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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바계 뿌라나(Śaiva Purāṇa)의 링가 숭배 양상
__링가(liṅga)의 의미와 기원을 중심으로__

김현덕*
1)

Ⅰ 서론. Ⅱ 쉬바 링가(Śiva-liṅga)의 의미와 기원
Ⅲ 링가(liṅga) 숭배의 수용상. Ⅳ 결론

요약문 [주요어: 남근 숭배, 링가, 링가 숭배, 링가 제거담, 링가 출현담,
샤이비즘, 쉬바, 쉬바계 뿌라나, 쉬바 숭배]

인도종교에 있어, 쉬바(Śiva)신과 링가(liṅga)는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
하고 있다. ‘링가’가 쉬바(Śiva) 숭배, 즉 샤이비즘(Śaivism)에 있어 중요
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쉬바계 뿌라나(Śaiva Purāṇa)를 통해 뒷
받침된다. 예를 들어 쿠르마 뿌라나(Kūrma-Purāṇā)나 쉬바 뿌라나
(Śiva-Purāṇa)는 링가 숭배가 쉬바에 대한 다른 어떠한 숭배보다도 중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마하바라타(Mahabhārata)나 라마야나
(Rāmāyaṇa)와 같은 서사시에서도 쉬바신의 상징으로서 숭배되는 링가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링가와 또한 그것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샤이비즘은 물론 힌두이즘을 이해하는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요소라고 하
겠다. 

링가가 주는 에로틱한 인상은 쉬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오
래전부터 링가의 기원을 남근(男根)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많은 논
란이 있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샤이비즘의 근본 경전이라고 평할 수 있는 쉬바계 뿌라나 속에서 언급되는 
링가 관련 기술에 대한 검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즉 쉬바계 뿌라나에 한
정하여 링가의 의미와 링가 숭배의 기원, 수용상을 되새기고자 한다. 이를 
위해 뿌라나에 편입되어 있는 ‘링가 출현담(liṅgodbhava)’과 ‘링가 제거담
(liṅgapātana)’이라 칭할 수 있는 이야기의 내용을 개관하면서 그것들이 
링가 숭배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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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쉬바(Śiva) 신앙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그것이 매우 거칠고 

복잡하며 때로는 에로틱하다는 것이다. 바라문 철학적 측면에서의 

쉬바는 매우 금욕적이지만, 탄트리즘 신앙에서의 쉬바는 매우 성

(性)적인 측면을 보이기 때문이다.1) 특히 쉬바를 상징하는 남근(男
根) 즉 링가(liṅga)와 이에 대한 숭배, 쉬바 사원의 mituna 상(像)등
에서 보이는 에로틱한 이미지는 당혹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중에

서 링가 신앙은 남근 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되

고 있어 이러한 인상은 한층 더 강하게 전달된다.
하지만 쉬바 신앙에 있어 링가 숭배는 단순한 남근 숭배라고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 문헌들에는 남근의 상징으로서의 링

가도 발견되지만, 쉬바계(係) 뿌라나(Śaiva Purāṇa)2)에서 발견되

는 링가는 쉬바 자신의 상징(liṅga)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더욱이 남근 숭배와의 관계는 이론(異論)도 많다. 지금까

지 진행되었던 ‘링가’ 관련 연구들은 ‘링가’가 남근인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문제는 

연구자들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테마이기도 하다.

1) Wendy Doniger, O’Flaherty(1981) p. 6 참조.
2) 힌두교의 대표적인 신격인 쉬바와 관련되었다고 여겨지는 쉬바계 뿌라나는, 

쉬바가 힌두교의 대표적인 신격인 만큼 그 수가 많다. 대표적인 뿌라나들을 

최초 편찬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Brahmāṇḍa (기원전 

4세기～기원후 5세기), Vāyu (기원후 4-6세기), Liṅga (기원후 5-11세기), 
Skanda (기원후 7-9세기), Kūrma (기원후 8세기), Vāmana (기원후 9-10세기), 
Śiva-Purāṇa (기원후 9-14세기). 이들 뿌라나들에 관한 상세 설명은 Ludo, 
Rocher(1986) p. 157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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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바 숭배, 즉 샤이비즘(Śaivism)에 있어 ‘링가’가 차지하는 비

