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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요어: 요가 호흡법, 조식(調息), 푸라카, 레차카, 쿰바카]

요가 수트라에서 조식은 들숨과 날숨을 포함한 ‘숨의 억제’로 정의
된다. 조식의 세 작용 중 ‘억제 작용’은 제3 조식인 쿰바카로 불린다. 이

것은 푸라카(들숨 후 중지)와 레차카(날숨 후 중지) 중 숙달된 어느 한

쪽에서 중지를 강화함으로써 호흡을 모두 억제하는 것이다.

제3 조식은 그 범위와 노력에서 제4 조식과 차별된다. 전자는 숙달된

레차카와 푸라카 중 어느 하나로 개시되고, 후자는 쿰바카의 성취가 자

각된 시점에서 개시된다. 또한 전자는 단번의 노력으로 즉각 성취되는

반면, 후자는 많은 노력에 의해 단계적으로 성취된다.

조식의 진전 상태는 장소, 시간, 수(數)로써 관찰된다. 이것들의 용도

는 호흡이 미치는 범위와 호흡이 억제되는 시간으로써 조식의 상태를

관찰하는 데 있다.

이 같은 조식은 총지(總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명상의 일환이며,

삼매로 나아가는 토대로서 그 의의를 지닌다.

Ⅰ. 머리말

다스굽타는 인도철학사라는 대작의 저자이면서 특히 요가 철
학에 조예가 깊었다. 그는 호흡을 중지하여 명백한 생명 정지의

상태로 한 달 이상을 지낸 요기(요가 수행자)들의 사례가 충분히

입증되어 있다고 한다. 더욱이 그 자신도 그러한 상태로 9일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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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는 요기를 목격했다고 한다.1)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사례가 인도의 전통에서는 호흡법에 통달한 요기

의 특수 능력으로 인정된다.

인도의 수행 전통에서는 종파를 불문하고 수행 체계가 정립되

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시되었던 것이 호흡법이었다. 고도의 정신

적 안정을 추구하는 명상은 호흡을 제어하는 데서부터 개시된다.

이뿐만 아니라 호흡의 안정 상태는 마음의 안정 상태와 동일시되

기도 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한

전거들이 있다.

불교의 안반수의경2)은 호흡과 명상의 관계를 전면에 내세워 수

행법을 체계화한 대표적인 전거이다. 이 경의 내용은 호흡에 정신

을 집중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신의 안정을 가져 오고 나아가 깨

달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수행법이다.3) 이 수행법은 안반념법

(安般念法) 또는 수식관(數息觀)으로 알려져 있다. 안반념은 안반

수의(安般守意, ānāpānasati)의 동의어이다. 安은 āna(入息, 들숨)

를 축약한 음역이고, 般은 āpāna(出息, 날숨)를 축약한 음역이며,

守意는 sati(念)의 의역이다. 따라서 안반수의는 들숨과 날숨에 정

신을 집중하여 명상을 심화해 가는 수행이다.4)

그러나 이 안반념법은 호흡 제어를 수행법의 근간으로 중시했

1) 다스굽타, p. 103. 그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도 소개한다. “이와

관련하여 하리다스 성인의 예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엄격한 감시하에서

40일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다. 그가 40일 동안 숨도 쉬지 않고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은 생명 정지의 상태로 땅속에 묻혀 있다 나왔을 때, 그는

숨도 쉬지 않고 심장도 뛰지 않는 명백히 무생명 상태였다. 그러나 그의

몸을 문지르고 물을 많이 붓자, 그는 다시 살아나 정상적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

2) 佛說大安般守意經, 大正 15, pp. 163-173.

3) 정태혁(1991) p. 18.

4) ānāpānasati를 “舊譯에서는 安般 또는 安那般那라고 하고 新譯에서는

阿那波那 또는 阿那阿波那라고 하여 數息이라고 번역한다. 이것은

出息 入息을 數로 세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관법이다.” 정태혁(1998) p.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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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기존의 전통을 불교적으로 원용한 것이다. 인도의 고대 문헌에

서 호흡 제어는 일찍이 prāṇāyāma라는 용어로 등장했다. 흔히 조

식(調息)이라는 번역어로 통용되는 prāṇāyāma5)는 제식 문헌(Brā

hmaṇa)에서 고행(tapas)의 한 형태로 간주되었고, 이후의 법전(D

harma-śāstra)들에서는 이 조식을 최고의 고행으로 간주했다.6)

그리고 이 같은 인식은 고전 요가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7)

수행에서 조식, 즉 호흡 제어를 중시하는 관념은 요가에서 정점

에 이르렀다. 사실 요가 수트라에서는 조식을 요가 실행의 여덟
가지(8지) 중 제4지로 제시한다. 이 체계에서 조식은 제8지인 삼

매를 목표로 하는 명상의 가동 단계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조식

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호흡 조절이 아니라 호흡의 중지이다.

그리고 후대의 하타 요가에서는 호흡 중지의 상태를 쿰바카(kum

bhaka) 또는 가타(ghaṭa)라고 부르면서, 이 자체를 수행력의 척도

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절대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쉬바 상히
타에서는 “호흡 수련의 최고인 중지 상태가 될 때, 이 윤회의 세
계에서 성취할 수 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8)라고 가르친다.

앞에서 다스굽타가 소개한 사례도 조식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의

실태에 속한다. 그리고 수행의 공통 기반이었던 조식이 특히 요가

5) 이 밖에 調氣 制氣 등의 번역어로도 통용되나, 調息이 더욱 일반적으로

통용되므로 본론에서는 prāṇāyāma의 번역어를 調息으로 통일한다.

그러나 이는 서술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다. 調息, 調氣 制氣 등에서

어느 것도 요가 수행론의 원의를 그대로 전달하지는 못한다.

prāṇāyāma의 수행론적 의미는 ‘숨의 억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호흡 제어’가 무난하다.

6) 고행이 요가로 병합되는 수행 전통의 추이에서 조식(prāṇāyāma)은

중추적인 매개체가 된다. 이에 관한 고찰은 정승석, pp. 156-161 참조.

여기서 調息을 8지의 ‘제3지’로 기재(p. 159)한 것은 ‘제4지’의 오기임.

7) 예를 들어 요가 수트라의 주석에서는 “調息보다 나은 고행은 없다.
이로부터 오염된 것들은 완전히 정화되고, 지혜는 빛난다.”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본론의 각주 76 참조.

8) yadā bhavedghaṭāvasthā pavanābhyāsinaḥ parā/ tadā

saṃsāracakre'smin tannāsti yanna sādhayet// Śs 3.63. Ghosh,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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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 온 것은 고전 요가의 기반인 요가 수트
라에서 유래한다. 즉 요가 수트라의 제2장에서 조식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교시되어 있다.

제49송 : 조식의 정의

제50송 : 조식의 세 작용

제51송 : 제4 조식

제52～53송 : 조식의 효과

이와 같은 요가 수트라의 교시는 이후의 수행 전통에서 중시
되는 호흡법의 원리인 동시에 호흡법 개발의 전거가 된다. 다만

요가 수트라의 교시는 너무 간명하여, 후대의 요가에서 확장 또는

발전된 호흡법과의 연관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연관성은 고

전 요가에서 제시한 호흡법의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

다. 그리고 호흡법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석에 의한 면밀

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론은 요가 수트라의 교시 체계에 따라 조식에 대한
고전 요가의 관념을 고찰하면서 조식 이해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고전 요가에서 제시한 호흡법의 원리를 정립하고자 한다. 특히 쿰

바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조식 작용의 차별성을 원전의 맥락에

따라 해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Ⅱ. 조식의 정의

조식에 대한 요가 수트라의 정의는 간명하다. 즉 요가 실행의
8지를 설명하는 데서 조식은 “들숨과 날숨의 진행을 중지하는

것”9)으로 정의된다. 이에 대해 Ybh는 다음과 같이 약간 구체적으

9) “그것(좌법)이 이루어져 있을 때, 들숨과 날숨의 진행을 중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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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한다.

외부의 공기를 마시는 것이 들숨이고, 뱃속의 공기를 내보내는 것

이 날숨인데, 좌법에 능통해 있을 때, 이 둘의 진행을 중지하여 둘이

없게 되는 것이 조식이다.10)

여기서 “들숨과 날숨의 진행을 중지하는 것”은 간략하게 ‘호흡

진행의 중지’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지식(止息), 즉 숨을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들숨(入息)-날숨(出息)

-중지(止息)’라는 반복 과정에 있는 중지라고 이해된다. 다시 말해

서 조식이 ‘들숨-날숨-중지’라는 일련의 과정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11)

그런데 후속하는 제50송에서는 ‘들숨-날숨-중지’에 상당하는 3

단계를 조식의 세 작용으로 교시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조식의

정의에는 보다 특별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Ybh에 대한 주석인 Tv는 바로 이 점을 직시하여 다음과 같

이 조식을 보충 설명한다. 여기서 Tv는 제50송에서 적용할 용어

들을 앞당겨 구사함으로써 상식적 이해를 거부한다.

