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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나우파니샤드 연구
__샹까라의 주석을 통한 브라흐만에 대한 고찰__

임근동*1)

Ⅰ 들어가기. Ⅱ 브라흐만. Ⅲ 브라흐만에 대한 앎.

Ⅳ 브라흐만에 대한 앎의 어려움과 과정. Ⅴ 나가기.

요약문 [주요어: 께나 우파니샤드, 샹까라, 브라흐만, 브라흐만에 대한 앎,
무명]

께나 우파니샤드는 싸마베다 계열의 딸라와까라 브라흐마나의
아홉 번째 장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브라흐마나 우파니샤드라
고도 하며, 딸라와까라 우빠니샤드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께나 우파

니샤드는 브라흐만과 브라흐만에 대한 앎 그리고 브라흐만에 대한 앎
의 어려움과 앎의 과정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다.

샹까라의 주석에 따르면 께나 우파니샤드에서 이야기하는 브라흐만
은 모든 기관의 근원, 계통적으로 연결된 ‘의식의 본모습인 빛’, 갈망을

비롯한 고통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더할 바가 없는 ‘큰 것’인 행복이다.

브라흐만에 대한 앎은 정화된 마음을 통해 브라흐만에는 그 무엇도

각기 다른 것이 없는, 바로 내가 브라흐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브

라흐만에 대한 앎인 ‘브라흐만이 자신이라는 철학’을 통해 바로 보아 모

든 인식을 바라보는 자의 상태일 때 ‘거둘 것도 물리칠 것도 없는 시선

의 본질’, 항상성, 순수 청정한 본 모습인 것, 아성(我性), 구분이 없는

상태, 그리고 단일성이 모든 존재들 안에서 얻어진다.

이러한 브라흐만에 대한 앎의 과정은 몸과 지각기관과 마음을 모아

명상함, 적정, 화제(火祭)를 비롯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정화된 사람의 순수한 정신을 통해서 본질에 대한 지혜

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브라흐만에 대한 앎의 과정은 욕망과 아

만에 젖어 무명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치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지간 인식되곤 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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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나 우파니샤드(Kena Upaniṣad)는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등을 의미하는 께나(kena)라는 말로 시작하기에 께나 우
파니샤드라고 한다. 아울러 이 우파니샤드는 싸마베다(Sāmaveda)
계열의 딸라와까라 브라흐마나(Talavakāra Brāhmaṇa)의 아홉

번째 장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브라흐마나 우파니샤드
(Brāhmaṇa Upaniṣad)라고도 하며, 딸라와까라 우빠니샤드
(Talavakāra Upaniṣad)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께나 우파니샤드는 제1장 9개의 만뜨라, 제2장 5개의
만뜨라, 제3장 12개의 만뜨라, 제4장 9개의 만뜨라로 구성되어 있

다. 제1장은 브라흐만은 무엇인가에 대한 스승과 제자의 대담, 제

2장은 브라흐만의 앎에 대한 스승과 제자의 대담, 제3장은 브라흐

만에 대한 앎의 어려움에 관한 신화, 제4장은 제3장의 신화가 이

어지면서 브라흐만에 대한 앎의 과정과 앎의 결과를 표명한다.

께나우파니샤드의 이러한 구성과 내용은 스승과 제자의 화합과
브라흐만과 하나 되기를 기원하는 ‘평온을 위한 낭송’(śāntipāṭha)

의 내용과 우파니샤드의 전체 내용이 아주 잘 부합한다.1)

1) 께나 우파니샤드의 ‘평온을 위한 낭송’(śāntipāṭha)은 1958년에 인도
뿌나(Poona)의 ‘베다 교정 기관’(Vaidika Saṁśodhana Maṇḍala)에서

간행된 교정 판본에는 없는 부분이다. 샹까라(Śaṁkara)의 산스크리트

주석본에 있는 것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옴( ),

우리 둘을 함께 보호하소서! 우리 둘을 함께 맛보게 하소서! 우리 둘이

함께 위용을 떨치리니! 우리 둘이 배운 것을 빛나게 하소서! 우리 둘은

미워하지 않으리니! 옴( )! 평온이여, 평온이여, 평온이여!”

샹까라(Śaṁkara)의 주석본에는 이 부분이 ‘평온을 위한 낭송’에 포함되어

있지만, 하리끄리스나다싸 고얀다까(Harikṛṣṇadāsa Goyandakā)의 힌디어

해석본과 라다끄리스난(S. Radhakṛṣṇan)의 영어번역본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이어지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옴( ), 내 몸의 부분들,

언어와 생기(生氣)와 눈과 귀가 충만해지길 원하노라. 모든 기관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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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나우파니샤드의 내용을 상기의 주제별로 다른 우파니샤드

의 내용과 이에 대한 샹까라의 주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아 브라흐

만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글에 인용된 부분의 번역은 1

958년 인도 뿌나(Poona)의 ‘베다 교정 기관’(Vaidika Saṁśodhana

Maṇḍala)에서 간행된 교정 판본을 저본으로 삼고, 샹까라의 산스

크리트어(Sanskrit) 주석을 위주로 의미를 맞춘다. 아울러 하리끄

리스나다싸 고얀다까(Harikṛṣṇadāsa Goyandakā)의 힌디어(Hindī)

번역, 싸뜨야브라따 씻단따랑까라(Satyavrata Siddhāntālaṃkāra)

의 힌디어 번역, 막스뮐러(F. Max Müllar)의 영어 번역, 그리고

라다크리스난(S. Radhakrishnan)의 영어 번역을 참고한다.

Ⅱ. 브라흐만

께나우파니샤드 제1장의 주제는 브라흐만이 무엇인지를 밝히
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첫 번째 만뜨라를 통해 다음처럼 질문

한다.

“무엇에 의해 마음은 고무되고 지시되어 날아다니나요?2) 무엇에

의해 임용되어 첫째인 생기(生氣)는 나아가나요?3) 무엇에 의해 고무

힘차기를 원하노라. 우파니샤드가 품은 브라흐만은 모든 것이니, 내가

브라흐만을 물리치지 않기를 원하노라. 브라흐만이 나를 물리치지 않기를

바라노라. 물리침이 없기를 바라노라. 내게 물리침이 없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우파니샤드들에 있는 진리들, 그것들이 아(我) 안에서

만족해하는 나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그것들이 나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옴( ), 평온이여, 평온이여, 평온이여!”

2) 라다끄리스난(S. Radhakṛṣṇan)은 “누구에 의해 의지를 갖고 지도 되어

마음은 대상들을 밝히나?”(By whom willed and directed does the mind

light on its objects?)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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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이 말을 하나요?4) 어떤 신이 눈과 귀를 향하게 하나요?”5)1

이 만뜨라의 의미는 샹까라(Śaṁkara)에 의하면 어떤 행위자

(kartṛ)에 의해서 고무된(iṣita), 즉, 원해진(iṣṭa), 즉, 의도된(abhipreta)

상태에서 마음(manas)이 자신의 대상(viṣaya)을 향해 가는가?’ 모

든 ‘기관의 활동’(indriyapravṛtti)에 선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prathama)인 생기(生氣, prāṇa)는 누구에 의해서 임명되어(niyuktaḥ

san) ‘자신의 활동’(svavyāpāra)을 향해 나아가는가? 누구에 의해

서 고무된, 이 소리로 나타나는 언어를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가?

그 어떤 신(deva), 즉, 그 어떤 ‘밝히는 것’(dyotanavān)이 눈과 귀

를 각각 자신의 대상(viṣaya)에 향하게 하는가? 즉, 적용시키는

가? 즉, 보내는가? 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

보는 말이다.

이에 따르면 무엇은 어떤 행위자이다. 이 행위자는 근원적인 행

위자로서 마음을 움직여 대상을 향하게 하고, 생기를 각각의 모든

기관에 적용시키어 활동하게 하고,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나

타나게 하고, 지각기관을 밝히어 지각기관이 대상으로 향하게 하

는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가 무엇이냐고 제자는 스승에게 질문하

는 것이다. 이러한 제자의 질문에 대해 스승은 만뜨라들을 통해

다음처럼 대답한다.

“귀의 귀, 마음의 마음, 말의 말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생기의 생

3) 막스 뮐러(F. Max Müllar)는 생기(生氣, prāṇa)를 호흡(breath)이라고

번역한다. ; 라다끄리스난(S. Radhakṛṣṇan)은 “누구에 의해 지정 받아, 즉,

명령을 받아 첫 번째 생명은 움직이나?”(By whom commanded does life

the first, move?)라고 번역한다. 우파니샤드에 나타나는 생기의 다양한

의미에 관해서는 임근동(2011), p.210-212 참조.

4) 라다끄리스난(S. Radhakṛṣṇan)은 “누구의 의지에 따라 사람은 이렇게

말하나?”(At whose will do (people) utter this speech?)라고 번역한다.

