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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최근 인도 심리학계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삼
질 성격이론에 대하여 심도 있는 소개를 하는 것이다. 삼질 성격이론이
란 인도 성전과 상키야 철학에서 보여주는 삼질에 대한 철학적 이론을
현대의 심리학적 분석과 방법론을 통하여 성격 심리학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인도 심리학자들은 삼질 성격이론의 연구에서 인간의 마음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인 삼질은 한 개인의 성격 형성에서 중추적인 역
할을 한다는 것을 핵심적 주장으로 삼고, 삼질에 대한 많은 문헌적 근
거를 들어 삼질의 개념을 심리학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글은 삼질 성
격이론의 소개와 함께 인도 심리학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삼질에 대한
구성개념이 과연 철학적인 원의를 손상시키지 않고 심리학이 추구하는
바를 잘 달성하고 있는가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삼질 성격이론은 개인적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둔 서구의 성격이론

들과는 달리 영적 성장에 방향을 맞추고 해탈의 상태를 최상의 성격 유
형으로 보기 때문에 인도 전통문화와 조화롭게 어울릴 뿐만 아니라 현
대인의 영적 추구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는 성격이론이라고 할 수 있
다. 이 연구를 통하여 삼질의 심리학적 구성개념이 원래의 철학적 원의
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과학적 연구의 역사가 일천
한 삼질 성격이론이 더욱 발전된 경험적 연구를 위해서 선행적으로 풀
어야 할 문제들을 볼 수 있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개선된 삼질 척도를 만들기 위하여 삼질의 심리적인 속성에 대한 합의
된 개념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글은 끝으로 삼질 성격이론이
경험적 연구에서 더욱 발전하여 심리학계에서 정립된 이론으로 인정받
기 위해서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점들을 제안하였다.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강의초빙교수. tyjinkeon@yahoo.com



6 ∙ 印度哲學 제44집

I. 머리말

최근에 인도 심리학자들은 고대의 경전에서 철학적 개념들을

추출하고 그들을 심리학적으로 기술하는 이전의 연구 방식보다

인도철학에서 얻은 심리학적 개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치료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성격심리학자들(p

ersonality psychologists)이 상키야 철학의 삼질(三質, triguṇa)의

개념을 각종 심리 검사와 심리 치료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인도 심리학의 경험적 연구라는 모토 아래 진행된 연구의 결과이

다.

삼질, 즉 세 가지 구나의 개념은 원래 상키야 철학의 대표적인

이론인 푸루샤(puruṣa)와 프라크리티(prakṛti)의 이원론에서 보이

는 철학적 개념이다. 푸루샤는 영적인(spiritual) 존재로서 순수 정

신을 의미하고, 프라크리티는 비영적인 존재이면서 세계에 두루

퍼져 있는 모든 존재의 제일원인으로 설명된다. 삼질은 순질((純

質, sattva), 동질(動質, rajas), 암질(暗質, tamas)의 세 가지 성질

(guṇa)를 일컫는 것으로서 프라크리티에 내재되어 있는 세 가지

의 다른 성질이자 일체 현상의 세 가지 동력인이다. 상키야의 형

이상학적 체계에 의하면, 세계는 프라크리티의 현현이므로 삼질은

세상 만물이 모두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성질이라고도 해석이 되

는데 인간의 마음 또한 프라크리티의 전변의 결과이므로 삼질은

인간 마음의 본성이기도 하다는 논리적 귀결을 얻는다.

인도 심리학에서는 마음이 가지는 이 세 가지 성질에 대한 개

념을 보다 더 심화 연구하여 각각의 구나의 범주 아래 하위 요인

들을 추출하고 한 개인의 특수한 행위와 성격적 특징이 순질, 동

질, 암질 중에서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데 노력하였다.

근래에는 임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삼질의 척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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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 삼질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삼질에 대한 고대의 철학적 개

념을 임상적이고 경험적인 심리학과 융합하기 위하여 척도와 실

험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철학적 개념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심리 치료 분야에서의

활용은 시대적 요청이지만, 과연 서구 심리학의 세계관과 과학적

방법론이 인도철학의 본래 의미를 손상하지 않고 심리학적 문제

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생긴다. 현재의 인도 심리학의

연구들은 임상적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개념적 혼란도 함

께 야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 초점을 두는 삼질설에 근거한 성격

이론도 삼질의 심리학적 유용성이라는 이득을 얻는 반면에 철학

적 개념이 의미하는 본의를 상실하고 심리학자들 간에 삼질의 구

성개념1)이 서로 다른 이른바 개념적 혼란이라는 문제점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이 글은 삼질설에 근거한 인도의 성격심리학을 개괄적으로 소

개하면서 이론의 전개 방향을 보여 줄 것이다. 그리고 원래 철학

적 개념인 삼질설이 심리학적으로 적용되어 새로운 심리학적 구

성개념을 형성할 때 생기는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에 중점을 두고 고대의 삼질설과 그것에 근거한 인도 심리

학의 성격이론과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심리학에서 의미하는 구성개념이란, 과학적인 이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조작적으로 만들어 낸 개념을 말한다. 즉 구성개념이란 관찰된 귀납적
사실을 반영하여 심리학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정된
속성’이다. ‘쾌활함’, ‘공격적임’, ‘사랑에 빠짐’ 등과 같은 구성개념은
행동을 기술하고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지성’,
‘의식’, ‘욕구’, ‘지각’, ‘동기’, ‘우정’ 따위의 개념들도 비록 물리적으로
구체화할 수는 없지만, 심리학적 설명을 위해 사용되는 구성개념들이다.
이와 같이 구성개념이란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속성을 말한다.
Carducci(2009) p. 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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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도 심리학의 특징

인도 심리학이란 인도 고유의 사상에 의존하여 심리학적인 문

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19세기 말 인도에 서구 심리학이 전해진

이후 심리학의 저변 확대와 발맞추어 인도의 심리학자들이 발전

시킨 학문이다. 라오(K. Ramakrishna Rao)2)는 인도 심리학에 대

하여 “인도 사상과 정신적 기풍에서 유래되고 그와 관련된 심리

학적 이론과 연구”라고 정의한다.3) 여기서 말하는 사상과 정신(et

hos)은 베다 문헌을 위주로 한 것이지만 불교와 자이나교와 같은

힌두 종교 이외의 인도 전통도 포함된다.4)

비록 지금까지 ‘재발견된’ 인도 심리학의 연구 성과는 서구 심

리학계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심리학

에 대한 인도식의 접근법, 즉 고대 인도의 철학 이론에서 심리학

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상당히 잠재

력이 있다고 한다.5) 예를 들면, 인도 심리학은 다양한 연구방식이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방식인 문헌적 연구가 보여주는

고대의 성전과 같은 출처에서 얻는 심리학적 이론은 관찰과 경험

에 근거한 이론이라는 경험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다. 이 이론들은

경험주의와 자연주의에 입각한 서구의 과학적 방법론과 일맥상통

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재검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서구 심리학과는 달리 인도 심리학은 마음과 자아(self)에 대한 과

2) Rao(1932년생)는 인도와 미국에서 활동하는 철학자이며 인도
심리학자이다. 의식, 신비 경험, 초심리학에 대한 저술과 함께 인도
심리학의 연구과 저변 확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교육자이자 행정가이다.

