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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이 의 인지학에 스며 있는 인도철학  요소들

__고 의  해석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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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요어: 3원론(몸, 혼, ), 4구성체(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마나스, 붓디, 아트만]

슈타이 의 사상의 원류를 괴테로부터 찾는 것이 학문계의 일반  

경향이나 이러한 은 종종 슈타이 의 인지학에 스며 있는 인도철학

 요소들을 간과하게 한다. 슈타이 의 인지학에는 명백히 인도철학  

요소들이 스며 있다. 슈타이 의 인지학은 윤회와 업설이 바탕이 되고 

있으며, 이 둘은 그의 교육  실천에 용되고 있다.

슈타이 는 4구성체로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4가지를 

제시한다. Taittir ya Upaniṣad에서는 annarasamaya, pr ṇamaya, 

manomaya, vijñ namaya, nandamaya라는 다섯 가지 층이 제시된다. 

그 성격을 고찰해 보면 슈타이 의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라는 3

층은 annarasamaya, pr ṇamaya, manomaya에 직  응하며 자아체는 

vijñ maya, 즉 제4층에 근 하고 있다. nandamaya라는 제5층은 궁극

 상태이기에 기체로서의 4구성체 안에서 포섭되지 못하고 슈타이 의 

全人 7구조론에서 추 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슈타이 의 全人은 基體로서의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를 바탕

으로 하면서 자아에 의해 화된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물질체를 갖추

고 있는 완성된 인간이다. 이 화된 3가지는 인간 안에 내재한  

상태인 ‘  자아, 생명령, 인간’이다. 슈타이 는 이 개념을 고  인

도의 지혜로 간주되는 ‘마나스, 붓디, 아트만’과 연결시키고 있다.

슈타이 의 3원론은 4구성체가 바탕이 되고 있다. 4구성체설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 구체 인 근이 가능한 것으로서 슈타이 의 인지학의 

바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아에 의해 화된 3요소는 상키야와 베단

타 철학과 유사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슈타이 의 인지학에는 동서양

이 통합되어 있으며 슈타이 의 독자 인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래서 그의 인지학의 근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그의 인지학에 스며 

있는 인도철학  요소들을 추 해 보는 작업은 슈타이 의 인지학 이해

에 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 동국 학교 학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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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실의 학교 교육과정의 근 에 있는 철학은 감각  세계를 근

거로 하는 자연과학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자라나는 

학생들을 물질세계로만 경도시켜 국민공통교육과정의 극 인 고

등학교 교육에 이르게 되면, 부분의 학생들은 내면세계의 공허

와 황폐화를 겪으면서 방황하고 좌 하거나 유물론  사고가 

로 근간이 되는 인간으로 성장하여 세상에 편입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총체 인 유물론의 세에도 불구하고 인간

의 내면세계를 고 의 인도학과 같은 맥락에서 악하고 이를 보

통교육에서 실 하려 한 인물과 그 학교가 있다. 그가 바로 슈타

이 이며 그가 세운 발도르 학교이다.

슈타이 1)는 크로아치아 출생으로 인간과 세계의 사실을 본질

이고 종합 으로 악하는 인지학(Anthroposophie)2)을 수립․ 

제창한 철학자이자 교육사상가이다. 그는 정치  흐름으로부터 자

유롭고 새로운 인간교육을 해 1919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자

유발도르 학교를 창립하 다. 발도르 학교는 재 세계 으로 9

00여개의 학교에 이르고 있으며, 그의 학교는 우리나라에도 안

교육의 한 흐름으로 상륙해 있다.

슈타이 의 인지학에는 우 니샤드 이래의 인도철학  인간학

1) 슈타이 는 당시 헝가리 경이며 재 크로아치아 출생으로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 공 에서 자연과학을 수학했고, 후에 철학 공 논문으로 

철학박사가 되었다. 그는 자연과학자이면서 인문과학자이기도 한 이로서, 

후 에서 그를 괴테나 다빈치를 능가하는 천재로서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그의 업 은 교육, 치료, 술, 경제, 농법, 의학, 약학에까지 펼쳐져 있다.

2) 슈타이 는 독일 신지학회의 신인물이었으며 1913년 신비  계시와 

직 에 의존하던 신지학회를 나와, 인간에 한 일반학을 과학 으로 

근하고자 인지학을 펼치게 된다.



슈타이 의 인지학에 스며 있는 인도철학  요소들 ∙ 7 5

이 담겨져 있다. 그는 독일 신지학회의 핵심 인사로 활동을 하

으며 인간 내면 세계의 지혜를 깨달은 見 이기도 했다. 

