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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인도신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식의 ‘잃어버린 머리’라는 소

재를 Pravargya제식과 관련되는 세 가지 이야기에 한정해 신화적 스

토리구성과 변화과정을 조합해 보고자 한다. 먼저 아뜨리(Atri)와 짜야

와나(Cyavāna)신화를 통해 베다적 기원과 과도기적 신화의 배경을 살

핀 후 브라흐마나문헌의 제식적 해석학의 시초로 평가받는 ŚB의 다드

양쯔(Dadhyañc)의 참수(斬首)신화를 TĀ판본과 대조하여 분석하는 것

에 주안점을 둔다. 이를 통해 소마제의 중심이 몸통인 소마가 아니라

머리인 신비한 Pravargya祭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신비한 마두(馬頭)처럼 세계의 본질, 내적인 신비, 제식의 비밀을 담고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다드양쯔와 아슈빈의 관계가 사제적 세계관으

로 제작된 신화로서, 베다사제들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각색되고 조정

되는 신화적 구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아슈빈은 야주르

베다의 사제 아드와르유를 대변하게 되고, 신화 안에서 아슈빈이 제식

의 머리인 Pravargya제식을 통해 정당하게 소마제에 편입되었듯이,

인간 아드와르유사제는 제식을 통해 확실한 사제로서 인정받고 자신

의 위치를 점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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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라와르기야(Pravargya)제식은 소마제(Soma-yajña)의 부가

(附加)적 제의로서 ‘쌍둥이 신 아슈빈(Aśvin)에게 뜨거운 우유를

공양하는 온유제(溫乳祭)’로 알려져 있다. 소마제의 원형적 형태인

아그니스또마제(Agniṣṭoma祭)는 일반적으로 5일 동안 거행되는데

Pravargya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날에 조석(朝夕)으로 총

3일 동안 6번 시행되며, 소마압착은 마지막 날 거행된다. 정제된

버터를 바치는 우빠사드(Upasad)도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실행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제인 아드와르유(Adhvaryu)가 제식을 이끌

며, 그의 보조사제인 쁘라띠쁘라스따뜨르(Pratiprasthātṛ)와 리그

베다에 속한 호뜨르(Hotṛ), 샤마베다에 속한 쁘라스또뜨르(Prastot

ṛ), 아따르바베다에 속한 브라흐만(Brahman) 그리고 제주와 제주

부인 등이 참석하게 된다.

제식과 관련해 베다문헌을 연구할 때 사용되는 전통적 목록은

베다(Veda/mantra), 브라흐마나(Brāhmaṇa), 아란야까(Āraṇyaka),

수뜨라(Sūtra) 등의 전통적인 연대기적인 배열1)을 따른다. 이중에

서 위와 같은 제식에 대한 기술적이고 상세한 정보는 쉬라우따수

뜨라(Śrauta-sūtra)2)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이는 수뜨라문헌이

압축적이고 생략적인 문구와 통사론(統辭論)적인 구성으로 매우

실용적인 내용과 문장형태를 가지고 있어 제식에 대한 정보를 가

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제식 기술서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베

1) Jamison(1991) p. 9.

2) 쉬라우따수뜨라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제식의 내용은 Houben(1991) pp.

4-7. Keith(1925) p. 332 참조. 특히 이 제식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 호우벤(J.E.M. Houben)은 자신의 홈페이지

http://www.jyotistoma.nl(2006년 7월 8일 검색)에서 ‘베다와

베다제식’이라는 제목 아래 ‘Agni, Soma and Pravargya’라고 하여

아그니스또마(Agniṣṭoma)를 중심으로 한 베다제식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1996년 12월 11-12일 양일간 인도

델리(Delhi)현장조사에 의해 작성된 실제 Pravargya제식을 행하는 필름도

볼 수 있다. 이 비디오 필름은 8분 37초 분량으로 간략하게 제식을

설명하는 부분과 29분 25초 분량의 실제 제식과정을 담은 필름으로

나누어져 있어 베다제식학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다상히따(mantra/ Brāhmaṇa/Āraṇyaka)는 제식에 대한 원형적인

우주론과 신화적인 구성을 함축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헌으로서

본고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Pravargya제식이 야주르상히따(Yaj

ur-Saṃhitā)에 속하는 두 가지 텍스트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필자는 브라흐마나(Brāhmaṇa)와 아란야까(Āraṇyaka)문헌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제식적 해석학의 기원과 신화단편들을 추

적해 보는 과정을 연구의 핵심으로 삼고자 한다. 야주르상히따의

흑(黑) 야주르베다 Yajur-Veda계열의 따이뜨리아란야까 Taitti
rīya-Āraṇyaka(이하 TĀ)의 5課(Prapāṭhaka)에 속하는 쁘라와
르기야만뜨라 Pravargya-mantra3)의 브라흐마나본인 J. Houben
The Pravargya Brāhmaṇa of the Taittirīya-Āraṇyaka(Delhi: Mo

tilal Banarsidass, 1991)와 백(白) 야주르베다계열의 샤따빠따브
라흐마나 Śatapatha-Brāhmaṇa(이하 ŚB)에서 일명 ‘Pravargya의
章4)’으로 불리는 14장의 원전해석이 연구의 주가 되겠지만 다른

상히따와 보조적인 문헌도 간과하지 않고자 한다. 물론 브라흐마

3) 이 만뜨라는 여러 판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야나(Sāyaṇa) 주석의

뿌나(Poona)본과 켈카타(Calcutta)본, 밧따바스까라미슈라(Bhaṭṭabhāskara

Miśra)주석의 마이소르(Mysore)본이 있다. 뿌나본은 K.V.

Abhyankarshastri& G.A. Joshishastri, Kr ̥ṣṇayajurvedīyaṃ
Taittirīyāraṇyakam Śrīmat-Sāyaṇācāryaviracita-

bhāṣya-sametam(sapariśiṣṭam.) 2.Vols.(Poona, 1897 : repr. 1981),

마이소르본은 Mahādeva Śāstri & K. Raṅgācārya, The Taittirīyāraṇyaka

With the commentary of Bhaṭṭabhāskara Miśra, originally appeared as

vols. 26, 27 and 29 of the Government Oriental Library Series,

Bibliotheca Sanskrita Nos. 26, 27 and 29.(Mysore 1900-1902: repr. New

Delhi 1985), 캘카타본은 Rajendralal Mitra, The Taittiriya Āraṇyaka of

the Black Yajur Veda with the Commentary of Sāyaṇācārya 2Vols.,

Bibliotheca Indica(Calcutta, 1872) 등이 있다. 이 세 판본은 네델란드의

호우벤(Jan E.M. Houben)이 레이덴(Leiden)에서 1999-2000년 동안

편집하여 프랑크푸르트(Frankfurt)의 TITUS버젼으로 2000년에

전산화되었다.

4) 이 부분은 이미 같은 내용이 4장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Jamison 외(1992)

p. 73.

