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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행자의 수행과 범행의 범위

안필섭*1)

Ⅰ서론. Ⅱ 요가학파의 실천체계와 금계 중 범행.

Ⅲ 주석과 복주에 나타난 범행. Ⅳ 결론.

요약문 [주요어: 범행, 금계, 8지 요가, 불사음, 수습, 이욕, 대치명상]

8지 요가의 단계 중 가장 처음 거론되는 지분인 금계는 불상해, 진

실, 불투도, 범행, 무소유로 구성되어 있다.1) 이 가운데 범행은 비단 요

가행자에게 있어서만이 아니라 수행자라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

이다. 베다와 우파니샤드의 권위를 인정하는 유파와 그렇지 않은 무파

를 막론하고 인도의 종교적 전통에서 범행의 실천은 수행자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되었다. 이는 금욕을 실행하는 남성의 수행자에게

특히 자발적으로 억제하도록 요구되며, 그러한 금욕의 실행은 정신과

육체 양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

하지만 육체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용

이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금욕은 그 범위를 특정하

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실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가운

데 다만 생각만으로도 범계가 인정되는지의 여부, 생각만으로도 범계가

된다면 그 생각은 어떤 범위에까지 해당되는지의 문제는 보다 미묘하다.

따라서 YS의 금계 중 범행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비야사의 YBh를 위시

한 주석과 복주를 참고하여 그 원의를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Ⅰ. 서론

파탄잘리(Pātañjali)에 의해 정립된 고전 요가(Classical Yoga,

Pātañjala Sāṃkhya)는 상키야의 이원론을 이론적 체계로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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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도 자파의 독특한 수행 체계인 8지(支) 요가(Aṣṭāṅga Yog

a)를 고안하였다. 8지 요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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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자는 각 단계의 수행을 유기적으

로 진행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총지,

정려, 삼매의 세 단계는 8지 가운데 내적 지분으로 상야마(saṃyama)

라고 지칭하며 중시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前) 5단계인 금계,

권계, 좌법, 조식, 제감은 외적 지분이라고 하여 그 중요성이 내적

지분에 비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전 5단계 역

시 요가행자의 수행에 있어서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중요한 지

분으로, 그것의 수행이 미진할 경우 차후 단계의 수행은 성립할

수 없거나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다섯 가지 외적 지분은 의식의

집중을 돕는 목적으로 명상을 위한 마음가짐을 진작시키며, 궁극

적으로는 요가의 성취를 보조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3)

이러한 8지 요가의 단계 중 가장 처음 거론되는 지분인 금계(禁

戒, yama)는 불상해(不傷害), 진실, 불투도(不偸盜), 범행, 무소유로

구성되어 있다.4) 이 가운데 범행(梵行, brahmacaryā)은 비단 요가

행자에게 있어서만이 아니라 수행자라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이다. 베다와 우파니샤드의 권위를 인정하는 유파(有派, āstika)

와 그렇지 않은 무파(無派, nāstika)를 막론하고 인도의 종교적 전

통에서 범행의 실천은 수행자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

되었다. 이는 금욕을 실행하는 남성의 수행자에게 특히 자발적으

로 억제하도록 요구되며, 그러한 금욕의 실행은 정신과 육체 양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

하지만 육체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정의하는 것

이 용이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금욕은 그 범

2) YS. 2. 29. :: yamaniyamāsanaprāṇāyāmapratyāhāradhāraṇādhyāna-

samādhayo ’ṣṭāvaṅgāni //

3) Yardi(1996) p. 42.

4) YS. 2. 30. :: ahiṃsāsatyāsteyabrahmacaryāparigrahā yamāḥ //



요가행자의 수행과 범행의 범위 ∙ 63

위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실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가운데 다만 생각만으로도 범계가 인정되는지의

여부, 생각만으로도 범계가 된다면 그 생각은 어떤 범위에까지 해

당되는지의 문제는 보다 미묘하다.

또한 이러한 난점과 관련하여 야르디(Yardi)는 자신의 저서에

서 금계의 다섯 가지 항목 가운데 범행에 관한 파탄잘리의 입장

을 설명하면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성행위

의 만족감까지도 전적으로 절제하는 절대적인 금욕을 준수하도록

단언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5) 이 진술은 아마도

요가행자가 불교의 수행승과는 달리 출가 수행자가 아니라는 점

에 기인한다고 하겠지만, 이를 달리 표현해보면 출가 수행자가 아

닌 요가행자에게 불교의 ‘불사음(不邪淫)’에 해당하는 계율을 동일

하게 적용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

론 이러한 주제는 오늘날의 요가행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YS의 금계 중 범행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비야사(Vyāsa)의 YBh를 위시한 주석(註釋)과 복주(復註)를 참고

하여 그 원의(原義)를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Ⅱ. 요가학파의 실천체계와 금계 중 범행

1. 지멸 요가의 실천체계와 범행

YS의 구성으로부터 볼 때, 요가학파는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다른 실천체계를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멸

요가’(nirodha-yoga), ‘행작 요가’(kriya-yoga), ‘8지 요가’(aṣṭāṅga-

5) Yardi(1996)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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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ga)이다.6) 이 세 가지 실천체계 가운데 8지 요가는 YS의 고유

