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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교와 불교에서 방위와 수호신의 관계 비교

변순미*1)

Ⅰ들어가기. Ⅱ 리그베다의 신들.

Ⅲ 불교의 호세팔방천(護世八方天)과 십이천(十二天). Ⅳ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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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팔방천]

보편적으로 인도인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졌던 세계수호 신들은 약화

된 브라만교 시대의 중요했던 신들로, 동쪽은 Indra, 남쪽은 Yama, 서

쪽은 Varuṇa, 그리고 북쪽은 Kubera가 담당했다. 그러나 두 서사시

Mahābhārata와 Rāmāyaṇa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 수호신들의 방위가

정착되기 까지 수호신들의 방위에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사방(四方)의

수호신들이 힌두교 시대에는 더욱 발전된 형태로 각 방위 사이에 수호

신들이 등장하여 여덟 방위의 신으로 나타났는데, 북동은 Soma, 남동은

Agni, 남서는 Sūrya 그리고 북서는 Vāyu가 역할을 맡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힌두교의 세계의 수호신(Lokapālas)들이 그 역할

을 시작하는 시점과, 방위의 신으로서 사방(四方)에서 팔방(八方)으로

변천하는 과정을 Manu와 두 서사시 Mahābhārata, Rāmāyaṇa, 그리고
Harivaṁśa와 Purāṇa들을 통해서 고찰하고 이러한 힌두교의 세계수호

신의 개념이 불교 세계관인 호세 팔방천으로 도입 되었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각 방위에 배치 된 신들의 이름을 통해서 살피면서, 동시에 이

신들의 역할을 통해서 힌두교와 불교의 세계 수호신과 호세 팔방천의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이 차이점은 사이 방위인 힌두교의 북동의 Soma

가 불교에서는 Īśāna로 그리고 남서의 Sūrya가 Nirṛti로 변화의 과정을

밟게 되었는지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을 통해 얻은 것은 인도라는

지리학적인 조건과 같은 종교 문화적인 토대에서 비록 불교에서 힌두교

신들의 이름을 차용하고 있지만, 불교에 흡수 된 힌두교의 세계 수호신

들은 불교에 융화 되면서 선신(善神)으로 역할이 바뀌고 불법(佛法)과

제존(諸尊) 그리고 불교를 수행하는 수행자를 보호 하기 위한 보호신으

로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2-A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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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기

Ṛg-veda(이하 ‘리그베다’)에 기초를 둔 찬가와 예배의 대상이

었던 최고의 신(Deva)들이 브라만교 시대를 거쳐 힌두교의 시대

에 이르면 제 3류 신의 양상을 띠면서 세계의 수호신(Lokapāla)으

로 지위가 약화 되었다.

보편적으로 인도인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졌던 세계수호 신들은

약화 된 브라만교 시대의 중요했던 신들로, 동쪽은 Indra, 남쪽은

Yama, 서쪽은 Varuṇa, 그리고 북쪽은 Kubera가 담당했다. 그러

나 두 서사시 Mahābhārata와 Rāmāyaṇa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

수호신들의 방위가 정착되기 까지 수호신들의 방위에 차이를 보

인다. 이러한 사방(四方)의 수호신들이 힌두교 시대에는 더욱 발

전된 형태로 각 방위 사이에 수호신들이 등장하여 여덟 방위의

신으로 나타났는데, 북동은 Soma, 남동은 Agni, 남서는 Sūrya 그

리고 북서는 Vāyu가 역할을 맡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힌두교에서 세계의 수호신들이 그 역할을

시작하는 시점과, 방위의 신으로서 사방(四方)에서 팔방(八方)으로

변천하는 과정을 먼저 Manu와 두 서사시 Mahābhārata, Rāmāya

ṇa, 그리고 Harivaṁśa와 Purāṇa들을 통해서 고찰하고, 이것을 통

해서 힌두교의 세계 수호신의 개념과 불교의 호세 팔방천을 비교

하여 일치점과 차이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베다 시대부터 서사시 시대를 거친 힌두교의 세계수

호 신의 개념이 불교의 세계관인 호세 팔방천으로 도입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

점은 불교의 밀교부 경전의 음역(音譯) 된 진언과 힌두교의 세계

수호 신들의 이름을 비교 할 때, 또는 힌두교와 불교가 각 방위에

배치 한 신들의 이름이 거의 일치하는데서 오는 생각이기 때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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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하지만 힌두교의 세계수호 신들과 불교의 호세 팔방천의

역할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명백하다. 힌두교의 세계수호 신들은

숭배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세계의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맡고 있

는 반면, 불교의 호세 팔방천의 역할은 불법(佛法)과 제존(諸尊)과

그리고 불교를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차이는 불교에 입문한 힌두교의 천신들과 나찰들 그

리고 아수라 등이 번뇌를 없애주는 선신(善神)으로 역할이 바뀌면

서 힌두교에서 사이 방위인 북동 방위의 Soma가 불교에서는 Īśān

a로 그리고 남서 방위의 Sūrya가 Nirṛti로 변화하는 과정을 불교

경전에서 살펴보면 쉽게 추측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힌

두교와 불교에 있어서 각 방위 신들의 이름의 일치점과 차이점

그리고 힌두교와 불교에서 그 신들의 역할의 차이점을 논함으로

서, 힌두교의 세계 수호신의 개념이 불교의 호세 팔방천으로 도입

된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흡수한 세계 수호신들을 불법(佛法)과

제존(諸尊)과 그리고 불교 수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호신의 관점

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II. 리그베다의 신들

1. 베다 시대의 신들

리그베다는 인도 유럽인이 가진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서 1017

송의 찬가와 나중에 보충된 11송의 찬가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기원전 1000~800년경 현재의 형태와 같이 편찬되었다. 고대 인도

인들은 자연과 세계에 대하여 경이감과 신비감을 가지고 각 현상

의 배후에 어떤 살아 있는 인격적인 힘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

하여 찬양과 기도와 제사를 통하여 신들의 힘들과 인격적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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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려 했다. 따라서 리그베다의 숙타(Sūktas)들은 자연과 인

간에게 작용하는 우주적 힘과 신들(Devas)을 찬양하는 영광의 노

래이다. 이 신들은 자연과 세계에 작용하는 그들의 활동 영역에

따라 세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1) 천계(天界)에 속하는 신들 : 우주 질서의 보호자로 불리는 바

루나(Varuṇa), 하늘의 신 댜우스(Dyaus), 태양의 신 미트라(Mitr

a), 수리야(Sūrya), 사비트리(Savitṛ), 새벽의 여신 우샤스(Uṣas),

그리고 천계의 의사로 불리는 쌍둥이 신(Aśvin) 등.

2) 공계(空界)에 속하는 신들 : 천둥 신의 인드라(Indra), 폭풍의

신 루드라(Rudra), 마루트(Maruts), 바람의 신 바유(Vāyu), 그리

고 비의 신 파르잔야(Parjanya) 등.

3) 지계(地界)에 속하는 신들 : 대지의 여신 프르티비(Pṛthivī),

불의 신 아그니(Agni), 술의 신 소마(Soma), 강의 신 사라스바티

(Sarasvatī) 등.

베다의 시인들은 이러한 자연현상의 위력을 인격화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속에서 신비한 현상으로 여겨지는 말(Vāc)이나

기도(Bṛhaspatī)의 신 등도 인격화하여 찬양을 하였다. 이들이 말

하는 신들의 수는 33신1) 또는 3333신이라고도 전해지지만 최고신

의 관념은 없었고 제사와 찬가 그리고 기도에 따라 당시의 신이

주요신 으로 간주되었다. 리그베다의 Mandala 1～10을 살펴보면

베다 시대의 중요한 신들인 아그니(Agni), 인드라(Indra), 바유(Vā

yu), 소마(Soma) 등은 위에서 언급한 33신들에 포함되며 이들 신

에게는 창조신화가 있다. 베다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세계

1) 33신-8명의 바수들(Vasus) : Dharā, Anala, Ap, Anila, Dhruva, Soma,

Prahāsa, Pratyūṣ. 11명의 루드라들(Rudrsa) “ Bhava, Śarva, Īśāna,

Paśupati, Bhīma, Ugra, Mahādeva, Rudra. 12명의 아디탸야들(Ādityas) :

Mitra, Varuṇa, Aryaman, Dakṣa, Bhaga, Aṁśa, Tvaṣṭṛ, Savitṛ, Pūṣan,

Śakra, Vivasvat, Viṣṇu. 인드라(Indra), 프라자파티(Prajāp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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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러 힘에 지배된다는 다신교적 사고방식이 차츰 변화하기 시

작하여 자연과 세계의 모든 현상과 힘들의 배후에 있는 통일적인

존재의 원리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2)

이 통일적 존재는 세계의 창조주로 프라자파티(Prajāpati)나 비

슈바카르만(Viśvakarman)으로 이해되기도 하였고, 범신론적인 창

조관인 푸루샤(Puruṣa) 그리고 세계 창조의 통일적 원리로 인격

적 신의 성격을 지니지 않은 Tad Ekam(一者)으로도 이해되었다.

리그베다의 찬가를 통해서 방위와 관련 된 신격은 찾아보기 힘

들지만 특정한 방위에 대하여는 언급하였다. 먼저 비슈바카르만

(Viśvakarman)의 우주 창조의 제1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신적인 현자, 눈의 아버지는 서로 정중하게 웅크린 두 세계를 창

조하였도다.

동쪽의 경계가 고정된 그때 천상과 지상은 확장되었다.3)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주의 설계자인 비슈바카르만이 세계를

창조할 때 “동쪽(pūrva)의 경계가 고정된 그때”로 동쪽이라는 방

위는 언급했지만 이와 상응되는 신격은 없다. 하지만 비슈바카르

만(Viśvakarman)이라는 이름이 원래 수리야 또는 인드라의 별칭

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잠정적으로 상응 되는 신

격이 이 둘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푸루샤 숙타(Puruṣa Sūkta)의 13～14송을 보면 방위 등이 나타

2) 정승석 편역(1984), p.21 ; 리그베다에 나타난 신 관념을 고찰하여

학자들은 흔히 범신관(凡神觀), 교체신관(交替神觀),

유일신관(唯一神觀)으로 표현한다. 즉 리그베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의

아리안들은 온갖 대상물들의 특성에 신성을 부여하여 신봉하다가, 각

신들의 특성을 점차 무시하고 어떤 신의 특성을 다른 신에게로 돌려

신봉하며, 결국에는 하나의 신에로 귀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일신에로 귀일하려는 경향은 리그베다의 후기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3) RV Ⅹ.82. ib. p.225.

cakṣuṣaḥ pitā manasā hi dhīro ghṛtamene ajanannannamāne /

yadedantā adadṛhanta pūrva ādiddyāvāpṛthivī aprathetām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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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

그의 마음에서 달이 나왔고, 그의 눈에서 태양이 나왔으며 그의 입

에서 인드라와 아그니가 나왔고 그의 호흡으로부터 바유가 나왔다.

