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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와이따 베단따의 가상 담론:

기만에서 유희로

박효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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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가상에서의 가상 유희.

요약문 [주요어: 가상, 가상 담론, 기만, 가상성 알기, 의미화의 무의미화,

가상 유희]

인도철학에서 아드와이따 베단따(이하 ‘베단따’로 부름) 학파는 환술

(māyā), 무지(avidyā), 거짓(mithyā) 등 가상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통해 ‘실재라고도 비실재라고도 말할 수 없는’ 가상을 설정함으로써 가

히 가상 담론의 챔피언이라고 불릴 만하다. 이 학파에서 세계에 가상성

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의 실재성’을 부정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비실재성’을 부정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베단따의 가상 담론은 기본적으로 기만의 담론이지만 그 가상은 기

만의 담론을 넘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마저 수행한다. 실제로 해

탈과 관련하여 실상인 브라흐만이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데 비해 가상인

무지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베단따에서는 파기의 대상인 무

지에 대해 아는 것 즉 가상성 알기를 통해 ‘가상에서 가상이 가상을 없

앤다’는 논리로 나아갈 수 있다.

베단따의 가상성 알기란 가치론적으로 말하자면 ‘의미화의 무의미화’

이다. 이는 세계가 의미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아는 것과 그렇게

의미화한 세계가 무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아는 것으로 이루어진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베단따의 전통적인 방법인 ‘덧놓기와

걷어내기’(adhyāropa-apavāda)라는 것과 정확하게 대응한다. 결국 베단

따의 가상성 알기는 인식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의도적인 가상 유희이

다. 이 유희는 가상의 현실을 재현함으로써 실상의 결과를 낳는 것으로

서, 세계를 무대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경이로운 인간의 유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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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베단따, 가상 담론의 챔피언

인도 정통철학의 정수인 아드와이따 베단따(Advaita Vedānta,

이하 ‘베단따’로 줄여 부름)는 우빠니샤드(베단따)를 최고의 경전

으로 삼기 때문에 ‘베단따주의’(Vedānta-vāda)라고 불리고 우빠니

샤드의 브라흐만을 최고의 실재로 삼기 때문에 ‘브라흐만주의’(Br

ahma-vāda)라고 불린다. 또한 이 학파는 오직 브라흐만 그 자체

인 아뜨만을 참된 자아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아뜨만 일원론’(aikā

tmya-vāda)으로서 ‘비이원론’(Advaita-vāda)이라고 불린다. 더 나

아가 이 학파는 ‘환술론·환영론’(māyā-vāda)이라고도 불리는데,

바로 이 명칭의 적합성을 둘러싸고 인도철학계에 상당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환술·환영’을 뜻하는 ‘māyā’라는 말은 베단따에서 순수의식으

로서의 실재인 브라흐만·아뜨만(Brahman, Ātman)과 현상인 세계

(jagat)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즉 유일무이(eka

m-eva-advitīya)한 일자(一者)로부터 차이와 다양성을 가진 다자

(多者)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 말

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들로는 ‘avidyā, ajñāna’(무지), ‘adhyā

sa’(덧놓음, 假託), ‘mithyā’(거짓) 등이 있다.

우선 ‘māyā’라는 말은 대개 베다와 우빠니샤드 문헌에서 ‘창조

의 불가사의한 힘(의지), 속이는 힘, 환영의 현상세계’를 가리키는

데 쓰인다.1) 베단따에서도 이 말은 주로 세계를 창조하는 물질적

* 경북대학교 강사. anavrtti@hanmail.net

1) O’neil(1980) pp. 29-39, Islam(1988) pp. 45-46 참조. 우빠니샤드에서

‘māyā’의 용례로는, BṛU, 2.5.19를 보시오: “인드라는 환술들을 통해

무수한 형태를 취한다.”(indro māyābhiḥ pururūpa īyate). ‘māyā’는

동사어근 ‘√mā’(재다)에 접미사 ‘ya’가 결합된 형태라고 한다. 어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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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인 ‘환술(마술)’이나 그 결과인 ‘실재하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

는 데 사용된다.2) 특히 환술의 의미로서는, 불이 그 자체로 ‘태우

는 힘’을 가지듯이 신(īśvara) 자신이 내재적으로 가지는 창조적인

힘(śakti)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미현현자’라는 이름을 가지는 환술은 궁극적 신의 내재력(잠재력)

이다. 환술은 시초가 없는 무지이고 3구나로 이루어진 것이며 [자체의

결과물에 대해] 지고한 것이고 오직 현명한 자에 의해 결과물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것이다. 환술로부터 이 모든 세계가 초래된다.3)

그리고 이 환술은 차이와 다양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기에 기

만이나 환영의 의미를 내포한다. 또 원인의 속성이 결과의 속성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환술이 가지는 그러한 특성은 창조된 이 현

상적 세계에도 그대로 전해지므로, 세계 역시 기만이나 환영과 같

은 특성을 가진다. 요컨대 마치 수수께끼와도 같은 이 베단따의

‘māyā’는 실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조작하는 것’이거나 ‘조작

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지시하는 말처럼 보인다.

‘무지’를 뜻하는 ‘avidyā’ 또는 ‘ajñāna’라는 말은 일차적으로 인

식론적인 오류로서 지식의 결여가 아니라 거짓된 지식을 가리킨

다. 이런 점에서 무지는 상위 지식이 아닌 ‘하위 지식’(aparā vidy

ā)이고 실재적인 것이 아닌 ‘경험적인 것’(vyāvahārika)이며 사물

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에 의존’(puruṣatantra)하는 것이다. 밧줄을

뱀으로 또는 자개를 은으로 잘못 인식하는 데서 보듯이, 무지는

이 말은 ‘대상들을 재고 제한하는 것’(mīyante paricchidyante anayā

padārthāḥ)이다.

2) Narain(2003) p. 203 참조. ‘māyā’가 세계의 물질적 원인을 지시할 때

베단따에서는 다음과 같은 14개 용어들을 대체로 유의어로 간주한다:

‘nāmarūpa’, ‘avyākṛta’, ‘avidyā’, ‘prakṛti’, ‘agrahaṇa’, ‘avyakta’, ‘tamas’,

‘kāraṇa’, ‘laya’, ‘śakti’, ‘mahāsupti’, ‘nidrā’, ‘akṣara’, ‘ākāśa’. PP, pp.

173-174 참조.

3) VC,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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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에 실재가 아닌 것이 덧놓인 상황을 가리킨다. 그래서 샹까라

(Śaṅkara, 700-750년경)는 “이와 같이 특징지어지는 이 덧놓음을

학자들은 ‘무지’로 간주한다.”4)라며 ‘덧놓음’을 무지와 동일시한다.

하지만 샹까라조차도 ‘avidyā’를 세계 창조의 원물질 또는 물질적

원인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듯이, ‘avidyā, ajñāna’는 후대 베

단따에서 ‘māyā’와 함께 존재론적 의미로도 많이 쓰이게 된다.