한 실천체계로 여덟 가지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익

히 알고 있는 것이다. 행위 요가 역시 YS Ⅱ장의 서두(1-2송)에

서 밝히고 있는 것으로, 고행, 자기 학습, 신에 대한 헌신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는 실천체

계가 지멸 요가로, 지멸 요가는 지멸되어야 할 심작용의 고찰로부

터 시작하여 그 지멸의 방법으로써 수습(abhyāsa)과 이욕(vairāgya)

을 제시한다.7)

수습과 이욕에 의해 그것(=심작용)들은 억제된다.8)

즉, YS Ⅰ. 2에서 제시되고 있는 요가의 정의인 ‘심작용의 지멸’

은 Ⅰ. 12를 통해서 그 실행이 수습과 이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심작용의 지멸을 목적으로 수습과 이욕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천체계가 ‘지멸 요가’이다. 수습은 식별지의 개방

에, 이욕은 대상으로의 흐름을 약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

한다.9) 따라서 지멸 요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실천 수단인 ‘수습’과 ‘이욕’을 살펴보아야 한다.

두 가지 가운데 ‘수습’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10)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안정은 다시 YBh에서 ‘작용하지 않는 마음이 적정

의 상태로 흐르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따라서 수습은 ‘안정을 위

한 지속적 노력, 힘, 인내이며, 그것을 완성시키고자 하여 그 수단

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11) 그러므로 수습은 일정 기간 동

6) 高木(1992) p. 161 참조.

7) 高木(1992) p. 161.

8) YS. Ⅰ. 12. :: abhyuāsavairāgyābhyāṃ tannirodhaḥ //

9) YBh. Ⅰ. 12. :: tatra vairāgyeṇa viṣayasrotaḥ khilīkriyate /

vivekadarśanābhyāsena vivekasrota udghāṭyate / cf. 정승석(2010) p. 50.

10) YS. Ⅰ. 13. :: tatra thitau yatno’bhyāsaḥ //

11) YBh. Ⅰ. 13. :: cittasya avṛttikasya praśāntavāhitā sthitiḥ / tadarthaḥ

prayatnaḥ vīryamutsāhaḥ / tatsampipādayiṣay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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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마음에 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하는 특별한 일련의 노력이

라고 할 수 있다. YBh는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 대해 네 가지의

요소, 즉, 고행(tapas), 범행(brahmacarya), 지혜(vidyā), 신념(śraddhā)

을 언급한다.12)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8지 요가의 첫 번째 지

분인 금계에서 언급되는 범행이 수습의 요소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주석이나 복주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자세한 언급

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멸 요가의 두 가지 지분 중 하나인

수습에서의 범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범위는 제시되

지 않는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은 이후에 설명되는 ‘이욕’에서 살

펴볼 수 있다.

YS에서 이욕은 ‘경험의 대상이나 전승에서 유래한 대상에 대한

열망을 제압하는 의식’이라고 정의되며,13) YBh는 이러한 이욕에

대해 세 가지 경우를 들어 그 범위를 한정한다.

①여자나 음식이나 초능력이라는 경험의 대상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벗어난 경우, ②천상의 행복이나 육신에서 벗어남이나 원질과의 융합

을 성취하는 것, 즉 [베다] 성전에 따른 대상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벗

어난 경우, ③신성하거나 세속적인 대상과 접촉해 있더라도 명상의 힘

을 통해 대상의 결점을 알아차리는 경우, 이러한 경우의 마음이 갖는

진압의 의식, 즉 향락의 성질을 갖지 않고 버리거나 취할 것도 갖지

않는 의식이 이욕이다.14)

tatsādhanānuṣṭhānamabhyāsaḥ // cf. 정승석(2010) p. 50.

12) “즉 [그것은] 고행, 금욕, 지혜, 신념에 의해 성취되어 주의력을 갖는

견고한 기반이 된다.”(YBh. Ⅰ. 14. :: tapasā brahmacaryeṇa vidyayā

śraddhayā ca sampāditaḥ satkāravān dṛḍhabhūmirbhavati /) cf.

정승석(2010) pp. 51-52.

13) YS. Ⅰ. 15. :: dṛṣṭānuśravikaviṣayavitṛṣṇasya vaśīkārasaṃjñā

vairāgyam //

14) YBh. Ⅰ. 15. :: striyaḥ annapānam aiśvaryam iti dṛṣṭaviṣayavitṛṣṇasya

svargavaidehyaprakṛtilayatvaprāptāvānuśravikaviṣaye vitṛṣṇasya

divyādivyaviṣayasaṃprayoge’pi cittasya viṣayadoṣadarśinaḥ

prasaṃkhyānabalād anābhogātmikā heyopādeyaśūnyā vaśīkārasaṃjñā

vairāgyam / cf. 정승석(2010)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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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세 가지 경우 가운데 범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①의 경우로, 경험의 대상으로서 여자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벗어

난 경우가 해당된다. 물론 이욕을 정의하는 가운데 이욕을 구성하

는 요소로서 범행이 언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습과 이욕은 둘

중 하나만이 아니라 상보적 방법으로 실행해야하며 각기 다른 목

적을 위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15) TV의 진술을 고려할 때,

이욕이 성립되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첫 번째의 경우는

분명 수습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인 금욕과 관련된다고 보아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했을 때, 지멸 요가의 두 가지 지분인 수

습과 이욕의 요소 중 하나인 범행은 행위로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마음의 작용에 대한 제거를 의미한다. 따라서 범행이란 ‘경

험의 대상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벗어나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범행은 실제 행동의 범위를 넘

어서서 그러한 행위에 앞서는 마음의 작용인 대상으로서의 여성

에 대한 갈망까지도 안정시키고 제압해야하는 대상으로서 그 범

위를 설정한다고 볼 수 있다.

