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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베다에서 실제로 다루고 있는 제식은 일명 엄숙제례(嚴肅祭禮)

라고 불리는 전문적인 Śrauta제의가 대부분이다. 소마제의 대표제

식인 아그니소또마Agniṣṭoma 경우 삼히따, 브라흐마나, 쉬라우따

수뜨라(Śrauta-sūtra)문헌1)에서 그 연구자료를 찾을 수 있는데 이

문헌들을 통념상 베다의 제례서祭禮書라고 한다. 이런 제의서를

기반으로 베다제식의 주요개념인 다끄시나(dakṣiṇā)를 연구하도록

한다. 사실 제식적 사실이나 하나의 개념을 다루는 이전의 연구는

* 김진영 : 가산불교연구원 연구원.

1) C.G. Kashikar,“A Structural Analysis of Agniṣṭoma", (ed.) S.S.Dange,

Sacrifice in India:Concept & Evolution (Aligarh:Viveka Publications.

1987).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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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못했다. 엄숙제례를 해석하거나 고대에 존재한 그대로의

제식을 파악하는 것은 브라흐마나문헌에 대한 상세한 학습이 중

요하다.2) 기존의 수뜨라문헌 위주의 기술적 연구방법이나, 베다

삼히따의 짧고 은유적 싯구로는 하나의 사실로서의 제식연구는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본고에서 세 가지 문헌 모두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는 없지만, 문헌들이 제시하는 다끄시나라는

문제를 균형있게 다루도록 할 것이다.

흔히 제식에서 사제가 받는 돈이나 물건으로 알고 있는 것이

다끄시나이다. 제식을 치뤄주는 용역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이해

될 수 있는 다끄시나는 제비祭費, 보수報酬로 번역하기도 하고, 급

료․임금․보상․선물의 의미로 다양하게 해석된다. 이러한 다끄

시나가 성립하는 원인과 다양한 기원 그리고 행위의 의도가 무엇

인지를 考究하고, 원전을 중심으로 베다에서의 의미를 밝히는 것

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론의 첫 장에서는 다끄시나 개념의 기원과 정의를 알아보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증여적 해석이 가능한지를 살펴본다. 둘째 장

에서는 다끄시나의 규정과 종류를 차례대로 살펴서 텍스트 내에

서의 실질적 절차와 의도를 알아본다. 세 번째는 다끄시나와 제주

의 관계를 다루는 장이다. 여기서는 천계의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

의 원리가 제주와 어떤 상관성을 가지며 상징을 보여주는지, 제주

가 제식에서 다끄시나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정리해 본다. 네 번

째 장에서는 다끄시나를 받는 사제의 기능적 원리를 파악하고, 특

히 브라흐만 사제((bráhman)가 제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위해 제주와 사제의 관계가 부각되는

2) Houben은 특히 논쟁적인 문제를 다룰 경우 엄숙제례의 요소와 양상을

해석해서 그 당시 그대로의 제식과 관습을 비논쟁적인 언어로서 개념을

추출하는 작업에 브라흐마나문헌이 절대적임을 강조한다. Houben, Jan E.

M. The Pravargya Brāhmaṇa of the Taittirīya Āraṇyaka : an Ancient

Commentary on the Pravargya Ritual (Delhi :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Pvt. Ltd, 1991).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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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의식(Dīkṣā)에서의 각자의 기능을 분석한다. 이는 제식에서의

죽음․재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다끄시나의 본성을 밝히는데

주력하기 위한 것이다.

1. 다끄시나의 기원과 정의

다끄시나(dakṣiṇā)는 리그베다에서 인간을 상해(傷害)에서 구원

하는 여신3)이었으며, 제식인 야기니(yajñī)와 자매사이로 출생에

서부터 제식과 불가분의 운명을 지닌 신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끄

시나는 제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으로서, 제식이란 전차를 운반

하는 걸쇠, 제식을 아름다움(美)으로 빛내는 장신구, 제주를 하늘

로 이끄는 다리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다. 만약 다끄시나가

적절하게 행해지지 않으면 제식에 ‘구멍’이 생기게 되며, 제식이라

는 배는 침몰하게 된다고도 한다. 또 다끄시나를 주지 않는 자에

게는 Āptyas의 죄가 부착된다는 믿음이 있으며, 다끄시나가 죄를

씻어준다고 한다.4) ŚB 1.3.3에서 사제에게 다끄시나를 주지 못하

면 브라흐만을 살해한 Āptyas의 죄가 제주에게 부착되어 전이된

다고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소 없는 짐차가 쓸모 없듯이 다끄시

나 없는 제식은 해가 되며, 마술같은 주법呪法과는 구별된다.

“신과 아수라는 모두 제식에서 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 신

이 한 것을 아수라도 했다. 그래서 신은 Rāshṭrabhṛit라고 불리는 만

뜨라를 뿌렸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아수라의 불로부터 그것들을 얻

3) RV.1.18.5. tvaṃ taṃ brahmaṇas pate soma indraśca martyam dakṣiṇā

pātvaṃhasaḥ.

4) Devasthali, G.V., Religion and Mythology of Brāhmaṇa (Poona : Poona

University Press, 1965).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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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냈다. 그리고 첫 만뜨라로 식물을 얻었다. 두 번째로 태양과 마음을,

세 번째로 달과 별을, 네 번째로 제식과 선물을 얻었다. 아수라는 이

제 제식, 선물, 별을 빼앗겼다. 그들이 무엇을 행하든 그것을 파괴하는

주법인 Kṛityā일뿐이었다. 그러므로 집에서 다끄시나 없이 공양을 해

서는 안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는 끄리띠야를 행할뿐이다. ” 5)

본래 다끄시나는 선하게 구걸한 물건으로, 탈취물을 일컫는 말

이었다. Soma祭에서 제주는 다끄시나로 나누어질 귀중품을 구걸

해 모아오는 대사로 파견되었다. Saniyācana의식에서는 제주가

가치 있는 물건을 얻고, 밀사(密使)가 이를 다끄시나로 배분했다.