그렇다면 ‘속임수’ 등의 뜻을 가진 ‘māyā’와 ‘착오’ 등의 뜻을 가

진 ‘avidyā·ajñāna’의 관계는 어떠한가? 전자는 처음에 신비적 힘

을 뜻하다가 그 의미가 우주론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베단따에서

인식론적 차원으로 확대됨으로써 후자와 동일시된다.5) 반면에 후

자는 거짓된 앎을 뜻하다가 점차 후대 베단따에서 존재론적·우주

론적 차원으로 확대됨으로써 전자와 동일시된다. 결국 베단따 내

에서도 양자를 구분하려는 시도가 없지는 않았지만 주된 견해는

양자를 동일시하는 것이다.6) 다만 양자의 본질적 동일성을 전제

한 채로 양자를 구분하자면, ‘māyā’는 대우주적 측면에서 순수의

식의 한정자(upādhi)로 신을 낳고 ‘avidyā, ajñāna’는 소우주적 측

면에서 순수의식의 한정자로 개별자아(jīva)를 낳는다. 그리고 대

체적으로 전자는 실재를 다른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산출력

(vikṣepa-śakti)과 더 많이 관련되고, 후자는 실재를 감추는 역할

을 하는 은폐력(āvaraṇa-śakti)과 더 많이 관련된다.7) 따라서 베

단따의 ‘환술·무지’라는 것은 유일무이한 실재의 곁에서 제2자의

역할을 하면서 실재를 가리고 비실재를 드러내는 ‘기만과 간계의

원리’라고 부를 만하다.

마지막으로 ‘mithyā’라는 말은, 환술·무지가 현상적 세계의 발생

4) BSBh, 서문.

5) Bhatt(1994) p. 111 참조.

6) Veezhinathan(1994) pp. 75-83 참조. ‘māyā’와 ‘avidyā, ajñāna’를

동일시하는 예시로는, SŚ, 3.86; 3.94; 3.99 등을 보시오. 참고로 SŚ 3장의

상당 부분은 이 두 용어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바쳐진다.

7) Narain(2003) pp. 206-2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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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다면, 현상적 세계의 특징과 관련된다. 베단따 철학의

핵심어는 ‘브라흐만·아뜨만’과 ‘환술·무지’라는 두 가지이다. 즉 ‘실

재’와 ‘비실재’라는 두 가지가 핵심어이지 않고 ‘실재’와 ‘현상’이라

는 두 가지가 핵심어라는 것이다.8) 실재는 지양되지 않는 것이고,

비실재는 ‘토끼의 뿔’처럼 어떤 식으로든 경험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현상이란 현재로서는 경험되지만 마지막에는 지양되는 것

이다.9) 바로 이 현상이 가지는 특징을 베단따에서는 ‘mithyā’라는

말을 통해 드러낸다. 일상에서 ‘거짓’이라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을 부정하는 데 사용되듯이, 베단따에서도 “이러한 다섯의 덮개

들은 ‘거짓’이라고 부정되었습니다.”10)라는 표현처럼 경험적 관점

에서 실재인 줄 알았는데 실재적 관점에서 비실재로 밝혀지는 이

세계의 특징을 ‘거짓’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mithyā’라는 말은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mithyā-jñāna’(거짓된 지식)처럼 ‘부정’을

의미하지만11) 존재론적인 차원에서는 특별히 ‘경험적으로 실재이

지만 실재적으로 실재이지 않음’이라는 특징을 지시한다. 브라흐

8) 베단따에서는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실재’가 아닌 것을 다양하게

설정한다. 즉 반드시 실재를 포함한 채 존재론적 위계를 2-5단계로

나눈다. 2단계는 ‘실재, 비실재’, 3단계는 ‘실재적 존재, 경험적 존재,

허구적 존재’, 5단계는 ‘실재, 비실재, 실재 겸 비실재, 언설불가,

제5양상’이다.

9) Murti(1983) p. 95 참조. Murti는 베단따 철학의 핵심을

현상(appearance)으로 간주한다. 그는 또 베단따를 실재와 거짓이라는 두

차원에서 작동하는 철학이라고 본다. 같은 책, p. 92 참조.

10) VC, 214.

11) 바짜스빠띠 미슈라(Vācaspati Miśra)는 샹까라에 충실한 방식으로

‘mithyā’를 ‘부정·은폐’(apahnava)라는 인식론적인 의미로 풀이한다.

Bhāmatī, p. 7 참조. 반면에 빠드마빠다(Padmapāda)는 ‘mithyā’가

‘부정·은폐’(apahnava)와 ‘말할 수 없음’(anirvacanīyatā)이라는 2가지

뜻을 가진다고 한다. PP, p. 42 참조. 그래서 빠드마빠다는 샹까라가

‘adhyāsa’의 특징을 ‘mithyā’라고 하는 경우에 이를 ‘부정·은폐’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샹까라가 ‘mithyājñāna’(거짓된 지식)라는 말을 쓰는

경우에 이를 ‘mithyā’와 ‘ajñāna’로 분리하여 ‘말할 수 없는 무지’라고

해석한다. ‘말할 수 없는 무지’란 인식론적 개념이라기보다 물질적

원인을 가리키는 존재론적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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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아뜨만을 제외한 채로는, 대우주의 세계도 소우주의 개별자아

도, 환술도 무지도, 모두 그러한 특징을 가진 ‘거짓’에 지나지 않는

다.12)

일원론을 견지하는 베단따에서는 이와 같이 실재와 비실재 사

이에서 모호한 존재론적 위상을 가진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환

술·무지’나 ‘거짓’이라는 표현을 쓴다. 현상적 세계를 만드는 힘과

그 만들어진 세계는 ‘실재’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그것들이 실재

라면 일원론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들은 ‘비실재’라

고 말할 수 없다. 만약 그것들이 비실재라면 경험되지 않아야 하

는데 분명 경험되기 때문이다. ‘실재라고도 비실재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sadasad-anirvacanīya) 또는 ‘실재나 비실재와는 상이한

것’(sadasat-vilakṣaṇa)이 그것들의 꼬리표가 된 것은 아주 자연스

러운 논리적 귀결이다.13)

바로 이 지점에서 베단따는 그야말로 가상(假象, 假想) 담론의

챔피언이라고 할 만하다. 먼저 실상이 없으면 실상을 토대로 하는

가상 자체도 존재할 수 없듯이, 베단따에서는 실재와 가상이 두

가지 핵심어이고 가상은 실재에 일방적으로 의존한 채로 존재한

다. 브라흐만·아뜨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세계는 그렇지 않

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상의 경우에 그것이 실상처럼 존재하는지

12) 베단따에서 논의된 ‘mithyā’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뜻을 가진다: ①

실재도 비실재도 아닌 것, ② 절대적으로 부정되는 것, ③ 지식에 의해

파기되는 것, ④ 절대적 부정에 놓인 대립항, ⑤ 실재와는 구별되는 것.

