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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ātman)과 푸루샤(puruṣa) 개념의 교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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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시, 해탈법품, 상키야]

아트만(ātman)과 힌두 전통에서 윤회의 주체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반면 푸루샤(puruṣa)는 상키야-요가 학파에서 아트만

을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영아(靈我)ㆍ순수정신 등으로 번역된다.

아트만과 푸루샤는 상키야 학파 내외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통용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상키야 학파가 힌두전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

트만이라는 용어 대신에 푸루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소묘하

는 데 있다. 특히 명상을 통해 지각되는 대상으로서의 아트만과 푸루샤

의 묘사하는 서술들에 맞추었다. 아트만과 푸루샤가 명상의 대상으로

취급되면서 중요한 분기점을 맞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초기 우파니샤드에서는 심장의 빛을 아트만이라고 간주하는 계열이

있으며, 그 개념이 고전 요가 체계에도 통용되고 있다. 푸루샤와 아트만

은 우파니샤드에서 서로 다른 개념으로도, 동일한 개념으로도 사용되는

데, 그것은 생리학적 측면과 표현법의 측면이 각각 두 가지씩 분기점을

지닌다. 또한 수행론적인 측면에서도 상반되는 두 가지 실수론이 우파

니샤드에서 공존한다.

마하바라타에서 나타난 푸루샤와 아트만에 관한 기술이 큰 개념적

차이 없이 사용된다. 다만 마하바라타에서 푸루샤와 아트만을 구분하는

맥락은 기본적으로 우파니샤드의 존재-인식 분류법과 동일하다. 그리고

마하바라타의 일부 구절에서는 고전 상키야와 거의 흡사하게 아트만과

푸루샤가 지각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서술하는 부분이 있

으며, 반면 요가를 통해서 지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설명하는 부분도

발견된다. 그리고 그것은 상키야와 요가와 구분되는 사정과 관련이 있

으나, 고전 상키야에서 아트만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푸루샤라는 사용

한 경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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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아트만(ātman)과 힌두 전통에서 윤회의 주체를 구성하는 핵심

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ātman은 통상적으로 영혼(soul)ㆍ자아(自

我) 등으로 번역되며, 그 초기 용례는 베다로 소급된다. 아트만은

영원불멸하는 실체로서, 인간의 내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인간의

자의식 너머에 있는 진정한 자기로서, 브라만(brahman)과 합일을

통해서 해탈을 이룬다.

반면 푸루샤(puruṣa)는 상키야-요가 학파에서 아트만을 대체하

는 용어로 사용되며 영아(靈我)ㆍ순수정신 등으로 번역된다. 상키

야 교설에서 또 다른 실체로 상정되는 원질(prakṛti)과의 결합관계

를 통해서 설명되는 푸루샤는 기능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 개념은

아트만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상키야의 선구적 연구자들

인 Jacobi(ヤコービ 1963: 13)와 Johnston(1937: 41)은 각각 고대

인도의 ātman과 puruṣa가 고대 그리스의 영혼(psyche)와 개념적

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상키야 내부에서도 푸루샤라는 용어가 아트만과 동일한 개념으

로 사용되는 데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었던 듯하다. 예를 들어

SK의 주석서인 金七十論서는 푸루샤의 존재를 논증하는 Sāṃkh
yakārikā 17송에 대한 주석에서 아트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문

구를 인용한다.1) 또한 상키야 학파의 수많은 문헌들 속에서 타학

1) T.54 1249b. “만약 [인간이 영혼 없이] 신체만 존재한다면, 성인이 설한

해탈의 방법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옛날의 어떤 선인이

바라문들의 처소로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한 바와 같다. ‘모든 사람이

베다(皮陀, *Veda)에 통달하고, 모든 사람이 소마(須摩, *soma)를 마시고,

모든 사람이 아트만(兒面, *ātman)을 보고서, 원하건데 [모두가 이를

성취한] 후에 비구를 이루리라’(若唯有身. 聖人所說解脫方便即無所用.

如昔有仙人 往婆羅門眾所說. 如是言. ‘一切富皮陀 一切飲須摩 一切見兒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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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의 아트만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구절은 발견되지 않

는다. 다시 말해서, 상키야 학파의 논사들은 영혼ㆍ자아를 나타내

는 표현으로서 푸루샤라는 용어를 아트만과 준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존재론적으로는 푸루샤가 아트만과 비슷한 개념이라는 사

실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아트만과 푸루샤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

고 있는데, 유가행 중관학파의 논사인 샨타라크시타(Śantarakṣita)

나 카말라쉴라(Kamalaśila)의 경우 각각 Tattvasaṃgraha와 Tattv

asaṃgrahapanjika에서 상키야의 푸루샤 개념을 비판하면서 아트

만을 푸루샤와 동일한 용어로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몇 차례 발견된다. 금칠십론(金七十論)을 한역한 진제(眞諦, Par
amārtha)의 경우도 puruṣa의 번역어를 어구에 따라서 아(我), 인

아(人我), 진아(眞我) 등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상키야 학파가 힌두전통에서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아트만이라는 용어 대신에 푸루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소묘하는 데 있다. 그 고찰대상은 고전기 이전의 상키

야 체계와 아트만을 기술하는 초기 문헌들에 나타난 내용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구절들은 4장의 마하바라타에서의

용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존의 연구에서 검토되었던 내용이다.