5) "keneṣitaṁ patati preṣitaṁ manaḥ kena prāṇaḥ prathamaḥ paraiti

yuktaḥ. keneṣitāṁ vācamimāṁ vadanti cakṣuḥ śrotraṁ ka u devo

yunakti."(Kena Upaniṣad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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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눈의 눈이다. 홀연히 벗어나,6) 현명한 이들은 이 세상에서 떠나 불

사(不死)들이 된다.”27) “언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의해 언

어가 드러난다.”8)59) “마음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

해 생각이 있다고 말들을 한다.”610)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에 의해 눈들이 본다.”711)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이 귀

가 들리는 것이다.”812) “생기로 숨 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생

기가 숨 쉬어진다. 바로 그것이 브라흐만이라고 너는 알아야 한다. 예

배하는 여기 이것은13) 아니다.”9.14)

샹까라(Śaṁkara)에 의하면 여기서 마음(manas)은 ‘내적기관’

(antaḥkaraṇa)으로 지성(buddhi)과 마음을 함께 의미한다. 생기(生

氣, prāṇa)는 코 구멍 안에 위치한 ‘내적 생기’(antaḥkaraṇaprāṇa)

의 두 활동을 동반하는 코(ghrāṇa)도 함께 의미한다. 브라흐만에

6) 라다끄리스난(S. Radhakṛṣṇan)은 ‘홀연히 벗어나’(atimucya)를 “그들의

자만이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며”(giving up [wrong notions of their

self-sufficiency])라고 해석한다.

7) "śrotrasya śrotraṁ manaso mano yadvāco ha vācaṁ sa u prāṇasya

prāṇaḥ. cakṣuṣaścakṣuratimucya dhīrāḥ pretyāsmāllokādamṛtā

bhavanti."(Kena Upaniṣad : 1. 2).

8) 하리끄리스나다싸 고얀다까(Harikṛṣṇadāsa Goyandakā)는 ‘언어에 의해서

말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의해서 언어가 말해지는 것이다. 즉, 그의

힘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능력이 있게 된다.’고 번역한다.

9) "yadvācā'nbhyuditaṁ yena vāgabhyudyate."(Kena Upaniṣad : 1. 5).

10) "yanmanasā na manute yenāhurmano matam."(Kena Upaniṣad : 1. 6).

11) "yaccakṣuṣā na paśyati yena cakṣūṁṣi paśyati."(Kena Upaniṣad : 1. 7).

12) "yacchrotreṇa na śṛṇoti yena śrotramidaṁ śrutam."(Kena Upaniṣad :

1. 8).

13) 하리끄리스나다싸 고얀다까(Harikṛṣṇadāsa Goyandakā)에 의하면

이것은(idam) 마음과 지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청각기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생기(prāṇa)들의 힘으로

활동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것, 언어를 통해서 말해질 수 있는 것이다.

14) "yatprāṇena na prāṇiti yena prāṇaḥ praṇīyate, tadeva brahma tvaṁ

viddhi nedaṁ yadidamupāsate."(Kena Upaniṣad : 1. 9). “바로 그것이

브라흐만이라고 너는 알아야 한다. 예배하는 여기 이것은 아니다.”에

해당되는 부분은 께나우파니샤드(1. 5-1. 9)에 반복되는 후렴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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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위해 언어(vāc)가 생겨난다. 즉, ‘의

식의 빛’(caitanyajyotis)에 의해서 밝혀진다, 즉, 작용된다. ‘의식의

아(我)의 빛’(caitanyātmajyotis)을 통해서 대상화(對象化)한다, 즉,

편재한다. 생기가 숨 쉬어진다는 것은 코에 의해서 냄새를 지닌

것이 대상화되는 것을 뜻한다. ‘바로 그것’(tadeva)은 ‘아(我)의 본

모습’(ātmasvarūpa)이다. ‘아의 본모습’을 너는 브라흐만이라고 알

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브라흐만은 ‘더할 바가 없는 것’

(niratiśaya), ‘큰 것’(bhūman)이라고 이름 하는 것이며, ‘큰 것’

(bṛhattva)이기 때문에 브라흐만(brahman)이라고 한다. 이것은(idam)

칭호(upādhi)의 차이에 의해서 구별되는, ‘아(我)가 아닌 자재자’

(anātmeśvara)이다. 이것에 대해 예배한다, 즉, 명상한다. 그러나

이것은 브라흐만이 아니다. 그리고 ‘홀연히 벗어나’(atimucya)는

것은 귀를 비롯한 것들의 귀 등을 ‘브라흐만의 아(我)’(brahmātman)

라고 알아 벗어나는 것, 즉, ‘귀 등에 대해 아(我)라고 생각하는 상

태’(śrotrādyātmabhāva)를 모두 버리는 것이다. ‘현명한 이’(dhīra)

들은 ‘귀 등에 대해 아라고 생각하는 상태’를 모두 버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서 떠나’(pretyāsmāllokāt)는 것은 아

들, 친구, 아내, 친지들에 대해 나의 것이라는 생각, 이기심, 친교

로 나타나는 모든 희구(希求, eṣaṇā)를 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다.

혹은 이 몸을 떠나는 것, 즉, 죽어서라는 의미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내적기관과 모든 외적기관의 근원이 브라흐

만이다. 브리하드아란야까 우파니샤드(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4. 4. 18)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처럼 말한다.

“생기의 생기, 또한, 눈의 눈, 또한, 귀의 귀, 또한, 마음의 마음을 아

는 자들, 그들은 오래되고 으뜸인15) 브라흐만을 분명 아네.”16)

15) 으뜸의 원어는 아그르야(agrya)이다. 샹까라(Śaṁkara)에 의하면

아그르야(agrya)는 어원적으로 ‘앞에, 전에, 최초에, 꼭대기에’(agre)

‘존재하는 것’(bhava)이라는 의미이다. ; 막스 뮐러(F. Max Müllar)는

아그르야(agrya)를 ‘원시의, 태고의’(primeval)라고 번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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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샹까라(Śaṁkara)의 설명에 의하면 ‘브라흐만의 힘’

(brahmaśakti)이 머물러야 눈을 비롯한 것들에 보는 것을 비롯한

능력이 존재한다. ‘아가 된’(ātmabhūta) ‘의식의 아(我)의 빛’

(caitanyātmajyotis)에 조명되어 생기(prāṇa)는 생기활동을 한다.

‘의식의 아(我)의 빛’이 없는 것들 스스로는 장작과 흙덩어리나 마

찬가지이다. 눈을 비롯한 것들의 작용을 통해 존재성을 추론하여

지각대상이 되지 않는 ‘개별적인 아’(pratyagātman)를 아는 사람

들은 오래되고 앞서 있는 브라흐만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브라흐만은 ‘의식의 아의 빛’으로 파악된다. ‘의식의 아

의 빛’과 관련하여 브리하드아란야까 우파니샤드(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4. 3. 7)는 대화를 통해 다음처럼 말한다.

“어떠한 것이 아(我)입니까?” “생기들 사이에 앎이 가득한 것, 심장

안에 있는 빛인 인아(人我), 그가 동일하게 되어 두 세상을 따라 다닙

니다. 생각하는 듯하며, 이리저리 움직이는 듯합니다. 바로 그가 꿈이

되어 이 세상을, 죽음의 형태들을 벗어납니다.”17)

이에 대한 샹까라(Śaṁkara)의 설명에 의하면 ‘앎이 가득한 것’

(vijñānamaya)은 ‘앎이 다분한 것’(vijñānaprāya)이다. 지성(buddhi)

의 앎(vijñāna)이라는 한정(限定, upādhi)과 접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어 ‘앎이 가득한 것’이라고 일컫는다. 지성의 앎에 접해야지

만 대상이 얻어지기 때문이다. ‘생기들 사이에’(prāṇeṣu) 라는 낱

라다끄리스난(S. Radhakṛṣṇan)은 ‘최초의, 본원의’(primordial)라고

번역한다.

16) "prāṇasya prāṇamuta cakṣuṣaścakṣuruta śrotrasya śrotraṁ manaso ye

mano viduḥ, te nicikyurbrahma purāṇamgryam."(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4. 4. 18)

17) "katama ātmā iti, yo'yaṁ vijñānamayaḥ prāṇeṣu hṛdyantarjotiḥ

puruṣaḥ sa samānaḥ san ubhau lokāvanusaṁcarati dhyāytīva

lelāyatīva sa hi svapno bhūtvā imaṁ lokamatikrāmati mṛtyo

rūpāṇi."(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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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는 ‘나무들 사이에 돌’처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처소격이

사용되었다. 즉, 나무들 사이에 있는 돌이 나무들과 다르듯이 ‘앎

이 가득한 것’은 생기들과는 다르다는 뜻이다. 심장(hṛd)이라는 낱

말은 연꽃형태의 살덩어리이다. 지성(buddhi)이 그곳에 있기 때문

에 심장은 지성을 뜻한다. 따라서 지성 안에 있는 빛이 아(我,

ātman)이다. 지성 안에 있다는 것은 지성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

한다. 조명(照明, avabhāsa)의 본질이기에 아를 빛(jyotis)이라고

일컫는다. 인아(人我, puruṣa)는 허공처럼 편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만한 것이다. 이러한 인아는 스스로가 ‘빛의 본질’(jyotiḥsvabhāva)

이다. 빛의 본질인 인아는 심장인 지성과 가까이 있게 되어 지성

을 닮은 것이 된다. 지성은 맑은 것이어서 ‘아의식(我意識)의 빛’

(ātmacaitanyajyotis)의 영상(影像, praticchāyā)이 된다. 그래서 분

별력이 있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지성에 대해 ‘아라는 자각’(ātmābhi-

mānabuddhi)을 가지게 된다. 이어서 지성과 가까이 연결된 마음

(manas)에 ‘의식의 현시(顯示)’(caitanyāvabhāsatā)가 있게 된다.