Narain(2003) pp. 46-64 참조. Comans에 따르면

가우다빠다(Gauḍapāda)는 ‘mithyā’를 의미하는 ‘vaitathya’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가우다빠다에게는 환술도 거짓에 불과한데, 이는 창조된

세계가 거짓이라면 브라흐만과 함께 창조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환술도

거짓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Comans(2000) p. 26; 31 참조.

13) 예컨대 VC, 111을 보시오: “그것은 실재도 아니고 비실재도 아니며 그

둘을 특징으로 하지도 않는다. 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이 없는 것도

아니며 그 둘을 특징으로 하지도 않는다. 부분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부분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며 그 둘을 특징으로 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위대한 존재이고 언설불가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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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아무것도 아닌지 규정하기가 쉽지 않듯이, 베단따에서는

가상의 특징으로 ‘실재라고도 비실재라고도 말할 수 없음’을 내세

운다. 이에 관해서는 ‘가상(假想)현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가상현실이란 “효력 면에서는 실제적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사건이나 사물”14)을 가리키는데, 실제로 현실이 아니지만 현실과

같은 효력을 미치는 현실을 의미한다. 컴퓨터의 스위치를 모두 꺼

버리는 순간에 가상현실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지만 그 이전까지

현실적으로 꾸준히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다. 베단따에서도 환술·

무지와 이 세계는 실재가 아니지만 실재에 대한 깨우침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실재처럼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환술, 무지, 덧놓

음, 거짓’ 등의 용어들 각각은 그 자체로 가상성(假象性)을 함의하

면서 베단따의 구체적인 논의 주제로 광범위하게 다루어진다. 또

한 베단따의 담론 전체마저 언어의 한계에 갇힌 것으로서, 언어

초월적인 실재에 덧놓인 가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15)

베단따에서 환술·무지는 그 자체로 ‘가상적 힘’이요, 이 힘에 의

해 만들어진 현상은 ‘가상적 세계’16)이다. 이 모든 것들은 ‘거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힘’과 ‘세계’ 앞에 ‘가상적’이라는 말은 더욱 잘

어울린다. 가상이란 글자 그대로 ‘거짓 현상’이기도 하기에, 베단

따의 ‘거짓’이라는 개념은 실재가 아닌 모든 것들에 ‘가상’이라는

말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한다. 그리하여 이처럼 복잡 미묘

한 베단따의 가상 담론은 그 실재에 관한 이야기와 별도로 인도

철학사에서 매우 독특한 위상을 차지한다. 또한 실재에 관한 단순

한 이야기와 달리 창조적이고 확산적인 담론의 가능성을 열어 놓

는다.

14) 마이클 하임(1997) p. 180.

15) BSBh의 서문에서는 “지각 등의 지식수단들이나 성전들은 무지에

속하는 영역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베단따의 모든

담론마저도 무지 또는 덧놓음의 영역에 속할 뿐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16) 이후부터 ‘가상적 세계’라는 말은 소우주에 해당하는 ‘가상적 개별자아’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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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상에 대한 오해와 이해

‘환술론·환영론’이라고 불린 베단따 사상에 대한 오해는 베단따

의 가상 담론에 대한 오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베단따의 ‘환술

론·환영론’에 대한 다른 학파들의 비판은 베단따가 세계의 실재성

을 부정함으로써 현실 세계의 가치와 의의를 평가절하하고 변화

와 역동성을 거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이다.17) ‘환술,

무지, 덧놓음, 거짓’ 등의 용어들이 공통적으로 가상성을 지시한다

고 받아들인다면, 베단따에 대한 그러한 비판은 용어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상의 문제이다. 예컨대 샹까라는 ‘환술·환영’이라는 용

어를 그다지 잘 쓰지 않으므로 ‘환술론·환영론’에 대한 비판으로부

터 면죄부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용어와 상관없이 그

의 체계는 내용상 가상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또

한 베단따의 입장에서 ‘māyāvāda’가 실제로는 세계가 환영이라는

이론이 아니라 ‘환술이 [실재라고도 비실재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론’(māyā-anirvacanīya-vāda)18)이라고 해서 타 학파

의 비판을 피할 수 있지는 않다. 용어와 상관없이 타 학파에서는

내용적으로 베단따의 가상에 관한 논의를 문제 삼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베단따 철학의 가상 담론에 대한 타 학파의 비판

은 정당한 것일까? 베단따는 과연 초월적인 아뜨만의 유일성에

17) “전 세계를 환상으로 간주하는 체계적인 경멸 방식”이 베단따의

환술론·환영론에 대한 전형적인 비판 가운데 하나이다. 하인리히

짐머(1992) p. 26 참조.

18) Hacker의 문헌학적 성과에 의해 밝혀졌듯이, 샹까라와 그의 두 제자인

수레슈와라(Sureśvara)와 또따까(Toṭaka) 3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베단따 학자들은 ‘māyā’나 ‘avidyā’를 ‘말할 수 없는 것’(언설불가한

것)이라고 표현한다. Hacker(1995) p. 65 참조. 샹까라의 경우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 ‘nāmarūpa’(명칭과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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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기 위해 이 세계의 현실성을 희생시킨 것일까? 이에 대해

서는 먼저 베단따 철학이 유아론·독아론(Solipsism)이 아닌 것만

큼은 분명하다고 대답할 수 있다. 브라흐만·아뜨만만이 실재이지

만, 신에 의한 세계의 창조를 말하고 경험적 관점에서 세계의 실

재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단따 철학은 실재론이 아니

지만 실재론을 철저하게 부정하지는 않고, 경험론이 아니지만 이

세계가 경험의 토대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19)

이러한 견지에서 행위대상, 행위주체 등의 차이에 대한 경험작용은,

‘그것이 너이다.’라는 아뜨만의 유일성에 대한 교훈을 이해하기 이전까

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반면에 아뜨만의 유일성이 이해된 경우에는

실로 속박, 해탈 등의 모든 경험작용이 종결될 것이다.20)

여기서 샹까라는 실재(아뜨만)의 유일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

이전과 이후를 확실하게 구분한다. 그 지식 이전에는 세계에서 경

험되는 모든 것들이 긍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부정된다. 그러니 베

단따 식의 어법을 적용하자면, 베단따 철학은 실재론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실재론도 아니고, 경험론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경험

론도 아니다.

19) Matilal은 샹까라가 실재론을 철저하게 거부하지 않은 반면에

실재론자의 세계에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서 궁극적인 진리가 다양성에

관한 실재론자의 견해를 초월한다는 것을 주장한다고 말한다.

Matilal(2002) p. 422 참조. 그리고 Arapura는 환술론·환영론을 추종하는

이들이 세계의 실재성을 강하게 긍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경험론자들에게 꿈보다 생시가 경험의 토대이듯이 베단따 학자들에게는

뱀보다 밧줄이 경험의 토대라고 하면서, 후자는 전자가 원하는 그곳까지

도달한다고 덧붙인다. Arapura(1986a) p. 26 참조. 한편 Sinha와 같은

학자는 베단따를 인식론적으로 ‘선험적 주관주의’에, 형이상학적으로

‘실존주의’에, 경험 비판적인 측면에서 ‘현상학’에 가깝다고 말한다.