그러나 개인의 지각과 명상의 체험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트만과 푸루샤를 나타내는

방대한 사례들 중에서 주로 명상을 통해 지각되는 대상으로서의

아트만과 푸루샤의 묘사하는 서술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트만과

願後成比丘’).” 음역어의 나열로 이루어진 이 시구의 출처는 불분명하다.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주석서인 Gaudapādabhāṣya나 Matharavṛtti,

Jayamaṅgala 등에서는 이와 대응되는 구절이 없다. 특히 위에서의 兒面은

금칠십론 이외의 문헌에서 이와 비교할 만한 한역 용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푸루샤의 존재논증 이후에 인용되는 문맥으로 볼 때, 兒面의

원어는 ātman이 분명한 듯하다. 여기서 아트만을 본다는 것은,

우파니샤드 이후 후대의 베단타 학파에 이르기까지 통용되는, 심장

내부의 아트만을 지각하는 것을 통해서 해탈을 이룬다는 관념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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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루샤가 명상의 대상으로 취급되면서 중요한 분기점을 맞는 것

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고전기 이후의 상키야 체계

에서의 푸루샤 개념과 베단타에서 설명하는 아트만 개념의 차이

점, 초기에는 지각의 대상이었던 아트만과 푸루샤가 형이상학적인

원리로서 재구축되는 과정에서의 각각의 동이점, 윤회의 진행에

있어서 아트만의 기능, 창조자에서 비행위자ㆍ관조자로의 개념 변

천, 불교에서 아트만ㆍ푸루샤 개념을 비판하는 쟁점의 명암 등에

관한 논의는 본 논문의 주제에서 제외된다.

II. 심장의 빛으로서의 아트만

아트만(ātman)의 어원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어근 √an(호흡

하다)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2) 호흡에 어원을 두고 있다

는 것은 아트만이 인체의 생기ㆍ생명ㆍ정수ㆍ활력 등의 의미와

연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Deussen은 리그베다의 ‘숨’이라는 일

차적인 의미에서 생기의 의미로, 그것이 다시 영혼ㆍ자아의 의미

로 발전하고 그것이 육체ㆍ인격적 자아와 세계의 본질ㆍ사물의

원리라는 두 갈래의 개념군으로 분기하는 과정을 묘사한다.3) 그

러나 실제로 리그베다에서 숨이라는 의미로 ātman 혹은 유사어가

사용되는 전거로 제시되는 용례들은 다소 논의의 여지가 있다.4)

2) PW vol. 1 p. 623. 그 외에 ātman의 어원에 관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이설에 관해서는 村上(1978) pp. 27-31 참조.

3) Deussen(1920) p. 325.

4) Deussen은 리그베다에 나타난 29가지 ātman의 용례 중에서

4가지(Ṛgveda 1.34.7; 7.87.2; 10.92.13; 10.168.4)가 ‘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바람(vāta)의 의미로

사용된다. Renou(1952: 151-154)는 리그베다에서 발견되는 ātma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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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적어도 우파니샤드에서의 아트만은 숨(prāṇa)에 근거하

는 것으로 종종 기술되지만, 그 존재 자체는 서로 분명하게 구분

되어 사용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한편 BṛU에서는 아트만을 직접 인식하는 것에 관하여 설명한

다. 여기서 현자 야즈냐발키야(Yajñavalkya)는 자나카(Janaka)왕

에게 햇빛, 달빛, 불빛 등에 의지할 수 없을 때 “심장 속의 빛”(hṛ

dy antarjyotis)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5)그리고 이 심장 내부

의 빛이 아트만이라고 설명한다.6) 여기서 아트만은 햇빛, 달빛과

같이 어둠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실제로 보이는 빛으로 묘사

된다. 여기서 야즈냐발키야는 심장 내부의 빛 자체가 아트만이라

는 것을 가르쳐 줄 뿐, 그것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

지 않는다.

BrU에 나타난 것과 비슷한 표현을 ChU에서도 찾을 수 있다.

여기 이 브라만의 성(=심장)에는 작은 연꽃의 집이 있다. 여기에 작

은 내부공간이 있는데, 그 내부에 있는 그것을 탐구해야 하고, 실로 그

와 같은 것을 알고 싶어 해야만 한다.7)

바람에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이차적인 어의를 나타내며, 바람이 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vāta와 관련된 표현들이

자연적인 바람을 나타내는지, 바람의 신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Gonda(ゴンダ: 1981: 8)가 지적하는 것처럼, 리그베다에서는 자연과

초자연이 어떠한 대립도 일으키지 않는다.

5) BrU 4.3.1-7.

6) BṛU 4.3.7. “[자나카]: [그] 아트만은 어떤 것입니까?” “[야즈냐발키야]:

그(puruṣa)는 지혜의 덩어리이고 생기(prāṇa)를 지닌 심장 속에 있는

빛입니다(katamana ātmeti - yo ’yaṃ vijñānama yaḥ prāṇeṣu hṛdy

antarjyotiḥ puruṣaḥ).” 여기서 puruṣa는 단순히 대명사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BṛU 4장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아도 puruṣa를 영혼 혹은 그에

준하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는 용례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7) ChU 8.1.1. atha yad idam asmin brahmapure daharaṃ puṇḍarīkam

veśma, daharo’smin antarākāśaḥ, tasmin yad antaḥ, tad anveṣṭavyam,

tad vā va vijijñāsitav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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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일한 묘사가 YSBh 3.34에서도 인용된다.8) 여기서 심장

의 내부에 공간이 있으며 그것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ChU

의 설명은, BrU에서의 서술과 같이 심장 내부의 빛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심장 내부의 공간에 머무르는 어떤 존재를 파악하

고 그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궁극의 목적으로 설명된다는

점에서는 BrU와 일맥상통하는 관점을 보여준다.

ŚvU에서는 보다 진전된 형태의 구체적인 기술이 발견된다.