이어서 마음과 연결된 지각기관(indriya)들에, 이어서 바로 지각기

관(indriya)들과 연결된 몸(śarīra)에 의식의 현시가 있게 된다.

이처럼계통적으로연결되어아(我)는 ‘의식의본모습인빛’(caitanya-

svarūpajyotis)으로 모든 ‘몸과 지각기관의 집적결합’을 조명한다.

또한 지성과 동일화됨으로써 모든 것과 동일하게 된 상태에서 이

세상과 저세상을 육신을 벗고 새 육신을 받아들이며 수백 가지로

이어져 연결되는 관계를 따라 돌아다닌다. 즉, 스스로가 두 세상

을 배회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동일하게 되는 것

이 원인이 된다. 인아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에

위치한 ‘의식의 본질인 빛의 형태’로 지성을 조명하여 지성과 동

일하게 되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궁극적인 의미에 있

어서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움직이는 것도 실

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비롯한 기관들과 숨들이 움직이

면 그들을 조명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아

의 빛’(ātmajyotis)은 움직이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인아(人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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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uṣa)는 ‘꿈의 활동’(svapnavṛtti)을 비추면서 꿈의 형태가 되어

깨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을 벗어난다. 행위(karma)

와 무명(無明, avidyā) 등이 죽음(mṛtyu)이며, 몸과 기관들이 이것

의 형태들이다. ‘행위와 결과의 바탕’(kriyāphalāśraya)들을 벗어난

다는 의미이다.

앞에서 샹까라는 께나우파니샤드의 만뜨라에 대한 설명에서

브라흐만은 ‘더할 바가 없는 것’(niratiśaya), ‘큰 것’(bhūman)이라

고 이름 하는 것이며, ‘큰 것’(bṛhattva)이기 때문에 브라흐만(brah

man)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찬도그야 우파니샤드(Chān
dogya Upaniṣad; 7. 23.)는 다음처럼 말한다.

“더할 바 없음이 행복이오. 부족함에 행복은 없다오. 더할 바 없음

이 바로 행복이라오. 더할 바 없음에 대해 알도록 하시오!”18)

이에 대한 샹까라의 설명에 따르면, ‘큰 것’(bhūmā)의 동의어는

대(大, mahat), ‘더할 바 없는 것’(niratiśaya), ‘많은 것’(bahu)이다.

이것이 행복(sukha)이다. 이것보다 아래의 것들은 더할 바가 있음

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이다. 부족함에 행복은 없다. 왜냐하면, 부

족함은 많은 갈망(tṛṣṇā)의 원인이며, 갈망은 고통의 씨앗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갈망을 비롯한 고통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큰 것’

(bhūmā)은 행복이다.

18) "yo vai bhūmā tatsukhaṁ nālpe sukhamasti bhūmaiva sukhaṁ bhūmā

tveva vijijñāsitavya iti bhūmānaṁ bhagavaḥ vijijñāsa iti."(Chāndogya

Upaniṣad; 7. 23.). ‘더할 바 없음’의 원어는 부마(bhūmā)이며,

부마(bhūmā)는 부만(bhūman)의 주격단수 형태이다. 부만(bhūman)은

남성명사로 ‘아주 많은 양, 많은 수, 풍부, 부, 지고의 존재’ 등을

의미하며, 중성명사로는 ‘대지, 구역, 존재, 창조물, 다수’ 등을 의미한다. ;

막스 뮐러(F. Max Müllar)와 라다끄리스난(S. Radhakṛṣṇan)은 ‘더할 바

없음’(bhūmā)을 무한(infinite)이라고 번역한다. ; 막스 뮐러(F. Max

Müllar)는 부족함(alpa)을 유한(finite)이라고 번역한다. ; 라다끄리스난(S.

Radhakṛṣṇan)은 부족함(alpa)을 ‘작은 것[유한]’(small[finite])이라고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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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브라흐만은 ‘아의 빛’(ātmajyotis)으로써 지성과 동일하

게 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윤회하는 존재가 되며, 지성에 위치한

‘의식의 본질인 빛의 형태’로 지성을 조명하여 지성과 동일하게

되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지성을 비롯한 기관들과 숨

들이 움직이면 그들을 조명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브라흐만은 궁극적으로는 윤회하는 것도 아니며, 생각하

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브라흐만은 부족함이 없

는 것, 즉, 그 자체로 충만한 것이다. 갈망이 없는 충만함이기에

브라흐만은 기쁨(sukha), 즉, 환희(ānanda) 그자체이다.

Ⅲ. 브라흐만에 대한 앎

께나우파니샤드의 제2장에서 스승은 제자에게 브라흐만의 앎
에 대해 우선 다음처럼 말한다.

“그대가 만일 잘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대는 정말 브라흐

만의 모습을 아주 조금만 알뿐이다. 이의 것이 그대이든, 이의 것이

신들에 있는 것이든,19) 그대의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성찰해

보아야 한다.”120)

이와 관련된 샹까라(Śaṁkara)의 설명에 의하면, 앞에서 “귀의

귀, 마음의 마음, 말의 말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생기의 생기, 눈

19) “이의 것이 그대이든, 이의 것이 신들에 있는 것이든”(yadasya tvaṁ

yadasya deveṣu)에 해당되는 부분을 막스 뮐러(F. Max Müllar)는

삽입된 부분으로 보고 번역하지 않는다.

20) "yadi manyase suvedeti dabhramevāpi nūnaṁ tvaṁ vettha brahmaṇo

rūpaṁ yadasya tvaṁ yadasya deveṣvatha nu mīmāṁsyameva te

manye viditam."(Kena Upaniṣad :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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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눈이다.”(1. 2) “언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의해 언

어가 드러난다.”(1. 5) “그것은 아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또한

모르는 것 위에 있는 것이라고”(1. 4)21) 말했다. 이것을 총결하여

뒤에서 “헤아려 아는 이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것이며, 헤아려

알지 않는 이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는 것이다.”(2. 3)22)라고 말한

다. 따라서 스승이 ‘나는 잘 안다’라고 하는 제자의 지성(buddhi)

을 물리침은 적절한 것이다. 이 브라흐만 외에 브라흐만에 대해

아는 다른 존재는 없다. 그래서 ‘내가 브라흐만에 대해 잘 안다’라

는 인식(pratipatti)은 헛된 것이다. 브라흐만의 수많은 형태(rūpa)

들은 이름(nāma)과 형태로 제한되어 만들어진 것들이지, 브라흐

만 스스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의 것’(yadasya)은 브라흐

만의 형태이다. 단지 ‘몸에 관련된 제한’(adhyātmopādhi)에 의해

구분된 이 브라흐만의 형태를 제자인 그대는 조금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신과 관련된 제한’(adhidaivatopādhi)에 의해 구분된 이

브라흐만의 형태를 신들과 관련하여서도 그대는 조금 아는 것으

로 스승인 나는 여긴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마음을 비롯한 지각기관을 통해 파악함을

의미한다. 마음을 비롯한 지각기관을 통해 파악되는 대상은 이름

과 형태로 제한된 것이다. 이름과 형태로 제한되지 않으면 지각기

관의 지각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라흐만은 아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즉, 브라흐만은 지각대상이 아니며 이름과

형태로 제한되지 않은 것이다. 이름과 형태로 제한된 브라흐만은

브라흐만의 그림자에 불과한 극히 작은 부분이다. 그림자에 불과

한 브라흐만에 대해 안다는 것은 실은 브라흐만에 대해 모르는

것이며, 만일 안다고 스승이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조금 아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스승의 말에 대해 께나우파니샤드의 제2장에서 제자

21) "anyadeva tadviditādatho aviditādadhi."(Kena Upaniṣad : 1. 4).

22) "avijñātaṁ vijānatāṁ vijñātamavijānatām."(Kena Upaniṣad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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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처럼 대답한다.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제가 모른다고 알지도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

다.”223)

이에 대한 샹까라(Śaṁkara)의 설명에 의하면, 스승의 말을 들

은 제자가 외딴 곳에 앉아 명상에 들어 스승이 말한 것에 대한 의

미를 생각하고 논리로 헤아려 자기경험(svānubhava)을 하고는 스

승의 곁으로 다가와 “저는 이제 브라흐만에 대해 안다고 여깁니

다. 신들로 제한된 신에 속하는 것도 안다고 여깁니다. 어떻게 인

지 들어 보십시오.”라며 제자가 스승에게 말하는 부분이다. “저는

브라흐만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제자가 말하

자, 스승이 “그럼 너는 브라흐만을 모르느냐?”고 물었다. 이에 제

자는 “모른다고 알지는 않습니다.” ‘즉, 알기도 합니다.’ “우리 학

생들 가운데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본질적으로 아는 사람은 브라

흐만을 아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스승은 다시 다음처럼 제자에게 말한다.

