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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人命은 在天이다. 사람의 목숨이 하늘에 달려있다고 할 때에 인간

은 宿命의 늪에서 絶望과 虛無에 빠져버리기 쉽다. 그러나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인간이 하늘과 친하게 지내거나 아니면 지배함으로

써 목숨을 늘리거나 심지어는 不死까지도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 不死 그것은 인간의 간절한 希求이면서도 그 누구도

우리 눈 앞에 증명해보이지 못한 영원한 수수께끼이다. 그렇지만 인

간은 저 희랍신화의 시지프가 어차피 다시 굴러떨어지도록 되어있는

커다란 바위를 힘겹게 산 위로 밀어올리는 것처럼 不死를 향해서 無

謀하고 처절한 도전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도철학 제4집

인류가 만들어낸 可恐할 만한 遺産이야말로 그러한 노력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갠지스강에 모여드는 거대한 聖地巡禮行列, 신을 찬미하는 年例祝

祭, 일반가정에서 행하는 儀禮, 聖堂의 미사, 사찰의 讀經과 禮佛, 그

리고 香을 사르고 합장을 하거나 절을 하는 儀式, 葬禮儀式 등등은 異

邦人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기묘한 행위인 것이다. 그것은 그 종교

를 믿거나 믿지않거나 간에 인간에게 일종의 畏敬心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인간들은 자기의 所望이

어떻게 해서 실현된다고 믿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일어나기도 한다.

인간이 무엇을 믿고 바라고 수행하고 참회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은 어디서 제공되는 것이며 그 최종적인 성과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러한 의문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종교의 나라인 인도의 제사관에

서 찾아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제사는 종교가 자신의 意中을

밖으로 드러내보인 것이며, 또 종교를 감싸서 보호하고 육성하는 씨

앗의 껍질 역할을 하는 것이다. 祭祀儀式이 없는 종교는 상상할 수

없으며 종교로서 성립하기도 불가능하다. 붓다가 당시의 바라문 제

사의식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지만, 그것은 形式的이고 機械的이며

殺生을 동반한 데 대한 반대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小乘大乘 뿐

아니라 密敎에서 제사가 갖는 실천성과 상징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

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빠니샤드 이래의 主知主義的 경향

을 이어받은 베단따에서도 해탈을 위한 예비단계인 精神淨化의 수단

으로서 제사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종교마다 제사에 대한

견해에는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사를 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사를 통해 자신들의 종교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인도에

서 제사가 발생한 起源과 그것이 갖는 意味, 그리고 제사가 救援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가는 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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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사의 起源과 관련 神話

1. 리그베다의 창조신화와 제사

印度宗敎哲學에서 베다(saṃhitā, brāhmaṇa, āraṇyaka, upaniṣad로 구성된)

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베다의 권위는 그것이 확립된 지 수 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베다 이후의 諸宗敎哲學

의 발달과 변천은 거의 베다를 근간으로 해서 가능하였고 이러한 전

통에서 벗어난 것은 이단으로 취급되었다. 한때 불교나 자이나교가

이들을 능가하는 듯 하였으나 수 백년 뒤에는 힌두교로 融合包攝되

어 현재 그 자취만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인도의 祭祀儀式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변함없는 뿌리인 베다에 나타난 사상을 알

아보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 章에서는 베다 중에서도 根幹이라

고 할 수 있는 리그베다와 브라흐마나와 우빠니샤드에서 창조신화가

갖는 제사의 起源的 의미를 알아보도록 한다.

리그베다의 本集은 신들에게 바치는 讚歌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

것은 아리안족이 인도의 서북부인 펀잡지방에 침입한 B.C. 1500년

무렵에 만들어진 인도 最古의 문헌이다. 아리안족은 매우 종교적인

민족이었다. 그들은 가정에서 祭火를 피워 供物을 바치는 祭儀宗敎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신의 은총으로 전쟁의 승리, 전리품의 획득,

처와 자손의 번영, 가축의 증식, 적당한 비, 풍부한 수확, 건강과 장

수, 재앙의 제거 등을 얻기를 바랐다. 때로는 자기가 범한 죄를 懺悔

하거나 신의 罰을 면하기 위해 찬가를 바쳤다.

여기에 사용된 신화는 호메로스와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니라 특별

한 목적을 위한 祭儀의 구성부분의 하나로서 신에 대한 讚揚과 祈願

을 담고 있다. 이러한 찬가는 專門的 수업을 쌓은 司祭들이 제사를

거행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직책에 따라 상황에 맞게 卽席에서 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신화를 사용해서 신들을 찬양하고 供物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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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으로써 신들의 환심을 사고 신들로부터 현실적인 은혜를 얻으려는

소위 give and take의 입장에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1). 이때 찬양

의 대상이 되는 신은 天․空․地界에 속하는 다수의 신들 중에서 제

사의 필요에 따라 선택되어 最高의 자리에 오르는 交替神이며 이들

사이에 優劣關係는 없었다.

리그베다의 신들은 대부분이 自然界의 構成要素와 諸現象 혹은 그

배후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지배력을 神格化해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2). 이러한 신들의 성격은 세월과 함께 점차 변질되었다.

