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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나교에서의 요가 개념은 다른 인도 철학파의 용법과 달리 매우

다양하다. 특히 요가라는 말이 카르마 이론과 관련되어 보다 먼저, 널

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수행론상의 용례가 두루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자이나교에서 요가라는 말은 사다나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고 보아야 하며, 고행과 명상이라는 두 부류의 수행 방법으로서 구체

화되어 있다는 점을 2종의 요가 사다나라는 체계를 통해서 고찰하고

있다.

특히, 3보 중 정행을 이루는 요가 사다나가 고행과 명상이라는 해

명을 통해서, 그 중 일부인 고행에만 너무 치중하여 자이나교의 사다

나를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에는 보다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논

지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자이나 명상 요가의 체계를 카욧사르가의 3종 자세와 2단계를

중심으로 하여 도표로 정리한 뒤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머리말

밧타차리야는 “자이나 전통에서는, 마하비라 조사가 12년 동안

주로 요가 수행에 전념했다고 말하며, 자이나교의 경전 문헌들은

요가의 구성 요소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1)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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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다 학파의 요가 체계가 자이나교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하

지만 자이나 요가는 아리얀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선사적’(先史

的)인 유래를 가지고 있으며, 그 기원은 브라만교보다 우선한다거

나2), ‘역사적으로’ 알려진 최초의 요기(yogi)는 제23대 조사 파르

슈와라고도 말한다.

자이나 교단사에 따르자면, 파르슈와와 마하비라 이전에 22명

의 조사들이 모크샤를 얻었다고 하듯이, 제1대 조사 리샤바를 요

가 수행의 시발점으로 보는 입장이 당연시되기도 한다. 예컨대 “
바가바타 푸라나에서는 자이나교의 기초자이자 요가의 마스터인
리샤바의 인생사에 대해 존경하면서 서술하고 있다.”3)라는 경우

에서 보듯이, 리샤바에 대한 수식어로서 ‘위대한 요기 또는 요가

마스터’라는 말을 쓰고 있다.4) 이처럼 자이나교에서는 리샤바에서

마하비라에 이르기까지 티르탕카라들은 모두 요가의 길을 걸었던

뛰어난 전범(典範)으로서 언급되고 있다.

자이나교의 요가에 대하여 이처럼 다양한 견해들의 논점을 요

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 요가의 기원은 언제부터인가? 과연 자이나교에서 요

가를 최초로 고안했는가?5) 또는 자이나교의 요가 전통이 가장 오

래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둘째, 자이나교의 제1대 조사 리샤바가 요가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가?

셋째, 파르슈와와 마하비라가 실천했던 요가는 구체적으로 어

1) Bhattacharyya(1999) p. 212.

2) Jain(2002) p. vii, 참조.

3) Sekhar(2003) p. 11.

4) ‘머리를 땋은 모습’(jaṭā-jūṭa)을 한 ‘위대한 요기’로서의 리샤바는 외모

면에서도 쉬바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상호 비교되고 있다.

Tiwari(1983) p. 25, 참조.

5) 인도 요가의 기원이 선사 시대의 샤머니즘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설도 있다. Dhanda(2001) pp. 93～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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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것이었는가?6)

넷째, 자이나교의 요가 사다나(sādhana)7)가 베다 학파의 요가

내지 파탄잘리(Patañjali)의 요가와 구별되는 점은 있는가? 차이점

이 있다면 무엇인가?

‘사다나’의 어원은 사드(√sādh), 즉 ‘목표를 향해 곧장 가는 것’

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 사다나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실천하는 자기 노력, 또는 정신적인 수련, 수단, 방도’ 등을 의미한

다. 일반적인 인도 철학적 용례로서는 ‘모크샤에 이르는 수단’을

뜻하는 말이며,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취법’(成就法)이라 할 수 있

다.8)

이상의 논점들은 자이나교의 요가를 논할 때 선결되어야 할 문

제들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쉽사리 결론 내릴 수

없는 역사학적 관련성으로 인해서 단정하기가 어려운 논제로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여기서는 자이나 교단에서 ‘요가’라고 부르

는 수행 방법과 인도 철학 일반에서 논의하는 ‘요가’ 사이의 상호

관련성과 차이점에 중점을 두고서, 자이나교의 요가 사다나에 대

해 서술하고자 한다.9)

6) 자인(H. L. Jain)은 물라차라 밧타케라(Mulācāra Vattakera) 등의
문헌을 근거로 하여, 제1대 조사와 제24대 조사가 “chedopasthāpanā

saṃyama”라는 수행법을 설했고, 제2대부터 23대까지는 “sāmāyika

saṃyama”를 설했다는 논점을 중심으로 하여, 조사들의 수행법을 2부류로

대별시켜 논의하고 있다. Jain, H. L., “The Practice of The Earlier

Tirthankaras” : Rampuria ed.(2001) pp. 166～175.

7) 사다나의 원어로 ‘sādhanā’라고 쓰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필자는

‘sādhana’를 택했다. 梵和大辭典에서는 두 단어를 별도의 항목으로
처리하고 양자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다. 즉 “sādhana”는 성취,

수습(修習)을 뜻하며, 리그베다에서는 ‘목표에 도달하다, 바르게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에, “sādhanā”는 마술(魔術)을 뜻한다.

