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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와이따 베단따의 ‘보기’ 망각에 관하여

박효엽*
1)

Ⅰ 샹까라에게서 직각의 문제. Ⅱ 우빠니샤드와 사라진 보기.

Ⅲ 샹까라의 직각과 보기의 흔적. Ⅳ 샹까라의 듣기 우선주의.

Ⅴ 듣기의 권력화와 보기의 망각의 역사.

요약문 [주요어: 계시서, 직각, 지식수단, 우빠니샤드의 보기, 듣기의 권력화,

보기의 망각]

BSBh 1.1.2에서 샹까라가 직각(anubhava)을 계시서와는 다른 별도의

지식수단이라고 언급한 것은 베단따의 수행론을 논의하는 데 매우 중요

하다. 베단따의 수행론은 계시서가 직접적 지식을 낳을 수 있다는 입장

과 낳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듣기 중심적 수행론이고

후자는 명상하기 중심적 수행론이다. 직각에 대한 샹까라의 언급은 후

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곤 한다. 그런데 샹까라의 언급은, BṛU의

“아뜨만을 보아야만 하고 들어야만 하고 숙고해야만 하고 깊이 명상해

야만 한다오.”라는 문장에서 듣기 등과 별도로 보기를 지식수단으로 간

주할 경우에,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문장

은 ‘듣기가 없어도 볼 수 있는 자’와 ‘듣기가 있어야만 볼 수 있는 자’에

대한 구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샹까라는 BSBh 1.1.2에서 직각이

지식수단(수단)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지식의 종착점(결과)이라고 말한

다. 이 경우에 우빠니샤드 이후에 사라져버린 보기를 가져온다면, 지식

의 종착점이 직각(직접적 지식)의 형태라는 것에 입각하여 그 직각(보

기) 자체가 지식수단일 수 있다는 것이 샹까라의 의도인 셈이다.

사실 샹까라는 듣기와 별도로 보기를 독립적인 지식수단으로 의식하

고 있었지만, 베다 근본주의나 계시서 절대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듣기

우선적 수행론을 견지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직각에 대한 언

급을 남겼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샹까라는 보기의 흔적을 남긴 동시에

듣기의 권력화를 완성한 학자이다. 후대 베단따에서는 우빠니샤드의 보

기가 철저하게 망각되는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우빠니샤드의 권위가 강

화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 경북대학교 강사. anavrtti@hanmail.net.



192 ∙ 印度哲學 제38집

Ⅰ. 샹까라에게서 직각의 문제

BSBh 1.1.2에서 샹까라(Śaṅkara)는 “그 반면에 계시서 등과 직

각 등이 이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지식수단이다.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은 직각에로 귀착되기 때문이고 …”1)라고 언급한다. 직각(an

ubhava)2)에 관한 이 중요한 언급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첫째 직각이 계시서(śruti)와는 다른 별도의 지식수단(p

ramāṇa)이라는 것이고, 둘째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이 직각에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겉으로 명료해 보이지만 해석의 여지가 다분한 이 언급은, 샹까

라가 아드와이따 베단따(Advaita Vedānta, 이하 ‘베단따’로 줄여

부름) 학파의 수행론인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śravaṇa, manan

a, nididhyāsana)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

련된다. 왜냐하면 직각이 곧 직접적 지식인가 하는 문제와 직각이

계시서와 별도로 지식수단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듣기·숙고하

기·명상하기 중심의 수행론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핵심적이

기 때문이다. 특히 두 번째 문제는 베단따 수행론이 계시서(우빠

니샤드) 중심적인지 경험(직각) 중심적인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

1) kiṃtu śrutyādayo ’nubhavādayaś ca yathāsaṃbhavam iha pramāṇam

anubhavāvasānatvād … brahmajñānasya.

2) 학자들에 따라 또 맥락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anubhava’라는

말은 번역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여기서는 샹까라가 ‘계시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앎·이해·지각·경험·체험’의 뜻을

가진다. 그런데 ‘경험·체험’(experience)이라는 말은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자유롭지 못한 특징과 관련되는 말이기 때문에 번역어로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연관에서 여기서는 ‘직접적 지각’의 의미인

‘직각’을 사용한다. ‘anubhava’라는 말을 ‘경험·체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의는 Ram-Prasad(2001), pp. 170-171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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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소이다.

실제로 베단따의 수행론에서 중요한 논쟁거리는 ‘계시서는 직접

적 지식을 초래하는가, 아니면 간접적 지식만 초래하는가?’라는

것이다. 이는 ‘직접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듣기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반드시 명상하기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다.3) 결국 샹까라가 직각에 대해 언급한 내용

은 이 논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물론 이 논쟁을

해결하는 데는 다른 여러 종합적인 정보와 변수도 고려해야 하고

또 논쟁 자체가 결코 완전하게 해소될 수 없다는 점도 미리 인지

해야 한다.

우선 이 논쟁을 A. Rambachan에 따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에 따르면, 베단따의 수행론이 계시서의 간접적 지식으로

부터 반드시 직각의 직접적 지식에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입장의

중심에는 S. Radhakrishnan이 서 있다. 이와 유사한 입장에는 인

도 출신으로 T. M. P. Mahadevan, Swami Prabhavananda, C. Sh

arma, R. P. Singh, N. K. Devaraja, M. Hiriyanna 등이 속하고

서구 출신으로 N. Smart, R. V. de Smet 등이 속한다.4) Rambach

an은 바로 이처럼 일종의 ‘체험적 신비주의’에 기대는 학자들의

주류적 해석을 거부하면서, 베단따에서는 계시서만이 유일한 지식

수단이고 듣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밝힌다. M. C

omans는 Rambachan의 입장에 서 있는 편이지만, 계시서가 직접

적 지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함축(lakṣaṇā)이라는 방법

을 통해서라는 점을 강조한다.5)

3) 논자는 명상하기 중심적인 수행론이 아니라 듣기 중심적인 수행론이

베단따의 표준적인 견해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자를 ‘연속적인

단계(step)’로 후자를 ‘동일한 목적의 방편적 연장(extension)’으로 명명한

채 샹까라의 견해가 후자에 속한다고 결론 내렸다. 박효엽(2010), pp.

155-180 참조. 이 논문에서 논자는 듣기 중심적인 수행론에서 명상하기

중심적인 수행론에로 이행한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역사가 어떤 철학적인

배경과 의미를 가지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4) Rambachan(1991), pp. 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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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논쟁에서 계시서가 직접적 지식을 낳을 수 없다는 입

장은 명상하기 중심적 수행론이고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은 듣기

중심적 수행론이다.6) 그렇다면 베단따의 학자들은 듣기 중심적

입장과 명상하기 중심적 입장 가운데 어느 것을 취했을까? 특히

베단따의 학자들 가운데서도 그 무게감이 확실히 두드러지는 샹

까라는 어느 것을 취했을까?

