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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경에서는 8지 요가의 지분 중 금계와 권계의 실천 원리로써 대치 
명상(pratipakṣa-bhāvana)을 언급하고 있다. 대치 명상은 금계와 권계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거친 생각(vitarka)이 마음에 일어날 경우 그 정도를 
분석하고 그와 대치되는 내용을 상정하여 비유 표현을 통한 방법이나 분석
적 방법을 통해 명상을 실행함으로써 이를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치 명상의 범위는 금계와 권계에 해당하지만 복주의 해석
을 근거로 그 가능성을 좌법, 조식, 제감에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 대치 명
상은 집중 명상을 행하기에 앞서 이루어지는 예비적 단계의 명상으로, 본
격적인 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본론에서 고찰한 대치 명상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치 명상은 요가 수행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구체적

인 실천 수행 방법이다. 둘째, 좌법과 조식, 제감의 실행에 있어서도 대치 
명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대치 명상은 집중 명상을 행하기에 앞
서 이루어지는 예비적 단계의 명상이다.

이와 같은 대치 명상의 결과 요가행자는 다양한 효과를 과보로 획득할 
수 있는데, 금계와 권계의 각 지분별로 해당하는 성취가 달리 나타난다. 
예를 들어, 범행과 관련된 대치 명상이 이루어질 경우 힘의 획득이, 청정
과 관련된 대치 명상이 이루어질 경우 감관의 정복이나 집중 등의 성취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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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전 요가는 ‘심작용의 지멸’을 당면 목표로 내세우며 마음의 

안정을 통해 삼매의 획득을 꾀하고 있다. 그러한 삼매 획득을 위

한 방법으로 요가경이 언급하고 있는 수행 체계는 크게 세 가지

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멸 요가’(nirodha yoga)이
다. 지멸 요가는 수습과 이욕을 통해 마음에 남아 있는 번뇌를 잠

재우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적인 명상을 가하는 방법론으로, 요가

경은 이러한 집중 명상을 통해 삼매를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한

다.1) 즉, 요가경 제1장이 다양한 삼매의 경지를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도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의 대상에 대한 집중 명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대상을 상정하고 이에 주의를 집중시켜 마음을 

전일한 상태로 만드는 집중 명상은 우리의 감각 기관이 인식할 수 

있는 수많은 대상을 단 하나로 압축시킨다는 극적인 상황을 요구

하게 된다. 따라서 5종 번뇌, 9종 장애 등에 의해 마음의 상태가 

동요, 미혹, 산란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 집중 명상은 어떠한 예비

적 단계를 전재로 할 수밖에 없다.2) 번뇌를 억제하여 마음이 동

요, 미혹, 산란의 상태에서 집중의 상태로 가게끔 만드는 그 예비

적 단계는 요가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수행 체계인 ‘8지 

요가’(aṣṭaṅga yoga)에서 찾을 수 있다.

1) 여기에서 말하는 집중 명상은 하나의 원리에 대한 수습(ekatattvābhyāsa)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주석자들의 견해 차이는 정승석(2010) p. 65 각주 54 
참조.

2) YBh. 1.1 : “동요, 미혹, 산란, 집중, 억제가 마음의 상태이다.”(kṣiptaṃ 
mūḍhaṃ vikṣiptam ekāgraṃ niruddham iti cittabhūmaya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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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 요가는 삼매에 도달하기 위한 요가의 수행을 모두 8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실행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켜 하나의 대상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가경의 대표적인 수행체계이다. 이러

한 8지 요가의 여덟 가지 지분 중 첫 두 단계의 지분이 금계

(yama)와 권계(niyama)이며, 이 두 가지 지분이 바로 앞서 언급했

던 예비적 단계에 해당한다. 금계와 권계는 일괄적으로 요가의 윤

리적 지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데,3) 특히 금계의 경우 고전 

요가가 지니고 있는 어떠한 종교적 이상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인

간의 상호 관계에 보다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인 불상해(不傷害), 진실, 불투도(不
偸盜), 범행, 무소유는4) 요가 수행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뿐만 아니

라 당시 인도 사회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합의된 생활 준칙이나 

규범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금계와 권계가 단순히 윤리도덕적 덕목만을 나타내는 

것이며,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사항

일 뿐이라면 그것을 구태여 8지 요가의 수행 체계에 편입시킬 필

요성은 없다. 왜냐하면 그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제

시되지 않으면, 수행 체계인 8지 요가의 구성 요소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가경은 금계와 권계를 언급하면서, 
각 지분이 포함하고 있는 요소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대치 명상(pratipakṣa-bhāvana)이다. 요가경은 금계에서 언급

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가 사념(邪念)이 되어 마음의 안정을 방해할 

경우 반대되는 것에 대한 명상, 즉 대치 명상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한다.5) 따라서 윤리적 덕목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금계와 권

3) 樫尾(1979) p. 385.
4) YS. 2.3 : “금계는 불상해, 진실, 불투도, 범행, 무소유이다.” (ahiṃsā 

satyāsteyabrahmacaryāparigrahā yamā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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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두 가지 지분이 대치 명상을 통해 달성된다는 점은 이것이 

요가 행법의 예비단계로서 단순히 생활 규범에 머무르는 것이 아

니라 수행의 영역에까지 깊숙이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6)

본고에서는 8지 요가의 전 2단계인 금계와 권계의 구체적인 실

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치 명상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이론

적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대치 명상의 효과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요가경과 요가주를 참고하여 논의를 진행하

였으며, 필요에 따라 복주를 참고하였다.

