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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수트라 개시 선언의 해석학  의미

정승석*
1)

Ⅰ 머리말. Ⅱ 상통한 기조의 해석. Ⅲ 비  기조의 해석. Ⅳ . 양  

기조의 정합. Ⅴ 맺음말.

요약문 [주요어: 이제(atha), 삼매, 교 , 요가의 교시, 계와 목 , 요가주]

“이제 요가의 교시가”라는 개시 선언에 한 후  주석자들의 해석

은 특히 요가수트라의 상과 직결되어 있다. 주석들  Tv와 Yv는 베

단타 철학의 통을 바탕에 깔고서 요가수트라가 부수 인 교 임을 자

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는 베단타 철학에 한 요가 철학의 격하를 

인정한 것이다. 반면에 V는 미망사 철학의 통을 도입하여, 요가수트

라가 그 통과 부합하는 권 를 갖춘 것으로 해석한다. 이는 요가수트

라의 상을 부수  교 보다 격상한 것이다.

한편 요가주의 첫 구 을 “이제란 여기서는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평이하게 번역하는 것은 일반 으로 승인된다. 그러나 Tv와 V  
철학강요의 논의를 참고할 경우, “이제란 여기서는 주제가 시작된다는 

것이다.”라고 직역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란 여기서는 요가, 즉 

삼매를 상으로 하는 주제가 시작된다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의 원의와 더욱 부합한다.

Ⅰ. 머리말

요가수트라(Ys)는 “이제 요가의 교시가”(atha yog nuś sana

m)라고 하는 단순한 경문으로 시작된다(제1송). 이것은 요가수

트라의 개시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곧장 

후속하는 제2송은 “요가란 마음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다.”(y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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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ścittavṛttinirodhaḥ)라고 요가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1송

의 경문에 해서는 개시 선언 이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

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만하다. 더욱이 요가수트라의 근본 주석

으로서 요가 철학을 표하는 요가주(Ybh)에서도 개시 선언의 

자구에 해서는 짤막한 해설로 그치고, 삼매(sam dhi)로서의 요

가를 설명하는 데 주력한다. 개시 선언에 한 요가주의 해설은 

다음과 같이 극히 간략하다.

‘이제’란 여기서는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경문의 의미를] 요

가의 교시인 교 (敎典)이 시작된다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1)

그러나 그 요가주를 해설하는 후 의 주석서들에서는 이한 

양상을 드러낸다. 후  주석자들은 개시 선언에 한 요가주의 

간략한 설명에 장황한 해설을 부연하고 있는 것이다. 개시 선언에 

큰 의의를 부여하는 이들의 인식은 미망사나 베단타와 같은 다른 

학 의 경우와 상응한다. 양 학 의 근본 교 에서도 개시 선언의 

양태는 요가수트라와 동일하지만,2) 양 학 의 근본 주석에서는 

여기에 장황한 해설을 부연한다. 이와 균형을 맞추려는 듯, 요가

주의 주석자들은 요가주의 단문이 함축한 의미를 확장하여 

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 이 과정은 일종의 해석학  

고찰에 속한다. 요가주의 주석자들은 자기들끼리 통용된 상식, 

는 다른 학 의 사례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원문의 함의

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1) athetyayamadhik r rthaḥ/ yog nuś sanaṁ ś stramadhikṛtaṃ 

veditavyam/ Ybh 1.1.

2) 미망사 학 의 Mm ṃs sūtra는 “이제 이로부터 다르마에 한 

탐구가”(ath to dharmajijñ s ), 베단타 학 의 Brahmasūtra는 “이제 

이로부터 라만에 한 탐구가”(ath to brahmajijñ s )라는 구 로 

출발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탐구(探究)로 의역한 jijñ s 의 본래 의미는 

‘알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에 따라 漢譯 불 에서도 이 단어를 欲知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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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요가수트라의 개시 선언에 한 주석들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그 고유한 의의를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본 논문의 발단에서 불가피하게 생된 부수 인 목 이다. 본 논

문의 발단은 요가주의 첫 구 , 즉 “athetyayamadhik r rthaḥ”

의 원의를 악하여 합당한 번역문을 채택하는 일이다. 이 발단은 

우선 으로 후 의 주석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요가주의 첫 구 은 “atha iti ayam adhik ra-arthaḥ”로 분해

되어, 그 의미도 간명하게 악될 수 있다. 즉 이것을 “이제란 여

기서는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번역한 것은 문맥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역자들3)도 체로 이와 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있

으므로, 그 번역문은 원의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번역은 복합어 adhik r rtha를 시작(adhik ra)과 의미(artha)의 연

결로 악한 것이다.4) 시한 번역문은 원문의 의미를 지극히 평

이하게 악했다는 에서 오히려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만, 다른 

번역 사례가 없다면 그 로 확정할 만하다.

그러나 요가주의 주석서  가장 유명한 Tattva-vaiś rad (T

v)를 번역한 Woods는 adhik r rtha를 그 게 평이한 것으로 악

하지 않았다. 그는 문제의 구 을 “이제라는 표 은 별개의 주제

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리킨다.”5)라고 번역했다. 그는 adhi

k ra-artha에서 ‘의미’로 번역되는 artha를 ‘별개의 주제’로 해석한 

것이다.6)

3) Ybh의 주석서들을 번역한 Pras da, Rukmani(1981), Leggett, 그리고 

Ys의 번역에 Ybh의 抄譯을 덧붙인 Yardi 등.

4) 근  인도의 범어 학자들 에서  철학강요(Sds)를 주석한 

Abhyankar(p. 336.)도 “adhik r rtha는 시작의 의미를 

지닌다.”(adhik r rthaḥ, rambh rthakaḥ/)라고 설명한다.

5) “The expression now indicates that a distinct topic commences here.” 

Woods의 번역을 많이 참고한 本多(1978, p. 57)는 “이제란 주제를 

제출한다는 것이다.”라고 번역했다. 한편 raṇya(p. 1)는 “이제라는 말은 

논제의 시작을 가리킨다.”라고 번역했다.

6) 이것을 역자의 해석으로 간주할 만한 근거는 역자의 각주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Woods는 Ybh의 첫 구 이 미망사 철학의 해석학을 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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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이한 번역이 가능하다면, 그 번역의 타당성을 일차

으로는 주석자들의 해설로써 검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석자

들은 adhik ra를 해설하는 데 주력하고 artha에 해서는 특기하

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검증은 지엽 인 단어 해석의 차원을 벗

어나, 체  맥락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artha를 ‘의미’ 는 ‘별개의 주제’로 번역할 수 있다면, 여기서

는 이와 직결된 거를 고찰하는 것이 선행 작업이다. 이로써 그 

번역이 후  주석자들의 인식을 반 한 것인지, 혹은 순 히 번역

자들 개인의 이해나 해석에 기인한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

와 아울러 개시 선언에 부여된 해석학  의미를 악하고, 문제의 

첫 구 에 합당한 번역문을 채택할 수 있다.

선행 작업의 상은 요가주를 해설한 3  주석이다. 즉 앞서 

언 한 Tattva-vaiś rad (Tv) 외에 Yogasūtrabh ṣya-vivaraṇa(V)

와 Yoga-v rttika(Yv)가 고찰 상이다. 이것들은 개시 선언에 

해 독자 인 설명을 개진하지만, 상호 유사한 도 드러내고 있

다. 유사성으로는 Tv와 Yv가 가장 근 하고, Yv와 V가 약간 근

한 반면, V는 한 독자성을 드러낸다. 이것들의 을 다시 

별하면, Tv와 Yv는 상통하는 기조로 해설을 개하는 데 반해, 

V는 요가주의 첫 구 을 비  견해로 체하는 독창성을 과

시한다. 이 에서 V의 해설은 양자와 분리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것으로 이해했다. 미망사 철학에 의하면, ‘이제’(atha)라는 말로 주제를 

소개(adhik ra-artha)하거나 목 을 제시(prast va-artha)하거나 논의의 

주제를 진술( rambha-artha)할 수 있다. Woods는 이  첫째인 ‘주제의 

소개’에 해당하는 원어가 Ybh에서는 ‘이제’의 의미를 서술하는 데 구사된 

것으로 이해한다. Cf. Woods, p. 3, n. 2.

