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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다의 제례는 제식만능주의인가

김재천과 김호성의 논문에 답하여

심 재관
*

1

이 글은 사실 두 논문
1
에 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그 문제점

이란 어떤 쟁점을 취함으로써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떤 오해

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다. 그 오해는 주로 브라마나 문헌

속에서 두드러지는 베다의 제례가 ‘제사만능주의’의 성격을 갖

는다는 주장이다.

두 논문의 공통되는 큰 단점은 문헌에 대한 일방적인 선택

적 글읽기에 있다. 이들 논문의 중요한 골간을 이루고 있는 것

은 고대 인도 제례관에 대한 이해로서, 실질적인 제례문헌이라

고 할 수 있는 Śrauta Sūtra를 근거로 하지않고 오히려 제례와

의 관계가 불분명한 리그베다나 브라마나, 혹은 우파니샤드에

서 인도인들의 제례관을 단정짓고자하고 있다. Śrauta Sūtra는

문학적 장르상 본질적으로 베다나 우파나샤드와는 성격을 달

리하는 문학이다. 후자가 상징적 은유를 본령으로하는 본격적

문학언어(Literary Language)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전자는 과학

* 沈載寬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박사 과정

1) 두 논문은 모두 印度哲學 第4輯에 실린 것으로 각각 ‘인도의 祭祀觀

小考’(이하 小考)와 ‘바가바드 기따의 제사관’(이하 제사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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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언어(Science Language)를 사용하며 또 Sūtra라는 장르의 기

원이 되는 Śrauta Sūtra는 전자와는 달리 실용적인 성격이 분

명한 일종의 과학서라고 할 수 있다.(Staal 1975, 324-; Gonda 197

7, 489)

따라서 위의 두 논문이 제례만능주의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 근거를 修辭的 표현(Figurative Literature)속에서 찾고 있는 것

이다. 문제는, Werner가 말한바처럼, 베다의 문학적 언어를 실

증적인 관점에서 취급하므로써 초기 인도학자들이 인도의 종

교사상을 원시적인 형태로 몰고간 꼴을 재현하게 된다는 것이

다.(Werner 1991, 27) 결국 두 논문은 베다문학에 대한 편견을 아

직도 유지하고 있는 셈인데 김재천은 이 문학속에 나타나는

상징이나 은유에 대한, 거의 통념화된 이해에서 출발하고, 김

호성은 자신의 논점으로 무리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그 문헌들

을 손쉽게 읽어가고 있다. 이것은 상기 문헌에 대한 국내의 연

구부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논지를 위

한 참고자료도 제한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초기 인도학자들에

의해 빚어진 인도신화나 제례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우리에게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실감케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는 이

러한 ‘문학의 선택과 일방적인 글읽기’의 관점에 대한 문제점

을 짚어보기로 하자.

먼저 小考 는 리그베다나 브라마나, 그리고 우파니샤드의

신화 속에 나타난 제례의 단편적인 모습을 통해 제례의 의미

를 살펴보고자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문학들이 제례와 필연적

인 관계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문학의 어떤

일부도 제례를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김

재천은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 사용된 신화는 호메로스와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니라 특

별한 목적을 위한 祭儀의 구성부분의 하나로서 신에 대한 讚揚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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祈願을 담고 있다. 이러한 찬가는 專門的 수업을 쌓은 사제들이 제

사를 거행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직책에 따라 상황에 맞게 卽席에

서 읊은 것으로 보인다. ··· 이때 찬양의 대상이 되는 신은 天.空. 地

界에 속하는 다수의 신들 중에서 제사의 필요에 따라 선택되어 最

高의 자리에 오르는 交替神이며 이들 사이에 優劣關係는 없었다.

(김재천 1994, 119-120)

그러나 리그베다는 제례를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며 그러한

단서를 그 문학내에서 찾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Bergainu

e가 오래전 그런 주장을 한적이 있지만 지금 그런 주장은 설

득력을 갖지 못한다.(심재관 1995, 5 이하) 물론 베다의 게송들이

제례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게송들은 제례의

형태나 특징에 대해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지로

제례문헌이나 현장연구에 따르면 베다의 상당수 게송들이 부

분적으로 제례과정 속에서 사제들에 의해 읊어지고 있다. 그럼

에도 베다의 게송들이 제례를 위해 지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

다.

