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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흐마 수뜨라 주석 2.1.3에 나타난
샹까라의 요가 이해

박효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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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요어: 브라흐마 수뜨라, 샹까라, 요가 이해, 지식의 수단]

브라흐마 수뜨라 주석 2.1.3에 나타난 샹까라의 요가 이해를 살펴

볼 경우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요

가는 상캬 학파와 형이상학을 공유하며, 또 상캬 학파와 거의 동등하게

다루어진다. 둘째, 요가가 계시서에 언급되어 있음을 제시하는 부분은

전승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일 뿐 전승서로서의 가치 부여

나 요가의 적극적 수용과는 무관하다. 셋째, 요가는 해탈의 수단이 아니

고 그렇다고 지식의 수단도 아니며, 다만 지식의 발생을 도울 뿐이다.

사실 샹까라가 요가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끝내 결론이 나지 않을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요가의

무엇’을 확정하지 않은 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

을지도 모른다. 결국 브라흐마 수뜨라 주석 2.1.3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해 볼 수 있다. 샹까라는 그의 베단따 체계를 성립시키기 위

해 요가 학파의 전승서를 상캬 학파의 전승서처럼 부정할 수밖에 없었

다. 또한 그러한 와중에 요가적인 방법을 지식의 수단으로 수용하는 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Ⅰ

이 글에서는 오직 브라흐마 수뜨라 주석(Brahmasūtra-bhāṣyam)
2.1.3(이하, 브라흐마 수뜨라는 ‘<수뜨라>’로, 그 주석은 ‘<주

석>’으로 줄여 부를 것임)에 나타난 샹까라(Śaṅkara)의 요가(Y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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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다루고자 한다.1)

샹까라의 요가 이해는 요가 수뜨라 주석 해설(Yogasūtrabhāṣ
ya-vivaraṇa)을 그의 저작으로 귀속시키는 문제와 함께 주목 받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그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또 빈번하게 이루

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요가 수뜨라 주석 해
설을 배제한다면 샹까라의 저작 전체에 요가에 관한 직접적 언
급이 그다지 많지 않고 또 ‘샹까라 베단따’(Śāṅkaravedānta)와 상

캬(Sāṃkhya), 요가 학파를 변별적으로 이해하려는 전통이 완고하

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2) 따라서 <주석>

2.1.3만을 선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이 글은, 샹까라가 요가 학

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또 그 자료의 의미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평

1) 샹까라의 저작들에서 ‘yoga’, ‘upāsana’, ‘vidyā’, ‘vijñāna’ ‘dhyāna’,

‘nididhyāsana’, ‘samādhi’ 등의 용어들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예컨대

Nakamura는 샹까라가 ‘upāsana’와 ‘dhyāna’를 또 ‘yoga’와 ‘dhyāna’를

유의적으로 쓰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Nakamura(2004), p. 737, p. 765

참조. 그렇지만 실제로 <주석>에서 ‘upāsana’라는 말은 ‘yoga’라는 말로

거의 대체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샹까라의 요가나 명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샹까라의 수행론을 Kaṭha-upaniṣad의 ‘adhyātma-yoga’, Gaudapāda의

‘asparśa-yoga’와 같은 계열로 보기도 한다. 이는 샹까라의 수행론이 요가

학파의 수행론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예컨대, S. N.

Rao의 견해가 그러하다. Malkovsky(2000), p. 140 참조. 이와 달리

‘adhyātma-yoga’가 병렬복합어로서 거의 ‘상캬-요가’를 지시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 경우에는 샹까라의 수행론과 요가의 수행론이

동근원적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Chakravarti(1975), pp. 18-19, p. 32

참조. 참고로 샹까라는 <주석> 1.2.12, 1.4.6에서

‘adhyātma-yoga’(샹까라의 맥락에서는 ‘자기관조’로 번역함)라는 말이

포함된 Kaṭha-upaniṣad 2.12를 인용한다. 특히 그는 <주석> 1.2.12에서

자기관조가 궁극적 아뜨만을 얻는 수단이라고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찬가지로 “보기 어렵고, 비밀스러운 곳에

들어가 있으며, 공동에 놓여 있고, 심연에 존재하는 그 태고의 것을,

현자는 자기관조의 달성을 통해 신격으로 숙고한 후에 기쁨과 슬픔을

떠난다.”라며 선행하는 글에서도 바로 그 둘은 사유주체와 사유대상으로

한정된다. 이는 또한 궁극적 아뜨만에 대한 장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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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글에서 <주석> 2.1.3을 분석하는 이유와 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샹까라가 요가 수뜨라 주석 해설의 저자라는 주장은
결코 온전하게 증명될 수 없는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요
가 수뜨라 주석 해설의 요가 이해와 별도로, 모든 학자들이 동의
하는 저작을 바탕으로 그의 요가 이해를 살펴보는 전략이 요구된

다. 둘째, 요가에 대한 샹까라의 이해는 여러 저작에서 고루 직간

접적으로 노출된다고 할 수 있지만 오직 <주석> 2.1.3이 가장 직

접적으로 또 가장 집약적으로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자료이다.3) 이

경우 샹까라가 요가에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그의 저작 여러 곳

에 노정되어 있다고 추리를 통해 주장하는 것은 미맘사(Mīmāṃsā)

해석학과 냐야(Nyāya) 논리학의 영향이 그러하다고 주장하는 것

과 별반 다르지 않다.4)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실마리가 간

접적인 추리에 우선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셋째, <주

석> 2.1.3을 분석하는 경우에 바로 그 앞의 주석 내용과 연관 지

어야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왜냐하면 <수뜨라> 2.1.3이 바로

그 앞의 수뜨라와 무관하게 결코 이해될 수 없듯이 <주석> 2.1.3

도 어김없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넷째, <주석> 2.1.3에서 유

리한 논거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한두 문장을 맥락 없이 독

립적으로 읽는 경우에는 잘못된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그 문장들을 앞뒤의 맥락에 비추어 읽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주석> 2.2.37-41 ‘주재자’편에서는 유신론적 상캬와 요가 학파를

비판하기도 한다. ‘신을 물질적 원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오로지 동작적

원인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베다와 모순된다는 비판이다.

