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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바드기따(Bhagavadgītā)의 보편성
__까르마요가(karma-yoga)를 중심으로__

이거룡*1)

Ⅰ머리말. Ⅱ 다양한 인도의 공통분모로서 기따. Ⅲ 인류의 보편적인
구제(救濟)의 도(道)로서 까르마요가.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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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바가바드기따가 인도에서 뿐만 아니라 서양과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읽히는 근거를 규명하는 것이다. 우선 기따가
인도 안에서 계급과 지역을 초월하여 널리 읽힐 수 있는 근거는 무엇보

다도 기따의 주신(主神)인 끄리슈나(Kṛṣṇa)가 지닌 보편성에서 찾을

수 있다. 끄리슈나는 아리야(Ārya)적인 요소와 토착적인 요소를 동시에

지니며 또한 인도의 유신론전통과 초신론(超神論, super-theism)전통을

동시에 지닌다. 이런 까닭에 끄리슈나는 인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

감이 없는 신일 수 있었으며, 기따의 가르침 또한 인도의 모든 대중

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었다. 기따의 뿌루숏따마 개
념이 궁극적 실재의 인격적 측면과 중성적 형이상학적 실재로서의 측면

을 구유(具有)한다는 점에서 보면, 기따의 궁극적 실재는 인도뿐만 아
니라 동서양의 모든 종교전통이 추구해온 궁극적 실재 개념의 접점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기따가 인도를 넘어 범인류적인 구제의 도를 전하는 고전일 수 있
는 근거는 기따의 주요 가르침인 까르마요가(행위의 길)에 있다. 까르
마요가는 행위 속에서 행위의 초월 또는 행위로 업을 없애는 ‘행위의

기술’이다. 살아있는 한, 행위는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까르마요가는 지식이나 신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 삶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범인류적인 보

편성을 지닌다. 해탈에 이르는 길이라는 점에서 까르마요가는 까르마의

법칙과 상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까르마요가는 오히려 까

르마의 법칙을 그 전제로 수용하면서 까르마의 초월을 가르친다는 점에

서 보다 광범위한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62-A00033).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심신통합치유학과 교수. leeashr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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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바가바드기따(이하 기따로 약칭함)는 힌두교에서 가장 널

리 읽히는 경전이다. 권위로 따진다면 베다(Veda)나 우빠니샤드

(Upaniṣad)같은 천계서(天啓書, śruti)가 이보다 우위에 있다 하겠

지만, 인도 대중들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면에서는 오히려 천계서

를 능가하는 경전이 바로 '거룩한 자(Bhagavad)의 노래(gītā)' 
기따이다. 비록 기따는 원래 비슈누교의 한 종파인 사뜨바따(S
ātvata)파에 속했다 할지라도 거의 모든 철학파들에서 그 중요성

을 인정받고 있다. 심지어 쉬바(Śiva)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따
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기따는 베단따(Vedānta)
학파의 세 가지 소의경전(prasthāna-traya) 중 하나로 꼽혔으며,

베단타 학자들은 이 세 경전에 대한 주석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

의 사상을 폈다. 비슈누교 경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까라

(Śaṅkara)조차도 기따를 근본경전으로 인정한다. 기따는 인도
의 모든 지역, 모든 계층이 공유하는 경전이며, 다양한 인도를 하

나로 묶는 공통분모 격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힌두교 문헌 역시 기따이다. 17
85년 찰스 윌킨스(Charles Wilkins)의 영어 번역이 나온 이래 기
따는 서양의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아시아 여러 국가
에서도 자국의 언어로 소개되었다. 서양에서 기따에 대한 관심
은 종교나 사상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1) 심지어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인공두뇌학자인 에듀아르도(Eduardo R. Caianiello)같은

1) 기따는 서양에서 소로우, 쇼펜하우어, 처치맨(C. West Churchman),
카잔차키스(Kazantzakis; Owens, 397-408) 등에게 영향을

주었으며(류황태, 2000 p. 55), 시인 T.S. 엘리엇은 기따의
까르마요가(karma-yoga)에 큰 영향을 받았다(양재용 2000, pp. 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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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동양에 관심이 많아서 기따를 읽었으며, 핵물리학자 오
펜하이머(J. Robert Oppenheimer)는 기따를 읽는 영적 지도자

였다고 한다.2)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번역되고 널리 소

개된 힌두교 경전 또한 기따이다. 일찍이 함석헌선생이 관심을
가지고 번역하고 주석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10여종의 번역서가

출간되었다.3) 근자에는 기따의 원문뿐만 아니라 샹까라(Śaṅkara)
나 마하뜨마 간디 등의 주석서가 번역 소개되고 있는 추세이며,4)

기따와 법구경을 공관(共觀)하며 주석하는 작업도 있었다.5)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나라에서 기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그대
로 반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기따가 인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서양
과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읽히는 고전일 수 있는 근거를 규명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기따는 전쟁이야기이다. 기원전 8세기 경
에 하스띠나뿌라(Hastināpura)에서 있었던 사촌 형제들 간의 왕위

쟁탈전을 다룬 대서사시 마하바라따(Mahābharata)의 일부이

다.6) ‘왕위쟁탈’이라는 내용으로 본다면 그다지 신기할 것도 없으

2) 류황태(2000) p. 55.

3) 기따의 우리말 번역은 1978년 박석일(정음사)에 의하여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후 함석헌(한길사, 1985), 석진오(고려원, 1987),

길희성(현음사, 1988), 임승택(경서원, 1998), 정창영(시공사, 2000),

박지명(동문선, 2007) 등에 의하여 번역된 바 있다. 이 중에서

길희성교수의 번역은 우리나라에서 기따에 대한 범어대역이 처음으로
시도된 예이며, 임승택교수의 번역은 이에 더하여 범어 원문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을 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 김병채교수(2007)와 이현주목사(2001)는 각각

샹까라짜리야(Śaṅkarācārya)와 마하트마 간디(Mahātma Gandhi)의

기따 주석을 우리말로 옮겼다.
5) 정태혁교수의 법구경과 바가바드기타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따
주석이라 해도 무방하다. 이 책은 기따에 대한 한글 번역 또는 해설이나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실제 생활 속에서 깊은 사색으로 이해되고 또한

경험을 통하여 몸으로 체득”(정태혁 2009, p. 14)된 내용을 담고 있다.

6) 하스띠나뿌라에 자리 잡은 쿠루(Kuru)족의 두 형제 가문, 즉

까우라바(Kaurava)형제들과 빤다바(Pāṇḍava)형제들이 꾸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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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런 부류의 전쟁은 세계사를 통하여 숱하게 있었다. 멀리 다

른 나라에서 예를 찾을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이런 예

가 적지 않다. 그런데 왜 유독 2천 5백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왕위

쟁탈전 이야기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

고 있는가?7) 더욱이 기따의 중심에는 끄리슈나(Kṛṣṇa)라는 힌
두교의 신과 카스트제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따는 종
교의 경계를 넘나든다. 유일신 신앙을 핵심교의로 하는 그리스도

교 전통 안에서도 기따는 널리 읽힌다. 그리스도교는 끄리슈나
를 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불교는 카스트를 배격하지만 그럼에

도 그 안에서 기따가 널리 읽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따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읽히는 것은 그 자체가 지닌

보편성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기따는 힌두교인이든 불교인이

든 이슬람교인이든 그리스도교인이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유

의미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고

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인도 안에서

기따가 보편성을 지닐 수 있었던 근거를 역사 문화적인 입장에
서 고찰한 후에, 기따의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는 까르마요가
(karma-yoga)를 중심으로 그 범세계적인 보편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기따 안에는 인도의 다양한 문화와 사상적 배경을 지니는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으며, 이

점은 기따가 인도 안에서 보편성을 지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나아가 기따의 까르마요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내
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범인

류적인 보편성을 지닌다.

