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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소위 고전 요가의 목표는 명상을 수련하여 삼매에 도달하는 것

이다. 삼매는 정신적으로 무애의 안온과 평정에 안주하는 고도의

경지이다. 이 같은 명상의 요가를 흔히 라자 요가(Rāja-yoga)로

일컫는다. 그러나 요가가 세계 전역에 확산되면서, 요가는 다양한

체위의 신체적 수련을 가리키는 것으로 먼저 인식되고 있다. 그리

고 이 같은 요가를 흔히 하타 요가(Haṭha-yoga)로 일컫는다.

물론 라자 요가와 하타 요가는 이처럼 단순하게 구분될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하타 요가에서 가르치는 다양한 체위는 흔히 아

* 鄭承碩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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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āsana)로 불리지만, 이 아사나의 본래 의미는 坐法이며, 좌법

을 수행 체계에서 명시한 것은 고전 요가를 정립한 요가 수트

라(Yoga-sūtra)이다. 그리고 요가 수트라를 주석한 Yogasūtra
-bhāṣya(YB)에서 비로소 좌법의 종류들이 예시된다. 이 점에서

문헌상으로는 다양한 좌법들의 발전이 YB에서 비롯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전 요가에서 예시한 좌법들의 구체적인 자세를 이해

하는 데에는, 특히 기본 좌법들을 둘러싸고 혼동이 발생한다. YB

에서 명칭만 열거된 좌법들에 대한 이해가 후대의 문헌들에 따라

서로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YB에서 예시한 좌법들의 구체적인 자세는 YB 이후의 주석이

나 요가 관련 문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헌들에 따라

동일한 명칭의 좌법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또 동일

한 원문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변형 자세가 성립된다. 더욱이 하타

요가의 문헌일수록 곡예적인 형태의 좌법으로 설명하는 경향을

띠기도 한다. 좌법의 다의성이란 이러한 양태를 가리킨다.

좌법의 다의성은 일차적으로 YB가 자세를 나열하기만 하고 설

명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이후 YB에 대한 주석의 변화, 이 주

석에 대한 이해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자세가 형성될 수 있다. 더

욱이 역자의 부주의한 해석에 따라서는 전혀 엉뚱한 자세로 둔갑

할 수도 있다.1) 그러므로 고전 요가의 좌법의 실상과 취지는 YB

이후의 문헌들의 설명을 비교 검토하는 데서 파악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여러 문헌들의 설명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고전 요

가가 의도하는 좌법의 定型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좌법

에 대한 하타 요가적 변형의 일단을 엿볼 수도 있다. 여기서는 주

로 아래의 문헌들을 채택하였다. 약칭은 각 문헌의 앞에 표시해

두었다.

1) paryaṅka(玉座坐)를 寢牀坐로 번역한 경우가 그러하다. 이에 관해서는

2-1에서 상술한다. 특히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현대의 하타 요가에서는

좌법 이해의 혼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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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 비야사(Vyāsa, 5～6세기)의 Yogasūtra-bhāṣya

YbV: 샹카라(Śaṅkara, 8세기 전반)의 Yogasūtra-bhāṣya

Vivaraṇam

TV: 바차스파티 미슈라(Vācaspati Miśra, 9～10세기)의

Tattva-vaiśāradī

YV: 비갸나 비크슈(Vijñāna Bhikṣu, 16세기 후반)의

Yoga-vārttika

YM: 라마난다 사라스와티(Rāmānanda Sarasvati, 16세기2))의

Yoga-maṇīprabhā

ŚS: Śiva-samhitā(15세기 이후)3)

GS: Gheraṇda-saṃhitā(15세기 이후)

HP: 스와트마라마(Svātmārāma, 16～17세기4))의

Haṭhayoga-pradīpikā

Ⅰ. 좌법의 정의

라자 요가가 요가 수트라의 요가를 가리킨다는 전거는 비갸
나 비크슈(16세기 후반)의 Yogasāra-saṅgraha와 나라야나 티르타

(Nārāyaṇa-tīrtha, 17세기)의 Yogasiddhānta-candrikā에서 발견된

다. 전자는 라자 요가와 신체적 기법을 구분하고, 후자는 요가
수트라에서 제시한 8지 요가의 최종 단계를 라자 요가로 간주한

2) YM, p. 8.

3) 하타 요가의 근본 전적으로 간주되는 ŚS, GS, HP는 일반적으로 중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ŚS와 GS는 그 성립 시기를

15세기 이전으로까지 소급할 수는 없다. 中村, p. 148 참고.

4) 서기 1350년에서 1650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Saletore, p. 528.



250   ∙ 印度哲學 제16집

다. 특히 후자는 ‘인식을 동반하지 않는 삼매’가 아트만의 직접 지

각이며 라자 요가라고 베단타적으로 해석하면서, 하타 요가적 신

체 정화법은 8지로 된 라자 요가의 支分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두

문헌에 의하면 하타 요가는 신체적 기법을 가리키고, 라자 요가는

이와는 다른 고차의 정신적 체험과 이에 대한 교리적 해석에 따

르는 實修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5)

이 밖에 다른 여러 문헌들에 나타난 라자 요가에 관한 인식도

위의 두 문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라자 요가의 의미를

종합하면, 라자 요가는 신체적 기법이 아니라 정신적 체험과 그

사상적 해석에 관한 實修이다. 그것은 개개의 실천 체계가 저마다

의거하는 사상에 의해 최고라고 해석되는 정신적 체험을 초래하

는 것으로서 ‘실수의 왕자, 최고의 실수’이다.6)

요가 수트라의 제2장 후반부에서는 요가 실수의 과정과 방법
을 8支(aṣṭāṅga)로써 제시한다. 이 8지의 제3지인 坐法(āsana)은

삼매라는 목표를 향해 본격적인 명상에 돌입하기 위한 첫 단계이

며, 명상에 적합한 신체의 자세를 제시한다. 이 점에서 좌법은 신

체적 기법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어, 하타 요가의 성립 기반이거나

라자 요가와 하타 요가의 공통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

다.

그러나 이 같은 이해가 전혀 부당하지는 않을지라도 요가 수
트라의 原義를 반영한 것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다. 요가 수트

라의 제2장 제46송에서는 “견고하고 안락한 것이 좌법이다.”(sthi
rasukhamāsanam)라고 극히 간결하게 좌법을 정의한다. 이러한

좌법을 다양한 신체적 기법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요가 수트라
를 최초로 해설한 비야사의 YB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야사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한 채 자세들의

명칭들만을 예시했을 뿐이다.

[좌법이란] 예를 들면 ①연화좌, ②영웅좌(용맹좌), ③행운좌, ④길

5) 遠藤, pp. 962-1 참조.

6) 위의 책, p.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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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좌(卍字坐),7) ⑤杖坐, ⑥보조물 사용, ⑦玉座[좌], ⑧마도요 좌법, ⑨

코끼리 좌법, ⑩낙타 좌법, ⑪편한 상태, 그리고 ‘안락한 그대로’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따위(종류)의 것으로서 ⑫‘견고하고 안락한 것’이라

고 [경문은] 말하는 것이다.8) (번호는 필자)

여기서 고전 요가의 좌법이 중시한 것은 명상에 적합한 견고성

과 안락성일 뿐이고, 하타 요가의 곡예적인 자세는 그 원의가 아

니라는 점은 주요 주석들을 통해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6세기 이후에 작성된 YV와 YM는 ‘견고하고 안락한 것’이라는

좌법의 정의를 각기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견고하고 안락한 것이 坐法이다.”에서, 견고함이란 동요가 없고 안

락을 낳는다는 것이며, 좌법이란 이러한 방식으로 앉는 것이면 무엇이

든 좌법이라는 뜻이다.9)

좌법이란 동요가 없고 안락을 낳는 것으로서 요가를 보조하는 것이

라는 뜻이다. “이렇게 앉는다.”라는 것이 좌법이다. 이것은 두 가지 해

석을 허용한다. 이것은 외적인 것과 신체에 관련된 것이라는 두 가지

이다. 이 중에서 외적인 것은 천이나 가죽이나 쿠샤(kuśa) 풀을 [바닥

에] 까는 것10)이고, 신체와 관련된 것은 연화[좌]나 길상[좌] 등과 같

7) 여기서 행운좌(bhadrāsana)와 길상좌(svastikāsana)라는 명칭은 의미상

상호 교환될 수 있는 번역어이다. 필자는 단지 이 글의 일관성을 위해

자의적으로 이 번역어를 채택하여 두 좌법을 구분했을 뿐이다.

