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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다에서 성찰한 인격의 세 층위 중 aja는 베단타의 자아 개념과 더

욱 부합하고, tanū는 상키야의 미세신과 더욱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베단타의 일원론에서는 영혼 개념에 물질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지만, 상키야의 이원론에서는 여기에 물질성을 고려한다. 그러나 자아

에 관한 베단타와 상키야의 인식이 현저하게 다르다고는 말할 수 없다.

양측의 차이는 반영설에 의해 인식론 차원에서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반영설에 의해 베단타의 자아(Ātman)는 개아(영혼)인 양 활동할

수 있으며, 상키야에서 개아에 상당하는 Buddhi는 자아(Puruṣa)인 양

인식할 수 있다.

결국 베단타와 상키야 사이의 공유 관념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Buddhi이다. 이 Buddhi는 양측에서 활동성의 의식인 개체적 사이비 자

아를 대변한다. 영혼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도 이것이며, 인식아와 내

아와 명아 등도 이것의 별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 자아와 영혼

은 의식의 비활동성과 활동성으로 차별되므로 윤회(활동)하지 않는 영

혼이 자아라면, 윤회(활동)하는 자아는 영혼이다.

한편 상키야의 미세신은 자아 개념에 관한 한 베단타와 차별할 수

있는 관념을 대변한다. 그러나 베단타 불이일원론을 적용하면, 미세신도

무지의 소산이요 자아의 upādhi일 뿐이다. 베단타에서 해탈은 이

upādhi를 자아로 착각하는 무지에서 벗어남으로써 실현된다. 상키야의

경우에는 Buddhi를 자아로 착각하는 무지에서 벗어남으로써 Puruṣa의

독존이라는 해탈을 실현한다. 베단타든 상키야든 해탈의 논리는 동일하

다. 양측의 차별적 관념은 동일한 해탈의 논리로 회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차별 관념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그 이면의 공유 관념

으로 진화(鎭火)될 수 있는 것이 인도 철학의 자아 개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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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공통 원천의 차별적 관념

인도 철학의 자아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베단타(Vedānta)와

상키야(Sāṃkhya)의 견해를 고찰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베단타는 우파니샤드(Upaniṣad) 이래의 철학적 전통을

계승하여 정통 철학을 대변하고, 상키야는 동일한 원천에서 출발

하여 그 전통을 보완하는 것으로 정통 철학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도 철학의 정통 학파들 중에서는 베단타와 상키야가

자아 개념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로 베단타 철학의 거장으로서 일원론1)을 강력하게 주창

한 샹카라(Śaṅkara)는 다른 어떤 학파보다도 상키야를 신랄하게

비판했다.2) 그런데 그의 비판은 대체로 계시 성전(śruti)에 의한

전거로 시비를 재단하는 교조주의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자아만

을 세계의 유일 원리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

한 비판만큼은 예외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순수한 이성적 견지

에서 거론하는 것으로 상키야를 비판한다.

현존하는 학자로서 상키야 철학에 정통한 Larson은 샹카라가

이처럼 이성적으로 거론한 상키야 철학의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1) 샹카라가 강력하게 주창한 일원론은 흔히 Advaita, 즉

불이일원론(不二一元論)으로 불린다. 그러므로 본론에서 샹카라의

주장으로 언급하는 일원론은 이 불이일원론을 가리킨다.

2) “고전 상키야를 가장 철저하고 영향력 있게 비판한 인물이 8세기 베단타

학자인 샹카라였다는 사실은 아마도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가 자신의

Vedāntasūtra-bhāṣya에서 다른 어떤 학파보다도 상키야를 비판하는 데

더욱 세밀하고 꼼꼼한 주의를 쏟은 점에서 그의 비판은 철저하고, 그의

비판은 그 당시 고전 상키야에서 문제가 된 대부분의 중요한 쟁점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까지 상키야를 비판하는 정통

사상가들에게 전거가 되는 글귀로 간주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있다.” Larson(1979)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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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했다.

만약 Puruṣa가 단지 목격자일 뿐이고 전혀 활동하지 않으며(akartṛ

bhāva) 무관심하고(audāsinya) 의식(cetana)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또

한 Pradhāna는 활동하고(guṇapariṇāma) 의식이 없다면(acetana), 그

리고 본체론적으로는 그 둘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면, 어떻게 한쪽

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 만약 두 실체(즉 Pradhāna

와 Puruṣa)가 있다면, 그 둘 사이에는 모종의 관계3)가 있어야 할 것이

지만, 상키야는 그러한 관계를 부정한다. 더욱이 만약 Puruṣa는 Pradh

āna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어떤 의미로 속박과 해탈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Puruṣa는 항상 해탈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

이 어떻게 속박될 수 있는가? 만약 Puruṣa가 항상 근본적으로 Pradhā

na와는 분리되어 있다면, 왜 어떻게 Pradhāna가 활동하게 되는가?4)

여기서 말하는 Puruṣa와 Pradhāna는 상키야 철학에서 상정하

는 궁극적 두 원리(실체)이다. Puruṣa는 자아에 해당하는 정신적

근원이며, Pradhāna는 Prakṛti(원질)로도 불리는 물질적 근원이다.

그리고 여기서 제기된 문제들은 Puruṣa와 함께 Pradhāna를 세계

성립의 근본 원리로 상정한 이원론에서 파생된다.

그러나 Pradhāna를 상정하지 않고 Puruṣa와 같은 자아만을 세

계의 유일 원리로 인정한다고 해서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해소되

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베단타 철학은 범아일여(梵我一如)

로 불리는 일원론을 천명한다. 여기서 보편적 자아인 Brahman

(梵)과 개체적 자아인 Ātman(我)은 동일하고, 둘이 아닌 이 하나

의 원리로부터 세계는 다양한 양태로 현출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3) Larson이 이에 앞서(ibid., p. 209) 제시한 원어에 의하면, 여기서

‘관계’(relation)는 saṃyoga 또는 saṃbandha이다. 그런데 이 둘은 모두

‘결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가 쟁점으로 말하는 ‘관계’는 두

원리(二元)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초지일관하여 상키야에서는

그 ‘결합’이 실질적인,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결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한다.

4) Larson(1979)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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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론에서는 유일하고 순수한 원인으로서의 자아와 다양하고 불

결한 결과로서의 세계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

리고 이 과정에서는 상키야의 이원론에 대해 지적했던 것과 같은

문제들을 일부 내포할 수밖에 없다. 그 문제들이란 요컨대 정신과

육체 또는 해탈과 속박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것들이다. 상키야에

제기했던 문제들 중 하나로 예를 들자면, “Brahman인 Ātman은

항상 해탈해 있는데5),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속박될 수 있는

가?” 하는 문제를 베단타에 제기할 수 있다.

베단타의 일원론과 상키야의 이원론은 현저한 본체론적 차이를

드러내지만, 그 이면에서는 세계를 대립하는 두 양상으로 파악하

는 공통 관념을 견지한다. 그 하나의 양상은 해탈, 환희, 순수 의

식 등으로 규정되는 정신적 이상 세계인 반면, 다른 하나의 양상

은 윤회(속박), 고통, 무지 등으로 규정되는 물질적 현상 세계이

다. 베단타에서는 이 같은 두 양상을 Brahman인 동시에 Ātman

으로 불리는 자아로써 설명하고, 상키야에서는 그 둘을 각각 Puru

ṣa로 불리는 자아와 Prakṛti(또는 Pradhāna)로 불리는 원질로써

설명한다. 여기서 일원론과 이원론으로 대립하는 두 학파는 자아

개념을 세계의 중추 원리로 공유한다.

그렇다면 자아에 대한 성찰에서 두 학파는 어떠한 견해를 견지

하는가 하는 의문이 이제 일차적인 관심사로 대두된다. 자아에 관

한 두 학파의 견해에서는 당연히 공유하는 관념과 차별되는 관념

을 발견할 수 있다. 공유하는 관념은 자아에 관한 두 학파의 사색

이 베다(Veda) 또는 우파니샤드라는 공통의 원천에서 출발한 데

서 기인할 것이다. 한편 차별되는 관념은 두 학파의 사상적 기조

5) Upadeśa-sāhasrī에서는 Brahman인 Ātman, 즉 범아일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보는 능력을 본성으로 갖고, 허공과 같고, 멀리 있고,

즉각적으로 출현하지만 태어나지 않으며, 유일하고, 불멸하고, 무구하고,

편재하고, 둘이 아닌 바로 그것이 항상 해탈해 있는 ‘나’이도다. 옴!”

(dṛśisvarūpaṃ gaganopamaṃ paraṃ sakṛdvibhātaṃ tvajam ekam

akṣaram/ alepakaṃ sarvagataṃ yadadvayaṃ tadeva cāhaṃ satataṃ

vimukta om// Us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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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각 자아 위주의 일원론과 이원론으로 분기한 데서 기인할

것이다.

본론은 이 같은 공유와 차별의 관념을 고찰함으로써 인도 철학

의 자아 개념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아를 소유한 개체인 ‘나’의 실상을 이해하고,

자아를 대변하는 영혼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 자아는 나 또는

영혼과 불가분리의 관계에서 성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인간 자체, 더 나아가 인간의 이상에 대한 이해로 귀결된다.

이하 본론에서는 자아에 관한 두 학파의 인식을 대비적으로 고

찰하고, 이러한 자아 개념과 영혼 개념이 결부되는 양상6)을 검토

한 결과로서 ‘나’에 대한 두 학파의 이해를 추출한다.

6) 본론에서 고찰할 자아(self)의 원어는 ātman과 puruṣa이다. 일반적 용례로

보면 베단타에서는 ātman을, 상키야에서는 puruṣa를 자아에 상당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그러나 두 학파의 문헌들에서는 ātman과 puruṣa가

동의어로 혼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상키야 철학 연구의 대가인

村上真完(1977)은 우파니샤드 이래의 이 같은 실상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초기 우파니샤드의 용례에 따르면, Puruṣa와 Ātman은

같은 위치에 놓이고, 또 양자가 속성이나 수식어를 공통으로 한다는 점이

종종 인정되어, 양자의 구별은 미묘하다.”(p. 103) “Ātman에 대한 분석적

사변과 더불어 Puruṣa를 Ātman으로부터 구별하는 사변도 서서히

이루어졌던 것 같다. 그 단서는 Kaṭha-upaniṣad에서 보이고,

Maitri-upaniṣad에서 다시 진전되어, 나중에 상키야에서 Puruṣa의 관념이

명확하게 되면서 Ātman과는 구별되어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그 후의

주석서에서는 다시 Puruṣa의 의미로 Ātman도 사용하고 있다.”(p. 106)

한편 영혼(soul)에 상당하는 원어로는 주로 jīva가 통용되지만, ātman과

puruṣa도 영혼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는 자아 개념의

복합성에서 기인한다. 본론의 고찰에서 이 같은 복합성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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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편적 절대 자아

베단타에서 생각하는 보편적 원리로서의 자아(Ātman)란 세계

의 절대 원리인 Brahman과 동일시되는 자아이다. 이 같은 자아

개념의 근거가 Chāndogya-upaniṣad나 Bṛhadāraṇyaka-upaniṣad

와 같은 주요 우파니샤드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흔히

범아일여로 알려진 이 자아 개념이 Chāndogya-upaniṣad에는 다

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천명되어 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의욕과 모든 향과 모든 맛을 갖추고, 이 모든 것

에 편만하며, 말없이 초연해 있는 것, 이것이 심장 안에 있는 나의 Āt

man이요, 바로 이 Brahman이다. ‘나는 저 세상에서 이것(Brahman)과

합일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의향이 있는] 자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7)

Chāndogya-upaniṣad는 이와 같은 선언적 서술에 그치지 않고,

태초의 유일자와 동격인 Ātman으로부터 존재가 창출되는 과정을

설명한다.8) 이에 의하면 창조의 의욕을 일으킨 유일자는 Ātman

이 되어 3신격9)으로 들어가 ‘명칭과 형태’(名色, nāmarūpa)를 전

7) sarvakarmā sarvakāmaḥ sarvagandhaḥ sarvarasaḥ sarvam idam

abhyatto'vākyanādaraḥ/ eṣa ma ātmā antarhṛdaye/ etad brahma/ etam

itaḥ pretyābhisaṃbhavitā asmīti yasya syād addhā na vicikitsā asti/

Ch-up 3.14.4.

