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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āmānuja의 汎在神論1)에 있어서 神과 世界의

存在論的 連續性과 神의 有限化 問題

李 巨龍

(Delhi 대학교 철학과 박사 과정)

1) Dagobert D. Runes는 神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pan-en-Theo)고

보는 汎在神論(panentheism)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특징지우고 있다. “世

界의 상대적이고 독립적인 모든 존재들을 否定함이 없이 神은 그들 속에

스며들어 遍在한다. … 神은 內在하지만 汎神論(pantheism)에서와는 달리

그 內在가 絶對的이 아니다. 創造物들은 神에게 依存하지만 創造主 神은 그

들에게 依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神은 世界이상이며 世界를 초월한다.

따라서 神은 최고형태의 統一體로 간주된다."(The Dictionary of Philosop
hy, New York : Philosophical Library, 1942, p.223) 한편 오늘날 대표적인
汎在神論者로 평가되는 C. Hartshorne은 Runes와는 다소 상이한 견해를

보인다. Hartshorne은 汎在神論의 기준으로 다섯가지 물음을 제시하고 있

다. (i) 神은 永遠한가? (ⅱ) 그는 時空間的인가? (ⅲ) 그는 意識的인가?

(ⅳ) 그는 世界를 아는가? (v) 그는 世界를 포함하는가? (Philosophers Sp
eak of God,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p. 16) 그
리고 이 물음들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범재신론으로 간주한다. 위의 두

견해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Runes의 경우에는 世界에 대한 神의

독립성 혹은 神에 대한 세계의 의존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비하여, Hartsh

orne의 경우에는 神의 時空間性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Ha

rtshorne의 경우 神과 世界의 기본적인 관계는 상호의존의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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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印度宗敎思想史에서 Rāmānuja(1017-1137 A.D.)의 중요성은 흔히 그

가 bhakti(信愛)에 대한 哲學的 基礎를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찾는다.

이것은 Vedānta 哲學에 대한 有神論的인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

과라 할 것이다.2)

Rāmānuja의 有神論的인 Vedānta 哲學은 Śaṅkara의 不二一元論(Ad

vaita)哲學에 대한 反省과 批判의 성격이 강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Śa

ṅkara의 假現說(māyāvāda)에 의하여 격하된 人格神 Īśvara의 절대성을

회복하고 世界의 實在性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 Rāmānuja 哲學

의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3) bhakti라는 宗敎的인 패러

다임을 지니는 Rāmānuja의 입장에서 볼 때, 人格神 Īśvara를 下梵(ap

ara Brahman)이라 하여4) 有限世界와 함께 窮極的 實在의 假現에 불과

한 것으로 간주하는 Śaṅkara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bh

akti의 근본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즉, 人格

神 Īśvara를 궁극적 실재로 보지 않는 한 bhakti가 解脫의 궁극적인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5)

S. Radhakrishnan이 지적한 바와 같이 bhakti는 窮極的으로 實在

하는 人格神과 個我라는 二元性을 전제로 한다.6) 다시 말하여 믿음의

對象인 神 뿐아니라 믿음의 主體인 個我 역시 궁극적으로 실재한다는

2) S.R. Bhatt, Studies in Rāmānuja Vedānta(New Delhi : Heritage, 1975,
p.3).

3) Śaṅkara의 假現說에 대한 Rāmānuja의 비판은 Śrībhāṣya I.1.1.의 Mahāsid
dhānta에서 일곱가지 항목(saptavidha-anupapatti)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R.Balasubramanian의 “Rāmānuja as a Critic",

Studies in Rāmānuja(Madras : Śrī Rāmānuja Vedānta Centre, Publicatio
n, 1980) pp. 183-200을 참조.

4) Śaṅkara의 Brahmasūtrabhāṣya IV.3.14.

5) ibid.

6) S. Radhakrishnan, trans., The Bhagavadgītā (London : George Allen an
d Unwin Ltd., 1976),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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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bhakti의 믿음이다. bhakti가, 혹은bhakti 만이 해탈의 궁극적인

수단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전제가 충족될 때에

한해서이다. Rāmānuja를 포함하는 印度의 有神論的 傳統들이 대체로

tattvatraya, 즉 의식있는 존재로서의 cit와 의식없는 존재인 acit 그

리고 이들의 主管者로서의 Īśvara를 우주의 근본요소로 받아들이는

것7)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Rāmānuja의 철학적 작업은 bhakti의 二元性을 Vedānta철학의 一

元論的인 전통 안에 조화시키려는 시도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비록

그가 多者의 實在를 인정한다 해도 그의 강조점은 一者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一者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Śaṅkara와 확

연히 구별된다. 즉 Śaṅkara는 窮極的 實在의 一元性을 절대적 同一性

(kevala-advaita)에서 찾지만 Rāmānuja는 tatvatraya의 有機的 統一性(v

iśiṣṭaikya)에서 그 一元性을 구하는 汎在神論的인 哲學체계를 확립하게

된다.8)

筆者는 本稿에서 Rāmānuja의 汎在神論이 지니는 內的인 論理構造

를 神과 世界의 存在論的인 連續性과 神의 有限化라는 측면에서 검토

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또한 神의 完全 不變 혹은 세계에 대한 存在

論的 獨立이라는 전통적인 有神宗敎의 주요개념들이 Rāmānuja의 汎

在神論에서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를 주로 철학적인 입장에서 검

토해보는 것이기도 하다.

Rāmānuja의 宗敎思想을 哲學的인 입장에서 그 前提들의 論理的 一

貫性이나 齊合性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다소 위험이 따르는게 사

실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오히려 Rāmānuja의 전체적

인 사상이 內包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도사상사에서 Rāmānuja의 공

7) Śrībhāṣya, II.3.18. cf. G. Thibaut, The Vedāntasūtras with the Comment
ary by Rāmānuja (이하 Th로 표기), pp. 541-542.

8) J.C. Plott에 의하면, 넓은 의미에서 모든 종류의 Bhedābheda(identity and
difference)학파가 汎在神論의 범주에 속한다 할 수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

서는 단지 Rāmānuja의 Viśiṣṭādvaita철학만이 汎在神論이라 할 수 있다.

