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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전형적인 죽음관은 생사윤회 속에서 절대적인 자아(Ātman)를

자각하는 인식론적인 재탄생을 기반으로 삼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빠

니샤드의 범아일여사상과 윤회설은 인도의 독특한 생사관의 시작으로

평가받는다. 본고는 정형화되고 도식화되기 이전의 원형적인 베다의 죽

음(Mṛtyu)에 주목하여, 베다 초기문헌에 나타나는 죽음의 의미를 해석

하는 연구이다. 베다 최고(最古)층 문헌에서 순차적으로 드러나는 죽음

개념의 형성과정을 리그베다의 장수, 조령, 조상의 문제로 접근하고, 이

어서 브라흐마나의 불멸, 재생 개념과 관련되어 발전하는 재사라는 죽

음의 형태를 통해 파악하며, 마지막으로 선악의 이분법에서 전개되는

지옥과 내세관의 변화 양태를 분석하여 알아본다. 이 과정에서 베다 상

히따와 브라흐마나문헌의 원형적인 ‘죽음’의 문제가 우빠니샤드의 ‘재생’

을 바탕으로 한 죽음 개념으로 이행되는 과정도 살펴본다.

Ⅰ. 서론

힌두교의 성전 베다에는 인도인들의 전통적인 사색과 수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다. 방대한 베다문헌은 인도인의 가치체계를 좌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S1A5B5A02-02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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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는 ‘삶과 죽음’을 여러 가지 양태로 다루고 있다. 세계종교의

죽음관을 비교한 존 바우커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죽음이 힌두교

의 종교적 기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1) 베다의 최고(最古)층의

문헌에 힌두교 특유의 죽음에 대한 관점이 전혀 없으며, 베다에서

의 죽음 개념의 형성과정이 독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힌두교에

서 말하는 죽음은 시간적이고 현상적인 에고(ego)가 초시간적이

고 절대적인 자아(Ātman)로 다시 태어나는 인식론적인 재탄생을

전제로 한다. 우빠니샤드의 자아중심의 신비주의 철학은 인도사상

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으며, 베단따철학으로 이어지면서 해석되

고 체계화된다. 이 철학사조는 인간의 탄생과 죽음의 순환적 반복

이 윤회(saṃsāra)이며 이는 무지와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현상이

라고 전제한 후, 이 두 원인을 제어하는 고행과 지식이 해탈을 얻

는 방법이고 이를 통해 획득된 것이 아뜨만이라고 설명한다.2) 하

지만 베다 초기문헌에서는 미세신(sūkṣma-śarīra)에 수반되는 전

생의 선악의 행위와 욕망에 의해 재생하는 인도철학의 대표적인

생사관이 나타나지 않는다.

본고는 인도의 전형적인 생사관이 형성되기 이전의 원형적인

베다의 죽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다의 초기문헌에 나

타나는 죽음(Mṛtyu)3)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시대의 죽음, 사후세

계, 지옥의 개념적 기원과 전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방대한

베다문헌에서 특히 가장 고층에 속하는 우빠니샤드 이전의 베다

를 주텍스트로 삼아 죽음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그 양태를 분석하려 한다. 인도의 죽음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이

1) 존바우커(2007) p. 249.

2) 이지수(2009) p. 124.

3) 베다에서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로는 mṛtyu와 maraṇa가 대표적이다.

전자가 죽음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라면, 후자는 죽는 현상, 죽음의

순간을 강조하는 용어로 구분할 수가 있다. mṛtyu에 관한 어원적 분석과

용례연구로는 Hara Minoru, “Mṛtyu-The Hindu Concept of Death”, The

Memoirs of the Toyo Bunko 68, 2010이 있으며, maraṇa는 박찬국 외,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운주사, 2011), p. 35가 있다.



베다 초기에 나타난 죽음(mṛtyu) 개념의 기원과 전개 양상 ∙ 7

지수, 이옥순, 서종순)가 주로 우빠니샤드의 철학적 분석을 바탕으

로 후대의 베단따 철학체계로 사상을 확장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었다면, 본 연구는 우빠니샤드를 기준으로 베다 상히따와 브라흐

마나문헌의 원형성에 주목하여 ‘죽음’의 문제에 접근하는 역방향

의 방식을 택하기로 한다.

베다는 넓게는 Saṃhitā, Brāhmaṇa, Āraṇyaka, Upaniṣad 등으

로, 좁게는 Ṛg-veda, Sāma-Veda, Yajur-Veda, Atharva-Veda

등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서 Saṃhitā는 좁은 범위의 베다를 지칭

하는 것이다. 최근의 베다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분류법으

로는 佐保田鶴治(1963), Mylius(1970), Witzel(1995)의 구분법이 있

다.4) 본 연구는 우빠니샤드 이전의 베다 텍스트에 한정시켜서 연

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베다초기’라는 제목으로 문헌의 범위를 제

한하였다. 이는 ‘초기베다’라고 명명할 경우 베다분류법상에 정의

된 초기의 범주가 주는 연구범위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임을 밝

힌다.

4) 佐保田鶴治은 초기베다(RV), 중기베다(SV, YV, AV, Brāhmaṇa),

후기베다(Upaniṣad)로 삼분하고, Mylius는 초기베다(RV),

중기베다(만뜨라, YV상히따, 브라흐마나, 우빠니샤드), 후기베다(수뜨라

문헌) 등으로 삼분하며, Witzel은 RV, 만뜨라베다(AV, SV, RV-khila,

YV상히따 가운데 만뜨라 부분들), 상히따의 산문베다(흑YV상히따

가운데 산문 부분들 : MS, KS, TS), 브라흐마나의

산문베다들(古Āraṇyaka, Upaniṣad, BauŚS와 같은 初期 수뜨라), 후기

수뜨라베다(대부분의 Śrauta-Sūtra, Gṛhya-Sūtra, 後期 우빠니샤드)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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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히따의 원형적 죽음 형태