3) Rao(1988) p. 38.
4) Cornelissen 외(2011) p. 260.
5) Puta 외(2014) p.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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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고, 실용적이면서 영적인(spiritual) 것이다. 그리하여 인도 심

리학은 개인이 자신의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자각을 얻어서 타

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면서 경험을 강화하고 고양하도록 고안된

도구를 제공한다.6)

20세기 초에 인도에 소개된 서구 심리학은 오히려 인도의 심리

학자들로 하여금 고대의 인도 사상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였다. 그

들은 서구 심리학에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심적 현상이

인도 고전에서는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도의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서구 심리

학의 연구 동향에 따라 인도 고전을 재연구하는 부류가 생겨났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에 서구 심리학은 감각과 지각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었는데, 인도의 심리학자들은 이 주제에 대한 해답을

오히려 인도 고전에서 찾으려고 했었다. 1934년에 싱하(Jadunath

Sinha)가 불교와 상키야(sāṃkhya) 이론에 근거한 지각(知覺) 이

론을 소개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7) 그 뒤에 서구 심리학에서

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싱하(Sinha)도 마찬가지로 인지를

논의한 책을 인도철학의 이론에 근거하여 내놓는다.8) 싱하를 비

롯하여, 인도의 심리학자들 중에는 서구 심리학에 대한 무비판적

인 수용에 대한 염려와 인도 고유의 사상을 무시하는 영국인들에

대한 반발을 가지고 인도의 정신적 전통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

해 힌두 전통과 불교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심리학적인 개념과

이론을 연구하는 이들이 있었다.9) 이들을 통칭 인도 심리학자라

고 부른다.10)

6) Butler-Bowdon(2007) p. 1.
7) Sinha(1934) 참조.
8) Sinha(1996) 참조.
9) Mathew(2015) 참조.
10) Kumar(2011) p. 97. ‘인도 심리학’의 특성과 역사를 보다 상세히 알기
위해서는 Kumar(2011)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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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심리학이란 인도의 정신(기풍)과 사상에 뿌리내린, 인도에 존
재하는 다양한 심리학적인 실천을 포함한 심리학적 전통을 의미한다.
인도형의 심리학은 건강 심리학, 교육, 조직 관리, 그리고 인간과 사회
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도 심리학에 대한 강조는 심
리학의 모든 분과에 포괄적인 토대를 제공하며 고유사상의 연구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11)

비록 싱하(Sinha, D.)가 원했던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인도 심리학은 짧은 기간 동안 꾸준히 저변을 넓히고

있으며 현대 심리학과 인도 사상과의 융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

고 있다.

인도 심리학의 방법론에 관하여 말한다면, 뚜렷이 구별되면서

도 서로 연관된 두 가지 노선이 확인될 수 있다. 첫 번째 노선은

인도철학 전통이 보유한 개념과 방법을 현대적 어휘로 설명하면

서 전통적 이론이 얼마나 심리학적으로 타당성을 가지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 베단타, 상키야, 요가, 자이나, 불교와 같은 인도의

다양한 철학적 전통으로부터 얻은 지식으로 의식, 감정, 지각, 인

식, 그리고 자아(self)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왔다.12) 이

러한 작업은 고대의 다양한 철학적 접근법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

지 않고서는 현대적인 해석이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의 선

행요건은 인도의 형이상학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이다. “인도 심리

학은 형이상학적 지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의 형이상학

적인 기반을 고려하지 않고는 인도 심리학의 이론을 알 수가 없

다.”13) 이와 같이 1930년대의 싱하(Sinha)는 인도 심리학은 실험

에 근거하지 않고 형이상학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내성법(introspe

ction)과 관찰에 의존하는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도 심리학의 방법론은 이후 서구 심리학의 영향을 받

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 및 수정이 가능한 이론을 추구하고

11) Sinha(1965) p. 15.
12) Misra 외(2012) p. 5.
13) Sinha(1934) p. 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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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것이 인도 심리학의 두 번째 방법이다. 형이상학적 또는

철학적 이론에서 심리학적 개념을 추출하여 이론을 구축하는 것

보다 서구적인 형태의 실험과 임상적 방법을 사용하여 심리학적

인 가설을 세우고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타당성을 제시하자고 하

는 시도가 최근에는 유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판데(Pande)와 나

이두(Naidu)는 바가바드기타에서 설명되는 ‘niṣkām karma’ 즉

결과에 애착하지 않고 노력하는 행위와 관련된 한 묶음의 명제들

을 실증적으로 검사하는 데 성공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주었다.14) 그런 다음 그들은 무애착의 태도를 측정하는 법을 개발

했고 타당화하였다. 그리고 무애착의 태도와 정신 건강의 다양한

지표들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인도 심리학에서는 인도철학적 이론들을 더 이상 종교적인 의

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고대인의 체험을 종교적인

구원 또는 해탈의 가능성의 근거로 삼아 구도의 삶에서 달성되어

야 할 목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가르침을 정신 건강

의 차원에 적용하여 치료자가 환자 또는 내담자의 치유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종교와 심리학의 차이점

에 대하여 프란클(Frankl)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교는 본질이

구원이다. 반면에 심리 치료는 [본질이] 정신 건강에 관한 것이

다.”15) 물론 구원 또는 해탈을 희구하는 내담자도 있을 수 있지

만, 인도 심리학의 현실적인 실행은 해탈에 관심이 없는 내담자의

정신 건강에 유용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인도 심리학은

비록 인도의 정신문화와 전통에 입각하여 이론을 형성하고 있지

만, 현실적 목표는 서구 심리 치료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내담자의

정신 건강에 있는 것이다.

결국 인도 심리학은 인도 고전을 바탕으로 하지만 고대의 베다

적인 지식을 절대시하지 않고 오히려 서구적인 임상 이론의 시각

으로 인간 복지를 위한 심리연구의 유용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

14) Pande 외(1992) 참조.
15) Butler-Bowdon(2007)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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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맥락에서 인도 심리학은 심리학적 이론을 형성하고 확립하

기 위해 서구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에 의존하여 임상적 방법, 실험적 방법, 상관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에서 살펴볼 삼질 이론에 관한 인도 심리학자들의 연구

도 문헌적인 연구에서 시작하여 서구 심리학자들과 같은 실증적

인 방법에 의거하여 이론을 발전시킨다.

III. 삼질설과 성격이론

인도 성전에 근거한 원리들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여 임상분야

에 사용하고 있는 이론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삼질설에 근거한

성격이론(triguṇa theory of personality, 이하 ‘삼질 성격이론’이라

함)이다16). 인도 심리학자들 중에서 성격을 연구하는 일부의 학자

들은 인도의 성전들이 개인의 성격유형과 성격 형성의 역학에 대

하여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7) 베탈(Betal)에 의하

면,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기타, 차라카 상히타(Caraka Sa
ṃhita),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 상키야 철학 등에서는 삼질이
성격유형의 형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풍부

한 이론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성격 형

성에 미치는 삼질의 영향력에 대한 문헌적 연구는 현대의 과학적

16) Ilavarasu 외(2013)의 연구에서 ‘triguṇa personality’는 인도에서는
일종의 성격이론의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도에서는
몇 가지의 성격 모델들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동양의
전통적인 성격 모델 즉 삼질(triguṇa)을 제시하고 논의할 것이다”(p. 15).
이처럼 ‘Triguṇa’라는 용어 자체가 이 성격이론의 이름으로 통용되며,
‘triguṇa personality’ 또는 ‘guṇa theory of personality’라고도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라바라수 외(2013) 참조할 것.

17) Betal(2015)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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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베탈은 주장한다. 이 장에서는 먼저

인도 심리학의 성격이론의 특징을 살펴본 후, 삼질 성격이론의 개

념적 연구와 과학적 연구에 대하여 그들의 문제점을 위주로 논의

하고자 한다.

3.1. 인도 심리학의 성격이론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격이란 개인이 환경에 독특하게 적응하도

록 결정지어주는 심리·신체적 체계의 역동적 조직을 말한다.18) 이

것은 저명한 성격심리학자 올포트(Allport, 1897～1967)가 내린 정

의로서 올포트에 의하면 성격이란 한 사람의 모든 것이며 끊임없

이 변하고 진화하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실체라고 한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성격이란 마음과 몸이 함께 연관되어 있고 역동적

으로 변화하면서도 구조화되어 있는, 과거에 의해 형성되어 미래

의 행동, 생각, 느낌의 경향이 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형의 심리·물질적 체계를 말한다. 모든 사람은 생

각, 느낌, 행위에 있어서 각자 특유의 방식이 있는데 성격심리학

자들은 이러한 고유의 방식들이 구조화된 체계에 의해 형성된다

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체계를 연구하면서 개인적 차이의 원인을

밝히려고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융의 분석심리학,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실존

주의, 로저스의 인간중심주의, 르윈의 장이론, 카텔의 인성요소이

론, 스키너의 조작적 강화 이론 등 대부분의 영향력 있는 심리학

파들은 다양한 성격유형과 개성의 차이에 대하여 연구하고 설명

해왔다. 이러한 학파들은 성격 형성의 원인에 관하여 개인이 태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의 두 가

18) Engler(1993) p.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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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개인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변인 중에 어

느 것이 성격 형성에 우세한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학파

마다 이견이 있었지만 장기간의 논쟁을 거친 후 오늘날 대부분의

성격심리학자들은 개인적 특성, 환경적 요인, 그리고 이 둘의 상

호작용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는 상호작용주의자의 접근을

수용함으로써 이 쟁점을 해결했다.19)

서구의 성격이론은 유전적 특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염두를

두고 성격 형성을 연구하는 데 반해, 인도 심리학에서는 전반적으

로 성격의 형성에 대하여 설명할 때,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타고난

특성을 중요시한다.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한 개인의 성격은 무

수한 윤회를 거치면서 쌓인 욕망(vāsanā)과 잠재인상(saṃskāra)

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 주장의 근거는 성전의 가르침이

다.20) 이 글에서 보여주는 삼질 성격이론도 특성이론에 해당한다.

