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철학 제34집(2012), 145～164쪽

삶의 질적 향상과 요가 철학의 고행주의

__고전 요가 8지 중 권계를 중심으로__

안필섭*1)

I 문제 제기. Ⅱ 권계의 청정, 만족, 고행. Ⅲ 삶의질적향상과 권계.

요약문 [주요어: 요가 철학, 8지요가, 권계, 청정, 만족, 고행, 웰빙]

요가 철학의 고행은 속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물질 및 정신이 지니

는 불순물에 대한 정화를 통해 청정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며,

요가의 성취에 있어서 고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점을 근거로

요가 철학은 고행주의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가 철

학의 수행 체계인 8지요가는 일련의 단계적 수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권계는 두 번째 지분을 이루고 있다. 권계는 다섯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청정, 만족, 고행 개념은 정화를 매개로 한 요

가 철학의 고행주의와 맞물려 있다고 보았다. 요가 철학에 따르면 감각

적 차원의 즐거움은 분명 한계가 있으며, 즐거움 이면에 고통이 수반된

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제거가 결론적으로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행주의의 이행은 그 정점에 서 있는 방법론이라

고 할 수 있다.

Ⅰ. 문제 제기

고전 요가(Classical Yoga, Pātañjala Sāṃkhya)의 성전(śāstra)

인 요가수트라(이하 YS)는 자파의 수행 체계를 여덟 가지 단계
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른바 8지(支)요가(Aṣṭanga Yoga)로

각 지분은 금계(禁戒), 권계(勸戒), 좌법(坐法), 조식(調息), 제감(制

感), 총지(總持), 정려(靜慮), 삼매(三昧)로 구성되어 있으며,1)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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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는 각 단계의 수행을 순차적이면서도 동시적으로 진행함으로

써 수행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조직되어 있다.2)

이처럼 수행의 체계를 조직함에 있어서 고전 요가는 인간의 마

음이 서로 상반되는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

고 있다. 즉, 요가는 마음의 선(sāttvika)과 악(tāmasa)의 속성을

생기도록 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원인으로서의 공덕과

과실을 인정한다는 점이다.3) 이러한 까닭에 고전 요가 수행의 외

적 지분을 이루는 전(前) 5단계의 중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

를 금계(yama)와 권계(niyama)가 점하고 있는 것이다. 금계와 권

계는 일괄적으로 요가의 윤리적 지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

다.4)

그런데 금계는 사실 고전 요가 고유의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베

단타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며, 자이나 혹은 불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5) 하지만 악한 경향을 제지하는 금계와 병행하여 권장할 만

한 행위에 대한 추구라고 할 수 있는 권계의 경우, 그 자체를 수

행 단계의 하나로 편입시키는 양상은 고전 요가의 독특함이라고

할 것이다.6) 더욱이 상대적으로 이론적인 배경을 중시하고 있는

1) YS. Ⅱ. 29. :: “금계, 권계, 좌법, 조식, 제감, 응념, 정려, 삼매가 [요가의]

여덟 지분이다.”(yamaniyamāsanaprāṇāyāmapratyāhāradhāraṇādhyāna-

samādhayo ‘ṣṭāvaṅgāni //)

2) 원시 요가에서는 단지 6지요가를 언급하고 있다. 8지요가 가운데 금계와

권계는 원래 요가의 일부는 아니었던 것이 원시 요가가 고전 요가로

이행되면서 체계화하는 과정에 편입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마이트리

우파니샤드(Maitrī Upaniṣad) 6. 18에는 이러한 6지요가의 지분을

나열하고 있다. “요가는 조식, 차단, 선정, 총지, 사색, 삼매의 여섯

가지라고 말한다.”(prāṇāyāmaḥ pratyāhāro dhyānaṃ dhāraṇā tarkaḥ

samādhiḥ ṣaḍaṅgā ity ucyate yogaḥ). Jacobi(1929) p. 602 참조.

3) Yardi(1996) p. 42.

4) 樫尾(1979) p. 385.

5) Yardi(1996) p. 42.

