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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평범한 술어의 모호한 의미

인도의 정통 철학에서 통용된 공통의 기본 전제는 자아(ātman)

라고 불리는 불멸의 정신적 근원이 존재한다는 믿음이다. 이 자아

가 육체 또는 물질과 어떠한 관계에서 어떻게 존속하는가에 대해

서는 저마다 나름대로 이해하면서 학파를 형성해 왔다. 상키야 철

학은 물질적 근원과 변화의 진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자아의 참

모습과 왜곡도 파악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독특한 이원론을 정립

하였다.

상키야 철학에 의하면, 물질적 전개가 지속되는 한, 자아의 순

수 상태는 왜곡되어 물질적 기능에 속한 것을 자아의 활동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이 발생한다. 이러한 물질적 전개에서 자아

의 순수성을 인식하여 회복하지 않는 한, 그릇된 인식은 끊임없이

* 鄭承碩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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苦의 윤회를 초래한다. 이 점에서 상키야 철학은 ‘정신적 근원’(pur

uṣa)과 ‘물질적 근원’(prakṛti 또는 pradhāna)이 양립하는 별개의 원리

라는 바른 지식을 확립하기 위해, 소위 轉變說(pariṇāma-vāda)로써

물질적 전개의 양상을 설명하는 데 주력한다.

물질적 전개를 설명하는 데서는 세계를 형성하는 25원리 중 순

수 정신인 puruṣa 이외의 24원리가 이해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하나의 평범한 술어적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

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의미가 너무 평범하여 오히려 의미상의

모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함축된 의의가 간과

되기도 한다.

상키야 頌(Sk)의 70여 게송 중에서, 차이의 有無를 표현하는

단어가 적어도 여덟 게송에서 사용된다. 차이란 일치하지 않고 다

르다는 관념을 표현하는 말이며, 이 차이를 인식할 때 차별이 이

루어진다. 따라서 상키야 철학은 물질 원리들을 설명하는 데서 차

별의 개념을 매우 중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차별의 개념은 주

로 viśeṣa로 표현된다.1) 바이셰쉬카 철학에서 viśeṣa는 오직 실체

에만 내속된 ‘특수’, 즉 각각의 실체들이 서로 구분되도록 하는 것

이라는 전문 용어로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키야 철학에서

그것은 단지 차별을 주지시키는 술어적 개념으로서 차이가 있음,

다름, 구분됨, 특수함 등과 같은 평범한 의미로 사용된다.2)

그런데 이 평범한 술어적 개념에 함축된 의미가 모호하여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목도 있다. 아래의 두 게송은 상키야 철학에서

차별의 개념과 그 의의를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된다.

이것들 중 5종의 지각 기관들은 [質의] 차이가 있는 것들과 차이가

1) 다만 Sk 제15송에서는 vibhāga가 viśeṣa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

밖에 bheda가 유사한 용도로 자주 사용된다

2) 예를 들어, Sk 제27송에서 “質의 변화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과

外的 구분들이 있다.”(guṇapariṇāmaviśeṣān nānātvaṁ bāhyabhedāś ca)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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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 [5종의 행위 기관들 중] 언어 기관은 음성

(聲)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섯을 대상으로 한다.(Sk 34)3)

(밑줄은 필자. 이하 동일)

미세 원소들은 [質의] 차이가 없는 것들이다. 이 다섯으로부터 5종

의 [粗大] 원소들이 [생긴다.] 이것들은 寂靜과 두려움과 혼미함으로서

[質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라고 전해져 있다.(Sk 38)4)

위의 제34송에서 말하는 ‘차이가 있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것’이

란, 아래의 제38송에 의하면 5大라고 불리는 5종의 粗大 원소와 5

唯라고 불리는 5종의 미세 원소를 가리킨다. 즉 5大는 質(guṇa)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5唯는 質의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5) 이

러한 定義는 제41송과 제56송에도 적용되어 있다.6) 여기서 제기되

는 의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왜 5大는 質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5唯는 質의 차이가

없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다.

둘째는 5唯가 質의 차이가 없는 것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소위

전개자(vyakta, 顯現)에 속하는 물질 원리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다. 상키야의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三質說에 의하면, 모든 물질은

3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3질 사이의 우열(즉 차이)에 따라 다양

3) buddhīndriyāṇi teṣāṁ pañca viśeṣāviśeṣaviṣayāṇi, vāg bhavati

śabdaviṣayā śeṣāṇi tu pañcaviṣayāṇi.

4) tanmātrāny aviśeṣas tebhyo bhūtani pañca pañcabhyaḥ, ete smṛtā

viśeṣāḥ śāntā ghorāś ca mūḍhāś ca.

5) 차이의 有無가 적용되는 대상이 質,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3質(tri-guṇa)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Sk에서 차별의 개념이 주로

3질을 지목하여 3질의 역할을 중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이후의 고찰에서 實例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차이가 없는 것(5唯)을 떠난 윤회의 본체(liṅga)는 의지할 바가 없어

존립하지 않는다.”(vināviśeṣair na tiṣṭhati nirāśrayaṁ liṅgam. Sk 41.)

“大(mahat, 統覺)를 비롯하여 ‘차이가 있는 원소’(5大)에 이르기까지 근본

물질(原質)이 만든 이것은 각각의 순수 정신(靈我)의 해탈을 위함이다.”(eṣa

prakṛtikṛto mahadādiviśeṣabhūtaparyantaḥ, pratipuruṣavimokṣārthaṁ. Sk,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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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질 원리들이 전개된다. 그리고 이 다양한 물질 원리들은 3질

사이의 우열이 없는 미전개자(avyakta, 未顯現) 즉 근본 물질(prakṛti,

原質)과는 결과와 원인의 관계로 구분된다. 구성 요소인 3질 사이

에 차이가 발생할 때, 미전개자는 다양한 물질 원리로 변형된다.

이 같은 기본 전제에 비추어 보면, 5唯는 質의 차이가 없는 것이

라는 관념과 5唯는 전개된 미세한 물질 원리라는 관념은 상충한

다. 다시 말해서 5唯는 質의 차이가 없는 것이라는 관념은 상키야

철학의 전변설의 기본 전제에 위배된다.

이상의 두 가지 의문은 게송의 문맥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

이에 대한 해답은 오직 Sk에 대한 주요 주석에서 구할 수 있으며,

주석자들의 설명을 고찰하고 음미함으로써 상충한 듯한 진술에

함축된 사고의 내용과 의의를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하에

서는 Sk에 등장하는 차별의 개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위의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이 과정에서 Sk의 차별의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철학적 의미와 의의를 정립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Ⅱ. 차별 개념의 용도

어떠한 대상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그 대상들은 다양하다고

인식되며, 하나의 대상은 다른 대상에 대해 특수하다고 인식된다.

이와 같이 대상들의 서로 다른 양상은 차별상이라고 표현된다. 따

라서 대상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그 대상들은 차별상이며, 차

별은 대상들의 양상이 서로 다르다고 구분하는 데서 비롯되는 개

념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차별 개념의 기본적 용도는 일반

적 구분으로서의 相違를 표현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Sk 제39송

에서 차별 개념의 기본적 용도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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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한 것들과 부모로부터 생긴 것들은 기본 원소[로부터 생긴 것]

들과 함께 세 가지 차이(差別相)일 것이다. 그것들 중 미세한 것들은 常

住하고, 부모로부터 생긴 것들은 사라져 간다.7)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차이란 신체를 형성하는 서로 다른 형

태를 3종으로 구분한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3종

은 지각할 수 없는 미세한 원리들로 이루어진 신체의 본체로서

윤회를 성립시키는 微細身, 부모의 화합에 의해 자궁에서 미세신

을 신체로 형성시키는 여섯 요소(6臟), 이 신체의 물질적 형체를

결정하는 地水火風空이라는 다섯 원소(5大)이다.8)

7) sūkṣmā mātāpitṛjāḥ saha prabhūtais tridhā viśeṣāḥ syuḥ, sūkṣmās

teṣāṁ niyatā mātāpitṛjā nivartante.

