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철학 제46집(2016.4), 5～45쪽

하타 요가(Haṭha Yoga)의 미세 신체관
__초기 하타 요가 문헌에 나타난 차크라(cakra) 관념을

중심으로__*

김재민**1)

I 머리말. Ⅱ 문헌들에 나타난 각 차크라 관념 비교.
Ⅲ 문헌별 차크라 종합 비교. Ⅳ 맺음말.

요약문 [주요어: 하타 요가, 차크라, 카울라갸나니르나야, 고라크샤샤타카,
싯다싯단타팟다티]

하타 요가(Haṭha Yoga)의 미세 신체론의 핵심 관념 중 하나인 차크
라(cakra)는 현대에 요가 수행이나 비의적 치유와 연관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차크라 관념은 거의 대부분
Ṣaṭcakranirūpaṇa의 일곱 차크라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보다 더 원
형적인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의 차크라 관념이 정립되기 이전의
초기 하타 요가 문헌들에 나타난 이 관념에 대해 고찰하였다.
초기 하타 요가 문헌 중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카울라갸나니르나야

(Kaulajñānanirṇaya), 고라크샤샤타카(Gorakṣaśataka), 싯다싯단타팟
다티(Siddhasiddhāntapaddhati), 이 세 문헌을 택하여 이것들에 나타난
차크라의 개수를 비롯하여 속성들 즉 명칭, 위치, 모양, 발생 초자연력
등을 문헌별, 차크라 순서별로 상호 비교해 보았다.
초기 문헌들에 이 관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

관념을 보다 풍부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1031814).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학과 겸임교수. mauna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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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탄트리즘에서 인체는 인도 정신사를 통틀어 유례가 없을 정도

로 중요성을 얻는다.”라고 서술한 M. 엘리아데(Eliade)는 이 중에

서도 ‘신체’(身體)를 통제해서 ‘신체’(神體)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

이 특히 두드러진 유파가 ‘하타 요가(Haṭha Yoga)’라고 밝혔다.1)

그리고 “이러한 ‘통제’는 육체의 기관들과 그 기능들에 관한 정확

한 인식을 바탕으로 겸허하게 시작되어야 한다.”2)고 지적한다. 여

기서 말하는 ‘육체의 기관들과 그 기능들’이란 흔히 우리가 서양

의학적으로 생각하는 근골계와 내장 기관들 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비의적 신체 생리학에 나타난 ‘미세 신체 기관들과 그 기

능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타 요가 수행자들의 지향에서 드러나

듯이 이 전통에서는 자신들의 수행론의 근간이 되는 미세 신체론

이 정교하게 발달하였고, 따라서 이 전통의 인간론과 수행론을 이

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열쇠가 바로 미세 신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하타 요가의 미세 신체론의 핵심 관념은 nāḍī, vāyu, 차

크라(cakra) 등이고, 특히 이것들 중에서도 차크라의 현대에서의

범용성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 아마존닷컴의 도서 판매부문에서

‘차크라’라는 용어를 검색해 보면 힐링, 명상, āsana와 관련하여

수없이 많은 종류의 서적들이 검색된다. 이 중 베스트셀러인

Anodea Judith의 Wheels of Life3)을 비롯하여 Patricia Mercier의
The Chakra Bible4), Ambika Wauters의 The Book of Chakras5)

1) 엘리아데(2015) p. 305 인용 및 p. 306 참조.
2) 엘리아데(2015) p. 306.
3) Judith(1987).
4) Mercier(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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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보면 모두 ‘일곱 차크라’를 기본으로 하여 서술되어 있다. 그

외 거의 대부분의 책도 그러하다.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 ‘일곱 차크라론’은 사실상 1577년에 Pūrṇānanda Svāmī가 저술

한 25장으로 된 Śrītattvacintāmaṇī의 제6장인 Ṣaṭcakranirūpaṇa
(이하 SCn)에 근거하고 있다. 제6장은 이 장에 대한 Kālīcaraṇa의

주석과 함께 John Woodroffe에 의해서 Serpernt Power라는 서명
으로 1919년에 영역되어 출판되었다.6)

사실상 차크라는 하타 요가의 고전인 하타요가프라디피카
(Haṭhayogapradīpikā, 이하 Hp)에 나타난, 거시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수행 체계 중 하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J. Mallinson에 따

르면, 이 두 체계 중 하나는 아래로 떨어지는 bindu의 흐름을 막

기 위해서 거꾸로 서는 기법, 예컨대 viparītakaraṇī mudrā 등을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bindu를 강제로 위로 올라가게 하

기 위해서 신체 중앙 통로(suṣumṇā nāḍī)로 vāyu를 들어가게 만

드는 것이다.7) 그는 이 두 체계의 관계를 “하타 요가가 후대에 공

식화될 때 여섯 또는 일곱 차크라 시스템을 통해서 kuṇḍalinī 에

너지로서의 뱀인 여신 Kuṇḍalinī에 대한 심상화를 중심에 둔

Kaula 체계가 bindu 지향의 체계에 덧씌워”8)진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하타 요가의 수행론의 두 축 중 하나인 후자의 수행 체계

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차크라는 매우 중요한 핵심관념이다.

본고에서는 초기 하타 요가 문헌들에 나타난 차크라에 대한 서

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차크라는 현대의 요가와 연관

된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기도 하고, 전통적인

하타 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중요성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이 차크라에 대해 정형화되기 이

5) Wauters(2002).
6) Burley(2000) p. 159 참조. 이 문헌에 대한 고찰은 추후에 연구하여 다른
지면을 통해서 발표하겠다.

7) Mallinson(2011) p. 770 참조.
8) Mallinson(2011) p. 770.



8 ∙ 印度哲學 제46집

전의 관념, 다시 말해서 초기 하타 요가 문헌들에 나타난 차크라

관념을 살펴보는 것은 전성기 하타 요가 문헌들이 대부분 공유하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는 SCn에서 확립된 것으로 여겨지는

데, 일곱 차크라론을 보다 다면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J. Mallinson은 체계화된 하타 요가를 가르치고 이러한 가르침

을 하타 요가로 부른 가장 초기 문헌이 대략 13세기경에 성립된

Dattātreyayogaśāstra라고 보았다.9) 그러나 이 문헌은 정형화된

하타 요가를 가르친 초기의 문헌이기는 하나, 하타 요가 전체의

역사로 볼 때는 초창기의 문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10) 하타 요가

의 전성기인 15세기경에 성립된 문헌이자 이 전통에서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Hp의 제1장 4송에는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

맛시옌드라(Matsyendra)와 고라크샤(Gorakṣa)를 필두로 하는 [하타
요가 스승]들이 하타 [요가]의 지혜를 가르쳤고, 그 은총으로 요가 수
행자 스와트마라마(Svātmārāma)도 [하타 요가를] 알게 되었다.11)

이 송은 하타 요가의 개조가 Kaula파 전통의 Matsyendranātha

와 Nātha파 전통의 Gorakṣanātha12)임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Matsyendranātha가 Gorakṣanātha의 스승이라고 한

다. 설령 직접적으로 그러한 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9) Mallinson(2011) p. 771 참조.
10) 박영길에 따르면 하타 요가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시대를 구분하고 있는데, 요가의 역사와 문헌사로 보건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여명기(9-12세기) → 확장기(13-14세기) → 전성기(15-16세기)
→ 후기(17-19세기). 박영길(2010) pp. 50-51 참조.

11) Hp 1.4.; 박영길(2015) p. 191. 산스크리트 음역 표기와 띄어쓰기는
논자의 기준으로 바꾸었다. 이후 인용 또한 마찬가지로 이 규칙을
적용한다.

12) 산스크리트로는 Gorakṣa나 Gorakṣanātha로, 또는 힌디로는
Gorakhnāth라고 책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표기되어 있다. 본고에서
논자의 서술의 경우는 Gorakṣanātha라고 통일하여 표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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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순으로는 Matsyendranātha가 Gorakṣanātha보다 앞선다는 견

해가 지배적이다.13) 이런 점에서 이 두 사람의 저작들이 하타 요

가 전통에서 가장 초창기의 문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

기서는 이 두 사람의 저작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문헌들, 다

시 말해서 Matsyendranātha의 경우는 카울라갸나니르나야
(Kaulajñānanirṇaya, 이하 KJn)를, Gorakṣanātha의 경우는 고라
크샤샤타카(Gorakṣaśataka, 이하 Gś)와 싯다싯단타팟다티
(Siddhasiddhāntapaddhati, 이하 SSp)에 나타난 차크라 관념을 원
전 문헌을 통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다만 하타 요가가 단일한

전통의 연속이 아니고 전대의 수행적․사상적 흐름이 상호 습합

되어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KJn보다는 Gś와 SSp가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하타 요가의 원형적 요소를 보다 더 잘 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Kaula 지식(kaulajñāna)의 확립

또는 검토(nirṇaya)’라는 의미의 제목 자체가 드러내고 있는 바와

같이 KJn은 하타 요가가 습합한 탄트라의 한 전통인 Kaula 유파

에 대한 설명적 성격이 더 강한 문헌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하타 요가에 대한 연구 자체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오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14) 본고에서 다룰 3종

문헌 또한 예외는 아닌데, 이 3종과 연관되어 있는 박영길의 다음

과 같은 서술은 이 점을 뒷받침해 준다. “Bagchi, Mallik의 저서는

현재로서는 Gorakṣanātha, Matsyendranātha의 것으로 전해지는

문헌의 원문을 수록한 자료이지만 진위작 문제, 텍스트의 원형 등

문헌학적 연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Briggs의 경우도 동일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세 학자의 연구는 하타 요가의 선구적 성과물로

현재까지도 유용하다.”15)

다행스럽게도 근래에 들어서 이 3종의 문헌과 관련하여 전대

13) 박영길(2013) pp. 13-16과 호이에르슈타인(2008) p. 759 참조.
14) 박영길(2010) pp. 46-50 참조.
15) 박영길(2010) p. 48. Bagchi는 KJn과, Mallik은 SSp와, Briggs는 Gś와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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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연구 결과물들이 나왔다. 본고

에서는 다음에 서술할 이 새로운 결과물에 기초하여 논의하겠다.

