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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레카나(sallekhanā)는 단식과 명상을 통해 신체와 욕망을 바르게 소
멸시켜 영혼의 자유를 도모하는 임종시의 수행법이다. 현 인도에서 자살로 
판결되어 논란중인 살레카나는 자발적 으로 죽음을 단행한다는 점에서 자
살의 형태를 띠지만, 내적인 동기와 방법에 있어서 자살과 정 반대의 성격
을 지닌다. 

본고에서는 살레카나의 본질과 의의를 밝히기 위해 우선 살레카나의 어
의와 다양한 동의어, 죽음을 직시하고 대결하는 자이나교의 생사관, 17종
에 이르는 다양한 죽음 분류속의 살레카나의 위치를 정리했다. 

다음으로 공의파 수행서인 Ratnakaraṇdaśrāvakācāra(RK)와 백의파 
요가서인 Yogaśāstra(YŚ)의 살레카나장을 분석하여 살레카나 서약의 실
행과정을 밝혔다. 

이어서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실행 사례를 든 후, 마지막으로 각성된 죽
음의식으로서 살레카나가 지닌 가치를 드러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자발적이고 각성된 이 죽음의 방법은 현대사회
의 법률과 가치가 재단하기에 앞서, 죽음을 초월하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자유의 힘찬 표현이므로 귀중한 지표로서 존중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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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발적 죽음

대부분의 인간은 자발적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죽지 

않는다. 태어남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세계 속으로 던져진 이후에

는 살아야 하고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삶의 끝인 죽음은 

삶이 있는 한 근원적인 공포로 내재되어 공존한다. 죽음이야말로 

삶에 비자발적으로 던져진 인간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한계일 것

이다. 이 한계를 자각하고 어떻게든 극복하고 초월하고자 하는 노

력이 삶에 대한 주권의 실현일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요구를 가

장 원칙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자발적인 단

식사(斷食死)로 알려진 자이나교의 살레카나(sallekhanā)에서 찾을 

수 있었다. 
에밀 뒤르켐은 자살론에서 자이나교의 이 종교적 죽음을 자

기를 부정하여 다른 목적에 헌신하는 이타적인 자살이라고 간단

히 언급했다.1) 그렇다면 자살의 형태를 띠는 살레카나를 일반적

인 자살의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근원적 공포인 죽음을 자

발적으로 미리 맞이하는 ‘자살’은 자발적 죽음으로서, 주권의 표현

이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삶의 고

통에 충동적으로 저항하는 자살은 자발적 죽음의 형태를 띠지만 

내적으로는 삶의 가장자리에서 내몰린 선택이기에 성숙한 자발적 

죽음이 아니다. 자살이야말로 고민해야할 근본문제라 말했던 알베

르 카뮈도 탄생과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므로 자살을 택하지 않았

다. 

1) 에밀 뒤르켐(1994)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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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나교의 살레카나는 본질에서 일반적인 자살과 정반대의 동

기와 성격을 보여준다. 카뮈가 자살을 고민했던 부조리의 지점에

서 인도의 종교, 특히 슈라마나 전통의 자이나교는 부조리를 안고

서 자기초극의 수행을 시작한다. 삶의 부조리에 굴복한 자살과 부

조리를 극복하기 위한 수행의 일환이자 완성인 살레카나는 정반

대에 위치해 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선취(先取)하는 

수행을 통해 죽음을 주체적으로 직면하고 극복한다.
일반적으로 힌두전통에서는 죽음의례인 슈라다(śrāddha)의 정

화과정을 통해 사자(死者)를 조상신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바람직

한 죽음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례를 거치지 않고 생전

에 수행자들이 명상과 단식 등의 수행을 통해 죽을 경우 이미 정

화된 완전한 죽음으로 신성시한다.2) 근대 인도의 종교운동가 비

노바 바베(Vinoba Bhave, 1895-1982)는 1982년에 질병에 걸리자 

그해 11월15일에 더 이상의 연명치료와 음식을 거부한 뒤 임종했

다. 이러한 사례는 힌두 전통에서도 존경받는 바람직한 죽음이지

만, 정확히는 자이나교의 살레카나와 같다. 
그런데 이 살레카나를 최근 2015년 8월10일 라자스탄 고등법원

에서 자살로 판결하자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자이나교도들의 대

규모 집회가 이어졌고, 8월31일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유예시켰

다.3) 인권운동가 소니 니킬(Soni Nikhil)이 2006년에 살레카나를 

자살 및 자살교사죄로 기소한 뒤 내려진 이 판결4)은 현재 인도 대

법원에 의해 보류되었으며 전문가의 예측에 의하면 향후 6-7년 

후에야 결말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 인도에서 금지당해 사회적 논란 중인 살레카나는 자이나

교에서 2,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조인 마하비라(mahāvira)뿐 

2) 김진영(2014) pp. 69-74.
3) BBC News(2015. 8. 31) ; The Indian Express(2015. 9. 2).
4) Rajasthan High Court(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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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 이전부터 신성시되어 추구된 수행이다.5) 본고의 실행 

사례에서 고찰하겠지만, 현 인도에서 연간 300-400명이 살레카나

로 삶을 마감하고 있을 정도로 살아있는 전통이다. 
본고는 자이나교에서 죽음에 이르러 행하는 고행인 살레카나의 

다양한 측면을 정리하여 살레카나의 전모를 밝히고, 현대의 일반

적인 죽음들과 차별되는 살레카나의 의의를 드러낼 것이다. 
우선 ‘Ⅱ. 살레카나란 무엇인가’에서 살레카나의 어의와 동의어, 

자이나교의 생사관과 죽음분류를 정리했다. 자이나교의 생사관을 

잘 담고 있는 Prakīrṇaka(雜編, Paiṇṇa)에 속하는 많은 경전들이 

임종 때 행하는 단식이나 마음가짐 등을 설하는데, 그 중 

Candravedhyaka(CV)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Ⅲ. RK와 YŚ
의 살레카나 브라타’에서는 공의파와 백의파의 두 텍스트에 나타

난 살레카나의 정의 및 절차 등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정리했

다. 특히 Samantabhadra(5C)의 Ratnakaraṇḍaśravakācāra(RK)는 

당시 성행하던 자이나 재가자들의 수행서를 대표하는 중요 문헌

으로서, 제5장 살레카나장에 살레카나 브라타(서약)를 상세히 담

고 있다. 이들은 중세 스페인에서 성행한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규범서류인 ‘아르스모리엔디’류6)와 비견되는 중요한 문헌들이다. 
다음 Ⅳ장에서 살레카나를 실행한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본 뒤, Ⅴ장에서 살레카나의 의의를 밝혔다.

5) Billimoria(1992) pp. 338-339. 
6) 이만희(2009) pp. 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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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살레카나란 무엇인가

1. 살레카나의 어의와 다양한 동의어

sallekhanā 는 saṃ√likh의 파생어로, ‘바른 소멸’을 뜻한다. 일
반적으로 ‘신체가 축소되는(lekhana) 바람직한(sat) 방법’이 살레

카나라고 정의된다. 축소되어야 할 신체란 육체인 조대신(audāri-
ka-śarīra)뿐 아니라 윤회의 수단이자 주요 원인인 업신(業身: 
kārma-śarīra)까지 포함될 것이다. Baya가 물리적(dravya) 살레카

나가 신체를 소멸한다면, 정신적(bhāva) 살레카나가 열정과 욕망

을 소멸시킨다고 분류한데서 알 수 있다.7)

이 살레카나라는 주로 백의파에서 쓰는 용어로서 단식을 통해 

신체와 격정을 소멸시키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김미숙은 살레

카나를 바른 죽음(正死)으로 번역하여, 삶의 최종 단계에서 행하는 

바른 수행법의 의미를 부여했다.8) 
그런데 7~13C 슈라바나벨라골라(Sravanabelagola)의 살레카나

를 기리는 비문(碑文 niṣidhi)들에 나타나는 술어들은 매우 다양하

다. 단식을 강조하는 sallekhāna 외에 성전의 지식을 강조하는 

ārādhana, 5종 만트라의 염송을 강조하는 pañcapada, 자제와 금

욕을 강조하는 sanyasana, 명상을 강조하는 samādhi, 바른 지식

을 강조하는 paṇḍita, 고행의 과정을 강조하는 pāuggamaṇa등이 

나타나지만, 이 여러 술어가 가리키는 죽음은 한 가지이다.9) 단식, 

7) Baya(2006) 2.31.
8) 김미숙(2013) p. 237.
9) Setter(1989)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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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 자기 억제, 성전 학습, 만트라 염송 등으로 구성되는 이 죽

음을 백의파에서는 대표적으로 살레카나, 혹은 산타라(saṃthāra)
라고 부르고, 공의파에서는 사마디마라나(samādhimaraṇa, 三昧
死)라고 부른다. 
자이나교의 이 평온한 죽음을 다방면의 문헌 속에서 연구한 

Baya는 이 세 용어(산타라, 살레카나, 사마디마라나)를 구분하여 

연구했다.10) 백의파의 살레카나는 산타라를 위한 예비적 단계의 

고행으로 분류된다. 사마디마라나는 명상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측면을 강조한 용어인데, 백의파에서 ‘죽음의 침상’을 뜻하는 산타

라가 명상적인 죽음인 사마디마라나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의 17종 죽음 중 마지막의 자발적인 3종 죽음 모두 마

지막 prāyopagamana11)로 대표되어 일컬어져 살레카나 자체와 

동의어로 쓰여지며, 때때로 사마디마라나로도 칭해진다. 살레카나

는 단식을 강조한 술어이며, 업의 유입과 불살생을 막으려는 동기

가 강하다. 그러나 극심한 허기짐에서 생기는 마음의 동요는 새로

운 업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마디마라나를 

강조한 것이다.

