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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의학서임에도 불구하고 윤회를 인정하고 있는 아유르베다의

윤회관을 CS에 의거하여 고찰함으로써, 아유르베다의 독자적인 윤회관

과 그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상키야학파의 비교를 통해 의의를 정립

하고자 한다.

CS에서는 윤회할 때 필요한 요소를 ātman, 5대에서 ākaśa(空)를 제

외한 4대 그리고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sattva(마음)로 분류

하고 있다. 이들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윤회의 원인으

로는 정신적 도샤라 일컫는 rajas, tamas와 업이 존재하는데 이들 모두

는 질병으로 연결되어 다음 생에도 병을 지속하게 한다.

SK에서는 업의 개념을 담당하고 있는 buddhi(統覺)와 미세신의 이전

을 통해 윤회가 진행된다. SK의 경우, buddhi의 정신적 기능인 8정태에

따라서 다음 생의 세계가 결정이 되고 CS의 경우, sattva(마음)의 유형

에 따라 다음 생의 세계를 분류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CS만의 독자적인

윤회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마음이 CS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윤회에 있어서 SK에서는 buddhi가, CS에서는

마음이 중대한 원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양자의 연관성을 미루어 연대적으로 볼 때, CS에서 마음의 기능이

고전 상키야에 이르러 buddhi의 다양한 기능으로 전환ㆍ확대되어 SK에

반영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Ⅰ. 들어가기

오늘날까지도 윤회란 용어와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화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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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나 소설의 소재로 빈번히 등장하게 되면

서 대중들에게도 일상용어로 자리 잡을 만큼 친숙한 어휘가 되었

다. 윤회의 탄생지라고 할 수 있는 인도의 철학 전반에서는 대부

분의 경우 윤회의 주체가 무엇이냐에 관한 논란이 있을지라도 윤

회란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을 연결해주는 당연한 개념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고대인도 의학인 아유르베다(Āyurveda)

에서는 윤회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을까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

다. 흔히 서양의학이나 인도를 제외한 동양의학에서는 윤회라는

개념을 취급하지 않는다. 물론 현대 의학에서 사후의 영혼의 존재

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학이란 건강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 있는 동안의 생

명이 대상이 되고, 질병의 원인이 산정되는 시기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유르베다에서는 윤회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의학서임에도 불구하고 윤회를 인정하고 있

는 아유르베다의 윤회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유르베다의 3

대 고전 의학서1)이자 대표 내과 의학서라고 할 수 있는 Agniveśa

의 Caraka-saṃhitā를 중심으로 하여 아유르베다에서 바라 본 윤

회의 조건과 윤회의 주체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의학서로서의

특징이 어떻게 윤회에 적용되었는지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초기 상키야의 성격이 반영되었던 CS는 특히 생리학에 있

어서 아유르베다의 기본 개념은 상키야 학파의 창조 이론에 기초

하고 있다. 따라서 CS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키야 학파의 교전

인 Saṃkhya-kārika를 통해서 상키야의 윤회관과 비교해보고 그

에 따른 분석을 하는 것에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1) 현존하는 경전들 중 bṛhat-traya 혹은 vṛddha-trayī 혹은 ‘Great Trio'라

불리는 Agniveśa의 Caraka-saṃhitā, Suśruta의 Suśruta-saṃhitā,

Vāgbhaṭa의 Aṣṭāṅga-hṛdaya-saṃhitā가 아유르베다의 3대 고전 의학서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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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윤회의 조건

1. 윤회에 필요한 요소

윤회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윤회의 주체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어야 한다. CS에서는 인도의 정통학파들과 마찬가

지로 윤회의 주체로서 영혼이라는 존재를 인정한다. 영혼은 흔히

‘jīva’ 혹은 ‘ātman'으로 통용되며 jīva는 일찍이 바라문교와 자이

나 문헌에서 언급되고 사용되어진 동일한 용어이다.2) 또한 “영혼

이라고 표현되는 불멸의 본체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에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윤회를 가능케 한다고 전제한다.”3)

우빠니샤드(Upaniṣad)에서 발견되듯이 인도의 전통에서는 윤회의

주체가 ātman 또는 puruṣa라고 거의 이의 없이 믿어 왔다.4) 그렇

다면 CS에서 윤회의 주체는 영혼, 즉 ātman인가라는 의문이 생기

게 되는데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은 다음의 언급에 잘 나타나 있다.

[영혼은] 과거의 업을 그 본성으로 지니기 때문에, 마음과 같이 빠

르게 4가지 매우 미세한 요소와 함께 한 신체에서 다른 신체로 이전

한다. 이 [영혼]은 신의 시각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감각으로도 인식

될 수 없다. 그(영혼)는 편재하고 어떤 신체에도 들어갈 수 있으며 모

든 행위도 수행할 수 있고 모든 형태라도 취할 수 있다. 그것은 정신

계에 속하는 초감각적인 것이고, 그는 항상 [마음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집착을 가지는 자다.

인식으로 부터 [유정의] 신체는 10가지와 6가지 종류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라사(rasa), ātman, 부모로부터 생겨난 요소들이다. 이 중에서

4대는 영혼에 부착되고, 그와 같이 영혼은 그 4대에 머무른다. [그 중

2) Kritzer(2007) p.79.

3) 정승석(1999) p.82.

4) 위의 책,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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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모로부터 생겨난 요소들은 태아에서 정자와 난자를 말한다.

정자와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는 그 요소들은 라사로부터 생겨난다. 그

리고 영혼에 부착되고, [과거의] 업으로부터 생겨난 4대는 태아로 들

어간다. 종자의 속성을 가진 영혼이 한 신체에서 다른 신체로 이동한

다.

