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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의 박띠 수행에 대한 고찰

__고전 요가와 대비를 중심으로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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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요어: 박띠, 불사, 완전한 사랑, 신의 은총, 요가]

본 논문은 박띠 종교의 전환점을 이룬 나라다의 박띠 수뜨라에 나
타난 박띠와 박띠 요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박띠의 의미를 밝혀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수뜨라에 나타난 박띠 수

행법과 요가 수행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색해 보는 작업으로 이루어

졌다.

먼저 박띠의 정의는 통상적으로 신에 대한 최고의 헌신과 사랑으로

말할 수 있다. 그 박띠의 목표는 불사(amṛ̣ta)이다. 불사는 궁극적 축복

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며 시간을 넘어선 영원함을 상징한다. 이것은

곧 Sat-Cit-Ānanda의 경험과 다름없다. 완전한 헌신과 사랑의 실현은

황홀경(ānanda)의 체험이다.

이어 박띠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낮은 박띠(guṇaī bhakti)와 높은

박띠(parabhakti 또는 sādhya bhakti)이다. 두 가지 박띠의 구분은 자아

의식의 유무에 달려있다. 두 가지 박띠의 설정은 나라다가 헌신자로 하

여금 세속적인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자아의식이 사라진 신에 대한 순수

한 사랑(parabhakti)으로의 전환을 이끌어 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순수한 사랑으로 얻어지는 초월적 경험은 다양한 박띠 수행

을 통해 이루어진다. 수뜨라는 박띠 수행법으로 경전 공부, 다섯 가지

덕목의 실천, 예배와 찬탄, 완전한 헌신, 신의 은총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박띠 종교의 통상적인 수행법이기에 요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박띠 수행 체계 속에는 빠딴잘리의 금계와 권계, 제감,

응념, 선정, 삼매의 수행법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

으로 나라다는 박띠 수행에 고전 요가의 행법을 적용함으로써 박띠와

요가의 통합을 이루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박띠를 인도 종

교사의 중심에 올려놓았고, 이후 라마누자가 박띠 철학을 완성할 수 있

는 기반을 완벽하게 다져 놓았던 것이다.

* 주명철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bhakti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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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박띠(bhakti)가 인도종교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Śvetāśva

tara-Upaniṣad에서이다.1) 이후 Bhagavadgītā에서 박띠의 길은 까

르마의 길과 갸냐의 길과 더불어 해탈을 성취할 수 있는 독립된

길로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는다. 중세 시대에 이르러 한층 발전한

박띠는 힌두교의 대표적인 종교행위로 자리 잡게 되고, 힌두교의

대중화와 유신론에 기초한 종교철학의 중심부에 자리 잡게 된

다.2) 특히 Bhāgavata purāṇa에서는 박띠가 과거 행위와 그 결과

를 파괴한다는 문구가 발견되며, 신에게 헌신하고 신에 몰입된 삶

이 그 어떤 삶보다 이상적이며 행복한 삶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박띠 신앙을 보다 체계화시키고 종교적 성취를 직접적으

로 설하는 산스끄리뜨어 텍스트가 Nārada의 BhaktiSūtra이다. 불

행하게도 이 수뜨라 성립 시기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수뜨라

의 게송 83에서 슈카(Śuka)와 비야사(Vyāsa)를 언급하고 있는 것

으로 봐서는 마하바라타와 바가바타 뿌라나보다 후기에 성립
된 것으로 추측 가능하지만,3) A.D. 788-820년까지 생존한 것으로

알려진 Adiśaṅkara의 박띠 수뜨라 주석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시기를 어느 정도는 가름할 수 있다.4)

1) 신에게 헌신하면 신의 은총에 의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신에 대한 염상(念想)을 통하여, 신에 대한 헌신을 통하여 인간의

무지는 제거된다.”(Śvet. Up., Ⅰ.10, Ⅳ.4-6.) “박띠가 권장되며, 신의

은총은 인간의 자유의 원인이다.(Śvet-Up., Ⅲ.20, Ⅰ.16.)

2) 이광수(1993) p. 240.

3) 라다크리슈난(1999) p. 316.

4) http://www.astrojyoti.com/naradabhaktisutras-3.htm p. 1. : Georg

Feuerstein는 수뜨라의 성립시기를 기원 후 1,000년경으로 보고 있다.

Feuerstein(1990) p.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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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기에 수뜨라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요가의 발전이 요가 수뜨라의 탄생으로부터 시작
되듯이, 박띠 수뜨라가 성립됨으로써 그 동안 소홀했던 신에 대
한 태도가 확고하게 정립되었고, 신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강조하

는 정서적 행위가 크게 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박띠의 길은 종교

적으로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로 발전

해 갈 수 있는 주춧돌을 놓게 되었다.

나라다는 박띠에 대해서 이원론 사상을 배경으로 해석한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5) 그의 박띠 해석은 세상을 비실재로 보는 출세

간 지향적인 종교보다는 현실에서의 실제적 효용성을 중시하는

유신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박띠의 길은 실제적인

신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세

계에서 쉽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유로

박띠 종교는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줄 수 있었다. 이렇게 박띠의 길이 현실에서 목

표를 이룰 수 있는 실용적인 길이라고 볼 때 여타 다른 길과 대비

해 박띠의 길의 우월성을 적극 주장하는 나라다의 박띠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박띠의 길이 왜 우월하며

어떻게 쉽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지 그 해법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매우 적은 분량의 84게송으로 이루어진

수뜨라에 나타난 박띠 내지는 박띠 요가를 연구 주제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특히 나라다의 박띠 수행론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

주목해서 수뜨라에 나타난 박띠의 수행체계를 설정 제시해 본 다

음, 그것을 빠딴잘리의 요가 수행과 대비해 보고자 한다. 보충적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샹까라와 베단따 학파의 샹까라는 동일인물로

볼 수 없다. 학계에서 후자의 생존 시기는 700-750년으로 통용되고 있고,

또한 그의 저술 목록에는 박띠 수뜨라 주석이 없기 때문이다.
5) Organ(1970) p. 258-259. T. W. Organ은 신에 대한 박띠를 나라다가

이원론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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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라마누자의 제한불이론의 입장에 한정해 연구 주제와 관련

된 부분을 참고해 본다.

