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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차제로서 아사나에 대한 경맥학적 해석

이영일 정승석*1)

Ⅰ 서론. Ⅱ 아사나 실수(實修)에 대한 생리학적 이해의 필요.

Ⅲ 아사나에 대한 경맥학적 해석 가능성.

Ⅳ 아사나에 대한 경맥학적 해석. Ⅴ 결론.

요약문 [주요어: 아사나, 수행차제, 생리학, 8지, 쁘라나(氣), 나디(경맥),

열기, 상기(上氣), 소화의 불, 꾼달리니, 경맥학]

인도의 수행 전통 속에서 수행자의 표상으로 전승되었던 ‘요가적 좌

법으로서 아사나’가 수행차제에서 그 위상을 상실한 듯하다. 아사나는 8

지 중의 쁘라나야마처럼 쁘라나(氣)를 중심으로 한 기체(氣體)로서 몸에

대한 경맥학적 원리를 내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사나 단계에서는 체표로 떠서 상기(上氣)하는 열기를 제어하여 순

행시킨다. 그래서 소화기관(6부)에 연결된 나디들을 정화하면서, 체표로

흩어지는 열기를 복부로 하강시키고 사지 말단까지 나디(경맥)를 소통

시킨다. 그 결과 아사나는 불(火)을 요소로 하는 maṇipura-cakra의 자

리인 배꼽을 중심으로 ‘소화의 불’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발생된 복

부의 열은 꾼달리니 현상의 발단이 된다.

쁘라나야마 단계에서는 호흡에 따라 체내외로 연결된 나디들을 소통

시켜서 전신의 나디 체계에 장애가 없도록 정화한다. 이때 쁘라나를 보

유하는 kumbhaka을 수련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된다. 그 결과

saṃyama 단계에서는 나디들이 몸의 중심과 anāhata-cakra(心中)이나

ājñā-cakra(미간)에 몰입되는 수련으로 진전된다. 이러한 전체 수행차제

는 유출(流出) 내지 원심성 수행에서 시작하여 환멸(還滅) 내지 구심성

수행으로 진전된다.

본론에서는 요가의 수행차제가 쁘라나(=氣)와 나디(=經脈)를 근간으

로 한 경맥학적 원리에 따라, 아사나 단계에서부터 체계화되어 있음을

고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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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사나1)는 요가를 8지(aṣṭāṅga)로 정립한 Yoga-sūtra(이하 Y

S)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수행차제(修行次第, anukrama)의 하나로

명문화되기 시작하였다. 아사나는 금욕적인 수행의 독특한 기법

중 하나로서, Upaniṣad에서뿐만 아니라 Veda에서도 발견되고 있

고, Mahābhārata와 Purāṇa에서도 이 아사나에 대한 단서가 자주

발견된다.2) 불교의 경우에도, 붓다 당시에도 행해진 두타행(頭陀

行)의 하나로 단좌불와(但坐不臥)가 실천되었으며, 입멸시에 가부

좌(跏趺坐)를 취하고 좌탈입망(坐脫立亡)하는 것을 높은 수행의 경

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3)

서기 2세기경에 Aśvaghoṣa(馬鳴)가 지은 Buddhacarita(佛所行

讚)에 ‘āsana’는 좌법의 의미로 쓰였으며, 동시에 결가부좌를 지칭

하는 ‘paryaṅka’라는 단어가 “paryaṅkam akampyam uttamam”

(흔들림 없는 가장 뛰어난 결가부좌)라는 구절에서 발견된다.4) N

1) ‘āsana’를 일관되게 ‘좌법(坐法)’이라는 말로 번역하지 않는 것은 후대

요가의 āsana에는 결가부좌와 같은 정적인 좌법 이외에 동적인

체위(體位)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아사나가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āsana를 ‘아사나’로 표기하여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2) Eliade(1958) pp. 53-54.

3) 최초의 비구니는 마야부인(摩耶夫人)의 동생이자 붓다의 이모인

대애도(大愛道, Mahāpajāpatī)이다. 대애도는 붓다가 비구니 중 으뜸으로

인정한 수행자였으며, 가부좌를 한 상태로 입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의 대애도반열반품(大愛道般涅槃品)에서는

대애도가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들어 제1선에서 제4선을 한 차례 왕래한

후 다시 제1선에서부터 제4선에 이르러 멸도했다고 한다. 增壹阿含經 권50,

大愛道般涅槃品: “大愛道作若干變化 還在本座 結加趺坐 ··· 從初禪起入二禪

從二禪起還入三禪 從三禪起還入四禪 已入四禪便取滅度.” T 2, p. 822a.

4) “그래서 그는, 잠든 뱀의 향락(똬리)이 뭉쳐진, 흔들림이 없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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āgārjuna(龍樹, 2∼3세기 초)와 Buddhaghosa(佛音, 5세기) 또한

좌법(결가부좌)을 수행의 필수요건으로서 중요하게 언급하였다.5)

이러한 āsana의 용례는 YS보다 이르거나 동시대의 것으로 추정

되며,6) 아쉬와고샤, 나가르주나, 붓다고사 등이 활동하던 시대에

āsana라는 단어가 좌법으로서 확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은 확

실하다.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아사나는 요가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모든 수행 전통 속에서 수행자의 숭고

한 표상으로 전승되었던 ‘요가적 좌법으로서 아사나’가 현재는 수

행의 차제에서 그 위상을 상실하여 보편성, 당위성을 잃어가고 있

다. 이러한 배경에는 라자요가로 알려진 고전 요가를 saṃyama

뛰어난 결가부좌를 취하고 ‘해야 할 바를 이루지 않고는 이 땅에서 이

자세를 흐트러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러자

마음이 견고한 당신께서 [결가부좌의] āsana를 취하였을 때,

하늘무리(神)들은 견줄 바 없는 기쁨으로 나아갔으며, 짐승의 무리들과

새들은 울지 않았으며, 바람에 부딪친 숲속의 나무들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tataḥ sa paryaṅkamakampyamuttamaṁ babandha

suptoragabhogapiṇḍitam/ bhinadmi tāvadbhuvi naitadāsanaṁ na yāmi

yāvatkṛtakṛtyatāmiti// tato yayurmudamatulāṁ divaukaso vavāśire na

mṛgagaṇā na pakṣiṇaḥ/ na sasvanurvanataravo'nilāhatāḥ kṛtāsane

bhagavati niścitātmani// Buddhacarita 12.120～121.

5) 용수의 저작으로 알려진 大智度論 권7에서 결가부좌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가부좌를 틀면 몸이 평안하여 삼매에 들고, 사람들이 그

위덕을 경앙하니 태양이 천하를 비춤과 같다. 졸음과 게으름과 전도된

생각을 제거하고, 몸이 가벼우니 지치거나 느슨해지지 않으며, 각오(覺悟)

역시 가볍고 편하니 용이 도사린 듯 평안하게 앉아 있다. 가부좌한 그림을

보면 마왕도 겁을 내고 두려워하나니, 도에 든 사람이라면 평안히 앉아

동요할 리가 없으리라.” (若結加趺坐 身安入三昧 威德人敬仰 如日照天下.

除睡嬾覆心 身輕不疲懈 覺悟亦輕便 安坐如龍蟠. 見畫加趺坐 魔王亦愁怖

何況入道人 安坐不傾動. T 25, p. 111b.) 한편

Visuddhi-magga(8.160)에서는 결가부좌를 취하는 행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6) “YS가 현재의 형태로 편찬된 시기는 서기 400～450년경일 것으로

추정되며, 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서기 2세기 후반에서 서기 540년

사이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정승석(2010) pp. 16～17.



262 ∙ 印度哲學 제41집

(總制)7)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처럼, 대부분의 수행 전통에서

도 명상을 강조하는 관행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요가적 좌법으로서 아사나’는 ‘근골격 운동’8)이라기보다는, 심

작용의 지멸을 위한 신체적 조건이었다. 여기서 신체적 조건을 마

음 작용을 지멸시키는 조건으로서 인식했던 이유를 하타요가는

마음과 氣(쁘라나)의 밀접한 상응관계를 통해서 생리학적으로 제

시하였다.9)

본 논문에서는 ‘요가적 좌법으로서 아사나’의 의의를 바르게 이

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쁘라나(prāṇa, 氣)와 쁘라나의 흐름으로

서 나디(nāḍī, 經脈)10)에 기초한 수행 생리학적11) 측면에서의 연

7) YS에서 saṃyama는 제감법을 실천한 다음에 어떤 소리나 물체, 또는

신체의 특정부위 등을 대상으로 하여 그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총제(總制)로서, 8지(aṣṭāṅga) 요가 중 6단계인 dhāraṇā(總持, 凝念)와

7단계인 dhyāna(靜慮),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삼매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8) 정승석(2004a: 251)은 “고전 요가의 좌법이 중시한 것은 명상에 적합한

견고성과 안락성일 뿐이고, 하타 요가의 곡예적인 자세는 그 원의가

아니라는 점은 주요 주석들을 통해 쉽게 간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영길(2009: 각주 26)은 이러한 아사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미

1915년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하타요가의 철학과
수행론박영길(2013)에서 체위 중심의 현대 요가가 수행에서 체육으로
세속화되었음을 밝히면서, 그 기원과 전개를 상술하고, 이러한 체위들을

레슬링 요가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9) “氣가 수슘나로 흐를 때, 마음 작용(mānasa)은 空의 상태로 된다. 그때

요가에 정통한 수행자는 모든 행위들을 근절시킨다.” suṣumnā﹘vāhini
prāṇe śūnye viśati mānase tadā sarvāṇi karmāṇi nirmūlayati yogavit//

HP 4.12.