1) 죽음과 장수

리그베다(이하 RV)가 말하는 죽음은 두려움 그 자체는 아니었

다. 베다인들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 노화되어 죽는 것, 자신

에게 주어지고 할당된 수명을 채운 후에 맞이하는 죽음을 이상적

인 것으로 생각했고, 신에게 장수(長壽, āyuṣya), 즉 100세의 완전

한 수명(壽命)을 기원하고 꿈꾸었다. 리그베다에서 주목하는 죽음

의 양상은 이러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것이다.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갑작스럽게 죽는 악한 죽음, 백 세 이전에 강제로 빼

앗기는 불완전한 죽음, 특히 결혼 전이나 후손을 낳기 전에 죽는

미성숙한 죽음을 두려워했다.5) 부적절한 시기의 부자연스러운 죽

음(akālamṛtyu)은 장수와 완전한 수명을 다하는 사람이 일생동안

상환해야 하는 부채(ṛṇa, 빚)를 갚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

에 문제가 된다.6) 리그베다에서 강조하는 죽음은 ‘몸 전체와 모든

신체형태(sarvatanuḥ sāṇghaḥ)’ 그대로 죽는 자연스럽고 만족스

러운 죽음7)이다. 그렇다고 해서 베다인들이 인간은 죽음과 가까

운 멸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불가피한 악으로 여기며 모든 대가

를 치루더라도 되도록 삶을 길게 연장하려고 애썼다. 완전히 소멸

5) Macdonell(1958) p. 175.

6) Tilak(1997) pp. 101-102.

7) Olivelle(1997), p. 435. Olivelle는 장수는 단순한 수명유지가 아니라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을 전제한다고 분석한다. 즉, 장수는 가난하고 낮은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명성, 부, 자식, 사회적 지위와 연결된 위계가 높은

충족감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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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비존재로서의 죽음은 자연의 법칙인 리따(ṛta, 天測)의 외부

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애썼다.8)

죽음을 대하는 베다인들의 원형적 모습은 역설적으로 탄생(jāti)

에서 드러난다. 이는 개인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의 모습을 관

찰하고, 탄생을 통해 죽음의 의미를 찾는 그들의 근본적인 생사관

의 형태를 추정하게 한다.9) 리그베다는 인간이 세 번 탄생한다고

규정하는 삼생(三生)을 RV(4.7.9-10, 4.27.1)에서 보여준다.10) 인간

은 부모에게서 아이로 첫 번째 태어나고, 베다와 제식의 깨달음을

통해 두 번째로, 사후에 세 번째로 태어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탄생이다. 현세를 떠나서 맞이하는 탄생이며 동시에 죽음

을 통해 완성되는 새로운 탄생이기 때문이다. 즉 죽음은 온전한

수명인 백 세를 누린 후 맞이하는 또 다른 존재로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리그베다는 죽음 이후에 완성되는 죽음, 세 번

째 탄생을 앞둔 사자(死者)의 운명에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사자

의 신체, 즉 몸 상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RV(10.16.6)에서는 생

전에 인간은 불길한 생물들, 예를 들어 검은 새, 개미, 뱀 등에 물

려서는 안 되고 심지어 자칼 같은 짐승에게 산 채로 먹히는 불상

사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동시에 소마의 치유력과 제

식의 불인 아그니가 생전의 상처를 깨끗이 없애줄 것이라고 약속

한다. 즉, 흠 없이 생존의 몸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

약 불가피하게 신체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식의 소마와 아

그니가 사후에 그를 완전한 몸으로 천계에 옮겨주고 다시 태어나

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여기서 죽음과 제식은 사자의 신체의 각

8) Holck(1974) p. 36.

9) Filippi(1996) p. 14. 인도사상에서는 죽음의 반대는 삶(life, jīvan)이

아니라 탄생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존재의 측면으로 생사를 보는

것으로서, 개인 존재의 시작과 끝이 탄생과 죽음이라고 보는 해석이다.

10) 이 구절은 상당히 애매한 형태로 인간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지만,

ŚB(10.5.1.3)의 원형이 되는 구절로서 후대에 CU(6.11)의 사상으로

발전하는 기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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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우주적이고 근원적인 세계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

다. 사후에 근원적 세계로 환원하는 인간의 신체의 이동 경로를

묘사한 부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너의 눈은 태양으로, 나의 숨은 바람으로 간다. 하늘이나 지상으로

가고, 너의 자연으로 간다. 혹은 물로도 가니, 그것이 너의 운명이다.

너의 사지(四肢)는 식물의 뿌리로 들어간다. sūryaṃ cakṣur gacchatu

vātam ātmā dyāṃ ca gaccha pṛthivīṃ ca dharmaṇā apo vā gaccha

yadi tatra te hitam oṣadhīṣu prati tiṣṭhā śarīraiḥ11)

인간의 신체는 사후에 제의를 통해 태양, 바람, 하늘, 지상 등으

로 묘사되는 각각의 근원적 우주로 모두 회귀하며, 이 과정을 통

해 사자의 몸, 생기, 마음, 사지, 액즙, 뼈 등의 모든 신체 요소는

내세에 완전한 몸으로 회복된다고 보았다. 이때부터 현세의 몸이

자연과 같은 거대한 우주적 요소로 되돌아간다는 대우주와 소우

주의 대응사상이 형성되는데, 이는 베다의 대표적인 사고체계로

일반화되기 시작한다.12) 이러한 사상적 체계는 사자가 조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나 조계(祖界, pitṛloka)에서 사자가 현세의 낡은

몸을 먹어치우는 과정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리그베다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자는 생전의 몸 그대로 사계로 옮겨간다는 전제 하에

몸 전체가 자연과 세계 속으로 회귀하는 제식을 치렀다. 그렇게

해야만 죽은 자가 온전하게 사계에서 새로운 신체를 받을 수 있

으며, 조상으로 태어나는 인간의 마지막 탄생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인간의 죽음을 통해 대우주와 소우주의 자연적

순환 과정을 시각화한 이 문구는 후대 우빠니샤드의 범아일여(梵

我一如) 사상의 기원이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1) RV 10.16.3, tr. Doniger(1994) p. 49.