8) tadyathā padmāsanam, vīrāsanam, bhadrāsanam, svastikam,

daṇḍāsanam, sopāśrayam, paryaṅkam, krauñcaniṣadanam,

hastiniṣadanam, uṣṭraniṣadanam, samasaṃsthānam, sthirasukhaṃ

yathāsukhañca ityevamādīti// YB, pp. 227 f.

9) sthirasukhamāsanam/ sthiraṃ niścalaṃ sukhakaraṃ ca yattadāsanam

āsyate’nena prakāreṇetyāsanamityarthaḥ/ YV, p. 217.

10)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동일한 관념을 발견할 수
있다. “청결한 장소에 자신을 위해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으면서 천이나 가죽이나 쿠샤 풀로 덮은 안정된 자리를

마련하여”(śucau dese pratiṣṭhāpya sthiram āsanam ātmanaḥ/

n’ātyucchritaṃ n’ātinīcaṃ cail’ājina-kuś’ottaram//) BhG(p. 224),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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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수한 것이다.11)

위의 두 문헌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YB를 해설한 샹카라는 좌

법에 적절한 필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신성한 산에 있는 동굴이나 강 안에 있는 작은 섬과 같은 청정한

곳으로 가되, 불이나 흐르는 물에 너무 가까운 곳이어서는 안 되고, 곤

충의 방해가 없고 자갈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물

을 찔끔찔끔 마시고 전 우주의 유일한 지배자인 최상의 신과 성자들

과 요가의 대가인 무아의 스승들을 예배하고 나서, 불편하지 않도록

천이나 가죽이나 쿠샤 풀을 위에 덮은12) 자리에 올라, 동쪽이나 북쪽

을 향하고서 [이제 설명할] 이것들 중의 어느 한 좌법을 고수해야 한

다.13) (밑줄은 필자)

샹카라의 설명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불편하지 않도록’(a

duḥkhakaram)이라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고전 요가에서 권장하

는 좌법의 유의 사항을 집약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각 좌

바가바드 기타에서 이하의 내용은 앉아서 정신을 집중하는 명상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Zaehner에 의하면, 이는 Śvetāśvatara-up. 2.8-10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ibid.

11) niścalaṃ sukhāvahaṃ ca yadāsanaṃ tadyogāṅgamityarthaḥ/

āsyate’nenetyāsanam/ tad dvividham--bāhyaṃ śārīraṃ ca/ tatra

cailājinakuśottaraṃ bāhyam, śārīraṃ padmasvastikādīti viśeṣaḥ/ YM, p.

299.

12) Leggett(p. 273)는 “쿠샤 풀 위에 영양의 가죽을 깔고 그 위에 천을

덮은”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따르면 좌법을 실행할 자리는 극히 편안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 ‘불편하지 않도록’이라는 조건과 부합한다.

13) tatra śucau devanilayagiriguhānadīpulinādau jvalanasalilāsamīpe

jantuvivārjite nira(ṅga)śmake śuciḥ samyagācamya,

parameśvaramakhilabhuvanaikanāthaṃ abhivandyāṃśca

yogeśvarānātmagurūṃśca praṇipatya,

cailājinakuśottaramaduḥkhakaraṃ prāṅmukha udaṅmukho vā

viṣṭaramadhiṣṭhāya, anyatamadeṣāmāsanaṃ nirbadhnīyāt// YbV,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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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후대 문헌의 설명들 중에서도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것

이 고전 요가의 원의일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Ⅱ. 좌법 해석의 다의성

좌법은 ‘앉는 자세’를 가리키지만, 그 자세는 주로 다리와 손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런데 문헌들은 대

체로 간결하게 좌법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독자는 그 형태

를 자의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 하나의 예를 YB에서 일곱째

로 열거한 옥좌(paryaṅka)좌에서 볼 수 있다.

2-1. 옥좌좌의 경우

이 자세에 대한 설명은 문헌마다 일치하고 원문(jānuprasāritab

āhoḥ śayanam)14)도 간결한다. 그런데 원문의 śayana를 ‘편하게

쉰다’와 ‘눕는다’로 해석함에 따라 전자는 옥좌좌가 되고, 후자는

침상좌가 된다. 즉 이 자세는 “두 팔을 무릎 위에 뻗어서 편하게

두는 것”, 또는 “두 팔을 무릎에 뻗고서 눕는 것”으로 번역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두 팔과 넓적다리를 뻗고 누워 있는 것

이다.”15) 또는 “두 팔을 무릎에 뻗고 눕는 것이 침상좌이다.”16)라

고 번역한 것이 후자에 속한다.

우선 좌법의 정의에서 보았듯이, 좌법의 기본 관념이 ‘앉는 자

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눕는 자세’로 해석한 것은

14) jānuprasāritabāhoḥ śayanaṃ paryaṅkaḥ(TV, p. 111);

jānuprasāritabāhoḥ śayanam(YV, p. 218); jānuprasāritabāhoḥśayanaṃ

paryaṅkāsanam(YM, p. 299).

15) Lukmani(YV, p. 220)의 영역.

16) 本多(p. 145)의 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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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듯하다.17) 좌법 명칭인 paryaṅka가 침대를 가리키기도 한

다는 것 외에, 어쩌면 하타 요가의 송장좌와 같은 것을 먼저 떠올

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자가 신체의 구조를 고려해 보았다면

그와 같은 해석을 주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 사람들의 신체

구조상 누어 있는 상태에서는 손이 무릎까지 올 수가 없다. 자이

나교에서 팔이 기형적으로 길게 묘사된 입상(그림 1), 즉 ‘선 채로

명상하는 자세’(kāyotsarga)에서도 이런 자세를 기대하기는 어렵

다.

다만 샹카라만은 접두어 ā로 시작하는 복합어로 이것을 설명하

는데, 이는 ‘무릎 부근’ 또는 ‘무릎 위’라는 의미를 부각한 것으로

이해된다.18) 따라서 이 자세는 “두 팔을 무릎 위에 뻗어서 편하게

두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림 2 또는 그림 29가

대체로 이에 근접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은 śayana를 ‘눕는

것’으로 해석하여 하타 요가적으로 변형한 자세일 뿐, 고전 요가

의 주석들과는 부합하지 않는 침상좌이다.

좌법 해석의 다의성을 지적하기에 더욱 절절한 예로는 하타 요

가에 속하는 力强坐(ugrāsana)를 들 수 있다.

17) 더욱이 śayana라는 표현은 YB에서 다섯째로 열거하는

杖坐(daṇḍāsana)를 설명하는 데서도 구사된다(4-1의 YV). 이 경우에도

śayana는 눕는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없다. 여기서는

‘앉아서’(upaviśya)라는 지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는

그림 30의 다리 모습처럼, 의자에 앉아서 두 다리를 드리우는 자세를 이

좌법(paryanka asana)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http://www.thethankahouse.com/postures_pedistals.html, 2003년

12월 24일 검색), 이는 옥좌라는 명칭과 부합한다.

18) “[두] 팔을 [두] 무릎에까지 뻗어서 편하게 두는 것이

옥좌좌이다.”(ājānuprasāritabāhuśayanaṃ paryaṅkāsanam// YbV, p.

