실의 실재성을 가장 낮게 용인

하는 측은 의사설이고 제한 으로 용인하는 측은 제한설이다. 그

리고 가상 실의 실재성을 그나마 가장 많이 용인하는 측은 반사

설이다. 이처럼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는 실재에 가 된 상의 

환 성·가상성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가상 실에 한 담론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23) 이 세 가지 학설에 한 자세한 논의는 Roodurmun(2002), pp. 

133-162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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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드와이따 베단따와 가상 실에 한 참된 인식

지식 심주의를 표방하는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는 실재와 

상에 한 ‘분별  지식’(viveka-jñ na)을 강조한다. 달리 말해서, 

라흐만과 라흐만이 아닌 것 사이나 아뜨만과 아뜨만이 아닌 

것 사이의 분별  지식이다. 이러한 은 라흐만이나 아뜨만에 

한 지식을 강조하는 우빠니샤드에서 이미 발견된다. 샹까라의 

어법을 빌자면, 우빠니샤드의 지식은 ‘하나에 한 지식을 통한 

모든 것에 한 지식’(ekajñ nena sarvajñ na)24)이다. “아뜨만이 

알려질 때, 이 모든 것이 알려지게 된다.”25)라는 문구에서 보듯이, 

하나에 한 지식이란 아뜨만에 한 지식이요 라흐만에 한 

지식이다. 컨 , 나무에 해 알기 해서는 나무의 겉모습들에 

한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나무의 생명을 이어주는 

가장 본질 인 수액에 한 지식만이 필요하다. 이 게 실재에 

한 완 한 앎을 강조하는 우빠니샤드의 통은, 실재와 실재가 아

닌 것 사이에 한 분별 인 앎을 강조하는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체계로 자연스럽게 계승된다. 바로 이 지 에 실과 가상 실 사

이의 혼동을 극복할 수 있는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모형이 성립된

다.

실재와 상 사이의 분별  지식은 샹까라의 문술어인 가탁

(adhy sa, 假託)을 통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샹까라는 가탁을 

“이 에 경험된 것이 기억의 형태로 다른 것에 함”, “어떤 것

24) BSB 1.4.20, 22, 23 참조. ‘하나에 한 지식을 통한 모든 것에 한 

지식’은 바꿔 말해서 ‘단일한 것에 한 지식을 통한 다양한 것들에 한 

지식’이다. 

25) BSB 1.4.20. 이 문구는 BṛU 2.4.5나 BṛU 4.5.6에서 인용한 듯하나, 

실제로 유사한 문구만 발견될 뿐 동일한 문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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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른 것의 속성으로 함”, “그것이 아닌 것에 하여 그것

으로 인식함”26)으로 정의한다. 어둠 속에서 밧 을 뱀으로 잘못 

아는 것이 이러한 정의에 정확하게 부응한다. 이 경우에 가탁이라

는 말은 순 히 인식론  용어로서 인식론  오류의 보편  상태 

는 조건을 가리킨다. 인도철학에서는 오류(착오)에 한 이론을 

오류지식론(khy ti-v da)이라고 부르는데,27) 샹까라는 기존의 여

러 오류지식론들로부터 공통 을 도출하여 아드와이따 베단따라

는 체계 속에서 ‘가탁’이라는 이름으로 오류지식을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가탁은 주 과 상의 분리 하에서 인식이 진행되는 

한, 동물이나 인간에게 아주 자연스러운(고유 인) 경험작용으로

서, 무지이고 허  지식( 념)이고 무분별이다. 이와 달리 가탁

의 근 와 가탁되는 것을 분별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을 확정하는 

것이 지식이다. 컨  가탁 가운데 가장 치명 인 것은 아뜨만에 

비(非)아뜨만이 가탁되는 경우인데, 가탁의 근 인 아뜨만과 가탁

되는 것인 비아뜨만을 분별함으로써 아뜨만의 본질을 확정하는 

것이 지식이다. 

결국 분별  지식이란 가탁의 근 인 실재를 실재로 아는 것이

고 가탁되는 것인 상을 상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도

는 아주 단순명쾌하다. 그러나 후 의 아드와이따 베단따로 갈수

록 이 구도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즉, ‘존재/비존재’(참

으로 존재함/참으로 존재하지 않음)28) 는 ‘실재/ 상’으로 이분

26) BSB 서문 ‘가탁에 한 주석’(adhy sa-bh ṣya). 

27) ‘khy ti’라는 용어가 지식을 뜻함에도 오류지식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서구에서와 달리 인도에서는 참인 지식과 거짓인 지식 모두가 지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khy ti-v da’는 지식론이 아니라 

오류지식론이라고 풀이된다.

