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DeVI-Mãhãtmyacn에 나타난 힌두 

여신(DeVI)의 특성과 그 등장 배경 

섬 재 관* 

베다시대의 아리안들이 퍼졌던 고대 인도북부와 달리 인도 동부나 남부의 지방 

에서 출토된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해보면 농경생활을 했던 시골 대중들 사이에서 

는 여전히 인더스 문명과 같은 여신숭배가 존재했음을 찾아볼 수 있다. 고대 인도 

종교문화를 압도하던 남성중심의 베디문화 속에서 여신 숭배는 표면적으로 그 기 

세를 드러내지 않았다. 대체로 남성신의 첩이나 배우자로서 자연과 하천을 지배하 

는 여신으로 등장하면서， 남성신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굽타왕 

죄320-647)가 들어서면서 서사시의 시대(B.C. 4-A.D. 4)가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 

데， 대략 A.D.4세기에 여신의 지위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5-7세기에 이르면 광범 

위하게 힌두교 내에서 여신의 지위가 급상승한다. 

왜 이 시기에 이러한 변모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사상사적인 변화가 이 시기에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특 

히 이 시기에 여신의 지위가 변하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왜 

냐하면， 7세기 이후 중세가 열리면서 힌두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 

화의 하나가 바로 딴뜨리좀Tantrism)의 등장이기 때문이다. 여신숭배의 화려한 부 

활과， 유사한 시기에 힌두교 안에서 딴뜨리즘이 함께 등장한 것은 양자가 서로 밀 

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힌두 딴뜨리줍특히 

작따 딴뜨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교의는， 일원론적인 통일적 세계관을 전제로 하 

고 있는데， 이러한 초월적 세계의 구현은， 지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적 

원리(또는 여성적 에너지 즉， “쇠때" SaktI)의 체현을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현실 세계 속에서 이 여성적 에너지(힘)를 완전히 체현하는 것이 대 

* 강롱대 철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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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쇠t따 딴뜨리즘의 공통된 특정이다. 

이러한 딴뜨리즘의 교리적 정비를 통해 힌두교 내에서 여신의 지위는 완전히 

확고해진다. 이렇게 해서， 힌두이즘은 비슈누를 섬기는 비슈누패Vai왜avism) ， 쉬 

바{Saivism)를 섬기는 쉬바파， 여신을 섬기는 삭따센akta， Saktism)파로 크게 구분 

되는 것이다. 이미 굽타 시대부터 비슈누파는 왕들의 비호 아래 지배 계급을 옹호 

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신화를 부각시킨 반면 쉬바와 여신 숭배는 대중들 사이에 

서 굽타 말기에 크게 퍼지기 시작한다. 

기원후 5-6세기에 여신은 신학적으로나 신화학적으로 가히 절대적인 존재로 그 

입지를 굳힌다. 그러한 명백한 증거는 『여신의 위대힘t데비 마하뜨미야 Devï 

Mãhãtmyã)JJ이라는 문헌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 문헌 속에서 데비는 어떤 생명， 

어떤 신적인 존재보다 절대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그 문헌이 얼마나 많은 고대 인 

도인들에게 널리 유통되었는지는， 수없이 널린 그것의 필사본들과， 그것이 19세기 

근세까지 인도를 벗어난 네팔과 발리 등지에서도 유통된 점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인도와 이들 지역에서는 이 여신과 관련한 축제와 의례는 계속 

되고 있으며， 이 신앙행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텍스트가 바로 『데비 마하뜨 

미야」이다. 

『데비 마하뜨미òWevï Mãhãtmya(A.D. 6C경) 이하 DM)JJ는 우주질서를 위해 

악마와 전투하는 여신(Dεvl)의 탄생과 그의 위대한 업적을 찬%닫}는 매우 대중적 

이고 기본적인 인도의 신화 텍스트 가운데 하나이다. 이 텍스트는 단독으로 전승 

되기도 하고 여러 문헌 속에， 특히 뿌라나 문헌 속에 포함되어 전승되고 있다. 

여러 판본 가운데에， 아마도 가장 오래된 판본은 『마르깐데야 뿌라니{Mãrkal)çleya 

Purã낀a)JJ의 후반부에 삽입되어 전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DM는 힌두교의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여신이 여러 힌두교의 남성신들을 앞질러 

비로써 최고의 신으로 공식적으로 등극함을 알리는 신화인 셈이다. 적어도 이 텍 

스트 이전에는 여신이 싼심l리뜨 문헌을 통해 이처럼 분명히 최고의 신으로 등 

장한 예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DM의 출현은 베다 문화의 주변에 머물 

고 있었던 여신 숭배 또는 지엽적이고 토착적인 여신 숭배가 싼심l판화 

(Sanskritization) 과정을 통해 고전적인 여신 숭배의 전통으로 수렴되어 갔음을 시 

사한다 또한 이 고전적인 신앙의 전통이 다양한 철학적 활됨곧 주석 활동1 )) 뿐 

1 )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 Thomas B. Coburn의 “The Stuructural Interplay of 
Tantra, Vedãnta, and Bhakti: Nondualist Commnentary on the Goddess" The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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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의례와 축제의 맥락에서 지방 속어를 통해 현재까지도 대중들에게 회 

자되고 있음을 볼 때， 힌두교의 일반적인 종교사적 궤적을 거쳤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사적 궤적 속에서 DM는 기존의 사상적 토양과 힌두 신화 

의 서사적 패턴들에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으며， DM만의 독자적인 관념을 보여 

주기도 한다. 특히， 필자가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DM에서도 가장 극 

적인 부분인 두르가 여신의 탄생에 관한 대목{70.1-79.70) 이다. 이 부분에서 데바 

와 아수라 두 무리는 서로 수백 년 간의 전투 끝에 아수라의 대승리로 끝나고 패 

배한 데바들은 쉬바와 비슈누를 찾아간다. 이들은 함께 둘러모여 자신들의 ‘테자 

쇠t멈as) ’ 즉 신성한 에너지(氣)를 방출하게 되고 그 에너지는 응축되어 두르가를 

탄생시킨다. 이렇게 탄생한 여신 두르가에게 모든 신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무기 

를 제공한다. 이 여신이 모든 신들의 힘과 무기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이렇게 탄 

생한 여신이야말로 신들의 권좌를 빼앗은 아수라 마히샤를 무찌를 수 있다는 사 

실은， 이미 이 여신이 어떤 남성신보다 절대적인 존재로 부상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H 

먼저 DM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뾰t_2) 

DM은 선하들의 역모를 통해 권력을 잃게 된 수라타{Suratha)왕과 친척에게 재 

01 Tantra, eds. by Katherine Harper and Robert Brown ,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2002 , pp.77-89를 참고할 것. 여기서 코번은 Devï-Mãhãtmya 0]1 대한 
슈리 비디얘Sri-Vidya) 딴뜨라 학파와 아드바이때Advaita) 베단따 학파의 두 주석 
을 비교하고 있다. 

2) 신화의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DM의 내용에 관한 요약된 내용은 유코치 유코 
(橫地優子)의 rDevïmãhãtmya ~=쉰 tt {>戰關女神σ)成立」， 『東洋文化』 第73號 1993) ，
pp.87-120(특히 87-90); Kathleen M. Erndl , Victory of the Mother , Oxford 
University Press , 1993 , pp.23-27 등을 참조할 것. 이 신화에 대한 연구는 여신 연구 
에서 아마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Thomas Coburn에 의 
한 일련의 번역과 연구물은 주목할만하다. DM은 19세기 초부터 번역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번역본이 존재하지만" Coburn의 번역이 가장 최근의 것이다. 자세한 DM의 내 
용은， Encountering the Goddess: A Translation 01 the Devï-Mãhãtmya and a Study 
01 1π lnterpretation. Albany , State U niversity of N ew Y ork Press , 1991 을 참고할 
것. 또한 그에 의한 DM의 연구서， Devï-Mãhãtmya: the Crystallization 01 the 
Goddess Tradition, Columbia , Mo. , South Asia Books , 1985도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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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빼앗긴 상인 사마디(Samãdhi) 두 사람이 숲 속에서 현자{賢者)를 만나 여신 

에 관한 세 편의 에피소드를 튿게 되는， 액자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자는 결 

국 이 세 편의 에피소드를 통해 세상에 환멸을 느낀 왕과 상인에게 이 세계의 진 

실을 일러주는데， 세계의 흥망성쇠가 모두 비슈누 신의 ‘위대한 환상의 힘 

(Mahãmãyã) ’ 즉， 여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 결국 두 세속의 인물들은 

그 여신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고행을 하며， 여신의 신싱t神像)에 자신들 

의 피를 공òc]=하게 된다~ 3년 후 이들은 여신을 만나 왕권의 회복과 깨달음의 획 

득을 약속받게 된다. 

