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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수
*

1

머리말

요가(yoga, 喩伽)는 니야-야(nyāya, 正理) 그리고 傳承(āgama)

에 대한 探問과 더불어 인도철학(힌두, 자이나, 불교철학)의 3大

方法(method)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인도철학의 각 학파(darśana)

들은 요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요가적 방법(yogic method)

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이해 없이는 인도철학도 올바로 평가되고

이해되기 어렵다.

서양의 ‘philosophy’는 ‘지혜(sophia)에 대한 사랑(philo-)’을 의

미하는데 인도의 ‘darśana(지각 perception, 봄 seeing)’도 역시 지

혜(jñāna, prajñā)를 목표로 한다. 그런데 지혜를 얻는 방법에 있

* 李芝洙 :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인도철학 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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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philosophy’는 주로 논리적, 사변적, 분석적 방법에 의존하지

만, ‘darśana’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에 의존한다. 첫째는 오랜 시

간의 테스트를 거쳐 검증되고 실험되어 온 옛 聖賢들의 경험과 탐

구 결과를 듣고 배우는 방법(聞, śruta, śramaṇa)이다. 이것은 다

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해

석하는 능동적 노력이 포함되는 활동이다. 이런 과정에서 얻어지

는 지혜를 聞慧(śruta-prajñā)라고 한다. 두번째는 바깥으로부터

배우고 받아들인 것과 스스로의 경험을 자료로 하여 그것을 논리

적, 합리적 기준(yukti, anumāna)에 맞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견해와 주장과 견주어 토론하고 논쟁하며, 더 나아가 그런

자료들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지적 공유물이 될 수 있도록 합리

적으로 재구성하고 체계화시키는 활동이다. 이것이 바로 좁은 의

미에서의 인도철학자들이 해왔던 활동이며, 그 대표적인 예를 들

면 불교의 아비달마 논사나 용수, 세친, 진나, 법칭이며 힌두철학

에서 샹까라, 와짜스빠띠 미쉬라, 우다야나 등이다. 이러한 논리적

사고를 통해 얻어진 지혜를 思慧(anumāna-prajñā, 혹은 cintā-pra

jñā)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聞과 思로부터 얻어진 언어적, 개념적,

관념적 지혜를 체험적이고 직접적이며 直觀的인 지혜로 변환시키

는 요가적 방법에서 얻어진 지혜를 修慧(bhāvanā-prajñā) 혹은 三

昧慧(samādhi-prajñā)라고 한다. 인도철학은 바로 이 세 가지 종

류의 慧를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聞慧를 얻는 방법은 경전이나 논서들의 텍스트를 이해, 해석하

고 현대언어로 번역하고 설명해 주는 해석학적 방법(正言量, śabd

a-pramāṇa)이며, 思慧를 얻는 방법은 聞과 修 그리고 스스로의 직

접경험을 자료로 하여 의심하고 비판하고 토론하고 논증하고 논

리적으로 체계화하는 논리적 방법(比量, anumāna-pramāṇa)이고,

修慧를 얻는 방법은 聞慧와 思慧에 바탕하여 요가行法을 실천하는

것(現量, yogi-pratyakṣa, sākṣātkāra)이다.

본고는 이상의 세 가지 방법 가운데서 마지막의 yoga的인 方法

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위해 古典요가의 창립자인 빠딴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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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Patañjali)의 Yoga-Sūtra 중 제1장 ‘三昧品(Samādhi-pāda)’

을 주제로 하여 三昧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요가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어 왔다. 요가가 대중적 인기를

끌면서 본질은 가려지고 겉으로드러나는 모습, 즉 미용이나 건강

을 위한 체조, 혹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는 것이 요가라고 하는

피상적인 이해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조금 아는 식자

들, 예를 들어 불교신도들의 경우에도 요가라면 으례 外道들이 하

는 것, 또는 힌두교인들의 건강체조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요가는 인도의 종교와 철학의 등

뼈이며, 그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도의 철학이 신비

적 직관(mystic intuition)을 바탕으로 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요가적 방법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가란 힌두교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도의 종교 철학에 공통된 것이다. 그러므로 힌두요가, 불

교요가, 자이나요가, 티베탄 요가, 밀교요가, 불교의 喩伽行派 등의

말을 쓰는 것이다. 한국 조계종의 정맥이 禪宗이지만 禪이라는 말

은 요가에서 쓰는 ‘dhyāna’의 한역이다. 그러므로 Zen-yoga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크리스챤 요가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

다. 사실 禪宗의 목적은 요가의 목적과 거의 유사하다. 定(samādh

i) 慧(prajñā)라는 말도 빠딴잘리 요가 수-뜨라에서 보이는 표현
과 같다. 定 慧를 止 觀이라고도 하는데 빠딴잘리는 ‘요가란 마음

의 파동을 止滅시킴이다(yogaś citta-vṛtti-nirodhaḥ)’(Y.S.Ⅰ.2)라

고 정의하고 있다. 요가란 바로 止이고 그 止로부터 나오는 實在

에 대한 正見, 직관이 곧 三昧이고 觀이다.

빠단잘리 요가를 흔히 ‘八支요가’라고 부르는데, 불교의 八支道

(aṣṭa-aṅga-mārga)는 바로 초기불교의 요가이며 대승불교의 六波

羅蜜은 대승의 요가이다. ‘요가’란 mārga, 즉 길(道, way)을 뜻하

며 방법(method)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6바라밀과 유사한 내용으

로 이루어진 불교에서 五根五力으로 부르는 信 進 念 定 慧를 빠

딴잘리는 ‘三昧品’ 가운데 차용하여 쓰고 있다. ‘요가’라는 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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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같이 인도의 모든 종교에 공통된 일반명사이지 힌두의 전용어

가 아니다. 그러므로 M. Eliade는 요가-불멸과 자유-라는 저서
에서 힌두요가, 불교요가, 밀교요가 등 모든 인도종교들의 요가를

다 포함시켜 다루고 있다.

불교, 힌두교 등 모든 인도의 종교들에 공통된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지(ajñāna) 혹은 무명(avidyā)이 실존의 속박과 苦 한

마디로 윤회(saṃsāra)의 원인이고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해탈(mokṣa, mukti) 혹은 열반(nirvāṇa)이 인간의 최고 가치이자

궁극적 목적이며, 그것은 法性,眞如, 혹은 브라흐만=아뜨만 … 등

궁극적 실재에 대한 智(jñāna) 혹은 깨달음(bodhi)음으로부터 실

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 智 般若를 얻는 방법, 길이 바

로 요가이다.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yoga(=mārga)

윤회 ――――――→ 해탈, 열반

= 無智(無明) = 智(明)

‘yoga’라는 말은 원래 말에게 멍에를 씌우고 마차에 연결한다는

의미의 어근 √yuj(to harness)에서 파생되어 보통 ‘결합’이라는

뜻으로 많이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절대자, 혹은 신과 인간, 무한

자와 유한자의 결합이 요가이며, 서양의 ‘religion’에 유사한 뜻이

라고도 말한다.

‘요가’라는 말은 이미 B.C. 1000년 이전의 것으로 보이는 리그
베다 찬가에서 보이는데, 거기서 인드라(帝釋天)나 수르야(태양

신)와 같은 신들의 수레를 말에 연결한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이

다. 같은 인구어에서 기원하는 라틴어의 jugum은 yoke 즉 소에

멍에를 씌운다는 뜻인데, yoga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소에 멍에를

씌우는 행위가 아니라 전쟁에서 사용되는 戰車에 사납게 날뛰는

말을 연결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바가와드 기-따-에서도 끄리쉬나는 전쟁터에서 말이 이끄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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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위에서 아르쥬나에게 절대자에게로 가는 요가를 설하고 있다.
1

또 까타 우빠니샤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몸은 전차와 같으며, 아-뜨만은 전차의 주인이다. 붓드히(覺)는 마

부이며, 마나스(意)는 고삐이다. 말들은 감관이고 세계는 감관의 대상

이다.’
2

요가란 마치 흩어져 있는 말들을 수레에 묶어서 그 에너지를

통일시켜 전투라는 목적의 성취를 위해 사용하듯이 바깥으로 흩

어지기 쉬운 몸과 감관과 마음을 통제하고 제어하여 궁극적 실재

와 참 나를 발견하고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목적에 봉사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G. Feuerstein은 다음과 같이 요

가를 정의한다.