4) 바꿔 말해서, <주석>이 상캬와 요가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미맘사와 냐야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만큼 쉽고도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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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주석> 2.1.3의 전문 번역이다. ‘①~⑤’와 같은 기호는

앞으로의 논의 전개를 위해 임의로 부여한 것이다.5) 이후부터는

①~⑤를 순서에 따라 논의한다.

2.1.3. 이로써 요가는 논박된다(etena yogaḥ pratyuktaḥ).

① 이로써, 즉 상캬 전승서에 대한 논박으로써, 요가 전승서도 논박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적용을 연장한다. 이 경우에도 계시서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쁘라다나가 그저 독립적인 원인이고 또 일상과 베

다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위대한 것’(마하뜨) 등이 결과들이라고

가정된다.

② [전론]: 그런데 이와 같을 경우에 논리적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바로 앞의 [수뜨라에] 의해 이 [수뜨라가] 포함되지 않는가? 무엇 때

문에 또 다시 적용을 연장하는가?

[후론]: 왜냐하면 이 경우에 추가적 의심이 있기 때문이다. 실로 참

된 지식의 수단인 요가는 “들려야만 하고, 숙고되어야만 하고, 깊게 명

상되어야만 한다.”<브르 2.4.5>라고 베다에서 규정된다. 또한 “셋을 세

운 채로 몸을 균형 잡고”<슈웨 2.8>라는 등에 의해, 좌법 등의 구성을

필두로 하여 풍부하게 상술된 요가 수행법이 슈웨따슈와따라 우빠니

샤드에서 살펴진다. 게다가 요가와 관계하는 수많은 ‘베다의 전거들’이

찾아진다. “감관을 고정적으로 제어하는 그것을 그들은 요가라고 간주

5) 번역문에서 ‘[전론]’과 ‘[후론]’이란 가독성을 목적으로 각각

‘pūrvapakṣa’와 ‘uttarapakṣa’에 해당되는 논의를 임의로 구분한 것이다.

그리고 주석가(샹까라)가 인용한 문헌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브르=Bṛhadāraṇyaka-upaniṣad, 슈웨=Śvetāśvatara-upaniṣad,

까타=Kaṭha-upaniṣad, 자발=Jābāla-upaniṣad ,

따잇-브=Taittirīya-brāhmaṇa. 이후에 등장하는 ‘찬도’는

Chāndogya-upaniṣad를, ‘문다’는 Muṇḍaka-upaniṣad를 각각 가리킨다.

덧붙이자면, 번역문에서 단락 나누기는 전적으로 번역자의 읽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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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까타 6.11>, “이러한 지식과 또 요가의 전적인 방법을 [얻고 나

서]”<까타 6.18>라는 등등과 같은 [문장들이다]. 요가 교서에서도 “이

제, 요가는 실재에 대한 지식의 수단이다.”라며 오직 참된 지식의 수

단으로서 요가가 받아들여진다. 이 이유로부터 내용의 한 부분이 일치

되기 때문에, ‘아슈따까’ 등에 대한 전승서와 같이, 요가 전승서도 부

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추가적 의심마저 적용의 연장에 의

해 파기된다. 내용의 한 부분이 일치하는 경우임에도, 내용의 다른 부

분의 불일치가 앞서 언급한 대로 관찰되기 때문이다.

③ 비록 아뜨만과 관련되는 것을 주제로 삼는 수많은 전승서들이

있을지라도, 단지 상캬와 요가 전승서만을 논박하는 데 노력을 했다.

왜냐하면 상캬와 요가는 궁극적인 ‘인간의 목표’에 대한 성취수단으로

이 세상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식자들에 의해 수용되며, 또 “상캬·요

가를 통해 알려질 수 있는 그 원인을 신격으로 알고 나서, 모든 굴레

들로부터 해방된다.”<슈웨 6.13>라며 베다에서의 전거에 의해 지지되

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다에 의존하지 않는 상캬의 지식에 의해 혹은

요가의 길에 의해 지고선이 획득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논박이

다. 왜냐하면 계시서는 아뜨만의 단일성에 대한 베다의 지식과는 별도

로 다른 ‘지고선의 성취수단’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를 앎으로

써 죽음을 넘어선다. 가야 할 다른 길은 없다.”<슈웨 3.8>에서이다. 실

로 이원론자인 그들, 즉 상캬 학자들과 요가 학자들은, 아뜨만의 단일

성을 보지 않는다.

④ 한편 “상캬·요가를 통해 알려질 수 있는 그 원인을”이라며 예시

로 말한 것, 그곳에서는 ‘상캬와 요가’라는 말들로부터 바로 베다의 ‘지

식과 명상’이 지시될 것이다. 밀접함 때문이라고 이해해야만 한다. 하

지만 [계시서와] 모순되지 않는 부분에 의해 상캬와 요가의 전승서에

여지가 있음은 [우리에게도] 바람직할 뿐이다. 이 경우의 예를 들어,

“왜냐하면 이 뿌루샤는 집착이 없기 때문이다.”<브르 4.3.16>라는 등

등과 같은 계시서에서 실로 잘 알려져 있는 뿌루샤의 순수성은, 상캬

학자들에 의해 무속성인 뿌루샤의 형태로 용인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퇴색된 옷을 입고, 머리를 깍은, 무소유의 탁발승.”<자발 5>이

라는 등등과 같은 계시서에서 실로 잘 알려져 있는 행위 억제의 상태

는, 요가 학자들에 의해서도 출가승 등에 대한 지침으로 준수된다.

⑤ 이로 말미암아 모든 ‘논리의 전승서들’은 논박되어야만 한다.