또 Aśvamedha祭에서는 다끄시나분배의 13일동안 왕과 제주의 특

사들이 파견되어 바이샤계급 하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 중에

서 대답을 못하는 자들의 소유물들을 빼앗는데 그 탈취물이 다끄

시나였다.6) Rājasūya祭 abhiṣecanīya의식에서도 물건을 빼앗거나

수집한 다끄시나가 분배되었다고 한다. 이 포탈이나 획득한다는

의미는 전리품戰利品을 뜻하는 와자(Vāja)7)와 연관되는데, 이는

리그베다에서 다끄시나를 대치하는 개념으로 빈번히 사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끄시나는 여성명사로서 제비祭費

를 뜻한다. 이는 소나 다른 동물 혹은 물건으로 이루어진다. 베다

5) KS 37.12.

6) J. Gonda, Change and Continuity in Indian Religion (Hague : Indian

edition, 1985). p. 333ff.

7) Oguibenine, Boris., Essay on Vedic and Indo-Europea Culture (Delhi :

Motilal Banarsidass, 1998),Ⅱ. Aspects of Sacrifice in the Ṛgveda, pp.

115～116에서 Oguibenine는 전차경주에서 승자에게 주는 전리품을

뜻하는 와자는 외적인 의미로 상용되며 메타포적인 특성이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선물을 뜻하는 다끄시나는 내적이고 복잡한 개념으로 일종의

메타포라고 구분한다. 와자가 사제와 제주사이 양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면, 다끄시나는 후원자인 제주와 실제적인 집행자인 사제사이의

효과적인 관계의 화현化現으로 승화되어 나타나는 적절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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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끄시나의 구체적인 사례물은 소이다. 특히 젖을 풍부히 내

는 암소라는 말은 다끄시나의 대용어로 쓰일 정도로 대표적이

다.8) 소는 부의 가치척도가 되는 동물로서 가장 근본적인 사례물

이었으며, 다끄시나 소는 사제의 노고에 대한 보상적인 면이 강한

신성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어원적으로 다끄시나는 주다(√da)의 의미를 가진 말로 제식과

관련해서 급료, 사례, 선물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Barth는 전

차경기가 펼쳐지는 등 큰 규모의 제식에서는 다끄시나를 급료로,

규모가 작고 일상적인 제식에서는 선물로 해석했으며, Sen도 소

규모 제식에서는 쌀요리인 Anvāhārya를 주고, 큰 제식에서는 복

잡하고 다양한 다끄시나를 준다고 구분하고 있다.9) 즉 간단한 제

식은 음식공양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베다에서 주로 다루는 복잡

한 제식에서의 다끄시나는 급료, 보수, 선물 등으로 다양하게 해

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다끄시나의 증여적 의미를

살펴보자.

제식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서비스의 제공과 그 수혜 그리

고 지불의 형태는 엄연히 경제활동이다. 다끄시나가 선물이 아니

라, 급료라고 보는 Malamoud10)의 고전적인 견해는 서비스와 지

급의 동시교환형태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기반이 배제된 脫聖禮化의 전형으로 취급된다. 사회경제가 세금징

수로서 유지되는 것처럼 다끄시나는 제식수행을 지탱해주는 財貨

가 되는 것이다. 다끄시나는 사제의 주요 수입원이며, 제식수행의

효능성은 제주가 사제에게 얼마나 넉넉하게 급료를 주느냐에 달

8) Macdonell, A.A. History of Sanskrit Literature (Delhi : Motilal

Banarsidass, 1971). p. 126.

9) Barth, A.,(trans) J. Wood., The Religions of India (Delhi : Low Price

Publications, 1990)과 Sen, Chitrabhanu., A Dictionary of the Vedic

Rituals - based on the Śrauta and Grhya Sūtras (Delhi : Concept

Publishing Company, 1978. rep. 1982, 2001). p. 71.

10) C. Malamoud & M. Biardeau, Le Sacrifice dans l'Inde Ancienne (Paris

: P.U.F., 1976).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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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있다. 사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제계급과 그 서비스를 받는 지

배자 계급사이의 위계상황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특히 知

的인 활동에 대한 대가로 사용되는 보수(報酬 : honoraria)란 단어

는 사제계급의 영적인 활동성이라는 의미에서 적절한 해석이 된

다. 제관에게 주는 보수는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 체발

식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은 것으로서, Mauss는

이를 사회적 위치상승에서 나누어지는 분배의 의미인 일종의 포

틀래취(potlatch)로 보기도 한다.11) 즉 다끄시나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보상받는 단순한 급료가 아닌 보다 큰 ‘선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2. 다끄시나의 규정과 종류

1) 규정

다끄시나의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다끄시나 없이 어떤

공양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AB Ⅵ.55 “제식에서 다끄시나

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꼭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며 사제는 배

분될 100개의 다끄시나보다 적은 것을 동정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충고한다. 소마제에서는 100개의 다끄시나를 정확하게 묘

11) 모스Mauss는 호혜성을 수반하지 않는 상품과 선물은 구별하였다. 즉

선물은 주기․받기․답례라는 3종의 의무가 수반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물건의 교환이 아닌 것으로 삶의 모든 측면과 관계하는 매커니즘으로

해석된다. Marcel Mauss, Essai sur le Don (Presses Universi taires de

France,1950)의 번역서로 이상률譯 증여론 (서울 :한길사, 2002) pp.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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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며 사제들은 이를 모두 받아야 한다. 또 중요한 규정으로는

사제들은 다끄시나를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다. 이를 거래

하는 사제는 천계에 올라갈 수 없게 되는데, 영광(yaśas)인 다끄

시나를 타인에게 준다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양도는 허용되어 얻은 물건을 주려고 할 때

는 아침 혹은 일과 후에만 주도록 한다12)고 세세히 규정하고 있

다. 또한 다른 사제가 거절해 거부된 다끄시나를 받아들여서도 안

되며13) 이를 받아들인 자는 적敵이 된다. 누군가 거부하고 거절한

다끄시나를 다른 이가 받아들이면 그것은 암사자로 변해 그를 공

격한다14)는 설명도 있다. 다끄시나의 다른 규칙으로는 아뜨리(Atr

i)家系에 속하는 사제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있다.