더구나 小考 에서는 M. Muller의 Kathenotheism혹은 Heno

theism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데 관념의 진보사관에 입각한

편협한 과거 학문의 유산을 아직도 우리가 인정해야할 이유가

있을지 필자로서는 의문이다. 多神敎는 交替神敎를 거치며 결

국 一神敎로 발전한다는 초기 신화학의 배후에는 기독교를 중

심에 위치시킨 서양의 신학적 편견이 숨어있는 것이다.

小考 에서 들고 있는 베다제례의 상징은 단적으로 죽음과

재생의 상징인데 이러한 상징은 우주와 인간, 또는 대우주와

소우주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대우주와 소

우주와의 동일성(pars-pro-toto)은 고대인들의 공통적인 사고방

식의 하나로서(Cairns 1990, 24), 小考 에서 제시했듯이 Puruṣa

sūkta
2
나 Bṛhadāraṇyaka-Up.의 1.1에 나타나는 aśvamedha

3
는

2) 모든 훌륭한 문학이 그렇듯 이 찬가 역시 여러겹으로 되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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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의 祭物과 세계의 萬象을 대칭시킴으로써 그러한 대우주와

소우주의 동질성을 그려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베

다에서 브라마나 문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징적 대칭이 제식주의의 사상

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베다제례의 상징적

표현은 발전해왔다기보다 각각의 후대 문학들이 갖는 고유의

성격에 의해 ‘수용을 의한 변형’(adaptational variation)을 거쳐 왔

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하면 제식에 대한 신비주의적 해

석이나 상징적 대체가 등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새로운 사상의

출현이나 제식주의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러한 수사학적 유희는 리그베다에서도 풍부하게 나타나기 때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小考 는 계속해서 브라마나와 우

파니샤드 속에 등장하는 그 상징적 대칭의 표현을 빌어서 그

것을 이 讚歌에서 중요한 은유로 사용되고 있는 puruṣa라는 용어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용어만으로도 우리는 여러 해석의 맥락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단어는 Puruṣa Sūkta에서 다음과 같은

용례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1) 사람, 2) 불(=아그니), 3)

제물(barhis 특히 동물), 4) 祭壇, 5) 도량형의 하나, 6) 카스트, 7)

제사(yajña) 등의 의미가 있다. 4)와 같이 이 Puruṣa는 제단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가령, ŚB. 6.1.1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은

말했다. ‘이와같이 우리는 번식을 할 수 없다. 일곱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자.’ 그들은 일곱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배꼽 윗쪽 부분이 되고 또 두사람이 아랫부분이 되었다. 한

사람이 날개가 되고 또 한 사람이 반대편 날개가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다리가 되었다.” 새 모양을 의미하는 이 구절은

Pīṭhan이라 하는 제단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의 용례들이 다 같이 쓰일 수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않된다. 이

찬가의 의미가 풍부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3) Bṛhadāraṇyaka Up. 1.1에 나타나는 말(馬)은 베다제례,특별히

嚴肅祭禮(Śrauta Ritual)의 하나인 aśvamedha에 祭物로 올라온 말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aśvamedha는 규모가 가장 큰 엄숙제례의 한

종류이며, 흔히 왕이 자신의 영토를 넓힌 후에 그 제례를 행하며 말을

제물로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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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제사만능주의의 출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外形相으로는 이전과 똑같은 祭禮儀式을 행하면서도 內面的

으로는 많은 質的 變化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제사를 행하는

목적은 여전히 實利的인 結果를 얻으려는 것이었고, 이것은 브라흐

마나 시대에도 繼承되고 있다. ··· 그럼에도 종래의 제사의식이 가

졌던 慣性은 도저히 방향을 바꿀 수가 없었으니, 하나의 타결책으

로서 祭祀神秘主義라고 할 수 있는 祭祀萬能 사상이 싹텄던 것이다.

브라흐마나는 이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신에게 봉사하는 공손하고

경건했던 司祭들에게 신들을 부릴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였다. 사

제들은 정교하고 엄격하게 규정된 제사를 빈틈없이 행함으로써 인

간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이 행하는 제사에

는 呪術的 의미가 있었다. 하나하나 祭祀儀式의 실행과 우주의 諸

自然現象 사이에는 밀접한 대응관계가 있어서 제사는 不可思議한

힘을 갖는다고 생각했다. (김재천 1994, 123)

필자의 주의를 끄는 이 ‘제사만능주의’란 말을 필자로서는

어디서 그 근거를 찾아야할지 난감할 따름이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김호성의 제사관 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데 그의 주