한 사람의 삼질 성격은 환경의 요인보다는 그 사람이 타고난 심

리적 신체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성격을 연구하는 인도의 심리학자들은 환경보다는 개인적인 특

질을 위주로 연구하면서 그 특질과 ‘참 자아’(real self)와의 상관

관계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21) 이 말은 인도의 성격 연

구에서는 개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개별적인 성격 특질을 초월하

여 보편적인 본성을 추구하는 성격이론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서

구심리학에서는 근본적으로 ‘페르소나’(persona)라고 불리는 타인

에게 비치는 개인의 외적 성격과 그 형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

는 반면에, 인도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본성인 ‘참 자아’를 추구하는 성

격이론을 연구한다.

인도 심리학이 이와 같은 성격이론을 추구하는 이유는 인도의

전통적 시각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원래 완전하고 잠재력이 무

19) 김남순(2002) p. 21.
20) Betal(2015) 참조.
21) Betal(2015)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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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무진하다는 것이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기 때문이

다.22) 이러한 신념이 모든 이론의 기본 전제가 되는 인도 심리학

에서는, 심리학적인 문제와 심리적 고통은 비록 무수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의 근본적 이유는 영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정신질환은 어떤 사람의 타고난 문제점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참 자아’인 브라만(Brahman)과 연결이 끊겨서

자신의 잠재성을 일깨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다.

개인이 브라만과 연결이 끊기는 이유는 도샤(doṣa)나 구나(guṇa)

의 불균형, 감정적 역기능 또는 신체적 충격과 같은 정신적 외상,

신과 조상에 대한 비방, 과도한 소유, 아만(ego)을 참 자아(real se

lf)로 착각하여 믿는 것, 무절제한 식생활, 편협한 타인과의 관계

와 같은 것들이다.23) 인도 심리학에서 성격이론은 정신적인 문제

의 원인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동시에 인도 심리학이 추

구해야 하는 목적을 보여 준다. 즉 개인의 의식이 점차적으로 브

라만의 의식과 가까워짐으로써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24)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 때문에 서구의 성격이론이 자리

잡기 힘든 인도에서 인도식의 성격이론이 부각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고통의 근원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보는 서구의 심리학

적 관념은 집단적 의식이 발달한 인도의 정신적 문화와는 맞지

않아서 현대의 인도 학자들은 정신적 고통의 근본을 연구하는 데

자신들의 방대한 문화적 유산으로 눈을 돌렸다. 바가바드 기타
에서는 ‘sthita prajña’, 즉 ‘지혜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

리는,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탐욕과 같은 충동에 영향 받지 않는

22) Cornelissen(2003) 참조.
23) Pande 외(1992) 참조.
24) 인도 심리학은, 예를 들어 지바(jiva)의 의식, 아트만(ātman)의 의식,
브라만(brahman)의 의식처럼, 의식을 몇 가지 수준으로 나누는데,
이러한 의식 수준의 차이는 자기 인식(self-awareness)의 수준에 달려
있다. 즉 자기 인식이 더 강할수록, 의식의 수준은 올라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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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성격을 언급하고 있다.25) 타잇티리야 우파니샤드(Tait
tiriya Upaniṣad)에서는 ‘음식의 정수로 이루어진 몸’으로부터 ‘호
흡으로 이루어진 몸’, ‘감각적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지성으로 이

루어진 몸’을 거쳐 ‘환희로 이루어진 몸’(ānandamaya koṣa)에 도

달하여 해탈의 기쁨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이 희열에 찬 초월적인

몸을 성격의 최상의 척도로 말하고 있다.26) 인도 심리학에서 말하

는 이상적인 성격이란 마음의 평화를 달성하여 세속적인 욕망에

교란되지 않고 내적인 자기의 빛을 경험하는 단계라고 정의된

다.27)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한 심리적인 고통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기본 시각이다. 결국 인도 심리학

에서 말하는 성격은 심리·신체적인 기능과 유전·환경적인 파생물

의 이상적인 조합만을 일컫는 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영적인 의

식의 단계를 달성하는 것도 또한 성격이라는 것이다.

성격유형에 관해서 살펴보면, 인도 심리학은 이상적인 성격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하여 성전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인간상을

토대로 성격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형들로는 네 가

지의 이론들을 들 수 있는데, (1) 상키야 철학의 순질, 동질, 암질

의 성격유형, 즉 삼질 개념에 근거한 성격유형, (2) 바가바드 기
타에 나타나는 육욕형, 공격형, 탐욕형, 기만형, 열중형의 다섯

가지 유형,28) (3) 요가주에서 설명하는 혼동된 의식상태, 산만한
의식상태, 흥분된 의식상태, 집중된 의식상태, 억제된 의식상태의

5단계의 의식상태, 그리고 (4) 우파니샤드에서 보여주는 다섯

25) śri bhagavān uvāca prajahāti yadā kāmān sarvān pārtha manogatān
ātmany evā’tmanā tuṣṭaḥ sthitaprajnas tado’cyate (Bhagavad Gita,
2.55)

26) Pani(1993) p. 219.
27) Betal(2015) p. 5.
28) 이 유형은 바가바드 기타(2.71)에 나오는 마음을 동요시키는 다섯 가지
힘으로서 평화와 조화가 결여된 마음상태로 이끄는 욕망(kāma),
성냄(krodha), 탐욕(lobha), 기만(moha), 이기심(ahaṃkāra/mada)에서
유래된 유형이다. Bhawuk(2011)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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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몸의 성격 발달 단계가 있다.29) 이들 중에서 삼질 성격이론

은 마음의 구성 요소인 삼질의 무수한 조합으로 성격 형성을 설

명하므로, 성격의 다양성과 그 형성의 원인을 연구하기에 가장 적

절하고 본질적이고 합당한 방법이라고 본다.30)

3.2. 삼질 성격이론의 개념적 연구

삼질의 개념이 인도의 성격심리학에서 활발하게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삼질의 다양한 조합과 비율로서 사람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지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발

달 단계를 단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키야 철학에

의하면 삼질은 사람의 신체작용뿐만 아니라 심리작용 안에서도

다양한 비율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상태를 만든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삼질은 프라크리티라는 세계의 질료인의 내재적

인 속성이다. 프라크리티는 비영적인 존재이면서 세계에 두루 퍼

져 있는 모든 존재의 제일원인인데, 순질, 동질, 암질의 삼질은 프

라크리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세 가지 성질이자 일체 현상의

세 가지 동력인이다. 즉 존재가 생성될 때는 순질, 동질, 암질이

현상 전개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질 즉

세 가지 구나(guṇa)는 프라크리티의 전변의 결과인 인간의 심리

적 현상의 동력인이자 본성이다.

삼질설은 정통 육파 철학 중의 하나인 상키야 학파의 대표적인

이론일 뿐만 아니라 슈베타슈바타라 우파니샤드(Śvetāśvatara-
Upaniṣad)와 바가바드 기타 같은 고대의 성전에서도 삼질의 이
론이 보인다.31) 인도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고대의 문헌에서 볼 수

29) 앞에서 보여준 타잇티리야 우파니샤드(Taittiriya Upaniṣad)에서
보이는 Pañca kośa 모델을 말한다. 이에 관해서는 문을식(2015) 참조.