이 규칙은 고대신화와 연관되는데 태양이 가려지는 암흑을 제거

했던 아뜨리의 공적을 기리며 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아뜨리

가문에 속하는 사제에게 최우선으로 다끄시나가 주어진다. 마지

막으로 찾아 볼 수 있는 규정은 사제에게 ‘보여지는’ 것이 다끄시

나로 주어진다는 점이다. ‘보여지지 않는 다끄시나는 주어지지도

않아야 하는 것(na hyadṛṣṭā dakṣiṇā dīyate)’이다. 그러므로 젖소

의 우유가 다끄시나로 인정되려면 사제에게 보여지는 과정을 거

쳐야만 한다. 이 법칙의 의미는 다끄시나의 증여에서 어떤 속임수

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사제는 이 같은

의미가 아닌 어떤 것도 얻어서는 안 된다.

12) ŚB.14.1.1.32.

13) A.A. Macdonell & A.B.Keith, Vedic Index of Names and

Subjects.(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vol.2. p. 82에서는

브라흐만이 다른 이가 거절한 다끄시나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자신들의 임금을 낮추는 위험을 방지한다는 경제적 측면으로 해석한다.

14) ŚB 3.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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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

신만월제에서는 안와할야(Anvāhārya)라고 불리는 한 접시의

쌀요리[일종의 잡탕죽]만이 다끄시나였다.15) 이는 다끄시나를 제

식의 3祭火중에 하나인 南火(dakṣiṇāgni)의 생략형으로 보는 견

해16)에서 유래한 것으로, 祖靈火로서의 신비하고 풍부한 상징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17) Iṣṭ祭에서 사제는 음식을 두 번 섭취한

다.18) 첫 번째는 北火에서 사제의 역할을 위해 Iḍa를 먹고, 두 번

째는 南火에서 다끄시나로 주어지는 쌀요리를 먹는데 이 경우는

생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있고, 만져질 수 있는 변형된 음식형

태19)를 섭취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다끄시나는 여러 가지이다. 소가

대표적인 다끄시나이지만 산양, 수소, 말, 낙타, 다른 동물들, 농경

지20),옷, 금 등도 많이 사용된다. 이 중에서 베다제식에서 주요하

15) Musashi Tachikawa․Shrikant Bahulkar․Madhavi Kolhatkarr, Indian

Fire Ritual (Delhi :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2001). p. 18. 1972년

인도 뿌나에서 거행된 Pavitreṣṭti祭(신만월제의 변형)를 거행하면서

Adhvaryu가 남쪽불(dakṣiṇāgni)위에 놓인 Anvāhārya를 취하는 것을

사진(pp. 152～3)으로 상세히 싣고 있다. 사제는 제단 안에 있으며

만뜨라를 암송하고 그때 제주는 제식의 수행을 위해 다끄시나를 준다.

16) Louis Renou, (tran) Philip Spratt, Vedic India (Delhi : Indological Book

House, 1972). pp. 101.

17) C.Z. Minkowski, Priesthood in Ancient India-A Study of the

Maitravaruna Priest (Wien : Sammlung De Nobili, 1991). p. 24.

18) BhŚS 3.4.1～4 ; ĀpŚS 3.4.1～4.

19) Heesterman, J. C., The Inner Conflict of Tradition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The Flood Story in Vedic Ritual,

p. 64.

20) 땅(地)은 다끄시나에 포함되기(ŚB 7.1.1.4)도 하지만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다끄시나에 땅을 포함하지 않는다.(ŚB

13.8.1.13) 텍스트에 따라 다끄시나로도 표시되지만 허용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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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루고 있는 다끄시나는 크게 네 종류로 금, 소, 옷, 말이 이에

해당한다. 4종의 다끄시나의 원형적 형태는 리그베다 Dakṣiṇā-Sū

kta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끄시나dakṣiṇā는 말로 주어지며, 소로 주어지고, 더욱이 반짝이

는 금으로도 주어진다.

다끄시나는 우리의 삶과 정신인 음식으로 주어지며, 현명한 자는

그의 옷을 다끄시나로 바꾼다.”21)

보상을 주는 자는 천계로 올라가 머물며, 말을 바치는 자는 태양과

함께 영원히 거주하게 된다.

금을 바치는 자는 불멸 안에 은혜를 받으며, 옷을 바치는 자는 장수

하게 되리라, 소마여!22)”

위에서 다끄시나의 종류에 따른 제식의 목적도 설명되어진다.

말을 바치는 자는 영원한 태양23) 속에 거주하며, 금을 바치는 자

는 불멸을 얻고, 옷을 바치는 자는 장수를 누린다는 이 문구는 당

시 제주들의 현실적인 제식목적을 충분히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여기에 가장 일반적인 다끄시나 소가 현실적인 부富를 이루어 준

다는 통상적인 믿음까지 감안한다면 제주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

는 바에 맞게 다끄시나를 적절히 분배해야 할 것이다. 제식행위로

부터 기대되는 특정한 이익과 관련해 4종의 다끄시나 형태는 ŚB

4.3.4.7 등에서도 자주 다루어진다. 이에 4종의 다끄시나를 차례대

로 정리해본다.

21) dakṣiṇāśvaṃ dakṣiṇā gāṃ dadāti dakṣiṇā candramuta yad dhiraṇyam

dakṣiṇānnaṃ vanute yo na ātmādakṣiṇāṃ varma kṛṇute vujānan ṚV

10.107.7.1～2.

22) uccā divi dakṣiṇā vanto asthurye aśvadāḥ saha tesūryeṇa

hiraṇyadā amṛtatvaṃ bhajante vāsodāḥ soma pratiranta āyuḥ ṚV

10.107.2.1～2.

23) 말과 태양의 관계에 관한 풍부한 설명은 Gonda, Jan., Aspects of Early

Viṣṇuism (Utrecht : N.V.A.Oosthoek's Uitgevers Mij, 1954). p. 147 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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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금(金)

Pañcabilacaru祭의 아그니에게 바치는 케잌공양에서의 다끄시

나가 금이다. 금은 불로서 확립된다고 하는데 금이 불火의 종자이

기 때문이다. 또 금은 100개의 곡식으로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인

간이 백수白壽를 누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금 다끄시나를 줌

으로써 제주는 완전한 수명을 획득하게 된다.