KJn은 Bagchi본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에 나온 Pandit Satkari

Muikhopadhyaya본을 참고하여 필요에 따라 교정하여 인용하겠는

데,16) 그 이유는 아직 교정 판본이 출간되지 않아서이다. Gś는

Swami Kuvalayānanda와 S. A. Shukla가 2006년에 출간한 교정

판본을, SSp는 M. L. Gharote와 G. K. Pai가 2010년에 출간한 판

본을 사용하겠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세 원전에 나타난 차크라 관련 서술들을 제

1차크라부터 마지막 차크라까지 순차적으로 비교하며 살펴보겠다.

다시 말해서, 각 차크라별 속성들, 예를 들자면 명칭, 위치, 모양,

색상 등에 대해 문헌별로 정리하면서 문헌 간 상호비교를 통해서

각 문헌의 차크라 이해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고찰하겠다.

Ⅱ. 문헌들에 나타난 각 차크라 관념 비교

어근 √car(‘움직이다’, ‘가다’)에서 파생된 ‘차크라’라는 용어는

요가나 탄트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프

라나(prāṇa)로 이뤄진, 신체의 주요 ‘기관들’을 형성하는 심령 에

너지의 소용돌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 주로 연꽃이나 도상으

로 표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힌두 문헌들에서 차크라는

앞서의 의미 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더 있다고 G.

16) KJn의 로마자화의 기본서인 Bagchi본의 내용 중 Satkari
Mukhopadhyaya본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해당 단어나 구절을
[BC] 다음에 옮겨 적고 (x) 표기를 한 다음, 화살표(→)를 하고
[SM]본의 단어나 구절을 적어서 표기하고 교정 내용을 송에 반영한다.
예) [BC] pravarttakam(x) → [SM] pravartak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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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uerstein은 말한다. “첫째는 ‘생성의 바퀴’(bhava cakra) 또는

‘존재의 순환’(saṃsāra), 다시 말해서 현상적 우주를 나타낸다. 둘

째는 좌도 탄트라의 성적 의례에서 입문자들이 만든 원을 나타내

는데, 거기서는 남성과 여성 참가자들이 스승을 중심으로 원형으

로 앉아 있다(cakra pūja). 셋째는 개별 수행자나 상태에 알맞은

종류의 mantra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yantra와 유사한 도형을

말한다.”17) 본고에서 다룰 3종의 문헌들 모두 요가․탄트라 계열

의 것들이므로 당연하게도 이것들에 기술되어 있는 차크라 관념

은 앞서 언급한 ‘신체 내의 심령 에너지 소용돌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문헌들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앞으로의 논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문헌들과 연관된 몇 가지 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보겠다.

Bagchi는 자신이 편집한 책의 서문에서, Matsyendranātha는 10

세기 초엽에 살았고, 그의 저작으로 간주되는 KJn은 11세기 중엽

경에 쓰였다고 추정한다.18) 한편 그의 제자로, 이견도 존재하지만,

알려져 있는 Gorakṣanātha를 Briggs의 경우는 일찍이 1100년에,

Bhave의 경우는 10세기나 11세기에 활동하였다고 서술하지만,

Gharote는 Gorakṣanātha 자신의 스승의 연대로 미루어 보아 대략

11세기까지 활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 내린다.19)

이로 미루어 보아 Gś와 SSp는 11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성립되

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KJn은 모든 송이 완전히 갖추어진 판본은 아직 발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agchi본과 Mukhopadhyaya본 모두 제1장에서

마지막 두 송을 제외한 나머지 송들이 누락되고 없다. 다행스럽게

도 차크라에 대해서는 제10장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제8장에서도

64yoginī와 연관하여 부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여덟 개의 차

17) Feuerstein(2011) p. 83.
18) Bagchi(1986) p. 32, pp. 3-6 참조.
19) Gharote(2010) pp. ix-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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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가 소개된다. 다음으로, 본고에서 다루는 세 원전 중 Gś가 가

장 여러 종류의 판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제목

(Gorakṣaśataka)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100개의 송으로 된 것도

있고, 제목과 달리 200개의 송으로 된 것도 있다.20) 앞서 언급했

듯이 Gś는 Kaivalyadhama에서 출간된 101개의 송으로 되어 있는

판본을 사용하겠다.21) 여기서는 아홉 개의 차크라가 제78송에서

제87송까지 주로 언급되고 제10송에서 제16송 사이에 일부 서술

되어 있다. SSp에서는 신체에 대해 논하는 제2장에서 열여섯

ādhāra(토대)22)와 세 lakṣya(집중점)23)와 더불어 아홉 개의 차크

라를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 세 문헌에 나타난 차크라에 대한 서술들을 원문을 통

해서 제1차크라부터 마지막 차크라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각

차크라의 특성과 문헌 간의 서술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고찰해 보

겠다. 우선 KJn과 Gś에 각 차크라의 신체 내 위치에 대한 서술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구절이 있으므로 이 송들부터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KJn 10.6. c.d.-10.8.:
⑧kṣa 음절은 brahmarandhra에, ⑦laṃ 음절은 이마에, ⑥ha 음절은

미간에, ⑤sa 음절은 입에, ④ṣa 음절은 인후 부위에, ③śa 음절은 심
장에 있다. ②va 음절은 배꼽의 가운데에, ①hla 음절은 생식기에 있

20) 꾸발라야난 & 슈끄라(2010) pp. 173-182 참조.
21) 박영길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본고에서 사용하는 로나블라 본
고락샤샤따까의 전체 게송은 1989년의 봄베이 판본
Gorakṣapaddhati(Khemarāja Śrīkṛṣṇadāsa(Ed.). Gorakṣapaddhati: Hindi
tīkā sahita. Bombai: Śriveṃkaṭeśvara press, 1989)와 99.5% 정도로
일치하는 것 같다고 한다(2016년 4월 25일 교신 메일 기준).

22) SSp의 2.10-25.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 열여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Pādāmgushtā, ②Mula, ③Guda, ④Medhra, ⑤Uddyāna, ⑥Nābhi,
⑦Hṛdaya, ⑧Kantha, ⑨Ghantika, ⑩Tālu, ⑪Jihva, ⑫Bhrumadhya,
⑬Nāsa, ⑭Kapāta, ⑮Lalāta, ⑯Brahmarandhra.

23) ①Antar, ②Bahir, ③Madhyama가 SSp의 2.26-29.에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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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크라들의 위치가 설명되었다. 사랑스런 이여, 이제 그것들에 대
한 명상에 들어라.24)

*Gś 86-87.:
①항문(ādhāra), ②생식기(svādhiṣṭhāna), ③배꼽(maṇipura), 그것

위의 ④심장의 연꽃(anāhata), ⑤인후(viśuddha), ⑥목젖(rudra), ⑦양
눈썹 가운데의 parameśvara(ājñā), 그리고 ⑧nirvāṇa(brahmarandhra)
에 있는 순수하고 대기(공간)와 같고 신기루의 물과 같으며 편재하는
아트만(ātman)에 대해 명상을 한 후에 요가 수행자는 실로 [그것에 대
한 지배력을] 획득하게 된다.25)

두 문헌 모두 차크라의 위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나 KJn에는

Gś와 달리 각 차크라별로 배속된 음절이 나타나 있다. 두 문헌의

차크라 위치에 대한 서술이 서로 반대의 순서로 되어 있어서 비

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표로 만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24) 이 송에서는 차크라를 내림차순으로 서술하고 있다. 차크라에 대한 앞서
논의의 순서와 Gś 86-87의 순서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도 오름차순으로 번호를 매겼다.
kṣakāraṃ brahmarandhratvaṃ laṃkārantu lalāṭayoḥ// KJn 10.6. c.d. ;
hakārantu bhruvormadhye sakāraṃ vaktramaṇḍale/ ṣakāraṃ
kaṇṭhadeśe tu śakāraṃ hṛdaye tadā// KJn 10.7. ; vakāraṃ
nābhimadhye tu hlakāraṃ visakandayo[ḥ]/ sthānacakrāstu
samproktāsteṣāṃ dhyānaṃ śṛṇu priye// KJn 10.8.

25) 번역문의 ()안의 부기는 Gharote(2010) p. 46 참조.
gudaṃ meḍhraṃ ca nābhiṃ ca hṛtpadmaṃ ca tadūrdhvataḥ/
ghaṇṭikāṃ lambikāsthānaṃ bhrūmadhye parameśvaram// Gś 86. ;
nirmalaṃ gaganākāraṃ marīcijalasannibham/ ātmānaṃ sarvagaṃ
dhyātvā yogī yogam vāpnuyāt// Gś 87. [교정] yogam → nirvāṇe.
Kuvalayananda가 제시하는 다른 판본에는 yogam 대신 nirvāṇe로 된
것이 있고 그것이 본고의 취지에 더 적합함으로 그것을 채택하였다.
Kuvalayananda & Shukla(2010) p. 35의 각주 81) 참조.



14 ∙ 印度哲學 제46집

구분 KJn(음절) Gś

제1차크라 생식기(hla) 항문

제2차크라 배꼽(va) 생식기

제3차크라 심장(śa) 배꼽

제4차크라 인후(ṣa) 심장

제5차크라 입(sa) 목젖 가운데

제6차크라 미간(ha) 목젖

제7차크라 이마(laṃ) 미간

제8차크라 brahmarandhra(kṣa) nirvāṇa(brahmarandhra)

[표 1] 각 차크라의 신체 내 위치

위 표에서 제1차크라의 위치가 KJn은 생식기이고 Gś는 항문이

고, 그 다음부터 심장까지 순서는 동일하나 차크라별 위치는 상이

하다. 비록 순서상 다른 차크라기는 하나 동일한 신체 부위를 지

칭하는 것은 여덟 개중 다섯 개이고 동일 순서의 동일 위치는 제8

차크라뿐이다. 이제 각각의 차크라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자.

