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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의 발전과 佛敎에의 受用

정 태혁
*

1

머리말

요가는 인도에 있어서, 고대로부터 현금에 이르기까지 인도인

의 정신생활의 근저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으므로 요가學派만이

아니라 인도의 모든 종교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종교적인 의의

* 鄭泰爀 :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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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도 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나 수행체계에서도 요가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제 요가가 불교에서 어떻게 수용되었고 그것이 불교의 교학

이나 수행체계에 어떻게 관련지어졌는가를 고찰하면서 불교에서

다시 살아난 요가의 모습을 소상히 밝혀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

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불교에 있어서의 요가의 受用과 그 발전을

개관하는 정도에 그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깊은 고찰은 후일

의 기회를 기다리기로 하겠다.

Ⅰ. 요가의 역사

1. 요가의 뜻

요가
1
는 인도인의 정신생활의 뿌리이며 종교적 실천의 공통된

지주이다.

따라서 인도인에게 있어서는 고대로부터 이어받아온 삶의 길이

면서 또한 정신통일의 수행이다. 이것을 그들은 요가(yoga)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면 요가란 어떤 뜻인가? 요가가 가지고 있는 뜻이야말로

1) 요가라는 말의 뜻은 다양하나, 그 중에 일반적인 뜻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결합, 수단, 如理, 修習, 靜慮, 軛, 成就, 平等, 相應, 方便,

… 등 다양하다.(梵和大辭典) 그러나 요가(yoga)와 타파스(tapas)와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으나, 타파스가 苦行임에 대하여 요가는 극단의 고행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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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모든 것을 말해주게 된다.

요가라는 말은 yuj(결합한다)라는 말의 어근으로부터 파생된 말

이니 ‘결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여러 가지 개념으로

발전되었으나 근본 뜻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키는 것, 곧

정신통일의 수행이다. 이러한 뜻이 신과 인간의 결합이 되기도 하

고 마음과 육체의 결합도 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뜻도 되

며 인간과 진리와의 만남도 되니, 그 과정에서의 육체의 억제나

정신의 억제를 뜻하기도 하고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는 삼매(三

昧)의 뜻도 되고 이러한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무아(無我)의 세

계나 신과 합일한 세계, 관상(觀想)의 세계나 의식의 전주(專注),

해탈(解脫)이나 각(覺)의 세계에 들어간 것 등을 뜻하게 된다.

이러한 요가의 수행은 일상생활에 있어서나 또는 종교적인 수

행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인간의 삶을 이상적인 세계로 가게하는

수행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선정(禪定)도 요가의 일종이니 불교의

선정(禪定)은 요가를 수용하여 이것을 불교적으로 순화(純化)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이러한 요가의 기원은 어떠한가.

2. 인더스 문명의 요가

요가의 기원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대략 B.C. 3000년에서 B.C. 2000년 경에 번영했던 인더스

문명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근대에 발굴된 인더스 문명의 유품 속에서 후세에 있게 된 힌

두교의 쉬바(Śiva)신이 선정을 닦고 있는 모습의 부조(浮彫)가 발

견되었으므로 이 모습이 요가 수행자의 모습과 같은 것으로 보아

서 당시에 이미 요가 수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때의 요가는 신과 인간이 합일되는 강신술로서 신비체험을

얻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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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라문의 요가

(1) 베다(Veda)와 우파니샤드의 요가

또한 문헌에 의해서 보면 기원전 1000～1500년 경에 제작된 리

그 베다(Ṛg-veda) 문헌의 노래에 나오는 고행자(苦行者)는 바로

요긴(yogin)이었으니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장발자(長髮者)는 불을, 약물을, 천지 양계를 가진다.

장발자는 만유를 [가진다.]

[그것이] 빛을 보기 위해서, 그 광명이니라.

바람을 옷으로 한 [나체] 고행자(muni)는

갈색의 때를 입고 있으니,

그들은 바람을 타고 어디로 간다.

신들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을 때.

고행자가 되어 망아의 세계에 이르면

우리들은 바람을 타고 다닌다.

너희들 인간은 우리의 형체만을 보는구나.

그는 공계(空界)를 날아 일체의 모습을 굽어보면서

고행자는 각각 신이 사랑하는 벗,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바람 타고 달리는 바유(vāyu)의 벗,

그리하여 고행자는 신의 사자(使者)니라.

그는 두 바다에 산다, 동과 서에.

아프사라스(Apsaras: 精女)들, 간달바(Gandharva: 아프사라스의 배

우자)들 야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장발자는 [그들의] 마음을 아는

감미로운 가장 좋은 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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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유는 그를 위해서 [약을] 다리고

쿠난나마(Kunannamā; 보기 흉한 꼽추, 마녀의 일종)는 [그것을] 분

말로 하였다.

장발자는 루드라(Rudra)와 같이 약물(망아의 상태에 이르는 약)을

마셨을 때.’
2

여기에서의 고행자는 요가 행자다. 그러나 타파스(tapas)가 극

단적으로 고행을 한 것임에 비하여 요가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

게 됐다.

B.C. 1200년 전후에 형성된 우파니샤드(Upaniṣad) 문헌에 나타

나는 요가는 다양한 개념으로 일반화된다.
3
특히 카타 우파니샤드

나 마이트라야나 우파니샤드에서 강조한 요가는 감각기관과 의식

을 정지시켜서 어떤 의식 감각도 움직이지 않게 된 때에 가장 이

상적인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심리상태는 가장 고요한 상태, 곧 모든 의식이 없어진

무의식의 상태다. 이 때에 참된 자기인 신적 존재가 돌연 나타나

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의식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세계에서 정통 바라문은 신의 실재를 보았고, 붓다는 법

(法, dharma)을 본 것이다. 이것이 해탈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문제는, 우리의 정신상태에는 얕고 낮은

단계이 의식에서 높고 깊은 단계의 의식으로 깊어짐에 따라서 우

리의 정신 능력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이에

2) 拙著, 인도철학 p. 67～68.
tapas의 전통이 뒤에 요가행법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나, tapas가 yoga로 섭수되면서 극단적인 수행이 지양되고

합리적인 수행법으로 발전된 것이 yoga-sūtra의 요가요, 우파니샤드의

요가다.

3) taitirya-up.에서는 sraddha(信念)의 뜻으로 사용되고, kathā-up.에서는

五感의 制止, 執持의 뜻으로 사용되어 마치 말을 매듯이 우리의 의식을

잡아서 억제하는 것이었고, maitrayāna-up.에서는 감각기관을 통일하여

모든 생각을 버리는 것이요, 여기에서는 6支分이 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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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원숙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눈을 뜬 어떤 요기들은 요가의 수행으로 얻어진 세계의

근원적인 실재로부터 현상세계의 만물이 전개된다고 보게되니 그

들에게 있어서는 요가는 세계의 근원을 보고, 이 세계의 전개를

보는 지혜를 얻는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것이 상캬 요가(s

āṁkhya-yoga)라고 하는 일파다. 여기에서는 현상세계와 근본정

신을 분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기원후 5세기경에 만

들어진 요가 수트라에 의해서 요가행법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었다.

또한 요가의 행법이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수용되면서 정통파

인 베단타(vedānta)철학과 결합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되니,

그것이 지냐나 요가(jñāna-yoga)라고 불려지는 것이다.

이것은 참된 자아인 아트만(Ātman)과 우주의 실존인 브라흐만

(Brahman)이 하나라는 자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았으므로 상

캬 요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 뒤에 요가의 행법이 결국 해탈을 얻는 유일한 수행이라고

인식하게 되어 인도의 모든 종교에서 수용되면서 각각 자기의 지

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

중에 요가를 전적으로 수행하면서 체계화시킨 학파가 형성되니

육파철학 중의 요가학파다.

(2) 요가학파의 요가

요가수행을 전문적으로 행하고 있던 요가학파가 육파철학(六派

哲學)의 하나로서 생겨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 세계를 바

로 보아 해탈하려고 하여 요가를 수행하는 상캬(sāṁkhya)학파도

생겼으나 이들은 모두 바라문교 계통에 속하는 것이다.