2. 생사관과 살레카나

자이나교의 생사관은 존재론과 해탈 수행론의 맥락에서 이해해

야 한다. 자이나교의 존재론은 6실체(dravya)의 다원론12)이지만 

10) Baya(2006) 2.3. 
11) 후에 백의파에서 프라크리트 pāovagamana를 종종 pādapagamana로 잘못 

범어 표기화하였고, 공의파에서는 pyāya로 약칭했다. Willams(1963) 
pp.166-167.



각성된 죽음, 자이나교의 살레카나 ∙ 225

활동적 실체(dravya)인 영혼과 물질의 이원론에 기반하여, 물질로

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정화의 길을 추구하는 해탈 수행론이 골격

이다.13) 순수한 영혼에 오염된 감정을 매개로 하여 부착된 물질은 

카르마의 장(業障, karamāvaraṇa)을 형성하며 영혼을 속박하여 

윤회하도록 한다. 탐진치 등으로 오염된 마음을 단식과 명상 등의 

수행으로 정화하여 영혼만이 독존(獨存, kevala)하게 되는 경지가 

해탈이다. 
그런데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물질의 유입을 차

단하고 이전의 물질을 소멸해야 하는데, 이 차단과 소멸의 방침이 

서약(vrata)이다. 서약은 출가자들의 5대서약과 재가자의 12소서

약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살레카나에 관해서는 백의파와 공의파에 

따라 12소서약 밖에 추가 서약으로 놓는 등의 견해 차이가 있지

만14) 공통적으로 죽음때 행하는 마지막 서약인 살레카나 자체는 

출가, 재가를 불문하고 수행의 지고한 완성으로 신성시되어 왔다. 
백의파의 성전군 중 Prakīrṇaka(雜編, Paiṇṇa)에 속하는 여러 

경전들은 임종 시에 행하는 단식이나 마음가짐에 관한 내용을 담

고 있다.15) 그중에서도 수행 편람인 Candravedhyaka(혹은 Cand-
āvejjhaya, CV)의 마지막장은 죽음의 덕(德)을 설한다. Candāvejj-
haya는 ‘(과녁의) 중앙을 쏘는 자(를 위한 파인나)’의 의미로 비교

적 늦은 시기의 성전인데 성립연대는 불분명하며 Mahārāṣṭri로 

쓰여졌다. CV의 제7장 죽음의 덕(117송-175송)에는 생사관과 살

12) 우주를 구성하는 활동적인 개별 실체들은 영혼(jiva, atman)과 

물질(pudgala)이고 나머지 시간(kala), 허공(akāśa), 운동원리(dharma), 
정지원리(adharma)는 영혼과 물질이 활동하는 시공간적 토대이다. 

13) TS. 1.4는 “지바, 물질, 유입, 속박, 차단, 소멸, 해탈이 진리이다.(jīvājīvāsrav
abandhasaṃvara-nirjarāmokṣās tattvam)”라고 하여 7제를 설명하는데, 
영혼(지바)이 물질의 속박 상태에서 해방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14) 살레카나 서약과 12소서약은 본고 Ⅲ장의 2) 자격과 서약(vrata) 부분을 

참조할 것.
15) Wiley(2004) p. ⅩⅩ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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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카나의 내용이 담겨있다.16) 
CV는 출가의 의의가 바로 임종 시에 완성되며, 이때 혼미하지 

않고 청정하게 영혼에 안주하는 자가 완성자라고 한다.17) 무지한 

자의 죽음은 고통스럽지만18), 만전의 준비를 한 자나 깨달은 자는 

살레카나의 서약을 즐겁게 고통 없이 수행하여 과녁에 화살을 맞

추듯이 아트만을 해탈로 이끈다.19) 현자는 죽음의 순간 영혼에 부

착된 업 물질이 방출될 때 오직 바른 믿음과 각성에 의지하여 순

수 영혼에 집중해야 한다.20) 또한 평생 수행에 매진한 출가자라도 

16) 본고는 Mahārāṣṭri로 쓰여진 CV에 관한 谷川泰敎(1977), Baya(2002)를 

참조했다.
17) CV. 173. “바로 이 죽는 그 순간에 출가[의 의의]가 달성된다. 죽을 때 전혀 

헤맴 없는 완성자라고 불리운다.” (ettha samappai iṇamo pavvajjā 
maraṇa-kāla-samayammi/ jo hu na mujjhai maraṇe sāhū ārāhao 
bhaṇio//)

18) CV. 117-119. “무지한 사람이 제어되지 않은 말을 타고 훈련도 하지 않은 채 

적군을 격파하려 하였다. 그 병사와 말은 이미 훈련과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장에서 적군과 만나자마자 살해당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행하지 

않는 자는 죽음에 임박하여 신체 속에 고통이 닥칠 때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다.” (jaha aniyamiya-turaṃge ayāṇamāṇo naro samārūḍho icchejja 
parāṇiyam aigantuṃ jo-jogo// so puriso so turago puvviṃ 
aniyamiya-karaṇa-jogeṇaṃ daṭṭhūṇa parāṇiyaṃ bhajjantī do vi 
saṃgāme// evam akāriya-jogo puriso maraṇe uvaṭṭhie sante na bhavai 
parīsaha-saho aṅgesu parīsaha-nivāe//) 

19) CV. 124. “성전지를 완전히 얻지 못한 수행자라도 이미 만전의 각오가 

있다면, 자제사의 서약을 즐겁게 고통 없이 수행한다.” (asamatta-suo vi m
uṇī, puvviṃ su-kaya-parikamma-parihattho, saṃjama-maraṇa-painnaṃ 
suhaṃ avvahio samāṇei//)

CV. 128. “무기인 활을 들어 화살을 현에 걸어, 마음을 결단하고 나서, 
자신의 기술을 반성하면서 과녁의 중앙에 쏜다.” 
(uppīliyā-sar’āsaṇa-gahiy’āuha-cāva-nicchiya-maīo vindhai 
candaga-vejjhaṃ jjaḥyanto appaṇo sikkhaṃ//)

CV. 130. “그러므로 과녁의 중앙(=해탈)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방심하지 

않고 아트만이 해탈의 길에 있어서 활시위(=德)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tamhā candaga-vejjhassa kāraṇā appamāiṇā niccaṃ 
avirahiya-guṇo appā kāyavvo mokkha-maggam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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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시에 다른 수행자들 앞에서 살레카나 서약을 행하는 것은 숙

련된 의사일지라도 자신의 병을 다른 의사에게 말하며 서로를 치

료하는 것과 같다.21) CV. 133-140은 속박의 근원적 원인인 애착

과 증오를 지멸하는 것(rāgaṃ dosaṃ ca tahā), 신구의(maṇa-va-
yaṇa-kāya)를 다스리는 것, 감관을 제어하고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 생명을 사랑하는 것, 순수 명상에 전념하는 것(sukka-jjhāṇāb
-himuho)등이 바로 ‘죽음에 전념하는 것(maraṇe kayajogo)’라고 

반복하여 강조한다22). 생전의 수행은 삶을 완성하는 일이자 곧 죽

음을 완성하는 일이며, 곧 죽음에 전념하는 일이다. 이는 삶에서 

항상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종교적 자각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살레카나는 죽음에 전념하는 마지막 방법인 것이다.

3. 죽음의 분류와 살레카나

전통적으로 자이나교에서는 죽음을 크게 2종, 3종, 5종외에도 

20) CV. 159-161. “모든 마음의 상태를 깨끗하게 하여, 완성에 마음을 향하여 

신뢰하고 (죽음의) 침상에서, 다음을 마음에 전념해야 한다.// 나에게 영원한 

것은 단지 하나, 지식과 신앙을 가진 아트만이다. 남은 것은 모두 나에게 

외적인 것이고 속박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어떤 것도 없다. 나는 무엇에도 속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소유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 게다가 나에게 소속된 것도 없다.” (to savva-bhāva-suddho 
ārāhaṇamai-muho visaṃbhanto/ saṃthāraṃ paḍivanno iṇamo hiyaeṇa 
cintejjā// ekko me sāsao appā nāṇa-daṃsaṇa-saṃjuo/ sesā me bāhirā 
bhāvā savve saṃjoga-lakkhaṇā// ekko’haṃ n’atthi me koī n’atthi vā 
kassaī ahaṃ/na taṃ pekkhāmi jassāhaṃ na so bhāvo u jo mahaṃ//)

21) CV. 172. “숙련된 의사여도 자신의 병을 (다른) 의사에게 말하고, 후자는 

전자를 치료하려 하듯이 수행자도 또한 스승 앞에서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 
(jaha sukusalo vi vejjo annassa kahei appaṇo vāhiṃ/ so se karai 
tigicchaṃ sāhū vi tahā guru-sagāse//)

22) CV. 133-140 ; 谷川泰敎(1977) p. 33.