Sinha(1983) p. 152 참조. 이와 같이 서구의 철학 사조를 통해 베단따

철학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나마 몇몇의 평가는

베단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던져주기도 한다.

20) BSBh,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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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단따의 가상 담론은 전적으로 바로 이러한 이중적인 관점 즉

‘경험적 관점’(지식 이전)과 ‘실재적 관점’(지식 이후)에 따라 성립

하면서,21) 한편으로 비판에 더 쉽게 노출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으로 비판을 더 잘 견디기도 한다. 예를 들어 쁘라까샤뜨만(Prakā

śātman, 1200년경)이 세계를 ‘무지(환술)의 전변(pariṇāma, 轉變)’

이요 ‘브라흐만의 가현(vivarta, 假現)’이라고 확립하는 경우에

도,22) 경험적 관점에서 전변의 원인이 무지이고 실재적 관점에서

가현의 원인이 브라흐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는 ‘가현 또는

가상’인 동시에 ‘전변 또는 실재적인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판도

비판에 대한 반박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다.23) 결론적으로

베단따의 가상 담론이 세계의 실재성을 완전히 부정한다고 단언

하기는 힘들다. 다만 실재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세계의 실재성

이 부정된다는 점만큼은 베단따도 결코 방어해내지 못한다.

베단따에서 세계에 가상성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의 실재성’을

부정하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세계의 비실재성’을 부정하기 위해

서이기도 하다. 베단따에서 환술은 3가지로 알려지는데, 계시서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공’(tucchā, 空)이고 추리를 따르는 사람에게

는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보통 사람들에게는 ‘실재적인 것’(vāstav

ī)이라고 한다. 즉 환술은 논리적인 관점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일상적인 관점에서 경험되는 것이다.24) 이 경우에 ‘환술’이라는 말

을 ‘세계’라는 말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우선 논리적 관점

21) ‘경험적 관점’과 ‘실재적 관점’이라는 말은 ‘실재론’, ‘경험론’이라는

용어와 완전히 무관하다. 이 두 가지 관점은 각각 ‘무지의 관점’과

‘지식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편이 좋다.

22) 쁘라까샤뜨만의 이러한 견해는 베단따의 표준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23) 비판에 대한 반박이 쉬운 것은, 베단따의 대립이항들인 다자와 일자,

차이와 무차이, 현상과 실재, 무지와 지식, 속박과 해탈 등에서 앞의

항을 ‘경험적으로’ 긍정하면서도 ‘실재적으로’ 뒤의 항만을 긍정함으로써

논리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24) Pañ, 6.130; 6.128 참조.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가상 담론 ∙ 171

에서 ‘세계가 실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실재가 유일무이하다

는 점을 지시하고, ‘세계가 공(비실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실재 이외의 모든 것이 비실재는 아닌 채로 존재한다는 점을 지

시한다. 따라서 논리적인 관점에서 이 세계란 적어도 비실재는 아

니다. 게다가 적어도 세계가 비실재는 아니어야만 일상적 관점도

타당할 수 있다. 세계(개별자아)는 본질적으로 브라흐만(아뜨만)

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재에 대한 앎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이

세계가 결코 비실재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이 세계가 결코

경험될 수 없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계가 일상적인 관

점에서 실재적인 것이고 경험되는 것이라는 말은, ‘무지의 관점’에

대한 비난이나 폄하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비실재성을 부정하기

위한 어법이기도 하다.25)

사실 현상으로부터 실재를 향해 복귀하고자 하는 베단따의 사

유체계가 논리적으로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할 수는 있

다.26) 특히 가상과 관련해서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모호한 개

념은 논리적 난점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실로 생각할 수 없는 대상들에 관해서는 추리가 적용되지 않아

야 한다.”27)라는 말처럼, 베단따의 가상 담론을 논리적 측면에서

재단하기보다는 실천적이고 수행론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일 필요

도 있다. 그 경우에는 세계의 가상성이 인간 경험의 현실을 인정

하면서도 현실 너머의 해탈을 이루기 위한 장치로 이해될 수 있

25) 샹까라는 BSBh의 서론에서 ‘덧놓음’이나 ‘무지’에 의해 야기된 이 세계의

경험작용이 매우 자연스러운(naisargika)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가

서론에서 경험의 자연스러움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경험적 세계가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이며 그 조건을 잘 들여다봄으로써 세계와 인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이다.

26) Indich(1980) p. 122 참조. 그는 베단따에서 실재와 현상을 이분화한 뒤에

후자로부터 전자로 되돌아오기 위한 시도를 보여주는데 이 시도가

체계적인 교훈이자 영적인 교화이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 확실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27) Pañ, 6.150.



172 ∙ 印度哲學 제41집

을지도 모른다.

단적으로 말해 베단따에서는 세계가 가상이어야만 살아 있으면

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생해탈(jīvanmukti)이 가능하다. 베단따에서

해탈은 ‘무지의 파기’(avidyā-nivṛtti) 또는 ‘지식의 발생’과 거의

동시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무지가 파기되거나 지식이 발생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사태로서 외적인 세계의 소멸과

는 상관없이 해탈로 이어진다. 따라서 생해탈을 옹호하는 경우에

는 외적인 세계를 어떤 식으로든 실재가 아닌 것으로 규정해야만

아뜨만이라는 실재 그 자체로서 독존(kaivalya, 獨存)하는 것이 가

능하다. 반면에 사해탈(videhamukti)을 최종적인 것으로 옹호하는

경우에는 내적인 세계의 지양 이후에 외적인 세계의 소멸(죽음)과

함께 해탈이 완료되므로 세계의 실재성을 부정할 필요가 전혀 없

다.

궁극적 아뜨만이 남는다는 것은 또한 그것의 실재성을 확정하는 것

일 뿐 세계에 대해 지각하지 못함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해탈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28)

만약 세계가 실재라면 궁극적 아뜨만만이 남는 것은 불가능하

고, 만약 세계가 비실재라면 세계에 대한 지각이 불가능할 것이

다. 세계는 실재라고도 말할 수 없고 비실재라고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뜨만만이 남는 것이 가능하고 세계에 대한 지각이 가능

하다. 즉 세계가 가상이기 때문에 생해탈이 가능하다. 결국 세계

가 소멸되지 않은 채로 실재에 머무르는 해탈이 가능하려면 인식

론적으로 세계에 대한 위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세계의 가상성

은 이처럼 수행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실천적인 장치

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28) Pañ,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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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만으로서의 가상과 그 너머

베단따의 가상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만이고, 이 기만은

베단따에서 대개 부정의 대상인 것으로 즉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환술’이라는 말은 정치적 영역에서 기만, 술책,

환상의 제시, 사기, 협잡, 주술, 외교술을 뜻하듯이29) 기만 그 자

체이고, ‘무지’라는 말은 허위적 지식, 허위적 관념, 착오, 혼동, 그

릇된 관념 등과 유의어이다. 오류와 거의 다르지 않은 ‘거짓’이라

는 말은, 하위 학파인 바마띠(Bhāmatī)와 비바라나(Vivaraṇa)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실재를 은폐하는 의미로 쓰이는

편이다.30) 이와 같이 가상적 힘은 그 자체가 기만이고 가상적 세

계는 기만에 의해 창조된 결과이므로, 원인과 결과 모두 기만을

본질로 하고 지식에 의해 파기되어야 하는 운명이다.

