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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리다싸(Kālidāsa)의 서정시에 나타난 비유 고찰

__인도철학적인 의미를 중심으로__

임근동*1)

Ⅰ 들어가기. Ⅱ 깔리다싸(Kālidāsa)의 서정시에 나타난 비유. Ⅲ 비유의

인도철학적인 의미. Ⅳ 나가기.

요약문: [주요어: 라싸, 은유, 직유, 해탈, 깔리다싸, 메가두땀, 리뚜쌍하람]

깔리다싸의 서정시는 메가두땀과 리뚜쌍하람 두 편이 현존한다.

이들 가운데 메가두땀은 비유를 통해 일체가 하나라는 인도적인 세계
관을 표현하며, 리뚜쌍하람은 비유에 의한 계절미를 통해 속(俗)에서

성(聖)으로 변증적으로 지양되는 영성과 궁극은 환희라는 인도적 신비

사상의 핵심을 드러낸다. 깔리다싸의 이 두 편의 서정시가 가진 이러한

특징은 직유와 은유라는 비유를 통해, 또는 직유와 은유라는 비유의 교

직(交織)을 통해 자연물을 의인화함으로써 형성되는 사랑의 라싸에 의

해 보장된다. 사랑의 라싸는 라싸 가운데 최고의 라싸이다. 라싸는 진성

이 염성과 암성을 누르고 수승하게 되는 상태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사

람에게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깔리다싸의 서정시에 나타난 비유에

의해 강화된 라싸를 작품 감상을 통해 느끼는 사람은 진성이 수승한 상

태가 된다. 즉, 요가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종삼매의 상태에 도달한

다. 따라서 깔리다싸의 서정시에 나타나는 비유는 궁극적으로 해탈을

지향하기 위한 기제임을 알 수 있다. 바가바드기타의 관점에서 보자

면 이것은 문학작품의 감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是)와 비(非)를 넘어

선 존재의 본질을 자기 자신의 본질로 최대한 경험함으로써 요가철학적

인 관점과 마찬가지로 지상의 양식이 천상의 양식이 되는 해탈의 길로

통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깔리다싸의 서정시에 나타나는 비유는 해

탈을 지향한다는 인도철학적인 의미를 가진다.

* 이 연구는 2009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교수. sanskrit@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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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깔리다싸(Kālidāsa)1)의 서정시는 메가두땀(Meghadūtam)과
리뚜쌍하람(Ṛtusaṁhāram) 이 두 편이 현존한다. 이들 가운데

메가두땀은 산스크리트 고전문학 최초의 서정시로 비유를 통해
‘일체가 하나라는 인도적인 세계관을 표현한다.’2) 이에 비해 리
뚜쌍하람은 비유에 의한 ‘계절미를 통해 속(俗)에서 성(聖)으로

변증적으로 지양되는 영성과 궁극은 환희라는 인도적 신비사상의

핵심을 드러낸다.’3) 깔리다싸의 서정시가 가진 이러한 특징은 직

유와 은유라는 비유를 통해, 또는 직유와 은유라는 비유의 교직

(交織)을 통해 자연물을 의인화함으로써 형성되는 라싸(rasa)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나 깔리다싸의 서정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비

유가 라싸를 형성하는 과정과 그 비유가 가지는 인도철학적인 의

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곳에

서는 깔리다싸의 서정시의 실례를 통해 비유가 어떻게 라싸를 형

성하고 강화하는 지를 살피고, 그 비유가 지향하는 인도철학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알아보기로 한다.

본문에서 인용된 깔리다싸의 서정시의 번역 부분은 메가두땀
의 경우에는 2009년 국내에서 번역된 구름노래에서 가져와 일
부 수정한 것이며, 리뚜쌍하람의 경우에는 2002년 델리에서 재
판 간행된 깔레의 산스크리트 판본을 저본으로 삼고, 우빠드예(Sh

1) 맥도널(A. A. Macdonell)에 따르면 깔리다싸는 기원후 5세기 초의

인물이며, 윈테르니츠(Winternitz)에 의하면 기원후 4세기 말에서 5세기

전반의 인물이다. 인도학자인 위디야알랑까라(Vidyāṁkāra)에 따르면

기원전 50에서 60년대의 인물로 히말라야에 인접한

가르왈(Gaḍhavāla)지역 출신이다. 임근동(2003) p. 56.

2) 임근동(2006) p. 193.

3) 임근동(2007)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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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i Vyankatacharya Upadhye)의 산스크리트 주석의 의미에 맞

추고, 깔레의 영어번역의 도움을 받았다.

Ⅱ. 깔리다싸(Kālidāsa)의 서정시에 나타난 비유

위스와나타(Viśvanātha)에 의하면, 비유4)는 문장에 있어서 ‘의

4) 콜웰(C. Carter Colwell)에 의하면, ‘비유적 표현법’(문채, figures of

speech)은 단어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평범치 않은 방법을 거의 다

포함하며, ‘비유적 언어’(figurative language)는 어법의 주의 깊은 통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한 방법으로 인격화된 어떤 사물이나 실제로

현존해 있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 직접 말을 거는 방법인 돈호법(頓呼法,

apostrophe), 과장법(誇張法, hyperbole), 규칙적인 간격으로 반복되는

어구나 시행 혹은 시행의 그룹인 후렴(refrain), 언어로 전달된 감각경험인

심상(心象, imagery), 은유(隱喩, metaphor), 직유(直喩, simile), 밀접히

관련된 것을 사용해서 그것과 연관된 것을 나타내는 환유(換喩,

metonymy), 개체로 전체를 드물게는 전체를 개체로 나타내는 것인

제유(提喩, synecdoche), 비인간을 마치 인간인 것처럼 말하며

논리적으로는 은유의 한 형태에 해당되는 의인화(擬人化, personification),

얼른 보기에는 모순되거나 불합리한듯하나 면밀히 고찰해 보면 진실임을

깨닫게 되는 진술인 역설(逆說, paradox), 의성어(擬聲語, 聲喩,

onomatopoeia)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콜웰은 상징은 문학의 요소 가운데

비유와는 별도의 독립항목으로 취급하여 비유에서 배제한다. 콜웰(1968)

pp. 49-53 ; 에이브럼스(M. H. Abrams)는 비유어를 생각의 비유(figure of

thought)와 수사학적 비유(rhetorical figure)로 구분하고, 생각의 비유에는

표준적 의미를 변화하거나 확장하는 비유방식으로 직유, 은유, 환유, 제유

등을 포함시키며, 수사학적 비유에는 표준적 어법의 일탈과 관계된

비유로써 의미의 차원보다는 수사학적인 낱말들의 질서에서 비유적

성격을 찾는 것으로 돈호법과 수사학적 질문들을 포함시킨다.