2. 8지 요가 지분의 조건과 범행

YS는 8지 요가의 각 지분을 실행하는 목적이 ‘불순물을 소멸시

킴으로써 식별지에 도달하여 지혜가 밝아지는 것’이라고 언급한

다.16)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한 8지 요가는 각 지분별로 불순물

15) “지멸로부터 형성된 수습과 이욕은 작용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것으로

구분지만 [목적으로 위해서는] 결합되어 분리되지 않는다.”(TV. Ⅰ. 12. ::

abhyāsavairagyayor nirodhe janayitavye ’vāntaravyāpārabhedena

samuccayo na tu vikalpaḥ /)

16) YS. 2. 28. :: yogāṅgānuṣṭhānādaśuddhikṣaye jñānadīptirāvivekakhyāte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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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나무를 잘라내는 도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7) 그런데 YBh의 경우 각 지분의 실행은 앞서 밝힌 ‘식별지

의 획득’과 ‘불순물의 분리’라는 두 가지 만을 원인이 되는 것이

인정된다고 언급한다.18) 따라서 8지 요가의 각 지분이 가지는 기

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할 필요

성이 있다.

YBh는 아홉 가지의 목적 달성의 원인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 있다. 즉, ①[인식의] 발생, ②[자아를 위한] 지속, ③[형상의]

현현, ④[대상에 따른] 변화, ⑤[추리하는] 관념, ⑥[식별지의] 획

득, ⑦[불순물의] 분리, ⑧[다르게 보는] 차별, ⑨[모든 것의 상호]

지탱이 그것이다.19) 이상의 아홉 가지 원인들은 모든 행위의 대상

에 적용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요가의 지분을 실행한다는

점에서는 ⑥과 ⑦만이 원인으로써 인정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여섯 번째인 ‘획득’의 경우 식별지를 획득한다는 원인인

데, 식별지란 ‘순질과 순수정신이 다르다는 관념’이므로 8지 요가

의 첫 번째 지분인 금계의 경우 식별지를 가지지 못한 결과 발생

하는 ‘불순물’을 ‘분리’한다는 원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불순물’은 ‘다섯 가지의 오류’를20) 말하는데, 다섯 가지 오

17) “요가의 지분을 실행하는 것은, 마치 도끼가 절단되어야 할 것에 대해

그러하듯이, 불순물로부터 벗어나는 원인(도구)이다.”(YBh. 2. 28. ::

yogāṅgānuṣṭhainamaśuddherviyogakāraṇaṃ yathā paraśuśchedyasya /)

cf. 정승석(2010) pp. 126-127.

18) “그러나 요가의 지분의 실행은 [식별지의 획득과 불순물의 분리라는] 두

가지만을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인정한다.”(YBh. 2. 28. ::

yogāṅgānuṣṭhānantu dvidhaiva kāraṇatvaṃ labhata iti //) cf.

정승석(2010) p. 128.

19) YBh. 2. 28. :: utpattisthityabhivyaktivikārapratyayāptayaḥ /

viyogānyatvadhṛtayaḥ kāraṇannavadhā smṛtam iti / cf. 정승석(2010)

p.127.

20) “그것들의 실행을 통해 불순한 형상인 5종의 오류가 파괴되어

소멸한다.”(YBh. 2. 28. :: teṣāmanuṣṭhānāt pañcapavaṇo

viparyayasyāśuddhirūpasya kṣayaḥ nāśaḥ /) cf. 정승석(2010)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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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는 다시 ①무지, ②자아의식, ③탐욕, ④혐오, ⑤[삶에 대한] 애

착으로 분류할 수 있다.21) 따라서 요가의 각 지분을 실현하는 것

은 상기 다섯 가지의 오류를 분리시키는 활동이 된다. 다섯 가지

오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지’로, YS에 따르

면 무지는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불결한 것을 깨끗한 것으

로, 고통인 것을 즐거운 것으로, 자아가 아닌 것을 자아로 인식하

는 것’이라고 한다.22) 이러한 무지에 대해 YBh는 아름다운 소녀

의 비유를 통해 흥미로운 설명을 진행한다.

