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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요가에 수용된 반영설과 그 인식론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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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요어: 요가경, 요가주, 반영설, 푸루샤, 프라크리티, 붓디]

본 논문에서는 요가철학에 수용된 이원론의 반영설과 그 연장선상의

이론인 이중반영설이 지니는 논리적 근거나 그 타당성에 주목하기 보다

는 이것이 인식론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원론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순수정신 이외에 일상적 정신작용을 설정해야만 하며,

그러한 일상적 정신작용은 결국 순수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주장한

다. 따라서 그것이 타당하던 그렇지 못하던 반영설은 이원을 내세우고 있

는 이론 체계에서 반드시 내세울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이중반영설은 인식론적 입장에서 푸루샤와 붓디, 붓디와 대상이

라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의 이중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론적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Ⅰ. 서론

요가경을 중심으로 한 고전요가(classical yoga, pātañjala sā
ṃkhya) 체계는 8지(支) 요가(aṣṭāṅga yoga)로 대표되는 수행 방

법론을 고안하여 이를 통해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행론적 특성을 자파의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 고전요가 체계는

그 철학적 토대로 상키야(sāṃkhya)의 이원론(dualism)을 받아들

이고 있다. 고전요가 체계가 상키야의 이원론을 형이상학적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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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실재

론적이면서도 관념론을 지향하고 있는 상키야의 이원론이 지니는

독특함이 요가의 수행 체계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

각된다.

상키야의 이원론은 세계의 원인으로서 두 가지 원리, 즉 푸루샤

(puruṣa)와 프라크리티(prakṛti)를 상정하고, 푸루샤의 바라봄으로

써 시작된 프라크리티의 전변(pariṇāma)의 결과물이 세계를 구성

하는 요소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프라크리티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3질(質, guṇa)의 위상에 따라 지각인 붓디(buddhi)로부터 시

작하여, 자기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함카라(ahaṃkāra), 마음인

마나스(manas)와 인식도구인 5지근(知根)과 5작근(作根), 인식대

상인 5유(唯, 색성향미촉)와 5대(大, 지수화풍공) 등으로 전변한다.

프라크리티로부터 시작되어 5대에 이르는 과정을 전변이라고 한

다면 그 반대 방향을 환몰(還沒)이라고 말하며, 상키야의 해탈은

물질적 요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신적인 요인으로 되돌아가 근본

원질인 프라크리티 상태로 회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상키

야 전변설의 이러한 추이는 좌법(坐法), 조식(調息) 등 육체적인

단계의 수행에서 출발하여 응념(應念), 정려(靜慮), 삼매(三昧) 등

정신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8지 요가의 수행 체계와도 일맥상통하

는 면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전요가는 상키야의 이원론을 받아들임으로써 필연적

으로 이원론이 처할 수밖에 없는 난점 역시 설명해야만 하는 입

장에 놓이게 된다. 그 난점이란 푸루샤와 프라크리티, 또는 프라

크리티의 전변물과의 관계 설정이다. 순수정신과 근본원질로 구분

하여 설명하는 방식은 세계의 구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측면을 지니지만, 동시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원리는 서

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상키

야의 전변설에서 지각 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프라크리티가

전변한 붓디(buddhi)인데, 붓디와 푸루샤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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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명확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고안된 것이 상키야의 반

영설(pratibimba-vāda)이다. 상키야 반영설은 푸루샤와 프라크리

티, 혹은 푸루샤와 프라크리티의 전변 결과인 붓디와의 관계에 있

어서 불명확한 부분은 정신성(caitanya)과 그 작용의 내용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타학파와의 논쟁에 대비한 사변이라고 할 수 있

다.1) 고전요가 역시 푸루샤와 프라크리티 간의 관계에 대한 해결

책으로서 반영설을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요가경에 대한 복주
가운데 가장 후대에 속하는 비갸나 비크슈(Vijñāna Bhikṣu)의 
요가 해명은 기존의 반영설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이중반영설
(biṃbapratibiṃbavāda)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본 논문에서는 고

전요가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반영설을 주제로, 요가경과 요가
주, 그리고 복주인 진리 연구와 요가 해명이 어떻게 반영설
을 해석하고 있으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 비갸나 비크슈가 주장한 이중반영설을 통해 요가철학이 내세

우고 있는 인식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그 인식론적 의미를 분석

하고자 한다.

