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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하다란야카 우파니샤드에 나타난
브라흐마바디니(Brahmavādinī)에 대한 고찰

성청환*1)

Ⅰ서론. Ⅱ 브라만 전통의이상적여성상. Ⅲ 배우자로서의 Brahmavādinī.

Ⅳ Brahmodya에서 토론자로서의 Brahmavādinī. Ⅴ 결론.

요약문 [주요어: 브리하다란야카 우파니샤드, 브라흐마바디니, 가르기

바짜크나비, 마이트레이, 야즈냐발키야]

공식적인 철학 논쟁의 경연장인 브리하다란야카 우파니샤드의 세 번

째 칸타에서는 산스크리트 문헌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철학자라고

불리는 가르기 바짜크나비가 등장하고, 네 번째 칸타에서는 ‘브라흐마바

디니’라고 직접 지칭되고 있는 마이트레이가 등장한다.

마이트레이는 야즈냐발키야의 배우자로서 사적인 대화에서 최고의

지식을 추구하며 ‘불멸’을 염원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가르기는 철학

적 토론의 경연장에서 대론의 상대자로서 야즈냐발키야에게 형식적으로

는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기도 하며, 내용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와 관련된 질문을 한다. 그리고 야즈냐발키야의 지적 우월성을 공식적

으로 선포할 수 있을 정도의 권위와 자격을 갖추었다. 브라흐마바디니

로서 이들의 모습은 남성 중심의 브라만 사유 전통에서 이상적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배우자 내지 종속적 의미의 동반자로서의 여성

의 이미지와는 상반된다. 이들은 각각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철학적 지식을 학습한 여성이 행위의 독립된 주체로서 사유하고 활동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Ⅰ. 서론

일반적으로 종교적 의례 행위나 철학 논쟁을 기술하는 문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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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행위의 주체로서의 여성이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모습은 낯설

지 않다. 간혹 등장하는 여성은 어디까지나 논리 전개에 필수 불

가결한 도구적 장치이거나, 남성에 예속되는 역할로 한정 지워지

는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문헌 서술의 구조적 장치에

서 묘사되는 여성의 이미지는 존재감이 빈약하거나, 부정적인 측

면이 자연스럽게 강조된다.1) 대부분의 문헌이 남성에 의해서 남

성중심의 사고와 사회적 환경의 구조에서 편찬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부정적인 측면이나 수동적 역할에만 한정하여 묘사되

는 여성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

다. 브라만 전통의 인도적 사유도 이와 같은 흐름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는다. 더욱이 철학적 주제를 논의하거나 토론에서 ‘독립된

행위의 주체로서의 여성’이라는 이미지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낯설고 먼 이야기인 것처럼 여겨진다.

인도 여성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 신화에 나타

난 칼리(Kaḷī)나 두르가(Durgā) 등의 여성의 성격을 분석하거나,

또는 드라우파디(Draupadī) 등 서사문학 속의 몇몇 여성들을 예로

드는 경우는 빈번하다.2)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것은 브라만 전통

의 문헌들에서는 그와 같은 여성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 곤란함

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브라만 전통에서 철학적 논의에 여성

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동등한 ‘학습권리’의 부여가 필수적

인 전제 조건이다. 마누법전이 편찬되기 이전까지는 여성에게도

1) Wilson(1996) p.81 참조.

2) 인도신화에 나타나는 여신들의 독립적인 성격은 실재의 여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 서사 문학의 경우에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마하바라타에 등장하는 드라우파디가
브리하스파티(Brihaspati)로부터 정치를 배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독립적인 여성의 표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서사시에는 여성이 일생

동안 남성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마누법전의 기본관념도 상반된 관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단일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모호하다.

신화와 서사문학에서 나타나는 인도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주희:

김우조: 류경희(200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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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에 대한 학습기회가 주어졌으며, 여성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마누법전이 사회적 규범의 준거로 자리
매김한 이후 여성이 성전을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는 예외적인 몇

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대시기까지도 차단되었다. 비록 단편적인

자료이기는 하지만 브라만 전통의 문헌을 통하여 고대사회에서

성전을 학습한 여성의 독립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BĀU)에 등장하는 브라흐

마바디니(brahmavādinī)의 역할과 의미를 서술하고 분석한다. 여

성이라는 성별의 구분 아래 한정 지워진 행위와 사유의 범위를

넘어, 성전을 학습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개별적 행위의 주체자

로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논쟁의 영역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

는지 의미를 분석하여 여성철학자의 등장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

을 고찰한다. 또한 남성 중심의 브라만 사유 전통의 주된 흐름에

서 이상적인 여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모습은 후대에 시대와 사회

적 환경의 필요에 의해서 구축되어 유지되어 진 것이며, BĀU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는 다르게 파악될 수 있음을 밝힌다. 구

체적으로 가르기 바짜크나비(Gārgī Vācaknavī)와 마이트레이(Mai

treyī) 두 명의 여성을 중심으로, 이들이 각기 다르게 주어진 공간

과 환경에서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Ⅱ. 브라만 전통의 이상적 여성상

남성 브라만계급 중심의 힌두 전통에서 여성에 대해 보편적으

로 통용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아마도 동반자로서의 역할일

것이다. 이 경우 남성의 ‘동반자’가 지니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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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 지위와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지시 아래 예

속되는 존재를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관념으로 여성은 일생동

안 결코 스스로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꼽을 수 있

다.3) 아마도 가장 널리 인용되면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한정하

는 시각은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보호하고, 젊은시절(결혼기)

에는 남편이 보호한다. 노년에는 아들들이 보호하며, 여성은 스스

로 행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4)라는 구절로 대표될 수 있다. 이

구절은 여성이 일생동안 스스로 사유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판

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독립된 주체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 명의 여성은 인생의 일정한 주기마다 각기

다른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안내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비

록 아버지→ 남편 →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관계의 변천은 있지만,

여성이 지니는 ‘존재’ 자체의 의미는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은 시각

에 의하면 여성은 어디까지나 ‘여성의 다르마’(strīdharma)를 충실

하게 실행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지니며, 이는 곧 남성의 보

조자로서의 동반자를 의미한다.

