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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옴과 자재신의 관계. Ⅲ 옴의 음송과 자재신에 
대한 명상의 필연성. Ⅳ 나가는 말.

요약문 [주요어: 요가수뜨라, 옴, 음송, 자재신, 지칭하는 말, 지칭 대상]

YS 1.27에서는 지칭 대상(vācya)으로서의 자재신을 의미하는 데 있어
서 자재신이라는 말 이외의 특별한 vācaka(지칭하는 말)를 상정한다. 이
에 가장 적합한 말은 ‘옴’보다 더 적절한 진언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것은 자재신을 가리킨다고 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동시에, 자음 없이 
모음과 비음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진동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즉각
적으로 떠올리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옴’이라는 진언이 자재신을 가리킨다고 하는 덧씌워진 관념을 배제하
고 나면, 옴은 사실상 일상의 경험으로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유형의 대상
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YS 1.28에서는 옴의 음송과 함께 굳이 그것의 
의미인 자재신을 함께 명상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자재신에 대한 경건한 명상’이라는 수단은 ‘옴’ 음송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순수하고 신성한 경외의 대상이라면 
무엇이든 명상 대상으로서의 자재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요가철학
의 이론적 관점에서 그것은 ‘특수한 순수정신’으로 제시되었다. 이 경우, 
설혹 조물주와 같은 창조신일지라도 이것을 ‘특수한 순수정신’으로 간주한
다면, 그러한 신도 명상 대상으로서의 자재신일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자
재신의 정체는 ‘순질만을 속성으로 가진 원질’이며, 이것을 ‘특수한 순수정
신’으로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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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요가학파는 우주의 창조주로서의 자재신(īśvara)의 존재를 인정

하지 않는다.1) 이는 요가학파가 순수정신(puruṣa)과 원질(prakṛti)
이라는 두 종류의 실재를 인정하는 상키야학파의 이원론을 그대

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가학파의 철

학과 수행론을 담고 있는 Yoga-Sūtra(이하 YS)에는 자재신과 ‘자
재신에 대한 경건한 명상’(īśvara-praṇidhāna)에 대한 언급이 나

타난다. YS에는 자재신이 ‘특수한 순수정신’(puruṣa-viśesa)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에 의거하여 자재신의 성격과 의미를 고찰

한 학자들의 결론은, 그러한 자재신은 어디까지나 수행의 수단으

로서 그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 창조신이나 여타 인격신으로 이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2)

그런데 YS에서 언급하는 자재신의 특이점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그(자재신)를 지칭하는 말(vācaka)이 옴(oṃ, 
praṇava)이다.”3)라고 하여, 자재신을 성스러운 음절인 옴으로 지

1) 상키야는 순수정신과 원질의 두 원리로 세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세계의 

창조주로서의 자재신을 따로 상정하지 않는다. 니야야, 바이쉐시까는 

초기에는 자재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후대 주석가들은 자재신의 개념을 

옹호한다. 미망사에서는 베다의 명령으로서의 다르마(dharma), 
행위(karman)의 결과를 산출하는 보이지 않는 힘(apūrva) 등을 상정하는 

까닭에 창조주로서의 자재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격적이고도 비인격적인 

본성을 지닌 자재신에 대한 논의는 베단따에서 가장 복잡하고도 유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Pflueger(2010) pp. 766-767 참조.
2) 예를 들어 Larson(2013), 문을식(2007) 등 참조. 다만 이들은 논의 과정에서 

YS의 주석서들까지는 참조하지 않은 듯하므로, 다양한 주석서들의 해석을 

반영한 좀 더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tasya vācakaḥ praṇavaḥ// YS 1.27. praṇava는 oṃ의 동의어이므로 이하 



요가수뜨라에서 옴(oṃ)의 의미와 자재신과의 관계 ∙ 37

칭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것(옴)의 음송(吟誦, japa)[과] 그
것(옴)의 의미(자재신)에 대한 명상(bhāvana)이 [실행되어야 한

다.]”4)라고 하여, YS 1.23에서 삼매의 수단으로 제시한 “자재신에 

대한 경건한 명상”도 옴의 음송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데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YS에 나타난 자재신의 성격을 바탕으로, 우

선 옴의 의미, 자재신과 옴의 관계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요가철학의 언어철학관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이것을 자재신과 

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적용해볼 것이다. 또한 ‘자재신에 대한 

경건한 명상’을 유종(有種, sabīja) 삼매의 네 단계에 적용한 

Coward의 견해를 검토하는 것으로 옴과 자재신의 의미를 재확인

하고자 한다. Coward는 ‘자재신에 대한 경건한 명상’을 유심(有尋, 
savitarkā), 무심(無尋, nirvitarkā), 유사(有伺, savicāra), 무사(無
伺, nirvicāra)라는 네 단계의 등지(等至, samāpatti)에 적용하여 

삼매의 차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는데, 그의 견해를 검토함으로

써 자재신에 대한 명상이 옴의 음송이라는 특별한 수단을 필요로 

한 이유도 아울러 추론해볼 수 있다.
이하 본론에서는 다각적인 고찰을 위해 Yoga-Bhāṣya(이하 YB

h)의 주석가들인 Vācaspati Miśra의 Tattva-Vaiśāradī(이하 TV), 
Śaṅkara의 Yogasūtra-Bhāṣya-Vivaraṇa(이하 V), Vijñāna Bhikṣu
의 Yoga-Vārttika(이하 YV)를 주요한 논거로 활용할 것이다.

원문에서 사용된 praṇava는 모두 ‘옴’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4) taj-japas tad-artha-bhāvanam// YS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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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옴과 자재신의 관계

YS/YBh의 제1장 제17～18경에서는 삼매를 크게 유상(有想, 
saṃprajñāta), 무상(無想, asaṃprajñāta), 무종(無種, nirbīja)이라

는 세 종류로 나눈 다음, 이어지는 제19～23경에서는 삼매의 다양

한 수단들에 대해 설한다.5)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YS 1.23에서 

“자재신에 대한 경건한 명상”이 삼매의 한 수단으로서 인정된다는 

점이다.6) YBh 1.23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부연한

다.

경건한 명상이라는 특별한 박띠(bhakti, 誠信)를 통해 호의를 갖게 

된 자재신은 [요기의] 열망(abhidhyāna)만으로 그를 지원한다. 그 열

망을 통해서도 요기는 삼매의 획득과 결과에 가장 근접하게 된다.7)

YS는 이어지는 1.24～26에서 자재신의 성격을 “번뇌, 업, 과보, 
잠재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특수한 순수정신”8)이며 “전지자

의 종자”(sarvajña-bīja)이자 “시간에 의해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조들에게도 스승”9)이라고 상술한 다음, 1.27에서 “그(자재신)를 

지칭하는 말(vācaka)이 옴이다.”10)라고 하여 옴이 곧 자재신을 가

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승석(2014) p. 34 참조.
6) “또는 자재신에 대한 경건한 명상을 통해 [삼매에 

도달한다.]”(īśvara-praṇidhānād vā//) YS 1.23.
7) praṇidhānād bhakti-viśeṣād āvarjita īśvaras tam anugṛhṇāti 

abhidhyāna-mātreṇa/ tad-abhidhyānād api yogina āsannatamaḥ 
samādhi-lābhaḥ phalaṃ ca bhavati iti// YBh 1.23.

8) kleśa-karma-vipākāśayair aparāmṛṣṭaḥ puruṣa-viśesa īśvaraḥ// YS 1.24.
9) pūrveṣām api guruḥ kālenānavacchedāt// YS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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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키는 말임을 밝힌다.
일찍이 인도의 여러 문헌들에서는 ‘속성을 가진’(saguṇa) 브라

흐만으로서의 자재신 혹은 ‘속성이 없는’(nirguṇa) 브라흐만 등과 

‘옴’의 관계가 취급되었다. 그러므로 요가학파가 자재신을 어떤 식

으로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만 제외한다면, 사실 ‘옴이 곧 자재

신’이라는 인식이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11) 그런데 YBh 1.27에
서는 이에 대한 부연 설명보다는 이 둘 간의 관계, 더 나아가 지칭

하는 말(vācaka) 일반과 지칭 대상(vācya) 일반의 관계가 규약된 

것인지 아니면 확정된 것인지를 문제 삼는 등, 인도철학 특유의 

언어철학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요가학파의 언어철학관을 보여주는 YS/YBh 

3.17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 이러한 이해에 의거하여, 지칭하는 말

로서의 옴과 지칭되는 대상으로서의 자재신의 관계가 어떻게 이

해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지칭하는 말(vācaka)과 지칭 대상(vācya)의 관계

인도철학사에서 지칭하는 말(vācaka)와 지칭 대상(vācya) 간의 

관계, 즉 abhidhā(말이 지시하는 의미)의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10) 앞의 각주 3 참조.
11) 흔히 신에 대한 모든 만뜨라(mantra)는 옴으로 시작한다. “옴! ○○○신께 

