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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들어가는 말

현대의 힌두 또는 베단타(Vedānta) 학자들이 nāma-rūpa라는 용

어에 대해서 의식은 하고 있겠지만, 이 용어가 우파니샤드(Upaniṣa

d) 철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고 있는 학자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많은 불교 용어가 그렇듯이 nāma-rūpa 역시 우파니샤

* 金三黙 : Californ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 박사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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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서 빌려 온 용어로 불교를 철학 인식론으로 이해하는데 중요

한 개념이다. 그런데도 많은 불교 학자들은 이 용어가 불교 교리

체계에서 갖는 중요성을 그냥 지나치는 것 같다.

흔히 nāma를 명칭이나 정신으로 그리고 rūpa를 형태나 물질

(色)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처럼 정형화된 이해는 아비달마(Abhidha

rma)나 아비담마(Abhidhamma)의 발전과정에서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nāma-rūpa는 그 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dynamic) 심리 철

학적, 인식론적 의미를 갖고 있다. 안타깝게도 초기 불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용어의 중요성이 점차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

가고 있기 때문에 팔리(Pāli)경전에서 그 의미를 되찾아 보고자 하

는 것이 본고의 내용이다.

초기 불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 용어의 개념을 끄집어내기 위

해 먼저 베다와 우파니샤드에서 이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

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면 용어란 시대와 사상의 변천

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만, 그 본래의 의미를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인도 종교철학 전통 속

에서 nāma-rūpa에 대한 내용을 모두 열거하고 조사하기에는 범

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연구 범위를 좁혀서 가장 초기 베다인 리

그 베다(Rg-veda)와 초기 우파니샤드 중에서 특히 브르하다란야카

(Bṛhadāranyaka)와 찬도갸(Chandogya) 우파니샤드를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 불교는 팔리경전인 니카야(Nikāya)로 제한해서 살펴보겠다.

초기 불교에서 nāma와 rūpa를 각자 따로 쓸 때는 한 개체의 정

신과 형태의 측면을 부각해서 드러내는 용어로 쓰는데, 이 두 용

어가 복합어인 nāma-rūpa로 쓰일 때는 우파니샤드 전통보다는

더 역동적인 의미를 뜻한다. 따라서 본인의 견해로는 nāma-rūpa

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연기설과의 관계성을 정확히 파악

해야 한다고 본다.

연기설 중에서도 특히 구(九)연기설은 nāma-rūpa가 의식과 불

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즉 의식과 nāma-rūpa가 상호의지해

서 일어난다고 한다. 흔히 알고 있듯이 오온 가운데 수, 상, 행,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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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nāma와 동일하다면, 연기설에서 굳이 의식(viññāṇa)을 내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의식과 nāma는 동일한 것인가 아니

면 별개의 것인가? 동일하다면 nāma는 의식주체로 파악되며, 별

개라면 의식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이 두 가지

해석 모두를 지양함으로써 nāma의 본뜻이 밝혀질 수 있다고 본

다. 현재 서구 불교학계에서 활발한 연구 업적을 보여주고 있는

로스 리트(Ross N. Reat)와 수 해밀톤(Sue Hamilton)은 nāma-rūpa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리트가 nāma-rūpa는

의식대상이라고 하는 반면에, 해밀톤은 의식주체에 가깝다고 주장

한다. 본인의 견해로는 두 학자 모두 nāma-rūpa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중층적(重層的)이고 역동적인 구조를 한 측면에 국집해서 파

악하고 있다고 본다. nāma-rūpa라는 말 자체가 복합어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개념과 그 개념대상”이란 뜻이다. 그러나 이 용어

의 역동적 의미는 의식(viññāṇa : consciousness)과의 관계성에서만 분

명히 드러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nāma-rūpa는 의식대상일 뿐

만 아니라 의식내용 그 자체이다. nāma-rūpa가 불교 안에서 갖고

있는 중층적이고 역동적인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베다에서는 이

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2. 리그 베다의 nāma-rūpa 개념

베다경전 가운데 가장 일찍 만들어진 리그 베다(Rg-veda)는 우

리 인간들이 우주에 대해 극히 한정된 일부분만 알고 있다고 한

다. 그 주요 원인은 인간의 불완전한 언어 때문인데 인간은 신(神)

들이 갖고 있는 언어의 4분의 1만 사용할 수 있다.1) 따라서 언어

1) N. Ross Reat, Origins of Indian psychology (Berkeley : 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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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만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는 베다의 믿음을 전제로 한

다면, 인간의 무지는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다. 신들은 전지자

(全知者)인 반면에, 인간은 전체 언어의 4분의 1만 갖고 있기 때문

에 사물에 대한 개념화 능력도 그 정도 밖에 안 된다. 리그 베다

의 이러한 신화적 내용은 결국 인간의 언어나 인식능력의 불완전

함을 지적한 것이다. 언어는 사물에 대한 개념화 작업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고, 개념화 작업은 정신(manas : 범어, mano : 팔리어)2) 작용

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리그 베다에 따르면, 정신(manas)은

창조적인 힘과 친근감 그리고 인격적 특성 따위를 드러내는 기능

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런 기능 가운데 하나인 정신의 창조적 기

능이 개념화 작용과 연관되어 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정신

이 만든” 또는 “정신에 의해서 형성된”이란 뜻을 지닌 “mano-ma

ya”란 용어는 정신의 창조적 힘으로 밝혀지고 드러난 모두를 지

칭한다.

리그 베다에서는 nāma란 용어가 rūpa란 용어와 함께 합성어나

복합어로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3) 이 점이 리그 베다가

우파니샤드나 불교경전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nāma와 rūpa를 개

별적으로 살펴 볼 수밖에 없다. 앞에서 보았듯이 리그 베다에서

언어란 진리의 신성한 본질들 가운데 하나이며, 인간에게는 그 일

부분만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인간이 알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알

려진 부분을 nāma라고 한다. nāma는 단순한 호칭이나 이름이 아

니라, 각각의 개체가 갖고 있는 정체성(identity)에 대한 본질적 요

소다. 어떤 사물의 이름이 단순히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물의 특성을 드러내는 본질적 내용 그

자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들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신들의

Humanities Press, 1990), p. 61.

2) 로스 리트에 의하면, citta와 manas 둘 다 정신 기관의 기능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citta는 사고(思考), 그리고 manas는 정신을 지칭한다. ibid.,

p. 99.

3) ibid,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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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알고 있다는 뜻이며, 그것은 곧 그 신들과 대화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성자(聖者)들은 신들의 이름을 알게

됨과 동시에 그들과 교감할 수 있다고 믿었다.4) nāma에 대한 이

런 개념은 초기 베다에서만 아니라 후기 베다에까지 이어지고 있

다. 영웅들이 그들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영웅적 행위로 인해서

이며, 그들의 이름이야말로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 준다고 했다.

이처럼 리그 베다의 nāma는 “개체의 본질적 특성”을 뜻한다.

반면에, 리그 베다의 rūpa는 “보이는 형태”나 “드러남”이란 뜻

이 강하고, “개체로서의 몸체 (individual body)”5)라는 뜻은 매우 약

하다. rūpa는 정신에 대한 “육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추상명사로

써 “보인 것” 또는 “드러난 것”이란 뜻으로 썼다.6) 반야부 경전

가운데 특히 금강경과 반야심경에서 rūpa를 ‘색깔’(色)로 직역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 색깔이 넓은 의미에서는 ‘형태’라

는 의미임을 중국의 번역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결론적으로, 리그 베다의 rūpa는 비본질적이고 변화하는 성질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질을 지칭한 것이며, 결코 개체의 정체성을

드러낸 요소로 이해하지 않았다. 리그 베다에도 nāma-rūpa라는

용어가 보이지만, 곧 살펴볼 우파니샤드와는 달리 단지 사물의 정

체성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인 형태와 본질적 특성을 담고 있는 이

름을 설명할 뿐이다. nāma-rūpa라는 용어가 개체의 본질적 구성

요소보다 심리 철학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은 우파니샤드 철

학 시대부터였다.