초승달의 윤곽처럼 아름답고 사지가 꿀과 감로로 이루어진 듯하며,

푸른 연꽃의 꽃잎처럼 펼쳐지는 두 눈은 교태로 가득한 눈빛으로 세

상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듯한 이 소녀는 달을 열고 나온 것처

럼 보인다. 무엇이 어느 것과 연관을 갖는가? 그와 같이 불결한 것(소

녀)을 깨끗한 것으로 망상하는 관념이 있다는 것이다.23)

상기 인용문에서 소녀는 온갖 미사여구로 그 아름다움이 묘사

되고 있지만 실상 소녀는 ‘불결한 존재’이다. 즉, YS의 설명에서

무지에 의해 ‘불결한 것을 깨끗한 것으로’ 파악한다는 것의 실례

가 되는 비유이다. YV는 이상의 비유에 대해 “무엇이란 천박한

여인의 몸, 어느 것이란 극히 청정한 달의 윤곽 따위, 연관이란 유

사성이다.”라고 설명한다.24) TV는 같은 비유에 대해 “최고로 혐

오스러운 소녀의 몸은 유사성이 가장 빈약한 초승달의 윤곽 따위

와 연관을 갖는다.”라고 설명한다.25)

21) YS. 2. 3. :: avidyāsmitārāgadveṣābhiniveśāḥ kleśāḥ //

22) YS. 2. 5. :: anityāśuciduḥkhānātmasu nityaśucisukhātmakhyātiravidyā //

23) YBh. 2. 5. :: śaśāṅkalekhā kamanīyeyaṃ kanyā

madhvamṛtāvayavanirmiteva candraṃ bhittvā niḥsṛteva jñāyate,

nīlotpalapattrāyatākṣī hāvagarbhābhyāṃ locanābhyāṃ

jīvalokamāśvāsayantīveti kasya kenābhisambandhaḥ / bhavati

caivamaśucau śuciviparyāsapratyaya iti / cf. 정승석(2010) p. 92.

24) YV. 2. 5. :: kasya strīkāyasya nikṛṣṭasya kena

candrakalādinātinirmalenābhisaṃbandhaḥ sādharmy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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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유를 분석해보면 시각과 미각 등 감각 기관의 대상이 되

는 소녀는 행위자의 마음에 무지로 말미암아 ‘깨끗한 것’으로 망

상된다. 이러한 망상은 소녀를 ‘초승달’, ‘꿀’, ‘감로’, ‘푸른 연꽃의

꽃잎’으로 유사성에 의거 연관 짓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앞서 살펴

본 아홉 가지 목적 달성의 원인에 배대시켜 보면 ‘관념 원인’ 내지

‘차별 원인’에도 해당된다. 특히 차별 원인과의 연관성이 주목되는

데, 소녀라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 ‘즐거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

념이 상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이라는 원인은 연금사가 금의 [차별 원인]이듯이, 그처럼 여자

라는 하나의 관념에 대해 혼미가 있을 때는 무지가 [차별 원인]이고,

고통이 있을 때는 혐오가 [차별 원인]이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욕정

이 [차별 원인]이며, 무관심이 있을 때는 진실을 아는 것이 [차별 원인

임을 가리킨다.]26)

즉, 상기 인용문을 근거로 아름다운 소녀의 비유를 해석하면 여

자라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 무지에 의한 혼미와 욕정에 의한 즐

거움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수행자는 혐오를 통해 그것이 결국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숙고하여 무지와 욕정을 불식시키고,

혼미와 즐거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치 명상(pratipakṣa-bhāvana)이다.

3. 8지 요가의 금계 중 범행과 대치 명상

마이트리(Maitrī) 우파니샤드는 요가 수행의 단계를 언급하는

25) TV. 2. 5. :: kasya strīkāyasya paramabībhatsasya kena

mandatamasādṛśyena śaśāṅkalekhādinā saṃbandhaḥ /

26) YBh. 2. 28. :: anyatvakāraṇaṃ yathā suvarṇasya suvarṇakāraḥ /

evamkasya strīpratyayasya avidyā mūḍhatve dveṣo duḥkhatve rāgaḥ

sukhatve tattvajñānaṃ mādhyasthye / cf. 정승석(2010)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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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요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 단계

를 제시한다.

이것(일원성)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식(prāṇāyāma), 제감

(pratyāhāra), 응념(dhyāna), 정려(dhāraṇā), 사량(tarka), 삼매(samādhi)

의 여섯 가지를 요가라고 언급한다.27)

YS의 8지 요가와 비교했을 때, YS의 금계와 권계, 좌법이 눈에

띄지 않으며, YS 8지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량(tarka)이 5번째 지

분으로 삽입되어 있다. YS가 8지 요가라는 수행 체계를 세우는

데에 우파니샤드적 전통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인정

한다면, 기존의 6지 요가(ṣaḍaṅga-yoga) 전통으로부터 YS로 이

행되는 과정에서 금계와 권계, 그리고 좌법의 세 가지 지분이 편

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28) 이를 달리 표현해보면 YS가 고전 요

가의 체계를 형성하면서 사회적 의무의 수행을 요가의 행법 속에

융합시킨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29)

하지만 이 중 금계는 단순히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8지 요

가의 체계에 도입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요가의 실천 원리로서

적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게송

들을 살펴보자.

거친 생각이 방해할 때는 반대의 것을 명상한다.30)

27) MU. Ⅵ. 18. :: tathā tat prayoga-kaplaḥ prāṇāyāmaḥ pratyāhāro

dhyānam dhāraṇā tarkaḥ samādhiḥ ṣaḍaṅgā ity ucyate yogaḥ / cf.

Radhakrishnan(1968) p. 830.