귀의합니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옴이 곧 신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념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입증한다. Muṇḍaka 
Upaniṣad에서 옴을 활로, 아뜨만을 화살로, 브라흐만을 과녁으로 설명하는 

구절, Śvetāśvatara Upaniṣad에서 옴에 대한 명상의 수련을 통해 신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구절(1.14) 등은 사실상 삼매를 위해 옴을 음송하고 그 의미인 

자재신에 대해 명상하라는 YS 1.27～28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Bryant(2009) pp. 105-1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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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어 왔다. 어디까지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모든 

기표(記標, signifier)와 기의(記意, signified)의 관계가 규약적이고 

임의적이라고 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한국

어 ‘책’으로 지칭하는 대상은 영어로는 ‘book’으로, 범어로는 

‘pustaka’ 등으로 불리지만 결국은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으며 

이를 부르는 명칭은 동일한 나라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대상이 선행하고 그를 지칭하기 

위해 말, 즉 언어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대상

이 1차적이고 언어는 어디까지나 2차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가 고착되어 버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들을 따로 구분하

지 못하게 된다.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는 인간에게는 말이 있기 

전의, 말로부터 독립된 순수한 대상을 떠올리기란 결코 쉽지 않

다. 이러한 취지의 구절이 YS 3.17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
것에 따르면 “말(소리, śabda), 대상(의미, artha), 관념(의식, pra-
tyaya) 들이 서로 의탁(adhyāsa)하는 까닭에 혼동(saṃkara)이 있

다. 그것들의 차이에 대한 총제(總制, saṃyama)를 통해 모든 생물

이 내는 소리(ruta)를 안다.”12)

YS의 이 경문에 대해 YBh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음절(varṇa)들은 한꺼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돕는 성질이 없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단어(pada)를 형성하지도 않고 

야기하지도 않고서는 현현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음

절들]은 단어의 본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13) 

12) śabdārtha-pratyayānām itaretarādhyāsāt saṃkaras 
tat-pravibhāga-saṃyamāt sarva-bhūta-ruta-jñānam// YS 3.17.

13) varṇā ekasamayāsaṃbhavitvāt paraspara-niranugrahātmānaḥ/ te padam 
asaṃspṛśyānupasthāpy āvirbhūtās tirobhūtāś ceti pratyekam 
a-pada-svarūpā ucyante/ YBh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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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순서에 따르는 많은 음절들은 의미

의 규약에 의해 [단순한 각각의 음절들의 합과는] 구별되도록 되

어 있다.”14) YBh의 저자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소’를 의미하는 

어휘 ‘gauḥ’를 다음과 같이 예로 든다.

따라서 의미의 규약에 의해 구별되고 순서대로 합쳐진 이 소리들

(ga, au, ḥ)의 경우, 통각(buddhi)이 하나로 나타내는 그 단어(gauḥ)인 

‘지칭하는 말’이 [그것의] 지칭 대상(‘소’)과 규약된다.15) 

YBh에서는 이상과 같이, 각기 따로 떨어졌을 때는 아무 의미도 

지칭 대상도 갖지 못하는 음절들인 ‘ga’, ‘au’, ‘ḥ’가 순서대로 발

음되어 ‘gauḥ’로 합쳐지면, 이는 의미의 규약을 통해 지칭 대상인 

‘소’를 의미하는 말이 된다고 설명한다. 물론 “이처럼 서로 의탁하

기 때문에 이 말과 대상과 관념들, [즉] ‘소’라는 말, ‘소’라는 대상, 
‘소’라는 인식은 (하나인 것으로) 혼동된다.”16) 이러한 상태는, 앞
으로 보겠지만 네 단계의 등지에서 가장 낮은 유심 등지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벗어나야 할 망상(vikalpa)의 상태이다. 그리하여 “이
것들의 차이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안다.”17) 

14) evaṃ bahavo varṇāḥ kramānurodhino ’artha-saṃketenaāvacchinnā 
iyanta/ YBh 3.17.

15) tad eteṣām artha-saṃketenāvacchinnānām 
upasaṃhṛta-dhvani-kramāṇām ya eko buddhi-nirbhāsas tat-padam 
vācakam vācyasya saṃketyate/ YBh 3.17.

16) evam ete śabdārtha-pratyayā itaretarādhyāsāt saṃkīrṇā gaur iti śabdo 
gaur ity artho gaur iti jñānam/ YBh 3.17.

17) ya eṣām pravibhāga-jñaḥ sa sarva-vit/ YBh 3.17. Bryant에 따르면 “비록 

Patañjali가 sphoṭa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가학파는 문법학파의 sphoṭa 이론을 인정하는 유일한 학파”인데, 바로 YS 
3.17이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된다. 상급의 수행자는 순서에 따라 발생되는 

소리의 연쇄에 총제를 실시하여 비록 그 언어를 모르더라도 거기 내재되어 

있는 sphoṭa로서의 의미와 관념에 접근할 수 있다. 별도의 sphoṭa를 

상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의 차이에 대한 총제를 통해 모든 생물이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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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칭하는 말(vācaka)로서의 옴과 지칭 대상(vācya)으로서의 

자재신의 관계

YS 1.27에서 “그를 지칭하는 말이 옴이다.”18)라고 한 것에 대해 

YBh 1.27에서는 “옴의 지칭 대상이 자재신이다.”19)라고 말함으로

써 지칭하는 말로서의 옴의 지칭 대상이 자재신임을 분명히 한다. 
그런데 이에 이어서 YBh의 저자는 “이것(옴과 자재신의 관계)은 

지칭 대상(자재신)과 지칭하는 말(옴)로써 규약된(saṃketa-kṛta) 
것인가, 아니면 등과 불빛처럼 확정된(avasthita) 것인가?”20)라며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Łucyszyna에 의하면 여기서 전자와 후자, 즉 규약과 확정의 관

계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다. 전자의 경우처럼 그 관계가 인간이든 

자재신이든 그 누군가에 의해 규약된 것이라고 본다면 이는 바이

쉐시까와 니야야의 견해와 부합한다.21) 그러나 요가학파에서의 

규약은 누군가에 의한 규약이 아닌, 무시무종인 동시에 이미 언제

나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의 각 주기가 시작될 때 자

소리를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Bryant(2009) pp. 339-343 
참조. sphoṭa-vāda의 주된 논적으로는 미망사학파의 varṇa-vāda를 꼽을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의미는 음소들과 그것들의 집합인 단어와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 까닭에 별개의 형이상학적 실재인 sphoṭa는 따로 

상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Bryant(2009) p. 545, fn. 47 참조.
18) 앞의 각주 3 참조.
19) vācya īśvaraḥ praṇavasya/ YBh 1.27.
20) kim asya saṃketa-kṛtam vācya-vācakatvam atha pradīpa-prakāśavad 

avasthitam iti/ YBh 1.27.
21) 바이쉐시까와 니야야에서는 본래 관련이 없는 단어와 의미 사이의 관계가 

누군가에 의해 먼저 만들어지며, 그것에 동의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본다. 또한 후기 문헌들에서는 최초의 언어적 규약이 자재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해지며, 자재신은 세상의 각 주기의 시작에 그러한 

관계를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해진다. Łucyszyna(2016) p.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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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에 의해 현현될 뿐이다.22) YBh의 저자는 바로 이것이 요가학

파의 견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칭 대상(자재신)과 지칭하는 말(옴)의 관계는 확정되어(sthita) 있
다. 그러나 자재신에 의한 규약은 바로 그 확정된 의미만을 이끌어낸

다(abhinayati).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확정된 관계가 규약에 의해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다’, ‘이 사람은 그의 아들이다’라고 명시되듯이

.”23) 

이처럼 옴과 자재신의 관계는 마치 등과 그에 필연적으로 수반

되는 불빛의 관계처럼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를 요하

는 대목은 “자재신에 의한 규약은 바로 그 확정된 의미만을 이끌

어낸다(abhinayati).”라는 서술이다. 의미가 모호한 이 문장은,24) 
그러나 자재신이 규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규약을 

다시 이끌어낼 뿐이라는 것, 즉 현현시킬 뿐이라는 것으로 해석하

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렇다면 자재신은 규약을 언제 현현

시키는가?

바로 그와 같이, 다른 창조(sarga)에서도 지칭 대상과 지칭하는 말 

[사이]의 힘(śakti)에 관한 규약이 이루어진다. 성전을 따르는 이들은 

[언어 사용자들 간의] 합의(sampratipatti)가 영원함으로 인해 말과 의

미의 관계가 영원하다(nitya)는 것을 인정한다.25) 

22) 이상 Łucyszyna의 견해는 Łucyszyna(2016) pp. 1-6 참조.
23) sthito ’sya vācyasya vācakena saha sambandhaḥ/ saṃketas tu īśravasya 

sthitam evārtham abhinayati/ yathā avasthitaḥ pitā-putrayoḥ 
sambandhaḥ saṃketenāvadyotyate/ ayam asya pitā ayam asya putra iti/ 
YBh I.27.

