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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윌버 통합철학의 베단따 철학의 수용
주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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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윌버의 통합철학과 베단따 철학의 접점: 1. 윌버의 
의식 계층설. 2. 의식 계층설과 오장설의 수용. 3. 의식의 발달과 세 

가지 신체 이론. Ⅲ 나가는 말.

요약문 [주요어: 의식의 스펙트럼, 의식의 발달, 오장설, 세 가지 신체 이론]

본 논문은 윌버 철학의 핵심인 의식의 스펙트럼 이론과 베단따 철학의 
오장설과 세 가지 신체 이론을 대비하여, 윌버의 통합철학이 베단따 철학
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먼저 의식의 스펙트럼 이론은 의식의 구조를 물질에서 몸 · 마음 · 영혼 
· 영에 이르는 인간이 본유하는 광대한 의식의 전개를 보여준다. 이것은 
베단따 철학의 무지(avidyā)로 인한 이원성, 분별의 의식 상태들과 실재 
차원의 순수의식을 결합한 의식의 체계 분석과 동일하다. 윌버는 경계의 
세계에서 무경계의 세계로의 이행을 자신의 철학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역시 베단따 철학이 무지의 세계를 벗어나 아뜨만을 각성할 것을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양자 간의 동일성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윌버의 의식의 스펙트
럼의 다섯 가지 심리적 유형과 베단따의 오장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더욱 
분명해 진다. ①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수준에서부터 ～ ⑤ 합일의식
(unity, 우주) 수준까지의 인간 의식의 계층적 분석에 베단따의 오장설의 
방법론을 대입 적용해 봄으로써 가능하다. 의식의 계층적 분석이 주는 메
시지는 베단따가 다섯 가지 몸 각각은 그들의 본성인 아뜨만과 다르다는 
점진적 단계적 각성을 요구하는 방법과 같다.

한편 의식의 스펙트럼 이론을 보강한 의식의 계층적 발달 이론은 베단
따의 세 가지 신체 이론과 네 가지 의식 상태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윌버는 의식의 9 단계의 발달 과정에 세 가지 신체 이론을 적용했다. 특히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는 의식의 발달 과정은 베단따의 전통설인 세 가
지 신체설과 네 가지 의식 상태 이론과 대응된다. 결론적으로 윌버의 통합
철학은 베단따의 철학적 체계에 그 배경을 두고 성립된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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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21세기에 들어 인류는 과학과 경제의 발전으로 물질적으로 풍

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삶이 윤택해졌다고 해도 인

간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정신적 혼란과 불안, 고통의 문제가 해

결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본유하고 있는 자신의 본성

에 대한 희구와 열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에

겐 이와 같은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혼란을 해결하고 나아가 자신

의 본성 탐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한 분명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심리학자

요 철학자인 켄 윌버(Ken Willber, 1949- . 이하 윌버)이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일방적인 주장을 강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통적인 인도의 베단따 철학, 유식 불교 사

상, 쿤달리니 요가 이론과 더불어 서구의 개인의 의식 · 무의식을 

다루는 심리학, 트랜스퍼스널 심리학, 그리고 기독교 신비주의 등 

동서양의 정신적 유산 모두를 하나로 포용하여 심층적이고 통합

적인 철학체계를 세웠다. 그것이 윌버의 통합철학(Integral 
Philosophy)이다. 존 화이트는 윌버에 대해서 “심리학계, 사회, 의
학, 철학 그리고 종교계에 다윈, 프로이트, 아인슈타인만큼이나 심

오한 영향을 미치게 될 세계관의 창시자”1)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듯 윌버는 힌두교와 불교 같은 동양적 사유와 서구의 물질

적이며 진화론적 심리학을 결합해 과학, 종교, 철학을 포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 핵심 내용이 인간 개인의식의 구

1) 켄 윌버(2008)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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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계층적 분석을 보여준 의식의 스펙트럼 이론이다. 이 이론에

서 의식이 발달 진화해 가는 단계적 영역들에 대한 해석은 인도의 

철학과 신비주의 이론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그것은 윌버가 개

인적으로 그 어떤 사상보다 가장 보편적인 인도의 철학과 종교에

서 큰 영감을 받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자는 윌버가 심리적으로 의식의 계층적 구조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배경으로 삼은 것은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오장설과 

세 가지 신체설이라고 본다. 그 근거는윌버가 아드와이따 베단따 

철학의 특징인 존재의 의식을 최저의 차원의 물질적 영역으로부

터, 미세라는 중간 계층을 거쳐, 가장 최상위의 통일적 차원으로 

이행해가는 위계로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론2)을 그대로 자신의 철

학체계 속에 수용하고 있는 것에 있다. 또한 그의 저술 The 
Atman Project에서 베단따 철학과 거의 동일한 철학적 심리학적 

주장3)이 발견되는 것에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윌버 철학의 핵심인 의식의 스펙트럼 이론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형성되었으며,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베단

따 철학의 오장설과 세 가지 신체 이론과의 대비를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의식의 스펙트럼 이론과 더불어 오

장설이나 세 가지 신체설이 심리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논지에서 벗어난 베

단따 철학외의 여타 다른 철학과 타종교 사상 내지 심리학적 이론

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2) 켄 윌버(2004) p. 224.
3) 윌버는 베단따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심리적 

치료기법을 제시했다. 통합철학에 이은 통합심리학(Integral Psycholog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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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윌버의 통합철학과 베단따 철학의 접점

영원의 철학인 베단따 철학과 윌버의 통합철학 간의 어떤 관련 

또는 소통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두 사상 간에 어떤 접

점이 있는지 밝혀봐야 한다.
윌버는 통합철학의 근본배경이 영원의 철학임을 자신의 저서 

곳곳에서 밝히고 있다. 윌버는 베단따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

하고 있다.