1. 제1차크라26)

*KJn 10.9.-10.13. a.b.:
여덟 가지 중 첫째는 위로 향한 순수한 불꽃이 있는 흠 없는 수정

같은 모양을 하고 모든 이원성으로부터 자유롭고 분노의 정점들로부
터 [자유로우며] 공(空)[조차도] 없는 신성한 여덟 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이다. [수행자는] 평정한 마음을 수행해야만 하고 마을의 관습(dh
arma)을 피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로 ①과거와 미래 그리

26) 본고에서는 제1차크라부터 제9차크라까지 ‘초자연력’ 앞에 번호를
붙여서 그것의 종류를 구분하겠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특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내용을 서술하고 본문의 말미에 초자연력을 도표로
정리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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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재를 [알고], ②마찬가지로 멀리서 들리는 소리를 알고, 또한 그
렇게 ③올가미를 마비[시키는 능력이 생긴다], 사랑스러운 이여. 그리
고 ④짐승들을 붙잡아서 복종시킨다. 그러므로 Devi여, 간단히 말해서
완전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⑤[수행자는] 죽음을 파괴하
고 불사를 얻고, 그런 식으로 ⑥그가 한 무슨 말이든지 이루어진다, 세
상의 사랑스러운 이여.27)

*KJn 8.32. c.d.-8.33. a.b.:
[첫째] 차크라는 ①yoginī와 하나가 되는 [능력과] ②최소화(aṇima)

등의 여덟 가지 [초자연적] 능력을 [준다.] [이 차크라에 대한] 명상과
숭배에 몰두하는 수행자는 [이 모두를] 획득한다. 실로 [이것에는] 의
심의 여지가 없다.28)

*Gś 78.:
첫째 차크라는 가열된 금과 같은 ādhāra이다. 코끝에 시선을 고정

시킨 채 [그것에 대한] 명상을 한 후에 ①그는 상해(또는 질병이나 죄)
로부터 자유로워진다.29)

*SSp 2.1.:
신체에 아홉 차크라가 있다. ādhāra에 여성 생식기의 둥근 모양으

27) śuddhasphaṭikasaṅkāśaṃ ūrdhvatejasunirmalam/ aṣṭāraṃ paṅkajaṃ
divyaṃ prathamāṣṭakabhūṣitam// KJn 10.9.(([BC] ūdrdhva(x) → [SM]
ūrddhva)) ; sarvadvandvavinirmuktaṃ krodhāgraiḥ śūnyavarjjitam/
abhyāsāt samacittastu grāmadharmañca varjjayet// KJn 10.10.([BC]
varjjitam(x) → [SM] varjitam) ; atītānāgatañcaiva
varttamānantathaiva ca/ dūrāśravaṇavijñānaṃ pāśastobhantathā priye//
KJn 10.11.([BC] varttamānan(x) → [SM] vartamānan) ;
paśugrahaṇamāveśaṃ mṛtyunāśantathaiva ca/ amaratvantathā devi
samāsāt parivarttanam// KJn 10.12.([BC] parivarttanam(x) → [SM]
parivartanam) ; vācā siddhirbhavatyevaṃ kiṃ kurvāṇaṃ jagatpriye//
KJn 10.13. a.b.

28) yoginīmelakaṃ cakraṃ aṇimādiguṇāṣṭakam// KJn 8.32. c.d. ;
bhavatyeva na sandeho dhyānapūjāratasya ca// KJn 8.33. a.b.*

29) ādhāraṃ prathamaṃ cakraṃ tapta kāñcanasannibham/ nāsāgre
dṛṣṭimādāya dhyātvā muñcati kilbiṣam// Gś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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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 번 감긴 것[을 가진] brahma cakra가 있다. 거기에 mūlakanda
가 있다. 거기 불 형태의 śakti에 마음을 고정시켜야만 한다. 실로 거
기에 ①모든 욕망을 이루어주는 kāmarūpa의 자리(kāmarūpa pīṭha)가
있다.30)

먼저 KJn에서는 차크라의 개수를 여덟 개, SSp에서는 아홉 개

라고 언급하며 시작한다. 명칭과 관련해서는 KJn에서는 제4차크

라만 ‘śāntika cakra’라고 지칭하고31), 그 외에는 순번으로 해당

차크라를 지칭한다.

Gś의 경우 첫째 차크라를 ādhāra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SSp 2.1

에 서술되어 있는 ādhāra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전자의 것은

“ādhāra라는 단어가 특히 신체의 맨 아래 센터(mūlādhāra cakra)

를 나타내는 용어로도 사용”32)되는 경우이고, 후자의 ādhāra는 요

가 수행자가 수행할 때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신체에 있는 열여

섯 군데의 부위 또는 지점이기 때문이다.33) 그렇기에 그 ādhāra에

brahma cakra가 있다고 표현된다.34)

SSp에서는 첫째 차크라를 brahma cakra라고 부른다. 명칭이

서로 상이하다. KJn에서는 이 차크라를 여덟 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으로 묘사하고, 나머지 문헌들에서는 꽃잎의 개수에 대한 언

급은 없다. 차크라의 모양과 관련해서는 KJn에서만 ‘위로 향한 순

수한 불꽃이 있는 흠 없는 수정 같은 모양’으로 서술하고 나머지

문헌들에서는 언급이 없다. 다만 SSp는 차크라 내부에 대한 묘사

가 있다.

30) ādhāre brahmacakraṃ tridhāvarttaṃ bhaga-maṇḍalākāram/ tatra
mūlakandaḥ/ tatra śaktiṃ pāvakākārāṃ dhyāyet/ tatraiva
kāmarūpapīṭhaṃ sarvakāmaphalapradaṃ bhavati// SSp 2.1.

31) 뒤의 4. 제4차크라의 KJn의 송들 참조.
32) Feuerstein(2011) p. 7 참조.
33) 이 ādhāra는 엄밀히 표현하자면 mūlādhāra cakra가 아니라 mūla
ādhāra이다. 이는 SSp 2.11에 나온다. “둘째 [ādhāra]는
mūlādhāra”(dvitīyo mūlādhāras …)이다.

34) 앞의 각주 22)의 열여섯 ādhār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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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hma cakra 내에 mūlakanda가 있고 이 kanda에 불 형태의

śakti와 kāmarūpa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 kāmarūpa는 원래 네

곳의 최초의 탄트라 pīṭha35) 중 한 곳으로 간주되는데, 비의적 생

리학에서는 “회음(yoni)에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를 나타낸다. 이

것은 토대 센터(mūlādhāra cakra)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세 개의

도시’(tripura 또는 traipura)라고도 불리는 짙은 붉은색의 삼각형

(tri koṇa)으로 묘사된다.

SCn(8)에 따르면 이것은 1천만 개의 태양의 밝기를 가지고 있

다. 중앙 통로(suṣumṇā nāḍī)의 아래 틈새가 발견되는 곳이 여기

이다. 이것은 ‘뱀의 힘’(kuṇḍalinī śakti)의 자리이다.”36) kāmarūpa

는 많은 pīṭha를 포함하고 있는 아삼(Assam)의 넓은 신성한 지역

으로, 실재하는 장소를 인체 내의 특정 부위에 배대하는 것은 하

타 요가가 갖는 기본적인 인체론, 다시 말해서 대우주와 소우주가

동일하다는 관념의 반영이다. 색상과 관련해서는 Gś에서 ‘가열된

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빛나는 황금색”37)으로 볼 수

있다.

세 문헌 모두 차크라가 갖는 힘(초자연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고 수행을 통해서 이 힘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 KJn의 제10장에서는 6가지 종류의 능력이 언급되는

데, 이 중 ③‘올가미(paśa)의 마비’와 ④‘짐승들을 붙잡아 복종시

킴’의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문헌이 속한 Kaula파가

35) pīṭha는 ‘자리’ 또는 ‘장소’라는 뜻으로, “사원이나, 차크라에 상응하는
영적 에너지(śakti)를 가진 신체 내․외부의 특별한 장소와 같은
성소(tīrtha)를 나타낼 수도 있다.” Feuerstein(2011) p. 269 참조 및 인용.

36) Feuerstein(2011) p. 180 참조 및 인용. Banerjea는 “이 곳은 또한
Kāmeśvara(모든 욕망의 주)로서의 Śiva와 Kāmeśvarī(모든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Devī)의 상호 결합의 장소로서도 묘사된다. 그러므로
이곳을 kāmarūpa pīṭha라고 말한다.”고 설명한다. Banerjea(1999) p. 174
참조. 나머지 세 곳의 명칭도 SSp의 제2, 8, 9차크라에 대한 설명에
나타난다.

37) Gharote(2010) p. 1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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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śupata파와 얼마나 연관을 갖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38)

그러나 Paśupata가 기본적으로 세계를 짐승(paśu) 즉 속박된

개체적 영혼과 그 영혼을 속박하는 올가미(pāśa) 그리고 속박된

개체들의 주인(paśupati) 즉 신으로 파악39)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첫째 차크라에 대한 수행을 통해서 속박하는 힘을 약화시키

거나 멈추게 할 수 있고 또 속박된 개체들 즉 미혹한 일반인들을

신께 귀의시킬 수 있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제8장에서는 3가

지 종류의 초자연력이 획득된다고 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②‘여덟 가지 [초자연적] 능력’이다. 이것들에 대한 언급은

고전 요가의 교전인 Yogasūtra에도 나오는데, 정승석의 지적처럼
“요가 철학의 8신통을 8신통의 전형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

다.” 이것들을 열거해 보면, 극소화, 경량화, 거대화, 도달력(연장

력), 수의력(隨意力), 지배력, 주재력,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능력

이다.40)

2. 제2차크라

*KJn 10.13. c.d.-10.16. a.b.:

그리고 [여덟 가지 중] 여덟 개의 꽃잎을 가진 둘째를 아름답게

타오르는 불꽃으로 명상해야 한다. [이것을 명상함으로써] ①다가

오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②도시를 뒤흔드는 등의 행위를 할

38) A. Sanderson에 따르면 Kaula는 Kāpālika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Sanderson(1988) p. 679 참조.