업을 본성으로 하는 것들에 있어서 마음과 외형의 원인은 전생의

외형과 마음으로부터 얻어진다. 모습이나 지적능력의 차이는 rajas, ta

mas가 업의 원인이 된다.5)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CS에서는 윤회의 주체는 ātman뿐

만 아니라 4대(風·火·水·地)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ātman과 더

불어 4대가 윤회의 주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CS에서는 윤회가 일어날 때 4대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CS에

서 윤회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

다.

5) bhūtaiś caturbhiḥ sahitaḥ susūkṣmair manojavo deham upaiti dehāt/

karmātmakatvān, na tu tasya dṛśyaṃ divyaṃ vinā darśanam asti

rūpam// CS 4.2.31

sa sarvagaḥ sarvaśarīrabhṛc ca sa viśvakarmā sa ca viśvarūpaḥ/

sa cetanādhātur atīndriyaś ca sa nityayuk sānuśayaḥ sa eva// CS 4.2.32

rasātmamātāpitṛsaṃbhavāni bhūtāni vidyād daśa ṣaṭ ca dehe/

catvāri tatrātmani saṃśritāni sthitas tathā ātmā ca caturṣu teṣu// CS

4.2.33

bhūtāni mātāpitṛsaṃbhavāni rajaś ca śukraṃ ca vadanti garbhe/

āpyāyyate śukram asṛk ca bhūtair yaistāni bhūtāni rasodbhavāni// CS

4.2.34

bhūtāni catvāri tu karmajāni yāny ātmalīnāni viśanti garbham/

sa bījadharmā hy aparāparāṇi dehāntarāṇy ātmani yāti yāti// CS 4.2.35

rūpād dhi rūpaprabhavaḥ prasiddhaḥ karmātmakānāṃ manaso

manastaḥ/

bhavanti ye tvākṛtibuddhibhedā rajas tamas tatra ca karmahetuḥ// CS

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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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ātman

CS에서는 ātman, 즉 puruṣa를 두 가지 양상으로 분류한다. 하

나는 단일한 초월적 puruṣa(parātman)이고 두 번째는 다수의 경

험적 puruṣa(bhūtātman)이다.6) 이들 중 윤회를 할 때 필요한 요

소로 작용하는 ātman은 후자인 경험적 puruṣa이다. 다음은 경험

적 puruṣa에 관한 언급이다.

영혼은 신체 내부에 편재하지만 각각의 감각기관과 접촉하며, [전지

하지만] 모든 [감관의] 거주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들을 [동시에]

알 수는 없다.7) [그것은] 신체의 행위를 따르는 마음과 영원히 결합하

여 인식으로부터 한 감관에 머무르지만 모든 감관에 갈 수 있다.8)

ātman은 모든 감각적인 부분을 알 수가 없고 따라서 감각기관

을 통제하는 마음(sattva)과 접촉해야만 한다. 따라서 ātman은 편

재하면서도 한 신체에서 국한되어야만 한다. 한 신체의 삶이 다했

을 때 업과 rajas, tamas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면 윤회를 하

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신체로 이전해야만 한다. 그러나 한 신체에

서 다른 신체로 이전한다고 해서 ātman이 윤회의 주체의 유일한

구성요소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윤회의 주체는 윤회의 動力

因이 되는 업과 정신적 도샤인 rajas, tamas를 수반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ātman 자신이 운동하여 신체 속으로 진입·

이탈을 반복하여 윤회를 진행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래된 것

으로서, Bṛhad-Āraṇyaka-Upaniṣad 4.4.2-3, Manu-smṛti 12.22

등에서도 발견되며 결코 특수한 것은 아니다.9)

6) 정승석(1992b) p.238.

7) dehī sarvagato 'pyātmā sve sve saṃsparśanendriye/

sarvāḥ sarvāśrayasthāstu nātmā 'to vetti vedanāḥ// CS 4.1.79

8) nityānubandhaṃ manasā dehakarmānupātinā/

sarvayonigataṃ vidyādekayonāvapi sthitam// CS 4.1.81

9) 安達(1992) pp.99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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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4대 (風·火·水·地)

CS에서 4대는 앞서 언급한 윤회의 동력인이 되는 업과 정신적

도샤인 rajas, tamas를 동반하여 윤회의 주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기본적으로 아유르베다에서 5대는 모든 정신적·물질적 실체

를 구성하는 요소로서,10)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 기능과 결부되며

또한 생리적인 면에서도 모종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5대 중

에서 공을 제외한 나머지 4대만이 윤회에 있어 필요한 요소로 작

용하는데 CS에서는 공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정액의 구성요소로서도 공을 제외한 4대

인 풍·화·수·지만 존재하고,11) 사정의 과정에서도 4대와 공은 함

께 이동하지 않는다.12) 공은 사정하자마자 바로 4대와 연결되며

난소 안에서 정액과 혼합되는데 이는 공이 편재하면서 자신 스스

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이다.13) 또한 4대는 모든 태아의 구성요소

로써 작용한다.14) 이상의 내용을 통해 모든 실체에 존재하는 5대

가 머물던 신체로부터 외부로 벗어날 때에는 공은 제외된다는 것

을 유추할 수 있고 그 원인은 공이 편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도 육파철학 중 오직 상키야와 베단따학파만이 微細身의 존

재를 동의한다. 미세신에 있어 CS는 상키야학파보다는 베단따학

파의 의견에 보다 동조한다. 상키야학파에 따르면 미세신을 구성

하는 것은 5唯인 반면 베단따학파나 CS의 경우 물질의 5대요소의

질 좋은 입자가 미세신을 구성한다. Śaṅkara에 따르면 미세신은 5

10) sarvā dravyaṃ pāñcabhautikam asminnarthe tac cetanāvadacenaṃ/

CS. 1.26.10

11) śukraṃ tadasya pravadanti dhīrā yaddhīyate garbhasamudbhavāya/

vāyvagnibhūmyabguṇapādavattat ṣaḍbhyo rasebhyaḥ prabhavaśca

tasya// CS 4.2.4

12) Sharma(1983) p.352.