‘호흡(들숨과 날숨) 진행의 중지’는 레차카(recaka), 푸라카(pūraka),

쿰바카(kumbhaka)에 있다. 이것이 조식의 보편적인 특징이다.12) 즉

調息이다.” tasminsati śvāsapraśvāsayorgativicchedaḥ prāṇāyāmaḥ// Ys

2.49. 원문에서 praśvāsa는 일반적으로 들숨(入息)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날숨(出息)의 의미로 구사되고 있다. 漢譯 불전에서도 praśvāsa가

出息으로 번역된 예가 있다.

10) satyāsanajaye bāhyasya vāyorācamanaṃ śvāsaḥ, kauṣṭhyasya

vāyorniḥsāraṇaṃ praśvāsaḥ, tayorgativiccheda ubhayābhāvaḥ

prāṇāyāmaḥ// Ybh 2.49.

11) Ybh는 제1장에서 이미 “중지(止息)가 調息이다.”(vidhāraṇaṃ

prāṇāyāmaḥ/ 1.34.)라고 명시한 바 있다.

12) Tv의 최초 번역자인 Rāma Prasāda는 이에 해당하는 원문을 “그러므로

이것(호흡 진행의 중지)은 평범한 조식을 묘사한다.”(Prasād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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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라카에서 외부의 공기가 흡입되어 내부에 존속할 때, 거기에 ‘호흡

진행의 중지’가 있다. 레차카에서 뱃속의 공기가 방출되어 외부에 존

속할 때도 거기에 ‘호흡 진행의 중지’가 있다. 쿰바카에서도 그와 같다.

[즉 ‘호흡 진행의 중지’가 있다.] Ybh는 바로 이것을 일컬어 “좌법에

[능통해] 있을 때”라고 말한다.13)

위의 설명에는 ‘호흡 진행의 중지’ 즉 조식의 용도가 구체적으

로 적용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조식은 레차카, 푸라카, 쿰바카라

는 3항마다 적용되어 있는 삼중의 공통 과정이다. Tv는 이 점을

‘조식의 보편적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특징을 간단히 도식

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식 1> {푸라카-조식} → {레차카-조식} → {쿰바카-조식}

여기서는 푸라카, 레차카, 쿰바카가 조식과는 별개의 것으로 간

주되어 있다. Tv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을 훨씬 후대의 Yv에서

도 “그것(조식)은 레차카와 푸라카와 쿰바카에 뒤따른다.”14)라는

단문으로 설명을 대신한다. 따라서 이 경우의 푸라카, 레차카, 쿰

바카는 각각 들숨, 날숨, 중지를 가리킨다.15) 이에 따라 위의 도식

172)라고 번역했다. 여기서 ‘평범한’이라는 말은 일상 생활이 아니라 호흡

수련을 전제로 한 것일 때만 타당하다. 그리고 이 경우는 제50송에서

고찰할 조식의 세 작용 중 억제 작용(쿰바카)과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3) recakapūrakakumbhakeṣvasti śvāsapraśvāsayorgativiccheda iti

prāṇāyāmasāmānyalakṣaṇametaditi/ tathāhi yatra bāhyo

vāyurācamyāntardhāryate pūrake tatrāsti

śvāsapraśvāsayorgativicchedaḥ/ yatrāpi kauṣṭhyo vāyurvirecya

bāhirdhāryate recake tatrāsti sapraśvāsayorgativicchedaḥ/ evaṃ

kumbhake'pīti/ tadetadbhāṣyeṇocyate satyāsaneti// Tv 2.49.

14) sa ca recakapūrakakumbhakeṣvaugataḥ/ Yv 2.49.

15) Tv는 레차카, 푸라카, 쿰바카를 이중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축소된 의미이다. 제50송에서 구사하는 본래 의미에 의하면

레차카는 조식의 외적 작용(날숨-중지), 푸라카는 내적 작용(들숨-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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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이 환원된다. 아래 도식에서는 조식도 중지(호흡 진

행의 중지)로 환원했다.

<도식 2> {들숨-중지} → {날숨-중지} → {중지-중지}

두 도식을 비교하면 {쿰바카-조식}은 {중지-중지}를 달리 표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쿰바카와 조식(중지)은 동어 반

복이 된다. 이 때문에 여기서는 쿰바카와 조식(중지)의 관계가 쟁

점으로 떠오른다. 이 쟁점은 후대의 주석자들 사이에서도 인식되

었던 듯하다. 그래서 Yv에서는 <도식 1>을 제시하고16) 나서, 곧

바로 이에 대한 반론을 상정하여 다음과 같이 상설한다.

만약 하나의 조식이 셋과 합류하여 각각에 대해서도 조식이 되는

오류에 의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즉 조식을 레차카와 푸라카

와 쿰바카로써 이해해야 한다는 등으로 설명하는 것은 모순이 될 것

이라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다. 셋에 대해 첫째 단계에서는 순차로 함

께 실행하는 실천법 때문에 하나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차카, 푸라카, 쿰바카를 언급하는] 그와 같은 말

씀들에서는 조식이 오직 [셋과] 합류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17) [예

를 들어] “레차카와 푸라카를 버리고서 안락하게 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조식으로 불리며, 참으로 그것이 순전한 쿰바카이다.”라고 설

하는 바시슈타 상히타(vāsiṣṭhasaṃhitā)에서는 순전한 쿰바카에 대

쿰바카는 억제 작용(호흡 중지)이다. “레차카를 ‘여기서 숨을 내쉬고

[나서 진행이 없는 것이 그 외적 작용이다.]’라고 설명했고, 푸라카를

‘여기서 숨을 들이쉬고 [나서 진행이 없는 것이 그 내적 작용이다.]’라고

설명했으며, 쿰바카를 ‘셋째[인 억제 작용이란 여기서 단번의 노력을

통해 [숨이 들고 나는] 그 둘이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recakamāha yatra praśvāseti/ pūrakamāha yatra śvāseti/

kumbhakamāha tṛtīya iti/ Tv 2.50. [ ]의 내용은 Tv의 저자가 Ybh의

서술을 생략한 부분.

16) 전기한 각주 14.

17) “조식이 오직 [셋과] 합류된 것”이란 <도식 1>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본론의 각주 15에서 지적한 이중적 의미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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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조식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18)

이 설명을 음미하면 조식은 일반 의미의 것과 특수 의미의 것

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호흡 수련의 첫 단계에서 셋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후자는 쿰바카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후자

는 “레차카와 푸라카를 버리고서 안락하게 숨을 유지하는” 특수

하고 전문적인 조식이다. 그러므로 Yv가 이 문제에 대해 “자연 발

생적인 들숨과 날숨을 거부하는 것이 오직 조식의 의미이다.”19)라

고 도출한 결론에서 조식의 정의를 재확인할 수 있다.

Yv의 결론은 조식의 성격을 간명하게 잘 반영한다. 다만 조식

정의의 중요한 전제, 즉 “좌법에 능통해 있을 때”라는 조건을 함

께 고려할 때 조식의 성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Yv의 결론은 조식이 인위적인 호흡 중지임을 지적한다. 즉 조

식은 일상적인 호흡의 흐름에 속하는 중지를 일컫는 것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들숨과 날숨을 중지하는 것이 조식이다. 이 중지의 심

화 상태는 쿰바카로 불리지만, 이것은 후대의 관념이다. 이 같은

성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자면, 조식은 ‘숨의 억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일상적 활동에서는 이러한 조식을 유지할 수 없다. 다만 명

상에 돌입할 자세가 확립되어 있을 때라야 그러한 조식의 수련과

심화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조식의 정의에는 “좌법에 능통해 있

을 때”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18) nanvevaṃ pratyekasyāpi prāṇāyāmatvāpattyā

tribhirmilitvaikaprāṇāyāma iti, prāṇāyāmastu vijñeyo

recakapūrakakumbhaiḥ ityādivākyoktaṃ vyāhanyeteti cet? na,

trayāṇāṃ paurvāparyeṇa prathamabhūmikāyāṃ

sahānuṣṭhānaniyamādekatvavyavahāropapatteḥ/ na tu tādṛśavākyeṣu

militānāmeva prāṇāyāmatvaṃ vivakṣitam, recakaṃ pūrakaṃ tyaktavā

sūkhaṃ yadvāyudhāraṇam/ prāṇāyāmo'yamityuktaḥ sa vai

kevalakumbhakaḥ// iti vāsiṣṭhasaṃhitādau kevalakumbhakasyāpi

prāṇāyāmatvavacanāditi/ Yv 2.49.

