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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바드기타 제12장의 난문(難文)에 대한 이해
__9～12송을 중심으로__

김호성*1)

Ⅰ머리말. Ⅱ 9～11송의 이해. Ⅲ 12송의 이해. Ⅳ 의미에 대한 평가. Ⅴ 맺음말.

요약문 [주요어: 바가바드기타, 샹카라, 라마누자, 믿음의 길, 행위의 길,

지혜의 길, 근기, 이행도]

바가바드기타 제12장은 믿음의 길을 그 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9～
12송에는 믿음의 길을 말하면서 수습(修習), 지혜, 선정, 행위의 결과의 포

기, 마음의 평화 등을 함께 말하고 있다. 그러한 행법 내지는 경지들을 서

로 비교평가하고 있다. 이에는 근기에 대한 고려가 놓여 있는데, 근기에 따

라서 가장 어려운 행법에서부터 가장 쉬운 행법으로 가르침이 설해진다. 또

그러한 행법을 우열의 맥락에서 비교평가하기도 한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해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등장하게 된다. 이 글은 바로 그러한 난문들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이다. 샹카라와 라마누자의 주석에 의지하면서, 주요개

념인 abhyāsa-yoga, mad-yoga, 그리고 mat-karma 등의 의미를 새롭게 확

정함으로써 9～11송의 이해를 새롭게 하였다. 그런 기반 위에서 9～11송은

근기의 상하를 기준으로 하여서 돈점(頓漸)으로 행법이 나누어져서 설해져

있으며, 12송은 행법의 우열을 기준으로 설해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결론은 종래 우리가 흔히 가졌던 “믿음의 길은 낮은 근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설해진 이행도이므로 가장 낮은 행법”이라는 편견을 깨뜨리게 한다.

낮은 근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설해진 이행도이지만, 그 행법의 우열에서 볼

때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법일 수 있음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이다.

Ⅰ. 머리말

바가바드기타(이하, 기타로 약칭함) 제12장은 ‘믿음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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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요가 : 9

신행회통 나/신을 위한 행위 : 10

신에 의지한 행위 : 11～12

(bhakti-yoga)’을 그 주제로 하고 있다. 20송에 달하는 제12장 전

체의 내적 구조에 대해서는 식이 과목(科目)나누기1)라는 해석학

적 장치를 활용하여 이해해 볼 수 있다. 나는 종래 2번에 걸쳐서

제12장의 과목나누기를 시도해 본 일이 있다. 동일한 텍스트에 대

해서 동일한 해석자가 다소 다른 과목나누기를 행할 수 있다. 해

석자가 다르다면 당연히 그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

지만 어떤 관점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공통적인 것은 제12장 전체를

아르쥬나의 물음(1송)과 그에 대한 크리쉬나의 응답(2～20)으로 나

누어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에 더하여 크리쉬나의 응답

부분에서 공통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을 하나 더 찾자면, 2～20송을

다시 2～12송과 13～20송으로 이분(二分)할 수 있다는 점일 터이다.

먼저 후자(13～20)에 대해서는, 그것이 믿음행자(bhakta)는 어

떠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른바 ‘믿

음행자 시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9～12송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 하

는 점이다. 종래 2번의 과목 나누기에서, 나는 9～12송 전체를 믿

음과 행위의 조화/회통, 즉 ‘신행회통(信行會通)’2)을 말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기도 했고, ‘믿음의 대체 행법’3)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이 중에 후자의 경우에는 더 이상 세분하지 않았으나, 전자

에서는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 바 있다.

표 1 : 9～12송에 대한 종래의 과목 나누기

1) 과목 나누기라는 해석학적 장치(hermeneutical devices)에 대해서는

김호성(2009) pp.84-97. 참조.

2) 김호성(2007) p.87.

3) 김호성(2006a)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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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글에서 9～12송의 본문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또 다른 과목나누기의 가능성을 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9～12송의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스스로 그 이해에 적지 않은 혼돈을 경험

해 왔다. 기타 제12장 9～12송 사이에서 발생되는 난점은 주로
11송과 12송에서 발생한다. 9～10송은 그 의미맥락이 11송과 연결

된다. 그렇기에 9～12송을 다시 9～11송과 12송의 두 부분으로 나

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물론 12송 역시 9～11송의 말씀을 기

반으로 해서 나온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12송은 독자적으로 이해

해도 문제는 없다. 그러므로 9～12송을 9～11송과 12송의 둘로 나

누어서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즉 과목나누기로 말하면 크게 둘로

나누어서 보고자 한다. 표 1의 과목이 삼분설(三分說)이었다면, 이

글에서는 이분설(二分說)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표 1의 삼분설에서는 9～12송을 다시 9송, 10송, 그리고 11～12

송으로 나누었다. 특히 11송과 12송을 통합한 관점은 양자 모두

‘신에 의지한 행위’를 설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묶었

던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11송과 12송을 동일한 범주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범주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Ⅱ장에서 9～11송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 뒤, Ⅲ장에서 12송에 대

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샹카라(Śaṅkara,

700-750)와 라마누자(Rāmānuja, 1017-1137)의 주석들을 참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뒤에 Ⅳ장에서는 새롭게 이해하게 된 9～12송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때는 특히 불교

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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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9～11송의 이해

1. 난문인 까닭

기타 제12장의 9～12송을 크게 둘로 나누는 중에 그 첫째는
9～11송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난점(難點)을 제공하는 것은 11

송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9～1

1송에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들(key concepts)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재확인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먼저 문제가 되는 기타 9송
부터 차분히 읽어보기로 하자.

이제 그대가 나에게 확고히 마음을 집중할 수 없다면

다남자야여, 그때에는 수습(修習)/점수(漸修)의 요가에 의해서 나에

게 이르기를 원하라.4)

이 9송에는 나/신5)에게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제시되어 있다. 아

니, ‘수습/점수의 요가’라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제(atha)’

라는 불변화사가 의미하는 것이 ‘나에게 확고히 마음을 집중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수습/점수의 요가’와 함

4) “atha cittaṁ samādhātuṁ na śaknoṣi mayi sthiram, abhyāsa-yogena

tato mām icchā ’ptuṁ Dhanaṁjaya.” BG 12 : 9. ; Minor(1982) p.369.

기타 원문의 인용 시에는 산스크리트 표기에서 구두점이 적용되어 있는
Minor(1982)를 따른다.

5) 이 글에서 자주 활용하게 될 ‘ / ’의 쓰임새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해

두기로 한다. ‘ / ’ 전후의 두 말은 서로 동의어이기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빗금을 두고서 양자를 함께 씀으로써 그 두 단어가 함께

만들어내는 보다 폭넓은 아우라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해서이다. 또한

‘ / ’의 뒤에 들어가는 말이 앞의 말에 대한 설명이라는 의미가 있는 경우

역시 없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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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나에게 확고히 마음을 집중하는 길’이 따로이 존재함을 알 수

있게 된다. 물론 그것은 이미 9송이 제시되기 전에 서술되었다.

모든 행위를 나/신 안에서 포기하고, 나/신을 최고로 여기고, 한결

같은 요가로써 나/신을 명상하면서 숭배하고, 내 안에 마음을 들

여다 놓으라(6～7송)고 말했던 것이다. 이것이 곧 믿음의 길이다.

내 안에서만 마음을 머물게 하고, 지성을 내 안에서 쉬게 하라는

8송 역시 6～7송에서 말한 내용, 즉 믿음의 길을 정의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9송에서 ‘이제’라고 해놓고, ‘나/신에게 확고히 마음을

집중할 수 없다면’이라 말하는 것은 곧 6～8송에서 설한 것과 같

은 ‘믿음의 길을 통해서 나/신에게 이를 수 없다면’이라는 의미가

된다. 믿음의 길이 최상의 길이긴 하지만, 그를 취할 수 없는 이들

도 있다는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제시되는 좀 더 쉬운 길이 ‘수습

/점수의 요가’이다. 과연 ‘수습/점수의 요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 대해서는 뒤에서 서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일단 그것이 앞

서 말한 ‘믿음의 길’ 보다 낮은 단계에 위치지워져 있다는 점만 확

인해 두기로 하자. 그런데 9송에서 제시한 이러한 길을 통해서도

나/신에게 이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나/신을 위한 행위’가

처방된다. 10송에서다.

수습/점수(의 요가) 역시 할 수 없다면 나의 일을 주된 일로 삼아라.

나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을 하면서도 그대는 성취를 얻을 것이다.6)

최상의 위치에 믿음의 길, 그 다음에 ‘수습/점수의 요가’, 다시

그 아래에 ‘나의 일’이 자리매김되어 있다. ‘나의 일’은 기타에서
말하는 또다른 해탈도(解脫道, mokṣa-dharma)인 ‘행위의 길(karm

a-yoga)’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12 :

6) “abhyāse 'py asamartho 'si mat-karma-paramo bhava / mad-artham

api karmāṇi kurvan siddhim avāpsyasi //” BG 12 : 10. Minor(1982)

p.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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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에서 설하는 믿음의 길이 상위에 있고, 그 아래에 행위의 길

을 위치지우면서 포섭하는 ‘신행회통’7)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

런데 문제는 다음 11송에서 불거진다. 우선 11송을 읽어보기로 하

자.