‘요가란 특별히 인도적인 전통으로서, 그것은 일차적으로 수행자(yo

gin)에게 의식의 변형을 일으키고자 의도된 다양하게 표현되고 체계

화된 일단의 관념들, 태도들, 방법들, 그리고 기법들로 구성되어 있으

며, [아쉬람제도 같은] 다소 형식적인 정황 속에서 스승으로부터 제자

들에게 전해져 왔다.’
3

계속해서 그는 ‘모든 요가학파들의 목표는 인식의 다른 차원에

로의 돌파’이며 본래의 요가란 일차적으로 智(gnosis)의 성취에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4
요가의 근본목적은 일상적 인식 즉

감각적 인식이나 논리적 사고로 파악되지 않는 궁극적 실재 혹은

진리를 개념이나 언어, 감관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투득할

1) Jean Varenne, Yoga and the Hindu Tradition (Delhi :Motilal

Banarsidas, 1989).

2) Katha Upaniṣad, 3. 3.
3) Georg Feuerstein, The Yoga Sūtra of Patañjali -An Exercise in the

Methodology of Textual Analysis - (New Delhi :Arnold-Heinemann,

1979), p. 13.

4) ibid.,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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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신비적 직관(samādhi)을 얻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무지

에 바탕한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Kaivalya, Brahman, Nir

vāṇa)이다.

이러한 요가적 방법에 바탕한 인도철학은 서양철학처럼 순수한

지적, 논리적 활동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실제적인 철학이다. 그러

나 종교적이라고 해도 서양의 종교(기독교)처럼 절대적인 믿음을

강요하거나 도그마틱한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의 실험과 경험을

중시하는 과학적 종교이다. 서양에서 20세기에 발견한 심층심리학

을 인도는 2000년 전부터 요가를 통해 모색해 왔고 심리학의 제3

세력으로 불리우는 초인격 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에서

는 초월의식과 같은 요가의 발견을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검증하

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요컨대 ‘요가’란 넓은 의미에서 일상적 의식에서 초월적 의식에

로의 변화를 초래하는 혹은 궁극적 실재를 직접 체험하는 방법이

나 기법인데 기원 전부터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학파,

교파의 발생과 더불어 그 방법도 다양하게 분화되고 발전되어 왔

다. 그래서 불교요가, 자이나요가, 힌두요가, 티베탄 요가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힌두요가 안에서도 행동요가(karma-yoga), 信愛요

가(bhakti-yoga), 智의 요가(jñāna-yoga), 하타요가(haṭha-yoga),

꾼달리니 요가(kuṇḍalini-yoga), 딴뜨라 요가(tantric yoga) 등 여

러 가지 요가들이 성립되었다.

그중에서도 힌두의 여섯 다르샤나(ṣaḍ-darśana)의 하나로 자리

잡은 빠딴잘리 요가는 古典요가(classical yoga), 라자요가, 八支요

가 등으로 불리워 오면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상과 이론적인

면에서도 풍부한 내용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 동 서양의 많

은 연구가들이 흥미를 가지고 연구해 왔다.
5
빠딴잘리 요가를 전

해주는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바로 요가 수-뜨라
5) 불교에도 요가적 行法에 관한 많은 텍스트들이 있다. 남방 佛典으로는

Viśuddhi Magga(淸淨道論)가 그 예이고 북방계의 修習次第論,
唯識學派의 喩伽師地論도 일종의 요가 論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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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로 略)이며 고대부터 여러 주석서들이 전해오고 있다.

필자는 Y.S.가운데서 제1장 ‘三昧品’을 해석함에 있어 Vyāsa의

Bhāṣya(釋)와 Fernando Tola ＆ Carmen Dragonett의 The Yo
gasūtras of Patañjali (Dehli :Motilal Banarsidass, 1991), 그리고

Georg Feuerstein의 The Yoga-Sūtra of Patañjali (Bombay : Inne

r Traditions, 1989)을 주로 참고하였다.

1. 요가 수-뜨라의 구성과 개관

요가 수-뜨라(이하 Y.S.로 略)는 총 4章(pāda, 品), 195개의

수-뜨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제목과 수-뜨라의 수는 아래

와 같다.

제1 三昧品(Samādhi-pāda) : 51

제2 實修品(Sādhana-pāda) : 55

제3 威力品(Vibhūti-pāda) : 55

제4 獨存品(Kaivalya-pāda) : 34

Y.S.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분분하여 500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 S. N. Dasgupta와 T. S. Rukmani는 문법가

Patañjali와 동일 인물로 보아 B.C. 2C에서 A.D. 1C 사이의 저작

으로 보았다.

그러나 보다 널리 인정된 견해는 두 명의 Patañjali가 있으며,

Y.S.의 저자는 A.D. 300-500년 사이의 인물이라는 것이다. G. Feu

erstein도 후자에 속하면 A.D. 3C경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Y.S.의 내용으로 볼 때 힌두, 불교, 자이나에서 수행되었던 다

양한 요가적 기법이 널리 알려진 후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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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liade는 ‘그것들은 Patañjali의 발견이 아니며, 그의 시대의 발

견도 아니다. 그것들은 그의 이전에 여러 세기에 걸쳐 검증받아

온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6

Y.S.Ⅰ.1 ‘artha yoga-anuśāsanam’의 ‘anu-śāsanam’(～에 따라

가르침)이라는 말에서 ‘anu-’(～에 따라)라는 접두사가 시사하듯

이 빠딴잘리는 오래 전부터 행해져 왔던 요가의 기법과 사상들을

수집하고 선택하여 독창적으로 종합하고 체계화시킨 것으로 보여

진다. 전통을 신뢰하는 인도 학자들은, 예를 들어 Dasgupta는 ‘매

우 기술적이고 체계적인 조합’이라고 말하는 반면
7
논리적 정합성

에 길들여진 서양학자들 예를 들면 Berling은 ‘선택과 조정의 과

정에 의해 한 종교전통의 개념과 상징, 실천을 다른 종교 전통 속

에 차용하고 통합시킨 것이다’고 말하며,
8
Frauwallner는 ‘빠딴잘

리의 요가 수-뜨라는 여러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
일하고 동질적인 모양새가 아니다’라고 썼다.

9

Y.S.를 서로 다른 요가 전통들의 혼합으로 보는 학자들은 Y.S.

를 여러 개의 독립된 텍스트로 분해하였다.
10
J. W. Hauer는 다음

과 같이 다섯 개의 다른 텍스트로 나누었다.

6) Mircea Eliade, Yoga: Immortality and Freedom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p. 9.

7) S. N. Dasgupta, Yoga Philosophy in Relation to other Systems of

Indian Thought (University of Calcutta, 1951), p. 51.

8) Judith A. Berling, The Syncretic Religion of Lin Chao-e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p. 9.

9) Erich Frauwallner, History of Indian philosopy, vol Ⅰ, tr. by V. M.

Bedekar (Delhi :Motilal Banarsidass, 1973) p. 335 주(6)～(9)는

Christopher Chapple의 The Yoga Sūtras of Patañjali (Delhi : Sri

Satguru Publications Centre, 1990) p. 13에서 재인용한 것임. 더 상세한

것은 이 책 pp. 9～15 ‘some observations on the structure of the text’

참조.

10) J. W. Hauer, E. Frauwallner, Deussen 등의 텍스트 구분에 대해서 G.

Feuerstein은 그의 The Yoga Sūtra(1979), Part Two, Chapter three: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Yoga Sūtras’를 참고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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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irodha-yoga text : Ⅰ.1～Ⅰ.22

2) īśvara-praṇidhāna text : Ⅱ.1～Ⅱ.27

3) kriyā-yoga text : Ⅱ.28 ～Ⅲ.55

4) nirmāṇa-citta text : Ⅳ.1～Ⅴ.34

그는 4)의 yoga-aṅga(八支요가) 텍스트를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고 그것을 문법가 빠딴잘리의 것으로 돌린다. 또 E. Frauwallne

r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다른 단위로 나누었다.