19) svābhāvikaśvāsapraśvāsayoḥ pratiṣedhaḥ prāṇāyāma ityevārthaḥ// Yv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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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고찰을 반영하면, 조식이란 일단 들숨과 날숨을 포함한

‘숨의 억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일단’이라고 말한 것은

푸라카, 레차카, 쿰바카 중의 쿰바카에 더 규명해야 할 문제가 남

아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고전 요가의 이론을 구축한 Ybh에는 푸라카, 레차카, 쿰바

카가 전문 용어로 인식된 흔적이 전혀 없다.20) 다만 푸라카가 술

어로서 구사되고 있을 뿐이다. 샹카라(Śaṅkara)의 저작으로 전승

된 Ybhv에서도 마찬가지이다. Ybhv는 제50송에 대한 해설에서 푸

라카와 레차카를 각각 들숨과 날숨을 상태로 언급하지만 쿰바카

는 언급하지 않는다. 더욱이 조식을 정의하는 제49송에 대해서는

소위 5풍(風) 중 apāna와 prāṇa로써 Ybh의 들숨과 날숨을 설명할

뿐이다.21)

요가의 전통에서 조식을 푸라카, 레차카, 쿰바카로 분류하는 것

은 하타 요가의 특징적인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분류

법을 정통 학파에서는 Tv가 이미 사용하고 있다.22) Tv는 특히 제

50송에서 교시하는 조식의 세 작용을 염두에 두고 이 용어들을

적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쿰바카에도 조식이 있다(쿰바카-

조식)고 하는 Tv의 설명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기계적인 적용

20) 이것들은 후대에 사용된 신조어로 간주된다. 고대부터 사용되었다면,

요가 수트라의 저자도 그것들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한다. Āraṇya, p.
232.

21) “대롱으로 물을 계속 흡입하듯이, 아파나(apāna, 下氣)라는 숨과 결합한

외부의 공기를 두 콧구멍으로 계속 흡입한다. 그러한 흡입이 들숨이다.

[Ybh에서 말하는] ‘뱃속의 공기를 배출하는 것’도 그와 같다. [즉]

프라나(prāṇa, 生氣)의 작용과 결합해 있는 것이 실로 뱃속의 공기인데,

이것을 외부로 내보내는 것이 날숨이다.”

(yathā santatatvādudakaṃ nālenākṛṣyate, tathā santatatvāt

nāsikāpuṭanālābhyāmapānavāyusambandho bahirvāyurākṛṣyate,

tadākarṣaṇaṃ śvāsaḥ/ tathā kauṣṭḥyavāyorniścāraṇam/

prāṇavṛttisambandho hi kauṣṭhyo vāyuḥ/ tasya bahirniḥsāraṇam

praśvāsaḥ/ Ybhv 2.49.) 여기서는 Ybh의 niḥsāraṇam이 niścāraṇam로

바뀌었으나 의미에는 변함이 없다.

22) 番場 裕之, p. 471 참조.



106 ∙ 印度哲學 제22집

이다. ‘쿰바카-조식’은 동어 반복으로 숨의 억제를 강조하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23) 제50송을 고찰함으로써 이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조식의 세 작용

요가 수트라는 제50송으로 조식의 구체적인 방법을 교시한다.
그러나 이 교시는 제49송으로 이해되었던 조식의 정의에 혼동을

야기한다. 다음과 같이 조식의 세 작용 중에는 ‘억제 작용’이 포함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숨의 억제’로 이해할 수 있었던 조식과

동일한 작용인 것처럼 보인다.

[조식의] 외적 작용, 내적 작용, 억제 작용은 장소와 시간과 수(數)

에 의해 관찰되는 길고 미세한 것이다.24)

여기서 조식의 외적 작용과 내적 작용은 Ybh의 해설만으로 쉽

게 이해된다. 즉 외적 작용이란 숨을 내쉬고 나서 중지하는 것이

고, 내적 작용이란 숨을 들이쉬고 나서 중지하는 것이다.25) 그러

23) <도식 1>의 {쿰바카-조식}은 <도식 2>의 {중지-중지}로 환원되듯이,

호흡을 중지하는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Rukmani(p. 220, n. 4)도 <도식 1>의 내용에 대해 “숨의 억제,

즉 조식은 날숨(레차카) 다음에, 또는 들숨(푸라카) 다음에, 또는 그

자체로서(쿰바카) 가능하다.”라고 주기한다.

24) bāhyābhyantarastambhavṛttirdeśakālasaṃkhyābhiḥ paridṛṣṭo

dīrghasūkṣmaḥ// Ys 2.50. 이 축어역을 의역으로 바꾸면 “[조식의] 외적

작용, 내적 작용, 억제 작용은 장소와 시간과 數에 의해 관찰될 때, 길고

미세하게 된다.”라는 뜻이 된다.

25) “여기서 숨을 내쉬고 나서 진행이 없는 것이 그 외적 작용이며, 여기서

숨을 들이쉬고 나서 진행이 없는 것이 그 내적 작용이다.” (ya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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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억제 작용에 대해서는 의도하는 실제

동작을 파악하는 데 모호함이 있다.

셋째인 억제 작용이란 여기서 단번의 노력을 통해 [숨이 들고 나는]

그 둘이 없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뜨거운 돌에 부은 물은 어느 곳

에서나 증발할 수밖에 없듯이, 그 둘의 진행은 동시에 없게 된다.26)

3.1. 조식의 억제 작용

들숨과 날숨은 호흡의 생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

에 없다. 이 때문에 억제 작용을 설명하는 ‘단번의 노력’은 해석상

의 관건이 된다. 여기서 ‘단번의’에 해당하는 원어 sakṛt는 ‘함께

실행하는’ 또는 ‘동시에 실행하는’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호흡의 생리적 순차를 고려하면, ‘함께’ 또는 ‘동시에’라는 말 그대

로의 의미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에 전제되는 들숨과 날숨이

함께 또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대의 번역자들

사이에서 일치하는 인식을 따르면, ‘단번의 노력’이란 곧 ‘단일한

노력’이다.27)

praśvāsapūrvako gatyabhāvaḥ sa bāhyaḥ, yatra śvāsapūrvako

gatyabhāvaḥ sa ābhyantaraḥ/ Ybh 2.50.) Leggett의 영역에는 착오가

있다. 날숨으로 이해해야 할 praśvāsa를 ‘들숨’으로 번역함으로써,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정반대로 묘사되었다. “이것들 중에서 [충분한] 들숨

후에 진행을 멈추는 것이 외적인 것이고, 다음으로 [충분한] 날숨 후에

진행을 멈추는 것이 내적인 것이다.” Leggett, p. 275. 그러나 제49송의

번역에서는 praśvāsa를 ‘날숨’으로 번역했다.

26) tṛtīyaḥ stambhavṛttiryatrobhayābhāvaḥ sakṛtprayatnādbhavati, yathā

tapte nyastamupale jalaṃ sarvataḥ saṅkocamāpadyeta tathā

dvayoryugapadgatyabhāva iti/ Ybh 2.50.

27) 영역자들은 ‘단번의 노력’의 원어인 sakṛtprayatna를 한결같이 ‘단일한

노력’으로 이해한다. 즉 Prāsāda(p. 172), Woods(p. 193),



108 ∙ 印度哲學 제22집

그러나 ‘단일한 노력’이 원의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Ybh에 대

한 주석들로는 그 구체적인 양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아래의 예시

와 같이 ‘단일한 노력’의 방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Ybhv : 거기서 ‘둘이 없게 되는 것’이란 흡입과 배출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번의(단일한)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28)

Tv : 그와 같이 흐름의 성질을 가진 이 숨도 강력한 억제의 노력으

로 자신의 활동이 중지될 때, 한껏 미세한 상태로 바로 그 신체에 흡

수된다. 이로써 [억제 작용은] 채우는 푸라카도 아니며, 이로써 방출하

는 레차카도 아니다.29)

이 설명들의 요점은, 단번의 노력 또는 단일한 노력의 결과로

들숨과 날숨의 활동이 모두 중지된다는 것이다. 다만 Tv의 설명

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이에 의하면, 억제 작용의 결과로 숨

은 신체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상태로 존속한

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강력한 억제의 노력’이다. 즉 단번 또는

단일에는 ‘강력한’이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어쨌든 단번의(단일한) 노력이 들숨과 날숨을 동시에 억제하는

Mukerji(Āraṇya, p. 232, 235), Rukmani(p. 222), Leggett(p. 276) 등은

이것을 a single effort 또는 one effort로 번역한다. ‘한 번(一度)의

노력’으로 번역한 本多(p. 146)도 이와 유사하다. 그러나 Āraṇya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단일한 노력’이 함축하는 의미를 명시하지

않는다. 일례로 Leggett(p. 276)는 문제의 원문을 “들이쉬지도 않고

내쉬지도 않는 다른 둘의 어느 한쪽이 앞서지 않고, ‘단일한 노력’으로

초래되는 정지 작용이 셋째이다.”라고 번역했다. 이 내용을 음미하면

‘단일한 노력’은 ‘동시의 노력’과 같은 것이 된다.

