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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르베다, 요가, 딴뜨라에서 몸(Śarīra)의

구원론적 의미

__5종 조대요소 병렬구조, 5겹 덮개 중층구조, 남성-여성

양극구조를 중심으로__*

이거룡**1)

Ⅰ 머리말. Ⅱ 아유르베다, 요가, 딴뜨라의 몸 이해. Ⅲ 몸과 영혼의

관계 그리고 몸의 구원론적 의미.

Ⅳ 맺는말.

요약문 [주요어: 아유르베다, 요가, 딴뜨라, 몸, 5종 조대요소, 5겹 덮개,

남성-여성, 해탈, 쉬바, 샥띠]

본 논문의 목적은 인도 수행전통의 세 축이라 할 수 있는 아유르베
다(āyurveda)-요가(yoga)-딴뜨라(tantra)에서 몸의 구원론적인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요가-아유르베다-딴뜨라는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지
니며, 또한 육체-마음 연속체로서의 몸(śarīra)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
일하지만, 그럼에도 이 세 전통은 몸의 구조나 몸과 영혼의 관계에 대
한 견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요가-아유르베다-딴뜨라에서 몸의
구원론적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 세 전통에서 몸 자체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차이와 관련된다. 아유르베다
에서는 마음의 존재론적 위상이 미미하며, 관심의 초점은 지수화풍공 5
종 조대요소로 이루어진 육체에 있다. 이에 비하여 요가에서는 육체-마
음 연속체로서의 몸을 인정하며, 요가수련의 목적은 육체의 건강보다는
마음작용의 억제에 있다. 요가는 육체와 마음의 존재론적 연속을 인정
하지만, 그럼에도 육체-마음 연속체와 영혼의 절대적인 차이를 강조한
다. 이에 비하여 딴뜨라에서는 몸과 영혼의 존재론적 경계조차도 부정
된다. 아유르베다에서 몸은 건강과 웰빙의 토대라는 의미를 지니며, 요
가에서 몸은 진아의 해탈을 위한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하
여 딴뜨라에서 몸은 그 자체로 '해탈 가능한 몸'이다. 요가에서 해탈은
몸을 '통하여'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딴뜨라에서 해탈은 몸을 '통하여'
그리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32-A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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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힌두교 수행전통에서 몸(śarīra, 또는 deha)1)은 구원론적인 의

미가 강하다. 즉 몸은 업(業)의 결과인 동시에 업의 원인이지만,

그럼에도 업을 없애는 도구라는 것이다. 여기서 몸은 단지 육체뿐

만 아니라 마음(citta)도 포함하는 말이다. 서양철학 전통은 육체

와 마음을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힌두교

수행전통은 육체와 마음을 심리-물질적 기능을 지니는 연속체로

간주한다. 몸은 세계와 직접 부딪치는 물질적인 육체뿐만 아니라

세계를 감지하고 향수하는 정신기능도 포함한다. 감정과 욕망뿐만

아니라 사유과정도 몸의 개념에 속하는 것이다. 몸을 구성하는 요

소들은 모두 근본원질(prakṛti)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이

런 의미에서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물질적이다. 육체는 마음의

외피이며 마음은 육체의 내면이다. 서양철학 전통에서는 육체와

마음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고심한다면, 힌두교 수

행전통은 육체-마음 연속체와 진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고

심한다. 육체-마음 연속체(몸)와 진아의 관계는 해탈(독존)의 핵

심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인도 수행전통의 세 축이라 할 수 있는 아유

르베다(āyurveda)-요가(yoga)-딴뜨라(tantra)에서 몸의 구원론적

인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인간의 영적 진전에서 아유르베다는

1) 몸을 가리키는 용어, 즉 śarīra 또는 deha는 몸이 인간의 참된 본질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śarīra는 동사어근 √ṣr (to break)에서

파생된 말이며, 이것은 인간의 몸이란 결국 부서져서 흩어진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한편 동사어근 √diḥ (to cover)에서 파생된 deha는 '덮개'를

의미한다. 즉 deha는 영원한 진아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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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이고, 요가는 몸통이며, 딴뜨라는 머리”2)에 해당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세 전통은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지닌다. 우선 요

가와 아유르베다의 관계를 살펴보자. “요가와 아유르베다는 역사

를 통하여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온 자매 학문

이다.”3) 이 두 전통은 기본적으로 상키야의 우주론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6가지 요소(空, 風, 火, 水, 地, 영혼)로 이루어진 인간(ṣaḑa

dhātvātmaka puruṣa)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넓은 의미에

서 아유르베다는 요가를 포함한다.4) 치유로서 요가는 전통적으로

아유르베다의 한 분야였다. 요가와 아유르베다의 유기적인 관련은

이 두 전통의 주요 경전들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짜라까(Caraka)

는 요기(yogi)가 수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8가지 신통력(aṣṭaiś

varyas)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5) 수슈루따상히
따(Suśruta-saṃhitā)는 8가지 신통력이 소마(Soma)의 사용에 의
해서도 성취될 수 있다고 말한다. 미슈라(Mishra, Y.C)에 따르면,

짜라까상히따(Caraka-saṃhitā)에 묘사된 방법들은 요가수뜨라
(Yoga-sūtra) 제2장에서 논의되는 금계(yama) 및 권계(niyama)
의 가르침들과 유사하다.6) 한편 비야사(Vyāsa)는 요가수뜨라(3.
29)를 주석하면서 아유르베다의 핵심 개념인 3-도샤(tri-doṣa)이

론을 언급하고 있다. “요가와 아유르베다의 기본적인 접근과 토대

는 동일하다. 다만 어떤 측면들에 대한 강조의 차이가 있을 뿐이

다.”7)

아유르베다와 요가는 모두 딴뜨라와 관련된다.8) 딴뜨라는 인간

의 육체적-영적 삶의 모든 측면들을 고양시키는 수행체계이다. 마

음과 육체의 미세한 기(氣, prāṇa)에 대한 딴뜨라의 이해 또한 아

2) Lad(2005) p. 19.

3) Frawley(2004) p. 5.

4) Mishra, S.P(2004) pp. 4-5.

5) CA. Śarīrasthāna I.140-141; YS 3.45.

6) Mishra(2008) p. 164.

7) Mishra, S.P.(2004) p. 4.

8) Frawley(2006)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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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르베다와 관련된다. 요가, 특히 하타요가와 딴뜨라의 관계는 밀

접하다. 흔히 요가와 딴뜨라는 '딴뜨라요가'라는 합성어로 사용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지닌다. 심지어 딴뜨라는 요가 전통이라는

주장도 있다.9) 요가는 '합일하는 수행'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런 의미에서 요가는 곧 딴뜨라와 상통한다는 것이다. 하타요가와

딴뜨라는 특히 꾼달리니(kuṇḍalinī)와 관련하여 분명한 중첩이 있

다.10) 물론 이른바 고전요가와 딴뜨라요가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

은 아니다. 고전요가는 기본적으로 상키야철학에 토대를 두고 있

지만, 딴뜨라요가는 그 자체의 독자적인 철학을 지닌다.11)

이와 같이 요가-아유르베다-딴뜨라는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지

니며, 또한 육체-마음 연속체로서의 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일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세 전통은 몸의 구조나 몸과 영혼의 관계에

대한 견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아유르베다는 인체를 5종

조대요소(pañca-mahābhūta)에서 생성되는 도샤(doṣa)-다뚜(dhāt

u)-말라(mala)로 보는 반면에, 요가에서 몸은 기본적으로 진아를

둘러싸고 있는 5겹의 덮개(pañca-kośa)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전자에서는 몸이 5종 조대요소의 병렬(竝列)구조로 이해되는데 비

하여 후자에서는 몸이 진아를 중심으로 한 5겹 덮개의 중층(重層)

구조로 이해된다.12) 이에 비하여 딴뜨라에서 몸은 통합적인 시각

9) 게오르그 호이에르슈타인(2006) p. 33.

10) Mahatyagi(1998) p. 2.

11) Mahatyagi(1998) p. 11. Fields(2001)에 따르면, 고전요가와는 달리

딴뜨라는 물질, 인간의 몸, 여성, 그리고 관계성을 인정한다(pp. 7-8).

