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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본 산스크리트 Skandapurāṇa는 최근에 재발견된 문헌으로서 기

존의 출판된 Skandapurāṇa와는 내용과 구성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

헌이며, 실질적으로, 과거 고전의 저자들에 의해 인용이 되었던 진정한

의미의 Skandapurāṇa이다.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이 방대한 문헌 속에

담겨있는 Skanda신화의 구성상 특징을 개괄해보는데 있다. 다양한 문헌

속에 나타나는 스깐다 신화의 구성단위들을 모두 검토했을 때에야 비로

서 이 신화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해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 텍

스트 속의 스깐다 신화는 해당 연구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이 문

헌은 가장 오래된 뿌라나 문헌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작성 시기를 확

정할 수 있는 매우 희소한 뿌라나 문헌이기 때문에, 이 문헌 속의 스깐

다 신화의 구성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이 신화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문헌은 아직 완전한 형태의 편

집본이나 번역본이 없기 때문에 필사본(S1)과 불완전한 편집본(SPBh)

에 의지해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 문헌 속의 스깐다 신화는 adhyāya 72와 adhyāya 163-165에 나타

나는데, 이 내용에는 Skanda신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티브-블럭

들, 예를 들면, Agni에 의한 tejas의 轉移, 사령관으로의 즉위식, Indra

와의 결투와 화해, Tāraka의 살해, 등과 같은 공통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판본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들, tejas 전이과정

의 단절, Kṛttikā의 역할의 축소, Saptaṛṣis와 Arundhatī 관계 등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신화구성상의 이해는 차후 스깐다 신화의 발

전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단서들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된다.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6489).

** 상지대학교. phaidr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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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목적과 문헌

이 논문은 오리지널 스깐다 뿌라나(Original Skandapurāṇa), 또

는 초기 스깐다 뿌라나(Early Skandapurāṇa) 등으로 불리면서 최

근 십수년간 인도학자들의 집중적인 연구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

던 문헌을 통하여, 이 텍스트 속에 담긴 스깐다 탄생신화의 구성

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1)

여기서 검토하고자 하는 문헌은 2종으로서, 모두 “Skandapurān

a Ambikākhaṇḍa”라는 형식적(또는 잘못된) 명칭을 가지고 있다.

Bhaṭṭaraī가 1988년 편집한 Skandapurāna Ambikākhaṇḍa(이하 S

PBh)와 필사본 Skandapurāna Ambikākhaṇḍa2)(이하 S1)가 그것

1) 이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했던 Kengo

Harimoto(Hamburg)박사, 필자가 요청할 때마다 필사본입수를 위해 모든

편의와 정보를 제공했던 Ramraj Gurung(NRC, Nepal), 고문서실의 Raju

Rimal, 촬영실의 Rajendra Neupane, 그리고 네팔 체류 때마다 편의시설을

제공한 Arjun Neupane을 포함한 모든 네팔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이 글에 대해 의문과 제안을 표시했던 익명의 논평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이들의 제안과 기대는 멀지않은 미래에 훨씬 크고 체계화된 글로 답변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명칭은 최근에 해당 필사본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이름붙인 것 뿐이다.

실제로 필사본의 커버와 NRC의 카드 카탈로그 상에도(하지만, NGMPP는

다르게) 그렇게 적고 있다. 그렇지만, 이 명칭은 아마도 누군가에 의해

잘못 붙여진 것이며, 실제로 필사본의 콜로폰의 끝에는 khaṇḍa의 명칭이

붙지 않는다.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이 필사본의 끝에 āmbikākhaṇḍa라고

적게 되면, 이 필사본이 현재 학자들이 Skandapurāṇa Āmbikākhaṇḍa라고

부르는 Origianl Skandapurāṇa의 후기 변형본(recention)의 필사본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 필사본(S1)은 Skandapurāṇa

Āmbikākhaṇḍa보다 더 오래된 초기 판본의 필사본에 해당한다. 후기

변형본 두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사본들의 문제들은

Harimoto(2004)와 SP1(1998:36-38)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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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자료들은 ‘khaṇḍa’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

로 Skandapurāṇa 전체를 지칭하며3), 또한 기존의 널리 출판 유통

되고 있던 Nag publishers 또는 Veṅkaṭeśvara Press 등의 Skand

apurāṇa4)와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그것과 충첩되거나5)

그것의 일부로서 출판된 적은 거의 없다. SPBh는 흔히 ‘Origianl

Skandapurāṇa’라 부를 수 있는 몇 가지 필사본들과 편집본 가운

데 하나인 셈이다.

이 텍스트에 담겨있는 스깐다 탄생신화는, 이 신화의 오랜 발전

과정을 추적하고자 하는 필자 개인의 장기적인 과제 속에서 필수

불가결한 연구대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Mahābhārata

(이하 Mbh.) 이후의 뿌라나 문헌들 속에서 이 신화가 어떻게 전

개되는가를 볼 수 있는 (아마도 Vayū purāṇa를 예외로 한다면)

가장 이른 뿌라나 문헌 가운데 하나이며, 만일 문헌 구성의 완결

성이 확실시된다면, 실제로 문헌 속에 나타난 신화 구성의 형성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A. D. 810)6) 극히 희소한 문헌이기도 하

3) 스깐다뿌라나는 그 텍스트 전체가 “X-Khaṇḍa”와 같은 명칭을 붙여서

유통되기도 했다. 그러나 “Khaṇḍa”라는 명칭을 썼지만 이는 실제로

특정한 Khaṇḍa를 지칭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관습은 AD. 12세기경

이래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1910년대에 Veṅkateśvara Press 등에서 출판한(그리고 다시 Nag

Publication에서 재영인한) 과거의 인쇄본 스깐다뿌라나는 거의 학자들이

활용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을 이제 스깐다뿌라나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없다. 그 책들은 사실, 어느 한 때 ‘스깐다뿌라나’의 이름을 빌어

인도 전역의 聖地 기원서, Māhātmya들을 수집해 편집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발견된, 또는 재조명된 오리지널

스깐다뿌라나의 등장으로, 이 과거의 출판본 스깐다뿌라나는 실질적으로

그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그 출판본이 어떤

사본들을 이용해 제작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은

‘텍스트 비평적’ 연구와 ‘서사적’ 연구의 경우에 활용의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5) Āvantyakhaṇḍa의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Yokochi(2004b)를 참고.