4) ibid, p. 76.

5) ibid, p. 70.

6) ibid,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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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파니샤드의 nāma-rūpa 개념

1) nāma-rūpa 개념의 다양성

우파니샤드 시대는 중국의 제자백가 시대 이상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종교 철학적 이론과 방법론이 흥기했던 시대였다. 따라서

수많은 우파니샤드 저술 가운데 일관된 nāma-rūpa의 한가지 개

념을 찾아보기 힘들다. 때로는 한 저술에서조차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브르하다란야카 우파니샤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진실로, 이 세상은 이름(nāma)과 형태(rūpa) 그리고 행위(karma)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이름(nāma)은 언어(speech)를 원천으로 하고, 형

태는 눈을 원천으로 일어나며,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함께 하나의 “자

아(the self)”를 이루고, 이 하나의 자아는 결국 이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자아)은 현실이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영원 불멸

의 존재이다. 호흡(prana)은 영원불멸하며, 이름(nāma)과 형태(rūpa)는

현상 (real)에 불과하다. 이 두 가지(nāma와 rūpa)가 호흡을 베일처럼

가리고 있다.7)

위 인용문에 따르면, nāma와 rūpa는 현상적 실제일 뿐 영원불

사는 아니다. 그런데 동일한 텍스트임에도 다른 구절에서는 다음

과 같이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다.

7) S. Radhakrishnan, The Principal Upanisads (Harper Collins Publisher,

India, 1996),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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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즈냐발카여,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자로부터 떠나지 않

은 것은 무엇인가? “이름(nāma)입니다.” 이름(nāma)은 무한하고, 무한

한 것은 최상의 신들 (visve-devas)이다. 따라서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무한의 세계를 얻게 된다.8)

이 인용문에서 말하고 있는 nāma의 개념은 오히려 베다의 nā

ma 개념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nāma가

신과 동일하게 되었다. 즉 nāma가 개체의 본질을 나타낸다는 주

장이다. 위 인용문에 대해서 힌두 철학자 라다크리슈난(Radhakrishn

an)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nāma-rūpa : nāma와 rūpa가 함께 한 개체를 이룬다. nāma는 단순

한 “이름”이 아니라 개념 또는 생각(idea)이며, 원형(archtype)이고 본질

적 속성(essential character)이다. 반면에 rūpa는 그 개념 또는 생각이

실존적이고 현상적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모든 존재들에게는 이 두 가

지 요소가 함께 있다. 즉, 지성에 의해서 파악된 원리와 감각에 의해

서 알게된 (드러난) 현상이다. nāma는 내면적 힘이고, rūpa는 그 (내면

적) 힘이 지각될 수 있도록 나타남이다. 만약 우리가 이 세계를 하나

의 전체로 파악한다면, 우리는 단 하나의 nāma 즉 실질적 우주인 하

나의 rūpa를 인식하는 전(全)의식(all-consciousness)을 갖게 된다. 여러

가지의 nāma-rūpa는 (결국) 세계의식(the world consciousness)인 하나

의 nāma가 여러 가지 다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드러난 것일 뿐이다.9)

라다크리슈난의 해석 가운데 특히 nāma에 대한 그의 해석은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중 후자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ā

ma-rūpa는 현상적 실제일 뿐이라는 전자의 해석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라다크리슈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

파니샤드의 불멸의 nāma라는 개념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주

8) 이 텍스트의 번역자인 라다크리슈난은 이 문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설을 담아 놓았다. “남는 것은 결국 이름(nāma)이다. 이름은 죽은

뒤에도 소멸하지 않고 남는다.” ibid., p. 217.

9) ibid,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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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라고 주장하고 있다.10) 윤회의 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불교인들

이 지난 2000년 이상 고민해 왔던 문제이지만, 불교인들의 어떤

저술에서도 nāma를 윤회의 주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불교에서

말하는 nāma-rūpa에 대한 개념이 그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거

리가 멀다는 사실은 다음 장에서 밝혀질 것이다.

한편, 또 다른 우파니샤드 문헌 중 하나인 찬도갸 우파니샤드에

서 이해하고 있는 nāma는 브르하다란야카에서 살펴본 것과 차이

가 있다. “친애하는 이여, 마치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모두 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듯이, 변화하는 것은

단지 언어에서 발생한 이름(nāma)일 뿐이고 진실은 단지 진흙일

뿐이다.”11) 이어서 한 학생이 스승에게 이름보다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묻자, 그는 대답하기를 “언어(speech)가 이름보다 위대하

지만, 정신(manas)은 언어보다 더 위대하다”고 주장하고, 이어서

정신보다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

다.12) 이런 논의는 궁극적 제일자인 브라흐만이나 아트만 (Atman)

에서 종결점을 찾으려는 고전적 방법론으로 철학적 의미는 거의

없는 서술에 불과하다.

2) 정신과 rūpa 그리고 언어와 nāma의 관계

브르하다란야카 우파니샤드에 따르면, 정신과 언어가 우주생성

의 두 가지 근본적 측면이라고 본다. “정신(manas)은 개념적 그리

고 언어적 구조를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언어로 표현한 것들은 그

것이 무엇이건 그 형태를 상상할 수 있고 그것이 존재했던 대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13) 이런 개념적이고 언어적 구

10) ibid, p. 167.

11) ibid, pp. 446-447.

12) ibid, p.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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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nāma-rūpa라고 한다. 따라서 정신과 언어는 nāma-rūpa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다.

정신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우파니샤드 텍스트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브르하다란야카에서는 정신은 인식기관으로 욕

망이 이를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정신을 통해서

욕망을 추구한다.14) 이런 정신은 결코 통합된 정신기관이 아니라,

단지 독립된 한 기관일 뿐이다. 반면에, 카우시타키(Kausitaki) 브라

흐마나에서는 정신은 통합된 정신기관이라고 한다. “진실로 말하

건 데, 지적 인식이 없이는 언어가 알려 줄 수 있는 이름은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 정신이 다른 데 가 있어서

그 이름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15) 다시 말해서, 정신은

지적능력(intelligence)을 감각과 행위기관에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파니샤드 텍스트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

을 하고 있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파니샤드 전체에 흐르

는 정신에 대한 해석을 도출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정신에 대한 우파니샤드의 일반적 해석은 정신을 의식의 낮은

단계로 본다는 것이다. 왜냐면 정신은 일상적이고 감각적인 의식

그리고 행위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바꿔 말

하면, 정신은 절대적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

다. 브르하다란야카에 서 정신은 여덟가지 인식기관 가운데 하나

일 뿐이다.16) 그렇지만 정신의 우월성과 정신이 개인과 우주의 본

질과 동등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도 자주 발견된다.17)

우파니샤드에서 정신이 갖는 주요 기능은 감각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정돈된 개념으로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처럼 정신은 여러

기능들의 창고이면서 동시에 개념화 작업(conceptualization)과 긴밀

13) Reat, p. 192.

14) Radhakrishnan, p. 216.

15) Radhakrishnan p. 780.

16) ibid, p. 216.

17) ibid,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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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연결되어 있다. 우주의 성질(nature of universe)을 결정하는 것이

질적으로 다양한 정신 기능 때문이다. 정신은 질서 있는 우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원형을 제공하며, 형태인 rūpa를 인식

하는 것도 바로 정신의 이런 기능 때문이다. 이처럼 정신이 nāma

-rūpa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특히 형태(rūpa)

와는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우파니샤드의 rūpa는 개체성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리그 베다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인현상을 지칭하고 있다. 이미 앞

에서 살펴보았듯이, 리그 베다의 rūpa는 “눈에 보이는 특징” 또는

“색깔”이란 의미로 쓰였다. 리그 베다의 rūpa는 “물질(matter)”이나

“개체성”이란 의미를 띠고 있지 않으나,18) 우파니샤드의 rūpa는

정신으로 인식하는 개체성의 여러 요소 가운데 중요한 하나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우파니샤드에서는 nāma가 어떤 인식기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는가? 브르하다란야카에서는 언어(speech)는 nāma와

직결되어 있다고 한다. “언어는 인식기관이다. nāma는 언어를 인

식의 통괄자라고 이해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서 nā

ma를 표현하기 때문이다.”19) 여기서 보듯이, 언어는 정신이나 눈

(우파니샤드에서는 눈이 정신의 한 대표적인 대행기관으로 봄)으로 인식된

형태들의 이름들을 인식하는 인식기관의 하나이다. <우리 현대인

들이 언어를 단순한 의사 소통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언어는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 따위를 판

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칭송되고 있다.