이 두 세속의 인간이 숲 속 현자로부터 들었던 여신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 비슈누는 뱀 쉐샤{Se$a)의 침상에 누워 잠들어 있었 

고 브라미{Brahmã)는 비슈누의 배꼽에서 올라온 연꽃 위에 앉아 있었다. 이때 비 

슈누의 귀청이 떨어져 악마 마두(Madhu)와 까이따배Kaitabha)이 되었고 이 악마 

들이 브라마를 습격한다. 이때， 브라마는 요가니드라{Y oganidrã, “요가의 

짐_"=Mahãmãyã)를 찬양한다. 이 요가니드라는 인격화된 잠의 여신으로 이 여신이 

비슈누를 깨워 악마들을 무찌르게 요청한 것이다. 요가니드라가 비슈누의 폼에서 

나오자 비슈누가 깨어나 악마들과 싸운다. 악마들은 여신 마하마얘“위대한 환앙’ 

의 여신)의 꼬임에 빠져 자만하도록 만들고 결국 비슈누에게 할R 당한다. 

2) 아수라와 데바의 싸움에서 물소마왕 마히λF(Mahi$a)가 우두머리로 있는 아 

수라들이 승리하게 된다. 데바들은 쉬바와 비슈누를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데바 

들의 하소연을 들은 쉬바와 비슈누는 자신들의 폼에서 신적인 기운인 “떼자스 

(T멈 as)"를 방출한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신들도 폼에서 떼자스를 발산한다. 이 기 

운들이 모여 여신이 탄생한다. 여신은 여러 신들의 떼자스로부터 각 신체부위가 

만들어지고， 각 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선사받는다. 그 후， 여신과 아수라 

무리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특히 아수라의 우두머리인 마히샤는 여신 

과 투쟁하면서 물소와 사자， 전새 코끼리， 다시 물소 등의 모습으로 변신하면서 

공격한다. 여신은 최후로 물소마왕 마히샤의 복을 베어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 

3) 세 번째 에피소드가 가장 길다. 두 번째 에피소드처럼， 두명의 마왕 숨바 

(Sumbha)와 니숨배Nisumbha)에 의해 천상에서 신들이 쫓겨나는 내용으로 시작 

한다. 신들은 히말라야에 들어가 거기서 여신을 찬양한다. 여신 빠르와띠(Pãrvatï) 

가 나타나고 그녀에게서 다시 암비깨Ambika)라는 여신이 나타난다. 두 마왕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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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니숨바가 거느리는 악마의 무리 가운데， 짤대Caoda)와 문대Muoda)라는 마 

귀가 있었는데， 그들이 아름다운 여신 암비까를 보고「 그 뛰어난 미모를 숨바와 

니숨바에게 알린다. 마왕은 그 여신에게 전령을 보내 그녀와 결혼할 것을 요청한 

다. 암비η}는 그들에게 오직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와 결혼할 것이란 말을 전한 

다. 분개한 두 마왕은 둠라로짜내Dhümralocana)를 보내 그녀와 싸우도록 하지만， 

결국 그는 여신에 의해 한줌 재로 변하게 된다. 그 다음， 다시 깐다와 문다가 이 

끄는 마귀 무리와 여신은 전투를 벌인다. 그 마귀의 무리들은 여신 데비의 쩡그린 

눈쌀에서 뛰어나온 깔리(Kãlï)와 싸워 모두 죽고 만다. 

여신과 마왕 사이의 최후 결투에 앞서， 여신의 화신인 싼디까{Caodikã)와 또다 

른 악마 락따비재Raktab젠 a: “피의 씨앗")가 싸운다. 락따비지는 그 이름이 의미 

하는 것처럼， 자신의 상처에서 흘린 핏방울 모두가 자기자신을 다시 만들어내는 

악마였다. 따라서， 싼디까가 락따비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많은 악마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의 피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더 많은 악미들 

이 새로이 탄생하였다. 깔리는 자신의 헛바닥을 땅 전체에 깔아 락따비자의 피를 

모두 빨이들이고 그 사이에 신들과 다른 여신들이 싸우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 악마를 제거할 수 있었다. 마왕 숨바와 니숨바도 마침내 여신에게 살해당하고 

만다. 

이러한 세 편의 에피소드 가운데， 특히 두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여신， 즉 

“마히샤 아수리를 죽이는 여신(Mahi$ãsuramardioï)"을 흔히 두르개Durgã)라고 부 

른다. 이는 DM의 전편에 등장하는 여러 여신들과 같이， 절대적 여신(Devï)의 별 

칭에 지나지 않는다. 여신 두르가의 출현은 DM의 신화가 완성되기 이전부터， 이 

미 여러 고고학적 단서들을 통해 그 존재가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 당대 신앙의 형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 두르가의 흔적은 깔리 

방간(Kalibangan)에서 출토된 인장이 보여주듯， 인더스 문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근동과 인도 사이의 도상학적 교류를 짐작케하는 것이다. 그러 

나， 분명하게 전투적인 여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서기 I 세기 이후， 꾸샤나 제국 

3) Asko Parpo1a, Deciphering the /ndus Scrip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252-256. 아스코 파폴라는 여기서 근동과 인더스 지역에서 발견된 
인장을 통해 물소살해의 모티브와 사자를 탄 여신의 이미지들을 비교하고 있다. 도 
상학적 관점이 아니라， 근동지역의 신화적 모티브와 비교를 위한 다면， 카멜 벡슨 
(Carme1 Berkson)의 The Divine and Demoniac: Mahisa’s Heroic Strugg1e with 
Durga, De1hi, Oxford University Press, 1997(New York, 1995)의 부록{pp.233-264) 
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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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투라{Math디ra) 지역에서 발견도1 븐 여러 조각을 통해서이다~ 4) 이 당시에는 여신 

이 삼지창을 들고 있거나 사자를 탄 모습으로 많이 등장한다. 이 도상들 속에서 

후대에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두르가의 모습， 즉 싸를 탄 두르7까 삼지창을 비 

롯한 여러 무기로 물소를 찔러죽이는 모습을 쉽게 유추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여신의 조각이 두르가를 뜻한다는 점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소 마왕을 살 

해하는 두르가의 분명한 모습은 5세기에 이르러 더 분명하게 표현된다. 특히 5세 

기초 우다야기리의 석굴군 가운데 제6번 석굴 북쪽 벽면에 조각된 두르가는 마히 

샤를 살해하는 신화장면이 생생하게 조각되어 있다. 이 당시의 조각은 전대의 그 

것보다 훨씬 도상의 규모가 크고 빈번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건물에 조각되는 

부위도 중요한 위치에 조성된다. 

물론 여러 도상학적인 자료의 출현이 반드시 두르가 여신의 광범위한 신앙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싣띨처럼 두르가 여신의 조각도 

도상 그 자체는 이민족과의 폭넓은 교류 속에서 탄생한 것이며，5) 인도 조각의 장 

식들이 갖는 보수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6) 두르가 여신의 신앙이 당대 

에 얼마나 유행했던가는 구체적인 문헌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당 

시 DM의 출현은 빈번한 도상적 재현들과 더불어 매우 분명하게 여신의 확고한 

지위 상승을 말해주는 것이다. 

m 

4) Mahisãsuramardinï로서의 두르가에 대한 당대의 도상학적 논의에 대해서는， 橫地優
子의 rDevïmãhãtmya ，=쉰 lt~鍵散神η成立」， 『東洋文:1 1::d) 第73號1993) ， pp. 96- 1 02 에 
인용된 연구문헌들을 참고할 것. 또는 M.C. Joshi, “ Historical and Iconographical 
Aspects of Sãkta Tantrism "(특히 pp .4 2-48)과 Thomas McEvi Iley, “The Spinal 
Serpεnt"(특히 99 이하) The Root 01 Tantra , eds. by Katherine Harper and Robert 
Brow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2002를 참고할 것. Thomas 
McEvilley는 수메르 인장과 인도의 유사성을 다시 보여준다. 