30) Betal(2015) p.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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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삼질설을 심리학적으로 확장 해석하여 삼질이 성격을 형성

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삼질설은 푸루샤(puruṣa, 영아)와 프라크리티(prakṛ

ti, 원질)라는 두 가지 궁극적 원리에 대한 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

다. 상키야 학파는 세계의 궁극적인 원인을 푸루샤와 프라크리티

둘로 나누며 이 둘은 독립된 두 실체이다. 푸루샤는 순수의식이고

프라크리티는 비정신적 또는 비의식적(acetana)인 것으로서 푸루

샤가 향수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둘은 정반대(viparīta)이다.32) 상

키야 학파는 푸루샤와 프라크리티, 그리고 프라크리티로부터 전변

한 23원리를 상정하고 이 25개의 원리의 생성관계와 기능을 통해

현상 세계의 창조와 전개를 설명한다.

수론송의 설명에 의하면, 푸루샤가 프라크리티를 봄으로써

프라크리티로부터 사유기능(覺, budhi)이 생기고, 사유기능으로부

터 자아의식(我慢, ahaṃkāra)이 생기고, 자아의식으로부터 11根

(意, 5感官, 5活動器官)과 5唯(聲觸色味香)가 생기고 5唯로부터 地水

火風空의 5大 또는 5元素가 생긴다.33) 이와 같이 23원리가 순차적

으로 진화하면서 개인존재와 세계가 성립된다. 이 가운데 프라크

리티는 순질·동질·암질 등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삼질의

다양한 조합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심적·물적 현상으로 나타난

다.

상키야는 또한 인간의 고통은 푸루샤와 프라크리티를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하는 무지(無知)에서 비롯되었고 이 고통에서 자유

로워지려면 푸루샤가 올바른 인식으로 프락크리티의 속박에서 벗

어나야 한다고 간주했다. 이처럼 푸루샤34)가 프락크리티와 다름

31) Krishna(2002) p. 295 참조.
32) Sāṃkhyakārikā 제11송: triguṇam aviveki viṣayaḥ sāmāyam acetanam
prasava-dharmi/ vyaktaṃ tathā pradhānaṃ tad-viparītas thatā ca
pumān// “현현은 3질이고, 무구별이고, 대상이고, [모든 영아에]
공통이고, 비정신적이고, 能産性이다. 원질도 마찬가지다. 영아는 그것과
정반대이고 마찬가지이기도 하다.” 정승석(1992) p. 235 재인용.

33) 정승석(1992) p. 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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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는 것을 해탈(解脫)이라고 말하며, 이 해탈을 위해 요가의 수

행을 강조하였다.

육체와 마음(physicality and mentality) 사이에 선을 그어 그

둘을 전혀 다른 실체로 간주하는 이원론과는 달리 상키야 학파는

육체와 마음은 동일한 프라크리티의 변형이라고 보아 삼질에 의

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물질적인 것’은 생리작용과

심리작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 비록 정신이 몸보다 훨

씬 미세한 형태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정신적인 것은 육체적

인 것과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것으로 본다.

사실 삼질의 개념은 고전 상키야 내부의 문헌들 속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설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마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개념화할

경우처럼 관념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때

도 있다.35) 그런데 인도 심리학에서는 삼질에 대한 유물론적인 해

석이 눈에 띈다. 미세한 물질적 요소인 삼질이 직접 우리의 심리

작용을 형성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구나는 실재하며 물질적

인 것이라고 하는 해석은 잠시 뒤에서 설명할 아유르베다의 삼질

(마음의 근본 요소)과 도샤(dośa, 몸의 기본 요소)와의 밀접한 관

34) 프라크리티와 별개인 ‘푸루샤(puruṣa)’는 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몸과
마음과는 다른 것으로 본다. 삼질을 연구하는 인도 심리학자들은
puruṣa를 영혼으로 해석하고 생명과 의식을 정신과 조대한 육체에게
주는 것이라고 본다. Puta 외(2014) p. 321 참조.

35) 예를 들어 가우다파다註(Gauḍapāda-bhāṣya)에서는 “용모가 아름다운
좋은 성질의 여인은 남편에게 온갖 행복의 원인이다. 그 여인은 같은
남편을 거느린 첩들에게는 고통의 원인이다. 그 여인은 욕정에 사로잡힌
남성들에게 혼미를 낳는다. 이와 같이 순질은 동질과 암질이 작용하는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삼질의 본성과 작용을 비유적 설명으로 나타내고
있다. 만일 삼질을 물질적인 요소로 믿고 이 예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삼질의 상호작용에 관한 구조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이 예문은 물질의 작용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예문을 읽으면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 삼질을 이해하게 하는 비유의 글이다.
삼질의 본성에 관해서는 정승석(1992) pp. 205-220, 강형철(2004)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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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나에 대한 실재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쿨카르니(K

ulkarni)는 “구나는 본질적으로 인간 마음의 세 가지 근본적인 요

소이다.”36)라고 말한다. 이 말은 구나는 성질이 아니라 물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데, 이것은 무르티와 쿠마르가 행한

삼질에 관한 사전적 의미와 원전 분석을 통한 유물론적 해석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된다.

비록 구나(guṇa)라는 용어가 다른 철학적인 체계에서는 성질(quali
-ties)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실체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37)

그들은 삼질을 원래 물질의 세 가지 다른 요소(components)로

이해한다. 라손(Larson)과 밧타차리야(Bhattacharya)도 또한 근본

적인 상키야 철학에서 삼질은 변형이라는 일련의 지속적인 과정

의 구성 요소들(constituents)이지 성질(qualities)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다.38)

삼질이 물질적인 구성요소라고 간주하는 해석은 성격을 연구하

는 인도 심리학자들에게 성격유형을 결정하는 실체적인 요소로서

의 삼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우주에 편재한 삼질이 우

리의 몸과 마음속에서도 무수하게 다양한 비율과 조합으로 활동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우세한 구나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개개인의

성격적 특징이 다르게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키야에서 말하는 이원은 물질적인 것(프라크리티)

과 영적인 것(푸루샤) 사이에 선을 그어서 구분하는 것이지 마음

과 육체를 이질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키야의

이원론을 삼질 성격이론에서는 마음과 몸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

36) Dwivedi(2002) p. 321.
37) Puta 외(2014) p. 320.
38) Puta 외(2014) p. 3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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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제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물

질적인 것(프라크리티)라는 전제 위에 개인은 구나라고 불리는 물

질적인 요소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인하여 수많은 심리활동을 보

인다고 삼질을 연구하는 성격심리학자들은 이해하고 있다.

구나 영역은 순질, 동질, 암질라고 불리는데, 각각의 구나는 세

가지 다른 성격적 유형을 대표하고 있다. 고전 상키야에서는 본

성, 특징, 목적이라는 세 가지 양태로 구나의 성격을 보여 주는

데39), 먼저 순질은 본성이 快이고 특징이 가벼움이며 비추는 것이

목적이다. 마타라註(Māṭhara-vṛtti)에서는 순질의 심리현상으로
서 유화, 정직, 청정, 겸허, 지성, 인내, 자비, 예민을 제시하고 있

다. 그 다음 동질은 본성이 不快이며 특징이 자극함이며 목적은

활동이다. 마타라註는 동질의 심리현상은 증오, 질투, 비난, 불

안, 기만, 정직하지 않음, 속박, 남을 해하려 함, 살해, 분열 등이라

고 말한다. 끝으로 암질은 그 본성이 낙담 또는 어리석음이며 특

징은 무거움이고 목적은 억제이다. 이 때의 심리현상으로는 무지,

사리에 어두움, 태만, 공포, 무작위, 불충실, 졸음, 늘어짐, 충실치

못함, 케케묵어 새롭지 못함 등이 있다.