이처럼 우파니샤드 시기에는 사물들 사이의 본질적, 개념적인

관계성을 밝혀주는 것이 언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 시기의

인도인들은 개념화 작업을 주로 언어적 현상(verbal phenomenon)이

라고 생각했다. 어떤 사물이 선천적으로 갖는 nāma, 즉 개념화된

것 (우리가 흔히 “이름”이라고 한 것)은 사물이 갖고 있는 형태가 실질

18) Reat, p. 176.

19) Radhakrishnan, p.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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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구성요소 만큼이나 그 사물의 전체를 드러내 보여준다고 보

았다. nāma는 사물의 발생이나 탄생 그 순간부터 사물(rūpa)과 뗄

래야 뗄 수 없으며, 그 사물을 개체화(individualizing)하는 요소라고

믿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형태(rūpa)의

본질적 측면으로서 이름(nāma)을 동시에 생산하는 창조나 발생은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아니면 피해야 할 고통스런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브르하다란야카에서는 이 의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태초에는) 우주에 구분이 없었으나, nāma와 rūpa에 의해서 구분이

생기게 되었고, 이(우주)가 이런 저런 이름과 형태를 갖게 되었다(고 한

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우주)가 nāma와 rūpa에 의해서 구분되고

있으며 이 (우주)가 이런 저런 이름과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20)

위 인용문에 따르면, 다양한 우주들이 원래는 전혀 구분이 없는

한 전체로부터 형성되었으며, 구분이 일어나게 된 요인은 다름 아

닌 이름과 형태인 nāma와 rūpa 때문이다. 여기서 nāma-rūpa라는

용어는 우주 진화의 아랫 단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드러내 보여주

고 있다. 왜냐면, nāma인 이름이나 호칭에게 부여된 일은 rūpa인

형태나 모양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이다. nāma-rūpa에 대한 이런

해석에 따르면, 자아의 진실한 실체인 아트만은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21) 자아의 행위와 형태에만 이름(nāma)이 붙여질 수

있으며, 자아의 진실한 본질은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된다.

그리고 진실한 자아의 본질에 대한 무지는 극히 부분적이고 불완

전한 대상들에 대한 욕망 때문에 더욱 증폭된 자아와 대상의 이

원성(二元性 : duality)을 만들어 낸다.

결국 rūpa와 협력한 nāma가 분리된 대상물에게 개체성을 부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체들이 자신들의 본질적 일체

20) Radhakrishnan, p. 166.

21) Reat,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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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아트만(=개체화된 절대아)과 브라흐만(=분리 이전의 절대아)이 원래

하나라는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nāma-rūpa가 만들어

낸 개체성(individuality) 때문이다.

이처럼 베다에서는 창조를 좋은 일이라고 보았으나, 우파니샤

드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았으며 삶 자체를 고통의 연속으로 보았

다. 그러므로 우파니샤드에서 추구하는 “nāma-rūpa로부터 해방”

은 본질적 자아를 얻거나 브라흐만이나 아트만과의 합일(合一)을

뜻한다. 따라서 “초기 베다와 우파니샤드의 신화적이고 심리학적

인 우주생성론에서 nāma와 rūpa는 다양한 우주를 생성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2)는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

결론적으로, nāma는 이름(名)으로 번역되지만 단순한 호칭이 아

닌 인간의 개념과 작업이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 rūpa는 한 개체

를 다른 개체로부터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요소로서 “형

태”이나 그 자체가 반드시 물질적인 것은 아니다. rūpa가 정신(ma

nas)의 대상이라는 것으로도 이 사실은 분명하다(정신은 또 다른 정신

적 내용을 그 대상으로 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nāma-rūpa를 통해서 생

성된 개체의 우주론적 기원은 실존적 개인의 구조에 분명히 반영

되어 있다. 그리고 실존적 개인의 언어(vak)와 정신(manas)은 분명

한 개체성을 구성하는 nāma와 rūpa를 인식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는 것이 우파니샤드의 주장이다.

22) ibid,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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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팔리(Pali) 경전에 나타난 nāma-rūpa 개념

1) 아비담마(Abhidhamma)논서와 초기 대승경전의 nāma-rūpa

초기 불교 텍스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nāma-rūpa의 개념은 이

미 살펴본 우파니샤드에서 사용된 용법과 매우 가깝다. nāma-rūp

a는 개체의 개념적 그리고 시각적 측면을 뜻한다. 그러나 붓다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기 시작한 아비담마 시대가 시작되

면서부터 두 용어에 대한 개념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그 대표

적인 예가 지금 대승과 남방불교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해석으로

서, nāma는 정신영역을 그리고 rūpa는 육체와 같은 물질영역을

뜻한다는 것이다.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 nā

ma는 네 가지의 비물질적 요소들인 수(受 : vedanā), 상(想 : saññā),

행(行 : saṅkhāra) 식(識 : viññāṇa)을 포괄하는 정신 영역을 뜻하고, rū

pa는 몸이나 형태(色)인 물질 영역을 뜻한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

은 것은 이런 단순화된 아비담마 논서들의 nāma-rūpa에 대한 이

해가 있는데도 불교철학 사상 전반에 걸쳐서 kāya를 물질적 몸(bo

dy)으로 그리고 rūpa는 형태(form)라는 추상명사로 이해하는 조심

성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아비담마 논사들이 rūpa를 육체나 물질로 이

해했기 때문에 rūpa가 들어간 복합어들의 의미도 본래의 의미와

달라졌다. 한 예를 들어보면, 느야나틸로카(Nyanatiloka)는 rūpa-kha

ndha와 sota-rūpa 둘 다 rūpa이지만 물질적 그룹에 속하지 않는

다고 했다.23) 그의 주장에 따르면 rūpa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

23) Nyanatiloka, Guide through the Adhidhamma-pitaka (Kandy : Buddh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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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rūpa-khandha이고, 다른 하나는 rūpa-dhātu이다. 그리고

rūpa-khandha는 rūpa-dhātu에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물질

적 그룹(rūpa-dhātu)의 외연이 비물질적 그룹(rūpa-khanda)의 외연보

다 크다는 뜻이다. 아비담마를 연구해 온 느야나틸로카가 이렇게

rūpa를 두 가지로 분류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

보다도 rūpa를 물질로만 해석했을 때 경전을 이해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초기 아비담마 논사들은 분명히 rūpa의 개념이 단순한

“물질”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욕계, 색계, 무색

계 삼계(三界)를 언급할 때 색계(rūpa-dhātu)와 nāma-rūpa란 용어에

서 사용하고 있는 rūpa는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다. 색계의

산스크리트어인 rūpa-dhātu는 욕계(kama-dhātu)와 무색계(arūpa-dhāt

u)의 중간에 속하는 세계로서 요가 명상수행을 통해서 얻는 하나

의 세계다. 흥미 있는 사실은 색계(rūpa-dhātu)는 순수 물질 세계가

아니라 형태(form)의 세계라는 점이다. 미세한 물질적 흔적을 부정

하지 않지만, 욕계와는 달리 형태 위주의 세계라 하는 데에는 rūp

a를 단순 물질로 이해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nāma-rūpa를 “정신과 몸”이라고 해석한 아비담마의 해석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는 팔리경전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 가장 오래된 대승경전은 도한경(稻稈經 : S

alistamba-sūtra)인데, 여기에서 nāma는 오온 가운데 비물질적 요소

인 수, 상, 행, 식이며 rūpa는 네 가지 요소인 흙, 물, 불, 공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아비담마의 해석과 일치한다. 따라

