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철학 제26집(2009), 71～97쪽

상키야 사상에 대한 라마누자의 비판

이거룡*1)

Ⅰ 머리말. Ⅱ 『슈리바쉬야』에서 라마누자의 상키야 비판.

Ⅲ 라마누자 베단따와 상키야 이원론 비교. Ⅳ 맺는말.

요약문 [주요어: 라마누자, 상키야, 슈리바쉬야, 인중유과론, 한정불이론, 
이원론, 브라흐만의 양극성]

본 논문은 슈리바쉬야(Śrībhāṣya)에 나타난 라마누자(Rāmānuja)의

상키야 비판을 고찰한다. 전통적으로 인도사상에서 비판은 자설(自說)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과정이었다. 라마누자가 자설

을 세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이론은 크게 보아 샹

까라의 환영설과 상키야의 전변설이라 해도 무방하다. 이 두 이론은 라

마누자의 전변설과 유사하면서도 또한 서로 다른 대표적인 이론들이다.

샹까라의 환영설에 대한 비판의 요점은 세계의 실재성에 대한 입장의

상위를 드러내는데 있다. 이에 비하여 상키야에 대한 비판은 전변(轉變)

의 궁극적인 원인에 대한 입장의 상위를 드러내는 것을 초점으로 한다.

라마누자가 상키야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상

키야의 전변설과는 다른 자설의 정체성이며 따라서 '서로 다름'이 강조

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두 이론이 지니는 유사성도 동시에 검

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점에 주목하여 이 두 이론

을 비교 검토한다. 1) 브라흐만의 양극성(polarity)과 이원론, 2) 라마누

자의 3중 실재(tattvatraya)와 상키야의 25요소, 3) 해탈된 아뜨만의 개

별성과 뿌루샤의 다수성. 상키야에 대한 라마누자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키야와 라마누자의 한정불이론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보인다.

Ⅰ. 머리말

인도의 사상과 문화가 지니는 가장 큰 저력이자 매력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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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너’의 존재의미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 점은 심

지어 절대가치체계를 추구하는 종교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진리는 하나지만, 여기에 이르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오직 하나뿐인 이, 현자들은 그를 여러 이름으로 부른

다.”1) 이와 같은 사유구조를 또한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면 다양성 속의 통일을 가능케 하는 인도사상의 메커니즘

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비판과 대론이다. 서로 비판하고 싸우는

가운데서 인도의 사상과 문화가 지니는 다양한 측면들이 서로 연

결될 수 있었다. 그냥 죽은 듯이 고요하게 ‘병립’(竝立)하는 것은

‘공존’(共存)이 아니다. 병립의 겉으로 드러나는 고요함은 차라리

‘너는 너요 나는 나’라는 사고방식의 표현일 수 있다. 역동적인 공

존은 아니라는 말이다. 인도사상사에서 비판과 대론은 여러 학파

들의 역동적인 공존, 또는 다양한 공존을 가능케 한 주춧돌이었

다.

사실 인도사사상사는 비판과 대론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

며, 그 과정에서 다양성 속의 통일을 확립해왔다. 크게 보면, 인도

사상사는 곧 베다전통과 비(非)베다전통, 또는 유파(āstika)와 무

파(nāstika)의 대론, 힌두교와 불교의 대론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

는다. 다스굽따(S. Dasgupta)는 공설(空說, śūnya-vāda)에 대한

꾸마릴라(Kumārila)와 샹까라(Śaṅkara)의 논쟁이 있은 이후 인도

철학 자체 내에서는 독자적인 철학적 활동이 거의 없었다고 말한

다.2) 이외에도 소소하게는 육파철학 각 학파간의 대론과 비판도

있었으며, ‘모든 다툼에서 벗어난 이’, 붓다 또한 비판의 대가였다.

이 점은 범망경(梵網經, Brahmajāla sutta)에서 62견에 대한 그
의 논리 정연한 비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인도사상에서 비판은 자설(自說)을 정립하는 과정에

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과정이었다. 심지어는 있을 수 있는 가상

1) RV 1.164.46.

2) Das Gupta(1991),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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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론자(pūrvapakṣin)를 설정하여 그와는 다른 자설의 특징을

드러냄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탁월한 논사란 곧 비

판에 능한 논사라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너와는 다른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타파(他派)와의 상위(相違)를 강조’하

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판을 위

한 비판 또한 없지 않았으며, 타 학파와의 상호관련을 통하여 자

설 내의 모순을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설 내의 모순을 합리

화하는데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3)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비판과 대론이 인도사상 전체가 지니는 역동적인 공존

에 기여했다고 보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육파철학 상호간의 비판 중에서 슈리바쉬야(Ś
rībhāṣya)에 나타난 라마누자(Rāmānuja, 1017-1137)의 상키야 비

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비판이란 자설의 정립

을 위한 필수과정이라 했을 때, 라마누자가 자설을 세우는 과정에

서 필연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이론은 크게 보아 샹까라의 환영설

과 상키야의 전변설이라 해도 무방하다.4) 이 두 이론은 라마누자

의 전변설과 유사하면서도 또한 서로 다른 대표적인 이론들이

다.5) 샹까라의 환영설에 대한 비판의 요점은 세계의 실재성에 대

한 입장의 상위를 드러내는데 있다. 이에 비하여 상키야에 대한

3) 정승석(1992), p. 26.

4) 이와 같이 인도의 육파철학에서 인과론 또는 세계의 생성과정에 대한

이론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은 불교와는 달리 유파의 제설들은

세계의 궁극적 원인을 불변하는 실체로 보는 것과 관련된다. 세계의

궁극적 원인을 불변의 실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변화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 샹까라가 세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마야’(māyā)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어려움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샹카라에 의하면, 마야는 ‘설명할 수

없음’(anirvacanīya)이다. 이것은 결국 세계의 기원을 브라흐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떻게 그것이 세계의 원인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5) 라마누자는 SB ii.1.4에서 바스까라(Bhāskara)의 전변설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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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은 전변(轉變)의 궁극적인 원인에 대한 입장의 상위를 드러내

는 것을 초점으로 한다. 물론 라마누자가 상키야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상키야의 전변설과는 다른 자설의

정체성이며 따라서 ‘서로 다름’이 강조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두 이론이 지니는 유사성도 동시에 검토해보고자 한다. 사실

상키야에 대한 라마누자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키야와 라마누자

의 한정불이론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보인다.