그의 배꼽에서는 대기의 공간이 나왔고 그의 머리로부터 하늘이 생

겼고, 그의 발로부터 땅이, 그의 귀로부터 방위가 생겼다. 이와 같이

그들은 세계를 창조하였다.4)

푸루샤(Puruṣa)찬가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소마, 수리야, 인드라,

아그니, 하늘과 대지 그리고 방위 등이 전개되었음을 기술하고 있

다. 여기에서 “귀로부터 방위(diśaḥ śrotrāt)” 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위도 다른 신들과 함께 생겨났기 때문에 방위와

상응되는 신들이 아직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라자파티(Prajāpati) 찬가의 제4송을 살펴보면 방

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 없었음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의 위력에 의해 눈 덮인 산은 그의 것이요, 대

양과 라사는 그의 것이며, 그의 양 팔, 사방은 그의 것이다. 우리가 제

물을 바쳐야 할 신은 누구인가.5)

프라자파티 창조관에서도 “모든 방향은 그의 것이다(yasyemāḥ

pradiśo).”라는 구절을 통해서 보면 특정한 방향과 신격은 언급하

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리그베다의 창조관을 살펴 볼 때 방위에 대한 언급은

4) RV Ⅹ.13.14. ib. p.231.

candramā manaso jātaścakṣoḥ sūryo ajāyata /

mukhādindraścāghniśca prāṇād vāyurajāyata // 13 //

nābhyā āsīdantarikṣaṁ śīrṣṇo dyauḥ samavartata /

padbhyāṁ bhūmirdiśaḥ śrotrāt tathā lokānakalpayan // 14 //

5) RV Ⅹ.121.4. ib. p.234.

yasyeme himavanto mahitvā yasya samudraṁ rasayā sahāhuḥ /

yasyemāḥ pradiśo yasya bāhū kasmai devāya haviṣāvidhema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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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아직 세계의 방위와 상응하는 신들의 역할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계수호신의 개념은 힌두교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베다 시대에 중요했던 신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의심할 여지없이 리그베다에서 가장 높은 신들의 우두머

리는 인드라(Indra)였다. 베다 찬가들의 거의 4/1(약 250송)이 인

드라의 위력과 덕성을 칭송하고 있다. 그는 천상계에서 가장 중요

한 신으로서 천둥, 번개 즉 바즈라유다(Vajrāyudha)로 무장을 하

고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전차를 타고 모든 곳을 여행한다.6) 인

드라의 용맹성은 그가 아수라 브리트라(Vṛtra)를 죽임으로써 브리

트라에 의해 공급이 중단되었던 물을 마누에게 공급하였던 일에

서도 잘 나타난다.7) 인드라는 또한 거대한 산의 날개를 움켜쥐어

그들을 움직이게 하였고, 악마들이 훔쳐갔던 신들의 소들을 되찾

았던 일에서도 잘 나타난다. 인드라는 소마 즙을 좋아하고8) 전쟁

의 신으로 왕권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전사들은 전쟁터로 나가

기 전에 그에게 제사와 희생제를 올렸던 것이다. 위에 언급한 여

러 상황들이 인드라의 별칭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가장

강한 자’라는 뜻인 ‘Śakra’, ‘황소’의 뜻인 ‘Vṛṣan’, 그리고 ‘브리트

라 죽인 자’의 뜻인 ‘Vṛtrahan’ 등이 바로 이것이다.

6) RV III.36.5. sa no vṛṣā vṛṣarathaḥ suśipra vṛṣakrato vṛṣā vajrin bhare

dhāḥ // yo rohitau vājinau vājinīvān tribhiḥ śataiḥ sacamānāv adiṣṭa /

7) RV I.32.7～8.
nadaṃ na bhinnamamuyā śayānaṃ mano ruhāṇā ati yantyāpaḥ / yāścid

vṛtro mahinā paryatiṣṭhat tāsāmahiḥ patsutaḥśīrbabhūva //

nīcāvayā abhavad vṛtraputrendro asyā ava vadharjabhāra / uttarā

sūradharaḥ putra āsīd dānuḥ śaye sahavatsā na dhenuḥ //

8) RV Ⅹ.119.2. iti vā iti me mano ghāmaśvaṃ sanuyāmiti /

kuvitsomasyāpāmiti // pra vātā iva dodhata un mā pītā ayaṃsata /

kuv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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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드라는 베다에서 종종 최고신으로 대우를 받고, 인드라를 믿

고 따르는 헌신자들에 대한 그의 사랑과 열정은 칭송과 찬가로

보답 받아왔다. 일반적으로 인드라는 천둥과 번개의 작용으로 먹

구름으로부터 쏟아지는 비라는 자연현상을 표상한다고 생각되어

졌다.

인드라의 명성은 힌두교 시대에 접어들면서 점차로 줄어들었고,

서사시와 뿌라나들에서는 이류의 신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아직도

신들의 왕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원의 조각들 중에서

인드라는 천상의 코끼리 아이라바타(Airāvata)를 타고 있는 네 개

의 팔을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두 번째는 인두(Indu)나 소마파바마나(Soma-pavamana)로 불

리는 리그베다에서 가장 중요한 신들 중의 하나는 Soma신이다.

소마는 소마줄기를 관장하는 신인데 소마의 즙은 흔히 베다의 희

생 제물로서 제화(祭火)에 부어 신들에게 바치고, 나머지를 제관

과 그 밖의 봉헌 자가 마시는 등 제사의 중심이 되었다. 베다 시

인들은 소마의 제조 과정과 효능을 극도로 과장하고 신화화하여

찬양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리그베다의 아홉 번째 만다라의 약 12

0편 이상이 온전히 소마의 찬가로써 구성되어 있다. 베다에서 때

때로 최고의 신으로 칭송되는 소마는 인간의 치명적인 병들을 고

쳐주고9)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을 불멸의 세계로 인도하는

신이기도 하다.10) 또한 소마는 인드라의 훌륭한 행위와 악마 브리

트라를 살해할 수 있었던 힘을 부여했다.11) 그리고 소마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언어를 활성화하기도 하기 때문에 종종 언어의

9) RV VIII.48.5. ime mā pītā yaśasa uruṣyavo rathaṃ na ghāvaḥ

samanāhaparvasu / te mā rakṣantu visrasaścaritrāduta mā

srāmādyavayantvindavaḥ //

10) RV VIII.48.13. tvaṃ soma pitṛbhiḥ saṃvidāno.anu dyāvāpṛthivī ā

tatantha / tasmai ta indo haviṣā vidhema vayaṃ syāma patayo

rayīṇām //

11) RV VIII.48.2. antaśca prāghā aditirbhavāsyavayātā haraso daivyasya /

indavindrasya sakhyaṃ juṣāṇaḥ śrauṣṭīva dhuramanu rāya ṛdhyā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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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바차스파티(Vācaspati)로 기술되어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무서운 신통력을 지닌 현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소마이다. 소마는 세계를 창조하고 비와 강물을 지배한다.

Soma라는 명칭은 소마줄기에다 생명을 불어넣는 신으로 리그

베다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소마줄기의 즙 자체를 ‘달’로서

표현하기도 한다. 후기 문헌에서 소마는 달과 동일시된다.

세 번째는 아디티야(Āditya), 사비트리(Savitṛ) 그리고 푸샨(Pūṣ

an)과 동일시되어지곤 하는 수리야(Sūrya)이다. 5~6편의 독립된

찬가 이외에 다른 신들의 찬가에서 함께 언급되는 수리야는 태양

을 신격화한 신이다. 베다의 중요한 신의 하나인 수리야는 찬란하

게 빛나며 일곱 마리의 말들이 끄는 아름다운 마차를 타고 다닌

다.12) 수리야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에 비유되고, 하늘의 보석

으로 묘사된다. 수리야는 빛을 주며 낮과 밤을 창조하고,13) 살아

있는 생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그들을 활기차게 만들어 주고

또한 그들의 병과 게으름을 퇴치시켜 준다.14)

사비트리는 해가 떠오르기 전 태양의 모습으로 전체가 금빛이

다. 사비트리는 사람들을 제자리로 가게 해주고, 옳은 길로 안내

하며 삶과 에너지를 제공해 준다.

푸샨은 생명을 키우고 유지시켜주는 태양의 모습을 인격화한

존재이다. 푸샨은 그가 지니고 있는 원반을 가지고 적들을 물리친

다. 푸샨은 공정한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항상 관대함과

보호 심으로 가득 차 있다.

네 번째는 바루나(Varuṇa)로 베다의 가장 오래된 신들 중의 하

나로서 인드라에 견줄 만한 위대한 신이다. 바루나를 위한 독립

12) RV I.50.8. sapta tvā harito rathe vahanti deva sūrya / śociṣkeśaṃ

vicakṣaṇa //

13) RV I.50.7. vi dyāmeṣi rajas pṛthvahā mimāno aktubhiḥ / paśyañ

janmāni sūrya //

14) RV VII.63.4. divo rukma urucakṣā udeti dūrearthastaraṇirbhrājamānaḥ

/nūnaṃ janāḥ sūryeṇa prasūtā ayannarthāni kṛṇavannapāṃ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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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는 8편에 지나지 않지만 다른 신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중요한 신격이라고 할 수 있다. 바루나는 하늘의 화신일 것이

다.15) 그러나 그는 또한 구름과 물과 강과 바다와 관계가 있다.16)

때때로 미트라(Mitra)와 함께 하기도 하고 미트라바루나(Mitravar

uṇa)라고 칭송되기도 한다. 바루나는 우주의 왕이며 가장 높은 세

계에서 살고 있다. 바루나의 지식과 힘은 무한하고, 천개의 눈을

갖고 있으며, 전 세계를 내려다본다. 그리하여 바루나는 도덕률을

다스리는 신이 되는 것이다.17)바루나는 법을 어기는 사람을 벌주

고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불쌍히 여겨 그들을 용서해

준다.18) 바람의 신 바유(Vāyu)를 움직여 비와 농작물을 제공해

줌으로써 바루나는 세상에 삶을 유지시켜 준다.