중은 매우 크며, 이는 또한 쉬바계 뿌라나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쉬바계 뿌라나 중에서 비교적 후대에 속하는 

쿠르마 뿌라나(Kūrma-Purāṇā, 이하 KP )3)와 쉬바 뿌라나(Śiva-
Purāṇa, 이하 ŚP )4)는 링가 숭배야 말로 쉬바에 대한 다른 어떠한 

숭배보다도 중요하며5), 이는 권위성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주장한

다.6) 또한 마하바라타(Mahabhārata, 이하 Mbh)나 라마야나

(Rāmāyaṇa)와 같은 서사시에서도 쉬바신의 상징으로서 숭배되는 

링가를 이야기하고 있다.7) 이러한 까닭에, 링가와 또한 그것의 기

원에 관한 논의는 샤이비즘은 물론 힌두이즘을 이해하는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요소라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중세 쉬바 신앙 이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 링가와 링가 숭배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몇몇 일화들을 쉬바

계 뿌라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뿌라나 

문헌들에서 개관할 수 있는 링가의 의미와 기원에 관해 간략히 살

3) KP는 대략 기원후 8세기 전반에 편찬되었다. Rocher(1986) p. 186 참조. 
여기서의 kūrma는 ‘거북’을 의미하기에, KP를 ‘거북 화신담(化身談)’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원전명(原典名)을 한글 발음대로 옮겨 

적는다. 이하 다른 뿌라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4) ŚP는 서로 다른 의도를 가진 편집자들에 의해 기원후 9세기 경에서 14세기 

경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그 성격을 단언하기가 매우 어려운 뿌라나로 

꼽힌다. Rocher(1986) p. 223 이하 참조.
5) na ca liṅgārcanāt puṇyaṁ loke 'smin bhītināśanam ǀ 

tathā liṅge hitāyaiṣāṁ lokānāṁ pūjayec chivam ǁ KP. 1.25.58 ǁ 
“이 세상에 링가 숭배보다 길하며, [모든] 공포를 제거해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모든 세상의 이익을 위해, 쉬바를 링가 [속]에서 숭배해야 

한다.”
6) na liṁgārādhanād anyat-puṇyaṃ veda-catuṣṭaye ǀ

vidyate sarvaśāstrāṇām eṣa eva viniścayaḥ ǁ ŚP. 1.21.32 ǁ
“4 베다(Veda)에는 링가 숭배 보다 길한(또는 공덕이 큰)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모든 경전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정하고 있는 바이다.”
7) Patni(1980) p. 3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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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 링가 숭배가 쉬바계 뿌라나 속에 수용되어가는 양상을 기

존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고찰한다.
논의에 앞서 기존 연구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링가’의 ‘남근성’

을 중심으로 대체로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8), ‘링
가’라는 것은 인도의 선주민족들로부터 유래한, ‘남근(phallus)’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것과 Śiva(또는 Rudra)와의 연관은 인도아

리안들에게 있어 이질적인 것이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들이

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Ṛgveda(이하 ṚV )에 

두 번 등장하는 ‘śiśnadeva’9)라는 단어로, 아마도 이 단어에 대한 

논의가 ‘링가’를 ‘남근’과 관련시키는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 단

어는 ‘남근을 신으로 모시는 자, 남근 숭배자’로 해석이 가능한 것

으로, 남근을 숭배하는 인도 선주민(토착민)들에 대한 비난의 의미

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0) 
두 번째는11), ‘링가’는 ‘남근’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어디까지

나 불가사의한 신의 상징(liṅga)12)을 나타내는 것으로, ṚV 의 아그

8)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Atul. K. Sur(1931-1932), N. 
Chaudhuri(1948), P. Banerjee(1954), J. N. Banerjea(1956), S. N. Roy(1967), 
T. A. Gopinath Rao(1968), O' Flaherty(1975), S. Kramrisch(1977), R. G. 
Bhandarkar(1982), M. Chakravarti(1986) 등이다. 

