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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ma-yoni 개념의 상키야 철학적 적용과 유래

이영석*1)

Ⅰ 들어가며. Ⅱ 행위(pravṛtti) 차원의 현현. Ⅲ ‘행위의 원천(karma-yoni)’의 출처.

Ⅳ 3질(tri-guṇa)과의 관계. Ⅴ 나오며.

요약문 [주요어: 행위, 원천, 창조, 현현, 통각, 정태, 해탈, 지성]

상키야 철학에서 말하는 '행위의 다섯 원천'은 삶의 궁극적 목표인

해탈을 위해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피할 것인지에 대한 이중적 요소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다. 왜냐하면, 이들 원천들은

인간이 지닌 선천적 성향인 8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의

식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탈의 직접적 원인인 지성

(jñāna)을 발생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Yuktidīpikā는 이들 다섯 원천들이 통각으로부터 방출된 동질에 의해

생성되며, 통각이 지성으로 변형되기 전까지만 활동한다고 기술한다. 또

한 지식 무욕을 제외한 네 가지 원천들이 인간의 목표인 해탈에 이로운

것으로 善을 낳는 것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이들 네 가지 원천들을 소

중하게 성장시켜야 한다고 덧붙인다. 반면, 상키야 철학의 다른 몇몇 문

헌들은 Yuktidīpikā와는 달리 지식 욕구 한 가지만을 해탈의 원천으로

설명한다.

‘행위의 다섯 원천’에 대한 기술이 상키야 문헌 가운데 일부에 한정

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원천에 대한 논의가 우파니샤드와 바가바드기

따를 비롯해 고대 상키야 문헌에서도 다뤄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인간들의 일상적 경험의 세계는 행위(pravṛtti) 차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해탈을 위해 이들 원천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Ⅰ. 들어가며

상키야 철학에 따르면 세계는 두 가지 창조(sarga)에 의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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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차원(dimension)으로 顯現(vyakta)한다. Sāṁkhyakārikā (이

하 Sk) 제52송은 두 가지 창조를 ‘細相(liṅga)의 창조’와 ‘情態(bhāva)

의 창조’라고 밝히고, 덧붙여 논증하길 “情態를 떠나서 細相은 없

고, 細相을 떠나서 情態의 출현은 없다.”1)고 말한다. 이 두 가지

창조에 의해 세계는 세 가지 차원으로 현현하는데, Sk의 주석서

인 Yuktidīpikā (이하 Yd)의 저자는 이것을 ‘형태(rūpa), 행위(pra-

vṛtti), 결과(phala)’라는 세 가지 특성으로 설명한다.2)

경험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키야 철학이 논증한 이러한 두

가지 창조와 세 가지 현현의 차원이 맞대응한다는 식으로 단순화

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하드웨어(hardware)

와 소프트웨어(software)로 구분되는 컴퓨터 세계를 경험 세계에

대한 은유로 이용한 라르손(Larson)의 이해3)를 빌리면, 細相의 창

조는 형태(rūpa) 차원이라는 하드웨어에, 情態의 창조는 행위(pra-

vṛtti) 차원이라는 소프트웨어에 대응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細相의 창조나 情態의 창조나 똑같이 統覺(buddhi)을 통해

기능하는 것이고, 게다가 형태(rūpa) 차원은 통각으로부터 전개되

는 전변의 기본적 원리(tattva 또는 liṅga)에, 행위(pravṛtti) 차원

은 3質(tri-guṇa)에 의해 드러나는 통각의 8가지 양상, 즉 8정태

(bhāva)4)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창조 혹은 두 가지

1) na vina bhāvair liṅgaṁ, na vinā liṅgena bhāva-nirvṛttiḥ. Sk 52.

정승석(1997) p.245.

2) "거기에서 현현은 형태와 행위, 그리고 결과라는 특성을 지닌다." (tatra

rūpa-pravṛtti-phala-lakṣaṇaṁ vyaktam. Yd ad Sk 2). Shiv

Kumar(1990), vol 1. p.89.

3) Larson(1987) p.54.

4) "통각은 決智이다. 법과 지혜와 이욕과 자재가 그의 순질적인 양상이다.

이와 정반대인 것이 암질적인 양상이다." (adhyavasāyo buddhir, dharmo

jñānaṁ virāga aiśvaryaṁ / sāttvikam etad-rūpaṁ, tāmasam asmād

viparyastam // Sk 23). 정승석(1997) p.238; 8정태는 순질(sattva)과

암질(tamas)이 증대한 경우에 따라 통각에서 현시되는 모습을 8가지로

나눈 것이다. 순질이 증대한 경우 善(dharma), 智(jñāna), 離慾(vairāgya),

自在(aiśvarya)의 모습으로, 반대로 암질이 증대한 경우 惡(adha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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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현은 마침내 결과를 산출하는데, 그것이 곧 세 번째 현현인 결

과(phala) 차원, 즉 관념의 창조(pratyaya-sarga)라고 라르손은 이

해한다.5)

이와 같이 상키야 철학은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의 구조를 설명

하는데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상키야 철학은 두 가

지 창조와 세 가지 현현 차원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를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해서 설명했다. 덧붙여, 라르손이 이

용한 또 다른 비유인 구조주의 언어학을 이용한다면6), 이 세계의

구조는 구문론적 요소(rūpa 차원)와 의미론적 요소(pravṛtti 차원)

로 이루어져 있고, 그 결과로 드러난 것이 음성학의 체계(phala

차원)라고 상키야 철학은 설명한다. 하지만, 현현된 세계에 대한

상키야 철학의 다면적인 이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간의 관

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형태(rūpa) 차원으로 현현하는

細相의 창조, 즉 25원리로 대변되는 전변의 체계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르띠야(Bhartiya)

의 지적처럼7) 그동안 인도의 사색가들이 ‘作用因과 그 결과’(nimitta-

naimittika)의 관계에 대한 숙고보다는 ‘質料因과 그 결과’(kāraṇa-

kārya)의 관계에 몰두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karman)8)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현된 세계라는 결과는 어디

無智(ajñāna), 탐욕(avairāgya), 비자재(anaiśvarya)의 모습으로 현시된다.