(“Rāmānuja as Panentheist”, Journal of Annamalai University, vol. 18,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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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은 주로 그가 bhakti에 철학적인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에서

찾는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그의 사상에 대한 평가는 철학적인 입장

에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논의는 또한 宗敎의 전

제들이 哲學的 論議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때 어떠한 난점과 한계를

지닐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Ⅱ. 神과 世界의 存在論的 連續性

1. Śarīra-Śarīri-bhāva(몸과 영혼의 관계)

Śrībhāṣya의 서두에서 Rāmānuja는 Brahman을 가리켜 本質的으로

모든 不完全함에서 自由롭고(svabhāvata nirasta nikhila doṣa), 비길 데 없

이 殊勝한 수많은 속성들을 지니는('navadhikātiśayāsaṃkhyeya kalyāṇa g

uṇa gaṇaḥ) 至高人(Puruṣottama)이라 하였다.9) 다시 말하여 우파니샤드

에서 가르치는 Brahman이란 무한한 屬性들을 지니는 saguṇa Brah

man이며, 이는 宗敎의 人格神과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Rāmānuja의

有神論的 Vedānta 哲學의 핵심개념이 된다. Rāmānuja가 Brahman을

有屬性者로 규정한 것은 神과 世界의 관계를 정립함에 있어서도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즉 이것은 cit-acit의 世界와 神의 實在性을 인정함

과 동시에 이 兩極을 一元論的인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장치가 된

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Rāmānuja가 實在論的 一元論의 입장을 견

지하는 한 Brahman은 有屬性일 수 밖에 없는 論理的 必然이 있다.

이와 비교하여 Śaṅkara의 不二一元論 哲學에서 처럼 Brahman을 無

屬性者로 규정할 경우에는 世界를 窮極的 實在의 假現으로 보지 않는

한 一元論을 견지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Rāmānuja는 神을 有

屬性者로, 그리고 cit-acit의 世界를 神의 속성으로 규정함으로써 양

자의 관계를 限定되는 者와 限定者(viśeṣya-viśeṣaṇa)10), 樣態와 樣態를

9) Śrībhāṣya, I.1.1.(T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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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者(prakāra-prakārin)11), 그리고 部分과 全體(aṁśa-aṁsin)12) 등의

개념들로 설명한다. 이것은 論理的인 관점에서 世界와 神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한편, 存在論的인 관점에서 世界와 神의 관계는 śarīra-śarīri-bhāv

a, 즉 個我의 몸과 그 몸을 지니는 영혼의 관계로 비유된다. 다시 말

하여 cit-acit의 世界는 神에 대하여 몸적인 존재이며 神은 세계를 몸

으로 지니는 영혼과 같은 입장이 된다. 이 때 몸(śarīra)이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술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며, Rāmānuja의 汎在神

論에 있어서 神과 世界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知覺力있는 영혼이 스스로의 目的을 위하여 完全히 主管하고 維持하며,

그 영혼에 대하여 全的으로 從屬的인 관계에 있는 物質이 그 영혼의 몸이

다.13)

世界가 神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즉 世界는

神에게 전적으로 依存하며 主管될 뿐 아니라 오직 神의 目的을 위하

여 存在한다는 의미에서 神의 몸이다. 한편 Vedārthasaṃgraha에서

는 이러한 관계가 세 쌍의 범주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그것은 영혼과 몸의 관계로서 維持者와 維持되는 者(ādhāra-ādheya), 主

管者와 主管되는 者(niyantṛ-niyāmya), 섬김받는 者와 섬기는 者(śeṣin-śeṣa)

의 不可分的인 관계이다.14)

神이 世界의 維持者로 간주되는 것은 世界內의 모든 存在들이 神의

10) Śrībhāṣya, II.3.45.(Th. 563).

11) Śrībhāṣya, II.3.18.(Th. 542).

12) Śrībhāṣya, II.3.45. (Th. 563).

13) Śrībhāṣya, II.1.9. (Th. 575) : yasya cetanasya yaddrvyam sarvātmanā
svārthe niyantuṃ dhārayituṃ ca śakyaṃ taccheṣataikasvarūpaṃ ca tat

tasya śarīram.

14) Vedārthasaṃgraha(S.S. Raghavachar), para. 95 (p.76) : ayameva ca āt
maśarīrabhāvaḥ pṛthaksiddhyanarh ādhārādheyabhāvaḥ niyantṛniyāmyab

hāvaḥ śeṣaśeṣibhāvaś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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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志(saṅkalpa)와 本質(svarūpa)로부터 그들의 存在(satta)와 유지(sthiti)를

구한다는 의미에서이며,15) 神이 世界의 主管者인 것은 마치 사람의

몸이 영혼에 의하여 주관되듯이 世界는 오직 神에 의하여 통제되고

주관된다는 것이다.16) 그리고 神이 世界에 대하여 섬김받는 者인 것

은 世界內의 個個의 모든 存在들이 마치 제사에 헌공되는 꽃이나 전

단향나무처럼 오직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의미에

서이다.17)

위의 定義와 論議를 通하여 볼 때, Rāmānuja의 śarīra-śarīri-bhāv

a가 지니는 표면적인 강조는 분명히 神에 대한 世界의 依存, 혹은 世

界에 대한 神의 存在論的인 獨立에 있다.18) 즉 세계內의 모든 存在者

들의 存在와 維持와 行爲는 오로지 神에게 달려 있다. 여기서 한 가

지 지적할 것은 Rāmānuja의 śarīra-śarīri-bhāva가 神과 世界의 關係

에 적용될 때에는 그것이 個我의 영혼과 몸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과

同一한 意味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여 個我의 몸과

영혼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相互依存의 관계가 神

과 世界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점은 Rāmān

uja의 Gītābhāṣya에서 더욱 明白하게 言及된다.

나의 維持는 그들의 主管아래 있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나의

存在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한다. … 나는 모든

存在者들의 維持者이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든지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

지 않는다.19)

15) Lokācārya, Tattvatraya, 22 : dhāryatvaṃ nāma tatsvarūpasaṅkalpavyat
ireka. yogyatvam. cf. B.M.Awesthi and C.K.Datta, trans., The Tattvatra
ya of Lokacarya (New Delhi : Munshiram Manoharlal, 1973) p. 19.

16) Tattvatraya, 21 : niyāmyatvaṃ nāmeśvarabuddhayadhīnasakalavyāpāra
tvam. p. 19.

17) Tattvatraya, 23 : śeṣatvam nāma candanakusumatāmbūlādivattasyeṣṭa
vininiyogārhatvam. p. 19.