본 논문은 그의 인지학  교육사상 속에 스며있는 인도철학  

요소들을 추 해 보고자 한다. 구체 으로는 슈타이 의 인지학 

 인도철학  요소가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을 주로 하여 살펴보

면서 인도철학과의 련성을 짚고 그  의의를 살펴볼 것이

다. 이러한 작업은 고  이래 동양의 신비주의  내용이 합리 인 

서양의 보통교육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을 살펴보는 것

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는  물질문명 속에서 인도  탐구의 

화를 기 해 보면서 인도철학도로서의 역할을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Ⅱ. 인지학에 스며있는 인도철학  요소들

1. 인지학에 나타나는 윤회와 업설

슈타이 는 탄생과 죽음 사이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결코 인

간의 진정한 모습을 설명할 수 없다고 제하고, 태어나기 의 

존재를 설정하면서 이 인생에 앞서 몇 번의 다른 인생이 있었음

을 합리 으로 설명하고자 한다.3)

[이 생의] 육체의 형태는 以前의 生을 반복하는 靈을 새로이 보존하

는 자이며, 그 육체와  사이에 그 자신의 고유한 생활을 해나가는 

魂이 있다.4)

3) Steiner(2001) pp.59-64 참조.

4) Steiner(2001) p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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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의 운명 체험은 前生의 행 와 련되어 있으며...인간의 

은 행 에 의해 자신의 운명을 불러 온다.5)

육체는 遺傳 법칙에 따르며, 혼은 스스로 만들어낸 운명에 따르며,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이 운명을 카르마(業)이라 한다. 그리고 은 

윤회 생의 법칙에 따른다.6)

이상의 서술에서 우리는 명백히 힌두이즘的 Karma와 Saṁs ra

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다. 슈타이 는 그의 교육  인간학의 바

탕에 인도철학  통의 이 두 법칙을 간 하고 이를 근간으로 

교육  실천에 용하고 있다. 구체 으로는 인간의 성장 과정, 

특히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에 직  입시켜 교육방법론을 개시

키고 있다.

인간이 死後의 진화과정에서, 계에 계속 살 수 없게 되면서  다

른 존재 형식으로 옮겨야 하는 시 에 도달할 때, 그것이 새로운 生이

다. 그는 이 때 다른 존재의 형태를 받는데, 이는 스스로에게 육체와 

에테르체를 착용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7)

혼에 있어서는 인간․생명령․ 자아라는 세 가지  통일

체와 의식혼․오성혼․감각혼이라는 세 가지 혼  통일체가 결합해 

있다. 그 혼이 물질계에 내려올 경우에는 감각체( 는 아스트랄

체)․에테르체․육체라는 제3의 신체  통일체와 결합한다.8)

이상을 통해 볼 때 그의 사상에 보다 명확히 근하기 해서

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개념들이 있다. , 혼, 몸의 3원구조9)와 

5) Steiner(2001) pp.74-75 발췌.

6) Steiner(2001) p.78.

7) Steiner(1966) p.17.

8) Steiner(1966) p.19.

9) 이들은 독일어로 각각 ‘geist, sseele, lieb’로 표기되며, 어로는 ‘spirit, 

soul, body’로 번역되고 있다. 양억 은 ‘ , 혼, 몸’으로 번역하고 있고 

본고는 이에 하여 서술하고 있다. 한국슈타이 교육 회에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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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의 4구성체론10), 감각혼, 오

성혼, 의식혼, 인간, 생명령, 자아11) 등의 개념이 그것이다. 

이들은 그의 인지학을 이해하기 해서는 제격인 개념들이나, 

슈타이  한 비유 으로 설명을 하거나 자신의 술들 속에서 

각기 부분 으로 서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개념 악이 어

려운 경우가 지 않다. 후인들의 이들에 한 연구 논문들 한 

각 개념들의 명확한 범주와 련성들에 한 근보다는 나열 형

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이다. 이에 고  이래의 인도의 수행철학

 근이 그 실체에의 근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역

으로 슈타이 의 서술을 통해 고  해석에 있어 새로운 조명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 하면서, 그의 직  서술들을 바탕으로 개

념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2. 인지학에 스며있는 오장설(五藏說)  요소들

⑴ 인지학의 4구성체설

슈타이 는 자신의 많은 술들에서 항상 ‘인간의 본질’을 제

하고 있다. 그는 인간을 다양한 요소들에 의한 통합  존재로 보

면서 그 구성요소를 다층 으로 분석하는데, 그가 제로 하는 인

간의 본질에는 몸, 혼, 의 3원 구조와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

‘정신, 혼, 육체’로 번역하고 있다. 

10) 4구성체는 독일어로 각각 ‘physischerleib, lebensleib, empfindungsleib, 

ichleib’로 표기되며, 어로는 ‘physicalbody, ethericbody, astralbody'로 

번역되고 있다. 이들의 구체 인 내용은 다음 에서 살펴 볼 것이다.