특히 요가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요가학파에서는 요가의 수행에

의해서 해탈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

근본경전은 요가 수트라(yoga-sūtra)라고 하여 기원전 4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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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편찬자는 파탄쟐리(patañjali)라

는 사람이라고 전한다. 이는 기원전에 있었던 문법학자인 파탄쟐

리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파탄쟐리가 고대

로부터 전수된 요가의 모든 것을 정리하여 편찬한 것이다.

이 학파에는 불교의 영향도 인정되나, 그의 형이상학적인 학설

은 대체로 상캬학파의 형이상학적인 학설과 같아서 인간의 순수

정신과 근본물질이라는 두 원리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요가학파

에서는 상캬학파와 달리 최고의 신을 인정하는 점이 다르다.

① 이원(二元)의 세계

그리하여 요가학파에 의하면 최고의 신은 하나의 우주적인 영

혼이다. 그것은 개아(個我)로서의 다수의 영혼 중에서 오직 하나

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 완전무결한 최고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일체를 지배하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세계에 편재하는 모든 영혼과 물질은 영원한 과거부터 영원

한 미래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으며 시작도 끝도 없다. 이러한 속

에 살고있는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② 세가지 고(苦)를 가진 인생

인생은 항상 고(苦)와 낙(樂)이 같이 따르고 있으나, 기쁨이나

즐거움(blāda)은 과거 때 행한 선행(puṇya)의 과보로서 일어난 것

이요, 고뇌(paritāpa)는 악행(apuṇya)의 과보로서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인생은 고와 낙이 같이 혼재하나, 현명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일체는 고일뿐’이다.
4
왜냐하면 쾌락이란, 그 자체는 영속되

는 것이 아니고 변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
또한 쾌락을 받아가

4) 요가 學派에서는 苦의 苦, 壞의 苦, 行의 苦의 셋을 들고 있다. 고통의

苦(苦苦), 전변의 苦(壞苦), 잠재인상의 苦(行苦)의 셋이다. (拙著,

印度哲學 참조)
5) yoga-sūtra II. 15. (拙著, 요가의 신비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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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동안에도 고뇌가 있다. 또한 그 쾌락의 잠재력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고로서 나타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구성하고 있는 세가지 구성

요소인 구나(guṇa)가 서로 상극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의 것이 고라고 되어있는 것은 어

떤 이유이며 어떻게 고로부터 해탈할 것인가?

③ 해탈의 방법

요가학파에 의하면 그 원인은 보는 주체로서의 순수정신인 푸

루샤(puruṣa)와 보여지는 대상인 근본원질(prakṛti)이 결합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결합을 성립시키고 있는 궁극적인

원인은 무명(無明, avidya)이다.(ys.Ⅱ.24) 이 무명은 순수정신과

근본원질을 구별하는 명지(明知, viveka)에 의해서 없앨 수 있다.

(ys.Ⅱ.26) 곧 물질세계인 자연과 정신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는 인식이 있게 되면, 그때에 해탈이 달성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때의 순수정신이 물질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존하게 되

면 그때에 순수정신이 완전성을 회복한다.(ys.Ⅳ.33) 그때에는 미

래에 일어날 고통도 제거된다고 한다.(ys.Ⅱ.16)

이와 같이 우리의 순수한 근본정신이 물질세계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을 위해서는 요가를 닦아서 명지(明知)를 얻어야 한다고 가르

친다.

그러면 어떻게 요가를 닦아야 하는가?

④ 요가 수행의 여덟가지 단계와 해탈

인도에서는 지극히 오랜 옛적부터 숲속이나 나무밑에서 결가부

좌하고 앉아서 깊은 명상에 잠겨있는 수행자(yogin)가 있었다. 그

것은 고대 인도의 인더스 문명시대의 원주민의 생활 속에서 예사

로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뜨거운 열사의 더위를 잊고 스스로 즐거

움을 얻고 있었을 것이나 그 뒤에는 요가행 자체가 점차로 종교



요가의 발전과 佛敎에의 受用/ 정태혁 17

적인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스스로 의식을 억제하여 마음을 조절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유지되었다. 그들에게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의 상대적인 갈등에 따른 동요를 벗어나서 절대적으로 안온한 신

비한 세계가 있어 그 세계에서는 절대자와의 합일이 실현되고 있

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이러한 수행이 요가(yoga, 瑜伽)라고 일반

적으로 불려졌고, 이러한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요긴(yogin)이

라고 하며 절대적인 안온한 세계에 도달된 사람을 무니(muni)라

고 불렀다.

이러한 요가의 완성자인 무니에 있어서는 요가야말로 더없이

행복할 수 있는 저 세계요, 변함없는 절대세계이니 이런 신비적인

체험이 해탈의 경지와 일치하는 것이므로 요가학파 이외의 많은

학파에 있어서도 요가의 수행을 유일한 실천법으로서 채용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세속 생활인에게도 요가는 필수적인 것으로 인

식되게 되었다.

마누(manu) 법전(法典)에 의하면 ‘국왕은 낮이나 밤이나 감각기

관을 억제하기 위해서 요가를 닦아야 한다’(7～44)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요가의 수행은 인도인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으로서 채용

되었으며 이러한 요가학파에서는 요가로부터 얻어질 신비스런 세

계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하고 있으니 그것을 요가 수트라에서

정리하고 있다.

요가의 수행을 실제로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

여 요가 수트라는 여덟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파니샤드에서의 요가는 마음을 통일하고

집중하는 것이었으나, 그것이 극치에 이르면 마음의 흐름이 완전

히 없어지는 경지까지에 이른다. 그리하여 드디어 요가 수트라는

‘마음의 작용의 지멸(止滅)’이라고 규정하기에 이른다.
6

6) yoga-sūtra I. 2. (拙著, 요가의 신비 p. 173)
요가 수트라에서는 心作用을 지멸함으로써 해탈에 이른다고 한다.

심작용의 지멸로써 觀照者인 순수정신이 본래의 모습에 머물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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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작용이 지멸되면 외부로부터의 속박을 떠날 뿐만 아니라 내

부적인 마음의 동요를 없애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적한

곳을 선택하여 가장 안정된 자세인 결가부좌로 앉아서 호흡을 조

절하여 호흡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섯가지 감각기관을 억제하여

내외의 유혹을 피하고, 여기서 다시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킨다.

그의 준비조건으로서 제계(制戒, yama, 外制)와 권계(勸戒, niya

ma, 內制)를 닦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마음을 지멸시키는데 필요

한 선행조건이 된다. 제계는 불살생, 진실, 불도(不盜), 불음(不婬),

무소유(無所有)의 다섯가지다.(ys.Ⅱ.30)

권계(niyama)란 내외의 청정, 만족, 고행, 학수(學修), 최고신에

의 전념(專念) 등 다섯이다.(ys.Ⅱ.32)

내외의 청정이란 밖으로는 몸을 깨끗이 하고 안으로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요, 만족이란 최소한의 물질만으로 만족하는 것

이요, 고행이란 추위나 더위, 밖으로부터의 저항이나 고통을 참는

것, 단식이나 감식을 행하는 것이다.

학수란 요가학파의 학설이나 기타의 학설을 배우고 최고신의

상징어인 옴(oṁ)을 염송하고 생각하는 것이요, 최고신에 대한 전

념이란 최고신에게 모든 행동을 일임하여 그 과보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상은 일상생활에서 닦아야할 사항들이니 이것이 이루어지면

다음에 정신 수련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제3단계인 좌법(坐法, āsa

na)다.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몸가짐이다. 그의 대표가 되는 것

이 결가부좌나 반가부좌다.
7

제4단계는 조식(調息, prāṇāyāma)이다. 조식은 호흡을 조절하고

억제하여 정신 집중력과 신체기능을 강화하는 수행이다.

제5단계는 제감(制感, pratyāhāra)이니 밖으로 달려나가는 감각

기관을 억제하여 대상으로부터 떠나서 자기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7) 결가부좌나 반가부좌는 몸과 마음이 안정되는 가장 합리적인 좌법이다.

이것이 후세에 Haṭhā-yoga에서 여러 가지 体位로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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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행이다.

제6단계는 정려(靜慮, dhyāna; 禪定)이니 생각하는 대상에 우리

의 관념이 하나가 되어 확대되는 과정이다.

