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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나마는 비슈 의 일곱 번째 화신인 신 ‘라마’의 이름을 암송하는 

것이다. 이 암송은 인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특별하기

보다는 늘 사용하는 익숙한 만뜨라이다. 이 이름은 단지 역사 인 존재

로서의 라마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라마로서 원불멸의 신성으로 

자신의 믿음과 이해에 기반을 둔 것이라 하겠다. 

간디는 말하기를 “라마나마는 흑마술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상

징하는 모든 의미를 재해석해야 한다. 이것은 수많은 연구 결과를 간단

하게 유출해 낼 수 있는 수학공식과 같다.”라고 언 한다. 간디는 이 이

름에 자신의 신앙과 철학 그리고 수행을 더하 으며 자신에게는 최고의 

 도구로 삼았다. 그는 나아가 심신의 의학 인 의미를 더 하 으며 

최고의 치료제로서 강조하 고  라마나마가 자연요법의 하나임을 강

조했다. 

‘라마의 이름을 모든 질병의 묘약으로 처방하는 것은 역사 인 인물 

라마의 이름의 만뜨라로서 단순히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라마가 

아니다.’라고 간디는 말한다. 모든 질병에 라마의 이름을 처방하는 것은 

헌신자가 신의 이름을 마음에 품어서 순수와 평안에 이르게 하려는 것

이다. 스스로 자신 안에서 치료의 신주를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다.

육체 인 불치병으로 치료의 길이 없을지라도 라마나마는 심신의 고

통을 평안한 마음으로 잘 견디어 내게 해 다고 간디는 말한다. 라마

나마 만뜨라의 용법을 일반인에게 으로 보 한 자연요법 과정을 

살펴보면서 라마나마의 홀리스틱 가치를 논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원 디지털 학교 2009년 교내학술지원비에 의한 것임.

* 원 디지털 학교 요가명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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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21세기의 성자이며 인도의 국부인 간디가 그 동안의 모든 역경

을 헤치고 개인 , 사회 , 정치  역에서 그의 활동을 범

하게 목숨을 다해할 수 있었던 정신 인 버 목은 그의 라마나마

다. 라마나마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깊은 철학

과 수행 그리고 라마나마에 한 믿음이 깊게 깔려 있었기 때문

이다. 그에게 라마나마는 최고의 보호책이고 혼의 쉼터이며 에

지의 수단이었다.

간디는 라마나마에 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을 극복할 수 있었

으며 질병은 자신의 잘못으로 발병한 것이라 생각했다. 라마나마

가 마음 속 깊숙이 잠재한다면 결코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 으며 사람들의 고통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생겨나는 것

이므로 발병으로 인한 통증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칙

은 모든 사람들에게 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음속에 라마를 

품고 있는 자만이 그들의 혼을 밝힌다. 이러한 깨달음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신뿐이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신에게 의지하며 참된 평화 속에 살면서 어떠한 질병이 닥치더라

도 참아내는 것 이것이 이상 인 길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의 마음

이 자신도 모르게 불결해지면 라마나마가 그에게 유일한 지원군

이 된다.” 라마나마를 암송하고 그리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만병통

치약’1)이라고 간디는 말한다. 

라마나마 만뜨라는 통 이고 일반 인 수행 방법으로 인도인 

모두에게 잘 알려진 신의 이름의 만뜨라이다. 이러한 만뜨라에 힘

을 불어넣게 된 라마나마에 한 그의 철학과 자연요법의 치료제

1) On Nearing Madras: 1946.4.21, Gandhi(2004)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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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라마나마에 한 그의 사상을 살펴보고 간디의 홀리스틱 

치료에서 어떤 치에 있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특히 이번 논

고는 라마나마에 한 을 심으로 분석하여 간디의 라마나마

의 사상을 탐구하고자 하 다.

Ⅱ. 라마나마란 무엇인가

라마나마 ‘R man ma’는 ‘R ma’와 ‘n ma’의 합성어이다. ‘R ma’

는 비슈 의 일곱 번째 화신인 신의 이름이고 ‘n ma’는 ‘이름’이란 

뜻이다. ‘R man ma’란 ‘라마신의 이름’의 의미로 라마신을 만뜨라

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서사시 라마야나(R m yaṇa)의 주

인공인 라마는 시따(S t )의 남편이며 다샤라타(Dasharatha)3)왕의 

아들로도 알려져 있다. 이 라마나마는 역사 인 라마로서만이 아

니라 인 에센스, 원불멸의 신성을 말하고 있다. 간디는 그

와 같은 사실을 다음처럼 말한다.

나의 라마는, 우리의 기도의 상인 라마는 역사 인 라마, 다샤라

타의 왕ㅡ아요디야의 왕이 아니다. 그는 원한 자, 태어나지 않은 자, 

둘이 아닌 하나이다. 그 만을 나는 경배하고 그의 도움만을 구하며 여

러분도 그러해야 한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같다. 나는 이슬람교도 

인이나 그 외 구라도 라마신의 이름을 취하는데 반 를 하는 이유

2)  다른 라마신의 인 만뜨라는 Sri R ma Jai R ma Jai Jai R ma 

(가끔 "Om"이 앞에 첨가되기도 한다.)이 있고 장례 행렬에서는 "R ma 

Nama Satya Hai" (람의 이름은 진리이다)를 반복 으로 되뇌며 

행진한다. 시체는 더 이상 숨(진리, 라마 이름)을 유지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숨(라마 이름)이 없는 시체는 더 이상 가치가 없음을 나타낸다. 

3) 다샤라타(Dasharatha)는 서사시 라마나야에 나오는 주인공 라마의 

아버지로서 익쉬바꾸(Ikṣhvaku) 왕조의 아요디야(Ayodhy ) 나라의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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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잘 모르겠다. 그분을 결코 라마로만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소리의 조화에 흠을 내지 않는다면 그분을 알라 는 쿠다라고 해도 

상 없다.4)

그 다면 라마는 구인가?

1) 마음속에 새긴 이름 라마

라마는 인도인들에게 신앙의 상이면서 역사  실존 인물로서 

숭배된다. 역사  실존 인물이 어떻게 원한 신성의 상이 될 

수 있는가는 신앙자들의 딜 마이다. 이런 딜 마에 해 간디에

게 질문을 하 다.

“라마에 해 말을 할 때 에 라마는 우주의 지배자이고 다사

라타의 아들인 라마가 아니라고 말 하셨다. 그러나 라마둔(R ma

dhun)5)에서 ‘시따-라마(S t -R ma)’, ‘라자 라마(R j  R ma)’6)을 

상기하고 ‘시따의 주 라마에게 승리를’라고 끝을 맺는다. 다샤라타

의 왕이 아니라면 라마는 구인가?” 간디가 이에 답하기를, 

“라마둔에서 ‘시따-라마’, ‘라자 라마’는 꼭 반복된다. 그러나 라마

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 이름이다. 더 깊이 잠수할수록 더 많은 

보물을 찾아낼 것이다.”7) 힌두종교에서 신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알려진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라마와 끄리슈나를 역사 인 인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 뜻 그 로 신이 다샤라타의 왕 라

마의 형태로 인간 모습으로 땅 에 내려왔다고 믿고 그를 경배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간디는 이러한 상황들이 역

사, 상상, 그리고 진실이 풀 수 없을 만큼 뒤섞여 버려서 다시 엉

4) Harijan, 1946.4.28. Gandhi M.K.(2004) pp.16-17.

5) 라마둔(R madhun)은 라마신에게 바치는 찬가이며 주로 만뜨라로 

구성되거나 찬가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6) ‘S t -R ma’, ‘R j  R ma’에서 S t 는 라마의 부인이고 R j 는 왕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S t -R ma’, ‘R j  R ma’의 의미는 ‘시따의 라마’. ‘왕 

라마’이다.

7) Harijan, 1946.6.2. Gandhi(2004)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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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 않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간디는 무형으로 모든 곳에 존재하는 라마신의 암시  상징인 

이름과 형태들을 수용했다. 시따의 남편, 다샤라타의 아들로서 묘

사되는 라마는 가장 강력한 에센스로서 모든 고통--심리 , 도덕

, 육체 --을 제거하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이름8)이다라고 말

했다.

간디는 역사  실존과 원한 신성으로서의 딜 마의 어려움을 충

분히 인식했다. 이 둘은 오랫동안 혼합물로서 존재하 으며 실타래처

럼 엉켜져 분리가 힘들다. 오직 마음속에 느끼는 신성을 통하여 이 딜

마를 풀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정과 부정도 아닌 둘이 가능한 

합일 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이 듯 간디는 라마의 역사 인 존재로

서의 의미보다 모든 고통을 제거해주는 마음속에 새겨진 이름 라마로

의 심의 환을 보여 다.

2) 불멸의 존재 라마

그 다면 역사 인 존재보다 마음에 새겨진 이름 라마는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마음에 새겨진 이름 라마로 역사 인 존재가 불멸의 존

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리아 사마즈 한 사람이 이 게 질문했다.

