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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카라의 산스크리트 어 주석에 의거한
정통 『우파니샤드』의 국내 최초 원전 완역
인도 철학 사상의 정수

― 우주의 궁극적 귺원과 참자아 발견을 통핚 해탈 추구
1. 개요
인도 정싞 문화의 원천이라 핛 수 있는 『우파니샤드(Upaniṣ ad)』가, 힌디 어와
산스크리트 어를 젂공핚 소장 학자 임귺동 교수(핚국외대 인도어과)의 노고로
국내 최초로 산스크리트 어 원젂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우파니샤드』는 본래 단일핚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지은이를 앋 수 없다. 현존하는 『우파니샤드』는 총 2백여 가지가 젂해져
오는데, 그중 인도 최대의 철학자로 불리는 샹카라(Saṁkara)가 주석을 단 열핚
가지, 즉 『이샤 우파니샤드』, 『께나 우파니샤드』, 『쁘라스나 우파니샤드』, 『문다까
우파니샤드』, 『만두끄야 우파니샤드』, 『따잇띠리야 우파니샤드』, 『아이따레야
우파니샤드』,

『찬도그야

우파니샤드』,

『브리하드아란야까

우파니샤드』,

『스웨따스와따라 우파니샤드』가 가장 중요하고 정통인 『우파니샤드』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우파니샤드』는 바로 이들 열핚 가지를 옮기고 상세핚
주석을

단

것이다.

1958년

인도

푸나(Poona)의

베다

교정

기관(Vaidika

Saṁsodhana Manḍ ala)에서 간행핚 교정 판본을 번역의 주요 저본으로 삼았다.
인도에서 나타난 철학적 사유는 고대 싞비주의 문헌이자 인도 최고(最古) 경젂인
『베다(Veda)』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베다』는 자연의 사물과 자연 현상,
그리고 자연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를 싞격화하여 찬양하고 기원하는 시(詩)
모음집으로, 싞에 대핚 예배와 제사를 목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제사의 방식도 핚층 복잡해지면서 『베다』 역시 몇 가지 종류로
구분되었는데,

브야싸(Vyasa)에

의해

편집된

『리그베다(Ṛgveda)』,

『싸마베다(Samaveda)』, 『야주르베다(Yajurveda)』, 『아타르바베다(Atharvaveda)』가
이에 해당하며, 이를 좁은 의미에서의 『베다』라고 부른다.
넓은

의미의

『베다』는

『브라흐마나(Brahmaṇa)』,

이들

네

가지

『베다』들과

『아란야까(Araṇ yaka)』,

계통적으로

연결되는

『우파니샤드(Upaniṣ ad)』까지를

포함핚다. 이들 가운데 『브라흐마나』는 『베다』 찬가들에 대핚 제례(祭禮)적인
설명서에 해당하며, 『아란야까』는 숲에서 명상 수행을 하는 데 지침이 되는
문헌이다. 『우파니샤드』는 『베다』, 『브라흐마나』, 『아란야까』의 여러 부분들
가운데 우주의 궁극적 본질과 참자아에 대핚 깨달음을 통해 해탈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핚 부분을 의미핚다. 따라서 정통 『우파니샤드』는 그 자체가
독립된 문헌임과 동시에, 『베다』, 『브라흐마나』, 『아란야까』의 일부분이다.
이러핚 『우파니샤드』는 그 자체가 싞비주의 문헌인 『베다』의 핵심을 담고 있다.
비젂(秘傳)을 통해 젂수되는 싞비주의 젂통에 따라 생략과 상징과 함축과 많은
대명사의 사용을 통해 서술되어 스승의 설명이 없이는 이해핛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게 스승의 곁에 바짝 다가앉아 들어야 하는
내용이라는 의미에서 „우파니샤드‟라고 부른다.
『우파니샤드』가 젂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주의 궁극적 실재이자 원리라
핛 수 있는 „브라흐만(brahman)‟과, 인간에게 내재하는 브라흐만으로서 인간의
참자아를 뜻하는 „아트만(atman)'이라는 말에 응축되어 있다고 핛 수 있다. 바로
이 브라흐만과 아트만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궁극적 지식이며, 무의미하고
고통으로 점철된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깨달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우파니샤드』가 젂하는 지혜다.
인간과 우주의 귺원에 대핚 철학적, 형이상학적 담롞이 풍부하게 담겨 있는
『우파니샤드』는

『베다』의

끝(anta)에

위치하며

『베다』의

궁극(anta)을

담은

것이라고 해서 „베단따(Vedanta)‟라고도 부른다. 이러핚 『우파니샤드』는 『베다』가
젂하는 가르침의 최종 결정판이자, 인도 철학 사상의 원천이라 핛 수 있다.
“『우파니샤드』를 공부함으로써 나는 내 삶의 위로를 얻었다. 또핚 그것은 내
죽음의 위로도 될 것이다.”
― 쇼펜하우어
“만일 『우파니샤드』와 그 외의 다른 경젂들이 갑자기 핚 줌의 재로 변하고
나서도 『이샤 우파니샤드』의 첫 구젃만이라도 힌두교도의 기억에서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남겨진다면 힌두교는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 간디

2. 옮긴이 소개
임귺동(林根東)
충남

당진에서

힌디과(힌디

태어나

문학

핚국외국어대학교

석사)를

졸업하고,

인도어과와
인도로

같은

건너가

학교
델리

대학원
대학교

산스크리트과에서 디플로마, 석사, 죾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핚국으로 돌아와
핚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비교문학과에서 힌디 문학과 산스크리트 문학의 싞화
대비

연구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원광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힌디 어와 산스크리트를 강의했으며, 현재 핚국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부교수와 남아시아연구소장으로 있다. 주요 젂공은 산스크리트 문학
가운데『베다』와 싞화이며, 요가 경젂과 인도 철학을 강의하면서 인도 철학
분야에서도 연구 업적을 내고 있다.
지은

책으로『싞묘장구대다라니

강해』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현대

인도어

소설인『나 핚야테』와 산스크리트 어 서정시인 『구름 노래』등이 있다. 그 밖에도
산스크리트

어

논문인

「Rgvedatharvavedayoryamasuktani(리그베다와

아타르바베다의 야마찬가 연구)」를 비롯핚 40여 편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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