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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파니샤드 중 가장 초기 우파니샤드 중의 하나인 브리하다
란야카 우파니샤드에 대한 샹카라의 주석서인 브리하다란야카 우파니
샤드 주석서(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Bhāṣya, 약칭 BUBh)를 연구한

것이다. BUBh는 비록 그의 브라흐마 수트라 주석서(Brahma Sūtra
Bhāṣya)에 비해 연구가 덜 이루어졌으나, 그 사료적 중요성과 베단타

전통 내의 중요성으로 보아 독립 대상으로서 연구할 가치가 높다.

BUBh를 철학적, 신학적으로 접근한 두 선행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교육법에 초점을 두고, 이 교육법은 텍스트를 통독할 때 드러나게 된다

고 주장한다. 독자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발췌독, 정독, 통독을 교

차적으로 하게 되지만, 특히 BUBh는 발췌독, 정독과 함께 텍스트 전체

를 통독해야 이 텍스트가 초급에서 고급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고려한

교과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고는 BUBh를 앞에

서부터 뒤로 순서대로 읽어야 이 텍스트를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더불어 교사 샹카라의 구체적 모습을 알고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

Ⅰ. 서론 및 텍스트 소개

열 종의 주요 우파니샤드에1) 대한 샹카라(Śaṅkara, 대략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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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우파니샤드(mukhya Upaniṣad)의 수는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만 가장 최소한의 단위는 다음의 열 종이다―브리하다란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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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8세기)의 주석서(bhāṣya)들이2) 인도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특별하다. 그 이유는 물론 샹카라가 인도학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

상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그 주석서들이 우파니샤드 주

석서들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텍스트들이기 때문이다. 그

의 우파니샤드 주석서들 중 브리하다란야카 우파니샤드(Bṛhadā
raṇyaka Upaniṣad, 약칭 BU)에 대한 주석서인 브리하다란야카
우파니샤드 주석서(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Bhāṣya,3) 약칭 BU
Bh)는 특히 중요하다. 그 역사적 이유를 다음의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BU 자체가 초기 우파니샤드로서 사료(史料)로서 중요하

다. 열 종의 주요 우파니샤드는 기원전 800년경부터 늦어도 기원

후 200년 사이에 작성 및 편집되었다고 추정되며, 이 중에서도 B

U가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가장 초기 우파니샤드 중의 하나이며, 그 시대의

철학, 종교, 언어, 신화, 문화, 사회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BU는 난해하고 복합적이어

서 그 유명도와 중요도에 비해 활발하고 심도 있게 연구가 진척

된 편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BUBh는 이 우파니샤드에 대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석서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

다. 어떤 작품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석서라는 점은 그 자체

만으로도 역사적인 중요성을 갖지만, 이 주석서의 내용이나 스타

일이 이 우파니샤드의 후대 주석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을 예

찬도갸, 타이티리야, 아이타레야, 케나, 카타, 이샤, 문다카, 만두캬,

프라슈나. 학자들의 다른 의견들은 이재숙(1996) pp. 31-32 참조. 샹카라

연구에서 슈베타슈바타라 우파니샤드 주석서는 제외되는 경향이다. 이에

대해서는 Pandey(1968) p. 175, Mayeda(2006) p. 6 참조.

2) 본고에서는 bhāṣya를 주(註), 주해(註解), 소(疏)로 번역하지 않고 단순히

‘주석서’ 혹은 ‘주석’으로 번역한다.

3) 샹카라는 BUBh에서 이 주석서를 bhāṣya라고 칭한 적이 없으며, 1.1의

서론에서 단 한 번 vṛtti라고 부른다(Skt p. 1, 14행). 어떻게 이 주석서에

bhāṣya라는 제목이 붙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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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둘째, BUBh는 베단타의 주석 전통에서 중요하다. 샹카라와 동

시대에 산 직속 제자 수레슈바라(Sureśvara, 8세기)는 BUBh를 방

대하게 복주(復註)하여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Bhāṣya Vārtika

를 썼고, 아난다기리(Ānandagiri, 13세기)도 BUBh를 간략한 단어

주해의 방식으로 복주하여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Bhāṣya Tīkā

를 썼다. 아난다기리가 샹카라의 열 종의 우파니샤드 주석서들 모

두에 Tīkā를 쓴 것과 달리, 샹카라의 동시대 제자인 수레슈바라가

샹카라의 우파니샤드 주석서들 중 브리하다란야카와 타이티리야

단 두 종에만 Vārtika를 남겼다는 사실과 BUBh의 서론만 따로

떼어서 주석한 Sambandhavārtika를 남겼다는 사실은 베단타 전

통 내에서 BUBh의 중요성을 말해 준다. 따라서 BUBh는 우파니

샤드 연구와 베단타 주석 전통 두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텍스트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샹카라의 BUBh는 중요도에 비해 그동안 학계에서 그다

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샹카라의 주석서들 중 진작

(眞作)이 확실하며 걸작으로 꼽히는 브라흐마 수트라 주석서
(Brahma Sūtra Bhāṣya)가 학자들의 주된 관심을 받아 왔기 때문

이다. 그 다음으로는 독립 작품 중 진작으로 여겨지는 우파데샤
사하스리(Upadeśasāhasrī)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위의 두 작
품들과 달리 BUBh는 그것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다.

이 주석서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가 대표적이며

둘 다 BUBh가 중요한 텍스트라는 데에 입을 모은다. 첫째, 카나

쿠라(金倉, 1932)는 이 주석서의 사료적 중요성을 처음 세상에 제

기한 BUBh연구의 선구자로서, 샹카라의 논쟁자들 중 특히 선배

베단타 학자로서 불일불이론자(不一不異論者, bhedābhedavādin)인

바르트리프라판차(Bhartṛprapañca),4) 순세파(順世派, Lokāyata),

4) 바르트리프라판차는 브라흐만과 세계가 같으면서 다르고(bhedābheda),

해탈의 수단은 지식과 제사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샹카라는

브라흐만과 세계는 둘이 아니고(advaita), 해탈의 수단은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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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와 벌이는 논쟁들을 철학적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히리얀나(Hiriyanna, 1924)의 문헌학적 연구를 바탕으로5) 샹카라

가 이 주석서에서 바르트리프라판차를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음

을 바르게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서드렌 허스트(Suthren Hirst,

1996)는 BUBh를 독립 대상으로 한 논문을 통해 BUBh에 쓰인 샹

카라의 신학적 해석 방법을 연구하였는데, 샹카라가 그의 불이론

(不二論, advaitavāda)을 확립하기 위해 단지 경전에만 의존한 것

이 아니라 경전과 논리를 복합적이고 균형 있게 다루었다고 주장

한다. 논자도 BUBh가 샹카라 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텍스트라

고 주장하는 두 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의 다른 주요 저

작이 연구되었듯이 BUBh를 독립 대상으로서 연구할 가치가 높다

고 주장한다. 본고는 BUBh의 중요성을 우파니샤드가 차지하는

위상, BUBh의 분량과 사상, 그리고 스타일이라는 세 측면에서 바

라보면서, BUBh를 앞의 두 학자가 다루지 않은 점에 비추어 고

찰하고자 한다. 카나쿠라가 BUBh를 철학적으로 다루었고, 서드렌

허스트가 신학적으로 다루었다면, 본고는 이 텍스트의 교육적 성

격에 초점을 두며 이것은 텍스트를 통독함으로써 나온 결과임을

살펴볼 것이다.