제8단계는 삼매(三昧, samādhi; 等持)에 의해서 대상만이 빛나

게 나타나서 그 실상이 드러나고 주관인 나의 마음은 텅 빈 상태

에 있게 된다.

이상 요가의 여덟가지 수행단계가 설해졌다.
8

마음이 통일되어 의식이 집중되면서 그것이 깊이를 더해가면

드디어 무의식의 상태인 삼매에 든다. 이 경지에서는 마음이라는

의식세계의 능동적인 활동이 없어지고 무의식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상태도 얕고 깊은 것이 있어서, 얕은 유상삼매(有想三

昧)에서 깊은 무상삼매(無想三昧)로 들어가야 한다. 전자는 아직

의식이 대상과 떠나지 않고 있으므로 속박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대상에 대한 의식이 따르는 삼매’(saṁ

prajñātasamādhi)라고 하고 이것은 마음의 잠재력이 아직 존재하

기 때문에 ‘종자를 가지고 있는 삼매’(有種三昧)라고도 한다. 종자

란 일종의 잠재적인 가능력이니 이로부터 번뇌도 나타난다. 그러

나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무상삼매에 들면 심작용이 모두 그

쳐서 대상에 속박되는 일이 없으므로 이것은 ‘대상에 의식이 따르

지 않는 삼매’(asaṁprajñātasamādhi)라고 불려진다. 여기에 있어

서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완전히 없어지므로 이것을 ‘종자가 없는

삼매’라고 하여 이것을 참된 요가라고 한다. 이때에 우리의 순수

정신인 푸루샤(puruṣa)가 이 세계를 관조하는 자로서 자기 자신에

안주한다.
9

이때의 우리의 마음은 일체의 잘못된 전도(viparyaya)나 망상(v

ikalpa)이 없게 되고, 또한 그것이 장차 다시 나타날 힘도 완전히

소명되므로, 이때에 마음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

8) ys. II. 28.에서는 이 여덟가지 단계가 모두 이루어짐으로써 신비적인

경험인 삼매 속에서 자아의 진실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9) ys. I.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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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곧 해탈이다. 여기에 있어서 순수정신이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

고 그 순수성과 순수정신 자체가 순수함 그대로 같이 되었으니

이때가 독존(獨尊)이다.
10
그때에는 순수정신이 자기 자체만으로

빛나고 더러움이 없는 순수함으로 독존한다.

요가학파의 이와같은 해탈관에 있어서는 상캬학파와 같이 순수

정신과 물질세계에 대한 밝은 지혜에 의해서 순수정신과 근본원

질이 분리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인생에 따르고 있

는 고(苦)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소멸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생의 고는 순수정신과 근본원질의 만남이나 결합에서

있게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⑤ 요가학파의 해탈관에 대한 문제

이상과 같은 요가학파의 해탈관이 과연 인생에 운명적으로 따

라붙고 있는 고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은 사실이다.

주관적인 인식이 어떤 것으로 행위적인 표출이 동반하지 않고

객관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관념적으로나 논리

적으로나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인생에 따라붙고 있는 세가지 고 중에서 고를 느끼는

고고(苦苦)는 주어진 고를 느끼지 않으면 객관적인 고통은 없어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 육체적인 극복이 정신적

인 자유를 획득하는데 공헌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괴고(壞

苦)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정신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

다. 예를 들면 늙고 죽는다는 것에 대한 고는 우리의 주관적인 정

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또한 잠재인상에 의한 고는 요가의 무상

삼매에 이르러 그것이 해소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인생의 운명적인 고 중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괴고, 곧

좋아하는 대상이 전변하여 없어지는 고통은 주관적인 문제만으로

10) ys. III.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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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결될 수 없다. 늙고 죽는 문제를 극복하는 문제가 요가학파

의 해탈관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당연하

다고 하겠다. 생사 문제를 초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

나 주관적인 것에 그칠 뿐, 객관적으로 엄연히 죽음과 늙음은 남

아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인생의 세가지 고통의 완전한 해결을 놓고 문제가 제

기되게 된다. 그리하여 샹카라(Śaṅkara)의 철학에서는 객관적인

자연세계는 단지 미망(迷妄, māya)에 불과하므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불변하는 진리 그대로인 범(梵)을 알면

해결된다고 하여 이 점을 피하고 벗어났다.

또한 후세의 상캬 철학자들은 명지(明智, jñāna)를 얻으면 무명

을 없앨 수 있을 뿐이요, 고는 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는 사후

에 얻어지는 이신해탈(離身解脫)에 있어서 마음과 더불어 소멸한

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고의 지멸’(duḥkhanivṛtti)이 아니고

‘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지멸시키는 것’(duḥkhabhoganivṛtti)이라고

하여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비약하는 방법으

로 해결하고 있다.
11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 전변에 따른 인간고를 해결하기 위해

서 Haṭhā-yoga가 나타나게 된다. 요가가 주관적인 마음의 문제에

만 치우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물질세계를 무시하기 보다는

이것과 조화해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 것이 11세기 이후에 나

타난 요가의 일파인 나타(nātha)파다. 당시의 요가행자로서 고라

크샤 나타(Goraḳṣa-nātha)가 나타나서 고라크샤 샤타카(Goraḳṣa-

śataka)를 남겼고, 그 뒤에 16, 17세기에 스와트마라마(svātmārām

a)가 하타요가 프라디비카(Hatayoga pradhīpika)를 써서 심신불이

(心身不二)의 입장에서 심신의 양면에서 요가적인 수행을 하는 체

계를 세웠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신적인 수행인 라쟈 요가(Rāj

a-yoga)의 완성을 위한 하타 요가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11) Vijñānabhiksu, sāmkhyapravacanabhāṣya, ed. by Garbe, p. 7, 1. 28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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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요가로 얻어지는 신통력(神通力)

요가를 닦으면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힘이 얻어진다고 수트라

는 말하고 있다.
12

이것은 당시 인도인이 믿고 있던 신앙도 있으나, 우리의 정신력

의 최대한의 능력을 보여주는 면도 있어서 요가수행의 과정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열되고 있다. 이런 점은 현대에 있어

서도 요가를 다시 연구하게 되는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

다. 그러나 이러한 신통력은 정신과 육체의 최대한의 가능력의 발

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므로 현대적인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겠

다. 그들의 초능력은 일상적이요 구체적인 경험의 세계를 넘어선

것이다. 인간의 능력은 실로 불가사의한 신비 속에 있는 것이 사

실이라면, 요가는 이의 개척을 위하여 가장 오래 전부터 이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도에서 요가가 보

다 깊이있게 연구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요가의 유파(流派)와 바가바드 기타의 요가

앞에서 보인 요가는 학파로서 형성되면서 상캬철학과 떠날 수

없는 요가학파, 곧 상캬 요가(sāṁkhya-yoga)의 수행체계를 보이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육파철학 중에서 베다와 우파니샤드의 흐

름을 이어받은 베단타(vedānta)학파에서는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요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참된 자아인 아트만(Ātman)과 우주적인 실재인 브라흐

만(Brahman)의 일체, 곧 범아일여(梵我一如)적인 자각을 궁극목표

로 하여 신에 대한 절대귀의의 감정 내지는 신에 대한 믿음과 사

랑을 가지고 모든 인간적인 행위를 신에게 맡기는 삶이 요가라고

12) 拙著, 요가의 신비 p. 216～2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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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3
이것이 바크티 요가(Bhakti-yoga)다. 이런 입장은 상캬 요

가의 입장을 반대한다.

또한 우리의 사회적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체의 공리적

인 상량을 버리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그것이 요가라고 한다.
14

이것을 카르마 요가(karma-yoga)라고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명상에만 잠기거나 출세간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좋아하

지 않았다.

또한 고행이나 믿음만을 주장하지 않고, 우주와 인생에 대한 올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진정한 요가라고 하는 부류가 생겼다. 이

것은 지냐나 요가(jñāna-yoga)라고 하니,
15
우파니샤드 철학의 입

장을 계승한 베단타 철학의 입장이다. 이들은 일체의 욕망이나 의

무를 버리고 관상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다.