39) 심준보(2013) p. 85 참조.
40) 정승석(2010) pp. 68-69 인용 및 참조. 정승석은 이 여덟 가지 중 수의력,
지배력,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능력 이 셋을 Sāṃkhya 철학의
형이상학적 관념을 적용한 요가 철학 특유의 초능력으로, 나머지 다섯
가지를 일찍이 인도 종교에서 통념적으로 전승된 것으로 본다. p. 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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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의식이 [몰입된] 명상은 ③다양한 형상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이 수행을 하는 자는] ③왕들 중의 왕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행위든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④[그의]

분노는 삼계(三界)의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모두를 파

괴할 수 있다. 항상 [이 명상] 수행에 몰두하는 자는 ⑤영원히 창

조와 파괴를 하는 자가 된다.41)

*KJn 8.33. c.d.-8.34. a.b.:

그리고 둘째 [차크라]는, [이 차크라에 대한] 숭배와 명상에 몰

두하는 자가 ①모든 사람을 매혹하는 [능력]과 ②짐승을 포획하는

[능력], ③[타인의 의지를] 점유하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위

대한 차크라이다.42)

*Gś 79.:

그리고 둘째 [차크라]는 실제 루비처럼 아름다운 svādhiṣṭhāna

이다. 코끝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그것에 대한] 명상을 한 후에

그는 ①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43)

*SSp 2.2.:

둘째는 svādhiṣṭhāna cakra이다. 거기 가운데 있는 산호의 새싹

을 닮은, 뒤쪽을 향해 있는 liṅga에 마음을 고정시켜야만 한다. 실

41) dvitīyamaṣṭapatrantu tejadhyānasudīpitam// KJn 10.13. c.d. ;
āgamānnāśayenmṛtyuṃ purakṣobhādikārakaḥ/ kurute bahudhā rūpaṃ
dhyānaikagatacetasaḥ// KJn 10.14. ; maṇḍalīkanarendrāṇāṃ kiṃ
kurvāṇo vidhīyate/ kruddhastu saṃharet sarvaṃ trailokyaṃ
sacarācaram// KJn 10.15. ; sṛṣṭisaṃhārakarttāraṃ nityābhyāsarataḥ
sadā/ KJn 10.16. a.b.([BC] karttāraṃ(x) → [SM] kartāraṃ).

42) dvitīyantu mahācakraṃ sarvākṛṣṭipravarttakam// KJn 8.33. c.d.([BC]
pravarttakam(x) → [SM] pravartakam) ; paśugrahaṇamāveśaṃ
pūjādhyānaratasya ca/ KJn 8.34. a.b.

43) svādhiṣṭhānaṃ dvitīyaṃ tu sanmāṇikyasuśobhanam/ nāsāgre
dṛṣṭimādāya dhyātvā muñcati pātakam// Gś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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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기에 ①사람들을 끄는 uḍyāṇa의 자리(uḍyāṇa pīṭha)가 있

다.44)

둘째 차크라도 여덟 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이라고 KJn은 서술

하고 나머지 문헌들은 꽃잎의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 명칭과

관련해서 Gś와 SSp 양자 모두는 이 차크라를 svādhiṣṭhāna라고

한다. KJn에서 명상 시에 이 차크라를 ‘아름답게 타오르는 불꽃’

형상으로 심상화해야 한다는 점으로 보아 이 서술은 차크라가 불

꽃 형상이거나 불꽃 색상 즉 붉은 색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SSp에서는 이 차크라 내부에 ‘산호의 새싹을 닮은, 뒤를 향해

있는 liṅga’가 있다고 서술하는데, 이 ‘산호의 새싹’은 모양과 색상

양자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모양은 묘사된 그대로이고 색상은

산호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Gharote의 지적처럼 ‘붉은색’으로 간

주할 수 있다.45) ‘uḍyāṇa의 자리’는 탄트라의 원형적 네 곳 중 한

곳으로 오릿사(Orissa)에 위치하는데, 이 차크라와 연관된다.46)

3. 제3차크라

*KJn 10.13. c.d.-10.18.:
그리고 셋째의 위대한 차크라는 아홉 개의 필수 요소47)로부터 풀려

난 것이다. 자신의 구루(guru)가 여섯 달 동안 명상을 지원하는(명상
을 돕는) [수행자는] ①욕망을 성취하게 되고, ②[피부의] 주름과 백발

44) dvitīyaṃ svādhiṣṭhānacakram/ tanmadhye paścimābhimukhaṃ lliṅgaṃ
pravālāṃkurasadṛśaṃ dhyāyet/ tatraivoḍyāṇapīṭhaṃ jagadākarṣaṇaṃ
bhavati// SSp 2.2.

45) Gharote(2010) p. 158 참조.
46) Feuerstein(2011) p. 380 참조.
47) 이 아홉 필수 요소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향후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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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없앨 수 있고, 그런 식으로 ③1백 yojana [거리를] 볼 수 있고, Dev
ī여, 또한 ④먼 거리에서 [대상을] 꿰뚫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외딴 장
소에서 많은 형상에 대해 명상하라.48)

*KJn 8.34. c.d.-8.35.:
그리고 셋째의 이 위대한 차크라에 대해 수행함으로써 ①다른 사람

의 신체에 들어갈 수 있고 실로 ②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게] 된다,
사랑스러운 이여. [그리고] 그는 ③여러 가지 갈망하는 것들을 얻게
된다. 실로 [이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49)

*Gś 80.:
maṇipura [cakra]는 갓 떠오른 태양과 같은 형상이다. 코끝에 시선

을 고정시킨 채 [그것에 대한] 명상을 한 후에 그는 ①세상을 뒤흔들
수 있다.50)

*SSp 2.3.:
셋째는 뱀처럼 똬리를 튼 모양의 다섯 번 감긴 것[을 가진] nābhi c

akra이다. 거기 가운데에 있는, 1천만 개의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kuṇ
ḍalinī śakti에 마음을 고정시켜야만 한다. 이 madhyā śakti는 ①모든
성공을 준다.51)

48) tṛtīyantu mahācakraṃ navatattvapramocakaḥ// KJn 10.16. c.d.([BC]
pramocakraḥ(x) → [SM] pramocakaḥ) ; ṣaṇmāsādīpsitaṃ kāmaṃ
dhyātvādhārantu tadguruḥ/ balīpalitanāśantu sudūrāddarśanantathā//
KJn 10.17. ; bedhantu kurute devi yojanānāṃ śatairapi/ ekānte
bahudhā rūpaṃ kuru dhyānañca tatparaḥ// KJn 10.18.

49) tṛtīyantu mahācakraṃ parakāyapraveśanam// KJn 8.34. c.d. ;
atītānāgatañcaiva abhyāsādbhavate priye/ labhatyeva na sandeho
vividhaṃ yat samīhitam// KJn 8.35.

50) taruṇādityasaṃkāśaṃ cakraṃ ca maṇipūrakam/ nāsāgre dṛṣṭimādāya
dhyātvā saṃkṣobhayejjagat// Gś 80.

51) tṛtīyaṃ nābhicakraṃ pañcāvarttaṃ sarpavat kuṇḍalākāram/
tanmadhye kuṇḍalinīṃ śaktiṃ bālārkakoṭisannibhāṃ dhyāyet/ sā
madhyāśaktiḥ sarvasiddhidā bhavati// SS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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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문헌 모두에 이 차크라의 꽃잎의 개수가 언급되어 있지 않

다. 이 차크라를 Gś는 ‘maṇipura’, SSp는 ‘nābhi’라고 부른다. 형상

과 관련해서 Gś는 이것을 ‘갓 떠오른 태양’에 비유했고, SSp의 차

크라 내부에 대한 묘사에 따르면, ‘뱀의 똬리처럼 다섯 번 감긴 것

이 있고 그 가운데 kuṇḍalinī가 있으며 그것의 형상은 1천만 개의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 kuṇḍalinī가 mūlādhāra

cakra 아래에 뱀처럼 똬리를 틀고 잠들어 있다고 여기는 것이 하

타 요가의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maṇipura에

kuṇḍalinī가 있다고 한다. 흥미로운 지점인데, Gorakṣanātha와 연

관된 다음의 문헌들에서도 이와 동일한 관념을 찾아 볼 수 있다.

Gorakṣapaddhati(1. 23)에서는 이 차크라가 ‘줄로 꿴 보석(maṇi)

처럼’ 중앙 통로(suṣumṇā nāḍī)에 의해 관통된 ‘구근’(kanda)의 위

치에 있다고52) 하고, Gorakṣa-Saṃhitā(1. 47ff.)에서는 “절대자로
향하는 문의 틈새를 자신의 얼굴로 막고서, ‘구근’ 위에 여덟 번

감겨 있는 형태로 된 뱀의 힘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53)

Gorakṣanātha의 전통에서는 이러한 관념이 통념화되어 있었던 것

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4. 제4차크라

*KJn 10.19.-10.21.:
넷째 [차크라]인 śāntika cakra는 행복과 모든 즐거운 느낌을 증진

시킨다. 실로 [이 차크라에 대한 명상] 수행에 지속적으로 전념하는
자는 ①불사하게 되고 ②[언변이] 유창하게 되며 ③죽음과 질병을 극
복한다, 사랑스러운 이여. 죽음을 파괴한 그날로부터 실로 젊음은 가
지 않을 것이다. 무상(無上)의 이 차크라[에 대한 명상]을 열여섯 달

52) Feuerstein(2011) p. 221 참조.
53) Feuerstein(2011)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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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밤낮으로 계속 수행한다면 [앞서 언급한 모든 것이] 제거될 것
이다.54)

