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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해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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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인도철학에서 바가바드기타(이하 기타)는 신 크리슈나와 인간 아르주
나의 문답으로 이루어진 ‘영성’ 철학을 대표하는 텍스트이다. 본고는 기타의 전체
적인 내용을 철학상담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특히 크리슈나가 철학상담가로서 기능
하는 측면에 집중해 인도철학의 주요한 주제들을 그가 활용한 상담기법으로 해석해
보는 연구이다. 대표적인 영성 상담가로 꼽히는 크리슈나는 인간적인 면모와 초인
격적이고 초월적인 양면을 드러내면서 내담자 아르주나의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해
답을 던져준다. 또한 내담자 아르주나가 직면한 고통을 본질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크리슈나는 다양한 인도철학 이론을 아르주나의 올바른 세계관 정립을 위해 사용하
면서 이기심을 넘어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설파한다. 그 과정에서 철학상담가 크
리슈나는 내면의 신성한 인간성, 영성과 아트만의 소유자인 내담자가 그의 주체적
인 자유의지를 일깨우고 능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기타는
크리슈나를 통해 철학상담가가 지녀야 하는 내담자와의 강력한 관계설정, 영성과
아트만의 신성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인간성, 전문 상담가로서의 독창적인 상담기법
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타의 철학상담적 분석을 통해 현대사회
에서 재고할 수 있는 영성의 의미, 고전텍스트 기타가 보여주는 행복과 치유의
가치를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투고일: 10월 30일, 심사완료일: 11월 17일, 게재확정일: 11월 18일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임.(NRF-2014S1A5B806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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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기
인도철학에서 인간의 영성(靈性, spirituality)은 매우 중요한 주제에 해당
된다. 현대사회에서 ‘영성’에 대한 깊이 있는 담론은 지나간 시대의 신화이
거나 종교적 흥분상태의 가열된 상상력의 결과 정도로 치부되는 성향이 강
한 것이 사실이다.1) 하지만 인도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인간의 신성함과 예
지의 근거를 인간 내부에서 탐구하면서 영성의 철학을 고수해왔다. 베다
(Veda) 문헌의 권위를 계승한 정통 인도철학에서는 영성의 개념을 절대 실
재 브라흐만(Brahman, 梵)과 일원화되어 체험되는 인간 내부의 아트만
(Ātman, 我)으로 정의한다.2) 그러므로 우파니샤드를 비롯하여 베다를 위시
한 인도철학적 개념에서 ‘영성’을 다루지 않은 문헌은 없다고까지 단언할
수 있다.
인도철학에서 이러한 영성의 개념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영성 안내서, 영
성 상담서로 꼽히는 문헌이 바로 바가바드기타(Bhagavad-Gītā)(이하 기타
로 표기)이다. 기타는 마하바라타(Mahāharata)의 제 6권 ｢비슈마 파르바
(Bhiṣma-parva)｣의 일부를 독립된 경전으로 제작한 것이다. 마하바라타와
기타 모두 베다처럼 신의 천계서(śruti)는 아니지만 성전서(smṛi)로서 인간
사회의 행동에 지침을 주는 제 5의 베다로 인정받는 텍스트이며, 기타는
마하트마 간디(Mahātma Gandhi)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져 대중화된 후 인
도철학의 입문서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타는 우파니샤드처럼
스승과 제자의 대화체라는 서술기법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쟁이라
는 극적인 테마 속에서 철학적 주제를 평이하게 해독한 것이 최대의 장점
으로 꼽힌다. 기타의 두 명의 주인공인 크리슈나(Kṛṣṇa)와 아르주나
(Arjuna)의 관계는 고대 인도의 영적 도제(徒弟) 관계를 의미하는 구루쿨
(gurukul) 전통에 의거해 스승과 제자로 설정된 것이다. 구루가 영적인 스승
을 의미하는 말이듯, 구루쿨에서 스승의 태도는 제자의 영적인 각성을 유도
하는 것에 집중되며 제자가 에고를 없애고 영적 성찰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1)
2)

S. 다스굽타, 인도의 신비사상, 오지섭 옮김, 영성생활, 1997, 71.
K. Sivaraman, Hindu Spirituality: Vedas Through Vedanta, New Delhi, 1989,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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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구루로서의 크리슈나는 기타에서 인간 존재의 신성성, 신
성한 영성, 아트만 등에 대한 인식의 조건을 제시함과 더불어 연민, 자비,
자애, 인내, 이타심 등과 같은 선한 속성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타에서 ‘영성’이라는 테마를 활용하는 크리슈나의 상담가 역할에 주
목하는 연구는 주로 인도 심리학(Indian Psychology)3)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
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타를 심리학
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학문적 한계를 드러내게 되는데, 이는 기
타의 주제가 철학적인 내용을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아트만과 영성, 휴머니즘과 인간관, 의무
와 다르마(dharma)의 윤리, 죽음과 윤회 등 철학적 테마를 크리슈나와 아르
주나의 대화로서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타는 내용 분석상 철학상담 분
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4)
기타는 대화체로 기술되어 있어 두 주인공을 상담자와 내담자라는 역
할로 배치해 재해석하기가 용이하다. 특히 상담자 역할을 맡은 크리슈나는
힌두교의 대표 신격인 비슈누(Viṣṇu)의 화신(化身, avatāra)으로서 독특한 상
담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타의 전체적인 내용을 철학상담의 내
용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철학상담 이론과의 적합성을 분석해 볼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철학상담 분야의 학문적 적용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대표적인 철학상담 연구자인 매리노프(L. Marinoff)는 동양철학에서
기타를 주요한 철학상담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3)

인도심리학은 인도철학, 인도종교의 주 텍스트인 베다문헌을 기본으로 한 독특
한 심리학으로 서구 심리학과는 학문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기타를 분
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M. S. Reddy, “Psychotherapy: Insights from Bhagavad

4)

Gita”, Indian Journal of Psychological Medicine, Vol. 34-1, Hyderabad, 2012를 꼽
을 수 있다.
인도철학의 경우 영성상담 연구가 활발한데, 이는 전통의학 분야의 경전인 아
유르 베다(Ayur-veda)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야유르 베다의
텍스트적 특성상 의학적 관점에서 건강, 홀리스틱, 테라피, 구원론 등으로 연구
내용이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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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상담의 기대효과를 기타(7.2)의 구절로 소개하기도 한다.5)
내가 이 지혜와 통찰을 그대에게 남김없이 말해주겠노라. 그것을 알면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다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도다.