가상이 기만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기원이 인식론적인 오류에

있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밧줄을 뱀으로 잘못 지각하는 것처럼

일상에서는 지각의 오류가 종종 발생한다. 베단따에서는 바로 이

러한 일상의 인식론적 오류를 세계 전체에 유비적으로 대응시킴

으로써 세계 자체를 기만으로 간주하게 된다.

단지 사물에 대한 진술일 경우에도, ‘이것은 밧줄일 뿐, 이것은 뱀이

아니다.’라는 등에서 착오에 의해 발생한 [뱀에 대한] 두려움이 파기됨

으로써 유용함이 알려지고,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윤회를 하지 않는

아뜨만’이라는 사물에 대한 진술에 의해 ‘윤회하는 자’라는 착오가 파

29) 하인리히 짐머(1992) pp. 132-133 참조.

30) Roodurmun(2002) p. 116 참조. 또한 각주 11번을 보시오. 두 하위

학파의 수장들은 ‘거짓’이라는 말이 ‘부정·은폐’를 뜻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한다.



174 ∙ 印度哲學 제41집

기됨으로써 유용함이 있지 않겠는가?31)

이와 같이 ‘밧줄과 뱀의 착오’와 ‘아뜨만과 윤회하는 자의 착오’

라는 것은 오류의 발생과 관계하는 유비이다. 마찬가지로 오류의

소멸과 관계하는 유비도 가능하다. 즉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있음

으로써 밧줄을 밧줄로 참되게 지각할 수 있듯이, 오류 자체인 세

계도 지식으로써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게다가 밧줄

과 뱀의 오류에서 뱀이라는 오류 지각은, 그 지각이 존재하는 것

이라면 오류일 수가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알려질 수가

없다. 따라서 오류 지각이 ‘말할 수 없는 것’이듯이32) 기만으로서

의 세계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베단따의 가상

담론에는 존재론적인 차원보다 인식론적인 차원이 관여하고 있는

셈이다.

베단따는 기만된 지금 여기의 현실을 가상으로 표현한다. 세계

의 가상성은 인식론적 결함에 의해 발생하며 그 결함이 사라지면

가상성도 사라진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 베단따는, ‘가상(기만)에

대한 인식, 그 인식의 취소, 교정의 발생’33)이라는 인식론적 3단계

를 해탈의 방법으로 차용한다. 가상이나 기만은 세계의 본질인 실

재를 가림으로써 실재와 유사 실재의 혼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혼동을 인식하고 그것을 제거해야만 교정된 인식이 생긴다는 것

이다.

가상 담론은 기본적으로 기만의 담론이다. 우빠니샤드에 등장

하는 ‘존재의 존재 또는 진리의 진리’(satyasya satya)라는 표현을

빌리자면,34)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영역인 가상 담론 또는 기만

31) BSBh, 1.1.4.

32) 이를 ‘말할 수 없는 것으로서의 오류’(anirvacanīya-khyāti)라고 부른다.

이 이론의 기원은 ‘언어로서의 브라흐만’(śabda Brahman)을 주창하는

문법학자들에게 있으며, 베단따에서는 만다나 미슈라(Maṇḍana Miśra,

8세기경)가 이론적 토대를 최초로 정립하였다.

33) Gupta(1998) p. 8 참조.

34) BṛU, 2.3.6: “이제 그러므로 [브라흐만에 대한] 지시입니다: 이러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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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담론은 ‘진리’에 해당하고, 언어 초월적인 브라흐만 자체는 ‘진

리의 진리’에 해당한다. 아라뿌라(J. G. Arapura)의 표현을 빌리자

면, 가상 담론은 브라흐만을 위한 예비 담론이다. 그는 환술·환영

이 그 자체의 비존재성과 브라흐만의 존재성이 말해질 수 있도록

이 세계를 예비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35) 그는 또 환

술·환영이 그 자체로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단지 브라흐만에 관

한 왜곡된 그림을 전해줄 뿐이라고 말한다.36) 결국 아라뿌라는,

가상 담론이 기만(왜곡)의 담론이라는 것을 인정하되 브라흐만을

예비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진단하

는 듯하다. 과연 베단따의 가상은 오직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역할

만 하다가 지식에 의해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 아니면, 가상은 그

기만이라는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그 기만을 넘어 다른 어떤 역할

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Ⅳ. 가상성 알기: 의미화의 무의미화

가상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을 넘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다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 베단따와

같은 신비주의 사상에서 가상이 가상이라는 것은 오직 가상에서

만 알려질 수 있고, 그 가상이 파기되는 것도 오직 가상에서만 가

아니고 그러한 것도 아니다(네띠 네띠). 왜냐하면 ‘이러한 것도

아니다’라는 이것보다 더 지고한 다른 [지시는(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의] 명칭 자체입니다: 진리의 진리. 실로 생기들은 진리입니다.

이것들의 진리가 그것(브라흐만)입니다.”

35) Arapura(1986a) p. 37 참조. 그는 환술·환영이 지속되는 한 세계가

지속될 것이고, 브라흐만이 말해질 수 있는 한 환술·환영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36) Arapura(1986b) p. 87 참조.



176 ∙ 印度哲學 제41집

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베단따 학자들이 “수단은 비록 [그 자체가]

거짓일지라도 목표의 진실성으로 말미암아 실로 진실할지도 모른

다.”, “허위인 수단에 의거하여 수단을 초월한 [아뜨만을] 얻는다

.”37)라고 말하는 데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샹까라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만약 명칭과 형태가 전개되지 않는다면, 그 경우에 이 아뜨만의 본

질인 ‘절대성’ 즉 ‘지식 자체라고 불리는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 반대로 신체, 기관의 상태로 명칭과 형태가 전개된다면, 그 경우에

아뜨만의 본질이 알려질 것이다.38)

무지의 세계 그 자체인 명칭과 형태가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는 아뜨만(브라흐만)이 결코 알려질 수 없다. 비록 브라흐만이 세

계의 토대이자 본질일지라도 세계가 드러나 있어야만 그 세계를

통해 브라흐만 자체가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베단

따의 수행론이나 구원론에서 가상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장치일

수 있다는 것은 가상이 그 논리적인 난점을 상쇄할 수 있고 또 기

만의 담론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단적으로 말해 베단따에서 ‘가상이 가상이라는 점을 가상에서

알아야 한다는 것’은 가상 그 자체가 해탈을 얻는 데 실질적인 장

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베단따에서는 브라흐만에 대한 지

식의 발생과 무지의 파기를 동시적인 작용으로 간주하는데, 이 경

우에 브라흐만뿐만 아니라 무지도 앎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무

지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무지에 대해 아는 것이 필연적으로 선행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브라흐만이 그 어떤 대상성도 가지

지 않은 순수의식인 까닭에 그것에 대한 앎이 해탈을 이루는 데

37) 각각 BhGBh, 18.66과 NS, 3.104를 보시오. Indich는 “마치 꿈속의

가해자가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끔 하듯이, 아드와이따 학자들은

환영적인 경험이 그 자체를 초월하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라고

말한다. Indich(1980) p. 121 참조.