김학동외(1997) pp. 141-142 ; 김용직은 자신의 現代詩原論제3장 비유의
이해에서 직유, 은유, 환유, 제유만을 비유의 항목으로 다루고 제4장에서는

상징을 그리고 제5장에서는 이미지를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어

상징과 이미지를 비유와는 다른 것으로 본다. 김용직(2001) ; 김학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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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장식’(arthāṁkāra)에 포함되며, 직유에 해당되는 낱말은 우

빠마(upamā)5)이고, 은유6)에 해당되는 낱말은 루빠까(rūpaka)7)이

다.8) 이 가운데 “우빠마는 한 문장에 있어서 두 낱말의 기본적인

조용훈 역시 그들의 현대시론제3장 비유에서 직유, 은유, 환유, 제유만을
비유의 항목으로 다루고, 제2장에서는 이미지, 제4장에서는 상징,

제6장에서는 역설을 다루고 있어 상징, 이미지, 역설은 비유와는 다른

것으로 파악한다. 김학동 외(1997). 따라서 시에 있어서 비유는

에이브럼스가 말하는 ‘생각의 비유’인 직유, 은유, 환유, 제유 이렇게 네

가지 항목만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환유는 어떤 대상과 밀접히

관련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제유는 전체를 부분으로 대체하거나

부분을 전체로 대체하는 것이기에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모두 A=B라는

구조를 가지는 은유에 포함된다. 따라서 시에서 의미하는 비유는 크게

보아 직유와 은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5) 우빠마(upamā)는 동사 또는 명사의 접두어에 사용되어 ‘향해, 가까이,

함께, 옆에, 아래에, 위에, 따라서, 질병, 죽음, 종결, 결함, 존경, 감소, 힘,

노력, 유사’ 등을 의미하는 접두어인 upa와 ‘측량하다, 재다, 표시하다,

안에 존재하다, 결합하다, 함께하다, 준비하다, 만들다, 전시하다, 추단하다’

등을 의미하는 어근 mā와 결합하여 ‘비유하다, 비교하다, 재다, 같게 하다,

할당하다, 주다’ 등을 뜻하는 upamā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낱말이다.

6)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 의하면 “은유는 유(類)에서 종으로, 혹은

종에서 유로, 혹은 종에서 종으로, 혹은 유추에 의하여 어떤 사물에다

다른 사물에 속하는 이름을 전용(轉用)하는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2006)

p. 124.

7) 루빠까(rūpaka)는 ‘형태를 만들다, 연기하다, 몸짓하다, 표시하다,

주시하다, 알아내다, 생각하다, 결정하다, 시험하다, 나타내다’ 등을

의미하는 어근 rūp에서 파생된 중성명사이다.

8) 비유를 의미하는 영어단어인 metaphor는 “희랍어의 metaphora에서 온

것으로 meta는 운동 또는 변화를 나타내는 전치사이며, phora는

운반하다와 이동하다 등을 뜻하는 pherein의 변화형이다. 따라서 희랍어의

어원으로 볼 때 비유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테두리가 정해진 말의 뜻이나 기능을 다른 쪽으로 변형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때 그 형태는 장식적인 것이 아니라 제3의 실체가

된다. 리처즈(I. A. Richards)에 의하면 이러한 비유가 관련하는 요소

가운데 기본적인 생각이 주지(主旨, tenor)이며, 주지를 구체화 하거나

변용하고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말들이 매체(媒體, vehicle)이다. 리처즈에

의하면 주지와 매체는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이들의 상호작용관계는

비유의 본질이며 비유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주지와 매체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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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혼합연결이다.”9) 여기서 중요한 것

은 낱말의 ‘기본적인 의미’(vācya)이다. 기본적인 의미는 낱말이

가진 일차적인 힘인 아비다(abhidhā)에 의해 인지되는 낱말이 가

진 그 낱말 고유의 의미이다.10) 따라서 직유는 유추의 원리에 따

라 서로 다른 두 낱말이 가진 의미의 동질성을 결합하는 것일 뿐

두 낱말이 상호 작용되어 새롭게 변용된 제 3의 의미를 가져오는

기능이 약한 비유이다.

이에 비해 은유인 “루빠까는 감추어지지 않은 대상에 대해 상

상된 것이 중첩 부과되는 것이다.”11) 여기서 감추어지지 않은 대

상은 원관념 혹은 주지인 ‘비유할 것’(upameya)을 의미하며, 상상

된 것은 보조관념 혹은 매체인 ‘비유를 이루는 것’(upamāna)을 뜻

한다. 즉, ‘얼굴은 연꽃이다.’(mukhaṁ kamalam)의 경우처럼 얼굴

이라고 명시된 원관념에 연꽃으로 상상된 보조관념이 중첩 부과

되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개의 관념은 중첩 부과되는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하여 의미의 변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은유인 루빠까에는

낱말의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의미인 와쯔야(vācya)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낱말이 가진 브얀자나(vyañjanā)라고 하는 힘에 의

해 ‘암시의미’인 브양갸(vyaṁgya)가 나타난다. 낱말의 여러 의미

성립되면서 이 둘 사이에는 반드시 감정이입(感情移入, einfühlen)과

감정이출(感情移出, erfühlen)이 이루어진다. 원관념인 주지를

사실범주영역(Sachsphäre) 그리고 보조관념인 매체를

심상범주영역(Bildsphäre)이라고 한다면, 이 두 영역이 서로 분리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직유이다. 그러나 이 두 영역이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상관관계를 맺으며 일치 부합한 상태(einheit)에

들어가며, 아울러 주체(Subjekt)와 사실범주 사이에 감정이출과

감정이입이 이루어지는 비유를 은유라고 한다. 비유는 자연의 인간화

내지 자아화의 지름길을 가는 표현 기법이다. 이것을 일체화 내지

동일성의 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용직(2001) pp. 99-103.