Ⅱ. 우파니샤드의 근본적 위상

BUBh가 연구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베단타 학파가 세 가

지 근본 경전(prasthānatraya)으로 삼는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지식뿐이라고 주장한다.

5) 히리얀나(Hiriyanna)는 샹카라의 BUBh, 수레슈바라의 Vārtika,

아난다기리의 Tīkā에서 관련 자료들을 뽑아 연구하여 샹카라 이전에

BU를 주석한 주석가가 있었고, 그가 바르트리프라판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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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브라흐마 수트라 중, 우파니샤드는 유일한 슈루티이므로
경전의 권위를 볼 때 수트라와 스므리티인 다른 두 경전보다 근

본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6) 베단타 학파는 우파니샤드

경전이 해탈의 수단으로서, 우파니샤드를 올바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해탈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 올바로 읽는 방식은 베단타

의 학파마다 다르다. 샹카라에게는 그가 속한 불이론 베단타 학파

가 읽는 방식대로 읽는 것이 우파니샤드를 올바로 읽는 것이고

그 방식대로 읽어야만 깨달음을 얻어 해탈에 이를 수 있으므로,

해탈의 수단인 우파니샤드의 권위를 어떻게 견고하고 굳건히 확

립할 것인가, 나아가 우파니샤드를 어떻게 하면 올바로 즉, 자기

가 속한 학파의 방향대로 읽어낼 수 있을까는 베단타에 속한 각

학파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자 과제였다. 그러므로 우파니샤드는

가장 근본적인 경전으로서, 샹카라가 다름 아닌 우파니샤드를 어

떻게 주해하고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20세기 샹카라의 진작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샹카라의 진작

으로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브라흐마 수트라 주석서와
우파데샤 사하스리는 각각을 대상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7)
샹카라의 우파니샤드 주석서들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꾸준한 관심

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진위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고 아마 앞으

로도 획기적인 자료가 발굴되거나 연구 방법이 개발되지 않는 한

진작 여부는 가리기 힘들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 결

과 열 종의 주요 우파니샤드에 대한 샹카라의 주석서들이 진작임

이 학계에서 거의 인정되고 있고 여전히 활발히 인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단타 학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우파니샤드에 대한 샹

카라 주석서들을 각각 독립 대상으로서 연구하지 않을 이유는 전

6) 브라흐마 수트라가 베단타 학파의 대표 경전이긴 하지만 우파니샤드를
간략히 요약하고 체계화한 것이며, 바가바드 기타는 전승서(smṛti)이다.

7) 브라흐마 수트라 주석서를 대상으로 한 저서와 논문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샹카라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우파데샤
사하스리는 마에다 센가쿠(前田專學)의 연구가 독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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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없다. 더욱이 샹카라의 동시대 제자인 수레슈바라가 브리하다

란야카와 타이티리야 단 두 종에 대한 샹카라의 주석서에만 Vārtika

를 남긴 사실은 다른 우파니샤드들은 몰라도 이 두 종에 대한 샹

카라의 주석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그의 진작으로 인정받는 역할

을 했다. 그러므로 가장 초기 우파니샤드인 BU 그리고 그것의 현

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석서인 BUBh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텍스트

이며, 이를 ‘독립 대상으로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논자가 BUBh를 ‘독립 대상으로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는 말은 BUBh가 샹카라의 다른 주요 저작들에 비해 특히 고유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BUBh는 내용, 분량, 스

타일 면에서 다른 주요 저작들만큼이나 중요한 저작임에도 불구

하고 그 자체로서 즉 텍스트 내부적으로 활발히 연구되지 않았다

는 점을 지적하고 그 연구 필요성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브라흐마 수트라 주석서나 우파데샤 사하스리가
각각 독립 대상으로서 활발히 연구되었듯이 BUBh도 그럴 가치가

있다는 의미에서 독립 대상으로서 연구할 필요를 말한다. 어떤 이

는 다른 저작들과 비교함으로써 BUBh만의 고유성을 보여 주지

않는다면 BUBh를 연구할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다른 저작들과의 비교는 또 다른 성격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본고는 BUBh의 내부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온전

히 연구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 텍스트의 내부적 분

석은 외부적 비교 작업만큼 그리고 비교 작업을 위한 기초 작업

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의 BUBh

연구가 그의 다른 텍스트들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점을 비교

를 통해 혁신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해도, 샹카라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재확인하고 그와 그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에 깊이를 더

해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BUBh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은 BUBh

를 단지 인용하거나 다른 연구를 지지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넘어서 한 작품을 정독하면서, 동시에 전체를 읽는 통독(通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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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BUBh는 철학 연구자들이

한 주제를 가지고 탐구할 때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하거나,

연구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부분적인 구절(들)에만 초점을 맞추거

나, 다양한 주석서들에서 구절(들)을 인용할 때 보조적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발췌하여 인용하거나 발췌

한 부분을 정독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독은 이러한 발췌독이나 정

독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작업들을 기본으로

해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읽는 데에 주의

를 기울임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더 큰 그림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읽기라는 행위에서 새로울 것이 없으며 독자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텍스트를 마치 렌즈를 줌인, 줌아웃 하듯

읽는 행위의 한 측면이다. 그리고 철학을 주로 하는 연구에서는

한 작품의 통독보다는 작품의 한 부분을 뽑아 이해, 비교, 분석하

는 행위가 더 전반적이고 효과적이며, 또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것

이 통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전혀 아니다. 그러나 논자는 BU

Bh를 연구할 때 통독을 더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BUBh의

성격상 통독은 작가의 의도를 더 선명히 보여 주고, 통독이라는

방법이 아니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U 4.3.7에 대한 주석에서 샹카라는 단어 주석이 끝