6) Baudhāyanadharmaśāstra Ⅱ. 18. 3는 요가의 권계와 유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실로 다섯 가지 지향할 바가 있다. 진정(鎭靜), 스승에

대한 존경, 침착, 청정, 음식을 통한 정화가 그것이다.”(pañcaivopavratāni



삶의 질적 향상과 요가 철학의 고행주의 ∙ 147

고전 요가의 체계에서 직접적인 수행의 행위를 강조하는 개념인

행위 요가(kriya-yoga)에는 권계의 다섯 가지 지분 중 고행(tapas),

자기 학습(svādhyāya), 신에 대한 헌신(Īśvarapranidhāna)이 포함

된다.7) 이러한 측면에서 권계는 여러모로 8지요가의 체계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권계의 한 지분인 동시에 행위를 전제로 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행’의 경우, 수행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8지요가 전

체의 실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권계는 앞

서 언급한 고행, 자기 학습, 신에 대한 헌신에 청정(śauca) 및 만

족(santoṣa)의 개념을 더하여 다섯 가지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

다.8) 이러한 권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지분인 청정과 만족의 개

념을 살펴보면 그것들은 어쩌면 고행의 다른 명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

에서 보면 청정과 만족의 경우 용어 자체가 지니고 있는 뉘앙스

와 실제 그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부합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 그러나 고행의 경우, 일견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과

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논의에 앞서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개념을 규정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삶의 질적 향상은 언제부터라고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과 수준은 저마다 다르므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물

질적인 것에서부터 정신적인 것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

문에 그것을 수치화 하거나 개인적 성향을 반영하는 데에는 무리

bhavanti, akrodho guruśuśrūṣāpramādaḥ śaucamāhāraśuddhiśceti).

樫尾(1982) p. 342 참조.

7) YS. Ⅱ. 1. :: “고행, 자기 학습, 신에 대한 헌신은 행위

요가이다.”(tapaḥsvādhyāyeśvarapraṇidhānāni kriyāyogaḥ //)

8) YS. Ⅱ. 32. :: “청정, 만족, 고행, 자기 학습, 신에 대한 헌신이

권계이다.”(śaucasantoṣatapaḥsvādhyāyeśvarapraṇidhānāni niyamāḥ //)



148 ∙ 印度哲學 제34집

가 따른다. 하지만 2000년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웰빙(Wellbeing)

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

는데, 1960년대 이후 서구에 유행하던 새로운 사조들이 이 개념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9) 웰빙 개념이

기존의 관념과 차별성을 보이는 점은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일련의 노력이 하나의 문화로써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다. 특히 웰

빙 개념은 삶을 유지하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정신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 예를 들면, 여가 생활이나 사회생활 등

을 강조하며 하나의 생활 방식을 지칭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웰빙

개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삶의 질적 향상’이라

는 개념은 건강이나 물리적인 조건보다는 정신적 만족감에 두고

자 한다. 그 이유는 마음이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마음에

내재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도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마찬가지

로 마음이 진리를 달성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요가의 각 단계

를 수행함으로써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이

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10)

따라서 본고에서는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8지요가의

권계 중 고행을 청정 및 만족 개념과 함께 살펴보겠다. 이를 위하

여 YS 및 비야사(Vyāsa)의 주석서 요가브하샤(이하 YBh), 복
주(復註)인 바차스파티(Vacaspati)의 타트바바이샬라디(이하 TV),
샹카라(Saṅkāra)의 요가브하샤비바라남(이하 YBhV), 비갸나비
크슈(Vijñānabhikṣu)의 요가바르티카(이하 YV)를 중심으로 논

의를 진행하겠다.

9) 웰빙 개념의 역사 문화적 연구는 Forth(2009) 참고.

10) Dasgupta(1987)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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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권계의 청정, 만족, 고행

1. 청정(śauca)

YBh에 따르면 청정에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는데, 전자

는 흙 등으로 몸을 정화하고 청정한 것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며,

후자는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것으로 실현된다.11) 상기의 YBh에

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외적인 청정은 불결한 육체에 대한 정화

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①몸의 정화와 ②청정한 것의 경험이

다.

첫 번째, 몸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정화를 위한 어떤 사물이 필

요한데, YBh는 그것을 흙, 물, 그리고 ‘그 밖의 것’(ādi)이라고 언

급하였고, 복주는 ‘그 밖의 것’에 대한 내용을 주석하고 있다.

TV에 따르면 흙 이외에 정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언급

된 것은 소똥(gomaya)이다.12) 과거 인도에서는 소똥을 말려서 연

료로 쓰거나 흙벽을 쌓을 때 사용하는 등 이를 일반적으로 다양

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제식을 위한 불을 마련할 때도 소똥이 사

용되었던 관계로 TV의 언급은 이러한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

각된다.

이에 대해 YBhV는 ‘그 밖의 것’을 물(udaka)이라고 주석한

다.13) 하지만 YBhV의 이러한 언급은 주석한 YBh의 판본 차이라

11) YBh. Ⅱ. 32. :: “그 중에서 외적인 청정은 흙과 물 따위로 [몸을

정화하여] 발생하고, 그리고 청정한 것의 섭취 등[으로써 발생한다.]