“당신이 불멸하다고 믿는 라마가 어떻게 다샤라타왕의 아들, 시

따의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가끔 당신의 기도에 참석하지

만 이런 딜 마를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라마둔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내 마음을 방해합니다. 모든 사람들

이 라마둔에 참여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진정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암송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라마

둔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이어진 간디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8) Harijan, 1946.6.2. Gandhi(2004) pp.17-18.



1 0  ∙ 印度哲學 제32집

그것은 진정으로 참여를 원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라마둔에 

참여해서 선율에 맞추어 라마를 암송할 수 있는 사람들은 라마나마를 

암송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것은 사소한 일입니다. 요한 것은 다샤라타의 아들 라마가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가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성자 뚤시다스9)

가 제기한 문제인데 스스로 답을 하 습니다. 그것은 실재로 논증될 

수 없는 것이고 지 인 만족을 해 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

다. 이것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10)

간디는 우선 라마를 시따의 남편으로 경배하지만 라마에 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라마는 불멸의 존재

이고 모든 곳에 존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 말은 라마가 

이제 시따의 남편이 더 이상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시따 남편의 

의미가 라마의 비 과 함께 확장된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세계

이 어떻게 진보하는가이다. 라마를 단지 다샤라타의 아들로만 여

기는 자에게는 라마는 어느 곳에나 존재할 수 없다. 라마를 신으

로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자로 느끼는 자에게는 라마는 어느 곳

에나 존재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다고 말한다. 라마를 

원의 존재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 개개인이 다

르다는 것이다.

모든 종교가 근원에서 하나라면 우리는 이 모두를 통합해야 한다. 

모든 종교가 서로 분리된 것으로 여기고 그런 이유로 왜 우리가 서로

를 죽여야 하는가이다. 우리가 종교에서 싫증이 날 때, 우리는 무신론

자가 된다. 그리고 소아와 분리되어 신을 포함하여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참된 이해를 얻게 될 때, 소아는 소멸되고 신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두의 신이 된다. 라마는 그때 존재하고 다샤라타의 아

들, 시따의 남편, 바라타와11) 락쉬만의12) 형제만이 아니라 다시 태어

9) 뚤시다스는 (Gosv m  Tuls d s, 1532～1623) 라고 불리는 라마신의 

헌신자로 아와디(Awadhi)로 라마야나를 재창조하여 서사시의 형태의 

경 으로 람짜리뜨마나스(R macaritam nasa)를 완성하 다. 

10) Harijan, 1947.6.22. Gandhi(2004)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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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없는 원불멸의 신이 된다.13)

그에게 라마는 역사 인 존재로서 다샤라타의 아들, 시따의 남

편, 바라따와 락쉬만의 형제이면서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이름 라

마이고 자신의 믿음과 이해가 더해지면 신으로서의 라마, 원불

멸의 존재 모든 곳에 존재하는 신으로서의 라마이다. 이는 개개인

의  수 에 따라 마음으로 느끼는 이론과 논증 이 의 문제

임을 말한다.

3) 생명 본질인 의식으로서 라마 

간디에게 신이란 신의 화신으로서 역사 인 존재에 한 심

이 아닌 도처의 생명의 본질, 순수한 의식으로서의 원성이다. 

그에게 라마는 생명의 본질인 순수의식의 원함이다. 신은 인간

이 아니며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때때로 하강한다는 것은 

신에게 가까이 간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신이 도처에 

존재하는 만큼 그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살아있어 그런 까닭에 

그의 화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마, 끄리슈나 등은 그들에게 속

한 신성의 자질들 때문에 신의 화신이라고 불린다. 그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신성으로

서의 신은 그런 향을 받지 않는다. 역사 속에 라마와 끄리슈나

는 마음속의 신성으로서 모든 논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간디에게서 진리는 신이 힘(force)이라는 것이다. 신은 삶의 본

11) 바라따(Bharata)는 아요디야(Ayodhy )왕국의 왕 다샤라타의 네 아들  

둘째 아들이고 부인 까이께이(Kaikeyi)에게서 태어났다.

12) 락쉬만(Lakshmaṇa)은 다샤라타왕의 셋째 아들이다. 다샤라타와의 

둘째부인 수미뜨라(Sumitra)에서 태어났다. 다샤라타왕은 라마, 바라따, 

락쉬만, 샤뜨루그나(Shatrughna)의 네 아들을 두었고 락쉬만은 

샤뜨루그나와 둥이 형제로 태어났으며 라마와 가장 가까운 형제이면서 

동반자 다.

13) Harijan, 1947.6.22. Gandhi(2004)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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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다. 신은 순수하고 속임이 없는 의식이다. 신은 원하다. 그

러나 무나 이상하게도 도처에 있는 살아 있는 이 존에서 혜

택도 안식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간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는 강력한 힘이다. 그러나 모두가 무조건 으로 기의 혜택을 

릴 수는 없다. 기(사용과 조건의)의 일정한 방식을 따를 때만이 

기를 얻게 된다. 기는 생명이 없는 에 지이다. (그러나 라마나마

는 생명이 있는 에 지이다.) 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라마나마 용

법과 조건의) 일정한 법칙에 한 지식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면 인간은 라마나마의 생명에 지 효과를 릴 수 있다.14)

그러므로 라마는 역사 인 존재이면서 마음에 새겨진 라마로서 

각자의 이해와 믿음에 따라 마음속의 라마가 원불멸의 신성으

로서 생명의 본질인 순수의식일 때 라마의 이름이 유효하다는 것

이다. 즉 그 때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Ⅲ. 라마나마 만뜨라 수련

신의 이름으로 만뜨라를 암송하거나(N ma Japa) 그룹으로 노

래하는 산끼르딴(Sankeerthan)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신애(bh

akti) 수련 방법의 하나이다. 헌신자는 마음에 한 가지 신성(iṣṭa-d

eva)을15) 품는데 이 말은 원하는 신의 만뜨라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힌두의 비의학의 하나인 만뜨라 련 연구는 만뜨라 찬

(mantra-paṭh), 만뜨라학(mantra-vidy ), 만뜨라 경 (mantra -ś

14) Harijan, 1947.6.22 Gandhi(2004) p.21.

15) 산스끄리뜨 iṣṭa-deva(t )의 의미는 ‘마음에 품은 신성(cherished 

divinity)’이다. iṣṭa는 ‘소망하는, 좋아하는, 가슴에 품은, 숭배하는’(Apte 

2005, p.96.) 그리고 devat 는 ‘신격, 신성, 신’이다. Apte(2005)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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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등의 이름으로 알려졌다.16) 만뜨라는 신의 이름으로 만들어

지는 경우 5음 , 6음 , 12음  등 다수의 음 로 구성된다.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가장 강력한 만뜨라로 여긴다.17) 그러므로 라

마신의 이름 라마나마 만뜨라는 가장 강력한 만뜨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종교의식이나 어려운 상황, 스트 스 받는 상황에서 

당한 횟수를 반복하여 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만뜨라 는 만뜨라로 구성된 바가바드기따나 라마야나 경 을 

이 함께 암송을 하는 것은 의미를 이해 못하더라도 신성한 만뜨라 

음  자체가 개인과 단체에 축복을  수 있다고 여긴다.18)

만뜨라를 마음에 있는 신으로 올바르게 수용하고 규칙 으로 

잘 사용하면 즉각 으로 무의식에 있는 까르마를 폭발시킨다. 이 

만뜨라 수련은 기분을 바꾸어 주고 좋은 느낌을 주며 꿈속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어떤 변화를 경험하더라고 정 인 

마음을 지니게 된다.19) 만뜨라를 암송하는 것은 소우주에서 우

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개인을 근원으로 운반하는 수 이다.20) 

만뜨라에는 련된 신성이 있고 만뜨라 암송으로 그 신성의 에

지가 작용을 하게 된다.21) 

이런 신의 이름을 언제 어디서나 마음속으로 는 소리를 내어 

암송할 수도 있다. 간디는 라마나마가 만뜨라로서 그런 효력을 지

니는 것은 말이 없는 침묵 속의 사고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목

을 해 라마나마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1) 마음속으로 하는 라마나마

16) Walker(1996) p.25.

17) Walker(1996) p.27.

18) Klostermaier(2006) p.28.

19) Satyananda(2004) p.22.

20) Devananda(2007) p.50.

21) Viswanathan(2000)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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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나마가 효과 이기 해서는 마음으로부터 나와야하고 이

것이 라마나마 수련의 진정성을 갖게 한다고 간디는 말한다.

선행 조건은 마음으로부터 나와야한다는 것이다. 정신   질병

보다 덜 요한 육체  질병을 치료하기 해 사람들은 지구의 끝까

지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인간의 육체는 결국 소멸되기 마련이

다. 성질상 육체는 원히 존속될 수 없다.22) 

그러므로 라마나마만이 우리의 피난처이기에 마음에서 우러나

오는 라마나마를 암송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간디

는 말한다. 