이제 이것조차 그대가 할 수 없다면 나의 요가에 의지하여

그로부터는 사려 깊은(=자아를 가진) [자가 되어서] 모든 행위의 결

과를 내버려라.8)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10송에서 말한 ‘나의 일’, 즉 ‘나를 목적

으로 하는 행위’이다. ‘나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3장 9송에서 말

하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yajñ’ ārthāt karma)’와 유사한

개념인 것으로 생각된다. 신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으므로, 그 행

위에는 행위자가 집착해야 할 다른 목적이 붙을 수 없다. 즉 그

행위는 정화(淨化)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마저 행할 수 없는

근기9)의 사람에게 보다 수월한 행법이 11송에서 제시되어야 할

7) 물론 이 때의 회통(會通, samuccayavāda)은 믿음의 길이 행위의 길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행위의 길을 포섭한다는 점에서 차별적 회통론이라 할

수 있다. 평등적 회통론이 진정한 의미의 회통론이라 할 수 있다면,

차별적 회통론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차별적 회통론과

평등적 회통론에 대해서는 김호성(2001) p.139. 참조.

8) “athai tad apy aśakto 'si kartuṁ mad-yogam āśritaḥ,

sarva-karma-phala-tyāgaṁ tataḥ kuru yatātmavān.” BG 12 : 11. ;

Minor(1982) p.370.

9) 기타 제12장의 6～11송에는 A의 행법을 할 수 없다면 B의 행법,
그러나 B의 행법 역시 할 수 없다면 C의 행법 - 이라는 식으로 전개된다.

여기서 목도(目睹)할 수 있는 것이 근기(根機)에 대한 고려이다. 근기,

라는 말은 동아시아 불교권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지만, 근기를 고려하는

사고는 ‘인도-힌두교’에서도 존재함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근기,

라는 말에 상응하는 산스크리트는 ‘adhikāra-bheda’로 비정(比定)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용례가 확인된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적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종교적 철학적 사회적 문제들이

지닌 각각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믿었다. 또한 그들은 인간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적 적성의 차이(adhikāra-bheda)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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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런데 11송의 내용을 보면, ‘나의 요가에 의지하여’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의 요가’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나는 제12장

이 신에 이르는 ‘믿음의 길’이라는 점에서 ‘나의 요가’를 ‘나/신과

하나가 되는 요가’로 이해하였다. 그렇게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에 기반하여 ‘모든 행위의 결과를 내버려라’는 것으로 파악하였

다.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이고, 모든 행위의 결과를 내버리

는 것은 나중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나/신과 하나가 되

는 요가는 믿음의 길일 터이고 ‘모든 행위의 결과를 버리는 것’은 행

위의 길일 터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 기반/출발점이 되어서, 그

에 입각하여 행위의 길을 실천하도록 설한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했을 때 난점(難點)이 발생한다. 6～8송에서

설하는 믿음의 길을 능히 행할 수 없어서 9송에서 ‘수습/점수의

요가’가 나오고, 그마저 여의치 못하여 10송에서 ‘나/신을 목적으

로 하는 행위’들이 나왔지 않던가. 그러한 10송마저 수용할 수 있

는 근기가 안 된다고 해놓고, 다시 어떻게 ‘나와 하나가 되는’ 믿

음의 길에 입각한 행위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인

가? 만약 11송에서 믿음의 길이 말해진다면, 6～8송에서 설한 것

처럼 믿음의 길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근기가 높은 사람들)에

게 해당하는 일이 아닌가 말이다. 내가 가졌던 이러한 이해방식을

표 1로 정리해 본다.

표 2 : 6～11송에 대한 종래의 이해방식

게송 원문의 수행법 세 가지 길과의 관련

6～8송 믿음의 길

9송 수습/점수의 요가

10송 나의 일/나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행위의 길

11송 나의 요가 ⟶ 모든 행위의 결과 포기 믿음의길⟶ 행위의길

Chatterjee(1999) p.34. 또한 근기 개념이 갖는 해석학적 차원에 대해서는

김호성(2009) pp.201-2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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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11송이다. 11송의 경우에는 행

위의 길을 먼저 행함으로써 ‘믿음의 길’에 이르라는 말이 아니다.

그 순서는 정반대이다. 먼저 ‘나의 요가에 의지하는 것’이 선결조

건으로 요구된다. 그런 뒤 ‘모든 행위의 결과의 포기’라는 행위의

길이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된다. 그렇기에 가장 높은 단계에

서도 믿음의 길이 제시되고, 가장 낮은 단계에서도 믿음의 길이 제

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이

기타 제12장 9～12송 사이에서 내가 봉착한 하나의 난관(難關)이
었다.

2. 난문의 이해

이제 이러한 난점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제12장 9～11송은 서로 의미맥락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까

닭에 한 자리에 놓고서, 연속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없지 않다. 앞

장에서 하나하나 인용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재검토를 함에 앞서

다시 모아서 통독(通讀)해 보기로 한다.

이제 그대가 나에게 확고히 마음을 집중할 수 없다면,

다남자야여, 그때에는 수습(修習)/점수(漸修)의 요가에 의해서 나에

게 이르기를 원하라.

수습/점수(의 요가) 역시 할 수 없다면 나의 일을 주된 일로 삼아라.

나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을 하면서도 그대는 성취를 얻을 것이다.

이제 이것조차 그대가 할 수 없다면 나의 요가에 의지하여

그로부터는 사려 깊은(=자아를 가진) [자가 되어서] 모든 행위의 결

과를 내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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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 게송 중에서 이해의 관건이 되는 것은 특히 세가지

개념, 즉 수습/점수의 요가(abhyāsa-yoga), 나의 요가(mad-yoga),

그리고 나의 일(mat-karma)이다. 이제 하나하나 심도 있는 검토

를 해보기로 한다.

⑴ abhyāsa-yoga 개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9송에서 설하는 abhyāsa-yoga이

다. 그것을 나는 ‘수습/점수의 요가’로 옮겼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말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샹카라

는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본문에서) 설해진 것처럼, (그대의) 마음을 내게 확고히 움직이지

않게 두어서 서있게 할 수 없다면, 그때에는 반복적인 노력(abhyāsa)

에 의해서, 즉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그것을 하

나의 대상/목적에 고정시키는 것이고, 완벽하게 모은 뒤에 거듭거듭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요가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 이루어지는

집중을 의미한다. 우주적인 모습으로 있는 나에게 이르기를 원하라.

오, 다남자야여.10)

샹카라의 이해에 따른다면, abhyāsa는 “마음을 하나의 대상(ālam

-bana)에 완벽하게 모은 뒤에 거듭거듭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다.” 샹카라의 이러한 정의는 요가수트라의 팔지(八支, aṣṭāṅga)
요가 중 제6지 응념(凝念, dhāraṇa)/응주(凝住)를 생각나게 한다.

10) atha iti. atha evaṁ yathā avocaṁ tathā mayi cittaṁ samādhātuṁ

sthāpayituṁ sthiraṁ acalaṁ na śaknoṣi cet, tataḥ paścāt

abhyāsa-yogena, cittasya ekasmin ālambane sarvataḥ samāhṛtya

punaḥ punaḥ sthāpanaṁ abhyāsaḥ, tat pūrvakaṁ yogaḥ

samādhāna-lakṣaṇaḥ tena abhyāsa-yogena māṁ viśva-rūpaṁ iccha

prārthayasva āptuṁ he dhanañjaya! Warrier(1982) p.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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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수트라제3장 1송은 “마음이 (한) 곳에 고정되는 것이 총지
(總持)이다”11)라고 했고, 이에 대한 요가수트라 브하샤의 주석

은 “(…) 이와 같은 따위의 여러 장소 혹은 외부의 대상에, 마음이

오직 [그 자신의] 작용만으로 고정되는 것이 총지이다.”12)라고 했

기 때문이다. 결국 “마음이 한 덩어리로 엉키게 될 정도로 한 곳

에 머무는 것(心一境性, ekagratā)”13)을 의미한다. 즉 “어딘가 하

나에 그 마음을 머물게 해서 마음의 갈래가 나누어지지 않고, 마

음 자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14) 물론 처음부터 마

음을 하나의 대상에 두는 것(samādhātum)이나 그 대상에 고정시

키는 것(sthāpayitum)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두고 두고, 반복

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샹카라의 기타 브하샤를 영
역한 A.G.Krishna Warrier는 abhyāsa를 ‘반복된 노력(repeated eff

orts)’15)라고 옮겼던 것이다. 라다크리쉬난의 경우에는 12장 9송의

본문 번역에서는 ‘집중의 수행(the practice of concentration)’이라

했으나, 그 주석에서는 “신성이 점진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차지한

다”16)라고 하였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집중해 간다는 점에서, 나

는 abhyāsa의 의미를 ‘닦아가면서 익힘(修習)’이라고 하거나, ‘점진

적인 닦음’이라는 의미에서 점수(漸修)로 부를 수 있으리라 생각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abhyāsa에서 그 대상이 되는 존재가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요가의 dhāraṇa에서는 “배꼽의 원, 심장의 연꽃에

(연꽃으로 형상화한 심장에), 머리에서 발하는 광휘에, 코끝에, 혀

11) deśa-bandhaś-cittasya dhāraṇā. 정승석(2010) p.370. 다만 거기에

구두점을 붙였으며, 오자(dharaṇā)를 바로 잡았다.

12) (…) ity evam ādiṣu deśeṣu bāhye vā viśaye cittasya vṛtti-mātreṇa

bandha iti dhāraṇā. 정승석(2010) p.147.

