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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카라는 바가바드기타의 주제를 지혜의 길에서 찾는다. 그렇기 때
문에 지혜와 행위를 결합해야 한다는 지행회통론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행한다.

첫째, 크리쉬나에 의해서 지혜와 행위가 각기 다른 근기의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얼핏 회통적인 이중주제설(二重主題

說)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중적으로 설해진 두 가지 주제가 평등

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지혜가 행위보다도 더 우수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 근거로서

3.1에서 아르쥬나는 “만약 당신께서 지성이 행위보다도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이라고 말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아르쥬나의 질문

을 가지고서 기타의 정설(正說)로 삼으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셋째는 5.2에 대한 주석에서 샹카라는 ‘행위의 포기 vs 행위의 요가’

라는 쌍에서 ‘행위의 포기’를 다시 ‘자아를 아는 자 vs 자아를 모르는

자’로 세분한다. 이를 통하여 자아를 아는 자는 지복(至福)을 얻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아를 모르는 자는 지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5.2의 입장과는 정면에서 배치되는 논리이다.

결국 샹카라의 지행회통 비판은 기타의 본래 입장을 왜곡한 것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13년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 karuna33@dgu.edu



192 ∙ 印度哲學 제41집

I. 머리말

바가바드기타(이하, 기타로 약칭함)라는 텍스트를 앞에 두

고, 나는 오랫동안 이런 저런 사색을 펼쳐왔다. 기타의 무엇이,
나로 하여금 기타를 떠나지 못하고, 기타 안에서 맴돌게 했던
것일까? 다른 무엇보다도 기타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화제
(話題), 즉 지혜(jñāna), 행위 (karma), 그리고 믿음(bhakti) 등이

나 뿐만 아니라 종교와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화두(話頭)

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단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가 함께 설해져 있다는 점에서 혼돈과 논란 역시 초래하고 있음

도 사실이다. 도대체 기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
엇일까? 이 물음은 기타의 주제(tātparya, 宗趣)에 대한 물음이
다. 기타 해석학(Gītā Hermeneutics)의 역사는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의 역사라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종래 제기되어 온 여러 가지 대답들에도 두 가지 흐름이 존재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지혜, 행위, 그리고 믿음의 세 가지

길(yoga) 중에서 어느 하나만이 기타의 주제라고 보는 관점이

다.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選擇)할 때는 필경 그 한 가지가

다른 두 가지 보다도 더욱 우수한 것이라는 가치판단이 개재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텍스트나 수행법 사이의 가치평가를 불교해석

학의 역사에서는 ‘교판(敎判)’1)이라는 말로 불렀다.

1) 교판은 교상판석(敎相判釋)의 줄임말이다. 교판이 갖는 해석학적 의의에

대해서는 김호성(2009) pp. 74〜84 참조. 물론 교판의 방법은 불교만의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불교에서 보다는 대중적이지 못했으나, 분명

인도철학사 안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예컨대 기타를 베다와 견주어서
그 위상을 평가할 때, 베단타의 세 조사(祖師)들은 각기 견해를

달리하였다. 그것은 그들의 교판이 서로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木村文輝(1988) p. 219 참조. 다만 아직 ‘교판’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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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그 세 가지 길은 모두 궁극적 목적을 향해 나아감

에 있어서 서로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파악하는 관점이다. 이러

한 해석학적 입장을 동아시아 불교전통에서는 ‘회통(會通)’이라 불

렀다2). 중국에서 ‘회’라는 말에는 ‘수도 서울’이라는 뜻이 있었다

한다. 그러한 어원학적 분석을 적용해 본다면, ‘회통’이라는 말은

수도 서울에만 가면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다

거나, 어떤 길이나 수단을 선택하더라도 그 목적지인 서울에 다

도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회통’이라는 말은 철

학적 차원에서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그 목적에서는

일치(一致)하고 있다는 의미와 수행적 차원에서 양자를 함께 닦아

가는 겸수(兼修)가 더욱 바람직하다는 의미를 둘 다 내포하고 있

는 것이다. ‘회통’에 가장 가까운 산스크리트는 아마도 samuccay

a3)가 아닐까 싶다. 실제로 이 글에서 문제 삼게 될 ‘지행회통’이라

는 말은 산스크리트에서는 jñāna-karma/kriya-samuccaya로 표현

되고 있는 것이다.

산스크리트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2) 회통과 유사한 말로는 융합, 병행, 병합, 조화 등이 쓰일 수 있다.

3) 동아시아 불교에서 쓰는 ‘회통’이라는 말과 인도철학의 ‘samuccaya’가

반드시 개념적으로 일치/합동(合同)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동아시아

불교의 ‘회통’에는,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철학적 일치와 수행적

겸수의 뜻이 중첩되어서 쓰였다고 한다면, 인도철학의 ‘samuccaya’에는

후자의 겸수의 의미만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맥락에서는

지혜와 행위의 관계만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겸수의 의미만 있어서

‘samuccya’는 가능하지만 ‘회통’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의미의 폭이 넓은 ‘회통’ 속에 이미 의미의 폭이 좁은

‘samuccaya’가 들어 있으므로, 양자를 상응시키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닐까 한다. 다만 그럴 때에도 그 의미가 한정될 필요는 있겠지만

말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인도철학에서는 목적이 동일하면 수단의

차이는 용인된다고 하는 의미의 ‘회통’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믿음/박티의 길에 의해서도 해탈은 가능하다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동아시아 불교의 ‘회통’ 개념 안에 있는 ‘목적의 동일성 안에서

수단의 차이는 용인된다’는 의미의 회통 역시 인도철학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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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를 주석한 해석자들 중에서 샹카라(Śaṅkara, 700〜750)

는 지혜를, 라마누자(Rāmānuja, 1017〜1137)와 마드바(Madhva, 1

199〜1276)는 믿음을, 근대에 이르러 틸락(B.G.Tilak, 1856〜1920)

은 행위4)를 가장 우월하고도 중심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렇

게 그들은 서로 입장을 달리했으나, 세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가장 우월한 길로 평가하는 교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그들

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서로 교판을 달리하면서 기
타라는 텍스트를 해석하였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서로 대립과
쟁론(諍論)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직접 대면하여 논쟁할 수는 없

었지만, 라마누자와 마드바는 샹카라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제

시하였으며, 근대의 틸락은 세 조사(祖師)의 전통적 해석 모두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과는 달리 기타의 세 가지 길은 서로 회통 가능
한 것으로 파악하는 회통적 해석 역시 이루어졌다. 근대 인도사상

가들 중에서 오로빈도(Aurobindo Ghose, 1872〜1950)는 애당초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기타를 해석하였으나, 점점 이해를 깊이
해가면서 마침내는 세 가지 길을 아우르는 통합요가(pūrṇayoga)5)

에 이르렀다.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1869〜1948) 역시

마찬가지다. 행위의 길을 중시하면서 기타를 이해하기 시작하였
으나, 그의 해석에서도 역시 지혜와 행위, 또한 믿음과 행위를 회

통하는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나는 평가6)하고 있다. 나 역시 오로

빈도나 간디와 유사하게, 행위에 초점을 두고서 기타를 이해하
기 시작하엿으나 근래 들어서는 점점 더 세 가지 길의 회통(三道

會通)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 기타의 의도나 주제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혜 중심의 교판에 의해서 기타를 이해

4) 김호성(2007a) pp. 278〜293 참조.

5) Agarwal(1997) p. 171 참조. Agarwal의 오로빈도론은 그 제목에서부터

‘카르마요가에서 푸르나요가로’라고 하였다.