나자마자 불교도와의 논쟁을 자세히 그리고 길게 펼치고 있다. 불

교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은 이 주석을 읽으면서 샹카라와 불교의

비교 철학에 집중하였고,8) 이는 BUBh 전체를 읽지 않은 독자에

게 혹은 불교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독자에게 샹카라가 BUBh

를 마치 불교도를 논박하기 위해 썼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다. 샹

카라는 불교도의 입장을 진지하게 검토하였고, 인식론에 관련한

자신의 주장, 즉 의식이 인식의 주체만 될 수 있을 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불교도 특히 유식학파(Vijñānavādin)의 의

식이 인식의 주체이기도 하고 대상이기도 하다는 주장은 반드시

8) 金倉(1932), Ingalls(1954), Suthren Hirst(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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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박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었다. 그러나 BUBh를 전체적으로 검

토하면 다른 학파들, 특히 베단타 학파가 가장 중시하는 베다 경

전을 두고 첨예하게 해석적 대립을 보이면서 제사 행위를 해탈의

수단으로 보는 미맘사 학파, BU를 샹카라와 달리 불일불이론으로

해석하고 제사와 지식을 함께 해탈의 수단으로 강조한 선배 베단

타 주석가 바르트리프라판차, 샹카라가 가장 민감해 하는 경전의

권위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논리학자들(Tārkika), 이 셋과 벌인

논쟁들도 불교와의 논쟁과 마찬가지로, 혹은 논자가 판단하기에

샹카라의 가장 주적(主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진지

하게 검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샹카라와 불교의 논쟁은 후

대에 그가 가짜 불교도(pracchanna bauddha)라는 비난을 받은 만

큼 다른 학파와 벌이는 논쟁보다 독자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BUBh에서 샹카라와 불교도의 논쟁을 가장

무게감 있게 인식하거나 다룰 필요도 없다. 이렇게 BUBh를 통독

할 때 한 부분의 분석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큰 그림 안에서

균형 있게 여러 반대론자들과의 논쟁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된다.

BUBh를 통독하면 무엇보다 샹카라를 교사로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다. 샹카라는 철학을 최종 목적으로 철학

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가르침을

듣는 이들이 해탈에 이르도록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도와주려는

교사이다. BUBh를 정독뿐 아니라 통독할 때 이 점은 확연히 눈

에 들어오게 된다. 예를 들면 BUBh에서 샹카라는 자신이 한 주

제를 가르칠 때 한 부분에서 내용을 다 알려주지 않고 어느 부분

을 먼저 가르치고 어느 부분을 나중에 가르치고, 어느 부분을 처

음에 얼마나 가르치고 그 부분을 나중에 얼마나 더 가르치는지에

주의를 기울인다. 다시 말하면, 우파니샤드의 한 게송이 담은 많

은 내용들 중 자신이 교육할 내용을 선택하고, 교육의 양을 배분

하고, 어느 게송에서 가르칠지를 조절한다.

예를 들면, BU에 자주 등장하는 vijñāna라는 단어를 주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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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카라는 그의 불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인 caitany

a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는다. BU 2.4.12에서 단어 ‘vijñā

naghana’(순수 의식, 직역하면 ‘의식의 덩어리’)를 주석할 때 ‘vijñ

āna’ 자체를 전혀 주석하지 않으며 오히려 ‘ghana’를 주석하면서

자신이 BUBh 1-2장에서 열중하고 있던 불이론의 형이상학적인

측면을 설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9) 그리고 BU 3.9.28.7에 나

오는 유명한 구절인 ‘vijñānam ānandaṃ brahma’(‘지혜, 지복, 브

라흐만’ 혹은 ‘브라흐만은 지혜, 지복이다’)를 주석할 때에도 초점

은 ‘ānanda’이지 ‘vijñāna’가 아니다. ‘vijñāna’를 주석할 때에도 B

U 2.4.12에 나온 vijñānaghana라고 한 마디만 언급하고 지나간다.

그러나 BU 4.3.7에 등장하는 단어 ‘vijñānamaya’(직역하면 ‘의식

으로 된’)를 주석할 때에는 vijñāna에 온전히 중심을 두고 쓸 뿐만

아니라 불교도와 길게 논쟁을 벌이고, 불교도들이 주장하는 vijñā

na는 순수한 의식이 아니라 그것을 반사하는 buddhi이므로 여전

히 제한적 부가물(upādhi)일 뿐이고, 브라흐만은 스스로 존재하는

빛으로서 오로지 의식의 주체 그리고 의식 자체인 caitanya라고

주장한다. BUBh에서 caitanya란 단어는 4.3.7 전에는 세 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10) 4.3.7에서는 집중적으로 등장한다(열세 번). 샹

카라는 같은 vijñāna의 개념을 앞부분인 BU 2.4.12를 주석하면서

알려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주석의 초점이 2장과 4장이 달랐기

때문에 가르치는 내용과 양을 조절하였다. 즉, 자신의 불이론을

브라흐만과 물질 세계가 동일하다는 관점에서 논하는 2장이 아니

라 자아의 빛으로서 성질을 섬세히 다루는 4장에서 vijñāna를 자

세히 설명한 것이다. 샹카라가 오로지 철학자이기만 했다면 vijñā

na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굳이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처음 나온 곳에서 그 개념을 모두 설

명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통독을 하게 되면 저자

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가

9) Skt p. 199, 10-15행.

10) BUBh 1.4.7, 2.1.19,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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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게 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는 철학자 샹카라보다 ‘어떻

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교사 샹카라의 모습을 더 확연히 보여

줄 수 있다. 이 점은 다음 장에서 더 부연하겠다.

Ⅲ. BUBh의 분량과 사상

BUBh를 독립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샹카라의

열 종의 우파니샤드 주석서들 가운데 BUBh가 분량이 가장 방대

하고 사상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BU와 같이 초기 우파니샤드인

찬도갸 우파니샤드에 대해 샹카라는 BU 다음으로 긴 분량의 주

석을 남겼으며 다른 나머지 여덟 종의 우파니샤드에 대해서는 훨

씬 짧게 주석하였다. 주석가가 어떤 특정 우파니샤드에 대해 그렇

게 방대하게 주석한 데에는 물론 주석의 대상이 되는 우파니샤드

가 다른 우파니샤드들보다 분량이 길고 내용이 다양하다는 점도

한 몫을 하겠지만 그 점은 그다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듯하

다. 왜냐하면 샹카라의 관심은 우파니샤드를 근본으로 하면서 자

신의 불이론을 확립하는 작업에 있으므로 BU자체가 길고 내용이

다양하다는 것이 반드시 BUBh도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

다. 오히려, 다른 우파니샤드 주석서들보다 BUBh가 길고 또 사상

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말해 주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일 것이라