매리노프가 제시한 철학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동양의 대표 텍스트로서
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기타를 철학상담적 측면에서 분석한 국내외 연
구는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는 기타의 두 주인공을 이상적인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로 분석한 선행연구들, 특히 기타의 캐릭터 분석
과 현대적 해석연구들을 기반으로 크리슈나의 철학상담가로서의 역할에 포
커스를 맞추어 기타가 철학상담의 내용과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는 것을 연구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철학
상담의 주요한 특징으로 꼽히는 이론적 측면, 특히 내담자 개인의 개념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내담자의 행동, 감정, 선호도, 희망 등에 의해 표현되는
세계관이 드러나게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내담자들의 일상적인 태도
가 갖는 철학적 의미의 탐색 등과 같은 적용 가능한 다양한 철학상담 이
론6)을 기타 분석에 활용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 기타에서
크리슈나가 내담자 자신과 세계를 해석하도록 돕는 철학상담자로서의 관계
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크리슈나만의 상담기법과 상담내용의 독특
한 특성을 규정하기로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아헨바흐(G. B. Achenbach)의
“철학상담자는 내담자를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며, 내담자 스스로 변화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기타에 맞추어 분석해 볼 것이다. 이
러한 연구방법은 추후에 철학상담의 대표적인 상담기법인 아헨바흐의 ‘방
법초월적 방법(beyond-method method)’, 라하브(R. Lahav)의 ’세계관해석
(World View Interpretation)’7)과의 비교연구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법론이 될
5)
6)
7)

L. Marinoff, 철학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 이종인 옮김, 해냄, 2000, 86.
P. B. 라베, 철학상담의 이론과 실제, 김수배 옮김, 시그마프레스, 2010, 144.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엮음, 왜 철학상담인가, 학이시습, 2012, 179; R. 라하
브 et al., 철학 상담의 이해와 실천, 정재원 옮김, 시그마프레스, 2013,
2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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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한다.
기타에서 크리슈나는 세련된 영적 카운슬러인 동시에 영성 치료사로
평가받는다.8) 그는 기타에서 감정이나 이성이 아니라 영적인 해결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내담자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심리적 윤리적인 문제에 한정
해 대답하지 않고 도덕과 이성을 초월한 영적인 해결방법을 도모하면서 상
담을 진행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타 전체를 ‘영적 수련(sādhanā)’ 과정으
로 분석하는 연구와 내담자 아르주나의 고통을 제거하고 ‘치유’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최종목적으로 삼는다고 분석한 선행연구9)를 중심으로 기
타에 나타난 영성과 행복의 가치도 철학적으로 재평가해 보기로 한다.

II 내담자 아르주나의 존재 상황과 문제 분석
내담자 아르주나는 기타의 주인공이다. 기타가 마하바라타의 한
편이라는 문헌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아르주나의 문제는 총 18일간의 쿠
루 쿠쉐트라 전쟁 중에서 중반부가 조금 넘어가는 시점, 정확히 10일 이후
의 시간적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명사수 크샤트리아이며 판다바의 왕자
인 아르주나는 전쟁에서 크리슈나라는 전차사를 바로 옆에 둔다. 전쟁이 어
느 정도 진행된 전쟁터의 한 복판에 서서 아르주나는 자신의 활을 떨어뜨
린 채 극심한 감정의 동요 상태에 빠진다. 손과 몸을 떨면서 표현된 슬픔은
삶의 목적을 상실한 비탄(grief)의 형태로까지 이어진다.10) 전쟁의 상대가
8)

B. S. Miller, The Bhagavad-gita: Krishna’s Counsel in Time of War, Bantam
Books, 1986, 12. 크리슈나는 영적인 교설자로서, 기타의 각 장마다 극적으
로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임을 아르주나가 알아채도록 답을 준다. 이러한 초
인격적 상담은 종교적 프레임 안에서 영적 방향성을 지니며, 구루로서의 크리
슈나는 자아실현과 관련된 다분히 교목적인 대화법을 지향한다. M. S. Reddy,
“Psychotherapy: Insights from Bhagavad Gita”, 101. Reddy는 크리슈나를 휴머니

스틱 심리상담가로 분류하기도 한다.
N. Lepes, The Bhagavad Gita and Inner Transformation, New Delhi, 2008, 413.
10) M. S. Reddy, “Psychotherapy: Insights from Bhagavad Gita”, 100.
9)

14

철학논집(제51집)

자신과 같이 성장한 친족들이라는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그는 차라리
자신이 죽고 싶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사가 전쟁에서 후퇴하거나 자결하
는 것은 지극한 불명예이므로 이 또한 선택할 수 없으며 싸워야 하는 의무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 친족을 살해해야 하는 고통, 전사로서의 불명예라는
고통, 그 무엇도 선택할 수 없는 아르주나의 딜레마는 기타의 전제조건
인 동시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 즉, 내담자 아르주나가
상담해야 할 문제는 동족상잔의 전쟁에서 친족을 죽여야 하는 안타까운 운
명과 명예를 위해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전사의 의무론적인 가치 사이의
존재론적 갈등에 해당된다.
가문이 파괴되면, 가문의 영원한 법도가 사라집니다. 또한 법도가 사라지
면, 무법이 온 집안을 횡행하게 됩니다. [···] 만약 그대가 이 의무적인 싸
움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때문에 자신의 의무와 명예를 버리게 되므로
죄를 초래할 것이오. 또한 사람들은 그대의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거론할
것이오. 존경받는 이에게서 불명예는 죽음보다 더한 것이라오.(1.40/2.33~34)

아르주나는 비극적인 운명과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감정적 혼란에
빠진 채 자신이 죽여야 하는 친족을 바라보며 동정심을 느낀다. 타고난 전
사인 아르주나를 극한 절망으로 격하게 몰아가는 감정변화가 나타나는 기
타의 대표적인 구절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극한 연민에 잠겨 실의에 빠진 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크리슈나시여!
이렇게 싸울 결심을 하고 정렬되어 있는 내 친족들을 보니 내 사지는 맥
이 풀리고, 입은 바싹 타며, 내 몸이 떨리고, 털끝도 전율합니다. 손에서
활이 떨어져 나가고, 살갗이 타며, 서 있을 수가 없고, 내 마음은 비틀거리
는 듯합니다.(1.28~30)

