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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까라의 인중유과론(因中有果論)에 대한 한 해석*1)

박효엽**1)

Ⅰ 들어가는 말. Ⅱ 인중유과론에 대한 샹까라의 이해.
Ⅲ 미현현의 현현으로서 결과. Ⅳ 실재와 현상의 인과관계와

의존관계. Ⅴ 본질의 동일성 또는 실재의 유일성. Ⅵ 인중유과론과
수행론적 장치. Ⅶ 나오는 말.

요약문 [주요어: 샹까라, 인중유과론,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의존관계,
수행론적 장치]

베단따를 체계화한 샹까라는 상크야 학파처럼 인중유과론
(satkārya-vāda)을 ‘결과가 원인에 미리 존재하는 것’, ‘물질적 원인과
그 결과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그는 상크야 학파처럼 결과란
원인 속에서 미리 존재하지만 미현현인 상태이다가 단지 현현인 상태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샹까라에게 인중유과론은 창
조나 생성에 관한 이론이자 실재와 현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이론
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샹까라의 인중유과론은 실재와 현상 사이의 ‘인과관계’보다

‘의존관계’를 지시하는 편에 가깝다. 이 경우에 의존되는 실재란 ‘그 자
체로 존재하는 것’인 반면에, 의존하는 현상이란 ‘원인에 의존한 채로
현현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존관계는 그의 핵심 개념인 ‘본질의
동일성’(tādātmya) 또는 ‘실재의 유일성’을 통해 더욱 명료하게 확인된
다.
그런데 샹까라에게 인과이론이란 경험적 영역에 속하는 ‘관계’를 통

해 실재적 영역에 속하는 ‘무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즉 인과관계도 의존관계도 수행론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요컨대 샹까라의 체계는 인과관계에서 시작하여 인과관계를 벗
어남으로써 끝나는데, 이는 ‘의존적인 속박의 삶’으로부터 ‘자립적인 자
유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전환에 인중유과론이 중요
한 역할을 한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0985).

** 朴孝燁 : 경북대학교 시간강사. anavrtt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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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인도의 힌두철학에서 인과이론은 대체적으로 ‘결과가 원인에 미

리 존재한다’는 입장의 인중유과론(因中有果論, sat-kārya-vāda)과

‘결과가 원인에 미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의 인중무과론(因中

無果論, asat-kārya-vāda)으로 나뉜다. 전자는 힌두교의 대부분

학파와 종파가 옹호하는 입장으로서 대표적으로 상크야(Sāṃkhy

a)와 베단따(Vedānta)를 꼽을 수 있다. 후자는 느야야(Nyāya)와

바이셰쉬까(Vaiśeṣika) 학파가 옹호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인중유

과론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차이 겸 무차이’(bhedābheda)를 표방

하는 상크야의 전변설(轉變說, pariṇāma-vāda)과1) 양자 사이의

완전한 동일성을 표방하는 아드바이따(Advaita) 베단따의 가현설

(假現說, vivarta-vāda)로 다시 나뉠 수 있다. 이 경우 전변설과

가현설 모두 결과의 생성은 새로운 것의 생김이 아니라는 입장이

다. 이와 반대로 인중무과론은 결과의 생성이 완전히 새로운 것의

생김이라고 주장하는 신생설(新生說, ārambha-vāda)의 입장을 취

한다.

이 가운데 인중유과론은 결과가 그 원인에 잠재된 형태로 존재

하다가 현현된다는 이론이다. 즉 현상으로서 세계는 불변적인 원

인 속에 미리 존재하고 있다가 단지 생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결

과로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전변설이든 가현설이든 인중유과론은

1) 상크야의 경우 원인과 결과는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 즉
쁘라끄리띠(Prakṛti)와 그 전개물들은 구나(guṇa)의 ‘배열
차이’(saṃsthāna-bheda) 때문에 양상의 차원에서 다르지만 본질의
차원에서는 같다. 그래서 양자는 차이 겸 무차이의 관계이다. SK 8 참조:
“그것(쁘라끄리띠)의 결과란 ‘위대한 것’(마하뜨)등으로서
원형(쁘라끄리띠)과 유사한 동시에 상이하다.” 상크야의 이러한 입장은
라마누자(Rāmānuja) 계열의 베단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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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동일성을 일차적 조건으로 삼기 때문

에 두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전변설에서는 원인과 결과

의 존재론적 위계가 동일하고 가현설에는 양자의 존재론적 위계

가 상이하다는 식으로 전변설과 가현설을 선명하게 구분할 수도

있다.2) 그럼에도 상크야와 베단따(이하, ‘아드바이따’만을 지칭함)

철학의 구조적 유사성, 수행론적 유사성, 물질적 원인의 유사성

등등을 고려한다면 전변설과 가현설은 차이점보다 유사점을 더

많이 가진다. 인중유과론이라는 이론 자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철학적 입장이 공통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리고 가현설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 세계는 브라흐만(Brahma

n)의 가현이자 무지(avidyā)의 전변’이라고 이해됨으로써3) 기본적

으로 전변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인과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연관에서 기원후 8세기경에 베단따를 체계화한 샹까라

(Śaṅkara)가 인중유과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샹까라의 인중유과론을 통해서

는 그의 시대 이전에 상크야 학파를 통해 확립된 이 이론이 그의

시대에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둘째, 샹까라의 인

중유과론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가 상크야 학파의 인중유

과론을 어떻게 변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상

2) 전변설은 찰흙과 항아리 사이처럼 원인과 결과의 존재론적 위계가 동일한
경우(samasattāka)를 가리키며, 가현설은 밧줄과 뱀 사이처럼 원인과
결과의 존재론적 위계가 상이한 경우(viṣamasattāka)를 가리킨다. VP
Pratyakṣam 85: pariṇāmo nāma upādānasamasattākakāryāpattiḥ. vivarto
nāma upādānaviṣamasattākakāryāpattiḥ.