12) G. P. Fields는 따잇띠리야 우빠니샤드의 오장설(五藏說,
pañcakośavāda)이 고전요가 그 자체에 의하여 수용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전요가의 입장에 보다 일치하는 신체상은 마이뜨리
우빠니샤드(Maitrī-upaniṣad 1.3)에서 제시된다고 말한다(2001, pp.
25-26).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S. 라다크리슈난의

언급처럼, 이 경문은 “인간의 현존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니 위한

것”(2007, p. 796)이며, 따라서 고전요가의 기본 입장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전요가는 인간 현존의 가장 구체적인 표식인

몸(prakṛti)으로부터 진아(puruṣa)의 분별을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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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여성-남성(śiva-śakti)의 양극(兩極)구조로 파악된다. 본 논

문에서는 아유르베다, 요가, 딴뜨라에서 각각 병렬구조, 중층구조,

양극구조로 이해되는 몸이 각 전통의 구원론과 어떤 관련을 지니

는가에 초점을 두어서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Ⅱ. 아유르베다, 요가, 딴뜨라의 몸 이해

1. 5종 조대요소(Pañca-mahābhūta) 병렬구조의 몸

아유르베다의 기본전제는 “세계와 인간의 동일”(loka-puruṣa-s

amya)이다. 인간을 소우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아유르베다는 상

키야의 입장과 일치하며, 물질과 생명에 대한 상키야의 형이상학

적 사색은 아유르베다의 철학적 토대를 형성한다. 마음을 포함한

세계 내의 모든 존재들은 순수정신(puruṣa)과 근본원질(prakṛti)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전개되며, 지수화풍공의 5종 조대요소는 서로

결합하여 3종 도샤(doṣas), 7종 다뚜(dhātu) 및 3종 말라(malā)로

구성된 몸을 형성한다.13) 도샤-다뚜-말라는 육체의 물질적 구성

분별지의 획득 과정에서 몸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진아와

비아(非我)에 대한 분별지(vivekakhyāti)를 독존(kaivalya)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고전요가의 몸 이해는 따잇띠리야
우빠니샤드의 오장설과 상통한다. 이 둘 모두에서 핵심은 '진아가 아닌
것'으로부터 '진아'를 분별하는 것이며, 요가수뜨라의 8지(支)요가에는
오장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가수뜨라(2.3-9)에
따르면, 진아와 진아가 아닌 것에 대한 분별의 결여, 즉 무지(avidyā)는

번뇌(kleśa)의 원인이며, 우리가 자신의 참된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진아와 마음-육체 복합체(몸)의 동일화이다. 8지요가는

우리가 5겹 덮개의 몸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키면, 이 덮개들이 차츰

탈각되어서 마침내 진아가 드러나게 되는 과정을 함축하고 있다.

13) SU. Sūtrasthāna 15.3; AṢ. Sūtrasthāna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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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되며, 영혼(ātman)은 이 물질적 구성요소들에 의식(cetan

a)과 에너지와 활동성을 부여한다.14) 오직 영혼과의 결합을 통하

여 생기(prāṇa)와 생명(jīvana)이 있을 수 있다. 영혼과 함께함으

로써 육체는 살아있다고 할 수 있으며(sajīva), 그 속에서 생성(sṛṣ

ṭi), 유지(sthiti), 파괴(nāśa)와 같은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다. 3-

도샤와 7-다뚜와 3-말라는 오직 몸이 살아있을 때만 그 기능을

수행한다. 다뚜는 기능, 구조, 질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비

하여 말라는 기본적으로 질료로 정의된다. 이 둘은 모두 현대 의

학적 패러다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아유르베다는 이 개념

들에 보다 확장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도샤는 쉽게 대상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질적인 질료나 구조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도샤는 “작용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15)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이 세 가

지 구성요소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자.

1) 3종 도샤

위에서 말한 것처럼, 5종 조대요소는 육체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지만, 그 자체로 생명기능을 지닐 수는 없다. 이를 위하여 영혼

이 결합되자마자 3종 생명 원리들이 나타나며 이들은 육체의 생

리기능들을 조절하고 제어한다. 이 3종 생명 원리들을 3-도샤(doṣ

a)16)라고 하며, 3-도샤는 바따(vata), 삣따(pitta), 까파(kapha)라는

이름으로 알려진다.17) 공풍화수지의 5종 조대요소는 살아있는 유

14) CA. Sūtrasthāna 1.56.

15) Joshi(2008) pp. 59-60.

16) '도샤'(doṣa)라는 말은 '결함' 또는 '결함을 야기하거나 손상을 가하는

작인(作人)', 또는 “빠르게 균형을 상실하는 것”이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지닌다(Tiwari, p. 5).

17) Lad(2005) p. 26.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도샤들은 크게 두 가지, 즉

육체와 관련되는 도샤(śārīraka) 및 마음과 관련되는 도샤(mānasika)로

나뉜다. 바따(vata), 삣따(pitta), 까파(kapha)1)는 육체와 관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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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속에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양상으로 집합해 있으며, 그 집합

을 도샤라고 부른다. 도샤들은 유기체 속에 역동적인 융합 상태에

있는 에너지와 물질을 가리키며, 몸속에서 질병으로 현현하기 전

까지는 물질보다는 에너지에 가깝다. 균형 상태에 있는 도샤들은

에너지로 간주되며, 이때 우리는 도샤들을 가시적으로 알아차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균형상태의 도샤들은 몸속에 돌아다니면서 신

체적 기능들을 지탱하기 때문이다.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도샤

들은 점액, 담즙, 바람(風)으로 가시적이 된다.

5종 조대요소 중에서 공(空, ākāśa)과 풍(風, vāyu)은 바따도샤

를 형성한다. 여기서 풍은 오직 공이 허용될 때 힘을 발휘한다. 화

(火, tejas)와 수(水, ap)는 삣따도샤를 형성한다. 여기서 수는 신체

가 타버리지 않도록 열을 막는다. 신체적인 화(火)의 한 예는 위

장 속에 있는 산(酸)이다. 만일 위산이 흘러나오면 강렬한 화력으

로 유기체를 태울 수도 있다. 수는 신체의 불들을 담고 있는 완충

력(緩衝力)이라 할 수 있다. 수(水)와 지(地, pṛthvī)가 모여서 까파

도샤를 형성한다.18) 여기서 수는 지에 유동성을 제공한다. 만일

수가 없다면, 지는 정체되고 활동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까파도샤

는 신체가 견고하게 지탱하면서도 어떤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 3-도샤는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 속에 공존한다. 각 도샤

가 한 사람 속에 존재하는 정도는 그 사람의 체질을 결정한다.19)

3-도샤의 성질은 각 도샤를 구성하는 5종 조대요소의 성질과 같

다. 그러나 3-도샤가 다뚜나 말라와 같은 어떤 분명한 물질적인

도샤들이다. 이 도샤들은 육체의 모든 기능들을 야기하는 주요

활력요소들이다. 라자스(rajas)와 따마스(tamas)는 마음과 관련되는 두

가지 도샤들이며, 마음의 추상적인 성질인 동시에 활력을 부여하는

요소들이다(CA. sūtrasthāna 1.57). 이 두 가지 유형의 도샤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CA

Śarīrasthāna.4.34), 이 중에서 육체와 관련되는 도샤는 흔히

'3-도샤'(tri-doṣa)로 통칭된다.

18) AṢ. sūtrasthāna 20.1.

19) Tiwari(2007)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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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들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3-도샤는 신체의 모든 구조와 질료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

능과 관련된다. 바따는 이동하는 힘, 삣따는 전환하는 힘이며, 까

파는 안정을 유지하는 힘이다. 바따는 3-도샤 중에서 가장 지배적

인 도샤이며, 신체의 움직임과 신경체계와 생명력을 주관한다. 만

일 신체 안에 바따의 이동이 없다면, 삣따와 까파는 불구가 될 것

이다. 삣따는 효소와 호르몬의 작용들을 주관하며, 소화와 체온

등과 관련된다. 또한 삣따는 바따와 까파를 균형 잡는 힘으로 작

용한다. 까파는 신체의 골격과 안정을 주관한다. 그것은 관절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에 수분을 제공하며 상처를 낫게 하고 바따와

삣따를 조절한다.

이와 같이 3-도샤는 신체의 기능에 필수적이다. 뒤에서 논의되

는 다뚜들은 그자체로 어떤 기능도 할 수 없으며, 그 속에 있는 3

-도샤에 의하여 기능이 가능해진다. 이런 점에서 3-도샤는 다뚜

들의 동력인(動力因)이다.20) 다만 비정상 상태가 될 때, 도샤는 '

결함을 야기하는 것'이 되며, 폐기물로 배설된다.21) 3-도샤에 대

한 지식은 아유르베다 의학의 핵심이며, 아유르베다의 진단과 치

료기전의 초석이라 해도 무방하다.

2) 7종 다뚜

다뚜(dhātu)는 신체에 의하여 유지되고 항상 보충되는 질료와

구조물들이다.22) 다뚜들은 신체 구성의 고유한 부분이며, 신체에

20) Murthy(2003) p. 65.

21) AṢ. sūtrasthāna . 20.1.