상기의 마누법전의 구절이 내포하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함축
될 수 있다. 첫째 여성은 스스로 행위 할 수 있는 독립된 주체로

서 존중 받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보호와 지침이 반드시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스스로는 독립된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둘째 여성은 베다를 학습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여성은 인간 사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적 지식

을 학습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면, 여성에게 학

습은 허용되지 않으며, 비록 학습이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한정된, 즉 남성에 예속되는 존

3) Gautama Dharmasūtra 18.1. asvatantrā dharme strī / Olivelle(1993)

p.184 재인용.

4) Manusmṛti 9.3. pitā rakṣati kaumāre bhartā rakṣati yauvane / rakṣanti

sthavire putrā na strī svāntnatryam arhati / 동일한 내용의 게송은

Vaisiṣṭha Dhamrasūtra, Baudhāyana Dharmasūtra, Mahābhārata

등에서도 발견된다. Olivlle(1993)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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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서의 덕목을 갖추는 데에만 한정된 학습을 의미한다. 이는 곧

여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여성의 다르마’(strīdharma)

에만 한정되어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은 남성 브라만 중심의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여성에 대한 지위와 역할을 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누법전보다 훨씬 이전 문헌인 하리타(Hārīta)의 다르마수
트라(Dharmasūtra)는 여성에 대해서 이와는 전혀 다르게 정의한
다. 이 문헌에는 여성에게 베다의 학습을 허용하고 있으며, 여성

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즉 베다를 학습할 수 있는 ‘브라흐

마바디니’(brahmavādinī)와 입문의례 이후 ‘즉시 결혼하는 여성’(s

adyovadhū)이다. 브라흐마바디니는 입문 의례와 희생제의에서 불

을 유지하고, 베다를 암송하며,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청하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즉시 결혼하는 여성은 입문식 이후 결혼의

시기가 다가올 때, 적절한 형태로 그들의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

다.5)

이 문헌에 따르면 여성은 베다를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습은 단지 결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혼 후에도 지

속할 수 있는 경우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사드요바두’는 결혼이전

까지만 학습을 할 수 있는 여성을 지칭하며, 브라흐마바디니는 결

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평생 동안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여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르마수트라의 브라
흐마바디니‘(brahmavādinī)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에

게는 여성과 관련한 의무(strīdharma)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베다의 지식과 철학을 학습할 수 있는 권리가 허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dvidhā striyo brahmavādinyaḥ sadyovadhvaś ca / tatra

brahmavādinīnām upanayanam agnīndhanaṁ vedādhyayanaṁ svagṛhe

ca bhikṣācaryeti / sadyovadhūnāṁ tu upasthite vivāhe kathaṁcid

upanayanamātraṁ kṛtvā vivāhaḥ kāryaḥ / Olivelle(1993) p.18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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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이나 문헌 증거는 이후에 편찬

된 다르마사스트라나 마누법전 등과 같이 브라문 중심의 인
도 사회에 기본지침이 되는 문헌들에서는 거의 일률적으로 누락

된 채 언급되지 않는다.6) 그 원인은 아마도 인도의 문헌주석 전통

에서 암묵적 합의에 의한 의도적인 누락이거나, 최소한 주의도 기

울이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무시였다고 볼 수 있다. 편찬되어 현존

하는 문헌은 일차적으로 작성자의 의도와 목적들이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반영되게 된다. 그러므로 이상의 사례와 같은 기

본 지침서의 일률적인 무시의 경우는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환경

의 필요에 따른 편찬자의 선택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들 문헌

은 최소한 바라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두 번 태어난 사람(dvij

a)'이라고 지칭되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의 남성들을 위해

작성되고 편찬되었으며 유통되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

이다. 이후 여성에게 베다에 대한 ‘학습 권리’의 허용 문제는 시대

의 변화에 따라서 그 타당성 여부나 여성의 출생 계급과는 전혀

무관하게 논의된다. 즉 여성에게 수드라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

고, 수드라에게 학습 권리를 허용 할 것인가의 문제로 논의의 초

점이 옮겨간다.7) BĀU는 초기 인도인의 기본 지침서였던 하리타

의 다르마수트라에서 지칭하고 있는 브라흐마바디니(brahmavā
dinī)에 대한 구체적인 예증으로써 여성들이 등장한다. BĀU의 이

러한 최소한의 언급은 학습 받은 여성들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 볼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6) Olivelle(1993) p.184.

7) 시대적 환경과 문헌 주석자의 개인적 성향에 따른 여성과 수드라의

베다학습을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는 Young(2002) pp.84-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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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배우자로서의 Brahmanvādinī

우파니샤드는 종교에서 철학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후 인

도철학의 모든 핵심적인 논의의 근간을 이룬다. 오랜 시기에 걸쳐

현존 판본으로 편찬된 우파니샤드는 문헌의 방대한 분량만큼이나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BĀU는 현존하는 고전 우파니샤드

문헌 중에서도 가장 긴 분량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논의 주제의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문헌의 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8) 그런

데 BĀU에서 특이하면서도 낮선 풍경은 바로 여성 철학자의 등장

이다. 여성이 토론의 주체로 남성과 함께 철학적 진리의 문제를

논의하는 장면은 BĀU를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문헌으로 간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BĀU에는 마이트레이(Maitreyī)와 카티야야니(Kātyāyanī), 가르

기(Gārgī) 등의 여성의 이름들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

체적인 역할과 모습을 파악할 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있다.

일차적으로 문헌에 등장하는 여성들에 대하여 이들이 역사상

실재하는 인물인지, 또는 가상으로 구상된 인물인지에 대한 논의

가 일었다. 특히 가르기를 실존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인물의

지위와 역할을 곧 인도 고대 사회에서 여성 일반이 가지는 지위

와 역할로 확대해석하는 경향도 나타난다.9) 이러한 해석의 논리

8) BĀU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Madhukāṇḍa라고 이름하는 1-2과,

통상적으로 Yājñāvalkyakāṇḍa라고 지칭하는 3-4과, Khilakāṇḍa라고

지칭하는 5-6이다. Olivelle는 현존하는 BĀU 문헌은 최소한 세 번의

핵심적인 과정을 거쳐서 편찬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첫 번째 시기는

개별적 주제의 구분이나, 이야기 등을 담고 있는 구술 전통의 시기이며,

두 번째 시기는 서로 다른 시기에 세 부분이 각각 독립적으로 편찬된 후

하나로 통합되었다고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전체를 논리적 서술

구조에 따라 배열, 재배열하여 현존하는 형태로 구성되었고 밝힌다.