11)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은 세 가지 혼  상태로 각각 ‘sentientsoul, 

intellectualsoul, consciousnesssoul’로 역된다. ‘ 인간, 생명령, 

자아’는 세 가지  상태로 각각 ‘spiritman, lifespirit, spiritself’로 

역되며, 이들의 구체 인 내용은 2장 3 에서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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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체, 자아체의 4구성체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슈타이 의 4구성체를 그의 서술을 통해 구체 으로 살펴보면 

‘물질체’란 물  소재로 되어 있으며. 몸의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물질  형태의 신체이다.12)

인간의 물질체란 인간이 물계와 같은 속성을 가진 부분이다... 편

견 없이 고찰할 때 특히 요한 것은 인간이 죽으면 물계와 같은 모

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사체란 물계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13) 

에테르체란 보통의 감각으로는 지각할 수 없으나 내  기 이 

개발될 때 지각되는 신체이다. 이는 물질  소재나 힘을 생명력으

로 바꾸는 독립 이고 실 인 본성으로 식물계와 같은 속성을 

가진 부분이다. 

살아 있는 동안 육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물질의 소재와 힘에 극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Ätherleib’ 는 ‘생명체’라고 부른다. ···

에테르체는 인간의 두 번째 본성이며, 감각  인식에 있어서 육

체보다 고차의 실이다. ··· 에테르체가 육체 곳곳에 침투되어 있으

며, 육체에 해 일종의 건축가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 모든 신체 

기 은 에테르체의 흐름과 작용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14)

아스트랄체는 에테르체보다 더 미세한 신체이다. 이는 외부

상을 지각하고 인상을 통해 내면의 체험을 만들어 내는 바탕으로 

감각  지각과 충동·쾌·불쾌 등을 포함하는 감정이 이와 련한

다.15) 아스트랄체가 동물계와 같은 속성을 가진 실체임을 슈타이

는 다음 내용을 통해 암시한다.

12) Steiner(2001) p.24 참조.

13) Steiner(1922) pp.16-17.

14) Steiner(1922) pp.18-22 발췌.

15) 廣瀨俊雄, pp.70-71. 정윤경(2000) p.8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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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 때 어두운 심연으로 잠겼다 깨어날 때 다시 떠오르는 것은 동

일한 의식이다. 

반복해서 무의식 상태로부터 의식을 깨우는 것은 감각  의식에

서는 제3의 인간본성을 의미한다. 그것을 아스트랄체라고 부른다...에

테르체의 힘만으로는 스스로를 의식의 빛으로 비추어 낼 수 없으며 

계속 수면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 ··· 에테르체가 을 뜨는 것은 아스

트랄체의 조명을 받을 때이다.16) 

인간의 몸에는 이상의 3가지 형식 외 나아가 네 번째의 독자

인 인간 형식이 덧붙여져 있다. 그것이 자아체이다. 자아체는 인

간만이 지닌 ‘나’란 존재를 지속 으로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바탕이다. 자아체는 ‘나’의 운반자로, 인간에게 특별히 존재하는 

체이다.17)

감각  인식이 인간 안에 존재한다고 확인한 제4의 본성은 더 이

상 주 의 드러난 세계와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것이 인간을 다른 자연 존재와 구별해주며, 그것에 의해 인간은 ‘만물

의 장’이 된다. 감각  인식에 의하면 인간은 각성 시에 본질 으

로 아스트랄체와 구별될 수 있는  다른 본성의 작용을 받는다. 각성

시의 인간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체험뿐만 아니라 지속 인 체험을 가

지며,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이 두 본성의 차이가 방 명확해 진다. 

··· 인간의 경우, 욕망이나 소망의 원인을 체내나 체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경우 특별한 원천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와 같은 원천은 감각  인식을 통해 인간의 ‘자아’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아’는 제4의 인간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

다.18)

에테르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육체는 붕괴한다. 아스

16) Steiner(1922) pp.22-23 발췌.

17) Steiner(2008) p.32-33 참조.

18) Steiner(1922) pp.24-25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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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랄체가 밝게 비추지 않는 에테르체는 무의식 상태 속으로 침잠

한다. 그리고 ‘자아’가 과거를 재 속으로 끌어넣지 않고 아스트

랄체만 존재할 때 과거는 그때마다 망각 속으로 가라앉게 된다.19)

⑵ 4구성체설과 오장설

슈타이 의 4구성체설은 Taittir ya Upaniṣad의 오장설과 연계

해서 해석해 볼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Taittir ya Upaniṣad에

서는 만물의 모태와 같은 라흐만으로부터 개되어 나온 상

세계의 존재론  질서를 인간존재를 심으로 하여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라흐만은 인간존재에 있어서 다섯 

가지의 층(pañca-kośa)을 가진 자아( tman)로 나타나 있다고 한

다.20)

그  가장 표면층을 이루는 annarasamaya는 음식, 즉 물질로 

이루어진 층이다. 그 다음의 pr ṇamaya는 생명 에 지로 이루어

진 층이다. 그 안쪽의 manomaya는 본능 이고 지각 인 의식으

로 이루어진 층이다. 보다 안쪽은 vijñ namaya로 지 인 사고능

력으로 이루어진 층이다 , 그리고 가장 높고 깊은 단계인 nanda

maya는 喜悅로 이루어진 층이다.21) 이 희열로 이루어진 자아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내재하는 라흐만 자체이다. 길희성 교수

19) Steiner(1922) p.26.