Ⅱ. 고전요가 체계에 수용된 반영설

고전요가 체계는 요가경을 중심으로 그 주석서인 비야사(Vy
āsa)의 요가주, 요가주에 대한 주석인 바차스파티 미슈라(Vā
caspati Miśra)의 진리 연구, 비갸나 비크슈의 요가 해명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요가주 이하 모든 문헌이 요가경에 대한

해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철학적 견지를 달리하고 있기 때

문에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반영설 역시 각자 다른 방식으

1) 浅野玄誠(1991)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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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비갸나 비크슈는 바차스파티의 견해에 이

의를 제기하면서 기존의 요가경 주석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
던 이중반영설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들 각각의 내용에 대해 살

펴보자.

1. 요가경과 요가주에 나타난 반영설

반영설은 보는 자인 푸루샤와 보이는 대상인 프라크리티의 전

변 결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된다. 요가경은 보는 자와 보이는 대
상의 결합으로 인해 파기되어야 하는 고통(duḥkha)이 발생한다고

말한다.2) 여기서 말하는 보는 자는 붓디를 의식하는 푸루샤이고,

보이는 대상은 붓디의 순질에 나타나는 모든 요소를 의미한다.3)

따라서 푸루샤와 붓디 사이에는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라는 결

합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푸루샤와 붓디의 결합은 불변의 푸루

샤가 대상의 형태를 취한 붓디와 같은 성질인 것처럼 보이게 되

며, 그래서 마치 붓디가 푸루샤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착

각하게 된다.4)

실로 향수자의 능력은 전변하지 않고 결합하지 않지만, 전변하는

대상과 결합하는 것과 같이 그 작용을 따른다.5)

그러나 순질이 고통을 받고 있을 경우 대상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

2) “제거되어야 하는 원인은 보는 자와 보이는 것 양자의

결합이다.”(dṛṣṭdṛśyayoḥ saṃyogo heyahetuḥ / YS. Ⅱ. 17)

3) draṣṭā buddheḥ pratisaṃvedī puruṣaḥ / dṛśyāḥ buddhisattvopārūḍhāḥ

sarve dharmāḥ / YBh. Ⅱ. 17.

4) Yardi(1996) p. 65 참고.

5) apariṇāminī hi bhoktṛśaktir apratisaṃkramā ca pariṇāminy arthe

pratisaṃkrānteva tadvṛttim anupatati / YBh. Ⅳ.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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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그 형상을 따르는 푸루샤는 고통 받는다고 보인다.6)

붓디와의 이러한 관계성 때문에 푸루샤는 인식하는 자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인식하는 자인 것으로, 무명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무명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식별하는 작용을 가지지 않

더라도 식별하는 작용을 가지고 대상을 조명하는 것으로 생각한

다. 다시 역으로 생각해보면 붓디는 삼질 가운데 단지 순질이 충

만한 상태일 뿐, 본질적으로는 어떠한 정신적인 작용도 지니는 것

이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질에 푸루샤가 조명되면서 마치 푸루

샤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인 양 거기에 의존하면서 스스로가 정신

적인 작용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활동하는 것이다. 요가주는 다
음과 같이 붓디의 푸루샤에 대한 의존성을 언급하면서 지각 대상

의 경험이 발생하는 원인을 푸루샤에 대한 붓디의 의존으로 설명

한다.

그 경험이 작용하는 대상을 획득하고, [대상이 지니는] 다른 본성을

통해 [새로운] 자성을 획득하여, 자립[하는 것]이라도 타자[인 푸루샤]

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존[하는 것]이다.7)

그리고 그것이 지성(=향수자)의 변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

을 본성으로 지니기 위한 붓디의 작용의 모방일 뿐이라면, 그것은

실로 붓디의 작용과 구별되지 않는 인식 작용이라고 불린다.8)

즉, 붓디의 지각 능력은 붓디 자체가 지니고 있는 능력이 아니

라 푸루샤의 능력에 힘입은 것이다. 붓디는 다만 푸루샤의 능력을

6) darśitaviṣayatvāt sattve tu tapyamāne tadākārānurodhī puruṣo’nutapyata

iti dṛśyate / YBh. Ⅱ. 17.

7) anubhavakarmaviṣayatām āpannaṃ anya svarūpeṇa pratilabdhātmakaṃ

svatantram api parārthatvāt paratantram / YBh. Ⅱ. 17.