228 ∙ 印度哲學 제48집

12종, 17종 심지어 48종까지23) 상설하며 분류한다. 우선 최고층의 

성전인 Uttarādhyayanasūtra(Uttarajjhayaṇasutta, US)는 죽음을 

비자발적 죽음(akāma-maraṇa)과 자발적 죽음(sakāma-maraṇa)
으로 나눈다.24) 전자는 성행위를 하고 술과 고기를 먹는 범부들의 

죽음이고, 후자는 행위가 바른 출가자, 재가자들의 죽음이다. 이 

비자발적-자발적 죽음은 범부의 죽음(bāla-maraṇa)과 현자의 죽

음(paṇḍya-maraṇa)으로도 일컬어지며25), 범부들의 죽음은 다시 

12종으로 분류된다.26) 이 12종에는 다양한 극단적인 자살들이 열

거되는데 마하비라에 의해 결코 권유되거나 인정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두 죽음의 형태 사이에 범부이지만 현명한 자들의 죽

음(bāla-paṇḍya-maraṇa)27)을 추가하는데 이는 살레카나를 행하

는 재가자를 염두에 둔 분류이다. 또한 인식 능력에 따라 무지자

23) 자이나교는 48종의 죽음을 3종의 죽음, 즉 범부의 죽음, 현자의 죽음, 
범부이자 현자인 자의 죽음의 3종으로 재분류한다. Setter(1989) p.ⅩⅩⅤ 
참조.

24) US. 5.2. “비자발적인 죽음과 자발적인 죽음이 있다.” (akāma–maraṇaṁ 
ceva sakāma–maran,aṁ tahā//)

25) US. 5.3. “비자발적인 죽음는 범부의 죽음이고, 그것은 [같은 개인에게] 
여러번 일어난다. 자발적인 죽음은 현자의 죽음이며 단 한번 일어난다.” 
(bālāṇaṁ Akāmaṁ tu maraṇaṁ asaiṁ bhave/ paṇḍiyāṇaṁ sakāmaṁ tu 
ukkoseṇa saiṁ bhave)//

26) Vyākhyāprajñaptisūtra는 범부들의 12종의 비자발적 죽음 ①형식적인 

출가수행자의 죽음(valāya), ②감각대상에 속박된 일반인의 죽음(vas’aṭṭa), 
③수치심이나 체면 때문에 살레카나 서약시 자신의 죄를 완전히 고백, 
참회하지 않은 자의 내적으로 속박된 죽음(antosalla), ④죽은 자가 같은 

생을 받는 죽는 법(tab-bhava), ⑤산에서 뛰어내리는 죽음(giri-paḍaṇa), 
⑥나무에서 뛰어내리는 죽음(taru-paḍaṇa), ⑦물에 빠져드는 

죽음(jala-ppavesa), ⑧몸을 태우는 죽음(jalaṇa-ppavesa), 
⑨음독자살(visa-bhakkaṇa), ⑩칼로 자살하는 것(satthovāḍaṇa), 
⑪익사(vehāṇasa), ⑫짐승에게 먹히는 죽음(giddha-paṭṭha)로 정리된다. 
奧田淸明(1976) p. 1155-1156 ; Baya(2007) 2.2 참조.

27) Mūlācāra. 2.23.(=Āurapaccakkhāṇa 35), “tivihaṃ bhaṇanti maraṇaṃ 
bālāṇaṃ bāla-paṇḍiyāṇaṃ ca/ taiyṃ paṇḍiya-maraṇaṃ jaṃ kevaliṇo 
aṇumaranti//”. 奧田淸明(1976) p. 115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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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āṇa), 오류가 남은 자(chaumattha), 일체지자(kevali)의 3종 

죽음이 나타나는데 이하 17종 죽음에 포함된다. 
그리고 US의 Niryukti에 17종의 죽음 분류가 나타난다.28) 이 17

종 죽음을 간략히 설명하면 ①수명이 다한 죽음(āvīci), ②같은 상

태로 윤회하며 반복되는 죽음(avadhi), ③같은 상태로 윤회하지 

않는 죽음(ātyantika), ④서약을 완수하지 못하고 기아에 고통받는 

죽음(valaya), ⑤실의나 분노 상태에서 과식하거나 과음하는 등의 

감각적 쾌락에 굴복하면서 생긴 죽음(vaśārta), ⑥총알이나 화살에 

박힌 채 죽는 것 또는 영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속죄 없이 맞이

한 죽음(antaḥśalya), ⑦현재의 삶에서 받아들인 죽음(tadbhava), 
⑧세속에 대한 집착을 가진 어리석은 자의 죽음(bāla), ⑨정견과 

정행을 지니고 세속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 자의 죽음(paṇḍita), ⑩
재가자로서의 소서약을 지킨 죽음(bālapaṇḍita), ⑪일체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투시력과 텔레파시를 얻은 수행자의 죽음

(chadmastha), ⑫일체지자의 죽음, ⑬나무 등에 자신의 목을 맨 

자살의 죽음(vaihāyasa), ⑭큰 동물의 시체에 들어감으로 인한 죽

음, ⑮단식에 의한 자발적인 죽음(bhaktapratyākhyāna), ⑯제한된 

장소에 들어가 도움 없이 행하는 자발적인 죽음(inginī), ⑰고목(枯
木)처럼 어떤 동작도 없이 도움 없이 행하는 자발적 죽음(pādapo-
pagamana)으로 나뉜다.29) 이 분류는 어떤 기준 없이 기존의 다양

한 죽음을 열거하고 종합한 것이므로, 이 17종의 죽음을 5종으로 

분류하면 ①어리석은 배교자(bāla-bāla)의 죽음, ②어리석은 자이

28) 기존의 여러 죽음 분류를 종합한 17종의 죽음 분류가 US 외에 Samavāya와 

공의파의 Mūlācāra에도 나타난다. Mūlācāra의 주석서 Āśādhara는 17종 

죽음의 명칭(āvīi, ohi, āyantiya, valāya, vas'aṭṭa, antosalla, tabbhava, 
bāla, paṇḍiya, bāla-paṇḍiya, chaumattha, kevali, bhatta-paiṇṇā, iṅgiṇī, 
pāovagamaṇa)을 거론하는데 백의파의 명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奧田淸明(1976) pp. 1158-1159 참조.

29) Braun(2015) pp. 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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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자(bāla)의 죽음, ③다소 어리석지만 현명한 자이나 신자

(bāla-paṇḍiya)의 죽음, ④현명한 자이나 신자(paṇḍiya)의 죽음, 
⑤완성된 자이나 신자(paṇḍiya-paṇḍiya)의 현명한 죽음이다.30) 
이 중 현명하거나 완성된 자이나 신자의 죽음은 17종 죽음 중 

마지막의 자발적인 3가지 죽음과 같다. 이 3가지의 자발적 죽음을 

자세히 살펴보자. bhaktapratyākhyāna는 자발적인 단식사로 장

소이동(savicāra)이 가능하거나 아닌 죽음 2가지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병으로 걸을 수 없는 자의 단식사(niruddha), 맹수에게 물려 

죽음에 임박한 자가 스승에게 참회한 뒤의 죽음(niroddhatara), 
말조차 할 수 없는 자가 마음으로 참회 고백한 뒤의 죽음

(paramaniruddha) 3가지로 나뉜다. inginī는 타자의 조력 없이 자

력으로 죽기 위해 돌이나 흙만 있는 죽음의 장소로 가서 마음속으

로 참회고백을 마치고, 모든 소유물을 버린 뒤에 단식하며 명상에 

침잠하며 죽는 것이다. 단식의 기간이 길어져 경전의 의미를 숙고

할 수도 있고, 규칙에 따라 대소변을 배출하더라도, 또 다시 생명

을 재개하는 활동은 포기하며 극단적으로는 맹수 등에게 공격당

하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오직 죽음만을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pādapopagamana는 가장 엄격한 죽음으로 신체를 완전히 움직이

지 않고서 직립부동의 자세인 카욧사르가(kāyotsarga)를 취한 채 

죽음을 기다린다. 선채로 죽음을 기다리는 이 임종은 신체와 의식

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최상의 수행자에게 가능한 고행이

다. 이 3가지 자발적 죽음은 몸을 두는 장소나 사지의 운동, 단식 

등의 정도가 bhaktapratyākhyāna → iṅgitamaraṇa → pāovaga-
maṇa 순서로 혹독해진다. 
고층 성전에 나타난 위의 3가지 자발적 죽음에서 당시 사문 출

가자들의 임종 방식을 엿볼 수 있으며, 현대에 행해지는 일반적인 

30) 이하 죽음의 종류 분류는 奧田淸明(1976) pp. 1158-1161의 내용을 정리하여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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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레카나보다 극단적인 방식으로 보이지만 1940년대에 뜨거운 볕 

아래에서 임종을 기다린 공의파 승려의 사례31)를 보면 여전히 계

승되는 전통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범부와 현자의 죽음에 수명업(ayūskarma) 여부로 

3가지 죽음을 더하여 5종인 bāla, paṇḍiya, āvii, ohi, āyntiya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āvii는 수명업의 입자가 진동하는 상태이고, 
āyantiya는 더 이상 진동하지 않는 수명업의 입자 상태를 말한다. 
이는 감수업을 제어하여 수명업과 일치시키는 제어하는 독존자 

유출의 행법과 관련된 분류로 보인다. 최상의 고행자는 직립의 명

상인 카욧사르가 상태에서 순수 명상에 들어 감수업을 제어하는 

독존자 유출을 행하며 수명업을 제어한다. 살레카나와 명상과의 

내적 관계에 관한 연구는 차후의 연구 주제로 남기고자 한다.