20) “sa v  eṣa puruṣo anna-rasa-mayaḥ/ tasm d v  etasm d 

anna-rasa-may t anyo'ntara tm  pr ṇa-mayaḥ tenaiṣa pūrṇaḥ/ 

tasm d v  etasm t pr ṇamay t, anyo'ntara tm  manomayaḥ...tasyaiṣa 

eva ś r ra tm , yaḥ pūrvasya, tasm d v  etasm n mano-may t, 

anyo'ntara tm  vijñ na-mayaḥ/ tasyaiṣa eva ś r ra tm , yaḥ 

pūrvasya, tasm d v  etasm d vijñ na-may t, anyo'ntara tm  

nanda-mayaḥ/ Taittir ya Upaniṣad Ⅱ.2.1-5. Radhakrishnan(1953) 

pp.542-546 발췌.

21) Radhakrishnan(1953) p.542 참조. Pathak(1999) p.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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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들 각 층에 해 pr ṇamaya는 動植物에 공통된 생명으로 이

루어진 층으로, manomaya는 動物만에 공통된 지각활동으로 구성

된 층으로, vijñ namaya는 人間만이 소유하고 있는 인식 활동의 

층으로 해석하고 있다.22) 슈타이  한 4구성체를 정리하면서 각

각 지구상의 물체들의 특성과 연  지어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즉 물질체는 물과 그 성격을 공유하며, 에테르체는 식물과, 아

스트랄체는 동물과 그 성격을 공유하며, 자아체는 인간에게서 발

견된다고 한다.23)

이상을 통해 볼 때 슈타이 의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는 

고  우 니샤드의 annarasamaya, pr ṇamaya, manomaya에 각

각 응함을 느낄 수 있다. 그 응은 물체로서, 생명력으로서, 심

리  바탕으로서의 각 基體의 성격을 살펴볼 때 그 유사성을 충분

히 인지할 수 있다.  슈타이  스스로의 언 과 길 교수의 해석

을 통해 볼 때 3기체와 5장설의 3층은 같은 내용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슈타이 의 자아체는 동물과는 구분되는 인간만이 가진 신체라

는 단서를 통해 우 니샤드의 vijñ namaya에 연 시켜 볼 수 있

다. 하지만 vijñ na, 즉 識이란 개념이 우 니샤드 이래로 보다 심

화되어 다양한 개념 분화의 궤 을 지님을 볼 때, 슈타이 의 자

아체와 vijñ maya의 계는 더 풀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한 喜悅로 이루어진 nandamaya 는 슈타이 의 4구성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4구성체가 기체로서의 개념이기에 궁극  

상태인 nandamaya를 담아낼 수 있는 체계가 되지 못하며, 이는 

다음에서 고찰할 슈타이 의 인 7구조론에서 추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22) 길희성(1988) p.34.

23) Steiner(1922) pp.16-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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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인지학에 나타나는 오장설의 의의

슈타이 는 4구성체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인

간의 성장 발달에 한 이론을 펼친다. 요지를 보면 이들 네 구성

체는 인간이 태어나기 에는 각각 보호막에 둘러싸여 있다가 출

생 당시, 7세, 14세, 21세경에 각각 순차 으로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막에서 빠져 나오면서 성장해 간다는 인간 발달론

을 제시한다.24) 뿐만 아니라 슈타이 는 이를 교육 장에 직  

용하 으며, 그가 세운 발도르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를 바탕

으로 엮어져 있고, 교육  치료도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개념들이 단지 념 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 으로 감지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한 사실일 수 있음을 우리

로 하여  생각하게 한다. 

슈타이 의 4구성체설은 오장설의 1, 2, 3층이 바로 입되고 

있으며, 4층은 슈타이 의 경우는 자아로서 혼 인 상태에 포섭되

면서, 다음의 ‘ 인간, 생명령, 자아’의 개념의 등장을 통해 5

층에 근하면서 상키야, 베단타的 추 을 요청하고 있다. 

