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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망사학파에서 ‘자아’는 지성의 본성이며 불변의 실체이며, 앎의 능

력인 인식능력을 소유한 ‘아는자’이다. 인식 능력을 소유한 자아의 실체

성과 편재성은 해탈의 경지에서도 결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하다.

미망사학파는 ‘나라는 개념’의 재인식에 주목함으로써 자아의 존재를

증명한다. 마치 과거에 존재 했었고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정당화되는 것처럼, 기억 속의 경험의 주체로서 나 스스로에 대한 재인

식이다.

쿠마릴라와 샤바라는 경험적 현상 세계에 실존하는 존재를 근거로

초월적 자아의 존재성을 증명하며, 자아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지지하면

서도 양태 변화의 정당성을 옹호한다. ‘나는 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앎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직접 경험에 의해 증명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쿠마릴라는 언어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은 행위이며, 자아는 결지와

존재성을 보유한 행위의 행위자이다. 따라서 앎도 행위의 범주에 포함되

게 된다. 미망사학파는 지혜에 의한 해탈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앎을 행

위로 분류함으로써 자아는 앎의 주체인 동시에 행위의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존재론적 근거로 형이상학의 범주에서 논의된 자아는 인식론과

윤리학 논의의 근거이기도 하다.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2-AAZ-104).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연구초빙교수. aruna41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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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 존재의 현상적 실존에서 제기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간

결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결코 단순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 존재

의 근원에 관한 사유는, 현상적 경험세계에서의 현존재의 영역과

이를 넘어서는 형이상학의 범주에서의 논리로 양분할 수 있다. 서

구의 철학이 전통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속하는 개체로서

의 ‘인간’이라는 개념에 주안점을 두고, ‘개인의 정체성’을 논의의

핵심 주제로 다루었던 것처럼, 인도 모든 학파의 논의는 ‘나’라는

존재의 내부에 물질의 세계와 구분되는 정신으로서 실체가 있는

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주류이다.

베다의 권위에 근거하여 다르마를 수행하는 것을 의무라고 설

명하는 미망사학파에서 이 의무는 욕망이 초래한 대상이다. 미망

사의 기본 전제는 인간 존재는 행복을 기원하며(niḥśreyasa), 욕망

에 따라 행위를 하며, 행위의 결과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 즉 행

복과 번영을 초래하는 것은 다르마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마

가 아니다. 행복을 갈망하고 얻기를 원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

이 행복이며, 어떻게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우선

그것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행위를 해야 하

는가라는 물음으로 환원된다. 이와 같이 미망사학파에서는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을 ‘나는 무엇을 행위 하여야만 하는가’라고 다시

정의함으로써 해답을 유도한다.

본 논문은 미망사학파의 자아 정의를 중심으로 자아의 존재 증

명과, 자아의 앎과 행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여기서 미망사학

파는 현상의 경험에 근거하여 자아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음을 분

석하고, 또한 이 존재론적 논의가 다시 앎과 행위에 관여하는 주

체로서 형이상학적 실체로 상정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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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아의 상정은 앎과 실천이라는 인식론과 윤리학의 토대임을

드러낼 것이다.

Ⅱ. 자아의 정의

인도 문헌에서 인간, 자아를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그 중

에서도 미망사학파의 쿠마릴라는 ŚV 4장에서 지각이란 대상과

인간의 감각기관의 적절한 접촉(기능)이 있을 경우에 생겨나는 인

식이라고 풀이한다.1) 이 문맥에서 ‘인간’을 지칭하는 푸루샤(puruṣ

a)가 일상의 경험세계의 평범한 인간을 지칭할 수도 있으며, 상키

야-요가학파의 경우처럼 철학적 의미의 형이상학적 실체를 의미

할 수도 있다. 쿠마릴라는 ‘인간’과 ‘감각기관’이라는 단어는 구분

되는 다른 범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 경우의 인간은 세간의 일

상적 의미의 인간일 수도 있고, 다른 의미로 설명할 수도 있다고

하여 중의적으로 포섭한다.2)

다시 말해 위의 쿠마릴라의 정의에서 푸루샤는 두 가지 경우

모두를 함축한다. 일상의 인간의 감각기관과 대상의 접촉에서 생

겨나는 것이 지각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하므로 더 이

상 문제될 것은 없다.3) 그러나 여기에서 인간이 일상의 사람을 지

칭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실체로서의 자아를 의미하는 것

이라면, 현재에 공존하는 자아와 감각기관이 어떻게 상호간의 적

1) 자이미니의 MS. 1.1.4의 게송의 전반부를 해석한 것이다. MS 1.1.4.:

satsaṃprayoge puruṣayendriyāṇāṃ buddhi, tat pratyakṣam. Taber(2005)

pp. 44-47. Hattori(1968) p. 161.