Ⅱ. 대치 명상의 정의와 차별성

1. 대치 명상의 개념

금계와 권계의 실천 수행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치 명상은 

요가경의 제2장에서 두 개의 게송을 통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거친 생각이 방해할 경우 대치 명상이 [있어야만 한다.]7)

살생 등의 거친 생각들은 능동적인 것, 수동적인 것, 승인된 것들이 

있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드러운 것, 중간 것, 

5) YS. 2.33.
6) 高木(1991) p. 188 참조.
7) YS. 2.33 : vitarkabādhane pratipakṣabhāva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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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것들로 고통과 무지의 무한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 대치 명상이다.8)

요가경 제2장 제33과 제34 게송은 대치 명상이 전재하고 있

는 거친 생각(vitarka)을 정의하고, 그러한 거친 생각에 따라 실행

되어야 할 대치 명상을 언급하고 있다. 대치 명상을 논하기 위해

서는 그러한 대치되는 상황을 제공하는 거친 생각, 즉 금계의 각 

요소가 반드시 언급되어만 한다.
8지 요가에서 금계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금계를 통해 금지되

고 있는 특정 행위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행위에 비해 보다 강력

한 잔여업을 발생시켜 인간을 윤회에 강력하게 속박시키기 때문

이다.9) 따라서 금계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친 생각들은 지멸 요가

의 목표인 마음의 작용을 없애는 데 방해될뿐더러, 강한 번뇌를 

야기하여 요가행자의 수행 의지를 박탈하게 된다. 그러므로 금계

의 금지 요소가 거친 생각이 되어 마음에 일어날 경우 그와는 반

대되는 것을 설정하여 마음에 떠올리는 것이 대치 명상의 기본 개

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대치 상황은 인간의 의식 내면에

서 일어나는 극심한 윤리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10) 또한 요가

주에서는 이러한 ‘반대되는 것’은 거친 생각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고통과 무지의 무한한 반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1) 
그런데 거친 생각의 방해가 있을 경우 대치 명상을 행하여야 한

다는 것은 금계에 위배되는 거친 생각이 생겨 금계의 실천이 방해

될 경우, 그에 대항하는 반대의 것에 대한 명상을 일으켜야 한다

8) YS. 2.34 : vitarkā hiṃsādayaḥ kṛtakāritānumoditā 
lobhakrodhamohapūrvakā mṛdumadhyādhimātrā duḥkhājñānānantaphalā 
iti pratipakṣabhāvanam //

9) 遠藤(1996) p. 22 참조.
10) 樫尾(1978) p. 388 참조.
11) Ybh. 2.34 : “실로 바로 이러한 거친 생각들은 고통과 무지의 무한한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이 대치 명상이다.” (te khalvamī vikarkā 
duḥkhājñānānantaphalā iti pratipakṣabhāva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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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므로,12) 그 각각의 거친 생각이 지니고 있는 상황을 상세

히 설정할 필요성이 생긴다. 왜냐하면 대치 명상은 거친 생각이 

전제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가경 제2장 제34송은 이

러한 거친 생각을 27종으로 상세히 구분하고 있다.

1단계 : 능동적인 것, 수동적인 것, 승인된 것

2단계 : 탐욕, 분노, 어리석음

3단계 : 부드러운 것, 중간 것, 강한 것

거친 생각의 구분에서 1단계의 경우, 거친 생각의 발생 요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스스로의 

목적성을 위해 발생할 경우 능동적인 것, 타인으로 인해 비롯될 

경우 수동적인 것, 사회적 의무의 실행 등의 외부적 요인에서 발

생할 경우 승인된 것으로 구분한다. 2단계에서는 탐‧진‧치 삼독(三
毒)과 관련하여 1단계의 세 가지 구분을 더욱 상세하게 분석해서 

총 9가지 종류로 정리한다. 예를 들어, 고기를 얻고자 일어나는 살

생은 능동적인 것이면서 탐욕에 기반 한 거친 생각, 타인의 거짓

말에 분노하여 일어나는 거짓말은 수동적인 것이면서 분노에 기

반 한 거친 생각, 제사를 치르기 위해 살생하여 제물을 준비할 경

우 승인된 것이면서 어리석음에 기반 한 거친 생각이다. 마지막 3
단계는 앞선 2단계의 구분을 거치며 설정된 아홉 가지의 기본적인 

거친 생각을 정도에 따라 다시 3단계로 나눈 것으로, 이 단계를 

통해 거친 생각은 총 27종으로 정리된다. 요가주는 이에 더하여 

다시 4단계로 강‧중‧약의 3단계를 설정하여 거친 생각의 수를 총 

81종으로 증가시킨다.
이처럼 요가경과 요가주에서 거친 생각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세세하게 구분한 것은 각 상황에서 발생하는 고

12) 高木(1991) p. 1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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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무지의 정도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대치 명상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섯 가지 금계의 요소 각각과 관련하

여 그에 따라 거친 생각을 구분하는 것은 요가행자의 마음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요가행자의 마음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항목 또한 만들 수 있다. 대치 명상은 그 자체로 고

정된 형태가 없고, 다만 마음에 일어나는 거친 생각에 따라 가변

적인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요가행자가 취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

에 따라 정확한 형태와 정도의 대치 명상이 필요하며, 그것은 거

친 생각에 대해 3～4단계에 걸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미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대치 명상과 4무량심

앞서 대치 명상은 고정된 형식이나 틀이 없고, 다만 마음에 일

어나는 거친 생각이 그 근거가 되어 그 내용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이처럼 마음에 일어나는 어떠한 상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그것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 집

중 명상의 방법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4무량심이다. 요가경
제1장 제33송은 집중 명상의 대상으로 네 가지 마음을 통해 마음

을 청정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즐거움, 고통, 선, 악에 대해 호의, 동정, 기쁨, 무관심을 떠올림으로

써 마음의 청정함을 얻을 수 있다.13)