요가수트라 개시 선언의 해석학  의미 ∙ 5 5

Ⅱ. 상통한 기조의 해석

요가주의 첫 구 을 해설하는 데서 Tv와 Yv가 상통한 기조

를 띤다는 은, 양자가 동일한 거를 의식하거나 인용하여 유사

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으로 시인될 수 있다. 다만 양자의 견해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으나, Yv보다는 Tv의 견해가 선명한 편

이다. 이하에서는 논의 개를 문단 번호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이하의 원문 번역에서는 문제로 두된 adhik ra-artha를 일단 

‘시작-의미’의 연결로 처리해 둔다.

2.1. Tattva-vaiś rad의 경우

Tv-1. 그(Ybh의 자)는 그 에서 첫 부분인 ‘이제’라는 말을 

“이제란 여기서는 ‘시작’을 의미한다.”7)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제’라는 말은] “이제 이 죠티스(jyotis) 창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연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8) 왜냐하면 교시(anuś

sana)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것에 의해’라는 원천에 따라 설

명된 교 9)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것(교시)은 평정과 자제 

7) Woods의 번역을 채택할 경우, 이 구 은 “이제란 여기서는 별개의 

주제가 시작된다는 것이다.”로 바 다. 이 게 이해할 경우, ‘별개의 

주제’는 “요가는 삼매이다.”(yogaḥ sam dhiḥ)라는 Ybh의 후속 구 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요가 즉 삼매’를 가리킨다.

8) 정반 로 오해하기 쉬운 구문이다. 이 구문의 취지는 “[‘이제’라는 말은] 

‘이제 이 죠티스(jyotis) 창이’라고 말할 경우처럼 ‘시작’을 의미하고, 

‘연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 취지는 다음에 검토할 

Yv-2에서 확인된다. 여기서 ‘연속’이 언 되는 이유는 각주 18 참조.

9) 여기서 anuś sana를 ‘교시’로 번역한 것은 주석의 취지를 간 하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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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0)과 직결되어 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탐구와 지혜가 

있는 경우에는 진리에 한 지혜  이것을 달하려는 의욕

과 직결되어 출 할 수도 있다.11) [ 를 들면] “따라서 그는 

평정하고, 자제하고, 무 심하고, 인내하고, 집 하고 난 후 오

직 자아에서 그 자신을 보아야 한다.”라고 [우 니샤드에12)] 

언명되어 있는 것과 같다.13)

Tv-2. 그러나 [그것(교시)은] 학생이 질문하거나 고행을 실천하거

나 불로장생약 등을 사용하는 것과 직결될 수 있는 경우에도 

진술되지는 않는다. 학생의 이해력과 품행(기질)은 무익하기 

때문이다. [그 다면 무엇이 유익한가? 교시의 권 이다.] 권

역부족인 편의상의 의역이다. 한자의 조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일본어는 

범어를 직역하는 데 유리하다. 本多(1978, p. 57)는 anuś sana를 

隨敎(뒤좇는 가르침)로 번역했는데, 이는 단어의 원의  주석  의미와 

부합한다.

10) 후술에서 인용하는 우 니샤드의 교시를 가리킨다. 각주 12 참조.

11) 이 구문의 번역은 용구의 용에 따라 의미가 상반할 수 있는 난 에 

착한다. Woods는 ‘na ～ api tu’의 용구를 ‘not also ～ but’의 

의미로 용했고, Pras da는 이것을 일반 인 ‘not ～ but’의 구문으로 

악했다. Woods의 번역은 곧바로 후속하는 인용문을 고려한 것이지만, 

원의에 부합하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Pras da의 악을 용할 경우, 이 

구문은 “이것(교시)은 평정과 자제 등과 직결되어 출 할 수는 없지만, 

탐구와 지혜가 있는 경우에는 진리에 한 지혜  이것을 달하려는 

의욕과 직결되어 출 할 수 있다.”라고 번역된다.

12) 출처는 Bṛhad raṇyaka-upaniṣad(4.4.24)의 다음과 같은 서술이다. 

“따라서 그와 같이 아는 자는 평정하고, 자제하고, 무 심하고, 인내하고, 

집 하고 나서 오직 자아에서 그 자신을 본다.”(tasm devaṃvit ś nto 

d nta uparatastitikṣuḥ sam hito bhūtv tmanyev tm naṃ paśyati/ 

Radhakrishnan, p. 280.)

13) tatra pratham vayavamathaśabdaṃ vy caṣṭe athetyayamadhik r rthaḥ/ 

athaiṣa jyotiritivat, na tv nantary rthaḥ/ anuś sanamiti hi 

ś stram h nuśiṣyate'neneti vyutpatty / na c sya 

śamadam dyanantaraṃ pravṛttirapi tu 

tattvajñ nacikhy payiṣ nantaraṃ, jijñ s jñ nayostu sy t/ 

yath mn yate “tasm cch nto d nta uparatastitikṣuḥ sam hito 

bhūtv tmanyev tm naṃ paśyed”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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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질 때는 그러한 것( 술한 학생의 질문 등)이 없더라

도 요가의 교시는 추구의 상이 되지만, 권 가 없을 때는 

그러한 것이 있더라도 거부의 상이 되기 때문이다. [요가수

트라의 자는] 이 때문에 진리에 한 지혜  이것을 달

하려는 의욕과 직결되는 진술을 포기한 것이다.14) 그러나 [‘이

제’라는 말이] ‘시작’의 의미일 경우15), 교 으로서 착수되고 

있는 요가에 한 진술을 통해 학생은 교  체의 의미와 목

에 한 설명을 매우 수월하게 깨우치고 실행하게 된다.16)

Tv-3. 참으로 계시서, 성 , 사서(史書), 승서를 통해 삼매는 지

복(至福)의 원인이라고 잘 알려져 있다. [그 다면] 이제라는 

말은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이17) 모든 문헌들에 용되지 않

겠는가? 를 들어 “이제 이로부터 라만에 한 탐구가”라

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도 용되지 않겠는가?18)[라는 

14) 이 서술의 취지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요가수트라의 권 는 

Brahmasūtra나 Mm ṃs sūtra의 권 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인 

탄잘리는 그 둘의 경우처럼(각주 2) 의욕과 직결되는 진술, 즉 ‘～에 

한 탐구’라고 진술하지 않았다.”

15) Woods의 번역을 용하면, “별개의 주제의 시작일 경우”가 된다.

16) śiṣyapraśnatapaścaraṇaras yan dyupayog nantaryasya ca saṃbhave'pi 

n bhidh naṃ, śiṣyaprat tipravṛttyoranupayog t, pr m ṇikatve 

yog nuś sanasya tadbh ve'pyupeyatv d, apr m ṇkatve ca 

tadbh ve'piheyatv d/ etena 

tattvajñ nacikhy payiṣayor nantary bhidh naṃ par stam/ 

adhik r rthatve tu ś streṇ dhikriyam ṇasya 

yagasy bhidh n tsakalaś strat tpary rthavy khy nena śiṣyaḥ 

sukhenaiva bodhitaśca pravartitaśca bhavat ti/

17) Woods의 번역을 용하면, “이제라는 말은 별개의 주제의 시작이라는 

것이”로 바 다. 앞 서술의 맥락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시작’은 

‘삼매의 시작’을 의미한다.

18) Tv의 자인 V caspatimiśra는 원래 베단타 학자로서 

Brahmasūtra-bh ṣya(Bbh)를 주석한 Bh mat의 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반문은 Brahmasūtra에서 말하는 ‘이제’와 요가수트라에서 

말하는 ‘이제’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을 지 한 것으로 이해된다. 

Bbh에서는 ‘이제’(atha)는 시작이 아니라 ‘연속’을 의미한다고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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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기서는’이라고 [한정하

여] 말한 것이다. [ 한] “요가의 선언자는 고 의 다른 사람

이 아니라 히란야가르바이다.”라고 말한 요가 행자 야갸발키

야의 성 (즉 Y jñavalkya-smṛti)로부터 “어떻게 탄잘리가 

요가 교 의 작자일 수 있는가?”라는 반문을 가정하여, 경(요

가수트라)의 작자는 ‘교시’라고 말한 것이다. 교시는 [이미] 공

포된 것에 한 가르침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이제’라는 말이 

‘시작’을 의미할 때, 이 경문의 의미는 잘 통한다. 그래서 요가

의 교시인 교 19)이 시작된다고 말한 것이다.20)

이상의 해설에서 간 할 수 있는 Tv의 기조는 한마디로 말하

면 권 에 한 인식이다. Tv의 자는 요가주의 첫 구 이 요

같이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라는 말은 ‘시작’의 의미가 

아니라 ‘연속’의 의미로 악된다. 라만에 한 탐구는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tatr thaśabda nantary rthaḥ parigṛhyate 

n dhik r rthaḥ, brahmajijñ s y  anadhik ryatv t/ Bbh 1.1.1.)