3) 가현설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베단따의 표준적인 견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기원후 1200년경의
쁘라까샤뜨만(Prakāśātman)이 확립한 이론이자 비바라나(Vivaraṇa)
학파에서 지지하는 이론이다. 샹까라의 경우에도 BṛUpBh 1.4.7에서
무지는 ‘모든 세계의 원인인 것’(yaḥ kāraṇaṃ sarvasya jagata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그의 입장은 후대 베단따의 정형화된 입장과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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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야의 ‘쁘라다나 원인론’(Pradhāna-kāraṇa-vāda)을 비판하고 베

단따의 ‘브라흐만 원인론’(Brahma-kāraṇa-vāda)을 정립하는 와중

에 상크야와는 어느 정도 차별화되는 인과이론을 내놓았을 가능

성이 크다. 셋째, 우빠니샤드를 계승하는 샹까라 베단따에서 인중

유과론이라는 이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엇을 의도하고자 하는지

추측해볼 수 있다. 즉 인중유과론이 최초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졌는지 밝히기는 쉽지 않더라도, 적어도 샹까라의 경우에 이 이론

이 어떤 목적을 가진 채로 활용되고 있는지 밝힐 수는 있을 것이

다.

샹까라의 인중유과론을 다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몇 가지

논점들을 확정하고 나서 접근하는 방법이 더 유용하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 저작들에서 인중유과론 또는 인과이론을 결코 체계적

으로 논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한 논

점들을 제시하고 그 각각을 차례대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샹까라는 인중유과론이라는 이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②샹까라

는 인중유과론의 핵심인 ‘현현’(abhivyakti)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③샹까라의 인중유과론에서는 인과관계를 의존관

계라고 볼 수 있는가? ④샹까라의 아뜨만 일원론에서는 인중유과

론에 수반되는 모든 관계들이 부정되는가? ⑤샹까라의 인중유과

론은 어떤 목적을 가지는가? 이 가운데 ①과 ②는 각각 인중유과

론의 ‘정의’, ‘본질’과 관련되는 논점이며, ③과 ④는 각각 인중유과

론에서 ‘관계의 유형’(인과관계, 의존관계), ‘관계의 부정’(무관계)

과 관련되는 논점이며, ⑤는 인중유과론의 ‘목적’과 관련되는 논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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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중유과론에 대한 샹까라의 이해

샹까라는 그의 대표작인 BSBh 2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인중유

과론과 인중무과론을 언급한다.4) 이 경우에 그가 ‘satkārya’라는

용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논증을 통해

밝혀진다.

[전론]: 만약 ‘순수하고 소리 등이 없는 의식체인 브라흐만’이 그것
과 상반되는 ‘불순하고 소리 등을 가지는 비의식체인 결과’의 원인이
라고 가정된다면, 그 경우 생성 이전에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
조리한 결말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인중유과론을 주장하는 당신
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후론]: 그러한 결함은 없다. [당신의 그 부정은] 단순한 부정이기

때문이다. 실로 그 단순한 부정이란 그 부정에 부정대상이 없는 것이
다. 확실히 그 부정은 ‘생성 이전에 결과가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5)

이 논증은 ‘이 세상에서 의식체(cetana)인 원인으로부터 비의식

체(acetana)인 결과가 발생한다고 관찰되기 때문에 의식체가 원인

이어야 한다’는 베단따의 입장에 대해 전론자(前論者, pūrvapakṣi

n)가 제기하는 반론을 다룬다. 전론자는 의식체가 비의식체의 원

인이라면 생성 이전에 결과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베단따의

인중유과론이 견지될 수 없다고 반박하는 것이다. 이에 후론자(後

論者, uttarapakṣin)는 전론자의 부정이 그 어떤 것도 부정하지 못

하는 실체 없는 부정이라고 함으로써 인중유과론이 견지될 수 있

4) ‘satkārya-vādin’(인중유과론을 주장하는 자) 등의 표현도 포함해서
수차례 언급한다.

5) BSBh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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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답변한다. 그런데 여기서 후론자는 인중유과론을 분명히 ‘생

성 이전에 결과가 존재하는 것’(prāgutpatteḥ sattvaṃ kāryasya)

이라고 표현한다. 즉 샹까라는 인중유과론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미 그대로, 결과(kārya)는 그 자체가 생성되기 이전에 미

리 존재한다는(sat)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샹까라가 인중유과론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은, 그가 이 이론을 원인과 결과의 동일성(ananya

tva)에 관한 이론이라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데서도 확인 가능하

다.6) 다음 인용문들이 그 예시이다.

이로 말미암아 또한, 결과는 원인과 동일하다. 실로 원인이 존재하
는 경우에 결과가 지각되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지각되지 않는 까
닭에서이다. 이 경우의 예를 들어, 찰흙이 존재할 때 항아리가 지각되
고, 또 실이 존재할 때 천이 지각된다.7)

그리고 바로 이로부터 [원인과는] 상이한 결과가 생성되는 것을 용
인하기 때문에, 생성 이전에 결과가 미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이
수반되는 것은 공통적이다.8)

첫 번째 인용한 글에서 샹까라는 찰흙과 항아리, 실과 천의 예

시처럼 ‘원인이 존재하면 결과가 존재하고,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

면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원인과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을 밝힌다.9) 더 나아가 두 번째 인용한 글에

6) 샹까라는 BS(Bh) 2.1.14를 ‘원인과 결과의 동일성에 관한 논의’라고
특별히 부르기도 한다. BSBh 2.1.7 참조.

7) BSBh 2.1.15.
8) BSBh 2.1.10. 이 인용문은 상크야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상크야에서도
원인과는 상이한 결과가 생성된다고 용인하는 이상, 이는 생성 이전에
‘결과가 미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인중무과론)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베단따와 관계하여 원인과 결과의 상이함을 문제
삼는 경우에, 상크야도 똑같이 ‘결과가 미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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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원인과 결과의 상이성’으로부터 ‘인중무과론’이 수반된다고

말하므로 ‘원인과 결과의 동일성’으로부터 ‘인중유과론’이 수반된

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 샹까라는 원인과 결과의 동일성을 수용

함으로써 결과가 원인에 미리 존재한다는 이론이 성립된다고 말

하는 것이다. BSBh 2.1.18에서 “이와 같이 추리로부터 결과가 ‘생

성 이전에 존재한다는 것’과 ‘원인과 동일하다는 것’이 알려진다.”