일련의 신화적 문헌을 살펴보면 바루나는 서쪽 지역을 관장하

는 신으로서, 바다와 물의 제왕으로서, 그리고 수중 생물들의 지

배자로 묘사된다. 이러한 물과의 관계는 후세에 더욱 더 확고해져

서, 리그베다에서 가장 숭고함을 과시 했던 바루나는 결국 수천

(水天)의 지위에 만족하게 되었다. 몇몇 신전에서는 바루나는 악

어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바루나는 그의 네 개

의 팔 중에서 두 팔에 뱀과 올가미를 들고 있다.

다섯 번째는 아그니(Agni), 즉 불의 신이다. 리그베다의 종교는

기본적으로 희생적인 요소가 강했기 때문에 희생을 상징하는 불

15) RV VII.86.1. dhīrā tvasya mahinā janūṃṣi vi yastastambha rodasī

cidurvī / pra nākaṃ ṛṣvaṃ nunude bṛhantaṃ dvitā

nakṣatrampaprathacca bhūma //

16) RV V.63.4. māyā vām mitrāvaruṇā divi śritā sūryo jyotiś carati citram

āyudham / tam abhreṇa vṛṣṭyā ghūhatho divi parjanya drapsā

madhumanta īrate //

17) RV V.63.1. ṛtasya ghopāv adhi tiṣṭhatho rathaṃ satyadharmāṇā

parame vyomani / yam atra mitrāvaruṇāvatho yuvaṃ tasmai vṛṣṭir

madhumat pinvate divaḥ //

18) RV VII.86.4. kimāgha āsa varuṇa jyeṣṭhaṃ yat stotāraṃ jighāṃsasi

sakhāyam / pra tan me voco dūḷabha svadhāvo.ava tvānenā namasā

tura iyā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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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 아그니가 존중받았던 것은 당연하다. 베다찬가의 1/5에 상

당하는 아그니 찬가는 인드라에 대한 찬가에 버금간다. 아그니는

종종 최고의 신, 창조자, 온 우주에 스며있는 우주의 혼으로 칭송

되어 진다.19) 아그니는 가장 높은 하늘 천체(dyuloka)에 있어서는

태양으로, 중간 하늘(antariksa)에 있어서는 빛 또는 공기로, 그리

고 이 지구 위(pṛthivī) 에서는 불로써 그 자신을 나타낸다. 아그

니는 인간의 제물들을 신들에게 나름으로써 신과 인간 사이의 중

개자로서 행동한다.20) 아그니는 전지전능하고 또한 완전한 자비

그 자체이다. 아그니는 인간들의 어려움을 없애줌으로써, 인간들

에게 그들이 기구하는 것을 주고 또 지켜준다.21)연기는 아그니의

표상이고, 숫양은 아그니가 타고 다니는 전용차이다. 후기 문헌에

서 아그니는 남동 지역을 통치하는 신으로서 기술되고 있다.

여섯 번째는 루드라(Rudra)로 포효하고 고함치는 신이다. 비슈

누와 더불어 힌두교의 세계를 양분하는 쉬바 신의 전신으로서 주

목 되는 루드라의 인지도는 리그베다 찬가의 수로써는 예측할 수

없다. 독립된 찬가 세편 이외에 소마에게 일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한 편, 소마와 함께 칭송되는 것이 한 편 있을 뿐이다.

루드라는 공포로 가득 찬 위협적인 무서운 신이다. 루드라의 키

는 크고 건장하다. 그는 길게 땋아 내린 머리를 지니고 있으며, 그

의 육체는 빛나며, 육체의 색깔은 그가 입고 있는 금빛 의상의 색

과 잘 조화되고 있다22). 그가 사용하는 무기는 천둥, 번개, 활과

19) RV I.1,8, rājantamadhvarāṇāṃ ghopāṃ ṛtasya dīdivim /

vardhamānaṃsve dame //

20) RV I.1.4, aghne yaṃ yajñamadhvaraṃ viśvataḥ paribhūrasi / sa

iddeveṣu ghachati //

21) RV I.143.8. aprayuchannaprayuchadbhiraghne śivebhirnaḥ pāyubhiḥ

pāhi śaghmaiḥ / adabdhebhiradṛpitebhiriṣṭe.animiṣadbhiḥ pari pāhi no

jāḥ //

22) RV II.33.9. sthirebhiraṅghaiḥ pururūpa ughro babhruḥ śukrebhiḥ

pipiśehiraṇyaiḥ / īśānādasya bhuvanasya bhūrerna vā u yoṣad

rudrādasury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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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이다.23) 루드라는 폭풍의 신인 것이다. 루드라는 비록 사납게

생기고 끔찍한 무기들로 무장하고 다니지만 그는 늘 인간에게 자

비롭고 온화하다. 그는 적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주는 친절하고

사랑스런 아버지의 모습, 즉 보호자이다.24) 루드라는 또한 훌륭한

내과 의사이다. 그는 모든 인간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천 가지

의 약들을 가지고 있다.25)

후기 신화 문학에서는 쉬바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던 시바(Siva),

카파르딘(Kapardin), 마하데바(Mahādeva) 등과 같은 이름들은 리

그베다에서는 루드라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쓰여 져 왔다. 자연의

어떤 면을 루드라가 상징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말하기는 매우 어

렵다. 루드라들(Rudras)이라고 불리는 소집단의 신들이 때때로 언

급 되는데 이들은 사실 프라나스(Prāṇas)의 원리들, 즉 10개의 생

명에 필요한 호흡들과 마음의 원리들이다. Rudras는 또한 여덟

개의 이름들 즉 바바(Bhava), 샤르바(Śarva), 이사나(Īśāna), 파슈

파티(Paśupati), 비마(Bhīma), 우그라(Ugra), 마하데바(Mahādeva),

루드라(Rudra) 등으로 기술된다.

일곱 번째는 바유(Vāyu)로 바람, 공기 혹은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의 신이다. 바람의 신 바유에 대한 독립 찬가는 두 편이 있으

며, 그 일부분 때로는 전부분이 인드라와 바유의 두 신을 주제로

하고 있다. 바유는 두 마리 말들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다닌다.26)

23) RV II.33.10. arhan bibharṣi sāyakāni dhanvārhan niṣkaṃ yajataṃ

viśvarūpam / arhannidaṃ dayase viśvamabhvaṃ na vā ojīyo rudra

tvadasti //

24) RV II.33.11. 1stuhi śrutaṃ ghartasadaṃ yuvānaṃ mṛghaṃ na

bhīmamupahatnumughram / mṛlā jaritre rudra stavāno.anyaṃ te

asman ni vapantu senāḥ //

25) RV II.33.13. yā vo bheṣajā marutaḥ śucīni yā śantamā vṛṣaṇo yā

mayobhu /yāni manuravṛṇītā pitā nastā śaṃ ca yoścarudrasya vaśmi

//

26) RV I.134.3. vāyuryuṅkte rohitā vāyuraruṇā vāyū rathe ajirā dhuri

voḷhave vahiṣṭhā dhuri voḷhave / pra bodhayā purandhiṃjāra ā

sasatīmiva / pra cakṣaya rodasī vāsayoṣasaḥ śravase vāsayoṣasa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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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차는 무서운 함성을 울리며 바유의 도착을 알린다. 도착을

알리되 그 자신은 보이지 않는다. 인드라처럼 바유는 소마 즙을

좋아한다.27) 우리의 몸 안에서 바유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기운, 즉 다섯 개의 혼으로 작용한다. 후기 신화 문

학에서 바유는 북서쪽의 지배자로 역할을 한다.

여덟 번째는 야마(Yama)로 제한하고 한계짓고 통제하는 신이

다. 야마는 최초로 죽어서 천국을 향해 떠나간 사람이다. 그는 죽

음의 신이고 죽음의 영혼들이 그와 함께 산다. 야마는 두 마리의

사납고 무서운 개들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네 개의 눈과 잘 발달

된 넓은 콧구멍들을 지니고 있어서 야마의 왕국으로 오는 길목을

지키며, 죽은 영혼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후기 신화 문학에서 야마는 죽음과 재판의 신인 의무의 주신(D

harmarāja)으로 묘사된다. 야마는 그에게로 온 죽은자들에게 벌을

내리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한다. 야마는 녹색 빛을 띠며 붉은 의

상을 입고, 거대한 갈고리 달린 철퇴와 올가미를 지니고 숫소를

타고 있으며, 남쪽 지역의 지배자 역할을 담당한다.

이상에서는 베다의 주요한 신들로서 힌두교 시대에 세계수호신

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신들만을 다루었다.

2. 힌두교 시대의 신들

리그베다를 비롯한 베다 경전에 바탕을 둔 아리아인들의 신앙

은 인도 토착민들과의 융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변형을 겪고

또한 그 신들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후세의 힌두신(Hindu Pantheo

27) RV I.134.1. ā tvā juvo rārahāṇā abhi prayo vāyo vahantviha

pūrvapītaye somasya pūrvapītaye / ūrdhvā te anu sūnṛtā

manastiṣṭhatu jānatī / niyutvatā rathenā yāhi dāvane vāyo makhasya

dāva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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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들 속으로 흡수되어 갔다. 한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하고 강

력했던 인드라가 이차적인 신의 위치로 그 지위가 낮아졌고, 그의

보좌관격이었던 비슈누가 힌두교 삼위일체의 중심으로 지위가 격

상되었으며 무서운 공포의 신인 루드라가 고귀한 쉬바신이 되었

다. 또한 디야우스, 아리아만, 푸샨 등과 같은 많은 신들이 서사시

시대에는 망각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 갔다. 브라만교 신들은 이러

한 변형과 흡수 속에서 힌두교의 다신론은 재편성되었고, 이는 3

가지 양상들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 주요 숭배의 대상

은 브라흐마(Brahmā), 비슈누(Viṣṇu)와 쉬바(Śiva)의 세 신들로

구성되는 삼위일체(Tṛimṛti)로 그들의 배우자 여신들과 더불어 그

첫 번째 양상을 형성한다. 여기서 숭배 받는 모든 신들은 이 현상

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신, 이슈바라(Īśvara)의 다름이 아니다.