9) “sāmyaṁ vācyamavaidharmyaṁ vākyaikya upamā

dvayoḥ.”(Sāhityadarpaṇaḥ : 10-14. p. 292).

10) 임근동(2008) p. 291.

11) “rūpakaṁ rūpitāropo viṣaye nirapahnave.”(Sāhityadarpaṇaḥ : 10-28. p.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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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가운데 브양갸는 라싸(rasa)를 인식케 하는 의미이다. 이처럼

비유 가운데 은유는 라싸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가진다.

이제 깔리다싸의 서정시에서 은유가 어떻게 라싸를 만들어내는

가를 그리고 직유와 은유가 어떻게 교직되어 나타나는 가를 알아

보기로 한다. 깔리다싸의 서정시 가운데 리뚜쌍하람은 인도의

여름부터 시작해서 봄에 이르기까지의 여섯 계절의 정경(情景)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가운데 여름을 묘사한 부분을 보기로 하자.

“밤마다 달들은 분명

하얀 저택들에

곤히 잠든

여인의 얼굴들

설레며 한참을 바라보다

밤이 스러져갈 무렵이면

부끄러운 듯

빛 창백해지네.”12)

여름이 되어 밤의 길이가 현저히 짧아진 달밤의 정경을 묘사한

부분이다.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창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은 잠이

든다. 그래서 달빛이 하얗게 회벽을 칠한 저택의 내실까지 찾아들

수 있다. 여름 달은 새벽이 되기 전부터 빛을 잃으며 사라져간다.

이러한 여름 달밤의 정경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잠든 모습을

가슴 두근거리며 밤이면 밤마다 남 몰래 바라보다 아쉬움만을 남

기고 동이 트기 전에 다시 발길을 돌리는 연정을 품은 남자의 모

습으로 중첩되어 그려진다.

여기서 원관념인 주지는 달이다. 보조관념인 매체는 남자지만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인의 얼굴들 설레며

한참을 바라보다’와 ‘부끄러운 듯 빛 창백해지네’ 라는 동사구의

12) “siteṣu harmyeṣu niśāsu yoṣitāṁ sukhaprasuptāni mukhāni candramāḥ,

vilokya nūnaṁ bhṛṣamutsukaściraṁ niśākṣaye yāti hṛyeva

pāṇḍutām.”(Ṛtusaṁhāram.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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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통해 매체가 남자임을 알 수 있다. ‘비유는 주제어 내지 주

어에 대한 서술부의 행사로 실현된다. 비유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동사형이며 활용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13) 따라서 ‘달들이 여인의

얼굴들 설레며 한참을 바라보다’와 ‘달들이 부끄러운 듯 빛 창백

해지네’는 본질적인 비유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

서의 비유는 주지에 해당되는 우빠메야(upameya)인 달에 매체에

해당되는 우빠마나(upamāna)인 남성의 활용형태가 중첩 부과 되

었으므로 은유인 우빠마이다.

주지인 달이 남성으로 인격화 되었기에 은유가 의인법을 이루

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의인화된 주지인 달이 여인들을 마음

설레며 몰래 바라보는 남성인 매체와 상호 작용하여 달은 자연물

로서의 달이라는 낱말의 일차적인 의미인 와쯔야(vācya)를 넘어

서 바람기 있는 남성을 암시하는 의미인 브양갸(vyaṁgya)를 나

타낸다. 이러한 암시의미를 통해 달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애정

(rati) 등의 상존감정(sthāyibhāva)14)을 시(詩)나 드라마 속에서

환기 시키는 감정원인(vibhāva)이 되어 라싸를 형성할 근거를 마

련케 된다. 즉, 달과 하얀 저택들에 곤히 잠든 여인들은 남성과 여

성이라는 쌍을 이루게 됨으로서 이 둘은 애정이라는 상존감정을

환기시키는 감정원인 가운데 토대(ālambhana)의 역할을 한다. 밤

이라는 시간적 분위기는 감정원인 가운데 라싸를 자극하여 불러

일으키는 자극(uddīpana)에 해당된다. 그리고 ‘부끄러운 듯 창백해

지네’라는 동사구는 감정들이 외부로 드러나 현실세계에서 결과의

형태로 나타난 것인 감정효과(anubhāva)가 된다. 아울러 ‘설레며

한참을 바라보다’에서 ‘설레며’는 애정이라는 상존감정과 더불어

나타나는 이태감정(vyabhicāribhāva)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곳에

서는 은유와 은유를 통한 의인화에 의해 애정을 상존감정으로 하

는 ‘사랑의 라싸’(śṛṁgārarasa)가 형성된다. 시적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여기서 자신 안에 깃든 애정이라는 감정이 사랑의 라

13) 김용직(2001) p. 104.

14) 상존감정에서 이하 이태감정까지 임근동(2008) p. 302. 각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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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인용된 부분에서 하얀 저택, 여인의 얼굴 그리고 달은 모두 단

수가 아닌 복수로 표현되었다. 하얀 회벽을 칠한 저택은 달이 비

추는 세상에 한 곳 뿐만이 아니라 이곳저곳 여러 장소에 현존한

다. 따라서 회벽을 칠한 저택이 아니라 저택들이라고 복수로 표현

되었으며, 모든 회벽을 칠한 저택들에는 여인이 있을 것이므로 마

찬가지로 여인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된다. 그리고 달은 하나지만

각각의 회벽을 칠한 저택들에 각각 존재하는 여인들을 비추는 달

은 그 각각의 여인들의 개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일대일로 대응되

는 관계이다. 따라서 달 역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묘사된다. 여

인들은 여기 저기 여럿이지만, 모두들 행복하게 곤히 잠든 그리고

모두가 달빛이 비추고 있는 여인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여인들은 여럿이지만 하나이다. 따라서 복수로 표현되는 여인들은

다즉일(多卽一)로서의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달

은 하나지만 각각의 여인들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인 달이 여러 개가 된다. 따라서 복수로 표현되는 달은 일즉

다(一卽多)로서의 달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달들과 여인들이 가지는 ‘다즉일일즉다’(多卽一一卽多)의

상호관계성에 의해 강화된 비유인 의인화를 통해 하나인 달이 여

러 여인들에 일대일로 밤에 대응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달은

아주 바람기 많은 남성을 나타내어 우리의 가슴 안에 깃들어 있

는 애정이라는 상존감정이 고도로 증폭된다.