[전론]: 그것들도 논리와 추리를 통해 실재에 대한 지식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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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론]: 도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재에 대한 지식은, “베다에 정통

하지 않은 자는 그 대(大)존재를 숙고하지 못한다.”<따잇-브 3.12.9.

7>, “우빠니샤드에 속하는 그러한 뿌루샤에 관해 나는 그대에게 묻는

다.”<브르 3.9.26>라는 등등과 같은 계시서들로부터, 즉 오로지 베단

따(우빠니샤드) 문장들로부터 발생한다.

Ⅲ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점은 <수뜨

라>와 <주석> 2.1.3 이전에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가 하는 것이다.

수뜨라 자체만으로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일단 <수

뜨라> 2.1.1과 2.1.2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2.1.1: 만약 전승서로서의 여지가 없는 결함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아니다; 다른 전승서들에 여지가 없는 결함이 수반되기 때문(smṛtyan

avakāśadoṣaprasaṅga iti cen nānyasmṛtyanavakāśadoṣaprasaṅgāt).

2.1.2: 또한 [쁘라다나와는] 다른 것들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itareṣā

ṃ cānupalabdheḥ).

<주석>에서 <수뜨라> 2.1.1과 2.1.2를 포괄하는 첫 번째 ‘편’(ad

hikaraṇa)의 제목이 ‘전승서’(smṛti)인 것처럼 두 수뜨라는 분명

전승서를 주제로 삼고 있다. 이 점은 주석가(샹까라)가 <주석> 2

장을 시작하면서 “전승서와의 모순에 관하여 제시하고 나서 논박

한다”라고 말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6) 그리고 약간 모호한 듯한

이 모든 내용은 <주석> 2.1.4의 첫 문장을 통해 매우 선명하게 드

6) <주석> 2.1.1: 이제 제2장은, 자기 입장에서 전승서·논리와의 모순을

제거하고, … 이 가운데 우선, 전승서와의 모순에 관하여 제시하고 나서

논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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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다. 그곳에서 주석가는 “브라흐만이 이 세계의 동작적 원인이

고 또 물질적 원인(원형물)이라는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전승서

에 입각한 [상캬의] 반박’이 논박되었다. 이제 ‘논리에 입각한 [상

캬의] 반박’이 논박된다.”라고 말한다.7)

결국 <주석> 2.1.1-2에서 논의되는 요점은 이러하다: 베단따

측에서는 ‘브라흐만 원인론’(Brahmakāraṇa-vāda) 혹은 ‘신 원인

론’을 주창하고, 상캬 측에서는 ‘쁘라다나 원인론’(pradhānakāraṇa

-vāda)을 주창한다. 그런데 베단따 측에서는 계시서에서 오직 브

라흐만 원인론만을 제시할 뿐이라고 한다. 이러할 경우 상캬 측에

서는 쁘라다나 원인론을 제시하는 자기들의 전승서가 전승서로서

의 의의를 잃어버린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베단따 측에서는 브라

흐만 원인론을 주장하는 다른 전승서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

지 않는다고 논박한다.

바로 이러한 요점을 고려한 채 수뜨라에 대한 풀이를 중심으로

<주석> 2.1.1과 2.1.2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1: 쁘라다나 원인론 등을 제시하는 상캬 전승서가 브라흐만 원

인론을 제시하는 계시서와 모순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

면 계시서와 모순되지 않고 부합하는 다른 전승서도 있기 때문이다.

2.1.2: 쁘라다나 원인론 등을 제시하는 상캬 전승서가 계시서와 모

순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쁘라다나의 결과들(마하뜨

등)이 일상과 베다에서 알려져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언급

하는 전승서에 권위가 없어지고 그에 따라 ‘결과의 원인’(쁘라다나)을

말하는 전승서에도 권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관에서 <주석> 2.1.1-2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전승

서로서의 가치’(전승서로서의 여지가 있음)라고 할 수 있다. 상캬

측에서는, 만약 베단따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계시서에서 브라흐

7) ‘반박’과 ‘논박’은 그 의미의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상캬와 요가가 실행하는 비판에는 ‘반박’이라는 말을,

베단따가 실행하는 비판에는 ‘논박’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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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인론만 가르친다면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상캬 전승서들의

가치가 사라지고 만다고 반박하는 셈이다.8) 이에 대한 베단따 측

의 논박은 의외로 간단하다. 다음은 그 논박과 직접 관련되는 주

석가의 말이다.

어느 하나를 수용하고 다른 하나를 폐기함이 불가피하게 행해져야

만 하는 ‘전승서들의 이견(異見)’에서, 계시서를 따르는 전승서들은 권

위 있고, 다른 것들은 무시되어야만 한다. 이는 지식수단(논증수단)에

대한 정의에서, “한편 [계시서와] 모순되는 경우에 [전승서는] 무시되

어야 한다. 실로 [모순이] 없는 경우에 [전승서가 계시서에 근거한다

고] 추론된다.”<미맘사-수 1.3.3>라고 언급된다.9)

베단따의 논박은, 계시서와 ‘모순되는’(일치되지 않는) 전승서는

폐기해야 하고 ‘모순되지 않는’(일치되는) 전승서는 수용해야 한다

는 방법에 비추어, 전자에 속하는 상캬 전승서가 폐기되어야 마땅

하다는 것이다. 베단따의 입장에서는 전승서로서의 가치란 계시서

와의 모순 없는 관계를 가질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

같은 방식으로써 상캬의 반박은 베단따에 의해 논박된다.

Ⅳ

이제 <수뜨라> 2.1.3 즉 “이로써 요가는 논박된다”의 의미는,

8) 이 경우에 모든 면에서 계시서와 모순됨으로써 그 가치가 전무한

전승서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어떤 전승서가 전승서로서의

위상을 가진다면 어떤 면에서든 계시서와 부합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논의되는 전승서로서의 ‘가치’란 오로지 베단따 측의

입장에서 평가되는 ‘가치’일 뿐이다.