      후 의  철학강요에서는 요가 철학을 개설하면서 이 문제를 

집 으로 거론한다. 그  다음과 같은 설명이 이 반문과 직결된다. 

“평정과 자제 등의 말 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평정 등으로부터의 

연속이 ‘이제’라는 말의 의미라고 샹카라(Bbh의 자) 스승께서 

설명했다.”(śamadam div kyavihit ccham der ntaryamathaśabd rtha iti 

śaṃkar c ryairniraṭaṅki/ Sds 15.71. Abhyankar, p. 340.)

19) 이상의 설명으로 간 할 수 있는 Tv의 인식을 용하면, 이 교 이란 

“히란야가르바가 이미 공포한 요가의 교설에 의거하여 요가를 가르치는 

교 ”을 의미한다.

20) niḥśreyasasya hetuḥ sam dhir ti hi śrutismṛt tih sapur ṇeṣu 

prasiddham/ nanu kiṃ sarvasaṃdarbhagato'thaśabdo'dhik r rthastath  

sati “ath to brahmajijñ s ” ity d vapi prasaṅga ityata ha ayamiti/ 

nanu “hiraṇyagarbho yogasya vakt  n nyaḥ pur tana” iti 

yogiy jñavalkyasmṛteḥ kathaṃ 

patañjaleryogaś strakartṛtvamity śaṅkya 

sūtrak reṇ uś sanamityuktam/ śiṣṭasya ś sanamanuś sanamityarthaḥ/ 

yad 'yamathaśabdo'dhik r rthastadaiṣa v ky rthaḥ sampadyata ity ha 

yog nuś sanaṁ ś stramadhikṛtam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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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트라의 권 에 따른 효용성을 시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기조를 구체화하자면, Tv는 요가주의 첫 구 이 

함축한 취지를 다음과 같이 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교 의 개시 선언이 모두 등한 차원으로 용될 수는 

없다. ‘ 라만에 한 탐구’의 를 용하면, 요가수트라의 경우

에는 ‘요가에 한 탐구’가 될 것이지만, 라만과 요가의 상은 

상응하지 않다. 라만은 진리에 한 성찰로써 인식될 수 있는 

존재의 원천이지만,21) 요가는 군가에 의해 제시된 지식에 속한

다. 그 다면 ‘ 라만에 한 탐구’에 응하는 것은 애 에 군

가에 의해서 제시된 지식, 즉 요가의 교시이다.

둘째, 권 는 원천 인 것과 부수 인 것이 있다.22) 요가수트라

의 개시 선언에 언 된 교시는 anuś sana라는 말 그 로 ‘권 에 

의거하는 가르침’이다. 이 경우의 권 는 ‘히란야가르바’라는 원천

 권 이다. 그 다면 이에 의거하는 요가수트라의 개시 선언은 

자인 탄잘리가 스스로 부수  권 임을 천명한 것이다.

셋째, 사  지식이 없거나 자질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게는 탐구

의 ‘연속’23)이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지식 습득의 ‘시작’은 가능하

다. 이 에서 요가수트라는 히란야가르바가 이미 공포한 교설에 

의거하여 요가를 가르치는 교 으로서, 학생에게는 시작의 상이 

21) Ybh에 의하면, “이제 이로부터 라만에 한 탐구가”라는 개시 선언의 

의미는 “ 라만에 한 직  인식을 얻기 해 우 니샤드에 한 

성찰을 착수해야 한다.”(Gambhirananda, p. 9, n. 26)라고 확장된다.

22) 다음에 검토할 Yv에는 이 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

23) Ybh의 에서 보면, 이 연속은 ‘ 로 뒤따르는 소망’이고, 

‘우 니샤드에 한 성찰’(각주 12, 21)과 직결된다. Ybh에서 라만에 

한 탐구는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 이유를 

Gambhirananda(p. 7, n. 18)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Brahmajijñ s ( 라만에 한 탐구)라는 말 자체는 라만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의미한다. 어떤 것을 노력하여 취득할 수 있다는 인식, 

그리고 어떤 것이 취득될 때 이는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 것이라는 

인식으로부터 로 뒤따르는 것이 소망이다. 이와 같은 소망은 

항아리를 만드는 것처럼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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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효용성을 지닌다.

이상에서 Tv가 강조하는 것은 ‘ 라만에 한 탐구’와 ‘요가의 

교시’는 제 조건이 다르다는 이다. 자는 우 니샤드에서 규

정한 평정, 자제 등에 ‘연속’하여 진행되는 것이지만, 후자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2.2. Yoga-v rttika의 경우

3  주석 에서 Yv는 가장 간략하게 요가주의 첫 구 을 해

설한다. 이에 앞서 Yv의 자는 요가주의 첫 구 을 거론하지 

않고 경문에 한 독자  해설을 제시한다. 이 부분(이하의 Yv-

1)을 제외하면, 그는 Tv의 해설에서 추출한 요 만으로 나름 로

의 견해를 피력한 듯하다. 이에 따라 Yv는 Tv와 상통하는 기조를 

띨 수밖에 없다.

Yv-1. 성 들에서 요가는 해탈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해탈을 추구하는 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요

가의 본성은 무엇이며, 방책은 무엇인가? 혹은 어떠한 수단으

로 [요가는] 지혜와 해탈의 원인이 되는가 하는 따 이다. 그

런데 ‘ 라만에 한 탐구’(즉 베단타 철학)와 상키야 철학 등

에서는 체로 지혜만을 논의하고, 요가는 단지 지혜의 수단

으로서 간략하게 논의된다. 그러나 그것들에서는 지혜로부터 

발생하는 요가가 간략하게라도 언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요가

를 두 가지24)로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존자 탄잘리는 

학생들의 유의를 해 먼  요가의 교시를 교 으로 제시해

24) 제1송의 주석(Ybh)에서 후술하는 有想 요가(samprajñ to yogaḥ)와 無想 

요가(asamprajñ taḥ sam dhiḥ)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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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므로, “이제 요가의 교시가”라고 선언한 것이다.25)

Yv-2. adhik ra라는 말은 어원  용상 오직 ‘시작’으로서 요

하다는 것이다. 교 의 개시는 참으로 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죠티스 창이”라고 말하는 따 에서 그러하듯이, 

[이제라는 말의] 의미는 ‘개시’를 가리킨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 에 국한되는 개시로서 그것(교 )은 부수 인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에 따라 교 에 ‘개시함’[이라는 말]

이 없는 것은 의문거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려

할 가치가 없다. [경문에 해] 개진한 주석과는 어 나기26) 

때문이다.27)

Yv-3. ‘이제’라는 말은 질문 따 의 의미28)를 아무 데서도 갖지 

않는가라는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해 ‘여기서는’이라고 말

한 것이다.29) ‘시작을 의미한다’란 ‘시작을 말로 표 한다’라는 

25) smṛtiṣu ca yogaḥ mokṣahetutay  vihitaḥ/ tatra yogaḥ kiṃsvarūpaḥ 

kimup yaḥ kena v  dv reṇa jñ namokṣayoḥ k raṇamity dikaṃ 

mumukṣūṇ ṃ vividiṣitaṃ bhavati, brahmamm ṃs s ṃkhy diṣu ca 

jñ nameva vic ritaṃ b hulyena jñ nas dhanam trastu yogaḥ 

saṃkṣepataḥ/ jñ najanyayogastu saṃkṣepato'pi teṣu 

nokto'to'stivistareṇa dvividhaṃ yogaṃ pratipip dayiṣurbhagav n 

patañjaliḥ śiṣy vadh n y dau yog nuś sanaṃ ś stram rabhyatay  

pratijñ tav n, atha yog nuś sanam/

26) 경문에는 ‘시작’이라는 말이 없지만, 주석(Ybh)에서는 ‘시작’이라는 말로 

경문을 설명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27) adhik raśabdo yogarūḍhatay  rambhaṇa eva mukhya iti 

ś strasy dhik ryatvaṃ mukhyamev sti/ yatra 

c rthasy dhik ryatvamucyate yath  athaiṣa jyotirity dau 

tatr dhik ryaś straviṣayatay  gauṇaṃ tadity śayaḥ/ etena 

ś strasy nadhik ryatvamanirūpyatv dityap staṃ 

prakṛtabh ṣyavirodh diti/

28) 이는 범어의 동의어 사 인 Amarakośa에(3.3.246) 다음과 같이 열거된 

것을 가리킨다. “이제(atho 는 atha)는 축복, 연속, 개시, 질문, 체를 

의미한다.”(maṅgal nantar rambhapraśnak rtsnyeṣvatho atha// 

Jhalakikar, p. 345.)