라고 언급하는 것 또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샹까라가 인중유과론을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샹까라의 당

대인 기원후 8세기경에 인중유과론에 대해 학계의 일반적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샹까라는 B

SBh를 중심으로 여러 저작들을 통해 상크야 학파를 집요하게 비

판하는데, 그 비판의 요점은 상크야가 비의식체인 쁘라다나를 세

계의 원인으로 상정한다는 것에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상크야 사

유와 베단따 사유의 유사성을 자주 언급하기도 한다. 그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10) 베단따가 상크야와 “지나치게 유사하기 때문

에 차별화하지만, 차별화할 수 있을 만큼 차이점도 있다”11)라는

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중유과론과 관련해서도 샹

까라의 이러한 이중적인 시선이 적용될 수 있다. 그는 베단따와

상크야의 친연성을 “그리고 그 [입장은] 원인과 결과가 다르지 않

다는 것을 용인함으로 말미암아 베단따주의와 가깝다.”12)라는 식

9) 여기서 샹까라가 적용한 방법은 ‘연속과 불연속의
방법’(anvayavyatireka-nyāya)이다. 이 방법은 원인과 결과 사이, 또는
실재와 현상 사이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논리이다.
찰흙이 존재하면 항아리가 존재하고, 찰흙이 존재하지 않으면 항아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찰흙은 원인이고 항아리는 결과이다.

10) 샹까라가 BSBh에서 상크야에 대해 가지는 이중적인 태도 또는 시선은
박효엽(2012)의 논문 브라흐마 수뜨라 주석의 주석 전략에 나타난
상캬 이해 를 참조하시오.

11) 박효엽(2012) p. 157.
12) BSBh 1.4.28. BSBh 2.2.17의 첫 부분에서도 “쁘라다나 원인론은 ‘결과가
미리 존재한다는 것’ 등에 의지한다는 의미에서, 마누 등 베다에 정통한
어떤 자들마저도 부분적으로 논의하였다.”라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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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백한 바 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만큼 베단따의

인과이론이 상크야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베단따와는 상이한

부분인 쁘라다나 원인론을 더욱 철저하게 부인해야만 한다는 자

기 결의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샹까라는 인중유과론이 원인과 결

과의 동일성을 의미한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무척 충실하게 받아

들이는 셈이다.

더 나아가 샹까라는 인중유과론이 물질적 원인에 한정해서만

그 의의를 가진다고 언급하기 때문에, 인중유과론에 대한 그의 이

해는 전통적인 이해와 거의 다르지 않다. 비록 “브라흐만은 동작

적 원인(동작인)이고 또 원물질이라고 즉 물질적 원인이라고 용인

해야만”13) 할지라도, 동작적 원인인 브라흐만과 이 세계가 동일한

것이 될 수는 없다. 샹까라가 다음과 같이 밝히는 데서 이를 명료

하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확언(確言)은 “듣지 못한 것을 듣게끔 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
을 생각하게끔 하고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인식하게끔 하는, 그 교훈을
여쭌 적이 있었느냐?”<ChUp 6.1.3>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알려지는 하나를 통해 심지어 알려지지 않은 다른 모든 것도 알려지
게 된다고 이해된다. 그래서 또한, 물질적 원인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가능하다. 결과는 물질적 원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결과는 동작적 원인과 다르지 않지는 않다. 이 세상
에서 목수가 궁전과 다르다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14)

하나에 대한 지식을 통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는 것이 우빠니샤드의 확언(언약)이라면, 물질적 원인 하나에 대

한 지식이 있으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가능하다. 흔히 언급되

는 예시처럼, 찰흙이라는 물질적 원인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찰흙

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반

13) BSBh 1.4.23.
14) BSBh 1.4.23. 브라흐만이 동작적 원인인 동시에 물질적 원인이라고
언급한 뒤에 그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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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도공과 같은 동작적 원인에 대한 지식은 찰흙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능케 하지 못한다. 물질적 원인과 그

결과는 동일하지만 동작적 원인과 그 결과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

이다. 이로부터도 인중유과론은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의 동일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Ⅲ. 미현현의 현현으로서 결과

인중유과론에서 물질적 원인과 그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은 그

결과가 물질적 원인 속에 잠재된 형태로 즉 미현현된 형태로 존

재하다가 현현된다는 뜻이다. 이미 존재하는 원인 속에 이미 존재

하는 결과가 숨어 있다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베단따가 인도철학

에서 ‘동일성의 철학’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는 이상, 원인과 결과

의 완전한 동일성을 전제하는 것은 무척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인에서 결과가 생성되는 경우에 새로운 것의 생성

이란 불가능하다는 이 입장은 원인과 결과 모두가 ‘이미 존재하는

것’(bhāva-bhūta)이어야만 가능하다. 샹까라는 관계라는 것이 ‘존

재하는 것’(bhāva)과 ‘존재하지 않는 것’(abhāva) 사이나 ‘존재하

지 않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고 말한 바 있다.15) 관계라는 것은 오직 ‘이미 존재하는 것’들 사

이에서만 성립되므로 인과관계도 오직 그것들 사이에서만 성립된

다. 따라서 샹까라에게 결과란 상크야의 경우처럼 원인 속에서 미

리 존재하지만 미현현인 상태이다가 단지 현현인 상태로 바뀌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중유과론이 미현현의 현현을 의미한다는 것은 그다지 새로운

15) BṛUpBh 1.2.1 참조.



54 ∙ 印度哲學 제44집

사실이 아니지만, 미현현의 현현이라는 것을 샹까라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

가 BṛUpBh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답]: 또한 결과도 [그 자체가] 생성되기 이전에 존재한다고 정립
된다.
[질문]: 어떻게?
[대답]: 현시된다는 표징(증거) 때문이다.
[질문]: 그것(결과가 생성되기 이전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표징

인 ‘현시됨’이란 [무엇인가]?
[대답]: 현시됨이란 ‘직접적인 인식’(지각)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이

다.16)

여기서 샹까라는 ‘현시됨’(abhivyakti)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이는 상크야에서 인중유과론을 다룰 때 핵심개념으로 사용하

는 것이다.17) 바로 이 현시됨이란, 결과가 생성되기 이전에 존재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징 또는 지표이다. 그리고 이 현시됨이

란, 직접적인 인식의 영역 즉 지각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에 대한 예시로서 샹까라는 ‘어둠 속에 있던 항아리’가

빛을 통해 지각되는 경우에 즉 현시되는 경우에, 그 현시됨을 통

해 그 항아리가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인다.

결과적으로 샹까라에게 ‘생성과 소멸’ 또는 ‘존재와 비존재’라는

말과 관념의 차이는 ‘현시(abhivyakti)와 잠복(tirobhāva)’이라는

것에 불과하다.18) 즉 결과의 생성이란 잠복된 것이 현시되는 것이

고, 결과의 소멸이란 현시된 것이 잠복되는 것에 불과하다.