내적인 청정은 마음의 때를 말끔히 씻어낸 것이다.”(tatra śaucaṃ

mṛjjalādijanitaṃ medhyābhyavaharaṇādi ca bāhyam / ābhyantaraṃ

cittamalānāmākṣālanam /)

12) TV. Ⅱ. 32. :: “‘ādi’라는 말은 소똥으로부터 나온 것을

의미한다.”(ādiśabdena gomayādayo gṛhyante /)

13) YBhV. Ⅱ. 32. :: “‘청정, 만족, 고행, 자기 학습, 신에 대한 헌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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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된다. 본고가 YBh의 저본으로 삼고 있는 정승석(2010)과

YBh 및 TV에 대한 권위 있는 판본인 Ānandāśrama(1979)는 외

적 정화 중 몸의 정화를 설명하면서 ‘흙과 물 등으로부터 발생한

다.’(mṛjjalādijanitaṃ)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YBhV는 YBh의

해당 부분을 ‘흙 등에서 발생한다.’(mṛdādijanitam)고 인용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YBhV는 ‘그 밖의 것’(ādi)에 대해 그것이 물을 의

미한다고 주석하는 것이다. 어떤 표현이 더욱 고형(古形)에 가까

운지 본고에서는 논의하기 어렵지만 YBhV의 저자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살펴볼만한 내용이라 생각된다.14)

그런데 YV는 ‘그 밖의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대신 ‘흙과 물’이라는 외적 청정의 두 가지 수단을 다시 외부적인

것(bāhya)과 내부적인 것(antar)으로 나눈다.15) 즉, YV는 정화 수

단으로써 흙을 외부적인 것으로, 물을 내부적인 것으로 보고 있

다. 이와 같은 개념 정의는 약간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내부적인 것’(antar)을 어떤 식으로 받

아들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되겠지만, 만일 그것을 마신다

는 의미에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후에 언급되는

‘청정한 것의 섭취’와 개념 상 중복되는 결과가 된다.

두 번째, 청정한 것의 경험에 대해 YBh는 별다른 내용을 언급

하지 않는다. 단지 ‘청정한 것의 섭취 등’(medhyābhyavaharaṇādi)

이라고만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복주들의 내용은 ‘청정한

권계이다.’, ‘그 중에서 외적인 청정은 흙 따위로 [몸을 정화하여]

발생하고 …’에서 ‘ādi’라는 말은 또한 물을

가리킨다.”(śaucasantoṣatapassvādhyāyeśvarapraṇidhānāni niyamāḥ /

tatra śaucaṃ mṛdādijanitam ādiśabdādudakaṃ ca /)

14) 전통적으로 YBhV의 저자는 ‘샹카라’(Saṅkāra)라고 한다. 하지만 그가

Brahmasūtrabhaṣya의 저자인 샹카라와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5) YV. Ⅱ. 32. :: “외적 정화에는 조대한 신체에 대한 외부와 내부의

[정화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흙과 물이다.”(sthūlaśrīrasyaiva

bāhyāntararūpeṇādi dvividhaṃ bāhyaśaucaṃ darśyati – mṛjjale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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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medhya)에 대한 해석이라는 점에 집중된다. TV와 YV는 ‘청

정한 것’에 대해 그것은 소의 오줌(gomūtra)과 보리(yāvaka) 등이

라고 설명한다.16)17) 우리의 정서로는 ‘청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소의 오줌’에 대하여 인도에서는 정화 의식을 위해 소의 오

줌을 뿌리는 일이 빈번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겠다.18) YBhV

는 ‘청정한 것’을 버터기름인 기(ghṛta, ghee)라고 명시한다.19) 기

(ghee) 역시 제식에서 빠질 수 없는 공물이므로 이와 같이 설명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TV는 YBh의 기술 중 ‘~따위’(ādi)라

는 것은 음식의 크기와 횟수의 제한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20)

즉, 청정한 음식을 지정할 뿐만 아니라 불변화사 ‘ādi’라는 표현을

통해 그 취식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까지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TV와 YBhV의 경우 청정한 것의 섭취만이 청정의 결

과를 나타내는 수단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TV에 따르면 YBh에서

‘청정한 것을 섭취하는 것 등으로부터 발생’(medhyābhyavaharaṇā

dijanitam)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단지 ‘청정한 것을 섭취하는 것

등’(medhyābhyavaharaṇād)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청정이라는 결