9) <주석> 2.1.1. 여기서 ‘미맘사-수’란 Mīmāṃsā-sūtra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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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말해, 요가 학파 자체에 대한 논박이 아니라 요가 전승

서의 가치에 대한 논박임을 알 수 있다. 주석가도 ①에서 ‘상캬 전

승서에 대한 논박으로써 요가 전승서도 논박된다’라고 풀이한다.

즉 상캬 전승서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상캬의 논박에 대해, 계시서

와 모순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베단따의 논박이, 요가

전승서에도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요가 전승서도 논박된다.

여기서 어떤 하나에 대한 논박이 다른 하나에 대한 논박으로

이어지듯이 한 수뜨라에서 행해진 것이 다른 수뜨라로 이어지는

것을 ‘적용의 연장’(atideśa)이라고 부른다. 상캬 전승서에 대해 논

박을 적용한 것이 요가 전승서에 대해서도 그 적용이 연장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주석가는, 상캬 전승서에서 계시서와 모순되는

내용을 요가 전승서에 적용하기 위해, 그것을 요약의 형식으로 가

져온다. 그 내용은 “쁘라다나가 그저 독립적인 원인이고 또 일상

과 베다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위대한 것’(mahat) 등이 결과

들이라고 가정”10)하는 것이다. 적용의 연장에 따라 이 내용은 ‘계

시서와 모순되는 상캬 전승서’에 속하는 것인 동시에 ‘계시서와

모순되는 요가 전승서’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경우에 ‘요가’라는 말이 지시하는 대상은 무엇일까?

수뜨라에 등장하는 ‘요가’라는 말이 무엇을 지시하는지 이견이 있

을 수 있겠지만,11) 주석가가 그 요가를 빠딴잘리의 요가 학파로

이해하고 있음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결정적인 증거는 상캬 전승

10) 여기서 “쁘라다나가 그저 독립적인 원인이고”라는 부분은 <수뜨라>,

<주석> 2.1.1과 관련되고, “일상과 베다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위대한 것’(mahat) 등이 결과들”이라는 부분은 <수뜨라>, <주석>

2.1.2와 관련된다.

11) Bronkhorst와 같은 학자가 수뜨라의 ‘요가’가 요가 학파를 지시하지 않고

냐야와 바이쉐쉬까 학파를 지시한다고 주장한다. Bronkhorst(1981), p.

316 참조. 참고로, 냐야와 바이쉐쉬까가 ‘요가’로 불린 것은 그들이 요가

수행을 널리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Chakravarti는 주장한다. 그는

NSBh, 1.1.29에서 요가가 바이쉐쉬까 학파를 가리키고,

Ṣaḍdarśana-samuccaya에서 ‘요가 학자’(yauga)가 냐야 학자를

가리킨다고 결론 내린다. Chakravarti(1975), pp. 73-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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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담긴 쁘라다나 원인론 등을 요가 전승서도 공유한다고 암시

하는 데 있다. 그 요가가 상캬와 형이상학을 공유하는 빠딴잘리의

요가 학파가 아니라면 적용의 연장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이다. 게다가 주석가는 <주석>에서 요가 수뜨라를 직접 인용하
기도 한다.12) 물론 ②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요가는 실재에 대

한 지식의 수단이다.”라는 가르침이 담긴 출처 불명의 요가 교서

를 언급하기도 하므로, 주석가의 요가란 빠딴잘리 요가가 아닌 다

른 요가 학파일 수도 있다.13) 그럼에도 주석가가 이 요가 교서를

대표적인 요가 전승서의 하나로 언급하고, 또 요가 전승서가 필연

적으로 상캬 전승서와 형이상학을 공유하는 이상, 저 출처 불명의

인용 문장 또한 직간접적으로 빠딴잘리 요가와 관계하리라고 추

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석> 2.1.3에서 요가란, 비록 주석가

가 이해하는 요가가 ‘보다 광범위한’ 요가 또는 요가 학파일 수 있

을지라도 상캬 학파와 형이상학을 공유하는 빠딴잘리의 요가 학

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또 다시 ①을 통해 볼 때 상캬와 요가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일까? 일단 상캬와 요가가 각각 다른 전승서를 가지기

때문에 <수뜨라> 2.1.3에서 주석가는 적용의 연장을 말한다. 그런

데 상캬 전승서와 요가 전승서가 유사한 내용을 공유함으로 말미

암아 전자에 대한 비판(논박)이 후자에 대한 비판으로 연장될 수

있는 이상, 요가 학파는 상캬 학파에 거의 포함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14) 즉 상캬와 요가는 각각의 전승서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12) 예컨대, <주석> 1.3.33에서 요가 수뜨라 2.44를 인용한다: 자기
학습(성전 공부)을 통해 바라는 신격과 접속한다.[정승석(2010)의 번역임]

13) 조나단 베이더는 주석가가 다수의 요가 교서(논서)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어느 하나에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베이더(2011), p. 24 참조.

14) 인도 철학사에서 학파의 분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한 Jha에 따르면,

9세기경 바짜스빠띠 미슈라(Vācaspati Miśra)와 14세기경

Sarvadarśana-saṃgraha에서 요가가 독립 학파로 간주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요가 학파는 상캬 학파에 포함된다. Jha(1964),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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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상학적인 내용은 거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점에서 ①에서 주석가의 주장은 다음처럼 요약될 수 있

다: ‘요가’란 상캬와는 다른 전승서를 보유하되 상캬와 형이상학을

공유하는 요가 학파이다. 따라서 계시서와 모순되는 상캬 전승서

에 대한 논박은 곧 요가 전승서에 대한 논박이다.