13) YS. 1.33 : maitrīkaruṇāmuditopekṣānāṃ 
sukhaduḥkhapuṇyāpuṇyaviṣayāṇāṃ bhāvanātaścittaprasāda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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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무량심은 요가행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즐거움, 고통, 선, 악이

라는 각각의 상태에 따라 대별되는 호의, 동정, 기쁨, 무관심을 각

각 설정하고 이를 마음에 떠올려 청정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따라

서 대치 명상의 경우와 같이 대별되는 상황이 제시되고 그 각각에 

대한 명상의 대상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4무량심에 대한 집중 명

상은 대치 명상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요가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양자는 외양적으로는 유사한 형태

를 지니고 있지만 명상의 대상과 목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다

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즐거움을 향유하게 된 모든 중생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할 것이며, 
고통 받는 자들에게 동정을, 선한 자들에게 기쁨을, 악한 자들에게 무

관심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14)

요가주에 따르면 4무량심에 대한 집중 명상은 우선 전제되는 

상황인 즐거움, 고통, 선, 악이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즐거움, 고통, 선, 악은 요가행

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상태만이라기보다는 요가행자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 세계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요가행자가 

갖추어야 할 마음의 상태가 호의, 동정, 기쁨, 무관심이라는 4무량

심으로 설정되고, 그러한 마음 상태 자체가 명상의 대상이 된다.
이에 반해 대치 명상의 경우 금계의 다섯 가지 요소에 근거한 

다양한 종류의 거친 생각이 요가행자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므

로, 그 기원을 내부적인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그 내부적

인 요인에 의해 설정되는 대치 상황에 대해 명상을 일으키므로 동

14) YBh. 1.33 : tatra sarvaprāṇiṣu sukhasaṃbhogāpanneṣu maitrīṃ bhāvayet 
duḥkhiteṣu karuṇām puṇyātmakeṣu muditām apuṇyaśīleṣūpekṣā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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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여러 가지 거친 생각이 일어나거나 종류 또는 정도가 변화될 

경우 명상의 대상이 다양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4무량심과는 차

이를 보인다. 그리고 대치 명상의 경우 대치 명상을 통해 마음에 

일어난 거친 생각과 상쇄시켜 없앤다는 측면에서 명상을 대상으

로 마음의 전일한 상태를 구축하는 4무량심에 대한 집중 명상과는 

그 방식이나 목적에서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다.

Ⅲ. 대치 명상의 범위와 효과

1. 대치 명상의 이론적 근거

앞서 살펴본 대치 명상에 대한 요가경 제2장의 두 가지 게송

의 경우, 그것을 통해 대치 명상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

지만 대치 명상이 지니고 있는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상
기 게송에 대한 요가주 또한 대치 명상의 필요성과 당위성만을 

설할 뿐,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치 명상은 8지 요가 체계에서 금계와 권계의 단계

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수행법이지만 8지 요가 체계를 설명하고 있

는 게송에서 그것이 왜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

다. 따라서 대치 명상의 이론적 근거를 찾으려면 요가경에서 언

급하고 있는 8지 요가 이외의 수행 체계인 ‘지멸 요가’와 ‘행위 요

가’(kriya yoga)를 검토해야만 한다. 대치 명상의 이론적 근거는 
요가경 제1장 제15송과 제2장 제4송에서 찾을 수 있다.

이욕은 보거나 들은 대상에 대해 열망을 갖지 않는 통제된 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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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

이욕은 수습과 함께 지멸 요가의 실천 체계를 이루는 두 가지 

요소 중 하나이다. 요가주는 이러한 이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

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욕의 개념에서 대치 명상의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요가주에 따르면 인식자와 인식 

대상의 관계에 대해 ① 경험 대상에 대한 열망을 갖지 않는 경우

와 ② 초월적이거나 세속적인 대상과 접촉하더라도 식별능력을 

통해 대상의 결점을 알아차리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자, 음식, 음료, 초능력이라고 하는 경험 대상에 대한 열망을 갖지 

않는 것으로, ··· 초월적이거나 세속적인 대상과 접촉할지라도 마음은 

식별 능력을 통해 대상의 결점을 알아차리는 경우, 향유를 특성으로 

가지지 않고, 피하거나 받아들이지도 않는 통제된 의식이 이욕이다.16)

이 가운데 ①의 경우, 경험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 일어날 수 있

는 열망을 피한다는 것은 이욕이 지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1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치 명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②의 

경우이다. 이 경우 어떠한 대상과 접촉하더라도 식별 능력을 발휘

하여 대상의 결점을 알아차린다는 것, 그래서 이를 통해 통제된 

의식(vaśīkāra-saṃjñā)을 이욕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①의 경우

와 비교했을 때 그 기본적 개념을 보다 발전시킨 2차적 의미로 해

석할 수 있다.

15) YS. 1.15 : dṛṣṭānuśravika viṣayavitṛṣṇasya vaśīkārasaṃjñā vairāgyam /
16) YBh. 1.15 : striyo’nnapānamaiśvaryamiti dṛṣṭviṣaye vitṛṣṇasya ··· 

divyādivyaviṣayasaṃprayoge’pi cittasya viṣayadoṣadarśinaḥ 
prasaṃkhyānabalādanābhogātmikā heyopādeyaśūnyā vaśīkārasaṃjñā 
vairāgy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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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되지 않은 작용들이 있을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하는 통제된 의

식을 일으킬 때, 이러한 다양한 대상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통제된 의식이] 일어날 때, 이들 [통제되지 않은 작용들에] 방해

받지 않음으로써 [요가행자에게] 신념, 정진, 기억, 삼매가 일어날 것

이라고 한다.17)

여기에서 유의미한 요소는 ‘식별 능력’(prasaṃkhyā)과 결점

(doṣa)의 파악이다. 식별 능력의 경우 앞서 대치 명상의 근거가 되

는 거친 생각의 3～4단계에 걸친 분석과 관련된다. 대상과의 접촉

을 통해 발생한 마음의 상태는 식별 능력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욕

이 실천되는데, 대치 명상에 있어서 거친 생각의 분석은 이욕에 

있어서 식별 능력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식별 능력을 

통해 파악된 대상의 결점은 거친 생각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대치 

명상의 구체적인 형태와 연관된다.
대치 명상의 이론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는 또 다른 곳은 요

가경 제2장 제4송의 번뇌에 대한 내용이다.