18) Eric Lott, Vedantic Approach to God, (London : MacMillan, 1980), p.
48.

19) Rāmānuja의 Gītābhasya, IX.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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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神에 대한 세계의 依存은 의심할 나위 없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神에 대한 世界의 依存이 곧

世界의 實在性 혹은 本質性의 缺如를 意味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도 Rāmānuja는 Śaṅkara와 완전히 對照的인 입장을 보인다.

즉 Śaṅkara는 依存的인 것은 無常한 것이며 無常한 것은 궁극적으로

實在하지 않는 幻影(mithyā)이라고 주장함에 비하여, Rāmānuja는 世

界가 궁극적으로 實在인 것은 그것이 神에게 依存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Rāmānuja의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것은 그가 神에 대한 世界

의 ‘依存’의 의미를 양자간의 存在論的인 ‘連續’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즉 窮極的으로 實在하는 神과 存在論的인 連續性을 지니는

世界의 實在性은 自明하다는 論理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다면, Rāmānuja의 śarīra-śarīri-bhāva가 전하는 보다 중요한 의미는

神에 대한 世界의 依存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神과 世界간의 不可

分性 혹은 양자간의 存在論的 연속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

은 Rāmānuja가 神과 世界의 관계를 ‘apṛthaksiddhi-sambandha’20)

즉, 불가분의 內的인 관계임을 강조한 사실에서도 짐작된다. śarīra-ś

arīri-bhāva에 있어서 神과 世界간의 존재론적 연속성의 강조는 世界

의 實在性을 분명하게 해 줄 뿐아니라, 神의 世界에로 ‘다가갈 수 있

음(saulabhyatva)’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b

hakti는 神의 ‘paratva(초월성)’ 뿐아니라 그의 ‘saulabhyatva’ 위에 세

워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21)

사실 神이 世界에 대하여 存在論的으로 絶對的인 獨立性을 지닌다

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個我를 포함한 世界內의 모든 存在들이 神

에게 형이상학적으로 無意味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문제는 神의 完

全과 관련하여 다음 章에서 보다 상세히 論議하기로 한다.

20) Rāmānuja의 apṛthaksiddhi 개념은 Nyāya-Vaiśeṣika 학파의 samavāya

와 마찬가지로 內的인 관계이나, 양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즉

samavāya는 분리된 관계로서 여섯가지 객관적 實體(六句義)의 하나로 인

정되는데 비하여 apṛthaksiddhi는 분리된 관계가 아니거니와 獨立的인 實

體도 아니다.

21) J.B.Carman, The Theology of Rāmānuja, (New Haven and London : Y
ale University Press, 1977), pp. 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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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vasthāpariṇāmavādā

Chāndogya Upaniṣad의 sadvidya prakaraṇa(VI.1.3)와 Brahmasūtr

a의 ārambhaṇādhikaraṇa(II.1.15-20)에 의거하여 Rāmānuja는 Brahma

n, 즉 人格神 Īśvara가 世界創造(sṛṣṭi)의 唯一한 原因임을 가르친다.22)

神은 세계창조의 動力因(nimittakāraṇa)일 뿐 아니라 質料因(upādānakāra

ṇa)이 된다. 現象世界란 이미 神 속에 可能態로 존재하던 것이 創造時

에 轉變(pariṇāma)되어 형색을 띄고 顯現된 것이다. 즉 結課로서의 世

界는 이미 原因 속에 잠재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Rāmānuja는

상캬(Sāṃkhya)哲學에서 확립된 因中有果論(satkāryavāda) 혹은 轉變說(p

ariṇāmavāda)를 받아들이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Rāmānuja의 전

변설은 상캬 학파의 Prakṛtipariṇāmavāda와 Bhāskara의 Brahmapari

ṇāmavāda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형태를 지닌다. Śrībhāṣya I.4.1-6의

상캬哲學 비판에서도 잘 드러나 있듯이 Rāmānuja에 의하면 Prakṛti

그 자체는 意識있는 存在가 아니기 때문에 世界展開의 原因이 될 수

없으며23) 오직 神의 主管下에 있는 Prakṛti만이 轉變될 수 있다하여

상캬학파의 Prakṛtipariṇāmavāda를 부정한다.24) 한편 Brahman의 本

質(svarūpa) 자체가 世界로 轉變된다고 보는 Bhāskara의 Brahmapariṇ

āmavāda는 Brahman이 모든 류의 변화를 초월하여 있다고 선언하는

經典들에 정면으로 모순된다 하여 부정한 바 있다.25)

Rāmānuja의 pariṇāmavāda에 의하면 世界의 質料因이 되는 것은

未顯現 상태의 cit-acit와 不可分의 관계에 있는 (sūksma-cit-acit-viśiṣṭ

a) Brahman이다.26) 이것을 또한 原因狀態의 Brahman(Brahmakāraṇāva

22) Śrībhāṣya, I.4.23. : ataḥ brahmaiva jagato nimittamupādānaṃ ca. Vedā
rthasaṃgraha (S.S. Raghavachar), para. 134(p. 108) 참조..

23) Śrībhāṣya, I.1.5에서 사유작용(īkṣaṇam)이 Pradhāna에 귀속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고, II.2.2-5에서는 이러한 Pradhāna는 Chāndogya Upaniṣad II.2.
3의 ‘tadaiksata bahu syām prajayeyeti’와 같은 경전에 부합되지 않기 때

문에 세계전개의 원인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24) Śrībhāṣya, I.4.23 (Th. 397).

25) Śrībhāṣya, II.1.14. (Th. 429).

26) Śrībhāṣya, II.3.18. (Th. 397) : evaṃ sarvadā cidacidvastuviśiṣṭasya bra
hmanaḥ prāk sṛṣṭerekatvavadhāranaṃ ca namarūpavibhāgābhāvādu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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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hā)이라 한다. 世界創造란 원인상태의 Brahman이 結果狀態의 Brah

man, 즉 顯現狀態의 cid-acid와 不可分의 관계에 있는 Brahman으로

轉變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상태의 Brahman을 또한 世界라 한

다.27) 結果로서의 世界란 단지 原因狀態의 Brahman이 스스로의 自己

同一性이나 實體性을 잃지 않고 다른 상태(avasthā)로 轉變된 것일 뿐

이다. 이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존재의 창조란 있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Anima Sen Gupta는 Rāmānuja의 轉變說을 avasthāp

ariṇāmavāda라 하였다.28)

Rāmānuja의 avasthāpariṇāmavāda에 內在한 含意는 結果로서의

世界와 原因으로서의 神이 同質的(consubstantial)이라는 것이다. 결과상

태의 Brahman을 世界라 한 것은 이 점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神과 世界는 同一한 實體의 각각 다른 두 가지 狀態에 불과하며, 이런

점에서 결과는 원인과 다르지 않다(ananya). 사실 轉變說이 니야야-바

이쉐시카(Nyāya-Vaisesika)학파의 ārambhavāda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

은 원인과 결과간에 存在論的인 連續性을 인정하는가의 與否에 있다.