28) ‘존재/비존재’에서 비존재란 무(abh va, 無)가 아니다. 존재를 실재의 

의미로, 비존재를 비실재(실재가 아닌 것)의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Hacker의 경우에는 ‘asat’란 용어를 석녀(石女)의 아들처럼 ‘완 히 

존재하지 않음’에 용하고 ‘asatya’라는 용어를 ‘참으로 존재하지 

않음’에 용한다[Halbfass(1995), pp. 139-140 참조]. 이에 따라, 

여기서는 ‘asat’를 부존으로 번역하고, ‘asatya’를 비존재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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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구도가 삼분화 혹은 오분화된 구도로 확장된다. Hacker는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분석한 실재의 계를 세 가지 계열로 나

다. 첫째는 ‘존재/비존재’(satya/asatya)라는 2단계이고, 둘째는 

‘존재/부존/존재 겸 부존/언설불가(말해질 수 없음)/제5양상’(sat/a

sat/sadasat/anirvacan ya/pañcamaprak ra)이라는 5단계이고, 셋

째는 ‘실재  존재/경험  존재/허구  존재’(param rthasat/vy v

ah rikasat/pr tibh sikasat)라는 3단계이다.29) 이 가운데 ‘존재/비

존재’라는 실재의 2단계 계는 일반 인 구분이므로 그리 문제되

지 않는다. 그와 달리 5단계와 3단계 계에서는 ‘존재’(sat)나 ‘실

재  존재’(param rthasat)가 단지 하나인 것과 달리, 가상 실에 

한 담론에서 가상 실과 응하는 상(비존재)은 넷 는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실재와 립하는 상에 한 참된 인식 는 

실과 립하는 가상 실에 한 참된 인식을 해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  ‘존재/부존/존재 겸 부존/언설불가/제5양상’이라는 실재의 

5단계 계에서, 존재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가리키고 부존이

란 ‘완 히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존재 겸 부존이란, 실제

로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인정하지는 않지만 실재의 계 가운

데 하나로서 받아들이기는 한다.30) 이것은 베단따 학 들 가운데 

‘차이 겸 무차이’(bhed bheda)를 옹호하는 통을 이어받은 학자

들이 주장하는 개념으로서, 실재와 상이 동일성과 차이성을 동

시에 가진다고 용인함으로 말미암아 상계가 한편으로 존재이면

서 다른 한편으로 부존임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용어는 차이와 

무차이 가운데 후자만을 즉 동일성만을 인정하는 아드와이따 베

당연하게도 ‘존재/비존재’를 ‘실재/ 상’과 비시킬 경우에 ‘비존재’란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을 가리킨다. 

29) Halbfass(1995), pp. 138-145 참조. 

30) 같은 책 p. 140 참조. Hacker는,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존재 겸 부존’을 

실재의 단계로 수용한 까닭이, 총 5가지를 요구하는 ‘제5양상’이라는 

개념으로 말미암아 ‘존재 겸 부존’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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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따의 언설불가라는 개념과 한 계가 있다. 이 때 존재 겸 

부존과 립 인 언설불가라는 개념은 여러 맥락에서 사용되지

만,31) 실재의 계와 련해서는 상계에 해서 ‘존재라고도 부

존이라고도 말할 수 없음’으로 풀이될 수 있다. 상계는 경험  

에서 지각되기 때문에 부존이라고 말할 수 없고 실재  

에서 지양되기 때문에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 제5양상이란 비묵따뜨만(Vimukt tman, 기원후 1000년

경)과 아난다보다( nandabodha, 기원후 1100년경)가 창안했다고 

통 으로 알려져 있으며, 존재도 아니고 부존도 아니고 양자도 

아니고 양자가 아닌 것도 아닌 ‘무지의 기 상태’를 가리키는 개

념이다.32) 이러한 5단계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존재/부존/언설

불가’라는 세 가지이다. 존재와 부존이라는 양자를 부정하는 언설

불가는 실과 가상 실의 계를 조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33) 존재 겸 부존은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체계와 어 나

는 이 있고, 앞의 4가지 양상들을 모조리 부정하는 제5양상은 

논리 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다른 한편, 실재의 3단계 계인 ‘실재  존재/경험  존재/허구

 존재’34)는 실재의 5단계 계에서 부존과 언설불가를 다른 방

31) 샹까라는 우주론  맥락에서 명칭과 형태의 미 개 상태를 언설불가로 

표 한다. 수 싀와라는 신비주의  맥락에서 궁극  실재의 성을 

언설불가로 표 한다. 후 에는 인식론  맥락에서 오류의 언설불가를 

말하고, 이를 확장하여 오류 는 환 인 상계의 언설불가를 말한다. 

Halbfass(1995), pp. 140-143 참조. 

32) 이러한 연 에서 ‘제5양상’은 불교의 사구부정(四句否定)을 통한 

논증으로부터 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무지의 기’(avidy -nivṛtti) 

상태란, 결국 무지의 기가 해탈을 수반하므로, 속박에서부터 해탈로 

이되는 상태를 지시한다. Halbfass(1995) p. 144 참조. 제5양상은 

찟수카(Citsukha, 기원후 1200년경)에 의해 거부되면서 언설불가와 

동일시된다. 