10) Śatapatha Brāhmaṇa(7.2.2.18)에 이들 生氣들이 線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였다. 하타요가 문헌에서 미세한 몸의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미세한 몸은 몸의 중심축을 따라 위치한 짜끄라(cakra)들로

묘사되며, 그 짜끄라들은 에너지(쁘라나)가 흐르는 통로(나디)에 의해서

연결된다(Flood: 98). 또한 일반적으로 쁘라나를 ‘vital breath’(생기) 또는

‘respiration’(호흡)으로 번역하며, 그 흐름을 나디라고 설명한다. 특히

이것은 동양에서 氣가 호흡과 하나로 움직이며 그 흐름을 경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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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쁘라

나야마12)와 아사나가 수행차제의 전후 맥락상 기(氣) 수련의 관점

에서 서로 연계되는 생리학적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Ⅱ. 아사나 실수(實修)에 대한 생리학적 이해의 필요

요가의 8지에서 아사나의 최종 목적은 삼매이며, 아사나는 삼매

에 몰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아사나에 대한 고전적

인 정의는 YS 2.46～48의 세 경문에 의거해서 이루어진다.

견고하고 안락한 것이 좌법이다.13)

[좌법은] 심한 노력(prayatna)의 완화와 무한한 것에 대한 몰입에

하였던 것과 일치한다. 쁘라나를 숨이나 호흡, 생기로 이해하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쁘라나의 흐름을 나디라고 한다면 또한 기의

흐름은 경맥이 된다. 그리고 나디들이 서로 만나는 곳으로서 짜끄라를

경맥의 교회처로서 맥륜(交會穴)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Motoyama(2001: 43)는 “나는 나디가 중국 침술의 경락과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고, 통증이 기의 흐름과 연관됨을

서술하였다. 따라서 논자는 인도의 쁘라나와 나디, 짜끄라를 각각 氣와

經脈, 脈輪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쁘라나와 기, 나디와 경맥이

기능적으로는 일치하지만, 요가 문헌에서 언급된 나디들 각각이 동양

의학의 경맥들과 상호 일치 여부는 추후에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11) 하타요가는 철저하게 쁘라나와 나디, 짜끄라의 생리학적 원리에

근거해서 수행 체계를 정립하였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생명원리에 기반하여 존재한다는 상식적인 취지에서 ‘수행 생리학’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였다.

12) prāṇāyāma는 조식(調息)으로 번역되며, 이는 보통 호흡조절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prāṇa의 기능인 기(氣)에 초점을 두어 prāṇa를 ‘쁘라나’로

음역하였다. 이에 따라 prāṇāyāma도 ‘쁘라나야마’라는 음역으로

표기한다.

13) sthirasukham āsanam// YS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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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이루어진다.]14)

[수행자는] 그 때문에 상반하는 것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는다.15)

여기서 견고함과 안락함(이완)은 아사나를 정의하는 필수 요소

인 동시에 아사나 성취의 요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Vijñāna B

hikṣu(16세기)는 YS 2.46에서 정의한 좌법(아사나)의 의미를 다음

과 같이 이해하기 쉽게 해설한다.

“견고하고 안락한 것이 坐法이다.”에서, 견고함이란 동요가 없고 안

락을 낳는다는 것이며, 좌법이란 이러한 방식으로 앉는 것이면 무엇이

든 좌법이라는 뜻이다.16)

이 같은 해설에 따르면, 명상하는 데 견고함과 안락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자세라면 어느 것이나 아사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

은 Vijñāna Bhikṣu뿐만 아니라 다른 주석자들의 경우에도 일치하

는 견해이다.17) 따라서 아사나에서 요구하는 견고함이란 결국 명

상의 집중력을 지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안락함이 필요하다.

단적으로 말해서, 심한 노력이 없이 집중을 이루게 하는 아사나야

말로 고전 요가에서 지향하는 완성된 아사나라고 말할 수 있다.18)

이상과 같은 아사나의 정의가 수행자의 심신 상태를 조율하는

핵심으로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아사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닥치는 실천상의 문제들은 간단하지 않다.

첫째, 전통적으로 요가 문헌에 아사나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14) prayatnaśaithilyānantasamāpattibhyām// YS 2.47.

15) tato dvandvānabhighātaḥ// YS 2.48.

16) sthirasukhamāsanam/ sthiraṃ niścalaṃ sukhakaraṃ ca yattadāsanam

āsyate’nena prakāreṇetyāsanamityarthaḥ/ YV, p. 217. 정승석(2004a) p.

264, 재인용.

17) 정승석(2004.b) p. 80 참조.

18) 정승석(2004.b) p. 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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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이 제시되지 않고 다만 아사나의 명칭만 나열함으로써, 후대

에 좌법이 번쇄하게 해석되는 결과에 이르렀다.19) 이처럼 아사나

를 지나치게 간결하게 언급하는 경향에 대해서 엘리아데는 “아사

나는 스승(Guru)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것이지 설명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밝히고 있다.20) 그러므로 이 같

은 요가의 행법도 일찍이 다음과 같은 사자상승((師資相承)의 비

의적인 전통을 따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대에 선포된 것으로서 베다의 종국에 최상이 된 비전(秘傳)은, 평

정을 얻지 못한 자에게 전수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아들이 아닌 자

혹은 제자가 아닌 자에게도 전수되어서는 안 된다.21)

[하타의] 성취를 염원하는 요가 수행자는 하타의 도법을 [하타를 수

련하지 않는] 외부인에게 비밀로 감춘다. 비밀로 감취진 [하타의 도법

은] 효력이 있으나, 공개된 [하타의 도법은] 효력이 없을 것이다.22)

따라서 요가의 내밀한 ‘신비 생리학’은 흔하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실제 수행을 통해서 체득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밀스런 전승과 더불어 아사나를 주로 심리적인 국면에

연결함으로써 아사나는 더욱 모호한 것이 되었다. 엘리아데는 아

사나를 ekāgratā23) 개념과 결합시켜서 설명함으로써, Vyāsa(6세

기 전후)나 Vācaspati Miśra(10세기)처럼 신체적 행법인 아사나를

19) 정승석(2004a: 248)은 “좌법의 다의성은 일차적으로 YBh가 자세를

나열하기만 하고 설명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고 보고, 기본

좌법들조차도 해석 방식에 따라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0) Eliade(1958) p. 53. 하타요가적 수행체계를 풍부하게 보여주는 베단따

전통의 Yogavāsiṣṭa(10～14세기) 에서도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쁘라나야마와 요가의 아사나 혹은 다른 행법에 의해서 쁘라나를

제어해야 한다.”(Vengatesananda 1993: 92)고 하였다.

21) vedānte paramaṁ guhyaṁ purākalpe pracoditam/ nāpraśāntāya

dātavyaṁ nāputrāyāśiṣyāya vā punaḥ// ŚśU 6.22

22) haṭha-vidyā paraṃ gopyā yoginā siddhim icchatā/ bhaved vīryavatī

guptā nirvīryā tu prakāśitā// HP 1.11.

23) 마음이 산란하지 않도록 하나로 집중된 상태. Cf. YBh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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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영역으로 확장하여 요가적 초월성을 보여주고 있다.24) 그

래서 모든 요가 수행의 과정을 고전 요가의 목적인 삼매, 즉 심작

용의 지멸이라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

가 강화되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대 요가의 아사나 수련 경향은 해부학적 원리에

의존하고 육체적 동작에 주력하여 쁘라나(氣)에 기반한 생리학적

원리가 간과되고 있으며, 고전적인 심리적 요가와 상충되는 것으

로 보이게 되었다.