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샹카라가 우파니샤드들 중 BU를 매우 가치 있게 여긴다

는 점이다. 이 점은 다음의 사실로 증명된다. 샹카라는 그의 모든

주석서들에서 진리를 알 수 있는 근거로서 여러 경전들을 빈번히

인용하는데, 경전들 중 우파니샤드를 가장 자주 인용하며, 그 중

가장 많이 인용하는 우파니샤드는 브리하다란야카와 찬도갸이

다.11) 이것은 그가 초기 우파니샤드들을 대단히 중시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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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12)

둘째, 샹카라가 자신의 다른 우파니샤드 주석서들과는 달리 이

BUBh 를 두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논자는

그 작업이 교육적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긴 논쟁들이다. 반대론자와 벌이는 이 긴 논쟁들은 우파니샤드 주

석서들 중 가장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가장 다양한 반대 학

파들이 등장하며, 이런 점에서 그의 브라흐마 수트라 주석서와
비슷하다. 주요 주제는 브라흐만과 세계의 동일성, 브라흐만과 자

아의 동일성, 제사 행위는 해탈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로지 브라흐만을 아는 것으로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점, 그리

고 출가를 강조하는 점이며, 한 주제에 대한 논쟁은 더 세부적인

소논쟁들로 갈라진다. 등장하는 반대 학파는 바르트리프라판차,

미맘사, 상키야, 니야야, 바이셰시카, 불교(Bāhyārthavādin,13) Vijñāna-

vādin, Mādhyamika), 순세파(順世派, Lokāyata)이다. 본고가 관심

을 두는 것은 각각의 논쟁의 내용 자체만이 아니라 이 논쟁들을

배치한 순서이다. 왜냐하면 각 논쟁들의 내용과 순서를 관찰해보

면 저자가 긴 논쟁들을 아무 곳에서나 생각나는 대로 충동적으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논쟁의 논점들을 순차적으로 조직하면서 체

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순전히 철학

자이기만 했다면 하지 않아도 되었을 작업이지만 그가 교사로서

이 주석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수긍이 가는 작업이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BUBh에는 길고 짧은 논쟁이 많이 등장하는데 아래의 게송들은

가장 긴 논쟁 여덟 개를 게송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이다.14) 긴

11) Deussen(1987) pp. 30-32.

12) 마에다는 샹카라가 브리하다란야카 우파니샤드를 찬도갸

우파니샤드보다 더 중시한다고 주장한다. Suthren Hirst(1996) p. 58,

각주 4번 재인용.

13) 아난다기리는 Bāhyārthavādin이 Vaibhāṣika와 Sautrāntika라고 밝혔다.

14) 주석이 긴 순서대로 하면 1.4.7, 1.4.10, 2.1.20, 4.3.7, 3.5.1, 4.4.22, 4.5.15,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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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을 포함하는 이 주석들은 하나의 주장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파니샤드 게송의 구절에 따라 여러 주장들을 담고 있고 그 여

러 주장들도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주장들을 담고 있는데, 한 주

석에 나오는 그런 여러 주장들 중에서 논자가 판단하기에 가장

핵심적이고 문맥을 살펴 보았을 때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주장의

내용을 매우 요약적이긴 하지만 지면상 간략히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BUBh 1-2장>

BUBh 1.2.1 인중유과설

BUBh 1.4.7 브라흐만과 세계는 동일하다. 브라흐만만을 명상해야

한다.

BUBh 1.4.10 브라흐만은 자아와 동일하다.

BUBh 2.1.20 브라흐만과 세계의 동일성, 브라흐만과 자아의 동일성

을 아주 자세히 풀어 설명.

<BUBh 3-4장>

BUBh 3.5.1 출가

BUBh 4.3.7 자아는 스스로 존재하는 빛이다. 자아는 인식의 주체일

뿐 대상이 될 수 없다.

BUBh 4.4.22 출가

BUBh 4.5.15 출가

이 리스트를 보면 긴 주석들이 BUBh의 1-4장 안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BU는 총 여섯 장(adhyāya)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1-2장(꿀편, Madhu Kāṇḍa), 3-4장(야즈냐발캬

편, Yājñavalkya Kāṇḍa), 5-6장(부록편, Khila Kāṇḍa)으로 나뉜

다. 샹카라는 여섯 장 전체가 브라흐만지(brahmavidyā, 梵知)를

가르친다고 주장하면서, BU의 전통적인 구분을 받아들여 부록편

인 5-6장은 앞의 1-4장에 비해서 중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긴 논

쟁들은 1-4장에 분포되어 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여덟 개의 주석들 각각을 정독하는 것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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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각각을 연결하여 통독하면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주석의 주된 내용이 1-2장과 3-4장이 다르고, 주장

들이 단계적으로 심화된다는 것이다. 1-2장에서는 결과는 원인 안

에 이미 씨앗이 있고(1.2.1), 브라흐만과 세계가 동일하고(1.4.7),

브라흐만과 자아가 동일하다(1.4.10)는 형이상학적 내용을 다룬다.

그리고 브라흐만과 세계가 동일하고, 브라흐만과 자아가 동일하다

는 주장을 2장에서 더욱 상세히 다룬다(2.1.20). 3-4장에서는 자아

에 초점을 두고 심리론, 인식론, 그리고 출가를 다룬다. 그래서 자

아는 스스로 존재하는 빛이라는 은유를 통해 자아는 의식의 대상

이 아닌 의식의 주체임을 주장한다(4.3.7).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단

계에는 앞의 단계를 교육받음으로써 브라흐만, 자아의 성질을 알

게 된 이들, 즉 배움의 고급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출가를 실제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5.1, 4.4.22, 4.5.15). 다시 말하면 내용이

앞에서 뒤로 갈수록 물질 세계에서 자아로 그리고 또 빛으로 점

점 내면화, 세밀화되고, 끝에는 브라흐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

고 출가라는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BU의

여덟 게송들 자체는 단계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여덟

주석들의 단계적인 전개는 샹카라의 해석학적, 주석적 기술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샹카라는 한 단어가 나온 곳에서 그것에 관한 자신의 생

각을 모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뒤로 갈수록 중복하고

부연하면서 더 자세히 풍부히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위의 리스트

에 있는 주석들의 단계들을 살펴보면, 1.4.7과 1.4.10에서 설명한

브라흐만지에 관한 형이상학을 2.1.20에서는 반복하면서 자세히

보완한다. 1.4.7과 1.4.10에서는 주로 경전 인용에 의지했고, 반대

론자와의 논쟁을 추론을 동원해 설명하지 않고 간단히 넘어가고,

스토리도 한 줄 정도로 요약에 그쳤지만, 2.1.20에서는 경전 인용

이 더 풍부해지고, 논리적으로도 치밀해지고, 다양한 예시를 들며,

베단타 학파에서 유명한 왕자와 사냥꾼의 스토리를 요약하는 것

이 아니라 완전히 풀 버전으로 가르친다. 1.4.7, 1.4.10, 2.1.20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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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h 전체에서 순서대로 가장 긴 세 개의 주석들이며, 이 세 주석

을 어떻게 배치하고 구성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얼마나 샹

카라가 자신의 불이론적 형이상학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열성을

쏟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 불이론적 형이상학은 BUBh 전체

중 2.1.20에서 마지막으로 나오고 3장부터는 자아의 성질, 해탈,

출가에 관한 주제로 전환한다.