8) 가우다파다 註(Gb)에서는 신체의 형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세
원소가 ‘미세한 것들’이다. 집합되어 大(=統覺) 등을 표징으로 하는

微細身이 항상 존속하고 윤회하는 그것들이 미세한 것들이다.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생긴 것들은 성장하여 粗大한 신체를 이루는 것들로서 [월경

후] 적절한 시기에 부모가 결합하면 피와 정액의 혼합에 의해 자궁

안에서 미세신의 덩어리를 만든다. 그 미세신은 다시 탯줄을 통해

어머니가 먹거나 마신 여러 가지의 양분에 의해 증대한다. 이와 같이

미세한 것들과 부모로부터 생긴 것들과 아울러 조대한 원소들이라는 세

가지 차이에 의해 [그 형성이] 개시된 신체는 등, 배, 정강이, 엉덩이, 가슴,

머리를 비롯하여 6臟으로 이루어지고 5大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 살,

근육, 정액, 뼈, 골수에 의해 유지된다. 空은 餘地를 주고, 風은 증대시키고,

火는 성숙시키고, 水는 포용하고, 地는 고정시키기 때문에, 부분들의

합성이 완성된 것이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밖으로 나온다. 바로

이것들이 ‘세 가지 차이일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이다.”(sūkṣmāḥ

tanmātrāṇi. yatsaṃgṛhītaṃ sūkṣmaśarīraṃ mahadādiliṅgaṃ sadā tiṣṭhati

saṃsarati ca te sūkṣmāḥ. tathā mātāpitṛjāḥ sthūlaśarīropacāyakā ṛtukāle

mātāpitṛsaṃyoge śoṇitaśukramiśrībhāvena udarāntaḥ

sūkṣmaśarīrasyopacayaṃ kurvanti. tat sūkṣmaśarīraṃ

punarmāturaśitapītanānāvidharasena nābhīnibandhenāpyāyate. tathā

prārabdha śarīraṃ sūkṣmairmātāpitṛjaiśca saha mahābhūtaiḥ tridhā viśeṣaiḥ

pṛṣṭhodarajaṃghākaṭyuraḥśiraḥprabhṛti ṣāṭkauśikaṃ pāñcabhautikaṃ,

rudhiramāṃsasnāyuśukrāsthimajjāsaṃbhṛtaṃ. ākāśo’vakāśadānāt,

vāyurvardhanāt, tejaḥ pākāt, āpaḥ saṃgrahāt, pṛthivī dhāraṇāt.

samastāvayavopetaṃ māturudarādbahirbhavati. evamete trividhāḥ viśeṣā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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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위의 게송에서는 ‘차이’라고 표현된 차별 개념이 言外의

특별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는 않다. 3종의 차이는 말 그대로

‘구분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음’을 단순하게 가리킬 뿐이다. 그러

므로 이 경우의 차이라는 말은 종류 또는 특수한 대상을 의미할

뿐이며, 상키야 철학의 독특한 관념을 함축하고 있지 않은 평범한

서술적 개념이다.

그러나 아래의 두 게송에 적용되어 있는 차별의 개념은 언외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를 고려하지 않으면 게송의 취

지도 바르게 이해되지 않는다. 여기서 Sk 특유의 차별 개념의 용

도를 볼 수 있다.

개개의 것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능력체

로부터 출현하기 때문에, 또한 원인과 결과는 차이(vibhāga)가 있기 때

문에, 만물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Sk 15)9)

未顯現이라는 원인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은] 3質 때문에, 또 [3

質의] 집합 때문에, 質끼리의 관계에는 차이(viśeṣa)가 있기 때문에, 마

치 물처럼 전변하기 때문에 [顯現으로서] 출현한다.(Sk 16)10)

아래의 제16송에 의하면, 위의 제15송은 전개되지 않은 물질적

syuḥ. Gb, p. 143.) 여기서는 피, 살, 근육, 정액, 뼈, 골수가 6臟이다. 그러나

6장의 내용은 주석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마타라 브릿티(Mv)에서는
피, 살, 피부, 근육, 뼈, 골수가 6장이다. “여기서 미세신의 구성 성분은

그대로 외부 신체의 모습, 즉 손과 발, 머리, 등, 배, 정강이, 복사뼈가

된다고 한다. 또한 賢者들은 외부의 신체는 6臟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피와 살과 피부는 어머니로부터 생기고, 근육과 뼈와 골수는

아버지로부터 생긴다.”(tatra sūkṣmaśarīrasyākṛtiḥ yādṛglakṣṇā

bahiḥśarīrasya bhavati hastapādaśiraḥpṛṣṭhodarajaṅghāgulpha iti. api ca śiṣṭā

vadanti bahiḥśarīraṃ ṣāṭkauśikamiti. rudhiramāṃsatvaco mātṛjāḥ

snāyvathimajjānaḥ pitṛjāḥ Mv, p. 56.)

9) bhedānāṁ parimāṇāt samanvayāc cchaktitaḥ pravṛtteś ca,

kāraṇakāryavibhāgād avibhāgād vaiśvarūpyasya.

10) kāraṇam asty avyaktam, pravartate triguṇataḥ samudayāc ca,

pariṇāmataḥ salilavat pratipratiguṇāśrayaviśeṣ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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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未顯現)이 원인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를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원인과 결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물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라는 두 가지 이유 중에서 전자는 납득할 수 있지만11), 후자는 납

득하기 어렵다. 후자를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만물에 차별의 개념

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만물은 다양한 양상이며, 다양하

다는 것은 구성 요소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만물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Sk의

주석자들도 이 불합리를 의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불합리는 여기에 함축된 의미를 고려할 때 해결된다.

이에 대한 주석을 참고하면, “만물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라는 표

현에는 “동일한 원인에 귀속된다는 점에서”라는 전제가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이 말을 온전한 형태로 바꾸면, “만물은 [동일한 원

인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라고 표현된다.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다양한 결과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원인과

결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이와는 반대로 다양한 결과가 동일

한 원인으로 되돌아간다는 점에서 원인과 결과는 차이가 없는 것

이 된다. 주석자들은 모든 결과가 동일한 원인에 귀속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만물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성립됨을 설명한다.

11) 원인은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전개자(未顯現)이며, 결과는 그 원인이

변형되어 나타난 전개자(顯現)인 점에서 양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

점을 탓트와 카우무디(Tk)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리고 미세
원소들(5唯)은 我慢(자기 의식)이라는 원인으로부터 존재할 뿐이고,

我慢은 大(mahat=buddhi)라는 원인으로부터 존재할 뿐이며, 大는 최고의

未顯現(근본 물질)으로부터 존재할 뿐이다. 바로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일차적인 인과 관계로) 또는 순차적으로(이차적인 인과 관계로)

연결되는 모든 결과는 최고의 미현현이라는 원인과는 차이가

있다.”(santyeva ca tanmātrāṇyahaṅkārāt kāraṇāt, sannevāhaṅkāraḥ

kāraṇānmahataḥ, sanneva ca mahān paramāvyaktāt. so’yaṃ kāraṇāt

paramāvyaktāt sākṣāt pāramparyeṇānvitasya viśvasya kāryasya vibhāgaḥ.)