33) 이 은 결론에서 말할 것이다. 

34) 이 3단계를 학자들은 여러 서구  용어로써 표 하는데, 표 으로 

Sinha는 ‘존재론 (ontological) 실재/경험 (empirical) 

실재/환 (illusory) 실재’라고 부르고, Iyer는 ‘ 월 (transcend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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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설명한 것이다. 경험  존재란 정상 인 인식의 범  안에 

있는 상계 즉 세계와 향유주체를 지칭하고, 허구  존재란 오류

으로 감각된 것이나 인식된 것을 지칭한다.35) 경험  존재란 실

재  존재에 비하여 환 과 같은 경험 세계이고, 그 경험 세계 

내에서 인식  오류인 허구  존재란 경험  존재에 비하여 환

과 같은 허구 세계이다. 따라서 실재  존재, 경험  존재, 허구

 존재는 앞서 말한 ‘마야 닷 컴’에서 ‘실재/허구로서의 상=

실/허구로서의 가상 실’ 즉 ‘실재/ 상= 실/가상 실’이라고 이

해될 수 있다. 그런데 경험  존재인 상계는 실재와 계해서 

언설불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재에 한 지식에 의해 반드시 지

양되고 말 것이다. 한 상계와 계해서 언설불가인 허구  존

재 즉 오류 역시 타당한 인식에 의해 반드시 지양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실재가 아닌 것은, 그것이 경험 이든 허구 이든, 궁

극 으로 타당한 지식(인식)에 의해 지양되고 마는 ‘참으로 존재

하지 않는 것’이다.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이처럼 상에 해 상세하게 분석한 

것은 상의 상  실재성과 지양 가능성을 암시하기 해서이

다. 우선 상 가운데서도 부존과 언설불가36)를 구분하듯이, 완

히 존재하지 않는 것과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구별될 필요

가 있다. 완 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거로 하여 지양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상 으로 실재성이 더 크다. 그리고 경험  존재와 허구  존재

를 구분하듯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실재성의 상

인 우열이 있다. 이러한 논리는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실재/경험 (empirical) 실재/ 상 (phenomenal) 실재’라고 부른다. 각각 

Sinha(1938), p. 251, Iyer(1964), pp. 48-49 참조. 여기서는 보다 어원  

의미에 충실한 번역어를 사용한다. 

35) Halbfass(1995), p. 144 참조. 

36) 이 때 5단계에서 언설불가란 3단계에서의 경험  존재와 허구  존재를 

포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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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구별하는 데도 용된다. 이제 참으로 존재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에 비해 상 으로 실재성이 

더 낮다. 왜냐하면 자는 후자를 거로 하여 지양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요컨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계는, 완 히 존재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서 환 이 아니지만, 참으로 존재하는 것과 비교

해서는 환 에 불과하다. 샹까라가 그 게 강조하듯이, 라흐만

이나 아뜨만과 같은 실재를 깨닫기(알기) 까지, 이 세계는 늘 

그 듯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질 뿐이다.37) 하지만 참으로 존재

하는 것을 깨닫는(아는) 순간, 상은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온

하게 지양되고 만다. 이와 같이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실재에 

한 존재론  분석은 필연 으로 참된 인식의 가능성 유무에로 귀

결된다. 

결국 가상 실에 한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모형을 통해 볼 경

우에, 가상 실이란 존재가 아니라 비존재이다. 그것은 참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의 가상세계는 완 히 존재하지 않는 세계

가 아니다. 그것은 실의 에서 참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가

상 실의 에서는 존재성을 가지기 때문에 완 히 존재하지 

않지는 않다. 따라서 가상 실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완

히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다소 복잡하게 상의 존재론  상을 따지는 목 은 실재와 

상을 분별해서 인식하고자 함이고, 이 분별  지식을 통해 실재와 

상 사이의 혼동을 극복하고자 함이다. 마찬가지로 가상 실에 

한 담론에서도 가상 실의 존재성을 따져 앎으로써 가상 실이 

실과 혼동될 가능성을 방할 수 있다. 실과 가상 실의 경계

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양자를 정하기 해서는,38) 실재를 실

재 로 상을 상 로 아는 것이 요하듯이, 실과 가상 실 

사이의 무분별(무지)을 기하고 분별(지식)을 생성하는 것이 

37) BSB 2.1.14; 3.2.4 참조. 