5) Larson(1984) p.71.

6) Larson(1987) p.54.

7) Bhartiya(1973) p.27. 바르띠야는 근대과학이 등장하면서 서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인 가운데, 형상인과 목적인은 과학적인 실험의

범위 밖으로, 그리고 질료인은 자명한 것으로 취급되어 제외되고, 결국

작용인만이 중요시되었다고 말한다. 반면 인도의 사색가들은 비록 대부분

작용인을 원인들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 대신, 질료인과 그 결과의 관계를 그들의 주된

문제로 삼았다고 말한다.

8) 본 논문에는 ‘행위(pravṛtti) 차원’의 pravṛtti와 ‘행위(karma)의 다섯

원천’에서의 karma를 ‘행위’라는 동일 개념으로 표현한다. 서로 다른

원어를 동일 용어로 구사하여 개념적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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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 발생했는지에 대한 숙고, 즉 질료인과 그 결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주된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비록 상키야 철학을 비

롯한 인도의 정통 학파들이 知性(지식, jñāna)의 획득을 통한 해탈

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 지성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질료적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대한 통찰이자 직관이라고 밖에 볼 수 없

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질료인과 그 결과에 대한 지성

의 획득만으로 인간의 궁극적 목적인 해탈이 가능한가? 만약 가

능하다면, 그 지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획득되는가? 그동안 상키야

철학에서 무시되어온 듯한 행위(pravṛtti) 차원으로 현현한 세계,

그 중에서도 Sk에 단 한마디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은 ‘행위의 다

섯 원천’(pañca-karma-yoni)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

로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Ⅱ. 행위(pravṛtti) 차원의 현현

Yd에 따르면, 통각(buddhi)의 활동이 인간의 일상적 행위(karman)

의 영역에 제공하는 행위(pravṛtti) 차원의 현현은 이중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이로운 것을 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것인데9), 이러한 구분은 해로운 것은 속박

(bondha)을 야기하기에 피해야 하고, 이로운 것은 해탈(mokṣa)로

pravṛtti가 이로운 것을 행하고 해로운 것을 피할 목적으로 행동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행위'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한다.

개념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가능하면 원어를 병기한다.

9) “개괄적으로 말하면, 행위는 두 가지인데, 이로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과 해로운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sāmānyataḥ pravṛttir

dvividhā, hita-kāma-prayojanā ca ahita-pratiṣedha-prayonjanā ca. Yd

ad Sk 2). Shiv Kumar(1990), vol 1.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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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는 것이기에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삶의 방식(a way of life)과

연관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상키야 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다름 아닌 삶의 궤적 동안 인간을 인도하는 행위(karman)의

근본적인 성향인 통각의 여덟 가지 정태(bhāva)이다. 이 8정태는

Sk 제23송과 제43〜45송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統覺은 決智이다. 法(善)과 지혜와 離欲과 自在가 그의 純質的인 양

상이다. 이와 정반대의 것이 暗質的인 양상이다.”10)

“善에 의해 上方으로 가고 惡에 의해 下方으로 가며, 또 [25원리에

대한] 지혜에 의해 해탈하고 [이와] 정반대의 것(無知)에 의해 속박이

있다.”11)

“離欲에 의해 原質로의 귀멸이 있고, 動質的인 탐욕에 의해 윤회가

있다. 自在에 의해 無碍가 있고, [이와] 정반대의 것(非自在)에 의해 그

것과 정반대의 것(障碍)이 있다.”12)

순질(sattva)이 증대할 경우 통각은 인간 행위(karman)에 이로

운 모습으로 현시되지만, 반대로 암질(tamas)가 증대할 경우에는

해로운 모습으로 현시된다. 따라서 靈我(puruṣa)의 해탈을 위해 8

정태 중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피할지는 분명하다.

행위(pravṛtti) 차원의 현현에는 8정태뿐만 아니라, 인간 생명의

동력인 ‘다섯 가지 숨’(pañca-prāṅa)과 ‘행위의 다섯 원천’(pañca-

karma-yoni)도 포함되어 있다.13) 특히 ‘행위의 다섯 원천’은 ‘다섯

가지 숨’들의 작용을 통해 생명이 유지되도록 배후에서 자극하는

10) Sk 23. 정승석(1997) p.238.

11) Sk 44. 정승석(1997) p.243.

12) Sk 45. 정승석(1997) p.243.

13) “자세히 말하면, [행위는] 의지(dhṛti)를 비롯한 행위의 다섯 원천과

生氣를 비롯한 5風이다.” (viśeṣataḥ pañca karmayonayo vṛttyādyāḥ

prāṅādyāśca pañca vāyavaḥ. Yd ad Sk 2). Shiv Kumar(1990), vol 1.

pp.89-90; Wezler(1998)의 교정본에 따르면, Yd의 모든 필사본이 dhṛti를

vṛtti로 읽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맥으로 보아 vṛtti는 dhṛti의 오독일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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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으로서의 역할14)을 하는 것으로, 작용인(nimitta)의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경험적 세계를 설명하는 행위(pravṛtti) 차원의 현

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게

다가 삶의 궁극적 목표인 해탈을 위해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중적 요소와 관련해서, ‘행위의 다섯 원천’은