6) 김호성(2006b) pp. 99〜143 ; 김호성(2007b) pp. 73〜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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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샹카라의 주석에 보이는 지행회통에 대한 비판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재검토해 보고 싶어졌다. 샹카라는 지혜만이 해탈의 길이

라는 지혜일원론(知慧一元論)을 주장7)하고 있기에, 지행회통의 입

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 베단타(Vedānta)의

역사에서도 샹카라의 철학과는 다른 지행회통의 입장 역시 존재

하였다. 예를 들면, 바스카라(Bhāskara, 750〜800경), 아비나바굽

타(Abhinavagupta), 그리고 아난다바르다나(Ānandavardhana) 등

이 지행회통의 입장을 취하였다8). 바스카라는 지행회통의 입장에

서 “지식만이 해탈의 수단이라고 말한 샹카라의 학설을 공격하였

다.”9) 또한 카시미르 출신의 아난다바르다나에게는 지행회통론(j
ñāna-karma-samuccaya)이라는 이름의 기타 주석서를 남겼

다.10) 샹카라의 입장과는 달리, 샹카라의 뒤에도 그렇지만 그 이

전에도 기타의 주제를 지행회통으로 파악한 해석들이 존재했으
며, 샹카라는 이러한 해석들에 대해서 비판11)했음을 역사는 보여

준다.

따라서 샹카라 주석에 나타난 지행회통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살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행회통을

비판하는 샹카라의 비판 논리가 타당한지, 아니면 어떤 점에서 오

류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기타의 주제
를 파악하는 샹카라의 관점이 철저히 지혜일원론(知慧一元論)이라

고 보았던 기존의 논점을 더욱 보강해 보고자 한다.

7) 김호성(2006a) pp. 157〜173 참조.

8) Radhakrishnan(1960) p. 44.

9) 마에다 센가쿠(2005) p. 17.

10) Mainkar(1969) p. ⅳ ; p. 2 참조.

11) 위의 책, p.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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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혜와 행위의 분리

기타의 2장 11송부터 아르쥬나의 회의에 대한 크리쉬나의 반
론/응답이 제시된다. 그런데 샹카라는 10송에 대한 주석이 끝나고

난 뒤, 11송에 대한 주석을 시작12)하기 전에 기타를 해석하는

그의 입장에 대한 총론적 언급을 행하고 있다. 이 총론적 언급은

비교적 장편13)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초점은 기타의 주제는 진
리 그 자체에 대한 앎(지혜)에 의해서 해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며, 행위와의 결합/융합(知行會通)에 의해서 해탈을 이룰 수 있

는 것은 아니라14)고 보는 데 있다.

그렇기에 샹카라는 지행회통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는데, 다른

관점을 비판하기에 적절한 글쓰기의 방법은 논파(論破)적 방법15)

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그의 철학에 대한 전론(前論, pūrvapakṣa)

12) 이 부분의 샹카라 주석을 10송에 대한 주석으로 보느냐, 아니면 11송에

대한 주석으로 보느냐 하는 점은 의견이 엇갈리는 것같다. 이 내용은

반드시 2.20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타 주석을 본격화함에 있어서
총론적 논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Warrier(1983)의

영역본에서는 ‘11.0’으로 표기하여(‘11.0’이 길기 때문에 ‘11.0.a’부터

‘11.0.g’까지 세분하였다), 2.11송에 대한 주석과 구분한다.

Gambhīrānanda(1984) 역시 마찬가지다. 이 총론적 부분을 ‘2.11’로

표기하는 것이다. Warrier(1983)의 입장도 있음을 고려할 때,

Gambhīrānanda(1984)의 경우를 출처표기의 오류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들 모두 2.10, 그리고 2.11 사이에서 시작되는 샹카라의 총론적

언급 부분을 2.10에 넣기 보다는 2.11에 넣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3) 원문 없이 영역만 있는 Gambhīrānanda(1984)는 모두 11쪽에 이르고,

원문과 영역을 같이 수록한 Warrier(1983)은 8쪽이다.

14) 이에 대해서는 김호성(2006a) pp. 167〜168 참조.

15) 샹카라의 논파적 방법에 대해서는 김호성(2007a) pp. 166〜168 참조.

김호성(2007a)에서는 ‘대화’라고 하였으나, ‘논파’가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여기서는 ‘논파’로 수정한다.



샹카라의 지행회통(知行會通) 비판에 대한 고찰 ∙ 197

으로서 지행회통의 입장을 제시한 뒤, 후론(後論, uttarapakṣa)으

로 그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는 형식이다. 전론과 후론의 요지를

차례로 읽어보기로 하자.

이 점에 대해서 누군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해탈/독존(獨存)은

전적으로 모든 행위들의 포기가 선행된 뒤에, 자아/아트만에 대한 지

식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그니호트라(agnihotra) 등, 계시서(śruti)와 전승서(smṛti)에 의해서

제시된 행위/의례16)와 결합된 지혜로부터 해탈/독존은 얻어지는 것이

다. [---- .]17)

이 전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모든 행위의 포기

이후에 자아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만 해탈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샹카라의 입장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함

으로써 샹카라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래놓고 전론자(pūrvapakṣī)

자신의 입장을 제시한다. 그것은 곧 계시서와 전승서에 제시된 것

처럼, ‘행위/의례와 결합된 지혜’, 즉 지행회통론에 의해서 해탈/독

존을 얻을 수 있다.

16) ‘행위/의례’라고 표기한 것은, karma의 의미에는 행위도 있지만 의례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베다 이래의 의미는 [제사]의례이고, 샹카라는

이것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는 지혜와 제사의례의 결합을

통해서 해탈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기타에
이르면, karma는 단지 [제사]의례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위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 개념의 차이가 중요한데, 샹카라는 기타에서의
개념의 변화를 중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그의 기타
해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17) “sarva-karma-saṁnyāsa-pūrvakāt ātma-jñāna-niṣṭhā-mātrāt eva

kevalāt kaivalyaṁ na prāpyate eva / kiṁ tarhi? agnihotr ’ādi

śrauta-smārta-karma-sahitāt jñānāt kaivalya-prāptiḥ iti sarvāsu

gītāsu niścitaḥ arthaḥ iti/” Warrier(1983) p. 20; Gambhīrānanda(1984)

pp. 36〜37 참조. 산스크리트 원문 인용 시 로마자 표기는 연성규칙이

적용되어 있지 않는 Warrier(1983)를 따르기로 한다. 그것을 저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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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기의 관점이 비판되자, 샹카라 역시 후론을 통하여 지

행회통을 힘껏 비판하는 재반론을 펼친다. 그 중 주요한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응답 : 그것[반론자의 지행회통론 ---- 인용자]은 공허하다. 지혜와

행위의 두 길은 두가지 종류의 이해 속에서 서로 분리된 것으로 말해

졌기 때문이다. [ ---- ] 또한 마치 “이러한 지성이 상키야로서 당신

에게 설해졌다. 그러나, 요가의 경지에서 이것을 들어 보시오.”(2.39)

라고, 신에 의하여 두 가지 지혜가 설해져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둘에 대하여 신은 분리해서 말할 것이다. [신은] 상키야들에게는 “옛

날에 [이미] 두 가지 기술(niṣṭhā)18)이 베다의 형식 속에서 나에 의해

서 말해졌다”(3.3)19)라고 한 것처럼, (자아의) 지식에 기반한 지혜의

요가라는 기술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요가행자들

[의 완성은] 행위의 요가에 의해서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요가

의 이해(Yoga-buddhi)에 기반한 행위의 요가에 대한 기술을 분리하여

말할 것이다.20)

전론자와 후론자/샹카라의 관점을 대조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타 전체의 의미에 대한 이해에서 중대한 차이를 내보이고 있

18) niṣṭā의 번역은 법칙(Zaehner), 길(샹카라와 라마누자를 따라서 Telang),

체계(Hill), 삶의 방법(Radhakrishnan)으로 옮겨지는데[Robert N.