13) 김호성(2011) p.208.

14) 상동(上同).

15) Minor 역시 샹카라를 따라서, ‘반복된 훈련(repeated exercise)’으로

옮기고 있다. Minor(1982) p.369.

16) Radhakrishnan(1976)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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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17)라고 말해진다. 이러한 대상들에 대한 마음의 집중이라는

의미를 갖는 abhyāsa-yoga는 명상의 차원이 된다. 즉 갸냐요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타 제12장 9송에서 말하는 abhyāsa-yoga
의 대상은, 앞서 살펴본 요가수트라 브하샤에서 말하는 대상들,
즉 명상 수행의 대상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에
서는 abhyāsa-yoga를 통해서 얻어야 할 대상이 ‘나(mām)’이기 때

문이다. 나/신에게 이르러야 한다. 배꼽 등을 대상으로 해서 수습/

점수하다가, 마침내는 신에게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

하기 보다는 애당초 신을 대상으로 해서 명상함으로써 신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생

각된다. 신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명상이 abhyāsa라고 한다면, 그

것은 이제 upāsana 개념과 더욱 상응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

게 어의(語義)가 전성(轉成)된다. 그리고 그 upāsana라는 말에 명

상과 숭배라는 뜻이 함께 있으나, 여기서는 그 중에서 숭배의 의

미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믿음의 길 안에서 abhyāsa

-yoga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18)으로 생각된다.

⑵ mad-yoga 개념

다음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은 제11송이다. 과연 앞의 표 2에

서 서술한 것처럼, 11송은 ‘믿음의 길’에 입각하여 ‘행위의 길(karma

-yoga)’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까? 나는 지금까지 그렇

게 이해해 왔기에, 앞서 인용한 표 1과 같이, 제12장의 과목 나누

기에서 11-12송을 ‘신에 의지한 행위’로 평가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 이유는 종래와 같

이 이해했을 때, 8-11송까지의 의미맥락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기

17) nābhi-cakre, hṛdaya-puṇḍarīke mūrddhni jyotiṣi nāsikā ’gre jihvā ’gre.

정승석(2010) p.370.

18) 김호성(1998) pp.68-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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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래서 난문(難文)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 문제를 풀어갈 핵심적인 실마리는 mad-yoga라는 말의 개념

이다. 이는 10송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나의 일(mat-karma), 즉

나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mad-artham api karmāṇī)마저 행할

수 없는 자들에게 제시되는 처방이다. 그런 상황이기에 mad-yoga

는 ‘나의 요가’로 번역할 수 있다. 문제는 ‘나의 요가’를 어떻게 이

해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점이다. 나는 종래, 이를 ‘나/신과 하나

가 되는 요가’로 이해했다. 앞서 본 것처럼, abhyāsa-yoga의 의미

를 갸냐요가(jñāna-yoga)적 dhāraṇa가 아니라 박티요가(bhakti-

yoga)적 upāsana의 의미로 이해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는 mad-

yoga를 박티요가적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즉 ‘나의 요가’는 ‘신의

요가’, 즉 신과 하나가 되는 요가로 본 것이다. 지금 12장이 ‘믿음

의 길’을 주제로 하는 장이고, 또 그 속에는 ‘믿음의 길’과 ‘행위의

길’이 서로 내적 회통19)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석서들의 입장은 달랐다. 우선 샹카라는 mad-yoga의

의미가 담겨있는 11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이제 그것은 이와 같다. 이러한 것이, 이제 앞에서 말한 나의 행위

조차도 그대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나의 요가에 의지해

서 나에게 있어서 행해져야 할 행위 역시 내다버리고서, 그들이 행해

야 할 그러한 행위들에 의지해야 한다. -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한 포

기, 즉 모든 행위들에서의 결과의 포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는

사려 깊은 자가 되어서, 또 마음을 제어한 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모든

행위의 결과의 포기를 행해야 한다. 그것이 그 뜻이다.20)

19) 한 사람의 수행자 내부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행법이 함께 어우러져

있음을 ‘내적 회통’이라 말한다. 김호성 (2006a) pp.116-117. 참조. 내적

회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양자의 관계가 차별적 회통론인지 평등적

회통론인지 여부는 다시 살펴야 할 일이다.

20) atha etad iti. atha punaḥ etat api yat uktaḥ mat-karma-parama-tvaṁ

tat kartuṁ aśaktaḥ asi, mad-yogaṁ āśritaḥ, mayi kariyamāṇāni

karmāpi saṁnyāsya yat karaṇaṁ teṣāṁ anuṣṭhānaṁ taṁ āśritaḥ san

– sarva-karma-phala-tyāgaṁ sarveṣāṁ karmaṇāṁ phala-saṁnyāsa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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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일원론(Advaita) 베단타철학을 정립한 샹카라가 행위의 길

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21)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지

만, ‘나의 요가’에 의지하는 것이 곧 나에게 있어서 행해져야 할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mad-yoga를 믿음의 길의 차원에

서가 아니라 행위의 길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라마누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브
하샤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실로 나를 사랑에 의해서, 또 얻음에 의해서 유일한 것으로 (간주하

는) 마음의 상태(buddhi)는 종복(從僕, śeṣa)의 죄악이 소멸될 때에만

일어난다. 자아가 통제된 자는 마음이 통제된 자이다. 개아가 나에 대

해서 종복이라는 본성(svarūpa)으로 눈앞에 명백히 나타날 때, 그리고

(자아를 몸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무지 등이, 결과에 집착함

이 없이 행해진 (행위)와 나의 속죄를 유일의 목적으로 하는 자아에

대한 앎/명상에 의해서 제거될 때, 나에 대한 지고의 믿음(bhakti)이

저절로 생겨난다.22)

라마누자 신학의 특유의 개념인 śeṣa가 나타나 있지만, 그 의미

를 파악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라마누자는 개아(個

我, pratyag-ātman, 혹은 jīva)와 신 사이에는 부분적으로만 동질

성이 있으며 차별성 또한 없지 않다23)고 본다. 이렇게 신과 인간

sarva-karma-phala-tyāgaṁ tataḥ anantaraṁ kuru yat’ātmavān

saṁyata-cittaḥ san ity arthaḥ. Warrier(1983) p.392.

21) 행위의 길에 대한 샹카라의 입장에 대해서는 김호성(2006b) pp.157-173.

참조.

22) mat-priyatvena mad-eka-prāpyatā buddhiḥ hi prakṣīnā-śeṣa-pāpasya

eva jāyate, yat’ ātmavān yata-manaskaḥ. tataḥ anabhisaṁhita-phalena

mad-ārādhana-rūpeṇa anuṣṭhatena karmaṇā siddhena ātma-jñānena

nivṛtt’ āvidyādi sarva-tirodhane mat-śeṣata-eka-svarūpe

pratyag-ātmani sākṣāt-kṛte sati mayi parā bhaktiḥ svayam eva

utpadyate. Ādidevānanda, p.403. 이 책은 출판연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23) “라마누자는 자아와 신의 동일성abhed을 주장하는 샹카라의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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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동질성과 차별성을 다 인정한다는 점에서, 샹카라의 불이

일원론과는 다르다. 그래서 그의 입장을 한정적(Viśiṣṭādvaita) 불

이일원론이라 부르고 있음은 주지의 일이다. 그가 볼 때 신의 종

복인 인간과 신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무지는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제거될 때 비로소 신에 대한 지고의 믿음

(parā bhakti)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라마누자에게 신에 대한

지고의 믿음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성취수단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말해진다. 하나는 집착 없이 행해진 행위의 결과(anabhisaṁhita-

phala)이고, 다른 하나는 자아에 대한 앎/명상(ātma-jñāna)에 의

해서이다. 그러니까 전자는 행위의 길이고, 후자는 지혜의 길이다.

이렇게 라마누자는 믿음의 길을 가장 높이 자리매김하고, 행위의

길과 지혜의 길은 그보다 낮은, 즉 그에 이르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생각한 것이다.24) 결국 mad-yoga를 믿음의 길로 생각

하기 보다는 11송 전체를 행위의 길로 파악하면서, 11송 밖에서

설하는 지혜의 길과 11송의 행위의 길을 실천함으로써 마침내는

6～8송에서 설했던 믿음의 길이라는 지고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

는 것으로 보았음이 분명하다. 샹카라와 라마누자는 그들의 자기

철학을 각기 지혜의 길 우선과 믿음의 길 우선이라는 차원에서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11송을 행위의 길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서는 공통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종래 내가 가졌던 생각과는 달리, 비록 12장이

믿음의 길을 설하는 장이라 하더라도, 11송에서 말하는 mad-yoga

는 10송에서 말하던 나의 일(mat-karma), 즉 나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mad-arthaṁ api karmāṇi)의 의미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비판하면서, 자아와 신의 차이를 너무 강조하므로 독자는 라마누자가

차별성bheda을 주장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 --- ) 간단히 말해 부분과

전체 사이에는 동일성과 차별성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자아와 신

사이에도 그와 유사한 관계가 성립한다.” Puligandla(1993) pp.254-255.

24) 이 점은 12송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음은

뒤에서 서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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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렇게 되면, 10송의 차원과 11

송의 차원이 다르지 않게 되고 만다. 11송은 분명 10송의 ‘나의

일’, 즉 ‘나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불가능할 시에 주어진 다음

단계 -보다 낮으면서, 보다 쉬운- 의 행법이 아니던가? 자, 이를

어떻게 회통(會通)할 것인가? 우리가 10송으로 돌아가서 mat-karma

의 의미를 되살펴야 할 까닭이다.

