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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생천에 대한 바람과 기원은 베다 문헌에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파니샤드 시대 이후로 윤회와 인과응보설이 확립되면

서 생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게 되었다. 생천도 윤회의 한 부

분으로서 밖에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

는 노력으로 나타난 것이 해탈사상이다. 그러나 베다 문헌에 나타나는

현세 긍정적이고 실질주의적이었던 인도인의 전통이 우파니샤드 시대

에 와서 근본이 완전히 뒤바뀔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해탈을 ‘존

재-智-환희’로 규정하는 베단타의 전통에서도 알 수 있다. 환희는 바

로 하늘에 대한 묘사에서도 등장하고 있고, 하늘은 不死의 곳으로 그

려지기도 하는데 이는 현실적 행복과 복락을 영원히 누리고자하는 바

람을 나타낸 것이다. 우파니샤드에서 현실의 苦에 대해 천착한 것은

역설적으로 현실에 대한 대단한 집착과 애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Ⅰ. 서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至誠이면 感天이다’, ‘人命은

在天이다’ 등 우리의 언어생활 속에는 하늘과 관련된 말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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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는 종교적 정서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종교는 하늘과 밀

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온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규명은 종

교적 이해의 초석이 된다고 할 것이다.

중국에서 하늘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空間, 人格, 理法 등을 중

심으로 하여 각각 自然天, 主宰天, 義理天의 의미로 사용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1) 자연천은 소박한 자연관을 중심으로 자연의 운

행법칙을 다스리는 자연신에 대한 숭배를 중심으로 한다. 주재천

은 자연신과 더불어 조상신, 나아가 최고신의 절대권능과 그 최고

신의 계시적이고 권위적인 명령에 따르는 天命사상이 주요 역할

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의리천은 도덕적 종교적 天道觀의 발전으로

하늘의 내재화의 길을 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인격적이고

의지적이었던 주재천이 인간 내재적이면서 동시에 인간 초월적인

하늘의 의미로 발전해갔던 것이다.

이에 비해 기독교의 하늘은 주재천과 의리천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창세기 28: 12), 또는 “여호와께서 너

를 위하여 하늘의 이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

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신명기 2

8: 12),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복음 6:20～21)라고 한

것은 주재천적 성격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하나

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누가복

음 17:20～21),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태복음 5:20),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

1) 劉勝種(1996) pp. 6～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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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복음 7:2

1),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

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

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태복음 18:3～4),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

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요한복음 10:38) 등등은

의리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하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2) 즉 “모든 즐거움이 모이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天이라고 한

다”(正法念處經 제22), 또는 "諸趣 중에서 그것은 最勝, 最樂, 最善,

最妙, 最高이므로 天趣라고 이름한다. 또 身語意의 妙行을 조작하

고, 증장하고, 거기에 往生하여 그 생을 상속시키므로 천취라고 이

름한다. 또 天이란 假名 假想이라고 한다. 또 광명이 증장하므로

天이라고 이름한다. 그 자연의 身光이 항상 비추어 晝夜가 한결같

기 때문이다."(大毘婆沙論 제172)라고 하여, 즐거움과 안락함과 빛

의 장소로 보고 있다. 그리고 “어째서 天道라고 하고, 提婆(deva)

라고 하는가. 데바는 善行의 이름이고, 선행으로 이끌므로 이 곳에

서 생한다. 다시 데바를 설하여 광명이라고 하니, 항상 빛나기 때

문이다. 또 데바는 聖道라고 일컫고, 意樂이라고 일컫고, 上道라고

한다. 데바란 마땅히 일체의 선업을 닦고 키워, 그 뜻으로 말미암

아 이름하여 데바라고 한다”(立世阿毘曇論 제6), “천이란 낮을 말

하니, 천상은 낮이 길고 밤이 짧기 때문이다. 또한 천이란 無愁惱

라고 하니, 항상 쾌락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천은 燈明이라고 하

니 능히 흑암을 파하고 大明을 행하기 때문이다. 역시 능히 악업

의 흑암을 파하고 선업을 얻어 천상에 생하므로 천이라고 이름한

다. 또한 천이란 吉이라고 하고, 吉祥으로 인해 이름하여 천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천은 태양이라고 일컬으니 광명하기 때문이다”

2) 塚本善隆 外(1957), 제 4권, p. 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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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般涅槃經 제18)라고 하여, 하늘은 선행의 과보로서 태어나는 밝

은 곳을 일컫기도 한다.

중국사상이나 기독교에서의 하늘은 대체로 주재적, 의리적 성

격을 갖는데 비해, 불교에서는 선업을 쌓아 사후에 가기를 바라는

최고의 장소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에서 하늘에

나고자 하는 욕망은 고대 베다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우파니샤드

와 불교를 거쳐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베다

와 불교 문헌에 나타나는 하늘의 의미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하늘

에 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언급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 하늘에 나는 것이 어떻게 해탈의 개념으로 승화하고 있

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Ⅱ. 하늘의 의미

1. 베다

svarga의 사전적 의미는 ‘光 또는 天으로 가다, 인도하다, 광명

세계, 天界, 天上의 至福: 天道, 天界, 天上, 生天’3) 또는 ‘하늘(heave

n), 빛으로 가다, 빛, 신, 천상의 행복의 장소, 인드라의 하늘, 낙

원, 지상의 육신으로 다시 들어갈 때까지 덕행이 있는 인간의 영

혼이 옮아가는 곳, 하늘로 가다= 죽다’4)이다. ‘푸루샤 찬가(puruṣa

sūkta)’(Ⅹ. 90. 14)에서는 푸루샤의 머리로부터 天界가 나타나고,

두 발로부터 地界가 생겼다고 하고,5) ‘天地神 찬가(dyāvā-pṛthivī

3) 荻原雲來 編纂(1979) p. 1539.