상존감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상존감정인 애정이 변화되어

작품의 감상자에게 인식되는 사랑의 라싸는 더욱 강해진다. 이는

마치 우유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많은 응유(凝乳, dadhi)

가 만들어지는 관계와 같다. 따라서 비유가 강화되면 라싸역시 강

화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상존감정은

지상의 감정이요, 그 상존감정이 변화된 라싸는 천상의 감정이다.

따라서 라싸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상의 감정이 고조되면 고조될

수록 천상의 감정이 증폭되는 결과가 생긴다. 리뚜쌍하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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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많은 비유가 발견된다. 따라서 리뚜쌍하람의 비유
는 이처럼 주로 사랑의 라싸를 만들어내고 강화하기 위한 비유라

고 볼 수 있다.

깔리다싸의 또 다른 서정시인 메가두땀은 아내와 이별한 약
샤(yakṣa)의 신화를 소재로 삼은 작품이다. 작품은 약샤가 구름을

통해 자신의 소식을 아내에게 전하기 위해 구름에게 부탁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메가두땀의 후편에 나오는 비유를

예를 들어 살피기로 하자.

“다소곳 말 없는 그녀를

알아보려무나!

또 다른 나의 생명,

함께 하던

내가 멀리 있어

‘짜끄라와끼’ 새처럼

홀로 있는,

이 무거운 날들

지나는 동안

짙은 그리움에

겨울 맞은

연꽃처럼

달라진

앳된 여인의 모습

이리라.”15)

귀양살이 하는 약샤가 구름에게 자신의 소식을 고향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해주기를 부탁하던 중 구름이 자기 집을 찾은 것을

15) “tasyāḥ kiñcitkaradhṛtamiva prāptavānīraśākhaṁ hṛtvānīlaṁ

salilavasanaṁ muktarodhonitambam, prasthānaṁ te kathamapi sakhe

lambamānasya bhāvi jñātāsvādo vivṛtajaghanāṁ ko vihātuṁ

samarthaḥ.”(Meghadhūtam. Pū.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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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속에서 가정한 다음, 이제 자기 아내를 구름이 어떻게 알아

보아야 하는지를 구름에게 이야기 해주는 부분이다.

먼저 ‘다소곳 말없는 그녀’인 약샤의 아내는 원관념인 주지이며

‘또 다른 나의 생명’은 보조관념인 매체에 해당된다. 원관념 가운

데 ‘그녀’는 ‘나의 생명’과 중첩되고 ‘그녀’를 꾸며주는 형용사구인

‘다소곳 말없는’은 ‘나의 생명’을 꾸며주는 형용사구인 ‘또 다른’과

중첩된다. 따라서 단순히 명사뿐만이 아니라 형용사구까지를 포함

한 전체가 중첩되는 은유를 형성한다.

만일 각각의 형용사구인 ‘다소곳 말없는’과 ‘또 다른’이 중첩되

어 은유를 이루지 않고 있다면, 즉, 이 형용사구들이 생략된 채로

명사들만이 은유를 형성한다면, ‘그녀’는 ‘나의 생명’의 형식으로만

은유가 이루어져 식상한 은유가 된다. 즉, 비유의 강도가 약화된

다. 그리고 형용사구들도 다른 어느 한쪽은 배제된 채 은유를 형

성한다면, 이 역시 ‘다소곳 말없는 그녀’는 ‘나의 생명’ 이라거나

‘그녀’는 ‘또 다른 나의 생명’이라는 형식이 되어 생동감 없는 약한

은유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비유는 깔리다싸’라는 말에 어울리

게 ‘다소곳 말없는 그녀’는 ‘또 다른 나의 생명’이라고 하여 ‘다소

곳 말없는’을 ‘또 다른’ 이라는 형용사구와 중첩시키어 비유를 강

화하고 있다.

이 경우의 비유에서 ‘다소곳 말없는 그녀’가 아닌, 즉 ‘아주 들

뜬 그녀’는 ‘또 다른 나의 생명’이라는 은유의 의미가 성립되지 않

을까? 이러한 은유의 의미 역시 성립된다. 왜냐하면, ‘또 다른 나

의 생명’에서 ‘또 다른’ 이란 의미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것을 내

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어떠한 모습과 상태의 그녀이든

지 그녀의 모든 모습과 모든 상태는 ‘또 다른 나의 생명’이 된다.

원래 약샤는 자신의 아내인 ‘그녀’와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별해 있는 상태이다. 아내와 함께 있는 약샤인 ‘나’ 역

시 약샤인 ‘나’이며, 아내와 이별한 상태의 약샤인 ‘나’ 역시 약샤

인 ‘나’이다. 그러나 아내와 함께 있는 약샤인 ‘나’와 아내와 이별

한 상태의 약샤인 ‘나’는 그 현존재가 다른 ‘나’이다. 따라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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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 상태의 나는 서로 ‘또 다른’ ‘나’인 것이다. 결국 ‘또 다른 나’

는 ‘모든 나’가 되어 이러한 중첩 은유는 ‘또 다른 나의 생명’은

‘모든 나의 생명’을 의미하게 만든다.

그러나 ‘모든 나의 생명’은 나의 생명 전체를 강조하지만, ‘또

다른 나의 생명’은 나의 존재 모습 하나하나를 강조한다. 이것은

일대일(一對一)의 관계가 다대다(多對多)의 관계를 이루면서 일

(一)은 다시 다(多)로 연결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중첩된 은유를 통해 이러한 연결성을 지닌 존재 모습 하나 하나

가 언급됨으로써 현재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한 상태에 있는 약샤

의 현존재와 약샤의 아내의 현존재가 특별히 부각 강조되는 효과

가 생긴다. 이로써 ‘또 다른 나의 생명’은 약샤의 이별의 정한(情

恨)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는 표현임이 확인된다.