12) Holck(1974) p. 31, Keith(1925) p.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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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령(preta)과 조상(pitṛ)

죽음과 관련된 베다의 테마 중에서 ‘사자가 새 몸을 어떻게 얻

을 수 있는가?’라는 명제는 매우 중요하다. 망자가 죽은 후에 화

장으로 지상의 몸을 소비하고, 조계에서 새 몸을 어떻게 형성하는

가 하는 문제는 리그베다 사상의 핵심적인 논제로 평가된다.13) 리

그베다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아래의 RV(10.14.8)찬구에서 제

시하고 있다.

조상들과 합하소서. 야마와 합하소서. 최고의 천상에서 선행과 그대

가 행한 제사지낸 과보와 합하소서. 흠일랑 뒤에 버리고 그대의 고향

으로 돌아가소서. 그대의 생생한 [새로운] 육신과 결합하소서. saṃ ga

cchasva pitṛbhiḥ saṃ yameneṣṭāpūrtena parame vyoman hitvāyāvad

yam punar astam ehi saṃ gacchasva tanvā suvarcāḥ14)

위 인용문에서 밑줄 그은 ‘생생한 육신(tanvā suvarcāḥ)’은 조

계이며 야마계인 천상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몸을 말한다. 여기서

육신(tanū)은 개인의 정신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인간의 육체이

다. 이 단어는 인간(RV 7.86.5)뿐 아니라 신들(RV 8.100.1 ; 1.165.

11)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단순한 신체(śarīra)와는 다른 용어이

다.15) 또한 ‘생생한(vigorous)’으로 번역한 ‘suvarca’는 대표적인

리그베다 번역자인 Griffith와 Doniger가 ‘영광스러운(bright with

glory, glorious)’의 의미로 풀이한 것과는 다르다. 이는 Geldner와

Lopez의 번역을 따른 것으로 이곳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신체의

장엄함보다는 활기찬 생명력을 강조한 해석이다.16)

어떠한 의미로든 조계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신체(tanvā suvarc

13) Hopkins(1992) p. 146.

14) tr. Doniger(1994) p. 44.

15) Werner(1978) p. 279.

16) Lopez(1997)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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āḥ)는 선행과 제식의 과보로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의 선행은

일반적인 업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제식에서의 선행(sukṛta)이

다. 또한 과보나 공덕을 뜻하는 iṣṭāpūrta도 제식에서의 올바르고

정당한 과보를 의미한다. 제식의 과보는 보이지 않는 결과의 잔재

(ucchiṣṭā)가 되어 천계에 저장되며 효능을 발휘하게 된다. 사자를

위한 제식의 정확한 수행과 그 보상은 사자가 사후에 즐겁게 살

기 위한 새로운 신체의 탄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된

다.17) 다시 말해 장례제에서 행해지는 올바른 제식과 제물로 바쳐

지는 음식(prasāda)을 통해 사자는 하늘에서 새로운 몸을 부여받

을 수 있다. 제식과 제물의 효능인 새로운 신체의 형성과정을 RV

(10.16.5)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를 자유롭게 조상에게 가도록 하소서. 아그니시여, 그가 제식의

음료를 가지고 헤매며 당신께 공물을 바칠 때. 수명의 옷을 입고서,

그의 자손들에게 도달하게 하소서, 오, 인간을 아는 자여!, (새로운) 몸

에 합쳐지게 하소서. 18)

조령에서 조상으로 전환되는 사자의 변이과정에서 제식의 불

아그니(Agni)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그니는 사자의 신체 각

부분을 우주적 원리로 회귀시키면서, 새로운 몸을 형성하도록 신

체의 손상을 회복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 제식을 완성하게 한

다.19) 사자는 사후의 제식과 제식의 불인 아그니의 도움을 받아서

보존된 신체를 갖게 되고 조계에서 새로운 몸을 받는다. 리그베다

에서 인간은 죽음으로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

았다. 인간은 죽은 후에 사자가 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떠한 미묘

한 흔적을 남기는 령(靈)이라는 ‘자율적 임계성(autonomous limin

17) Staal(2008) pp. 171-172.

18) ava sṛja punar agne pitṛbhyo yas ta āhutaś carati svadhābhiḥ āyur

vasāna upa vetu śeṣaḥ saṃ gacchatāṃ tanvā jātavedaḥ. tr.

Doniger(1994) p. 50.

19) Knipe(1977) pp. 112-113.



베다 초기에 나타난 죽음(mṛtyu) 개념의 기원과 전개 양상 ∙ 13

ality)’20)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즉 사자는 죽음을 통해 곧 바로

새 몸을 받아 조상(祖上, pit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령(祖靈, pret

a)’의 단계를 거친 후에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령은 림보(limbo)와 같이 불완전한 중간 상태로서, 재사(再死)

의 위험에 처한 중간적인 해체상태이다. 조령이라는 상태를 극복

하여 천계로 오르고 새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동과 형성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제식이고 정확히 말

하면 사자를 위한 장례제(Śrāddha祭)이다. 이 의례에서 필수적으

로 사용되는 여러 공물 중에서 참깨 씨, 우유, 버터, 꿀 등으로 빚

은 경단인 ‘삔다(piṇḍa)’가 조계에서 사자가 새 몸을 형성하는 즉

각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된다.21) 장례제와 조계에서 형성

되는 새 몸은 상호 필수불가결하며 선후를 가릴 수 없이 절대적

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장례제가 닭이라면 조계에서 새 몸으로

태어나는 탄생을 달걀로 비유하는 것과 유사하여, 닭이 먼저냐 달

걀이 먼저냐 하는 생명기원의 논쟁과 같다고 여겨진다.22)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조계에서 조상이 된 사