29) 후자의 경우에는 結果란 存在 그 자체(being qua being)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즉 轉變說의

경우에는 結果란 原因과 동질적인 것으로 보아 양자간에 불가분의

존재론적인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존재론적 연속성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Rāmānuja는 轉變이

Brahman의 본질에는 아무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여, 세계의 質料因이 되는 것은 未顯現 狀態의 cit-acit와 유

기적 관계에 있는 Brahman이지만, 轉變에 있어서 실제로 변화를 겪

는 것은 cit-acit의 世界라는 것이다.

dyate.

27) Śrībhāṣya, II.1.23 (Th. 470) : … sūkṣmacidacidvastuśarīram brahma kār
aṇam, tadeva, brahma sthūlacidacidvastuśarīram jagadakhyaṁ kāryamit

i, jagadbrahmanoḥ sāmānādhikaraṇyopapattiḥ.

28) A Critical Study of the Philosophy of Rāmānuja (Banaras : Chowkham
ba Sanskrit Series Office, vol. 55, 1967), p. 93.

29) J.J. Lipner, “The Christian and Vedantic Theories of Originative Causa

lity : A Study in Transcendence and Immanence”, Philosophy East and
West, vol. 28, No.1.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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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hman이 세계의 형태로 전변될 때조차도 모든 변화는 Brahman의

樣態(prakāra)인 acit에 속하며, 모든 不完全함과 고통은 Brahman의 또다

른 양태인 cit에 속한다.30)

이와 같이 Brahman이 acit의 변화나 cit의 불완전함에 아무런 영

향도 받지 않는 것은 마치 사람의 영혼이 그 몸의 성장이나 늙음과

무관한 것과 같다 하였다.31) 그러나 몸이 온갖 종류의 고통과 변화

를 겪는 가운데 영혼은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

인 경험과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世界의 변화와 무관한 Brahman이 世界의 질료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간접적인 의미에서일 뿐이다.32) 즉 Brahman이 세계의 질료인

이라는 것은 轉變에 있어서 실제로 변화와 고통을 겪는 acit와 cit의

토대(āśraya)가 된다는 의미에서일 뿐이다.

至高者가 結果로 된다는 것은 단지 그가 顯現된 상태에 있는 cit와 acit

의 主管者라는 의미에서일 뿐이다. 이와 같은 이유때문에, 즉 그들의 內的

인 주관자가 된다는 이유로 그가 그들의 불완전함과 변화에 영향받는 것

은 결코 아니다.33)

神의 不變性에 대한 Rāmānuja의 거듭되는 강조는 신앙의 대상인

神의 절대성을 保持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神의 完全이나 不變은 Rāmānuja의 pariṇāmavāda가 지니

는 신과 세계의 存在論的 연속성이라는 內的인 論理와 명백히 상충되

는 점이 있으며, 이것은 또한 신의 直接的인 創造개념과도 조화되지

않는다. Śrībhāṣya II.3.10-15의 논의를 통하여 Rāmānuja는 神이외의

모든 창조물들은 신의 직접적인 창조의 結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

다.34) 이것은 創造에 있어서 神과 有限世界의 모든 存在者들 사이에

30) Śrībhāṣya, I.4.27 (Th. 406).

31) Śrībhāṣya, I.1.1.

32) S.M.Srinivasa Chari, Fundamentals of Viśiṣṭādvaita Vedānta (Delhi :
Motilal Banarsidass, 1988), p. 249.

33) Śrībhāṣya, I.1.1.

34) 한편 16 세기 후반의 바이스나비교도 Śrīnīvāsadāsa는 Brahmā 이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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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무런 媒介者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神과 世界사이에는 그

어떤 유형의 존재론적인 분리나 소외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에도 神은 단지 간접적인 의미에서 세계의 질료인

이 된다는 주장이나 신이 세계의 변화에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은 받

아들이기가 아무래도 어렵다 할 것이다.

Ⅲ. 神의 有限化 問題

지금까지 Rāmānuja의 汎在神論의 根幹이 된다할 수 있는 śarīra-ś

arīri-bhāva의 개념과 avasthāpariṇāmavāda를 검토해 보았다. 분명

해진 것은 Rāmānuja가 표방하는 바의 神의 完全 不變이나 存在論的

獨立이라는 개념이 그의 汎在神論的인 사유의 전체적인 구조가 지니

는 내적인 論理, 즉 신과 세계의 존재론적인 連續이라는 측면과 相互

符合되지 않는 점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난점을 대면함에 있어

서 Rāmānuja는 상당할 정도로 神의 有限化를 시도하고 있다.

1. līlā 敎義의 해석을 通해서 본 神의 完全

宗敎의 神은 그가 믿음의 窮極的인 대상이라는 점에서 흔히 가능

한 모든 價値가 이루어진 完全者로 말해진다. 宗敎的인 패러다임을

지니는 Rāmānuja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R

āmānuja의 哲學에 있어서 神의 完全에 대한 강조보다 더 두드러진

특징은 없다할 것이다.35)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Śrībhāṣya의

까지의 창조(samaṣṭi-sṛṣṭi)만 神의 직접적인 창조이며 Brahmā이후의 창

조(vyaṣṭi-sṛṣṭi)는 神의 간접적인 창조라 하였다.(Yatīndramatadīpikā, par
a. IV-7(p. 74).

35) Rāmānuja가 Vedārthasaṃgraha (para. 77. p. 66)에서 Bhaskāra의 Brah
mapariṇāmavāda가 Śaṅkara의 māyāvāda보다도 더 배척되어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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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서 Brahman을 모든 不完全함에서 自由로운 至高人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그의 著述 여러 곳에서 神의 完全에 대한 언

급을 볼 수 있다.