가네샤(Ganeśa), 쿠마라(Kumāra)와 같은 작은 제2류급의 신들

은 두 번째 양상을 형성한다. 이들 신들은 때때로 최고신의 모습

으로 묘사되어질 때도 있지만 그들은 최고신이 제한적으로 구현

된 모습이다.

인드라(Indra), 바루나(Varuṇa), 아그니(Agni) 등의 신들은 로카

팔라(Lokapāla : 세계의 수호자)들 혹은 딕팔라(Dikpāla : 동남서

북 사방의 보호자)들로 불리는데 이들이 제3의 양상을 이룬다. 이

들은 브라만교 시대에 우주론적 창조의 계획에서 실제적으로 지

위를 행사했던 신들이지만, 힌두교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 수호

신의 지위로 자리를 옮겼다.

세계 수호신으로서 역할을 부여받은 여덟 신 중에 일곱 신들

즉 수리야, 소마, 바유, 아그니, 야마, 바루나, 인드라 등은 브라만

교에서 오래 전부터 찬가와 제사로 숭배되어 온 신들이다. 이들

세계수호신들 중에서 쿠베라는 예외적인 존재이다. 쿠베라는 브라

만교 시대에 존재했던 신들처럼 역할이 축소 된 것이 아니라 서

사시와 신화를 통해 힌두교 시대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위

에 언급한 베다 시대의 주요한 여덟 신들은 후기 문헌에서 네 개

의 주요 방위와 네 개의 사이의 방위의 수호신들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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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의 주요 방위 점은 동방의 Indra, 남방의 Yama, 서방의 Var

uṇa, 그리고 북방의 Kubera이다. 그리고 사이의 방위 신들은 남

서방의 Sūrya, 북동방의 Soma, 북서방의 Vāyu, 그리고 남동방의

Agani이다.

위에 언급한 베다 시대의 주요한 여덟 신들은 후기의 문헌에서

네 개의 주요 방위와 네 개의 사이의 방위의 수호신들로 나누어

진다. 네 개의 주요 방위 점은 동방의 Indra, 남방의 Yama, 서방

의 Varuṇa, 그리고 북방 Kubera이다. 그리고 사유(四維)의 방위

신들은 남서의 Sūrya, 북동의 Soma, 북서의 Vāyu, 그리고 남동의

Agni이다. 각각의 신들에게 할당된 정확한 방위의 구분은 신들의

이름만큼 일찍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그 여덟 신은 할당된

방위의 지위 없이 Manu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somāgnyarkānilendrānāṁ vittāppanyoryamasys ca /

aṣṭānāṁ lokapālānāṁ vapurdhārayate nṛpaḥ // 96 //28)

한편 나중의 몇몇 문헌에서는 남동 수호신으로 Sūrya 대신에

Nirṛti29)가 그리고 북동 수호신으로 Soma 대신에 Pṛthivī 또는 Śi

va, Īśāna가 언급된다. 불교에서는 Sūrya 대신 Nirṛti, Rākṣasapati

가 그리고 Soma 대신 Īśāna, Maheśvara로 언급된다.

두 서사시에는 여덟 신을 한 그룹으로 다루지 않고, 세계 수호

신은 오직 넷으로 그 주요 방위들만을 표시하고 있다. 가끔 넷의

수호신들은 Mahābhārata에서 Vaivasvata(야마), Varuṇa(바루나),

Śatakratu(인드라), Dhaneśa(쿠베라)들이30) 죽은 영웅들을 환영하

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이 세계 수호신들로 간주된다는 사실

28) “왕은 여덟 세계보호신의 화신이다. 달의신, 불의신, 태양의신, 바람의

신, 인드라, 부와 물 (Kubera 및 Varuṇa)의 신 그리고 야마입니다.”

29) HV. saptamaṁ ca tato vāyum aṣṭamaṁ nirṛtiṁ vasum / App.I,41.535.

/ dharmasyāpatyam etad vai surabhyāṁ samajāyata // App.I,41.536. //

30) MBh VII.72.45. nūnaṁ vaivasvataśca tvāṁ varuṇaśca priyātithim /

śatakraturdhaneśaśca prāptamrcnyabhīruk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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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언급하지 않고 하나의 그룹으로 기술하고 있다. 서사시에서 고

정된 방위와 신격은 남방의 Yama와 서방의 Varuṇa다. 그러나 그

넷의 신들은 언제나 똑같지는 않다. 같은 서사시에서도 그들은 In

dra(Śakra), Agni, Varuṇa, Yama31)로 기술된다. 또 Yama, Indra,

Kubera, Varuṇa는 Arjuna에게 재능을 부여하는 Lokapāla32)로 기

술되고 있으며 Yama는 남쪽에 위치한다. 예를 들어 Mahābhārata

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prācīṁ diśaṁ śritā devā jātavedaḥ purogamāḥ /

dakṣīṇāṁ piraro guptāṁ yamena śubhakarmaṇā // 31 //

prācīṁ varuṇaḥ pāti pālayānaḥ surān balī /

udīcī bhagavān somo brahmaṇaiḥ saha rakṣati // 32 //33)

여기서 특별히 세계수호신들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그들은 명

백히 세계수호신의 자격으로 역할을 한다. 세계수호신들 중에서

Yama는 꾸준한 구성원이며, 그 신들의 명부가 북쪽에서 시작된

것처럼 오직 Varuṇa가 세계의 수호신들의 4번째로 정의되는 지위

를 가진다.34)

그러나 Mahābhārata에서는 오직 세 명의 수호신들(lokapālās tr

ayī)과 세 개의 세계가(trayo lokā) 있다고 말한다.35) 세 개의 세

계가 있을 때, 그 수호신들이 세계와 관련성을 가진다면 우리는

세 명의 세계수호신들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칭호에도

31) MBh III.52.6. prāptumicchanti devāstvāṁ śakro'gnirvaruṇo yamaḥ /

32) MBh III.41.9. thatālokākāntakṛcchrīmān yamaḥ sākṣāt pratāpavān /

martyamūrtidharaiḥ sārdhaṁ pitṛbhirlokabhāvanaiḥ //

33) MBh VIII.45.31～32. “동쪽에 살고 있는 신들은 Agni를 그들의 지도자로

삼고 있으며, 당당한 행위를 하는 Yama는 남쪽에 살고 있는 조상들을

지켜주고, 서쪽은 다른 신들도 지켜 주는 Varuṇa가 보호하며, 북쪽은

Bhagavat Soma와 그 추종자들이 지켜 준다.”

34) MBh I.225.3. tamabravīd dhūmaketuḥ pratigṛhya jaleśvaram /

caturthaṁ lokapālānāṁ devadevaṁ sanātanam //

35) MBh ⅩIII.159.31. trayo lokā lokapālās trayī 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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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세상수호신들은 현실적으로 대지를 지키는 방위(diśaḥ)

의 신들이며, 그 구역은 아마 동, 남, 서, 북쪽 일지도 모른다. 세

계수호신들과 방위의 신들과의 관계는 눈에 띠게 명백하다. Yam

a는 남쪽이며 위보다는 아래쪽이고, Varuṇa는 서쪽이며 수중이

다.36) 그러나 수호신들이 diśaḥ(방위)가 아니라 삼계(三界)를 지켰

다는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세계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그리고

방위를 지키는 방위의 수호신으로서의 역할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Rāmāyaṇa에서 발미키는 암소 희생과 그의 아들들의 입문 의식

을 수행하면서 Dasharatha왕(네 개의 Dharma), 네 개의 Veda, 빛

나는 Brahman 그리고 사방에 거주하는 세계수호신(Lokapāla)들

을 추정하면서, 다음의 구문에서는 세계수호신들을 확정한다.

pūrvāṁ diśaṁ vajradharo dakṣiṇāṁ pātu te yamaḥ /

varuṇaḥ paśchimāmāśāṁ dhaneśastūttarāṁ diśam // 37)

Indra, Yama, Varuṇa, Kubera가 동, 남, 서, 그리고 북쪽을 지

키고, 이 세계 수호신들의 특징적인 요소 위대함, 억제력, 미(美),

부(富)를 그 이상적인 최초의 왕 라마에게 전해준다.

Mahābhārata에서는 세계의 수호신 Kubera와 옛 수호신인 Ya

ma Vaivasvata와 Soma 그리고 Varuṇa가 왔을 때, Nahuṣa를 제

거하는 것에 관해 Indra가 어떻게 Bṛhaspati와 대화하고 있었는지

기술하고 있다.38)

그때 위대한 Indra는 Varuṇa, Yama, Kubera가 도움에 대해 보상받

36) MBh V.110.3. yādasāmatra rājyena salilasya ca guptaye / kaśyapo

bhagavān devo varuṇṁ smabhyaṣecayat //

37) Rām II.16.24. “아마 동쪽의 비의 신 vajradhara(인드라), 남쪽의 죽음의

신 야마, 서쪽의 바다의 신 바루나, 북쪽의 재물과 보물의 신

dhaneśa(쿠베라)가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38) MBh V.18.27. evaṁ vadatyaṅgirasāṁ variṣṭe bṛhaspatau lokapāla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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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고 말하며, 이들 세계수호신들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Indra

는 Agni에게 희생에 대한 배당의 몫을 주었다. 또한 Bhagavat는 Kub

era를 Yakṣas의 지배자로 만들었고, Yama를 Pitṛs의 지배자로, Varuṇ

a를 물의 지배자로 만들었다.39)

여기서 Soma가 맨 처음 나오며, 그러고 나서 보상의 시기에 A

gni가 자리를 대신한다. Indra는 분명 ‘세계수호신’으로서의 호칭

그룹 밖에 존재한다. 같은 방식으로 Arjuna가 Indra, Rudra, 그리

고 세계의 수호신으로부터 신성한 재능을 부여 받았다는 것이 좋

은 일이었을 것이라고 제안할 때, Indra는 그 속에 속해 있지 않

다. 그 후 같은 생각이 Indra, Rudra, Varuṇa, Kubera, Yama의 대

화 속에 표현되어 있다.