13) Dasgupta(1952) p.302.

14) garbhasya catvāri caturvidhāni bhūtāni mātāpitṛsaṃbhavāni/

āhārajānyātmakṛtāni caiva sarvasya sarvāṇi bhavanti dehe// CS 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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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미세요소(bhūta-sūkṣama)로 구성되어져 있고 5풍과 연관이

있다.15) 그러나 이 견해는 SK를 기반으로 하는 고전 상키야의 경

우에만 국한된다. CS에서의 원리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manas

와 10종류의 감각기관과 [5지각기관의 5가지] 대상들과 8종류의

성분을 이루는 원질”16)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미루어 볼 때 상키야학파에서 미세신의 역할을 담당하는 5유는 C

S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CS에서는 어떠한 사유로 4대가

미세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C

S에서는 감각기관들은 추론에 접근할 수 있는, 변이된 집합을 본

성으로 하는 5대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화는 시각기관, 공은 청각

기관, 지는 후각기관, 수는 미각기관, 풍은 촉각기관에 구별되어

존재한다.17) 따라서 CS에서는 5대가 전반적으로 기본 요소로써

작용하기 때문에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전 상키야학파에서

주장하는 5유의 성격인 성·촉·색·미·향을 5대가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18) 별도로 5유의 개념을 상정하지 않아도 5대만으로도 경

우에 따라 조대하고 미세한 요소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유

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신체를 떠나 다른 신체로 이전할 경우 공이

제외되기 때문에 4대로 한정한 것으로 사려된다. 이는 의학서만의

독자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타 문헌들의 원리 전개에

있어 ‘5大→5唯’라는 사고가 나타나는 것처럼 CS의 경우는 고전

상키야로부터 먼 시기의 것이며, 4大 또는 5大를 중시한 고대 인

도의 일반적인 세계관의 반영인 듯하다.19) 5종의 미세원소(tanmā

tra, 唯)를 微塵(aṇu)이라 표현한 것은 唯라는 개념이 아직 정착되

15) Dasgupta(1952) p.311.

16) mano daśendriyāṇyarthāḥ prakṛtiścāṣṭadhātukī// CS 4.1.17.

17) tatrānumānagamyānāṃ pañcamahābhūtavikārasamudāyātmakānām api

satāmindriyāṇāṃ tejaścakṣuṣi khaṃ śrotre ghrāṇe kṣitiḥ āpo rasane

sparśane 'nilo viśeṣeṇopapadyate/ CS .1.8.14

18) subbarayappa(2004) p.84.

19) 정승석(1992a) p.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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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전의 단계임을 시사하는 것이다.20)

CS 4.2.31에서 언급된 것처럼 4대가 미세하다(sūkṣma)는 표현

은 이 구절 이외에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의 5대

와 윤회의 주체의 구성요소로서의 4대의 역할에 차별을 두기 위

해 미세하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사려 된다. 또한 미세한 4대 요

소라 불리는 것은 후대에 전개되는 5유를 중시하는 사조가 반영

된 미세신 개념의 시발이라 할 수 있다.21)

⑶ 마음(sattva)

CS에서 sattva는 마음(manas)과 동의어로 통용되고 있는데 CS

를 주석한 Cakrapāṇi의 주석에도 알 수 있듯이 “마음은 영혼과

미세신을 결합하는데 책임을 지고 있고 또한 이 마음은 또한 신

체와 영혼을 통합하는데 도움을 준다.”22) 따라서 윤회에 있어서

마음은 새로운 신체와 영혼을 연결시켜주고 영혼과 미세신을 결

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전 생의 업에 따라 다음 생의 세

계가 결정되는데 그 결정의 기준이 마음의 유형에 따른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4장에서 다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2. 3자의 관계

다음은 CS에서 윤회를 위해 필요한 3자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

이다.

영혼은 그 미세한 물질을 초월하고 감각을 초월한 것에 의해서도,

20) 高木(1960) p.304f.

21) 정승석(1999) p.163.

22) Sharma(1983) p.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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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부터도, 마음의 의지에 의해서도, ahaṃkāra로부터 변이된 도

샤들에 의해서도 어느 때든지 분리되지 않는다.23)

마음은 실로 스스로 발생되고 신체와 영혼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

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음이 신체에 살기 시작하면] 그 때 정상적인

행동과 선호에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감각기관은 방해되며 힘은 줄어

든다. 따라서 마음과 호흡은 포기한다. 그래서 감각기관들은 ‘마음’이

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고 고려된다.24)

위의 인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마음과 영혼인 ātman,

4대는 윤회하는데 있어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마음은 신체와 영혼을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영혼과 4대를 결합

시켜 줌으로써 윤회에 있어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4대는 과거의

업과 정신적 도샤인 rajas, tamas를 옮기는 주체, 즉 윤회의 주체

를 구성한다. ātman은 한 신체에 국한되어 있음으로 죽음과 함께

다른 신체로 마음과 4대와 함께 이전한다. 따라서 이들 모두는 윤

회의 구성요소이다. 윤회의 주체로서의 ātman 개념에 전혀 새로

운 요소를 삽입한 점에서 CS만의 독자적인 사고방식을 알 수 있

고 이는 윤회의 주체로서 기능하는 기존의 ātman의 개념에 ‘미세

요소’를 새롭게 강조한 사고이다.25)

23) atīndriyais tair atisūkṣmarūpair ātmā kadācin na viyuktarūpaḥ/

na karmaṇā naiva manomatibhyāṃ na cāpy ahaṅkāravikāradoṣaiḥ//

CS 4.2.37

24) asti khalu sattvam aupapādukaṃ; yaj jīvaṃ spṛkśarīreṇābhisaṃ

badhnāti, yasmin na pagamanapuraskṛte śīlamasya vyāvartate, bhaktir

viparyasyate, sarvendriyāṇy upatapyante, balaṃ hīyate, vyādhaya

āpyāyyante, yasmād dhīnaḥ prāṇāñjahāti, yad indriyāṇām

abhigrāhakaṃ ca 'mana' ity abhidhīyate/ CS 4.3.13

25) 정승석(1999)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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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윤회의 원인

흔히 인도철학에서 말하는 윤회의 원인은 과거의 업의 힘 혹은

잠세력이다. 그러나 CS에서는 의학서라는 특징에 걸맞게 업 이외

에도 정신적 도샤인 rajas와 tamas를 윤회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다음은 CS에 나타난 해탈에 관한 언급이다.

rajas와 tamas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된 업이 소멸하기 때문

에 해탈이 일어난다.