몸의 세 부분(=머리, 목, 가슴)을 균등하게 세우고, 의념을 통해서

감각을 심장에 둘 때, 현명한 자는 온갖 공포의 물결을 브라흐만 이라

는 배로 건널 것이다.9)

안개, 연기, 태양, 바람, 불, 반딧불, 번개, 수정, 달. 이것들은 요가

수행 중에 브라만에 선행하여 현현하는 형상이다.(2.11)10)

여기서는 두 가지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한 가지는 BṛU나 Ch

U에서 묘사하는 심장 내부의 존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것을

직접 지각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브라만(Brahamn)의 현현을 보기 위한 전 단계로서 여러

가지 종류의 빛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최종목적으로 가기 위한 수행의 단계를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YS 1.36에서는 “비애로부터 벗어나 빛을 발한다.”11)는 표현이

8) YSBh 3.34. “여기 이 브라흐만의 성에는 작은 연꽃의 집이 있다. 거기에

총제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이해한다.”(yad idam asmin brahmapure

daharaṃ puṇḍarīkaṃ veśma tatra vijñānaṃ tasmin saṃyamāc

cittasaṃvit.)

9) ŚvU 2.8. trir unnataṃ sthāpya samaṃ śarīraṃ hṛdīndriyāṇi manasā

sanniveśya/ brahmoḍupena pratareta vidvān srotāṃsi sarvāṇi

bhayāvahāni//

10) ŚvUp 2.11. nīihāradhūmārkānilānalānāṃ

khadyotavidyutsphaṭikaśaśīnām/ etāni rūpāṇi puraḥsarāṇi brahmaṇy

abhivyaktikarāṇi yoge//

11) viśokā vā jyotiṣmat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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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데, 이에 관한 YSBh는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1) 심장의 연꽃에 집중함으로써 통각(buddhi)을 인식한다. 왜냐하

면 통각의 순질(sattva)은 마치 허공과 같이[편재하여] 빛(bhāsvara)을

발하기 때문이다. 거기서 지성이 확립됨으로써 효력(pravṛtti)은 태양

ㆍ달ㆍ행성ㆍ보석의 빛(prabhā)과 같은 형상으로 반영된다. (2) 이와

마찬가지로 자의식(asmitā)에 집중한 마음은 파도 없는 대양처럼 고요

하고 무한한 자의식만이 존재하게 된다. (3)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은

[옛 성현의] 말씀이 있다. “원자 크기만 한 그 아트만(ātman)을 성찰

하고서 ‘[그것이 바로]나이다’라고 이제 그와 같이 확실하게 안다.” (4)

이 비애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감각인식(viṣayavatī)의 효력과 자의식

자체에 대한 효력의 두 가지로서 “빛나는 것(jyotiṣmatī)”이라고 불린

다. 이것에 의해서 요기의 마음은 안정된 상태에 도달한다.12)

(1)의 단락은 이 부분의 바로 앞 구절인 YS 1.35에 대한 YSBh

의 주석의 내용13)을 반영하여 해석해야 한다., 여기서 요가행자가

12) YSBh ad YS 1.36. hṛdayapuṇḍarīke dhārayato yā buddhisaṃvid,

buddhisattvaṃ hi bhāsvaram ākāśakalpaṃ, tatra sthitivaiśāradyāt

pravṛttiḥ śuryendugrahamaṇiprabhārūpākāreṇa vikalpate.

tathāsmitāyāṃ samāpannaṃ cittaṃ nistaraṅgamahodadhikalpaṃ

śāntam anantam asmitāmātraṃ bhavati. tam aṇumātram ātmānam

anuvidyāsmīty evaṃ tāvat samprajānīta iti. eṣā dvayī viśokā

viṣayavatī asmitāmātrā ca pravṛttir jyotiṣmatīty ucyate. yayā yoginaś

cittaṃ sthitipadaṃ labhata iti. YB 1-36.

13) YS 1.35 "혹은 감각인식의 효력이 발생하여 마음의 안정을

일으킨다(viṣayavatī vā pravṛttir utpannā manasaḥ sthitinibandhanī).“

YSBh 1.35 “코끝에 집중하고 있는 그(=요기)가 신묘한 향을 지각하는

것이 향기의 인식에 대한 효력이다. 혀끝에서 신묘한 맛을 지각하고,

입천장에서 신묘한 색을 지각하고, 혀 중간에서 신묘한 촉감을 지각하고,

혀뿌리에서 신묘한 소리를 지각하는 효력이 발생한 것들이다. 이것들은

마음을 확고함에 고정시키고, 의심을 날려버리며, 삼매의 예지에

[도달하는] 문이 된다. 이로써 달ㆍ태양ㆍ행성ㆍ보석ㆍ등불의 빛 등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감각인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nāsikāgre dhārayato’sya yā divyagandhasaṃvit sā

gandhapravṛttiḥ. jihvāgre rasasaṃvit. tāluni rūpasaṃvit. jihvāmadhya

sparśasaṃvit. jihvāmūle śabdasaṃvid ity etā vṛttaya utpannāś citt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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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끝에 의식을 집중(dhāraya)하면 신묘한 향을 인식하게 되는 효

력이 발생하여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심장의 연꽃에 집중하면 3질(tri-guṇa) 중에서 순질(s

attva)이 발현하여 빛을 내게 되는데, 이는 태양ㆍ달ㆍ행성ㆍ보석

등의 빛의 모습을 한 형상이 직접지각의 효력으로 나타나는 것으

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식이 나타나며 곧 통각(b

uddhi)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1)의 설명이다. (2)의 단락은 (1)

에서 빛을 보는 것과 유사한 취지에서 서술되며, 자의식(asmitā)

에 집중한 마음은 무한한 자의식 자체를 인식하게 된다고 설명한

다. 여기서는 인식의 대상이 통각에서 자의식으로 옮겨간다. (3)의

단락은 (2)에서 발생하는 인식에 대한 부연설명이다. 무한한 자의

식을 인식하는 것이 옛 경전에서 아트만(ātman)을 성찰한다고 표

현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명시한다. 이 부분은 (2)의 체험이 아

트만을 성취하는 것과 같은 최고의 경지라는 것을 나타낸다. (4)