2) 침묵속의 효력 라마나마

간디는 라마나마를 입으로만 하는 사람은 가르칠 수 없다고 주

장했다. 입으로 한 말보다 더욱 효력이 있는 것은 침묵의 사고라

고 하 다. 하나의 올바른 생각이 세계를 움직이고 그 사고는 결

코 버려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말과 행 로 생각에 옷을 입히려는 

바로 이 시도는 생각에 한계를 주게 되고 세상 어느 구도 말과 

행동으로는 생각을 충분히 표 할 수 없다. 간디는 모든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 원한 침묵으로 들어가야 한다.”23)고 말한다. 이

론 으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침묵속의 사고가 효력을 발생하

기 한 조건을 완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간디 자신도 자신이 

그런 사고에 필요한 강도와 조 의 수 에 이르 다고 주장할 수

는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불필요하고 무 계

한 사고를 마음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한 높은 수

에 도달하기 해서는 무한한 인내와 고행을 필요로 한다고 말

한다. 그는 문장의 화려한 수식에 탐닉한 것이 아니라 라마나마의 

효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려는 것이다. 라마나마의 

22) New Dehli: 1946.5.26. Gandhi(2004) p.58.

23) Ibid.



홀리스틱 치료 간디 라마나마 연구 ∙ 1 5

무한성을 경험하기 해 인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라마나마

가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3) 소리 내어 하는 라마나마 암송과 마음속으로 하는 라마나마 

암송

그는 민 과의 화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질문: 화를 하거나 머리를 쓰는 일을 할 때 는 갑자기 근심이 

생길 때 마음속에서 라마나마를 암송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

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 라마나마가 마음속에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언제라도, 잠을 잘 

때에도 할 수 있다고 나의 경험으로 말할 수 있다. 그 이름을 마음에 

품는 것이 습 이 되면 마음을 통한 그 이름을 암송하는 것은 심장박

동만큼이나 당연한 것이 된다. 그 지 않다면 라마나마는 단순한 기계

인 반복 수행이 되거나 기껏해야 표면에만 향을  것이다. 라마

나마가 마음에 한 지배권을 잘 수립한다면 소리를 내어 암송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 이것은 언어를 월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

에 도달한 사람들은 거의 없고 다수는 그 상태에서 멀리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24)

여기서 간디는 기계 으로 반복하는 만뜨라 수련을 경계한다. 

마음으로 행하여야 하기에 소리를 내는 것을 크게 요시하지 않

는다. 마음속으로 소리 내지 않고 하는 만뜨라 수련 나아가 만뜨

라 수련을 하지 않고 자신의 내부의 평안을 유지하는 높은 단계

까지 언 한다.

4) 일상생활에서 방해받을 수 없는 라마나마 만뜨라 수련

질문: 일에 한 스트 스와 긴박성 때문에 지정된 방식 로 우리

는 매일마다 헌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둘 에서 어느 것에 우선권

24) Gandhi(2004) p.70.



1 6  ∙ 印度哲學 제32집

을 줘야 할까요? 근무인가요 아니면 염주수행인가요?

답: 근무의 긴박성이나 는 다른  상황이 무엇이던 간에 라마

나마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 외 인 형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염

주가 없더라도 라마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라마나마 수

련은 방해받지 않는다.25)

일이 하다거나 스트 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라마나마 수련

이 단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먼  라마를 마음에 두고 로 

우러나오게 하는 것을 가장 요하게 여겼다.

5) 라마나마 만뜨라 수련 효용성과 신의 거처

간디의 라마나마에 한 효용성은 다음과 같은 화에서 잘 나

타난다.

질문: 자신의 마음속에 라마나마를 지닌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라마나마 암송에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답: 라마나마를 암송하면 특별한 장 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구라도 신이 마음 안에 있는 진리인 것을 느끼고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에게는 암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 개인 인 경험은 라마나마를 암

송할 때 아주 특별한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26)

원한 진리가 마음에 거한다면 그 때는 만뜨라 수련이 필요하

지는 않다고 간디는 언 한다. 그러나 부분 그러하지 못하므로 

라마나마를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 라마나마의 특별함을 알게 된

다고 하면서 라마나마의 력을 강조하 다.

25) Gandhi(2004) pp.70-71.

2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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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라마나마와 마음 수련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라마나마는 도움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나름의 법칙과 수련이 있어야 한다. 특히 ‘라마’, 

‘라마’ 입으로만 말하면서 마음으로 하지 않는 수련자는 고통을 

얻게 된다 하여도 간디를 비난할 수는 없다. 라마나마는 합한 

사용법을 갖고 있다. 라마나마를 읊으면서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

이 해탈을 바랄 수는 없다. 이것은 오직 자기정화를 하여 합

한 수련을 이행하기 해 비된 삶들에게만 유효하다.27) 라마나

마는 암송의 조건을 완수한 사람들에게 유용하다.28) 라마나마의 

암송은 라마에 의미가 있는 일에 걸 맞는 사를 하지 않는다면 

라마나마의 암송은 헛된 것이다.29) 시바난다는 만뜨라 수련은 “비

로 옷을 세탁하는 것처럼 마음의 오물을 씻어내는 것이다.”30)라

고 하면서 만뜨라 수련의 역할을 강조한다. 

1. 라마나마의 효력의 조건

1) 마음의 헌신과 그 외의 생활 요건

우룰리 깐찬31)의 기도 모임에서 간디가 라마둔을 강조했다. 라

마둔은 몸과 마음의 질병에 가장 효과 인 치료제이다. 약만 의지

27) Bombay: 1946.3.15. Gandhi(2004) p.52.

28) New Dehli: 1946.4.8.

29) New Dehli: 1946.4.26. Gandhi(2004) p.67.

30) Sivananda(1999) p.43.

31) 간디의 자연요법센터가 있는 우룰리 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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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어느 의사도 치료를 완 히 할 수 없다. 그 지만 신에게 

기도한다면 고통과 근심이 제거될 것이라고 했다.

라마둔에 마음을 다해 참여할 때 평화와 행복이 느껴진다면 기도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완수해야 하는  다른 조건이 있

다. 알맞은 식사를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무엇보다 화를 내지 말

아야한다. 항상 자연과 하나가 되고 그 원리들을 잘 따라야 한다.32) 

간디는 진실한 기도, 자연 인 삶, 알맞은 식사, 당한 수면 그

리고 분노 없는 평온한 마음 등의 생활조건이 라마나마 수련의 

요건임을 부언한다.

2) 라흐마짜리야33)

존하는 신을 발견하는 법칙을 알고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살아있는 힘을 유사하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신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은 자

명하다. 한 마디로 그 법칙은 라흐마짜리야(Brahmacarya)이다. 

“ 라흐마짜리야를 고양시키는 지름길은 라마나마이다.”34) 라

흐마짜리야는 진리 발견의 지름길이고 라마나마는 라흐만짜리

야의 지름길이니 결국 라마나마는 진리 발견의 지름길이란 뜻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3) 필요한 시간과 노력

간디가 기도 후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아주 정직한 

32) Poona: 1946.3.22. Gandhi(2004) pp.52-53.

33) 라흐마짜리야(Brahmacarya)는 자 뜻으로는 신의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는 생활방식이다. 자기제어 없이는 이런 깨달음은 불가능하다. 

자기제어는 모든 감각기 의 제어를 말한다. 그러나 일반 으로는 성  

본능과 성기 의 제어를 통한 성 기  조 과 정액 유출 방지로 

이해된다. Gandhi(2005) p.23.

34) Poona: 1946.3.22. Gandhi(2004)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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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한 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에서 라마나마가 우러나오

지 않는다며 상담을 하 다. 간디는 무한한 인내로 라마나마를 계

속 수련해야 한다는 말했다. “한 소년이 의사가 되기 해서는 16

년간 열심히 공부해야한다. 그 다면 마음에 라마나마 이름을 새

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35)

4) 내면과 외면의 순수성

라마나마를 반복하고 그것으로 내면의 존재를 정화하는 사람들은 

외부의 어떤 오물도 참지 않는다. 수만의 사람들이 라마나마가 습 이 

된다면 사회  병폐인 강도들이 없어지고 질병도 없어질 것이다. 천국

이 지상에 임할 것이다.36)

라마나마를 반복하고 실제 수련에서 라완의37) 방식을 따르는 것은 

가장 나쁜 사람이다. 이것은 더할 수 없는 선이다. 사람은 자신과 

세상을 속일 수 있으나 능한 자만은 속일 수 없다.38)

라마나마 수련은 마음으로 하는 수련이지만 외 인 청결과 도

덕 인 청결을 함께 강조한다.

2. 라마나마의 수행법

1) 수행자의 이해와 믿음에 비례하는 수행

어떤 사람이 편지로 간디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35) New Dehli: 1946.4.20. Gandhi(2004) p.53.