그리하여 베다 本集의 말기에 이르면 어떤 單一한 것을 규정하여 이

것으로부터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사상이 나타나고, 또 일부에서는

懷疑論者들이 등장하여 신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게 되었다3). 그것은

잡다한 여러 신들의 人格性을 捨象하여 中性的 一元으로 還元시킨 抽

象的 思辨의 결과인 것이다. 그렇다고 그리스에서처럼 종교적 感性과

理性을 분리하여 놓지는 않았다. 오히려 理性의 産物을 더욱 종교화

하여 萬有在神論(panentheism)的 信仰, 즉 天地를 創造하고 스스로 그

被造物 속으로 들어가 主宰하는 最高神을 숭배하는 신앙으로 展開되

었다4).

리그베다의 마지막 부분인 제10권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따라

一群의 우주창조 신화로서 종래의 신들보다 더 근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의 原理를 탐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Hiraṇyag

arbha(黃金의 胎兒, Prajāpati), Aditi(無限), Brahmaṇaspati(=Bṛhaspati, 祈禱

主), Viśvakarman(造一切主), Puruṣa(原人) 등의 最高神이니 이들은 세계

의 根源的 一者로서 찬양되었다. 이것을 읊는 司祭는 제사에 참여하

는 다른 사제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며 Brahman이라는 칭호를 부

여받았다5). 이들을 찬양하는 찬가 중에서도 특히 ‘Puruṣa의 노래(Pu

ruṣa-sūkta)’는 汎神論的 색채가 농후하고 宇宙創造와 祭祀儀式의 밀접

1) 佐保田鶴治, インド正統派哲學思想の始源(東京: 創文社, 1963), pp. 8-9.
2) 鄭泰爀, 印度哲學(學硏社, 1984), p. 32.
3) 鄭泰爀, p. 54.

4) 佐保田鶴治, pp. 7-8.

5) 佐保田鶴治,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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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련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Puruṣa의 노래’는 다음과 같다6).

뿌루샤는 머리가 천이요, 눈이 천이요, 발도 천을 가지고 있네. 그는 모

든 곳으로부터 大地를 덮고, 다시 열 손가락의 높이에 솟아 올랐다

그는 과거와 미래에 걸친 一切이고 不死界를 지배하며,

또한 그의 1/4은 萬有이고 3/4은 天界의 不死이다.

…

신들은 이러한 우주적 巨人을 祭物로 바쳐 제사를 행하니 이로부터 讚

歌와 韻律과 祭詞가 탄생되고,,

말과 짐승과 소와 양도 태어났다.

…

그리고 뿌루샤의 몸은 분해되어 그의 입에서 브라흐마나, 두 팔에서 라

잔야, 두 다리에서 바이샤, 두 발에서 수드라가 태어났다.

또 그의 마음에서 달, 눈에서 태양, 입에서 인드라와 아그니, 生氣에서

바람이 태어나고,

배꼽에서 空界, 머리에서 天界, 두 다리에서 地界, 귀에서 方位가 생겨나

서 이 모든 세계는 이루어졌다.

신들은 제사를 행할 때 뿌루샤를 희생자로서 결박시키고,

제사를 가지고(yajñena=puruṣa) 제사에게(yajñam=puruṣa) 제사를 드렸

으니(ayajanta) 이것이 최초에 행한 軌範(dharma)이요, 제사의 이 힘은 古

代의 신들이 있는 天界에 이르렀다.7).

즉 신들이 뿌루샤를 祭物로서 제사를 지내니 그 결과 그의 각 부

분으로부터 수많은 자연현상과 물질, 그리고 사회제도 등이 전개되

었다는 것이다. 이는 우주와 자연, 인간사회 그리고 제사를 동일한

영원한 實在의 평행하는 질서로서 보는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 관통

하는 동질성에 대한 믿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사를 아는 것

은 곧 우주를 아는 것이요 조정하는 것이다8). 이것은 제사와 우주의

6) 鄭泰爀, pp. 59-60. A. A. Macdonell, A Vedic Reader for students(Madra
s: Oxford University Press, 1972;초판, 1917), pp. 195-203을 참고하여 요

약함.

7) Ṛg-veda, Ⅹ. 90. 1-16.

8) T.J. Hopkins, The Hindu religious tradition(Belmont: Wadsworth Pub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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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상호관련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이후 우주의 구

조에 관한 사고방식에 하나의 규범이 되었다9).

제사가 뿌루샤이고 뿌루샤는 곧 우주창조의 질료이면서 동시에

원동력이므로 祭祀 자체가 바로 우주의 創造力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와 같이 리그베다 초기의 순수하게 현실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개별적인 신들에게 드리던 제사가 이제는 그 자체로서 창조적 힘을

갖춘 歸一的 原理가 된 것이다.

2. 브라흐마나의 제사 관련 신화

베다 본집이 편찬된 후 B.C.1000-800년 경이 되면, 아리안 사회는

동쪽으로 移住하여 갠지스강과 줌나강 중간의 비옥한 평원에 도달하

게 된다.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 신에 대한 信仰으로부터 中性的인 근

본원리에 대한 탐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신앙의 대상에도 변화가 일

어난다. 즉 제사에 招待되는 신보다 제사 그 자체가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傳承되어 오던 베다에 대한 새로

운 해석과 연구가 필요하게 되고 그 결실로서 브라흐마나가 나온 것

이다. 브라흐마나는 베다 본집의 解釋과 제사의 집행에 관한 規則(vid

hi 儀軌)뿐아니라 번잡한 祭式을 神學的으로 해석하고 있으며(artha vād

a 釋義), 만뜨라의 뜻을 해석하여 제식의 起源과 그 密意를 설명하고

있다10). 이미 리그베다 본집 말기의 祭祀場은 신에게 바치는 공물과

신으로부터의 은총을 주고받는 교환의 장소라기 보다는 우주의 唯一

者와의 合一을 체험하는 곳이었다. 이때 이곳을 지배한 것은 옛날부

터의 타부적 분위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神秘的 분위기였다11). 이에

참가하는 자들은 어떤 우주의 신비한 존재와 합일을 체험하려고 하

였다. 즉 外形相으로는 이전과 똑같은 祭祀儀式을 행하면서도 內面的

shing Company, 1971), p.. 25..