들판(Kurukṣetra) 양편에 군대를 대치시키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살육전을 벌이려는 극적인 상황에서 기타의 가르침이 시작된다.
7) 기따의 연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대개 기원전 5세기 무렵에
형성된 것으로 본다(라다크리슈난, 1996, pp. 36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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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양한 인도의 공통분모로서 기따

1. 이슈와라(Īśvara)인동시에브라흐만(Brahman)인끄리슈나

인도사상사에서 존재의 궁극적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들은 결국

중성적 원리로서의 브라흐만 또는 인격신 이슈와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귀결된다. 합리적인 이성과 신비적 명상전통은 주로 전자

를 선호하는 반면에 윤리적 유신론은 후자를 취한다.8) 그러나 이

두 가지 경향은 상호 무관하게 분리되어 논의되거나 상호 배척하

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인도종교사상의 특징이다. 어떤 의미에서

인도사상사는 비인격적 일원론과 인격적 유신론의 상호 교섭을

통한 변증법적인 발전이라 해도 무방하다.9) 예를 들어, 초기불교

에서는 비인격적 법(法, Dharma)이 강조되고 이와 반대로 초기

비슈누교에서는 궁극적 실재의 인격적 측면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만, 곧장 각각 이에 대한 변증법적 측면이 나타나고 양자 간의 종

합 지양이 모색된다는 것이다.

기따의 궁극적 실재 끄리슈나는 인도사상사에서 비인격적 일
원론과 인격적 유신론이 종합 지양된 종합된 전형적인 예이며,10)

그 결과로 비인격적 브라흐만을 궁극적 실재로 고백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격신 이슈와라를 숭배의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에

게도 사랑 받는 신이 될 수 있었다. 기따에서 끄리슈나(브라흐
만)는 초월적인 절대자인 동시에 지고한 인격(Puruṣottama)이며,

인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신이다.

8) Radhakrishnan(1973) p. 23.

9) Murti(1967) p. 334.

10) Vireswarananda(2005) pp. 18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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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소멸하는 것을 초월하며, 심지어 불멸하는 것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세상과 베다에서 지고한 인격으로 선언된다.

미혹되지 않은 자는 지고한 인격인 나를 그와 같이 안다. 그는 모든

것을 알며, 온 존재로써 나를 신애한다. 오, 바라따족의 후손이여.11)

여기서 우리는 숭배의 대상이 되는 인격신을 본다. 우파니샤드

의 형이상학적 관념론은 기따에서 유신론적인 종교로 전환되며,
이로써 기따는 사랑과 믿음, 기원과 헌신에 대한 여지를 제공한
다. 궁극적 실재의 인격적 측면이 요구되는 것은 현실의 종교적인

삶과 관련된다. 신앙은 궁극적 실재의 초월성(paratva)뿐만 아니

라 '접근가능성'(saulabhyatva)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미현현

자에게 마음을 둔 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왜냐하면 육신을

지닌 자들로서 미현현자에게 도달하는 목표는 어렵기 때문이다.

"12) 그러나 궁극적 실재에 대한 상징 또는 인격신은 철학적 이성

의 욕구에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을 지닌다. 이에 기따는 궁극적
실재의 행위성과 그의 세계 참여를 지지하며, 그 결과로 뿌루숏따

마 안에서 형이상학적 요소와 윤리적 요소의 결합이 일어난다.

기따의 궁극적 실재는 비인격적인 동시에 인격적이며, 또한

그 두 측면을 초월한다. 따라서 기따는 궁극적 실재에 대한 어
떤 체계적인 논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단지 실천적인 삶의 원리를

가르칠 뿐이다. 궁극적 실재는 논리적인 사변의 대상이 아니라,

신비적 체험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진다. 궁극적 실재는 결코 유한

한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경험과 무관한 논

리 그 자체는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없으며, 오직 신비적 체험만

이 우리에게 실재에 대한 증거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따의 기
본 입장이다. 인간의 사유체계는 그 대상을 구분하고 종합하는 과

11) "yasmāt kṣaram adīto 'ham akṣarād api co 'ttmaḥ/ ato 'smi loke vede

ca prathitaḥ puruṣottamaḥ// yo mām evam asaṃmūḍho jānāti

puruṣottamam/ sa sarvavid bhajati māṃ sarvabhāvena//"(xv. 18-19).

12) "kleśo 'dhikataras teṣām avyaktāsaktacetasām/ avyaktā hi gatir

duḥkham dehavadbhir avāpyate//"(xii.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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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없이 작용할 수 없다. 우리가 절대자를 생각하는 순간, 절대자

는 인간의 유한한 사유체계에 적합한 용어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브라흐만 또는 뿌루숏따마가 비인격적인 원리인 동시에 인격신

일 수 있는 것은 그 자체 속에 샥띠(śakti, 창조력), 마야(māyā)

또는 요가마야(yogmāyā)라 불리는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 샥띠

또는 마야를 통하여 비활동적이고 무속성이며 또한 어떤 대상과

도 무관한 절대자는 역동적이고 인격적인 주(主)로 전환된다. 그

러나 엄격히 말하여 브라흐만을 인격적인 측면과 비인격적인 측

면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구분은 단지 경험적

차원에서의 논리적인 구분에 지나지 않으며, 궁극적 실재 자체가

지니는 존재론적 분리는 아니다. 브라흐만이 존재(sat)일 뿐 아니

라, 의식(cit)이며 또한 환희(ānanda)라고 말해지는 한, 그것은 인

격적인 측면을 지닐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식,

즉 자의식(self-consciousness)이 있는 존재에 인격성을 부정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저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

내가 있다'는 말은 내가 의식적이라는 것이며, 이것은 곧 나의 인

격성을 함축한다.

이와 같이 기따의 궁극적 실재는 비인격적인 측면과 인격적
인 측면을 지니지만, 그럼에도 이 둘 중에서 인격적인 측면이 훨

씬 두드러진다.13) 그러나 브라흐만의 인격성은 다른 어떤 존재와

대립되는 것으로서의 자기를 분별하는 의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기따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다른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
문이다. 모든 존재는 브라흐만의 한 요소이며, 그 밖의 제2의 것

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은 브라흐만 안에 있으며, 또한 모든

것 속에 브라흐만이 있다.14) 사실 기따는 브라흐만이 인격적인
13) 초기 베다의 인격신이 정(正)이라면 우빠니샤드의 비인격적인

브라흐만은 반(反)이며, 기따의 인격적인 동시에 비인격적인
뿌루숏따마는 합(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증법적 발전

과정에서 합은 직전 단계인 반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정을 중심으로

반을 종합 지양하는 특징을 보인다.

14) 이런 점에서 기따의 가르침은 범신론(汎神論, pantheism)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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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인격적인가, 유속성(saguṇa)인가 무속성(nirguṇa)인가에 대

한 문제를 중요한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브라흐만은 인격적인 것

과 비인격적인 것의 구분을 초월한다. 그것은 인격성 그 자체의

토대요 원천이다. 그것은 무속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

한 속성을 지닌다. 비인격적이고 비활동적인 브라흐만으로서의 절

대자가,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활동적 인격신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논리적인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직관적

체험에 의하여 증득되는 진리이다.

2. 비슈누의 화신이 된 검은 피부의 토착신 끄리슈나

기따는 원래 비슈누교 계통의 문헌이며 끄리슈나는 비슈누의
화신으로 간주되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크리슈나의 기원이 비슈누

와 무관하다는 견해에 동의한다.15) 그의 외모를 묘사함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쉬얌’(śyām), 즉 ‘검다’는 표현이 일반적이며, 고대의

회화(繪畵)에서도 그는 어김없이 푸르거나 검게 표현되어 있다.