9) ná yātáva indra jūjuvur no ná vándanā śaviṣṭha vedyā́bhiḥ ǀ 
sá śardhad aryó víṣuṇasya jantór mā́̍ śiśná-devā ápi gur ṛtáṃ naḥ ǁ ṚV 
7.21.5 ǁ
sa vājaṃ yā́tā́paduṣpadā yánt svàrṣātā pári ṣadat saniṣyán ǀ 
anarvā́ yác chatádurasya védo ghnáñ chiśná-devān̐ abhí várpasā bhū́t ǁ 
ṚV 10.99.3 ǁ

10) 이러한 이유로 인도 전통에서는 이를 ‘행실이 나쁜 자’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논의는 Sarkar(1974) pp. 13-14 참조.
11) C. V. Narayana Ayyar(1936), N. Chaudhuri(1948), P.　Banerjee(1954), V. S. 

Agrawal(1965), S. G. Kantawala(1974), S. Kramrisch(1977), N. 
Gangadharan(1978), B. Patni(1980), Shakti M. Gupta(1993) 등이 이 주장을 

지지한다.
12) Agrawal(1965) p. 297과 Gangadharan(1978) p. 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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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Agni)에서 유래했다거나13) 혹은 그것이 우주적인 뿌루샤

(puruṣa)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주장14)을 골자로, 그 본질 또는 기

원은 Atharvaveda(이하 AV)15)의 ‘스캄바(skambha)’ 즉 ‘지주(支
柱) 숭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힌두이즘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쉬바신과 링가 숭배에 철학

적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링가’와 ‘남근’의 동일시 여부에 따른 입장 차

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근 숭배’라
고 하는 파격적인 형태가 ‘링가 숭배’와 융합되었다는 사실을 설

명하기 위해 쉬바계 뿌라나로부터 거의 동일한 전거를 추출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견해 차이를 보충설명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링가 숭배가 오직 쉬바 숭배에

서만 발견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임에는 틀림없

지만 ‘남근’이라는 이질적 이미지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다는 인

상을 지울 수 없다.
이하에서는 링가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을 시작으로 뿌라나에서 

찾을 수 있는 링가의 기원과 쉬바 숭배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양상

을 검토한다.

Ⅱ. 쉬바 링가(Śiva-liṅga)의 의미와 기원

‘링가(liṅga)’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다음의 사전적 정의를 통

13) Kantawala(1974) p. 158 참조.
14) Ayyar(1936) p. 52 참조.
15) AV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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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링가는 남성 성기를 의미한다.16) 
표식의 의미로, 남성의 표식, 즉 남근을 나타내는데 특히 남근으로 

특정되는 쉬바신을 말한다.17) 

이는 ‘링가’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비단 

일본에서 편찬된 사전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결국 현대인의 

링가 인식 역시도 남근으로서의 이미지가 근저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쉬바(Śiva)신과의 관련을 고려했을 때, 링가는 다양한 의

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표지

(標識, sign·mark), 즉 상징으로서의 링가이다.18) 이와 관련하여 

중요시되고 있는 링가 뿌라나(Liṅga-Purāṇa, 이하 LP )19)는 쉬바 

링가의 성격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쉬바는] 표지가 없고(a-liṅga), 표지의 근본(liṅga-mūla)으로, 표지

[즉, 링가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avyakta) [속성을 지닌 것]이다. 쉬
바는 바로 표지가 없는 자이다. 따라서 링가는 쉬바에 속하는 표지이

다.20) 

16) 히로마츠 와타루(廣松涉) 등 編(1998), 岩波哲学·思想事典, リンガ 항목 참조.
17) 수가누마 아키라(菅沼晃) 編(1985), インド神話伝説辞典, リンガ 항목 참조.
18) ākṛtir jāti-liṅgākhyā ǁ NyāyaDarśana 2.2.70 ǁ 

크람리쉬(Kramrisch)에 따르면 Śvetāśvatara-Upaniṣad(ŚveU )에서 

‘표지’로서의 용법이 최초로 발견된다고 한다. Kramrisch(1981) pp. 166-167 
참조.
cf. na tasya kaścit patir asti loke na ceśitā naiva ca tasya liṅgaṃ ǁ ŚveU 
6.9ab ǁ

19) 기원후 5-11세기에 걸쳐 형성된 LP는 링가와 그 숭배의 기원 등에 관해 

서술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헌의 하나이다. 특히 LP 1.17 
이하는 쉬바의 현현을 다루고 있어 링가와 관련하여 빈번히 인용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링가 출현담(Liṅgobhava)을 다루는 김현덕(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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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명백히 드러나 있는 ‘표지’는 무엇인가를 ‘상징’하
는 것이며, 이는 다름 아닌 쉬바인 것이다. 쉬바의 표지로서의 링

가가 드러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쉬바의 절대적인 

모습(brahmarūpī) 즉 a-liṅga는 형태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niṣkala) 드러나지 않으며, 이러한 속성을 지닌 쉬바에 속한 표지 

역시 드러날 수 없기 때문이다.21) 
쉬바 링가의 이러한 특성은 나아가 ‘우주적인 질료인’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이 여러 뿌

라나들에서 발견된다. 