“견해를 가지지 않은 자, 그에게 앎이 있는 것이다. 견해가 있는 자,

그는 모른다. 구분하여 아는 이들에게는 잘 안 알려진 것이며, 구분하

여 알지 않는 이들에게는 잘 알려진 것이다.”24)

즉, 브라흐만은 규정되지 않은 존재이다. 따라서 특정한 견해를

내면 규정하게 되어 브라흐만을 알 수 없다. 브라흐만은 일체(sar

va)이며 하나(eka)이다. 따라서 브라흐만인 것과 브라흐만이 아닌

23) "nāhaṁ manye suvedeti no na vedeti veda ca, yo nastadveda tadveda

no vedeti veda ca."(Kena Upaniṣad : 2. 3).

24) "yasyāmataṁ tasya mataṁ mataṁ yasya na veda saḥ, avijñātaṁ

vijānatāṁ vijñātamavijānatām."(Kena Upaniṣad :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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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구분하여 아는 사람들은 브라흐만을 알 수 없다. 브라흐만

은 욕망이 담박하여 마음이 비워진 상태에서야 스스로가 브라흐

만이 되어 직접지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과

지성으로 헤아리고 구분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까타우파니샤드(Kaṭha Upaniṣad; 1. 2. 9)는
다음처럼 말한다.

“아주 마음에 드는 그대여, 이 지혜는 논리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다른 이에 의해 말해져 잘 알게 되는 것이다. 진리에 확고한 그

대가 그것을 얻었으니, ‘나찌께따쓰’여, 내게 다른 질문자도 너와 같기

를 원하노라.”25)

샹까라(Śaṁkara)에 의하면 여기서 지혜(mati)는 경전에서 표명

되고 있는 아(我)에 대한 지혜이다. 논리(tarka)는 자신의 지성으

로 추론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다른 이에 의해’(anyena)는 추론을

하는 사람과는 다른, 경전에 정통한 스승에 의해라는 의미이다.

아울러 까타 우파니샤드(Kaṭha Upaniṣad; 2. 6. 10)는 다음처럼
설파한다.

“마음과 더불어 다섯 지각들이 가라앉고, 지성 또한 활동하지 않을

때, 그때의 상태를 지고의 경지라고 말하노라.”26)

샹까라(Śaṁkara)에 의하면 지각(jñāna)은 귀를 비롯한 지각기

관을 일컫는다. 지성(buddhi)은 확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형태로 제한된 대상을 파악하는 지각기관과 이름으로 제한

25) "naiṣā tarkeṇa matirāpaneyā proktānyenaiva sujñāya preṣṭha, yāṁ

tvamāpaḥ satyadhṛtirbatāsi tvādṛṃno bhūyānnaciketaḥ praṣṭā."(Kaṭha

Upaniṣad; 1. 2. 9)

26) "yadā pañcāvatiṣṭhante jñānāni manasā saha, buddhiśca na viceṣṭati

tāmāhuḥ paramāṁ gatim."(Kaṭha Upaniṣad; 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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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상을 구분하여 확정하는 마음의 기능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

가 지고의 상태라고 까타우파니샤드는 말한다.

그러나 브리하드아란야까 우파니샤드(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4. 4. 19)는 다음처럼 브라흐만에 대한 앎에 있어서 마음이 도구가

됨을 말하기도 한다.

“마음을 따라 살펴 보아야 하나니, 이곳에는 그 무엇도 각기 다른

것은 없다네. 이곳에서 각기 다른 듯이 보는 자, 그는 죽음에서 죽음

으로 이르네.”27)

이 부분에 대한 샹까라(Śaṁkara)의 설명에 의하면, 스승의 가

르침에 의해서 ‘최고의 의미에 대한 지혜’(paramārthajñāna)를 통

해 정화된 마음(manas)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게 되는

대상인 이 브라흐만에는 그 무엇도 각기 다른 것이 없다. 각기 다

름이 없음에도 무명(無明, avidyā)을 통해 각기 다른 성질을 부여

하는 자는 죽음에서 죽음을 얻는다. 궁극적인 의미에 따르면 ‘둘

이라는 것’(二元性, 二元論, dvaita)은 무명이 부여한 것일 뿐 실재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하는 ‘마음과 지성으로 헤아리고 구분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마음과 일반적인 지성

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이샤와쓰
야 우파니샤드(Īśa Upaniṣad; 4)는 다음처럼 말하기 때문이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마음보다 더 빠른 하나, 먼저 가버린 그 하나를

신(神)들은 따라잡지 못한다. 머물러 있으면서 달리는 다른 것들을 앞

지르는 하나, 그곳에서 생명의 바람은28) 움직이는 물29)을 양성(養成)

27) "manasaivānudraṣṭavyaṁ neha nānāsti kiṁcana, mṛtyoḥ sa

mṛtumāpnoti ya iha nāneva paśyati."(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4. 4.

19)

28) ‘생명의 바람’의 원어는 마따리스반(mātariśvan)이다. 샹까라(Śaṁkar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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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0)

이처럼 일반적인 마음이 브라흐만을 헤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의 마음 역시 정화된 마음이 아니라 일반적인 마음으로 파

악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까타 우파니샤드(Kaṭha Upaniṣad;
2. 6. 9)는 다음처럼 말하기 때문이다.

의하면 허공에서(mātari) 움직인다(śvayati), 그래서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의 아가 되는 것’(kriyātmaka)인 바람(vāyu)이

마따리스반(mātariśvan)이다. 원인과 결과로 생겨난 것들은 이 바람에

깃들고 이 바람에 날줄과 씨줄로 짜여 있다. 모든 세상을 ‘배정하여

마련하는 자’(vidhārayitṛ)이며 실(sūtra)이라고 이름 하는 그것이

따리스반(mātariśvan)이다. ; 니루끄따(Nirukta : 6. 26)에 의하면
마따리스반은 바람이며, 아타르바베다(Atharvaveda : 11. 4. 15)에
의하면 마따리스반은 생기(生氣, prāṇa)이다. ; 막스 뮐러(F. Max

Müllar)는 마따리스반(mātariśvan)을 ‘바람, 움직이는 영혼’(the wind, the

moving spirit)라고 해석한다. ; 라다끄리스난(S. Radhakṛṣṇan)은 ‘모든

것에 스며드는 바람’(the all-pervading air)이라고 번역한다.

29) ‘움직이는 물’의 원어는 아빠쓰(apas)이다. 아빠쓰(apas)는 중성명사로

‘일, 행위, 제사행위’ 등을 의미하며,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로

‘활동, 물, 움직이는 물’ 등을 의미한다. 샹까라(Śaṁkara)에 의하면

아빠쓰(apas)는 행위(karma), 즉 생명체들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 불의

빛과 타오름, 태양의 빛, 구름의 강우를 비롯한 특성을 배정하거나

지니게 한다. 모든 원인과 결과의 변화(vikriyā)는 ‘항상한 의식의

아(我)의 본질’(nityacaitanyātmasvarūpa)에 모든 바탕을 둔 상태에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 막스 뮐러(F. Max Müllar)는 아빠쓰(apas)를

‘힘들’(powers)이라고 번역한다. ; 라다끄리스난(S. Radhakṛṣṇan)은

‘존재들의 활약, 활동, 활동력들’(the activities of beings)이라고

해석한다.

30) "anejadekaṁ manaso javīyo nainaddevā āpnuvapūrvamarṣat,

taddhāvato'nyānatyeti tiṣṭhattasminnapo mātariśvā dadhāti."(Īśa

Upaniṣad; 4). “그곳에서 생명의 바람은 움직이는 물을

양성(養成)한다.”(tasminnapo mātariśvā dadhāti)를 막스 뮐러(F. Max

Müllar)는 ‘(바람, 움직이는 영혼)인 마따리스반(mātariśvan)이 그것에

힘들을 부여한다.’고 번역한다. ; 마따리스반(mātariśvan)은

마따리스바(mātariśvā)의 원래 낱말 형태이다. ; 라다끄리스난(S.

Radhakṛṣṇan)은 ‘그 안에서 모든 것에 깃드는 바람은 존재들의 활동들을

지탱한다.’고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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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의 모습은 시야에 머물지 않나니, 그 누구도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없노라. 가슴으로, 지혜로, 마음으로 밝혀지는 것이니,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불멸하게 되노라.”31)

이에 대한 샹까라(Śaṁkara)의 설명에 의하면 ‘가슴으로’(hṛdā)

는 ‘심장에 자리 잡은 지성에 의해서’(hṛdā hṛtsthayā buddhyā)라

는 의미이다. ‘지혜로’(manīṣā)는 확정하는 기능을 하는 지성에 의

해서라는 의미이다. ‘마음으로’(manasā)는 숙고의 형태인 올바른

관찰에 의해서 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께나우파니샤드의 제2장은 브라흐만의 앎에 대해 총
결하여 다음처럼 말한다.