8정태보다 더욱 실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8정태가 인

간들의 무의식적이고 선천적15)인 성향인데 반해, 행위의 원천 다

섯 가지는 그러한 선천적 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의식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16) 다시 말해, 先天的(본유적)

이고 原質的(자연발생적)인 성격을 지닌 8정태는 때론 變異的(부

수적)이기도 해서 인간적 노력에 의해 수정되기도 하지만17), 이것

은 어디까지나 윤회의 과정 중에 微細身(liṅga)에게 일어나는 미래

의 일일 뿐이고, 해탈로 이끄는 지성(jñāna)을 발생시키는 원동력

은 다름 아닌 '행위의 다섯 원천'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Yd와 14세기 이후 등장한 몇몇 Tattvasamāsa 관련 문헌을

제외하고는 상키야 문헌의 그 어느 곳에도 '행위의 다섯 원천'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는 형편이다.

Yd에 따르면, ‘행위의 다섯 원천’ 역시 통각(buddhi)으로부터

생성되며, 이 가운데 무엇이 유익해서 취하고 무엇이 해로워서 버

릴지에 관해 간략히 설명한다. 먼저, 이 다섯 원천들은 통각이 지

성(jñāna)으로 완전히 변형되는 과정에 있을 때, 통각으로부터 방

출된 동질(rajas)에 의해 만들어진다. 즉, ‘행위의 다섯 원천’들은

14) “生氣 따위의 작용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에 답하길, 그것은 행위의

원천들로부터 발생한다.” (kutaḥ punar iyam prāṇādivṛttiḥ pravartata iti

/ ucyate--sā karmayonibhyaḥ. Yd ad Sk 29). Shiv Kumar(1990), vol 2.

p.238.

15) “法 등의 [8]정태는 선천적인 것과 원질적인 것과 변이적인 것들이

알려진다.” (sāṁsiddhikāś ca bhāvāḥ prakṛtikā vaikṛtāś ca

dharmā-'dyāḥ dṛṣṭāḥ. Sk 43). 정승석(1997) p.242.

16) Larson(1987) p.56.

17) Chakravarti(1975) pp.18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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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각이 지성으로 완료되기 전까지만 활동하는 것으로, Yd는 이를

암탉의 수정란에 비유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통각으로부터 방출된 동질은 변형된다. 행위의 다섯 가지 원천은

달걀과 같은 위치에 있다.”18)

달걀이 암탉의 수정과 닭들의 부화 사이의 중간 위치를 차지하

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다섯 원천들도 통각의 최초의 자극과

지성으로의 마지막 변형 사이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Yd의 저자는 계속해서 ‘행위의 다섯 원천’을 정의하고, 이들 원

천들의 영역에 대해 말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원천들 각각에게

영향을 끼치는 우세한 3質을 지적한 후,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이야말로 최고의 고행자19)라고 덧붙이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dhṛti(의지) : 이것은 목적에 충실한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

람이 말이나 행위 혹은 의도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은 이 요인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전적으로 약속을 고

수하고 그것을 실행하기로 결심한다. 다시 말해서, 의지는 사람이

행동하도록 재촉하는 힘(energy)을 가리키며, 그 영역은 모든 종

류의 육체적 정신적 행위들에까지 미친다. 이것은 3질 중 동질과

암질의 우세로 생성된다.

② śraddha(신념) : 이것은 사람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성실하

게 종교적 관습을 향한 행하도록 의무감을 고취시킨다. 이 종교적

관습들은 주로 타인에 대한 無害, 梵行(금욕)의 실천, 자신뿐 아니

18) mahataḥ pracyutaṃ hi rajo vikṛtam aṇḍa-sthānīyāḥ pañca

karmayonayo bhavanti. Yd ad Sk 29. Shiv Kumar(1990), vol 2. p.238.

19) “다섯 원천들에 대해서 특징과 영역의 본성, 그리고 3질의 합동을 아는

자를 나는 최고의 고행자라고 생각한다.” (uktañca -

lakṣaṇaviṣayasatattvaṃ trai guṇya samanvayañca pañcānaṃ yonīnāṃ

yo vidyāt yativṛṣabhaṃ taṃ tvahaṃ manye. Yd ad Sk 29). Shiv

Kumar(1990), vol 2.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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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타인을 위한 제사의 실행, 규정된 권고에 따른 보시, 그리고 외

적 내적 정화등을 포함한다. 신념의 영역은 住期(āśramas)라고 불

리는 人生의 다른 단계들에 유보되어 있는 의무들에게까지 확장

된다. 이러한 행위의 규칙들을 준수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순질과

동질이 우세하게 된다.

③ sukhā(지복 욕구) : 이것은 지복에 대한 열망이다. 이것의

영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일상적인 수단과 베다에서 가르친 수단

들을 적용함으로써 지복을 얻고자 열망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베

다를 학습하고, 선행을 행하고, 고행을 실천하고, 또 현생과 내생

에서 열매 맺게 되는 지복을 얻기 위해 종교적 금욕생활을 정기

적으로 준수한다. 지복 욕구의 영역은 일상적이고 또 베다에서 가

르친 절차들에까지 확장된다. 여기서는 순질과 암질이 우세하게

된다.

④ vividiṣā(지식 욕구) :이것은 참된 지식에 대한 열망이다. 지

식 욕구는 실재의 참된 본성, 즉 실재가 단일한지 다양한지, 영원

한지 무상한지, 의식인지 비의식인지 하는 따위를 알도록 자극한

다. 또한 결과가 이미 원인 안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알고자 갈망하게 되는 것도 지식에 대한 추구 때문이다. 참된 지

식을 얻고자하는 본성은 상키야 이론과 공존한다. 지식 욕구의 영

역은 현현된 모든 실재들에 미치는데, 여기서는 동질이 우세하게

된다.