6) 필자가 이 논문에서 사용한 스깐다뿌라나 필사본 S1은 아마도 현존하는

뿌라나 필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로닝엔 팀의 학자들이 이미

밝히고 있듯이, 해당 필사본의 작성 시기를 A. D. 810년으로 추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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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텍스트는 인도와 네팔에서 몇 종의 필사본으로만 존

재했기 때문에7), 필자의 과거 연구에도 누락되어 있었다. 물론 B

haṭṭaraī의 편집본이 있으나 편집본 자체의 불완전함 때문에8), 그

로닝엔 대학을 중심으로 비판교정본 스깐다뿌라나(이하 SP)가 오

래전 계획되었으며9) 현재까지 그 가운데 일부만이 출판되었을 뿐

이다10). 네팔의 학자 Kṛṣṇaprasāda Bhaṭṭarāī가 편집해 출간한 S

PBh는 네 종류의 필사본에 기초해 만들어졌으며11) 그로닝엔팀12)

것은 이 필사본의 콜로폰에 따른 것이다. 필자가 National Archive of

Nepal에서 입수한 필사본의 사진번호는 0189에 해당하며 마지막 콜로폰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ālaṣka caitraśukladvādaśyāṃ samāptam

sarvasatvakaivalyārthena skandapurāṇaśāstraṃ likhitamiti" 즉, ālaṣka년

caitra新月12일에 기록한 것으로 읽을 수 있는데, ālaṣka는 nepālākṣarā

letter numerals로서 Mānadeva saṃvat 234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7) 이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SP1의 32-35쪽을 참조할 것.

8) 그의 편집본은 유용한 면도 있으나, 작위적으로 일부를 생략한 부분도

있다. 4종의 필사본을 사용하였다.

9) skandapurāṇa 비판교정본의 필요성과 시작을 알리는 논문은 1994에

등장했다. R. Adriaensen, Bakker, Isaacson(1994), Towards a Critical

Edition of the Skandapurana 참조.

10) 여기서는 이 새롭게 출간되고 있는 Skandapurāṇa의 비판교정본들은

SP라는 약칭으로 쓸 것이다.

11) 흔히 ‘A'그룹이라 칭하는 필사본 가운데 하나. Asiatic Society, Calcutta,

MS. G-972. 비교적 근래에 데바나가리로 종이에 기록된 것이다.

Skandapurāṇa 필사본들에 대한 각각의 설명은 SPI의 31-35쪽을 참조할

것.

12) 필자가 그로닝엔(Groningen)팀이라고 말한 것은 이 필사본의

비판교정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참여했던 일군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그로닝엔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현재까지,

그로닝엔의 Bakker를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스깐다뿌라나의 비판교정본을 출판해냈고, 이와 관련된

논문들을 출판하였기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유별난 것은 아니다. 그로닝엔팀에 해당하는 이들은 대표적으로,

Hans Bakker, Harunaga Isaacson, Peter Bishop, Yoko Yukochi 등을

포함하며, 이들의 중심으로 Kengo Harimoto, Törzok 등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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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하고 있는 SP시리즈와는 또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 전반

적인 SPBh의 내용은 그로닝엔팀의 비판교정본인 SP와 크게 다르

지 않지만 adhyāya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SP의

스깐다 탄생신화 부분을 기다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S1과 SPBh를 통해 이 문헌에 나타난 스깐다

탄생신화의 기본적인 구성13)을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여기서 SPBh14)과 필사본을 함께 비교하면서 사용한다.

여기서 사용한 필사본 S1은 그로닝엔팀이 S1으로 구분했던 sk

andapurāṇa의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다. 이 필사본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곤란한 점은 현재의 폴리오들이 상당히 뒤섞여 있고, 심지

어 다른 śaiva tantra 문헌과도 뒤섞여있다는 점이다15). 폴리오들

의 가장자리는 거의 대부분 떨어져 나간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고유의 폴리오 번호(pagination)를 확인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자신

이 필요한 부분은 직접 대충 읽어가면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는

지리한 수고가 수반된다.

반대로, Bhaṭṭaraī 편집본은 이러한 한계를 보충해 주고있다. B

haṭṭaraī는 S1을 포함한 4종의 필사본을 참고로 했는데, 이 편집본

이들의 연구는 두가지 시리즈물로 대표되는데, 하나는 현재 계속

출판되고 있는 일련의 SP의 비판교정본이며, 또하나는 “Studies in

Skandapurana”로 제목이 붙는 일련의 SP관련 연구논문들이다. 필자가

알기로, 현재까지 전자는 6권이 출간되었고, 후자는 9편까지 출판되었다.

13) 필자가 학위논문을 작성할 때까지 SPBh나 SP의 필사본들을 입수할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은 누락되었다. 필자가 사용한 SP필사본은

2009, 2011년 방문시 NAK에서 촬영한 것이다.

14) 여기서는 Bhaṭṭarāī가 편집한 SPBh 슐로까 번호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로닝엔팀이 사용한 약호 “SPBh”는 Bhaṭṭarāī가 사용한 ‘필사본’을

말하며, 그의 출판된 편집본을 가리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Bhaṭṭarāī가

사용한 필사본은 일부 파손되었으며 Bhaṭṭarāī가 자의적으로 일부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Bhaṭṭarāī의 SPBh 번호와 그로닝엔팀의 그것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15) Skandapurāṇa 필사본과 섞여있는 이 딴뜨라 문헌은 Pārameśvara인데,

이에 대해서는 A. Sanderson이 좀 더 상세히 언급한 적이 있다.

