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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Ys 3장 18송에 대한 주석 Ybh에 나타나는 parajāti에

타인의 전생과 나의 내생이라는 이중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게송의 이해를 통해 그 의미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부

분에 대한 복주의 해석을 살펴보고, 현대 학자들의 번역을 비교해 보

았다. 그리고 게송의 형식에 있어서 상야마(saṃyama)의 생략과 지각

되지 않는 마음의 속성으로서의 잠행력(saṃskāra), 잠행력을 인식하기

위한 수단인 추리(anumāna)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러한 게송의 이

해를 통해 parajāti가 가질 수 있는 의미의 영역을 제한하여 최종적으

로 Ybh에 나타난 parajāti는 ‘타인의 전생’을 의도한 것이라고 결론지

었다.

Ⅰ. 서언

고전요가의 가장 중요한 경전인 Ys에서 초자연력을 다루고 있

는 게송은 모두 39개1)이다. 본고에서 이들 39개의 게송 가운데 특

히 주목한 게송은 ‘전생에 대한 앎’(pūrvajātijñāna)을 다루고 있

는 Ys 3장 18송이다.

* 安必攝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semcan@naver.com

1) Ys. 4. 1을 제외한 것으로 3장 16-55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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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ṃskāra-sakṣāt-kāraṇāt pūrva-jāti-jñānam//

잠행력을 직관함으로써 전생에 대한 앎이 있다.

‘전생에 대한 앎’은 불교 등 다른 수행 전통에서도 다루는 것으

로, 윤회의 사슬을 끊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중요

한 능력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Ybh의 설명에서 다음과 같은 서술은, 단어의

이중적인 의미로 인해 ‘전생’이 ‘내생’으로도 해석 될 수 있다는 데

원의(原義) 이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아래와 같은 ⑴과 ⑵의 번

역이 가능하다.

paratrāpy evam eva saṃskārasākṣātkaraṇāt parajātisaṃvedana

m//2)

⑴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바로 이와 같이 잠행력을 직관함으로써 다

른 이들의 [전]생을 안다.

⑵ 다른 경우에도 바로 이와 같이 잠행력을 직관함으로써 [나의] 내생

을 안다

이 문장의 해석에 있어서 관건은 paratra와 parajāti라는 단어의

처리 문제이다. 이것들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두 단어에 공통하는

para가 ‘다른(他, other)’이라는 일반적 의미 외에 상반하는 이중적

의미로도 사용되는 데 있다. para는 ‘이전의/이후의 ; 과거의/미래

의 ; 최선의/최악의’와 같이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문장 전체의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paratra는 형용사 para에 부사형 접미사 tra가 복합된 형태로

‘다른 경우’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parajāti는 형

용사 para에 ‘삶’, ‘출생’ 등으로 번역하는 명사 jāti가 복합된 형태

로 ‘내생’ 혹은 ‘전생’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para가

포함된 단어의 이러한 해석상의 난점은 그대로 후대에까지 이어

2) Ybh. p. 145. ll.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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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주석자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parajāti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을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Ybh에 대한 4대 복주(復註) 가운데 가장 후대인 Nāgeś

abhaṭṭa의 Pv를 제외한 Ybhv, Tv, Yv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현대 학자들의 해석을 비교해 보겠다.

또한 해석상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송 자체의 형식과 내

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 Ys 3장 18송 자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상야마(saṃyama), 잠행력(sa

ṃskāra), 추리(anumāna)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게송의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parajāti의 의미를 밝혀 보고자 한다.

Ⅱ. 해석의 양면

1. 복주의 해석 양상

복합어 paratra와 parajāti에 대한 복주의 해석은 두 부류로 나

누어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전대의 복주인 Ybhv와 Tv는 각각

‘다른 사람’과 ‘전생’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후대의 복주인 Yv는 그

것을 각각 ‘다른 경우’와 ‘내생’으로 해석하고 있다.

Ybhv는 paratrāpi에 prāṇiṣu를 부가하여 ‘다른 사람들’이라는 의

미를 확정하고 있으며, parajāti에 대한 주석으로 tat-pūrvajāti를

사용하여 Ybh의 parajāti가 ‘전생’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했다.