226) 이 원문을 “팔을 무릎에까지 뻗어서 눕는 것이 침상좌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문헌들은 한결같이 두 팔을 의미상의

주격(bāhoḥ)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누워 있는 것이 두 팔이라는

관념은 성립되지 않는다. Leggett(p. 274)는 샹카라의 원문을 “두 팔을

뻗어 두 무릎 위에 얹는 것이 옥좌좌이다.”라고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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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역강좌의 경우

역강좌는 ŚS에서 기본 좌법 4종의 하나로 중시되는데, 이것은

고전 요가의 기본 좌법 중 특성이 모호한 영웅좌19)를 대체한 것

으로 보인다. GS와 HP의 하타 요가에서는 이것을 ‘뒤로부터 뻗

기’(paścimottāna)라고 부르지만, 실행할 때의 모습으로 보면 ‘앞

으로 굽히기’ 또는 ‘등 굽히기’라는 명칭이 적절하다.

역강좌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ŚS의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

다.

두 발을 서로 달라붙지 않게 앞으로 뻗은 후, 자신의 두 손으로 단

단히 붙들고서 무릎 위에 머리를 고정해야 한다.20)

그런데 이 설명대로 실행하자면 최소한 두 가지 자세를 고려할

수 있다. 즉 두 손으로 붙드는 것이 ①‘두 발’일 수도 있고, ②‘머

리’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자세의 원문은 다음과 같이 두 가

지로 번역된다.

① 두 발을 서로 달라붙지 않게 앞으로 뻗은 후, 자신의 두 손으로

[그 두 발을] 단단히 붙들고서 무릎 위에 머리를 고정해야 한다.21)

② 두 발을 서로 달라붙지 않게 앞으로 뻗은 후, 자신의 두 손으로

머리를 단단히 붙들고서 무릎 위에 고정해야 한다.22)

19) 이에 관해서는 3-2에서 상술한다.

20) prasārya caraṇadvandvaṃ prasparamasaṃyutam/ svapāṇibhyāṃ

dṛḍhaṃ dhṛtvā jānūpari śiro nyaset// ŚSv(p. 39), 3.92; ŚSg(p. 51),

3.108. HP의 명료한 설명은 이 직역의 자세와 일치한다.

21) Ghosh(ŚSg, p. 51)의 영역은 이 번역에 부합한다. “두 다리를 뻗어서

나란히 유지한 다음, 손으로 두 다리를 붙든 채 머리를 무릎 위에

올린다.” 밑줄은 필자.

22) Vasu(ŚSv, p. 39)의 영역은 이 번역에 부합한다. “두 다리를 뻗어서 서로

떨어지도록 유지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단단히 붙들어 그것들을 무릎

위에 둔다.”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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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자들도 역강좌를 위와 같은 두 가지 자세로 이해하고 있듯

이, 현행의 하타 요가에서도 이에 따르는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림

4와 5는 ①에 속하고, 그림 6은 ②에 속한다. 하나의 자세가 이처

럼 두 가지 양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ŚS의 축약적 설명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역강좌를 좀더 상세히 설명하는 HP와 GS에 의

하면, 역강좌가 원래 의도하는 자세는 ①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림 4는 특히 HP의 설명과 일치하고, 그림 5는 GS의 설명에 부합

한다.

HP: “두 발을 막대기 모양으로 바닥에 뻗어서 두 손으로 두 발끝을

붙들고 난 후, 기울인 이마 쪽이 무릎 위에 유지되어야 하는 이것을 p

aścimottāna라고 한다.”23)

GS: “요긴드라의 좌법(yogīndrapīṭha)이 paścimottāna로 부르는 것

은, 두 발을 막대기 모양으로 뻗고서 수그린 이마가, 모인 것(두 다리)

의 중앙에, 두 손으로 두 발을 힘껏.”24)

이상의 예로 보더라도, 요가의 좌법을 문헌의 설명에만 의존하

여 수습하는 데는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B가 좌법의 명칭만을 나열한 것은, 그

러한 좌법들이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

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후대의 주석가들이 좌법을 간결하게 설

명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

23) prasārya pādau bhuvi daṇḍarūpau dorbhyāṃ padāgradvitayaṃ gṛhītvā/

jānūpari nyastalalāṭadeśo vasedidaṃ paścimottānamāhaḥ/ HP, 1.28.

24) prasārya pādau daṇḍarūpau saṃnyastabhālaścitiyugmamadhye/

yatnena pādau karābhyāṃ yogīndrapīṭhaṃ paścimottānamāhaḥ//

GSv(p. 16), 2.24; GSg(p.138), 2.20. 이 설명은 그 구체성이 HP보다 약간

못 미치지만, 이 원문은 충분히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HP의 설명과 일치한다. “요긴드라의 좌법(yogīndrapīṭha)이

paścimottāna로 부르는 것은, 두 발을 막대기 모양으로 뻗고서 수그린

이마가 모인 [두 다리의] 중앙에 [오도록 하고], 두 손으로 두 다리를

힘껏 [붙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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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주석의 간결성은 자의적 해석과 독자적인 경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이 같은 실상을 우선 4종의 기본 좌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Ⅲ. 4종의 기본 좌법

여기서 주력하여 고찰할 좌법은 YB가 열거한 것들 중에서 앞

의 4종, 즉 연화좌, 영웅좌, 행운좌, 길상좌이다. 이것들은 소위 결

가부좌를 주축으로 한 변형들로서 기본 좌법으로 간주할 만하다.

고전 요가의 좌법에 대한 후대 문헌들의 인식도 대체로 이에 부

합한다.25)

25) YV(p. 217)에서는 좌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에 관해 Vasiṣṭha는

연화좌를 비롯한 네 가지 좌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한다.”(tatra

padmādyāsanacatuṣṭayasya lakṣaṇaṃ vasiṣṭhenoktam)라고 전제한다.

하타 요가의 문헌인 GS와 HP는 이 4종을 설명하지만, YB에서 열거한

나머지 좌법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GS에서 낙타좌(uṣṭrāsana)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YB의 취지와 동일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한편 ŚS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본 좌법을 4종으로 열거한다. “다양한

양태를 지닌 84종의 자세가 있다. 내가 설명하려는 것은 이것들 중에서

기본적인 4종, 즉 達人坐(siddhāsana), 연화좌, 力强坐(ugrāsana),

길상좌이다.”(caturaśītyāsanāni santi nānāvidhāni ca/

tebhyaścatuṣkamādāya mayoktāni bravīmyaham/ siddhāsanaṃ tathā

padmāsanañcograñca svastikam//) ŚSv(p. 37), 3.84; ŚSg(p. 49), 3.96.

또 HP(1.34, p. 21)에서는 달인좌, 연화좌, 사자좌(siṃhāsana), 행운좌를

가장 중요한 좌법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달인좌(그림 7)와 사자좌(그림

8)는 두 다리를 접고 앉는 가부좌를 약간씩 변형한 자세이다. 달인좌는

반가부좌에 속하지만, 위로 올린 다리의 뒤꿈치를 성기 위에 두라고

규정한 점에서 노선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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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화좌

연화좌(padmāsana)는 고전 요가 이전부터 너무나 잘 알려져 있

는 기본 좌법이다. 이 때문에 TV나 YM와 같은 문헌들은 더 설

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단지 “연화좌는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다.”26)라고 언급할 뿐이다. 샹카라는 이것이 모든 좌법의 근본이

라는 사실을 “[다음에 설명할] 다른 좌법들도 저마다 특성이 있기

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두 이것과 동일하다.”27)라고 지적하

는 것으로 연화좌에 대한 설명을 마친다.