3. 인지학에 스며 있는 상키야, 베단타  요소들

⑴ 4구성체로 조명되는 인지학의 3원론 

슈타이 의 인지학의 큰 테두리는 몸, 혼, 의 3원 구조이다. 

여기서 몸은 體로서 존재의 형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술한 물질

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가 있다. 슈타이 에게 있어 혼

은 몸의 본성과 구별되는 고유한 내면 세계이며 감각혼, 오성혼, 

24) Steiner(2008) pp.33-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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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혼 3가지 형태를 가진다. 감각혼은 감각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오성혼은 사고능력을 지닌 것이며, 의식혼은 개아를 넘어

선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혼의 심은 자아이며 자아가 

심이 되어 변화된 아스트랄체가 감각혼이며, 변화된 에테르체가 

오성혼이며, 변화된 물질체가 의식혼이다.25) 

은 개아를 넘어선 정신세계이며, 인간 안에 내재한  상태

가 ‘ 자아, 생명령, 인간’의 3가지 상태이다. 슈타이 는 이들 

각각 역시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자아에 의해 제어되고 

변화된 상태임을 서술한다. 그는 4구성체가 기본이 되면서 이들의 

변화 상태에 따라 혼  상태,  상태가 된다고 한다.26) 이들 

 상태는 범인에게는 맹아로 존재하며 인에게서 명확히 발

이 된다.27) 결국 큰 테두리는 3원 구조이나 그 근간은 술한 4

구성체가 되고 있다. 

⑵ ‘ 자아, 생명령, 인간’과 ‘마나스, 붓디, 아트만’의 

계

자아체는 ‘나’의 운반자이며, 이 자아의 과제는 다른 부분을 스

스로 향상시키고 정화시키는 것이다. 인간이 거듭나는 삶, 肉化로 

인해 차 더 높은 진화를 향할 때 자아는 다른 구성 부분들을 수

정해 나간다.28) 

만일 인간이 자아를 통해 혼에 작용한다면 드러나 있는 것 뒤에 숨

겨진 혼을 드러낼 수 있다. 인간은 아스트랄체까지 자기의 작용을 확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아는 아스트랄체를 제어하고, 스스로를 아스

25) Steiner(2001) pp.24-42 참조.

26) Steiner(2008) p.37 참조.

27) Steiner(2001) p.47. Steiner(1922) p.35 참조.

28) Steiner(2008) p.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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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랄체의 숨겨진 본성과 하나로 연결 짓는다. 그와 같은 식으로 자아

에 의해 제어되고 변화된 아스트랄체는 ‘  자아’라고 불린다. (이것

은 동양의 지혜가 ‘Manas’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인간존재의 

고차본성인 자아는 인간 안에서 이른바 萌芽로 존재하고 있으며, 

자아의 작용안에서  더 자신을 겉으로 드러낸다.29)

즉 ‘자아’가 강력히 작용하면서 그것이 가장 고유의 힘을 통해 

감각체를 바꾸어 놓을 때 그것이 자아이고 마나스란 것이

다.30) 자아는 자아에 의해 지배되고 제어되는 아스트랄체이

다.

진화 과정에서 동일한 일이 에테르체에도 발생한다. 하지만 아스트

랄체를 향한 작용보다도 훨씬 높은 집 도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에테르체 안에 숨어있는 것은 두 개의 베일로 덮여 있는데 비해 아스

트랄체에 숨어있는 것은 하나의 베일만 덮여 있기 때문이다. ··· 신비

과학은 이를 의 두 번째 본성으로 ‘생명령(生命靈)’이라고 부른다. 

(동양의 지혜가 ‘Buddhi’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생명령’이라고 하는 

표 은 생명체의 경우와 동일한 활동이 그곳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에서 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단 그 활동이 생명체로서 나타날 때

에는 인간의 자아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 생명령으로 나타날 때는 자

아의 활동이 통하고 있다.31)

자아가 아스트랄체를 지배하고 제어할 수 있듯이 이 자아는 에

테르체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자아에 의해 지배되고 제어되는 

에테르체가 생명령이며 이를 붓디라고 밝히고 있다. 슈타이 의 

서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자아가 높은 단계에 이르러 컨  

액순환 맥박 등의 신체를 변화하는데 작용할 때, 이런 방법으로 

신체를 변형하면 (정신)인간, 즉 아트만이 된다고 한다.32)

29) Steiner(1922) pp.34-35.

30) Steiner(2008) pp.35-36 참조.

31) Steiner(1922) pp.35-38 발췌.