의 단락은 앞의 (1)ㆍ(2) 단락에서 언급한 두 가지 종류의 인식의

발생이 “빛나는 것(jyotiṣmatī)”이라 불린다고 설명한다. 즉 빛나

는 것이란 단순히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상의 띄고 나타난다는 것이며, (1)ㆍ(2)의 체험들이 형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4) 단락이 함축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집중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며, 그것은

차례차례 여러가지 종류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빛나는

것”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현상의 가장 진전된 단계가 자아를 성

찰하는 궁극의 경지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 부분 전체는 요가수행

의 궁극적인 목표인 삼매의 단계를 의식의 차등적인 소멸을 통해

서 설명하는 YS의 주류적인 교설과 이질감이 있다. 현현되는 빛

sthitau nibadhnanti, saṃśayam vidhamanti, samādhiprajñāyāṃ ca

dvārībhavantīti. etena candrādityagrahamaṇipradīparaśmyādiṣu pravṛttir

utpannā viṣayavaty eva veditavyā).” 이어서 YSBh 1.36의 첫 구절에는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효력이 발생하여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진다(pravṛttir utpannā manasaḥ sthitinibandhanīty anuvart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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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를 통해서 단계를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14)

앞서 살펴 본 ŚvU의 기술에서는 현현되는 빛의 종류를 안개,

연기, 태양, 바람, 불, 반딧불, 번개, 수정, 달의 9가지로 열거했지

만, YSBh에서 태양, 달, 별, 보석의 4가지가 제시된다. 또한 YSB

h에서는 이러한 빛의 형상들이 아트만을 자각하기 전의 단계로

설명되지만, ŚvU에서는 브라만이 현현하는 데 이르기 위한 전단

계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의 상이에도 불구하고, 위

의 ŚvU의 기술은 YS와 YSBh에서의 빛의 체험과 본질적으로 동

일한 계통의 명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빛의 체험을 위한

행법이 심장에 의식을 둔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BṛU와 ChU에

서의 설명들과 분명한 선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YSBh의 위의 인용에서 buddhi, sattva, asmitā 등의 고전 요가

의 술어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서 아트만이라는 용어를 거부감 없이 인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주목된다.

본 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ṛU에서의 아트만은 베단타와 같은 형이상학적 원리가 아니라,

이 세계와 저 세계 사이를 이동하는 존재로서 심장의 빛으로 묘

사된다. 그것이 보다 후기의 우파니샤드에서는 그 빛으로 이루어

진 아트만이 점차 관찰의 대상으로 묘사되며, 그것을 지각하기 위

한 방법으로서 구체적인 명상법이 제시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심

장에 집중하는 명상법은 고전 요가의 체계가 정립된 단계에서도

거의 흡사한 형태가 발견된다.

III. 푸루샤의 초기 개념

14) 강형철(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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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루샤(puruṣa)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의미하며, 이 의미는 리

그베다에서도 간간히 사용되었으며, 브라마나(Brahmaṇa)에서는

보다 빈번하게 사용된다.15) 푸루샤(puruṣa)의 어원에 관해서는 村

上(1978: 25-27)는 두 가지 계열을 제시하는 데 그 중 하나는 ‘모

든 것들보다 먼저 존재했고, 일체의 악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푸

루샤라고 한다는 것이다.16) 푸루샤가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관

념은 초기부터 등장하며,17)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푸루샤의 빛이

신체를 비춘다는 개념이 발견된다.18) 다만 여기서 불태워버린다

는 의미가 BṛU의 전후 맥락을 포함하더라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빛을 나타내는지 확정할 수는 없다.

푸루샤의 두 번째 어원은 성(pur) 안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pur

uṣa라고 한다는 것이다.19) 이는 MBh에도 발견되는 해석으로서

고전 상키야에서도 인용된다.20) 성에 머문다는 것은 사람의 몸 속

15) 브라마나 문헌에서 나타난 puruṣa의 용례에 관해서는 左保田(1963)의

3장과 Deussen(1920) pp. 288-299 참조.

16) ŚB 14.4.2.2; BṛUp 1.4.1. sa yat pūrvo ’smāt sarvasmāt sarvān

pāpamana auṣat tasmāt puruṣaḥ.

17) ŚvUp 3.8; Yajurveda 31.8. “나는 어둠의 저편에서 태양의 색을 띈 이

위대한 푸루샤를 알고 있다(vedāham etaṃ puruṣaṃ mahāntam

ādityavarṇaṃ tamasaḥ parastāt)."

18) BhG 13.33-34. “마치 하나의 태양이 이 모든 세계를 비추는 것처럼,

밭의 주인(kṣetrin)은 밭 전체를 비춘다, 바라타의 아들이여! 이와 같이

지혜의 눈을 통해서 밭(kṣetra)과 밭을 보는 자(kṣetrajña)의 차이와 [밭을

보는 자의] 물질인 원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아는 자들은 피안의 세계로

간다(yathā prakāśayaty ekaḥ kṛtsnaṃ lokam imaṃ raviḥ / kṣetraṃ

kṣetrī tathā kṛtsnaṃ prakāśayati bhārata // kṣetrakṣetrajñayor evam

antaraṃ jñānacakṣuṣā bhūtaprakṛtimokṣaṃ ca ye vidur yānti te param

//).” 여기서 kṣetrin은 kṣetrajña와 동의어로 사용되며, 마하바라타에서는

kṣetra와 짝을 이루어 puruṣa와 prakṛti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본문의 바로 앞 구절인 13.32에서는 ātman으로 표현되었다.