Ⅱ. 슈리바쉬야에서 라마누자의 상키야 비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슈바라끄리슈나(Īśvarakṛṣṇa)의 상키야
까리까(Saṃkhyakārikā)에 나타난 상키야사상은 이원론이다. 세

계의 궁극적인 원인을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둘로 보며, 그 둘

은 뿌루샤(puruṣa)와 쁘리끄리띠(prakṛti)이다. 뿌루샤와 쁘라끄리

띠는 완전히 분리되고 독립된 두 실체이다. 전자는 순수의식인 반

면에 후자는 비의식적(acetana)이다. 따라서 그 둘은 정반대(vipar

īta)이다.6) 뿌루샤가 쁘라끄리띠를 바라보는 것을 계기로 쁘리끄

리띠 안에 균형이 무너지면서 세계가 전개된다. 결과로서의 세계

가 이미 원인인 쁘라끄리띠 속에 선재한다고 보는 점에서 상키야

의 세계전개과정은 인중유과론(因中有果論, satkāryavāda)이라고

불리며, 또한 세계의 생성과정에서 쁘라끄리띠가 멸하지 않고 세

계가 생긴다는 의미에서 또는 그 둘 사이에 존재론적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상키야의 세계전개설은 전변설(轉變說, pariṇā

mavāda)이라고 한다. 결과로서의 세계는 그 질료인, 즉 쁘라끄리

띠의 본질이며,7) 쁘라끄리띠는 세계와 다르지 않다. 세계는 삿뜨

6) SK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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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라자스, 따마스라고 하는 쁘라끄리띠의 세 요소를 똑같이 지

닌다. 상키야에서 세계의 질료인인 쁘라끄리띠는 비(非)의식적이

며, 또 다른 하나의 궁극적 원리인 뿌루샤와 완전히 다르며 독립

적이다. 의식적인 뿌루샤의 초월적 다가감(sannidhānam)은 쁘라

끄리띠가 세계를 전개하기 위한 동인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물

론 뿌루샤 자체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 연루되지 않은 관조자로서

뿌루샤는 세계의 전변 과정 전체와 무관하며, 세계의 모든 물질적

요소들은 쁘리끄리띠의 전변이다.

슈리바쉬야에서 라마누자에 의하여 제기되는 상키야 비판의

요체는 상키야의 쁘라끄리띠 전변설이며, 브라흐마수뜨라를 주
석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상세하게 피력하고 있다.

라마누자에 따르면, 비의식적인 쁘라끄리띠에 의해서는 그 자체만

으로 세계의 전개가 시작될 수 없다.8) 왜냐하면 의식적인 존재의

통제 없이 비의식적인 존재가 그 자체를 이와 같이 완전한 질서

로 전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브라흐마수뜨라 i.1.5를 주석하면서 이와 같은 상키야의 입장이

경전적 근거에 의해서도 즉각 부정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찬
도기야 우빠니샤드 vi.2.3에는 “‘나는 다자가 되고싶다’고 그는 생
각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비의식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쁘라끄

리띠가 세계를 전개하기 전에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īkṣaṇam)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9)

또한 라마누자는 쁘라끄리띠 내부의 균형을 최초로 깨는 동인

으로서 뿌루샤의 초월적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한

다.

<그 접근은> 쁘라끄리띠 자체의 존재인가, 또는 그것과 관련된 어

떤 변형인가? 또는 뿌루샤 자신에 속하는 어떤 변형인가? 그 문제에

7) SK ix.

8) SB ii.2.3. “ataḥ prajñādhiṣṭitam pradhāṇamakāraṇam.”

9) SB i.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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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뿌루샤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키야에 의

하여>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 접근은> 쁘라끄리띠의 변

형도 아니다. 왜냐하면 <쁘라끄리띠는> 가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

능성이 없으며, 가탁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만일 단지 존

재함이 가까이 있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 즉 해탈된 영혼

의 가탁 또한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견해에 따르면, 세계에서 작

용은 생각할 수 없다.10)

라마누자에 따르면, 상키야에서 뿌루샤를 세계의 전계과정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11)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상키야는 뿌루샤와 쁘라끄리띠의 존재를 아는 바른 지식의 방법

으로 추론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만일 붓디(buddhi)의 의식적인

행위를 포함한 모든 행위들이 비의식적인 쁘라끄리띠에 달려있다

면, 쁘라끄리띠의 단순한 전개물로서 인간은 뿌루샤의 존재를 추

론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그 존재를 주장할 수도 없다. 이에 라마

누자는 상키야의 추론적 방법의 타당성을 부정하며, 상키야의 입

장을 단지 반쪽의 인과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만일 브라흐만

이 단지 세계의 동력인에 불과하다면, 세계에 대한 지식은 브라흐

만에 대한 지식에 기인하지 않을 것이다.”12)

앞에서 말한 것처럼, 라마누자가 상키야의 전변설에 대한 비판

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상키야의 전변설과는 다른 자신의

전변설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것이다. 비의식적인 쁘라끄리띠는

그 자체로 질서정연한 세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상

키야의 이원론에서는 뿌루샤의 존재가 결코 추론에 의하여 알려

질 수 없다는 비판은 결국 이슈와라를 정점(hetutva)으로 하는 자

10) SB ii.1.10. “kim prakṛteḥ sadbhāva eve, uta tadgateḥ kaścidvikāraḥ,

atha puruṣagata eva kaścidvikāraḥ. na tavat puruṣagataḥ

anabhyupagamāt. napi prakṛtervikaraḥ, tasya,

adhyasakaryatayābhyupagatasya, adhyāsahetutvāsaṃbhavat.

sadbhāvanātrasya saṅnidhānatve muktasyāpyadhyāsaprasaṅgaḥ.”

11) SK 19, 21.

12) SB i.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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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전변설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봐도 무방하다.