대략적으로 정리하건대,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에 관해 베단따

학자들 가운데 샹까라, 수레슈와라(Sureśvara)를 비롯하여 비와라

나(Vivaraṇa) 계열은 듣기 중심적이고7) 만다나 미슈라(Maṇḍana

Miśra)에서 시작하여 바마띠(Bhāmatī) 계열은 명상하기 중심적이

다. 한편 후대 베단따의 문헌들은 명상하기를 주된 것으로 삼는

만다나와 바마띠 계열을 추종하는 경우가 더 많고,8) 더 나아가 삼

5) Comans(2000), p. 305 참조. Comans에 따르면, Mahadevan, Hiriyanna,

Smet의 입장은 계시서가 간접적 지식을 낳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Mahadevan과 Hiriyanna조차 베단따의 정설은 계시서가 직접적 지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임을 인정한다고 덧붙인다. 같은 책, p. 301 참조.

6) ‘듣기’, ‘명상하기’라는 말의 애매모호함을 배제하고 말한다면, 듣기 중심적

수행론이란 의식의 자유가 진리에 관한 언설로부터 얻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명상하기 중심적 수행론이란 의식의 자유가 주관의 심리 활동에

의해 얻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Ram-Prasad(2001), p. 199; 204 참조.

VP에 따르면, 전자는 “심지어 말에 의해 발생한 지식도

직접적”(śabdajanyaṃ jñānam apy aparokṣam)이라는 입장이고, 후자는

‘마음이라는 기관에 의해 발생한(indriyajanya) 지식만이 직접적’이라는

입장이다. VP, pp. 156-157 참조.

7) 듣기 중심적 입장을 ‘śabdāparokṣa-vāda’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레슈와라와 마두수다나 사라스와띠(Madhusūdana Sarasvatī)의 경우에

숙고하기와 명상하기의 도움을 받는 ‘위대한 문장에 대한 듣기’가 해탈의

주요 수단이라는 점을 K. S. Murty는 지적한다. Murty(1959), p. 152

참조.

8) Pandey(1983), p. 389 참조. 관련 각주에서 Pandey는

Viveka-cūḍāmaṇi라는 문헌 하나만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후대 베단따의

문헌들 가운데 다수가 명상 중심적 수행론을 추구했다는 점은 상당히

일반화된 사실이다. 그리고 Pandey는 명상 중심적 수행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BṛU, 4.4.21의 “바로 그것을 알고 나서 현명한 브라흐마나는 앎을

행해야 한다네.”라는 문장을 제시한다. 같은 곳 참조. 참고로, B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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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samādhi)를 더해 4단계의 수행론을 펼치기도 한다.

이 가운데 먼저 만다나 미슈라의 경우에는 명상의 중요성을 강

조함으로써 샹까라와 대척점을 이룬다. 그는 ‘지식과 행위의 공조’

(jñānakarma-samuccaya)에 가까운 입장을 표명하는데 행위를 대

변하는 것이 명상 그 자체이다. 그에게 명상이란 ‘언어적 지식’(śā

bdajñāna)을 마음에서 반복(abhyāsa)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 명상

이 언어적 지식을 브라흐만에 대한 직접지각으로 이끈다.9) 이 점

은 BSi의 마지막 문장인 “성언으로부터 브라흐만이 알려지는 경

우에 직접지각을 위해 행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다나 미슈라를 좇는 바마띠 계열에서는 ‘알고자 하는

욕구를 의도하는 듣기와 숙고하기’가 부수적인 요소이고 명상하기

가 주된 요소이다.

반면에 비와라나 계열에서는 듣기가 주된 요소이고 숙고하기와

명상하기는 부수적인 요소이다. 쁘라까샤뜨만(Prakāśātman)은 직

접적 지식이 성언이라는 지식수단의 효력을 통해 발생한다고 말

한다.11) 그에 따르면 숙고하기와 명상하기에 대한 명령은 듣기에

대한 명령에 부차적인 것이지만 세 가지 모두가 브라흐만에 대한

2.29에서도 듣기 중심적인 수행의 한계를 지적하는 문장이 관찰된다:

“누군가는 그것을 기이한 것으로 보고, 바로 그와 같이, 누군가는 그것을

기이한 것으로 말하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기이한 것으로 듣는다오. 비록

듣는다고 할지라도, 실로 그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오.”

9) 샹까라도 BSBh, 4.1.1에서 “더 나아가 ‘계속적 명상’(upāsana)과 ‘깊게

명상하기’(nididhyāsana)에서 함의되는 것은 오직 반복을 특징으로 하는

동작(행위)이라고 말해진다.”라고 언급한다. 결국 샹까라와 만다나 미슈라

모두 명상에 대한 이해는 유사하지만, 전자가 명상(행위)을 해탈의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는 반면에 후자는 그렇게 간주하는 데서 차이가

발생한다.

10) BSi, p. 159: śabdāt pramite brahmaṇi sākṣātkaraṇāya pravṛtter

iṣṭatvād iti.

11) PPV, Navamaṃ-varṇakam, p. 613 참조: aparokṣajñānasya

śabdapramāṇasāmarthyāt. 이는 성언이라는 지식수단의 지식대상이

근접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적 지식이 생기지만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 지식이 생긴다는 논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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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음의 수단으로 명령된다.12) 이러한 견해는 샹까라의 견해와

거의 흡사하다. 다음에서 앞의 것은 샹까라가 제시하는 ‘베단따의

사이비 견해’이고 뒤의 것은 ‘베단따의 견해’이다.

만약 ‘뱀이라는 착오’와 ‘밧줄의 본질에 대한 듣기’처럼, ‘윤회하는

자라는 착오’가 ‘브라흐만의 본질에 대한 듣기’만에 의해 파기된다면,

그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듣기’만에 의해] 파기되지 않는다. 브라

흐만에 대해 들은 자에게서도 행복, 불행 등 윤회하는 자의 특성들을

예전대로 보기 때문에, 또 “들어야만 하고 숙고해야만 하고 깊이 명상

해야만 한다오.”<BṛU, 2.4.5>라며 ‘듣기’ 이후의 시간에 ‘숙고하기’와

‘명상하기’에 대한 명령을 보기 때문이다.