1) 제1장 : nirodha-yoga

2) 제2, 3장 : kriyā-yoga를 앞에 붙인 aṣṭa-aṅga-yoga

3) 제4장 : 후대의 첨가

Deussen도 Y.S.를 다섯 개의 다른 텍스트들을 짜집기한 것으로

생각했다. 제1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제2장에서 kriyā-yoga 부

분을 제3장의 끝까지 연결되는 aṣṭa-aṅga-yoga 부분과 분리시켰

으며, 제4장은 독립된 텍스트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text A : Ⅰ.1～Ⅰ.16

text B : Ⅰ.17～Ⅰ.51

text C : Ⅱ.1～Ⅱ.27

text D : Ⅱ.28～Ⅲ.55

text E : Ⅳ.1～Ⅳ.33

이러한 서구적 사고와 관점에서 기본적 신념과 전제를 달리하

는 인도적 전통에 속하는 텍스트를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분해하

는 방법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G. Feuerstein은 일단 Y.S.가 통일

적이고 일관된 단일한 텍스트라는 전제 하에서 기존의 텍스트 구

분의 오류를 비판하면서 최종적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텍스트로, 즉 kriyā-yoga 텍스트와 aṣṭa-aṅga-yoga 텍스트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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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1

kriyā-yoga 텍스트(1)

1. 도입 : nirodha 부분 (Ⅰ.1～Ⅰ.51)

2. kriyā-yoga의 중요성에 대한 개관 (Ⅱ.1～Ⅱ.27)

aṣta-aṅga-yoga 텍스트 (=차용, Ⅱ.28～Ⅱ.2 혹은 3)

kriyā-yoga 텍스트(2)

1. saṃyama와 vibhūti의 논의 (Ⅲ.3. 혹은 4～Ⅲ.54)

aṣṭa-aṅga-yoga 단편 (Ⅲ.55)

후대의 삽입(Ⅳ.1)

kriyā-yoga 텍스트(2)

2. 철학적 후기 (Ⅳ.2～Ⅳ.34)

필자는 G. Feuerstein의 방법론적 전제에 공감하면서 더 나아가

S. N. Dasgupta와 같이 Y.S.는 ‘매우 기술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조합’으로서 G. Feuerstein이 구분한 행동요가와 八支요가의 사이

조차도 둘을 관통하여 하나의 유기체로 통합시켜주는 사상적 끈

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것이 kriyā-yoga이건 nirodha-yoga, īśvar

a-praṇidhāna-yoga, 혹은 aṣṭāṅga-yoga이건 빠딴잘리의 의도는

眞我의 자기복귀, 獨存의 실현이라는 단일 목표를 향한 다양한 방

법의 제시이다. 마치 Bhagavad-gītā에서 아르쥬나의 물음에 대
해 끄리슈나가 여러 관점과 각도에서 karma-yoga, bhakti-yoga,

jñāna-yoga, dhyāna-yoga 등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제시하고 선

택은 아르쥬나로 대표되는 인간들의 자유에 맡기는 것과 같다. 그

런 인도적인 사유방식은 불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nirodha-

yoga와 유사한 禪宗의 自力的인 定 慧의 수행법, 박띠 요가나 īśva

ra-praṇidhāna와 유사한 他力的인 정토종의 念佛수행법, 밀교의

11) G. Feuerstein의 같은 책, pp. 87-88.



빠딴잘리 요가 수-뜨라 ‘三昧品’의 思想/ 이지수 133

만뜨라 만달라 수행법, 中觀과 唯識의 jñāna-yoga的 觀法, … 등

수많은 行法이 모두 成佛이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그 다양함이 긍

정적으로 수용되어 왔다. 크리스토퍼 채플은 그의 책 속에서 다음

과 같이 말한다.

빠딴잘리가 다양한 요가들을 나타내는 방법은 그들의 목표와 일관

된다. 마치 자신이 kaivalya 가운데 머물러 있는 듯 그는 냉철한 눈으

로 각각의 가능성을 살펴보면서 탐색한다. 그의 기법들은 경쟁이 아니

라 보완 가운데서 공존한다.
12

Y.S.에 대해서 수 개의 주석서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기본이 되는 주석은 Vyāsa(650～850 A.D.)의 Yo
ga-bhāṣya(본고에서는 Ⅱ에서 <釋>)이라는 명칭으로 인용되고

있다)이다. 이에 대해서는 타학파의 텍스트에 대해서도 주석서를

남긴 박학다식가인 Vaicaspati Miśra(A.D. 9C)의 復住인 Tattva
vaiśānadī가 있으며, 이것은 Vyasā의 저서만큼 중요하다. Yoga
-bhāṣya에 대한 또 다른 복주로서 Śaṅkara(A.D. 8C)의 Patañja
li-yoga-sūtra-bhāṣya-vivaraṇa, Vijñānabhikṣu(A.D. 12C)의 Y
oga-vārttika가 있다. Vijñānabhikṣu는 Yoga-sāra-saṃgraha
의 저자이기도 하다.

Y.S.에 대한 주석으로는 王 Bhoja(A.D, 11C)의 Rāja-mārtaṇḍ
a, Rāmānanda Sarasvastī(A.D. 7C)의 Maṇiprabhā, Nāgeśat
혹은 Nāgoji Bhaṭṭa(A.D. 18C)의 Vṛtti, Nārāyaṇa Tīrtha(A.D.
18C)의 Candrikā 혹은 Vṛtti가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되고 신빙할만한 주석가인 Vyāsa 조차도 빠

딴잘리의 시대로부터 최소한 2-300년이 지난 후의 인물이며 또

요가 학파의 정맥을 잇는 제자가 아니다. 따라서 Y.S.의 본래 의

도에서 떨어진 주석자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이 적지 않다고 평가

12) Christopher Chapple 外, The Yoga Sūtras of Patañjali (Delhi : Sri

Satguru Publications, 1990),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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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Y.S.의 본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Y.S. 자체 속으로

파고들어가 그 고유한 의미를 읽어 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Y.S.를 구성하는 4章(pāda, 品) 가운데서 제1 ‘三昧品’은 총괄적

인 서론 부분으로서, 요가의 정의, 요가의 최종적 결과, 목적실현

의 여러가지 방법, 그리고 三昧의 정의, 三昧의 종류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三昧品’이 이미 산란(vikṣepa)의 단계를 극복하고 그

심적 상태가 요가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위한 章이라면 제2 實修品

에선 마음이 번뇌에 오염되고 산란하여 三昧에 쉽게 들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苦行(tapas), 學習(svādhyāya), 自在神에의 봉헌(īśvar

a-praṇidhāna)으로 이루어진 kriyā-yoga를 제시한다. 번뇌(kleśa),

業, 果報(vipāka), 隨眠(āśaya, 업력의 축적) 등의 주제들이 언급되

고 이어서 苦와 그 원인인 無明을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八支요

가 중 다섯 가지 外支가 다루어진다. 제3 威力品(vibhūti-pāda)은

八支 중 內支인 나머지 3支를 다루고, 제어(saṃyama)로 불리우는

3內支의 실천으로 얻어지는 갖가지 초자연적 능력(神通)에 대해

설한다. 일부 학자에 의해 후대의 보충이라고 추정되는 제4 獨存

品은 여러가지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중에는 이미 앞

에서 다루어진 것도 적지 않으므로 앞의 세장에 대한 요약이라는

인상을 준다.

2. 요가 수-뜨라의 중심사상

요가는 물론 실천이 주가 되지만 동시에 실천의 바탕으로서 여

러가지 이론과 철학적 사상들을 갖고 있다. 요가는 단순히 실천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 방법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체계이다. 그러나

그 이론은 순전히 지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지도(map)이고 또 체험에 근거하여 그 체험을 합리적으로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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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시도의 산물이기도 하다.

빠딴잘리 요가철학이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상-캬적인

이원론이고 그 다음이 불교이다.그러나 상-캬적인 사유방식과 이

론에 의존하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요가적인

체험에 바탕하여 실천에 적합하게 변용시킨 것 같다. 그러므로 상

-캬의 뿌루샤-쁘라끄리티라는 표현도 쓰고 있지만
13
draṣṭṛ(見者.

절대주관)와
14
dṛśya(보이는 것, 현상적 세계)

15
, citi(초월적 의식)

와
16
citta(일상적 의식)

17
, svāmin(주인)과

18
, sva(나, ego)라는

19
독

자적인 용어들을 구사하고 있다.