그러면, ‘다소곳 말없는 그녀’에서 ‘다소곳 말없는’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장하는 표현일까? 상기 인용한 부분에서는 이상의 은유

에 이어 두 번의 직유가 등장한다. 그중 하나는 ‘내가 멀리 있어

짜끄라와끼(cakravākī) 새처럼 홀로 있는’이며, 다른 하나는 ‘이 무

거운 날들 지나는 동안 짙은 그리움에 겨울 맞은 연꽃처럼 달라

진’이다. 이 두 경우의 직유 모두에 있어서 원관념은 생략되고 보

조관념만이 제시된다. 그러나 원관념은 제시되지 않았어도 원관념

이 바로 ‘그녀’임은 문맥을 통해 쉽사리 알 수 있다.

짜끄라와끼는 물새의 일종인데 암새로 그 수새를 짜끄라와까(c

akravāka)라고 한다. 이 새는 산스크리트 문학작품에 많이 등장하

는 새로서 낮에는 함께 어울려 늘 다정하게 같이 지내다 밤이 되

면 서로 떨어져 애타게 울부짖어 서로를 그리워하며 찾는 새이다.

따라서 ‘내가 멀리 있어 짜끄라와끼 새처럼 홀로 있는’ 그녀는 나

와 떨어져 애타게 나를 찾아 그리워하는 그녀이다. 이처럼 직유의

보조관념이 ‘다소곳 말없는 그녀’라는 앞의 은유에서의 원관념을

풀이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직유의 보조관념인 ‘이 무거운 날들 지나는

동안 짙은 그리움에 겨울 맞은 연꽃처럼 달라진’을 보기로 하자.



16 ∙ 印度哲學 제28집

여기서 무거운 날들은 이별의 고통이 주는 무게감으로 인해 힘들

게 느껴지는 날들이다. 이별의 고통으로 힘든 나날들은 짙은 그리

움 때문에 하루하루가 모두 견디기 버거운 날들이다. 그래서 그녀

의 상태는 가을 햇살 속에서 찬란하게 눈부시던 연꽃이 겨울 서

릿발에 시들어버린 연꽃처럼 생명을 잃은 상태이다. 두 번째 직유

의 이 보조관념은 앞의 첫 번째 직유의 보조관념과 마찬가지로

‘다소곳 말없는 그녀’라는 앞의 은유에서의 원관념을 풀이해주는

직유의 보조관념이다. 즉, 앞에서 제시된 은유의 원관념이 뒤에서

제시되는 두 개의 직유의 보조관념들에 의해 그 의미가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두 개의 직유의 원관념은 앞의 은유의 원관념 안에

들어 있는 ‘그녀’라는 명사이다. 이렇게 두 개의 직유의 보조관념

들은 모두가 앞의 은유의 원관념을 풀이해주고, 두 개의 직유의

원관념은 동일한 하나로 앞의 은유의 원관념 안에 들어 있다.

이처럼 두 개의 직유의 보조관념들은 모두 앞의 은유에서 사용

된 원관념의 형용사구를 풀이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다소곳이

앉아 있는’ 그녀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

러한 다(多)가 일(一)이 되는 직유와 은유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그녀는 ‘나와 떨어져 애타게 나를 찾아 그리워하며’, ‘나와의 이별

이 주는 고통의 무게 때문에 나를 그리워하며 겨울 연꽃처럼 시

들어 생명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다소곳이 앉아 있는’ 그림이 작

품 감상자에게 이미지화 된다. 이처럼 직유와 은유라는 비유의 교

직(交織)을 통해 ‘다소곳이 앉아 있는 그녀’가 주는 심상은 ‘이별이

주는 고통 속의 그리움에 겨울 연꽃처럼 생명을 잃으며 시들어

가는 그녀’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따라서 은유의 원관념이 제공하는 심상인 ‘생명이 시들어 가는

그녀’는 보조관념의 ‘또 다른 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다소곳이

앉아 있는 그녀’의 모습은 바로 ‘시들어 가는 나의 생명’의 모습으

로 중첩되어 약샤인 나와 약샤의 아내인 그녀 이 둘은 더 이상 둘

이 아닌 하나가 된다. 결국 그리움에 생명이 시들어가는 아내의

상태가 바로 약샤인 나의 상태인 것 이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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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표현되는 이별의 정한 역시 상존감정인 애정이다. 따라서 비유

에 의해 강화된 상존감정은 앞에서 살펴본 리뚜쌍하람의 경우
에서와 마찬가지로 작품의 감상자로 하여금 더욱더 강화된 사랑

의 라싸를 맛보게 한다.

이처럼 깔리다싸의 두 편의 서정시 모두에서 비유는 단순히 라

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존감정을 증폭시켜 강화된 라싸

를 형성하는 기제임이 확인된다. 이제 이러한 비유가 지닌 인도철

학적인 의미를 살펴보자.

Ⅲ. 비유의 인도철학적인 의미

위스와나타에 의하면 라싸는 “진성(眞性)이 수승하므로 말미암

아 구분 없고, 스스로 빛나며, 참 기쁨이며 순수의식, 그리고 다른

인식 대상과는 전혀 접촉이 없는, 브라흐마(brahma)를 맛봄과 친

형제인 것이다. 아울러 이 라싸는 지각을 지닌 그 어떤 이들에 의

해 자신의 모습과 다름없이 맛보게 되는 세속을 초월한 경이로운

생기이다.”16)

진성17)은 기쁨, 가벼움, 투명함, 밝음, 순수함이라는 특질을 가

진다. 진성이 수승하다는 것은 까리까(kārikā)에 대한 위스와나타

자신의 설명대로 진성이 염성과 암성을 제압하고 나타나는 것이

다.18) 염성은 고통, 근심, 충동, 움직임이라는 특질을 가지며, 암성

은 멈춤, 가림, 미혹, 무거움, 어둠이라는 특질을 가진다. 따라서

16) 임근동(2008) p. 300.

17) 진성, 염성, 암성이라는 번역어와 그 특질들에 대해서는 임근동(2008) pp.

40-41. 각주 참조.