그런데 샹카라는 다른 문헌들과는 달리 다음과 같이 연화좌를

예외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이것 역시 연화좌의 중요성을 천명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 중에서 연화좌로 불리는 것은 [이러하다.] 왼발을 끌어 당겨 오

른쪽 [다리] 위에 얹고, 오른[발]을 바로 그와 같이 왼쪽 [다리] 위에

얹는다. 그리고 엉덩이와 가슴과 목을 견고하게 펴고서, 죽거나 잠든

것처럼 시선을 코끝에 고정한다. 입술은 둥근 [보물] 상자처럼 반구형

으로 다물고, 이빨들로는 이빨 끝을 악물게 하지 않으며, 턱은 가슴으

로부터 한 주먹 너비의 간격이 되도록 당겨서 떼어 놓고, 혀끝은 앞니

의 안쪽에 고정하며, 거북 모양 혹은 브라마 합장으로 형성한 두 손은

양쪽 뒤꿈치 위에 [놓는다.] 일단 이와 같이 고정된 상태로서 신체의

四肢와 신체의 자세가 특별한 노력이 없이 반복하여 존속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앉아야 하는 것이 곧 연화좌이다.28)

26) padmāsanaṃ prasiddham/ TV, p. 111; YM, p. 299.

27) etacca sarvamanyeṣāmāsanānāmapi tulyam/ kaścideva viśeṣaḥ// YbV,

p. 225.

28) tatra padmāsanaṃ nāma -- savyaṃ pādamupasaṃhṛtya dakṣiṇaopari

nidadhīta/ tathaiva dakṣiṇaṃ savyasyopariṣṭāt/ kaṭyurogrīvaṃ ca

viṣṭabhya, mṛ(ga)tasuptavannāsikāgranihitadṛṣṭiḥ,

samudgakavadapihitauṣṭha*sampuṭaḥ, dantairdantāgramaparāmṛśan,

muṣṭimātrāntaraviprakṛṣṭacibukorassthalaḥ,

rājaddantāntaranihitarasanāgraḥ, hastau pārṣṇyorupari kacchapakaṃ

brahmāñjaliṃ vā kṛtvā, sakṛdāsthāpitetthaṃsaṃsthānaḥ, punaḥ pun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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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림 9처럼, 이 좌법은 결가부좌

를 표현한 불상으로도 일찍이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다. 그림 9의

손 모양이 브라마 합장이며, 그림 10은 발을 넓적다리에 더욱 밀

착시켜 하타 요가적 발상이 강화된 결가부좌이다. 그림 20, 21 역

시 전형적인 결가부좌이지만, 그림 10보다는 약간 유연하다. 그런

데 이 같은 전형적인 자세가 YV, GS, HP에서는 더욱 난해한 형

태로 바뀌게 된다. 먼저 YV는 다음과 같이 약간 모호하게 설명하

고 있다.

수승한 현자여! 두 발바닥을 두 넓적다리 위에 짓고 나서, 두 손으

로 어긋나게(반대 방향으로) 두 엄지발가락을 단단히 붙들기 때문에,

이 연화좌는 오직 모든 사람들에게 숭배될 수 있다.29) (밑줄은 필자)

샹카라의 설명과 비교하면, 이 설명은 손의 자세를 다르게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는 ‘어긋나게’(vyutkrameṇa)에 대한 해석이 관

건이다. 두 손을 어긋나게 또는 반대 방향으로 취한다는 것은 두

손을 교차하라는 뜻으로 이해되며, 두 손을 교차하면 X자 모양이

된다. 샹카라가 설명한 자세를 이 같은 자세로 바꾸는 데에는 아

무런 어려움이 없다.30) 그러나 GS와 HP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는 두 손을 몸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 뒤에 두라고 규정한다.

오른발을 왼쪽 넓적다리 위에 밀착시키고, 마찬가지로 왼발을 오른

śarīrāvayavaśarīravinyāsaviśeṣaparityaktaprayatnaḥ san yenāsīta, tat

padmāsanam// YbV, p. 225. * -apihitoṣṭha를 -apihitauṣṭha로 교정.

29) aṅguṣṭhau sannibandhnīyād hastābhyāṃ vyutkrameṇa tu/ ūrvorupari

viprendra kṛtvā pādatale ubhe// padmāsanaṃ bhavedetat sarveṣāmeva

pūjitam/ YV, p. 217.

30) 예를 들면, 영역자(Rukmani)의 다음과 같은 번역도 이 자세를 간단한

변형으로 생각한 듯하다. “두 발을 두 넓적다리 위에 두고, 두 손으로 두

발의 발가락들을 반대로 붙들어야 한다(왼쪽 넓적다리 위에 오른발을,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왼발을, 왼손으로 오른발을, 오른손으로 왼발을).

오, 브라민이여! 이것이 모두가 숭경하는 연화좌이다.” YV,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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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넓적다리 위에 [밀착시키고 나서], 뒤쪽에서 두 손으로 두 발의 두

엄지발가락을 단단히 붙든 다음, 가슴에 턱을 고정하고서 코끝을 바라

보아야 한다. 이것이 질병을 절멸시키는 연화좌로 불린다.31) (밑줄은

필자)

이 설명에는 두 손을 교차하라는 규정이 없지만, 설명대로 등

뒤에서 두 손으로 두 발가락을 붙드려면 두 손을 교차할 수밖에

없다. 그림 11과 12가 위의 설명과 일치한다. 이러한 자세는 신체

가 충분히 유연할 만큼 숙련된 수행자가 아니라면 갖추기 어려운

자세이다. 연화좌의 이 같은 변형은 좌법이 안락함보다는 ‘견고함’

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량되어 갔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것이

‘잘 알려져 있는 연화좌’의 변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HP

는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다른 견해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발바닥이 위로 향한 두 발을

단단히 두 넓적다리 위에 고정시킨 다음, 넓적다리들 사이에 그와 같

이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두 손을 형성하고서 양쪽 시선을 코끝에

두어야 하며, 혀로 앞니의 양끝을 받치고,32) 턱을 가슴에 내밀고, 숨을

고요하게 [다스린다.]33) 연화좌로 불리며 모든 질병을 파괴하는 이것

은 아무나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지상에서 현자라면 누구나

31) vāmorūpari dakṣiṇaṃ hi caraṇaṃ saṃsthāpya vāmaṃ tathā

dakṣorūpari paścimena vidhinā kṛtvā karābhyāṃ dṛḍham/ aṅguṣṭhau

hṛdaye nidhāya cibukaṃ nāsāgram ālokayed etad

vyādhivināśanāśanakaraṃ padmāsanaṃ procyate// GSv(p. 13), 2.8.

HP의 설명도 이와 동일하다. 다른 점은 ‘질병을 절멸시키는’이 ‘질병을

절멸시키고 제어하는 자들의’(vyādhivināśakāriyamināṃ)로 바뀐

것뿐이다. HP(p. 24), 1.44.

32) 혀의 위치에 대한 설명은 연화좌에 대한 샹카라의 설명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것을 “혀[의 끝]은 앞니의 뿌리에 두고”라고 영역(HP, p.

17)한 것은 원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33) “숨을 고요하게 [다스린다.]”에 해당하는 원문을 “[Mūla-bandha로

항문을 수축하여] 프라나(prāṇa)를 서서히 끌어 올린다.”라고

영역(ibid.)한 것은, 하타 요가 특유의 기법을 고려한 역자의 주관적

해석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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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하는 것이다.34) (밑줄은 필자)

위의 설명대로 실행하면, 이 자세는 샹카라가 설명한 연화좌,

즉 일찍부터 통용된 결가부좌와 일치한다. 앞서 소개한 GS와 HP

의 연화좌를 ‘난해한 연화좌’라고 한다면, HP가 다른 견해로 소개

한 이 자세를 ‘유연한 연화좌’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연화좌의

원형인 ‘유연한 연화좌’를 난해하게 변형시킨 것이 GS와 HP의 연

화좌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소개한 YV는 하타 요가의 전문서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YV가 GS와 HP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연화좌의 변형을

알고 있었다면, YV는 단지 “두 손으로 어긋나게”라는 지시만으로

도 ‘등 뒤로’라는 자세를 함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YV는 샹

카라가 설명한 것과 같은 자세의 연화좌(유연한 연화좌)를 둘째

좌법인 영웅좌로 설명하고 있다. 이로 보아, YV는 YB의 좌법을

설명하는 데서 하타 요가를 반영한 듯하다. 이것은 YV의 시대에

이미 하타 요가가 그만큼 일반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3-2. 영웅좌

YB에서 둘째로 나열한 영웅좌(vīrāsana, 또는 용맹좌)를 샹카

라는 셋째 좌법으로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한쪽 다리를 굽히고, 다른 쪽 무릎을 바닥에 놓는 영웅

좌는 어디에서나 특성이 그와 같이 언급되고 있다.35)

34) matāntare -- uttānau caraṇau kṛtvā ūrusaṃsthau prayatnataḥ/

ūrumadhye tathottānau pāṇī kṛtvā tato dṛśau//45// nāsāgre vinyased

rājadantamūle tu jihvayā/ uttambhya cibukaṃ vakṣasyutthāpya

pavanaṃ śanaiḥ//46// idaṃ padmāsanaṃ proktaṃ

sarvavyādhivināśanam/ durlabhaṃ yena kenāpi dhīmatā labhyate

bhuvi//47// HP(pp. 25 f.), 1.45-47.