24) Maas의 교정본에는 īśravasya가 빠져 있다. Łucyszyna(2016) pp 6-7, fn. 7 
참조.

25) sargāntareṣv api vācya-vācaka-śakty-apekṣas tathaiva saṃketaḥ kriyate 
sampratipatti-nityatayā nityaḥ śabdārtha-sambandha ity āgamin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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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과 자재신의 관계와 관련하여, 모든 물질들이 원질로 귀멸되

고 나면 ‘옴’이라는 소리와 그 규약의 힘도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

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자재신은 다른 창조에서도 옴과 

자신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그러한 규약을 “이끌어낸다.” 따라

서 옴과 자재신의 영원한 무시무종의 관계는 다른 창조의 시기, 
즉 이전에 창조된 시대에도 그러하였으며 앞으로 있을 창조의 시

기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26)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하여 YBh를 해설한 다른 주석가들의 견

해를 살펴보자. Vācaspati Miśra 역시 다음과 같은 반론을 상정함

으로써 원질로의 귀멸과 관련하여 옴과 자재신의 내재적 관계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소리는 근본원질의 산물(prādhānika)로서 해체의 시기에 근본원질

의 상태가 된다. [소리의 대상을 지칭하는] 힘 또한 [근본원질에] 귀멸

한다. 따라서 실로 mahat(buddhi) 등의 순서로 생겨난, 대자재신과 규

약에 의해 [대상을 지칭하는 힘을 갖게 된] ‘지칭하는 말’은 [근본원질

로의 귀멸에 따라 그러한] 힘이 소멸되는 까닭에 ‘지칭하는 말’의 힘은 

[다음 창조의 시기에 다시] 현현할 수 없다.27)

pratijānate// YBh I.27.
26) 여기서 창조(sarga)란, 요가철학의 형이상학에 따라 자재신에 의한 창조가 

아닌 원질과 순수정신의 결합으로 인한 원질의 전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의 ‘결합’이란 결코 물리적인 실제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접’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상키야-요가의 순수정신(puruṣa)은 결코 원질(prakṛti)과 실제로 결합하지는 

않는다. 이 둘의 관계는 항상 근접의 관계이다. 즉 그 둘은 절대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Clements(2005) p. 81, fn. 23.
27) nanu śabdasya prādhānikasya sahāpralaya-samaye pradhāna-bhāvam 

upagatasya śaktir api pralīnā tato mahad-ādi-krameṇotpannasya 
vācakasyeva maheśvareṇa saṃketena na śakyā vācaka-śaktir 
abhivyañjayituṃ vinaṣṭa-śaktitvād ity ata āha/ TV 1.27; Bodas(1892)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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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는 “해체 이후의 창조의 시기에 또 다시 원질의 전변

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 특정한 소리인 옴이 이전의 창조 시기에 

가졌던 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토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옴’이라는 특별한 음소가 자재신으로부

터 영원히 그 힘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비교적 간단히 해결

된다. Vācaspati Miśra는 이를 새싹의 비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건기(乾期)를 맞아] 구름의 쇠퇴로 인해 거의 흙의 상태가 된 새싹

(udbhijja)이 구름이 만든 소나기가 쏟아짐으로써 [이전의 상태로 돌아

가]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존자께선 [다음 창조의 시기에도] 이전의 

[옴과 자재신의] 관계가 규약에 합치(anusāra)하게 만드셨다.28) 

이 설명에 따르면, 자재신을 지칭하는 말로서의 ‘옴’의 힘은 자

재신이 부여한 것이므로 당연히 시공간을 초월하며, 따라서 그 힘

은 원질로의 귀멸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Śaṅkara 역시 “옴
이라는 특별한 말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반론을 상정한 후, 다음

과 같이 태양과 빛의 필연적 관계를 비유로 들어 옴과 자재신 사

이의 필연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반론에 대답한다. 

[옴과 자재신의 관계는] 등과 [그것의] 불빛[의 관계]처럼 확정되어 

있다. 심지어 [옴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지라도, 태양이 [그것의] 빛
에 의해 [인식되듯이], 자재신은 인식된다.29) 

28) varṣa-atipāta-samadhigata-mṛd-bhāva ivodbhijjo 
megha-visṛṣṭa-vāridhārā-avasekāt tena 
pūrva-saṃbandha-saṅketānusāreṇa kriyate bhagavatā iti/ TV 1.27; 
Bodas(1892) pp. 32-33.

29) kim oṃ-kāra-viśeṣa-vacanena/ athāpi pradīpa-prakāśa-vad-avasthitaṃ, 
tathā ’pi prathama-śravaṇe ’pīśvara upalabhyeta prakāśena savitā//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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Śaṅkara는 심지어 ‘옴’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지라도, 그러니

까 ‘옴’이라는 말에 대한 아무런 선행 학습이 없더라도 이를 통해 

자재신을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옴’의 힘을 강하게 긍정

한다. 또한 이러한 확정적 관계는 ‘옴’을 통해 자재신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옴’을 음송하는 요기 바로 앞에 자재신을 현전하게

까지 해준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암시한다. 

만일 지칭하는 말과 지칭 대상의 관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옴
이라는 형태를 통해 자재신이 바로 앞에 현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이다.30)

Vijñāna Bhikṣu도 이 둘의 관계가 우연적 것이 아니라 내재적

이고 필연적인 관계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지칭 대상인 자재신과 지칭하는 말인 옴의 힘은, 특정한 신체에 대

해 Devadatta 등의 지칭 대상이 아버지의 규약에 의해 생성되듯이, 이 

자재신의 우연적(āhārya)이고 상호 가탁된 형태로서의 규약에 의해 우

연적(agantukī)으로 생성된 것인가? 아니면 등의 불처럼 모든 대상에 

존재하는 내재적(svābhāvikī) [관계]라는 의미인가? [YBh의 저자는] 고
심 끝에 ‘확정되어 있다’라고 결론을 말한다.”31)

그리고 그는 “의미의 규약은 세속적이지 않다. 오히려 전지

(sarva-jñā)의 의식들은 이전에 성립된 힘에 따라서 규약을 만든

1.27; Rukmani(2001) p. 137.
30) vācya-vācakayor asthita-saṃbandhatve tu praṇava-rūpeṇā 

bhimukhī-bhavat-īzvara iti nāvakalpate/ V 1.27; Rukmani(2001) p. 139.
31) īśvara-praṇavayor vācya-vacakatā śaktiḥ kim asyeśvarasya 

saṃketenāhāryānyonyādhyāsa-rūpeṇa kṛtā ’gantukī; yathā piṇḍa-viśeṣe 
devadattādinām vācyatā pitṛ-saṃketa-kṛtā tadvat, athāpi pradipasya 
prakāśavat svābhāvikī yāvad dravya-bhāvinīty arthaḥ/ vimṛṣya 
siddhāntam āha sthita iti/ YV 1.27; Rukmani(1981)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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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2)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규약은 세속적인 수준의 것이 

아닌, 모든 창조의 시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부연한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말의 문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 및 

관념과 서로 뒤섞임으로써 혼동을 낳고 말의 사용자로 하여금 망

상의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는 데 있다. 따라서 YS 1.27에서 자재

신을 지칭하는 말로서 특별히 ‘옴’이라는 진언을 제시한 것은, 자
재신을 자재신이라고 부름으로 인해 요기에게 발생할 수 있는 관

념적 장애를 미연에 방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곧바

로 자재신을 떠올리면 자재신에 대한 기존의 온갖 관념들을 분별

하는 망상에 빠지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모음과 비음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진동인 ‘옴’만을 읊조

리는 데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나 관념을 먼저 떠올릴 여지가 

거의 없다. 또한 옴이 과거 우파니샤드 시대 이래 지녀 온 위상을 

고려했을 때,33) 옴은 수행의 수단으로서의 자재신을 대신하는 적

합한 용도의 말이 될 수 있다. 다만 옴과 자재신은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의탁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일종의 분별로서, 옴을 삼매 수행의 수단

으로 제시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32) artha-saṃketo laukiko na bhavati; api tu sarva-jñāś cetanār śāktiṃ 
pūrva-siddhām anusṛtyaiva saṃketaṃ kurvanti/ YV 1.27; Rukmani(1981) 
p. 159.