2) ŚV 4. 52: puruṣendriyaśbdau ca vyavadhānena kalpitau, puruṣo laukiko

vā syād yo vāsmin sādhayiṣyate.

3) 보다 자세한 논의는 Jha(1964) p. 76과 Taber(2005) p. 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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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접촉이 가능한가는 의문이 생겨난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ŚV 4장에서는 논의되는 푸루샤가 지칭하는 의미와 범위는 두 가

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있다. 반면에 ŚV 18장에서 쿠마릴라

가 인간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는 그 범위와 정의가 형이상학

범주의 자아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경우에(미망사) ‘인간’(nara)은 기쁨과 고통 등의 상태

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지성의 실체성 등의 특성을 결코 상실하지

않는다.4)

그러므로 ‘인간’(pumān)은 인식능력을 본성으로 하고, 영원하며, 모

든 곳에 편재하며, 다른 신체에 상정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지라도

연결되어 있다. 5)

자아(ātman)는 신체, 감관, 앎과는 다른 것이며, 영원하며, 신체 등

의 나머지는 소멸된다.6)

위에서 발췌한 구문들에서 쿠마릴라가 인간을 의미하는 nara,

pumān를 모두 자아를 의미하는 ātman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에서 지성(caitanya)의 본성은 어떠한 경우

에도 소멸되지 않으며, 이것은 곧 의식의 본성이다. 따라서 앎의

능력인 인식능력도 소멸될 수 없다. 능력이라는 의미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소유를 의미한다. 즉 소유자가 선택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실제로 소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성으로서 인식

능력을 본성으로 한다는 의미는 인간이 비록 외계의 인식대상과

더 이상 연관될 필요가 없는, 즉 인식 대상이 필요하지 않는 최상

4) ŚV 18.53.: sukhaduḥkādy avasthāś ca gacchann api naro mama,

caitanyadravyasattādirūpaṃ naiva vimuñcati.

5) ŚV 18.73.: jñānaśaktisvabhāvo ’to nityaḥ sarvagataḥ pumān,

dehāntarakṣamaḥ kalpyaḥ so ’gacchan neva yokṣyate.

6) ŚV 18.7.: śarīrendriyabuddhibhyo vyatiriktatvam ātmanaḥ, nityatvaṃ

ceṣyate śeṣaṃ śarīrādi vinaśy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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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에서도 자아는 잠재적으로 인식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아는 아는자(jñātṛ)이다. 자아는 지성의 거주

처이며, 지성은 물질적 실체와 구분되는 자아의 본유성이다. 욕망,

혐오, 노력, 즐거움, 고통 등은 개별적 자아가 경험하는 구체적인

속성이다.7)

기쁨이나 고통 등은 외계의 사물을 인식 대상으로 하여 그로부

터 발생하는 행위의 결과이다. 이 결과는 해탈의 상태에서는 모두

소멸된다. 자아는 인식 행위에 의해서 식별하는 대상의 특징에 따

라서 대상을 취하거나 피한다. 그러나 자아의 의식이 결코 기쁨이

나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인식 대상이 될 수 없다.

인식 능력을 소유한 자아의 실체성과 편재성은 해탈의 경지에서

도 결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하다.

또한 자아는 신체, 감각기관, 인지와는 다른 비물질적인 실체이

다. 자아는 신체뿐만 아니라 감각기관과도 다르다. 감각기관은 소

멸되어도 자아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장

님이 되어 더 이상 색깔을 구별할 수 없어도, 그는 여전히 예전에

지각한 색깔은 기억한다. 감각기관의 숫자는 많으나, 자아를 인지

하는 것은 오직 하나이다. 바꿔 말하면, 미망사학파에서는 자아를

인지한다는 것과 자아를 기억한다는 것은 모두 동일한 작용으로

간주하다.8)

따라서 미망사학파에서 앎의 능력을 소유한 지성은, 자아를 제

거하지 않으면 결코 제거될 수 없는 자아의 본질적 실체이다. 개

별적 앎은 자아의 영혼적인 특성에 대한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성은 모든 변화하는 상태

에서 그 본성을 지속한다.9)

7) Bhatt(1962) p. 7-11.