대치 명상을 통해 [번뇌가] 멈추듯이, 그와 같이 [번뇌들은] 자신의 

징표를 드러냄으로써 현현된다.18)

쇠약한 것에 대해 말하면, 대치 명상을 통해 손상된 번뇌들이 약화

되는 것이다.19)

17) YBh. 1.15 : aniyatāsu vṛttiṣu tad viṣayāyāṃ vaśīkārasaṃjñāyām 
upajātāyāṃ cittaṃ samarthaṃ syāttasya tasyārthasya 
pratyakṣīkaraṇāyeti / tathā ca sati 
śraddhāvīryasmṛtisamādhayo’syāpratibandhena bhaviṣyantīti /

18) YBh. 2.4 : yathaiva pratipakṣabhāvanāto nivṛttas tathaiva 
svavyañjakāñjanenābhivyakta iti /

19) YBh. 2.4 : tanutvamucyate - pratipakṣabhāvanopahatāḥ kleśāstanavo 
bhavan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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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경에 따르면 번뇌의 근본이 되는 무지(avidyā)는 잠들어 

있거나, 쇠약하거나, 저지되어 있거나, 활성화되어 있다.20) 따라서 

번뇌는 네 가지 상태로 마음에 나타나게 되는데, 요가주에 따르

면 그러한 번뇌가 쇠약하여서 저지되기 위해서는 대치 명상에 의

해 번뇌가 손상될 필요가 있다. 대치 명상은 마음의 거친 생각과 

서로 상쇄되면서 거친 생각을 마음에서 없애게 되는데, 거친 생각

의 징표를 분석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치 명상을 일으키는 것은 번

뇌에 흠집을 내서 징표를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마

음에서 번뇌의 현현을 약화시킨다.
대치 명상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립적으로 발생하서나 형성될 

수 없으며, 항상 마음에 나타나는 거친 생각과 관계하여 상정되어

야 한다. 따라서 번뇌의 상태에 대한 분석은 대치 명상이 지니는 

효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2. 대치 명상의 범위

대치 명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치’(pratipakṣa)와 ‘거친 생각’(vitarka)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지 살펴보아야 한다.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삿된 생각에 흥분하고 들떠 살생 등의 거친 

생각이 일어난다면, [거친 생각에] 빠져있는 자는 그와 대치되는 것을 

명상해야 한다.21)

20) YS. 2.4.
21) YBh. 2.33 : yadāsya brahmaṇasya hiṃsādayo vitarkā jayeran … evam 

unmārgapravaṇavitarkajvareṇātidīptena bādhyamānas tat 
pratipakṣānbhāva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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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주에서는 ‘대치’되는 것에 대한 명상은 ‘거친 생각’이 일

어났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대치’라는 것은 개념 상 그 

자체로는 성립할 수 없고, 항상 ‘거친 생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대치’가 의미하는 바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

제가 되는 ‘거친 생각’이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부터 확정해야 

한다. 비갸나 비크슈는 ‘거친 생각’에 대해 그것을 상해(傷害) 등에 

대한 ‘기술적 용어’(tānkrikī)라고 말한다.22) 즉, ‘거친 생각’이란 

인간이 마음에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생각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요가경에서는 이러한 ‘거친 생각’이 지시하는 바에 대해 특별

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2장 제34송에 ‘살생 등’(hiṃsādaya-
ḥ)이라는 내용이 나오므로 8지 요가의 단계 중 금계는 확실히 ‘거
친 생각’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요가경의 내용

만으로는 이러한 ‘거친 생각’의 범위에 권계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요가주는 제2장 제32송
과 제33송의 사이에 ‘이러한 금계와 권계에 대하여’(eteṣām yam-
aniyamānām)이라는 표현을 첨언하고 있다. 따라서 요가주는 

‘거친 생각’에 금계는 물론이고 권계 또한 그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후 복주들은 요가주의 내용을 근거

로 ‘거친 생각’에 금계와 권계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진리 연구는 “좋은 것들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śreyā-

ṃsi bahuvighnāni)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비야사가 경전의 의도

를 해석하면서 누락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금계와 권

계에 대하여’라는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23) 요가주 주해

22) YV. 2.33 : “‘vitarka’라고 하는 것은 상해 등에 대한 기술적 

용어이다.”(vitarkasaṃjñā hiṃsā’diṣu tāntrikī /)
23) TV. 2.33 : eṣām apavādasaṃbhave tatpratīkāropadeśaparaṃ 

sūtramavatārayati - eteṣāṃ yamaniyamānām 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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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 문맥에서 거친 생각들은 금계와 권계에 위배되는 것들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24) 요가 해명은 비야사가 ‘이러한 금계와 

권계에 대하여’라는 말을 보충하여 금계와 권계의 장애를 제거하

기 위한 수단임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여 기존의 주석들과 이견이 

없음을 알 수 있다.25)

하리하라난다 아란야(Hariharānanda Āraṇya)와 루크마니(Ruk-
mani)는 이에 대해 거친 생각을 상해, 거짓, 투도, 무절제, 소유욕 