Tk,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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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란 세계이고, 그것의 형태가 顯現(전개자)이며 모든 형태의

존재가 만물이다. 이것(만물)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라고 말한 것은]

제일 원인(勝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地 등의 다섯 粗大

원소들(5大)의 [산물인] 3세계(神, 인간, 축생의 세계)가 서로 차이가 없는

이유는, 3세계가 조대 원소들 속에 내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

하면] 地水火風空이라는 그 다섯 조대 원소들은 오로지 창조[의 반대]

순서로 소멸할 때, 결과를 낳는 미세 원소들 속에서 차이가 없게 된다.

미세 원소들과 11根은 我慢 속에서, 아만은 統覺 속에서, 통각은 제일

원인 속에서 [차이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이 3세계는 소멸할 때 근본

물질 속에서 차이가 없게 된다. 따라서 우유와 凝乳처럼 顯現과 未顯現

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미현현은 원인으로서 존재한다.(Gb)12)

그런데 창조의 逆行에서, 항아리와 왕관 등은 흙덩어리나 금덩어리

로 들어가 未顯現이 된다. 원인의 형태일 뿐인 그것이 결과에 관해서

는 드러나지 않은 미현현이 된다. 마찬가지로 미세 원소들(5唯)로 들어

가고 있는 地 등[의 5大들]은 자신에 관해서는 미현현인 미세 원소들

이 된다. 마찬가지로 我慢으로 들어가고 있는 미세 원소들은 [자신에

관해서는] 미현현인 我慢이 된다. 마찬가지로 我慢이 大(=統覺)로 들어

가고 있는 것은 미현현인 大가 됨을 뜻하며, 大가 자신의 원인인 근본

물질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미현현인 근본 물질이 됨을 뜻한다. 그러

나 근본 물질은 아무데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것은 모든 결과의 유

일한 미현현이다.(Tk)13)

12) viśvaṃ jagat, tasya rūpaṃ vyaktiḥ viśvarūpasya bhāvo vaiśvarūpyam.

tasya avibhāgādasti pradhānam, yasmāt trailokyasya pañcānāṃ

pṛthivyādīnāṃ mahābhūtānāṃ pasparaṃ vibhāgo nāsti,

mahābhūteṣvantarbhūtāstrayo loka iti pṛthivyāpastejovāyurākāśamiti

etāni pañcamahābhūtāni pralayakāle sṛṣṭikrameṇaivāvibhāgaṃ yānti

tanmātreṣu pariṇāmiṣu, tanmātrāṇyekādaśendriyāṇi cāhaṅkāre,

ahaṅkāro buddhau, buddhiḥ pradhāne. evaṃ trayo lokāḥ pralayakāle

prakṛtāvavibhāgaṃ gacchanti. tasmādavibhāgāt

kṣīradadhivadvyaktāvyaktayorastyavyaktaṃ kāraṇam. Gb, p. 84.

13) pratisarge tu mṛtpiṇḍaṃ suvarṇapiṇḍaṃ vā ghaṭamukuṭādayo

viśanto’vyaktībhavanti. tatkāraṇarūpamevānabhivyaktaṃ

kāryamapekṣyāvyaktaṃ bhavati. evaṃ pṛthivyādayastanmātrāṇi

viśantaḥ svāpekṣayā tanmātrāṇyavyaktayanti, ev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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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하나의 결과가 원인이 되어 또 다른 결과를 낳는 인

과의 연쇄에서, 앞 단계의 결과는 뒷 단계의 결과에게 未顯現이

된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결과는 모두 미현현이라는 원인을 지닌

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결국 주석에 의하면, 원인으로부터 전개되는 결과를 그 원인과

대비하여 “원인과 결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성립

되고, 결과가 그 원인으로 되돌아가 형태를 상실할 때 “만물은 차

이가 없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성립된다. 이러한 차별의 개념은

상키야 철학에서 전변설의 기본 관념인 因中有果의 적용이다. 원

인과 결과는 형태에서 다를 뿐이고 모든 결과가 원인에 내재되어

있다는 관념에서, 원인과 결과는 차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

다.

Mv에서는 이 점을 단적으로 표현하여 “제일 원인(勝因)은 존재

하고, 여기서 大(=統覺) 등의 표징은 차이가 없는 것이 된다. 따라

서 이처럼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

이 나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출현하는 그것이 제일 원인이

다.”14)라고 말한다. 여기서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란

아직 전개되지 않은 未顯現으로서 원인 속에 있는 결과를 가리키

며, ‘나중에 차이가 있는 것’이란 원인으로부터 전개된 구체적인

顯現으로서의 결과를 가리킨다. 특히 Mv는 因中有果의 관점에서

만물은 차이가 없다는 實例를 제시하는데, 이 실례는 요가 수트
라 註(Ysb)에서도 인용되고 있다.15)

tanmātrāṇyahaṅkāraṃ viśantyahaṅkāramavyaktayanti, evamahaṅkāro

mahāntamāviśan mahāntamavyaktayati, mahān prakṛtiṃ svakāraṇaṃ

viśan prakṛtimavyaktayati. prakṛtestu na kvacinniveśa iti sā

sarvakāryāṇāmavyaktameva. Tk, p. 72.

14) asti pradhānaṃ yatra mahadādiliṅgamvibhāgaṃ gacchati.

ityevamavaśyambhāvī avibhāgaḥ paścādvibhāgaścāvirbhavāti

tatpradhānam. Mv, p. 27.

15) “다음과 같이 설해진 바 있다. ‘水와 地의 변화로 이루어진 味 등의

다양성이 식물에서 발견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식물들의 [그 다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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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水와 地에는 맛과 향기 등의 다양성이 산재해 있다. 마치

동물들에는 식물들의 [다양성이], 식물들에는 동물들의 [다양성이 있

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성분이 단절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은 모든

것의 성질을 형성한다.16)

한편 Sk 제16송17)은 未顯現이라는 원인로부터 顯現이라는 결과

가 발생하는 이유가 3質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원인

으로부터 결과가 출현하는 것을 ‘전변’이라고 하며, 이 전변은 3질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3질이라는 이유를 단계적으

로 더 구체화하여, 3질이란 ‘3질의 집합’이며, 이 집합이란 ‘상호

관계에 차이가 있는 3질’이라는 사실을 명시한다. 따라서 제16송

의 요점은, 동일한 원인으로부터 그것을 구성하는 ‘3질끼리의 차

이’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석에 의하면, ‘3질끼리의 차이’라는 관념은 ‘質들의

상호 압도에서 기인하는 차이’를 의미한다.18) 그리고 이것은 하나

동물들에서, 동물들의 [그 다양성이] 식물들에서 [발견된다.]’ 이와 같이

성분이 단절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은 모든 것의 성질을 형성한다.”

(yatroktaṃ ‘jalabhūmyoḥ pāriṇāmikaṃ rasādivaiśvarūpyaṃ sthāvareṣu

dṛṣṭaṃ tathā sthāvarāṇāṃ jaṅgameṣu jaṅgamānāṃ sthāvareṣu’ iti, evaṃ

jātyanucchedena sarvaṃ sarvātmakamiti.) ad Ys Ⅲ, 14. Ysb, p. 274.