Sanderson(2001:5)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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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폴리오의 순서나 내용의 대강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S1만의

한계를 보완해준다. 이 사본 S1의 특징은 각 adhyāya 끝마다 그

adhyāya를 구성하는 슐로까의 숫자를 적고 그 뒤에 적은 망갈라

기호 사이에 adhyāya의 제목을 짧게 적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

에16) Bhaṭṭaraī 편집본의 슐로까 숫자나 adhyāya 제목을 확인하

면 해당 폴리오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adh

yāya의 내용은 앞쪽에 제시되어 있는 ‘viṣayāṇāmanukramaṇikā’

로 인해서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인용구를 필사본에서 인용할 때, 필사본의 특정 폴

리오 번호를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고, 대신 SPBh의 해당 구절로

대신한다. 왜냐하면 현재 Skandapurāṇa’ 필사본 S1은 상당 부분

의 폴리오들이 뒤섞여 있을 뿐 아니라, 말한 바와 같이 본래 이

필사본에는 고유의 폴리오 번호가 적혀있지 않거나,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17). 따라서, 연구를 목적으로 촬영을 시도할 때마다

그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필사본의 폴리오 순서를 기

준으로 삼을 것은 현재로서 SPBh의 편집본에 나타난 해당 구절

이다18). SPBh는 거의 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며, 필사본 S1

으로는 300여개의 폴리오로 구성된다. SPBh의 전체적인 내용은 a

16) 그러나 모든 곳에서 반드시 이와 같이: 각 adhyāya 끝 문장 //슐로까

숫자// @(망갈라 기호) ‘해당 adhyāya의 제목’ @(망갈라 기호) 다음

adhyāya 첫 문장 등의 순서로 적지 않는다. 때로는 슐로까 숫자가

생략된 채 adhyāya의 제목만 적는 경우도 있었다. 망갈라 기호도 제목

양쪽에 사용하는 경우와 제목 앞 쪽에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adhyāya

끝의 슐로까 숫자 기입은 특정 akṣara가 수를 표시하는 letter numeral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필자가 별도의 글을

통해 밝힐 예정이며, 네팔의 후기 licchavi 필사본에 사용된 자모 형태에

대한 연구에서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

17) S1 필사본의 일부 폴리오는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폴리오 번호가

남아있는 것이 있다. 또다른 폴리오의 일부에는 현대 네팔 숫자를

크레용으로 적은 것도 있다.

18) 실제로 그로닝엔팀에서도 이미 완성된 SP(비판교정본

skandapurāṇa)일부 adhyāya를 제외하면, 필사본의 특정 부분을 지시할

때는 SPBh의 대응부분을 언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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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yāya의 끝마다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adhyāya 각각의 명칭이

대부분 붙어있고, 특히 두번째 adhyāya는 전체내용의 흐름을 기

록한 目次章(iti skandapurāṇe anukramaṇikānāma dvitīyodhyāya

ḥ)에 해당하기 때문에 SPBh의 서사적 구성의 대강은 파악할 수

있어 연구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SPBh의 한계는 분명하며, 이것이 SP

를 만들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19). 간단히 말해, 이것의 한계는 동

일한 텍스트의 여러 필사본들이 보여주는 소소한 변형부(variant

s)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다른 판본의 필사본으로 텍스트를 편

집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Bhaṭṭaraī가 텍스

트 판본들의 stemma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인 셈이다.

Ⅱ. Skanda 탄생 신화의 구성

필자가 이미 다른 문헌들을 통해 분석해보았듯이20), 스깐다 탄

생신화의 일반적인 구성은, 쉬바 정액(tejas/retas)의 轉移, 스깐다

의 탄생, 신들의 사령관으로의 즉위 등과 같은 몇가지 기본적인

에피소드로 이루어진다. 여러 Purāṇa 속에 散在하는 기존의 Skan

da 탄생신화는 여러가지 변형본들이 있지만, 그 변형본들을 거의

일관되게 관통하는 중심 모티브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데바

들을 위해 악마를 물리칠 운명의) (쉬바) 아들의 탄생 필요성, 대

리자 아그니, 쉬바의 정액, 정액의 轉移, 뜨거운 정액의 물(강/호

수)의 안착, 끄리띠까의 (아그니와)부적절한 행위/양육, 스깐다 탄

생, (따라까와의 전투) 등이다. 대체로 Skanda의 탄생신화들은 이

19) 지면상 이 편집본의 한계를 여기서 밝히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자세한 것은 ABI(1994), SPⅠ(1998:38-41)참조.

20) 심재관(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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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블록’화된 몇 개의 중요한 모티브나 에피소드들로 구성되며,

이와 같은 구성상의 블록들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신화의

구성단위들에 대한 확인과 비교를 통해, 신화의 발단과정을 현재

결론지을 수는 없을지라도, 이러한 사소한 블럭들의 변화와 배치

들은 이 신화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가를 가늠하게 되는 단서

가 될 것이다.