5) 지적했듯이， 기원전 2천년경 물소와 전투적 여신의 이미지는 근동과의 교류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Joshi는 그리스 여신 Artemis의 이미지가 Vana Durga에 흡수되었을 
가능성을 말한다. 또다른 예로 우리는 Heracles의 이미지가 Indra 혹은 Vajrapani로 
변화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인도에서 그 이미지를 흡수할 유사매체 
를 가지고 있을 때만 기능하다. 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매우 우스광스러운 해석이 
도출될 것이다. 

6) 인도 조각의 의정t擬뽑들은 한 번 출현하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특이성을 갖는다. 
이를 필자는 보수성이라 부른다. 조각의 의징L들은 시대를 건너뛰며， 때때로 종교간의 
간격을 뛰어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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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여신신앙의 전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는 몇가지 중요한 고전적 교리와 

여러 교파의 움직임과 연결지어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신신앙의 전통은 인도종교 

에서 매우 뿌리갚고 오랫동안 역동적인 변화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 

을 성적(性的)인 대비나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대비로 ÒJ분해 일반화하려는 이해 

방식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라만교를 가부장 중심의 종교로 

설정하고 여신숭배를 비정통적 신앙의 기원으로 삼는 경우나， 또는 아리안을 가부 

장적 종교로 보고 비아리안계의 종교를 모신숭배나 여신숭배의 근원지로 보는 태 

도가 그렇다. 물론 이러한 경향을 모두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일반화보다는 

시대에 따라서 또는 특정 문헌들의 시기에 따라서 이들 속에 표현된 종교적 특성 

을 각각 고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법일 것이다. 

앞서 말한 바처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베다문헌들을 통해 여신이 

최고의 신으로 찬양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베다문헌들은 대개 호전성과 율법성을 

대변하는 전투의 신이나 구속의 신들을 찬양}고 있다. 이들 문헌들은 주로 아그 

니와 인드라， 바루나 등과 같은 남성신들의 찬양으로 채워진다. 베다시대를 지나 

마하바라따나 라마야나가 지어진 서사시 시대(대략 기원전 400년경-기원후 400년 

경)는 여러 여신에 대한 신앙이 등장하지만， 대체로 남신들의 부인으로 등장한다. 

서사시 시대부터 제왕들은 자신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전쟁의 여신들에게 제사를 올렸으며， 이러한 사례는 『마하바라따』나 「라마야나」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군주와 여신과의 관계는 계속 지속되어， 16세기부 

터는 왕들이 자신들의 보호신으로 여신들을 선택했으며， 이들의 모습을 동전이나 

인장， 공식문서 속에 새겨넣는 관행이 생겼다. 기원후 400년경 이후， 뿌라나 문학 

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독립적인 여신이 우주를 관장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따라서 DM이 등장했던 시기(5-6세기경)를 고려할 때， 이는 뿌라나 문학이 등장 

하는 초기에 해당하며， 찬란했던 굽따왕조가 쇠락할 무렵이었다. 범박하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지만， 힌두교의 쉬바파와 비슈누파 두 종파는 굽따 왕실의 후원하에 

크게 번성했으나 후대에 왕실의 후원이 축소되면서 특히 상층 계급의 이데올로기 

창고 역할을 했던 비슈누파의 공백이 커지고 이에 따른 계급과 경제의 변동에 따 

라 다òc}한 종교운동이 번성해지기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 

나; DM의 제작 시기와 지리적 배경이 모호한 상태에서 이는 단지 추측에 의한 

단견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당대의 종교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이 시기부터 딴뜨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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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게 성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딴뜨리솜Tantrism)은 모든 인도의 종교에 

나타나는 매우 포괄적인 일단의 종교 현상으로서 현실세계에 잠재적으로 내적한 

우주적 힘과 소통함으로써 ‘현실세계 내에 머무르면서 궁극적 실재나 초월적인 힘 

을 얻기 위한 교리와 실천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종교 운동의 실천적 특징은， 

만뜨라{mantra)나 얀뜨라{yantra) 또는 만달라{mal)çlala) 등을 이용한 수행이나， 비 

전의식(秘傳構式) 또는 아짜리얘스승)와의 특별한 관계， 비사회적인 규범 등을 꼽 

을 수 있을 것이다. 딴뜨리즘이 여신숭배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이유는 때때로 딴 

뜨리즘과 동일시되는 삭띠춤Saktism) 때문이다. 삭띠즘은 우주의 창조나 재생산의 

원리가 되는 여성적 에너지나 힘， 즉 약띠(Sakti)에 대한 숭배를 말한다. 삭띠즘에 

서 여선은 곧 쇠t띠 그 자체이거나 인격적 출현인 셈이며 이를 찬양하고 있는 

DM은 따라서 삭띠즘의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텍스트가 된다. 

여성의 본질적이고 창조적인 힘이 강조되는 종교적 전통은 삭띠즘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의 종교사상 속에서 엿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쇠때의 개념은 삭띠즘의 

부흥과 더불어 처음 등장했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수백 년 전인 브라마나 

(Brãhmal)a)나 우빠니샤되Upani$ad) 문헌들 속에서도 나타난다)) 삭띠의 개념이 

내포하는 여성적이고 역동적인 힘의 관념은 인도의 전통적인 고전철학에서도 발견 

된다. 특히， 상키얘Sãij1khya) 철학에서 우주의 생성은 질료인(質料因)에 해당하는 

쁘라끄리띠(Prakrti ) 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쁘라끄리띠는 역동적인 여성으로 표현되 

며， 또다른 실체인 뿌루샤{Puru$a)는 수동적인 남성으로 표현된다. 우주는 이 여성 

적 질료인의 진동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십떼야의 형이상학뿐만 아니라， 베 

단따 철학에서는 창조된 세계 자체를 마얘Mãyã “환싱J’)로 인식한다. 마야의 개 

념도， 쁘라끄리띠의 개념과 유사하게， 베다문헌에서부터 신들이 소유한 “힘”으로 

세계의 사건들에 개입하거나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중요한 개념 외에 비라죄Vir힘) 역시 세계의 생성에 참여하는 여성적 원리로 등 

장한다 8) 

이러한 관념들이 신화 속에서 여신의 위치를 주조해갔음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7)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것. Tracy Pintchman, The Rise 01 the 
Goddess in the Hindu Tradition , Oelhi, Sri Satguru Publications, 1997 (N ew Y ork, 
1994). 

8) 베다의 창조신화에 나타난 Vir띠에 대한 참고사항은， 심재관， 「고대 인도의 창조신화 
와 제의적 이미지 읽기: 뿌루샤 찬가」， 111세계의 창조신화λ서울， 동방미디어)， 2001 , 
pp.123-124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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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DM이나 삭띠즘의 전통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대체로 남성신과의 관 

계에서 종속적이거나 수평관계로 보여질 때가 대부분이다. 

N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통해 DM의 신화를 접근해간다면， 여기에 묘사된 여신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는 좀더 구체적 드러나게 된다. 즉 DM의 기원이 토착적인 

것이든 또는 비아리안적인 것이든 이 작따의 문헌이 정통적인 권위를 갖기 위해 

서， 그리고 여신이 최고의 신격으로 찬양되기 위해서， 소위 싼심l리뜨화의 과정 

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DM의 여신신화는 기존의 전통적 신화 

패턴을 따르게 됨을 볼 수 있다. 다시 뺨 앞에서 제시된 DM의 세가지 에피소 

드를 살펴보면， 비슈누 신화와 쉬바 신화의 전형적 특성들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 

을알수있다. 

먼저， DM의 첫 번째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가 보자. 