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단지 섭취(abhyavaharaṇa)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21) 이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16) TV. Ⅱ. 32. :: “‘medhyaṃ’은 소의 오줌과 보리 등을 음식으로 취하는

것이다.”(gomūtrayāvakādi medhyaṃ tasyābhyavaharaṇādi /)

17) YV. Ⅱ. 32. :: “‘medhyam’은 소의 오줌, 보리 등이며, 이를 취하는 것을

‘청정한 것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한다.”(medhyaṃ gomūtrayavāgvādi

teṣāṃ bhakṣaṇaṃ medhyābhyavaharaṇam /)

18) 소의 오줌에 의약적 효능이 뛰어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최근 인도에서는 소의 오줌을 주성분으로 한 음료가

개발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http://news.donga.com/3//20081216/8672134/1)

19) YBhV. Ⅱ. 32. :: “‘그리고 청정한 것들을 먹는 것이다.’ 즉, 기(ghee)

등을 먹는 것이다.”(medhyābhyavaharaṇāni ca ghṛtapayādīni

bhakṣaṇāni /)

20) TV. Ⅱ. 32. :: “‘ādi’라는 말은 음식의 크기와 횟수의 제한을

의미한다.”(ādiśabdādgrāsaparimāṇasaṃkhyāniyamādayo grāhyāḥ /)

21) TV. Ⅱ. 32. :: “‘청정한 것을 섭취하는 것 등으로부터 발생’이라고

언급하는 대신 ‘청정한 것을 섭취하는 것 등’이라고 말한 것은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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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hV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YBhV의 경우 접속사 ‘ca’에 주목하

여 다양한 감각 기관을 통한 청정한 것의 경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YBhV에 따르면 ‘청정한 것’은 먹는 대상만 될 뿐만 아니라

보고, 듣는 대상까지도 된다고 주장한다.22) 따라서 TV와 YBhV

는 청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 청정한 것의 섭취를

통해 육체의 청정함을 결과로서 이끌어내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다시 분석하여 감각 기관인 5근(根)의 청청을 꾀하

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내적인 정화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마음이 지니고 있는 불순

물을 제거함으로써 청정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된다. YS는 마음

의 작용을 무해한 것과 유해한 것으로 나누고(YS. Ⅰ. 5.), 그 중

유해한 것을 병, 침체, 의식, 부주의, 나태, 무절제, 그릇된 지각,

[요가의] 단계를 얻지 못함, 불안정으로 정의하고 있다.(YS. Ⅰ. 30.)

TV는 마음의 불순물(cittamala)로 자만(mada), 투기(māna), 허영

(asūya) 등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제거함으로써 내적 청정이 이루

어진다고 진술한다.23) YBhV는 마음의 불순물을 욕망(kāma), 분

노(krodha) 등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

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마음의 불순물이 지니는 작용과 반대의

작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불순물을 씻어낼 수 있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한다.24) YV의 경우 마음의 불순물을 집착(rāga)과 증오(dveṣa)

대한 원인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medhyābhyavaharaṇādijanitamiti

vaktavye medhyābhyavaharaṇādi cetyuktaṃ kārye kāraṇopacārāt /)

22) YBhV. Ⅱ. 32. :: “‘ca’라는 말은 청정한 것들을 보는 것, 듣는 것 등을

[가리킨다.] 이것이 외적 청정이다.”(caśabdāt medhyadarśanaśravaṇādīni

ca / bāhyametacchaucam /)

23) TV Ⅱ. 32. :: “정신적 불순은 자만, 투기, 허영 등이다. 정신적 정화는

그것들의 제거로 이루어진다.”(cittamalā madamānāsūyādayastadapanayo

manaḥśaucaṃ /)

24) YBhV Ⅱ. 32. :: “이제 내적 [청정]을 말한다. 마음이 지닌 때인 욕망,

분노 등에 대해 그것과 반대의 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씻어낸다.”(ābhyantaramadhunocyate – cittamalānāṃ

kāmakrodhādīnāṃ tatpratipakṣabhāvanāsalilaiḥ ākṣāla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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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정의하고, 그것의 제거 방법을 순질(sattva)에 바탕을 둔

호의(maitrya)라고 설명한다.25)

2. 만족(saṃtoṣa)

만족에 대해 YBh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과도한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한다.26) 만족에 대한 YBh의 정의와 거의 같은

취지를 견지하고 있는 복주는 YBhV이다.27) 하지만 YBh와 YBhV

모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교적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

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만일 권계의 가르침에 따르고자 할

때 이미 나에게 확보되어 있는 것이 많을 경우 그것을 버려야 하

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호함을 해

소하기 위해 TV와 YV는 거의 같은 취지의 주석을 가하고 있다.