“낱낱이 깨달음을 통해 알게 된 앎은 불사성(不死性)을32) 얻는다.

자기 자신으로는33) 힘을 얻고,

지혜로는 불사(不死)를34) 얻는다.4

만약 여기서 알면 진짜다.

만약 여기서 모르면 큰 낭패다.

존재들 안에서 존재들 안에서 분명하게 알아

31) "na sandṛśe tiṣṭhati rūpamasya na cakṣuṣā paśyati kaścanainam, hṛdā

manīṣā manasābhkḷptoya etadviduramṛtāste bhavanti."(Kaṭha Upaniṣad;

2. 6. 9)

32) 하리끄리스나다싸 고얀다까(Harikṛṣṇadāsa Goyandakā)는 불사성(不死性,

amṛtatva)을 ‘불사의 본 모습인 지고의 아(我)’(amṛtasvarūpa

paramātmā)라고 해석한다.

33) ‘자기 자신’의 원어는 아뜨만(ātman)이다. 아뜨만(ātman)은 남성명사로

‘영혼, 아(我), 브라흐만, 본질, 본성, 몸, 마음, 자기 자신, 지성, 생기,

형상, 태양, 불, 바람’ 등을 의미한다. ; F. Max Müllar는 여기서

아뜨만(ātman)을 자아(the Self)라고 번역한다. ; 라다끄리스난(S.

Radhakṛṣṇan)은 ‘자기 자신’(one's own self)이라고 번역한다. ;

하리끄리스나다싸 고얀다까(Harikṛṣṇadāsa Goyandakā)는 ‘내적

통제자인 지고의 아’(antaryāmī paramātmā)라고 번역한다.

34) 하리끄리스나다싸 고얀다까(Harikṛṣṇadāsa Goyandakā)는 불사(不死,

amṛta)를 ‘불사의 형태인 지고의 브라흐마인 최상의

인아(人我)’(amṛtarūpa parabrahma puruṣottama)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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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賢人)들은 이 세상을 떠나 불사(不死)들이 된다.”535)

이 부분에 대한 샹까라(Śaṁkara)의 설명에 의하면 깨달음(bod

ha)이란 낱말은 ‘지성과 관련된 인식들’(bauddhāḥ pratyayāḥ)을

일컫는다. 모든 인식(pratyaya)들을 대상으로 가지는 그러한 아

(我, ātman)가 모든 깨달음들을 깨닫는다. ‘모든 인식을 바라보는

자’(sarvapratyayadarśin)인 ‘정신력의 본모습 만인 것’(cicchaktisva-

rūpamātra)은 인식들과 더불어 인식들 안에서 차별 없이 나타난

다. 아(我, ātman)를 알기 위한 다른 입구(門, dvāra)는 없다. 따라

서 ‘각각의 인식을 향하는 아성(我性)’(pratyapratyagātmatā)을 통

해서 브라흐만에 대해 안 것일 때, 그때 그 앎(mata)은 ‘바로 보는

것’(正見, samyagdarśana)이다. ‘모든 인식을 바라보는 자의 상태’

(sarvapratyayadarśitva)일 때 ‘거둘 것도 물리칠 것도 없는 시선

의 본질’(upajananāpāyavarjitadṛksvarūpatā), 항상성(恒常性, nitya-

tva), ‘순수 청정한 본 모습인 것’(viśuddhasvarūpatva), 아성(我性,

ātmatva), ‘구분이 없는 상태’(nirviśeṣatā), 그리고 단일성(ekatva)

이모든존재들안에서얻어진다. 그래서 ‘죽음이없는상태’(amaraṇa-

bhāva)이며, ‘자신의 아’(svātman)에 ‘자리 잡는 것’(安住, avasthāna)

이며, 해탈(mokṣa)인 불사성(不死性, amṛtatva)을 얻는다.

또한 아(我, ātman)로써, 즉, 스스로의 모습으로써 힘(vīrya), 즉,

공능(功能, sāmarthya)을 얻는다. 재산과 더불어 만뜨라와 약초와

고행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힘을 죽음은 압도하지 못한다. ‘자신의

지혜’(ātmavidyā)로 만들어진 것이 힘이다. 힘은 자신이 얻는 것

이지 다른 것이 얻는 것이 아니다. 지혜(明, vidyā)는 아(我, ātman)

를 대상으로 하는 지혜이다. 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혜로써 불사

(不死, amṛta)를 얻는다. 무지(ajñāna)로 인해서 신과 인간과 짐승

35) "pratibodhaviditaṁ matamamṛtatvaṁ hi vindate, ātmanā vindate

vīryaṁ vidyayā vindate'mṛtam.4. iha cedavedīdatha satyamasti na

cedihāvedīnmahatī vinaṣṭiḥ, bhūteṣu bhūteṣu vicitya dhīrāḥ

pretyāsmāllokādamṛtā bhavanti."(Kena Upaniṣad : 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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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망령을 비롯한 윤회의 고통이 많은 생명체의 몸들 안에서 생

노사병(生老死病, janmajarāmaraṇaroga)을 얻음은 정말 괴로운 일

이다.

따라서 바로 여기서 사람의 자격으로 능력을 갖추어 만일 아

(我, ātman)를 알게 된다면, 이 사람의 생에는 진실(satya), 즉 불

멸(不滅, avināśa) 혹은 유의미함(arthavattā) 혹은 ‘진실한 상태’

(sadbhāva) 혹은 ‘궁극의 의미’(paramārthatā) 혹은 실재(satya)가

있게 된다. 그리고 만약 이곳에 살면서 아(我, ātman)를 모른다면

큰(mahatī) 낭패(vinaṣṭi)다. 즉, 길고 영원한 패망(vināśana)인 태

어남(生, janma)과 늙음(老, jarā)과 죽음(死, maraṇa)의 연속이 끊

어지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윤회의 길’(saṁsāragati)이 있게 된다.

그리고 “존재(bhūta)들 안에서 존재들 안에서”는 ‘모든 존재’(sarva-

bhūta)들 안에서 라는 의미이다. 즉, ‘움직이지 않는 것’(sthāvara)

들과 ‘움직이는 것’(cara)들 안에서 ‘하나인 것’(eka)인 ‘아의 본질’

(ātmatattva)인 브라흐만을 직접 보아 ‘나의 것’(mama)과 ‘나라는

생각’(ahambhāva)으로 나타나는 무지(無明, avidyā)의 형태인 이

세상에서 물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모든 아가 하나인 상태’(sarvāt

maikatvabhāva)인 ‘둘이 아님’(不二, advaita)에 이르러 불사(不死,

amṛta)들이 된다. 불사들이 된다는 것은 브라흐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브리하드아란야까 우파니샤드(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1. 4. 10)는 브라흐만의 앎에 대해 다음처럼 이야기한

다.

“이 브라흐만이 분명 먼저 있었다. 그는 바로 자신에 대해 ‘나는 브

라흐만이다!’라고 알았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되었다. 신들 가운데

각각 그것에 대해 깨달은 그 신은 바로 그것이 되었다. 그렇게 선인

(仙人)들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한 이것을 보면

서 옛날에 와마데바36) 선인(仙人)은 ‘나는 마누였다.37) 태양이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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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았다. 그래서 지금 또한 ‘내가 브라흐만이다!’라고 이렇게 아는

이, 그는 이 모든 것이 된다. 신들조차 그에 대해 해코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이들의38) 아(我)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다른 신에 대

해 ‘저것은 다르다. 나는 다르다!’라고 명상하는39) 이, 그는 모른다. 그

는 마치 신들의 가축과 같다. 많은 가축들이 사람에게 유용한 것이 되

듯이, 바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들에게 유용한 것이 될 뿐이

다. 한 마리의 가축을 빼앗겨도 좋지 않거늘, 하물며 많은 경우에야

오죽하겠는가? 따라서 이들에게는 인간들이 이것을 아는 그 게 달갑

지가 않다.”40)

샹까라(Śaṁkara)에 의하면 ‘높은 브라흐만’(para brahman)이

모든 상태에 도달함은 인식(vijñāna)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상태

에 도달함이 인식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브라흐만은 ‘낮은 브라

36) 와마데바(Vāmadeva)는 리그베다의 제4권의 1-41까지의 찬가와
45-48까지의 찬가를 지은 선인의 이름이다.

37) 마누(Manu)는 최초의 인간이다. ; 막스 뮐러(F. Max Müllar)는

마누(Manu)를 달(moon)이라고 해석한다.

38) 이들은 신들을 뜻한다.

39) ‘명상하다’의 원어는 우빠쓰떼(upāste)이다. 우빠쓰떼(upāste)는 ‘가까이

앉다, 섬기다, 예배하다, 다가가다, 참가하다, 기다리다, 인정하다, 궁술을

연마하다, 명상하다’ 등을 의미하는 어근 우빠쓰(upās)의 활용 형태이다.