⑤ avividiṣā(지식 무욕) : 이것은 지식 욕구와는 반대되는 상태

이다. 감각적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하길 선호하여, 더 숭

고한 것을 추구하는데 전혀 무관심하게 될 때와 같은 무지의 상

태가 바로 이것이다. 이 상태는 마약과 술, 또는 잠에 취해 있을

때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지성이 발현될 수 없으므로 모든 현

상이 어둠에 잠겨 있다. 이러한 상태는 전적으로 암질로 압도되어

있다.20)

20) Shiv Kumar(1990), vol 2. pp.238-240; Chakravarti(1975) pp.2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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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의 저자는 지식 무욕(avividiṣā)을 제외한 네 가지 원천들은

인간의 목표인 해탈에 이로운 것으로 善(dharma)을 낳는 것이라

고 말한다. 하지만, 이 네 가지 또한 윤회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것

들에 탐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나아가서, 역설적이지만 Yd

의 저자는 나쁜 결과를 낳는 행위(karman)들에 대해서만 지식 무

욕이 적용된다면, 이것 역시 행위자가 바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

도록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21) 다시 말해, 바람직하지 않는 결

과를 낳는 행위들에 대해서만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지식 무욕을

오히려 소중하게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들이 善을 낳는 네 가지 원천들에 집착하지 않고,

지식 무욕에 대해서도 그릇된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의식한다

면, ‘행위의 다섯 원천’들은 정화될 뿐만 아니라, 해탈로 이끄는 바

른 길을 향해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로부터도 해방된다는

것이다. Yd의 저자는 결론 삼아 다음과 같은 진술로 ‘행위의 다섯

원천’에 대해 마무리한다.

“그와 같이 善 등에 헌신하고, 그 반대의 것을 멀리하여, 純質 속에

서 기쁨을 느끼고, 我執을 버린 자는 지혜에 의존하여 청정한 원천들

을 갖고서 신속하게 최상의 브라만에 도달한다.”22)

이에 대해 Tattvasamāsasūtra의 주석서인 Kramadīpikā(또는

Tattvasamāsasūtravṛtti)는 Yd와 조금 다르게 ‘취해야 할 것과 피

해야 할 것’을 기술한다. 먼저 Kramadīpikā는 지식 욕구(vividiṣā)

와 지식 무욕(avividiṣā)을 비교해서 나란히 기술한 후, 지식 욕구

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는 속박을 초래하며, 사람을 해탈로 이

21)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의 원인들에 관해서는 지식 무욕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avividiṣām api aniṣṭa-phala-hetuṣu bhāvayet. Yd ad Sk 29).

Shiv Kumar(1990), vol 2. p.241. ; Chakravarti(1975) p.274;

22) so'yaṃ dharmādiṣu pravaṇas tatpratipakṣāpakrāntaḥ sattvāramo

vinivṛttābhimāno jñānaniṣṭhaḥ saviśuddhayonir acireṇa paraṃ

brahmopapadyata iti. Yd ad Sk 29. Shiv Kumar(1990), vol 2.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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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는 것은 오로지 지식 욕구뿐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대상과 꿀(쾌락)을 가리지 않고 생각하는 기능이 지식 무욕이고,

지식 욕구는 명상하는 자들에게 지혜의 원천이다. [세계의 원인이 되

는 원리가] 하나인가 여럿인가, 영원한 것인가, 의식이 없는 것인가,

미세한 것인가, 결과를 가진(因中有果) 것인가, 불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알려져야 하는 것이 그 지식 욕구이다. 결과와 수단의 소멸을 초

래하는 지식 욕구는 자연스러운 활동이다. 의지, 신념, 지복 욕구, 그

리고 지식 무욕 네 가지는 속박으로, 지식 욕구 한 가지는 해방으로

이끈다.”23)

지식 욕구 한 가지만을 해탈의 원천으로 보는 Kramadīpikā의

이러한 기술은 Tattvasamāsasūtra의 또 다른 주석서인 Sāṁkhyat

attvayāthārthyadīpana24)와 Sāṁkhyasūtravivaraṇa25)의 기술과도

일치한다.

라르손(Larson)은 Tattvasamāsasūtra의 또 다른 주석서인 Sāṁ-

khytattvavivecana의 경우 ‘행위의 다섯 원천’의 내용을 다른 문헌

들과는 약간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즉, 그는 지식 무

욕 대신에 의지(icchā)를 ‘행위의 다섯 원천’ 속에 포함시키는데,26)

23) viṣaya-madhu-miśritāntaḥkaraṇatvam avividiṣā / vividiṣā ca

dhyānināṃ prajñānayoniḥ / ekatvañca pṛthaktvañca nityaṃ

caivamacetanaṃ / sūkṣmaṃ satkāryamakṣobhyaṃ jñeyā vividiṣā ca sā

/ kāryakā(ka)raṇakṣayakarī vividiṣā prākṛtikī vṛttiḥ // dhṛtiḥ śraddha

sukhā'vividiṣā catasro bandhāya vividiṣaikā mokṣāya. Dvivedī(1969)

pp.82-83.

24) “이들 가운데 네 가지는 속박으로, 지식 욕구 한 가지는 해탈로 이끈다.

지식은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한 후 발생하게 되는 해탈의 걸림돌을

파괴한다.” etāsu catasro bandhāya vividiṣāika mokṣāya

jñānamokṣapratibandhanāśakakarmajanyatvāt tajjanakatvācca.

Dvivedī(1969) p.47 ; Larson(1987) p.415.