29) 직결하는 후속 구문까지 고려하면, 이 설명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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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이다.30) 그리고 이제(atha)라는 말은 단지 발음하는 것만

으로 축복도 갖는다고 알아야 한다. [이미] 공포된 것에 한 

가르침이 교시이다. 이것(교시)은 스승으로부터 유래하는 경

(요가수트라)의 작자에 의해 교 의 권 를 표명한다. 요가 

행자인 야갸나발키야가 “요가의 선언자는 고 의 다른 사람

이 아니라 히란야가르바이다.”라고 히란야가르바가 최 의 스

승임을 알렸기 때문이다. [이 주석(Ybh)에서는] 경문의 의미

를 집성한다. [그러므로 경문의 의미를] “요가의 교시인 [권  

있는] 교 이 시작된다.”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31)

이상의 해설  Yv-1은 독자  견해를 피력한 것이기는 하지

만, 사실은 요가주가 제1송에서 주력하여 설명한 명제(요가는 

삼매이다)를 용하여 요가수트라의 고유한 의의를 천명한 것이

다. 이 같은 성격의 방법론은 다음 장에서 검토할 V에 란하게 

구사되어 있다.

와 같은 특기 사항을 제외하면, Yv의 해설은 앞 (2.1)의 말

미에 제시한 Tv의 기조  특히 둘째 해석에 치 하면서, 요가

주의 첫 구 이 요가수트라의 권 를 제고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이해된다. ‘이제’라는 말이 질문과 축복의 의미도 함축한다는 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1송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므로 ‘여기서는’이라고 한정한 것이다.

30) 이 설명에 의하면, 어도 Yv의 자는 adhik ra-artha를 Woods의 

번역처럼 “별개의 주제가 시작된다.”라고 이해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31) praśn dyarthakatvamathaśabdasya kiṃ kutr pi 

n st ty śaṅk nir s yotkamayamiti/ adhik r rtho'dhik rav caka 

ityarthaḥ/ athaśabdasya cocc raṇam treṇa maṅgalatvamapi bodhyam/ 

śiṣṭasya ś sanamanuś sanaṃ tena ś strasya gurumūlakatay  

sūtrak reṇa pr m ṇyaṃ darśitaṃ “hiraṇyagarbho yogasya vakt  

n nyaḥ pur tana” iti yogiy jñavalkyena 

hiraṇyagarbhasy digurutvabodhan diti/ sūtrav ky rthamupasaṃharati, 

yogasy nuś sanaṃ ś stramadhikṛtaṃ veditavyam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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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  기조의 해석

개시 선언에 한 V의 해설은 반론자의 주장을 가정하여 가시

인 론을 개한 에서 독특하다. 여기서는 뜸 요가주의 

설명이 미흡함을 지 하면서, 이 미흡함을 보완하는 논의를 먼  

개한다. 이는 Tv  Yv의 해설과는 차별되는 독창 인 발상이

며, 반론을 논박하는 비  기조를 띤다. 그러나 앞서 시사한 

로 이 발상의 조는 Yv-1에서 감지된다. 따라서 내용상으로는 

이하 V의 해설은 Yv-1의 발상만을 확장하여 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V-1. 거기서(Ybh의 시작에서) 계32)와 목 을 언 하지 않는 것

은 인간의 활동이나 평정을 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여

기서(V)는] 경의 작자( 탄잘리)가 의도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활동에서 동력인이 되는 계와 목 을 먼  명시한다.33)

V-2. 그  목 이란 의학에서 네 부문의 실례로써 상술된 그러

한 것이다. 즉 의학은 병, 병의 원인, 건강, 치료라는 네 부문

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지하고 제한하는 규칙에 

따라 네 부문에 해 특별하게 설명한다. 이와 같이 여기(Ys 

2.15)서도 “ 변과 고뇌와 잠행력의 고통들로 인해, 그리고 성

분들의 작용은 상충하기 때문에 식별력을 지닌 자에게는 모

든 것이 고통일 뿐이다.”라고 [병에 해당하는 고통으로부터] 

32) Rukmani(2001, p. 2)는 이 계를 ‘문헌과 거기서 논의되는 주제 사이의 

계’로 이해했다. 그러나 V는 뒤에서 이 계를 목 (성취되어야 할 

것)과 수단(성취 수단) 사이의 연 으로 설명한다(V-5 참조).

33) tatr n khy tasambandhaprayojanaṃ na puruṣapravṛttinivṛttibhy ṃ 

pary pnot ti, sūtrak r bhiprete puruṣapravṛttinimittabhūte 

sambandhaprayojane pūrvaṃ prakaṭ kriy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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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교 의 네 부문을 제시한다.34) [먼  병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되어야 할 것은 고통으로 가득한 윤회이다. 이

것의 원인은 무지가 야기한 것으로서 인식자와 인식 상의 

결합이다. 기의 수단은 명료한 식별지이다. 그리고 식별지

가 출 하면 무지가 정지한다. [치료에 해당하는] 기는 이

것(무지)이 정지할 때 인식자와 인식 상의 결합이 완 히 

34) 이하에서 설명하는 네 부문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Ybh와 

S ṃkhyasūtra의 주석인 Sbh에도 서술되어 있다.  철학강요에서는 

아래의 Ybh에 해당하는 내용을 마지막에 소개하는 것으로 요가 철학에 

한 개설을 종료한다(Sds 1.15.604-9. Abhyankar, p. 388).

  * Ybh. 2.15: “의학은 병, 병의 원인, 건강, 치료라는 네 부문으로 

이루어지듯이, 이 교 도 그와 같이 바로 네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윤회, 윤회의 원인, 해탈, 해탈의 수단이다. 이 에서 기되어야 할 

것은 고통으로 가득한 윤회이며, 기되어야 할 것(윤회)의 원인은 

근본물질과 순수정신의 결합이며, 기(=해탈)는 결합의 완 한 

지이며, 기의 수단은 바른 찰이다.” (yath  cikits ś straṃ 

caturvyūhaṃ rogo rogahetur rogyambhaiṣajyamity, evamidamapi 

ś straṃ caturvyūhameva/ tadyath  saṃs raḥ saṃs raheturmokṣo 

mokṣop ya iti/ atra duḥkhabahulaḥ saṃs ro heyaḥ, pradh napuruṣayoḥ 

saṃyogo heyahetuḥ, saṃyogasy tyantik  nivṛttirh naṃ, h nop yaḥ 

samyagdarśanam/)

 * Sbh 1.1: “그런데 이 해탈론은 의학처럼 네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즉 병과 

건강과 병의 원인과 치료라는 네 부문이 의학에서 설명되어야 하는 

체이듯이, 기되어야 할 것, 기, 기되어야 할 것의 원인, 기의 

수단이라는 네 부문이 해탈론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들이다.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에서 기되어야 

할 것이란 3종의 고통이고, 기란 그것(고통)의 완 한 소멸이고, 

기되어야 할 것(즉 고통)의 원인이란 근본물질과 순수정신의 결합으로 

인해 식별력이 없는 것(즉 무지)이고, 기의 수단이란 식별지이다.” (tad 

idam mokṣaś straṃ cikits ś stravac caturvyūham. yath  hi roga 

rogyaṃ roganid nam bhaiṣajyamiti catv ro vyūh ḥ samūh ś 

cikits ś strasya pratip dy s, tathaiva heyaṃ h naṃ heyahetur 

h nop yaś ceti catv ro vyūh  mokṣaś strasya pratip dy  bhavanti; 

mumukṣubhir jijñ sitatv t. tatra trividhaṃ duḥkhaṃ heyam; 

tadatyantanivṛttir h nam; prakṛtipuruṣasaṃyogadv r  c viveko 

heyahetuḥ; vivekakhy tis tu h nop ya iti/ Garbe, p. 5. 원문의 오류는 

필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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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독존이다. 독존은 건강한 상태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바로 이 독존이 이것(요가수트라)의 