Minor(1982) p. 107.], 나는 해탈의 기술이라는 의미로 보아서 ‘기술’이라

옮겼다.

19) 기타 3.3의 본문은 ‘purā proktā mayā’인데, 샹카라의 주석에서는 ‘purā
ved’ātmanā mayā proktā’라고 하였다. ‘ved’ātmanā’를 더 넣어서

해석하고 있다.

20) “tat asat ; jñāna-karma-niṣṭhāyoḥ vibhāga-vacanāt

buddhi-dvay’āśrayayoḥ / [----] tathā ca bhagavatā vibhakte dve

buddhī nirdiṣṭe ‘eṣā te ’bhihitā sāṁkhye buddhi-yoge tv imāṁ

śṛṇu’(2.39) iti / tayoś ca sāṅkhya-buddhay’āśrayāṁ jñāna-yogena

niṣṭhāṁ sāṅkhyānāṁ vibhaktāṁ vakṣyati ‘purā ved’ātmanā mayā

proktā’(3.3) iti / tathā ca yoga-buddhay‘āśrayāṁ karma-yogena

niṣṭhāṁ vibhaktāṁ vakṣyati ― ‘karma-yogena yoginām’(3.3) iti /”

Warrier(1983)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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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전론자는 아그니호트라 등의 행위/의례와

결합된 지혜의 추구를 설하는 것이 기타의 입장이라고 보는 것
이며, 샹카라는 그 반대로 지혜와 행위는 서로 분리되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지행회통이 옳다고 말하며, 후자는 지행회

통이 잘못이라며 비판하는 것이다.

샹카라가 지행회통이 잘못이라고 비판할 때 드는 근거는 기타
 3.321)이다. 상키야의 사람, 즉 사색적인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요
가가, 요가의 사람들에게는 행위가 설해졌다. 이렇게 샹카라가 
기타 3.3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 마치 기타 본문이 샹카라의

관점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만약

샹카라가 말하는 것처럼, 지혜와 행위가 서로 무관하게, 결합되지

않은 채, 분리하여 제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입장은 이중

주제설(二重主題說)이라 불러서 좋을 것이다. 그리고 샹카라는 이

중주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샹카라의 주제론은 이미 살펴본 바22)와 같이 지혜일원

론일 뿐 이중주제설이라 부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지

혜와 행위가 따로 설해져 있다는 주장은 다만 지혜와 행위의 회

통을 비판하기 위한 전략일 뿐, 이중적으로 설해진 주제가 서로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두 가지 길, 즉 지

혜와 행위/의례가 서로 평등한 가치를 지닌 채 따로 따로 설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샹카라의 입장은 이중주제설이라 불러서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중주제설 자체는 하나의 회통적 관

점23)이라 볼 수도 있다. 나는 기타 3.3에서 보는 관점이야말로,
21) Warrier(1983) pp. 23〜24 참조 ; Gambhīrānanda(1984) p. 39 참조.

22) 김호성(2006a) pp. 157〜173 참조.

23) 이중주제설은 서로 다른 관점이나 수행법을 서로 결합하거나 연결 짓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둘 다 그냥

두기’(存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어느 하나로 통일하기’(歸一)와

다르다. 후자 역시 회통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자 사이에는

우열의 차별이 있게 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회통이라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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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이중의 주제를 평등하게 말하고 있는 이중주제설,

즉 ‘존이(存二)의 회통’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까닭에

기타의 회통론은 평등적 회통론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Rob
ert N. Minor의 말처럼, “기타는 사실 그러했으나(최고의 길로
서 행위를 배제하지 않았으나 --- 인용자), 샹카라는 그렇지 않았

다(최고의 길로서 행위를 배제하였다 --- 인용자).”24) 샹카라는

다만 지행회통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혜와 행위/의례의 양자

를 분리하고자 했으나 기타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Ⅲ. 지혜일원론(知慧一元論) 주장의 근거

1. 기타 3.1의 해석 

지행회통론을 무너뜨리기 위한 샹카라의 전략은 지혜와 행위/

의례의 양자가 서로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 서로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다면, 그 양자 사

이에 우열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분

리된 양자가 모두 그 나름의 의미(해탈로 이끄는 기술)를 인정받

아야 마땅했을 것이다. 그러나 샹카라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서

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설해져 있다고 하면서도, 양자 중에서는

어렵다. 반면에 전자의 ‘존이의 회통’은 양자 사이에 평등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평등적 회통이라 볼 수 있다. 나는 이샤
우파니샤드에 대한 샹카라와 오로빈도의 해석을 비교하면서, 샹카라는
‘귀일의 회통’(그것은 양자 간의 차별적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교판론에

떨어진 것이라 생각해도 좋다)을 취하였으며, 그 반면에 오로빈도는

‘존이의 (평등적) 회통’을 취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김호성(2000) pp.

128〜131 참조.

24) Minor(1982)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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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가 행위보다도 더 우수하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샹카라의

지혜일원론이 차별적 논리에 입각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는

그러한 논리를 뒷받침해 줄 증거로 기타 3.1을 말한다.

만약 당신께서 지성이 행위보다도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자나르다나여,

어찌하여 저에게 그렇게 끔찍한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케사바여.25)

만약 크리쉬나의 의도가 지행회통을 지지하는 데 있었다고 한

다면, 아르쥬나는 이렇게 묻지 않았을 것이라고 샹카라는 추정26)

한다. 그런데 아르쥬나는 그렇게 묻는다. 그러므로 신의 의도는

지행회통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샹카라는 판단하는

것이다. 샹카라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한 사람이 지성과 행위 둘을 [함께]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님

이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르쥬나가 또 ‘만약 당신께서 지성이 행

위보다도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이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듣지

도 않은 것, 즉 행위/의례 보다도 지혜가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님이

말씀한 것으로 가탁(仮託)할 수 있겠느냐.27)

이 샹카라 주석의 의미를 간명하게 재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5) “jyāyasī cet karmaṇas te matā buddhir, Janārdana, tat kiṁ karmaṇi

ghore māṁ niyojayasi, Keśava.” BG 3.1. 기타 원문의 인용은
Minor(1982)에 나타난 방식대로 구두점을 찍기로 한다. 복합어 대시(-)

표기를 한 것도 그 책을 저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26) Warrier(1983) p. 23 참조 ; Gambhīrānanda(1984) p. 41 참조.

27) “eka-puruṣ ’ānuṣṭheyatvā saṁbhavaṁ buddhi-karmanoḥ bhagavatā

pūrvam anuktam katham arjunaḥ aśrutaṁ buddheś ca karmaṇaḥ

jyāyas tvaṁ bhagavati jyāyasī cet karmaṇas te matā buddhiḥ' iti/”

Warrier(1983) p. 23 ; Gambhīrānanda(1984)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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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 사람이 지성과 행위 둘을 [함께]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님이 말했다.

② 아르쥬나가 ‘만약 당신께서 지성이 행위보다도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인도 논리학 전통에서 본다면, ①은 종(宗, 주제의 제시)이라고

할 수 있으며 ②는 인(因,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①은 샹

카라의 생각이니, 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이다. 그

러한 관점을 갖게 된 근거 내지 이유가 ②이다. 그런데 샹카라 주

석에서 보면, 이유의 제시는 ②에서 끝나지 않는다. ②-1이 더 있

으니, 다음과 같다.