4) Monier-Williams(1956) p.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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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ūkta)’(Ⅰ. 160: 185)에서는 천지신을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수소[牡牛]와 암소[牝牛]로 표현하고 있다.6) 이와 같이 ‘리그베다’

에서는 天神(dyaus)은 항상 地神(pṛthivī)과 함께 쌍을 이루어 찬

양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7) 이는 우리 고유신앙에서의 天地

神明과도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인도신화와 각종 푸라나
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론은 다음과 같다.8)

지면 밑에 7층의 지하세계(pātāla)가 있다. 지하세계는 일종의

낙원이다. 지표세계와 지하세계를 합하여 브후르로카(bhūrloka,

地界)라고 한다. 한 개의 태양과 한 개의 달이 그 빛을 비추는 범

위를 가리킨다. 그 위에 브후바르로카(bhuvarloka, 空界)가 있어,

지표에서 태양의 궤도까지의 사이에 있는 공간을 가리킨다. 그 수

직거리는 100,000 由旬(yojana, 瑜膳那)이고, 넓이는 지계와 같다.

태양의 궤도에서 그 위쪽 북극성(dhruva)까지는 스바르로카(svarl

oka, 天界)이다. 천계에는 여러 천체가 존재한다. 먼저 태양 궤도

에서 100,000요자나 위쪽에 달의 궤도가 있다. 그 100,000요자나

위쪽에 星宿(nakṣatra)의 궤도가 위치한다. 그 위 200,000요자나

위에 水星(budha)이 있다. 그 위 200,000요자나에 金星(śukra)이

있다. 그 위 200,000요자나에 火星(aṅgāraka)이 있다. 그 위 200,00

0요자나에 木星(vṛhaspati)이 있다. 그 위 250,000요자나에 土星(śa

ni)이 있다. 그 위 100,000요자나에 7仙人(saptarṣi, 大熊座)이 있다.

그 위 100,000요자나에 北極星(dhruva)이 있다. 북극성은 모든 천

체의 공전축이다.

‘브후르’, ‘브후바르’, ‘스바르’ 등 三界(trailokya)가 祭祀(ijyā: 犧

牲)의 공덕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북극성 위 10,000,000요자나에 마하르로카(maharloka)가 있다.

이곳 주인의 수명은 1劫(kalpa)이다. 마하르는 한자 摩訶나 그리스

5) 鄭泰爀(1984) p. 61.

6) 鄭泰爀(1984) pp. 33～34.

7) Panikkar(1983) pp. 496～497.

8) 定方晟(1985) pp. 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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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메가와 관계 있는 말로서, ‘偉大’를 의미한다. ‘바유 푸라나(vāy

u purāṇa)’에 의하면 마하르로카는 야마(yama)들의 거주지이다.

마하르로카 위쪽 20,000,000요자나에 자나로카(janaloka)가 있다.

이곳은 사난다나(sanandana) 등 브라흐마신의 자식들이 머무는

영역이다. 자나로카 위쪽 80,000,000요자나에 파포로카(tapoloka)

가 있다. 여기는 毘跋羅(vaibhrāja)라고 하는 신들이 머무는 영역

으로 불에도 타지 않는다. 타포로카 위쪽 120,000,000요자나에 브

라흐마로카(brahmaloka, satyaloka)가 있다. 이곳은 不死의 주인의

영역이다.

이상 7계 중에서 밑의 3계는 우주의 일차적 종말시의 파괴의

대상이다. 위 3계는 파괴를 면할 수 있다. 양자의 경계를 이루는

마하르로카는 양자의 성질을 합해서 갖고 있다. 즉 겁(kalpa)의 마

지막에 이 세계는 파괴를 면하지만 주민은 모습을 감춘다. 많은

푸라나가 말하는 바로는 3계가 劫火에 의해 탈 때, 마하르로카의

주인은 발밑의 열을 이기지 못해 위의 자나로카로 피난하는 것이

다. 이들 세계는 지하계도 포함하여 모두 브라흐마신의 알껍질(br

ahmā aṇḍa kaṭāha, 梵卵) 속에 담겨있다.

베다의 우주론적 시각에서 보는 하늘은 그것이 공간 또는 시간

적 의미에 따라 다양하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9)

(1) 빛이 항상 비치는 곳(yatra jyotir ajasram); 리그베다 Ⅸ. 1

13.

“빛이 항상 비치는 곳, 태양이 사는 곳, 그 죽음없는 세계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해악이 미치는 곳을 넘어서, 정화자여, 인드라를 위

하여 소마가 넘치기를.”(7)

“비바스바트(vivasvat)의 아들(= 야마왕)이 지배하는 곳, 물이 항상

기운차고 신선하게 흐르는 하늘의 낙원, 그곳은 나를 不死(amṛta)로

9) Panikkar(1983) pp. 63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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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 인드라를 위하여 소마가 넘치기를.”(8)

“그대가 세겹의 영역, 하늘 중의 세 번째 하늘로 마음대로 옮겨가는

그곳, 그곳은 빛으로 가득 차고, 그 빛나는 세계가 나를 불사로 만든

다. 인드라를 위하여 소마가 넘치기를.”(9)

“행복과 기쁨, 만족과 즐거움이 충만한 곳, 모든 욕망이 성취되는

곳, 그곳이 나를 불사로 만든다. 인드라를 위하여 소마가 넘치기를.”(1

1)

(2) 聖者들의 모임(bhāvavṛtta); 리그베다 Ⅹ. 154.