목 이다.35)

V-3. 반론: 그 지 않다. 기되어야 할 것(고통)과 이것의 원인은 

불필요한 것이므로 먼  언 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기에 

유용한 것은 교 이므로, 그것( 기)의 수단이 되는 식별지만

을 언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시로 발바닥을 찔린 자가 그것

(가시)의 제거를 방치하고서 고통과 그 원인을 문의하지는 않

기 때문이다.36)

V-4. [답변:] 그 지 않다. 기의 수단은 기되어야 할 것(고통)

과 이것의 원인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이 수단으로 기해야 

할 이 윤회의 바퀴, 그리고 이것(윤회)의 원인, 즉 무지가 야

기한 것으로서 인식자와 인식 상의 결합이 설명되지 않는 

한, 무지의 반 인 식별지를 설명할 수 없다. 기되어야 할 

것과 이것의 원인을 가진 병자가 기의 수단을 갈구할 경우, 

[우리는 병자가] 치료를 간청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35) tatra prayojanaṃ t vat, cikits ś stre 

taccaturvyūhatvapradarśanadv reṇa vy khy tam/ tadyath  

cikits ś straṃ caturvyūhaṃ rogaḥ, rogahetuḥ, rogyaṃ bhaiṣajyamiti/ 

vidhipratiṣedhaniyamadv reṇa [ca tat] 

caturvyūhaviṣayavy khy naparam/ evamih pi 

“pariṇ mat pasaṃsk raduḥkhairguṇavṛttivirodh cca duḥkhameva 

sarvaṃ vivekinaḥ” ity rabhya caturvyūhatvaṃ ś strasya pradarśitam/ 

tadyath  duḥkhapracuraḥ saṃs ro heyaḥ/ tasy vidy nimitto 

draṣṭṛdṛśyasaṃyogo hetuḥ/ vivekakhy tiraviplav  h nop yaḥ/ 

vivekakhy tau ca saty mavidy nivṛttiḥ, tannivṛtt v tyantiko 

draṣṭṛdṛśyasaṃyogoparamo h nam, tadeva kaivalyamiti/ 

rogyasth n yakaivalyaprayuktatv dasya tadeva kaivalyaṃ 

prayojanam//

36) nanu ca heyataddhetū na prastotavye, niṣprayojanatv t/ 

h naprayuktaṃ hi ś straṃ, tadup yabhūt  vivekakhy tireva vaktavy / 

na hi kaṇṭakaviddhacaraṇatalasya tadapanayanaṃ muktv  

duḥkhataddhetū cody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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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병과 병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서 가르치는 의학은 

없다.37)

V-5. [한편] 계라는 것도 다른 계가 아니라 ‘성취되어야 할 

것’(목 )과 ‘성취 수단’ 사이의 상호 필연성일 뿐이다. 즉 식

별지의 경우에는 기일 뿐인 결과가 ‘성취되어야 할 것’이 되

고, 기의 경우에도 오직 식별지가 ‘성취 수단’이 된다. [이 

계를 의학으로] 를 들면, 치료의 경우에는 오직 건강이 

결과가 되고, 건강의 경우에도 오직 치료가 성취 수단이 된다

는 것이 상호 필연성이다. 그런데 [요가의] 교 을 통해 그러

한 것이 [교시된다.] 따라서 요가의 교시는 계와 목 을 내

포한다.38)

V-6. 반론: 만약 기가 목 이고 식별지가 그것( 기)의 수단이

라면, 이 경우에는 “이제 식별지의 교시가 [시작된다.]”라고 

말해야 할 것인데, 경문에서는 무슨 이유로 “이제 요가의 교

시가”라고 선언하는가?39)

V-7. [답변:] 요가의 경우에는 그것(식별지)의 수단이 되기 때문

에, 반드시 수단이 언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추구의 상(목

)이 제시될 때,  추구의 상이 오로지 필요로 하는 충족 조

37) naitadevaṃ heyatatk raṇ pekṣatv ddh nop yasya/ 

y vadidamanenop yena h tavyaṃ saṃs racakram asya c vidy nimitto 

draṣṭṛdṛśyasaṃyogo heturiti n khy yate, t vann vidy pratipakṣabhūt  

vivekakhy tir khy tuṃ śakyate/ heyataddhetumato h nop y rthino 

rogiṇo bhaiṣajy rthitvadarśan t/ na hi rogaṃ rogahetuṃ c napekṣya 

cikitś stramupadiśyate//

38) sambandho'pi, vivekakhy terh nameva phalaṃ s dhyaṃ h nasy pi 

vivekakhy tireva s dhanamiti s dhyas dhanayoritaretaraniyama eva, 

n nyasaṃbandhaḥ/ tadyath , bhaiṣajyasy rogyameva phalam 

rogyasy pi bhaiṣajyameva s dhanamiti itaretaraniyamaḥ, sa ca 

ś str diti/ tasm t sasaṃbandhaprayojanaṃ yog nuś sanam/

39) nanu ca yadi h naṃ prayojanaṃ tadup yaśca vivekakhy tiriti, tatra 

vaktavyam “atha vivekakhy tyanuś sanam”iti/ kimartham atha 

yog nuś sanamiti sūtri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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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단은 완 한 체로서 다

시 언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설명되면 모든 것이 설명된다.40)

V-8. 반론: 어떻게 그것(요가)이 수단인가? [답변:] ···41) 식별지

란 상을 있는 그 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식별

지)의 수단으로서 요가의 교시만을 먼  경문에서 선언한다고 

말한 것은 타당하다.42)

V-9. 반론: 그 다면 식별지란 요가의 지분(8支)을 실행하는 것이

므로, 거기서는 “이제 요가의 지분에 한 교시가 [시작된다

.]”라고 언 되어야 한다.43)

V-10. [답변:] 그 지 않다. 결과로써 근하기 때문이다.44) [그런

40) tadup yatv dyogasya/ up ya eva vaktavyaḥ sy t/ upeyopradarśane hi 

upeyamup yaṃ prati s k ṅkṣamevetyup yaḥ s ṅgakal paḥ punarapi 

vaktavyaḥ sy t/ tasmiṃśc bhihite sarvamabhihitamiti/

41) 필자가 생략한 부분은 Ys  Ybh를 인용한 것으로 답한 내용이다. 

인용한 내용은 차례로 다음과 같다. Ys 2.28: “요가의 지분(支分)들을 

실행함으로써 불순물이 소멸할 때, 식별지에 이르기까지 지혜의 빛이 

있다.”(yog ṅg nuṣṭh n daśuddhikṣaye jñ nad ptir vivekakhy teḥ//) ; 

Ys 1.47: “성찰마 도 없는(無伺) 명석함에는 내 인 청정이 

[있다.]”(nirvic ravaiś radye’dhy tmapras daḥ//) ; Ys 1.48: “거기서 

[발휘되는] 지가 ‘진리의 산 ’이다.”(ṛtambhar  tatra prajñ //) ; Ybh 

1.1: “의식이 집 되어 있는 것(삼매 상태의 요가)은 상을 있는 그 로 

밝힌다.”(yastvek gre cetasi sa bhūtamarthaṁ pradyotayati/) 이것들  

Ybh의 인용에는 오기 는 임의의 변경이 있다. Ybh의 원문에는 

“그러나 의식이 집 되어, 상을 있는 그 로 진실하게 

밝히고”(yastvek gre cetasi sadbhūtamarthaṁ pradyotayati/)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는 문자의 착오(sad → sa)로 간주될 수 

있지만(Rukmani 2001, p. 4. n. 5), 요가의 수단성을 강조하고자 자가 

고의로 변경한 것일 수도 있다.