자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점이다. 조계는 죽지 않고 불변하는 불

멸의 낙원이 아니었다. 즉 사자가 조상으로 변이하는 영역인 조계

가 신계(神界)가 아니라는 사실은 RV(10.88.15)에서 드러난다. 사

자가 갈 수 있는 길로 제시된 두 가지 길이 조계와 신계로 구분되

면서, 신계는 죽음이 없는 최종적 하늘로서 조계와 다른 경지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RV(10.72.5)에서도 신을 ‘죽음에 얽매이

지 않는(amṛta-bandhu)’ 존재로, 인간을 ‘죽음에 얽매인(mṛtyu-ba

20) 존바우커(2007) pp. 48-49. 존 바우커는 방주네프의 통과의례에서
등장한 ‘중간적 임계성’ 개념으로 이 용어를 설명한다. 인간은 ⓛ살아 있는

상태, ② 죽어 가고 있는 상태, ③ 죽어있는 상태 등의 세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서 ②에 해당되는 중간 단계야 말로 다루기 힘든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죽음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적인 단계, 즉 임계의

자율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1) Lopez(1997) p. 6.

22) O’Flaherty(1980) p. 6 ; Hopkins(1992)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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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hu)’ 존재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조계에서

의 조상은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존재이며, 조계에서 ‘다시 죽는

다’는 재사(再死, punarmṛtyu)의 개념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조계에서 맞이하는 사자의 두 번째 죽음의 발생

과 과정, 후대의 재생(再生)과의 연관성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

지 않는다. 우빠니샤드 이전의 베다 초기에는 세련된 재생이론의

철학이 없다는 것이 정설23)이지만, 리그베다에서는 사자가 죽은

후 해체되는 것을 막는 가장 단순한 재생이론의 형태가 제시되고

있다. 리그베다는 처음부터 재생이 아니라 재사를 언급하면서 죽

음의 문제를 사상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제식이 죽음을 방지하

고 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설하는 제식 중심의 사상

으로 전개된다.

Ⅲ. 브라흐마나의 재사(再死, punarmṛtyu)

1) 사자의 재사와 신의 불멸

리그베다가 말하는 백 세의 이상적인 수명론은 브라흐마나에서

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더 이상 나이 자체를 강조하지는

않고 천계에서의 삶을 더 분명하게 상상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즉, 제식의 과정과 제식이 보장해 주는 내세를 밝히기 위해 노력

하고, 내세에서의 죽음의 탈피를 희망하게 된다. 내세에 대한 낙

관론과 천계에서의 긍정적인 행복을 확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다

인들은 이내 내세에서 맞이하게 되는 죽음인 재사라는 무서운 가

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왜 브라흐마나 시기에 반복되는

23) O’Flaherty(1980)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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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고통인 재사를 강조하는지는 정확한 가설이나 추정이 불

가능하다.24) 하지만 인생을 불행과 불완전한 측면으로 이해하는

재사 개념의 등장으로 낙천적인 상히따 시대관이 변화하게 되고

브라흐마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게 된 것으로 보

인다.

이제 음식으로 배고픔은 멈추고, 음료로 갈증이 사라지며, 선으로

악이, 빛으로 어둠이 사라진다. 그리고 불멸로 죽음이 사라진다. 이처

럼 이를 아는 모든 사자는 ‘반복되는 죽음(再死)’을 정복하고 완전한

생명을 얻는다. 이를 획득한 자는 사계에서 불멸하고, 이 세계에서 생

명을 얻을 것이다. annādvā aśanāyā nivartate pānātpipāsā śriyai pāp

mā jyotiṣastamo'mṛtānmṛtyurni ha vā asmādetāni sarvāṇi vartante'

pa punarmṛtyuṃ jayati sarvamāyureti ya evaṃ veda. ŚB(10.2.6.19)

사자가 현세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일반적인 공포감25)은 조상

이 다시 죽는 재사를 통해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ŚB(11.5.6.

9)에서 재사라는 죽음의 형태는 사자가 이 세계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가상의 공포심을 심어주었고, 인간이 죽음의 먹이(anna,

食)가 되어 계속 잡아먹히는 것이 반복된다는 무서운 비유를 발생

시킨다. 즉, 브라흐마나의 재사는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고통 중

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새로운 해결법이 요청되는 시급한 문제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26) 이러한 죽음은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었

다. 신들도 죽음에 대한 면역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원래부터 불

멸인 신은 오직 아그니 뿐이었다. 신과 인간을 만들고 죽음마저

24) 존 M.콜러(2003) pp. 152-153. 콜러는 “초기 토착문화의 점증(漸增)하는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다”라는 모호하고 방대한 방식으로 추정한다.

25) Stutley(1977) p. 194. 베다인들은 장례식에서 잔가지 묶음으로 사자의

발을 묶어 생전의 발자취를 지우면서, 그가 되돌아오는 것을 막았다.

Adhvaryu사제가 세우는 봉묘(śmaśāna)나 비석도 사자들이 현세로

돌아오는 것을 막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당시 조상이 현생으로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갖고 있었고, 이러한 관습으로 표현했다.

26) O’Flaherty(198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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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 쁘라자빠띠(Prajāpati)도 자신에게 닥친 죽음을 극복하고

자 자신의 몸(四肢)을 바치는 제식과 고행(tapas)을 행하여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27) 쁘라자빠띠가 불멸을 얻으면서 신들도 죽지 않

고 불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신들은 인간에게

도 이러한 불멸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을 꺼리게 된다. 이와 관

련된 설명이 ŚB(10.4.3)에 나타나는데,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구성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죽음(Mṛtyu)은 시간과 같고, 해(年, saṃvatsara)와 같으며, 신적인

원리와 쁘라자빠띠와 동일시된다. 또한 그는 제식으로 불멸을 얻는 방

법을 신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때 죽음은 만약 인류에게도 불멸을

나누어준다면 자신이 먹을 음식이 없으며, 해야 할 일이 없다고 불평

한다. 신들이 인간에게 명하길, 인간들은 죽은 후에 그들의 몸을 죽음

에게 반드시 주어야만 불멸을 얻을 수 있으며, 만약 이 조건을 거절한

다면 지상의 삶을 반복하게 되고 ‘죽음의 음식’이 되기를 반복할 것이

라고 규정한다.