38) 이채리(2004), pp. 190-1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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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단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아드와이따 베단따와 가상  욕망의 해소

아드와이따 베단따라는 체계에서 라흐만과 세계라는 실재와 

상의 상  측면은 가상 실이 얼마만큼의 실재성을 가지는가

에 한 철학  토 를 제공하고 있다. 상  측면에서의 분석은 

 실과 가상 실의 혼동을 각각에 한 참된 인식을 통해 극

복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보여 다. 하지만 가상 실에서 유발되

는 구체 이고 실질 인 난 들은, 아드와이따 베단따라는 체계에

서 아뜨만과 향유주체라는 실재와 상의 주  측면을 통해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가상 실을 경험하는 것은 ‘나’라는 주

체이고, 이 ‘나’라는 주체가 정체성을 제 로 확립하느냐 하는 문

제가 큰 난  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상 실은, 때로 감

각 이고 심리 인 쾌락을 주거나, 때로 가상  상황에 한 비

 경험을 통해 실에 용할 수 있는 정  역할을 하기도 한

다.39) 그러나 실과 가상 실에 한 혼동이 자주 문제시되는 

한, 그 혼동으로 인한 가상 실의 부정  측면은 더 커 보일 수밖

에 없다.40) 부정  측면은 흔히 자아정체성의 혼란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39) 컨 , 인 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가상 실에서 인 계를 

가상 으로 체험함으로써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실에서 

인 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컨 , 시뮬 이션을 통한 

모의 비행 훈련은 실에서도 그 로 용될 수 있다. 

40) 피에르 비가 가상화의 정  측면과 부정  측면(타락한 가상화)을 

립시켜야 한다고 말하듯이[피에르 비(2002), p. 225 참조], 

가상 실의 정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부정  측면을 개선해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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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와이따 베단따는 단 으로 말해서 자아정체성의 확립을 궁

극 목 으로 하는 철학 체계이다. 이 학 에서는 라흐만과 세계

라는 구도마 도 아뜨만과 향유주체라는 구도에 보조 이라고 할 

만큼, 주 인 측면 즉 소우주에 한 탐구에 집 하는 편이

다.41) 이 경우에 아뜨만이란 원불변하는 혼으로서 실재  자

아이고, 향유주체란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는 혼(j va)’을 포

하는 상  자아이다. 이 향유주체는 다른 이름으로 지식주체(jñ

tṛ)·행 주체(kartṛ)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 향유주체는 아뜨만에 

가탁된 자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뜨만이 가진 순수성과 립

인 불순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 자아정체성의 혼란은 바로 이 향

유주체를 아뜨만으로 잘못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야기되고, 자

아정체성의 확립은 향유주체가 허상이고 본질 으로 아뜨만만이 

존재함을 앎으로써 가능하다. 달리 말하자면, 욕망으로 가득한 

상  자아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실재  자아와 동일함을 모

르는 상태가 속박(bandha)이고 아는 상태가 자유(mokṣa)이다. 

상 인 개별 자아가 속박에서 자유로 즉 자아정체성의 혼란

에서 확립으로 이행하기 해서는 가탁이라는 인간의 조건을 다

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알고 행 하고 향유하는 모든 경

험은 바로 이 자연 발생 인 가탁을 제로 하기 때문이다. 샹까

라는 아뜨만에 ‘외 인 속성, 신체의 속성, 감 의 속성, 욕망·의

지·의심·결정이라는 내 기 의 속성 등’을 가탁함으로써 자아정

체성의 혼란이 수반된다고 말한다.42) 컨 , ‘(나의 아들이 아

서) 나는 아 다’, ‘나는 뚱뚱하다’, ‘나는 벙어리이다’, ‘나는 행복

한 사람이다’라는 따 이다. 이 경우에 자아정체성의 혼란이란 내

가 아닌 것을 나로서 잘못 알고 있음이다. 상  자아가 경험하

는 것을 마치 실재  자아가 경험하는 것인 양, 경험의 겹쳐짐과 

41) 라흐만과 세계라는 상  측면에 한 탐구가 궁극 으로 해탈을 

한 선행 작업이라는 의미에서, 이 탐구는 아뜨만과 향유주체라는 

주  측면에 한 탐구에 보조 이다.

42) BSB 서문 ‘가탁에 한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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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개짐 즉 경험의 첩이 혼란의 주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가상

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탁처럼 가상 실에서도 내가 아닌 것을 

나로서 잘못 알고 있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상이다. 가상 실의 

주체가 실의 주체에 첩되는 것은 자아의 혼란을 여실히 드러

내 다. 컨 , 온라인 게임에서 가상  자아로서 주인공이 행한 

폭력을 실에서 그 로 실행하거나, 가상 실의 자아에 몰입하여 

실의 자아를 방기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자아의 첩은 앞서 

말했다시피 가탁의 근 인 실재( 실)와 가탁된 상(가상 실)을 

분별하여 앎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자아정체성의 혼란은 자아의 첩으로 특징지어지고, 자아의 

첩은 곧 욕망의 첩이라 할 수 있다. 실재  자아와 상  자

아가 첩되는 것은 양자에서의 욕망이 첩되는 것이기 때문이

다. 인도철학에서는 체로 욕망에 해 부정 인 태도를 보이는

데, 특히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이 학

에서 윤회가 철학  제이고 자유가 목 이라면, 자유는 업·행

(karma)의 연쇄를 끊는 것이므로 업의 원인인 욕망을 부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상  자아의 인식이나 행 나 향유는 넓은 의미