모든 [영혼의] 속박에 의해 분리되는 것이 재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진다.26)

이와 같이 CS에서는 윤회의 원인을 과거의 업과 rajas, tamas

로 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위의 인용에서 말하는 rajas

와 tamas는 상키야학파에서 통용되는 원질(prakṛti)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tri-guṇa의 rajas와 tamas가 아니라 정신적 도샤(mānasa

-doṣa)의 구성요소인 rajas와 tamas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회의

원인이 되는 정신적 도샤와 CS에서 말하는 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1. 정신적 도샤

CS에서는 윤회의 원인이 되는 정신적 도샤인 rajas와 tamas를

명확하게 업과 구분하고 있다. 정신적 도샤의 정의에 관한 언급은

26) mokṣo rajastamo 'bhāvāt balavatkarmasaṃkṣayāt/

viyogaḥ sarvasaṃyogair apunarbhava ucyate// CS 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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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vāyu27), pitta, kapha는 신체의 도샤 모음이라고 불린다. 앞서 언급

한 정신적 [도샤 모음]은 rajas와 tamas이다.28)

[정신적 도샤인] rajas와 tamas는 영원히 서로 결합한다. 왜냐하면

tamas는 rajas없이는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29)

정신적 도샤란 rajas와 tamas를 구성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마

음에 질병을 야기시키는 기질이다. 아유르베다에서 도샤는 신체를

구성하는 기질이나 성분을 의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의 도샤는 신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기본적 구성성

분이지만,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도샤는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

다. 따라서 아유르베다 안에서의 도샤의 의미는 중립적이면서도

가변적 의미의 뜻을 지닌다. tri-doṣa라고 불리는 신체적 도샤인

vāta, pitta, kapha는 신체적 질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

에 그 질병도 소멸하지만 정신적 도샤는 치유되기 전까지 생사와

상관없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윤회의 원인이 된다. 다음은 rajas

와 tamas가 도샤로서 윤회의 원인이 된다는 내용이다.

마음은 실로 rajas와 tamas와 연관이 있다. 이 경우에 지혜가 결여

된 것이 실로 모든 도샤들이다. [병적인] 마음과 [강한] 업은 [한 신체

에서 다른 신체로] 이동하는 행위의 원인이고 잠재된 도샤를 수반하

고 있다고 불린다.30)

27) vāyu(바람)는 māruta(생명적 공기), pavana(숨), anila(공기),

samīraṇa(바람)과 함께 신체적 도샤를 구성하는 요소인 vāta와

동의어로서 사용된다.

28) vāyuḥ pittaṃ kaphaścoktaḥ śārīro doṣasaṃgrahaḥ/

mānasaḥ punaruddiṣṭo rajaś ca tama eva ca// CS 1.1.57.

29) niyatastvanubandho rajastamasoḥ parasparaṃ, na hy arajaskaṃ tamaḥ

pravartate// CS 3.6.9.

30) rajastamobhyāṃ hi mano 'nubaddhaṃ jñānaṃ vinā tatra hi

sarvadoṣā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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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jas와 tamas에 의해서 연결된 이 결합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 [rajas

와 tamas의] 양자의 퇴거에 의해서, 그리고 sattva의 증대에 의해서

[결합이] 정지한다.31)

미현현(未顯現)로부터 현현(顯現)으로 가고, 다시 현현으로부터 미현

현으로 간다. 그것은 rajas와 tamas에 침투되어 바퀴와 같이 [반복하

여] 회전한다.32)

[rajas와 tamas로 이루어진] 한 쌍에 대하여 최고의 애착을 기울이

고, 아집을 최고로 하는 자들에게는 생기와 환멸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편 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생기와 환멸)이 없다.

rajas와 tamas가 마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과 병적인 마음이라

는 언급을 통해 정신적 도샤의 구성성분으로서의 rajas와 tamas

를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아유르베다에서는 정신적

도샤는 불균형한 상태를 의미하고 질병을 야기 시키기 때문에 이

는 병적인 마음과 일맥상통한다. ātman은 마음에 의지하여 대상

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정신적 도샤인 rajas와 tamas를 제거하면

마음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puruṣa, 즉 ātman도 마음에서 분

리되어 자유로워진다. 마지막 인용의 rajas와 tamas가 있는 사람

들은 바로 정신적 도샤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기적인

사람들은 업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윤회를 계속

한다고 언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깨끗하지 못한 마음의 결합은

영혼을 속박하게 만든다.”33)라는 것처럼 정신적 도샤인 rajas와

tamas는 윤회의 원인이 되어 ātman의 해탈을 방해하는 성분으로

gatipravṛttyos tu nimittam uktaṃ manaḥ sadoṣaṃ balavac ca karma//

CS 4.2.38

31) rajastamobhyāṃ yuktasya saṃyogo 'yam anantavān/

tābhyāṃ nirākṛtābhyāṃ tu sattvavṛddhyā nirvartate// CS 4.1.36

32) avyaktād vyaktatāṃ yāti vyaktād avyaktatāṃ punaḥ/

rajastamobhyām āviṣṭaś cakravat parivartate// CS 4.1.68

yeṣāṃ dvandve parā saktir ahaṅkāraparāśca ye/

udayapralayau teṣāṃ na teṣāṃ ye tvato 'nyathā// CS 4.1.69

33) Sharma(1983) p.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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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 또한, “행복하고 불행한 마음이 근원으로 부터 영혼에