18) “tasyodreko rajastamasī abhibhūya āvirbhāvaḥ.”(Sāhityadarpaṇaḥ,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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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이 수승한 상태인 라싸는 암성의 특질도 아울러 염성의 특질

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다. 즉, 그 어떤 고통과 근심이 없는 상태

이다. 그 어떤 고통과 근심이 없기에 ‘참 기쁨’(ānanda)이다. 투명

함과 밝음은 진성의 특질이기에 진성이 수승한 상태인 라싸는 ‘스

스로 빛나는 것’(svaprakāśa)으로 표현된다. 진성은 지성(buddhi)

과 관련되며, 진성이 수승해지면 지성이 강화되어 ‘순수한 의식’

(cinmaya)에 가까워지게 된다. 그리고 진성이 수승하여 강화된 지

성은 삼매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다른 인식대상과는 전혀 접촉이

없는 것’(vedyāntarasparśaśūnya)이라고 말해진다. 진성이 수승한

상태는 염성의 특질인 움직임도 없으며 아울러 암성의 특질인 멈

춤도 없는 상태이기에 ‘세속을 초월한 경이로운 생기’(lokottaraca

matkāraprāṇa)로 표현된다.

이제 라싸가 진성이 수승한 상태라는 것을 깔리다싸의 서정시

에 나타나는 비유가 만들어내는 사랑의 라싸의 경우를 예로 살펴

보기로 하자. 사랑의 라싸는 앞에서 본 것처럼 애정이라는 상존감

정이 변화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의 마음 안에 깃든 정서인

애정은 샹캬(Sāṁkhya)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진성, 염성, 암

성 이 모든 세 가지 성질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상존감정인 애정

은 진성의 성질인 기쁨, 가벼움, 투명함, 밝음, 순수함과 염성의 성

질인 고통, 근심, 충동, 움직임과 그리고 암성의 성질인 멈춤, 가

림, 미혹, 무거움, 어둠 모두를 가진 것이다. 지상의 현실 삶에서

사람은 누군가에게 애정을 느낄 때 어떤 때는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가벼워지기도 하고 해맑아 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하며 순

수해지기도 한다. 그러다 어느 때는 마음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근

심이 생기기도 하며, 마음이 충동하고 이리 저리 불안하게 움직이

기도 한다. 또한 어느 땐 가슴이 콱 막혀 눈앞을 가리기도 하고,

미혹에 잠겨 마음이 천근만근 한없이 무거워지기도 하며, 세상이

온통 어둡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 모든 현상들은 애정이라는 상존

감정이 세 가지 성질(guṇa)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 성질들의 우

열과 상호 동반관계에 따라 단일하게 혹은 서로 복합적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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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애정이란 상존감정은 때로는

천국을, 때로는 지옥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인도

철학의 수행론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전혀 불필요하고 없애면 없

앨수록 좋은 것이다. 그러나 깔리다싸의 서정시에 나타나는 비유

는 이러한 상존감정을 최대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상존감정

이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라싸는 강화되기 때문이다. 라싸는 앞에

서 본 것처럼 진성이 수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라싸가 최대한 강

화된다는 것은 염성과 암성은 흔적조차 없어지고 진성만이 강화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처럼 깔리다싸의 비유

는 수행에서 가장 불필요한 것이 오히려 해탈에 가장 필요한 것

으로 변화되게 만든다.19) 이제 진성이 가장 수승하면 어떠한 상태

가 되는가를 요가철학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요가수트라(1-47)는 “사유 없음이 확연해지면 영혼에 대한

해맑음이 생겨난다”20)고 말한다. 브야싸(Vyāsa)에 의하면, “부정

한 덮개의 때가 사라진, 빛을 본질로 하는 지성진성(buddhisattva)

의 염성과 암성에 의해 제압되지 않는, 아주 깨끗한, 활동하지 않

는 고요한 상태의 흐름이 확연해짐이다. 사유 없음의 삼매의 이

확연해짐이 생겨날 때, 그때에 요가행자에게 영혼에 대한 해맑음

인, 사물의 의미를 대상으로 하는, 서차에 구애되지 않는, 확 피어

남인, 반야의 빛이 생겨난다.”21) “삼매에 든 그 정신에 생겨나는

19) “애정(rati), 우스움(hāsa), 슬픔(śoka), 노여움(krodha), 열정(utsāha),

두려움(bhaya), 싫어함(jugupsā), 놀라움(vismaya), 고요함(śam)이라는

각각의 상존감정에 대응하여 “사랑(śṛṁgāra), 익살(hāsya), 애수(karuṇa),

격분(raudra), 용맹(vīra), 공포(bhayānaka), 염오(bībhatsa),

경이(adbhut), 평온(śānta) 이렇게 아홉 가지의 라싸가 존재한다.”

임근동(2008) p. 302. 따라서 애정을 비롯한 상존감정 모두가 비유를

통하여 라싸로 변화됨으로써 해탈의 방편이 된다.

20) “nirvicāravaiśāradye'dhyātmaprasādaḥ.”(YS. 1-47).

21) “aśuddhyāvaraṇamalāpetasya prakāśātmano buddhisattvasya

rajastamobhyāmanabhibhūtaḥ svacchaḥ sthitipravāho vaiśāradyam.

yadā nirvicārasya samādhervaiśāradyamidaṁ jāyate. tadā yogino

bhavatyadhyātmaprasādo bhūtārthaviṣayaḥ kramānanurodhī sphuṭ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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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 그것의 이름은 진리가 가득한 반야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

은 진실한 의미를 따르는 것으로서 진리만을 담는다.”22) ‘진리가

가득한 반야’(ṛtambharā prajñā) “그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잠재인

상(saṁskāra)은 다른 잠재인상을 방해한다.”23) 즉, “삼매반야에서

생겨난 잠재인상은 잠재인상이 일어나는 바탕을 막는다.”24) 따라

서 요가수트라(1-51)는 “그것마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되
어 씨앗이 없는 삼매가 된다”25)고 한다. 브야싸에 의하면 “장악이

끝난 정신은 독존에 연결되는 잠재인상들과 더불어 멈춘다. 그렇

게 멈추면, 영혼은 오로지 본모습에 머무는 것, 순정한 것, 홀로인

것, 해탈한 것이라고 일컬어진다.”26) 이처럼 진성이 가장 수승해

지면 ‘씨앗이 없는 삼매’(nirbīja samādhi)가 되어 해탈로 향하는

서차에 있어서 해탈의 바로 앞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앞에서 살

펴본 것처럼 깔리다싸의 서정시에서 라싸는 은유라는 비유를 통

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위스와나타의 말대로 라싸는 진성이 수승

한 상태이다. 따라서 진성이 수승한 상태인 라싸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라싸는 해탈의 바로 전단계인 ‘씨앗이 없는 삼매’에 해당된

다. 이처럼 비유인 은유는 궁극적으로 해탈을 위한 기제가 된다.