8) Bhatt(1962) pp. 381-382.

9) Bhatt(1962)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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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아의 존재 증명

미망사학파에서 형이상학적 실체로 상정된 자아의 존재와 관련

된 논쟁은 니야야(Nyāya)학파의 자아의 존재 증명 이론에서 출발

한다.10) 샤바라는 쟈이미니의 MS 1.1.5에서 대한 주석에서 니야

야학파의 ‘자아 존재 증명’ 논의를 재고한다. NS 1.1.10의 기본 논

의는 자아의 존재는 갈망, 혐오, 노력, 기쁨 등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을 근거로 추론을 통하여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

현재에 욕망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미 대상에 대한 기쁨

을 경험하였고, 지금 현재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야 가능하므로, 과거에서부터 현재에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단

일한 자아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한 사람이 과거에 기쁨을

경험한 기억이 없으면, 그 사물에 대한 기쁨을 기대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결국 한사람은 다른 사람이 과거에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갈망할 수 없다는 추론도 가능하다.11)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물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그 사물에

대한 욕망이 생겨나지 않으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

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적 실체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는 니야야학파의 논리는 반드시 자아를

상정해야만 성립 가능한 것일까? 미망사학파는 불교와 유사하게

10) NS 1.1.10에 “icchādveṣaprayatnasukhajñānāny ātmano liṅgam iti”라고

한다. 니야야학파의 주석자 웃드요타카라(Uddyotakara, 6ca)는 세 가지

경우로 해석하고 있으며, 샤바라는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해석

자아는 욕망, 혐오, 노력 기쁨 등의 앎 과거의 기쁨이나 불쾌로 경험한

대상들에 직접적으로 향하는 상태인 한 추론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 Hattori(1968) p. 163. 니야야학파의 자아 존재 증명과

관련하여서는 Chakravati, A(1982) 참조.

11) Taber(1990)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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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나 재인식은 과거 경험의 잔재인 습기(vāsanā)의 상속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반박한다. 쿠마릴라는 다른 사물에 대한 기억

과 재인식은 습기 때문이므로 인식자(자아)를 재인식하는 것은 어

렵다고 풀이한다.12) 즉 지속하는 단일한 실체로서의 지속하는 자

아를 상정하지 않고도 경험을 기억하고 있음이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함으로, 경험의 기억에 대하여 자아의 존재는 충분조건은 될

수 있을지라도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니야야학파가 기억을 증거(hetu)로 하여 자아를 증명하는 반면

에 미망사학파는 ‘나라는 개념’(ahaṃpratyaya)의 재인식에 주목함

으로써 자아의 존재를 증명한다. 즉 미망사학파와 니야야학파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지만 그 구조를 이루는 내용을 달리하는 방

식을 취한다. 샤바라는 자아 존재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어느 날 사물이 보이게 될 때, ‘나는 이것을 본다’는 개념은 이후에

생겨난다. 그리고 이것은 내적자아(pratyagātmani)이지 다른 것이 아

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보여진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나’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없다.13)

내가 지금 무엇을 본다는 것은 지난 과거의 어느 특정 시점에

서 ‘나는 이것을 인식’한다는 언어적 관념이 생성된 이후에 가능

하다. 기억에 의한 재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특정 시점에서 인

12) ŚV 18. 109: smaraṇapratyabhijñāne bhavetāṃ vāsanāvaśāt,

anyārthaviṣaye jñātuḥ pratyabhijñā tu durlabhā. 샤바라와 쿠마릴라

모두 불교는 무아를 상정하고도 습기의 상속에 의한 기억이나 재인식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주목한다. 그리고 불교철학의 주장과 논리

전개가 일정 정도 타당하다는 견해를 드러낸다. Hattori(1968),

Taber(1990) 참조.