결국 ‘계시서와 모순되는 전승서의 전승서로의 가치’가 논의의

주제인 경우에 ②의 시작에서 주석가가 던지는 질문도 매우 자연

스럽게 이해된다. 즉 상캬 전승서와 요가 전승서 모두 계시서와

모순적이기에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그러한 논리적 유사성이

있는 이상, 앞선 수뜨라에 포함될 수 있는 <수뜨라> 2.1.3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

여 주석가는 ‘추가적 의심’(adhika-āśaṅkā) 때문에 <수뜨라> 2.1.3

을 독립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추가적 의

심이란, 단적으로 말해, 요가 전승서처럼 계시서와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는 경우에 그 전승서마저도 전승서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다.15)

이에 주석가는 ②에서 계시서와 전승서가 일치하는 사례를 제

시하고자 한다. 우선 계시서에서는 요가를 참된 지식의 수단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요가 수행법을 제공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요가

1-2 참조.

15) 샹까라와 달리 라마누자(Rāmānuja)의 추가적 의심은, (1) 요가가 신을

용인하기 때문에, (2) 계시서에서 요가를 해탈의 성취수단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3) 요가 전승서를 공포한 히란야가르바가 계시서에서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가가 베단따에 유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Śrībhāṣyam, 2.1.3 참조. 라마누자의 해석은 요가 논박에

치중함으로써 <수뜨라> 2.1.3을 꽤 독립적인 수뜨라로 파악하고,

샹까라의 해석은 앞선 수뜨라들의 맥락을 잘 고려함으로써 <수뜨라>

2.1.3을 종속적인 수뜨라로 파악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라마누자의

경우에 (1)과 (2)는 모두 요가 형이상학 자체에 대한 논박(비판)이다.

라마누자 베단따와 요가 학파가 공통적으로 유신론인 이상,

라마누자에게는 상캬 형이상학 논박이 아니라 요가 형이상학 논박이 더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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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의를 확정하기도 하고 요가 방법의 중요성을 언급하기

도 한다. 그 다음으로 전승서에서도, 어떤 요가 교서의 경우에는,

요가를 실재에 대한 지식의 수단이라고 규정한다.16) 눈에 띄는 점

은 계시서의 사례에 비해 전승서의 사례를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아마도 요가 전승서에서 요가 수행법이나 요가에 대

한 정의나 요가 방법의 중요성을 언급한다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이 계시서와 전승서는 모두

요가를 참된 지식의 수단이라고 하는 까닭에 일치하는 면을 가진

다.

요컨대, <주석> 2.1.1부터 2.1.3의 ②까지 주석가의 논의를 따라

갈 때, 요가 전승서에서는 상캬 전승서에서와 달리 계시서와 일치

하는 부분이 관찰된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아슈따까’(aṣṭ

akā) 등에 대한 전승서처럼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주석가가 말하는 추가적 의심이다. 장례와 관련된 의례인 아슈따

까는 계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승서에만 규정되어 있지만,

미맘사 학파에서는 이 의례가 상실된 계시서에 근거한다고 추정

하면서 거기에 권위를 부여한다. 이러한 점에서 계시서와 눈에 띄

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요가 전승서의 경우에는 더더욱 수용해

야만 하지 않을까?

그러나 주석가는 이러한 추가적 의심마저 적용의 연장에 의해

파기된다고 주장한다. 즉 계시서와 요가 전승서 사이에 부분적 일

치가 있더라도 쁘라다나 원인론 등과 같이 부분적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요가 전승서가 계시서와 모순됨으로써 부인되어야만 한다

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캬 전승서

가 계시서와 모순되는 쁘라다나 원인론 등을 주장함으로써 전승

16) ‘atha tattvadarśanopāyo yogaḥ’(이제, 요가는 실재에 대한 지식의

수단이다)에서 흔히 교서의 첫 문장을 지시하는 ‘이제’(atha)라는 말을

통해 이 요가 교서가 매우 체계적이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애석하게도 주석가는 이 교서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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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듯이, 요가 전승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

럼 브라흐만 원인론을 옹호하는 주석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전승

서든 쁘라다나 원인론 등을 주장하는 이상 계시서와 직접적으로

모순되므로 전승서로서의 여지가 없다고 또는 전승서로서의 가치

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17)

결국 ②에서 주석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요가는 실재에 대한

지식수단이라는 점에서 계시서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의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부분 때문에 여전히

논박을 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뜨라의 전체 의미를 ①과 ②에서 보여주는 주석가의

해석에 따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상캬 전승서에 대한 논박으로써 요가 전승서도 논박되지만, 그럼에

도 계시서와 요가 전승서 사이에 부분적 일치로 말미암아 요가 전승

서가 논박될 수 없지 않느냐고 의심한다면, 그러한 요가 전승서 역시

계시서와의 부분적 불일치로 말미암아 상캬 전승서에 대한 논박에 의

해 적용이 연장되면서 논박된다.

Ⅴ

③에서 주석가는 마치 ①과 ②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 해명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계시서와 요가 전승서가 부분적

으로 일치함에도 부분적으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후자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대해, 주석가 나름대로의 변론을 보여주

는 듯하다. 주석가가 ③에서 상캬와 요가 전승서의 탁월함과 무용

17) Rambachan은 전승서가 계시서와 ‘직접적인 모순’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버리는 것이 샹까라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Rambachan(1991), p. 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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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동시에 언급하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③부터는 주석가가 상캬 전승서와 요가 전

승서를 쌍으로 언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요가 (전승서) 논박’이라

는 수뜨라의 주제에 대한 논의를 ①과 ②에서 끝냈고,18) ③부터는

상캬와 요가 학파 자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③부터는 <수뜨라> 2.1.1-3 모두에 대한 총론적인 주석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주석가는 두 전승서 또는 두 학

파를 구분하지 않은 채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③에서 주석가가 상캬와 요가의 탁월함을

드러내면서 상캬 또한 베다의 전거에 의해 지지된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요가 전승서만이 계시서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상

캬 전승서 역시 그러하다는 말이다. 이 점은 또한, ④에서 그가

‘계시서와 상캬 전승서 사이에 모순되지 않는 부분’으로 ‘뿌루샤의

순수성’을 언급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주석가에게는 상캬 전

승서나 요가 전승서나 계시서와의 모순이라는 측면에서 그다지

차이가 없을 뿐이다.