또 Mahābhārata의 Nalopakhayana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

고 있다.

ahamindro'yamagniśca tathaivāyamapāṁ patiḥ /

śarīrāntakaro nṛṇāṁ amo'yamapi pārthiva // 4 //40)

위의 기술을 통해서 Indra, Agni, Varuṇa, Yama 그룹에서 Kub

era는 제외 되고, 여기에서 세계수호신들이 Agni와 함께 Indra의

출현을 볼 수 있다. lokapālāś ca sāgnikāḥ의 내용을 통해 논리적

으로 Indra를 배제할 수 있다.

39) MBh III.36.

vaivasvaraścaiva yamaḥ purāṇo devaśca somo varuṇaścājagāma // 27

yāmavāpya mahāvāhurarjunaḥ sādhayiṣyati / astrahetormahendraṁ ca

rudraṁ caivābhigacchatu // 31

varuṇṁ ca kuberaṁ cadharmarājaṁ ca pāṇḍavā / śakto hyeṣa surān

draṣṭuṁ tapasā vikrameṇa ca // 32

astrāṇīndrācca rudrācca lokapālebhya eva cā samādāya

mahābāhurmahat karma kariṣyati // 34 //

40) MBh III.55.4. “오! 왕이여, 나는 Indra, 이는 Agni, 그는 물의 신,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몸을 파괴하는 Yam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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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세계와 세 명의 세계수호신들의 분명한 상관관계는 세

명 이전 수호신 그룹을 시사하며 존재한다. Soma는 이들 중 하나

로서 여전히 오래 머무르며, 나중에 그는 상부를 지배한다. Yama

와 Varuṇa는 나머지 둘 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또한 남아 있는 것은 Kubera의 추가인데, 그는 세계수

호자가 아니었고, 처음엔 심지어 신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 네 명

의 신이 세계 보다는 방위 수호신으로 확립되었을 때, 그 첫 그룹

은 아마 Agni, Yama, Varuṇa, Soma이었는데, 그 Agni와 Soma는

그 후 Indra와 Kubera에게 자리를 내어 주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배척된 신들 Soma와 Agni는 Kubera가 북쪽을

차지하고 Indra가 동쪽을 차지하고 난 후 각각 북동과 남동 중간

지점 수호자들로 다시 돌아왔다.

사실상 Indra는 적어도 서사시적 생각에 근거하면 북동에 속하

며, 서사시적 전통은 여전히 Kubera를 나중에 세계수호자의 위치

로 올렸고, Yama, Indra, Varuṇa의 그룹으로 추가했다. Mahābhār

ata에서 Dhaumya는 Yudhiṣṭhira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동쪽을 바

라보며 “땅을 덮고 바다에 까지 이르는 Mandara산을 볼 수 있

다”41)라고 말한다. 그것은 Indra와 Vaiśravaṇa(Kubera)가 함께 지

키는 구역이며, 성현들은 그곳을 Mahendra와 Vaiśravaṇa의 자리

라고 부르며, 바로 이곳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다.

Yama는 모든 숨 쉬는 생명체의 지배자이고 남쪽 구역을 차지

하는데, 그곳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Varuṇa는 Asta산과 바다를 보호한다. Meru산의 북쪽 구역으로

는 Brahman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며, 그곳에는 Brahm

an의 자리가 있다. 그곳엔 존재물의 영혼과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창조자(Prajāpati)가 있다. 북쪽의 세계수호신은 여기서 명명되지

않고, 그 반대로 오직 세 곳(동, 남, 서)의 보호 구역들이 세계수호

신으로 명명된다.

41) MBh III.163.3. tato yudhiṣṭhiraṁdhaumyo gṛhītvā dakṣiṇe kare /

prācīṁ diśamabhiprekṣya maharṣiridamabravī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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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Indra와 Kubera는 함께 명백히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에

배치된다. 그곳은 바로 Mandara산의 위치가 된다. 따라서 Kubera

와 Indra는 다 같이 엄격히 북동에서 만나는 북동의 수호자들이

다. Vana 구절은 Yama와 Varuṇa를 각각 남쪽과 서쪽으로 기술

하고, Kubera와 Indra를 각각 북쪽과 동쪽으로 기술하는데 그것

은 그 두 지역이 북동으로 합체된다고 지적한다.

창조자가 어떻게 신들 사이의 힘을 분배하는지를 Harivaṁśa에

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ājā prācyāṁ diśi tathā vāsavo 'dhipatiḥ kṛtaḥ //

ādityasya vibhoḥ putro dharmarājo mahāyaśāḥ /

dakṣiṇasyāṁ diśi yamo mahendreṇābhisatkṛtaḥ //

kaśyapasyaurasaḥ putraḥ salilāntargatas tathā /

amburāja iti khyātaḥ pratīcyāṁ diśi pārthivaḥ //

pulastyaputro dyutimān mahedrapratimaḥ prabhuḥ /

ekākṣaḥ piṅgalo nāma saumyāyāṁ diśi pārthivaḥ //42)

여기서 Indra는 이미 세 개의 세상의 왕이며 다른 왕들을 각각

의 직위에 임명했기 때문에 그 그룹으로부터의 그의 부재는 필수

적이다. 아래의 표는 두 서사시적 세계수호신들의 그룹이다.

동 Agni Kubera Agni Kubera Indra

남 Yama Yama Yama Yama Yama

서 Varuṇa Varuṇa Varuṇa Varuṇa Varuṇa

북 Indra Indra Soma Soma Kubera

42) HV. App. I.42.462～468.

“다른 방위를 관장하는 왕들은 동쪽의 Viratha, 남쪽의 Yama

Dharmarāja, 서쪽의 Kaśyapa의 아들이자 물의 신이자 amburāja(물의왕

Varuṇa)로 불리는 salīlāntargata, 북쪽(saumyāyāṁdiśi)의 Pulastya의

아들이자 Indra에 상응하는 영광스런 지배자이며 Piṅgala(Kubera)로

불리는 외눈박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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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의 Yama와 서쪽의 Varuṇa는 방위에 변함이 없다. Agni,

Kubera, Indra가 동쪽에 할당되었고, Indra, Soma, Kubera는 북쪽

에 할당되었다.

도표의 마지막 칸은 Rāmāyaṇa의 내용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Mahābhārata 시기의 내용이다. 두 서사시에서는 또한 네 개의 세

계수호신들이 타고 있는 코끼리(Dig-gajas 즉 인드라의 Airāvata,

야마의 Vāmana, 바루나의 Añjana, 쿠베라의 Padma 등을 언급하

고 있지 않다. 두 서사시가 네 명의 수호신들의 방위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확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명의 세계수호신들로서는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Harivaṁśa43)와 Manu 그리

고 Purāṇa들은 그 구성원이 고정된 여덟 명의 세계수호신들의 그

룹을 다루고 있다. 베다 시대에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이 여덟 신

들은 힌두교 시대에는 세계수호신으로 지위가 격하되면서 자주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다지 숭앙받지는 못한다. 사원의 마하만다파

(Mahāmaṇḍpa)의 천장 중심에 주로 그려져 있다.

III. 불교의 호세팔방천(護世八方天)과 십이천(十二天)

힌두교의 세계수호신이 세계와 방위를 지켜 준다는 생각은 불

교에도 받아들여졌다. 베다 시대부터 서사시 시대까지 주류를 이

루었던 동, 남, 서, 북(인드라, 야마, 바루나, 쿠베라) 사방의 신들

43) HV.

brahmā rudras tathendraś ca varuṇaś ca tathā yamaḥ /

kuberaś ca tathā cānye dikpālāḥ sanakādayaḥ /

ṛṣayo devatā yajñā mattejo bharatarṣabha // 104.19 //

pṛthivī vāyur ākāśam āpo jyotiś ca pañcamam /

candrādityāv ahorātre pakṣā māsās tathā kṣapāḥ /

muhūrtāś ca kalāś caiva kṣaṇāḥ saṁvatsarās tathā // 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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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치는 힌두교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세

계관에서는 사유(四維)의 방위의 신들도 받아들여져 천신이 팔방

을 하나씩 지킨다는 호세팔방천(護世八方天)의 개념으로 도입되었

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힌두교의 수호신들

이 한역되면서 팔방천의 이름이 고유한 범어를 음사하여 음역된

것과 의역한 부분들이 모두 힌두교의 세계 수호신들의 이름과 거

의 일치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불교의 호세

팔방천의 역할을 알아보고, 그 다음 힌두교의 세계 수호신들과 비

교되는 불교의 호세 팔방천의 이름이 한역에서는 어떻게 음역과

음사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동방의 제석천(帝釋天, Indra) : 불교에서의 제석천(帝釋天)은 베

다에서는 일체의 악마를 정복하는 천둥과 벼락의 신이었으며, 서

사시 시대에는 악마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모든 신을 주재하는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던 인드라(Indra) 신이다. 무용신(武勇神)인

인드라는 용감하고 영웅적인 반면, 난폭하고 반윤리적인 면도 가

지고 있다. 그런데 불교에 흡수되면서 선신(善神)이 되고, 범천과

함께 불법 수호의 역할을 하는 호법신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

다. 제석천은 흰 코끼리 왕을 타고 있다. 팔방천과 십이천의 하나

로 동쪽을 이른다. 불교 경전에서 방위와 관련하여 인드라의 음역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달라(印達囉), 인타라(因陀羅), 제두뢰

(提頭賴)44) 등이 있다.

남방의 염마천(閻魔天, Yama) : 지옥의 주신으로 리그베다의 Y

ama에 기원을 둔다. 야마는 죽어서 최초로 천국으로 간 사람이다.

따라서 조령(祖靈)의 왕이지만 하늘에 살면서도 아직 사자(死者)

의 심판을 하지 않고 있다. 그 후에는 남쪽 지하에 살면서 죽은

자의 재생, 또는 지옥 등의 어느 한쪽으로 보내는 죽음의 신이 된

다. 불교에서는 수호신으로서 받아들여져 야마천이라고 하는 한

44) 四方各想有神以為侍衛其東方神名曰印達囉[T 59.93c].

如因陀羅披樓那伊沙那[T 28.520a]. 東提頭賴 南維睒文 西維留勒叉[T

3.52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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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계의 왕이며 온건한 모습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염라왕으로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명부의 왕이기도 하다. 염마천은 물소를 타

고 있다. 팔방천과 십이천의 하나로 남쪽을 이른다. 불교 경전에

서 방위와 관련하여 야마의 음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야마

(夜摩, 耶摩), 염라(琰羅, 閻羅), 염마(焰摩, 琰摩), 섬문(睒文)45) 등이

있다.