33) 앞의 각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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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옴의 의미를 통해서 본 옴과 자재신과의 관계

⑴ 옴의 어원적 의미

우선 옴을 뜻하는 praṇava를 어원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옴과 자

재신의 관계를 설명하는 접근법이 있다. Śaṅkara는 “이것으로써 

그가 완전히(prakarṣeṇa) 칭송되고(nūyate) 찬양되는(stūyate) 것
이 praṇava이다.”34)라고 하여 praṇava에서의 ‘pra’를 ‘완전

히’(prakarṣeṇa)로, ‘nava’(칭송)를 √nu의 파생어로 봐서, nu의 3
인칭 단수 수동태인 ‘nūyate’(칭송된다)로 해석한다. 즉 praṇava
라는 말에는 그것을 통해 자재신이 ‘완전히 칭송된다’라는 뜻이 

함의된 것으로 본 것이다.35) 이렇게 본다면 옴의 음송이 YS 1.17
에서 언급된 삼매의 수단으로서의 ‘자재신에 대한 경건한 명상’으
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옴’이라는 말에 이미 그러한 뜻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Śaṅkara는 “혹은 자재신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praṇava인 ‘옴’ 음절이다.”36)라고 설명한

다.
Śaṅkara는 또한 praṇidhā의 dhā를 praṇava의 va 음절의 자리

에 놓음으로써, praṇava를 praṇidhā의 의미로 이해하는 독특한 

해석법을 보인다.37)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변주되

34) prakarṣeṇa nūyate stūyate aneneti praṇavaḥ/ V 1.27; Rukmani(2001) p. 
136.

35) Bryant(2009) p. 108 참조.
36) yadi vā, praṇauti stautīśvaram iti praṇava oṃ-kāraḥ/ V 1.27; 

Rukmani(2001) p. 136.
37) “[praṇidhā의] 끝 음절 dhā를 [praṇava의] va 음절[의 자리]에 

추가하고서”(dhā-ño va-kāropajanaṃ kṛtvā/ V 1.27); Rukmani(2001)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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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혹은 이것(옴)으로써 존자(bhagavat)는 경건히 명상하는 이

(praṇidhātṛ)들에 의해 경건히 명상된다(praṇidhīyate), 혹은 이것(옴)
으로써 숭배한다(praṇamanti), 혹은 마음속에서 존자에 대해 명상한

다(praṇidhatte).38) 

이러한 해석의 저의 역시 praṇava와 ‘자재신에 대한 경건한 명

상’을 연관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자재신이 존자

(bhagavat)라는 말로 달리 표현되고 있을 뿐이다.

⑵ 옴의 두 차원적 의미

Vijñāna Bhikṣu에 의하면 “그(자재신)를 지칭하는 말(vācaka)이 

옴이다.”39)라는 YS 1.27은 “‘그 자재신의 이름(nāma)이 옴이다’라
는 의미이다.”40) 따라서 우선 옴은 자재신의 이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옴의 의미는 성전 등에서 각기 다른 종류로, 여

러 방식으로 말해졌다.”41) 그리고 이런 여러 방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옴의 의미에 대한 생각은 주로 두 종류이다.”42)

38) praṇidhīyate cānena bhagavān praṇidhā-tṛbhir iti, praṇamanti vā 
aneneti, praṇidhatte vā bhagavantaṃ cetasīti/ V 1.27; Rukmani(2001) p. 
136.

39) 앞의 각주 3 참조.
40) tasyeśvarasya praṇavo nāmety arthaḥ/ YV 1.27; Rukmani(1981) p. 157.
41) praṇavārthaś cāvāntarabhedaiḥ śruty-ādiṣu bahudhoktaḥ/ YV 1.28; 

Rukmani(1981) p. 160.
42) praṇavārtha-cintanaṃ ca mukhyato dvividham/ YV 1.28; Rukmani(1981)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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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주체와 궁극적 실재와의 무차별(abheda)적 측면, 즉 

동일성이 강조된 의미에서의 옴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우

리의 생각은 “가열된 쇳덩어리(piṇḍa)처럼 구분이 없는 하나의 성

질이 됨으로써 ‘나는 브라흐만이다’, ‘실로 모든 것이 브라흐만이

다’라는 등의 형태가 된다.”43) 이는 Advaita 베단따의 교설과 일

치한다. Vijñāna Bhikṣu는 이어서 첫 번째 의미에서의 옴을 교시

한 사례로서 Chāndogya Upaniṣad, Viṣṇu Purāṇa 등의 성전에서 

교시한 구절들을 인용한다.44)

두 번째는 주체와 궁극적 실재와의 차별적(bheda)적 측면, 즉 

차이성이 강조된 의미에서의 옴이다. 그는 이러한 두 번째 의미에

서의 옴을 교시한 사례로서 Muṇḍaka Upaniṣad,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Garuḍa Purāṇa, Brahma-sūtra, Bhāgavata Purāṇa, 
Mārkaṇḍeya Purāṇa 등의 성전에서 교시한 구절들을 인용한다.45) 
Vijñāna Bhikṣu는 이 중 Garuḍa Purāṇa로부터 인용한 구절에 대

해 “순수정신이 브라흐만에게 위탁(nyāsa)되거나 흡수(laya)되는 

것일 뿐이지 동일함(abheda)은 아니다.”46)라고 설명하여, 개아(個
我)로서의 순수정신과 대아(大我)로서의 브라흐만 사이의 차이(bhe
da)를 분명히 한다.47) 브라흐만에 순수정신이 흡수됐을 때도 순수

43) taptāyaḥ-piṇḍa-vad-avibhāga-lakṣaṇaikī-bhāvād ahaṃ brahma sarvaṃ 
khalu brahmety-ādi-rūpaṃ bhavati/ YV 1.28; Rukmani(1981) p. 161.

44) Vijñāna Bhikṣu가 예시하는 세 구절 중 하나는 출처 불명이다. 
Rukmani(1981) p. 161, fn. 2～4 참조.

45) Rukmani(1981) p. 162, fn. 1～7 참조.
46) pruṣasya brahmaṇi nyāso laya eva na tv abhedaḥ/ YV 1.28; 

Rukmani(1981) p. 162.
47) Vijñāna Bhikṣu는 바로 앞의 설명에 곧장 후속하여 Bhāgavata Purāṇa의 

구절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나서, 이에 대해 설명을 부연한다.
“‘신체를 아는 자’(순수정신)인 ‘식별하는 아뜨만’(vijñānātman)에 그것을 

완전히 용해하고 나서, [항아리 바깥의] 공기에 항아리 속의 공기가 

[용해되는 것]처럼, [그] 아뜨만을 [모든 것의] 토대인 브라흐만에 

[용해한다.]” 이와 같은 식의 진술들에서는 개아(個我)의 용해[라는 말]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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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독자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해

서 이 둘이 다른 것만도 아니다. 순수정신과 브라흐만은 여전히 

같은 종류인데, “마치 불에 놓여진 불이 [전자의 불과] 동일해지듯

이, 요기의 아뜨만은 지고의 아뜨만과 동일해진다.”48)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그가 Bhedābheda(不一不異)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49) 
Vijñāna Bhikṣu의 이러한 특이한 입장은 자재신을 순수정신보

다 상위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는 그가 자재신

을 제26의 원리로 인정하는 구절들을 인용하는 데서 보다 극명히 

드러난다. 

브라흐만과 아뜨만에 대한 생각이 상기되기 때문에, 그리고 확립되어 있는 

원질이 함께 진행(즉 용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기’라는 실례는 통일체(즉 

동일성)를 의미하지 않는다. (vijñānātmani kṣetrajñe pravilāpya tam/ 
brahmaṇy ātmānam ādhāre ghaṭāmbaram ivāmbare// ityādivākyeṣu 
jīva-vilāpanena brahmātma-cintanasya smaraṇāt/ 
prakṛti-sthāpana-sāha-caryāc ca/ ambara-dṛṣṭāntaś ca nākhaṇḍatve/ 
YV 1.28; Rukmani 1981:162.) 
여기서 그는 순수정신(puruṣa)을 개아(jīva)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브라흐만은 대아로 간주된다. Rukmani가 이 원문의 번역에서 

vijñānātman(식별하는 아뜨만) 또는 kṣetrajña(신체를 아는 자, puruṣa)를 

통각인 ‘buddhi’로 싸잡아 해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8) yathā ’gnir agnau saṃkṣiptaḥ samānatvam anuvrajet / tathā ’tmā 

sāmyam abhyeti yoginaḥ param-ātmanā// YV 1.28. Rukmani(1981) p. 
162; Rukmani에 의하면 “모든 불이 같은 종류에 속하듯이, 모든 

순수정신(개아)들도 브라흐만과 같은 종류에 속한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무차별 혹은 동일성이 있다.” Rukmani(1981) p. 163, fn. 2 참조. 
49) “‘하나 속의 개별성(Bhedābheda, 不一不異)’이라는 이 역설적인 관계는, 

베단따의 여러 후기 Śaṅkara 학파들에 의해 ‘차별화된 

비이원성(Viśiṣṭādvaita)’, ‘비이원성 속의 이원성(Dvaitādvaita)’, ‘순수한 

비이원성(Śuddhādvaita)’, ‘불가사의한 不一不異(Acintya-bhedābheda)’라는 

용어들로 불린다. 이 모두는 이 관계가 어떻게 형이상학적으로 

인식되는지에 대해 차별의 뉘앙스를 지닌다.” Bryant(2009) p. 532, fn. 2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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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Mātsya Purāṇa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25번째 순수정