베단따 철학은 브라흐만-아뜨만이 유일한 실재라는 경험에 의거하

고 입증할 수 있는 통찰력을 근거로 한다. 베단따 철학의 주요 관심사

는 왜 인간은 자신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주체성을 깨닫지 못하는가

에 대한 실제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원주의와 인간의 분별에 대한 맹목적인 수용은 무지

(avidyā)와 환영의 세계(māyā)를 낳는다. 그 결과 인간은 곧 고통의 세

계(saṃsāra)에 처하게 된다.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무지는 브라흐만-
아뜨만이란 근원적인 실재 위에 놓여진 ‘층’(kośa)이라 불리는 것의 투

사(adhyasa)로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를 이런 층과 동일

시하고, 외관상 절대자와의 진정한 일치를 흐리게 만든다.4)

 
심리학적으로 ‘무지’는 브라흐만-아뜨만이란 근원적인 실재 ‘위’

에 놓여진 층(kośa)이라 불리는 것의 투사(adhyasa)로 말할 수 있

다. 인간은 무지로 인한 자신의 한계 때문에 자신 속에 항상 존재

해왔고, 어떤 한계에도 속박되지 않는 실재 ‘아뜨만’을 보거나 느

끼지 못한다. 이것은 의식의 발달과 진화보다는 퇴화이다. 퇴화는 

4) 켄 윌버(2008) pp. 26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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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에서의 분리를 뜻한다. 아뜨만인 순수의식이 세상 의식, 즉 

물질과 정신의 현상세계로 내려옴에 따라 본래의 근원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퇴화인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의식은 근원으로부터 멀어져 현현된 상태일수록 

‘보여 지며’ ‘이해 가능하게’ 된다.5) 따라서 근원에 가까워질수록 

세속화된 의식의 발달 진화6)를 이루는 것이 되며, 세속을 초월해 

근원과 합일 할 때 의식의 발달 진화는 궁극의 최고 정점에 이르

게 된다. 이렇듯 의식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하느냐 따라 발달 진

화냐 퇴화냐 달라진다. 그렇다면 윌버가 의식의 발달과 퇴화를 어

떻게 이해하는지 베단따 철학에 대한 윌버의 이해를 통해 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자.
“이원주의와 인간의 분별에 대한 맹목적인 수용은 무지(avidyā)

와 환영의 세계(māyā)를 낳는다. 그 결과 인간은 곧 고통의 세계

(saṃsāra)에 처하게 된다.”7)고 하듯이 무지로 인해 자아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기 이전의 인간은 이원성과 환영 속에 산다. 윌버는 

퇴화로 볼 수 있는 이원성과 환영의 상태를 의식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 심리적 장애, 병리, 고통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윌버는 베단따 철학은 그와 같은 심리적 병리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통찰력과 유용한 방편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다.8) 그래서 

영원한 철학의 유용한 방법론을 객관적으로 통찰하고 받아드렸다. 

5) 이것을 퇴화 과정이라 하며, 상키야 철학의 전변 과정이 이를 가장 잘 

보여준다.
6) 윌버는 진보란 의식의 발전, 진화로 해석한다. 진보란 단순히 부정적인 

것에서는 멀어지고 긍정적인 것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다. 켄 윌버(2005) pp. 
51-52.

7) 켄 윌버(2008) p. 11.
8) 예를 들어, 동양의 요가철학이나 불교철학은 에고를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는 에고를 세워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제안을 어떻게 조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윌버는 대통합 이론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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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버는 먼저 의식의 최고 차원인 순수의식이 바로 최고의 존재와 

맞닿아 있음을 알고, 다음으로 다양한 수준의 현상적인 자아의식

을 설정하여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새로운 의식의 구조적 모델

을 완성했다.
윌버는 자아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기 이전까지의 인간은 왜곡

된 자아의식(ego)을 가진 상태로 봤다. 그 자아의식에 의해 우리의 

세계는 마치 거대한 대립의 경계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보이는 것

과 보이지 않는 것, 선과 악,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정신과 

육체, 삶과 죽음, 자기와 비자기 등의 경계가 만연해 있다. 이는 

분리의식에서 나온다. 대립의 경계가 곧 이원성이며, 그것은 무지

(avidyā)의 소산인 것이다. 무지로 인해 사람들은 언제나 의식의 

경계가 있다고 믿는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믿는 대로 전개되

도록 이끈다. 윌버는 그 삶을 이렇게 말한다.

경계로 이루어진 삶은 이원론의 삶이며, 투쟁의 삶이며, 공포 · 불안 

· 고통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점철된 삶이다.9)

윌버는 이러한 “이원성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데서 의식의 스펙

트럼이 발생한다.”10)고 한다. 이 의식의 스펙트럼에서 의식의 발

달과 진화의 가능성은 이원성을 포함하는 의식 계층들에 대한 분

명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먼저 무경계적 존재이며, 주체와 개

체, 보는 자와 보여진 것, 경험자와 경험된 것을 초월한 진정한 자

기(아뜨만)란 언제나 현존하는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은 

분리의식 혹은 이원성에서 떠나 상승하여 점점 만물의 근원인 신

에 대한 깨달음을 향유하고, 나아가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게 될 

때까지 의식을 확장함으로써 가능하다. 윌버는 이 단계를 구조적

9) 켄 윌버(2008) p. 144.
10) 켄 윌버(2008)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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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물질에서 몸 · 마음 · 영혼 · 영에 이르는 인간이 본유하는 의

식의 스펙트럼, 즉 광대한 의식의 전개라고 본 것이다. 윌버는 의

식의 확장을 통해서 인간의 자아회복 및 자아치료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11) 결국 무지(avidyā)로 인한 이원성으로부

터 완전히 분리 독립하여 궁극적 상태에 도달코자 하는 베단따의 

사유와 경계의 세계에서 무경계의 세계로의 이행을 추구하는 윌

버의 사유는 목표하는 점에서 같다. 이러한 두 철학 간의 접점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의식의 스펙트럼 이론과 오장설의 

관련성을 밝혀보자.

1. 윌버의 의식 계층설

윌버는 의식의 스펙트럼, 의식의 구조적 계층적 분석을 다양한 

심리학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해 주고 있다.12)

11) 켄 윌버(2008) p. 40.
12) 켄 윌버(2008) p. 234, 도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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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의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심리적 수준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대략 다섯 수준으로 나뉜다. 이 계층적 분석은 의식의 발달

과 진화 단계를 가시화 하고 있다.
1)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수준 : 인간 의식 또는 마음의 가장 낮

은 수준이다. 자신의 퍼스낼리티인 ‘페르소나(가면)’와 그 페르소

나와 합해지지 않고 배제된 자신의 그림자 부분인 ‘쉐도우’의 수

준이 있다.
2) 자아(에고)와 신체의 수준 : ①보다 좀 더 깊은 의식의 수준으

로 진화하면, 인간은 회사원, 부모, 남자, 여자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보다 심층적인 ‘나는 무엇인가?’ 의식하는 자신은 몸이라

고 하는 용기 안에 있다는 인식, 즉 자신이 ‘몸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감각 수준에 이른다. 보통의 인간 의식은 대게가 페르소나-
그림자의 수준과 자아-신체의 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3) 유기체와 환경의 수준 : 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면, 몸과 마