나문헌이나 아란야까가 온전한 신화 안내서가 아니며, 우연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제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는 제례행위와 방법에 관한 제의서이므로 연구의

난점은 많다. 하지만 주석적인 범주에서 어원학, 우주론, 신화적인

실례가 방대하게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

통분모로 언급되는 제의적 신화학의 형태를 구성해 보는 것에 연

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또한 연구범위는 이 제식과 관련된 신화적

인 주제들을 드러내주는 인물들, 특히 세 명의 성현들인 아뜨리

(Atri)와 짜야와나(Cyavāna) 그리고 다드양쯔(Dadhyañc)의 이야

기에 한정하며, 인물과 제의를 둘러싼 신화적 이야기 구성과 변화

과정을 조합해 보고자 한다. 첫 장에서는 리그베다의 아뜨리신화,

두 번째 장에서는 과도기적 짜야와나신화,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

는 다드양쯔신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두 가지 판본을 대조하며

세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 장에서 다룬

다드양쯔신화와 아슈빈(Aśvin)의 관계를 조명하여 베다사제들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각색되고 조정되는 신화적 구성과 신들의 위

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Ⅰ. 리그베다, 아뜨리(Atri)신화

Pravargya라는 말은 야주르베다 상히따(Yajur-Veda-Saṃhitā)

와 브라흐마나(Brāhmaṇa)문헌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리그베다에

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리그베다에서는 동일한 의

미를 가지고 혼용되는 가르마(Gharma)라는 명칭으로 27회5)나 사

5) Houben(2000), pp. 4-5에서 재인용. [Lubotsky, A.(1997). A Rg-vedic

Word Concordance. 2 vols. American Oriental Series, 82/83. (New

Haven: American Oriental Society.]



용되고 있는데 이는 Pravargya제식이 쉬라우따제식(Śrauta-yajñ

a)으로 완성되기 이전의 기원과 원형적 형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되므로 가르마제를 우선 다루기로 한다. 가르마제식을 만

들고 공양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아뜨리(Atri)라는 성현(ṛṣi)을 들

고 있는데, 여기서의 아뜨리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고행력이 매

우 뛰어난 일종의 신앙신(śraddha-deva)같은 신비한 존재6)로서

다른 인간들처럼 자신의 문제를 하늘이나 신에 간청하지 않고 직

접 적절한 제식을 창조하여 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뜨리(Atri)는 당신(아슈빈)을 위하여 친절하게도 뜨거운 가르마(t

apta-gharma)를 만들었습니다.7)

아뜨리가 만든 가르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유

를 담는 솥이나 탕관(湯罐)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그 안에 든 음료로 쓰이는 경우인데, 위 예문은 이 두 가지 해석

중 일반적인 가르마로서의 의미, 즉 ‘가열된 가르마솥(tapta-ghar

ma)’이라고 불리는 경우이다. 하지만 실제로 아슈빈에게 공양하는

것은 데워진 솥 자체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인 솥 안에서 ‘뜨겁게

데워진 우유’로서의 가르마이다. 이 데워진 우유가 실제로 무엇인

지, 그 구성물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본래

가르마는 소젖(RV.1.164.26)만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후대에는

우유와 산양 젖을 섞은 것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가르마

는 우유와 달콤한 꿀이 섞인 마두(madhu)8)로도 자주 불렸는데

가르마음료를 마두라고 할 때는 대부분 소마(soma)9)를 가리키며,

6) TS.7.1.8.1. 아뜨리는 리그베다 제 5만달라(maṇḍala)의 저작자로 꼽히는

전설적인 선인으로 5장은 아뜨리가계(家系)에 배속되는 문헌이다.

7) RV 1.112.7. taptaṃ gharma momyāvantamatraye.

8) RV.1.80.4. gharmaṃ madhumantam. cf. RV(8.9.4)에서는 소마는 마두로,

RV(8.9.7)에서는 소마와 우유가 섞인 것을 가르마라고 한다.

9) Jhala(1978) pp. 47-52. 즈할라는 마두가 소마와 같은가의 문제 대하여

리그베다의 실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는 리그베다에서

벌꿀술(蜂蜜液)10)로도 해석된다. 벌꿀술이라는 해석은 고대 인도

지역에서 야생꿀이 발견된 점이나, 꿀을 전사가 즐겨 마시는 음료

로 혹은 심적․육체적인 힘의 원천11)으로 묘사하는 것만 보아도

가르마에 꿀이 섞였을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관련 예문을 보

면,

아뜨리를 위하여 당신(아슈빈)은 마치 물이 팽창하듯, 꿀이 가득한

가르마(gharma)를 뒤덮는다. 그것은 마치 짐승의 무리를 쫓는 사냥꾼

처럼 남자다운 당신, 아슈빈이 한 것이다. 전차바퀴가 선회하듯이 벌

꿀의 해탈은 돌아온다.12)

마두라는 모호한 용어로서 소마와 동일시되기도 하며, 소마즙의 달콤함,

소마에 섞인 꿀, 술 등으로 다양하게 분석하는데 이는 조심스러운

연구주제라고 보고 있다.

10) 아슈빈은 마두를 좋아하므로 ‘madhupātama’(RV.8.22.17)으로 불린다.

리그베다에서 마두는 벌꿀술(mead)에 사용되는 단 성분으로 그리스어
μέθυ, 앵글로색슨어로는 medu와 같은 말이다. 이는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어떤 것으로 불려 금기되고 터부시되는 음료로 기록된 실례도

있다. Jaminīya-upaniṣad-brāhmaṇa(1.55.2)에서는 여성이,

ŚB(11.5.4.18)에서는 학생기에 속한 이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아마도 최음제(媚藥)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스승이 이를 권할 때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이는

베다의 껍질(palāva)로 불리기 때문이다. 굳이 금욕을 행해야 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은 이를 터부시 할 필요가 없으며 음료, 음식공양의

주요성분으로서 사회생활의 본질로까지 여겨진다. 베다에서 마두는 소마,

우유, 꿀 등의 용례로 사용된다. Macdonell(1957) p. 123.

11) 마두는 Nirūkta(4.8)에서는 기운을 돋운다는 의미의 어근 √mad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꿀․단맛․활력․취하게 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다. 꿀은 민간에서 장수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입 안에 꿀을 조금 넣는 관습도 있다. AV(3.117.9)에서는 새 경작지를

개간할 때 마두와 기(ghee)를 섞어 뿌리는데 이는 생산력을

증대시키려는 상징적 행위이다.

12) RV.1.180.4. yuvaṃ ha gharmaṃ madhumantamatraye. apo na

kṣodo’avṛṇītameṣe tad vāṃ narāvaśvinā paśvaiṣṭī rathyeva cakrā prati

yanti madhvaḥ.



고 한 것처럼 가르마와 꿀은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다중적 의미

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가르마는 아슈빈13)에게 바치는 우유공양

이므로 그 신의 상징적인 물질인 꿀을 우유에 섞어 마두로 불렀

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도 있으며, 가르마우유의 효용성을 꿀에

비유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소마이거나 꿀이거나 혹은 꿀이 섞인

우유이거나 이 제식이 성립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든 효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르마를 아슈빈에게 바치는 이유이기도 한데 베

다는 아슈빈이 아뜨리의 어둠(tamas)과 어려움(aṃhas, 困窮/罪)을

사라지게 해준다고 묘사한다.

당신 둘(아슈빈)은 아뜨리를 어둠과 곤궁으로부터 구해낸다.14) 아

뜨리는 두 가지 자비로운 의미로서 당신을 생각한다. 오, 인간이여, 그

때 그가 그의 입으로 결점 없는 가르마(음료)를 열렬히 찾을 때, 오,

나사띠야스(Nāsatyās(=아슈빈)이시여.15)

아뜨리가 겪는 어둠과 곤궁의 이유16)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

야기가 전해지지만 리그베다의 많은 부분에서는 아슈빈이 아뜨리

의 ‘무엇을’ 해결해 주었는가 보다는 ‘어떻게’ 구조하는지를 설명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17) 그 중에서 하나의 예를 보면,

13) 아슈빈은 소마뿐 아니라 꿀도 마시는데, 꿀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지휘봉을 흔들어 사람들을 윤택하고 건강하게

하여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결함을 없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cdonell 외(1958), pp. 128-129.

14) RV.7.71.5. nir aṃhasas tamasas spartam atrim.

15) RV.5.73.6. yuvor atriś ciketati narā sumnena cetasā gharmaṃ yad

vām arepasaṃ nāsatyāsnā bhuraṇyati.

