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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빈도의 통합적 사상에 관한 고찰

철학적 개요, 해석 및 의의

황용식*1)

Ⅰ 들어가는 말. Ⅱ 쉬리 오로빈도의 통합적 사상. Ⅲ 해석과 재구성을 통해

본 오로빈도의 통합적 사상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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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리 오로빈도의 사상은 베단타와 밀교를 중심으로 진화론 등의 여

타의 사상을 조화시킨 통합적 사상이다. 이러한 그의 사상에 있어서 철

학적 측면은 우선 영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그가 구성한 궁극적 실재로

부터 초심(超心, Supermind)를 거쳐 마음, 생명, 그리고 물질에 이르는

것으로 보는 형이상학적 성격의 통합적 우주론, 그리고 그러한 틀 안에

서의 퇴전(退轉), 진화, 하강 및 초심적 현현이 중심이 된다. 그리고 우

리는 이러한 내용의 개요를 해석을 보태어 보다 현대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의 것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재구성한 오로빈도의 통합적 사상의 현대적 의의는 현대의

켄 윌버와 같은 이의 통합적 사상과 비교해볼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다. 윌버의 사상은 한 때의 오로빈도의 영향을 극복하고 근대와 후기근

대 사상의 장점을 더욱 강조하여 수용하면서 이제는 이른바 통합적 탈

형이상학의 입장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오로빈도의 것과 같은 구

제론적(救濟論的) 사상이 구체적인 시공(時空)의 장(場) 속에서 그 구제

의 소임을 실제적으로 다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으로 유관한 측면을 끊임

없이 점검하고 혁신해 나아가야한다.

Ⅰ. 들어가는 말

세계화(globalization)의 과정과 다양한 분야 사이의 활발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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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및 포스트모던적인 가로지르기 등의 활동의 결과로서 계속적

인 분화와 아울러 통합의 움직임 또한 점차로 두드러져 가고 있

다. 최근에 이른바 “영적인 혁명”으로도 일컬어지는 영성 또는 정

신성(spirituality)1)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요가나 명상을 포

함한 활발한 수련의 움직임도 또한 이러한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무릇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부

딪히게 되는 근본적인 실존적 문제는 자신과 삶과 세계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며, 다른 많은 존재자들, 또는 존재와 더불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올바른

또는 최적의 인식의 요청은 발달하는 인류 문명과 그에 따라 점

차로 넓고 복잡해지는 전망을 반영하며 자연스럽게 통합적인 인

식과 실천의 창조적 추구로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

실상 고대의 우파니샤드와 고따마 붓다, 공자와 플라톤으로부터

현대의 Sri Aurobidndo나 Ken Wilber의 이르기까지의 주요한 사

상들은 시공을 초월한 영역을 포괄하면서도 역사사회적 흐름을

따라 시대에 보다 적절한 형태로 분화ㆍ통합되어 새로운 모습으

로 등장한 사상들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쉬리 오로빈도(1872-1950)는 라다크리쉬난과 더

불어 현대인도철학을 대표하는 사상가로 손꼽히고 있지만 그 자

신은 스스로를 Yogi로 보았고, 아울러 시인과 정치적 면도 함께

지니고 있는 다면적인 인물이다. The Life Divine2)과 The Synthe

sis of Yoga3) 등을 포함한 다수의 저술로 드러나는 그의 사상은

대체로 나름대로의 통합적인 철학에 바탕을 둔 통합적인 수련4)을

1) ‘spirituality’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필자로서는

그것의 우리말로의 번역은 ‘영성’ 또는 ‘정신성’ 등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연구에서 이와 같이 다의적이고 다소 모호한 용어의

번역은 맥락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하고자 한다. 황용식(2006) pp.

208-212; Wilber(2000) pp. 129-135 참조.

2) Aurobindo(1970a).

3) Aurobindo(1970b).

4) 오로빈도가 사용하는 Yoga라는 말은 하나됨(union)이나 실천적

오로빈도의 통합적 사상에 관한 고찰 ∙ 165

제시하고 있다. 베단타 철학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여 딴뜨라적인

내용과 통합하며 진화론을 의식과 우주 전체의 진화로써 재해석

하여 수용한 그의 통합적인 사상과 그 실천적 수련으로서의 이른

바 통합요가(Integral Yoga)는 새로운 면모와 정치한 내용으로 인

해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의 통합적인 사상과 수련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5) 그의 영향 또한 광

범위한데 특히 오늘날 대표적인 통합사상가의 한 사람인 윌버에

준 영향과 그 사상적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오로빈도와 그의 사상 및 수련에 관한 연구는 국제적

으로 한동안 활발하여 많은 연구서와 논문이 나왔지만,6) 필자의

파악으로는 국내에서는 아직 그의 저서에 대한 번역이 없고, 연구

로서는 김병채7), 정승석, 김호성, 그리고 김상국의 네 편 정도가

보이고 있다.8) 이 중에서 정승석은 힌두 사상의 정신 진화론 에

서 오로빈도의 정신 진화론을 우파니샤드와 리그 베다 및 샹키야

과 연관하여 그 근거 또는 배경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있다.9) 그

심리학(practical psychology)과 같은 다소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의미도

지니지만, 주로는 그러한 하나 됨에 이르는 노력이나,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으로 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Yoga라는 말에

대한 가장 적절한 역어는 아마도 수행(修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요가나 명상이 종교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보다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 시대의 분위기에 보다 어울리는 역어는 아마도 수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오로빈도의 요가를 가리킬 때에는 맥락에

따라 Yoga, 수행, 또는 수련이라는 역어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것이다. Aurobindo(1970b) p. 39, 528 참조.

5) Bruteau(1969), Colline(1970), Leyden(1974), 김상국(2002), Kobayashi(2005) 등.

6) 현재 한 학술정보검색 사이트(KERI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

riss4u.net/index.jsp)에서는 쉬리 오로빈도에 관한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62편과 단행본 88권을 포함한 많은 연구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김병채(1994). 이는 오로빈도의 신체 교육과 제 6차 체육과 교육과정을

비교한 것이다.

8) 이외에도 임근동(1996)에서는 베다에 대한 오로빈도의 현대적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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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김호성은 그 뒤를 이어서 이샤 우파니샤드에 대한 샹카라
와 오로빈도의 해석을 전문적인 수준에서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

다.10) 최근에 이뤄진 김상국의 연구11)는 오로빈도의 사상과 수행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정초적 성격의 연구를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12)

오로빈도의 사상에 관하여 이렇게 많은 연구가 국제적으로 이

루어져서 그 성과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제 국내에서도

기본적인 연구가 시도된 이상 그의 사상에 관한 보다 새로운 접

근이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오로빈도의 통합적

인 사상을 특히 그 철학적 개요와 그것에 대한 필자의 해석을 필

자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재구성하고 그것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제Ⅱ장에서 오

로빈도의 통합적 사상을 특히 그의 철학적 사상을 중심으로 그

개요와 그것에 대한 필자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해 재구성하는 방

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그렇게

개요와 해석으로 파악된 오로빈도의 통합적인 철학적 사상의 현

대적 의의와 과제를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할 것이다. 이 연구의

방법으로서는 문헌학적인 것을 포함한 일반적인 인문학적인 방법

과 아울러—그것의 중심적인 하나이기도 하지만—필요에 따라서

명상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현상학적 탐구와 해석학적인 방법 등

을 자유롭게 활용할 것이다.

9) 이 논문은 아마도 국내에서 쉬리 오로빈도의 핵심적인 사상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로 봐야 할 것 같다.

10) 김호성(2000).

11) 김상국(2002).