Skandapurāṇa 전체의 구성은 많은 서사시와 뿌라나들과 같이

큰 이야기의 틀 속에서 보다 작은 이야기가 풀어지는 액자이야기

(Framestory)구성을 갖으며, 따라서 이야기 액자의 겹에 따라서

서사의 흐름이 3-4층의 중층을 형성한다. 이 이야기의 층들은 대

화와 질문을 주고 받으며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 화자들에 의해서

구분되기도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 층은 話者없이 Sūta가 현자들

에게 스깐다의 탄생을 설명하는 층이며, 두 번째 층은 Sūta가 화

자가 되어 Sanatkumāra와 Vyāsa의 대화를 현자들에게 옮기는 층

이다. 대부분 각각의 adhyāya를 이루는 세 번째 층은 Sanatkumā

ra와 Vyāsa의 문답으로 이루어지며 Vyāsa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183개의 adhyāya로 구성된 SPBh 가운데 실질적인 스깐다 탄

생신화는 4개의 adhyāya로 이루어지는데 adhyāya 72, 163-165가

여기에 해당한다. SPBh 서사구성의 특이한 점은 adhyāya 72의

내용이 여기에서 단절 되었다가 그 다음의 이야기는 훨씬 뒷쪽으

로 가서 다시 이어진다는 점이다. adhyāya 163, 164, 165에 가서

우리가 다른 스깐다 신화의 판본에서 흔히 대하는 스깐다 신화소

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 즉, 스깐다의 출생과 사령관으로 임명되

는 일, 데바와 아수라의 전투, Tāraka의 제거 등이 그려지게 된다.

하지만 사령관으로 임명되는 에피소드나 따라까와의 전투는 Skan

da 탄생의 계기를 말하는 것과 다소 동떨어진다. 이러한 구성상의

특이점 뿐만 아니라 SPBh에서만 나타나는 스깐다 탄생신화의 특

이점도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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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hyāya 72

먼저 adhyāya 72는 156개의 śloka를 통해 스깐다가 탄생하는

계기를 비교적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신들의 요청에 따라 쉬바가

빠르바띠와 함께 아들을 낳기 위해 Vindhya산으로 가는 내용과

자신의 tejas를 아그니에게 전이하는 내용으로 채워진다. 아그니

는 다시 그 tejas를 메루산 정상의 갈대 속에 방출한다.

SPBh adhyāya 72는 아그니가 신들의 대표자로 선발되어 Śiva

와 Parvati가 있는 vindhya산으로 찾아가 아들의 생산을 종용하

는 임무를 맡는 것으로 시작한다. Śiva와 Parvati의 거주처는 문

지기 Nandi가 지키고 있으나(72.66-73), 성공적으로 Śiva를 만나

게 된다. 이 skandapurāṇa의 신화에서 Skanda의 탄생은 쉬바와

빠르바띠의 기획에 의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 점은 다른 문헌의

스깐다 탄생신화와 같이 Tāraka의 살해를 위한 쉬바 신의 아들의

탄생을 신들이 기획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쉬바와 빠르바띠는 결혼했으나 스깐다의 탄생은 빠르바띠의 의

도가 담겨있다. 72.12에서 빠르바띠는 쉬바에게 자신이 쉬바와 같

은 아들을 갖고자함을 밝힌다21). 이에 쉬바는 빠르바띠의 요청에

호응하는데, 이를 위해서 빠르바띠가 아들을 얻기 위해 고행을 한

적이 있음을 언급하게 된다. SPBH에 나타나는 스깐다 신화의 특

이점은 Pārvatī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고행(tapas)을 했음을 밝히

고 있는데, 이는 이 신화의 다른 버전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다22). 또한 빠르바띠의 고행은 쉬바와 결혼 전 사건으로 흔히 묘

21) vacaḥ provāca jananī kṛtsnasya jagatovyayā /

yathā me dehajaḥ putro bhavitā govṛṣadhvaja //72.12//

tvadvīryas tvatprabhāvaśca sarvadevanamaskṛtaḥ /

tathā kuru mahādeva yadi te priyatā mayi //72.13//

22) Yokochi(2004a:48-49)에 따르면, Pārvatī의 이 고행은 Skanda

탄생신화의 주제에서 벗어난 맥락에서 시작된 것이며, 신화 속에서도

"과거에(pūrvam)"이라는 말로 이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본래 Pārvat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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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는데, SPBh에서는 고행을 언급만 할 뿐이지만, 빠르바띠의

고행이 스깐다 탄생을 위한 것임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 부부는 mandara 산에서 아들을 낳기 위해 빈디야(vindhyā)

산으로 가서 산봉우리에 거대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로 합일의 상태(yogasaṃdhāna)에 있게 된다. 이러한 사정

으로 아수라의 움직임이 커지자 이에 두려움을 느낀 데바들은 쉬

바신을 찾아가기로 결정한다. 쉬바를 찾아가기가 어려웠던 신들은

모두 Bṛhaspati의 성으로 모여 여러가지 대안을 찾게 되는데23),

그 자리에서 아그니가 전령사로 선택된다.24) 곧바로 쉬바의 성을

방문한 아그니는 성문을 지키는 난디(Nandi)와 조우하게 된다(72.

66), 그 후 쉬바가 아들을 낳도록 하기 위해 Agni가 Śiva에게 신

들의 걱정을 이야기하고 아들의 탄생을 목적으로 찾아왔음을 밝

히자(72.88-98) Śiva가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다(72.115)25) 다만 tej

as를 방출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열기로 인해 세상이 파괴되지 않

도록 자신의 tejas를 견딜 수 있는 자를 요청하고, 신들은 그 대리

고행을 통해 Brahmā로부터 두 가지 소원을 이루고자 하였다. 첫째는

아이를 낳기 위한 것이었고, 두번째는 피부색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tapas를 통해 빠르바띠는 검은 피부를 벗어내고 흰 피부를

얻게 되는데, 벗겨진 검은 피부에서 Kauśikī가 탄생한다. 이 Kauśikī의

신화가 바로 Dūrgā 신화의 원형이 되는 것이며, Kauśikī 탄생의 신화에

뒤이어 스깐다의 탄생신화가 연결된다.

한편, 이 빠르바띠 고행의 신화적인 장치는 여러 유사한 맥락에서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Kumārasaṃbhava에서, 빠르바띠는 흰 얼굴을

얻기 위해 고행을 한 것이 아니라 쉬바를 남편으로 얻기 위해 고행을 한

것 등이 그것이다. (Bisschop 2006:237) 참조.