3-4장의 주요 주제의 하나인 출가도 청중의 단계를 고려하며

순차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경향을 띤다. 출가를 다루

는 세 주석인 3.5.1, 4.4.22, 4.5.15는 위의 리스트에서 보다시피 형

이상학에 대한 설명이 모두 끝난 3-4장에 몰려 있으며, 셋 다 브

라흐만을 아는 자는 출가해야 한다는 요지를 반복하면서도 새로

운 점을 논한다. 새로운 점들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여겨지는 점

은 다음과 같다. 3.5.1에서는 출가(pārivrājya)를 재정의한다. 인도

인의 인생의 네 단계 중의 마지막 단계인 출가는 낮은 형태의 출

가이며, 브라흐만지의 보조 요소(aṅga)로서 제사 행위를 포기하는

것은 높은 형태의 출가이다. 그래서 해탈에 이르는 일차 수단은

브라흐만지이고, 제사 행위를 포기하는 출가는 브라흐만지를 얻는

것을 돕는 보조 수단이다. 또한 높은 형태의 출가는 브라흐만지의

명령에 내포되어 있는 명령이므로 브라흐만을 아는 자는 당연히

출가해야 한다. 그리고 출가할 때에는 제사 행위를 그만둘 뿐만

아니라 제사 행위의 도구인 브라흐만이 두르는 신성한 어깨끈과

같은 도구와 제사의 도구들도 모두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4.4.2

2에서는 ‘출가자들은 집을 떠난다’(pravrajino … pravrajanti)는 우

파니샤드 구절에서 동사 ‘떠난다’는 현재 직설법(pravrajanti)이지

만, 샹카라는 ‘떠난다’를 ‘떠나야 한다’는 명령형(pravrajeyuḥ)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출가의 명령이 명령의 보조 역할을 하는 찬탄의

문구(arthavāda)가 아니라 실질적인 명령임을 다양한 근거를 들어

주장한다. 4장의 마지막 게송인 4.5.15에서는 해탈한 자에게 출가

는 명령이 아니라고 한다. 이것은 출가는 명령이라고 하는 앞의

두 게송의 주장을 뒤엎는 것인데, 샹카라는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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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출가해야 하지만 해탈한 사람은 브라흐만을 확실히 알면 당연

히 출가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사

람들의 경향, 능력, 지식, 욕망이 다양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해야 하며, 해탈한 자는 출가할 의무가 없지만 해탈의 길을

추구하는 자는 출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세

주석은 똑같이 출가를 다루지만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처음에는

출가를 재정의하고(3.5.1), 출가가 명령이라고 더 강하게 주장하고

(4.4.22), 브라흐만을 아는 자, 해탈하고자 하는 자는 출가를 선택

할 것을 촉구한다(4.5.15). 흥미로운 것은 샹카라는 BUBh 의 시작

부분에서 출가를 설명하지 않았고, 또 뒷부분에서 형이상학을 설

명하지 않았다. 또 앞뒤로 섞어서 설명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샹

카라가 출가가 우파니샤드의 뒷부분인 3-4장에 나오는 특징을 활

용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불이론 체계를 세울 때 출가보다 브

라흐만지를 먼저 철저히 설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섹션에서는 논쟁으로 이루어진 가장 긴 여덟 개의 주석의

배치를 살펴보면서 샹카라가 1-4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았

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가르칠지에 주의를 기울

이고 있다. 전체를 통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발췌해 본다면 B

UBh의 1-4장 전체가 주제와 주장이 순차적으로 구성된 교과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BUBh를

독립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아 내부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면, 철

학가 샹카라뿐만 아니라 주석가와 교사 샹카라의 모습을 더 가까

이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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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BUBh의 스타일

BUBh를 독립 대상으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이 작품의 주석 스타일이 주목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샹카라는

철학자, 신학자, 교사로서 잘 알려져 있지만, 손꼽히는 문장가 중

의 한 명으로 꼽힌다. 아직까지 학계에서 그의 문학 스타일에 대

하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분야는 매우 흥미

로우면서도 인도학계에 공헌할 수 있는 분야이다. 20세기의 몇몇

산스크리트어 학자들은 샹카라의 주석 스타일을 다음과 같이 언

급하였다.

샹카라의 스타일은 생생한 논쟁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과학적 논문에

가깝다. 그의 문장들은 길면서도 복잡하다. 그러나 그의 설명문은 후

기의 철학적 주석서들의 스타일에 비해 명료하고 알기 쉽다. (Macdon

ell, 1927)15)

그는 인도의 가장 귀중한 기록물인 위대한 우파니샤드를 자기 시대

의 사고와 언어로 표현해 냈으며, 우파니샤드의 정신과 영감을 그가

살았던 시대의 브라흐만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지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탄할 만한 통찰력과 대단히 명료한 문학적 스타일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다. (Johnston, 1946)16)

… 샹카라의 주석서들은 [고전 주석서] 스타일의 최고봉이다. (Reno

u, 1956)17)

15) Macdonell(1927) p. 148.

16) Johnston(2008) pp. 103-104.

17) Renou(2005)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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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인용된 세 학자들은 샹카라의 여러 작품들을 통틀어 전

체적으로 평가를 할 뿐 그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예시

를 들어 말한 것은 아니다. 반면에, 드물지만 샹카라의 작품 중 특

히 BUBh를 언급하는 인도학자들이 있다. 그들은 잉걸스(Ingalls)

와 판디(Pandey)인데, 우선 인도학자 잉걸스는 BU 3.9.28.7 중 ‘지

혜, 지복, 브라흐만’(vijñānam ānandaṃ brahma)이라는 구절의 주

석에 나오는 논쟁 스타일을 다음과 같이 평한다.