16) yathā jalabhūmyoretadrasagandhādivaiśvarūpyapravibhaktamastyeva

sthāvarāṇāṃ jaṅgameṣu jaṅgamānāṃ sthāvareṣu. evaṃ

jātyanucchedena sarvaṃ sarvātmakamiti. Mv, p. 27.

17) 未顯現이라는 원인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은] 3質 때문에, 또 [3質의]

집합 때문에, 質끼리의 관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치 물처럼

전변하기 때문에 [顯現으로서] 출현한다.

18) 예를 들어 Tk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質들의 혼합은 質을 필수

성분으로 하는 존재가 없이는 있을 수 없고, 質을 필수 성분으로 하는

존재는 불균형이 없이는 [있을 수] 없으며, 불균형은 서로 압도하는

상태가 없이는 [있을 수] 없다. …… 이와 같이 각각의 質이 [서로

압도하면서] 증대하기 때문에, 제일 원인의 질들은 차이가 있는 여러

가지 전변을 일으킨다. ‘質들끼리의 관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즉 그렇기(각각의 質이 [서로 압도하면서]

증대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가 ‘質끼리의 관계’[라는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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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일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다양한 세계가 균등하지 않은 이

유가 된다.19) 이 점을 Gb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신들의 경우에는 純質이 우세하고 動質과 暗質은 수동적이다. 이 때

문에 그들은 매우 큰 즐거움을 일으킨다. 사람들의 경우에는 動質이

우세하고 純質과 暗質은 수동적이다. 이 때문에 그들은 매우 큰 고통

을 일으킨다. 짐승들의 경우에는 暗質이 우세하고 純質과 動質은 수동

적이다. 이 때문에 그들은 대단히 혼미하다.20)

이상과 같이 차별의 개념이 주로 지목하고 있는 대상은 3質이

다. 이것이 차별의 개념을 적용하는 Sk의 기본 인식이다. 다시 말

하면 Sk에서 차별의 개념은 주로 3질에 적용되며, 차별의 초점은

3질의 변화이다. 이 점을 제27송에서는 “質의 변화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과 外的 구분들이 있다.”라고 명시한다. 상키야 철

학에서는 전변 즉 물질적 전개의 실질적 요인을 3질의 변화로 간

의해 [표현되어 있다.]”(samudayaśca guṇānām na

guṇapradhānabhāvamantareṇa sambhavati, na ca guṇapradhānabhāvo

vaiṣamyaṃ vinā, na ca vaiṣamyamupamardopamardakabhāvādṛte. ……

evamekaikaguṇasamudbhavāt pradhānaguṇāḥ pariṇāmabhedān

pravartayanti. tadidamuktam “pratipratiguṇāśrayaviśeṣāt”.

ekaikaguṇāśrayeṇa yo viśeṣastasmādityarthaḥ.) Tk, p. 77.

19) “유일한 제일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3세계가 왜 균등하지 않은가? 그

세계에서 신들은 즐거움을 일으키고, 인간들은 고통을 일으키며,

짐승들은 혼미하다. 유일한 제일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3세계가 왜

혼미함 등으로 다양한가? 이에 대해 여기서 ‘質들끼리의 관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라고 말한다.”(ekasmātpradhānāt utpannāstrayo lokāḥ

kathaṃ viṣamāh. iha ye devāste sukhino manuṣyāste duḥkhinastiryañco

mūḍhāḥ. ekasmātpradhānādutpannānāṃ trayāṇāṃ lokānāṃ kathaṃ

vaiṣanyaṃ mūḍhatvādinetyatrocyate ‘pratipratiguṇāśrayaviśeṣāt’). Mv, p.

28.

20) deveṣu sattvamutkaṭaṃ, rajastamasī udāsīne, tena te’tyantasukhinaḥ.

manuṣyeṣu raja utkaṭaṃ bhavati, sattvatamasī udāsīne, tena

te’tyantaduḥkhinaḥ. tiryakṣu tama utkaṭaṃ bhavati, sattvarajasī

udāsīne, tena te’tyantamūḍhāḥ. Gb,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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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다. 주석에서는 이 점을 아래와 같이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은 自在神에 의해서, 我慢에 의해서, 統覺에 의해

서, 제일 원인(勝因)에 의해서, 순수 정신(靈我)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에 따라 質의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존재한다.(Gb)21)

그와 같은 기관(根)들의 설비는 순수 정신에 의해서, 혹은 자재신에

의해서, 혹은 본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가? 이에 대해 답한다. 여기

상키야에서 순수 정신과 주재신과 본성은 원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

엇인가? 이 我慢(자기 의식)에 확립된 純質, 動質, 暗質이라는 質들에 의

해 설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質의 변화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

각의] 대상이 구분되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

이다. 質의 변화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11기관의 구분이 있다.(Mv)22)

여기서 “純質에 속하는 하나의 我慢으로부터 어떻게 11기관(根)이

[발생하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래서 “質의 변화에 차이가 있

기 때문에, 다양성과 外的 구분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음성(聲) 등의

경험이 발동하기 때문에, 지각되는 것(대상, 客體)과 아울러 행위자(主

體)에는 구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의 구분이 있다. 지각되지 않은 것의

구분도 質의 변화일 뿐이다.(Tk)23)

21) athaitannānātvaṃ neśvareṇa nāhaṅkāreṇa na buddhyā na pradhānena

na puruṣeṇa svabhāvāt kṛtaguṇapariṇāmeneti. Gb, p. 116.

22) evamindriyāṇāṃnikṣepaḥ puruṣeṇa vā kṛta īśvareṇa vā svabhāveneti.

atrocyate. iha sāṅkhye puruṣeśvarasvabhāvā na kāraṇaṃ. kiṃ tarhi.

asminnahaṅkāre sthitaiḥ sattvarajastamobhistribhirguṇairnikṣepaḥ

kṛtaḥ. tasmādbrumaḥ. “guṇapariṇāmaviśeṣānnānātvaṃ

grāhyabhedācca.” guṇapariṇāmaviśeṣādekādaśendriyāṇāṃ bhedaḥ. Mv,

p. 44. 밑줄 친 부분은 통용되는 제27송의 원문(각주 2)과는 다르다.

여기에는 인식자의 지각을 다양성의 한 가지 이유로 추가한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

23) atha kathaṃ sāttvikāhaṅkārādekasmādekādaśendriyāṇītyata āha

“guṇapariṇāmaviśeṣāt nānātvaṃ bāhyabhedāśca” iti

śabdādyupabhogasampravartakāddṛṣṭasahakāribhedātkāryabhedaḥ.

adṛṣṭabhedo’pi guṇapariṇāma eva. Tk,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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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키야 철학의 전변설에서, 3질은 모든 물질 원리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이다. 다만 3질의 변화에 차이가 없을 때 3질은 未顯現

으로서 모든 물질의 근원인 原質(prakṛti) 또는 勝因(pradhāna)으로 불

리지만, 3질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때 물질적 근원은 비로소 다양

한 결과로서 변형되기 시작한다. 전변이란 이 같은 변형을 가리킨

다. 그리고 위의 Gb와 Tk에서, 변형이 이루어진 결과의 차이가

지각되는 대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상을 지각하는 주체에서도

기인한다는 점을 시사하거나 지적하고 있는 것은 특히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고찰에 의하면, “원인과 결과는 차이가 있기도 하

고 없기도 하다.”라는 Sk의 모호한 차별 개념은 因中有果의 관념

에서, 물질의 근본 요소인 3질의 변화를 지목한 것임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이 경우에 ‘3질의 변화’란 더 자세히 말하면 3질의 구

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리하여 3질의 구조가 균형(즉 平靜)인가

불균형(즉 動搖)인가 하는 변화에 따라 원인과 결과는 차이가 있기

도 하고 없기도 하다.