8) 이 대목은 존재(sat)에 관한 Uddālaka Āruṇi의 교설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내용을 상술하지 않는다. 이 교설의 요지는

정승석(2011.6) pp. 172-3 참조.

9) 이 3신격은 화(火, tejas), 수(水, āpas), 음식(anna)을 가리킨다. 이 중

음식은 지(地)를 의미한다. 상키야의 이원론에서는 원질(Prakṛti)의 특성을

순질(純質, sattva), 동질(動質, rajas), 암질(暗質, tamas)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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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다. 이 경우의 Ātman은 세계의 작용인이자 질료인이다. 그리

고 이러한 자아 개념은 자아를 보편적 원리와 개체적 원리라는

양면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확고한 전거로 간주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Ātman, 즉 자아를 매우 추상적으로 묘사할 뿐이어서 자

아의 고유한 기능적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Bṛha

dāraṇyaka-upaniṣad에서는 Ātman의 인식론적 특성을 다음과 같

이 상술한다.

그(Ātman)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자,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자,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자, 식별할 수 없는 것을 식별하는 자

이다. 그를 제외하고는 보는 자가 없고, 그를 제외하고는 듣는 자가

없고, 그를 제외하고는 생각하는 자가 없으며, 그를 제외하고는 식별

하는 자가 없다. 그것이 너의 Ātman이요, 내부의 제어자요, 영생하는

자이다. 이 밖의 것은 고통이다.10)

여기서 설명하는 Ātman은 요컨대 모든 인식의 결정적 주체로

서 존재하는 유일한 자아이다. 이러한 Ātman은 이후 인도 철학에

서 일반적으로 통용된 자아 개념의 전형에 속한다. 이 Ātman은

인식의 순수한 주체일 뿐만 아니라 불멸의 영혼이며,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나의 주인이다. 특히 우파니샤드의 사상을 충실하게 계

승한다고 자처하는 베단타에서는 이 같은 Ātman을 Brahman과

동일시하므로, 이 경우의 Ātman은 ‘보편적 절대 자아’로 불릴 수

있다. 이 같은 개념의 자아를 특정하는 것으로 흔히 통용된 명칭

은 ‘최상의 자아’, 즉 최고아(最高我, paramātman)이다.

상기한 Bṛhadāraṇyaka-upaniṣad의 서술에서 Ātman을 Puruṣa

로 교체하면, 이 서술이 원론적으로는 상키야 철학에서도 그대로

3질(tri-guṇa)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3신격은 3질의 연원으로

간주된다.

10) adṛṣṭo draṣṭāśrutaḥ śrotāmato mantāvijñato vijñātā/ nānyo'to'sti

draṣṭā nānyo'to'sti śrotā nānyo'to'sti mantā nānyo'to'sti vijñātā/ eṣa

ta ātmāntaryāmy amṛtaḥ/ ato'nyad ārtam/ Bṛh-up 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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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용될 수 있다. 이 서술에서 강조하는 Ātman의 특성을 절대적이

고 순수한 지성과 불멸의 영혼으로 요약할 수 있듯이, 상키야에서

주장하는 Puruṣa의 특성도 이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P

uruṣa의 특성은 “상키야의 Puruṣa는 오로지 순수한 의식일 뿐이

다. 이것은 모든 중생의 영혼이다. 물질에 생명을 불어넣는 바로

그 원리가 Puruṣa이다.”11)라는 설명에 집약되어 있다. 그리고 이

Puruṣa의 기본 성격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이것은 순수하고, 청정하고, 자존하고, 상주하고, 불변하고, 활동하

지 않고, 제한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는다. 이것은 원질(Prakṛti)의 활

동을 조용히 보기만 하는 관객이다. 보통 이것은 몸체 속에서 생명을

내재한 것으로 표현된다.12)

이 설명은 상키야 철학의 교전인 Sāṁkhya-kārikā에서 정의한

Puruṣa에 의거한 것이다. 즉 여기서는 “이 Puruṣa는 목격자이고,

독존하고, 중립이고, 보는 자이고, 활동하지 않는 자(非作者)”13)라

고 교시한다. 상키야의 자아인 Puruṣa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베

단타의 절대 자아인 Ātman으로서의 Brahman에 대해서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샹카라의 저작 중 Upadeśa-sāhasrī는 특히 범아일여의 지혜를

11) Chakravarti(1975) p. 315.

12) Chakravarti(1975) p. 315.

13) ⓐsākṣitvam asya puruṣasya/ ⓑkaivalayaṃ ⓒmādhyasthyaṃ

ⓓdraṣṭṛtvam ⓔakartṛbhāvaś ca// Sk 19. 원번호는 필자. Larson은 이

같은 Puruṣa의 특성을 한 마디로 ‘내용 없는 의식’(contentless

consciousness)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내용’이란 3질이라는 속성을

지칭하므로, ‘내용 없는 의식’이란 3질이라는 물질적/육체적 속성이 전혀

없는 ‘순수한 의식’을 의미한다. 그는 Sk에서 열거한 이 다섯 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sākṣitva(목격자): 순수한 수동적 현존.

ⓑkaivalya(독존): 3질의 조작 과정과는 별개임. ⓒmādhyasthya(중립):

수동적인 현존을 제외하고는 3질의 상호 작용에 연루되지 않음.

ⓓdraṣṭṛtva(보는 자): 주관의 토대 또는 순수한 의식.

ⓔakartṛbhāva(非作者임): 활동 능력이 없음. Cf. Clements(2005)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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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데 주력하는 문헌으로 유명하다. 샹카라는 여기서 범아

일여에 도달한 ‘나’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 이로써 그의 자아

개념이 원론적으로는 상키야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목격자이고 관찰자이고 속성이 없고14) 순수한 바로 그 Brahm

an이므로 홀로 존재한다.15)

명색(名色)이나 행위와는 다른 것으로서, 항상 해탈해 있는 본성을

가진 내가 바로 Ātman이요 최상의 Brahman이다. 의식 자체일 뿐인

나는 언제든지 유일무이하다.16)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자아(Ātman)의 본성

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행위는 아무 데도 없다.17)

위의 설명에는 활동함이 없이 자유롭고 순수한 의식을 자아로

간주했던 베단타의 통념이 응축되어 있다. 이러한 통념은 소위 비

작자(非作者, akartṛ)와 지자(知者, jña)를 Puruṣa라는 자아로 간주

했던 상키야의 통념과 일치한다.18) 그러므로 베단타와 상키야는

14) ‘속성이 없고’라는 이 관념은 바로 앞의 각주 참조.

15) sākṣī cetā'guṇaḥ śuddho brahmaivāsmīti kevalaḥ/ Us 1.11.6.

16) nāmarūpakriyābhyo'nyo nityamuktasvarūpavān/ ahamātmā paraṃ

brahma cinmātro'haṃ sadādvayaḥ// Us 1.11.7.

17) netinetyātmarūpatvān na me kāryā kriyā kvacit// Us 1.11.14.

18) 상키야의 이원론에서 Puruṣa의 특성은 상반 원리인 Prakṛti와 대비하는

것으로 확연히 드러난다. 아래 대비표는 상키야와 베단타의 자아 개념을

비교하는 데도 유용하다. 아래의 표는 정승석(2011.12) p. 387.

대비 지표 순수정신(Puruṣa) 원질(Prakṛti)

성별 남성 여성

수(數) 다수 유일

존재 양태 독존(獨存), 편재 미현현(未顯現), 전변(轉變)

작용 양태 비활동, 비작자(非作者) 활동, 작자(作者)

본성 지성, 견자(見者), 지자(知者) 무지(無知)

구성 요소
3성분: sattva(純質),

rajas(動質), tamas(暗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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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성의 순수 의식’을 자아로 일컫는 점에서 공통하는 자아

개념을 견지한다. 이 같은 자아, 즉 Ātman과 Puruṣa는 창조 활동

을 하지 않는다.

상키야의 이원론에서는 모든 생산과 활동을 Prakṛti의 소관으로

규정하므로19), Puruṣa가 창조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작용인과 질료인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구비한 Brahman20)과 같은 자아가 창조 활동을 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샹카라의 해석에 따르면 Brahman 자체는 창조 활동을 하지

않는다21)는 것이 베단타의 원론이다. 하지만 샹카라는 또 한편으

로는 “발생과 지속과 소멸을 야기하는 전지전능한 원인이 바로 B

rahman이다.”22)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Brahman은 당연히

의식뿐만 아니라 활동성도 보유한다. 그렇다면 Brahman으로서의

자아는 ‘비활동성의 순수 의식’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다양성을

잉태한 ‘활동성의 의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키야에서는 만물의

다양성을 잉태한 ‘활동성의 의식’이 물질적 근원인 Prakṛti에 귀속

된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 같은 관념의 차이는 베단타와 상키야의 자아 개념이

19) 상키야의 이원론에서 Prakṛti는 세계의 질료인이고, Puruṣa는

작용인이다. “상키야 학파는 현현되지 않고 의식이 없는 ‘성질’ 또는

‘물질’(pradhāna, prakṛti)이 현현된 세계의 궁극적 원인이며, 이

pradhāna라는 개념의 토대는 베다에 있다고 주장한다.” Halbfass(1991)

p. 224. Cf. Clements(2005) p. 80, n. 14.

20) “베단타에서 Brahman은 존재 영역의 작용인이자 질료인이다.”

Clements(2005) p. 79. Brahman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우파니샤드에서

유래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Chāndogya-upaniṣad의 설명에 따르면

Brahman인 Ātman은 작용인이면서 질료인이기도 하다.

21) Karl Potter의 지적에 의하면, 샹카라는 어떠한 것의 영향도 받지 않는

완전한 존재인 Brahman은 창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Cf.

Potter(1991) pp. 166-7. Clements(2005) p. 80, n. 15 재인용.