⑵ 소(牛)

다끄시나 단어자체가 소24)로 대표되듯이, 소는 가장 빈번히 사

용된 다끄시나이다. 대부분의 소는 송아지와 함께 주어지는데, Āg

rayaṇa祭에서는 갓 태어난 첫 송아지를 바치기도 한다. 라자수야

의 Vaiśvānara祭에서는 황소를 바치고, Paśubandha祭에서는 얼룩

소를 송아지와 함께 바쳐야 하며, Sautrāmaṇi祭에서는 거세된 소

를 바친다. 또 주법적인 Śyena祭에서는 제주가 적敵을 잡기 위해

제식을 거행하는데, 이 경우의 다끄시나 소는 그 제식의 상해하는

목적과 본성에 맞게 ①외눈박이소(kāṇa), ②절름발이소(khora)

③뿔이 다친 소(kūṭa) ④꼬리가 다친 소(baṇḍa)가 사용된다. 비

슷한 Ratnin공양에서도 다끄시나는 검고, 나이많고(parimūrṇi),병

든(pavyāriṇi) 소가 사용된다.

⑶말(馬)

라자수야 Pañcavātiya祭에서 말 한 마리와 전차가 다끄시나로

바쳐진다. 말 옆에 전차를 끄는 자와 전사도 주어지는데, 전사 혹

은 여왕, 어린 소녀도 다끄시나로 사용되기도 한다. Sautrāmaṇi의

24) ŚB.Ⅴ.3.1.3 “ṛṣabho dakṣiṇā sa haindro yad ṛṣabhaḥ. 소(牧牛)이기

때문에 제식적 선물이다. 소이기 때문에 인드라 자신의 것이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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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śupuroḍāśa祭에서는 암말을 망아지와 함께 바쳤다. 여기서 다끄

시나는 제식의 본성과 주법적으로 연결되는데, 사우뜨라마니에서

암말을 다끄시나로 쓰는 것은, 이 말이 새끼 말 뿐 아니라 당나귀

도 생산해내기 때문이다. 사우뜨라마니가 수라(surā)이면서 소마

(soma)라는 이중적인 특성을 가진 것과 암말이 두 종류의 동물을

생산해내는 능력을 연관지어 적절한 다끄시나로 선택되는 것이다.

⑷ 옷(服)

인도에는 옷이 장수와 관련이 있다는 통념이 있는데, 사람과 옷

사이에 주법적인 공감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옷이

다끄시나로 쓰인다. 라자수야의 끝부분에 벌이는 Traidhātavi Ud

avasānīya祭의 다끄시나는 3벌의 옷으로서, Adhvaryu사제에게 주

어진다. 마제에서 Pauṣṇīṭi에게 100개의 의복을 바치는 특별한 경

우도 있다.

이상의 다끄시나는 사제의 본성에 근거하여 부여되기까지 하는

데 이를 대표적인 사제와 연관지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브라흐만

사제에게는 금이 주어지는데 브라흐만은 (Adhvaryu처럼) 행위하

지 않으며, (Udgīta처럼) 제문을 외우지 않고, (Hotṛ처럼) 암송하

지도 않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존경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Pravargya祭에서 금을 브라흐만 사제에게 주는 이유는

브라흐만이 앉아있는 것처럼 금이 그 자체로 영광(yaśas)과 동격

이 되기 때문이다. 금과 브라흐만은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된다. 옷은 아드바르유 사제에게 주

어진다. 옷이 몸을 넘어서 자신을 팽창하게 해주듯이 아드바르유

는 제식을 ‘팽창’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 Pravargya祭에서는 소젖

을 주기도 하는데 우유주전자를 데우는 것과 같이 데워져야 할

제식의 근본에서 생겨난 자가 아르바이유이기 때문이다. 호뜨르

사제에게는 세 마리의 소를 주는데 이는 그 자체가 제식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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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Pravargya祭에서는 제주에게 공양된 우유를 막 짜낸 소

를 호뜨르에게 주는데 이것도 그가 제식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유

를 양도한 소는 우드기따 사제에게 주어지는데 이는 그가 제주부

인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25)

위의 경우처럼 다끄시나는 상대의 직능에 맞게 상징적으로 주

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대한 왕실제에서 왕이 부여

하는 다끄시나의 종류는 더 정밀해진다. 다끄시나 소도 그 대상에

따라 색깔, 성별, 나이, 건강 등의 요소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부여

되고, 그 자체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례로 Rāja

sūya祭에서의 다끄시나 소의 분배를 세분화시켜 보면, 뿌로히따

(Purohita)사제는 등이 흰 소, 왕 자신은 수소, 여왕과 수장에게는

얼룩소, 의전관에게는 붉고 흰 소, 전차관에게는 불깐 쌍둥이소,

버려진 부인에게는 검은 색의 노쇠하고 병든 소를 나누어주었

다26)고 한다.

3. 다끄시나와 제주의 관계

하늘에 있는 신에게 인간은 불에 덴 공양을 바친다. 이를 제식

(yajña)이라고 부르며, 이 공양에는 제물(paśu․medha)이라는 중

개자가 신과 인간을 이어준다. 또한 제물은 주로 동물로서 도축屠

畜이라는 희생적 형태를 띠는 특징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일상적

우유공양 Agnihotra에서 제주가 제물paśu27)로 불려지며, 곡물제(I

25) Ganesh U. Thite, Sacrifice in the Brahmana Texts (Poona: Poona

University Press. 1975)

26) Naama Drury, The Sacrifical Ritual in the Śatapatha Brāhmaṇa (Delhi :

Motilal Banarsidass, 1981). p. 13.

27) TB.Ⅱ.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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ṣṭi)에서 주로 바쳐지는 구운 곡물이나 쌀케잌(puroḍāśa)도 제주와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다.28) 또한 제사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일반

적으로 행해지는 단식(斷食)은 제주가 공양될 기체로서 자신을 만

드는 과정29)으로 보는 등 自我祭祀(ātma-yajña)는 베다 텍스트에

서 일반적이고 주요한 개념이다.