8) tasyāś ca prāptacaitanyopagrahasvarūpāyā buddhivṛtter

anukāramātratayā buddhivṛtty aviśiṣṭā hi jñānavṛttir ākhyāyate / YBh.

Ⅳ.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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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비추며 받아들임으로써 그 능력을 작용으로 지니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푸루샤와 붓디에 관계에 대해 요가주는
비유적 설명으로 자석의 비유를 통해 붓디가 푸루샤를 반영함으

로써 붓디의 지각 능력이 비로소 작용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자석과 같은 마음은 근접만으로도 조력하여 보이게 됨으로써 주인

인 푸루샤의 소유물이 된다.9)

이 경우 자석과 같은 지각 대상은 근접만으로도 조력하여 보이게

됨으로써 보는 것을 특성으로 지니는 주인인 푸루샤의 소유물이 된

다.10)11)

비야사는 붓디가 자석과 같아서 단지 가까이 있고, 서로 마주봄

으로써 푸루샤의 속성을 나타내게 된다고 말한다.12) 상기 인용 가

9) cittam ayaskāntamaṇikalpam saṃnidhimātropakāri dṛśyatvena svaṃ

bhavati puruṣasya svāminaḥ / YBh. Ⅰ. 4.

10) tadetad dṛśyam ayaskāntamaṇikalpaṃ saṃnidhimātropakāri dṛśyatvena

bhavati puruṣasya svaṃ dṛśirūpasya svāminaḥ / YBh. Ⅱ. 17.

11) 이 요가주의 구절에서 자석이 지시하는 바가 ‘지각 대상’(dṛśyam)인지
‘푸루샤’(puruṣya)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승석(2010 : 109)은

“지각자는 움직이지도 않고 접촉을 시도하지도 않으나, 지각 대상은

지각자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각자에게 끌려들어가 인식된다.

자석은 순수정신이고, 자석의 유인성은 순수정신의 지성이다.”라고 하며

이 경우 자석은 ‘푸루샤’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Rukmani(1983)는

“This object of experience is like a magnet ; …”이라고 하여 자석이

지시하는 것은 ‘지각 대상’이라고 해석하였다. 요가 해명은 해당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tadetad…’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tad’는 붓디의 사트바, ‘etad’는 지각 대상이다. 이 지각

대상은 때문에 자석과 같이 근접만으로 조력하고, 그 스스로 보이게

됨으로써 지성(jñāna)만을 본성으로 가지는 주인인 푸루샤 자신의

소유물이 된다.(tadetadityāder ayam arthaḥ - tad buddhisattvam etaj

jagad dṛśyaṃ yatrāstīty etad dṛśyam

ato’yaskāntavatsaṃnidhimatreṇopakāritayā svayaṃ dṛśyatayā ca

jñānamātrasvarūpasya svāminaḥ puruṣasya svam ātmīyaṃ bhavatīti /

YV. 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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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전자는 전변의 결과로 ‘마음’(citta)을, 후자는 ‘지각 대상’(dṛś

ya)을 지칭하면서 자석이 의미하는 것은 붓디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요가경 4장 17경에 대한 주석에서 비야
사는 다양한 대상을 자석에, 마음을 쇠붙이 비유하고 있다는 점이

다.13)

자석과 동일일한대상들은 철과 같은 마음과 결합하여 영향을미친다.14)

앞서 제시한 인용에서 전변 결과인 마음을 자석에 비유한 것과

는 달리 이 인용에서는 마음을 오히려 쇠붙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요가주에 언급되고 있는 자석의 비유
에서 자석이 붓디를 지칭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고 해서

그러한 점을 이중반영설의 단초로 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

오히려 자석의 비유에서 자석에 비견되는 것이 푸루샤에 속하는

것에서 붓디에 속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아 자석의 비유는

푸루샤와 붓디 양자 간의 교섭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이라는 점

을 분명히 한다고 볼 수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자석의 비유는 푸루샤와 교섭하면서 지각 능력을 산출해내는 붓

디의 속성을 매우 잘 대변해주는 것이다.

2. 진리 연구에 나타난 반영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가경과 요가주는 반영설에 대하
여 푸루샤와 붓디 간의 결합과 그로 인한 지각 능력의 발생에 중

12) Rukmani(1988) p. 370.

13) Rukmani(1988) p. 370.