악마 n댄Madhu)와 까이따바{Kaitabha)의 싸움에서 등장하는 여선은 잠의 여 

신 요가니드라{Y oganidrã)와 환각의 여산 마하마Ol{Mahãmãyã)로 그려지는데，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여신은 두 번째나 세 번째 에피소드의 전투적인 여 

신과 달리 훨씬 고전적인 여신의 모습을 취한다. 다시 말해서 이 여신은 남성신 

인 비슈누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서사시에서 비슈누의 권능의 일부로 

서 등장하는 여신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 여신 

은 두 가지 능력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우주적인 “점_"(Nidrã)의 인격화로 등장하 

며， 또다른 하나는 마하마액 즉 “위대한 환생Mahãmãyã)"의 인격화로 등장한다. 

악마의 도전을 받은 브라마는 잠의 여신인 요가니드라를 찬öð하면서 비슈누의 붐 

에서 빠져나와 비슈누가 깨어나 악마와 전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마하마야는 비슈누가 두 악마와 전투를 하기 전에 두 악마가 비슈누 선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게끔 만든다. 

이러한 여신의 모습은 서사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비슈누의 권능으로 묘사 

된다. 예를 들어， f비슈누마하뿌라나{V i ~l)um ahãpurã I)a) CD 에는 비슈누의 화신인 끄 

리슈내KJ;" ~ηa)의 탄생신화가 등장하는데(5. 1. 1-5 .3 .29) ， 여기에 등장하는 잠의 여신 

은 비슈누 신의 “짐J’을 인격화한 것이다. 끄리슈나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탄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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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악마 깡사{Karnsa)는 끄리슈나의 부모인 데바끼와 바수데 

바를 유폐시키고 이들이 자식을 낳을 때마다 죽인다. 그러나 사실 그동안 바수데 

바가 낳은 여섯 명의 아이들은 모두 지하세계에 사는 마귀 히라냐까쉬뿌의 씨앗 

이었다. 비슈누 신은 잠의 여신에게 명하여 지하세계에 있는 히라냐까쉬뿌의 태아 

여섯을 훔쳐 하나씩 데바끼의 뱃속에 넣도록 명했다. 이것을 모르고 깡사는 데바 

끼의 아이들을 넘겨받는 즉시 바위에 쳐서 죽여버렸던 것이다. 그 사이에 끄리슈 

나는 목동 부부인 난다와 야소다 부부의 자식과 바꿔치기 되는데， 그 야소다의 여 

자 아이로 태어난 잠의 여신과， 데바끼가 낳은 끄리슈나는 서로 뒤바뀌게 된다. 

아이를 뒤바꾸는 날 밤에 깡사와 그의 수하들을 잠들게 하는 것도 모두 잠의 여 

신의 역할이었다. 뒤바뀐 여자 아이를 깡사가 죽일 때 잠의 여신은 이미 끄리슈나 

가 탄생해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깡사를 조롱한다.9) 결국 끄리슈니는 야소 

다의 양자로 성장해 깡사를 처단하게 된다. 

악미를 현혹시키는 이러한 속임수는 모두 비슈누와 그의 환상의 힘(요기니드라， 

또는 마하마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여신은 대체로 악마를 미망에 빠뜨려 혼 

란에 빠뜨리고 악n까 지배했던 우주를 회복하는 비슈누의 신화에서 자주 등장한 

다. 이때 여신은 트릭스터의 역할을 맡는다[j마하바라따ofl( 1. 15.5-13; 1. 16.1-40; 

1. 17.1-30)에 나오는 유명한 ‘아므리따만타나’(amrta-manthana ， 즉 “不死의 감로수 

휘젓기” 더 대중적으로 “우유의 바다 휘젓기”라고 함) 신화에서 비슈누는 여신 모 

히니(Mohinï10 ))로 변해 아수라를 현혹시키고 감로수를 가로채 신들에게 준다~ 11 ) 

9) 이 잠의 여신이 변신해 있던 여자아이를 깡사가 죽일 때， 잠의 여신은 본래 모습으 
로 돌아와 깡사의 손에서 빠져나와 빈디얘Vindhya)산으로 날아가 거기에 머문다. 
이러한 신화를 배경으로 또하나의 여신숭배가 등장하는데， 이 여신이 빈디야바시니 
(V indhyavãsinI “빈디야 산에 사는 여신")이다. 이 빈디야바시니 여신에 대한 연구후 
Cynthia Ann Humes, “ VindhyavãsinI: Loca1 Goddess yet Great Goddess" Devï: 
Goddesses of India, eds. by John S. Haw1ey and Donna M. Wu1ff, Los Ange1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1996. pp .49-76을 참조 또는 橫地優子의 「
Devïmãhãtmya ~二침너&戰關女神σ)成立」， 『東洋文化」 第73調 1993) ， pp.102-106 참 
조 

10) 모히니(Mohinï)도 의식의 상실， 착각， 환상， 어리석음 등을 돗하는 “moha"에서 파생 
한 단어이다. 

11) Mbh.( 1. 16.37- 1. 17.01)에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 미모의 단완따리 신 
이 흰 물병에 담겨있는 아므리따를 가지고 나왔다.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 다나바 
들 사이에서는 아므리따를 얻기위해 ‘이것은 내꺼야’라고 말하는 큰 소란이 일어났 
다. 그리하여 나라야나 신은 교묘한 환상을 사용하여 여성의 모습으로 마귀들에게 
헌신했다t접근했다). 마침내 다나바와 다이떼야 모두 그 여자에게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정신이 흘려서 그 아므리따를 그녀에게 주어버렸다. 그리하여 최고의 방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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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모히니는 비슈누가 성(性)을 바꾸어 등장한 여신이다. 이 신화에서 모히니 

는 데바와 아수라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그 관계를 전투로 종결짓게 만드는 결정 

적인 등장인물이다. 데바와 아수라가 계속 바다를 휘젓자 마침내 바다에서 단완 

따리 신이 불사의 음료를 가지고 등장한다. 그것을 본 마귀의 무리들은 흥분하게 

된다. 이때， 비슈누 신은 자신의 마야의 힘으로써 아름다운 여성으로 둔갑하여 그 

들의 관심을 그의 교묘한 환상인 여성 모히니에게 향하게 한다. 모히니는 곧 환상 

(mãyã) 이다. 

이처럼， DM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타난 여신은 남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 

나는 일정한 역할을 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여신의 흔적(비슈누의 화신 신화류에서 

트릭스터로서의 여신)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에피소드는， 비슈누 

신화에 흔히 나타나는 일정한 사이클， 즉 악마의 고행12) →브라매또는 비슈뉘에 

의한 소원성취→악마의 우세→신들의 도움 요청→비슈누의 화신 등장→속임 

수→악마를 물리침 등의 과정을 보여주는 서사형식의 흔적도 나타난다. 

이러한 흔적은 비슈누 신을 중심으로 한 산심l리뜨 신화의 형식을 DM이 차용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DM의 두 번째 에피소드는 매우 독창적으로 여신의 등장을 표현하고 었다.13) 

필자가 보기에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여신의 탄생과 마왕 마히 

샤의 변신과정일 것이다. 특히 여신의 탄생은 인도 종교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호 

전적인 여성의 등장을 알리는 장면일 뿐만 아니라; 어떤 남성 신보다도 높은 신격 

에 올라선 여신의 출현을 얄리는 것이다. 데바와 아수라의 전투에서 데배선)들은 

과 다양한 무기들을 집어든 채， 다이띠야와 다나비들은 신들을 함께 공격했다" 

12) 신들과 마귀들 사이에 공통된 하나의 종교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고행(tapas)이다. 물 
론 이것은 신들과 마귀의 심성을 변화시키거나 수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신화 속에 
서 신과 마귀들은 이 고행을 행하여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획득하고 때때로 마 
귀들이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서 신들을 물리치거나 우주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한다. 
이 고행이 극단적이면 극단적일수록 신과 마귀들은 더 큰 힘을 소유하게 된다. 따라 
서 대부분의 힌두 신화 속에서 고행은 정신적인 각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힘을 획 
득하기 위한 수단의 차원이며， 하나의 상투적인 행위로 그려지기 일쑤다. 이 고행(따 
빠스 tapas)을 통해서 현자와 신， 마귀들은 일종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 에너 
지는 특별히 정신적 에너지， 혹은 뜨거운 열기(“테자쓰." tejas)로 표현된다. 흥미로운 
것은 힌두 신화에서 이 고행을 행하는 자는 절대적인 존재가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마도 고대 인도인들이 고행자들의 수행을 바라 
보던 한 방식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고행을 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 
다는 통속적인 상식을 고대 인도인들은 만들어갔던 것이 아닐까. 