12) 그의 이러한 시도에서 Bruteau(1971), Pandit(1987), McDermortt(1987)

등의 이차적인 연구에의 의존도가 다소 크고 보다 전문적인 논의가

부족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오로빈도의 사상과 수련 전체에 관하여

학문적인 탐구로써 널리 소통 가능한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는 면모

상당한 기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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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쉬리 오로빈도의 통합적 사상

그렇다면 쉬리 오로빈도의 통합적 사상의 개요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오로빈도는 그의 근본적으로 우주론적이고 철학적이

며 넓은 의미의 심리학적인 성격도 아울러 지닌 그의 통합적인

사상을 대표작인 The Life Divine에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ㆍ심리학적 이해는 그의 수행ㆍ실천론을 집

성한 The Synthesis of Yoga에서도 그 바탕과 맥락, 또는 때때로

내용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그의 다른 저

술들의 상당한 부분은 그의 이 두 대표적 문헌을 통해 제시된 철

학과 실천 사상이라는 두 주제의 다양한 변주(變奏) 또는 확장으

로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1. 통합적 우주론, 퇴전-진화-하강 및 초심적 현현

쉬리 오로빈도의 철학적인 사상13)은 인도의 전통 사상의 바탕

위에서 서양의 유관한 사상까지 포함하여 형성한 일종의 통합적

인 우주론(Integral cosmology)이고, 그 근간이 되는 것은 퇴전(退

轉, involution)14)과 진화(進化, evolution) 또는 상승(上昇, ascent),

13) 오로빈도의 사상을 이해하고 그것에 관하여 소통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의 하나는 그가 기존의 용어를 자신 나름대로의 의미로 사용하거나, 또는

전혀 새로운 술어를 만들어서 쓰기도 한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중요한 술어나 개념의 번역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따라서 필자는 기존의

역어를 참조하면서 나름대로의 번역을 시도하거나, 또는 맥락에 따라서

원어를 쓰거나 병기하는 보다 자유로운 방식을 취할 것이다.

14) 퇴전(退轉)은 김상국의 번역인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김상국(2002)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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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강(下降,descent) 또는 현현(顯現, manifestation)이라고

하는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도 다소 형이상학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가장 역점을 두어서 강조하고

따라서 그의 사상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는 것은 초심적 현현 (超

心的 顯現, Supramental Manifestation), 즉 초심(超心, Supermind)

또는 수승(殊勝)한 마음15)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사상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필자는 스스로 잠정적으로 재해석과 재구성의 방법론16)으로 부르

15) “Supermind”라는 용어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말 번역은 “수퍼

마인드”(길희성(1984) p. 259), “초월적 마음”(이지수(1991)),

“초월심”(정호영(1988)), “슈퍼마인드”(이지수(2002)), “초정신”

(김상국(2002) p. 58) 등으로 다양하다. 필자는 이 용어의 번역이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연구가 더 소요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로빈도 자신은 Supermind에 관하여 이렇게도 말한다. “mind

itself super-eminent …,” “a principle superior to mentality …”

Ashram(1978) “Supermind”. 전자의 뜻으로는 초심(超心)이라고 할 수

있겠고, 후자의 뜻으로는 수승(殊勝)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필자는 이 두 역어, 또는 다른 것을 잠정적으로 유연하게 사용하고자

한다.

16) 이는 방법론에 관한 문제제기이고 인문학 일반의 주제에 대한 연구

방법론의 문제와도 연관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역설적인 면이 있다. 그리고 인문학의 많은

학문은 시공(時空)의 변화를 넘어 보다 영속적인 주제를 다루는 면이

있다. 따라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 및 그것과 연관된 활발한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과 맞물려 지식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 세계에서

상황에 초연한 인문학은 자칫하면 자신의 실존의 근거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기에 그러한 초연한 연속과 역동적 변화 사이의 유연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여읜 태도로 어떤

보편적인 성격의 주제와 씨름하는 전통적인 인문학적 방법론과 함께

다소 고전적인 성격의 내용을 분석, 해체하여 현재의 시대상황에 유관한

내용을 선택, 가공하여 다시 보다 시의적절한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방법론을 병용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인문학적 내용을 의식적 융해와

재주조(再鑄造)라는 문화적 제련(製鍊)을 통해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어넣어 갈 수 있게 하는 이 방법을 필자는 임시로 재해석과 재구성의

방법론(a methodology of re-interpretation and reconstruction)으로

부르고자 한다. 더구나 현대의 통합적인 사상의 맥락에서 시대의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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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오로빈도의 통합적인 사상에서 유

관한 내용을 선택하여 개요로 삼고 그것에 대한 보충적인 해석을

보태어 간략하게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17)

오로빈도의 통합적인 철학적 사상: 개요와 해석에 의한 재구성18)

(1) 궁극적 실재(實在, reality)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다.19) (2) 이는

사고와 언어를 넘어서 있기에 근본적으로 지칭하거나 표현할 수 없

다.20) (3) 그러나 일종의 은유(隱喩)로서 관행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다양하게 부를 수 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문화권에 따라 그렇게 여

러 가지로 불러왔다. (4) 궁극적 실재를 가리키는 그러한 명칭에는 바

로 이 궁극적 실재, 절대자 등이 있고, 특히 인도정통철학의 전통에서

는 이를 그것(Tat), 브라흐만(Brahman), 영/정신(Spirit), 등으로 불러

왔다. (5) 그런데 이러한 주제를 논의하는 우리 인간과 우리가 경험하

타고 가며 스스로도 재생성과 재창조를 해가는 이러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방법론은 더욱 필요할 것이다.

17) 이렇게 넓은 의미의 명상적인 것을 포함한 현상학적이고 해석학적인

철학적인 성격의 탐구는 다소 실증적인 입장에서 문헌학적인

전거(典據)와 추론 및 논증에 의거하는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탐구와

함께 상호보완적인 인문학적 탐구의 하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그러한 방법은 일상적인 수준의 마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과 탐구를 학문으로서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오로빈도의 사상처럼

의식과 마음의 상위의 영역에 대한 탐구와 그것에 관한 연구의 한

방법으로서 적합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아무튼 주 90에서 윌버의

이른바 “통합방법론적 다원주의”에서처럼 연구나 탐구의 방법론 자체에

대한 이해나 메타적 탐구가 요청되며 필자는 그것을 포함한 주제에 관한

연구를 준비 중에 있다.

18) 오로빈도 사상을 이렇게 재구성함에 있어서 현대세계에의 유관성을

염두에 두며 궁극적 실재 등에 관한 이른바 형이상학적인 상세한

내용이나 다소 지역적인 성격의 논의는 많이 줄이고 그 대신 실제적인

발달 또는 진화 단계 등의 부분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19) Aurobindo(1970a) pp. 25-32, pp. 374-79 참조.

20) “The Absolute is the ineffable x overtopping and underlying and

immanent and essential in all that we can EXISTENCE or

NON-EXISTENCE.” Ashram(1978) “The Absolute”, 필자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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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존재자들의 현상태는 그러한 궁극적 실재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면에서 그것보다 하위의 상태21)에 있다. (6) 따라

서 궁극적인 실재와 그러한 다양한 현상을 관계지울 필요가 있다.

(7) 인간은 누구나 의식적이든 아니든 궁극적 실재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함에의 성장을 염원하며 그것이 적절하든 아니든 나

름대로의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8) 이러한 근본적인 움직임은

정도와 양태가 다를지라도 다른 생명체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 (9) 뿐

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이 없다고 보는 다른 무기적인 존

재자들의 움직임도 보다 넓고 장기적이거나 미세하고 주의 깊게 살펴

본다면 역시 동일한 범주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22)

(10) 그렇다면 모든 현상적 존재자들이 보이는 이러한 공통된 근본

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러한 움직임의 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지칭할 수 있는 표현은 바로 진화(進化, evolution)이다.23) (1

1) 근대 서양에서 Charles Darwin 등이 제시한 진화론은 이러한 범우

주적인 진화의 하위의 생물학적인 어떤 면을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24) (12) 따라서 모든 현상적 존재자는 궁극적 실재를 향해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14) 그러면 이렇게 진화를 염원하여 나름대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

는 모든 현상들은 어떻게 지금 의 이러한 현상으로 있게 되었으며,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진화를 염원하게 되는 것일까? (15) 그것은 궁

극적 실재가 모든 현상이 그렇게 현상으로 존재하게 한 원천이자 근

거이기 때문이다.25) 따라서 모든 현상은 궁극적 실재의 드러남(manife

station, 현현顯現)이다.26) 그런데 궁극적 실재는 어떠하며, 그것은 어

떻게 하여 이러한 모습의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었는가?

21) “Lower nature (existence)” Aurobinodo(1970a) pp. 934-936, pp.

1001-1002, “Outer nature” 등.

22) Aurobindo(1970a) pp. 252-261. pp. 702-725.

23) Aurobindo(1970a) pp. 702-725, pp. 824-888.

24) Aurobindo(1970a) p. 55, p. 199.