14) ayaskāntamaṇikalpā viṣayā ayaḥsadharmakaṃ cittam
abhisaṃbandhyoparañjayanti / YBh. Ⅳ.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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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두고 자석의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바차스파티는

이러한 요가경과 요가주가 반영설에 대해 보이고 있는 차원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식의 획득과 관련한 논의를 보이고 있

으며, 다양한 비유를 통해 반영설의 이해를 도모한다.

바차스파티는 붓디 내부에 있는 푸루샤의 반영에 의해서만 지

식이 발생하며, 변형된 붓디는 푸루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

명히 했다.15) 요가경과 요가주가 푸루샤 및 붓디와 같은 지식
획득의 주체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바차스파티는

푸루샤 및 붓디가 획득하는 지식 그 자체에 주목하고, 지식 대상

에 근거하여 푸루샤 및 붓디의 관계성에 대해 반영설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붓디가 정신성(=푸루샤)의 반영을 받음으로써 정신성(=푸루샤)의

고요함 등의 형태를 맡게 된다.16)

붓디는 마음을 의미한다. 후속하는 붓디가 인식되지 않으면 선행하

는 붓디를 인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행하는 붓디가 [후속하는] 붓

디와 연관되지 않고서 각성되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17)

진리 연구는 인간의 일상적인 지식 획득을 붓디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명히 설정하고 붓디의 역할을 통해 지식이

발생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식을 획득하는 붓디는 푸

루샤의 정신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지식은 붓디 내부

에 있는 푸루샤의 반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

15) Rukmani(1988) p. 370. tasmāc cittapratibiṃbatayā caitanyagocarāpi

citavṛttirn a caitanyagocareti / TV. Ⅳ. 23.

16) buddheś caitanyabimbodgrāheṇa caitanyasya śāntādyākārādhyāropaḥ /

TV. Ⅲ. 35.

17) buddhirīti cittamarthaḥ / nāgṛhītā caramā buddhiḥ

pūrvabuddhigrahaṇasamarthā / nahi buddyā’ saṃbaddhā

pūrvabuddhirbuddhā bhavitumarhati / TV. Ⅳ.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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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 이처럼 지식의 획득은 일차적으로는 붓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붓디에 반영된 푸루샤에 의해 이

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진리 연구는 요가주에서 푸루샤와 붓디의 관계에 대
해 자석의 비유만을 사용한데 비하여 수정의 비유와 달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붓디와 푸루샤는 수정과 부상화(hibiscus)와 같아서 서로 근접하여

차별이 없어지면 ‘나는 침착하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태만하다.’라

고 하는 푸루샤로부터 기인한 붓디의 작용이 나타난다.19)

맑은 물에 비추어진 달과 유사하다. 달의 움직임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물의 움직임 때문에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난다. 같은 방식

으로 의식에는 어떠한 종류의 작용도 없지만 의식의 반영이 위치하는

마음은 자체의 움직임을 통해 의식이 지니는 능력을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낸다.20)

수정의 비유는 붓디를 수정에 비유하여 수정 그 자체는 아무런

색이 없지만 수정의 투명성(=비유적으로 붓디의 순질을 의미)은

다른 사물의 색을 띄게 한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붉은 색의 부상

화 곁에 놓인 투명한 수정은 더 이상 투명하지 않고 붉은 색을 띄

게 되는데, 이것이 붓디가 푸루샤를 반영하여 내부에 푸루샤가 내

18) citicchāyāpatireva buddherbudhhipratisaṃveditvamudāsīnasyāpi

puṃsaḥ / TV. Ⅱ. 17.

19) sārūpyamityatra saśabda ekaparyāyaḥ / etaduktaṃ bhavati – 
japākumumasphaṭikayoriva buddhipuruṣayoḥ saṃnidhānādabhedagrahe

buddhivṛttīḥ puruṣe samāropya śānto’smi duḥkhito’smi

mūḍho’smītyadhyavasyati / TV. Ⅰ. 4.