42) kathaṃ tadup yatvam? ··· bhūt rth vagatiśca vivekakhy tiḥ/ 

tasm dyuktaṃ tadup yayog nuś sanamev dau sūtritamiti//

43) nanu ca yog ṅg nuṣṭh n dvivekakhy tiḥ, tatra vaktavyaṃ “atha 

yog ṅg nuś sanam”iti/

44) 이는 논리학 의 논증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된다(Cf. Rukmani 

2001, p. 4, n. 7). Ny yasūtra(1.1.32)에서는 “논증지(논증의 구성 요소)는 

주장(宗), 이유(因), 실례(喩), 용(合), 결론(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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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실로 요가의 지분을 실행한 결과가 요가이므로, 이것(요

가)으로 근하는 것은 타당하다.45)

V-11. [반론:] 그 다면 기(해탈, 즉 요가의 목 )로써 근해야 

할 것이다.46)

V-12. [답변:] 그 지 않다. 그것( 기)은 추구 상(목 )이기 때

문이다. 그것은 실로 추구 상일 뿐이다. 더욱이 요가는 자신

의 지분들의 추구 상이면서 식별지의 수단이며, 원자화 등

[의 능력]을 얻는 수단이다.47) 따라서 [“이제 요가의 교시

가”라고 제1송에서 선언한 것이] 결과와 이것의 수단으로 표

된 형태보다는 더욱 하다. 한 [제1송의 선언이 

한 것은] 다음 경문(제2송)의 의미 때문이다. “이제 요가의 지

분에 한 교시가 [시작된다.]”라고 말할 경우, 이는 실로 [제2

송에서] “요가란 마음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다.”라고 선언

한 것과 합치하지 않는다. 그 경우에 경문(제2송)은 계, 권

계 등으로 표 되어야 할 것48)이다.49)

(pratijñ hetūd haraṇopanayanigaman nyavayav ḥ)라고 논증지를 

열거한다. 이러한 논증지를 시할 때 “  산에 불이 났다.”라는 

주장(결론)은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논증식에서는 결론이 입증되어야 

할 명제로서 먼  제시된다.

45) na phalenopakram t/ yog ṅg nuṣṭh nasya hi phalaṃ yoga iti 

tadupakramo yuktaḥ//

46) yadyevaṃ h nenopakramyeta/

47) 요 은 결국 “요가는 목 인 동시에 수단이다.”라는 것이다.

48) ‘ 계, 권계 등’은 요가수트라에서 “ 계(禁戒), 권계(勸戒), 좌법(坐法), 

조식(調息), 제감(制感), 총지(總持), 정려(靜慮), 삼매가 [요가의] 여덟 

지분이다.”(yamaniyam sanapr ṇ y mapraty h radh raṇ dhy nasam dh

ayo'ṣṭ vaṅg ni// Ys 2.29)라고 열거하는 요가의 8지분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목에서 V가 지 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반론자의 주장 로 개시 선언에 있는 ‘요가의 교시’가 ‘요가의 지분에 

한 교시’를 의미한다면, 요가를 정의하는 제2송은 “요가란 계, 권계, 

좌법, 조식, 제감, 총지, 정려, 삼매라는 여덟 지분이다.”라고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2송은 “요가란 마음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하므로, 반론자의 주장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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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에서는 이상과 같은 론이 더욱 진행되지만, 이후로는 그 주

제가 삼매로 바 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으로 요가주의 첫 구

에 한 V의 견해를 신할 수밖에 없다. V의 해설은 일견 혼잡

한 듯하지만, 개시 선언(제1송)의 의미를 논리정연하게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제1송이 수단만을 취 한 것이라는 반론을 논박하

여, 제1송은 계와 목 을 내포하면서 목 (독존의 식별지)과 수

단(요가)을 모두 천명한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그런데 V는 다른 두 주석서와는 달리 ‘이제’에 해서는 직  

거론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에 한 미망사의 을 

활용하여 도입하여 논의를 개한 것이다.50) 특히 V에서 논의의 

발단으로 명시한 ‘ 계와 목 ’(V-1)은 미망사수트라의 개시 선

언을 해설하는 주석자들의 쟁 이다. 이 을 아래와 같이 Ślokav

rttika(Śv)에 수록된 Śabarasv min의 주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문의 맨 처음에 “이제 이로부터 다르마에 한 탐구가”라고 말한 

이것은, 다르마로 불리는 상이 미망사의 목 임을 선언한 것이다.51)

참으로 그 모든 교 이나 행 의 어떠한 경우에든 목 이 언 되지 

않는다면, 가 그것(목 )을 이해할 것인가?52)

바로 그 교 과 목 은 계의 두 가지 기반이다. 그것( 계)을 표

시할 능력이 내포된 것은 그 목 과 분리되어 언 되지 않는다.53)

49) na, tasyopeyatv t, upeyameva hi tat/ yogaḥ punaḥ 

sv ṅg n mupeyaśca, up yaśca 

vivekakhy teraṇim dipr pteścetyabhyarhitataraḥ 

phalatadup yarūpatv t/ uttarasūtr rthatv cca/ na hi atha 

yog ṅg nuś sanam ityukte “yogaścittavṛttinirodhaḥ” iti yuktaṃ 

vaktum/ tad  hi yamaniyan disūtrameva paṭhitavyaṃ sy t//

50) Mm ṃs sūtra에 한 Śabarasv min의 주석은 일 이 Bbh에 한 

Śaṅkara의 주석(V)에서 인용된 이래 매우 많은 철학서에서 

인용되었다(本多 1996, p. ⅰ)고 하므로, 이 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51) ath to dharmajijñ s  sūtr dyamidaṃ kṛtam/ dharm khyaṃ viṣayaṃ 

vaktuṃ mm ṃs y ḥ prayojanam// Śv 1.1.11.

52) sarvasyaiva hi ś strasya karmaṇo v pi kasyacit/ y vat prayojanaṃ 

noktaṃ t vat tat kena gṛhyate// Śv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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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진술함으로써 이로부터 듣는 자(학생)들의 활동은 충족된다. 

이 때문에 모든 교 들에서는 계가 먼  언 된다.54)

계에 한 V의 해석은 의 셋째 문장  “교 과 목 은 

계의 두 가지 기반”이라는 인식과 직결되어 있다. 이 경우의 ‘교

’은 V의 에서는 수단이 된다.55) 결국 V의 해석은 “모든 교

들에서는 계가 먼  언 된다.”라는 미망사의 인식을 요가수

트라의 개시 선언에 용한 것으로 악할 수 있다. 이 용의 골

격을 추출하자면 다음과 같다.

V-5. 계는 목 과 수단 사이의 필연  계이고, 이것은 교

(요가수트라)을 통해 교시된다. 

V-5. 수단은 요가이며, 수단이 설명되면 모든 것이 설명되므로, 

이 수단은 완 한 체로서 다시 언 되어야 한다.

V-12. 그래서 요가는 목 이자 수단으로서 다시 언 된다. 즉 개

시 선언에 있는 ‘요가의 교시’라는 말은 목 과 수단을 모두 

포함한다. 이 둘은 결국 ‘ 계’로 환원될 수 있다.56)

53) ś straṃ prayojanaṃ ceiva sambandhasy śray vubhau/ 

taduktyantargatastasm d bhinno noktaḥ prayojan t// Śv 1.1.18. 이  

뒷 구문을 Jha(p. 3)는 “그것( 계)은 목 을 진술하는 데서 암시되므로 

따로 언 되지 않는다.”라고 의역했다. 이 번역까지 참고하면, 이 구문은 

“ 계를 표시하는 말이 있으면 목 은 따로 언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다.

54) siddhiḥ śrotṛpravṛtt n ṃ sambandhakathan d yataḥ/ tasm t sarveṣu 

ś streṣu sambandhaḥ pūrvaucyate// Śv 1.1.19.

55) Śv에서도 주석자(Kum rila)는 목 을 먼  달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왜냐하면 미망사는 ··· 수단이 되는 다른 많은 

학문에 의존하여 많은 노력으로 성취될 수 있고, 이것(미망사)의 목 을 

먼  언 하지 않으면 착수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mm ṃs  hi ··· 

bahūni vidy ntar ṇi up yabhūt ny śrit  bahv y sas dhy , n sy ṃ 

prayojanamanuktv  pravartayituṃ śakyamiti// 1.1.13.) 이 같은 인식에 

의하면, 요가수트라라는 교 은 수단에 해당한다. 더욱이 

 철학강요에는 ‘교 =수단’이라는 인식이 명시 으로 서술되어 있다. 