음의 유기체가 ‘자기’라고 느끼는 수준이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의 상태이지만, 그 몸과 마음(유기체)은 환경과 분리되어 있

다. 의식이 ②의 자아 수준에서 이 수준으로 옮겨오면, 좁은 자아

를 초월하게 되어 일종의 환희가 따라오게 된다.
하지만 유기체로서의 생명은 외부 세계 · 환경과 분리되어 있

고,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므로 이 수준에서 확실히 

자각하는 것은 생의 쾌락과 함께 죽음의 불안감이다. 곧 실존적 

수준을 말한다.
4) 초개인(transpersonal)의 수준 : 더 깊은 마음의 심층에는 유

기체로서의 자신을 환경과 분리된 것으로 느끼지 않고, 자기와 시

간, 자기와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세계가 있다. 
이 수준에서 개체로서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시간과 공간이라

는 한계도 없어져 버린다. 개인성을 초월한 것이므로 심리적 · 감
정적 체험에서도 무아경의 초자아적 경지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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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일의식(unity, 우주)의 수준 :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

신은 우주와 일체이며, 진정한 자기는 자신이 유기체일 뿐 아니라 

우주 전체라고 느낀다. 앞의 초개인 수준과 합일의식은 유사해서 

혼동하기 쉽다. 초개인적인 경험은 정체성이 전체로까지 확장되지 

않고 다만 유기체의 피부 경계를 넘어 확장될 뿐 모든 것과 동일

시하지는 않지만, 합일의식은 정체성이 완전히 전체(우주)와 하나

가 된 상태이다.13)

윌버는 이러한 의식의 계층적 수준으로 자아이전에서, 자아의 

확립, 그리고 자기실현을 목표로 하는 메슬로우의 심리학보다 한

층 발전한 통합심리학의 표본을 보여줬다. 이는 윌버가 서양의 발

달심리학에 자아초월을 주장해 온 인도의 영적 가르침과 수행 단

계론을 통합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럼 베단따 철학이 담고 있는 단계적 의식론과 수행론으로 대

표되는 오장설과 의식의 스펙트럼 이론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2. 의식 계층설과 오장설의 수용

윌버는 의식의 스펙트럼을 완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베단따의 

오장설과 세 가지 신체 교설에서 찾고 있다. 이에 대해서 윌버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베단따 철학에서, 그 층들은 양파 껍질과 같이 취급된다. 아뜨만이

라는 실재는 그 양파의 핵심에 묻혀 있다. 따라서 해탈이란 이런 수준

들과의 잘못된 동일시를 벗겨내는 것(혹은 꿰뚫어 보는 것)과 다양한 

환영의 층의 실제적인 토대인 핵심과 하나가 되는 것에 의해 일어난

13) 켄 윌버(2005) pp. 201-223 참조. ; 박혜숙(2011) pp.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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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유하자면, 양파의 가장 바깥쪽 층, 덮개 혹은 껍질은 물질적 존재

의 층(annamayakośa)이라 불린다. 그것은 깨어 있는 의식(jāgar-
ita-sthana), 조대한 몸, (sthūla-śārīra)에 소중히 보호된 에고와의 원

시적 동일시를 나타낸다. 
다음 세 가지 층은 합쳐서 미세한 몸(sūkṣma-śārīra)을 구성하는데, 

생명력의 층(prāṇamayakośa), 마음의 층(manomayakośa), 지성의 층

(vijñānamayakośa)이 미세한 몸이다. 생명력의 층은 대략 살려는 의

지에 해당한다. 즉, 생존을 하려는 맹목적인 충동에 해당한다. 마음의 

층과 지성의 층은 존재를 2분화하고 이원성과 분별이 커지면서 실재

를 흐리게 만드는 우리의 근본적인 경향(부분적으로는 타고났고 부분

적으로는 언어와 논리를 통해 획득한)에 해당한다. 
가장 안쪽 층, 영적인 환희의 층(ānandamayakośa)은 원인의 몸

(karaṇa-śārīra)을 구성한다. 그것은 명상을 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꿈

을 꾸지 않는 숙면 상태(suṣupti)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이원성과 분별

은 이 수준에서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주 완벽하게 조

화되어 이 상태에서 긴장완화와 더불어 환희(ānanda)를 경험한다. 그
것은 또한 ’원인의 몸’라고도 불린다. 그것은 다른 4 가지 층의 토대이

자 '원인'이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층이 벗겨질 때, 중심에 위치한 순수한 실재

만이 남게 된다. 그것은 절대적인 비이원성이며, 말로 나타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브라흐만-의식이며 다섯 층과 세 몸체 밑바닥에 위치

한다.14)

윌버는 의식의 스펙트럼 이론과 베단따의 오장설, 세 가지 신체

의 교설과의 대응관계를 아래의 도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15) 

14) 켄 윌버(2008) pp. 267-268.
15) 켄 윌버(2008) p. 270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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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표에서 베단따 철학이 주장하는 오장설(다섯 가지 층)과 

의식의 스펙트럼16) 사이의 유사성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오장설

을 통해 의식의 스펙트럼, 즉 의식의 계층과의 접점을 찾아보자. 
의식의 스펙트럼의 구성과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 오장설에 대

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15세기 아드와이따 베단따 

문헌인 빤짜다쉬(Pañca-daśī)에 나타난 오장설을 주로 살펴본다. 
이 문헌에서 개아들은 깨달은 스승으로부터 입문식을 받은 뒤 아

16) 월버는 인간은 모래시계의 아래 쪽 실재이며, 본체, 비이원성인 빛이 

들어오고 쪽을 등지고 앉아 그림자, 현상, 이원성 등 어두운 쪽을 보고 

있다고 비유하고 있다. 이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가져온 것이다. 곧 

의식의 퇴화를 상징한다. 켄 윌버(2008) p. 2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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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만을 ‘다섯 층으로 이루어진 덮개’로부터 분별함으로써 최고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PD.1.32)고 한다. 이 말은 ‘다섯 덮개’는 참된 

자아인 아뜨만이 아니라, 덮고 있는 덮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
러므로 최고의 상태에 도달하려면 아뜨만을 덮고 있는 덮개들을 

하나씩 차례로 벗겨내야 한다. 벗겨야 내야 할 다섯 덮개/몸을 올

바르게 이해할 때 궁극적 목표가 실현된다는 것이 오장설이 주는 

메시지이다.17)