3질에 적용된 이 같은 차별의 개념을 ‘因의 3질’과 ‘果의 3질’로

구분하여 정돈할 수 있다. ‘因의 3질’이란 균형 상태에 있는 3질로

서 未顯現이라고 불린다. ‘果의 3질’이란 불균형 상태에 있는 3질

로서 顯現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세계이다. 여기서 차별의 개념이

‘因의 3질’을 지목할 때는 ‘차이가 없다.’라고 표현되며, ‘果의 3질’

을 지목할 때는 ‘차이가 있다’라고 표현된다. 이 경우에도 차이가

있든 없든 공통의 대상이 되는 것은 3질이다.

차별의 개념이 적용되는 위와 같은 기본 인식은 3질을 구성하

는 각 요소의 기능을 주목하면서 그 방향이 전환된다. Sk 제34송

과 제38송 등에 통용되어 있는 이 전환은 정신적 기능의 순화와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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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차별 개념의 전환

앞에서 Sk 제34송과 제38송을 거론하여 제기한 두 가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주석을 검토하면, 3질을 주축으로 적용되던 차별의

개념이 인식자를 주축으로 전환된 채 적용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차별의 초점이 되는 것은 3질의 개별적 기능이다.

먼저 왜 5大는 質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5唯는 質의 차이가 없

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상키야 측의 답변을 검토하기 전에

고전 상키야 철학의 전후에 통용된 관념을 살펴보면, 이 같은 차

별의 개념의 이면에 있는 상키야 철학의 기본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차이가 있는 것’의 원어인 viśeṣa(차별, 특수)는 마이트리 우파니
샤드에서도 술어로서 사용되지만,24) 그 내용은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마하바라타에서는 Sk와는 반대로 5唯(聲, 觸, 色, 味, 香)에 이

명칭을 적용하고 있다.25) 이 경우의 다섯 viśeṣa(차별)는 5大와 관

계를 지님과 아울러 감관과도 관계를 지닌다.26) 그러나 고전 상키

야에 이르러 viśeṣa의 내용은 5大(地, 水, 火, 風, 空)로 교체되며, 5唯

에는 aviśeṣa(무차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적용된다

고 한다.27)

한편 요가 수트라 註에서는 5大와 11根을 ‘차이가 있는 것’(viś

24) Maitrī-upaniṣad, 6. 10.

25) Mahābhārata, 12. 308. 26-29; 312. 8-19; 313. 12.

26) ibid., 12. 312. 14.

27) 高木言申元, ヨ-ガ疏と數論說との關係疏Ⅱ-19にあらわれる
轉變說にちいて , 印度學佛敎學硏究, 15(1960), pp. 304-5 참조.
마하바라타에서 한 번(12. 251 .21) ‘aviśeṣa’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주석자가 5唯로 보는 것은 신뢰성이 없다고 한다. 같은 책, p. 306, 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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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ṣa), 5唯와 我慢(asmitā)을 ‘차이가 없는 것’(aviśeṣa)으로 해석하고 있

다.28) 이 점에서 요가 철학은 상키야 철학의 관점을 확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요가 철학의 전변설이 5唯와 我慢을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 데서 기인한다. 즉 상키야 철

학에서는 我慢(ahaṅkāra)으로부터 11根과 5唯가 발생한다(我慢→11根

과 5唯)고 주장한 데 비해, 요가 철학에서는 5大와 11根의 발생을

각각 5唯→5大, 我慢→11根이라는 인과 관계로 설명한다.29) 5唯는

5大보다 미세한 원소이며, 我慢은 11根이라는 신체 기관보다 미세

한 기관이다. 따라서 요가 철학은 객체인 대상과 주체인 기관을

분리하고, 그 각각의 인과 관계를 미세성과 粗大性에 의거하여 파

악했다고 이해된다.

마하바라타로부터 요가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관념의 추이

를 발견할 수 있다. 마하바라타에서는 미세성과 조대성을 의식하

지 않고 차별되는 ‘특수한 것’(viśeṣa)을 5唯로 간주하였으며, 이것

은 5大 또는 감관과도 연관될 수 있었다. 그런데 상키야 철학은 5

唯와 5大를 각각 미세성과 조대성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해 요

가 철학은 그 미세성과 조대성에 각각 我慢과 11根이라는 주체를

추가하였다. 여기서 미세성과 조대성이란 결국 대상을 지각하는

주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요가 수트라 註의 해석은 이 점
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Sk의 주석들은 한결같이 神의 지각

대상과 인간의 지각 대상을 대비하여 설명한다. 5唯는 차이가 없

는 것이고 5大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명시한 제38송을 해설하

는 데서 주석들은 유사한 이해와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만,

여기서 공통의 인식을 도출할 수는 있다.

5大를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이유는 5大가 각기 3質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주석들은 동일한

28) Ysb, ad Ys Ⅱ.19.

29) 이 대비는 高木言申元, p. 3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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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의 비유로써 설명하는데, 金七十論의 설명이 간명하다.

이 5大에는 차별이 있다. 이 차별은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첫째는

寂靜, 둘째는 두려움, 셋째는 혼미함이다. 이 5大는 인간의 대상이다.

空이라는 원소의 세 가지 특성은 무엇인가? 부유한 사람이 은밀한 내

실에 들어가 5欲의 즐거움을 누리거나 혹은 높은 누각에 올라가 멀리

창공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 空에서 연유한 즐거움을 누리므로 空은

寂靜이다. 또는 높은 누각에서 찬바람을 맞으면 空은 곧 고통을 낳는

다. 또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광활한 길에서 오직 허공만 있음

을 보고 마을을 보지 못하여 머물 곳이 없다면, 곧 혼미함을 낳는다.

나머지의 원소들도 이와 같다. 이처럼 신들에게는 5唯가 대상이며 寂

靜일 뿐이므로, [5唯에는] 차별이 없다. 사람은 3質을 갖춘 원소(5大)를

대상으로 취하므로, 이것(5大)에는 차별이 있다.30)

위에서 설명하는 차별의 특성이란 3질이 각각 발휘하는 고유한

기능의 차이를 가리킨다. 적정과 두려움과 혼미함이라는 세 가지

특성은 Gb에서 “寂靜은 즐거움(樂)을 특성으로 갖는 것이고, 두려

움은 고통(苦)을 특성으로 갖는 것이며, 혼미함은 迷妄(癡)으로부터

생긴 것이다.”31)라고 설명하듯이 3質의 기능과 직결된다. Sk 제12

송에 의하면, 적정과 두려움과 혼미함은 각각 純質(sattva)과 動質(r

ajas)과 暗質(tamas)의 특성을 가리킨다.32) 그런데 3質로 이루어진 5

30) 是五大有差別. 是差別有何相. 一者寂靜. 二者令怖. 三者闇癡. 此五大是人塵.

空大三相何必如大富人入內密室受五欲樂. 或上高樓遠觀空大.