장 또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필자의 생각으로 두 논문

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한 바처럼, 초기 인

도학자들이 인도의 고전을 취급하던 실증주의적인 이해, 일방

적인 글읽기, 또는 베다문학의 상징적 은유에 대한 무관심, 등

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브라마나 문헌이나 또는

베다문학에서 묘사되고 있는 베다의 제례가 본질적으로 브라

만敎의 ‘제사만능주의’를 대변한다는 이 검토되지 않은 일방적

오해는 사실 학계에 상당히 만연되어 있다.
4
게다가 이 단어는

4) 최근까지 국내에서 쓰여진 개론서도 이러한 이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세계종교사 입문(한국종교연구회) 속의
“힌두교의 역사”(류경희 1989)는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거기서

소개되고 있는 고대 브라마니즘의 이해는 막스 뮐러의 견해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필자로서는 그 글의 저자가 그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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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다에서 우파니샤드로 이어지는 관념의 도식, 말하자면 기복

적이고 주술적이라는 베다의 多神敎에서 일원론적인 사고의

출현을 도매급으로 편리하게 설명해보려는 학자들의 속셈이

들여다보이는 용어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발상의 기원도 역

시 19세기말과 금세기초에 영국과 독일의 공리주의자들이나

낭만적 관념론자들에 의해 빚어진 일방적 이해라는 것을 잊어

서는 않된다. 이들의 의식 속에는 ‘精神이란 진보하는 것이며

그 정신의 끊없는 변증법적 自己 外化과정은 원시 부족사회에

서 유럽국가로, 동양에서 서양으로 발전한다’는 헤겔의 공식이

판박이처럼 새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베다 제례에 대한 오

해는 유럽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다시 국내로 들여온 순수한

‘불량 수입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비판없이 수입된 과

거의 스칼라쉽은 최근 오리엔탈리즘의 담론 속에서 새로운 ‘검

역’을 받고 있다.
5

주목해야할 것은 베다의 저자나 그 후대 문학의 작자들은

수사학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었으며 상징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어떤 과거의 수사학적

표현을 나름대로 재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문학적 재간이 있

던 사람들이었다. 언급한 것처럼 우주와 제사를 대응시키는 상

징적 표현은 베다의 저자들에게도 익숙한 일이었다. 그들은 오

히려 그것이 修辭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

서 제사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제례요소도 이미 우주적인 상징

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상징은 후대의 문학을 통

해 보다 관념화된 형태로 해석되는데 이것이 새로운 관념의

비전공인으로서 2차 참고문헌의 독서나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참고문헌의 인용은 충실해야만 하지 않았을까.

5) 이 글과 연관해 다음이 유용할 것이다. F. Max Muller와 A. B.

Keith에 대한 비판으로 Tull, Herman W(1990)을, A. L. Basham에

관한 비판으로는 Inden, Ronald(1990)을 참고하라. 이러한 이들의

관념적 계보에 관해서는 Halbfass(1988)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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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이나 전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베다문

학 속에서 나타나는 제례와 자연현상과의 대응이 제례만능주

의의 출현을 의미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小考 에서 예로 들은 Prajāpati 창조신화나 Bṛhadāraṇyada

-Up.도(사실 이 우파니샤드가 Śatapatha-Br.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

다면 논문 전개상 다른 후기 우파니샤드를 선택하는 것이 적당하다.) 역

시 제사와 창조의 은유적인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제사만능주의의 표현은 아닌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그것은

리그베다에서 시작하여 후대 문학에서 거듭 반복되는 제례적

인 모티브의 창조신화다. 제례적 모티브는 창조신화뿐만 아니

라 특히 브라마나 문학에 깊이 침투해 있으며 초기 우파니샤

드에도 그러하다. 이러한 제례적 모티브는 중기 우파니샤드 이

후로 희석되기 시작하는데 그 敍事의 골간(The frame of story)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祭式主義的 개념이 主知主義的 개념으로 대

체된다.
6

우리는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과 직면하게 되

는데, 왜 브라마나나 우파니샤드는 제사만능주의적인 문학으로

오인될 정도로 제례적 관념으로 넘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 두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그것들이 리그베다에 대해 해석학적 문헌의 성격

을 갖을 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계승한다는 점이며 따라서 베

다 속에 등장하는 제사의 의미가 후대의 주석학자들에게 있어

서 중요한 해석학적 前理解(Vorverstand)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이다. 따라서 두 번째는, 이와같이 문학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었던 제례는 고대 인도에 있어서 학문과 삶의 규범

(Norm)을 제공하는 과학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물

6) Kaṭha-Up.에 등장하는 Yama와 Naciketa의 일화는 이미 Ṛv.