28) 물론 요가의 6지와 8지의 선후 관계를 논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6지의

전통과 8지의 전통이 시대적으로 서로 엉클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6지의 수행 체계의 경우 8지에 비해 불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자세히 논의하기는 힘들고, 그 선후 관계가

논지의 전개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므로 이 문제와 관련된 논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 한다. cf. 佐藤(1990)

29) 高木(1992) p. 1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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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 따위의 거친 생각들은 능동적인 것, 수동적인 것, 승인된 것들

이 있고, 탐욕이나 분노나 우치(愚癡)를 뒤따르며, 유연한 것과 중간의

것과 과도한 것들로서 고통과 무지라는 무한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이 ‘반대의 것에 대한 명상’이다.31)

상기의 두 가지 게송은 앞서 살펴본 YS의 세 가지 실천체계,

즉, 지멸 요가, 행작 요가, 8지 요가의 방법과는 별도로 실천법으

로서의 대치 명상(pratipakṣa-bhāvana)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

게송은 금계를 설명하면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8

지 요가의 실천체계의 범주에 속하는 하나의 기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치 명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YBh에 나타난 설명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바라문에게 “나는 해로운 자를 죽여야겠다. 나는 거짓도 말해야

겠다. 나는 그의 물건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나는 그의 아내들과

간통해야겠다. 나는 그의 소유물들에 대해 주인이 되어야겠다.”라고

그와 같이 그릇된 길로 기울어지는 거친 생각의 불타오르는 열정에

의해 살생 따위의 거친 생각들이 일어난다면, 이때 방해받고 있는 자

는 그 반대의 것들에 전념해야 한다.32)

따라서 금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윤리적 덕목에 위배되는 행동

에 대한 예시를 통해 이와는 반대의 것들을 전념함으로써 번뇌의

감퇴를 꾀하는 것이 대치 명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치 명

30) YS. Ⅱ. 33. :: vitarkabādhane pratipakṣabhāvanam // cf. 정승석(2010)

p. 132.

31) YS. Ⅱ. 34. :: vitarkā hiṃsādayaḥ kṛtakāritānumoditā

lobhakrodhamohapūrvakāmṛdumadhyādhimātrā duḥkhājñānānantaphalā

iti pratipakṣabhāvanam // cf. 정승석(2010) p. 133.

32) YBh. Ⅱ. 33. :: yadāsya brāhmaṇasya hiṃsādayo vitarkā jāyeran

haniśyāmyahamapakāriṇamanṛtamapi vakṣyāmi dravyamapyasya

svīkariṣyāmi dāreṣu cāsya vyvāyī bhaviṣyāmi parigraheṣu sāsya

svāmī bhaviṣyāmīti / cf. 정승석(2010) pp.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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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으로부터 윤리적 덕목의 실천인 금계에

대하여 반대되는 것의 명상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이것들이 요가

행법의 예비적인 것으로서의 단순한 생활규범의 준수인 것에 머

무르지 않고 관념의 영역에까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읽어내는

것이 가능하다.33) 즉, 8지 중 첫 번째 지분인 금계는 대치 명상이

라는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금계는 실천 원

리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계 중 범행을 확립하면 ‘힘을 얻으며’, 획득한 힘을

통해 ‘불굴의 덕들을 증진할 것이며’, ‘제자들에게 지혜를 전수할

수 있는 성취자가 되는’ 과보를 얻게 되지만,34) 이러한 과보들은

수행자에게 범행이 확립되고 있다는 반증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YS Ⅰ. 34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통과 무지

라는 무한한 결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단순히 범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

적인 계목의 준수가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인 대치 명상, 즉 수습

이 강조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덕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요가의 실천원리라고 할 수 있다.35)

그러므로 범행은 단순히 실제 행동을 자제하여 계율을 지켜내

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친 생각(vitarka)이 일어날 때

대치 명상을 통해 이를 감퇴시키는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므로 그 범위는 생각 등 심리적 영역 전체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특히 YS Ⅱ. 14는 소위 ‘거친 생각’에 대하여 81가지 종류로 세세

하게 구분하고 있다.36) 따라서 YBh Ⅱ. 33에서처럼 ‘나는 그의 아

33) 高木(1992) p. 188.

34) “금욕이 확립되면, 힘을 얻는다.”(YS. Ⅱ. 38. ::

brahmacaryapratiṣṭhāyāṃ vīryalābhaḥ //), “그는 그것(힘)의 획득을

통해 불굴의 덕들을 증진할 것이며, 제자들에게 지혜를 전수할 수 있는

성취자가 된다.”(YBh. Ⅱ. 38. :: yasya lābhādapratighān

guṇānutkarṣayati / siddhaśca vineyeṣu jñānamādhātuṃ samartho

bhavatīti //) cf. 정승석(2010) p. 136.

35) 高木(1992) p. 1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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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들과 간통해야겠다.’라는 등의 열정에 기반한 거친 생각들은 범

행에 거스르는 것으로, 이를 대치 명상을 통해 그것이 ‘고통과 무

지’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바른 지식(正知)을 획득해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대치 명상은 반드시 거

친 생각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즉, 거친 생각이 일어나야만 이

에 대치되는 반대되는 것을 명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대치 명상이라는 실천 원리 자체가 금계에 반대되는 것(pratipakṣ

a)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반대되는 것들이 수행자에게 거친 생각

으로 일어나 방해한다는 것이 당연한 과정의 하나로 인식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친 생각 자체를 미화하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만, 거친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범계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왜냐하면 보다 중요한 것은 거친 생각이 일어나는지의 여부가 아

니라 일어난 거친 생각을 대치 명상이라는 실천 원리를 통해 버

리는 것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8지 중 첫 번째 지분인 금계는 그 이후의 여러 가지

단계를 실천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인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거기

에 포함된 하나하나의 덕목에 대한 실천이 그대로 요가의 조직적

인 행법으로서 앞서 말한 실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체계

화되어 있는 것이다.