16) AV(13.2.12)에서 태양을 지게 하는 악마 스와르바누(Svarbhānu)로부터

태양을 보호하는 아뜨리가문의 이야기와 RV(1.112.7; 1.117.3)에서

아리야종족의 뿌로히따(purohita)인 아뜨리가 포악한 원주민에게 붙잡혀

불구덩이에서 던져지자 아슈빈이 그를 구해주는 이야기 등에서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17) 아뜨리가 아슈빈에게 구조되는 이 이야기는 최근 여러 학자들에 의해

상세히 연구되고 있다. Jamison(1991)과 Zeller, G 1990. Die vedischen

아뜨리를 위하여 차가운 것으로 뜨거운 가르마를 덮어 그 불을 껐

듯이... 아슈빈이시여,

당신은 (차가운) 눈으로 아뜨리를 위해 가르마를 덮었습니다.18)

여기서 ‘차가운 것(hima)’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단정지을 수

없지만, 고행자의 표본인 아뜨리가 가르마를 가열시켜 제식을 올

리면 이 가르마를 마신 아슈빈은 그에게 차가운 것 혹은 눈을 내

려 그 열기를 식혀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은 제식을 통

해 건조하고 뜨거운 기후에 열을 가하고, 아슈빈신은 순환되는 대

기에 차가운 것을 내려주는 자연적 현상의 극대화된 표현으로 보

아도 될 것이다. ‘차가운 것’이 무엇이건 간에 이는 아뜨리가 바치

는 제식에 대한 응당한 대가로서, 신과 성현 사이의 제식적 순환

을 유지시켜주며, ‘아슈빈을 위한 가르마제’는 이런 방식으로 지속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아슈빈은 인간의 어려운 운명을 구원해주

는 신으로서, 운명에 의해 가혹하게 시련을 당하는 상황을 구제해

주며 특히 고행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후원해주는 친근한 신

으로 나타나고 있다.

Zwillingsgötter, Wiesbaden : Otto Harrassowitz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선구적인 연구로는 Bergaigne.A., 1883. La Religion Védique

d'apres les Hymnes du Rig-Veda Ⅱ, Paris:Vieweg와 Blair, C. 1961,

Heat in the Rig Veda and Atharva Veda, New Haven:American

Oriental Society Publication 등을 꼽을 수 있다.

18) himena gharmaṃ paritaptamatraye/ RV.1.119.6. upa stṛṇītamatraye

himena gharmam aśvinā/ RV.8.73.3. 여기서 hima는 겨울, 달, 서리,

히말라야산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차가운 것, 겨울(冬)과 눈(雪) 등으로

번역된다. 이는 계절적으로는 여름의 반대인 겨울, 태양에 대치되는 달,

열기에 대치되는 눈이나 서리, 고행자 몸의 열기를 식혀주는 차가움

등으로 다양한 풀이가 가능하다. 이를 베다학자 제미슨은 두 번째

문장을 ‘당신은 아뜨리를 위해 눈을 가르마위에 흩뿌려 쌓이게 한다’고

해석한다. Jamison(1991) p. 230.



Ⅱ. 과도기적 신화, 짜야와나(Cyavāna)

가르마제에 관련된 또 다른 신화의 주인공은 짜야와나(Cyavān

a)성인이다. 그 이야기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자신에게 젊음을 되

돌려준 아슈빈에게 성인이 감사의 가르마제를 올린다는 커다란

골격은 동일한데, 여기서 아슈빈은 그의 늙음을 치유하여 젊음을

주기 때문에 아슈빈신이 지닌 의사로서의 면모, 즉 본연적인 치유

력을 보여주는 신화라는 점과 그를 위한 가르마제가 소마제에서

제외된 불완전한 신 아슈빈을 구원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점

에서 과도기적 구조를 보여준다.

짜야와나가 등장하는 다양한 문헌19)과 판본에 따라 변화된 이

야기가 전해지지만 기본 줄거리는 같은 맥락을 갖는데 간단히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슈빈은 지고의 고행력을 지닌 이 선인의

나이어린 부인 수깐야(Sukanyā)을 사랑하게 되지만 언제나 그녀

가 남편에게 충절을 바치고 변함없이 그를 선택하자 그의 늙음을

치료하여 젊어지게 해주었다. 선인은 이에 대한 감사로서 불완전

한 존재인 아슈빈을 위해 아슈빈만이 제외된 신들의 제식에 그들

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신비한 바히슈빠와마나(Bahiṣpavamāna)문

구를 암송하며 제사를 올리게 되지만 신들이 그의 참여를 거부하

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여기까지는 거의 모든 문헌이 대동소이

한 전개를 보이는데 이후의 사건을 해결하는 상황전개는 브라흐

마나문헌을 포함한 베다상히따와 베다 후 문헌은 다른 식으로 해

법을 모색한다.

마이뜨라야니상히따 Maitrāyaṇī-Saṃhitā(이하 MS)(4.6.2)에
서 아슈빈은 신들의 제식 즉 소마제에 참가할 수 없게 되자 신들

의 의사로서 제식을 치료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소마를 마실 수 있

19) RV.1.5.7.10, 1.116.10, 7.68.6, 7.69.7., AV.7.73, ŚB.6.1.5.1f; 4.1.5.15n.1...etc.

는 자격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 단순한 해결법은 역설적이게도

신들이 아슈빈을 제식에 끼워주기를 거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슈빈을 거절하는 신들의 태도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 사

이에서 의술을 행하는 아슈빈이 가치 없는 존재 즉 인간 사이를

방황하는 오염된 존재이며, 병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불결한 접촉성

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진정한 신이 아닌 이유이

기도 한데 브라흐마나문헌도 신들의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한다.

ŚB(4.1.5.14)에서

그들(아슈빈)이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를 초대해라.’ 신들이 말하길,

‘우리는 너를 초대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인간 사이를 떠돌며 그들과

섞여 그들을 치료하기 때문이다.20)

인간 사이에서도 의술(醫術)은 천한 슈드라(Śudra)에 배속되는

행위로서 매우 부정(不淨)한 직업이기 때문이며21), 이는 고대 인

도사회에서의 의사에 대한 사회적 터부를 신화 속에서 재생산하

고 확대시킨 것이기도 하다. MS문헌처럼 브라흐마나(ŚB.4.1.5.1-1

9)에서도 아슈빈은 신들의 제식을 수정해 살려주는 조건으로 제

식에 참가할 수 있는 초대장을 손에 넣게 된다. 물론 브라흐마나

에서는 ‘머리 없는 제식’이라는 문학적 변용이 생겼지만 여기에서

도 신들 역시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초대장과 아슈빈

의 의사로서의 기능을 교환하게 된다. 이 모든 상황은 신과 아슈

빈 모두에게 별다른 저항을 일으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결되었

20) tau hocatuḥ upa nau hvayadhvamiti te ha devā ūcurna

vāmupahvayiṣyāmahe bahu manuṣyeṣu saṃsṛṣṭamacāriṣṭam

bhiṣajyantāviti/

21) TS.6.4.9, MS.4.6.2에서 바라문계급은 치료의술행위가 금지된다고 하며,

마누법전(3.152)에서는 ‘생업으로 치료를 행하는 자는 제사에서
배제한다’는 것과 Vaśiṣṭha-dharma-śāstra(82.9)에서 ‘의사는 제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등 다양한 문헌에서 의사는 성스러운 제례에 초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받고 있다.