19) BṛU 2.5.18; ŚB 14.5.5.18. “실로 이 푸루샤는 모든 성 안에서 머물러

쉬는 자이다(ayaṃ puruṣaḥ sarvāsu pūrṣu puriśayaḥ)”.

20) MBh 5.113.35cd(MBh-c 5.131.33ab) “성을 극복하기 때문에 푸루샤라고

불린다(puraṃ viṣahate yasmāt tasmāt puruṣa ucyate).” Vācsp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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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문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푸루샤가 신체 속의 영혼을 나

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21)

그러나 브라마나나 초기 우파니샤드에서는 푸루샤와 아트만이

완전히 구별되어 사용되는 용례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사람(puruṣa)에게는 실로 이들 10가지 생기(prāṇa)와 11번째의 아트

만(ātman)이 있다. 거기에 그 생기들이 안주하고 있다. 실로 사람(pur

uṣa)는 오직 이것뿐이다.22)

이 사람(puruṣa)이 죽어서 말은 불로 돌아가고, 숨은 바람으로 돌아

가고, 눈은 해로 돌아가고, 마음은 달로 돌아가고, 청각은 방위로 돌아

가고,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아트만은 공간으로 돌아가고, 몸의 털들

은 초목들로 돌아가고, 머리털은 나무들로 돌아가고, 피와 정액은 물

속에 안주할 때 이 사람(puruṣa)는 어디에 있습니까?23)

위의 사례들에서 푸루샤는 단순히 사람의 신체를 의미한다. 즉

눈에 보이는 신체, 인간의 사지가 푸루샤로 표현된다. 그리고 아

트만과는 분명하게 다른 존재로 표현된다. 그런데 BṛU에서는 다

음과 같은 “눈 속의 푸루샤”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 아트만이 무력하게 되고, 마치 혼탁에 빠진 것처럼 되면, 여기

(아트만)에 이 생기들이 모인다. 그것(아트만)은 이 열기만을 섭취하여

바로 심장으로 내려간다. 이 눈에 있는 푸루샤가 반대로 향하면, 형태

와 색깔을 알지 못하게 된다.24)

Miśra도 Tattvakaumudī에서 Sāṃkhyakārika 41을 주석하면서 동일한

어원설을 제시한다.

21) 村上(1978) p. 27.

22) ŚB 11.2.1.2. tā vā etāḥ ekādaśa sāmidhenīranvāha daśa vā ime puruṣe

prāṇā ātmaikādaśo yasminnete prāṇāḥ pratiṣṭhitā etāvānvai

puruṣastadenaṃ kṛtsnaṃ.

23) BṛU 3.2.13. yatrāsya puruṣasya mṛtasyāgniṃ vāg apyeti vātaṃ prāṇaś

cakṣur ādityaṃ manaś candraṃ diśaḥ śrotraṃ pṛthivīṃ śarīram

ākāśam ātmauṣadhīr lomāni vanaspatīn keśā apsu lohitaṃ ca retaś ca

nidhīyate kvāyaṃ tadā puruṣo bhavatī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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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죽음을 묘사하는 이 부분에서 푸루샤는 아트만과 같이

특수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의 ‘사람’의

의미로 사용된다. 즉 이 부분은 눈 속의 사람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트만이 눈 속에 있을 때 푸루샤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앞서 2장에서 표현된 것과 같은 심장의 빛이

어떤 방식으로 관찰되는 지를 추측할 수 있다. 이 구절을 서술하

는 화자에게 있어서 평상시에 푸루샤는 눈 안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앞서 2장에서 표현된 심장의 빛이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

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추상적인 의미로서의 눈 속의

사람이 아니라, 눈 안에 보이는 구체적인 빛을 의미할 것이다. 그

리고 그 빛이 심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트만으로 묘사된다. 그

리고 그 때 눈 안의 푸루샤는 반대로 향하게 되고, 시각적인 인지

가 불가능하게 된다.

BṛU의 다음 구절은 이와 대비를 이룬다.

마치 사랑스러운 아내와 포옹하고 있는 자가 안의 일이나 밖의 일

을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 지혜로 이루어진 아

트만과 포옹하고 있는 이 푸루샤는 안의 일이나 밖의 일을 어떤 것도

알지 못한다.25)

위의 BṛU 4.4.1이 죽음에 관한 체험의 과정을 묘사했다면, 이

구절은 명상에 들어간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죽음을

체험하는 상태와 명상에 들어간 상태가 유사하게 설명되고 있다.

여기서는 푸루샤가 심장의 빛인 아트만과 합일할 때, 감각적인 인

24) BṛU 4.4.1. sa yatrāyam ātmābalyaṃ nyetya saṃmoham iva nyeti /

athainam ete prāṇā abhisamāyanti / sa etās tejomātrāḥ

samabhyādadāno hṛdayam evānvavakrāmati / sa yatraiṣa cākṣuṣaḥ

puruṣaḥ puruṣaḥ parāṅ paryāvartate / athārūpajño bhavati //

25) BṛU 4.3.21. tad yathā priyayā striyā saṃpariṣvakto na bāhyaṃ kiṃ

cana veda nāntaram / evam evāyaṃ puruṣaḥ prājñenātmanā

saṃpariṣvakto na bāhyaṃ kiṃ cana veda nānta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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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사라지게 되는 과정이 26)설명된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과정을 보이는 것이 소위 “엄지 크기의 푸

루샤”를 설명하는 KaU에서이다. KaU에서는 상키야 철학의 원시

적인 형태가 드러나는데,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감각기관들 보다는 [감각기관의] 대상들이 높고, 대상들 보다는 마

나스(manas)가 높고, 마나스보다는 통각(buddhi)이 높으며, 통각보다

는 위대한 아트만이 높다.27)

위대한 것(大, mahat)보다는 미현현(avyakta)이 높고, 미현현보다는

푸루샤가 높으며, 푸루샤보다 높은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그것(푸루

샤)가 종착지이다. 28)