13) 이 글에 첨부된 두 번째 에피소드의 번역문 일부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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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해 천상의 자리를 아수라에게 빼앗기고 비슈누와 쉬바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 

플은 모두 모여 자신들의 신적인 에너지(T엄as)로 여신을 탄생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무기를 모두 제공한다. 다시 말해 모든 (남성)신들의 에너지와 권능의 

총합이 여신 두르가인 셈이다. 

종교사학자들은 남성신의 배우자나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던 여신이 비로서 절 

대적인 신격으로 상승했음을 이 장면에서 찾는다. 그러나 이 신화의 원형이 이미 

『마하바라따』에 있으며(3.22 1. 50-80) 거기서는 불소 마왕 마히샤를 살해한 주인공 

이 여신 두르?까 아니라 남성신인 전투의 신 스깐대Skanda)리는 사실을 기억해 

야 한다. 이 신화에서도 악마윌Dãnava)과 신들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물소 마왕 

마히샤에 신들이 쫓기게 된다. 이때 전투의 신인 스깐다가 등장해 마히샤를 살해 

한다. 물론 『마하바라따』의 이 에피소드에서는 스깐다의 탄생이 두르가 여신과 같 

이 여러 신들의 떼자스에서 직접 탄생하지 않는다 11마하바라따』에서는 스깐다의 

복잡한 출생과정을 그리고 있는데(3.213.1-214.25) 스깐다의 여러 탄생신화에서 나 

타나듯~ 14) 스깐다의 출생에는 떼자스와 유사개념으로 볼 수 있는 아그니(Agni)가 

개입한다. 이러한 점에서 DM에 나타나는 두르가의 마히샤 살해신회는 스깐다의 

마히샤 살해신화를 모왼模本)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15) 

뿐만 아니라， 고대 인도인들이 신적인 에너지가 총합된 존재로서 표현하고자 했 

던 존재는 신화 속의 두르가가 아니라， 세속적 인간들의 “군주”이다. 고대 인도인 

들은 군주라는 존재를 신들의 에너지가 결집된 존재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누법전(Mãnava Dharma Sãstra) oD(7 .3 -7.8)에 따르면， 

왕이 없었던 이 세계에서 모든 사람은 공포 때문에 도망다녔다. 최고의 존재 

는 이 모든 것을 보호할 목적으로 왕을 출현시켰다. 인드리{Indra)와 아닐라 

(Anila), 야매Yama) ， 아르η't(Arka) ， 아그니(Agni) ， 바루나{Varul)a) ， 짤드라 

(Candra), 비떼새Vittesa) 등으로부터 영원한 요소를 취했다. 왕은 이러한 신들 

의 왕들로부터의 요소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떼자스 

14) 스깐다의 또다른 이름은 까르띠께얘Karttikeya)이다. 스깐다의 또다른 탄생신화와 그 
부모의 성격에 대한 배경연구는， 심재관， rK('ttika, 七聖賢， 그리고 아그니」， 『인도철 
학』 제12집 제2호， pp.135-159(특히 144-146) 참조 

15) 유감스럽게도， Kathleen Erndl은 이러한 가능성에 이의를 표시한다. 여신이 물소 마 
왕 마히샤를 죽이는 모티브가 훨씬 오래전(기원전후)이라는 점이다. Kathleen M. 
Erndl, Victory of the Mother,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p.25. 그러나， 스깐다 
의 탄생신화 역시 그보다 훨씬 더 오랜 흔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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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멈 as)로 인해 모든 존재들을 능가한다. … 어린아이조차도 (왕에 대해서) ‘그 

는 인간일 뿐이다’라고 불경을 표현해서는 않된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모습 

을 하고 서있는 위대한 신이기 때문이다，.16) 

이와 같01 DM에서 묘사된 두르가 여신의 탄생도 고대 인도인들。l 가지고 있던 

군주의 이상적 모텔을 따라 우주를 보호하고 지배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것 

이다. 

한편， DM의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여신은 남신들의 총합적 에너지 그 자체로 

표현되는데， 여신은 남신들이 쏟아낸 신적인 기운， 즉 떼자스에서 탄생한다. 여신 

의 탄생에서 이 떼자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제까지 학자들이 여러 측면에 

서 DM을 해석해왔지만 이 신화에서 특히 여신이 탄생하는 결정적인 요소인 떼 

자쇠t멈 as)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17) DM에서 이 

개념이 흥미로운 것은， 다른 서사시나 뿌라나에서는 이 개념이 어떤 매체(신， 영 

웅， 무기 등)에 실리거나 담기게 되는 무형의 어떤 ‘기운’으로 사용되는 반면， DM 

에서는 어떤 별도의 매개가 필요없이 곧바로 형태나 형상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 

다. 이는 DM의 두 번째 에피소드가 갖는 독특한 표현방식이라 볼 수 있을 것이 

다. 신적인 힘을 표현하는 단어로 보통 따빠쇠Tapas)나 떼자스 또는 삭띠(Sakti) 

등을 사용하지만~ DM에서 떼자스와 쇠꽤의 개념은 그 힘을 담아내는 특정한 매 

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악마들을 불리친 여신은 그 임 

무를 끝내자， 삭띠는 신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논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져버린다. 

필À}가 보기에 두 번째 에피소드에 나타나는 떼자스는 삭띠의 개념이 삭띠즘의 

16) 7.03/ a.r떠 ake hi loke ’asmin sarvato vidruto bhayãt 1 

7.03/ rak$ãrtham asya sarvasya rãjãnam asrjat prabhub. 11 

7.04/ indra.anila.yama.arkãuãm agnes ca varuuasya ca 1 

7.04/ candra.vittesayos ca-eva mãtrã nirhrtya sãsvatïb. 11 

7.05/ yasmãd e$ãrn surendrãuãrn mãtrãbhyo nirm ito nrpab. 1 

7.05/ tasmãd abhibhavaty e$a sarvabhütãni tejasã 11 

7.08/ bãlo ’api na-avamãntavyo manu$ya iti bhümipab I 

7.08/ mahatï devatã hy e$ã nararüpeua ti$thati 11 

17) 최근에 유일하게 Jarrod Whitaker만이 이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서고 있다. 
그도 과거의 인도학자들이 이 개념을 쉽게 지나쳤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Tejas에 
대한 그의 다음 두 논문을 참고할 것. “ Divine Weapons and Tejas in the lndian 
Epics," /ndo-/ranian Journal, vo l., 43-2(2000) pp.87-113; “How the Gods Kill: the 
Nãrãyaua Astra Episode, the Death of Rãvaua, and the Principles of T태as in thε 

lndian Epics," Journal ol/ndian Philosophy, vo l., 30(2002), pp .4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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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속에서 여신으로 형상화되기 이전에， 신들의 힘을 표현할 때 훨씬 광범위하 

게 채택되었던 개념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DM의 형성과정을 고려할 때， DM의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이야기의 지리적 배경이다. 처음에， 숨바와 니숨바 두 악마에게 패배한 

신들이 여신을 찾아가는데， 이 여신이 살고 있는 곳은 히말라야로 묘사되고 있다. 

여신의 전투지는 이 일대로 묘사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악마를 물리친 다음， 

여신은 미래의 시기에 숨바와 니숨바가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데(DM. 

11. 37-38), 이곳의 지리적 배경은 빈디얘Vindhya) 산이다 18) 그리고 덧붙여 말 

하기를， 그 미래의 시기에 여신은 양치기 난대Nanda)의 집에서 야소대Yasodã)의 

자궁을 벌어 자신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19) 이러한 언급은‘ 숨바와 니숨바의 

살해가 묘사된 다른 신화적 판본들과 비교해볼 때 이 세 번째 에피소드가 비슈누 

신돼특히 끄리슈나의 탄생신화)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눈치첼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처럼， 악마 깡사의 살해 위험에서 끄리슈니를 바꿔치기 하기 

위해 여신은 야소다의 딸로 태어나는데， 이들 판본에서(특히 Harivarnsa에서)， 이 

여신은 빈디야 산에서 두 악마를 죽이는 것으로 표현된다. 