22) 다뚜들은 'dūṣyās'라고도 불린다. 왜냐하면 3-도샤에 의하여 손상되기

때문이다(Aṣṭ Hṛ Sū, 1.13). 대개 '다뚜'(dhātu)는 '신체 조직'(body

tissue)으로 번역되지만, 이 정의는 다뚜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신체 조직이라는 말은 근육이나 뼈처럼

신체 안에 어떤 조직을 지니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혈액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다뚜들이 고체 형태로 나타나거나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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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힘과 구조적 통합 및 기능을 부여한다. 이 질료들은 오

직 신체 속에 있을 때만 다뚜로 간주된다. 신체 속에 유지되는 이

질료들이 신체 바깥으로 내보내질 때, 그것은 뒤에서 논의되는 말

라, 즉 배설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신체의 기능

을 지탱하거나 그 규조의 일부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상

이나 질병은 혈액이나 체액 또는 조직의 손상이 있는 상황을 초

래한다. 만일 다뚜들에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다뚜에는 7가지, 즉 라사(rasa, 혈장), 락따(rakta, 혈액), 맘사(m

āmsa, 근육), 메다(meda, 지방), 아스티(asthi, 뼈), 맛자(majja, 골

수), 슈끄라(śukra, 정액)가 있다.23) 육체의 오장육부는 모두 이 7

가지 다뚜들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이루어져있다. 다뚜들

의 형성은 음식물의 섭취를 통하여 일어난다.24) 섭취된 음식물은

소화의 과정을 통하여 '아하라 라사'(ahara rasa)라고 불리는 자

양분이 생겨난다. 아하라 라사가 위장 안에 흡수되면 소화의 불(a

gni)에 의하여 합성되어서 라사다뚜를 형성한다. 라사다뚜는 위장

안에서 일어나는 소화과정의 물질대사적 최종 산물이다. 까파의

지니는 것은 아니다. 다뚜들은 액체, 준(準)고체, 고체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유르베다는 다뚜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의를 내린다.

23)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신체에는 두 가지 상태의 다뚜, 즉 고정되지 않고

순환하는(asthāyī) 다뚜와 안정되고 정지된 (sthāyī) 다뚜가 있다(CA.

Cikitsāsthāna 15.16). 아스타이 다뚜들은 음식물의 정수이며, 다뚜들의

형성과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 음식물은 소화(pāka)가 이루어진 후에

두 부분, 즉 정수(sāra)와 폐기물(kiṭṭa)로 전환된다. 둘 중에서 정수

부분(sārabhāga)은 모든 다뚜들의 자양분으로 요구되는 본질적

요소들(poṣaka aṃśā)을 담고 있으며, 라사다뚜와 함께 순환하며 다른

다뚜들에 도달한다. 이 '뽀샤까 앙샤'들은 아스타이 다뚜 또는

미세한(śūkṣma) 다뚜라고 불린다(Murthy, p. 65). 스타이 다뚜는 조대한

(sthūla) 다뚜라고도 하며, 신체 전반에서 어렵지 않게 식별된다. 이

조대한 다뚜들로부터 여러 가지 장기들과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형성된다. 대개 '다뚜'라고 하면 조대한 다뚜(스타이 다뚜)를 의미한다.

24) CA. Sūtrasthāna 28.4; Śarīrasthāna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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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지니는 라사다뚜는 신체의 혈장 조직이며, 수(水)요소로부

터 만들어진다. 기초 영양소인 아하라 라사가 라사다뚜로 제대로

전환되는 것은 음식물의 질, 마음의 상태, 신체적 생기(prāṇa)의

건강에 달려있다. 건강한 마음과 활기찬 상태에서 건강한 음식물

을 섭취하면, 그것은 풍부한 라사다뚜의 형성에 기여하게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건강한 라사다뚜가 아니라 오히려 점액(mucu

s) 형태의 폐기물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뿐이다.

이어지는 6종 다뚜들은 각기 직전 다뚜들로부터 자양분을 받아

서 형성된다. “이어지는 각각의 다뚜는 직전 다뚜의 물질대사적

정제이며, 그것으로부터 자양분이 공급된다.”25) 일단 라사다뚜가

형성되면, 이 자양분들은 락따다뚜를 형성하기 위하여 옮겨진다.

또한 만일 이 자양분들이 결함이 있는 것이라면, 건강한 혈액조직

대신에 담즙(bile) 형태의 신체적 폐기물이 생성된다. 혈액을 형성

하는 주요 보편적 요소는 화(火)요소이다. 그 다음에는 락따다뚜

가 더욱 정화되어서 맘사다뚜, 즉 근육조직의 생산에 필수적인 연

로를 제공한다. 근육조직의 주요 요소는 지(地)요소이다. 앞의 라

사다뚜와 락따다뚜는 액체 형태이며, 전신을 순환하지만,26) 맘사

다뚜는 보다 고체의 형태를 띠게 된다. 다뚜 형성에서 그 다음은

메다다뚜, 즉 지방조직이다. 메다다뚜에는 수(水)요소가 현저하다.

메다다뚜에 이어서 공(空)과 풍(風)요소가 현저한 아스티다뚜, 즉

뼈와 연골조직이 형성되며, 또한 아스티다뚜가 더욱 정화되어서

화(火)요소를 주된 요소로 하는 맛자다뚜, 즉 골수조직이 만들어

진다. 맛자다뚜의 화(火)요소는 이 조직의 산화(酸化) 및 변환 기

능에 반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다뚜들이 형성된 후에

남는 정제된 자양분은 슈끄라다뚜, 즉 정액과 난자를 보충한다.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슈끄라다뚜 또한 미세한 형태로 전신에 퍼

져있다.27) 이 마지막의 슈끄라다뚜는 앞의 6종 다뚜 모두의 합성

25) Joshi(2008) p. 61.

26) Joshi(2008) p. 61.

27) Joshi(2008)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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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정제된 자양분들의 미세한 에센스들에 의하여 만들어

진다.

신체의 모든 다뚜들은 의식력을 지닌(sacetana) 무수한 다뚜 세

포(dhātu paramāṇu)들로 이루어져 있다.28) 신체의 모든 기관들은

다뚜 세포들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 각 다뚜 세포들은 수많은

구멍 또는 관을 지니며, 이를 통하여 세포들에 필요한 자양분이

섭취되어 그 자체의 생존과 성장에 사용된다. 이 구멍 또는 관들

을 '스로따스'(srotas)라고 한다. 이 스로따스를 통하여 앞에서 말

한 자양분(poṣaka dhātu)이 순환하는 라사다뚜로부터 다뚜 세포

들로 들어간다.29) 따라서 스로따스는 마르가(margā, 길)이라고 일

컬어지기도 한다. 무수한 다뚜 세포들이 다뚜들을 형성하며, 다

뚜들은 전신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스로따스로 가득

차있다(srotomaya).30)

3) 3종 말라

아유르베다에서 정의되는 신체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말라(mal

ā), 즉 배설물이다. 말라는 신체가 다뚜들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과

정에서 정상적으로 내보내는 물질들이다. 말라는 신체의 지탱에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배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또한 그것

은 신체가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뚜들에서 떨어져 나오거

나 제거된 온 어떤 질료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기침감기

를 앓을 때, 우리는 신체가 감염과 싸우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

인 가래를 내보낸다. 말라에는 대변(purīśa), 소변(mūtra), 땀(sved

a)이 있다. 대변은 결장을 통하여 고체 형태의 독소들을 제거하며,

소변은 신장을 통하여 액체 형태의 독소를 배출한다. 땀은 모공을

통하여 독소를 배출한다. 아유르베다에서는 대변의 배설을 관장하

28) CA. Śarīrasthāna 7.17.

29) CA. Vimānasthāna 5.3-4, 9.

30) CA. Vimānasthāna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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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소는 5종 조대요소 중에서 지(地)라고 본다. 소변의 주요 요

소는 수(水)와 화(火)이며, 땀은 물이 주된 요소로 작용하는데 메

다다뚜에서 기원한다.

말라들은 7종 다뚜들의 형성과 관련된 소화과정의 불필요한 부

산물로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만일 말라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

절한 양이 몸에서 배출되지 않으면, 축적된 말라들은 다뚜들의 기

능에 손상을 주는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변비, 즉

신체 안에 대변이 비정상적으로 머무는 상황에 의하여 야기되는

불편함을 잘 알고 있다. 만일 어떤 말라들이 너무 오랫동안 보유

되면, 그것은 생명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말라들이

신체의 유지와 건강에 전혀 무익한 것만은 아니며, 유익한 기능도

지닌다. 적절하게 신체 안에 머물 때, 말라들은 다뚜들 속에 있는

본질적인 요소들을 합성함으로써 자양분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31)

말라들의 적절한 형성과 배설은 건강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5겹 덮개(Pañca-kośa) 중층구조의 몸

요가는 분별지(vivekakhyāti)를 해탈에 이르는 열쇄로 간주하지

만, 그럼에도 이와 같은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몸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요가의 지분(支分)들을 닦음으로써 불순물이

소멸할 때, 분별지에서 절정에 달하는 지혜는 밝아진다.”32) 비록

육체는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거칠고 낮은 차원의 물질(에너지)이

31) 'malā'는 두 가지 범어 동사어근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하나는

√dharane, 즉 '지탱하다'이며 다른 하나는 √kitta, 즉 '배설되어야 하는

것'이다(Tiwari 2007 p. 21).