그(=요가 행자)가 알고자 한다면 누구의 삶이든지 간에 그들의 잠

행력들에 대한 상야마를 실행하는 것에 의해 그(=다른 사람)들의 전생



258  ∙ 印度哲學 제22집

에 대한 지식이 발생한다.3)

그래서 요가 행자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잠행력에 상야마를 실행하여 다른 사람

들의 전생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Tv는 parakīya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paratra가 ‘다른 사람’을 의

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옮기다, 동화시키다’라는

의미의 동사 ati√diś를 서술어로 사용함으로써 ‘전생에 대한 앎’

을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확장시키고 있다.

‘paratrāpy evam eva’라는 말은 그(=요가 행자)가 자기 자신의 잠행

력에 대한 상야마를 다른 사람들에 대해 확장시킨다[는 의미이다.]4)

이러한 방식으로 parajāti가 ‘전생’을 의미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Yv는 앞문장의 pūrvajāti와 뒷문장의 parajāti를 pūrv

a ↔ jāti로 대비시켜 parajāti를 ‘내생’으로 파악했다. 그래서 잠행

력에 대한 직관으로 전생은 물론이고 내생에 관한 지식까지도 획

득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잠행력에 대한 직관에 의해 전생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또한 내

생에 관한 지식까지도 생긴다. … ‘다른 경우에도(paratrāpīti)’라고 말

한 것은 “아직 현현하지 않은 내생의 잠행력들에 대한 직관을 통해”라

고 보충해야 한다.5)

3) paratrāpi prāṇiṣu evam eva yeṣāṃ jātiṃ bubhutsate tadīya saṃskāreṣu

saṃyamāt (saṃskara-sākṣāt-karaṇāt) tat-pūrvajāti-jñānam utpadyate/

Ybhv. p. 70. ll. 39-40.
4) sva-saṃskārasaṃyamaṃ parakīyeṣv atidiśati paratrāpy evam iti/ Tv.

p. 145. l. 23.

5) na kevalaṃ saṃskāra-sākṣāt-karāt pūrvajāti-jñānam eva, api tu

bhāvi-janma-jñānam apīti/ … paratrāpīti. bhāvi-janma-saṃskārāṇām

anāgatāvasthānāṃ sākṣāt-kārād iti śeṣaḥ/ Yv. p. 97. ll.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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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paratra를 ‘다른 경우’, 즉 아직 현현하지 않은 내생의

잠행력들에 대한 직관을 실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해석에 의하면, 문제가 된 Ybh의 서술에 대한 Yv

의 이해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도 아직 현현하지 않은 내생의 잠행력들에 대한 직관을

통해, 바로 이와 같이 잠행력을 직관함으로써 [나의] 내생을 안다.6)

2. 후대 학자들의 해석

후대 학자들의 이 문장에 관한 번역을 살펴보면 parajāti에 대

한 해석의 양면성은 앞서 살펴본 복주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

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번역에 따라 해석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Ybh와 마찬가지로 이중적 의미 파악이 가능한 해석, Y

bhv나 Tv의 연장선상에 있는 해석, Yv의 견해를 따르는 해석이

있다.

이중적 의미 파악이 가능한 해석을 내놓은 것은 J. H. Woods이

다. 그는 “다른 경우에도 바로 이와 같이 잠행력을 직관함으로써

다른 이들의 출생을 안다.”7)라고 번역하였다. 따라서 paratra는

‘다른 경우’로, parajāti는 ‘다른 이들의 출생’으로 해석하고 있다.

6) paratrāpy bhāvi-janma-saṃskārāṇām anāgatāvasthānāṃ evam eva

saṃskārasākṣātkaraṇāt parajātisaṃvedanam// 밑줄은 Yv에서 부연한

서술을 반영한 것.

7) “Precisely as in other cases there is also, as a result of the

direct-perception of subliminal-impressions, a consciousness of the

births of others.” Woods(1977) p. 247. R. Prasāda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의 잠행력을 직관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대한 앎을

얻는다.”(Similarly is obtained the knowledge of the life-states of others by

obtaining direct knowledge of their residual potencies.) Prasāda(2000) p. 218.