Ⅱ. 박띠의 정의와 해방

나라다는 수뜨라를 박띠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한다.

이제, 박띠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6)

한편, 그것[박띠]은 그분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본질이다.7)

atha(now)로 시작하는 수뜨라는 Brahma-Sūtra와 같이 전통적

인 산스끄리뜨 성전의 권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8) 먼저 나

라다는 여러 앞선 스승들의 박띠에 대한 견해들을 예로 들면서

박띠를 정의한다. “빠라사르야(Pārāśarya)9)는 사랑이 경배와 그

밖의 것에 대한 헌신이라고 주장한다.”10) “샨딜리아(Śāṇḍilya)는

초월적 자아의 기쁨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면

서 나라다는 박띠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모든 행동을 그에게 바치는 것이 박띠이며, 그를 잊어버릴 때 가

장 큰 비탄이라고 [말한다].”11) 이렇게 박띠는 최고의 신, 초월적

6) athāto bhaktiṃ vyākhyāsyāmaḥ // 1 //
7) sā tva asmin paramapremarūpa // 2 //

8) 여기서 atha는 지금부터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이다. 고대

성인들에 의해 이 작품에는 정신적 헌신적 삶의 도달한 이들의 지혜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 성전을 통해 인간은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한다.

http://www.en.wikipedia.org/wiki/narada_bhakti_sutra, NBS 1 주석.

9) Pārāśara의 아들인 위대한 성자 Vyāsa를 말한다. Prakash(1998) p. 35-36.

10) pūjādiṣv anurāga iti pārāśaryaḥ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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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최상의 헌신과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나라다는 “이 [사랑은] 제식행위(karma), 지식(jñāna), 그

리고 전통적인 요가보다 뛰어나다.”(25) 하여 세 가지 길보다 박

띠의 길이 우수함을 강조하고 있다. 왜 나라다가 이런 주장을 하

게 된 이유를 밝히는 것은 박띠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이

될 수 있다.

논자가 나라다의 견해를 대변해 보면, 까르마 요가는 결과를 강

조하는 베다의 명령 안에서 실행된다. 그 행위가 비록 도덕적으로

정화를 이루고 영적인 추구를 이루려는 의례행위일지라도 그 행

위 속에는 세속적 탐욕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나라다는 간파하

고 있다. 그래서 그는 까르마의 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다. 한편 경전과 명상을 통해서 절대적인 우주의 실체[Brahman]

를 아는 영적 지식을 얻고자 하는 갸냐 요가를 행하는 사람들은

통상 세속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이 거의 없다. 그러나 그들은

Brahman에 대한 지식에 치중한 나머지 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되

는 실제적인 순수한 사랑의 체험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때문에 이

길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요가를 추구하는 자는

“마음 작용의 지멸(nirodha)”12) 또는 삼매(samādhi)에 도달하여

“보는 자가 본성에 안주”13)하는 독존(kaivalya)의 성취를 목표로

한다. 이런 요가의 길은 보통 사람이 쉽게 행할 수 있는 대중적인

길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세 가지 길 모두는 박띠의 길

에 비해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보는 게

나라다의 생각이다.14) 다시 말해서 나라다는 박띠의 길이 세 가지

11) nāradas tu tadarpitākhilācāratā tadvismaraṇe paramavyākulateti //19//

12) YS 1.2. yogaś cittavṛtti nirodhaḥ

13) YS 1.3. tadā draṣṭuh svarūpe’vasthāṇaṃ.

14) 구원을 위해 상호 깊은 연관성을 가지면서도 독립된 관계를 유지했던

헌신, 행위, 지식의 세 가지 길을 하나로 묶어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끌어

낸 것은 박띠 종교의 공적이라 볼 수 있다. 샹까라가 기따에 나오는

박띠를 두 부분으로 해석한 것도 이 맥락이다. 하나는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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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모두가 추구하는 세상으로부터의 초월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얻는데 있어서 가장 쉽고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다.15)

이렇게 나라다는 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그 어떤 동기도 없

는 순수한 헌신과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신에 대한 사랑

으로 궁극적 실현 내지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다. 수뜨라는 박띠

의 결과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본질적 본성은 불사이다.16)

그것을 획득함으로써 인간은 완전하게 되고, 죽지 않은 이17)가 되

며, 영원히 만족한 이가 된다. 그것에 도달함으로써 그는 결코 어떤

것도 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으며18), 미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

고, 물질적인 활동에 열망하지 않는다.19)

나라다가 말하는 박띠의 본질적 본성은 불사(amṛta)로 집약된

규정지어지는 박띠, 또 하나는 지혜로 규정지어지는 박띠로 보았다.

이광수(1993) p. 324-325. 하지만 나라다는 이 세 가지 길 간의 분명한

접근법에 대한 통합을 추구하지 않았다. 철저히 박띠를 다른 모든

방법보다 우위에 두었다. 이런 나라다와는 달리 라마누자의 경우는 세

가지를 통합하는 박띠를 자신의 철학적 체계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박띠의 발전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15) rabhupāda(1998) p. 64-67.

16) amṛtasvarūpā ca // 3 //

haṭha-yoga의 문헌에서 amṛta는 기술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머리 위의 비밀의 중심으로부터 흐르는 영원한 감로로서

알려지지 않은 비밀의 대상이다. 이 amṛta는 종종 soma, sudhā,

amara-vāruṇī, pīyūṣa로 불린다. Feuerstein(1990) p. 21.