즉, TV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생명을 보존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한다.28) 따라서 생명 보존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대해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25) YV Ⅱ. 32. :: “마음속의 집착, 증오 등의 불순물들의 정화(청정)는

순질(sattva)을 본성으로 하며, 호의(maitrya)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sattvasvabhāvasya cittasya malā rāgadveṣādayasteṣāṃ

maitryādinā prakṣālanaṃ prasāda iti prāguktamityarthaḥ /)

26) YBh. Ⅱ. 32. :: “만족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보다 과도한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santoṣaḥ sannihitasādhanādadhikasyānupāditsā /)

27) YBhV Ⅱ. 32. :: “만족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것을 바라지 않고 확보된 것만을 취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개념이다.”(santoṣaḥ sannihitasādhanāśvāsāt sannihitādāśvāsanimittāt

adhikasādhanānupāditsā sannihitamātrādatṛptau

satyāmapyalaṃpratyayaḥ)

28) TV. Ⅱ. 32. :: “만족은 생명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의

부재이다.”(prāṇatrāṇamātrahetorabhyadhikasyānupaditsā saṃtoṣaḥ

prāgova svīkaraṇaparityāgāditi śeṣa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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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이 생긴다면 그것은 만족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된다. YV 역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인생의 여정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

로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한다.29)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취지는 TV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TV와 YV는 YBh에 나타난 ‘가

지고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떠한 과보

를 가지고 태어나든 인간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와

정신만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러한 육체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YS에서 언급하

고 있는 만족의 개념이다.

3. 고행(tapas)

YBh에 따르면 고행은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서 있음

과 앉아 있음, 목석 침묵과 형상 침묵 등 서로 상반된 것을 인내

하는 것이다.30) 극한 상황에 대한 인내를 통해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마음의 작용도 일으키지 않도록 행위를 통해 숙

련하는 것이 고행이라고 하겠다. YBhV는 배고픔은 식욕, 목마름

은 갈증이라고 언급하며, 그러므로 고행은 식욕과 갈증에 대한 인

내 또는 그것의 완화라고 정의한다.31) YV 역시 극한 상황의 한계

29) YV Ⅱ. 32. :: “인생의 여정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것에 대한 욕구의 결여이다.”

(atyāvaśyakaprāṇayātrānivarhakavidyamānasāghanādatiriktasyālipsetya

rthaḥ /)

30) YBh. Ⅱ. 32. :: “고행은 상반하는 것을 인내하는 것이다. 상반하는

것이란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서 있음과 앉아 있음, [몸짓도

허용하지 않는] 목석 침묵과 [몸짓만 허용하는] 형상 침묵이다.”(tapaḥ

dvandvasahanam / dvandvaśca jighatsāpipāse śītoṣṇe sthānāsane

kāṣṭhamaunākāramaune ca /)

31) YBhV Ⅱ. 32. :: “‘고행은 상반하는 것을 인내하는 것이다. 상반하는

것이란 배고픔과 목마름 …’에서 ‘배고픔’은 식욕이며 ‘목마름’은



삶의 질적 향상과 요가 철학의 고행주의 ∙ 155

까지 이르더라도 어떤 혐오도 없는 것을 고행이라고 설명한다.32)

그런데 ‘서로 상반된 것’(dvandvasahana)라는 진술에 있어서 추

위와 더위는 이러한 표현에 적합하지만 배고픔과 목마름은 서로

상반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서로 관계없는 별개의 극한 상황이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대해 YV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상

반 개념은 아니라고 전재하며,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반된 두 개념

을 나타내는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33) 식욕과 갈증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욕구하고 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욕구를 의도적으로 인내하거나 완화시킴으로써 육신에

서 비롯되는 정신적 작용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고행의 목

표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이 밖에 YBh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행으로서 서 있는 것과 앉

아 있는 것, 두 가지 침묵에 대해서도 복주에서는 부연 설명하고

있다. YBhV는 ‘낮에는 서고 밤에는 앉는다.’는 표현을 인용하면서

고행으로서 서 있는 것과 앉아 있는 것을 설명하며, 두 가지 종류

의 침묵에 대해 통나무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34) 더불어 YBh는

갈증이다. 고행은 식욕과 갈증을 인내하는 것이다. [또는] 고행은 식욕과

갈증을 완화시키는 것이다.”(tapo dvandvasahanam / dvandvaśca

jighatsāpipāse / jighatsā attumiccha / pātumicchā pipāsā /

jighatsāpipāsāsahanaṃ tapaḥ / svarūpeṇaiva (vā) te jighatsāpipāse

alpīyaḥ pānāśananimitte tapaḥ /)