由空受樂故空寂靜. 或在高樓空中冷風所觸空則生苦. 或復有人行在曠路.

唯見有空不聚落. 無所止泊則生闇癡. 餘大亦如是. 如是諸天以五唯爲塵.

一向寂靜故無差別. 人取大爲塵大有三德是故有差別. 大正藏, 54, p. 1254b.

31) śāntāḥ sulakṣaṇāḥ ghorā duḥkhalakṣaṇāḥ mūḍhā mohajanakāḥ. Gb, p.

141.

32) “質들은 快와 不快와 낙담을 본체로 하여”라는 언급에 대해 Gb는 “이

중에서 純質은 그 본체가 快인 것이다. 快란 樂이며 이것이 그 본체이다.

動質은 그 본체가 不快인 것이다. 불쾌란 苦이다. 暗質은 그 본체가

낙담인 것이다. 낙담이란 迷妄이다.”(tatra prītyātmakaṃ sattvaṃ, prītiḥ

sukhaṃ tadātmakamiti. aprītyātmakaṃ rajaḥ aprītirduḥkham.

viṣādātmakaṃ tamaḥ, viṣādo mohaḥ. Gb, p. 74.)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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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의 각 원소들은 인간에게 그러한 세 가지 특성을 발휘하는 대상

이 된다. 이는 5大로 이루어진 인간에게 공통하는 세 가지 특성과

5大의 3質이 부합하기 때문이다.33) 적정과 두려움과 혼미함이라는

세 특성은 엄격히 말하면, 인간에게 작용하는 3質의 기능이다. 따

라서 “5大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의 차이는 5大의 3

質을 각각 지각하는 데서 유래하는 인식상의 차이이다. 이 점은 5

唯는 차이가 없는 것임을 설명하는 데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聲, 觸(가촉성), 色, 味, 香이라는 미세 원소, 즉 5唯를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근거는 “신들에게 이것들은 고통(苦)과 미망(癡)

이 제외된 것들로서 즐거움(樂)을 특성으로 갖는 대상들이다.”34)라

고 제시된다. 이 근거의 요점은 5唯의 특성이 3質 중에서 주로 純

質로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5唯는 3질 중의 순질로

압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2質은 제외되고 1質을 특성

으로 갖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신들에게’라는 조건이다. 따라

서 5唯는 차이가 없는 것이라는 관념은 신들과 같은 특수한 인식

자에게만 적용된다. 이에 대한 이유를 金七十論에서는 “신에게는

근심과 미망이 없기 때문이다.”35)라고 시사하며, Mv에서는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신들에게 미세 원소들은 즐거움을 특성으로 갖는 대상들이다. 거기

“이 중에서 純質은 그 본체가 快인 것이다. 본체라는 말은 本性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樂을 특성으로 갖기 때문이다.”(tatra prītyātmakaṃ

sattvam. ātmaśabdaḥ svabhāve vartate. kasmātsukhalakṣaṇatvāt. Mv, p.

21)라고 시작되는 Mv의 설명은 이보다 훨씬 상세하다.

33) “인간들은 허공 등의 원소로 조성되기 때문에, 그들은 원소들처럼

즐거움과 고통과 미망을 특성으로 갖는다라는 의미이다.”(manuṣyāṇāṃ

viyadādibhūtamayatvāt bhūtānīva sukhaduḥkhamohalakṣaṇāste ityarthaḥ.)

Mv, p. 55.

34) devānāmete sukhalakṣaṇā viṣayā duḥkhamoharahitāḥ. Gb, p. 141.

35) 天無憂癡故. 大正藏, 54, p. 125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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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動質과 暗質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純質이

우세한 것으로서 존속한다. 이 때문에 그것들은 차이가 없는 것들이라

고 말한다. 그것들은 寂靜과 두려움과 혼미함 등에 의해 차별되지 않

는다.36)

위의 설명은 5唯는 차이가 없는 것이라는 관념에 함축된 의미

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5唯가 물질 원리이므

로 3질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動質과 暗質이 純質의 우세에

의해 압도되어 3질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5

唯라고 이해된다. 상키야 철학의 물질관에 의하면 이것이 바른 이

해이다. 주석자들이 5唯라는 미세 원소가 왜 즐거움(純質)이라는 특

성으로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제38송에 대한 주석들을 검토하면, 5唯는 質의 차이가 없는 것

이고 5大는 質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관념은 5唯와 5大라는 대

상 자체에서 유래한다기보다는 지각의 주체인 인식자에게서 유래

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金七十論은 신에게는 두려움과 미망이 없

고 즐거움만 있으므로, 신의 대상인 5唯는 차이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 관념을 설명한다. 한편 Tk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이 관

념의 결론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구성 요소인 3質이] 서로 구별되고 있는 것으로서 지각되는

그것들(5大)은 차이가 있는 것들이고 粗大한 것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세 원소들(5唯)은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에 의해 [구성 요소인 3質

이]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지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차

이가 없는 것들이고 미세한 것들이라고 한다.37)

36) devānāṃ tanmātrāṇi sukhalakṣaṇā viṣayāḥ tatrāpi rajastamasī staḥ

kiṃ tu tatra sattvamutkaṭatvena vartate tasmādaviśeṣā ityucyante. na

viśiṣyante śāntaghoramūḍhatvādibhiḥ. Mv, p. 54.

37) te’mī pasparavyāvṛttyānubhūyamānā viśeṣāḥ. iti ca sthūlāḥ iti

cocyante. tanmātrāṇi tvasmadādibhiḥ pasparavyāvṛttāni, nānubhūy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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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명에 의하면, 5大의 3질은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지각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며, 5唯의 3질은 서로 구별

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설명을 참고하면, 5大를 지각하는 주체는 인

간이며, 5唯를 지각하는 주체는 신이다. 아울러 이 같은 생각이 성

립하게 된 배경에는 5大와 5唯를 차별하는 보편적인 물질관이 있

다. 이것은 5大를 凡夫가 지각할 수 있는 粗大한 원소로 간주하고,

5唯를 범부가 아니라 신과 같은 聖者만이 지각할 수 있는 미세한

원소로 간주하는 관념이다.

어쨌든 여기서 표출된 차별의 개념은 대상 자체에 의거한 것처

럼 표현되지만, 사실은 대상을 지각하는 인식자에 의거하여 성립

되어 있다. 여기서는 차별의 개념이 3質로 이루어진 대상으로부터

그 대상을 지각하는 주체인 인식자로 전환되어 있는 것이다.38) 따

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Sk 제38송은 다음과 같이 독해되어야 그

취지를 드러낼 수 있다.

ityaviśeṣāḥ sūkṣmā iti cocyante. Tk, p. 120.