35) tathā kuñcitānyatarapādamavanivinyastāparajānukaṃ vīrāsanam/

ucyamāna eva viśeṣaḥ sarvatra.// YbV, p. 225.



262   ∙ 印度哲學 제16집

위의 설명을 말 그대로만 적용하면, 샹카라는 그림 13과 같은

다리의 자세를 영웅좌로 간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자세는

좌법에 대한 샹카라의 기본 인식과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다. 그림

13은 샹카라가 좌법의 원리로 삼는 연화좌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샹카라의 설명을 막상 실행하자면, 자세의 구체성에는

모호한 점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를 굽히라고 하는데,

다리를 세워서 굽혀야 하는지 다리를 뉘어서 굽혀야 하는지, 굽힌

다리를 반듯이 두어야 하는지 뒤틀어 두어야 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 또 무릎을 바닥에 닿게 하려면 무릎을 접어야 하는데, 이 때

무릎을 안쪽으로 접어야 하는지 바깥쪽으로 접어야 하는지도 확

정할 수 없다.

이처럼 모호한 설명으로 인해 이 좌법은 그림 13 이외의 다양

한 형태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샹카라가 설명한 자세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이 좌법도 연화좌의 기본 요령을 따른다

는 점이다. 연화좌의 기본 요령은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해 두 다

리를 교차하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아래의 번역을 참조하

면, 샹카라가 생각한 영웅좌의 대강을 추정할 수 있다.

한쪽 다리를 [발바닥이 바닥에 편평하게 닿도록] 굽히고 무릎[부터

발가락까지] 다른 쪽 [다리]를 바닥에 두는 것이 영웅좌이다. 이에 대

한 모든 묘사에서 상술되는 좌법의 특별한 요점이 바로 이것이다.36)

위의 설명에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하라고 지시한 다리를 바

닥에 닿아 있는 다리와 교차하면, 그림 14와 같은 형태가 된다. 이

그림에서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자세가 샹카라의 설명에 가장 부

합하는 자세일 것으로 추정된다.37) 그런데 그림 16처럼 현대의 하

36) Leggett, p. 274.

37) 그림 14에서 위에 올린 다리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Leggett가

번역한 것과 같은 자세가 된다. 이 그림에서 손의 자세는 그림 15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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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요가에서 대체로 무릎 꿇기의 자세를 영웅좌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좌법에 대한 오해이거나 자의적인 해석일 것이다.38) 이 같

은 자세는 영웅좌를 묘사하는 다른 문헌들의 설명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샹카라의 모호한 설명은 여전히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안고 있

다. 그런데 샹카라의 설명을 TV, GS, HP의 설명과 대조해 보면,

영웅좌의 혼동스런 양태는 단순히 샹카라의 모호한 설명에서 기

인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아래에 제시한 세 문헌의 설명은 샹카

라가 설명하는 행운좌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TV: “안정된(똑바로 앉은) 자의 어느 한쪽 발이 바닥에 있고, 다른

쪽[의 발]이 굽힌 무릎 위에 놓이는 이것이 영웅좌이다.”39)

GS: “한쪽 발을 다른 한쪽 [넓적다리] 위에 내려 놓아야 한다. 다음

으로 위에 있는 넓적다리를 다른 쪽 [발] 위에 그와 같이 [고정하는]

것이 영웅좌로 불린다.”40)

HP: “한쪽 발을 다른 쪽 넓적다리 위에 고정하듯이, [나머지] 넓적

다리를 다른 쪽 [발] 위에 고정해야 하는 것이 영웅좌로 불린다.”41)

위의 설명과 일치하는 자세는 소위 반가부좌(그림 17)로서 그림

18, 19, 22처럼 불상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견된다. 이로 보아 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림 15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자세이지만,

이것은 HP(1.20, p. 16) 등에서 설명하는 牛面坐(gomukhāsana)로서 양쪽

발등을 바닥에 바싹 붙여야 한다.

38) 현대의 하타 요가에서 그림 16의 자세를 금강좌(vajrāsana)로 부르는

것은 GS에 의거한 것이다. GSv(p. 14), 2.12; GSg(p.135), 2.11. 그러나

HP(p. 22), 1.37에 의하면 금강좌는 Siddhāsana(달인좌), Muktāsana,

Guptāsana 등으로도 불린다.

39) sthitasyaikataraḥ pādo bhūnyasta ekataraścākuñcitajānorupari nyasta

ityetadvīrāsanam/ TV, p. 111.

40) ekapādam athaikasmin vinyased ūrusaṃsthitam/ itarasmiṃs tathā

paścād vīrāsanam itīritam// GSv(p.15), 2.17; GSg(p. 136), 2.15.

41) ekaṃ pādam tathaikasmin vinyased ūruṇi sthiram/ itarasmiṃs tathā

coruṃ vīrāsanamitīritam// HP(p. 16),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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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 역시 잘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위의 세 문헌 중에

서 GS와 HP는 하타 요가의 문헌이지만, TV는 샹카라의 뒤를 이

어 YB를 해설한 정평 있는 고전 요가의 주석서이다. 이처럼 성격

이 다른 두 종류의 문헌에서 합치하는 설명을 기준으로 삼을 경

우, YB에서 의도하는 영웅좌의 정형을 위의 세 문헌들이 설명한

자세로 간주할 만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YV의 설명은 다른 문헌

들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웅좌가 처음부터 특정

한 자세로 확정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42)

YV: “한쪽 발을 다른 한쪽 넓적다리 위에 두고 나서, [다른 쪽] 발

을 다른 쪽 [넓적다리] 위에 그와 같이 [두고] 고정하는 것이 영웅좌로

불린다.”43)

위의 설명대로 실행하면, 이것은 샹카라가 설명한 연화좌와 동

일한 자세가 된다.44) 그리고 원문의 해석에 따라서는 이 YV의 영

웅좌가 샹카라의 연화좌보다 약간 유연한 자세45)로서 그림 20과

21에 상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구분이 불상이나 신상에

서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YV의 시각을 감지할 수 있

다. 즉 YV는 3-1에서 지적한 대로 연화좌를 하타 요가적으로 변

42) 16세기 이후에 독자적으로 요가 수트라를 주석한 YM는 YB에서
열거하는 좌법들 중에서 영웅좌를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

43) ekapādamathaikasmin vinyasyorau ca saṃsthitaḥ// itarasmiṃstathā

pādaṃ vīrāsanamudāhṛtam/ YV, p. 218. Rukmani(p. 218)는 YV의

원문을 “한쪽 발을 [반대쪽] 넓적다리 위에 올리고, 다른 쪽 발이 전처럼

유지되면, 이것이 영웅좌이다.”라고 번역하고서, ‘전처럼’(tathā)이란

‘연화좌처럼’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YV가 설명하는 연화좌는

난해한 하타 요가적 자세이므로, 그의 번역으로는 이 영웅좌를 그

연화좌와 차별해서 그려 낼 수 없다.