*KJn 8.36.-8.37.:
넷째는 śāntika cakra이다. [수행자가] 상서로운 이 차크라를 충분히

숭배하고 나서 명상을 할 때 [이 차크라는 수행자에게] ①향수와 해탈
을 준다. mudrā를 하는 순간에 즉시 ②무력화 [능력]이 생기고 ③다양
한 형태의 들어 본 언어들과 들어 보지 못한 언어들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다.]55)

*Gś 81.:
호흡들에 의해서 [연꽃이] 쪼개짐(펼쳐짐)으로써 그는 코끝에 시선

을 고정시킨 채 심장의 연꽃(hṛtpadma)에 있는 찬란한 광채에 대해
명상을 한 후에 ①Brahma와 하나가 된다.56)

*SSp 2.4.:
넷째는 아래로 향한 여덟 개의 꽃잎을 가진 hṛdaya cakra이다. 거

기 가운데의 연꽃의 과피에 있는 liṅga 모양의 불꽃 형상에 마음을 고
정시켜야만 한다. 실로 그녀는 ①모든 감관을 통제하는 haṃsa kalā이
다.57)

54) caturthaśāntikaṃ cakraṃ sukhaprītivivardhanam/ kurute amaratvaṃ hi
satatābhyāsatatparaḥ// KJn 10.19.([BC] varddhanam(x) → [SM]
vardhanam) ; vācayo kurute mṛtyuṃ rogāṇantu jayaṃ priye/
ivasānnāśanenaiva vayo mṛtyuṃ gamiṣyate// KJn 10.20. ;
nāśayedaho[rā]treṇa etañcakramanuttamam/ atatābhyāsayogena
dviraṣṭavarṣākṛtirbhavet// KJn 10.21.

55) caturthaṃ śāntikacakraṃ bhuktimuktipradaṃ śubham/ pūjayitvā imaṃ
cakraṃ yāvad dhyānaṃ prayuñjati// KJn 8.36. ; kṣaṇena bhavate
stobho mudrābandhatyanekadhā/ bhāṣāstu vividhākārā aśrutāni śrutāni
ca// KJn 8.37.

56) vidyutprabhāvaṃ hṛtpadme prāṇāyāmavibhedanaiḥ/ nāsāgre
dṛṣṭimādāya dhyātvā brahmamayo bhavet// Gś 81.

57) caturthaṃ hṛdayacakramaṣṭadalakamalamadhomukham/ tanmadhye
karṇikāyāṃ liṅgākārāṃ jyotīrūpāṃ dhyāyet/ saiva haṃsakalā
sarvendriyavaśyā bhavati// SS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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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크라를 KJn은 śāntika(평화) cakra, Gś는 심장의 연꽃,

SSp는 hṛdaya(심장) cakra로 부른다. Gś와 SSp는 그 의미상 동

일하다고 할 수 있다. 꽃잎의 개수에 대해서는 SSp만 여덟 개라

고 언급하고 있다. KJn 제8장에 서술된 mudrā는 요가 전통에서

통용되는 손 mudrā인 심장 mudrā(hṛdaya mudrā)로 추정되는데

anāhata cakra를 여는 데 주로 사용된다.58) 그리고 Gś에서 연꽃

의 펼쳐짐이란 ‘차크라의 각성’을 의미하는데, 미각성 상태에서 연

꽃은 봉오리 상태로 아래를 향해 있다고 한다. SSp는 이 차크라

의 가운데 liṅga 모양의 불꽃 형상을 한 haṃsa kalā가 있다고 한

다. “하타 요가 문헌들에서 haṃsa라는 단어는 흔히 개아(jīva), 특

히 그것의 생기(prāṇa)로서의 [미세한 내적인] 면과 호흡으로서의

외적인 면을 나타낸다.”59) 그러나 여기서 haṃsa kalā는 “이렇게

스스로 빛나는 형태로 나타나는 kuṇḍalinī śakti는 Śiva와 거의 동

일시 되고 haṃsa kalā로 불리는 그와의 결합의 지복을 깊게 향수

한다.”60)는 Banerjea의 설명처럼 Śiva를 나타낸다.

5. 제5차크라

*KJn 10.22.-10.23. a.b.:
다섯째는 여덟 개의 꽃잎을 가진 위대한 연꽃이다, Surasundari여.

언제나 [그것을] 희뿌연 색[으로 된 것]으로 명상해야 한다. [그렇게

58) Carroll(2013) p. 98 참조. 이것의 이미지는 아래와 같다.
[hṛdaya mudrā]

59) Feuerstein(2011) p. 142.
60) Banerjea(1999)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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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①삼계(三界)를 흔들 수 있다, 사랑스러운 이여. [이 명상으
로] ②[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능력을 없앨 수 있고, ③상대편(적의)
군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61)

*KJn 8.40.:
그리고 다섯째의 위대한 차크라에 대해 명상과 숭배를 함으로써 그

는 ①말로 vāyu 등의 [움직임을] 제거할 수 있고 ②벙어리처럼 [침묵
하며] 지낸다.62)

*Gś 82.:
목젖(ghaṇṭikā)의 가운데에 감로의 원천인 viśuddha [cakra]가 있다.

언제나 코끝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그것에 대한] 명상을 한 후에 그
는 ①Brahma와 하나가 된다.63)

*SSp 2.5.:
다섯째는 네 손가락 너비의 kaṇṭha cakra이다. 거기의 왼쪽에 달 n

āḍī 즉 iḍā가 있고, 오른쪽에 태양 nāḍī 즉 piṅgalā가 있다. 거기 가운
데 있는 suṣumṇā에 마음을 고정시켜야만 한다. 실로 그녀는 ①anāhat
a siddhi를 주는 자인 anāhata kalā이다.64)

명칭부터 살펴보자면, Gś는 이것을 viśuddha로, SSp는 kaṇṭha

(인후)로 부르기에, 통념적으로 viśuddha의 위치가 인후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양자가 동일한 것이라 여겨지지만, 그것의 위치를

61) aṣṭapatraṃ mahāpadmaṃ pañcamaṃ surasundari/ dhūmravarṇaṃ sadā
cintya trailokyaṃ cālayet priye// KJn 10.22. ; vācāpahāraṃ kurute
sainyastambhakaraṃ param/ KJn 10.23. a.b.

62) pañcamantu mahācakraṃ dhyānapūjākrameṇa tu/
vāyvādernāśayedvācā mūkavat tiṣṭhate tu saḥ// KJn 8.40.

63) santataṃ ghaṇṭikāmadhye viśuddhaṃ cāmṛtodbhavam/ nāsāgre
dṛṣṭimādāya dhyātvā brahmamayo bhavet// Gś 82.

64) pañcamaṃ kaṇṭhacakraṃ caturaṃgulam/ tatra vāma iḍā candranāḍī/
dakṣiṇe piṅgalā sūryanāḍī/ tanmadhye suṣumnāṃ dhyāyet/ saiva
anāhatakalā anāhatasiddhidā bhavati// SS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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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Gś는 목젖의 가운데에, SSp는 인후(kaṇṭha)에 있다고 하여

약간 차이를 보인다. 색상과 꽃잎의 개수와 관련해서는 KJn에서

만 ‘희뿌연 색’, ‘여덟 개’로 서술하고 있다. 처음으로 차크라의 크

기가 SSp에 나오는데, kaṇṭha cakra가 ‘네 손가락 너비’라고 서술

한다. 그리고 SSp의 anāhata kalā는, Gharote에 따르면 “참된 지

식을 주는 자”65)이다. anāhata siddhi란 ‘참된 지식을 획득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참된 지식의 획득’이란 Banerjea의 설

명처럼 “영적인 깨달음”66)을 의미한다.

6. 제6차크라

*KJn 10.23. c.d.-10.25. a.b.:
그리고 여섯째는 여덟 개의 꽃잎과 과피를 가진, 용해된 금처럼 빛

나는 왕들의 차크라이다. [수행자가 이것에 대해] 헌신과 명상으로 타
오르게 될 때 [이것은] ①원하는 것을 성취시켜 준다. 실로 ②과거와
미래를 [앎]과 ③최소화(aṇima) 등의 여덟 가지 [초자연적] 능력을 준
다. 여기에 의심의 여지는 없다.67)

*KJn 8.41. a.b.:
그리고 실로 여섯째는 ①법(法)과 부(富)와 [성적] 욕망과 해탈을 주

65) Gharote(2010) p. 158 참조.
66) 이 깨달음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hṛdaya cakra를 관통하고 충분히
정제되고 완전하게 집중된 요기의 심리․생기 에너지는 이 차크라로
상승하여서, Śiva와 Śakti의 결합의 가장 깊고 안정적인 향수를 위해서
자신을 anāhata kalā와 동일시한다. 이 상태에 있는 요가 수행자는
Gorakṣanātha가 ‘anāhata siddhi’라고 부른 영적인 깨달음을 누린다.”
Banerjea(1999) p. 178.