베다에서 검은 피부는 곧 아리아(Ārya)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

한다. 레이차우두리(H. Raychaudhuri)에 의하면, 초기에 바수데바

(Vāsudeva) 크리슈나 숭배에 대한 바라문교의 입장이 부정적이었

던 것은 크리슈나가 브라흐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16)

베다 또는 다른 초기 문헌들에도 크리슈나라는 이름이 나타나

며, 끄리슈나가 아리야인들의 신들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도 있다. 리그베다(viii. 85. 13-15)에 따르면, 끄리

범재신론(汎在神論,panentheism)에 가깝다. 다시 말하여, 기따는 일체
만물이 브라흐만이라는 주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모든

것이 브라흐만 속에 있다고 말한다. ⅵ.30; ⅺ.7; ⅹⅷ.61 참조.

15) Jaiswal(1967) p. 61.

16) Raychaudhuri(1920)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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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는 만 명의 병사들과 함께 앙슈마띠(Aṇśumati) 강가에 있었

으며, 인드라(Indra)에 의하여 살해된다.17) 이것은 베다시대에 아

리야인들에게 적대적인, 그러나 마침내 정복당하는 토착민들이 있

었으며, 끄리슈나는 이들이 숭배했던 토착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18) 사야나짜리야(Sayanācārya)는 이 찬가에서

끄리슈나를 아수라(Āsura)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끄리슈나는 어

떤 아수라의 딸 데바끼(Devakī)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19) 여기서

끄리슈나가 아수라라는 것은 곧 그가 비(非)아리아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찬도기야 우파니샤드(ⅲ.17.6)에 언급되는 데바끼의 아들(dev
akīputra) 끄리슈나는 현자 고라 앙기라사(Ghora Āṅgirasa)의 제

자다. 까우쉬따끼 브라흐마나(Kauṣitaki Brāhmaṇa)(xxx. 6)에
따르면, 고라 앙기라사는 태양의 사제이다. 찬도기야 우파니샤드
와 기따에 언급된 끄리슈나의 연속성은 찬도기야 우파니샤드
의 고라 앙기라사가 끄리슈나에게 전한 지혜와 기따에서 끄리
슈나의 가르침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20)

이와 같이 고대의 여러 문헌들에서 끄리슈나는 아리야인들의

신이 아니라 오히려 아리야의 신이나 종교적인 가르침에 반대되

는 성격을 띠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다가 기따에서 끄리슈나
는 비슈누의 화신(avatāra)21)으로 간주되며, 이로써 끄리슈나는

17) Griffith(1896) pp. 358-359. 리그베다의 인드라는 이상적인 아리야인
전사의 의인화 및 신격화라는 성격을 지니며, 인드라에게 패배하는

신들은 아리야인들에 의하여 정복당하는 토착민들의 신을 나타낸다.

라다크리슈난(1999), pp. 129-130 참조.

18) Bhattacharji(1978) p. 306.

19) Bhandarkar(1940) pp. 82-83;

http://in.answers.yahoo.com/question/index?qid=20091220081440AAVGC

qM, 2010년 7월 8일 검색.

20) Radhakrishnan, Bhagavadgita p. 28.

21) 아와따라라는 말은 하강(descent), 특히 천계에서 지상으로 신의 하강을

의미한다(Pāṇini, Ⅲ.3.120) 화신은 힌두교의 삼신(三神) 가운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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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야인들에게도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신으로 변모한다. 역사적

으로 볼 때 비(非)아리야 계통의 여러 신들이나 역사적인 영웅이

비슈누의 화신으로 편입되는 것은 끄리슈나 외에도 다수 있으며,

심지어는 붓다도 비슈누의 9번째 화신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만일 크리슈나가 그 기원에 있어서 비(非)아리야적이라면, 브라

흐마나 사제들에게 강한 반발을 샀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끄리

슈나는 힌두교도들에게 가장 널리 숭배되는 신이 되었는가? 후기

베다시대에 비슈누숭배가 널리 성행하면서 끄리슈나가 비슈누의

화신 중 하나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비슈누는 아주 초기부터 고

통 가운데 있는 인류를 위한 구세적(救世的) 임무와 관련되어 있

었다. 따라서 비슈누를 구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한 끄리

슈나를 구세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오늘날 끄리슈나는 인도

전역 모든 계층에서 가장 사랑받는 신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사실 힌두교는 이와 같이 지역적인 여러 신들을 비슈누의 여러

화신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자체의 철학적인 통합을 유지하면서도

여러 다양한 지역 전통들을 그 자체 안에 수용할 수 있었다. 말하

자면, 화신 개념은 원래 각기 다른 전통에 속해 있었던 대중적인

신들을 하나의 궁극적 실재 속에 통합하는 메커니즘이었으며, 힌

두교는 이를 통하여 다양한 종교 전통들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비슈누를 주신(主神)

으로 섬기는 바이슈나바(Vaiṣṇava) 전통이 물고기(Matsya)를 숭

배하는 토착종교전통과 충돌했을 때, 이 둘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

는 방법으로 물고기는 비슈누의 화신이라는 개념이 생겨난다. 또

한 이 과정을 통하여 비슈누의 화신들로 간주되는 다른 여러 종

교전통의 숭배 대상들은 보다 폭넓은 상징적 의미와 중요성을 지

니게 되는 측면도 있었다. 말하자면 끄리슈나가 비슈누의 화신으

로 간주되는 과정에서 비슈누숭배의 외연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끄리슈나에게도 새로운 면모가 부가되면서 보다 폭넓은 보편성을

비슈누와 관련을 지니는데, 이것은 비슈누가 세계의 유지를 담당하기

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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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게 되었다는 것이다.

3. 기따에서 카스트제도의 옹호와 평등 또는 구원의
보편성 문제

흔히 카스트제도는 힌두교가 지닌 부정적인 측면의 단적인 예

로 지목되며, 카스트제도를 옹호하고 있는 기따 또한 “사회적

도덕적 불평등의 윤리를 인정해줌으로써” 만민평등의 보편윤리가

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는 비판을 받는다.22) 과연 기따에서
카스트제도의 옹호는 그 가르침이 지니는 보편성을 훼손하는가?

또는 기따는 카스트제도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원천적으로 만민평등의 보편윤리가 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는가?

간략하게 이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카스트제도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관련하여 기따에서 가
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두 구절을 살펴보자.

불법이 횡행함으로써, 오 끄리슈나여, 가정의 여인들이 타락하게 되

고, 여인들이 타락하면 사성계급의 혼잡이 일어납니다.23)

사성계급은 품성과 기능의 구분에 따라 나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비록 나는 그것을 만든 자라 할지라도, 나를 무(無)행위자요 불변자로

아십시오.24)

위의 두 구절로 미루어 볼 때, 기따가 카스트제도(varṇa-dhar
ma)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심지어 기따는 카스트
22) 김선근(1999) p. 102.

23) "adharmābhibhavāt kṛṣṇa praduṣyanti kulastriyaḥ/ strīṣu duṣṭāsu

vārṣṇeya jāyate varṇasaṃkaraḥ//"(i. 41).

24) "cāturvarṇyaṃ mayā sṛṣṭaṃ guṇakarmavibhāgaśaḥ/ tasya katāram api

māṃ viddhy akartāram avyayam//"(iv.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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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시원이 신(끄리슈나)에게 있다고 말함으로써 카스트제도

가 지니는 부동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기따는 사성계급이 끄
리슈나에 의하여 생겨난 영원한(sanātana) 다르마라는 사실을 분

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성계

급이 결코 끄리슈나에 의해 자의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

실이다. 즉 사성계급제도는 각자의 “품성(guṇa)과 행위(karma)의

구분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강조점은 품성과 기능이며 출

생(jāti)이 아니다. 기따는 사성계급이 출생이 아니라 각자의 기
질과 담당하는 일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위에

인용된 구절 외에도 기따에는 사성계급이 품성에 따라 나누어
진다는 사실을 언급한 여러 구절들이 있다.