; 막스 뮐러(F. Max Müllar)와 라다끄리스난(S. Radhakṛṣṇan)은

우빠쓰떼(upāste)를 예배하다(worships)라고 번역한다.

40) "brahma vā idamagra āsīt tadātmānamevāvet ahaṁ brahmāsmīti

tasmāttat sarvamabhavat tat yo yo devānāṁ pratyabudhyata sa eva

tadabhavat thatā ṛṣīṇāṁ thatā manuṣyāṇāṁ taddhaitat paśyan

ṛṣirvāmadevaḥ pratipede'haṁ manurabhavaṁsūryaśceti

tadidamapyetarhi ya evaṁ vedāhaṁ brahmāsmīti sa idaṁ sarvaṁ

bhavati tasya ha na devāścanābhūtyā īśate ātmā hyeṣāṁ sa bhavati

atha yo'nyāṁ devatāmupāste'nyo'sāvanyo'hamasmīti na sa veda

yathā paśurevaṁ sa devānāṁ yathā ha vai bahavaḥ paśavo

manuṣyaṁ bhuñjyuḥ evamekaikaḥ puruṣo devān bhunakti

ekasminneva paśāvādīyamāne'priyaṁ bhavati kimu bahuṣu

tasmādeṣāṁ tanna priyaṁ yadetanmanuṣyā vidyuḥ."(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1. 4. 10). 신들은 자신을 예배하던 인간이 인간 자신의 본질인

브라흐만을 알아 해탈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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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만’(brahmāpara, apara brahma)을 의미한다. 이 낮은 브라흐만

은 안에 들어와 있는 ‘창조자인 브라흐만’(sraṣṭṛ brahma)이다. 이

브라흐만에서 ‘이’(idam)는 이 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있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알기 이전부터 있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자신(ātman)은 무명(無明, avidyā)에 의해

서 부과된 특별함이 배제된 아(我, ātman)를 의미한다. 직접적으

로 “‘모든 것 안에 있는 아’(sarvāntarātman), 먹고 싶은 욕망들을

벗어난 것, ‘이러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다!’(neti neti),

‘거친 것이 아니다, 미세한 것이 아니다.’라는 등으로 나타나는 바

로 그것이 나다! 나는 윤회하는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알았다. 그리고 이처럼 앎으로써 그 브라흐만은 모든 것이 되었

다. 즉, ‘브라흐만이 아님이 부과됨’(abrahmādhyāropaṇa)을 거두

어내어 ‘브라흐만이 아님이 부과됨’의 결과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asarvatva)을 없앰으로써 모든 것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신들 가운데 자신(ātman)에 대해 앞에서 말한 대로 깨달

은 신은 아(我, ātman)인 바로 그 브라흐만이 되었다. ‘그 브라흐

만이 바로 이 자신인 나다’라고 바라봄으로써 와마데바(Vāmadeva)

라는 이름의 선인(仙人, ṛṣi)은 이것을 알았다. 즉, 그는 이 ‘브라흐

만이 자신이라는 철학’(brahmātmadarśana)에 자리 잡아 “나는 마

누였다. 태양이었다.”(ahaṁ manurabhavaṁ sūryaśca.)를 비롯한

진언(眞言, mantra)을 지었다. 브라흐만에 대해서 모르는 그 누군

가가 자신과는 다른 그 어떤 신을 섬기면, 즉, 찬송(stuti), 공경

(namaskāra), 제사(yajñya), 공양(bali), 희생(upahāra), 귀의(praṇidhāna),

정신집중(dhyāna) 등을 통해 “저것은 나와는 별개의 것으로 자신

이 아니다. 빚진 사람처럼 그에게 갚아야하는 의무가 있는 나는

다른 존재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섬기면, 그는 본질(tattva)을 모

르는 사람이다.

신(deva)은 베다문헌에서 지각기관(indriya)을 상징한다. 따라서

브라흐만은 지각기관을 벗어나 스스로가 브라흐만이 되어 직접

지각되며, 그 과정은 신들이 방해하는 것으로 지각기관들이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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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듯이 쉽지가 않다.

Ⅳ. 브라흐만에 대한 앎의 어려움과 과정

께나우파니샤드제3장과 제4장은 브라흐만에 대한 앎의 어려

움과 그 과정에 대해서 말한다. 이와 관련된 신화를 통해 제3장의

서두에서 신들에게 브라흐만이 나타난 것에 대해 다음처럼 말한

다.

“브라흐만이 신들을 위해 승리했다. 그 브라흐만의 승리에 대해 신

들은 들떴다. 그들은 이 승리는 우리들 것이라고, 이 위력은 우리들

것이라고 생각했다.1 그는 신들이 이러한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신들

앞에 나타났다. 신들은 그를 몰라보고는 이것은 어떤 영(靈)인가41) 의

아해했다.”242)

41) 영(靈)의 원어는 약샤(yakṣa)이다. 약샤(yakṣa)는 ‘존경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움직이다’ 등을 의미하는 어근 약스(yakṣ)에서 파생된 낱말로

남성명사로는 ‘부(富)의 신인 꾸베라(Kubera)의 신하로 하늘을 나는 등의

신통력을 지닌 반신반인의 존재, 영(靈)의 한 종류, 꾸베라의 이름, 예배,

멍멍이’ 등을 의미하며, 중성명사로는 ‘유령, 제사, 존경스러운 것’ 등을

의미한다. 불경에서 약샤(yakṣa)는 ‘용건(勇健), 귀(鬼), 귀신(鬼神),

상자(傷者)’ 등으로 한역(漢譯)되며, ‘야차(夜叉), 약차(藥叉), 열차(閱叉)’

등으로 음사된다. ; 샹까라(Śaṁkara)에 의하면 여기서 약샤(yakṣa)는

‘존경스러운 것’(pūjya), ‘위대한 존재’(mahadbhūta)라는 뜻이다. ;

막스뮐러(F. Max Müllar)는 여기서 약샤(yakṣa)를 신령(spirit)이라고

번역한다. ; 라다끄리스난(S. Radhakṛṣṇan) 역시 신령(spirit)이라고

번역한다. ; 하리끄리스나다싸 고얀다까(Harikṛṣṇadāsa Goyandakā)는

‘신성한 약샤’(divya yakṣa)라고 번역한다. ; 싸뜨야브라따

씻단딸랑까라(Satyavrata Siddhāntālaṁkāra)는 ‘약샤, 존경스러운 것,

위대한 것’이라고 번역한다.

42) "brahma ha devebhyo vijigye tasya ha brahmaṇo vijaye devā

amahīyanta, ta aikṣantāsmākamevāyaṁ vijayo'smākamevāya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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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한 샹까라(Śaṁkara)의 설명에 의하면 브라흐만은

‘모든 방법으로 다스리는 자’(sarvaprakāreṇa praśāstṛ), 신(deva)

들에게 있어서 또한 최고의 신, 자재자(自在者, īśvara)들의 또한

자재자, ‘알기 힘든 것’(durvijñeya), 신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원인,

악신(阿修羅, asura)들에게 있어서는 패배의 원인이다. 이러한 브

라흐만이 신들과 악신들과의 싸움에서 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

다는 의미이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sarvekṣatṛ)인 브라흐만은

모든 존재의 기관(karaṇa)을 작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들의

‘그릇된 인식’(mithyājñāna)을 알았다. 그래서 신들이 악신들처럼

헛된 자만(abhimāna) 때문에 패배할까 하는 동정심(anukampā)에

서 신들의 자만을 물리쳐주기 위해 그 신들 앞에 나타났다. 그러

나 자신의 ‘요가의 위력’(yogamāhātmya)을 통해 만들어진 희유

(稀有, adbhuta)하고 놀라운 모습으로 신들에게 나타났다.

이어지는 께나우파니샤드의 제3장의 내용에 의하면, 이와 같
이 나타난 브라흐만이 누구인지 알기위해 불의 신과 바람의 신이

차례차례 다가가 알아보았으나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마침내

신들의 왕인 인드라가 직접 알아보기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제3

장의 끝 부분들은 다음처럼 말한다.

“이제 그들은 신들의 왕인 ‘인드라’에게43) 말했다.

maheti.1. taddhaiṣāṁ vijajñau tebhyo ha prādurbabhūva tanna

vyajānata kimidaṁ yakṣamiti.2."(Kena Upaniṣad : 3. 1-2).

43) 인드라(Indra)는 남성명사로 ‘신들의 왕, 비의 신, 구름, 지배자, 왕,

오른쪽 눈의 눈동자, 다섯 가지 지각기관’ 등을 의미한다.

인드라(Indra)는 베다 최고의 신격이다. 인드라는 땅에 뿌린 곡식의

씨앗이 싹을 틔우게 하는 비를 내리는 구름을 몰고 오는 바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바람을 만들어내는 태양의 힘을 신격화 한 것이다.