숙고하기와 명상하기 역시 듣기처럼 직접적 앎을 의도하기 때문이

다.13)

여기서 ‘듣기 이후에 숙고하기와 명상하기가 명령되기 때문에

착오가 듣기만에 의해서는 파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베단따의

정설(定說)이 아니라 이설(異說)이다. 따라서 베단따의 정설은 ‘착

오가 듣기만에 의해서도 파기된다’라는 것이다. 게다가 숙고하기

와 명상하기도 듣기가 직접적 앎을 의도하는 것처럼 직접적 앎을

의도한다. 결과적으로 샹까라의 입장은 듣기를 통해 직접적 지식

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그의 수행론은 듣기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샹까라의 수행론에서는 직각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

냐 하는 문제가 변수로 남는다.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이 직각에로 귀착되고 그 직각이 지식수단이라는 것은

그가 듣기 중심적 수행론을 추구한다는 주장에 불리한 증거가 되

12) Roodurmun(2002), pp. 233-234 참조.

13) 둘 모두, BSBh, 1.1.4. 여기서 ‘직접적 앎’이란 ‘avagati’의 번역이다.

샹까라가 사용하는 ‘avagati’라는 말이 브라흐만에 대한 직접지각을

의미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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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계시서를 중심에 두는 듣기 중심적 수행론

과 BSBh 1.1.2의 직각에 대한 언급은 양립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

와 같다면, 샹까라의 직각 문제는 샹까라의 수행론뿐만 아니라 베

단따의 수행론 전체를 규정짓는 중요한 실마리일 수 있다.

Ⅱ. 우빠니샤드의 사라진 보기

샹까라의 직각 문제는 그 자체로 출구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계시서가 유일한 지식수단이라는 입장과 직각이 유일하

게 최종적인 지식수단이라는 입장은 각각 이미 정해진 자기 결론

에 맞추어 자의적인 해석만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가 처음 등장하는 우빠니샤드에 비

추어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BṛU에서 야즈냐왈꺄(Yājñavalkya)가 마이뜨레이(Maitr

eyī)에게 전하는 바로 그 문장들이다.

여보 마이뜨레이여, 실로 아뜨만을 보아야만 하고 들어야만 하고

숙고해야만 하고 깊이 명상해야만 한다오. 여보, 실로 아뜨만을 봄으

로써 들음으로써 숙고함으로써 인식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안다오.14)

여보 마이뜨레이여, 실로 아뜨만을 보아야만 하고 들어야만 하고

숙고해야만 하고 깊이 명상해야만 한다오. 여보, 실로 아뜨만을 볼 때

에 들을 때에 숙고할 때에 인식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안다오.15)

14) BṛU, 2.4.5: ātmā vā are draṣṭavyaḥ śrotavyo mantavyo

nididhyāsitavyo maitreyi. ātmano vā are darśanena śravaṇena matyā

vijñānenedaṃ sarvaṃ viditam.

15) BṛU, 4.5.6: ātmā vā are draṣṭavyaḥ śrotavyo mantavyo

nididhyāsitavyo maitreyi. ātmani khalv are dṛṣṭe śrute mate vijñā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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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아주 쉽게 관찰되는 것은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인식

하기)16)가 널리 알려진 바대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여기서

한 가지 매우 당혹스러운 것은 이 3가지 요소 앞에 어김없이 ‘보

기’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보아야만 하고’, ‘봄으로써’, ‘볼 때에’와

같은 표현들이다.

과연 이 보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보기가 의미하는 바

에 대해서는 후대의 주석이나 해설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4가

지 가설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습이나 공부와 관련하

여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단지 병렬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둘째,

듣기 이전에 성자의 직관적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

다. 셋째,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라는 그 전체의 결과를 앞서 압

축적인 한마디로 제시한 것이다. 넷째, 듣기가 없어도 볼 수 있는

자와 듣기가 있어야만 볼 수 있는 자에 대한 구분이다.

우선 보기와 듣기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가설은 ‘보

고 들음’을 학습이나 공부로 간주하는 일상적인 관점에서 개연성

이 높다. 하지만 BṛU에서 “[그것은] 보이지 않는 보는 자, 들리지

않는 듣는 자, 생각되지 않는 생각하는 자, 인식되지 않는 인식하

는 자입니다. 그것과는 다른, 보는 자는 없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듣는 자는 없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생각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

것과는 다른, 인식하는 자는 없습니다.”17)라는 경우처럼, 보기와

idaṃ sarvaṃ viditam.

16) 원문에서 ‘vijñānena’와 ‘vijñāte’는 명상하기와 유의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알기’라는 표현보다는 명상에 보다 가까운 ‘인식하기’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게다가 ‘안다’라는 뜻을 가진 ‘vidita’라는 과거분사 술어가

곧 이어 등장하기 때문에 ‘vijñānena’와 ‘vijñāte’를 ‘인식하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17) BṛU, 3.7.23. 이와 흡사한 내용이 BṛU, 3.8.11에도 등장한다: “가르기여,

실로 그러한 그 불멸체는 보이지 않는 보는 자이고, 들리지 않는 듣는

자이며, 생각되지 않는 생각하는 자이고, 인식되지 않는 인식되는

자입니다. 그것과는 다른, 보는 자는 없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듣는 자는

없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생각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인식하는 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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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를 분리해서 이해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18) 또한 듣기·

숙고하기·명상하기만 전승되는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왜 보기만이 사라졌는지를 설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일반적으

로 청각보다는 시각이 더 대표적인 감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

다.

두 번째 가설은, 어쨌든 보기가 듣기에 앞서 등장하므로 아뜨만

에 대한 우빠니샤드 현인(賢人) 또는 견자(見者)의 통찰이 선행되

어야 함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19) 하지만 ‘보아야만 하고’라

는 이 말은 아직 아뜨만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마이뜨레이

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가설도 그다지 설득력이 있지 않다.

세 번째 가설은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라는 수행론을 본래부

터 확고부동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지지할 만하다. 샹까라

의 취지를 반영하는 듯한 Swāmī Mādhavānanda는 BṛU 2.4.5의

문장을 “여보 마이뜨레이여, 실로 아뜨만을 깨달아야만 한다오 -

들어야만 하고 숙고해야만 하고 깊이 명상해야만 한다오. 여보,

실로 아뜨만을 듣고 숙고하고 인식하는 것을 통해 깨달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안다오.”라는 식으로 번역한다.20) 그는 ‘보기’를 ‘깨

달음’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의 구체적인 수단이 듣기·숙고하기·명

상하기인 것처럼 읽는다. 즉 보기 자체를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

의 결과로 간주한다. 실제로 샹까라는 BṛU 2.4.5에 대한 주석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기와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를 이해하는

편이다.21) 수레슈와라는 BṛU 2.4.5에 대한 해설에서 “직관(보기)

18) 보기와 듣기를 구분하는 것은 ChU, 3.13.8에서도 살펴진다: “그렇게

그것(빛)에 대해 본다. 그렇게 그것(빛)에 대해 듣는다. … 그러한

그것을, 보인 것으로서 또 들린 것으로서 명상해야 한다.”

19) Scharfe(2002), p. 6 참조.