17) yal labdhvā pumān siddho bhavaty amṛto bhavati tṛpto bhavati // 4 //

18) “개별적 자아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영혼에 감싸여 있을 때 그는 그

욕망이 충족되고 영혼이 적절한 형태를 얻는다. 그에게는 욕망이 없으며,

슬픔을 벗어난다.” (Bṛh Up. Ⅳ. 3.21)

19) yat prāpya na kiñcid vāñchati na śocati na dveṣṭi na ramate notsāhī

bhavati // 5 // 이 순수한 헌신적 활동에 연결된 사람은 감각의 만족을

위한 어떤 욕구도 없고, 어떤 잃음에 슬퍼하지 않고 어떤 것도 미워하지

않고 개인적인 어떤 것에 즐거워하지 않고 물질적인 활동에 열망하지

않게 된다. NBS,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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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박띠의 결과를 mokṣa, kaivalya, samādhi와 같은 추상적

목표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 불사라는 실제적

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는 궁극적 축복을 직접적으로 경

험한다. 그 축복은 시간을 넘어서 영원하다. 이것은 베단따 학파

에서 보이는 Sat-Cit-Ānanda의 경험과 같다.20) “어떤 것을 알고

나서 그는 도취되고, 움직이지 않게 되고, 자아 안에서 만족하게

된다.”21) 이것은 요가 수뜨라(이하 YS)의 “신에 대한 헌신을 통
해서 초의식적 무아경을 얻을 수 있다.”22) “혹은 자재신에의 기원

을 통해서 삼매가 성취된다.”23)는 주장과 매우 유사하다. 신의 사

랑 안에서 헌신적인 행위를 완벽하게 실천한 사람은 해방에 도취

하게 되어 황홀경(무아경)에 빠지게 되고, 온전한 전체를 즐기게

되며, 초월적 자아의 활동에 연결하게 된다. 결국 나라다가 주장

하는 박띠의 완전한 실현은 황홀경(ānanda)의 체험인 것이다.

Ⅲ. 박띠의 두 유형

신에 대한 애착과 감정으로 시작된 박띠는 최고의 사랑을 향해

계속되어야만 한다. 이 서술은 박띠에도 단계 또는 성장과정이 있

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헌신의 진정성 질적 차이에 따라 구분

이 있다는 것이다.24) 나라다는 박띠를 낮은 박띠(guṇaī bhakti)와

20) http://www.astrojyoti.com/naradabhaktisutras-3.htm, NBS 4 주석. :

라마누자와 같은 유신론 철학에서는 최상의 체험을 niguṇa brahman이

아닌 saguṇa brahman을 목표로 한다.

21) yaj jñātvā matto bhavati stabdho bhavaty ātmārāmo bhavati // 6 //

22) YS. 1.23 īśvarapranidhānādvā,

23) YS. 2.45. samādhisiddhirīśvarapraṇidhān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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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박띠(parabhakti 또는 sādhya bhakti)라는 이중구조로 나눈

다.25) 전자는 신에 대한 맹목적인 수단으로서 초보적 수준의 박띠

이다. 이는 목표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의 성격상

자기중심적이라 상황에 따라서는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

고 있다. 반면 후자는 해탈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

단만이 아니라 성취할 수 있는(sādhya) 목표로서의 박띠이다.

먼저 나라다는 낮은 박띠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 있다.

부차적인 박띠는 [자연의] 성질들, 괴로움의 차이, 그 밖의 것에 따

라 세 가지가 있다.26)

[자연의 sattva, rajas, tamas 성질 가운데] 먼저 시작되는 것은 그

뒤의 것보다 더 선[에 도움]이 된다.27)

나라다는 낮은 박띠를 부차적인(보조적인) 박띠라고 하고 있는

데, 그것은 세 가지 성질(tri guṇa)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박띠이다.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rajas 성질의 박띠는 남

에게 해를 입힌다든가 악을 짓는 tamas 성질의 박띠보다 나으며,

모든 죄업으로부터 탈출해 모크샤를 바라는 sattva 성질의 박띠는

rajas의 것보다 나으며, 이들 모두를 넘어서 높은 박띠(parabhakt

i)가 가장 높다. 세 가지 성질의 박띠와 parabhakti의 구분을 알

수 있다. 다른 주석에 따르면 tamas는 이기심으로 표현되고, rajas

24) 헌신의 대상을 구분해 보면 하나는 속성이 없는(nirguṇa) 대상에 대한

헌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속성이 있는(saguṇa) 대상에 헌신하는

형태이다. 속성이 없는 실체나 느낌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헌신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반면 속성 있는 대상에 대한 박띠는 우상 숭배나

음악, 춤, 꽃, 그림, 조각, 연극 등의 봉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광수(1993)

pp. 240-241

25) Organ는 박띠를 이차적 박띠와 높은 박띠로 구분하고 있다.

Organ(1970) p. 261.

26) gauṇī tridhā guṇabhedād ārtādibhedād vā // 56 // A. C Bhakti

Vedanta Swami Prabhupāda(1998) pp. 133-134.

27) uttarasmād uttarasmāt pūrva-pūrvo śreyāya bhavati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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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정으로, sattva는 동정심으로 표현된다.28) 이기심으로부터

열정으로, 열정으로부터 동정심으로의 지향과 성장을 말한다. 이

에 대해 Georg Feuerstein는 샹키야 철학을 빌려 “행위력(rajas)

과 둔함(tamas)의 성질은 에고의 미혹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밝음의 요소(sattva)의 탁월함은 해탈을 이룰 수 있는 조건

을 만든다. 그러므로 요가수행자는 삿뜨와적 조건들과 상태를 연

마하려고 추구한다.”29)고 보완 설명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덕성의

박띠행을 통해 나라다가 나타내고자 한 것은 세속적인 탐욕으로

부터 벗어나 신에 대한 순수한 사랑(parabhakti)으로의 발전적 성

숙 내지는 전환을 이끌어 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높은 박띠와 관련한 나라다의 언급을 보자.

사랑의 본질적인 본성은 묘사할 수 없다.30)

벙어리가 [맛 있는 요리를] 맛을 보는 것과 같다.31)

이 게송은 높은 박띠에서의 사랑의 본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

이다. 이 높은 박띠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어려운 매우

심오한 ‘실현’을 뜻한다. 벙어리가 음식 맛을 본 다음 그 맛을 말

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실현이다.32) 다시 말해서

28) Prakash(1998) p. 106.