“링가는 근본원질(pradhāna)이다.”22)

“링가는 미현현(avyakta), 환희(ānanda), 광명(jyotis), 불멸(akṣara)
이다.”23)

“지고의 링가는 pradhāna 이자 prakṛti이다. 그것은 향기, 색, 맛, 
소리, 감촉이 없다.”24)

“링가는 근본원질이다. 또한 그것은 세 요소들의 원천이자 귀멸처

이다. 시작도 끝도 없는 [링가]는 모든 것들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다.”25)

20) aliṅgo liṅga-mūlaṁ tu avyaktaṁ liṅgam ucyate ǀ 
aliṅgaḥ śiva iti ukto liṅgaṁ śaivam iti smṛtam ǁ LP. 1.3.1 ǁ

21) cf. 이와 관련하여 ŚP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śivaiko brahma-rūpatvān niṣkalaḥ parikīrtitaḥ ǁ ŚP. 1.5.10cd ǁ
rūpitvāt sakalas tadvat tasmāt sakala-niṣkalaḥ ǀ
niṣkalatvān nirākāraṁ liṅgaṁ tasya samāgatam ǁ ŚP. 1.5.11 ǁ
“쉬바신 홀로가 브라흐마(Brahmā)의 특징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niṣkala’라고 불린다. 또한 [그는]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sakala’이다. 
따라서 ‘sakala’이기도 하고 ‘niṣkala’이기도 하다. 그가 지닌 ‘niṣkala’의 

특성때문에 링가는 드러나지 않는다.”
22) pradhānaṁ liṅgam ākhyātaṁ ǁ LP. 1.17.5c ǁ
23) avyaktaṁ liṅgam ity āhur ānandaṁ jyotir akṣaram ǁ KP. 1.25.63ab ǁ
24) pradhānaṃ prakṛtiś ceti yad āhur liṅgam uttamam ǀ

gandhavarṇarasair hīnaṃ śabdasparśādivarjitam ǁ LP. 1.3.2 ǁ
25) ayvaktaṁ liṅgam ākhyātaṁ triguṇa-prabhavāpy ayam 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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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설명하는 링가는 ‘근본원질’로서 미현현의 특징을 지닌 

prakṛti이다. 또한 시작도 끝도 없는 그것은 일체를 산출하는 원인

으로서 끝없는 환희를 주는 불멸의 불꽃이다.
링가의 상징성은 이처럼 다양한 철학적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26) 
쉬바 링가가 지니는 또 다른 의미는 남근(男根)과 관련된 것으

로, 쉬바 자신의 생식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남근’
과 관련하여 liṅga의 기원을 살펴보았을 때 종종 제시되는 것은 

‘lāṅgala’와 ‘lāṅgulā’라는 단어이다. ‘lāṅgala’는 Dravida 및 남아

시아에서 유래한 단어로 원시적인 형태의 가래(삽)을 의미하는 하

는 것으로 liṅga와 동일한 어원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가래 또는 

삽과 남근이 씨 뿌리기 혹은 수정(受精)이라는 방법을 취하는 까닭

에 링가와 남근은 자연스럽게 동일시 될 수 있는 것이다.27) 한편 

‘lāṅgulā’는 원래동물의 ‘꼬리’를 의미하는 단어였지만, ‘lāṅgala’
와 함께 산스크리트어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꼬리’와 ‘남근’의 의

미 모두를 지니게 되었다.28)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어원학적 측면

에서 링가와 ‘남근’을 연결하는 것으로, 쉬바 링가 숭배의 기원을 

남근 숭배에서 찾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

다.29) 
이렇듯 불확실한 어원적 기원과는 달리 여러 문헌들에서도 남

근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소위 ‘링가 제거담(Liṅgapātana)’30)