67) ṣaṣṭhaṃ tu cakraṃ rājānamaṣṭapatrasakarṇikam// KJn 10.23. c.d. ;
taptacāmīkaraprabhamicchāsiddhipravarttakam/ atītānāgatañcaiva
aṇimādiguṇāṣṭakam// KJn 10.24. ; dadate nātra sandeho
bhaktidhyānapradīpitaḥ/ KJn 10.2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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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대한 차크라이다.68)

*Gś 83.:
감로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흘러나오는 lambikā는 달의 원에 있

다. 코끝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그것에 대한] 명상을 한 후에 그는 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69)

*SSp 2.6.:
여섯째는 tālu cakra 또는 ghaṇṭikālliṅga, mūlarandhra, rājadanta, ś

aṃkhinīvivara, daśamadvāra[로 불린다.] 거기에서 감로(amṛta)의 줄
기가 흐른다. 거기서 śūnya에 마음을 고정시켜야(명상해야)만 한다.
[그러면] ①마음의 용해(citta laya)가 발생한다.70)

이 차크라에 명칭을 부여한 것은 Gś와 SSp인데, 전자는 lam-

bikā(연구개)로, 후자는 ‘tālu’(구개)라고 부른다. 또 양자 모두 그

곳으로부터 감로가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두 문헌에서 지칭하는

이 차크라의 의미도 기능도 동일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Gś에서

달의 원(candra maṇḍala)은 신체의 비의적 구조에 해당하고, 하타

요가와 탄트라에서 흔히 감로가 흘러나오는 곳으로 여겨진다. 달

은 끊임없이 감로를 뿌리지만 보통 사람은 이 액체를 낭비해 버

린다.71) SCn(41)에서 이 달의 원은 일곱째 차크라인 “천 개의 잎

으로 된 연꽃(sahasrāra cakra)의 과피에 위치한다.”72)고 언급되

어 있어서 본고에서 다루는 세 문헌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68) ṣaṣṭhaṃ caiva mahācakraṃ dharmārthakāmamokṣadam/ KJn 8.41. a.b.
69) sravatpīyūṣapūrṇāṃ ca lambikāṃ candramaṇḍale/ nāsāgre dṛṣṭimādāya
dhyātvā mṛtyoḥ pramucyate// Gś 83. [교정] lampikām → lambikām

70) ṣaṣṭhaṃ tālucakram/ tatra amṛtadhārāpravāhaḥ/ ghaṇṭikālliṅgaṃ
mūlarandhraṃ rājadantaṃ śaṃkhinīvivaraṃ daśamadvāram/ tatra
śūnyaṃ dhyāyet/ cittalayo bhavati// SSp 2.6.

71) 이와 관련하여 Hp(3.52.)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달로부터 인간의
정수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인간들은 죽게 된다.”

72) Feuerstein(2011) p. 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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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n에서만 꽃잎의 개수를 여덟 개로, 색상을 용해된 금빛이라고

서술한다.

초자연력과 관련하여 KJn 제8장에서 이 여섯째 차크라가 ‘법

(法)과 부(富)와 [성적] 욕망과 해탈’을 준다고 서술하는데, 이 네

가지는 힌두이즘(Hinduism)에서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키고 행해

야 할 덕목 또는 가치(puruṣa artha)이다. 이 넷 중 앞의 셋은 세

속을 향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마지막의 ‘해탈’은 인

생 최고의 선에 해당한다. 이 점은 성(聖)․속(俗) 통합의 사상인

탄트라가 추구하는 목표, 다시 말해서 깨달음(mukti) 성취와 세속

의 향수 또는 세속적 힘의 획득(bhukti)73) 양자를 잘 표현하고 있

는 것으로, 이 차크라는 세속의 삶에도 걸림이 없고 해탈의 성취

에도 장애가 없게 해주는 초자연력을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7. 제7차크라

*KJn 10.25. c.d.-10.27. a.b.:
그리고 일곱째는 아름다운 보름달처럼 빛난다. Mahādevi, 사랑스러

운 이여. 신체에 있는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①향수와 해탈을
준다, 상서로운 이여. ①나이 듦과 죽음을 파괴하고 ②다른 사람의 신
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행위가 안 되겠는가? ③지역의
사람 중 최고가 된다.74)

*KJn 8.41. c.d.-8.42.:
일곱째 차크라는, Deveśi여, ①상대편(적의) 군대의 무력화, ②[올가

73) 김재민(2012) p. 33 참조.
74) saptamantu mahādevi pūrṇacandraprabhaṃ priye// KJn 10.25. c.d. ;
tadgatantamanmanaṃ bhadre bhuktimuktipradaṃ śubham/
jarāmṛtyuvināśañca paradehe praveśanam// KJn 10.26. ; kiṃ
kurvāṇavidheyastu maṇḍalīkanarottama[ḥ]/ KJn 10.27.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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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마비, ③[짐승을] 복종시킴 등과 ④윤회의 속박으로부터의 해탈,
⑤멀리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준다.] … 75)

*Gś 84.:
코끝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양 눈썹의 가운데에 있고 빛나는 진주

같은 Deva에 대해 명상을 한 후에 그는 ①지복과 하나가 된다.76)

*SSp 2.7.:
일곱째는 엄지손가락 중간 너비 크기의 bhrū cakra이다. 거기에 있

는 램프의 불꽃과 같은 지혜의 눈(jñānanetra)에 마음을 고정시켜야만
한다. 그 경우에 ①말(vāk)에 대한 성취가 있다.77)

이 일곱째 차크라의 색상 또는 모양에 대한 서술부터 살펴보면

KJn 제10장에서는 이것을 ‘보름달처럼 빛나는 것’으로, Gś에서는

‘빛나는 진주 같은 것’으로 묘사한다. 위치와 연관해서는 Gś에서

는 이것이 미간에, SSp에서는 그것에 대한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눈썹(bhrū)에, 다시 말해서 눈썹의 사이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차크라가 ‘엄지손가락 중간 너비 크기’라고 SSp에서는 서술한다.

KJn 제10장의 초자연력 중 ‘향수와 해탈을 준다’는 구절은 앞서

제6차크라에 대한 KJn의 제8장 서술의 ‘법(法)과 부(富)와 [성적]

욕망과 해탈을 준다’는 서술과 동일한 것이다. SSp에 언급된 ‘지

혜의 눈’과 ‘말에 대한 성취’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전자부터 살펴

보면, 수슘나가 이 일곱째 차크라에서 엄지 크기의,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램프의 불빛의 형상을 취하는데 이것을 ‘지혜의 눈’ 즉

‘깨달음의 눈’이라고 부르고, ‘말에 대한 성취’는 무슨 말을 하든지

75) saptamañcakraṃ deveśi sainyastambhakaraṃ param// KJn 8.41. c.d. ;
stobhāveśādikaṃ cakraṃ saṃsārabandhamocakam/ dūrācca darśanaṃ
… // KJn 8.42.

76) bhruvormadhye sthitaṃ devaṃ snigdha mauktikasannibham/ nāsāgre
dṛṣṭimādāya dhyātvā ''nandamayo bhavet// Gś 84.

77) saptamaṃ bhrūcakraṃ madhyamāṅguṣṭhamātram/ tatra jñānanetraṃ
dīpaśikhākāraṃ dhyāyet/ tatra vāksiddhirbhavati// SS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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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된다는 것으로, 이 능력을 얻은 자는 자신의 존재 전체가

진실이 되어서 그의 말 또한 그 진실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게 된

다고 한다.78)

8. 제8차크라

*KJn 10.9.-10.13. a.b.:
여덟째는 여덟 개의 꽃잎으로 장식된 위대한 차크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로 ①법(法)과 [성적] 욕망과 부(富)와 해탈을 준다, 아름다
운 눈을 가진 이여.79)

*KJn 8.43.:
여덟째 차크라는, 상서로운 이여, [앞서] 언급된 ①원하는 것의 성

취, ②죽음을 극복, ③[올가미의] 마비, ④적의 무력화 등을 [준다], 사
랑스러운 이여.80)

*Gś 85.:
그리고 코끝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모든 방향으로 향한 얼굴을 가

진, 속성이 없고 평화로운 Śiva에 대해 하늘(gagana)에서 명상을 한
후에 ①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81)

78) Banerjea(1999) p. 179 참조. 이 ‘지혜의 눈’은 때로는 manas cakra로
불리기도 하고, ājñā cakra 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서술되기도 한다.
Feuerstein(2011) pp. 218-219 참조.

79) aṣṭamantu mahākraṃ patrāṣṭakavibhūṣitam// KJn 10.27. c.d. ;
dharmakāmārthamokṣañca dadatyeva sulocane/ KJn 10.28. a.b./

80) aṣṭamaṃ cakramuddiṣṭaṃ icchāsiddhipravarttakam/ māraṇoccāṭanaṃ
bhadre stambhamohādikaṃ priye// KJn 8.43.([BC] pravarttakam(x) →
[SM] pravartakam)

81) nirguṇaṃ ca śivaṃ śāntaṃ gagane viśvatomukham/ nāsāgre
dṛṣṭimādāya dhyātvā duḥkhādvimucyate// Gś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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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 2.8.:
여덟째는 brahmarandhra에 있는, 바늘 끝의 갈라진 틈(바늘귀)[의

크기인] nirvāṇa cakra이다. 거기에 있는 흐릿한 불꽃 모양에 마음을
고정시켜야만 한다. 거기에 ①해탈을 주는 자인 jālandhara의 자리가
있다.82)

이 차크라의 꽃잎의 개수는 KJn에서만 서술되고 있는데, 앞서

나온 KJn의 송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덟 개라고 한다. 크기와 관

련해서는 SSp에 ‘바늘귀’ 정도의 크기라고 언급되어 있다. Gś(85)

에서 ‘모든 방향으로 향한 얼굴을 가진 … Śiva’는 동쪽(pūrva),

서쪽(paścima), 남쪽(dakṣiṇa), 북쪽(uttara), 위쪽(ūrdhva)을 향하

고 있는 Śiva의 다섯 얼굴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Sanderson에 따

르면 Yajurveda의 다섯 mantra 즉 다섯 brahma mantra가 시간

이 지남에 따라서 의인화된 것이다.83) 그리고 이어지는 ‘Śiva에

대해 하늘에서 명상을 한 후에’라는 구절에서 ‘하늘’이 무엇을 지

칭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Gharote는 이것을 ājñā cakra로 번역하

고 있다.84)

그러나 제2장의 앞부분에서 인용했던 Gś 제87송에서 여덟째 차

크라가 nirvāṇa로 서술되어 있고, 동일 저자의 저작으로 간주되는

SSp 제2장 제8송에서도 nirvāṇa cakra로 명명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차크라는 ājñā라기보다는 nirvāṇa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SSp의 ‘jālandhara의 자리’는 현실에서는 펀잡(Punjab)

에 위치하는 탄트라의 원형적 장소 네 곳 중 한 곳이고,85) 비의적

인 의미로는 “현상적 우주 질서의 거대한 네트워크의 지고의 소

유주(Jālandhara)가 완전하게 스스로 현현한 자리”86)이고 해탈을

82) aṣṭamaṃ brahmarandhraṃ nirvāṇacakraṃ sūcikāgrabhedyam/ tatra
dhūmaśikhākāraṃ dhyāyet/ tatra jālandharapīṭhaṃ mokṣapradaṃ
bhavati// SSp 2.8.