36) New Dehli: 1946.4.21. Gandhi(2004) p.53.

37) 라완(R vaṇa)은 라마야나에서 등장하며 고  랑카(Laṅka)섬의 왕이고 

라마의 이다 라마에게 복수하려고 라미의 부인 시따를 납치한다. 

38) New Dehli: 1946.6.18. Gandhi(2004)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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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람들은 미신 으로 라마나마를 옷 에 쓰고 라마나마 씨

가 심장 에 오도록 옷을 입는다.  다른 사람들은 수만 번 라마나

마를 종이에 쓰고 그 종이를 잘라 잘게 삼키고서 말하기를 라마나마

가 몸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수천가지 미신에 한 가지 이상의 

미신을 더하여 미신이 없는 땅을 가득 채워서 자신도 속고 남도 속

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 비난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속으로 말하기를 진리가 남용되고 진리의 이름으로 부정하게 수

행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문제인가.39) 

이에 한 간디의 답변은 부분 이 세상에서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며 그 진리는 신의 속성일 뿐이다. “상  진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는 

로 진리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진리의 추구는 어떤 사

람이라도 사행 길로 가게 하지 않는다.”40)

2) 신의 이름의 신주

라마나마에 피난처를 구하는 자는 그의 모든 욕망이 만족을 얻게 

된다.41)

라마나마의 신주(新酒)를 마시고자 하는 자는 탐욕과, 분노 등을 몰

아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42) 

모든 일이 잘 될 때 물론 그 땐 신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러나 

진실한 헌신자라면 모든 일이 꼬이게 되어도 신을 기억하는 자이다.43) 

신의 피난처를 마련하여 경험하는 기쁨과 행복을 어느 가 다 묘

사할 수 있을까?44)

육신의 음식과 음료는 물리기도 하고 때로는 탐식하게 되어 병이 

들기도 한다. 신주를 더욱 깊이 마시면 마실수록 그것에 한 갈증은 

39) New Dehli: 1946.5.24. Gandhi(2004) p.54.

40) Ibid.

41) New Dehli: 1946.5.25. Gandhi(2004) p.54.

42) New Dehli: 1946.6.46. Gandhi(2004) p.54.

43) Bombay: 1946.7.6. Gandhi(2004) p.68.

44) Uruli: 1946.3.25. Gandhi(2004)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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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더 심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음 깊숙이 가라앉게 된다.45) 

그때 모든 미혹과 집착, 탐욕과 시기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다. 그러기 해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성

공은 그러한 노력의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3) 신의 노 제를 수용

간디는 라마는 신과 동일한 것이라고 반복해서 분명하게 밝혔

다. 라마는 이 에도 있었고 지 도 존하고 언제나 존재하며 태

어나거나 창조되지 않는다. 단순하게 인간 라마를 신과 연결시킨

다는 것은 무지일 뿐이다. 그런 까닭에 다른 신앙을 감내하고 존

하며 우상 괴자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같이 동일한 

신을 숭배하라고 말한다. 

신은 모든 곳에 있고 흙더미 속에도 잘라 버린 손톱에도 존재한다. 

그에게 이슬람교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이 라힘, 라흐만, 까림이었다. 

그가 그들을 라힘, 까림 는 라흐만이라고 지칭할 때, 신의 이름을 부

르고 있는 것이다.46) 

신의 이름에 상 없이 신의 하인으로서 겸손한 자세로 무엇이

든(타종교의 만행도) 감내하며 자신의 순수를 지킬 것을 말했다. 

간디는 신의 이름을 사람들이 무엇으로 지칭하던 간에 능하신 

신의 노 방식을 수용할 것을 부탁했다. 

4) 용

“왜 그는 자신을 이슬람교도라고 부르지 않는가? 왜 그는 라마

와 라힘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는 깔마(Kalma)47)를 

45) New Dehli: 1946.6.18. Gandhi(2004) p.60.

46) Harijan: 1947.2.23. Gandhi(2004) p.75.

47) 무슬림의 신앙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라는 신앙 고백(샤하다; shahad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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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송하는 것을 반 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멀리 가버렸는가. 

왜 그는 뻔잡48)으로 가지 않았는가? 그는 나쁜 힌두는 아니었는

가? 그는 다섯 번째 컬럼이스트49)가 아닌가? 비폭력은 힌두를 겁

쟁이로 만들지는 않았는가?”50)라고 비난하는 분노의 편지가 그에

게 왔다. 어느 때는 투에 마호멧 간디라고 쓴 편지가 오기도 했

다. 이에 간디는 “왜 이슬람교도가 소수의 죄 때문에 비난을 받아

야 하는가? 그들이 사나따나(san tan )51)의 진정한 힌두인가?”52)

라는 생각과 함께 참된 종교의 본질을 고민했다. 힌두교를 포함하

여 모든 종교의 본질은 용이기 때문에 그가 선한 힌두가 아니

라면 선한 이슬람교도도 선한 기독교인도 아니며 더욱이 종교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은 종교의 정신에 어 난다고 깊게 생각을 

하게 다. 겸손함은 공존하기 한 필수 덕목이고 힌두 경 에서 

신이 천 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종교를 포용

하라는 의미로 여겼다. 이 게 생각하면서 주 하지 않고 신을 찬

양하고 마호멧을 선지자로 인정했다. 그는 붓다, 조로아스터, 수

를 인정한 것처럼 마호멧을 선지자로 인정했다. 이러한 종교  

용으로 라마의 본질이 한 타종교의 본질과 하나라는 을 언

했다.

5) 그룹으로 하는 라마나마 라마둔

48) 뻔잡(Punjab)주는 인도북서부에 치한 주이다. 1947년 인도를 분할시 

인도와 키스탄으로 분할되었다. 1966년 하리야나주, 힘마짤주, 

뿌라데쉬주 그리고  뻔잡주로 다시 나 어졌다. 재 뻔잡주의 주민의 

다수가 시크교인들이다. 

49) 다섯 번째 컬럼이스트(A fifth columnist)는 자신이 속한 국가나 기 에 

해를 주는 을 비 리에 일하여 돕는 집단의 일원을 말한다.

50) Harijan: 1947.4.27. Gandhi(2004) p.76.

51) 산스끄리뜨 ‘San tani’의 말뜻은 원주의자이고 정통 힌두주의로 알려진 

것을 고수하려는데 한 명칭이다. 이것은 힌두개 주의자들의 특정 

경 의 근본주의자들의 해석에 따라 오래된 기존의 사회경제체제의 

변 을 반 하는 힌두종 주의 집단을 겨냥한 말이다. 

52) Harijan: 1947.4.27. Gandhi(2004)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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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는 일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마음으로 

암송할 때 라마둔이 주는 워를 수십만의 병사들이 밴드에 맞추

어 행진할 때 나오는 력에 비교한다. 

군사의 힘으로 세상을 폐허로 만든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

인을 하 을까. 쟁이 끝났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여 는 실제의 

쟁보다 더 심했다. 그것은 군사력의 괴 인 힘이었다. 조 의 주

함도 없이 시간의 박자에 따라 수백만의 사람들에 의해 암송된 라

마둔이 행한 힘은 군사 인 힘과 종류에서 다르고  효과에서 다르

다.53) 

간디는 마음으로 신의 이름을 암송하는 것은 그들이 목격한 

재의 폐허의 장소에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평화와 행복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특히 그룹으로 하는 라마나

마는 물리 인 힘, 군사 인 괴력을 월하는 평화의 거 한 창

조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3. 라마나마의 정신 인 효과

1) 내면의 부 라마나마

 간디는 라마나마는 소수인을 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한 

것이며 그의 이름을 취하는 사람은 자신을 한 풍부한 축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라마나마의 효력은 소진되지 않으며 라마나

마에 의지하면 할수록 그 효용성은 더 커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제는 라마나마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악한 생

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욕정과 색욕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

가? 그럴 때 라마나마는 그런 것을 억제하는 신통한 힘을 가지고 

53) Harijan: 1947.8.31. Gandhi(2004)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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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말한다. 그는 라마나마의 의의를 비유로서 설명했다.

만약에 일하지 않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많은 부를 축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가정하자. 라마나마에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스

스로 이 게 혼잣말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부인과 아이들을 해 

부를 축 해도 그들은 다 낭비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나는 그들

에게 높은 인격, 훌륭한 교육과 수련을 유산으로 남겨놓을 수 없을까? 

그래서 그들이 정직하고 근면하게 일하고 몸으로 노동하여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말이다.54) 

끊임없이 라마나마를 반복하게 되면 자신의 미혹과 거짓된 집

착을 쫓아버리고 참된 깨달음이 생겨나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을 

해 수백만 가지의 상을 쫓아다니는 바보 다는 것을 알게 되

어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라마나마에 헌신하여 자신의 모든 

굴 와 방황에서 자유롭게 되려고 할 것이라고 간디는 생각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부인과 아이들에게 이 게 말하게 될 것

이다. 내가 지 까지 모아서 쌓아놓은 보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끝없이 풍요롭게 할 보물을 가져왔다. 그것이 어디에 있나

요? 우리에게 보여주실래요? 그들은 의심의 리로 말할 것이

다. 그것은 모든 부에 한 갈증을 종식시키기 때문에 어느 보물

보다 더 귀한 것이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는 그 

이름(라마나마)이다.”55)라고 그는 설명하 다.