22) janmasthitibhaṅgaṃ yataḥ sarvajñātsarvaśakteḥ kāraṇādbhavati

tadbrahmeti ··· / Bbh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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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되는 분기점이 된다. 본체론적 관점에서 양자의 차이는 현저

하다. 즉 샹카라의 불이일원론에서는 ‘활동성의 의식’을 환영과 같

은 비실재로 간주하지만, 상키야의 이원론에서 그것은 엄연한 실

재이다. 그러나 자아 개념과 직결된 인식론적 차원에서는 그 차이

가 미묘할 뿐이다. 양 학파의 관점에서는 ‘활동성의 의식’을 개체

적 사이비 자아로 간주하는 데 동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Ⅲ. 개체적 사이비 자아

3.1. 동일한 속성의 두 원리

베단타의 일원론은 요컨대 이 세계에서 유일하고 진실한 실재

는 Brahman뿐이며, 인간에게는 바로 이것이 순수한 자아인 Ātma

n으로서 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에 의하면, 인간이 경

험하는 불순하고 다양한 현실 세계도 그 유일하고 순수한 절대

원리로부터 생성된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원론에서는 다음

과 같은 의문에 대답해야 한다.

순수하고 유일한 원리로부터 불순하고 다양한 세계가 생성된다

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23)

23) 이 의문은 세계의 궁극적 원인인 Brahman의 긍정적 성질을

존재-의식-환희(sac-cid-ānanda)로 규정한 데서 발생하는 이론적

난제를 압축한 것이다. 베단타의 일원론이 풀어야 할 이 난제는 흔히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기된다. 이하는 Mayeda(1979) p. 20.

“만약 Brahman이 아무런 차별이 없는 단일한 존재(sat)일 뿐이라면,

세계의 다양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만약 Brahman이 순수 의식(cit)이라면, 그리고 因中有果說을 채택해야

한다면, Brahman이 어떻게 물질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가?”

“만약 Brahman이 환희(ānanda)라면, Brahman은 왜 고통으로 가득한



16 ∙ 印度哲學 제36집

베단타에서 이 같은 의문을 해명하는 데 적용한 일반 논리는

상키야에서도 통용되는 인중유과설(satkārya-vāda)이며, 불순하고

다양한 세계는 무지(avidyā, ajñāna)의 소산이고 환영(māyā)에 불

과하다는 것이 그 해명의 요지이다. 이에 의하면, 보편적 절대 자

아인 Brahman의 양면성 중 만물의 다양성을 잉태한 ‘활동성의 의

식’이란 무지를 가리킨다. 상키야 철학에서는 이러한 무지가 자아

의 반대 원리인 Prakṛti의 특성이다.24)

샹카라는 베단타의 일원론을 불이일원론(Advaita)으로 재차 강

조하면서, 일원론의 난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그가 주력했던

것은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무지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무지의 정체를 upādhi와 nāmarūpa로써 설

명했다. 이 중 nāmarūpa는 ‘명칭과 형태’, 즉 명색(名色)으로 두루

통용되는 개념이지만, upādhi는 무지를 설명하기 위해 베단타에서

중시하는 특수한 개념이다.

베단타에서 말하는 upādhi란 한정적 첨성(添性)25), 특히 Brahm

이 세계를 창조했는가?”

24) 앞의 각주 18 참조.

25) ‘한정적 첨성(添性)’은 샹카라의 Upadeśa-sāhasrī를 일역한 마에다

센가쿠의 역어를 채택한 것이다. 마에다는 upādhi를 “통각 기능이나

신체 따위처럼 본래는 Ātman이 아니고 Ātman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며, 이것이 있으면 Ātman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없게 해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前田惠學(1988) p. 265. 샹카라의

Brahmasūtra-bhāṣya를 영역한 Swami Gambhirananda는 upādhi를 ‘the

limiting adjuncts’(한정하는 부가물)로 번역했는데, 이 역시 ‘한정적

첨성’과 상통한다. 한편 Radhakrishnan은 Indian Phiosophy에서

upādhi를 주로 limitation(한정자)으로 번역하고, Dasgupta는 History of

Indian Phiosophy에서 conditioning factor(조건적 요인) 또는 conditional

circumstance(조건부 환경) 등으로 번역한다. 또한 upādhi의 초기적

개념은 ‘존재 발생을 위한 부수적 요소’를 의미한다고 하는 인도

논리학의 용례도 참고할 만하다. “특히 불교 논리학파의 대론자로서의

Nyāya 학파의 추리론을 취급한 연구에서는 이 말을 ‘부가적 조건’

‘부대적 조건’ 등으로 번역한 경우가 많다.” 鈴木孝典(2008) p. 272 ; p.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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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의 한정적 첨성을 의미한다. Brahman은 이러한 upādhi를 통해

구체적 현상이나 사물로 드러나므로, upādhi는 Brahman이라는

실재가 현상적 또는 경험적 수준으로 드러난 대상을 가리킨다. 그

리고 샹카라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upādhi가 바로 명색(nāmarū

pa)이다.26) 베단타에서 upādhi의 중요한 역할은 Brahman 또는 Ā

tman의 활동성을 해명한다는 데 있다. 일례로 샹카라는 “따라서

Ātman의 활동성은 단지 upādhi의 속성이 부가된 것일 뿐, 본유적

인 것은 아니다.”27)라고 설명한다. 만약 이 설명과는 반대로, Ātm

an의 활동성을 본유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Ātman을 행위자로 생

각하는 것은 무지의 작용이다.

샹카라의 불이일원론에서든 상키야의 이원론에서든 자아(Ātma

n 또는 Puruṣa)는 본래 비활동성의 순수 의식이므로 결코 활동하

는 행위자가 아니다. 그러나 이 자아를 행위자로 생각하는 것은

개체로서 한정된 것(즉 앞서 말한 upādhi)들과 자아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동 또는 무분별은 불이일원론에 의하면 무지

의 작용이고, 상키야에 의하면 Prakṛti의 작용이다.28)

상키야에서는 Prakṛti의 특성을 아예 무지로 전제하므로, 자아

를 행위자로 생각하는 것은 무지의 소산일 뿐인 것으로 간명하게

설명된다. 그러나 베단타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Brahman(또

는 Ātman), 무지, upādhi, ‘행위자로서의 자아’가 인중유과의 일원

론을 유지한 채 일련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원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지, upādhi, ‘행위자로서의 자아’가 어떻게

26) “샹카라는 우파니샤드에서 구사하는 두 용어, 즉 upādhi(한정하는

부가물)와 nāmarūpa(名色)를 사용하여 이 의문들에 답변한다. Sara

Grant는 샹카라의 Bṛhadāraṇyakopaniṣad-bhāṣya 2.4.10을 인용하여,

명칭(名)과 형태(色)는 브라만이 자신을 한정하는 부가물, 즉 실재가

vyāvahārika(현상적, 경험적) 수준으로 드러난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Clements(2005) p. 81.

27) tasmād upādhidharmādhyāsenaivātmanaḥ kartṛtvaṃ na svābhāvikam/

Bbh 2.3.40.

28) Cf. Radhakrishnan(1929) p. 596, 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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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절대 자아인 Brahman 또는 Ātman에 귀속되는지를 해명

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샹카라에 의하면 명색이 바로 upādhi이며, 이

것은 일상의 경험 세계에 현현된 대상이다. 샹카라는 앞서 말한

일련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현현되지 않은 상태의 명색, 즉 ‘미

전개의 명색’(avyākṛte nāmarūpe)이라는 개념을 우파니샤드로부

터 도입했다.29) 샹카라는 Upadeśasāhasrī(2.1.18～22)에서 물질적

인 모든 것이 ‘미전개의 명색’으로부터 전개된다는 것을 상술한다.

이에 의하면 최상의 자아인 Brahman30)으로부터 최초로 전개된

것이 바로 ‘미전개의 명색’이며, 이것은 세계의 씨앗(jagadbīja)이

자 원시 물질에 상당한다.31) 그는 ‘미전개의 명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최상의 자아는] 허공처럼 편만해 있고 무한한 능력을 지닌 만물의

자아(Ātman)로서, 굶주림 따위에서 벗어나 있고 출현하는 일도 소멸

하는 일도 없으며, 불가사의한 힘을 갖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

으로 미전개의 명색을 전개하는 자이다. [여기서 미전개의] 명색은 자

신의 Ātman(즉 Brahman)과는 특징을 달리하여 세계의 씨앗이 되는

것으로서 자신의 Ātman에 존속하며, 바로 그것(자신의 Ātman)이라고

도 그것과는 다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자신[의 Ātman]

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32)

29) ‘미전개의 명색’이라는 개념이 Bṛhadāraṇyaka-upaniṣad에는 다음과

같이 천명되어 있다. “그때는 실로 이것(이 세계)이 미전개의 상태로

있었다. 그것이 바로 명색(名色)으로 분화되어 ‘그는 [이러한] 명칭(名)을

갖고 그는 이러한 형태(色)를 갖는다’라고 말한다.” (taddhedaṃ tarhy

avyākṛtam āsīt/ tan nāmarūpābhyām eva vyākriyata, asau nāma,

ayam idaṃ rūpa iti/ Bṛh-up 1.4.7.)

30) 샹카라는 여기서(Us 2.1.18～22) ‘최상의 자아’(paramātman)라는

표현으로 Brahman을 설명한다.

31) Cf. Clements(2005) p. 81.

32) paripūrṇa ākāśavat anantaśaktiḥ ātmā sarvasya aśanāyādivarjitaḥ

āvirbhāvatirobhāvavarjitaś ca svātmavilakṣaṇayor nāmarūpayor

jagadbījabhūtayoḥ svātmasthayoḥ tattvānyatvābhyām anirvacanīyayo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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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설명하는 미전개의 명색은 ‘세계의 씨앗이 되는’ 질료인

이므로 사실상 상키야의 Prakṛti33)와 다르지 않다. 양자의 차이를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실뿐이다. 즉, ‘미전개의 명색’이 보편

적 절대 자아(Brahman인 Ātman)에 귀속되어 있는 의존적 질료

인인 데 반해, 상키야의 Prakṛti는 그러한 자아(즉 Puruṣa)와는 전

혀 별개인 독립적 질료인이라는 데 있다. 하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완전한 차이가 아니라 부분적 차이일 뿐이다. 왜냐하면 미전

개의 명색은 Brahman(최상의 자아)과 같다고도 다르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34)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Brahman과 같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의 ‘미전개의 명색’은 상키야의 Prakṛti와 합치한다.

다만 여기서도 미전개의 명색이 Brahman과 같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지가 개입하기 때문35)인 반면, Prakṛti는 그 자체가 무

지인 점을 미묘한 차이로 지적할 수 있다. 어쨌든 미전개의 명색

과 Prakṛti는 무지를 공통분모로 갖는 질료인이며, 이 둘의 활동은

모두 무지의 작용으로 간주되는 공통성을 지닌다.