260  ∙ 印度哲學 제22집

이와 같은 번역은 그 표현 자체만 놓고 볼 때 ‘전생’ 또는 ‘내생’

모두 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jāti가 잠행력의 직관에 반드시 필요

한 경험인 ‘장소, 시간, 원인’8) 중 ‘원인’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내생’보다는 ‘전생’의 의미가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Ybhv나 Tv의 연장선상에 있는 해석은 후대의 학자들에게서 보

인다.

S. H. Āraṇya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이들의 전생에 대한

앎도 얻을 수 있다.”9)라고 번역하였다. 이 번역은 다분히 의역이

지만 ‘다른 이들의 전생’이라는 표현을 고려한다면 Ybhv나 Tv의

견해와 맥락을 같이 한다.

T. S. Rukmani는 이 단계에 도달한 요기는 어떠한 내생도 갖

지 않을 것이므로, 자기 자신의 내생을 안다는 뜻으로 이해한 Yv

의 해석은 요가의 철학적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히려 “‘다른 이들의 잠행력을 직관할 때, 그들의 전생을 안다.’라는

Tv의 해석을 수용하는 것이 요가의 이론에 부합한다.”고 언급했

다.10)

本多惠는 앞서 살펴본 다른 학자들과는 달리 Yv의 견해를 따른

다. 그는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잠행력을 직관

하는 것에 의해서 내생을 안다.”11)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paratr

a를 ‘다른 경우’로, parajāti를 ‘내생’으로 해석한 Yv와 거의 동일한

이해이다.

8) “그리고 장소와 시간과 원인에 대한 경험 없이는 그것들에 대한 직관도

없다.” na ca deśa-kāla-nimittānubhavair vinā teṣām asti/ Ybh. p. 97. l. 1.
9) “Knowledge of previous births of others can also be acquired in the

same way” Āraṇya(1981) p. 289.

10) Rukmani(1981) p. 97.

11) “他のことについても同樣であって, (例えば) 潛勢力を直觀することに基

づいて後生を知る.” 本多惠(1978)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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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잠행력에 대한 직관의 성립

1. 상야마의 적용 양태

게송의 형식상 초자연력을 다루는 게송은 대체로 “A(대상)에

대한 상야마(saṃyama; 수단)를 통해 B(능력)가 획득된다.”라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Ys 3장 18송의 경우 “잠행력(A)에 대

한 직관(sākṣāt-karaṇa)을 통해 전생의 앎(B)이 획득된다.”의 형

태를 취한다. 즉, 일반적 형식이라면 수단인 상야마가 있어야 할

부분에 직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Ys 3장 전체에서도 매

우 특이한 형식으로, 이러한 형식을 취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

라고 생각한다.

다른 게송에 종속된 게송12)을 제외한다면, 초자연력에 대한 게

송은 ①대상-상야마-능력, ②대상-[상야마]-능력, ③다른 능력으

로 확장 ④대상-상야마가 아닌 다른 표현-능력의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각 형식의 전형적인 형태에 대한 실례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① pariṇāmatrayasaṃyamād atītānāgatajñānam// Ys. 3. 16.

세 가지 변화에 대한 상야마에 의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앎이 [획

득된다.]

② dhruve tadgatijñānam// Ys. 3. 28.

북극성에 대한 [상야마에 의해] 그것의(=북극성 이외의 모든 별의)

운행에 대한 앎이 [획득된다.]

③ prātibhād vā sarvam// Ys. 3. 33.

12) 예를 들면, Ys 3장 19송과 20송은 타심통(他心通)에 대한 게송으로 Ys

3장 20송은 19송에 종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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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조명지에 의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④ saṃskārasākṣātkaraṇāt pūrvajātijñānam// Ys. 3. 18.

잠행력에 대한 직관에 의해서 전생에 대한 앎이 [획득된다.]