28) tṛtīyastu stambhavṛttiḥ/ tatrobhayābhāvaḥ

ācamananiścāraṇayorabhāvaḥ/ sa tu sakṛtprayatnāt prabhavati/

29) evamayamapi māruto vahanaśīlo

balavadvidhārakaprayatnaniruddhakriyaḥ śarīra eva

sūkśmībhṛto'vatiṣṭhate natu pūrayati yena pūrakaḥ/ na tu recayati

yena recaka 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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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일 수는 없다. 숨을 억제하는 단번 또는 단일한 노력은 오직

들숨과 날숨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점에서

‘단번의 노력’에는 호흡의 자연적 순차가 전제되어 있다. Ybh를

번역한 현대의 요가 학자들 중 Āraṇya30)의 해설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그의 설명은 원전의 맥락과

호흡의 자연적 순차에 합당한 것으로 신뢰할 만하다.

셋째 작용인 stambhavṛtti(억제 작용)에서는 들숨이나 날숨을 시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들숨이나 날숨의 과정 중 어느 하나에서 단일한

노력으로, 허파에 약간의 공기를 남긴 채 호흡의 전체적 중지를 수반

한다. 이렇게 허파에 남아 있는 공기는 점진적으로 소진된다. 이 작용

은 온몸에서 공기가 빠져 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일으킨다.31)

이에 의하면 ‘단번의(단일한) 노력이란 들숨-중지, 날숨-중지로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노력을 집약함

으로써 호흡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전거로는 Yv의 설명이 주목된다. 여기서는 Tv처럼 억제 작용을

쿰바카로 간주한다.32)

그런데 외적 작용, 내적 작용, 억제 작용을 갖는 그 조식은 레차카,

푸라카, 쿰바카로 구분되기 때문에 3종이다. 이에 대해 비슈누 푸라나

(Viṣṇu-purāṇa)에서는 “날숨과 들숨이 서로 진압하는 것이 그 2종이

며, 이로써 그 둘을 억제하기 때문에 셋째가 있다.”라고 설했다.33)

30) Āraṇya는 정규 교육을 받은 후 출가하여 옛 성자들의 방식대로 전통적

수행에 전념했던 학자였다. Ybh에 대한 Āraṇya의 역주는 벵갈어로

작성되었으나, Mukerji의 영역에 의해 통용되어 있다. Cf. Āraṇya, pp.

ⅺ-ⅻ.

31) Āraṇya, p. 235.

32) 본론의 각주 15 참조.

33) sa tu prāṇāyāmo bāhyavṛttirābhyantaravṛttiḥ stambhavṛttiriti trividhā

recakapūrakakumbhakabhedāt/ taduktaṃ viṣṇupurāṇe/

paraspareṇābhibhavaṃ prāṇāpānau yadānilau/ kurutaḥ sa dvidhā t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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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날숨과 들숨이 서로 진압하는 것이

그 2종이며, 이로써 그 둘을 억제하기 때문에 셋째가 있다.”라는

인용구이다. 이 말의 의미는 호흡의 자연적 순차를 고려할 때라야

파악될 수 있다. 즉 ‘들숨 후 중지’와 ‘날숨 후 중지’는 그 중지의

능력에 따라 교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인용구에서는

“서로 진압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 반복 과정 중에 숙달된

어느 한쪽에서 중지를 강화함으로써 호흡을 모두 억제하는 것이

셋째이다.34) 따라서 인용구에서 ‘이로써’란 “교대하는 그 둘 중의

하나로”라는 뜻이 된다.

이상의 고찰에 의하면 ‘단번의 노력’ 또는 억제 작용은 외적 작

용과 내적 작용이 이루어진 이후에서야 가능하다. 억제 작용을 셋

째로 제시한 자체에 이미 그 실행 단계가 시사되어 있다. 따라서

조식의 세 작용은 다음과 같이 그 양태를 표시할 수 있다.

첫째, 외적 작용 : ① 날숨 후 중지

둘째, 내적 작용 : ② 들숨 후 중지

셋째, 억제 작용 : ①② 중의 어느 하나에 주력.

다만 여기서 억제 작용에는 ①과 ②의 적응이 필수 조건으로

전제되어 있다.35) ①과 ②는 셋째와 비교하여 저차원의 조식으로

tṛtīyaḥ saṃyamāttayoḥ// iti/ Yv 2.50. 여기서 인용한 Viṣṇu-purāṇa의

출처는 6.7.41. Rukmani, p. 223, n. 2.

34) 억제 작용의 억제를 ‘전체적 억제’(total restraint)로 번역한 것은 이와

같은 이해에 의거한다. Prāsada, p. 172. ; Rukmani, p. 223, n. 1.

35) 이러한 조식의 실제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Āraṇya의 다음과 같은

설명이 큰 도움을 준다. “첫 단계에서는 수련을 위해 조식의 외적 또는

내적 작용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해야 한다. 수트라(Ys 1.34)에서는 외적

작용을 선호한다. 일단 한동안은 억제를 실행하여 호흡이 통제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외적 또는 내적 작용 중 어느 하나를 잠시 실행하고

나면 억제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둘 중의 하나를 한동안 실행하고

나서 호흡이 조금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억제의 실행 능력은

자동적으로 개발된다. 처음에는 억제의 능력이 긴 시간의 간격으로

도래하다가, 나중에는 더욱 자주 도래하게 된다. 허파가 가득 확장되어

있거나 완전히 수축되어 있을 때는 억제를 실행하기 어렵다. 그런

상태에서는 외적 작용이나 내적 작용만 가능하다.” Āraṇya,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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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셋째는 고차원의 조식이며, Tv

와 Yv에 의하면 이것이 쿰바카이다. 그런데 제52송에서 언급하는

제4 조식도 쿰바카로 간주되므로 이것은 나중에 또 하나의 쟁점

이 된다. 이에 대해 특히 Yv는 그 쟁점 해결의 열쇠가 ‘단번의 노

력’이라는 말에 있다고 설명한다.

나중에 언급할 쿰바카의 유형인 제4 조식을 배제하기 위해 “단번의

노력을 통해”라고 한정하는 말이 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그것(제

4 조식)은 오직 많은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칠 것이기 때문

이다.36)

위의 설명에 의하면, ‘단번의 노력’이라는 말은 제4 조식과 구별

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제4 조식도 억제 작용인 쿰바카에 속

하기 때문이다. 이제 제49송과 제50송에서 각각 설명하는 조식의

정의와 작용을 대조하여 조식 개념을 일단 정리할 수 있다. 아래

에서 <도식 1>은 제49송, <도식 3>은 제50송을 반영한다.

<도식 1> {푸라카-조식} → {레차카-조식} → {쿰바카-조식}

<도식 3> ⓡ{레차카(①날숨-중지)} ⇄ ⓟ{푸라카(②들숨-중지)} → ⓚ{쿰

바카(①② 중 하나)}

* ⓡ은 외적 작용, ⓟ는 내적 작용, ⓚ는 억제 작용.

조식의 정의에서 조식은 들숨이든 날숨이든 ‘숨의 억제’이므로

<도식 3>은 조식의 정의가 적용되는 실제 양상이다. 그러므로 제

50송에서는 <도식 3>을 조식의 작용으로 교시했다. 이 도식들을

통해 <도식 1>의 {쿰바카-조식}에 있는 조식이 ①이나 ② 이외의

다른 것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쿰바카-

조식}의 실제 양상은 ⓚ(쿰바카)의 경우처럼 ①이나 ②를 실행하

36) vakṣyamāṇasya kumbhakabhedasya caturthaprāṇāyāmasya

vyāvarttanāya sakṛtprayatnāditi viśeṣaṇam/ sa hi

prayatnabāhulyenaiva bhavatīti tatraiva pratipādayiṣyati/ Yv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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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는 ⓡ과 ⓟ의 반복 수련 이후에,

Tv의 설명처럼 “강력한 노력으로” 숨을 억제하는 것이다.37)

결국 ‘단번의 노력’이란 ①(날숨 후 중지)과 ②(들숨 후 중지)

중 어느 한쪽의 중지를 통해 들숨과 날숨을 모두 중지하는 노력

이다. 이 노력은 어느 쪽에서 쿰바카로 돌입할 것인가 하는 시점

의 선택을 요구한다. 이것을 ‘단일한 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들

숨과 날숨이 한결같이 억제된 상태를 지목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숨이 억제된 상태가 들숨과 날숨의 차별 없이 단일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숨의 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 실천 방법이다.38)

한편, 조식의 억제 작용을 설명하면서 ‘단번의 노력’에 ‘강력한’

이라는 조건을 부여한 Tv의 해석은 ‘뜨거운 돌’이라는 비유와 부

합한다. 이 경우, ‘뜨거운 돌’이란 들숨과 날숨이 모두 강력하게 억

제된 상태를 가리킨다.39)

이상과 같이 Ybh에서 언급한 ‘단번의 노력’은 후대에 쿰바카로

통용되는 억제 작용의 특성으로 해석되었다. 이것을 굳이 ‘단번의

노력’으로 표현한 것은 그 강한 어감이 강력한 억제 작용이라는

쿰바카의 특성과 부합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노력

은 신속성을 동반한다는 점도 고려되었다.40)

37) {쿰바카-조식}을 ⓚ와 굳이 차별하자면, 그것을 ‘평범한 조식’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본론의 각주 12 참조.