20) Mādhavānanda(1997), p. 247 참조. Rambachan도 Swāmī

Mādhavānanda의 번역을 그대로 차용한다. Rambachan(1991), p. 10

참조.

21) BṛU, 2.4.5와 BṛU, 4.5.6에 대한 샹까라의 주석은 4장에서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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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베단따에 대한 듣기’가 그것(직

관)의 수단으로 또 추리 자체가 수단으로, 공들인 채로 명령된다

.”22)라고 말한다. 그는 직관적 지식으로서의 보기는 결과로서 명

령될 수 없는 것이고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는 그 수단으로서 명

령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므로 ‘듣기·숙고하기·명상하

기→보기’의 틀을 보여주는 이 세 번째 가설은 베단따의 주류 해

석이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해석이 올바른지는 의문스럽다. BṛU 2.4.5

에서는 ‘보기·듣기·숙고하기·인식하기(명상하기)’가 모두 일관되게

각각 ‘darśana, śravaṇa, mati, vijñāna’라는 명사의 3격으로 표현

되므로 ‘봄으로써 들음으로써 숙고함으로써 인식함으로써’라고 읽

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BṛU 4.5.6에서는 그것들이 모두 일관

되게 각각 ‘dṛṣṭa, śruta, mata, vijñāta’라는 과거분사의 7격으로

표현되므로 ‘볼 때에 들을 때에 숙고할 때에 인식할 때에’라고 읽

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달리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보기’라

는 이해를 토대로 하여, ‘봄으로써’가 ‘들음으로써 숙고함으로써

인식함으로써’의 결과라고 읽거나 ‘볼 때에’가 ‘들을 때에 숙고할

때에 인식할 때에’의 결과라고 읽는 것은 흔치 않은 방식이다. 따

라서 보기는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를 수단으로 하는 결과가 아

니라 그것들과 동등한 하나의 개별적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할지

도 모른다.

네 번째 가설은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와 별도로 보기가 아뜨

만에 대한 지식을 위한 독립적인 수단임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이

다. 물론 이 가설도 두 번째, 세 번째 가설과 마찬가지로 ‘보기’와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라는 3수단’의 관계를 따진다. 그러나 두

번째 가설과 달리 보기를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의 선행요건으

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세 번째 가설과 달리 보기를 듣기·숙고

하기·명상하기의 결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 결과, 보기는 그 자

22) darśanasyāvidheyatvāt tadupāyo vidhīyate. vedāntaśravaṇaṃ yatnād

upāyas tarka eva ca. Hino(1991), p. 177(시구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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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독립적으로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와 동등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보기 또는 직관이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와 별도로 브라흐만·

아뜨만을 아는 독립적인 수단이라는 증거는 우빠니샤드의 다른

곳들에서도 살펴진다.

그(브라흐만)는 ‘나는 브라흐만이다.’라며 오직 자신만을 알고 있었

다. 그로부터 그는 모든 것이 되었다. 그것을 깨달은 신격들 가운데

누구이든지, 바로 그가 그것이 되었다. 성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인간들

도 마찬가지이다. 실로 그러한 그것을 봄으로써(직관함으로써) 성자

바마데와는 ‘나는 마누였고 또 태양이었다.’라고 알게 되었다.23)

그것은 모든 존재들에 숨어 있고, 아뜨만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네.

하지만 미묘한 주시자들은, 예리하고 미묘한 지력으로써 [그것을] 본

다네.24)

여기서 ‘봄으로써(paśyann) … 알게 되었다(pratipede)’라는 표

현은 보기를 수단으로 하여 앎이라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모든 존재들에 숨어 있는 아뜨만을 미묘한 ‘주시자

들이(darśibhiḥ) … 본다(dṛśyate)’라는 표현은 아뜨만이 단순히 보

기라는 수단을 통해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 두 경

우 모두 직접 보는 것 또는 직관하는 것이 아뜨만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

후대 베단따의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와 관련하여 듣기 중심

적 입장에서는 계시서를 유일한 지식수단으로 간주하고 명상하기

중심적 입장에서는 직각을 최종적인 지식수단으로 간주한다. 그러

나 우빠니샤드에서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와 별도로 보기가 독

립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었다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말았다면, 계

시서와 직각 모두가 지식수단이라는 제3의 입장이 가능해진다. 바

23) BṛU, 1.4.10.

24) KaU,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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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지점에서 직각이 계시서와는 다른 별도의 지식수단이라는

샹까라의 언급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우빠니샤드의 보기

를 다시 불러온다면 샹까라의 직각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다.

Ⅲ. 샹까라의 직각과 보기의 흔적

샹까라는 직각에 관해 여러 곳에서 언급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은 역시 BSBh 1.1.2이다. 다음은 그 가운데서도 핵심 부분이다.

브라흐만에 대한 탐구욕에서는 다르마에 대한 탐구욕에서와 달리

단지 계시서 등만이 지식수단이지 않다. 그 반면에 ①계시서 등과 직

각 등이 이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지식수단이다. ②브라흐만에 대한 지

식은 직각에로 귀착되기 때문이고, 또 ③존재하는 사물과 관계하기 때

문이다. ④실로 행해져야만 하는 대상(사물)의 경우에는 직각을 필요

로 하지 않으므로 오직 계시서 등만이 진리성(眞理性)을 가질 것이다.

⑤또한 행해져야만 하는 것은 사람에 의존하여 성립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사물은 ‘그러하다, 그러하지 않다’라거나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선택적이지 않다. 그리고 선택들이란 인간의 지성에 의존

한다. 사물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지성에 의존하지 않

는다. 그렇다면 무엇에 [의존하는가]? 그것은 오직 사물에 의존한다.

… 그래서 이와 같을 경우에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 또한 오직 사물에

의존한다. 존재하는 사물과 관계하기 때문이다.25)

여기서 샹까라가 주장하는 바는 ①로서, 계시서는 당연히 지식

수단이고, ‘직각은 지식수단일 수 있다’라는 것이다.26) 이 주장에

25) BSBh 1.1.2.

26) ‘직각 등’이라는 표현에서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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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근거로는 두 가지가 제시되는데 ②‘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은

직각에로 귀착된다’27)와 ③‘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은 존재하는 사

물과 관계한다’28)이다. ④는 ②에 대한 부연설명이고, ⑤ 이하의

것들은 ③에 대한 부연설명이다.

그런데 명상하기 중심적 입장에서는 샹까라의 이 논증을 색다

르게 이해할 것이다. 그 입장에서는 계시서가 간접적 지식이고 직

각이 직접적 지식이기에, 샹까라의 주장은 ‘간접적 지식과 직접적

지식이 지식수단이다’이고, 그 근거는 ‘브라흐만에 대한 간접적 지

식은 직접적 지식에로 귀착된다’이다. 직각은 직접적 지식으로서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를 단계적으로 거친 이후에 발생하는 것

이다.