Lindquist(2005) pp, 109-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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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근거는 문헌에 드러나는 여성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 고대인도

사회의 역사적 사실성에 기반할 것이라는 추정에서 비롯된다. 그

러나 야즈냐발키야라는 인물의 역사적 실재성에 대한 논의가 여

전히 지속되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이들 여성의 역사적 실재성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10) 오히려 중요한 논의의 초점은 B

ĀU의 서사 구조와 논리 전개에서 여성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으

며, 이들 여성을 통하여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의미

는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그 속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지위와 역할 그 자체의 의미를 읽어 내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다.

BĀU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칸다(kāṇda)는 우파니샤드의 철학적

사유들의 핵심이 논의되고 있으며, Yājñāvalkyakāṇḍa라는 명칭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야즈냐발키야가 중심인물이다. 세 번째 칸다에

나타나는 철학적 토론(brahmodya)의 경연장은 공식적으로 공개

된 논의의 장이다. 네 번째 칸다는 자나카(Janaka) 왕 앞에서 공

식적이고 대중적인 토론을 마친 후, 야즈냐발키야가 사적인 관계

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BĀU의 네 번째 칸다

에서는 왕으로서가 아닌 야즈냐발키야의 학생으로서의 자나카와,

자나카의 스승으로서 아즈냐발키야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4.1).

그리고 뒤이어서 야즈냐발키야가 배우자인 마이트레이와의 사적

인 대화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개된다(4.5). 세 번째 칸다에서는 왕

으로서의 자나카였다면, 여기에서는 야즈냐발키야의 학생으로서

스승의 지식을 찬탄하는 모습이 그려지듯이, 점진적으로 보다 가

까운 사람과 친밀하게 토론하는 사적인 영역으로 대화의 공간이

이동한다. 이러한 흐름은 배우자인 마이트레이와의 대화에서 정점

을 이룬다.

2장의 4와 4장의 5에서 야즈냐발키야에게는 마이트레이(Maitreyī)

9) Lindquist(2008) p.406 참조.

10) 야즈냐발키야가 실재하는 인물인지 혹은 한 사람인가라는 논의는

해결되지 않은 과제이다. Lindquist(2005) pp.12-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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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카티야야니(Kātyāyanī)라고 하는 두 명의 부인이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2.4와 4.5는 동일 내용이 반복되며, 후자는 전자의 내용

을 보다 심도 있게 확장된 형태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2.4는

문단의 서두에서 야즈냐발키야가 두 명의 부인을 곁을 떠나, 출가

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계획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11) 즉,

2.4에서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는 야즈냐발키야가 자신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지 두 부인의 이름을 호칭할 때뿐이다.12) 반면

4.5의 서두에서는 두 명의 부인이 서로 다른 정형화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마이트레이는 ‘브라만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사

람’으로서 브라흐마바디니(brahmavādinī)라고 지칭되고, 카티야야니

(Kātyāyanī)는 ‘단지 여성에 관한 지식만’(strīprajñaiva)을 소유하

고 있을 뿐이라고 서술한다.13)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이 갖는 의미는 여성이라는 성별의

범주(gender matter) 내에서도 타당한 유형의 지식이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는 분기점을 제공한다. 여성에게 지식은 가정, 즉

사적인 영역에서 한정된 것과, 사회 내지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분할 수 있다. 이는 곧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지식뿐만 아니라, 종교나 철학적 문제에 관련된 지식을 학습하

고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분명히 한다. 이 두 가지 지식이 상

호 배타적인지의 여부는 분명하게 서술되고 있지 않지만, 문헌 자

체 내에서의 구분은 최소한 상호 배제적이다. 카티야야니는 ‘strīp

11) Brereton을 비롯한 몇 몇 학자들은 야즈냐발키야의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는 상태라고도 해석한다. 야즈냐발키야가 육체적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감지하고, ‘불멸’에 관한 논의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는 전후의

문맥상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 해석일 수도 있다. Lindquist(2008) p.420

참조.

12) Olivelle(1998) p.67.

13) BĀU 4.5.1. atha ha yājñavalkyasya dve bhārye babhūvatur maitreyī

ca kātyāyanī ca / tayor ha maitreyī brahmavādinī babhūva /

strīprajñaiva tarhi kātyāyanī / Olivelle(1998) p.1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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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jñā’ 이외에는 어떤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

으며, 여기에는 동시에 마이트레이의 ‘strīprajñā’에 대한 무관심이

함축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이트레이는 최소한

평범한 일반적인 여성으로서 ‘여성의 다르마’(strīdharma)에만 충

실한 것은 아니다.

‘브라흐마바디니’로서 마이트레이가 지니는 위치와 역할은 다른

남성들과 관계에서가 아니라 또 다른 부인인 카티야야니와 관계

에서 드러난다. 이 이야기의 서술 구조는 두 부인 사이에서의 ‘재

산 분배’와 관련된다. 카티야야니는 strīprajñā로 한정됨으로써, 분

명히 일상 세계에서 ‘평균적인’ 여성과 동일시된다.14) 이것이 함축

하는 바는 그녀가 물질적인 부의 안정, 혹은 야즈냐발키야에 의해

부여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 마이트레이를 ‘브라흐마바디니’라고 지칭함으로써 그녀

가 물질적인 부나 번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사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마이트레이는 만약 그녀

가 세상의 모든 부를 소유한다면, 이것이 ‘불멸(amṛtā)’을 가능하

게 해 주는지 아닌지를 묻고,15) 야즈냐발키야로부터 그것은 오직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뿐이지 재물로는 결코 불멸에 이르지

못한다는 대답을 듣는다.16) 이에 대하여 마이트레이는 불멸로 인

도하지 못하는 물질적 부의 무용함을 지적하면서, 야즈냐발키야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 해 줄 것을 간청한다.17)

불멸에 대한 지식을 궁금해 하는 마이트레이의 질문에서 질문

의 주체는 여성이지만, 여성의 역할에 한정된 문제에 어떠한 관심

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묘사됨으로서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의

14) Lindquist(2008) pp.420-421.

15) BĀU 4.5.3. yan nu ma iyaṁ bhagoḥ sarvā pṛthivī vittena pūrṇa syāt

syāṁ nv ahaṁ tenāmṛtaho neti / Olivelle(1998) p.126. 17-18.