①의 형식은 ‘A(대상)에 대한 상야마(saṃyama; 수단)를 통해

B(능력)가 획득된다.’라는 형태로, 초자연력에 대한 게송 중 가장

일반적이다. ②는 ①의 형식에서 탈격 형태의 상야마가 생략되고

대상이 처격, 또는 속격을 취한다. 따라서 ②는 논서의 일반 서술

방식인 반복어의 생략이다. 초자연력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게

송은 ①이나 ②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③의 형식은 상야마를 통

해 획득된 능력이 다른 상황에까지 확장된 경우로 Ys 3장의 25, 3

3, 38, 43, 49송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④의 경우 ‘A(대상: 잠행력)에 대한 직관(sākṣāt-karaṇ

a)을 통해 B(능력: 전생의 앎)가 획득된다.’라고 하여, ①에서 사용

하고 있는 ‘상야마’가 아닌 ‘직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초자연력을 다루고 있는 게송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知에 관한 초자연력의 생기’(16～35송), ‘정복(jaya)이

라는 초자연력의 생기’(36～48송), ‘식별에 기초한 초자연력’(49～5

4송)이다.13) 이 중 ‘知에 관한 초자연력의 생기’에 해당하는 게송

의 형식만을 살펴보면, 일반적 형식인 ①과 ②를 따르지 않는 게

송은 18, 25, 33송의 세 게송밖에 없다.

16～17, 19～24, 26～32, 34～35송은 ①또는 ②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25송은 붓디의 라자스(rajas)성에 의거한 빛(āloka)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게송14)이며, 33송은 상야

마의 실행의 결과15)로 생기는 붓디의 사트바(sattva)성에 의거한

13) 村田裕美(2005), p. 905.

14) “[마음의] 활동의 광명을 닿게 하는 것에 의해서 미세한 것, 감추어진 것,

멀리 떨어져있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이 가능하다.” pravṛttyālokanyāsāt

sūkṣmavyavahitaviprakṛṣṭajñānam// Ys. 3. 25.
15) “심지어 조명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은 상야마의 실행에 의해

나타난다고 말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Ys 3장 52송에서] ‘찰나의 연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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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지(prātibhā)를 획득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송16)이다. 이

두 게송은 ③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④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Ys 3장 18송에서 ‘직

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마치 직관이 상야마를 대체한 별도

의 초자연력 획득 수단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Ys 3장 자체가

상야마에 의해 획득되는 초자연력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이 게송은 앞부분에 ‘잠행력에 대한 상야마에 의해’(saṃsk

āra-saṃyamena)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17) 왜냐하면 ‘직관’을 별도의 획득 수단으로 상정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게송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Ys에 이러한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18) 따라서 ‘잠행력에 대한 직관’(saṃskāra-

sākṣāt-karaṇa)에서의 ‘잠행력’은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잠행력에

대한 직관’을 단순한 ‘직관’과 구별하여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이상의 고찰에 근거하여 초자연력에 관한 게송의 형식을 다시

대상과 상야마의 적용 양태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게송 내에 상야마가 있는 경우

② 위의 ①에서 상야마가 생략된 경우

③ 상야마가 게송 외부에 ①의 형태로 있는 경우

④ 대상과 상야마가 생략된 경우

상야마를 행하면 조명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명지에 의해 획득되는 초자연력은 간접적으로 상야마에 의해 획득된

것이다.” saṃyama-siddhi-madhye kathaṃ prātibha-jñānajā siddhir

ucyata iti cet/ taḥ prātibhasyāpi kṣaṇa-tat-kramādi janyatayā

vakṣyamāṇa tvenokta-siddher api param parayā saṃyama-siddhi-tvād

iti// Yv. p. 129. ll. 9-11.
16) Rukmani(1981), p. 129.