13) MSBh, 56: anyedyur dṛṣṭe ’paredyur aham idam adarśam iti bhavati

pratyayaḥ. pratyagātmani caitad bhavati, na paratra. paro hy asau yo

’nyedyur dṛṣṭavān. tasmāt tadvyatirikto ’nyo ’sti, yatrāyam

ahaṃśabdaḥ. Taber(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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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는 사물은 관념이 생성되기 이전에 본 그 사물이 아니다. 따

라서 기억을 근거로 이해하는 대상은 동일한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인식과정에서 나에 대한 재인식은 동일성의 근거가 된

다. 즉 기억은 과거에 경험되었고, 현재에 그것을 기억하는 동일

한 대상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나의 존재에 의

해서 성립된다.14)

우리는 ‘나’라는 이 단어를 다른 어떤 사물을 추론하기 위한 수단으

로써 간주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인식(pratyabhijñā)이라는 의미는 [추

론에 적용되는] 언어를 넘어서는(śabdād vyatiriktam)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어제 지각하였고, 오늘 기억하고 있

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에 존재하였고 오늘 존

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어제에 존재하였으며 오늘 존재

하는 사물들은 소멸하지 않는다.15)

지속하는 자아의 존재를 증명하고, 자아의 영원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억된 경험과 그 경험을 기억하는 두 가지 모두를 충

족하는 경험하는 단일한 주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특정

시점의 기억은 나의 수많은 기억 중에서 하나이거나 일부분이며,

나는 과거에 존재했으며, 경험의 주체로서 사물의 동일성을 지금

현재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

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추론의 원인은 과거

에 존재하였던 사물의 동일성을 재인식하는 것과, 시간의 흐름 속

에서 지속하는 존재로서, 즉 나 자신에 대한 재인식이다. 마치 과

거에 존재 했었고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성립하기

14) Taber(1990) p. 36-37.

15) MSBh, 56: na vayam aham itīmaṃ śabdaṃ prayujyamānam anyasmin

arthe hetutvena vyapadiṣāmaḥ, kiṃ tarhi śabdād vyatiriktaṃ

pratyabhijñāpratyayam. pratīmo hi vayam imam arthaṃ vayam

evānyedyur upalabhāmahe, vayam evādya smarāma iti. tasmād vayam

imam artham avagacchāmo vayam eva hyo, vayam evādya iti. ye cāmī

hyo ’dya ca, na te vinaṣṭaḥ. Taber(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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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정

당화되는 것처럼, 기억 속의 경험의 주체로서 나 스스로에 대한

재인식이다.16)

샤바라를 주석하는 쿠마릴라는 샤바라의 재인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아는 추론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것에 의해

서 증명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곧 ‘자아’는 스스로 ‘나라는 개념’을

앎으로서 직접적으로 증명된다.17) ‘나는 간다’라는 경우에 ‘나’라는

의미는 육체적 신체를 지칭한다. 나의 육체가 간다는 것으로부터

자아가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18) 그러나 ‘나는 안다’라

는 의미에서 ‘나’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나’라는 의미는 자아를

지칭하며, 곧 ‘자아가 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앎에 도달할

수 있는 ‘아는 자’(jñatṛ)이며, 또는 그것의 의지처인 사람이다. 따

라서 ‘나는 안다’, ‘아는 자’라고 표현할 경우 그 행위의 주체는 오

직 자아만이 해당되며, 물질로 구성되며 의식이 없는 신체나 감각

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곧 ‘나는 안다’라고 표현할 때, ‘나’라는

것은 신체나 감각기관이 아닌 그 무엇이어야만 한다.19)

쿠마릴라의 기본 논의 방향은 ‘나’는 마음과 감각기관을 포괄하

는 육체적 유기체가 아니라, ‘나’는 과거에 어떤 것을 경험한 앎의

행위자(jñātṛ, agent)이다. 즉 다시 말해서 ‘나’라는 개념은 과거에

어떤 것을 경험했던 행위의 주체이고, 이와 달리 육체적 유기체는

그 자신을 인식할 수 없는 존재이다.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것이 동일한 인식의 상태로 현재에 기억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샤바라는 기억을 통해서 재인식되는 ‘나’라

는 개념은 내적자아이며,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20) 이러한

16) Taber(1990) p. 37.