16) BĀU 4.5.3 yathaivopakaraṇavatāṁ jīvitaṁ tathaiva te jīvitaṁ syāt /

amṛtatvasya tu nāśāsti vitteneti / Olivelle(1998) p.126. 19-20.

17) BĀU 4.5.4 yenāhaṁ nāmṛtā syāṁ kim ahaṁ tena kuryām / yad eva

bhagavān veda tad eva me brūhīti / Olivelle(1998) p.1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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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에서 벗어난 인간 보편의 모습을 보인다. 물질적 부 대신에

지식을 원하는 마이트레이는 평범한 부인으로서의 역할에 만족하

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지식인 ‘불멸’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

는 사람임을 의미한다.18) 이는 역으로 마이트레이가 불멸에 대한

질문과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논리이다. 곧 마이트레이는 철학적 진리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만큼 충분히 학습되어진 사람임을 의미한

다.

‘브라흐마바디니’라고 지칭되는 마이트레이가 불멸에 관해서 질

문하는 이 장면은 ‘불멸’(amṛtā)이라는 여성형 형용사가 구체적

현실에서 실재하는 여성과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는 첫 번째 경우

이다.19) 이는 여성이 어떻게 불멸에 이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며,

여성은 개별적인 학습 권리를 소유한 독립된 주체이며, 단지 남성

의 배우자로서 종속된 동반자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베다

희생제의에서 보여주듯이, 만약 부인이 남편의 불멸에 동반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마이트레이는 불멸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할 이

유가 없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불멸을 획득한다면, 그녀도 또한

배우자로서 자동적으로 불멸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

기에서 드러나는 불멸에 이르는 길은 베다에서 요구하는 희생제

의가 아니라, 쉽게 얻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불멸의 마이트레이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부가 필

요한 것이 아니라, 야즈냐발키야가 알고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한

다. 여성이 해탈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인도 철학에서 윤회와

연관하여 분명하게 논의 되고 있지는 않다.20) 그러나 마이트레이

18) Lindquist(2008) p.422. Doniger도 야즈냐발키아의 부인은 평범한 부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과 불멸을 논하는 사람으로 이분화된다고

분석한다. Doniger(2000) 참조.

19) Olivelle(1997) p.440.

20) Olivelle는 BĀU 이외에 Śatapatha Brāhmaṇa에서 부분적으로 여성의

해탈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Olivelle(1997) pp.440-441 참조.

42 ∙ 印度哲學 제33집

의 질문은 최소한 여성도 보편적 인간으로서 불멸을 열망하고 있

으며 그와 관련된 논의에 참여 하고 있음을 예시한다.

야즈냐발키야와 마이트레이의 대화는 사적인 대화의 정점이다.

가장 위협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은 바로 부인이

며, 대답하는 사람은 남편이다. 비록 마이트레이가 공식적인 논쟁

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증거는 없을지라도 그녀는 철학적 문제에

매우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마이

트레이는 야즈냐발키야의 지식을 수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것은 결혼 후에도 학습을 계속할 수 있다는 브라흐마바디니에 대

한 구체적 예증이다. 브라흐마바디니로서, 세상의 진리를 추구하

는 마이트레이는 사적인 영역에서 여성이며 배우자이지만, 카티야

야니와 선명하게 구분된다. 철학적 논의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야즈냐발키야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

론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BĀU에 드러난 마이트레이의 모습은

의존적 배우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독립된 행위자이다.

Ⅳ. Brahmodya에서 토론자로서의 Brahmavādinī

BĀU의 세 번째 칸다는 자나카(Janaka)왕 앞에서 펼쳐지는 철

학적 토론의 경연(brahmodya)에 관한 이야기(narrative)이다. 희

생제의를 행한 후에, 자나카 왕은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브라흐만

(brahmiṣṭha)에게 각각 뿔에 10개의 금 동전으로 장식되어 있는

천 마리의 소를 주겠다고 약속한다.21) 경연으로 이루어진 세 번째

칸다는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명의 질문자에 대한 야즈냐

21) BĀU 3.1.1. sa ha gavāṁ sahasram avarurodha / daśadaśa pādā

ekaikasyāḥ śṛṅgayor ābaddhā babhūvuḥ / Olivelle(1998) p.7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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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키야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체가 하나의 긴 이야기 구조

이다. 각각의 장은 정형화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두는 질

문자가 묻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문장은 그 질문자가 침묵하

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22)

3.1장은 아쉬발라(Aśvala)가 희생제의의 의미를 묻는 것으로 시

작한다. 2장은 자라트카루(Jaratkāru)의 아들인 아르타바가(Ārtab

hāga)가 인식의 본질, 즉 인식 주체와 대상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

하며, 마지막은 죽음에 대한 질문으로 마무리한다. 세 번째 질문

은 부쥬(Bhujyu)의 희생제의를 행한 사람들이 돌아가는 곳(kva p

ārikṣitā abhavan)은 어디인지, 즉 신성(神聖)에 대한 질문이다. 이

어서 4장에서는 짜크라(Cakra)의 아들 우사스타(Uṣasta)가 브라

흐만에 대해서 질문하고, 야즈냐발키야는 모든 것에 내재하는 것

이 아트만이라고 설명한다. 이어서 다섯 번째 질문자로 나선 카호다

(Kahoḍa)는 모든 것에 내재하는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브라흐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23)

여섯 번째 질문자는 가르기이다. 가르기는 이 토론의 경연에서

참여하는 유일한 여성일 뿐만 아니라 두 번 질문하는 유일한 사

람이다. 그는 6장과 8에서 각각 야즈냐발키야에게 질문한다. 먼저

6장의 서두에서 가르기는 직물과 싸개가 의례에서 사용되었던 이

미지를 차용하여 질문을 시작한다. “이 세상은 물에 기초하여, 가

로 세로로 짜여 있으니, 그러면 물은 무엇에 기초하여 짜여 있는

가?” 라고 질문하고, 야즈냐발키야는 ‘바람’이라고 대답한다. 이어

서 가르기의 질문은 ‘바람’은 무엇에 기초하는가라고 묻고, ‘허공’

이라고 답하면 허공은 무엇에 기초하는가라고 되물으며, 계속해서

허공은 ‘간다르바의 세계’라고 답하고, 간다르바는 태양에, 태양은

달의 세계들 위에, 달은 별의 세계위에, 별은 신들의 세계에, 신들

은 인드라의 세계 위에라고 하는 질문과 대답이 이어진다. 이것은

22) 1장부터 9장까지 모두 첫 문장은 ‘atha hainam X papraccha’로 시작하고

마지막 문장은 ‘tatho X upararāma ’로 끝을 맺는 구조이다.