25) “In relation to the Universe the Supreme is Brahman, the one Reality

which is not only the spiritual, material and conscious substance of all

the ideas and forces and forms of the universe, but their origin,

support and possessor, the cosmic and supracosmic Spirit.”

Ashram(1978) “Brahman”.

26) Aurobindo(1970a) pp. 40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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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러한 실재와 현상의 영역에는 수준(levels)이란 것이 있다.27)

(17) 각 수준에는 존재와 인식, 그리고 가치 등의 측면이 있다.28) (18)

궁극적 실재와 우리의 일상적 삶의 수준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미

언급했듯이, 스스로 우리의 일상적 수준에 속하면서 주로 그 수준에

속하는 현상을 지칭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생각과 언어로서 그보다 훨

씬 높게—또한 깊게—위치한 궁극적 수준을 적확하게 묘사할 수 없다.

(20) 그러나 언어의 상징적 기능을 살려서 은유로써 묘사해본다면 그

러한 궁극적 실재는 순수한 존재(Sat, Existence)와 의식(Cit, Conscio

usness)과 환희(Ananda, Bliss)의 속성 또는 측면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순수 존재-의식-환희(Sat-Cit-Ananda)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분리(division)를 그 특성으로 하는 우리가 머문 이성

(理性)의 수준에서 이렇게 세 측면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는 그 절대적

존재는 그 스스로는 그러한 면들을 유기적으로 연관된 속성으로 지니

면서도 스스로는 그 수준을 넘어 그러한 속성을 여읜 어떤 근원적인

그 무엇일 뿐이다. (21) 이렇게 사고와 언설을 넘어서 있는 궁극적 실

재는 속성을 여읜(nirguna) 궁극적 실재29)라고 하고, 존재ㆍ의식ㆍ힘

ㆍ환희 등의 측면을 보이는 궁극적 실재는 속성을 지닌(saguna) 궁극

적 실재30)이다. (22) 그리고 궁극적인 실재는 다시 활동을 하지 않는/

침묵하는(inactive/silent) 궁극적 실재와 활동적인(active) 것으로 구분

할 수 있다.31) (23) 그러한 비활동적인 고요한 양태를 열반(Nirvan

a)32)이라고 한다. (24) 이를 또한 순수정신(Purusha)33)이라고 하여 그

것의 활동적 힘과 에너지로서의 원질(原質, Prakriti)34)과 구별할 수

있다. (23) 인격성을 지닌 신(神, Ishwara, God)35)이란 이러한 속성을

지니고 활동적인 궁극적 실재에 속한다. 어머니와 같은 신성36) 또는

27) 오로빈도는 levels보다는 planes이란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

28) Aurobindo(1970a) pp. 262-270, pp. 633-656, pp. 765-791 참조.

29) Aurobindo(1970a) p. 281.

30) Aurobindo(1970a) pp. 310-11.

31) Ashram(1978) “Brahman”; Aurobindo(1970a) pp. 26-27, pp. 572-77.

32) Aurobindo(1970a) p. 23, pp. 29-30.

33) Aurobindo(1970a) p. 70, pp. 140-41.

34) Aurobindo(1970a) p. 102, pp. 349-50.

35) Aurobindo(1970a) pp. 324-25, pp. 351-53.

36) 오로빈도는 이를 성력(性力, Shakti)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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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 그것의 현현으로서의 우주적 세계, 우주적 세계로서의 어머니

(World-Mother)37) 등이 여기에 속한다.

(24) 일상적 삶과 세계의 영역은 물질(Matter), 생명(Life), 그리고

마음(Mind)이라는 상이한 수준의 현상들의 결합과 조직으로써 볼 수

있고 이를 일상적인 하위의 수준38)이라고 부를 수 있다. (25) 그런데

궁극적 실재와 일상적인 하위의 수준, 즉, 물질, 생명, 그리고 마음의

성격은 너무나 다르다. 따라서 그 사이에 교량적 역할을 하는 초심(超

心, Supermind)의 영역을 필요로 한다.39)

(26) 이제 궁극적 실재와 현상의 전체적인 구도를 도식화하면 다음

과 같다.

오로빈도가 본 실재와 현상적 존재의 수준

(속성을 여읜) 궁극적 실재(Reality/Absolute/Brahman)

∥

(속성을 지닌) 궁극적 실재(순수 존재-의식-환희, Sat-Cit-Ananda)

∥

초심(超心, 수승한 마음, Supermind)

∥

윗마음(Overmind)

직관(Intuition)

빛나는 마음(Illumined Mind)

보다 높은 마음(Higher Mind)

∥

(생각하는) 마음(Thinking Mind, 지성, Intellect)

∥

생명(Life, 활력, the Vital)

∥

물질(Matter)40)

딴뜨라(Tantra)적인 측면이다.

37) Aurobindo(1970a) p. 102, pp. 356-57.

38) “These three together, ― mental, vital, physical, ― are called the

triple universe of the lower hemisphere.” Ashram(1993) p. 51.

39) Aurobindo(1970a) pp. 266-67; Ashram(1978) “Supermind”.

40) 오로빈도의 The Life Divine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McDermott가

기본적인 그림을 그렸고 여기에 김상국이 맨 위의 궁극적인 실재를

That one(절대자)라고 하여 추가하여 다시 옮겨 그리고 있다. 그런데

McDermott와 김상국의 그림에 대하여 필자의 것은 (속성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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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실재와 현상의 영역은 또한 개인적(Individual), 우주적(Cosmi

c) 및 초월적(Transcendental) 인 영역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28)

(속성을 여읜) 궁극적 실재 이외의 것은 그것의 드러남으로서 본래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환(幻, Maya),41) 즉 환영적 현상이

라고 할 수 있다. (29) 초심을 기준으로 해서 (속성을 지닌) 궁극적 실

재(Sat-Cit- Ananda )가 높은, 성스러운 환 또는 환영적 현상이라면,

물질, 생명, 그리고 마음과 같은 것은 보다 낮은 또는 세속적인 환이

다.42)

(30) 궁극적 실재가 모든 존재의 원천이자 근거이며 또한 회귀처(回

歸處)이기도 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살고 있고 간직하고

있으며 주체로서 그리고 대상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이

있게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31) 즉, 궁극적 실재는 초심을 통해서

마음 → 생명 → 물질로, 또는 초월적인 영역으로부터 우주적이고 개

인적인 영역으로 현현된 것이다. 이때 궁극적 실재는 겉으로는 드러나

지 않고 있지만 결코 없어질 수 없고 상존(常存)하는 것이기에 결국

그것은 안으로 들어온(involved)43) 것이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 존재

의 퇴전(退轉, involution)이다.44)

(32) 궁극적 존재는 순수한 존재-의식-환희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에, 그것은 물질적인 것 안에 잠재한 상태에서도 극히 미약한 의식의

기능, 즉 파악(prehension)의 능력을 갖고 있다.45) (33) 이러한 상태에

서 그러한 다양한 수준의 존재자들은 본래적인 온전함에의 기억 또는

회상을 하며 그것에 이끌려서(Eros)46) 다시 자신의 완전성의 성취를

염원하며 그 상태를 향한 고된 노력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를 진화

(進化, Evolution),47) 또는 상승(Ascent)이라고 부를 수 있다.

궁극적 실재를 일단 하나의 수준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

McDermott(1987) p. 48, 김상국(2002) p. 67 참조.

41) Aurobindo(1970a) p. 83, pp. 101-02.

42) 김상국(2002) pp. 65-67 참조.

43) 이지수(2002) p. 286 참조.

44) Ashram(1978) s.v. “Evolution and Involution”.

45) 이 부분은 화이트헤드와 윌버를 참조한 것이지만, 물론 오로빈도도

사실상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하고 있다. Wilber(2006) p. 35 참조.

46) 이는 윌버적인—물론 윌버 자신은 이를 다시 다른 곳에서 가져왔을 수

있지만—표현을 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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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그런데 왜 궁극적 실재는 처음부터 퇴전을 해서 다시 애를 써

가며 진화하려 하는가? 왜 퇴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아니면 퇴

전을 선택했는가? (35) 이는 우문(愚問)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것은

마치 그러한 답이 있어서 일상적 언어로써 표현가능하다는 것을 전제

하고 있는 듯하다. (36) 굳이 언어의 상징성을 빌어서 은유로써 답을

해본다면 우리가 순수한 기쁨(Delight)의 추구로서 제풀에 나투는 궁

극적 실재의 놀이 또는 유희(遊戱, Līlā, Play)48)라고나 해야 할 것이

다.