②-1 [크리쉬나의 뜻이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감히 그렇게 듣지도

않았으면서] 그[=아르쥬나]가 듣지도 않은 것, 즉 행위/의례 보다도 지

혜가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님이 말씀한 것으로 가탁(仮託)할 수 있

겠느냐.

②-1을 ③이라고 하지 않은 까닭은, 그 역시 동일하게 이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②에서 긍정적으로 들

었던 이유를, ②-1에서는 뒤집어서 부정적으로 한번 더 들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샹카라는 이 이유의 제시에 힘을 쏟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문제는, 샹카라가 제기한 이러한 논증(論證) 자체에 치

명적인 오류가 보인다는 점이다. ①은 [샹카라의 생각이지만] 크

리쉬나의 뜻이라고 하였는데, 그 근거로 들고 있는 ②는 아르쥬나

의 말이다. 3.1에 나타난 아르쥬나의 질문은 기타의 정설(正說,
siddhānta) 내지 후론(uttarapakṣa)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차후에

크리쉬나에 의해서 극복될 전론(pūrvapakṣa)일 뿐이기 때문이다.

전론인 아르쥬나의 입장을 가지고서 기타의 정설로 삼으려는

것, 크리쉬나의 입장에 대한 근거로 삼으려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

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다. 바로 뒤이어 나오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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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크리쉬나는 두 가지 기술, 즉 지혜의 요가와 행위의 요가를

둘 다 제시함으로써, 3.1에서 아르쥬나가 말한 “만약 당신께서 지

성이 행위보다도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이라는 것이 다만

아르쥬나의 질문일 뿐이지 크리쉬나의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보

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②-1에서 샹카라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설령 아르쥬나가 크리쉬나로부터 그렇게 들었던 적이 없었다 하

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었던 것이다.

그럼 아르쥬나는 왜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 그가 지혜와 행위

중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은 신이 지행회통의 입장을 말하

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행회통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어쩌

면 지행회통을 유도해 내기 위한 물음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5.2의 전반에서는 “[행위의]

포기와 행위의 요가는 둘 다 지복(至福)을 짓는 일이다”28)라고 하

였고, 그 후반에서는 굳이 우열을 가린다면 차라리 “행위의 포기

보다 행위의 요가가 더 뛰어나다”29)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은 앞의 2장에서 지혜의 길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맺으

면서 제3장의 행위의 길로 나아가려는[結前起後] 역할을 3.1이 하

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당신께서 지성이 행위보다도 더 우수하다

고 생각하신다면”이라 말함으로써 3장에서 설하게 될 행위의 길

에 대한 설법을 이끌어 내는 맥락인지도 모른다.

그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3.1은, 샹카라의 생각과는 달리, 지행

회통 비판의 입장을 아르쥬나의 입으로 표명한 것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만약 3.1에 나타난 아르쥬나의 이야기가 신이 설

한 기타의 정설이라 한다면, 3.1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성이

행위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이 나와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3장에서

도 5장에서도 모두 샹카라의 생각과는 다른 대답이 주어지고 있

지 않았던가. 과연, 샹카라의 해석이 적절한 것인지, 그가 인용한

28) “saṁnyāsaḥ karma-yogaś ca niḥśreyasa-karāv ubhau.” BG 5.2.

29) “karma-saṁnyāsāt karma-yogo viśiṣyate.” BG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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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옛날에 [이미], 이 세상에는 나에 의해서

두 가지[의 기술]이 설해졌다.

사색적인 [사람들의 완성]은 지혜의 요가에 의해서이며,

요가행자들[의 완성]은 행위의 요가에 의해서이다.30)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두 가지 기술 중에서 그 어느 것을 선택

하든지 완성/해탈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색적인 사람들

은 지혜의 요가에 의지하면 될 것이고, 요가행자들의 완성은 행위

의 요가에 의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의 요가가 보다 적

절한 사람으로 사색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고, 행위의 요가가 더

적절한 사람으로는 실천적인 사람(=요가행자)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샹카라가 근기(根機, adhikāra, readiness)를 고려하고 있었

다는 점 자체는 기타 자체에 그 근거가 있었던 것이다.

2. 근기론(根機論)의 문제점 

샹카라가 근기를 고려하고 있는 점은 그의 다른 텍스트31)에서

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근거는 기타에 이미 있었다. 앞서 인용
한 3.3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샹카라의 해석과 기타
3.3이 말하는 의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있다.

기타에서의 ‘근기의 고려’는 취향/지향성의 문제이다. 그렇기
에 서로 다른 근기, 즉 취향이 다른 사람인 상키야(sāṁkhya)와

30) “loke ’smin dvividhā niṣṭhā purā proktā mayā ’nagha, jñāna-yogena

sāṁkhyānāṁ karma-yogena yoginām.” BG 3.3.

31) 예컨대 이샤 우파니샤드 에 대한 주석을 들 수 있다. 김호성(2000) pp.

120〜122 참조. 오로빈도에 의해서 비판받았던 이유의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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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yoga) 사이에도 어떠한 우열관계가 주어져 있지 않다. 이것

이 기타 3.3의 본래 의미일 것으로 나는 판단한다. 앞에서 ‘평등
적 회통’이라 말한 까닭이다.

그러나, 샹카라가 근기를 고려하는 방식은 기타 3.3에 나타난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3.3에서는 사색적인 사람과 요가행

자로 근기를 크게 양분하고 있으나, 샹카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

다. 그 대신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로 크게 나

눈다.32) ‘사색적인 사람들 vs 요가행자’라는 쌍(雙)이 ‘진리를 아는

자 vs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의 쌍으로 개변(改變)됨으로써 적지

않은 의미변화가 일어난다.

우선 전자의 경우에는 앞서 지적한 대로 취향/지향성의 구분일

뿐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명백히 우열의 구분이다. 진리를

이미 아는 자는 빼어난 근기(上根機)라고 할 수 있으며, 아직 진리

를 알지 못하는 자는 열등한 근기(下根機)라고 할 수 있다. 전자와

같이 취향/지향성의 구분이라면 이중주제설, 즉 평등적 회통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후자처럼 상하로 나누

게 되면 이미 평등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진리를 아는 자가 의지한

수행법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의 수행법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될 터이다. 따라서 회통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굳이 회통이

라 말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차별적 회통일 수밖에 없는 것

이며 평등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전통시대에는 그러한 차별적

회통 역시 ‘회통’이라 말하고는 했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회통은 진정한 회통이라 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회통론이 아니

라 차라리 교판론33)에 떨어진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32) Warrier(1983) pp. 25〜26 참조. : Gambhīrānanda(1984) pp. 43〜45 참조.

33) 교판은 자기 나름의 관점이나 철학의 제시로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교판론은 거기에 집착함으로써 타자를 배제하거나 타자를 근거 없이

열등하게 평가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나는 ‘교판’이라는 말과

‘교판론’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쓴다. 내가 쓰는 ‘교판론’이라는 말은

그러한 부정적 평가를 함축하고 있다. 김호성(2009) p. 81, 각주 33) 참조.