자기자신을 바치는 자아제식이라는 말만으로 본다면, 제주는

자신의 몸을 바쳐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인신공

양의 방법이 아니라도 제주는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사는 구입(n

iṣkrayaṇa)’의 방법으로 자신을 대체30)할 수 있다. 레비Lévi같은

강경한 학자는 자살만이 진정한 제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제식에서 제물이란 상징적인 것으로서 인간을 대체한 물질인 것

이다. 인간은 모든 제물(祭物 paśu)의 위계상 가장 상위에 속한다.

이는 인간이 가장 원형적 제주의 始原인 Prajāpati에 가깝기 때문

이다. ŚB.Ⅶ.5.4.6의 설명을 보면

“Prajāpati는 최초의 일자이다. 그는 ‘음식을 방출해야겠다. 재생산

해야겠다.’라고 바란다. 그는 그의 호흡에서부터 paśu를 측정한다. 그

의 마음에서 인간을 [측정해낸다], 그의 눈으로부터 말을 [측정해낸

다]. 그의 숨에서 소를, 귀에서 양을, 목소리에서 산양을 [측정해낸다].

그래서 그는 그의 숨에서 그것들을 측정해냄으로서 그것들이 말하길

28) TB Ⅲ.2.8.9.

29) ŚB Ⅺ.1.8.4.

30) 일반적인 제식에서 소마의 대체물로는 pūtīkā가 쓰이고, 금의 대체물로는

기ghee가 사용된다. 실제로 그 비용이 고가이고 희소가치가 대단하기

때문인데 베다제식의 대체개념은 오리지널에 대한 유사성(sāmānya :

普遍)을 기준으로 취해진다. 원본과의 유사성은 대체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이때 대체는 원형적 기체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오리지널과 ‘경쟁’하지 않는 대체는 없다.

오리지널과 닮아서 대체로서 인간, 말, 소, 양, 산양이라는 Paśu의 순계를

정하는데, 이중에서 마지막을 차지하는 산양은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

일뿐 아니라, 가장 흡족한 질을 보장하는 제물로서 우수성이 보장된다.

Smith,Brain K., Reflections on Resemblance, Ritual and Religion

(Delhi : Motilal Banarsidass, 1998)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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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śu들은 호흡들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에서 인간을 측정해냄

으로서 그것들이 말하길 “인간은 paśu 중에 제일로 가장 효력있는(vīr

yavattama)것이다. ”마음은 모든 숨이며 모든 숨 중에 마음에서 가장

확고하게 자리잡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그의 마음에서 인간을 측정

해냄으로서 그들이 말하길, “인간은 paśu 전부이다.”그들 모두가 인간

이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제물Paśu리스트에서 인간은 최고 상위이며 가장 하위는

산양이다. 이 축약적 위계사다리에서 인간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

로 제주자신의 몸을 바쳐야 하지만 하위에 위치한 산양같은 ‘결점

있는 인간(kimpuruṣa․kinnara)’으로 자신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

렇게 본다면 제식은 자아를 상징적으로 변형하는, ‘하위’의 자아를

바쳐 ‘상위’의 정체성을 얻는 작업이 된다.

제주는 제사를 통해 천계天界에 오르기 위해 제식을 한다. 물론

현세적인 부․장수 같은 목적성취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죽음

의 극복하는 ‘내세에서 죽지 않는다’는 욕망을 근저에 깔고 제식

을 행한다. 제식은 순환하는 우주, 그 순환 고리 안에 생과 멸이

공존하는 제주의 세계를 표상한다. 제식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하

며 그 결과를 받는 자체가 바로 제주인데, 그는 제식으로 이 세계

안으로 유입되며 그 자체와 상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식원리 안에서 제주에게 왜 다끄시나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자. 제주는 제물인 불순한 자아를 살해하지만 이로 인해 제

식은 활력을 잃게 된다. 이때 신들은 공양된 다끄시나로써 제식의

활력31)을 되찾게 되며, 사제는 다끄시나를 이용해 제식의 힘을 회

복시켜 결과를 성공으로 이끈다. 여기서 말하는 제식이 ‘살해되는’

31) 다끄시나는 또 다른 어원을 갖고 있는데 이는 √dakṣ로서 활력을

주다(dakṣayati)이다. ŚB.2.2.2.1-2., ŚB 4.3.4.1-2에서 활력을

주다․완성하다․결과를 성취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는 Nirukta 1.7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adakṣayan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Gonda, Jan., Vedic Literature : Saṃhitās and

Brāhmaṇas, A History of Indian Literature, vol.1, fas.1 (Weisbaden :

Otto Harrosowitz,1977). p. 37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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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실패하는’ 것이란 실제제물인 동물을 도축하거나, 곡식을 갈

거나, 소마를 누르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 순간부터 제식이

‘더 이상 강해지지 않을 때(na dadakṣe)’ ‘다끄시나를 이용해 신들

이 원기를 회복하게 되므로(taṃ deva dakṣinābhir adakṣayan)’ 이

를 다끄시나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제식케잌을 준비할 때 절구와

공이를 써서 곡식을 정제한다. 이 작용으로 제식은 활력을 잃게

되며, 제주는 상징적인 죽음을 당한다. 이 경우 제식은 다끄시나

로 힘을 갖게 되며, 사제는 다끄시나의 힘으로 제식을 강하고 완

전하게 만들어 제식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다. 즉 다끄시나는 제식

을 소생시키고, 힘을 부여하는(vayodhāḥ) 치유제(治癒製 bheṣaj

a)32)이며, 사제는 이를 처방하는 의사(bhiṣaj)가 된다.