傳統的으로 神의 完全이란 모든 욕망이 이루어져 더 이상 부족함

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바꾸어 말하면, 神에게는 가능한 모든

價値가 이미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져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다는 것

이다. Vedānta 전통에서 神의 세계창조를 그의 līlā(遊戱)에 지나지 않

는다한 것도 이런 의미에서의 神의 完全과 관련이 있다.36) 즉 神이

世界創造에 있어서 어떤 目的(prayojana)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神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神은 完全

하지 않다는 결론이 되므로, 신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단지 그의

유희에 지나지않는 것으로 해석해 온 것이 사실이다. 世界의 窮極的

인 實在性을 부정하는 Śaṅkara의 Advaita傳統에서는 이러한 해석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世界의 實在性을 인정하고

있는 Rāmānuja의 경우에는 傳統的인 해석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

이지 않는다. Rāmānuja에 따르면 神의 世界創造는 단순히 無目的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神의 完全의 의미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하여 먼저 Śrībhāṣya II.1.32-34의 līlā敎義에 대한

Rāmānuja의 주석을 살펴보기로 하자.

모든 욕망이 영원히 이루어진 Brahman은 世界의 創造를 通하여 前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떤 目的을 얻는다고 할 수 없다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욕망이 이루어진 자는 [만일 그가 어떤 目的

을 지닐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他者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일 수 있지

만, 그 어떤 자비로운 神도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온갖 악이 있는 이러한

세상을 創造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自身을 위한 目的이나]

그 외의 아무런 가능한 목적을 지니지 않는 신은 世界의 原因이 될 수 없

다.37)

규정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36) Brahmasūtra, II.1.33.

37) Śrībhāṣya, II.1.32. (Th. 397) : parasya brahmaṇaḥ svabhāvata evāvāpta
samastakāmasya jagatsargeṇa kimcana prayojanamanavāptamavāpyate.

nāpi parārthaḥ. āptasamastakāmasya parārthatā hi parānugraheṇa bh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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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인용된 pūrvapakṣin의 반대요지는 분명하다. 즉 다양한 現

象世界는 어떤 目的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이 분명한데, 모든 욕망이

다 이루어진 神에게는 자신을 위한 목적(svārtha)이나 他者를 위한 목

적(parārtha)도 있을 수 없으므로 神은 世界의 原因이 될 수 없다는 것

이다.

이에 대한 Rāmānuja의 대답이, 이어지는 II.1.33과 34에서 주어진

다. 이중에서 33은 līlā敎義를 담고 있다. 먼저 sūtra 33에서 “그러나

일상생활에서처럼 그것은 단지 遊戱(līlā)일 뿐”38)이라고 대답하였고

Rāmānuja는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에서 비교적 간략한 주석을

가하고 있다.

自身의 모든 욕망들이 保障된 者, 즉 더할 나위없이 完全한 者의 경우에

는 오직 유희만이 세계창조의 목적이다. … 마치 세상에서 더할 나위없는

힘과 의지를 지니고 … 이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王이 스스로의 유희를

위하여 공놀이와 같은 것을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Brahman으로 하여

금 世界를 創造, 維持, 破壞하도록 하는 動機가 오직 유희라고 하는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39)

위의 論議와 관련하여 먼저 지적할 것은 pūrvapakṣa에 대한 대답

으로 주어지는 Bādarāyāṇa의 比喩나 Rāmānuja의 주석은 pūrvapakṣi

n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라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Bādarāyāṇa의 sūtra나 심지어 이에 대한 Rāmānuja

의 주석도 많은 해석의 여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위의 比

ti. na ca, idṛśagarbhajanmajarāmaraṇanarakādinānāvidhānantaduḥkhaba

hulam jagatkarunāvānsṛjati, pratyuta sukhaikatānameva sṛjejjagat, karu

nayā sṛjan. ataḥ, prayojanābhavat, brahmaṇaḥ kāraṇatvam nopapadyate,

iti.

38) Lokavat tu līlā kaivalyam.

39) Śrībhāṣya, II.1.33. (Th. 477) : avāptasamastakāmasya paripūrṇasya sva
saṁkalpavikāryavividhacidacinmisrajagatsarge līlaiva kevalā prayojana

m. lokavat. yathā loke saptadvīpāṁ medinīmadhitiṣṭataḥ saṁpūrṇaśaury

avīryaparākramasyāpi mahārajasya kevalalīlaikaprayojanāḥ kandukādyar

ambhā dṛśyate, tathaiva parasyāpi bharmaṇaḥ svasaṁkalpamātrāvaklṛpt

ajagajjanmasthitidhvaṁsāderlīlaiva prayojanamiti niravad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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喩를 근거로 말할 수 있는 것은 神의 創造行爲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무적의 王이 단지 유희를 위하여 공놀이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유희를 통하여 王이나 神이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가의 여부

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sūtra에서 ‘그러나(tu)’라고 하여 pūrv

apakṣa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즉 이것은 神이 세계창조의 原因이 될 수 없다는 pūrvapakṣ

in의 입장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 아니라, 神은

創造에 있어서 아무런 動機도 지닐 수 없다는 pūrvapakṣin의 입장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神이 세계창

조에 동기가 있으며 그 동기가 유희(līlā)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보인다. 이 점은 同一한 sū

tra에 대한 Rāmānuja의 또 다른 주석 즉 그의 Vedāntasāra에서 명

백해진다.

스스로 具足함(ātmatṛpta)을 누리는 그의 경우에 모든 욕망이 성취되었

다는 것(avāptasamastakāma)은 언제든지 모든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필

요한 모든 것을 쉽게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40)

여기서 Rāmānuja는 자신이 意味하는 바의 神의 完全이란 pūrvapa

kṣin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Rāmānuja에 있어

서 神의 完全이란 모든 욕망이 이미 그리고 영원히 성취되어 더이상

아무런 욕망이나 동기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

은 神의 욕망이 아무런 방해없이 언제든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

을 의미한다.41)

‘avāptasamastakāma’에 대한 Rāmānuja의 해석은 完全한 神은 아

무런 행위나 目的도 있을 수 없다는 傳統的 有神論의 명제를 바꾸어

놓는다. 사실 神은 모든 것을 具足한 完全者이기 때문에 世界創造에

40) Vedāntasāra, II.1.33. : asyātmatṛptasyāvāptasamastakāmatvaṁ hi sadā
bhimatasakalabhogopakaraṇasadbhāvaḥ.