신은 다른 원리(tattva)에 의해 얻어진 것을 향유한다. 그(순수정신) 또
한 자재신의 욕구(icchā)에 의한 것이므로, 현자들에 의해 ‘지성이 없

는 것’(jaḍātman)으로 불린다.”50) 
그리고 Mokṣadharma에서 “그들은 이 25번째 또한 인정하지 않는

다. 26번째를 보는 순수한 이들은 그것(자재신)에 헌신한다.”라고 말한

다.51)

그러나 YS/YBh에 대한 Vijñāna Bhikṣu의 이러한 베단따적 입

장에서의 해석은, 다음 장에서도 보겠지만 YS의 수행체계에 완전

히 들어맞지 않으며, 특히 자재신을 등지의 대상으로 말하는 부분

에서 YS의 근본 취지에 모순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Ⅲ. 옴의 음송과 자재신에 대한 명상의 필연성

YS 1.23에서 삼매의 한 수단으로 거론된 자재신에 대한 경건한 

명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해지는가? 
다시 말해서, 마음을 자재신에게 집중시키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

가? 이것이 문제시되는 까닭은 마음이 순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는 해도 결국 원질에 귀속되는 것인 반면, 그 대상인 자재신은 ‘특
수한 순수정신’으로서 마음보다 훨씬 미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50) tad uktaṃ mātsye- tattvai saṃpāditaṃ bhuṅkte puruṣaḥ pañcaviṃśakaḥ/ 
īśvarecchā-vaśāt so ’pi jaḍātmā kathyate buddhaiḥ// iti/ YV 1.28; 
Rukmani(1981) p. 163.

51) mokṣadharmaṃ ca- te cainaṃ nābhinandati pañcaviṃśakam apy uta/ 
ṣaḍviṃśam anupaśyantaḥ śucayas tatparāyaṇāḥ// iti/ YV 1.28; 
Rukmani(1981)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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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신은 다른 삼매의 대상들과는 달리 일차적으로 아예 감각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에, 이것을 마음속에 떠올린다는 것이 구체

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가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YS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방법을 고안해낸다. 즉 옴이 

자재신을 표시하는 소리임을 밝힌 후, YS 1.28은 “그것(옴)의 음송

(japa)[과] 그것(옴)의 의미에 대한 명상(bhāvana)이 [실행되어야 

한다.]”52)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옴)의 의미’란 YBh의 

저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옴이라고 불러야 할 자재신”53)을 뜻하

고 있으므로, 이 구절을 삼매를 위해 자재신을 명상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면 우선 이러한 옴 음송과 그 의미인 자재신에 대한 명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설명되는지를 YBh 1.28과 

이에 대한 주석들을 통해 알아보자.54) 아울러 자재신에 대한 명상

을 위해 옴의 음송이 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지를, 자재신을 네 

종류의 등지의 대상으로 적용하여 설명한 Coward의 견해에 의문

을 제기하는 과정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1. 옴 음송과 옴의 의미에 대한 명상의 결과

YBh 1.28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른 출전을 인용하는 것으로, 옴
의 음송이 곧 자기 학습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이로써 자재신을 

52) taj-japas tad-artha-bhāvanam// YS 1.28.
53) praṇavābhidheyasya ca īśvarasya/ YBh I.28.
54) 물론 YS 1.28에 대한 결과는 YBh 1.28 이외에 YS 1.29에서도 나타난다. 

“그로부터 내적 지성을 획득하고 또한 장애가 없게 된다.]”(tataḥ 
pratyak-cetanādhigamo ’py antarāyābhāvaś ca// YS 1.29) 본고에서는 

YS/YBh 1.28까지만 한정해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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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키는 옴을 음송한 결과는 지고의 아뜨만이 빛을 발하는 상태

로 귀결된다고 교시한다.

그렇게 옴을 음송하고 옴의 의미를 명상하는 이러한 요기의 마음은 

하나로 집중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자기 학습으로써 

요가를 하게 하고, 요가로써 자기 학습을 행하게 하라. 자기 학습과 요

가의 완성에 의해 지고의 아뜨만은 빛을 발한다.”55)

여기서 인용한 부분은 마음의 집중의 예시처럼 보이는 까닭에 

옴의 음송의 결과를 마음의 집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결과를 마음의 집중 하나로 봐야 할지, 아니면 “지고의 아

뜨만은 빛을 발한다.”라는 것을 옴의 음송으로 인한 또 다른 결과

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주석자에 따라 이견이 존재한다. 물론 

이는 주로 박띠에 의해 자재신을 직접 인식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

는 후대 주석가들이 활동하던 당시의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이

다.56)

Vācaspati Miśra에 의하면 “명상은(bhāvana)은 마음속에서 반

복해서 고정하는 것이다.”57) 옴의 음송 역시 반복적 행위이므로 

55) praṇavasya japaḥ praṇavābhidheyasya ca īśvarasya bhāvanā/ tad asya 
yoginaḥ praṇavaṃ japataḥ praṇavārthañ ca bhāvayataś cittam ekāgraṃ 
sampadyate/ tathā coktaṃ “svādhyāyād yogam āsīta yogāt svādhyāyam 
āmanet (svādhyāyam āsate)/ svādhyāya-yoga-sampaccyā paramātmā 
prakāśata” iti/ YBh I.28. 여기서 따옴표로 인용한 출전을 

Rukmani(1981:160)는 Viṣṇu Purāṇa로 명시하고, Woods(1973:62)는 Viṣṇu 
Purāṇa와 Nāradīya Purāṇa를 참조로 제시한다. Nāradīya Purāṇa에는 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구문이 있다.
56) 일례로 Vijñāna Bhikṣu는 요기를 bhautika, sāṅkhya, antyāśramī의 세 

종류로 구분한 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요소들에 대한 명상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순수정신에 대한 명상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지고의 자재신에 

대한 명상이 있다고 말한다. 이 중에서 최고의 요가는 단연코 자재신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세 번째 단계의 요가이다. Bryant(2009) p. 472 참조.
57) bhāvanaṃ punaḥ punaś citte niveśanam/ TV 1.28; Bodas(1892)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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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병행되는58) 명상에서 중요시되는 것 역시 반복이다. 이러한 

반복적인 옴의 음송과 자재신에 대한 명상의 결과로서 “마음은 유

일한 존자(bhagavat) 속에서 정지한다(āramati).”59) 그리고 이어

서 “바로 여기서 그는 Vyāsa로부터 유래한 시구를 인용한다.”60)

라고 하여, YBh에서 인용한 부분을 이에 대한 실례로 보고 이를 

“그 자재신은 삼매와 그것(삼매)의 결과의 획득으로써 그를 돕는

다.”61)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Vācaspati Miśra는 여기서 분명히 

삼매와 삼매의 결과를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Vācaspati Miśra가 생각하는 옴의 음송과 자재신에 대한 명상의 

결과는 삼매와 삼매의 결과라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

서 삼매의 결과는 “지고의 아뜨만이 빛을 발한다.”일텐데 이에 대

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있다.
Śaṅkara는 YBh의 저자가 인용한 부분에서의 자기 학습과 요가

를 각각 옴의 음송과 자재신에 대한 명상으로 해석한다.62) 이는 

인용구를 YS 1.28의 내용과 일치시킨 것이다. 아래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58) 아래에서 곧 보겠지만, Vijñāna Bhikṣu는 옴의 음송과 자재신에 대한 명상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9) ekasmin bhagavaty āramati cittam/ TV 1.28; Bodas(1892) p. 33.
60) atraiva vaiyāsikiṃ gāthām udāharati/ TV 1.28; Bodas(1892) p. 33. “그는 

Vyāsa로부터 유래한”이라는 서술에서 ‘Vyāsa’는 YBh의 저자인 Vyāsa가 

아니다. 인용문의 출전이 Viṣṇu Purāṇa 또는 Nāradīya Purāṇa이므로(앞의 

각주 55), 여기서 Vācaspati Miśra가 말하는 Vyāsa는 그 두 문헌의 편찬자로 

알려진 현자일 것이다. “지리학 성전의 전통에 따르면, UP(Uttar Pradesh) 
주에 있는 Nimsar(Naimiṣāraṇya)의 성소(聖所, tīrtha)에서 Vyāsa가 

Purāṇa들을 편찬했다고 전해져 있다.” Jacobsen(2009) p. 173.
61) tat-iśvaraḥ samādhi-tat-phala-lābhena tam anugṛhṇāti// TV 1.28; 

Bodas(1892) p. 33.
62) Rukmani에 의하면 이는 Viṣṇu Purāṇa에서 주어진 의미를 적용시킨 결과다. 