38) 구체적인 방법은 Āraṇya가 제시했지만(앞의 각주 35), 이에 앞서

Dasgupta도 조식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방법을 시사한 바 있다. “허파를

너무 부풀리지도 않고 너무 수축하지도 않음으로써 전체적 억제를

달성하는 것이 셋째 양식(억제 작용)이다.” Dasgupta, p. 146.

39) “억제 상태에서는 뜨거운 돌에 닿아 금방 증발하는 물처럼, 들숨과

날숨이 극히 미세하고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고 사라진다. 억제된 상태가

뜨거운 돌과 같다.” Rukmani, p. 224. n. 2.

40) 제51송에 대한 주석에서 Tv는 억제 작용이 ‘단번에 즉각’ 발생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단언한다. 본론의 각주 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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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식 작용의 진전

조식 수련의 일차적인 목적은 앞서 언급한 세 작용이 길고 미

세하게 되는 데 있다고 한다. 여기서 작용이란 조식의 정의대로

숨이 억제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Ys에서는 이 상태의 진전

을 관찰하는 척도로서 장소와 시간과 수(數)를 제시했다. Ybh에서

는 이 척도의 적용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셋(외적 작용, 내적 작용, 억제 작용)은 또한 “이것의 범위는 이

만한 정도의 장소이다.”라고 장소에 의해 관찰된다.

시간에 의해 관찰된다는 것은, [세 작용의 상태가] 찰나들의 지속

정도에 의해 구분된다는 뜻이다.

數에 의해 관찰된다는 것은, 얼마만큼의 들숨과 날숨인가에 따라 첫

째 우드가타(udghāta)가 [관찰되고,] 이렇게 파악된 것에 대해 [다시]

얼마만큼[의 들숨과 날숨]인가에 따라 둘째 우드가타가 [관찰되고, 다

시] 이와 같이 셋째 [우드가타가 관찰되며, 또] 그와 같이 약한 것(하

급), 그와 같이 중간인 것(중급), 그와 같이 강한 것(상급)이라고 數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것(조식)은 참으로 이와 같이 실행하여 길고 미세한 것이 된다.41)

이상의 설명에서 장소는 호흡이 미치는 범위를 가리킨다. 시간

은 호흡의 길이를 가리킨다. 數는 호흡의 길이를 ‘우드가타’라는

계량 단위로 평가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것들이 의도하는 구체적

인 내용은 이에 대한 주석서들의 해설로만 알 수 있다. 주석자들

의 해설은 상식적 차원에서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세 가지 척

41) trayo'pyete deśena paridṛṣṭāḥ, iyānasya viṣayo deśa iti/ kālena

paridṛṣāḥ, kṣaṇānāmiyattāvadhāraṇenāvacchinnā ityarthaḥ/

saṃkhyābhiḥ paridṛṣṭāḥ, etāvadbhiḥ śvāsapraśvāsaiḥ prathama

udghātastadvannigṛhītasyaitāvadbhirdvitīya udghāta evaṃ tṛtīya evaṃ

mṛdurevaṃ madhya evaṃ tīvra iti saṃkhyāparidṛṣṭaḥ/ sa

khalvayamevamabhyasto dīrghasūkṣmaḥ// Ybh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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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시간과 數는 조식의 길이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유사하다. 그런데 이 둘은 찰나와 우드가타라는 계량 단위로 차별

되고 있으므로, 특히 ‘우드가타’에 대한 해석이 이해의 관건이다.

먼저 장소에 대해 주석자들은 호흡이 미치는 범위를 조식의 세

작용(외적, 내적, 억제)에 따라 설명한 점에서는 동일하고 그 취지

도 대체로 일치하지만, 그 내용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 Yv는 Tv

를 반영하고 Ybhv는 독자적이다. 특히 Ybhv는 레차카, 푸라카, 쿰

바카라는 용어를 구사하지 않는 점에서 Ybh에 충실한 원초적인

관념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Ybhv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간명

하다.

외적 작용 다음에 내부로 흡입되고 있는 것(숨)은 코끝으로부터 발

가락까지의 장소에 미친다. 마찬가지로 내적 작용 다음에 외부로 배출

되고 있는 숨은 발가락으로부터 코끝까지의 장소에 미친다. 억제 작용

을 통해서 [숨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미친다. 혹은 이 밖에 외부에

도 비타스티(vitasti) 등의 한계42)로 바로 그와 같이 [숨이] 미치는 장

소가 있다.43)

위의 설명에서 장소는 범위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어 있다. 그런

데 Yv에서는 이것을 실용적으로 해석한다. 다음에 제시한 표로

그 현격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Yv는 호흡이 미치는 범위를 확

인할 수 있는 징표도 제시한다. Tv는 이 징표만으로 장소를 설명

하며, 쿰바카의 대상은 언급하지 않는다.44)

42) vitasti는 짧은 길이의 단위로, 펼친 엄지와 새끼손가락의 차이만한 길이.

Tv에서는 이것을 전후로 prādeśa(펼친 엄지와 검지의 차이만한 길이)와

hasta(한 뼘의 길이)를 열거한다. Cf. Woods, p. 194.

43) yathā bahirvṛtterantarācamyamānasya

nāsikāgraprabhṛtyāpādāṅguṣṭhaṃ deśavyāptiḥ/

evaṃantarvṛtterbahirniścāryamāṇasya vāyoḥ

pādāṅguṣṭhaprabhṛtyānāsikagraṃdeśavyāptiḥ/

stambhavṛtterāmastakāpādatalavyāptiḥ/ atha vā bahirapi

vitastyādikrameṇa deśavyāptirastyeva// Ybhv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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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v45) Ybhv

외적 범위 ;

레차카의 대상

코끝으로부터 프라데샤(prādeśa),

손가락 나비의 12배, 한 뼘.46)
코끝으로부터

발가락까지.

징표 : 풀잎이나 솜 조각의 움직임.

내적 범위 ;

푸라카의 대상

발끝으로부터 머리까지.
발가락으로부터

코끝까지.

징표 : 몸에서 개미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내적 감각.

쿰바카의 대상

(억제의

범위)47)

외적 범위와 내적 범위를 망라.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징표 : 솜 조각의 움직임과 앞서

말한 감각이 없음.

기타 외부

범위

비타스티 등의

한계.

위의 표와 같은 Yv의 설명은 호흡 수련의 실천적 경험을 통념

으로 반영했을 것이다. 이에 비해 Ybhv의 설명은 원론적인 성격

을 지닌다.

둘째로, 시간에 대해서 주석자들은 특별히 설명할 필요를 느끼

지 않는다. Ybhv에서는 이것을 아예 무시해 버린다. Tv와 Yv에서

는 찰나가 눈 깜박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 단위임을 언급

하는 데 그친다.48) 시간은 셋째 척도인 수(數)를 계측하는 토대로

서의 의의를 지닌다. 그러므로 시간은 數의 적용으로 들어서는 징

검다리 정도로 인식되어 있다. 이런 인식이 Yv에 확연하게 드러

나 있다. 즉 곧장 數에 대한 설명으로 돌입하는 아래의 설명에서

44) Cf. Woods, p. 194.

45) Cf. Rukmani, p. 224.

46) 앞의 각주 42 참조.

47) Yv에서는 ‘억제 작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쿰바카로 대신한다.

48) 이 같은 언급은 Ybh의 설명을 “찰나들로써 조식을 계측하는 것이

시간에 따른 조식의 구분이다.”(Rukmani, p. 225, n. 1.)라는 취지로

이해하는 데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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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척도인 시간은 셋째 척도인 數의 매체가 된다.

비록 數에 의해서도 시간이 결정될지라도 [계측하는] 유형이 다르

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49) 실로 소라 나팔의 소리[의 길이] 등에 의해

시간이 결정되는 곳에서 그것(조식의 작용)은 數에 의해 관찰된다. 또

한 앞으로 설명할 마트라(mātrā)의 수량에 의해 시간이 결정되는 곳

에서 그것(조식의 작용)은 數에 의해 관찰된다.50)

셋째로, 數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은 마트라의 길이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위의 설명으로 알 수 있듯이 마트라는 시간

과 數의 가교가 되는 계량 단위이기 때문이다.