에서 모조리 업의 범주에 들어간다. 따라서 업을 일으키는 욕망이 

상  자아를 발달시키고 실재  자아를 퇴보시킨다. 물론 아드

와이따 베단따에서는 욕망의 원인을 무지라고 하면서,43) 은폐력(

varaṇaśakti)과 산출력(vikṣepaśakti)을 가진 이 무지라는 근본원

인의 기를 강조한다.44) 그러나 비록 무지가 욕망보다 속박을 

기하거나 자유를 획득하는 데 더 근본원인일지라도, 무지보다 욕

망이 실질 으로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더 하게 연 된다. 왜

냐하면 무지의 기라는 것은 아뜨만을 제외한 모든 것의 폐를 

43) 컨 , 샹까라는 그의 작에서 ‘무지-욕망-행 (업)’의 인과 계를 

자주 보여 다. 무지가 욕망의 원인이고, 욕망이 행 의 원인이라는 

의미이다. BSB 1.2.17; BṛUB 3.8.12, 4.3.20; ChUB 6.8.1-2 등 참조. 

44) 실재 는 실재  자아를 은폐하면서 상 는 상  자아를 산출하는 

것이 각각 은폐력과 산출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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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므로 속박으로부터 자유에로 이행하는 과정의 최종  단계

에서나 가능하고,  무지의 기와 동시 이고 동일한 의미인 지

식의 발생이라는 것도 비록 완 한 지식은 아니지만 아드와이따 

베단따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가능하고,45) 그리고 완

한 지식을 해서는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필수 이기 때문이다. 

일단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모든 욕망은 가상 이다. 왜냐하

면 ‘욕망 없음’만이 유일하게 허구 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빠니샤

드에서는 아뜨만이 무집착이거나 무 이라고 말하는데,46) 이는 

실재  자아가 본질 으로 순수하고 욕망이 없음을 암시한다. 그

래서 이 학 에서는 모든 욕망 가운데 ‘욕망이 없는 아뜨만’을 알

고자 하는 욕망만을 유일하게 정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가탁된 

상  자아는 집착이 있고 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순한 가

상  욕망으로 가득하다. 욕망 없는 실재  자아에 가탁된 상  

자아는 거짓된 욕망47)에 의해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욕망

의 가상성은 그것이 속박을 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간은 본

능 으로 어떤 상을 알고 나서 원하고자 하거나 피하고자 함으

로써 행 를 하게 되는데,48) 행 를 유발하는 애착(r ga)이나 

오(dveṣa)는 바로 이러한 거짓된 욕망 는 가상  욕망의 구체  

45) 아드와이따 베단따에 입문하기 한 조건 가운데 원한 것과 무상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 입문자에게 벌써 분별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사다난다(2006), I. 비 련항 참조. 이러한 

선행 · 비  지식은 직  경험으로 이어져야만 최종 으로 자유를 

수반할 수 있다. 

46) BṛU 4.3.15: “그는 그곳에서 본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 뿌루샤는 무-집착이기 때문이다.” BṛU 4.5.14: “실로 

소멸 불가한 이 아뜨만은 멸 불가한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그것에서 

편린들과의 무- 이 일어난다.”

47)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는 욕망 자체를 부정하기에 욕망은 그 자체로 

거짓된 욕망이다. 하지만 보다 선명한 표 을 해 ‘거짓된’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48) NSB 1.1.1 참조. 느야야 학 의 이러한 견해는 인도철학 반에서 

보편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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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들이다. 그리고 애착하는 상이나 오하는 상으로부터 즐

거움(sukha)이나 괴로움(duḥkha)이 생기고, 즐거움과 괴로움은 속

박의 상태를 지속시킬 뿐이다. 따라서 가상  욕망으로부터 벗어

나는 것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첩경이다. 이러한 사정은 가상

실에 한 담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상 실에서 가상  욕망

의 노 가 되지 않기 해서는 욕망을 다스려 욕망의 속박과 욕

망이 수반하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필수 이다. 이에 

가상 실에서의 욕망이 우선 가상 임을 알아야 하므로 실의 

자아와 가상 실의 자아에 한 분별  지식이 선행조건으로 필

요하다. 거짓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함은, 아직 체화되

지 않은 그 분별  지식을 직 으로 체화하는 경험의 연속  

과정이다. 

거짓된 욕망을 해소하기 해서는 거짓된 욕망이 생성되는 조

건을 알 필요가 있다.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는 실재  자아( 는 

실재)를 은폐하고 있는 것을 명칭과 형태, 한정자(up dhi) 등으로 

부른다. 명칭과 형태를 무지에 의해 상상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는 오직 샹까라에게만 나타난다.49) 이 때 명칭과 형태란 언어 인 

것과 물리 인 것으로서 실재가 개된 다양한 변형들이다. 한정

자란 실재를 그 자체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하게끔 한정하는 

어떤 물리 이고 심리 인 것으로서, 컨  샹까라는 신체·감 ·

마음·지성이라는 것들을 들고,50) 후 의 아드와이따 베단따 형이

상학에서는 무지·미시  신체(sūkṣmaśar ra)· 시  신체(sthūlaśa

r ra)를 들고 있다.51) 다른 한편, 실재  자아를 은폐하고 있는 것

들은 ‘5덮개’(pañcakośa)라는 이름으로도 등장하는데, 이것은 음식

(물질)·숨·마음·인식·환희(무지)로 이루어진 덮개들이다.52) 이러한 

49) Halbfass(1995), p. 75 참조. 