등 금계의 다섯 가지 항목과 불결함, 불만, 쾌락 추구, 불필요한 

언동,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등 권계에 위배되

는 다섯 가지 항목이라고 상술하고 있다.26) 그러므로 요가주 이

하 복주와 근현대의 학자들 모두 이 ‘거친 생각’이라는 기술적 용

어는 금계와 권계 열 가지 항목을 그 범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가주는 이러한 ‘거친 생각’의 실례를 금계에 한정하여 다음

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27)

나는 나를 해치려 하는 자를 죽이겠다. (haniṣyāmy aham 
apakāriṇam)

나도 거짓말을 해야겠다. (anṛtam api vakṣyāmi)
나도 그의 돈을 훔쳐야겠다. (dravyam apy asya svīkariṣyāmi)
나는 그의 아내와 간통을 저지르겠다. (dāreṣu cāsya vyavāyī 
bhaviṣyāmi)
나는 그의 소유물의 주인이 되어야겠다. (parigraheṣu cāsya svāmī 
bhaviṣyāmi)

24) YBhV. 2.33 : tatra yamaniyamānāṃ viruddhāstarkāḥ vitarkāḥ
25) YV. 2.33 : ukteṣu yamaniyameṣu vakyamāṇavidhnasya 

nivṛttyupāyapratipādakaṃ sūtraṃ pūrayitvā’vatārayati –- eteṣāṃ 
yamaniyamānāmiti /

26) Āraṇya(1983) p. 216 ; Rukmani(1981) p. 201.
27) YBh.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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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는 진리 연구와 달리 요가주 

주해와 요가 해명은 금계 이외에도 권계에 대해 실례를 제시하

고 있다.

“나는 청정을 실행하지 않겠다.” 등과 같이 청정 등의 각각에 관한 

거친 생각들을 관찰해야 한다.28)

그래서 유사한 방식으로 다섯 가지 권계에 대한 거친 생각에 대해 

“나는 청정을 포기하겠다.” 등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29)

이상의 내용을 검토하여 금계와 권계의 열 가지 항목에 관한 열 

가지 거친 생각을 재구성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남을 죽이고 싶은 생각, ②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고 싶은 생각, 
③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생각, ④ 부정하게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생각, ⑤ 불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싶은 생각, ⑥ 청정하지 못한 

신체에 집착하는 생각, ⑦ 애욕 등을 통해 끝없이 즐거움을 채우고 싶

은 생각, ⑧ 신체를 안락하게 유지하고 싶은 생각, ⑨ 불필요한 언행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 ⑩ 신을 부정하는 저열한 자들에 대한 생각

그런데 ‘거친 생각’과 ‘대치’의 범위를 금계에서 권계에까지 확

장하고 있는 요가주 이하 진리 연구와 요가주 주해의 견해

에서 보다 나아가 요가 해명은 그것을 8지 요가의 그 다음 단계

인 좌법, 조식 등에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요가주 제2장 제33송
의 내용 중 “다른 경전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적용해야 한

다.”(evamādi sūtrāntareṣv api yojyam)를 해석하면서, 요가주 

28) YBhV. 2.33 : śaucādīnāṃ pratyekaṃ vitarkā draṣṭavyāḥ śaucaṃ na 
kariṣyāmītyādayaḥ /

29) YV. 2.33 : evaṃ niyamapañcake’pi tyakṣyāmyahaṃ śaucamityādayo 
vitarkāḥ draṣṭavyāḥ yaktisāmyā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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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는 ‘다른 경우’(antareṣu)의 대상을 권계에 한정한 상태에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요가 해명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경우’라는 것은 요가경에서 다루고 있는 좌법(āsana), 조
식(prāṇāyāma) 등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밝히면서, 이 경우 “나는 

좌법과 그 밖의 것들을 포기하겠다.” 등과 같은 것도 거친 생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였다.30) 따라서 요가 해명의 주석에 

의거하면 ‘거친 생각’과 ‘대치’의 범위는 8지 요가의 여덟 가지 지

분 가운데 내측의 응념, 정려, 삼매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가지 모

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치 명상의 범위와 8지 

요가 각 지분 간의 관계에 대한 고전요가의 각 문헌들이 지니고 

있는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계 권계 좌법 조식 제감 응념 정려 삼매

YS
YBh
TV

YBhV
YV

<표 1>  문헌별 8지 요가와 대치 명상의 범위

그러므로 대치 명상이 지니는 범위는 좁게는 금계에 해당하는 

거친 생각과 관련된 대치 상황에서 넓게는 집중 명상이 본격적으

로 이루어지는 응념 단계 이전까지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범위를 

고려했을 때, 대치 명상은 집중 명상을 통해 대상에 대한 전념이 

이루어지는 응념, 정려, 삼매의 단계 이전에 예비적 단계라고 생

30) YV. 2.33 : evamādīti / vitarkabādhane 
pratipakṣabhāvanamityevamādikaṃ sūtrāntareṣu 
āsanaprāṇāyāmasūtreṣvapi yojanīyam / … āsanādiṣu ca vitarkā 
āsanādikaṃ tyakṣya ityādirupā iti śeṣa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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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할 수 있다. 

3. 대치 명상의 방법과 그 효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치 명상은 금계와 권계 등에 거스르는 

상황에 해당되는 ‘거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발현된다. 즉, 대치 

명상은 그러한 거친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의 결과가 가져

올 고통과 무지에 대해 명상(bhāvana)하는 것이다. 요가주는 이

러한 대치 명상에 대해 ‘거친 생각’을 ‘대치’할 명상의 구체적 내

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직접인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

히고 있다.