Ⅲ. RK와 YŚ의 살레카나 브라타

1. 정의와 서약(vrata)

1) 정의

RK는 공의파의 학승인 Samantabhadra가 5C경에 지은 출가자

와 재가자를 위한 수행지침서이다. RK의 제5장은 살레카나장으로 

전반부에서 살레카나의 정의와 실행 절차 및 위배 사항 등을 다룬

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Prabhācandra의 주석서 Ratnakraṇḍa-

31) Calillat(1977)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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śrāvakācaraṭīkā(RKṬ)를 참조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살레카나장(Sallekhanāpratimā)은 “재해, 기아, 노쇠 그리고 병

에 [대한] 구제법이 없을 때 다르마를 위해 행하는 신체의 해방을 

성자들은 살레카나라고 부른다”32)라고 정의하며 시작한다. 재해 

등의 상황에서 다르마를 위해 행하는 신체의 해방이 살레카나라

고 한다. 주석서 RKṬ의 내용을 보자.

가나드하라(Ganadhara)같은 성자들은 살레카나를 말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신체를 해방시키는 것 즉, 신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동물과 

인간과 신이 만들어낸 재해의 시기에 [행해진다]. 회복할 수 없을 때, 
즉 구제 방법이 없을 때 행해져야 한다. 이 조건은 기근과 노쇠 및 병

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신체로부터 해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다르

마, 즉 삼보(ratnatraya)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타 학파의 바라문을 

살해하는 등의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니다.

신체의 해방이란 신체의 포기(śarīratyāga)를 의미하는데, 곧 자

발적으로 신체의 생명이 소멸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위에

서 언급했듯이 살레카나의 용어가 신체의 바른 축소를 뜻하는 것

과 같다. 
그렇다면 살레카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RKṬ는 해방의 목적은 

다르마 중에서도 해탈의 수단인 삼보의 달성이라고 한다. 살레카

나는 다르마를 유지하며 수행을 지속할 힘이 없을 때 타인에게 피

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 행하는 다르마의 실천이다.
그러나 다르마의 실천인 살레카나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

니다. RK는 재난, 기아, 노쇠, 불치의 병에 처했을 때 살레카나를 

실행한다고 한다. 기근과 재해, 노쇠의 상황에 생명의 부지가 타

인에게 해를 끼치며, 더 이상 다르마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만 

32) RK. 5.1. upasarge durbhikṣe jarasi rujāyāṃ ca niḥpratīkāre/ dharmāya 
tanuvimocanam āhuḥ sallekhanām āryā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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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것이다.
12C 백의파 Hemacandra의 방대한 요가서 Yogaśāstra(YŚ)는 

특히 살레카나를 실행해야할 조건으로 다르마의 유지 여부를 중

시한다.

[6가지] 정해진 의무를 행할 수 없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단식에 의

한 살레카나[서약]를 실행하고서, 새로운 훈련을 행한다”33)

여기에서 6가지 정해진 의무(āvaśyaka)라는 것은 YŚ의 주석서 

Svopajñāvṛtti(Sv)에 따르면, ①평정의 훈련(sāmāyika), ② 24티르

탕카라에 대한 귀의(caturviṃśatistava), ③출가 스승에 대한 경배

(vandanaka), ④죄의 참회(pratikramaṇa) ⑤신체의 포기(kāyotsa-
rga), ⑥정해진 시기의 특정한 음식과 행동의 금욕(pratyākhyāna)
이다.34) 즉, 수행해야 할 다르마들은 이 6가지 의무이다. 
살레카나는 RKṬ 2송에서 고행, 사마디마라나라고도 불린다. 

일체지자들은 칭찬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고행의 결과, 즉 결과를 

동반하는 고행이다. 어떠한 것인가. 뛰어난 노력이 가해진 고행이란 

죽을 때 행위의 의지처인데, 그 의지처인 고행이 바로 그 결과이다. 이
와 같기 때문에 힘이 지속되는 한 사마디마라나(samādhimaraṇa), 즉 

살레카나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35)

33) YŚ. 3.148. so ’thāvaśyakayogānāṃ bhaṅge mṛtyor athāgame/ kṛtvā 
saṃlekhanām ādau pratipadya ca saṃyamam//

34) 6가지 의무에 대한 내용은 YŚ 3.129의 주석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Quarnstrom(2002) p. 71 참조.

35) RKṬ. 5.2. sakaladarśinaḥ stuvate praśaṃsanti/ kiṃtat? tapaḥphalaṃ tapa
saḥ phalaṃ tapaḥphalaṃ saphalaṃ tatp ity arthaḥ/ kathaṃbhūtaṃ sat? 
antaḥkriyādhikaraṇaṃ ante kriyā saṃnyāsaḥ tasyā adhikaraṇaṃ samāśr
ayo yat tapas tatphalaṃ/ yata evaṃ, tasmād yāvadvibhavaṃ yathāśaktiḥ 
samādhimaraṇe prayatitavyaṃ prakṛṣṭo yatnaḥ kartavy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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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레카나는 사마디마라나라고도 불리며, 그것은 죽을 때 행위의 

의지처가 되는 고행(tapas)의 일종인 것이다.

2) 자격 및 서약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과 목적에서 누가 살레카나를 행하는

가. RKṬ는 “해탈 가능자들(bhavya)들은 반드시 살레카나를 행하

는 노력을 해야 한다.”36)고 한다. 해탈 가능자란 해탈 가능성

(bhavyatva)을 지닌 존재들로서 자이나교의 삼보중 하나인 정견

(正見, samyak-darśana)을 지니고서 정진하는 자들이다. 해탈의 

길을 시작하는 정견의 존재 유무가 자이나교 신자와 비신자를 가

른다. 우선은 자이나교의 신자를 해탈 가능자로 보는 것이다. 
자이나교의 신자는 서약에 따라 수행하므로, 살레카나 서약이 

어떤 위치인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자이나교의 서약은 출가자의 

5대서약과 재가자의 12소서약으로 나뉜다.37) 그런데 살레카나를 

이 12서약에 포함시키는가에 여부에 관해 백의파와 공의파가 다

른 입장을 취한다.38) 전통적으로 12소서약에 살레카나 서약은 포

36) RKṬ. 5.2.0. sallekhanāyāṃ bhavyair niyamena prayatnaḥ/
37) 5대서약은 불살생, 불망어, 불투도, 불음행, 불소유를 완전히 준수하는 

것이다. 5대서약의 완전한 준수는 재가자에게 어렵기 때문에 5서약 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3종 덕서약(guṇavrata)와 4종 학습서약(śīkṣāvrata)을 

추가한 전체가 12소서약이다. 3종 덕서약은 5소서약을 보조하며 평생 

생활일반을 보조하는 것이고, 4종 학습서약은 금계를 받은 일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출가자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다. 
38) 백의파 초기전통에서는 살레카나가 출가자에게만 국한된 계율은 아니라고 

했고, Śrāvakadhamrapañcāśaka에서 이를 언급하긴 하지만 형식적인 

언급이었고, 재가자의 수행강요서인 Dharmabindu에서도 이를 다루지 

않는다. Hemacandra도 방대한 요가서인 YŚ에서 간략하게 언급할 뿐이고, 
이후 재가행(在家行, Śravakacāra)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V
asunandin(12C)은 출가자에게만 살레카나를 적용시켰고, Āśādhara(13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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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살레카나가 모든 수행자에게 필수적으로 

권유되는 서약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살레카나를 행할 준비나 힘

이 없는 수행자에게 ‘죽음의 관념’을 강제하는 정신적 살생(hiṃsā)
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레카나는 천재지변이나 불치병, 노환

으로 더 이상 다르마를 유지할 수 없는 수행자가 타인의 도움으로 

생을 연명하며 살생을 늘리는 생활을 막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
는 보조서약이다. 이런 근본 입장 때문에 살레카나를 12소서약 중 

학습서약의 밖에 추가적으로 배치했다. 그럼에도 이례적으로 

Kundakunda, Devasena, Padmanandin, Vasunandin의 경우 이

를 학습서약의 하나로서 12소서약 내에 포함시킨다.39)

그러나 공의파의 중요한 재가행(Śravakacāra) 문헌인 RKṬ는 마

지막장을 살레카나장으로 할애하여 첫 게송부터 “재가자는 소서

약과 마찬가지로 살레카나도 행해야 한다.”40)는 재가자의 살레카

나행을 공표한다. 대서약을 받았든 아니든, 출가자이든 재가자이

든, 공의파이든 백의파이든 Samantabhadra는 재가자 신분으로 

단계적으로 살레카나 서약을 행할 수 있다고 허용한 것이다. 

2. 실행 절차

1) 장소

YŚ에서는 살레카나의 실행 장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재가자와 출가자의 살레카나 지침을 구분해서 제시했다. Willams(1963) pp. 
166-168 참조. 