荻原 雲來 編(1986) p. 1458, 참조.

8) Grimes(1996) p. 261, 참조.

9) 인도의 3대 민족 종교로 꼽히는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등의 심신

수행법을 각각 ‘힌두 요가, 자이나 요가, 불교 요가’ 등으로 부를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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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이나교에서 ‘요가’라는 말은 베다 학파에서만큼 널리 쓰

이는 말이 아니다. 사다나의 일종으로서 요가라는 용어가 자이나

교에서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요가라는 말로써 사다나의 전반적

인 내용이 포섭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자이나교에서의 요가

는 사다나의 일종으로서 부분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필자는 ‘자이나교의 요가’라는 말보다 더 한정적인

‘자이나교의 요가 사다나’라는 어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

가의 용례를 자이나교에 적용시켜서 논의하는 데 보다 적절한 표

현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자이나교에서 쓰이

는 요가의 용례를 분석한 뒤, 요가 사다나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

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Ⅰ. 요가의 용례

요가는 거의 모든 인도 종교에서 채용하고 있는 수행법으로서

범종파적(汎宗派的) 개념이며, 푸르바 미망사 학파만이 그 예외로

서 간주된다.10)

인도 철학상 요가의 일반적인 용례로서는 파탄잘리의 요가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즉 ‘묶다, 결합하다’라는

어의에서 비롯된 요가라는 말은 ‘자아와 신성한 존재 또는 우주적

인 근원, 보편적 존재 등과 합일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집

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파니니(Pāṇini, 기원전 7세기경)

시대부터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자이나교에서는 그와 같은 의미

보편적인 용어가 요가이다. Pruthi(2004) p. 138, 참조.

10) 푸르바 미망사 학파는 제식(祭式)에 중점을 두는 특성상 요가를

수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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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요가라는 말이 그다지 일반적인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 것

은 아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서는, 자이나교에서 요가라는 말

은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요가라는 단어에 대한 자이나교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11)

1) 요가는 몸․마음․말의 활동이다.

요가(yoga)는 프라크리티(prakṛti) ‘조가(joga)’에서 비롯된 말로

서 제1 지시 의미는 ‘활동, 행위’이며, 특히 몸․마음․말의 활동

을 뜻한다.12)

이러한 뜻은 사실상 ‘몸․마음․말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라

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활동 상

태에 있는 것, 즉 요가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

다. ‘행위의 제어(yoga nigraha), 행위의 지멸(yoga nirodha), 행위

의 부정(不正, yoga vakratā)’ 등과 같은 경우가 그 예이다. 이 때

의 요가란 모두 몸․마음․말의 행위를 뜻한다.13) 또한 영혼의 정

화 단계 중 제13단계에 해당하는 ‘사요가’(sayoga<saṃjoga)의 경

우에도 몸․마음․말의 활동이 있다는 뜻을 지닌다.14)

이와 같이 자이나교에서는 몸․마음․말이라는 세 가지 원인에

의한 기능적 활동을 3요가(triyoga)라고 하며, 그 각각을 몸 요가

(kāyayoga), 마음 요가(manoyoga), 말 요가(vacanayoga)라고 한

11) 자이나교의 초기 문헌들에서 ‘조가’(joga)가 나오는 경우 : I 22, 4 b ; I

9, 28 b ; I 33, 3 c ; I 9, 26 b ; I 17, 3 d ; U 7, 24 d ; U 19, 19 b ; U

19, 21 b ; U 11, 14 b ; U 34, 27 d ; U 34, 29 d ; U 12, 44 b ; U 27, 2

c ; D 8, 17 b ; D 8, 84 a. Yamazaki 외(1995) pp. 94～95.

12) 쿤다쿤다(Kundakunda)의 니야마사라(Niyamasāra)에 있는 용례는
다음과 같다. “vivarīyābhiṇivesaṃ paricattā jeṇhakahiyataccesu. jo juṃ

jadi appāṇaṃ ṇiyabhāvo so have jogo.”(ni. sā. 139.) Mehta(2000) p.

118.

13) Jain ed.(1995) p. 153.

14) 영혼의 정화 단계 중 제13단계는 ‘활동 있는 전지자(全知者)’ 단계, 즉

사요가 케발린(sayoga kevalin)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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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3요가의 결과로 인해서 카르마가 영혼으로 유입(āśrav

a)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 활동을 몸․마음․

말의 활동이라는 3범주로 크게 나누었을 뿐, 모든 존재 활동이

‘요가’라는 한 단어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2) 요가는 영혼의 진동이다.

영혼의 진동이란, 영혼과 카르마가 결합할 때 영혼이 반응하면

서 생겨나는 미세한 떨림을 뜻한다.

자이나교에서는 영혼의 기능으로서 요가와 우파요가(upayoga),

2종이 있다고 말한다. 그 때 요가는 영혼의 진동을, 우파요가는

그 진동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영혼의 반응 작용을 가리키며, 일반

적으로 ‘정신 작용’이라고 한다.