이 부분에서 느끼는 아르주나의 연민(kṛpayā)은 그의 슬픔(śoka)의 근원이
기 때문에 유의해서 해석해야 한다. 자신이 죽여야 하는 친족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동정적 감정인 연민을 휴머니티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는 자신의
가족과 친족에 한정된 휴머니티로서 에고에 바탕을 둔 이기심에 기인한 것
이다. 즉, 타인에 대한 보편적인 의미의 자비와는 차원이 다른 에고적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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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이기적인 슬픔을 극대화하면서 자기연민에 빠지게 만든다. 이에 크리
슈나는 상담자로서 아르주나의 감정적 슬픔의 극복과 비탄으로 상실한 삶
의 목적을 회복시켜주어야 하는 두 가지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크리슈나는
내담자의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슬픔의 문제를 해결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
가기 위해서, 저차원적 감정혼란 상태부터 해결하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상
담을 진행한다.11) 즉 신체적, 감정적, 지성적인 측면을 안정시켜 상담에 집
중하게 만든 후 내담자가 진정한 삶의 목적을 설정하게 하는 고차원적 영
적 이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상담의 전반적인 내용을 구성한다.
기타 제 1장의 경우 ｢슬픔의 요가장｣으로 불릴 만큼 아르주나의 감정
적 혼란상태가 극심하다. 비탄의 상태에 빠진 그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
하자 크리슈나는 우선 아르주나의 감정적 평화를 유도하는 방법론을 선택
한다. 이후 상담자 크리슈나에 의해 감정적인 혼란을 극복한 내담자 아르주
나는 직접적이고 단순한 형태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매우 보편적이
고 철학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내담자는 인간 내면, 삶의 의미, 인간 개체
성에 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문제를 삶과 인간에 대한 보편
적인 프레임 안에서 해석한다. 특히 제 2장의 끝부분과 제 3장의 질문의 경
우 이전의 질문과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삼매에 머물러 확고한 지혜를 갖춘 자의 언행은 어떻습니까? 크리슈나시
여! 마음이 평정된 자는 어떻게 말하고, 앉으며, 걷습니까?(2.54)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무엇에 이끌려서입니까? 크리슈나시여! 원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의해 강요된 것처럼.(3.36)

이처럼 내담자는 인간의 도덕, 의무와 윤리, 휴머니티 등의 주제로 자신
의 문제에 접근하고, 상담자 역시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되는 제 3장부터는
실천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차원적인 진리를 하나씩 제시한다. 다시 말
해서 내담자의 감정이 진정된 후 상담내용은 휴머니티에 관한 모색으로 전
환된다. 여기에는 선, 빛, 조명의 세계와 악, 어둠, 폭력의 세계가 공존하는
11)

S. Chinmayananda, Bhagavad Gita Chapter 01 & 02: Arjuna's Grief;& Realisation
Through Knowledge, Mumbai, 2017,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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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계, 세계 내의 인간분석, 행복과 고통에 관한 철학도 포함된다. 내담자
아르주나의 정신적 위기는 결국 인간의 의무의 본성에 대한 상담으로 이어
지고, 기타 전체 18장에 이르기 까지 아르주나의 질문과 크리슈나의 대답
이라는 형식으로 철학적인 주제가 심화되면서 상담이 진행된다.12)
본격적으로 상담이 진행되면서 상담자 크리슈나는 내담자인 아르주나에
게 인간의 본성과 더불어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한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
신의 물질적 본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영적인 인간으로 변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우선 크리슈나는 자신이 인간본성에 맞는 사성계급을 창
조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나는 (인간의) 속성(guṇa)과 행위(karma)에 맞추어 사성계급(cāturvarṇa)을 만
들었다.(4.13)

크리슈나는 인간의 의무가 무엇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정의로
운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의 기질에 맞게 배분된 속성과 본성에
맞는 행위로 규정된 계급(varṇa)과 계급에 맞게 규정된 올바른 의무가 다르
마(dharma)라는 점을 제시한다. 크리슈나는 다르마를 보다 더 쉽게 설명하
기 위하여 아르주나가 크샤트리아 계급으로 탄생한 것은 그의 기질에 맞추
어진 것이며, 전사라는 본성에 맞게 행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
다. 더불어 아르주나가 직면한 문제가 결코 개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기 위해 크리슈나는 힌두 가치론의 핵심어인 ‘다르마’가 사회구
성원의 공생을 담보하는 계약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개
인의 행위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확고하게
만드는 행위여야 한다는 점과 ‘모든 중생의 복지(lokasaṃgraha)’를 지향하는
세계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통해 아르주나가 전쟁이라는 특수
12)

S. C. Schuster, Philosophy Practice: An Alternative to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estport/CT, 1999, 29; M. V. Nadkarni, The Bhagavad-Gita for
the Modern Reader: History, Interpretations and Philosophy, New York, 2016,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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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과 크샤트리아라는 계급적 신분을 정확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독
려하게 된다.
기타는 인간이 ‘물질적 본성(prakrti)’과 순수정신(puruṣa)의 복합체이며,
물질적 본성은 삿트바(sattva, 善性), 라자스(rajas, 動性), 타마스(tamas, 暗性)
등의 세 가지 속성(guṇa)으로 이루어진다고 분석한다.13) 세 구나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 물질적 본성은 발휘되지 않고 인간의 순수한 정신인 푸루샤를
조망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 존재의 속성은 균형을 깨고 개별적 속성이 강
하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인간존재의 약점이 그대로 노출된다. 따라서 상담
자로서의 크리슈나는 먼저 내담자의 현 상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실시한
다. 그는 아르주나의 기질이 라자스적 속성이 강한 크샤트리아이며, 그가
타마스의 속성에 의해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미혹된 상태임을 자각하도
록 한다.
크리슈나가 내담자의 본성과 상황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이유는
아르주나의 삿트바를 계발하고 전환하는 방식으로 그의 행위의 당위성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러한 자신에 대한 적확한
분석과 판단이 선행된 후에 상담에서 주요한 주제가 될 영적 변형이 가능
하다는 점을 전제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상담자 크리슈나는 내담
자 아르주나가 미혹된 타마스라는 속성을 파악해 삿트바라는 선한 속성으
로 자신을 변형시키는 문제를 상담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다.14) 아르주나
의 타마스가 에고라는 탐욕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된다면, 내
담자가 타마스라는 속성을 지양하고 선한 삿트바로 행위의 방향을 전환하
여 자신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내담
13)

인간의 물질적 속성에 대한 해석은 샹키야(Sāṃkhya)학파의 철학을 그대로 가
져온 것이다. 인간의 물질적 본성, 즉 신체는 선한 성질인 삿트바, 운동성인
라자스, 어둠의 성질인 타마스로 구성된다. 삿트바는 순수성과 지성, 라자스는
운동성과 격정성, 타마스는 둔중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 세 성질은 균형
을 이루며 미현현(未顯現) 상태에 있다가 특정한 성질이 지배력을 지니면 한

14)

계와 형태를 가진 현상계의 존재로 전변(轉變)하게 된다.
J. N. Ferrer, Participatory Turn, Spirituality, Mysticism, Religious Studies, New
York, 2008,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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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르주나의 문제는 에고적 속성의 타마스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크리슈나는 삿트바라는 선성으로 자신을 정화하는 목표를 제
시하여 내담자가 삶의 포커스를 선성 자체인 푸루샤, 신성한 아트만에 맞추
도록 하는 상담자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크리슈나의 상담은 내담
자의 타마스적 속성을 제거하고, 삿트바적 속성을 지향하는 선한 윤리의 방
향으로 전개되며, 이후 속성마저 초월하는 영적 단계를 염두에 둔 채 순차
적으로 진행된다.