32) YS 2.28: yogāṅgānuṣṭhānād aśuddhi-kṣaye jñāna-dīptir-a-viveka-

khyāteḥ//; 정승석(2010) pp. 1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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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것은 인간의 영적 성장에 기초가 되는 원리이다. 상키야-

요가에 따르면, 몸(prakṛti)은 영혼(puruṣa)의 경험(bhoga)과 해탈

(apavarga)를 위하여 있다.33)

요가에서 수행체계의 근간이 되는 8지(支)는 분별지의 획득이

점진적, 순차적인 정화과정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금계에서 삼매에 이르는 8지는 몸→숨→마음 순서로 수련이

진전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요가전통에서 몸이 여러 겹 덮

개의 연속적 다층구조로 이해되는 것과 관련된다. 궁극적으로 마

음작용이 완전히 억제될 때 분별지가 일어나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련을 통하여 먼저 육체가 정화되고, 그 다음에는 호흡과 마음이

차례로 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몸 이해는 몸을

단지 지수화풍공 5종 조대요소의 병렬적 결합으로 보는 아유르베

다의 몸 이해와 큰 차이가 있다.

사실 육체와 마음을 연속적인 다층구조로 이해하는 사고방식은

이미 우빠니샤드에서 볼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는 따잇띠리
야 우빠니샤드 제2장(Brahmānanda Valli)에서 설해진 오장설(五
藏說, pañcakośavāda)이다.

이 자아(ātman)로부터 실로 공(空)이 생겨났다. 공으로부터 풍(風)

이, 풍으로부터 화(火)가, 화로부터 수(水)가, 수로부터 지(地)가 생겨

났다. 지로부터 약초들이, 약초들로부터 음식이 생겨났으며, 음식으로

부터 사람(puruṣa)이 생겨났다. 실로 이것은 음식(anna)의 본질로 이

루어진 사람이다.… 실로 음식의 본질로 이루어진 것 안에 그리고 그

것과는 다른, 생기로 이루어진 자아가 있다. 그것(生氣, prāṇa)에 의하

여 이것은 가득 차있다. 이것은 실로 사람의 형상을 지닌다.… 이것(생

기로 이루어진 자아)은 실로 앞의 것(음식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체화

된 자아이다. 실로 생기로 이루어진 것 안에 그리고 그것과는 다른,

33) YS 2.18: “보여지는 것은 빛남, 움직임, 정지의 성질을 지니며, <조대한>

요소와 <지각 및 행동>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아의> 경험과

해탈을 목적으로 한다.”(prakāśa-kriyā-sthiti-śilaṃ

bhūta-indriya-ātmakaṃbhoga-apavarga arthaṃ dṛś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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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근(意根, manas)으로 이루어진 자아가 있다. 그것은 이것(의근)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것은 실로 사람의 형상을 지닌다. … 이것(의근으

로 이루어진 자아)은 실로 앞의 것(생기로 이루어진 자아)의 체화된

자아이다. 실로 의근으로 이루어진 것 안에 그리고 그것과는 다른, 식

(識, vijñāna)으로 이루어진 자아가 있다. 그것은 식(識)으로 가득 채워

져 있다. 이것은 실로 사람의 형상을 지닌다. … 실로 식으로 이루어

진 것 안에 그리고 그것과는 다른, 환희(ānanda)로 이루어진 자아가

있다. 이것은 그것(환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것은 실로 사람의

형상을 지닌다.34)

위에 인용된 따잇띠리야 우빠니샤드의 경문은 진아를 둘러싸
고 있는 몸의 연속적 다층구조를 시사한다. 즉 진아를 중심으로

안에서부터 환희(ānanda)로 이루어진 몸, 식(識, vijñāna)으로 이

루어진 몸, 의근(意根, manas)으로 이루어진 몸, 음식(anna)으로

이루어진 몸이 있다는 것이다. 이 다섯 겹(kośa)의 몸은 진아가

경험적 자아(ego, jīvātman)로 현현하는 다섯 겹의 에너지(물질)

차원이기도 하다.

음식으로 이루어진 몸은 육체를 구성하며, 가장 거칠고 성긴 에

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의 가장 겉몸을 음식으로 이루어진 몸

으로 명명한 것은, 육체의 유지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통하여 이루

어진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음식이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34) tasmād vā etasmād ātmana ākāśas sambhūtaḥ, ākāśād vāyuḥ, vāyor

agniḥ, agner āpaḥ, adbhyaḥ pṛthivī, pṛthivyā oṣadhayaḥ, oṣadhībhyo

annam, annāt puruṣaḥ; sa vā eṣa puruṣo anna-rasa-mayaḥ, …

tasmād vā etasmād anna-rasa-mayāt anyo'ntara ātmā prāṇamayaḥ

tenaiṣu pūrṇaḥ, sa vā eṣa puruṣa-vidha eva, … tasyaiṣaevaśārīra

ātmā, yaḥpūrvasya; tasmād vā etasmāt prāṇamayāt, anyo'ntara ātmā

manomayaḥ tenaiṣu pūrṇaḥ, sa vā eṣa puruṣa-vidha eva, …

tasyaiṣaevaśārīra ātmā, yaḥpūrvasya, tasmād vā etasmān mano-mayāt

anyo'ntara ātmā vijñāna-mayaḥ tenaiṣu pūrṇaḥ, sa vā eṣa

puruṣa-vidha eva, … tasmād vā etasmād vijñāna-mayāt anyo'ntara

ātmā ānanda-mayaḥ enaiṣu pūrṇaḥ, sa vā eṣa puruṣa-vidha

eva(Taittirīya-upaniṣad, 2.1.1-2.5.1; Radhakrishnan 2007, 54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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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고방식의 표현이다. 음식으로 이루어진 몸이 육체에 해당한

다면, 생기(prāṇa)로 이루어진 몸은 기체(氣體)에 해당하며 주로

호흡과 관련된다. 의근으로 이루어진 몸은 생기로 이루어진 몸의

안쪽에 위치하며, 저급한 차원의 마음이다. 오관을 통하여 들어오

는 외계의 감각 자료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일차적 관문이다. 흔히

의근은 외계의 감각자료가 비추어지는 스크린에 비유된다. 아직

아무런 판단 없이 받아들여진 느낌, 동기, 인식 등의 심리적인 활

동영역이다. 식(識)은 의근에 의해 받아들여진 감각자료를 판단하

고 식별하는 마음작용이다. 근본원질에서 생겨나는 첫 산물(budd

hi)이며, 3구나 중에서 순질이 현저한 마음상태이다. 붓디가 흔히

통각, 직관, 지성으로 번역되는 것처럼, 그것은 마음의 가장 고차

적인 층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식(識)은 의근 안에

있으면서 의근에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순수정신

의 청정한 빛을 반영하고 개관적 실재로부터 주체를 분별하는 힘

이다. 그럼에도 식(識)은 순수정신(puruṣa)이 아니며, 순수정신의

덮개에 불과하다. 몸의 가장 내밀한 차원에 있는 덮개는 환희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환희로 이루어진 덮개는

식(識)으로 이루어진 덮개 속에 담겨있다. 그것은 기쁨을 머리로

지니고 만족을 오른팔로, 즐거움을 왼팔로 지닌다. 지복은 그 심

장이며 브라흐만은 그 토대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각 겹의 몸이 그 바깥에 있는 '몸의 체화된 자

아'(śārīra ātmā)로 이해된다는 것은, 각 겹의 몸이 상호 유기적으

로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깊은 층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더 진화된 것이 거기에 존재하는 차원의 본질이다. 바깥으로

부터 더욱 안쪽에 있는 층일수록 보다 미세한 의식의 차원이며,

그 중심에 진아가 있다. 진아는 여러 겹의 몸으로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참된 본질을 모르고 있으며, 바깥의 측면들에

관심으로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신을 한정시킨다.