41) Tattva-mukta-kalāpa에서 Vedānta Desika도 이와 유사한 해석을 가하
고 있다. : bhagavataḥ avaptakāmatva vadaḥ svecchāyām sarvasiddhim

vadati (Ⅲ.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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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아무런 目的도 지니지 않는다는 사유의 근저에는 神이 창조

를 통하여 아무것도 스스로를 위하여 얻는 것이 없다는 假定이 놓여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결국 個我를 포함한 世界內의 모든 존재

들이 神에게 無價値하다는 결론으로 이끈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Rā

mānuja의 汎在神論的인 사유의 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점이야말로 Rāmānuja가 Advaita哲學에 대한 批判을

통하여 도출해내려 한 결론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Rāmānuja에 있어서 神은 비록 完全者로 일컬어진다해도 그는 불

완전한 現象世界의 創造와 維持와 破壞를 통하여 자신의 完全한 價値

를 더욱 完全하게 한다. 보다 자세히 말한다면, 神은 이미 그리고 영

원히 자신 속에 可能態로서의 모든 가치를 具足하고 있지만 현상세

계를 통하여서만이 그 가능적인 가치를 실제적인 것으로 지니게 된

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Rāmānuja는 Śrībhāṣya에서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다.

우리 학파가 가르치는 轉變은 至高者 Brahman에게 不完全함을 주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끝없는 영광을 부여한다.42)

지금까지 Rāmānuja의 līlā敎義에 대한 해석, 특히 ‘avāptasamastak

āma’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서 드러나는 神의 完全性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 도출되는 다소 逆說的인 結論은, 不完全한 有限世界가 完全한

神의 完全性을 더욱 深化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Rāmān

uja는 神의 完全을 본질적으로 動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Rāmānuja의 神은 停止된, 따라서 생명이 없는

무감정의 神이 아니라 世界의 고통과 악을 함께 아파하는 神이다.

42) Śrībhāṣya, I.4.27 (Th. 402) : nātropadiśyamānasya pariṇāmasya parasmi
nbrahmaṇi doṣāvahatvasvabhāvaḥ pratyuta niraṅkuśaiśvaryāvahatvame

va, ityabhiprāyaḥ. evameva hi pariṇāma upadiś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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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轉變(pariṇāma)에 있어서 神의 變化 可能性

앞 節에서는 Rāmānuja가 神의 完全을 動的인 것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神의 完全이 動的이라는 것은 神의 내면에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뿐만 아니라 Śrībh

āṣya II.3.18에서 Rāmānuja는 轉變에 있어서 神도 變化를 겪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Brahman이] 原因狀態에서 結果狀態로 轉變될 때, 形色이 결여된 未顯現

상태의 acit는 분별되는 형색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 속성에 있어서의 본질

적인 변화를 겪는다. … 한편 이 경우에 cit는 意識에 있어서의 변화를 겪

게 된다. 이것은 그들의 지난 행위에 符合하는 다양한 賞과 罰을 받게 하

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世界의 主管者 즉 acit와 cit를 자신의 樣態(prakār

a)로 지니는 Brahman은 변화를 겪고 있는 그러한 모든 존재들 속에 포함

되어 있는 한 변화를 겪는다. 따라서 [acit와 cit의] 두 양태와 그들이 속해

있는 그[Brahman]는 原因상태가 다른 상태로 전변되는 한 共히 변화를 겪

는다.43)

여기서 분명한 것은 cit와 acit의 世界가 未顯現상태에서 顯現상태

로 전변될 때 세계 뿐만 아니라 神도 또한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변 혹은 원인상태에서 결과상태로 된다는 것의 의미는 tatt

vatraya에 있어서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acit에 있어

서 전변의 의미는 그 속성에 있어서 본질적인 變化를 겪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cit가 原因상태에서 結果상태로 된다는 것은 意識의 확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Brahman의 경우에는 未顯現상태의 cit-acit를 양태

로 지니는 Brahman에서 顯現상태의 cit-acit를 지는 Brahman이 된

43) Śrībhāṣya, II.3.18. (Th. 542): tatra kāraṇāasthasya kāryāvasthāpattāv aci
daṁśasya kāraṇāvasthāyāṁ śabdādivihīnasya bhogyatvāya śabdādimatt
ayāsvarūpānyathābhāvarūpavikāro bhavati. cidaṁśasya ca karmaphalavi
śesabhoktṛtvāya tadanurūpajñānavikāsarūpavikaro bhavati. ubhayaprakā
raviśiṣṭaniyantraṃśe tattadavasthad - ubhayaviśiṣṭatārūpavikāro bhavati.
kāranāvasthāyā avasthāntarāpattirūpo vikaraḥ prakāradvaye prakāriṇi ca
samānaḥ



Rāmānuja의 汎在神論에 있어서 神과 세계의 … / 이거룡

다는 의미에서의 轉變이다. 한편 cit는 acit가 겪는 류의 변화는 겪지

않으며 Brahman은 acit가 겪는 류의 변화도 겪지 않는다 하였다.44)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Rāmānuja가 轉變에 있어서 神은 世界의 變

化에 단지 간접적인 意味에서의 토대(āśraya)가 될 뿐이라 한 것이 곧

神의 변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전변에 있어서 acit, cit 그리고 神이 경험하는 변화의 내용은 각각

다른 것이며, 단지 神은 acit와 cit의 세계가 겪는 것과 같은 형태의

변화를 겪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불변이라 할 수 있다. Brahman이 a

cit가 겪는 류의 변화 즉 본질적 속성에 있어서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Bhāskara의 Brahmapariṇāmavāda에 대한 비판에서도

분명하다.45) 그리고 cit가 경험하는 의식에 있어서의 팽창과 같은 변

화를 겪지 않는다는 것은 Śrībhāṣya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Śaṅk

ara의 경우와는 달리 Rāmānuja는 인식의 주체가 되는 것이 곧 변화

를 의미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神은 cit-acit의 世界에서 벌어지

는 變化를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이것이 곧 그의 意識에 있어서

의 확장이나 축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46) 그러나 거듭

말하여 전변에 있어서 神이 세계가 겪는 류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

다는 것이 곧 그에게 있어서의 모든 형태의 변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神은 그 자신에게 고유한 형태의 변화를 경험한다. 그 변화

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제 神의 변화가능성과 관련하여 Rāmānuja가 Brahman의 속성

을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있다. 먼저

Śrībhāṣya III.3.13에서 이러한 예를 살펴보자.