여기서 한 쪽 계열은 “위대한 아트만->통각->마나스->대상->

감각기관”의 전개를 설명하고, 다른 쪽은 “푸루샤->미현현->위대

한 것”의 전개를 설명한다. 그 다음 구절에서 아트만은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존재이며, 미세한 것을 볼 수 있는 이들에 의해서만

지각되는 것으로 설명된다.29) 여기서 푸루샤를 근원으로 두는 계

열은 존재의 차원을 설명할 때, 아트만으로 시작되는 계열은 인식

의 차원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구분법은

고전 상키야에서도 그 흔적이 일부 남아있는데, 동일한 원리가 위

대한 것(mahat)과 통각(buddhi)이라는 두 가지 단어로 문맥에 따

라서 선택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의 두

26) ‘위대한 것’과 ‘위대한 아트만’을 동일시하여 이 구절을

“푸루샤->미현현->위대한 아트만->통각->마나스->대상->감각기관”

의 단일한 계열로 파악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Johnston(1937)

p. 52.

27) KaU 1.3.10. indriyebhyaḥ parā hy arthā arthebhyaś ca paraṁ manaḥ /

manasas tu parā buddhir buddher ātmā mahān paraḥ //

28) KaU 1.3.11. mahataḥ param avyaktam avyaktāt puruṣaḥ paraḥ /

puruṣān na paraṁ kiṁcit sā kāṣṭhā sā parā gatiḥ //

29) KaU 1.3.12. eṣa sarveṣu bhūteṣu gūḍhotmā na prakāśate / dṛśyate

tvagryayā buddhyā sūkṣmayā sūkṣmadarśibhi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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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계열을 혼합한 것이 고전 상키야의 25원리 전개도와 유사하

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KaU에서는 아트만을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은 설명도 추가한다.

심장에는 101가닥의 생기의 통로(nādī)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정

수리 위로 올라간다. 그 하나의 통로로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 불사를

얻고, 다른 [100가닥의] 통로들은 모든 곳으로 간다.30)

이 부분은 앞에서 인용했던 BṛU와 정반대의 이동방향을 보여

준다. BṛU에서는 눈 안에서 심장으로 빛이 내려갈 때 명상의 상

태를 획득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던 반면에, 여기에서는 심장에서

정수리로 생기가 올라갈 때 불사를 획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 우파니샤드에서 푸루샤는 일반명사인 사람을 의미했지만,

눈 안에 빛을 푸루샤로 표현하는 구절도 등장한다. 또 그와 같은

맥락에서는 심장으로 빛을 내리는 것에 의해서 명상 체험을 획득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와 반대로 심장에서 정수리로 생기를 올

리는 것을 통해서 불사를 획득하는 체계도 발견되는데, 여기서는

푸루샤와 아트만이 동일한 것의 다른 측면을 나타내는 것처럼 사

용된다.

IV. 마하바라타에서의 아트만과 푸루샤

마하바라타(Mahābhārata)에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론 중심

30) KaU 3.3.16. śataṁ caikā hṛdayasya nāḍyas tāsāṁ mūrdhānam

abhiniḥsṛtaikā / tayordhvam āyann amṛtatvameti viṣvaṅṅ anyā

utkramaṇe bhavanti //



아트만(ātman)과 푸루샤(puruṣa) 개념의 교차점 ∙ 217

의 상키야와 명상 중심의 요가의 구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유신

론적 경향을 보이는 상키야설도 언급된다.31) 특히 마하바라타 12

권의 해탈법품(Mokṣdharmaparvan)에서는 고전기 이전의 상키
야 체계의 다양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32) 여기서는 다양한 맥

락들의 층위가 중첩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의 개념을 추출할

수는 없다.33)

마하바라타의 12권의 334-338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에피소드

에서는 비쉬누의 화현이자 유일신으로 묘사되는 나라야나(Nārāya

na,)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메루(Meru)산에서 고행을 하는 세 현

자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들은 천 년의 고행 끝에 하늘에서 들

리는 소리에 이끌려 우유의 바다 북 쪽에 있는 섬(Śvetadvīpa)으

로 여행을 떠난다. 그 섬에서 세 현자는 하얀 사람들을 보게 되고

경배한다. 여기서 주목해 두어야 할 것은 최고의 신성인 나라야나

의 현현이 천 개의 태양과 같은 사람 모양의 빛으로 묘사된다는

것이다.34) 이와 유사하게 BhG 11장에서도 최고의 신의 형상을 직

31) 고전 요가 이전의 유신론적(seśvara) 상키야에 관해서는

Bronkhorst(1981) pp. 309-320 참조. 상키야와 요가의 경향적 구분과

불교에서의 유사한 병렬에 관한 제학자들의 견해는 Gómez(1999) pp.

693-695 참조.

32) Mokṣadharmaparvan이 포함된 MBh 12권의 성립과정에 관해서는

徳永(2002a) pp. 168-163; 徳永(2002b) p. 458-456 참조. 徳永는 두

논문에서 MBh 12권 초반의 40여장을 원형으로 하여 확장ㆍ추가되어

Rājadharmānuśanaparvan, Āpadharmaparvan, Mokṣadharmaparvan을

구성하게 되는 과정을 설득력있게 서술하고 있다.

33) van Buitenen(1956; 1957) 참조.