이상의 간략한 고찰에 의한 베단타의 자아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Brahman인 Ātman은 보편적 절대 자아로서 본래 ‘비활동성의

순수 의식’이지만, 여기에는 ‘활동성의 의식’도 ‘미전개의 명색’으

로서 내재해 있다. ‘미전개의 명색’이 upādhi(한정적 첨성)를 통해

명색으로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활동성의 의식’은 행위자인 자아

svasaṃvedyayoḥ sadbhāvamātreṇācintyaśaktitvād vyākartā

avyākṛtayoḥ// Us 2.1.18.

33) 더 정확히 말하면 ‘근본 원질’(mūla-prakṛti)로 불리는 Prakṛti이다. 근본

원질은 모든 물질적 원리의 근원으로서, 미전개 상태의 Prakṛti를

특정하는 개념이다.

34) 이는 앞에 소개한 샹카라의 설명 중 “바로 그것(자신의 Ātman)이라고도

그것과는 다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Jagadānanda는 이 구절을 “그것(즉 Brahman)과 같다고도

다르다고도 묘사할 수 없는 것”(are describable neither as identical

with It nor different from It)이라고 번역했다. Jagadānanda(1949) p. 12.

35) 宮元啓一(2007) p. 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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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출현한다. 그러나 ‘행위자로서의 자아’는 upādhi의 한 양상일

뿐이며, 그의 활동은 무지의 소산인 동시에 무지를 연출한다. 이

처럼 무지의 작용으로 귀속되는 자아를 ‘개체적 사이비 자아’36)로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아는 무지의 장막에 싸여 있으므로, 그

장막으로부터 벗어날 때라야 사이비성을 탈피하여 ‘비활동성의 순

수 의식’으로 귀환할 수 있다.

3.2. 사이비 자아의 정체

개체적 사이비 자아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자면, 베단타의 경우

보다는 상키야의 경우가 한결 수월하다. 이 역시 상키야의 이원론

덕분이다. 상키야에서 ‘비활동성의 순수 의식’인 Puruṣa는 항상 그

자체의 본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 자아의 사이비성은 오로지

Prakṛti의 속성인 무지의 발동일 뿐이다. 상키야에서는 흔히 말하

는 마음으로 통괄할 수 있는 내적 기관들을 모두 Prakṛti의 소산

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기관들 중에서 가장 내밀한 기관인 Bu

ddhi(통각)는 일상의 결정적 지각을 담당하는 인식자이므로, 우리

는 이 Buddhi의 활동을 자아의 활동일 것으로 착각한다. 이 착각

은 물론 무지이며, 무지 상태의 Buddhi는 ‘개체적 사이비 자아’로

불릴 수 있다.

상키야의 전별설에 의하면 Buddhi는 Prakṛti의 세 성분 중 순질

(sattva)이 가장 우세한 기관이다. 순질은 지성의 기능도 발휘하므

36) 인도 철학 일반에서는 이러한 자아를 흔히 개아(個我)로 통칭한다.

개아는 또한 영혼에 상당하는 개념이기도 하다(앞의 각주 6참조). 그러나

개아에 해당하는 원어는 주로 jīva이지만, ātman이나 puruṣa나 buddhi와

같은 다른 원어도 개아의 의미를 함축할 수 있다. 이하에서

상술하겠지만, 본론에서 말하는 ‘개체적 사이비 자아’는 주로 buddhi를

지칭하여 순수 의식으로서의 자아와는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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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Buddhi의 지적 기능을 자아(Puruṣa)의 지성일 것으로 착각하

기 쉽다. 그러나 Buddhi의 지성은 여전히 무지에 구속된 상태이

므로 자아의 순수 의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을 때, B

uddhi의 지성은 활동을 멈춤으로써 자아의 순수 의식만 홀로 드

러나게 된다. 이 때문에 상키야에서는 해탈을 ‘Puruṣa의 독존’이라

고 표현한다. 또한 Buddhi의 지성이 활동을 멈추는 것을 환멸(還

滅)이라고 한다. 환멸은 Buddhi 이하의 물질적 원리들이 무지의

활동을 멈춤으로써 그 근원인 미전개 상태의 Prakṛti로 되돌아가

는 것이다.

상키야에서는 Buddhi가 단독으로 사이비 자아의 역할을 맡는

것은 아니다. Buddhi와 함께 내적 기관으로 불리는 Ahaṃkāra(아

만)와 Manas(마음)가 Buddhi의 인식 기능에 봉사함으로써, Budd

hi를 자아로 착각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Ahaṃkāra와 Manas 역

시 순질이 우세하지만 그 강도가 Buddhi보다는 차례대로 더 약하

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기관보다 순질의 강도가 차례대로 더 약

한 외적 기관인 5종의 지각 기관(知根, buddhīndriya)과 5종의 행

위 기관(作根, karmendriya)37)은 내적 기관과 함께 인간의 지각과

감각을 형성한다. 상키야의 관점에서는 Buddhi 이하 5종의 행위

기관까지 총 13종의 원리가 ‘나’라는 한 개체의 정신과 육체를 지

배한다.

그런데 베단타의 경우에도 방금 열거한 원리들을 Ātman의 ‘한

정적 첨성’(upādhi)으로 간주한다는 이론적 기조만 제외한다면,

‘나’라는 개체에 대한 기본 인식은 상키야의 경우와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샹카라는 “마음과 감관들은 명색을 본질

로 갖는 것들일 뿐이다.”38)라고 단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색’

37) “지각 기관들은 눈(眼), 귀(耳), 코(鼻), 혀(舌), 피부를 일컫고, 행위

기관들은 언어 기관, 손(手), 발(足), 배설 기관, 생식 기관을 일컫는다.”

(buddhīndriyāṇi cakṣuḥ-śrotra-ghrāṇa-rasana-tvag-ākhyāni/

vāk-pāṇi-pāda-pāyūpasthāni karmendriyāṇy āhuḥ// Sk 26.)

38) “‘친애하는 이여! 마음은 음식으로 형성되기 때문에’라고 운운하는

성전의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마음과 감관들은 명색을 본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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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키야의 Prakṛti와 합치한다.

베단타에서도 5종의 행위 기관, 5종의 지각 기관, 내적 기관들

자체는 “전혀 의식을 갖지 않는 물질적인 것”이며, Ātman과는 다

르다. 이 중에서 내적 기관은 하나로 간주되지만, 4종의 변형을

인정한다. 그 4종이란 “manas(마음), buddhi(지성), ahaṃkāra(또

는 vijñāna, 인식), citta(재인식 또는 기억)”이므로, 이는 상키야에

서 말하는 내적 기관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적 기관

은 “상키야에서 중요한 개념인 것을 불이일원론에서는 자파의 틀

에 꿰맞추었”39)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40)

우리의 상식으로는 내적 기관이 일상의 의식을 주관한다. 그래

서 우리에게 내적 기관은 의식을 갖고서 대상을 지각하는 인식자

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베단타에서든 상키야에서든 내적 기

관은 그러한 인식자가 아니다. 그래도 그것을 굳이 인식자로 간주

하자면 사이비 인식자로 불릴 수 있을 뿐이고, Ātman 또는 Puruṣ

a만이 진정한 인식자이다. 특히 아래에 인용한 것과 같은 베단타

의 견해는 마치 상키야의 주장을 대변하는 듯하다.

그러나 내적 기관, 이것의 관념들, 감관들, 외적 대상들은 모두 의식

이 없는 물질적인 것들이다. 이것들은 “자신들과는 다른 인식자(grāha

ka)에 의해 지각되어야 할 대상(grāhya)들이다(Us 2.2.74). 샹카라에

의하면 이 인식자가 Ātman이다.”41)

위의 서술에서 ‘의식이 없는 물질적인 것’이란 상키야로 말하면

Prakṛti이다. 상키야에서는 Puruṣa을 제외한 모든 것이 곧 Prakṛti

갖는 것들일 뿐이다.” (manaś cendriyāṇi ca nāmarūpātmakāny eva

“annamayaṃ hi somya manaḥ” ityādiśrutibhayaḥ// Us 2.1.22.) 이

설명에서 ‘마음’(manas)은 내적 기관을 대표하고, 감관(indriya)은 외적

기관을 가리킨다. 宮元啓一(2007) p. 58 참조.

39) Potter(1991) p. 171.

40) Cf. Clements(2005) p. 82.

41) Clements(2005) p. 83. 따옴표로 인용한 것은 Mayeda(1979)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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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Puruṣa는 Prakṛti에 속하는 모든 것을 바르게 아는 인식자

이다. 그래서 상키야에서 Puruṣa는 kṣetrajña(知田者), 즉 ‘밭을 아

는 자’라는 비유적인 별칭으로 통용된다.42) 이 별칭에서 밭(kṣetr

a)은 인식의 대상인 Prakṛti를 가리킨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상키

야에서 생각하는 인식의 대상과 주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개괄

할 수 있다.

① 인식의 외적 대상: 5종의 조대요소(空, 風, 火, 水, 地)와 5종의 미세

요소(聲, 觸, 色, 味, 香). 이것들이 외계의 물질을 형성한다.

② 외적 대상과 내적 기관의 매체: 5종의 행위 기관(성대, 손, 발, 항

문, 생식기)과 5종의 지각 기관(눈, 귀, 코, 혀, 피부). 이것들이 대

상을 포착하여 보존한다. 후자는 인식의 외적 기관이기도 하다.

③ 인식의 내적 기관: Manas(마음), Ahaṃkāra(아만), Buddhi(통각).

④ 인식자: Puruṣa(순수 의식으로서의 자아).43)

이것들 중에서 ①②③은 모두 Prakṛti의 소산이므로 무지의 속

성을 가지며, 샹카라의 베단타로 말하면 명색의 양상이다. ④는

진정한 인식자로서 당연히 범아일여의 Ātman에 상당한다. 그런

데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자아로 착각하기 쉬운 사이비 자아는

대체로 ③에 속하는 어느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Buddhi가 결정

적인 사이비 자아로 지목된다. 왜냐하면 Manas의 인식자가 Aha

ṃkāra이고, 이 Ahaṃkāra의 인식자가 Buddhi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진정한 자아인 Puruṣa는 Buddhi 이하의 모든 대상을 있는

42) kṣetrajña(知田者)라는 말은 상키야의 주석자들에게 일찍이 Puruṣa를

지칭하는 전문어로 통용되었다. 예를 들어 Māṭhara-vṛtti에서는 상키야

교설의 요의(要義)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요의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태초에는 오직 이 암질(tamas)이 있었고, 그 암질에서

최초로 kṣetrajña가 발생한다.’ Prakṛti는 암질로 불리고, Puruṣa는

kṣetrajña로 불린다.” (tantramiti vyākhyāyate ‘tama eva khalvidamagra

āsīt, tasmiṃstamasi kṣtrajño'bhivartate prathamam’, tama iti ucyate

prakṛtiḥ, puruṣaḥ kṣetrajñaḥ/ Mv ad Sk 70.)

43) Cf. Chakravarti(1975) pp. 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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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목격할 뿐인 인식자이다. 이 때문에 Puruṣa는 베단타의 Ā

tman과 마찬가지로 ‘목격자’로 불린다.44)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Buddhi가 무지의 속성을 갖고 의식이 없는 기관이라면, 이런

것이 어떻게 사이비 인식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Buddhi는 어떻게 개체적 사이비 자아로서 일상의 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가?