(37) 이렇게 본다면 모든 현상은 비록 밝게 깨어있지 못하는 뭇 생

명 있는 존재자의 어리석음에 바탕을 둔 인식에 대해서는 현혹적인

환영적 현상(Maya)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서는 비록 퇴전

의 양태로서라도 그 자신의 온전하고 자유로운 드러남일 뿐이다. 따라

서 이 모든 현현-퇴전과 상승-진화,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됨과 회귀

등이 궁극적 실재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거두어 회복하는 것이라

는 점에서는 그 모든 현상도 근본적으로 실재적(real)이라고 볼 수 있

을 것이다.49) (38) 이렇듯이 궁극적인 실재는 본래적으로 완전성을 지

니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현상적 존재자들의 생성 또는 현현의 원천

(source)이자 그 진화의 절정(summit)으로서 일반적인 현상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transcendent) 동시에 그 모든 현상에 내재하여 있는(im

manent)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궁극적 실재는 초월성(超越性, transce

ndence)과 내재성(內在性, immanence)50)을 지닌다. (39) 따라서 궁극

적 실재와 뭇 현상은 근본적으로 둘이 아니다(不二, nondual, advaita).

(40) 이제 이렇게 궁극적 실재는 다양한 현상으로 퇴전하여, 그 각

각의 현상이 환영적인 개별적 주체성을 자각하며 다시 완성을 회복하

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진화와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퇴전된 높은 수준은 우리의 그러한 의식의 진화에 의하여 하강(下

47) 이지수(2002) p. 286 참조.

48) Aurobindo(1970a) p. 103, pp. 408-09.

49) “The philosophy of Sri Aurobindo may aptly be described as integral

nondualism (pūrṇa-advaita),or integral idealism (pūrṇa-vijñāna), or

just integralism (pūrṇavāda).” Chaudhuri et al(1960) p. 19;

Bruteau(1971) pp. 41-42, “통합 베단타” 김상국(2002) p. 48.

50) 오로빈도는 많은 경우에 이 내재성을 “퇴전(退轉)한(involved)” 것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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降, descent)될 수 있다. (41)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근본적으로

궁극적 실재의 유희적인 움직임이기에 의식이 있는 개별적 존재자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는 궁극적 실재의 일상적 지상세계로의 직접적인

현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궁극적인 시각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지

만 인간의 인식의 수준으로서는 때로는 기적이나 은총(恩寵. Grace)51)

으로 보이기도 한다.52) (42) 분리(分離, division)를 그 특성으로 하는

마음(Mind)의 수준53)의 능력으로서는 본래적 하나됨(union)의 상태에

서 깃들어 있어 그러한 분리의 움직임 자체로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

는 그러한 궁극적 실재의 참마음의 상태나 움직임을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의 모습과 이치에 맞게 제대로 존재하고 살며 노

력한다는 것은 결국 무지의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인식되는 존재자(a

being)의 의식적 노력과 궁극적 실재로서의 존재(Being) 사이의 불가

사의한 연계에 의하여 그 성과가 드러나는 것이다. (43) 그러나 이는

다소 이원론적인 파악이고, 둘이 아닌 시각에서 보자면 그 또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움직임이다.

(44) 이러한 진화는 이 세계의 모든 영역의 현상에서 다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문명과 자연의 모든 무기물 또한 진화

한다. 따라서 본래적 완성54)으로의 시공(時空)과 인과를 통한 진화는

차라리. 모든 존재자들의 본래적 운명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45) 그

러나 그러면서도 각 존재자는 자신의 수준에서 이러한 진화와 상승

또는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

리의 삶과 세계의 모습은 그렇게 할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역

동적인 개연성 또한 충분히 있는 것이다. (46) 이러한 자연적인 진화

의 과정을 의식적으로 가속화하는 과정인 수련은 개방(opening), 믿음

(faith), 염원 및 내맡김(surrender) 등으로 시작되는 어떤 기본적인 필

수요건의 바탕 위에서55) 본격적인 행하는 것이다.56) 그리하여 통합적

51) Ashram(1978) s.v. “Grace (Divine Grace)”.

52)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는 법(法)의 불가사의한 묘용(妙用) 또는 부처의

자비로운 가피(加被)가 될 것이다.

53) Aurobindo(1970a) pp. 245-49.

54) Aurobindo(1970a) p. 162, pp. 1034-1036.

55) Aurobindo(1993) pp. 97-127; 김상국(2002) p. 79 참조.

56) 그가 기존의 주요한 네 요가와 딴뜨라의 수련 등을 자신의 영적인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새로운 비전에 맞게 나름대로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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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련(Integral Yoga)57)에 의하여 진화와 상승을 하면서 마침내는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Mind)보다 한 단계 위에 있으면서 그 자체로서

상당한 정도의 완전성을 지닌 초심(超心, Supermind) 또는 수승(殊勝)

한 마음으로 상승하여 그것을 하강시키려 하는 것이다.58) 그런데 이러

한 수련에서는 자아(ego)로서의 그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개별적인 의

식적 노력보다는 근원적인 실재와 그것의 매개적인 모성적 신격(神格,

Mother)이 자유롭게 역할을 하게끔 귀의하고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여

따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47) 이러한 기초 위에서 일(work, karma)과 명상(meditation, dhyā

na),59) 그리고 사랑과 헌신 (love & devotion, bhakti)과 같은 수련을

통합적인 수련(Integral Yoga)의 맥락에서 해 나아간다.60) (48) 이러한

수련을 통해서 근원적(original), 우주적, 자아적(egoistic), 시간적(temp

oral), 심리적, (자아)구성적(constitutional) 및 실제적인 일곱 가지의

무지(無知)를 깨뜨려가게 된다.61)

(49) 그리하여 일상적인 생각하는 마음(Thinking Mind) 또는 지성

(知性, Intellect)은 자신의 역량을 자각(自覺, aware)하는 보다 높은 마

음(Higher Mind), 생각보다는 통찰의 비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빛나는 마음(Illumined Mind),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다 앎(knowledge)

에 가깝게 되는 직관(直觀, Intuition)의 순서로 상승하게 된다.62) (50)

요가(Integral Yoga)로 종합했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57) “The Yoga of Self-Perfection” Aurobindo(1970b) pp. 583-596;

Ashram(1993).

58) Aurobindo(1970a) pp. 919-963.

59) 이 부분은 마치 쉬리 오로빈도가 기존의 Karma, Raja, 그리고 Bhakti

Yoga를 Integral Yoga로 통합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는 아마도 그의 제자, 특히 M.P. Pandit과 같은 사람들에 의한

해석적 변용이 아닌가 한다. 오로빈도 자신은 The Synthesis of

Yoga에서 Karma, Jñāna(Yoga of Integral Knowledge)—Raja Yoga

대신에— 그리고 Bhakti를 자기완성(Self-Perfection)의 통합적 수련으로

종합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오로빈도가 원래 제시했던 수련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하여 해석, 변용되어 가는가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겠다. Aurobindo(1970b) ; Pandit(1987) pp. 47-66.

60) Aurobindo(1993) pp. 129-69.

61) Kumar Lal(1978) pp. 192-94.

62) Kumar Lal(1978) pp. 19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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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직관은 심적인 기능의 개입에 의해 흐려지고, 그 작용이 갑작

스럽고 짧아서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그 이해가 이성의 친

숙한 방식으로 표현되기 전에 교란되거나 대체되어 버리곤 한다는 단

점이 있다.63) 그러므로 직관과 그것에 선행하는 다른 단계들의 모든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위로부터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요

구되는 데, 그것이 바로 윗마음(Overmind)이다. 이는 곧 “초심적(超心

的) 의식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최고로 의식적인 우주적 마음”이다.64)

(51)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초심(超心, Supermind) 또는 수승

한 마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모든 현상적 존재들의 통일성과 그것

에 바탕을 둔 여러 현상들과 다양한 현상적 전개를 지탱하고 있는 의

식이다. 65)

(52) 일상적인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 초심(超心)에 이르기까지의

변화(transformation)는 심령적 변화(psychic transformation), 영적 변

화, 초심적 변화의 삼중(三重)의 변화이다.66) (53) 그리하여 수련자는

영지적(靈知的, Gnostic) 존재가 되고 그 삶은 신성한 삶(Divine Life)

이 된다. 그러한 초심의 현현을 통해서 신성한 삶을 물질에 기반을 두

고 생명 현상(Life)과 일상적 마음 수준에서 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지상세계에 확립시킬 때67) 참으로 바람직한 삶과 세계가 이뤄질 것이

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된 그의 통합적인 사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적 세계상황의 맥락에서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63) Kumar Lal(1978) p. 201.