위 쁘라자빠띠의 신화에서는 신들도 죽음을 두려워해 제식을

통해 불멸을 얻지만 인간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면 죽는 자가 없

어져 자연의 질서와 정의가 깨지는 위험한 결과가 올 것을 경고

하면서, 신은 인간에게 신체를 가지고서는 불멸을 즐길 수 없다는

약정을 할 것을 강요한다. 그렇게 해서 죽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고, 인간은 악(pāpman) 자체인 신체를 버리는 조

건으로 불멸하게 된다. 인간은 신체를 분리한 후에야 불멸의 존재

가 될 수 있다는 이 ‘불멸 협약’은 이후에 인도사상이 영혼의 해탈

(mokṣa)을 강조하는 지식의 철학으로 전개되는데 기여하게 된

다.28) 즉, 인간은 제식의 지식(vidyā)과 성업(聖業, karma)으로 불

27) 쁘라자빠띠의 이와 같은 신화적 전개는 ŚB(10.1.3.1 ; 10.1.4.1 ;

10.4.4.1)를 참조.

28) Holck(1974) p. 39. 이옥순(2010) p. 17. 이 부분은 인도에서 죽음은 몸에

일어나는 것이며, 영혼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상, 즉 몸은 죽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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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죽음의 극복과 불멸의 획득에는 신체적

인 죽음이 반드시 전제되며 비밀의 지식을 획득하는데 신체가 결

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29)

이제 더 이상 신과 인간은 천계에서 즐거움을 공유하던 긴밀한

관계가 아니다. 이 유대관계는 신들이 죽음을 극복하면서 깨지기

시작해 인간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더 소원해진다. 위의 신화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죽음은 보편적이고 확고한 원리이며 불멸

은 존재의 선천적 속성이 아니지만 완전한 지식과 제식을 통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재사는 조계에서 죽음에 지

배받는 인간과 그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을 구분하는 방법

으로 제작된 개념이다. 제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된 개

념이 바로 재사인 것이다.30) 재사라는 개념을 통해 조계는 죽음의

세계와 동일시되면서, 후대에 재생의 길인 조도(祖道, pitṛyāṇa)사

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재생에서 벗어나는 불멸과 해탈의 길

인 신도(神道, devayāṇa)를 제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작된 신

화적 개념이기도 하다. 이 개념은 제식을 가장 중요한 원리로 만

들기 위해 제식주의자들이 제작한 것이며, 그들에 의해서 주로 논

의된 것이다. 이후 재사는 재생의 원리로 전환되면서, 우빠니샤드

의 조도와 신도라는 양분된 사자의 길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라는 식의 분리법의 기원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

이는 죽은 자와 영원히 죽지 않는 나를 분리하는 방식이며, 육신에서

영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발전된다.

29) Bodewitz(1997) p. 597.

30) Olivelle(1997) pp. 433-434. Olivelle는 Bodewitz(1996)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재사가 제식주의자들에 의해서만 논의되는 논쟁적 주제라는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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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생, 생사의 순환

리그베다에서 조계로 올라가 현세적 행복에 만족했던 베다인들

은 브라흐마나에 와서는 백 년 이상 지속되는 제식을 통해 죽음

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태양의 저편’인 신계(神界)에

도달하여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신계를 형용하는

‘태양의 저편(beyond)’에서 태양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현상적인

세계를 상징한다. 태양이 있는 곳은 시간이 존재하며 그곳에는 언

제나 죽음이 있다. 즉 신계에 도달하는 방법은 시간과 죽음을 벗

어나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다. 신계를 묘사한 ŚB(2.3.3.7-9)의 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인간(생유)은 그 생기가 태양 광선에 매여 있어서, 광선에 의해서

내려와, (태양은) 자신이 죽이려고 생각하는 자의 생기를 빼앗아서 상

승하므로 그 생유는 죽어버리는 것이다. … 그래서 (태양의 저편, 즉)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 제주는 죽음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때

행해지는 Agnihotra祭(火祭)로서 인간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위에 나타난 ‘해가 뜰 때와 질 때’가 바로 ‘태양의 저편’에 해당

되며, 이곳이 바로 신계이다. 적절한 시기에 Agnihotra祭를 수행

하지 않으면 조상들은 매일 죽고 태어나는 태양처럼, 태양 안에서

끝없이 죽음을 반복하게 된다. 해뜨기 전 새벽과 해지기 전 황혼

에 행해지는 Agnihotra祭를 타고 조상은 하늘로 올라가 죽음을

정복하기 때문에 이 제식을 ‘천계로 가는 배(nauḥ svargyā)’31)로

비유하기도 한다. 신계가 태양을 벗어난 저편의 세계라면, 조계는

태양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조계에서의 태양은 지고 뜨는 영원한

순환법칙 안에 있으며, 이는 생사의 반복을 상징한다.

31) Lincoin(1991)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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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기서 재사는 재생(再生, punarjanma) 개념과 유사하며 근

본적으로 재생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B(2.8)에서 현생

에서 먹은 것에 의해 내생에 잡아먹힌다는 내용이나 ŚB(10.4.3.10)

에서 나타나는 죽음 뒤에 탄생하는 ‘존재(saṃbhava, 生有)’로 시

작되는 재생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재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탄생은 인간계(manuṣya loka)에서의 단순한 재생

이 아니라 다른 차원, 다른 존재로의 탄생을 말하는 것으로 후대

의 재생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32) ŚB(10.5.2.3ff)에서는 죽음과 탄

생, 탄생과 불멸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태양의 이글거리는 빛은 불멸이며, 죽음은 그 안에 불멸이 있으므

로 죽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길, 죽음 안에 있는 것은 불멸

성이다. 이 문구를 이해하는 자는 죽은 후에 그 몸이 불멸이 된다. 왜

냐하면 죽음은 그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브라흐마나는 내세에서 다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난다는

세 번째 탄생의 원리를 발전시켜 인간(조상들)과 신을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재사, 즉 반복되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

고 재생에 관한 언급이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재사의 논리로서

후대의 윤회의 재생에 관한 교의에 근접해 가고 있다.33) 브라흐마

나 이후에 선에 따르는 합당한 보상과 악에 따르는 징벌의 관념

이 발달하고, 반복되는 죽음과 그에 따른 재생의 가능성이 제시되

면서, 우빠니샤드의 업과 윤회에 관한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32) Krishan(1997) pp. 13-14.