25) “의지, 신념, 지복 욕구, 지식 무욕 네 가지는 속박으로, 지식 욕구 한

가지는 해방으로 이끈다고 행위의 다섯 원천은 설명한다.” dhṛtiḥ

śraddha sukhā'vividiṣā catasro bandhāya vividiṣaikā mokṣāya iti pañca

karmayonayo vyākhyātāḥ. Dvivedī(1969) p.69 ; Larson(1987) p.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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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Sāṁkhytattvavivecana의 원문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로 보

인다. 라르손의 해석처럼 sukhecchā를 sukhā와 icchā로 나누어

볼 경우에 다음에 오는 tadabhaivakau의 해석이 모호해지기 때문

이다. Tadabhāvakau의 경우, tad를 바로 앞에 나오는 vividiṣā(지

식 욕구)를 받는 대명사로 보고 지식 욕구의 부재(abhāva), 즉 지

식 무욕(avividiṣ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게다가, ‘행위

의 다섯 원천’ 각각을 설명하는 이어지는 문장에서 의지(icchā)에

대한 설명이나 지식 무욕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식 무욕이 지식 욕구의 반대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행위의 다섯 원천’의 내용을 다른 문헌들과는 확실히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 문헌은 Tattvasamāsasūtra의 또 다른 주석서인 Sa

rvopakāriṇīṭikā와 Tattvasamāsabhāṣya의 경우이다. Sarvopakāriṇ

īṭikā는 행위의 원천(karma-yoni)을 다섯 운동 기관(karma-indriy

a)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행위의 원천으로서의 다섯 기관들, 즉 기관 혹은 행위의 수단(kāra

ṇa)들은 말하기(vacana), 잡기(ādāna), 걷기(viharaṇa), 배설(utsarga),

기쁨(ānanda)이다. 이것들은 언어(vāc), 手(pāṇi), 足(pāda), 항문(pāy

u), 그리고 생식(upastha)라고 불린다.”27)

Tattvasamāsabhāṣya는 행위의 원천으로 바른 인식(pramāṇa),

그릇된 인식(viparyaya), 망상(vikalpa), 수면(nidrā), 기억(smṛti)을

열거하고 있다.28)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의 원천 다섯 가지는

26) Larson(1987) p.443; “의지, 신념, 지복 의지(욕구), 지식 욕구와 그것의

부재(지식 무욕)들은 일반적으로 행위의 다섯 원천으로 불린다.” dhṛtiḥ

śraddha sukhecchā vividiṣā tadabhāvakau / sāmānyataḥ samuddiṣṭāḥ

pañcaite karmayonayaḥ. Dvivedī(1969) p.12.

27) pañca indriyāṇi karmayonayaḥ karmaṇāṃ

vacanādānaviharaṇotsargānandānāṃ yonayaḥ kāraṇāni / tāni ca

vākpāṇipādapāyūpasthākhyāni. Dvivedī(1969)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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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철학에서 제시한 마음의 작용 다섯 가지29)와 정확하게 일치

한다. Tattvasamāsabhāṣya의 저자가 왜 이와 같이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키야 철학과 요가 철학의 불가

분의 관계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이해도 가능할 것이다.

요가 철학에 따르면, 마음의 작용은 잠세력(saṃskāra)과 연속

적인 상호 인과의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마음의 작용은 그것이

유해한(오염된) 것이든 무해한(오염되지 않은) 것이든 모두 잠세

력을 생성시키고, 생성된 잠세력은 또다시 즐거움과 고통과 미망

을 본성으로 하는 마음의 작용을 생성시키기 때문이다.30) 요가 철

학의 목표가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기에 이들 마음

의 작용 다섯 가지는 삼매 달성을 위한 억제의 대상을 총괄한 것

에 다름 아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마음의 작용 다섯 가지를 모

든 행위를 일으키는 원천으로 간주한 것이다. 따라서 Sarvopakāriṇī-

ṭikā가 다섯 운동 기관을 ‘행위의 다섯 원천’으로 간주했듯이, Tattva-

samāsabhāṣya는 요가 철학의 수행론을 채택하여 마음의 작용 다

섯 가지를 ‘행위의 다섯 원천’으로 간주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행위의 원천(karma-yoni)’의 출처

앞서 언급한 문헌들 몇 가지를 제외하면 ‘행위의 다섯 원천’은

상키야 문헌의 다른 곳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

탄잘리(Patañjali)의 요가 체계에서도 취급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의 다섯 원천’이 고대 문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

로 후대 저자들의 순수 창작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8) Larson(1987) p.465.

29) pramāṇa-viparyaya-vikalpa-nidrā-smṛtayaḥ. Yogasūtra(이하 Ys) 1-6.

30) Ys 1-5; Yogasūtra-bhāṣy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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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끄라바르띠(Chakravarti)는 행위의 원천이 고대 상키야 문헌

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었던 근거를 슈베따슈바따

라 우파니샤드(Śvetāśvatara Upaniṣad) 1장 5송에 나타난 ‘pañca-

yonyugravakrām’라는 표현에서 찾는다.31) 비록 혼다 메구무(本多

惠)가 짜크라바르티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원천(yoni)이라는

용어만 같을 뿐 이 둘 사이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

고,32) 슈베따슈바따라 우파니샤드의 많은 주석서들이 ‘다섯 원천’

(pañca-yoni)에 대해 해설을 달지 않고 있지만33), 1장 5송을 자세

히 살펴보면 전혀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특이하게

도 슈베따슈바따라 우파니샤드 1장 5송은 상키야-요가 철학의 기

본적 용어들과 대응하는 술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곳

에는 pañca-srotas(다섯줄기⟶5知根), pañca-prāṇa(다섯 가지 숨:5
풍), pañca-buddhyādi-mūla(다섯 가지 인지의 근본⟶manas), pañ
cāvartā(다섯 소용돌이⟶5唯), 그리고 pañca-duḥkha(다섯 가지 고
통; pañca-kleśa: avidyā, asmitā, aśakti, rāga, abhiniveśa)와 같은