17) “[Ys 3장이] 상야마에 의해 생기는 초자연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트라의 시작 부분에 ‘잠행력에 대한 상야마에 의해’라는 말이

보충되어야 한다.” saṃskāra-saṃyameneti sūtrasyādau pūraṇīyaṃ

saṃyama-siddhi-prakaraṇatvāt/ Yv. p. 95. ll. 19-20.
18) Ys에서 3장 18송을 제외한 나머지 게송에서는 ‘sākṣāt-kāraṇa’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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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게송에서 대상인 ‘잠행력’과 수단인 ‘상야마’가 생략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게송에서 ‘잠행력에 대한 직관’이라

는 표현만을 사용한 이유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그 이유를 밝

히기 위해서는 이 게송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잠행력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

2. 추리를 통한 잠행력의 인식

잠행력에 대한 요가 철학의 기본 인식은 잠행력이 ‘마음의 작

용’(cittavṛtti)과 연속적인 상호 인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19)

따라서 잠행력은 같은 종류에 속하는 마음의 작용(citta-vṛtti)들에

의해 발생하며, 발생한 잠행력에 의해서 마음의 작용들이 발생한

다.20) 그러므로 잠행력은 마음의 작용에 대해 실체이자 속성이며,

기억과 잠행력은 동일성(ekarūpatva)을 가진다고 말한다.21) 하지

만 이러한 잠행력도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의 속성에 불과하다.

Ybh에 따르면 마음의 속성은 크게 지각되는 것(paridṛṣṭa)과 지

각되지 않는 것(aparidṛṣṭa)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각되는 것들은

관념(pratyaya)을 형성하고, 지각되지 않는 것들은 실체(dharmin)

인 마음의 본질적 속성(dharma)을 이룬다.22) 즉, 잠행력은 변화(p

ariṇāma), 활동(ceṣṭā), 제어(nirodha), 능력(śakti), 활력(jīvana),

19) 정승석(2001) p. 48.

20) “그와 같은 종류에 속하는 잠행력들이 작용들에 의해서만 발생하고, 또한

잠행력에의해마음의작용들이발생한다.” tathā jātīyakāḥ saṃskārāvṛttibhir

eva kriyante/ saṃskāraiś ca vṛttaya iti// Ybh. p. 10, ll. 1-2.
21) 山下幸一(1976), p. 152.

22) “마음의속성들은두가지로, 지각되는것들과지각되지않는것들이다. 지각되는

것들은관념을형성하고, 지각되지않는것들은실체의요소를이룬다.” cittasya

dvaye dharmāḥ, paridṛṣṭāś cāparidṛṣṭāś ca, tatra pratyayātmakāḥ paridṛṣṭāḥ,

vastu-mātrātmakā aparidṛṣṭāḥ/ Ybh. p. 163. ll.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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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dharma)과 함께 마음의 속성을 이루는 일곱 가지 요소 중

하나이다.23)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잠행력이 지각되지 않는 마음의 속성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잠행력은 지각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것에 직

접 상야마를 행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상야마는

지각되는 대상에 대해 행할 수 있는 것인데, 지각되지 않는 잠행

력에 바로 마음을 고정시켜 그것을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

문이다. 따라서 초자연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잠행력에 상야마를

행하기 위해서는 잠행력 자체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 추리이다.24)

Ybh는 지각되지 않는 마음의 속성들을 마음의 본질적 속성으로

서 존재한다고 지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추리라고 언급한다.25)

Yv는 잠행력의 지각과 상야마의 실행 사이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말한다.

만일 실로 잠행력이 지각되지 않으면 상야마는 가능하지 않으며,

지각된다면 [상야마는] 무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경전의 권

위를 통해 일반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 추리를 통해서 그것에

특별한 인식을 가져오는 상야마의 수행은 가능하다.26)

23) “전생에 형성된 그것(=잠행력)들은 전변, 활동, 제어, 능력, 활력, 덕성과

같이 지각되지 않는 마음의 속성이다.” te pūrvabhavābhisaṃskṛtāḥ

pariṇāmaceṣṭānirodhaśaktijīvanadharmavadaparidṛṣṭāś

cittadharmāḥ/ Ybh. p. 144. ll. 11-2.
24) 성언량(āgama)은 잠행력에 대한 인식과정에 있어서는 예비 단계에

머무르기 때문에 본 논의에서는 배제하였다.