36) 3가지[능동적인 것, 수동적인 것, 승인된 것]×3가지[탐욕, 분노,

우치(愚痴)]×3가지[유연한 것, 중간의 것, 과도한 것]×3가지[약한 것,

중간쯤인 것, 강한 것]=8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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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석과 복주에 나타난 범행

1. YS와 YBh의 범행에 대한 설명

YS의 경우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추가 설명이 없다. 금계의 각

요소를 설명하면서 단지 범행을 다른 네 가지 요소와 함께 나열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파탄잘리의 견해는 야르디

의 진술과 같이 불확실하다. 주지하듯이 YS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송은 짧은 격언체의 간결함 때문에 그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는 YBh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YBh는 범행에 대해 “범행은 감추어진 기관(guptendriya)인 생

식기(upastha)에 대한 자제(saṃyama)이다.”37)라고 설명한다. 여

기서 ‘감추어진 기관’은 ‘생식기’를 수식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

며, 생식기로 번역되는 ‘upastha’는 압테(Apte)38)에 따르면 남녀의

생식기관을 공히 의미하지만 특히 여성의 생식기관을 의미한다.

비야사의 이상과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만 보면 성행위를 자제하

라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진술만

을 통하여 범행이 성적 충동의 전적인 억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37) Ybh. 2. 30. :: brahmacaryaṃ guptendriyasyopasthasya saṃyamaḥ

38) Apte(2003) p.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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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BhV와 YV에 나타난 범행의 해석

YS에 대한 주석인 YBh에는 네 가지 주요한 복주(復註)가 있다.

그 가운데 샹카라(Śaṅkara)의 YBhV, 바차스파티(Vācaspati)의 TV,

비갸나비크슈(Vijñānabhikṣu)의 YV가 특히 유명하다. 범행에 대

해 이 세 가지 복주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자.39)

우선 YBhV의 경우, 범행에 관한 설명이 다른 두 복주에 비해

간략하다. YBhV는 범행에 대해 “범행은 감추어진 기관에 대해

감추어지지 않은 기관을 지닌 남성이 범행을 지키지 못한 결과

일어나는 마음과 말 등의 활동 없이 [여성의] 생식기에 대해 자제

하는 것이다.”40)라고 설명한다. 전체적으로는 YBh의 설명을 확장

해놓은 차원의 해석이지만 ‘마음과 말 등의 활동’(ārthavāṅmanasā

divṛtti)이 범행에 어긋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즉, 이 경우 YBh

와는 달리 단순히 실제 행위의 절제만을 의미하는 것에서 한층

더 나아가 생각하거나 말을 하는 활동까지도 범행의 범위에 포함

된다. 행위 자체의 자제에만 국한되는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 YBh

의 견해에서 벗어나 범행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YBhV의 견해와 동일선상에서 더욱 심화한 것이 YV의

견해이다. YV는 범행에 대하여 상당히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비야사는 금욕을 ‘gupta’ 등으로 정의한다. ‘upasthasya’(생식 기관)

는 ‘guptendriyasya’(감추어진 감각 기관)이라는 자기 자신의 진술에

대한 설명이다. 이 문맥에서 용어 ‘saṃyama’는 접두사 때문에 다른

39) 4대 복주의 하나인 라자마르탄다(Rājamārttaṇḍā)의 경우, YBh의 해당
내용을 주석하기 보다는 오히려 축약하고 있다. “범행은 생식기에 대한

자제이다.”(RM. 2. 30. :: brahmacaryyaṃ upasthasaṃyamaḥ)

40) YbhV. 2. 30. :: brahmacaryaṃ guptendriyasya guptānyendriyasya

puruṣasya abrahmacaryārthavāṅmanasādivṛttiśūnyasya

upasthendriyasaṃyama i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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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 기관들과 함께 생식 기관을 의미한다고 다루어야만 한다. 따라서

생식 기관의 [자제에] 관한 정의는 [음란함을 유발하는] 모든 감각 기

관들의 활동에 대한 억제이다. 다크샤상히타(Dakṣasaṃhitā)에 언급
되어 있듯이 ‘범행’은 항상 지켜져야 한다. 그와 다른 경우, [즉, 성적

방종]은 여덟 가지 종류이다. 회상, 대화, 장난, 바라봄, 마주 앉음, 욕

구의 표현, 결심, 성적 행위의 여덟 가지 종류이며, 그래서 현인들이

언급한다. ‘prekṣaṇam’은 응시, 즉 정욕을 품은 시선을 의미한다.41)

YV는 YBhV가 간략히 ‘생각과 말’이라고 그 범위를 확장시킨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감각 기관’까지 자제(saṃyama)되어야 할