50) BSB 1.2.6 참조. 

51) 사다난다(2006), II. 가탁 참조. 

52) 사다난다에 따르면, 음식으로 이루어진 덮개는 시  신체이고, 

숨·마음·인식으로 이루어진 덮개는 미시  신체이며, 환희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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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덮개는 물리 이고 생리 이고 심리 인 것들이다. 따라서 실재

 자아가 물리 ·생리 ·심리 ·언어 인 조건들에 의해 은폐됨

으로써 상  자아가 산출되고, 그에 따라 거짓된 욕망이 생성된

다. 이러한 연 에서 실재  자아를 알고자 하는 욕망을 제외한 

모든 욕망은 조건 의존 임으로 말미암아 참된 욕망이 아니다. 가

상 실에서도 가상 실의 자아는 실의 자아가 여러 조건들에 

의해 은폐됨으로써 가상  욕망의 포로가 된다. ‘나’를 지시하는 

수많은 이름(명칭)들과 ‘나’의 형상이라고 믿어지는 수많은 형태

들, 여러 정황이나 상태에서 실의 ‘나’로부터 되는 한정된 

‘나’의 모습들, 그리고 실의 ‘나’를 닮은 무수한 ‘나’의 버 (versi

on)53)들이 가상 실에서 욕망 복합체로서 움직이는 것이다. 물리

·심리 ·언어 인 가상 실의 조건들로부터 발생하는 가상  

욕망은 어도 그러한 조건들이 없을 때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

지에서, 가상  욕망의 조건 의존성을 인식할 때에 그 욕망은 자

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요컨 , 가상 실에서의 가상  욕망은 가상과 실에서 혼재

하는 자아의 좌표를 분명하게 정 하는 것으로부터 해소 가능하

다. 욕망 복합체로서 가상 실에서 움직이는 자아는 피상 으로 

속박되지 않고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자아는 욕망

에 따른 행 의 반복을 거듭하고 있을 따름이다. 가상 실의 자아

는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새로운 욕망을 산출하고, 다시 그러한 

덮개는 원인  신체이다. 사다난다(2006), II. 가탁 참조.

53) 가상 실에 한 굿먼(N. Goodman)의 담론을 분석한 이채리는, 그의 

입장을 ‘버 구성주의’라고 명명한다. 굿먼의 버 구성주의에 의하면, 

첫째로 버 이 주어진 세계를 반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하며, 둘째로 

세계는 그러한 버 에 의존한다. 이채리(2004), p. 90 참조. 여기서는 

가상 실의 자아가 다양한 버 을 구성하고 그의 세계가 그러한 버 에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버 ’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물론 궁극 으로 

버 을 용인하지 않는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입장에서 굿먼의 

버 구성주의는 수용될 수 없으므로, 여기서 사용된 ‘버 ’이라는 말은 

다소 부정 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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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에 의해 그 자아는 실의 자아로부터  멀어진다. 그래서 

가상 실의 가상성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과 가상  자아나 가

상  욕망의 가상성을 인식하는 것은 병행되어야 한다. 가상 실

의 감을 정해야 하지만 그 가상성을 온 하게 인식해야 하

는 것처럼, 가상 실에서의 자아나 욕망이 무상함을 즉 그것의 가

상성을 온 하게 지속 으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아드

와이따 베단따에서 자유(해탈)의 다른 표 으로 종종 쓰이는 제4

상태(tur ya)는 합당한 비유가 될 수 있다. 의식의 제1상태인 생시

(j grat, j garita)와 제2상태인 꿈(svapna)은 상호 지양되기 때문

에 이상 인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제3상태인 숙면(suṣupti, suṣu

pta)은 이상 인 상태 즉 순수의식의 보존 상태에 한 은유이지

만 의식 으로 경험되지 않는 상태 즉 자각되지 않은 상태이다.54) 

그와 달리 제4상태는 생시상태에 머물면서 숙면상태를 경험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 인 의식의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가상 실에서

도 제4상태처럼 가상 실에 머물면서 실의 자아와 욕망을 혼동

하지 않은 채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선명하게 실의 자아를 

자각하고 있는 것만이 가상 실에서 자아의 좌표를 잃지 않는 방

법이다.55) 

54) Saccid nandendra와 같은 학자는 제3상태 즉 숙면상태 자체가 

순수의식이라고 하면서 제4상태를 부정하기도 한다. 그는, 비록 

제4상태에 한 언 이 고  문헌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제3상태와 

동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Saccid nandendra(1929), pp. 153-154, pp. 