38) 이 같은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상키야 철학에서

3質이 客體 즉 대상에게도 적용되고 主體 즉 인식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설명이 이 점을 뒷받침한다. “轉變에는

하나의 지속적인 과정이 있다. 이것은 근본 물질(prakṛti)의 본래적인

생성력이지만, 이 하나의 지속적인 과정은 不可分하게 연관된 것으로서

굳이 정의하자면, 고유하고 지속적인 과정 자체인 세 가지의 ‘구성

요소’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따라서 ‘3質’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셋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지 모른다. …

이렇게 셋으로 이루어진 과정은 근본 물질에 속하는데, 客體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묘사될 수도 있으며, 또는 主體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묘사될 수도 있다. 상키야 철학에 의하면, 셋으로 이루어진 과정이 그

양쪽의 묘사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객체의 관점에서 상키야는

셋으로 이루어진 과정을 … 물질의 기본적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으로 묘사한다.… 주체의 관점에서 상키야는 셋으로 이루어진 과정을

… 경험의 지속적인 흐름이라고 묘사한다.” Gerald James Larson &

Ram Shankar Bhattacharya (ed.), Sāṃkhyā--A Dualist Tradition in

Indian Philosophy. ENCYCLOPEDIA OF INDIAN PHILOSOPHY,

Vol.Ⅳ(Delhi: Motilal Banarsidass, 1987),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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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들에게] 미세 원소들은 [質의] 차이가 없는 것들이다. 이 다섯으

로부터 5종의 [粗大] 원소들이 [생긴다.] [인간들에게] 이것들은 寂靜과

두려움과 혼미함으로서 [質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라고 전해져 있다.

이상의 고찰에 의하면, 여기서 차별의 개념은 지각의 주체에게

일차적으로 적용되고, 그 주체에 대응하는 대상에게 이차적으로

적용되어 있다.39) 이 같은 적용의 전환의 이면에는 물질 전개의

과정을 심리적으로 역전시켜 정신성을 계발해야 한다는 상키야

철학 특유의 지향점이 있다.

Ⅳ. 차별 개념의 지향점

상키야 철학에서 5唯와 5大를 각각 신과 인간에 대응시켜 차별

하는 데에는 일종의 통념이 개입되어 있다. 5唯와 5大의 차이는 5

유가 미세한 반면 5대가 粗大하다는 데 있다. 신과 인간의 차이는

신이 純質(寂靜=樂)의 존재인 반면 인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3

질40)의 존재라는 데 있다. 그래서 신은 3질 중의 純質을 특성으로

갖는 미세한 대상을 지각하지만, 인간은 미세한 대상을 지각하지

못하고 조대한 대상만을 지각한다.

이 같은 통념에서 중시되는 것은 寂靜과 樂을 특성으로 드러내

는 純質의 강화이다. 5唯는 미세하므로 純質이 강한 인식자에게만

39) 이러한 인식의 편린은 제27송을 해설하는 Gb와 Tk에 이미 나타나

있다. 각주 22, 23 참조.

40) 純質(sattva)=寂靜=樂, 動質(rajas)=두려움=苦, 暗質(tamas)=혼미함=癡.

“質들은 快와 不快와 落膽을 본체로 하여, 비춤과 활동과 억제를 위해

서로 압도하고, 의존하고, 낳고, 동반하고, 작용한다.”(prīty aprīti

viṣādātmakāḥ prakāśa pravṛtti niyamārthāḥ, anyonyābhibhavāśraya janana

mithuna vṛttayaś ca guṇāḥ. Sk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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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될 수 있다. 순질이 강한 인식자에게는 부정적인 2質, 즉 動質

과 暗質의 기능이 배제된다. 이것은 물질성의 우세가 정신성의 우

세로 역전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

을 이루는 3질 중에서 純質을 강화할 수 있을 때, 인간도 신처럼

미세한 것들을 지각할 수 있으며, 寂靜과 樂만을 향수할 수 있다.

이것은 해탈의 차원으로 진입함을 의미한다.

Sk 제34송은 이상과 같은 지향점이 통념으로서 저변에 깔려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게송에서 “5종의 지각 기관들은 [質의] 차

이가 있는 것들과 차이가 없는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구문

에 내재된 통념을 Gb에서는 “인간의 지각 기관들은 차이가 있는

대상, 즉 즐거움(樂)과 고통(苦)과 미망(癡)과 결부된 聲, 觸(가촉성),

色, 味, 香을 비춘다(지각한다). 신들의 것은 차이가 없는 대상들을

비춘다.”41)라고 간명하게 제시한다. 이것이 Mv에는 더 구체적으

로 설명되어 있다.

신들에게는 다섯 미세 원소로 불리는 聲, 觸, 色, 味, 香은 차이가 없

는 것들이다. 그 특성이 오로지 즐거움(樂)이기 때문이다. 거기서는 고

통(苦)과 미망(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차이 없는 것들이

다. … 그리고 신들의 지각 기관은 차이가 없는 것, 즉 그 본체가 樂인

것을 비춘다.42)

이 설명에서는, 5唯에는 고통과 미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5

唯는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언명하고 있다. 고통과 미망이 각각

動質과 暗質의 특성임을 고려하면, 이 언명은 5唯가 3질 중의 1질

41) saviśeṣaviṣayaṃ mānuṣāṇāṃ śabdasparśarūparasagandhān

sukhaduḥkhamohayuktān buddhīndriyāṇi prakāśayanti. devānāṃ

nirviśeṣān viṣayān sukhātmakaṃ prakāśayanti. Gb, p. 134.

42) śabdasparśarasarūpagandhāḥ pañca devānāṃ tanmātrasaṃjñitā

nirviśeṣāḥ kevalasukhalakṣaṇatvāt. yasmāttatra duḥkhamohau na staḥ

tasmānnirviśeṣāste iti. … devānāṃ tu buddhīndriyāṇi nirviśeṣaṃ

sukhātmakaṃ prakāśayanti. Mv,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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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물질이 3질로 이루어진다는 전변설의 성립 근거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모순은 앞에서 고찰한 차별 개념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같은 이해는 두 가지의 단계적 차

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 단계의 이해는 金七十論에서 구할

수 있다.

차별이란 3質을 갖추는 것이다. 무차별이란 오직 하나의 質이다. 천

상에는 오직 聲, 觸, 色, 味, 香이라는 다섯 대상이 있는 것과 같다. 이

다섯 대상은 동일한 즐거움(樂)을 본체로 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이

천상의 다섯 대상은 근심(憂)과 미망(癡)이 없는 것들이다. 인간 세계의

다섯 대상에는 차별이 있다. 즐거움과 고통과 미망이 상응하여 이루어

져 있기 때문이다. 신들의 지각 기관은 차별이 없는 대상을 취하고,

사람의 지각 기관은 차별이 있는 대상을 취한다.43)

여기서는 신들의 세계인 천상을 물질적 형체가 없는 세계로 간

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5大의 원인인 미세 원소, 즉 5唯가 아직

구체적 물질인 5大로 전개되지 않은 초현실의 세계를 천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인간의 세계는 그 5唯가 5大로 전개된 물질의 세

계이다. 이 점에서 5唯는 신들의 대상으로, 5大는 인간의 대상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천상의 5唯도 물질 원리에 귀속되는 한, 3질로

써 성립된다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제34송에 대한

주석에서 “거기서는 고통(苦)과 미망(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차이 없는 것들이다.”라고 설명했던 Mv가 제38송에 대

한 주석에서는 “거기에도 動質과 暗質은 존재하지만, 純質이 우세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라고 말한다.”44)라고 원론적으로 해석한

43) 差別者. 具三德. 無差別者. 唯一德. 如天上唯五塵. 謂聲觸色味香.

是五塵無差別同樂爲體故. 是天五塵無有憂癡. 人道中五塵有差別.

具有樂苦癡相應所成故. 諸天知根取無差別塵. 人卽知根能取有差別塵. 大正藏,

54, p. 1253c.