16) BṛUpBh 1.2.1.
17) ‘abhivyakti’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상크야의
인중유과론이 샤이비즘(Śaivism)의 재인식론(Pratyabhijñā) 문헌에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는지를 밝히는 논문이 있다. Ratié(2014) 참조.

18) BṛUpBh 1.2.1: “실로 ‘소멸됨과 생성됨’ ‘존재함과 부재함’이라는 말과
관념의 차이는 ‘현시와 잠복’이라는 두 가지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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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미현현의 현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중유과론은 샹까라

가 우빠니샤드를 일관되게 해석하는 것에도 효율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ChUp 3.19.1에서와 같이 “태초에 이것(세계)은 오직 비

존재였다.”라는 계시 문장이 존재하는데, 샹까라는 이 문장이 ‘결

과로서의 세계가 생성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

고 결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B

S 2.1.17에서 이미 펼쳐져 있는 것이다.

만약 [계시서에서 결과가 생성 이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하
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다; [전개되지 않은 명칭
과 형태와 전개된 명칭과 형태가 가지는] 특성의 차이 때문에 [생성
이전에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언급한다]; 이는 보조적 문
장을 통해 [알려진다].19)

샹까라는 이 수뜨라에 대한 주석인 BSBh 2.1.17에서 우빠니샤

드가 인중유과론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호한다. 그

래서 생성 이전에 결과로서의 세계가 비존재(asat)였다는 우빠니

샤드의 언급은 단지 ‘전개되지 않은(avyākṛta) 명칭과 형태’가 ‘전

개된(vyākṛta) 명칭과 형태’로 특성(dharma)의 전환을 이룬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즉 비존재란 명칭과 형태가 전개되지 않은 상

태 또는 잠재된 상태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빠

니샤드는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일관적으로 오직 존재로부터 존재

가 생성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샹까

라는 추호도 비존재로부터 존재가 생성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

으면서 미현현의 현현을 의도하는 인중유과론을 강력하게 옹호한

다.

19) BS 2.1.17: asadvyapadeśān neti cen na dharmāntareṇa vākyaśeṣ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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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재와 현상의 인과관계와 의존관계

상크야와 베단따의 인과이론은 ‘원형과 변형의 관계’(prakṛti-vi

kṛti-bhāva)20) 또는 ‘미현현자(未顯現者)와 현현자의 관계’를 중심

으로 작동하므로 원인은 원형 또는 미현현자이고 결과는 변형 또

는 현현자이다. 이 점은 인중유과론에 대한 고전적 문구인 SK 8-

9번 시구에 잘 묘사되어 있다.

그것(쁘라끄리띠)이 ‘인식되지 않는 것’은 미시적이기 때문일 뿐 비
존재이기 때문은 아니다. [그것의] 결과를 통해 그것이 인식되는 까닭
에서이다. 그것의 결과란 ‘위대한 것’(마하뜨) 등으로서 원형(쁘라끄리
띠)과 유사한 동시에 상이하다(8). 비존재는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물
질적 원인을 붙잡기 때문에, 모든 것의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를 낳는] 힘이 가능한 것만 산출하기 때문에, [결과가] 원인의 성
향을 가지기 때문에, 결과는 [미리] 존재한다(9).21)

여기서 SK 9번 시구가 인중유과론에 대한 증명인지 미현현자

(avyakta) 또는 쁘라끄리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22) 분명한 점은 인과관계가 원형과 변형의 관계로 지시된

20) Kaviraj는 “Causality: Sāṅkhya-Yoga View”라는 글에서 상크야와
요가의 인과이론이 ‘원형과 변형의 관계’라고 말하는데, 베단따의
경우에도 이 관계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Kaviraj(1987) p. 134
참조.

21) SK 8: saukṣmyāt tadanupalabdhiḥ nā ’bhāvāt kāryatas tadupalabdheḥ.
mahadādi tac ca kāryam prakṛtisarūpam virūpaṃ ca. SK 9:
asadakaraṇād upādānagrahaṇāt sarvasaṃbhavābhāvāt śaktasya
śakyakaraṇāt kāraṇabhāvāc ca satkāryam.

22) Burley는 SK 9번 시구가 인중유과론을 증명하려는 목적을 가지지 않고
미현현자인 쁘라끄리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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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또 분명한 점은 인과관계가 반드시 ‘산출’과 관련된

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원형과 변형은 상크야나 베단따의 형이상

학에서 각각 실재와 현상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인도철학에서 원인

이란 “뒤따르는 사건의 필수적 선행조건”23)인 것만큼은 틀림없지

만, 인과이론이 형이상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경우에 원인과 결

과는 각각 실재와 현상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중유과

론은 현상이 실재에 미현현된 상태로 존재하다가 현현되는 방식

으로 산출(생성)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중유과론은 창

조나 생성에 관한 이론이자 실재와 현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이론일 뿐 다른 것을 의도한다고는 거의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샹까라의 경우에 인중유과론은 실재와 현상의 ‘인과관

계’를 지시한다기보다 실재와 현상의 ‘의존관계’를 지시한다고 이

해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이와 관련하여 K. Potter는 상크야의

인중유과론이 후대 학자들에 의해 현상으로부터 실재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뀌었다고 말한 바 있다.24) 베단따에서는 실재와

특히 그는 SK 8에서 쁘라끄리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결과와
관련시킨 채로 언급하기 때문에 SK 9마저 SK 8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SK 8은 미현현자가 결과를 통해
인식되기 때문에 비존재는 아니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러한 까닭에
SK 9에서 ‘~ 때문에’의 형태로 제시되는 5가지 이유들은 인중유과론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아니라 미현현자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논거이다.
그래서 Burley는 SK 9의 마지막 부분인 ‘satkāryam’을 ‘결과는 [원인에
미리] 존재한다’라는 기존의 방식대로 읽지 않고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은 결과이다’라고 읽는다. 결국 SK 9의 5가지 이유들로부터 ‘형태로
현현되어 존재하는 것은 모두 결과이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므로, SK
8처럼 그 현현된 결과를 통해 미현현자인 쁘라끄리띠가 인식되고 또
존재한다는 것이 SK 9를 통해 확증된다. 이에 따라 ‘satkārya-vāda’라는
것은 ‘형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결과라는 이론’이다. 이상의 논의는
Burley(2009) pp. 94-97을 보시오. 특히 Burley는 19세기 말의 학자인
John Davies가 ‘satkāryam’을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은 결과이다’라고 맨
처음 읽었다는 점을 밝힌다. Burley(2009) pp. 95-96 참조.