184-189 참조. 하지만 통상 인 해석에 따르면 제3상태와 제4상태는 

분명히 구별된다. 

55) 여기서 실의 자아를 자각하는 것이란 상  자아를 강화하는 것과 

무 하다. 앞서 가상 실에 한 담론과 아드와이따 베단따 담론의 

구조  유사성을 말했듯이, 가상 실에 비되는 실이란 구조 으로 

상에 비되는 실재를 가리키기 때문에 ‘ 실의 자아’란 구조 으로 

‘실재  자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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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비  결론

아드와이따 베단따라는 고  인도철학의 한 학 는 가상 실에 

한 담론과 구조  유사성 때문에 하나의 모형이 될 수 있고, 구

조  유사성에서 더 나아가 내용 으로도 가상 실에 한 담론

에 용될 가능성을 가진다. 가상 실에 한 담론에서는 어 거

나 가상 실이 효력 면에서 실과 유사한 향을 미친다고 제

하는 것이 일반 인데,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는 가상 실의 그러

한 실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계를 살고 있는 한 그 

상에서의 경험을 실재에 한 완 한 인식에 도달하기 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논리는, 상의 상  실

재성을 인정하고 있다. 가상 실에서의 경험도 상  실성을 

인정하는 이러한 논리를 통해 더 잘 이해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실재론의 석 없이 가상 실에 한 담론이 나아가서는 안 된다

고 주장하는 마이클 하임이나, 비실재론에 근거하여 가상 실과 

실의 실재론  우 를 부정하고  가상 실의 독립  실성

을 주장하는 넬슨 굿먼의 사이에, 어쩌면 이러한 상  실성이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56) 상  실성은 실재론의 석을 제공

하는 동시에 가상 실의 실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가상 실의 상  실성은 그 자체의 기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가상 실이 실의 에서 기되지 않는다면, 가상

실은 더 이상 가상이 아니다. 이러한 연 에서, 아드와이따 베

단따의 모형은 가상 실의 본질을 상당히 체계 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셈이다.

56) 마이클 하임(1997), pp. 210-214, 이채리(2004), pp. 170-171 참조. 

이채리는 가상 실과 실의 혼동과 그것들의 구분을 논의하면서 하임과 

굿먼의 견해를 요약한다. 그러면서 굿먼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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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모형은 실과 가상 실 사이의 

계 는 실의 자아와 가상 실의 자아 사이의 계를 악하

는 데도 유효하다. 사실 이 계는 가상 실의 상  실성과 

기 가능성으로부터 미리 짐작되는 것으로서, 앞서 실재의 계

에 해 분석한 바에 따라, 가상 실이나 가상 실의 자아가 실

이나 실의 자아와 같다고도 다르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다.57) 즉, 본질 으로 실 인 것만 존재하지만, 가상 인 것이 

실 인 것의 반 임으로 말미암아 가상 인 것이 실 인 것

과 같다고도 다르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실은 가상

실에 의존하지 않은 채로 존재할 수 있지만, 가상 실은 실에 

의존해서만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실의 자아는 가상 실의 자아

에 의존하지 않은 채로 존재할 수 있지만, 가상 실의 자아는 

실의 자아에 의존해서만 존재한다. 그래서 가상 실은 실과 같

다고도 다르다고도 말할 수 없고, 가상 실의 자아는 실의 자아

와 같다고도 다르다고도 말할 수 없다. 더 확장해서 말한다면, 가

상 실의 욕망은 실의 욕망과 같다고도 다르다고도 말할 수 없

다. 이 일방 인 의존 계를 다르게 표 하자면, 실이나 실

에 속하는 것이 존재하면 가상 실이나 가상 실에 속하는 것도 

존재하지만, 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후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57)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유를 들자면, ‘바다’와 ‘물거품, 

물결 등’ 사이에서 보이는 계이다. BSB 2.1.13 참조: “그러한 시로서, 

비록 물을 본질로 하는 바다와 동일할지라도, 그것의 변형들인 물거품, 

큰 물결( 도), 물결, 거품 등에서는 상호 구분과 상호 합체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작용이 지각된다. 하지만 비록 물을 본질로 하는 바다와 

동일할지라도, 그것의 변형들인 물거품, 물결 등은 상호 화에로 

진입하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그것들이 상호 화에로 진입하지 

않을지라도 바다의 본질과 차이가 있지 않다.” 이 비유는 ‘차이 겸 

무차이’ 통의 베단따 학자들이 사용한 것을 샹까라가 재사용했다고 

알려진다[마에다(2005), pp. 129-130 참조]. 그러나 BSB 2.1.13에서 

보듯이, 샹까라는 차이성과 동일성을 모두 정하기보다는 본질  

동일성을 더 강조하기 해 이 비유를 사용한다. 즉 같은 비유지만 

취지는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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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이러한 계는 두 가지 을 시사해 다. 첫째로, 자의 

존재성은 결코 부정될 수 없지만 후자의 존재성은 부정될 수 있

으므로, 양자의 이러한 차이를 분별해서 인식해야 한다는 이다. 