Rukmani(2001) p. 140 각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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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학습과 요가의 완성에 의해”, [즉] 그것(다른 생각)에 반대됨

에 의해, 다른 생각에 방해받지 않는 자기 학습과 요가의 완성이 있다. 
따라서 옴의 음송과 지고의 자재신에 대한 명상의 완성에 의해 요기에

게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지고의 아뜨만은 빛을 발한다.”63) 

이 같은 Śaṅkara의 해석에서 그는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보다는 “다른 생각에 방해받지 않는”, 즉 명상이 어디까지나 마음

의 집중의 수단임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Vijñāna Bhikṣu 또한 YBh의 인용구에 나타난 자기 학습과 요가

를 각각 옴의 음송과 자재신에 대한 명상으로 해석한다.64) 그에 

의하면 “(자재신에 대한) 경건한 명상 등을 통해 집중(ekāgra)이 

생기고 그로 인해 지고의 아뜨만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이 생겨난

다.”65) 즉 마음의 집중과 자재신에 대한 직접적 지각이라는 두 종

류의 결과가 생겨난다고 본 것이다. 이 경우, YBh의 인용구에 있

는 “지고의 아뜨만은 빛을 발한다.”라는 구절은 자재신에 대한 직

접적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Vijñāna Bhikṣu는 “요가(자재신에 대한 명상)와 음

송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요가(자재신에 대한 명상)
의 시작과 끝과 깨어남(vyutthāna)의 시간에 음송이 발설된다.”66)

63) evaṃ svādhyāya-yoga-sampattyā tad-virodhinā 
pratyayāntareṇānabhighātaḥ svādhyāya-yoga-sampattaḥ/ tathā ca 
praṇava-japa-parameśvara-dhyāna-sampattyā para ātmā parameṣṭhī 
prakāśate yogina iti// V 1.28; Rukmani(2001) p. 140.

64) 앞의 각주 59, Rukmani(1981) p. 160 참조.
65) praṇidhāna-ādibhiś caukāgro bhavati, tataś ca paramātma-sākṣāt kāraḥ/ 

YV 1.28; Rukmani(1981) p. 164.
66) yoga-japayor ekadā na saṃbhava iti yogasya ādy-antayor vyutthāna-kāle 

japa uktaḥ/ YV 1.28; Rukmani(1981) p. 164. Rukmani에 의하면, 자재신에 

대한 추상적 사고 혹은 명상을 통해 집중이 생겨나는데, 그러한 집중의 

시간에 계속에서 옴을 음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Vijñāna 
Bhikṣu는 명상이 일어나기 전과 후인 깨어남(vyutthāna)의 시간에 계속해서 

만뜨라를 반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Rukmani(1981) p. 164, f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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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YS 1.28에서 단지 열거할 뿐인 옴의 음송과 자재신에 

대한 명상의 바른 순서를 언급한다. 즉, 옴의 음송과 자재신에 대

한 명상이 병행되는 것이 아니라, “옴의 음송 → 자재신에 대한 

명상 → 옴의 음송”의 순서로써 그것들이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YBh의 저자가 인용한 “자기 학습으로써 요가를 하

게 하고, 요가로써 자기 학습을 행하게 하라.”에 대한 Vijñāna 
Bhikṣu의 특이한 해석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자기 학습은 옴의 음송을 의미하고 요가는 자재신에 대

한 명상을 의미하므로, ‘자기 학습으로써 요가를 한다’는 말은 ‘옴
의 음송 후에 자재신에 대한 명상을 실행하라’는 말로, ‘요가로써 

자기 학습을 한다’는 말은 ‘자재신에 대한 명상 후에도 옴을 음송

하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Bh Vijñāna Bhikṣu

자기 학습 옴의 음송

요가 자재신에 대한 명상

자기 학습으로써 요가를 

실행
옴의 음송 후에 자재신에 대한 명상 실행

요가로써 자기 학습을 

실행
자재신에 대한 명상 후에 옴의 음송 실행

지고의 아뜨만이 빛을 

발함
자재신에 대한 직접적 인식이 일어남

<표 1> YBh 1.28의 인용구에 대한 Vijñāna Bhikṣu의 해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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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옴의 음송이 필요한 이유

자재신을 명상하기 위해 굳이 옴의 음송이 요구되는 까닭은 

Śaṅkara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실로 말[의 도움]을 통해, 보이지 않는(parokṣa) 대상들에 대한 마음

에서의 경건한 명상(praṇidhāna)이 [있다.] 마치 메루산과 인드라[에 

대한 경건한 명상에서와] 마찬가지로.67) 

보이지 않는 대상, 형체가 없는 대상을 어떻게 마음속에 떠올리

며 그것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말, 즉 ‘옴’의 도움을 통

해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Śaṅkara는 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 

까닭에, Śaṅkara는 이에 더해 옴의 음송은 순전히 정신적으로 이

루어져야 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그것의 의미를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명상함으로써 “자기 학습을 

행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옴을 마음으로 음송하게 하라. [그것이] 
명상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정신적 음송이 칭송된다.”68) 

그가 여기에 “음송은 마음으로 혹은 낮은 목소리로(upāṃśu) 반
복한다.”69)라고 부연한 것은, 혹은 소리내어 음송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음송은 크게 소리 내어 행하는 게 아니라고 주지하는 

것이다.

67) śabdena hi parokṣāṇām arthānāṃ manasi praṇidhānaṃ merur indra iti 
yathā// V 1.27; Rukmani(2001) p. 136.

68) tad-artha-dhyānāc ca apracalita-manāḥ svādhyāyaṃ praṇavam āmanet 
manasābhijapet/ mānaso ’bhijapaḥ praśasyate dhyānasya 
āsannatara-tvāt/ V 1.27; Rukmani(2001) p. 140.

69) manasopāṃśu vā āvartanaṃ japaḥ/ V 1.28; Rukmani(2001) p. 140.



요가수뜨라에서 옴(oṃ)의 의미와 자재신과의 관계 ∙ 59

Coward(1985)는 흥미롭게도 4종 등지의 단계에 옴의 음송과 자

재신과의 관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그의 견해를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자재신에 대한 명상을 위해 옴의 음송이라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이유, 그리고 자재신의 실제 의미를 다른 

관점에서 재차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Coward의 견해를 이에 동조하는 Bryant의 견해와 

함께 요약한 다음, 이것을 계기로 본론의 주제에 따른 논자의 소

견을 피력할 것이다.

⑴ 4종 등지에서의 자재신의 상태

YS 1.41에서는 “작용(vṛtti)이 약해진 것(마음)이 마치 투명한 보

석과도 같이 인식자와 인식 기관이나 인식 대상에 대해서 그것[들 

중 하나에] 의지하여 그것(의지한 대상)의 색채(형태)를 띠는 것이 

등지(samāpatti)이다.”70)라고 등지(즉 삼매)를 정의한다. 이후 

YS/YBh 1.42-44에서는 이 등지를 각각 ‘유심, 무심, 유사, 무시’
라는 네 종류로 상술한다. YS 1.46에 의하면 이 넷은 모두 유종 

삼매에 속한다.71). 그렇다면 요기가 옴의 음송에 매진하여 자재신

과 관계를 가질 때, 이러한 네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재신의 모습 

및 요기와 자재신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70) kṣīṇa-vṛtter abhijātasyeva maṇer grahītṛ-grahaṇa-grāhyeṣu 
tat-stha-tad-añjanatā samāpattiḥ// YS 1.41.

71) YS/YBh 1.17에서는 유상 삼매의 네 종류로 유심, 유사, 환희, 아견 삼매를 

거론한다. 이러한 분류와 네 종류의 등지의 분류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는 주석자들에 따라 견해를 달리한다. 그러나 정승석(2005:184)에 

따르면 “YS의 삼매 관념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삼매를 다양하게 

차별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YS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아마 주요 관심사는 삼매의 차별이 아니라 삼매 그 자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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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YS 1.42에 따르면, “거기서(등지에서) 말과 대상과 지식에 

대한 망상(vikalpa)들로 뒤섞인 것이 유심(savitarkā) 등지이다.”72) 
이 구절에 자재신이라는 대상을 적용해 보면, 네 등지 중 가장 낮

은 단계에 속하는 이러한 유심 등지의 상태에서는 자재신이라는 

대상이 말(명칭)과 지식(개념)과 구분되지 않은 채로 나타날 것이

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Coward는 다음과 같이 진술

한다.

이러한 제한된 인식은 전통적 사고방식을 통해 받아들여지거나 개

인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 따라서 이 가장 낮은 단계의 삼매 

혹은 경건한 명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외적 방해들을 차단하고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옴과 함께 ‘하나로 집중’되더라도, 성취된 삼

매는 비록 그것이 자재신을 현현시키기는 하지만 우리의 관습적인 말

과 사고에 의해 모호하고 왜곡된 것이 된다.73)

이어서 YS 1.43에서는 무심 등지를 “기억이 정화될 때,74) 자신

의 성질은 없어진 것처럼 대상만 빛나는 것이 무심(nirvitarkā) [등
지]이다.”75)라고 정의한다. 무심 등지의 단계에서는 계속되는 옴

의 음송으로 관습적 언어에 의해 쌓인 업의 힘이 약화되어 그 관

습적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순수한 대상 그 자체로 나타나게 된

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재신은 말의 힘으로부터 자유

로운 채, 자신만의 고유한 본래 성질만을 지닌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물론 관습적 말을 벗어난 단계에서의 대상을 관습적 

72) tatra śabdārtha-jñāna-vikalpaiḥ saṃkīrṇā savitarkā-samāpattiḥ// YS 
1.42.