III. 크리슈나 상담방법론의 해석학적 특징
기타에서 내담자 아르주나가 상담을 요청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전쟁의 당위성을 회복하는 세계관을 갖기 위
한 것이다. 상담자는 친족살해라는 살상의 죄 앞에 발생한 내담자의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고 자신의 명예와 의무를 회복하는 방법을 추구한다. 제 1장
에서 크리슈나가 아르주나를 사로잡은 슬픔의 감정을 추스르는 것을 도울
때 내담자 아르주나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심리적인 주제를 질
문하지 않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내담자는 선한 것, 옳은 것, 죽음을
극복하는 것, 인간적인 것, 사회적인 가치 등의 질문을 던지며, 상담자는 그
때그때 즉흥적으로 답을 한다.15) 하지만 이 상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
은 상담자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결코 지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상담가 크리슈나가 기타에서 사용하는 상담기법의 주요한 특징
이 나타난다. 상담가 크리슈나는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에게 섣부른 판단을
요구하거나 어떤 행동을 권고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내담자의 현재 행동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그 행동의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철학적
15)

B. S. Miller, The Bhagavad-gita, 8.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의 질문에 따라 즉흥적
으로 다르마, 요가(yoga), 카르마(karma), 지식(jñana), 박티(bhakti) 등 5가지 결
정적 관계성을 중심으로 주제를 전개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붙인다.
요가의 경우는 주로 지식, 카르마, 박티 등으로, 기법은 아트만의 평등성
(samatvam), 무집착(vairāga) 등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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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하면서 문제에 관한 해석방법을 제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슈
나는 배를 이끄는 선장이 아니라 다만 길을 안내해주는 도선사라는 철학상
담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16) 기타에서 최종적인 판단과 선택
은 언제나 내담자의 몫이며, 이는 내담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즉 상담자
크리슈나는 내담자의 ‘자유의지(free will)’를 최대한 존중하는 대화법을 사
용하면서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 결국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내담자의 몫이고, 그에게 자유로운 선택(free choice)의 기회가 주어
진다. 기타(18.63)에 나타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어느) 비밀보다도 더 비밀스러운 지혜를 나는 그대에게 말했소.
이것을 충분히 생각해 보고 ‘원하는 대로(yathecchasi)’ 행하시오.

상담자는 내담자가 지성(知性, buddhi)의 긍정적 작용인 자유의지를 통해
최상의 선택을 하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17) 크리슈나는 폭력과 같은 물리
적 행동이나 주문, 기적으로 행하는 행동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으며, 내담
자가 설사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의 선택을 믿고 따라준다. 이러한 상
담자의 역할은 부모와 같은 것으로도 해석되는데, 심지어 내담자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라도 그 선택이 그를 성장시킬 것을 믿고, 내담자를 격려하
고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18) 실제로 기타 전체에
서 크리슈나는 강력한 비슈누 신의 화신임에도 불구하고, 마부라는 초라한
역할만을 담당하며, 전장의 한 복판에서 아무런 무기도 소지하지 않고 그저
아르주나가 이끄는 대로 전차를 운행할 뿐이다. 즉 기타에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우정과도 같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크리슈나는 아르주나

16)
17)

P. B. 라베, 철학상담의 이론과 실제, 102.
B. Gupta, “Bhagavad-Gita as Duty and Virtue Ethics”, Journal of Religious Ethics,
Vol. 34-3, Oxford, 2006, 388. Gupta는 붓디는 수련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해석
한다. 지성은 아트만과 아만을 구분하지 못하는 미혹이라는 인식작용을 하는

18)

부정적인 주체인 동시에 자유의지와 판단력을 지닌 긍정적인 주체로 작용한
다.
S. Radhakrishnan, The Bhagavadgita, London, 1960,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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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그를 좌지우
지 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타의 신학적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제 11장의 비슈누신의 계
시 장면의 경우 상담자와 내담자의 우정의 관계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상담
가 크리슈나의 상담기법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즉, 크리슈나는 내담자
와의 절대적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으로서의 절대적인
본 모습을 현현하는 상담기법을 사용하게 된다.
모든 의무를 포기하고 나를 유일한 귀의처로 삼으시오. 나는 그대를 모든
악에서 해방시킬 것이오. 슬퍼하지 마시오.

기타의 종교성을 대표하는 위 구절(18.66)은 크리슈나에 대한 신앙적
귀의를 유도하는 일차적 해석 외에도 크리슈나가 신앙적 사랑을 통해 상담
자와 내담자의 유대관계를 심화시켜 절대적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박
티(bhakti)라는 초월적 상담기법’을 사용했음을 알려준다. 신의 현현을 크리
슈나의 상담기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상담자가 자신의 신적 권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자신이 제시한 상담내용, 즉 지식을
종합하는 역할을 하면서 내재적 문제를 초월적 문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신의 사랑이라는 ‘박티 기법’을 적절히 활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19)
또한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우주가 파괴되는 참혹한 현장을 보여주는
이유는 내담자의 행위가 단순히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새의 눈’으로 조망하게 하여 ‘망원경적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담자로서 크리슈나는 우주의 생성과 파괴 과정을 다 보여줌으로
써 내담자가 보이는 혈육에 대한 집착의 근거가 얼마나 편협한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족 간의 전쟁, 골육상잔이라는 비극적 상황에서 나의
적이 되어 버린 친족을 바라보는 슬픔의 본질을 직시하고, “세계는 내 가족
(vasudhaiva kutumbakam)”20)이라는 확장된 세계관을 체험하여 내 가족이라
19)

L. Minnema, Tragic Views of the Human Condition: Cross-Cultural Comparisons
between Views of Human Nature in Greek and Shakespearean Tragedy and the
Mahabharata and Bhagavadgita, New York, 201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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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분법이 얼마나 이기주의적 발상이며 그의 행위를 제한적으로 만들었
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주게 된다. 결국 아르주나는 세계가 파괴되는 현장을
목도함으로써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 ‘내 것’, ‘가족’, ‘친
족’ 등과 같은 현상세계의 임의적 구분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실
감하게 된다. 즉 크리슈나는 아르주나가 에고(ahaṃkāra)의 틀에서 제한적으
로 세계를 조망하는 기존의 가치관의 틀을 깨고 인식론적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당위성을 납득시키기 위해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 비슈누의 파격적인
양상을 드러내는 초인격적 상담기법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제 11장에 나
타난 신의 계시는 크리슈나가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면서, 개인적 욕구와 사
회적 문제를 통합하는 방식, 즉 양쪽 모두 통용될 수 있는 진리를 제안하기
위해 고안한 상담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상담자는 이 기법을 통해 인간의
개인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혜의 해법을 제시
한다.
상담자로서 크리슈나가 사용한 초인격적 상담기법은 내담자가 가진 문제
의 근원적인 해결책이자 상담의 최종적 목적인 ‘아트만’이라는 ‘영성’을 상
담주제로서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제론적 방법이다. 크리슈나는 아트
만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전쟁에 참여하는 당위성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내담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신의 파괴적인
측면을 현시한다. 다시 말해서 상담가 크리슈나의 신적 현현은 인간 존재의
무상성, 제한적 신체, 구현된 신체, 전사의 임무와 불명예 등 운명과 행위의
문제를 포괄적인 맥락에서 다루면서도 내담자 스스로가 영적 자아에 대한
갈망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한다. 내담자가 크리슈나의 신
적인 본질을 보게 되어 신성에 대한 직접적인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의
도된 것이다.21)
아르주나는 눈앞에서 신을 보고 자신에게도 신성한 본성이 있을 수 있다
는 현실 가능성을 가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성한 휴머니티, 즉 영성이라
20)

