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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무엇이 행복인지,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
의 대답을 텍스트로 삼아서 재해석해 보고자 한 것이다. 대상으로 삼았던 
‘하나의 대답’은 힌두교의 문헌인 『카타 우파니샤드』였다. 다만 ‘행복치유’
를 ‘행복과 치유’의 의미로 이해해서, 행복론 이외에 치유론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년 나치케타스에게 주어진 죽음의 신 야마의 세 가지 선물을 세 가지 
차원의 행복이라고 보고서, 행복론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배경서사 속에
서 치유되어야 할 존재로서의 아버지와 소년의 존재를 헤아렸다. 힌두교, 
특히 베단타철학의 입장에서 카타 우파니샤드의 행복치유론을 살펴본 
뒤, 그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과연 인도-힌두교적 컨텍스트에서 
나온 행복치유론을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용가능할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형이상학적 차원에만 치우쳐서 물리적 차
원의 일을 소홀히 하는 출가주의적 태도였다. 그리고 그것은 똑같이 힌두교
의 텍스트이지만, 마누법전』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재가주의적 태도와
도 모순되는 것으로 비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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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왜 행복인가? 왜 치유/힐링인가? 행복이나 치유라는 말은 공히, 
근래 우리 사회의 트렌드가 되어 왔다. 그런 트렌드 중에는 웰빙

이나 웰다잉도 있다/있었다. 인도철학이나 불교학의 영역으로 그 

범위를 좁히면, 요가나 사찰음식과 같은 것들이 트렌드의 목록에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상당히 지속되리라 생각된

다. 하지만 나는 그런 트렌드와 관련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트렌드가 전위(前衛)라면 나는 후위(後衛)였을 

뿐이고, 트렌드가 주류라면 나는 비주류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트렌드와 애써 무관하려 했던 배경에는 어쩌면 행복이

나 힐링과 관련해서 끔찍한 기억이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벌써 여

러 해 전의 일이지만, 자주 자주 TV에 나와서 ‘행복전도사’를 자

처했던 분이 남편과 동반 자살하고 말았던 일이 있었다. 개인적인 

고통의 무게에 대해서는 다 짐작할 수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평소 그분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던 행복론과는 어울리지 않는 결

말이었음에는 틀림없었다.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누구나 인간은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

고,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다

고 해서 행복만 노래하는 것에 어떤 ‘행복강박증’1)이 있다고 느껴

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행복은 좋은 것이고 추구할 만하지만 

― 나 역시도 추구하고 있지만 ―, 우리의 인생사가 늘 행복하지

만은 않다고 하는 것도 긍정하고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건강이 

1) 이 말은 김진영의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진영(2015)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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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라면, 늘 건강할 수 없는 이상, 지금 건강해서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이

상, 불행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

까. 오히려 행복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불행이 왔을 때 불

행을 어떻게 맞이하고 관리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예행

연습 같은 것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2) 이러한 내 생각은 지금

도 변함이 없는데, 그런 까닭에 나는 행복이니 치유니 하는 문제

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한 관점을 전제로 해

두고, 이 글에서는 행복이나 치유를 말해보고자 한다. 
사실, 행복이나 치유라는 문제가 모든 인간이 본래적으로 추구

하는 문제이므로, 그만큼 세속적인(vyāvahārika) 문제인 것은 사

실이다. 그렇게 세속적인 문제이기에 종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차원이 낮은 이야기일 수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바로 그렇

기에, “행복이나 치유라는 세속적인 문제를 출세속적/출세간적

(pāramārthika) 종교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종

교의 입장에서도 매우 본질적인 주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다. 이 문제는 어떤 종교에 대해서도 다 물어질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나는 힌두교에 한번 물어보기로 한다. 그리고 힌두교의 

대답을 실마리로 해서 행복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싶은 

것이다.
힌두교에서는 과연 행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또 치유

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깊은 고찰을 

하지 않더라도, 힌두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쉽

게 그 해답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참나(ātman)를 찾아야 한다. 

2) 이는 종래 행해지던 행복담론에 대하여, 어렴풋하지만 나 나름의 불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만을 불교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행복담론에 

대하여 비판함으로써 표출하는 연구가 있었다. 박재현(2015) pp. 97-120 참조. 
박재현의 입장과 나는 의견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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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탈(mokṣa)을 해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3)는 것이다. 
세속적인 물질적 성취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야기다. 이러한 결론적 언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다만, 나
로서는 구체적으로 카타 우파니샤드(Kaṭha Upaniṣad, 이하 KU
로 약칭함)에 나타난 행복치유론을 조명(照明)해 보고자 한다. 
힌두교의 행복론을 살피는 선행연구들 역시 KU를 매우 중시4)

하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되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적 언급이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선행연구

들에서 힌두교의 행복 개념을 살펴볼 때,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타이티리야 우파니샤드(Taitttirīya Upaniṣad, 이하 TU로 약칭함)
의 오장설(五藏說, pañcakośavāda)5)이었으나, KU의 경우에는 오

장설의 다섯 단계와는 달리 세 가지 소원/선물을(trīn varān) 기준

으로 하고 있는 만큼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복론을 다루는 선행연구들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치유론에 대해서도 가능한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글의 제목에서도 

제시한 ‘행복치유’라는 복합어를 어떻게 해석6)할 것인가 하는 점 

3) 힌두교의 행복론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읽은 것들은 다음과 같다. 김진영(2015) pp. 111-135. 김진영(2016) pp. 47-74 
참조 ; Glucklich(2011) pp. 165-190 참조 ; Bhanavaty & Choudry(2014) pp. 
141-152 참조. ; 赤松明彦(2004) pp. 15-27 참조. 물론 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강조하는 박티(bhakti)의 입장에서는 행복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힌두교 안에서도 다양한 행복론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대표적으로 Glucklich(2011) pp. 172-173 참조. 
5) Bhanavaty & Choudry(2014) p. 146. 표 1 참조. 오장설은 가장 겉에 

Annamaya(Physical), 그 뒤를 이어서 Prāṇamaya(Vital), Manomaya(Mental), 
Vijñānamaya(Intuitive), 그리고 가장 깊숙한 내부에 Ānandamaya(Blissful)로 

이루어진 자아를 말하는 이론이다. 오장설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박효엽(2015) pp. 199-226 참조. 
6) 여섯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만 살펴본다. ‘행복치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나머지 네 가지 복합어는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여섯 가지 복합어 

해석방법에 대해서는 스가누마 아키라(1993) pp. 197-202 참조. ; 
김호성(2001) pp. 51-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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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병렬복합어(dvandva)로 

보게 되면 ‘행복과 치유’의 의미가 될 수 있고, 동격한정복합어

(karmadhāraya)로 보게 되면 ‘행복이 곧 치유’가 된다. 물론 ‘치유

를 통한 행복’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만약 ‘치유를 통한 

행복(=치유행복)’이라는 뜻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후술할 바와 같

이 요가적/요가학파적(Yogic)7)인 맥락이 된다. 
비록 KU에는 아트만의 앎을 통해서 얻어지는 최고의 행복이 곧 

치유라고 하면서, 주로 베단타적(Vedāntic) 가르침이 설해지지만 

요가적/요가학파적 사상의 흔적 역시 나타난다고 보는 학자8)도 

없지는 않다. 그러므로 행복론 외에 따로이 치유론을 살펴봄으로

써, ‘행복이 곧 치유’ 라는 입장 외에 ‘치유를 통한 행복’의 입장까

지 찾아보기로 한다. 그런 뒤에, 그러한 행복론이 우리들에게 얼

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생

각해 보려고 한다. 긍정적인 의미의 확인과 함께 한계 역시 체크

해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비평을 통하여 KU의 행복치유론 그 자

체만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한국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수용가능

한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7) ‘치유를 통한 행복’은 심리적 차원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얻어지는 행복을 

말하는 것일 터이다. 힌두교에서 그런 심리적 차원은 본격적으로 요가 

수트라(Yoga Sūtra)에서 말해진다. 물론 거기에는 이미 성립된 불교심리학의 

영향이 명확하다. 다만 요가 수트라에서 정립된 고전 요가 이전의 초기 

요가사상은 중기 우파니샤드에서부터 등장하고, KU 역시 그런 중기 

우파니샤드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8) 나카무라 하지메(中村 元)가 그런데, 그는 KU 안에서 박티(bhakti)적 성격을 