“먼저 진리를 따르는 그들, 진리에 충실한 그들, 자신의 의무에 확

고한 그들, 조상들의 모임에 야마여, 그를 보내주오.”(4)

(3) 德行의 세계(sukṛtasya loka); 아타르바베다 Ⅵ. 120.

“호의와 선행의 인간이 기뻐하는 곳, 그들의 육신은 이제 모든 질병

에서 자유롭고, 그들의 수족은 불구나 결함으로부터 완전해진다. 우리

의 조상과 자손들을 그 하늘에서 보기를.”(3)

(4) 樂園(svargaloka); 아타르바베다 Ⅳ. 34.

“녹은 버터의 호수가 꿀과 우유와 물과 응유, 물처럼 자유롭게 흐르

는 포도주가 풍성하기를. 이 모든 흐름들이 꿀이 가득한 하늘에서 너

에게 도달하기를, 연꽃으로 가득한 연못이 너를 기다리기를.”(6)

(5) 영원한 세계(anantaloka); 카타우파니샤드 Ⅰ.10)

“하늘세계에는 공포의 흔적이 없다. 너 죽음은 거기에 없다.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갈증과 허기는 초월되고 슬픔은 극복된다. 인간은

하늘세계에서 즐거워한다.”(12)

10) cf. BU Ⅳ. 4. 8; CU Ⅷ. 4; KausU Ⅳ.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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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늘의 문(svargadvāra); 바가바드기타 Ⅱ.

“행복하도다, 프르타의 아들이여, 우연에 의해 천국의 문을 열어주

는 이와 같은 전쟁을 하게 된 무사들은.”(32)

“죽임을 당한다면 그대는 천상을 얻을 것이요, 승리한다면 이 땅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오 쿤티의 이들이여, 싸움을 위해 결단코 일어

서라.”(37)

하늘은 행복과 보답의 장소로서, 인간이 최종적으로 삶을 즐기

고 지상의 모든 한계와 고통과 걱정을 메울 수 있는 곳이며, 하늘

은 무한한 시간의 순간으로, 인간은 거기서 슬픔과 고통으로 되돌

아가는 일없이 영원한 존재를 만끽할 것이다. 베다에는 분명히 인

간계와 열린 공간 너머에 태양이 지지 않는 빛과 광휘로 가득찬

제3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svar11)는 하늘의 빛이고, svarga는

그 빛으로 가는 것이거나 그 빛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빛의 세계

즉 하늘이다.12)

2. 불교

불교에서 天(堤婆, deva)은 5趣(gatayaḥ pañca)13), 6道14), 10

11) cf. 제사언어 bhūḥ(땅), bhuvaḥ(공간), svaḥ(하늘)에 담긴 3세계.

12) Panikkar(1983) pp. 631～634.

13) 5道, 5惡趣라고도 하고, 인간의 현실생활에서 功과 罪에 의해 생기는

5가지 境界, 존재영역, 생존방식을 가리킨다. 상좌부와 설일체유부에서

주장하며, 지옥․아귀․축생․인간․천 등을 말한다. 犢子部에서는

여기에 아수라를 더하여 6취를 주장한다./ 中村元(1981) p. 366.

14) 중생이 업에 의해 생사를 반복하는 여섯 세계이며, 중생이 업에 의해

향하는 생존상태, 미혹의 세계, 流轉의 장소를 말한다. 지옥도(naraka

gati)․아귀도(preta gati)․축생도(tiryagyoni gati)․수라도(asura

gati)․인간도(manuṣya gati)․천도(deva gati)/ 中村元(1981)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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界15)의 하나로서, 天趣(deva gati)․天世界(deva loka)․天界․天

道․天上․娑嚩羅言我(svarga)라고도 한다. 이는 天人이 사는 勝妙

한 세계로 그 이름에 관해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다. 여기서

deva는 ‘빛을 내다’라는 뜻을 가진 √div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천

상의 존재 또는 존귀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보통 신의 칭호로 사

용되거나 그들이 거주하는 처소를 가리키기도 한다.16) 그에 관해

俱舍論 제8에서는 하늘을 3계 27천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17)

1) 欲界(kāmaloka) 6天

① 四大王衆天(cāturmahārājakāyika deva)

② 33天(trayastriṃśa)

③ 夜摩天(yāma)

④ 覩史多天(tuṣita)

⑤ 樂變化天(nirmāṇarati)

⑥ 他化自在天(paranirmitavaśavartin)

2) 色界(rūpaloka) 4靜慮處(dhyānabhūmika) 17天

(1) 초정려처

① 梵衆天(brahmakāyika)

② 梵輔天(brahmapurohita)

③ 大梵天(mahābrahmāṇa)

(2) 제2 정려처

④ 少光天(parīttābhā)

1457～1458.

15) 범부의 미혹과 성자의 깨달음의 세계를 10가지로 나눈 것으로,

天台敎學에서 6취에 聲聞界, 緣覺界, 菩薩界, 佛界를 더하였다./

中村元(1981) pp. 591～592.

16) 塚本善隆 外(1957), 제4권, p. 3770.