21)

김진영, ｢간디의 교육철학과 진정한 행복｣, 인도철학, 제50호, 인도철학회,
2017, 177.
L. Minnema, Tragic Views of the Human Condition,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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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종적 가르침으로 내담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상담자는 초월적 계
시라는 방법론을 사용하게 된다.22) 상담자 크리슈나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
하여 내담자를 복종시키기 보다는 신성한 영성, 아트만에 대한 지혜를 아르
주나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내담자가 아트만이라
는 지혜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상담의 최종적 목표로 삼는다. 그런 의미
에서 기타에서 상담가로서 보여주는 크리슈나의 상담기법은 ‘칼(knife)’의
비유로 설명된다.23) 어떤 이는 칼을 살인무기로 사용하고, 어떤 이는 고기
를 써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한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칼의 유용성이 아
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의도와 선택이라는 점이다. 특히 크리슈나는
아트만의 지혜를 주고 그것을 적으로 삼을 것인지 친구로 만들 것인지를
내담자가 의지를 갖고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인간은 아트만의 유일한 친구
이자 유일한 적이다. 적으로 만들 것인가, 친구가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24)
스스로 자신을 높이되 자신을 비하하지 말아야 할 것이오. 왜냐하면 “아트
만이야말로 자신의 친구이며, 자신이야말로 아트만의 적이기 때문이오
(ātmano bandhur ātmaiva ripur ātmanaḥ).”

위 인용문 기타(6.5)는 아트만을 선택하여 운명론에 굴복하지 않는 자
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구절로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
하여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참된 ‘선택’의 문제를 다룬다. 이는 전쟁
이 시작되는 시점에 백만 대군보다 크리슈나라는 일인을 선택한 아르주나
의 올바른 선택을 상징하며, 또한 아르주나라는 경험아(經驗我, jīvātman)가
크리슈나라는 초월적인 최고아(最高我, paramātman)라는 스승을 만나 자신
의 최고아를 찾아가는 ‘영성 찾기’의 모험을 암시하게 된다.25) 비슈누의 모

22)
23)

24)
25)

S. Radhakrishnan, The Bhagavadgita, 375.
E. Easwaran, The Bhagavad Gita: Classics of Indian Spirituality, Tomales/CA,
2007, 236.
R. Kane, The Significance of Free Will, Oxford, 1998, 7.
S. Radhakrishnan, The Bhagavadgita, 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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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드러나는 제 11장을 제외하고 크리슈나는 내적 아트만이라는 영적 스
승인 구루(guru)로서의 역할에 집중한다. 상담자 크리슈나는 신이 아니라 신
성을 지닌 인간으로 기능하면서 아트만을 알고 전달하는 이상적인 상담자
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즉, 기타에서 크리슈나는 이상적인 아트만을 깨
달은 인간으로서 기능하며 신으로서 지침을 내리거나 복종을 원하지 않는
다. 오히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신도 자신의 의무를 위해 행위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간 행위의 ‘롤 모델’이라는 역할에 집중한다. 아트만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트만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의 행위를 모방하는
것이다. 스승을 모방하는 제자처럼, 아트만의 지식을 가진 크리슈나를 모방
하는 것에서 아르주나의 아트만에 대한 탐구는 시작된다. 모범적인 자를 따
라 행하면 저절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전쟁터에서 묵묵히 자
신의 의무를 다하는 크리슈나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의 참된 가치를 아르주나가 내적으로 공감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처
럼 기타에서의 상담자 크리슈나는 주로 신이 아니라 신성성을 지닌 영적
인간으로 기능하면서, 아르주나와의 대화를 통해 내담자의 영적인 성장과
영성의 실현을 도모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타에서의 크리슈나는 신이 아
니라, 신성한 영성을 갖춘 가장 이상적인 아트만을 상징한다.26) 크리슈나는
아트만이 내담자의 내면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영성 상담자로서,
아르주나 뿐 아니라 삶의 이중성에 고통 받는 모든 인간들에게 ‘아트만’이
라는 영성을 제시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IV. 크리슈나의 영성상담과 치유적 행복
기타의 주인공이자 내담자인 아르주나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신화적
인물이다. 인드라(Indra) 신과 인간 쿤티(Kuntī) 사이의 아들이라는 출생배경
은 그가 ‘신성성’이 보장된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아버지 인드라
가 신들의 대표적인 전사이듯이 인간세계의 전사적 속성, 즉 타고난 크샤트
26)

E. Easwaran, The Bhagavad Gita: Classics of Indian Spirituality, 84.

24

철학논집(제51집)

리아라는 속성이 포함된 신성한 인간이다. 또한 아르주나라는 인물 특성에
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친족을 살해하는 점에 슬픔을 느끼고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진 인간이라는 점이다. 비록 그것이 에고라는 저급한 공감
에 근거한 연민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앞으로 고차원적 자비를 행할 수 있
는 발전가능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27) 내담자 아르주
나는 극히 영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신성한 본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
성을 지닌 인물이며, 특히 그의 타고난 신성함은 앞으로 자신 안에서 신성
함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영성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기능할
소지를 제공한다.28) 때문에 아르주나가 가장 비(非) 영적인 인물이라는 해
석도 가능한데, 이는 아르주나가 주인공이 되어 영적이지 않은 인물이 순수
한 의도로 행위하는 것과 영적인 크리슈나를 따를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극적 장치로 작용한다.29)
기타에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외형적으로 신과 영웅, 혹은 신과 인간,
스승과 제자로 설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연결성은 본질적으로 동일
한 존재의 현실적 양태로 해석되기도 한다. 절대 신의 두 가지 형상이라는
해석인데, 이는 비슈누가 인간 나라(Nara)와 신 나라야나(Nārāyaṇa)라는 두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는 점에 기인한 해석방식으로, 아르주나가 나라에 크
리슈나는 나라야나에 배치되면서 지극한 신성의 두 가지 현실적인 양태로
설명된다.30) 이러한 맥락에서 기타는 두 명의 크리슈나의 이야기로 분석
되기도 한다. 이 신화적 분석을 철학적 측면에 적용해 보면, 지고의 아트만