이 의미로서는 카르마 이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3) 요가는 자기 절제의 수행이다.

일반적인 수행도(修行道)에서 고행의 일종으로서 ‘요가 사다나’

라고 말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용례로서는 백의파

였던 헤마찬드라(Hemacandra, 1089～1172년)가 요가 샤스트라
(Yogaśāstra)를 비롯한 다양한 요가 관련 저술을 편찬한 이후부

터 자이나교에서 두루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카무라 하지메는 “자이나 교도는 명상(瞑想, yoga)을 하였다.

자이나교의 제어(制御, saṃvara) 개념과 파탄잘리의 요가(yoga)

개념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일치하고 있다.”15)라고 하는데, 이 경

우의 요가 개념은 베다 학파에서 수행법, 즉 사다나의 한 종류로

서 요가 개념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용례이며, 자이나교의 명상

과 요가를 상호 동등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사다나의 일종으로서의 요가의 용례는 ‘마음의 집중 또

는 조절, 제어, 자기 억제’라는 의미를 가지며, 그 방법과 내용에

15) 中村 元(1991) p. 779, 792의 각주 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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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 가지의 세칙들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가장 큰 외

연(外延)을 가진 말은 사다나이며, 그에 속하는 요가라는 개념 속

에 다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고, 그 중의 하나가 명상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 사다나로서의 요

가는 명상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며, 거의 혼용되어 쓰이기도 한

다. 그렇지만 요가와 명상, 두 단어는 서로 외연과 내포가 다르기

때문에 결코 동일한 개념으로 다루어질 수는 없다고 본다.

4) 요가는 합삭 또는 행성들의 근접이다.

천문학상의 용어로서, 달과 태양의 황경(黃經)이 같아지는 합삭

(合朔)이나 행성들의 근접 등을 의미한다. 이는 자이나교의 천문

학과 관련된 문헌에서 볼 수 있는 용례이다.16)

그에 따르자면, 천체의 출몰 방위각에 따른 합삭, 즉 요가의 종

류는 비슈쿰바(viṣkumbha), 파리티(parīti), 아유슈만(āyuṣmān) 등

등 총 27종을 헤아리며, 그 각도는 0도부터 360도까지 달라질 수

있다.17)

5) 요가는 결합 또는 관계이다.

요가는 “합일, 접촉, 결합”의 의미를 지닌다.18) 리그베다 이래
로 인도 철학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요가의 의미 중 하나

가 바로 ‘결합 또는 관계’이다.

자이나 경전 중 아누요가드와라(Anuyogadvāra)에서의 요가

는 ‘결합, 종합’ 등을 의미한다. 아누요가란 “anu＋yoga”로서 ‘의

미 있는 말의 결합’이라는 뜻이다.19)

16) Shah(2004) p. 293, 참조.

17) Lishk(2000) p. 184, 참조.

18) Maharaj ed.(1988) p. 869. “JOGA” 항목.

19) “아누요가드와라”는 프라크리티 “아누오가다라”(Aṇuogadāra)에서

비롯되었다. 아누요가는 니요가(niyoga)와 동의어이고, 니요가에서의

요가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Puṇyavijaya 외 ed.(1968) pp. 47～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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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스트리는 요가라는 말이 리그베다에 가장 먼저 나오는데

그 때의 의미는 ‘관계, 연결’이었고, 그 후로 기원전 7세기경까지

는 ‘감각들의 활동’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으며, 기원전 6세기경부

터 5세기경까지는 ‘감각들을 조절하는 것’으로 쓰였다고 시대적으

로 구분하고 있다.20) 하지만 자이나교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대적

인 의미 구분을 적용할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기원전

의 자이나교의 문헌에 대한 명확한 시대 산정은 매우 곤란한 문

제인 데다가, 기원후의 문헌들 속에서는 각종 의미들이 산발적으

로 문맥에 따라 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이나교 문헌에서 요가라는 단어

는 위와 같은 다양한 의미로 자유롭게 쓰여져 왔으며, 문장 속의

맥락에 따라 적절히 해석되어 왔다.

다만, 문헌 연구에 따르자면, 1)과 2)의 의미가 보다 더 선행하

여 두루 쓰였던 것 같으며, 3)의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은 하리바드

라(Haribhadra, 7～8세기경)의 요가 관련 저술 이후에 교단 내에

서 쓰이는 빈도가 차츰 높아져 가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다수

설의 입장이다.

특히 자이나교의 요가 사다나에 대하여 일획을 그은 것으로 유

명한 헤마찬드라 이후에도 다른 용례가 두루 함께 쓰이고 있는

점은, 인도의 다른 철학파에서의 요가 용례와는 매우 다른 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 까닭은 자이나교에서 요가라는 말이 실천적인 수

20) 샤스트리는 요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yoga는

yuj(관계하다)와 ghañ이 결합되어 생겨난 말이며, 인도 철학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요가의 의미는 ‘관계 또는 마음의 집중(manaḥ

samādhi)’이다. 요가라는 말은 리그베다 1. 4. 9., 1. 5. 3., 1. 18. 7. 등에
나오며, 그 의미는 ‘관계, 연결’이었다. 그리고 카토파니샤드 1. 2. 12.에
이르러서야 정신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 등장하고,

몇몇 우파니샤드, 즉 요가라자오파니샤드(Yogarājaopaniṣad),
아드와야타라코파니샤드(Advayatārakopaniṣad) 등에서 요가 명상을
수행한다는 표현이 나타난다.” Shastri(1996) p. 2, 참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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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방법이라는 용례로 쓰이기 전에, 이미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서 카르마 이론을 설명하는 데 핵심적인 용어로서 정립되었기 때

문이라고 생각한다.