17) ŚV 18.18. 107cd. ahampratyayavijñeyaḥ svayamātmopapādyate.

18) ŚV 18. 108: ahaṃ yām īty ahaṃ śabdaḥ śrīrārthaḥ prayujyate,

gantṛtvāt tasya na hy ātmā gamanan pratipadyate.

19) ‘이것은 나의 신체이다.’ ‘이것은 나의 눈이다’ ‘나의 마음은 피곤하다.’

라고 할 때 ‘나’의 개념의 대상인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반대이므로, 하나는 다른 하나에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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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결국 ‘나’란 신체 혹은 일반적으로 ‘나’라고 표현되었을 때

요구되어지는 경험의 주체가 아니고, 통합적인 개체와도 구분되는

종류로서 ‘자신, 스스로’를 인지하는 주체의 의미처럼 보인다.

미망사학파의 자아 존재 증명은 기본적으로 ‘나라는 개념’은 신

체나, 관념 등의 단어와 구별된다는 니야야학파의 주장에 기초하

고 있다. ‘나’라는 개념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나’라는 개념과 상응

하는 인상이 있어야만 한다. 샤바라는 이를 위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신체나 감각기관 등의 육체적 형태를 포괄하는

다발(skandha)의 집합을 추가한다. 그러나 기억에서 나는 현재의

자아로서 동일한 주체로 인지된다. 미망사학파에서 자아와 관련하

여 내가 나를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스스로에 관

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며, 그리고

우리의 경험에서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21)

쿠마릴라가 자아 존재를 증명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인식

론의 자증성 논의에 근거한 자아의 자증성이다. ŚV 18. 142에서

20) MSBh, 56: pratyagātamani caitad bhavati, na paratra.

21) 쿠마릴라의 또 다른 자아 증명은 지각을 논의하는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분별적 지각에 관여하는 기억 행위는 감각기관이 아니라 자아에

의해서 실행된다. 자아는 도구로서 마음과 감각기관을 사용하여

지각되는 것과 표현되어지는 것을 연결 짓는다. 자아는 아는 자이다.

혹은 이전에 알려진 적절한 속성의 형태에 의해 확정되어진 것으로서의

대상을 동일시한다. 그러나 지각적 인지는 감각기관의 작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기억에 의한 인지는 감관의

기능과 분별적 지각의 발생 사이의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분별적

지각은 지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반론은 불교에

의해서 제기된다. 쿠마릴라는 대상에 대한 어떤 지각도, 즉 기억에 의해

진행되는 분별적 인지도 그것이 감관과 대상의 적절한 접촉이 지속하는

한은 지각이라고 주장한다. 자아에 의해서 실행되어지는 개념적 지각에

관여하는 것은 기억의 행위이지 감각기관이 아니다. 자아는 마음뿐만

아니라 감각기관도 인식 수단으로 사용하여 무엇이 지각되는지를

표현한다. 대상에 대한 재인식 그것이 기억에 의해서 행해지는 개념적

인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감각기관과 대상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은 지각이다. ŚV 4. 121-123. Taber(2005) pp.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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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베다의 명령이나 베다에 의해서만 자아가 지칭된다고 한다

면 자아를 지칭하는 언어가 소멸한다면 무엇에 의해서 자아가 현

현되겠는가라는 반론에 자아 스스로에 의해서 현현한다는 의미의

자아의 자증(ātmajyoti)이라고 답한다. 이와 같은 논리의 근거는

미망사학파의 인식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재적 정당성’(s

vataḥ pramāṇya) 이론에서 비롯된다.22)

Ⅳ. 자아와 마음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리적 심리적 세계의 현상적 경험에 관여

하는 것은 그 어느 것이라도 영원할 수 없다. 자아의 본성이 영원

히 불변한다는 것은 어떠한 변화의 가능성도 차단한다. 자아는 아

는 주체 혹은 경험의 주체로서, 이는 단순히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육체적 정신적 단일체의 집합과는 구분된다. 여기서 영원하고 불

멸이면서 변화하는 세계를 경험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자아는 변화하는 의식의 주체로서 ‘아는 자’가 될 수 없다. 한편,

만약 자아가 ‘아는 자’라고 하면, 변화하지 않으면서 영원할 수는

없다.23) 이와 같은 난점에 대하여 쿠마릴라는 이렇게 대응한다.