32) YV Ⅱ. 32. :: “‘dvandvasahiṣṇutā’ 등, 즉, 성전에 제시된 가르침에 따라

어떤 혐오도 없는 극한 상황의 한계이다. 배고픔[및 목마름]과

상반된다고 언급한다.” dvandvasahiṣṇuteti / śāstroktarītyā nirdveṣaṃ

dvandvasevanamityarthaḥ - dvandvānyāha – jighatseti /

33) YV Ⅱ. 32. :: “배고픔과 목마름은 더위와 추위 같이 동일한 종류의 상반

개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상반된 두 개념과 유사한 한

쌍으로 받아들여진다. ”(jighatsā=bubhukṣā / yadyapi

śītoṣṇādivatparasparaviruddhatvaṃ bubhukṣāpipāsayornāsti tathā’pi

mithunavadeva pāribhāṣikadvandvatā /)

34) YBhV. Ⅱ. 32 :: “서 있는 것은 문헌에 ‘낮에는 서고 밤에는 앉는다.’라는

언급이 있다. 통나무와 같은 침묵은 미동도 없는 것이며, 통나무와 같지

않은 침묵은 말이 없을 뿐 미동이 있는 것이다.”(sthānāsane ‘tiṣṭhedah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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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릿츠라(kṛcchra), 찬드라야나(cāndrāyana), 산타파나(sāntapana)

등 세 가지 종류의 단식을 제시하는데35), 예를 들면, 크릿츠라는

프라자파티에 대한 예배를 위해 이루어지는 12일간의 단식으로, 3

일간 아침에 한 번 식사하고, 3일간 저녁에 한 번 식사하고, 3일간

걸식을 통해서, 나머지 3일간은 완전히 단식하는 방법이라고 설명

한다.36)

물론 이 같은 고행은 신에 대한 경배나 성전에서 제시하는 서

원을 따르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37) 만일 고행이 단순히 육

체적 훈련과 같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고행이라고 부를 수 없다.

고행은 양 극단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불순물의 제

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행은 생리적인 조

화를 깨뜨리거나 정신적 균형을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

어져야만 한다.38) YBh는 고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더욱이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rātrāvāsīta’ iti smṛtiprasthānam / kāṣṭhamaunākāṣṭhamaune /

kāṣṭhamaunaṃ hastaprayogādirahitam / akāṣṭhamaunaṃ

hastādiprayogayuktaṃ sambhāṣaṇādirahitam //)

35) YBh Ⅱ. 32. :: “또 [고행은] 필요(상황)에 따라 크릿츠라, 찬드라야나,

산타파나 따위를 오로지 종교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vratāni caiva

yathāyogaṃ kṛcchracāndrāyaṇasāntapanādīni / yatredamuktaṃ tataḥ

pratyakcetanādhigamo’pyantarāyābhāvaśceti // eteṣāṃ

yamaniyamānām /)

36) YBhV. Ⅱ. 32. :: “크릿츠라 [단식]은 프라자파티 등이다. [즉,] 3일간

아침에 한 번, 3일간 저녁에 한 번, 3일간 걸식을 통해서만, 3일간

단식이다.”(kṛcchraṃ prājāpatyādi / tryahaṃ prātaḥ tryahaṃ sāyaṃ

tryahamadyādayācitam / upoṣaṇaṃ tryaham iti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승석(2010) p. 271 참조.

37) YV Ⅱ. 32. :: “이러한 극한은 성전에 언급된 서원(誓願)을 따를

경우에만 지킬 수 있으며, [그것을 따르는 것은] 무용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로 그는 ‘vratāni caiṣām’ 등이라고 말한다.”(etāni

śāstroktabratemaiva soḍhavyāni na tu vṛthetyāśayenāha – bratāni

vaiṣāmiti /)

38) Yardi(1996)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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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생각(尋)의 그물을 제거하고 윤회의 씨앗이 소멸함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서 있는 자는 ‘불사의 향수자요 소유자’라고 영원히 회자될 것

이다.39)

Ⅲ. 삶의 질적 향상과 권계

1. 요가 철학의 고행주의

비야사는 요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고행을 실천해야 함을 역설한다. 즉, 고행이 없이는

요가의 성취 또한 이룰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고행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요가를 성취하지 못한다. 시작도 없는