머문 마음이 [작용하지 않고] 고정될 때, 이 양자(행복하고 불행한

마음)는 중지한다. 그리고 [그 때 ātman의] 자제가 생긴다. 요가의

지혜를 가진 성자들은 그것을 신체를 가진 지혜로운 요가라고 한

다.”34)라는 언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음에 자유롭지 못한

ātman을 해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요가나 명상이 아유르베다에

서 발전하게 된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과거의 업

CS에서는 전생의 업을 선천적으로 지니는 질병의 원인을 중요

한 요소로 취급한다. 또한 업은 모든 연관과 분리를 필요로 하며,

근본적인 수칙이 존재한다. 인과관계는 업 사상에 기반의 역할을

한다. 인과관계의 원칙 또한 의학의 임상적인 실행을 기초로 둔

경험적인 맥락의 타당성을 암시적으로 설정한다.35) 업은 전생의

행위로 인해 나타난 결과와 현생에서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결과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생의 업을 통해서 나타난 결

과는 운명(daiva), 현생의 행위의 결과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pauruṣa

혹은 puruṣakāra)이라고 한다. Pūraṇa나 다른 문헌과 마찬가지로

업과 운명은 동의어로 사용되거나 대체어로 사용된다. 이들은 현

생의 행위 즉 puruṣakāra와 대조된다.36) CS에서 daiva는 치료의

카테고리 중의 하나로서 신에 의존한(daivavyapāśraya) 치료법이

다. 이 치료법에는 주문(mantra)의 吟唱, 초목과 돌의 수호, 緣起

34) sukhaduḥkhamanārambhād ātmasthe manasi sthire// CS 4.1.138

nivartate tad ubhayaṃ vaśitvaṃ copajāyate/

saśarīrasya yogajñās taṃ yogam ṛṣayo viduḥ// CS 4.1.139

35) Weiss(1983) p.91

36) Ibid.,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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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으키는 제식, 공물과 기도와 불에 태우는 희생물, 정신의 억

제, 속죄, 행운의 기원, 신들에 대한 供犧, 신 앞에서의 투지예배,

순례 등을 포함한다.37) 이것은 아타르바베다(Atharvaveda)에 반

영된 초기 베다의 의학전통을 생각나게 하는 마법과 부적을 사용

하는 치료의 형태로 초기불교, 아유르베다 문헌에 보이는 경험적,

합리적 의술과는 반대이다.38) 다만 전생의 업과 관련된 daiva라는

용어는 신과 관련된 치료법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다른 용례로

쓰인다. 다음은 daiva에 관한 CS의 설명이다.

마치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신을 모든 모태에 놓는 것처럼, 생기에

의해 모든 유정이 제어된다. 왜냐하면 그것(유정)은 그 [생기] 외에 다

른 진행자가 없기 때문이다.39)

전생의 신체에 의한 업은 daiva(운명)라고 하는 말로 표현된다. 이

것은 또한 시간이 흐르면 병의 원인으로 나타난다.40)

전생 동안에 했던 것[의 결과]는 daiva라고 한다. 그러나 현생에서

관찰되는 업은 pauruṣa라고 한다. 악한 행위는 [병의] 작용의 원인이

되며, 실로 올바른 행위는 곧 [병의] 중지의 원인이라는 것이 관찰된

다.41)

실로 주요한 업이 어떤 결과를 향수하지 않는 것은 없다.

업에 의해서 생겨난 병은 [지었던] 업에 의해서 제거된다. 그것(업)

37) mantrauṣadhimaṇimaṅgalabalyupahārahomaniyamaprāyaś

cittopavāsasvastyayanapraṇipātagamanādi, yuktivyapāśrayaṃ

punarāhārauṣadhadravyāṇāṃ yojanā, sattvāvajayaḥ punarahitebhyo

'rthebhyo manonigrahaḥ// CS 1.11.54

38) Zysk(1989) pp.123-143, 참조.

39) yathā svenātmanā ātmānaṃ sarvaḥ sarvāsu yoniṣu/

prāṇais tantrayate prāṇī na hy anyo 'sty asya tantrakaḥ// CS 4.1.77

40) nirdiṣṭaṃ daivaśabdena karma yat paurvadehikam/

hetus tad api kālena rogāṇām upalabhyate// CS 4.1.116

41) daivaṃ purā yat kṛtam ucyate tat tat pauruṣaṃ yat tv iha

karmadṛṣṭam/

pravṛttihetur viṣamaḥ sa dṛṣṭo nivṛttihetur hi samaḥ sa eva// CS

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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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멸로부터 [병의] 중지가 이루어진다.42)

CS에서는 업의 결과에 따라서 내생의 세계가 결정이 된다. 전

생에 했던 행위를 나타내는 daiva는 이러한 업이 질병의 요인으

로 작용을 한다. 또한 전생에 악한 행위를 했을 경우 그에 따른

결과는 병으로 나타나게 된다. 업으로 인해 발생된 질병은 오직

그 업이 소멸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윤회의 원인

인 과거의 업이 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업이 소멸할 때까지 윤

회가 계속된다는 개념은 일반적인 인도철학의 윤회관과 동일하

지만 CS가 의학서인 만큼 윤회의 원인을 질병의 발생요인으로까

지 연관시킴으로써 윤회의 원인인 과거의 업을 다른 관점으로부

터 중요시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불교의 전생에 지은 악업에

의하여 받게 되는 병으로서 반드시 업의 대가를 치러야하는 병을

말하는 業病과 유사한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Ⅳ. SK의 윤회관과의 상이점

1. SK의 윤회관

다음은 SK에 나타난 윤회에 관한 미세신과 정태(情態)의 언급

이다.