이라 칭할 수 있는 일련의 이야기들이 그것으로, 일례로 Śiva-Pu-
rāṇa-Dharmasaṁhitā (이하 ŚPDh)31)는 브라흐마와 비쉬누에 의

anādy-anantaṁ viśvasya yad upādāna-kāraṇam ǁ ŚP. 7.2.34 ǁ
26) Gangadharan(1978) p. 88 이하 참조.
27) Walker(1995) p. 594 참조.
28) Sur(1931-1932) pp. 151-152와 Mayrhofer(1994) pp. 477-478 참조.
29) Sur(1931-1932) pp. 153 참조.
30) 자세한 내용은 본문 3.3 링가 제거담(Liṅgapātan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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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루어진 세상의 창조를 본 쉬바가 스스로 자신의 링가를 제거

했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32)

창조의 원인인 [쉬바신]은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며 ‘이것

은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며 매우 불가사의한 링가를 잘라

내었다.33)

위의 내용은 비쉬누와 브라흐마에 의해 창조된 세상이 양(陽)과 

음(陰)이 한 쌍을 이루는, 즉 남성성과 여성성의 결합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 쉬바34)가 자신의 생식기(liṅga)의 무용성을 이야기

하며 스스로 그것을 잘라낸 경위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뿌라나는 링가의 제거가 쉬바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서술하고 있다. 즉 성자들이 자신들의 부인을 

유혹한 쉬바에게 링가가 떨어지도록 저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

다. 

“그대는 악행을 일삼고 있다. 이는 베다에 반하는 것이다. 때문에 

31) ŚPDh는 ŚP를 구성하는 내용들 중에서 비교적 후대에 속하는 것이다. ŚP의 

내용 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는 Patni(1980) pp. 1-38 참조.
32) 그 밖에 Mbh. 10.17.10-23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cf. kim 

arthaṁ caitad utpāṭya bhūmau liṅgaṁ praveritam ǁ Mbh. 10.17.23ab ǁ 
33) modamānaṁ jagad dṛṣṭvā sṛṣṭihetur mahādbhutam ǀ 

ciccheda kupito liṅgaṁ kim aneneti cintya saḥ ǁ ŚPDh. 10.12 ǁ
34) cf. “[세상을] 창조하려던 그는 [세상 여기저기를] 걸어다니며, 다양한 

생물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보았다. ‘이것은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들의 세계이다. 천상과 중간계, 그리고 지상에 이러한 장소는 없다. 
이것은 쌍을 이루어 행동하는 생물들의 교합에 의해 가득 찬 세상이 

아니다.’”
saṁsaran sṛṣṭikāmaś ca dadṛśe pūritaṃ jagat ǀ
bhūtair nānā-prakārais tu jagad etac carācaram ǁ ŚPDh. 10.10 ǁ
ūrdhvaṁ madhye'tha pātāle tādṛk sthānaṁ na vidyate ǀ
yan na bhūtagaṇair vyāptaṁ mithunair yugma-cāribhiḥ ǁ ŚPDh. 10.11 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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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 링가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듣자, 불가사의한 모

습의 고행자인 쉬바의 링가가 곧바로 떨어졌다.35)

성자들의 저주에 의해 쉬바 링가가 제거되는 양상은 뿌라나에 

따라 약간의 변형은 보이지만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이렇듯, 자의와 타의에 의해 쉬바로부터 제거된 링가는 명백히 

쉬바의 생식기, 즉 남근으로서의 링가의 면모를 보인다. 특히 음

양의 결합에 의하지 않은 세계 창조와 관련하여 수행된 자발적 링

가 제거는 극명하게 링가에 ‘남근’의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상에서 쉬바계 뿌라나에서 발견되는 링가의 의미와 그 기원

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뿌라나들에 따르면 링가는 우선 쉬바

신의 상징으로 절대자 쉬바와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주적 질료인이라는 초월적 의미로까지 연결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 이외에도 ‘남근’으로서의 이미지 역시 분명히 보여지

고 있다. 비록 후대에 들어 ‘링가 = 생식기’에 철학적 측면을 부여

하려는 노력이 발견되고 있지만36), 링가를 명백히 쉬바의 신체로

35) tvayā viruddhaṁ kriyate veda-mārga-vilopi yat ǀ
tatas tvadīyaṁ tal-liṅgaṁ patatāṁ pṛthivī-tale ǁ ŚP. 4.12.17 ǁ 
ity ukte tu tadā taiś ca liṅgaṁ ca patitaṁ kṣaṇāt ǀ
avadhūtasya tasyāśu śivasyādbhuta-rūpiṇaḥ ǁ ŚP. 4.12.18 ǁ