9) T.J. Hopkins, p. 23..

10) 鄭泰爀, pp. 95-96.

11) 佐保田鶴治, pp. 1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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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많은 質的 變化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제사를 행하는 목

적은 여전히 實利的인 結果를 얻으려는 것이었고, 이것은 브라흐마나

시대에도 繼承되고 있다.

외형상의 제사의식과 각 개인이 갖는 내면적인 신비체험 사이에

는 물과 기름처럼 함께하기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종래의 제사의

식이 가졌던 慣性은 도저히 방향을 바꿀 수가 없었으니, 하나의 타결

책으로서 祭祀神秘主義라고 할 수 있는 祭祀萬能 사상이 싹텄던 것이

다. 브라흐마나는 이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신에게 봉사하는 공손하

고 경건했던 司祭들에게 呪力에 의해 신들을 부릴 수 있는 권능을 부

여하였다. 사제들은 정교하고 엄격하게 규정된 제사를 빈틈없이 행

함으로써 인간의 불행과 행복을 좌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이 행하

는 제사에는 呪術的 의미가 있었다. 하나하나 祭祀儀式의 실행과 우

주의 諸自然現象 사이에는 밀접한 대응관계가 있어서 제사는 不可思

議한 힘을 갖는다고 생각했다. 하나하나 祭式의 構成要素가 자연계의

諸事物의 象徵과 模倣이라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祭式의 실

행이 자연계의 變化와 시간의 運行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 祭式을 바로 실행함으로써 우주의 諸現象을 지배할 수 있고 나

아가 신들까지도 제사가 갖는 신비한 힘에 구속되는 것이다12). 이제

신들은 自由意志에 의해 은혜를 베푸는 人格的 主體가 아니라 단지

名目上의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또한 신들 자신도 제사를 행하여 제

사의 힘에 의해 不死性을 획득하고 악마나 적을 퇴치하기를 바란다

고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브라흐마나에서는 제사의식의 상징 또는 창조신으로서 Prajāpati

를 받든다. 그는 제사의식을 創始한 자로서 제사를 집행할 뿐아니라

제사 자체이다. 그의 말뜻은 ‘자손의 주인’으로 원래 자손이나 가축

을 증식하고 보호하는 신이었는데 브라흐마나 시대에 와서 창조주로

지위가 높아졌다13). 쁘라자빠띠의 창조신화는 리그베다의 ‘뿌루샤의

노래’를 계승한 것으로서 그도 역시 自己犧牲에 의해 우주를 창조하

였다.

12) 中村元, インド思想史 第2版=岩波全書 213(東京: 岩波書店, 1983), p. 20.
13) 鄭泰爀,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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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은 서로 제물 바치기를 계속했다. 쁘라자빠띠는 그들에게 자신을

바쳤다. 그래서 제사는 그들의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제사는 신의 음식이

기 때문이다.

자신을 신들에게 바치고 그는 자신의 대응물인 제사를 창조했다. 그리

하여 사람들은 ‘제사는 쁘라자빠띠이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

을 그의 대응물로서 창조했기 때문이다.

제사에 의해 그는 자신을 신들로부터 되찾는다. 이제 祭主가 단식에 들

어갈 때, 그는 자신을 신들에게 바치는 것이다. 마치 쁘라자빠띠가 자신을

신들에게 바친 것처럼. 그러므로 그가 공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같이

마음을 완전히 억제하여 그 밤을 지나기 위해 노력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는 신들에 대한 공물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날) 그가 제사를 행할 때, 그는 제사에 의해 신들로부터 자신을 되

찾는다. 마치 쁘라자빠띠가 자신을 되찾은 것처럼. …. 14)

그러므로 신을 모방하여 제사를 행하는 자는 쁘라자빠띠처럼 祭主

자신을 희생함으로서 제사를 가장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고 또한 그

렇게 함으로써 祭主는 다시 태어난다. 수없이 되풀이 되는 자기희생

과 再生이라는 제사의 구조는 우빠니샤드에 나타나는 輪廻와 業思想

의 선구가 되었다.

3. 우빠니샤드의 제사 관련 신화

브라흐마나 시대 이후 갠지스강 유역에 정착한 아리안족의 사회

는 작은 도시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작은 국가가 幷存하다가 차차 국

왕이 통치하는 大國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도시화 과정에서 아리안

족은 타계층과의 혼혈로 인해 자연스럽게 그들의 土俗信仰이 流入되

고 자유분방한 사상적 변화가 일어났다. 또 국가가 커짐에 따라 왕권

도 두드러지게 伸張하여 旣存의 바라문 司祭들의 권위를 능가하게 되

었다. 이러한 종교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눈에

14) Śatapatha Brāhmaṇa ⅩⅠ.1.8.2-5; The sacred books of the East(Oxfor
d: Clarendon press, 1900) 중 Śatapatha Brāhmaṇa(Julius Eggeling 번역)
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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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베다종교가 단순한 迷信 정도로 밖에 비치지 않기도 하였다15). 그