“요가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들에게 안전함을 제공함으로써 무자비

한 윤회의 숯덩이에서 불타고 있는 나에게 도피처를 제공해주었다. 실
로 내가 거친 생각들을 버리고나서 다시 그것들을 취하는 것은 개처럼 

사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31)

“버린 것을 다시 취하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핥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야할 것이다.]32)

상기에 인용된 예문은 거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와 대치되는 

생각으로 일으켜야 할 내용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두 가지 인

용문에 공동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버리고 나서’(tyaktvā)라든지, 

31) YBh. 2.33 : ghoreṣu saṃsārāṅgāreṣu pacyamānena mayā śaraṇam 
upāgataḥ sarvabhūtābhayapradanena yogadharmaḥ / sa khalvahaṃ 
tyaktvā vitarkān punas tānādadānastulyaḥ śvavṛtteneti bhāvayet /

32) YBh. 2.33 : yathā śvā vāntāvalehī tathā tyaktasya punarāvavāna 
ityevamā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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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것’(tyaktasya)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버린다는 것의 대상

은 역시 ‘거친 생각’일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거친 생각들’로 

표현되었고, 아래의 인용문에서는 문장의 맨 앞에 ‘거친 생각’이라

는 표현이 생략이 되었겠지만, 이 ‘거친 생각’이라는 표현 대신에 

실제 요가행자에게 일어난 거친 생각을 적용하여 대치 명상으로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개와 같다는 표현을 양쪽 인용문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

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개의 습성과 재차 거친 생각을 떠올

리는 것이 유사하게 이해되기 때문일 것이다. 요가주 주해는 

‘śvavṛttaḥ’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이것을 ‘그의 행동이 개와 같

은’, 혹은 ‘개와 같은 행동’을 의미하며, 그래서 이미 일반인의 생

활을 버리고 수행에 나선 자가 다시금 그러한 거친 생각을 일으키

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한다.33) 따라서 만일 요가행자에게 

거친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러한 거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개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에서 인용한 문장 중 하나를 대치 명상

으로 떠올려야 할 것이다.
또한 요가주 제2장 제34송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대치 명상 

이외에도 떠오르는 거친 생각을 보다 세밀히 분석해 그것이 가져

올 과보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거친 생각을 떨쳐버리는 대치 명상

의 방법 또한 설명하고 있다.

① 그래서 살생하는 자는 우선 희생자의 힘을 빼앗는다. ② 그리고 

무기 등을 사용해 고통을 가한다. ③ 마지막으로 그의 목숨을 빼앗는

다. ⓐ 힘을 빼앗기 때문에 그가 지닌 살아있거나 살아있지 않은 대상

이 힘을 잃게 된다. ⓑ 고통을 가하기 때문에 그는 지옥계, 축생계, 아

33) YBhV. 2.33 : “‘śvavṛttaḥ’는 ‘그의 행동이 개와 같은’[이라는 의미이다.] 혹은 

‘śvavṛttaḥ’는 ‘개와 같은 행동’이다. 그래서 [요가행자는 거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개와] 유사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śuna iva vṛttaṃ yasya 
saḥ śvavṛttaḥ / śvavad vā vṛttaḥ śvavṛttaḥ / tena tulya iti bhāvay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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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계 등에서 고통을 경험한다. ⓒ 그리고 목숨을 빼앗기 때문에 매 순

간 죽음 속에서 살아가며, 고통의 결과로 인해 죽음을 원하더라도 경

험된 결과에 묶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호흡을 이어간다. 그리고 만일 

어떻게든 살생의 공덕을 받게 되더라도 거기서 즐거움을 얻되 수명이 

짧아질 것이다.34)

앞서 살펴 본 ‘개와 같다’고 생각하는 대치 명상의 방법이 거친 

생각이 일어난 순간 바로 떠올려서 제거하는 방식이라면, 이 방법

은 거친 생각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거나 강하게 일어났을 때 제거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어난 거친 생각을 분석하여 그 

정도를 파악하고, 거친 생각이 실행으로 옮겨졌을 경우 그 세부적

인 단계를 구분하며, 그 각각의 단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보

에 대해 명상하는 것이 분석적 방법의 대치 명상이다.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요가주는 거친 생각 가운데 살

생을 예로 들면서 이를 ① 제압, ② 가해, ③ 살해의 3단계로 구분

하고 있다. 각각의 단계는 특정한 행위가 있고, 그 행위는 ⓐ, ⓑ, 
ⓒ의 과보를 낳게 된다. 따라서 요가주는 살생을 행하는 자에게

는 세 가지 고통이 따르게 된다고 설명한다. ⓐ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지닌 살아있거나 살아있지 않은 대상’이란 요가 해명에 

따르면 살아있는 대상은 살생을 저지르는 자의 아내나 자식,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은 그가 지닌 재산 등을 의미한다.35) ⓑ는 칼과 같

34) YBh. 2.34 : tathā ca hiṃsakas tāvat prathamaṃ vadhyasya vīryam 
ākṣipati / tataś ca śastrādinipātena duḥkhayati / tato jīvitād api 
mocayati / tato vīryākṣepād asya cetanācetanam upakaraṇaṃ 
kṣīṇavīryaṃ bhavati / duḥkhotpādān narakatiryakpretādiṣu duḥkham 
anubhavati / jīvitavyaparopaṇāt pratikṣaṇaṃ ca jīvitātyaye vartamāno 
maraṇam icchann api duḥkhavipākasya niyatavipākavedanīyatvāt 
kathañcid evocchvasiti / yadi ca kathaṃcit puṇyāvāpagatā hiṃsā bhavet 
tatra sukhaprāptau bhaved alpāyur iti /

35) YV. 2.34 : “다른 이의 힘을 빼앗았기 때문에 살생을 저지른 그의 아내, 자식, 
재산 등 살아있거나 살아있지 않은 대상은 [힘을 잃는다.]” (paras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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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기로 다른 이의 고통을 유발시키면 나 역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에서 매 순간 죽음 속을 살아간다는 것은 병에 