빠딴잘리 요가철학은 바로 이상의 뿌루샤, draṣṭṛ, citi-śakti로

표현되는 하나의 원리와 쁘라끄리띠, citta, sva로 표현되는 또 다

른 원리의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 진다.
20
전자는 순수의식이며 시

공을 초월하여 영원불변한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변화

(pariṇāma)하고 동요하며(vṛtti) 시공에 한정된 유한한 존재이다.

전자만이 不生不滅하는 참다운 실재이고 그것이 바로 동요하는 의

식(citta)에 의해 가려지고 혼동(saṃyoga)되기 이전의 참 나(眞我)

이다. 그것은 존재론적으로 참다운 실재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치론적으로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며 最高善(niḥśreyasa)이기

도 하다.
21

13) puruṣa: Ⅰ.16, 24.; Ⅲ.35, 49, 55.; Ⅳ.18, prakṛti ; Ⅳ.2.; Ⅳ.3.

14) Ⅰ.3.; Ⅱ.17, 20.; Ⅲ.23.; Ⅳ.23.

15) Ⅱ.17, 18, 21.; Ⅲ.23.

16) Ⅲ.22.

17) Ⅰ.2, 30, 33, 37.; Ⅱ.54.; Ⅲ.1, 9, 11, 12, 19, 34, 38.; Ⅳ.4, 5, 15, 16, 17, 18,

21, 23, 26.

18) Ⅱ.23.

19) Ⅱ.23.; Ⅲ.35.

20) 데카르뜨의 이원론이 물질-마음의 이원론(matter-mind dualism)이라면

빠딴잘리 요가의 이원론은 순수주관(draṣṭṛ)과 대상(dṛśya)의

이원론(subject-object dualism)이다. 순수주관은 순수의식이자

절대정신이며 대상은 데까르뜨가 말하는 물질과 마음을 포괄하는 상대적

현상적 세계이다.

21) G. Feuerstein, The Yoga-sūtra of Patañjali (India : Inner Tra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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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無明(avidyā)으로 인해 draṣṭṛ와 dṛśya가 혼동(saṃyoga)

되어 현상적 의식인 citta가 나타나고 citta는 無明을 포함한 다섯

가지 번뇌(kleśa)에(Ⅱ.3) 오염되어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 活動(vṛt

ti) 속에(I.6) 자기의 참 모습(svarūpa)을 보지 못하고 惑 → 業→

果報의 윤회를 지속한다.

요가란 참 나와 거짓 나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無明으로 인

한 心活動(citta-vṛtti)과 더 나아가 무의식 속의 잠재적 업력(saṃ

kāra, vāsanā)를 區別하는 통찰(viveka-khyāti)을 획득하는 수행

법이자 그것을 통해 얻어진 상태 즉 三昧를 가리키는 말이다.

요가의 그러한 궁극적 목적을 Y.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때에 見者(眞我)는 자기본성에 확립된다.(I.3)
22

뿌루샤를 위한 목적이 사라진 구나들은〔原質에로〕歸沒되고(pratip

rasava) 獨存, 본성에의 확주(svarūpa-pratiṣṭha), 혹은 순수의식의 힘

(citi-śakti)이 [실현된다.](Ⅳ.34)
23

sattva(=citta)와 뿌루샤 사이의 청정함이 동등하게 될 때 獨存이라

고 말한다.(Ⅲ.55)
24

그것(無明)이 없어짐으로부터 〔見者와 세계와의〕 혼동(saṃyoga)

도 없어진다. 그것이 〔苦의〕단멸이고 순수의식(dṛśti)의 독존이다.

(Ⅱ.25)
25

… 區別知(viveka-khyāti)로부터 法雲三昧가 실현된다.(Ⅳ.29)
26

1989), p. 9.

22) tadā draṣṭuḥ sva-rūpe 'vasthānam.

23) puruṣa-artha-śūnyānām guṇānāṃ pratiprasavaḥ kaivalyaṃ

sva-rūpa-pratiṣṭhā vā citti-śaktir iti.

24) sattva-puruṣayoḥ śuddhi-sāmye kaivalyam iti.

25) tad-abhāvāt saṃyoga-abhāvo hānaṃ tad dṛśeḥ kaivalyam.

26) … viveka-khyāter dharma-meghaḥ samādhi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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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에 區別知로 향하는 의식(citta)은 獨存을 실현한다.(Ⅳ.26)
27

빠딴잘리 요가의 핵심 개념은 위에서 언급된 draṣṭṛ-dṛśya와

더불어 citta라는 개념이다. 의식의 빛을 가진 것은 뿌루샤인 draṣ

ṭṛ 뿐이며 쁘라끄리띠인 dṛśya는 의식이 없는 물질(jaḍa)이다. 이

양자 사이의 혼동 혹은 결합(saṃyoga)이 일어날 때 현상적 자아

이자 현상적 의식인 citta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Ⅳ.23은 ‘draṣṭṛ와

dṛśya에 물들어서 citta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삼아 인식한다’고

말한다.
28
다시 말해서 draṣṭṛ와 dṛśya가 만나는 점이 citta이다. 빠

딴잘리 요가에 있어 citta는 유식불교의 藏識(알-라야식)과 유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알-라야식이 윤회와 해탈의 所依(바탕)이듯

이 빠딴잘리 요가에 있어서도 citta는 윤회(속박)와 해탈, 뿌루샤

의 경험(bhoga)과 해방(apavarga) 모두의 바탕이다.

그것(citta)은 무수한 習氣로 얼룩져 있지만 他者(=뿌루샤)를 위한

것이다.(Ⅳ.24)
29

citta는 알-라야식처럼 무수히 많은 과거의 업의 잔재물, 즉 習

氣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뿌루샤를 위해, 즉 뿌루샤의

경험(bhoga)과 해방(apavarga)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다(Ⅱ.18).
30

citta-vṛtti는 bhoga로 向하게 하며 반대로 citta-vṛtti-nirodha는 a

pavarga로 向하게 한다. 한편은 流轉門이고 다른 한편은 還滅門이

다.

대승기신론에서 一心(eka-citta), 즉 衆生心이 心生滅門=流轉門과

心眞如門=還滅門을 함께 포괄하듯이 citta도 번뇌-업-習氣의 연쇄

고리에 사로잡혀 있는한 뿌루샤를 현상계에 속박시켜 bhoga를 겪

27) tadā viveka-nimnam kaivalyam prāgbhāraṃ cittam.

28) draṣṭṛ-dṛśya-uparaktaṃ cittaṃ sarva-artham.

29) tad asaṃkhyeya-vāsanābhiś citram api para-arthaṃ ….

30) prakāśa-kriyā-sthiti-śilaṃ bhūta-indriya-ātmakaṃ

bhoga-apavarga-arthaṃ dṛś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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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며 반대로 번뇌를 제거하고 citta-vṛtti를 지멸시킴으로써 뿌

루샤의 해방과 독존을 돕기도한다. 불교에서 衆生心이 곧 如來藏

으로서 무명의 중생과 佛性 혹은 眞如가 一心에서 함께 존재하듯

이 빠딴잘리의 citta도 뿌루샤(순수주관)와 현상계(대상)가 결합된

것(saṃyoga)이다. 이 결합의 원인이 바로 無明이며 그로부터 苦(d

uḥkha)가 일어난다(Ⅱ.17).
31
(이 결합이라는 것은 無明에 물든 현

상적 자아의 입장에서이며 뿌루샤 자체는 원래부터 어떤 속박도

없고 따라서 해탈도 없다.)

我와 非我, 순수의식과 현상계의 혼동의 원인인 無明은 다섯 가

지 번뇌(kleśa) 즉 무명, 我慢(asmitā), 貪(rāga), 瞋(dveṣa), 生에의

집착(abhiniveśa)의 하나이다(Ⅱ.13).
32
더욱이 無明을 ‘無常, 不淨,

苦, 非我인 것에 대해 常, 淨, 樂, 我라고 인식함’이라고 정의하는

것(Ⅱ.5)
33
은 그대로 불교의 교설이다. 나머지 네 가지 번뇌는 無明

이 그 바탕이 되어서 일어난다고 한다(Ⅱ.4).
34
번뇌가 뿌리가 되어

業이 일어나고 業의 잔재세력들은 citta의 심층에 축적되며(āśay

a), 현세든 내세든 그 과보(vipāka)를 거두게 된다(Ⅱ.12).
35
번뇌에

뿌리를 둔 습기가 축적되는 한 그것은 출생, 수명, 경험으로 과보

를 받는다(Ⅱ.13).
36
선업(puṇya)의 因은 樂果를 악업(apuṇya)의 因

은 苦果를 받는다(Ⅱ.14).
37
Ⅱ.15에서는 ‘끊임없는 변화(pariṇāma)

와 잠재적 업력(saṃskāra), 서로 상충하는 guṇa의 활동을 통찰할

31) draṣṭṛ-dṛśyayoḥ saṃyogo heya-hetuḥ.