⑶ mat-karma의 개념

샹카라의 주석은 기타 본문의 동어반복일 뿐, 구체적으로 어
떤 일이 ‘나의 일’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25) 다만 라마누자만이 다음과 같이 좀 더 자세히 말하

고 있을 뿐이다.

나에게 속한 행위들은 집/사원 만들기, (사원의) 정원 만들기, 등불

(공양), 청소하기, 물뿌리기, (회반죽) 바르기, 꽃 모으기, 제례(pūja)에

종사하기, 내 이름을 반복하기, (나를) 오른쪽으로 돌기, 순례하기 등

이다. 그러한 것들을 애정을 크게 갖고서 행하라. 크게 애정을 갖고서

나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을 행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오래도록 수

습/점수의 요가를 (함으로써)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게 확고한 마음

을 두고서, 나에게 집중하는 상태를 얻은 뒤에 완성을 얻을 것이다.26)

라마누자의 이 같은 이해에 따르면, mat-karma, 즉 신의 일은

25) 이원론(Dvaita)의 베단타를 정립한 마드바(Madhva, 1199-1276)의

주석에서도 별다른 상세한 언급이 없다. Rau(1906) p.240. 참조.

26) madīyani karmāṇi ālaya-nirmāṇa udyāna-karaṇa pradīpāropaṇa

mārjan’ābhyukṣaṇa upalepana puṣp’āpaharaṇa pujana-udvartamaṇa

ma-kīrtana pra-dakṣiṇana maskāra-stutya-adīni tāni

atyartha-priyatvena ācara, atyartha-priyatvena mad-arthaṁ karmāṇi

kurvan api acirād abhyāsa-yoga-pūrvikāṁ mayi sthirāṁ citta-sthitiṁ

labdhvā mat-prāpti-rūpāṁ siddhim avāpsyāsi. Ādidevānanda, p.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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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섬기면서 공양해 가는 일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1송

의 sarva-karma-phala-tyāga 보다 더 높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타 제12장의 입장이나 라마누자의 입장이 이미 신에게 이르
는 것(mat-prāpti)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서 지향하고 있다는 점

을 드러낸다. 행위주의자(karma-yogī)의 입장이라면,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원에서 신에게 공양을 올리는 행위들이 중심이 되

어 있는 10송의 mat-karma보다, 더욱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활

세계에서의 모든 행위들까지 포섭할 수 있는 sarva-karma-phala

-tyāga에서의 행위(karma)를 보다 높게 평가할 수도 있을 터인

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mat-karma가 보다 높은 근기의 사람들

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sarva-karma-phala-tyāga는 그보다 낮은

근기의 사람들에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기타 제12장에서
라마누자의 주석에서 말해지는 행위의 길은 다만 믿음의 길에 이

르는 중간단계(方便, upāya)의 의미만 있을 뿐, 보다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bhakti)이라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 역시 후술한 바와 같이, 12송에 대한 라마누자의 입

장에서 다시 반복된다.

Ⅲ. 12송의 이해

1. 난문인 까닭

기타 제12장의 9～11송에 대해서 위와 같이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12송에 이르면 더욱

혼돈스러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12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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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지혜는 수습보다 뛰어나며, 지혜보다는 선정이 더욱 우수하다.

선정보다는 행위의 결과의 포기가, 결국 [행위의 결과의] 포기보다 마

음의 평화가 [더욱 뛰어나다.]27)

이 한 게송 안에 지혜, 수습, 선정, 행위의 결과의 포기, 그리고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수행법 내지 그 경지가 모두 제시된다. 그

러면서 그 우열관계를 ‘수습 < 지혜 < 선정 < 행위의 결과의 포

기 < 마음의 평화’라고 평가한다.

우선 지혜는, 제9송에서 설하고 있는 수습보다 뛰어나다고 했

다. 9송이 설해지기 전 6～8송에서는 믿음의 길이 설해지지 않았

던가?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수습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충분히 언

급했기에, 믿음 대신 지혜를 가지고 온 것일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에서 발생한다. “지혜보다는

선정이 더욱 우수하다”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그 말이 함축

하고 있는 의미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위계(位階)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불교의 경우에는 지혜(jñāna)는 선정(dhyāna)을 통해서 얻

어진다고 말한다. 초기불교에서도 그렇고, 선불교에서도 그렇다.

“계율을 지킴으로써 선정이 가능해지고(因戒生定), 선정에서 지혜

가 나온다(因定發慧)”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선불교의 경우에

는 선정과 지혜가 하나라고 말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 역으로 지

혜보다 선정이 더욱 우수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과연 어떤 의미에서 “지혜보다는 선정이 더욱 우수하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일까? 또 수습/점수(abhyāsa)과 선정은 유사한 의미

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11송에서 설하

는 것과 정반대로, “실로 지혜는 선정보다 뛰어나다”고 말해야 할

27) “śreyo hi jñānam abhyāsāj, jñānād dhyānaṁ viśiṣyate, dhyānāt

karma-phala-tyāgas tyāgāc chāntir anantaram.” BG 12 : 12. ;

Minor(1982) p.370.



90 ∙ 印度哲學 제35집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보다는 선정이 더욱 우수하다”는 12

송 자체의 메시지와 반하게 된다. 그래서 난문이라 말했던 것이

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다시 ‘선정보다는 행위의 결과

를 버림’이 더욱 뛰어나다고 말하는 것이다. ‘모든 행위의 결과를

내버리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11송에서 말해졌다. 거기에서는 가

장 낮은 근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즉 그들이 점진적으로 닦아가야

할 가장 쉬운 길로서 제시된 것임을 우리는 앞에서 확인했다. 그

런데 여기 12송에서는, 그것은 상당히 우수한 행법인 것으로 설해

져 있는 것이다. 어떤 맥락에서 그러한 것일까? 또한 마지막 구절

에서는 “결국 (행위의 결과를) 버림보다 마음의 평화(śānti)가 더

욱 뛰어나다”고 한다. 행위의 길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욱 뛰어나

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평화’는 지혜의 길인가, 믿

음의 길인가? 어떤 맥락에서 말해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

2. 난문의 이해

앞의 9～11송의 이해를 위해서 나는 샹카라와 라마누자의 주석

을 참조하면서 핵심이 되는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는 12송 자체에 대한 샹카라와 라마누자의 주석이 서로 대조적인

입장을 명확히 띄고 있으므로, 양자의 주석이 각기 어떤 입장을 취

하고 있는지를 밀착해서 살펴봄으로써 난문의 이해를 시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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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샹카라의 입장

12송의 이해와 관련해서 샹카라의 이해를 살펴볼 때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 점이다. 하나는 그가 지혜의 길의 맥락을 중시하고 있

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근기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지혜의 길의 맥락과 연관지어서 그는 수습/점수와 명상에

대한 개념을 보다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일정 부분 12송을 이해하

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더욱 뛰어나다고, 실로 뛰어난 것으로 보다 더 크게 찬탄되는 것은

지혜이다. -무엇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찬탄되는가)? 분별/지혜(vive

ka)가 선행되지 않는 수습/점수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찬탄된다). 지

혜보다 지혜가 선행하는/인도하는 선정이 더욱 뛰어나다. 지혜를 가진

자의 선정보다도 또한 행위의 결과의 포기가 ‘더욱 우수하다’라고 이

해된다.28)

샹카라는 12송에 나오는 수습/점수는 분별/지혜가 선행되지 않

은 것(a-viveka-pūrvakāt)으로 본다. 그리고 선정은 지혜가 인도

하는 선정(jñāna-pūrvakaṁ dhyānaṁ)의 의미로 이해한다. 그러니

까 여기까지만 보면, “지혜는 수습/점수보다 뛰어나며, 지혜보다

는 선정이 더욱 우수하다”는 12송의 본문은 “분별/지혜가 선행되

지 아니한 수습/점수보다는 지혜가 우수하고, 지혜 그 자체만 있

는 것보다는 지혜가 인도하는 선정이 더욱 우수하다”고 본다. 그

러니까 여기까지 볼 때, 샹카라에게는 수습은 분별/지혜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좋고, 선정 역시 지혜에 의해서 인도되어야만 좋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혜/분별을 다 집어넣어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28) śreyaḥ iti. śreyaḥ hi praśasyataraṁ jñānaṁ (a)viveka-pūrvakāt

abhyāsāt tasmāt api jñānāt jñāna-pūrvakaṁ dhyānaṁ viśiṣyate,

jñāna-vataḥ dhyānāt api karma-phala-tyāgaḥ, ‘viśiṣyate’ iti

anuṣajyate. Warrier(1983) p.393. ‘(a)’는, 아마도, A.G.Krishna Warrier에

의해서 집어넣어진 것 같은데, 문맥상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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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해석의 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지혜의 길을 중심으로 기타
를 이해한 샹카라다운 주석으로 생각된다.

12송의 본문은 그러한 지혜의 길보다도 행위의 길이 더 우수하

다고 말한다. “선정보다는 행위의 결과의 포기가 (더욱 뛰어나

다)”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행위의 길보다 지혜의 길이 더욱 뛰어

나다고 생각한 샹카라는 자신의 입장과 배치되는 텍스트의 구절

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해석의 또 다른 한 특징

을 이루는 근기론(根機論)29)의 적용을 통해서 회통을 시도한다.