이와 달리 철저하게 듣기 중심적 입장에 서 있는 Rambachan은

샹까라의 언급 자체를 왜곡하는 것처럼 보인다. Rambachan은 계

시서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실재에 대한 지식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 아래 그는 ①에 등장하는 ‘직각 등’이라는 말

을 ‘직각을 비롯한 다른 지식수단들’이라고 이해한 뒤에 이로부터

직각에 특별한 중요성이 부가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직각

등이 계시서에 종속적이고 보조적이라는 사실을 샹까라가 암시한

다고 주장한다.29) 하지만 ①에서 샹까라가, 계시서와 직각이 ‘가능

한 한’ 지식수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이상, Rambachan의 주장

받아들여도 된다. 샹까라는 BSBh에서 ‘등’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27)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은 직각에로 귀착된다’라는 표현과 유사한 표현을

BSBh, 2.1.4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지각(직각)에로 귀착되는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은, 무지를 파기하고 또 해탈을 야기하는 가시적

결과를 가진다고 간주된다.” BSBh, 1.1.1에서도 “[브라흐만에 대한]

직접적 앎에로 귀결되는 지식은 ‘의욕활용 접미사에 의해 표현되는

욕구’의 대상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28) ‘사물과 관계한다’라는 말은 ‘사물에 의존한다’라는 뜻이다.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이 사물에 의존한다는 표현은 BSBh의 몇 군데서 추가로

등장한다. BSBh, 1.1.4; 2.1.11; 3.2.21; 4.1.7 참조.

29) Rambachan(1991), p. 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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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다지 설득력이 있지 않다.

샹까라의 이 논증을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함께 고려해서 읽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 논증은 미맘

사와 베단따 사이에서 각각 다르마와 브라흐만을 알기 위한 지식

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논점으로 한다. 그래서 계시서가 다르

마에 대한 지식에서든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에서든 지식수단일

수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반면에 직각은 다르마에 대한 지식에

서 지식수단일 수 없고 오직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에서 지식수단

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르마가 행위의 영역에 속하고 브라흐만

이 지식의 영역에 속한다는 데 있다. 이를 샹까라는 ②‘브라흐만

에 대한 지식은 직각에로 귀착된다’와 ③‘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은

존재하는 사물과 관계한다’라는 두 가지 근거로 상세하게 제시한

다.30)

먼저 행위는 직각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지식은 직각을 필요로

하기에 지식의 최종 도착점은 직각이다. 그리고 행위는 사람에 의

존하지만 지식은 사물에 의존한다. 따라서 지식이 직각(②의 직

각)에로 귀착되고 지식이 사물과 관계한다는 이 두 가지 사실로부

터 계시서뿐만이 아니라 직각(①의 직각)도 지식수단이라는 결론

이 도출된다. 여기서는 ①의 직각과 ②의 직각이 본질적으로 동일

하지만 전자가 지식의 수단으로 후자가 지식의 결과로 각각 표현

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결국 쉽게 말해서, 지식이란 직각을 필

요로 하고 사물 의존적이기 때문에 계시서 없이도 얻어질 수 있

다.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은 마지막에 직각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

에 직각 자체는 처음부터 지식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브라흐만

에 대한 지식은 있는 그대로의 사물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각과

30) 베이더는 샹까라가 계시서만 의거하지 말고 직각에도 의거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독단적인 접근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행위가

사람에 의존하고 지식이 사물에 의존한다는 샹까라의 발언을 두고 볼

때, 그의 이러한 해석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하다. 하지만 샹까라가

스스로 그 근거를 두 가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근거를

보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베이더(2011), pp. 118-1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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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직각이라는 지식수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직각(①의 직각)이란 계시서의 듣기 이후에 발생하는 직접적 지식

이 아니라 계시서의 듣기와는 다른 별도의 독립적인 지식수단이

다. 우빠니샤드에서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와 별도로 보기가 독

립적인 지식수단일 수 있듯이, 샹까라도 직각을 계시서와 별도로

독립적인 지식수단이라고 간주하는 셈이다. 이처럼 샹까라의 직각

은 우빠니샤드의 보기가 남긴 흔적일 수 있는 것이다.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이 직각(②의 직각)에로 귀착된다고 말하

는 이상, 샹까라는 직접적 지식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듣기를

통해서 직각 또는 직접적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숙고하기나

명상하기를 통해서도 직각 또는 직접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바

로 이 때문에 즉 직접적 지식의 발생에 관한 다양한 가능성 때문

에, 사물 그 자체에 의존하는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은 듣기(계시

서)라는 선행요건이 없이도 보기(직각)라는 것을 그 수단으로 가

질 수 있다.

요컨대 샹까라는 BSBh 1.1.2에서 직각이 지식수단(수단)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지식의 종착점(결과)이라고 말한다. 이는 얼핏 보

기에 모순되는 발언인 듯하다. 그런데 지식의 종착점이 직각(직접

적 지식)의 형태라는 것에 입각하여 그 직각(보기) 자체가 지식수

단일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직각이라는 것이 오직 가장 직접

적인 아뜨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 듣기 이후에 직각이 깨달음을

이끈다면, 바로 그 직각이 듣기 없이도 깨달음을 이끈다고 추론하

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샹까라의 일견 모순되는

발언은 간접적 지식과 직접적 지식을 구분하고 듣기와 별도로 보

기를 받아들일 경우에 모순이 해결되면서 그 의미가 비교적 선명

해진다.



206 ∙ 印度哲學 제38집

Ⅳ. 샹까라의 듣기 우선주의

샹까라의 수행론은 듣기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직각에

대한 그의 언급은 우빠니샤드에서 제시되는 보기의 흔적을 담고

있다. 그리고 베단따의 수행론은 대체로 ‘듣기 중심적인가, 명상하

기 중심적인가?’ 또는 ‘계시서 중심주의인가, 직각 중심주의인가?’

라는 것을 쟁점으로 삼는다. 이러한 점에서 우빠니샤드의 보기를

받아들인다면, ‘듣기 우선적인가, 보기 우선적인가?’라는 추가적인

쟁점이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에는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 전체

가 보기와 대립함으로 말미암아, 듣기가 주된 것이든 명상하기가

주된 것이든 둘 모두가 ‘듣기 우선적 수행론’에 포함되면서 ‘보기

우선적 수행론’과 대립하게 된다. 듣기 중심적이든 명상하기 중심

적이든 오로지 듣기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

이다.

샹까라가 듣기 우선주의를 지향하면서도 보기의 특별성에 대해

고민한 흔적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관찰된다.