서 대승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미 중요한 용어나 개념들은 아비

담마와 같이 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아비담마 논

사들이 이와 같은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다. 리트(Reat)

는 붓다고샤(Buddhaghosa)마저도 nāma-rūpa를 네 가지 정신적 요

소와 네 가지 물질적 요소로 해석하는 것을 주저했다고 한다. 그

Publication Society, 1983),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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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테라바다(Theravada) 전통에서는 그러한 해석을 마침내 받아

들이게 되었다.24) 결국 초기 대승불교도들이 붓다고샤(5세기) 이후

에 교리체계를 정비한 테라바다 불교도들보다 일찍부터 nāma-rū

pa를 정신-육체의 관계로 해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팔리경

전이 테라바다경전이지만 아비담마의 nāma-rūpa에 대한 해석과

는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2) 의식(Vinnana)과 rūpa의 관계

우파니샤드에서 정신(manas)과 언어(vak)가 nāma-rūpa와 같이

연관되어 있듯이, 팔리 경전에서는 의식(vinnana)이란 용어가 nāma

-rūpa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파니샤드에서도 의식(vijnana

: 산스크리트어)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주로 “의식행위기관”이란

뜻이다. 우파니샤드의 의식은 정신이나 다른 인식기관보다 우위에

있으며, 더 내면적이고 본질적 의식으로서 그 하위에 있는 인식기

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에 팔리 경전에서

쓰인 의식은 어떤 특정한 인식기관이 아니라 의식작용 일반이란

의미로 쓰인 경우가 많다.

팔리경전에 따르면, rūpa인 형태(form)는 의식(viññāṇa)의 기능을

근거로 해서 존재한다. 의식작용 없이는 rūpa(형태)가 존재하지 않

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서 rūpa는 바로 그

볼 수 있는 의식(안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condition)이

된다. 그 안식이 발생하는 것을 분석해 보면, rūpa는 안식의 발생

조건이 된다.25) 따라서 의식과 대상(rūpa)은 불가분의 관계, 서로

떼어서 볼 수 없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음을 드러낸다.

24) Reat, The Salistamba Sutras (Delhi : Motilal Banarsidass, 1993), p. 12.

25) Reat, Origins of Indians Psychology, p.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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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rūpa가 인식의 대상(objec

t)임은 분명하지만 결코 물질 그 자체를 지칭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팔리경전 전반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는 rūpa의 의미는 “드러

나는 것” 또는 “나타난 것”(appearance)이란 형용명사로 해석한 경

우가 물질명사로 해석했을 때보다 훨씬 문맥의 흐름에 일치한다.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네 가지 요소(四大)인 흙, 물, 불, 공기도 똑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이 네 가지는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원자론처럼 물질의 네 가지 기본요소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네 가지는 우리의 인식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물질들이 분석되고

이해되는가를 나타낸 것뿐이다. 흙은 질감을 띤 것으로 인식하고,

물은 습하고 액체적인 것, 불은 열과 빛을 지닌 에너지, 그리고 공

기는 형체는 없으나 동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진 것이다. 인식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대상을 인식했을 때 받아들

여진 정보를 네 가지로 단순화한 것이 이들 네 가지 요소이다. 물

론 일부 팔리경전에서는 가끔 rūpa를 물질(matter)이란 뜻으로 쓴

곳도 있다. 많은 물질이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

측면에서 보면 이런 해석도 반드시 잘못되지 않았다.

팔리경전에서는 rūpa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rūpa-upādāna-khandha란 복합어는 rūpa란 용어를 심리적

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좋은 예다. 마지히마

니카야(Majjhima-Nikaya)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존재하게 되는

모든 형태들은 rūpa-upādāna-khandha에 포함된다.”26) rūpa-upād

āna-khandha를 직역하면 “(물질적)형태에 집착하는 그룹”(the group

of grasping after form)이다. 집착(upādāna)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팔리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둘째

는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견해에 대한 집착, 세 번째는 제사나 의

식과 같은 관습에 대한 집착, 네 번째는 영혼(atman)의 존재에 대

한 집착이다.27) 이상의 네 가지는 붓다 당시 종교 사상계에 널리

26) Majjhima-Nikaya, The Pali Text Society, Vol. I, p. 236.

27) Nyanatiloka, p. 215.



우파니샤드와팔리경전에나타난 Nāma-rūpa의개념∙85

퍼져있는 믿음을 네 가지 유형으로 요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

기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rūpa를 번역할 때 “물질적”이란

형용어를 덧붙인 팔리 문헌 학회(Pali Text Society)의 번역인 “물질

적 형태”(material form)란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따른 번역

인가 아닌가하는 문제다. 본인의 견해로는 “물질적”이란 형용어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괄호 안에 이 단어를 넣어서 쓴

것은 rūpa가 눈에 보이는 대상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물

질적”이란 용어가 “형태”란 추상명사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밝

혀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 물질적 형태(material for

m or shape)는 물질 그 자체(material substance)를 지칭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rūpa의 일반적 의미는 “볼 수 있는 의식(Vis

ual Consciousness)의 대상(object)”인 동시에 바로 그 의식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따라서 rūpa-upādāna-khandha 인 (물질적)

형태를 집착하는 그룹은 “육체(body)”란 의미는 없고 “의식이 발생

할 수 있는 외부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28) 다시 말하자면, 의

식(viññāṇa)과 형태(rūpa)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상호

의존적이다. 이와 같이 의식과 형태의 관계를 이해했을 때, “네 가

지 요소(四大)는 의식이 소멸함과 동시에 함께 사라진다”는 불교경

전의 내용도 이해할 수 있다.29) 만약 rūpa가 외부대상으로서 독립

된 실체의 의미라면 의식이 소멸한다고 해서 함께 사라질 수는

없는 일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어떤 한정된 시간이나 기간에 의식의 특징

은 눈, 귀, 코들이 접촉하는 대상의 특징에 따라서 결정된다. 눈으

로 사물을 인식했을 때는 눈의식(Visual Consciousness)이 발생하고,

귀로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귀의식이 발생하는 식이다. 이처럼 의식

은 반드시 그 대상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rūpa

28) Reat, ibid, p. 309.

29) Reat, p. 309. 즉, 四大는 물질적 원소로서의 네 가지 요소가 아니라,

개개인들이 체험한 물질에 대한 분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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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식의 필요 조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rūpa가 nāma와 짝을

이뤄서 의식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는 불교경전에서는 rūpa가 n

āma의 대상이 됨으로써 의식과 관계를 맺는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더 고찰해 보자.

3) 연기설 속에서의 nāma-rūpa

불교에서 말하는 nāma-rūpa는 연기설의 한 지분(nidana : 支分)으

로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nāma-rūpa의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이 용어가 연기설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십이(十二)연기설이다. 그

런데 흥미 있는 사실은 디그하 니카야(Dīgha-Nikaya)에서는 십이연

기설 대신에 십연기설과 구연기설들이 다양하게 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30) 연기설의 각 지분(Nidana)이 12개의 지분으로 구성되었

으면 십이연기설, 10개의 지분으로 된 것은 십연기설, 9개로 구성

되어 있으면 구연기설이라고 한다. 불교학자들 가운데는 구연기설

을 가장 초기의 형태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리트가 그의

저서 인도 심리학의 기원(The Origins of Indian Psychology)에서 이
런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31) 구연기설을 분석 연구한 리트는

nāma-rūpa란 용어에 주목하는데, 그의 분석은 지금까지의 연구들

과는 달리 전통적인 nāma-rūpa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고 있다. 본

인 역시 그의 견해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그와 수 해밀톤(Sue Hamilton)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본

인의 견해를 펴보겠다.