인정하는 등 KU를 아드바이타 베단타(Advaita Vedānta, 不二一元論) 
일변도로만 보지 않고 있다. 요가적/요가학파적 성격에 대해서는 치유론을 

다룰 때 언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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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사 구조와 세 가지 소원

1. 서사 구조 

KU의 주요 등장인물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죽음의 신 야마

(Yama)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유친(有親)이어야 한다는 당위

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것도 현실이다. KU
에서도 그렇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흔히 현실에서 보는 부자

지간(父子之間)의 갈등은 재산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것이지만, KU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초세속적이

고 종교적인 측면과 관련한 갈등이다. 
그리고 그 갈등의 구체적인 초점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려는 행

복이라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아버지는 행복하고 싶었다. 그 당시 

― KU의 성립 당시가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가 성립된 당시 ― 궁
극적 행복은 천상(天上, svarga)에 태어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

해서는 제사(yajñā)를 지내야 한다. 제사와 생천(生天)은 주고 받는 

관계이다. 이러한 보상(補償)시스템 위에 성립된 것이 바라문교였

다. 우파니샤드 이전의 베다 문헌9)에 나타나 있는, 이른바 제식(祭
式)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제사를 지냈다. “모든 재산을 다 버렸다.”10) 

9) 베다와 우파니샤드를 다른 문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현대 학자들의 

분류법에 따른 것이다. 인도 전통에서는 우파니샤드까지 다 베다―
계시서(śruti)―-로 본다.

10) “sarva-vedasaṁ dadau” KU 1.1.1. KU의 원문 인용은 Olivelle(2010)의 

데바나가리 문자로부터 직접 로마나이즈한다. 이때 Radhakrishnan(1953)을 

참조하였다. 하지만, 게송의 번호는 Olivelle를 따르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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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으로는 경건과 정성을 다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들 나치케타

스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한 평가가 가능했던 것은, 아직 소년이었으나 그에게는 이미 

나름의 투철한 믿음이 생겼기11) 때문이었다. 그의 믿음으로 볼 

때, 아버지의 믿음은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과연, 어떤 점에서 그

러했던 것일까? 아들 나치케타스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고 한다. 

물은 다 마셨으며, 풀도 다 먹었고, 우유는 다 짰으며, 감각기관도 

없는 그것들을 주면서, 그는 ‘즐거움이 없는’이라 이름하는 그러한 세

계들로 간다.12)

 
앞의 1.1.2에서 제사를 지내준 제관(祭官, 바라문)에게 건네주는 

사례(dakṣiṇā)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 즉 

소(go, 牛)였다. 그리고 1.1.3은 그러한 소가 이미 최상의 것이 아

니었음을 보여준다. 이 송(頌)에 대하여, 이재숙은 아버지의 행위

에 대한 아들 “나치케타스의 회의(懷疑)”13)가 표명된 것으로 보았

으나, 내 생각에는 그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비판이 행해진 것이

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한 비판적 입장은 마음 속 생각으

로만 머무르지 않았다. 보다 도발적으로, 아버지에게 반문(反問)한
다. 바로 이어지는 1.1.4에서이다.

그때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 “아버지, 당신은 나를 누구

에게 바칠 것입니까?” 두 번, 세 번 [그렇게 말했다]. 
그때 그(=아버지)는 그에게 말하였다 : “나는 너를 죽음의 신에게 바

대해서는 뒤에서 서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11) “śraddhāviveśa” KU 1.1.2. 
12) “pītodakā jagdha-tṛṇā dugdha-dohā nirindriyāḥ, anandā nāma te lokās 

tān sa gacchati tā dadat.” KU 1.1.3.
13) 이재숙(2010)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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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라고.14)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당시 아버지의 기분일 

터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아들을 죽음의 신

에게 바친 것일까? 아니면, 화가 나서라고 생각할 것까지는 없는 

것일까?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저 아들의 말에 동의를 해

서일까? 어떤 신에게라도 공양을 올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죽

음의 신에게 바쳤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아버지가 화가 나

서 아들을 죽음의 신에게 바친 것으로 본다. 그 근거는 1.1.10이
다. 1.1.10에 의하면, 아들 나치케타스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보였

던 “분노가 가시고, … 말도 하며, (아들인 나치케타스를) 인정하는 

것”15)을 첫 번째 소원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바(Śiva)신이 아들 가네샤(Gaṇeśa)의 머리를 친 장면이 연상

되는데,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것으로 해석해 본다. 
그렇게 되면 죽음의 신 야마와 나치케타스의 대화는 사후세계에

서 일어나는 일이 된다. 완벽하게 신화가 된다. 다만, 신화이므로 

아들 나치케타스는 죽어도 죽지 않았다. 아니, 현세에서는 죽었지

만 야마 신의 세계에서는 다시 살아났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아들 나치케타스는 죽음의 신 야마에게로 보내진다. 진

리를 구하기 위하여 스승을 찾아가는 자발적인 편력(遍歷)이나 구

도(求道)는 아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나치케타스 역

시 나름의 신심이 있지 않았던가. 야마를 찾았으나, 야마가 없는 

빈 집에서 손님 대접도 못 받으면서 사흘 밤낮을 기다리는16) 고행

14) “sa hovāca pitaraṁ tata kasmai māṁ dāsyasīti, dvitīyaṁ tṛtīyam, taṁ 
hovāca mṛtyave tvā dadāmīti.” KU 1.1.4. 

15) “( … ) vīta-manyur ( … ) mābhivadet pratīta” KU 1.1.10. 
16) KU 자체에는 이러한 말이 없다. 한 브라흐마나 문헌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다 

한다. 리그 베다 10권 135송에서도, 나치케타스스가 아버지에 의해서 

야마에게 보내지는 이야기가 나온다. Radhakrishnan(1953) p. 598 참조.



카타 우파니샤드의 행복치유론에 대하여 ∙ 199

(苦行, tapas)을 감수할 근기(根機, adhikāra)는 되었던 것이다. 신
으로 하여금 한 번 돌아보게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게 하기 위해

서 지불해야 하는 것에 비단 제사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고행 역

시 그러한 보상시스템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야마가 말하였다] 오, 브라만이여, 그대는 나의 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서 사흘 밤을 머물렀는데, [그러한] 손님은 경배를 받을 만하다. 
오, 브라만이여, 그대에게 경배/귀의가 있기를, 나에게 행운이 있기

를. 그러므로 그 보상으로 세 가지 소원/선물들을 요구하라.17) 

KU의 서사 구조는 이와 같다. 매우 간단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구조(plot) 속에서 ‘요구 – 제시’의 형식을 통하여 야마가 

힌두교의 진리를 말하는 부분이다. 서사 구조는 간단하지만 교설

은 길다. 이는 힌두교 서사시 문헌에서 확인되는 한 특징18)이기도 

한데, 그런 점은 KU에서도 확인된다. 더욱이 KU에서는 그 1편의 

최종 부분인 1.3.16-17을 보면, “죽음의 신에 의해서 나치케타스

에게 말해진 영원한 이야기를, 말하고서 또 듣고 나서, 현자는 브

라흐만의 세계에서 거룩하게 되었다”19)라거나,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그것은 내세의 행복을 위해서 적절한 것이다”20)라고 말해

진다. 
다시 말하면, KU는 1편에서 끝나21)도 좋았을 것이라는 뉘앙스

17) “tisro rātrīr yad avātsīr gṛhe me ’naśnan brahmann atithir namasyaḥ, 
namas te ’stu brahman ; svasti me ’stu ; tasmāt prati trīn varān 
vṛṇīṣva.” KU 1.1.9. 