39) Willams(1963) pp. 166-168 참조.
40) RKṬ. 5.1.0. atha sāgāriṇāṇuvratādivat sallekhanāpy anuṣṭāḥ 

tavyetyāhu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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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적 죽음의 실행을 위해서] 그는 티르탕카라가 태어나고, 세상

을 버리고, 깨달음에 [도달했으며], 열반한 장소로 가야 한다. 만일 그

곳에 갈 수 없다면, 자신의 집이나 숲, 곤충들로부터 자유로운 장소

(sthaṇḍila)에서 [이 의식을 실행할 수 있다.]41)

Devagupta 역시 살레카나의 장소로서 자이나 사원이나 티르탕

카라가 태어나고 출가했으며 열반한 성지(kalyānasthāna)에서 시

도하지만, 불가능하다면 자신의 집이나 자연 속에서 해도 된다고 

보았다.42) 그러나 선택된 장소에는 살생을 피하기 위해 생명체가 

없는지 살피는 의식(pratilekhanā)과 청소(pramārjana)가 행해져

야 한다.
그러나 공의파 문헌에서 자이나 군인이 전장에서 부상을 당하

자 현장에서 살레카나를 선택한 사례들도 나타나는데43), 이는 3종 

자발적 죽음 중에 장소를 변경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스승 없

이 행하는 paramaniruddha에 해당될 것이다. 

2) 과정

YŚ는 살레카나의 실행 과정을 다음같이 간략하게 설한다. 

 4가지 음식(caturvidhāhāra)을 포기하고서 성스러운 기도(namas-
kāra)에 집중하고서, 그는 [지나 등에게] 경배해야 한다. [그리고] 4가
지 귀의처(catuḥśarana)에 귀의해야 한다. 해탈의 진미(samādhi)에 젖

은 자들은 이 세상과 내세에, 삶과 죽음에 어떤 기대도 남겨두지 않는

다. 어떤 재해나 공격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에 대한 경배

41) YŚ. 3.149. janmadīkṣājñānamokṣasthāneṣu śrimadarhatām/ tadabhāve 
gṛhe ‘raṇye sthaṇḍile jantuvarjite//

42) Willam(1963) p. 167 참조.
43) Dundas(2002) p. 1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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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헌신하면서, 그는 아난다(ānanda)같은 재가신도처럼 [명상 속에서

(samādhimaraṇa)] 죽음에 도달할 것이다.44)

살레카나를 실행할 장소에서 우선 외적으로 4가지 음식을 포기

하고, 내적으로는 기도하면서 귀의처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현세

에 대한 미련뿐 아니라 내세에 대한 두려움 및 기대도 모두 버리

고, 승리자(jina)를 경배하면서 명상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자이나교에서 성스러운 칭명기도의 대상은 아라한(arhat), 싯다

(siddha), 아짜리야(ācārya), 우파다야(upādhyāya), 사두(sādhu)이
다. YŚ 8.1-80에서는 5나마스카라만트라(pañcanamaskāramantr-
a)를 탄트라적인 다르마 명상(dharmadhyāna)의 일부인 ‘padasth
-adhyāna’라고 한다. Sv는 이를 samādhimaraṇa 즉, 삼매 상태로 

죽는 것이라고 주석한다. 
한편 공의파의 RK는 살레카나의 실행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

명한다. 우선 서약의 마음가짐과 참회에 관한 내용이다.

애정(sneha), 증오(vaira), 집착(saṅga), 그리고 소유(parigraha)를 

포기하고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상쾌한 말로 자신의 친족과 따르는 

자들을 허락한 후에 그들에게도 허락을 청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고 남에게 시켰으며 남이 행하는 것을 허용한 모든 죄들을 10가
지 모두 남김없이 숙고하여(ālopayet), 죽음의 순간까지 지속되는 5가
지 대서약(mahāvrata)을 자신에게 세워야 한다.45) 

44) YŚ. 3.149-152. janmadīkṣājñānamokṣasthāneṣu śrimadarhatām/ tadabhāv
e gṛhe ‘raṇye sthaṇḍile jantuvarjite// tyaktvā caturvidhāhāraṃ namaskā
raparāyaṇaḥ/ ārādhanāṃ vidhāyoccaiś catuḥśaranam āśritaḥ// ihaloke 
paraloke jīvite maraṇe thatā/ tyaktvāśaṃsāṃ nidānaṃ ca samādhisudha
yokṣitaḥ// parīṣahopasargebhyo nirbhīko jinabhaktibhāk/ pratipadyeta 
maraṇam ānandaḥ śravako yathā//

45) RK. 5.3-4. snehaṃ vairaṃ saṅgaṃ parigrahaṃ cāpahāya śuddhamanāḥ/ 
svajanaṃ parijanam api ca kṣāntvā kṣamayet priyair vacanaiḥ// ālocya 
sarvamenaḥ kṛtakāritam anumataṃ ca nirvyājaṃ/ āropayemahāvra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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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RKṬ에 따르면 애정이란 도움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고, 
증오란 도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혐오이며, 집착이란 자식 및 아

내에게 연결되는 것이며, 소유란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순수한 마음으로 살레카나의 실행의 허

가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참회하며 5
대 서약을 맹세해야 한다. 

스스로 쾌적한 말로 친족과 따르는 자들을 허락한 다음 그들에게도 

허락을 요청해야 한다. 무엇을 행하고서? 포기하여(apahāya)=버리고

(tyaktvā). 무엇을? 애정(sneha)=도움이 되는 것에 관한 기쁨과 이와 

관련된 것(anubandha)을. 증오(vaira)=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관한 혐

오와 이와 관련된 것. 집착(saṅga)=자식과 아내에 관해 그들이 자신의 

것이고 나는 그들의 것이라고 결합되는 것(sambandha)을. 그리고 외

적(bāhya)이고 내적(abhyantara) 소유(parigraha)를. 이 모든 것을 포

기하고서, 오염되지 않은(nirmalacitta) 순수한 마음(śuddhamana)으로 

허락을 요청해야 한다. 세워야 할 것(ālopayet)이란 자신에게 세워야할 

것(sthāpayedātmāni)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5대 서약을. 어떠한 것인

가? 죽음의 순간까지 지속되고, 죽음에서 완성되는 모든 것=모든 5가
지[서약]이다. 무엇을 행하는가? 숙고를 하여. 무엇을? 죄=과오(doṣa)
를. 그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 [자신이] 행한 것, [자신 이외의 사람에

게] 시킨 것, [자신 이외의 사람이 하는 것을] 인정한 것. 즉 자기 자신

에 의해(svayam) 행해진, 살생 등의 과오, 교시주로서(hetubhāvena: 
행위의 원인) [타인에게] 시킨 [과오], 타인에 의해 [현재] 행해진

(kriyamāna) [과오]를. 마음 속에 쌓아둔 것을(manasā ślādhita). 이 

모든 과오가 없는, 즉 10가지 과오(daśālocanā)가 없는 상태에서 숙고

해야 한다. 실로 10가지 과실의 숙고이다. 그것을 말한다.46)

āmaraṇasthāyi niśśeṣaṃ//
46) RKṬ. 5.3-4. svayaṃ kṣāntvā priyair vacanaḥ svajanaṃ parijanaṃ api ca 

kṣamayet/ kiṃ kṛtvā? apahāya tyaktvā/ kiṃ? snehaṃ upakārake vastuni 
prītyanubandhaṃ/ vairamanupakārake dveṣānubandhaṃ/ saṃgaṃ putra
stryādikaṃ mam edam aham asyety ādisamba[n]dhaṃ parigrahaṃ bāhyā
bhyantaraṃ/ etat sarvam apahāya śuddhamanā nirmalacittaḥ san kṣ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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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슬픔(śoka), 공포(bhaya), 무기력(avasāda), 점착성(kleda), 부조화

(kāluṣya), 애정의 결여(arati)를 버리고 힘과 용기(sattvotsāha)를 일으

켜서, 감로수 같은 경전의 가르침(śruta)에 의해 마음이 정화되어야 한

다.47)

RKṬ에 따르면 마음은 성전의 가르침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함

으로써 정화되어야 한다. 버려야 할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한 슬픔, 갈증 등의 고통이나 이 세상에 대한 공포, 무기력한 피

로와 권태, 집착, 대상에 대한 분노나 증오라는 부조화, 애착을 품

지 않으려는 마음조차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반대로 살레카나에 

대한 두려움 없는 용기와 힘을 일으켜서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

다.48) 

yet/ thatā āropayet sthāpayed ātmāni/ kiṃ tat? mahāvratam kathaṃbhut
aṃ? āmaraṇasthāyi maraṇa paryantaṃ niḥśeṣaṃ ca paṃca prakāram ap
i/ kiṃ kṛtvā? ālocya/ kiṃ tat? eno doṣam/ kiṃ tat? sarvaṃ kṛtakāritānu
mataṃ ca/ svayaṃ hi kṛtaṃ hiṃsādidoṣaṃ, kāritaṃ hetubhāvena, anum
atamanyena kriyamāṇaṃ manasā śilādhitaṃ/ etat sarvam eno niryvyāja
ṃ daśālocanādoṣavarjitaṃ yathā bhavaty evam ālocayet/ daśa hi ālocan
ādoṣā bhavanti/ tad uktaṃ//

47) RK. 5.5. śokaṃ bhayam avasādaṃ kledaṃ kāluṣyam aratim api hitvā/ 
sattvotsāhamudīrya ca manaḥ prasādyaṃ śrutairamṛtaiḥ//

48) RKṬ. 5.5. “정화되어야할, 즉 청정한 상태로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이 

깨끗해져야하는가? 마음이다. 무엇에 의해서인가? 성스러운 언어(śruta)인 

성전의 언구(āgamavākya)에 의해서. 어떠한 성전의 언구에 의해서인가. 
감로(amṛta) 즉, 감로와 같은 것에 의해. 윤회의 고통과 고뇌를 제거하는 

것(saṃsāradukhasantāpāpanodaka)에 의해서이다. 무엇을 하여 정화되어야 

할까. 모든 것으로. 버림으로서. 그것은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에 관한 

슬픔(śokam) 등을 말한다. 슬픔을 즉, 좋아하는 것과 헤어질 때 그것에 

부수되는 슬픔을, 그리고 공포를 즉, 굶주림(kṣut), 갈증(pipāsa)등의 

고통(pīḍā)를 원인으로 하는 혹은 이 세상(ihaloka) 에 있어서 공포를, 그래서 

활력이 없는 것 즉, 피로(viṣāda) 또는 권태(kheda)를. 점착성 즉, 
집착(sneha)를. 부조화 즉, 어떤 대상에의 분노와 증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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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음식을 이와 같이 끊어야 한다.