30) F. Max Muller, Sacred Books of the Buddhists, Vol. 3, p. 42.

31) Reat, ibid, p. 310.



우파니샤드와팔리경전에나타난 Nāma-rūpa의개념∙87

구연기설이 십이연기설과 다른 점은 첫 두 지분인 무명(無明)과

행(行)이 없으며 육입(六入)이 빠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 두 지분

이 빠졌다는 사실보다 더 큰 차이점은 각 지분의 상호의존성이

강조되었다는 사실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런 상호의존성이

야말로 연기설의 핵심 내용을 가장 합리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디그하니카야의 마하니다나 수딴따(Mahā-nidana-suttanta)

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접촉(觸 : phassa)의 원인은 무엇인

가? … nāma-rūpa가 접촉의 원인이다. … nāma-rūpa의 원인은

무엇인가? 의식(viññāṇa)이 그 원인이다.”32) 이어서 이 경전은 nām

a-rūpa와 의식(viññāṇa)이 상호의존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의식이

nāma-rūpa의 원인이며 동시에 nāma-rūpa가 의식의 원인인 상호

의존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구연기설의 또 다른 특징은 여섯 감각기관인 육입(六入 : 안, 이,

비, 설, 신, 의)이 생략되었고, nāma-rūpa가 직접 접촉의 발생조건이

라고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십이연기설에서는 접촉이 여섯 가

지 감각기관(六入)으로 이루어졌다는 반면, 구연기에서는 접촉이

두 가지로 나뉘어 설명되었다 : 두 가지란 언어적 접촉(adhivacana :

verbal)과 감각적 접촉(paṭigha : sensual)이다. 그러므로 nāma-rūpa를

불교의 다른 용어로 바꾼다면, 인식의 여섯 가지 외부대상인 육경

(六境 : 안, 이, 비, 설, 신, 의)으로 바뀌지만 오온(五蘊)으로는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이 리트의 주장이다.33) 리트의 이런 주장에는 논리적 문

제가 있기 때문에 뒤에 더 자세히 논하겠다.

그러나 수 해밀톤은 그의 저서 정체성과 경험(Identity and Expe
rience)에서 리트의 이러한 해석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 역시

nāma-rūpa가 오온과 같다고 보지 않지만, 두 용어 모두가 한 개

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비슷한 점이 많다고 본다.34)

32) Dīgha-Nikaya, Vol. 2, p. 52.

33) Reat, p. 316.

34) Sue Hamilton, Identity and Experience, (London : Luzac oriental, 1996),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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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해밀톤은 불교의 전통적 해석인 nāma-rūpa는 “정

신과 육체”(mind and body)를 뜻한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35) 해

밀톤은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팔리경전과 테라바다의 아비담마

특히 붓다고샤의 비수디마가(Visuddhimagga)의 해석을 인용하고 있

다. 그러나 비수디마가와 같은 후기 아비담마 논서들은 이 논고에

서 다루려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제외한다. 또한 근거로 제시

한 팔리경전들의 인용문 역시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

다. 그가 때때로 인용한 밀린다왕문경(Milindapanha) 역시 팔리문헌

가운데 후기 저술이므로 비중 있게 취급될 수 없다고 본다.

해밀톤의 nāma-rūpa에 대한 핵심 내용은 그가 근거로 제시한

마지히마 니카야 (MN. I. 53)와 수타니파타 (SN. II. 3f) 들의 nāma-r

ūpa에 대한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경전에서는 nāma를 “감

각”(vedanā : feeling), “인식”(saññā : apperception), “의지”(cetanā : volitio

n), “접촉”(phassa : contact), “관념 작용”(manasikāra : attention) 으로 구

성된 것이라고 정의한다.36) 이들 다섯 가지는 모두 정신적(menta

l) 내용이며 물리적 내용이 아님은 분명하다. 해밀톤은 다시 마지

히마 니카야 그 자체가 아니라 주석서인 파판짜수다니(Papancasu

dani)의 해설에 따라서 감각(受 : vedanā)은 감각요소(vedanakhan

dha), 인식(想 : saññā)은 인식요소(saññakhandha), 의지 (cetanā),

접촉(phassa), 관념작용(manasikāra)은 행(行)요소(samkharakhan

dha)라고 해석한다.37) 따라서 nāma의 개념에는 오온이 모두 포함

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을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다. 첫째는 주장의 근거가 초기 경전 그 자체가 아닌 후기

해석서 라는 것과, 둘째는 자신이 앞서 주장한 내용인 nāma-rūpa

는 오온과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과 모순된다. 흥미 있는 사실

35) ibid, p. 123.

36) Erich Frauwaller, Studies in Adhidharma Literature and the Origin of

Buddhist Philosophical System (Alba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p. 47.

37) Hamilton, ibid,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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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가 파판짜수다니의 해석을 따르면서도 경전(sutta-pitaka)에

서 nāma를 감각, 인식, 의지, 접촉, 관념작용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감각과 접촉은 연기설의 지분(nidāna)이고, 의지(cetana)는

행(行 : saṅkhara)에 포함된 것이다. 둘째는, 정신집중이라고도 해석되

는 관념작용(manasikāra)이 아직 개인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는 시점

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놀랍다. 관념작용을 정신적 행위(activity of th

e mind)라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더욱 기본적인 심리적 기관들

에 선행시킨다는 것은 이상하다. 셋째는, 인식(saññā)이 감각적 접촉(p

hassa)과 감각(vedanā)보다 선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인식은 감각적

내용과 직접 연관되어 있고, 개념은 좀 더 복잡한 심리적 과정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닌가?38)

해밀톤의 이러한 의문점들은 십이연기설을 근거로 했을 때 당

연히 일어나는 것이며, 특히 십이연기설을 한 개체의 발생과 발달

과정으로 해석하는 테라바다의 아비담마 전통에서는 nāma에 대

한 그런 해석이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구연기설

에서는 이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해밀톤이 제기한 위의

문제점들이 구연기설에서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해밀톤의 nāma-rūpa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자.

… nāma-rūpa는 한 개인에 대한 개념적 그리고 형태적인 청사진이

다 (the conceptual and formational blueprint of the individual). 연기

설의 측면에서 볼 때, 지속되는 무명(無明 : ignorance)은 개인의 정신

적 형성력(行 : samkharas)의 발생조건이 된다. 정신적 형성력(mental

formation)은 의식적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의식 (consciousness)

의 조건이 된다. (그리고) 이 의식은 nāma-rūpa의 발생조건이 되며,

이러한 개념적이고 형태적인 청사진으로서의 nāma-rūpa를 근거로 해

서 각 개인에게 고유한 심리적 기능을 갖춘 존재가 탄생하고, 늙고 그

리고 죽는다.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미래의 삶 속에서도 그 과정이

38) ibid,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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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된다.39)

nāma-rūpa를 한 개인에 대한 개념적이고 형태적인 청사진으로

본다는 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존재의 상태 (그 자신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를 강력히 암시

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해석 (위 인용문)을 하기 바로 앞

서 테라바다 전통에서 주장하는 수태과정을 인용하고 있다. 즉 의

식이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물질적 요소와 결합된 순간에 nāma-r

ūpa가 형성된다는 내용이다. 그 역시 이런 설명을 축자적으로 받

아들이지 않지만, nāma-rūpa를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그 가

능태로서 한 개인”이라는 주장에는 태아(embryo)라는 의미가 강

하게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는 nāma-rūpa에는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연기설 (그는 십이 연기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에서의 nāma-rūpa는 개인의 이름(name)과 형태(form)를 의미한

다고 했다.40) 물론 여기서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으로서 이름이 아

니라 한 인간에 대한 개념적 정체성 (the entire conceptual identit

y of the individual)이란 뜻으로 사용된다.41) 두 번째는 인간을 포

함한 모든 사물의 이름과 형태를 nāma-rūpa라 했다.42) nāma-rūp

a가 두 번째의 의미로 썼을 경우 nāma-rūpa가 의식에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설명이 어떤 경전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의 주장이다. 해밀톤의 첫 번째 해석인 청사진(Blueprint)으로서의

nāma-rūpa가 생태학적인 내용을 배제한 것이라 한다면, 그가 해

석하는 rūpa는 물리적 실체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위축시키고

있지만, 그 동안의 전통적 해석에서 벗어나 심리 인식론적인 해석

방법에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39) ibid, pp. 128-129.