비를 내리지 못하고 검게 뭉쳐있는 구름에 번개를 내려쳐 비가 내리게

하는 신의 모습으로 베다에서 자주 형상화된다. 번개를 인드라의 무기인

금강저(金剛杵, vajra)라고 한다. 불경에서 인드라(indra)를 ‘제석(帝釋),

석제환인(釋帝桓因)’이라하며 ‘왕(王), 주(主), 제(帝), 천주(天主),

제왕(帝王)’ 등으로 한역(漢譯) 된다. 불경에서 인드라(indr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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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반’44)이여, 이에 대해 당신께서 알아보십시오.

이 영(靈)이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그러리라고 대답했다.

그에게 다가가자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다.11

그는 바로 그곳 허공에 있는 한 여인에게,

아주 빛나는 히말라야의 딸45) 우마46)에게 다가갔다.

그녀에게 물었다.

“이 영(靈)은 누구인가요?”1247)

‘인달라(因達囉, 印達羅), 인타라(因陀羅)’ 등으로 음사된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우리나라 단군신화에 의거하면 인드라가 바로 환웅(桓雄)의

아버지이다. 따라서 인드라는 단군왕검(檀君王儉)의 할아버지이시다.

단군신화와 인도신화를 비교하여 볼 때 우리 한민족은 베다시대 인도

신들의 왕의 혈통이다.

44) 마가반(Maghavan)은 신들의 왕인 인드라(Indra)의 다른 이름이다.

마가(magha)는 ‘선물, 하사품, 재산, 힘’등을 의미하며 반(van)은 ‘가지고

있는 존재’를 뜻한다. 따라서 마가반(Maghavan)은 많은 선물과 하사품과

재산과 힘 등을 가지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풍요하게 베풀어 주는 신격을

의미한다.

45) ‘히말라야의 딸’의 원어는 하이마와띠(Haimavatī)이다.

샹까라(Śaṁkara)에 의하면 하이마와띠(Haimavatī)는 황금(hema)으로

만든 장신구를 걸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빛나고 있는 여인, 혹은,

‘히말라야, 히말라야의 산신’(Himavat)의 딸을 의미하는

하이마와띠(Haimavatī)이다. 하이마와띠는 모든 것을 아는

자재자(īśvara)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으리라 여기고는 그녀에게

갔다는 의미이다. ; 자재자는 쉬바(Śiva)이다. 쉬바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우주를 파괴하고 새로운 우주를 탄생하게 하는 신이다. 쉬바의 주

거처는 히말라야 산이며, 주로 히말라야 산에서 요가명상에 잠겨있다.

쉬바의 부인은 히말라야 산신의 딸이다. 히말라야를 산중의 산이라는

의미에서 산(parvata)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쉬바의 부인을 ‘산의

딸’이라는 뜻에서 빠르와띠(Pāvatī)라고 한다. ; 라다끄리스난(S.

Radhakṛṣṇan)은 “가장 아름다운 우마 히말라야의 딸”(most beautiful,

Umā, the daughter of Himavat)이라고 번역한다.

46) 우마(Umā)는 쉬바(Śiva)의 아내인 빠르와띠(Parvatī)의 다른 이름이다.

빠르와띠는 쉬바를 자신의 남편으로 얻기 위해 땅에 떨어진 나뭇잎마저

먹지 않는 등 대단한 고행을 했다. 그래서 빠르와띠(Parvatī)의 엄마가

자신의 딸이 고행을 그만두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야’(u)

‘그만’(mā)이라고 말해서 우마(Umā)라고 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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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한 샹까라(Śaṁkara)의 설명에 의하면, 인드라(Indra)

가 브라흐만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인드라에게는 신의 왕으로서의

자만심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브라흐만은 인드라의 그 강한 자만

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화조차하지 않고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인드라(indra)는 브라흐만이 사라지자 불의 신 등과는 달리 되돌

아가지 않고 그 영(靈, yakṣa)이 있던 허공으로 가서 머물러 그

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명상했다. 그러자 브라흐만은 영에 대한

인드라의 이러한 헌신을 알고는 우마(Umā)의 형태인 여인의 모

습으로 나타났다.

이어지는 제4장의 서두는 우마가 인드라에게 건네주는 말을 다

음처럼 전하고 있다.

“‘브라흐만이에요! 브라흐만의 승리에 대해 그대들은 이리 들뜬 거

예요!’ 그래서 그는 브라흐만이라고 알게 되었다.”1.48) “인드라가 브라

흐만을 아주 가까이에서 접하고, 처음으로 그가 바로 브라흐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인드라는 다른 신들보다 우월하다.”3.49)

이러한 인드라와 관련하여 아이따레야 우파니샤드(Aitareya
Upaniṣad; 1. 3. 14)는 다음처럼 말한다.

“그러므로 이단드라가 이름인데, 이단드라가 바로 정말 이름인데,

그 이단드라인 것을 드러나지 않게 인드라라고 말한다.50) 왜냐하면,

47) "athendravamabruvanmaghavannetadvijānīhi kimetadyakṣamiti tatheti

tadabhyadravattasmāttirodadhe. 11. sa tasminnevākāśe śriyamājagāma

bahuśobhamānāmumāṁ haimavatīṁ tāṁ hovāca kimetadyakṣamiti.

12."(Kena Upaniṣad : 3. 11-12).

48) "sā brahmeti hovāca brahmaṇo vā etadvijaye mahīyadhvamiti tato

haiva vidāñcakāra brahmeti."(Kena Upaniṣad : 4. 1).

49) "tasmādvā indro'titarāmivānyāndevānsa hyenannediṣṭhaṁ pasparśa sa

hyenatprathamo vidāñcakāra brahmeti."(Kena Upaniṣad : 4. 3).

50) 막스 뮐러(F. Max Müllar)는 이단드라(idandra)를 ‘이것을 보는

것’(seeing this)이라고 해석한다. ; ‘이담(이것을, idam) 드라스뜨리(보는



께나우파니샤드 연구 ∙ 129

신들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신

들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51)

이 부분에 대한 샹까라(Śaṁkara)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idam)

인 모든 것 안에 있는 브라흐만을 직접적으로 보았다고 해서 ‘지

고의 아’(paramātman)의 이름이 이단드라(idandra)이다. 자재자

(īśvara)는 세상에서 이단드라(idandra)라는 이름으로 유명하다.

가장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름을 취하는

것을 피하여 브라흐만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이단드라(idandra)를

간접적으로 인드라(indra)라고 부른다.

이러한 인드라의 브라흐만에 대한 앎에 대해 제4장은 이어서

다음처럼 말한다.

“신에 관한 것은 번개가 번쩍하는 것 같고, 눈을 감은듯하다는 것이

다.

이것이 그의 가르침이다.52)4

이제 개별적인 영혼에 관한 것이다.53)

자, draṣṭṛ)’에서 이단드라(idandra) 라는 낱말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51) "tasmādidandro nāmedandro ha vai nāma tamidandraṁ santamindra

ityācakṣate parokṣeṇa, parokṣapriyā iva hi devāḥ parokṣapriyā iva hi

devāḥ."(Aitareya Upaniṣad; 1. 3. 14).

52) 하리끄리스나다싸 고얀다까(Harikṛṣṇadāsa Goyandakā)에 의하면 신은

한 순간 번갯불처럼 우리 앞에 형태를 가지고 모습을 드러내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형태가 없는 본질로 찰나지간에

경험되고는 사라진다. 이처럼 신의 모습을 찰나지간에 직접 보거나 혹은

마음에서 신의 본질을 찰나지간에 경험한 사람은 경이로운 환희에

놀라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끊임없이 신을 보거나

경험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겨난다.

53) 막스뮐러(F. Max Müllar)는 ‘[심리적인] 몸에 관련된 브라흐만의

가르침’(the teaching of Brahman, with regard to the

body[psychological])이라고 해석한다. ; 라다끄리스난(S.

Radhakṛṣṇan)은 ‘자아에 관계된 가르침’(the teaching concern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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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이것에게 가는 것이다.

이 마음을 통해 이것을 가까이 기억하고 자주 생각한다.5

그것은 바로 ‘그것은 소망’54)이란 이름이다,

‘그것은 소망’이라고 그것을 명상해야 한다.

모든 존재들은 이와 같이 아는 자를 모두 소망한다.”6

“고행과 자제와 행위는 그것을 위한 바탕이다.55)

베다들은 모든 부분들이다.

진실은 거처이다.”56)857)

이 부분에 대한 샹까라(Śaṁkara)의 설명에 의하면, 브라흐만의

self)이라고 해석한다.

54) ‘그것은 소망’의 원어는 따드와남(tadvanam)이다. 따드와남(tadvanam)은

따뜨(tat)와 와남(vanam)이 합한 낱말이다. 따뜨(tat)는 중성명사 주격과

목적격 단수 형태로서 ‘그것’이라는 뜻이며, ‘그것’은 브라흐만을

의미한다. 와남(vanam)은 ‘존경하다, 경배하다, 돕다, 소리 내다,

종사하다, 원하다, 소유하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준비하다, 상처를 주다,

해치다’ 등을 의미하는 어근 완(van)에서 파생된 중성명사의 형태로 ‘숲,

무리, 거처, 샘, 물, 목기, 목재, 구름, 숲에서 살기, 경배, 풍부’ 등을

의미한다.