23) Kaviraj(1987) p. 133.
24) Potter(1991) p. 1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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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 대한 구분이 자립과 의존의 여부를 통해 알려지는 이상, P

otter의 언급은 인중유과론이 의존관계를 암시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더욱이 M. Burley는 상크야에서 실재와 현상의 관계가 인

과의 문제라기보다 의존의 문제에 가깝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현현된 현상’이 반드시 ‘현현되지 않은 것이자 제한되지 않은 실

재’에 의존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즉 전자가 반드시 후자를 토대

로 삼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상크야 구원론의 핵심적 기획이라고

정리한다.25) 이처럼 두 학자의 견해를 참고로 하고, 샹까라가 현

상의 비실재성을 강조함으로써 원인을 실상으로 결과를 가상(가

현)으로 간주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샹까라의 인중유과론은 의존

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샹까라에 따르면 실재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은 채 그 자체

로 존재하는 것’이고 현상이란 ‘오직 실재에 의존한 채 존재하는

것’이다. 그가 “어떤 것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본질을 가진다

면, 그것은 실재이다. 다른 것에 의존하는 본질을 가진다면, 실재

가 아니다. 다른 것이 부재하는 경우에 [그 자체도] 부재하기 때

문이다.”26)라고 말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만약 인

중유과론이 미현현의 현현에 관한 이론이라면, 현현자는 미현현자

에 의존한 채로만 현현될 수 있으므로 미현현의 현현은 의존관계

를 함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샹까라는 그의 여

러 저작들에서 ‘의존하는 것’이 ‘의존되는 것’(의존의 토대)과는 별

도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강조한다.

브라흐만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복합현상계를 부인하기 때문에 또
오직 브라흐만이 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정론(定論)이라고 이해된
다.27)

25) 앞의 언급은 Burley(2009) p. 94를, 뒤의 언급은 Burley(2009) p. 96을
각각 참조하시오.

26) TaUpBh 2.8.5: yad dhi yasya nānyāpekṣaṃ svarūpam tat tasya
tattvam. yad anyāpekṣam na tat tattvam. anyābhāve abhāvāt.

27) BSBh 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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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지성과는 별도로 꿈과 생시에서 그 어떤 특정한 대상도 알
려지지 않는다. 따라서 최상의 지성과는 별도로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
는다는 것이 합리적이다.28)

그리고 저 외부의 세계는 우리의 아뜨만과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다.29)

이와 같이 샹까라는 의존하는 현상과 의존되는 실재를 나누고,

전자가 후자와는 ‘별도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호

소한다. 결과적으로 실재인 원인이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인 반

면에, 현상인 결과란 원인에 의존한 채로 현현된 것이다.

사실 의존하는 것과 의존되는 것의 관계를 통해 존재론적 위계

를 결정하는 방식은 인도철학의 문헌들에서 자주 발견된다. 예컨

대 KaUp에서는 감관, 대상, 마음, 지성(붓디), 위대한 아뜨만(마하

뜨), 미현현자, 뿌루샤의 순서대로 앞의 것보다 뒤의 것이 더 지고

하다고 말한다.30) 감관보다 대상이 더 지고한 까닭은 대상에 의존

하지 않은 채로 감관이 작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

리는 샹까라의 언급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속박과 해탈에 대한 [개별자아의] 경험작용은 그것(미시적인
육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개별자아보다 그것이 더 지고하다. 예컨대,
감관의 작용은 대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감관들보다 대상들이 더 지고
하다.31)

28) BṛUpBh 2.4.7.
29) BṛUpBh 4.4.22.
30) KaUp 3.10-11: “감관들보다 대상들이 실로 더 지고하고, 또한
대상들보다 마음이 더 지고하다. 그리고 마음보다 지성이 더 지고하고,
지성보다 ‘위대한 아뜨만’이 더 지고하다. 위대한 것(마하뜨)보다
미현현자가 더 지고하고, 미현현자보다 뿌루샤가 더 지고하다. 그 어떤
것도 뿌루샤보다 더 지고하지 않다. 그것은 정점이다. 그것은 궁극적
목적지이다.”

31) BSBh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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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까라는 감관들보다 대상들이 더 지고한 것처럼 개별자아의

경험작용이 미시적인 육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개별자아보다 미시

적인 육체가 더 지고하다고 말한다. 이는 의존하는 것보다는 의존

되는 것이 그 어떤 경우에도 존재론적 위계가 더 높다는 말에 다

름 아니다. 그리고 의존되는 실재와 의존하는 현상의 경우에는 말

할 필요도 없이 존재론적 위계가 극과 극이다. 현상은 생성 이전

이나 생성 이후에나 항상 실재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아예 실재

가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샹까라는 현상이 실

재에 의존한 채로 현현(가현)된다는 의존관계에 근거하여 인중유

과론이 정당하다는 것을 밝힌다.32)

이상과 같이 샹까라의 인중유과론을 인과관계라기보다 의존관

계라고 파악한다면 상크야나 베단따에서 이 이론을 입증하기 위

해 자주 사용하는 유비논증마저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B

urley는 상크야에서 ‘미현현자인 쁘라끄리띠와 현현자인 세계의

관계’에 대해 ‘현현자인 찰흙과 현현자인 항아리의 관계’를 예시로

적용하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한 유비논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33) 하지만 일단 인도철학에서 유비논증이라는 것이 경험세

계의 유사한 사례를 통해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시도인 이상, 초경

험적인 미현현자에 대한 예시를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에 가깝다. 비가시적인 미현현자와 가시적인 현현자의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비적 예시란 결코 경험(지각)의 영역에서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유비논증의 경우 비교 대상들이 가

지는 유사성의 강도에 따라 논증의 강도가 결정되는 이상, 의존관

계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현현자와 현현자의 예시를 통해 미현현

자와 현현자의 의존관계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즉 ‘찰

32) BSBh 2.1.7 참조: “하지만 소리 등을 가지는 결과는 생성 이전에나
현재에나 원인을 본질로 하지 않은 채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말미암아 생성 이전에 결과가 [미리]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33) Burley(2009) p. 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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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과 항아리’와 ‘물질적 원인과 세계’라는 비교 대상들은 오직 의

존관계를 가진다는 유사성을 통해 충분히 비교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의존하는 것이 의존되는 것을 본질로 한다는 점을 예시로

써 증명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의존되는 것이 미현현자

인지 현현자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Burley의 지적과 달리

상크야나 베단따에서 인중유과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찰흙과 항아

리, 실과 천 등의 유비논증을 사용하는 것은 인중유과론이 의존관

계를 암시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

Ⅴ. 본질의 동일성 또는 실재의 유일성

샹까라가 인중유과론을 원인과 결과의 동일성에 관한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 그 동일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의

존하는 현상 즉 결과’로부터 ‘의존되는 실재 즉 원인’을 분별(vive

ka)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상, 그 양자가 동일하다는 것은 틀림없

이 특별한 의미일 가능성이 높다. 단적으로 말해, 그가 주장하는

동일성이란 의존하는 결과가 의존되는 원인을 본질로 한다는 의

미의 동일성이다.