Ⅱ. 사다나와 요가의 관계

요가라는 말이 사다나의 일종으로서 자이나교에 채용된 뒤에도

다른 용어가 혼용되어 왔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브라타(vrata)

이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윌리엄스의 자이나 요가는, 그 분야에서
는 선구적이며 거의 독보적이라 할 만큼 정평이 있는 저서이다.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은 ‘자이나 브라타’의 세부 내용을 열거해 놓

은 것이라 해도 다를 바 없을 만큼 갖가지 브라타의 세칙들로 채

워져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자이나교의 브라타로서는 대서계, 소

서계로 알려져 있는 마하브라타(mahāvrata), 아누브라타(aṇuvrat

a) 외에도 구나(guṇa) 브라타, 쉬크샤(śikṣā) 브라타, 살레카나(sall

ekhanā) 등이 있다.21)

이로써 우리는 자이나교의 요가를 찾아가는 길은 결국 브라타

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마련이고, 각종 브라

타와 요가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리

긴 시간을 요하지도 않는다.

더 나아가 “브라타는 그 중심적인 특징으로서 단식을 하는 종

교적인 규율의 한 형태이다.”22)라고도 하는 바, 브라타의 의미가

‘단식과 축제’라는 양면성을 지닌 말로 쓰이기도 한다.

21) Williams(1998), 참조.

22) Denton(2004)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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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자이나교에서 브라타는 단순히 ‘서원(誓願) 또는 서계

(誓戒)’에 그치지 않고 ‘수련, 고행’ 등을 내포하는 말이기 때문에

수행 방법을 지시하는 ‘요가’라는 말과 다를 바 없으며, 브라타가

요가 사다나의 한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브라타를 비롯한 갖가지 요가는 사다나를 통해서 목적

을 성취하는 데에 필수적인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자이나교에 입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요가 사다

나를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이처럼 자이나교에서 사다나를 중시하는 이유는, 영혼의 본성

이 ‘평정(samatva)’하므로 영혼이 있는 자는 모두 사다나를 통해

서 그러한 평정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영

혼의 평정성은 3보(寶, tri-ratna)로서 구체화된다고 한다. 결국 정

견(正見), 정지(正知), 정행(正行), 3보가 자이나 사다나의 또 다른

말로서 동일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다나를 실천하는 사람들, 즉 사다카(sādhaka)들은 일

반적으로 자기보다 앞서 수행했던 스승들이 정립해 놓은 규칙들

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을 보여 주는데, 자이나 사다카들은

3보를 수단으로 하여 전지자(全知者, kevalin)라는 완성의 경지, 즉

모크샤를 추구한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자이나교의 사다나 -------------------------> 모크샤 성취

│ ⇑

╘═ 삼보 ╤═ 정견(正見) ⇑

╞═ 정지(正知) ⇑

╘═ 정행(正行) ⇑

 ⇑

 요가 사다나  고행 
 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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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듯이, 자이나교에서는 요가 사다나가 정행의 핵

심이 된다고 보며, 크게 2분하여 설명한다. 즉 고행과 명상, 두 가

지는 그 내용적 특성상 각각 외적인(dravya) 사다나와 내적인(bh

āva) 사다나를 이루는 것으로서 두 가지 모두 갖추어야 최종적인

모크샤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23)

2종의 요가 사다나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요가 사다나

  몸의 수행 
 고행 : 외적 사다나  
  말의 수행 
 명상 : 내적 사다나  마음의 수행 

이와 같이 2종의 요가 사다나라는 구조를 띠고 있는 자이나교

의 수행법 중에서 특히 고행적 측면에 입각하여, 불교의 수행과

비교했던 김인종은 “이러한 tapas에 대한 시각을 마하비라는 업

소멸을 근간으로 하는 철저한 신체적 고행주의의 가르침을 제시

하였고 반면에 붓다는 선정주의도 고행주의도 아닌 중도주의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24)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자면, 고행주의와 선정(禪定, dhyāna)주의, 중도주의

등 세 가지의 유형이 고행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단계적

국면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그 범주를 달리하는 수행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견지가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자이나교에서 명상 요가 내지 선정이 재가

자와 출가자를 불문하고 예나 지금이나 중시되고 있는 최상의 사

23) Chanchreek 외(2004) p. 137, 참조.