2) 라마나마의 수학공식

신은 사람이 아니며 모든 곳에 퍼져 있는 가장 강력한 이다. 

남녀노소 구나 마음속에 신을 품은 자라면 구라도 기처럼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나 좀 더 미세한 결과를 볼 수 있

는 막강한 에 지를 하게 된다. 그러나 단순한 라마나마의 반복

54) Mussoorie: 1946.6.2. Gandhi(2004) p.59.

55) Mussoorie: 1946.6.2. Gandhi(2004)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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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와 같은 신비한 효과를 지니지는 않는다. “라마나마는 흑마

술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모든 의미를 재해석해야 

한다. 이것은 끊임없는 연구 결과를 간단하게 유출해 낼 수 있는 

수학공식과 같다.”56) 단순한 라마나마의 수학공식은 자신의 이해

와 믿음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고 간디는 언 한다.

3) 불결한 환경을 월하는 라마나마

어느 날 간디는 하리잔(Harijan)57) 구역의 불결한 환경에 해 

언 했다. 그는 공 생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와 공공

사업부의 사람들이 왜 그런 불결을 참고만 있는지에 해 의아해 

했다. 간디는 그 사람들이 그 장소를 건강하고 생 인 장소로 

만들도록 유도할 수 없다면 그가 가서 그곳에 머문다고 해도 무

슨 소용인가. 그리고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외부의 청결을 한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은 내면의 청결을 해 기도할 수 없다. 그들이 기도에 참석하는 

목 이 부질없는 호기심이라면, 그들이 오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

다. 그들이 기도하러 왔다면, 그들은 내  외  청결을 해 기도

해야 한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면 이것은 남을 속

이는 일”58)이라고 생각했다. 

간디가 머문 하리잔 구역 장소에는 무나 많은 오염물과 불결

한 것들이 많았다. 간디에게 화장실이 무 더러워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장소에는 리가 무 많아서 간디가 감염되어 죽게 

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간디는 그것을 염려하지 않았

56) Bombay: 1946.7.6. Gandhi(2004) p.63.

57) 하리잔(Harijan)은 ‘신의 자녀(child of God)"의 의미로 간디가 

불가 민을 하리잔으로 불 다. 간디의 출 물에는 하리잔이라는 

주간신문이 있었다. 문으로 ‘하리잔(Harijan)’(1933～1948), 

구주라티어로 된 ‘하리잔 반두’(Harijan Bandu)와 힌디로 ‘하리잔 

세와끄’(Harijan Sevak)가 있다. 

58) Bombay: 1946.7.6. Gandhi(2004)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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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명의 의사가 그와 함께 돌보고 있을지라도 그는 신외에는 

구도 의존하지 않았다. 능하신 신만이 그의 건강을 돌보고 있

다고 간디는 여겼다.

4) 두려움을 제거하는 라마나마

간디는 아주 어린 아이 을 때 항상 겁이 많아 작은 그림자조

차도 두려워했다. 보모가 두려움에 한 해독제로 라마나마의 비

법을 가르친 것을 그는 감동 으로 묘사하 다. “두려울 때 라마

나마를 암송하라. 그분이 를 보호할 것이다.”59)라고 보모는 간

디에게 말하곤 하 다. 그 때 이후로 라마나마는 간디에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확고한 피난처이고 은신처가 되었다고 회상한다. 

뉴델리 연설에서 간디는 다음과 같이 설 했다.

여러분이 나에게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두

려움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에게 그러

한 일을 할 수 있는 부 이 있는가?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라마

나마 만뜨라이다. 여러분들은 아마 라마신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신의 뜻이 아니라면 단 한 번의 숨도 쉴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를 Ishwara, Allah, God, Ahura Mazda라고 불러

라. 그의 이름은 인간의 수만큼이나 무수하다. 그는 유일한 자다. 그만

이 하다. 그보다 더 한 자는 없다. 그는 시간을 월하고, 형

태가 없고, 결함이 없다.60) 

간디는 라마는 순수한 사람들 마음속에 언제나 거하며 라마나

마 이름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면 왕자이던 거지이던 간에 세상

에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왜 우리는 알

라 아크바르61)의 외침을 두려워하는가? 이슬람의 알라는 순수함

59) Harijan: 1946.11.24. Gandhi(2004) pp.73-74.

60) Harijan: 1946.11.24. Gandhi(2004) pp.73-74.

61) The Takb r 는 Tekbir는 All hu Akbar의 아랍어 표 이다. 뜻은 신은 

하다( 는 가장 하다). 이 귀 은 이슬람교인들이 여러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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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자 다. 동부 벵갈에서 행한 것은 언자에 의해 가르침

로 행한 이슬람의 처벌62)이 아니었다. 그들이 신에게 믿음이 있다

면 가 감히 자신의 부인과 딸을 더럽히겠는가. 신은 그런 까닭

에 무슬림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했다. 그들이 라마나마에 한 

믿음이 있었다면 동부 벵갈을 떠나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했다.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필요하다면 목숨을 걸고 용감한 남

녀로서 자신들의 명 를 지켜야 하는 그곳에서 살아야만 했다. 

험에 면하는 신에 험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은 사람과 신 그

리고 자신의 자아로부터의 믿음을 져버리는 것이다. 믿음의 산

을 신청하며 사는 것보다는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63) 라마나

마에 한 믿음은 개인 으로나 사회  국가 인 한 모든 상

황의 두려움을 담 하게 처하도록 한다고 말한다.

Ⅴ. 라마나마와 자연요법

마하뜨마 간디는 인도에 자연요법을 정착시키고 보 화한 인도 

자연요법의 아버지이다. 애국자로 독립운동가로서 뿐만 아니라 자

연요법사로 그의 공  한 막 하다. 간디는 정치, 경제, 사회 

는 인 문제로 심신이 혼란스런 상황에서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강기법을 개발해냈다. 이것이 자연생활 방식

사용한다. 를 들면 매우 행복할 때, 찬성을 나타날 때, 연사를 칭찬할 

때, 극단의 스트 스에서 투의 외침으로 사용된다. 이슬람교에서는 

박수 신에 군가 ‘takbir’라고 외치면 들은 "Allahu Akbar"로 

응수한다.

62) 동부벵갈은 2차에 거친 토분할이 있었다. 1차는 1905-1915년 국의 

통치하에 이루어졌다. 2차는 1947년 힌두 다수인 서부 벵갈과 

이슬람교 다수인 동부 벵갈로 재분할되었다.

63) Harijan: 1946.11.24. Gandhi(2004) 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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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연요법이었다. 기본 원리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고 특

히 오원소로 자연치유력을 최 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 면에서는 라마의 신 이름 라마나마를 애송하고 권장하여 심신

의 건강을 한 로그램과 병원을 세우며  국민의 건강법을 

추진하게 된다.64) 이것은 한 렴한 비용과 손쉬운 방법으로 인

도  상황에 어울리는 민간요법 방책이었다. 간디는 자연요법을 

연구하여 심신의 발 을 한 교육 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연구하

여 의 심신건강의 향상을 한 로그램을 만들고자 하 다.

1. 라마나마와 병 치료

1) 라마나마 특효약

 어느 날 간디는 기침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온 

편지와 메시지에 해 계속 얘기했다. 그 이후 녁 시간 야외에

서의 연설은 기침이 문제가 되곤 했다. 그는 기침이 완 히 없어

질 것을 원했지만 모든 의학 인 치료를 거부했다. 의사는 기에 

그가 페니실린을 취하면 3일 내 다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

지 않다면 기침이 없어지기 까지는 3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페니실린의 효과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라마나마가 모

든 질병에 특효약으로 다른 모든 치료를 신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65) 간디는 불길한 느낌이 들 때에는 신에 한 불타오르는 

믿음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신만이 사람들의 믿음의 

불을 끌 수 있고 라마만이 간디의 일을 떠맡고 자신을 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지 않다면 신이 자신을 데려갈 것이라고 간

디는 생각했다. 간디는 인간은 라마나마를 피난처로 여기고 기도

64) 편집자의 노트 참조. Gandhi(2005) pp.v-vi.

65) New Dehli: 1947.10.18. Gandhi(2004)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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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고 권면하는 바잔(bhajan)66)을 들으면서 재의 기를 온

히 신에게 맡기고 육체 인 질병을 해 의학 인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심하 다.

이와 같이 간디는 라마나마에 한 믿음이 커서 의사의 치료와 

약물치료를 거부하고 라마나마에 으로 헌신하는 데까지 이르

게 된다.

2) 라마가 의사이다.