샹카라의 불이일원론과 상키야의 이원론은 반영설 또는 영상설

로 불릴 수 있는 동일한 논리로 이 의문을 해명한다. 먼저 샹카라

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설명한다.

순수 의식(즉 Ātman)의 영상이 Buddhi에 편만할 때, 이 Buddhi에

의식이 발생하고, 소리 따위[의 외적 대상]이 현현하며, 이 때문에 세

상은 미혹에 빠진다.45)

그(인간)는 빛으로 조명되고 있는 몸체를 발광체로 간주하듯이, 보

는 자(즉 Ātman)가 반영된 마음(즉 Buddhi)을 ‘보는 자’라거나 ‘나’라

고 생각한다.46)

위의 설명을 조합하면, 샹카라가 강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

실이다. 즉, Buddhi에 의식이 발생하거나 Buddhi가 자아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아(Ātman)의 반영이거나 영상일 뿐이다. 반영이나

영상은 실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허위의 양상이다. 그러므

로 이런 허위의 양상으로 활동하는 Buddhi는 단적으로 말해서 사

44) 앞의 각주 13, 15 참조.

45) caitanyapratibimbena vyāpto bodho hi jāyate/ buddheḥ

śabdādinirbhāsas tena momuhyate jagat// Us 1.5.4. 여기서 ‘이

때문에’를 “곧 순수정신(순수 의식, 즉 Ātman)과 그것의 영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육체와 같은 지각 대상들을 아뜨만(Ātman)과

동일시함으로써”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원문의

취지를 잘 전달한다. 이종철(2006) p. 30. 괄호는 필자.

46) prakāśasthaṃ yathā dehaṃ sālokam abhimanyate/ draṣṭrābhāsaṃ

tathā cittaṃ draṣṭāham iti manyate// Us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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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 자아에 불과하다. 샹카라는 이 같은 사이비 자아를 개아(jīv

a)로도 지칭하여, “그리고 이 개아는 물 위에 비친 태양 따위처럼

최상의 자아가 반영된 것일 뿐이라고 이해해야 한다.”47)라고 주장

한다.

상키야 철학에서 Puruṣa와 Buddhi의 관계를 설명하는 논리는

위에서 소개한 베단타의 경우와 동일하다. 상키야의 경우에는 Āt

man이 Puruṣa로 바뀔 뿐이고, 사실상 반영설 또는 영상설의 취지

는 베단타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상키야의 경우

를 굳이 상술할 필요가 없이, 양쪽의 취지를 대비해 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상키야에서 Puruṣa와 Buddhi의 관계를 영상으로

비유하여 설명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달이 실제로 맑은 물과 결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상이 물과 결합

되어 있는 한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Puruṣa가

Buddhi와 실제로 결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Puruṣa의 영상이 Buddhi와

결합하므로 그렇게 보인다. 또 달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달을 반영하는

맑은 물이 흔들리면, 달 자체는 결코 동요하지 않더라도 물속의 달은

동요하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와 같이 Puruṣa에는 아무런 활동이

없더라도 Puruṣa의 영상과 결합하게 된 Buddhi는 Puruṣa가 활동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리하여 Buddhi의 속성들을 Puruṣa의 것

으로 생각하게 된다.48)

위의 설명에서 Puruṣa를 Ātman으로 교체하면, 이 설명은 베단

타 철학에서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래에

소개한 설명에서 Ātman을 Puruṣa로 교체하면, 이 설명은 상키야

에서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다.

샹카라의 주장에 따르면, Ātman 자체는 Buddhi에 반영된 Ātman

47) ābhāsa eva caiṣa jīvaḥ parasyātmano jalasūryakādivatpratipattavyaḥ/

Bbh 2.3.50.

48) Chakravarti(1975) pp.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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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1.18.32)과는 다르며, 그 반영은 본질적으로 비실재이다. 이와 같

이 지각을 본성으로 갖는 Ātman 자체는 지각하는 행위의 주체가 아

니다. Ātman은 단지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

Mayeda의 설명에 따르면, ‘Ātman의 의식’(caitanya, cit)이 Buddhi에

가탁될 때, Buddhi는 의식인 것처럼(cinnibha, Us 1.18.65;68) 된다. 이

와 마찬가지로 Ātman이 Buddhi에 반영되고 Buddhi의 활동성(kartṛtv

a, 作者性)이 Ātman에 가탁될 때, Ātman은 어떤 인식 활동 중에 지각

하는 인식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출현한다.49)

여기서는 ‘비활동성의 순수 의식’인 자아가 ‘활동성의 의식’으로

출현하게 되는 과정을 가탁 또는 반영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활동

성의 의식은 Buddhi의 속성일 뿐이지만, 가탁 또는 반영으로 인

해 비활동성의 순수 의식인 것처럼 착각된다. 이 역시 Buddhi를

사이비 자아로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가탁과 반영은 착각을

일으키는 무지의 소산인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진정한 인식자와 사이비 인식자에 대한 베

단타와 상키야의 견해는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양자의

견해 차이는 본체론의 형식 논리에 기인할 뿐이다. 즉 상키야에서

는 사이비 인식자 또는 사이비 자아인 Buddhi도 실재하는 원리로

인정하지만, 베단타의 경우에는 이것의 실재성을 인정하지 않는

다.50)

49) Clements(2005) p. 84.

50) “다음과 같은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상키야 및 요가 학자들의 경우에든

샹카라와 같은 베단타 학자의 경우에든, 보는 자(Puruṣa, Ātman)는

표면상으로는 반영을 통해 Buddhi와 결합하게 되며, 이는 무지

때문이다. 그러나 상키야의 관점에서는 Puruṣa, Buddhi, 지각 대상이

모두 실재인 반면, 불이일원론의 베단타에서는 개아로서의

목격자(jīva-sākṣī), Buddhi, 지각 대상이 모두 승의제(勝義諦)의

차원에서 허위이다. 샹카라의 경우에는 Ātman만이 실재이다.”

Clements(2005) p. 84, n.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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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체적 자아로서의 영혼51)

4.1. 영혼 개념의 중의성

보편적 절대 자아로서의 Ātman은 의식의 소유자인 점에서 Bu

ddhi와 같은 다른 유사 기관들과는 차별된다. 그러므로 Ātman이

아닌 다른 것들은 의식을 갖지 않는다. 물론 이 경우의 의식이란

일상적 의식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정한 의식이라는 점이 전제되

어 있다. 그렇다면 영혼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Ātman인가 Budd

hi와 같은 것인가? 이런 의문에 대한 선명한 답변을 인도 철학에

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고찰을 중심으로

우선 답하자면, 영혼은 Ātman과도52) Buddhi와도 상통할 수 있지

만, Buddhi와 더욱 상통하고 근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영혼 개념의 유래를 찾자면 상당히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개념적 혼란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영혼이 Ātman보다는 Budd

hi와 더욱 상통하고 근사한 이유는 간명하다. 인도 철학의 공통적

51) 이제 고찰할 영혼을 ‘개체적 자아’로 지칭한 것은 고찰의 대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표시한 것일 뿐이다. ‘개체적 자아’로 지칭한 대상이

‘개체적 사이비 자아’로 지칭한 대상과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영혼은 윤회를 인정하는 한 불가피하게 상정된 것으로서, 인식상의

사이비성은 부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고찰의 대상을

‘개체적 자아’(즉 개아)로서의 영혼으로 구분했다.

52) Ātman과 영혼(soul)을 동일시하는 것은 서구적 사고에서 유래한

편의적인 통념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심도 있게 고찰한 Wern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정한 의미의 영혼이란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학자들은 우파니샤드에 보다 적절한 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으며,

이들에게는 우파니샤드에서 언급하는 Ātman이 시비를 불문하고

영혼(soul)에 대한 서구적 개념에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Werner(1978) p.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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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해탈관에 의하면, Ātman이든 Puruṣa든 순수 의식으로서의 자

아는 윤회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러나 영혼은 윤회의 주체로 상정

된다. 그러므로 영혼은 윤회의 세계에서 전생의 업에 따라 육체를

출입하는 자아이다. 이 같은 자아를 인도 철학에서는 개아(jīva)로

통칭하지만,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생명으로서의 자아’(jīvātma

n, 命我)53)이다. 다시 말하면 윤회하는 자아가 영혼이다. 또한 윤

회하지 않는 영혼이 자아(Ātman)이다. 어쨌거나 영혼에 자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영혼도 Ātman의 고유한 능력인 의

식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의 의식은 윤회에

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미 고찰한 Buddhi의 기능을 능가하지 못

한다.

인도 철학에서 영혼은 Buddhi와도 연관되고 Ātman과도 연관

되는 중의적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묘한 하나의 사례를 우선

상키야 철학에서 발견할 수 있다. 상키야의 주석서 중 Yukti-dīpi

kā에서는 운명론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따라서 감관을 영혼(caitanya)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곧 시간(운명)

에 의지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운명이라는 말은 선과 악에 적용된다.

그리고 이 둘(선과 악)은 이미 앞에서(Sk 23)54) Buddhi의 속성으로

배속되었다. 따라서 운명론자는 Buddhi를 영혼으로 인정하는 자이

다.55)

53) 샹카라는 Brahmasūtra-bhāṣya에서 ‘인식으로서의 자아’(vijñānātman,

認識我)와 ‘최상의 자아’(paramātman, 最高我)를 대립하는 개념으로 자주

구사하므로, ‘인식으로서의 자아’(인식아)도 개아에 해당한다.

54) “Buddhi는 결정하는 지각이다. 선(善)과 지혜와 이욕(離欲)과 자재가

그것의 순질적인 양상이다. 이와는 반대인 것(악, 무지, 탐욕, 속박)이

암질적인 양상이다.” (adhyavasāyo buddhir dharmo jñānaṁ virāga

aiśvaryaṁ/ am etad-rūpaṁ, tāmasam asmād viparyastam// Sk 23.)

55) tasmāt karaṇacaitanyapratijñāḥ kālātmakā iti/ bhāgyasaṃjñā tu

dharmādharmayoḥ/ tau ca buddhidharmāviti prāg apadiṣṭam/ tasmād

bhāgyavādī buddhicaitanika iti/ Yd ad Sk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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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caitanya라는 원어가 영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 caitanya(의식)가 Ātm

an의 특성으로 언급될 경우에는 Ātman의 순수 의식을 지칭할 것

이다.56) 그러나 위의 설명에서 caitanya는 운명(선과 악)을 주도

하는 의식이며, 특히 Buddhi라는 감관에 귀속되어 있는 의식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식(caitanya)이 윤회를 초탈한 Ātman의 순수

의식일 리는 없고, 이러한 의식을 소유한 Buddhi는 윤회하는 개

아에 불과하다. 운명론자에게는 이 같은 개아가 영혼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상의 일례는 Buddhi와 영혼과 Ātman의 상관성에 대한 통념

을 대변하는 것일 수 있다. 즉, 운명 또는 윤회를 주도하는 의식의

소유자인 Buddhi는 영혼으로 간주되지만, 운명 또는 윤회를 초탈

한 의식의 소유자는 Ātman이나 Puruṣa로 불리는 자아이다. 그러

나 생명을 유지한 상태, 즉 육체를 지닌 상태에서 의식은 오염과

정화의 순환이 반복되는 일련의 흐름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의

식은 Buddhi의 것과 Ātman의 것으로 확연하게 분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베단타의 경우에는 오염된 의식이 정화의 종국에 순수 의식인

Ātman으로 전화한다. 이 종국에 도달한 Ātman은 Brahman으로

불리지만, 이전의 과정에 있는 의식은 모두 개아의 양상이다. 그

리고 정화의 종국에 가장 근접해 있는 개아가 영혼에 상당할 것

이다.