17) 塚本善隆 外(1957), 제4권, pp. 3770～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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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無量光天(apramāṇābhā)

⑥ 極光淨天(ābhāsvara)

(3) 제3 정려처

⑦ 少淨天(parīttaśubha)

⑧ 無量淨天(apramāṇaśubha)

⑨ 遍淨天(śubḥakṛtsna)

(4) 제4 정려처

⑩ 無雲天(anabhraka)

⑪ 福生天(puṇyaprasava)

⑫ 廣果天(bṛhatpahla)

⑬ 無煩天(abṛha)

⑭ 無熱天(atapa)

⑮ 善現天(sudṛśa)

 善見天(sudarśana)

 色究竟天(akaniṣṭha)

3) 無色界(arūpaloka) 4處

① 空無邊處(ākāśānantyāyatana)

② 識無邊處(vijñānānantyāyatana)

③ 無所有處(ākiñcanyāyatana)

④ 非想非非想處(naivasaṃjñā nāsaṃjñāyatana)

이들 중에서 중요한 몇가지를 택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

저 사대왕중천은 照頭摩羅天, 四天王天, 四大王天, 大王天, 四王天이

라고도 한다. 수메루(sumeru)산에서 4계층 중에서 제 4계층에 머

무는 持國(dhṛta rāṣṭra), 增長(virūḍhaka), 醜目(virūpākṣa), 多聞(v

aiśravaṇa) 등 4천을 가리킨다. 또는 제일 처음 계층에 머무는 堅

手(kuruta pāṇi), 제 2계층에 사는 持鬘(mālā dhāra), 제 3계층에

거주하는 恒憍(sadā matta) 등 모든 藥叉神, 그리고 이곳의 封邑인

持雙(yugaṃ dhara) 등 7金山 위의 하늘을 총칭하기도 한다. 따라

서 이 하늘은 6욕천 중에서 그 영역이 가장 넓다. 그 신장은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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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 俱盧舍이고, 사람의 50세를 주야로 하여 500세를 수명으로

하고, 처음 태어날 때 이미 5세의 사람과 같으며 태어나면 身形이

빨리 자란다.

33天은 忉利天이라고도 하고, 수메루산 정상에 거주하는 住善法

堂 등 33천을 가리킨다. 이 山頂은 사각형을 이루고, 각 면은 8만

요자나이며, 네 모서리에 각 하나의 봉우리가 있으며, 金剛手(vajr

a pāṇi) 藥叉神이 머물며 모든 하늘을 수호한다. 또 그 중앙에 天

帝釋(śakra devānām indra)의 거처인 善見(sudarśana)宮이 있다.

그 신장은 2분의 1 구로사이고, 사람의 100세를 1주야로 하여 1천

세를 수명으로 한다. 처음 태어날 때 이미 6세의 사람과 같으며

태어나면 신형이 빨리 자란다.

사천왕천과 도리천은 땅에 의지하여 거주하기 때문에 地居天(b

hūmy avacarā devāḥ)이라 한다. 야마천 위의 4천과 색계의 17天

은 空居天(antarīkṣecarā devāḥ)이라 하며 33천 위쪽 공간에 각 4

만 요자나를 격하여 중첩 나열된다.

야마천은 焰摩天, 炎摩天, 焰天, 炎天, 鹽天, 時分天, 四分天이라고

도 하며, 그 주인을 須夜摩天(suyāma devarāja)이라고 한다. 신장

은 4분의 3 구로사이고, 사람의 2백 세를 1 주야로 하여 2천세를

수명으로 한다. 야마천은 베다시대에 최고의 천이라고 믿어져, 이

천국에 태어나는 자는 완전무결한 몸을 받아 귀천이나 부귀의 차

별이 없고 모두가 안락하게 살아가며, 그 천에는 또한 음악이 있

고, 부모처자의 환락이 있고, 百味의 음식이 자연히 솟아나고, 諸

神도 야마를 중심으로 하여 보리수 아래서 큰 여회를 베풀고 있어

안락을 극한 곳이라고 한다.18)

도사다천은 兜師哆天, 兜率陀天, 兜率多天, 覩史天, 兜率天, 兜術天,

知足天, 喜足天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무색계의 공무변처는 空無邊處定을 닦아 받는 異熟19)으

18) 鄭泰爀(1998) p.122.

19) 이숙(vipāka); 異類․異時에 성숙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의 결과 , 특히

도덕적 의미의 결과로서 應報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因과 果가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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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無邊虛空處, 無量空處, 空處, 虛空無邊處天, 無邊空處天, 空無邊

入天, 無量空處天, 虛空智天, 空智天이라고도 하며, 2만 大劫을 수명

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비상비비상처는 비상비비상처정을 닦은 자가 받는

이숙으로서, 有想無想處, 非想非非想處天, 非想非非想入天, 非想非非

想天, 非有想非無想處天, 無思想亦有思想天, 有想無想智天이라고도

하며, 8만 대겁을 수명으로 한다. 이 4처는 색이 없기 때문에 方處

가 없고, 오직 異熟生의 차별에 따라 그것을 건립하게 된다.

Ⅲ. 생천의 방법

1. 바라문교

베다시대의 사람들은 지극히 실제적이었으며 존재를 추상적으

로 보지 않았다. 그들이 기도와 제사를 통해 추구했던 것은 자식,

건강, 장수, 명성, 부, 힘, 용기, 지성, 덕성, 능변, 화목한 가정, 풍

년, 가축의 증식 등이었다. 그들은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는 ‘1

백 세까지 살게 해주소서’(리그베다 Ⅶ. 66. 16.)를 더욱 간절하게

소원하였다. 영적 자아와 영적 세계를 앞세워 육신과 세속적인 욕

망을 낮춰보는 태도는 우파니샤드 이후의 일이다.20) 따라서 사후

에 하늘세계에 나기를 바라는 것은 이승에서의 삶에 대한 하나의

보장장치와도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의 죽음과 함께 우주

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이승의 삶을 더욱

격하여 다른 시간에 성숙하는 것으로 선한 행위에 의해 일어나는 결과를

뜻한다./ 中村元(1981) p. 36.