다음은 간디의 제자 마 의 이다.

암끼(Amki)에서 바부에게 드릴 우유를 얻을 수 없었다. 나는 최선

을 다해 조달을 하려 했으나 그 지 못했다. 그래서 바부에게 말  드

렸더니 그가 말하기를, “무엇이 문제인가? 우유가 없다면 하얀 코코넛 

주스 한 좋다. 신선한 코코넛 기름은 기가 필요한 경우에 신 사용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부는 내게 그것들을 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로 따라하

여 만든 것을 그분에게 드렸다. 평소 염소우유를 8온스 마셨는데 동일

한 양의 코코넛 우유를 마셨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잘 소화하지 못해 

설사병이 걸렸다. 잦은 설사는 그를 더욱 쇠약하게 만들어 녁때 쯤 

오두막에 돌아왔을 때 기증을 느끼며 쓰러지려고 했다. 흔히 하품, 

발한, 수족냉증들은 그의 경우에는 기증 보다 먼  왔다. 나는 그가 

하품을 할 때 기증이 일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내 부축으로 걷던 그는 이미 몸이 축 쳐지고 있었다. 나

는 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안고서 니르말 바부를 불 다. 그가 와서 

우리 둘을 자신의 침 에 눕혔다. 그때 나는 이 마을 근처에 사는 수

실라(sushila) 의사를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도 그를 부

르지 않아 바부의 병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알까 두려웠

다.

의사를 불러오기 해 나는 메모를 해서 니르말 바부에게 주었다. 

그때 바부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소리쳤다, “마 디(Manudi)”(바부가 

66) 바잔은 인도의 신에 한 사랑 노래이다. 고정된 형태는 없고 단순한 

만뜨라, 그룹송 는 고  노래 형식 라가에 맞추어 노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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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부르는 애칭이다), “나는 자네가 니르말 바부를 부르는 것을 좋

아하지 않아. 지  이러한 때에는 온 마음을 다해 라마나마를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기를 바라네. 나는 내 자신을 해 그의 이름

을 부르는 것에 념하고 있네. 니르말 바부를 부르는 신에 자네가 

라마나마를 암송하기 시작했다면 내가 얼마나 좋아했겠는가. 지  수

실에게 알리지도 부르지도 말라. 진정한 의사는 라마이네. 라마가 나

의 섬김이 필요하다면 그는 나를 살게 할 것이다. 그 지 않으면, 그

는 나를 그에게로 불러 갈 것이다.” “수실라르에게 알리지도 부르지도 

말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온몸에 율이 느껴졌다. 나는 니르

말 바부에게서 메모를 낚아채서 찢어버렸다. 바부는 이것을 보고 말했

다. “자네가 이미 그 게 썼던 게군.”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했다. 

그는 말하기를 “신이 우리 둘 모두를 구해주셨네. 그 메모를 읽었으면 

그는 하던 일을 제쳐놓고 우리에게 달려왔을 거야. 나는 그것을 조

도 좋아하지 않아. 그것은 내 자신과 당신을 화나게 만들어. 내가 오

늘 시험받은 것을 신에게 감사드리네.”67) 

간디는 단호하게 의학  치료가 아닌 라마나마에 한 믿음으

로 온 히 헌신하기를 바란 것이다. 궁극 인 의미의 치유는 신의 

뜻에 따라 살고 죽고, 병들고 병이 낫는 것 한 신의 뜻이라는 

사상이 내재된 것이다.

3) 라마나마의 믿음으로 모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

간디의 라마나마에 한 믿음이 단했다. 모든 질병은 라마나

마에 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겼다. 라마나마가 마음 

속 깊이 내재한다면 병으로 인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 으

며. 사람은 자신의 실수로 고통을 받는 것이므로 병으로 인한 통

증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법칙은 모두에게 용되는 

것이라고 하 다.

67) 이 부분은 마 의 간디에 한 일기  간디의 헌신에 한 보고로서 

라마나마에 한 간디 자신의 말로 된 부분으로 후에 편집된 마 의 

간디 서의 ‘바부--나의 어머니’란 제목의 장에서 발췌된 것이다. 

(편집자의 노트. Gandhi(2004).) 인용 부분은 Gandhi(2004)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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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라마나마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하네. 

그러나 앵무새처럼 반복하지는 말아야 하네. 하 만의 경우처럼 그것

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네. 사띠지가 진주목걸이를 하 만에게 

주자 그는 그것을 부수어 라마의 이름이 거기에 쓰여 있는지를 보려

고 하 지. 우리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알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네. 우리는 하 만의 몸처럼 강하게 만들 수는 없을지 모

르나 우리는 우리의 혼을 하게 만들 수는 있을 걸세. 우리가 하

만의 헌신에 몰두하지 않으면 그의 헌신을 깨달을 수 없네. 그러한 

높은 수 에 이를 수 없다면 진지한 시도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

지. 어머니 기따68)가 우리에게 모든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는 신의 손

에 맡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기 

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네.69)

간디가 몸이 아  때 취한 태도는 세계에 유일한 만병통치약인 

라마나마라는 것이다. 그것에 련된 법칙을 엄격하게 지킨다면 

그의 이름으로 효력이 있다고 여겼고 라마나마에 한 흔들림 없

는 믿음은 숨 쉬는 마지막 한 순간까지 지속되었다. 

4) 병의 원인은 자신의 잘못에서 기인한다.

그의 어록의 많은 곳에서 자신의 잘못이나 그릇된 행 , 악한 

생각으로 인해 병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다.

병이 든 것은 구에게나 부끄러워해야만 할 일이다. 병은 다른 사

람에게 한 과실을 의미한다. 몸과 마음이 온 히 건강한 사람은 결코 

병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아야 한다.70) 

악한 생각은 한 질병을 유발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악한 생각

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71)

종교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뭔가 그에게 부족한 것

68) 바가바드기따.

69) Gandhi(2004) pp.83-84.

70) Sevagram: 1944.12.26. Gandhi(2004) p.65.

71) Sevagram: 1944.12.27. Gandhi(2004)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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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72)

마음이 불결한 것은 몸의 불결보다 더 험하다. 외부가 불결한 것

은 내면 인 것의 표 이다.73)

5) 병을 치료하는 길은 라마나마이고 의사의 치료보다 더 우선

이다.

라마나마에 온 히 헌신하는 길은 치료의 길이며 의사치료보다 

더 요하다고 한다.

악한 생각에 한 확실한 치료는 라마나마이다. 그의 이름을 단순

히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74)

오늘날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의사의 수와 치료의 

방법들도 무수하게 많아진다. 우리가 모든 질병을 하나로 그리고 라마

를 유일한 의사로 여긴다면 우리는 부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75)

자신들도 언젠가 죽게 되는 통의사와 양의사들을 쫓아가면서 

원하고 변함없는 통의사인 라마를 아주 잊어버리는 것은 얼마나 괴

이한 일인가!76)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양의사의 치료로 우리의 생존을 기

껏해야 며칠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값비싼 치료의 고통에 처하게 하는 것은 사실 더 이상한 일이 아닌

가?77)

그러면서 간디는 라마나마에 의지하지 않고 의사의 치료에만 

의존하는 행 를 나무란다. 은이와 노인, 부자와 가난한 자, 모

두 우리의 앞에서 사라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앉아서 쉬지를 못

72) Sevagram: 1945.4.22. Gandhi(2004) p.65. 

73) Uruli: 1946.2.24. Gandhi(2004) p.67.

74) Sevagram: 1944.12.28. Gandhi(2004) p.65.

75) Sevagram: 1944.12.29. Gandhi(2004) p.65.

76) Sevagram: 1944.12.30. Gandhi(2004) p.65.

77) Sevagram: 1944.12.31. Gandhi(2004)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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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단지 며칠 더 살기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갖은 수단을 다하려고 하는 삶의 애착을 비 한다.

간디는 마음 깊숙이 라마나마를 의지할 때 최고의 치료이며 안

식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우리가 신에게 의지하면서 어떠한 질병이 닥치더라도 참된 평화 속

에서 살면서 참아낸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이 될 수 있을까.78) 사람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불결해지면 라마나마가 그에게 유일한 지원군

이 된다.79) 내가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마음으로 라마나마를 암송하

고 그리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80) 집

착과 미음 등이 한 질병이고 육체  질병보다 더 나쁜 것이다. 81)

2. 민 을 한 의학으로서의 자연요법과 라마나마

간디는 라마나마와 자연요법이 심신건강을 한 온 한 치유책

으로 가난한 인도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고 발 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다.

 내가 쿠네의 치료의 『신과학』(Kuhne's New Science)과 스트

의 『자연으로의 회귀』(Just's Return to Nature)를 거의ㅡ40년 에 

읽었을 때 자연요법으로의 확고한 개종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기뻤

다. 