20) yathā hi candramasaḥ kriyām antareṇāpi saṃkrāntacandrapratibimbam

amlaṃ jalam acalaṃ calam ivālavālam arālam iva candramasam

avabhāsayati evaṃ vināpi citivyāpāram upasaṃkrāntacitipratibimbaṃ

cittaṃ svagatayā kriyayā kriyāvatīm asaṃgatām api saṃgatāṃ

citiśaktim avabhāsayad / TV. Ⅳ.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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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어 있는 듯 하다는 반영설의 설명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이 경우 비유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듯이 부상화 곁에 놓인 수

정이 붉은 색을 띈다고 해서 수정이 붉은 색으로 변한 것은 아닌

것처럼 붓디가 푸루샤의 반영에 의해 지각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푸루샤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수정의 비유가 반영설에서 붓디의 속성을 밝히는데 중점을 둔

다면 달의 비유는 푸루샤의 상태를 설명한다. ‘물에 비친 달’에서

‘물’은 붓디, ‘달’은 푸루샤이다. 달 그 자체는 아무런 변화도 없지

만 ‘물에 비친 달’은 물의 움직임에 따라 그 모양의 변형이 생긴

다. 마찬가지로 푸루샤 그 자체는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붓디에

비친 푸루샤는 붓디의 작용에 따라 마치 활동하는 것처럼 나타나

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바차스파티는 기존의 반영 주체에 중점을 둔 반영설과

비교해 봤을 때, 반영을 통해 발생한 정신 작용으로서의 지각 능

력이 발휘되어 획득한 지식에 주목하고, 이와 관련하여 푸루샤와

붓디의 관계를 설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식에 근거하여 보

다 철학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바차스파티의 반영설 인

식은 반영설에 있어서 가장 정교한 모습을 보이는 비갸나 비크슈

의 이중반영설을 고안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Ⅲ. 이중반영설과 요가 철학의 인식 구조

16세기 인물인 비갸나 비크슈는 기존의 반영설에 수정을 가하

여 소위 이중반영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고안해냈다. 여기에서는

이중반영설의 내용을 살펴보고 기존의 반영설에 비해 어떠한 점

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중반영설을 통해 인식 활

동을 재구성해보고 그것이 인식 구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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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인식론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아본다.

1. 요가 해명에 나타난 이중반영설

비갸나 비크슈는 불변의 푸루샤에 대한 감각 대상의 정신적 투

영은 반영이라는 형태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바차스파티의 견

해에 동의하면서, 그러나 인식은 대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정신

적 상태로서의 푸루샤 내부의 반영을 통해 일어난다고 진술한

다.21) 요가 해명에서는 수정의 비유를 언급하면서 푸루샤의 변
화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지 밝힌다.

푸루샤는 변화가 없는 순수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형상을 취

하는 붓디의 변형들이 푸루샤 내부에 반영되어 푸루샤의 작용들로

[나타나며,] 수정의 변화가 거짓이듯이 대상 없이는 [푸루샤 내부의]

변화 또한 없다.22)

수정이 붉은 꽃과 가까이 근접하여 붉은 색을 띈다고 해서 수

정이 붉은 색 그자체로 변화상을 지니는 것은 아니듯이, 변화하는

것은 붓디일 뿐 푸루샤의 변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수정은 붓디를 지칭하는 것인

지 푸루샤를 지칭하는 것인지 의문이 발생한다. 붉은 색으로 색이

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수정은 분명 붓디에 해당하겠지만 색이

변했다고 해서 수정 그 자체가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21) Yardi(1996) p. 66.

22) yadyapi puruṣaścinmātro’vikārī tathā’pi buddher viṣayākāravṛttīnāṃ

puruṣe yāni pratibimbāni tānyeva puruṣasya vṛttayaḥ na ca

tābhiravasrubhūtābhiḥ pariṇāmitvaṃ

sphaṭikasyevātattvato’nyathābhāvāditi / YV. 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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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루샤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비유적인 표현에서조차 애매모호함이 발생하는 이유는

‘푸루샤 내부’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위 인용문에서는 대상

의 형상을 취한 붓디의 변형, 즉 비유적으로 보면 붉은 색으로 변

한 수정이 ‘푸루샤 내부’에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별

도의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오류일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푸루샤는 변화가 없는 순수한 의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푸루

샤 내부에 어떠한 것이 반영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기 인용문

에서 발생하는 오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푸루샤 내부’라는

표현 앞에 ‘붓디에 반영된’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아야만

한다. 이것이 이른바 이중반영이다.