64) “Sir Aurobindo describes it as a 'super conscient cosmic mind in

direct contact with the supramental consciousness'.” Kumar Lal(1978)

p. 201.

65) Kumar Lal(1978) pp. 204-05.

66) Kumar Lal(1978) pp. 205-08; Aurobindo(1993), pp. 201-37.

67) Aurobindo(1970a) pp. 10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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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석과 재구성을 통해본 오로빈도의 통합적

사상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오늘날 지구촌의 문화적 또는 사상적 상황은 대체로 전근대적

인 전통과 근대성 및 후기근대적 또는 포스트모던적인 문화가 다

양한 양태로 공존하기도 하는 가운데 그 이후의 새로운 문화나

사상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분위

기에 비추어서 볼 때 오로빈도의 통합적 사상이 지니는 현대적

의의, 그리고 그러한 사상에 과제로서 부여되는 것에는 어떠한 것

들이 있을까?

오로빈도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베단타와 밀교를 진화론을 도입

하여 현대적으로 통합,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적 인도(정

통)철학 과 그 통합적 수련으로 간주할 만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열반과 같은 불교적인 요소68)와 그가 브라흐만의 세 양태

또는 위상(the three phases of Brahman)이라고 부르는 기독교적

인 요소69) 및 서양 근대의 진화론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만한 요

68) 열반(Nirvana)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물론 불교에서 유래했지만 이것에

대한 오로빈도의 해석은 그러한 불교적인 면을 포함하면서도 상당히

통합적이다. “[Nirvana means] extinction, not necessarily of all Being,

but of Being as we know it; extinction of Ego, Desire …. In orthodox

Buddhism it does mean a disintegration, not of the soul … but of a

mental compound or stream of associations or saṁskāras which we

mistake for ourself.” Ashram(1978) s.v. “Nirvana”; Aurobindo(1970a)

p. 23.

69)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ranscendental, the Cosmic, the

Individual Divine is not my invention, nor is it native to India or to

Asia ― it is, on the contrary, a recognised European teaching current

in the esoteric tradition of the Catholic Church where it is the

authorised explanation of the Trinity, ― Father, Son and Holy 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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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 또한 포함되어 있어서 개별적인 종교적 또는 문화적 전통을

넘어서는 하나의 현대적인 통합사상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70)

현대의 통합적인 사상가로서는 아마도 화이트헤드나 하버마스

를 들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일종의 통합적인 심리학으로부터 출

발하여 통합적인 사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켄 윌버

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윌버와 같은

사상가의 사상의 개략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그것을 맥락으로 하

여 앞에서 그렇게 재해석된 오로빈도의 통합적 사상의 의의와 과

제를 파악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71) 그러나 넓은 전망을 지

니고 이미 이십여 권의 중요한 저술을 내어놓은 그의 통합적 사

상을 정리한다는 것만으로도72) 이 연구의 범위와 지면의 한계를

― and it is very well-known to European mystic experience. In

essence it exists in all spiritual disciplines that recognise the

omnipresence of the Divine ― in Indian Vedantic experience and in

Mahomedan yoga …” Aurobindo(1993) p. 78.

70) 보다 자세한 분석은 뒤에 오는 2. 오로빈도의 통합적 사상의 현대적

과제(12) 참조.

71) 윌버는 하버마스와 오로빈도를 그가 취하고 있는 통합적 접근의

전범(典範, examplars)이 되는 몇몇 중요한 현대적 선구자 중에

포함시키고 있다. Wilber(2000) pp. 82-84.

72) 윌버는 1949년에 태어난 그는 베이비 붐 세대에 속하는 그는

학부에서부터 “세계의 지혜의 전통들” 속으로의 그의 “개인적인

오디세이(personal odyssey)”를 시작했다. 생화학으로 전공을 바꾼 후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다가 그만두고 1977년에 첫 저서인 The

Spectrum of Consciousness을 내놓았다. 동서양의 신비주의, 심리학,

사회학 등의 많은 분야에 걸친 공부를 독학으로 했으며, 스승을 모시고

선(禪), 밀교를 포함한 다양한 수행을 하여 견성(見性)과 일미(一味)의

각성의 경험을 하기도 했다. 윌버는 이십여 년에 걸쳐서 자신이

저술하고 출판한 작업들을 다음과 같은 몇몇 단계로 정리했다.

1. 윌버/제1기(Wilber/Phase 1): “의식의 스펙트럼 The Spectrum of

Consciousness”(1973-1977). 이는 낭만적(‘되찾은 선善 recaptured

goodness' 모형). 2. 윌버/제2기(Wilber/Phase 2): “진화 혁명 The

Evolution Revolution”(1978-1983). 진화적 또는 발달적 (‘선으로의 성장

growth-to-goodness' 모형) 시기로서 의식의 스펙트럼이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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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오로빈도의 통합적 사상

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를, 윌버와 같은 사상가의 유관한 견해를

필요한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포함시켜 가면서, 다음과 같이 간략

하게 압축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해석과 재구성을 통해 본 오로빈도의 통합적 사상의

현대적 의의

(1) 쉬리 오로빈도가 1910년대에 이미 동서양의 사상을 나름대로

통합하는 새로운 사상을 창출해내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취이다. (2) 더구나 그가 자신의 네 차례의 주요한 영적 경험73)을

단계(stages)나 수준(levels)으로 펼쳐져가는(unfolding) 것으로 보았다.

3. 윌버/제3기(Wilber/Phase 3): “통합적 비전: 자아, 수준, 및 계통 The

Integral Vision: Self, Levels & Lines” (1983-1994). 인지적, 의욕적,

정서적, 도덕적, 심리적, 영적 등과 같은 많은 발달 계통들이 의식의

스펙트럼의 기본적 수준에 걸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어 가는 것으로 본 시기이다. 4. 윌버/제4기(Wilber/Phase 4):

“사상한과 포스트모던적 비판 Four Quadrants & The Postmodern

Critique” (1995-2000). 이 시기에는 주관적(의념적intentional),

객관적(행동적), 상호주관적(문화적) 및 상호객관적(사회적)인 차원들인

사상한(四象限, four quadrants)이란 관념을 추가했다.

5. 윌버/제5기(Wilber/Phase 5): “통합적 AQAL 접근 Integral AQAL

Approach” (새천년). 이는 “온상한 온수준 all-quadrants, all-levels”

또는 제4기의 AQAL 접근의 성숙이자 지속이지만, 사업에서 정치,

교육에서 의료, 과학에서 영성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통합적 방법론을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더욱 강조한다. Reynolds(2004) pp. 1-69;

조효남(2006) pp. 78-79; Reynolds(2006); Wilber(2006). 이러한 윌버의

통합적인 사상은 실로 대담한 시도이자 성취이지만 필자로서는 최근의

그의 탈형이상학론 등의 입장은 더 많은 검토와 정련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73) 브루토는 오로빈도의 네 차례의 주요한 영적 경험을 각각 열반(초월적

브라흐만)(1907), 모든 현상에 편재(遍在)한 크리쉬나 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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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실제적인 수행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고도의 철학적인 내용의

정교한 통합적인 사상을 형성해내었다고74) 하는 것은 그의 철학함이

상당히 굳건한 토대 위에 놓여있음을 말해준다. (3) 그리고 이러한 점

은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경험과 그러한 경험에 대한 특히 심리학적인

이해가 인간의 다양한 문화와 분야들을 한데 소통시키는 근거를 제시

하고 있다고 하는 Daniel Brown 등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고무

적이다.75) 윌버 자신도 브라운의 그러한 연구 성과에 바탕을 두고 자

봄(vision)(1908), 정태적이면서 동시에 역동적인 등으로 다양한 형상의

통일성으로서의 최고의 실재를 봄(1910), Mother(Mira Richard) 및

제자들과 함께 한 윗마음(Overmind)으로서 크리쉬나 신이 하강한

성취(siddhi)의 날의 체험(1926)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Bruteau(1971)

pp. 26-40; McDermott(1987) p. 24; 김상국(2002) pp. 51-52. 참고로

오로빈도가 생전에 그렇게 염원했던 초심(超心, Supermind) 또는 수승한

마음은 그가 예언했다는 대로 1956년에 Mother가 실제로 그녀를 통해서

심적이고 물질적인 수준으로 하강했음을 공표했다고 한다.