33) Holck(1974) p. 41.



20 ∙ 印度哲學 제37집

Ⅳ. 내세관의 변화 양태

1) 구덩이와 진흙의 집

리그베다에서 죽은 후의 세계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낙천적인

내세관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일

반화해서는 안 된다.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현세에서 법칙을 위반했을 때 사후에 신이 주는 형

벌에 대한 두려움이 적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여기서

의 두려움은 명계로 오르는 길에 부딪히는 야마의 사나운 개들이

나 혹은 죽음의 메신저인 불길한 비둘기를 보고 느끼는 무서움

같은 것이다.34) 하지만 차츰 이러한 단순한 두려움은 천계와 지옥

이라는 상반된 개념으로 구조화된다. 죄와 죽음, 좀 더 정확히 말

하면 죄와 죽음의 시간 사이의 인과적인 관계의 사상적 체계화가

시작된 것이다.

망자가 도달하는 천계에 가면, 병자도 몸을 회복하고, 가족 간

의 유대가 증진되고, 모든 욕망이 충족되는 상태가 보장된다. 선

한 자들이 가는 조계는 낮, 물, 밤의 세계로서 매일 매일의 순환적

구조를 가지며, 말, 목초, 풀, 나무들이 가득하고 맑은 물과 광명이

있는 이상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다. 조계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리그베다인들의 세속적이고 유물론적 가치관과 지상의 즐거움이

투영된 ‘현세의 거울상’35)을 반영한 이상화라고 할 수 있다. 이곳

34) Majumdar(1951) p. 352 ; Holck(1974) p. 34.

35) Shushan(2011) p. 203. 조계의 이러한 이미지는 이후 AV에서 더

강화된다. AV(4.34.5-6)에서는 연꽃과 기의 연못, 꿀의 강변,

와인․꿀․커드의 강 등으로, AV(5.4.4-5)에서는 금의 세계로,

AV(6.120.1-3)에서는 영원한 선(善)으로, AV(4.34.2-4)에서는 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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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착하면 사자들은 야마, 바루나, 여러 신들, 조상들과 함께 소

마를 마시며 최상의 향유를 즐기기에 흔히 조계를 낙토(樂土)라

부른다. 이와 같이 리그베다의 조계는 천상의 거주지로서 행복이

보장된 곳이다.

리그베다에서는 선한 자가 도달하는 이상적인 조계와는 달리

악한 자는 ‘무시무시한 심연(RV1.185, 10.152.4)’에 간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심연(parśāne)은 지상 아래 위치한

지하세계를 상징하는데, 흔히 제식을 바치지 않는 자가 추락하는

구덩이(kāṭa)36)로 알려져 있다. 리그베다는 죄지은 자의 추락과

하강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악한 사자가 빠지는 심연과 구덩이

로 지하세계를 비유한다.37) 이러한 심연과 구덩이의 메타포는 후

대에 나락(Nāraka, 地獄)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즉, 깊고 커다란

구멍으로 던져진다는 추락과 하강의 이미지는 지옥의 특정한 형

상을 구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38) Butzenberger는 심연과 구덩

이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베다시대의 매장(埋葬, anagnidagdha) 관

습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리그베다 고층에서 자주

언급되는 구덩이를 지옥 개념의 기원이라고 보고, 던져지는 것을

벌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다시대에 장례관습이 화장(火葬,

agnidagdha) 뿐 아니라 매장도 성행했다는 점에 착안한 이 설명

은 상당히 각광받았지만, Bodewitz는 매장당한 사자가 무덤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도 그곳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

서 구덩이가 무덤으로서의 지하세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수

사학적인 죽음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39)

악사와 무용수인 간다르바(Gandharvas)와 아쁘사라스(Apsaras)들과

향락을 즐기고 천상을 나는 천국과 같은 곳으로 다양하게 묘사되면서

극대화된다.

36) RV(1.121.13).

37) Bodewitz(1999a) p. 216, Bodewitz(2002) p. 215.

38) Kane(1977) p. 154.

39) Butzenberger(1996) pp. 61-63, Bodewitz(1999b) pp. 216-219,

Bodewitz(1994)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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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이 심연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고통의 묘사는 RV(2.29.6, 1

0.87.14)에서 절정에 달한다. 여기서 인간은 사후에 어둠의 구덩이

에 빠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기원하기 시작하는데, 구덩이 안에서

먹이를 갈구하며 배고파 울부짖는 자칼로부터 보호해 달라거나,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아그니의 불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애

원한다. 자칼은 육신을 먹어치우고, 아그니는 모든 것을 다 태워

버리는 존재를 의미하는데, 따라서 죄지은 자가 이러한 구덩이에

던져져 완전한 무(無)가 되어 소멸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

당히 컸음을 유추할 수가 있다.40)

또한 이 심연의 구덩이는 RV(7.89.1)에서 ‘진흙의 집(House of

Clay, mṛhmayaṃ gṛham)’41)으로도 불린다. 이는 병든 자가 신에

게 ‘진흙의 집’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에 등장한다.