바가바드 기타 시대의 요가는 우리 인간의 모든 생활원리로서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인간 생활의 어떤 형태 속에서나 자기의 삶

의 방향에 맞게 하면서 최고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있어서 파탄쟐리의 요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요가 사상

을 흡수하여 시대상황에 맞게 자유자재하게 회통시킨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여러 요가의 유파 속에서 나타난 일관된 개념

은 요가는 평정(平靜)함(samatva)이라고 보고 있는 점이다.

“요가에 머물러 모든 행위를 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

고 [일의] 성공이나 불성공에 있어서 평정함(sama)이 되어, 이 평

정함(samatva)이야말로 요가라고 불려진다.”
16
라고 한 이것이다.

기타의 작자는 요가의 본질을 ‘평정함’(samatvam)에서 보았다. sa

ma, samahita, samatva, samādhi는 같은 말에서 파생되어 각각

달리 쓰인다. sama는 평정 자체요, samahita는 samādhi에 있어서

그의 극한에 이른 심적 상태요, 이것은 또한 samatva라고 해도

13) gīta IX. 34, XI. 55 …

14) gīta XVIII. 45, II. 55～59, V. 50 …

15) gīta IV. 33～42 …

16) gīta II.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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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므로 기타의 작자가 기타를 작성할 당시에는 요가의 행

법이 일반화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에게는 요가가 삶의 방식이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의(意, manas)를 한 곳에 집중하여 마음과

감각기관의 움직임을 억제하고 자아의 청정을 위해서 요가를 닦

아라’
17
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카르마 요가나 바크

티 요가나 지냐나 요가나 간에 마음의 평정함을 유지하면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것은 신의 뜻에 맞는 것이고, 진리에 맞는 것이요

올바른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가의 결과, 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요가

라고 하게 되었고
18
또한 행위의 원숙함

19
이라고도 했으며 고에서

떠나는 것이 요가
20
라고도 했다.

이와같이 요가는 인도에 있어서 고대로부터 이어온 모든 종교

적인 정신을 계승하면서 꾸준히 발전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4) 하타 요가의 특색과 체계

여기에 있어서 가장 특이한 현상은 시대적인 상황에 적응하면

서 하타 요가(Hatha-yoga)라고 하는 한 파가 생긴 일이다. 이 유

파는 A.D.12～13세기 이후에 발달한 것인데 종래의 정신적인 면

에 치중되던 것을 지양하고 육체적, 생리적인 면을 가미하여 정신

과 육체를 모두 살리는 방향으로 발달시켰다.

여기에서는 파탄쟐리의 요가 체계 중에서의 아사나(āsana)를

발전적으로 다양화하고 여기에 다시 프라나야마(prānāyāma)라는

17) gīta VI. 12.

18) gīta VII. 25.

19) gīta II. 50에서 ‘행위에서의 원숙함’(karmasu kuśalam)이라고 했다.

20) gīta VI. 23에서 ‘고와의 결합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요가라고 알아라.’(tad

vidyād duḥkha samyoga viyogam yoga saṁjñi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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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법을 결합시키고, 여기에 다시 신체의 주요부위에 생기를 집

중시키는 반다(bandha)와 무드라(mudra) 법을 가미하여 총체적으

로 이루어지게 했다.

이 하타 요가는 정신 수련인 라쟈 요가(Rāja-yoga)에 앞서서

반드시 따라야 할 육체적, 생리적인 완전함을 기하려는 것이니,

몸과 마음이 서로 떠날 수 없다는지극히 당연한 도리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타 요가는 명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이 점이 오늘날 현대사회에 요가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요가는 본래 정신적인 자유라고 하는 해탈을 얻기 위한 종교적

행법이었으나, 육체의 건강과 호흡의 조절은 정신적인 자유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하타 요가에서는 신체의 움직임과 호

흡에 정신 집중이 같이 따른다.

이것은 불교에서 선정을 닦을 때에 있어서 먼저 몸을 조절하고

호흡을 고르는 것과도 같다고 하겠으나, 불교에서는 이것이 삼위

일체(三位一體)가 되지 못하고 마음에 치중하거나 몸에 치중하거

나 호흡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요가라고 할 수 없고 완전

한 선의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하타 요가는 본래 불교의 밀교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힌두교 속

에서 일어난 요가다.
21

인도에서는 기원 10세기 경이 되면 불교와 힌두교가 탄트라(ta

ntra)의 종교운동을 같이 해왔다. 그러므로 이들은 서로 절충적으

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자기의 종교를 체계화했다.

하타 요가의 개조인 고라크샤 나타(Gorakṣa-Nātha)는 그 이전

부터 있었던 탄트라 요가를 집대성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나

그는 이 하타 요가의 행법을 정리하여 하타 요가(Haṭha-yoga)
와 고라크샤 샤타카(Gorakṣa-śataka)의 두 책을 썼으나 후자만
이 남아있다.

21) 佐保田鶴治, 요가의 宗敎理念 p.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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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아사나(āsana, 体位法), 프라나삼야마(pranasaṁya

ma, 呼吸法), 프라쨔하라(pracāhāra, 制感法), 다라나(dhāranā, 凝念

法), 쟈나(dhyāna, 靜慮法), 사마디(samādhi, 三昧法) 등 여섯가지

체계로 만들었다. 이것은 파탄쟐리의 체계에서 야마(yama, 禁戒)

와 니야마(niyama, 勸戒)를 제외한 것이다.

하타 요가는 본래 요가 수행의 예비적인 단계로써 개발한 것이

므로 파탄쟐리의 요가 체계 중의 셋째 단계인 아사나(āsana)를 개

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불교의 밀교 경전이나 기타의 문

헌에 기록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10세기 말경에 시호(施護)

가 번역한 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一切如來金剛三業最

上秘密大敎王經) 제7권에서는 이 하타 요가가 아사리 등이 성취해

야 할 수행법 중에서 수행을 성취케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22

여기에서 말하는 6종이란 고라크샤 나타가 이것을 하나의 완전한

요가의 수행법으로서 6종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타 요

가는 육체적인 아사나와 호흡조절인 프라나 삼야마와 정신집중이

겸비된 것으로서 새롭게 체계화한 밀교의 요가다.

(5) 현대 인도의 요가

요가는 인간의 영혼의 자유인 해탈을 목표로 하여 발달하였으

나 이 해탈의 세계를 심리적으로 어떻게 구명할 수 있겠는가 하

는 현대적인 이해를 시도하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해탈의 과정에

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세기의 전반에 이르러서 시바난다(śivananda)와 쿠바라야난다

(kuvalayananda)와 같은 사람은 요가의 심리적, 육체적인 면에서

그의 실상을 구명하려고 시도하였고, 19세기 후반에는 오로빈도

22) 阿闍梨事業 彼等成就法 之六種及二種 十五及十四 彼喝姹等法 近成就儀軌

여기서 6과 2, 15와 14는 아사나의 여러 가지 体位와 호흡법, 명상법을

말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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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슈(Aurobindo-Ghosh, 1872～1950)와 라마크리쉬나(Rāmakṛṣṇa,

1836?～1886), 비베카난다(Vivekānanda, 1863～1902), 라마나 마

하리시(Rāmana-mahārish, 1879～1950) 등이 나타나서 요가를 크

게 빛냈다.

오로빈도 고쉬는 요가 수행을 통해서 절대자의 힘을 얻어, 이

지상에 신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다.

그는 카르마 요가, 바크티 요가, 라쟈 요가, 지냐나 요가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는 요가를 통해서 내적으로 심화되고 전생활에 확대되는 것

이 완전한 삶이었으므로, 이 때에 자기의 완전함이 자기자신으로

존재하고(sat), 그러한 자기가 우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cit), 이

러한 자기의 존재에 대한 환희(ānanda)가 있게 된다고 보았다. 이

러한 사상은 ‘모든 사람을 자기 속에서 파악하고(sat), 모든 사람

의 마음을 자기 마음 속에서 인식하고(cit), 모든 사람의 기쁨을

자기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인다(ānanda).