이와 같이 몸을 다층 구조로 설명하는 주된 목적은 그릇된 자

기 동일화의 다양한 차원들을 상술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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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여러 겹의 몸은 흔히 진아에게 그릇 귀속되어서 진아의 참된

본질을 모호하게 하는 속성들 또는 기능들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음식으로 이루어진 몸은 우리가 유한한 육

체와 영원한 진아를 그릇 동일화하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로 받아

들일 수 있으며, 나머지 4겹의 몸에 대해서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

하다. 요가 수련의 과정은 이와 같이 진아에게 잘못 귀속되어서

진아의 본질을 흐리는 속성들을 한 겹씩 벗겨나가는 과정이다. 본

래 진아의 것이 아닌 모든 속성들이 정화되고 탈각될 때, 진아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3. 남성-여성(Śiva-Śakti) 양극구조의 몸

정신세계에 대한 딴뜨라의 가장 중요한 공헌 중의 하나는 육체

에 대한 철학이다.35) 인도사상사에서 육체에 대한 완전한 포용은

딴뜨라의 전체주의적 형이상학이 이루어낸 직접적인 결과로 봐도

무방하다. 엘리아데(Eliade)는 딴뜨라의 인체 이해를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한다. 하나는 해탈의 실현에 필수적인 생명에 대한

총체적 체험을 중시하는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인체를 본래의 신

성한 몸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인체 통달 의지이다.36) 전자는 대부

분 딴뜨라 학파들이 수용하는 입장이며, 후자는 특히 하타요가와

관련하여 크게 성행했다. 딴뜨라에 토대를 둔 하타요가에서 나디

(nāḍi), 짜끄라(cakra), 꾼달리니(kuṇḍalinī) 개념을 중심으로 한 비

의적(秘義的) 생리학이 크게 발달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

서이다. 즉 인체에 대한 통달을 위해서는 우선 이에 대한 정확하

고 상세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5) 게오르그 호이에르슈타인(2006) p. 83.

36) 엘리아데(1989)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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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딴뜨라에서 몸에 대한 완전한 포용이 가능해지는 형

이상학적 토대는 상키야-요가의 영혼-물질 이원론에 대한 재해석

과 관련된다. 상키야-요가에서는 정신적인 원리로서 뿌루샤(puruṣ

a)와 물질적인 원리로서 쁘라끄리띠(prakṛti)가 서로 다른 것으로

상정되지만, 딴뜨라에서는 이 둘의 구분을 부정한다. 육체와 마음

의 존재론적 연속뿐만 아니라, 몸(육체-마음)-영혼의 존재론적 연

속을 주장한다. 몸은 영혼의 존재론적 연속이기 때문에 영혼과 마

찬가지로 청정하고 신성하며 또한 의식적이다. 몸은 본질적으로

“신이 사는 세상”37)이다. 물질적인 몸이 신성한 것은 그것이 우주

의 제1원인인 쉬바와 존재론적인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딴뜨라 유파의 사상이 종합적으로 체계화된 카슈미르

샤이비즘(Kaśmir Śaivism, 10-11세기)38)에서 우주의 유일한 원인

은 의식(citi)이다. “의식은 모든 개별자의 본질이지만, 물질적인

프라나(prāṇa)로 변형되어, 마야(māyā)의 단계를 거치면서, 우주

적 의식(saṃvit)으로서의 진성(眞性)을 숨기고, 프라나샥티(prāṇa-

śakti)로 점차적으로 응축하여 붓디(buddhi), 신체 등의 수준에 머

물게 된다.”39) 여기서 제1원인인 의식은 “공작의 난황(mayūrāṇḍa

rasanyāya)”에 비유된다. “마치 공작의 아름다운 깃털 등이 난황

속에 나뉘지 않은 상태로 있듯이, 우주의 모든 현상은 의식 속에

서 완전한 통일과 분리되지 않는 한, 한 덩어리의 상태로 존재한

다는 것이다.”40)

딴뜨라는 근본원질과 몸을 비(非)의식적인 것으로 보는 상키야

-요가의 입장과 다를 뿐만 아니라, 세계를 환영(幻影, māyā) 또는

브라흐만(Brahman)보다 덜 실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베단따(Ve

dānta)의 견해와도 다르다. 즉 딴뜨라는 세계 내의 존재들이나 몸

에 대하여 보다 저급한 존재론적 위상을 부여하거나 그것을 단지

37) 게오르그 호이에르슈타인(2006) p. 85.

38) 카슈미르 샤이비즘에 대해서는 서종순(1996) p. 229를 참조하라.

39) 심준보(2011) pp. 11-29.

40) 심준보(2010)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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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흐만의 가현(假現)으로 보는 베단따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다. 딴뜨라에 따르면, 세계와 인간은 브라흐만(쉬바)과 마찬가지로

실재성을 지니며, 단지 인간의 의식만이 아니라 심리-육체적 복합

체로서의 몸도 브라흐만이다.41) 또한 상키야-요가에서와는 달리

딴뜨라에서 근본원질은 비(非)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브라흐만의

일부로서 근본원질은 의식적이며, 브라흐만은 근본원질에 의해서

자신을 현현된 세계의 개별 사물들로 나타낸다.42) “개체적 의식이

나 개체적 실체는 우주적 의식(saṃvit, citi)의 응축”43)이다. 세계

내의 모든 현상적 개체들은 쉬바(우주적 의식)의 응축(saṃkoca)

일 뿐이며 그 외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아유르베다 및 고전요가의 몸 이해와 비교할 때, 딴뜨라의 인간

이해에 나타나는 쉬바-샥띠(Śiva-Śakti) 또는 남성-여성의 양극

(兩極)구조는 매우 특징적이다. 딴뜨라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남

성원리인 쉬바와 여성원리인 샥띠의 거처이며, 딴뜨라 수행의 목

적은 이 두 원리가 인체 안에서 합일을 이루는 것이다. 딴뜨라에

서 인체의 남성-여성 양극구조는 궁극적 실재의 양극구조와 관련

된다. 즉 궁극적 실재가 빠라쉬바(Para-śiva)-빠라샥띠(Para-śakt

i) 양극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쉬바의 응축인 인체 또한 쉬바-

샥띠 또는 남성-여성 양극구조를 지니는 것이다. 궁극적 실재와

인체 모두에서 쉬바와 샥띠는 하나 속의 둘 또는 동일한 실재의

양극이다. 쉬바는 순수지성(jñāna)이며 샥띠는 순수 에너지(kriyā)

이다.

딴뜨라의 쉬바-샥띠 양극구조는 상키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44) 초월적 인격신의 수용이라는 점을 제외한다면, 샤이

41) Fields(2009) p. 34.

42) Banerji, pp. 122-123.

43) 심준보(2011) p. 24.

44) SK 70에 따르면, 상키야의 가르침이 까삘라(Kapila)가

아수리(Āsuri)에게 전했고, 아수리는 빤짜쉬카(Pañcaśikha)에게

전했으며, 그 가르침은 빤짜쉬카에 의해서 확립되었다고. 여기서

빤짜쉬카는 또한 딴뜨라의 스승으로 알려진다. Bagchi는 SK 7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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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싣단따(Śaiva Siddhānta)는 그 철학적 접근에서 상키야와 동일

하다.45) 다스굽따(Dasgupta)에 따르면, 무활동 상태의 쉬바 위에

서있는 난폭한 깔리(Kali)의 딴뜨라적인 이미지는 다이내믹한 쁘

라끄리띠와 수동적인 뿌루샤라는 상키야의 개념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상키야와 딴뜨라는 해탈에 대한 입장에서 차이를

보인다. 딴뜨라는 남선원리(쉬바)와 여성원리(샥띠)의 합일을 추

구하지만, 상키야는 쁘라끄리띠로부터 뿌루샤의 퇴거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46)

쉬바-샥띠를 지성-에너지로 본다는 점에서 딴뜨라의 궁극적 실

재와 인체가 지니는 양극구조는 분명히 상키야의 뿌루샤-쁘라끄

리띠 이원구조를 닮았다. 그러나 후자에서 뿌루샤-쁘라끄리띠는

기본적으로 '정신-물질 이원구조'임에 비하여 전자에서는 쉬바-

샥띠가 '남성-여성 양극구조'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상키야의 뿌루샤-쁘라끄리띠 이원구조와 딴뜨라의 쉬바-샥띠 양

극구조의 관계는 무엇인가? 다스굽따에 따르면, 상키야 사상가들

이 뿌루샤와 쁘라끄리띠를 궁극적 원인으로 간주하게 된 것은 딴

뜨라 문헌의 언급된 쉬바-샥띠 개념에 의거한 것이다. 즉 쉬바-
마하뿌라나(Śiva-mahāpurāṇa)의 「까일라사상히따」(Kailāsa-s

aṃhitā)에는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남성부분과 여성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으므로, 제1원인자 또한 반드시 남성원리와 여성원리의

결합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언급이 있으며, 세계의 궁극적 원인

을 남성-여성으로 보는 이 개념을 취해서 상키야의 사상가들이

뿌루샤와 쁘라끄리띠를 세계의 궁극 원인으로 간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47)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단지 합리적인 토대 위에 확립하

려 했으며, 유신론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근거로 SK는 딴뜨라와 상키야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한다(Bagchi

1989 p. 6)

45) Flood(2006) p. 69.