Tv에 의하면 마트라는 손으로 자신의 무릎뼈를 세 번 문지르고

나서 엄지와 검지로 튕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51) 數에 대한

이하의 설명은 일단 우드가타를 몇 마트라로 책정하느냐에 따른

단순한 계산으로 충분히 이해된다. Tv는 36마트라를 첫째 우드가

타로 책정하고, 이것의 2배와 3배가 각각 둘째와 셋째 우드가타라

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Yv의 설명은 전통적인 다양한 산정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잡다하다. 즉 1마트라에 대한 몇 가지 예시로부

터 12마트라 외에 옴(oṃ)을 음송하는 것으로 조식의 길이를 헤아

리는 방식 등을 설명한다.52) Ybhv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인식되

49) 이에 의하면 시간과 數의 차이는 오직 그 접근 방식에서 서로 다른

유형으로 시간을 계측한다는 것뿐이다. Cf. Rukmani, p. 225, n. 3.

50) yadyapi saṃkhyābhirapi kālaniyama eva kriyate, tathāpi

prakārabhedādbheda iti/ yatra hi śaṅkhadhvanyādinā kālaniyamaḥ

kriyate sa saṃkhyābhiḥ paridṛṣṭaḥ, yatra ca

vakṣyamāṇamātrāsaṃkhyābhiḥ kālaniyamaḥ kriyate sa saṃkhyābhiḥ

paridṛṣṭa iti/ Yv 2.50.

51) “자신의 무릎뼈를 손으로 세 번 문지르고 나서 엄지와 검지를 튕기는

것으로 한정되는 시간이 마트라이다.” (svajānumaṇḍalaṃ pāṇīnā triḥ

parāmṛśya cchoṭikāvacchinnaḥ kālo mātrā/ Tv 2.50.) Āraṇya(p. 238)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이 한 차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데 걸리는

정상적인 시간을 ‘마트라’로 부르며, 1마트라는 4초에 상당한다.

52) Cf. Rukmani, pp.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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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다.

그러나 Yv에서는 결론적으로 16마트라를 우드가타로 간주한

후, 우드가타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전개한다.53)

눈 깜박임 등에 의한 범주가 마트라로 불리고, 그 16[마트라] 따위

만큼의 들숨, 즉 푸라카가 첫째 우드가타이다. [우드가타는] 오직 숨을

포기하여 진행을 억제하는 그러한 것이다.54)

여기서 우드가타는 호흡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극히 간명하게

정의되어 있다. 이는 결국 ‘숨의 억제’라는 조식의 정의로 환원된

셈이다.55) 그러나 Yv의 의도가 단지 여기에 그치는 것으로 이해

되지는 않는다. 이 같은 해석은 시간과 數에 따른 조식의 관찰도

조식의 기본 원리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재천명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를 적용한 예가 “들숨이나 날숨의 경우에 불편

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숨을 억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의 길이

가 우드가타를 구성한다.”라는 설명일 것이다.56)

결국 시간과 數에 의한 관찰의 성패는 호흡 수련의 지속성에

달려 있다. 수행의 실제에서 그 둘은 차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Tv

는 시간과 數를 거의 동일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이 주제

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한다.

찰나들의 수량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며, 들숨과 날숨의

53) Āraṇya가 우드가타를 12마트라(48초)와 36마트라(2분 24초)로 책정한

예를 들면서도 16마트라를 배제한 것은 이 해석의 특수성을 인식했기

때문인 듯하다. Cf. Āraṇya, p. 238.

54) etāvadbhiḥ ṣoḍaśādibhiḥ mātrākhyaiḥ padārthaiḥ nimeṣonmeṣaṇādibhiḥ

śvāsapraveśaḥ pūrakaḥ prathama udghātaḥ/ vāyoruddhananaṃ

gatinirodha iti yāvat/ Yv 2.50.

55) Rukmani(p. 226, n. 7.)는 이런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다. “Yv의 저자는

우드가타라는 말을 프라나의 자연적 흐름인 들숨과 날숨을 억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56) Āraṇya, p. 238. 앞의 각주 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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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數이므로, [시간과 數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것(조식)은 참으로 이렇게 매일 실행하여 장소와 시간의 증진

이 충족됨으로써 하루, 보름, 한 달 등으로 점차 길어지게 된다.57)

그런데 호흡 수련을 매일 지속적으로 실행할 경우, 장소와 시간

과 數라는 척도를 모두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지 모

른다. 초보자로서 입문하지 않은 수행자는 없으므로 이런 의문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다행히 Yv를 통해 그러한 의문이 해소된

다. 다음과 같은 Yv의 설명에 의하면, 그 셋을 모두 적용해야 하

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조식의 세 작용이] 장소와 시간과 數에 의해 관찰된다.”고

하는 이 경우, 반드시 전체[를 관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취향에 의

한 선택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시슈타(Vasiṣṭha)의 말씀 등에서는 단

지 마트라의 數만으로도 조식을 관찰하[는 예가 있]기 때문이다.58)

이상의 고찰로써 고전 요가의 호흡법 중 핵심적인 문제는 규명

되었다. 아직 남아 있는 문제는 제4 조식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지만, 제4 조식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이미 고찰한 조식의 정의를

재확인하는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57) kṣaṇānāmiyattā kālo vivakṣitaḥ/ śvāsapraśvāseyattā saṃkhyeti

kathaṃcidbhedeḥ/ kṣaṇānāmiyattā kālo vivakṣitaḥ/ śvāsapraśvāseyattā

saṃkhyeti kathaṃcidbhedeḥ/ sa khalvayaṃ pratyahamabhyasto

divasapakṣamāsādikrameṇa deśakālapracayavyāpitayā dīrghaḥ/ Tv

2.50.

58) deśakālasaṃkhyābhiḥ paridṛṣṭa ityatra cecchāvikalpa eva na tu

samuccayaḥ udāhṛtavasiṣṭhavākyādaukevalamātrāsaṃkhyāyāmapi

prāṇāyāmadarśanāt/ Yv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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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4 조식과 조식의 효과

제51송으로 교시한 제4 조식은 개념상 최상의 단계이지만, Ybh

는 이것을 비교적 단순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즉 Ybh는 이미

설명했던 셋째 조식과 대비하여, “외부와 내부의 범위를 제거59)하

는 것이 넷째 것(조식)이다.”60)라는 교시의 의미를 해설한다. 따라

서 여기서는 제3 조식과 제4 조식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

이다. 제3 조식이란 조식의 억제 작용, 즉 후대 주석자들의 용어

인 쿰바카를 지칭한다.

4.1. 제4 조식의 차별성

다음과 같은 Ybh의 해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예비 지식은 앞

의 고찰을 통해 충분히 제공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부가적인 문

제를 검토할 것이다.

59) 번역자들은 ‘제거’의 원어인 ākṣepī를 초월(Āraṇya, Woods),

능가(Rukmini), 방기(本多), 감지(Leggett) 등으로 번역한다. 이 중에서

‘감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거’를 대신할 수 있다. Ybh에서는 ākṣepī를

ākṣipta(버림, 폐기)로 바꾸어 해설을 진행한다. Tv에서는 ākṣipta의

의미를 “수련에 의해 정복하는 방식으로 없애 가는

것”(abhyāsavaśīkṛtādrūpādavaropitaḥ)이라고 제시한다. 이 말을 ‘초월’로

이해할 수 있는 전거로는 “장소 등도 오직 함께 제거하고 초월하게

된다.”(본론의 각주 65 참조)라는 Yv의 서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제거’가 ‘초월’보다 적합한 번역이라는 전거이기도 하다. 한편

“넷째 것은 외적 범위와 내적 범위가 모두 감지될 때

도래한다.”(Leggett, p. 277)라는 번역에서, ‘감지’는 파격적인 의역에

따른 표현이다. 이 번역은 원문의 취지를 쉽게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

60) bāhyābhyantaraviṣayākṣepī caturthaḥ// Ys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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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 : 장소와 시간과 수(數)에 의해 외부의 범위로 관찰된 것을 제

거하며, 마찬가지로 내부의 범위로 관찰된 것을 제거한다.61) [이러한]

두 경우에 [호흡은] 길고 미세하게 된다. ⓐ_2 : 이에 뒤따라 순차적으

로 단계를 정복함으로써 그 둘(들숨과 날숨)의 진행이 없게 되는 것이

제4 조식이다.62)

ⓑ : 그러나 [그 둘의] 진행이 없는 셋째 것은 범위를 고려하지 않

고 오직 단번에 착수된 것으로서, 장소와 시간과 數에 의해 관찰되는

길고 미세한 것이다.63)

ⓒ : 그런데 넷째 것이란 들숨과 날숨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으로부

터 [출발하여] 순차적으로 단계를 정복함으로써 둘(들숨과 날숨의 범

위)을 제거하고 나서 [그 둘의] 진행이 없게 된 제4 조식이다. 따라서

이것이 [셋째 것과의] 차이이다.64)

여기서 Ybh는 제3 조식(ⓐ_1, ⓑ)과 비교함으로써 제4 조식(ⓐ_

2, ⓒ)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서 ⓐ_1은 양

자가 공유하는 단계이고, 이것을 초월하는 단계가 ⓐ_2이다.65) 이

61) 여기서 말하는 범위의 구체적 내용은 본론의 3.2 항에서 고찰한 ‘장소’의

내용(각주 45)과 같다. 다만 이 서술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은 Yv의

설명으로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범위’라는 말은 수트라에서 ‘장소’를

의미하고, 시간과 數도 함축한다는 의도를 지닌다.” (ataśca sūtre

deśavācako viṣayaśabdaḥ kālasaṃkhyayorapyupalakṣaṇamityāśayaḥ/

Yv 2.51.)