진흙의 집은 바루나가 악한 자들에게 수종과 폐결핵 같은 질병으

로 고통받게 하는 곳으로서, 질병의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죄인이

최악의 질병을 반복하는, 고통이 극대화된 세계이다. 진흙의 집처

럼 리그베다에서는 죄인의 죄목에 맞는 다양한 처벌의 실례를 더

찾아 볼 수 있다. RV(7.104)에서는 “고기를 먹은 자, 바라문 사제

를 미워한 자, 악한 눈을 가진 자 등은 펄펄 끓는 솥 안으로 들어

간다. 악행을 행한 자는 몸이 꿰뚫어져 영원한 심연 속에 던져진

다. 거짓말을 행한 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말한 자이므로 아무

것도 아닌 비존재가 된다. 타인을 유혹하거나 부정부패를 행한 자

는 뱀에게 물리거나 소멸된다”42)라는 식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

다. 이러한 죄목과 처벌에 대한 구체적 묘사는 악하거나 진실이

없는 인간에 대한 경고로 제작된 것으로 후대 텍스트에 등장하는

죄와 지옥의 원형적인 형태를 이루게 된다.

40) Werner(1978) pp. 281-282.

41) Lincoln(1981) pp. 224-227.

42) tr. Shushan(2011)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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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과 지옥

아따르바베다 시기에 이르면 지옥 개념은 실제적인 명칭을 가

지고 구체적으로 발전한다. AV(12.4.36)에서는 후대에 지옥의 명

칭이 되는 나라까(Nāraka, Nā́rakaṃ lokáṃ)가 악귀녀와 주법사가

사는 곳으로 등장하고, AV(12.5.64)에서는 야마를 만난 후에 도덕

을 어긴 사자는 지옥으로 불리는 Paravatas로 직행한다고 묘사된

다. AV(8.1.3, 1.9-19, 2.10-24)에서는 야마의 두 마리 개들이 Shy

ama와 Shabala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면서 위협과 공포를 더

하며, 무서운 이빨을 가진 상어,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음울한 비

관론자들, 부패한 자, 악녀, 악한 유령들이 지하세계에 존재한다는

등의 기술이 더해진다. 또한 AV(5.19.3)에서는 “바라문에게 침을

뱉거나 시신을 훼손한 자는 피로 가득한 연못에 앉아 머리카락을

씹어 먹는 벌을 받는다”라고 하여 죄목에 따른 지옥의 형상을 세

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43)

브라흐마나 시대에 와서는 사자가 사후에 심판받는 단죄법(斷

罪法)이 발전하면서, 죄지은 자들의 내세에 대한 부정적인 설명이

늘어난다. 도덕과 윤리적 기준에 따라 죄의 무게를 판단하여 지옥

으로 보낸다는 의미가 등장한 것이다.44) 브라흐마나에서 설명하

는 내세, 특히 대표적인 지옥의 모습은 ŚB(11.6.1)에 등장하는 바

루나의 오만한 아들 브리구(Bhṛgu)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브리구는 시체를 훼손하여 먹어치우는 자, 크게 울부짖는 자, 침묵

하고 있는 자, 보물을 지키는 두 여인, 철곤봉을 든 채 다 벗은 이가

수호하는 피의 강, 황금의 컵으로 원하는 것을 얻은 황금인에 의해 지

켜지는 기름의 강, 청백색 연화로 덮인 채 물의 요정인 Apsaras가 춤

추고 노래하고 피리를 불고 향기를 증장시키는 5개의 강을 보았다. 북

43) Holck(1974) p. 33.

44) Macdonell(1958) pp. 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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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에는, 천계의 방향으로, 야마계가 위치하며, 야마는 검은 피부에

노란 눈, 분노를 상징하는 곤봉을 든 것으로 자신을 묘사한다. 그는

못생긴 여자와 아름다운 여자 사이에 서 있으며, 이들은 신앙의 충만

함과 부족함을 상징한다.

이 이야기에서 브리구가 경험하는 내세는 천계와 지옥이 공존

하면서도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가 처음 만나는 인

물들의 모습은 지옥에서 응당한 죄 값을 받는 상황을 상징하고,

이어 목격한 피와 기름의 강은 악과 선의 세계를, 5개의 강은 바

루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두 여성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야마계(=조계)는 이제 신앙에 의해 심판받는 세계로 변화했

음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제식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말한다. 즉, 조계는 제

식에 대한 신앙에 의해 심판받고 그 결과에 따라 내세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이야기와 서사적인 구조가 비슷

하지만 좀 더 정교한 JB(1.42-44)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세 영역에서 그는 무지한 채 火祭를 수행한 자들이 주검을

훼손하고, 미친 듯이 먹어치우는 것을 본다. 이들은 제식규정에 맞게

정확히 사용되지 못한 나무, 동물, 쌀, 보리 등을 이용한 자들이다. 지

상의 질서와 반대로 제사자들은 이제 제식에 의해 먹히는 것이다.45)

브리구가 만난 지옥은 제식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지혜가 없는

자들의 세계였다. 비록 제식에 한정된 지식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참된 지식의 가치를 강조하는 진전된 사고방식은 브라흐마나의

사상적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브라흐마나에서도 불멸에 대한

지식 자체를 강조하면서 우주적 본성과 개체적 본질을 자각하고

사색하는 구절이 등장하게 된다. 우빠니샤드의 주요 개념들이 형

45) tr. Shushan(2011)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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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면서, 브라흐만(Brahman)이라는 우주적 자아의 본질적 정체

성(sātmatā)을 얻어야만 재사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새로

운 방식으로 사상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46) 이러한 방식의 주

지주의적 성향은 아뜨만(ātman)이라는 구체적인 해답이 ŚB(10.5.

4.15-16)에서 제시되면서 더욱 강화된다.