걸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늘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6)

이와 같이 요가주와 복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치 명상의 

전형적인 방법론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즉, 하나는 비유 표

현을 통한 대치 명상, 다른 하나는 분석적 방법을 통한 대치 명상

이다. 요가주에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론이 예시를 통해 제시되

고 있지만 요가행자의 상태나 일어난 거친 생각의 정도에 따라 그 

세부적인 형태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대치 명상의 목적은 

발생한 거친 생각을 잠재우는 것이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면 이상에서 살펴본 두 가지 방법론 이외에 다른 형태의 대치 명

상 또한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처럼 대치 명상은 거친 생각이 일어났을 때 행하게 되고, 그

래서 일어난 거친 생각들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거친 생각이 

제거된 요가행자는 수행을 지속시킬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

고, 장애에 방해받지 않아 집중을 통해 삼매에 도달할 수 있게 된

다. 하지만 이러한 대치 명상의 궁극적인 효과 이외에도 요가주
은 대치 명상을 통해 달성된 금계와 권계 각각의 지분에 대한 실

천이 성취의 표시로 어떠한 능력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한다.37)

vīryākṣepāt tasya hantur api cetanācetanam upakaraṇaṃ 
strīputradhanādikaṃ)

36) YV. 2.34 :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살생을 저지른 자 또한 병으로 

인하여 매 순간 죽음을 경험하며, 의식 없는 상태에서 죽음에 직면하여 

죽음을 원하더라도 어떻게 하든 산다.”(prāṇaviyojanāttatkartā’pi 
pratikṣaṇaṃ jīvitātyayaṃ rogādinā maraṇāvasthāṃ 
saṃmohamayīmāpanno maraṇam icchann api kathaṃcid eva jīvati /)

37) YBh. 2.34 : “[대치 명상이] 실행되어 그에게 더 이상 [거친 생각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것을 행한 요가행자는 성취의 표시로 초자연력을 나타내게 

된다.”(yadāsya syur aprasavadharmāṇas tadā tatkṛtam aiśvary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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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취

금
계

불상해 적대심의 소실(vairatyāga)
진실 행위와 결과의 일치(kriyāphalāśrayatva)
불투도 온갖 보물의 입수(sarvaratnopasthāna)
범행 힘의 획득(vīryalābha)
무소유 출생에 대한 지식(janmakathaṃtāsaṃbodha)

권
계

청정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혐오(svāṅgajugupsā)
타인과의 교접에 대한 중지(parair asaṃsarga)

순질의 청정(sattvaśuddhi)
바른 이해(saumanasya)

집중(ekāgrya)
감관의 정복(īndriyajaya)

자신에 대한 관찰의 

적합성(ātmadarśanayogyatvā)
만족 지극한 기쁨(anuttamaḥ sukhalābha)
고행

불순물의 제거(aśuddhikṣaya)
신체와 감관의 초자연력(kāyendriyasiddhi)

자기학습 신과의 접촉(iṣṭadevatāsaṃprayoga)
신에 대한 헌신 삼매의 성취(samādhisiddhi)

<표 2> 대치 명상에 따른 성취

Ⅳ. 결론

지금까지 요가경을 중심으로 요가주와 그 주석서들을 통해 

대치 명상(pratipakṣa-bhāvana)의 개념과 이론적 토대, 범위와 실

천 방법 및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요가경의 핵심적인 실천 

체계는 총 여덟 단계로 이루어진 8지 요가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시작은 금계와 권계로 부터 비롯된다. 금계와 권계는 요가행자에

yoginaḥ siddhisūcakaṃ bhav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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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있어서 요가 실행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단계로 이에 대한 구체

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하지만 요가행자에게는 행위를 통해 금계

와 권계를 지키는 것만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즉, 행위에 앞서 거

친 생각으로 나타나는 금계와 권계의 각 요소가 실행 단계 이전에

서 차단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요가 수행의 당면 과제는 심작

용의 지멸에 있으며, 금계와 권계의 단 지분에 해당하는 거친 생

각이야 말로 심작용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중 명상

을 통한 심작용의 지멸에 앞서 요가행자가 대치 명상을 통해 실천

해야만 하는 것은 수행을 다짐한 요가행자에게조차 발생할 수 있

는 거친 생각의 제거이다.
이러한 거친 생각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정도에 따라 총 81가

지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리고 금계와 권계 각각

에 이를 적용시키면 그 수는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거친 

생각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발생하는 조건에 따라 비유 표현을 

통한 방법과 분석적 방법이라는 두 가지 방식의 대치 명상이 제시

되고 있음을 요가주의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제시되고 

있는 두 가지 방식은 일어난 거친 생각에 따라 다시 적절하게 변

형되어 실천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복주를 통해 대치 명상

의 범위가 금계와 권계의 영역을 벗어나 8지 요가에서 그 다음 단

계들인 좌법, 조식, 제감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제 대치 명상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해 몇 가지 

사항으로 정리하면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 대치 명상은 요가 수행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구체적인 실천 수행 방법이다. 8지 요가의 각 지분 가운데에서 구

체적인 수행은 좌법과 조식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인식

이 강하다. 그래서 금계와 권계는 단순히 구호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단지 금계는 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권계는 실

천하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무방한 정도에 인식 수준이 머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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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실행의 유무에 앞서 금계 및 권계와 관련하여 발생

하는 거친 생각에 주목하고, 이를 제거할 수단으로써 대치 명상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요가주에서 제시되고 있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요가행자 각자의 상황에 적합

하도록 조정해 실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좌법과 조식, 제감의 실행에 있어서도 대치 명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본론에서 확인했듯이 요가 해명은 대치 명상의 