는데 브라흐마나문헌에서 보여주는 이 같은 해결방법은 아슈빈이

신들의 소마향연에 참가할 수조차 없는 하위의 신이었지만 후대

에 소마제에 편입되었음을 알려주는 설화적 근거22)가 되기도 한

다. 이처럼 베다상히따에서 아슈빈이 소마제에 참가하게 되는 상

황은 모순적이다. 아슈빈의 외과의사적 치유력은 신들이 그를 불

완전한 존재로 취급해 소마향연에 끼워주지 않는 이유이며 동시

에 신들의 고장 난 제식을 고치기 위해 향연에 끼워주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물론 짜야와나라는 성인이 올린 가르마제가 원인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아슈빈은 너무나 쉽게 소마제에 참가하게 된

다.

하지만 베다 이후의 문헌 특히 마하바라따(3.124-125ff)문헌
에서는 소마제에 참가할 수 있는 개연성에 힘을 실어주는 사건이

발생한다. 인드라의 등장이 그것인데, 대략적인 전반부 설정은 같

지만 젊음을 되찾은 짜야와나성인이 인드라에게 소마제에 아슈빈

을 참여시켜 주기를 간청하는 부분에서 극의 전개양상이 달라진

다. 인드라는 성인과의 명확한 대립구도를 만들며 아슈빈이 소마

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인드

라는 다른 신들의 반대를 들어 아슈빈의 참가를 거부하지만, 성인

은 아슈빈을 위한 소마제를 올리게 되고 이를 계기로 다른 신들

이 아슈빈을 제식에 포함시키려 하자 인드라는 분노하며 성인을

살해하려고 한다. 이에 성인은 자신의 따빠스로 괴물 마다(Mada)

를 만들어 그 입이 하늘과 땅에 걸쳐 신들과 인드라를 먹어치우

게 하는데 마치 그 광경이 바다괴물의 입안에 든 고기들 같았다

고 묘사된다. 여기서 아슈빈은 그저 수동적이고 방관자적인 입장

을 취하지만 그를 소마제에 참여시키기 위한 짜야와나성인의 노

력과 이를 막으려는 인드라의 투쟁은 너무도 적극적이고 결연하

다. 특히 하나의 온전한 신화로 굳어진 후대의 이 이야기 속에서

천둥에 맞아 손이 마비되면서도 아슈빈을 위해 자신의 의지를 굽

22) Hillebrandt(1980) p. 477.

히지 않는 짜야와나성인의 모습은 인드라숭배라는 구태의연한 사

조를 거부하고 아슈빈을 힌두 신위(神位)에 새롭게 편입시키려는

사제들의 투쟁이 반영된 시대적 노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Ⅲ. 제식의 잃어버린 머리, 다드양쯔신화

인도신화에서 비슈누(Viṣṇu)로 인격화된 제식(Yajña) 혹은 마

까(Makha)23)의 ‘잃어버린 머리’ 이야기는 매우 상투적인 소재24)

로서 베다문헌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인간의 머리가 단순한 생

명력 이상의 개체적 본질을 상징하듯이, 제식의 머리는 그 영광과

우월성(śrī, yaśas)을 포괄하여 드러내는 것이기에 이를 절단 당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몸통의 절단이나 다른

신체의 손상이 아니라 머리를 베는 참수(斬首)행위는 그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그 상징적 의미가 큰데 소마제식의 부가제인

Pravargya제식은 그 머리에 해당되는 제식이므로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이 제식이 없는 소마제는 머리 없는

몸통만의 제식으로서 아무 효용성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신들도

Pravargya제식이 없이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며, 처음으로 제식을

바치는 사람은 올릴 수 없는 중요한 제식으로 불린다. 제식의 머

리로서의 Pravargya祭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TĀ(5.1.1-7)에서 상

세히 언급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기로 한다.

23) 마까는 리그베다에서 Bhṛgu선인을 적대시 하는 악마적 선인으로 한번
언급되었으며, TS(3.2.4)에서는 인드라, 루드라가 살해한 신비한 존재로

묘사되었다. 사전적으로는 증물(贈物)이란 의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식이나 공양을 가르키는 말로서 주로 인격화된 제식을 나타낼 때

쓴다. 마까에 관한 연구는 곤다(Gonda 1993, 167ff)를 참조.

24) 헤스터먼(Heesterman, 45-48)은 다드양쯔와 마까 외에도 Namuci,

Viśvarūpa 등의 참수신화를 언급하고 있다.



실로 영광을 바라는 신들이 제식기간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끝을 맺

으며 ‘만약 영광이 우리 중 하나에게 닿으려면 그냥 내버려두어야 한

다’고 말한다. 그들 중 최고인 마까 와이슈나와(Makha-Vaiṣṇava)가

제일 먼저 영광을 얻는데 그는 자신을 위해서만 영광을 원하며, 신들

이 그를 따르는 것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이며, 그들이 그를 따르자 그

의 왼손에서 활이, 오른손에서 화살이 생겨난다. 그는 혼자이고 신들

은 많더라도 아무도 그를 이길 수는 없었다. 그가 자신의 활에 기대어

잠들자 흰개미들이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을 당신들 앞

에 복종시키겠으니 우리가 팔 수 있는 곳 위에 물을 뿌리십시오’라고

했다. 신들이 물을 뿌리자 개미들은 활시위를 먹어치우는데 위로 뻗어

간 활은 그의 머리를 공격하였으니 이는 하늘과 땅을 따라 진행되었

다. 이렇게 진행되므로(prāvartata), 쁘라와르기야(Pravargya)라 불리

게 되었고, 그링(ghṛṅ)소리를 내면서 공격하므로 가르마(Gharma)라

불리게 되었으며, ‘강자(mahataḥ)의 삶의 에너지(vīrya)가 날아간다’고

신들이 말했으므로 마하비라(Mahāvīra)라고 불리게 되었다. 신들은

뻗어나가는 그를 세 번 제어하는데, 아그니는 아침누르기에, 인드라는

중간, 모든 신들은 세 번째 압착에 이를 취한다. 머리 없는 제식을 바

칠 때 지복은 구해지지 않고 천계(天界)를 정복하지도 못하자 신들은

두 아슈빈에게 ‘너는 실로 우리들의 의사이다. 제식의 머리에 이것을

놓아라’라고 말하였고, 아슈빈은 ‘영광을 고르게 해주십시오. 이 제식

에서 가득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아슈빈은 제식에 Pravargy

a의 머리를 돌려놓았고, 머리가 붙은 제식을 바치자 신들은 지복을 얻

게 되고 천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만약 불 위에 Pravargya그릇이 하

나 놓여있다면 이는 제식의 머리로 돌려져야 하며, 머리와 연결되어지

는 제식을 바침으로서 지복을 얻게 되고 천계를 지배하게 된다. (그들

은 몸 위에 제식의 머리를 놓기 때문에) 이 Pravargya제는 아슈빈에

의해 [그 만뜨라와 제식행위 안에서] 강해진다.25)

위 내용의 골자는 인격화된 제식인 마까-비슈누가 제식의 영광

을 나누려 하지 않자 신들이 계략을 내어 흰개미에게 그의 참수

를 부탁하고 머리가 잘린 제식을 올려 신들이 그 영광을 얻지 못

하자 신들의 의사인 아슈빈이 이를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사막에

25) Houben(1991) pp. 45-48.