27)

마하바라타 전체에서 아르주나의 신성성을 드러내기 위한 대립적 신화소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르주나의 배다른 동생 카르나(Karṇa)이다. 카르나는 어머
니에 의해 버려지는 상황에서부터 시작된 비극적 상황이 점층적으로 강화되
면서 신성성을 상실해 가는 반면 아르주나의 신성성은 강화된다. 카르나의 비

28)
29)
30)

극적 전개에 대해서는 E. F. Bryant, Krishna: A Sourcebook, Oxford, 2007,
26~27 참조.
B. S. Miller, The Bhagavad-gita, 7.
B. S. Miller, The Bhagavad-gita, 157.
A. Hiltebeitel, Ritual of Battle, Krishna in the Mahabharata, Ithaca/NY, 1976, 43;
J. L. Brockington, The Sanskrit Epics, Leiden, 1998,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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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가지 측면, 즉 크리슈나는 최고아, 아르주나는 경험아로 풀이할 수
있다.31) 이는 우파니샤드에 등장하는 ‘두 마리의 새’의 비유와 동일한 해석
기법으로,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현실적 고락을 경험하는 아트만인 아르주나
가 상담을 거치면서, 크리슈나라는 최고아로 변모하는 ‘영적 변형의 과정’
으로 해석할 수 있다.32)
기타에서 크리슈나가 제시하는 영성은 에고라는 이기심과 정반대에 배
치되는 휴머니티 안에 존재하는 신성(神性)의 다른 이름이다. 즉, 영성은 인
간의 아수라(asura, 惡神)적 속성인 이기심과 대치되는 인간 내면의 신성을
말한다.33)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성은 신적인 속성과 아수라적 속성에 의
해 좌우된다. 인간성은 신성한 인간성과 아수라적 인간성으로 양분되며, 신
성한 인간성은 영성에 자유를 주고, 아수라적 인간성은 영성을 속박하고 노
예화한다. 아수라적 인간성은 자신이 신에 가깝다는 것을 부정하고 생물학
적이고 성(性)적인 인간의 낮은 단계에 집착하는 자기중심적 인간을 만든
다. 결국 기타의 영적인 서사구조는 인간 내부의 신성의 발견과 인간 존
재를 내외적 휴머니티의 총체성으로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34) 이는 베다부
터 이어져온 신의 실현, 개체적 영적 수행, 영적 변형에 포커스를 맞춘 것
으로 여기서 신은 인간의 영적 본성을 투영한 것이다. 크리슈나는 자신이
신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도 않고 자신의 뜻을 무조건 따르라거나 위대함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너는 너의 신성을 찾아라, 너의 뜻대로 해라, 너
의 신성함을 알려주었으니 네가 선택하라는 방식으로 아르주나에게 길을
제시한다. 이는 자아의 발견과 영성의 발견이 동일한 사건이 되는 영적인
철학으로 완성된다. 이에 크리슈나는 모든 사람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며,
지고의 행복은 자신의 진정한 영적 본성에 대한 이해와 영적 자아실현에
의해 성취된다고 말한다.35)
31)
32)
33)
34)

35)

A. Hiltebeitel, Ritual of Battle, 43; J. L. Brockington, The Sanskrit Epics, 61~62.
L. Minnema, Tragic Views of the Human Condition, 110.
E. Easwaran, The Bhagavad Gita: Classics of Indian Spirituality, 235.
C. A. Robinson, Interpretations of the Bhagavad-Gita and Images of the Hindu
Tradition, New York, 2014, 136.
S. Knapp, The Power of the Dharma: An Introduction to Hinduism and Ve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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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와의 접촉에 집착됨이 없는 아트만을 지니고 자기 안에서 행복을 발
견할 때, 그는 브라흐만의 요가에 의해 제어된 자아로 불멸의 행복에 도달
한다오. 왜냐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격정이 가라앉아 브라흐만이 된, 그
러한 흠 없는 요가행자에게는 최상의 행복이 오기 때문이오. 이와 같이 항
상 자신을 수련하여 허물이 소멸된 요가행자는 브라흐만과의 접촉에서 오
는 무한한 즐거움에 쉽게 도달한다오. 36)

기타에서 전체 카운슬링의 목적은 단순히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
다. 평온과 조화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자기 안에서 아
트만을 인식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가 악과 부정에
서의 해방, 행과 불행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현명함, 마음의 평화를 갖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트만의 인식으로 자신의 타마스가 불러온 무지(avidyā)의
정체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무의 가치를 이해하며, 현존재의 존재론적 문제
를 고통과 즐거움과 같은 이분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요가행자(yogī)가 되기를 바란다.
인간은 누구나 가족과의 일상적인 행복을 꿈꾼다. 자신이 꿈꾸던 가족과
의 세속적 행복을 얻지 못하는 불행의 정체를 아르주나는 기타(1.33)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왕국과 즐거움(bhoga)과 쾌락(sukha)을 바랐던 것은 “그들을 위해서
(yeṣām arthe)”인데, 그들은 목숨과 부를 버리고 전쟁터에 정렬되어 있습니
다.

여기서 아르주나는 ‘그들을 위해서(yeṣām arthe)’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신
이 지향하는 행복의 기준이 바로 ‘가족’에 있으며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 불행의 실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37) 이처럼 제 1장에서 내담

36)

Culture, Bloomington, 2006, 33~34.
bāhyasparśeṣv asaktātmā vindaty ātmani yat sukham sa brahmayogayuktātmā
sukham akṣayam aśnute(5.21)/ praśāntamanasaṃ hy enaṃ yoginaṃ sukham
uttamamupaiti

śāntarajasaṃ brahmabhūtam akalmaṣam(6.27)/

yuñjann evaṃ

sadātmānaṃ yogī vigatakalmaṣaḥ sukhena brahmasaṃsparśam atyantaṃ sukham
aśnute(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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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타인 중에서 가족과 자신만을 연결된 존재로 파악해 자비를 행하는
평범한 존재였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며 이에 집착하는 이기적인
자비가 자신의 미혹의 근거임을 모른 채 슬픔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크리
슈나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영적인 본성을 발견한 아르주나는 자신의 이
기적인 자비가 이타적이고 신성한 자비로 변화해야 함을 자각하게 된다.
기타(18.64)에서 크리슈나는 자신이 진행하는 상담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나의 지고의 말을 더 들어보시오.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이이기 때문이라오. 그러한 즉 그대에게 ‘유익한(hitam)’
말을 해 주겠소.