라마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쁘라끄리띠에게 뿌루샤의 접근 가

능성이 부정되고 또한 뿌루샤가 추론될 수 없다면, 박띠종교는 설

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박띠는 숭배 대상의 초월성(paratva)뿐만

아니라 접근가능성(saulabhyatva)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13) 이

에 라마누자는 브라흐만(이슈와라)의 통제 하에 있는 쁘라끄리띠

만이 세계의 질료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상키야의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14) 또한 라마누자는 “세계의 기원

과 해체에 관한 논의에서, 그리고 최상의 뿌루샤(parampuruṣa)의

장려함에 대한 논의에서 슈루띠와 스므리띠 모두에서 쁘라끄리띠,

그 전개물들, 그리고 영혼(puruṣa)은 그들의 아뜨만으로서 그것

(최상의 뿌루샤)을 지니는 것으로 묘사된다.”15)고 말함으로써, 자

신의 견해가 경전적 근거와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라마누자에게

이슈와라 또는 “브라흐만은 세계의 동력인인 동시에 질료인이다

.”16)

라마누자는 상키야와 마찬가지로 전변설의 입장에 있지만, 세

계가 쁘라끄리띠로부터 전변되는 것이 아니라 브라흐만으로부터

전변된다고 본다. 세계를 브라흐만의 전변으로 본다는 점에서 그

것은 바스까라나 샹까라의 전변설과 다르지 않지만, 그 내용에서

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샹까라는 브라흐만의 전변을 가현(m

āyā)으로 본다는 점에서 라마누자나 바스까라와 다르다. 전변의

과정과 그 결과를 실재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라마누

자는 바스까라와 동일한 입장이지만, 후자는 브라흐만 그 자체의

전변으로 말하고 있는데 비하여 전자는 브라흐만의 전변이란 단

지 양태(avasthā)의 전변이라고 본다. 하나의 동일한 실재가 그

자체의 동일성과 실재성을 잃지 않은 채 다른 상태를 띈다는 것

13) 라다크리슈난(1976), p. 58.

14) SB i.4.23.

15) SB i. .4.3.

16) SB i.4.23. “brahmaiva jagato nimittamupādānaṃ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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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런 점에서 라마누자의 전변설은 흔히 양태 전변설이라고

부른다.17) 양태전변설에 따르면, 세계의 질료인은 ‘미세한 상태에

있는 의식적인 영혼과 비의식적인 물질’(sūkṣma-cid-acid-viśiṣṭa)

과 관련된 브라흐만, 또는 브라흐만의 통제 하에 있는 쁘라끄리띠

이며, 세계의 전계는 ‘미세한 상태에 있는 의식적인 영혼 및 비의

식적인 물질’(sūkṣma-cid-acid-viśiṣṭa)과 관련된 브라흐만이 ‘조

대한 상태에 있는 의식적인 영혼 및 비의식적인 물질’(athūla-cid-

acid-viśiṣṭa)과 관련된 브라흐만으로 양태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

다.18)

Ⅲ. 라마누자 베단따와 상키야 이원론 비교

인도사상의 실재론적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변설

과 인중유과론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상키야는 라마누자의 베단따

와 궤를 같이 하며, 라마누자의 형이상학적 체계는 상키야의 이원

론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19) 여기서는 1) 브라흐만의 양극성

(polarity)과 이원론, 2) 상키야의 25요소와 라마누자의 3중 실재(t

attvatraya; Iśvara, cit, acit), 3) 해탈된 아뜨만의 개별성과 무수한

17) Sen Gupta(1967), p. 93. 라마누자의 양태전변설에 대해서는

이거룡(1998), pp. 165-181을 참조하라.

18) SB ii.1.23.

19) 인중유과설의 요점은 원인과 결과 간의 존재론적인 연속에 있으며, 이

점에서 상키야와 베단따는 일치한다. 원인과 결과는 동일한 실체의 다른

양태들이다(SB i.4.23). 상키야에 의하면 원인은 결과가 잠재된 형태로

내재하는 실체이다(SK ix). 상키야에서는 어떤 결과가 생성되는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한다. 즉 질료인과 동력인이다. 질료인은 결과

속으로 전변되는 것임에 비하여, 동력인은 외부로부터 영향력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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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루샤를 중심으로 두 학파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브라흐만의 양극성(polarity)과 이원론

상키야의 이원론이 지니는 가장 큰 난점은 뿌루샤와 쁘라끄리

띠의 상호관련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며, 라마누자뿐만 아니라

샹까라 등 여러 논사들에 의하여 비판된 바 있다. 상키야의 이와

같은 난점은 뿌루샤와 쁘리끄리띠를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고 정

반대의 두 원리로 보기 때문이다. 굳이 샹까라나 라마누자 같은

베단따의 대논사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논자가 보기에도 분명한

이러한 난점을 상키야학파의 개조 까삘라(Kapila), 또는 이슈와라

끄리슈나(Īśvarakṛṣṇa)가 몰랐을 리 없다. 따라서 상키야는 이원론

이 지니는 난점보다는 그 장점에 비중을 두어 우주론을 확립했다

고 봐야할 것이다.

세계의 제1원인은 세계 내의 모든 존재양상이 설명될 수 있는

근거 가 되어야 한다. 우빠니샤드에게 “그것을 앎으로써 다른 모

든 것이 알려지는 것”, 그것을 브라흐만이라고 한 것도 이런 의미

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세계 내의 존재양상을 살펴볼 때, 크게 보아

정신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무

(無)로부터의 창조를 말하지 않는 한20) 세계의 궁극적 원인은 이

두 측면 모두를 포괄한다고 해야 한다. 상키야든 베단따든 유(有)

로부터의 세계전개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21) 이런 점에

20) 서구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창조설이다. 무로부터의 창조는 세계에

대한 신의 절대 초월성을 확립하자는 측면이 강하다.

21) CU ⅵ.2.2. 또한 BG ⅱ.16 등에서도 언급되는 것처럼, 모든 생성은

전개(udbhāva)이며, 모든 파괴는 원인으로 歸入(anudbhāva)이다.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없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완전히 소멸하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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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두 학파는 모두 전변설(轉變설) 또는 유출설의 입장에서 세계

전개를 설명했다.22) 전변설은 원인으로서의 궁극적 실재와 결과

로서의 세계 사이의 존재론적 연속성(ontological continuum)을

특징으로 하며, 이런 점에서 전자는 후자의 질료인(upādānakāraṇ

a)으로 간주된다. 물론 질료인만으로 세계가 전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자를 만들기 위하여 나무라는 질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

라 그것을 다듬고 못질하는 목공이 필요한 것처럼, 세계의 전개과

정에서도 질료인과 함께 동력인(nimittakāraṇa)이 필요하다.