땅 위에서든 또한 천계의 신들 중에서든 근본물질에서 생긴 이 세

가지 품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바라문과 끄샤뜨리야와 바이샤와 슈드라들의 행위들은, 오! 적을 정

복한 자여, 그들 자신의 본성에서 생긴 품성들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

다.25)

이와 같이 만일 기따에서 옹호되는 사성계급제도가 품성과

역할에 따른 분류라면, 기따의 이러한 입장은 비난될 이유가 없
다. 만일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단지 출생이나 가문에 따라 바라

문이 되거나 슈드라가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지닌 품성과 기질에

따라 기능(일)이 결정된다면, 오히려 사회의 유기적인 통합을 위

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지닐 수도 있을 것이다. 세습화되어 여러

가지 병리현상을 수반하는 오늘날의 사성계급제도는 기따에서
말하는 카스트제도, 즉 품성과 기능에 따라 나누어진 사성계급제

도와는 거리가 멀다. 적어도 기따의 맥락에서만 본다면, 사성계
25) "na tad asti pṛthivyāṃ vā divi deveṣu vā punaḥ/ sattvaṃ prakṛtijair

muktaṃ yad ebhiḥ syāt tribhir guṇaiḥ// brāhmaṇakṣatriyaviśāṃ

śūdrāṇāṃ ca paraṃtapa/ karmāṇi pravibhaktāni svabhāvaprabhavair

guṇaiḥ//"(xviii.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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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품성과 기능에 따른 분류이며, 따라서

기따의 사성계급제도는 불평등한 사회윤리로만 단정할 수 없다.
위의 인용문에서 볼 때, 사람은 각기 품성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

한 차이는 전생의 업과 관련된다. 주지하다시피 힌두교전통은 평

등의 문제를 단지 현생에 한정시켜서 생각하지 않는다. 업의 법칙

(the law of karma)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각자의 출생은 불평등

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26)

업과 윤회에 대한 믿음 위에 확립된 사성계급제도는 “법 앞에

평등” 또는 “신 앞에 평등”보다는 오히려 “업 앞에 만인의 평등”

을 핵심으로 한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업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다. 법 앞에 또는 신 앞에 평등은 부차적이다. 법 앞에 평등

또는 신 앞에 평등이라는 전제에서 본다면, 카스트제도는 분명히

불평등한 사회제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업 앞에 평

등이라는 힌두교의 믿음으로 볼 때,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품

성과 역할에 따라 사성계급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불평등하지 않

다. 적어도 기따에 따르면, 사성계급의 각 구성원들이 담당하는
의무(svadharma)와 행위(svakarma)는 각기 타고난 본성(svabhāva)

과 물질적 요소(guṇa)에 부합하며, 각기 타고난 본성과 물질적 요

소는 다름 아닌 전생의 업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능적

인 분류는 불평등한 사회제도로 단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역사를

통하여 카스트제도가 세습화되고 병리현상을 나타내면서 사회의

유기적인 통합이라는 그 본래의 정신을 상실한 점에 있다.

이제 다시 업 앞에 평등을 전제로 하는 기따의 보편성 문제
를 생각해보자. 평등을 논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이른바 법이나

신은 업보다 더 보편적인가? 업과 윤회를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고 보면, 평등의 기준으로 법이 업보다 더 보

편적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도 업과 윤회에 대한 믿음이 여

전한 대다수의 인도사람들에게는 업 압에 평등이 법 앞에 평등이

26) 그리스도교의 창조론과 비교할 때, 윤회론은 출생의 불평등을 해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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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 앞에 평등보다 더 보편적이다. 힌두교전통에서 업 앞에 평

등은 법 앞에 평등이나 신 앞에 평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힌두

교인에게 업의 법칙('業法')은 모든 법에 우선하는 최상위법이다.

어떤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죄와 벌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성문

화된 실정법은 업의 법칙 안에 있다. 이 둘의 차이는 행위와 그

결과를 고려함에 있어서 전자는 단지 현생만을 고려하지만, 이에

비하여 후자는 현생뿐만 아니라 전생과 내생을 통시적으로 고려

한다는 것이다.

사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으

로’ 평등하다는 말이 아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다.

즉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에서도 각자의 행위와 그

결과에 따라서 불평등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넓게 보면

성문화된 실정법은 업의 법칙에 예외가 아니다. 심지어 힌두교전

통에서는 신(Īśvara)도 업의 법칙에 따라서 세상에 만인의 평등을

실현한다. 이슈와라는 단지 각자의 업을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나

누어주는 분배자(distributer)의 역할을 할 뿐이며, 또한 이런 점에

서 만인에게 평등하다. 누구의 업을 자의적으로 삭감하거나 증가

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나누어주기 때문에 이슈와라는 모든 사람

에게 평등하며 정의롭다는 것이다. 사실 정의 또는 평등의 기준으

로 “지은대로 받는다”는 명제보다 더 명쾌하고 보편적인 기준은

없다할 것이며, 기따는 이 기준에 따른 정의와 평등을 가르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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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류의 보편적인 구제(救濟)의 도(道)로서

까르마요가

기따는 3종의 요가를 설한다. 즉 갸나(jñāna, 知識)요가, 박띠
(bhakti, 信愛)요가, 까르마(karma, 행위)요가로써 업을 없애고 해

탈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갸나요가는 영원한 것과 무상한 것

을 분별(viveka)하는 지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박띠요가는 신,

특히 비슈누에게 온 마음을 집중하고 그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이에 비하여 까르마요가는 행

위를 통하여 해탈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범

인류적인 보편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 결코 한 순간도 행위하지 않고 있을 수 없으

며, 누구나 근본물질에서 생긴 속성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위하도

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27)

어떤 사람에게 지식의 추구나 신에 대한 믿음과 헌신은 선택의

문제일 수 있지만 행위는 피할 수 없다. 살아있는 한 행위하지 않

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행위 속에서 행위의 초월을 가르치는 까

르마요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의미를 지니는 구제(救濟)의

도(道)일 수 있다.

27) na hi kaścit kṣaṇam api jātu tiṣṭhaty akarmakṛt/ kāryate hy avaśaḥ

karma sarvaḥ prakṛtijair guṇaiḥ//(iii.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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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위 속에서 행위의 초월

기따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대에게 부여된 행
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행위는 행위하지 않음보다 낫기 때문입

니다. 행위 없이는 심지어 그대는 몸조차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

다”(iii. 8). 인간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으며, 살아있는 사람인 한

완전히 행위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따의 입장
이다. 그러나 기따에서 행위가 강조되는 것은 단지 사람은 “누
구나 근본물질에서 생긴 속성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iii. 5)이 아니다. 사람에게 행위가 중요한 것은 그

것을 통하여 행위(業)가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행위 속에서 행위가 극복될 수 있는가? 끄리슈나

(Kṛṣṇa)가 아르주나(Arjuna)에게 말한다.

오직 행위만이 그대가 가진 권리이며, 결코 그 결과는 아닙니다. 행

위의 결과가 그대의 동기가 되지 않게 해야 하며, 행위에 대한 집착이

그대에게 있어서도 안 됩니다.28)

까르마요가는 집착하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 속박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에서의 능숙함’(karmasu kauśalam)이다. 그것은 결

과를 동기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이슈까르미야(naiṣkarmya,

無爲)이지만, 여기서 무위는 ‘무행위’(無行爲, a-karma)가 아니라

‘행위로부터의 자유’이다. 나이슈까르미야는 단순히 행위하지 않음

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행위를 한다'는 자아의식에서 벗어난 행위, 즉 욕망

없는 행위(niśkāmakarma)이다. 또한 무위는 행위의 포기(saṃnyāsa)

가 아니다.