44)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연화좌를 영웅좌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http://www.buddhart.com/product/ZN73, 2003년 11월 25일 검색.

45) 넓적다리의 원어인 ūru는 정강이를 가리키기도 한다. ūru를 정강이로

해석할 경우, YV에서 설명한 영웅좌는 넓적다리에 발을 밀착하는

결가부좌(특히 그림 10)보다 유연한 자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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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된 자세(그림 11, 12)로 설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기존의 연화

좌를 영웅좌로 간주한 것이다.

3-3. 행운좌

샹카라는 행운좌(bhadrāsana)를 연화좌 다음에 설명한다. 그가

YB에서 열거한 순서를 바꾼 이유는 아래의 설명에 시사되어 있

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얹고 오른손을 왼손 위에 놓은 후,

그와 같은 자세로 앉는 것이 행운좌이다. 다른 것은 [연화좌와] 동일

하다.46)

샹카라는 행운좌를 연화좌와 가장 유사한 변형으로 생각한 듯

하다. 그래서 그는 YB에서 셋째로 열거하는 좌법의 순서를 둘째

로 바꾸어 설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샹카라의 설명에는 무언가 생

략되어 있는 듯하지만, 그의 간략한 설명대로 실행하면 그 형태는

그림 22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 그림의 자세는 그림 17, 18, 19의

다리 자세와 마찬가지로 소위 반가부좌의 전형이다. 샹카라가 결

가부좌인 연화좌 다음에 이 행운좌를 설명한 것은, 행운좌를 반가

부좌로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세를 영웅좌로 간주하는 문헌(TV, GS, HP)

을 비롯하여 다른 문헌들(YM, YV)들이 설명하는 행운좌는 샹카

라의 설명과는 판이하다. 더욱이 이 문헌들이 설명하는 행운좌는

3종의 형태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 변형의 단계로 구분하자면

TV와 YM는 비교적 유연한 자세, YV와 HP는 이보다 약간 경직

46) tathā dakṣiṇaṃ pādaṃ savyasyopari kṛtvā, hastaṃ ca dakṣiṇaṃ

savyahastasyopari nidhāya, yenāste, tat bhadrāsanam/ anyat

samānam// YbV, p. 225. Leggett(p. 274)의 영역도 내용상으로는 이와

동일하다. “[단지] 오른발을 왼쪽 다리 위에 얹고 오른손을 왼손 위에

놓은 채 앉는 자세가 행운좌이다. 다른 요점들은 연화좌의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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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세, GS는 4종의 기본 좌법들 중에서 가장 난해한 자세를 행

운좌로 설명한다. 이러한 다양상에서 하타 요가적 개량의 실태를

엿볼 수 있다.

TV: “두 발바닥을 음낭 부근에서 사발 모양을 만들어47) 그 위에

거북 모양의 손을 만들어야 하는 그것이 행운좌이다.”48)

YM: “두 발바닥을 음낭 부근에서 사발 모양으로 만들어, [그] 사발

모양[의 공간] 위에 사발 모양(혹은 거북 모양49))의 [두] 손을 두어야

하는 것이 행운좌이다.”50)

위의 설명과 거의 같은 자세를 그림 24에서 볼 수 있다. 샹카라

의 설명을 예외로 취급한다면, 이 좌법을 ‘유연한 자세’로 간주하

듯이51) 위의 설명에 따르는 자세가 이 좌법의 기본 형태였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자세가 YV와 HP에서는 약간 변형된 형

태로 설명된다.

YV: “오직 이것(영웅좌)의 반절은 반(半) 좌법이라고도 불린다.52)

즉, 두 발목을 음낭 밑 솔기(항문과 음낭 사이)의 양쪽에 집어 넣고,

47) 여기서 ‘사발 모양’이란 두 발바닥으로 빈 그릇 같은 공간을 형성한

모양(그림 23)을 가리킨다. 本多(p. 145)는 “양발의 안쪽으로 고환 부근에

구멍을 만들어”라고 번역한다.

48) pādatale vṛṣaṇasamīpe saṃpuṭīkṛtya tasyopari pāṇikacchapikāṃ

kuryāttadbhdrāsanam/ TV, p. 111.

49) 다른 판본들에서는 -sampuṭikāṃ(사발 모양)이 kacchapikāṃ(거북

모양)으로 되어 있다. ‘사발 모양’이라면 두 손바닥을 포갠 자세이고,

거북 모양이라면 두 손을 깍지낀 자세이다.

50) dve pādatale vṛṣaṇasamīpe sampuṭīkṛtya sampuṭoparipāṇisampuṭikāṃ

nyasediti bhdrāsanaṃ/ YM, p. 299.

51) Woods, p. 79.

52)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기본 좌법에 대한 YV의 인식이다. YV는 이

행운좌뿐만 아니라 다음에 설명할 길상좌도 영웅좌의 반절에 상당하는

좌법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YV에서 설명하는 영웅좌는 이미

지적하였듯이, 사실상 연화좌(결가부좌)에 상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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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발의 옆구리를 두 손으로 견고하게 붙들고 나서, 전혀 동요하지 않

는 이 행운좌는 모든 질병의 해독제가 될 수 있다.”53)

HP: “두 발목을 음낭 밑, 솔기의 양옆에, [즉] 왼쪽에는 왼쪽 발목

을, 오른쪽에는 오른쪽 발목을 [발바닥이 마주하도록] 놓는다. 그리고

나서 두 손으로 두 발의 양옆을 단단히 붙잡고 부동의 상태를 유지한

다. 이것이 모든 질병을 파괴하는 행운좌이다.”54)

앞의 두 문헌(TV, YM)과 비교하여 여기서 설명하는 자세가 달

라진 점은 두 발등을 두 손으로 붙잡는 것이다. 그림 25가 위의

설명대로 묘사한 자세이며, 그림 26에는 손과 발의 자세가 바르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GS의 설명에 의하면 행운좌

는 고도의 숙련자에게나 가능한 하타 요가의 자세로 바뀐다.

GS: “두 발목이 음낭 아래에서 그와 같은 순서로(연화좌처럼 교차

하여) 결합된 것이다.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두 손으로 뒤쪽에서 고정

하고서, 잘란다라 [무드라]에 전념하여 코끝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행

운좌는 모든 질병을 제거할 수 있다.”55)

여기서 설명하는 자세를 실행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림 11과 12

로 상상해 낼 수는 있다. 즉 두 발을 넓적다리 위에서 교차하는

53) asyaivārdhamardhāsanamapyucyate/ tathā-- gulphau ca

vṛṣaṇasyādhaḥ sīvanyāḥ pārśvayoḥ kṣipet/ pārśvapādau ca pāṇibhyāṃ

dṛḍhaṃ badhvā suniścalaḥ// bhadrāsanaṃ

bhavedetatsarvavyādhiviṣāpaham/ YV, p. 218.

54) gulphau ca vṛṣaṇasyādhaḥ sīvanyāḥ pārvayoḥ kṣpet/ savyagulphaṃ

tathā savye dakṣagulphaṃ tu dakṣiṇe//1.53// pārśvapādau pāṇibhyāṃ

dṛḍhaṃ baddhvā suniścalam/ bhadrāsanaṃ bhavedatam

sarvavyādhivināśanam/1.54// HP, p. 28.