38) BṛUBh, 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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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인’ 역할을 한다면, 무지는 모든 대상적 세계와 관계하는

까닭에 그것에 대한 앎은 해탈을 이루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

다. 다시 말해 브라흐만은 해탈의 출발점과 도착점으로서 상징적

인 역할을 할 뿐이지만,39) 무지는 해탈의 전체 과정에서 속박과

해탈이라는 실제적 사건을 작동시키면서 ‘자기 파기’를 목표로 실

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무지가 해탈을 위한 실질적인 장치

라면 가상 또한 그러한 장치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40)

무지에 대해 안다는 것은 무지의 본질, 대상, 작동방식, 결과물

등등을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지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무지에 대해 즉 세계의 가상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아는 것이 필

요하다. 가상성에 대한 이러한 앎은, 예컨대 구름(가상)이 해(실

상)를 가리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서, 현상적 세

계에 대한 모든 경험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깨우치는 것이기도 하

다.

39) 브라흐만에 대해 듣지 않으면 해탈의 열망을 가지는 것조차

불가능하기에 브라흐만은 해탈의 출발점이다.

40) Pañ, 6.233-234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등장한다: “[의문:] 속박과

해탈을 다루기 위해서는 아뜨만의 다수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답변:]

아니다. 왜냐하면 환술이 [속박과 해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문:] ‘이루기 어려운 것을 이루는 [환술’이 해탈을] 이룬다는 것은,

[계시서와] 모순적임을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답변:] 실로 계시서는

속박과 해탈이 실재적인 것이라고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환술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이루기 어려운 것을 [이룸]’(durghaṭatva, Pañ, 6.135

참조)인데, 이는 환술이 실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가상적

세계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러한 환술이 지식의

영역인 해탈을 다루거나 이룬다고 언급하는 것은 계시서와 모순될

뿐이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계시서는 무지에 불과한 환술이

속박을 낳고 지식이 해탈을 낳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박과

해탈이 모두 실재적인 것이 아니라면, 환술이 해탈을 다루거나 이룬다고

언급하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 결론적으로 해탈의 과정이

환술·무지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주장을 펼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환술·무지 등 가상 그 자체가 결코

불가능할 것 같은 해탈을 가능하게끔 하는 실질적인 동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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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뜨만은 무지에 의해 제한된 듯하지만 그것(무지)이 소멸되는 경

우에는 단독으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아뜨만은 자체적으로 빛나기

때문이다. 구름이 사라질 때의 태양과 같다.41)

애욕, 혐오 등으로 가득한 윤회세계는 실로 꿈과 유사하다. 그 자체

의 시간에는 존재하는 듯이 나타나지만, 깨우침이 있는 경우에는 존재

하지 않게 될 것이다.42)

윤회세계로서의 경험 세계는 그저 인간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

라서 잘못 의미화해 놓은 경험적 영역을 경유하면서 그 자체를

무의미화해야만 실재적 영역에서 ‘절대 의미’(브라흐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도달할 수 있다. 결국 가상성을 아는 것이 가상을

제거하므로 ‘가상에서 가상이 가상을 없앤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43)

그렇다면 가상성을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가? 일단 그것은 인식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미 언급한 바대로

‘가상에 대한 인식, 그 인식의 취소, 교정의 발생’이라는 과정과 결

코 다르지 않다. 그런데 베단따의 사유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브라흐만을 향한 가치론적인 상승 과정을 제시하는 이상, 인식론

적으로 태도 변경이 발생하는 과정은 가치론적인 과정이라고 이

해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연관에서 가상성 알기란, 첫째 ‘세계가

의미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아는 것’(가상에 대한 인식)이고,

둘째 ‘그렇게 의미화한 세계가 무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아

는 것’(그 인식의 취소)이다. 이러한 두 가지는 논리적으로 선명하

게 분리되지만 베단따의 실제 문헌들에서는 거의 분리되지 않은

41) AB, 4

42) AB, 6.

43) ‘가상이 가상을 없앤다’는 논리는 ‘고통스러운 것이 고통스러운 것을

없앤다’ 또는 ‘뾰족한 바늘이 뾰족한 가시를 빼낸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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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된다.

의미화한 세계를 무의미화해야 한다는 베단따의 논리는 환술,

무지, 덧놓음, 거짓, 착각, 착오 등 가상과 관련된 용어로부터 쉽게

확인된다. 경험적 세계가 무지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 인간의

지식이나 관념이 거짓(mithy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자기 자신

에 대한 가정이 모두 잘못된 가정이라는 것 등은 어느 문헌들에

서나 발견되는 핵심 가르침들이다.44) 샹까라가 “사물의 진정한 본

질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성에 의존하지 않는다.”45)라고 하면서

‘사람에 의존적인 것’(puruṣa-tantra)인 행위와 ‘사물에 의존적인

것’(vastu-tantra)인 지식을 나누고 또 전자의 상대성을 지적하는

것도, 주관과 대상,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지는 경험적 세계의 의

미화 과정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베단따에서

계시서 또는 성전의 가르침과 대비하여 인간 지성의 상대성과 한

계를 지적하는 것도, 개별자아가 의미화하는 세계에 갇혀 있는 동

안에 결코 해탈에 대한 전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도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의미화의 무의미화는 가상성의 이중적인 특징을 알아차림

으로써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즉 가상을 낳는 환술이나 무지가

한 측면에서는 경외의 대상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반성의 대상

이 됨으로써 실상인 해탈을 향한 열망이 강화될 수 있다. 환술·무

지는 ‘의심스러운 것’(codya)인 동시에 ‘경이로운 것’(vismaya)이

다.46) 당연하게도 환술·무지는 파기되어야 하는 기만으로서 의심

스러운 것이고, 베다 문헌부터 종종 묘사되듯이 본질적으로 경이

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 경이로움은 가상적 세계에서 확인되는데,

44) ‘의미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샹까라의 개념인

자기가정(abhimāna)이다. 자기가정이란 아뜨만이 아닌 것들을 자기

자신이라고 잘못 가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자기가정은 ‘거짓된

지식, 거짓된 관념, 덧놓음, 무지’ 등과 특별히 다른 말이 아니다.