상키야의 이원론은 질료인과 동력인을 별개로 본다. 즉 세계의

질료인은 쁘라끄리띠지만, 그 동력인은 뿌루샤의 바라봄 또는 뿌

루샤의 다가감에서 구한다. 이와 같이 동력인을 질료인 이외의 제

2의 원리, 즉 뿌루샤에서 구할 때 얻어지는 가장 큰 실익은 뿌루

샤의 절대 청정, 즉 독존(獨存, kaivalya)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종교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절대자가 ‘악(惡)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안에는 온갖 악과 불평등이 있

으며, 유로부터의 창조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와 같은 악과 불평등

또한 세계의 궁극적인 원인 속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상키

야의 이원론은 본래 청정무구한 뿌루샤와는 별개로 쁘라끄리띠를

상정함으로써 뿌루샤의 절대 청정을 확립했다. 뿌루샤와 쁘라끄리

띠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이원론을 택한 대가로 뿌루샤의 청

정을 보존한 셈이다. 형이상학적 체계의 논리적인 일관성보다는

구제론적 실익을 택한 것이다.23)

상키야의 이원론이 뿌루샤와 쁘라끄리띠의 관계 또는 뿌루샤의

다가감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베단따의 불이론 또

한 브라흐만과 세계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오직 브라흐만이

22) 넓게 보면 샹까라의 환영설(māyāvāda) 또한 전변설의 일종으로 봐도

무방하다.

23) 상키야가 고(苦)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구제론적인 목표를 지닌다는 것은

SK 첫 송(頌)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삼고(三苦)의 억누름 때문에

그것을 깨부수는 원인에 대한 탐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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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우빠니샤드의 명제는 세계의 질료인과

동력인이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세계 내에 현저한 악과

불평등 또한 브라흐만으로부터 전개되었다고 해야 하지 않은가?

이 물음에 대하여 샹까라는 브라흐만과 세계 사이에 마야라는 프

리즘을 끼워서 해명하고자 했다. 즉 브라흐만이 마야에 가려짐으

로써 세계라는 환영(幻影)이 생겨났다. 따라서 세계와 마찬가지로

그 안의 악과 불평등은 단지 상대적인 실재성을 지닐 뿐이며, 그

것은 브라흐만에 대한 바른 지혜가 일어날 때 사라지게 된다. 샹

까라의 환영설은 브라흐만의 초월적 측면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상키야의 이원론과 유사하지만, 세계의 실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는 점에서는 상키야와 전혀 다르다. 한편 한 때 라마누자의 스승

이었던 바스까라는 브라흐만 그 자체가 전변하여 세계가 전개된

다는 이론(brahmapariṇāmavāda)을 폈다.24) 이에 대하여 라마누

자는 샹까라의 환영설보다 더 해악한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라마

누자에 따르면, 브라흐마빠리나마바다는 우선 ‘모든 변화와 불완

전을 여읜 브라흐만’을 언명하는 경전 구절들과 일치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터무니없는 이론이다. 반은 완전하고 나

머지 반은 불완전한 브라흐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25)

라마누자는 상키야의 이원론과 바스까라의 브라흐마빠리나마바

다가 지니는 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극(兩極)을 지니는 브라흐

만 이론을 정립했으며, 여기서 브라흐만의 양극 구조는 상키야의

이원 구조와 비교되는 측면이 있다. 세계의 전개를 설명하기 위하

여 상키야는 궁극적 실재의 이원 구조(뿌루샤와 쁘라끄리띠)를 그

리고 라마누자는 궁극적 실재의 양극 구조(원인적 브라흐만과 결

과적 브라흐만)를 택한다. 일견하여 이원 구조와 양극 구조 사이

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강조점은 다르다.

상키야의 이원 구조는 세계의 실재성보다 뿌루샤의 완전을 확립

하는데 초점이 있다면, 라마누자의 양극 구조는 오히려 세계의 실

24) Srinivasachari(1972), p. 423.

25) VS para. 77; SB ii.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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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를 결과적 브라흐

만으로 설명함으로써 원인적 브라흐만과 세계 사이에 존재론적

연속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키야의 이원 구조는 횡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에 라마누자의 양극 구조는 종적인 성격이 강하

다. 노장(老壯)의 도(道)가 그렇듯이, 대개 궁극적 실재의 이원 구

조 또는 양극 구조에 횡적인 성격이 현저하면 궁극적 실재의 인

격적 측면이 발달하지 않는다. 상키야가 무신론을 견지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궁극적 실재의 이원 또

는 양극 구조가 종적인 성격을 띠면 흔히 궁극적 실재는 인격신

개념으로 발달한다.

사실 라마누자의 궁극적 실재에는 위에서 살펴본 종적 양극 구

조 외에 브라흐만과 cit-acit라는 또 다른 하나의 횡적 양극 구조

가 발견된다. 원인적 브라흐만(brahmakāraṇavasthā)은 그 속에

다시 ‘미세한(sūkṣma) 상태의 cit-acit와 브라흐만’이라는 양극 구

조를 지니며, 결과적 브라흐만(brahmakāryavasthā)은 그 속에 다

시 ‘조대한(sthula) 상태의 cit-acit와 브라흐만’이라는 양극 구조를

지닌다. 라마누자의 궁극적 실재가 종횡의 이중적 양극 구조를 지

닌다는 점에서 횡적 이원 구조를 지니는 상키야의 이원론과 다르

다. 상키야와 마찬가지로 라마누자 또한 근본적으로 구제론적 패

러다임을 택하고 있지만, 해탈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상당한 차이

를 보이는데, 이것은 궁극적 실재의 이원 구조와 양극 구조의 차

이에서 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상키야의 이원 구조가

분리와 초월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라마누자의 양극 구조는 연속

과 내재가 강조되는 형이상학적 체계이다. 상키야와 요가에서 궁

극적 이상은 쁘라끄리띠로부터 뿌루샤의 분리, 즉 독존(kaivalya)

이지만, 라마누자에게 궁극적인 이상은 이슈와라와의 합일이다.