McDermott(1987) p. 24.

74) 브루토는 오로빈도가 그의 요가적인 깨달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련의

“결론들”을 이끌어내었다고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 결론: 물질과

정신(Spirit)은 동등하게 실재적(real)이다. 두 번째 결론: 브라흐만의 세

양태—개인적, 우주적, 초월적—가 있다. 세 번째 결론: 보다 높은 환(幻,

Maya)과 보다 낮은 환이 있다. Bruteau(1971) pp. 43-77.

75) 다니엘 브라운은 직접 세 전통의 수행을 하고 고전어를 배워 번역을

하며 연구를 하여 1981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명상단계에 관한

비교해석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를 1986년에 윌버 및

엥글러와 함께 공동 저술한 Transformations of Consciousness에서

요약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그 요지는 다양한 종교적 전통에서의 명상의

경험의 기록을 “충분히 깊은 수준에서” 분석을 해보면 그 모든 전통에

걸쳐서 “고도로 일관된 분명한 기저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준보편성을 지니는 명상의 단계(stages)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와 개념을 표현되고 있는 공통된 이러한 구조(structures)는

수련자가 수련을 시작할 때에 취하게 되는 철학적 전망(perspective)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는 것이다. 그가 크게 여섯 단계로 나누고 있는

이러한 동일한 구조가 전통에 따라 상이한 전망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다는 것은 이후 윌버를 포함한 통합심리학자 또는 통합사상가들이

구조, 수준/파동, 상태 등의 공통된 술어로써 다양한 사상을 통합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학문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Brown(1981); Brown(1986) pp.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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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통합적 사상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기에 오로빈도 사상의 이러한

경험적 근거의 측면은 더욱 의미 깊다.

(4) 그가 자신의 명상과 일련의 저술, 그리고 수련의 지도를 통하여

인도의 정신적 전통을 현대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인도철학을 현대화시

켰다는 점 또한 의미 있는 점이다. (5) 그의 많은 영향중에서, 캘리포

니아 통합학연구소(Californ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의 설립에

의 계기가 된 것과,76) 특히 현대의 대표적인 통합적 사상가인 켄 윌버

에게 끼친 영향은 상당히 중요하다.77) (6) 오로빈도의 사상은 윌버의

사상이 제2단계로 발전해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Joseph Vrinte가 오로빈도와 윌버의 사상을 비교하며 지적하듯이 그

영향은 아직까지도 윌버 사상의 주요한 특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78)

즉, 의식의 발달, 또는 진화, 활동하는 영/정신(Spirit-in-action), 특히

의식이나 마음의 상위의 단계에 관해서는 윌버가 오로빈도에 결정적

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오로빈도의 사상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상의 요소가 하나

의 유기적인 전체를 이루고 있는 일종의 통합적 사상의 면모가 보이

고 있다. ① 전반적인 베단타 사상: 범아일여(梵我一如), 오장설(五臟

說) 등 ② 상캬 사상: 정신(Purusha)과 원질(原質, Prakriti) ③ 요가 사

상: 네 요가 및 통합 요가(Integral Yoga) 등 ④ 딴뜨라 사상: 성력(性

力, Shakti), 모신(母神, Mother Goddess) 등 ⑤ 불교 사상: 열반(Nirva

na)79) ⑥ 기독교 사상: 삼위일체(三位一體)의 변형: 개인적(Individual),

우주적(Cosmic) 및 초월적(Transcendental)인 양태80) ⑦ 서양사상(과

학ㆍ철학): 진화(進化) 등. 이런 점에서 오늘날 윌버와 같은 사상가가

제시하고 있는 통합적인 사상의 선구적인 모습은 이미 쉬리 오로빈도

76) 캘리포니아 통합학연구소(Californ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는

쉬리 오로빈도에게서 배운 인도의 철학자이자 교육자인 하리다스

쵸드리(Haridas Chaudhuri)에 의해 1968년에

설립되었다.(http://www.ciis.edu/about/history.html 참조).

77) Wilber(2000) pp. 83-84.

78) 윌버 자신도 통합적인 접근을 취한 중요한 현대적 개척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로빈도를 James Mark Baldwin, Jürgen Habermas,

Abraham Maslow와 함께 인정하고 도처에서 그를 언급함으로써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Wilber(2000) pp. 83-84.

79) 주 67 참조.

80) 주 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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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찾아볼 수 있다.

(8) 오로빈도의 사상의 뛰어난 점의 하나는 윌버와 같은 사상의 실

제에 있어서의 다소 주지주의적인 경향과는 대조적으로 궁극적 실재

를 순수 존재-의식-환희로 보는 것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인도 베단타

의 전통을 나름대로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오로빈도의 사상에 있

어서 인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이고 행동적인 면 등이 비교적 잘

조화되어 있다. (9) 오로빈도가 제시하는 이론은 비록 현대인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언어적 표현과 사유로서 쓰이긴 했어도 윌버에 비하여

상당히 안정적이고 정교하고 자연적으로 정합적이다. (10) 이러한 점

에서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 내용을 되살려 활용한다면, 적어도

높은 의식의 영역의 탐구나 그 수련과 같은 몇몇 영역에서는 아직도

상당한 수준의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면 이러한 의의를 지

니는 오로빈도 사상에게 주어지는 현대적 과제는 무엇일까?

2. 오로빈도의 통합적 사상의 현대적 과제

(1) 오로빈도의 사상은 비록 그것이 실제적인 수행 경험의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전통사상의 재해석만이 아니라 상

당히 형이상학적인 성격의 사색과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2) 이와 관

련해서는 ① 그것이 충분한 경험적 근거를 지니고 있는가, ② 그러한

논의가 충분한 논리적 근거와 정합성을 지니고 있는가, ③ 결과적으로

그러한 논의가 타당한가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

다. (3) 따라서 오늘날 오로빈도의 사상의 입장에서는 계속 발달하고

있는 과학이나 철학 등의 유관한 학문과의 적극적인 연계와 협력 및

그 성과의 수용과 반영이 요청된다고 하겠다.81) (4) 그런 점에서 특히

81) 오늘날 이 점에 있어서 오로빌 등지에서 활동하는 오로빈도의 사상과

수련을 좇는 사람들은 윌버를 포함한 서양의 통합적 사상가들에 비해서

많이 뒤쳐져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달라이 라마와 같은 불교도들도

과학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행해가면서 계속 발전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폰디체리나 오로빌 등지에서 오로빈도와 Mother의 이상을 따라

수련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혹시 상대적으로 덜 현대세계와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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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버가82) 지금까지 발전시키고 있는 이른바 홀론(holon)83)을 기본 단

위로 구성되는 상태(states),84) 수준(level)/파동(wave) 또는 단계,85)

등의 영역에 대하여 덜 개방적인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Vrinte(2002) pp. 549-552.

82) 이 연구에서 윌버에 관한 언급은 주제와 지면의 제약상 시사적이고

예시적(豫示的)인 수준으로 한정하려고 한다. 통합적 방법론 및

탈형이상학과 같은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는 장차 지면을 달리 하여

다루고자 한다.

83) 홀론을 존재하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본다면,

이는 존재(와 앎)의 홀라키(holarchy)를 이루게 된다. 홀론은 그 스스로

하나의 전체이면서 보다 큰 전체의 부분(whole/part)으로서 다음의 이십

여 가지의 특성 또는 원칙(20 tenets)을 지닌다. 1. 전체로서의 실재는

홀론(holon)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홀론은 네 가지 근본능력을 보여준다.

즉, (a) 자기-보존능력(작인agency) (b) 자기-적응능력(공존적

교섭communion) (c) 자기-초월능력(에로스eros) (d) 자기-소멸능력

(타나토스thanatos) 3. 홀론은 창발한다(emerge). 4. 홀론은 홀라키적으로

창발한다. 5. 각 창발된 홀론은 그 선행하는 것(들)을 초월하고 포함한다.