23) Findly(1985)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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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기가 결과에서 원인을 소급하는 질문(regressive question)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 대답을 유도해내는 과정이다.24)

마침내, 야즈냐발키야가 인드라의 세계들은 프라자파티(prajāpa

ti)의 세계들에 기초해 있다고 대답한 후, 가르기는 프라자파티의

세계는 무엇에 기초해 있는가라고 질문하여, 브라만의 세계 위에

기초해 있다는 답을 듣는다.25) 이어지는 가르기의 질문은 “그렇다

면 브라만의 세계는 무엇에 기초하는가?”이다.26) 꼬리에 꼬리를

무는 끝나지 않을 듯한 동일 형식의 반복되는 질문은 마침내 야

즈냐발키야의 “가르기여!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말라. 너의 머리

는 부셔질 것이다”라는 저지로 끝을 맺는다.27) 이어서 야즈냐발키

야는 “그대는 질문해서는 안 되는 신성(神聖)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묻고 있다. 가르기여! 더 이상 질문 하지 말라”는 경고에 가까운

훈시를 하고 가르기의 침묵으로 첫 번째 질문은 종결된다.28)

야즈나발키야의 조롱에 가까운 훈계와 가르기의 침묵으로 끝나

는 가르기의 첫 번째 질문 부분은 외견상 가르기가 경쟁자로서의

24) BĀU 3.6.1. atha hainaṁ gārgī vācaknavī papraccha/ yājñavalkyeti

hovāca/ yad idaṁ sarvam apsv otaṁ ca protaṁ ca kasmin nu khalv

āpa otāś ca protāś ceti/ vāyau gārgīti/ kasmin nu khalum vāyur otaś

ca protaś ceti/ antarikṣalokeṣu gārgīti / kasmin nu khalu

gandharvalokā otāś ca protāś ceti / ādityalokesu gārgīti / kasmin nu

khalv ādityalokā otāś ca protaś ceti / candralokeṣu gārgīti / kasmin

nu khalu candralokā otāś ca protāś ceti/ nakṣatralokeṣu gārgīti /

kasmin nu khalu nakṣatralokā otāś ca protāś ceti / devalokeṣu gārgīti

/ kasmin nu khalu devalokā otāś ca protāś ceti / indralokeṣu gārgīti /

Olivelle(1998) p.84. 1-9.

25) BĀU 3.6.1. kasmin nu khalv indralokā otāś ca protāś ceti /

prajāpatilokeṣu gārgīti / kasmin nu khalum prajāpatilokā otāś ca

protāś ceti / brahmalokeṣu gārgīti / Olivelle(1998) p.84. 10-11.

26) BĀU 3.6.1. kasmin nu khalum brahmalokā otāś ca protāś ceti /

Olivelle(1998) p.84. 12.

27) BĀU 3.6.1. sa hovāca gārgi mātiprākṣīḥ / mā te mūrdhā vyapaptat/

Olivelle(1998) p.84. 13.

28) BĀU 3.6.1. anatipraśnyāṁ vai devatām atipṛcchasi / gārgi mātiprākṣīr

iti / tato ha gārgī vācaknavy upararāma / Olivelle(1998) p.84. 13-14.



브리하다란야카 우파니샤드에 나타난 Brahmavādinī에 대한 고찰 ∙ 45

권의는 물론이고, 토론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한다. 먼저, 질문의 앞부분은

야즈냐발키야가 가르기를 매우 손쉬운 상대자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한 인상을 준다고 풀이 할 수도 있다.29) 그러나 가르기를 조롱

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야즈냐발키야의 행동은 토론에서

나타나는 공격적인 측면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그녀가

여성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시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야즈

냐발키야의 이러한 태도는 샤칼야(Śākalya)의 아들 비다그다(Vida

gdha)와의 토론(3.9.26)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30)

한편으로는 ‘mātiprākṣīḥ’라는 구절을 단어의 의미 그대로 ‘넘어

서는 것을 묻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야즈냐발키야는 가르기

가 그 자신의 지식의 범위를 넘어선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

고 훈계한 것 일 수도 있다. 이러한 풀이는 가르기 바로 다음에

질문하는 우달라카(Uddālaka)의 경우 그가 제기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거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31)

상카라(Śaṅkara)는 ‘신성의 본성’은 오직 āgama(oral instruction)

를 통하여서만 알려지는 것이며, 추론을 통하여 알려지는 것은 아

니라고 전제하면서 ‘atiprākṣīḥ’를 자신의 지식의 범위를 벗어난

물음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의 방식을 벗어난 것’(nyāyaprakāram

atītya)으로 해석한다.32) 적절하지 못한 질문 방식이라고 하는 것

29) Black(2007) p.84.

30) Black(2007) p.147 참조.

31) Black(2007) p.147 참조. Insler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Witzel(1987)는

‘부셔진 머리’는 질문자가 그 자신의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서 질문을 할

경우에 필수적으로 초래되는 결과라고 지적한다.

32) mātiprākṣīḥ svaṁ nyāyaprakāram atītya āgamena praṣṭavyāṁ

devatām anumānena mā prākṣīr ity arthaḥ(3.6) Mādhavānanda(1965)

p.524.

상카라 시대에는 여성이 베다를 학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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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밀스럽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전해지는 최고의 지식을 가

르기는 오직 논리적 추론을 통하여 알려고 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세상의 근원인 ‘제일 원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가르기의 지적 호기심에 대하여, 야즈냐발키야는 ‘모든 것의 근원

인 제일 원리의 근원’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즉

브라만은 세상의 근원이므로, 브라만의 근원에 대한 질문은 야즈

냐발키야의 시각에서는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질문이다. 그

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최소한 야즈냐발키야가 이 부분에서

가르기를 세상의 ‘제일 근원’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질문을

하는 대론자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르기의 첫 번째 질문이 지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비록 적절

하지 못한 질문형식이라고 할지라도 질문 그 자체가 논의의 주제

를 전환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33) 가르기가 질문을 하기 이전

까지 BĀU의 세 번째 칸다는 두 가지 주제가 논의되었다. 3.1에서

3.3까지는 희생제의와 죽음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고, 3.4와 3.