이 구절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단어는 ‘유익한’으로 해석되는 히탐
(hitam)이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상담을 전개하겠다는 의
미는, 크리슈나 상담론이 내담자의 이익과 선이 되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
을 목표로 설정했음을 알려준다. 즉, 내담자에게 이익과 이득이 될 만한 상
담내용은 넓게는 선, 복지의 개념과 연결되며 정의의 의미도 포괄한 ‘세계
관’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아르주나는 상담을 통해 친족에 대한
이기적인 동정과 슬픔은 자신의 타마스에 의한 것이며 이것이 결코 ‘유익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상담자 크리슈나는 내담자의 어두운 타
마스를 억제하고 삿트바라는 선한 성질을 함양하여 세 가지 속성(guṇa)이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다. 이렇게 되면 물질적 본성인 프라크리티(prakṛti)가
균형상태(sāmya-avasthā)를 이루게 되어 프라크리티는 푸루샤라는 순수정신
을 그대로 관조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상담자가 원하는 ‘유익한’ 상태가 바
로 이러한 경지이며, 기타(2.54)에서는 이러한 상태에 도달한 이상적인 인
간을 ‘확고한 지혜를 갖춘 자(sthitaprajña)’로 묘사한다.
상담이 심도 있게 진행됨에 따라 제 14장 25절에서 아르주나는 ‘속성을
초월한 자(guṇātītas)’로 묘사되면서 불멸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간으로 변모하며, 마지막 제 18장 20절에 이르러서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37)

S. Sawhney, The Modernity of Sanskrit, Minneapolis, 2009,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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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을 떨쳐내고 삿트바(善性) 마저 초월해 ‘삿트바 자체인 지혜(sāttvika
jñāna)’의 인식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아르주나의 변화과정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자신 안의 신성을 인식하는 영적인 인식과정
을 대변한다. 기타(18.20)에서 선성 자체의 인식단계를 묘사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존재 중에 불멸하는 하나의 존재, 나누어진 것들 중에 나누어지지 않
은 (존재)를 보는 “삿트바 자체인 지혜임을 아시오(jñānaṃ viddhi sāttvikam)”.

크리슈나는 인간적 속성 전체가 삿트바이며, 순수의식(cit) 자체인 완전한
인격체이다.38) 위 구절은 내담자가 상담자와 동등한 인격상태, 즉 최고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태를 나타낸다. 선성 자체이자 최고아인 크리슈나와
의 영적인 상담을 통해 아르주나는 자신의 선성과 최고아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최고아를 내면에 지니고 있는 신성한 인격의 주체라는 사실
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베단타철학에서는 삿 칫 아난다(sat-cit-ānanda), 즉 실재,
순수의식, 지복(至福)이라는 삼위 일체적 개념으로 풀이한다. 아트만은 자신
안에 브라흐만(Brahman)이라는 절대 실재(sat)와 동일화되는 순간 순수의식
(cit)의 조명성(照明性, prakāśakatva)으로 스스로 빛나게 된다. 또한 이 세계
는 모든 다양성과 제한성이 사라진 지복(ānanda), 평화와 행복의 상태로 묘
사된다. 특히 우파니샤드의 철학자 웃달라카 아루니(Uddālaka Aruni)는 이
지극한 행복을 날아다는 것에 지친 새가 보금자리에 돌아와 느끼는 ‘평온’
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주관과 객관을 분석하는 정신작용이 그친 초월 상
태, 깊은 잠처럼 모든 분별력이 사라져 아트만 자체만이 빛나는 순수의식
상태는, 순수한 의식 자체로서 ‘스스로 밝게(svayaṃprakāśa)’ 존재하게 된다.
그 단일성의 빛은 영적인 것으로서 브라흐만이라는 절대 실재와 만나는 순
38)

S. K. Sarker, Gita In English Verse, Atlantic Publishers/Dist, New Delhi, 1999,
xv; K. K. Klostermaier, A Survey of Hinduism, New York, 2007, 82. Klostermaier
는 삿트바 구나는 비슈누의 속성이며, 크리슈나가 그 속성을 책임지고 있다
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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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단 하나만이 남는 상태로
도 형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상태에서 마음속에 존재하는 모든 미혹의 매듭이
풀리고 의문이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다.39) 아르주나의 진정한 문제는 절대
실재에 대한 ‘무지’이다. 크리슈나는 그 무지를 제거하는 절대 실재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을 상담의 주요 목적으로 삼고, 영적이고 초월적 실재를
인식하게 해준다. 즉, 내담자가 가진 문제의 진정한 본질은 ‘영적 진리
(spiritual Truth)에 대한 무지’이며, 그러므로 이 문제는 ‘영성’이라는 초월적
인 문제의 분석과 획득에 해법이 있다. 아르주나는 크리슈나와의 길고 긴
상담을 통해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그를 고통스럽
게 만들었던 ‘미혹(moha)’이 사라져 그의 마음은 평정을 찾는다. 상담자를
괴롭히던 고통의 실체인 미혹이 사라져 무집착의 상태, 즉 이욕의 상태를
이룰 때의 심적 평화를 ‘치유’라고 할 수 있다. 그 세계는 고통과 즐거움,
육체와 마음과 같은 이분법적 세계관이 파괴되고, 고통과 죽음을 초월한 평
정상태를 이룬다. 이와 같은 ‘치유’는 알약 처방이나 수술을 통해 물리적
상처를 낫게 하는 ‘치료’와 다른 것이다. 자신의 고통, 슬픔과 같은 미혹이
사라지고 본질적인 자신과 직면하면서 자신의 신성하고 영적인 본성 안에
거주하는 상태가 바로 자기 ‘치유’가 된다. 즉, 아트만에 대한 인식은 무지
를 깨는 상태와 직결되어 무지가 주는 고통의 해방, 즉 ‘치유’를 발생시키
는데, 이 치유는 바로 자신 안에서 발생한다는 ‘자기 치유(self-healing)’와
‘자기 조명적 치유(self-illuminating healing)’40)라고 할 수 있다.