사람들은 이 철학에 마음이 끌릴 수도 있고 끌리지 않을 지도 모른

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장엄함이 뿜어 나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누군가 장엄함을 맛볼 줄 아는 취향을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 루크레티우스의 시에 나오는 “우주의 불타는 벽”이

라는 구절처럼, 이 불타는 벽이 무너지고 있는 샹카라의 웅장한 산문

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18)

잉걸스가 샹카라의 많은 작품들 중 유독 BUBh에 주목하면서

여기에 나타나는 논쟁 스타일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BU

Bh를 연구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특히 그는 샹카라의 주석 스타

일의 ‘장엄함,’ ‘웅장함’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점은 단지 그의 개

인적 감상일 수도 있지만 샹카라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사실 더

중요한 점을 시사할 수 있다. 즉, 교사로서 청중을 가르칠 때 청중

은 반드시 논리로만 설득되는 것이 아니다. 설득되는 과정에서 느

껴지는 논쟁의 스케일, 논지의 과감함, 제공되는 다양한 논리적인

근거들에 의해 압도되거나 웅장함을 느끼거나 심리적으로 감화받

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웅장함은 독자가 샹카라의 철학에 동의

하지 않을지 몰라도 엎치락뒤치락하며 역동적으로 거미줄처럼 펼

쳐지는 논리적 대화의 긴장감과 마지막에 샹카라의 승리로 끝나

는 결론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고, 이 느낌은 문학적, 정서적, 심

리적, 종교적으로 감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잉걸스

18) Ingalls(1952)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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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샹카라는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모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재능을 필요하지 않다면 내보이지 않았고 그래

서 그의 작품들에서 매우 화려한 구절들은 보기 드물다. 그러나 그런

구절들이 나올 때 그 효과는 압도적이다. 예를 든다면 브리하다란야
카 우파니샤드와 브라흐마 수트라에 대한 주석서에서 볼 수 있는
대화 형태를 띤 본격적인 논쟁들이다. 철학이라는 문제는 차치하고라

도 이 대화들은 단지 드라마틱한 문학 그 자체로서 웅장한 것이다.19)

이러한 대화식 논쟁이 만들어내는 웅장함은 샹카라가 의도했다

고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는 불필요하게 아무 데서나

긴 문장이나 긴 대화를 늘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웅장

함은 논쟁의 세부적인 과정에 나오는 소주장들을 주고받는 대화

와 소주장들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어우러져 만들어 낸다.

그래서 여러 소주장들과 그것을 논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

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듣고 따라가는 과정에서 청중이 설득될 가

능성이 높다. 그래서 논쟁의 결론만 아는 것은 부족하며 한 세트

의 논쟁 전체를 과정을 따라 주의 깊게 살펴보며 읽을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그 과정을 따라가 보는 것 자체가 주장을

명료하게 이해시키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이다. BUBh의 스타일에

주목한 또 다른 학자 판디(Pandey)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

하고 있다.

샹카라의 스타일의 또 다른 특징은 우파니샤드에 대한 그의 주

석서들, 특히 BUBh에서 쉽게 눈에 띈다. 그는 처음에 ‘수트라’같

은 구절로 논쟁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논쟁들을 설명해 나가

기 시작한다. 그 수트라같은 구절들 자체로도 논쟁은 명료하고 정

확하게 묘사되며, 이어지는 구절들을 설명하는 문장들은 의심을

19) Ibid.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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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는 기능만을 할 뿐이다. 이 구절들과 설명문들은 마치 수트라와

그 자주(自註)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설명

들이 명료하고 정곡을 찌르는 데에 놀라게 된다. 또한 그 설명들

은 너무나 정확하고 논쟁의 핵심을 잘 잡아내어, 독자들이 샹캬라

의 라이벌 학파가 샹카라의 논리에 반박해 펼쳐내는 복잡한 논리

의 거미줄에 걸리지 않고서도 논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역할

을 수행해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20)

판디는 BUBh의 어느 부분을 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

지는 않았으나, 이 점은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B

UBh에서 판디가 언급한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

겠다. 이 부분은 샹카라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불이론을 내어 놓는

부분인데 지면상 간략하게 샹카라의 주장과 그가 사용하는 방법

을 함께 살펴보겠다.

BUBh 전체에서 1.4.7은 본격적으로 불이론을 전개하려고 하는

샹카라의 의지가 보이는 곳이다. 1.4.7 이전까지 그가 몰두한 해석

작업은 제사 행위 그리고 명상과 함께 하는 제사 행위의 결과는

신들 중 가장 높은 지위를 갖는 히란야갈바(Hiraṇyagarbha)와 동

일함을 얻는 데 그칠 뿐 브라흐만과 동일함을 얻을 수 없다는 데

에 초점을 맞춘 해석 작업이었다. 그런데 BUBh 1.4.7부터는 우파

니샤드 게송의 첫 부분인 ‘이것은 그때 전개되지 않았었다. 그것

은 오직 이름과 형태로 전개되었다. … 그것은 여기로 들어갔다.’

(tad dha idaṃ tarhy avyākṛtam āsīt. tan nāmarūpābhyām eva

vyākriyata … sa eṣa iha praviṣṭaḥ)는 구절을 주석하면서 브라흐

만과 세계의 동일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에 공을 들인다. 다

음은 그의 해석과 해석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21)

20) Pandey(1988) pp. 34-35.

21) Skt p. 66, 5행-p. 74, 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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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송의 단어 주석을 시작하기 전

샹카라는 1.4.7 이전의 BU 게송들은 명상과 제사로 이루어진

행위가 히란야갈바와 동일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가르

쳐 준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간단히 요약한다. 다

음에 그는 BU 1.4.7부터 경전이 다룰 내용은 전개된 우주 이전의

상태라고 주장한다. 나무, 씨앗, 밭의 은유를 사용하고, 경전을 근

거로 든다.22)

2. 게송 구절: ‘이것은 그 때 전개되지 않았었다.’(tad dha idaṃ

tarhy avyākṛtam āsīt.)