래서 당시의 일부 엘리트 계층은 지금까지의 祭祀儀式 위주의 종교

생활에 懷疑를 품어 새로이 발흥한 合理的이고 思辨的인 사상을 加味

하고 브라흐마나의 祭祀至上主義를 深化發展시켜 우빠니샤드를 탄생

시켰다. 그들은 전통적 베다의 제사의식이 갖는 상징적 의미에 대한

탐구에 역점을 둔 āraṇyaka를 계승하여 베다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리그베다 말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汎神論的 思潮는 우빠니샤드에서

그 절정에 이르고, 이후 힌두교의 사상적 기반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고대의 대표적인 우빠니샤드에는 일정한 조직이 없고 따라서

主題의 統一도 갖지 못했으며, 또한 동일한 문제에 관한 해답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16). 그것은 기존질서를 뒤흔드는

사상적 자유로 말마암아 무수한 정신적 스승들이 등장하여 자신이

깨달은 우주의 비밀에 대한 내용을 주로 師弟 간이나 父子 간의 問答

形式으로 비밀스럽게 전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빠니샤드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梵

我一如(brahma-ātma-āikya)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뜨만은 브라흐

만이다(ayam ātmā brahma)17)' ‘나는 브라흐만이다(aham brahmāsmi)18)'

‘그것은 너이다(tat tvam asi)19)'라는 유명한 구절로 표현되고 있다.

브라흐만은 語根 bṛh(자라다, 고함치다)에서 온 말이다. 리그베다에서

그것은 비밀스런 지식 또는 말, 찬가, 呪文(mantra), 기도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것이 점차 기도의 힘이나 잠재력이라는 의미로서 신

비한 힘을 갖고 그 안에 사물의 精髓를 담게 되었다20). 브라흐마나에

서는 그것이 제사의식을 의미하고 그래서 全能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즉 브라흐만을 아는 자는 세계를 알고 또한 지배한다고 하여 最高原

理 또는 創造神으로서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21). 그리고 아뜨만은 어

15) 中村元, p. 40.

16) 鄭泰爀, p. 109.

17)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Ⅱ.5.19.;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Ⅳ.4.5.

18)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Ⅰ.4.10.

19) Chāndogya Upaniṣad Ⅵ.8.7.

20) S. Radhakrishnan, The Principal Upaniṣads(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8),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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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an(숨쉬다)으로 생명의 숨을 뜻한다. 점차 그 의미는 生命․靈魂

․自我․本質的 存在․個人으로 발전되었다22). 즉 유일한 원리나 창

조신에 대한 탐구와 각 개인의 본질에 대한 연구가 병행하였으니 아

뜨만은 prāṇa(生氣)와 함께 不生不滅의 神靈스러운 존재로서 또는 Pra

jāpati와 일치하여 이 세계를 아뜨만이라고 까지 하였다23). 이와같이

오랜 기간 동안 각각 발달해온 두 개념이 우빠니샤드에서 만나 리그

베다 이래의 난해한 숙제, 즉 세계의 최고원리에 대한 의문을 풀었다

고 할 수 있다.

우빠니샤드의 창조신화도 역시 베다본집이나 브라흐마나처럼 매

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4) 그런데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에서는 우주창조의 기원에 대해 “태초에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실로 죽음(mṛtyu)에 의해 또는 배고픔(aśanā)에 의해 덮여 있었다. 왜

냐하면 배고픔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는 ‘자아를 갖자’고 생각하여

마음(manas)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는 예배(arcā)하면서 돌아다녔다.

예배를 하는 그로부터 물이 나왔다. ……”25)고 한다. 즉 이 세계는

Hiraṇya　garbha 또는 Prajāpati인 죽음에 의해 덮여 있다가 예배를

통해 이 우주가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죽음은 세속적인 의미

의 허무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창조를 위한 자기긍정적인 만물의 근

원으로서 위치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제사에 적합한 불(arka)과 땅, 방위, 시간, 찬가, 인간, 가축, 언어 등이

나왔다고 한다26). 이어서 “그는 ‘더 큰 제사로 다시 제사를 지내자’

라고 원했다. 그는 피곤하고 지쳤다. 피곤하고 지쳐서 그의 명성과

21) S.Radhakrishnan, p. 53.

22) S.Radhakrishnan, p. 73.

23) 鄭泰爀, p. 114.

24) Taittirīya Upaniṣad Ⅱ.7.1.이나 Chāndogya Upaniṣad Ⅲ.19.1.에서는 ‘태

초에 이 세상은 asat(非有)였다’고 하고, Chāndogya Upaniṣad Ⅵ.2.1.에서

는 ‘이 세계는 태초에 sat 뿐이었다’고 한다. 또 Chāndogya Upaniṣad Ⅲ.

14.1.에서는 ‘실로 이 세계는 브라흐만이다. 그로부터 그가 나왔다’고 하

기도 하고, Aitareya Upaniṣad Ⅰ.1.1.에서는 “아뜨만은 태초에 이 세계,

유일한 것이었다. 그는 ‘이제 세계를 창조하자’고 생각했다”고도 한다.

25)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Ⅰ.2.1.