5에서는 아트만의 본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6장에서 가르기가

브라흐만의 본성, 근원에 관하여 질문함으로써 전체의 논의 주제

를 전환시키고 있다. 이는 이후에 계속해서 브라흐만에 대해서 지

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우파니샤드 철학

의 핵심 사상과 연관하여 고려해 보면, 이 질문은 BĀU 전체를 통

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한다.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

한다면, 가르기의 첫 번째 질문은 브라흐만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

상카라는 BĀU의 주석에서 마이트레이와 가르기가 등장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그들이 ‘여성’이라는 것에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brahmavādinī의 베다 학습권이나 철학적 토론에의 참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심도 표명하지 않았다. 또 한편 상카라는 BĀU 6.4.17에서

paṇḍitā(학자)인 딸이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paṇḍitā를 ‘가정의 일에 능숙한 딸’이라고 주석하고 있다. Findly(1985)

p.56 참조.

33) Lindquist(2008) pp.4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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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34) 한편으로는 ‘부셔진 머리’

라는 비유는 단순히 무한 반복되는 질문을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논의 그 자체를 종결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으

며, 가르기는 단순히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고도 풀이될 수

있다.35)

이러한 해석을 긍정적으로 풀이한다면, 가르기의 질문 양태는

기존의 정형화된 문답의 형식을 과감하게 거부하는 새로운 시도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떠한 해석과 유추의 경우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가르기의 첫 번째 질문의 형식과 내용이 새롭고

도전적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 형식에서 벗어난 질문 형태

를 통하여, 가르기는 단순히 토론에 참가한 한명의 토론자나 유일

한 여성이 아니라 익숙함을 거부하고 새로움을 도입한 의미 있는

참가자라고 할 수 있다.

가르기의 침묵 이후에, 아루나(āruṇa)의 아들 웃달라카(uddālaka)

의 질문이 이어진다. 그는 어떤 부분에서는 스승 야즈냐발키야를

뛰어 넘는 것으로 묘사된다고 볼 수 있다. 야즈냐발키야는 그를

가르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낮추어 보지는 않는다.36) 웃달라카는

야즈나발키야가 가르기의 반복되는 질문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사

용하였던 ‘머리가 부셔질 것’이라는 위협을 동일하게 야즈냐발키

야에게 사용한다. 이는 곧 가르기의 태도와는 다르게 그 스스로가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는 의미이다.37) 한

34) 상카라도 이 부분을 논의 주제의 전환으로 해석한다. Findly는 상카라의

가르기의 질문은 잘못된 형식이라고 주석하는 부분을 확대하여

해석한다. 즉 가르기는 논쟁에서 브라만 전통에서 볼 수 없는 이단적인

사유 형태를 도입한다고 주장한다. 가르기의 반복되는 질문의 형태를

불교의 연기법 설명의 방식과 비교하면서 유사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녀의 질문과 야즈냐발키야의 후속되는 대답에서 이전의 브라흐만

문헌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비교하여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아야 할

논리적인 이유나 근거는 없다. Findly(1985) pp.50-52 참조.

35) Lindquist(2008) p.414.

36) Buchta(2010) p.357.

37) BĀU 3.7.1. tac cet tvaṁ yājñavalkya sūtram avidvāṁs ta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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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 웃달라카는 가르기가 표현한 것과 동일한 비유, 즉 ‘(실에)

짜여 있는’이라는 표현을 빌려 질문함으로써 가르기의 첫 번째 질

문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웃달라카에 대한 야즈냐발키야의 대답

이 끝난 후, 가르기는 다시 한 번 질문자로 등장한다.38)

8장에서 가르기는 두 번째 질문에 앞서 청중들에게 자신이 야

즈냐발키야에게 질문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언하면서 시

작한다. “위대한 브라만들이여! 나는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다. 만약 그가 나에게 이 질문들에 관하여 대답해 줄 수 있다면,

토론(brahmodya)에서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당신들 중에는 아

무도 없을 것이다.”39) 이어서 야즈냐발키야는 가르기에게 질문을

허락한다. 야즈냐발키야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경고에 가까운 훈

계에도 불구하고, 가르기는 스스로의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

며, 두 번째 질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40) 가르기는 8장의 시

작을 자신이 질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청중들에게 먼저 선포함으

로써 토론의 장에서 자신을 둘러싼 대론자로서의 권위나 자격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 청중들에게 그러한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가르기가 자

신의 질문의도를 청중들 앞에서 먼저 선포하는 행위는 여성이 토

론의 장에서 질문할 수 있는가라는 권위나 자격과 관련하여 스스

로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략이다.41) 이와 같

cāntaryāmiṇaṁ brahmagavīr udajase mūrdhā te vipatiṣyatīti /

Olivelle(1998) p.86. 1-2.

38) Deussen은 가르기의 두 가지 질문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Lindquist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비판되었으며

BĀU 전후 문맥에도 논리적 분석을 벗어나는 평가이다. Lindquist(2008)

p.411.

39) BĀU 3.8.1. brāmaṇā bhagavanto hantāham imaṁ dvau praśnau

prakṣyāmi / tau cen me vakṣyati na vai jātu yuṣmākam imaṁ kaścid

brahmodyaṁ jeteti / pṛccha gārgīti / Olivelle(1998) p.88. 26-27.

40) Black(2007) pp.151-152 참조.

41) Lindquist(2008) pp.417-4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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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식적인 선언으로 이 이야기 구조에서 드러나는 최소한의 의

미는 가르기가 질문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반론이나 이의

제기도 없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또 한편 가르기는 만약 야

즈냐발키야가 자신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 준다면, 누구

도 그를 이길 수 없다고 가정함으로써 가르기 그 자신이 이 토론

의 마지막 질문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곧 그녀 스스

로가 다른 브라만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에

근거한 발언이다. 가르기의 이와 같은 확신은 8장의 마지막 부분

에서 야즈냐발키야를 가장 탁월한 지식을 소유한 브라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계속해서 가르기는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데, 이러한 태도와 형식은 첫 번째 질문의 양상과 비교하

여 급격한 반전을 이룬다. 가르기는 첫 번째 질문의 과정에서 보

여주었던 수동적인 태도와 연역적인 질문의 행태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야즈냐발키야여! 느슨한