40) ibid, p. 135.

41) ibid, p. 127.

42) ibid,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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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해밀톤은 nāma-rūpa를 “지각된 한 사물의 개체성

에 대한 포괄적인 호칭”(comprehensive designation of the indivi

duality of a perceived thing)이라고 해석한 리트의 견해에 반대

하고, “자신의 무지와 기질에 따른 한 개인의 개체성에 대한 포괄

적 호칭”(comprehensive designation of the individuality of a hu

man being according to his or her ignorance and formative acti

vity (avijja and samkhara))이라고 주장한다.43)

연기설이 우주 생성이나 발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 특히 심리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nāma-rū

pa를 인간과 직결시킨 해밀톤의 해석이 더 설득력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리트의 해석 역시 인간의 인식 대상인 nāma-rūpa

이기 때문에 인간과 무관한 외부대상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님

은 분명하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해밀톤은 리트가 nāma-rūpa

를 의식(consciousness)의 짝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

다.

이제 다시 마지히마 니카야와 수타니파타에서 정의하고 있는 n

āma-rūpa의 내용을 재조명해 보자. 이들 경전에서 rūpa는 네 가

지 요소인 사대(四大 : 흙, 물, 불, 공기)를 뜻하고 nāma는 감각(ve

danā), 인식(saññā), 의지(cetanā), 접촉(phassa), 관념작용(manasi

kāra)의 다섯 가지 내용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이미 해

밀톤이 지적했듯이 이들은 거의가 연기설의 지분(支分 : nidana)

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밀

톤의 지적처럼 이들 내용은 텍스트의 저자나 편집자가 부주의하

게 해석한 것일 뿐 본래의 nāma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일

까? 리트는 물론 본인 역시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술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접촉에는 언어적

접촉(adhivacana-samphassa)과 감각적 접촉(patigha-samphassa)

두 가지가 있다. nāma의 한 내용으로서 접촉은 언어적 접촉임이

43) ibid, pp.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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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고 (감각적 접촉은 rūpa와 관계 있음), 관념작용(manasikār

a)은 어떤 주어진 대상(rūpa)에 대한 개념적(nāma) 측면을 인식

하는 정신(manas)의 특별한 기능을 의미하고 있다.44) 의지(cetan

ā)는 의식의 개념적 내용(nāma)의 한 측면이다. 나머지 감각 (ved

anā)과 인식(saññā)은 어떤 의식의 발생에든 반드시 따르는 내용

이다. 따라서 언어적 또는 개념적 내용이 수반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rūpa)에 대한 실질적 의식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

서, nāma와 rūpa는 분리될 수 없으며 항상 동시에 함께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의식의 대상으로서 개념적이고 형태적인 nāma-rūpa

는 그 의식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 의식으로 인해 스스로의 내용

이 규정된다. 쉽게 얘기해서 이해한 부분만큼만 안다고 할 수 있

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의식과 형태(rūpa) 사이에 다섯 가지 감각기관들이 작용하고 있

음을 생략한 것이 구연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임을 앞서 밝혔다.

그렇다면 의식과 nāma 사이에는 정신인 manas(또는 manodhatu)

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트에 따르면 정신(manas)은 감

각의 총체(sensus communis)로써 다섯 감각기관들이 받아들인

정보를 구분하고 정리하며, 또한 선행한 의식으로 인해 얻어진 개

념(nāma)을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대상(rūpa)에게 적용

시키는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45)

결론적으로, 언어적 접촉에는 정신이 개입되고 감각적 접촉에

는 감각기관들이 개입된다는 내용인데 구연기설에서는 이들 여섯

기관들이 빠져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리트의 설명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nāma-rūpa라는 개념 속에서 연기설 전반

에 걸쳐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nāma의 내용 속에 이미 인식하고 접촉하고 관념화하는

작업들이 이뤄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연기설(십이연기든 구연기

든)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열거하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런

44) Reat, The Origins of Indian Psychology, p. 317.

45) ibid, p.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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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은 해밀톤이 앞서 제기한 내용과 같은데, 리트가 내린 nāma

의 개념정의인 nāma는 인식 대상(rūpa)에 대한 “개념” 특히 “언

어적 개념”(Verbal concept)이란 해석에 따르면 이런 문제 제기는

별 의미가 없다. 왜냐면 한 개념(nāma)의 형성에는 의식과 대상(r

ūpa)이 필요충분조건인데,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의 nāma에 대한

내용(감각, 인식, 의지, 접촉, 관념작용)에는 이 두 가지 필요충분

조건들 사이에서 일어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

어적 개념으로서 nāma가 선행한 의식으로 인해 전달되어 활동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여기서의 접촉(phassa)이 언어적 접촉

(adhivacana-samphassa)임을 고려한다면 nāma라는 용어 그 자체

에는 의식과 대상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선험적 개념으로서 nāma

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이해

하는데 이미 획득된 개념을 근거로 이해하려는 사실이 nāma의

이중구조, 즉 의식대상으로서 nāma와 의식내용으로서 nāma를 갖

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구연기설의 두 번째 지분(支分)

의 한 부분으로서 nāma는 의식대상으로서 측면을 서술한 것이지

만 그 자체가 이미 정신활동(manasikāra)을 내포한 의식내용이기

도 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rūpa 역시 객관적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으로 “경험된” 대상이란 의미로 쓰이고 있

다.46) 그렇다면 연기설 특히 구연기설에서 의식(Viññāṇa)과 nāma

-rūpa가 상호의존 관계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접촉(phassa)과 nāma-rūpa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왜

오온(五蘊)이 nāma-rūpa와 동일시 될 수 없는가를 간략히 살펴보

자.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도한경(salistamba sutra)은 가장 초기

에 성립된 대승경전 가운데 하나인데 이 역시 십이연기설을 주장

하고 있다.

46) 물론 경전에 따라서는 rūpa가 물질 그 자체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많다.

그러나 연기설에서는 대단히 심리적 의미가 강하다. Hamilton의

정체성과 경험 참조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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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無明)이 있어서, 욕심과 증오 그리고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데

이것을 행(行 : samskhara)이라고 한다. 대상들(objects)의 불연속적

나타남(appearance)을 의식이라고 한다. 의식과 함께 발생하는 네 가

지 비물질적 요소(四大 : 지, 수, 화, 풍)와 거기에서 분리되어 나온 물

질들을 (nāma와 함께) nāma-rūpa라고 한다. nāma-rūpa와 연결된 감

각 기관들을 육입(六入 : 여섯 감각기관)이라 한다. 이 세 가지(의식,

명색, 육입)가 동시에 만나는 것을 접촉(觸 : contact)이라고 한다. 접

촉 경험은 감각 또는 지각(sensation)이다.47)

위 인용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오온 가운데 첫 번째 요소인

색온(色蘊 : rūpa-khandha)은 nāma-rūpa의 rūpa에 해당하고 나

머지 네 가지 요소들은 nāma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전통

적 해석법이다. 그러나 십이연기설의 nāma-rūpa가 오온과 동일시

되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nāma-rūpa와 육입(여섯 감

각기관)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해 진다. 오온을 근거로 육입이 발

생한다는 내용은 경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nāma가 네 가지 비물질적 요소들이라면 그것은 내면적 주체성을

띤 것인데 그것들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인 육입과는 어떤 상관성

을 갖게 되는가?