46) Kripal(1998) pp. 148-149.

47) Dasgupta(1991) pp.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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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굽따는 우빠니샤드의 브라흐만(Brahman)과 남성(쉬바)-여

성(샥띠) 양극구조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브라흐만은 베다들에서 존재(sat)와 의식(cit)과 지복(ānanda)의 통

일인 것으로 간주되며, 그것은 중성(neuter gender)으로 있다. 브라흐

만에 묘사된 그 존재는 존재에 대한 모든 부정이 배제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 존재의 중성적 성격은 그것이 뿌루샤라는 사실을 나타내

며, 이 뿌루샤는 또한 조명하는 성질을 지닌다. 존재-의식-환희의 통

일인 그 순수정신은 여성부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으로 간

주되는 그 두 부분은 조명하는 부분(prakāśa)과 순수정신이며, 이 둘

은 함께 세계의 생성 원인들이다. 그러므로 존재-의식-지복의 통일

속에서 우리는 쉬바와 샥띠의 통일을 지닌다. … 최고아(paramātman)

속에는 쉬바 측면과 샥띠 측면 모두가 있다. 지복이 있는 것은 바로

쉬바와 샥띠의 결합에 의해서이다. 아뜨만은 순수정신이며, 이 의식은

그 안에 전지와 전능을 가진다. (Dasgupta, 99-100)

즉 남성원리는 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나타나지 않은 의

식으로 남아있는데, 이는 딴뜨라요가에서 쉬바라고 하며 곧 남성

으로 개념화하였다. 반면에 이 쉬바와 상대적인 것을 샥띠라고 하

는 동적이고 창조적인 여성으로 보고 있다. 인간의 육체는 정적인

남성원리인 뿌루샤와 동적인 원리여성원리인 쁘라끄리띠라는 이

두 원리의 거처이며 탄트라 수행자의 목적은 이 두 원리가 육체

안에서 불이의 절대적 합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남성-여성 양극구조 인체관은 딴뜨라에 의거하고 있는 하타요

가문헌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쉬바상히따(Śi
va-saṃhitā, 2.1-36; 5.132-139)에 따르면, 요기의 인체는 남성 에

너지와 여성 에너지의 상호 침투 혼융된 신성한 공간 또는 내적

사원이다. 이와 같은 내적 결합 또는 합일 체험은 여러 하타요가

행법들에 의하여 동시적으로 일어난다.48) 고차적인 수행을 통하

여 요기의 쁘라나-샥띠(prana-sakti)는 짜끄라(cakra)들을 관통해

48) HP 3.8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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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수리의 사하스라라(sahasrāra)짜끄라에 있는 쉬바와 궁극적

인 결합을 성취한다. 요기의 척추 기저부(mūlādhāra-cakra)에 잠

들어 있는 꾼달리니(kuṇḍalini)-샥띠는 일깨워져야 하며, 수슘나-

나디(suṣmṇā-nāḍi)를 통하여 정수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끌어올려

져야 한다. 하타요가 수행의 목표는 물라다라짜끄라에 있는 꾼달

리니 샥띠와 사하스라라짜끄라에 있는 쉬바의 결합이라 해도 무

방하다.

Ⅲ. 몸과 영혼의 관계 그리고 몸의 구원론적 의미

몸의 실재성(reality)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몸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상키야의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아유르베다-요가

-딴뜨라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 세 전통에서 이해되는 몸의 구조

와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상당히 다르며, 이와 같은 차이는 각

전통에서 몸이 지니는 구원론적인 의미와 관련된다.

짜라까상히따에 따르면, 마음(sattva)-영혼(ātman)-육체(śarīr
a)는 마치 삼발이와 같으며, 세계는 이 셋의 결합으로 지탱된다.

또한 이 셋의 결합이 곧 인간(purusa)이다.49) 그러나 아유르베다

에서 마음의 존재론적 위상은 미미하며,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여섯 요소들(dhātu)들, 즉 5종 조대요소와 의식(cetana,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50) 여섯 요소 중에서 지수화풍공의 5종 조대요소

는 몸을 구성하며, 이런 점에서 아유르베다의 몸 이해는 지극히

육체 또는 물질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몸의 구성요소인 5종

조대요소는 5종 미세요소(pañca-tanmātra)에서 생성된 것으로, 상

49) CA. Sūtrasthāna 1.46-47.

50) Sharma(2009) p. xliv; CA. Śarīrasthana 1. 16; SU Sūtrasthāna 1.22.

이와 같은 아유르베다의 인간이해는 Vaiśeṣika의 견해와 괘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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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야의 25요소 중에서 가장 거칠고 물질적인 측면이다. 뿐만 아니

라, 고전요가에서 핵심이 되는 마음(citta) 또는 심리적 요소들(bu

ddhi, smṛti, ahaṃkāra)은 모두 영혼에 속하며,51) 감관은 육체에

속한다. “5종 조대요소는 5가지 감각기관들을 포함한다.”52)

몸과 영혼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서 '몸(육체-마음)의 의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유르베다가 심리적 요소들을 영혼에 귀

속시키고 몸을 의식이 나타나는 자리로 정의한 것은,53) 몸으로부

터 영혼의 분리를 통한 영적 진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인간 이해

이다. 짜라까상히따서 영혼이 욕망(iccha), 증오(dveṣa), 행복(su
kham), 고통(duḥkham) 등을 지닌다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인

간관의 당연한 귀결이다. 즉 아유르베다는 영혼의 절대적 완전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고전요가에서 몸의 의식성

은 순수정신(puruṣa)의 빛이 근본원질(prakṛti)에 반영된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아유르베다와는 달리 고전요가에서 통각, 아만, 의

근과 같은 심리기관은 순수정신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원

질의 산물이며, 그 의식성은 뿌루샤로부터 차용된 것이다. 즉 뿌

루샤(순수정신)는 몸의 의식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

며, 이로써 몸으로부터 뿌루샤의 완전한 분리(독존)가 가능해진

다.54) 한편 인체를 '쉬바(citi)의 응축'으로 간주하는 딴뜨라에서

몸의 의식은 몸 자체에 고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쉬바가 의식인

것처럼 몸도 의식이라는 것이다.

51) CA. Sūtrasthāna 1.72.

52) CA Śarīrasthana 1. 16에 대한 주석, vol. 2, p. 314.

53) CA. Śarīrasthana 6.4.

54) 샤이바 싣단따(Śaiva Sidhānta)에 따르면, “몸에 널리 퍼져있는 영혼들은

그 자체로 생명이 없으며, 사물들이 지각되는 지적인 기관 또한

비(非)의식적이다. 의식적인 경험은 오직 쉬바의 에너지에 의하여

생성된다. 이 에너지는 마치 태양의 광선처럼 쉬바와 분리될 수 없는

원초적인 샥띠이다.”(Dasgupta, 1991, pp. 157-158). 의식이 본래부터

몸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쉬바로부터 오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샤이바

싣단따는 오히려 상키야-요가의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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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전요가와는 달리 아유르베다는 몸과 영혼의 절대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유르베다 “의학의 범주 안에 드는 것

은 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영혼이 아니라 여섯 구성요소로 이

루어진 인간이다.”55) 상키야-요가와는 달리 심지어 짜라까(Carak

a)는 뿌루샤와 쁘라끄리띠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다.56) “간단히 말하여, 짜라까의 견해에서 미현현(avyakta) 또는

근본원질과 영혼(ātman)은 하나의 동일한 원리가 된다.”57) 심지

어 아유르베다에서 “궁극적 자아는 욕망(iccha), 증오(dveṣa), 행

복(sukham), 고통(duḥkham) 등을 지니는 것으로 말해진다.”58)

이와 같이 아유르베다의 몸 이해는 지극히 육체 중심이며, 그

당연한 귀결로 아유르베다의 목적은 육체적인 건강유지와 질병치

료이다. “이 학문의 쓰임은 건강한 사람의 건강 유지와 환자의 질

병 치료를 돕는 것이다.”59) 물론 감관이나 마음 또는 심리적인 요

소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감관이나 마음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실체라기보다는 육체 또는

영혼에 속한 기능이나 작용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또한 감관과 마

음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기보다는 육체의 건강 및 질병과 관련하

여 의미를 지닌다.60) 짜라까는 육체의 건강이 삶의 4가지 목적(pu

ruṣārtha), 즉 부(富, artha), 욕망(kāma), 의무(dharma), 해탈(mok

55) CA Śarīrasthana 1. 16에 대한 주석, vol. 2, p. 314.