20) 콜러(1995) p.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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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하고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베다에 나타나는 제의적 의미는 사후세계에 대한 무조건적 동

경을 나타낸다기 보다는 사회적·제의적·종교적 법칙과 관습과 의

무의 올바른 준수가 德의 획득 또는 축적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다.21) 윗사람에 대한 존경과 인사는 예절의 문제일 뿐아니라, 지

식과 장수와 명예와 힘의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마누법전 2. 12

1.) 한편 선각자는 不淨하고 성전을 암송하지 않고 야마의 주처에

대한 신성한 의식을 포기한 자를 선도한다. 단순한 베다의 기억이

모든 죄와 죄책감을 제거한다는 믿음이 항상 저변에 깔려있으며,

경전의 불완전한 이해는 매도되고 있고 인간이 행복이나 죄의 구

제나 하늘에 들어감과 같은 보상을 잃게 한다. 베다를 연구한 자

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신의 선행은 소멸된다. 인간의 제의

적 덕은 소위 ‘德行의 세계(sukṛtasya loka)’에서 그를 기다린다는

믿음을 가져온다. 그것은 잘 행해진 의례의 보상을 얻은 자들의

영역, 제의적 종교적 덕에 의해 얻어진 ‘天上의’ 상태이다. 즉 재생

족에게 부과된 사회적·종교적 의무의 올바른 실행의 선한 결과는

특별한 ‘세계’에서 그를 기다리기 위해 축적된다는 것이다. 죽음으

로 인간이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후의 생명은 오직

비물질적이고 영적인 존재 만이 아니고 현세보다 더 나은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령 백 세의 수명을 누리고 최고천에 가있는

야마왕의 세계에 이르러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이

상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제사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

다.22) 브라흐마나에서 선업을 쌓은 자가 야마왕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은 리그베다와 같으나, 천계의 복락은 영구한 것이 아니

고, 천계에서 다시 죽는 일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再死를 극

도로 두려워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것을 피하려고 이를 막는 특별

한 제사를 행해서 선업을 닦았다. 이러한 생각은 점차로 사후의

應報사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23) ‘하늘을 바라는 자는 제사를

21) Gonda(1980) pp. 476～477.

22) 鄭泰爀(1984) pp.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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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라(svargakāmo yajeta)’라는 말은 후기 베다 시대 이래의 전

통적인 관용표현이다.24) 미맘사 학파에서는 이 ‘하늘’을 ‘행복’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늘이라는 것이 저승의 우주적

인 세계가 아니라 이승에서의 만족한 삶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샹카라(Śaṅkara)는 미맘사 학파의 다르마에 대해, 해탈의 수단

인 브라흐만 및 知와 모순하는 無明에 기인하는 聖典과 聖傳문학

에서 확립된 身口意에 의한 제사행위(karman)라고 정의하고 있다.

무상한 繁榮(abhyudaya)을 그 과보로 하는 것으로서 至福(niḥśrey

asa= 해탈)에 이르는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샹카라

는 베다에서 설하고 있는 다르마를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

다.25) 하나는 행위를 특징으로 하는 다르마(pravṛttilakṣaṇaṃ dha

rmaṃ)이고, 또 하나는 知와 離欲 그리고 행위의 放棄를 특징으로

하는 다르마(nivṛttilakṣaṇaṃ dharmaṃ)이다. 이들 두 종류의 다

르마를 세계를 유지하는 원인이고, 생명체의 번영과 지복의 직접

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그중 행위는 속박의 원인(bandhahetuḥ),

행위의 방기는 해탈의 원인(mokṣahetuḥ)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

고 샹카라는 제사의 실행과 新得의 果報(apūrva)를 목적으로 하는

미맘사학파의 다르마는 성전에 규정된 사항을 행하는 것과 금지

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고, 브라흐만의 知

는 행위의 방기를 특징으로 하는 다르마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한

다. 샹카라는 이들 2종류의 다르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들기도

한다.26) 행위를 특징으로 하는 다르마는 첫째, 제식이나 보시 등

의 행위에 의해 달성되는 다르마, 둘째, 번영을 바라는 자들의 번

영의 직접적인 원인(번영을 목적으로 하고, 신들이 거주하는 곳에

이르는 원인), 셋째, 지복(해탈)을 바라는 자들에 의한 간접적인

23) Gonda(1980) p. 477.

24) Panikkar(1983) p. 394.

25) 李榮洙(1993) pp. 1046～1047.

26) 李榮洙(1993) p.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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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복의 원인, 넷째, 主宰神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과보를 바라지

않고 실행할 때 知가 생기는 원인인 마음의 청정에 유용한 다르마

등이다. 행위의 방기를 특징으로 하는 다르마는 첫째, 知와 離欲을

특징으로 하고, 둘째, 平靜이나 自制 등을 본성으로 하고, 셋째, 識

別知와 離欲에 의해 증득되고, 넷째, 知를 통한 해탈의 원인으로서

지복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다섯째, 아트만의 知에 전념하는 것이

다. 행위를 특징으로 하는 다르마는 제식이나 보시 등의 행위에

의해 달성되고, 번영을 바라는 자들의 번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

고, 지복을 바라는 자들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지복의 원인이 된다

고 한다.

2. 불교

율장은 출가교단에만 관계되는 것이며 재가신자와는 거의 무관

한 성전이다. 또 아함경은 대부분 출가 수행자에 대한 緣起․四

諦․八正道와 같은 이론적 교설을 집성한 것이다. 초기불교를 흔

히 이지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아함경은 출

가 중심주의에 치우친 교설을 수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교설 만을 뽑아내어 초기불교 전체의 내용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붓다는 재가신자를 상대로 할 경우 먼저 施論․戒論․生天論 등 3

론을 설하는 것이 보통이었다.27) 3론을 설한 다음에 본래의 가르

침으로 나아갔지만 당시 대다수의 재가신자는 보시․지계․생천

의 가르침에 만족하였을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俗信이나 주술,

기적 따위의 비합리적이고 신비적인 기술도 단편적이지만 발견되

고 있다.