28) karmaṇy evā 'dhikāras te mā phaleṣu kadācana/ mā karmaphalahetur

bhūr mā te saṅgo 'stv akarmaṇi//(ii.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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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이 행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

며, 단지 포기한다고 해서 그가 완전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29)

욕망 없는 행위는 소극적인 은둔이나 행위의 포기가 아니라, 행

위를 통한 적극적인 자기 삶의 실현이다. 그것은 허구적 자아의식

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가 스스로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 즉

해탈을 지향한다. 단순히 행위를 포기하는 것은 행위를 하지 않으

려는 또 다른 욕망을 부른다. 왜냐하면 행위를 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자아의식(ahaṃkara)이 남아있는 한 그것은 어딘가에 집착하

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행위를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행

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행위에 구속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까르마요가가 지향하는 해탈과는 무관하다. 까르마요가는

해탈, 즉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며, 이를 위

하여 적어도 두 가지가 요구된다.

첫째, 자기 본연의 의무(svadharma)에 충실해야 한다. 누구든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해탈을 기대할 수 없다.

잘 행해진 다른 사람의 의무보다는 설사 공덕이 없다 해도 자신의

의무가 낫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행하다가 죽는게 낫습니다. 다른 사

람의 의무는 위험천만입니다.30)

힌두교전통 일반, 특히 기따에서 왜 이토록 의무의 실천을 강
조하는가? 왜 설사 ‘공덕이 없다 해도’ 자신의 의무에 대하여 충

실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일차적인 이유는 사성계급제도와 관련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의 의무를 생각해서라도 그대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29) na karmaṇām anārambhān naiṣkarmyaṃ puruṣo 'śnute/ na 'ca

saṃnyasanād eva siddhiṃ samadhigacchati//(iii.4).

30) śreyān svadharmo viguṇaḥ paradharmāt svanuṣṭhitāt/ svadharme

nidhanaṃ śreyaḥ paradharmo bhayāvahaḥ//(iii.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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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에게는 의무에 따른 전쟁보다 더 좋은 다른 어떤 것이 없기 때문

입니다.31)

그러나 만일 그대가 이 정의로운 수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의무

에 실패하고 명예를 잃어버릴 것이며,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32)

위에서 보는 것처럼, 기따에서는 사성계급제도에 의거한 의

무가 강조된다. 그러나 기따가 사성계급제도에 의거한 의무의

수행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기따가 제시하는 까르마요
가의 전부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사성계급제도에 의거한 의무

의 수행은 당시 인도사회라는 상황에서 실천될 수 있는 까르마요

가의 출발점에 불과하며, 까르마요가를 실천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사성계급에 의거한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까르

마요가의 핵심은 행위를 하되 행위의 결과를 그 동기로 삼지 않

는 것이며, 사성계급에 의거한 의무를 실천은 이와 같은 가르침이

전쟁에 임하는 전사 아르주나라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실례이다. 진리는 보편적이며 또한 보편적이어야 하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 적용은 항상 구체적이고 특수할 수밖에 없다. 만

일 진리의 적용에서 구체적인 콘텍스트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단

지 관념적 추상 또는 언어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기따의 스와다르마(sva-dharma) 개념이 사성계급제도

에 의거한 의무의 수행에 국한된다면, 그것은 시대와 장소에 지극

히 국한된 계급윤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33) 사성계급제도가 통

용되지 않는 오늘 우리사회에서는 전혀 무의미하다고 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따의 스와다르마는

사성계급제도에 의거한 의무의 수행에 국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르마 또는 스와다르마는 무수한 차원과 다양성을 지니기 때문

31) svadharmam api cā 'vekṣya na vikampitum arhasi/ dharmyād dhi

chereyo 'nyat kṣatriyasya na vidyate//(ii. 31)

32) atha cet tvam imaṃ dharmyaṃ saṃgramaṃ na kriṣyasi/ tataḥ

svadharmaṃ kīrtiṃ ca hitvā pāpam avāpsyasi//(ii. 33)

33) 김호성(2007) p.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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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산스크리트어 사전에 ‘다르마’라는 말의 의미가 무수히 많은

것은 단지 그 말이 지니는 어의의 다양성 문제가 아니다.34) 궁극

적인 차원에서 다르마는 진리나 이법을 의미하지만, 사회나 개인

적인 차원에서는 ‘의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이런 이유

이다. 다르마가 우주적인 이법인가 하면 또한 사회적인 의무인 것

은 단지 다르마라는 말이 지니는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르마 자체가 지니는 다양한 차원과 구체적인 콘텍스트

를 반영하고 있다.

까르마요가의 의미와 관련하여 생각한다면, 스와다르마는 ‘누구

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말

한 것처럼, 까르마요가의 핵심은 행위를 하되 그 결과를 동기로

삼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행위가 이와 같을 수 있는가? 그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마땅히 해야 할 일과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있는 행위는 두 가지 가능성을 지닌다. 하나는 행

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

는 행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가적인 결과(대가)를 기

대할 수 있다.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있는 행위는 까르마요가에 적합하지 않다.35) 물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판단이 타의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의거한 것일 때,

그리고 그 행위가 무상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해탈)을 위한 행

위일 때, 또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체중생을 위한 것일

때,36) 그 행위는 보다 까르마요가에 일치하는 행위가 된다. ‘마땅

34) ‘dharma’라는 말은 확립된 것, 확고한 법령, 법률, 관습적인 준수, 규정된

행위, 의무, 권리, 정의, 덕, 윤리, 종교, 종교적인 공덕, 선한 행동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Monier-Williams 1956, p. 510).

35) 미망사에서는 행위를 1)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 2) 선택적으로 하는

행위(kāmya-karma), 3) 금지된 행위(pratiṣiddha-karma), 4) 속죄의

행위(prāyaścitta-karma)로 나누고 있다. 이 중에서 선택적인 행위는

공덕이 되지만 그럼에도 무관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계에 가겠다는 이기적인 목적이 수반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36) “세계의 유지를 고려해서라도 그대는 마땅히 행위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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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에서 스와다르마는 시대와 장소에 국한

된 계급윤리의 차원 바깥에 있으며,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누구

에게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37)

둘째, 행위는 전생의 업을 소멸시켜야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

을 쌓지 말아야 한다. 이로써 행위의 과보를 실현하기 위한 윤회

의 근거를 단절할 수 있다. 새로운 업을 쌓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선업도 예외일 수 없다. 다시 말하여, 더 이상 악업(惡業)을 쌓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선업도 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선업도 업이며, 따라서 윤회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는 악업

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선행으로 선업을 쌓는 것은 단지 상대

적인 가치를 지닐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선업도 모두 사라져야 윤

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본연의 의무를 다하

면서 또한 악업이나 선업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까르마요가

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항시 집착 없이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십시오. 왜냐하

면 집착 없이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은 지고의 것을 얻기 때문입니

다.38)

현생은 전생에 쌓은 업의 결과이며, 선업은 행복한 경험으로 그

리고 악업은 고통스런 경험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까르마의 법칙

이다. 자신이 행한 의지적인 행위의 결과가 발현하는 과정을 저지

할 수는 없다. 까르마의 법칙을 뛰어 넘으려는 시도는, 자기의 그

림자를 뛰어 넘으려는 것만큼이나 무모하다. 따라서 전생의 업이

발현하는 우리의 삶 속에는 즐거움과 고통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합니다”(lokasaṃgraham evā 'pi saṃpaśyan kartum arhasi//(iii. 20).