서도 물을 찾는다는 신기한 흰개미가 등장한 것 외에는 흥미를

자아낼 별다른 소재도 없이 활에 의해 머리를 잘리는 제식이 있

고 이를 연결시킬 줄 아는 외과의사 아슈빈이 등장하여 이를 해

결하는 단순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ŚB문헌에서 이 내용

은 더 각색되어 하나의 연계성 있는 신화로 제작되고 체계적으로

변화된다. 이 문헌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산유(酸乳)인 다디(dadh

i)26)가 신격화된 신비한 사제 다드양쯔 아따르와나(Dadhyañc-Āt

harvaṇa)로서 그 또한 Pravargya제식과 같은 운명을 걷는 신화적

존재이다. 다드양쯔는 아슈빈이 제안한 말머리(馬頭)27)라는 대체

물을 통해 제식의 비밀을 발설하고 인드라에게 참수 당하지만 다

시 머리를 회복하는 등 교묘하고도 분명하게 운명을 피하여 지식

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야기는 ‘머리’의 비밀을 둘러

싸고 벌어지는 두 번의 참수와 음모, 저주를 둘러싼 신화적인 상

상력의 틀을 가지고 힘있게 진행된다.28) 그러므로 Pravargya제식

26) ŚB1.8.1.7에서는 정제된 버터의 발효순서를 ghṛta(=ghee) → dadhi →

mastu로 배열하였다. 종종 커드(curd)의 의미로도 사용되며, 소마의

별칭으로도 쓰인다. 소마의 별칭일때는 산유(酸乳)를 섞어서 쓰는

dadhyāśir(RV.1.5.5., 137.2, 4.51.7, 7.32.4)로 불렸다(Keith, 338-9). cf.

RV.8.4.9; 9.87.1, AV.3.12.7; 4.34.6., TS.2.5.3.4., PB.18.5.12.

27) 인도인들은 말머리가 신탁, 신비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특히 마두(馬頭)형상은 고대 하층문화에서 인기 있는 소재로

민간설화에서 자주 등장한다. 수신(獸神)의 하나로서 인도의

공식판테온에서 뒤늦게 받아들여지지만 현대적인 아이콘으로는

마하바라따의 하야그리와(Hayagrīva)가 있다. 그는 비슈누의
화신이면서 동시에 비슈누를 죽이는 악마와도 동일시되는데, 말머리를

가진 영웅이면서 악마인 복합성은 신화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재이다.

28) 이 스토리의 원형은 리그베다(1.116.12)에서 “마치 비를 알리는
천둥처럼, 오, 신(Nāsatya:Aśvin)이시여!, 보상을 위한 당신의 대단히

강력한 행위를 말하고자 합니다. 말머리를 한 아따르반의 자손

다드양쯔가 (소마의) 꿀을 당신에게 알려주듯이.tad vāṃ narā sanaye

daṃsa ugramāviṣ kṛṇomi tanyaturnavṛṣṭim dadhyaṃ ha yan

madhvātharvaṇo vāmaśvasya śīrṣṇā pra yadīmuvāca”(번역참조:

Doniger, 183-184)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과 관련된 다드양쯔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ŚB의 14장에서 본격적

인 브라흐마나의 신화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29)가 많으며 ŚB

(14.1.1.18)30)에서 진정한 신화해석학이 시작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ŚB(141.1.1-24)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두 명의 아슈빈을 제외한 아그니, 인드라, 소마, 마까, 비슈누, 비슈

바데와들은 제식을 수행하였다. 제식을 바치던 신들은 ‘최고를 획득할

것이다,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음식을 먹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

하고 말하였다. 비슈누가 이를 처음으로 이루고 최고가 되었으므로

‘비슈누는 신 중에 최고다. 이제 비슈누가 제식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비슈누는 자신의 많은 영광을 제어할 수 없었고, 모두에게 많은 영광

을 나누어 주지도 않았다. 그가 화살 3개와 활을 가지고 걸어 나가다

머리를 활 끝에 대고 잠시 쉬었지만 감히 그를 공격하지 못한 채 신들

이 주위를 포위했을 때 개미들(upadīkā)이 ‘활시위를 갉아먹으면 우리

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라고 물었다. 신들은 그들에게 음식의 즐거움

을 줄 것을 약속하며 심지어 사막에서 물을 찾을 수도 있게 될 것이라

하자 개미들은 비슈누의 옆으로 가서 활시위를 먹어 치우고 결국 활

이 잘려 두 동강이 나자 그의 머리가 잘렸다. 그것은 그링(ghṛṅ)소리

를 내며 쓰러졌고, 쓰러지며 태양(Āditya)이 되었고 몸의 나머지는 머

리 부분과 떨어져 동쪽을 향하여 뻗어 누웠다... 신들은 무엇이라도 얻

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인드라가 제일 먼저 도착하여 그의 몸(四肢)을

감싸 안아 그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었다. 신들은 머리 없는 제식을 공

양하였다. 다드양쯔아따르반은 제식의 순수한 본질을 알았고 인드라

는 ‘만약 니가 제식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너의 머리를 벨 것

이다’라고 한다. 아슈빈이 이를 듣고 비밀의 전수를 받고자 다드양쯔

의 제자가 되기를 청하자 인드라의 위협을 말하고 아슈빈은 보호를

29) 대표적인 학자는 Rönnow이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의 잘려진 머리를

실제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여 이 제식을 인간제의 하나로 확대

해석하기도 했다.

30) 이제 다드양쯔아따르반은 이 순수한 본질, 이 제식을 알았다. 어떻게

제식의 머리를 다시 놓고, 제식이 완성되는가이다. dadhyaṅ ha vā

ātharvaṇaḥ etaṃ śukrametaṃ yajñam vidāṃ cakāra

yathāyathaitadyajñasya śiraḥ pratidhīyate yathaiṣa kṛtsno yajño

bhavati/

약속하며 ‘당신의 머리를 베어 다른 곳에 두고 당신의 머리 위에 말머

리를 가져다 놓을테니 그때 지식을 건네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비법이

전수되면 인드라는 당신의 말머리를 벨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당신의

머리를 다시 가져다 놓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를

전수하고자 머리를 베이고 그의 머리는 다른 곳에 두었으며 말머리를

가져와 그 위에 놓았다. 그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인드

라가 그의 머리를 베었고 자신의 머리를 멀리서 가져와 다시 붙였으

므로 다드양쯔는 이 제식과 관련된 성자라고 불린다.

ŚB, TĀ문헌 모두 Makha-Viṣṇu(정확히 말하면 ŚB는 Viṣṇu, T

Ā는 Vaiṣṇava)라는 인격화된 제식(Makha)이 머리를 잃는 참수

(斬首)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두 신화(TĀ와 ŚB)의 공통점은

제식의 인격화된 모습인 마까비슈누(Makha-Viṣṇu)의 머리가 잘

리고, 몸통은 3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제식이 효용성이 없자 신

들은 제식의 완성을 위해 4번째 요소 즉 머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신들의 의사인 아슈빈이 이를 해결하는 전제적인 상황

이다. 제식의 본질 즉 머리가 바로 Pravargya이며, 3부분으로 분

할되어 압착되는 몸통은 효용성을 잃은 소마제를 뜻하며, Pravarg

ya제식이 불완전한 소마제를 완성하게 만든다는 구조를 모두 가

지고 있다. ŚB판도 이러한 줄거리를 가지지만 잘려진 머리가 태

양(Āditya)이 되었다는 부분(ŚB.14.1.1.10)31)이 있다는데 우선 큰

차이점이 있다.32) 태양의 힘은 아슈빈이 머리를 회복시키는 과정

31) tadghṛṅṅiti papāta tatpatitvāsāvādityo'bhavadathetaraḥ prāṅeva

prāvṛjyata tadyadghṛṅṅityapatattasmādgharmo'tha yatprāvṛjyata

tasmātpravargyaḥ tadghṛṅṅiti papāta

tatpatitvāsāvādityo'bhavadathetaraḥ prāṅeva prāvṛjyata

tadyadghṛṅṅityapatattasmādgharmo'tha yatprāvṛjyata

tasmātpravargyaḥ// 태양과 관련된 부분들(ŚB.14.1.1.27,28,31)도 참조.