29) Prakṛti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은 세 가지 성질(guṇa)들이 있는데,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원리(rajas), 멈춤의 원리(tamas), 그리고 투명함의

원리(sattva)이다. 그들의 결합된 상호 작용은 전체 드러난 우주를

창조한다. 반면 해탈은 이 과정의 역전으로 간주된다. 원초적인

구성요소들의 구체화된 면들이 자연의 초월적 근원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 용해되는 과정을 ‘퇴화 또는 안으로 말아

넣음(pratiprasava)이라 한다. Feuerstein(2001) p. 225.

30) anirvacanīyaṃ premasvarūpam // 51 // 나라다는 4장에서 설명을

넘어서 있는 박띠를 설명하고자 예를 들고 있으며, 헌신자의 특성을

기술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Swami Prabhupāda(1998) pp. 121-122.

31) mūkāsvādanavat // 52 // 신의 순수한 사랑의 경험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벙어리가 그가 맛본 것을 설명하려 노력하는 것과 같이

설명하기 힘들다고 한다. Swami Prabhupāda(1998) pp. 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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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박띠의 경험은 초월적이고 직관적인 경험으로서 말이나 글

로는 설명될 수 없다. 완전한 사랑이 아니고는 결코 경험할 수 없

는 것이다.

[사랑은 물질적] 성질을 결여한 것이고, 욕망을 떠난 것이고, 매순간

증가하는 것이고, 제한되지 않은 것이고, 가장 미묘한 것을 [직접적으

로] 체험하는 형태이다.33)

이처럼 순수한 사랑은 세속적 탐욕과 집착에 묶여 있는 세 가

지 물질적 성질들을 넘어서 있다. 심지어 sattva적인 박띠도 신을

알고자 하는 열망 정도로 고무되어 있을 뿐 신에 대한 순수한 사

랑은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각적 대상에 욕망이 결여되어 있으

며 내면 깊숙이 신과 마주할 때 까지, 다시 말해서 완전한 대상과

사랑하는 자가 하나가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한다. 이를 두고

순수한 사랑은 기억의 계속적인 흐름(dhruva smṛti)이라 한다. 이

에 대해 라마누자는 말과 지식을 넘어서 있어서 단지 직관만으로

가능한 미묘한 의식이라 한다. 이 나라다의 순수한 사랑은 초월적

체험(anubhava)이다.

“그것을 실현한 후엔 그는 오직 그만을 보고, 오직 그의 [말] 만

을 듣고, 오직 그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오직 그만을 생각한

다.”34) 강이 바다를 만나면 자신의 개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이 헌신자는 초월적 사랑으로 신과 하나 될 때 자아의식을 상

실하게 된다. 이렇게 나라다의 박띠의 완전한 실현은 자아의식이

사라진 순수한 사랑 그 자체인 높은 박띠(parabhakti)를 통해 성

취된다.35)

32) Sharma(1938) p. 9.

33) guṇarahitaṃ kāmanārahitaṃ pratikṣaṇavardhamānam avicchinnaṃ

sūkṣmataram anubhavarūpam // 54 //

34) tat prāpya tad evāvalokayati tad eva śṛṇoti tad eva bhāṣayati tad eva

cintayati // 55 //

35) http://www.astrojyoti.com/naradabhaktisutras-3.htm, NBS 2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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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볼 때, 헌신자는 두 가지 박띠의 모든 단계에서 자

기 자신을 완성해 간다. 박띠는 점차 완전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

는 중의 구원이다. 박띠행 자체가 결과이다.36) 이런 점이 박띠행

이 쉽게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길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Ⅳ. 박띠 수행법

1. 어떻게 마야의 세계를 건널까

박띠의 실현과 완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나라다는 그 답을 수

뜨라 46-50에 걸쳐 누가 마야의 세계, 즉 미혹의 세계를 건널까

하는 질문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는 미혹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할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건너는가? 누가 환영을 건너는가? 집착을 포기하고, 소유욕에

서 벗어난 사람, 정신적으로 도량이 넓은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이

다.37)

혼자만의 장소에 머무는 사람, 세속의 속박을 뿌리째 뽑아버린 사

람, 자연의 세 가지 속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세속적인] 소유와

유지를 포기한 사람이다.38)

세속적인 행위의 결과를 포기한 사람, [심지어] 행위자체를 포기한

사람은 더 이상 반대편이 없게 된다.39)

36) phala rūpatvāt // 26 //

37) kas tarati kas tarati māyāṃ yaḥ saṅgaṃ tyajati yo mahānubhāvaṃ
sevate nirmamo bhavati // 46 //

38) yo viviktasthānaṃ sevate yo lokabandham unmūlayati nistraiguṇyo

bhavati yo yogakṣemaṃ tyajati // 47 //

39) yaḥkarmaphalaṃ karmāṇi sanyasyati tato nirdvandvo bhavati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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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베다조차 포기한 사람은 [신에 대한] 유일하고 끊임없는 열

망을 얻게 된다.40)

그는 건너간다. 그는 건너간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건너가도록

돕는다.41)

이를 분석 정리해보면 먼저 마야의 세계를 건너려는 자는 세속

적인 감각대상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그리고 소유욕과 소유물

을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 자. 구루와 같은 영적존재를 숭

배하는 자로 간단히 정리 된다.

더나가 나라다는 자연의 세 가지 덕성 sattva, rajas, tamas의

세계를 벗어날 것을 천거하고 있다. 또한 베다의 의식행을 포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나라다는 세 가지 구나의 한계

속에 처해있는 세속적인 행위와 결과의 포기뿐만 아니라 행복과

불행, 선과 악과 같은 상대적인 한계를 극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42)

그러면 나라다가 제시하는 마야의 세계를 넘을 수 있는 구체적

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2. 신에 도달하는 수단들

한편 나라다는 마야의 세계를 건널 수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할

조건들과는 별개로 수뜨라 곳곳에서 해탈 실현의 직접적 수단을

40) yo vedān api sanyasyati kevalam avicchinnānurāgaṃ labhate // 49 //

41) sa tarati sa tarati lokāṃs tārayati // 50 //

42) Sharma(1938) p. 14. 이와 유사한 해석이 바가와드 기따 에서
발견되는데 2.45는, “베다들은 세 가지 요소를 대상으로 삼으니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벗어나라. 오 아르쥬나여, 모든 대립을 초월하여 항상