각주 62 참조.

56) 목 과 수단을 내포하는 이 계는 물론 미망사 철학에서 고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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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의학과 비하여 요가 교 의 네 부문을 상술한 것도 

와 같은 해석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함이다. 그 내용 자체는 

상키야  요가 철학에서 통용된 상식이므로 특기할 만한 것은 

없다.

Ⅳ. 양  기조의 정합

후 의 인도 철학 개론서인  철학강요의 제15장에서는 다양

한 문헌들을 인용하여 요가 철학을 개설한다. 여기서는 특히 요가

수트라의 개시 선언을 큰 쟁 의 하나로 취 하는데, 그 구체 인 

논의는 요가주의 3  주석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을 많이 포함

한다. 다만 논의의 내용과 기조는 V에 근 하고, Tv의 기조가 수

용되어 있다. 따라서  철학강요의 논의에는 이미 고찰한 양쪽 

기조가 정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면 이 논의를 참고

하여 개시 선언의 의의를 종합 으로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Yv와 V는 논의의 발단에서 일부 상통한 기조를 드러낸다. 즉 

자는 요가가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원천인 을 개시 선

으로 천명한다는 에서 출발한다(Yv-1). 이에 비해 V는 개시 

계와는 다르다. 미망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른 차원에서 계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주석자들은 경문에 있는 ‘이제’라는 말이 

필요한 연결, 즉 학습의 연속에 필요한 연결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부당한 것으로 배척된다. 왜냐하면 ‘이제’라는 말은 

두 행  사이의 계, 즉 학습과 알고자 하는 욕구 사이의 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mm ṃs (숙고)와 jijñ s (알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는 뭔가 상당히 다른 차이가 있다. 그 둘은 동사의 희구법 

형태이지만, 자는 선생의 행 인 반면, 후자는 학생의 행 이다. 

결론 으로 말해서, Jaimini가 학습을 마친 후 곧장 수트라를 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Jha, p. 3, 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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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을 계와 목 을 천명한 것으로 간주하고(V-1) 이 을 논

증한다.  철학강요에서는 이 같은 기조를 더욱 구체화하여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거기(요가수트라)서는 “이제 요가의 교시가”라고 하는 첫째 경문으

로써 ‘ 상, 목 , 계, 유자격자’와 같은 네 가지 필수 요건을 사려 

깊은 자의 실천을 보조하는 것으로 시인한다.57)

이후 ‘이제’의 의미에 해 개된 론은 고  요가의 주석자

들 사이에 통용된 인식을 반 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

러나 여기서 언 한 네 가지를 설명하는 아래의 서술에서는 V의 

기조가 수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에서 상이란 교 에서 상술되고 있는 것으로서 수단과 결과

를 갖는 요가이다. 그 상술 자체는 부수 인 산물(목 )이고, 최고의 

목 은 상술된 요가의 독존이다. 계란 요가와 교 이 상술되어야 할 

것과 상술하는 것의 상( 계)을 갖는 것이다. [환언하면] 성취되어야 

할 것(목 )과 성취 수단의 상을 갖는 것이 계이다. 그리고 그것

은 계시서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고 바로 앞에서 나는 말했다. 유

자격자들이란 오로지 해탈을 바라고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은 자

명하다.58)

의 설명에서도 심 개념은 목 과 계이다. 여기서는 첫째

57) tatr tha yog nuś sanam iti prathamasūtreṇa prekṣ vatpravṛttyaṅga 

viṣayayojanasaṃbandh dhik rirūpamanubandhacatuṣṭayaṃ 

pratipadyate/ Sds 15.39. Abhyankar, p. 336.

58) tatra ś stre vyutp dyam natay  yogaḥ sas dhanaḥ saphalo viṣayaḥ/ 

tadvyutp danamav ntaraphalam/ vyutp ditasya yogasya kaivalyaṃ 

paramaprayojanam/ ś strayogayoḥ pratip dyapratip dakabh valakṣaṇaḥ 

saṃbandhaḥ/ yogasya kaivalyasya ca s dhyas dhanabh valakṣaṇaḥ 

saṃbandhaḥ/ sa ca śruty diprasiddha iti pr gev v diṣam/ 

mokṣamapekṣam ṇ  ev dhik riṇa ityarthasiddham/ Sds 15.117-122. 

Abhyankar, p.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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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열거한 상이 요가에 귀속되고, 요가는 한 계에 귀속된

다. 다만 목 을 부수 인 것과 최고의 것으로 구분한 이 V의 

기조와는 다르다. 그러나 요가 교 을 부수 인 것으로 해석하는 

은 Tv와 Yv에서도 드러나 있으므로,  철학강요의 설명을 

외 인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철학강요에서는 개시 선언의 단 가 되는 ‘이제’(atha)라는 

말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를 개한다. 이 논의는 “여기서 ‘이제’라

는 말은 시작의 의미로 승인되어 있다.”59)라는 제와, “이제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의미한다는 

에 치우칠 수 있는가?”60)라는 반문으로부터 출발하여 마침내 

다음과 결론으로 종결된다.

반론하여 말하길, 여기서는 오로지 요가가 상술되고 있으므로 요가

는 교 이 아니라 주제로서 소개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다. 요가는 설명되어야 할 것이므로 체로 주제로서 소개된다. 그러

나 그것(요가)은 그것에 한 교 에 의해 설명된다. 따라서 교 은 

그것을 설명하기 한 수단이다. 작자의 직능은 수단에 한 것이고 

목 에 한 것을 취 하지는 않는다. ··· 그와 같이, 탄잘리가 선언

한 것은 해설의 직능을 고려하면 요가에 한 수단인 교 의 시작이

지만, 언표의 직능61)을 고려하면 단지 요가의 시작이라는 차이가 있

다. 따라서 [제1송의 의미는] ‘요가 교 의 시작’이라고 추측된다.62)

59) atr thaśabdo'dhik r rthaḥ sv kriyate/ Sds 15.40. Abhyankar, p. 336.

60) athaśabdasy nek rthatve saṃbhavati katham rambh rthatvapakṣe 

pakṣap taḥ saṃbhavet/ Sds 15.41. Abhyankar, p. 336. 이에 후속하여 

Amarakośa(각주 28)를 인용한 것으로 시작의 다양한 의미를 제시한다.

61) 작자가 일반 으로 통용되는 함축 인 말로 표 하는 직능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의미가 잘 드러난다.

62) nanu vyutp dyam natay  yoga ev tra prastuto na ś stramiti cet, 

satyam/ pratip dyatay  yogaḥ pr dh nyena prastutaḥ/ sa ca 

tadviṣayeṇa ś streṇa pratip dyata iti tatpratip dane karaṇaṃ ś stram/ 

karaṇagocaraśca kartṛvy p ro na karmagocarat m carati/ ··· tath  ca 

vaktuḥ patañjaleḥ pravacanavy p r pekṣay  yogaviṣayasy dhikṛtat  

karaṇasya ś strasya/ abhidh navy p r pekṣay  tu yogasyaiv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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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에서 지칭하는 요가는 요가주에서 ‘요가=삼매’로 규정

한 경우의 요가를 의미한다. 이 은 이에 곧장 후속하는 논의가

요가의 개념  정의  ‘요가=삼매’를 취 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의 결론에 의하면, 요가 교 은 요가를 설명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요가는 교 의 주제가 된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결론의 요 을 추출할 수 있다.

“개시 선언은 ‘요가를 주제로 하는 교 이 시작된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 같은 요 은 본 논문의 발단으로 제기했던 문제에 해결책을 

제공한다. 본 논문의 발단은 요가주에서 개시 선언을 해설하는 

첫 구 , 즉 “athetyayamadhik r rthaḥ”의 원의를 악하는 작업

이었다. Woods가 이 원문을 “이제라는 표 은 별개의 주제가 여

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번역한63) 것은, 에서 추

출한 요 과 상응한다. 그러나 이 번역의 취지는 련 거를 

용하여64)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가주는 개시 선언에 한 해설에서 “요가는 삼매이다.”라는 

명제를 설명하는 데 주력한다. 이와 련하여 Tv는 온갖 성 에

서 삼매는 요한 주제로 인식되어 있음을 시사한다(Tv-3). 이 

을 고려할 때, Woods의 번역에서 ‘별개의’라는 표 은 결국 삼

매 는 요가를 지시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삼매와 요가사

vibh gaḥ/ tataśca yogaś strasy rambhaḥ saṃbh van ṃ bhajate/ Sds 

15.138-146. Abhyankar, p. 346.