32) ‘번뇌’(kleśa)라는 용어뿐 아니라 다섯 가지 번뇌의 내용도 불교의

영향이라고 보여진다. Ⅱ.34에서 보이는

lobha(貪) kṛodha(瞋) moha(痴)라는 표현이나 對治의

修習(pratipakṣa-bhāvanam)이라는 표현도 불교에서 잘 쓰이는 용어이다.

33) anitya-aśuci-duḥkha-anātmasu nitya-śuci-sukha-ātma-khyātir

avidyā..

34) 불교에서도 無明은 다른 번뇌의 바탕으로 보며 특히 탐 진 치의 세

번뇌를 근본번뇌라고 부른다.

35) kleśa-mūlaḥ karma-āśayo dṛṣṭa-adṛṣṭa-janma-vedanīyaḥ.

36) sati mūle tad-vipāko jāty-āyur-bhogaḥ.

37) te hlāda-paritāpa-phalāḥ puṇya-apuṇya-hetutv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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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현인에게는 모든 것이 苦이다(sarvam eva duḥkha)’라고

선언한다. ‘sarvam eva duḥkham(一切皆苦)’는 그대로 불교의 三法

印의 하나이다.

이미 지은 업의 과보는 그것의 苦이든 樂이든 스스로 받을 수

밖에 없지만 아직 오지 않은 苦(duḥkha-anāgatam)는 피해야 하

며(heya), 고를 피하기 위해선 그 原因을 파악하여 그에 대처해야

한다. 苦의 因은 앞에서 보았듯이 無知로 인한 眞我와 非我의 혼동

(saṃyoga) 이다. 무지가 사라지고 혼동이 사라진 상태가 斷滅(hā

na)이고 그것이 見者의 獨存이다(Ⅱ.25).
38
그리고 無知를 단멸시키

는 수단(hāna-upāya)이 區別知(viveka-khāti)이며(Ⅱ.26),
39
이 區

別知의 최종단계가 慧(prajña)라고(Ⅱ.27)
40
말한다.

Ⅱ.28은 八支요가를 수행함으로써 不淨이 소멸됨에 따라 區別知

로 이끄는 智의 등불(jñāna-dīpti)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41
여기서

不淨이란 바로 번뇌(kleśa)를 가리키며, 번뇌의 소멸에서 智의 빛

이 나오고 그로부터 區別知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Ⅱ.27이전의 kri

yā-yoga 텍스트를 Ⅱ.28 이후의 八支요가 텍스트와 전혀 다른 요

가 전통으로 단절시키는 것이 G. Feuerstein을 포함한 서양학자들

의 견해인데 필자에겐 소위 kriyā-yoga 텍스트와 八支요가 텍스

트 사이는 번뇌설, 불교의 四諦說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heya,

heya-hetu hāna, hāna-upāya’설, 그리고 viveka-khyāti 등 여러가

지 개념적 장치에 의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四諦說과 Ⅱ.15-28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38) hāna를 獨存이라고 했는데 hāna는 4제설에서 滅(nirodha)에 대응하는

개념이고 獨存은 불교의 열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Ⅱ.2에서 요가를

‘citta-vṛtti-nirodha’라고 했는데, hāna와 Ⅰ.51의 sarva-nirodha는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4제에서의 nirodha, nirvāna와 Y.S.의

sarva-nirodha, hāna, kaivalya viveka-khyāti는 수행의 최종단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39) viveka-khyātir aviplavā hāna-upāyaḥ.

40) tasya saptadhā prānta-bhūmiḥ prajñā.

41) yoga-aṅga-anuṣṭhānād aśuddhi-kṣaye jñāna-dīptir āviveka-khyāte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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苦(duḥkha) heya :苦

集(duḥkha-hetu) : 무명과 갈애 heya-hetu : 무지→혼동

滅(nirodha) :열반 hāna :見者의 獨存

道(nirodha-mārga) :팔정도 혹은 hāna-upāya :八支요가 →

삼학(계 정 혜) viveka-khyāti

=prajñā(慧)

G. Feuerstein이 kriyā-yoga 텍스트에 포함시킨 Ⅱ.15-27은 불

교의 사제설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며 八支요가 텍스트인 Ⅱ.28-Ⅲ.

3은 四諦 중 道諦인 八支道(aṣṭa-aṅga-mārga)에 대응한다.

Ⅱ.28에서 八支요가의 수행을 통해 jñāna-dīpti(지혜의 등불)가

생기고 요가의 최후목표인 viveka-khyāti로 나아간다고 한 것은

八支요가의 마지막인 samādhi는 viveka-khyāti와 동일시되는 nir

bīja-samādhi가 아니라 아직 잠재적 업력(saṃskāra)이 남아 있는

sabīja-samādhi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Ⅲ.8에서 dhāraṇā, d

hyāna, samādhi 3內支도 nirbīja에 대해선 外支라고 말한 것이다.
42

이미 제1장에서 三昧에 이르는 여러 방법과 三昧의 과정, 그리

고 최종단계인 nirbīja-samādhi까지 다 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

장에서 tapas, svādhyāya īśvara-praṇidhāna로 구성된 kriyā-yog

a와 번뇌론, 업과 잠재적 업력의 축적(āśaya), 인과업보, 윤회론,

그리고 ‘heya, heya-hetu hāna, hāna-upāya’설을 거쳐 八支요가까

지 설한 것은 Vācaspati Miśra도 언급했듯이
43
번뇌와 잠재업력이

강해서 요가의 단계(ekāgra)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心散亂者(citt

a-vikṣepta)를 위해 한 단계 낮춘 가르침이라고 이해된다.

소위 nirodha-yoga로 명명하여 별도의 텍스트로 보는 제1장에

서나 제2장의 kriyā-yoga에서나 Ⅱ.28 이후의 八支요가 중에서나

īśvara-praṇidhāna가 공통된 요소로 끼어 있는 것으로 봐도 세 텍

스트들이 서로 단절되어 있다기보다 心活動의 止滅 즉 三昧와 區

42) tad api bahir-aṅgaṃ nirbījasya.

43) Patanjali's Yoga Sūtras tr. by Rāma Prasad (New Delhi :Munshiram

Manoharlal, 1978),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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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知에 의해 眞我를 회복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위한 다양한 길(방

법)로서 제시되었으며 이들 사이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의도

된 듯하다.

Y.S.전체를 하나의 목표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통합된 체계로

서 보는 필자의 관점에서 Y.S.의 실천사상을 조감해 보면 다음과

같다. Ⅰ.2에 따르면 요가는 citta-vṛtti-nirodha이며 그 방법은 ab

hyāsa-vairāgya이다. 이 두 사상이 빠딴잘리 요가에서 가장 포괄

적인 개념이다.

우선 요가가 citta-vṛtti-nirodha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말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는 citta-vṛtti-nirodha에로 나가는 과

정으로서의 요가이고 이미 vṛtti-nirodha 즉 三昧를 이룬 후에 sar

va-nirodha 즉 잠재적인 업력(saṃskāra)의 지멸에로까지 나아가

는 요가이다. 그 어떤 경우건 abhyāsa-vairāgya가 가장 포괄적인

수행법이다. 따라서 그 후에 Y.S.에서 제시되는 모든 行法들은 이

속에 포함된다. 다음은 이 두 범주에 포괄되는 하위 개념들이다.