[전론]: 아뜨만은 ‘나’라는 관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직

우빠니샤드들에서만 알려진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후론]: 아니다. [아뜨만이] 그것의 관찰자임으로써 논박되기 때문이

다. 실로, ‘나’라는 관념의 대상인 행위주체와는 별도로, 그것의 관찰자

이고 모든 존재에 체재하며 균일하고 단일하며 불변적 영원인 뿌루샤

는, 명령편(命令篇)에서 혹은 논리적 교의(敎義)에서 그 누구에 의해서

도 알려지지 않는, 모든 것의 아뜨만이다. 결국 그것은 그 누구에 의

해서도 부정될 수 없고, 혹은 명령에 부차적인 것으로 취해질 수 없다.

그리고 [뿌루샤는] 오직 모든 것들의 아뜨만이기 때문에 거부될 수도

없고 또 수용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소멸을 겪는 모든 변화의 총체는

뿌루샤를 종점으로 하여 소멸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존재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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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목적으로 하는 베다의 부분이 없다는 것은 단지 허세 섞인 말이

다.31)

샹까라는 전론에서 아뜨만이 ‘나’라는 관념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빠니샤드로부터만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한다.

아뜨만이 ‘나’에 의해 경험되는 것이라면 계시서가 아닌 다른 수

단을 통해서도 알려질 수 있다. 하지만 곧장 후론에서 관찰자(sāk

ṣin)로서의 아뜨만은 계시서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알려질 수

없다고 대답한다.32) 그러면서 논의를 정리하는 마지막에 계시서

가 ‘존재하는 사물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인다. 분명 BSBh 1.1.2

에서 샹까라는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이 사물에 의존하기 때문에

직각을 별도의 지식수단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서도 ‘존재하

는 사물을 목적으로 하는’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직각(보기)의

가능성을 인정할 만도 한데, 그는 결코 듣기 이외의 다른 가능성

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샹까라의 이러한 논의는 보기를 인

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이 지속적으로 문제 상황이 되고 있었

음을 방증하고 있다.

반면에 샹까라가 듣기를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증거는 도처에서

확실하게 발견된다. “오직 우빠니샤드들에서만 알려지는 이 뿌루

샤는”, “우빠니샤드를 들은 자의 즉 비밀의 지식을 듣고 브라흐만

을 아는 자의”, “우빠니샤드에 근거하는 ‘아뜨만에 대한 지식’이”,

“아뜨만과 관계하는 ‘우빠니샤드에 근거하는 직관’은” 등등과 같

은 표현들에서이다.33) 특히 그가 계시서의 핵심적 가르침을 반복

해서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실로 듣기 등은 반복됨으로써 직관에로 귀착되고 가시적인 목적을

31) BSBh, 1.1.4.

32) 관찰자와 같은 초감각적인 대상은 오직 계시서를 통해서만 알려진다는

것이 샹까라의 기본 입장이다.

33) 차례대로, BSBh, 1.1.4, 1.2.16, 3.4.1,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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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된다. 예컨대 도리깨질 등이 알곡 등의 생산에로 귀착되듯이,

그와 마찬가지이다.34)

[전론]: 만약 “그것이 너이다.”라는 문장을 한 번 들은 채로 자체의

대상을 직각하게끔 할 수 없다면, 그 경우에 심지어 반복함으로써도

결코 [직각하게끔 할] 수 없다고 언급했지 않는가?

[후론]: 그러한 결함은 없다. 왜냐하면 [반복이] 알려지는 경우에 실

로 [반복이] 부당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로 [사람들은] 한 번 들은

문장을 통해 막연하게 이해된 문장의 의미를 반복함으로써, 이러저러

한 오류(사이비)를 내버리는 것을 통해 참되게 이해한다고 알려진

다.35)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에서 듣기는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계속

적으로 반복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샹까라는 듣기 등의 반복

즉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의 반복을 말하지만,36) 그 어떤 반복에

서도 첫 번째 수단인 듣기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그는 한 번 들은

것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직관(darśana)37) 또는 참된 이해가 가능

하다고 말한다.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가 등장하는 BṛU에 대한 주석에서도 샹

까라의 듣기 우선주의적인 태도는 고스란히 드러난다. 다르게 말

해, 그는 보기를 ‘듣기 등과 동등한 독립적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

는다.

34) BSBh, 4.1.1.

35) BSBh, 4.1.2.

36) 혹자는 샹까라가 말하는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의 ‘반복’이 비와라나와

바마띠의 대립을 화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Narain(2003), p.

271 참조. 하지만 두 계열에서의 논쟁은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 가운데

무엇이 주된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화해의 가능성은 없는

편이다.

37) 샹까라는 ‘darśana’라는 용어를 단독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그는

대개 ‘samyag-darśana’(참된 직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거짓된

지식의 반대말인 ‘참된 지식’과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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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따라서 “여보 [마이뜨레이여], 실로 아뜨만을 보아야만 하고”에서

처럼 [아뜨만을] 보아야만 한다. 즉 [아뜨만은] 봄(직관)의 대상이 되

어야만 한다. 우선 스승과 성전을 통해 [아뜨만을] 들어야만 한다. 그

후에는 추리를 통해 [아뜨만을] 숙고해야만 한다. 그러고서 계속 명상

해야만 한다. 즉 확신과 함께 명상해야만 한다. 실로 이와 같이, 듣기·

숙고하기·명상하기라는 성취수단을 실행함으로써 그것(아뜨만)은 보

이게 된다.38)

②“여보 마이뜨레이여, 실로 아뜨만을 볼 때에”에서 ‘아뜨만을 볼

때에’라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에 대하여] 말한다. 우선 스승과

성전을 통해 [아뜨만을] 들을 때이고, 또 다시 추리 즉 추론을 통해

[아뜨만을] 숙고할 때 즉 검토할 때이며, 단지 성전으로써 듣고 추론

으로써 숙고한 이후에 [아뜨만을] 인식할 때 즉 그것(아뜨만)이 그와

같을 뿐 다른 것은 아니라고 확정할 때이다.39)

일단 거의 다를 바 없는 우빠니샤드 문장에 대해 샹까라는 두

곳에서 약간 상이한 해설을 내놓는다. ①에서는 듣기·숙고하기·명

상하기를 통해 보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②에서는 듣기·숙고

하기·명상하기가 보기 자체라고 설명한다. 즉 ①에서는 보기가 듣

기·숙고하기·명상하기의 결과이고, ②에서는 보기가 듣기·숙고하

기·명상하기와 동일하다. 그런데 ②는 ①과 결코 다르지 않다.40)

왜냐하면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직접적

지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샹까라의 입장에서는 듣기·숙고하기·명

상하기 전체를 보기(직접적 지식)와 동일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①과 ②는 우빠니샤드의 보기에 관해 앞에

서 제시한 ‘세 번째 가설’ 즉 ‘보기란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라는

그 전체의 결과를 앞서 압축적인 한마디로 제시한 것이라는 가설’

38) BṛUBh, 2.4.5.