또한 라마크리쉬나는 요가를 통해서 무분별삼매(無分別三昧)를

얻어서, 신이 만물 속에 있다는 것을 실증했다. 아트만과 브라흐

만이 하나가 된 것이다. 그는 이 세상이 빛으로 싸여있는 것을 보

고, 적정 그대로의 세계 속에서 종교의 진실을 알았다. 그리하여

절대자인 신은 실재하고(sat), 그것은 지혜요(cit) 기쁨이니(ānand

a), 이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 요가였다. 그는 신앙의 요가인 바크

티 요가의 대표자다. 그러나 그는 너무도 힌두교적인 교의에 치우

쳐 있었으므로 인간이 보인 가장 깊은 지혜인 불교를 몰랐다고

하겠다.

또한 라마크리쉬나의 제자인 비베카난다는 인간의 모든 정신활

동을 요가와 관련시켜서 인간의 완전한 활동이 카르마 요가요, 인

간의 가장 아름다운 정서가 바크티 요가요, 가장 고요하고 안온한

심신의 통일이 라쟈 요가요, 가장 지혜로움이 지냐나 요가라고 보

았다. 그는 철저한 요가의 명상을 통해서 무분별삼매를 실현하고

절대적인 것을 숭배함으로써 그것을 구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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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도의 위대한 정신적인 유산을 합리적, 근대적으로 전개

소개하였다. 그리고 그는 붓다야말로 이 세상에서 산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신을 찾는 사람은 멸하지 않을

것이며, 투쟁이나 세속적인 일에 달려가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것은 진리를 보고(sat), 진리를 알고(cit), 진리 속에

서 만족하는(ānanda) 완전한 삶이었다.

비베카난다는 바가바드 기타에서 설한 카르마 요가의 대표자였

다.

또한 라마나 마하리시는 ‘나란 어떤 것인가’(who am I)라는 문

제를 가지고 끝까지 추구하여 나에 관계된 모든 것이 부정되면서

드디어 최후로 남는 순수지각(純粹知覺)을 보고 그것이 자기의 본

성이요 실재(sat)요, 진실한 의식(cit)이요, 환희(ānanda)라고 보았

다.

우리가 마음을 오직 자기의 본성으로 돌리고, 본성에서 일어나

는 모든 것을 무심히 바라보면서 잠시도 본성을 버리지 말고 거

기에 마음을 두는 일이 요가요, 명상이요, 지혜요, 신앙이라고 하

고 마음이 자기의 본성에 전주되어 통제되면 그 밖의 모든 것은

스스로 통제된다고 했다.

라마나 마하리시는 지냐나 요가의 대표자였다. 따라서 그의 요

가는 불교의 공안선(公案禪)과 매우 흡사한 것이 있다.

4. 불교의 요가

(1) 선정(禪定)은 요가

선정이라는 말은 선과 정의 복합어로 쓰인 것이다. 선(禪)은 jhā

na(인도의 속어), dhyāna(梵)에서 끝 모음이 생략된 말로서 정려

(靜慮)의 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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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定)은 samādhi의 내용인 심일경성(心一境性, ekagatā)이니

선정은 고요히 생각하여 마음이 한결같이 대상에 전주된 상태다.

따라서 선은 구역(舊譯)에서 말하듯이 사유수(思惟修)나 신역의 정

려(靜慮)의 뜻이다.

dhyāna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쨘도캬 우파니샤드(chāndogya-u

paniṣad)에서 ‘dhyāna는 실로 마음보다도 위대하다. 땅도 dhyāna

와 같고,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이며 하늘도 dhyāna와 같이

보인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인간 중에서 위대함에

이를 수 있다면, 이 dhyāna에 의해서다. 그대는 dhyāna를 예배하

라.’고 했다.

여기에서 사용된 dhyāna라는 말이 뒤에는 요가라는 말과 결부

되어 dhyāna-yoga로서 널리 사용되고 yoga 중의 dhyāna가 불교

나 자이나교에도 수용되면서 불교에서는 불교 독특한 내용을 가

지는 요가의 일종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 제141권에서는 ‘정(靜)은 곧

적정(寂靜)이요, 려(慮)는 곧 주려(籌慮)다.’
23
라고 하고, 구사론 제2

8권에서는 ‘어떤 뜻으로 정려라고 하는가하면, 고요함으로 인해서

능히 심려(審慮)하기 때문에 심려는 곧 이것이 실로 요지(了知)의

뜻이다.’
24
라고 한 것과 같이 dhyāna는 마음을 고요히 하여 대상의

진실을 살펴서 아는 것이다. 그리하여 불교에서는 dhyāna의 내용

인 고요한 심일경성에만 그치는 삼매(samādhi, 三昧, 止)가 아니고

대상의 진실을 아는 데까지 들어가는 관(觀, vipaśyanā)이라고 하

게 되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의 dhyāna는 vipaśyanā의 뜻으로

파악되어 vipaśyana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dhyāna는 마음을 대상에 전주하여 깊이 사량하는 수행이

므로, 그 결과 얻어지는 공덕이 다섯가지 악을 태워버린다고 하

여, 소진(燒盡)하는 기악(棄惡)이라고도 번역된다. 또한 선이 지혜

를 얻는 공덕이 있으므로 공덕총림(功德叢林)이라고도 의역된다.

23) 大正藏, 제29, p. 145.

24) 大正藏, 제32, p.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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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불교에서는 선정(禪定)이라고 하나, 정(定, samādhi)이 마

음이 한 대상에 전주하여 악을 떠나는 것이므로 대상의 진실을

보는 것(觀, 禪)을 가능케하는 방법, 또는 그 심경이므로 ‘선을 가

능케하는 정’이라는 뜻으로 선정(禪定)이라는 복합어가 사용되기

도 했다.

그러나 정을 선의 의식 내용이나 종국의 상태로 보면 ‘선을 통

한 정’이라고 보게 되니, 팔정도(八正道)에서 일곱 번째의 정은 이

런 뜻이라고 생각된다.

하여튼 선이 정에 포괄되는 뜻이거나, 정이 선에 따르는 뜻이거

나 간에 선과 정은 그의 범위를 엄밀하게 규정하기 어렵고, 오히

려 정과 선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팔리어로 된 상응부(相應部) 제1 인연상응(因緣相應), 중

략품(中略品)에는 ‘[사제(四諦)를] 여실히 요지(了知)하기 위해서

마땅히 요가(瑜伽)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yathābhitam ñāṇāya

yogo karaṇiyo)’
25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가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니 선정이 요가 속에 포괄된

듯한 느낌을 준다.

선정의 수행은 모든 감각기관을 억제하여 심신을 결합(結合)하

고 상응(相應)케 하기 때문에 요가라는 말로 대표될 수 있다.

그러나 원시불교에서는 요가라는 말을 빈번히 사용하지 않고

선정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한 것은 요가가 정통 바라문 계통에서

유일한 종교적 수행으로 채택되어 범(梵)과 자아(自我, Ātman)를

보는 방법이었으므로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불교에서는 요

가라는 말을 즐겨쓰지 않았을 뿐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뒤

에 대승불교에 오면 다시 요가라는 말로써 불교적 수행을 대표하

기에 이른다.
26

25) S.N., vol. II, p. 131.

26) M.N., vol. I, p.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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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존의 선정

석존이 보리수나무 밑에서 도를 성취하신 것은 오로지 선정의

종교적인 수행의 결과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중부(中部) 제36

살차가대경(薩遮迦大經), 중부 제100 가상라경(歌傷邏經, saṅgārav

a-sutta)에서는 분명히 선정에 의한 성도를 설하고 있고, 그 뒤의

불전도 모두 수하내관(樹下內觀)을 말하여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본래 선정은 지(止)와 관(觀)이 균등하게 쌍운(双運)되는

것이니, 지(止)에 의해서 탐욕이 없어져서 심해탈이 얻어지고, 관

(觀)에 의해서 무명이 멸해져서 혜해탈(paññā-vimutti)이 이루어

지므로
27
선정에 의해서 지혜가 얻어지지 않으면 열반을 증득할

수 없다. 이것을 법구경에서도 ‘선정이 없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

고 지혜가 없는 자에겐 선성이 없다. 선정과 지혜를 갖춘 자는 실

로 열반에 이른다’
28
(n'atthi jhānaṁ appaññassa paññā n'atthi ajh

ā]yato, yaṁhi jhānañ ca paññā sa ve nibbāna santike, 無禪不智

無智不禪 道從禪智 得至泥洹)고 했다.