4. 다끄시나와 사제의 기능

브라흐마나문헌에서 제식을 바치는 대상은 일반적인 신과 인간

신으로 나뉜다. 신에게는 봉헌(āhutis)을, 인간신 즉 브라흐만(brá

hman)에게는 다끄시나라는 특정한 형태를 바친다. 브라흐만은 영

적인 문제뿐 아니라 실질적 교역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계급으로 특히 왕의 사제인 Purohita는 종교적인 필요성뿐 아니라

왕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도 그 역할이 강조되었다. 여기서 유

념할 것은 인간신이 일반적인 신과 동등하거나 혹은 이를 넘어서

서 군림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이 사제적 오만이나 만능주의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인도-독일계 민족의 뿌리 박힌 문

학적 심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파우스트(Faust)라는 초인超人을

찬양하는 싯구처럼 베다에서 브라흐만은 그렇게 찬미되는 존재인

32) ŚB 2.2.2.1ff : 12.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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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33)

두 종류의 신이 있다. 이름하여 신인 신이며, 배우고 또 배운 브라

흐만이 인간신이다. 이 둘 사이에 제식이 양분되는데 ; 제식적 공양은

신을 위한 것이며, dakṣiṇā는 배우고 또 배운 인간신의 것이다. ; 제식

공양으로 신은 즐거워하고, 인간신에게 준 선물로, 배우고 또 배운다.

이 두 종류의 신이 제주에게 전해주며, 이 두 종류의 신이 만족했을

때 (제주를) 천계의 지복으로 운반해준다. 34)

브라흐만들은 제식의 주법적 성향을 강조해 자신들의 위엄성을

주장할 때 제식을 편리하게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자신들을 현실

에서 ‘보여지는 신’으로 부각시켜 강조하며 ‘다끄시나를 받을 자격

을 갖는 초월적 존재35)’로 기술하기도 한다. 제주가 이러한 브라

흐만 혹은 공식사제(ṛtvij)에게 왜 祭費인 다끄시나를 주는가 하는

문제는 문헌 내에서 분명하게 논의된다. 제주가 천계로 올라가는

유일한 방법은 사제에게 지불한 다끄시나에 부착되어가는 방법뿐

이다. 제주는 제식을 수행하는 자, 즉 사제들에게 주는 제식적 선

물인 다끄시나를 통해 제사의 공덕을 도로 상환하게 된다. 제주가

제식의 결과를 얻는 것은 다끄시나라는 대리인을 통해서인 것이

다.36)

33) M.Winternitz,( trans) V.S. Sarma, A History of Indian Literature

(Delhi : Motilal Banarsidass, 1987) vol. 1. pp. 184～6.

34) dvayā vai devā devāḥ | ahaiva devā atha ye brāhmaṇāḥ

śrúśruvāṃso‘nūcānāste /manuṣyadevāsteṣāṃ dvedhā vibhakta eva

yajña āhutaya eva devānāṃ dakṣiṇā /manuṣyadevānām brāhmaṇānāṃ

śuśruvuṣāmanūcānānāmāhutibhirevadevānprīṇāti

/dakṣiṇābhirmanuṣyadevānbrāhmaṇācruśruvuṣo'nūcānāṃsta

enamubhaye devāḥ prītāḥ sudhāyāṃ dadhati// ŚB Ⅱ.2.2.6.

35) G. P. Upadhyay, Brāhmaṇas in Ancient India - A Study in the Role

of the Brāhmaṇa Class from C.200 BC to C. AD500. (New Delhi :

Munshiram Manoharlal Publishers Pvt.Ltd., 1978) pp. 8～9.

36) H.W. Tull, The Vedic Origins of Karma-Cosmos as Man in Ancient

Indian Myth and Ritual (Delhi : Sri Satguru Publications,199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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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세계로 나를 데려간다! 이런 바램으로 제주는 제사를 바친

다. 이 제식이 神界로 가고, 이후 그(제주)는 제관들에게 다끄시나(dak

ṣiṇā)를 주고, 이 다끄시나에 의해 제주가 올라간다.” 37)

제주가 서비스로 초래한 빚(rṇa)은 다끄시나로 알려진 ‘제식적

선물’이라는 엄격히 규정된 형태를 통해 변제된다. 제물과 제주祭

柱를 묶는 로프(bandha)처럼, 다끄시나는 제주와 제관을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묶는다. 제주는 다끄시나를 통해 제관과 자기 자

신을 연결하고, 동시에 제식의 공덕과도 연관되어지는 것이다. 이

는 제식의 지불체계가 아니라 제식수행의 일부로 해석된다. “그러

므로 (제주는) 줄 수 있는 만큼 주어야 한다. 다끄시나 없이는 제

식도 없다”고 강조한다.38)

또한 자아제식의 상징적 원리로 본다면 제주는 다끄시나를 브

라흐만인 사제들에게 줌으로써 자신의 불순한 몸을 던져주고, 죽

음을 넘어서게 된다. 제주가 자신의 일부를 각 사제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문구는 인간신인 브라흐만들에게 자신을 직접 다끄시나로

공양하는 행위의 상징이기도 하다.

“Hotṛ에게 그는 그의 목소리를 주고, Brahman에게는 그의 마음(ma

nas)를 주고, adhvaryu에게는 그의 숨(prāṇa)를 주며, udgātṛ에게는

그의 눈을, hotrakas에게는 그의 청각을 주고, camasādhvaryus에게는

그의 사지四肢, prasarpakas에게는 그의 털을, sadasya에게는 그의 몸

통을 준다. ; 이러한 자신의 일부들을 위해 다끄시나는 분배되어진다.”

39)

35～36.

37) ŚB.Ⅳ.3.4.6 ... devaloke me 'pyasaditi vai yajate yo yajate so’syaiṣa

yajño devalokamevābhipraiti tadanūcī dakṣiṇā yāṃ dadāti saiti

dakṣiṇāmanvārabhya yajamānaḥ

38) ŚB.Ⅳ.5.1.16....tatro yacaknuyāttaddadyānnādakṣiṇaṃ haviḥ syāditi

hyāhuratha...

39) ĀpŚS 13.6.4～6 ; HirŚS.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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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제주의 몸은 다양한 다끄시나로 化現하여 사제에게 먹혀

지며, 제주는 제물인 동시에 사제의 다끄시나가 된다. 제주는 자

아라는 다끄시나를 바침으로 각 공식사제에게 부여된 제 각각의

직능을 독점하고 점유하여 제식을 온전하게 성취하게 된다. 여기

서 다끄시나가 브라흐만사제에게 분배되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이는 사제의 직능을 점유하여 제식을 성취한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브라흐만 사제가 가장 중요하고 대

표적인 사제이기 때문이며 그 역할이 갖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

기도 하다.