39) BṛUBh, 4.5.6.

40) ②를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보기’로 도식화할 수 있다. 따라서 ②가

①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말은,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보기’가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보기’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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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치한다. 그리고 ①과 ②에서 샹까라는 보기를 독립적인 수단

으로 읽지 않으므로 BSBh 1.1.2에서와 달리 직각을 지식수단이라

고 언급하지 않는다. ①과 ②에서 그는 보기를 듣기·숙고하기·명

상하기의 결과로 읽으므로 직접적 지식이나 해탈을 위해 오직 듣

기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전

달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듣기 우선주의적 태도를 견지하는 샹까라

가, 무엇 때문에 BSBh 1.1.2에서는 직각이 지식수단이라며 보기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일까? 그것도 브라흐만에 대한 탐구

욕, 브라흐만에 대한 정의,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의 원천 등과 같

이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는 BSBh의 앞부분에서, 그는 왜 그

러한 발언을 한 것일까? 어쩌면, 샹까라가 대체적으로 행위 중심

의 미맘사 계시서와 지식 중심의 베단따 계시서를 차별화하는 데

주력하는 이상, ‘계시서가 두 학파 모두에서 공통적인 지식수단이

지만 직각은 베단따 학파에서만 지식수단’이라는 그의 언급은 상

당히 우발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분명 그에게는 듣기 우선적인 입

장을 성립시키는 것이 베단따 계시서와 베단따 학파를 정당화하

는 데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듣기가 가능하기 위해서

는 보기가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매우 상식적인 문제제기가 가능

하고, 아마도 샹까라는 우연한 기회에 이에 대해 넌지시 해명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V. 듣기의 권력화와 보기 망각의 역사

베단따의 역사에서 일대 전환점을 이루는 샹까라에게서 보기의

흔적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물론 그가

베다 근본주의 또는 계시서 절대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고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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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는 만큼 듣기 우선주의를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것도 틀

림없는 사실이다. 그에게는 브라흐만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미

확립된 것이듯이 우빠니샤드도 이미 확립된 것이므로 그 가르침

을 ‘듣고 나서 본다’라는 방식의 이해가 기본으로 깔려 있을 뿐이

다.

그런데 베단따의 우빠니샤드가 아니라 우빠니샤드 자체의 관점

에서는 ‘듣고 나서 본다’(듣기 우선주의)라는 방식이 적합하지 않

다. 즉 우빠니샤드에서는 ‘본 것을 듣는다’ 또는 ‘본 자로부터 듣는

다’(보기 우선주의)라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베단따에서

우빠니샤드라는 문헌 자체는 듣기의 원천으로 작용하지만 우빠니

샤드 자체의 가르침은 보기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Bṛ

U 2.4.5에 대입시켜 본다면, 야즈냐왈꺄는 ‘보기를 이룬 자’이고

마이뜨레이는 ‘듣기를 시작하는 자’ 또는 ‘본 자로부터 듣는 자’이

다. 이와 같이 우빠니샤드에 등장하는 스승들은 ‘본 자’이고 제자

들은 ‘듣는 자’이기 때문에 보기와 듣기의 공존 속에서 야즈냐왈

꺄처럼 ‘보아야만 하고 들어야만 하고’라는 식의 발언이 가능하다.

아뜨만은 보기를 통해 알려질 수도 있고 듣기 등을 통해 알려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빠니샤드 이후에는 더 이

상 보기를 내세우지 않은 채 마이뜨레이처럼 ‘듣는 자’만이 남는

다. 이는 이미 보기가 구현되어 있는 가르침을 ‘듣고 나서 (다시)

본다’라는 방식이다.

샹까라는 베단따에 듣기 우선주의를 정립함으로써 듣기의 권력

화를 완성한 학자이다. 물론 샹까라의 이전인 BS의 성립 시기부

터 듣기의 권력화는 차근차근 진행된다. BS에 종종 등장하는 ‘성

언 때문’(śabdāt), ‘계시되기 때문’(śruteḥ, śrutatvāt)41)과 같은 표

현은 ‘우빠니샤드에 대한 듣기’를 증명의 수단으로 삼은 결과이다.

BSBh는 BS보다도 더 강하게 듣기를 증명수단으로 삼는다. BSBh

41) ‘성언 때문’이라는 표현은 BS, 2.1.4; 2.3.4; 3.1.25; 4.2.1; 4.4.22 등을

보시오. ‘계시되기 때문’이라는 표현은 BS, 1.1.11 등의 여러 곳에서 ‘성언

때문’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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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득 채우는 샹까라의 논증에서 우빠니샤드가 가장 중요한 증

명수단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42) 결국 듣기의 권력화

는 우빠니샤드의 권위 증강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다. 우빠니샤드

의 권위가 베단따에서 증강하면 증강할수록 보기에 대한 망각이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만 것이다.

샹까라 이후 비와라나 계열의 학자들은 샹까라와 마찬가지로

듣기의 권력화를 계속 이어나간다. 그들이 듣기를 주된 것으로 간

주하고 잘 준비된 자의 경우에 듣기로부터 깨달음을 얻을 수 있

다고 생각하는 이상, 보기를 지식수단으로 간주할 만한 그 어떤

가능성도 찾기는 힘들다.43) 그들은 듣기를 통한 깨달음의 실패를

장애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는 샹까라가 이미 그렇게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그 두 말의 의미가 무지, 의심, 그릇된 관념에 의

해 방해되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너이다”라는 이 문장은 자체적 의미

에 대한 타당한 지식을 발생시킬 수가 없다. … 한편 말의 의미와 관

계하여 ‘무지, 의심, 그릇된 관념으로 지시되는 장애’를 가지지 않는

명민한 이들은 단지 한 번 들은 채로 ‘그것이 너이다’라는 문장의 의미

를 직각할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반복이 무용하다고 간주될 따름이

다.44)

샹까라는 듣기를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게끔 하는 장애로서

42) BSBh에는 ‘~라고 계시되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권위 논증을 지시하는

표현들이 도처에서 사용된다.