2. 요가 철학의 인식 구조와 반영설

인식은 나와 나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의 총합인 세계를 파악하

는 것으로, 인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인식 주체, 인식 도구, 인식

대상이 필요하다. 요가철학에 있어서 인식은 대상(artha)과 마음(c

itta), 그리고 푸루샤(puruṣa)의 상호 관계 위에서 성립한다.23) 이

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인식론 요가철학의 인식론

인식 주체 푸루샤(puruṣa)

인식 도구
마음(citta)

붓디 아함카라 마나스‧5지근‧작근
인식 대상

대상(artha)

5유(색성향미촉) 5대(지수화풍공)

23) 山下幸一(1979)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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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주체, 도구, 대상인 푸루샤-마음-대상의 관계에서 성립되

는 일상적인 인식을 고전요가 체계에서는 이른바 ‘심작용’(citta-v

ṛtti)라고 한다. 이러한 일상적인 인식에서 대상은 감관을 통해 마

음을 물들이고, 대상의 형상(ākāra)을 취한 마음이 파악된다.

요가철학의 인식론의 가장 큰 특징인 동시에 이해의 관건이 되

는 것은 인식도구로서의 마음(citta)에 대한 파악이다. 마음은 보

는 자(draṣṭṛ, 푸루샤)와 보이는 사물(dṛśya, 대상)에 의해 물들게

된다.24) 따라서 마음은 보는 자인 푸루샤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대

상이 되고, 대상에 대해서는 보는 자가 되는 이중적인 입장을 가

진다. 마음의 이러한 이중적인 입장은 인식 주체인 푸루샤와의 관

계에서도 독특한 방식을 나타내게 되는데, 보는 자인 푸루샤의 입

장에서 본다면 인식 도구에 불과한 마음이 푸루샤를 대신하여 보

는 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치 인식 주체인 것처럼 작

용한다는 것이다. 요가경 1장 4경은 이러한 마음과 푸루샤가 지
니는 작용의 유사성을 말해주고 있다.25) 또한 다음의 게송은 푸루

샤와 붓디(=마음), 그리고 대상의 관계를 도식화 하는데 단서를

제공해준다.

[대상과] 혼융하지 않는 지성(푸루샤)은 [붓디가] 그것(=지성)의 형

상을 취할 때, 자신의 붓디를 지각한다.26)

따라서 푸루샤와 마음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요가철학

의 인식 단계를 재구성해보면 앞서 ①푸루샤-마음-대상의 단계에

서 마음이 대상의 형상을 취한 상태인 ②푸루샤-마음‧대상의 과

정이 성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27)

24) draṣṭṛdṛśyoparaktaṃ cittaṃ sarvārtham / YS. Ⅳ. 23.

25) 정승석(2010) p. 43.(이 밖의 경우 [보는 자(푸루샤)는 마음의] 작용과

동일한 양상을 갖는다.(YS. Ⅰ. 4)

26) 정승석(2010) p. 240.(YS. Ⅳ. 22)

27) 山下幸一(1979) p. 169 참조.



170 ∙ 印度哲學 제43집

①의 단계에서 푸루샤는 실재로 인식의 과정에서는 별다른 작

용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푸루샤를 반영한 마음

이 푸루샤의 작용과 유사성을 지니면서 대상을 인식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것을 이중반영설의 입장에서 파악한다면 반영된 푸루샤

에 대상의 형태를 취한 붓디가 재반영되는 것으로 이미 의식이

활동하면서 통상적인 인식 작용이 일어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요가 수행자가 취해야할 인식의 단계는 응당 ②가 되

어야 할 것이다. ②에서는 마음이 곧 푸루샤의 대상이 되기 때문

에 마음은 더 이상 보는 자로서의 푸루샤와 작용에서 유사성을

띄지 않게 된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심작용이 지멸되는

것이다. 이중반영설의 입장에서 ②의 단계를 파악하자면 앞서 ①

의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통상적인 인식 작용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며, 붓디에 푸루샤가 반영되기만 하는 상태로 남아 있

게 된다. 범부에게 있어서는 이 단계에서 붓디에 푸루샤의 작용이

투영되어 그와 유사한 작용, 즉, 지각 능력을 갖추면서 인식 작용

을 일으키겠지만 요가행자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푸루샤가 붓디라

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영상을 바라보면서 본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독존(kaivalya)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비갸나 비크슈에 따르면 변형된 붓디 내부에 푸루샤의 첫 번째

반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푸루샤 내부에 붓디의 두 번째 반영이

있으며, 이것이 지식을 발생시킨다.28) 즉, 의식에 붓디의 반영이

있어야 하듯이 붓디에 의식의 반영 또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29) 이러한 이중반영을 인식활동과 의

식의 상태를 고려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8) Rukmani(1988) p. 371.