실재적으로 결과는 그 원인과 동일하다고 즉 [그 원인과] 별도로 존
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진다.34)

우리는, 원인과 결과가 동일한 경우마저 결과가 원인을 본질로 할
뿐이고 원인이 결과를 본질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원 등의 성언들
때문이다.”<BS 2.1.14>라는 곳에서 말할 것이다.35)

34) BSBh 2.1.14.
35) BSBh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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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의존관계’를 함의하는 원

인과 결과 사이의 동일성이란 물질적 원인이 결과를 본질로 한다

는 의미가 아니라 결과가 물질적 원인을 본질로 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찰흙이 항아리를 본질로 하는 경우가 아

니라 항아리가 찰흙을 본질로 하는 경우에 양자는 동일하다. 원인

과 결과의 이러한 일방적 의존관계는 결과가 원인에 의존하는 일

방적 관계인 것이다.

원인과 결과의 일방적 의존관계를 보여주는 샹까라의 인과이론

은 ‘본질의 동일성’(tādātmya)이라는 개념을 통해 더욱 명료해진

다. 샹까라의 사유는 바로 이 ‘본질의 동일성’을 구심점으로 하여

펼쳐진다고 해도 무방한데,36) 특히 그가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말과 물소 사이와 달리 원인과 결과 사이나 실체와 성질
등의 사이에는 차이에 대한 관념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본질의 동일성
이 용인되어야만 한다.37)

실로 [아뜨만의] 생성이 계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와 달리 오직 지
고한 브라흐만의 ‘들어감’이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본질의 동일성을 가
르치기 때문에, 개별자아는 오직 지고한 브라흐만이라고 언급했다.38)

이러한 언급에서 샹까라는 분명 원인과 결과 사이에 본질의 동

일성이라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또 이 관계가 개별자아와

브라흐만 사이에 적용된다는 것을 밝힌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실재(브라흐만)와 현상(개별자아)의 관계인데, 이 양자는 본질적

36) ‘본질의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샹까라 사유의 핵심으로 다룬 연구는
Grant(1999), 즉 Śaṅkarācārya’s Concept of Relation이다. Grant는
베단따 연구의 대가인 R. D. Smet이 바로 이 개념을 샹까라 사유의
핵심이라고 알려주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Grant(2000) pp. 150-151
참조.

37) BSBh 2.1.18.
38) BSBh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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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얼핏 관계가 가능한 듯하지만

실상 관계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인과관계이든 의존관계

이든 관계라는 것은 ‘경험적 영역’(vyāvahārika)에서만 가능할 뿐

이고 ‘실재적 영역’(pāramārthika)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실재와

현상 사이에 본질의 동일성이라는 관계는 ‘관계 아닌 관계’인 것

이다.

요컨대 샹까라의 경우에 본질의 동일성은 인과관계나 의존관계

가 사실상 ‘관계 아닌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질적 실

재의 유일성으로 귀결된다. 만약 인중유과론이 제1원인을 발견하

는 과정을 통해 세계의 궁극적인 것을 통합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다면,39) 상크야든 베단따든 적어도 물질적 실재의 유일성을 전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만 상크야와 달리 베단따에서는

물질적 원인과 동작적 원인이 오직 브라흐만 하나이므로 물질적

실재의 유일성은 곧바로 실재의 유일성으로 귀결된다. 바로 이러

한 연관에서 샹까라의 체계를 ‘아뜨만의 유일성에 관한 이론’이라

고 부르는 것은 무척이나 당연한 결과이다.

실재와 현상 또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본질의 동일성’ 즉 ‘관계

아닌 관계’가 실재의 유일성과 다르지 않다는 점은 Sara Grant의

다음과 같은 수학적 도식을 통해 매우 쉽게 파악할 수 있다.40)

대우주
브라흐만-세계=브라흐만

세계-브라흐만=0

소우주
아뜨만-개별자아=아뜨만

개별자아-아뜨만=0

39) Potter는 인중유과론이 우주에서 궁극적인 것을 통합시키려고 했고,
인중무과론이 기본적인 것들의 수를 증가시키려고 했다고 언급한다.
Potter(1991) p. 111 참조.

40) Grant(1999) p. 156 참조. Grant는 대우주, 소우주의 구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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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단따식의 어법을 적용하자면, 대우주의 측면에서 실재(원인)

는 브라흐만이고 현상(결과)은 세계이며, 소우주의 측면에서 실재

는 아뜨만이고 현상은 개별자아이다.

이 경우에 브라흐만에서 세계를 빼면 브라흐만이 남고 세계에

서 브라흐만을 빼면 0이 되는 결과와, 또 아뜨만에서 개별자아를

빼면 아뜨만이 남고 개별자아에서 아뜨만을 빼면 0이 되는 결과

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는 단적으로 브라흐만이나 아뜨만이 유일

무이한 실재이고 세계나 개별자아가 환영적인 특성을 가지는 현

상에 지나지 않을 때 가능하다. 실재는 ‘무한’의 값이고 환영적인

현상은 ‘0’의 값인 것이다. 실재에서 현상을 빼더라도 그 자체 독

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재가 그대로 남지만, 실재에 의존한 채로 존

재하는 현상에서 실재를 빼면 0이 나올 뿐이다. 그러므로 실재와

현상 사이 또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실제로 그 어떤 관계도 가

능하지 않다.