둘째, 아사나를 외적인 자세로만 고려하면서, 요가를 그 궁극적

인 목적으로서 삼매라는 심리적인 국면에서만 이해한다면, 미세한

생명에너지인 쁘라나(氣)를 생리학적 근간으로 하는 수행차제로서

아사나의 의미도 또한 약화될 것이다. 실제로 쁘라나의 생리학적

원리에 부합하는 수행차제로서 아사나의 의미는 이미 와해되고

있다. 이는 현대 요가에서 아사나가 한 지분(支分)을 넘어서서 8

지(支) 요가 전체로 호도되는 현상으로 드러난다. 아사나가 역동

적인 체위로 대중화되어 하나의 운동요법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더구나 아사나 그 자체가 요가로 왜곡되면서, 아사나에 요가의 전

과정, 즉 8지를 억지로 끼워 넣음으로써 수행차제를 붕괴시키는

세태가 만연해 있다.25)

만약 혹자가 “체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8지의 모든 과정을 경

험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좌법과 호흡이 삼매 단계

에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좌법

이나 호흡은 요가의 목적에 이르는 전체 과정과 긴밀하게 관계한

다. 그러나 HP에서도 이 같은 수행차제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과정으로 교시하고 있다.

24) Cf. Eliade(1958) pp. 53～55.

25) 요가 수행차제의 붕괴는 인도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세태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박영길이 하타요가의 철학과 수행론 제
1부 중 ‘현대 체위요가의 성립’편에서 충분히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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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이 [氣수행을 위해] 아사나, 꿈바카(kumbhaka), 무드라(mud

rā)로 불리는 다양한 작법[을 수련하고], 그 다음 내적 음향(진동)을

탐구하는 것이 하타에서의 수련차제이다.26)

HP의 대표적인 주석가인 Brahmānanda(18세기)는 Jyotsnā(月

光)27)에서 이 교시를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그 다음’이란 그 세 가지(아사나, 굼바카, 무드라)의 실천을 지속하

는 것이며, ‘내적 음향’이란 부딪침 없는 울림이며, ‘탐구’란 명상이며,

‘하타’란 하타요가이며, 수련이란 실천이며, ‘차제’란 이것(실천)의 연속

과정이다.28)

이 해설에 따르면, 아사나 등의 작법을 수련하고 나서 명상을

실천하는 연속적인 과정이 하타요가의 수행차제이다. 그러므로

‘동적 체위로서의 아사나’에 수행차제 전체를 귀속시키려는 태도

는 아사나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아사나

의 생리학적 원리와 수행차제에 대한 성찰이 미흡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작금에 아사나를 육체적 몸동작으로 치부하여 경시하거

26) āsanaṃ kumbhakaṃ citraṃ mudrākhyaṃ karaṇaṃ thatā/ atha

nādānusaṃdhānam abhyāsānukramo haṭhe// HP 1.56.

27) HP에 함축된 세부적인 원리나 철학은 여러 주석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HP에 대해서는 Brahmānanda, Umapati, Mahādeva,

Ramānanda Tirtha, Vrajabhusana 등의 주석이 있는데, Brahmānanda의

Jyotsnā가 가장 잘 알려진 주석이다. 이 문헌은 베단따 사상을 근간으로

하면서 인도 철학 문헌들을 광범위하게 인용하여 요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YS의 8지 요가로 HP를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탁월하다.

28) athaitattrayānuṣṭhānānantaraṃ

nādasyānāhatadhvaneranusaṃdhānamanucintanaṃ haṭhe

haṭhayoge’bhyāso’bhyasanaṃ tasyānukramaḥ paurvāparyakramaḥ//

HPJ,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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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사나가 요가의 전체인 양 강조되는 풍조는 일찍이 아사나가

비의적인 전승의 하나로서 ‘비밀스런 心身의 원리’ 내지 ‘신비 생

리학’이라는 베일에 가려져 있음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자상승에 의해 그 진의의 전수가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일견

타당한 면이 있으나, 아사나의 수행차제로서의 의의에 대한 무관

심으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국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행차제로서 아사나의 의미가 바르게 전승되지 못함으로써 비

롯된 아사나에 대한 생리학적 이해 부족은 쁘라나야마를 위한 전

제 조건으로서 아사나의 의의를 약화시키게 됨으로써, 수행차제의

전후 맥락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와해되기 쉽다. 실제 쁘라나(氣)

에 근간을 둔 아사나의 생리학적 원리에 대한 무관심은 다음 차

제인 호흡수련과의 일관된 맥락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호흡

수련이나 명상 중 나타나는 부작용, 상기증(上氣證)29) 내지 선병

(禪病)30)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에 대한 생리학적

대안으로서 아사나의 의의를 간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서 화(火)를 제어하는 아사나(좌법)의 생리학적 원리

에 대한 이해가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화(火)를 제

어하는 아사나의 생리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는 본고의 Ⅳ장에서

29) 상기증은 단전호흡 등 호흡수련 일반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양한 수행 전통의 수행자들에게 빈발하는 증상이기도

하다. ‘상기’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이미 坐禪三昧經에 등장한다.
“한마음으로 호흡의 길고 짧음을 관찰하는 일은 사람이 산에 오를 때

무거운 짐을 지거나 기가 오르는 것(上氣)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것은 호흡의 짧음에 비교한다.”(一心念息入出, 若長若短.

譬如人怖走上山, 若擔負重, 若上氣, 如是比是息短.) T 15, p. 275b.

30) 裵珠鉉(2001)은 禪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하나는 선정에

들어가는 데 장애가 되는 일체의 것, 다른 하나는 좌선시의 잘못된

자세나 생각에서 비롯된 신체의 병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행초기에는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으며, 신체의 병 자체도 선정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병을 心身이 상호 매개하는

기병(氣病)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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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Ⅲ. 아사나에 대한 경맥학적 해석 가능성

아사나의 행법과 원리는 YS를 비롯해 후대 주석서에서 구체적

으로 언급되지 않았다.31) Yoga-Upaniṣad와 하타요가 문헌에서는

비교적 정연하게 행법이나 효과, 원리가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수행에 적용할 정도로 상세하지 못하다. 문헌마다 아사나의 이름

과 행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수행차제

속에서 아사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아사나의 생리학적 원리에 대한 논의에서 근본적인 문제

점을 짚어보고, 아사나 수행에서 생리학적 원리가 쁘라나(기)와

나디(경맥)를 중심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전제할 것이다.

YS 1.36을 주석하면서 Vyāsa가 언급한 ‘심장의 연꽃’에서 발하

는 순수한 빛의 체험을 Vācaspati Miśra는 turiya, brahma-nāḍī,

suṣumṇā, cakra 등, 딴뜨리즘의 ‘신비 생리학적’ 개념들을 구사하

여 해설한다. 이에 대해 엘리아데는 이러한 체험이 우파니샤드에

연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YS의 비의적 생리학이

후대에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심장의 연꽃에 대한 Vācaspati Miśra의 설명)은 오직 집중하

여 행하는 요가 수행과 명상 과정에서 드러나는 신체기관들에 관한

‘신비한’(mystical) 혹은 ‘미묘한 생리학’(subtle physiology)을 소개하

고 있다. 이 문제는 다시 딴뜨리즘의 명상법에서 우리의 주의를 끌게

될 것이다. ··· 여하튼, 빠딴잘리에 의해서 기술된 고전 요가의 전통이

이와 같은 ‘신비 생리학’(mystical physiology)의 도식을 파악하고 이

31) 정승석(2004a)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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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는 점과 이러한 도식들이 훗날 인도 정신사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이제라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32)

쁘라나(氣)와 나디(경맥)의 생리학적 원리가 YS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이미 그 8지의 수행차제에 내재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생리학적인 YS의 수행차제는 이후 하타요

가 수행차제의 전형으로 계승되어 왔다. YtU에서는 YS의 8지를

그대로 수행차제로 언급하면서33) 각각의 차제에 하타요가 수행법

들을 배분하고 있다. ŚS는 물론, 하타요가의 모범으로 간주되는

HP에서도 8지 요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8지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34) 특히 Brahmānanda는 Jyotsnā에서 HP의

마지막 게송(4.114)을 해설하면서 결론으로 8지 요가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고 단언한다.35)

이는 Brahmānanda가 HP의 수행차제를 8지 요가의 차제로 이

해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분명히 아사나(좌법)는 YS에서 제

시하는 요가 실수의 8지 과정 중 제3지에 배대되어 있으며, 후대

의 하타요가는 이 규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YS 이후 딴뜨

리즘과 더불어 발전한 하타요가에서 아사나는 본격적인 실천수행

의 첫 단계로서 더욱 상세하게 체계화되었으며 여전히 쁘라나야

마의 앞 단계로 설정되어 왔다.36) 대략 9～10세기경에 Gorakṣa에

32) Eliade(1958) p. 71.