34) MBh 336.38a-40b. “그와 같은 빛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있었습니다. 이 섬은 빛이 머무는 곳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압도하지 않고, 그들 모두가 동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천 개의 태양의 빛이 동시에 떠오른 것과 같은

빛을 돌연히 우리들은 다시 보았습니다. 브리하스파티여!”(ekaikasya

prabhā tādṛksā’bhavanmānavasya ha/ tejonivāsaḥ sa dvīpa iti vai

menire vayam// na tatrābhyadhikaḥ kaścit sarve te samatejasaḥ/ atha

sūryasahasrasya prabhāṃ yugapadutthitām// sahasā dṛṣtavanataḥ sma

punar eva bṛhas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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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보는 것에 관한 내용이 발견된다.35)

그런데 나라야나신과 푸루샤를 동일시하는 해탈법품의 다른

구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푸루샤에 지배된 존재를 원질(prakṛti)이 생산할 때, 우선 원인에 결

합하는 세계가 이것으로부터 전개한다.36)

마치 등불이 작든 크든 빛을 본질로 하는 것처럼, 인식의 아트만(jñ

ānātman)은 모든 생물들의 푸루샤라고 알아야 한다.37)

여기서는 아트만과 푸루샤를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으며,

푸루샤는 존재의 측면을, 아트만은 인식의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이는 앞 장에서 인용했던 KaU에서의 구분법과 거의 동일하다. 그

리고 다음 구절에서 그것을 지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치 나무에 숨겨져 있는 불이 나무를 쪼개더라도 찾아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신체 안에 존재하는 아트만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것

35) “이렇듯 당신이 스스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와 같습니다. 최고의

주재자여! 저는 당신의 존귀한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최상의

인격이시여! 만약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의

불멸의 자아를 저에게 보게 해주십시오. 주인이시여! 요가의

주재자여!”(evam etad yathā’ttha tvam ātmānaṃ parameśvara/ draṣṭum

icchāmi te rūpam aiśvaraṃ puruṣottama// manyase yadi tac chakyaṃ

mayā draṣṭum iti prabho/ yogeśvara tato me darśayā’tmānam

avyaya// BhG 11.3~4.) 이와 같은 아르주나의 간청에 답하여 크리슈나가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였을 때, 아르주나는 무한한 빛에 압도당한다.

“만약 하늘에 천 개의 태양이 동시에 뜬다면 저 위대한 자아의 빛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divi sūryasahasrasya bhaved yugapad utthitā/

yadi bhāḥ sadṛśī sā syād bhāsas tasya mahātmanaḥ// BhG 11.12)

36) MBh 12.210.25(MBh-c 12.203.23) puruṣādhiṣṭhitaṃ bhāvaṃ prakṛtiḥ

sūyate sadā / hetuyuktam ataḥ sarvaṃ jagat saṃparivartate //

MBhN에 따르면, 여기서의, 존재란 현현된 대 등의 원리들을 말하며,

원인이란 선(dharma)과 악(adharma)를 의미한다.

37) MBh 12.210.39(MBh-c 12.203.37) yathā dīpaḥ prakāśātmā hrasvo vā

yadi vā mahān / jñānātmānaṃ tathā vidyāt puruṣaṃ sarvajantuṣu //



아트만(ātman)과 푸루샤(puruṣa) 개념의 교차점 ∙ 219

은 요가에 의해서만 볼 수 있다, 마치 불이 도구를 사용하여 마찰하면

나무에서 지각되는 것처럼 이 신체 안에 존재하는 아트만은 오직 요

가에 의해서만 볼 수 있다.38)

이 부분은 앞서 인용했던 명상을 통해서 아트만을 지각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던 우파니샤드의 관념이 변용된 형태다.

그러나 해탈법품의 다른 구절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설명도

발견된다.

사람은 아트만의 형상을 눈으로 볼 수 없다. 또 결코 접촉할 수도

없다. 이것들[눈 등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

다. 이것들은 그(아트만)를 볼 수 없다. 그가 그것들을 본다.39).

여기서는 요가를 통해서 아트만을 지각할 수 있다고 보았던 앞

의 구절과 대비되는 설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의 설명은

고전 상키야의 푸루샤 개념과 유사하다. 고전 상키야에서 푸루샤

는 인지불가능한 존재이고, 비작자(非作者, akartṛ)이지만 모든 지

각의 결과의 향수자이다. 이보다 더 진전된 개념을 다음의 구절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푸루샤는 인식되지 않는다. 증상(liṅga)이 없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푸루샤는] 결합하지 않는다. 40)

38) MBh 12.210.41-42(Mbh-c 12.203.39-40) agnir dārugato yadvad bhinne

dārau na dṛśyate /tathaivātmā śarīrastho yogenaivātra dṛśyate // agnir

yathā hy upāyena mathitvā dāru dṛśyate / tathaivātmā śarīrastho

yogenaivātra dṛśyate //

39) MBh 12.202.16(MBh-c 12.195.16) na cakṣuṣā paśyati rūpam ātmano;

na cāpi saṃsparśam upaiti kiṃ cit / na cāpi taiḥ sādhayate 'tha

kāryaṃ; te taṃ na paśyanti sa paśyate tān //

40) MBh 12.217.10c(MBh-c 12.210.10c) agrāhyau puruṣāv etāv aliṅgatvād

asaṃhit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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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두 가지 푸루샤란 앞뒤 맥락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푸

루샤와 우주적인 브라만을 의미한다. 이 구절에서 푸루샤는 인식

되지 않는 것으로 서술되는데, 그 이유가 증상이 없는 것(aliṅgatv

a)이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이는 고전 상키야에서 푸루샤의 비

지각성을 논증하면서 제시되는 개념과 동일하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하바라타에서 설명되는 다양한 상키야 체계에서는 푸루샤와

아트만이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한 쪽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 사이를 구분하는 특별한 패턴을 발견하기는 힘들다.