24) 이 부분은 원문을 그대로 옮겼으나, ‘…… tapas에 대한 시각을 ……

고행주의의 가르침으로 제시하였고, 반면에 ……’라고 해야 그 의미가 더

명료해진다. 김인종(1992)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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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이며, 모크샤로 이끌어 주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이다.25)

2종의 요가 사다나 중에서 마하비라가 닦았던 사다나는 내적인

사다나였다고, 즉 마음의 수행을 핵심으로 삼았다고 보았던 이는

아그라왈이다.26) 그는 일반적으로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마하비

라가 행위를 중심으로 한 외적인 사다나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명상을 중심으로 하는 내적인 사다나를 수

행하는 데 전념했다고 말하면서, “그의 중심적인 사다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27)라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마하

비라의 일생을 통해서 볼 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로 보여진다.

물론,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마하비라를 비롯한 자이나교의

사다나가 고행에 치중한 몸 수행을 강조하는 듯이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자이나교의 내부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교단에서의 실제를 알고 나면 정작 중요한 핵심

은 내적인 사다나를 닦는 데로 확연하게 저울추가 기울고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흔히 말하기를, 자이나교에서는 몸을 통한 고행 수행을 강조하

며, 그 이유로서는 물질성인 카르마의 제거에 치중하기 때문이라

고 한다. 그러한 설명이 오류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

행론에서 보자면, 정작 자이나교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그보다는,

카르마를 만들어 내고 결국 모크샤에서 멀어지게 하는 최대의 원

인 네 가지, 즉 분노(krodha), 교만(māna), 기만(māyā), 탐욕(lobh

a) 등의 4예탁(穢濁, kaṣāya)이 모두 심리적 감정적인 요인이라는

25) 眞理義經(Tattvārtha-sūtra) 9. 29～30 : “고뇌, 해악, 미덕, 순수, [네
가지의 디야나]가 미래에 모크샤의 원인이 된다.” :

“ārta-raudra-dharma-śuklāni, pare mokṣahetū.” Jaini ed.(1974) pp.

186～187.

26) Agrawal, V. R., “Mahaveer’s Path of Sādhanā” : Das 외(2002) p. 95. ;

같은 책에서 니라즈 쿠마르 또한 마하비라는 타고난 사다카였고, 위대한

정신적 사다카였다고 논하고 있다. Kumar, Neeraj, “Mahāveera : An

Inborn Sādhaka” : Das 외(2002) pp. 183～188), 참조.

27) Das 외(2002)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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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다.

결국, 강조하는 것은 심정적 상태를 조절하여 카르마의 유입을

억제하고자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 명제이며, 그 지름길

이 바로 명상 수행이라는 것이 자이나교 수행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Ⅲ. 명상 요가의 종류와 특징

‘지식의 실천이 곧 요가’라는 입장은 베다 학파를 비롯한 인도

종교 일반에 두루 적용될 만큼 인도의 정신적 사다나를 대표하는

말이 요가이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지식은 앞서 가는 것이고

요가는 뒤따르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실천 없는 지식은 공허할

뿐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기조는 자이나교에서도 예외가 아니

다. 실천과 수행을 강조하는 자이나교에서 특히 요가 사다나는 다

른 여느 학파와 비할 바 없이 중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명상

이 최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점은 다른 인도 철학파와 그

다지 다를 바 없는 점이기도 하다.

자이나교에서의 명상 요가는 문헌과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범

주로 나누어질 수 있으나, 현대 자이나 교단에서도 전승해 오고

있는 명상을 토대로 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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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명상 요가  눕기
  앉기  연꽃 자세
  자세   성취자 자세
   서기
 

카욧사르가    사마이카
  부정적 대상
 단계    고뇌 디야나

 디야나   해악 디야나
 긍정적 대상

 미덕 디야나
 순수 디야나

이러한 명상 요가의 종류들은 통칭하여 ‘요가 무드라(mudrā)’,

또는 ‘지나(jina) 무드라’라고 한다.

요가 무드라란, ‘신체의 다섯 부분, 즉 두 무릎, 두 손, 머리 등

을 묶은 상태’를 뜻한다. 다시 말해서 신체의 각 부분을 움직이지

않고 평정하게 고정시킴으로써 심신의 안정을 얻어서 모크샤를

성취하여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자세를 총칭

하는 말이다.

자이나교에서는 명상을 할 때 몸을 고정시키는 것을 중요시하

는데, 그 이유는 몸을 고정시킨 후에야 비로소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정된 자세로 명상하는

것을 가리켜 ‘스타나(sthāna) 요가’ 또는 ‘스티라(sthira) 요가’라고

도 한다.

그런데 위의 표에서도 보듯이, 자이나교에서는 명상 요가가 곧

‘카욧사르가’라는 말로 동일시되고 있다.

어원적으로는, 프라크리티 ‘카웃삭가(kāussagga)’에서 유래한

카욧사르가(kāyotsarga)란 “몸(kāya)＋없애다(utsarga)”, 즉 ‘몸을

없애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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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적으로 볼 때에는, 명상을 통해서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카욧사르가 명상이다. 그

이유는 몸과 결합되어 있는 영혼의 순수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데

있다. 카욧사르가를 통해서 우리는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자아를

경험할 수 있으며, 차츰 깊어지는 명상의 단계에 따라서 궁극적으

로 모크샤를 성취하는 데 이른다. 하지만 카욧사르가 명상은 “자

각이 있는 완전한 이완 상태”28)라고 설명되듯이, 무의식의 트랜스

상태라든지 무아경의 엑스터시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의식 상태를

특징으로 한다.