라마누자의 횡적 양극 구조는 상키야의 이원 구조가 지니는 난

점, 즉 뿌루샤와 쁘라끄리띠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뿌루샤(cit)와 쁘라끄리띠(acit)

모두는 브라흐만의 통제 하에 있으며, 따라서 그 둘의 관계는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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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흐만에 의하여 규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cit와 acit의 관계는

전혀 설명되지 않으며, 양자 모두 브라흐만의 통제 하에 있으므로

당연히 불가분의 관계(apṛthaksiddhi saṃbandha)에 있다는 입장

이다.26) cit-acit와 브라흐만의 관계는 주로 경전적 근거나 비유로

설명된다. 이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몸과 몸을

지니는 자(śarīra-śarīrin)’의 관계이다. 라마누자의 이론체계에서 c

it와 acit의 관계, 또는 브라흐만과 cit-acit의 관계가 단지 경전적

근거나 비유로써 설명될 뿐이라는 점에서 보면, 여기서도 상키야

의 난점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라마누자

는 상키야의 이원 구조를 브라흐만의 내적(횡적) 양극 구조 속으

로 옮겨놓았을 뿐이며, 뿌루샤와 쁘라끄리띠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라마누자의 종적(외적) 양극 구조는 바스까라의 전변설이

지니는 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바스까라의 브

라흐마빠리나마바다가 지니는 가장 큰 문제는 세계에 대한 브라

흐만의 내재적인 측면만 고려할 뿐 초월적인 측면을 전혀 무시하

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라마누자는 브라흐만을

원인적 브라흐만(brahmakāraṇavasthā)과 결과적 브라흐만(brahm

akāryavasthā)으로 구별하였다. 이 중에서 전자는 모든 변화와 불

완전을 여읜 브라흐만임에 비하여 후자는 변화와 불완전에서 자

유롭지 못한 브라흐만이며 특히 세계라고 부른다. 종적 양극 구조

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경전적 근거와 비유를 동원하고 있을 뿐이

며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춘 이론체계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상

키야와 마찬가지로 라마누자는 구제론적 패러다임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일관성보다는 구제론적 실익이 우선이다.

26) 라마누자에 의하면, 브라흐만은 未顯現 상태뿐 아니라 顯現 상태에서도

언제나 세계와 공존하며 불가분의 內屬관계(apṛthak-siddhi)에 있다(VS

para.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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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마누자의 3중 실재(tattvatraya)와 상키야의 25요소

인도의 여러 유신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라마누자는 실재를 3중

구조로 보는 입장을 받아들이며, 이슈와라, 의식적인 존재(cit), 의

식 없는 물질(acit) 모두가 영원하다고 주장한다. 이 셋 중에서 오

직 이슈와라만이 독립적인 실재이며 나머지 둘은 이슈와라에게

의존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3중 실재는 상키야의 뿌루샤

-쁘라끄리띠 이원 구조가 지니는 난점을 해소하기 위한 양극 구

조라 할 수 있는데, 상키야의 이원 구조와 라마누자의 양극 구조

가 지니는 차이점은 크지 않다. 상키야에서는 쁘라끄리띠 안에 균

형이 깨지는 원인을 뿌루샤에서 구하고 있는 반면에 라마누자는

acit로부터의 세계 전개가 일어나게 하는 동인(udreka)이 cit로부

터 오는 것이 아니라 브라흐만의 의지력(saṅkalpa)에 기인한다27)

고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결과로 라마누자는 상키

야와는 달리 cit와 acit의 관계에 대한 설명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

이지 않는다. 브라흐만 안에 있는 그 둘은 당연히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지닌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계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도 라마누자는 거의 무관심하며,28)

이에 대한 상키야의 설명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다. 라마누자

이후의 한정불이론자들은 5종의 미세한 요소(tanmātras)로부터 5

종의 조대한 요소(mahābhūtas)가 나오는 과정에 대하여 상키야와

는 다소 차이가 있는 설명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상키야까리까에서는 5종의 미세한 요소로부터 5종의 조대한

요소가 나오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세한 요소들은 차

별이 없다. 이 다섯으로부터 (조대한) 5요소가 (생긴다). 이들은

27) SB ii.1.25; 라마누자의 GB ix.7.

28) 이 점은 Bhatt(1975, p. 105) Carman(1974, p. 117) 등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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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 있다고 전해진다. 평온과 공포와 어리석음이다.”29) 상키
야까리까의 이 구절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미세한 5요소
들로부터 조대한 5요소들이 나온다는 것이며, 성, 촉, 색, 미, 향의

미세한 5요소들이 공, 풍, 화, 수, 지의 조대한 5요소들과 구체적으

로 어떤 관련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가우다빠다바
쉬야사히따 상키야까리까(Gauḍapādabhāṣyasahitā Sāṁkhyakārik
ā)에서도 단지 ‘차별이 없는 것’(aviśeṣa)은 ‘미세한 것’(sūkṣma)이

며 ‘차별이 있는 것’(aviśeṣa)은 ‘조대(粗大)한 것’(sthūla)이라고 했

을 뿐이다.30) 미세한 5요소가 조대한 5요소로 전개되는 과정에 대

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없다. 정승석교수는 “범부에게는 3구나(satt

va, rajas, tamas)의 차별상으로 인식되는 원리들을 차별”이라 하

며, “반면에 5미세요소를 ‘무차별’로 지칭한 것은 신이나 높은 경

지에 이른 수행자에게는 그것들이 주로 sattva의 기능으로서만 인

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1) 요가와 상키야의 주석자들은

5종 미세요소로부터 5종 조대요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대개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해왔다.

聲(성) → 空(공) 聲 → 空

聲+觸(촉) → 風(풍) 觸 → 風

聲+觸+色(색) → 火(화) 色 → 火

聲+觸+色+味(미) → 水(수) 味 → 水

聲+觸+色+味+香(향) → 地(지) 香 → 地

라마누자에게는 전혀 관심 밖이었던 세계의 전개과정에 대한

설명은 후대의 슈리 바이슈나바 문헌들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다

루어지고 있으며, 슈리니바사짜리야(Śrinivāsācārya)의 야띤드라

29) SK xxxviii.