33) YtU 24～25.

34) ŚS의 8지 체계에 관해서는 박애란(1997)을 참조.

35) “이와 같이 ‘최상의 순수정신(puruṣa)을 위한 수단으로서 8지 요가를

초월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정된다.” (evaṃ ca

aṣṭāṅgayogātiriktaṃ kimapi paramapuruṣārthasādhanaṃ nāstīti

siddham// HPJ, p. 185.)

36) 17～18세기경의 하타요가 문헌인 GhS는 YS의 8지와는 달리

prāṇāyāma가 pratyāhāra(制感) 이후에 다루어지고 있다. GhS는 제1장

육체정화법, 제2장 āsana, 제3장 mudrā/bandha, 제4장 pratyāhāra, 제5장

prāṇāyāma, 제6장 dhyāna, 제7장 samādhi로 전개된다. yama와

niyama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으며, 아사나와 무드라는 각기 2장과 3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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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체계화된 하타요가의 독창적인 수행 문헌인 Gorakṣa-Pad

dhati 또한 YS의 제3지(아사나)에서 제8지(삼매)까지 그대로 따라

서 6지분으로 요가차제를 채택하였다.

하타요가의 수행차제에서는 YS의 8지 수련체계 중 Yama(禁戒)

와 Niyama(勸戒)를 유연하게 다루면서 나머지 6지분을 중심으로

차제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Gorakṣa-Paddhati의 6지 체계는

그 영향 하에 있는 HP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처럼 YS에서

정립된 8지 체계가 후대 하타요가의 수행 전통에 지속적으로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YS에서는 상술하지 않은 제

3지 아사나와 제4지 쁘라나야마의 관계를 후대 하타요가의 생리

학적 맥락으로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YS에서는 아사나와 쁘라나야마의 수행차제적 연계성을 “그것

(좌법으로서 아사나)이 이루어져 있을 때, 들숨과 날숨의 진행을

중지하는 것이 쁘라나야마이다.”37)라고 명시한다. 여기서는 “그것

(아사나)이 이루어져 있을 때”라고 전제함으로써, 아사나가 쁘라

나야마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엘리아데 또한 이 부

분을 “쁘라나야마는 들숨과 날숨의 진행에 대한 중지(vicceda)이

며, 이것은 아사나가 실현된 뒤에야 성취될 수 있다.”38)고 풀이하

고 있다. 따라서 쁘라나야마를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전제되어

야 하는 수행이 바로 아사나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Gopi Krishna(1903～1984)는 “모든 요가 수행의 여정은 오직

연계시키고 있다. GhS는 이 둘을 신체를 움직이는 동적인 수행방식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무드라는 명상에 직결되는

수슘나(suṣumnā) 나디 수련이다. 감관을 철수하는 제감(pratyāhāra)이

나디와 짜끄라에 대한 완벽한 제어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전 요가인 YS에서 호흡수련에서 제감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타당해

보인다. GhS의 수행차제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GhS는

외적인 행법의 양태를 기준으로 행법들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적인 생리학적 원리인 나디와 짜끄라에 따라 수행차제를 설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7) tasmin sati śvāsapraśvāsayorgativicchedaḥ prāṇāyāmaḥ// YS 2.49.

38) Eliade(1958)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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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라나의 유희이다.”39)라고 단언하였는데, ‘모든 요가’에 아사나를

포함할 수 있다면, 쁘라나를 아사나의 생리학적 기반으로 받아들

일 수 있을 것이다. 베단따 전통의 YvV에서도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쁘라나야마와 요가의 아사나 혹은 다른 행법으로 쁘라나

를 제어한다.”40)고 설한다. 이에 따르면 요가의 아사나는 쁘라나

를 제어하는 수단이다. 하타요가에서는 이 경우의 아사나가 쁘라

나, 즉 기(氣)를 다스리는 기 수련(pavana-kriyā)의 일환으로 인식

되어 왔다. 일례로 Vishnudevananda Saraswati(1927～1993)41)도

아사나를 다음과 같이 쁘라나를 제어하는 행법으로 설명하고 있

다.

아사나를 통해서 우리는 쁘라나를 조절한다. 아사나는 쁘라나의 흐

름을 한 곳에서 다른 부위로 되돌려서, 진동의 정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도 하고, 특정 부위에 채우기도 한다. 태양신경총을 압박하

는 아사나는 진동의 정도를 증가시킨다. 요추 부위는 꾼달리니(kuṇḍal

inī) 샥띠가 머무는 곳이다. 우리가 그 척추 사이를 이완시켰을 때, 디

스크가 더 이상 압박받지 않게 되어서 물리적으로 신경에 가해졌던

압박이 줄어든다. 이것은 이어서 astral nerve(나디)에 영향을 주게 된

다. 아사나는 단지 물리적 훈련이 아니다. 모든 아사나의 목적은 이러

한 에너지의 차단을 해소시키는 것이다.42)

이 같은 설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사나 → 쁘라나 → 나디’

로 연관되는 에너지(氣)의 활성화이다. 이러한 관계를 아사나의

39) Krishna(1978) p. 223.

40) YvV, 5.92. Venkatesananda(1993) p. 320.

41) Swami Vishnudevananda로 유명해진 그는 20세에 Swami Sivananda의

아쉬람에 입문하여 Sivananda 요가 센터의 첫 번째 하타요가 지도자로

임명되었다. Sivananda의 수제자로서 그는 1957년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미국에 International Sivananda Yoga Vedanta Centres and

Ashrams을 설립했으며, Sivananda Yoga의 실질적인 창시자다. 특히

그의 Hatha Yoga Pradipika(1997)는 하타요가를 쁘라나의 생리학적

원리로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있다.

542) Vishnu-devananda(1987)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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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학적 원리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근현대 유명한 요가 수행자들

의 인식으로 보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하타요가의 전통적인 입

장일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서양의 해부생리학이나 아유르

베다와 접목하여 아사나의 기능을 분석 또는 이해하려는 시도에

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양의 해부생리학에서는 쁘라나와 나디 및 이것들의 철학적

배경도 고려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인도의 전통 의학에 속하는

아유르베다는 요가의 생리학적 해명을 위한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43) 그러나 아유르베다 문헌에서는 쁘라나와 나디에 대한 생

리학을 발견할 수 없으며,44) 아유르베다에서 몸에 대한 이해는 지

극히 육체 또는 물질 중심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45)

쁘라나와 나디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요가 관련의 고전들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요가 관련의 고전들에서는 대체로 나디

의 개수나 이름만 나열하는 데 그치며,46) 이보다 약간 상세하기로

43) Frawley(1999)는 요가의 나디 이론을 장황하게 다루고 있으나, 아사나를

체질론(3 doṣa)에 국한해서 다루는 한계를 드러낸다. 저명한 요가학자로

알려진 Feuerstein(2001)은 요가와 아유르베다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려고 요가，아유르베다 그리고 싯다 의학 이라는 장을

마련하여, “아유르베다와 요가 사이에 강한 연결점은 아타르바 베다
시대에 시작되었던 체내의 다양한 생명의 흐름(vāyu)에 관한

원리이다.”(p. 80)라고 천명하고 있으나, 정작 아사나를 비롯해서 여타

요가 수행법들을 소개하는 데 그칠 뿐, 쁘라나(氣, vāyu)와 나디의

생리학적 원리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44) 동양 의학에서 경혈의 유기적 계통으로서 경맥학이 모든 생리학의

근간이 되었으며, 침구학이라는 독창적인 치료법으로 발전하였다. 반면,

아유르베다에서 경혈과 같은 개념인 marman은 나디와 융합된 생리학적

원리로 체계화되지 못했다.

45) 아유르베다는 몸을 물질적 관점으로 바라본다. 이에 대해서는

이거룡(2014) 참조.