점차(kramaśḥ) 딱딱한 음식(āhāra)를 멈추고, 진한(snigdha) 음료

(pāna)를 늘려야 한다.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진한 음료도 멈추고, 신
맛 나는(khara) 음료를 늘려야 한다. 자신의 힘에 맞춰서 신맛의 음료

도 멈추고, 단식(upavāsa)를 행하여, 5가지 경배 만트라를 항상 마음

에 지니는 자(paṃcanamaskāramanā)는 모든 노력(sarvayantna)에 의

해 신체(tanu)조차도 버려야 한다.49)

자이나교에서는 음식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4종으로 분류

한다. 소위 4종 음식(caturvidhāhāra)이란 다음과 같다.

① 삼키는 음식(aśana): 곡물과 콩류 

② 마시는 음료(pāna): 물, 우유, 과즙, 곡물 끓인 물 

③ 씹는 음식(kahādima): 씹어 먹는 것, 과일, 땅콩류, 당류, 과자 

경향성(rāgadveṣaparaṇat)이 있는 것을 애착을 버려서. 앞에서 말한 것뿐 

아니라, 애정의 결여인 애착을 품지않는 것(aprasakti)도 버리고. 단지 이를 

행하는 것뿐 아니라, 그리고 일으키는 것(udīrya)은 드러내는 

것(prakāśya)이다. 무엇을 일으키는가. 힘과 용기를, 즉 살레카나를 행하는 

것에 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kātaratva)을 일으켜서 마음이 깨끗해져야 할 

것이다. (prasādyaṃ prasannaṃ kāryaṃ/ kiṃ tat? manaḥ/ kaiḥ? śrutair 
āgamavākyaiḥ/ kathaṃbhūtaiḥ? amṛtaiḥ amṛtopamaiḥ 
saṃsāradukḥsantāpāpanodakair iti arthaḥ/ kiṃ kṛtvā? hitvā/ kiṃ tad ity 
āha-ślokam ityādi śokaṃ - iṣṭaviyoge tadguṇaśocanaṃ, 
bhayaṃ-kṣutpipāsādipīḍanimittam ihalokābhayaṃ vā, avasādaṃ viṣādaṃ 
khedaṃ vā, kledaṃ snehaṃ, kāluṣyaṃ kvacid viṣaye 
rāgadveṣaparaṇatiṃ/ na kevalaṃ prāguktam eva api tu aratim api 
aprasaktim api/ na kevalam etad eva kṛtvā kintu udīrya ca prakāśya ca/ 
kiṃ? sattvotsāhaṃ sallekhanākaraṇo'kātaratvaṃ//)

49) RK. 5.6-7. āhāram parihāpya kramaśaḥ snigdhaṃ vivarddhayet pānam/ s
nigdhaṃ ca hāpayitvā kharapānaṃ pūrayet karmaśaḥ// kharapānahāpa
nām api kṛtvā kṛtvopavāsam api śaktyā/ pañcanamaskāramanās tanuṃ t
yafet sarvayatnena// RK의 진한 음료는 우유이고, 신맛 나는 음료는 

향신료를 넣은 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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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향신료(svādhima): 맛보는 것, 기호품, 향신료 등50) 

위에서는 각각의 음식에 관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단식

의 기간에 관해 전통적으로 최대한 최장 12년, 중기 1년, 단기간 6
개월에 걸친 계획적인 단식사를 설명하고 있다.51) 현대의 여러 사

례들은 60일 정도가 장기간이었다.
RKṬ 5.7에 따르면 자신의 힘을 초과하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게 

마지막 음료까지도 서서히 줄여 완전한 단식(upavāsa)에 이르고, 
신체조차도 버린다. 신체를 버린다는 것은 서약(vrata), 자제(saṃ-
yama), 행(cārita), 명상(dhayāna), 정려(dhāraṇa)에 전념하는 것

이며, 구체적으로 5가지 만트라에 몰입하는 것이다. 

신맛의 마실 것을 마시는 것도 그쳐서. 어떻게 하여 [그치는가]? 힘
에 따라=자신의 힘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금씩 양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그친다.] 다음으로 단식을 하여, 신체를 버려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여 [버릴 것인가?]. 모든 노력에 의해, 즉, 서약(vrata), 자제

(saṃyama), 행(cārita), 명상(dhayāna), 정려(dhāraṇa)의 모든 것에 관

해, 이들에 전념하는 것에 의해 [버려야 할 것이다.] [살레카나를 행하

는 것이] 무엇에 의해 한정될 경우에 [버려야 할것인가]. 5가지의 귀의

[만트라가 항상 머물러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즉 5가지 귀의[만트

라에 항상] 마음을 머무르는 것(hitacitta)은 [신체를 버리는 것일 것이

다.].52)

50) Willams(1963) pp. 39-40 참조.
51) 김미숙(2014) p. 242.
52) RKṬ. 5.7. kharapānahāpanāṃ api kṛtvā/ kathaṃ? śaktyā svaśaktim anati

krameṇa stokastokatarādīrupaṃ/ pāścād upavāsaṃ kṛtvā tanum api tyaj
et/ kathaṃ? sarvayatnena sarvasmin vratasaṃyamacāritadhyānadhāṇād
au yatnas tātparyaṃ tena/ kiṃviśiṣṭaḥ san? paṃcanamaskāramanāḥ pa
ṃcanamaskārāhitacitt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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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배 사항

RK 5.8은 이상과 같이 살레카나를 실행하는 과정 중에 다음의 5
가지 위배 사항(aticāra)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말한다. 

생과 사에 대한 욕망(jīvitamaraṇāśaṃse), 현세와 내세에 대한 불안

(bhaya), 친구를 떠올리는 것(mitrasmṛti), 내세에 대한 욕망(nidāna), 
이러한 이름을 가지는 것은 승리자들에 의해 5가지 살레카나의 위배

라고 설해진다.53)

RKṬ는 이 위배 사항을 이와 같이 자세히 설명한다.

생과 사, 그리고 이들을 원하는 것(āśaṃsā)은 욕망하는 것(ākāṅkśā)
이고, 불안은 이 세상 [그리고] 내세(ihaparaloka)에 대한 불안, 즉 이 

세상에 대한 공포란 실로 굶주림나 갈증, 고통등의 [불안], [그리고] 내
세의 불안, 이러한 난행을 행했으므로, 내세에서는 과보가 있을까, 없
을까 라는 것[이다]. 친구를 생각하는 것은 어릴 때 함께 놀던 친구를 

떠올리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욕망의 생각은 내세[에서]의 향락

(bhāvibhoga) 등을 원하는 것이다. 이들 5가지의 이름, 그렇게 불리어

지는 것이 살레카나의 위배라고 티르탕카라인 승리자들에 의해 설해

졌다. 성전에서 주어져 있다.54)

현세를 욕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도 위배 사항이지만, 내세에서 

53) RK. 5.8. jīvitamaraṇāśaṃse bhayamitrasmṛtinidānanāmānaḥ/ 
sallekhanāticārāḥ pañca jinendraiḥ samādiṣṭāḥ//

54) RKṬ. 5.8. jīvitaṃ ca maraṇaṃ ca tayor āśaṃse ākāṃśe, bhayam ihaparal
okabhayaṃ ihalokabhayaṃ hi kṣutpipāsāpīḍādiviṣayaṃ paralokabhayaṃ-
evaṃvidhadurdharānuṣṭhānād viśiṣṭaṃ phalaṃ paraloke bhaviṣyati na ve
ti/ mitrasmṛtiḥ bālyādyavasthāyāṃ sahakrīḍitamitrānusmaraṇaṃ/ nidāna
ṃ bhāvibhogādyākāṃṣaṇaṃ/ etāni paṃcanāmāni yeṣāṃ te tannāmānaḥ 
sallekhanāyāḥ paṃcāticārā jinendrais tīrthakaraiḥ samādiṣṭā āgame prati
pāditā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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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향락(bhāvibhoga)을 원하는 것도 위배 사항인 것이다. 
그런데 RK의 위배 사항에 대해 백의파는 다소 다른 내용을 말

한다. ①인간으로서 행복하게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ihalokāśaṃ-
sā), ②신으로서 행복하게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paralokāśaṃsā), 
③생명을 지속하길 바라는 마음(jīvaitāśaṃsā), ④죽음을 바라는 

마음(maraṇāśaṃsā) ⑤감각적 즐거움을 바라는 마음(kāmabhogā-
śamsā)이다. 이 중 생명을 지속하기 바라는 마음은 살레카나를 행

하는 사람에게 쏟아지는 배려와 관심을 즐기는 욕구로서, Pūjyapā
da와 Cāmuṇḍarāya는 이를 ‘물거품같이 덧없는 이 몸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저항’이라고 지적한다. 반대로 죽음을 바라는 마음은 자

신의 살레카나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빨리 죽기를 바

라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감각적 즐거움을 바라는 마음은 내세

에 미남자나 부자로 환생하기를 꿈꾸는 마음이나, 과거 생전의 즐

거움과 사랑했던 친구들이나 놀이, 축제 등의 모든 즐거움을 회상

하는 마음 등이다.55) 

Ⅳ. 살레카나의 실행 사례

1. 전통적 사례

전통적으로 살레카나에 전념하며 정신적 삶의 유종의 미를 거

둔 사례는 매우 많다. 우선 개조인 마하비라뿐 아니라 그의 부모

가 모두 살레카나로 생을 마감한 일화는 유명하다. 마하비라의 재

55) Willams(1963) pp. 170-171.