30) GS p. 75(임근동 2008 p. 69, 각주 54에서 재인용).

31) 인도철학회(2008),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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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따디삐까(Yatīdramatadīpikā)에서는 상키야의 이해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도 보인다. “부따디로부터 성(聲) 딴마뜨라가 일어난다.

성 딴마뜨라에서 공, 공(空)에서 촉 딴마뜨라가 일어나며, 촉 딴마

뜨라에서 풍이 일어난다. 풍에서 색 딴마뜨라가 일어나며, 색 딴

마뜨라로부터 화(火)가 일어난다. 화로부터 미 딴마뜨라가, 그리고

미 딴마뜨라에서 수(水)가 생겨나며 수로부터 향 딴마뜨라가 생겨

난다. 향 딴마뜨라로부터 지(地)가 생겨난다.”32) 이 과정을 도식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hūtādi(tamas가 현저한 아함까라) →

śabda-tanmātra(聲) → ākāśa(空) → sparśa-tanmātra(觸) → vāy

u(風) →rūpa-tanmātra(色) → agni(火) → rasa-tanmātar(味) →

ap(水) → gandha-tanmātra(香) → pṛthivi(地). 위의 인용구와 도

식에서 보는 것처럼, 슈리니바사짜리야는 촉, 색, 미, 향의 미세 요

소(tanmātra)들이 각각 공, 풍, 화, 수의 조대요소(mahābhūta)들로

부터 나온다고 보는데, 이러한 이해는 상키야와 전혀 다르다.

한편 야띤드라마따디삐까와 함께 라마누자 이후 슈리 바이슈
나바파의 주요 문헌으로 꼽히는 땃뜨바뜨라야(Tattvatraya)33)
에서는 미세한 5요소로부터 조대한 5요소가 전개되는 과정을 다

음과 같이 말한다. “부따디(bhūtādi)34)로부터 성(聲, śabda) 딴마

뜨라가 나오며, 성 딴마뜨라는 공(空, ākāśa)과 촉(觸, sparśa) 딴

마뜨라를 만든다. 촉 딴마뜨라로부터 풍(風, vāyu)과 색(色, rūpa)

딴마뜨라가 일어난다. 색 딴마뜨라로부터 화(火, agni)와 미(味, ra

sa) 딴마뜨라가 생겨난다. 미 딴마뜨라로부터 수(水, ap)와 향(香,

gandha) 딴마뜨라가, 그리고 향 딴마뜨라에서 지(地, pṛthivi) 딴마

뜨라가 생겨난다.”35)

32) YD 31-47(pp. 59-65).

33) 라마누자 이후 그의 슈리 바이슈나바(Śrī-vaiṣṇavas)파는 Tengalai와

Vadagalai 두 종파로 갈라진다. YD가 Vadagalai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이라면, 로까짜리야(Lokacarya, 13세기)의 TL은 Tengalai 계통의

사상을 대표하는 문헌이다.

34) 세 구나 중에서 tamas가 sattva 및 rajas를 압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는 tamas가 현저한 아함까라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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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띤드라마따디삐까에 비하여 땃뜨바뜨라야의 이해는 상키
야나 요가의 일반적인 이해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이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5종 미세요소와 5종 조대요소의 관계뿐만 아니라

5종 미세요소 상호간의 관계 또는 5종 조대요소 상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점에

서는 땃뜨바뜨라야와 야띤드라마따디삐까는 공통된다. 이 문
제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상키야에서는

성 → 공, 또는 성+촉 → 풍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성과 촉의 관계 또는 공과 풍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에

비하여, 땃뜨바뜨라야에서는 성에서 공뿐만 아니라 촉도 나온다
고 본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성, 촉, 색, 미, 향의 5종 미세요소는

수직적인 전개과정을 거친다. 다시 말하여, 성에서 촉이 나오고

촉에서 색이 나오며, 색에서 미가 나오고 미에서 향이 나온다는

식이다. 마찬가지로 공, 풍, 화, 수, 지 또한 수직적인 전개과정에

중점을 두어 설명한다. 물론 이 두 가지의 수직적인 전개과정은

다시 서로 교차한다. 즉 성에서 공이 나오고 촉에서 풍이 나오며,

색에서 화가 나오고 미에서 수가 나오며 향에서 지가 나온다. 이

에 비하여 상키야의 이해는 다소 수평적이고 병렬적이다. 다시 말

하여, 성, 촉, 색, 미, 향의 생성은 이들 요소 상호간의 어떤 수직

적인 전개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 bhūtādi로부터 나오며,

공, 풍, 화, 수, 지 또한 각각 성, 촉, 색, 미, 향에서 나온다고 보는

측면이 강하다.36)

이와 같이 후기 슈리 바이슈나바 문헌들이 5종 미세요소로부터

5종 조대요소들의 전개과정을 설명하면서 5종 미세요소 상호간

또는 5종 조대요소 상호간의 수직적인 전개과정에 천착하는 것은,

35) TL 50(p. 34)

36) 물론 상키야의 5종 미세요소와 5종 조대요소의 전개과정에 대한 위의

도표 중에서 첫 번째 이해는 지(地)가 성+촉+색+미+향에서 나온다고

하여, 전개의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차츰 앞의 미세요소가 뒤의

미세요소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香)이 미(味)에서 나온다는 수직적인 이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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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유신론적인 사고방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세계의 전개과정 전체를 이슈와라로부터 수직적인 하나의 라인으

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야띤드라마따디삐까에서 심지어 조대요소(예를 들어 vā
yu)로부터 미세요소(예를 들어 rūpa-tanmātra)가 나온다는 억지

해석이 있게 된 것은, 결국 5종 미세요소와 5종 조대요소 전체를

하나의 수직적인 전개라인으로 설명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

다.