범위를 8지 요가의 3~5단계인 좌법, 조식, 제감에 까지 확대하고 

있다. 본격적인 수행의 실행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단

계의 실천에 있어서도 대치 명상의 활용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예
를 들어 좌법을 수련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련에 대한 거부

감이 거친 생각으로 일어날 경우 대치 명상을 실행하는 것은 좌법 

수련을 원활하게 하고, 마음에서 다른 작용을 제거하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다. 좌법, 조식 등에 대한 거친 생각을 미리 상정하고, 
그 정도를 분석하여 대치 명상의 세부 내용을 구성해 놓는다면 효

과적인 수련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대치 명상은 집중 명상을 행하기에 앞서 이루어지는 예비

적 단계의 명상이다. 대치 명상은 마음에 떠오르는 가장 거친 형

태의 생각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대치 명상 자체는 항상 거

친 생각에 의존하여 실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치 명상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치 명상은 심작용의 지멸이라

는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예비 단계에 해당한다. 대
치 명상을 통해 거친 생각이 제거된 마음은 이제 더 이상의 심작

용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것에 집중

하는 명상을 실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치 명상은 집중 명상을 

실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행 단계의 명상이라고

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금계와 권계에 관한 거친 생각이 멈추지 

않고 발생하는 한 대치 명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128 ∙ 印度哲學 제47집

약호 및 참고 문헌

YS ; 요가경 : Yogasūtra. Ānandāśrama(1979).
YBh ; 요가주 : YogasūtraBhāṣya. Ānandāśrama(1979).
YBhV ; 요가경 주해 : YogasūtraBhāṣyaVivaraṇa of Śaṅkara. 

Rukmani(2001).
TV ; 진리 연구 : TattvaVaiśāradī of Vācaspatimiśra. 

Ānandāśrama(1979).
YV ; 요가 해명 : YogaVārttika of Vijñānabhikṣu. Rukmani(1981).

Ānandāśrama(1979). Pātañjalayogasūtraṇi, Ānandāśrama Sanskrit 
Series Vol. 47. Poona.

Āraṇya, S. H.(1983). Yoga Philosophy of Patañjali.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Prasāda, R.(2000). Pātañjali's Yoga Sūtras. Mundhiram Manoharlal 
Publishers Pvt, Delhi.

Rukmani, T. S.
1981 Yogavārttika of Vijñānabhikṣu. Mundhiram 

Manoharlal Publishers Pvt, Delhi.
2001 Yogasūtrabhāṣyavivaraṇa of Śaṅkara. Mundhiram 

Manoharlal Publishers Pvt, Delhi.
Woods, J. H.(1977). The Yoga-System of Patañjali. Motilal 

Banardisass, Delhi.

정승석(2010). 요가수트라 주석. 서울 : 소명출판.
高木 伸元(1991). 古典ヨーガ體系の硏究. 京都, 法藏館.
遠藤 康(1996). ｢インド的神秘思想と倫理-古典ヨーガ體系の倫理思想｣, 

海東佛敎 41. 東海印度學佛敎學會, pp. 14-26.
樫尾 慈覺(1979). ｢ヨーガ哲學における倫理の問題｣, 印度學佛敎學硏究

52. pp. 385-389.



요가경의 수행 체계로서 대치 명상의 범위와 효과 ∙ 129

Abstract

The Range and Effect for Meditation of Opposite 
Thoughts in Yogasūtra

Ahn, Pilseop
(Academy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The fundamental practice system of YS consists in 
eight-steps, or aṣṭāṅga-yoga, and it begins with re-
straint(yama) and observances(niyama). It is the step of re-
straint and observances required to set up specific action 
that laid the foundation of yoga performed in a yogi; how-
ever, yogi is not required simply through the act of keeping 
a restraint & observances. It is because the actions required 
prior to each element of restraint & observances appear as 
perverse thoughts (vitarka) is blocked prior to the execution 
phase. Since, The goal of yoga is the restriction of the medi-
tations of the mind (cittavṛtti-nirodhaḥ), and perverse 
thoughts, belonging to a restraint & observances, is just a 
process of mind. Therefore, in order to practice the re-
striction of the meditations of the mind by one-pointedness 
meditation, yogi must first remove the perverse thoughts 
through meditation on opposite thoughts(pratipakṣa-bhāva-
na).

Such perverse thoughts vary enough to be divided into 
81 types depending on the degree. And if it applies to each 
of restraint & observances, the number will be increased 
multiple times. Depending on the degree and condi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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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perverse thoughts, there are two ways through medi-
tation on opposite thoughts of the method of the relative ex-
pression and the analytical method which were confirmed by 
a review of the YBh. In addition, the two methods can prac-
ticed appropriately modified according to the perverse 
thoughts again. And the range of meditation on opposite 
thoughts extended from the region of restraint & ob-
servances to beyond following steps which are posture 
(āsana), regulation of breath (prāṇāyāma), withdrawal of the 
senses (pratyāhāra) to be able with the possibility to verify it. 
And so with a discussion organized by several things about 
the values that have a meditation on opposite thoughts.

First, meditation on opposite thoughts is a specific ac-
tion must be done in the course of performing yoga. We 
need to adjust by using the two specific methodology that is 
presented in YBh to suit their circumstances yogi practice 
the meditation on opposite thoughts.

Second, the use of meditation on opposite thought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sture, regulation of breath and 
withdrawal of the senses should be positively encouraged. If 
we supposed of such perverse thoughts in advanced of pos-
ture, regulation of breath etc. and configured to analyze the 
details of meditation on opposite thoughts that would be an 
effective training.

Third, meditation on opposite thoughts is the prelimi-
nary stage of meditation made prior to performing the 
one-pointedness meditation. Because if perverse thoughts of 
the restraint & observances never stop in the mind, the 
meditation on opposite thoughts to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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