73) Coward(1985) p. 353.
74) “여기서 기억이란 명칭(말)과 대상이 연합하는 것이고, 이 연합을 제거하는 

것이 정화이다.” 정승석(2014) p. 76 각주 80.
75) smṛti-pariśuddhau svarūpa-śūnyevārtha-mātra-nirbhāsā nirvitarkā// YS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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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는 

다시 유심 등지의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밖에는 안 될 것이다. 
Coward가 지적하듯, “무심 등지 단계에서의 순수한 자재신을 알

기 위해서는 그것을 스스로 경험하는 수밖에 없다.”76)

그런데 YS 1.44에서 교시하는 대로 “바로 이것(무심 등지)에 의

해 유사(savicāra) [등지]와 무사(nirvicāra) [등지]가 미세한 대상

을 지닌 것으로서 설명된다.”77) 여기서 말하는 유사 등지와 무사 

등지를 YBh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중에서 속성이 드러나고 장소와 시간과 원인에 대한 경험에 의

해 구분되는 미세한 요소들에 대한 등지가 곧 유사 [등지]라고 불린다. 
··· 또한 언제 어디서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속성들에 의해 구분되지 

않으면서도 모든 속성이 결과로서 뒤따르고 모든 속성의 본질을 이루

는 것(미세요소)들에 대한 등지가 곧 무사 [등지]라고 불린다.78) 

YS는 등지에 관한 일련의 교시로 “그런데 미세한 대상은 표징

이 없는 것(원질)으로 끝난다.”79)라고 설하고, 또한 “무사 [등지]의 

명석함에는 내적 자아의 청정이 [있다.]”80)라고 설한다. 이 중 후

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YBh의 설명을 주목할 만하다.

통각의 순질은 빛을 본성으로 가지는 것이며 불순한 장애의 오염으

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서, [그것의] 순수하고 굳건한 흐름이 동질

76) Coward(1985) p. 354.
77) etayaiva savicārā nirvicārā ca sūkṣma-viṣayā vyākhyātā// YS 1.44.
78) tatra bhūta-sūkṣmakeṣv abhivyakta-dharmakeṣu 

deśa-kāla-nimittānubhavāvacchinneṣu yā samāpattiḥ sā savicārety 
ucyate ··· yā punaḥ sarvathā sarvataḥ 
śāntoditāvyapadeśya-dharmānavacchinneṣu sarva-dharmānupātiṣu 
sarva-dharmātmakeṣu samāpattiḥ sā nirvicārety ucyate/ YBh 1.44.

79) sūkṣma-viṣayatvaṃ cāliṅga-paryavasānam// YS 1.45.
80) nirvicāra-vaiśāradye ’dhyātma-prasādaḥ// YS 1.47.



62 ∙ 印度哲學 제47집

(rajas)과 암질(tamas)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것이 명석함이다.81) 

따라서 옴의 음송에 대한 정신적 집중이 깊어짐에 따라 유사 등

지의 단계에 이른 요기는 자의식을 상실한 채 옴의 음송의 대상인 

자재신과 완전히 동화된다.82) 그리고 자재신이 순전히 순질로 이

루어졌음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아직 시공

간과 원인에 대한 인식이 남아 있다. 이때 요기의 지식은 완전한

데, 그것은 오직 현재의 시공간에 대한 지식일 뿐이다.
더 나아가 요기가 무사 등지의 단계에 이르면 현재의 시공간에 

의한 제한마저 극복된다. 이제 거의 자재신과 혼연일체가 된 요기

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가능한 모든 미래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

이게 된다. 그리하여 YBh 1.28에서 인용하듯 “자기 학습과 요가의 

완성에 의해 지고의 아뜨만은 빛을 발한다.”83)

이상으로 Coward의 견해에 의거한 논의를 총괄하여 다음과 같

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81) aśuddhy-āvaraṇa-malāpetasya prakāśātmano buddhi-sattvasya 
rajas-tamobhyām anabhibhūtaḥ svacchaḥ sthiti-pravāho vaiśāradyam/ 
YBh 1.47.

82) Bryant(2009:112)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단계에서 요기의 

마음은 자재신과 완전히 동화되어 자의식이 모두 없어진다. 자재신과 

동화되지만 이것이 Advaita 베단따에서처럼 존재론적으로 개별적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요가철학에서 순수정신은 절대 개별적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여기서 동화는 심리적이다.”
83) Coward(1985) p. 3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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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신의 현현 수준

유심(savitarkā) 등지

각 신학파나 Purāṇa에서 부여한 시각적 

이미지, 개인적 상상력에서 발생하는 

이미지에 종속된 자재신

무심(nirvitarkā) 등지 기존의 관념과 말에서 자유로워진 자재신

유사(savicāra) 등지 오로지 순질로만 이루어진 자재신

무사(nirvicāra) 등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공간에서조차 해방되어 

요기와 합일된 자재신

<표 2> 등지의 각 단계에 따른 자재신의 현현 수준

(2) 4종 등지에 적용한 자재신의 위상

이러한 Coward의 논의는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심/무심의 단계에 대한 설명은 매우 그럴 듯하다. 실제로 우리

가 생각하는 자재신은 기존의 고정관념들로 채색되어 의인화된 

것이므로 결코 자재신의 순수한 형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원천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자재신을 ‘특수한 순수정신’으로 정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

재신을 명상의 대상으로 권장하는 YS에서, ‘특수한 순수정신’으로

서의 자재신과 Coward의 견해는 합치하는가?
만약 합치한다면 Coward의 견해가 어떻게 가능하며, 합치하지 

않는다면 Coward의 견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우선 Coward의 견해가 YS의 수행론과 합치한다면, 이의 근거

를 요가철학의 수행론에 나타난 삼매 차별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

다. 앞에서 고찰한 4종 등지에 적용된 삼매 차별의 원리는 명상 

대상의 성질에 따라 심(尋, vitarkā)과 사(伺, vicāra)로 양분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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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그 성질의 유무에 따라 그 둘은 유심, 무심, 유사, 
무사라는 4종으로 구분된다. 이런 구분의 준거가 되는 대상의 성

질은 조대성과 미세성이다. 여기서 심(尋) 등지의 대상은 ‘다섯 가

지 조대요소’(5大)이지만, 사(伺) 등지의 대상은 ‘다섯 가지 미세요

소’(5唯)뿐만 아니라 아만(ahaṃkāra), 통각(buddhi), 원질(prakṛti)
까지 포함한다.84)

이 같은 원리를 Coward의 견해에 적용해보면, 유사 등지의 대

상으로서 ‘오로지 순질로만 이루어진 자재신’(<표 2>)이란 원질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순수정신은 3질(순질, 암질, 동질)이 아예 없

는 것인 반면, 원질은 3질의 복합체이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YBh에서도 이러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발견할 수 있다. 

순질을 현저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재신에게 구비된 저 영원한 우월

성은 원인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원인이 없는 것인가? ··· 자재신의 

순질에 존재해 있는 그 성전과 그 [자재신의] 우월성 사이에는 무시이

래의 연관이 있다.85)

이러한 설명에는 자재신은 순수한 존재라는 통념이 전제되어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이 통념을 요가철학으로 이해하자면 자재신

의 순수성은 순질을 의미하므로, 자재신이란 순질만을 속성으로 

갖는 존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재신을 ‘특수한 순수

정신’이라고 정의할 때의 ‘특수한’이라는 의미도 순질을 지목한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수한 순수정신’으로서의 자재신

은 ‘순질만을 속성으로 가진 원질’이 된다. 물론 상키야철학이 이

론으로는 이 같은 원질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요가철학에서 자

84) 정승석(2005) p. 177 참조.
85) yo ’sau prakṛṣṭa-sattvopādānād īśvarasya śāśvatika utakarṣaḥ sa kiṃ 

sanimittaḥ/ ··· etayoḥ śāstrotkarṣayor īśvara-sattve vartamānayor 
anādiḥ sambandhaḥ/ YBh 1.24. 정승석(2014)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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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을 수행론적 방편으로 인정하는 한, 그러한 관념이 통용되었

을 수 있다.
자재신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표 2>와 같은 Coward의 견해

는 YS와 합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Coward의 견해가 ‘순질

만을 속성으로 가진 원질’로서의 자재신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단

언할 수 없다. 오히려 이보다는 그의 견해가 자재신을 순수정신보

다 상위의 원리로 간주하는 베단따적 해석에 편향되었을 수도 있

다. 이 경우라면 그의 견해는 YS에 합치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어

렵다. 그 이유를 약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YBh에 대한 주석자들의 해설에 나타난 내용들은 YBh 1.24의 