1) 음식으로 이루어진 몸

‘음식으로 이루어진 몸’은 다섯 겹의 요소들의 결과인 거친 몸

이라고 한다.(PD.1.34ab)18) 이것은 아버지가 먹은 음식에서 기원

한 정자로부터 태어난 몸이기에 ‘음식으로 이루어진 몸’이다. 그것

은 음식에 의해 자란다. 그것은 태어나기 이전과 죽은 뒤에는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자아인 아뜨만이 아니다.(PD.3.3)19) 이 

몸은 음식물로 구성되어 있는 수준, 즉 육신과 물질적 우주를 의

미한다.20) 

2) 호흡으로 이루어진 몸

‘호흡으로 이루어진 몸’은 다섯 가지의 숨과 다섯 행위기관으로 

이루어졌다. 이 몸은 몸에 충만한 채 힘을 주면서 눈과 [다른 감관

들이] 기능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그것은 순수의식(caitanya)이 없

기 때문에 아뜨만이 아니다.21) ‘호흡으로 이루어진 몸’은 생물적

17) 문을식(2015) pp. 17-22 참조. 이하 오장설에 관한 Pañca-daśī의 원문은 

문을식의 논문에서 가져온다. 
18) syāt pañcīkṛta bhūtottho dehaḥ sthūlo’nna saṃjñakaḥ(PD.1.34ab)
19) pitṛ bhuktānna jād vīryāj jāto’nnenaiva vardhate, dehaḥ so’nnamayo’nāt

mā prākca ordhvaṃ tad abhāvataḥ(PD.3.3)
20) 켄 윌버(2004) p. 225.
21) pūrṇo dehe balaṃyaccann akśāṇāṃ yaḥ pravartakaḥ, vāyuḥ prāṇam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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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능, 생기, 정서, 생체에너지 등으로 구성된 집(sheath)을 말

한다.22)

3) 감각적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감각적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순수한 삿뜨바 속성의 결과인 

‘의심하는 마음’과 다섯 지각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PD.1.35a
b)23) 또 이 몸은 몸 또는 집 등에 대해 ‘나’라는 생각이나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일으킨다. 그것은 욕망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즐거움과 고통에 의해 흔들리며, 현혹과 변덕스러움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뜨만이 아니다.(PD.3.6)24) 따라서 이 몸은 오관에 

밀착된 마음을 가리킨다. 대체로 서구인들이 지성, 마음, 심적 자

아, 조작적 사고 등으로 부르는 수준에 해당한다. 인습적인 마음

이다.25)

4) 지성으로 이루어진 몸

‘지성으로 이루어진 몸’은 분별하는 지성(dhī)과 다섯 지각기관

으로 이루어졌다.(PD.1.35cd)26) 순수의식(puruṣa)이 반영된 지성

(dhī)은 ‘지성(buddhi, vijñāna)으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불린다. 
그것도 또한 변하기 때문에 아뜨만이 아니다.(PD.3.7)27) 지성과 감

nāsāv ātmā caitanya varjanāt.(PD.3.5)
22) 켄 윌버(2004) p. 225.
23) sātvikair dhīndriyaiḥ sākaṃ vimarśātmā manomayaḥ.(1.35ab)
24) ahantāṃ mamatāṃ dehe gehād며 ca kakroti yaḥ, kāmādyavasthayā bhrā

nto nāsāv ātmā manomayaḥ.(PD.3.6)
25) 켄 윌버(2004) p. 225. ; 감각적 마음이야말로 인간을 속박하거나 해탈시키는 

원인이다. 감각적 마음은 단지 수단일 뿐이다. ‘나’라는 생각이나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감각적 마음이 부정되거나, 또는 사라질 때 

해탈은 실현된다. 곧 욕망으로 가득 찬 감각적 마음은 속박의 원인이지만 

감각적 마음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해탈이 실현된다. Swāmi 
Swāhānanda, pp. 151-2. 재인용.

26) tair eva sākaṃ vijñānamayo dhīr niścayātmikā.(PD.3.35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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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 마음은 각각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에 따라 움직인다고 한

다.(PD.3.8) 모두 내적기관(antaḥ kāraṇa)으로서 지성은 정적이고, 
감각적 마음은 동적으로 다르게 작용한다. 감각적 마음은 감각정

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한다면, 지성은 그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

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내적기관에는 두 종류가 있다. ‘나’(aham)라는 의식과 

‘이것’(idam)이라고 하는 의식이다. ‘지성으로 이루어진 몸’은 ‘나’
라는 개아(jīva)28)이다. 개아란 ‘자기에 대한 집착’을 뜻하는 ‘자아

의식’이므로 ’지성으로 이루어진 몸‘은 ‘자아의식’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지성은 아뜨만의 그림자일 뿐이다. 보통 사람은 이 

지성을 아뜨만으로 잘못 인식함으로써 세상이 전개된다.29)

이 수준은 대단히 높은 차원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 그래서 

‘미세 영역’이라고 한다. 이 경지는 일상적인 에고나 마음 그리고 

몸들을 훨씬 초월한 원형적인 과정, 고차원의 통찰과 비전, 무아

적 직관, 그리고 열려 있는 바탕의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30) 이상

의 네 가지 몸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실재인 아뜨만과는 달리 비실

재임을 밝혀둔다. 

5) 환희로 이루어지는 덮개

‘지성으로 이루어진 몸’ 너머에는 '환희로 이루어진 몸'이 있

다.(PD.6.77) 그것은 음식, 호흡, 감각적 마음, 지성으로 이루어진 

몸과 같이 아뜨만을 그것들 각각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PD.1.3
6)31) 지성의 변형(vṛtti)은 선행의 결과를 향수할 때 안으로 향하고 

27) līnā suptau vapur bodhe vyāpnuyād ānakhāgragā, cicchāyopeta dhīr 
nātmā vijñānamaya śabda bhāk.(PD.3.7)

28) 여기서 ‘jīva’는 ‘지성으로 이루어진 몸’을 의미한다. 
29) 문을식(2015) p. 20.
30) 켄 윌버(2004) p. 225.
31) kāraṇe sattvam ānandamayo modādi vṛttibhiḥ, tat tat kośais tu tādātmy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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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의 반영을 향수한다. 환희는 향수가 끝나면 다시 적정한 숙면 

상태에 잠긴다. 무지(avidyā)와 하나가 된다. 이것이 ‘환희로 이루

어진 몸’이다.(PD.3.9) ‘환희로 이루어진 몸’은 지속적으로 출현하

는 것이 아니므로 아뜨만이 아니다.32) 
샹카라가 “환희로 이루어진 것은 브라흐만(아뜨만)이 아니

다”(B.S 1.1.19)라고 언급하고 있듯이33) 이 덮개는 아뜨만과 가장 

가까움으로 아뜨만의 본질인 ‘환희’와 아주 유사하다. 환희 자체는 

아니고 환희로 이루어진 덮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이 경지는 완전한 초월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은 평범한 사람의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