18)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Mahābharata)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서사시 

부분과 철학적 담론이 행해지는 교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德永宗雄(2002) 
p. 169 참조. 그런 특성은 바가바드기타(Bhagavadgītā, BG로 

약칭함)에서도 마찬가지다. 
19) “nāciketam upākhyānam mṛty-proktaṁ sanātanam, uktvā śrutvā ca 

medhāvī brahmaloke mahīyate” KU 1.3.16. 
20) “tad ānantyāya kalpata” KU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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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KU의 체계를, 라다크리쉬

난과 같이, 1편과 2편으로 나누는 방식을 선호한다. 전체를 2편으

로 대(大)분류하는 대신, 6장으로 중(中)분류하는 올리벨르의 방식

을 따르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2. 세 가지 소원 

나치케타스는 사흘 밤낮의 고행을 한 보상으로 소원 세 가지는 

이제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소년 나치케타스에게도 이루고 싶은 

소원들은 적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죽음의 신 야마는 세 

가지만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루고 싶은 소원이 많았

다고 한다면, 그것들 중에서 세 가지만을 선택22)해야 하는 것이었

다. 그러나 이미 신심(信心)을 발한 - “신심이 들어갔다”라고 표현

되었다 – 일이 있는 나치케타스는 거침없이 세 가지 소원을 선택

하고 요구하였다.
첫째,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다. 이는 KU. 1.1.10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나치케타스가 말하였다] 오 죽음의 신이여, [나의 아버지] 가우타마

가 욕망을 정화하고, 선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며, 그렇게 나에 대한 

21) 문헌학적으로 볼 때, 이 나치케타스스 이야기 자체가 KU의 주된 테마를 

보강하기 위해서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 학계의 일반론이라 

한다.(김진영 선생이 알려준 정보이다.) 그만큼 그 부분이 그 나름으로 묶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2) 위에서 인용한 KU 1.1.9에서 “요구하라(vṛṇīṣva)”라고 옮긴 동사의 

어근(√vṛ)이 갖는 의미 중에는 “요구하다(to ask or request that)”도 

있지만, “선택하다(to choose, select, choose for one’s self, choose as)” 
역시 있다. Williams(1960) p.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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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가 가시고, 당신으로부터 풀려난 나에게 말도 하며 [나를] 인정하

는 것, 이것을 세 가지 [소원] 중에서 첫 번째 소원으로 저는 선택합니

다.23) 

나치케타스는 나름으로 진지한 믿음을 갖고 생천(生天)에 대한 

소원을 이루고자 제사를 행한 아버지에 대해서 비판을 퍼부었던 

일이 있었지 않던가. 공적(公的) 이유에서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로 인하여 사적(私的)일망정 아

버지의 분노를 샀던 일은 아들 나치케타스에게도 여전히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그러한 앙금을 털어내

고 싶었다. 다시 아버지와 따스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 아버지로

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첫 번째 소원으로 내세운다. 
둘째, 생천의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KU 1.1.13에서이다. 

오 죽음의 신이여, 바로 그대 당신이야말로 천상으로 이끄는 불을 

알고 있소. 그것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있는 나에게 설명해 주시오.
천상세계[에 사는 자]들이 불사(不死)를 즐기고 있소. 그것을 나는 

두 번째 소원으로서 선택합니다.24) 

여기서 말하는 불은 천상세계에 태어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제

화(祭火)를 말한다. 앞서 언급한 바 있거니와, 우파니샤드 이전의 

베다인들은 제사를 지냄으로써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믿

고서 그렇게 실천하였다. 그때 제사의 중심에 놓이는 것이 불

(agni)25)이다. 불은 베다 시대부터 지상의 인간과 천상의 신을 연

23) “śānta-saṅkalpaḥ sumanā yathā syād vīta-manyur gautamo mābhi 
mṛtyo, tvat-prasṛṣṭaṁ mābhivadet pratīta, etat trayāṇāṁ prathamaṁ 
varaṁ vṛṇe.” KU 1.1.10. 

24) “sa tvam agniṁ svargyam adhyeṣi mṛtyo prabrūhi taṁ śradda-dhānāya 
mahyam, svarga-lokā amṛtatvaṁ bhajanta etad dvitīyena vṛṇe vareṇa.” 
KU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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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제사를 지내는 행위, 즉 

제화를 피움으로써 인간은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된다. 이러한 불에 대한 지식(agnivijñāna), 즉 제사에 대한 

지식을 야마로부터 배우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생천하고 싶다는 

소원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내세에 생천하겠다는 소

원까지 이루어진 터에 다시 또 어떤 소원이 더 있다는 말일까? 그
러나 소년 나치케타스는 마지막 소원을 피력함으로써 그 성취를 

원한다. KU 1.1.20에서, 나치케타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치케타스는 말하였다.]  사람이 죽을 때 이러한 의심이 [일어난

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사후에도] 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

들은 “그러한 것은 [사후에는] 없다”고 [말한다.]
나는 당신에 의해서 가르쳐진 이것을 알고자 한다. 이것이 소원들 

중에서 세 번째의 소원이다.26)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는 사후의 생

존 여부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그것은 KU 1.1.6에서 “인
간은 곡식처럼 익어가고, 곡식처럼 다시 태어난다”27)는 사실을 들

어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있음과 없음이 물어지

는 “그것”은 자아 내지 영혼, 즉 아트만은 사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라다크리쉬난 역시 나치케타스의 문제는 “자유롭

게 된 영혼의 조건”28)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25) 이 ‘불’이 ‘불의 신’이 된다. 둘 다 ‘아그니’이다. 
26) “yeyam prete vicikitsā manuṣye ’stīty eke nāyam astīti caike, etad vidyām 

anuśiṣṭas tvayāhaṁ varāṇām eṣa varas tṛtīyaḥ.” KU 1.1.20. 
27) “sasyam iva martyaḥ pacyate sasyam ivājāyate punaḥ” KU 1.1.6. 이 말의 

화자는 “어떤 목소리(a voice)”라고 되어 있으니(Olivelle 2010:375), 아마도 

우파니샤드의 편집자가 삽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28) Radhakrishnan(1953) p.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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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와 세 번째 소원은 어떤 ‘지식’의 습득을 요구하고 있다

는 점에서는 같은 차원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 제사

에 대한 지식만으로 나치케타스의 실존적 문제해결을 다 이룰 수 

없었다는 것도 분명하다. 바로 그렇게 보는 것이 힌두교 – 구체적

으로 베단타29) – 철학의 기본입장이거니와, 이 마지막 소원으로 

제시된 것은 어쩌면 종교의 궁극적 관심과 관련한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야마는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는 것일까? 그 점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주목하고 싶은 것은 

라다크리쉬난이 적절하게 잘 상기(想起)30)하고 있는 것처럼, 붓다

에게도 이와 유사한 문제 - “영혼과 몸은 하나인가? 영혼과 몸은 

다른가?” 등 – 가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 문제 설정 그 자

체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결말은 달랐다. 붓다는 끝

내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지혜(abinna)
와 깨달음(sambodha)과 열반(nirbana)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31)는 이유로 침묵 – 이를 무기(無記)라고 한다 - 할 뿐, 
명시적인 해답의 제시는 피하고 만다. 
그러나 야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론 그 역시 이러한 질문

은 “옛날의 신들에 의해서도 의심되어졌으니, 실로 이해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진리는 미묘하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소원

을 선택하라.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나를 이 (문제)로부터 놓아 달

라”32)고까지 말하지만, 마침내는 나치케타스의 열정 앞에서 그에 

29) 힌두교 철학 안에 베단타철학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참나(아트만)의 발견이라는 주제를 가장 철저하게 천착한 

것은 베단타학파이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30) Radhakrishnan(1953) pp. 603-604 참조.
31) 김호성(1991) p. 1553.
32) “devair atrāpi vicikitsitaṁ purā na hi sujñeyam(라 : suvijñeyam) aṇur eṣa 

dharmaḥ, anyaṁ varaṁ naciketo vṛṇisva mā moparotsīr ati mā 
sṛjainam.” KU 1.1.21. “sujñeyam”은 라다크리쉬난은 “suvijñeyam”이라 

했으나, 의미상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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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르침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적인 자아는 태어난 것이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며, [그것은] 어디

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나타난 것도 아니며 

태어나지 않았고, 항상하며, 소멸하지 않고, 옛날부터 있는 것이다. 
설사 육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지 않는다.33)

“육체가 죽어도, 죽지 않는” 아트만은 인간의 사후에도 존재한

다는 것이다. 그 아트만을 아는 것(ātmajñāna)이 곧 해탈이다. 사
실, 세 번째 소원으로 요구된 문제에 대해서 야마는 이렇게도 대

답하고 저렇게도 대답하고 있지만, 이 이상 더 핵심적인 것은 없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마침내는 이러한 진리를 설한 야

마도, 이러한 진리를 들은 나치케타스스도 모두 “브라흐만의 세계

에서 거룩하게 되었다.”34)라고 한다. 그것이 1편의 대단원(大團圓)
이다. 