흔히 교판에 대한 의견이나 이론을 교판론이라 말하는 일반적 용법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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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문제는 행위의 기술이 갖는 위상의 변화이다. 3.3에

서는 행위의 길은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즉 요가행자들에게는 어

엿한 해탈의 기술이었다. 그런데 샹카라는 그 점을 인정하지 않는

다. 애당초 그에게는 행위를 제사의례로만 보기 때문에 해탈의 기

술로서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해탈을

얻는 데 있어서 행위가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행위는 해탈의 직접적인 원인[正因]이 될 수 없

다. 어떻게 해야 해탈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함에 있어서 행위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해탈을 얻

지 못하는 자에게 행위는 하나의 간접적인 원인[助因]이 될 수는

있다34)고 본다. 이렇게 샹카라는 행위의 길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

하(平價切下)하였는데, 그것은 명백히 기타 3.3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더욱이 기타에서 행위(karma) 개념은 단순히 제사의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부양해야 할 노동(3.8)으로부터, 어

떤 행위이든지 집착없이 행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지고의 경지(至福)에 이를 수 있다(3.19)고 볼 수 있는 행위까지

다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샹카라의 행위 개념은 기타에 이르러
서 이루어진 행위 개념의 확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를 통해서, 그는 그가 종래 갖고 있었던
행위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역시

아트만/브라만의 앎만이 해탈이라는 그의 해탈관을 생각하면 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그에게 행위를 운위하는 사람들은 하근기

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는 ‘근기의 고려’가 교육학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

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임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다른 점이다.

34) 이렇게 해탈을 얻지 못한 자에게 행위가 간접적인 원인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샹카라의 주석을 영역한 Gambhīrānanda도 주목하고

있다. Gambhīrānanda(1984) p. 44, 각주 1과 2 참조.



샹카라의 지행회통(知行會通) 비판에 대한 고찰 ∙ 207

는 ‘근기의 고려’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비(非)/반(反)교

육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교육자에게 근기의

우열을 나누고, 그에 따라서 가르침이나 해탈의 기술까지 달리 처

방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Satya

P. Agarwal이 말한 것처럼,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제한된 역할에

대한 암시를 제공”35)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스승이 생각하

는 것 이상으로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근기를 고려한다고 해서 반드시 샹카라와 같은 방식의 결론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가능한 방식이 더 있다.

우선 기타 3.3에서처럼, 근기는 고려하면서도 --- 사색적인 사
람과 요가행자의 근기는 다르다 --- 수행법에 우열이나 차별은

두지 않는 방식이다. 또 하나의 방식은 근기의 차이를 예상하더라

도, 피교육자의 근기를 교육자가 미리 예단(豫斷)하지 않고 동일

한 수행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근기의 차이에 따라서, 목표의 성

취에 늦고 빠름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

다. 늦게 가든 빨리 가든 목표(會)에 도달(通)하면 될 것이기 때문

이다. 이 방법은 교육자가 피교육자를 기다려 주는 것으로서, 결

코 피교육자를 차별하거나 한계 짓지 않는다.36)

그러니까 근기를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샹카라가 취한 것처럼

그 수행법의 차이를 우열로 보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기
타 3.3은 바로 그러한 입장 중 하나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35) Agarwal(2000) p. 25.

36) 경허(鏡虛, 1846〜1912)가 취했던 교육방법이다. 경허는 ‘근기가 빼어난

자(機勝者)’와 ‘근기가 낮은 자(機下者)’로 구분하면서 근기를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그는 ‘선은 상근기, 염불은 하근기’라든가,

‘선은 상근기, 도솔상생은 하근기’라는 등식을 취하지는 않았다. 또한

근기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반드시

하근기라고 보지도 않는다. 결국, 경허는 근기를 고려하면서도

수행자들에게는 동일한 가르침을 제시한다. 다만 근기에 따라서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시간적으로 늦고 빠름은 없을 수 없다고 보았다.

김호성(2014) pp. 132〜1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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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나는 교육학적 의미가 있는 ‘근기의 고려’와 비(非)/반(反)교

육적일 수 있는 샹카라와 같은 방식을 구별할 필요성을 느낀다.

전자를 ‘근기의 고려’라 부름에 대하여, 후자를 ‘근기론’이라 부르

는 까닭이다. ‘근기의 고려’는 긍정적이지만, ‘근기론’은 부정적이

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기타 3.3은 ‘근기의 고려’에 그쳤으
나, 샹카라의 해석은 그것을 근기론으로 이끌고 들어갔다. 그럼으

로써 그는 굳이 지행회통을 거부하고 지혜만이 해탈도(解脫道)라

는 그의 철학을 공고히 하고 싶었기 때문이리라.

Ⅳ. 행위의 포기와 행위의 관계

1. 기타 5.2의 해석 

샹카라는 아르쥬나의 질문에 등장하는 말을 통해서, 이미 크리

쉬나에 의해서 그러한 내용이 설해졌을 것이라 짐작한다. 앞서 살

펴본 3.1의 해석에서도 그러하였는데, 꼭 그와 마찬가지의 논리를

5.1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37)하고 있다. 우선 5.1을 읽어보자.

크리쉬나여, 당신은 행위들의 포기와

또 [행위의] 요가를 찬탄하고 있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뛰어난 것인지

그 하나를 나에게 확실히 말하소서.38)

아르쥬나의 말에서 크리쉬나의 논리를 찾는 것에는 많은 비약

37) Warrier(1983) pp. 23〜24 참조.

38) “saṁnyāsaṁ karmaṇāṁ, Kṛṣṇa, punar yogaṁ ca śaṁsasi, yac chreya

etayor ekaṁ tan me brūhi suniścitam.” BG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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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오류가 존재함은 앞 장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여기

서 재론하지는 않겠다. 다만 하나 주의하고 싶은 것은, 이 5.1과 3.

1의 문제제기가 유사하다는 점이다. 3.1에서는 지성(buddhi)과 행

위(karma)를 대비시켰다고 한다면, 여기 5.1에서는 행위의 포기와

행위의 요가를 대비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양자 공히 지혜의 요가

와 행위의 요가 사이의 관련성39)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1에서 아르쥬나는 마침내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뛰어난 것

인지, 양자택일(兩者擇一)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그도

그럴 만했던 것이, 이제까지 그러한 회통적 관점에 못 견뎌한 것

은 아르쥬나였기 때문이다. 드디어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나선

다. 하나만을 선택해서 오직 그것만을 실천[專修]한다면, 훨씬 마

음 편하고 목표에 쉽게 도달할[易行]40)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만약 이러한 아르쥬나의 질문에 대해서, 크리쉬나 역시

지혜이든 행위이든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 주고 그것 하나

만을 닦으라고 했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크리쉬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로서 지혜의 길을 제시

한다면 요가행자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행위의 길을 제시

한다면 사색적인 사람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3.3에서 설한 바 그대로이다. 이에 더하여, 크리쉬나는 이제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제시해 주고 있다. 앞에서도 인용한 5.2에

서이다. 앞서 인용하였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기로 하자.

39) 행위의 포기가 어떻게 지혜의 요가로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40) ‘선택 → 전수 → 이행’의 논리/패러다임은 일본의 ‘가마쿠라[鎌倉]

신불교’의 한 특징이다. 종파불교를 특징으로 하는 일본불교는, 교판론이

갖는 문제점인 ‘타자의 배제’라는 한계를 갖게 된다. 김호성(2011) pp.

31〜36 참조. 기타의 입장은 일본 가마쿠라 신불교의 그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회통론이라는 점에서 우리 불교의 전통과 일맥상통하는 바 있다.

내가 기타를 주제로 하여 천착해 오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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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포기와 행위의 요가는

둘 다 지복(至福)을 짓는 일이다.

그러나 그 둘 중에서는 행위의 포기보다

행위의 요가가 더 뛰어난 것이다.41)

크리쉬나는 어느 하나의 길만을 선택하여 제시하는 대신에,

“[행위의] 포기와 행위의 요가는 둘 다 지복을 짓는 일이라”고 말

한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5.2은 정히 3.3의 반복(反復) 내지 변주(變奏)인 것처

럼 보인다. 명백한 회통론이다.