이러한 구나의 특징과 목적 그리고 본성은 하나의 구나가 다른

둘 보다 우세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말은 세

가지의 구나가 평형상태로 있는 전개자(현상)는 없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 물리적 현상이 있다는 것은 세 구나 중에 한 구나가 우세

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말이다. 구나들은 언제나 함께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우세하다. 하나의 구나가 우세할 때는 다른 구나들은

억눌린다고 한다.40) 즉 구나는 서로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고 해서 하나의 구나가 우세할 때 다른 두 구나가 효력을 상실한

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나는 서로 의지하고 있고 결코 서로에게서

떨어져서 작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구나가 우세할 때 다른 두 구

39) 강형철(2004) pp. 18-37 참조.
40) 세 가지 구나들의 상호 작용에 관해서는 푸타(Puta) 외(2014) pp.
320-3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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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비록 정도가 약하긴 하지만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구나는

서로에게 의지하여 증가하고 감소한다. 또한 내부 또는 외부의 자

극에 반응하여 증가하고 감소한다. 순질, 동질, 암질의 상호관계를

보면, 비록 그들은 서로 다른 것들이지만 언제나 서로 조화롭게

협업하며 기능한다. 다스굽타(Dasgupta)는 삼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순질(비추는 성질의 조명원리), 동질(활동성의 변화원리), 암질(慣性
또는 무력함이 본성인 방해의 원리)의 다양한 특수 배열(collocations)
에 따라 마음과 몸의 모든 양상이 형성된다. 이 세 가지의 구나는 원
초적 상태에서는 너무 미세하여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다른 성질
의 구나들이 다양한 비율로 결합하여 다중의 인식 가능한 우주를 형
성하고 이와 같이 우리 인식의 대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41)

삼질의 원래의 모습은 너무 미세하여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

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효과를 통해서 단지 추론할 수 있을 뿐이

다.42) 다스굽타는 삼질이 다른 비율로 결합하면서 그들은 더욱 더

분화되고, 결정적이 되고, 명확해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삼질은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구나로서의 참된 본성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

하나의 구나의 우세는 그 구나의 성격을 반영하는 심리적 특성

을 만든다. 삼질은 한 개인의 마음작용에서 평등하게 배분되어 있

지 않고 언제나 한 구나가 우세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순질이 우

세할 때, 四肢가 가볍게 되고, 통각(budhi)은 비추게 되고, 감각기

관은 명정하게 된다.43) 암질이 우세할 때, 마음은 무겁고, 감각기

관은 억제되어 대상에 무능력하게 된다.44) 구나는 항상 같은 구나

41) Dasgupta(1924) p. 37.
42) 이에 관해서는 수론송의 8송과 9송 참조할 것.
43) yadā satvamutkṭaṃ bhavati tadā laghūnyaṇgānī buddhiprakāśaśca
prasanntendriyāṇaṃ/ 가우다파다註(Gaudapāda-bhāṣya) 13.

44) yadā tama utkaṭaṃ bhavati tadā guruṇyaṇgānī āvṭatānīndryāṇ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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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극하기 때문에 특정 구나가 우세한 심리 상태는 그 구나의

자극체이다. 예를 들어 순질이 우세한 생각 또는 행위는 정신의

다른 측면에 있는 순질을 자극하고 강화한다는 논리이다. 이 말은

만일 누군가가 순질의 방식으로 행동하면 그의 다른 측면에서 순

질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한 행위를 하면 긍정적인 감정

도 함께 일어나는 이유이다.

삼질은 항상 역동적이어서 한 사람은 일생 동안 다양한 조합으

로 변화하는 삼질로 인해 무수하게 다른 심리상태를 가진다. 이러

한 삼질의 조합은 극단적인 비율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느

정도까지 일어날 뿐이며 조합의 유지도 일시적이다.45) 그리고 삼

질이 비교적 균형이 잡혀 있으면 마음은 평정한 채로 건강한 상

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어떤 혼란 또는 자극으로 인하여 균형이

무너지면 하나의 구나가 우세한 상태가 된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일상의 마음 상태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삼질의 상호작용이다.

한 사람의 일생에서, 구나들은 시시각각 다양한 비율로 조합하

고 있는데 그 조합들은 모두 규칙적이지 않고 어떤 특정한 시간

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변하면서 하나 또는 다른 구나

가 지배적이게 된다. 행동 특성과 심리 상태는 그 조합에 따라 변

한다.46) 그러나 그런 변화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어서 그 사

람의 성격에 있어서 어떤 영속적인 변화를 산출하지는 않는다.

비록 마음은 구나의 다양한 조합으로 인하여 무수하게 다른 심

리 상태를 겪지만, 한 개인의 기본적인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고

정적이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수태가 되는 순간 우세한 구나에

의하여 형성된 성격이 그 사람의 일생 동안 보편적인 행동 특성

을 반영하게 되기 때문이다.47) 태생적으로 한 사람은 일생 동안

고정된 성격적 특질을 가지게 된다는 이론은 주로 실파, 무르티,

bhavanti svārthasamarthanti// 가우다파다註(Gaudapāda-bhāṣya) 13.
45) Betal(2015) p. 5
46) Krishnamurthy(1999) p. 28.
47) Silpa(2011) p. 15 참조; Bhushan 외(2005) p. 3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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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리(Frawley)와 같은 아유르베다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주장되고 있는데 그들은 수쉬루타 삼히타(Suśruta Sa
ṃhitā)의 고대 의학적 이론을 근거로 몸을 이루는 도샤(doṣa) 이

론과 마음을 이루는 구나(guṇa) 이론을 Prakriti라는 공통분모를

통해서 구나와 도샤는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

유르베다의 이론에서 도샤는 비록 몸을 이루는 요소이고 구나는

마음을 이루는 요소이지만 이 두 그룹의 요소들은 이질적이지 않

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암시하고 있다.

아유르베다의 이론에 의하면, 프라크리티는 삼질로 이루어져

있고 삼질은 5대(지수화풍공)를 이루고 이 5대는 세 가지 도샤를

이룬다.48) 즉 삼질로 이루어진 프라크리티는 5대로 전변되어서 우

리의 몸의 체질을 만드는 도샤라는 구성요소가 된다. 도샤 안에

있는 5대 즉 지수화풍공은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우세하여 도샤의

상태를 결정한다. 삼질과 도샤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삼질

은 단지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관

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마음과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활동하는 환경의 모든 요소들이 삼질로 이루

어져 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구나가 우세하여 독특한 성질

을 보유한다.49)

수태의 순간에 정해진 삼질의 결합은 개개인마다 독특하여서

그 사람의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체질과

48) 지수화풍공의 5大는 삼질로 구성되어 있다. 空은 순질이 우세하고 風은
동질, 地는 암질, 火는 순질-동질, 水는 순질-암질이 우세하다. Silpa
외(2011) 참조; “상키야의 세계전개설(pariṇāma)을 토대로
아유르베다에서는 다섯 가지 조대 요소인 5大(pañca māhabhūta) 즉 지,
수, 화, 풍, 공이 인간의 육체 안에서 세 가지 기본적인 성분, 또는
기질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삼질(tridoṣa)라고 한다. 공과 풍의
요소로부터 육체의 풍의 성분인 vāta doṣa가 나타난다. 또한 수와 화의
요소로부터 화의 성분인 pitta doṣa가 나타나며, 지와 수의 요소로부터
수의 성분인 kapha doṣa가 나타난다.” 김은옥(2012) p. 98 재인용.

49) Silpa(2011) p.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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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유형은 타고난다는 것이 인도 심리학의 삼질 이론의 설명이

다.

이상으로 고대의 문헌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의 인도 심리

학자들이 재구성한 삼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았다. 성

격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삼질은 한 개인의 성향의 세 가지 기본

적 유형으로 간주된다. 순질, 동질, 암질의 각각은 그것의 고유한

속성으로 특징 지워진다. 삼질은 기본적으로 행위를 표현하고 촉

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행동의 특성을 관찰한 것에

의존하여 우리는 그 사람의 구나를 평가할 수 있다.

3.3. 삼질 성격이론의 경험적 연구

이 같은 삼질에 대한 심리학적인 개념은 1960년대에 라오(Ra-

o)50)나 보스(Boss)와 같은 학자들의 체계적 연구에 의해 소개되

었는데, 인간 본성을 삼질의 현현(顯現)으로써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들의 이론적 설명은 많은 인도 심리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모았

다.51) 그러나 후에 서구의 심리학적 영향을 받은 인도 심리학계가

경험적인 연구를 요구함에 따라 삼질에 대한 연구의 초점은 고전

의 재해석을 통한 이론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에서 임상적 적

용과 실증적 연구라는 새로운 목표를 만족시키는 과학적인 모델

을 만드는 것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삼질로 구성된 성격에 대한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삼질의 개념을 측정될 수 있

는 변인들(variables)로 만들고 그 측정 결과가 정확하고 믿을만하

다고 보여주는 것이다.