39)
40)

S. 다스굽타, 인도의 신비사상, 84.
P. Nithyananda, Bhagavad Gita: Demystified, Karnataka, 2011, 39; 그는 판다바의
아들들이 가진 신성성에 이미 자기치유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까지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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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나가기
기타에서 크리슈나라는 상담자와 아르주나라는 내담자의 영적 상담을
통해 영적 자각, 다르마의 운영, 자기실현의 철학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내
담자 아르주나의 모든 문제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으로 해결된다. 기
타(18.73)에서는 구름이 걷히듯, 의심과 미혹이 풀리고 올바른 행위를 향해
나아간다는 적극적인 해결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아르쥬나가 말했다. 당신의 은혜로 나의 미혹이 사라지면서 (올바른) 생각
을 얻었습니다. 불멸하는 크리슈나시여! 의심이 사라졌으며 (굳건히) 서 있
게 되었으니 당신의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치유라면, 기타가 말하는 치유는
의심과 미혹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발생하는 공포를 제거하는 것, 즉 이중
성과 이분법의 속박과 구속으로 부터의 인식론적 자유가 된다. 이러한 자유
는 아트만을 아는 자가 ‘평등성(samatvam)’에 근거해 모든 것을 파악하는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이다. 아트만을 아는 자는 ‘행복과 불행도
동일한 것(samaduḥkhasukham)’으로 판단하고, 가족과 완전한 타인을 평등하
게 바라본다.41)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에고를 버리고 삿트바를 계발하
여 자비를 행하라는 가르침을 주는데, 이를 가족을 버리고 사회에 봉사하라
는 의미로 오독해서는 안 된다.42) 크리슈나는 아르주나가 아트만을 가진
인간으로서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며, 가족이라는 이기적인 범주를
버리고 휴머니티로서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의 신성한 휴머니티가 바로 영성이며, 누구나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가족이라는 이기적 구분방법도 사라지게 되
며 모든 인간을 아트만이라는 영성을 가진 인간 자체로 가치 있게 대하게
된다. 또한 자신 안에 영성이 있다는 사실, 즉 아트만의 실재를 경험하는
자는 자신 안의 슬픔과 고통의 근원인 미혹을 치유하게 된다. 생사의 굴레
41)
42)

B. Gupta, “Bhagavad-Gita as Duty and Virtue Ethics”, 387.
E. Easwaran, The Bhagavad Gita: Classics of Indian Spirituality,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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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슬픔, 비탄, 죽음 자체의 실재를 제거
하거나 기억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이분법을
타파하고, 에고에서 벗어나 아트만의 지혜를 얻은 평온한 상태가 되는데,
바로 이것을 영적 치유라고 표현할 수 있다.
상담이 시작될 때 내담자의 개체의식은 전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기반
으로 자신의 타마스를 친족살해라는 핑계로 감추면서 이를 슬픔이라는 감
정으로 위장한다.43) 하지만 그의 슬픔의 정체는 의무에 대한 부정성과 은
폐로 가려진 진리에 대한 무지라고 볼 수 있다. 즉 내담자의 진정한 문제는
무지이며, 무지라는 당면과제의 해결책은 올바른 깨달음, 정각(正覺)이 된
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와의 상담을 통해 제시한 것은 세계
관이며, 그 세계관은 비전이자 철학(darśana)이 된다.44) 두 사람의 상담은
영적인 내용을 담은 철학으로서, 모든 긍정성과 부정성을 넘어서는 초월적
인 형태로 나타난다. 즉 대화의 주제, 상담의 내용을 한 마디로 말하면 ‘인
간성(humanity)’에 대한 철학적 탐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내담자는 어떤 인
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심도 깊게 추구하며, 본질적인 인간탐구의
영역을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인간성은 영성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
우파니샤드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장님’의 비유에서 장님은 신체적인 장님
이 아니라 영적인 장님, 즉 신성한 휴머니티의 결여자를 말한다.45) 휴머니
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며, 인간 존엄성 부여의 근거가 된다. 모든
인간 개체에게 동일하게 부여되지만 우리는 무지라는 눈가리개를 쓰면서
자신과 타인의 인간성을 부정한다. 휴머니티는 윤리적이고 영적인 평등성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불행은 휴머니티에 영향을 주므로 이러한 내담자의 문
제는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46)
두 주인공의 대화, 즉 기타에서 벌어지는 상담의 주요내용은 결국 ‘인
43)
44)
45)

46)

P. Nithyananda, Bhagavad Gita: Demystified, 39.
P. Nithyananda, Bhagavad Gita: Demystified, 40.
R. Ravindra, The Bhagavad Gita: A Guide to Navigating the Battle of Life,
Boston, 2017, 203.
H. S. Sinha, Communism and Gita: A Philosophico-ethical Study, New Delhi,
1979,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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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에 관한 대화로 이루어진다. 무엇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인간의 다
르마가 무엇인가? 혹은 가장 인간적인 다르마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인간성의 ‘신성한 부분’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데, 이
것이 바로 영성이라 할 수 있다. 인간 내부에 가장 미세하고 가장 빛나며
가장 선한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성이며, 이를 인도철학적 용어
로 아트만이라고 한다. 상담내용 중 크리슈나가 제시한 감정, 신체, 지성 등
에 관한 설명은 아르주나를 영성에 도달시키기 위한 단계 과정에 속한다.
상담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도달할 테마는 바로 영성이다. 기타는 인간
내에 이미 존재하는 신성을 아트만이라 칭하며, 우리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치유의 측면에서 고통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고통에 좌지우지되는 것
은 우리의 ‘무지’ 탓이다. 인간의 신성한 측면인 영성이자 아트만을 통해
우리는 세계 내의 존재인 나를 깨닫고 의무를 행하는 책임의 윤리를 이해
하게 된다. 그리고 고통과 행복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행하면서
고통을 책임지는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기타
에서 상담자가 제시해 준 아트만이라는 지혜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이 고민
하던 죽음의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다. 그리고 크샤트리아
의 다르마를 재해석하고 에고의 집착, 마음과 평정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며
행위의 결과를 바라지 않고 행위 자체를 책임지는 진정한 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결국 기타 전체의 상담과정을 통해 내담자 아르주나는 자신의 물
질적 본성을 따르지 않고 그것과 투쟁해 자신 안의 신성한 본성, 인간 내면
의 불가사의한 영적 실체인 아트만을 알게 된다. 또한 상담가로서 크리슈나
는, 내담자가 만인을 평등하게 대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행위하고, 자신의
영성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철학상담가로서 기능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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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ilosophical Counseling Theory and Meaning of
Happiness in the Bhagavad Gītā:
Focusing on Krishna’s Role Analysis As A Spiritual Counselor
Kim Chin-Young
(Sogang Univ.)
In Indian philosophy, Bhagavad Gītā is a text that represents the spirituality
philosophy that consists of the questions Krishna and Arjuna. This paper
analyzes the whole contents of this docu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philosophical Counseling and concentrates on the aspect that Krishna functions
as a philosophical counselor and interprets the main topics of Indian philosophy
as his counseling technique. As a representative spiritual counselor, Krishna
reveals both the human aspect and the superpersonal and transcendent sides, and
answers all questions of her client Arjuna without any hindrance. We also
examine Krishna's methodology as a philosophical counselor to cure the
suffering faced by the client as the ultimate goal of true happiness. In the
process, we will examine the original counseling technique and its contents that
Krishna, the counselor, used to convey the concept of spirituality and Atman as
human sacred humanity to the client Arjuna effectively. Through this analysis,
we try to interpret the meaning of spirituality that can be reconsidered in
modern society, the value of happiness and healing that hindu classical text
Bhagavad Gītā shows.
Key words: Happiness, Philosophical Counseling, Bhagavad Gita, Arjuna,
Krishna, Spirituality, Hea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