37) 이런 의미에서 스와다르마는 ‘천직’(天職)과 상통한다. 정태혁교수(2009,

p. 21)에 따르면, 기따는 “자기 자신보다는 사회 내지 인류의 질서를
위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널리 읽힐 수 있었다.

38) tasmād asaktaḥ satataṃ kāryaṃ karma samācara/ asakto hy ācaran

karma param āpnoti pūruṣaḥ//(iii.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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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경험에 대해서는 흔히 욕망(rāga)이 일어나며, 고통스런

경험에 대해서는 분노(krodha)가 일어난다. 기따에 따르면, 집

착과 증오는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난적(亂賊) 중의 난적이다.

욕망이 그것이며, 분노가 그것입니다. 격정의 요소에서 생겨나서 모

든 것을 삼키는 매우 악한 것, 그것이 여기서 적(敵)임을 아십시오.39)

지혜로운 자의 영원한 적인 이것, 욕망의 형태를 지니며 꺼질

줄 모르는 불과 같은 이것에 의하여 지혜는 가려져 있습니다. 오,

꾼띠의 아들이여!40)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행위는 선과 악을 초월하며 따라서 선업

과 악업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까르마요가의 핵심이다. 이러한

행위는 불교에서 말하는 비백비흑업(非白非黑業)41) 또는 업을 내

생에 나타낼 과보로 기록될 수 없다는 의미의 무기업(無記業)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위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행위자의 의지가 선인가 악인가에 따라서 선행인가 악행인가가

결정된다. 까르마요가의 행위는 선행도 아니고 악행도 아니다. 그

것은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

며, 이런 점에서 행위로부터의 자유(naiṣkarmya-karma)이다.

2. 까르마요가의 보편성

까르마(karma)는 ‘행위’인 동시에 ‘업’(業)이며,42) 요가(yoga)는

39) kāma eṣa krodha eṣa rajoguṇasamudbhavaḥ/ mahāśano mahāpāpmā

viddhy enam iha vairiṇam//(iii. 37).

40) avṛtaṃ jñānam etena jñānino nityavairiṇā/ kāmarūpeṇā kaunteya

duṣpūreṇā 'malena ca//(iii. 39).

41) 불교에서는 흔히 선업과 악업을 백업(白業)과 흑업(黑業)으로 비유한다.

42) 까르마(karma)는 '행위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원형 kṛ 에서 파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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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에 이르는 길(margā), 즉 업을 없애는 길이다. 이렇게 볼 때,

까르마라는 말과 요가라는 말은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짝인 것처

럼 보인다. 까르마의 법칙에 따르면 행위란 업을 쌓기 마련인데,

어떻게 행위가 또한 요가일 수 있는가? 기따의 까르마요가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말하자면, 기따는 행위로 업을 없애
는 독특한 요가를 가르친다.43)

⑴ 까르마의 법칙과 까르마요가

행위로 업을 없앤다는 사고방식이 기따에서 처음으로 나타나
는 것은 아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확고했던 업의 법칙 속에 그

씨앗이 들어있었다. 행위 속에서 행위를 초월한다는 까르마요가의

내적구조는 어떤 행위든 반드시 그 결과로 잠재력을 지닌다는 사

유방식, 즉 업의 법칙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하여, 어떤 행위가

업을 없애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모든 행위는 그 결과로

잠재력을 지닌다는 사유방식의 연장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업의

법칙은 까르마요가의 전제이다. 만일 어떤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필연적인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의 법칙뿐만 아니라 까

르마요가도 불가능하다.

까르마의 법칙은 인도의 사상과 종교를 종횡으로 관통하는 중

심축이다. S. 라다크리슈난은 리그베다의 리따(Ṛta, 天則)가 지

명사로 '행위'라는 의미를 지니는 말이지만, 경전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업설(業說) 또는 까르마의 법칙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까르마는 ‘행위의 뒤에 남는 잠재력’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인도인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것이 악행이든 선행이든

반드시 그 결과를 남기며, 그것은 행위자의 다음 존재 양태를 결정하게

된다. 까르마의 법칙은 윤리 세계에 적용되는 질량보존의 법칙과 같은

것으로, 도덕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43) 까르마요가는 기따에서 가장 독특하고 창의적인 사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길희성,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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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법칙 또는 질서의 의미와 업의 법칙을 관련짓는다.44) 리따는

온 세계에 편재하며, 모든 신들과 사람들이 따라야만 하는 법칙이

다. 그것은 사물의 보편적인 본질이며, 사띠야(satya,眞理) 또는 사

물의 실상이다. 무질서 또는 ‘안 리따’(An-Ṛṭa)는 거짓이며, 참의

반대이다.45) 선한 사람들이란 리따의 길, 참된 것, 질서 지워진 것

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질서 바른 행위는 참된 브라따(vrata)라 불

린다. 브라따니(vratāni)는 리따의 길을 따르는 선한 사람들의 삶

의 방법이다.46) 리그베다에서 참된 브라따가 강조된 것은 어떤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점에서 리따개념은 업의 법칙과 어떤 관련을 지닌

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베다 행위편(karma-kaṇḍa)의 희생제(yajña)는 기따의 까르마
요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베다 본집(saṃhitā)과 브라흐마나(B

rāhmaṇa)문헌에서 까르마는 베다 종교의 중심 개념인 희생제이

다. 일반적으로 희생제는 속죄를 위하여 또는 예경의 표시나 자신

이 바라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신(deva)에게 제물이나 공물을

바치는 의례를 의미한다. 브라흐마나시대에 들어 제식의 집행이

중요하게 되었을 때, 까르마라고 불리는 희생제는 삶 전체를 압도

하며, 모든 행위는 희생제와 관련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희생제

없이는 어떤 것도 희망하거나 얻을 수 없다. 오직 희생제를 통해

서만 사람은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47) 인간뿐만 아니라 신들도

희생제의 영향 하에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스스로의 지위를 얻었

다.48) 이제부터 구원의 길로서 까르마라는 말은 언제나 희생제와

제의식을 함축하게 된다.

44) 라다크리슈난(1999) pp. 161-162.

45) Rig-veda, ⅶ.56.12; ⅸ.115.4; ⅱ.6.10; ⅳ.5.5; ⅷ.6.2; ⅶ.47.3.

46) Rig-veda, ⅸ.121.1; ⅹ.37.5.

47) 물론 여기서 구원이란 여전히 물질적인 천계를 의미한다. Hopkins,

Religions of India, p. 204ff.

48) Śatapatha-brāhmaṇa, iii.1,4,3; iv.3.2,,5; Aitareya-brāhmaṇa, ii.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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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의 힘이 인정되고49) 속죄를 위하여 희생제를 드렸다는 것

은 어떤 행위가 다른 어떤 행위에서 생긴 결과를 상쇄할 수 있다

는 사유방식의 표현이며, 이 점에서 베다의 희생제는 행위로 업을

없애는 까르마요가의 일면을 지닌다. 그러나 베다의 희생제는 어

떤 '목적'을 지닌다는 점에서, 즉 바라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행

위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기따의 까르마요가와 거리가 있다. 기
따에서 베다의 제사가 “욕망으로 가득차있고 천계를 최고로 삼

는”(kāmātmānaḥ avargaparāḥ), “향락과 권력을 얻기 위한”(bhog

aiśvarya) 의례로 비난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50)

우빠니샤드시대에는 지식에 비하여 행위는 상대적으로 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행위가 지니는 두 가지

측면 중에 ‘업의 초월가능성’ 보다는 오히려 ‘업의 필연성’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경향과 관련된다. 행위는 반드시 그 결과로서의 잠재

력, 즉 업을 남기며 따라서 윤회의 원인이 된다는 사고방식이 현

저했기 때문이다. 우빠니샤드에서 확립되는 까르마의 법칙에 따르

면, 윤리 세계에는 우연적이거나 돌발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언제나 뿌린 대로 거둔다.51) 선을 뿌리면 행복한 결실을

가져올 것이며, 악을 뿌리면 고통스러운 결실을 가져온다. 죄로부

터의 구원이 신에 대한 희생제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베다의 사고

방식에 반발하여 우빠니샤드시대에는 까르마의 법칙이 크게 강조

되었다. 사람은 희생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선행을 통해서 선하게

된다. “실로 사람은 선행으로 좋게 되고 악행으로 나쁘게 된다.”52)

49) 브라흐마나 문헌에서 우리는 ‘사람의 의무들’에 대한 구절을 본다. 이

의무들은 1) 신들에 대한 의무 - 희생제, 2) 시성(rish)들에 대한 의무 -

베다 공부, 3) 조상들에 대한 의무 - 자손, 그리고 4) 벗들에 대한 의무 -

후한 대접이다. 이 의무들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성취된다.