244 ∙ 印度哲學 제48집

가 제자인 Ananda의 사례가 주목할 만하다. Ananda는 모범적인 

재가수행자의 삶을 정리하면서 막대한 부를 보시하고 살레카나로 

삶을 마감했다.56) 마하비라의 많은 출가제자들이 모범적인 살레

카나로 삶을 마감했는데, 그중 자이나교도로 전향한 브라민인 

Skhandaka Katyayana의 경우도 있다. 그는 12년간 출가생활을 

완수하고 마하비라에게 살레카나의 허락을 받은 후 다른 출가자

들에게 둘러싸인 채 적절한 공간을 선택하여 고백과 참회로 속죄

한 뒤 60끼니를 굶으며, 완전한 에너지와 정신적 명료함을 가지고 

살레카나를 실행했다.57)

살레카나는 원래 출가자에 의해서만 행해졌었다. Ācārāṅga 등
의 초기 경전에서 아직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남아있는 영웅적인 

출가자가 남의 도움 없이 홀로 실행한 사례가 언급된다. 본고 

Ⅱ.3. ｢죽음의 분류와 살레카나｣에서 언급한 3종 자발적 죽음에서 

숲속에서 혼자 실행하는 살레카나의 사례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살레카나는 남인도의 비문 특히 카르나타카의 슈라

바나벨라골라 비문(碑文, niṣidhi)에서 많이 발견된다.58) 살레카나

의 비문 기록에는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자도 나타나는데, 이것

은 전국 각지의 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원후 7-10C 경 살

레카나로 죽은 출가자들을 기리는 수백개의 기념비가 세워졌고, 
10-15C에는 재가자를 위한 기념비가 세워졌다. 그러나 12C 이후

에는 비문에서 살레카나 언급이 뜸해지다가 15C 이후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게 되었다. 최후의 비문은 1873년이다.59) 비문 중에서 

1432년 Prabhācandra의 살레카나를 살펴보자. 

56) Jaini(1990) p. 233.
57) Caillat(1977) p. 48.
58) 자이나 공의파의 활동이 활발한 인도 남부 마이소르의 슈라바나벨라골라의 

비문을 연구한 B. Lewis Rice의 Epigraphia Carnatica 중 제 2권(1889)을 

기반으로 Tukol(1976)과 Setter(1989)가 살레카나 사례를 연구했다.
59) Caillat(1977) pp. 64-66 ; Wiley(2004)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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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dhāntayogi의 제자인 Śṛtamuni는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다. 자기

의 생명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안 Siddhāntayogi는 사마디의 의식을 행

하기로 결심하고, 승단을 Śṛtamuni에게 맡겼다. 스승이 이 세상을 떠

난 후 Śṛtamuni는 승단을 지키고, 교의의 청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

력했다. 그는 토론에도 능하여 이교도들을 침묵시켰다. 그러나 병에 

걸린 후 병세가 천천히 진행되었다. 병세가 악화되어도 고행자로서 일

과를 지속했지만 골수까지 파고든 병을 치유할 수 없음을 확신하고 승

단의 연장자인 Paṇḍitayogirāja에게 가서, 자신이 이미 지식과 공덕 등

을 얻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이 없고 삼계에 병에 고통당

하는 이 몸만큼 싫은 것이 없음을 고하며 살레카나의 선택을 구했다. 
Śṛtamuni를 말리는 데 실패한 Paṇḍitayogirāja는 살레카나를 허락했

다. 그는 명상과 만트라를 하고, 자신에 집중하여 편안하게 신체를 포

기했다.60)

위의 사례는 통상적인 살레카나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이외에도 Setter는 슈라바나벨라골라의 비문들에서 살레카나의 

서약을 선택하는 다양한 동기를 정리했다. 비구 Prabhācandra, 
Vṛṣabhaṇandi와 비구니 Sasimatī와 같이 죽음의 시기가 임박했음

이 확실했을 때 모범적으로 행한 경우도 있지만, Nandisena는 이 

삶에 대해 완전히 질려서 서약을 선택했다.61) 성자 Rāmacandra
는 천계(天界)의 사원에서 빛을 향수하기 위해 자신의 생을 끝내길 

원해서였고62), Mācikabbe는 소중한 가족을 잃은 것이 원인이었

다63). 이들의 동기는 일반적이지 않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은 

위배 사항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기리는 비문들이 있다는 것은 완

전하지 않은 살레카나일지라도 동기로 인정되고 숭상되었음을 뜻

한다.

60) Setter(1989) p. 147.
61) Setter(1989) p. 132.
62) Setter(1989) p. 132.
63) Setter(1989)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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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er는 슈라바나벨라골라의 비문들 중에서 Sallekhanā라는 

용어는 사용 빈도가 낮은 데 반해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죽음의 총

칭으로서 Samādhimaraṇa가 두루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64)

2. 현대의 사례

살레카나는 12C 이후에는 비문에 등장하지 않다가 현대에 이르

러 정보화시대 이전에 간헐적으로 보고되었다. 1940년대 북인도 

라자스탄에서 살레카나가 Louis Renou(1896–1966)에 의해 관찰되

었고, Rice가 남인도 슈라바나벨라골라에서 뜨거운 태양아래서 공

의파 승려가 살레카나로 죽어가는 것을 목격한 내용을 저서에서 

언급한 바 있다.65)

그리고 1955년 공의파 스승인 Śāntisāgar가 행한 살레카나는 

유명한 사례가 되었다. 그는 형이상학의 중요한 사본을 보존한 존

경받는 스승이었다. 1955년 6월에 눈의 질병으로 성지 Kunthala-
giri로 순례하던 중 불치의 백내장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

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살레카나 서약을 실행했다. 그는 1955년 

7월 7일 살레카나의 계율의 준수를 시작하여 완전한 단식을 시작

한 뒤 35일만인 1955년 9월 18일 숨을 거두었다. 
Caillat에 의하면 1977년 당시 일부 비구와 비구니가 단식사를 

행했다고 하며,66) 1989년에 Sthānakavāsī파67)의 한 비구가 51일

64) Setter(1989) p. 97.
65) Calillat(1977) p. 66.
66) Caillat(1977) p. 66.
67) 백의파의 분파인 Mūrtipūjaka에 이후에 편입된 Loṅka파의 개혁파로서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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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단식 후에 87세로 사망했다고 한다.68) 
그리고 K. Chapple가 1989년 12월에 라자스탄의 Jain Vishva 

Bharat에 방문하여 이 종파의 스승인 Tulsi의 허락 하에 살레카나

의 현장을 기록했는데, 당시 백의파 Terapantha파의 80세 비구니 

Sadhvi Kesharji는 수술을 포기하고 살레카나 서약을 선택한지 28
일이 지난 상태였다. 임종의 방에는 Tulsi와 다른 승려들이 그녀

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자이나 승려들이 스승을 만나

기도 전에 길 위에서 죽기 때문에 그녀는 스승 곁에서 임종함을 

감사했다고 한다. 그녀는 40일간 살레카나를 지속한 후 임종했

다.69) 
살레카나의 윤리와 사례를 연구한 Bilimoria는 1992년 당시 사

례를 보고하기를, 인도의 잡지나 뉴스에 종종 살레카나를 기리는 

소식이 실리는데 연간 5-6회에서 10회에까지 이른다고 한다. “자
이나 승려의 현인사”, “승려 Badri Prasad가 자발적 단식사를 행

하다”, “죽음은 인간의 손에 놓인 장난감”, “자이나 승려의 니르바

나를 향한 영적 여행”, “Badri Prasad가 사마디마라나 수행을 완

성하다”라는 표제의 기사들이다.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한다면 

더할 것이다.70) 2010년 조사에 따르면 2008년에 465명, 2009년에 

550명이 살레카나를 행했는데,71) 평균적으로 매년 300명 정도가 

행한다고 한다. 2015년에는 자이나교도가 많은 남부의 뭄바이에

서 지난 7년간 400여 명이 살레카나를 행했다.72)

68) Dundas(1992) p. 156.
69) Chapple(1993) pp. 104-106.
70) Bilimoria(1992) p. 338.
71) The Times of India(2010. 3. 18).
72) The Times of India(201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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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각성된 죽음