Ⅵ. 인중유과론과 수행론적 장치

인중유과론이 어떤 목적에서 최초로 성립되었는지는 확실치 않

지만 이 이론이 샹까라의 경우에 중요한 수행론적 도구로 활용되

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그는 인중유과론을 결과가 원인에 미

리 존재하는 것, 원인과 결과가 동일한 것, 결과가 미현현의 상태

에서 현현되는 것, 현상이 물질적 실재에 의존하는 것, 결과가 원

인을 본질로 하는 것, 실재와 현상 사이의 본질의 동일성 등으로

이해하는데, 이 모두는 실재의 유일성이라는 하나의 결론을 향한

다양한 방법적 장치들이다. 특히 그가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의존

관계마저 그 자체가 하나의 관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단지 방

법적 장치일 뿐이며,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관계를 벗어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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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재의 유일성이다. 이러한 까닭에 샹까라의 인과이론은 필연

적으로 그 자체가 무지의 영역에 속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샹

까라는 창조적 힘을 지시하는 내재력(śakti) 등의 개념, 창조에 관

한 계시서의 언급, 전변에 관한 설명 등등을 인과이론의 주요 주

제로 다루는데, 이 모든 것은 경험적 영역에 속함으로써 해탈을

위한 방편으로 간주된다.41) 결국 그의 인중유과론은 사실상 ‘원인

만이 존재한다는 이론’(satkāraṇa-vāda)42)으로서 그 자체가 제1원

인을 통해 실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행론적 장치이다. 덧붙이자

면, 베단따에서는 이와 같이 원인과 결과를 통해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닌 실재’에 도달하는 실행수단을 ‘인과의 방법’(kāraṇakā

rya-prakriy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43)

이처럼 샹까라의 경우 인중유과론이라는 인과관계는 오직 경험

적 관점에서만 유효하고 실재적 관점에서는 오직 원인만이 존재

하므로 인과관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가우다빠다(Gauḍapād

a)가 인중유과론과 인중무과론을 모두 비판하면서 무생성론(ajāti

-vāda)을 주창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44) 가우다빠다는 GK 4.3에

서 ‘이미 존재하는 것’(bhūta)으로부터의 생성과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abhūta)로부터의 생성을 언급한 뒤에 두 입장이 모두 생

성을 받아들이고 결과의 실재성을 용인하기 때문에 실재적 관점

에서 수용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다.45) 이렇듯 샹까라가 인과관

계를 경험적 관점과 실재적 관점이라는 두 차원에서 바라보는 이

41) 예컨대 BSBh 2.1.33에서는 “더욱이 창조에 대한 그러한 계시는 실재적
영역이 아니다.”라고 언급한다. 또한 BSBh 2.1.14에서는 “‘브라흐만이
세계라는 형태로 전변한다는 것’ 등은 단지 브라흐만에 대한 직관의
수단으로 고용(사용)될 뿐 [독립적인] 결과를 가지지 않는다고
확인된다.”라고 언급한다.

42) 샹까라를 추종하는 베단따 학자들은 후대에 그의 인과이론을 ‘원인만이
존재한다는 이론’이라고 부른다. Potter(1981) p. 66 참조.

43) Comans(2000) p. 467 참조.
44) Pandey(1983) p. 282 참조.
45) 가우다빠다는 GK 4장 대부분을 이러한 점을 논증하는 데 할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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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인과관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1원인이자 무생성인 브라흐

만을 분별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또 공간, 시간, 계기46)의

인과관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해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두 차원은 브라흐만의 불변성(무생성)과

세계의 가변성(생성)을 동시에 정당화함으로써 소멸성(가변성)으

로부터 불멸성(불변성)으로 이행하는 것인 해탈도 정당화한다.

그래서 샹까라는 세계의 물질적 원인이 브라흐만이든지 존재론

적인 무지이든지47) 인과관계나 의존관계를 경험적 영역에 한정함

으로써 바로 그 물질적 원인을 무지의 소산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로부터 ‘무지의 파기’라는 단 하나의 인식론적 사건을 통해 인

과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Potter의 말을 빌자면, 이

는 존재론적인 문제를 ‘인식론적인 것으로 만들기’(epistemologiza

tion)에 해당한다.48) 물론 이 말은 후대 베단따에서 ‘인과의 형이

상학을 가능케 하는 근본원인인 환술(māyā) 또는 무지’와 ‘인식론

적인 오류의 근본원인인 무지’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전략을

가리킨다. 하지만 샹까라에게도 존재론적인 문제를 ‘인식론적인

것으로 만들기’가 적용될 수 있다. 그가 대체로 브라흐만을 동작

적 원인이자 물질적 원인으로 간주하는 이상, 물질적 원인으로서

의 브라흐만이 최종적으로 인식론적 무지의 소산이라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현설과 결합된

샹까라 베단따의 인중유과론은 상크야의 인중유과론과 상당히 차

46) 샹까라는 인과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경험적 세계에 관해 ‘공간, 시간,
계기’(deśa, kāla, nimitta)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47) 샹까라의 경우에 과연 무지가 존재론적 원인 즉 물질적 원인으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다만 그가, 이 세계를
가리키는 명칭과 형태가 무지에 의해 야기된다고 자주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무지가 물질적 원인으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Hacker에
따르면 무지를 우주의 원(原)물질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샹까라의 시대
이전에 이미 베단따와 바이슈나바(Vaiṣṇava) 집단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고 한다. Hacker(1995) p. 76 참조.

48) Potter(1991) pp. 106-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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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된 이론이 된다. 왜냐하면 상크야에서 물질적 원인인 쁘라끄

리띠는 결코 인식론적 무지의 소산이거나 그 무지와 동일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중유과론은 경험적 관점 또는 무지의 영역에 속하는

‘관계’를 통해 실재적 관점 또는 지식의 영역에 속하는 ‘무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장치이다. 우빠니샤드의 아뜨만 일원론을 계승하는

샹까라는 무관계를 의미하는 독존을 해탈로 간주하고 관계를 기

반으로 삼는 분별적 지식을 해탈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경

험적 영역을 통해 실재(원인)와 현상(결과) 사이에 임의적인 차이

(관계)를 허용함으로써 분별적 지식을 가능케 하고, 실재적 영역

을 통해 양자 사이에 무차이(무관계)를 확정함으로써 독존을 가능

케 한다. 이러한 인과의 방편은 ‘덧놓기와 걷어내기’(adhyāropa-a

pavāda, 가탁과 탈가탁)라는 방법과 흡사하게 작동하는 것으로서

해탈의 전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한다. 즉 인중유과론이라는 장

치는 결과로부터 최종원인을 소급해가는 와중에 관계를 덧놓고

그 관계를 걷어내는 식으로 관계의 바깥에 있는 실재를 알게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행론 그 자체인 인중유과론은 베단

따에서 이론과 실천 또는 형이상학과 수행론 사이에 경계가 없다

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도 한다.