33) “na jāyate mriyate vā vipaścin nāyaṁ kutaścin na babhūva kaścit, ajo 
nityaḥ śāśvato ’yaṁ purāṇo na hanyate hanyamāne śarīre.” KU 1.2.18. 
밑줄 친 부분만 다를 뿐,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같은 게송이 BG 2:20에서도 

보인다. 
34) “brahmaloke mahīyate” KU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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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복치유론의 함의(含意)

1. 행복론

행복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

에 대한 대답은 수도 없이 다양하겠지만, 그 구조를 살펴보면 결

국은 어떤 조건의 성취가 행복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물리적 조건의 충족, 예컨대 돈(artha)과 같은 것이 없더라

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예를 들 것도 없이 과거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인격자를 수도 없이 노래하고 상찬(賞讚)해 

왔지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심리적 조건은 충족되어

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물리적 조건의 결여 속에서, 그럼

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

음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KU의 세 가지 소원은 그대로 세 가지 행복의 조건

이라고 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세 가지 행복의 조건은 행

복에는 세 가지 차원/층위(層位)가 있다고 하는 KU의 입장을 나타

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세 가지 소원에 

대해서는 앞 장에서 이미 개략적이나마 소묘(素描)를 하였으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세 가지 행복을 자리매김하는 일이라 생

각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차원/층위의 행복을 말한 것

으로 볼 수 있는 KU의 행복론이 갖고 있는 함의를 파악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소원/행복을 다시 간

략히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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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소원/행복 :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두 번째 소원/행복 : 생천의 방법에 대한 앎 

  세 번째 소원/행복 : 참나(아트만)에 대한 앎

지금까지 힌두교의 행복론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대개가 TU의 

오장설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나는 앞서 지적한 바 있

다. 그런 관점을 투영(投映)해 본다면, 이 KU의 행복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층위와 다섯 가지 겹(kośa)35)이라고 

하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응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우선, 확실한 것은 KU의 세 번째 소원/행복에서 말해지는 참나

(아트만)에 대한 앎과 TU의 다섯 번째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Ānandamaya) 자아는 공히 궁극적 경지36)로 말할 수 있을 터이

다. 소년 나치케타스가 마지막 소원으로 제시하였으며 성취하였다

고 말해지는 궁극적 경지는, 마침내는 수행자에게 “브라흐마의 세

계에서 거룩하게 된다/존중되다”37)라는 과보를 줄 수 있게 된다. 
그것은 곧 브라만과 하나인 아트만(梵我一如)의 얻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나치케타스의 자아는 기쁨만으로 넘치는 

자아일 것임은 두 말할 나위 없는 일이다. 
문제는 나머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원/행복이다. KU의 첫 번

째 소원/행복에서 말해지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일

35) ‘kośa’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덮개, 칼집’ 등이다. Williams(1960) p. 314. 
그것이 오중(五重)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므로, ‘겹’으로 이해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비유를 들면, 양파 껍질처럼 말이다. TU 자체에는 ‘겹’의 

의미가 없었으며, 후대의 아드바이타 베단타에 이르러 ‘겹’이 부가되었다. 
박효엽(2015) pp. 203-204 참조. 

36) 박효엽에 따르면, 아드바이타 베단타의 관점에서는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자아가 개아(jīvātman)일 뿐, 궁극적 자아(paramātman)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KU 그 자체의 의미와 그에 대한 라마누자의 해석은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자아가 궁극적 자아가 일치한다고 본다. 박효엽(2015) pp. 
215-217 참조. 

37) “brahmaloke mahīyate” KU 1.2.17 ;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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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TU의 오장설에서 첫 번째로 말해지는 물질38)로 이루어지는 자

아(Annamaya)와는 다른 것이 사실이다. TU의 다섯 겹은 거친 것

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미세한 곳으로 깊이 들어가는 방향인데, 
그 모든 것은 ‘나(aham)’39) 속에서 일어나는 대자(對自)의 일이지, 
타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는 대타(對他)의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KU의 첫 번째 소원/행복과 TU의 첫 번째 겹은 범주

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KU의 첫 번째 소원/행복을 KU 
안의 맥락에서만 본다면 분명 ‘나’의 내면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즉 심리적 차원 – TU에서는 이 심리적 차

원을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겹 속에서 말한다 - 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은 ‘심리적 차원’도 있겠

지만,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관계회복이라는 요청되는 것일 터

이다. 그럴 때 그것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물리적 거리감의 회

복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심리와 물리 두 차원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물리적’40) 차원의 일로 볼 수도 있는 것으

로 나는 생각한다. 
그보다 더욱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KU의 두 번째 소원/

행복인 생천을 TU의 오장설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도 그럴 것이, 비록 아버지의 제사행위가 아들 나치케타스에 의해

서 비판되었기에 KU가 제사에 의한 생천이라는 문제를 내다버리

고, 그것을 참나의 앎이라는 우파니샤드적 해탈로 대체하고 말았

38) 물질로 의역한 “anna”의 사전적 의미는 “음식”이다. Williams(1960) p. 45 
참조. 

39) TU의 오장설은 결국 “aham” 안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제한 뒤에 남는 

“ātman”만이 나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ātman” 역시 애당초에는 

“aham” 속에 있는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40)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서 ‘물리적’이라 말한 것은 세 번째 

소원/행복이 형이상학(metaphysics)적 차원이라고 볼 때, 그 반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일 뿐 물리학의 대상으로서 물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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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TU의 오장설은 그렇게 외부 지향의 생

천이 아니라 내부 지향의 자기발견으로 방향전환을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KU는 어떻게 보면 TU의 오장설이 내보이는 자기발견

이라는 새로운 해탈을 궁극적인 것으로 자리매김하면서도, 그 이

전 시대의 제사에 의한 생천이라고 하는 것 역시 내다버리기 보다

는 포섭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代替)가 아니라 퇴적(堆積)이었다. 
이 점에서 KU의 행복론이 갖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말한 바 있지만, 나는 바로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인식으

로부터 KU의 행복론을 새롭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

은 KU의 세 가지 소원/행복이 드러내고 있는 차원/층위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 관점을 힌두교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었

다. 바로 BG에서 볼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BG의 근대적 해석

자 틸락(B.G.Tilak, 1857-1920)이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41)했던 것

이다. 세 가지 차원은 바로 물리적(adhibhūta) 차원, 신학적

(adhidaiva) 차원, 그리고 형이상학적(adhyātma) 차원이라 이름한 

것이다. BG 7 : 30과 8 : 2에는 adhiyajña도 말해지고 있어서 그것

까지 감안하면 네 가지 차원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BG 7 : 30과 8 : 1에서 말해지는 adhidaiva와 통합할 수 있는 

것이었다. 
물론 틸락이 이 세 차원에 주목한 까닭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할 수 없노라고 물러서는 – 회의(懷疑)하는 – 아르주나(Arjuna)를 

설득하는 크리쉬나(Kṛṣṇa)의 논리를 평가하기 위해서였다. 아르주

나가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겠노라고 하는 정신의 경지는 다만 물

리적 차원이라 보고서, 그 경지보다 더 높은, 가장 궁극적인 경지

인 형이상학적 차원으로 인도함으로써, 전쟁에서 죽어도 죽지 않

는 생명 – 아트만 – 의 존재가 제시되었음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

41) 김호성(2015) pp. 67-72 참조. 틸락 이외에 세 가지 차원을 정리한 해석자를 

나 자신 아직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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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마지막 단계, 즉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제시되는 메시지 중

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다음과 같은 BG 2 : 19
이다.

그를 살해하는 자라고 아는 자, 그가 살해되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 
그 양자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는 살해하는 자도 아니고 

살해되지도 않는다.42) 

이와 같은 의미를 설하는 것이 우리의 KU 1.2.19에도 나온다. 
후반부는 완전히 같고, 전반부만 다르다. KU에서는 “만약 살해하

는 자가 살해한다고 생각하고, 살해되는 자가 살해된다고 생각한

다면”43)이라 되어 있다. 이것이 형이상학적 차원인데, KU에서 말

하는 궁극적 행복은 이러한 경지44)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해

지는 것이다. 이러한 KU의 세가지 소원/행복과 BG의 세 가지 차

원을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첫 번째 소원/행복 :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 물리적 차원45) 

42) “ya enaṁ vetti hantāraṁ yaś c’ainaṁ manyate hatam, ubhau tau na 
vijānīto : n’āyaṁ hanti na hanyate.“ BG 2 : 19.