용어들이 한데 섞여 아뜨만(ātman)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

다면 ‘다섯 원천’(pañca-yoni)이 ‘행위의 원천’(karma-yoni)이나

‘운동 기관’(karma-indriya)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혼다 메구무는 Yd에 기술된 ‘행위의 다섯 원천’의 출처를 바가

바드기따(Bhagavadgītā; 이하 BG) 18장 13송에 둔다.34) 한편, 짜

끄라바르띠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행위의 원천에 대한 논의가 BG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상키야의 권위 있는 문헌들에서 자세

하게 다뤄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BG 18장 13

송은 행위의 원천의 출처와 관련해 중요한 단서를 보여준다.

31) Chakravarti(1975) p.275.

32) 本多惠(1977) p.506, 각주 7.

33) 이재숙 譯(1998) p.428. 역자는 pañca-yoni를 다섯 가지 근본이 되는

물질, 즉 5大 (흙, 물 불, 바람, 空)로 보기도 한다.

34) 本多惠(1977) p.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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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키야의 교리에서 설해진 바, 모든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이 다섯

가지 원인을 나에게서 배우시오, 아르쥬나여!”35)

이어지는 14송에서 ‘다섯 가지 원인’(pañca-kāraṇa)이 무엇인지

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물론 이 다섯 가지는 행위의 원천(karma

-yoni)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所依處(육신, adhiṣṭhāna), 행위자(kartṛ), 각종 수단(karaṇa, 감각기

관), 다양한 별개의 노력(ceṣṭā),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운명(daiva)이라

오.”36)

그렇지만, 연이은 15송에서 강조하듯이, 그리고 Yd에서 설명하

는 행위의 원천이 그러하듯이, 이 다섯 가지 원인과 원천은 인간

이 몸(身)과 말(口)과 마음(意)으로 어떤 행위를 시작할 때, 그 행

위가 옳든 그르든 그 행위들의 원인 혹은 원천인 것은 분명하

다.37)

모든 행위의 원인으로서 BG가 말하는 이 다섯 가지는 짜끄라

바르띠의 의견에 따르면, 소의처(adhiṣthāna)는 해탈하지 못한 靈

我(puruṣa)의 지지기반이고, 행위자(kartṛ)는 我慢(ahṃkāra), 수단

(karaṇa)는 원질(prakṛti)의 다양한 수단, 노력(ceṣṭā)는 행위를 하

도록 자극하는 다양한 종류의 노력, 그리고 운명(daiva)는 배후에

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38) 물론 이 다섯 가지 원인이 상

키야 철학에서 말하는 ‘행위의 다섯 원천’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

는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BG 18장의 18송 이하, 특

35) pañcaitāni mahābāho kāraṇaini nibodha me / sāṃkhye kṛtānte

proktāni siddhaye sarvakarmaṇām. BG 18-13.

36) adhiṣṭhanaṃ thatā kartā karaṇañca pṛthagvidham / vividhāśca pṛthak

ceṣṭā daivañcaivātra pañcamam. BG 18-14.

37) śarīravāṅmanobhir yat karma prārabhate naraḥ / nyāyyaṃ vā

viparītaṃ vā pañcaite tasya hetavaḥ. BG 18-15.

38) Chakravarti(1975)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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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29송부터 40송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상호 연관성

을 감지할 수도 있다.

BG 18장 29송과 36송에는 어떤 예비 설명도 없이 통각(buddhi),

의지(dhṛti), 지복 욕구(sukha)라는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하고, 40송

에서는

“이 세 요소들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땅이든 하늘이든 아무 것도

없다”39)

고 말하고 있는데, 짜끄라바르띠는 이 세 가지와 17장 전체에

걸쳐 설명되는 신념(śraddhā)이 바로 행위의 원천의 다섯 요소에

다름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한다.40) 의지(dhṛti), 지복 욕구

(sukha;sukhā), 신념(śraddhā)은 Yd와 BG에 동일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짜끄라바르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문

제는 통각(buddhi)과 지식 욕구(vividiṣā)-지식 무욕(avividiṣā)의

연관성이다.

짜끄라바르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G 18장 30송41)과

32송42)을 인용해서, 30송에 나오는 ‘순수한 지성(buddhiḥ sāttvikī)’

은 지식 욕구에, 32송에 나오는 ‘둔중한 지성(buddhiḥ tāmasī)’은

지식 무욕에 대응한다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Yd의 저자는 지식

욕구는 동질이, 지식 무욕은 암질이 우세하게 현현한 경우라고 설

39) na tad asti pṛthivyāṃ vā divi deveṣu vā punaḥ / sattvaṃ prakṛtijair

muktaṃ yad ebhiḥ syāt tribhir guṇaiḥ //

40) Chakravarti(1975). p.277.

41) “아르쥬나여, 활동과 비활동,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위험과

안전, 속박과 해탈을 아는 지성은 순수하다오.” pravṛttiṃ ca nivṛttiṃ ca

kāryākarye bhayābhaye / bandhaṃ mokṣaṃ ca yā vetti buddhiḥ sā

pārtha sāttvikī.