서방의 수천(水天, Varuṇa) : 물을 다스리며 서방 극락을 지킨

다는 신으로, 한 손으로는 칼을 쥐고 다른 손으로는 용삭(龍索)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수천은 거북을 타고 있다. 팔방천과 십이천

의 하나로 서쪽을 이른다. 불교 경전에서 방위와 관련하여 수천의

음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로나(縛嚕拏), 벌로나(筏魯拏), 파

로니(皤嚧你), 파루나(披樓那, 婆婁那)46) 등이 있다.

북방의 비사문천(毘沙門天, Vaiśravaṇa) : 사천왕(四天王)의 하

나로 불법을 수호한다. 북쪽을 수호하고 야차와 나찰을 통솔한다.

분노의 상(相)으로 갑옷을 입고서 왼손에 보탑(寶塔)을 받쳐 들고

오른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다. 비사문천은 이귀(二鬼) 위에 앉아

있다. 팔방천과 십이천의 하나로 북쪽을 이른다. 불교 경전에서

방위와 관련하여 비사문천의 음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슬

라박나(微瑟囉嚩拏), 비사라사나(毘舍羅娑拏), 비사라파나(鞞舍囉婆

拏)47) 등이 있다.

45) 天人阿修羅 畜生鬼夜摩 眾生去彼處[T 16.581a]. 善分耶摩諸天輩

妙色清淨大威嚴[T 3.892a]. 琰羅方輪壇花座上[T 18.240b]. 不畏今世後世.

不畏縣官. 閻羅處此人過罪[T 1.827a]. 焰摩杖而護南方[T 59.93c].

琰摩筏魯拏炬吠羅釋梵[T 20.404a]. 東提頭賴 南維睒文 西維留勒叉[T

3.526c].

46) 縛嚕拏天 俱廢羅天 皆乘寶殿[T 20.315b]. 琰摩筏魯拏炬吠羅釋梵[T 20.404a].

西方有神名曰皤嚧你披以甲冑亦作女容執於弓矢而護西方[T 59.93c].

如因陀羅披樓那伊沙那[T 28.520a]. 西方屬婆婁那天. 北方屬拘毗羅天[X

42.1033c].

47) 微瑟囉嚩拏(梵名北方神)[T 20.795c].

沙門(梵語也或云毘舍羅娑拏或云吠室羅末拏此譯云普聞)[T 54.961a].

毘沙門(或言鞞舍囉婆拏此譯云離聞亦云普門)[T 54.78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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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방의 화천(火天, Agni) : 불을 맡은 신(神)으로 몸빛은 붉고

머리는 희며, 항상 고행하고 있는 신선의 모습으로 불길 속에 앉

아 있는 형상이다. 네 손에는 각각 지팡이, 물병, 삼각인(三角印),

염주를 쥐고 있다. 화천은 푸른 양을 타고 있다. 팔방천과 십이천

의 하나로 동남쪽을 이른다. 불교 경전에서 방위와 관련하여 화천

의 음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기니(阿祁尼, 阿祇儞), 악기니

(惡祁尼), 악조니(惡祖尼)48) 등이 있다.

서남방의 나찰천(羅刹天, Rākṣasa, Nirṛti) : 밀교의 나찰주천으

로 귀왕(鬼王)이다. 태장만다라 중에서 나찰천의 몸은 육색(肉色)

이며 부릅뜬 눈에 갑옷을 입었으며 왼팔이 밖을 향하고 있다. 엄

지로 소지와 무명지를 누르고 검지와 중지를 세워 도인(刀印)을

나타낸다. 오른손에는 검을 집고 허리 곁에 두며, 둥근 자리에 앉

아있는데 그 좌우 양쪽에는 각기 두 명의 동자가 있다. 나찰천은

흰 사자를 타고 있다. 팔방천과 십이천의 하나로 서남쪽을 이른

다. 불교 경전에서 방위와 관련하여 나찰천의 음역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계률지(係㗚底), 니리저(泥利羝, 泥唎羝), 니리제(泥利帝,
泥唎帝, 泥梨提), 니리지(泥哩底, 泥唎底, 泥理底)49) 등이 있다.

서북방의 풍천(風天, Vāyu) : 리그베다 시대에는 풍신으로 복덕

과 자손 그리고 장생을 주는 역할을 했는데, 태장계 만다라에 흡

수 되어 노인으로 상정되며, 수염이 희고, 몸은 붉은 색이며 관을

쓰고 갑옷을 입었다. 왼손을 다리에 얹고, 오른손에 창을 잡고, 그

창끝에 당번(幢幡)을 들었다. 풍천은 구름 속에 갑옷을 입고 투구

48) 阿祁尼(火)(九十)烏陀迦囉尼(水)[T 19.134b].

蘇利耶(日神)蘇摩(月神)惡祁尼(火神)[T 19.467b] 惡祖尼火神也[X 15.219b].

49) 西南係㗚底[T 18.58b]. 及種種形甚可怖畏. 應知即是泥利羝難
於其西方有是難現[T 18.630c]. 甚可怖畏. 應知即是泥唎羝難. 於其西方[T

18.660b]. 泥利帝神 左右一切羅剎而為眷屬[T 20.271b]. 於西南方置

泥唎帝神與諸羅剎[T 18.629a]. 主泥梨提天 姓號所乘 前魚宿者[T 21.415c].

驗得如來堅固之法也. 次泥哩底. 是羅剎主[T 39.684a].

次請西南方泥唎底部多大王等[T 18.731b]. 次西南方請泥理底(平)部多大王[T

18.74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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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쓰고 있다. 팔방천과 십이천의 하나로 서북쪽을 이른다. 불교

경전에서 방위와 관련하여 풍천의 음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유(嚩喩, 嚩庾, 縛庾), 파유(婆由, 婆庾, 婆萸)50) 등이 있다.

동북방의 이사나천(伊舍那天, Īśāna) : 신체의 색은 청흑색이고,

세 개의 눈과 불자(拂子)를 들고 있다. 이사나천은 황소를 타고 있

다. 팔방천의 십이천의 하나로 동북쪽을 이른다. 불교 경전에서

방위와 관련하여 이사나천의 음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사

나(係舍那), 이사나(伊沙那, 伊舍那), 이사낭(伊捨曩), 일상나(一商

那)51) 등이 있다.

위의 범천(梵天, Brahmā) : 힌두교의 우주 만물의 조화의 신이

다. 그리고 색계(色界) 초선천(初禪天)의 우두머리. 제석천(帝釋天)

과 함께 부처를 좌우에서 모시는 불법 수호의 신이다. 십이천의

하나이다.

지천(地天, Pṛthvi) : 땅을 맡은 신(神). 십이천의 하나이다.

일천(日天, Aditya) : 살빛은 붉으며, 하늘 옷을 입고 양손에 연

꽃을 쥐고, 오적마(五赤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온 천하를 돌아본

다. 십이천의 하나이다.

월천(月天, Candra) : 월궁전속에 사는 천자. 달을 차지하여 天

下를 비추며 수많은 천녀들을 거느린다. 십이천의 하나이다.

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불교의 호세팔방천은 힌두교의 세계수

호신들과 방위의 배치와 신들과의 명호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

러나 팔방천의 역할이 힌두교의 세계수호신과 역할이 같다고 표

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불교의 팔방천은 세계수호신으

로서의 역할과 불법을 보호하는 일 그리고 밀교를 수행하는 수행

50) 馱曩娜(主藏神) 陀婆野嚩喻(風)[T 20.435a]. 嚩庾風天幢 智拳地水竪[T

18.78c]. 宿蜜火空交 縛庾風天幢[T 18.140a]. 風神婆由馱提婆哆[T 21.528c].

婆庾 此云風神 書云 撓萬物者 莫疾乎風 俱舍云 安立器世間[T 54.1086b].

及與十方天子婆萸大士[T 21.660c].

51) 東北角面畫係舍那天神及步多鬼[T 19.268b]. 如因陀羅披樓那伊沙那[T

28.520a]. 東北伊舍那[T 18.105b]. 北方俱尾羅 東北方伊捨曩[T 21.207c].

帝釋并一商那天及餘諸天眾[T 4.47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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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보호에 역점을 둔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은 밀교부의 大日

經, 大毘盧遮那成佛經疏 등과 만다라와 진언(眞言)에 잘 반영되어

있다.

다음은 大毘盧遮那成佛經疏卷第五의 入漫荼羅具緣品之餘52)에서

사용된 방위의 신들의 이름이다.

復次行者應知護方八位 凡所造作漫荼羅隨此而轉 東方因陀羅次第隨轉至

南方焰摩羅 西方嚩嚕拏北方毘沙門 東北伊舍尼東南為護摩 西南涅哩底 西

北為嚩庾53)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힌두교의 Lokapāla가 불교의 호세팔방천

으로 흡수 되면서 소마와 수리야 대신에 이샤나와 니르리티 또는

나찰천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동남방의 Agni를 호마로 대체한 것은 리그베다 시대에

희생을 상징하는 불의 신 아그니는 호마 의례의 주인이었음을 상

기시켜 준다. 아그니는 인간의 제물들을 신들에게 나름으로써 신

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밀교 시대가 되어

불교에서도 실천 형태의 하나로서 호마를 흡수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에서도 아그니 대신에 호마로 대치

된 듯 보인다. 만다라를 조립(造立)하는 의궤로서 아사리와 제자

는 팔방위의 신들이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팔방위의 신들을 명

확하게 인식해야 분위(分位)에 상응하는 제존을 모두 다 청하여

공양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卷第三의 世間成就品第五54)에서 자만다

라(字漫茶羅)를 도화(圖畵)할 경우에도 호세 팔방천은 제존(諸尊)

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기술된다. 여기에는 수호 신들의 표상과

상징들도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수호신 이상의 자격은 주어

52) T 39. p.630b.

53) 김영덕(2008). Vol. I., pp.366～367. 참조.