선에 굳게 서서 이득이나 얻는 것을 지키려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이

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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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감각의 만족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집착을 포기함으

로써 [실현된다].43)

또한 끊임없는 예배로써 [실현된다].44)

세속에서조차 성스러운 분[신]의 덕성을 듣고 찬탄함으로써 [실현

된다].45)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위대한 영혼들의 은총[자비], 또는 아주 작은

양의 성스러운 분의 은총을 통해서 [실현된다].46)

위의 게송들에 따르면 궁극적 실현을 성취하는 방법은 몇 가지

로 간추려진다. 이미 앞에서도 선보인 바 있는 세상을 향한 감각

적 만족과 세속적 집착에서 벗어나는 행을 비롯해, 끊임없는 예배

행, 그리고 신의 덕성 또는 이름을 듣고 찬탄하는 행, 나아가 신에

대한 완전한 헌신에 부응하는 신의 은총과 나라다와 같은 구루의

작은 은총 등이다. 박띠의 길만의 특유의 실천행들이 예시되고 있

다. 그렇다고 이들 방법이 나라다가 채택한 박띠 수행방법 전부는

아니다.

나라다는 수뜨라 후반부에서 신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박띠에 대한 경전들을 공부해야 하고 그것을 일깨우는 행동들을 수

43) tat tu viṣayatyāgāt sańṅgatyāgāc ca // 35 //

44) avyāvṛttabhajanāt // 36 // 예배를 추천하는 동일한 내용을 보이는

수뜨라가 있다. “언제나 모든 감각과 모든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최고의 신에게 항상 예배드려야한다.(80)

45) loke 'pi bhagavadguṇaśravaṇakīrtanāt // 37 //

46) mukhyatas tu mahatkṛpayaiva bhagavatkṛpāleśād vā // 38 //

“찬양받음으로써 신은 즉각적으로 그 자신을 헌신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준다. 그들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는 분의 진정한 본질을]

자각하도록 은총을 베푼다.”(76) 모든 의심과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헌신자의 완전한 헌신에 대해 신은 은총으로 반응한다. 곧

헌신자의 목표가 이루어진다. 신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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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야 한다.47)

즐거움과 고통, 욕망, [세속적인] 소유 등을 포기할 때까지 [심지어]

순간의 절반조차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48)

나라다는 성전의 메시지, 텍스트를 통해 신성한 존재의 가르침

을 받아 지닐 것을 추천하고 있다. 마음을 성전의 가르침에 맞추

어야한다는 것이다. 나라다는 예배, 찬탄, 명상으로 이어가기 위해

서 마음을 경전의 가르침에 동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49) 또한

물질적인 행복과 그로 인한 모든 고통, 욕망 그리고 소유욕을 버

릴 때까지 헌신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면서 끊임없이 신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수행해야만 한다고 하고 있다.50)

이와 더불어 나라다는 고전 요가의 금계(yama)와 권계(niyam

a)와 같은 선한 삶을 꾸릴 수 있는 여러 행위를 천거하고 있다.

“비폭력(ahiṃsā), 진실함(satya), 청정(śauca), 동정심(dayāstikyād

i), 선행(cāritryāṇi) 그리고 선한 삶의 본질들은 개발해야 한다.”(7

8) 이 덕목들은 빠딴잘리 요가의 금계와 권계의 덕목들과 일부분

일치하고 있다.51) 특히 박띠 철학의 완성자 라마누자가 정신적 덕

성(ātmaguṇa)의 개발을 위해 제시한 1)平靜(śama), 2)制御(dama),

47) bhaktiśāstrāṇi mananīyāni tadbodhakakarmāṇi karaṇīyāni // 76 //

48) sukhaduḥkhecchālābhādityakte kāle pratīkṣamāṇe kṣaṇārdham api

vyarthaṃ na neyam // 77 //

49) Y. subramanya sharma(1938) p. 22.

50) A. C Bhakti Vedanta Swami Prabhupāda(1998) pp. 174-176.

51) 금계(yama)는 행위의 선악의 문제와 관련된 윤리적 수행으로서

不殺生(ahiṃsā)을 근본으로 하여 不偸盜(asteya), 不淫(brahmacarya),

不貪(aparigraha), 不妄語(satya)가 있다.(YS 2.3) M. Eliade는 금계

행위는 고결하고 정직한 사람들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말하고

일반적인 인간성보다는 한 단계 높은 ‘淨化’된 상태를 낳는 것이지

특별한 요가의 상태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또한

권계(niyama)는 일련의 육체적 심리적 극기 훈련으로서 실천될

사항이다. 淸淨(śauce), 滿足(saṃtosa), 苦行(tapas), 學誦 즉 요가의

형이상학에 관한 공부, 自在神(Īśvara)에 대한 기원 즉 자재신을 모든

행동의 동기로 보는 노력으로 보고 있다. Eliade(1990) p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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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苦行(tapas), 4)淸淨(śauca), 5)忍耐(kṣamā), 6)正直(ārjava), 7)두

려움과 無畏의 구별(bhayābhayastāna-viveka), 8)憐愍(dayā), 9)不

殺生(ahiṃsā)52)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것들이 보이

나 라마누자의 덕목들이 나라다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 하지만 덕

목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는 아니다. 나라다가 “선한 삶의 본

질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듯이, 무엇보다도 자기절제를 위한 정

신적 덕성의 개발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라마누자가 이들에 부

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주목해 보면, 그는 덕목들을 ‘아뜨만에

대한 知識을 얻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53) 지혜를 얻기 위한 수단

이다. 나라다의 경우는 신과 헌신자간의 관계에 대한 확실한 인식

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봐야한다. 곧 관계를 통한 헌신과 사

랑의 체험을 얻기 위한 것이 차이다.

이상의 박띠 수행의 여러 방법들을 분석 정리하면 헌신자의 행

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나라다가 추천한 방법들은 감각적 만족에 대한 포기와 세

속적 집착에서 벗어나는 행, 그리고 예배와 신의 이름을 염송하는

행위, 나아가 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에 따른 신의 은총 등이다.