32) Steiner(2008) pp.36-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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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아의 활동은 아스트랄체, 에테르체에 한 작용으로 끝나

지 않고 육체에까지 그 작용을 미친다... 육체에 변화를 일으키는 자아

의 활동은 육체의 숨겨진 힘과 육체의 여러 과정을 불러 일으키는 힘

과 연결되어 있다. ··· 이 힘은 인 종류의 힘이다. ··· 보통 생활에

서는 육체에 한 자아의 작용은 지극히 부분 으로밖에 의식되지 않

는다. 명료하게 의식되는 것은 신비과학을 통해 이 작용을 의식화할 

때 뿐이다. 그리고 인간 안에 제3의  본성이 존재하고 있음이 명

백해진다. 그것은 육체의 극에 존재하는 것으로 ‘ 인간’으로 불린

다. (동양의 지혜는 이 ‘ 인간’을 ‘ tman’으로 부른다.)33)

즉 슈타이 는 자아에 의해 변화된 아스트랄체를  자아, 자

아에 의해 변화된 에테르체를 생명령, 자아에 의해 변화된 물질체

를 인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덧붙여 이 각각의 개념들에 

‘마나스, 붓디, 아트만’란 古來의 인도 용어를 입시키고 있다. 이

는 그의 술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서 고래의 동양의 

지혜는 이들을 각각 ‘마나스, 붓디, 아트만’라고 부름을 명시하고 

있다.

⑶ 인지학에 스며있는 상키야, 베단타  요소들과 그 의미

술한 바 슈타이 는 변화된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물질체를 

동양의 지혜는 각각 마나스, 붓디, 아트만이라 칭한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인도철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요 개념들이다. 마나

스, 붓디는 특히 상키야의 주요개념이며, 아트만은 우 니샤드 이

래 베단타에 이르는 인도철학의 흐름에서 궁극  깨달음과 해탈

에로의 행로에 있어서 주요개념이다.

일반 으로 알고 있는 상키야의 마나스와 붓디는 Prakṛti에서 

기인하는 상 개의 구조 속에서 드러난다. 즉 Puruṣa가 Prakṛt

33) Steiner(1922)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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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를 으로써 Prakṛti로부터 Buddhi가 생기고, Buddhi로부터 Aha

ṃkara가 생기고, Ahaṃkara로부터 Manas를 포함한 5唯와 11根이 

생기고, 5유로부터 5大가 생긴다. 한 아트만은 인도철학에 따르

면 궁극 이고 객 인 실체로서의 라흐만이 개아에 내재한 

주  실체이다. 

그런데 슈타이 는 이 개념들을 각도를 달리 하여 근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슈타이 의 언설을 바탕으로 술한 개념들의 

계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몸  상태 혼  상태  상태

물질체 --------→ 의식혼 --------→ 인간(아트만)

에테르체 --------→ 오성혼 --------→ 생명령(붓디)

아스트랄체 --------→ 감각혼 --------→ 자아(마나스) 

자아체-나 ---⤴작용- ---------- ---⤴작용

이를 통해 볼 때, 슈타이 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 

기체에 을 맞추어 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을 구성

하는 바탕으로서 4구성체를 제시하고, 이 4구성체가 자아에 의해 

 상태로 변화된 것이 마나스, 붓디, 아트만으로 제시되면서, 

자아의 작용이 심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자아의 작용’과 ‘변

화’란 용어는 결국 修行과 련해서 볼 수 있는 용어들이다. 슈타

이 의 마나스, 붓디, 아트만은 수행의 에서 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도철학의 마나스, 붓디, 아트만의 개념들이 주로 형이상학  

체계화의 과정에서 정리되어 온 면이 있다면, 슈타이 의 이들 개

념들은 인간 개체로부터 출발하여 개체 변화를 지향하는 수행  

에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근 방법의 차이가 개념 자체의 

차이를 유발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 본고에서는 슈타이 의 술

들 속에서 ‘동양의 지혜는 이들을 ~라 부른다’는 언 이 계속 반

복되고 있음을 볼 때, 이들 개념들의 언 은 단지 명칭만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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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것은 아니며, 인도철학의 맥락과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 가야 할 사실은 슈타이 가 제시하는 

인간의 구성요소로서의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 자아, 생명령, 인간’ 이들 모두는 

4구성체와 련하며 4구성체가 변화되어 나타난 산물이라는 이

다. 결국 요한 사실은 4구성체야말로 총체  인간 구조의 基體

이고 운반자란 것이다. 

Ⅲ. 인지학의 구조와 지향

⑴ 슈타이 의 인지학의 구조와 지향

이상의 인간의 구성요소들  아스트랄체와 감각혼은 지상을 

살아가는 인간 속에는 하나가 되어 있으며, 의식혼과  자아도 

하나임을 슈타이 는 설한다.34) 그리하여 그는 9가지 구성요소는 

7가지가 되면서 全人 7구조론이 제시된다. 슈타이 에 있어서 

인이란 다음의 7가지를 온 히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인의 구조>35)

1. 물질체

2. 에테르체

3. 아스트랄체=감각혼

4. 자아-오성혼

5. 의식혼= 자아(마나스)-자아에 의해 변화된 아스트랄체

6. 생명령(붓디)-자아에 의해 변화된 에테르체

34) Steiner(2001) p.50 참조.