32) TĀ판본에서는 태양과 관련이 모호하게 언급된다. 4장 이전에는

Pravargya와 태양의 확연한 동격화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동격화는 찾아 볼 수 있다, 이 두 판본 외에도 ‘제식의 참수’라는

스토리텔링은 매우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브라흐마나문헌에서

등장하는데 이 신화와 가장 근접한 부분을 가진 텍스트를 간략히



에서도 생생하게 묘사되는데, RV(10.170.1-3)에서 제식이 회복될

때 빛이 작렬하는 장면에서 시작되어, ŚB.4.1.5.15에서는 아슈빈이

제식의 몸에 마까의 머리를 얹으며 디와끼리띠야(Divākīrtya)라는

신비한 만뜨라를 암송함으로써 마까의 머리인 태양이 빛을 내뿜

는 장면에서 시각적으로 극대화되기도 한다33). 사실 아슈빈은 인

도신화에서 태양신의 후손으로서 제식을 회복시킬 때 그가 보여

주는 기적적인 외과의사적 행위는 태양신이 지닌 본연의 치유력

의 확장된 개념34)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태양신과 관련된

난해한 신화학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제식의 머리가 태양이

되었다는 부분은 제식을 소유한 신이 나누고 싶어 하지 않던 제

식의 영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메타포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 제

식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퍼져나가는 빛은 되찾아진 제식의 영광

을 지시하는 간단한 은유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두 판본의 두 번째 차이점은 ŚB에서 등장하는 영웅신 인드라(I

ndra)의 역할에 있다. 그는 아슈빈과 다드양쯔의 적대적인 인물로

서 극적 상황을 만들고 이끌어가게 된다. 잘려진 제식의 몸을 처

음으로 부여안음으로서 제식의 영광을 소유하는 마까밧(makhavā

t)35)이라 불리는 인드라를 신들은 제식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 추

언급하자면 태양(Āditya)에 대한 언급이 없는 PB 7.5.6., MS 4.5.9., AiB

1.18., GB 2.2.6과 태양이 언급되는 JB.3.126로 구분해 나눌 수 있는

정도이다. 특히 AiB 1.18과 GB 2.2.6는 제식이 신들로부터 도망가고,

신들이 제식을 부수고, 머리는 잘리지 않지만 아슈빈에 의해 다시

모으고 치유하는 과정을 매우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두 판본 모두

참수나 태양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외에도 자신의 활에 의해 참수되는

신이 루드라(Rudra)라고 언급한 KaṭhaĀ(3.207) 정도가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33) Kramrisch(1975) p. 225.

34) Bhattacharji(1978) pp. 237-238.

35) 마까(Makha)는 비슈누와 같으므로 인드라는 마까밧(makhavāt:마까를

소유한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서 마까바뜨는 신들이 신비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가바뜨(Maghavāt:强者)라는 신비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ŚB.14.1.1.13. sau eva makhaḥ sa viṣṇuḥ tata indro

makhavānabhavanmakhavānha vai tam maghavānityācakṣate

종하고 따르지만, 실제로 그가 안은 제식의 몸통은 머리가 잘린

본질 없는 제식이었다. TĀ에서는 신들이 제식이 효용성이 없자

마침내 제식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지만 ŚB에서는

인드라는 제식의 비밀을 껴안고 숨기면서 신들에게 칭송받고자

한다. 후반에 들어 인드라가 다드양쯔에게 비밀을 발설하면 참수

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장면에서 극은 확연하게 다른 내용으로 전

개되며, 제식의 비밀을 지키려는 인드라의 협박은 아슈빈신의 계

략과 말머리로 변한 성자 다드양쯔의 참수로 이어지는 촉진제 역

할을 하게 된다. 즉 ŚB에서의 인드라는 두 번의 참수소재의 중심

부에서 제식의 영광을 부여받은 신, 제식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를

참수하는 신이라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드라가

주인공에 반(反)하는 존재로서 주인공 다드양쯔를 위협한다면 다

드양쯔는 또 다른 주인공인 아슈빈과 사제(師弟)관계를 맺어 비밀

을 전수하게 된다. 다드양쯔가 아따르반가계(家系)라는 점은 이

신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근거가 되며, 아슈빈은 신임에도 다

드양쯔의 제자가 되어 지식을 전수받게 되는 것이다. 아슈빈은 T

Ā에서 신들의 의사로서 제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요구조건에 자

신의 의술이란 기능을 교환하였으나 ŚB에서는 인간사제가 되어

제식의 비밀을 소유하게 되는데 여기서 두 판본은 세 번째 차이

점을 드러내고 있다. TĀ에서 아슈빈이 참가하려고 하던 소마의

향연으로서의 제식은 사라지고, ŚB에서 소마 혹은 소마제는 비밀

스러운 지식이 되어 말머리에 담겨지며 이는 우빠니샤드에서 꿀

의 지혜(madhu-vidyā)36)로 불리우게 된다.

이러한 다드양쯔신화에서의 다드양쯔는 베다 이후의 문헌 특히

뿌라나문헌에서 신과 아수라의 고전적 대립구도와 소마를 찾는

에피소드 안에서 하나의 소재거리로 추락하여 변용되는 과정을

겪는다. 브리하드데와따 Bṛhad-Devatā(3.18-24)에서 인드라는

다드양쯔에게 직접 소마의 거주지를 알려주는 ‘브라흐마(Brahmā)

paro'kṣam paro'kṣakāmā hi devāḥ.

36) BU(2.5.16-17)



의 주문(呪文)’을 전수하고 누구에게도 이를 발설하지 말라고 경

고한다. 여기서도 선인은 아슈빈에게 설득되어 이를 알려주게 되

고 아슈빈이 자른 성현의 말머리에서 최고의 지식(jñāna)이 생겨

나며 그 머리는 샤르야나바뜨(Śaryaṇāvat37))강바닥으로 떨어져

신들과 아수라는 이를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수색(搜索)신화’

로 변화한다. 다드양쯔와 아슈빈의 사제관계, 소마의 향연, 비밀과

지식 등의 소재는 힘을 잃고 인드라를 포함한 신들과 아수라는

이를 ‘찾아서 차지하여’ 결국은 서로를 물리치려는 무기로 사용한

다. 이처럼 다드양쯔의 머리가 신들의 무기가 된다는 신화적 변용

은 마하바라따(3.98-100)에서 다드양쯔의 후대이름인 다디짜(D
adhīca)38)의 신화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탈바꿈하여 정착된

다. 최고의 고행자 다디짜는 신들과 삼계의 덕을 위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인드라에게 자신의 뼈39)를 내주며, 비슈와까

르마(Viśvakarma)는 그의 뼈로 불패의 무기인 바즈라(Vajra)를

만들고 인드라는 이것으로 악마 브리뜨라(Vṛtra)를 99조각내어 살

해하게 된다.

Ⅳ. 다드양쯔신화와 아슈빈

다드양쯔신화의 패러다임은 아슈빈신의 기능과 위상에 있다.

37) 그의 머리가 발견되는 샤르야나와뜨(Śaryaṇāvat)는

꾸루꾸쉐뜨라(Kurukṣetra)에 위치해 있는데 이 위치는 인도신화에서

신과 아수라의 전쟁터이며, 까우라와스와 빤다와스의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곳이기에 의미심장한 것이다. Heesterman(1985), p. 48.

38) 다디짜(Dadhīca)는 자기 제사의 인물 (RV.1.80.16)하고 있으며,

다드양쯔는 자기 자신을 제사로 언급(1.139.9)한다.

39) JB.3.64에서는 다드양쯔가 아수라의 살해자로 제시되는데, 그의 뼈는

인드라를 위시한 신들에게는 같은 효과가 있다.