다른 사제들이 제식에서 각자의 제식행위에 몰두할 때 브라흐

만사제는 아무 것도 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임무인

‘제식의 의사(醫師 bhiṣaj)’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했다. 후원자인

제주와 공식사제인 브라흐만의 관계에서, 사제는 제주의 다끄시나

를 받음으로써 그가 불순한 죽음을 넘어서도록 도와준다. 제식에

서 선물이나 음식으로서 나타난 제주의 악과 불순은 다끄시나를

통해 순수성으로 전이轉移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전통제식에서

브라흐만사제는 제식의 잘못을 수정하는 일종의 치료사이지만 근

본적으로 죽음의 치료자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40) 고전제식은

불순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식의 정확한 수행에 반하는 위반

을 허용할 뿐이다. 브라흐만 사제의 기능이란 제식적 잘못을 수정

하고 바로 잡아서 변형하는 것이다. 이런 그의 전통적 역할은 제

식에서 제주가 죽음과 재생을 넘어서도록 도와주는 초월적인 것

이다. 제주는 그런 그의 초월적 직능을 제식기간동안 소유함으로

써 자아를 변형할 수 있게 된다. 브라흐만은 단지 조망자로 보여

지지만 영적이고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제이기 때문에 그가 받는

다끄시나의 몫이 다른 사제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41)

40) Heesterman, The Inner Conflict of Tradition(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Brahmin, Ritual, and Renouncer, p. 27ff.

41) KB 6.11 : AB 5.33.34. Staal, Frits., Agni : The Vedic Ritual of the Fire

Altar (Berkeley : Asian Humanities Press,1983). p. 118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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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라흐만의 역할은 소제의식(溸漈儀式)인 딕샤Dīkṣā42)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 의식은 제식의 두가지 양상 즉 죽음과 재생

을 겪게 되는 상징적인 의식이다. 제주는 엄격한 고행으로 죽음의

상태를 체험하며, 모태로 회귀하는 행동43)을 직접함으로서 탄생

을 이루게 된다. 사제는 제주를 도와 그가 불순한 죽음을 통해 영

적으로 새롭고 순수하게 다시 태어나도록 도와준다.44) 딕샤의식

을 완성하는 시기에 사제는 다끄시나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속성

을 점유하게 내어준다. 즉 제주가 부富라는 자신의 속성을 사제에

게 부여하면, 브라흐만은 지식이라는 사제적 속성을 교환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영적인 힘이 강하게 부각되지만 상호협력을 통해

서 제식은 성공하게 된다.45) 현실적으로도 제주계급인 끄샤뜨리

아와 사제계급인 브라흐만은 서로의 역할을 보조하며 교환하여

42) 다끄시나는 실제로 딕샤의식에서 분배되어진다. 일반적으로 다끄시나

분배가 제식전체의 끝부분에 행해진다고 하는데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소마제에서 다끄시나는 우디기따가 정오pavamāna를 부를 때 소마

정오누르기 때 분배된다. “아침누르기는 적당한 시간이 아니다. 세 번째

누르기 또한 적당하지 않다. 다끄시나는 정오누르기에 분배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적당한 때이다. : 그것이 적당한 장소이다. JB Ⅱ.130)”라고

하는데 다끄시나는 딕샤의식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43) 이 사고는 제주와 그의 부인이 agnyādheya에서 입은 의복에서 생겨난

것이다. 다른 다끄시나와 함께 사제에게 주어진 이런 옷들은 제식적

재생에서 벗겨지는 ‘양막이 있는 낭(囊)’으로서 취급된다. 신생이란

자궁을 덮은 것이 교체된 후 반드시 새로운 생식 배아가 필요한 것처럼

생식적 힘을 취하는 방식인 것이다. 산양의 뿔을 Cātvāla움막에 던지는

행위를 하는 것은 Cātvāla는 제식의 자궁이며, 검은 산양의 뿔은

자궁으로 실로 자궁 안에 위치하기 위해서이다. 산양의 뿔을 움막안에

던지는 행위는 딕샤의식에서 행해지며 다끄시나가 분배되어지면 뿔은

치워진다. MS.1.6.4 : 93.7.

44) ŚB.Ⅻ.8.7의 “몸통이 순수해야 사지가 순수하다.”라는 문장에서 몸통은

제주, 사지四肢는 사제를 의미한다. 실제 제식에서 제주(yajamāna)는

제식의 설립자로서 제식자체와 동일시되며, 사제는 제주의 팔과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45) ŚB.Ⅳ.1.4.1-6에서 영적인 힘(Mitra/지성/생각하는자)과 세속적인

힘(Varuṇa/행위자/의지)과의 상관관계를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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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의무를 다한다.

일종의 신생(新生)의식을 치룬 제주는 다시 태어나는 재생再生

과정을 겪고서야 진정한 브라흐만이 되며 사제 또한 자신의 신성

한 상태를 재인식하게 된다.46) 즉 제주는 제식을 보호하는 브라흐

만 사제에서 의해 재탄생을 위한 모태상태로 되돌아가 다끄시나

를 따라 천계에 오르고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의식의

절정은 신생의식을 한 제주(dīkṣita)가 淨化되어 영적으로 ‘순수한

브라흐만’47)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다.

결론

리그베다의 신은 감정에 충실하였다. 가난한 자가 조금밖에 못

바치는 것은 동정하지만 부자가 안 바치는 것은 따끔하게 벌을

내리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사제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그들

을 기쁘게 하며, 신들은 자신을 기쁘게 한만큼 인간에게 보상을

내려준다. 베다제식에서는 인간이 신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신들

도 반드시 인간에게 보상한다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48)

46) AV. 5.11.11 : TS.1.7.3.1.

47) 제식의 위계에서 최고의 위치는 사제의 임명도 없고, 서비스도 없고,

규정된 임금의 교환도 없는 다끄시나 없는 Sattras祭(GB.Ⅰ.5.7)이다.