43) “hantā cen manyate hantuṁ hataś cen manyate hatam.” KU 1.2.19. . 
44) 앞서 인용한 바 있는 KU 1.2.18을 포함하여 생각할 때, KU와 BG가 공히 

동일한 의미의 게송 둘을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맥락(context)이 

다르기 때문에 함의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KU는 

어디까지나 ‘아트만의 불사(不死)’를 말하는 맥락임에 반하여, BG에서는 

그러한 형이상학적 전제를 깔고서 “그렇기 때문에 전장에서 사람을 죽여도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게 된다. 아트만은 죽지 않는 것이므로. 
그런 까닭에 아르주나 그대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옳다”는 사회윤리적 

맥락의 발언이 된다. 이에 대한 비판은 김호성(2000) pp. 94-96 참조. 
45) 또한 세 가지 차원 사이의 상대적 성격 역시 고려하였다. 신학적 차원과 

형이상학적 차원은 공히 현실의 물리적 차원과 다른 차원이라는 점에서 세 

가지 차원을 둘로 재정리할 때는, 그 양자는 함께 묶일 수 있다. 물론 신을 

중심에 둔 제사와 그 보상이 신학적 차원이라는 것과 해탈을 자기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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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소원/행복 : 생천의 방법에 대한 앎 ― 신학적 차원 

세 번째 소원/행복 : 참나(아트만)에 대한 앎 ― 형이상학적 차원

위의 표와 달리, 사실상 소년 나치케타스는 첫 번째 소원/행복

을 가장 밑바닥에서 구하였으며 세 번째 소원/행복을 가장 높은 

곳에서 얻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세 번째 소원/행
복이 가장 위에, 첫 번째 소원/행복이 가장 아래에 자리해야 할지

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다음과 같이 말이다.

세 번째 소원/행복 : 참나(아트만)에 대한 앎 ― 형이상학적 차원

두 번째 소원/행복 : 생천의 방법에 대한 앎 ― 신학적 차원 

첫 번째 소원/행복 :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 물리적 차원 

물리적 차원에서 신학적 차원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형이상학적 

차원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소년 나치케타스는 성장46)해 갔다

발견한 참나를 통하여 이루어간다는 형이상학적 차원은 서로 다른 

차원이지만 ―. 이렇게 신학적 차원과 형이상학적 차원을 하나로 묶어 

놓으면, 그 반대편에 있는 차원을 ‘심리적 차원’이라 이름하는 것은 그 

대립관계가 선명하지 않게 된다. ‘물리적 차원’이라 이름할 때 보다 더 

선명한 대립관계를 이룬다. 한편, 실증주의 창시자 콩트(A.Comte, 
1798-1857)는 신학적 차원, 형이상학적 차원, 그리고 실증적 차원을 

말하였다. 신학적 차원이 가장 낮은 단계인데, 그 다음 형이상학적 단계를 

거쳐서 실증적 단계로 나아왔다고 말했다. 이는 BG와 같은 베단타철학의 

관점과는 정반대이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콩트의 ‘실증적’에 대응할 수 

있는 말로는 ‘심리적’ 보다 ‘물리적’이 더 적절한 것이다. 물론 BG나 틸락의 

관점과 대비하지 않고서 KU만으로 본다면, 이 세 가지 차원에 대한 명명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궁극적으로는 행복의 

조건으로서 물리적 차원의 배제를 함의하는 형이상학적 차원의 행복이 

아니라 그 양자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BG나 틸락, 더 

나아가서는 콩트의 관점까지도 고려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기에 ‘심리적’ 
차원보다는 ‘물리적’ 차원으로 대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46) 그런 점에서 KU의 서사에는 하나의 성장소설(Bildungsroman)과 같은 성격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치케타스 이야기를 입문식/입문의례로 보는 

것과도 상통하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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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퇴적(堆積)이긴 하지만 평등한 가치

의 퇴적은 아니다. 가치의 우열이 있고, 그 사이에 상승(上昇)이 요

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KU 1.1.21에서 보는 것처럼, “오 나치케타스여, 다른 소원을 선

택하라. 나를 괴롭히지 말고, 이로부터 나를 놓아 달라”47)고 외치

는 야마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끝내 나치케타스가 세 번째 소원

/행복을 요구했으며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그러한 행복

만이 가장 진실한 행복이라는 힌두교 – 구체적으로는 베단타 – 의 

행복관이 존재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삶 속에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물리적 차원의 행복이나 내세에 천상

세계에 태어나는 것과 같은 신학적 차원의 행복만으로는 결코 진

정한 행복일 수 없다는 것이다. Vinayachandra K. Bhanavaty & 
Anuradha Choudry는 이러한 행복 개념을 구미(歐美)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Nil)”48)고 하였는데, 그러한 단정(斷定)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바로 이 점에서 힌두교의 행복론은 그 끝(anta)을 

맞이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 치유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복치유’라는 복합어의 의미를 동격

한정복합어로 볼 수 있다면, 즉 행복이 곧 치유라고 한다면 이미 

행복 개념이 명확히 된 이상 새삼스럽게 치유론을 살펴야 할 필요

는 없을지도 모른다. 참나를 아는 것,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해탈

47) “anyaṁ varam naciketo vṛṇisva mā moparotsīr ati mā sṛjainam.” KU 
1.1.21.

48) Bhanavaty & Choudry(2014) p. 146.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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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는 행복 그 자체만으로 되는 것이지, 다시 치유해야 할 그 무

엇이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소

원/행복을 다 얻었을 때의 일이고, 그곳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길

에서는 여전히 치유해야 할 마음의 상처와 같은 것이 없지는 않았

다. 
앞의 서사 구조에서 본 것처럼, KU의 가르침이 설해진 배경 서

사 속에 등장하는 나치케타스 부자 사이에는 다시금 화해가 필요

할 정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서
로 모두 어쩌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로서 느끼는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아버지의 치유이다.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

아서 홧김에 아들을 죽음의 신 야마에게로 보내고 말았다. 우리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는데, 나치케타스의 아버지

는 아들에게 이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찌 아버지 마음이 편

하기만 했겠는가. 앞서 살펴본 KU 1.1.10에 따르면, 아버지에게는 

욕망(saṅkalpa)도 있고 분노(manyur)도 있었다고 하지 않던가. 뿐
만 아니라 나치케타스의 첫 번째 소원이 아버지로부터 다시 인정

을 받는(pratīta) 것이었다는 점에서 유추해 본다면, 우리는 아버

지가 치유가 필요한 존재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다. 
나치케타스의 첫 번째 소원으로 나타나는 아버지의 치유 문제

는 KU 1.1.11에서 보듯이, 죽음의 신 야마의 가피력(加被力)으로 

원만히 해결된다. 

[야마가 말했다] [그대의 아버지] 아웃달라키 아루니는 그 전에 [그
대를] 인정했던 것처럼, [그대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나로부터 가피를 입고서, [그대의 아버지는] 죽음의 입으로부터 벗

어난 그대를 보고나서는 분노를 잠재우고서 밤들을 편히 자게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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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9)

야마가 하는 말 중에서, “죽음의 입으로부터 벗어난 그대(즉, 아
들) 를 보고서”라는 표현이 있다. 이것은 원인이다. “분노를 잠재

우고서 밤들을 편히 자게 될 것이다”라고 한 것은 결과이다. 아버

지의 분노, 즉 아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아서 생긴 분노의 해결

은 아들의 불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 당장에는 

그도 사람인지라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에 휩싸여서 아들을 죽음

의 신에게 보냈지만, 그로써 그가 행복(sukha)해 진 것은 결코 아

니었다. 그 반대로 그의 아들이 “죽음의 입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비로소 다시금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다

운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 그것이 아버지의 치유이다.
둘째, 아들 나치케타스의 치유이다. 나치케타스의 치유는, 앞서 

행복론에서 살핀 것처럼, 참나를 보았을 때 진정한 행복(ānand
a)50)을 얻음과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두 번째 소원인 생천에서부터 세 번째 소원인 자아를 

얻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경지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치유론적 해석을 가능케 하는 표현이 나타난다. 
KU 1.1.12는 두 번째 소원인 생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맥락인

데, “슬픔을 극복한 자는 하늘세계에서 즐거워 한다.”51)라고 말하

였다. 천상세계에 슬픔이 있을 수 없고, 슬픔을 극복하지 못한 자

49) “yathā purastād bhavitā pratīta auddālakir āruṇir matprasṛṣṭaḥ, sukhaṁ 
rātrīḥ śayitā vītamanyus tvāṁ dadṛśivān mṛtyu-mukhāt pramuktam.” KU 
1.1.11. 