62) deśakālasaṃkhyābhirbāhyaviṣayaparidṛṣṭa ākṣiptaḥ,

tathābhyantaraviṣayaḥ paridṛṣṭa ākṣiptaḥ, ubhayathā dīrghasūkṣmaḥ/

tatpūrvako bhūmijayāt krameṇobhayorgatyabhāvaścaturthaḥ

prāṇāyāmaḥ/

63) tṛtīyastu viṣayānālocito gatyabhāvaḥ sakṛdārabdha eva,

deśakālasaṃkhyābhiḥ paridṛṣṭo dīrghasūkṣmaḥ/

64) caturthastu śvāsapraśvāsayorviṣayāvadhāraṇāt krameṇa

bhūmijayādubhayākṣepapūrvako gatyabhāvaścaturthaḥ prāṇāyāma

ityayaṃ viśeṣaḥ// Yv와 Tv의 판본에 의하면 맨 끝의 viśeṣaḥ는 viśeṣa

iti.

65) 이와 같이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Yv의 저자는 먼저

레차카(날숨)의 경우를 실례로 들어 Ybh의 해설에서 생략된 내용을

제시한다. “외부의 범위를 갖는 레차카는 처음에는 장소, 시간, 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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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계를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한 것이 ⓒ이다. 우선 이 비교의

요점만 적용하자면, 제4 조식은 단번의 노력으로 달성하는 제3 조

식을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양자의 차이에 대한 보

다 명료한 이해는 아래와 같이 전개되는 Tv의 부연 설명에서 구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넷째 것은 셋째 것처럼 단번에 즉각66) 발생하지는 않는

다. 그러나 그것(넷째)은 실행되면서 어떤 각각의 상태를 정복하는 순

서에 따라 그 각각의 상태로 들어간다. [Ybh에서] “단계를 정복함으로

써”라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67)

이에 후속하는 서술에서 Tv는 하나의 반론을 제시하여 양자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Ybh에서는 제3 조식도 제4 조식과 마찬가지

로 ‘그 둘(들숨과 날숨)의 진행’은 없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

때문에 양자를 동일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반론이

성립되고, Tv는 이에 대답한다.

반론 : 억제 작용(셋째)에서도 그 둘(들숨과 날숨)의 진행은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것(셋째)과 그것(넷째)의 차이는 무엇인가?68)

대답 : [Ybh에서] “셋째 것은”이라고 설명한 것이 그것이다. 셋째

관찰된다(ⓐ_1). [여기에] ‘그리고 나중에는 장소 등도 오직 함께

제거하고 초월하게 된다.(ⓐ_2)’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bāhyaviṣayo

recako deśakālasaṃkhyābhirādau paridṛṣṭaḥ, paścācca deśādibhiḥ

sahaivākṣipto'tikrāmito bhavatīti śeṣaḥ/ Yv 2.51.)

66) 제3 조식은 ‘단번에 즉각’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있다. 이는

앞에서(본론의 3.1 항) 쟁점으로 고찰했던 ‘단번의 노력’이 신속성도

함축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전거가 된다.

67) na cāsau caturthastṛtīya iva sakṛtprayatnādahnāya jāyate kiṃ

tvabhyasyamānastāṃ

tāmavasthāmāpannastattadavasthāvijayānukrameṇa bhavatītyāha

bhūmijayāditi/ Tv 2.51.

68) nanūbhayorgatyabhāvaḥ stambhavṛttāvapyastīti ko'smādasya viśeṣa

iti/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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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범위를] 먼저 고려하지 않고 단번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나 넷째 것은 [범위를] 먼저 고려하고 많은 노력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 둘의] 차이이다.69)

이상의 설명에 의하면, 제3 조식과 제4 조식 사이에는 노선의

차이가 아니라 질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후자는 전자의

변형이라는 이해가 가능하다.70) 제3 조식은 그 자체로서 최후에

제4 조식으로 변형된다. 즉 제4 조식이란 조식의 완성을 일컫는

다.71) 이 같은 전체적 맥락을 고려할 때, ‘범위를 고려하지 않는

셋째(ⓑ)’와 ‘범위를 확인하는 넷째(ⓒ)’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실제의 호흡 수련에서 제3 조식인 쿰바카는 레차카와 푸라카

중의 어느 하나에 주력하는 것이다.72)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오

직 단번에 착수된 것”이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이것의 다음 단

계가 제4 조식이므로, “들숨과 날숨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으로부

터”란 제3 조식의 성취가 자각된 시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에 의거하여 양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대비할

수 있다.

제3 조식 제4 조식

범위

고려하지 않음 : 숙달된

레차카와 푸라카 중 어느

하나로 개시.

확인 : 쿰바카의 성취가

자각된 시점에서 개시.

노력 과정

한시성 : 레차카 ⇄ 푸라카

→ 단번의 노력 → 즉각

성취

지속성 : 쿰바카 자각 →

많은 노력 → 단계적으로

성취

69) ata āha tṛtīya iti/ anālocanapūrvaḥ satkṛtprayatnanirvartitastṛtīyaḥ/

caturthastvālocanapūrvo bahuprayatnanirvartanīya iti viśeṣaḥ/ Ibid.

70) “이 조식(제4 조식)은 쿰바카(제3 조식)의 변형이다. 이것은 지속적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제50송에서 설명하는 쿰바카는 단일한

노력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이다.” Rukmani, p. 224, n. 1. ( )는 필자.

71) Āraṇya, p. 241.

72) 앞 장에서 고찰한 <도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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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식의 효과

이상에서 고찰한 내용이 고전 요가의 호흡법의 원리에 상당한

다. 따라서 이후 거론하는 것은 부수적인 주제이다. 즉 요가 수
트라는 조식의 효과를 첨언하는 것으로 조식에 대한 교시를 종
료한다. 그 효과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이다.

제52송 : 이로써 [지혜의] 빛을 가로막는 것이 감소된다.73)

제53송: 또한 마음은 총지(總持)에 적합하게 된다.74)

요가의 목적이 지혜의 빛으로 충만한 삼매에 도달하는 것이라

면, 조식은 그 지혜의 빛을 얻는 데 필요한 기초 수단이다. 제52송

으로는 이런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제53송도 이와 연계된

다. 그러나 이런 수단으로는 조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Yb

h는 특히 업(業)을 지적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설한다.

조식이 실천 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해설의 취지도

수긍할 만하다.

조식을 수련함으로써 그 수행자에게는 식별지를 가로막는 업이 감

소된다. 이것(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그것(업)은

큰 미혹으로 이루어진 인드라의 그물에 의해 조명의 성질을 지닌 순

질(sattva)을 가로막고서 오직 그 그릇된 행위와 결합한다.”75)

그 경우에 조명을 가로막고 윤회에 얽매이는 그(수행자)의 업은 조

식을 수련함으로써 미약하게 되고, 순간마다 감소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조식보다 나은 고행은 없다. 이로부터 오염된 것

73) tataḥ kṣīyate prakāśāvaraṇam//

74) dhāraṇāsu ca yogyatā manasaḥ//

75) prāṇāyāmānabhyasyato'sya yoginaḥ kṣīyate vivekajñānāvaraṇīyaṃ

karma, yattadācakṣate mahāmohamayenendrajālena prakāśaśīlaṃ

sattvamāvṛtya tadevākārye niyuṅkta iti/ Ybh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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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완전히 정화되고, 지혜는 빛난다.”76)

여기서는 ‘조식 → 업의 감소’라는 간단한 논리로 조식의 효과

를 설명하는 데 그친다. 식별지나 순질77)과 같은 생소한 용어 외

에는 그 내용도 평이하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조식보다 나

은 고행은 없다.”라는 인용에 대한 Tv의 부연 설명이다.

반론 : 만약 조식만이 악을 소멸한다면, 이 경우에는 고행이 필요

없게 된다.

대답 : [그래서 Ybh에서는] 미약하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 [즉, 악

이] 모두 소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악)의 소멸을 위해 고행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78)

여기에 드러나 있는 인식은 조식만으로 요가의 목적이 완성되

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제53송에서 조식의 효과를 총지와 결부시

킨 것도 조식의 보조적 성격을 시사한다. 그러나 총지에 부여된

수행 과정상의 위치와 비중을 고려할 때, 제53송은 호흡법의 원리

와 직결된다. Ybh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단문의 해설로 그치

고, 주석자들의 짧은 부연 설명에도 특기할 만한 것이 없다.