63)  철학강요를 역(1906년 )한 Cowell와 Gough는 이 원문에서 

건이 되는 adhik r rtha를 Woods보다 먼  ‘별개의 주제의 시작’으로 

이해한 례를 남겼다. 그들은 “atr thaśabdo'dhik r rthaḥ 

sv kriyate”(각주 59)라는 원문을 번역하면서, “별개의 주제가 이제 

시작된다고 암시하듯이”(as intimating as a distinct topic is now 

commenced)라고 원문에는 없는 내용을 부연했다(Cowell, p. 233). 이 

부연은 요가주의 첫 구 을 인용한 것이다.

64) 이 용의 가능성을 각주 7, 17로 시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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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구체성과 포 성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Woods는 이 

양자를 함축하여 ‘별개의’라고 표 했을 것이다. 따라서 양자는 맥

락의 해석  에서 따라 선택 으로 채택될 수 있다.

“이제 요가의 교시가”라는 개시 선언의 맥락에서,  이에 한 

 철학강요의 설명65)을 용하여, 요가주의 첫 구 을 다음

과 같이 재해석할 수 있다.

“이제란 여기서는 시작을 의미한다.” → “이제란 여기서는 [요

가를 상으로 하는] 주제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계시서, 성 , 사서, 승서를 통해 삼매는 지복

의 원인이라고 잘 알려져 있다.”(Tv-3)라고 말하는 맥락에서는 

“이제란 여기서는 [삼매를 상으로 하는] 주제가 시작된다는 것

이다.”라는 해석도 성립된다.

Ⅴ. 맺음말

요가수트라의 개시 선언을 둘러싸고 장황한 논의가 개된 것

은 일차 주석서인 요가주에서 ‘이제’의 의미를 극히 간결하게 

해설한 데서 기인한다. 인도의 통  주석가들 사이에서 통용된 

습을 고려하면,66) 요가주에 반 된 자의 견해는 매우 불투

65) 각주 57, 58.

66) “주석서들에서 이 말의 의미에 해 매우 번쇄한 설명을 개진하고 

있으나, atha(이제) 혹은 ath to(이제 이로부터)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학술서(철학서, 의학서, 문법서 등)의 맨 앞에 두는 불변화사이다. 원래 

atha라는 말은 라마나(제식서) 문헌의 새로운 계층에서 새로운 제식을 

기술할 경우, 문장의 맨 앞에서 ‘거기서’ ‘이제’라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했다. 한 우 니샤드에서도 다른 설명을 새롭게 시작할 경우, 

ath to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따라서 여기( 라마수트라의 

제1송)서도 그러한 습을 수용한 것일 뿐이다. 이것을 주해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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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다. 후 의 주석자들은 습에 따라 마다 개진한 설명으로 

자의 견해를 신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해석학  견해

일 뿐, 자의 생각을 그 로 변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이와 련된 논의 에서 자의 생각을 가장 객 으로 악할 

수 있는 길은 요가주의 첫 구 을 조  더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인도 철학은 주석을 통해 개되었으므로, 주석은 인도 철학의 

통이다. 따라서 이 통과 주석자들의 습에 따라 요가수트라

의 개시 선언을 보충 설명한 후  주석자들의 견해는, 마다 지

지하는 사상  기반이 다를지라도 요가 철학의 내용을 형성한다. 

이 에서 후  주석자들의 견해는 요가 철학에 한 통  인

식을 변하며, 요가 철학을 이해하는 데 거가 된다.

개시 선언에 한 후  주석자들의 해석은 특히 요가수트라의 

상과 직결되어 있다. 3  주석  Tv와 Yv는 베단타 철학의 

통을 바탕에 깔고서 요가수트라가 부수 인 교 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는 결국 베단타 철학에 한 요가 철학의 격

하를 인정한 것이다. 반면에 V는 미망사 철학의 통을 도입하여, 

요가수트라가 그 통과 부합하는 권 를 갖춘 것으로 해석한다. 

이는 결국 요가수트라의 상을 부수  교 보다 격상한 것이다.

그러나 요가주의 첫 구 은 이상과 같은 해석의 진 를 가름

할 만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첫 구 의 원의를 

악하는 것이 그러한 해석의 진 를 가름하는 것보다 우선한다.

문제의 첫 구 을 “이제란 여기서는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평

이하게 번역하는 것은 일반 으로 승인된다. 특히 Yv의 설명은 

이 같은 이해의 거가 된다. 그러나 Tv와 V   철학강요의 

논의를 참고할 경우, “이제란 여기서는 주제가 시작된다는 것이

다.”라고 직역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요가 는 

삼매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요가주의 첫 구 을 다음과 같이 이

마다 철학  입장에 따라 여기서 끌어내고자 하는 의미는 수트라의 

작자와는 무 하다.” 中村,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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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것이 자의 원의와 더욱 부합할 것이다.

“이제란 여기서는 [요가, 즉 삼매를 상으로 하는] 주제가 시

작된다는 것이다.”

자가 개시 선언을 해설하는 데서 주력한 것은 “요가는 삼매

이다.”라는 명제이기 때문에, 이 해석은 원의에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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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ermeneutic Meaning of the Opening Statement 

in Yogasūtra

Jung, Seung Suk 

(Dongguk University)

Yogasūtra begins with the opening statement as “Now 

an exposition of Yoga.” But the first commentator on 

Yogasūtra or an author of Yogabh ṣya commented on the 

opening statement very briefly. As a result of this, later 

commentators on Yogabh ṣya made a tedious explanation 

about that opening statement, especially about the word 

‘now’.

Considering the custom passing current among 

authoritative commentator in former India, views of the 

author on the word ‘now’ are very unclear. Because of this, 

later commentators in substitute for the author stated their 

views individually according to the custom. But these are 

no more than individual hermeneutic views in any rate, 

cannot be convinced as communicating real ideas of the 

author to us. In regard of this problem, the way grasping 

his ideas most objectively is to understand the first clause 

of Yogabh ṣya more obviously.

Their interpretations of the opening statement are 

connected directly with the status of Yogasūtra in 

particular. Among their three important commentaries, 

Tattva-vaiś rad  and Yoga-v rttika understand that 

Yogasūtra acknowledges itself to be a subordinate 

scripture(ś stra). This viewpoint is standing on the tradition 

of Ved nta philosophy, and admits after all that the status 

요가수트라 개시 선언의 해석학  의미 ∙ 8 1

of Yoga philosophy is lower than that of Ved nta 

philosophy. On the other hand Yogasūtra-bh ṣya-vivaraṇa 

introduces the tradition of M m ṃs  philosophy, and 

understands that Yogasūtra fulfills authority exactly 

corresponding with that tradition. This viewpoint promotes 

Yogasūtra to a higher status than the status as a 

subordinate scripture.

However the first clause of Yogabh ṣya has not enough 

information by which we can evaluate authenticity of those 

viewpoints. Therefore to catch the original meaning of the 

first clause at issue is prior to evaluate authenticity of those 

viewpoints.

It is admitted in general to translate the first clause at 

issue into simply as “The word ‘now(atha)’ is in the sense 

of beginning.” We can verify this translation's reference 

through Yogasūtra-bh ṣya-vivaraṇa in particular. This 

translation is established on the authority of 

Yogasūtra-bh ṣya-vivaraṇa in particular. But we can 

translate it literally into as “The word ‘now’ indicates that a 

topic commences here” in the light of Tattva-vaiś rad , 

Yoga-v rttika and Sarva-darśana-saṃgraha. In this case, a 

topic means Yoga or Sam dhi. So it is more exactly 

corresponding with original meaning of the author to 

understand the first clause as following.

“The word ‘now’ indicates that a topic treating Yoga or 

Sam dhi as object commences here.”

Key words : yogasUtra, commencement(atha), samAdhi, 

exposition of Yoga, relation and object, 

yogabhAS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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