43) 비와라나 학파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의식 자체가 직접적이므로

자유로운 의식도 직접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계시서는 그렇게 직접적인

의식 자체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계시서를 듣는 것만으로도 직접성을

얻을 수 있다. Ram-Prasad(2001), pp. 200-201 참조. 이러한 논리에 따라

계시서에 직각이 함의되므로 듣기에 보기가 함의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함의된 것으로서의 직각 또는 보기가 결코 독립된

지식수단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44) BSB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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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ajñāna), 의심(saṃśaya), 그릇된 관념(viparyaya)이라는 세

가지를 제시한다. 이러한 장애는 듣기·숙고하기·명상하기의 전 과

정에서 발생하는데, 그 구체적인 양상은 샹까라 이후의 시기에 비

와라나 계열의 학자들에 의해 회의(asambhāvanā), 그릇된 인식(v

iparīta-bhāvanā) 등과 같이 표현되면서 매우 다양하게 설명된

다.45) 어떤 경우이든지 장애 때문에 듣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설명마저 듣기의 권력화에 기여한 혐의가 짙다. 한 번

들어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장애를 가진다는 그들의 논리는, 계

시서의 진리를 직접적으로 재현하지 못하는 한계와 함께 그 진리

가 언표된 것인 듣기의 신성함과 위대함에 대해 경외와 찬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명상하기 중심의 수행론을 펼친 바마띠 계열의 학자들에게서도

이러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들은 명상하기에서 더 나아가

삼매 또는 ‘무차별 삼매’(nirvikalpa samādhi)와 같은 직접적 체험

의 상태를 상정함으로써 듣기의 완전한 패퇴를 보여주는 듯하다.

예를 들어 “숙고하기는 듣기보다 백 배, 명상하기는 숙고하기보다

십만 배 더 [우월해야] 한다. 무차별 삼매는 무한하다.”46)라는 VC

45) Rambachan은 숙고하기란 듣기에서 장애로 말미암아 자기에 관한

지식을 얻지 못할 경우에 그 장애를 해소하는 것이고, 명상하기란 듣기

단계에서 들은 그 지식을 실제로 얻고 지속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Rambachan(1991), pp. 107, 100-101, 111-112 참조. V. P. Upadhyaya가

비와라나의 입장을 정리한 바에 따르면, 듣기란 개별자아와 브라흐만의

동일성에 대한 언어적이고 인식적인 과정에서 지식수단과 관련되는

‘회의’와 ‘그릇된 인식’ 등의 장애를 부인하는 제거의 사유 과정이다.

숙고하기란 지식대상인 ‘개별자아와 브라흐만의 동일성’에 대한 상반된

논증을 물리침으로써 그러한 동일성에 대해 ‘회의’하는 결함을

마음으로부터 털어내는 것이다. 명상하기란 실재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에 대면해 있는 오래된 사고 습관, 뿌리 깊은 본능 등 모든 ‘그릇된

인식’을 마음에서 일소하는 것이다. Upadhyaya(1999), pp. 210-211 참조.

Balasubramanian은 듣기란 지식수단(pramāṇa)과 관련된 ‘회의’를

제거하는 것이고, 숙고하기란 지식대상(prameya)과 관련된 ‘회의’를

제거하는 것이며, 명상하기란 ‘그릇된 인식’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요약한다. Balasubramanian(1988), p. 3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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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구에서는 듣기가 매우 초라한 것으로 표현될 지경이다. 이

경우에는 듣기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반드시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무차별 삼매에 도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와 같은 명상하기 중심적 수행론에서조차 ‘듣고 나서 본다’라는

구조는 변함없이 적용된다. 즉 최초의 단계인 듣기가 없이는 무차

별 삼매에 도달하기 위한 시작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

전히 듣기 종속적인 수행론에 갇혀 있는 셈이다. 그들은 마치 체

험의 직접성과 현실성을 추구하는 듯하지만 듣기의 좁은 문을 앞

세움으로써 듣기의 권력을 암묵적으로 승인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빠니샤드의 보기가 망각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

빠니샤드의 권위가 강화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우빠니샤드 시대

이후에 우빠니샤드의 권위가 신성불가침한 것처럼 자리 잡음으로

써 듣기 없이는 결코 보기가 가능하지 않다는 암묵적 합의가 자

연스럽게 베단따를 지배하고 만 것이다. 더욱이 학파로서의 베단

따를 존속시키는 ‘전통의 계승’(saṃpradāya), ‘사제의 계보’(paraṃ

para)와 같은 것들은 듣기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보기에 대한 망각

을 초래한다. 결국 보기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베단따는 그 보

기 망각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치 교조화된 종교처럼 무수한 보기

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변용될 가능성을 애당초에 차

단해 버린다. 비록 아뜨만에 대한 가르침이 매우 단순한 구도를

가질지라도, 자유로운 보기는 베단따의 전통을 풍성하게 할 만한

가능성을 충분히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베단따에서 보기

망각의 역사는 그 수행론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몰고 갔을지도

모른다.

46) VC,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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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Oblivion of ‘Seeing’ in Advaita Vedānta

Park, Hyo Yeop

Kyungpook National Univ.

Śaṅkara’s mention in BSBh 1.1.2 that anubhava is a

means of knowledge apart from śruti is very significant

factor to discuss the theory of practice in (Advaita)

Vedānta. In the circle of Vedānta it is an issue whether

śruti can produce a direct knowledge or anubhava can do it;

the former is a position of ‘hearing-centric’ practice, the lat-

ter is that of ‘meditation-centric’ practice. Generally

Śaṅkara’s mention on anubhava is interpreted to support the

latter. However, his mention may have a clue to the new

solution in case that ‘seeing’ is to be regarded as a means

of knowledge aside from ‘hearing’ etc, in the sentence of

BṛU i.e. “Ātman must be seen, must be heard, must be

thought, must be deeply meditated.” Because this sentence

has a possibility to imply the division of ‘one who can see

without hearing’ and ‘one who can see only through

hearing.’ Śaṅkara mentions in BSBh 1.1.2 that anubhava is a

terminal point of knowledge as well as a means of

knowledge. In this case, if forgotten ‘seeing’ of Upaniṣad is

brought to mind, for Śaṅkara anubhava (seeing) itself is

able to be a means of knowledge, conforming to the fact

that a terminal point of knowledge is a form of anubhava

(direct knowledge).

In this way a new issue i.e. whether the theory of

practice in Vedānta is ‘hearing-oriented or seeing-oriented?’

should be added to an old issue i.e. whether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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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ing-centric or meditating-centric?’ In fact Śaṅkara is

aware of ‘seeing’ as an independent means of knowledge

apart from ‘hearing’, and ye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he leaves adventitiously the mention on anubhava as far as

he has firmly to maintain for his task ‘hearing-oriented’

practice based on the Veda-fundamentalism and

Revelation-absolutism. After all Śaṅkara discloses the trace

of ‘seeing’ and completes the authority of ‘hearing’ at the

same time. The cause of being thoroughly forgotten

Upaniṣadic ‘seeing’ in the later Vedānta lies ironically in

buildup of Upaniṣadic authority. After Upaniṣadic age, as Its

authority takes firm hold as a sacrosanct, it can be said

that a tacit agreement of impossibility of ‘seeing’ is natu-

rally predominant in the circle of Vedānta.

Keywords : sruti, anubhava, means of knowledge, seeing

of upanisad, authority of ‘hearing’, oblivion of

se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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