그 存在와 同等한 屬性들 … 즉 그 존재의 本質的인 성격을 規定하는 속

성들은 … 모든 형태의 명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 참된 存在(satyam), 知

識(jñāna), 淸淨無垢함(amalatva), 無限(ananta) 등은 이러한 속성의 부류에

속한다. 한편 副次的인 속성들, 즉 실로 그들이 속해 있는 주체와 別個로

44) Śrībhāṣya, II.3.18.

45) Śrībhāṣya, II. 1.4.

46) Śrībhāṣya, I.1.1. : na ca jñātṛtvam vikryātmakam, jñātṛtvam hi jñāna g
unāśrayatvam jñām cāsya nityasya svabhāvika dharmatvena nityam.



인도철학 제4집

存在할 수 없지만 Brahman을 定義함에 있어서 필수적이지 않은 요소들,

예를 들어 자비 등은 단지 그들이 특별히 명시된 명상들에만 포함된다.47)

여기서 Rāmānuja는 두 부류의 Brahman의 속성들 즉 Brahman의

본질적 속성을 규정하는 속성들과 Brahman을 定義함에 있어서 필수

적이 아닌 속성들을 구별하고 있다. 또한 Rāmānuja는 위의 두 부류

의 속성들 중에서 前者를 우파니샤드에서 규정하는 Brahman의 다섯

가지 본질적 속성들(kalyāṇaguṇas)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48)

한편 Vedārthasaṃgraha에서는 위의 두 유형의 속성들을 일반적

으로는 同義語로 사용되는 svarūpa와 svabhāva라는 말로 각각 표현

하여 구별하고 있다.

至高者 Brahman의 경우 그의 svarūpa는 완전히 모든 不完全함에 반하

며, 오직 지식(jñāna)과 至福(ānanda)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그는 無限,

無上의 수많은 屬性들의 大洋으로서, 이 속성들은 svabhāva에 알맞는 것

들이다.49)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svarūpa는 Brahman 그 자체(Brahman-in-Hi

mself)를 규정하는 속성들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svarūpa란

“다른 어떤 존재와 그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고도 정의될 수 있는 속

성”50)이다. 한편 svabhāva는 세계의 有限存在와 관련하여 지니게 되

는 (Brahman-in-relation-to-others) 속성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svabhāv

a는 Brahman의 自己顯現(vibhūti)이라 할 수 있다. 神의 자비, 사랑,

관용 등은 여기에 속하는 속성들로서 個我로 하여금 Brahman이 진

정한 自我임을 알게 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들이다. 이러한

속성들은 神의 변화의 측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51) 예를 들어

47) Śrībhāṣya, III.3.13 (Th. 638)

48) 참된 존재(satya), 지식(jñāna), 환희(ānanda), 청정무구(amalatva), angks

(ananta)의 다섯 속성을 말한다.

49) Vedārthasaṃgraha (J.A.B. Van Buitenen), para. 42, p. 213. : atrocyate
svabhāvataḥ malapratyanokāmanantajñānadhikasvarūpam, svabhāvikāna

vadhikatiśayāparimitīdaraguṇasāgaraṃ.

50) J.B. Carman, op. cit.,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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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의 慈悲는 그것이 個我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 주어지기도 하고 그

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불변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Rāmānuja의 Gītābhāṣya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52)

3. 世界에 依存하는 神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神과 世界의 關係에 대한 Rāmānuja의 표

방된 입장은 世界에 대한 神의 存在論的 獨立, 혹은 神에 대한 世界의

절대적인 依存이라는 一方的인 관계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神의

完全性에 관한 앞의 論議에서도 밝혀졌듯이 세계는 神에게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는 神도 世界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측면은 특히 神의 사랑이라는 측면에 주목

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먼저 Śrībhāṣya I.1.1.의 王子比喩를 살펴

보도록 하자.

장난에 골몰하다가 아버지의 왕궁을 떠나 길을 잃은 王子의 경우에, 王

은 그의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한편] 왕자는 훌륭한 바라문에게

依託되어 … 훌륭하게 양육된다. 그 소년이 모든 면에서 성취하였을 때,

아주 믿을만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는 이 모든 땅의 主人

이며, 지혜, 관용, 친절, 용기 등과 같은 온갖 훌륭한 성품을 지닌 이로 유

명한데, 잃어버린 그의 아들, 곧 너를 그리워하며 그의 도성에 살고 있다’

한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뿐 아니라 온갖 높은 덕망을 갖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王子의 가슴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다. 한편 아들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건장하게 자라서 훌륭하게 양육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王도 또한 사람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王은 아들을 되찾으러 떠나고 마침내 王과 王子는 다시 만나

함께 살게 된다.53)

51) N.S. Anantha Rangacharya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J. B. C

arman, op. cit., p.91).

52) 흔히 Rāmānuja의 神이 지니는 역동적 측면이 간과되는 것은 연구를 주

로 Śrībhāṣya에만 국한시키기 때문이다. (Dalmar Langbauer, “Indian The
ism and Process Philosophy”, Process Studies, vol. 2. No. 1, p. 28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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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比喩에서 Rāmānuja는 個我와 神과의 관계를 길잃은 王子와

그를 찾아 나서는 王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 比喩에서 神과 個

我간의 사랑의 관계는 相互的인 것이며 결코 一方的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個我가 神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神도

또한 자신의 사랑의 對象으로 個我와 世界를 필요로 한다고 해야 한

다. P.B. Vidyarthi는 “만일 有限存在가 無限者를 추구한다면 그 無限

者도 또한 有限存在를 추구한다. 만일 有限存在가 無限者 속에서 그

자신을 實現한다면, 그 無限者도 마찬가지로 有限存在 속에서 그 자

신을 실현한다” 하였다.54) 그리고 이러한 相互間의 추구는 양자 모두

에게 유익한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Rāmānuja의 汎在神

論이 지니는 內的인 論理는 不完全한 有限世界가 完全한 神의 完全性

을 더욱 深化시킨다는 것이다.