55) gulphau ca vṛṣaṇasyādho yatkrameṇa samāhitaḥ/ pādāṅguṣṭhau

karābhyāñ ca dhṛtvā ca pṛṣṭhadeśataḥ//2.9// jālaṃdharaṃ samāsādya

nāsāgram avalokayet/ bhadrāsanaṃ bhaved etat

sarvavyādhivināśakam//2.10// GSv, p. 13; GSg(p. 135), 2.9. GSg에서는

yatkrameṇa가 vyutkrameṇa로, 맨 끝의 -vināśakam이 -vināśaṇam으로

되어 있으나,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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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사타구니 밑에서 교차하고 나서, 등 뒤에서 교차한

두 손으로 양쪽 엄지발가락을 붙드는 것이 GS의 행운좌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특히 영웅좌와 행운좌에 대한 문헌

들의 설명은 정형을 판별할 수 없는 혼동을 초래한다. 이에 비해

다음에 고찰할 길상좌에 대한 문헌들의 설명은 기이할 정도로 일

치한다. 어쩌면 길상좌는 영웅좌와 행운좌 사이의 혼동을 해소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3-4. 길상좌

샹카라를 비롯한 다른 문헌들이 설명하는 대로 길상좌(svastikā

sana)를 실행에 옮기면, 그림 27과 28처럼 한결같이 일치하는 자

세가 형성된다.56) 아래의 설명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YbV: “왼쪽 넓적다리와 장딴지로 오른발의 발가락을 보이지 않게

붙들고, 이와 같이 오른쪽 넓적다리와 장딴지로 왼발의 발가락을 보이

지 않게 붙들고 나서, 양쪽 뒤꿈치로 인해 양쪽 고환이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앉는 것이 곧 길상좌이다.”57)

TV: “굽힌 왼발을 오른쪽 장딴지와 넓적다리 사이에, 또한 굽힌 오

른발을 왼쪽 장딴지와 넓적다리 사이에 넣어야 하는 이것이 길상좌이

다.”58)

YV: “양쪽 무릎과 넓적다리 사이에 두 발의 옆구리를 완전히 짓고

56) ŚS에서는 길상좌를 안락좌(sukhāsana)로 부르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ŚSv(p. 40), 3.97; ŚSg(p. 52), 3.115. 그러나 여기서 설명하는 자세는

다른 문헌들과 일치하며, 현대의 하타 요가에서 가르치는 안락좌와는

무관하다.

57) dakṣiṇaṃ pādāṅguṣṭhaṃ savyenorujaṅghena parigṛhyādṛśyaṃ kṛtvā,

tathā savyaṃ pādāṅguṣṭhaṃ dakṣiṇenorujaṅghenādṛśyaṃ parigṛhya,

yathā ca pārṣṇibhyāṃ vṛṣaṇayorapīḍanaṃ tathā yenāste, tat

svastikāsanam// YbV, p. 226.

58) savyamākuñcitaṃ caraṇaṃ dakṣiṇajaṅghorvantare dakṣiṇaṃ

cākuñcitaṃ vāmajaṅghorvantare nikṣipedetatsvasthikāsanam/ TV,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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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59) 몸을 똑바로 세우고 안락하게 앉는 이것을 길상좌라고 한다

.”60)

YM: “굽힌 왼발을 오른쪽 장딴지와 넓적다리 사이에, [굽힌 오른발

을 왼쪽 장딴지와 넓적다리 사이에] 넣어야 하는 것이 길상좌이다.”61)

GS: “무릎과 넓적다리 안쪽에 두 발을 [밀착하게] 만들고서, 몸을

펴고 바르게 앉는 것이다. 이것을 길상좌라고 한다.”62)

HP: “두 발바닥을 양쪽 넓적다리와 무릎 사이에 바르게 놓고 나서,

몸을 곧게 세우고 안정된 상태로 앉아야 한다. 이것이 길상좌로 불린

다.”63)

위와 같이 일치하는 형태로 확정된 길상좌는 신체적 안정성의

강도에서 결가부좌와 반가부좌의 중간 단계에 있다. 다시 말하면

길상좌는 결가부좌와 반가부좌를 절충한 좌법이다. 따라서 이 3단

계의 변화에 의거하여 영웅좌와 행운좌 사이의 혼동을 해소하고

그 정형을 추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Ⅳ. 기본 좌법의 정형

이상의 고찰에 의하면 연화좌의 정형은 ‘잘 알려져 있는’ 전형

59) Rukmani는 “오른쪽 발바닥을 왼쪽 넓적다리와 무릎 사이에 두고, 왼쪽

발바닥을 오른쪽 넓적다리와 무릎 사이에 둔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한다. YV, p. 218, n. 10.

60) jānūrvorantare samyak kṛtvā pādatale ubhe/ ṛjukāyaḥ sukhāsīnaḥ

svastikaṃ tatpracakṣate// YV, p. 218.

61) savyamākuñcitacaraṇaṃ dakṣiṇajaṅghorvantare nikṣipediti

svasthikāsanam/ YM, p. 299.

62) jānūrvor antare kṛtvā yogī pādatale ubhe/ ṛjukāyaḥ samāsīnaḥ

svastikaṃ tat pracakṣate// GSv(p. 14), 2.13; GSg(p. 135), 2.12.

63) jānūrvorantare samyak kṛtvā pādatale ubhe/ ṛjukāyaḥ samāsīnaḥ

svastikaṃ tat pracakṣate// HP(p. 15),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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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결가부좌이다. 샹카라(YbV)가 설명한 것이 연화좌의 정형이

며, TV와 YM도 이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것을 하타 요가의 좌법

으로 개량한 것이 GS와 HP 또는 YV에서 설명하는 연화좌이다

(그림 11, 12).

길상좌의 정형은 문헌들의 설명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결가

부좌와 반가부좌를 절충한 자세(그림 27, 28)라고 확정된다. 이 점

에서 YV는 일반의 반가부좌를 길상좌로 통합하고, 하타 요가의

행운좌(그림 25)를 반가부좌에 배당한 듯하다.

문제는 영웅좌와 행운좌의 정형이다. 두 좌법이 모두 반가부좌

의 자세로도 설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시대와 권위를 기준

으로 한다면, 샹카라의 설명에 따라 행운좌의 정형은 반가부좌로,

영웅좌의 정형은 그림 14 또는 13의 유사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

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첫째, 영웅좌를 반가부좌로 설명하는 문헌들(TV, YV, GS, HP)

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문헌들 중에서 TV는 샹카라의 YbV에 못

지 않은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둘째, 샹카라가 설명하는 영웅좌(그림 14 또는 13 참조)는 ‘결가

부좌, 반가부좌, 양자의 절충’으로 다양화하는 좌법의 노선에서 약

간 일탈해 있다. 이보다는 TV와 YM에서 행운좌로 불리는 자세

(그림 24)가 그 노선에 더욱 근접해 있다.

따라서 샹카라의 설명에 이 같은 양면의 약점이 있다면, 우선

우세한 인식에 따라 반가부좌를 영웅좌의 정형으로 인정하고 나

서, 남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난하다. 남은 문제란 행운좌의

정형을 추론하는 일이다.

명상을 추구하는 고전 요가의 좌법에서는 연화좌가 다른 모든

좌법의 근간을 이룬다. 모든 문헌들이 이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고전 요가의 다른 기본 좌법들도 연화좌의 기본 틀을

응용한 형태로 통용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연화좌의 기본 틀이

란 발과 다리의 형태로써 신체의 안정을 도모하는 자세이다. 여기

서 견고한 자세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손을 사용하는 것은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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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의 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 4

종의 좌법에 후속하는 다른 좌법들에서도 그러한 목적으로 손의

자세를 규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세를 형성하기 위해

손에 힘을 가하는 동작은 하타 요가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영웅좌와 행운좌 사이의 혼동, 이와 아울러 행운좌를 다양한 형

태로 설명하는 혼동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재검토해 볼 만하다.

샹카라가 설명하는 영웅좌(그림 14 또는 13 참조)가 연화좌의 기

본 틀에서 약간 벗어난 듯하다면, YV와 HP가 설명하는 행운좌

(그림 25, 26)는 이보다 좀더 그 틀에서 벗어나 있다. 그리고 등

뒤에서 손으로 발을 고정하는 연화좌(그림 11, 12)나 GS의 행운좌

(그림 11, 12보다 난해한 변형)는 그 틀에서 더욱 벗어나 하타 요

가로 개량된 자세이다.