진성이 가장 수승한 것으로써 은유를 통해 얻어지는 의미에 의

해 감상자에게 인식되는 것이 라싸이다. 인식된다는 것은 샹캬철

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뿌루샤(puruṣa)의 보가(bhoga)에 해당된다.

bhoga는 어근 부즈(bhuj)에서 파생된 남성명사이다. 어근 bhuj는

prajñālokaḥ.”(VB. 1-47).

22) “tasminsamāhitacittasya yā prajñā jāyate tasyā ṛtambhareti saṁjñā

bhavati. anvarthā ca sā, satyameva bibharti.”(VB. 1-48).

23) “tajjaḥ saṁskāro'anyasaṁskārapratibandhī.”(YS. 1-50).

24) “samādhiprajñāprabhavaḥ saṁskāro vyutthānasaṁskārāśayaṁ

bādhate.”(VB. 1-50).

25) “tasyāpi nirodhe sarvanirodhānnirbījaḥ samādhiḥ.”(YS. 1-51).

26) “yasmādavasitādhikāraṁ saha kavalyabhāgīyaiḥ saṁskāraiścittaṁ

nivartate, tasminnivṛtte puruṣaḥ svarūpamātrapratiṣṭhaḥ śuddhaḥ

kevalo mukta ityucyata iti.”(VB.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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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다, 사용하다, 먹다, 먹고 마시다, 소비하다, 소유하다, 지배하

다, 경험하다, 겪다, 지내다’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파생된 남성명

사인 bhoga는 ‘즐김, 먹기, 사용, 적용, 경험, 인식, 성적향락, 소유,

재산, 임대, 이익, 즐거움, 기쁨’ 등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갖는다.

뿌루샤의 입장에서 보면 쁘라끄리띠(prakṛti)는 자신의 소유물

인 재산(sva)이다. 따라서 뿌루샤와 쁘라끄리띠의 관계는 ‘소유자

와 소유물의 관계’(svasvāmīsambandha)를 갖는다고 말해진다. 소

유물에서 소유자에게 생겨나는 것이 이익이며, 이 이익은 소유자

인 뿌루샤에게 있어서는 경험과 인식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뿌루샤는 궁극적으로 쁘라끄리띠와는 별개의 존재이기에 다시 비

유적으로 표현하면, 뿌루샤는 보가(bhoga)와 아빠와르가(apavarg

a)라는 자신의 의도(prayojana)를 성취하기 위해 쁘라끄리띠를 임

시로 빌리는 것 즉, 임대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뿌루샤가

보가를 위해 쁘라끄리띠와 관계를 맺는 것을 다시 비유적으로 표

현하면 남녀의 성적인 향락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뿌루샤가

쁘라끄리띠에 자신을 적용하는 것이고, 아울러 뿌루샤가 쁘라끄리

띠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뿌루샤가 쁘라

끄리띠를 먹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보가의 의미는 샹캬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근에서 파

생된 사전적인 모든 의미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 의미를 종합해서

말하면 맛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에서 라싸는 ‘지각을 지닌 그

어떤 이들에 의해 자신의 모습과 다름없이 맛보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스와나타는 “공덕이 있는 사람들은 요가

수행자와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라싸를 확연히 인식한다는 말처럼

그 어떤 이들에 의해서란 것은 선행(先行)하는 공덕을 지닌 이들

에 의해서”27)라고 풀이한다. 여기서 공덕(功德, puṇya)이란 무엇

을 의미하는 말일까? 라싸가 문학예술에 관련된 것이니, 아마도

여기서의 공덕은 문학예술에 대해 훈련하여 쌓아 얻은 소양인 공

27) “kaiściditi prāktanapuṇyaśālibhiḥ, yaduktam-puṇyavantaḥ pramiṇvanti

yogivadrasasantatim- iti.”(Sāhityadarpaṇaḥ,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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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그렇다면, 라싸는 지각기능을 가진 모든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 문학예술에 관련된 소양을 훈련하여 쌓

아 얻은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문학적 훈련을 쌓지 않은

사람은 은유라는 비유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의미를 온전하게 파

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전혀 문학적인 소양을 갖추지 않

은 사람들도 은유에 의해서 생성되는 의미를 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보다 더 잘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이에 대해 반

박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스와나타는 ‘공덕을 지닌 이들’ 이라

는 말 앞에 ‘선행하는’(prāktana)이라는 한정사를 가져다 놓았다.

‘선행하는’이라는 말은 ‘옛날’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이번 생이 아

닌 지난 생을 뜻한다. 따라서 반드시 이번 생에서든 아니면 지난

과거의 생에서든지 간에 문학예술적인 소양을 쌓은 사람들만이

라싸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문학예술적인 소양을

쌓은 사람들만이 ‘브라흐마를 맛봄과 친형제’(brahmāsvādasahodara)

인 라싸를 경험하는 것이다.

앞에서 위스와나타는 라싸를 경험하는 것은 브라흐마(brahma)

를 맛봄(āsvāda)과 친형제(sahodara)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

을 의미하는 말일까? 친형제(sahodara)는 동배(同腹, saha + udara)

라는 말로 태어나온 배가 같은 사람, 즉 어머니가 같은 사람이란

뜻이다. 모계사회에서 어머니가 같으면 친형제이며, 친형제는 나

와 가장 닮은 존재이다. 따라서 친형제는 가장 가깝고 가장 비슷

한 것을 뜻하는 비유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라싸는

브라흐마를 맛봄과 친형제라는 은유적인 표현의 의미는 라싸는

브라흐마를 온전히 인식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이라는 뜻이 된다.