붓다 시대에는 인과응보설이 일반 민중 사이에 널리 퍼져있었

27) 후지타 코오타츠 외(1989) p.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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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8) 업보설을 믿고있는 일반 민중을 불교로 끌어들이기 위해 재

가자는 첫째, 사람들에게 보시를 해야하고, 둘째, 계를 지켜야 하

며, 셋째, 보시를 행하고 계를 지키는 생활을 계속하면 그 과보로

서 하늘에 태어난다[生天]고 설하였다. 이미 바라문교에 계율을

지키는 생활을 계속한 사람은 하늘세계에 태어난다고 하는 신앙

이 있었으며 초기불교는 세속인의 교화를 위해 이를 자신의 가르

침으로 채용했던 것이다. 출가수행자나 가난한 자에게 의복과 음

식 등의 물건을 보시하고,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으며, 거짓말

을 하지 않고, 邪婬을 행하지 않으며, 게으름 원인이 되는 술을 마

시지 않고 올바로 생활한다면 死後에 그 과보로서 천계에 태어나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다는 교설은 어디까지나 세속의 입장에

선 가르침이었다.

불교도에게 공덕과 복덕의 관념은 붓다시대 이래로 지금까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29) 공덕(puṇya)은 업․윤회와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은 사후 선한 세계에 태어난다

고 하는 것으로, 이 선업이 언제부터인가 공덕의 관념으로 대체되

고 수량화되기에 이르렀다. 선한 세계란 천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현세의 쾌락이 최대한 이상화된 세계이다. 그러나 천계도 윤회의

한 과정에 있는 세계이다. 천계에 태어날 만한 업이 다하여 공덕

이 소진되면 天人은 다른 존재로 전생하여 윤회를 계속한다. 윤회

의 세계는 천계와 같이 감각적으로 즐거운 세계라고 할지라도 실

존적으로는 괴로움의 세계로 인식된다. 반면 깨달음, 열반은 쾌락

을 부정하며 참된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고 윤회의 구속에서 벗어

나는 것이다. 비구들에게 붓다는 사후에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바

라지 말라고 하였다. 하지만 기원전 2세기 이후의 산치를 비롯한

인도 각지에 탑, 사원, 정사의 부속물에 대한 봉헌비에는 선조와

자신의 사후 안락을 바라며 공덕을 쌓을 것을 목적으로 기증하였

음을 명시한 것이 적지 않다. 그 중에는 비구나 비구니의 이름도

28) 후지타 코오타츠 외(1989) p. 138～139.

29) 나라 야스아키(1990) p. 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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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 결국 공덕이나 생천은 불교도의 생활문화 가운데

그 가치가 인정되고 정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주된 행위는 보시와 계율에 따르는 올바른 생활이고, 이

는 힌두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보시가 특히 강조되는데, 가

난한 사람에 대한 보시도 공덕이지만, 기본적으로 종교에 관련된

존재에 대한 보시가 큰 공덕이 있는 것으로 믿어졌다. 가령 비구,

비구니를 비롯하여 승원, 탑원, 불탑의 건립이나 수리도 뛰어난

보시이다. 비구와 교단을 복덕(공덕)을 낳는 밭이라는 의미에서

‘福田’이라고 부르고 있다. 施․戒․修 셋을 三福業事라고 하는데,

이는 현대의 남방불교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Ⅳ. 생천과 해탈

1. 윤회사상의 성립

리그베다에는 현세에 행한 선악의 행위에 따라 내세에 즐거움

혹은 괴로움의 과보를 받는다고 하는 관념이 퍼져있었는데, 우파

니샤드에 이르러 업보사상은 한층 분명해졌다.30) 야즈냐발캬(yājñ

avalkya)는 아르타바가(ārtabhāga)로부터 인간의 사후에 대한 질

문을 받고 사람이 없는 은밀한 곳에서 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

다. 또 프라바하나(pravāhaṇa)왕이 설한 2道5火說은 업보사상을

분명한 형태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진리를 올바로 아는

자는 죽은 후 화장할 때 연기를 따라 올라가 태양과 달을 지나 브

라흐만의 세계로 간다. 이것을 神道(devayāna)라고 한다. 이에 대

30) 후지타 코오타츠 외(1989)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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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祖道(pitṛyāna)를 가는 자는 사후에 달의 세계에 이른 다음 허

공․바람․연기․안개․구름․비를 거쳐 다시 지상에 내려와 食

物이 되어 인간의 태내에 들어간다고 한다.31)

우파니샤드 시기에 이르게되면, 베다의 낙관주의와 긍정적 태

도는 苦와 束縛이라는 문제로 몰입하게 된다.32) 부, 쾌락, 의무는

인생에서 여전히 중요한 목적들이었지만, 그것들은 이제 물질과

육신 나아가 마음의 속박에서의 해탈과 자유라는 목적에 종속하

게 되었다. 영적인 자각의 방식으로서의 지식이 이제 궁극적인

선, 해탈로 향하는 관건으로 여겨졌다. 제사는 여전히 중요한 것

으로 예찬되었으나 지식에 분명히 종속되었다. 추구했던 지식은

결코 죽지 않고 태어나지 않는 실재를 실현할 수 있는 지식이었

다. 그래야만 개인을 일회의 죽음이 아니라 수많은 죽음에 종속시

키는 반복되는 생사윤회인 삼사라가 중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의 탄생에는 죽음이 뒤따르게 되며, 그 죽음에는 또다른

세상, 극락과 같은 세상에서의 탄생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곳의

탄생에 죽음이 따르듯이 내생의 탄생에도 또한 죽음이 따를 것이

다. 그리고 그 죽음에는 또 다른 탄생과 죽음이 반복될 것이다. 문

제는 再死에 있는 것이다.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속박이 그 쳇바

퀴에서의 탈출을 시도하도록 만든 것이다.