26)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Ⅰ.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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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떠나갔다. 실로 생명의 숨(prāṇā)은 명성과 힘이다. 그래서 생명

의 숨이 떠날 때 그의 몸이 부풀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몸에 있었다”

27)라고 한다. 즉 쁘라자빠띠가 큰 제사인 馬祭를 거행하기를 바랐지

만 이전의 役事로 인해 피곤하고 지쳐 그의 명성과 힘, 즉 생명이 빠

져나가고 그로 인해 그의 몸이 부풀어 제사를 하기에 부적합하게 되

었으나 그의 마음은 몸에 남아 무언가를 바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나의 이 (몸)이 제사에 적합하게(medhya) 해달라. 그리고 이를

통해 내가 자아(몸)을 갖도록 해달라’라고 바랐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

다.) 그 몸이 팽창되었으므로(aśvat, 어원 śvā), 그것은 aśva라고 불리게 되

었다. 그리고 그것은 제사에 적합하게 되었으므로 aśva-medha(馬祭)는 aś

va　medha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을 그렇게 아는 자는 aśva-medha를

진실로 아는 것이다. 그것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그는 숙고했다. 그리고 1

년이 지난 후 그는 그것을 스스로에게 供物로 바쳤다(ālabhata). 그는 신들

에게 (다른) 동물들을 넘겨주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司祭들은) 쁘라자빠

띠에게 모든 신들에게 바쳐지는 신성한 (말)을 바친다.

실로 저기서 빛나고 있는 그(태양)는 馬祭이다. 그의 몸은 年이다. 이

(지상의) 불은 arka이고, 이 세상은 그의 몸이다. 그러므로 이들 둘(불과 태

양)은 祭火(arka)와 馬祭이다. 또한 그들은 하나의 神性, 곧 죽음이다. (이것

을 아는) 자는 반복되는 죽음(punar-mṛtyu)을 극복하고, 죽음은 그를 장악

할 수 없으며, 죽음은 그의 몸이 되어 이들 신들과 하나가 된다28).

이와 같이 죽음에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나는 일련의 과정을 거

대한 우주적 제사로서 설명하려는 노력은 ‘뿌루샤의 노래’로부터 이

어져온 하나의 전통을 이루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도 죽음은 죽음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바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27)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Ⅰ.2.6.

28)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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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祭祀의 意味

1. 인간과 우주와 제사의 對應

인도의 사변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제사는 인간과 우주와 제사를

대응이나 同置관계로서 설명한다29). 이러한 생각은 뿌루샤의 몸이

나뉘어 인간과 우주가 태어났다고 하는 데에서 그 起源을 찾을 수

있다. 창조자 뿌루샤는 그 자체로 창조물이고 또한 제사이므로 그들

사이에는 신의 內在로 인한 對應關係가 성립할 수밖에 없었고 나아가

그에 대한 상징적 해석으로 발전하였다. 앞의 ‘뿌루샤의 노래’ 에서

본 것처럼 森羅萬象이 그로부터 생겨나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人體과

宇宙를 대응시킨 것이다. 이것은 이후 우빠니샤드에서 自我에 관한

것(adhyātman)과 宇宙나 神格에 관한 것(adhidevatam), 즉 소우주와 대

우주를 병행시켜 對比시키고 다시 그것을 제사와 관련시켜(adhiyajña

m)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嚆矢를 이루고 있다30).

우빠니샤드에서는 고대에 실제로 행해졌던 馬祭(aśvamedha)에 대하

여 우주적 해석을 부여하여 다음과 같이 상징화 시키고 있다.

옴, 실로 희생되는 말의 머리는 새벽, 눈은 태양, 숨(prāṇa)은 바람, 열

린 입은 우주의 불, 몸(ātman)은 年, 등은 하늘, 배는 대기, 발굽은 땅, 옆

구리는 方位, 갈빗대는 중간의 方位, 다리는 계절, 관절은 月과 半月, 발은

낮과 밤, 뼈는 별, 살은 구름, 胃 속의 반쯤 소화된 음식은 모래사막, 혈관

은 강, 肝과 허파는 산, 털은 풀과 나무, 앞부분은 떠오르는 태양, 뒷부분

은 지는 태양이다. 말이 하품을 할 때 번개가 번쩍이고, 몸을 흔들 때 천

둥이 치며, 오줌을 눌 때 비가 온다. 울음소리는 소리이다31).

브라흐마나 시대에 왕의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수많은 人

29) 佐保田鶴治, p. 28.

30) 佐保田鶴治, p. 28.

31)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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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과 資源을 동원하여 거창하게 행해졌던 馬祭가 이제 관념화된 형

태로 換骨奪胎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즉 제사로 인해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對價를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똑같이 얻

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우주를 우주적 차원의 馬로 대체하여 想起하

거나 暝想하였던 것이다32). 이후 이러한 代替를 통한 명상은 점차 여

러가지 형태를 취하여, 가령 어떤 文字나 소리를 브라흐만이나 어떤

다른 신들로 간주하거나 이렇게 명상하는 것(upāsana; 念想崇拜․歸依․

專念․獻身) 자체로 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명상은 순수한 思索이나 논리적인 思考作用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事物이나 作用이나 文字를 다른 사

물이나 작용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는 단순한 실행이다33). 이러한 형

태의 명상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일반적으로 힌두교

의 典型的인 신앙형태를 이루고 옛날부터 행해지던 제사의식을 대신

하게 되었다. 이것은 여전히 神秘的이고 呪術的인 개념을 內包하고

있기는 하지만 뚜렷한 하나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 즉 제사의 신비한

힘이 외부로 나타나는 제사의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형태

의 명상 속에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思考가 갖는

有力하고 신비한 힘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사와 인간과 우주의 대응관계를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의 다

른 곳에서 또 볼 수 있다. 먼저 ‘萬物은 죽음으로 덮여있고 죽음에

의해 정복된다. 어떤 수단에 의해 祭主(yajamāma)는 죽음으로부터 자

신을 자유롭게 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Yājñavalkya는 ‘hotṛ司祭에

의해, 말(言)에 의해, 불에 의해’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고 대답한다34).

hotṛ사제는 원래 신들을 祭祀場으로 招聘하여 찬양하고 讚誦하는 리

그베다 찬가를 바치는 자인데, 여기에서는 인격체가 아니라 제사에

사용되는 언어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말은 성격상 불과 같은 것이

라고 보아 hotṛ사제는 불이라고 하고있다. 이렇게 三者가 일치하는

32) S.N. Dasgupta, Hindu Mysticism(Delhi: Motilal Banarsidass, 1983), p.
19.