두 번째는 헌신자는 박띠에 대한 경전을 공부해야 하고, 그것들

에 의해 알게 되는 규정된 행동들을 수행해야 한다.54)

세 번째는 “비폭력(ahiṃsā), 진실함(satya), 청정(śauca), 동정심

(dayāstikyādi), 믿음(cāritryāṇi) 등의 선한 삶의 본질들을 개발해

야 한다.”(78)는 정신적 덕성을 개발하기 위한 내용들이다.

52) 바가와드 기따 10.4-5에서는 덕성을 제시하고 있다. “깨달음, 지혜,
無妄, 인내, 진리, 절제, 적정, 즐거움, 생성과 소멸, 그리고 두려움과 無畏,

비폭력, 평등성, 자족, 고행, 보시, 명예, 불명예와 같은 존재들의 각종

상태들은 바로 나로부터 나온다.” buddhir jñānam asaṁmohaḥ kṣamā

satyaṁ damaḥ samaḥ sukhaṁ duhkḥam bhavo' bhāvo bhayaṁ

cā'bhayam eva ca / VedS, para.91, p. 248.

53) ātamjñānasādhanatayapādeyā guṁāḥ / Gītā Bhāṣya, 13.7. ;

ātamajñānopayogi / Gītā Bhāṣya, 13.11.

54) bhakti-śāstrāṇi mananīyāni tad-bodhaka-karmāṇi karaṇīyāni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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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앞에서 몇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수뜨라

전체에 산재해 있는 수행법들을 종합 정리해 보면, 나라다의 박띠

수행법을 다음과 같은 체계로 설정해 볼 수 있다.

1) 경전의 공부

2) 자기 절제를 위한 다섯 가지 덕목의 닦음

3) 신에 대한 예배

4) 신의 이름을 찬탄

5) 완전한 사랑

6) 자아의식의 포기

7) 신의 은총

이렇게 나라다가 제시한 박띠 수행론의 체계를 설정해 보았다.

이 일곱 가지가 단계적 수행론이란 점을 고려해 8지로 이루어진

빠딴잘리 요가 수행법과 비교해서 이해해 보기로 한다.

3. 박띠의 단계적 수행과 요가

먼저 박띠 수행론에서 경전의 학습은 일상적인 경험 세계에 미

혹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행위, 언어를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보통 고전 요가에서

는 경전의 학습이 권계 중의 하나의 한 덕목으로 취급되나 여기

서는 앞서 강조되고 있다.

경전을 학습하기 시작한 헌신자는 정신적 덕성 개발을 위해서

앞에서 열거한 “비폭력(ahiṃsā), 진실함(satya), 청정(śauca), 동정

심(dayāstikyādi), 선행(cāritryāṇi)과 같은 다섯 가지 덕목과 그 외

의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중 ‘청정’은 영적인 탐구

를 떠날 준비과정으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작업이다. 이들은

헌신적인 박띠 하에서 이루어진다.



나라다의 박띠 수행에 대한 고찰 ∙ 51

낮은 박띠로부터 높은 박띠로의 발전의 그 첫 움직임은 신에

대한 예배와 신의 이름을 찬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먼저 헌신자

는 육체적 수단을 통하여 신에게 종속함과 예배의 감정을 표현한

다. 예들 들어 외적으로 오체투지와 같은 끊임없는 예배 또는 귀

의행을 한다. 깊게 다져진 예배는 자연히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 마음의 정화를 위한 행동

은 더욱 더 깊이 신을 숭배하게 만든다.

여기서 내적인 박띠가 중요하다. 낮은 박띠 수준이 자기 밖의

대상(신)을 향한 예배로 한정된다면 그것은 이기적 목적성을 지닌

단순한 의례가 될 뿐 더 이상 자기실현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박띠는 먼저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신에 대한 종속감과

공경심을 키워 나간 다음 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내적인

박띠로 유도되는 게 자연스런 수순이다.

Yuga행인 끊임없는 신의 이름을 염송하는 찬탄과 더불어 내적

인 사랑이 헌신자의 가슴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해탈을 향한

박띠 요가 수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끊임없는 찬탄 행위에 따

른 실제적인 결과가 도출되어 나오게 된다. 그 예로 수뜨라 9에서

“그분[신]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며 그리고 그것에 장애가 되는 것

에는 무관심이다.”55) 하듯이, 헌신자는 신에 헌신하는 데에 장애

가 되는 그 어떤 것에도 무관심하게 된다. 즉 신에게 다가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단호한 심리적 거부감을 보이게

된다. 이것은 YS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욕심과 집착을 야기시키는

감관을 제어하는 制感(pratyāhāra)56)의 작용과 매우 유사한 내용

55) “세속적이고 종교적 것들 가운데 그것에 대한 호의적인 것들을 이행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반대적인 것들에 대한 무관심이다.” 즉 세속적인

관습과 베다의 종교적인 의례들 가운데에서 그것에 알맞은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고 반대 내지 장애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다. loka-vedeṣu tad-anukūlācaraṇaṃ tad-virodhiṣūdāsīnatā // 11

//

56) “제감이란 여러 감각기관이 각자의 대상과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마음 본래의 상태와 같이 되는 것이다.” YS.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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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제감은 안이비설신 오감을 다루는 수행법이

다.