우파니샤드의 철학적․종교적 이념에 의해 형성된 매우 다른

세계관이 인도를 지배하게 되었다.33) 윤회적 세계관이 복잡하게

표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轉生와 再生의 관념이 윤회적 지속 속에

서 일련의 탄생과 죽음과 재생을 수반하는 것으로서의 인간존재

의 전반적인 이해를 형성하고 포괄적인 해석을 지배하게 되었던

31) cf. “이 세상에서 착한 행위를 한 자는 모두 좋은 母胎, 즉 사제계급,

왕족계급, 서민계급의 모태로 신속히 들어간다. 이에 반해 이 세상에서

좋지 못한 행위를 저지른 자는 모두 좋지 못한 모태, 즉 개, 돼지,

찬다라(chandāla)의 모태로 들어간다.”(찬도갸 우파니샤드 Ⅴ. 10. 7.)

32) 콜러(1995) pp. 95～96.

33) Eliade(1987), vol. 6,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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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천당과 지옥은 궁극적인 충족이나 운명의 광경이 아니라,

탄생과 죽음의 순환(saṃsāra) 속에서 일련의 세속적 존재와 함께

하는 간헐적인 중간단계로 간주되었다. 야마(yama)는 최초의 死

者로서, 冥界의 주인이 되니, 윤회전생설 성립 이후 명계의 주인보

다는 옥졸을 대동하여 죄있는 사자를 벌하는 지옥의 왕으로 되었

다.34) 인간의 행위, 즉 인간존재의 전과정에 누적된 생각과 말과

행위의 결과의 축적이 이곳에서 저곳으로의 영혼의 경과를 결정

한다. 끝없는 인간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윤회에 꽉 묶여있는

고통으로부터 니르바나의 무제한적인 즐거움과 궁극적인 환희의

충족으로의 자유와 해방(mokṣa)이다.

2. 생천과 해탈

생천은 해탈이라는 개념의 시원이자 행복이요 구원이다. 그러

나 존재론적 차원에서 하늘은 이제 더 이상 공간이나 시간과 관

계하지 않는다.35) 그것은 時空의 결합이 깨어질 뿐아니라 모든 존

재적 한계가 극복되는 상태이다. 순수 존재인 우파니샤드적 아트

만(ātman)은 최고의 상태, 진정한 하늘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브라흐마-니르바나(brahma-nirvāṇa)라는 표현은 바가바드기타36)

에 나타날 뿐아니라 그것에 잠복하고 있는 직관이 우파니샤드 곳

곳에서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하늘은 더 이상 시간이나 공

간의 장소도 아니고 심지어 존재도 아니다. 후대의 불교에서는 전

적이고 절대적인 空(śūnyatā)이라고 부르는 무한한 상태로 돌입하

여 모든 범주를 초월한다. 해탈(mokṣa)은 여기서 절대적인 것이

라서 그것은 모든 속박과 한계로부터의 해방일 뿐아니라 존재 자

34) 高崎直道 外(1987) pp. 468～469.

35) Panikkar(1983) pp. 633～634.

36) eg. Ⅱ. 72; 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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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신비적 개념의 하늘은 존

재의 개념, 그리고 우리가 그 존재에 부여하고 싶어하는 ‘실재’의

그림자로부터의 해방을 수반한다. 모크샤는 여기서 존재의 자유

이상이고, 그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래서 침묵은 능가할 수 없는

존재의 깊이에 도달한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할 것도 존재하

지 않는다.

생천과 해탈 사이에는 不死(amṛta)라는 개념이 매개 역할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mṛta 즉 √mṛ 의 부정형인 이 말은

아함경전 등의 원시불교자료에서는 말뜻대로 不死 혹은 甘露라고

한역되고 있다. 이 말은 죽음에 대립하는 말로서(mṛta→ amṛta)

리그베다 이래 옛 문헌 속에 보이는 중요한 말의 하나이다. 살아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에 의해 인간적인 모든 願望이 박탈될

때, 죽음의 대극적인 의미로서의 불사라는 경지를 당연히 의식하

고 욕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고대 문헌은 우리에게 하나의 시사를

제시하고 있다. 즉 리그베다에서 보이는 ‘우리는 소마주를 마시고

불사가 된다. 우리는 광명에 도달하여 신들을 발견한다’(리그베다

Ⅷ. 48. 3.)는 말은 고대인도인의 해탈관의 일면을 암시한다고 할

것이다.37) 거기에서는 현세적인 죽음의 대극으로서의 피안적인

의미, 혹은 현세에 있으면서 현세를 초월한다고 하는 의미내용으

로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서 불사로, 현

세에서 내세로’라고 하는 인간적 욕구의 일면이라고 할 것이다.

이 베다 이래의 전통을 계승하여, 고 우파니샤드는 ‘우리를 죽음

에서 불사로 인도하고 우리를 불사가 되게 하소서. 죽음은 암흑이

고 광명은 불사이다’(브리하드아란냐카 우파니샤드 Ⅰ. 3. 28.)라고

하는 것이다. 현세적인 죽음 형식을 초월하여 ‘불사로서 無畏인

梵’(브리하드아란냐카 우파니샤드 Ⅳ. 4. 25.)을 기대한 점은 틀림

없는 것이다.38) 이 경우 고 우파니샤드 구극의 목적인 범은 광명

(tejas)이고, 불사(amṛta)이고, 無畏(abhaya)이고, 不壞(akśara)라고

37) 雲井昭善(1955) p. 457.