대상으로 포괄한다. 비갸나비크슈는 그 이유에 대해 ‘saṃyama’의

어근 분석을 근거로 제시하는데, ‘saṃyama’에서 접두사 ‘saṃ’이

‘포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까닭에 단순히 어느 한 가지 대상에

대해 자제(yama)하는 것이 아니라 생식 기관을 포함한 다른 모든

감각 기관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다크샤상
히타의 일절을 인용하면서 범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여성에 대한
회상, 대화, 장난, 바라봄, 마주 앉음, 욕구의 표현, 결심, 성적 행

위이라는 여덟 가지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42) 즉, YV

41) YV. 2. 30. :: brahmacaryaṃ lakṣayati - gupteti / guptendriyasyeti

svoktasya vivaraṇamupasthayeti / saṃyama

ityatropasargeṇānyendriyasāhityamupasthasya grāhmam / tenopastha

vipaye sarvendriyavyāpāroparama iti lakṣaṇam / tathā coktaṃ

dakṣasaṃhitāyām- brahmacaryaṃ sadā rakṣedaṣṭḍhālakṣaṇaṃ pṛthak /

smaraṇaṃ kīrttanaṃ keliḥ prekṣaṇaṃ guhmabhāṣaṇam //

saṃkatpo'dhyavasāyaśca kriyānirvarttireva ca /

etanmaithaunamaṣṭāṅgam pravadanti manīṣiṇaḥ// iti /

prakṛṣṭamīkṣaṇaṃ prekṣaṇaṃ rāgapūrvakaṃ darṣanamityarthaḥ /

42) Dakṣasaṃhitā Smṛti Ⅶ. 31-32. :: “범행은 여성과의 여덟 가지 형태의

관계, 즉, 회상, 대화, 장난, 바라봄, 마주 앉음, 욕구의 표현, 결심, 성적

행위의 최종적 성취를 회피하여 지켜야 한다.”(brahmacaryaṃ sadā

rakṣed aṣṭadhālakṣaṇaṃ pṛthak/ smaraṇaṃ kīrtanaṃ keliḥ prekṣaṇaṃ

guhyabhāṣaṇam// saṃkalpo ’dhayavasāyaś ca kriyānirvṛttir eva ca/

etān maithunam aṣṭāṅgaṃ pravadanti manīṣiṇaḥ//) YSC. Ⅱ. 30

재인용. cf. Yardi(1996)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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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1근(根, 의(意), 5지근(知根), 5작근(作根))과 관련된 모든 활동

에 대해 그것이 여성과 관련이 있다면 범행에 위배되는 것이라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절대적인 금욕의 입장은 범행이 하나의 계

율로써 이후 모든 수행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

하는 것이라 하겠다.

3. TV의 입장

상기와 같이 YV의 경우 범행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보다 엄

격한 금욕주의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TV는 범

행의 범위를 확대하는 형태까지는 보이지 않으며 온건한 입장을

보인다.

[비야사는] 범행의 본질을 ‘gupta’(감추어진)이라고 말한다. [여성의]

생식기에 대해 자제함에도 불구하고 실로 여자를 보고 싶어 하고, 이

야기하고 싶어 하고, 사랑의 신이 머무르는(Kandarpa-āyatana) 손발

을 만지고 싶어 하는 자는 범행을 지닌 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배

제시키기 위해(nirāsa) ‘guptendriyasya’(감추어진 기관)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기관들 또한 갈망으로부터 지켜져야 한

다.43)

범행에 대한 TV의 진술을 살펴보면 YV가 ‘saṃyama’([모든 감

각 기관에 대한] 자제)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에 비해 ‘gupta’

43) TV. 2. 30. :: brahmacaryasvarūpamāha - gupteti / saṃyatopastho ’pi

hi strī-prekṣaṇa tad ālāpa kandarpāyatana tad aṅga-sparśanasakto na

brahmacaryavāniti tannirāsāyoktaṃ guptendriyasyeti / indriyāntarāṇy

api tatra lolupānī rakṣaṇīyānīti / saṃyatopastho ’pi hi

strīprekṣaṇatadālāpakandarpāyatanatadaṅgasparśanasakto na

brahmacaryāvāniti tannirāsayaktaṃ guptendriyasyeti indriyāntarāṇyapi

tatra lolupānī rakṣaṇīyānī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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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추어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비야사가 ‘gupta’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를 밝힘으로써 범행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YV의

경우 ‘gupta’는 생식 기관 이외에도 성적 행위에서 직접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감각 기관, 예를 들면 여인의 모습을 보는 눈이나

목소리를 듣는 귀와 같은 감각 기관을 포함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고 설명한다. 하지만 TV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TV는 여인의 모

습을 보는 눈, 목소리를 듣고 싶은 귀, 손발을 만지고 싶은 신체의

경우에는 배제하고 오로지 생식 기관에 대한 자제에 범행의 범위

를 국한시키기 위하여 ‘gupta’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TV의 해당 부분의 경우 해석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tannirāsayaktaṃ’에서 지시대명사 ‘tat’의 처리에 관한

문제이다. 우즈(Woods)44)와 프라사다(Prasāda)45)의 경우 지시대

명사 ‘tat’가 앞 문장의 ‘na brahmacaryāvāniti’를 제외한 부분, 즉,

‘생식기에 대해 자제함에도 … 손발을 만지고 싶어 하는 자’를 지

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단지 성적 행위만이 자제되는 상태는 범

행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번역한다. 하지만 야르디의 경

우 ‘tat’가 ‘iti’ 이전의 앞 단락 전체를 받아 ‘범행을 지닌 자가 아

니다.’라는 견해가 배제되는 것이라고 번역하여 범행의 범위를 성

적 행위 자체에 국한시킨다.46) 그래서 YV의 경우 성적 행위를 전

제로 여성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절대적인 금욕이라는 태도

를 보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TV의 경우 직접적인 성적 행위 자체

에 대한 금욕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물론 이러한 태도가 성적 방

종과는 다른 차원임을 밝히기 위해 갈망에 대한 감각 기관의 절

제를 마지막에 첨언하고 있다.