①信 進 念 定 慧(Ⅰ.20)

② īśvara-praṇidhāna, Auṃ의 japa-bhāvana(Ⅰ.23-29)

③ eka-tattva-abhyāsa에 속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Ⅰ.35-39)

④慈 悲 喜 捨(Ⅰ.33)

⑤호흡통제(Ⅰ.34)

⑥ kriyā-yoga(Ⅱ.1-14)

⑦八支요가(Ⅱ.15-Ⅲ.55)

그런데 이들 여러 대안들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 앞에

서 언급된 īśvara-praṇidhāna가 한 예이고 ⑤의 호흡통제는 ⑦八

支요가의 prāṇayama와 중복되며 ③ eka-tattva-ahhyāsa는 역시

八支요가 중 執持(dhāraṇā), 禪那(dhyāna)와 같은 방법이다. 이렇

게 볼 때 Y.S.를 마치 전혀 이질적인 요가 전통들이 아무런 연결

점 없이 조각보를 꿰메듯이 붙여놓은 것처럼 보는 것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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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三昧 이전의 vṛtti-nirodha를 위한 요가와 三昧 즉 vṛtti-

nirodha 이후에 심층의식의 잠재업력을 지멸시키기 위한 saṃskār

a-nirodha를 구분짓는 것도 Y.S.를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에 대해선 ‘三昧品’과 관련하여 논하고자 한

다.

3. ‘三昧品’의 思想

1) 心活動 止滅의 方法

‘三昧品’은 요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있

으며 전체적으로 51개의 수뜨라들이(이하 S로 略) 일관성 있게 잘

조직되어 있어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된 텍스트라고도 평가될

정도이다.
44

제목이 三昧인 것은 바로 三昧가 요가의 목적이고 삼매에 이르

는 방법들과 그것들의 실행(sādhana)이 요가의 본질임을 시사하

고 있다. 그리고 三昧란 단순히 妄我나 沒我境(extasis), 혹은 마음

의 평온상태가 아니라 顚倒見(viparyaya)과 속박과 苦의 근원인

無明을 對治하는 최고의 智慧(prajñā, gnosis)가 실현된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聞慧, 思慧에 대해 三昧慧(samādhi-prajñā)가 그것이

다(S.49).

불교에서도 戒 定 慧 三學에서 定(samādhi) 다음에 慧(prajñā)

44) ‘三昧品’에 나오는 수-뜨라들은 Ⅱ에서 원문과 더불어 국역되기 때문에

별도로 각주를 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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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오고 八支道에서 마지막 正定(samyak-samādhi)은 처음의 正

見(samyag-dṛṣṭi)으로 이어진다. 六波羅密에서도 禪定 다음에 智慧

(般若, prajñā)에 따르는 것도 빠딴잘리 요가와 같은 구조이다.

S.1-4는 ‘三昧品’ 전체에 대한 總說이다. S.1은 Y.S.의 주제를 요

가라고 선언한 후 S.2는 요가를 心活動의 止滅(citta-vṛtti-nirodh

a)이라고 정의 내린다. 앞에서 이미 citta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지만 빠딴잘리 요가의 바탕이자 출발점은 바로 citta(心)이

다. 그것은 唯識불교의 바탕과 출발점이 識(vijñāna) 특히 알-라야

식인 것과 같다. 유식불교의 목적이 識의 轉變을 중단시키고 識을

智로 변형시키는 것(轉識得智)이듯이
45
빠딴잘리 요가의 목적은 cit

ta-vṛtti를 지멸시키고 三昧慧와 더불어 draṣṭṛ(見者), citi(순수의

식)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을 S.3에서 ‘그때에 見者가 자기의 본

성에 確住한다’고 말한다. S.3은 ‘三昧品’의 마지막 수-뜨라(S.51)와

연결시키 읽으면 보다 분명해진다. S.51은 ‘그것조차 지멸될 때 一

切止滅로부터 無種子 三昧가 실현된다.’고 말한다. ‘그것조차(tasya

-api)’란 S.50에서 말하는 三昧慧의 潛在業力(saṃskāra)을 가리키

며 이 마지막 saṃskāra마저 지멸된 無種子 三昧에서 見者, 즉 뿌

루샤=眞我가 실현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無種子 三昧에 도달하지 못한 인간들의 실존은 무엇인

가? 그것은 無明의 번뇌에 오염된 상황으로서 眞我가 아닌 citta-v

ṛtti를 나와 그릇되이 동일화하여(S.4) 그에 예속되고 vṛtti의 소용

돌이 속에 말려들어 생사의 윤회와 苦를 겪는다. 요가란 無明에

뿌리를 둔 citta-vṛtti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는 수단(upāya), 혹

은 길(mārga)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vṛtti가 무엇인가

를 알아야 한다. S.6은 마음의 활동을 바른 인식활동(pramāṇa),

착각작용(viparyaya), 개념적 구성작용(vikalpa), 숙면작용(nidrā),

기억작용(smṛti)의 다섯 범주로 분류한다. 이들은 넓은 의미에서

45) 세친 유식에서 識은 곧 轉變(pariṇāma), 즉 찰라생멸이며, ‘식〓전변’은

곧 허망분별작용이다. 이것은 Y.S.의 5 vṛtti 가운데서 vikalpa-vṛtti가

전면적으로 강조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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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인식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처음의 pramāṇa를 제하면

모두 그릇된 인식의 일종이다. viparyaya는 a라는 대상을 그것이

아닌 b. c…등으로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고(S.8), vikalpa는 실물

이 없이 언어와 개념만의 인식이며(S.9), 숙면은 아무런 표상도 없

는(abhāva-pratyaya) 무명의 상태이고(S.10), 기억은 역시 실물이

없이 과거의 잠재업력(saṃskāra)으로부터 일어나는 인식이다(S.1

1). 바른 인식활동은 現量(pratyakṣa), 比量(anumāna), 聖敎量(āga

ma)의 셋으로 구분된다(S.7). 이런 인식은 경험적, 현상적 차원에

서 바른 인식일지라도 dṛśya(대상계, 쁘라끄리띠)의 한계 내에서

인식 주체에 대해 대상이 마주 대한 상태에서의 인식이므로 주관

과 대상의 합일에서 일어나는 三昧慧와 다르다.

그런데 이 vṛtti들은 번뇌(kleśa)에 물든 것(kliṣṭa)과 그렇지 않

은 것(akliṣṭa)이 있다(S.5). 더 이상의 설명이 없으므로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이런 뜻으로 해석해 본다. 마치 아비달마불교에서 心

法에 善法(kuśala-dharma)과 不善法(akuśala-dharma)이 있어 전

자는 열반과 해탈로 이끌고 후자는 윤회와 속박으로 이끌듯이 cit

ta-vṛtti도 kleśa에 오염된 것은 vṛtti를 더욱 더 강화시켜 뿌루샤

를 고와 윤회 속에서의 경험(bhoga)으로 이끌고 오염되지 않은

것은 vṛtti를 지멸로 이끌어 뿌루샤의 해방(apavarga)을 돕는다.

마치 유식불교에서 알-라야식이 무명의 업종자를 가질 수도 있고

正聞熏習種子를 가질 수도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citta-vṛtti를

지멸시키는 방법으로 수련(abhyāsa)과 이욕(vairāgya)의 두 가지

원리가 제시된다(S.12). 이것은 모든 수행의 두 축으로서 다른 行

法은 이 두 범주 안에 속하는 하위개념들이다. abhyāsa가 적극적

인 行法이라면 vairāgya는 소극적 行法이다. vairāgya는 모든 현

상적 사물에 대한 집착과 또 경전에서 가르치는 선업의 결과로

주어질 현세와 내세에 복락에 대한 갈구가 없이 어떤 것에도 예

속되지 않는 자기 통제이다(S.15). abhyāsa는 동요없는 마음(sthit

i, 不動心)을 위한 노력이다(S.13).