그런데 문제는 5.2의 후반부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그 둘 중에

는 행위의 포기보다도 행위의 요가가 더 뛰어난 것이라”고 말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tu)” 라는 역접(逆接)의 불변화사는 5.2

의 전반부가 보여준 회통론을 뒤집어 엎는다. 중립과 평등의 관점

[中道]을 제시해 오다가, 여기에 이르러서는 마치 샹카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열의 차별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이 문

제에 대해서, 샹카라는 나름의 입장을 5장 모두(冒頭)의 총론에서

다루고 있다. 먼저,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누군가 이에 대하여 물었다. 만약 자아를 아는 자와 행위를 행하는

자 둘, 행위를 포기하는 자와 행위의 요가를 행하는 자 둘 모두 지복

으로 이끈다면, [그러면서도] 실로 그 둘 중에서 행위의 포기보다도

행위의 요가를 행하는 것이 더욱 뛰어난 것이라 말해진다면, [이는 타

당한가?] 혹은 자아를 알지 못하는 자와 행위를 행하는 자 둘, [행위

의] 포기와 행위의 요가 둘 중에서 그것이 둘 다 말해지는가?42)

41) “saṁnyāsaḥ karma-yogaś ca niḥśreyasa-karav ubhau, tayos tu

karma-saṁnyāsāt karma-yogo viśiṣyate.” BG 5.2.

42) “kiñca ataḥ ― yadi ātmavit-kartṛkayoḥ

karmasaṁnyāsa-karmayogayoḥ niḥśreyasa-karatvam, tayos tu

karma-saṁnyāsāt karma-yogasya viśiṣṭātvaṁ ucyate, yadi vā

anātmavit-kartṛkayoḥ saṁnyāsa-karmayogayoḥ tat ubhayaṁ

ucyate? ― iti.” Warrier(1983) pp. 183〜184 ; Gambhīrānanda(1984)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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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카라는 5.2의 모순(?), 즉 전반부의 회통론과 후반부의 교판론

의 충돌을 예리하게 부각시킨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 있지만 여기서도 그는 지혜의 길을 가는 사색적인 사

람들을 자아를 아는 자와 자아를 모르는 자로 다시 구분하고 있

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각기 행위의 실천자들과 짝지어서 논의를

진행해 가는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말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이] 말해진다. ① 자아를 아는 자와 행위를 행하

는 자 둘 중에서, [행위의] 포기와 행위를 하는 자 그 둘이 다 지복으

로 이끈다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다. ② 또한 그로부터 행위의 포기

보다도 행위의 요가가 더욱 우수한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두 가지는 불가능하다. ③ 만약 자아를 모르는 자가 행위를 버리는 자

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④ 행위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요

가행자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⑤ 그때 그 둘 중에서 행위의

요가가 지복으로 이끈다고 하는 말과 행위의 포기보다도 [행위의 요

가가] 더욱 우수하다는 말 이 두 가지는 다 가능하다.43)[괄호문자 ---

인용자]

이러한 샹카라의 입장은 기타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에 반(反)하면서 부정(否定)하고 있다. 그러한 점을
좀더 알기 쉽게 드러내기 위하여, 나는 기타 5.2와 샹카라의 해
석이 어떻게 다른지를 도표로 나타내 보기로 한다.

<표 1> 기타 5.2의 입장 

234〜235 참조.

43) “atra ucyate ― ātmavit-kartṛkayoḥ saṁnyāsa-karmayogayoḥ

asambhavāt tayoḥ niḥśreyasa-karatva-vacanaṁ, tadīyāc ca

karma-saṁnyāsāt karma-yogasya viśaṣṭatv ’ābhidhānaṁ ity etat

ubhayaṁ anupapannam. anātma-vidaḥ karma-saṁnyāsaḥ, tat

pratikūlaś ca karm ’ānuṣṭhāna-lakṣaṇaḥ karma-yogaḥ saṁbhavetāṁ,

tadā tayoḥ niḥśreyasa-karatv ’oktiḥ karma-yogasya ca

karma-saṁnyāsāt viśiṣṭatv ’bhidhānaṁ ity etat ubhayaṁ upapadyet.”

Warrier(1983) p. 184 ; Gambhīrānanda(1984) p. 2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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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복 획득 여부 우열 평가

행위의 포기 가(可) 열(劣)

행위의 요가 가(可) 우(優)

기타 5.2의 입장은 이렇게 표 1과 같이, 하나의 도표로 정리
할 수 있다. 그런데 샹카라의 입장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행위의 포기’를, 자아를 아는 자와 자아를 모

르는 자로 치환(置換)하고 나서 각기 행위의 요가와 대비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도표는 두 개로 나누어서 그릴 수밖에

없다.

<표 2> 자아를 아는 자의 경우

지복 획득 여부 우열평가

자아를 아는 자 가(可) 우(優)

행위의 요가 불가(不可) 열(劣)

이 표 2는 샹카라의 해석이 기타 그 자체와 다르고, 심지어는
반(反)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①의 의미는 자아를 아는

자는 지복의 획득이 가능하지만, 행위의 요가를 통해서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②에서 오히려 행위의 요가

[를 실천하는 자]가 자아를 아는 자보다도 더 열등하다는 것이다.

그럼, 자아를 모르는 자는 어떻게 될까?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자아를 모는 자의 경우 

지복 획득 여부 우열평가

자아를 모르는 자 불가(不可) 열(劣)

행위의 요가 가(可) 우(優)

여기서 ‘행위의 포기’를 다시 자아를 아는 자와 자아를 모르는

자로 구분한 샹카라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먼저 그 자체가 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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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S는 P이다”

라는 형식의 문장에서, S를 좀더 구체적으로 S1과 S2로 양분(兩

分)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술어의 의미를 전

복하여 “〜P(P는 아니다)”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S = S1 +

S2”라고 할 때 “S는 P이다”가 “참”이라면, 언제나 “S1은 P이고, S

2도 P이다”가 되어야 한다. 결코, “S는 P이다”가 “참”인데, “S1은

P이지만, S2는 P가 아니다”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참”이

아니다.

좀더 쉽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모든 초등학생들

은 다 귀엽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자. 이 ‘모든 초등학생 어린

이’를 ‘공부 잘하는 초등학생 어린이’와 ‘공부 못하는 초등학생 어

린이’로 양분(兩分)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모든 초등학생들은 다

귀엽다”는 명제(命題)가 ‘참’이라면, “공부 잘 하는 초등학생 어린

이는 귀엽다”와 “공부 못 하는 초등학생 어린이는 귀엽다”가 동시

에 성립되어야 한다. 둘 다 ‘참’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

부 잘하는 초등학생 어린이는 귀엽다. 하지만 공부 못하는 초등학

생 어린이는 귀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초등학생들은 다

귀엽다”라는 명제에는 모순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만약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공부의 성적을 가지고 초등학생 어린이들

을 분류하고, 공부 못하는 초등학생 어린이는 차별한 것으로 지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비(非)/반(反)교육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위의 포기와 행위의 요가는 둘 다 지복(至

福)을 짓는 일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비록 ‘행위의 포기’라

는 주어(S)를 ‘자아를 아는 자’와 ‘자아를 모르는 자’로 양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술어는 변함없이 ‘지복을 짓는 일이

다’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자아

를 모르는 자는 지복을 짓지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5.2와 배치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샹카라가 ‘행위

의 포기’를 ‘자아를 아는 자’와 ‘자아를 모르는 자’로 양분한 것 자

체가 잘못임을 함축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오류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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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그 양자는 다 “지복을 지을 수 있다”가 되어야 했을 것이

다. 문제는 샹카라의 이러한 오독(誤讀)이 기타의 입장을 매우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디

까지나 기타는 행위의 포기이든 행위의 요가이든 다 지복을 얻
는 길임을 인정했던 것이고, 바로 그런 점에서 기타는 회통론이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나는 본다.