는 곳이다. 그곳은 형태를 갖추지 않은 광채, 현현된 모든 것에 대

한 근본적인 통찰, 무한으로 향한 기쁨에 넘친 해방, 거울과 같은 

완전한 지혜(prajñā)와 각성의 영역이다.34) 
이상의 다섯 가지 몸은 아뜨만이 아니라는 각성이 필요하다. 오

장설은 실재인 아뜨만/브라흐만과 비실재인 다섯 덮개를 구별하

는 방편이다. 베단따 철학에서는 아뜨만은 그 자체가 모든 경험들

의 본질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 몸의 ‘본성’은 아뜨만(브라흐만)으
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 덮개를 벗기는 작업

과 윌버의 의식의 계층에 대한 각성, 즉 발달, 진화는 동일한 목적

지로 향한다. 
윌버는 저서 무경계에서 초월적 자기로 이끌어 주는 보다 분

명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접근법은 먼저 초월적 자기의 

현저한 특징에 주목한다. 다음 자신의 마음, 몸, 감정, 생각, 느낌

들로부터 초연한 각성을 요구한다. 그 방법으로 명상자는 천천히 

d ātmā tat tanmayo bhavet.(PD.1.36)
32) 문을식(2015) p. 22.
33) 사다난다(2015) p. 215 참조. 
34) 켄 윌버(2004) pp. 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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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문장을 암송할 것을 요구한다. 

“나는 몸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몸이 아니다. 나는 몸을 보

고 느낄 수 있다. 보여 지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보는 자가 아

니다. … 나는 몸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몸이 아니다.”
“나는 이런 저런 욕망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욕망이 아니

다. 나는 나의 욕망을 알 수 있다. 알려질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자아가 

아니다. … ”
“나는 감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나는 나의 감정이 아니다. … ” 
“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생각이 아니다. … ” 

윌버는 이 “ ～～는 ‘나’가 아니다”라는 단계적 각성 뒤에 남아

있는 순수한 각성의 중심, 모든 생각, 감정, 느낌, 욕망에 대한 부

동의 주시자, 초월적 자기의 탐구를 추천한다.35) 이것은 오장설의 

방법론과 목적에서 같다. ‘나’로 동일시했던 것들로부터의 벗어남

과 초월적 자아 아뜨만의 각성이라는 지향점에서 같다. 하지만 베

단따에서는 이것은 아직 순수한 합일의식이 아니다. 합일의식 속

에서는 초개인적 주시자 자체가 주시된 모든 것과 함께 붕괴되는 

단계가 있다. 브라흐만과 아뜨만의 불이적 합일이 기다리고 있다.

3. 의식의 발달과 세 가지 신체 이론

윌버의 통합심리학은 물질과 감각단계로부터 심적 언어적 단계

로, 그리고 초월적이며 영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확장된 의식의 

발달, 구조, 수준을 다루는 지도라 볼 수 있다. 윌버는 인간 구성

체의 다양한 수준들과 단계 및 계층, 즉 마음, 성격, 심리성욕, 인

35) 켄 윌버(2005) pp. 20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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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의식 및 대상관계를 탐색하고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점차 증

가하는 복잡성, 통합성 및 통일성의 층화된 단계라는 개념을 채택

하고 있다.36) 윌버는 의식의 발달을 하위, 중간, 상위, 궁극의 네 

가지 수준별 영역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이것은 의식의 스펙트럼 

이론 보다 한층 보강된 새로운 의식의 해석이다.
이 네 가지 수준은 서양 심리학에서 깊이 연구되었던 하위 및 

중간 단계의 수준들에 베단따 철학의 초월적 상위 단계와 궁극의 

단계를 추가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의식 발달의 완전한 지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윌버는 의식 상태를 범주화해서 간략하게 9 가지로 나눈다.37) 

이 9 가지 의식 상태38)를 베단따의 세 가지 신체설 이론과 네 가

지 의식 상태 이론에 대입시켜 살펴본다. 이들 이론은 점진적으로 

절대적 진리에 도달하는 우빠니샤드의 방법으로서 윌버의 의식의 

발달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1) 하위 영역들: 조대 영역

이 영역은 신체적 과정과 본능, 단순한 감각과 지각 그리고 정

서적-성적 충동을 포함한다. 동물적, 유인원적인 수준이다. 베단

따에서 보면 이것은 annamayakośa와 prāṇamayakośa의 영역이

다. 즉 음식, 배고픔 및 정서적 성욕의 수준에 해당된다. 이 하위

영역-조대 영역에는 세 가지 심리적 상태가 있다. 
① 플레로마(pleroma) : 물질의 혼돈 상태를 의미하며 원래 연

36) 켄 윌버(2004) p. 167.
37) 9가지 분류에 대해서는 켄 윌버(2004) pp. 171-188 참조. 박혜숙(2011) pp. 

136-137. 
38) 베단따에는 4 가지 의식 상태를 설하는 이론이 있는데 깨어 있는 

상태(jāgarita), 꿈 꾸는 상태(svapna), 숙면 상태(suṣupta), 제4의 

상태(turīya)이다. 모든 의식 상태는 저마다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세 가지 신체설이 그 예이다. 켄 윌버(2014) pp. 55-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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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술의 용어로 융학파가 사용했다. 이 단계의 갓난아이의 마음은 

물질세계와 융합되어, 외계와 자기의 구별도 없다. 따라서 공간도 

시간도 없다. 이 상태는 프로이트의 주요 관념 중 하나를 가리키

는데, 그는 “최초의 에고는 신체 자아(body ego)이다.”라고 한다. 
② 우로보로스(uroboros) : 신화에서 자신의 꼬리를 먹고 있는 

뱀을 상징한다. 자아에 함몰되어 타자를 인식할 수 없는 자기도취

적인 상태를 말한다. 이 우로보로스는 파충류적인 배고픔과 생리

적인 감각, 감각 반응적인 행동만을 처리한다. ‘조대한 나’ 중심적

인 의식 단계이다. 가장 조야한 감각 그리고 원형적 지각을 의미

한다. 
③ 타이폰(typhon) : 신체 자아 단계이며 신화에 나와 있는 반은 

인간, 반은 뱀이라고 하는 생물에 비유된 단계다. 뱀에서 인간으

로의 과도기이다. 이 신체자아는 본능적 충동성, 쾌락원리, 조절되

지 않는 충동과 충동해소에 의해 지배받는 이드적인 자아이다.39)