철학적 개념을 심리학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하

는 것은 그 개념에 대한 철학적 또는 종교적 텍스트의 분석이다.

50) Rao 외(1979) 참조.
51) Dhulla(2014) p.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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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질 이론의 경우, 연구자들은 삼질의 특성에 해당되는 모든 경전

적인 근거를 수집한 다음, 함의를 분석하고 설득력 있는 심리학

이론으로 정리한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삼질의 심리학적 개념

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이론들을 검증 가능한 가설(testable hy

pothesis)로 만들어야 하므로 심리학적 개념에서 측정 가능한 변

인들을 추출한다.52) 즉 이론적인 제안을 심리학의 관점과 개념들

을 통해 삼질설을 해부하고 설명하는 작업을 통하여 더욱 세분화

된 변수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더욱 세분화된 삼질의 작

용과 효과에 대한 분류는 특정 구나를 진단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치료법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삼질의 경험적인 연구가 수행되기 전에 원전

연구가와 실험을 행하는 심리학자와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세분화된 사항에 대하여 서로의 동의

를 거친 다음에 경험적인 연구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최소한의 통계학적 검증

규칙에 따라서 각 이론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려고 노력한다. 만

일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여 타당성의 입증에 실

패한다면, 그 이론은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

서 가설을 검증하는 데 적합한 척도와 심리검사와 같은 경험적

연구의 틀을 개발하는 일이, 독창적이고 검증 가능한 이론을 만드

는 일 만큼 중요하다.

다양한 성격유형을 형성하는 데 미치는 삼질의 효과는 과학적

연구의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 모한(Mohan)과 산두(Sandhu)는 암

질과 정신병과의 정적 상관관계와 순질과 정신병 신경증과의 부

적 상관관계를 발표하였고,53) 샤르마(Sharma)는 성격의 세 가지

차원의 접근법을 연구하여 삼질에 근거한 성격검사를 만들었다.54)

52) Ilavarasu, J. V., Mohan, S. & Hankey, A.(2013) pp. 18-19.
53) Mohan 외(1988) 참조.
54) Sharma(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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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팔(Gopal), 몬달(Mondal), 프라밀라(Pramila)는 실험 연구를 수

행하여 통합된 성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삼질의 긍정적인 역할을

발견하였다.55) 카우르(Kaur)와 싱하(Sinha)와 샤르마(Sharma)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삼질의 유용성을 증명하였고, 자이디(Zaidi)와

싱(Singh)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삼질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했다. 라스토기(Rastogi)는 삼질 구성의 성별과 연령별 차이

를 발견하여 7가지 성격적 특질과 연관시켰다. 이 밖에도 삼질의

특성에 대한 많은 임상적 혹은 경험적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56)

이처럼 현재 인도 심리학은 이 경험적 연구의 단계에서 유용한

성과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삼질의 경험적 연구는 삼질의

구성개념(심리적 속성)의 형성에서 연구자들 간에 의견이 서로 다

르기 때문에 삼질의 측정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문제를 가지

고 있다.

삼질 성격이론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

어야 할 단계 중의 하나가 삼질의 성격을 양적으로 측정하기 위

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즉 삼질을 과학적 심리학으로 연구하

기 위해서는 우선 삼질의 심리학적 특징들을 측정할 수 있는 척

도가 있어서 실험 대상자들의 삼질 성격유형을 알 수 있어야 한

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험 대상자들의 삼질 성격유형과 종속변인

(다른 심리적 행동적 속성)과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거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삼질에 대한 심리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인도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성격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57) 하지만 이러

한 척도 개발은 통일된 방식이 아니라 개개의 개발마다 차별 있

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척도의 하위 요인들도 일정하지 않

다. 이것은 삼질에 대한 개념이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자들 사이에

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55) Gopal 외(2012) 참조.
56) Kewalramani, S.(2013). pp. 37-38.
57) Atwal(2010)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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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인도에는 7개가 넘는 삼질 성격을

측정하는 척도가 있지만 삼질의 심리적 속성에 대한 개발자들 간

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각 삼질 성격 척도마다 상이한 성격을 측

정하고 있다.58) 이 글에서는 현존하는 삼질 척도의 총괄적인 비교

를 하지 않고, 실파(Silpa)의 척도 연구와 싱(Singh)의 척도 연구

의 부분만을 비교하여 경험적 연구자들이 어떻게 다르게 3질을

해석하고 있는가의 예를 보여 주려 한다.

먼저 실파(Shilpa)와 머티(Murthy)는 삼질 척도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100개의 순질 특성, 60개의 동질 특성, 29개의 암질 특성

으로 구성된 총 189개의 성격적 특성으로 척도의 하위 요인을 구

성하였다.59) 실파와 머티의 삼질 특성 중에서 순질의 세부적인 특

성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인내심이 많음’. ‘타인을 받아 들임,’ ‘행동

을 조절함,’ ‘명료한 생각,’ ‘좋은 기억력’, ‘독서를 즐김’, ‘종교적임’,

‘매우 창조적임,’ ‘결코 자만하지 않음,’ ‘어른을 존경함,’ ‘뛰어난 진

행자’와 같은 것이다.

실파와 머티의 연구에서는 동질(Rajas의 성질)의 성격적 특징

으로서 ‘화가 많음’, ‘폭력적임’, ‘먹는 것을 즐김,’ ‘질투심이 많음’,

‘잔인함’, ‘영리함’, ‘참을성이 없음’, ‘청소를 싫어함’, ‘비판적임’, ‘남

을 속임’, ‘겁이 많음’, ‘이기적임’, ‘남을 상처 주는 것을 즐김’, 등

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들의 연구에서는 동질은 매우 부정적인

성격적 특성을 낳는 것으로 취급된다.

58) 삼질설에 근거한 성격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유르베다 심적 체질 측정 지표(Guidelines for Determining Ayurvedic
Mental Constitution, 2006), 구나 질문지(The Guna Questionnaire,
2004), 베다 성격 검사(Vedic Personality Inventory, 1998), SRT
검사(Sattva, Rajas, Tamas Inventory, 1998), 매튜 IAS 등급
척도(Mathew IAS Rating Scale, 1995), 구나 검사(Guna Inventory,
1992), 마하바라타 검사(The Inventory of the Mahabharata, 1971) 등이
있다. 이 척도들이 보여주는 삼질의 구성개념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성격의 측정 방법에서 쓰이는 삼질의 용도도 또한 다르다. Atwal(2010)
참조.

59) Shilpa 외(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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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싱(Singh), 미스라(Misra), 라드(Raad)의 삼질 척도 연

구에서는 동질의 성격적 특징이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의 양면을 함께 보여 주고 있다.60) 예를 들면, 그들이 의미하는

동질의 심리적 속성은 ‘교활함’, ‘위선적임’, ‘항상 바쁨’, ‘폭력적임’,

‘잔인함’, ‘자랑하기 좋아함’, ‘싸우기 좋아함’ 등의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야심참’, ‘친화적임’, ‘열심히 일함’, ‘좋은 매너’, ‘정중함’, ‘부

드러운 마음씨’, ‘사회성이 좋음’ 등의 긍정적인 성격적 특성을 함

께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연구에서 삼질척도의 하위 요

인들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항목 표본의 개발에 선행하는 연구자

의 삼질에 대한 개념화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무르티(Murthy)와 쿠마(Kumar)는 삼질설의 모델

을 이용한 여러 개의 성격 척도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척도의

사항들이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61) 무르티와 쿠마는 각

각의 연구에서 구나에 대한 구성개념이 다르고 우세한 구나를 측

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문항들의 개수가 다르고, 하위척도의 수와

내용의 차이로 인하여 구나를 측정하는 검사들이 차이가 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검사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할 때 이미 존재하는 측정도구들의 제작 방식

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새로운 검사를 제작하는 것이 차후의 혼

란을 막기 위해 삼질성격연구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푸타(Puta)와 세들마이어(Sedlmeier)의

최근 연구는62) 보다 더 체계적인 삼질의 경험적 연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다. 푸타와 세들마이어는 삼질에 대한 문헌

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를 망라하여 학자들마다 의미하는 삼질의

개념을 분류하고 삼질의 특성들을 인식, 감정, 동기, 사회적 요인,

육체적 요인의 범주로 나누어서 각 범주에서 순질, 동질, 암질이

어떤 하위요소들을 가지는지를 한눈에 보여 주고 있다. 짧지만 핵

60) Singh 외(2013) 참조.
61) Atwal(2010) p. 129.
62) Puta 외(2014) 참조.