50) 힌두교의 행복 개념을 “sukha”와 “ānanda”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은 Bhanavaty & Choudry(2014) p. 143. ; 김진영(2015) p. 113 
참조.

51) “śokātigo modate svargaloke.” KU 1.1.12. 이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소원과 

관련하는 KU 1.1.18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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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늘세계에 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슬

픔의 극복 문제는 세 번째 소원인 자아의 획득이라는 맥락 속에서

도 말해진다. 바로 KU 1.2.12에서이다. 

보기가 어렵고, 숨겨져 있는 것이며, 따라 들어간 것이며, 비밀의 장

소에 놓여 있으며, 심연에 머문 것이며, 오래된 그것이 신임을, 
최고의 자아에 관한 요가를 얻음에 의해서 생각한 뒤에, 현자는 즐

거움과 슬픔 둘 다를 버린다.52)

“최고의 자아에 관한 요가”에 “ādhyātma”라는 말이 들어있다. 
앞서 행복론에서 논한 세 가지 차원 중에서 세 번째 형이상학적 

차원을 지칭할 때 나왔던 바로 그 말이다. “오래된 것이 신”임을 

자각하는 것이므로, 이 맥락 역시 형이상학적 차원을 가리키고 있

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같은 형이상학

적 차원이지만 베단타적 맥락만이 아니라 요가적 맥락 역시 읽힐 

수 있다는 점이다. 나카무라 하지메(中村 元)는 “최고의 자아에 관

한 요가”를 “자기의 내심(內心)을 보고서 마음을 제어해 가는 요

가”53)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나카무라 

하지메는 이 맥락에서 어느 정도 심리적인 요가/요가학파의 흔적

을 염두에 두고, 그 선구적 형태로서 KU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고 한다면, KU 1.2.12의 이 말씀은 선불교의 점진적인 

수행(漸修)54)의 차원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점진적

52) “taṁ durdarśaṁ gūḍham anupraviṣṭaṁ guhāhitaṁ gahvareṣṭham 
purāṇam, adhyātma-yogādhigamena devaṁ matvā dhīro harṣa-śokau 
jahāti.” KU 1.2.12. 

53) 中村 元(1995), p. 541. “요가란 마음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다(yogaś 
cittavṛtti-nirodhaḥ)”라는 것이 요가 수트라 1.2에 나타난 요가의 

정의이다. 정승석(2014) p. 40. 
54) 이러한 요가적 의미와 다른 것은 베단타적인 의미인데, 선불교의 

돈오(頓悟)적 성격은 참나의 발견이 곧 해탈이라는 베단타(=아드바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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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행을 통해서 마침내 참나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경지에서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만 있는 

것으로 TU의 오장설에서는 말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의 ‘기
쁨’은 ‘슬픔’과 상대되는 의미에서의 그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대립

세계를 넘어서 – 둘 다를 버림에 의해서 – 얻게 된 절대적인 ‘기
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절대적인 ‘기쁨’에 대해

서, KU 1.2.22에서는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다. 예컨대 다

음 KU 1.2.22와 같이 말이다. 

육체들 중에서 육체가 없으며, 영원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영원하

고, 위대하며 두루 존재하는 자아를 인식하고서, 현자는 슬퍼하지 않

는다.55)

물론 나치케타스가 야마로부터 들었던 이러한 말씀은 가장 높

은 진리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굳이 야마가 이러한 슬픔의 

극복을 말할 때 구체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소년 나치케

타스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처방한 치유책(治癒策)이라 말하기

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 보다는 더 넓은 일반론이라 말해야 할 것

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반론이라 할 말씀을 통해서, 나치케타스

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마저 치유될 수밖에 없는 참나의 획득

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일 터이다. 그러므로 일반론의 적용

을 통해서, 구체적 상황 속의 한 실존이 구원받고 치유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나치케타스에게 주어진 야마의 가르침, 즉 

세 번째 소원/행복론은 야마에게는 ‘슬픔의 치유(śokāpanodana

베단타)적 입장에서 떠올릴 수 있게 한다. 
55) “aśarīraṁ śarīreṣu anavastheṣv avasthitam, mahāntaṁ vibhum ātmānaṁ 

matvā dhīro na śocati.” KU 1.2.22. ‘자아(ātman)’의 인식을 말하고 있는 

맥락이므로, ‘슬픔의 부재 ＝ 해탈 ＝ 행복’으로 이해해도 좋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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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라는 의미가 있게 된다. 도쿠나가 무네오(德永宗雄)는 마하바

라타 제12권의 주제를 평안(平安, śānti), 즉 ‘슬픔의 치유’에서 찾

는다. 그리고 그것은 법전에서 규정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사자

(死者)에 대한 장송(葬送)의례 속에 구조적으로 편입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다비(茶毘, 화장) ⟶ 수공양(水供養) ⟶ 강언덕에서의 설법 ⟶ 슬픔

의 제거 ⟶ 귀가57)

이러한 의례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 보면, 야마의 나치케타스에 

대한 세 번째 선물/설법은 곧 “강언덕에서의 설법”에 해당되며,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해탈/행복은 곧 “슬픔의 치유”에 해당된다

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마하바라타 제12권에서 그것을 

듣는 자는 유족임에 대하여, KU의 경우에는 사자(死者) 자신인 나

치케타스가 듣는 것이라는 차이58)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상처 

입은 사람들,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한 ‘슬픔의 치유’라는 

56) ‘apanodana’의 사전적 의미는 ‘removing, driving away’이다. Williams(1960) 
p. 49. 德永宗雄은 ‘제거’로 옮겼는데, 이 글의 맥락을 살려서 “치유”로 

옮긴다. ‘슬픔의 제거’라는 용어가 감정/감성의 전적인 부정을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한 것은 이필원 박사였다. ‘제거’ 대신 ‘치유’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57) 德永宗雄(2002) p. 167. 
58) 현재 불교의 49재에서도 ‘영가(靈駕, 死者)법문’이라고 하여, 스님들이 설법을 

행하는 순서가 있다. 이는 사자에게 베풀어지는 공양(=施食) 이후의 순서에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유족들에게 행해지는 ‘슬픔의 치유’를 위한 

행위라는 의미가 있다. 이 차이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살아있는 제자가 살아있는 스승으로부터 동일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살아있는 사제(師弟) 사이에 

전해진 가르침이 죽음의 신 야마가 죽은 자/제물로서 받쳐진 자 

나치케타스에게 전한 가르침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신화의 형식을 띈 것은 그야말로 형식이다. 그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의 의미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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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는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KU에서 우리가 표층적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행

복론이지만, 그 심층에서는 치유론이 오히려 행복론을 지지해 주

고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KU의 행복론과 치유론은 표

리(表裏)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Ⅳ. 행복론에 대한 비평

KU에서 행복치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상의 

서술로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바로 이 글을 맺음 하는 것이 

더 좋을는지 모른다. 하지만 행복론과 치유론 중에서, 치유론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지만 행복론에 대해서만은 이 글을 쓰는 내

내 하나의 회의가 내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이러한 행복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과연 이 

시대 우리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KU의 행복론

은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자문(自問)에 대하여 자답(自答)을 마련해 보기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우리 한국사회의 컨텍스트(context)를 

고찰함으로써 KU의 가르침에 담긴 보편성과 특수성을 분별59)하

려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러한 작업은 매우 유용한 방법론이라 

59) 힌두교의 한국적 수용에 있어서 컨텍스트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수용불가능한 특수성과 수용가능한 보편성의 구별 문제는 주로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제기되어 왔다. 김호성(2000) pp. 85-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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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KU의 행복론

에 대한 비평은 힌두교 그 자체 안의 논리만으로도 마련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힌두교에서는 삶의 가치 내지 인생의 목표(puruṣārtha)로서 네 

가지를 지향한다는 것인데, 바로 다르마(dharma), 카마(kama), 아
르타(artha), 그리고 목샤(mokṣa)이다. 카마는 성, 사랑을 가리키

며, 아르타는 재물을 가리키고, 목샤는 해탈을 가리킨다. 카마와 

아르타가 철저히 세속적 가치라고 한다면, 해탈은 출세간적/출세

속적 가치이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다르마를 어

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은 다소 복잡하다. 그도 그럴 것이 ‘다
르마’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마누법전의 번역자 

이재숙은 이렇게 설명한다. 