2) 중간영역들: 조대 영역 

사회적으로 적응된 것, 정신적으로 적응된 것, 자아적으로 통합

된 것, 구문론적으로 조직화된 것, 개념적으로 진보된 것이 중간 

단계의 특징이다.40)

④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 이 단계는 사회적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언어를 습득하여, 현실을 보는 것을 배워 집단의 구성원으로

서 살아가는 능력을 획득한 단계이다. 자아확립의 전단계이다.41)

⑤ 자아의식 영역 : 자아의 확립단계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힘

이 발달해 자기개념이 생긴다. 자신 안의 여러 가지 요소 및 경향

을 취해 정리할 수가 있게 되며 굳건한 자아가 확립되는 단계

39) 켄 윌버(2004) pp. 172-174. 참조.
40) 켄 윌버(2004) p. 170.
41) 켄 윌버(2004)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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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2) 
이 언어적 에고심의 영역은 manomayakośa에 해당한다.43) 

‘나’, ‘나의 것’의 의식단계로서 개아의 단계이다. 이제 의식이 언

어적 에고심을 초월하기 시작함에 따라 의식은 에고심을 하위 수

준 모두를 통합시킬 수 있게 된다.44) 
⑥ 켄타우로스의 영역 : 켄타우로스는 동물적인 몸과 인간의 마

음이 화해 상태로 존재하는 신화적 존재를 일컫는 명칭이다. 상반

신이 인간, 하반신이 말이라고 하는 신화의 상징물로, 위에 있는 

의식이 언어에 의해 성립되어 있는 자아의식을 초월하여 있는 동

시에 보다 아래 수준의 신체, 페르소나와 그림자, 자아 전부를 통

합하여 인간의 다양한 요소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

을 상징한다.45) 마음과 몸이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통합된 자아를 

‘켄타우로스’라 한다. 
서양 심리학은, 발달 과정에서 출현된 상위 수준의 의식은 하위 

수준을 억압할 수 있다고 본다.46) 융의 심리학으로 보면 무의식인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재통합할 수 있다면 전체 에고의 상위 통합

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서구 심리치료의 주요 목표

라고 할 수 있다.47) 

42) 켄 윌버(2004) p. 175.
43) 대승불교에서는 심의식 manovijñāna(mano는 마음'을 뜻하는 어원이다)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또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챠크라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는 언어적-합리적 마음의 위에 있는 비수드하 차크라의 성숙한 자아와 

이차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온설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行蘊와 

識蘊으로 알려져 있다. 
44) 켄 윌버(2004) p. 174. 정신적 자아(mental-self)가 신체로부터 출현하고 

분화해 감에 따라 그것은 신체를 초월하며, 또한 신체를 조작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심적 자아는 신체의 정서적-성적 에너지를 보다 미묘하고 

복잡하며 진화된 활동으로 승화시킨다.
45) 켄 윌버(2004) p. 177.
46) 켄 윌버(2004) p. 177.
47) 역동적인 억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융의 '그림자'shadow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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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발달심리학은 여기까지가 한계이지만, 트랜스퍼스널 심

리학은 이보다 상위의 단계를 인정한다. 여기까지가 조대(sthūla) 
영역이며, 이것을 초월한 곳 미세(sūkṣma) 영역과 원인(karaṇa) 
영역이 있다. 
이 분류는 베단따의 전통설인 세 가지 신체설과 대응되는 오장

설(앞의 도표 참조) 해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조대한 하위와 

중간 영역에 ‘음식, 호흡, 감각적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대응시

키고, 상위 미세 영역들에 ‘지성으로 이루어진 몸’을, 마지막 궁극

적 원인 영역들 중에 초반에 ‘환희로 이루어진 몸’을 대응시킨 점

은 오장설과는 다른 접근이다. 베단따는 조대한 몸에 ‘음식으로 

이루어진 몸’을, 미세한 몸에는 ‘호흡, 감각적 마음, 지성으로 이루

어진 몸’을 대응시킨다. 마지막 원인의 몸에는 ‘환희로 이루어진 

몸’을 배정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윌버가 앞의 조대한 영역(음식, 
호흡, 감각적 마음)을 이원성과 분별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경계의 

세계 속의 심리 상태로 보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상위 영역들: 미세 영역

켄타우로스 수준은 대체로 서양 심리학이 다루는 의식의 최상

위 수준이다. 따라서 에고와 켄타우로스 수준을 넘어선 상위 수준

의 의식은 초 의식의 영역이다. 곧 ‘미세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다.48) 

'페르소나'persona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 그림자란 일련의 '느낌의 

색조를 띤 복합물'인 개인 무의식을 일컫는다. 이들 콤플렉스는 하위 수준들, 
특히 정서적 성적(타이폰적)인 것에 의해 '오염된' 심상과 개념들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위 구조인 에고심에게는 위협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이들 콤플렉스는 의식으로부터 단절되며(그것들은 그림자가 된다), 동시에 

자아개념(에고)을 왜곡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자아상(페르소나)을 남기게 된다. 켄 윌버(2004) p. 177.
48) 요가 챠크라 심리학의 용어를 사용하면 여섯 번째 챠크라인 아즈냐 챠크라를 

시작으로 의식은 초개인적인 상태 또는 진정한 초월적인 상태로 넘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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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미세 영역 : 미세한 의식 단계에서는 상식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다. 윌버는 이 미세 영역을 하위 미세와 상위 

미세로 나누고 있다.
하위미세는 다시 아스트랄(astral, 星氣体) 수준과 심령적

(psychic) 수준으로 나뉜다. 아스트랄 수준에서는 체외이탈 체험, 
유체여행 등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령적 수준에서는 염력, 
예지, 투시와 같은 심령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의식

의 강화됨에 따라 관조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느냐에 아니냐에 따

른다. 초 상식적 경험일지라도, 그것은 초월적 영역에서는 최하위

에 불과한 것이다. 상위 미세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심
령적’이라고 부른다.49)

상위 미세는 ‘고차원의 종교적 직관, 영감, 계시, 상징적인 광경

(vision), 황금빛, 천사들, 형태 있는 부처들의 현현과 같은 체험이 

일어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상위 미세 영역의 심층구조는 단순히 

원형적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원형적 형상은 존재(being)와 실존

(existence) 자체의 근본적이거나 원형적인 형상들에 대한 깊은 통

찰, 직관 및 영지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 이런 상위 미세는 무형, 
무색계(formless) 또는 근본적인 초월이라기보다는 마음, 존재, 신
성 및 현시의 가장 미세한 형상들에 대한 통찰을 표현하는 것이