23) tato divaukasaḥ sarve bṛhastapatipurogamāḥ /

ekatra saṃgatā bhūtvā cakrurbahuvidhāḥ kathāḥ //72.36//

24) tvamagne sarvadevānāṃ hitakṛtsarvatovyayaḥ /

praviśya trāhi naḥ sarvāñchaṅkarāya nivedaya //72.61//

25) ahaṃ tava tanuḥ syāñca tvanmurttistvadupāśrayaḥ //72.114cd//

varamicchāmi deveśa dīyamānamimaṃ tvayā /

evamastviti tatsarvaṃ vahnaye pradadau vibhuḥ //7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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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다시 아그니를 선택한다(72.106-110). 중요한 것은 방출된 Śi

va의 tejas를 아그니가 받아 든 뒤에 이것을 다시 메루산의 계곡

에 방치했다는 점이다(72.148)26). 여기서 adhyāya 72는 그냥 마무

리되는데, 이 부분은 보통 tejas의 轉移(아그니에서 갠지스 등으

로)단계로서, 단절될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의문이 가시

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이야기가 중지되는 것은 異本의 스깐다

탄생신화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27).

2. adhyāya 163-165

adhyāya 163-165는 각각 75, 186, 44개의 슐로까로 비교적 적지

않은 분량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adhyāya 164와 같이 신들의

장황한 이름들과 즉위식(abhiṣeka)의 다소 세부적인 묘사들을 걷

어낸다면, 스깐다 탄생신화의 골격들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이다.

앞서 살펴본 adhyāya 72와 같이 스깐다 탄생의 사전 정황을 고

려해보면, 뒤에 이어지는 스깐다 탄생신화의 구성은 훨씬 쉽게 이

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메루산의 계곡(kukṣī)에 던져진 t

ejas가 어떻게 다음과 연결되는가를 adhyāya 163 등에서 확인하

면 다소 어색한 점도 없지 않다. adhyāya 72에서 스깐다 탄생신

화의 이야기는 끊어졌다가28) adhyāya 163에 이르러서야 아그니

26) yuṣmākaṃ tatra saṃbhidya kukṣīndaivatapuṅgavāḥ /

madīyaṃ tatparaṃ tejo nirgamiṣyati doptimat //72.148//

27)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2008),, tejas의 전이과정이 다른 문맥에 의해

단절되는 경우는 없었다.

28) 이 두 adhyāya 사이에는 다른 수많은 신화들, 대표적으로 Andhaka신화,

Hiraṇyākṣa신화, Amṛtamanthana신화, Prahlāda신화, Vāmana신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Andhaka신화도 Hiraṇyākṣa신화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다시 여러 신화가 소개된 뒤에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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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던져진 tejas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된다. 적어도 액자 형식의

구성상으로 보자면, adhyāya 72부터 adhyāya 163 사이의 상당히

긴 단절 사이에 동일한 층위의 어떤 다른 신화가 개입된 경우는

없다. adhyāya 72와 163은 동일한 층위의 이야기이므로, 만일 다

른 층위의 신화들만이 중간에 다소 길게 삽입된 것이라면 동일한

이야기(스깐다 탄생신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상의 접점은 약간의 불완전함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빛나는 황금빛 메루산의 계곡에 떨어뜨린 tej

as를 어떻게 다시 강가(Gaṅgā) 여신에게 맡기게 되었는가가 정확

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Adhyāya 163의 시작은, tejas를 받은 아그니가 어떻게 되었는

지, Skanda는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話者인 Vyāsa가 Sana

tkumāra에게 묻게 되면서 이야기는 다시 이어진다(163.1-4). 이 t

ejas를 받은 Agni는 열기에 의해 그을리고 견딜 수 없게 되고 Ag

ni는 tejas를 Gaṅgā에게 감언이설로 받아들이게끔 한다. 그리고 t

ejas는 갈대숲(śaravana)에 버려진다.

다소 유감스럽게도, SPBh에서 이후의 Skanda탄생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마치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축약하듯이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 버린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적이며 찬양적인 슐

로까들로 많이 대체된다. 예를 들면, 버려진 곳이 갈대숲인 설정(1

63.14)29)과 그 곳에 버려진 tejas로부터 6面12肩의 형상을 한 황금

빛의 소년이 등장하는 설정(163.15)30)을 보여주는데 이에 대한 전

후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Kṛttika가 乳母로서

접근하는 이야기(163.17)31)를 매우 짧게 보여줄 뿐이며, tejas의

29) ++++.i++.i++śarastambhābhirājite / sotsasarja tadā tejo harasyograṃ

śubhehani //

30) śaramadhyāt samabhavad bālo bālaparākramaḥ / ṣaḍvaktro

dvādaśabhujaḥ sūryokoṭisamadyutiḥ //

31) kṛttikāstaṃ tadā dṛṣvā prasnutorupayodharāh ājagmurantikaṃ

tasy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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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부터 Skanda의 등장까지 별다른 각색의 장치(예를 들면, 아

그니와 Kṛttikā의 부적절한 관계, Saptaṛṣis와 Arundhati의 정절

등)가 보이지 않는다.

스깐다 탄생신화의 구성 단위들을 고려하면서 adhyāya 163-16

5의 서사 흐름을 살피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Agni, Gaṅgā에게 tejas 전이

2) Gaṇgā, śaravana로 tejas 전이

3) Skanda의 탄생

4) viśvamitra에 의한 스깐다의 탄생의례

[5) Krittika와 Matrīka의 Skanda경배]

6) Indra와의 대결32)(airāvata의 상아를 부러뜨림) 또는 대결

후, Skanda에게 senapati가 되어 줄 것을 요청

[7) 신들의 경배와 선물]

9) 즉위식(adhyāya 164)

10) Tāraka의 살해(adhyāya 165) 등의 내용으로 전개된다.