83) Sanderson(1988) p. 665 참조.
84) Gharote(2010) p. 46 참조.
85) Chattopadhyaya(1990) p.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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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장소이다.

9. 제9차크라

*SSp 2.9.:
아홉째는 위로 향한 열여섯 개의 꽃잎을 가진 ākāśa cakra이다. 그

것의 중앙의 과피에 세 개의 돌기[를 가진], paramaśūnya[로 알려진]
그 ūrdhvaśakti에 마음을 고정시켜야만 한다. 실로 거기에 ①모든 욕
망을 충족시켜주는 자인 pūrṇagiri의 자리가 있다.87)

SSp에만 이 차크라에 대한 서술이 있다. KJn은 여덟 차크라론

이므로 당연히 이 차크라에 대한 언급이 없겠지만, SSp와 동일

저자의 저작으로 여겨지는 Gś에도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이 눈에 띈다. 꽃잎의 개수는 열여섯 개로 나타난다. 명칭은

ākāśa 즉 공(空) 차크라이다.

탄트라의 원형적 네 장소 중 마지막으로 pūrṇagiri의 자리가 언

급된다. 이 자리는 지역적으로는 인도의 북서부 어딘가에 있다고

하는데 불명확하다.88) 비의적인 의미로는 절대적 경험의 가장 높

은 산의 자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수행자의 현상적 의식은 모든

것을 흡수하고 모든 것을 통합시키고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절

대적 참의식(Absolute Consciousness)으로 완전하게 변형되고 그

러한 절대적 참의식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깨닫게 된다

고 한다.89)

86) Banerjea(1999) pp. 179-180.
87) navamamākāśacakraṃ ṣoḍaśadalakamalamūrdhvamukham/ tanmadhye
karṇikāyāṃ trikūṭākārāṃ tadūrdhvaśaktiṃ tāṃ paramaśūnyāṃ
dhyāyet/ tatraiva pūrṇagiripīṭhaṃ sarveṣṭasiddhipradaṃ bhavati// SSp
2.9.

88) Feuerstein(2011) p. 287과 Chattopadhyaya(1990) p.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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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헌별 차크라 종합 비교

제2장에서 고찰한 내용을 차크라의 몇 가지 주요 속성들을 중

심으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문헌 간에 상호 비교하여 살펴보자.

먼저 차크라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서술들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차크라의 명칭과 위치(음절)90)

차
크
라

명칭 위치

KJn Gś SSp KJn(음절) Gś SSp

1 - ādhāra brahma 생식기(hla) 항문 회음

2 - svādhiṣṭhāna svādhiṣṭhāna 배꼽(va) 생식기 [생식기]

3 - maṇipura nābhi 심장(śa) 배꼽 배꼽

4 śāntika hṛt
[padma] hṛdaya 인후(ṣa) 심장 심장

5 - viśuddha kaṇṭha 입(sa) 인후/목젖
가운데91) 인후

6 - - tālu 미간(ha) 목젖 구개

7 - - bhrū 이마(laṃ) 미간 미간

8 - - nirvāṇa brahmarandhra(kṣa)
[brahmarand
hra]

brahmaran
dhra

9 - - ākāśa - - -

89) Banerjea(1999) p. 180 참조.
90) 표의 [ ]안의 내용은 논자 삽입.
91) Gś 86에는 인후(kaṇṭha), Gś 82에는 목젖(ghaṇṭikā)의 가운데라고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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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Kjn은 여덟 차크라를, SSp는 아홉 차크라를 언급하

고 있고 Gś는 숫자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송들을 통한 설명을 보

면 여덟 차크라이다. 아홉째 차크라를 Gś가 언급을 하지 않은 것

인지, 아니면 여덟 차크라만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ś와 SSp의 저자가 동일하다는 점과 각 차크라의 위치

에 대한 설명에서 양자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홉째 차크라가 없다고 여긴 것은

아니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더불어 위치에 대한 양자의 유사

성으로 미루어 보아 언급되지 않은 SSp의 제2차크라와 Gś의 제8

차크라도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차크라들의 명칭이 전부 부여되어 있는 문헌은 SSp이다. Gś에

는 다섯 개의 차크라 명칭이 언급되어 있는데, SSp와 일치하는

것은 두 가지(svādhiṣṭhāna와 hṛt/hṛdaya)뿐이다. KJn에는 하나의

명칭(śāntika)만 언급되어 있다. 이 세 문헌에 사용된 차크라의 명

칭과 현대에 통용되는 일곱 차크라의 명칭92)을 비교해 보면 양자

의 차크라의 개수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정확하

게 일치하는 용어는 Gś와 SSp의 svādhiṣṭhāna와 Gś의 maṇipura,

viśuddha뿐이다.

위치 면에서 Gś와 SSp는 거의 일치하는 편이고, KJn은 양자와

배꼽, 심장, 인후, 미간, brahmarandhra가 일치하지만 brahmar-

andhra를 제외하고는 순서가 다르다. 현대에 흔히 사용되는 일곱

차크라의 위치93)와 비교해 보면 KJn은 네 가지(배꼽～인후, 미

92) 현대 차크라론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책 중 하나인 Wheels
of LIfe의 내용을 기준으로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위치와 함께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비교의 편의를 위해 로마나이즈 발음은 영어
알파벳이 아니라 산스크리트 로마나이즈 기준으로 작성)
①muladhara(회음, 척주기저) → ②svadhisthana(하복부, 생식기, 자궁)
→ ③manipura(배꼽) → ④anahata(심장) → ⑤visuddha(인후) →
⑥ajna(눈보다 약간 위의 머리 가운데) → ⑦sahasrara(정수리).
Judith(19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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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가 동일하고, Gś와 SSp는 여섯 개(항문 또는 회음～인후 그리

고 미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KJn의 경우는 순서가 상이

하지만 Gś와 SSp는 미간을 제외하고는 순서도 동일하다. 다음으

로 차크라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 살펴보자.

각 문헌에서 차크라의 모양과 관련하여 서술되고 있는 내용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이 다소 모호하다. 차크라 자체는

기본적으로 연꽃 형태이겠지만 그 모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곳은 위의 표 내에 밑줄 그어놓은 KJn의 제1차크라와 Gś의

제3차크라뿐이다. 그리고 [ ]로 표시되어 있는 KJn의 제7차크라와

Gś의 제7차크라는 색상인지 모양인지 다소 애매하다. 다만 양자

93) 앞의 각주 92) 참조.

차
크
라

KJn Gś SSp

1 위로 향한 불꽃이
있는 흠 없는 수정 - 여성 생식기의 원형으로 세 번 감긴 것 가짐

2 아름답게 타오르는불꽃 - 산호의 새싹을 닮은, 뒤를 향해 있는 liṅga
있음

3 -
갓
떠오른
태양

똬리 튼 뱀 모양의 다섯 번 감긴 것 가짐/
1천만 개의 떠오르는 태양 같은 kuṇḍalinī

있음

4 - - liṅga 모양의 불꽃 형상을 한 haṃsa kalā
있음

5 (네 손가락 너비) - -

6 - - -

7
[보름달처럼
빛나는 것]

(엄지 중간 너비)

[빛나
는
진주]

램프의 불꽃같은 지혜의 눈 있음

8 (바늘귀 크기) - 흐릿한 불꽃 모양의 jālandhara pīṭha 있음

9 - - -

[표 3] 차크라의 모양(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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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미지상 일치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는 점은 둥근 모양이라

는 것과 태양빛과 달리 은은하게 빛나는 광원이라는 것이다. 크기

와 관련한 언급이 두 곳(KJn의 제5차크라, 제8차크라) 눈에 띄는

데, 위에 있는 차크라의 크기가 더 작다. SSp의 서술은 차크라 자

체의 모양이 아니고 차크라 내부에 있는 것들에 대한 묘사이므로,

이것들을 차크라 자체 모양과 등치시킬 수는 없어 보인다.

차크라의 색상과 연꽃잎의 개수는 현대 차크라론에서도 흔히

다루어지는 속성들인데, 아래의 표에서 보다시피 세 원전에서는

언급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언급된 내용들을 현대의 관념과 비교

해 보는 것도 비록 적지만 양자 간의 차이나 유사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겠다.

위 표를 보면 제2차크라에 대한 KJn과 SSp의 서술이 유사하고

94) Judith(1987) 참조.

차
크
라

KJn Gś SSp Judith94)

1 (8) 가열된 금
(빛나는 황금색) - 붉은색(4)

2 불꽃(붉은색)(8) - 산호의
새싹(붉은색) 주황색(6)

3 - - - 노란색(10)

4 (8) - (8) 녹색(12)

5 희뿌연색(8) - - 밝은 파란색(16)

6 용해된 금빛(8) - - 인디고색(2)

7 보름달 빛 진주 빛 - 흰색을 띤 보라색
(960 또는 1천)

8 (8) - - -

9 - - (16) -

[표 4] 차크라의 색상(연꽃잎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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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표 3]의 설명에서 언급했다시피 KJn과 Gś의 제7차크

라에 대한 색상 서술이 동일성을 띤다. 세 문헌의 색상 관념은 현

대의 관념과는 매우 상이하다. 연꽃잎의 개수에 대해서는 KJn에

서는 제9차크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여덟 개로 서술하고 있다. Gś

에서는 서술이 나타나지 않고 SSp에서는 제4차크라(여덟 개), 제9

차크라(열여섯 개)만 언급하고 있다. 색상과 마찬가지로 연꽃잎의

개수 또한 현대의 관념과 일치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마지막으

로 세 문헌 모두에서, 특히 KJn에서 서술이 가장 많았던 초자연

적인 힘의 발생과 관련한 서술을 표로 종합․정리하여 살펴보자.