다.50) 

시작한다. 이 과정은 의식이 최상위 챠크라인 sahasrara에 도달함에 따라 

가속화되고 강화되며, 그런 다음 사하스라라 안의 구조이면서 그것을 

넘어선 의식의 일곱 번째 단계로 들어감에 따라 초정신적인 상태로 

나아간다. 아즈냐, 사하스라라 및 일곱 개의 하부 수준들 모두를 통틀어서 

미세영역이라고 일컫는다.
49) 켄 윌버(2004) p. 179.
50) 상좌부 불교에서는 이것을 형상을 갖는 4 가지 선정 영역 또는 집중명상이 

광명의 원형적 층 또는 '브라흐만 영역'으로 들어가는 네 단계라고 부른다. 
위빠사나 또는 통찰명상에서는 이것을 초기단계 또는 유사열반의 

단계-영역, 즉 광명과 환희, 최초의 초월적 통찰영역이라고 부른다. 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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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단따 철학에서는 이 하위와 상위 미세 영역 모두 vijñāna-
mayakośa의 수준으로 간주한다. 이 미세 영역은 ‘자아 또는 마음

을 넘어선 것’이다. 분별하는 평범한 마음과 자아로부터의 완전하

게 분화된 초자아의 상태를 말한다. 
의식이 상위로의 변형에 따라 그 의식은 모든 하위구조들을 조

작하고 통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상위 수준에서 여러 형태

의 사마디(samādhi)나 신비적 합일로 이끄는 통합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작업은 의식의 상실이 아니라 상위로의 발달, 진화, 초월 

및 동일시를 통한 의식의 강화이다. 이상과 같은 미세 영역의 본

질적 심층구조는 원형적 본질의 통찰이며, 원형적 본질로의 동화

인 것이다.51)

4) 궁극적 영역들: 원인 영역

초월과 통합 과정이 지속해 감에 따라 완전한 통일성 그 자체로 

이끄는 보다 더 고등한 통합이 모습을 드러낸다. 상위 미세의 영

역을 넘어서, ānandamayakośa, 원인신(karaṇa-śārīra)으로 알려

진 원인 영역이 놓여 있다.52) 
⑧ 원인 영역 : 많은 신비현자들의 경험에서 채용된 단계이다. 

‘원인(karaṇa)’ 영역 역시 하위와 상위로 나뉜다. 초월과 통합의 

절차가 이어져 있어 보다 고차원의 통일성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통일성’에 도달한다. 
하위 원인 영역에서는 상위 미세에서의 여러 천사, 여러 부처들

인 원형적인 여러 존재가 그 근원인 ‘신’으로 환원된다. 이 하위 

영역은 분별삼매(savikalpa samādhī)라고 알려진 의식 상태이다. 
신의식의 정점(또는 원형적-형상적 동화), 이슈바라(Īśvara)의 최

윌버(2004) p. 178.
51) 켄 윌버(2004) p. 184.
52) 대승불교 아뢰야식, 법신(dharmakā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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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인 거주처, 모든 영역들의 창조 원천을 나타낸다. 이것은 상

위 미세에서 시작했던 사상들의 최고점이다. 이렇게 하위 원인에

서, 이들 원형적 형상들과 광명 모두는 궁극의 신 안의 자신들의 

근원으로 환원된다. 따라서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아주 똑같은 

단계를 거쳐 이 지점에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는 그 궁극의 신으로 

보이며, 따라서 의식 자체는 그 광휘와 함께 고등한 정체성으로 

상향 변형된다.53) 
상위 원인 영역에서는 일체의 형상을 초월해서, ‘형태 없는 의

식’, ‘한계 없는 광휘’로 용해되어 버린다. 이 단계가 최종단계와 

다른 것은 ‘초월적 주시’라 불리는 일종의 미묘한, 보는 것과 보여 

지는 것의 이원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이다.
상위 원인으로 들어서면, 모든 현시된 형상들은 더 이상 의식에 

나타나거나 떠오를 필요조차 없을 만큼 철저하게 초월된다. 이것

은 전체적이고 완전한 초월이며 또한 무형의 의식이자 무경계의 

광휘이다. 여기에서는 신도 없고, 궁극의 신도 없으며, 주체도 없

고 사물도 또한 없다. 명상자도 없고 명상도 없으며, 이런 것들의 

없음에 대한 어떤 각성조차도 없다. 오직 광휘만이 존재한다. 이 

상위 원인의 상태를 베단따에서는 무분별 삼매(nirvikalpa 
samādhī), 갸나 삼매(jñāna samādhī)라 한다.54) 무분별 삼매와 숙

면 상태(suṣupta)는 차이가 없다. 무분별삼매를 거쳐 가면서, 궁극

의 단계에 접어든다. 

53) 상좌부 불교에서 볼 때 이것은 네 번째 선정(형상의 최상급 선정)의 정점이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선정(최하급 유형의 선정)의 시작에 해당하며, 
위빠사나에서는 유사열반으로부터 정묘형상들의 출현이 멈추고 열반적 또는 

고시원의 무형상 상태로 전이하는 엄청난 통찰에 해당하며 선에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십우도의 일곱 번째에 해당한다. 즉, 유형의 의식에서 

무형의 의식으로의 전이이다. 켄 윌버(2004) pp. 184-185.
54) 일곱 번째 선정(상좌부) 노력 없는 자연스러운 통찰이자 열반 nirodha / 

nirvāṇa의 시작단계(위빠사나), 그리고 선의 십우 단계의 여덟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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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아뜨만 : 마지막 궁극의 단계는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세계인데, 의식의 발달이 궁극에 도달하면, 명상자는 

모든 의식의 근원이며, 조대, 미세, 원인의 근원 조건인 진여

(tathāta)로서 전적으로 깨어난다. 주시하는 것과 주시되는 것은 

오직 하나이자 동일한 것이 된다. 자기의 중심은 ‘원형(元型)’이고, 
‘원형(元型)’의 중심은 ‘신’이며, ‘신’의 중심은 ‘무형상’인 것이 분