30 ∙ 印度哲學 제44집

심적인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는 이 보고서는 삼질설의 심리학적

적용에서 현재 학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삼질개념(의 하위요소

들)을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삼질의

구성개념들이 다른 심리변인들과 어떤 상관을 가지는지를 경험적

증거(상관계수와 유의확률 등)와 함께 제시하고 있어 삼질 성격이

론의 연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이 연구는 순질이 ‘창조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쿠마(Kumar)의 주장과 동질이 ‘창조성’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브

라이언트(Bryant)의 주장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연구

자는 모두 문헌적 근거를 들며 자신이 개념이 옳다고 보여 주는

데, 의견 차이의 이유를 살펴보면 쿠마는 순질의 미적 감각과 효

과적인 일처리라는 속성이 창조성과 관계가 있다고 하고, 요가
수트라를 번역한 브라이언트의 주장은 동질은 일이 끝날 때까지
밀어 붙이는 열정을 속성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그런 속성들이 창

조성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이유가 뒷받침된다. 만일 창조성이

란 것이 ‘심미안’과 ‘지적 호기심’ 그리고 ‘효과적인 일처리’와 관계

가 있다고 믿는다면, 동질이 아니라 순질이 창조의 원동력이라는

해석이 옳을 것이다. 이에 대한 경험적 증거로 푸타와 세들마이어

는 순질이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능력 및 지적 호기심과 높은 상

관이 있다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반면에 동질은 이 변인들과

부적상관으로 증명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연구자가 ‘포

기하지 않는 집념’이 창조의 원동력이라고 간주한다면, 그는 동질

이 개인적 욕구 달성에의 동기 부여와 상관이 높으므로 동질척도

를 개발할 때 동질이 창조성이라는 하위 요인을 가지도록 결정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삼질의 구성개념에 대한

견해 차이는 그것을 결정하는 연구자의 철학적인 시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들마다 가지는 이견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실증적 증거와 함께 재토론을 하는 절차를 거치

지 않는다면 개념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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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질의 과학적 연구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연구 중의 하나는

통일된 삼질 척도의 개발이다. 만일 연구자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

과 대화를 통하여 삼질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결국 연구를 주도하는 권위자가 없는 가운데 삼질 척도

연구는 앞에서 보여준 쿠마와 브라이언트의 경우처럼 양립할 수

없는 가설들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비록 모든 척도 연구자들이

유사한 문헌적인 근거를 가지고 삼질의 심리학적인 개념을 만들

지만 그들의 철학적 시각이 다르고 경험적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

식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척도마다 다른 하위 요인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개념이 일치하지 않아 서로 다른 삼질 척도들

이 사용된다면 삼질 성격이론의 경험적 연구는 그만큼 발전이 더

뎌질 것이다. 인도의 삼질 성격이론이 심리학계에서 과학적인 이

론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다. 그중

에서 첫 번째 숙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삼질에 대한 합의된 구성

개념과 하위 요인의 확립이다.

IV. 삼질설의 심리학적 적용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앞 장에서 인도 심리학의 삼질에 대한 개념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서 형이상학적인 고대의 철학개념이 현대의 심리

학적 방법론을 만나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가를 짧은 지면

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삼질 성격이론은 서양 심리학이 인도의 문

화적 토양을 만나면서 자연스레 생겨난 인도인들만의 독특한 성

격이론이다. 그것은 과학과 종교적 형이상학의 융합의 산물이다.

그러나 엄밀한 과학적 실증주의에 기초한 심리학과 개인적인 내

면의 체험과 광대한 우주에 대한 형이상학을 기반으로 하는 인도

철학이 만나면서 두 사고 체계의 상이함으로 인해 삼질의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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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생겼다.

이 장에서는 그 문제들에 대하여 논하면서 가능하다면 문제를 해

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을 덧붙이려 한다.

먼저, 삼질이 원래 가지고 있는 다중적인 의미를 인도 심리학의

물질적인 삼질 개념으로는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야

기된다. 상키야 문헌들은 삼질에 대하여 서로 이질적인 설명을 보

여 주고 있다.63) 때로는 관념론적으로 때로는 유물론적으로 때로

는 비유적으로 때로는 사실적으로 설명되는 변화무쌍한 삼질의

의미를 인도 심리학의 객관적이고 유물론적인 삼질 개념이 대체

하면서, 애초에 다양한 의미로 이루어진 삼질의 장점, 즉 의식의

경험을 체험자 스스로 특징짓고 파악하게 돕는 유연한 관념적 도

구로서의 삼질의 역할을 상실한다. 인식 주체인 개인이 세 가지

구나의 의미를 인식의 틀로 사용하여 자신의 심적 경험을 이해하

도록 돕는 것은 철학적인 삼질의 역할이고, 그 사람이 다수의 심

리요소로 구성된 특정 구나의 성격유형으로 규정되도록 하는 것

은 심리학적인 삼질의 역할이다. 전자는 주관적인 체험이고 후자

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다. 원래 삼질의 개념은 이 두 가지 차원

을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인도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삼질의 개념

에서는 주관적인 경험세계의 삼질은 소외된다. 결국 삼질 개념이

지니고 있는 추상성과 모호함은 곧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적

시각에 의해 대체되어 버려 삼질설의 원래의 의도를 상실한다고

본다.

또한, 과학적 언어의 표현은 비유의 표현이 가지는 유연성을 파

괴한다. 비유의 방법으로 삼질을 표현하는 것을 확실하게 고정된

정의와 개념으로 대체하면서 삼질의 속성은 특유의 유연성을 잃

고 경직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심리적·물리적 속성은 어떤 경우

에는 순질로, 다른 경우에는 동질로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삼

질의 척도를 만들 때처럼 객관적인 방식으로 삼질의 심리적 속성

63) 강형철(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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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출하는 작업은 어떤 심리적 속성이 하나의 구나 범주에만

속하게 되어 비유적 언어가 가질 수 있는 유연성을 상실한다.

상기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인도 심리학의 발전과 함께 인

도철학의 가치가 드러나서 삼질설의 또 다른 측면, 즉 주관적이고

윤리적이며 해탈관과 연관되어 있는 측면도 함께 이해가 되어야

한다.164)

둘째, 삼질 성격이론에서 주장하는 삼질의 성격 형성에 관한 이

론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가설일 뿐이어서 삼질은

여전히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구성개념일 뿐 존재론적으로 인정

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비록 물질적인 요소로서의 삼질의 영

향이 우리의 다양한 심리현상을 일으킨다는 설명이 논리적으로

어긋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심적 상태에 있을 때 특정 구나

가 우세하여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만약 삼질이 물질적인 요소로서 정신상태의 변

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삼질이 심리상태에 영

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거나

생리학적인 개념을 빌어서 타당한 설명을 하여 삼질의 실재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도 심리학자들의 삼질 개

념은 삼질의 상호 작용과 심리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여전

히 형이상학적인 배경 이론만을 제공할 뿐, 생리학적으로 구체적

인 과정을 들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중국 철학에

서 사용하는 음과 양의 개념으로 인간의 체질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 음양의 원리가 물질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음

과 양이 인간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삼질이 인간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제는 인도의 성전과 내

성적인 관찰에 의존하고 있을 뿐, 과학적인 이론으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리학적 시각으로 보면, 인도 심리학의

64) 이에 관해서는 정승석(1992) pp. 205-227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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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질은 아직은 구성개념(construct)일 뿐이지 실재하는 물질적 요

소를 의미할 수는 없다. 이 말은 삼질 성격이론에서 순질, 동질,

암질은 어떤 특유의 성격 속성들의 모임을 대표하는 이름일 뿐이

라는 것이다. 결국 범우주적인 철학적 개념이 인도 심리학에서는

구성개념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는 삼질의 심리학적

적용이 야기한 개념의 축소라는 문제인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삼

질의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신경생물학

이나 신경심리학과 같은 과학적인 연구가 삼질의 존재를 증명하

여 문헌연구에서 추출한 구성개념들이 존재론적으로 유효하다고

확인함으로써 가능하다.