이 아뜨만(ātman)은 이 모든 것의 목적이다. 그것은 모든 물 가운

데서 살며, 모든 욕망의 대상이 충족된다. 그것은 욕망에서 자유로우

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모든 대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 참된 지식으로 인간은 욕망이 사

라진 상태로 떠오른다. 제물로도 저편에 이를 수 없고, 지식 없는 열

렬한 고행자도 그곳에 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식을 지니지

못한 자는 제물이나 고행으로도 그 세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것은 오직 이러한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속한다.47)

당시 싹트기 시작한 재생의 원리에서 발생되는 윤회전생의 비

밀을 넘어서는 진정한 지식을 아뜨만이라고 알려준다. “베다를 읽

는 자는 재사로부터 자유로우며, 브라흐만과 동일한 본질을 얻는

다.”, “신들에게 산 제물을 바치는 자는 아뜨만에게 산 제물을 바

치는 자만큼 훌륭한 세계를 얻지 못한다.”48) 등의 우빠니샤드적

사색과 철학을 담은 문구를 찾아볼 수가 있다. 브라흐마나에서 이

제 브라흐만과 아뜨만의 지식은 제식의 지식보다 상위의 것으로

서, 죽음을 벗어나게 하는 최고의 지식이며 인간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는 참된 지식으로 제안되기 시작한다.

46) Werner(1978) p. 285.

47) 라다크리슈난(1996) p. 194.

48) AB(10.5.6.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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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리그베다에서 현실의 죽음이 조계로 이행하고 새로운 탄생으로

완성되는 즐거움을 누렸던 인간은, 브라흐마나 시대에 와서는 조

계에서 다시 죽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죽음의 공포에 지배되었다.

베다 초기의 사람들에게는 내생의 삶이 이생으로 이행된다는 개

념은 없었다. 그들에게 죽음은 내생의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

에서, 내생에서 다시 죽을 수 있다는 그 시점에 멈추어져 있다. 리

그베다에서 덕을 행한 자는 천계로 올라가 불사를 얻고, 악행을

행한 자는 영락했다. 생전에 행한 선과 악한 행위가 죽음의 질을

결정했고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 죽음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브라

흐마나에 와서는 자신이 행한 행위에 의해 처벌받는 심판의 논리

가 공고해지고, 죽음의 문제에 행위와 결과의 인과법칙이 적용되

기 시작했다. ŚB(6.2.2.27)에서 “사람은 자신이 만든 세계에 태어

난다.(kṛtam lokaṃ puruṣo’bhiyāyate)”라는 우빠니샤드적인 인과

응보의 교의가 발생하기에 이른다.

베다 초기의 죽음에 대한 가치관은 신과 인간의 관계, 조계의

재사개념, 개체성의 등장, 인과응보적 세계관의 발생 등의 여러

원인에 의해 전변되고, 내세관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브라흐마나 시대에 등장한 ‘내생에서 다시 죽는다’는 독특한 재사

개념은 베다 초기의 내세관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게 된다. 하지만

조상이 다시 현생으로 되돌아오는 재생의 철학까지 체계화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후에 생전의 행위에 의한 상과 벌을 모

두 향수하고 나면, 그 생을 마감하게 되고, 다시 지상에 태어난다

는 재생의 논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베다 초기에 나타난 죽음의 개념은 백 세를 채워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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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조상이라는 새 존재로 이동하는 것에서

조계에서 다시 죽음을 맞이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리그베다를 비

롯한 상히따와 브라흐마나의 시대는 조상이라는 존재로의 변이,

조상의 재사라는 특유의 죽음 개념을 형성하면서 현생의 사람들

과 조상을 분리해서 사고했다. 그리고 이 모든 죽음의 고통을 제

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던 브라흐마나의 사상은 이제

죽음을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자연스러운 여행’이

라고 불렀던 우빠니샤드 철학의 등장을 예고하게 된다. 현실적 죽

음, 사후에 반복되는 죽음으로 변화하던 베다 초기의 죽음의 문제

는 끝없는 윤회에서 재생하는 죽음으로 급변하면서 인간에게 영

적인 해탈의 길을 추구하도록 자극하는 우빠니샤드 철학으로 이

행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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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호

AB Aitareya-Brāhmaṇa

AV Atharva-Veda

CU Chāndogya-Upaniṣad

JB Jaiminīya-Brāhmaṇa

KS Kāṭhaka-Saṃhitā

MS Maitrāyaṇī-Saṃhitā

TS Taittirīya-Saṃhitā

RV Ṛg-Veda

ŚB Śatapatha-Brāhmaṇa [Mādhyaṇdina]

SV Sāma-Veda

TS Taittirīya-Saṃhitā

YV Yajur-V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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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ath and Afterlife Conceptions in the

Early Vedas*49)

Kim, Chin-Young

Hallym Univ.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have focused on

Death(“Mṛtyu” in Sanskirt) and afterlife conceptions from

the Rig Veda to the Brahmanas. In ancient Indian death and

afterlife conceptions are discussed in broad overview of the

most relevant Vedic texts(The Rig veda, the Atharva veda,

the Satapatha Brahmana, and the Jaiminiya Brahaman).

In this paper, I have three objectives : (1) This chapter is, fir

st, demonstrating that the origin of Death in the Rig veda is to

prolong life of a hundred years(āyus) and postpone death. Seco

nd, this describes how ritual food serves as a medium of vitalit

y for the preta(祖靈) in transition between one life and the next

and opens questions about the ‘life’ of the departed among the l

iving. (2) I analysis focused on Death conceptions in the Brahm

ana Texts. In this period, the dreaded possibility of redeath(pun

armṛtyu, 再死 ; people who die may be subject to death once a

gain.) in the realm beyond occupied his mind. (3) I discuss that

the vedic afterlife conceptions has many-side aspects. I focus o

n the hellish realms. The deceased, moral transgressors proceed

to hellish realms from descending into ‘darkness pit’ and to ‘th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2-S1A5B5A02-02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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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of clay’ from which there is no return.

Surveying what we have discussed, As I shows in regard to

the dea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ath, particularly redeath,

and of the beings associated with and consigned to them in the

Vedic conceptual rebirth are treated through a survey of pre-U

panisadic passages. This observation lead us, necessarily, to a r

elating debate: The term underwent further widening as the co

nceptions of death and the after-death state underwent drastic

change within the ideology of rebirth, coming to signify the lib

eration from the cycle of rebirth. Certainly, the present paper w

as limited in scope. Further studies on different veda texts(; up

anisads) are needed.

Keywords : Veda, death, mṛtyu, punarmṛtyu, amṛ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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