35) Steiner(2001)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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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간(아트만)-자아에 의해 변화된 물질체

슈타이 의 인이란 기체로서의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를 바탕으로 하면서 자아에 의해 화된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물질체를 갖추고 있는 완성된 인간이다. 이에 범인은 물질체, 에

테르체, 아스트랄체를 구성요소로 하면서 자아, 생명령, 인

간의 요소는 단지 맹아로서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이란 

자아를 통해 靈化된 上記의 자아, 생명령, 인간 3가지 체를 

구비한 존재이다. 

여기서 주목할 은 슈타이 가 서구인이며 그리스도교 인 靈

의 사상이 바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지학은 혼에 의한 

개아의 노력을 통해 인에 이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인

의 궁극  지 은 인간으로, 인도철학의 궁극  목표인 아트만

의 실 과 맥락이 닿아 있다는 이다. 실제로 슈타이 는 '혼-자

아'의 요성을 매번 강조하고 있으며, 붇다의 가르침과 고래의 

인도의 지혜를 알고 있었다.

⑵ 인지학 연구의 과제

술한 고찰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

는다.

무엇보다 큰 과제는 슈타이  스스로 자신의 인지학 속의 ‘

자아, 생명령, 인간’의 개념을 동양의 지혜는 ‘마나스, 붓디, 아트

만’이라 부른다고 밝히고 단언하고 있는 부분에 한 해명이 될 

것이다. 물론 그가 밝히고 있는 과정은 정통 상키야  분석과는 

다른 맥락을 보이고 있다. 즉 상키야가 ‘푸루샤 ; 라크리티 → 

붓디 → 아함카라 → 11근(마나스, 5知根, 5作根) ; 5唯 → 5大’36)

36) S ṁkhya-k rik  21～22. 정승석(1992) p.2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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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궁극  원인자로부터 생된 상 개를 서술하고 있다면, 슈

타이 의 인 7구조는 상에서 역으로 올라가는 형상을 취하면

서 미세신의 구조들을 통해 간략히 밝히고 있다. 즉 슈타이 의 

‘마나스와 붓디’의 개념은 상에서 궁극  지향 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발견되며, 인간에 나타나는 ‘아트만’의 개념은 우

니샤드에서 베단타에 이르는 아트만의 실 과 만나고 있다. 한편 

개념 분화가 덜 이루어진 우 니샤드 오장설에는 물질체, 에테르

체, 아스트랄체, 자아체와 인간 속에 내재한  상태들을 통해 

近接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개념 으로 덜 분화된 고 의 오장설

과는 테두리 상 유사하면서 정교하게 체계화된 상키야의 근과

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슈타이 의 마나스와 붓디가 

상키야철학에서의 마니스와 붓디와 동일한 개념이면서 근 

의 차이에서 비롯된 서술상의 차이인지, 아니면 다른 개념인지를 

밝히는 데는  하나의 큰 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見

로서의 슈타이 가 자아와 생명령을 고  동양의 지혜는 마

나스와 붓디라 일컫는다고 보고 있다면, 이는 분명 인도철학과의 

연 성을 선언하고 있는 지 이라고 볼 수 있겠다. 만일 이들이 

견자의 체험에서 나온 공통 경지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이들 사

이의 공통분모를 찾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기 하면서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요한 목은 ‘마나스, 붓디, 아트만’ 이

들이 인 상태의 자아에 의해 지배되고 변화된 것으로 서술하

고 있는 이다. 이는 4구성체가 바탕이 되면서, 수행에 의해 이

들 4구성체가 일정궤도 이상으로 오른 진화된 상태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즉 이들 ‘ 자아(마나스), 생명령(붓디), 인간(아

트만)’의 각 정신  개념들은 4구성체를 바탕으로 하여 수행을 내

포하면서 이를 통해 진화된 상태들로 명시되고 있다는 이다. 이

는 구성체 변화의 제로서의 수행철학을 염두에 두게 하며, 인도

철학에서의 수행체계와 비교하여 근해 볼 소지를 열어놓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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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언

이상에서 슈타이 의 인지학 속에 힌두이즘의 통인 윤회와 

카르마, 우 니샤드의 오장설과 상키야  개념들, 베단타의 아트

만(眞我) 실 의 사상이 스며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별히 주목할 

은 외견상 복잡해 보이고 맥락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슈타이

의 3원구조론, 4구성체론, 9요소설들이 실은 기체로서의 4구성체

론을 바탕으로 하여 인의 7구조론을 통해 궁극지향 인 인간

(아트만)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기체로서의 4구성

체의 해명에는 고래의 인도철학  인간 이 단서를 제공할 수 있

으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슈타이 의 자아체에 한 구체  해명 

한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슈타이 의 인지학에 드러나는 인간학은 서구  과 동양  

이 통합됨과 동시에 슈타이 만의 독자  내용들이 방 하게 

서술되어 이에 한 근 자체가 큰 작업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여 본고에서는 슈타이 의 인지학  인도철학  

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만을 상으로 하 다.