33) S.N. Dasgupta, pp. 19f.

34)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Ⅲ.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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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앎으로써 인간은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만물은

낮과 밤에 덮여있고 낮과 밤에 의해 정복된다. 어떤 수단에 의해 祭

主는 낮과 밤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가’하는 질문에, ‘adhva

ryu사제에 의해, 눈에 의해, 태양에 의해’해탈한다고 한다35). 낮과

밤은 모든 변화의 원인인 時間을 의미한다. 그리고 adhvaryu사제는

祭壇을 만들고 제사에 쓰이는 도구를 준비하고 供物을 바치는 등 제

사를 실제로 거행하는 자로서 이때 꼭 필요한 눈을 상징한다. 또 눈

은 저 하늘의 태양과 같은 것이므로 adhvaryu 사제는 태양이다. 세

번째로 ‘만물은 찼다가 기울었다 하는 보름으로 덮여있고 보름에 의

해 정복된다. 어떤 수단에 의해 祭主는 보름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

게 하는가’하는 질문에 ‘udgātṛ사제에 의해, 숨에 의해, 바람(vāyu)에

의해’ 자유롭게 된다고 한다36). 보름은 달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udgātṛ사제는 찬가를 일정한 旋律로 노래하는 자이므로 호

흡을 상징하고 있다. 호흡은 대기의 바람과 유사하므로 udgātṛ사제

는 바람이다. 네번째로 ‘하늘에는 지탱하는 것이 없는데 어떤 수단

에 의해 祭主는 하늘나라에 도달하는가’하는데 대해, ‘brahman사제

에 의해, 마음에 의해, 달에 의해’ 도달한다고 한다37). brahman사제

는 제사를 전반적으로 管掌하는 사제로서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 찼

다 기울었다 하는 달도 마음처럼 감정적인 것으로 보아서 둘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므로 brahman사제는 달이다.

여기에 포함된 상징체계는 한편으로는 대우주와 소우주 사이의

본질적 동일함과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감각기관과 제사 사이의 기

능적 유사함에 근거하고 있다38). 이와같이 대우주와 소우주, 그리고

제사 사이에 존재하는 대응관계를 直視하고 명상함으로써 인간은 개

체의 속박을 벗어난 완전한 자유 즉 해탈(mukti)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35)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Ⅲ.1.4.

36)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Ⅲ.1.5.

37)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Ⅲ.1.6.

38) S. P. Singh, Sacrificial symbolism in the Upaniṣads , Sacrifice in Indi
a, concept and evolution(Aligarh: Viveka publications, 1987),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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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죽음과 再生

죽음이라는 未知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이

고, 또한 거기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있다. 그래

서 인간이라는 개체의 소우주와 끝없는 저 대우주를 상징적으로 대

응시키고, 나아가 제사라는 意志的 行爲로서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즉 제사의 힘에 의해 죽음을 超克하려

는 것이다. 그러면 제사가 어떻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克服할 수

있게하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런데 죽음의 반대인 不死(amṛta)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

로 브라흐마나 시대에는 不死를 이 세상에서의 건강하고 완전한 壽

命이라고도 보고있다39). 제사의 목적이 하늘나라에 가서 不死性을 얻

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주어진 수명보다 빨리 그곳에 가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 하늘나라에는 죽은 후에 가는 것으로도 충분하

였다. 완전한 수명은 100살 이상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서의 不死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죽은 이후의 不死의 반대

는 반복되는 죽음(再死 punar-mṛtyu)이다. 이것은 죽은 후에 태어나서

계속하여 죽음의 먹이가 된다는 것으로 제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거나 게을리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있어도 이를 면할 수 없다고 한

다40). 즉 죽음의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첫째는 죽은 후에 태어나

다시는 죽지않는 不死에 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죽

는다는 것이 하나의 前提가 되어있는 것이다.

제사의 역할은 한마디로 죽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再生)이

라고 할 수 있다. 앞의 뿌루샤의 노래 에서 ‘신들은 제사를 행할 때

뿌루샤를 희생자로서 결박시키고 제사를 가지고 제사에게 제사를 드

렸으니 이것이 최초에 행한 軌範이요…’라고 한 것처럼, 인간은 신의

39) 湯田豊, インド哲學の諸問題(東京: 大東出版社, 1978), pp. 98-100.
A. B. Keith, The Religion and Philosophy of the Veda and Upanishads
(Motilal Banarsidass, 1976), pp. 463-464.