지의 형상의 변용은 영원성에 모순되지 않을 것이다.24)

22) ŚV 18. 142: śāntāyāṃ vācyaśaktāyāmātmā kena prakāśyate, ātmanaiva

prakāśyo ’yam ātmā jyotir itīritam. 그러나 또 다른 주석자인

파그타사라티(Pārthasārathi)는 자아의 자증성을 거부하고,

마음-지각(mānasapratyakṣa)에 의해 증명 가능하다고 한다. Bhatt(1962)

pp. 402-404 참조.

23) 이러한 반론은 디그나가에 PS 1.6.11에서 직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Hattori(1968) p. 27, 참조.

24) ŚV 4. 53ab: vikriyā jñānarūpāsya na nityatve virots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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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마릴라는 비록 자아가 다양한 양상으로 상태의 변화를 일으

킬지라도, 본성은 변화하지 않으며, 자아는 영원하다는 본성의 동

일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상태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한다. 자아의 영원성은 인식 상태의 변화와 모순되지 않는

다. 마치 뱀이 뱀의 본성을 변화하지 않고도, 똬리를 틀거나, 일자

로 쭉 펼 수 있는 것처럼,25) 자아는 인식의 다양한 상태를 경험

하면서도, 동일한 자아로 존속할 수 있다.26) 어떠한 조건에서도

완전한 지속이나, 완전한 소멸은 모두 불가능하다. 우리는 영원한

지성의 부분으로서 지속과, 현상의 상태로서의 기쁨이나 고통 등

의 부분적 소멸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27) 따라서 행위자와 향수

자의 속성은 사람의 육체적 조건에 귀속하지 않고, 다른 모든 상

태의 실체인 자아에 속한다. 즉 자아는 행위의 결과를 향수 한

다.28)

그러나 이 경우에 앎의 주체가 마음이 아니라, 자아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쿠마릴라는 감각기관은 지의 원인이며,

지는 감각기관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분별

적 지각은 감각기관이 기억하는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다. 지는 ‘인식자’, ‘아는 자’로 이해되기 때문에 오직 자아에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기억과 연결되는 등의 능력을 소유한

다.29)

25) 동일한 예시가 뜨거운 금은 금으로서의 본성을 상실하지 않고도,

장신구의 틀에 맞게 상태의 변화를 초래하여 형태에 맞게 주물 될 수

있다. Bhatt(1962) p. 20.

26) Taber(1990) p. 43.

27) ŚV 18. 28: tasmād bhayahānena vyāvṛttyaṇugamātmakaḥ, puruṣo

’bhyupagantavyaḥ kuṇdalādiṣu sarpavat.

28) ŚV 18. 29.: na ca kartṛtvabhoktṛtve puṃso ’vasthāsamāśrte,

tenāvasthāvatastattvāt karttaivāpanoti tatphalam.

29) ŚV. 4. 121-122: karaṇaṃ cendriyaṃ buddher na tatra jñānam āhitam,

tataḥ smṛtyasamarthatvād vikalpo ’to na vāryate. ātmany eva sthitaṃ

jñānaṃ sa hi boddhātra gamyate, smaraṇe cāsya sāmarthyaṃ

sandhānādau ca vid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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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는 것은 감각기관이 아니며 감각기관은 아는 행위에서

단순히 자아에 의해서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비의식이

다. 따라서 감관은 지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 자아는 ‘아는 자’이

며, 기억하는 자이다. 이는 “이것은 저것이다” “이것은 저것의 이

름이다” 등의 존재하는 개별적 특수와도 연관되는 마음이라는 감

각기관을 통하여, 종, 류 등의 보편을 확인하는 능력이다.30) 외계

의 감각기관과 결합한 외계 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자아가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은 기억의 주체가 아니라, 기억의 도구로서, 기억

속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미 파악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어

야만 한다. 마음은 기억의 능력으로서, 즉 자아가 사물을 기억하

는 수단으로서의 도구이다. 따라서 마음은 기억하고 있는 대상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31)