물론 기타 자체가 근기를 고려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9～11송
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그런데 샹카라가 전가의 보도처럼 근기론

을 들고 나올 때에는 그의 자기철학 –지혜의 길-이 원전 텍스트

의 입장 –행위의 길- 보다 낮게 평가될 때였다. 기타 본문의
입장과 다른 그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근기론을 활용

한 것이다. 여기서 샹카라의 말을 더 들어보기로 하자.

앞에서 언급한 방편(方便, upāya)을 행할 수 없는 무지한 사람들에

게, 앞에서 제기된 행위들, 모든 행위들의 결과의 포기는 더욱 뛰어난

방법이라 설해졌다. (…) 모든 욕망의 포기라고 하는 일반적 특성은

무지한 자의 행위의 결과의 포기에도 있다.30)

이러한 샹카라의 말은 첫 부분부터 문제가 있다. 12송에서 ‘모

든 행위의 결과의 포기’는 결코 앞에서 언급한 방편들, 수습/점수,

지혜, 선정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기는 무

29) 여기서 내가 쓰는 ‘근기’와 ‘근기론’의 의미차이를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근기에 대한 고려는 필요한 일이라 보지만, 근기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근기론은 “근기의 다름이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사이에 오히려 계급을 인정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김호성(2009) p.202.

30) ajñasya karmaṇi pravṛttasya pūrva-upadiṣṭa-upāya-anuṣṭhāna-aśaktau

sarva-karmaṇāṁ phala-tyāgaḥ śreyas sādhanaṁ iti upadiṣṭaṁ , (…)

sarva-kāma-tyāga-sāmānyaṁ ajña-karma-phala-tyāgasya api asti.

Warrier(1983) p.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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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있기 때문이다.31) 더욱이 ‘모든 행위의 결과의 포기’라고 하

는 것이 무지한 자(ajña)에게 주어진 것이라 단정하는 관점 역시

부자연스럽게 보인다. 샹카라의 입장을 헤아려 보건대, 더욱 낮은

근기의 사람들에게 제시된 행법이 낮은 수준의 것임을 주장32)해

왔기 때문이다. 또 ‘모든 행위의 결과의 포기’라는 것이 11송에서

는 가장 낮은 근기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말해졌으나, 12

송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오히려 가장 뛰어난 행법으로 말해지고

있다. 9송에서 말해지는 수습/점수보다도 더 우수함은 물론 선정

보다 더 뛰어나다고 12송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12송의 맥락

에서는 결코 ‘행위의 결과의 포기’가 무지한 자에게나 설해지는

낮은 수준의 행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샹카라의 주석을 통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결코 그의 주석에 의

지해서 12송 전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우리가 라마누자의 관

점을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이다.

⑵ 라마누자의 입장

이제 라마누자의 기타 브하샤를 통해서 12송의 이해를 시도
해 볼 차례이다. 12송에 등장하는 여러 개념들을 라마누자는 어떻

게 규정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찾기를 위하여 하나의 유용

한 실마리가 되어주는 것이 Svāmī Ādidevānanda의 영역(英譯)이

다. 왜냐하면 라마누자의 브하샤 자체에 워낙 생략이 많은 편이
어서, 그 본문만으로는 그의 입장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이

다. 그런 뒤에 그의 영역이 라마누자의 주석으로부터 얼마나 거리

31) 바로 그런 점에서 9～11송과 12송의 함의가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게 될 것이다.

32) 근기론의 적용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둘렀던 샹카라에

대해서는 김호성(2001) pp.120-121. 참조. 또 Radhakrishnan(1960) p.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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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지를 살피면서, 논의를 전개해 가고자 한다. 먼저 라마누

자의 브하샤 중에서 전반부이다.

신에 대한 사랑의 부재로 인하여 어렵기에, (신에 대한) 기억의 훈

련보다도, 불멸하는 자아(Akṣara)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 자아의 복

리에는 도움이 된다. 자아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보다는 자아에 대한

완전한 명상이 더욱 좋은데, 그것이 자아의 복리에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명상(즉 포기를 수반하지 않는 명상) 보다 결과에

대한 포기를 갖고서 행해진 행위가 더욱 도움이 된다. 마음의 평화가

얻어지는 것은 결과의 포기가 따르는 행위들을 통해서 죄악이 소멸된

뒤의 일일 뿐이다.33)

9송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수습/점수(abhyāsa)는 신에 대한 사

랑(prīti)이 부재한 채 행해지는, 신에 대한 기억의 반복적 수행

(smṛty abhyāsa)이라는 점이다. 앞의 Ⅱ장에서 나는 이 abhyāsa

개념을 신에 대한 숭배(upāsana)의 반복이라 규정한 바 있다. 그

러한 나의 해석은 정히 라마누자의 이러한 해석과 일치하고 있음

을 느끼게 된다. 공히 믿음의 길의 맥락에서 수습/점수를 이해하

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혜(jñāna) 개념에 대해서이다. 이에 대해서도 신과

인간성의 동일성과 차별성을 동시적으로 보고자 하는 라마누자는

지혜의 길을 최상의 것으로 자리매김해 놓고 그것을 향해서 지향

해 가는 샹카라적 관점과는 차이가 있음을 내보인다. 자아에 대한

완벽한 앎, 즉 생해탈(jīvan-mukti)로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지혜

는 아니라고 본다. 12장 1송의 문제제기에서 등장하는 불멸의 미

현현(akṣaram avyaktam)을 명상함으로써 일어나는 자아에 대한

33) atyartha-prīti-virahitār karkaśa-rūpāt smṛty-abhyāsād

akṣara-yathā-atmya-anusaṁdhāna-pūrvakaṁ tadā-aparokṣya-jñānam

eva ātma-hitatve viśiṣyate, ātma-aparokṣya-jñānād api

aniṣpanna-rūpāt ta-upāya-bhūtam phala-tyāgena anuṣṭhitāt karmaṇaḥ

anantaram eva nirasta-pāpa-tathā manasaḥ śāntiḥ bhaviṣyati. Svāmī

Ādidevananda, p.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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앎(ātmya-anusaṁdhāna)으로 본다. 물론 기타는 제12장 2송 이
하의 게송을 통해서, 그것은 “지고의 믿음으로 (신에게) 나아가는

자들(śraddhayā parayo ’petās)”의 행법 보다 못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적어도 그것이 제12장의 맥락이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사

랑이 없어서 신을 생각하며 수습하는 것보다는 우수하다고 해도,

이 ‘지혜’ 역시 한계를 갖는 것이 분명해 진다. 이것은 자아에 대

한 불완전한 지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나오는 것이 완전한 명상으로서의 선

정(dhyāna)이다. 그런데 라마누자의 브하샤 본문에서는 ‘자아에
대한 완전한 명상(perfect meditation on the self)’이라는 영역(英

譯)에 대응하는 산스크리트 술어가 보이지 않는다. 영역자 Svāmī

Ādidevānanda가 그렇게 번역한 것은 아마도 upāya-bhūtam 일

것이다. 그 외에는 적확하게 맞아들어 가는 술어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upāya-bhūta는 방편(方便)의 생기(生起)라고 옮길 수 있

는 개념인데, ‘신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미

로 이해된다. 그것이 앞서 말한 미현현에 대한 명상을 의미하는

지혜보다 더욱 뛰어난 것이라 말해지는 dhyāna에 대한 라마누자

의 이해인 것이다. 나는 이 dhyāna의 해석에 있어서도 라마누자

가 그것을 ‘신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밖

에 해석되지 않는 upāya를 동원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싶다. 앞서

샹카라에게서도 방편(upāya)이라는 말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무지한 사람들이 행할 수 없었던 방편’, 즉 지혜의 길

의 맥락에서 주어진 행법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수습/점수와 지

혜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라마누자가 선정 -이이야말로 애당초

‘지혜의 길’의 맥락을 띄고 있는 말이다- 을 신에 대한 완전한 명

상, 내지는 신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하는 방편의 생기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선정’을 믿음의 길의 맥락에

서 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12송 전반부의 세 개념, 즉 abhyāsa, jñāna, 그리

고 dhyāna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라마누자는, 앞서 살펴본 샹카



96 ∙ 印度哲學 제35집

라와는 달리 믿음의 길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물론 지혜

의 길에 대한 라마누자의 평가 역시 지혜(jñāna)를 Akṣara에 대

한 명상이라 한 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길보다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두 말할 나위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편이 궁극적인 완성일 수는 없다. 아직은 그 중간과정일 뿐이

고, 그런 이상 행위에 대한 결과를 포기하는 것보다 낮은 행법으

로 보인다. 믿음의 길에 나아가는 방편으로서의 선정과 행위의 길

로 평가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포기 사이에는 후자가 우월한 것

이다. 믿음의 길을 가장 우수하게 생각하는 라마누자에게는 당연

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12송 자체의 규정이니까, 별다른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소의 애매함34)은 인정되는데, 결국

문제의 최종적 해결책은 12송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제시된 마

음의 평화(śānti)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를 보

다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라마누자의 브하샤 후반부를 자세히
읽어보기로 하자. 역시 영역자인 Svāmī Ādidevānanda의 영역부

터 먼저 살펴본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자아에 대한 완벽한 명상이 가능해진다. 명상

으로부터 자아에 대한 직접적인 깨침이 나온다. 아트만의 길(Ātma-ni

ṣṭhā), 즉 개아(個我)에 대한 믿음은 지고의 존재에 대한 신애(loving d

evotion)를 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유용하다. 그리고 마음의 완벽한

평화를 얻음이 없이 자아를 얻기 위한 훈련(Jñāna Yoga)를 행하며,

이기적이지 않은 행위(Karma Yoga)를 하면서, 그 안에서 자아에 대

한 명상이 포용될 때, 자아의 앎을 위해서는 최선의 길이 된다.35)

34) ‘믿음의 길’이 가장 우수한 행법으로 주어져 있다면, 비록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방편-

인 선정이 행위의 결과보다 더 우월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애매함이다.