29) yatha ca citi buddheḥ pratibimbamevaṃ buddhāvapi citpratibimbaṃ

svīkāryamanyathā caitanyasya bhānānupapatteḥ / YV. 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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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활동을 중심으로 한 반영의 추이 의식의 상태

인식작용의

준비단계
① 붓디에 푸루샤가 반영 의식의 형성

본격적인

인식작용

② 반영된 푸루샤에 대상의 형태를

취한 붓디가 반영
의식의 활동

반영설은 붓디의 변용이 성립된 후, 푸루샤가 그것을 현현시키

기 위해 붓디로부터 푸루샤로의 방향으로 적용되는 것이다.30) 하

지만 이 경우 푸루샤 내부에 붓디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불변인 푸루샤의 속성과 어긋나게 된다. 상기 표에서 적용시켜보

면 그것은 ②의 반영에 해당한다. 그에 앞서 ①의 반영이 먼저 전

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반영설의 경우 ①과 ②가 혼재

되어 하나의 과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를

2단계, 즉 이중반영으로 분석하여 파악한다면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인식이라는 과정에서 생각해본다면 최초 붓디의 순질에 푸루샤

가 반영되어 지각 능력이 발생하는 것은 인식작용에 있어 준비단

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로소 의식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인식작용은 ‘푸루샤 → 붓디’의 선행 과정이 성립
된 이후 다시 ‘(변형된) 붓디 → (반영된) 푸루샤’로 2차 반영이 일
어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이 의식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30) 佐藤裕之(1989) p.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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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고전요가가 상키야의 이원론을 형이상학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에서 무신론적 경향의 상키야에 대비하여 자재신을 인정하거나,

미세신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등 어느 정도의 변형을 거쳐 도입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변의 25원리설, 3질설 등 가장 핵심적인

이원론적 사상은 고스란히 가지고와서 자파의 것으로 채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반영설 역시 이원을 설정해놓은 상키야의 철

학적 특성 상 피하기 힘든 이원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해

소하고자 하는 자구책으로 마련된 이론이며, 이원론적 입장을 취

하고 있는 고전요가 체계 역시 이를 받아들여서 난점을 해소하고

자 하였다. 즉, 반영설의 도입은 지식과 그것의 작용 간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이원론의 단점을 극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31) 하지만 양자의 관계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비유

적인 표현을 동원하면서 논리적인 귀결을 내리지 못하는 반영설

은 그 취지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역

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후 상키야 철학은 더 이상 학파로서 존속하지 못했지만 그

철학은 수행 체계로서 가치가 있는 고전요가의 체계에 남아 다양

한 학자들의 철학적 연구 대상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반영

설 역시 고전요가 체계의 철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남아 다양한 주석자들에 의해 다듬어지게 되었다. 특히 반

영설과 관련하여 사상적 엄밀성과 함께 심오함을 더해준 것은 비

갸나 비크슈였다. 비갸나 비크슈가 단일반영설을 반대한 가장 주

된 이유는 주관과 객관이 동일하다는 모순(kartṛkarmavirodha)이

31) 浅野玄誠(1991) p. 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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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기 때문이었다.32) 이원론 철학에 따르면 푸루샤와 붓디의

관계성에서 윤회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해탈을 이루는 것

또한 이 둘의 관계에 대한 파악에서 이루어진다. 주관인 푸루샤와

객관인 붓디를 서로 혼융시키는 반영설은 주관에서 객관이든 객

관에서 주관이든 어느 한쪽으로만 그것을 파악하게 될 때, 주객의

동일화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부터 고안된 이

중반영설은 인식론적 차원에서도 이원론 철학의 난점인 이원 상

호 관계에 대해 하나의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본론에서 확인하였다. 심작용의 지멸과 그로부터 푸루샤의 독존을

지향하는 고전요가 철학은 그 핵심을 관통하는 지점에 주관과 객

관, 즉, 푸루샤와 붓디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이중반영

설은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인식론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중반영설은 그 출발점이 이론으로서는 논리적 약점을

지니고 있는 반영설이라는 점에서 역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반영설이 지니고 있는 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상의 인식

작용이 이중 반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이루어진다는 이중반영설

의 입장은 충분히 유용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반영설은 애초에 반영설이 지니고 있는 단점, 즉,

왜 순수정신인 푸루샤 이외의 정신적 원리인 붓디가 있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주지 않는다. 이원론이 지니고 있는 근원

적인 문제점에서 출발하는 이원의 관계성을 반영설은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만 애초에 왜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원인은 설명하지 않는다. 이러한 반