특히 TV의 입장은 YS Ⅱ. 13-14의 대치 명상과 관련하여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앞서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치 명상은 거친

생각, 즉, 이성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일어나는 생각을 전제로 한

44) Woods(1977) p. 180.

45) Prasāda(2000) p. 157.

46) Yardi(1996)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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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한 생각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는 대치 명상이라는 실천

수행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일 뿐이라는 점이다. 일어난

거친 생각은 그것이 일어났는지의 여부에 따라 범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보다는 대치 명상을 통해 그것을 버

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TV에서는 이성을

보고 싶다거나, 목소리를 듣고 싶다거나, 특정한 신체 부위를 만

지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 그것이 범행의 계

행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통해 범계를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성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친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대치 명

상을 통해 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Ⅳ. 결론

본 논문의 출발점은 육체적 측면에서의 범행은 특정하기 용이

한 반면, 범행을 정신적인 측면에까지 확장시킬 경우 그 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점이었다. 다양한 복주와 후대

학자들의 해석을 고려하면 탐욕에 근거하여 단지 이성을 떠올리

기만 해도 범행에 위배 되므로, 그것이 이성에 대한 욕망으로 인

한 것이라면 고통과 무지라는 무한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범

행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범행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YS의 다양한 실천체계를

살펴보고, 범행 자체에 대한 YS 및 주석과 복주를 살펴보았을 때,

범행을 비롯한 모든 금계의 요소는 단순히 세속적인 윤리 도덕의

영역을 초월하여 요가의 실천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 것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범행에 대한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범위 설정 자체는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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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살펴보았듯 범행에 위배되는 정신적

인 요소가 마음에 불순물로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

에 일어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한 당연

히 마음에 떠오르는 불순물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하는 점이다.

YS는 이러한 불순물의 제거 방법으로써 지멸 요가의 수습과 이

욕, 8지 요가의 대치 명상 등을 구체적인 실천 체계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범행은 세간의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만족은 물

론이고, 관념적인 영역에까지 확장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념적인 영역에서 거친 생각이 발생하여 그것을 범계라고 판단

하는 차원에 머무르기보다는 그것조차도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

하나의 실천 원리로 이해하는 태도가 요가행자가 지녀야할 본연

의 모습이라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가에 따라 자칫

성적 방종을 조장시킨다는 비판을 뒤집어 쓸 수 있는 민감한 측

면이 있다. 수행자에게 있어서 자기만족의 추구는 수행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분명히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육체적인 차원은 물론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까지 발생하는 마음

의 작용에 대하여 그것이 범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지나

치게 강조한다면 그것 또한 신념을 근거로 한 수행의 지속에 영

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중요

한 본질은 발생하는 거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의 문제

이기 때문이다. 요가의 당면 목표는 ‘심작용의 지멸’이고,47) 8지

요가는 그것을 실현시키는 단계적 수행이라고 할 때, 요가행자에

게는 마음에서 벌어지는 갖은 망상을 제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47) YS. 1. 2. :: yogaścittavṛttinirodha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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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actice for the Yogin and the Limit of

Continence

Ahn, Pilseop

Dongguk University(Gyeongju)

The restraint(yama), the first step of eight accessories

of yoga(aṣṭāṅga yoga), consists of non-violence(ahiṃsā),

veracity(satya), non-stealing(āsteya), continence(brahmacaryā),

non-possession(aparigrahā). And continence is the restraint

from the power of generation, that is the hidden power, and is

a virtue for not only the yogin but also all the ascetics.

In the religious tradition in India, the practice of the

continence is emphasized for the ascetics, both the āstika

who accept the ultimate authority of the Vedas and

Upaniṣads, and nāstika who do not. Also, it is compulsory

for the male ascetics to control spontaneously, and the

practice of continence includes both physical and mental

aspects.

But, it is easy to define the limit of continence

regarding the physical aspect, but it is not quite easy to

define the limit of continence regarding the mental aspect. It

is a very complex matter whether the thought, viz, the

desire of seeing and speaking to women without any actual

action, would also be the incontinence. And it is also vague

to set up the limit of the thought if that kind of thought

would also be the incontinence. Therefore, in order to define

the continence of Yogasūtra yama, it will be necessary to

grasp the meaning of commentary and re-commentary for

Yogasūtra Bhāṣya of Vyāsa.



84 ∙ 印度哲學 제37집

Keywords : restraint(yama), continence(brahmacaryA), eight

accessories of yoga(aSTAGga yoga), abhyAsa,

vairAgya, pratipakSa-bhAvana

투고 일자 : 2012년 7월 20일

심사 기간 : 2013년 4월 15일～4월 22일

게재 확정일 : 2013년 4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