이렇듯이 ③에서 주석가는 상캬와 요가를 한껏 추켜세우지만

곧장 두 학파에 의해 지고선(niḥśreyasa) 혹은 해탈이 획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고선을 성취하는 데

아뜨만의 단일성에 대한 베다의 지식과는 별도로 다른 수단이 없

다고 계시서 자체에서 선언하기 때문이다. 주석가가 이처럼 오직

그와 같은 지식만을 해탈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익숙한

사실이다. 반면에 상캬와 요가는 이원론을 견지하고 아뜨만의 단

일성을 보지 않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19) 아

18) ‘요가 논박’(yogapratyukti)은 <수뜨라> 2.1.3만을 범위로 하는 ‘편’의

제목이다.

19) 주석가가 ‘삼매’에서조차 무지(이원성)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예컨대 <주석> 2.1.9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로 예컨대, 자연스럽게 구분 없음에 도달하게 되는 숙면·삼매

등에서조차 거짓된 지식이 사라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어나는

경우에 이전처럼 구분이 발생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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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애당초에 상캬와 요가가 베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그 상이한

출발점을 고려한다면, 양자에서 그러한 지식이나 지고선의 가능성

을 찾는 모든 시도도 그 출발부터 차단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석가가 ③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러하다: 상캬와 요

가는 매우 탁월한 체계이지만 해탈의 수단인 일원론적인 지식을

낳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양자는 아뜨만의 단일성을 거부하는 이원

론이기 때문이다.

이제 ④에서 이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은 주석가가 “모

순되지 않는 부분에 의해 상캬와 요가의 전승서에 여지가 있음은

[우리에게도] 바람직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분명히 상캬와

요가 전승서 모두 가치가 없는 듯이 결론이 났지만, 그럼에도 계

시서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는 점은 또 다시 전승서로서의 위상을

유지한다는 의미이기에 주석가 측에서도 환영할 만하다는 말이다.

일치하는 면의 실례로는, 상캬의 경우 뿌루샤의 순수성이고 요가

의 경우 ‘행위 억제’(nivṛtti)의 상태이다. 요컨대, 상캬와 요가 전

승서는 각각의 일부가 계시서와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전승서로서

‘위상’ 자체는 잃지 않지만, 결정적으로 두 전승서 모두 일부가 계

시서와 모순됨으로 말미암아 전승서로의 ‘가치’를 잃고 만다.20) 이

것이야말로 주석가가 상캬와 요가 전승서에 대해 가지는 최종적

인 태도이다. 더불어 주석가가 상캬와 요가 학파에 대해 가지는

매우 복잡미묘한 심경이다.

④에서 주석가의 주장은 한 줄로 요약될 수 있다: 상캬와 요가

전승서에 계시서와 모순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은 전승서로서 바

20) 전승서가 계시서와 모순되지 않는 경우에만 그 권위를 가지고, 또

주석가에 의해 자주 인용되는 전승서들이 각각 조금의 모순도 없이

계시서만큼의 권위를 가지는 이상, 몇몇 중요한 논점에서 계시서와

모순을 보이는 상캬와 요가 전승서는 전승서로서의 위상만 있고 그

가치를 잃을 것임에 틀림없다. 참고로, 주석가가 <주석>에서 계시서와

부합하는 전승서로 자주 인용하는 것들은, Bhagavad-gītā, Mahābhārata,

Manu-smṛti 등이다. 바로 이러한 전승서들이 계시서와 거의 예외 없이

모순되지 않음으로써 전승서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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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다.

마지막으로 ⑤의 내용은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강화해 주는 동

시에 매우 중요한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주석가는

‘계시서와 모순되는 전승서는 전승서로서의 여지가 없다’라는 결

론에 따라 모든 ‘논리의 전승서’(tarkasmaraṇa)도 수용하지 않아

야 한다고 말한다.21) 그러면서 ‘그것들도 논리와 추리를 통해 실

재에 대한 지식을 도울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논리의

전승서들도 상캬, 요가 전승서들처럼 실재에 대한 지식을 돕는다’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캬 전승서와 요가 전승서는

실재에 대한 지식을 돕는 역할을 할 뿐이다. 비록 ②에서 요가를

‘참된 지식의 수단’으로 규정할지라도, 그 참된 지식의 발생에서

요가란 가장 중요한 수단이지는 않고 한갓 보조적인 수단이기만

한 것이다.

이어서 최종적인 결론이 등장한다. 주석가는 실재에 대한 지식

이 오로지 베단따 문장들로부터만 발생한다고 확언한다. 상캬와

요가 전승서는 해탈의 수단이 아닐뿐더러 지식의 수단도 아닌 것

이다. 실재에 대한 지식은 오직 우빠니샤드 성언으로부터만 발생

하고, 상캬와 요가 전승서는 그 지식의 발생을 돕는 역할을 할 뿐

이다. ⑤의 핵심은 바로 이 점이다.22)

21) 이러한 방법을 ‘주된 선수를 물리침’(pradhānamalla-nibarhaṇa)이라고

부른다. 상캬 전승서를 물리침으로써 요가 전승서가 물리쳐지고, 이 둘을

물리침으로써 논리학파의 전승서들도 물리쳐진다.

22) 심지어 라마누자는 Śrībhāṣyam, 2.1.3에서 요가가 베단따를 ‘보완하는

것’(upabṛṃhaṇa)이 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린다. 물론 샹까라가 ‘돕는

것’이라는 말하는 바와 라마누자가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바는 그

맥락이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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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을 다시 가져와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요가’란 상캬와는 다른 전승서를 보유하되 상캬와 형이상학을

공유하는 요가 학파이다. 따라서 계시서와 모순되는 상캬 전승서에 대

한 논박은 곧 요가 전승서에 대한 논박이다.

② 요가는 실재에 대한 지식수단이라는 점에서 계시서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의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부

분 때문에 여전히 논박을 피할 수는 없다.