44) 각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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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상키야 철학에서 물질 전개의 보편적인 이론인 전변설

을 金七十論의 설명에 적용하면, 이 설명은 “3질 중의 純質이 다른

2질을 압도하는 것이 천상의 5唯이며, 3질이 상응하여 압도를 교

차하는 것이 인간 세계의 5大이다.”라는 취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인간 세계에도 5唯는 5大의 원인으로서 존재하지만, 3

질의 지배를 받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지각될 수 없으므

로,45) 그것은 신들의 대상으로 상정된다. 이러한 이해에 의하면,

신과 인간이라는 지각 주체의 차별에 의거하여 5唯와 5大의 차별

이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즐거움, 근심 또는 고통, 미망이라는 3질의 특성은 지각

의 주체인 인식자에게 귀속되는 심리적 속성이다. 그렇다면 이것

들의 有無를 물질적 대상에 적용한 것은 인식자의 속성을 대상에

투사한 것일 뿐이다. 여기서 “5唯에는 고통과 미망이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5唯는 차이가 없는 것”이라는 언명에 대한 둘째 단계의

이해가 요구된다. Tk와 Yd에서 시사하고 있는 둘째 단계의 이해

에서는 차별 개념의 지향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지각 기관들의 바로 그 대상들이란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 [지각

기관들의] 경우에, 신들과 요가 수행자들의 귀(耳)는 미세한 소리를 대

상으로 [지각하고] 粗大한 소리를 대상으로 [지각한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의 귀는 조대한 소리만을 대상으로 [지각한다.](Tk)46)

앞에서 말한 지각 기관들 중에서 귀 등의 다섯 지각 기관들은 인식

자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것을 대상으로 [지각

45) 이 점에서는 특히 迷妄을 특성으로 하는 暗質의 기능이 미세한 대상에

대한 지각을 방해한다.

46) ta eva viṣayā yeṣāṃ buddhīndriyāṇāṃ tāni tathoktāni.

tatrordhvasrotasāṃ yogināñca śrotraṃ śabdatanmātraviṣayaṃ

sthūlaśabdaviṣayaṃ ca, asmadādīnāṃ tu sthūlaśabdaviṣayameva. Tk,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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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 [지각 기관들의] 경우에, 신들의 지각 기관들은 善이 우세하

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보다도 바로 먼저 차이가 없는 순수한 것들

도 지각한다. 차이가 있는 것들을 파악한 요가 수행자들의 [지각 기관

들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의 지각 기

관은 暗質로 덮혀 있기 때문에, 오직 차이가 있는 것들만 [지각한다.]

(Yd)47)

위에서 Yd는 Tk보다 동일한 취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Yd에서는 제34송에 표명된 차별의 개념이 인식자의 지각에

서 연유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Yd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신들과 요가 수행자들이 미세한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이유로서

‘善의 우세’를 제시한 점이며, 신과 요가 수행자를 분리한 점이다.

물론 양자를 분리하지 않더라도, 앞서 도출한 첫 단계의 이해48)를

물질의 전개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인간의 현실 세계에 적용하

면, 5唯를 지각하는 神이란 요가 수행자로 불리는 聖者에 상당한

다. 그러나 Yd가 양자를 분리하여 설명하는 데에는 각별한 의도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善은 純質의 특성이며,49)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미세한 대상을

지각하지 못하는 이유인 暗質과 대조를 이룬다. 여기서 요가 수행

자를 신과 분리하여 설명한 이유는 요가 수행자가 인간에 속한다

는 점에 있을 것이며, 일반 사람들이 요가를 수행하는 경우를 상

정한 데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들을 파악한 요

47) teṣāṃ pūrvoktānāmindriyāṇāṃ yāni buddhīndriyāṇi pañca śrotrādīni

tāni viśeṣāviśeṣaviṣayāṇi pratipattṛbhedena. tatra devānāṃ yāni

indriyāṇi tāni dharmotkarṣādviśuddhānyaviśeṣānapi gṛhṇanti prāgeva

viśeṣāt yogināṃ ca saṃprāptaviśeṣāṇām. asmadādīnāṃ tu viśeṣāneva

tamasā parivṛtatvāt. Yd, p. 267.

48) 특히 “인간 세계에도 5唯는 5大의 원인으로서 존재하지만, 3질의 지배를

받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지각될 수 없으므로, 그것은 신들의

대상으로 상정된다.”라는 이해와 “차이의 有無를 물질적 대상에 적용한

것은 인식자의 속성을 대상에 투사한 것일 뿐이다.”라는 이해.

49) 그래서 Yd의 번역자는 善(dharma)을 아예 Sattva로 번역했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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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행자들”이라는 표현은 차별 개념의 지향점을 시사하고 있다.

‘차이가 있는 것들’을 파악하는 인식자는 인간이다.50) 그런데 이러

한 인간이 요가를 수행하면, 신들처럼 미세한 대상을 지각할 수

있다는 점을 그 표현은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신과

요가 수행자의 지각 기관은 純質이 우세하기 때문에 미세한 대상

을 지각한다. 그렇다면 요가의 수행은 純質의 우세를 초래하는 수

단이 된다. 따라서 요가의 수행을 통한 純質의 우세가 차별의 개

념에 함축된 지향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까지 고찰한 바는 Sk에서 차별의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과

차별의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言外의 의미였다. 전자는 차별 개념

의 용도에 속하고 후자는 차별 개념의 의의에 속한다.

차별 개념의 용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첫째는 일반적 용도로서 단순히 서로 다르다는 사실, 즉 相違

를 의미하는 것이다. 제39송이 이 용도에 속한다. 둘째는 Sk의 독

특한 용도로서 3질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차이를 지목하는 것이

다. 즉 ‘因의 3질’(3질의 균형)과 ‘果의 3질’(3질의 불균형)을 지목하여,

‘因의 3질’을 지목할 때는 ‘차이가 없다.’라고 표현되며, ‘果의 3질’

을 지목할 때는 ‘차이가 있다’라고 표현된다. 제15, 제16, 제27송이

이 용도에 속한다. 셋째는 지향점을 시사하는 言外의 용도로서, 각

각의 특성을 발휘하는 3질의 기능상의 우열을 지목하는 것이다.

제34, 제38, 제41, 제56송이 이 용도에 속한다. 이 중 셋째 용도에

서 차별 개념의 의의를 도출할 수 있다.

주석자들이 5唯는 質의 차이가 없는 것이고 5大는 質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言明을 설명하는 데는 3질 중의 純質의 강화라는

50) “viśeṣa(차이가 있는 것)라는 말은 粗大한 대상을 뜻하는 반면,

aviśeṣa(차이가 없는 것)는 미세한 요소를 의미한다. 전자는 세속의

일반인(凡夫)에 의해 인식되는 반면, 후자는 신과 요가 수행자에 의해

인식된다.” Yd, p. 273, 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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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지향점이 시사되어 있다. 이 실천적 지향점에는 요가의 수

행이 전제되어 있다. 5唯와 5大에서 차별의 有無는 인식자의 특성

과 상응한다. 신 또는 요가 수행자의 지각 기능에서는 純質이 우

세하고, 인간의 지각 기능은 3질로 혼융되어 있다. 5大는 3질의 차

이에 따라 樂과 苦와 癡로서 다르게 지각되므로 인간의 대상이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5唯는 일상적 인식에서는 지각될

수 없는 미세한 대상이지만, 純質이 우세한 신 또는 요가 수행자

에게는 樂으로서만 지각되므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미묘

하고 모호한 듯한 차별의 개념에는 純質의 강화라는 요가적 수행

의 가치가 전제되어 있다. 여기서 요가의 실천을 지향하는 상키야

철학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

51)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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