50) ii. 42-43 참조.

51) 그리스도교 성경에도 까르마의 법칙을 시사하는 구절이 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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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따에서는 다시 행위가 지니는 업의 초월가능성이 강조된다.
업의 필연성에 지나치게 강조점을 둔 우빠니샤드의 경향에 대한

반발이다. 그러나 기따의 까르마요가는 단지 우빠니샤드에서 강
조된 업의 필연성을 배제하고 초월가능성을 부각시키는 작업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까르마요가는 베다 이래로 행위와 관련하

여 지속된 두 가지 경향, 즉 업의 필연성과 초월가능성을 종합지

양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베다와 브라흐마나시대의

주된 경향, 즉 행위(희생제)가 중시되는 경향이 기따에서 다시
부활하지만, 천상을 지향하는 베다의 제사, 즉 제물의 제사(dravy

ayajña)는 기따에서 지혜의 제사(jñānayajña)로 대체된다.53) 지
혜의 제사는 제물의 제사에 대한 우빠니샤드적 변용의 산물이다.

기따의 까르마요가는 베다 이래로 인도인들의 ‘민족적 실감

(實感)’54)으로 일컬어지는 업의 법칙에 대한 믿음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다른 두 요가에 비하여 보다 광범위한 보편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박띠요가는 그 핵심에 신의 ‘은총’(prasāda)을 두고 있

으며, 은총의 교의는 까르마의 법칙과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

신론적인 전통 바깥에서는 설득력이 약하다. 까르마의 법칙에 따

르면, 어떤 사람의 해탈은 그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해야 하는데, 박띠요가에서는 해탈의 궁극적인 원인을 신의 선택

과 은총에서 구한다. 은총교의는 까르마의 법칙과 양립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다.55) 갸나요가는 주로 지식층을 중심으로 발달해왔

다는 점에서 까르마요가만큼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웠으며,

기따에서 갸나요가는 까르마요가의 전제가 되며 또한 까르마요
가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52) puṇyo vai puṇyena karmaṇā bhavatī/ pāpaḥ pāpeneti//(ⅲ.2.13).

53) iv. 33 참조.

54) 진열(1988) p. 81.

55) 업사상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연쇄가 반드시 동일한 인격에 한정된다는

자업자득이 그 요체가 된다. 이거룡(1995), pp. 235-2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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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행겸수(知行兼修)로서 까르마요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따의 까르마요가에서 강조되는 행

위는 단지 베다의 희생제나 각 계급에 따른 의무를 의미하지 않

는다. 까르마요가의 행위는 지혜가 반영된 행위, 지혜로 제어된

(buddhiyuktāḥ) 행위를 의미한다.

자신의 지성을 제어한 자는 심지어 이 세상에서 선행과 악행 둘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요가를 닦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요가는 행위

에 있어서 능숙함입니다.

스스로의 지성을 제어한 현자는 실로 행위가 낳는 결과를 포기하

고, 태어남의 속박에서 벗어나 슬픔을 여읜 경지에 도달합니다.56)

즉 행위가 낳는 결과를 포기할 수 있으려면, 우선 지혜로 제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직 지혜로 제어된 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진정한 의미의 까르마요가가 실천될 수 있다. 끄리슈나

가 아르주나에게 “싸움을 위해 결단하고 일어나라”57)고 촉구하면

서도 또한 “낙과 고, 득과 실, 승과 패를 평등하게 여기며 전투에

임하라”58)고 말하는 것은, 싸움이라는 행위가 승패를 평등하게 여

기는 지혜로 제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승패를

평등하게 여기지 않고 싸움에 임한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악을

초래한다(ii. 38). 까르마요가의 전제는 지혜로 제어된 평등한 마음

이다. 이런 의미에서 끄리슈나는 “요가란 평등성(samatva)을 의미

한다.”59)고 말한다. 이와 같이 행위가 지혜로 제어되기 위해서는

56) buddhiyukto jahātī 'ha ubhe sukṛtadu ṣkṛte/ tasmād yogāya yujyasva

yogaḥ karmasu kauśalam// karmajaṃ buddhiyuktā hi phalaṃ tyaktvā

manīṣiṇaḥ/ janmabandhavinirmuktāḥ padaṃ gacchanty anāmayam//(ii.

50-51).

57) uttiṣṭha … yuddhāya kṛtaniścayaḥ//(ii. 37).

58) sukhaduḥkhe same kṛtvā lābhālābhau jayājayau/ tato yuddhāya

yujyasva … //(ii. 38).

59) samatvaṃ yoga ucyate//(ii.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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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적 성격의 지성(vyavasātmikā buddhi)을 확고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수련(abhyāsa)과 이욕(vairāgya)이 요구된다.60)

기따에 대한 전통적인 주석자들은 대개 세 요가 중에서 어느
하나가 다른 둘에 비하여 보다 우수하다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이

것은 주석자들이 각기 자신의 철학적 종파적 전제와의 일관성을

고려한 해석의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기따에서 세 요가, 특히
까르마요가와 갸나요가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의 관

계이며,61) 보완은 까르마요가가 갸나요가를 포섭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말하자면, 기따의 까르마요가는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지
행겸수(知行兼修, jñāna-karma-samuccaya)의 입장이다. S. 라다

크리슈난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지행겸수의 입장은 이미 찬도기야
우빠니샤드(ii. 23.1), 브리하드아란야까 우빠니샤드(iv. 4.22), 
이샤 우빠니샤드(2) 등의 여러 우빠니샤드에서 찾아볼 수 있으

며,62) 기따는 이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까르마요가는 베다와

우빠니샤드를 통하여 계승되어온 지행겸수의 전통을 이어받았지

만, 또한 행위를 중심으로 지혜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

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63) 이미 말한 것처럼, 행위는 지식에

비하여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60) vi. 35. “그러나 마음은 수련과 이욕에 의하여 제어된다”(mano …

abhyāsena tu kaunteya vairāgyeṇa ca gṛhyate). 기따의 이 구절은
요가수뜨라 i. 12와 상통한다. 후자에서는 마음작용(citta-vṛtti)을
없애기 위한 두 가지 방편으로 수련과 이욕이 권고된다.

61) 기따 iii. 3에 따르면, 예부터 이 세상에는 두 요가, 즉 까르마요가와
갸나요가가 있었다. 박띠요가는 언급되지 않는다.

62) Radhakrishnan(1960) p. 44.