45) BSBh, 1.1.2.

46) Pañ, 6.139 참조. ‘codya’라는 말은 본디 ‘의심’의 뜻과 ‘경이’의 뜻을 모두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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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궁에서의 작디작은 알 덩어리 하나가 인간이라는 완

전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환술·무지의 경이로운 마술(indrajāla)

에 다름 아니다.47) 바로 이처럼 가상적 힘이 가진 거대한 힘을 확

인하고 또 그 힘에 압도됨으로써 개별자아는 스스로 의미화해 놓

은 한계상황을 자각한 채로 무의미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또

한 의미화의 무의미화는 가상성에 대한 경외뿐만이 아니라 가상

성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도 촉진되는데, 예를 들어 샹까라는 다음

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 경우에 먼저 해탈과 관계하는 열망은 ‘변형의 영역에 속하는 권

능’이 무상하다는 것에 대한 반성 등을 통해 야기되는데, 이는 신격 등

에게서마저 가능하다.48)

여기서는 신격이 가지는 권능(vibhūti)이 변형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 무상함을 반성함으로써 신격마저도 영원한 해탈을 열

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그럼에도 이 문장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의미는, 인간이든 신격이든 변형을 겪는 세계의 무상성, 생

성소멸, 무의미에 대해 반성적인 인식을 가진다면 해탈에 더욱 가

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가상성을 아는 것이란 가상성 그

자체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그 자체를 되돌아봄으로써 의

미화한 것들을 무의미화하는 과정이다.

Ⅴ. 가상에서의 가상 유희

가상(假象, appearance)에서 행해지는 ‘가상성 알기’라는 것은

47) Pañ, 6.147 참조.

48) BSBh,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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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가상 유희’(假想 遊戱, imaginary play)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는 인식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의도적인 유희이자 상상의 유희이

다. 이는 자기 구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탈을 위한 유희이

다. 베단따에 따르면 가상적 힘에 의해 가상적 세계가 만들어지므

로, 그 반대로 가상의 결과물을 통해 가상의 근원을 없앨 수 있다.

가상에서 사고의 구조물을 구성하고 해체하는 방식을 통해 가상

이 아닌 실상만을 남기는 이 과정은 마치 그림자놀이와 같은 유

희이다.

일반적으로 유희란 놀이, 축제, 스포츠 등에서 즐거움, 재미, 긴

장과 이완, 장난스러움, 자유로움, 비생산성, 허구성 등을 특징으

로 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인도사상에서 유희(līla)란 대개 신의 창

조 의지와 관련된 활동을 가리킨다. 그럼에도 그러한 활동과 별도

로 유희 자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이라는 말은 반박을 물리친다. 예컨대 ①이 세상에서 욕망

이 충족된 어떤 왕이나 왕의 수행원이 그 어떤 별도의 동기도 생각하

지 않은 채 놀이와 오락에서 단순히 유희로 이루어진 행위를 즐기듯

이, 또한 예컨대 그 어떤 외적인 동기도 생각하지 않고서 단지 자동적

으로 들숨과 날숨 등이 가능하듯이, 마찬가지로 신 또한 ②다른 그 어

떤 동기에도 의존하지 않은 채 단지 자동적으로 단순히 유희로 이루

어진 행위를 할 것이다. 실로 신의 다른 동기를 확정하는 것은 논리로

부터도 계시서로부터도 가능하지 않다. 또한 본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는 없다.

③비록 구체(球體)의 세계를 산출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거대

한 일로 보일지라도, 궁극적 신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유희일 뿐이다.

측정할 수 없는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만약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유희에마저 미묘한 어떤 동기가 있다고 추측한다면, 그럼에

도 이 경우에는 그 어떤 동기도 결코 추측할 수 없다. 욕망이 충족되

어 있다고 계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행위 없음’이나 ‘미친 행위’도

아니다. 창조가 계시되기 때문이고, 또 전지함이 계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④창조에 대한 그러한 계시는 실재적 영역이 아니다. [그러한

계시는] ‘무지에 의해 상상된 명칭과 형태’와 관계하는 경험작용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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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하기 때문이고, 또 브라흐만이 곧 아뜨만이라는 것을 제시하려

고 의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도 결코 망각되어서는 안 된다.49)

①과 ②를 두고 볼 때 샹까라가 말하는 유희는 욕망과 동기가

부재하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행위이다. 그리고 ④를

두고 볼 때 창조라는 것이 실재적 영역에서 일어나지 않듯이 유

희는 실재적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결국 유희는 결과를 고려치

않은 채로 욕망 없이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또 실재성을 가

져서는 안 되고 가상성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베단따의 과정 자체가 가상적인 차원에

서 이루어지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 과정에는

해탈을 향한 욕망이 개입되지만 오직 그 욕망에 대해서만큼은 면

죄부가 주어지므로50) 욕망 아닌 욕망이 작동한다. 따라서 해탈의

과정은 가상에서 벌어지는 욕망 없는 유희라고 할 만하다. 다만

세계를 창조하는 신의 유희는 자동적이지만, 해탈의 유희는 결코

자동적일 수가 없다. 해탈의 유희는 해탈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하고 누구나가 다 해탈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기 때문에51) 자동적

이라기보다 의도적일 뿐이다. 바로 이 의도성으로 말미암아 해탈

의 과정은 ‘가상적인’ 즉 ‘가정적으로 상정하는’ 유희일 수 있는 것

이다.

이 가상 유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베단따의 방법은 ‘덧놓

기와 걷어내기’(adhyāropa-apavāda)52)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초

49) BSBh, 2.1.33. 이 주석에 대응하는 수뜨라는 “하지만 세상에서처럼

[브라흐만의 창조는] 단순한 유희이다.”(lokavat tu līlākaivalyam)이다.

50) 대다수의 베단따 학자들은 일반적인 욕망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욕망만은 긍정적으로 본다. Framarin(2009) pp. 124-125

참조.

51) VC, 4의 “어쨌든 얻기 어려운 사람으로 태어난 데다 더더욱 남자로

태어나고 계시서에 대해 통달한 지식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의 해탈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을 죽이는 우둔한 자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천착함으로써 자신을 죽인다.”라는 언급은 해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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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적이고 언설불가인 실재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실재가 아닌 것을 실재에 의도적으로(거짓으로) 덧놓은 뒤에 그

덧놓은 것을 나중에 걷어내는(철회하는) 방법이다.53) 달리 말해,

의미화하는 것이 (의미) 덧놓기이고 무의미화하는 것이 (의미) 걷

어내기이기 때문에, 이는 의미화와 무의미화를 의도적인 유희로서

실행하는 방법이다.