이 문제는 구연기설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을 일으킨다. 만약 nā

ma가 의식과 전혀 다른 별개의 인식 주체성을 지닌 것이라면 첫

지분인 의식(viññāṇa)과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의식에는

두 가지 다른 종류가 있다는 뜻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따라서 n

āma를 네 가지 비물질적 요소인 수, 상, 행, 식과 같다고 하기는

곤란한 일이다.

47) Reat, The Salistamba Sūtra,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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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촉(Phassa : contact)과 nāma-rūpa의 관계

접촉(觸 : phassa)은 불교용어 가운데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

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용어다. 불교 교리를 체계화하고 있는

아비담마에서도 이 용어가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다. nāma

-rūpa와 의식(viññāṇa)이 함께 기능을 발휘하고 드러나게 된 것

도 접촉을 통해서였다. 이들 삼자 사이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내용

이 마하하티파도파마경(mahā-hatthipadopama-sutta)에 잘 설명되

어 있다.

존경하는 이여, 만약 온전한 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외부형태(rūp

a)가 (그 눈의 시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적절한 접촉(sa

mannahara)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의식

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여, 만약 눈이 온전하고 외부

형태가 (시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접촉이 없

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의식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눈이

온전하고 외부형태도 (시력) 범위 내에 있으며 (그들 사이에) 적절한

접촉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의식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48)

위 인용문에서 분명하게 서술했듯이, 우리의 감각기관과 그 대

상들이 함께 같은 장소와 시간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접촉(phass

a : “부딪침” 이란 번역이 원뜻에 가까움)이 없다면, 거기에 상응

하는 의식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좋은 시력을 갖

고 있더라도 어떤 특정 사물에 시선을 주지 않으면, 눈과 그 사물

과의 접촉이 없으면, 눈 의식(眼識)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구연기의 첫 지분(支分)인 의식은 구체적인 의식이 아니

라 일반적이고 가능태로서 의식이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

48) Majjhima-Nikaya, Vol. I, p.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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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nāma-rūpa가

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리트의 견해였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nāma-rūpa가 육경(六境)을 대신한 것이라고 보고 있

다.49) 그러나 이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nāma-rūpa를 육

경이라고 보면 의식이 다른 인식기관인 눈이나 귀들을 통하지 않

고 직접외부 대상을 인식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nāma-rūpa를 육경으로 대치할 수 있다는 주장은 nāma-rūpa

를 의식의 대상으로서만 파악하고, 그 의식의 내용이 된다는 사실

을 지나친 데서 온 무리한 해석이다.

디그하 니카야(Dīgha-Nikaya)는 nāma-rūpa의 개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nāma와 rūpa를 왜 따

로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고 한 쌍을 이루어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서도 직접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nāma 그룹(nāma-kaya)을 드러나게 하는 형태(modes), 특징(f

eatures), 성질 (characrter), 양식(exponents) 등이 없다면, rūpa 그룹(r

ūpa-kaya)에 언어적 접촉 (adhivacana-samphassa)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rūpa 그룹을 드러나게 하는 형태, 특징, 성질, 양식 등이

없다면 nāma 그룹에 감각적 접촉(paṭigha-samphassa)도 드러나지 않

을 것이다. … 만약 이들 형태나 특징 따위들이 nāma와 rūpa에 없다

면 언어적 접촉과 감각적 접촉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

… 그렇다면, nāma-rūpa를 드러내는 그런 형태나 특징 등이 없이는

접촉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 않는가? 그렇다.50)

어떤 대상이 다른 사물들과 구분되는 형태나 성질을 갖지 않고

있다면 개념화 작업에 참여할 수 없고, 그 형태나 성질이 개념화

되어서 언어로 표현되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한 대상(rūpa)을 표현

할 수 없다는 것이다.51) 즉 고유형태나 특성이 없는 것은 개념화

49) Reat, The Origins of Indian Psychology, p. 316.

50) Digha-Nikaya, pp. 58-59.

51) A. K. Warder, Indian Buddhism (Delhi : Motilal Banarsidass, 199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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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다. 개념화된 것은 그 대상을 갖고 있으며, 인식대상은 반

드시 개념화된 것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대상을 인식하려면 개념

이 같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nāma 그룹과 rūpa 그룹을 드러내

는 형태나 성질 없이는 언어적 접촉도 없고 감각적 접촉도 없다

는 설명은 두 가지 내용을 밝혀 주고 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접촉에는 언어적인 것과 감각적인 접촉이 있다. 둘째, 이 두 가지

접촉은 각각 nāma와 rūpa의 고유한 형태나 특징에 의지해서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수타니파타(suttanipata)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접촉은 nāma와 rūpa에 의지해서 일어난다. 소유한다는 것은 무언

가에 대한 갈망 때문에 야기된다. 따라서 갈망이 없으면 소유하고자

하는 것도 없게 된다. (그처럼) rūpa가 사라지면 접촉도 더 이상 접촉

할 대상이 없게 된다.52)

nāma가 언어적 접촉의 근거가 된다는 말은 언어가 개념을 근

거로 성립되었음을 의미하고, rūpa가 감각적 접촉의 근거가 된다

는 말은 감각은 반드시 그 대상 내용을 근거로 갖추었을 때만 일

어난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언어적 접촉이 nāma인 개념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언어적 접촉

은 rūpa에서 드러나며, 감각적 접촉은 nāma에서 드러난다는 것이

다. 이것은 과연 무슨 내용인가? 언어적 접촉이 rūpa에서 드러난

다는 것은 모든 (언어)개념이 인식대상(rūpa)에서 비롯된다는 뜻

이다. 한 개념에서 파생된 2차 개념 역시 선행하는 개념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개념

대상은 1차적으로 형태를 갖춘 것(rūpa)으로 한정지어서 보고 있

는 듯하다. 감각적 접촉이 nāma에서 그 형태나 특성을 드러낸다

110.

52) I. B. Honer and Walpola Rahula, The Group of Discourse (The Pali

Text Society),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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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인식대상(rūpa)의 특성이나 성질이 (언어)개념 속에서 구

체화된다는 뜻이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는 이미 가

지고 있는 개념을 적용했을 때만 그 감각이 전달한 내용을 구체

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비행기를 전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원시인들에게 비행기는 커다란 새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왜냐면 비행기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

다. 그러나 비행기라는 개념은 비행기라는 대상 (그것이 그림이나

이론적 설명이라 하더라도)이 없이는 형성될 수 없다. nāma-rūpa

는 이처럼 개념과 그 개념 대상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용어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분리할 수도

없는 관계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nāma-rūpa를 정신과 물질 또는 형

태라고 해석한 것은 그 근본적 의미에서 벗어난 것임을 알 수 있

다. nāma-rūpa는 베다 시대부터 부처님 당시까지 “개체성” (indiv

iduality)이란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름(nāma)이

각 개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고대 인도인들의 사고방식이 깊

이 베어 있음을 알 수 있다.

nāma라는 용어가 “하나의 개념”이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근

거는 고대 인도인들이 nāma를 거의 비슷하지만 형태(form)는 조

금씩 다른 사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53) 물론 불교인들은 우파니샤드에서 주장하듯이 언

어가 사물들 사이의 본질적인 개념적 관계성을 밝혀주는 것이라

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개념화 작업(conceptualization)이 언어적

현상이라는 주장에는 양측 모두 동의하고 있다.