나는 나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지식의 한계 때문에『자연으

로의 회귀』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나는 지  

인도의 가난한 수백만 사람들에 맞는 자연요법 시스템을 발 시키기 

해 노력하고 있다. 흙, 물, 빛, 공기와 에테르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하는 여러 가지 치료를 보 시키는데 념하려고 한다. 이것은 

78) Sevagram: 1945.1.2. Gandhi(2004) p.66.

79) On Nearing Madras: 1946.4.21. Gandhi(2004) p.66. 

80) Uruil: 1946.3.22. Gandhi(2004) p.66. 

81) Uruil: 1946.3.23. Gandhi(2004)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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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모든 병의 특효약의 이름(라마나마)을 마음으로부터 자연스

럽게 우러나오게 하려는 것이다. 신의 명칭은 지 까지 수백만의 일부

는 라마로 다음 수백만의 일부는 알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마음으로

부터 그러한 암송은 자연이 인간을 해 규정한 법칙을 깨닫고 따르

게 하는 책임을 수행하게 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방이 치료보다 낫

다는 결론으로 이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생의 법칙 

즉 마음과 몸, 환경의 정화의 법칙을 마음속에 새기게 된다.82)

이러한 라마나마에 한 믿음은 그가 보내는 편지에도 나타난

다. 그는 자연치료와 더불어 라마나마의 믿음으로 심신의 온 한 

건강을 지키라고 권면한다.

Ⅰ

귀하...

당신은 몸의 건강을 하여 좌욕과 일 욕을 해야 하고 마음의 평

안을 해서는 라마나마가 최고의 진통제입니다. 욕정이 괴롭힐 때는 

자신을 제어하십시오. 신의 빛 속에서 걷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것이 신의 창조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신의 은총 외에  다른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83)

Ⅱ

귀하...

선생님이 쾌차하던 안하던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에게 

의지하면 할수록 더욱 더 많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통의나 

양의는 있습니다만 그들은 우리를 더욱 더 신에게서 멀어져 가게 합

니다. 그것이 왜 내가 당신을 그곳84)으로 보내고 싶어 했는가 하는 이

유입니다. 자연요법치료는 우리를 더욱 더 자연-신에 가까이 가게 합

니다.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이루어내는지 보기로 합시다. 나는 지나

치게 무리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바부의 축복을 보냅니다.85)

82) Harijan, 1947.6.15. Gandhi(2004) p.67.

83) Yeravda Mandir: 1930.11.12. Gandhi(2004) p.68.

84) 간디의 자연요법센터가 있는 우룰리 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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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는 라마나마가 마음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치료

의 용을 권한다. 특히 자연요법의 치료의 한 도구로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효용성을 설명하 다. 그리고 인도 

상황을 고려하여 렴하고 손쉽게 용되는 민 요법으로 권장한

다.

Ⅵ. 나오는 말: 홀리스틱 치료 라마나마

1. 죽음 앞에서 선 라마나마의 완벽한 수행자 

1) 죽음 앞에서 간디의 라마나마

다음은 간디가 별세하기 하루  긴 히 쓴 엽서인데 여기에 

그의 라마나마의 믿음이 잘 묘사되고 있다.

끼쇼르랄(Kishorlal)에게86)

나는 편지를 쓸 때는 기도하고 오늘 주어진 내 시간들을 다 받쳐서 

편지를 썼다. 여기로 산까란 님의 딸의 운명 소식을 해  것은 잘한 

일이다. 나는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가 그곳(Sevaram)에 간다는 보

고는 지 까지 확정 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나는 그곳에서 3

85) Sevagram: 1945.7.9. Gandhi(2004) pp.68-69.

86) Shri K. G. Mashruwala는 간디가 1월 29일에 즉 별세하기 하루  손수 

긴 히 쓴 두 번째 우편엽서를 받았다. 이것은 그의 후원자인 간디가 

연락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한 이 의 Shri K. G. Mashruwala의 

편지에 한 답변이다. 그런 까닭에 간디의 답변은 그에게는 기쁨과 

놀라움이었고 귀한 추억이다. 의 내용은 그 엽서를 자유롭게 번역한 

것이다. Shri K. G. Mashruwala는 힌두스타니. 딸리미 상, 

세와람(Hindustani Talimi, Sangh)에 사는 선생님이다. Editor, Harijan. 

N. D. 1948.1.29. Gandhi(2004)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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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12일까지 마물러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델리에서 내가 그 게 

했다고 한다면 내 맹서를 지키기 해 이곳에 있을 필요는 없을지 모

른다. 이것은 여기서 내 동료들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가에도 

달려있다. 아마도 내일 결정할 수 있다. 내 방문의 목 은 건설 로

그램의 분리된 모든 제도를 통합하고 잠날랄(Jamnalal)87)의 기념일을 

지키는데 있다. 나는 몸의 에 지가 만족하게 생겨나고 있다. (내 병

은) 콩팥과 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내 견해로는 라마나마에 한 

믿음이 약해 진 것을 보여  것이라 여긴다.88)

죽음에 이르러서도 변함없이 라마나마에 한 믿음을 보여주는 

간디 다.

마지막 한마디, 라마!

간디가 기조집회를 끝내고 소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꽉 막힌 골목을 

지나면서 소녀들의 어깨에 놓인 손을 들어 기도집회의 사람들의 인사

에 답하려하 다. 그때 갑자기 군가 군  속으로 팔꿈치로 거칠게 

치면서 오른쪽에서 차단선 안쪽으로 뛰어들었다. 작은 마 가 그의 

발에 손을 기 해 앞으로 나오고 있었고 기도집회에 무 늦었다

는 말을 하며 그녀는 손을 들어서 침입자를 멈추게 하려고 했다. 그러

나 그는 격렬하게 그녀를 쳐 양손에 쥐고 있던 아쉬람 바잔왈리와 

바부의 타구와 말라(제의를 한 꽃목걸이)를 땅에 떨어뜨렸다. 흩어

진 것들을 집기 해 허리를 굽혔을 때 그는 직 탄도 거리에 있는 바

부의 앞에서 -참으로 가까이 서서 쏜 탄피의 하나가 나 에 바부의 

옷 사이에서 나왔다. 세 발이 7발 자동권총으로부터 연속 으로 쏟아

졌다. 첫발은 배꼽 로 2인치 반 정도의 오른쪽복부, 정 선에서 오

른편으로 3인치 반 정도 되는 치에 박혔다. 두 번째 발은 7번째 늑

87) 잠나랄(Jamnalal Bajaj, 1884.11.4～1942.2.11)은 기업가, 박애주의자, 

독립투사 다. 간디의 측근이었고 수행자 다. 간디는 그를 양아들로 

삼았다고 한다. 인도에서 Jamnalal Bajaj Institute of Management 

Studies를 비롯하여 여러 개의 연구소를 그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바자즈(Bajaj)란 이름을 사용하는 계열회사를 만들었는데 지 도 

근간기업에 24개 계열회사가 있다. 뭄바이에는 그가 살던 지역에 그의 

이름을 따서 ‘JB Nagar’라고 부른다.

88) Harijan, 1948.2.8. Gandhi(2004)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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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에 박혔고 세 번째 발은 젖꼭지에서 1인치 쪽, 정 선에서 4인

치되는 가슴부 의 오른쪽 부 에 박혔다. 첫째 둘째 쏜 탄피는 정확

히 통하여 등에서 나왔다. 그리고 셋째 탄피는 폐에 박힌 채 발견되

었다. 첫 발사에 맞았을 때는 내딛던 발이 땅에 닿았고 두 번째 발사 

때는 완 히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말은 “라마, 라마” 다.89)

간디의 마음속에 있는 라마에 한 믿음은 질병과 죽음 그리고 

개인의 기 상황이나 국가의 사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간

디는 이것을 경험으로부터 말할 수 있었고 뚤시다스와 같은 헌신

자와 성자들은 이 왕도를 잘 보여주었다고 말한다. 라마나마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매우 작은 외 인 노력으로 강력한 결

과를 보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간디의 라마나마의 효험은 우룰

리 깐찬(Uruli Kanchan)90)에 있을 때 실하게 느 고 모든 질병

에 한 확실한 치료제는 라마나마라고 확신하게 된다.

3) 진정한 깨달음

간디는 종교의식의 형식을 넘어선 진정한 라마의 깨달음을 말

한다.

오늘날 인도에는 라마라쟈(R mar jya)는 없다; 그런 까닭에, 어떻

게 그들이 디왈리(Dwal )91) 의식을 행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라마를 

89) Harijan, 1948.2.15. Gandhi(2004) p.80.

90) 우룰리 깐찬(Uruli Kanchan)은 인도  뿌나(Pune, Maharashtra)에서 

동쪽으로 18 KM 정도에 치한 마을로 간디와 그의 제자 마니바이 

데사이(Manibhai Desai)에 의해 세워진 자연요법센터 ‘Nisarg Upchar 

Ashram’가 60년 존속해 오는 것으로 유명하다.