다음 그림29)에서 보듯이, 카욧사르가는 자세에 따라 눕기․앉

기․서기 등 세 가지로 나뉜다.30)

먼저 누운 자세는 신체상의 문제로 인해서 등을 곧게 펴고 앉

을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 바람직한 자세로 권해진다. 이 자세로

명상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얼굴을 북쪽이나 동쪽으로 두고

그림처럼 편안히 누워서 호흡을 깊게 하고 전신을 이완시켜 나간

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요가 체계에서는 송장(śava) 자세라고도

한다.31)

28) Mishra(2004) p. 139.

29) 누운 자세의 그림은 Jain(2001) p. 147에서 가져온 것이며, 그 외 그림의

출처는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서 골랐다.

http://jainworld.com/JWNew/jainworld/htmlsite(2005년 4월 6일 검색.)

30) 근본경 중의 하나인 웃타라디야야나 29. 1에서는 “카욧사르가는 몸의
특정한 자세”라고 하며, 30. 36에서는 “수행자가 눕거나, 앉거나, 똑바로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은 몸을 포기한 것이라고 하며, …….”라고

한다. Jacobi(1968) p. 159, 180.

31) 현대 프레크샤(prekṣā) 명상 요가에서는 힌두 요가의 다양한 자세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 중 누워서 행하는 카욧사르가 자세를 송장 자세라고

한다. Mishra(2004) p. 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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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운 자세

다만, 실제로 명상 요가를 행할 때에는 누운 자세보다는 앉아서

하는 명상이 적극 추천되고 있다. 따라서 누운 자세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취하게 되는 자세이며, 그런 까닭에 대부분

의 요가 관련 문헌에서도 누락된 경우가 적지 않다.

아래 그림은 입 가리개와 털채를 소지하고 앉아 있는 자세의

경우이다. 가부좌를 하고, 털채는 무릎에 놓고, 입 가리개를 오른

쪽 손에 가볍게 쥐고, 양손을 두 무릎 끝에 놓는데,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뒤집어 놓아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사항은, 허리는 바르게 곧추 세우고 두 눈은 완전

히 감거나, 다 떠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성취자(siddha) 자

세, 또는 가부(跏趺, paryaṅka, palyaṅka) 자세 등으로 부른다.

털채와 입 가리개가 없는 경우에도 이와 똑같이 자세를 취하고

명상을 하는데, 이 자세는 출가와 재가를 불문하고 일상적으로 가

장 많이 취하는 명상 자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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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은 자세

그런데 자이나 도상 중에서 좌상일 경우에 대부분의 성상은 성

취자 자세보다는 연꽃 자세(padmāsana)를 취하고 있다. 그 점은

조사들의 일대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컨대, 제1대 조사 리샤

바는 반얀 나무 아래서 선 자세로 완전지(完全知)를 얻었으며, 카

일라샤 산에서 연꽃 자세를 한 채로 니르바나에 들었다고 전한

다.32)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두 자세는 자이나교의 모든 성자와

수행자, 재가자들이 따라 행하는 전범적(典範的)인 명상 자세로서

이어져 오고 있다.

다음 그림 중 오른쪽은 공의파 수행자가 공작 털채를 앞에 두

고 연꽃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두 다리는 결

가부좌로 서로 꼬아서 넓적다리 위에 올려 두고, 손은 펴서 겹친

채 가볍게 다리 위에 내려놓고, 눈은 자기 코끝을 보는 듯이 내려

뜬 모습을 취한다.

32) Shah(1987) p. 113, 참조. 이 책에서는 연꽃 자세를 평가부(平跏趺,

samaparyaṅka) 자세라고도 한다.



22 ∙ 印度哲學 제19집

선 자세
연꽃 자세

그림에서 보듯이, 고대로부터 자이나 도상에 나타난 연꽃 자세

는 오른손과 오른쪽 다리를 위쪽에 놓고 있다. 순서로 보자면, 왼

쪽 다리를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린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왼

쪽 넓적다리 위에 놓고, 왼손바닥을 가볍게 펼쳐 놓은 뒤, 그 위에

오른손바닥을 올려놓는 것으로서 자세는 완성된다. 이 때, 몸의

상태가 가장 쾌적하고 안락하다는 뜻에서 안락 자세(sukha-āsan

a)라고 하거나, 성상들의 도상을 설명할 때는 흔히 디야나 자세라

고 부르기도 한다.

자이나 요가에서는 연꽃 자세 또는 어떤 요가 자세든지 누구나

취할 수 있는 자세이고, 원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세라는

전제 아래 명상 요가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명상 요가의 출발

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자세, 소위 아사나 자체에 특별한 기법이나

숙련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힌두 요가와 구별되는 자

이나 요가의 특징 중의 하나로 꼽힌다.