샹카라는 전개된 세계(jagad vyākṛtam)와 전개되지 않은 세계

(jagad avyākṛtam)는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우파니샤드의 두 단

어(tat, idam)가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sāmānādhikaraṇya)을 근

거로 사용한다.23)

3. 게송 구절: ‘그것은 오직 이름과 형태로 전개되었다.’(tan nā

marūpābhyām eva vyākriyata)

샹카라는 우주를 전개시킨 창조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

면 자동사(vyākriyata)에는 행위의 주체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ka

rmakartṛprayoga)이라고 주장한다.24)

4. 게송 구절: ‘그것은 여기로 들어갔다.’(sa eṣa iha praviṣṭaḥ)

4.1 단어 주석

샹카라는 ‘그것’이 대아(ātman)를 가리킨다고 말하면서 대아를

22) Skt p. 66, 5행-p. 67, 5행. 은유는 ‘윤회의 나무’(saṃsāravṛkṣa), ‘씨앗은

행위’(karmabīja), ‘씨앗이 자라는 밭은 무지’(avidyākṣetra), ‘브라흐만의

나무’(brahmavṛkṣa). 경전은 슈루티, 스므리티, 푸라나에서 하나씩 인용.

23) Skt p. 67, 7행-p. 68, 1행.

24) Skt p. 68, 1-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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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데 물과 물거품의 예시를 사용한다.25) 이 구절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sa eṣa) 모든 경전이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

이요, 무지 때문에 주체, 행위, 결과의 차이들이 그것에 가탁되고,

그것은 모든 우주의 원인이고, 마치 투명한 물에서 더러운 물거품

이 나듯이 본래는 그것인 비전개된 이름과 형태가 전개된다. 그것

은 그 이름과 형태들과 다르며, 본질적으로 영원하고, 순수하고,

지성이고, 자유롭다. 그것은 그 일부분인 전개되지 않은 이름과

형태를 전개시키면서 ‘여기로’(iha) 즉 이 몸들로―기아 등을 특징

으로 하며, 사람의 행위의 결과가 일어나는 곳인 히란야갈바에서

풀포기에 이르는 몸들로―‘들어갔다’(praviṣṭaḥ).

4.2 논쟁

(1) 반대론자는 어떻게 대아가 우주를 만들고는 다시 그리 들어

갈 수 있는가 하고 묻는다. 샹카라는 동음이의어라는, 생활에서

말이 사용되는 방법(śabdaprayoga)을 사용한다.26)

(2) 반대론자는 어떻게 편재하는 대아가 한정된 공간인 우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고 묻는다. 샹카라는 자신의 대답을 바로 대

지 않고 틀린 대답들을 여럿 제시하고 각각을 주로 경전에 근거

하여 반박한다.27)

(3) 반대론자는 우주에 들어간 것은 대아가 아니라 윤회하며 제

25) Skt p. 68, 7행-p. 69, 2행.

26) Skt p. 69, 4-13행. 단어 ‘마을’(grāma)는 상황에 따라 ‘마을’을 가리킬

수도 있고, ‘마을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단어

‘대아’(ātman)도 상황에 따라 ‘전개된 우주’를 가리킬 수도 있고,

‘초월적인 대아’를 가리킬 수도 있다.

27) Skt p. 69, 13행-p. 70, 12행. 브라흐만이 세계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즉

브라흐만과 세계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해 샹카라가 제시한 틀린

대답들: (1) ‘바위 안에 태어난 뱀’ 혹은 ‘코코넛 안의 물’과 같다, (2)

대아는 부분을 갖고 있다, (3) 들어갔다는 것은 마치 반사와 같은 것을

말한다, (4) 실체에 속성이 들어간 것이다, (5) 씨앗이 과일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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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되고 상대적인 존재가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샹카라는 경

전에 근거하여 반박한다.28)

(4) 반대론자는 대아가 들어간 우주에 대상들이 많으니 대아도

따라서 다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샹카라는 경전에 근거해 반박

한다.29)

(5) 반대론자는 대상들이 윤회하니 대상들과 대아가 동일하다

는 샹카라의 주장대로 하면 대아도 윤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샹

카라는 다시 경전을 근거로 반박한다.30)

(6) 반대론자는 샹카라의 의견이 지각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대아가 행, 불행을 느낀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샹카라는 경전을 근거로 대고, 또 자신의 가현설(假現

說)을 간단한 요약의 형태로 들어 반박한다.31)

(7) 반대론자는 샹카라의 의견이 논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샹카라는 여기에서 많은 학파들(니야야, 상키야, 바이셰시카, 불

교)을 거론하며 자신이 그들을 논박했다는 것을 아주 요약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대아에는 속성과 같은 부분들이 없고 그래서 영

원하고 불변한다고 주장한다.32)

(8) 반대론자는 지고의 대아가 불행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불행을 없애는 목적을 지닌 우파니샤드 경전 자체가 소용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샹카라는 이야기에 근거해 반박한다.33)

28) Skt p. 70, 12행-p. 71, 4행. 일곱 개의 경전 구절 인용.

29) Skt p. 71, 4-6행. 네 개의 경전 구절 인용.

30) Skt p. 71, 6-8행. 한 개의 경전 구절 인용.

31) Skt p. 71, 8행-p. 72, 5행. 총 여덟 개의 경전 구절 인용.

32) Skt p. 72, 7행-p. 73, 5행. 대아가 추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니야야와

상키야, 의식이 주체이기도 하고 대상이기도 하다는 불교, 대아가

불행하다는 속성을 갖게 된 것은 마음과 접촉했기 때문이라는

바이셰시카. 이 부분은 BUBh의 번역자 Mādhavānanda(2004) pp.

82-83의 각주들을 참고하였다.

33) Skt p. 73, 5-8행. 배를 건넌 열 명이 수를 세고 있는 자신만 빼놓고

사람 수를 세다가 지나가는 행인이 말해 주어 자신이 열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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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샹카라는 태양과 물에 비친 태양의 비유를 통해 결론

을 맺는다.34)

위에서 ‘4.1 단어 주석’은 판디가 표현한 ‘수트라 같은 구절로

논쟁을 시작’하는 부분에 해당하고, ‘4.2 논쟁’은 그 수트라를 명료

히 설명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35) 위에서 BU 1.4.7의 첫 몇

구절들에 대한 샹카라의 주석의 사례에서 보고자 했던 것은 각각

의 반대론자에게 샹카라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보다는 ‘어떻

게’ 대답하는가를 보기 위해서였다. 즉 해석 자체보다 해석의 결

론을 가져 온 과정을 보기 위해서였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

은 꽤 간단하다. 브라흐만이 세계로 들어갔고, 그래서 브라흐만과

세계가 동일하다는 요지이다. 그러나 그가 그 과정에서 반대론자

와 대립하는 소주제들과 반대론자들을 논박하기 위해 사용한 방

법들은 참으로 다채롭다. 그것은 문법(두 단어가 하나를 가리킴,

동음이의어), 예시(물-물거품, 바위-뱀, 씨앗-과일, 태양-물에 비

친 태양), 경전 근거, 은유(나무, 밭, 씨앗), 이야기(자신만 빼고 사

람 수를 세는 이야기), 다양한 학파의 입장 거론이었다. 특이할 만

한 것은 BUBh에 나오는 다른 긴 논쟁들에 이렇게까지 다양한 방

법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샹카라에게 그의 불이론적

형이상학을 명료하게 설명해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었

고 또 설득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샹카라의 철학은 개론서에서 철학의 요지를 접하거나 논쟁의

결과를 요약, 정리된 형태로 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 세트

34) Skt p. 73, 8행-p. 74, 5행. 대아는 지각의 대상이 아니지만 우주가

전개되고 나서 대아는 지성(buddhi)에 비추어서 지각된다. 마치 태양

자체는 지각이 되지 않지만 물에 비추어서 지각되듯이.