업과 번뇌의 훈습으로 더럽혀지고, 현전해 있는 대상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이] 불순한 것(마음)은 고행이 없이는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행이 채택된다. 그리고 이것(고행)으로 압박이 없는 그 마음의 청정

을 연마해야 한다고 생각된다.40)

따라서 고행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요가의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심 행위이며, 행위 요가(kriya-yoga)에 있어서 가장 실천성이

강한 적극적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행이라는 적극적 수

39) YBh. Ⅱ. 32. :: śayyāsanastho’tha pathi vrajan vā svasthaḥ

parikṣiṇavitarkañlaḥ / saṃsārabījakṣayamīkṣamāṇaḥ

syānnityamukto’mṛtabhogabhāgī//

40) YBh. Ⅱ. 1. :: nātapasvino yogaḥ sidhyati /

anādikarmakleśavāsanācitrā pratyupasthitaviṣayajāla

cāśuddhirnāntareṇa tapaḥ sambhedamāpadyata iti tapasa upādānam /

tacca cittaprasādanamabādhamānamanenāsevyamiti many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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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통하여 신체의 불순물을 제거함은 물론 마음의 불순물이라

고 할 수 있는 업을 소멸시키는 원동력이 되므로 그 중요성은 더

해진다.

이처럼 요가 성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고행은 그 실행을

통해 갖가지 불순물에 대한 ‘정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데, 그러므

로 ‘정화’라는 작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행의 가장 직접적인 목

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행위로서의 고행은 두 가지 차

원, 즉, 신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에서 정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데, 특히 정신적인 면에서 요가 철학이 목표로 삼고 있는 사트바

의 순수성, 정신적 즐거움과 정신 집중, 감각의 정복, 자아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최소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41)

그러므로 권계 중 고행은 ‘정화’라는 공통 작용으로 인해 선행

하는 청정 및 만족과 연결된다. ‘만족’은 말하자면 정화를 뒤집은

개념으로, 정화의 적극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다음 단계인 ‘고행’의 직접적인 기초라고 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소식(小食)은 청정과 만족에 관련된다고 생각되지

만, 동시에 고행에도 관계가 깊은 것이다.42)

결국 요가 철학에서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고행은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은 요가 철

학이 고행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요가 철학에서 내세우고 있는 고행주의는 속죄와 같이

부정한 행위와 그것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고자 하는 반

대급부는 아니다. 오히려 내외적인 청정을 통해 신체를 자유롭게

하고 정신을 가다듬기 위한 것이 요가 철학의 고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보다 확대해보면, 일상생활에서 이루

어지는 행위 요가, 특히 고행을 통하여 세속과의 상호 작용과 그

로 인해 고착되는 사회적 교류로부터 일어나는 산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질적 향상 또한 이룰 수 있다는 적극

41) Dasgupta(1989) pp. 126-127.

42) 樫尾(1982) p.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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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미에서 요가 철학의 고행주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43)

2. 권계에 나타난 고행주의적 요소

앞서 고행주의라는 견지에서 권계의 청정, 만족, 고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권계는 본격적으로 마음의 작용을 지멸시키기에 앞서

육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불순함을 없애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청정, 만족, 고행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청정의 경우 외적인 신체적 정화와 내적인 정신적 정화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요가에서는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균형

을 이루며 질병을 퇴치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신적 압박감이 일어

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즉, 건강하지 못함은 정신적 수행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물론 YS를 비롯한 주석과 복주에서는 신

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행위, 예를 들면 힘겨

운 단식이나 극단적인 고행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요가

행자는 자연요법사가 될 필요는 없으며, 정신적 수행을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을 섭취하며 청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44)

YBh는 청정한 것으로 흙과 물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밖의 주

석서들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소오줌, 소똥 등을 나

열하기도 한다. 이는 인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식이 우리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45) 마누법전에

43) Whicher(2000) p. 191.

44) Yardi(1996) p. 46.

45) 현대 요가 철학의 대표적인 권위자인 다스굽타는 오늘날의 보편적

인식을 바탕으로 청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청정은 몸과

마음의 정화를 의미하며, 신체의 정화는 물을 통해, 마음의 정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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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단식법의 일종인 산타파나(sātapana)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한다.