*([ ]는 아마도 이 신화 구성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63.1-4는 아그니가 던진 쉬바의 tejas가 어떻게 되었고

스깐다가 거기서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묻는 Vyāsa의 질

문으로 시작한다33). 이에 대한 Sanatkumāra의 대답에 의해 쉬바

의 tejas가 Gaṅgā 여신에서 다시 갈대숲으로 옮겨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의 신 아그니조차도 너무 맹렬하게 타오르는 쉬바의

32) 아마도 163.25이하부터.

ājagāma tataḥ kruddhaḥ saha vrātair divaukasām /

airāvatagaja-skandhamārūḍhaḥ pākaśāsanaḥ //163.25//

그 때 그곳에 천상에 사는 부대들과 함께 성난 인드라가 왔다,

코끼리 아이라바따의 목덜미에 올라탄 채로

33) śārvaṃ tejaḥ samādāya vahṇiḥ kiṃ kṛtavāṃstadā /

kathaṃ skandassamutpannaḥ kasminsthāne mahādyutiḥ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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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氣를 감당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34) 아그니는 자신의 역할을 강

가에게 전이한다. 쉬바의 tejas를 받아달라는 아그니의 부탁을 강

가 여신이 받아들이는 했으나 강가 여신도 이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다35). 이렇게 해서, 마침내 강가 여신은 뜨거운 쉬바의 tejas

를 갈대 숲(śarastambhābhir)에 던지게 된다36). 그리고 여기서 6

개의 얼굴과 12개의 팔을 가진(ṣaḍvaktro dvādaśabhujaḥ) 어린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37). 여기까지 비교적 매우 짧은 묘사를 통해

간단히 스깐다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은 다른 스

깐다 탄생신화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스깐다 탄생 후 묘사는 다른 판본들과 다소 다른 점을

34) atha trailocanaṃ tejaḥ sutasaṃkalpasaṃbhavam /

na dhārayimututsehe dīptimānapi pāvakaḥ //163. 5//

35) sā tenābhyarthitā devī hutāśena trilokagā /

evamastviti sāśaṅkamuvāca madhurasvarā //163.7//

그 아그니의 부탁을 받은 그 여신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에게) (쉬바의 떼자스를) 그렇게하라고 말했다.

tattejo devadevasya tejasvī havyavāhanaḥ /

tadā saṃkrāmayāñcakre gaṅgāyāṃ yogamāyayā //163.8//

쉬바의 불타는 그 떼자스를, 그리하여

아그니는 환술로서(yogamāyayā?), 강가 여신에게 건네주었다.

jñātvāpi durdharaṃ tatsā pratipede varānanā /

arthipraṇayanirbhaṅgadoṣabhītā(?) saridvarā //163.9//

그러나 고운 얼굴의 여인 강가는 감당하기 힘든 것을 알고나서

떼자스를 떨어뜨렸다.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강가는 걱정 어린 얼굴이 되었다.

atha sā kṣipramabhavan mantharālasagāminī /

prabhāvātojasastasya śyāmonmukhapayodharā //163.10//

하여, 그녀는 이내 기운이 빠진 채 천천히

먹구름이 드리운 얼굴을 할 수 밖에 없었다.

36) ++++.i++.i++śarastambhābhirājite /

sotsasarja tadā tejo harasyograṃ śubhehani //163.14//

37) śaramadhyāt samabhavad bālo bālaparākramaḥ /

ṣaḍvaktro dvādaśabhujaḥ sūryakoṭisamadyutiḥ //163.15//

갈대 가운데에서 어린 아이가 생겨났다.

태양 빛으로 빛나는, 여섯 개의 얼굴과 열두 개의 팔을 가진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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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경미할 뿐만 아니라 이 탄생신화를 구성하는 하위 단위

의 신화소로 볼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지만, viśvamitra에 의한

탄생의례가 치러지는 것(163.16)38)과 다소 상투적인 서술인 Kṛtti

kā와 Matṛī들의 찬양과 귀의(163.17-24)39)가 이어진다. 이 텍스트

의 스깐다 탄생신화의 특이한 점은, 통상의 다른 스깐다 탄생신화

가 스깐다와 끄리띠까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게 묘사되는 반면,

여기서는 거의 특별한 관계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개

스깐다 6面의 기원을 그를 키우고자 했던 6명의 Kṛttikā의 젖가슴

과 연결시킨다든가 그들의 얼굴과 연결시키곤했던 것(Vāp. 11.40;

Vmp.57 등)에 비하면, 이 문헌에서 끄리띠까는 탄생신화 속의 큰

역할에서 누락된듯한 인상을 준다.

그 뒤로 스깐다와 인드라의 대결과 타협의 과정이 뒤따르는데

(163.25-48), 인드라와의 갈등과 그 대결에서 인드라가 스깐다에

게 패한 후 그에게 신들의 사령관(senapati)이 되어주기를 간청하

는 모습은 낯선 것이 아니다. 이미 마하바라따에서(Mbh.3.215-21

8)에서 이 갈등은 스깐다의 등장을 알리는 장면으로 매우 잘 묘사

되어 있다40). 이 대결의 결과는 자명한데, 인드라의 패배 후 스깐

다는 신들의 사령관으로 추대된다. 사령관으로의 즉위식은 灌頂(a

bhiśeka)을 수반하는데 인드라는 이를 쉬바에게 요청하고 쉬바는

이를 허락한다41).

38) samidhya vidhinā tatra pāvakaṃ pāvakatviṣaḥ /

viśvāmitras tadā cakre jātakarma sujanmanaḥ //163.16//

그 때, 규범에 따라서 아그니가 밝게 빛나도록 불을 붙이고

비슈바미뜨라는 상서로운 탄생을 기리는 탄생의례를 치렀다.