Ⅶ. 나오는 말

해탈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인도의 철학과 종교에서 인과에

관한 이론은 필연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

다. 왜냐하면 해탈이라는 목적이 오직 인과율의 굴레로부터 탈피

하는 것인 만큼 그 인과관계를 수행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샹까라의 경우에도 결코 이와 같은 방식을 벗어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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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그는 인과관계를 실재와 현상의 의존관계로 이해함으로써

의존관계를 통한 분별적 지식의 획득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른 것

에 의존한 채로 존재하는 결과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원인을 파

악하는 것은 현상과 실재 사이의 분별적 지식을 얻는 과정에 해

당된다. 이처럼 샹까라의 인중유과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실재와 현상의 의존관계를 강조한 점이다.

사실 실재와 현상의 의존관계는 존재론(형이상학)의 영역을 넘

어 인식론과 가치론에도 적용될 수 있다. 샹까라에게 브라흐만 또

는 아뜨만은 존재론적인 실체일 뿐만 아니라 인식론적인 순수주

관이자 가치론적인 지고선(至高善)이기도 하다. 브라흐만이나 아

뜨만이 아닌 것은 오직 브라흐만이나 아뜨만에 의존한 채로 또는

그것을 토대로 삼은 채로 ‘존재’하고 ‘인식’하고 ‘가치’를 가질 뿐이

다.49) 그래서 의존관계란 인과관계를 단순히 재규정한 것이 아니

라 그 자체가 샹까라의 전 체계에서 작동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

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실재와 현상의 의존관계란 한 개인의

모든 경험이 오직 아뜨만이라는 초경험적인 것에 의존한다는 것

을 뜻하기도 한다. 샹까라는 BSBh 2.1.18에서 “그리고 근원적 원

인 자체는 최종적 결과에 이르기까지 배우처럼 이러저러한 [모든]

결과의 양상으로 [나타남으로써] 모든 경험작용의 토대가 된다

.”50)라고 말한다. 그는 궁극적 원인이 다양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

을 한 배우가 펼치는 다양한 배역의 연기에 비유하면서 그 원인

이 모든 경험작용(vyavahāra)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

과로서의 현상세계는 그 자체가 모든 경험작용이지만 원인인 아

뜨만과는 별도로 그 어떤 의의도 가지지 못한다. 즉 지식대상과

지식주체(jñātṛ), 행위대상과 행위주체(kartṛ), 향유대상과 향유주

체(bhoktṛ)와 관계하는 모든 경험은 오직 그러한 것들로부터 영향

49) 박효엽(2014) pp. 121-122를 보시오.
50) tathā mūlakāraṇam eva ā antyāt kāryāt tena tena kāryākāreṇa naṭavat
sarvavyavahārās padatvaṃ pratipad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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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지 않는 초경험적 아뜨만에 의존한 채로 의의를 가질 뿐이

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논리로부터 베단따에서는 경험 속에서 경

험을 벗어나는 수행론이 여지를 가진다. 무지와 무분별의 경험세

계가 그 자체로 존립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그 자체로 존립할

수 있는 초경험적 세계로 이행하려는 시도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

서 결과가 원인에 의존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인중유과론은

베단따의 구원론적 프로그램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장치이다.

샹까라의 인중유과론이 도달하는 최종 지점은 ‘원인과 결과 또

는 실재와 현상 사이의 무관계성’이자 ‘원인 또는 실재의 유일무

이성’이다. 그의 인과이론은 존재론에서 출발하여 인식론을 경유

하면서 마지막에 해탈론에 도달한다. 해탈이란 ‘개별자아(세계)가

자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인식’으로부터 ‘개별자아가 아뜨만(브라흐

만)에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인식’으로 전환한 결과물이다. 이

경우에 존재론적 생성의 원인은 인식론적 무지와 동일시되고, 무

지의 파기와 더불어 인과관계의 종말은 곧 해탈로 구현된다. 인과

관계는 세계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만 그

인과관계 자체가 일종의 속박이기 때문에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

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무지의 영역에 두면서 결과를 낳는 원

인을 무지와 유사한 것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샹까라의

체계는 인과관계를 인지함으로써 시작되고 인과관계를 탈피함으

로써 끝나는데, 이는 ‘조건 속에서의 삶’으로부터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바로 저 의존관계를 대입한다

면, 이는 ‘의존적인 속박의 삶’으로부터 ‘자립적인 자유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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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terpretation of Satkāryavāda in Śaṅkara

Park, Hyo Yeop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w does Śaṅkara, a great philosopher of Advaita
Vedānta, understand the problem of satkāryavāda, i.e., the
theory of preexistence of the effect in its cause? Although
satkāryavāda was organized by Sāṃkhya School ahead of
his age, it is very useful to get a glimpse of the way he
accepts this theory in his period, since the importance of his
position as well as of the problem of satkāryavāda in the
history of Indian philosophy cannot be emphasized enough.
Specially, to know the way he makes use of satkāryavāda
in his system provides indirectly a valuable information
about the origin and purpose of that very theory.

Śaṅkara makes out like Sāṃkhya School that
satkāryavāda is ‘preexistence of the effect in its cause’,
‘identity of the material cause with its effect’. Besides, he is
of the opinion like Sāṃkhya School that the effect is noth-
ing but a manifest transformation of the unmanifest cause.
Thus satkāryavāda of Śaṅkara must be the theory of crea-
tion or production and that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reality and appearance.

However, his satkāryavāda is better to be regarded as
‘dependent relationship’ than ‘causal relationship’ of reality
and appearance. In this case, reality or the ground of being
dependent on is that which exists by itself, while appear-
ance to be dependent on is that which is manifested being
dependent on the cause. And this dependent relationship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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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distinctly confirmed by his key-concept of ‘tādātmya’
or ‘oneness of reality’.

And yet, the causal theory of Śaṅkara is a mere device
to go forward ‘non-relationship’ belonging to the tran-
scendental realm through ‘relationship’ belonging to the em-
pirical realm. In other words, causal relationship and de-
pendent relationship are no more than an indispensable de-
vice for the area of practice. In short, as the system of
Śaṅkara starts from recognizing causal relationship and
ends in escaping from it, so this process means a con-
version from the life of being dependent on or Bondage to
that of being independent of or Freedom. In this very con-
version satkāryavāda plays an important role.

Keywords : sankara, satkaryavada, cause and effect,
causal relationship, dependent relationship,
practical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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