그의 3원 구조에서 혼과 의 역은 내면 이고 정신  역

이기에 객 화하기 어려운 상이다. 4구성체  몸(體)를 제외한 

나머지 역도 육안으로 근하기 어려운 실체이기는 하나, 혼과 

의 역에 비해서는 덜 추상 이고, 과 혼을 나르는 운반자이

자 기체로서, 구체화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역이기도 하다. 슈

타이 는 그의 술의 곳곳에서 이들이 내  기 의 개발로 인식 

가능한 것임을 설하고 있다. 철학 ․개념  체계화 못지않게 고

 정신학의 과학화와 인간 진화과정의 객 화․구체화가 실

한 시 이다.

실 사회와 교육 장은 물질문명의 극단화로 피폐해질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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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폐해져 있다. 윤리  문제나 교육에 있어서 인  성장은 단지 

구호로 그칠 뿐, 물질문명의 세 속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실은 제 로 된 인간 과 아동청소년의 

발달론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자연 이고 건 한 

성장과정을 무시한 조기교육․선행학습 등이 성행하며 극도의 경

쟁논리에만 치달리면서 엄청난 사교육의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

한 시 에서 슈타이 의 총체  인간학과 아동청소년발달론은 교

육 장에 하나의 희망의 빛을 던지면서 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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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lements of Indian Philosophy that are 

Permeated to Steiner's Anthroposophie

Park, Ae Ran

(Dongguk University)

It is the general academic tendency that we search the 

root of Steiner's thought from Goethe. However this 

viewpoint sometimes overlooks the elements of 

Indianphilosophy that are permeated to Steiner's 

Anthroposophie. In the Steiner's Anthroposophie, the 

elements of Indianphilosophy are permeated clearly.

Steiner's Anthroposophie is based on the 

reincarnation(samsara) and the rule of action (karma), both 

of them apply to his educational practice. The Steiner's four 

composed body theory shares the thread of the five 

layers(pañca-kośa) in the Taittir ya Upaniṣad. Steiner 

adduces four kinds as the four composed body(the physical 

body, the etheric body, the astral body and the self body). 

In the Taittir ya Upaniṣad, the five layers which are 

annarasamaya-self, pr ṇamya-self, manomaya-self, 

vijñ namaya-self and nandamaya-self are adduced. 

Cosidering their essentials, three composed body(the 

physical body, the etheric body and the astral body)which 

are adduced by Steiner are homologized with the three 

layers(annamaya-self, pr ṇamya-self and manomaya-self), 

and the self-body close vijñamaya-self. nandamaya-self 

can not be extended to the four composed body Beacause it 

is the final stsge, but can trace Steiner's seven constitu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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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ole man whom Steiner adduce is the man who 

fulfill seven elements-the physical body, the etheric body, 

the astral body, the self body, the spirit-self, the life-spirit 

and the spirit-man. That is, Steiner's whole man is the 

completed man who is based on the four composed body as 

foundation-body and fulfills them which are spiritualized by 

the self. These spiritualized three are the spirit-self, the 

life-spirit and the spirit-man, which are inherent in human 

and spiritual states. Steiner says that ancient indian sages 

mentioned the spirit-self, the life-spirit and the spirit-man 

as 'Manas', 'buddhi' and 'Atman', so he illuminates these 

connections with ancient Indian wisdom.

The Steiner's tree primary theory is based on the four 

composed body. The four composed body theory can be 

approached concretely as compared with the other elements 

and can be said as the foundatin of Steiner's 

Anthroposophie. The four composed body theory is similar 

with the ancient India's the five-layers(pañca-kośa). 

Morever, the Tree-Elements which are spiritualized by the 

self share same threads with Sankhya and Vedanta 

philosophy.

In Steiner's Anthroposophie, the East and the West are 

combinded, and Steiner's own conceptions are included. 

Because of that, we are in the trouble approaching to his 

Anthroposophie. So, the approach from comparative study 

can provide a clue for the truth. Tracing Indianphilosophic 

elements that are permeated in Steiner's Anthroposophie is 

expected to give a guide for understanding of his 

Anthroposophie.

Key Words: three composed body(the physical body, the 

etheric body and the astral body), four 

composed body(the physical body, the etheric 

body, the astral body and the self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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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s, Buddhi, Atman, five 

layers(pañca-koś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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