10.135에서, 그리고 다시 Taittirīya Br. 3.1.8에서 그 후레임 스토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그 변화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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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앞서 말한 제례만능주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

려 당대의 제례는 주술적인 종교로서가 아니라 차라리 인식의

패러다임을 제공해주는 독립된 개별 과학이었으며(Staal 1988, 4

3), 실지로 고대 인도의 諸科學의 기원(언어학, 수학, 문학, 논리학

등)은 제례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심재관 1995, 52

이하) 이러한 베다 제례의 의미는 근자에 Staal을 중심으로 부

각되기 시작했는데
7
, 우파니샤드 성립 당시 이미 방대한 양의

Śrauta Sūtra가 제작된 것은 고대 인도의 정신사적 맥락에서

갖는 제례의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방치되고 외면된 문

헌의 국내 연구는 인도의 제례에 대한 의식을 새로이 전환시

켜 줄 것이라 생각한다.

논점으로 돌아가서, 小考 는 우파니샤드로 이어지는 제례의

우주적인 은유를, 주술적인 의미의 제례만능주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梵我一如의 사상적 연원도 거기서 유래했다고 보고 있

다. 적어도 제례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제외한다면, 그 뒤에

小考 에서 설명하는 제례의 再生의 상징은, 이미 대중화된 해

석에 지나지 않지만, 설득력 있는 것이다.

필자가 위에서 지적한 베다 제례에 대한 오해는 다시 김호

성의 제사관 에서도 나타나는데 그의 베다 제례에 대한 이해

나 그 주장도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베다의 제례가 본질적으로 제사만능주의적 이라는데 전

혀 주저없이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뿌루샤 찬가’에서 이미 후대의 제사만능주의의 단초

가 보인다고 말해지기도 한다. 그런만큼 제사를 지내는 것은 브라

흐마니즘의 문화 속에서 중심적인 일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다.

··· 이러한 제사가 행해지지 않거나, 규정에 어긋나게 공물을 바

7) 심재관(1995)의 참고문헌에 있는 Staal의 저작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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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서는, 이 세상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베다의 입장이 우파니샤

드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이 확인될 정도이다. 이러한 브라흐마니즘

적 제사의례의 특징은 한마디로 ‘제사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다. 제

사만능주의는 아직 제사만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아직 종교로서의 브라마니즘(바라문

교)에서는, 지혜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지 못했다. 제사와 그 결과

에 대한 집착이 진리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

서 행해지는 제사의례의 실천은 바라던 대로의 행복이 아니다. 복

의 과실로서의 세계는 소멸되고 마는 불행과 苦를 초래하고 만다

는 것이다. (김호성 1994, 142-143)

제사관 에서도 제사만능주의의 근거를 역시 리그베다의

‘뿌루샤 찬가’에서 찾고 있는데, 그것이 갖는 상징적 가치가 폄

하되고 문헌에서 주어진대로 해석하는 실증적 독서로 일관하

고 있다. 그것은 마치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를 만들었다는 의

미나 마야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싯타르타의 상징적 탄생을 사

실로 받아들이는 독서와 다를 바가 없다. 앞서말한 바처럼, 베

다나 브라마나는 과학적 언어나 일상 언어(Practcal Language)로

쓰여진 문학이 아니다.

게다가 인용한 것처럼, 왜 ‘제사만능주의의 단초가 보이면

그런만큼 제사를 지내는 것이 브라마니즘의 문화 속에서 중심

적인 일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유감이지만, 제사관 의 베다 제례에 대한 이해는 거의 완벽한

편견에 사로 잡혀 있다. 근거로 제시한듯한 그 찬가에 대한 설

명도 생략되어 있고 베다와 제례와의 관계도 설정하지 않고

있다. 제사관 은 그러한 편견 속에서, 베다의 讚歌들이나 제

례를 再考해보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보여주지 않는다. 필

자가 두 논문을 앞에서 선택적인 글읽기라고 한 것은 그러한

노력이 자신들의 논지에 따라 衡平性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그 문학적 가치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베다’와 ‘기타’에 각각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역력히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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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브라흐마니즘적 제사는, 앞서 살핀대로 제사만능주의적 특색을

갖는다. 심지어 신보다도 제사가 더욱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Bhakti-Yoga는 이 관계를 역전시킨다. 신으로부

터의 구원은, 신에게 희생(재물)을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에 대한 절재적인 신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이다. 제사는 부수적인 것이다. 제사를 지내

는 자의 가슴 속에 내재된 念이 본질적인 의의를 갖는 것이다. (김

호성 1994, 151)