[8]정태(bhāva)를 떠나서 細相(liṅga)은 없고, 細相을 떠나서 [8]정태

의 출현은 없다. 그 때문에 細相이라고 불리고 정태라 불리는 2종의

창조[즉 細相의 창조와 관념의 창조]가 있다.43)

42) na hi karma mahat kiñcit phalaṃ yasya na bhujyate/

kriyāghnāḥ karmajā rogāḥ praśamaṃ yānti tatkṣayāt// CS 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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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細相은 영아의 목적을 원인으로 하여 동력인(buddhi의 8정태)과

그의 결과에 연관함으로써 [윤회한다.] 원질의 만능성44)과 결부되기

때문에 배우처럼 역할을 연기한다.45)

미세한 것들과 부모에 의해 생긴 것들은 원소들에 의한 것들과 아

울러 3종의 差別相일 것이다. 그들 중 미세한 것들은 항상하고 부모에

의해 생긴 것들은 사라져 간다.46)

바탕이 없는 그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기둥 따위를 떠난 그

림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이 차별 없는 것(5유 또는 미

세신)을 떠난 細相은 의지할 바가 없어 존립하지 않는다.47)

정태란 buddhi(統覺)가 지니고 있는 8가지 정신적 기능을 일컫

는다. 근본원인인 원질로부터 맨 처음 전개되는 원리인 buddhi가

여러 가지 정신적 결과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8정태이

다.48) 각각의 정태들, 즉 선(dharma), 지혜(jñāna), 이욕(vairāgya),

자재(aiśvarya) 그리고 이것들과는 반대 성향을 지닌 악(adharma),

무지(ajñāna), 탐욕(avairāgya), 비자재(anaiśvarya)49)는 미세신에

게 잠재인상을 남긴다. 그 결과 보다 높거나 낮은 유정의 단계로

이전하게 된다.50) 윤회를 언급하면서도 업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

용하지 않는 SK의 표현방식을 고려하면 상키야 철학에서 소위 ‘8

43) na vinā bhāvair liṅgaṃ na vinā liṅgena bhāvanirvṛttiḥ/

liṅgākhyo bhāvākhyas tasmād bhavati dvidhā sargaḥ// SK 52

44) 天·人·獸의 어느 모태와도 결합하는 성질이다.

45) puruṣārthahetukam idaṃ nimittanaimittikaprasaṅgena/

prakṛter vibhutvayogān naṭavad vyavatiṣṭhate liṅgam// SK 42

46) sūkṣmā mātāpitṛjāḥ saha prabhūtais tridhā viśeṣāḥ syuḥ/

sūkṣmās teṣāṃ niyatā mātāpitṛjā nivartante// SK 39

47) citraṃ yathāśrayamṛte sthāṇvādibhyo vinā yathā chāyā/

tadvad vināviśeṣais tiṣṭhati na nirāśrayaṃ liṅgam// SK 41

48) 정승석(1999) p.140.

49) 8정태는 sattva와 tamas가 각 각 증대한 경우에 따라 buddhi에서

현현되는 모습을 8가지로 나눈 것이다.

이러한 8가지 因에 따라 8가지 果가 발생하는데 向上, 해탈, 歸滅, 無碍,

向下, 속박, 윤회, 障碍이 있다.

50) Chakravarati(1975) 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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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는 윤회와 관련된 ‘업’에 상당하는 개념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51) 그러므로 정태를 업의 힘, 잠세력이라고 해석한다

면 과거의 업에 의해서 내생의 세계가 결정된다는 것이고 이를

관할하는 것이 buddhi인 것이다. 한편 SK의 미세신이라는 개념은

잠재업을 보유한 상태로 이전 신체에서 다른 신체로 이전하는 것

으로 미세신이 항상한다는 의미는 해탈한 사람들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하여 金倉圓照

는 “전생의 정태를 전제로 하여 細相은 새로운 세계를 전개한다.

그리고 이 細相의 새로운 생애는 새로운 정태가 발생하는 기초가

되며 다시 그 정태는 새로운 細相의 생애를 출현시키길 반복한

다.”라고 해설한다.52) 따라서 SK의 윤회에 있어 정태와 미세신은

불가분 관계이며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CS의 윤회에 필요한 조건과는 차이를 보인다. CS의 경우

에서는 SK와 달리 미세신과 업 이외에도 영혼과 마음을 포함시

켰는데 이는 역으로 영혼과 마음이 CS의 윤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세신의 경우 SK의 미

세신은 5유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CS의 경우 미세한 4요소로 이

루어져 있는데 이는 후대에 전개되는 미세신 개념에 5유를 중시

하는 사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53)

2. 윤회에 있어서 SK의 buddhi와 CS의 sattva

SK의 윤회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윤회에 관한 과정을 담당하

는 원리는 buddhi이다. 그러나 CS의 경우에는 buddhi가 아닌 마

음이 이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다른 문헌에 존재하는 서

51) 村上眞完(1979) pp.543∼544, 참조.

52) 金倉圓照(1976) p.164.

53) 정승석(1999)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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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원리인 buddhi와 마음이 윤회에 있어 어떠한 유사점이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이유를 추측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윤회에 관한 SK의 buddhi에 대한 언급이다.