차
크
라

KJn
Gś SSp

제10장 제8장

1

①과거, 현재, 미래를 앎,
②먼거리의 소리를 들음,
③올가미 마비, ④짐승을
붙잡아서 복종시킴, ⑤불사,
⑥말하는 바대로 이루어짐

①yoginī와 하나 됨,
②여덟 가지 초자연력

①상해(
또는
질병이나
죄)로부
터 자유

①모든
욕망을
이룸

2

①다가오는 죽음 극복, ②도시를
뒤흔듦, ③다양한 형상을 취함,
④모든 행위 가능, ⑤창조와
파괴

①모든 사람 매혹,
②짐승 포획,
③타인의 의지 점유

①죄로부
터 자유

①사람
을 끎

3
①욕망 성취, ②주름과 백발
제거, ③1백 yojana 거리를 봄,
④먼 거리에서 대상 꿰뚫기

①타인의 신체에
들어감, ②과거,
미래를 앎,
③갈망하는 것들 얻음

①세상을
뒤흔듦

①모든
성공

4 ①불사, ②언변 유창, ③죽음과질병 극복

①향수와 해탈,
②[적의] 무력화,
③여러 언어에 대한
지식

①Brahm
a와
하나됨

①모든
감관
통제

5
①삼계를 뒤흔듦, ②타인의
말하는 능력 제거, ③적의 군대
무력화

①말로 vāyu의
움직임 제거,
②벙어리처럼
침묵하며 지냄

①Brahm
a와
하나됨

①anāha
ta
siddhi

6 ①원하는 것 성취, ②과거와 ①법, 부, [성적] 욕망, ①죽음으①마음

[표 5] 차크라별 발생 초자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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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초자연력을 전체적으로 보면, 심지어 동일 문헌(KJn)

내에서도, 어떤 통일성을 띤 패턴이나 유사성은 발견되지 않으며,

동일한 것이 다른 차크라에서도 발생한다. 가령 KJn의 경우에 제

10장과 제8장에 총51개의 초자연력이 열거되고 있는데 동일한 초

자연력이 적지 않게 중복되어 있다. 의미의 유사성을 떠나서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밑줄 그은 것)들만 꼽아보더라도

25개로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나마 차크라의 위치를 감안하여

해당 초자연력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은 제4차크라(인후)와

제5차크라(입)에 열거된 것들(이탤릭 볼드체)뿐이다. 다시 말해서,

인후와 입이라는 기관과 ‘언변’, ‘말’, ‘말의 힘’, ‘말하지 않음 즉 침

묵’과 연관하여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Gś의 경우에도 제1차크라와 제2차크라가, 그리고 제4차크라와

제5차크라가 각각 ‘죄로부터의 자유’와 ‘Brahma와 하나됨’이라는

초자연력을 발생시킨다. SSp 또한 제1차크라와 제9차크라에서 동

일한 초자연력 즉 ‘모든 욕망의 충족’이 생겨난다. 여기서는 왜 이

렇게 적지 않은 분량을 초자연력의 발생과 관련하여 서술하였을

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의문에 대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래를 앎, ③여덟 가지
초자연력 해탈 로부터

자유 의 용해

7
①향수와 해탈, ②타인의 신체에
들어감, ③지역의 사람 중
최고가 됨

①적의 군대 무력화,
②[올가미의] 마비,
③[짐승을] 복종시킴,
④윤회의
속박으로부터 해탈,
⑤멀리서 볼 수 있는
능력

①지복과
하나됨

①말에
대한
성취

8 ①법, [성적] 욕망, 부, 해탈을 줌

①원하는 것의 성취,
②죽음 극복,
③[올가미의] 마비,
④적의 무력화

①고통으
로부터
자유

①해탈

9 - - -
①모든
욕망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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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연력에 대한 다소 상세한 서술은 요가 전통에서 고전 요가

의 교전인 Yogasūtra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제3장에 서술
되어 있다. 거기서는 총제(總制, saṃyama)를 통해서 대략 삼십

가지 정도의 초자연력이 발생하는데, 그것들은 온전한 삼매에 도

달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삼매를 추구하는 수행자에

게 장애가 되는 경계의 대상으로 파악한다.95) 이러한 점에서 볼

때 kuṇḍalinī의 상위 차크라로의 상승을 통한 해탈을 추구하는 하

타 요가 전통과 마음작용의 억제를 통한 삼매의 성취를 얻고자

노력하는 고전 요가 전통 양자 모두에서 초자연력은 기본적으로

해탈을 향한 수행의 여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현상이

라고 간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탄트라의 영향을 강력하

게 받은 하타 요가의 경우는, Jacobsen의 다음과 같은 설명처럼,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또한 그것에 대한 통제력

을 가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지식은 구원의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배력은 세속으로
부터 자유롭게 되는 과정 즉 일반인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신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가의 초자연력은 이러한 자유의 요소를 포함
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 힘은 해탈(mokṣa)에 반대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해탈 성취의 부분으로 보일 수 있다. 종국에 그것들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점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이 과정에서 요가
수행자들은 자신들을 일반인에서 신성한 존재로 변화된다고 생각하고
그 힘들은 이러한 초월의 징표이자 증거이다.96)

이런 면에서 볼 때 KJn, Gś, SSp 모두 최종 해탈을 의미하는

마지막 차크라의 각성 시에도 초자연력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

으므로 고전 요가와 달리 이것을 해탈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간

주하지 않고 오히려 해탈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5) 정승석(2010) pp. 71-74 참조.
96) Jacobsen(2012) p. 10 참조 및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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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사실상 차크라의 실재성 유무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는 서양 의학의 신경총과 차크라를 직접적으로 연결시

키기도 하고 양자 간의 연관성만을 제시하기도 한다. 대체로 후자

의 견해가 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된다. 한편에는 차크라란 명상

을 돕기 위한 ‘체계적 가설’이거나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도안’일

뿐이기에 앞서와 같은 견해는 말이 안 된다고 여기는 아게하난다

바라티(Agehananda Bharati)같은 학자도 있다. 다른 한편에는 켄

윌버(Ken Wilber)의 경우처럼 차크라가 특정 신체 기관과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차별적 감각이나 의식 상태와 결부되

어 있는 한 이것은 실재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97)

상기의 어떤 견해이든지 간에 후고전 요가시기의 신체 중심의

수행 체계들의 실천 수행에서 차크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점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앞서 본문 제Ⅱ장과 제Ⅲ장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초기 하타 요가의 명상 수행에서 차크라는 신체

내의 특정한 위치에서 특정한 형상으로 보이고, 이것이 각성되는

경우에는 해탈 성취로 나아가는 징표이자 증거로 여겨지는 초자

연적인 능력이 발생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의 고찰 내용에 따르면 차크라 개수와 각 차크라별

해당 속성들 즉 명칭, 위치, 모양, 발생 초자연력 등은 서로 일치

하는 부분이 드물고 심지어 동일 저자의 저작으로 분류되는 Gś와

SSp 간에도 위치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상이한 서술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하타 요가의 여명기(9-12세기)에

실천 수행에서 차크라 자체의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었지만 아직

97) 이 문단의 세 종류의 견해는 Feuerstein(2011) p. 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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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정립되지는 못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겠다.

본고를 마치면서 다소 아쉬웠던 점은 본문에서 다룬 세 문헌의

탄트라와 요가 전통에서의 갈래나 위상 등에 기반하여 차크라를

다루지 못한 탓에 보다 입체적인 고찰에 미치지 못한 점이다. 이

점은 Ⅰ. 머리말에서 언급된 바처럼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하타

요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오고 있지 못한 데서 기인한 바

가 크다. 다시 말해서 해당 분야의 축적된 연구가 미흡한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입체적인 고찰이라는 과제를 현재 개인 연구자 혼

자의 힘만으로 온전하게 해내기는 상당히 버겁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과제는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가 일정 정도 축

적될 때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 결과가 미약하나마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향후 하타 요가의 확장기(13-14세기)의 문헌들, 예를 들자면

Dattātreyayogaśāstra, Yogayājñavalkya 등에 나타난 차크라 관념
이나, 또는 일곱 차크라론을 확립한 SCn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서 한편으로는 본고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메꾸고 다른 한편으로

는 연구의 넓이와 깊이를 더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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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 View of Subtle Body in Haṭha 
Yoga: focused on the Idea of Cakra in Early 

Haṭha Yoga Texts98)

Kim, Jae-min

Dongguk University

In tantrism, the human body obtains a significance it
has never before reached in the spiritual history of India. In
this history, haṭha yoga is the most prominent school which
uses body actively in its practice. Nāḍī, vāyu and cakra are
most important ideas in its view of body for carrying out
discipline.
Cakra is the key concept of subtle body theory of

Haṭha Yoga. And it has been widely used in relation
with practing yoga and esoteric therapy.
Most of ideas of cakra, which are made use of today,

are originated from Ṣaṭcakranirūpaṇa. For considering
more archetypal ideas of cakra, I have studied concepts
of cakra appeared in early haṭha yoga texts in which
ideas of cakra have yet to be established.
I have chosen Kaulajñānanirṇaya, Gorakṣaśataka,

Siddhasiddhāntapaddhati because these are regard as im-
portant books of early haṭha yoga texts. In this paper,
the number and properties, for instance, nam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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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supernormal power, etc. of cakras are compared ac-
cording to texts and order of cakras.

According to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the numbers
and the attributes of cakras of these three texts are almost
not in agreement with each other. Even between
Gorakṣaśataka and Siddhasiddhāntapaddhati, attributed to
the same author, there are considerably different
descriptions. Given these conclusions, I can suggest that in
the dawn of haṭha yoga importance of cakra seems to have
been considered but cakra system was not yet to be estab-
lished firmly at that time.
It is of help to comprehend ideas of cakra more

abundantly and exactly to study the concepts appeared in
early haṭha yoga texts.

Keywords : Haṭha Yoga, cakra, Kaulajñānanirṇaya,
Gorakṣaśataka, Siddhasiddhāntapaddh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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