이 신화에서 아슈빈은 신들의 의사이기 보다는 그들의 아드와르

유사제로서의 역할이 부각되었는데, 그는 신들의 아드와르유로서

제식을 완수하고 완성하게 하였으므로 이 제식에서 누구보다 중

요한 신이 된다. 실제 인간들이 벌이는 제식에서도 야주르베다에

배속된 아드와르유는 제장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제식의 온갖

일에 관여하며 제사의 중심에 서서 직접 움직이는 기능을 담당하

는 사제로서, 이런 아드와르유와 아슈빈이 동일시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TĀ(5.2.6)의 설명을 보면

아슈빈의 팔로...라고 한다. 두 아슈빈이야 말로 신들의 아드와르유

이다.40) ... 신의 아드와라(adhvara)를 만드는 자로서 아드와라는 실로

제사이며, 그는 신을 위하여 제식을 만든 자이다.41)

여기서의 아슈빈의 팔은 제식을 올리는 사제의 작용성을 상징

하는 것으로서 그가 신들의 아드와르유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위 문장에서 말하는 아드와라(adhvara)는 일반적으로 제식을 뜻

하는 말이지만 브라흐마나문헌에서는 소마제의 명칭이기도 하다.

이는 아드와르유라는 말 자체가 어원적으로 ‘길(adhvan)’에서 유

래하며, 이 사제가 제식에서 마차부(馬車夫)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과 연관된다는 설명과도 일치한다. 즉 아드와르유가 ‘길 찾기를

바라는 자’라는 말로서 여기서의 길은 신들이 사는 천계로 가는

길을 지시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해석은 신의 세계로 마차를 모

는 마부처럼 제식을 인도하는 자가 아드와르유사제라는 것을 말

하는 것이다.42) 아슈빈은 본래 신들의 공물을 처리하는 아드와르

유43)로서 기능하였으며 ŚB(12.8.2.22)에서는 이를 분명히 언급한

40) TĀ.5.2.5.; 5.7.1. aśvinir bāhūbhyām” itya āha aśvinau hi devānām

adhvaryuū āstām.

41) TĀ.5.2.6. adhvarakṛd devebhyu ity āha yajño vā adhvaraḥ yajñakṛd

devebhya iti vāvaitad āha.

42) Parpola(2005) p. 19.

43) Devasthali(1965) p. 172.



다.

아드와르유는 아슈빈(컵)의 소마를 마신다. 아슈빈은 신들의 아드와

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거주지 안에서 자신의 몫을 각자

가 소비한다.44)

아드와르유사제가 다른 사제들처럼 자신만의 소마 잔을 갖지

않는 이유는 그가 아슈빈과 동일시되기 때문이며, 아드와르유가

제장(祭場)에서 다른 사제들처럼 고정된 자신만의 자리를 갖지 못

하는 이유와도 같을 것이다. 아드와르유는 제식의 진정한 사제로

서 제사장을 측정하고, 화단을 세우고, 제기를 마련하고, 공양물을

요리하고, 물과 나무를 나르고, 불을 피우고, 제물을 죽이는 등 모

든 일을 총괄하며, 제사장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행위하기 때

문이다.45)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점은 아슈빈과 아드와르유 모두

가 인간 사이에서 오염된 존재들이며, 하급의 지위에 속했다는 점

이다. 어쩌면 이것이 아드와르유가 다른 사제처럼 자신의 소마 잔

을 갖지 못하고 자리도 배정받지 못하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

인도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의사인 아슈빈과 제장에서 제물살

해와 관련된 아드와르유는 피로 더럽혀진 존재와 죽음에 의해서

접촉되는 ‘죄(罪 pāpa)’에 의해 오염된 존재로서 모두가 이들과의

접촉이나 가까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한다. 하지만 실제로 제

식에서 제물을 죽이는 행위는 아드와르유의 보조사제46)가 담당하

44) ā́śvinám adhvaryávo bhakṣayanti/aśvinaú vaí devā́nā́m adhvaryū́ svám
evaìtád bhā́gadhéyahṁ svá ā́yátane bhakṣayanti //

45) 이러한 아드와르유의 행위는 리그베다(3.7.7)에서 새에 비유된다. “일곱
성현들은 새처럼 확고하게 정착되고 사랑스러운 지역의 다섯

Adhvaryus의 보호를 받으며 나이에 구애 받지 않는 기꺼운 황소들은

그들을 기쁘게 합니다. 신들 그들 자신은 신들의 길로서 그들이

따릅니다. adhvaryubhiḥ pañcabhiḥ sapta viprāḥ priyaṃ rakṣante

nihitaṃ padaṃ veḥ prāñco madantyukṣaṇo ajuryā devā devānāmanu

hi vratā guḥ”라고 하는데 이 구절을 Hillebrandt는 “제식장위에서

움직이는 아드와르유처럼 천상에서 5행성이 움직인다.”로 해석한다.

는 것으로서, 장소도 제장이 아니라 제사장 외부에서 행해지며,

아드와르유사제는 다른 사제들과 보조사제의 행위와 과정을 지시

하고 야주르베다를 암송하는 일에만 집중한다. 이는 아드와르유사

제 사이에서도 죄가 되는 행위를 다루는 하급의 것은 타인(보조사

제)이 대신하고 주(主)사제는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자 제도적으

로 계층화를 의도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다드양쯔신화의 신화적 변용이 야주르베다(YV)의 텍스트,

특히 TĀ문헌과 ŚB문헌에서 상이한 부분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더 힘을 얻게 된다. 이는 야주르베다문헌이 집대성되는 시기47)에

이 베다의 주요사제인 아드와르유가 사제계급에서 주요한 위치로

재유입되어 부각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야주르베다시대에 들

어 리그베다에 배속되는 기존 사제인 호뜨르와 새롭게 부각되는

아드와르유사제는 경쟁구도 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서로 필

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이는 다드양쯔의 신화에 그대로

반영되는데 기존의 영웅신 인드라는 호뜨르에, 아드와르유는 아슈

빈에 배치되어 소마제를 중심으로 이에 편입하려는 아슈빈과 이

를 막으려는 인드라의 대립구조로 나타난다. 또한 리그베다에서

반(半)지식인이며 일하는 노동자로 취급되었던 아드와르유와 선주

민적인 전통으로 인하여 슈드라(śūdra)계급에 비견되던 아따르완

사제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일

었을 것이다. 다드양쯔신화는 이 두 하위사제들에게도 신화적인

이름을 부여해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슈빈과 다드양쯔이다.

아슈빈은 아드와이유를, 다드양쯔는 아따르완사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제의 긴밀한 동맹은 지식을 전수하는 사제(師弟)

관계로 표현된다. 다드양쯔는 제식의 비밀을 알려고 노력하는 아

46) 실제적인 행위는 3명의 보조사제보조사제는

쁘라띠쁘라스땃뜨르(Pratiprasthātṛ)가 있는데, 그는 제주부인을 이끌고

제물을 죽이고 등분하는 일을 맡고 네슈뜨르(Neṣṭṛ)는 수라(surā)를

준비하고, 언네뜨르(Unnetṛ)는 소마를 압착하는 일을 맡는데, 이들

모두를 합해 아드와르유들(adhvaryavaḥ)이라고도 부른다.

47) Witzel(1997) pp. 291-294.