2,500년의 역사를 지닌 자이나교의 살레카나는 정보화되고 세

계화된 현 시대에 이르러 법률에 의거하여 자살 및 자살관여죄로 

간주되어 금지당할 위기에 이르렀다. 지난 2015년 8월 라자스탄 

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해 자이나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항

의하며, 자신들의 이 신성한 죽음의 가치와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

작했다. Sallekhana Is Not a Suicide의 저자 Tukol은 살레카나가 

자살로 간주되게 된 배경으로서 영국의 지배하에 놓이면서 영어

로 쓰여진 인도법이 살레카나를 ‘suicide’로 표기한 데에 있다고 

지적한다. 자살은 당연히 기피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긴 역사와 전

통에도 불구하고 살레카나는 묻혀졌다.73)

Nikhil Soni는 인도헌법 25항 종교의 자유가 21항 생명보존과 

배치되며, 살레카나는 필수적인 종교 윤리도 아니기에 자살 및 자

살교사죄로 금할 것을 주장했다.74) 그러나 자이나교의 입장에서 

볼 때 25항 종교의 자유는 자이나교에서 추구하는 영혼의 해탈을 

추구할 자유이며, 21항 생명보존의 가치는 자이나교 윤리에서 절

대적으로 준수하는 아힘사에 해당한다. 자이나교에서는 영혼의 자

유와 아힘사를 철저히 준수하며, 외형상 자살로 불리는 살레카나

에 이 원칙이 조화되어 적용되어있다. 생명을 해치는 자살과 정반

대로 오히려 살레카나는 자신의 존재로 인해 타 생명을 해치지 않

으려는 아힘사의 정신에 기반한다.75)

73) Tukol(1976) p. 76.
74) Rajasthan High Court(2015).
75) 藤永伸에 따르면 불살생에 관한 자이나교의 실천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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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자이나교 측의 입장으로서, 비종교적 현대인의 시

각에서 수십 일에서 몇 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식을 끊어 뼈가 

앙상해지도록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가혹하고 기이한 종교적 구

습(舊習)으로 보일 수 있다. 게다가 그것이 종교 집단에서 신성시

되며 행해질 때는 종교적 세뇌를 통한 무의식적 자살 교사로 비판

될 수도 있다. 대체로 살레카나는 병환과 노환에 시달리는 7-80대
의 자이나 출가자나 재가자가 행하지만, 이례적으로 부적절한 경

우도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10월 자이나교도 가문의 어린 소녀

가 68일간의 극단적 단식 끝에 사망한 사건이 아동 학대로 비판되

었고,76) 정신분열증으로 살레카나를 실행한 20대, 살레카나를 하

다가 몇 달 뒤에 돌아와 승단 생활을 요청한 비구니77) 등의 예들

이 있다. 반대자들은 남성보다 여성이 살레카나를 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에게 종교적 명분으로 살레

카나를 압박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인도 사회는 과부 순장인 사티

(sati)를 종교적 구습으로 금지한데 이어 자이나교의 살레카나 역

시 그러한 맥락에서 판단하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살레카나의 실행에 대한 법적 제지는 살레카나의 남용 

및 실행 자격과 현대적 방법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

을 순 있겠지만, 자살과는 다른 이 신성한 자발적 죽음을 법으로 

막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문제이다. 
자이나교는 전통적으로 살레카나가 자살 또는 자살교사와는 분

명히 구별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7-8C Sarvārthasiddhi(SS)는 

2가지가 곤충과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운영과 살레카나이다. 동기와 방법에 

있어서 살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죽음의 방법으로서 원리적으로 바른 방법이 

단식에 있다고 본 것이다. 藤永伸(1989) p. 65 참조. 자살로 비판받는 

살레카나의 실행 배경에 오히려 자이나교의 불살생(아힘사) 원칙과 업이론이 

있다. 이 부분의 상세한 연구는 지면 관계상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76) The Indian Express(2016. 10. 10).
77) Braun(2008) p.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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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레카나는 격정에 의한 생명의 파괴라는 살생이 없기 때문에 자

살이 아니라고 분명히 구별한다. 욕망과 혐오, 미혹이 없으며, 독
이나 흉기 등을 사용하지도 않는 성스러운 이 죽음에는 탐진치가 

없기 때문이다.78) Sāgāradharmamṛta(SD)에서도 “서약을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무능력한 사람은 자살을 범하

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분노같은 격정에 시달리며 독이나 다른 

것으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은 자살의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분

명히 구분한다.79) 또한 살레카나가 기본서약의 외부에 선택사항

으로 위치한 것은 살레카나를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권함으로써 

정신적 살생(hiṃsa)의 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살레카

나를 강요하는 위험성을 자이나교는 전통적으로 충분히 경계하고 

있었다. 
살레카나는 인도 인구의 0.4% 정도를 차지하는 자이나교도의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을 넘어서,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자신의 생

명을 주체적으로 끊어도 바람직한가라는 철학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실질적으로 안락사 등의 의료법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78) SS. 705. “만일 어떤 사람이 '[살레카나의 실행자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된다. 자신을 속여서 수명 등을 축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그릇됨은 없다. ‘살생이란 잘못된 행동에 의해 생명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잘못된 행동이 없다. 왜냐면 

욕망 등이 없기 때문이다. 원래 욕망, 혐오, 미혹 등을 가진 자에게는 독이나 

칼등을 사용해 생명을 해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지만, 살레카나를 행하는 

자에게는 욕망 등이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죽인다는 그릇됨은 없다. (syān 
matam ātmavadhaḥ prāpnoti, svābhisamdhipūrvakāyurādinivṛtteḥ. naiṣa 
doṣaḥ, apramattatvāt. “pramattayogāt prāṇavyaparaopaṇaṃ hiṃsā” ity u
ktam. na cāsya pramādayogo ‘sti. kutaḥ? rāgādyabhāvāt. rāgadveṣamohā
viṣṭasya hi viṣaśastrādyupakaraṇaprayogavaśād ātmānaṃ ghnataḥ svagh
āto bhavati. na sallekhanāṃ pratipannasya rāgādayaḥ santi tato nātmav
adhadoṣaḥ)//

79) SD. 8.8. na cātmaghāto'sti vṛṣakṣato vapurupekṣatuḥ/ kaṣāyāveśataḥ prā
ṇan viṣādyairhiṃsataḥ// Tukol(1976) p. 10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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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살레카나가 원치 않는 자이나신도에게 강제되는 것이 아

니라면, 이는 분명 종교적 자유뿐 아니라 안락한 임종을 위한 인

간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고통스러운 생을 강요하기

보다 편안한 임종의 가능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현대사회와 

의료체계가 책임질 몫이다. 안락사의 한 방안으로 환자들이 자발

적으로 먹을 것과 음료를 끊도록 돕는 Voluntary Suicide Eating 
and Drinking(VSED)이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만,80)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 VSED의 경우 대체로 단식을 시작한 뒤 85%가 

15일 이내에 임종하며, 신체적으로도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게 된

다고 한다. 
살레카나는 분명 종교적이고 의식(儀式)적인 자발적 죽음으로서 

그 외형은 자살과 같지만, 내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대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 자살이 지닌 삶의 고통에 굴복하여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살상이 살레카나에는 없다. 살레카나는 반대로 삶

의 고통을 모두 극복해온 출가, 재가자들이 마지막으로 그들 교의

에 대한 믿음대로 영혼의 해방을 더욱 완성시키기 위해 행하는 수

행의 정점이다. 
신체 외의 영혼을 믿지 않는 대다수의 현대인들에게는 엄격한 

단식으로 인한 신체의 죽음은 학대로 보이겠지만, 영혼의 불멸성

과 윤회계로부터의 해탈을 믿는 자이나교도들은 정신적 평정을 

잃지 않고 주체적으로 필연적인 죽음을 맞이한다.81) 그렇기 때문

에 음식뿐 아니라 마음을 모두 비우고 명상과 기도를 행하는 사마

디마라나, 즉 삼매 속의 죽음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사마디마라

나의 상태는 자살자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자기극복의 완성형이

고, 인간 승리의 표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마

지막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욱 비워진 몸과 각성된 정신으로 맞이

80) Pope & West(2011).
81) Shah(1997)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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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권리는 종교의 자유일 뿐 아니라 어떠한 법으로도 제지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자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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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waking Death, the Sallekhāna of Jainism

Yang, Young Sun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Sallekhanā is the ascetic practice extinguishing the body 
and the desire through a fasting and a meditation appropri-
ately to realize the freedom of the soul.

Nowadays in India, Sallekhanā has been disputed wheth-
er it is a kind of suicide or not. We could say it as a suicide 
because it is a death by oneself, but from the motive and 
method for death, it is very different to a ordinary suicide. 
So this paper considers the essence and meaning of 
Sallekhanā.

In chapter Ⅱ, This paper examines many synonyms of 
sallekhanā, the view of life and death, 17 kinds of forms of 
death of Jainism. This paper also in chapter Ⅲ examines the 
definition, vows, and process of sallekhanā written in the 
chapter on sallekhanā in the Ratnakaraṇdaśrāvakācāra(RK) 
which is a text of Digambara, and Yogaśāstra(YŚ) which is a 
text of Śvētāmbara. In chapter Ⅳ, this paper presents tradi-
tional and modern examples of sallekhanā. 

We think that Sallekhana should be understood and val-
ued as the expression of intrinsic freedom of human for 
transcending death before it is judged by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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