둘째로, 그럼에도 자에 의존 인 후자가 자와 미묘하게 다르

지 않는 것이라면, 그 다르지 않음은 가상성과 같은 후자의 부정

 속성을 정 으로 변환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이다. 

사실 실이나 실의 자아가 가상 실이나 가상 실의 자아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실에서의 욕망과 가상

실에서의 욕망 사이에도 마찬가지이다.58) 그럼에도 이러한 구분

은 실천 인 목 을 이루기 해서 필요하다. 아드와이따 베단따

에서 실재 을 비롯한 형이상학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실천

인 목 을 해 ‘ 략 으로’ 제시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삶

을 보편  고통이라는 조건으로 설정하고 나서,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기 해 ‘ 략 으로’ 형이상학 인 거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보다 극 으로 실천  이벤트(event)59)에 참여하

기를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욕망을 부정 으로 보는 태도 역시 

략 인 에서 설명될 수 있다. 단지 욕망에 한 정 인 

태도보다 부정 인 태도가 ‘ 략 으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성취하는 데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가상 실의 

시 에 유발되는 문제 들을 속박과 자유라는 에서 검토할 

필요도 있다. 삶의 목 이 여하한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

는 데 있다면, 가상 실의 욕망이나 정체성과 같은 문제들도 피상

이고 순간 인 자유가 아닌 즉 속박이 아닌 실질 이고 지속

인 자유라는 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모형을 통한 가상 실에 한 담론은 

58) 이러한 입장은, 김진석(2001)이 가상 실에 한 담론을 여 히 월에 

한 담론으로 설정하면서, 실과 가상 실의 경계를 부정 으로 보고 

 월이 아닌 포월을 이야기하는 맥락과 상통한다. 

59)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목  지향  텍스트 해석과 엘리트주의를 비 하는 

Clooney는, 이 학 의 체계가 이론이 아니라 잘 계획된 이벤트라고 쓴 

이 있다. Clooney(1993), p. 1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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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가지는 강력한 철학  제들이나 자의 고유한 사회 ·역

사  맥락으로 말미암아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

럼에도 이 모형은, 가상 실에 한 담론과 구조 으로  내용

으로 긴 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상 실에 한 담론

에 비교와 성찰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질 가상 실에 한 담론을 망하는 데도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가상 실과 계하여 아드와이따 베단

따라는 체계 체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과 별도로, 이 체계의 하

 학 들에서 가능한 모형이나 이 체계의 심 철학자들에게서 

가능한 모형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가능한 세부 인 모형들은, 보다 더 세 하고 구체 으로 가상

실에 한 담론에 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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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ight Understanding on the Virtual Reality and 

The Cancellation of Virtual Desire : A Model of 

Advaita Ved nta

Park, Hyo Yeop

(Kyungpook University)

The system of Advaita Ved nta which insists on 

Vivarta-v da or M y -v da can be a comparative model in 

relation to the discourse on virtual reality. For this 

argument three ground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ly, the structure of 'Reality-appearance' in this 

Philosophical School is equivalent to that of 'reality-virtual 

reality', and the characteristic of relative reality and the 

possibility of sublation on the part of appearance would 

account for the status of virtual reality. According to 

Advaita Ved nta, Reality is one without a second and 

appearance is nothing but illusion (m y ) or fiction 

(mithy ). Those theories that show a detailed analysis on 

appearance such as bh sa-v da, pratibimba-v da, 

avaccheda-v da present the fact that all appearance exist in 

dependence on Reality. As a result, appearance is relatively 

existent and is sublated when the knowledge of Reality is 

attained. Such a logic is equally applied to the discourse on 

virtual reality. 

Secondly, the discriminative knowledge (viveka-jñ na) 

or right understanding between Reality and appearance in 

this School gives a room for overcoming the confusion 

between reality and virtual reality. Reality is what tr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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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exist, appearance is what truly does not exist. 

Although appearance is not what wholly does not exist but 

what truly does not exist, as it can be negated by what 

truly does exist, there is a necessity for knowing Reality 

and appearance discriminately. Such a logic is equally 

applied to the discourse on virtual reality.

Thirdly, the practical methodology for cancelling false 

desire on the side of phenomenal self in this School 

provides a possibility of which one can be freed from virtual 

desire in the virtual (cyber) space. In this School it is said 

that the phenomenal self is superimposed on the real Self. 

And that phenomenal self as a complex of virtual desire is 

placed on the state of false desire which is made of 

physical, psychological, linguistical conditions. As a matter 

of fact, this negative attitude on desire is a strategic device 

for the sake of actualizing freedom. Such a logic is equally 

applied to the discourse on virtual reality.

key words : reality, appearance, virtual reality, 

understanding, virtual desire,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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