셋째, 삼질의 척도를 만들어 그 척도로써 환자의 성격 유형을

측정하는 방식이 널리 퍼져 나가면 임상의 분야에서 치료자가 다

양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수월하게 삼질 성격 유형

을 판정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지만, 이로 인하여 인도 고유의

삼질 측정법들이 점진적으로 입지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삼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7가지의 삼질 측정 척도들

이외에 전통적인 아유르베다의 맥박 진단법(the pulse diagnosis)

과 임상 면담을 통한 삼질 측정이 있다.65) 이 두 가지 방법은 아

유르베다의 의사들이 사용하는 고도의 경험과 지식을 요구하는

삼질 측정법인데, 먼저 맥박을 진단하는 것은 환자의 구나와 도샤

의 체질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66) 그리고 임상 면담의 방

법은 아유르베다의 치료자들이 환자의 모습, 태도, 행동방식, 목소

리, 움직임, 치료자와의 관계 속에서 보이는 안정감 등의 요소에

특히 주목하면서 환자의 체질, 사고방식, 신앙체계, 과거 병력, 행

동의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 등을 판단하여 삼질의 체질을 총체적

으로 파악하는 접근법이다.67) 이 두 가지 치료법은 아유르베다 전

65) Atwal(2010) pp. 125-134 참조.
66) Lad(2006) 참조.
67) 아유르베다의 내담자 면접은 내담자의 단순한 행동 습관에서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그 사람의 4대에 걸치는 가족관계로부터 내담자의 배경



인도 심리학의 삼질 성격이론 ∙ 35

통에서는 환자로부터 치료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진

단에서 필수적인 과정의 하나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삼질 측정법은 오랜 동안의 교육과 경험을 가진 치료자만이 행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이라서 단기간의 훈련을 받은 상담자도 사용할

수 있는 삼질 측정 척도들과 비교하면 보급의 속도가 상당히 떨

어진다.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척도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며 상대적으로 아유르베다의 전통적인 삼질 측정법은 대중

적인 보급이 어렵다. 사실 측정의 깊이와 타당도에 있어서 전통적

인 방법이 더 우수해 보이며 단순한 검사지나 척도로 삼질 성격

유형을 평가하는 것은 개인의 총체적인 성격 유형을 파악하기에

는 불충분해 보인다. 삼질 성격 척도나 검사지가 더욱 널리 보급

되면서 전통적인 방법의 입지가 약해질까 우려가 된다. 대안으로

서 전통적인 방법을 배우는 치료자들의 양성을 장려하고 삼질 성

격 척도가 전통적인 진단 방식에 부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진단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경험적 연구의 측면에서 보면, 삼질 성격이론은 비단 삼

질의 구성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이루어야 하는 것만이 문제

가 아니다. 합의된 정의를 이루는 것과 함께 삼질을 측정하는 도

구를 개선해야 할 것, 삼질의 유용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지속

적으로 제시하야 할 것, 삼질 성격이론이 한 개인을 측정하고 성

격유형을 판정한 후 그의 미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능

력을 갖추어야 할 것 등등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특질 이론으로

서의 성격이론이 되기 위해서 달성해야 할 많은 목표들이 있다.

이 모든 목표들은 온전히 인도 심리학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인도 심리학이 세계의 심리학계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식을 얻고,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자아(self)에 대한 의식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정보를 얻는다. 결국 내담자의 습관, 식사법,
인관관계, 가족력, 체질, 성향, 감정, 의식 수준을 망라한 정보에서 어떤
구나가 우세한가를 측정하고 삼질 성격 유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총체적
접근이라고 부른다. Atwal(2010) pp. 132-134 참조. Anjali(1994) p. 1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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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야 할 과정이다.

V. 결론

심리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삼질 성격이론은 오랜 역사에 비해

경험적 연구가 발달하지 않았고 개념적 통일성과 정통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서 여전히 대화와 통합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에 머

물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질 성격이론은 인도의 정신적 사

상이라는 풍부한 이론적 자료와 활발한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앞

으로 큰 발전과 함께 저변의 확장이 기대되는 심리학적 이론이다.

게다가 서구의 성격이론에서 볼 수 없는, 영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여 성격의 유형을 정신적 성숙의 방향에 맞추어 분류하는 인도

고유의 성격이론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는 인도의 전통문화와 조

화롭게 어울릴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추구에

알맞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성격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

만으로도 충분히 의의가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의 가치가 있다.

삼질 성격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인도의 성전에

묘사되어있는 삼질에 대한 설명과 똑같은 것을 심리학에서 입증

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방법론의 심리

학이 전통적인 인도철학의 개념과 상충되어 생기는 문제들은 피

할 수가 없었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삼질 개념이 심리학에 적용되면서 어떻

게 변용되고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지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

다. 그리고 문제들을 밝혀냄과 함께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제시된 해결 방안들은 동일한 기본 신념에 근거한다. 전통적인 종

교적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삼질의 성격이론은 비록 과학적

인 방법론에 입각하여 연구 활동이 전개되어 나가야 하지만 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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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뿌리, 즉 푸루샤와 프락크리티의 이원론의 본래적 의의를 망

각하는 심리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삼질설을 근거로 한 성격이론을 만든 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비록 해탈 대신에 내담자의 정신 건강을 지향하는 심리학일지

라도 삼질 성격이론의 뿌리는 해탈을 설명하기 위한 이원론에 있

다. 삼질은 미해탈의 인식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삼질 성격이론의 연구 방향이 삼질설의 원래

취지에 근거를 두고 있을 때, 삼질의 심리학적 구상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고, 그와 연관된 경험적 연구에서의 문제

점들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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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iguṇa Theory of Personality in Indian 
Psychology

Moon, Jin Keon

Dongguk University

Indian psychology has developed a theory of personality
based on the triguṇa theory that the Sāṃkhya system of
Indian philosophy put forward. The central tenet of the tri-
guṇa personality theory is that the human psyche is made
up of three dynamic elements called sattva, rajas, and tamas
which constitute one’s personality trait. Three guṇas are
said to be present in everyone in different degrees, explain-
ing distinctions not only in behavior but also in spiritual
well-being. The triguṇa theory of personality fulfills the
need of Indian people for psychological theories compatible
with Indian religious and cultural backgrounds.

This article presents an overview of the triguṇa theory
of personality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mpirical
and scientific research on well-being and spirituality. The
exploration of how psychological methods can deal with the
philosophical concepts of triguṇa is weaved to make this
overview.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provides a summary of the
development of Indian psychology that was stimulated by
western psychology in early 20th-century India. Next, the
article starts to discuss the triguṇa theory of personality in
Indian psychology, especially focusing on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f it. Finally, the article discusses the dis-
crepancy between theoretical basis for the triguṇ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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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ty theory and empirical study of it. This study also sug-
gests some ideas for a more systematic empirical study of
the theory.

In the recent wave focusing on scientific study, Indian
psychologists applied scientific methods to the study of the
triguṇa personality theory, which had been on the basis of
theoretical research of classical scriptures of Indian philoso-
phy, and made the guṇa inventories to measure personality
structures.

This study points out that because guṇa constructs dif-
fer in every study, the guṇa inventories are very different.
It is suggested that reaching a consensus on guṇa con-
structs can solve the problems that the different guṇa scales
may cause. The agreement on guṇa concepts could be
reached when the researchers of the triguṇa personality
theory fully understand that the original concepts of triguṇa,
depicting the nature of the unenlightened mind, do not only
have materialistic and objective meanings but also show the
subjective side of mental activities in the metaphorical
sense.

Keywords: Indian psychology; triguṇa personality;
Samkhya; empirical research;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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