46)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에서는 72,000 나디가 심장에서 펼쳐진다고

언급한다. Chāndogya Upaniṣad, Kaṭha Upaniṣad, Praśna Upaniṣad는

101개의 나디를 언급한다. YS(3.31)는 kūrmanāḍī라는 이름만

언급하였다. 초기 하타요가 문헌인 GhŚ는 300,000개와 72,000개를

언급하고 HP(4.18)는 72,000개. 그리고 후대 우파니샤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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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체의 특정 부분에 이른다거나, 나디들 간의 위치를 간단하게

언급하는 데 그친다.47) 따라서 요가와 아유르베다 중 어느 쪽의

문헌에서든 쁘라나(氣)의 흐름으로서 나디(경맥)와 연관되는 아사

나의 생리학적 근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인도에서 요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쁘라나와 나

디의 생리학적 원리로 체계화된 요가 수행법들을 인도 의학과 직

접 연계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48) 실례로,

Woodroffe(1865～1936)는 요가적 원리를 해설하면서 가장 가까운

인도의 아유르베다에 의지하지 않았다.49) 그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도교(Taoism)와 요가의 생명원리를 대응시켜 비교한

점이다.50) 한편 엘리아데는 아사나를 시신을 매장하기 전에 취하

게 하는 태아식 자세와 대응시키고, 쁘라나야마를 도교의 태아식

호흡(胎息)과 대응시켜 볼 수 있다51)고 통찰하였다. 그는 Yoga를

Triśikhibrāhmaṇa Upaniṣad 제26송과 제67송에서는 각각 101개,

80,000개의 나디를 언급한다.

47) Darśana Upaniṣad에서는(4.13～22) 나디들 간의 위치와 끝나는 지점을

언급하여 다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같은 모호함을 해명하고자

Motoyama(2001)는 나디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주요

문헌들에 명기된 나디의 명칭이나 위치가 상이함을 밝히고, 나디들

각각을 동양의 경맥들과 비교하고 있다. 또한 박영길(2013) 참조.

48) 동양 의학에서는 모든 병인병리학과 치료가 기와 경맥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유르베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아유르베다에서는

병인병리학의 근간을 doṣa, dhātu, mala에 두고 있다. 이 중 dhātu는

신체의 조직요소들을 의미하며, doṣa는 관찰할 수는 있지만 물질적인

실체나 조직이 아닌 생리·생화학적인 성향(체질)으로 이해될 수 있다.

mala는 신진대사 후 영양과 열로 이용되지 않고 남겨진 노폐물이다.

49) 딴뜨리즘에 대한 신비적이고 미신적이며 성적인 태도를 배제한 선구적인

연구자로 평가되는 Woodroffe는 Principles of Tantra와 Śakti and

Śākta에서, 아유르베다의 치유와 마찬가지로 딴뜨라가 의학 또는

과학처럼 ‘실제적’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아유르베다와 딴뜨라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그가 아유르베다를 거론한 것은 요가적 행법을

생리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다.

50) Śakti and Śākta의 제11장 도교에서의 Śakti 참조. Woodroffe(2009)

pp. 2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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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하면서 아유르베다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반면, 도교 수련

을 요가와 대응시켜서 지속적으로 취급하면서, 별첨의 주해로 “중

국에서 기(氣)의 보유와 정액의 고정”52)을 부연 설명했다.

이와 같은 실례들은 도교 수행과 요가 수행 사이에서 일부 유

사성을 고찰하는 것으로 아사나에 대한 생리학적 이해가 가능하

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은 쁘라나(기)와 나디

(경맥)가 동양 의학의 공통 기반인 동시에, 도교 수행과 요가 수

행에서도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내걸 수 있다. 이에

따라 쁘라나와 나디의 관계를 기와 경맥의 관계로 대응시켜 요가

수행의 생리학을 해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와 그 흐

름으로서 경맥에 근거한 생리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동

양의 경맥학이므로, 경맥학은 요가 수행의 생리학을 해명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바로 이 점에서 아사나에 대한 경맥학적 해

석의 가능성이 열린다.

실제로 경맥학으로 요가의 생리학적 원리를 이해하려는 본격적

인 시도가 모토야마 히로시(本山博)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쁘라나의 순환을 증진하기 위한 아사나 53)라는

주제로 아사나와 기(쁘라나)의 상관성을 연구하였으며, 사지 말단

에서 기(氣)의 순환을 돕는 아사나들을 정혈(井穴)과 원혈(原穴)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온전히 경맥 원리에 따른 아사나의 생리학적

해설이라고 할 수 있다.54)

51) Eliade(1958) p. 67.

52) Eliade(1958) pp. 412-3.

53) Motoyama(2001) pp. 43 ff.

54) 그는 손발가락 끝에 위치한 정혈(井穴)과 주로 손/발목 관절에 위치한

원혈(原穴)을 작동시켜서 경맥의 순환을 돕는 방식으로 아사나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모토야마는 주요 나디와 경맥들을 대응시켜서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나에 경맥을 적용하여

해석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이다(iḍā)와 삥갈라(piṅgalā)를 방광경맥에

대응시키는 등 개개 나디와 경맥의 일치 여부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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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의 나디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도구로서 경맥학을 제시한

모토야마의 연구는 Swami Satyananda Saraswati(1923～2009)에

게 수용되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특히 나디가 존재하는 증

거 라는 주제로 모토야마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55) 여기서는

‘요가와 침술의 일치’, ‘나디의 증거들’, ‘나디와 질병’, ‘나디에서의

불균형’라는 소주제로 모토야마의 실험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이

는 요가 수행의 생리학을 경맥학에 의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Ⅳ. 아사나에 대한 경맥학적 해석

이상의 고찰로써 아사나를 기(氣)와 경맥의 생리학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요가의 행법

에 대한 생리학적 이해를 도모하는 데 동양의 경맥학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HP의 아사나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아사나를 ‘소화의 불’로 총결하고 있는 HP의 관점을

열기(熱氣)의 생리학적 관점에서 경맥학으로 해석할 것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아사나 3종을 우선적 대상으로 선택하여 고찰한

다. 이 3종 아사나를 기와 경맥의 생리학으로 해석함으로써, 연화

좌와 같은 ‘좌법으로서 아사나’는 물론이고 체위로 알려진 아사나

들을 열기를 제어하는 기(氣) 수련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가

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55) Satyananda(2001) pp. 328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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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사나의 경맥학적 원리

HP는 15종의 아사나56)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설하는데, 첫 번

째 아사나 그룹의 마지막 자세라고 할 수 있는 Śavāsana(송장 체

위) 앞에 3종의 아사나, 즉 Matsyendra, Paścimata, Mayūra 아사

나에서 ‘소화의 불’을 반복해서 그 증표로서 강조한다.

Matsyendra 아사나는 ‘소화의 불’을 점화시키며, 심각한 질병 전체

를 제거하는 무기이다. [이 좌법의] 반복적인 수련에 의해서, 사람들은

꾼달리니(kuṇḍalinī)의 소생과 달(candra)의 안정을 얻는다.57)

Paścimata 아사나를 최상의 아사나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氣, pava

na)를 뒤쪽에 흐르게 한다. ‘소화의 불’을 일으키고, 팽만한 복부를 줄

여주며, 사람을 건강하게 해준다.58)

체질적 특성[의 부조화]를 극복하는 성스러운 Mayūra 아사나는 모

든 질병들을 빠르게 제거하며, 복부에 뭉친 것(종양), 복부(胃)의 팽만

을 정복한다. 또한 과식한 또는 해로운 음식물을 모두 소화시키며, 독

(毒)조차도 ‘소화의 불’로 중화시킨다.59)

56) 아사나 15종 : ①Svastika(卍字, 吉祥), ②Gomukha(소얼굴),

③Vīra(영웅), ④Kūrma(거북이), ⑤Kukkuṭa(닭), ⑥Uttānakūrma(누운

거북), ⑦Dhanura(활), ⑧Matsyendra(물고기의 主),

⑨Paścimatāna(등펴기), ⑩Mayūra(공작), ⑪Śava(송장),

⓬Siddhāsana(달인좌), ⓭Padmāsana(연화좌), ⓮Siṃhāsana(사자),  

⓯Bhadrāsana(행운좌). ⑪까지는 송장체위로 마무리되며, 앞의 11종과
구분하여 ⓬이하 4종의 아사나는 별도로 설명된다.

57) matsyendra-pīṭhaṃ jaṭhara-pradīptiṃ

pracaṇḍa-rug-maṇḍala-khaṇḍanāstram/ abhyāsataḥ

kuṇḍalinī-prabodhaṃ candra-sthiratvaṃ ca dadāti puṃsām// HP 1.27.

58) iti paścimatānam āsanāgryaṃ pavanaṃ paścima-vāhinaṃ karoti/

udayaṃ jaṭharānalasya kuryād-udare kārśyam arogatāṃ ca puṃsām//

HP 1.29.