상키야의 경우에는 Puruṣa의 순수 의식이, 육체에 구속된 의식

의 오염과 정화에 따라 가려지거나 드러날 뿐이다. 그러므로 육체

속의 의식을 완전히 정화하는 것 자체가 Puruṣa의 순수 의식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된다. 여기서는 Puruṣa의 순수 의식에 가

장 근접한 의식을 갖는 Buddhi가 영혼에 상당할 것이다.

영혼에 상당하는 Buddhi의 전신(前身)이 우파니샤드에는 ‘엄지

56) 앞의 각주 45, 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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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Puruṣa’(aṅguṣṭhamātra-puruṣa) 또는 ‘내적 Ātman’(內我,

antarātma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다. 우파니샤드에서 다

음과 같이 동일시되는 두 개념은 영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영혼 개념이 Puruṣa 또는 Ātman과 직결되어 있음

을 실증하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① 엄지 크기의 Puruṣa는 내적 Ātman이고, 항상 사람들의 심장에

들어가 있다. 그는 마음과 생각으로 짜여진 지성의 주인이니, 그를 아

는 자들은 불사하게 된다.57)

② 엄지 크기의 Puruṣa는 내적 Ātman이고, 항상 사람들의 심장에

들어가 있다. 갈대로부터 [유용한] 줄기를 견실하게 [뽑아 내듯이,] 자

신의 육체로부터 그것을 끌어내야 한다. 그것을 청정하고 불사하는 것

이라고 알아야 한다. 그것을 청정하고 불사하는 것이라고 알아야 한

다.58)

인도의 대서사시인 Mahābhārata에는 여기서 언급하는 ‘엄지 크

기의 Puruṣa’를 영혼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사례가 있

다.59) 위에 인용한 ①(Śvetāśvatara-upaniṣad)과 ②(Kaṭha-upaniṣ

57) aṅguṣṭhamātraḥ puruṣo'ntarātmā sadā janānāṃ hṛdaye sanniviṣṭaḥ/

hṛdā manvīśo manasābhikḷpto ya etad vidur amṛtās te bhavanti//

Śv-up 3.13.

58) aṅguṣṭhamātraḥ puruṣo'ntarātmā sadā janānāṃ hṛdaye sanniviṣṭaḥ/

taṃ svāccharīrāt pravṛhen muñjādiveṣīkāṃ dhairyeṇa/ taṃ

vidyācchukram amṛtaṃ taṃ vidyācchukram amṛtamiti// Ka-up 6.17.

Radhakrishnan(1953)이 채택한 판본에서는 Ka-up 2.3.17.

59) Sāvitrī라는 정녀(貞女)가 죽은 남편을 되살려 낸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Mbh 3.281.16～18)는 죽음의 신인 Yama가 Sāvitrī의 남편의

육체로부터 ‘엄지 크기의 Puruṣa’를 올가미로 묶어서 끌어내어 데리고

간다. 이는 죽음을 의미한다. 이에 Sāvitrī는 Yama를 쫓아가서 탄원한

끝에 남편을 돌려받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엄지 크기의 Puruṣa’가

육체로부터 끌려 나가면, 호흡도 멈추고 생명도 잃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村上真完(1977) p. 106. 베단타의 샹카라는, 이

이야기를 근거로 삼아 ‘엄지 크기의 Puruṣa’는 자재신과 같은 최고아가

아니라, ‘인식으로서의 자아’(즉 개아)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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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①과

②에서는 약간 미묘한 관념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①에서는 ‘엄

지 크기의 Puruṣa’를 개아로 불리는 영혼으로 단정할 만하지만,

②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②의 경우에는 ‘육체로부터 끌어

내야 한다’라거나 ‘청정하고 불사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한 점으로

보아, 그것은 영혼 이상의 것, 즉 최상의 자아(최고아)로 불리는

보편적 절대 자아일 수도 있다.

4.2. 동일 전거의 해석 차이

엄지 크기의 Puruṣa는 앞에 소개한 두 우파니샤드 외에 다른

우파니샤드에서도 언급된다. 그러므로 우파니샤드를 연구하는 베

단타에서 이 ‘엄지 크기의 Puruṣa’가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당연할 것이다. 상키야의 경우에는 후대의 일부 주석자들

에게 그것이 거론된다. 그러나 그 기조가 베단타의 경우와는 판이

하다. 상키야에서는 이원론의 기조에 따라 ‘엄지 크기의 Puruṣa’를

물질 원리인 Prakṛti의 특정 양상으로 간주한다.

베단타 및 상키야 학자들의 논의에 따르면 ‘엄지 크기의 Puruṣ

a’는 ①개아, ②최고아(최상의 자아), ③미세신(微細身, sūkṣma-śa

rīra)이라는 3종으로 해석된다.60) 이것들 중 ①개아는 영혼에 해당

거론한다. 샹카라는 이 견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 여기서는 ‘엄지

크기의 Puruṣa’가 분명히 영혼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다. “왜냐하면

최고의 자재신을 Yama가 힘껏 끌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기서 ‘엄지 크기의 것’이란 윤회하는 것이라고 결정된다.”(parameśvaro

balādyamena niṣkraṣṭuṃ śakyastena tatra saṃsāryaṅguṣṭhamātro

niścitaḥ/ Bbh 1.3.24.) 베단타의 주석자인 Bhāskara와 Rāmānuja도

Sāvitrī의 이야기에서 언급하는 ‘엄지 크기의 Puruṣa’가 개아(jīva)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村上真完(1977) p. 107 참조.

60) 村上는 우파니샤드에서 언급하는 ‘엄지 크기의 Puruṣa’를 낱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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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최고아는 Brahman인 Ātman, 즉 보편적 절대 자아이다.

③미세신은 영혼에 상당하지만 복합적 요소로 형성되는 일종의

영혼 덩어리이다. 샹카라를 비롯한 베단타의 저명한 주석자들은

②를 정설로 주장하고 ①을 배척한다. 따라서 이들에 의하면 ①은

통속적인 해석으로 간주된다. ③은 상키야에서 통용된 해석이다.

①의 경우: 샹카라와 Bhāskara와 Rāmānuja는 ‘엄지 크기의 Pu

ruṣa’를 ‘인식으로서의 자아’(vijñānātman), ‘생명으로서의 자아’(jī

va), 내적 자아(內我, pratyagātman) 등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소

개한다.61) 그런데 이것들은 영혼으로서의 개아를 가리키는 점에

서 동일하다.62) 그러므로 그들 세 주석자는 ‘엄지 크기의 Puruṣa’

를 영혼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통념으로 성행하고 있었음을 역설

적으로 시사한다.

②의 경우: 샹카라에 의하면 ‘엄지 크기의 Puruṣa’를 최고아로

간주하는 것이 베단타의 정설이다. Bhāskara와 Rāmānuja도 이에

동조한다. 그러나 최고아를 ‘엄지 크기’라고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

래도 무리가 있다. 그래서 세 주석자들은 이에 대한 해명을 시도

하는데, 이는 범아일여라는 논리의 틀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샹카라는 “모든 것에 편재하기도 하는 최고아가 심장

에 머무는 것을 예상하여 엄지 크기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63)

고찰하고 나서, 이에 대해 후대의 베단타 및 상키야 학자들이 거론한

내용을 분석하여 이와 같은 셋으로 분류했다. 이하 3종의 해석에 대한

본론의 서술은 그가 분석한 내용에 의거하여 부연한 것이다.

村上真完(1977) pp. 106-9 ; 村上真完(1978) pp. 137-141 참조.

61) 세 주석자들은 Brahmasūtra 1.3.24～25를 해설하면서

Kaṭha-upaniṣad에서 언급한 ‘엄지 크기의 Puruṣa’를 거론한다.

62) “어느 것이든 개아, 즉 개체의 영혼이고 이것이 ‘엄지 크기의 Puruṣa’를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村上真完(1977) p. 106.

63) sarvagatasyāpi paramātmano hṛdaye'vasthānam

apekṣyāṅguṣṭhamātratvam idam ucyate/ Bbh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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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해명한다. Bhāskara는 ‘엄지 크기라는 것은 비유적이고 이차

적인 의미’라는 취지로 해명한다.64) 이 문제에 관해 샹카라가 대

변하는 베단타의 정설은 다음과 같다.

“크기가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전승 성전을 통해, 엄지 크기

의 그것을 곧 ‘윤회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그것이 Ātman이고 너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운운하는 말씀처럼, Brahman인 이것이 곧 ‘윤회하고

있는 엄지 크기의 것’에 교시되어 있다. 왜냐하면 베단타(즉 우파니샤

드)의 말씀들은 두 가지 형태로 구사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최

고아의 본성을 탐구하는 데 주력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식으로서의

자아’(즉 개아)가 최고아와 동일함을 교시하는 데 주력한다. 그러므로

[엄지 크기의 Puruṣa를 언급하는] 여기서는 모종의 어떤 것이 엄지 크

기를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식으로서의 자아’가 최고아와 동일하다

는 것을 교시한다.65)

이 설명에 따르면 베단타에서도 ‘엄지 크기의 Puruṣa’가 ‘인식

으로서의 자아’로 불리는 개아에 해당함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

만 여기서는 그것이 그 자체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최고아의 한

양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베단

타의 경우, ‘엄지 크기의 Puruṣa’는 앞에서 고찰한 ‘개체적 사이비

자아’에 해당할 것이고, 이것이 곧 개아 또는 영혼으로 간주된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64) 村上真完(1977) pp. 107-8 참조.

65) yadapyuktaṃ parimāṇopadeśāt smṛteśca saṃsāryevāyam

aṅguṣṭhamātraḥ pratyetavya iti tatpratyucyate/ “sa ātmā

tattvamasi”ityādivat saṃsāriṇa eva sato'ṅguṣṭhamātrasya brahmatvam

idam upadiśyata iti/ dvirūpā hi vedāntavākyānāṃ pravṛttiḥ, kvacit

paramātmasvarūpanirūpaṇaparā kvacid vijñānātmanaḥ

paramātmaikatvopadeśaparā/ tadatra vijñānātmanaḥ

paramātmanaikatvamupadiśyate nāṅguṣṭhamātratvaṃ kasyacit/ Bbh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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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 경우: 상키야에서는 ‘엄지 크기의 Puruṣa’를 미세신으로

간주하는 데 이의가 없다. 이뿐만 아니라 미세신은 윤회하는 주체

로 상정되어 있으므로66) 영혼 개념과 불가피하게 결부되어 있다.