25) “그리고 그것들은 오직 일곱 가지이며, 추리에 의해 오직 본질적

속성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게 되는 양상이다.” te ca

saptaiva bhavanti anumānena prāpita-vastu-mātra-sadbhāvāḥ// Ybh.

p. 136. ll. 6-7.

26) nanv ajñāte saṃskāre saṃyamo na ghaṭate, jñāte ca vyartha iti cet?

naḥ; śabdānumānābhyāṃ sāmānyato jñāte viśeṣa-jñāna-phala-kasya

saṃyamasya sambhavāt// Yv. p. 96. ll.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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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은 잠행력에 대한 상야마의 실행 가능성에 관한 문답이

다. 여기서 대상인 잠행력은 ‘지각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지각이 가능한 일반적인 대상과는 다른 접근 방식, 즉, 추리의 과

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추리는 개개의 사물이 가지는 개별적 특성의 유사점 및 공통점

을 추출해서 형성된 관념을 사용하여 연역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따라서 경전의 언급에 의해 마음의 속성 중 하나로 인지된 잠행

력은 다른 속성과의 유사성을 통해 기체(dharmin)인 마음에 대한

속성(dharma)으로 인식된다.27)

물론 이러한 인식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방

식을 통해 잠행력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대상으로 삼아

상야마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28) 이상의 고찰

을 토대로 Ys 3장 18송의 형식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성언량) 추리 잠행력 상야마] 잠행력에 대한 직관 전생에 대한
앎의 획득

‘전생에 대한 앎’의 직접적인 원인은 ‘잠행력에 대한 직관’이다.

따라서 게송은 ‘잠행력에 대한 직관→전생에 대한 앎’의 형태를

갖추고 나머지는 생략되었다. 생략된 부분은 ‘잠행력에 대한 직관’

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전 단계에 해당한다. 물론 그 이전 단계는

‘잠행력→상야마’이다. 하지만 ‘대상’에 해당하는 잠행력은 지각되

지 않는 마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야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식을 위한 선행 단계를 또다시 필요로 한다. 그 선행

단계는 앞서 살펴본 추리를 통한 인식이다.

정리하면 이 게송은 초자연력을 다루는 게송의 일반적인 형식

인 ‘대상→상야마→능력’에서 ‘대상→상야마’의 과정 자체가 생략

되어 있다. 또한 대상인 잠행력의 ‘지각되지 않는 마음의 속성’이

27) 遠藤康(1987) p. 985 참조.

28) Rukmani(1981)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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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특성상 ‘추리→인식→대상’이라는 또 다른 선행 단계를 필요

로 한다.

이러한 생략의 목적은 ‘전생에 대한 앎’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

인 ‘잠행력에 대한 직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잠행

력에 대한 직관’은 잠행력이라는 대상에 대하여 수단인 상야마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곧 직관이 상

야마보다 상위에 있다는 인식의 증거라 하겠다.29)

따라서 이 게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행력에 대해 상야마가

이루어질 경우, ‘잠행력에 대한 직관’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

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30) ‘잠행력에 대한 직관’이야말로 ‘전생에

관한 앎’이라는 초자연력 획득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3. 잠행력의 특수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잠행력의 직관은 잠행력에 대한 상야마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Ybh는 여기에 한 가지 단서를 추가

한다. 즉, 장소(deśa), 시간(kāla), 원인(nimitta)에 대한 경험이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31)

Yv에 따르면 장소는 ‘도시’와 같이 태어난 장소를, 시간은 유가

(yuga)의 주기를, 원인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의미한다.32) 이

29) “그는 ‘teṣu saṃyama’라는 [말을 통해] 상야마를 잠행력에 대한 직관의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saṃskāra-sākṣāt-kāra-kāraṇa-tayā saṃyamaḥ

vyācaṣṭe teṣu saṃyama iti/ Yv. p. 96. ll. 9-10.
30) Rukmani(1981) p. 95.