다음 단계에서 정신, 생각, 의지, 상상력과 같은 개인의 모든 정

신 작용을 신에게로 향하고 가슴 속을 ‘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으

로 가득채운 헌신자는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외적 대상에 대한 탐

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신성 쪽으로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심리적

전환이 이루어진다. 즉 헌신자는 정신을 이미지와 형상을 통하여

에너지를 모아서 그것을 대상(神)에 집중시킨다. 대상에 집중하는

완전한 사랑은 요가의 내부의식을 조절해 가는 정신집중의 행법

인 凝念(dhāraṇā)과 유사하다. YS는 “마음(citta)을 한곳에 매어두

는 것”57)을 응념이라 한다. 이것을 정태혁 박사는, 마음이 움직이

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58)

그런데 의식이 외적대상에 끌리지 않는 상태(제감)에서 내부의

식 제어의 첫 단계인 응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의식, 즉 마나스의 대상을 어떤 것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그 성

패가 판가름 날 수 있다. 응념이 심의식을 한곳에 집중해서 대상

과 결합함으로써 주․객이 하나 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집중의식 활동의 주관자는 마땅히 내부의식을 관장하는 응념의

주체 마나스이다. 그 마나스가 청정(śubha)하게 되려면 마땅히 그

대상이 본질적으로 청정해야만 하며, 동시에 마나스의 활동을 청

정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응념의 대상으로서 완전한

신적 존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완전한 사랑 내지는 응념의 대상

은 인간이나 물질세계와 같이 불완전한 요소와 한계성을 지녀서

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응념의 대상을 완전한 존재, ‘탁월하며, 길

상한 특성’을 보유한 동시에 순수한 본질을 소유한 신으로 설정함

은 박띠 수행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에 대

한 절실하고 완전한 사랑이 곧 집중이요 응념이다.

여기서 박띠가 신에 대한 사랑(prīti)의 의미를 갖는 것은 부정

57) YS. 3.1. deśa-bandhā cittasya dhāraṇā.

58) 정태혁(1980)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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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된다. 그 지속적인 사랑은 선정

(dhyāna)과 동일한 의미로 발전하고 있다.59) 기름이 흐르듯 끊임

없는 순수한 사랑은 선정과 유사하다. 요가에서 선정은 응념의 연

장으로서 마음의 집중이 중단되지 않고 한결같이 지속되는 상태

를 말한다.60) 이와 같이 선정과 다름없는 신에 대한 끊임없는 순

수한 사랑은 신에 도달하는 최상의 높은 박띠(parabhakti)를 발생

시키는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 이런 신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이

개아의 선정으로, 그리고 높은 박띠로 전개되는 일련의 과정은 박

띠를 도달돼야 할 목적인 동시에 수단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이상과 같이 볼 때, 나라다의 박띠 수행은 ‘의식작용의 전멸’을

얻을 때까지 대상을 더욱더 추상화해 가는 빠딴잘리 요가와는 달

리 헌신자가 신을 대상으로 삼아 모든 정신을 신에게 두어 깊어

지게 되면, 신 앞에서 자연히 자신의 개체성, 자아의식이 없어지

게 되고 종국에는 황홀경을 경험한다. 이것이 나라다의 삼매다.

이와 같이 신에 대한 명상적인 사랑을 통해서 초의식적인 무아경

이 획득된다는 것은 YS에 말하는 “자재신에의 기원으로, 모든 행

위와 결과를 내맡김으로써, 삼매가 성취된다.”(YS. 2.45)61)는 내용

59) 라마누자의 경우는 박띠가 ‘神에 대한 헌신 또는 사랑’의 의미를 띤

愛(prīti)을 갖는 것으로서 그 愛는 知(jñāna)를 포함하는 선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라마누자는 “마나스의 활동이 전멸된 후에,

아뜨만은 마치 바람 없는 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빛나는 램프와 같이

지식의 형태로 움직임 없이 존재한다.(Gītā Bhāṣya, 6.19, p. 158.)”

지식의 형태로서 마나스를 통해서 경험되는 ‘아뜨만에 대한

인식(ātmadarśana)’ 경험은 일종의 ‘自己意識’보고 있다. 즉 마나스가

순수화(sattva) 됨에 따라서 본질적인 아뜨만 자체를 자신의 제한 없는

지식으로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아뜨만을 마나스가 아니라

실체적인 ‘아는 자’(jñātṛ)로서 확인 구분할 수 있다. 궁극적인 실체적

주체에 대한 직관이 일어나는 것이다.

60) 정태혁(1980) p. 193. 응념이 집중적이라면 선정은 균일적이다. 응념이

좁은 범위에 주위를 집중시켜서 대상을 분명히 의식하는 것임에 반해,

선정은 응념으로 얻은 의식의 집중력이 항상 한결같이 지속되면서 그

선택의 대상에서 다시 다른 대상으로 미치도록 확대된다.

61) YS. 2.45. samādhisiddhirīśvarapraṇidhānāt. “열심히 노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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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떤 면에서 그 의미를 같이 한다.

“그것을 실천한 사람은 오직 신만을 바라보고, 오직 신에 관해

자세히 들으며, 오직 신에 관해 말하고, 신에 관해 생각한다.”(5

5)62)고 하듯이, 강이 바다를 만나면 자신의 개체성을 상실하게 되

는 것과 같이 헌신자와 신이 하나 될 때 이기적인 자아의식은 상

실된다.63) 모든 고통과 미망의 근본원인인 ‘나’란 자아의식이 완전

히 사라질 때 그 헌신자는 스스로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

주적 사랑을 베풀게 된다. “그는 건너간다. 그는 실제로 건너간다.

그는 많은 사람을 건너가도록 돕는다.”(50) 이렇게 나라다의 해탈

은 신에 대한 자기의식이 사라진 무아적 사랑 즉 parabhakti를 통

해 성취될 수 있다. 또한 그 무아적 사랑은 타인에 대한 무한한

우주적 사랑으로 전환되어 살아 움직인다.

이상과 같이 나라다의 단계적 박띠 수행은 빠딴잘리의 금계와

권계, 제감, 응념, 선정, 삼매의 요가 수행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나라다는 최고의 헌신자로서 또한

요기로서 수뜨라를 통해 박띠의 길과 요가를 통합해 새로운 박띠

종교의 미래를 약속한 최초의 인물로 볼 수 있다.

수행자에게는 무아상삼매(無我想三昧)가 빨리 이루어진다.” YS. 1.21.

“그(선정)이 한결 같은 상태에 있어서 그 대상만이 빛나고, 자기 자신은

없어진 것같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삼매이다.” YS. 3.3.