56) “Caraka와 Pañcaśikha는 <상키야의> 25원리들이 아니라 24원리들을

인정한다. 즉 그들은 puruṣa와 avyakta를 하나의 요소(tattva)로

결합한다.”(Larson, 2005 p. 104).

57) Chakravarti, Pulinbihari(1975) p. 102.

58) CA. Sūtrasthāna 1.71. Chakravarti에 따르면, CA. Śarīrasthāna는

Sāṃkhya와 Vaiśeṣika 견해들의 혼합이며, 영혼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순수하게 Vaiśeṣika 견해이다(1975 p. 102).

59) CA. Sūtrasthāna 30.26: prayojanaṃ cāsya svasthasya

svāsthyarakṣaṇamāturasya vikārapraśamanaṃ ca//

60) 예를 들어, 아유르베다에서는 지성(prajna) 및 감관(indriya)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교란하여 육체의 질병을 야기하는 주요 통로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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ṣa)의 성취에 토대가 된다고 말한다.61) 그러나 적어도 아유르베다

의 일차적인 목적은 몸, 특히 육체의 건강이라는 것은 분명하며,

이것은 아유르베다의 인간 이해, 특히 5종 조대요소 병렬구조로

이해되는 몸의 구조 자체에 반영되어 있다. 즉 아유르베다에서 무

병장수의 핵심은 몸 안에 5종 조대요소의 병렬적인 균형, 즉 3-도

샤의 균형을 의미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아유르베다는 상키야의 전변설에 의거한 인

간관을 정립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영혼을 부정함으로써, 요가전통과는 다른 구원론적 결론에

도달한다. 요가는 인간의 궁극적인 본질을 순수정신(puruṣa)으로

간주하며, 그 목표는 몸으로부터 순수정신의 해방이다. 이에 비하

여 아유르베다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상호협동을 지향하

는 경향이 있다. 서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치유의 관계로 이

해하는 한, 아유르베다에서 영혼과 몸은 이질적이지 않다. 그러므

로 아유르베다는 순수정신이 물질성을 탈각해야 한다는 고전 상

키야-요가의 입장과 차이를 보인다. 아유르베다는 구체적인 육체

적 문제에 관심을 지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을 구체화하고 그

의미를 드러냄에 있어서 요가전통의 해석과는 다른 시각을 보인

다.

아유르베다가 육체적 건강에 초점을 두는데 비하여 요가는 몸

으로부터 영혼의 분리를 통한 영적 진전에 중점을 둔다.62) 요가의

인간이해에서 보이는 5겹 덮개 중층구조의 몸은 이미 그 구조 속

에 진아로부터 몸의 분리를 함축하고 있다. 진아를 둘러싸고 있는

다섯 겹의 몸은 거친 바깥층부터 차츰 안으로 한 겹씩 벗겨 나아

가야 하는 수련체계를 시사하며, 이것은 요가수트라 제2장의 8
지(八支, aṣṭāṅga)요가에 잘 반영되어 있다. 좌법(坐法, aāana)은

가장 거친 몸인 음식으로 된 덮개를 제거하는 수련이다. 여기서

제거란 정화를 의미하며, 정화는 끊임없는 반복을 통하여 미세해

61) CA. Sūtrasthāna 15.

62) Stiles(2009)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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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과정이다. 미세해진다는 것은 격질(rajas)이나 암질(tamas)보

다는 순질(sattva)이 우세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조식(調息, praṇā

yāma)은 생기로 이루어진 덮개를 정화하는 수련이며, 제감(制感,

pratyāhāra)과 응념(凝念, dhāraṇā)-선정(禪定, dhyāna)-삼매(三昧,

samādhi)는 의근으로 이루어진 덮개와 식으로 이루어진 덮개와

환희로 이루어진 덮개를 정화하는 수련이다. 흔히 윤리적인 수련

과정에서 준비로 간주되는 금계(禁戒, yama)와 권계(勸戒, niyam

a)는 수행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상생하는 관계를 확립

하는 것이다. 금계의 핵심은 불살생계(ahiṃsa)이며, 불살생계는

수행자와 환경이 상생하는 핵심원리이다.63) 불살생은 나머지 다

른 금계들의 목적이며 뿌리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네 가지 금계와

권계의 실천은 불살생계를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될 뿐이다.

“발을 지니는 모든 존재들의 발이 코끼리의 발에 적합한 것처럼,

모든 덕행(dharma)과 세속적인 추구는 불살생에서 증장된다.”64)

고전요가의 인간 이해와는 달리, 딴뜨라는 영혼과 몸의 존재론

적 구분을 부정한다. 요가에서는 몸이 영혼과 불연속 관계임에 비

하여 딴뜨라에서 그 둘은 연속적이다. 서양의 육체-마음 이원론이

상키야-요가의 인간이해에서 무너졌다면, 요가의 몸-영혼 이원론

은 딴뜨라에서 그 존재론적 경계를 허물었다. 고전요가에서도 해

탈의 수단으로 몸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딴뜨라의 입장과는 다

소 차이가 있다. 절대자는 육체 안에서 그리고 육체를 통하여 실

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딴뜨라 수련의 핵심교의이다. 즉 고전요가

에서도 해탈이 몸을 “통하여”(through) 실현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만, 그럼에도 그것이 몸 “안에서”(in)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은 강

조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딴뜨라에서는 몸 '안에서' 실현되는

63) “불살생의 <금계가> 확립된 그<요기> 가까이에서는 <모든 생류의>

적의(敵意)가 멎는다.”(YS 2.35: a-hiṃsā-pratiṣṭāyāṃ tat-sannidhau

vaira-tyāgaḥ.). 즉 불살생계는 수행자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상생하는

마음가짐이다.

64) MB. Śāntiparvan 24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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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이 강조된다. 신성함은 오직 '거룩한 몸'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세계는 쉬바의 현현이며, 인간의 몸은 쉬바가 사는 거처이

다. 몸의 진리를 깨닫는 자는 비로소 우주의 진리를 알게 된다. 이

미 베다 전통에서도 물질의 중요성과 몸을 긍정하는 사고방식이

나타나지만, 딴뜨라에서는 몸 긍정의 사고방식이 절정에 달한다.

이로써 우빠니샤드의 금욕주의는 힘을 상실한다.65) 딴뜨라에서

몸은 더 이상 고통의 원천이 아니라 해탈을 위한 가장 믿을 만하

고 효과적인 도구로 전환된다.

대부분의 인도 수련전통과 마찬가지로, 딴뜨라 또한 해탈이 '진

아-지식'(ātma-pratyabhijñā)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진아는 이

원적 주관-객관의 관계에서 대상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명

한(svayamprakāśa) 주관(주체)으로 알려지며,66) 딴뜨라수련은 진

아-지식의 획득을 도모한다. 딴뜨라에서는 진아-지식을 통한 진

아실현(해탈)이 궁극적 해탈과 현생에서의 즐거움을 모두를 준다

고 말한다.67) 고전요가는 해탈이란 진아의 본질을 순수한 '의식'

으로 깨닫는 것으로 간주하며, 해탈은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지복(至福)도 없는 상태로 규정한다. 이에 비하여 딴뜨라

는 베단따와 마찬가지로 해탈의 상태를 '존재-의식-지복'의 상태

로 간주한다. 카시미르 샤이비즘68)의 완성자로 알려지는 아비나

바굽따(Abhinavagupta, 975-1025)에 따르면, “인간 ‘의식의 본질’

이 자유이자 지복이고, 그 의식이 신적 ‘동일성’을 획득하는 것은

기쁨을 매개로 이루어져야 한다.”69) 그러나 베단따와는 달리 딴뜨

라 수행에서는 육체가 해탈의 진아-지식에 핵심 위치에 놓인다.

아유르베다 및 고전요가와 비교할 때, 딴뜨라의 가장 큰 특징은

65) 성해영(2009) p. 404.

66) Mishra, K(1981) p. 14.

67) Singh, Tantra, Its Mystic and Scientific Basis, 43.

68) 9-13세기까지 북인도 카시미르(kashmir))지방에서 성행했던 딴뜨라적

경향의 여러 사이비즘 전통을 가리킨다.