선(dharma)에 의해 上方으로 가고 악(adharma)에 의해 下方으로 가

며, 또 [25원리에 대한] 지혜에 의해 해탈하고 [이와] 정반대의 것(無

知)에 의해 속박이 있다.54)

[윤회의 세계에 대해 말하자면] 神에 관해서는 8가지, 또 짐승에 관

해서는 5종, 또 인간에 관해서는 1종이 있다. 간략히 말하면 [이들은]

유정의 창조이다.55)

上方(天界)은 sattva가 풍부하고, 下方(獸界)으로는 tamas가 풍부하

고 중앙(人界)에는 rajas가 풍부하다. [이와 같이] 梵으로부터 草木에까

지 이른다.56)

위의 인용을 통해서 SK에서는 buddhi가 지니고 있는 정신적인

기능인 8정태에 의해서 내생의 세계인 유정의 창조가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8정태의 3구나의 배합에 따라서 내생의 세

계가 上·中·下에서 어느 곳으로 가게 될지 결정된다. 上·中·下로

나뉘는 윤회의 세계는 天界·人界·獸界로 분류되는 것과 대치된다.

이를 통해 윤회에 있어서 buddhi는 내생의 유정의 창조를 결정짓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다음은 CS에 나타난 마음에 대

한 윤회의 언급이다.

sattva에 기인한다는 것은 sattva는 마음이고 영혼(ātman)과 관련

이 있기 때문에 신체를 조절한다. sattva의 힘에 의지하여 3가지 유형

으로 나뉘는데 최상, 중간, 최하이다. 그래서 사람은 최상, 중간, 최하

54) dharmeṇa gamanam ūrdhvaṃ gamanam adhastād bhavaty adharmeṇa/

jñānena cāpavargo viparyayād iṣyate bandhaḥ// SK 44

55) aṣṭavikalpo daivas tairyagyonaś ca pañcadhā bhavati/

mānuṣyaś caikavidhaḥ samāsato bhautikaḥ sargaḥ// SK 53

56) ūrdhvaṃ sattvaviśālas tamoviśālaś ca mūlataḥ sargaḥ/

madhye rajoviśālo brahmādistambaparyantaḥ// SK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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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존하여 3가지 유형의 정신적 영역이 나뉜다.57)

그 [마음]은 3가지 유형이 있는데 śuddha(sāttvika), rājasa, tāmasa

이다. 위에서 언급한 지배된 마음은 내생에, 그 내생에도 부여한다. 전

생으로부터 śuddha의 마음의 유형을 받았을 때 그는 전생에서의 것들

을 상기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음의 연속성 때문에 그는 과거

의 구체화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과거의 구체화된 것

들을 상기시키는 힘 때문에 그것을 jātismara(생의 기억)라고 부른

다.58)

마음의 3가지 유형은 셀 수 없이 다양하다. śuddha의 마음은 7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Brahma, Rṣi, Indra, Yama, Varuṇa, Kubera,

Gandharva이다. rājasa의 마음은 6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Asura, Rā

kṣasa, Piśāca, Sarpa, Preta, Śakuni이다. tāmasa의 마음은 3가지 유형

으로 나뉘는데 Paśu, Matsya, Vanaspati이다.59)

이와 같이 CS에서는 현생에서 내생으로 윤회할 때 어떤 생으로

결정 되는지는 과거의 업과 정신적 도샤인 rajas와 tamas에 따라

서 마음의 유형으로 결정되어진다. 정신적 도샤는 마음에 질병을

생기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음의 질병 정도에 따라

57) sattvataś ceti sattvam ucyate manaḥ/

tac charīrasya tantrakamātmasaṃyogāt/

tantrividhaṃ balabhedena---pravaraṃ, madhyam, avaraṃ ceti/ CS

3.8.119

58) tat trividham ākhyāyate---śuddhaṃ, rājasaṃ, tāmasam iti/

yenāsya khalu mano bhūyiṣṭhaṃ, tena dvitīyāyāmājātau saṃprayogo

bhavati; yadā tu tenaiva śuddhena saṃyujyate, tadā jāteratikrāntāyā

api smarati/

smārtaṃ hi jñānamātmanastasyaiva manaso 'nubandhādanuvartate,

yasyānuvṛttiṃ puraskṛtya puruṣo 'jātismara' ity ucyate/ CS 4.3.16

59) aparisaṃkhyeyabhedānāṃ trayāṇāmapi sattvānāṃ bhedaikadeśo

vyākhyātaḥ; śuddhasya sattvasya saptavidho

brahmarṣiśakrayamavaruṇakuberagandharvasattvānukāreṇa, rājasasya

ṣaḍvidho daityapiśācarākṣasasarpapretaśakunisattvānukāreṇa,

tāmasasya trividhaḥ paśumatsyavanaspatisattvānukāreṇa, kathaṃ ca

yathāsattvam upacāraḥ syāditi// CS 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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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의 세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CS에서는 내생의 세계, 즉

유정의 분류를 마음의 유형에 따라 나누고 있다. 이는 CS만의 독

자적인 윤회관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는 마음이 윤회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는 대변해준다. 마음의 유

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śuddha(sāttvika), rājasa, tāmasa

이다. SK처럼 CS에서도 마음의 유형을 3구나에 따라 나누고 있

는데 śuddha는 마음의 성질인 3구나 중 sattva의 성향이 우세한

것이고 rājasa는 rajas의 성향이 우세한 것이며, tāmasa는 tamas

의 성향이 우세한 것이다.

또한 CS에서도 마음의 유형을 최상, 중간, 최하와 天界·人界·獸

界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점 역시 SK의 방식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SK의 buddhi와 CS의 마음이 윤회에 있어 내생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윤회에

있어 CS에서 마음의 기능을 SK에서는 buddhi가 대신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SK를 근간으로 하는 고전 상키야

에서 buddhi에게 부여한 최고의 위치가 CS에서는 아직 인식되지

않지만 마음이 대신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그렇게 기능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양 문헌의 시기를 대조해 볼 때 CS에서 설하

는 마음이 SK에서 설하는 buddhi의 決智(adhyavasāya)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은 상키야의 초기적 성격으로서 주목되며,60) 후대

로 갈수록 buddhi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60) 정승석(1992b)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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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오기

본고는 지금까지 CS를 근간으로 하여 아유르베다의 윤회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윤회가 성립되기 위해서 필

요한 요소를 3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영혼(ātman)으로

업이 소멸할 때까지 계속 한 신체에서 다른 신체로 이전한다. 두

번째는 윤회의 주체라 할 수 있는 5대에서 공을 제외한 나머지 4

대이다. 이 4대가 CS에서는 미세신 역할을 하여 과거의 업과 rajas

와 tamas를 수반한다. 세 번째는 마음(sattva)인데 마음은 ātman

과 4대를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또 새로운 신체로 이전할 때

그 신체와 영혼을 연결시켜준다. 이들 모두는 필연적 관계와 불가

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 하나라도 배제되면 윤

회는 이루어 질 수 없게 된다.