영설의 한계 상황에서 어쩌면 단지 이론적인 사념의 결과라고까

지 할 수 있는 이중반영설은 그 타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어떠한

필요성도 없는 이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반영설과 그 연장선상의 이론인 이중반

32) Rukmani(1988) p.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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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설의 논리적 근거나 그 타당성에 주목하기 보다는 이것이 인식

론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원론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순수정신 이외에 일상적 정신작용을 설정해야만 하며,

그러한 일상적 정신작용은 결국 순수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주장한다. 따라서 그것이 타당하던 그렇지 못하던 반영설은 이원

을 내세우고 있는 이론 체계에서 반드시 내세울 수밖에 없는 중

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중반영설은 인식론적 입장에서

푸루샤와 붓디, 붓디와 대상이라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의 이중

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

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고전요가에 수용된 반영설과 그 인식론적 의미 ∙ 175

약호 및 참고 문헌

요가경(YS) Yogasūtra. 정승석(2010).

요가주(YBh) YogasūtraBhāṣya. 정승석(2010).

진리 연구(TV) TattvaVaiśāradī of Vācaspatimiśra.
Ānandāśrama(1979).

요가 해명(YV) YogaVārttika of Vijñānabhikṣu.
Rukmani(1981).

Ānandāśrama(1979). Pātañjalayogasūtraṇi, Ānandāśrama Sanskrit

Series Vol. 47, Poona.

Prasāda, R.(2000). Pātañjali's Yoga Sūtras, Mundhiram

Manoharlal Publishers Pvt, Delhi.

Yardi, M.R.(1996), The Yoga of Patañjali, Poona, Bhandarkar

Institute Press

Rukmani, T. S.(1983), Yogavārttika of Vijñānabhikṣu Vol. 2,

Mundhiram Manoharlal Publishers Pvt, Delhi.

정승석(2010). 요가수트라 주석. 서울: 소명출판.

佐藤裕之(1989). ｢Vijñānabhikṣuの相互投影說｣, 印度學佛敎學硏究
37-2, pp. 943-945.

T. S. Rukmani(1988). ‘Vijñānabhikṣu’s double reflection theory of

knowledge in the yoga system’,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16, pp. 367-375.

浅野玄誠(1991). ｢サーンキヤ映像說による‘知’の理解｣,
同朋大學論叢 64‧65, pp. 97-118.

山下幸一(1979). ｢ヨ-ガ哲学における認識を構造｣,
印度学仏教学研究 27-2, pp. 168-169.



176 ∙ 印度哲學 제43집

Abstract

The Reflection Theory and Epistemological 
Meaning Contained in the Classical Yoga

Ahn, Pilseop

Dongguk University(Gyeongju)

The Saṃkhya-Yoga system espouses dualism between

consciousness and matter by postulating two "irreducible,

innate and independent realities: Puruṣa and Prakṛti. While

the Prakṛti is a single entity, the Saṃkhya-Yoga schools

admit a plurality of the Puruṣas in this world. Unintelligent,

unmanifest, uncaused, ever-active, imperceptible and eternal

Prakṛti is alone the final source of the world of objects.

The Puruṣa is considered as the conscious principle, a

passive enjoyer(bhoktṛ) and the Prakṛti is the enjoyed

(bhogya). Saṃkhya-Yoga believes that the Puruṣa cannot

be regarded as the source of inanimate world, because an

intelligent principle cannot transform itself into the uncon-

scious world. This metaphysics is a pluralistic spiritualism,

a form of realism built on the foundation of dualism. Puruṣa,

the eternal pure consciousness, due to ignorance, identifies

itself with products of Prakṛti such as intellect(buddhi) and

ego(ahaṃkāra).

This results in endless transmigration and suffering.

However, once the realization arises that Puruṣa is distinct

from Prakṛti, the Self is no longer subject to transmigration

and absolute freedom (kaivalya) arises. Double reflection

which occurs in Puruṣa is reflections of selection.

In any cognition, there is a first cognitive apprehension

which requires a difference between knower and know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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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minology of Saṃkhya-Yoga which is provided by

double reflection theory in the Yoga Vartika of Vijñānab-

hikṣu. This double reflection theory attempts to account for

the subjectivity of cognitive knowledge and also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cognitive knowledge of the known object.

Keywords : yoga, reflection theory, puruṣa, prakṛti, budd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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