35) śānte manasi ātma-dhyānaṁ saṁpatsyate, dhyānād jñānaṁ jñānāt ca

tadā ’parokṣyam tadā ’parokṣyāt parā bhaktiḥ, iti bhaktiyogā ’bhyāsā

’śaktasya ātma-niṣṭhā śreyasī, ātma-niṣṭhasya api aśānta-manaso

niṣṭhā-prāptaye antargatā ’tma-jñāna-abhisaṁhita-phala-karma-niṣṭh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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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인용한 브하샤의 구절에서 라마누자는 ‘수습 < 지혜
< 선정 < 행위의 결과의 포기 <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12송의

서술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고찰한다. 말하자면 순관(順觀)이

다. 샹카라는 이러한 순관만을 행하고 말았음에 반하여, 라마누자

는 한 번 더 그 서술 순서를 뒤집어서 말한다. 말하자면 역관(逆

觀)이다.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자아에 대한 완벽한 명상’, 즉 선

정이 가능하고 ‘자아에 대한 완벽한 명상’이 있을 때 비로소 자아

에 대한 직접적 깨침이 가능해진다. 물론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

처럼, 불멸의 미현현에 대한 명상으로서, 12장에서는 믿음의 길보

다 낮게 평가되는 것이다. 이를 라마누자는 또 아트만의 길(Ātma

-niṣṭhā)라고 말하는데, 이는 지고의 존재에 대한 믿음, 즉 parā b

hakti와는 달리 개아에 대한 믿음이다. 그런 점에서 분명 일정한 한

계를 갖는 것일 수밖에 없으나, 지고의 존재에 대한 지고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나마 유용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라마누자 역시 샹카라와 마찬가지로 근기를 고

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샹카라는 지혜의 길의 입

장에 서서 그보다 더 높은 행법이라고 텍스트가 말하는 것을 희

석(稀釋)시키기 위해서 행위의 길은 무지한 자, 즉 낮은 근기의 사

람들에게 적합한 행법이라 평가절하 했던 것이다. 정히 내가 말하

는 근기론에 함몰되어 있었다. 그러나 라마누자는 믿음의 길에 입

각하여 지혜의 길이나 행위의 길 모두를 평가절하하고 있으나, 즉

차별적 회통론의 입장을 취하고는 있으나 기타의 원문과 배치
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근기를 고려는 하지만 근기론을 적용하

는 무리를 범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앞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라마누자의 해

답을 발견하게 된다. 즉 마음의 평화는 지혜의 길의 맥락에서 이

해해야 하느냐, 아니면 믿음의 길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느냐 하

는 문제였다. 라마누자는 믿음의 길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eva śreyasī ’ty arthaḥ. Ādidevānanda, p.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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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카라 라마누자

수습/점수
분별/지혜가

선행되지 않는 것

신에 대한 사랑 없이

행해지는 기억의 반복

지혜

불멸의 미현현을

명상함으로써 얻는

자아에 대한 앎

선정
지혜가 인도하는

선정

완전한 명상

(=방편의 생기)

행위의 결과의

포기

마음의 평화
지고의 존재에 대한

지고의 믿음

있게 된다.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 채 자아에 대한 명상(=아트

만의 길)36)을 행할 때에는 그래도 지혜의 길과 행위의 길을 닦는

것이 최선의 길 -이때 ‘최선’은 ‘방편’의 의미이다- 이 된다고 말

하기 때문이다. 지혜의 길과 행위의 길보다 더 높이 자리매김 된

‘마음의 평화’는 지고의 존재에 대한 지고의 믿음과 연결되고 있

음을 암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라마누자의 이해와 앞서 제시한 샹카라의 그것을 아울

러 살펴보기(共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표 3을 작성해 보았다.

표 3 : 12송에 대한 샹카라와 라마누자의 입장 비교37)

12송이 ‘믿음의 길’을 드높이려는 맥락임을 생각할 때, 그런 원

전의 입장과 배치되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한 것은

라마누자의 것으로 나는 평가하고 있다. 이제 새롭게 이해해 본

9～12송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부여가 가능한지, 장(章)을 바꾸어

36) 아트만의 길에서 자아는 곧 개아이고, 명상은 곧 믿음이다. 이렇게

명상이 믿음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혜의 길과 믿음의 길이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우파사나 개념과

드흐야나 개념이 겹치는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된다.

37) 공란으로 비어 있는 것은 그 의미의 부연에서 특기사항이 없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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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Ⅳ. 의미에 대한 평가

1. 9～11송의 맥락과 그 의미

앞의 Ⅱ장과 Ⅲ장을 통해서 우리는 기타 제12장의 9～12송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봤다. 이를 통해서 종래 오해하고 있었거나 어

렵게 느껴졌던 부분에 대하여 나름의 새로운 이해를 시도해 보았

다. 우선 9～11송에 보이는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세 가지 개념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것은 바로 9송의 abhyāsa-

yoga, 11송의 mad-yoga, 그리고 10송의 mat-karma 개념이었다.

이를 통해서 나는 앞의 Ⅱ장에서 제시한 표 2를 다음 표 4와 같이

수정하고 증보(增補)하였다.

표 4 : 6～11송에 대한 새로운 이해방식

게송 원문의 수행법
세 가지 길과의

관련
근기 돈점 난이도

6～8 믿음의 길 最上 頓 最難

9
수습(修習)

/점수(漸修)

믿음의 길

(⟵지혜의 길) 上 漸 難

10
나의 일/나를 목적

으로 하는 행위

믿음의 길

(⟵행위의 길) 中 漸 易

11
나의 요가/행위의

결과의 포기
행위의 길 下 漸 最易

표 2와 대비해서 볼 때, 표 4에서 변화된 것은 크게 세 가지 점

이다. 첫째는 9송의 abhyāsa-yoga 개념은 원래 지혜의 길을 맥락

을 갖는 것이지만, 12장에서는 믿음의 길의 맥락을 갖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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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된다고 하는 점이다. 둘째는 그와 반대로 11송에서 말하는 m

ad-yoga는 ‘믿음의 길에 입각해서 행해지는 행위의 길’이 아니라,

‘행위의 길’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는 앞서 살핀 대로

샹카라와 라마누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셋째

10송의 mat-karma 개념은 카르마가 행위의 의미를 갖는 말이지

만, 믿음의 길의 맥락 안으로 포섭된 행위로 이해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즉 10송 역시 믿음의 길을 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9～11송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그 앞의 6～8송

을 더하여, 즉 6～11송은 철저하게 최선책이 안 될 경우에 차선책

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대체행법의

제시는 어디까지나 그 행법을 수행하는 사람의 근기에 대한 고려

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근기에 따라서 그 행법이 단박에/몰

록 성취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규정되어 있다. 즉 근기에 따라서 돈과 점이 다르게 제시되어 있

는 것이다. 우선 6～8송에서 말하는 ‘믿음의 길’은 단박에 믿어서

들어갈(信入)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돈신(頓信)이라 할 수 있

는데, 이는 가장 행하기 어려운 것이라 말해진다. 그 이하의 대체

행법은 점진적으로 믿어 들어가는 점신(漸信)이라 할 수 있다. 돈

신보다는 행하기 쉬운 길(易行道)38)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제12장의 입장이 흔히 불교에

서 듣는 교판(敎判)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불교에서 말해지는 믿

음 -- 대표적으로는 정토신앙을 들 수 있다. -- 이 차지하는 위

상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일단 불교에서 돈(頓)은 정토신앙이 아

니라 선불교와 상응하는 것으로 말해진다. 선불교는 몰록/단박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돈오(頓悟)의 길이고, 정토신앙은 하열한

근기의 중생을 위해서 제시되는 점신(漸信)의 길이라는 점이다.

38) 불교를 난행도(難行道)와 이행도로 나누는 교판은 용수(龍樹,

Nāgārjuna)의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娑論)에서 기원하는데,
타력신앙이라 할 수 있는 염불이 이행도이고 자력수행은 난행도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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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교판 자체가 선불교의 입장에서 행해진 교판이라 볼

수 있거니와, 적어도 기타 제12장을 생각할 때 불교의 정토신앙
과 유비(類比)해 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은 선불교적 교판과는 반대

로 돈신이라 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불교 안에서

도 정토신앙의 입장에서 행해진 교판에서는 정토문 안에서 돈을

인정하는 흐름이 없지는 않았다. 일본 정토종의 코우사이(幸西, 11

63-1247)가 그러했다. 그의 사상을 일념의(一念義)라고 했거니와,

“나무아미타불” 일념이면/일념으로도 저 아미타불의 세계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리하여 그의 교판에는 성도문(聖) 안

에서도 돈이 있고, 정토문(凡) 안에서도 돈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

서 불교를 성돈과 범돈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코우사이의 일

념의는 정토종 안에서는 이단시되면서 번성하지 못했으나, 신란

(親鸞, 1173-1262)의 정토진종 교학 안에 들어가게 된다. 아미타불

의 본원을 단박에 믿기만 하면 왕생은 결정된다는 신란의 정토사

상에서 우리는 돈적인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코우사

이의 일념의, 즉 돈신의 염불사상이 영향39)을 미친 것으로 말해진

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종래 흔히 가졌던 편견, 즉 명상의 길은 상

근기가 행하는 길이며 가장 어려운 길이며, 믿음의 길 -불교에서

는 염불의 길- 은 가장 쉬운 길이라는 편견을 벗어날 필요가 있

다. 더욱이 가장 쉬운 길이므로 가장 수준 낮다는 것 역시 편견임

은 다시 뒤에서 언급하게 될 것이다.