36) ŚPDh와 ŚP는 모두, 제거된 링가의 특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삼계(三界)에서 활활 타오르는, 상부와 중간, 하부를 측정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기둥이 되었다.”
mahājvālām ayaṁ ghoraṁ stambha-bhūtaṃ jagat-traye ǀ
yasya nāntaṁna madhyaṁ ca no mūlam iha dṛśyate ǁ ŚPDh. 10.13 ǁ 
“불타오르는 그 링가는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 그것이 가는 곳은 어디든 

모두 타올랐다.”
tal-liṅgaṁ cāgnivat　sarvaṁ yad dadāha purā sthitam ǀ
yatrayatra ca tad yāti tatratatra dahet punaḥ ǁ ŚP. 4.12.19 ǁ 
또한 이러한 특성은 상징성을 지닌 성적 결합의 측면도 내포하게 된다.
cf. śiva-śaktyoś ca cihnasya melanaṁ liṃgam ucyate ǁ ŚP. 1.16.107cd ǁ 
“쉬바와 샥티 [양자]의 상징의 결합을 링가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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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분리된 생식기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Ⅲ. 링가(liṅga) 숭배의 수용상

지금까지 링가가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그것의 기원이 무엇인

지를 설명하는 몇몇 쉬바계 뿌라나(Śaiva Purāṇa)의 기술을 검토

하였다. 이하에서는 링가 숭배의 기원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

들을 고찰하면서 링가 숭배가 수용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링가(liṅga) 숭배의 기원

ŚP는 쉬바 숭배에서 차지하는 링가 숭배의 중요성에 관해 다음

과 같이 단언하고 있다. 

4 베다[에서 설명하는 것들 중]에 링가 숭배보다 더 길한 것은 없

다.37)

다른 어떤 형태의 숭배보다 링가 숭배를 중시하는 이러한 생각

은 일정 부분 파격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에서는 링

가 숭배가 수용되는 양상을 살피기 앞서 그 기원에 관해 언급한

다.

37) na liṅgārādhanād anyat puṇyaṁ veda-catuṣṭaye ǁ ŚP. 1.21.32ab ǁ 앞의 

각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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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의 링가(liṅga) 숭배에 관한 흔적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발견할 수 있다. 하랍파(Harappa) 등의 유적에서는 ‘링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쉬바(Śiva)’라고 인정될 수 있는 조각상 등이 발견되

고 있으며38) 마하바라타(Mahabhārata)나 라마야나(Rāmāyaṇa)와 

같은 서사시의 영웅들은 쉬바신의 상징인 링가를 숭배하고 있었

다.39)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형태의 링가 숭배는 서사시 시대와 뿌라

나 시대40)에 성립된 것으로, 지주(skambha)와 남근(phallus) 신앙

이 결합된 매우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41) 흔히 남근 신앙은 

‘풍요’를 상징하는데, 이는 인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42) 한편 

지주 신앙의 기원은 AV의 skambhasuktā에서 찾을 수 있다.43) 여
기에 등장하는 기둥(skambha)은 조물주인 Prajāpati를 낳는 기능

을 구유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원인으로 기능한다.44) 이
러한 성격은, 후대에 이르러 세상의 창조원인 지주와 생산과 풍요

의 상징인 ‘남근상’으로서의 링가가 동일시되는 근거로 작용하였

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곧바로 링가 숭배의 기원을 

설명하는 내용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석은 어디까지나 

현 상태의 링가 숭배의 특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38) Sur(1931-1932) p. 153과 Walker(1995) p. 594 참조.
39) Patni(1980) p. 39 이하 참조. 
40) 이들 두 시대의 범위에 관해 학자들 간의 이론이 존재하지만, 서사시 시대는 

기원전 2세기 ~ 기원후 2세기로, 뿌라나 시대는 기원후 2 ~ 3세기에서 중세 

힌두이즘의 성립 시기인 10세기 전후로 보는 편이 무단할 듯 하다.
41) Sur(1931-1932) p. 153 참조.
42) 인도에서의 풍요 원리는 ṚV의 루드라 찬가에서 발견된다. 여기서는 