69) 성해영(2009) p.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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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바-샥띠 또는 남성-여성 양극구조의 몸 이해이다. 딴뜨라에 따

르면, 인체는 쉬바의 응축이며, 쉬바와 인체는 모두 이 양극구조

로 이루어져 있다. 고전요가가 육체-마음의 합일을 통한 영혼의

독존을 지향한다면, 딴뜨라는 쉬바-샥띠 또는 남성-여성의 합일

이 궁극적인 이상이다. 딴뜨라의 남성-여성 양극구조는 상키야-

요가의 이원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순수정신-근본

원질이라는 두 원리를 궁극적 실재의 양극으로 포섭함으로써 이

원론이 지니는 난점을 완화한 측면이 있다. 순수정신-근본원질 이

원론에 토대를 둔 고전요가에서 몸과 세계는 결국 해탈을 위한 '

방편'에 불과하다. 이에 비하여 딴뜨라에서 몸과 세계는 해탈을

위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신성하고 의식적이며 또한

해탈의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것은 딴뜨라에서 상키야의

이원론이 남성-여성 양극구조로 전환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딴뜨라의 남성-여성 양극구조는 역동적인 과정과 생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몸으로부터 영혼의 분리에 초

점을 둔 고전요가는 마음-육체의 결합을 통한 마음작용의 억제가

수련의 중심이지만, 생성과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몸과 세계의 완

전한 긍정을 지향하는 딴뜨라에서는 오히려 남성-여성 양극구조

가 어울린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여, 육체-마음의 결합이 억

제와 정지에 적합하다면, 남성-여성의 결합은 역동적인 생성에 어

울린다. 딴뜨라는 정적인 '실재'(reality)보다 동적인 '과정'(proces

s)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으며, 이 점에서 딴뜨라는 연기법(緣起法)

을 종지로 하는 불교와 상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

Ⅳ. 맺는말

지금까지 아유르베다-요가-딴뜨라에서 몸의 구원론적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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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았다. 요가-아유르베다-딴뜨라는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지니며, 또한 육체-마음 연속체로서의 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

일하다. 그럼에도 이 세 전통은 몸의 구조나 몸과 영혼의 관계에

대한 견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아유르베다는 몸을 5종 조

대요소의 병렬적 결합으로 보는 반면에, 요가에서 몸은 기본적으

로 진아를 둘러싸고 있는 5겹의 덮개(pañca-kośa)로 간주되며, 5

겹의 덮개는 병렬구조가 아니라 중층(重層)구조를 지닌다. 이에

비하여 딴뜨라에서 몸은 통합적인 시각에서 여성-남성(śiva-śakt

i)의 양극(兩極)구조로 파악된다.

요가-아유르베다-딴뜨라에서 몸의 구원론적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 세 전통에서 몸 자체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차이와 관련된다. 육체의 건강과 웰빙에 초점

을 두는 아유르베다는 몸을 지수화풍공 5종 조대요소의 병렬적

복합체로 규정하며, 영혼을 몸과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아유르베다의 인간 이해는 영혼을 중심에 둔 사고방식

이 아니며, 이 점에서 우빠니샤드나 고전요가의 인간 이해와 다르

다. 고전요가에서 몸은 영혼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규정되며, 몸

으로부터 영혼의 완전한 분리를 해탈이라고 한다. 고전요가에서 5

겹 덮개 중층구조의 몸은 거친 육체에서 시작하여 호흡과 마음의

정화로 옮겨가는 수행체계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요가수뜨라의
8지 요가는 이와 부합한다. 한편 딴뜨라에서 몸은 의식(citi)인 '쉬

바의 응축'으로 간주된다. 쉬바가 의식인 것처럼, 몸과 세계도 의

식이다. 아유르베다와 고전요가에서는 몸(육체와 마음)의 의식성

은 영혼(ātman 또는 puruṣa)에서 차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딴

뜨라에서 '몸의 의식'은 본래부터 몸에 고유한 것이다.

아유르베다에서는 마음의 존재론적 위상이 미미하며, 관심의

초점은 지수화풍공 5종 조대요소로 이루어진 육체에 있다. 이에

비하여 고전요가에서는 육체-마음 연속체로서의 몸을 인정하며,

요가수련의 목적은 육체의 건강보다는 마음작용의 억제에 있다.

고전요가는 육체와 마음의 존재론적 연속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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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마음 연속체와 영혼의 절대적인 차이를 강조한다. 이에 비하

여 딴뜨라에서는 몸과 영혼의 존재론적 경계조차도 부정된다. 아

유르베다에서 몸은 건강과 웰빙의 토대라는 의미를 지니며, 요가

에서 몸은 해탈을 위한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하여

딴뜨라에서 몸은 그 자체로 '해탈 가능한 몸'이다. 요가에서 해탈

은 몸을 '통하여'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딴뜨라에서 해탈을 몸을 '

통하여' 그리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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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alvational Meaning of the Śarīra (Body) 
represented in Āyurveda, Yoga and Tantra:
Focusing on the Parallel Structure of Five 

Elements(Pañca-mahābhūta), the Multi-layer Structure 
of Five Covers(Pañca-kośa) and the Bipolar Structure 

of Śiva-Śakti*70)

Lee, Geo-Lyong

Sunm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salva-

tional meaning of the śarīra represented in āyurveda-yo-

ga-tantra, three mainstays of Indian traditional practice. It

is used to be said that “In the spiritual evolution of man,

āyurveda is the foundation, yoga is the body and tantra is

the head”. What we can infer from this words is that these

three traditions are connected with one another. Yoga and

āyurveda have been developed continuously influencing each

other. They are both based on the cosmology of Sāṃkhya,

and in a broad sense, yoga is included in āyurveda.

Traditionally, yoga as a therapy was considered one of the

fields of āyurveda. Āyurveda and yoga is both concerned

with Tantra. Tantra is a practical system which boosts all

the human’s physical-spiritual aspects. The āyurveda, a

therapy of healing a soul includes Tantra. And Yoga, espe-

cially Haṭha yoga is closely connected with Tantra.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0-332-A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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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yoga-āyurveda-tantra have a similarity in that

they consider the śarīra as a continuum of physical

body-mind, these three traditions show a considerable dif-

ference on the opinion on the structure of śarīra and the re-

lationship between śarīra and soul. Āyurveda considers the

śarīra as doṣa-dhātu-mala made of five gross elements

(pañca-mahābhūta), whereas yoga think the śarīra as five

covers (pañca-kośa) surrounding the true self (Ātman).

While the śarīra is considered as a parallel structure of five

gross elements (ākāśa, vāyu, tejas, ap, pṛthvī) in the former,

it is understood as a multi-layer structure consisted of five

covers in the latter. In addition, in tantra, the śarīra is con-

sidered as a bipolar structure of śiva-śakti in an integral

view. In this paper, I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lvation and the śarīra which is understood as a parallel,

multi-layer and bipolar structure in āyurveda, yoga and

tantra respectively.

The reason why the salvation meaning in āyurveda,

yoga and tantra is represented differently is related to not

only the śarīra itself, but also the understanding differ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śarīra and soul. Āyurveda which

focuses on the physical health and well-being regulates the

śarīra as a parallel complex of five gross elements, and does

not think that the soul and śarīra body are separated. It is

different from the view of the Upaniṣads and classical yoga

focusing on the soul. To put it extremely, the soul repre-

sented in the āyurveda is only one of human consisting ele-

ments like other five gross elements. In the classical yoga,

the śarīra is understood as five covers surrounding the soul,

and the complete separation of śarīra and soul is considered

as a mokṣa. In the classical yoga, the śarīra of five covers

reflects the practice starting from the tough physical body

to the purification of breathing and mind, and the aṣṭāṅga

(eight branches) of the Yoga Sūtra correspond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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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while, in tantra, the śarīra is considered as a 'conden-

sation of śiva (citi, consciousness)'. Like Śiva is the citi, the

śarīra and the world are also citi. In āyurveda and classical

yoga, it is considered that the consciousness of the śarīra is

derived from the ātman or puruṣa, whereas in tantra, it is

originally built in the śarīra.

In āyurveda, the soul’s ontological status is insignif-

icant, and the attention is focused on the physical body

consisted of the five gross elements. On the contrary, clas-

sical yoga recognizes the śarīra as a continuum of physical

body-mind, and the purpose of practicing yoga is to control

the modification of the mind, rather than keep the physical

body healthy. Though classical yoga recognizes the onto-

logical continuity of physical body and mind, it also empha-

sizes the absolute difference between the continuum of

physical body-mind and the soul. On the other hand, tantra

even denies the ontological border of śarīra and soul. In

āyurveda, the śarīra is considered as a base of health and

well-being, whereas yoga think it as a tool to get to the

mokṣa. On the contrary, the śarīra in tantra is a 'śarīra that

can reach to mokṣa'. While the mokṣa in yoga is an event

occurred 'through the śarīra, it is occurred 'through' and

'in' the body in tantra.

Keywords : Āyurveda, Yoga, Tantra, Śarīra,

Pañca-mahābhūta, Pañca-kośa, Śiva-Śakti,

Mokṣa.

투고 일자 : 2013년 11월 30일

심사 기간 : 2013년 12월 8일～12월 28일

게재 확정일 : 2013년 12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