42) “아르쥬나여, 둔중함에 가려져 옳지 않은 일을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모든 가치에 왜곡된 지성은 둔중하다오!” adharmaṃ dharma iti yā

manyate tamasā 'vṛta / sarvārthān viparītāṃś ca buddhiḥ sā pārtha

tāmas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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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있기 때문에, 순질이 우세한 ‘순수한 지성’과 동질이 우세

한 ‘지식 욕구’를 한데 묶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생긴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끄라바르띠의 조심스런

주장은 행위의 원천에 대한 논의가 BG 이전이나 늦어도 동시대

에 이미 고대 상키야 문헌에서 다루어졌음을 논증하는데 충분하다.

Ⅳ. 3질(tri-guṇa)과의 관계

앞서 행위의 원천 다섯 가지와 3질의 관계에 대해 Yd의 저자가

간단히 ‘통합적으로(synthetic)’43) 지적한 바를 살펴보았다. 즉, 동

질과 암질이 풍부한 것은 의지(dhṛti), 순질과 동질이 풍부한 것은

신념(śraddhā), 순질과 암질이 풍부한 것은 지복 욕구(sukhā), 동

질이 풍부한 것은 지식 욕구(vividiṣā), 그리고 암질이 풍부한 것

은 지식 무욕(avividiṣā)이라고 Yd는 설명한다. BG는 Yd와는 달

리 보다 ‘분석적으로(analytic)’ 행위의 원천과 3질의 관계에 접근

한다.

“재보의 승리자(아르쥬나)여! 통각의 차이, 그리고 또한 의지의 차

이를 속성(3질)에 따라 세 가지로 모두 별도로 천명하고 있음을 들으

라.”44)

43) 짜끄라바르띠는 바가바드기타 시대에 이르기까지 상키야 논사들은

3질(guṇa)에 기반을 두어 각각의 원천(yoni)들을 별도로 분석하고자

했지만, 이후 어떤 논사가 오래된 문헌을 재구축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 논사는 통합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Chakravarti(1975)

p.277.

44) buddherbhedaṃ dhṛteścaiva guṇatas trividhaṃ śṛṇu / procyamānam

aśeṣeṇa pṛthaktvena dhanaṃjaya. BG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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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는 통각(buddhi), 의지(dhṛti), 지복 욕구(sukha), 그리고 신

념(śraddhā) 하나하나가 3질의 優劣에 따라 각각 세 가지로 구별

된다고 설명한다. 즉, 통각이라는 행위의 원인이 한 가지의 성질

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3질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 통각으로 구별된다는 것이다.

“프르타의 아들(아르쥬나)이여! 활동과 비활동,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위험과 안전, 속박과 해탈을 아는 통각은 순질적이다.”

“프르타의 아들이여!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릇되게 아는 통각은 동질적이다.”

“프르타의 아들이여! 암흑에 덮여서 옳지 않은 일을 옳은 일이라

생각하며 모든 일에 왜곡된 통각은 암질적이다.”45)

이와 같은 분석은 나머지 것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BG 18장 33

송부터 39송까지, 그리고 17장 11송부터 22송까지의 기술에 따르

면, 순질이 우세한 의지, 지복 욕구, 신념은 해탈에 이로운 것으로

취해야 하는 것이지만, 동질과 암질이 우세한 것들은 해로운 것으

로 피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특히 신념을 설명하는 17장에서 BG

는 더욱 분석적으로 3질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신념의 내용인

제사와 고행, 그리고 보시의 경우, 순질이 우세할 때는 Yd의 저자

가 말하는 신념과 동일하지만, 동질과 암질이 우세할 때는 속박으

로 이끄는 신념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앞서 살펴본 통각과 지식 욕구-지식 무욕의 관계가 꼭 일

치하지 않는 것처럼, 행위의 원천과 3질의 관계에 대한 BG의 설

명은 Yd의 저자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질의 차이에 따라 각 요소가 다양하게 구별된다는 BG

의 분석적 설명은 사람이 해탈을 위해 ‘취하고 피해야 할 것’이 무

엇인지에 대한 삶의 방식(a way of life)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

겠다. 이 같은 시사는 ‘행위의 다섯 원천’을 해탈의 길에 적용하는

45) BG 18-3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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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의 취지와 맥락을 같이한다.

Ⅴ. 나오며

상키야 문헌에 나타난 ‘행위의 다섯 원천’에 대한 기술은 일관

성이 결여되어 있다. 해탈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 원천의 목록

역시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일관성의 결여는 상키야

철학의 체계가 발전되고 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우파니샤드와 BG에서부터 그 연

원을 찾을 수 있는 ‘행위의 다섯 원천’에 대한 중요성이 상키야 체

계의 발전 과정에서 왜 현저하게 감소되었는지는 여전히 해결되

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주지하다시피 상키야 철학은 인간 고통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

한다. 3苦의 압박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을 타파하는 원인에 대한

탐구욕(jijñāsā)46) 때문에 상키야 철학은 해탈을 목표로 그 철학적

체계를 수립한다. 그렇지만, 상키야 철학은 고통의 근원적 존재와

원인을 해명하는 데 주력하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구체

적인 방법, 즉 독자적인 수행론은 요가 철학에 위임했다. 비록 상

키야 철학이 고통의 원인인 靈我와 統覺의 잘못된 동일화를 지적

하기 위해 세계를 현현하게 하는 전변의 25원리를 제시하고, 25원

리에 대한 바른 이해(지식, jñāna)를 통해 영아와 통각의 차이를

아는 식별지(vivekajñāna)를 해탈의 방법론으로 제시하긴 했지

만47), 8지(aṣṭāṅga) 요가를 통한 식별지(vivekakhyāti)48)의 획득을

46) duḥkha-trayā-'abhighātāj jijñāsā tad-apaghātake hetau. Sk 1.

정승석(1997) p.232.