사실 이 여신(빈디야바시니 “빈디야 산에 사는 여신")에 대한 숭배는 기원후 

1-2세기에 이미 모습을 드러내，20) 현재까지 북인도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다. 흥미 

로운 것은， 다른 신화적 판본들과 빈디0빠시니를 숭배하는 신앙인들에게 이 여신 

의 전투지는 여전히 빈디야로 기억되고 있는 반면 유독 DM에서는 이 여신이 숨 

바와 니숨바를 살해한 장소를 “히말라야’로 묘사하고 있으며 빈다야에 대해서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숨바와 니숨바와 싸우게 될 전투 장소로 흘려버리고 있는 것 

이다. 

DM이 여신과 악마가 전투하는 공죠띨 빈디야에서 히말라야로 옮긴 것은 빈디야 

가 갖는 지역적인 한계를 버리고 훨씬 전통적인 힌두신들의 공간인 히말라야를 선 

택한 것이다. 이는 DM의 여신신화가 갖는 파생적이고 지역적인 배경을 뛰어넘어 

전통적인 산스끄리뜨 신화로 편입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8) 앞의 주석 (9)를 볼 것. 

19) devy uvãca 
vaivasvate ’ntare prãpte a$tãvirpsatime yuge 1 
sumbho nisumbhas caivãnyãv utpatsyete mahãsurau 113711 
nanda-gopa-grhe jãtã yasodã-garbha-sam bhavã 1 
tatas tau nãsayi$yãmi vindhyãcala-nivãsinI 113811(DM. 11. 37-38) 

20) Brhatkathã(A.D. 1-2세기경의 작품)에 그 모습을 처음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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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킨슬리(David Kinsley)가 자신의 『힌두여신들(Hindu GoddessesLJ의 후기 에 언 

급했듯이， 종교사학자들은 힌두 여신들의 등장을， 멸게는 근동이나 가깝게는 인도 

의 인더스 문명과 토착종교의 영향에서 해석하려는 유혹을 받는다)1) 인도학자들 

은 대체로 인더스의 모신숭배를 확신하거나 힌두 여신의 등장이 토착종교에 거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심정적인 동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징L들은 어디까지나 

추측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여신숭배의 기원과 발전을 전제로 할 

때， 하위 계층의 신격이나 남성신에 종속된 관계에서 벗어나 최고의 신격으로 여 

신이 등극하기 위한 신학적 노력은 신화의 재편을 통해 시도된다'. DM은 그러한 

신화적 재편성을 통해 여신을 최고의 신으로 출현시키는 가장 초기의， 그리고 가 

장 대표적인 신화집이다. 

DM은 세 편의 에피소드를 통해 여신의 위대한 탄생과 업적을 그리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은 기존에 유통되고 있었던 권위적이고 전통적인 신화적 단펀들 

을 재구성하거나 부분적으로 기존의 서사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 때로는 떼자스 

나 삭띠 같은 신학적 관념들을 강조하거나， 때로는 남성신이 했던 역할을 여신에 

게 맡겨버린다. 그리고 때로는 신화 속의 공간적 배경까지 변형시킨다~ DM의 이 

러한 노력은 신회를 통해 자신들의 여신 신앙을 힌두교의 중심 속으로 이끌기 위 

한 “정통의 의지(W ill to Orthodoxy)"에 다름 아니다. 

21) David Kinsley , Hindu Goddesses: Vision 01 the Divine Feminine in the Hindu 
Religious Tradition , Delhi, Motilal Banarsidass, 1987 (1986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21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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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Mãrkal)òeya PUrãl)a 70.1-79.42의 번역문〉 

orn r~lr uvaca 

성현(聖賢)이 말했다. 

devãsuram abhüd yuddharn pürI)am abda-satarn purã mahi~e ’ surãI)ãm adhipe devãnãrn 

ca purandare 11111 
1. 옛날， 데바와 아수라는 백년동안 내내 전투를 했다. 마히샤는 아수라들의 우두머리후 그 

리고 인드라{purandara)는 데바들의 (우두머리로서) 

tatrãsurair mahã-vïryair deva-sainyarn parãjitam 1 jitvã ca sakalãn devãn indro ’ bh디n 

mahi~ãsural). 11211 
2. 거기서(그 전투에서) 큰 힘을 가진 아수라에 의해 데바 군대는 패배했다. 그리고 모든 

데다들을 이기고나서 아수라인 마히샤는 인드라22)가 되었다. 

tata l). parãjitã devã l). padma-yonirn prajãpatim puraskrtya gatãs tatra 

yatresa-garudadhvajau 11311 
3. 그리하여， 패배한 데바들은 연꽃태생의 신 쁘라자빠띠23)를 앞세우면서 쉬배Isa)와 빈숨 

누(garudadhvaia )24)가 있는 곳으로 갔다. 

yathã-vrttarn tayos tadvan mahi~ãsura-ce~titam tridasã l). kathayãmãsur 

devãbhibhava-vistaram 11411 
4. 그들 두 명에게 그러한 아수라 마히샤의 행위와 신들의 패배를 30명(의 신들)이 길게 이 

야기했다. 

süryendrãgny-anilendünãrn yamasya varu I)asya ca lanye~ãrn cãdhikãrãn sa svayam 

evãdhiti~thati 11511 
5. “수리악 인드라， 아그니， 으떨략핀 인두(달)， 야마 그리고 바루니를 비롯한 다른 신들 

의 권죄를 그가 스스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svargãn nirãkrtã l). sarve tena deva-gaηã bhuvi 1 vicaranti yathã martyã mahi~eI)a 

durãtmanã 11611 
6. “그에 의해서 모든 데바 무리가 하늘나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데바들은) 지상에서 마치 

죽음과 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영혼의 마히샤에 의해서" 

22) 이때 인드리{indra)는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쓰였다. 
23) 흔히 ‘연꽃태생(padma-yoni)’이리는 이름은 브라마의 별명으로 쓰는데， 여기서 이 이 

름을 쁘라샤빠띠에게 쓰는 것으로 보아 이 신화는 브라마 신이 쁘라자빠띠의 신격을 
대체하기 이전에 제작된， 비교적 고형(古形)의 신화라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앞쪽에 
쉬바를 Isa로 표현하는데 이 또한 쉬바의 옛스런 표현이라 볼 수 있다. 

24) 글자 그대로 ‘ garuçla(가루다)-dhv떼a(상징)이 있는’ 신을 의미한다. 가루다는 비슈누가 
타고 다니는 전설상의 새이며， 이 말은 비슈누의 별명이 된다. 

25) 아닐라는 바람의 신 바유-(vayu)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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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d 쁘보26) kathitarn sarvam amarãri-vice~titam 1 saraI)arn 쁘뇨 prapannãb smo vadhas 

tasya vicintyatãm 11711 
7. “이처럼 신의 적과 맞서 투쟁하는 일 모두는 당신들에게서 말해졌던 바입니다. 우리들은 

달싣들을 의지처로 삼았으니， 이제 그의 파멸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ittharn nisamya devãnãrn vacãrnsi æadhusüdanab27 ) 1 cakãra koparn 월쁘쁘앤 ca 

bhrukutï-kutilãnanau 11811 
8 이와 같이 신들의 말들을 듣고서 빈숨눈와 쉰빈는 화를 냈고 (둘은) 눈캡을 쩡그리고 구 

겨진 얼굴을 했다. 

tato ’ tikopa-pür낀asya cakri I)o28) vadanãt tatab 1 niscakrãma mahat t며 o brahm aI)ab 

쩍댄딱~sya ca 11911 
9. 그 때， 극렬한 분노로 가득찬 빈숨눈의 입으로부터 엄청난 기윈t태as) 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브라마와 쉰반의 (입에서도). 

anye~ãrn caiva devãnãrn sakrãdïnãrn sarïratab nirgatarn sumahat tejas tac caikyarn 

samagacchata 111011 
10. 그리고 다른 인드라와 기타 신들의 몸들도 그와 같이(내뿜었다.) 그리고 내뿜어진 그 

엄청난 기운은 하나로 되었다. 

atïva-tejasab kütarn jvalantam iva parvatam dad섭us te surãs tatra 

jvãlã-vyãpta-dig-antaram 111111 
11. 거기서 쌓여져 불타오르는 극렬한 기운을 그 신들은 보았다. 다른 세계에까지 퍼지는 

광휘를. 

atularn tatra tat-t인ab sarva-deva-sarïrajam 1 eka-stharn tad abh디n 맥낀 vyãpta-loka-trayarn 

tvi~ã 111211 
12. 모든 신의 붐에서 발산된 그 비할 데 없는 기운은， 하나로 모인 그것은 연좌가 되었다. 