내용에 자신들의 베단따적 해석을 더한 것이므로, 우리가 YS의 

원의를 이해하고자 할 때 후대 주석서들의 내용을 어디까지 받아

들어야 할지가 문제된다. 일례로 Vijñāna Bhikṣu는 유심 등지와 

관련된 설명에서 자재신의 현현은 두 종류로서, 자재신은 외적인 

물리적 형상으로 나타나 외적으로 지각될 수도 있고 명상하는 요

기에 의해 내적으로 지각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86) 또한 자재신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요기가 순수정신을 깨닫는 요기보다 더 상

급의 요기라고 말하기도 한다.87) 
그러나 이는 YS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요가철학

에서는 자재신을 제25의 원리인 순수정신보다 상위의 원리로 상

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베단따 전통에서도 속성을 가진 브

라흐만은 순수한 의식으로 이루어진 동시에 형태와 개체성 등의 

속성을 지니는 것이지만, 이러한 성격을 원질의 산물로 혼동해서

는 안 된다.88) 이의 결정적인 이유로서, 요가철학에서는 순수정신

과는 반대로 순수한 의식이 전무한 원리를 원질로 상정하기 때문

86) Bryant(2009) p. 113 참조.
87) 앞의 각주 56 참조.
88) Bryant(2009) p. 532, fn. 1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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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어쨌든 앞서 고찰해보았듯이, 자재신이 ‘옴’ 음절에 자신을 지칭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했다면, 이것이 자재신에게 (자재신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든) ‘다가갈’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자재신은 인식되지 않는다. 주석가들의 견해를 따르더

라도 자재신의 인식은 가장 나중에 찾아오는 결과이지 애초부터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명상의 초기 단계에서 자재신은 오로지 어떤 한 모범으

로서 생각될 뿐이다. 자재신을 대상화하여 집중한다는 것은 불가

능하다. 그러나 옴이 자재신을 가리킨다고 전제하고 ‘옴’을 음송할 

때, 그것이 단순히 소리의 반복이 아닌 자재신에게 집중하는 행위

라는 생각을 동시에 품음으로써 이러한 대상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자재신에 대한 경건한 명상’이라는 수단은 ‘옴’ 음송

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순수하고 신성한 경외

의 대상이라면 무엇이든 명상 대상으로서의 자재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요가철학의 이론적 관점에서 그것은 ‘특수한 순수정

신’으로 제시되었다. 이 경우, 설혹 조물주와 같은 창조신일지라도 

이것을 ‘특수한 순수정신’으로 간주한다면, 그러한 신도 명상 대상

으로서의 자재신일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자재신의 정체는 ‘순질

만을 속성으로 가진 원질’이며, 이것을 ‘특수한 순수정신’으로 일

컫는다.
옴과 자재신의 관계를 이와 같이 이해하고, 자재신의 의미를 이

론적으로 재규명해보는 데 Coward의 견해는 유효한 도구가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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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가는 말

일반적으로 말(소리, śabda)은 이미 존재하는 대상(의미, artha)
을 가리키며, 우리는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을 들을 때, 혹은 

그 대상을 마음속에 떠올릴 때 그 대상과 관련된 관념(인식, pra-
tyaya)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특수한 순수정신’으로서의 자재신

은 원질에서 자유로운 존재이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유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Purāṇa나 그림 등에서 봤거나 우리가 

스스로 상상해 낸 자재신의 이미지 등,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니고 

있는 원질로서의 자재신의 관념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 또한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말과 대상과 관념이 서로 의탁할 때 

혼동이 생겨난다는 YS 3.17에 따라, 자재신이라는 말과 대상과 관

념에 혼동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YS 1.27에서는 지칭 대상(vācya)으

로서의 자재신을 의미하는 데 있어서 자재신이라는 말 이외의 특

별한 vācaka(지칭하는 말)를 상정한다. 이에 가장 적합한 말은 

‘옴’보다 더 적절한 진언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재신

을 가리킨다고 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동시에, 자음 없이 모

음과 비음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진동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대상

을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옴’이라는 진언이 

자재신을 가리킨다고 하는 덧씌워진 관념을 배제하고 나면, 옴은 

사실상 일상의 경험으로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유형의 대상을 결여

하고 있다. 따라서 YS 1.28에서는 옴의 음송과 함께 굳이 그것의 

의미인 자재신을 함께 명상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옴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한 단계 정화된 심지에서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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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명상함으로써, 우리가 자재신이라는 말을 통해 선입관념으로

서 먼저 발동할 수 있는 망상의 강도를 그만큼 약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YS 1.24-26에서 언급되는 자재신은 “번뇌, 업, 과보, 잠재

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특수한 순수정신”이며 ‘전지자의 종

자’(sarvajña-bīja)이자 “시간에 의해 한정되지 않는” 존재로 특정

된다. 이러한 자재신은 ‘속성을 가진 브라흐만’으로서의 자재신, 
즉 흔히 말하는 창조신과는 거리가 멀다. ‘특수한 순수정신’으로서

의 자재신은 온갖 속성들 중에서도 ‘순질만을 속성으로 가진’ 자
재신이기 때문이다.

YS에서의 옴은 자재신을 가리키는 말인 동시에 그 자체가 곧 

자재신이므로, 다른 말과 대상들의 관계처럼 서로 의탁하여 하나

로 혼동되는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니다. 옴과 자재신 사이의 필연

적 관계는 마치 등과 불빛의 관계처럼 확정된 것으로서, 모든 소

리가 원질로 귀멸한 이후의 다음 창조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자재

신은 다음 창조에서도 이미 확정된 둘의 관계를 재차 현현시킬 뿐

이다.
따라서 옴과 자재신의 관계는 지칭하는 말과 지칭 대상의 관계

에서 통용되는 ‘언어적 관습에 의한 규약’을 초월하는 특수한 관

계이다. 이런 특수한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옴’이 곧 자재신이

고, 이 자재신 또한 ‘특수한’ 순수정신이다. 결국 자재신으로서의 

순수정신이 ‘특수한’ 이유는, 그것이 순질만을 속성으로 갖기 때문

이다. 원래 일체의 속성을 갖지 않는 것이 순수정신이므로, 순질

이라는 속성을 가진 순수정신이라면, 이것은 ‘특수한’ 것으로 불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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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of Oṃ and its Relationship with 
Īśvara in the Yogasūtra

Hwang, Yu Won
(Graduate Schools, Dongguk University)

Jung, Seung Suk*
89)

(Prof. College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In the Yogasūtra 1.27, Oṃ (praṇava) is introduced as a 
special vācaka (designation) referring to Īśvara. If Īśvara as 
‘a verbal object’(vācya) is referred by the word Īśvara, the 
confusion (saṅkara) due to the correlation between word 
(śabda), meaning (artha), and idea (pratyaya) is inevitable, as 
is stated in YS 3.17.

Oṃ, which has a long history of representing Īśvara and 
supreme reality, consists of only vowels and a nasal. For 
this reason, it can be regarded as more of a pure vibration 
than of a designating word. Oṃ appears to be a sign in the 
sense that the signified is highly abstract in the form of 
Īśvara in some cases, and in others a sound but not a sign 
in others. Upon hearing it, one cannot spontaneously bring 
to mind a specific image that corresponds to the sound, thus 
Oṃ is the most suitable mantra referring to Īśvara.

When the traditional notion that the mantra called Oṃ is 
the designator of Īśvara is excluded, Oṃ naturally loses its 
effect as a designator. Thus in case of Oṃ, there are no pla-

*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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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for a verbal object which normally exists in our every-
day life, and the idea associated with it that normally exists 
in our mind. This is the reason why YS 1.28 states that the 
repetition (japa) of Oṃ always has to be performed with the 
contemplation (bhāvana) of its meaning, which is Īśvara.

In this regard, ‘devotional contemplation (praṇidhāna) to 
Īśvara’ as a means for attaining samādhi can be effectively 
practiced through the repetition of the syllable Oṃ. 
Furthermore, any object that is pure, sacred, and awesome 
can be put in the place of Īśvara as an object of 
contemplation. It is only i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Yoga philosophy that Īśvara is presented as ‘a special 
Soul’(puruṣa-viśesa). In this case, even a god who has the 
creatorship over the universe—a concept that is impossible 
to be postulated in the metaphysical system of Yoga philoso-
phy—can take the place of Īśvara as an object of con-
templation as long as it is regarded as ‘a special Soul’. The 
true identity of Īśvara is, of course, ‘the primordial mat-
ter’(prakṛti) which has ‘the quality of purity’(sattva) as its 
only attribute (guṇa), and this is what is meant by the term 
‘a pure Soul’.

Keywords: Yogasūtra, oṃ(praṇava), japa(repetition), Īśvara,
vācaka(designation), vācya(desig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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