2. 우열평가의 이유와 의미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왜 크리쉬나가 5.2에서 그 전반부와는

달리 후반부에 이르러 행위의 포기와 행위의 요가 사이에 우열을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진정으로 둘 다 지복을 얻을 수 있

다면, 그 사이에 우열은 존재하지 않을 터인데 말이다. 그렇지만

5.2의 후반에서 행위의 요가가 행위의 포기보다 더 우수하다고 말

한 데에는, 크리쉬나 나름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한번

추론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만약 5.2의 후반부에 설해진대로 지혜의 요가보다 행

위의 요가가 더욱 우수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기타의 입장은 행
위의 요가에 방편(方便)적 의미 --- 자아를 모르는 자라면 의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 --- 밖에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직 지혜의

길 하나만을 주창한 샹카라의 입장과는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일찍이 G. V. Saroja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있다.

님은 다만 “샹키야의 요가보다도 행위의 요가가 더 뛰어난 것이다

(sāṅkhya-yogāt karma-yogaḥ viśiṣyate)”가 아니라, “행위의 포기보

다도 행위의 요가가 더 뛰어난 것이다”(karma-saṁnyāsāt karma-yog

aḥ viśiṣyate)라고 말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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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행위의 포기를 지혜의 요가와 다른 차원에 두는 관점이다.

과연 그럴까? 왜냐하면 5.2에서의 ‘포기’, 즉 행위의 포기는 글자

그대로 아무런 행위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러한 의미에서의 ‘포기’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포기’한 사람의 덕성을 “미워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는 자”45)

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Robert N. Minor에 의하면, “크리

쉬나는 행위의 포기를 집착 없는 행위, 즉 요가의 의미로 해석될

때를 제외하고서는 행위의 포기(글자 그대로 아무런 행위를 안 하

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 인용자)를 거부”46)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5.2에서 말하는 행위의 포기는 행위를 하면서도 집착

이 없는 것, 즉 상키야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을 의미

한다. 그것 자체는 이미 바람직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행위의 요가라는 상대와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행(行)이 아니라

지(知)이고, 동(動)이 아니라 정(靜)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까

닭에 “더 뛰어나다”라고 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차이는 사

실상 큰 의미가 없는 백지 한 장 정도의 차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

까 싶다. 그도 그럴 것이 5.5에서는 “지혜와 [행위의] 요가가 하나

임을 보는 자는 [진리를] 보는 자이다”47)라고 했고, 5.4에서는

“[그 둘 중의]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동시에 두 가지의 결과를 얻

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굳이 5.2의 후반부에서 우열을

평가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열을 평가하였다. 그

까닭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나는 이 문제를 푸는 하나의 실마리를 기타의 제12장에서 발
견한다. 12.1에서, 아르쥬나는 또 다시 양자택일을 요구한다. 이번

에는 믿음행자(bhakta)와 불멸의 미현현을 숭배하는 자들 중에서

가장 요가를 잘 아는 자는 누구냐48)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44) Saroja(1985) p. ⅵ.

45) “jñeyaḥ sa nitya-saṁnyāsī yo na dveṣṭi na kāṅkṣati.” BG 5.3.

46) Minor(1982) p. 186.

47) “ekaṁ sāṁkhyaṁ ca yogaṁ ca yaḥ paśyati sa paśyati.” BG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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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쉬나는 12.3-4를 통하여 불멸의 미현현을 숭배하는 자들 역시

“나에게 온다”고 말한다. 회통론의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일단 그렇

게 해놓고서 12.7에서는 믿음행자들에게 “즉시에 [이들을] 구제하

는 자가 되어준다.”49)고 말한다.

5장과 12장의 두 경우 모두 회통 속에서 차별을 말하고, 차별

속에서 회통을 말한다. 회통 속에서 차별을 말하는 까닭은, 5장에

서는 바로 행위(karma)에 중점을 두고서 강조하는 맥락이고 12장

에서는 믿음(bhakti)에 중점을 두고서 강조하는 맥락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야말로 차별은 방편(upāya)50)이고, 회통은 근본적

취지(tātparya)가 아닐까 한다. 5.2의 전반부는 근본적 취지를 밝

혔고, 그 후반부는 방편을 취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얼핏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기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은 아닐까. 나는 그렇게 보고 싶다.

48) “evaṁ satata-yuktā ye bhaktās tvāṁ paryupāsate, ye c’āpy akṣaram

avyaktaṁ teṣāṁ ke yogavit-tamaḥ?” BG 12.1.

49) “teṣām ahaṁ saumuddhartā [ ---- ] bhavāmi nacirāt.” BG 12.7.

50) 경허의 경우에도 회통론자이면서도 차별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그러한

태도를 ‘편찬(偏讚)’이라 부른다. 예를 들면, 경허 스스로는 정토에 가서

태어나는 것과 도솔천에 올라가서 나는 것 사이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회통하면서도, 정작으로 ‘도솔천에 올라가서 나기’를 염원하라고

말한다. 이를 ‘치우쳐서 찬탄하기’라고 말한 것이다. 교육의 방편(혹은

교사의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서로 다른 것을 편찬하지만 근본 취지의

관점에서 본다면 편찬되는 것이 그렇지 못한 것보다 더 우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호성(2014) p. 1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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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기타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설하는 텍스트인가? 이러한 물음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기타 안에 세 가지 길이 설해
져 있기 때문이다. 지혜, 행위, 그리고 믿음 중에서 그 어느 하나

를 선택하여, 그것이 기타의 주제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세 가
지 길 모두 궁극적으로 해탈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은 어

느 하나의 길/기술(niṣṭhā)라고 하더라도 다른 길/기술과의 관련성

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사이에는 어우러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기타 해석학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주제에 대한 대답의 역사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중에서도, 샹카라는 지혜 하나만

을 해탈도(mokṣa-dharma)로서 인정한다. 이른바 지혜일원론(知慧

一元論)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행위

나 믿음에 대해서 적지 않게 강조하고 있는 기타의 교설(敎說)
은 샹카라에게 해결해야 할 난제(難題)를 던져주었다고 생각된다.

어떻게 기타 본문을 해석함으로써, 지혜 중심으로 해탈도를 천
명하고 있는 그의 자기철학에 모순되지 않게 기타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가 기타를 주석함에 있어서 근본적
으로 고뇌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다.

지혜 이외에 행위와 믿음의 두 가지 길/기술이 함께 설해져 있

지만, 우선 비판의 화살을 집중한 과녁은 행위였다. 그도 그럴 것

이 그 이전에도(그 이후에도 물론이지만) 지혜와 행위를 함께 결

합함으로써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이른바 지행회통론(知行會通

論, jñāna-karma-samuccayavāda)이 나름대로 위세를 떨치고 있

었기 때문이었다. 과연 샹카라는 어떠한 논리로 지행회통론을 비

판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의 비판은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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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카라는 2.11에 대한 본격적인 주석을 전개하기 전 2장에 대한

총론(總論)을 전개하면서, 지행회통론에 대한 비판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그의 관점을 살펴볼 때, 주목할 만한 논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첫째는 기타 3.3에서 보듯이, 크리쉬나에 의해서 지혜와 행위
가 각기 다른 근기(根機, adhikāra, readiness)의 사람들을 위한 것

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서로 양자가 결합/융합될 수

는 없다는 논리이다. 그렇게 두 가지 길/기술이 전혀 무관하게 제

시된 것이라 한다면, 그러한 입장은 이중주제설(二重主題說)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샹카라가 말하는 이중주제설은 회통

론이라 불러도 좋을까?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혜와 행위가

각기 따로 설해져 있다고 말한 것은 다만 지혜와 행위의 회통을

비판하기 위한 전략일 뿐, 이중적으로 설해진 두 가지 주제가 평

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혜가 행위보다도 더 우수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 근거

로서 내세우는 것이 기타 3.1에서 아르쥬나가 이미 “만약 당신
께서 지성이 행위보다도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이라고 말

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미 크리쉬나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르쥬나가 크리쉬나의 말을 인용하여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샹

카라는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보인다.