40) 鄭泰爀,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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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모방한다41). 뿌루샤가 스스로를 祭物로 삼았듯이 인간도 그

렇게 해야하겠으나 대신 다른 제물을 사용하여 제사를 행하였다. 인

간은 첫째는 부모로부터, 둘째는 제사로부터, 셋째는 죽어서 火葬을

할 때 새로 태어난다고 한다42). 여기서 제사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祭主가 자기를 대신한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서 이 세

상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제물은 곡물이건 동물이건

간에 祭主를 대신한 것이고, 나아가 뿌루샤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므

로 단순히 죽어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祭主는 스스로 제물의 몸을 빌

려 자신에게 자신을 바쳐서 제사를 행한 뿌루샤의 행위를 흉내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祭主는 옛형태를 버리고 새롭게 변화하여 나타나

는 생명을 획득한다. 그래서 제사는 항상 新鮮(ayātayāmatā)해야하는

것이다43). 제사는 나날이 새로운 것이고 또 나날이 충만되어야 한다.

만약 제사를 행한 지 오래되어 消盡되었다면 그것은 제사의 기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치 타지않는 불은 이미 불이 아닌 것처럼

피곤한 제사는 이미 제사가 아닌 것이다44). 제사의 효력은 1회에 그

치므로 祭主는 항상 제사를 행하여 죽음과 再生을 반복하고, 그로 인

해 신선한 우주적 기운과 생동감을 섭취한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서의 不死이고 죽음의 극복인 것이다.

Ⅳ. 제사와 救援

1. 제사의 構成

앞에서와 같은 제사의 象徵性과 不死性은 현실에서는 대체적으로

41) 湯田豊, p. 94..

42) Śatapatha Brāhmaṇa Ⅺ.2.1.1.　

43) Śatapatha Brāhmaṇa Ⅻ.3.3.3.

44) 湯田豊,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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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들로 인해 나타나게 된다45).

첫째는 제사를 의뢰하는 祭主와 제사를 관장하는 祭官이다. advār

yu․hotṛ․ud　ātṛ․braḥmaṇa 등의 祭官은 물론 Śrauta祭와 같은 대

규모 제사에 등장한다. 거기서 祭主는 祭官에 대한 확고한 신념(Śradd

ha)을 가져야 하며 그것은 곧 제사의 효과에 대한 신앙이기도 하다.

그리고 祭主는 潔齋(dīkṣā)를 통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胎兒(garb

ha)가 되어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새로 태어날 자세를 가다듬는다. 이

것은 또한 祭主 자신이 신에 대한 供物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46). 이

러한 자세로 제사를 행하고 나면 祭官에게는 謝禮(dakṣiṇā)가 주어진

다. 사례없는 제사는 금지되어 있다. 신에게 공물(āhuti)을 바치듯이

제관에게는 황금․소․의복․말 등의 사례를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

나 Chāndogya Upaniṣad Ⅲ.17.4에서 ‘禁慾․布施․正直․非暴力․眞

實語 등은 사제들에 대한 사례이다47)’라고 하는 것처럼, 祭官에 대한

믿음이나 報酬의 강조는 뒤에 여러가지 형태의 信仰과 布施(dāna)사상

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둘째는 神格(devatā)이다. 베다의 신화는 제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거기에 등장하는 신들은 제관의 勸請에 의해 祭場에 臨하여 그

힘을 발휘한다.48) 브라흐마나 시대에 그것은 물론 신들의 任意에 의

한 것이 아니라 제관의 요구에 응하는 정도의 것이면서도 제사에 없

어서는 안될 必須要素였던 것이다. 그래서 힌두교의 발달과 함께 신

들의 모습이 像으로 만들어져 숭배의 대상이 되고 pūjā라는 예배형

식으로 발전하게 될 만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49)

셋째는 供物(havis, āhuti, tyāga, medha, dāna)이다. 공물은 신이 먹는

음식이다. 뿌루샤가 자기자신을 제사에 바쳤듯이 공물은 祭主 자신의

생명을 뜻하고, 뿌루샤가 만물로 소생하였 듯이 祭主는 공물의 죽음

45) Śrauta sūtra Ⅰ.2.2.에서는 yajña로서 dravyaṃ, devatā, tyāga의 셋을 들

고있다.

46) 湯田豊, pp. 96-97.

47) cf. Bhagavadgītā, ⅩⅥ.1-3.

48) 高崎直道 등, 佛敎․インド思想辭典(東京: 春秋社, 1987), p. 65.
49) D.S. Sharma, What is Hinduism(Madras: The Madras Law Journal Pr
ess, 1945), pp. 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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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穀物은 빻아서 가루로 되고 동물은

도살된다. 브라흐마나 시대에 희생되는 동물(paŚu)은 인간․말․소․

숫양․숫산양이었는데, 이중에서도 숫산양이 공물로서 가장 깨끗하

여 (medhya) 자주 사용되었다50). 그러나 제사의 상징적 가치가 커감

에 따라 공물의 의미도 靈的인 것으로 변화하게 된다. 즉 공물도 祭

主의 마음의 문제로 모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가바드기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51).

奉獻(arpaṇā)은 브라흐만이다. 브라흐만에 의해 브라흐만의 불에 바쳐진

供物도 브라흐만이다. 브라흐만의 (제사)행위에 열중하는 사람은 브라흐만

에 도달한다.

어떤 요가행자들은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고, 어떤 요가행자들은 브라흐

만의 불에 제사로써 제사를 바친다(juhvati).

어떤 이들은 聽覺 등의 감각기관들을 自制(saṃyama)의 불에 바치고,

어떤 이들은 소리 등의 감각대상을 감각기관의 불에 바친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모든 감각기관의 작용과 호흡작용을 지혜에 의해

타오르는 自制의 요가의 불에 바친다.