명하듯이 ‘무형상’의 중심은 온전한 ‘형상’ 세계 이외의 무엇도 아

닌 것이 밝혀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있는 대로의 진실’인 진여

(眞如)의 세계이다. 이것은 아뜨만 자체이다. 네 번째 상태(turīya) 
즉 깨어있으면서도 동시에 깊은 잠을 자는 상태와 같다. 이것은 

모든 이전 수준들(조대, 미세 및 원인)의 완벽한 통합이다.55) 
이제 그들 스스로 그렇게, 상호 침투하는 번뜩이는 유희 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나기를 계속한다. 이것은 의식 속의 모든 형상들로

부터 의식의 최종적인 분화이다. 그 결과 진여로서의 의식은 완전

한 초월, 즉 세계로부터의 초월이 아니라 세계로서의 최종적인 초

월로 해방된다. 이제부터 의식은 세계에 대하여가 아니라, 신성한 

것이든 세속적인 것이든, 모든 수준과 모든 영역들, 모든 층을 통

합하고 서로 하나 되는 전 세계 속으로 작용하게 된다.56) 이것은 

‘나란 무엇인가?’로 시작된 물음에 대해 ‘나는 아뜨만이다’란 대답

을 의미하는 ‘그것이 너이다’(Tat tvam asi)에 대한 체험과 이어지

는 ‘나는 브라흐만이다’(Ahaṃ brahmāsmi)라는 최종적인 직접적 

체험과 다르지 않다. 
이상으로 윌버는 9 가지 의식 상태의 발달 이론을 베단따의 세 

가지 신체설과 네 가지 의식 상태 이론에 대입해서 체계적으로 보

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5) 켄 윌버(2004) p. 187.
56) 켄 윌버(2004)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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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윌버의 통합철학이 베단따 철학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밝혀 보고자 했다. 논의의 방법은 윌버 철학의 핵심인 

의식의 스펙트럼 이론과 베단따 철학의 오장설과 세 가지 신체 이

론을 대비해 보고, 양자 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

는 방법을 사용했다.
먼저 윌버는 의식의 구조를 물질에서 몸 · 마음 · 영혼 · 영에 이

르는 인간이 본유하는 의식의 스펙트럼, 즉 광대한 의식의 전개로 

봤다. 이는 베단따 철학의 무지(avidyā)로 인한 이원성, 분별의 의

식 상태들과 실재 차원의 순수의식을 결합한 의식의 계층적 분석

과 유사하다. 또한 의식의 발달이라는 베단따적 해석의 적용으로

도 볼 수 있다. 결국 베단따가 무지의 이원성 세계를 벗어나 아뜨

만의 각성을 추천하는 것과 경계의 세계에서 무경계의 세계로의 

이행을 촉구하는 윌버의 목표는 서로 다르지 않다.
윌버의 베단따 철학의 수용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의식의 스

펙트럼의 다섯 가지 심리적 유형과 베단따의 오장설을 비교 검토

함으로써 가능했다. ①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수준에서부터 ～ ⑤ 
합일의식(unity, 우주) 수준까지 인간의 의식의 단계적 수준 이론

은 그 이면에 서양의 발달심리학에 자아초월을 주장해 온 인도의 

영적 가르침과 수행 단계론을 통합함으로써 가능했음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의식의 스펙트럼 이론에 베단따의 오장설의 방법론

이 적용된 것은 분명하다. 
윌버는 오장설에서 다섯 가지로 이루어진 몸 각각은 그들의 본

성인 아뜨만과 다르다는 점진적 각성에 따라 의식의 발달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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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찾아냈다. “ …는 ‘나(아뜨만)’가 아니다”라는 각성의 뒤

에 남아있는 순수한 각성의 중심, 모든 생각, 감정, 느낌, 욕구에 

대한 부동의 주시자, 초월적 자기를 탐구하는 방법론을 채택했다. 
그것은 오장설의 방법론 뿐만 아니라 목적에서도 같다. ‘나’로 동

일시했던 것들로부터의 벗어남과 아뜨만의 각성이라는 지향점에

서 같다.
한편 의식의 스펙트럼 이론은 의식의 계층적 발달이라는 한층 

보강된 이론으로 발전했다. 의식의 발달 이론은 베단따의 세 가지 

신체설과 네 가지 의식 상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

다. 월버는 의식의 9단계의 발달 과정에 두 이론 체계를 적용했다.
윌버의 의식의 네 가지 영역 이론과 베단따의 전통설인 세 가지 

신체설과 대응되는 오장설 대입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베단따는 조대한 몸에 ‘음식으로 이루어진 몸’을, 미세한 몸에는 

‘호흡, 감각적 마음, 지성으로 이루어진 몸’을 대응시킨다. 마지막 

원인의 몸에는 ‘환희로 이루어진 몸’을 배정하고 있는데 반해, 윌
버는 조대한 하위와 중간 영역에 ‘음식, 호흡, 감각적 마음으로 이

루어진 몸’을 대응시키고, 상위 미세 영역들에 ‘지성으로 이루어진 

몸’을, 마지막 궁극적 원인 영역들 중에 초반에 ‘환희로 이루어진 

몸’을 대입한 점은 베단따와는 다른 접근을 보여 준 것이다. 결론

적으로 윌버의 통합철학은 베단따의 철학적 체계에 배경을 두고 

성립된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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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n Willber's Integral philosophy acceptance 
of Vedānta philosophy

Joo, Myung Chul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This peper is Ken Willber's integral philosophy tells how 
it housed a Vedānta philosophy. Discussed method compares 
the theory of spectrum of consciousness of Ken Wilber and 
theories of pañca kośa and three kinds of the body in 
Advaita Vedānta, there is a look at how a link between the 
two theories.

First, the theory of the evolution of human conscious-
ness shows up in the structure of consciousness, body, 
mind, soul, spirit vast consciousness that has inherently. 
This is a system that combines the reality of pure con-
sciousness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sensible state due 
to ignorance(avidyā) in Advaita Vedānta. Ken Willber's pur-
pose is the journey from the world of boundary to the world 
of no boundary. This is out of the world of ignorance and 
It's like seeing a Ātman. 

The theories of the spectrum of consciousness and pañ-
ca kośa Let's try to compare. In conclusion, Two Theories 
are the same purpose. Methods is gradually to get to know 
Ātman each step along the way. 

On the other hand, Ken Wilber's theory of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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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nsciousness is based on theories of three kinds of the 
body and four states of consciousness in Advaita Vedānta.

In conclusion, Ken Willber's integral philosophy is based 
on the philosophy of Advaita Vedānta and apparently has 
been built.

Keywords: avidyā, the spectrum of consciousness, pañca
kośa theory, three kinds of the body, four states
of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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