62) tat prāpya tad evāvalokayati tad eva śṛṇoti tad eva bhāṣayati tad eva

cintayati // 55 //

63) “그것은 욕망의 본질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멸(nirodha)의 핵심에

속하기 때문이다.(7) 하지만 지멸은 [신에 대한 모든]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들의 포기이다.(8)” 하듯이 진정한 박띠는 세속적 욕망이

사라질 때 비로소 일어난다는 것이다. 세속적 욕망의 포기 내지는

지멸이 진정한 박띠다. 진정한 사랑은 신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위해 신을 사랑하는 그 자체이다. 곧 신 앞에 절대적 자기

포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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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가는 말

이 논문은 박띠 종교의 전환점을 이룬 나라다의 박띠 수뜨라
에 나타난 박띠와 박띠 요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박띠의 의미를 밝혀보는 것으로부터 시

작해, 논자가 설정한 박띠 수행법이 요가 수행과 어떤 관련이 있

는지를 탐색해 보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박띠의 정의는 통상적으로 신에 대한 최고의 헌신과 사랑

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순수한 사랑의 목표를 자연스럽게 불사

(amṛ̣ta)로 설정하는데, 불사는 궁극적 축복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을 말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넘어선 영원함을 상징한다. 이것은

곧 Sat-Cit-Ānanda의 경험이다. 박띠의 완전한 사랑의 실현은 황

홀경(ānanda) 그 자체의 체험이다.

나라다는 박띠를 낮은 박띠(guṇaī bhakti)와 높은 박띠(parabha

kti 또는 sādhya bhakti)로 나눈다. 이와 같은 구분을 통해 나라다

가 나타내고자 한 의미는 세속적인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자아의

식을 포기한 신에 대한 순수한 사랑(parabhakti)으로의 전환을

이끌어 내고자 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미묘한 초월적 경험(anubh

ava)의 증득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순수한 사랑으로 얻어지는 초월적 경험은 다양한 박띠

수행을 통해 이룰 수 있는데, 수뜨라는 경전 공부, 다섯 가지 덕목

의 실천, 예배와 찬탄, 완전한 사랑, 신의 은총 등을 소개하고 있

다. 이들은 박띠 종교의 통상적인 수행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수행법을 엄밀히 관찰해 보면 빠딴잘리의 금계와 권계, 제감,

응념, 선정, 삼매의 수행법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논자가

본 논문에서 밝혀 보려 했던 것도 박띠 수행과 요가의 관계였다.

먼저 나라다는 경전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다섯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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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덕목의 실수는 요가의 금계와 권계 내용과 부분적으로 일치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실천은 낮은 박띠의 실수로 볼 수 있는데, 이

움직임은 신에 대한 예배의 형태를 취한다. 헌신자는 육체라는 수

단을 통하여 신에게 종속함과 예배의 감정을 표현한다. 이런 외적

예배행은 자연히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는 행동으로 이어

지게 마련이다. 마음의 정화를 위한 수련이 내적인 박띠로의 전환

이다. 끊임없는 신의 이름을 염송하는 행은 신에 대한 전적인 헌

신 형태로 진행되는 데 신에게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에 대한 단호한 거부감을 보이게 된다. 이것은 YS에서 말하

는 세속적인 욕심과 집착을 야기시키는 감관을 제어하는 제감(pra

tyāhāra)과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마음 속을 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으로 가득채운 헌신자

는 정신을 모아서 대상[神]에 집중시킨다. 이것은 요가의 내부의

식을 조절해 가는 정신집중의 행법인 응념(dhāraṇā)과 동일한 내

용이다. YS에서 말하는 마음(citta)을 한곳에 매어두는 응념을 채

용한 것이다. 이어 완전한 ‘신에 대한 사랑’(prīti)의 의미를 갖는

박띠는 선정(dhyāna)과 동일한 의미로 발전하고 있다. 기름이 흐

르듯 지속적인 순수한 사랑은 선정으로서 신에 도달하는 최상의

높은 박띠(parabhakti)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의식의 전멸’의 삼매를 말하는 빠딴잘리의 해탈과

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내용인데 나라다의 높은 박띠인 강렬한

헌신과 순수한 사랑의 완성은 자신의 개체성, 자아의식이 없어진

초의식적 황홀경으로 감지된다. 이 무아적 사랑은 높은 박띠를 통

해 성취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나라다는 최고의

헌신자요 요기로서 박띠 수행과 요가의 통합을 이뤄낸 최초의 인

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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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Narada's Bhakti-Yoga Forcusing on

Classical Yoga

Joo, Myung Chul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treatise is to make a special study

of bhakti and bhakti-yoga described in Bhakti-sūtra by

Narada who made a turning point of Bhakti religion. First

of all, This treatise has been made specifically to explore

the interrelation between bhakti-yoga and classical yoga

pictured in Bhakti-sūtra, with the start of clarifying the real

meaning of bhakti.

It is said that the definition of bhakti is the highest

devotion and love to God. The final aim of bhakti is Amṛ ̣
ta(immortality). Amṛ ̣ta represents the direct experience of
the ultimate blessing and eternity rising above time. This is

exactly the same with the experience of Sat-Cit-Ānanda.

Perfect dedication and realization of love mean the

experience of Ānanda itself.

And there are two types of bhakti. These are guṇai

bhakti and parabhakti or sādhya bhakti. The difference

between two solely depends on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ego consciousness. With these two bhakti, Narada had been

trying to withdraw parabhakti to God who was lacking ego,

free from the worldly avarice.

The transcendent experience through pure love can be

accomplished by various kinds of practices. Bhakti-sūtra

has shown some methods of practices such as cannon

study, spiritual cultivation of five ātmaguṇa, bowing and



60 ∙ 印度哲學 제37집

chanting, parabhakti and grace of God, and so on. It

apparently seems to have nothing to do with yoga, since

these are conventional practices of bhakti religion. But there

has been Patanjali's yama and niyama, pratyāhāra, dhāraṇā

and samādhi to be applied to yoga practices.

In a conclusion, It is recognized that Narada has finally

achieved the consolidation of bhakti and yoga by applying

yoga practices to bhakti practices. He had also put bhakti

on the center of history of Indian religions. Since then,

Rāmānuja has paved the way to complete the foundation of

Indian bhakti philosophy with the help of Nar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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