31) “그리고 장소와 시간과 원인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그것들에 대한

직관도 없다.” na ca deśa-kāla-nimittānubhavair vinā teṣām asti

sākṣāt-karaṇam// Ybh. p. 144. l. 12.
32) “장소는 도시 등의 출생지, 시간은 우주 순환의 어느 시기(yuga), 원인은

부모 등 이다.” deśo janmabhūmirnagarādiḥ, kālo yugādiḥ, nimitt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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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조건은 잠행력의 개별적 대상(viṣaya)으로, 이것들을 대

상으로 삼지 않는 한 잠행력에 대한 직접 지각은 이루어지지 않

는다. Tv는 잠행력과 그것에 부수하는 것들, 즉, 장소, 시간, 원인

등에 대한 직관에 의해서 비로소 전생의 삶과 같은 것에 대한 직

관이 생긴다고 설명한다.33)

추리의 인식은 보편(sāmānya)을 대상으로 하지만 직관의 인식

은 특수(viśeṣa)를 대상으로 한다.34) 따라서 지각되지 않던 잠행력

을 추리를 통해 인식한다는 것은 잠행력이 기체인 마음에 대한

속성으로서 보편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속성인 잠행력도 기억에 대해서는 기체가 된다.

잠복된 인상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라 표상을 형성해야만 기억

은 기억으로서 인식되기 때문이다.35) 이제는 장소, 시간, 원인 등

이 잠행력에 대해 개별적인 대상을 이룬다. 개별적인 대상을 가진

다는 것은 그것이 직관의 인식 영역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리에 의해 인식된 잠행력은 장소, 시간, 원인이라는 개

별적 대상을 갖추어 특수의 영역으로 나아가 비로소 직관을 위한

상야마의 대상이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잠행력

인식수단 추리 직관

대 상 마음 시간 장소 원인

위 상 마음의 속성 기억의 기체

인식영역 보편 특수

상야마의 적용 × ○

Ybh는 잠행력에 대해 훈습(薰習)을 특성으로 하는 것과 선 악

mātāpitrādiḥ/ Yv. p. 96, ll. 22-3.
33) “잠행력과 그것에 부수하는 것들에 대한 직관은 삶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한 직관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sānubandhasaṃskārasākṣātkāra eva

nāntarīyakatayā jātyādisākṣātkāramākṣipatīty arthaḥ// Tv. p. 145. l. 22.
34) Ybh. 1. 7 ; 山下幸一(1980), p. 236.
35) 정승석(2001) p. 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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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성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기억과 번뇌의 원인으

로, 후자를 과보의 원인으로 파악한다.36) 즉, 요가에서의 잠행력은

기억 자취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위를 추진하는 힘이라는 것이

다.37) 그런데 Ys 3장 18송이 ‘전생에 대한 앎’을 주제로 하고 있음

을 고려할 때, parajāti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점은

기억과 관련된 잠행력이다.

기억은 경험한 대상을 잃지 않는 것으로, 인식 대상의 양태에

근거하는 것이다.38) 이와 같이 대상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발생한

기억은 의식의 표면에 있다가 마음속에 잠복한다. 이러한 잠복된

기억을 잠행력이라고 하며,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표출할 가능성을 지닌다. 따라서 잠행력은 출생과 장소와 시간에

의해 격리될지라도 결코 단절되지 않는다.39)

물론 과거(전생)에 형성된 잠행력40)이 기억의 형태로 떠오르게

되면, 떠오른 기억은 필히 기억을 발생케 한 장소, 시간, 원인의

경험을 상기시킨다. 즉 전생에 형성된 장소, 시간, 원인이라는 경

험을 간직하고 있는 잠행력들에 대해 행하는 상야마에 의해 ‘잠행

력에 대한 직관’이 가능한 것이다. ‘잠행력에 대한 직관’은 바로

‘전생에 대한 앎’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된다. 이것이 이 게송에

36) “실로 이 잠행력들은 두 가지이다. [즉 하나는] 그 특성이 훈습인

것들로서 기억과 번뇌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특성이

선과 악인 것들로서 과보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dvaye khalv amī

saṃskārāḥ smṛti-kleśa-hetavo vāsanā-rūpāḥ, vipāka-hetavo

dharmādharma-rūpāḥ// Ybh p. 144. ll. 10-11.
37) 정승석(2001) p. 50.