S.17, 18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도달된 삼매를 有想(saṃprajñ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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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과 無想(asaṃprajñāta)으로 구분짓는다. 전자는 citta-vṛtti는 제

어되었어도 의식 속에 vitarka(尋), vicāra(伺), ānanda(희열), asmi

tā의 表象(pratyaya)이 수반되는 것이며, 후자는 표상의 정지를 위

한 수련(virāma-pratyaya-abhyāsa)의 결과 의식 속에 표상은 없

으나 아직 잠재업력(saṃskāra)은 남아있는 것이다. 잠재업력까지

지멸된 一切止滅의 경지에 대해서는 S.3과 S.51 단 두 수-뜨라 밖

에 없으며 S.17, 18도 有種子 三昧에 관한 것이다. 유상삼매는 S.4

1 이후에 논의될 savitarka, savicāra-samāpatti에 유사한 개념이

고 無想 三昧는 nirvitarka, nirvicāra-samāpatti에 유사한 개념인

듯하다.

pratyaya가 정지되지 않고 계속 활동하는 요가행자(bhava-prat

yaya)는 離身者(videha) 즉 하늘세계(svarga)의 데와(天)로 태어나

거나 쁘라끄리띠와 동일화된다(prakṛti-laya). 그와 달리 pratyaya

의 활동도 지멸시키기 위해서는 信 進 念 定 慧를 닦아야 한다(S.

20)고 말한다. ‘삼매품’에서 제일 먼저 제기된 行法이 바로 불교에

서 차용된 이 다섯 가지이다. 그 다음에 제기된 행법이 自在神에

의 봉헌(īśvara-praṇidhāna)이다(S.23-29). īśvara-praṇidhāna 텍

스트는 후대의 삽입이거나 abhyāsa-vairāgya와 다른 계통에 속하

는 요가파의 행법이라는 등의 논란이 야기되어 온 부분이다. 그러

나 三昧의 성취는 自力的인 노력만이 아니라 스승이나 초인간적인

존재의 은총이라는 他力도 필요로 하는 어려운 목표이다. 빠딴잘

리는 信 進 念 定 慧의 自力的 方法에 이어서 他力的 方法도 나란

히 제기한 것이 아닐까? 빠딴잘리의 이-슈와라는 우주의 창조 유

지 파괴의 신이 아니라 번뇌와 업과 과보와 축적된 업력(āśaya)에

영향받지 않는 특수한 뿌루샤임을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이-슈와

라는 불교에 있어 법신불이나 아와로끼따 이-슈와라(觀自在)보살

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일종의 초인이고 요기가 지향하는 이상이

자 최고의 스승이다. 이-슈와라의 상징이 옴(praṇava)이며 옴에

대한 반복음(japa)과 명상(bhāvana)에 의해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

을 안으로 돌리고(pratyakcetanā) 마음의 산란(citta-vikṣep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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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하는 장애들을 소멸시킨다고 한다(S.29). ‘옴’ 만뜨라에 대한 j

apa, bhāvana를 포함하여 심산란을 일으키는 장애를 차단시키는

수련을 ‘eka-tattva-abhyāsa(단일대상에의 수련)’라고 한다.

이상에서 제기된 두 세트의 行法 외에 S.33～39에서 citta-vṛtti

를 제어하는 그밖의 여러가지 방법들이 제시된다. 그 첫번째가 역

시 불교에서 四無量心, 혹은 四梵住(Brahma-vihāra)로 불리는 慈

悲 喜 捨의 修習이다. 이것을 통해 마음의 평정(citta-prasādana)

이 획득된다고 한다. 호흡통제도 한 방법이다(S.33). 또 어떠한 대

상에 대해 계속 마음을 통일함으로써 마음의 안정(sthiti)이 이루

어지기도 한다(S.35). 그 대상으로서 근심이 없고 밝게 빛나는 마

음상태를 명상할 수도 있고(S.36), 탐욕을 여읜 성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며(S.37), 꿈이나 숙면에서 일어난 통찰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S.38).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개인의 적성에 맞는

것을 대상으로 선정하면 된다고 한다(S.39). 계속해서 나오는 ‘혹

은(vā)’이라는 표현은 빠딴잘리 요가의 포용성과 보편성을 보여주

는 것이기도 하다. 사상적으로 상-캬적인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d

raṣṭṛ니 citi니 dṛśi니 하는 말을 불교적으로 바꾸면 佛性이나 眞心

혹은 主人公, 本來面目, 眞如, 無心 등의 말이 된다.

2) 一切止滅의 과정

Ⅰ.2에서 citta-vṛtti-nirodha가 요가라고 말한 후 그 nirodha 즉

삼매를 이루는 방법으로서 ①信 進 念 定 慧 ② īśvara-praṇidhān

a ③慈 悲 喜 捨 ④호흡통제 ⑤여러 가지의 eka-tattva-abhyāsa

들이 제시되었다.

마지막 부분인 S.41～51은 그러한 요가적 방법의 실천을 통해

도달된 상태인 삼매에 대해 설한다. 삼매는 이미 vṛtti-nirodha는

성취한 상태이지만 saṃskāra-nirodha 까지 이루어졌는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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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有種子 三昧(sabīja-samādhi)와 無種子 三昧(nirbīja-sa

mādhi)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다시 합일의 대상이 粗大한 것(sthūl

a)인가 미세한 것(sūkṣma)인가에 따라 savitarka(有尋), nirvitarka

(無尋)-samāpatti와 savicāra(有伺), nirvicāra(無伺)-samāpatti로

이분된다. sa-vitarka, sa-vicāra 와 nir-vitarka, nir-vicāra의 차

이는 전자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粗大한 것이건 미세한 것이건 관

계없이 대상과의 合一에 있어 언어의 의미에 바탕한 개념적 인식

과 혼합된 것이며(S.42), 후자의 경우는 언어적, 개념적 인식을 일

으키는 잠재인상이 한층 더 정화된 단계에서 의식 자체가 사라져

버린 듯 오직 대상만이 현현한 단계이다(S.43). 둘 다 요가적 現量

(yogi-pratyakṣa)이지만 전자는 有分別的이고 후자는 無分別的인

現量과 유사한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savitarka, savicāra-samāpa

tti는 대상과 의식 사이에 saṃskāra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언어적, 개념적 표상(pratyaya)이 끼어드는 경우이고 nirvitarka, n

irvicāra는 잠재인상이 보다 더 정화되어 pratyaya-nirodha까지

이루어짐으로써 마음은 마치 없는(無心, acitta) 듯 대상만이 있는

그대로 오롯이 드러나는 경지이다.

S.41은 이 有種子 三昧 즉 samāpatti를 이렇게 기술한다.

心活動이 소멸될 때, 투명한 보석처럼 인시주체, 인식작용, 인식대상

에 있어 [의식이] 그것에 고정되고(tat-stha), 그것에 착색되는(tad-añj

anatā) 것이 삼아-빠띠이다

‘samāpatti’는 어원적으로 ‘함께’(together)를 뜻하는 접두사 sam

-과 ‘접근하다’ ‘～을 향해 오다’를 의미하는 동사 √āpat가 복합된

명사이다. 따라서 어원적으로 ‘만남’(encounter), ‘결합’(union)을

의미한다. samādhi 역시 ’함께‘를 의미하는 접두사 sam-과 ‘놓다’,

‘가지다’, ‘유지하다’ 등을 뜻하는 √ādhā가 복합된 samādhā의 여

성형이다. 한역에선 어원적으로 ‘等持’라고 번역하거나 ‘三昧’라고

음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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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ṛtti의 상태에서는 바른 인식작용(pramāṇa)일지라도 주관과 대

상의 대립이 전제된다. 그러나 vṛtti가 소멸된 samāpatti에선 주관

과 대상이 하나로 통합된다. 마치 때가 묻지 않은 맑은 수정 가까

이에 붉은 꽃송이가 놓여 있을 때(tat-stha) 수정이 꽃 색깔에 물

들어서(tad-añjanatā) 양자가 하나로 보이는 것에 비유된다.