활의 시위를 매면서, 손에 강력한 두 개의 화살을 쥐고, 적에게 도

전하는 카시(kāśi), 비데하(videha)의 용감한 전사처럼, 나는 두 가

지 질문으로 당신에게 도전하겠다”라고 말한다.42) 가르기의 태도

는 비록 비유적 표현의 수사를 동원하고 있으나, 상당히 도전적이

며 어느 정도는 과장된 형태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

비유법에서 가르기는 자신을 문법적으로 여성형 명사인 ‘ugraputrī’

가 아닌 남성형 명사인 ‘ugraputraḥ’로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질

문을 적에게 화살을 발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활이라고 표현하

며, 가르기 자신은 화살을 쏘는 사람, 즉 전사를 의미한다고 여긴

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여성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비유이지

만, 언어적 문법은 남성형이다.43)

42) BĀU 3.8.2. ahaṁ vai tvā yājñavalkya yathā kāśyo vā vaideho

vograputra ujjyaṁ dhanur adhijyaṁ kṛtvā dvau bāṇavantau

sapatnātivyādhinau haste kṛtvopottiṣṭhed evam evāhaṁ tvā dvābhyāṁ

prāśnābhyām upodasthām. tau me brūhīti / Olivelle(1998) p.9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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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트레이의 브라흐마바디니로서의 특징은 또 다른 여성인 카

티야야니와 대조에서 드러나는 반면, 가르기의 특징은 남성과의

비교에서 드러난다. 곧 마이트레이는 자신의 성별, 여성이라는 정

체성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의 의지와 의도를 표현한다. 그러나 가

르기는 자신의 의도를 문법적으로 남성화된 형태의 비유를 사용

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곧 사적인 영역에서와 공적인 영역에서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브라흐마바디니의 특징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후 가르기의 본격적인 질문과 야즈냐발키야의 대답이 전개된

다. 3.8.3의 질문에 대해서 3.8.4.에서 야즈냐발키야는 질문을 그대

로 반복하고 마지막에 답한다. 가르기는 3.8.3에서 “하늘 위에 있

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 사람들이 과

거 현재, 미래라고 이름하는 것, 이것들은 무엇에 기초하여 짜여

져있습니까?”44)라고 질문한다. 야즈냐발키야는 “하늘 위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름하는 것, 이것은 공간위에 엮여 있다”45)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가르기는 이 대답에 만족하며, 야즈냐발키야에

게 존경을 표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려고 한다. 특이한 점은 가

르기는 3.8.3에서 이미 질문하였던 내용을 3.8.6에서 다시 그대로

반복하고, 야즈냐발키야도 동일한 대답을 반복한다. 동일한 내용

의 반복은 여러 가지 추측과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43) Lindquist는 가르기의 비유적 언어표현이 BĀU에서 남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여, ugraputraḥ를 용맹한 전사(fierce warrior)가

아니라 전사의 아들(warrior son)으로 번역한다. 그리고 이것은 텍스트

편찬자의 의도적인 선택으로 ugraputrī(전사의 딸)라는 단어대신, ‘전사의

아들’로 선택하였다고 주장한다. Lindquist(2008) pp.418-420 참조.

44) BĀU 3.8.3. yad urdhvaṁ yajñavalkya divo yad avāk pṛthivyā yad

antarā dyāvāpṛthivī ime yad bhūtaṁ ca bhavac ca bhaviṣyac cety

ācakṣate kasmiṁs tad otaṁ ca protaṁ ceti/ Olivelle(1998) p.90. 4-5.

45) BĀU 3.8.4는 yajñavalkya 대신 gārgi로, kasmiṁs 대신에 ākāśe로

구분이 있을 뿐 3.8.3과 동일한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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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 되는 질문은 야즈냐발키야에 대한 가르기의 존경의 표

시가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일종의 빈정대는 것이거나, 조롱하는

것이라고도 풀이할 수도 있다.46) 그러나 이어지는 질문과 대답의

내용이 불멸에 관한 논쟁임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가르기가 이 시

점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답을 얻기 위한 강조의 표시

로 질문을 정확하게 되풀이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47) 가

르기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두 번째 질문에 앞서, 첫 번째 질문을 반복하는 행위는 그녀의 찬

사가 조롱에 가깝다고 이해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한편

으로는 좀 더 심도 있는 대답을 듣기 원하는 마음에서 첫 번째 대

답에 대한 존경의 표현은 진심일 수도 있다. 되풀이 되는 질문은

강조를 위한 반복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야즈냐발키야가 가르기

의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가르기에 의해서 이

논쟁의 최종 승리자로 인정된다.48) 직접적으로 ‘brahmiṣṭha’라고

지칭하지는 않지만, 가르기는 어느 누구도 이 토론에서 야즈냐발

키야를 이길 수 없다고 선언한다.49) 가르기의 야즈냐발키야에 대

한 평가와 그에 따른 선언이 논쟁에 참여한 모든 경쟁자들을 만

족시켰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의문으로 남겨져 있지만, 중요한 사

46) 이러한 해석은 Findly(1985) pp.47-48. Olivelle(1998) p.510. Black(2007)

p.152 등에서 동일하게 드러난다.

47) 그러나 Findly는 상카라의 주석에서는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은 강조를

위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48) 그러나 그 이후 3.8.9는 사칼야(Śākalya)의 아들 비다그다(Vidagdha)가

가르기의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신들에 대해서 질문한다. 그러나

결국 야즈냐발키야로부터 머리가 부셔질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리고 비다그다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질문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정리된다(BĀU 3.9.26). 따라서 그의 질문은

Yājñāvalkyakāṇḍa의 3의 전체에서 야즈냐발키야를 위협할만한 질문은

전혀 없으며, 토론이 지속되어야 할 논리적인 이유도 없다.

49) BĀU. 3.8.12. na vai jātu yuṣmākam imaṁ kaścid brahmodyaṁ jeteti /

Olivelle(1998) p.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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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가르기의 선언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야즈냐발키야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50) 야즈냐발키야는 경쟁자들의 질

문에 대답함으로써 그들을 만족시켰고, 스스로가 최고의 브라만임

을 증명한다.