63) 인도사상사를 관통하는 지행겸수의 입장은 샹까라의 불이론에 의해

지혜일원론으로 경도되었으며, 나중에 띨락은 행동주의적 해석을 통하여

상실된 지행겸수의 전통을 되살리고자 했다(김호성 2007,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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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간과 출세간의 종합으로서 까르마요가

기따의 까르마요가는 세간의 사회윤리 질서와 해탈을 구하는
초세간적인 길을 조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당시 힌

두교의 윤리는 바르나다르마(varṇa-dharma)와 아슈라마다르마

(āśrama-dharma)로 규정된다. 전자가 사회적인 윤리라면 후자는

개인적인 윤리이다. 이 두 차원의 윤리에 따르면, 사람은 각기 자

기가 속한 계급(varṇa)에 할당된 의무, 그리고 삶의 각 단계(āśrama)

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지탱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각 개인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업의

필연성이 강조되던 우빠니샤드시대의 가치기준으로 볼 때, 의무는

설사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행위라 할지라도 결국 의무의 수행은

그 결과로 업을 축적하기 마련이며 따라서 그것은 윤회의 원인으

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우빠니샤드시대에는 모든 행

위를 포기하고 세간을 떠나서 신비적 지식만을 추구하는 유행자

(遊行者, saṃnyasin) 또는 사문(沙門, śramaṇa)의 이상이 성행하

게 되었다. 특히 기원전 6세기경 갠지스강 동북부에서 일어나 큰

호응을 얻고 있었던 불교와 자이나교에 의하여 이와 같은 분위기

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당시 바라문교

자체의 사회적 기반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까르마요가는 세간의 삶에서 요구되는 의무의 수행이 결코 해

탈이라는 궁극적 가치추구에 역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포기와 행위의 요가는 둘 다 지고의 선(해탈)에 이르게 한다. 그

러나 이들 가운데 행위의 포기보다 행위의 요가가 더 우월하다”

(v. 2). 행위라고 하여 무조건 업이 되고 윤회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행위 중에는 업이 되지 않는 행위가 있을 뿐만 아

니라 과거의 업을 상쇄할 수도 있는 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까르마요가는 행위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한편

으로 힌두교가 행위 긍정의 종교, 세간의 삶을 긍정하는 종교가

될 수 있게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힌두교가 불교나 자이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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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문전통과 교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64) 나중에 불교

가 중국으로 전해졌을 때 기따의 까르마요가는 인도적 사유방
식이 노장(老莊)의 무위(無爲)사상과 소통할 수 있었던 중요한 매

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기따는 까르마요가를
통하여 불교의 여러 개념들과 이해의 지평을 맞출 수 있었으며,65)

나아가서는 중국의 노장사상과도 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

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까르마요가를 중심으로 기따가 인도뿐만 아니라 세
계 여러 나라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보편성의 근거를 살펴보았다.

우선 기따가 인도 안에서 계급과 지역을 초월하여 널리 읽힐

수 있는 근거는 무엇보다도 기따의 주신(主神)인 끄리슈나가 지
닌 보편성에서 찾을 수 있었다. 끄리슈나는 아라야적인 요소와 토

착적인 요소를 동시에 지니며 또한 인도의 유신론전통과 초신론

(超神論, super-theism)전통을 동시에 지닌다. 이런 까닭에 끄리슈

나는 인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신일 수 있었으며, 
기따의 가르침 또한 인도의 모든 대중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
로 다가갈 수 있었다. 기따의 뿌루숏따마 개념이 궁극적 실재의
인격적 측면과 중성적 형이상학적 실재로서의 측면을 구유(具有)

한다는 점에서 보면, 기따의 궁극적 실재는 인도뿐만 아니라 동
서양의 모든 종교전통이 추구해온 궁극적 실재 개념의 접점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64) 김선근(2004) p. 11.

65) S. 라다크리슈난에 따르면, 기따는 대승불교의 중요한 두 가지 경전인
법화경과 대승기신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Bhagavadgita,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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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따가 인도를 넘어 범인류적인 구제의 도를 전하는 경전일
수 있는 근거는 기따의 주요 가르침인 까르마요가(행위의 길)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까르마요가는 행위 속에서 행위의 초월 또는

행위로 업을 없애는 '행위에서 능숙함'이다. 살아있는 한, 행위는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까르마요가는 지식이나 신

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 삶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범인류적인 보편성을 지닌다.

해탈에 이르는 길이라는 점에서 까르마요가는 까르마의 법칙과

상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까르마요가는 오히려 까르

마의 법칙을 전제로 수용하면서 까르마의 초월을 설한다는 점에

서 보다 광범위한 보편성을 지닐 수 있었다.

또한 기따가 옹호하는 사성계급제도와 기따의 보편성이 지
니는 관계를 살펴보았다. 기따에서 사성계급제도가 옹호되고 있
는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기따에서 그것은 품성(guņa)과 행위
(karma)에 따른 분류이며, 따라서 사성계급제도의 수용이 기따
의 보편성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기따에서 스와다르마(svadharma)의 실천이 논의되었
다. 끄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촉구한 전사로서의 의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보편

적인 다르마가 구체적인 콘텍스트에 적용된 하나의 예일 뿐이다.

기따에서 까르마요가의 핵심은 아르주나가 전사로서 전쟁에 나
아가 자신의 스와다르마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승패를 평등하

게 보면서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무가 강조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행위야말로 까르마요가에 가장 적합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결과를 동기로 삼지 않으면서 마땅히 해

야 할 일을 할 때, 자아실현(해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는 까

르마요가의 메시지는 기따가 지니는 범인류적 보편성의 근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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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niversality of the Bhagavadgītā

Geo-Lyong Lee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The Bhagavadgītā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Gītā) is

perhaps the most famous, and definitely the most

widely-read, religious text of ancient India, which is

contained in the Bhīṣma-parva of the Mahābharata, the

greatest Sanskrit epic. The Gītā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exts that define the essence of Hinduism, and all

over the world Hindus chant from The Gītā during most of

their religious ceremonies. Mahātmā Gāndhi calls it "the

universal mother whose door is wide open to anyone who

knocks," and further says that "a true votary of the Gītā

does not know what disappointment is. He ever dwells in

with perennial joy and peace that passeth understanding."

The Gītā deals with metaphysics, religion and ethics, and

has been rightly called the 'Gospel of Humanity.'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basis of popularity of

the Gītā in India as well as throughout the world, centering

on karma-yoga, one of the most significant messages of the

Gītā. First of all, we can find out the basis of universal

popularity of the Gītā lies in the characteristics of Kṛṣṇa,

the most venerated and popular of the incarnations of Lord

Viṣṇu. Because Kṛṣṇa was originally a primitive non-Aryan

god and became an avatāra of Viṣṇu, he could be acceptable

to both Aryans and non-Aryans. Also, as Puruṣottama,

Kṛṣṇa in the Gītā has dual characteristics of Īśvara and

Brahman, and therefore He is regarded as the meet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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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ersonal theism and impersonal monism which are the

two mainstream of Indian philosophy.

Karmayoga makes the Gītā the 'Gospel of Humanity.'

As the Gītā said, "None can ever remain really actionless

even for a moment." It is not possible for us to abstain

from action. The universe itself depends on actions. Work

keeps up the cycle of the universe and it is the duty of

every individual to help it. Karmayoga is the way of

renunciation in action. The Gītā points out that the binding

quality of an action does not lie in its mere performance but

in the motive or desire that prompts it. Karmayoga is not

negation of action, but performance of actions in a detached

spirit. Again, karmayoga in the Gītā is not opposed to

jñānayoga. In fact, the former is possible only when the

latter is attained. The Gītā represents a unique synthesis of

action and knowledge. I also pointed out that because The

Gītā instructed niṣkāmakarma (desireless action) or

karmayoga on the basis of the law of karma it could get

the universal popularity.

Key Words: bhagavadgItA, karmayoga, niSkAmakarma,

KRSNa, universality, caste, svadha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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