아트만이 빛으로서 지각된다는 우파니샤드의 개념이 마하바라타

에서 그대로 통용되는 사례가 발견되며, 존재의 측면에서 푸루샤

를, 인식의 측면에서 아트만을 지칭하던 우파니샤드의 이분법을

그대로 따르는 사례도 나타난다. 우파니샤드에서의 심장 내부의

빛인 아트만을 지각한다는 개념은 마하바라타에서는 요가를 통해

서 아트만을 인식한다는 수행론으로 재정립되었다. 반면에 아트만

과 푸루샤를 지각할 수 없는 존재로 기술하는 후대의 고전 상키

야와 유사한 내용도 발견된다. 여기서 아트만이나 푸루샤가 증상

이 없기 때문에 지각될 수 없다고 보는 쪽은 상키야 체계의 사고

방식에 가까우며, 요가를 통해서 그것을 지각할 수 있다고 보는

쪽은 요가의 실천론과 유사하다. 또한 양쪽 모두 이와 유사한 실

례를 고전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다.

V. 결론

이상으로 아트만과 푸루샤의 초기 형태를 소묘하여 보았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심장의 빛을 아트만이라고 간주하는 초기

우파니샤드의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개념이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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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체계에도 통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푸루샤와

아트만이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또

한 수행론적인 측면에서도 생기의 진행방향이 상반되는 두 가지

실수론이 우파니샤드에서 공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

는 마하바라타에서 나타난 푸루샤와 아트만에 관한 기술이 큰 개

념적 차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마하바라

타에서 푸루샤와 아트만을 구분하는 맥락은 우파니샤드의 존재-

인식 분류법과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마하바라타의 일부 구절에서 고전 상키야와 거의 흡사한 서술을

통해서 아트만과 푸루샤가 지각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시하

고 있는 부분도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했을 때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우선 영혼을 의미하는 술어로서 아트만이라는 개념이 먼저 사

용되었고, 푸루샤는 이후에 편입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BṛU나 ChU 등 초기 우파니샤드에서 오직 아트만을 사

용하는 구절은 많이 발견되지만, 푸루샤만 사용하는 구절은 찾아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푸루샤가 사용되는 경우는 대체로 푸루샤

와 아트만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혼용되는 경우에는

주로 아트만이 신체의 근원에 자리한 영혼을 의미하고, 푸루샤는

부수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푸루샤가 아트만과 동격으로 사용되는 일부의 초기 사례

에서 ‘눈 안의 푸루샤’라는 개념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푸루샤는

눈 안에 거주하는 존재로, 아트만은 심장에 거주하는 존재로 인식

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분류법은 오래지 않아서 삭

제되고, 이후에는 존재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푸루샤로, 인식론적

으로 설명할 때는 아트만으로 나타내는 분류법이 등장했다는 것

을 우파니샤드의 초기 상키야를 설명하는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

다. 이 맥락에서 푸루샤는 위대한 것(mahat)와 대응되고, 아트만

은 통각(buddhi)와 대응된다. 이와 동일한 분류법의 취지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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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서술은 마하바라타에도 발견되며, 고전 상키야 체계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SK 이후의 고전 상키야에서는 두 가지 분류법

을 나타내는 각각의 도식이 합성된 형태의 전개도가 나타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고전 상키야에서 아트만이라는 술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푸루샤로 통일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

다. 아트만과 푸루샤 개념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면서, 푸루샤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추적할 수 있는 뚜렷한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가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아트만과 푸루샤가 기원적으로 다른 체

계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아트만이라는 술어를 사

용하는 체계에서 푸루샤라는 술어를 새로 도입하여 혼용하기 시

작했고, 이후에도 두 용어가 대립되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

다. 그리고 KaU 등의 초기 상키야 체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우파니샤드에서는 푸루샤와 아트만이 혼재되는 경향이 강했

다는 점, 기능이 구분되는 경우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모두 존재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마하바

라타의 상키야 체계에서도 아트만과 푸루샤는 혼용되지만, 아트만

과 구별되는 푸루샤의 기능이 명확히 정립된 형태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우파니샤드의 존재-인식 구분법이 유효하게 적

용되고 있었다는 점도 확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푸루샤의 개념

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명상 체험과 이론적 체계화 양쪽 모두 깊

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트만 혹은 푸루샤

를 요가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던 계열과 증상이 없기 때

문에 그것을 지각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던 계열 양쪽 개념

모두 마하바라타의 다양한 문맥 속에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

은 고전 상키야와 요가에서 아트만 대신 푸루샤라는 용어를 채택

하게 된 경위와는 무관하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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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section between Ātman and Puruṣa

Kang, Hyong Chol

Dongguk University

Ātman and puruṣa was regarded as soul by Hindu tra-

dition in India. In special, puruṣa occupies one of the princi-

ples in Sāṃkhya System.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

vestigation of early concept of ātman and puruṣa. The con-

cept of the puruṣa is from the Sāmkhya Philosophy which

is traced to the Ṛg-veda. It seems to be an interpolation in-

to the Ṛg-veda since it is out of character with the other

hymns dedicated to nature gods.

In this paper, I will look closely at some of the im-

portant features of ātman and puruṣa. Especially this report

confines itself to the concept concerned with meditative

experience.

In first, I attempt to look at ātman as light in the

heart(hṛdaya) as a whole. In view of early type in

Bṛhadāraṇyaka and Chāndogya Upaniṣad, I consider passage

in Yogasūtra which explain the way to obtain perception of

buddhi by concerntration on the heart.

Secondarily, I consider the early Upaniṣadic concept of

puruṣa. Before turning to a loser examination of puruṣa in

Mahābhārata, a few remarks should be made concerning

several specific examples in early Upaniṣads in the context

of illustrations on meditation.

Finally, I discuss the change of concept of puruṣa in

Mahābharata. I focus on the link between classical Sāmkh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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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t in detail. In this regard, cognitivity of puruṣa is

heavily related.

Keywords : ātman, puruṣa, Mahābharata, Upaniṣad,

Mokṣadharmaparvan, Sāṃkh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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