55) 막스뮐러(F. Max Müllar)는 행위(karma)를 제사(sacrifice)라고

번역하다. ; 라다끄리스난(S. Radhakṛṣṇan)은 고행을 ‘내핍,

금욕생활들’(austerities), 행위를 ‘일, 작업, 노력’(work)이라고 번역한다.

56) 막스뮐러(F. Max Müllar)는 ‘고행과 자제와 제사는 우파니샤드가 그

위에 서는 발들이다. 베다들은 그것의 모든 신체 부분들이다. 진리는

그것의 거처이다.’라고 번역한다. ; 라다끄리스난(S. Radhakṛṣṇan)은

‘베다들은 모두 그것의 구성단위들이다.’(Vedās are all its units)라고

해석한다. ; 베다의 부속학문들은 음성학(śikṣā), 운율학(chandas),

문법학(vyākaraṇa), 어원학(nirukta), 천문학(jyotiṣa), 제례학(Kalpa)

이렇게 여섯 가지이다. 이 학문들은 베다를 연구하기 위한 도구학문이다.

57) "tasyaiṣa ādeśo yadetadvidyuto vyadyutadā itīnnyamīmiṣadā३ 
ityadhidaivatam. 4. athādhyātmaṁ yadetadgacchtīva ca mano'nena

caitadupasmaratyabhīkṣṇaṁ saṁkalpaḥ. 5. taddha tadvanaṁ nāma

tadvanamityupāsitavyaṁ sa ya etadevaṁ vedābhi hainaṁ sarvāṇi

bhūtāni saṁvāñchati. 6. upaniṣadaṁ bho brūhītyuktā ta

upaniṣadbrāhmīṁ vāva ta upaniṣadamabrūmeti. 7. tasyai tapo damaḥ

karmeti pratiṣṭhā vedāḥ sarvāṁgāṇi satyamāyatanam. 8."(Kena

Upaniṣad : 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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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침(ādeśa)은 ‘비유를 통한 가르침’(upamopadeśa)이다. 브라흐

만은 자신을 번개처럼 보이고는 신들에게서 사라졌다. 번갯불이

번쩍하는 것 같다. 그리고 마치 눈을 감은 것 같다. 즉, 눈의 대상

을 비추던 빛이 사라진 것 같다. 이것이 ‘신에 대한’(adhidaivata)

브라흐만의 가르침이다. ‘영혼에 대한 것’(adhyātma)은 ‘개별적인

영혼’(pratygātman)을 대상으로 하는 가르침이다. 마음(manas)이

브라흐만인 이것에 가는 듯하다. 즉, 마음이 브라흐만을 대상화하

는 것 같다. 이를테면 수행자(sādhaka)는 마음을 통해서 이 브라

흐만을 자주 가까이 기억한다. 그리고 생각한다. 즉 브라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의 생각(saṁkalpa)이 있다. 브라흐만은 마음에

‘한정된 상태’(upādhitva)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억(smṛti)과 생각

을 비롯한 인식(pratyaya)들을 통해서 대상화되면서 현시된다. 그

래서 이것은 브라흐만의 개별적인 영혼에 대한 가르침이다.

앞에서 말하듯이 번갯불처럼 순식간 밝혀지는 속성을 가진 것

이라든지, 이처럼 마음의 인식과 동시에 나타나는 속성을 가진 것

으로 제시되는 브라흐만은 아둔한 지혜를 가진 자가 파악하는 브

라흐만이다. 왜냐하면 ‘한정되지 않은 것’(nirupādhika)인 브라흐

만은 아둔한 지혜를 가진 자들이 파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

다. 그것(tat)은 브라흐만이다. 브라흐만은 생명체들의 개별적인

영혼이 되어 바랄 것, 즐기는 것이 되기에 따드와남(tadvanam)이

라고 이름 한다. 모든 존재들은 마치 브라흐만을 희구하듯이 이와

같이 알고 명상하는 수행자를 희구한다. ‘고행은 몸과 지각기관과

마음을 모아 명상함이다.’(tapaḥ kāyendriyamanasāṁ samādhānam

.). 자제(dama)는 적정(寂靜, upaśama)이다. 행위(karma)는 화제

(火祭, agnihotra)를 비롯한 것들이다. 이것들은 앞에서 언급한 우

파니샤드를 얻기 위한 방편들이 되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정화된 사람의 순수한 정신을 통해서 본질에 대한

지혜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네 가지 베다들과 음성학(śikṣā)을 비롯한 베다의 여섯 가지 부

속학문들이 행위(karma)와 지혜(jñāna)를 밝혀주는 것이므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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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인 것’(pratiṭhātva)이다. 혹은 바탕(pratiṣṭhā)은 두 발을 의미하

기 때문에 베다들은 머리를 비롯한 다른 모든 부분들이다. 만일

이렇게 해석한다면, 베다들 이라는 낱말을 모든 부속학문들을 포

함해서 의미하는 낱말로 해석해야 한다. 진실(satya)은 말과 마음

과 몸들에 있어서 거짓과 왜곡이 없음이다. 우파니샤드는 진리

(satya)에 머물기 때문이다.

Ⅴ. 나가기

께나우파니샤드는 브라흐만과 브라흐만에 대한 앎 그리고 브
라흐만에 대한 앎의 어려움과 앎의 과정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

다. 샹까라의 주석에 따르면 께나우파니샤드에서 이야기하는 브
라흐만은 모든 내적기관과 모든 외적기관의 근원, 계통적으로 연

결된 ‘의식의 본모습인 빛’(caitanyasvarūpajyotis), 갈망을 비롯한

고통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더할 바가 없는 ‘큰 것’(bhūmā)인 행

복이다.

브라흐만에 대한 앎은 정화된 마음(manas)을 통해 브라흐만에

는 그 무엇도 각기 다른 것이 없는, 바로 내가 브라흐만이라는 것

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의미에 따르면 ‘둘이라는 것’

(dvaita)은 무명이 부여한 것일 뿐 실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 브라흐만 외에 브라흐만에 대해 아는 다른 존재는

없기 때문이다. ‘브라흐만이 자신이라는 철학’(brahmātmadarśana)

을 통해 바로 보아 ‘모든 인식을 바라보는 자의 상태’(sarvapratyaya-

darśitva)일 때 ‘거둘 것도 물리칠 것도 없는 시선의 본질’(upa-

jananāpāyavarjitadṛksvarūpatā), 항상성(nityatva), ‘순수 청정한

본 모습인 것’(viśuddhasvarūpatva), 아성(ātmatva), ‘구분이 없는

상태’(nirviśeṣatā), 그리고 단일성(ekatva)이 모든 존재들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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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다.

이러한 브라흐만에 대한 앎의 과정은 몸과 지각기관과 마음을

모아 명상함, 적정(寂靜, upaśama), 화제(火祭, agnihotra)를 비롯

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정화된 사람

의 순수한 정신을 통해서 본질에 대한 지혜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브라흐만에 대한 앎의 과정은 욕망과 아만(我慢, ahaṁkāra)

에 젖어 무명(無明, avidyā)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우

리의 삶 속에서는 마치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지간 지각되거나 인

식되곤 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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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ena Upaniṣad: A study of the Brahman

through the Commentary of Śaṁkara

Lim, Geundo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Kena Upaniṣad is the ninth chapter of the

Talavakāra Brāhmaṇa, which is affiliated with the

Sāmaveda. Thus it is also identified as the Brāhmaṇa

Upaniṣad or Talavakāra Upaniṣad. The subject matter of

the Kena Upaniṣad is comprehension of the Brahman, as

well as the difficulties and processes of comprehending the

Brahman.

According to the commentary of Śaṁkara, the Brahman

of the Kena Upaniṣad is the source of all organs and the

light that is the true form of cognition, which is

methodically connected. As the Brahman does not have any

seeds of pain, such as desire, it is also the largest, or bliss

beyond everything.

In order to know the Brahman, one needs to know that

oneself is the Brahman; i.e. one needs to know through a

pure heart that there is nothing disparate within the

Brahman. Through such recognition of the Brahman, or the

fact that knowing the Brahman is oneself, one is able to

gain a condition of viewing all perceptions, and thus also

substance of the gaze, which has nothing to save nor fear,

consistency, the pure and clear true form,

'selfness(ātmatva)', condition without differentiation, and

oneness are gained in all beings.

The process of knowing such Brahman is through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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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editating by gathering one’s body and organs and soul,

'quietude(upaśama)', or fire rites. Knowledge of the

substance is only borne to the pure mind of a person who

has been purified through such acts. Furthermore, the

process of knowing the Brahman is instantaneous, similar to

a flash of lightning, a glimpse of light that disappears from

our daily lives that is covered with the darkness(avidyā)

full of desire and conceit(ahaṁkāra).

Key Words : kena upaniSad, brahman, zaGkara,

comprehension of the Brahman, the

darkness(avid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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