54) T 18. p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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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伊舍尼方一切如來母虛空眼 應書伽字 火天方一切諸菩薩 畫真陀摩尼寶

或置迦字 夜叉方觀世自在 蓮華印并畫一生補處菩薩眷屬 或作娑字 焰摩方

越三分位置金剛慧印 持金剛祕密主并眷屬 或書嚩字 彼復棄三分位 畫一切

諸執金剛印 或書字句 所謂[合*牛]字 次涅哩底方 於大日如來下 作不動尊

坐於石上 手持羂索慧刀 周匝焰鬘擬作障者 或置彼印 或書字句 所謂唅字

風天方 降三世尊 摧大障者 上有光焰 大勢威怒猶如焰摩 其形黑色 於可怖

中極令怖畏 手轉金剛 或作彼印 或書字句 所謂訶字(長聲) 次於四方 畫四大

護 帝釋方名無畏結護者 金色白衣 面現少忿怒相 手持檀茶或作彼印 或置字

句 所謂作嚩字 夜叉方 名壞諸怖結護者 白色素衣 手持朅伽 并布光焰 能壞

諸怖 或畫彼印 或置字句 所謂嚩字 龍方名難降伏結護者亦如無憂華色 被朱

衣面像微笑 在光焰中 而觀一切眾會 或置彼印 或置字句 所謂索字 焰摩方

名金剛無勝結護者 黑色玄衣 毘俱胝形眉間浪 上戴髮冠 自身威光照眾生界

手持檀茶 能壞大為障者 或作彼印 或置字句 所謂吃讖(二合)字 及一切眷屬

使者 皆坐白蓮華上 真言者如是敷置已55)

힌두교의 세계 수호신들과 불교의 팔방천의 이름을 비교할 때

한역된 신들의 이름은 동남방의 화천(火天, Agni), 서방의 수천(水

天, Varuṇa), 서북방의 풍천(風天, Vāyu), 북방의 다문천(多聞天,

Vaiśravaṇa, Kubera)이고, 음역된 신들의 이름은 그 외의 나머지

신들이다. 이를 통해서 중국에서 불교 경전이 한역 될 당시 중국

인들이 이해하는 힌두교 신들의 속성은 그대로 의역하고 중국에

는 존재하지 않았던 신들의 개념은 음역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진언에서 쓰인 힌두교 신들의 이름은 전적으로 음역된 것으로

보아 구밀(口密)의 중요성은 지켜진 듯하다.

다음은 밀교부(密敎部)의 施八方天儀則 56) 진언이다.

55) ib. Vol, II. pp.243～245. 참조.

56) T 21. p.37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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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方帝釋天真言

唵 印捺囉(二合)野 娑嚩(二合)賀

oṁ īndraya svāhā57)

東南方火天真言

唵 阿疙曩(二合)曳 娑嚩(二合)賀

oṁ agnaye svāhā

南方焰摩天真言

唵 焰摩野 娑嚩(二合)賀

oṁ yaṁmaya svāhā

西南方羅剎天真言

唵 乃理底曳(二合) 娑嚩(二合)賀

oṁ nṛtye svāhā

西方水天真言

唵 嚩嚕拏野 娑嚩(二合)賀

oṁ varuṇaya svāhā

西北方風天真言

唵 嚩野吠(微閉反) 娑嚩(二合)賀

oṁ vayave svāhā

北方多聞天真言

唵 吠(無背反)室囉(二合)摩拏野 娑嚩(二合)賀

oṁ vaiśramaṇaya svāhā

東北方伊舍那天真言

唵 伊舍那野 娑嚩(二合)賀

oṁ īśanaya svāhā

이 팔방천에 위에 범천(Brahmā)과 지천(Pṛthivi)을 더하면 십방

천(十方天)이 된다.

上方梵天真言(如歸命)

唵 沒囉(二合)憾摩(二合)寧(寧頂反) 娑嚩(二合)賀

oṁ vrahmane svāhā

下方地天真言

57) 여기에서 쓰인 로마자는 경전에 있는 그대로 사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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唵 必哩(二合)體(地以反)尾曳(二合) 娑嚩(二合)賀

oṁ vṛthivyai svāhā

이 십방천에 일천(日天, SahasrakeraNa)과 월천(月天, Śrāmapra

bhā)을 더하면 십이천(十二天)이 된다.

日天真言

唵(一) 娑賀薩囉(二合)計囉難(二) 吽都隷(三) 娑嚩(二合)賀

oṁ sahasrakeranaṁ hūṁ tule svāhā

月天真言

唵(一) 素麼(二)鉢囉(二合)陛 吽(三) 娑嚩(二合)賀

oṁ sramaprabhe hūṁ svāhā

밀교 경전의 十二天供儀軌 58)와 妙吉祥平等觀門大教王經略出護

摩儀 59)을 비교하면

일천과 월천의 음역이 각각 SahasrakeraNa 대신에 Āditya 그

리고 Śrāmaprabhā 대신에 Candra를 그리고 북동은 Īśāna 와 Ma

heśvara를 병기하고 있다.

娑賀薩囉(二合)計囉難 → 阿(去)儞底也(二合)

素麼(二)鉢囉(二合)陛 → 南莫三曼多沒馱南 戰捺羅(二合去)也

唵 伊舍那野 娑嚩(二合)賀 → 東北方伊舍那天舊云魔醯首羅天

다음은 밀교부(密敎部)의 火吽軌別錄 60)의 진언이다.

東北方大自在天王明

namaḥ samanta buddhānāṁ oṁ　īśanāye svāhā

曩麼 三曼跢 勃馱喃 唵 伊(去)舍曩(去)曳 娑嚩(二合引)訶(引)

58) T 21. p.385b.

59) T 20. p.934a. 여기에서는 팔방천이 모두 十二天供儀軌 와 같기 때문에

일천과 월천만을 다루었다.

60) T 18. p.93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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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方帝釋天王明

namaḥ samanta buddhānāṁ oṁ indāya svāhā

曩麼 三曼跢 勃馱喃 唵 因(去)捺囉(二合)也 娑嚩(二合引)訶(引)

東南方火天王明

namaḥ samanta buddhānāṁ oṁ agnaye svāhā

曩麼 三曼跢 勃馱喃 唵 阿(上)蘖曩(二合)曳 娑嚩(二合引)訶(引)

南方炎魔羅天王明

namaḥ samanta buddhānāṁ oṁ yaṁmaya svāhā

曩麼 三曼跢 勃馱喃 唵 焰磨曳 娑嚩(二合引)訶(引)

西南方涅哩底(丁以反)天王明

namaḥ samanta buddhānāṁ oṁ rākṣasāptaye svāhā

曩麼 三曼跢 勃馱]喃 唵 囉(去)羯叉娑(去)地鉢跢(二合)曳 娑嚩(二合引)

訶(引)

西方水天王明

namaḥ samanta buddhānāṁ oṁ varuṇaye svāhā

曩麼 三曼跢 勃馱喃 唵 嚩嚕拏曳(去) 娑嚩(二合引)訶(引)

西北方風天王明

namaḥ samanta buddhānāṁ oṁ vāyave svāhā

曩麼 三曼跢 勃馱喃 唵 嚩(去)夜吠 娑嚩(二合引)訶(引)

北方毘沙門天王明

namaḥ samanta buddhānāṁ oṁ yakṣadhidyadhari svāhā

曩麼 三曼跢 勃馱喃 唵 藥叉蜜那也(二合)陀哩 娑嚩(二合引)訶(引)

上方大梵天王明(帝釋右)

namaḥ samanta buddhānāṁ oṁ prajaptaye svāhā

曩麼 三曼跢 勃馱喃 唵 跛囉(二合)惹(去)鉢跢(二合)曳 娑嚩(二合引)訶

(引)

下方地居天王明(水天左)

namaḥ samanta buddhānāṁ oṁ dhṛthivye svāhā

曩麼 三曼跢 勃馱喃 唵 跛羅(二合)智謎曳(二合引) 娑嚩(引二合)訶(引)

日天子明(帝釋左)

namaḥ samanta buddhānāṁ oṁ ahyatya svāhā

曩麼 三曼跢 勃馱喃 唵 阿(去)儞夜(二合)多也(二合) 娑嚩(二合引)訶(引)

月天子明(水天右)

namaḥ samanta buddhānāṁ oṁ candrā svāhā



힌두교와 불교에서 방위와 수호신의 관계 비교 ∙ 181

曩麼 三曼跢 勃馱喃 唵 戰捺囉(二合引)也 娑嚩(二合引)訶(引)

施八方天儀則 과 火吽軌別錄 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

이 있다.

① 진언이 東方帝釋天真言 → 東北方大自在天王明으로 시작한다.

② 서남방신 nṛtye → rākṣasāptaye

③ 북방신 vaiśramaṇaya → yakṣadhidyadhari

④ 상방범천신 vrahmane → prajaptaye

위 차이점 가운데 네 번째 상방범천신 Brahmā가 Prajāpati로

쓰인 것이 가장 주목을 끈다. 같은 십이천의 진언에서도 위와 같

은 신들의 명호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음역의 역사적 시간 또는 공

간 그리고 번역자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명호의 차이는 신들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지만, 진언이 의미하는 내용을 생각하면 혼동이 생

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개의

진언 가운데 변화를 하지 않은 것은 사방 즉 동(인드라), 남(야

마), 서(바루나), 그리고 북(쿠베라, 비사문)이다.

IV. 나가기

힌두교의 세계수호신은 동방의 Indra, 남동방의 Agni, 남방의

Yama, 서남방의 Sūrya, 서방의 Varuṇa, 서북방의 Vāyu 그리고

북방의 Kubera이다. 그리고 불교의

호세팔방천은 동방의 제석천(帝釋天, Indra), 남동방의 화천(火

天, Agni), 남방의 염마천(閻魔天, Yama), 서남방의 나찰천(羅刹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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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ṛti), 서방의 수천(水天, Varuṇa), 서북방의 풍천(風天, Vāyu),

북방의 다문천(多聞天, Vaiśravaṇa, Kubera), 그리고 동북방의 이

사나천(伊舍那天, Īśāna)이다.61) 이를 그림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힌두교의 수호신 불교의 팔방천

여기에서 힌두교의 수호 신들과 불교의 팔방천을 비교하면 동

(인드라), 남(야마), 서(바루나), 북(쿠베라, 비사문)은 일치하지만,

남서와 북동은 소마 대신 이샤나로 그리고 남서는 수리야 대신

니르리티로 바뀌었다. 소마의 부재와 이샤나의 출현은 여러 각도

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Harivaṁśa의 “수리야, 소마, 마헨드라는

진실로 비길데 없는 세계수호신들이다.”62) 라는 문장을 통해서 수

리야, 소마, 마헨드라는 천계, 지계, 공계의 한 그룹으로 다루어지

61) T 19. p.439c. 次第二院畫八方天王并諸眷屬 東方畫帝釋天王

執金剛杵與諸天眾圍遶 次東南方畫火天 左手執軍持右手施無畏

與五通苦行仙眾圍遶 次南方畫焰摩天王 執焰摩幢

與焰摩界鬼眾圍遶次西南方畫羅剎王執刀 與諸羅剎眾圍遶 次西方畫水天

持羂索 與諸龍眾圍遶 次西北方畫風天王 執幢幡 與諸持明仙眾圍遶

次北方畫多聞天王 執寶棒 與諸藥叉眾圍遶 次東北方畫伊舍那天 執三戟叉

與諸步多鬼眾圍遶 此皆 是第二院.