아르쥬나의 물음은 후론(後論, uttarapakṣa)이나 정설(正說, siddhā

nta)이 아니라, 크리쉬나에 의해서 부정(否定)되고 말 전론(前論, p

ūrvapakṣa)일 뿐이기 때문이다. 아르쥬나의 입장을 가지고서 기
타의 정설로 삼으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샹
카라의 생각과는 달리 3.3에서는 “사색적인 [사람들의 완성]은 지

혜의 요가에 의해서이며, 요가행자들[의 완성]은 행위의 요가에

의해서이다”라고 설해져 있기 때문이다. 3.3은 수행자의 근기를

나누고 있으므로, 오히려 회통론의 논리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

만 이 역시 샹카라는 근기 개념을 단순히 취향/지향성의 다름이라

보지 않고서, 우열관계로 나누고 만다. ‘사색적인 사람 vs 요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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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는 쌍(雙)을 ‘진리를 아는 자 vs 진리를 모르는 자’로 변화시

키고 마는 것이다. 이는 기타의 본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근
기에 대한 집착이라는 뜻에서 그러한 태도를 나는 ‘근기론’이라

부른다. ‘근기의 고려’는 필요하고도 교육적인 의미가 있지만, ‘근

기론’은 비(非)/반(反)교육적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해서이다.

셋째는 5.2에서도 샹카라는 근기론의 입장을 한번 더 드러낸다.

5.2에서 설해지는 ‘행위의 포기 vs 행위의 요가’라는 쌍에서 ‘행위

의 포기’를 다시 ‘자아를 아는 자 vs 자아를 모르는 자’로 양분한

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아를 아는 자는 지복(至福)을 얻는 것이 가

능하지만, 자아를 모르는 자는 지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는 “[행위의] 포기와 행위의 요가 둘 다 지복을 짓는 일이다”라는

기타 3.3의 입장에는 반(反)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서도 기타의 입장은 “그러나 그 둘 중에서는 행위의 포기보다
행위의 요가가 더 뛰어난 것이다”라고 하였다. 얼핏 모순적인 것

으로 보이나, 5.2의 전반부는 기타의 근본적 취지(주제, tātpary
a)를 나타내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방편적인 입장을 내보인 것

으로 볼 수 있다. 지행회통의 입장이 기타의 근본적 취지이지

만, 지금 3장이나 5장에서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지혜로 볼 수 있는 “행위의 포기보다도 행위의 요가가 더 뛰어난

것이라”고 하여 행위의 요가를 더욱 높인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회통 속의 차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보든 5.2는 지행회

통을 거부하면서 지혜일원론을 주장한 샹카라의 입장과는 완벽하

게 반대되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샹카라의 지행회통 비판에서 많은 모순과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지행회통의 비판은 기타의 본래 입장을
왜곡한 것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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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Śaṅkara’s Criticism on 
Jñāna-karma-samuccayavāda: Based on 

Bhagavadgītābhāṣya 2.11

Kim, Ho Sung

Dongguk University

Śaṅkara acknowledges only jñāna as the

mokṣa-dharma. In the point of view, it is thought that the

doctrine of the Bhagavadgītā, which emphasizes in no small

measure karma or bhakti, has given a dilemma to him.

Though the Bhagavadgītā suggested two paths/arts of

karma and bhakti as well as jñana, the first target of criti-

cism was karma. No wonder the jñāna-karma-sa-

muccayavāda, which asserts that through the unification of

jñāna and karma can achieve the mokṣa, was embraced

generally by people before his age (and of course after him

as well). I examined how Śaṅkara criticized the jñāna-kar-

ma-samuccayavāda and then whether his criticism has

validity.

At first, Śaṅkara criticized that in the Bhagavadgītā 3.3,

Kṛṣṇa presented jñāna and karma for the people who have

different readiness(根機, adhikāra) respectively. Therefore, he

asserted that those two cannot be united/amalgamated each

other. Nevertheless, his double-subjected theory cannot be

called as samuccayavāda. Because saying that jñāna and

karma are applied respectively is just a strategy for criticiz-

ing the samuccayavāda and it does not mean that he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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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s those two subjects are equal.

Secondly, he claims that jñāna is superior than karma.

He provides the verses in the Bhagavadgītā 3.1 in which

can be read as “if you think that jñāna is superior than

karma,” as a reasonable evidence of his opinion. However, it

shows a logical fallacy. Because the question of Arjuna in

that verse is not a uttarapakṣa(後論) or siddhānta(正說), but

a mere pūrvapakṣa(前論) which would be denied by Kṛṣṇa.

It is not persuasive because he tried to make a siddhānta of

Bhagavadgītā based on the position of Arjuna, not Kṛṣṇa.

Therefore, Against his opinion, in the Bhagavadgītā 3.3,

Kṛṣṇa mentions that contending for superiority between

those two is meaningless by saying “[perfection of] re-

flective person is made by jñāna-yoga, and [perfection of]

yogins are made by karma-yoga”. Śaṅkara comprehends the

difference in readiness as an unequal hierarchy, not the dif-

ference in preference/aim. According to him, the pair of

‘reflective person vs yogin’ transforms into ‘one who knows

the truth vs one who does not know the truth’. His under-

standing is not only away from the fundamental pur-

pose(tātparya) of Bhagavadgītā but also kind of obsession

with readiness itself, and I rechristen such attitude as

‘readiness-ism’. Though I think ‘consideration of readiness’

is necessary and has educational value, the ‘readiness-ism’

should be differenciated with it because it is unin-

structive/anti-instructive.

Thirdly, Śaṅkara subdivides the readiness of

‘renunciation of karma’, which is occurred as a component

in the pair of ‘renunciation of karma vs karma-yoga’ in the

Bhagavadgītā 5.2, into ‘one who knows ātman vs one who

does not know ātman’. After that, he says that one who

knows ātman can achieve bliss, but one who doesn’t know

cannot. It means that he stands against the stance of the

Bhagavadgītā 3.3 in which asserts “Both renunci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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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ma] and karma-yoga are capable of achieving bliss.”

Moreover, Bhagavadgītā even shows that “Of the two, kar-

ma-yoga is superior than renunciation of karma.” I under-

stand that the first half of Bhagavadgītā 5.2 presents the

fundamental purpose(tātparya) and the last half shows the

method(upāya) for the purpose. Though jñāna-karma-sa-

muccayavāda i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Bhāgav-

adgītā, in this context, saying that “karma-yoga is superior

than renunciation of karma” might emphasize on the sig-

nificance of karma. Therefore, the verse 5.2 stands directly

opposite side of Śaṅkara who asserts only jñāna denying

jñāna-karma-samuccaya.

After all, we could find many contradictions and falla-

cies in Śaṅkara’s criticism on jñāna-karma-samuccayavāda.

Of course in his position as an advaita Vedānta scholar,

giving a criticism on jñāna-karma-samuccayavāda could be

inevitable. However his interpretation on the Bhagavadgītā,

in that context, was rather a distortion of original intention

of the text.

Keywords: Bhagavadgītā, Śaṅ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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