76) tadasya prakāśāvarāṇaṃ karma saṃsāranibandhanaṃ

prāṇāyāmābhyāsāddurbalaṃ bhavati, pratikṣaṇaṃ ca kṣīyate/ tathā

coktaṃ “tapo na paraṃ prāṇāyāmāttato viśuddhirmalānāṃ dīptiśca

jñānasya” iti// Ibid.

77) 이는 상키야 철학에서 채택한 전문 용어로서, 요가 철학에서는 주로

해탈론을 전개할 때 적용한다. 여기서 이 용어를 고찰하는 것은

주제에서 이탈하기 쉬우므로 Tv의 설명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친다.

“식별지란 식별의 지혜이고, 지혜란 통각(buddhi)에 있는 순질의 빛이며,

[어떤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jñāyate'neneti jñānam

buddhisattvaprakāśo vivekasya jñānaṃ vivekajñānam/ Tv 2.52.)

78) nanu prāṇāyāma eva cetpāpmānaṃ kṣiṇoti kṛtaṃ tarhi tapasetyata āha

durbālaṃ bhavatīti/ na tu sarvathā kṣīyate'tastatprakṣayāya

tapo'pekṣyata iti/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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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조식을 수련함으로써 [마음은 총지에 적합하게 된다는 것이

다.] “혹은 숨의 배출과 중지에 의해서 [마음은 안정된다.]”79)라고 말

하기 때문이다.80)

위의 설명에 의하면, 조식의 효과 및 의의는 충족 조건의 논리

로 이해될 수 있다. 총지는 요가 수행의 제6지로서, 후속하는 정

려(dhyāna) 및 삼매와 함께 총제(總制, saṃyama)로 불리는 본격

적인 정신 집중의 시발이다. 이 총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안정되어야 한다. 마음의 안정은 총지의 충족 조건이다. 그런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조식이다. 결국 조식은 총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한편 Ybh는 “좌법에 능통해 있을 때”를 조식의 조건으로 제시

했다.81) 좌법은 요가 수행의 제3지이다. 따라서 조식은 선행하는

제3지와 후속하는 제5지(제감)와 함께 일련의 수련 과정으로 인식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요가 8지의 수행 체계에서 좌법, 조식, 제

감(制感)은 3지분을 형성하여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82) 그렇다면 이 3지분도 후속하는 3지분인 총제의 충족

조건이 된다.

제53송은 앞서 고찰한 제50송83)과 직결되어 있다. 즉 제50송에

의하면 조식의 세 작용을 관찰하는 자체가 명상(정신 집중)의 일

환이다.84) 다만 그 대상이 수행자 자신의 호흡이라는 점에서 다음

단계의 명상과는 차별된다. 따라서 조식이라는 호흡 수련은 그 자

79) Ys 1.34의 내용을 인용한 것.

80) prānāyāmābhyāsādeva/ “pracchardanavidhāraṇābhyāṃ vā prāṇasya” iti

vacanāt// Ybh 1.53.

81) Ybh 2.49. 본론의 각주 10 참조.

82) 樫尾 慈覺, p. 340 참조.

83) 본론의 각주 24.

84) Dasgupta(p. 147)는 이 점을 각별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조식을 실행하는 동안 총지(제6지)와 정려(제7지)에 의해

외적이거나 내적인 어떤 대상에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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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서 총지와 연결되는 매체가 되는 것이다.

Ⅴ. 맺음말

후대의 요가 또는 탄트라에서 조식은 쿤달리니(Kuṇḍalinī)라는

체내의 우주적 에너지를 일깨워 수행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응용되었다. 이 경우의 조식은 조식의 세 작용 중 억제 작용인 쿰

바카를 지칭한다. 이 같은 조식은 불전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일례로 랄리타비스타라에서는 붓다가 호흡을 중지

하는 요가(āsphānaka-yoga)를 수행했다고 전한다.85) 이것이 후대

의 쿰바카와 동일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요가 수트라가 그러한 수행 전통을 반영했을 것이라
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요가라는 이름으로 통용된

후대의 호흡법이 고전 요가의 호흡법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보기

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준거가 될 수 있도록 이상과 같은 고찰이 진행되었다.

본론에서 특히 쟁점으로 삼은 것은 요가 수트라에서 ‘억제 작
용’으로 불리는 쿰바카이다. 이것은 조식이 들숨과 날숨을 포함한

‘숨의 억제’로 정의된 데서 유래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푸라

카(들숨 후 중지)와 레차카(날숨 후 중지)의 반복 과정 중에, 숙달

된 어느 한쪽에서 중지를 강화함으로써 호흡을 모두 억제하는 것

이 제3 조식인 쿰바카이다. 여기서 쿰바카의 특성인 ‘단번의 노력’

이란 숨의 전체적 억제를 위해 그 ‘어느 한쪽에서 중지를 강화’하

는 노력이다.

85) Bhattacharyya, p. 181. Bhattacharyya는 Lalitavistara를 초기 불교의

문헌으로 간주하여, 이것을 불교에도 일찍이 탄트라적 영향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일례로 간주한다.

고전 요가의 호흡법의 원리 ∙ 127

그런데 요가 수트라에서는 제4 조식을 ‘조식의 완성’으로 교
시하여 제3 조식(쿰바카)과 차별한다. 이에 따라 양자의 차이는

부수적인 쟁점이 된다. 제3 조식과 제4 조식의 차이는 조식의 범

위와 노력이라는 양면에서 대비된다.

범위의 측면에서 제3 조식은 범위를 고려하지 않는 반면, 제4

조식은 범위를 확인한다. 전자의 경우는 숙달된 레차카와 푸라카

중 어느 하나로 개시함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는 쿰바카의 성취

가 자각된 시점에서 개시함을 의미한다.

노력의 측면에서 제3 조식은 단번의 노력으로 즉각 성취되는

한시성을 지닌 반면, 제4 조식은 많은 노력에 의해 단계적으로 성

취되는 지속성을 지닌다.

한편 요가 수트라는 조식의 진전 상태를 관찰하는 척도로서
장소, 시간, 수(數)를 제시한다. 장소는 호흡이 미치는 범위를 가

리킨다. 시간은 數를 계측하는 토대로서의 기능을 지닐 뿐이다.

그러므로 그 셋은 호흡이 미치는 범위와 호흡이 억제되는 시간으

로써 조식의 상태를 관찰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와 같은 조식은 업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총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특히 조식의 세 작용을 관찰하는 자체

가 명상(정신 집중)의 일환이다. 따라서 조식은 삼매에 의한 해탈

을 추구하는 정통 요가의 수행 차제에서 삼매로 나아가는 토대적

위치와 위상을 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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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nciple of Regulating the Breath in Classical

Yoga Philosophy

Jung, Seung Suk

(Dongguk University)

A point at issue in this article is Kumbhaka called

restraint operation(stambha-vRtti) in Yoga-SUtra. This

term is derived from the fact that prANAyAma or

regulating the breath is defined as restraint of the breath.

Speaking more concretely, in the changeable course of

pUraka(cessation after inhalation) and recaka(cessation after

exhalation), suppressing inhalation and exhalation together

by strengthening cessation either in the experienced side of

them is the third prANAyAma or kumbhaka. In this case, a

single effort by which Kumbhaka is obtained means the

effort of strengthening cessation either of them for total

restraint.

But Yoga-SUtra regards the fourth prANAyAma as

completion of prANAyAma, and differentiates it from

Kumbhaka. Accordingly the difference of the fourth from the

third is another point at issue. The former is compared with

the latter on both sides of sphere(or objects) and effort.

On the side of sphere, the third does not follow after any

regard paid to objects, while the fourth is preceded by the

regard paid to objects. The former case indicates that the third

starts with either of recaka and pUraka which are experienced.

The latter case indicates that the fourth starts from a point of

time when Kumbhaka is realized to b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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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side of effort, the third is obtained instantly with a

single effort, while the fourth is obtained gradually with much

effort.

Meanwhile Yoga-SUtra presents place and time and

number as measures observing progress of prANAyAma. Place

indicates space to where breaths come up. Time functions

merely as a foundation of calculating number. Therefore those

three have significance that the state of prANAyAma is

observed by space to where breaths come up and time lasting

for suppressing breaths.

PrANAyAma as above has an effect on not only

diminishing karma but satisfying conditions for DhAraNA or

fixed attentions. Particularly observing three operations of

prANAyAma itself forms a part of meditation. Consequently

prANAyAma holds fundamental position and phase in the

practical system of Orthodox Yoga seeking for liberation

through SamAdhi or concentration.

Key words : yoga, prANAyAma, kumbhaka(restraint),

suppression pUraka(inhalation),

recaka(exhalation), br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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