39) 柳 宗悅(2006) p.163. 참조. 물론 거기에서 더 한걸음 나아가서 잇펜(一遍,

1239-1289)에 이르러서 염불선이 되면 더욱더 염불은 돈신이 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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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11송과 12송의 공관(共觀)

다음으로 9～11송과 12송을 함께 살펴볼 차례이다. 앞에서 나는

9～12송을 9～11송과 12송의 둘로 나누는 과목나누기가 가능하리

라 전제해 놓고 본론을 전개했다. 이제 본론(Ⅱ장과 Ⅲ장)의 논의

를 종합해서 새로운 과목나누기를 설정해 본다. 크리쉬나의 응답

(2～20송) 중에서 믿음행자의 길(13～20송)을 제외한 부분(2～12

송)에 대한 새로운 과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 ‘믿음의 길(2～12)송’의 새로운 과목 나누기

믿음의 길 > 아트만의 길

: 2～5송
믿음의 길에 들어가는 법 돈신 : 6～8송

점신
돈점, 난이의 맥락

: 9～11송
우열의 맥락 : 12송

우선 2～5송을 아트만의 길보다 믿음의 길이 더욱 우수함을 설

한 것이라 규정한 것은, 불멸의 미현현에 대한 명상/숭배를 라마

누자가 아트만의 길(Ātma-niṣṭhā)라 평가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

인 것이다.

다음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재검토한 9～12송의 의의는 ‘믿음의

길’에 들어가는 법, 바꾸어 말하면 크리쉬나가 제시하는 나/신에

게 들어가서 나/신과 하나가 되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했

다는 점이다. 그것도 그 믿음의 세계에 몰록 들어갈 수 있느냐 하

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제일 뛰어난 행법이지만, 그렇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6～8송에서 제시된 돈신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

능할 때, 그에 대한 대체행법으로 9～11송이 다시 제시된 것이다.

그렇다면 9～11송에 상대해서 볼 때, 12송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

가 하는 점이 다시 문제가 된다. 바로 직전에 설해진 9～11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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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縱的)으로 행법의 비교가 행해진 것으로서, 그 기준은 근기

를 고려하여 시설되는 것으로서 돈점, 내지는 난이도 여하에 달린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12송은 그 하나의 게송 안에서 다섯 가지

행법을 횡적(橫的)으로 벌려놓고서, 상대적으로 우열을 평가한 것

이다. 다섯 가지 행법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데

초점이 두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9～11송과 12송은 각기 문제의식과 초점이 다소 달랐

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12송안에는 9～11송에서 설해진 개념이

들어와 있기에, 9～11송에서 설한 문제를 방법을 달리해서 한 번

더 재론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

송과 12송에서, 특히 12송의 이해에서 난점을 느끼게 된 데에는

가장 뛰어난 행법으로 제시된 믿음의 길이 이미 6～8송에서 설해

져 있기40) 때문이다. 그러나 12송에 오면, 믿음의 길이라는 가장

우수한 행법이 가장 뒤에/나중에 설해진다. 그래서 9～11송과 12

송에서 말하는 것이 뭔가 착종(錯綜)된 듯한 느낌을 가지기 쉬우

나, 그렇지 않다. 9～11송은 가장 행하기 어려운(最難) 행법으로서

가장 높은 근기(最上)의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행하기 쉬운(最易) 행법으로서 가장 낮은 근기(下)의 사람에

게 해당하는 것으로 전개/시설(施設)된다. 그리고 12송은 행법의

우열이라는 맥락에서 설해진다. 다섯가지 행법이 설해지므로 이는

순서대로 가(可)에서 시작하여 수(秀)에서 끝나는 것으로 전개/시

설된다. 이를 도시한 것이, 다음과 같은 표 6이다.

40) 그래서 표 2과 표 4에는 6～8송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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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송

수습 /점

수의 요

가 (上根

機) →

나의 일

(中根機 )

→

나의 요

가 /행위

의 결과

의 포기

(下根機)

12송

마 음 의

평화(秀)

←

행 위 의

결 과 의

포기(優)

←

선정(美)

←

지혜(良)

←

수습 /점

수(可)

표 6 : 9～11송과 12송에서의 행법의 전개

여기서 우리의 주의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돈점/난이의 맥락’

에서 말해질 때와 ‘우열의 맥락’에서 말해질 때, ‘수습/점수의 요

가’와 ‘행위의 결과의 포기’가 서로 다르게 놓여져 있다는 점이다.

12송에 대한 라마누자의 이해를 다시 9송의 개념에도 적용해서

본다면, 9송의 수습/점수의 요가는 신에 대한 사랑 없이 행해지는

신에 대한 기억의 반복으로써 불멸의 미현현을 명상함으로써 얻

게 되는 자아에 대한 앎이라는 ‘지혜’ 개념과 함께, ‘아트만의 길’

에 속하는 것이다. 아직 ‘믿음의 길’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완전한 명상으로서 방편의 생기라는 의미로 해석된 ‘선

정’부터 ‘마음의 평화’까지는 ‘믿음의 길’에 들어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범주론적으로 보아서, 그것들은 행위의 길이나 지혜의 길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믿음의 길의 맥락에서 이해되어 야 한다는 말

이다. 따라서 그 사이에 있는 ‘행위의 결과의 포기’는 좀더 믿음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선정보다는-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믿음의 길 안에 포섭/포용된 행위의 길이라 볼 수 있다. 이

에 반하여 11송에서 말하는 ‘행위의 결과의 포기’는 가장 낮은 근

기의 사람들에게 제시된 것으로 난이도에서는 가장 쉬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만약 우리가 9～11송과 12송을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지 않고서 동일한 차원으로 두게 되면, 이 게송들의 난점은

끝내 풀리지 않게 된다. 9～11송과 12송 공히 행법의 우열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즉 9～11송 역시 ‘우수한 행법 → 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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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으로 제시된 것이라 이해하게 되면 이 난점은 끝내 해결되지

않는다. 동일한 ‘행위의 결과의 포기’를 11송에서는 가장 낮은 행

법이라 말하는 것이 되고 12송에서는 우수한 행법이라 말하는 것

이 되어서, 기타 자체가 자가당착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런 까
닭에 나는 차원/맥락을 달리한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요컨대 9～11송에서는 근기에 대한 고려와 난이도가 배려되어

있지만 아직 그것만으로는 행법의 우수성을 판단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12송이 담당할 몫이었다.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9～11송과

12송이 전개/시설되는 차원이 서로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습/점수의 요가’나 ‘행위의 결과의 포기’와 같은 개념을 고정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것들이 어떠한 문맥 위에서 설해져 있느냐

에 따라서 이해해야, 9～11송과 12송에서 행해진 양자의 입장이

서로 조화/회통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나의 이해가 타당하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귀중한 가

르침을 기타로부터 얻게 된다. 그것은 “과연 가장 낮은 근기의
사람들에게 제시된 행위의 결과의 포기라는 행법이 우열의 관점

에서 볼 때에는 우수한 것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라

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답의 제시를 마나는 것이다. 샹카라나

선불교에서 제시한 교판에서 생각하면, 가장 낮은 근기의 사람들

에게나 적합한 것은 가장 열등한 것이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의 입장에서 행해진 교판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

장 낮은 근기의 사람들에게 제시된 행법, 즉 11송에서 제시된 ‘행

위의 결과의 포기’라는 행법 역시 12송에서는 마음의 평화(=믿음

의 길) 만큼 최우수의 행법이라 평가받은 것은 아닐지라도, 그에

버금가는 우수한 행법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106 ∙ 印度哲學 제35집

Ⅴ. 맺음말

기타 제12장은 ‘믿음의 길’을 주제로 하는 장(章)이다. 전체 2
0송 밖에 되지 않는 소편(小篇)이지만, 그 이해가 반드시 쉽지만은

않다. 특히 9～12송의 의미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12장 전체의 이

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관건(關鍵)이 된다. 이 글은 바로 이

9～12송의 난문(難文)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해 본

것이다. 9～12송에서 봉착하는 난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각기

9～11송과 12송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6～8송에서 설해진 것처럼 먼저 믿음의 길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실천해야 할 대체행법

이 9～11송 사이에 제시된다. 애당초 믿음의 길이 불가할 경우에

행위의 길이 제시되는 것으로 파악하면서도, 12송에서 ‘나의 요가

에 의지하여 모든 행위의 결과를 버려라’는 데에서 난관(難關)에

부닥쳤다. 그렇게 되면 12송은 먼저 믿음의 길에 들어간 뒤에, 즉

믿음의 길에 입각하여 다시 행위의 길을 실천하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게 되면 5-8송에서 제시한 믿음의 길