그리고 선 자세에서는 양손을 다리에 닿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것이 핵심 사항이며, 손을 위로 올리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한다. 선 자세는 프라티마 요가(pratimā-yoga)라고도 불리지

만33), ‘카욧사르가’라고 하면 곧 자이나교의 선 자세 요가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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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만큼 대표적인 용어로서 일반화되어 있다. 하지만 9세기 말 공

의파였던 지나세나차리야(Jinacenācārya)도 말했듯이, 앉은 자세

가 선 자세보다 더 안락한 명상 자세인 것은 모두가 공감하리라

고 본다.34)

이상과 같이 자이나 요가 무드라의 갈래를 지을 수는 있지만,

자이나교의 성상이나 도상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카욧사

르가’라는 말로서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행해지는 명상 요가의

내용 설명에서는 ‘사마이카’(sāmāyika)35)와 ‘디야나’(dhyāna)가 주

축을 이루고 있다.

바가바티 수트라 297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사마이카이다.”라
고 하는데36), 자이나교에서는 영혼의 본질이 곧 사마이카이며, 사

마이카를 수행하는 것은 영혼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만큼 중요한 명상이 사마이카인데, 디야나와의 차이는 영혼의

정화 단계(guṇasthāna)에서 보다 더 낮은 입문적인 단계에 해당

한다는 데에 있다. 다만, 공의파와 백의파의 전통상 약간의 차이

가 있다. 예컨대 공의파에서는 출가자의 경우에 사마이카를 행할

의무는 없으나, 백의파의 경우에는 출가, 재가 불문하고 매우 중

시되는 일상 의무가 바로 사마이카이다.

일반적으로 사마이카는 48분 동안, 즉 1무후르타(muhūrta) 동

안 한 가지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요체이며, 디야나의

33) Singh ed.(2001) p. 6157.

34) Singh ed.(2001) p. 6158, 참조. 그런데 자세에 따라서 척추와 허리에

힘을 가중시키는 정도에 대한 현대 의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른

자세로 곧게 서 있는 자세를 100%라고 볼 때, 앉은 자세는 150%, 누운

자세는 25% 정도의 힘이 척추와 허리에 가해진다고 한다. 따라서 서 있는

명상 자세가 앉은 자세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학적

소견과는 다를 수도 있다.

35) 사마이카에 대한 말뜻은 매우 다양하다. 즉 ‘평정, 평등, 정의, 청정, 평화,

복지, 행복, 자기 몰입 상태’ 등이 사마이카의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

36) Lalwani ts.(1999)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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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대상의 차이에 따라 4종으로 구분된다.

① 고뇌(苦惱) 디야나(ārta-dhyāna)

고통이나 쾌락을 야기하는 대상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는 것과

관련된 생각에 집중하는 경우이다. 또한 비탄과 고뇌에 잠긴 상태

에서 디야나를 할 때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② 해악(害惡) 디야나(raudra-dhyāna)

살생, 거짓말, 도둑질[偸盜], 음행(淫行), 축재(蓄財) 등을 피하는

행동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 포악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디야나를 행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③ 미덕(美德) 디야나(dharma-dhyāna)

경전의 정수(精髓), 고통의 성질, 카르마의 결과, 우주와 존재의

보편적 특성 등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하는 경우이다.

④ 순수(純粹) 디야나(śukla-dhyāna)

웃타라디야야나 29. 72에서는 “마음, 말, 몸의 기능들을 멈추
고, 마침내 숨쉬는 것마저도 그쳐야 한다.”고 이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37)

이상 4종의 디야나 중에서 고뇌 디야나와 해악 디야나는 윤회

세계에 머물게 하는 원인이 되지만, 미덕 디야나와 순수 디야나는

해탈 세계로 이끌어 주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자이나교의 명상 요가의 특징으로는 으레 ‘배우기 쉽

고, 실천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고, 숙달하기도 쉽다.’라는 점이

꼽힐 만큼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37) Jacobi(1968)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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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된 후에는 언제 어디서나 명상에 들 수 있게 되지만, 숙달이

되기 전까지는 가능한 한 정해진 시간에 조용한 분위기에서 실행

해야 한다는 정도의 주의만 요구된다.

자이나 학자들은 이러한 명상 요가의 실행으로 얻게 되는 실제

적인 가시적 효과 또한 적지 않다고 말한다. 물론 요가에 대한 현

대인의 주목으로서도 그 가치가 입증된 바이지만, 자이나 요가 또

한 현대인의 온갖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이 첫손에 꼽힌다.

자인 박사는 “매일 15～20분 정도 카욧사르가를 행한다면 2시

간 동안 수면을 취한 것보다 더 큰 신체적 정신적 휴식 효과를 얻

는다.”라고 하면서 적극 추천하고 있다.38) 자이나 교도들은 사람

이란 한 가지에 48분 동안 집중하기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

기 때문에, 20분 정도의 집중만으로도 충분히 명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간편하고 용이한 자이나교의 명상 요가는 다양한 체위

(體位) 중심의 하타(haṭha) 요가라든지 호흡 조절을 강조하는 프

라나야마(prāṇayāma) 요가 등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또 다른

특징으로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위대한 요기 마하비라’라는 수식이 가끔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위대한 요기 고타마 붓다’라고 하는 경우와 같이 우리에게 그다

지 친숙한 어구는 아니다. 물론 누구든지 마하비라와 붓다, 모두

요가 수행에 전념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38) Jain(2001) p. 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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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요가, 요기”라는 용어로서 강조하지도 않는 까닭은 무엇

인가?