35) 판디가 관찰한 논쟁 시작 전에 수트라 식의 정돈된 문장을 먼저 쓰는

스타일은 BUBh 전체에서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다. 이 스타일은 논자가

읽기로는 특히 중요한 주제를 다룰 때 샹카라가 사용한다고 생각된다.

긴 논쟁을 포함하는 주석의 경우 대부분은 아주 간단히 단어 주석을

끝내고 바로 논쟁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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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쟁을 이렇게 전체를 음미하고 그가 사용한 방법들이 다양하

고, 논쟁의 세세한 단계를 거쳐 듣는 사람에게 주장이 점차 명료

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샹카라가 철학자에 머물기를 자처하지

않았고 자신이 속한 불이론 베단타 학파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가

르치고자 하는 열정적인 교사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BUBh가 독립적인 연구 대상으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

는 중요한 텍스트임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보았다. 그것은 첫째, 베

단타의 삼부경전 중 우파니샤드가 슈루티로서 가장 근본적인 경

전이므로 우파니샤드 자체를 어떻게 주석하고 있는지 연구할 필

요가 있고, 둘째, BUBh의 분량이 방대하고 사상이 풍부하며, 마

지막으로, BUBh의 논쟁 스타일이 웅장하고 명료하다는 산스크리

트어 학자들의 평가라는 세 측면이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전체

를 통독했을 때 교육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샹카라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는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

울일 때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는 텍스트를 정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전체를 연결하고

통독해야 알 수 있게 된다.

어떤 이는 샹카라의 교사로서의 모습, BUBh의 교과서적 기능

을 철학자로서의 모습, 철학서로서의 모습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

는가 하고 반문할 수 있다. 이러한 반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철학자, 호교론자로서 독자에게 자신의 사상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행위가 교사의 행위와 중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교

론자 샹카라는 설명하는 행위, 설득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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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 교사 샹카라와 중첩되지만, 얼마나 ‘더 잘,’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설득할 것인가 하는, 설명과 설득의 방법을 고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자는 샹카라의 교사로서 측면을 더 부각시

킨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가가 어떻게 말하는가와 떨어져 생각할

수 없지만 분리해서 고찰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철학자 샹카라와 자신의 철학을 어떻게 자신의 청중에게 전

달하는가 하는 교사 샹카라도 서로 떨어져 생각할 수는 없지만

분리해서 고찰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샹카라의 교육법에 대한 예를 세 가지로

들어, 단어 vijñāna의 설명 방식, 1-4장에 걸쳐 긴 논쟁들을 배치

하며 자신의 불이론을 전개한 방식, 마지막으로 한 세트의 논쟁

방식을 살펴보았다. 샹카라는 가르칠 부분과 내용을 주의 깊게 선

택했고, 단계적으로 구성했고, 논쟁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끌었다.

샹카라가 오직 철학자이기만 했다면 이런 구성이 필요 없으며, 청

중의 수준을 신경쓰지 않고 어느 한 곳에서 몰아서 설명을 해도

되는 것이었다. 그가 철학자이면서도 이렇게 한 곳에 몰아서 설명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사실로부터, 샹

카라는 철학자이면서도 자신의 교사로서 역할을 주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어떤 이는 샹카라가 브라흐마 수트라 주석서에서도 이렇
게 단계적으로 가르치는데 BUBh에서 단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두 가

지 점은 차이가 있다. 브라흐마 수트라는 그 자체가 단계적 구
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석할 때 그 순서를 따라가게 되지만, BU

는 1-4장이 단계적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1-4장을 주석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단계성을 부여하기 위해 주석적, 해석적인 기

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BUBh는 앞으로도 여러 측면에서 내부적, 비교적으로 연구될

점이 많겠지만, 본고에서는 샹카라가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효과

적으로 전달하는가 하는 교육법에 초점을 두었다. 철학자 샹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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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하여 청중을 고려하는 교사 샹카라의 역할을 알고 느끼며

그의 작품을 읽을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그의 철학을 읽는 우리

와 같은 현대 독자의 태도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의 철학뿐

만 아니라 그가 철학을 설명하는 세밀하고 역동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현대의 독자는

텍스트를 직접 주의 깊게 읽으면서 그의 철학을 배워나갈 수 있

고, 복잡하고 논리적인 긴 논쟁을 읽으면서도 섬세한 심리적, 정

서적 감흥을 함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논리적 철학을 더 깊

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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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ortance of Śaṅkara’s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Bhāṣya:

With a Focus on His Pedagogical Methods

Ra, Haesook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studies Śaṅkara’s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Bhāṣya (henceforth BUBh), which is a commentarial work

on the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one of the two earliest

Upaniṣads. The BUBh is worth studying as itself since it is

very important both in the Upaniṣadic corpus and in the

Advaitin commentarial tradition. It also is to be studi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Upaniṣads are most

fundamental and authoritative among the three main

scriptures for the Vedānta tradition, i.e., the Upaniṣads, the

Bhagavad Gītā and the Brahma Sūtra; second, the BUBh is

the longest commentary among all of his commentarial

works on the Upaniṣads and the ideas contained it are as

rich as his commentary on the Brahma Sūtra; and lastly,

the BUBh’s literary style has been revered by some

Sanskritists and Indologists.

I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read this important text

BUBh as a whole, not in extracted or summarized forms, in

order to understand and relish it better, because the text is

arranged in the pedagogical order so that the first portion

on the same argument is for the beginners and the later

portion on the same argument is for the advanced learners.

Through reading the entire text, the philosoph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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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ator Śaṅkara turns out to be a careful teacher who

greatly cares about how to reveal his teachings to his

audience. Therefore, one should read this text from start to

end to understand both it and its commentator better.

Keywords : Śaṅkara,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Bhāṣya,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pedagogical method,

reading a text as a whole, teacher,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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