자아는 자아와 개별적 감각기관의 연결이라는 중재적 기능이

없이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자아

는 모든 곳에 동시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이며, 이는 곧 일시에

모든 감각기관들과 의식의 본성까지도 결합하는 존재가 될 것이

다. 즉 동시에 모든 기관이 대상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

리는 일시에 하나의 감각기관으로 하나의 대상만을 의식한다. 따

라서 마음과 감각기관의 중재가 있어야만 한다. 마음은 기억의 주

체가 아니라, 기억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32) 기쁨과 고통

등은 감각기관으로서 마음의 기능과 결합되어 있는 자아에 의해

서 지각되는 대상에 대한 인식의 결과이다. 자아가 감각기관으로

서 마음의 기능과 결합되어 있는 한, 그것은 기쁨과 고통 등에 대

한 지각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지각되는 것

30) Taber(2005) p. 98.

31) Taber(2005) p. 225.

32) 이러한 논의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니야야학파의 논리 구조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NS는 인식자가 기억하는 수단으로서 마음이 설명되며, 마음

자체가 기억하지는 않는다. 즉 자아가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기관들을 활용하여, 아는 자이고, 기억하는 자가 된다. Taber(2005)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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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해가 없을지라도 주체와 대상에 대한 뚜렷한 구분은

가능하다.

Ⅴ. 앎과 행위의 관계와 자아

미망사학파에서 ‘나는 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앎을 의미하

지만 동시에 직접 경험에 의해 증명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쿠마릴

라는 언어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은 행위라고 하며,33) 자아는 결지

와 존재성을 보유한 행위의 행위자이다.34) 따라서 앎도 행위의 범

주에 포함되게 된다. 감각기관 등은 해탈의 원인으로서의 지를 전

달하지 못한다. 상키야 등의 학파들의 의해 알려진 지혜의 결과로

서의 해탈은 베다에서는 알려지지 않는다.35) 자아에 대한 앎은 그

것의 목적으로서 해탈과 결합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자아에

대한 앎이 어떠한 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원인이라고 지칭된다.36)

따라서 쿠마릴라는 앎이 직접적으로 행복과 번영을 초래하는

선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앎의 주체는 해탈의 성취에

33) ŚV.18. 75c : kriyā dhātvarthamātraṃ. 쿠마릴라는 바이세시카가

주장하는 것처럼 동작, 움직임만이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34) ŚV. 18. 83 cd: saṃkalpasattvavattvābhyāṃ pumān iṣṭhaḥ prayojakaḥ.

유사한 예로 쿠마릴라는 ŚV. 18.의 마지막 게송인 148에서는 자아의

존재에 대한 논의는 베단타학파에 의해서 보다 심도 있게 탐구 되어야

한다고 서술한다.

35) ŚV. 16. 102.: jñānaṃ mokṣanimittaṃ ca gamyate nendriyādinā, na ca

sāṃkhyādvijñānān mokṣo vedena codyate. 쿠마릴라는 최상의 선의

결과로서 번영만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도 현실의 삶에 벗어나는

해탈이라는 선험적 상태를 지지하며, 이것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적절한 행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36) ŚV, V. 16. 103.: ātmājñātavyaity etam mokṣārthaṃ na ca coditam,

karmapravṛtti hetutvam ātmajñānasya lakṣ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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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동기가 부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행위를

위해서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상의 선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앎이 아니며, 앎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는 일종의 종속적인 위

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것은 앎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이 목적을 위해서 행위를 초래하는 것과 같이, 지식은 그것의

목적, 객관으로서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 즉 지식은 행위

의 목적에 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이는 곧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원인과 동기를 부여한다. 왜냐하면, 행위자가 행위를 왜 하여야하

는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에 효율성을 제공

하기 때문이다. 비록 행위가 앎에 대하여 보다 우위에 위치하지

만, 행위의 선결조건으로서 지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식은 행위

의 행위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한정한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미망사학파에 있어서 모든 앎은 희

생제의를 행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부차적이다. 그러나 그 중

에서 유일한 예외가 자아에 대한 앎이다. 자아에 대한 지식은 희

생제의와 사람을 목적으로 한다. 자아에 대한 앎이 없이 선의 결

과를 초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피하는 행위는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37) 희생제의의 목적은 개인의 의무인 제례 행위를

통하여 우주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의 목적은 적절한 의례 행위를

통하여 선의 결과를 확신하는 것이다. 오직 이러한 종류의 지식만

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동기이다. 형이상학적인 지

식으로서의 자아는 단일한 자아이며, 이는 결국 최상의 목표를 얻

기 위한 행위로 나아간다. 자아에 대한 앎은 행위의 동기를 부여

한다. 오직 단일한 자아가 상정되어야만, 그 자아는 의례 행위에

서 직접적으로 행하는 인간의 육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목적을

달성한다.38)

37) TV. 3.29. Ram-prasad(2002) pp. 8-9.