이,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대체행법이 설해지

는 9～11송에 다시금 등장하는 것이 되어서 자각당착에 빠지게 된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9～11송에 등장하는 핵심적 개념들

인 abhyāsa-yoga, mad-yoga, 그리고 mat-karma를 재검토하였

다. 그 결과 abhyāsa-yoga는 신에 대한 기억의 반복이라는 의미

를 갖는 것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의 중간과정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1송의 mad-yoga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믿음의 길을 설하는 제12장의 문맥 속에서 다루어진다고 하더라

도, 거기에서 믿음의 길을 연상한 것은 오해였음이 밝혀졌다.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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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나 라마누자 공히 행위의 길로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라마누

자는 11송에서 말하는 행위의 길을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더하여 10송의 mat-karma 역시 신을

위해서, 신을 섬기는 일로 보는 라마누자의 관점을 받아들일 때,

비록 동일한 ‘믿음의 길’ 안에서 어렵고 쉬운 차이는 있더라도,

9～10송은 ‘믿음의 길’의 범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

었다. 그리고 11송은 그 보다 더 낮은 근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제

시되는 행위의 길로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12송의 난문에 대해서이다. 12송에서 난점으로 떠올

랐던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선정이 어떤 의미에서 지혜보다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불교에서는 결코 선

정이 지혜보다 더욱 우수하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

는 12송에서 가장 우수한 행법이라고 말한 ‘마음의 평화’를 믿음

의 길의 맥락에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

것은 지혜의 길의 맥락에서도 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샹카라와 라마누

자의 관점을 살펴보았다. 샹카라의 경우는 수습과 선정에 지혜를

넣어서 이해하고 있었다. 즉 수습은 지혜가 선행되지 않은 것이므

로 지혜보다 하열하고, 선정은 지혜가 함께 하기에 단순히 지혜만

의 존재(=지혜) 보다는 우수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샹카라는 지

혜의 길보다 더욱 행위의 길이 우수하다고 한 12송의 입장은 그

자신의 자기철학 -갸냐요가 중심- 에 배치된다고 느껴서인지, 그

것은 무지한 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라 주석하고 있다. 이를 나는

근기론에 함몰(陷沒)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라마누자는 선정

을 방편의 생기(生起)라는 의미로 파악했던 것으로 나는 이해하였

다. 그것은 불멸의 미현현에 대한 명상보다 더욱 뛰어난 것이었

다. 즉 선정을 지혜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파악했던 것이

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 역시 믿음의 길로 라마누자는 보고 있었

다. 마음의 평화는 지혜의 길이나 행위의 길보다 더 높이 자리매

김되어 있었으며, 지고의 존재에 대한 지고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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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9～12송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우리에게 두 가지

깨침을 가져다주었다. 하나는 신과 하나가 되는 믿음의 길은 가장

근기가 낮은 사람에게나 적당한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근기의

사람에게 적당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까닭에 믿음의 길은 가장

쉬운 행법이 아니라 가장 행하기 어려운 행법이 된다. 불교의 술

어를 빌어서 말하면 이행도(易行道)가 아니라 난행도(難行道)이다.

다른 하나는 9～11송과 12송의 맥락/차원이 다르다는 데서 얻을

수 있다. 9～11송은 ‘상근기 → 하근기’로의 전개로서 어디까지나

근기의 상하를 기준으로 해서 제시되어 있는 것이고, 12송은 행법

의 우열을 기준으로 해서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흔히 샹카라나 선불교의 입장에서 말하는 하나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바로 가장 낮은 근기의 사람들을 위한 행법

이 행법의 우열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가장 하열한 행법일 것이

라는 편견 말이다. 11송에서 가장 낮은 근기의 사람들을 위한 행

법으로 제시된 ‘행위의 결과에 대한 포기’가 믿음의 길만큼 수(秀)

의 행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優)의 행법은 될 수 있다고 12송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기타 제12장 9～12송의 난문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얻게 된
가장 큰 소득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길’의 관점에서 볼 때,

그와 동일한 패러다임에 속하는 정토신앙과 같은 불교의 타력(他

力)신앙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낮은

근기의 사람들에게 제시된 것으로서 쉬우니까 하열하다”는, 선불

교의 입장에서 행해진 교판을 무조건 절대시할 수는 없음을 알게

된다. 정토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그것이 하열한 근기의 사

람들에게 제시된 가장 쉬운 이행도라 하더라도(9～11송에서처럼),

그것은 가장 우수한 행법일 수(12송에서처럼)도 있다. 이러한 깨

달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인도철학과 불교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생각하는(印佛共學/印佛共觀) 일의 기쁨이자 보람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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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Understanding of Difficult Verse in the Chapter

12 in Bhagavadgītā : Focusing on the Verses 9～12

Kim, Ho Sung

Dongguk University

The theme of the 12th chapter of Bhagavadgītā is

bhakti-yoga. While it is a short chapter which includes only

20 verses,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In particular,

grasping the verse 9～12 is the key to understand chapter

12. This paper overview how to understand the verse 9～12

which are difficult to understand. There are two difficult

points in the verse 9～12, so I will discuss each points in

the verse 9～11 and the verse 12.

It is a better way to directly go to bhakti-yoga at first

as the verse 6～8 say, but the verse 9～11 show the

alternative ways to practice in case the former way is

impossible. Understanding that karma-yoga appears when

bhakti-yoga is impossible, I face the difficulty that the

verse 12 says, "taking refuge in My disciplined activity

renounce the fruit of all acting." This means that the verse

12 suggests to practice bhakti-yoga and then to practice

karma-yoga based on bhakti-yoga. When I follow this

interpretation, however, I face the incoherence that

bhakti-yoga told in the verse 5-8 appears again in the

verse 9～11 which suggest the alternative to bhakti-yoga.

To solve this incoherence, I reconsider the crucial

conceptions: abhyāsa-yoga, mad-yoga and mat-karma. As a

result, I see that abhyāsa-yoga is the halfway poi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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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akti-yoga and means the repetition of the recollection of

god. However, it is the misunderstanding that mad-yoga in

the verse 11 is related to bhakti-yoga, although it is told in

the context of the chapter 12 that explains bhakti-yoga.

Both Śaṅkara and Rāmānuja understand mad-yoga as a

way of karma-yoga. In particular, Rāmānuja accept

karma-yoga as upāya to proceed to bhakti-yoga. In

addition, when I accept Rāmānuja's interpretation that

mat-karma in the verse 10 also serves God, the verse 9～10

are categorized as bhakti-yoga, although there is difference

in difficulty. Moreover, the verse 11 is karma-yoga for the

people who have lower adhikāra.

The second matter is about the difficult verses. There

are two difficulties in the verse 12. One is whether

meditation is more distinguished than wisdom in a certain

sense; Buddhism never states that meditation is more

distinguished than wisdom. The other is whether śānti

which the verse 12 says the greatest way to practice is told

in the context of bhakti-yoga; this can be told in

jñāna-yoga.

To solve these two problems, I examine the

perspectives of Śaṅkara and Rāmānuja. Śaṅkara understands

abhyāsa and meditation with wisdom. This means that

abhyāsa without wisdom is inferior to wisdom and

meditation with wisdom is superior to the mere wisdom.

However, Śaṅkara makes commentary that the verse 12's

viewpoint that karma-yoga is more outstanding than

jñāna-yoga is true for the ignorant people, because that is

against for his own philosophy which focuses on

jñāna-yoga. I judge that this falls into adhikāravāda. On the

other hand, in my opinion, Rāmānuja understands meditation

as the occurrence of upāya. That is more distinguished than

the meditation on the Imperishable Unmanifested. In other

words, he regards meditation as bhakti-yoga, not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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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ñāna-yoga. Rāmānuja also considers śanti as bhakti-yoga.

Śānti is more highly positioned than karma-yoga and

jñāna-yoga, because it is related to parā bhakti on the

Supreme Being.

As I mentioned above, a new understanding on the

verses 9～12 brings two pieces of knowledge. One is that

bhakti-yoga which becomes together with God is suited to

ones who have the highest adhikāra, not to the lowest

adhikāra. Hence, bhakti-yoga is the most difficult way, not

the easiest way. The other is that the context of the verses

9～11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verse 12. The verses 9～

11 develop "from high adhikāra to low adhikāra," based on

the levels of adhikāra, but the verse 12 is based on the

superiority of the way to practice. At this point, I can

overcome the prepossession which Śaṅkara and Zen/Sŏn

Buddhism states. That is the prepossession that the way for

the people who have the lowest adhikāra is the most

inferior way. "The resignation from the result of act"

suggested for the people who have the lowest adhikāra in

the verse 11 is not as proper way as bhakti-yoga, but it

can be the second best according to the verse 12.

The most excellent lesson is of newly understanding

the verses 9～12 of the chapter 12 of Bhagavadgītā in the

context of Hinduism is that I can revaluate Pure land

Buddhism and faith of the Other Power which belongs to

the same paradigm. It is impossible to justify Zen/Sŏn

Buddhism's judgement that "the way for low adhikāra is

inferior, because it is the easy way." In the viewpoint of

Pure land Buddhism, that will be the most distinguished

way(in the verse 12), although it is the easiest way for the

people have low adhikāra. This lesson is one of the

pleasures and rewards to study Indian Philosophy and

Buddhism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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