한편, 윤회가 생기는 원인은 과거의 업과 rajas와 tamas 때문이

다. 윤회의 원인으로서의 rajas와 tamas는 원질을 구성하는 3구나

의 성분으로서가 아니라 정신적 도샤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rajas

와 tamas이다. 정신적 도샤는 마음에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임과

동시에 윤회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rajas와 tamas는 정신적 도샤

로서 질병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질병에서 벗어날 때 해탈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관은 아유르베다만의 독자적인 윤회관일 것이다.

또한 윤회의 다른 하나의 원인인 과거의 업의 경우에도 단순한

업의 과보로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으로 인해서 내생의 병

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윤회의 원인이 질병의 원인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윤회의 원인에 있어서 질병이

관련되는 것은 의학서인 CS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SK의 윤회관에서는 buddhi가 지니고 있는 정신적 기능인 정태

가 업의 개념을 담당하고 있고 미세신과 정태는 CS의 필요한 3가

지 요소처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CS와의 상이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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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는 영혼의 존재가 불필요하며 오로지 윤회의 주체인 미세신

과 윤회의 원인인 정태만을 필요로 하는 반면 CS에서는 영혼까지

도 포함시켜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CS의 내용이 SK

보다 고대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윤회에 있어

서 SK에서는 buddhi가, CS에서는 마음이 중대한 원리로 작용을

하고 있다. SK의 경우 buddhi의 정신적 기능인 8정태에 따라서

내생의 세계가 결정이 된다. 이는 buddhi에 따라서 유정의 분류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CS의 경우 정신적 도샤와 업에

따라서 내생의 세계, 즉 마음의 유형이 결정된다. 내생의 세계를

마음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CS만의 독자적인 윤회관을 반

영하는 것으로 마음이 CS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는가를 보여준다. 더욱이 이는 명칭만 다를 뿐 SK의 유정의 분류

나 CS의 마음의 유형이나 동일한 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3구나의 배합에 따라 나뉘는 점과 최상, 중간, 최하

와 天界·人界·獸界로 분류되는 점에서 SK와 CS의 분류체계가 상

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SK의 buddhi와 CS

의 마음은 윤회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CS에서 상

키야의 초기적 성격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자의 연

관성을 미루어 연대적으로 볼 때, CS에서 마음의 기능이 고전 상

키야에 이르러 buddhi의 다양한 기능으로 전환ㆍ확대되어 SK에

반영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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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otion of Transmigration in Caraka-saṃhīta

Lim, Joo Young

(Dongguk University)

In this paper, I will exam the transmigration theory of

Ayurveda which is widely acknowledged despite its

medical-scientific nature.

The first one, ātman(Soul), transfers from one physical body

to another one continuously until the relevant karma perishes.

The second one is the remaining 4 gross elements, ākaśa being

excluded from the 5 gross elements, which play a role of subtle

body, so they entail previous karma and rajas and tamas which

are the constituents of mental doṣas. The third one is

mind(sattva) which serves as a connection point between ātman

and 4 gross elements. When it moves to another physical body, it

conjoins its physical body and mind. They are all inevitably and

inextricably wired together so transmigration cannot be

accomplished if one of them is excluded.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why transmigration occurs is

due to previous karma and rajas and tamas. 'Rajas and tamas'

as the cause of transmigration are the ones that constitutes

mental doṣas, not as qualities of three guṇas which constitutes

prakṛti in Sāṃkhya. Mental doṣas are not only the reason for

mental disorders but also the cause of transmigration.

Consequently, the idea that rajas and tamas as mental doṣas give

rise to disorders and that liberation can be achieved only when

one is out of the reach of diseases is unique to Ayurvedic

transmigration theory. And in the case of karma which is another

cause of transmigration, a karma works cause of diseases to the

next life. As seen above, the cause of transmigration is mut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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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onnected with an etiological cause.

In the viewpoint of transmigration theory in SK, bhāva

which plays a role of mental functions buddhi possesses serves

as the notion of karma. And subtle body and bhāva are

inextricably interrelated each other as the essential 3 elements of

CS. The disparity between CS and SK is that SK does not

require the existence of ātman, but only requires a subtle body

which is the core of transmigration and bhāva which is the

causes of transmigration. This shows that the contents of CS

reflect the ancient ideas better than SK. In the case of

transmigration, buddhi serves as the most significant principle for

SK, and mind for CS. In SK, the next life is determined by 8

bhāvas.

On the other hand, in CS, the next life which is the types of

mind is determined by mental doṣas and karma. The method for

classifying the next life as the types of mind reflects the unique

viewpoint of transmigration in CS, and it proves the significance

of mind in CS. Buddhi in SK and mind in CS respectively have

an important funtion in transmigration. Taking it into

consideration that CS represents the early traits of Sāṃkhya, and

chronologically contemplating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texts,

we can infer that the function of mind in CS is reflected in SK in

the age of classic Sāṃkhya and it is altered and expanded with

various functions.

Key Words : soul(Atman), four gross elements,

mind(sattva), mental doSas(rajas, tamas),

buddhi, transmigration, subtl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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