삼계(츠界)에 퍼지는 벚은. 

yad abhüc chãmbhavarn tejas ten떠 ãyata tan-mukham 1 yãmyena cãbhavan kesã 뱅쁘쁘 

vi~ I)u-tejasã 111311 
13. 삼위Sambhu= 쉬배로부터 나온 기운(t리as) ， 그것에 의해서 얼굴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야매Yama)에 의한 것으로써 머리카락이 되었고 비슈누의 기운은 팔콸인이 되었다. 

saumyena stanayor yugmarn madhyarn caindreηa cãbhavat 1 vãru I)ena ca jañghor디 

26) 그대들(vab)은 쉬바와 비슈누를 말한다. 앞의 것은 처격으로 보고， 뒤에 것은 목적격 
으로 보아야 한다. 

27) madhusüdana는 비슈누의 별명이며， 뒤의 sambhu 역시 쉬바의 별명이다. 
28) ‘바퀴를 지난 자’라는 뜻의 cakrin은 비슈누의 별명이다. 비슈누가 들고 있는 바퀴형 

의 원반은 마귀들을 처단하는 무기의 일종이며， 비슈누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지물 
(持物)가운데 하나이다. 

29) 이때 팔(bãhu)은 bãhavab로서， 양수(兩數)가 아니라 복수(複數)를 썼다. 이는 여신의 
팔이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탄생했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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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am bas tejasã bhuvab 111411 
14. 달에 의한 것으로는 한 쌍의 젖가슴이， 그리고 인드라{의 기운)에 의해서는 허리가 되 

었다. 또한 바루나에 의해서 다리개 땅으로부터의 기운에 의해서 엉덩이개되었다). 

brahmaI)as tejasã pãdau tad-añgulyo ’rka-tejasã 1 쁘씩쁘뽀 ca karãñgulyab kaubere I)a ca 

nãsikã 111511 
15. 브라만의 기운에 의해서 두 발이， 태양의 기운에 의해서 발가락이， 브건표휠민의 (기운에 

의해서) 손가락들이， 그리고 꾸베라에 의해서 .:iDl{되었대. 

tasyãs tu dantãb sam bhütãb prãjãpatyena t태 asã nayana-tritayarn jajñe tathã 쁘쁘샌프] 

-tejasã 111611 
16 그의 이빨들은 쁘라자빠띠의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세 개의 눈은 으핀닌의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bhruvau ca samdhvavo~ tejab sravaI)ãv anilasya ca 1 anye$ãrn caiva devãnãrn sam bhavas 

tejasãrn sivã 111711 
17. 그리고 두 눈셉은 잘딘갤강의 기운에 의해서， 두 귀는 아닐라의 (기운에 의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다른 신들의 기운들에 의해서 성스러운 (여신이) 만들어졌다. 

tatab samasta-devãnãrn tejo-rãsi-samudbhavãm 1 tãrn vilokya mudarn prãpur amarã 

mahi$ãrditãb 11181133 ) 

18. 이처럼 모든 신들의 기운이 뭉쳐져 만들어진 그녀를 본 후， 마히샤에게 고통을 당했던 
불사의 존재들(신들)은 기쁨에 이르렀다. 

때larn 때lãd vini$k .r$ya dadau tasyai Qinãka-dh.rk cakrarn ca dattavãn k.r$ηab 

samutpãtya sva-cakratab 111911 
19. 그녀에게 삼지창을 지닌 자34~(pinãkadh .rk)는 삼지창에서 마련한 삼지창을 주었다. 그리 

30) 바수(vasu)는 대개 집단 신의 이름으로 쓰이거나 여러 인물들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 
되어 왔다. 신들의 집단으로 사용될 때， 그 신들은 대개 ‘밝은 빛을 갖는 신’일 경우 
가 많으며， 그 숫자는 대개 10명에서 8 명이다. 예를 들면， Ãdityas, Maruts , Asvins, 
Indra, U $as, Rudra, Vãyu, Vi$낀u ， Siva, Kubera 등의 10명의 신을 지칭할 때나， 
Ãpa, Dhruva, Soma, Dhava, Anila, Anala, Pratyü$a, Prabhãsa 등을 지칭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바수가 가리키는 작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31) pãvaka는 특별히 아그니의 별명으로 쓰이며， ‘숫자 3 ’의 의미도 갖는다. 불을 지칭하 
는 거의 모든 단어는 동시에 ‘숫자 3 ’의 의미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을 
세 종류로 구분하는 고대 인도의 의례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32) 상디얘sarndhya)는 본래 ‘결합’ 특히 낮과 밤의 결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이 단어가 낮과 밤의 경계가 되는 어스름 무렵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로 
는 하루를 구분하는 아침과 낮， 밤의 결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상디야는 이와 같이 
어스름， 황혼， 또는 여명의 시간을 인격화한 신이며， 아침과 낮， 밤의 경계를 주관하 
는 여신이기도 하다. 브라마의 딸이기도 하며， 수리야 혹은 쉬바의 부인으로 등장한 
다. 

33) Bombay版本에는 이 문장 뒤에 한 문장이 더 첨가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삭제했다. 
34) ‘삼지창을 지닌 -^l-'는 주로 쉬바의 별명으로 쓰이지만 다른 신의 별명이 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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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끄리슈나는 자신의 원반에서 만들어낸 원반을 주었다. 

sañkharn ca varu l)ab saktirn dadau tasyai hut값anab 1 mãruto dattavãrns cãparn 

bã l)a-pürl)e tathe~udhï 112011 
20. 바루나는 고동35)(또는 소라}을， 아그니는 그녀에게 창을 주었다. 마루뜨는 화살이 가득 

찬 두 개의 활통을 주었다. 

vajram indrab samutpãtya kulisãd-~marãdhip~b dadau tasyai sahasrãk~o gha l)tãm 

airãvatãd gajãt 112111 
21. 신들의 왕36)인 인드라는 벼락에서 바즈라를 만들어 그녀에게 주었다 천개의 눈을 가진 

신(=인드라)은 코끼리 아이라바따37)로부터 종을 주었다. 

kãla-daηÒãd yamo da l)òarn pãsarn c뻗쁘펴맥r dadau 1 prajãpatis cãk~a-mãlãrn dadau 

brahmã kama l)òalum 112211 
22. 시간의 지팡이로부터 야마는 지팡이를， 그리고 받딴는 올가미38)를 주었다. 또한 쁘라 

자빠띠는 염주목걸이를， 브라마는 물병을 주었다. 

samasta-roma-küpe~u nija-rasmïn divãkarab 1 kãlas ca dattavãn khaògarn tasyãs carma ca 

nirmalam 112311 
23 태양은 모든 럴구멍에는 자기자신의 광선들을， 그리고 깔래시간의 신)는 자신의 칼과 

빛나는 방패를 주었다. 

k~ïrodas cãmalarn hãram ajare ca tathãmbare 1 cüòãmaηirn tathã divyarn kU IJ.òale 

katakãni ca 112411 
24. 우유바다는 벚나는 목걸이와 두 벌의 파손되지 않는 옷을 주었고 천상의 머리장식 보 

석을， 그리고 팔찌를 주었다. 

ardha-candrarn tathã subhrarn keyürãn sarva-bãhu~u nüpurau vimalau tadvad 

graiveyakam anuttamam 112511 
25. 벚나는 반탤모양의 장식)과 모든 팔에는 팔찌를 (주었으며)， 벚나는 두 짝의 발찌를， 

그러한 최상의 목걸이를. 

añgulïyaka-ratnãni samastãsv añgun~u ca 1 visvakarmã dadau tasyai parasurn cãtinirmalam 

112611 

다. 따라서 반드시 쉬바선이라고 확정하기는 약간 곤란하다. 또한 pinãka는 대체로 
‘삼지창’일 수도 있지만 지팡이나 몽둥이， 또는 활을 의미하기도 한다. ‘삼지창’을 가 
리키는 말은 더 정확히 tri때la를 쓴다. 