59) harati sakala-rogān-āśu gulmodarādīn-abhibhavati ca doṣānāsanaṃ

śrī-mayūram/ bahu kadaśana-bhuktaṃ bhasma kuryādaśeṣaṃ janayati

jaṭharāgniṃ jārayet kālakūṭam// H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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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화의 불은 점차 강화되는데, Matsyendra 아사나에서

소화의 불이 점화되고, Paścimata 아사나에서는 소화의 불을 일으

키며, Mayūra 아사나에서는 해로운 음식물을 모두 소화시키며,

독조차도 소화의 불로 중화시킨다. 그러므로 이 Mayūra 아사나에

서 소화의 불이 완성된다. 여기에 경맥학을 적용하면, 이러한 3종

아사나의 행법과 작용 경맥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3종 아사나의 행법과 작용 경맥

Matsyendra 아사나: 왼쪽 대퇴부 근저에 놓은 오른발과 [그 오른

쪽] 무릎의 바깥쪽에서 감싼 왼발을 [각각 반대쪽 손으로] 붙잡고서,

회전된 몸이 서야 한다. 이것이 성스런 Matsyendra가 설한 아사나일

것이다.60)

Paścimatāna 아사나: 두 발을 막대 모양으로 바닥에 뻗고, 두 팔(下

膊)로 양 발끝이 한 쌍이 된 발을 잡고서, 아래로 숙인 이마 부위를 무

릎 위에 유지해야 한다. 이것을 Paścimatāna라고 한다.61)

60) vāmorumūlârpita-dakṣapādaṃ jānor bahir veṣṭitavāmapādam/

pragṛhya tiṣṭhet parivartitāṅgaḥ śrī-matsyanāthoditam āsanaṃ syāt//

HP 1.26.

61) prasārya pādau bhuvi daṇḍa-rūpau dorbhyāṃ padāgra-dvitayaṃ

gṛhītvā/ jānūpari nyasta-lalāṭa-deśo vased-idaṃ paścimatānam āhu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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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ūra 아사나: [모아진] 양 손으로 바닥을 짚고, 그 팔꿈치를 배꼽

옆에 고정시킨 채, [몸이 곧게 펴져서] 막대기처럼 공중에 들어 올려

진 ‘높이 있는 아사나’이다. 이 좌법을 Mayūra라고 한다.62)

아사나에서 ‘소화의 불’이 발생하는 원리를 동양의 경맥학에 근

거해서 해석하면, 그 생리학적 원리가 분명해진다. 아사나의 실행

을 묘사한 <그림 1>에 표시된 점들은 수족삼양경맥(手足三陽經

脈)이다.

이와 더불어 수족삼양경맥의 노선을 각각 표시한 <그림 2>63)

를 참조하면, 아사나 각각의 자세를 취할 때, 작용하는 해당 경맥

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Matsyendra 아사나는 견관

절과 슬관절 외측을 흐르는 5양경맥을 움직이며, Paścimatāna 아

사나는 족태양방광경맥을 위주로 하여, 양(陽)에 해당되는 신체의

모든 부분을 늘려서 6양경맥 전체를 순행하도록 하여 소화기관인

HP 1.28..

62) dharām avaṣṭabhya kara-dvayena

tat-kūrpara-sthāpita-nābhi-pārśvaḥ/ uccāsano daṇḍavad-utthitaḥ khe

māyūram etat pravadanti pīṭham// HP 1.30.

63) 웹 사이트 “http://blog.youthwant.com.tw/fk1955/hc1151/1234/”의

‘人體經絡圖解’로부터 그림을 인용하여 화살표로 경맥의 순행 방향을

표시하였다. 선은 경맥의 흐름이며, 굵은 띠는 경근을 표시한 것이다.

손발의 6양경맥은 몸의 겉 부분을 관장하고, 손발의 6음경맥(태음, 소음,

궐음)은 몸 깊숙한 곳을 관장한다. 총 12경맥은 좌우에 각각 하나씩, 즉

한 경맥이 좌우에 하나씩 있으므로, 24개의 경맥이 좌우로 움직인다.

좌우 2개가 한 쌍이 되어서 좌우 흐름이 이루어진다.

음경맥 양경맥

손

수삼음경맥(페, 심포, 심)

-수태음폐

-수궐음심포

-수소음심

수삼양경맥(소장, 삼초, 대장)

-수태양소장

-수양명대장

-수소양삼초

발

족삼음경맥(비, 간, 신)

-족태음비

-족궐음간

-족소음신

족삼양경맥(방광, 담, 위)

-족태양방광

-족양명위

-족소양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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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6부(腑), 즉 담․소장․위․대장․방광․삼초에 직접적으로

열기를 제공한다. Mayūra 아사나는 행법 자체에서 화(火)의 특성

을 지닌 maṇipura-cakra(배꼽) 주변에 팔꿈치를 밀착시켜서 복부

에 강한 힘을 주게 되므로, 그곳에 기가 집중되어 열을 일으키게

된다.

<그림 2> 수족삼양경맥의 노선

이 6경맥은 주로 체표로 흐르고, 그 부위는 팔다리의 바깥쪽,

손등, 발등, 등(背), 목덜미, 어깨 등이며, 모두 두면부(頭面部)에서

복부와 다리로 내려가는 것이 그 순행하는 방향이지만, 양(陽)적

인 성향으로 인해서 언제나 상기(上氣)하는 상태에 있다. 양(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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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여 속으로 모이기보다는 겉으로 흩어지려 하고, 아래보다는

위를 향하여 움직이는 가벼운 활동적인 기운의 성향을 이르는 말

이다. 그래서 이들 양경맥의 맥기(脈氣)는 체표로 뜨고 위로 상기

하려는 열(熱)적인 성향이 있어서, 체내의 열기는 쉽게 이 수족삼

양경맥을 따라 복부에서 두면부로 역류하곤 한다.64) 이에 따라 이

들 경맥이 하향할 때 대부분의 병적 현상들이 해결된다.

요가의 기본적인 병리학에서도 상기(上氣) 증상이 초래되면, 손

발과 복부는 차가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면서 다양한 병증을 야

기하는 근원이 된다.

<그림 3> 6부의 모혈

이처럼 아사나(좌법)는 역류하는 양경맥의 열기를 배꼽을 중심

으로 하향시키는데, 정확하게 그 열기가 모이는 지점을 말하면,

64) 모든 상기증이 수족삼양경맥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아사나에서 관련된 경맥만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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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에 있는 모혈(腹部募穴)65)들이다. 이 복부모혈들은 각 양경맥

의 맥기를 이끌어서(導引) 모으기 때문에, 복부에서 자연스럽게

‘소화의 불’을 일으키고, 모혈을 통해서 소화기관인 6부(腑)로 들

어간 열기는 소화력을 증대시킨다. 이와 같이 체표로 역류하여 상

기하는 열기가 복부모혈로 모여서 안정되면, 자연히 차가운 복부

는 따뜻해지고, 소화의 장부인 6부(腑)는 기능이 정상화되어 병이

사라진다.66)

명대 이전의 침구학의 성과를 총괄한 침구대성(鍼灸大成)67)에
서 설명한 복부모혈의 주치증을 살펴보면, 복부모혈은 다음과 같

이 기(氣)가 내려가지 못하거나 한기(寒氣)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

증과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다.

6부 경맥 모혈 주치증

담 족소양 日月 主太息善悲，小腹熱欲走，多唾，言語不正，四肢不收。

소장 수태양 關元 主積冷虛乏，臍下絞痛，漸入陰中，發作無時，冷氣結
塊痛；寒氣入腹痛, ---

위 족양명 中脘 主五膈，喘息不止，腹暴脹，中惡，脾疼，飲食不進, --

대장 수양명 天樞 主賁豚，泄瀉，脹疝，赤白痢、水痢不止，食不下, ---

방광 족태양 中極 主冷氣積聚，時上衝心，腹中熱，臍下結塊，賁豚搶心，
陰汗水腫，陽氣虛憊, ---

삼초 수소양 石門 主傷寒，小便不利，泄利不禁，小腹絞痛, --

Ÿ 태식선비(太息善悲): 긴 한숨을 쉬며 슬픈 빛을 나타내는 증세.

Ÿ 다타(多唾): 침(唾)을 많이 뱉는 것. 대부분 위기(胃氣)가 허한(虛

65) 기운을 복부로 끌어들이는 혈을 모혈이라고 한다. 6음경맥의 모혈은

갈비뼈와 흉골에 위치하며, 6양경맥의 모혈은 복부에 위치한다.

66)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동규 외(2000) 참조.

67) 楊繼洲가 1601년에 명대 이전의 침구학의 주요한 성과를 총괄한

경혈학(經穴學) 전문서로서 침술 임상학의 중요한 원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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寒)하여 유음(留飮)이 가시지 않아 침이 많아진 것

이니, 뱉어 내도 또 생기는 병증이다.

Ÿ 적냉허핍(積冷虛乏): 냉기가 쌓여서 허(虛)하고 피로하여 고달픈

병증이다.