(transcends but includes). … 10. 홀라키는 공(共)진화한다. … 12.

진화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즉, 복잡성, 차별성/통합성, 조직화/구조화가

증가한다. Wilber(1995) pp. 35-78; 윌버(2004) pp. 551-552.

84) 의식의 상태(States): 이는 주관적으로서 주요한 세 자연적 상태(3

natural states)란 깨어있고, 꿈꾸고, 깊이 형상이 없이 자는 상태들이다.

그 외에도 명상적 상태, 변성상태(altered states), 절정 경험(peak

experi- ences) 등이 있다. 이는 일시적이고 쉽게 변할 수 있다. 세

주요한 상태는 의식이나 생명 에너지의 거칠고(gross),

섬세/정묘하고(subtle), 원인적인(causal) 상태인데, 여기에 불이적(不二的,

nondual)인 상태를 보태면 네 상태가 된다. 이러한 모든 상태는 어느

발달의 단계에서나 들어갈 수 있다. Wilber(2006) pp. 3-4.

85) 발달의 단계(Stages)와 수준(Levels): 의식의 상태가 일시적이라면, 그

단계는 상대적으로 영구적이다. 성장과 발달의 이정표로서의 단계는

언어적 단계에서 보듯이 하나의 지속적인 획득물이어서 원할 때면

언제나 접근할 수 있다. 즉, 일시적인 상태(passing states)가 상존하는

특성(permanent traits)으로 전환된 것이다. 다양한 단계 개념들(stage

conceptions)이 있는데, 가령 차크라(chakra) 체계에서는 일곱, 그리고

인류학자 Jean Gebser는 태고적에서 통합적에 이르는 다섯 단계를

사용한다. 이러한 단계는 또한 수준(levels)이라고도 하는데, 창발적인

성질들을 가리키며 많은 자연 현상의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통합적 모형에서취하는 단계의 수는 대략 여덟에서 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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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lines)/지류(支流, streams),86) 그리고 유형(types),87) 그리고 사상

한(四象限, quadrants)88)을 모두 아우르는 이른바 온상한 온수준 등(A

이중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전인습적 (preconventional, 자아중심적) 단계

→ 인습적 (conventional, 민족중심적) 단계 → 후인습적

(postconventional, 세계중심적) 단계가 있다. 또 다른 세 단계는 몸,

마음, 그리고 영/정신(body, mind, and spirit)인데, 그 첫 단계는

“나(me)”, 두 번째는 “우리(us)”, 세 번째는 “우리 모두(all of us)”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Wilber(2006) pp. 4-6.

86) 발달의 계통(Lines of Development): 지류(支流, streams) 또는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 Howard Gardner)라고도 한다. 인간의

주요한 지능에는 인지적, 대인 관계적(interpersonal), 윤리적. 정서적 ,

그리고 심미적 지능 등의 이십 여 가지가 포함된다. Wilber(2006) pp.

7-8.

87) 유형(類型, Types): 수평적인 성격의 이 유형은 발달의 단계만큼이나

안정된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다. 현재에는 남성적/여성적, 그리고

병적인 유형 등의 기본적인 구분은 할 수 있다. Wilber(2006) pp. 11-15.

88) 사상한(四象限) 또는 AQAL(온상한 온수준): 이러한 상태, 수준, 계통,

유형들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연결하는 심원한 양식(patterns)은

때때로 A-Q-A-L (“all quadrants, all levels, all lines, all states, all

types 온상한, 온수준, 온계통, 온상태, 온유형)”로 지칭한다. 여기에

인칭(person)을 도입하면, 이러한 영역들은 1인칭적(1st-person

perspective, 나/나의 것, 우리/우리의 것), 2인칭적(네/당신, 네의/당신의

것), 그리고 3인칭적(그/그녀, 그/그녀의 것, 그들, 그것/그것들) 전망이

된다. 여기에서 네/당신을 넓은 의미로 우리로 표현해본다면, 이는 각각

“나(I)”, “우리(we)”, 그리고 “그것(it)”으로 단순화되는데, 이는 다시

미(美, the Beautiful), 선(善, the Good), 그리고 진(眞, the True)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3인칭이 과학에 의하여 잘 탐구되는 객관적인

진리를 가리킨다면, 2인칭은 선(善), 또는 우리—당신과 나—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가리키기에 기본적인 윤리이다. 일인칭은 “나”, 즉, 자아,

자아표현, 예술, 미학, 그리고 보는 이(또는 “나”)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美)을 다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험의 “나”,

“우리”, 그리고 “그것”이라는 차원들은 실제로 예술, 윤리, 그리고 과학,

또는 자아, 문화, 그리고 자연, 또는 미(美), 선(善), 그리고 진(眞)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Wilber(2006) pp. 18-19. 이를 도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는 사상한(四象限, The Quadrants)

나(I) 그것(It) 미(美, Beauty)
진(眞,Truth)

우리(We) 그것들(Its) 선(善, Goo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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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L)의 통합적 접근(Integral Approach)89)은 오로빈도의 사상에 비하

여 한결 정교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오로빈도의 사상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윌버

의 사상을 포함한 현대의 통합적인 사상의 부분적인 역수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6) 사상한에서 우상(右上, Upper-Right, UR)상한에 속하는 현대의

과학만이 아니라 좌하(左下, Lower-Left, LL)상한에 속하는 해석학 등

의 후기근대적 사상으로부터도 오로빈도의 사상은 배울 점이 많을 것

이다. (7) 방법론에 있어서도 윌버가 제시하는 통합방법론적 다원주의

(Integral Methodological Pluralism)90)에 비해서 오로빈도의 주로 넓

은 의미의 현상학적인 접근(#1)이 중심이 된 접근이 다소 편협하다는

이 표는 사상한의 하나의 도식이다. 그것은 ‘나’(개별적인 것의 내면적인

것), ‘그것’(개별적인 것의 외면적인 것), ‘우리(we)’(집단적인 것의

내면적인 것), 그리고 ‘그것들(its)’(집단적인 것의 외면적인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자면, 사상한—그것의 네 근본적인 전망들 (또는

어떤 것을 바라보는 네 가지 기본적인 방식들)인—이란 결국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것의 내면적이고 외면적인 것들인 것이다. Wilber(2006) p. 20.

89) 윌버는 이렇게 모든 양태의 존재들이 홀론을 기본단위로 하는

상한(quadrants), 수준(levels)/파동(waves, 계통(lines)/지류(streams),

상태(states), 그리고 유형(types)의 다섯 요소로써 기술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통합적 지도 또는 통합적 운영체제로 삼아 다양한

분야에 실제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입장을 그는

“통합적 접근(Integral Approach)”이라고 부르고 있다. Wilber(2006) pp.

1-32.

90) 윌버는 사상한이 결국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것의 내면적이고 외면적인

것들인 것”이라고 규정되었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이제 “그것들을

그것들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볼 수 있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의 기본적인 전망들(8 primordial perspectives)—4상한 중 어떤

것에서든 한 홀론의 안쪽과 바깥쪽의 관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Wilber(2006) pp. 33-49. 그리고 그 각각의 전망에 상응하는

(명상을 포함하는) 현상학/구조주의(좌상상한UL의 안/밖),

해석학/민족학방법론(ethnomethodology)(좌하상한LL의 안/밖),

자기창출(autopoiesis)/경험주의(우상상한UR의 안/팎), 사회적

자기창출/체계 이론(우하상한LR의 안/팎)와 같은 다양한 방법론의

유기적 집합을 그는 최근에 통합방법론적 다원주의(Integral

Methodological Pluralism, IMP)라고 부르고 있다. Wilber(2006) pp.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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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인정하고, 그러한 선진적인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그 중에서도 특히 윌버가 필자가 보기에 다소 하버

마스(Habermas)적인91) 영향이 보이는 듯 하는 그의 이른바 통합적

탈형이상학(Integral Post-Metaphysics)론92)으로써 오로빈도의 사상

을 Plotinus, Hegel과 더불어 대표적인 형이상학적 사유로 보고, 그러

한 사상들이 이른바 “소여(所與)의 신화(the myth of the given)”93)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는 점은 섬세하고 치밀한 탐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9) 따라서 오로빈도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성

격이 강한 사상의 입장에서는 탈형이상학에 관한 그러한 주장을 철저

하게 점검하여 그 수용의 여부와 범위나 방식 등에 관한 결정을 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94)

(10) 새천년을 맞은 이제 오로빈도의 사상은 몇몇 뛰어난 점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그 내용면에서 상당한 혁신과 재조직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보다 더

91) Habermas(1992), Habermas(2000).