선에 의해서 지와 관이 균등히 이루어지면 이때에 지혜가 갖추

어져서 열반에 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석존이 보리수 밑에서

성도하실 때에 명성을 보셨다고 하는 것은 지혜의 빛이 나타난

것이다.

불교의 열반(nirvāṇa, nibbāna)은 선정과 지혜가 갖추어진 세계

다. 불교의 열반은 불을 끈 것 같은데 그친 것이 아니고 만물의

진상이 밝게 나타난 세계에서 현법낙주(現法樂住)하는 세계다. 또

한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실로 요가로부터 지혜가 생기나니,

요가를 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진다.

얻고 잃는 두 길을 알아서

27) 增支部, 제2, 愚人品 제11.

28) 法句經, 제372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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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가 더하도록 자기를 안립하라.’
29

(yogā ve jāyati bhūri

ayogā bhūri saṅkhayo

Etaṁ dvedhā pathaṁ ñatvā

bhavāya vibhavāya ca

Tath 'attānaṁ niveseyya

yathā bhūri pavaḍḍhati)

(念應念則正 念不應則邪

慧而不起邪 思正道乃成)

여기에서는 선정 대신에 요가라는 말을 쓰고 있다.

불제자들은 항상 선정, 곧 요가에 의해서 일체가 법 그대로 나

타나는 세계에 안주하여 안온함을 즐기고 있었다. 이것을 경에서

는 이렇게 말한다.

‘고타마의 제자들은 항상 잘 깨어 있어서

낮이나 밤이나 수행으로 마음이 즐겁다.’
30

(suppabuddhaṁ pabujjhanti sadā gotamasāvakā

yesaṁ divā ca ratto ca bhāvanāya rato mano)

(爲佛弟子 常悟自覺

日暮 思禪 樂觀一心)

이것으로 보면 원시불교 당시의 수행은 선정을 즐기는 것이 유

일한 수행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선정은 현법락주(現法樂

住)라고도 한다.

석존은 출가하여 고행림으로 두 스승을 찾았다. 그들은 요가의

선정을 닦는 수행자였으나, 그에게서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은 그 당시의 요가는 선정의 수행이면서도 부족함이 있었음을 말

하는 것이니, 실로 요가 곧 선정은 석존에 이르러서 새로운 뜻이

29) 法句經, 제282偈.

30) 法句經, 제299(300, 301)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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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졌고 그 내용이 충분하게 갖추어졌다.

석존의 깨달음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석존의 선에 의해서 얻어

지게 되었던 것이다.

석존이 무상정등정각을 얻게 된 것은 실로 보리수하의 석존 독

특한 선정이었다. 석존이 최초의 설법에서 설했다는 정정(正定)이

바로 이것이다. 석존으로서 보면 외도들의 선정은 부족한 것이었

다. 그러므로 불제자들은 모두 올바른 석존의 선정을 즐겼던 것이

다. 그들은 모두 석존의 선정에 의해서 붓다의 깨달은 법을 보고,

그 법을 따르고 그 법을 즐겼다. 그러한 선정의 전통이 대승불교

에로 이어지면서 여러 경전이 불교의 선정을 여러 가지 삼매(三

昧)로써 나타내게 되니 반야경의 등지왕삼매(等持王三昧), 법화경

의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 화엄경의 해인삼매(海印三昧), 열

반경(涅槃經)의 부동삼매(不動三昧) 등 삼매에서 출정(出定)하여

설법하신 것으로 설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삼매 곧 선정의 형식은

같으나 내용은 다른 것이다. 그리하여 불교 경전에서 설해진 선관

(禪觀)의 모든 것은 그 경전이 설하는 석존의 세계를 보이고 있는

삼매다.

(3) 보리달마의 벽관(壁觀)과 그의 상승(相承)

보리달마의 선은 본각진성(本覺眞性)을 깨닫는 지혜와 이것을

얻는 과정인 선정이 하나가 된 것이었다. 그가 보인 벽관은 우리

인간의 진성에 응주(凝住)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니 이것이 이입

사행(二入四行)이라고 하는 것이다.

달마가 혜가(慧可)에게 전했다고 하는 안심(安心)이란, 인간의

진실한 본심에 안주하는 것이었다. 스스로 자기의 진성과 명합하

여 적연무위(寂然無爲)하면서도 이것이 그대로 이타행으로 실천되

는 것이다.

이(理)와 행(行)이 둘이 아니므로 그것이 곧 이와 행의 상응(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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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이니 바로 요가 그것이다.

달마는 인도에서 있을 때에 마음을 적정 그대로 유지하는 요가

에서 다시 전심(轉心)하는 사드야 요가(sādhya-yoga)를 닦았다고

도 한다. 그러므로 그는 마음을 진성으로 전입시킬 수 있는 것이

다. 그것이 여시안심(如是安心)이요, 여시발행(如是發行)이요, 여시

순물(如是順物)이요, 여시방편(如是方便)이다. 진실한 마음의 이

(理) 그대로에 머물러 이(理)에 상응하여 도(道)에 어긋남이 없는

보원행(報寃行), 고와 낙의 인연에 따라서 그대로 나아가는 수연행

(隨緣行), 본래 공(空)한 도리에 따라서 구하는 바가 없어 아무런

탐착도 없는 무소구행(無所求行), 자성청정한 법 그대로 무아(無

我)에 투철하여 자타를 이롭게 하면서도 집착함이 없는 칭법행(稱

法行) 등은 모두 진성의 이(理)의 실천이다.

달마의 이(理)는 석존의 깨달음의 내용인 연기의 법 그것이며,

달마의 행(行)은 석존의 49년의 자비 그것이며, 이는 지혜의 세계

요, 행은 자비의 세계다. 이(理)와 행(行)이 불이(不二)의 관계에서

상응하고 있는 것이 이입(二入)이다. 달마는 자기의 선정의 세계

를 권증하기 위해서 입능가경(入楞伽經)을 전해 주었다고 한다. 실

제로 그는 진성을 돈오(頓悟)하고 다시 이것을 묘수(妙修)하여 자

타(自他)가 둘이 아닌 것으로 나타냈으니 이것은 혜와 정의 상즉

(相卽)이요 상응(相應)이다.

달마의 법을 이어받은 혜가(慧可)의 전심(傳心)도 인(人)과 법

(法)의 상응, 식(識)과 색(色)의 상응 그것이다.

삼조인 승찬(僧璨)의 신심(信心), 사조인 도신(道信)의 섭심(攝

心), 오조 홍인(弘忍)의 수심(守心)도 그것이다.

또한 육조 혜능(慧能, 638～713)의 생심(生心) 등이 모두 진실한

우리의 일심을 깨닫고 보임(保任)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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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승유가행학파(瑜伽行學派)의 요가

인도의 선이 보리달마에 의해서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생활 속

에서 실천적, 구체적인 중국적인 특색을 가진 선으로 발전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그것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전해

지면서 한국의 선은 한국의 문화풍토에 상응하여 원융무애한 삶

그대로의 특색을 가지게 되었고 일본도 마찬가지다.

선이 대승불교로 이어지면서 요가가 삼매라는 내용과 상응(相

應)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석존이 깨달은 법을 그대

로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삼매는 심일경성인 정이요 상응은 연기

의 법이기 때문이다.

상응이란 이것과 저것의 결합이니 일체의 존재가 있게되고 없

게되는 법 그대로의 모습이다. 이것이 요가이므로 한역하여 상응

이라고 번역한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유가유식학파에

서는 요가를 상응이라고 보았다.

유가행학파의 시조 미륵(彌勒, maitreya, 270～350?)이 설하고

무착(無着, asaṅga)이 엮었다고 하는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 대

한 해석서
31
에서 ‘일체승(一切乘)의 경(境)과 행(行)과 과(果) 등 모

든 법을 모두 요가라고 한다. 일체는 방편이 선교하게 상응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32
라고 하고 법은 경, 행, 과에 걸쳐서 일체가

공(空) 그대로인 법에 상응한다고 말하고 있다.