이제 남은 것은 브라흐마이다. 여기서 브라흐마는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 바가바드기타에 따르면, 브라흐마는 “현상의 세계
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존재이기에 있음이라고도 그리고 없음이

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우주의 탄생과 우주의 소멸이라는

형식을 통해 모든 존재들이 생겨나는 모태임과 동시에 모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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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환멸(還滅)해 들어가는 윤회의 근본처소이다. 아울러 브라흐

마는 일체에 편재하며, 전지하기 때문에 지혜자체이며 또한 지혜

를 통해 파악이 가능한 존재이고, 전능하며, 인간을 비롯한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의 심장에 깃들어 있는 영혼임과 동시에 개별적

존재성을 초월한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러 개인 보편적인 인격적

영혼으로서 진성 염성 그리고 암성이라는 세 가지 성질체로 만들

어지는 현상세계를 초월함과 동시에 현상세계를 즐기고, 존재들의

생멸을 주관하는 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브라흐마와는 달리 끄리

스나(Kṛṣṇa)는 탄생과 소멸작용을 하는 우주 차원을 벗어난 존재

로서 우주의 근원인 브라흐마를 자신의 여인으로 삼아 존재들을

브라흐마에 잉태시키어 브라흐마로 하여금 우주를 창조케 하는

자이다. 이러한 끄리스나는 생사윤회의 근원인 브라흐마와는 달리

생사윤회의 차원 그 자체를 아예 벗어난 초월적인 존재이다.”28)

그리고 “브라흐마가 된 해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 슬퍼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으며, 모든 존재들에 대해 마찬가지인 그는 나

[끄리스나]에 대한 최고의 귀의를 얻는다.”29) 따라서 바가바드기
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브라흐마를 맛봄과 친형제인 라싸의 인
도철학적인 의미는 끄리스나로 나타나는 ‘지고의 뿌루샤’(puruṣottama)

가 아닌 브라흐마를 온전하게 인식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 즉

브라흐마에 대한 가장 근사치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고의 뿌루샤’(puruṣottama)로 향하는 통로

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처럼 비유의 인도철학적인 의미는 문학작

품의 감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是)와 비(非)를 넘어선 존재의

본질을 자기 자신의 본질로 최대한 경험함으로써 앞에서 확인된

샹캬와 요가철학적인 관점과 마찬가지로 지상의 양식이 천상의

양식이 되는 해탈의 길로 통(通)함이다.

28) 임근동(2006) p. 78.

29) 임근동(2006)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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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가기

깔리다싸의 서정시에서의 은유는 의인화를 만들어 내고 직유와

은유는 자주 교직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교직은 은유를 강화하며,

강화된 은유를 통해 얻어지는 낱말의 새로운 의미를 바탕으로 사

랑의 라싸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사랑의 라싸는 라

싸 가운데 최고의 라싸이다.30) 그리고 진성이 염성과 암성을 누르

고 수승하게 되는 상태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에게 형성되는

것이 라싸이다. 따라서 깔리다싸의 서정시에 나타난 비유를 통해

강화된 라싸를 작품 감상을 통해 느끼는 사람은 진성이 수승한

상태가 된다. 즉, 무종삼매의 상태에 도달한다. 요가철학에 따르

면,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차서로서 반드시 무종삼매를 얻어

야 한다. 따라서 깔리다싸의 서정시에 나타나는 비유는 궁극적으

로 해탈을 지향하기 위한 기제임을 알 수 있다. 바가바드기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문학작품의 감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是)

와 비(非)를 넘어선 존재의 본질인 브라흐마를 자기 자신의 본질

로 최대한 경험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역시 비유는 해탈의 기제

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하는데, 전혀 수행을 하지도

않고, 단지 비유가 지향하는 의미의 인식을 통해 어떻게 해탈이

가능한 가에 대해 의심이 제기되곤 한다. 여기서 비유에 의해 문

학예술의 감상자가 작품 감상을 통해 맛보는 라싸는 누구나 가능

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지적한 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가능

하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여

30) 일부 ‘평온의 라싸’(śāntarasa)가 최고의 라싸라고 하지만, 라싸는 진성이

수승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다. 평온은 진성이 지닌 여러 속성들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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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예술을 온전히 감상하기 위해서는 문학적 소양을 쌓기 위한

오랜 세월 끊임없는 노력과 다양한 인생경험이 필요하다. 문학적

소양을 쌓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요가수트라(1-14)에서 말하는
“오랜 시간 지속되며, 끊임없고, 올바른 행위를 행하는 바로 그러

한 수련이 견고한 토대가 된다”31)와 마찬가지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처럼 문학예술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은 진성, 염성, 암성 이렇

게 세 가지 성질로 이루어진 영혼의 지상의 양식을 오로지 진성

으로만 이우러진 천상의 양식으로 바꾸게 된다. 산스크리트 문학

이론에서 문학의 목적을 네 가지 인생목표(puruṣārtha)를 달성하

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여기서 또한 그 근거를 확보한다. 이

처럼 비유는 해탈을 지향한다는 인도철학적인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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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Metaphor Reflected in Kālidāsa's Lyrical

Poems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eaning of

Indian Philosophy

Lim, Geun Do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re are two lyrical poems written by Kālidāsa,

namely Meghadūtam and Ṛtusaṁhāram. Among these,

Meghadūtam shows Indian Weltanschauung(world view)

through the metaphor that everything is one. On the other

hand, Ṛtusaṁhāram expresses the essence of Indian

Mysticism through the beauty of season-changing

expressed by metaphors that ānanda equals to the

spirituality and its ultimatum which were sublated from the

profane to the sacred dialectically.

The rasa guarantees these characters through the

comparison like simile and metaphor, or the combined

weaving of simile and metaphor by personification of the

nature. The personification comes up by the metaphor, and

the metaphor was strengthen by combined weaving of

simile and metaphor. On the base of new meaning of the

words which were made through newly strengthen

metaphor, methods were ready to extract Śṛṁgārarasa.

Śṛṁgārarasa is the best among the rasas. Rasa occurs

to the person who watches art objects when sattvaguṇa

presses rajoguṇa and tamoguṇa and ascends. So sattvaguṇa

of the person who can feel rasa which was strengthened

through the metaphor reflected on Kālidāsa's lyrical po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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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ends. That is to say, he reaches nirbījasamādhi. So we

get to know the metaphors in Kālidāsa's lyrical poems is

nothing but mechanisms which are nirvana-oriented

ultimately.

If we borrow the words of Bhagavadgītā, it means

maximum experience of Brahma which is the core of all

beings and beyond the moral judgement like right or wrong

through the appreciation of literatures. Like this, the fact

that the metaphors in Kālidāsa's lyrical poems has

orientation to mokṣa shows it is very much like general

trends of Indian philosophy.

Key words: rasa, metaphor, simile, mokSa, kAlidAsa,

meghadUtam, RtusaMh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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