47) “[25원리에 대한] 지혜에 의해 해탈하고 [이와] 정반대의 것(無知)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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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요가 철학과는 달리 상키야 철학은 식별지를 획득하기 위

한 구체적인 방법을 요가 철학에 의존한다. 이와 같이 요가 철학

의 수행 방법론에 대한 의존이 상키야 철학의 발전 과정에서 행

위(pravṛtti) 차원의 현현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당연히 행위의 원천(karma-yoni)에 대한 가치도 점차로 감소되었

을 것으로 이해된다.

상키야 철학에서 식별지는 전변의 25원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해 획득된다. 그런데, 영아와 통각의 차이를 아는 식별지나 25

원리에 대한 지식이나 모두 Sk 65송에서 언급된 것처럼 統覺의 8

정태 중의 하나인 지성(jñāna)에 의해서만 성취된다는 사실은 ‘행

위의 다섯 원천’이 상키야 철학에서 그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통각의 순질적 기능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행위의 다섯 원천’ 중에 해탈로 이끄는 요소들을 성장시켜야 하

기 때문이다.

라르손(Larson)의 지적처럼, 상키야 철학에서 세계는 형태(rūpa)

차원으로 전변되지만, 인간들의 일상적 경험의 세계는 행위(pravṛtti)

와 결과(phala) 차원으로 움직인다.49) 다시 말해, 세상의 이치라는

형태 차원과 인생의 진실이라는 행위 차원으로 움직이는 것이 인

간이 경험하는 세계이다. 해탈이 인간의 궁극적 목표라면 우리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없는 세계(rūpa 차원)보다는 취하고 피할 것

이 무엇인지 분명한 세계(pravṛtti와 phala 차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더 기울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비록 행위의 원천에 대

해 언급한 문헌이 한정적이고, 그 기술들이 지극히 단편적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오랜 기간 감추어져 있다가 Yd의 작가에 의해 다

속박이 있다.” (jñānena cā 'pavargo, viparyayād iṣyate bandhaḥ. Sk

44). 정승석(1997) p.243.

48) 상키야 철학에서는 식별지를 vivekajñāna라 부르고, 요가 철학에서는

vivekakhyāti라 부른다; “혼동 없는 식별지가 파기의 수단이다.”

(vivekakhyātiraviplavā hānopāyaḥ. Ys 2-26). 정승석(2010) p.124.

49) Larson(1984)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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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햇빛을 보게 된 '행위의 다섯 원천'에 대한 연구가 그래서 더

욱 필요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상키야 문헌

들 속에서 '행위의 다섯 원천'이 항상 ‘다섯 가지 숨’(5風)과 함께

언급된다는 사실이다. 어떤 문헌에서는 '다섯 가지 숨' 직후에, 어

떤 문헌에서는 직전에 '행위의 다섯 원천'에 대한 기술이 실려 있

다. 그 이유는 행위의 원천이 '다섯 가지 숨'과 함께 연구되고 설

명되어야 할 인간 행위(karman)의 원동력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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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ication and Origin of Sāṃkhya Philosophy on

the Concept of Karma-yoni

Lee, Young-seog

(Dongguk University)

According to the Sāṃkhya philosophy, the world is

manifested in three dimensions through two creations.

Sāṃkhykārikā verse 52 explains the two creations as

liṅga-sarga and bhāva-sarga, and Yuktidīpikā explains the

three dimensions as rūpa, pravṛtti, and phala. To use a

computer metaphor, Larson understands that the liṅga-sarga

and the rūpa dimension would represent the "hardware" of

the Sāṃkhy system, and the bhāva-sarga and the pravṛtti

dimension would represent the "software." Both "wares"

together generate a consequent, that is to say,

pratyaya-sarga as the phala dimension.

Yuktidīpikā explains that the pravṛtti dimension is

twofold: getting what is advantageous and avoiding what is

disadvantageous. This division is related to a way of life by

which what is advantageous leads to a mokṣa and what is

disadvantageous brings about a bondha. There has not only

eight bhāva-s in the pravṛtti dimension, but also five

karma-yoni-s and five prāṅa-s. Especially, the karma-

yoni-s constitute different motive forces that stimulate an

individual from the background to work in terms of

nimitta-naimittika causation. Furthermore, they are more

practical than bhāva-s in terms of getting what is

advantageous and avoiding what is disadvantageous for the

final goal of mokṣa, because unlike the bhāva-s, which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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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ited and quite unconscious, the karma-yoni-s are

conscious and dispositional possibility to transform the

inherited disposition in any given life.

Yuktidīpikā says that only avividiṣā is disadvantageous;

the four other yoni-s are advantageous to the individual and

generate dharma. On the other hand, Kramadīpikā describes

them differently from Yuktidīpikā, asserting that except

vividiṣā, which leads the individual to mokṣa, the four other

yoni-s are disadvantageous and bring about the bondha.

This description of Kramadīpikā is in accord with

Sāṁkhyatattvayāthārthyadīpana and Sāṁkhyasūtravivaraṇa.

Concerning the origin of karma-yoni, we cannot decide

that it is the invention of the later workers without any

connection with the ancient literature of Sāṃkhya. While

Honda put the source of the five karma-yoni-s in the

Bhagavadgītā 18-13, Chakravarti takes a step beyond and

insists that they were an important topic of discussion previous

to Bhagavadgītā, or contemporaneous to it at the latest.

The descriptions on karma-yoni in the Sāṃkhya

literatures are not consistent, and its value has decreased

little by little due to dependence on the practical method of

Yoga philosophy. And yet, provided that mokṣa is the final

goal of the individual, it might be proper to be more

interested in the pravṛtti dimension and the karma-yoni than

in the rūpa dimension which we cannot control and manage.

Keywords: karma-yoni, yuktidIpikA, pravRtti, dimension,

manifest, advantag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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