92) 윌버는 영적인 전통들의 “형이상학”이 근대와 후기근대(postmodern)의

인식론 양자에 의하여 철저하게 비판되었고 그것들을 대체할 어떤

유력한 것도 아직 생겨나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위대한

지혜의 전통들의 영적인 체계들을 그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부담(baggage)도 취하지 않은 채 재구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유효한 방법론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며 이러한 입장을 그는

스스로 통합적 탈형이상학(Integral Post-Metaphysics, IMP)이라고

부르고 있다. Wilber(2006) pp. 42-46, pp. 231-74. 그러나 이 부분의

문제는 필자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묘하면서도 그의 입장이 아직 충분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그가 퇴전(退轉, involution)을 부정하고

오직 진화(進化, evolution)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오히려 어느 정도의

문제성을 보이는 면도 있으며 따라서 보다 심층적이고 본격적인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93) “소여의 신화 또는 독백적 의식”이란 본질적으로 “실재가 단순히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믿음”이나, “개인의 의식이 진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 등과 같은 수많은 모습의 현상학이나 단순한 경험주의를

의미한다. Wilber(2006) pp. 175-178, pp. 275-301.

94) 오로빈도와 윌버 양자에 관련된 문제로서 퇴전(退轉, involution)이 필요

없다고 한 부분[Wilber(2006) pp. 231-284]이나 마음의 현상과 물질의

현상 사이의 관계에 관한 논의[Wilber(2006) pp. 213-222]도 매우

중요하지만 보다 적절한 기회에 상세하게 다뤄야 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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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되는 것은 오로빈도와 그의 동료와 같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근본

적인 정신, 즉 심원한 올바른 인식과 의식의 활력 및 사랑 등의 잠재

력을 창조적으로 더불어 일깨우고 체계적으로 이 현실세계에서 구현

해감으로써 우리의 삶과 세계를 보다 더 바람직한 상태로 안정되게

변화시키자는 하는 구제론적 정향과 염원을 지금 여기의 주어진 상황

에서 다시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보다 현대적인 모습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IV. 맺는 말

오로빈도 사상의 개요, 해석, 의의 및 과제에 관한 이러한 파악

을 통해서 드러나는 점은 적절한 방법론적 적용을 하여 세심하게

재해석과 재구성을 하면 오로빈도와 같은 다소 고전적인 면모와

현대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닌 사상의 많은 내용의 현대적 유관성

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근본적인 의식과 그것의 다양한

위상이나 양태로의 현현에 관한 체계적이고 정치하며 설득력 있

는 설명과 가속적인 진화로서의 통합적 수련에 관한 그의 정합적

이고 세심한 제시는 아직까지도 보기 드물게 탁월하다. 하나의 세

계관으로서의 그의 이론은 넓고 깊으면서도 면밀한 철학함의 정

수를,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둔 통합적인 수련(Integral Yoga)의

이론과 그것에 의거한 수련자들의 실제적인 지도의 풍부한 기록

은 그러한 철학의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몇 가지 주요한 영적인 경험에 바탕을 두

고 그의 삶의 몇 가지 상이한 국면을 통해서 일관된 높은 수준을

보여준 그의 인격95)과 더불어 강렬한 진정성으로서 다가온다.96)

95) 이러한 점은 브린테가 그의 최근의 연구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Vrinte(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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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날 근대성과 후기근대성의 문화나 사상이 계속 퍼

져나가고 그 이후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모색이 진행되면서 전근

대성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세계관이나 실천은 많은 부분에서 상

당한 압박을 받고 있거나 잊혀 가고 있다. 그리고 자연과학만이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및 인류학 등의 급속한 발달은 특히 종래

의 철학함의 방식과 태도에 근본적으로 도전적인 자극을 주고 있

다. 이러한 점들이 한데 어우러져 작용하면서 쉬리 오로빈도와 같

은 비록 확고한 영적인 경험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대체로 형이

상학적이라고 할 만한 성격을 지닌 그의 사상은 이제 중대한 타

당성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고 있다고 본다. 물론 형이상학에 대한

종래의 칸트나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의 비판 그 자체도 이제 통합

학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해봐야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는 근본적으로 형이상학적인 사상의 본격적인 자체적 점검

을 요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기존

의 형이상학적 고전적 사상과 근ㆍ현대의 다양한 사상의 여러 요

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해낼 것인가는, 비록 윌버와 같은

사상가가 어느 정도의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늘날

관련된 사상가들에게 공통된 시대적 과제로 주어지고 있다고 봐

야 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구제론적 성격을 지닌 오로빈도의 사상은 그

구제의 소명의 실제적인 효과적 구현을 위해서는 그러한 사상을

끊임없이 재점검하고 재구조화하는 작업의 역사적 요청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자신의 표현을 사용하여 해석학적

으로 달리 말하자면, 시공(時空)과 인과로써 펼쳐지는 진실(Realit

y)의 환상적이면서도(Māyā) 실재적이기도 한(real) 다양한 현현

96) 필자가 보기에 오로빈도의 그러한 높은 수준의 철학함과 그것의

실제적인 적용과 실천, 고결한 성품 등의 측면은 윌버와 비교해서도

여전히 탁월한 점이고 이러한 부분은 윌버 만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철학을 하고 그에 따른 수련과 실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전범(典範, exemplar)으로서의 과제로 다가온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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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顯現, manifestations)들과 더불어 발전적 귀원(歸源)의 걸림 없는

창조적 유희(遊戱, Līlā)를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에서 오늘날 오로빈도의 사상을 계승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소 보

수적이고 덜 개방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마치 오로빈도 자신이 그

렇게 했듯이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개방적이 되어서 관련된 과

학과 철학 등의 상대적으로 발달한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근

본적으로 지혜와 자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근본적인 정신을 되

살려서 그가 남겨서 이제는 공공의 영역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사

상을 과감하게 재창조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

고 이러한 요청과 과제는 사실은 오로빈도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

나 실천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빚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

어지는 것으로서 실로 존재의 참모습에 일깨워지는 지혜와 경계

없이 위하는 자비와 사랑, 그리고 그것의 상황적으로 유연하고 역

동적인 실천이라고 하는 인류 문화의 보편적인 핵심은 여러 분야

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통해 더욱 풍요롭게 되는 넓고 깊

은 수준의 제휴를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 지상세계에 구현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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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Aurobindo's Integral Thought

Philosophical Outline, Interpretation and Significance

Hwang, Yong Shik

(Seoul Graduate School of Buddhism)

Sri Aurobindo's is an integral thought that

harmoniously synthesized Vedanta, Tantra, the theory of

evolution, and the like. The philosophical aspect of his

thought is characterized by an integral cosmolology of

metaphysical nature that he developed based on his spiritual

experience, which spans the whole gamut from the Reality

with and without attributes through the Supermind to Mind

to Life, and finally to Matter. One may reconstruct its

outline adding suitable interpretations when needed as

something more contemporaneous and universal.

The contemporary significance of thus reconstructed

integral thought of Aurobindo is revealed more explicit

when it is compared with such an integral thought as Ken

Wilber's. Aurobindo's influence on Wilber seems to be

enormous and it is seen in such aspects as integral

evolutionism and the higher stages of consciousness, and so

on. However, it is also where the task for Aurobindo's

thought is revealed. Wilber's thought, also based on overall

experiences, overcame the earlier influence from Aurobindo,

and has been so integrating the merits of the modern and

the postmodern as now to take the position of so-called

Integral Post-Metaphysics. Whether his presentation of such

a standpoint is sufficiently justified may require a sepa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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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ful examination. All the same, in order for a

soteriological thought like Aurobindo's could actually fulfill

its duty of salvation in this concrete setting of time and

space those aspects of his thought that are relevant to the

changing times will have to be ceaselessly examined and

thus reformed. And it will be just the basic task for

Aubrobindo's thought or thus its followers at any time.

Key words : Aurobindo, spiritual experience, integral

thought, Supermind, metaphysics, Wilber,

Integral Post-Metaphysics, soteriolog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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