Ÿ 오격(五膈): 가슴과 횡격막 사이의 기(氣)가 막혀 음식을 삼키자

마자 토하는 병증인 5가지 격기(膈氣)를 말함. 위기

(胃氣)가 하강하지 못하는 병증이다.

Ÿ 분돈(賁豚): 신장에 덩어리가 생긴 것(腎積)으로서, 양기의 부족

에 의한 습(濕)이 주원인이다. 배꼽 아래에서 심장

으로 치고 올라와 통증이 심한 병증이다.

Ÿ 냉기적취(冷氣積聚): 냉기가 쌓여서 머무는 증세이다.

Ÿ 상한(傷寒): 한기에 상하는 것으로 감기가 그 대표적인 병증이

다.

이상의 병증에서처럼, 대부분 양기(陽氣)가 순행하지 못하고 역

류하면, 어쩔 수 없이 몸은 상열하냉(上熱下冷)의 상태에 처하게

되며, 위쪽에 기가 치중되어 내려가지 못하거나, 외부로부터 냉기

(즉 寒氣)가 더욱 쉽게 침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소문
(素問)의 기병론 (奇病論)에 있는 모혈에 대한 최초의 기록도 상

기(上氣) 병증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는 “담(膽)이 허해지고 기가

위로 넘쳐나는데, 입이 그로 인해서 씁니다. 그것을 치료함에 담

의 모혈과 배수혈로 치료한다.”68)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담

(膽)의 기가 위로 넘쳐 역류하여(上氣) 입 안이 쓰면, 복부에서는

모혈로 그 기를 모아서 담(쓸개)에 채우고, 등(背)에서는 배수혈69)

로 나르는 데 주안점을 두라는 뜻이다. 다음은 담경(膽經)의 모혈

인 일월(日月)에 대한 설명인데, 이러한 모혈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68) “故膽虛, 氣上溢, 而口爲之苦. 治之以膽募兪.” 이경우(2010) p. 347 재인용.

69) 배수혈(背兪穴)은 장부의 기가 배부(背部)의 특정한 곳에 모이는

혈자리이다. 이 혈의 위치는 모두 척추 양쪽 1촌 반쯤에 있는

족태양방광경의 제일측선(第一側線)에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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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月은 담경의 모혈이기 때문에, 담경의 기가 복부로 통하는 것이므

로 흉(胸)에서 복(腹)에 걸쳐 심한 통증이 있다든가 충분히 호흡할 수

없을 때 사용된다.70)

여기서 “충분히 호흡할 수 없을 때 사용된다”는 말은 침구대
성에서 일월(日月)의 효능 중 ‘태식선비’(太息善悲)의 한숨(太息)

과 같은 의미이다. 이 증상은 주로 가슴에서 기가 정체되어 호흡

이 압박되는 때 일어나는데, 이는 상열하냉(上熱下冷)과 더불어 전

형적인 역기(逆氣) 내지 상열상기(上熱上氣)로 인한 증상 중 하나

이다. 또한 상열상기하는 나디(경맥)가 제어되어 발생하는 복부의

열은 영열(靈熱), 졸화(拙火)로 알려진 꾼달리니(kuṇḍalinī) 현상의

발단이 된다. 이에 대해 HP와 ŚS에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바유(氣)는 응집되어서 불과 함께 꾼달리니를 일으키고서, 수슘나

속으로 어떤 장애도 없이 들어갈 수 있다.71)

연 줄기를 닮은 이 세 기도(iḍā, piṅgalā, suṣumnā)는 입구를 아래

로 두고 있다. 이것들은 척추에 의지하며, [각각] 달(soma, 月)과 해(sū

rya, 日)와 불(āgni, 火)의 형상이다.72)

이처럼 모혈로 기가 모이면 열이 발생하듯이, 바유가 모여서 발

생한 열기와 꾼달리니는 생명력의 근원(śakti)이다. 열기로 깨어난

꾼달리니에 의해 정화된 수슘나 나디를 통해서 쁘라나는 상승한

다.73)

70) 안영기(2002) p. 570

71) vāyuḥ paricito yasmād﹘agninā saha kuṇḍalīm/ bodhayitvā suṣumṇāyāṃ
praviśed﹘anirodhataḥ// HP 4.19.

72) nāḍyas tu tā adhovaktrāḥ padma-tantu-nibhāḥ sthitāḥ/ pṛṣṭhavaṃśaṃ

samāśritya somasūryāgnirūpiṇī// ŚS 2.17.

73) “이렇게 하여 꾼달리니는 수슘나의 문을 한결같이 열 것이다.

쁘라나(氣)는 그곳으로부터 떠나서 저절로 수슘나로 들어간다.” tena

kuṇḍalinī tasyāḥ suṣumṇāyā mukhaṃ dhruvam jahāti tasmāt prāṇo’yaṃ

suṣumṇāṃ vrajati svataḥ// HP 3.118



수행차제로서 아사나에 대한 경맥학적 해석 ∙ 285

2. 아사나 후속 차제에서의 경맥학적 원리

이상에서 고찰한 바를 아사나와 연계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아사나 수련은 체표로 흩어지면서 상승하는 열기를 양경맥의

순행 노선을 따라 아래로 이끌어서 복부모혈로 귀입(歸入)시키는

수행차제이며, 그 결과 불(火)을 요소로 하는 maṇipura-cakra의

자리인 배꼽을 중심으로 ‘소화의 불’을 일으키는 수련이다. 따라서

상열상기(上熱上氣)하는 나디(경맥)를 하향시키는 효력이 아사나

에 있으며, 그 결과 아사나 수련이 수행병으로 익히 알려진 상기

증을 해결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다.

또한 아사나를 통해 나디들이 자신의 노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순행하면, 경맥의 기가 복부모혈로 모여서 열기가 집적되므로, 꾼

달리니 각성의 토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위(寒)와

더위(熱) 등의 상반하는 것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74) ‘견고하고

안락한 것’(YS 2.46)으로서 좌법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아사나에서 열기를 발생시키고 제어하는 수련이 체표로 흐르는

부수적인 나디들의 열기를 제어함으로써 생명 활동을 바르게 유

지하게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HP는 아사나의 수행 생리학

을 간결하게 ‘소화의 불’(jaṭharāgni, 火)로 총괄하여 표현하였다.75)

74) śītoṣṇādibhirdvandvairāsanajayānnābhibhūyate// YBh 2.48. Bhoja는

“차가움, 뜨거움, 배고픔, 갈증 등”(śīta-uṣṇa-kṣut-tṛṣṇa-ādi ··· Rm

2.48.)이라고 예시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다른 판본(Kāvyatīrtha 2001:

106)에서는 이 대목이 “차가움, 뜨거움, 즐거움, 괴로움, 명예, 불명예

등”(śīta-uṣṇa-sukha-duḥkha-māna-avamāna-ādi)으로 서술되어 있다.

75) ŚS에서는 4종의 기본적인 좌법만 언급하는데, 그 중 HP의

Paścimatāna와 유사한 Ugrāsana(역강좌)에서 기가 불타오른다고

설한다. 한편 GhS에서는 전체 32종 중 11개 아사나의 효력을 소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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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HP는 이와 마찬가지로 쁘라나야마에서도 ‘체내의 불’(d

ehānala)을 수행의 증표로 반복해서 언급한다. 즉 Ujjāyī(승리, 2.5

2)와 Bhastrikā(풀무, 2.65)에서 직접적으로 체내의 불을 명시하고

있으며, Sītkārī(‘싯’ 소리, 2.54)와 Śītalī(냉각, 2.57)를 통해서 가슴

위쪽의 열기을 식히면서 아래로 그것을 하강시키는 데 주력한

다.76) Śītalī 즉, 냉각(冷覺)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그 효능을

드러내고 있듯이, 아사나와 마찬가지로 쁘라나야마 또한 공히 열

기를 제어하는 수련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아사나에서 ‘소

화의 불’과 호흡수련에서 ‘체내의 불’을 성취함으로써 체내외 나디

(경맥)는 정상적인 운행을 회복하면서 정화되고, 그 열기에 의해

서 꾼달리니는 깨어날 것이다.77)

수행차제상 아사나에서 쁘라나야마로의 이행은 외적인 ‘소화의

불’에서 내적인 ‘체내의 불’로 진전함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

로 나디(경맥)들을 수련하는 과정 또한 외부 나디에서 내부 나디

로의 진전을 의미한다. 이는 YS의 8지가 외적 지분(bahiraṅga)에

서 내적 지분(antaraṅga)으로 진전하는 것78)과 대응시켜 비교할

만하다. 실제로 하타요가의 쁘라나야마에서는 인체 중심에 위치한

수슘나 나디의 좌우 나디인 이다와 삥갈라 나디를 수련하는 과정

으로 진전된다. 본격적인 명상 단계에서는 몸의 가장 내밀한 중심

Makarāsana(악어 체위)와 Bhujaṅgāsana(뱀 체위)에서 체내의

불(dehāgni)이 증대된다고 설한다.