③ 상캬와 요가는 매우 탁월한 체계이지만 해탈의 수단인 일원론적

인 지식을 낳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양자는 아뜨만의 단일성을 거부하

는 이원론이기 때문이다.

④ 상캬와 요가 전승서에 계시서와 모순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은

전승서로서 바람직하다.

⑤ 실재에 대한 지식은 오로지 우빠니샤드 성언으로부터만 발생하

고, 상캬와 요가 전승서는 그 지식의 발생을 돕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로부터 샹까라의 요가 이해에 관해 읽어

낼 수 있는 바는 무엇일까? 이미 제시된 내용이지만 요가를 중심

으로 다시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음 세 가지는 오로지 <주석> 2.1.3에서의 요가 이해로 한

정되어야 한다.

첫째, 요가는 상캬 학파와 형이상학을 공유하며, 또 상캬 학파

와 거의 동등하게 다루어진다.

사실 <수뜨라>와 <주석>이 엄연히 다른 문헌인 것을 염두에

둔다면, 샹까라의 요가 이해는 <수뜨라> 2.1.3에서의 ‘요가’가 아

니라 단지 <주석> 2.1.3에서의 ‘요가’에 관해서이다. 그리고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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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가는 <주석>에 따르면 필연적으로 상캬 학파와 관련된 것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 논의한 바대로 샹까라가 말하는 요

가란 상캬 학파와 형이상학을 공유하는 요가 학파이다.

그런데 <주석> 2.1.3에 대해 분석을 시도한 베이더(Jonathan

Bader)는 요가가 상캬와는 다른 대우를 받은 것처럼 읽고 있다.

그는 “샹까라의 입장에서 비추어 보면, 베다와 모순되는 상캬의

지혜를 샹까라가 포기했던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

지만 요가의 경우엔 약간 다르다. 요가는 지혜의 일종이 아니라

오히려 수련 활동의 일종이고 특히 명상은 더 그렇다.”23)라고 하

는데, ②를 통해 그 근거를 제시한다. 베이더의 이러한 견해는 샹

까라 베단따와 요가가 형이상학에서는 다르지만 삼매 중심적인

실천론에서는 유사하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24)

이런 점에서 베이더는, ②에서 샹까라가 요가를 ‘샹캬의 원리에서

다소 독립적인 수행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특히 “들

려야만 하고, 숙고되어야만 하고, 깊게 명상되어야만 한다.”<브르

2.4.5>라는 문장을 강조하면서 ‘요가 수련이 그의 비이원적(불이

론) 베단따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25) 바로

이 때문에 베이더는 샹까라가 상캬에 ‘적대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요가에 ‘적대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26)

하지만 ②에서 샹까라는 단지 요가와 관련하여 계시서와 전승

서가 일치하는 사례를 들고 있을 뿐이다. 요가 전승서가 요가에

관한 언급을 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하므로, 그는 계시서에

서 요가가 언급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점

에서 요가가 상캬와는 독립적인 수행법을 가진다고 샹까라가 간

23) 베이더(2011), p. 164.

24) 일반적인 견해라는 것도 그 실체가 분명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샹까라

베단따에 대해 20세기를 전후하여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인식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요약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요약은, Lester(1976),

Introduction, xviii을 참조하시오.

25) 베이더(2011), 각각 pp. 160-161과 pp. 162-163 참조.

26) 베이더(2011), p 1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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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했다는 것은 거의 상식적인 수준의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요가

가 독립적인 수행법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요가 전승서가 따

로 존재하고 또 <수뜨라> 2.1.3을 통해 상캬로부터 적용이 연장

되기도 하겠는가. 더 나아가 <브르 2.4.5>를 샹까라가 언급하는

것은 요가 수련이 베단따의 필수 요소라는 점을 함의하지 않는다.

예컨대, <주석> 2.3.39에서는 <브르 2.4.5>를 언급하면서 ‘삼매’를

아뜨만에 대한 이해(지식)의 수단인 것으로 묘사하는데,27) 그렇다

고 해서 ‘삼매가 베단따의 필수 요소’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더욱 결정적인 이유는, ②의 끝에서 샹까라가, 요가에

관한 언급이 계시서와 전승서에서 일치함에도 여전히 적용이 연

장된다고 말하는 데 있다. 요가가 상캬와 쁘라다나 원인론 등을

공유하는 이상, 결코 상캬에 비해 더 환영받는 학파일 수 없다는

것이다. ③ 이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상캬 전승서도 요가 전

승서처럼 계시서와 일치하는 부분을 동등하게 가지는 이상, 샹까

라에게 요가 학파는 상캬 학파와 거의 동등하게 취급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요가가 계시서에 언급되어 있음을 제시하는 부분은 전승

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일 뿐 전승서로서의 가치 부

여나 요가의 적극적 수용과는 무관하다.

<주석> 2.1.3을 해석할 경우에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

부분은 아무래도 요가가 계시서에 언급되어 있음을 제시하는 ②

의 내용이다. 일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

은 상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가에 더 포용적

임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샹까라가 왜 그렇게 언급하는지

그 맥락을 좇아가 보면 의도가 훨씬 선명해진다. 곧 샹까라가 요

27) <주석> 2.3.39: 비록 ‘우빠니샤드에 속하는 아뜨만’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그 삼매가 베단따들에서 “여보게, 실로 아뜨만은

보여야만 하고, 들려야만 하고, 숙고되어야만 하고, 깊게 명상되어야만

한다.”<브르 2.4.5>, “그것은 추구되어야만 하고, 그것은 탐구되어야만

한다.”<찬도 8.7.1>, “아뜨만을 그와 같이 ‘옴’으로 명상하라.”<문다

2.2.6>라며 이와 같은 묘사로써 가르쳐질지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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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사례를 드는 것은 실제로 ‘편’의 주제인 전승서로의 가치 문

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이미 논의 한 바대로, <주석> 2.