91) 디왈리(D wal  는 Deepaval )는 빛의 축제이다. 이 축제는 5일 간의 

축제로 10월 순과 11월 순경 기간 내에서 열리게 된다. 힌두들에게 

가장 요한 연  축제로서 집에서 통 인 행사를 한다. 디왈리는 

공식 인 국가 휴일이다. 작은 토로 빚은 램  디빠에 기름을 부어 

불을 밝힌다. 이 불을 밝힌 디빠의 행렬이 디빠의 축제의 분 기를 

한껏 북 돋는다. 새 옷을 입고 스 트와 다과를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긴다. 디왈리는 14년간의 망명생활을 끝내고 시따, 락쉬만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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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고 있는 자만이 승리를 경축할 수 있다.92) 

왜냐하면 그들의 혼을 밝히고 그러한 깨달음을 가치 있게 하

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는 신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빛을 보러 나갔으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빛은 그들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의 빛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 모두가 심장에 손을 

놓고, 힌두교인, 이슬람교인, 시크교 어느 종교인이던 간에 고통 받는 

자는 자신의 형제자매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마와 라완93)은 선

과 악 사이의 힘들 간에 진행되는 원한 두 축이다. 진실한 깨달음은 

내부로부터 온다.94) 

간디는 모든 종교와 도덕, 사회규범과 습의 형식을 넘어서 마

음의 진실인 깨달음을 강조한 것이다.

2. 간디 라마나마의 홀리스틱 치료: 심리 , , 

육체 인 모든 질병의 묘약인 라마나마

간디가 라마의 이름이 모든 질병에 묘약이라고 처방한 것은 역

사 인 존재 라마의 이름인 “라마나마 주문이나 흑마술로서 이름

을 사용한 사람들의 라마가 아니다. 라마의 이름을 모든 질병에 

유용한 것으로 처방하는 것은 헌신자가 신의 이름을 마음에 품어

라마가 아요디야에 왕으로 귀환하는 것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다. 

디빠에 불을 밝히면서 악에 한 선의 승리를 나타낸다. 

92) Harijan, 1947.11.23. Gandhi(2004) pp.78-79. 

93) 라완(R vaṇa)은 라마야나에서 나오는 랑까(Laṅka)섬의 왕이면서 라마의 

부인 시따를 훔치는 라마의 수이다.

94) Harijan, 1947.11.23. Gandhi(2004)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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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순수와 평안에 이른다.”95)는 것이다. 이 방법이 심리 , , 

육체 인 모든 질병의 묘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육체

인 질병은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라마나마는 자

신이 자신의 의사가 되어 스스로 자신 안에서 치료의 신주를 발

견하게 하려는 것이다. 육체 으로 불치병이어서 치료의 길이 없

을 때라도 라마나마는 우리가 그것을 한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

로 잘 견디어 내게 해 다. 라마나마에 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연장하기 해 유명한 양의사와 통의사를 만나

러 뛰어다니지 않는다. 결코 라마나마는 의사가 실패했을 때만 시

도하는 것은 아니다. “라마나마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치료의 

알 요 오메가이다.”96)라는 것이 간디의 라마나마의 신념이다.

세 가지 질병의 치료를 해서는 라마나마는 확실한 치료이다97). 

라마나마 신주는 혼에게는 기쁨을 주고 몸에서는 질병을 제거해 

다.98) 

스와미 시바난다도 같은 맥락으로 말한다. 만뜨라의 암송은 마

음을 내면화하여 육체 , 정신 인 장애를 모두 제거한다.99) 만뜨

라 이론에 의하면 내면의 소리와 빛이 외 으로 진행될 때 차

으로 더 구체 인 물질 인 형태를 형성하게 된다.100) 인간의 

몸에 있는 수많은 회로를 여행하는 에 지들은 정 으로 는 

부정 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붉은 이나 푸른 을 지니고 다양

한 강도로 에 지의 순행하는 흐름과 역행하는 흐름의 무수한 합

성을 만든다. 결국 이것은 여러 가지의 빈도수로 진동의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하여 물질은 보이지 않는 에 지 패턴에 따라 

95) Gandhi(2004) p.72. 

96) Gandhi(2004) p.72. 

97) New Dehli: 1946.5.24. Gandhi(2004) p.67. 

98) Poona: 1946.7.9. Gandhi(2004) p.68. 

99) Sivananda(1999) p.44.

100) Tigunait(1996)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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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형태와 모습, 색으로 물질이 생성된다.101) 형태의 본질은 소

리이고 소리의 구체 인 상태는 형태이다.102) 그러므로 만뜨라는 

물질에서 에 지로 에 지에서 물질로 환하는데 여된 물리  

법칙들과 유사하다. 이런 의미에서 라마나마도 육체 , 심리 , 

인 막 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많은 힌두경 들은 시  사람들이 으로 진화하는데 상당

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존하는 상황과 환경들은 조용히 앉

아서 명상할 수 없게 하고 경 의 가르침을 따를 수도 없다고 말

한다. 그래서 신 이름 만뜨라 암송(Nama Japam)은 신을 우리 자

신 안에 그리고 모든 사물 안에서 깨닫는데 으뜸으로 가장 간단

한 방법이라고 한다. 라마의 이름은 생각만 해도 큰 능력이 생기

고, 이 이름을 암송하면 하는 일에 성공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 라

마 이름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를 

암송하고 시간이 없어 암송을 못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면에 평안과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고 인도인들은 생각한다.

시바신이 그의 부인 빠르와띠에게 이르기를,

오 아름다운 얼굴을 지닌 여인이여, 나는 라마, 라마, 라마의 신성한 

이름을 부르며 이 아름다운 소리를 계속 으로 음미하며 즐긴다. 이 

성스런 라마의 이름은 비슈 신의 천 개의 이름에 할 만하다.103)

세상에 살면 언제나 문제가 생겨난다. 그때 라마신의 이름을 부

른다면 다차원 인 면에서 효용성이 있다고 여긴 근  사상가 마

하뜨마 간디의 라마나마 수행을 통해 살펴보았다. 라마나마 만뜨

101) Tigunait(1996) p.133.

102) Tigunait(1996) p.135.

103) "O lovely-faced woman, I chant the holy name of Rama, Rama, 

Rama and thus constantly enjoy this beautiful sound. This holy name 

of Ramacandra is equal to one thousand holy names of Lord Vishnu." 

Bṛhad-viṣṇu-sahasran ma-stotra, Uttara-kh ṇḍa, Padma Pur ṇa 

72.335. Deshpande(2009) p.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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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마음만이 아닌 육체와 환경 그리고 인생에 일어나는 어려움, 

선악간의 갈등 등 다양한 차원에서 홀리스틱 치료의 힘을 발휘한

다고 종합할 수 있다. 그의 개인 , 사회 인 국가 인 차원에서

의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는 데에는 그의 굳건한 믿음과 철학이 

라마나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마나마의 홀리스틱 치료 도구는 

간디의 생을 통해 라마나마의 실험과 사례를 보여  것이라고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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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Holistic Therapy on Gandhian 

R man ma

Seo, Jongsoon 

(Wonkwang Digital Univ)

R ma is the eighth incarnation of Vishṇu. R man ma is 

reciting the name of R ma as mantra. This reciting is not 

specially used for a certain occasion, but usually for various 

rituals by most of Indian people. R ma is the hero of 

R m yaṇa which is one part of the longstanding traditional 

literatures. So his name is very familiar with Indian people. 

His name does not only represent the historical being but 

also the real one inscribed in the heart as the immortal 

divinity. Such divinity is realized in agreement with 

maturity of own faith and understanding. Gandhi said: 

R man ma is not such the black magic. It needs 

reinterpretation of every indication of its symbolization. It is 

like a mathematical formula for condensing simply the 

result of research. Gandhi added his own belief, philosophy 

and practice to the name, and finally made it the strongest 

spiritual instrument. Furthermore, he connected it to the 

medical dimension of body and mind and stressed its role 

as therapy.

Specially, he displayed his deep interest in nature cure, 

so that he underscored R man ma working as one method 

of nature cure. Gandhi mentioned: if it is said that 

R man ma is a panacea, the name of R ma does not 

indicate such as that which someone uses as a spell of the 

historical figure. But what it means is, a devotee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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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ishes the divinity in the heart, can attain purity and 

peace by the name of the same divinity. Thereupon, Gandhi 

dealt with R man ma as the cure-all for bodily, mental, 

spiritual diseases. Naturally, one with physical disease can 

be treated by conventional doctors and Indian traditional 

medical doctors. However, through R man ma recitation is 

the practicer  able to recognize the elixir of life to cure 

ownself by ownself. Although there is no way of treatment 

in the case of the incurrable disease in the body, R man ma 

is helpful for a patient to endure the pain with the calm 

mind. In the process of studying Gandhian R man ma to be 

generalized, popularized and used for nature cure treatment, 

its value has been discussed in the holistic viewpoint of 

nature cure.

Key Words: R man ma, R ma, nature cure, mantra, 

Gandhi, holistic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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