‘다르마(dharma)’는 ‘지탱하다’, ‘지키다’, ‘지원하다’, ‘이루다’, ‘부
양하다’란 뜻을 가진 어근 드리(dhṛ)에서 파생되어 ‘인간의 이상적인 

행동거지를 규정하는 규범’, ‘인륜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 규범’ 등을 

뜻한다. 따라서 그것은 ‘법’, ‘의무’, ‘관습’, ‘종교’, ‘도덕’, ‘정의’, ‘자
연의 법칙’, ‘보편적 진리’ 등으로 번역된다.60)

보편적 진리라는 뜻도 있으므로, 그것을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해탈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다르

마를 출세속적/출세간적인 가치라고 분류61)하는 것도 무리는 아

니다. 분명 그런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르마의 의미 중에는 

의무라는 뜻도 있다. 다르마를 규정하고 있는 법전―예컨대, 마
누법전―과 같은 데에서는, 이러한 다르마를 생애의 주기에 맞게 

60) 이재숙, 이광수(1999) p. 40. 
61) 다르마를 출세간적 가치로 보는 관점은 Pande(2008) pp. 44-45 참조. 

artha와 kama는 KU 1.2.1에서 말하는 preya(樂)로 보고, dharma와 

mokṣa를 śreya(善)로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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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해 둔다. 이를 아슈라마 다르마(āśramadharma)라고 부르는

데, 그 맥락에서 보면 학습자/범행자(梵行者, brhmacarī)의 신분

으로 스승에게 나아가 다르마가 무엇인지를 공부한 뒤, 재가자(在
家者, gṛhastha)로서 가정을 지켜야 하고, 그로부터 은퇴한 뒤에는 

해탈을 지향하면서 숲 속으로 물러나서 임서자(林棲者, vanapras-
tha)로 살다가, 유행자(遊行者, sannyasī)가 되어서 이곳저곳을 유

행하다가 마침내 죽어간다. 마누법전에 따르면, 출가자라고 할 

수 있는 임서자와 유행자에게 요구되는 다르마보다도 재가자가 

지켜야 할 다르마가 훨씬 더 많고 복잡함을 알 수 있다. 
인생의 목표를 오직 세간적인 가치의 획득으로만 한정하기 쉬

운 것이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세태일 터인데,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탈이라는 마지막 목표가 더 있다고 말한 

것이다. KU에서 나치케타스가 물리적 차원의 소원/행복 외에 마

지막 세 번째 소원/행복, 즉 형이상학적 차원을 더 말하고 있다는 

점과 상응(相應)한다. 세간적인 차원의 가치들과 출세간적 차원의 

가치들을 다 이루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

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시간적으로 배열62)하는 것

이 유일한 방법일는지도 모른다. 흔히 하는 말로 인생 1모작일 때

에는 카마와 아르타를 충실히 구현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생

활 당시에 실천해야 할 의무 – 특히 제사 – 를 충실히 다 하는 것

이 요구된다. 그런 뒤 인생 2모작으로 해탈을 위해서 숲으로 가야 

한다. 
이러한 시간적 순서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다르마이다. 

이 시간적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어느 하나를 건너뛴다는 것

62) 시간적 배열에 대해서 두 가지 가치의 공존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고, 또 

뒤로 갈수록 우월한 가치라고 생각함으로써 후자의 전자에 대한 대체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공존으로 본다면 재가주의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되고, 대체로 보다면 출가주의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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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힌두 다르마를 어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붓다가 붓다일 수 있

는 이유도 시간적 질서(dharma)를 지키지 않고서, 숲 속으로 달려

가서 수행자가 되었다는 데에서 찾아진다. 즉 불교의 출가63)이다. 
요컨대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도의 힌두교는 애당초 

카마와 아르타로 대변되는 물리적 차원의 행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물리적 차원의 행복과 참나의 발견이라는 형이상

학적 차원의 행복을 더불어 함께 구족(具足)하는 입장을 갖고 있

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KU에 나타난 나치케타스의 소원/행복 세 

가지 중에 물질적 차원의 소원/행복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비록 그 분량이 매우 적지만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물론 야마가 세 가지 소원/행복을 말하는 맥락을 살펴본다

면, 마치 물리적 차원의 소원/행복이 두 번째 신학적 차원의 소원

/행복에 의해서 대체되고, 또 다시 그 두 가지는 궁극적으로 형이

상학적 차원의 소원/행복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올라가는 향상(向上)의 길이고, 건너가는 왕

상(往相)의 모습64)이다. 

63) 힌두교의 출가와 불교의 출가를 비교 고찰한 것으로 김호성(2009) pp. 9-31 
참조. 이 아쉬라마 다르마가 붓다 당시에는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붓다 당시에 그것이 이미 ‘제도’로서 성립되어 

있었는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힌두교의 입장에서 행해지는 붓다의 

출가에 대한 평가는 이 아쉬라마 다르마를 기준으로 하여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고, 바로 그 점에서 힌두교와 불교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4) 올라가는 길이 있다면 내려오는(向下) 길 역시 있어야 하고, 건너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건너오는 모습(還相) 역시 보여야 한다. 그런 점은 KU의 행간 

속에서 읽어내야 한다. 자아발견 이후의 나치케타스는 다시 되돌아와서 

세계의 복리(lokasaṁgraha)를 위해서 일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말은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주는 데 인색할 것은 없다고 본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여전히 나치케타스의 첫 번째 소원/행복인 물리적 차원의 

가치를 소거(消去, delete)해서는 아니 된다. BG에서 말하는 세계의 

복리(lokasaṁgraha)와 같은 실천행(karma-yoga)은 ‘홀로행복’이 아니라 

‘더불어행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해 지는 것 역시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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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그렇게 본다면, KU의 행복론은 좀더 출세간적 차

원으로 기울면서 재가-출가 공유(共有)/공용(共用)의 가치관과는 

다소 다른 뉘앙스가 있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
러한 점은 KU의 행복론이 어디까지 적용가능한지를 물어볼 때 중

요한 의미를 띄게 된다. 만약 세 가지 소원/행복론을 ‘공존’으로 

보기 보다는 ‘대체’로 본다고 할 때, 그러한 KU의 가르침은 어디

까지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어디까지 수용가능할 것인가? 이 점

에서 비평의 여지가 있게 된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비평’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함께 인식하는 것이다. 우선 KU의 행복론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

부터 생각해 보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유(所有)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의 진정한 자기/자아인가 하는 점을 질문하고 있다는 점

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사랑, 권력, 명예, 직위, 자존심, 미
모 ―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자아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KU - 물론, 모든 우파니샤드나 힌두교 문헌 – 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65)고 말한다. 그러한 것은 진정한 나일 수도 없고, 
진정한 나의 것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매우 중요

하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비로소 해탈을 향한 수행은 출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질문은 

세계에서이며 물리적 차원에서일 것이기 때문이다. ‘향상’과 ‘향하’는 

선불교의 언어이고, ‘왕상’과 ‘환상’은 정토불교의 언어이다. 
차라투스트라에게서는 “‘상승과 하강’(Übergang und Untergang)의 

‘이중의지’의 통합과정”(원동훈 2014:161)이라 말해진다. 한편, 박병준은 “한 

개인의 행복을 넘어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되는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기하고 있다.(박병준(2015) p. 
16. 각주 15 참조.) ‘홀로행복’만이 아니라 ‘더불어행복’을 고민하는 점에서는 

통하는 바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양선이에 따르면, “행복의 문제는 

개인의 잘 삶과 직결되는 반면 도덕의 문제는 함께 잘 삶의 문제라 볼 수 

있다”(양선이(2015), p.12. 각주 11 참조.)고 한다. 그런 까닭에 행복론이 

‘더불어행복’ 보다는 ‘홀로행복’에 치우치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65) 어쩌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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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장점은 곧 약점이 되기도 한다. 바로 이 점에서, KU의 