38) ŚV 18.1.에서 자아는 희생제의와 같은 의례 행위의 실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것은 오직 신체의 행위에 의해서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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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망사학파의 논리 구조에서 자아에 대한 앎을 제외한 모든 앎

은 실천적 행위의 근간이다. 지식의 역할은 그 자체가 아니라 다

른 것들을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지식은 본연적으로 알려지는 대

상과 자아라고 이름하는 아는 자와 관련한다. 알려지는 대상과 아

는 자를 언급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 아는 행위는 자아가 그것의 실질적인 목적을 충족하도록 도

와준다. 인간의 지식의 타당성 베다에 근거하며 학습, 앎을 통하

여 무엇이 정당한지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역으로 그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한다.

Ⅵ. 결론

미망사학파는 다른 육파철학과 동일하게 경험적 현상 세계를

초월하는 불변의 실체로서의 자아를 상정하고, 자아의 존재를 증

명한다. 쿠마릴라와 샤바라는 모두 ‘나’라는 경험적 현상 세계에

실존하는 존재를 근거로 초월적 자아의 존재성을 증명하며, 자아

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지지하면서도 양태 변화의 정당성을 옹호

한다.

미망사학파에 있어서 자아는 육체, 감관, 사고와 구분되며 지성

의 의지처이며, 아는자이며, 향수자이며, 행위자이다. 이러한 자아

는 비물질적인 실체로서 영원하며, 편재한다. 자아가 ‘아는 자’라

는 것은 잠재적인 능력을 소유함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앎의 주

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모든 앎을 행동하

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편으로 미망사학파는 지혜에 의한 해탈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앎을 행위로 분류함으로써 자아는 앎의 주체인 동시에 행위의 주

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존재론적 근거로 형이상학의 범주에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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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된 자아는 인식론과 윤리학 논의의 근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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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lf as the Subject of Knowing and Action in

the Mīmāṃsa Philosophy

Sung, Chungwhan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heory of

the Self; in terms of the definition of the Self, the poofs of

the existence of the self, the role of the self in the 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action in the Mīmāṃsa philosophy

The self in the Mīmāṃsa school just as the orthodox

Hindu schools is eternally a spiritual substance and the

abode of intelligence. The theory of the self is an eternal

essentially conscious entity that continues unchanged

throughout its various transformations states of

consciousness. Intelligence is an essential property of the

self and differentiates from the material substances and

physical organism including the mind and the sense organs.

Intelligence as a core of the self eternally continues in all

changing states while specific cognitions are fluctuating

without making any difference to the spiritual character of

the self.

Mīmāṃsakas, such as Śabarasvāmin and Kumārilabhaṭṭa

argue that the existence of the self can be proved from the

notion of ‘I’ (ahaṃpratyaya). In other words, they advocate

that the recognition of myself is identified with a part of

my memories which I remembered experience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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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ow remembering it. It, thus, eventually justifies a

subject of experience in memory and directly reveals the

existence of self in the past and present.

The expression ‘I know something’ in the Mīmāṃsa

philosophy basically means the knowledge for subjective

agent and simultaneously indicates its own action which can

directly proved from empirical experience, that is,

knowledge is for the sake of action. In other words, all

actions have knowledge as a prerequisite and knowledge

qualifies the agent of actions.

Mīmāṃsakas unlike some other Hindu schools

advocates knowledge itself is neither motivated by the

attainment of liberation nor by itself bring about the final

end. Knowledge is undertaken with correct action as its

objective, and such action brings about the human goal.

Thus, the theory of self discoursed in the ream of

metaphysics as ontological basis is the foundation for the

epistemology and ethics.

Keywords : Self, Proofs of the Existence of Self, Notion of

‘I’, Agent, Action, KumAr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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