아래에 소개한 Tattva-kaumudī의 설명은 ‘엄지 크기의 Puruṣa’에

대한 상키야의 통념을 대변한다.

이에 관해 전승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Yama는 자신이 올

가미로 묶어 지배하고 있던 ‘엄지 크기의 Puruṣa를 그 Satyavat의 몸

으로부터 힘껏 끌어냈다.”(Mbh 3.281.16) 여기서 엄지 크기인 것은 미

세신임을 의미한다. Ātman이 [그렇게] 끌려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

기 때문에, [‘엄지 크기의 Puruṣa’라고 말할 경우의] Puruṣa는 미세할

뿐인 신체, 그것도 조대신(粗大身)이라는 성채(pur)에서 쉬고 있다고

하는 Puruṣa이다.67)

위의 설명에서 조대신을 비유하는 성채(pur)가 상키야에서는 B

uddhi의 동의어이거나 Buddhi의 기능을 지칭한다68)는 사실에 특

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성채(pur)라는 비유는 ‘엄지 크기

의 Puruṣa’인 미세신의 기능을 Buddhi의 기능과 동일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미세신은 아예 Buddhi를 지목한 것으로 간

66) “미세한 신체(미세신)들은 상정된 것들이다.”(sūkṣmadehāḥ parikalpitāḥ/

Tk ad Sk 39) “그것(미세신)이 윤회한다고 말한다. 즉 그것은 여섯(털,

피, 살, 혈관, 뼈, 골수)으로 이루어지는 육신을 반복하여 얻고서는

[오래된 신체를] 버린다. 그리고 반복하여 버리고서는 [새로운 신체를]

얻는다.” (saṃsaratīti/ upāttamupāttaṃ ṣākauśikaṃ śarīraṃ jahāti

hāyaṃ hāyaṃ copādatte/ Tk ad Sk 40.)

67) āgamaścātra bhavati/ “tataḥ satyavataḥ kāyāt pāśabaddhaṃ vaśaṃ

gatam/ aṅguṣṭhamātraṃ puruṣaṃ niścakarṣa balādyamaḥ/” ity

aṅguṣṭhamātratvena sūkṣmaśarīraratvam upalakṣayati/ ātmano

niṣkarṣāsambhavāt sūkṣmameva śarīram ‘puruṣaḥ’ tadapi puri

sthūlaśarīre śete iti// Tk ad Sk 41.

68) 특히 Yukti-dīpikā에서 pur는 ‘아만의 상태를 지각하는

것’(ahaṃkārāvasthā-saṃvid)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Buddhi에 상당한다.

또한 “바로 그것(Buddhi)이 pur이다.”라고 단정하기도 한다.

村上真完(1978) pp. 14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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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기도 한다. Sāṃkhya-sūtra를 주석한 후대의 학자들 중 Aniru

ddha는 미세신을 ‘마음의 의지처’69)로 해석한다. Vijñānabhikṣu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Puruṣa가 반영되는 의지처’로

해석한다.

그리고 미세신(liṅga)이 신체를 갖는다는 것은 향수(경험)의 의지처

로서 혹은 Puruṣa가 반영되는 의지처로서 그렇다는 것이라고 이해해

야 한다.70)

이 설명에서 ‘향수의 의지처’와 ‘Puruṣa가 반영되는 의지처’는

모두 Buddhi에 적용되는 표현이다. 상키야에서 향수(bhoga)는 Pu

ruṣa가 Prakṛti의 활동을 목격한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의미로 비

유하는 용어이다. ‘Puruṣa가 반영되는 의지처’는 이미 고찰한 반영

설에 따르는 표현이므로 곧장 Buddhi를 일컫는다. 상키야에서는

‘엄지 크기의 Puruṣa’를 비활동성인 ‘Puruṣa의 순수 의식’과 활동

성인 ‘Buddhi의 의식’이 반영의 관계로 결합된 상태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같은 이해와 부합한 실체적 개념이 미세신이다.

이상과 같이 상키야에서는 영혼 개념이 ‘엄지 크기의 Puruṣa’를

통해 미세신 및 Buddhi와 직결되어 있다. 다만 상키야에서는 미

세신을 윤회의 주체로 간주하더라도 일종의 복합체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키야의 주석자들은 미세신의 구

성 요소를 7종으로부터 18종까지 열거한다.71) 어떤 경우에나 외적

69) “의지처가 없다면 사고 기관(마음)은 윤회할 수 없으므로, 죽을 때는

사고 기관이 의지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의지처)이

운반자, 즉 미세신[으로 불리는 것]이다.”(Ssv 5.103) Garbe(1987) p. 249.

이에 따라 미세신은 운반신(運搬身, ātivāhika-śarīra)으로 불리기도 한다.

Cf. SPbh 5.103.

70) liṅgasya ca śarīratvaṃ, bhogāśrayatayā puruṣapratibimbāśrayatayā

veti bodhyam/ SPbh 5.103. 여기서 미세신의 원어인 liṅga(細相)는

상키야 철학의 전문어로서 미세신의 동의어로도 구사된다.

71) 7종일 경우일 경우에는 내적 기관 중 Buddhi와 Ahaṃkāra에 5종의

미세요소를 더한다. 8종인 경우에는 3종의 내적 기관에 5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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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인 5종의 조대요소는 배제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조대요소

(空, 風, 火, 水, 地)를 제외한 모든 심신의 속성은 미세신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격을 형성하는 모든 요소가 곧 미세신일 수 있다.

이 같은 복합체가 윤회하는 미세신이라면, 개아로서의 영혼에 상

당한 것도 이 복합체에서 지목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복합

체의 핵심 요소인 Buddhi야말로 영혼 개념과 가장 합치한다. 또

한 미세신은 인성을 주도하는 넓은 의미의 영혼에 상당할 것이지

만, 영혼 개념을 지성 위주의 단일한 원리로 특정하면 Buddhi가

영혼에 상당한다.

이제까지 고찰한 ‘엄지 크기의 Puruṣa’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엄지 크기의 Puruṣa’를 개아로 해석한 것은 영혼에 대한

세간의 통념을 반영한다. 이에 의하면 영혼이란 인간의 심장에 깃

들어 있는 개아로 상정되었다.

둘째, 베단타의 해석에 따르면 세간에서 말하는 영혼, 즉 ‘엄지

크기의 Puruṣa’가 사실은 최고아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엄지

크기의 Puruṣa’는 최고아가 ‘나’라는 인간에 내재하는 양태이다.

셋째, 상키야의 해석에 따르면 ‘엄지 크기의 Puruṣa’는 물질 원

리인 Prakṛti에 귀속되는 미세신이다. 그리고 미세신 중에서는 Bu

ddhi가 개아로서의 영혼에 상당한다.

여기서 베단타는 통속의 영혼 개념도 범아일여의 논리로 일관

하여 이해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영혼 개념

을 ‘개체적 사이비 자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이

점은 상키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미세신에 반영된 영혼

개념이 베단타의 경우보다는 더욱 명료하고 구체적이다.

미세요소를 더한다. 18종일 경우에는 3종의 내적 기관, 5종의 미세요소,

5종의 지각 기관, 5종의 행위 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정승석(1999) p. 157

참조. Sāṁkhya-kārikā에 의하면 미세신의 구성 요소는 18종이 되므로,

이것을 상키야의 통설로 간주할 수 있다. Cf. Sk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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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나’라는 인격

영혼 개념은 일찍이 인도 철학에서 자아와 육체의 통로이자

‘나’라는 인격의 요체로서 사색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듯하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치밀한 문

헌적 고증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인도 철학의 상식

적 차원으로도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생명과 육체가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만약 육체가 없더라

도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다면, 이 믿음은 내가 육체 없는

생명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경우에

는 육체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이 바로 영혼일 것이라고 믿는

다. 물론 이렇게 믿을 때는 그러한 생명에 ‘나’를 특정할 수 있는

정신적 기운이 깃들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확신이 없다

면 ‘나’와 영혼은 무관하게 되고, 내게 영혼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윤회를 믿는 한은 ‘정신적 기운’이 생

명의 필수 요건으로 중시된다. ‘나’를 특정할 수 있는 정신적 기운

이 인도 철학에서는 영혼으로도 불리고 자아로도 불릴 수 있다.

영혼은 주로 윤회하는 자아를 일컫는 점에서만 자아와는 차별된

다. 그러므로 ‘나’를 점차 심층적으로 파고들면 ‘나’는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분석되는 존재이다.

나: 육체와 생명 → 정신적 기운 → 영혼 → 자아

우파니샤드의 사색에 의하면, 이 도식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

종착점에서 ‘나’라는 존재도 성립된다. 다시 말해서 영혼 또는 자

아가 육체에 내재할 때 ‘나’는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 여기서

인격체라는 말은 상당히 막연할 수 있으므로, 인격이라는 개념의

함축성을 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인격

은 “다른 생명체와는 차별하여 인간으로 부를 수 있게 하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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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으로는 흔히 감성, 이성, 지성, 정신성 따

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특성은 어쨌거나 자아 또는

영혼으로 귀착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 또는 영혼을 ‘나’라는 인

격의 요체일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인도 철학에서 고래로 진행된 나에 대한 성찰, 즉 자아 탐구도

포괄적으로는 인격에 대한 성찰이자 탐구의 일환이다. 그 연원은

인도 철학의 시발인 베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에 관한 심

층적인 연구에 의하면, 베다에 산재한 인격 형성의 요소들 중에서

는 후대 우파니샤드의 사색과 깊은 연관을 갖는 세 요소를 추출

할 수 있다. 인격의 세 층위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셋은 ‘ⓐaja, ⓑt

anū, ⓒśarīra’이다.72) 이 중에서 자아와 영혼에 상당하는 선행 개

념으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aja와 tanū이다.

불생(不生)을 의미하는 ⓐaja는 범아일여의 Ātman에 상당한

다.73) 그런데 우파니샤드(특히 Śv-up 4.5)에서 이 aja는 여성격인

ajā와 함께 상키야 이원론의 전거가 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숫

양을 의미하는 aja는 Puruṣa를 비유하고, 암양을 의미하는 ajā는

Prakṛti를 비유한다.74) 그러므로 aja는 Ātman 또는 Puruṣa로 불

리는 자아의 전신에 해당하는 인격 요소이다.

한편 베다의 용례에서 ⓑtanū는 인격의 정신적 기능을 운반하

는 미세 형태의 단위이다. 이것은 인간과 신 양쪽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육체가 화장으로 소멸하더라도 그에게 저장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tanū는 육체가 있든 없든 개체로서

의 진정한 인간을 가리킨다.75) 이러한 것이 tanū라면, 이것은 흔

72) Karel Werner는 베다 문헌에서 언급하는 인격 형성의 요소들을 가능한

데까지 추적하여 ‘aja, tanū, śarīra’라는 세 층위로 재구성했다. 그는

여기서 각 층위의 개념적 용례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Cf. Werner(1978)

pp. 279-280.