62) HV 85.56. *976:4. sūryaḥ somo mahendro vā lokapālo 'paro 'pi v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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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호신들임을 알 수 있다. 지계를 담당하는 소마신이 힌두교의

세력이 커지면서 쉬바신으로 대치되고 불교서는 Rudra들 중의 하

나인 이샤나를 쉬바신으로 대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東北方伊舍

那天舊云魔醯首羅天”63)의 구문에서 이사나와 마혜수라를 병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 쉬바신의 대치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나중에 십

이천을 덧붙이면서 월천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소마의 지위가 배

제 된 것 같다. 베다시대에는 그 위상이 높았던 소마가 후대에는

‘달’의 의미로 변화 되면서 두 신들이 십이 수호천으로 함께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고 남서의 수리야 대신 니르리티로 대치한 것은 Harivaṁś

a에서 “일곱 번째는 바유, 여덟 번째는 니르리티 바수”64)로 언급

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니르리티의 지위와 방위는 뿌라나 시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nirṛti”65)는 파괴, 멸망 또는 악마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또 루드라의 별칭으로도 사용된다.

또 Mahābhārata에 “남서는 바로 방위이다.”66)의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nairṛtī”는 “nairṛta”67)의 여성명사로서 ‘남서 방향’을, 중

성명사로서도 ‘남서 방향’을 가리킨다. “nairṛtī”는 nairṛta에 그 근

원을 두는데 Mahābhārata에서는 “아수라 등이 살고 있는 지옥”이

라고 기술한다.”68)는 “nirṛti”는 파괴와 멸망을 관장하는 나찰이다.

따라서 나찰의 의미와 남서 방위의 의미가 혼재한다.

불교 경전에서 수리야 대신 일반적으로 남서 방위를 관장하는

니르리티가 나찰천으로 흡수된 것은 위에서 施八方天儀則 과 火

吽軌別錄 의 진언의 비교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다. 즉 西南方涅哩

底(丁以反)天王의 진언에서 涅哩底에 해당하는 원어는 nṛtye여야

63) T 21. p.386.

64) HV App.I,41.535. saptamaṁ ca tato vāyum aṣṭamaṁ nirṛtiṁ vasum /

65) Monier Williams(1899) p.544b.

66) MBh Ⅸ.27.57. sa nairṛtīm eva diśaṁ /

67) Monier Williams(1899) p.570b.

68) MBh. II.35.29 : tāñ jaghana mahābāhur varadattān mahāsurān / sa

vighnam akarot tatra narako nāma nairṛta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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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진언의 실제 내용에서는 “nṛtye” 대신 “rākṣasāptay

e”로 기술했다.69) 이로 보아 니르리티를 야차의 왕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Nirṛti가 Nairṛti로 권속을 거느리는 야차의 왕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야차의 권속인 니르리티가 어떻게 불교에 들어

와 선신으로 바뀌었는지는 생각할 때 나찰들과 야차 등이 부처님

의 법에 귀의하는 장면들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 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장면을 다음과 같은 妙法蓮華經의 서술에서 떠올릴 수

있다.

爾時有羅剎女等 一名藍婆 二名毘藍婆 三名曲齒 四名華齒 五名黑齒 六

名多髮 七名無厭足 八名持瓔珞 九名睪帝 十名奪一切眾生精氣 是十羅剎女

與鬼子母 并其子及眷屬 俱詣佛所 同聲白佛言 世尊 我等亦欲擁護讀誦受持

法華經者 除其衰患 若有伺求法師短者 令不得便70)

위의 내용을 대강 살펴보면, 열 명의 나찰녀들과 귀자모 그리고

그 권속들과 더불어 부처님께 나아가 법화경을 읽고 외우며 간
직하는 자를 수호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통해서

불교에 입문한 나찰들이 번뇌를 없애주는 선신(善神)으로 역할이

바뀌면서 불법을 수호하기 위한 나찰천으로 흡수 된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베다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수리야는 십이 수호

천에 아디티야가 들어오면서 남서방에서 배제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힌두교의 수호신들과 불교의 호세 팔방천을 비교하면

불교에 힌두교의 세계관이 도입되었음을 신들의 이름과 그리고

사방(四方)에 배치 된 신들의 이름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힌두교의 세계 수호신들과 불교의 호세 팔방천의 역할은 차이가

있다. 불교에 도입 된 힌두교의 세계 수호신들은 불법(佛法)과 제

존(諸尊) 그리고 불교를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존재

69) namaḥ samanta buddhānāṁ oṁ rākṣasāptaye svāhā : 曩麼 三曼跢

勃馱喃 唵 囉(去)羯叉娑(去)地鉢跢(二合)曳 娑嚩(二合引)訶(引)

70) T 9.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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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흡수 된 것이지 힌두교처럼 숭배의 대상으로서 도입 된 것

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의 서사시와 신화 문학 그리고

종교 문화적 바탕이 같은 상황에서 불교에서 비록 힌두교 신들의

이름들을 차용하고 있지만 힌두교 신들의 고유한 신성을 도입 한

것 아니라, 불교의 종교적 배경에서 새롭게 각색 된 신들의 역할

을 찾는 인도인의 사유 체계에서도 그 연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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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Comparison of Relationship between

World-protectors in Hinduism and Buddhism

Byun, Soon Mi

Dongguk University

Common to Indians that were widely accepted the

world-protectors as the gods of Brahmanism. Two epics

Mahābhārata and Rāmāyaṇa, looking through the direction

of world-protectors to be settled, there are some difference

in their directions(cardinal points, Yama, Varuṇa, Kubera,

Indra). But in later the eight gods are found as Lokapālas in

Manu but without exact indication of the localities assigned

to the individuals. The eight gods are grouped as guardians

of the four chief and four subsidiary directions, Sūrya of the

south-west, Soma of the the north-east, Vāyu of the

north-west, Agni of the south-east, and for cardinal points,

Yama of the south, Varuṇa of the west, Kubera of the

north, and Indra of the esat. Some late authorities make

Nirṛti the guardian of the north-east, instead of Sūrya and

Pṛthivī or Śiva, Īśāna the guardian of the north-east, instead

of Soma. We can found it in Buddhism also.

So here, I looked about Lokapālas and when they start

their role, as guardians of the four chief and four subsidiary

direction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through the study of

Manuand two epics Mahābhārata, Rāmāyaṇa, and

Harivaṁśa, Purāṇas. The concept of the Hinduism

world-protectors absorbed in Buddhism and general thought

name of the gods to lead there is a possibility which it will

be known. But Hinduism and Buddhism, there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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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between the direction's gods. In Hinduism

northeast and southwest of Sūrya and Soma in Buddhism

was replaced by Īśāna and Nirṛti. Here I estimated the

course of these changes.

In Buddhism, the absence of Soma and the emergence

of Īśāna can be explained from several perspectives. Soma

who is responsible for this world of the Brahmaism, but

weakened the strength of Hinduism. As time progresses, it

is estimated that Śiva's power was increased and was

replaced by Soma and Buddhism, one of the Rudras Īśāna

was replaced by Śiva.

Here, at the same time Īśāna and Maheśvara described

as the god of north-east. Through this description Śiva can

be inferred to a replacement of Soma. Also being added

later twelve guarding heaven as the concept of Candra,

Soma seems to rule out the status. At the later Soma was

changed to the meaning of moon. For this reason, Īśāna

seems to be settled as the north-east of god in Buddhism.

Regarding replacement of Nirṛti instead of Sūrya in

west-south, it seems that position and bearing of Nirṛti

already existed in the age of Purāṇas because Harivaṁśa

mentioned “saptamaṁ ca tato vāyum aṣṭamaṁ nirṛtiṁ

vasum”, “the seventh is Vāyu and the eighth is Nirṛti

vasu.” “nirṛti” refers to negative meanings such as

destruction, fall, or devil. Or “Nirṛti” is another name of

Rudra.

Regarding replacement of Nirṛti instead of Sūrya in

west-south, Mahābhārata mentions "sa nairṛtīm eva diśaṃ"

“west and south is the very bearing.” "Nairṛtī" means

direction of west and south as feminine noun while it also

means direction of west and south as neuter noun. "nairṛtī"

is originated from nairṛta and Mahābhārata describes it as

“hell where asura etc. live.” "nairṛti" is ghost who controls

destruction and fall. Accordingly, meaning of ghos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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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of bearing of west-south exist in mixed condition.

In Buddhist scriptures, generally "nairṛtī" controlling

west-south instead of Sūrya is absorbed into ghost heaven.

This can be easily understood through 妙法蓮華經.

“ten female ghosts appear before the Buddha together

with Harita and followers. And they resolve to protect

people who read, memorize, and keep 法華經.”

Through these words, it seems that nairṛtī controlling

west-south is absorbed into ghost heaven to protect

Buddhist dharma while ghost who just started to learn

Buddhism plays a role of good god. And as Sūrya wh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Veda age appears in twelve

guarding heaven as Āditya, Sūrya seems to be excluded

from west-south.

When Lokapālas in Hinduism and the eight gods of the

world-protectors in Buddhism are compared each other, it

can be known that view of the world in Hinduism was

introduced to Buddhism--because names of gods correspond

to placement of gods in four directions. However, the nature

of the world-protectors of Hinduism and Buddhism are

different. Since the Hindu gods are not to be worshiped. To

defend Buddha's dharma was introduced. The reason of

differences in gods placed in intermediate directions could

be sought from myth and religious and social background.

Keywords: Lokapāla, Nirṛti, Īśāna, Maheśvara, myth,

World-prot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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