76) HP 제2장에서는 관장법에 의해서 불이 점화되고(2.18) Nauli에 의해서

불이 증진되며(2.34) Ujjāyī(2.52)와 Bhastrikā(2.65)로 체내의 불이

증강된다(2.52, 2.65)고 설한다. 그리고 제2장을 마무리하면서

쁘라나야마가 성취되면 그 증표로서 ‘불이 왕성하게 됨’(2.78)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77) HP 2.65～66에서는 풀무 호흡이 체내의 불을 증강시키고 꾼달리니를

깨운다고 그 효능을 설하고 있다.

78) 총지, 정려, 삼매의 세 단계는 8지 가운데 내적 지분으로서

saṃyama라고 지칭하며, 그 이전 5단계인 금계, 권계, 좌법, 조식, 제감은

외적 지분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SDS의

요가장 (pātañjaladarśana)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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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슘나 나디에 집중함으로써 생리학적 수행이 가장 내적으로

몰입된다.

수행차제가 진전되는 과정에 따라 요가의 나디(경맥) 체계를 간

략하게 요약하면, ‘다수의 나디에서 단일한 나디로’, ‘체표의 나디

(경맥)에서 체내의 나디로’, ‘확산(원심성)하는 나디에서 중심으로

집중(구심성)하는 나디로’ 진전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Prakṛt

i의 전변에서 환멸(還滅)로 진전되는 Sāṃkhya의 수행 논리와도

유사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요가 8지 중 아사나에서 총제(saṃyama)에 이르는 수행의

진전 과정을 다음과 같이 나디(경맥)의 진전 양상으로 개괄할 수

있다.

āsana → prāņāyāma → pratyāhāra → saṃyama

다수의 나디, 체표,

확산(원심성), 유출
⇛

단일한 나디, 체내,

집중(구심성), 환멸

아사나와 나디를 정화하는 쁘라나야마에서는 몸의 중심부에서

사지 말단으로 나디가 확산되는 양상(원심성)으로 묘사되는 반면,

pratyāhāra와 saṃyama 단계에서는 역으로 체내의 중심에 연결된

나디와 cakra에 의식을 몰입하는 양상(구심성)으로 묘사된다. 그

리고 본격적인 집중과 명상 단계인 saṃyama에 이르러서는 몸의

중심과 심중(心中, anāhata-cakra)이나 미간(ājñā-cakra)에 나디들

이 되돌아와서 환멸하는 수련으로 진전된다. 이처럼 아사나와 이

후의 수행차제에 대해서도 나디(경맥)의 생리학적 원리를 적용하

여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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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YS를 처음으로 주석함으로써 소위 요가철학을 선도한 Vyāsa는

“요가는 삼매이다.”(yogaḥ samādhiḥ)라고 단언한다. 그는 삼매를

성취하는 것이 요가의 목적임을 이와 같이 천명한 것이다. 그런데

YS에서는 삼매 성취의 구체적인 수단을 8지로 제시하며, 8지 중

에서는 제3지인 아사나(좌법)가 삼매로 나아가는 본격적인 수련의

시발이다. 이뿐만 아니라 아사나는 제8지인 삼매에 도달하기까지

유지되어야 할 수련의 기반이다.

본론은 일련의 수행차제에서 이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아사

나의 기능이 자세를 외형적으로 고정시키는 데 그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아사나의 기능을 내적 생명 원리인

쁘라나(氣)와 나디(경맥)로써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아사나를 비롯한 후속 수행차제에는 생리학에 의거하는

일관된 원리가 내재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고찰해보았다. 이와 같

은 취지로 고찰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아사나의 행법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문헌적 근거는

모호하다. 이 때문에 아사나를 생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더라도

이것을 검증할 만한 결정적인 문헌적 전거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하타요가에 이르기까지 아사나가 통용되어 다양

하게 발전해 온 이유는 요가의 비의적 전승 체계에서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이로 인해 요가의 생리학적 원리도 문헌상으로는 전승

되지 않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역설적으로 이해하자면, 요가의 생리학적 원리도 비의적

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전승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요가의

전통이 이미 그 생리학적 원리를 함축해 온 것으로 간주해도 무

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요가 전통의 안팎에서 통용되어 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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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학은 요가의 생리학적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대안들 중에서 해부생리학과 같은 서양 의학이나 아유

르베다와 같은 인도 의학은 부적합하거나 미흡하다. 이는 의학으

로서의 배경이나 관점이 요가의 수행 전통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요가의 전통을 연구하거나 계승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관점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 점에서 기(氣)와

경맥에 기초한 도교 수행과 요가의 유사성을 중시한 엘리아데나

모토야마 등의 견해와 연구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아사나

에 대한 경맥학적 해석의 가능성을 개방했으므로, 이들을 통해 요

가 생리학을 규명할 수 있는 도구로서 경맥학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가능성과 타당성은 HP의 관점으로

상당 부분 입증된다. HP에서 아사나의 중요한 효력으로 강조되

었던 ‘소화의 불’을 나디에 상응하는 개념인 경맥에 근거해서, 소

화의 장부인 수족삼양경맥과 그 모혈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아사나의 후속 차제인 쁘라나야마를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사나 수련을 통해 표층부에서 역류하는 양경맥

들을 제어하여 열기를 복부모혈로 이끌어서 나디의 흐름을 정상

화해야 한다. 이 같은 열기의 제어는 상기증의 제어에 직접적인

효력이 있으며, 열기를 그 특성으로 하는 꾼달리니 현상과도 직결

된다.

아사나 이후의 차제적 수행은 외적인 지분을 지나서 본격적인

명상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내적인 나디(경맥)로 몰입되어 간

다. 이처럼 요가 수행이 진전되면서 쁘라나(氣)가 중심으로 수렴

되어서(求心性) 소멸되는(laya) 나디(경맥)의 생리학적 과정이 수

행의 차제로 설정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고찰한 요가의 생리학적 원리는 아사나를 하나의

수행차제로 이해하고 수행의 일관성을 파악하는 데서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사나를 나디(경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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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리학적 원리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때, 수행차제로서 아

사나의 고유한 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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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pretation of Āsana as a Step of 
Discipline by the Principles of Merdian

Lee, Young Il(Dongguk University)

Jung, Seung Suk(Dongguk University)*

In all the Hindu discipline-traditions, yogic posture

(āsana) has been handed down as the representation of the

sublimeness of Hindu practitioners. But the āsana as a step

of Yoga-disciplines(aṣṭāṅga) has failed to give ground for

its justification. It was originated from the lack of dis-

cipline-physiology.

Āsanas (sitting postures) set as a step of praxis

(aṣṭāṅga) in Yogasūtra can be elucidated by dis-

cipline-physiology which is based on the physiological prin-

ciples of prāṇa and nāḍī, corresponding qi(氣) and meridian

(經脈) of the oriental medicine, respectively.

Like prāṇāyāma, āsana consists of the same physio-

logical context in Yoga-discipline. Āsana and prāṇāyāma

developed the physiological principles founded on the prāṇa

and nāḍī.

Since the body-heat flows between the internal organs

(五臟六腑) and the surface of body (or to the ends of the

limbs), it has a strong tendency to ascend to the upper

body. Āsana makes body-heat(熱氣) which overheated in

upper body go down to the abdomen.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most important effect of controlling the fire (agni,

火) in āsana is digestive fire (jaṭharāgni) generated in

Maṇipura-cakra, which is located in n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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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Haṭha(yoga)pradīpikā, the digestive fire

located in abdomen acts to purify nāḍīs(merdians, 經脈).

Then the next step, prāṇāyāma purifies the nāḍīs associated

with respiratory and reserves prāṇa by doing Kumbhakas.

At the same time, the accumulation of prāṇa acts to amplify

the fire in the body(dehānala) and finally to awaken

Kuṇḍalinī.

The physiology of Yoga is the science of Kuṇḍalinī,

which is awaken by the amplified heat in the body. In

saṃyama, all nāḍīs were absorbed in the center of body and

Anāhata-cakra or Ājñā-cakra.

Keywords: āsana, posture, discipline-physiology, prāṇa,

qi(氣), nāḍī(經脈), agni, meridian, haṭhayoga,

aṣṭāṅgayoga, body-heat, digestive fire,

jaṭharāgni, prāṇāyāma, Haṭhayogapradīpik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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