〈境瑜伽〉

경유가(境瑜伽)란 존재의 진실성이니 전도(顚倒)가 없는 것이요

(無顚倒性), 도리에 벗어나지 않는 것(不相違性)이요, 도리에 능히

수순(隨順)하는 본성(能隨順性), 결국 진리 그대로의 세계인 구경

(究竟)으로 가는 성품(趣究竟性)이 있어서 올바른 도리와 가르침과

작용과 그 결과는 서로 상응하는 요가라고 말하고 있다.

31) 最勝子 등 菩薩이 지었고, 당의 현장이 번역하였다.

32) 瑜伽師地論釋 제3절 題曰解釋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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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일체의 대상은 근본 도리를 떠나지 않고 있으므로

일체에 통하는 것이나, 여러 경이나 논에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서 여러 가지로 달리 설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서

로 관련되어 있고(觀待), 작용이 있으며(作用), 되어진 그대로의 모

습(法爾)이며, 궁극적으로는 성취를 증득한다(證成). 이와 같은 네

가지 도리를 갖추고 있으니 이것이 요가다.

또한 제법간의 관계나 성질에는 상응하는 것이 있으니 원인과

결과가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여 이것이 곧 요가라고

했다.

또한 제법은 청정하지 않은 잡법(雜法)과 청정한 정법(淨法)이

있으나 이것도 본성에 있어서는 다 같이 무성(無性)이니 그러므로

요가라고 했다. 왜냐하면 잡된 것은 제거하고 청정한 것에 따라서

계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경청정진여(究竟淸淨眞如)를 요가라고 하니 진리 중에

가장 뛰어나고 이에 일체의 공덕이 상응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입

능가경(入楞伽經)에서 설하고 있는 것과 같다.

구경인 무분별의 세계에서 구경의 세계와 청정함과 진여 그대

로를 관하여 분별하는 차별을 제거하고, 청정에 머물러 더러움을

떠나고 진여 그대로에서 능취(能取)와 소취(所取)가 없고 해탈도

계박도 없으면 이 때에 삼매인 정(定)에 머물고 있음이니, 바로 이

것이 요가다.

또한 모든 법이 요가이니, 오온(五蘊), 십팔계(十八界), 십이처

(十二處), 십이연기(十二緣起), 사제(四諦) 등 모든 법이 그대로가

요가라고 했다. 이들은 일체의 대상을 섭수하여 그에 순응하기 때

문이다.

또한 일체의 대경(對境)이 모두 요가라고 하였다. 일체의 대경

은 자성 그대로의 성품을 갖추고 있고(自性), 소원을 이루고자 하

는 행위의 성품이 있고(願性), 진실에 따르는 성품(順性), 공덕을

쌓아 보다 높은 경지로 전향하는 성품(轉性) 등 사성(四性)을 갖추

고 있고, 네가지 법, 곧 설한 교법(敎法), 진리의 이법(理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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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법(行法), 열반에 도달되는 과법(果法)에 따르기 때문이다.

〈行瑜伽〉

일체의 행위가 서로 어울려서 순응하기 때문에 일체의 행이 요

가라고 했다. 왜냐하면 모든 행위는 도리에 따르기 때문이며 도리

를 가르친 교리에 순응하고 있기 때문이며 반드시 그 결과를 가

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요가다.

이와 같은 행위가 도리에 따르면 따른 결과를 가져오고, 도리에

어긋나면 그릇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그런 도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행과 과가 상응한 것이다.

이러한 행의 요가는 모든 행위에 통하는 것인데 여러 경론에서

는 그 나타나는 모습에 따라서 또는 근기(機)에 따라서 여러 가지

로 달리 설한다. 따라서 모든 행위를 근수(謹修)하는 것이 요가라

고 말해진다. 한 말로 말하면 수행을 통한 모든 행위가 요가라고

하게 된다. 따라서 월등경(月燈經)에서는 삼십칠보리분법(三十七菩

提分法)을 닦는 것이 요가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그러한 수행이

일체의 결과에 따르는 행 중에서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다.

수행에 있어서 사마타(奢摩他, samatā)와 비파샤나(毘鉢舍那, vi

paśana)를 평등히 운행하는 것을 요가라고 한다. 왜냐하면 사마타

와 비파샤나가 쌍운(双運)되는 것이 올바른 관행(觀行)이니 이 관

행이 모든 행위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사마디(samadhi)를 닦는 것은 사마타와 비파샤나가

같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요가라고 한다. 이 때에 그 관행이 마

음에 머물러 가장 힘이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양성교론(顯揚聖敎論)에서는 신(信)과 욕(欲)과 방편(方便)과

정진(精進)의 네가지 법을 요가라고 했다. 이러한 네가지를 행하

려고 생각하여 이들 네가지에 통하는 일체의 행위가 생하면 그것

이 지혜요, 방편이다.

또한 이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어 교설하고 그것을

듣는 것은 요가다. 중생들로 하여금 도리에 따라서 번뇌를 없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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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행의 경지인 수소성지(修所成地)에 있어서 대치하는 길

을 닦는 것이 요가다. 수행을 따라서 점차로 업장들이 소멸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이에 따라서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행에 따라서 전도되지 않는 지혜를 얻게되면 이것이 요

가다. 무전도의 지혜는 모든 행위 중에서 뛰어난 것이기 때문이

다.

또한 선교(善巧)한 방편이 요가다. 마음을 일으켜서 지혜롭게

행하는 방편은 선교한 행위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공덕실성계경(功德實性契經)에서 설하는 바와 같이 연기관

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요가다. 연기관으로 얻는 지혜는

생사를 떠나는데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정행경(正行經)에서는 팔지성도(八支聖道)가 요가라고 한

다. 이 여덟가지는 열반으로 가는데 뛰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나야경(毗奈耶經)에서 설하는 계(戒)를 닦는 것이 요가

다. 왜냐하면 계, 정(定), 혜(慧)를 익히는 것이 깨달음의 원인 중

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대의경(大義經)에 설하는 바와 같이, 일체의 세간이나 출

세간의 행을 분별하여 닦는 것이 요가다. 세간과 출세간의 차별에

따라서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은 그 계위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또한 성문(聲聞)의 행이 요가다. 삼승(三乘)에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空)을 관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요가다. 대행(大行)

을 일으키는데 뛰어나기 때문이다. 보살들은 요가로써 공 그대로

의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다. 공의 마음을 가지므로

성문이나 독각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불국토에 머문다. 반야의

지혜로써 공에 머무는 것은 요가 중에서 뛰어난 요가라고 한다.

이것은 대승(大乘)의 행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혜의 요가는 무등등(無等等)의 세계로 인도하니 무상의

요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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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혜로써 중생을 섭수하는 무분별의 정(定)의 요가다. 이

것은 일체의 뛰어난 덕을 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살이 가지는 지혜와 자비의 평등한 쌍전(双轉)을 요가라

고 한다. 능히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을 중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경이나 논서에서 설해지고 있는 일체의 행이

모두 요가다.

〈果瑜伽〉

과의 요가는 일체의 결과가 서로 순응하기 때문이요 결과는 올

바른 도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요, 올바른 가르침에 따르기 때

문이며 올바른 원인에 따르기 때문에 요가라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결과에 공통되는 것이지만 여러 경론에서

나타난 상(相)과 근기(機)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리 설한다.

분별의경(分別義經)에서 설하는 무외력(無畏力)을 가진 불공불

법(不共佛法)이 요가라고 한다. 이것은 능히 마(魔)를 굴복시키고,

여러 다른 논의를 제압함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이

다.

또한 부처님이 증득한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이 요가가 된다.

진미래제(盡未來際)에 머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래지(如來地)에서의 무분별지와 대비(大悲)가 요가다. 여

기에는 자리타리가 항상 다함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유가사지경(瑜伽師地經)에서 설한 불지(佛地)의 공덕을 요

가라고 한다. 모든 법계에 다함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분별삼승공덕경(分別三乘功德經)에서 말한 삼승(三乘)의 과

덕(果德)을 요가라고 한다. 모두 올바른 도리에 상응하기 때문이

다.

또한 찬불론(讚佛論)에서 설하는 바 삼신(三身), 삼덕(三德)이 모

두 요가다. 일체의 과덕(果德)과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과위(果位)에서 얻어지는 유위(有爲) 무위(無爲)의 여러 공

덕이 모두 요가다. 이러한 과위에는 등지(等至)가 지극함에 이르



40 印度哲學 제8집

러서 화합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거룩한 가르침은 또한 요가다.