브라흐만만이 참여하는 이 제식에서 그들은 제주이며, 동시에 사제로

다끄시나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이 제식은 브라흐만으로 변이되는

과정이 필요없는 진정한 브라흐만으로만 구성된 제식이기 때문에 가장

고귀한 것으로 취급받는다. 삿뜨라제에서의 브라흐만은 제주이면서,

공식사제가 되어 인간과 불의 상동성을 이루는 온전하고 드라마틱한

제식을 완성하게 된다. Knipe, David.M., In the Image of Fire : The

Vedic Experiences of Heat (Delhi : Motilal Banarsidass, 1975) p.

125에서 이상적인 제식으로 역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48) RV.1.54.9 :3.36.3.9 : 7.32.6 :1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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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신, 조상, 리쉬의 네 그룹49)으로 엄격하게 짜여진 사회의 축

소판인 제식에서 그 구성원들 간에 채무관계가 형성되고 반환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다끄시나는 증여贈與적 속성을 가지고 제주가

사제에게 기증하지만 실제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순환적인 것

이다. 제식을 통해 고갈된 제주의 부富는 제식결과가 채워짐으로

서 순환성50)을 가지며, 이 같은 제식의 테크닉으로 본다면 사제나

제주 모두가 서로를 의지하며 상대를 필요로 하게 된다.

다끄시나는 제식을 주최한 제주가 제식의 실질적 수행자인 사

제에게 주는 물질적 보상의 명칭이다. 일종의 선물 혹은 급료의

개념으로도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으며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

이의 경제적 원칙으로 단순화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베다제식의

큰 울타리 안에서 다끄시나는 제식의 기술적 용어로서 그 증여에

는 깊은 의미와 정교한 사고체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리그베

다에서 찬미되고 칭송되던 다끄시나는 브라흐마나문헌에서 신화

나 서사敍事가 되고, 제식의 함축적인 원리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수뜨라문헌에서는 세세히 규정화 되고 있다. 이러한 다끄

시나 형태는 오랜 시간 베다문헌 내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사색된 결과인 것이다.

49) 고대인도의 경제개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말은 ‘네가 주는 만큼 나도

준다. dadami se, dehi me (TS.1.8.4.1.)’ 인데 이 증여의 원리를 인도의

독특한 윤리와 비추어 보면 채무적인 빚(rṇa)개념과 연관된다. 신에겐

제식(yajña)을, 베다에 대한 학습(brāhmacarya)은 리쉬(ṛṣi)들에게 빚진

것이며, 조상에게는 아들을 낳아줘야 하는 자손이라는 빚을 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순환고리로 본다면 제식은 제주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조의 이득을 위한 것이다. 인간사회의 촘촘한 구성요소들은

제각기 서로에게 빚을 지고 태어나며 이를 갚아내야 하는 것이 카스트의

의무이며 ,진실로서 선물을 주는 것은 타당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50) Heesterman, J. C., “Reflections on the significance of the dákṣiṇā,”

Indo-Iranian Journal 3,1959.에서 헤스터먼은 다끄시나로 나타나는

끄샤뜨리아와 브라흐만까지의 부의 흐름, 제주와 사제의 밀접한 관계를

뿌라자빠띠와 그의 창조물 사이에 필적 할 수 있는 관계로까지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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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다끄시나는 단순하게 보수(報酬)라고 할 수 있지만 우주의

순환적 상징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신비한 주제이기도 하다. 인간

과 인간, 인간과 신, 죽음과 생을 묶는 끈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재

생(再生)하게 하는 초월적인 힘이 되기도 한다. 제식에서 다끄시

나가 상징하는 총체는 결국 제주이다. 제주가 자신을 바친다는 자

아-제식의 메타포는 다끄시나의 본성이 그대로 투시되는 제식적

장치로 작용한다.

즉 다끄시나는 제주와 사제가 각자의 기능을 다하는데 기여하

는 동력이 되어 제식을 완성하게 해준다. 다끄시나는 제식을 끝내

고 보답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제식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주

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정신과 깊이까지도 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다끄시나는 제식의 주체인 제주와 실질적 중심축인 사제의

연결고리이면서 제주와 사제가 자신들을 재인식하게해주는 매개

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베다제식에서의 다끄시나(dakṣiṇā)의 의미 ∙ 243

Abstract

The Meaning of the dakṣiṇā in the Vedic Ritual

Kim, Chin Young (Gasan Buddhist Institure)

There is no doubt that the concept of sacrifice(yajña) has a

privileged place in the Veda. The term of the dakṣiṇā is a

sensitive theme in the sacrifice. Though limited in the scope it

is no less interesting, dealing as it does with a central feature

of the vedic sacrifice.

It will generally be acknowledged that the dakṣiṇā (sacrificial

gift) given by the yajāmana to the priests can not be

considered simply pay or rewards in the vedic ritual. The

yajāmana gives to each participating priest a ‘priestly gift’.

Most generally, the dakṣiṇā consist of livestock (ex. cow,

milky-cow, horse, and garment) and gold, though cleverly

appropriate dakṣiṇā were designed for the ritual. There is the

rules of the dakṣiṇā given a full detail in the ritual text.

A major character of the dakṣiṇā is co-operation/bond of

between the priests and sacrificial patron in the sacrifice. With

regarding to the binding force of it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dakṣiṇā and Brahman deserves our attention.

In this essay, I study the dakṣiṇā, in the context of the

Vedic ritual tradition. The first chapt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the meaning of the dakṣiṇā. Also, for a better

understanding, an attempt is made to elucidate the meaning of

the word ‘dakṣiṇā’. The second chapter aims at an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rules and classification of i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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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chapter is concerned with the necessity of the paśu, the

prerequisites for yajāmana in the sacrifice . This examination is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metaphorical sacrifice. The fourth

chapter focuses on the problems of the priest with relation to

the dakṣiṇā.

This can also be concluded through an examination of two

interesting views about dakṣiṇā. First, the dakṣiṇā is a

mysterious power without sin and harm. Second, As to the

original meaning and function of the dakṣiṇā, it is a vigour as

well as a salary or gift in the yajña. Summing up these points

it can be said that the dakṣiṇā is helpful to something of the

universe as it is represented in the ritual.

key Words: Sacrifice(Yajña), Sacrificial Gift(dakṣiṇā)

Honoraria, yajāmana, ṛtvij, paś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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