비록 거짓된 형태가 한정자에 의해 야기될지라도, [실재가] 존재한

다는 것을 알기 위해, [그 형태를] 알려져야만 하는 [실재의] 특성인

듯이 생각(가상)함으로써 ‘모든 곳에 손과 발이 있고’라는 등을 말한

다. 실로 이와 같이, 계승된 전통에 정통한 이들은 “덧놓기와 걷어내

기를 통해 초현상적인 것이 표현된다.”라고 말한다.54)

덧놓기와 걷어내기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식으로 세계의 무의미를 또는 가상성을 깨우치도록 하

는 데 집중하는 장치이다. 건축물의 비유를 들자면, 임의적으로

의미의 건축물을 쌓아올린 뒤에 그것의 무의미함을 보여주기 위

해 다시 무너뜨리는 과정이다.

가상에서 가상을 세우고 허무는 것을 통해 실상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 의도적인 유희는 베단따의 정수(Vedānta-sāra)라는 문
헌에서 전체적으로 잘 묘사된다. 덧놓기를 통해서는 대우주적이고

소우주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순수의식(실재)에 원인적 신체(kāraṇ

52) 이 방법을 ‘가탁과 탈가탁’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번역어의 내포를

짐작하기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쉬운 우리말 번역을 사용한다. 이

방법의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번역으로는 ‘false attribution and

retraction’(거짓으로 귀속시키기와 철회하기)이라는 것이 꽤 적절해

보인다.

53) 이러한 의미에서 이 방법의 원형은 우빠니샤드의 ‘이러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도 아니다’(neti neti)이다. 또 이 방법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개념은 실재에 비실재를 덧놓는 인식론적 오류이자 밧줄을 뱀으로

오인하는 예시를 통해 잘 알려진 ‘덧놓음’이다.

54) BhGBh,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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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śarīra), 미시적 신체(sūkṣma-śarīra), 가시적 신체(sthūla-śarīr

a)를 덧놓는지 보여준다. 걷어내기를 통해서는 그렇게 덧놓은 것

들을 어떠한 함축(lakṣaṇā)과 지식을 통해 걷어낼 수 있는지 보여

준다.55) 하나의 교서 전체가 거의 이러한 내용으로 채워진 점을

감안하면 이 방법의 중요성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덧놓기와 걷어내기에서 덧놓기란 신의 창조적 유희와 유사하고

걷어내기란 신의 파괴적 유희와 유사하다. 그러니 어쩌면 이 방법

은 인간이 신의 유희를 재현하고자 하는 것과 같으며, 더 나아가

신이 되기 위한 인간 스스로의 제의와도 같다. 시작과 끝을 가진

채로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자기 구원의 제의 말이다. 신의 유희가

비슈누(Viṣṇu)와 쉬바(Śiva) 교파에서 가능한 것이라면, 인간의

유희는 무신론적 경향이 강한 베단따에서 가능한 것이다. 샹까라

는 앞의 ③에서 신의 창조가 우리 인간에게는 매우 거대한 일이

지만 신에게는 단순한 유희라고 말한다. 하지만 인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덧놓기와 걷어내기는 신의 유희와 다를 바가 없다. 왜

냐하면 이 가상 유희는 시간, 공간, 인과에 갇혀 한계를 가지는 인

간이 거대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마음과

생각이라는 수단을 통해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고 지우는 이

과정은, 인간이 신의 전지전능함을 재현하고 경험하는 것과 다르

지 않을 만큼 경이로운 유희이다.

베단따에서 이 가상 유희는 혼자만의 유희이지만 초기에는 대

체로 스승과 함께하는 유희이다. 또 가상의 가상성을 망각하지 않

아야 하므로 유희에 참여하되 결코 유희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 5

가지 덮개(pañcakośa), 의식의 4가지 상태(catuṣpād)와 같은 것들

이 유희의 내용에 어느 정도 변화를 줄 수 있다. 적어도 이 유희

만큼은 베단따의 금욕적이고 정적이고 질서 지워진 체계 자체에

그것들과는 상반되는 특성을 불러올 수 있다.56)

55) 사다난다(2006), ‘차례’ 또는 II장과 III장을 참조하시오.

56) 후기 힌두교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총체적 역동주의’인데, 그 이전에

정립된 베단따 사유는 그러한 역동성과는 거리가 좀 먼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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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베단따의 가상 담론이 그 결정체로 내놓을 수 있는 것

은 덧놓기와 걷어내기와 같은 가상 유희이다. 가상을 무대(배경)

로 하여 가상의 각본에 따라 재현되는 이 유희는 제대로 실행되

는 경우에 가상의 결과가 아니라 실상의 결과를 낳는다. 즉 각본

너머에서 각본을 가능케 한 그 어떤 원형적인 것을 만나게 한다.

영원히 기만하는 세계에서 옥석처럼 찾아낸 이 각본은 이미 검증

된 것이기에, 그 각본을 재현하는 과정에서는 오직 실행 자체에만

전념하는 유희가 가능하다. 이 유희를 통해 정제되고 고정된 틀에

얽매인 베단따는 일시적으로나마 변화를 겪고 역동적으로 살아

있는 것이 된다. 가상의 현실을 재현하는 가상의 유희가 펼쳐짐으

로써, 세계를 무대로 세계를 대상으로 이 유희는 가장 경이로운

인간의 유희가 된다.

인도에서 실재와는 별도로 역동적인 제2자의 실재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는 영원한 존재의 고요하고 정적인 휴식만을 인간의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하인리히 짐머(1995) p. 166; 1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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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course on the Virtual in Advaita Vedānta: 
from Deception to Play

Park, Hyo Yeop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 Indian Philosophy Advaita Vedānta school may well

be called to be a Champion of ‘Discourse on the Virtual’,

since this school establishes the virtual that is unexplicable

either to be real or to be unreal by means of such various

terms as māyā, avidyā, mithyā etc. What this school re-

gards the world as virtual reality aims to deny not merely

the reality of the world but the unreality of the world.

Although discourse on the virtual in Vedānta is basi-

cally about deception, the virtual carries out a constructive

and positive role which goes beyond that discourse. As a

matter of fact, ignorance or the virtual plays a substantial

role in relation to mokṣa, whereas Brahman or the real a

symbolical role. Thus Vedānta school can advance towards

such logical way, ‘the virtual remove the virtual in the vir-

tual’, just by knowing ignorance that is the object of anni-

hilation or by ‘knowing virtuality’.

In Vedānta what is called ‘knowing virtuality’ indicates

in its axiological dimension ‘making meaningless of making

meaning’. It consists of two logical courses, namely, know-

ing the world as the result of making meaning, and know-

ing that meaningful world as a meaningless thing. Besides,

these courses are exactly corresponded with the traditional

Vedāntic methods, i.e., false attribution and retraction

(adhyāropa-apavāda). Consequently, ‘knowing virtualit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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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dānta is an intentional ‘imaginary play’ occurred in the

epistemic domain. This wonder play, what is causing the

real result, is not of God but of human, represented in the

stage of the world and applied to the world itself.

Keywords: the virtual, discourse on the virtual, deception,

knowing virtuality, making meaningless of

making meaning, imaginary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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