Ⅲ.3은 八支요가 중 마지막의 三昧를 ‘자기 자신은 없는 것처럼

대상만이 빛난다.’라고 기술했는데,
46
이것과 nirvitarka, nirvicāra

의 ‘자체는 없는 듯 대상만이 현현한다.’(svarūpa-śūya-iva artha-

mātra-nirbhāsā)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八支요가의

삼매는 有種子 三昧 가운데서 nirvitarka-nirvicāra samāpatti와 같

은 단계이다.

prakṛti의 23전개(tattva)에서 粗大한 것, 즉 五大→十根→意부터

미세한 것, 즉 五唯→我慢→budhi까지 savitarka→nirvitarka→savi

cāra→nirvicāra-samāpatti 로 올라가면 마지막 nirvicāra 단계의

청명함(vaiśāradya) 속에서 內的인 明證(adhyātma-prasāda)이 생

긴다고 한다(S.47). 이 가운데서 대상의 본질을 있는그대로 직관

하는, 즉 진리 그 자체인 慧(prajñā)가 나타난다(S.48). 이것이 바

로 三昧慧로서 聞慧(śruta-prajñā)나 思慧(anumāna-prajñā)와는

다른 성격의 慧이다(S.49). 개념과 언어를 매개로 한 聞 思慧는 사

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의 추상화된 보편적 모습(sāmānya-lakṣaṇ

a)을 인식하는 작용이지만, 三昧慧는 개념이나 언어의 매개없이

대상 자체를 있는그대로 그 特殊相(svalakṣaṇa)에서 직관하는 작

용이다. 불교적 용어를 빌리면 三昧慧의 대상은 勝義有(paramārth

a-sat)이고 聞 思慧의 대상은 世俗有 혹은 假有(saṃvṛtti-sat)이

다.
47
여기서 말하는 prajñā가 바로 Ⅱ.28에서 ‘八支요가의 실천에

46) tad eva artha-mātra-nirbhāsaṃ sva-rūpa-śūnya-iva samādhiḥ.

47) 불교논리가 디그나-가(陳那)에 따르면 現量은 勝義有인

自相(svalakṣaṇa)을 대상으로 하고 比量은 假有인

共相(sāmānya-lakṣaṇa)을 대상으로 한다. S. 49를 그런 시각에서 해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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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번뇌의] 不淨이 소멸될 때 智의 등불이 켜지고, 마침내 區別

知(viveka-khyāti)에 도달한다’고 할 때의 ‘jñāna-dīpti’와 같은 뜻

이라고 이해된다.

nirvicāra-samāpatti에서 생기는 慧나 八支요가의 마지막인 三昧

의 jñāna-dīpti나 모두 nirbīja-samādhi의 區別知의 성취 바로 전

단계이다. 이것도 G. Feuerstein이 말하는 kriyā-yoga와 八支요가

가 서로 독립된 텍스트가 아니라 동일 목적에 향한 다른 方法들임

을 시사한다.

또한 nirvicāra-samāpatti는 Ⅰ.18에서 말하는 표상의 정지의 수

련의 결과이며 그러나 잠재업력은 남아있는 asaṃprajñāta-samād

hi와 유사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saṃskāra의 지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S.50은

nirvicāra-samāpatti에서 일어난 prajñā의 saṃskāra가 다른 saṃs

kāra를 결박시켜 버린다고 말한다. 다른 saṃskāra는 무명번뇌에

뿌리를 둔 것이므로 vṛtti를 생기시키는 잠재업력(vyutthāna-saṃ

skāra)이지만 prajñā-saṃskāra는 그런 잠재업력을 파괴하는 힘을

갖는다. 어둠과 빛은 상극관계이므로 prajñā의 saṃskāra 앞에서

avidyā의 saṃskāra는 자동적으로 지멸되어 버린다. 마침내 prajñ

ā의 saṃskāra마저도 지멸되면 모든 것, 즉 vṛtti와 pratyaya, saṃ

skāra가 모두 지멸되며(sarva-nirodha), 이것이 요가의 최종 목적

지인 無種子 三昧이다. nirvicāra-samāpatti의 慧는 비록 미세의

극에 달한 대상에 관련되지만 아직도 prakṛti의 영역에 속하는 것

임에 대해 無種子三昧는 draṣṭṛ와 dṛśya의 同一化(sārāpya)와 혼동

(saṃyoga)을 일으키는 無明을 파괴하는 區別知(viveka-khyāti)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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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말 :빠딴잘리 요가와 불교

필자는 이상에서 요가 수-뜨라가 비록 여러가지 소스로부터
行法을 선택하여 종합한 것이긴 하나 三昧와 獨存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중심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잘 통합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텍스트에 접근하고자 했다. 이른 바 다양성 속의 통일(unity in di

versity)이라는 인도적인 사고방식이 요가 수-뜨라에도 반영된

것으로서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서구적 사고방법만으로 요가 수-
뜨라를 조각조각 해부하는 것은 생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생
명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명체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요가 수-뜨라에는 불교적 사고방식이나 용어가 적지않게 반
영되어 있으며 요가 수-뜨라를 읽음에 있어 불교에 대한 필자
의 이해에 바탕하여 고전요가와 불교의 공통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하에서 몇 가지 중요한 유사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

하고자 한다.

①빠딴잘리 요가의 바탕이며 출발점인 citta의 개념은 유식불교

의 vijñāna에 대응한다. citta는 표층적 활동인 vṛtti와 심층의 잠

재적 업력인 saṃskāra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교의 vijñāna도 잠

재의식인 알-라야식(藏識)과 現行的인 7轉識(pravṛtti-vijñāna)으로

이루어져 있다. 轉識과 藏識 사이에 상호 인과관계가 있듯이 vṛtti

는 citta에 saṃskāra를 놓고 saṃskāra는 citta의 vṛtti를 야기시킨

다. 그러므로 일단 다양한 요가적 행법에 의해 vṛtti의 지멸인 삼

매에 도달한 후엔 saṃskāra-nirodha에까지 이르러야 요가의 궁극

목표인 無種子 三昧와 區別知, 그리고 獨存이 실현된다. 唯識에서도

虛妄分別을 일으키는 名言種子를 소멸시켜야만 無分別智 즉 般若를

성취할 수 있다.

②唯識에서 알-라야식이 한편으로는 윤회, 다른 한편으로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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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이 바탕이 되듯이 citta는 한편으로는 vṛtti를 통해 眞我(뿌루샤)

를 속박하여 현상적 경험(bhoga)을 겪게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

로는 nirodha에 의해 眞我가 자기본성을 회복하도록(apavarga) 돕

는다. 大乘起信論에서 一心=衆生心이 流轉=生滅門과 還滅=眞如門

을 다 포섭하는 구조와 유사하다.

③ 빠딴잘리 요가에 있어서 自在神(이-슈와라)은 창조주나 인간

과 단절되어 인간 위에 군림하는 신이 아니라 번뇌와 업에 오염

되지 않는 특수한 뿌루샤로서 요기가 모범으로 삼는 이상이며 최

고의 스승이다. 古典요가에 있어 자재신의 위치는 불교에서 法身

佛이나 아미타불, 관자재보살이 차지하는 역할과 유사하다. 자재

신의 상징인 옴 만뜨라의 音誦(japa)과 그의미에 대한 명상(bhāva

na)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을 상징하는 옴 마니 반메 훔 진언의

행법에 비견된다.

④번뇌(kleśa)와 業(karma), 隨眠(āśaya), 種子(bīja) 등의 용어

는 불교의 영향으로 보인다. 번뇌, 업, 과보 윤회에 관한 논의(Ⅱ.3

～14)에 이어 一切皆苦(Ⅱ.15)라는 표현은 三法印의 하나와 동일하

다.

⑤Ⅱ.16～26에 나타나는 heya=苦, heya-hetu=無明과 혼동(saṃ

yoga), hāna=獨存, hāna-upāya=區別知는 四諦와 동일한 구조이며

區別知에 이르기 위한 八支요가는 제4 道諦인 八支道(八正道)에 대

응하는 古典요가의 行法이다.

⑥ ‘삼매품’에서 心活動의 止滅과 心의 不動(sthiti)을 위한 수행

법인 信 進 念 定 慧(I.20)와 慈 悲 喜 捨(I.33)는 불교의 敎說을 그

대로 빌린 것이다.

⑦불교의 三學에서 定과 慧, 그리고 6波羅蜜에서 禪定과 般若의

관계는 無種子 三昧와 區別知의 관계에 대응한다.

⑧ citta의 vṛtti와 saṃskāra 모두가 止滅될 때 citta가 사라진 ac

itta(無心)가 되듯이 유식불교에서도 唯識性에 든 경지를 acitta라

고 부른다.

이상에 열거된 바와 같은 많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요가行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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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상은 번뇌의 불꽃을 끄고 혼자만의 涅槃을 추구하는 小乘 阿

羅漢의 이상과는 같아도 他의 이익을 위해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윤회의 길에 동참하는 대승보살의 이념과는 많은 거

리가 있는 듯 하다. 그러한 결함을 얼마간 메꾸어 주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차용한 慈 悲 喜 捨 四無量心의 요가이다.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