필자는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로서, 자이나교에서의 요가 개념

이 다른 인도 철학파의 용법과 달리 매우 다양하며, 무엇보다도

카르마 이론과 관련된 용례가 보다 먼저,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이

라는 점을 여러 가지 용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또한 자이나교에서

요가라는 말은 사다나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고행

과 명상이라는 두 부류의 수행 방법으로서 구체화되어 있다는 점

을 2종의 요가 사다나라는 체계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인도의 제 철학파들은 그 추구하는 목적이 모크샤로서 동일하

되, 수행 방법, 즉 사다나의 차이로 인해서 학파가 갈리듯이, 자이

나교의 수행 목적도 오로지 모크샤의 성취를 구심점으로 삼지만,

사다나로서는 3보, 즉 정견․정지․정행을 근간으로 하여 수행 체

계를 세우고 있다.

필자는 그 중에서 정행을 이루는 요가 사다나의 2종이 고행과

명상이라는 해명을 통해서, 그 중 일부인 고행에만 너무 치중하여

자이나교의 사다나를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에는 보다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물론, 언제나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자이나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크샤에 있다.

모크샤를 얻은 지나의 경우,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모크샤의 완성

이며, 모크샤의 내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모크샤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요가 사

다나에 방점을 찍는 것은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관

견(管見)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비유가 될 것인가?

상식적으로 보자면, 손가락 끝의 달을 놓치는 사람은 드물 것이

다. 밝은 달밤의 주인공은 달이지, 결코 손가락이 아니기 때문이

다. 다만, 헤마찬드라가 “요가는 약초(藥草), 만트라, 탄트라 등이

필요 없는 모크샤의 행복을 위한 초자연적인 수단이다.”39)이라고

선언하였던 것처럼, 달을 볼 수 있는 최상의 수단 또한 요가 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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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점은 고래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이나 교단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는 수행 전통이라 할 것이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하자면, 현대 자이나교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명상 운동이 있다. 바로 프레크샤 디야나(prekṣā-dhyāna)이

다. 백의파 테라판티(Terāpanthī)의 아차리야 툴시(Āchārya Tulsī,

1915년생)가 쿤다쿤다(2～3세기경)의 명상 수행법을 부활시켰다고

평가하는 프레크샤 명상은 불교의 비팟사나(vipassanā) 명상과 비

교되는 것으로서, ‘지각(知覺) 명상’이라고도 한다. 현재 아차리야

툴시의 뒤를 이은 아차리야 마하프라갸(Mahaprajña, 1921년생)의

활약으로 세계 곳곳에 자이나 명상 센터가 세워져서 활발히 보급

되고 있다.

39) YŚa. 1. 5. : “yogaḥ sarvavipadvallīvitāne paraśuḥ śitaḥ,

amūlamantratantraṃ ca kārmaṇaṃ nirvṛtiśriyaḥ.” Quarnström(2002)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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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Yoga Sādhana of Jainism

Kim, Mi-suk

(Dongguk University)

The concept of yoga represents the core of Indian

spiritual sādhana.

Generally the technical meaning of yoga is a

concentration, and yoga is the process of mental discipline

that is common to all Hindu sects. And most of all the

Hindu systems including the Nyāya, Vaiśeṣika, Sāṃkhya,

Yoga and Vedānta Darśana accept the utility and relevance

of yoga in their respective systems.

In Jaina philosophy, the term of yoga has many-sided

meaning. In this paper, the writer studies the various

instance and meaning of yoga in Jaina literature.

The writer says that there are fundamental differences

with the Hindu yoga. And she points out that the word of

yoga is mainly used in the sense of activities of kāya,

manas, and vacana in Jaina philosophy.

In a general way, it is said that Jaina tradition

predominantly lays stress upon austerities, tapas.

For all that, the writer comments that the samyak

cāritra, right conduct of tri-ratna is the exact equivalent of

the general term ‘yoga sādhana’, and Jaina yogic sādhana

consists of dravya sādhana and bhāva sādhana. Dravya

sādhana, the external sādhana equals to tapas and bhāva

sādhana, the internal sādhana means to meditation.

And the writer points out that Jainism lays stress 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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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tation more than tapas.

In Jaina meditaion, especially the kāyotsarga is not

merely a yogic posture, it is a state of mind of one which

pursuing the spiritual goal. It is the most important item in

Jaina yoga.

By practicing the meditation, the sādhaka can purify his

soul from karmic pudgala. And it leads one to mokṣa.

The Jaina yogic sādhana is neither difficult nor

arduous. It is very easy to learn, easy to practice, easy to

accept, easy to master skillful.

Key words: jainism, yoga, sādhana, meditaion, kāyotsarga,

sāmāyik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