Rāmānuja의 Gītābhāṣya에서는 神과 世界의 상호의존관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나는 지혜를 이룬 자들(jñānin)을 바로 나의 영혼으로 여긴다. 이것은

내 存在의 維持가 그들의 主管下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이와 같은

가? 그것은 지혜를 이룬 자가 나 없이 그의 영혼을 維持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의 비길 데 없는 目標로서 나를

취한다. 그러므로 그 없이 나의 영혼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나의

영혼이다.55)

信仰者에 대한 神의 사랑이 너무 지극하고 信仰者에 대한 그의 갈

망이 너무나 강열하기 때문에 神도 또한 자신의 영혼을 유지하기 위

하여 신앙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관계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神의 慈悲와 恩寵을 통해서이다. 神은 스스로의

자비와 은총에서 세계와 相互依存적인 관계로 들어가며 여기에 어떤

53) 이 比喩는 누가복음 15장의 ‘蕩子의 비유’, 법화경 신해품의 ‘長子窮子의

비유’와 비슷하며, Bhāskara의 Brahmasūtrabhāṣya I.1.3.에도 이 비유가

나온다.

54) Śrī Rāmānuja's Philosophy and Religion (Madras : Prof. M. Rangacha
rya Memorial Trust, 1977), p. 150.

55) Bhagavadgītā IX.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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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的인 强制란 있을 수 없다.

사실 Rāmānuja가 神과 世界의 관계를 實體와 屬性, 혹은 영혼과

몸의 관계로 설명한 점에서도 世界에 대한 神의 依存可能性을 類推할

수 있다. 神이 온갖 수승한 수많은 속성을 지닌 者로 규정된다는 것

은, 逆으로 말하여 그러한 속성들 없이는 神도 存在할 수 없거나 不

完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속성이 없는 실체도 상상할

수 없다. Rāmānuja에 있어서는 절대 무속성의 존재란 허용되지 않

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神이 原因, 혹은 結果로 여겨질 수 있

는 것은 그가 원인상태의 cit-acit 혹은 결과상태의 cit-acit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cit-acit의 세계는 神

이 원인과 결과로 스스로를 나타내려는 목적에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56)

Rāmānuja가 실체-속성의 개념을 相對的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는 사실을 주목한다면 神의 屬性으로서의 世界의 위상은 아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Rāmānuja에 의하면 어떤 하나의 존재는 속성(혹

은 양태)일 뿐 아니라 실체일 수 있다.57) 동일한 하나의 존재가 그 下

位체계에 대하여는 실체의 입장에 서지만 上位체계에 대하여는 속성

이 된다.58) 예를 들어 個我(jīva)의 경우에 그것은 神에 대하여는 속성

의 입장에 서지만 그 자체로는 자신의 屬性知(dharmabhūtajñāna)를 지

니는 실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cit-acit의 세계가 神의 속성

이라는 것의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실체-속성의 관계와는 다

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세계는 神의 속성으로 그에게 포함되는 관계

임에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양자 모두 實在性을 지니는 實體이며

이들의 관계는 내적인 불가분의 관계(apṛthaksiddhisaṃbandha)이다. Rā

mānuja가 同一하게 實在하는 神과 世界의 相互有機的인 관계는 인정

하면서도 하나를 다른 하나에 완전히 從屬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

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물론 완전히 동등한 입장에서의 相

56) Surendranath Dasgupta, History of Indian Philosophy, vol. III. p. 229.

57) Chandradhar Sharma, A Critical Survey of Indian Philosophy (Delhi :
Motilal Banarsidass, 1976), p. 367.

58) J.C. Plott, “Rāmānuja as Panentheist”, Journal of Annamalai Universit
y, vol. 18,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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互依存的인 관계는 아니라 할 지라도 神에게는 世界를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 Rāmānuja의 汎在神論이 지니는 전체적인

논리에 符合되며, 실제로 Rāmānuja는 이러한 측면을 상당할 정도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았다.

Ⅳ. 맺는 말

지금까지 Rāmānuja의 汎在神論에 나타나는 神과 世界의 有機性 혹

은 兩者간의 存在論的 連續性과 관련하여 神의 有限化 문제를 살펴보

았다.

神의 完全, 不變 그리고 世界에 대한 存在論的 獨立性 등은 대부분

의 宗敎傳統에서 강조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bhakti전통 위에 서

있는 Rāmānuja 역시 이러한 종교개념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들

이 자신의 전체적인 哲學體系內에서 조화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Rāmānuja의 汎在神論的인 철학체계에 내재하는 神

과 世界의 存在論的인 연속이라는 측면은 위의 종교개념들과 상호 부

합되지 않는 점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난점을 대면함에 있

어서 Rāmānuja는 상당할 정도로 神을 有限化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Rāmānuja에 있어서 神의 完全이란 神 속에 모든 價値들이 이미

그리고 영원히 실현되어 있어서 더이상 아무런 욕망이나 행위도 있

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언제든지 아무런 방해없

이 神의 모든 욕망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바꾸어 말하면, 神의 完全을 靜的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動的인 의미

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神에게는 存在(Being)의 측

면 뿐 아니라 生成(Becoming)의 측면도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Rām

ānuja는 轉變에 있어서 神의 변화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原因상태

의 神이 結果상태의 神으로 전변될 때 cit-acit의 세계 뿐 아니라 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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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또한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다. Rāmānuja에 있어서 神이 不變이라

는 것은 神이 cit나 acit가 겪는 유형의 변화를 겪지 않는다는 상대적

인 의미에서 일 뿐이며, 신에게 있어서의 모든 변화가능성을 부정하

는 것은 아니다. 傳統的인 有神宗敎에서 강조되고 있는 세계에 대한

神의 存在論的인 獨立이라는 측면도 Rāmānuja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

적인 의미로 수용된다. 그의 汎在神論의 전체적인 논리구조는 세계에

대한 神의 절대적인 獨立, 혹은 神에 대한 世界의 절대적인 依存이라

는 一方的인 관계보다는 오히려 양자간의 상호의존의 관계라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이 점은 Rāmānuja의 śarīra-śarīri

-bhāva의 개념이나 그의 pariṇāmavāda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충분

히 알 수 있었다. 물론 완전히 대등한 입장에서의 相互依存은 아니라

할 지라도 Rāmānuja는 분명히 世界에 대한 神의 依存的인 측면을 고

려하고 있다. 이 점은 神의 사랑이라는 측면에 주목할 때 더욱 두드

러진다. 그리고 어떤 형태에서든지 神과 世界간의 相互依存을 받아들

인다는 사실에는 不完全한 有限世界가 完全한 神의 完全性을 더욱 深

化시킨다는 다소 逆說的인 論理가 內在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