35) 고됨sañkha)는 전쟁시에 명령신호를 내리는 무기의 일종이다. 
36) 신들의 왕을 가리킬 때， amarapa로 쓰기도 한다" amara는 ‘불멸의 존재’ 즉， 선을 말 

한다. 

37) 인드라가 타고 다니는 승뭘乘物)은 코끼리인데， 그 코끼리의 이름이다. 
38) 올가미는 바루나{varu낀a)의 대표적인 지물t持物)이다. 힌두신화에서는 바루나가 물의 
신으로 등장하지만， 베다신화에서 바루나는 율법과 구속의 신이다. 사람을 구속하고 
제한하는 기능의 바루나의 속성이 그의 지물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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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그리고 모든 손가락과 발가락에 보석들윌주었다). 그리고 비슈와까르만은 그녀에게 완 

전무결한 도끼를 주었다. 

astrãl)y aneka-rupãl)i tathãbhedyarn ca darnsanam I amlãna-pañkajãrn mãlãrn 히rasy urasi 

cãparãm 112711 

27. 다OJ=한 형태의 무기들과 또한 파괴되지 않는 갑옷윌주었다). 시들지 않는 연꽃다발을 

머리와가슴에 

adadaj jaladhis tasyai pañkajarn cãtisobhanam I 센쁘쁘웰 vãhanarn sirnharn ratnãni 

vividhãni ca 112811 

28. 바다는 그녀에게 매우 빛나는 연꽃을 주었다. 히n빠뜨39)는 탈 것(vãhana)으로 사지를 

(주고.)， 또한 다양한 보석을{주었다-). 

dadãv a안inyarn surayã pãna-pãtrarn dhanãdhipab se !;ìas ca sarva-nãgeso 

mahã-mal)i-vibhü !;ì itam 112911 

29. 재물의 왕t꾸베랴)은 잔에 가득 채운 술을 주었고， 모든 뱀들의 왕인 세샤는 큰 보석으 

로장식한 

nãga-hãrarn dadau tasyai dhatte yab pl;'thivïm imãm anyair api surair devï bhü !;ìal)air 

ãyudhais tathã 113011 

30. 뱀목걸이를， 이 땅을 받치고 있는 (그 뱀왕은) 그녀에게 (주었다). 그처럼 다른 신들에 

의해 장신구와 무기들로써 

sammãnitã nanãdoccaib sãttahãsarn muhur muhub I tasyã nãdena ghore l)a krtsnam 

ãpüritarn nabhab 113111 

31. 존경을 받는 (그녀는) 웃음이 섞인 포효를 계속해서 했고， 그녀의 공포스러운 포효에 

의해서 창공은 가득갔다. 

amãyatãtimahatã pratisabdo mahãn abhüt I cuk !;ìubhub sakalã Iokãb sam udrãs ca 

cakampire 113211 

32. 엄청나게 큰 포효는 큰 울림이 되었고 모든 세계들이 진동하고 바다들이 요동쳤다. 

cacãla vasudhã celub sakalãs ca mahï-dharãb jayeti devãs ca mudã tãm ücub 

sirnha-v값linïm 113311 

33. 대지는 흔들렸고 모든 산들이 움직였다. 그리고 데바들은 사자를 타고 있는 그녀에게 

“이겨라”라고 기뻐서 말했다. 

tU !;ì tuvur munayas cainãrn bhakti-namrãtma-mürtayab I dr !;ì tvã samastarn sarnk !;ìubdharn 

trailokyam amarãrayab 113411 

34. 그리고 현지들도 존경에 의해 머리를 조아리며 그녀를 찬양했다. 신들의 적들은 (이) 

요동치는 삼계(三界)의 모든 것을 보고서 

sannaddhãkhila-sainyãs te samuttasthur udãyudhãb I ãb kim etad iti krodhãd ãbhã !;ìya 

39) 히마바뜨는 히말라야의 산신이며， 쉬바의 장인이자， 쉬바의 부인 빠르바띠(pãrvatï)의 
아버지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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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i$ãsurab 113511 
35. 모든 군대를 모은 그들은 무기를 들고 함께 일어났다. “아니， 이건 뭐야?"라고 분노에 

찬 이수라 마히샤는 외쳤다. 

abhyadhãvata ta rp. sabdam ase$air asurair vrtab sa dadarsa tato devïrp. 

vyãpta-loka-trayãrp. tvi$ã 113611 
36. 모든 아수라들에 둘러싸인 (그는) 그 소리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거기서 (그 여신의) 

빛이 삼계(三界)를 덮고 있는 여신을 보았다. 

pãdãkrãntyã nata-bhuva rp. kirïtollikhitãm barãm k$obhitãse$a-pãtãlã rp. 

dhanur-jyã-nibsvanena tãm 113711 
37. 땅은 발아래에 엎드리고 머리 위의 보괜寶짧은 하늘 위로 솟아올랐다. 활줄이 령기는 

소리에 의해서 모든 저승세계들이 혼들렸다. 

diso bhuja-sahasre낀a samantãd vyãpya sarp.sthitãm 1 tatab pravavrte yuddharp. tayã devyã 

sura-dvi$ãm 113811 
38. 모든 방향은 천개의 팔에 의해 뻗어있으며 서 있었다. 그 다음， 여신과 신들의 적들 사 

이에 전투가 시작되었다， 

sastrãstrair bahudhã m uktair ãdïpita-dig-antaram mahi$ãsura-senãn굉 cik$urãkhyo 

mahãsurab 113911 
39. 칼과 활들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불꽃을 튀기면서. 마왕 마히샤 군대의 장수인 거대한 

아수라 찌끄슈라{cik$ura)는 (전투했다".) 

yuyudhe cãmaras cãnyais caturailga-balãnvitab 1 rathãnãm ayutaib $adbhir udagrãkhyo 

mahãsurab 114이| 

40. 짜마라{아수라)는 다른 네 종류의 군대를 이끌고 전투했다". 6만대 전차의 우다그라 

(udagra)라고 하는 (아수라가 싸웠다) 

ayudhyatãyutãnãrp ca sahasrer;a mahã-hanub pañcãsadbhis ca niyutair asi-Iomã 

mahãsurab 114111 
41. 그리고 마하하누(mahãhanu)는 100만명과 함께 싸웠다. 아시로맨asiloman)이라는 막강 

한 아수라는 5천만과 함께(싸웠다). 

ayutãnãrp. sataib $adbhir bã$kalo yuyudhe ral)e 1 gaja-vãji-sahasraughair anekaib 

parivãritab 114211 
42. 바슈깔리{Bã$kala)는 6 백만을 이끌고 전투에서 싸웠다. 빠리바리때Parivãrita)는 수천의 

코끼리와 말 군대를 이끌괴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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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dayagiri의 제6번 동굴. 북쪽 입구쪽 벽면에 조각되어 있는 

“두르가 마히샤아수라마르디니" A.D. 5C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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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ïmãhãtmya and the Rise of 

Hindu Goddess. Devï 

Shim, Jae-kwan 

Hindu Goddess, or Devï come to reach the highest rank in Hindu pantheon 

in one of the most popular mythological texts, Devïmãhãtmya (5C. AD)that 

describe in detail the battles between the Goddess and Asura(demon). Though 

the worship of female principle in India have a long history from Indus 

civilization to modern times, it is not before this text is popularised that a 

goddess takes the supreme power over male gods. Devïmãhãtmya , however, 

adops a form of frame stories that have already been narrated in previous 

mythological texts that crystalized the position of male gods. In this way, the 

tradition of Sanskrit myths have been preserved a system of self-cloning 

system , and provided the other new-born myths with ideas and power, by 

which the myths gain their own authority and populatity. Devïmãhãtmya , thus, 

with the name of Durgã, substitutes the names of male gods and geographic 

situations in cycles of the preexited Sanskrit my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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