올바른 도리에 맞고 올바른 행위에 따르고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

기 때문이다.

또한 삼승(三乘)의 관행이 요가다. 부지런히 닦아서 도리에 맞

고 행위에 따른 뛰어난 결과를 얻기 때문이며, 요가의 대상이 되

는 객관 세계와 행위의 결과와 거룩한 가르침은 요가의 대상이기

때문이요, 요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유가사지론의 말머리에서 유가(瑜伽)라고 한 두 글자

는 모든 거룩한 부처님의 말씀 모두를 간직한 큰 바다와 같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석(瑜伽師地論釋)에서 ‘성언(聖言)의

대해를 요동한다.’
33
고 했다.

이상 유가사지론석에서 유가라는 말의 뜻을 설명한 것을 보면,

요가가 바라문의 요가에서와 같이 범(梵)과 아(我)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설하신 법에 맞는 행위와 그 결과로 얻어

지는 일체의 공덕이 모두 요가라고 하였다. 이것은 요가라는 말이

이것과 저것이 잘 어울려져서 나타나고 있는 일체의 법을 말한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기의 법 그대로 나타난

일체의 대상, 일체의 행위, 일체의 결과가 모두 요가다. 그렇다면

불법에 요가 아닌 것이 없다. 요가 아닌 것은 성교(聖敎)에 맞지

않는 것이요, 정리(正理)에 맞지 않는 것이니 불상응(不相應)인 일

체의 사법(邪法)은 요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모두 요가다.

범아일여적인 바라문의 요가가 불교에서는 일체의 법으로 받아

들여져서 불법대로 된 모든 것이 요가라고 한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33) 瑜伽師地論釋, 1卷, 本地分中五識相應地之一, 大正, p. 883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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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밀교의 요가

불교의 선관은 지(止)와 관(觀)이 같이 운용되는 관법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밀교에서는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이 설해지고 있으나 이 밀교

의 관행이 그대로 요가의 불교적 수용임을 알 수 있다.

대비공지금강대교왕의궤경(大悲空智金剛大敎王儀軌經) 제7의 청

정품(淸淨品)에서 보면, ‘부처님이 금강장보살에게 고하여 말씀하

시기를 이 청정품을 나는 설하겠노라, 일체의 법의 청정함이 확실

하게 알려지고, 하나 하나의 분별하고 그 연후에 그의 거룩함을

설하겠노라.’(由說是淸淨, 一切無疑惑, 一一賢聖住, 後當分別說)라고

하고, 이어서 ‘오온(五蘊)과 육근(六根)과 육처(六處)와 육대(六大)

는 자성에 있어서 청정하다. 무지의 번뇌의 어두움도 자성이 모두

청정하다.’(五蘊五大種, 六根及六處, 無知煩惱闇, 自性悉淸淨)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자성이 청정함을 증득하면 바로 그것이

해탈이다. 다시 경문의 계송에서 ‘자성이 청정함이 현증되고, 나머

지 다른 것이 부정(不淨)함에서 벗어나고, 묘락(妙樂)의 경계가 청

정한 자성을 현증하여 묘락을 얻는다. 색등과 다른 것들도 밝게

비추면 실로 요가행자다. 일체에 있어서 그것이 청정성이니, 실로

그러므로 불성이 생한 것이다.’(謂自身領納, 及餘他所作, 說妙樂相應,

境界等淸淨, 故佛善巧說, 一切性淸淨)라고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

체법이 청정하고, 청정한 그대로의 세계가 묘락의 세계요, 그것이

바로 성불임을 말하고 있다.

일체법이 청정하게 있으니 sat요, 그것이 청정 그대로 여실히

알려지니 그것이 cit요, 그 세계는 또한 묘락(ānanda)인 것이다.

청정한 일체법이 그대로 알려져서 밝게 비추면 그것이 부처요,

바로 요가행자라고 했다. 그러한 요가행자는 묘락 그대로인 부처

다. 여기에서의 묘락상응(妙樂相應)은 해탈이기도 하다.

경문에서 이어서 ‘이 때에 금강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뢰기를 세

존이시여, 어떤 것이 청정이옵니까? 하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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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의해서 색이 알려지고, 귀에 의해서 소리가 알려지고 … 항

상 이들의 청정함에 의해서 정화된다. 진실한 요가행자는 자기전

변이다. (범문에 의한 번역)(時舍金剛藏菩薩白佛言, 世尊爲何等淸淨,

佛言於色 等 境觀想, 離能取所取, 所謂眼取色耳取聲 … 無餘親近是卽

淸淨)라고 했다.

여기에서 일체가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 청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청정한 것이 잘못 알려졌다가 다시 청정함 그

대로 바뀐 것이다. 이것을 ‘진실한 유가행자는 자기전변이다.’(tatt

vayoginaḥ adyātma puṭaṃ)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무여친

근시즉청정 (無餘親近是卽淸淨)이라고 번역하였다. tattva를 ‘남김

없는’(無餘) 것이라고 하고, 친근(親近)은 ‘자기의 본래의 청정성으

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자기 전변’(adyātma puṭam)라고

하여 이것을 청정이라고 했다. 그릇됨으로부터 올바른 상태로 뒤

바뀐 것이니 자기 전환 그것이다. 그래서 금강정경에서는 자기와

일체의 진실이 그대로 여실하게 현증된 것을 청정이라고 하고, 그

렇게 된 것이 부처라고 보았다.

이것을 경문에서는 ‘청정성은 이들 수용된 훈습(熏習)의 독이

제거된 것이다.’(savitavyā ime sevyā-nirvisikṛtya suddhiaḥ)라고

했다. 여기에서 독이란 무지(無知)요, 무명이다. 무명이 명으로, 고

가 묘락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본래 그대로의 상태대로

바뀐 것이다. 이것이 불성이요, 묘락이요, 지(智)다. 따라서 오상성

신관은 청정한 본심을 관하여 일체법이 청정함으로 바뀌어서 현

증되는 것이 성취되는 관법이다.

이미 여기에 이르면 희론(戱論)이 적멸되었으니 그대로 공이다.

이 때에 불심(佛心)이 원만해진다.

밀교에서는 이 때에 신(身), 구(口), 의(意)가 상응하여 삼밀(三

密)이 이루어진다. 이 때엔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되니 입아아입(入

我我入)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이것이 가지(加持)(adhiṣṭhāna)다.

삼밀(三密)의 가지는 곧 상응이니, 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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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인도에 있어서 요가가 非正統派 문화로부터 시발하여 바라문 문

화 속에 수용되면서 정통파에서는 범아일여(梵我一如)의 실현을

성취하는 종교적인 수행법으로 되었다. 그러나 비정통파에 속하는

불교에서는 yoga의 일부인 dhyāna가 수용되어 원시불교와 소승

불교에로 이어지면서 선정(禪定)이라고 불리는 관행(觀行)의 중심

이 되었다. 이것이 그 뒤에 patañjali의 yoga체계가 확립됨에 힘입

어 요가를 불법에 상응하는 모든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서 요가라

는 말이 그대로 사용되다가 밀교에까지 이른다.

밀교에서는 부처를 진실한 요가행자라고 불렀다. 자기의 청정

성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청정이요, 부처이니 그것을 현증한 것이

깨달음이요, 이 때에 묘락(妙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요가

는 불교에 수용되면 외도(外道)의 수정주의 행법과는 다른 것이

된다. 불교에서의 요가는 그대로 깨달음의 길이요, 달마의 선이요,

중국에서 발달한 선과 다르지 않고, 한국선의 특색인 원융된 인격

완성의 관법이다. 그러나 불교에 받아들여진 요가가 선정의 수행

에서 마음에만 치중하여 심신불이(心身不二)의 입장을 등한히 하

였음은 오늘날 선정이 적정에 떨어져 자타불이(自他不二)인 공의

실천 원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반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도 바라문의 요가에서 발달한 하타 요가를

받아들여서 심신불이의 인격완성을 기하고 우주적 조화로써 空의

실현인 法에 相意하는 합리적인 수행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

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