소오줌, 소똥, 우유, 발효시킨 우유, 정제한 버터, 말린(달인) 쿠샤

풀[로 연명하고], 하루와 한 밤 내내 단식하는 것이 ‘산타파나 크릿츠

라’(해와 연관하여 여위어 가는 고행)로 불린다.46)

상기 내용을 참고하면 TV나 YV에서 소오줌이나 소똥을 언급

한 것은 그것이 인도에서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최소한으로 필요한 ‘청정한 것’을

경험함으로써 육신의 청정함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

한 정화 행위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정신적인 불순물, 즉, 자만, 투기, 허영, 욕망, 분노, 집착,

증오 등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외적 청정은

내적 청정으로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청정은 외적 청정을 위한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고전 요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요가 행자는 외적 정화로부터 자신의 신체에 변화를

느끼고, 내적 정화로부터 사트바의 순수성, 정신적 즐거움과 정신

집중, 감각의 정복, 자아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다.47)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은 이후 만족으로 이행되

는데, 만족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 이상을 얻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불순물을 차단하는 것이다. 감각적 만족은 대상

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해 채워지지만, 그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경험에 의해 감각적으로 만족하더라도 이와 동시에 감

자존심, 질투심, 허영심 따위의 정신적 불순물의 제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Dasgupta(1987) p. 143.

46) 정승석(2010) p. 271 재인용. 마누법전 11. 217, cāndrāyaṇaṃ
yavamadhyapipīlikāmadhyādi / “edaikaṃ vardhayet grāsam”

ityādismṛtiḥ /

47) Yardi(1997)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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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의 탐욕 또한 증진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경험하더라도

끝내 그 갈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48) 그래서 만족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은 감각적 쾌락뿐만 아니라 부(富)나 권력에

대한 욕망과는 견줄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만족은 청정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불순물의 제거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정화시

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정에서부터 시작된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은 고행의 단계에 와서 체득되기

에 이른다. YBh는 행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번뇌와 잠

재의식적 경향인 정신적 불순물은 고행이라는 수단 없이 지멸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49) 고행의 앞선 단계인 청정과 만족을 통해

단련된 불순물의 제거를 다시금 극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가능하

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계 중 청정, 만족, 고행은 그 명칭만을 달리할 뿐 ‘마

음의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목적을 공유하므로 일련의 과정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세 가지 개념을 고행주의적 요소라고

칭한다면, 청정은 고행주의의 예비적 단계, 만족은 고행주의의 보

편화, 고행은 고행주의의 특수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육체에서

비롯된 정신의 불순물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세 가지 개념을 분석

해보면 청정에서 고행으로 갈수록 조대한 것에서 미세한 것으로

변화한다. 또한 청정에서 고행으로 갈수록 불순물의 빈도는 줄어

들고 불순물의 제거에서 얻을 수 있는 정신적 만족감은 높아진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8) YBh. Ⅱ. 15. :: yā bhogeṣvindriyāṇāṃ tṛpterupaśāntistatsukham / yā

laulyādanupaśāntistadduḥkham / na cendriyāṇāṃ bhogābhyāsena

vaitṛṣṇyaṃ kartuṃ śakyaṃ / kasmāt / yato bhogābhyāsamanu

vivarddhante rāgāḥ kauśalāni cendriyāṇāmiti / tasmādanupāyaḥ

sukhasya bhogābhyāsa iti /

49) 각주 3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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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계의 각 지분

청정 만족 고행

고행주의적 경향 예비적 단계 보편화 특수화

육체로부터 비롯된

불순물
조대 ∽ 미세

불순물의 빈도 ◎ ○ △

정신적 만족감 △ ○ ◎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보아도 위의 도식은 의

미가 있다. 아무리 포장하더라도 보다 질 좋은 식품, 신체의 기능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운동, 정신적 만족감을 위한 여가 생활 등

은 모두 감각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에 불과하다. 앞서 살펴보았지

만 감각적 차원의 즐거움은 분명 한계가 있으며, 즐거움 이면에

고통이 수반된다. 고통의 제거가 결론적으로 삶의 질적 향상을 도

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행주의의 이행은 그 정점에 서 있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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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and Asceticism

of Yoga Philosophy

Ahn, Pilseop

Dongguk University(Gyeongju)

A notion of tapas in the yoga philosophy is not an

atonement for one’s sins but a positive action for cleanliness

through the purification for impurities of matter and mind.

The yoga philosophy has a tendency toward asceticism,

because i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apas, and yoga is

not attained by except this. The system of yoga practice or

Aṣṭanga Yoga is composed of 8 levels, and the second level

is niyama. The level of niyama has five elements, and the

concept of śauca, santoṣa, tapas is closely connected with

asceticism of yoga philosophy. According to the yoga

philosophy, sensual pleasure has limitation, so it also has

suffering. If the removal of all the suffering is a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yoga asceticism would

reach its most excit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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