39) kṛttikāstaṃ tadā dṛṣvā pragvaṃ cārupayodharāh

ājagmur antikaṃ tasya++++++++ //163.17//

끄리띠까들은 그 때 태어난 아이를 보고

젖가슴을(payodharāh “젖을 담고있는?”) 아이에게 가까이 가져갔다.

40) 심재관(2008)참조.

41) abhiṣicya surā skandaṃ senāpatye mahādyutim /

jetum icchanti daityendraṃ prasādāt tava śaṅkara //163.73//

evaṃ vijñāpitas tatra vajriṇā vṛṣabhadhvaja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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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 즉위식은 adhyāya 164 내용 대부분을 채우고 있으나,

이 내용은 다소 건조하게 느껴지는 긴 신들의 명칭이나 스깐다에

게 여러 신들이 제공하는 무기들의 명칭이 나열된다. 등장하는 신

들은 대체로 스깐다에게 선물로 제공된 신들의 또다른 하위 신들

이다. 이러한 신들의 리스트는 스깐다 탄생신화의 구성형태를 파

악하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신들

의 긴 명칭들은 특이하게도, Mbh.와 SPBH 사이에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공통 부분에 해당한다42). 이는 SPBH가 Mbh로부터 바로

인용했을 가능성이나 두 문헌과 독립되어 있는 상위 문헌으로부

터 빌려온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Mbh.와 SPBH에

서 모두 스깐다의 즉위식이 묘사되고 있으며, 그 장면 속에서 공

히 이러한 신들의 명칭이 언급된다는 점이다. 물론 상투화된 공식

어구의 하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SPBh 165는 앞의 두 장에 비해 훨씬 소략한데 따라까와

의 전투도 간단히 몇 줄로 묘사되고 있다. 스깐다와 따라까와의

전투장면과 따라까의 죽음은 언제나 소략하게 묘사(대략 165.38-4

4)된다. 특별한 스깐다 신화구성의 패턴을 벗어나는 요소는 이 곳

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dadāv anujñāṃ skandāya senāpatyābhiṣecane //163.74//

42) 예를 들면, SPBh 164.64-140은 MBh 9.44.24-107와 유사한데, 이는

Sthāṇutīrtha에서 스깐다가 신들의 사령관으로서 즉위식을 갖고

신들로부터 여러 무기와 군대를 제공받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SPBh 164.64-86은 MBh 9.44.24cd-48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은 다소

지루할 정도로, 신들이 차례로 스깐다에게 자신들에게 소속되어 있던

군사들과 무기들을 제공하는 내용이 길게 이어진다.

SPBh 164.87-107은 MBh 9.44.52-72ab도 역시 그 자체로 신들의

군대들의 명칭을 열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SPBh 164.113-140은 MBh 9.44.74-107과 거의 유사하다. 이 부분은

앞에서 열거한 군대들의 각 무사들이 어떠한 용모와 신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장황하게 열거한다. 그리고 뒤 이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간략히 덧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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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몇 가지의 특성

앞서 살펴본 서사의 구성 요소들을 통해서, SPBh에서 돋보이는

Skanda 탄생신화의 특징을 몇가지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어휘선택의 특이성인데, 제의적 용어와 아그니가 잘 연

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그니를 중심으로 한 제의적 내포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아그니에게 쉬바의 정액이 옮

겨질 때 이것을 단순히 ‘준다’는 표현이 아니라 ‘공양’의 의미가 있

는 hu동사를 많이 사용한다(예: 72.10943)). 뿐만 아니라 아그니는

대부분 그의 제의적 별칭으로 지시된다(예: (공양물을)옮기는 자=

vahni(72.115); 공양물을 먹는 자=hutāśana(72.60, 81), hutabhuj(7

2.121), havirbhuj(72.142), 공양물을 옮기는 자=havyavāhana(163.

8) 등). 다른 Purāṇa에서도 아그니의 이러한 별칭을 사용하지 않

는 것은 아니지만 유달리 SPbh에서 이 별칭들은 아그니를 대신해

사용되는데 이는 SPbh의 古形的 경건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가 짐작된다.

이러한 점은 전반적으로 SPbh에서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적은

것에서도 추론된다. 다른 Skanda 탄생신화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精液retas이라는 표현도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정액을 대신해 熱

氣tejas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tejas는 의미의 외연이 매우

넓은 단어인데 Durgā의 탄생이나 神的 무기의 등장과 같이 성적

인 의미와 동떨어진 맥락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이와 함께 노골적

인 성애의 묘사도 거의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BrP나 VmP는 r

etas를 Agni가 입으로 삼키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SPbh는 이러한

43) juhudhyetatparantejo mayi deva trilokapa / juhāvagnau tatastejastadā

svīyaṃ paraṃ bhava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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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도 눈에 띠지 않는다.

두 번째의 특이점은, 내용의 구성이 독특한데, 특히 adhyāya 72

와 163사이의 간격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두 adhyāya 사이의 내

용상 일관성을 유지되지만 그 사이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異種

의 신화들이 삽입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는 다른 문헌들의 스깐다

탄생신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점은 ‘SPbh의 통

일적 혹은 완결적 구성’을 시사하는데 SPbh 전체 내용을 구상한

상태에서 Skanda 탄생신화를 삽입하지 않았다면 굳이 독립된 신

화를 분리시켰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분절된 지점은 ‘Śiva의 te

jas 방출’(adhyāya 72)과 ‘Skanda의 탄생’(adhyāya 163) 사이이므

로 서사의 흐름상 결정적인 분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SPbh 속의 Andhaka신화도 동일하다.