상키야와 마찬가지로 라마누자는 쁘리끄리띠가 세 구나(guṇa)

를 지닌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내용은 상키야와 다르다. 라마

누자는 3-구나를 쁘라끄리띠의 본질적 속성(dravyadharma)으로

보는 반면에 상키야는 3-구나를 쁘라끄리띠의 구성요소(dravyasv

arūpa)로 본다. 라마누자에 따르면, 3-구나를 본질적 속성이 아니

라 구성요소로 보는 것은 세계의 원인이 여럿 있다는 것을 인정

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37) 후기 한정불이론자들의 쁘라끄리띠

이해는 상키야와 더욱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 땃뜨바뜨라야는 3
-구나로 이루어져 있는 미슈라(miśra, 복합) 삿뜨바 외에도 라자

스와 따마스가 없는 슛다(śuddha, 순수) 삿뜨바와 3-구나가 전혀

없는 삿뜨바 슌야(sattva śūnya)38) 등의 3종 쁘라끄리띠를 인정하

고 있다.39) 그러나 상키야에서는 3-구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어떤 대상도 있을 수 없다. 상키야와는 달리 야띤드라마따디삐까
에서는 라자스와 따마스가 없이도 삿뜨와만 존재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3-구나를 완전히 여읜 어떤 대상도 인정된다.

37) SB ii.2.1.

38) Anima Sen Gupta는 삿뜨바 슌야를 ‘라자스와 따마스로 구성된 실체’로

간주한다(1967, p. 93).

39) YD v.1(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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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탈된 아뜨만의 개별성과 뿌루샤의 다수성(多數性)

상키야는 무수한 뿌루샤를 인정한다. “생(生)과 사(死)와 기관

(根, karaṇa)들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개인들

이> 동시에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 가지 성질들이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뿌루샤의 다수성이 증명된다.”40)

만일 영혼이 하나뿐이라면,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

이 태어나야하고,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며, 한 사람의 눈에 문제가 생겨 소경이 되면 모든 사

람들 또한 소경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며,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대장간 일을 하는 등 모든 사람이 동시에 활동

하지 않으며, 또한 어떤 사람은 삿뜨바가 충만하여 유쾌한 삶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따마스가 현저하여 미욱한 차이가 있으므

로 영혼은 하나가 아니라 다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흔히 상키야는 초월적 자아(Ātman)와 경험적 자

아(jīva)를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41) 상키야에서 뿌루샤

는 순수의식, 모든 지식의 원천, 속박과 해탈과 윤회를 여읜 목격

자 등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뿌루샤의 다수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뿌루샤는 마치 현상적 에

고처럼 나타나는 초월적 주체이다. 만일 뿌루샤가 초월적 실재라

면, 어떻게 그것이 다수의 실재로 나누어질 수 있겠는가? 사실 위

의 인용구에서 뿌루샤의 다수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예

들은 초월적 주체로서의 뿌루샤가 아니라 경험적 자아의 다수성

을 증명하는 예라 할 것이며, 경험적 자아의 다수성이 곧 초월적

자아의 다수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에 가우다빠다(Gaudapad

a)는 자신의 바쉬야(Bhāṣya)에서 상키야까리까 xi을 주석하

40) SK xviii.

41) Sharma(1976),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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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현현은 여럿이지만 미현현(뿌루샤)은 하나인 것처럼, 영혼

(pumān)도 하나”라고 하여, 위의 인용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장

을 보인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정불이론자인 라마누자 또한 해탈

된 영혼의 개별성(individuality)을 인정함으로써 불이론자들(Adva

itins)로부터 경험적 자아 또는 완전한 해탈에 이르지 못한 영혼과

초월적 자아를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42)

불이론자들에 따르면 해탈된 영혼은 개별성을 완전히 탈각하고

브라흐만과 하나가 된다. 이의 근거로 흔히 문다까 우빠니샤드
의 “실로 브라흐만을 아는 자, 그는 브라흐만이 된다.”43)는 구절

을 든다. 이에 비하여 라마누자는 해탈된 영혼이 브라흐만과 동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속박에서 자유로우며 죄에서

벗어난 영혼은 … 지고한 브라흐만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브라흐만과 유사한 것, 즉 동등한(sadhārmya) 것으로 말해지기

때문이다.”44) 이와 같이 해탈된 영혼은 브라흐만과 단지 유사 또

는 동등할 뿐만 아니라, 그 동등함도 전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

지 지복의 즐김(bhogamātrasāmya)에만 한정된다. “경전들은 해탈

된 영혼이 브라흐만의 본질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을 즐기는 점에

서만 동등하다는 것을 설한다. … 결국 이슈와라만이 세계를 주관

하고 통제하는 힘을 지니며, <개별> 영혼은 그와 같은 힘을 지니

지 않는다.”45) 이런 점에서 라마누자에게 해탈은 브라흐만과 개아

의 동일성(tatātmya)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해탈 상태에서 소

멸되는 것은 이기적 자아의식이며 개별성이 아니다.”46)

42) 예를 들어, 샹까라는 만일 해탈된 영혼에게 개별성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믿는 자와 믿음의 대상 사이에 이원성이 남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탈의 최종 형태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Masih(1983),

p. 211).

43) MU iii.2.9; “sa yo vai tat param brahma veda brahmaiva bhavati.”

44) SB i.3.21.

45) SB iv.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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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라마누자가 해탈된 영혼의 개별성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궁극적 실재를 이슈와라-cit-acit라는 3중 구조로 파

악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세 가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따라

서 해탈된 상태라 할지라도 cit는 이슈와라와 구별된다고 해야 하

는 논리적인 필연이 있다. 물론 여기서 ‘구별’이란 ‘분리’를 의미하

지 않는다. 다시 말하여, 인식론적인 의미에서의 구별이 있을 뿐

이며, 존재론적인 의미에서의 분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마

치 몸과 마음이 알음알이로는 구별 가능하지만 둘로 나눌 수 없

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사실 라마누자가 해탈한 영혼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것은 뿌루

샤의 다수성을 주장하는 상키야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상키야는 이원론으로 불리고 라마누자는 한정불이

론자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짜스빠띠(Vācaspati), 가우다

빠다(Gauḍapāda), 비갸나빅슈(Vijñānabhikṣu) 등 후대의 주석자

들은 유일한 뿌루샤를 언급하고 있다 할지라도, 상키야까리까
자체에는 무수한 뿌루샤를 하나의 뿌루샤로 묶으려는 노력이 보

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원(二元)의 개념으로써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원론을 주장하면서도 자파(自派)의 주석서들이