해밀톤은 nāma-rūpa를 “한 개인에 대한 형태적 그리고 개념적

청사진”이라고 정의 내렸는데, 그의 해석은 nāma-rūpa를 인격적

주체성으로 파악한 우파니샤드 전통에 매우 근접한 것이다. 반면

53) Reat, ibid., p.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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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리트는 “의식에 주어진 대상에 대한 형태와 개념화 (the appea

rance and the conceptualization of a given object of consciousn

ess)”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nāma-rūpa를 육경으로 바꿀 수 있다

는 리트의 주장에서 분명히 읽을 수 있는 사실은 그가 nāma-rūp

a를 의식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두 불교학자들의

해석을 단순화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전자는 nāma-rūpa를 의식주

체로 파악하고, 후자는 이것을 의식객체인 의식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nāma와 rūpa라는 별개의 개념이 결합되었을 때 거기에는 이미

주관과 객관 또는 주체와 객체의 대립이라는 긴장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복합어가 불교에서 특히 연기설 안에서 사

용되고 있을 때는 접촉이라는 과정(process)을 매체로 해서 상의

상존(相依相存)의 관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구축하

게 된다. 그리고 “개념과 그 개념대상”이란 의미의 nāma-rūpa는

다시 의식(viññāṇa)과 상호의존 관계에 있게 되는데, 그 의존방식

역시 주관과 객관이라는 이분론적 구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nāma-rūpa가 의식의 대상이란 측면에서는 객관이지만 동시에 의

식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 내용이 없는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

는 형식에 불과할 뿐이다. 앞에서 살펴본 nāma의 내용들 (인식,

의지, 관념작용들) 모두가 의식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데서

그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nāma-rūpa는 “의식에 대

한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의 개념과 그 개념대상”이란 해석이 적

절하다고 본다. nāma-rūpa는 결국 의식을 근거로 했을 때만 그

의미를 갖게 되며, 의식 역시 nāma-rūpa를 근거로 해서만 성립된

다.

구연기설에서 보면 의식과 nāma-rūpa는 공시적(共時的)으로 공

존(共存)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선후는 물론 어느 쪽이

주체이고 객체인가 하는 문제는 별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식이 nāma-rūpa의 대상이라는 표현이나 nāma-rūpa가

의식의 대상이란 표현은 전적으로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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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입장에서보다는 형식과 내용의 관

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의식의 입장에서는 자신

이 형식이 되고 nāma-rūpa가 내용이 되며, nāma-rūpa의 입장에

서는 그 반대가 된다. 결국 어느 쪽이 형식이 되고 내용이 되는

지는 상호관계성 속에서만 파악될 뿐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는

없다. 초기 경전에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서로 의지하고 서 있는

두 개의 짚단에 비유한 것은 그런 관계를 잘 드러낸다.

5. 맺는 글

리그 베다에서 쓰이는 nāma는 개체의 정체성과 그 본질을 드

러내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어떤 사물의 이름인 n

āma를 아는 것은 그 사물 자체의 본질을 아는 것과 동일시되었

다. 반면에 rūpa인 형태는 개체의 정체성과는 무관하며 단지 한

사물의 다양한 형태나 모습이란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리그 베다

시대에는 nāma-rūpa가 한 독립된 사물의 정체성을 그 형태와 본

질적 이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표현하는 의미로 쓰였다.

우파니샤드 시대에 이르러서는 nāma-rūpa가 심리 철학적인 의

미를 갖게 된다. nāma는 근원적으로는 그 대상인 rūpa에 속해 있

으면서, 그 대상을 개체화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리그 베

다의 nāma와는 달리, 우파니샤드의 nāma는 그 대상(rūpa)의 실

질적 본질이라 하지 않고 단지 개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 요

소라고 이해한다.54) 따라서 우파니샤드 특히 초기 우파니샤드 시

대의 nāma-rūpa는 한 개체가 갖는 정체성의 두 가지 측면인 “형

태”와 그 형태에 개체성을 부여하는 고유명사로서의 “이름”이란

54) ibid.,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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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며 “본질”이란 의미는 없다.

우파니샤드에서 정신(manas)은 형태(rūpa)의 원천이자 그 인식

자(perceiver)로서의 기능을 하고, 언어는 이름(nāma)의 원천이자

그 인식자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믿었다. 이처럼 nāma-rūpa는 그

자체가 실체성(reality)을 지닌 것이 아니라 정신(manas)과 언어(v

ak)에 의지해서 드러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우파니샤드의 성자들

에게는 nāma-rūpa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이 수행 목표였다.

nāma-rūpa가 비록 브라흐만(Brahman : 절대자)으로부터 그리고

그 브라흐만으로 인해 창조되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허상에 불

과한 것이라고 파악한 우파니샤드의 수행자들은 nāma-rūpa의 존

재론적 측면을 부정하지 않지만 인식 심리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

고 있다. 반면에, 리그 베다의 nāma-rūpa는 전적으로 존재론적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남방불교와 대승불교 양쪽 모두가 nāma-rūpa를 오온의 다섯

가지 요소(색, 수, 상, 행, 식)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불교철학사

에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두 전통인 리그 베다로

대표되는 베다 시대와 그 이후의 우파니샤드 시대의 가르침에서

는 이러한 불교적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뿐

만 아니라, 초기 경전 특히 팔리경전 전반에 걸쳐서도 그렇게 해

석할 만한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 nāma-rūpa라는 복합어의 rūpa

가 오온의 첫 번째인 색온 rūpa-khandha와 동일어라고 하더라도,

nāma가 그 나머지인 네 가지 정신적 요소(수, 상, 행, 식)을 함축

하는 용어라는 근거는 초기 경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면 언제부터 nāma-rūpa가 정신과 육체라는 이원론적 의미

로 쓰이기 시작했을까? 이 문제는 별도의 연구를 요구하는 것이

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지 아비담마의 발달과정에서 그러한 해석

이 틀을 잡아가게 되었다고만 언급해 두자. 아비담마 논사들에게

는 사물(dharma)들을 해체해서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한 일이었

다. 따라서 연기설을 개체의 생성, 발달, 소멸과정으로 파악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nāma-rūpa가 개체성의 정신과 육체의 두 측면



102  ∙印度哲學 제10집

을 드러내는 용어로 이해되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었던 것 같다.

삼세양중인과설(三世兩重因果說)은 연기설을 극단적으로 “개체 발

생에 관한 학설”처럼 해석한 좋은 보기다. 그러나 그런 이해나 해

석은 연기설의 본 뜻에서 벗어난 것이다. nāma-rūpa의 의미를 이

해하면 연기설이 결코 생물학적 개체발생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초기 불교의 nāma-rūpa는 우파니샤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불교에서는 이 용어가

우파니샤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보다 더 비중있게 취급하며, 정

신(manas) 또는 의식(viññāṇa)과의 관계성이 우파니샤드와는 다

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불교의 nāma-rūpa는 의식의 조건이며

동시에 의식에 의지해 있는 상호의존 관계에 있다. 반면에 우파니

샤드에서도 의식과 nāma-rūpa가 함께 작용하기는 하지만 상호의

존 관계는 아니다. 그리고 우파니샤드의 의식은 그 자체가 질적이

고 물리적인 특성을 갖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팔리경전에서는 nāma를 정신(mano)이 제공한 하나의 “개념”

그리고 rūpa는 “형태”나 “드러난 대상”이란 의미로 이해되고 있

다. 그러나 이 두 용어가 복합어로 사용될 때, 특히 구연기설 속에

서 의식(consciousness)과 관계를 맺는 nāma-rūpa로 사용될 때는

중층적(重層的) 구조를 띤 심리 인식론적인 의미가 강한 내용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한 개념(nāma)과 그 개념의 대상(형태 : rūpa)

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다시 그 둘의 관계가 의식(vinnana)

과는 어떤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이해했을 때, 불교의 nāma-

rūpa가 갖고 있는 역동적 의미, 즉 nāma-rūpa는 그 대상(rūpa)을

개념화(nāma)하면서 부단히 활동하고 있는 의식의 또 다른 측면

이란 사실, 를 알게된다.

nāma-rūpa를 “독립된 개체”나 “인격체”라는 주체성을 띤 것으

로 이해하는 데도 문제가 있으며, 그 반대로 의식의 “상대적 개념

대상”으로 보는 데도 문제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불교에서는 본질

적 정체성(identity)이나 객관적 실체성(reality) 모두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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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āma-rūpa는 의식(viññāṇa)과 더불어서 그러한 정체성과 실체성

의 허구가 어떻게 발생하고 서로 지탱해주는 지를 보여주는 중요

한 불교인식철학 용어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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