1.1-2가 ‘전승서’편이고 2.1.3이 적용의 연장으로서 ‘요가 논박’편인

이상, <주석> 2.1.3은 전승서로의 여지 또는 가치를 따지는 문제

와 관계된 채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요가가 계시서에

언급된다고 그 사례를 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일차적으로, 계시서

와의 일치로 말미암아 요가 전승서가 전승서로서의 ‘위상’을 가진

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럼에도

상캬 전승서처럼 요가 전승서가 해탈의 수단으로서 ‘가치’를 가지

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샹까라는 결코 요

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더욱이 <주석> 2.1.3의 끝부분에서 논의한 것을 ②에 적용시키

면, 계시서에서의 요가 언급이 요가 수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을 알 수 있다. 즉 요가가 지식의 수단으로도 확실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요가에 대해 그 어떤 찬사를 쏟아 부은들 어찌 요가를

진정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셋째, 요가는 해탈의 수단이 아니고 그렇다고 지식의 수단도 아

니며, 다만 지식의 발생을 도울 뿐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샹까라의 베단따 체계에서 해탈의 수단은

지식이요, 그 지식의 수단은 성언이다. 브라흐만이나 아뜨만에 대

한 지식을 발생시키는 것은 오직 우빠니샤드의 성언뿐이라는 말

이다. 물론 이러한 도식이 그 어떤 틈새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철

저하게 구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샹까라 베단따’라는 정체

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일부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샹까라

가 요가를 해탈의 수단이 아니라고 언급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므

로 거의 중요하지 않다.28) 중요한 것은 샹까라가 요가를 지식의

수단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28) 베이더는 샹까라가 빠딴잘라 요가를 비판했던 두 가지 점이 ‘요가의

이원론적 형이상학’과 ‘요가가 해탈의 수단이라는 주장’이라고 말한다.

베이더(2011), p 1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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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⑤와 관련된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샹까라는 요

가를 지식의 수단으로도 확정하지 않는다. 요가는 그저 지식의 발

생을 도울 뿐이고 우빠니샤드 성언만이 지식의 발생을 실제로 가

능케 한다. 이러한 사정에서 요가가 지식의 발생을 돕는다고 할

경우에 그 ‘돕는다’는 것의 의미와 범위를 명료하게 하는 것이 샹

까라의 요가 이해와 관련된 또 다른 과제이다.

Ⅶ

인도 사상사에서 한 학파가 다른 학파에 대해 우호적이냐 적대

적이냐 하는 문제는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다. ‘우호적’이라거나

‘적대적’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상대적이고 또 모호한 의미도 큰

문제이지만, 학파 사이에 표면적이거나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관계

와 실질적이거나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관계는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 하는 문제보다는 사상적

으로 유사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따지는 편이 조금 더

생산적일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표층적인 차원과 심층적인 차

원, 형식적인 차원과 내용적인 차원, 기호(嗜好)적인 차원과 실질

적인 차원 등 여러 차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샹까라

는 <주석> 전반에 걸쳐 상캬 학파를 마치 제1의 논적으로 간주

하는 듯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샹까라 베단따는 상대적으로

상캬 체계와 가장 친화적일지도 모른다.29) 샹까라도 <주석> 1.4.2

8에서 “그리고 그 [입장은] 원인과 결과의 차이 없음을 용인함으

로 말미암아 ‘베단따’주의와 가깝다.”30)라며 직접 상캬 학파를 긍

29) 잘 알려져 있듯이 Mayeda는 상캬가 인도의 모든 철학적 체계 가운데

교리적으로 베단따와 가장 유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Mayeda(1979), p.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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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샹까라가 요가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결코 결론이 나지 않을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요가의 무엇’

을 그렇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개입되면 논의의 층위가 매우 복

잡해지기 때문이다. ‘요가의 무엇’이란, 예를 들어, 학파로서의 요

가, 계시서에서의 요가 언급, 요가 전승서로서의 문헌들, 상캬와

관련된 요가의 형이상학, 요가의 독립적 수행법, 실재에 대한 지

식수단으로서의 요가 등등일 것이다. 이처럼 ‘요가의 무엇’을 확정

하지 않은 채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을지

도 모른다.

결국 <주석> 2.1.3에서 샹까라가 요가 전승서의 가치를 의심하

고 요가 전승서가 지식의 수단일 수 없음을 말한다고 해서, 그가

학파로서의 요가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다는 결론이 필연

적으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다만 <주석> 2.1.3을 분석하는 이 글

을 통해서는, 샹까라가 그의 베단따 체계를 성립시키기 위해 요가

학파의 전승서를 상캬 학파의 전승서처럼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는 것만큼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와중에 요가적

인 방법을 지식의 수단으로 수용하는 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30) sa ca kāryakāraṇānanyatvābhyupagamāt pratyāsanno vedāntavādas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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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Śaṅkara’s Understanding on Yoga exposed in

Brahmasūtra-bhāṣyam 2.1.3

Park, Hyo Yeop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s regards Śaṅkara’s understanding on Yoga exposed

in Brahmasūtra-bhāṣyam 2.1.3, the three points would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Yoga School not only owns its metaphysics in

common with Sāṃkhya School but also is treated equally as

It.

Second, the portion that shows the mentions about

Yoga in śruti is to reconfirm Its status as a smṛti, and

neither to bestow the value of a smṛti upon It nor to accept

It positively.

Third, Yoga is not a means of Liberation and still not a

means of knowledge, but at the utmost an assistant of

generating knowledge.

As a matter of fact, it would be an inconclusive issue

whether Śaṅkara judges Yoga to be a positive or a negative

way. In this respect, the dispute that operates without

fixing specifically and concretely ‘something of Yoga’ may

be far from productive.

After all, some points would be presented in relation to

Brahmasūtra-bhāṣyam 2.1.3 as follows. Śaṅkara had no

other option except negating Yoga smṛti like Sāṃkhya smṛti

in order to establish his Vedāntic system. Besides, in the

meantime he had to have a skeptical attitude on Y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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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to be a means of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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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ns of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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