이에 대해 보다 충분한 해석을 가하고 있지 않다.”47) 이에 비하여

라마누자는 기본적으로 우빠니샤드의 불이론 전통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슈와라-cit-acit의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실재의 3중 구조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가 사용한 불가분의 내속관계(apṛthaksiddhi) 개념은 주목할 만

하다. 이미 말한 것처럼, 이슈와라-cit-acit는 불가분의 내속관계

에 있다. ‘푸른’이라는 말과 ‘연꽃’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지만, 동일한 실체를 가리킨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슈와라-cit

-acit 사이에 구별이 부정되지 않으면서 또한 유기적 통일이 긍정

된다. 이로써 라마누자는 인도 유신론 전통에서 인정되어온 궁극

46) Radhakrishnan(1993), p. 710.

47) 정승석(1992), p. 17.



92 ∙ 印度哲學 제26집

적 실재의 3중 구조(이슈와라-cit-acit)를 받아들이면서도 3원론이

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Ⅳ. 맺는말

지금까지 라마누자의 슈리바쉬야에 나타난 상키야 비판을 살
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두 사상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라마누자

가 상키야를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키야가 무신론이라는 점

때문이다. 라마누자가 타 학파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추구하는 궁

극적인 목적은 박띠 종교의 철학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며, 상키야

의 무신론은 박띠 종교 자체에 대한 부정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상키야는 샹까라의 환영설 못지않게 중요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비록 상키야와 관련하여 라마누자의 주요 관심사가

무신론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그의 비판은 오히려 이원론이 지

니는 난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것은 상키야가 지니는 난점이 결

국 뿌루샤와 쁘라끄리띠의 상위 개념으로서 이슈와라를 인정할

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마누자가 상

키야를 비판하는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자설의 정체성을 분명하

게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상키야는 라마누자와 마찬가지로 실재

론적인 입장에서 전변설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차이를 선명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비(非)의식적인 쁘라끄리

띠로부터 세계의 전개를 해명하는 상키야의 전변설을 비판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양태(樣態, avasthā) 전변설을 세웠다.

한편 상키야에 대한 라마누자의 비판은 두 사상 사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한 그

둘 사이의 유사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비판을

통하여 자설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볼 때, 만일 그 둘 사이에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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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없다면 굳이 비판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본론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상키야와 라마누자의 동이(同異)를 고찰

하였다. 첫째, 상키야의 뿌루샤와 쁘라끄리띠가 지니는 이원 구조

는 라마누자의 궁극적 실재 속에서 종횡의 이중적 양극 구조와

유사하다. 후자는 전자의 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

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키야의 횡적 이원 구조는 무신론으

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만, 라마누자의 종횡 이중적 양극 구조는

박띠 종교의 유신론을 수용하기에 적합하다. 궁극적 실재의 이원

구조나 양극 구조는 일원론이 지니는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

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둘째, 라마누자의 3중 실재(tattvatraya)

와 상키야의 25요소의 관련을 규명하였으며, 특히 5종의 딴마뜨라

(5唯)에서 5종의 마하부따(5大)가 나오는 과정을 중심으로 상키야

와 라마누자 또는 후기 한정불이론자들의 입장을 비교하였다. 라

마누자는 세계전개 과정을 설명하면서 거의 상키야의 개념들을

차용하고 있지만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쁘라끄리띠의 3-구

나를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는 점에서 세 구성요소로 보는 상키야

의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셋째, 라마누자가 해탈된

영혼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것은 상키야에서 뿌루샤의 다수성이

인정되는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한정’이라는 조건이 붙지만 불이론이라고 불리는데 비하여 후자

는 이원론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상키야의 이원 구조

는 분리와 차이에 초점이 있는데 비하여 라마누자의 양극 구조는

연속과 유기적 통일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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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āmānuja's Criticism of Sāṃkhya Philosophy

Lee, Geo Lyong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Criticism of other viewpoints is as necessary as

exposition of one's own viewpoint. A philosopher cannot be

content with the bare exposition of his standpoint. He must

not only be familiar with the views of others but must also

be in a position to point out the shortcomings and defects, if

any, in them. Further, it is also necessary for one to take

note of the evaluation of one's position in the light of the

objections raised by them.

Rāmānuja is at his best not only when he elucidates

the Viśiṣṭādvaita position, but also when he examines and

criticizes the views of others. I propose to consider in this

paper the manner in which Rāmānuja in his Śrībhāṣya

criticizes the Sāṃkhya philosophy.

Sāṃkhya philosophy as described by Īśvarakṛṣna is

dualistic and non-theistic in outlook and affirms

satkāryavāda (the doctrine of the pre-existence of the

effect). According to Sāṃkhya, the effect pre-exists in its

material cause. The effect is the essence of its material

cause and as such identical with it. In Sāṃkhya, the

material cause of the universe is the unconscious prakṛti

which is wholly independent of another spiritual principle,

i.e. Puruṣa. The transcendent nearness (sannidhānam) of the

intelligent puruṣa is sufficient to move prakṛti to act,

although it remains unmoved.

The principal objection to the Sāṃkhya rais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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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āmānuja is directed against the possibility of the evolution

of prakṛti. According to Rāmānuja, the process of evolution

could not have been started by non-intelligent prakṛti on its

own accord because a non-intelligent entity cannot evolve

itself in such a perfect order without being regulated by an

intelligent agent. Another point criticized by Ramanuja is as

to the possibility of the mere transcendent nearness

(sannidhānam) of Puruṣa, which causes the initial

disturbance (udreka) to the equilibrium in prakṛti for

creation to take place.

In spite of Ramanuja's criticism of Samkhya, there are

some important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Therefore, I

also inquire into these similarities minutely centering on the

follow three points; 1) polarity of Brahman and dualism, 2)

tattva-traya and 25 tattvas, and 3) individuality of

emancipated ātman and plurality of puruṣa.

key words: rAmAnuja, sAMkhya, zrIbhASya, satkAryavAda,

viziSTAdvaita, dualism, polarity of Bra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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