38) “기억이란 경험된 대상을 잃지 않는 것이다.” anubhūtaviṣayāsampramoṣaḥ
smŗtiḥ // Ys. 1. 11 ; “기억은 인식 대상의 양태에 근거한 것이다.”
grāhyākārapūrvā smŗtiḥ / Ybh. p. 16. l. 6.

39) “출생과 장소와 시간에 의해 격리[될지라도 그것]들(훈습)은 단절되지

않는다. 기억과 잠행력의 동질성 때문이다.”

jāti-deśa-kāla-vyavahitānām apy ānantaryyaṃ smṛti-saṃskārayor

ekarūpatvāt// Ys. 4. 9
40) “그것들은 전생에 형성된 것들이다.” te pūrvabhavābhisaṃkṛtāḥ/ Ybh.

p. 144. l.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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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생에 대한 앎’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이다.

Ⅳ. 결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Ybh가 잠행력에 대해 제시한 두 가지

조건들, 즉 ‘전생에 형성된 것’, ‘시간, 장소, 원인에 대한 경험’은

‘전생의 앎’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만일 parajāti를 ‘내생’으로,

paratrāpy evam eva를 ‘다른 경우에도 그와 같이’라고 해석한다면

위 조건들 역시 ‘내생의 앎’을 위한 조건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하

지만 ‘내생의 앎’을 위한 조건으로서 위 두 가지는 절대적이지 않

다.

내생이라는 과보의 원인인 잠행력이 반드시 ‘전생에 형성된 것’

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생에 형성된 잠행력 또한 내생을

결정짓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 장소, 원인에

대한 경험을 포함하지 않는 잠행력, 즉 번뇌로 부터 비롯된 잠행

력 따위도 과보를 낳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Ybh에서 한정

하고 있는 잠행력의 조건을 고려할 때, parajāti가 반드시 ‘내생’을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parajāti를 ‘[타인의] 전생’으로 해석할 경우, 상야마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잠행력은 추리를 통한 인식과 개별적인 대상

에 대한 직관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각되지 않는 잠행력을 추리를

통해 인식하듯이 전생에 형성된 타인의 잠행력 또한 추리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타인의 잠행력 또한 “시간, 장소, 원인에 대한 경

험이 있어야 한다.”는 Ybh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parajāti는 ‘[타인의] 전생’

을 의도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Ys가 해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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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는 수행을 가장 큰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자

연력이 발생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요기에게 있어서 결정된 내생

이란 수행의 논리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41)은 이러한 해석 가능성

에 더욱 무게를 실어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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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pretation of Parajāti for Yogasūtra-bhāṣya

Ahn, Pilseop

(Dongguk University)

The parajāti of Ybh 3. 18 is having duplex meaning. So

each commentator and morden scholar makes two different

interpretation, subsequent life of mine and previous life of

others. We must treated whole the sentence that contained

this duplex meaning for solve this problem.

For this, we must understand that the saMskAra as

object having peculiarity and the basic prerequisite which

perception of the saMskAra leads logic and experience

certainly. And the objective of the Ys. 3. 18, I think that

propositions of the logic for Ys 1 and 2 there is a place

where it applies with the subject which is an acquisition of

the knowledge against a previous life.

It follows hereupon and it perceives the saMskAra in

set of the recognition means for and recognition means to

follow, phase of the saMskAra which changes, against the

recognition method back of the saMskAra which it follows

in phase difference it investigated.

It was like that and it grasped to this song with two

branch structure, ‘saMyama about saMskAra →

sAkSAt-kAraNa about saMskAra → knowledge of previous

life’ and ‘sAmanya from anumAna → The vizeSa which

leads an experience → saMyama about saMskAra’

I think the supernatural power and being absur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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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regards and being overconfident is a place where it

understands the Ys and entirely the help does not become. I

think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grasp the logical structure

which the Ys and the Ybh are having.

Keywords : saMyama, sAkSAt-kAraNa, saMskAra,

anumAna, supernatural power, previou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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