73) “베다의 aja는 우파니샤드에서 Brahman과 동일시되는 Ātman에

상당한다.” Werner(1978) p. 278.

74) Cf. Chakravarti(1975) p. 24.

75) Cf. Werner(1978) p.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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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말하는 영혼과 합치하는 것이며, 물론 개아의 전신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더욱이 이것은 ‘인격의 정신적 기능을

운반하는 미세 형태의 단위’인 점에서, 상키야에서 말하는 미세신

또는 운반신76)의 전신이기도 할 것이다.

끝으로 ⓒśarīra는 신체(육체)를 의미하므로 특별한 설명이 필

요하지 않다. 굳이 인도 철학의 통념으로 부연하자면, 이것은 흔

히 5대로 불리는 5종의 조대요소로 형성되는 것이며, 보거나 만질

수 생리학적 조직이다.

이상과 같은 인격의 세 층위 중 ⓐaja는 자아, ⓑtanū는 개아

또는 영혼, ⓒśarīra는 육체에 상당하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

이제 베다에서 사색한 인격의 세 층위를 이로부터 전개된 베단타

와 상키야의 자아 개념과 대비하는 것으로 ‘나’라는 인격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

나

베다 aja(자아) tanū(개아/영혼) śarīra(육체)

베단타

범아일여

Brahman인 Ātman

(보편적 절대 자아)

인식아, 내아(內我)

(개체적 자아)

상키야
Puruṣa

(순수 의식인 자아)

Prakṛti(Buddhi 이하 23원리)

미세신

앞서 서술한 내용과 위의 대비를 고려하면, 베다의 aja는 베단

타의 자아 개념과 더욱 부합하고, tanū는 상키야의 미세신과 더욱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각각 일원론과 이원론을 주창한

베단타와 상키야의 철학적 기조와도 잘 합치한다. 베단타의 일원

론에서는 영혼 개념에 물질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지만, 상키야의

이원론에서는 영혼 개념을 물질성의 범주에 귀속시켜 고려한다.

이는 ‘나’라는 인격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기도 할 것이다.

76) 앞의 각주 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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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의 고찰에 따르면, 자아에 관한 양측의 인식이 현저하

게 다르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상키야에서는 영혼 개념에 Pra

kṛti라는 물질적 속성을 반영한 점에서 베단타의 인식과는 차이를

드러낸다. 특히 일종의 영혼 덩어리인 미세신은 베다의 영혼 개념

인 tanū를 더욱 확장한 보편적 인격체로 간주할 수 있다. 왜냐하

면 tanū는 “마음(manas), 생기(asu) 따위와 같은 보편적인 힘이나

잠재력을 결합시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듯한 개체를 형성하는

인격”77)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적 차이를

일단 무시한다면, 영혼 개념은 자아에 관해 베단타와 상키야가 공

유하는 관념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영혼

개념을 기준으로 삼아, 양측이 공유하는 관념을 다음과 같이 개괄

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베단타 상키야 성격

영

혼

순수→해탈 자아(Brahman=Ātman) 자아(Puruṣa)
비활동의 순수

의식

∥⫳ ∦

불순→윤회 개아(인식아, 내아) Buddhi 활동성의 의식

* 표에서 ∥는 본질의 동일, ⫳는 양상의 상이(相異), ∦는 본질과 양상의 상이.

위의 표에 의하면 자아에 관한 양측의 기본 관념은 다르지 않

다. 차이라면 일원론과 이원론에 기인하는 차이이지만, 양측이 채

택한 반영설에 의해 그 차이도 인식론 차원에서 희석될 수 있다.

즉 반영설에 의해 베단타의 자아는 개아인 양 활동할 수 있으며,

상키야의 Buddhi는 Puruṣa인 양 인식할 수 있다.

이제 결론으로 자아에 관한 주요 개념들을 망라하여, 베단타와

상키야 사이의 공유 관념과 차별 관념을 종합적으로 대비하면 다

음과 같다. 여기서는 Ātman과 Puruṣa가 개아 또는 영혼를 지칭

77) Werner(1978) pp. 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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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는 개념적 혼재 양상은 고려하지 않고, 본론에서 우선적

으로 채택한 용례를 따른다.

포섭

개념
상술 개념 베단타의 자아 개념 상키야의 자아 개념

자아

(ātman,

puruṣa)

▸보편적 

절대 자아

▸비활동성의 

순수 의식

▸Brahman=Ātman
▸최고아(paramātman) Puruṣa

개아

(jīva)

▸개체적 

사이비 자아

▸활동성의 

의식

▸개체적 자아

▸영혼

▸인식아(vijñānātman)
▸내아(antarātman, 

pratyagātman)
▸명아(命我, jīvātman)

Buddhi
▸영혼 상당 

실체

엄지 크기의 Puruṣa
(aṅguṣṭhamātra-puruṣa) 

▸미세신(sūkṣma-śarīra)
▸운반신(ātivāhika-śarīra)

여기서 베단타와 상키야의 공통 관념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것

은 Buddhi이다. 이 Buddhi는 양측에서 활동성의 의식인 개체적

사이비 자아를 대변한다. 영혼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도 이것이

며, 인식아와 내아와 명아 등도 이것의 별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위의 대비표는 ‘나’라는 인격을 성찰할 때 고려해야 할 개념들

이 될 것이다. 인도 철학에서 이구동성으로 경계하는 무지도 결국

‘나’라는 인격을 냉철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

기서 ‘엄지 크기의 Puruṣa’를 미세신으로 해석한 상키야의 관념은

나 또는 인간 이해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나의 지각은 물론

이고 모든 감각과 행동도 나의 현생과 내생을 지배한다는 관념을

반영한 것이 미세신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나의 무지에 대한 반

성과 경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미세신과 관련된 이 같은

상키야의 인식이 샹카라의 베단타에서는 upādhi라는 다른 개념으

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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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키야의 미세신은 자아 개념에 관한 한 베단타와 차별할 수

있는 관념을 대변한다. 그러나 샹카라의 불이일원론을 적용하면,

미세신이라는 것도 무지의 소산이요 자아의 ‘한정적 첨성’인 upād

hi일 뿐이다. 범아일여라는 해탈은 이 upādhi를 자아로 착각하는

무지에서 벗어남으로써 실현된다. 상키야의 경우에는 미세신을 주

도하는 Buddhi를 자아로 착각하는 무지에서 벗어남으로써 Puruṣa

의 독존이라는 해탈을 실현한다. 베단타든 상키야든 해탈의 논리

는 동일하다. 양측의 차별적 관념은 동일한 해탈의 논리로 회귀한

다고 말할 수 있다. 양측에서 해탈의 논리를 적용하는 수단은 요

가이다.

해탈을 흔히 통용되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나’라는 인격의 완성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동일한 목적을 베단타에서는 Bra

hman 또는 Ātman의 실현이라고 말하고, 상키야에서는 Puruṣa의

실현이라고 말한다. 양측의 차별 관념은 이처럼 동일한 목적 의식

을 공유한다. 아래의 서술은 이 점을 함축적으로 시사한다.

샹카라 자신은 상키야의 학설을 격렬하게 비판하지만, 상키야와 결

연 관계에 있는 요가의 학설이 베단타에서 Brahman을 실현하는 수단

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78)

차별 관념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그 이면의 공유 관념으로 진

화(鎭火)될 수 있는 것이 인도 철학의 자아 개념일 것이다.

78) Rukmani(1989)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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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mon and Different Ideas of the Self in Indian

Philosophy: Based on the Monism of Vedānta and the

Dualism of Sāṃkhya

Jung, Seung Suk

Dongguk University

The refection on the ‘I’ from the ancient time in Indian

philosophy is just a quest of the self. Speaking in a broad

way, it is also a part of reflecting on and investigating

human personality. It’s origin may be traced in the Veda as

aja, tanū, and śarīra, which are three constituents of human

personality connected closely with Upaniṣadic speculations

in a later period. Of these we are inclined to attach weight

to aja and tanū as the preceding notions corresponding to

the self and the soul respectively.

Aja corresponds to Ātman identified with Brahman. By

the way, this aja together with ajā, or the feminine of aja

described in Upaniṣads are also regarded as scriptural

authorities in support of Sāṃkhya dualism. In this case,

Puruṣa is compared to aja, and Prakṛti is compared to ajā.

Therefore aja is a constituent of human personality

corresponding to the predecessor of the self called Ātman or

Puruṣa.

Meanwhile, according to the Veda, the subtle structural

unit which carries the mental faculties of the personality is

called tanū. Moreover tanū is characterized as what is

restored to man when he has died and his physical body

has been burnt and his personality dissolved. Thus it

accords with the so-called soul, and also we can consid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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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notion corresponding to the predecessor of jīva, or

the individual self. Besides, to the extent that tanū is the

subtle structural unit which carries the mental faculties of

the personality, it may also be the predecessor of the

transporting(ātivāhika) or subtle(sūkṣma) body which is

held by Sāṃkhya.

Lastly, śarīra is what is composed of the five gross

elements, and refers to the body which is the visible and

tangible physiological organism.

Of three layers of human personality as above, we may

say that aja tallies further with the self of Vedāntic notions

and tanū tallies further with the subtle body of Sāṃkhya

notions. While in the case of the monism of Vedānta

materiality is not in consideration at all about the notion of

the soul, in the case of the dualism of Sāṃkhya the notion

of the soul which belongs to the categories of materiality is

taken into consideration.

However, we cannot say that the cognition relating to

the self between Vedānta and Sāṃkhya is different

remarkably. Though the difference of both is caused by

each ontology between Vedānta and Sāṃkhya, it also can

be weaken by the theory of reflection at the level of

epistemology. In other words, the self of Vedānta can acts

as if it were an individual self, and Buddhi of Sāṃkhya can

cognizes as if it were Puruṣa. This is possible through the

theory of reflection.

After all, what reveals itself definitely as a common

idea between Vedānta and Sāṃkhya is just Buddhi. The

individual pseudo-self is represented in both sides by that

Buddhi which is the consciousness of activity. The Buddhi

is not only the knowing subject which serves as the soul,

but also can be called as another names, that is to say

vijñānātman, antarātman, jīvātman, and so on.

Meanwhile, as far as the notion of the self i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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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tle body of Sāṃkhya is a typical idea to be

differentiated from Vedānta. But based on the advaita of

Śaṅkara, the subtle body is nothing but the result of

ignorance(avidyā), and it is only upādhi of the self.

Ātman identified with Brahman, namely a state of

liberation in Vedānta, is realized by being free from

ignorance mistaking the upādhis for the self. The isolation

of Puruṣa, namely a state of liberation in Sāṃkhya, is

realized by being free from ignorance mistaking the Buddhi

which leads the subtle body for the self. The logic for

liberation held in whether Vedānta or Sāṃkhya is the same.

We can say that the different ideas between Vedānta and

Sāṃkhya revert back into the same logic for liberation.

Accordingly, however vehemently the different ideas

have been discussed, what can be weaken by the common

ideas behind them would be the notion of the self in Indian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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