또 어떤 이들은 財物이나 苦行이나 요가를 제사에 바치고, 또는 엄격한

맹세를 한 이들은 그들의 배움과 지식을 제사에 바친다.

또 날숨(prāṇa) 과 들숨(apāṇa)의 흐름을 억제하면서 호흡의 조절에 전

념하는 이들은 날숨을 들숨에, 들숨을 날숨에 바친다.

또 음식을 억제하는 이들은 호흡에 호흡을 바친다. 이들은 모두 제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며 제사에 의해 그들의 죄를 소멸시킨다52)

그리하여 물질적인 제사보다 지혜의 제사(jñāna yajña　가 훨씬 우

월하다53)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브라흐마나 시대의 물질적

인 供物을 마음의 조절과 훈련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근원적인 물음

에 대한 대답으로 한발짝 진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극정

50) 湯田豊, p. 92.

51) 바가바드기타의 한글번역은 길희성의 바가바드기타(현음사, 1988)에
준하여 S. Radhakrishnan, The Bhagavadgītā(London: George Allen & U
nwin Ltd., 1971)를 참고함.

52) Bhagavadgītā Ⅳ.24-30.

53) Bhagavadgītā Ⅳ.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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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행위자체가 바로 供物이자 곧

제사라는 것이다. 재물 뿐아니라 감각, 감각기관과 호흡의 조절, 고

행, 요가 등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없이

바쳐질 때에만 그 가치를 드러내며, 인간의 전 존재는 영혼의 질적

변화와 성장을 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 제사가 갖는 구원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2. 제사의 昇華와 救援

제사의 근본은 헌신하는 마음이다. 그것을 바가바드기타에서는

‘그대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공물로 바치든, 무엇을 보

시하든, 무슨 고행을 하든, 그것을 나를 위한 奉獻으로 하라54)’고 표

현하고 있다. 즉 규정된 儀禮의 수행이라는 義務로 시작하는 行爲의

길, 즉 karma-mārga는 私慾없이 獻身하는 마음으로 행해질 때 비로

소 모든 행위는 神聖하게 된다는 것이다55). 그러한 자세로 마음을 오

로지 한 곳에 모아 우주의 근원을 추구해 들어가는 곳에서 靈的인

삶의 端緖를 찾을 수 있다. 고대의 신화는 儀禮를 통해서만 그러한

삶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준다56). 우주의 근원에 대한 통찰과 체험

은 현재 이곳에 있는 인간의 位相을 자리매김해줌으로써 安息과 確信

을 제공해 줄 수 있다. Chāndogya Upaniṣad Ⅲ.16.1에서는 ‘실로 인

간은 제사이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즐거움을 절제할 때, 이것들은 제사의 準備 儀式(dīk

ṣā)이다.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향수할 때, 그는 upasada 儀禮와 만나는 것이다.

웃고 먹고 姓에 탐닉할 때, 그는 讚歌(stotra)와 讚頌(śastra)을 만나는 것

이다.

54) Bhagavadgītā Ⅸ.27.

55) S. Radhakrishnan, 위의 책, p. 249.

56) Joseph Campell, The Power of Myth, 1988, 이윤기 역, 신화의 힘(고
려원, 1992), p.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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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들은 ‘그는 자손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자손을 낳

는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탄생(punar-utpādana: 再生, 新生)이다. 죽음(mara

ṇa)은 제사 후의 목욕(avabhṛtha)이다57).

바로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제사이고, 제사

를 행하는 마음이야말로 바로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라는 것

이다. 세속적인 삶에 그대로 안주하는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도록 하는 것이 제사이고, 그것은 또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再

生은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자 영원한 삶을 뜻한다. 어찌보면 소

꿉놀이와도 같은 제사는 인간에게 원초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무

궁한 생동감을 동반하여 끊이지 않는 맑은 샘물과 같은 생명력을 부

여해준다. 이럴 때 죽음은 거룩한 제사를 치른 후의 마무리와도 같은

의미를 갖고 不死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인도에서의 제사의 起源과 그것이 갖는 象徵性, 그리고

구체적 생활 속에서의 救援的 성격에 관하여 베다문헌과 바가바드기

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리그베다의 ‘뿌루샤의 노

래’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을 알 수 있었다. 즉 우주와

인간과 제사를 상호 대응관계로 해석하고, 자기희생의 정신 속에서

새로운 創造 또는 새로운 삶(再生)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

이다. 단순히 우주와 인간의 대응으로만 끝났다면 평범한 汎神論的

思考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사라는 인간의 행

위를 거기에 삽입하여 생각함으로서 삶에 역동성과 실천성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천이야말로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

이다. 인간이 절망적으로 비켜가고자 하는 죽음과, 인간이 간절히 바

57) Chāndogya Upaniṣad Ⅲ.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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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자 하는 不死는 제사라는 실천행위를 통하여 하나로 만난다. 죽

음은 자기를 供物로 바치는 犧牲이자 곧 새로운 삶의 시작을 뜻한다.

뿌루샤가 했듯이 아무 조건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神聖한 행

위야말로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여는 토대가 되는 것이

다. 이러한 제사는 공손하고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祈禱이다. 그것은

인간의 삶 자체를 제사로 보는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태도

이다. 梵我一如라는 신비체험도 이러한 바탕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

다. 오늘날과 같이 神話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혼돈의 시대에 앞

에서와 같은 제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삶의 가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