세 번째는, 많은 Skanda 탄생신화들 속에서 등장하는 Kṛttika

의 요소가 여기서는 거의 탈락되다시피 했다는 점이다. Kṛttika

모티프는 Skanda 탄생신화를 구성하는 가장 오래되고(이것은 Sk

anda탄생신화가 Śiva신화 속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이미 등장한

다), 필수적인 모티프로 보이는데, SPbh에서는 이 요소가 극히 간

략히 처리되었다. Kṛttika 모티프는 이와 연결된 다른 Skanda 탄

생신화의 구성요소들(Arundatī의 정절, Agni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티브가 축소되었을 때

탄생신화의 긴장감과 흥미는 경감하게 된다. 분량으로 보건데 아

마 SPbh는 다른 Purāṇa의 스깐다 신화보다 가장 긴 구성을 갖는

데(물론 이 속에는 군더더기 같은 신의 찬양이 포함되어 있다) 어

떤 사연으로 Kṛttika의 모티브가 축소되었는가는 자못 의문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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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는 말

신화를 구성하는 에피소드와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몇 개의 모

티프 블록들을 확인해서 Skanda 탄생 신화의 기원과 발전을 탐색

하는 것이 필자의 장기 기획 가운데 하나인데, 이 글은 Original

Skandapurāṇa를 대상으로 삼아 그 속에 그려진 탄생 신화의 윤

곽을 살펴봄으로써 그 기획의 결론으로 향하는 증거물들을 탐색

하고자 하였다.

SPBh와 S1의 스깐다 뿌라나는 문헌 자체가 오래된 것이기 때

문에, 만일 텍스트 자체의 완결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속의 담

겨진 스깐다 탄생신화 역시 고형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그러한 문헌 전체의 구조를 검토하는 힘들고 방대한 작업을

여기서 시도할 수는 없다. 대신, 스깐다의 탄생 신화를 구성하는

개별적 신화소들을 확인해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나열되고 조직되

어 있는지, 또 유사한 다른 판본들 속의 신화소들과 어떠한 유사

성, 어느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

의 단서들만을 이 자료들에서 추출한 것이다.

현재 이 문헌들, SPBh와 S1 각각의 자료만으로는 모두 불완전

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SP의 adhyāya 72 또는 163-165에 대한 온

전한 비판 교정본의 탄생과 연구가 매우 기다려지는 것은 당연하

다44). 하지만, 자료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필자 연구역량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그만큼 Skanda 신

44) 아마도 조만간 adhyāya 72에 대한 연구(비판교정본)가 Bisschop이나

Yokochi에 의해서(또는 공동작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2014년 3월) Paris에서 개최한 웍샵(History of Śaivism: Readings

in Inscriptions and Early Manuscripts)에서 두 연구자는 ‘Birth of

Skanda (Reading Chapter 72 of the Skandapurāṇa)’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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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발전 과정을 확인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고 부족하나마

대략적인 신화의 구성형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당연하지만 텍스트의 역사와 그 속에 담긴 신화의 역사는 아주

상반되거나 심지어 무관할 수도 있다. SPBh는 아마도 가장 오랜

된 Purāṇa 가운데 하나이지만(이 판본의 오랜 필사본이 AD 810

에 쓰인 것이므로 텍스트의 성립은 대략 최소 7-8세기경으로 추

정) 그 속에 담겨있는 신화들은 그것들을 구성하는 에피소드와 모

티프들이 대중들의 입을 통해 浮游하다 엮어지는 것이므로 텍스

트 자체의 古形性과는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P

bh가 만일 처음부터 완결된 텍스트였다면 당연히 SPbh속의 Skan

da 탄생신화도 텍스트의 역사 속에 고정될 것이다. 비록 Skanda

신화를 구성하는 고형의 모티브들이 예상만큼 많이, 그리고 잘 보

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SPbh의 Skanda 신화형태는 아마도 Mbh

보다는 늦고45) VāP보다 이르거나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

한 증명은 예상보다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랄 뿐

이다.

45)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MBh의 일부 구절을 SPBh가 인용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바이다. 그로닝엔팀이 밝히고 있듯이, Skanda의 사령관

임명이 Sarasvatī 강변인 Samantapañcaka에서 진행되는 장면은 MBh

9.43.51과 SPBh 164.1에서 일치를 보고있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이

장면에 관한한 SPBh이 MBh로부터 이 구절들을 빌려온 것으로

판단된다.(SP I 26; SP IIA 53; Bisscho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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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ote on the Birth of Skanda in Nepalese 
Skandapurāṇa(adhyāya 163-165)

Sim, Jaekwan

Sangji University

Adhyāya 72 and the set of adhyāya 163 to 165, of

(origianal) Skandapurāṇa preserved in National Archive of

Nepal(MS 2-229), comprise the cycle of Skanda myth, from

which its name of the text has been derived. The main mo-

tif-blocks for the Skanda birth myth in adhyāya 72 begins,

I think, with the scene of the transferring the Shiva's se-

men(tejas) to Gaṅgā by Agni who at first visited Shiva's

abode as the messenger of gods in order to alarm for the

threatening of mahāsura and finally troubled also with the

fiery heat of tejas. The motif of transferring tejas, from

Agni's hand to Mt. Meru, suddenly block down by another

myth of the next adhyāya, of different layer that naturally

does not related with the Skanda birth myth. And, after a

few decades of myths with long passages from different

layers, the cycle of Skanda continues with Agni's trans-

ferring tejas to Gaṅgā in adhyāya 163. From the rough

reading adhyāya 164 and 165, we could also expect that the

other important and archaic motif-blocks comprising Skanda

myth can be found because this is one of the oldest Puraṇic

texts(if the text is believed to be written as a complete

work from the beginning), of AD. 810. However, the results

are deprive expectation of us in some ways that the other

motif-blocks that are familar to other versions, like k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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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ā's mischievous act with Agni, or the story of Arundhatī

and Saptaṛṣis, are rarely identified in this text.

This is a small research paper preparing the full-scale

study for the narrative of Skanda myth, with partly includ-

ing the philological study of original Skandapurana together.

Keywords: Skandapurāṇa, Skanda, Birth Myth of Skanda,

Ambikākaṇḍa, Nepal Manu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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