38) 雲井昭善(1955) p.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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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 고대인이 인생의 구극목적으로서 표

방한 해탈의 경지를 암리타라는 말로 보인 점은 고대 문헌의 일

관된 입장이었다. 따라서 암리타라는 말은 불교용어라고 하기 보

다는 바라문 문화의 소산의 하나였던 것이다. 번뇌의 멸에 의해

떠오르는 경지로서의 해탈이나 열반이 그대로 암리타라고 하는

것이다. 구극적인 것에 대한 민족 사유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다.(브라흐만=암리타=열반)

베다에서 우파니샤드에 이르는 고대의 여러 자료 중에서 이야

기된 암리타가 만약 죽음의 대극으로서의 그것이었다고 해도 그

것은 본래 죽음의 단순한 부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絶對 安住

의 경지에서 임시적인 표현을 발견한 것이다.39)

베다에서 구극적인 것으로서 사용된 암리타가 우파니샤드에서

는 브라흐만과 동의어화되어 사용되었다.40) 그것은 구극적인 것,

절대안주의 경지에 대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문화의 전통이

원시불교에도 수용되었던 것이다. 베다에서 사유되고 희구된 불사

의 세계가 우파니샤드에 이르러 최고원리로서의 브라흐만의 등장

으로 梵과 불사가 나란히 쓰이게 되었고, 불교에서는 열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Ⅴ. 결론

사후에 하늘에 나는 것은 태고이래로 모든 인류의 소원이었다.

그만큼 하늘은 인간세계에는 없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거나, 지상

의 모든 것이 가장 완전하고 이상적인 상태로 있다고 생각되는

39) 雲井昭善(1955) p. 459.

40) 雲井昭善(1955) p.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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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하늘을 우러

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강조하고, 그를 위한 덕목과 방법들을 제

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도에서도 생천에 대한 바람과 기원은

베다 문헌에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 생천은 행복했던 이승의 삶이

연장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는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으

로서 더 간절히 祈求되는 것이기도 하다. 종교의 구원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파니샤드 시대 이후로 윤회와 인과응보설이 확립되면

서 이 생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게 되었다. 생천도 윤회

의 한 부분으로서 밖에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하

늘 이외의 다른 곳에 나는 것보다는 낫지만 因果의 효력이 끝나면

그곳도 영원한 종착역은 아니라는 것이다. 베다시대에는 생각지

않았던 생천의 한시성이 대두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

력이 나타난다. 그것이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해탈사상이

다. 해탈사상이 등장하면서 생천은 한 단계 저급한 상태로 취급을

받게 된다. 생천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동경의 투영에 지나지 않

고, 해탈은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철저하게 초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천을 바라는 보시나 제사는 영적이고 지적인 인식의 변

화와 수행보다 차원낮은 기원이나 희구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나 베다 문헌에 나타나는 현세 긍정적이고 실질주의적이었

던 인도인의 전통이 우파니샤드 시대에 와서 근본이 완전히 뒤바

뀔 수는 없을 것이다. 비물질적이고 영적인 초세속적인 가치관이

이전의 현실의 물질 지향적이었던 세속적 세계관을 완벽하게 대

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해탈을 ‘존재-智-환희(sat-cit-āna

nda)’로 규정하는 베단타의 전통에서도 알 수 있다. 환희는 바로

하늘에 대한 묘사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늘은 不死

의 곳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데 이는 현실적 행복과 복락을 영원히

누리고자하는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우파니샤드에서 현실의 苦에

대해 천착한 것은 역설적으로 현실에 대한 대단한 집착과 애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탈은 생천과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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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리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바로 생천에 대한 그림

을 진일보 발전시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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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Views on Heavens in India: with

special reference to 'svarga'

Kim, Jae Chun

(Daejin University)

Being born in heaven is mankind's desire and wish

from ancient times. As much as that a man longs for

heaven, because it has what the world of mortals has not,

or it is perfect. So al religions emphasize that a man should

live not to be disgrace, and may present the virtues and

methods for that. The wish and prayer to be born in heaven

appear in vedas countlessly in India too. To be born in

heaven(=svarga) is to want to prolong the this life's

wellbeing, or is to pray by compensation for not being

happiness in this world. That is to carry out the deliverance

role of religion with faithfulness.

By the way, toward the svarga anew explanation comes

to appear while establishing transmigration of souls and a

reward in accordance with a deed since upanishadic ages.

Svarga also cannot escape from cycles of life. Of course to

be born in heaven is better than any other places, but it is

not eternal terminal station, for being finished karma's

effect. The Limitedness of svarga which was not considered

in vedic ages, let conquest of it come out. It is the

emancipation ideology of escaping from transmigration

eternally. After salvation has appeared, svarga is treated on

low grade. Svarga is nothing but fleshly an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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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iration, and mukti transcends such worldly value

completely. So almsgiving and sacrifice which look for

svarga in comparison with spiritual and intellectual training,

degrade to prayer or aspiration of inferiority.

However Indian tradition which was known in veda,

namely affirmative and practical characteristics, cannot

change entirely in upanishadic ages. Immaterial and

incorporeal values cannot alternate earthly ones former

times thoroughly. 'Existence(=sat) - recognition(=cit) -

delight(=ānanda)' for which vedānta prescribes mukti,

suggests description of heaven. In upanishad inquiry of

worldly sufferings indicates attachment and affection for

reality of life. Therefore mukti is not anew idea, but a step

extension of svarga.

Key words: born in heaven(; svarga), the law of cause

and effect(; karma), immortality(; amṛta),

transmigration of souls(; saṃsāra), salvation(;

mokṣa, mukt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