그런데 TV와 YM에서 설명하는 행운좌(그림 23과 24의 병합)

는 연화좌의 기본 틀에서 샹카라의 영웅좌보다 상대적으로 덜 벗

어나 있다. 그리고 이 형태의 행운좌는 다른 형태의 행운좌들보다

도 ‘결가부좌, 반가부좌, 양자의 절충’이라는 좌법의 노선에 더욱

근접해 있다. 따라서 TV와 YM에서 설명하는 자세를 행운좌의

정형으로 간주할 만하다.

이상과 같은 추론에도 불구하고, 영웅좌와 행운좌는 요가의 주

석가나 수행자들 사이에서 일찍이 혼동되어 왔다는 사실을 간과

할 수는 없다.64) 이 같은 혼동은 좌법을 더욱 다양한 형태로 개량

하는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개량은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 하타 요가적 좌법의 형태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이상의 고찰

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이를 고려할 경우, 하타 요가의

우면좌(그림 15)는 샹카라가 모호하게 설명한 영웅좌로부터 개량

된 것일 수도 있다.

64) ŚS에서 영웅좌와 행운좌를 4종의 기본 좌법에서 배제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각주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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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YB에서 예시한 고전 요가의 기본 좌법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좌법의 이해가 혼돈의 양상을 드러내어 같은 이름의 좌법이 일관

성을 상실한 채 실행되어 온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일차적

인 이유는 YB가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좌법을 나열한 데 그친 점

이며, 이차적인 이유는 YB 이후 대부분의 문헌들이 축어적 묘사

로써 좌법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축어적 묘사는 그 다의성으로 인

해 서로 다른 자세를 형성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의 배경에는 수행자들 사이에 통용되는 상식이 있

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과 수행자들의 다양한 경험이 반

영되면서 기존의 상식은 더욱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고전 요가

에서 원래 의도했던 자세도 일관성을 상실한다. 이 점에서 고전

요가의 좌법은 애초부터 다의성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다의

성은 “견고하고 안락한 것이 좌법이다.”라고 하는 좌법의 정의에

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좌법의 다의성은 다양한 좌법들을 차별화하는 데서 혼동을 야

기했다. 그러나 이 혼동의 양상을 해소하여 좌법의 정형을 추론할

수 있는 준거가 되는 것도 바로 좌법의 정의이다. 좌법의 정의에

제시된 준거란 견고성과 안락성이다. 4종의 기본 좌법에서는 결가

부좌를 견고성과 안락성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룬 전형적 자세

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두 다리를 접는 양태의 강도’가 기본 좌

법을 차별하는 준거가 된다. 즉 기본 좌법은 ‘결가부좌, 반가부좌,

양자의 절충’이라는 노선에 따라 변형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노

선에 의한 기본 좌법의 정형은 다음과 같이 추론된다. 아래에서

행운좌는 두 다리를 겹치지 않은 점에서만 기본 좌법의 노선으로

부터 약간 벗어나 있다.

연화좌: 결가부좌로서 그림 9, 10. 또는 그림 20, 21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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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좌: 반가부좌로서 그림 17, 18, 19.

길상좌: 결가부좌와 반가부좌의 절충으로서 그림 27, 28.

행운좌: 그림 23의 발 모양에 그림 24의 손 모양을 절충.

이상의 기본 좌법들에서는 견고성이 안락성을 善導한다. 한편

기본 좌법에 후속하는 나머지 부수적 좌법들에서는 안락성이 견

고성을 선도한다. 이 부수적 좌법들에 대한 고찰은 다음 기회에

발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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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림

그림 1. 자인 입상(kāyotsarga). 그림 2. 옥좌좌에 근접한 자세.

그림 3. 현대 하타 요가의 침상좌. 그림 4. 역강좌①에 속한 자세. HP와 일치.

그림 5. 역강좌①(GS)에 부합한 자세.
그림 6. 역강좌②의 자세. 무릎 위의 담요

제거.



고전요가坐法의다의성∙ 275

그림 7. 하타 요가의 달인좌.

그림 8. HP 사자좌의 다리

자세.

그림 9 YbV의 연화좌,

전형적인 결가부좌.
그림 10. YbV의 연화좌, YV의

영웅좌.

그림 11. GS, HP와 일치하는

연화좌.
그림 12. GS, HP와 일치하는

연화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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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YbV가 묘사한 듯한 영웅좌의

다리 자세.
그림 14. YbV에 근접하는 영웅좌의

다리 자세.

그림 15. YbV의 영웅좌와

유사한 HP의 우면좌.

그림 16. 현대 하타

요가의 영웅좌.

그림 17. TV, GS, HP의 영웅좌. 그림 18. TV, GS, HP의

영웅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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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TV, GS, HP의 영웅좌.
그림 20. YV로 추정

가능한 영웅좌.

그림 21. YV로 추정

가능한 영웅좌.

그림 22. YbV의 행운좌.

TV, GS, HP의

영웅좌.

그림 23. TV와 YM에서

설명하는 행운좌의

발 모양.

그림 24. TV와 YM에서 설명하는

행운좌의 손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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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YV와 HP의 행운좌. 그림 26. YV와 HP의 행운좌.

그림 27. 길상좌.
그림 28. 길상좌.

그림 29. 옥좌좌의 팔 자세. 그림 30. 옥좌좌의 다리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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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quivocalness of Āsana in Classical Yoga

Jung, Seung Suk (Dongguk Univ.)

Āsanas(sitting postures) exemplified in Yogasūtra-bhāṣya

can be classified into the four fundamental āsanas and the

other attendant ones. In the process of examining the former

first, we could confirm the reason why understanding of āsanas

showed confused aspects and the same āsana had performed as

another postures without consistency. The first reason is that

Yogasūtra-bhāṣya only enumerates āsanas without at least

describing, and the second reason is that almost texts next to

Yogasūtra-bhāṣya describe āsanas very concisely. Condensed

descriptions relating to one āsana can shape various postures

because of their equivocalness.

There would must be common sense available among yogis

as the background of such reasons. But the existing common

sense had become lost the identity of itself more and more

under the influence of various experience of yogis together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and the original postures classical

yoga(Rāja-yoga) was aiming at also have lost consistency. In

this respect āsanas of classical yoga implied equivocalness from

the beginning. Āsana is defined in Yogasūtra briefly as “Āsana

is steady and comfortable.” So we can say that the

equivocalness was already recognized in that definition of

ās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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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vocalness of āsana prevented from distinguishing various

āsanas and brought about confusion. But we can solve those

aspects of confusion and infer a regular shape of each āsana by

the authority of the very definition of āsana.

Here that authority means steadiness and comfortableness.

The sitting cross-legged is regarded as a typical posture

matching steadiness and comfortableness effectively among the

four fundamental āsanas. In conformity with this, the intensity

of crossing two legs becomes a criterion of differentiating

fundamental āsanas each other. In other words fundamental

āsanas are grasped as modifications according to a line

proceeding to sitting cross-legged, sitting with one's legs

half-crossed, a compromise between these two and so on. Each

regular shape of āsanas is inferred by this line as follows.

Padmāsana(lotus posture): a posture of sitting cross-legged

like illustrations 9 and 10, or 20, 21.

Vīrāsana(hero posture): a posture of sitting with one's legs

half-crossed like illustrations 17, 18 and 19.

Svastikāsana(auspicious posture): a compromise between

above two like illustrations 27 and 28.

Bhadrāsana(fortunate posture): blending a hands posture of

illustration 24 with a feet posture of illustration 23.

Of above Bhadrāsana deviates from the line of fundamental

āsanas a little only in point of not putting one leg upon another

leg. The steadiness leads the comfortableness properly among

fundamental āsanas, while the comfortableness leads the

steadiness properly among the other attendant āsanas, which

will be examined next time.

Keywords: asana, yoga, rajayoga, hathayoga, pos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