슈빈을 도와 그가 진정한 아드와르유가 되게 하며 소마제에 참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빗젤48)은 다드양쯔신화가 신들

의 의사인 아슈빈이 아드와르유사제로서 소마제에 편입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로서 여기에는 사제계급의 정당성을 위해 제작된

신화적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고 보았다. 즉 신화 속에서 소마제

에 유일하게 배제된 쌍신 아슈빈이 신들의 아드와르유로서 뒤늦

은 유입자가 된 것은 베다사제 아드와르유의 위상의 변화를 나타

내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신화를 통해 아슈빈이 신들의

소마향연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하위사제에 불과하던 아드

와르유는 소마제에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결론

인도신화에서 제식의 ‘잃어버린 머리’는 자주 사용되던 주제였

다. 신화적으로 머리를 잃고 되찾는 작업은 신비한 모험 같은 과

정을 거치는데 본고는 그 중에서 Pravargya제식과 관련된 다드양

쯔의 참수(斬首)신화를 중심으로 먼저 베다적 기원과 과도기적 신

화의 배경을 알아본 후 본격적으로 두 가지 판본에서의 신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하나의 신화로 정착되는 과정에 있는 브라흐마

나/아란아까라는 문헌학적 특성에서 채우지 못했던 문학적 변용

을 베다 이후의 뿌라나문헌과 마하바라따를 통해 언급함으로서

후대의 신화적 구성에서 제식의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미미하

나마 가정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제식서인 베다상히따 안

에서의 신화는 이론적으로 분석할 만큼 체계적으로 온전한 서사

를 구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원형적 형태를 다양하게 해석할

48) Witzel(1987) p. n.103.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 번째로, 리그베다적 명칭인 가르마제와 아뜨리신화를 통해

아슈빈신에게 우유를 공양하는 Pravargya제식의 기원을 알아 볼

수 있으며 과도기적 쨔야와나신화는 베다상히따와 베다 이후의

문헌이 어떤 식으로 신화를 변용하는지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또

한 두 설화는 다드양쯔신화에서 본격적인 브라흐마나해석학이 시

작되기 전의 문헌으로서 Pravargya제식과 관련된 아슈빈신의 기

능과 위상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다드양쯔의 참수와 제식의 잃어버린 머리신화는 소

마제의 중심축이 소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본질/내적인 신

비/제식의 비밀을 담은 운반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Pravargya祭로

옮겨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건이다. 실제로 소마제의 생생한 생

명력은 제식의 마지막 날 소마를 아침ㆍ점심ㆍ저녁에 압착하면서

소마를 마시는데 있지만 Pravargya제식이 등장하면서 몸통뿐인

소마제는 효용성을 상실하고 불완전한 제식으로 그 위상이 하락

하게 되는 것이다. 소마의 원초적인 신비 혹은 꿀의 달콤함은 이

제식으로 인해 그 이전보다 더 완전하게 회복되고 완성된다고 하

여 Pravargya제식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게 된다. 또한 아

슈빈에 의해 드러나는 이 신비는 말머리가 인드라에 의해 참수되

면서 비밀스럽게 다시 제식의 머리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서 다드양쯔가 전해주는 밀의가 제자 아슈빈에게 전수되고 제식

도 완성되는데 이는 매우 이중적이지만 소마제로부터 Pravargya

제식까지의 의미의 전이를 함축하는 것이기에 중요한 것이다. 또

한 TĀ와는 달리 ŚB에서 제식의 머리가 태양이 되고 나중에 되찾

아진 제식의 영광으로 재현되며, 회복된 제식의 머리에서 뿜어 나

오는 태양의 광휘는 제식의 결과를 고르게 나눌 수 있는 인간들

의 이상적인 세계관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세 번째로, 다드양쯔와 아슈빈의 관계가 사제적 세계관으로 만

들어진 인공(人工)신화로서 해석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이다. 인

도신화를 연구하는 현대학자들, 특히 베다학자들은 베다문헌의 확



실한 연대추정과 사회ㆍ인류학적인 보고서를 가지고서 브라흐마

나의 신화적 구성과 배치가 당시의 사제계급의 의도로 제작된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베다신화 안에는 베다를 편집하는 사

제의 권력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는 견해로서 막연히 가려

져 있던 방대한 베다문헌의 고착화과정이 역사의 베일을 벗으면

서 각광받고 있다. 이 시각에서 보면 아슈빈은 야주르베다의 사제

아드와르유를 대변하는데, 신화 안에서 아슈빈이 제식의 머리인

Pravargya제식을 통해 정당하게 소마제에 편입되었듯이, 인간 아

드와르유사제는 제식을 통해 확실한 사제로서 인정받고 자신의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다. 또한 그를 도와준 다드양쯔는 아따르반

사제로서 아드와르유에게 제식의 밀의를 전수해주고, 호뜨르를 표

방하는 인드라는 그들이 소마제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저항하는 신

화적 배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했던 쉬라우따수뜨라에서 다

루고 있는 실질적인 Pravargya제식의 내용과 마하비라(Mahāvīra)

제기의 중요성과 비밀의례적 입문식에 관련된 태양의 상징성에

관한 부분 등은 흥미로운 문제로서 추후의 연구주제로 남겨두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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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avargya as the Missing Head

Myth of Makha

Kim chin young

Kansan Institute of Buddhist Culture

The Pravargy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zrauta

rites agniSToma, the ancient Indian rituals of an elaborate

and systematized form. The significance of this rite in the

Indian context can not be overestimated. It may be said that

this rite represents the culmination of the development of

Indian ritual thought. The speculative interpretation and

explanation of its mystical significance has exerted great

influence on the philosophical thinking of later times. While

the importance of the pravargya ceremony has been

discussed by eminent scholars in the field of Vedic

philology as well as of history of religions, no thorough

study of it based upon all the available sources has come

out. The purpose of my study in this paper is to give a

basis to the understanding of this ritual by a close

mythological investigation of the extant liturgical texts.

For this purpose, the first step I took was to give a

description of the rite. In this study I have attempted to

clarify the aspect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rite.

The Pravargya is one of the very few rituals explicitly

referred to in the RV, a term which occurd for the first

time in the yv-saMhitA and brAhmaNa. The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ritual is important for an

understanding of the origins and the development of vedic

texts and schools. Instead we find references to the

Gharma, a hot milk-and-ghee mixture, and its offering to

the Azvins. A closer look at the Pravargya as prescribed in

the other versions, Atri in RV and CyavAna story in RV,

ZB are starting point. YV-SaMhitA and BrAhmaNa,

especially TAA and ZB versions introduce the story of the

personified sacrifice(Makha-Viṣṇu) who lose his head. The

sources of my study are the documents from the

Vedic-sUtra between TAA and ZB. In treating such text,

we must be careful, since many of their interrelations have

not been fix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rite, we have to know the interrelations

of the involved texts by a close comparative analysis of

them.

This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the pravargya in

vedic-intitation and in the Soma-sacrifice and this also

appears in a new light with the discoveries regarding the

DadhiyaNc myth. It is the myth of missing head which

Pravargya as the ‘head of Makha’. In the TAAversion of

myth, personified sacrifice(Makha-ViSNu) is beheaded and

its trunk is divided threefold. This sacrifice is not effective

and needs to be completed with a fourth element, its head.

The Aśvins knows how to do this. This head is the

Pravargya ceremony, which has to make the regular Soma

sacrifice complete. Whereas the ZB indentifies im this myth

both the Pravargya that has to complete the sacrifice as a

whole with the sun. The myth of the cephalic surgery on

DadhiyaNc was through the surgery of the Azvins. The

Azvin, doctors and latecomers to the ritual of the gods,

become their Adhvaryu, after having gained the secret of

the head of sacrifice. Some arguments have been made that

the little studied myth of Indra cutting off the head of

DadhiyaNc illuminates the concern of the main acting priest



in ritual, Adhvaryu priests, of avoiding direct involvement in

killing, as exercised by them in ritual. The tale has become

main myth of justification of priestly class. Research on this

myth is still in its early stage, this paper calls attention to

the central problem as to the ideology behind this myth has

to be treated in detail. It is in his opinion from this focus

that the Pravargya should be explained.

Key Words : pravargya, azvin, dadhyaJc, makha, soma,

adhvaryu, atri, so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