행복론에 대해서 그 한계를 묻게 된다. 그렇게 재산, 사랑, 권력, 
명예, 직위, 자존심, 미모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계층에 대해서

는 그렇게, “그것들이 참나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인 참나를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찾아라. 그럴 때 바로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

다”고 말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떨까? 취직도 못

하고, 애인도 없고, 결혼도 못 하고, 자존감도 낮고, ― 이른바 지

금 ‘3포세대’니 ‘5포세대’니 하는 청춘들에게 이 형이상학적 차원

의 소원/행복론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무래도 관념

적이고, 그들의 현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해 버리지는 않을까? 
이러한 질문은 결국 KU를 비롯한 우파니샤드 문헌들 자체가, 

아니 삶의 네 가지 목표나 인생의 네 주기를 말하는 힌두 다르마

들이 사실은 계급제도(caste)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생

적으로 주어지는 문제이다. 그러한 고귀한 가르침은 상층 힌두들 

― 슈드라(śudra)나 더 낮은 계급인 불가촉천민(dalitt)들은 제외된

다 ― 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재가-출가를 함께 추구하고, 물질적 차원과 형이상

학적 차원을 둘 다 추구한다66)는 점에서 불교보다 유리한 점을 갖

66) 인도를 보는 우리의 선입견 중에서도 인도를 형이상학적 차원으로만 

바라보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보인다. 흔히 인도를 생각할 때, 형이상학적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물리적 차원, 즉 수학이나 과학의 발달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한 비판은 Sen(2005) pp. 21-30 참조. 이렇게 

말하는 나의 관점에는, 베단타의 형이상학적 인간관과는 다른 – 말하자면 

“인간이 영혼만이 아닌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육체에 

영향을 받으며, 수용적인 지각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결코 육체적 삶을 포기하고 순수하게 정신적 삶만을 영위할 수 

없다.”(박병준(2015) p. 27) - 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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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던 것이 힌두교라고 한다면, KU의 행복론은 그러한 힌두

교의 입장과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가? 아니, 그렇게 조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러한 조화로운 해

석을 KU의 텍스트 자체가 견딜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새삼스럽

게 다시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는 KU의 입장에서(on)만이 아

니라 KU의 입장에 대해서도(against) 살펴 보고자 한 것이다.

Ⅴ. 맺음말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한다. 불행을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매우 드

문 것 같다. 과연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

가? 이러한 질문을 힌두교에 제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어떤 것일까? 나는 중기 우파니샤드의 하나인 KU를 통해서 그 해

답을 추구해 보았다. 
KU에서 나치케타스에게 제시된 야마의 선물/보상은 세 가지였

다. 이 나치케타스와 야마의 이야기에는 사실 서사(敍事, narra-
tives)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서사

시문학과 비교한다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나는 이 글을 

씀에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나치케타스의 이야기에 애써 서사적 

성격을 집어넣고자 했다. 즉 문학적 상상력으로 문학적 텍스트로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속에서 ‘행복’과 ‘치유’
를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행복’이나 ‘치유’는 문학텍스트에서 만

나는 것과 같은 내면세계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적 상상

력으로 주인공 나치케타스의 내면세계와 외부의 물리적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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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읽어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해석자의 해석학적/문학적 상상력이 어

느 정도 용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아버지가 나치케타스를 죽

였다고 보고서, 그 이야기를 사후세계에서 일어난 대화로 보고자 

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가 담

고 있는 메시지의 진실성은 의심될 수 없다. 그 메시지는 세 번째 

소원에 대한 선물로 주어진 참나(ātman)찾기야말로 진정한 행복

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러한 입장에 대한 비평 역시 시도하였는데, 그것은 그러

한 KU의 행복론이 이 시대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

가는 많은 이웃들에게는 수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이다. 물론 

KU의 행복론에는 나름대로 의미 역시 적지 않게 존재한다. 물질

적/물리적 차원에 집착하는 중생에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

라면서 내려놓아라는 말을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물질적/물리적 행복, 혹은 행복의 물질

적/물리적 조건 역시 외면할 수는 없다고 나는 보았다. 그런 점에

서 KU의 행복론에 대한 비평 역시 시도해 본 것이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할 것은, KU의 행복론에 대한 비평이 불교

적 관점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코 불교의 입장에서 

힌두교를 비평한 것이 아니다. 힌두교 안에 이미 KU의 행복론에

서 볼 수 있는 형이상학적 차원의 행복, 즉 전문적 출가자만이 쉽

게 따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가주의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행복

론과는 다른 행복론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였다. 그것은 마누법

전과 같은 법전류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세속의 물질적 가

치 역시 추구되는 입장이고, 그를 위해서는 재가(在家)를 결코 건

너뛸 수 없다는 점에서 재가주의적 관점이라 보았다. 그러니까 

KU의 행복론에 대한 비평은 같은 힌두교 안에서 볼 수 있는 또 다

른 행복론, 즉 재가주의적 관점에서 출가주의적 관점을 향해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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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비평인 것이다. 
더욱이 불교 자체가 오히려 KU의 입장에 가까운 출가주의적 입

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대승불교에 이

르면 재가주의라는 입장이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가주의가 주류를 점하고 있다고 본다. 불교의 출가주의가 갖는 

긍정적 의미 역시 지적될 수 있지만, 지금 이 글이 고찰하고 있는 

행복과 치유의 맥락에서 본다면 오히려 마누법전과 같은 법전

류에서 제시되는 재가주의의 입장이 더욱 타당하다는 것이 나 개

인의 생각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불교에 대해서도 큰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출세간/출세속의 입장에 서서 물리적 차원을 무시하거

나 경시하는 대신, 그러한 차원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 우리 

재가자의 삶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재가의 입장에서

는 물리적 차원을 기본적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집착하는 대신 그로부터 벗어나서 더 높은 (신학적 차원 내지) 형
이상학적 차원으로 향상(向上)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중도(中
道)의 자리에 진정한 행복이 놓여 있는 것이며, 또 그러한 중도의 

관점을 갖고서 대중들을 바라보는 곳에 종교의 참얼굴이 있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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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ory of Happiness and Healing in Kaṭha 
Upaniṣad: 

Focused on Vedāntic Interpretation

Kim, Ho Sung
(Prof. College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What is happiness and how can I be happy? What kind 
of answers are expected when we raise this question to 
Hinduism? I sought to answer this question referring to KU, 
which is one of the middle Upaniṣad. 

Try to think about self(ātman,), that is ultimate 
happiness. In TU this is attained through the fifth self, the 
delight(ānanda). In KU this is suggested by the third 
wish/happiness. Thus Vedanta philosophy’s basic position is 
that finding self itself is achieving mokṣa. 

In Hinduism, achieving mokṣa is viewed as a ultimate 
goal a person should pursue. This is not the interest that 
people naturally have. People pursue fulfilling love, materi-
als/money and struggle with obligation/burden that a man 
has. And when these external conditions are fulfilled it is 
called happiness. 

The issue is two different dimensions of happiness – in 
KU this is suggested as three types, but you can see a sharp 
contrast when excluding the second wish/happiness. 
Achieving mokṣa that is finding self is metaphysical and ris-
ing above the mundane world. However, things lik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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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money, and obligations are physical and mundane.  
In what relationship are these two different dimensions 

of values? First look at KU’s position. When Nachiketas pro-
posed three wishes, those three wishes were presented as all 
necessary. Therefore, physical and metaphysical dimensions 
are horizontal and symbiotic relationship. However, in 
Yama’s perspective, it looks like he implied that the third 
happiness is superior, and the first and second can be re-
placed by the third happiness.

The issue of two dimensions is not restricted to the 
theory of happiness. It is also same for the theory of 
healing. If you can earn happiness from achieving mokṣa, 
can itself earn healing? or can you earn happiness from 
healing? It is undoubtful that achieving nirvana means 
healing. If you look at the writings about finding self, if was 
suggested that finding self is abandoning both extremes of 
happiness and sadness, or overcoming sadness. However, at 
the same time, there is a room to interpret it as happiness 
via healing that is healing via psychological and yogic 
training. Nakamura Hajime has not overlooked at this point. 

Keywords: Kaṭha Upaniṣad, Nachiketas, Vedānta, ātman,
ānanda, happiness, h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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