가르기의 관점에서 이 선언의 의미를 풀이하면, 가르기는 이 논

쟁에서 다른 남성 브라만들과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우수성이 있

다. 가르기는 야즈냐발키야의 철학적 지식의 우월성을 인지하였

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유도해낸 유일한 대론자이다. 비록

가르기는 야즈냐발키야와의 대론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그녀

의 지적능력은 어떠한 근거로 누가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브라만

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하다. 그리고 최고의 지식을 소

유한 브라만이 야즈냐발키야라고 선언해도 좋을 정도의 권위도

보유하고 있다.51) 이를 확대 해석하면, 가르기는 야즈냐발키야의

대답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

다.52) 그렇다면 이 경우에 누가 더 탁월한가? 또는 누구를 최고의

브라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브라만이 누

군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 평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써, 가르기는 스스로를 ‘브라흐미스타’(brahmiṣṭha)로 선언하고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공식적인 철학의 논쟁에서 여성으로서 가르기의 역할은 매우

특별한 경우이고 현존하는 인도 문헌에서는 거의 유일하다. 성별

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최고의 토론자이며, 그녀가 토론에

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가르기의 존재 자체는 다른 남성

브라만들에게는 간접적으로는 일종의 열등감을 안겨 줄 수도 있

다. 토론의 정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최상의 대답을 유

도하며, 최고의 브라만이 누구인지를 밝힘으로써 논쟁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가르기는 바로 탁월한 브라흐마바디니이다.

50) Buchta(2010) p.361.

51) Black(2007) p.154.

52) Penchilis(2004)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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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현존하는 대부분의 산스크리트 문헌들은 남성 중심의 시각이

투영되어 있다. 신에 대한 헌신을 노래하는 일부의 시들을 제외

한, 대부분의 철학, 서사 문헌들은 최상위 계급인 남성 브라만에

의해 작성되고 편찬되어 계승되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남성에 의해 인식되어진 여

성’이다. 설령 여성 스스로의 자기 인식이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무의식적으로 강요되어 진 것이

거나 의도적으로 읽힌 모습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남성 브라만 중심의 사유 전통에서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은 독

립된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남성의 안내와 보호가 필요한 예속적

동반자의 관계이다. 여성이 추구하여할 최고의 지식은 여성의 의

무와 관련된 지식에 한정되고, 그와 같은 학습에 대한 실천이 최

고의 덕목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사유의 흐름에서 여성의 학습

권과 학습이후의 활동 가능한 영역도 자연스럽게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만 국한된다.

BĀU에 이야기되고 있는 브라흐마바디니(brahmavādinī)로서

여성들의 모습은 후대에 사회적 필요에 의해 형성된 이와 같은

관념을 재고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함축한다. 이들 여성들의

역사적 실재성의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문헌의 이야기 구조에

서 여성은 독립된 행위의 주체자로서 철학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획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은 철학적 논쟁을 사적

인 공간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펼칠 수 있었다.

남편인 야즈냐발키야와 함께 철학을 논의할 수 있는 마이트레

이의 경우에는 학습된 부인이 사적인 영역인 가정에서 철학적 사

유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 남편과 동등한 의미의 존재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이트레이는 학습 능력이 있었으며, 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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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할 자격을 갖추었다. 또한 브라만 전통

에서 개별적 인격자의 최종 목표인 불멸을 추구하고자 하는 염원

을 드러낸다.

공식적인 철학 토론의 장에 참여한 가르기는 야즈냐발키야에게

두 번이나 질문하는 유일한 대론자이다. 가르기는 학습된 여성이

공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가르기는 자신의 지적 열망을 추구하기 위하여, 비록 성공

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새로운 질문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

고,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문법적으로 남성

화된 비유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마침내 야즈냐발키야의 대

답에 만족하고, 그를 최고의 브라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위와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학습 권리’의 부여와 동일한 ‘활동 영

역’을 보장하는 것은 평등의 관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 사

항이다. 평등한 학습과 학습의 실천을 통하여 여성은 비로소 독립

된 행위의 주체로 자리 매김할 수 있다. 학습 능력을 갖춘 가르기

와 마이트레이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구분하여 스스로를 제약하는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그녀들은 오직 궁극적 진리를 추구

하고자 하는 끝없는 지적열망을 표현하며 사유하는 개별적 존재

로서 인간일 뿐이다. 이것은 단순히 이야기(narrative) 전개에 필

요한 도구적 장치의 하나로 ‘여성’이 등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

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각각의 토론에서 관련 주

제에 대해서 남성들과 동등하게 논의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 전체 여성의 실질적 권위와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행위의 주체로서, 또 독립된 인격으로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독립된 행위자로서 남성과 동등

한 견지에서 상호보완적인 동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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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amination of ‘Brahmavādinī’ in the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Chungwhan Sung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meaning

and implications of the term ‘brahmavādinī’ in the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BĀU). The term identifies a

female student and scholar who can study the Vedas and

discuss Vedic knowledge. By extension it implies that a

female can exert independent agency as long as she is

identified as a brahmavādinī.

On one hand, an archetypical female in the male‐

dominated Brahmanical tradition is a consort who is always

guided and protected by a male leader; during childhood she

is protected by her father, in marriage by her husband, and

in old age or widowhood by her son. From that perspective,

the most important virtue for females is strīdharma, ‘the

duty of women.’

On the other hand, in the BĀU Gārgī Vācaknavī and

Maitreyī are represented as independent women. In the

fourth kāṇda of the BĀU, Maitreyī, wife of Yājñāvalkya, is

identified as brahmavādinī, in contrast with Yājñāvalkya’s

other wife, Kātyāyanī, who only possesses knowledge on

traditionally female matters(strīprajñaiva). Maitreyī wants to

achieve immortality instead of material richness, and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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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s the knowledge to achieve her goal of her husband . In

this private discourse Maitreyī, while a wife, demonstrates

her philosophical prowess and independent agency in her

quest for the knowledge that leads to immortality.

In the third kāṇda of the BĀU, Gārgī is described as a

participant in public philosophical discourse(brahmodya) in

which she excels; she makes the most astute inquires of

Yājñāvalkya and respects his responses, finally declaring

that Yājñāvalkya is the brahmiṣṭha—the most excellent

Brahman, in possession of the greatest brahmanical

knowledge. In other words, she is not just one participant

but is the most powerful independent debater in brahmodya

even surpassing other male participants.

Consequently, the independent female agency of Gārgī

and Maitreyī differs in aspect from the ideal female feature

in brahmanical tradition, constructed out of necessity in the

context of a male‐dominated society, and according to the

needs of each period.

Key Words : bRhadAraNyaka upaniSad brahmavAdinI,

gArgI vAcaknavI, maitreyI, yAjNAvalk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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