만일 그러한 ‘선택적 글읽기’를 필자에게도 허용한다면, 필자

는 브라마나 문헌이 제사만능주의를 만들어낸 문학이 아니라

는 예로서 Kauṣītaki Br. 6.2를 인용할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브라만은 제사를 얼마나 수행하는가? 다른 사

제들은 얼마나?’ ‘절반’이라고 그는 말해야한다. 제사에는 두가지가

있다. 즉, 하나는 말(語)로써 지내는 것이며, 또하나는 마음으로써

지내는 것이다. 말로써 지내는 것은 다른 사제들이, 마음으로써 지

내는 것은 브라만이 이행한다. 따라서 다른 사제들이 Ṛg, Yajur, S

āman으로 제사를 지내는 동안 브라만은 앉아서 제사의 절반을 수

행한다.

또 제사만능주의의 단초로 Puruṣa Sūkta를 리그베다에서

선택했고, 어떠한 초월적 의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필

자는 리그베다의 Nāsadīya Sūkta를 통해서, 그리고 J. Eggelli

ng이 지적하듯, 祭壇의 築城이 상징하는 바를 통해서 그 반례

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사관 은 브라만敎의 제례를 현

세이익적이라고 말하면서(김호성 1994, 147) 抛棄(Niṣkāma-Karma)

를 본질로 하는 Gītā의 Karma-Yoga를 비판의 도구로 삼고

있는데(김호성 1994, 150) Gītā의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제례의 본

질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Biadeau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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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처럼, 제사행위는 포기(tyāga)를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Bi

adeau 1976, 19) 이러한 포기는 보다 궁극적인 가치를 위한 것으

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제사에 바쳐지는 희생물은 祭主를

의미하며(Ai Br. 2.11) , 제물로 대체된 ‘自我의 죽음’을 통해서

祭主는 본질적인 自我를 회복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Coomaraswamy의 설명은 베다 제례의 의미를

베단타의 철학적 입장으로 고양시키고 있다.

이미 우리가 보아왔듯이, 祭主는 그 제사의 제물(havis)이다. 그

는 만뜨라를 읊을 때 기름이 칠해지는 prastara인 셈이다. ··· 그 pr

astara는 ‘또다른 육체’라 할 수 있다. ··· 그 제주의 죽음은 그의 본

질적인 자아를 되찾게됨으로 곧 그의 구원이라 할 수 있다.( p. 12

5) ··· 個我의 죽음을 상징하는 소마제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시피,

소마가 다름아닌 그 개별적 자아를 의미한다는 점은 더 이상 새로

울 것이 없다. ··· 소마는 돌로 눌러서 죽여야 하는 것이고, 거기서

불멸의 汁液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Coomaraswamy 1942, 126)

이와같은 해석을 도와줄만한 구절은 베다나 브라마나의 적

지않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그것을 어떻게 自意대로 이

끌어가는지는 순전히 저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

도 설득할만한 단서의 제공이나 균형있는 해석의 노력은 필요

하다고 본다.

제사관 은 베다의 제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파니샤

드나 기타에 대해서도 자신의 논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설명하

고 있는데, 우파니샤드나 기타가 베다 제례에 대해 취하고 있

는 기본적인 입장은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수용적인 것이다.(u

padhyaya 1971, 107) 단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베다

제례의 ‘무의미한’ 엄밀한 규칙성(vidhi)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

리가 중요하게 고려해보아야할 또하나의 전제는 베다에서 그

후대의 문학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의 斷絶’인데 후대의 문학

은 분명히 先代의 문학이 이루어낸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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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의미의 단절은 각각의 문학이 특

정한 해석학적 상황에 이르도록 하며, 따라서 그 ‘엄밀한 규칙

성’에 대한 후대 문학의 부정적인 평가도 그러한 의미의 단절

에서 기인한 것이다. 베다 제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규칙

성은 그들의 종교적 전통의 수립과 유지라는 사회학적 의미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동일한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이

敍事를 이끌어가는 動機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형성되는 예를

우리는 베다문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puruṣa sūkta의 변

형에 대하여 Biadeau (1976, 14-17)을, 이러한 변형에 대한 본격적

인 논의는 Witzel(1987)을 참고할 것) 베다문학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이러한 문학적 전통의 변형(variation)속에서 이해한다

면, 고대 인도의 제례가 기복적이고 주술적이라고 했던 초기

인도학자들의 학문적 세뇌(Brainwash)로부터 벗어나 좀더 진지

한 평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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