루드라를 ‘세상의 아버지(bhuvanasya pitaraṁ rudram. ṚV. 6.49.10)’, 
‘자손을 번성시키는 자(puṣṭivardhanam. ṚV. 7.59.12)’, ‘모든 생명체와 

약초의 신(ṚV. 4.37)’으로 묘사하고 있다. Patni(1980) p. 41 이하 참조.
43) AV 10.7
44) Rao(1968) p. 56 이하와 Patni(1980) p.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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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대 및 중세 인도인들, 특히 뿌라나 편찬자들(purāṇakā-
ra)에게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였음에 틀림없다. 
그래서인지 쉬바계 뿌라나 곳곳에는 이 두 요소의 결합을 설명하

려는 의도에서 고안된 이야기들이 삽입되어 있다. 이들 문헌에 등

장하는 이야기의 골자는 쉬바신의 링가가 불타오르는 우주적 기

둥으로서, 홀연히 스스로 발현하였거나45), 쉬바신이 스스로 자신

의 생식기를 잘라 내거나46) 혹은 성자들의 저주에 의해 잘려져 모

습을 드러내었다는 것이다.47) 첫 번째 내용은 ‘링가의 출현(liṅgo-
dbhava, liṅgāvirbhāva48))’ 이야기를 구성하고 나머지 두 내용은 

‘링가의 제거(liṅgapātana)49)’ 이야기를 구성한다.50) 많은 연구자

들이 이들을 링가 숭배의 기원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이

야기의 내용은 일률적이지 않고, 같은 테마를 가지고 있음에도 다

양한 버전이 존재한다.51) 

45) KP. 1.25와 LP. 1.17, ŚP. 2.1.7, 7.2.34 참조. 이들 뿌라나에 따르면, 
불타오르는 링가가 비쉬누와 브라흐마 앞에 홀연히 모습을 드러낸다. 
상세한 내용은 김현덕(2010) pp. 37-39 참조.

46) ŚPDh 10. 앞의 각주 33 참조. 
47) ŚP 4.12. 앞의 각주 35 참조.
48) 이들 용어 모두, ‘링가의 출현’ 또는 ‘링가의 기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들로, 본 논문에서 다루는 뿌라나에 각각 두 번씩 언급되고 있다. 
śrotum icchāmi yogīndra liṅgāvirbhāva-lakṣaṇam ǁ ŚP. 1.5.26ab ǁ 
evaṁ nivāritāv　adya　liṅgāvirbhāva-līlayā ǁ ŚP. 7.2.35.74ab ǁ 
purā liṅgodbhavaṁ bījaṁ prathamaṁ tv ādisargikam ǁ LP. 1.20.78cd ǁ 
iti śrīmahāpurāṇe vāyuprokte liṅgodbhava-stavo nāma pañcapañcāśo 
'dhyāyaḥ ǁ VP. 1.55章의 명칭.
본 논문에서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liṅgodbhava’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를 필요에 따라 ‘링가의 출현’ 또는 ‘링가 출현담’으로 표기한다. 

49) 링가가 잘려나가게 된 원인은 두 가지이다. 이런 까닭에 연구자에 따라 

하나는 liṅgapātana, 다른 하나는 dāruvana로 다루어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링가가 잘려 땅에 떨어진다’는 주제를 들어 liṅgapātana로 통일하고 이를 

‘링가의 제거’ 또는 ‘링가 제거담’으로 표기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3.3. 
이하에서 다룬다. 

50) 김현덕(2010) p. 2, 각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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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각 이야기의 공통되는 내용을 살펴보며 그 의미를 

살펴본다.

3.2. 링가 출현담(Liṅgodbhava)

우선 살펴볼 내용은 ‘링가의 출현’을 다루는 liṅgodbhava 이야

기이다.52) 이것은 ‘비쉬누(Viṣṇu)와 브라흐마(Brahmā)가 무엇을 

계기로 쉬바(Śiva)의 불가사의한 힘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숭배의 대가로 은혜를 입고 쉬바에게 헌신하게 되었는가’를 밝히

기 위한 목적으로 삽입된 것53)으로, 그것은 다름 아닌 ‘기둥·지주

로서의 링가의 출현’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것은 쉬바계 

뿌라나에서의 언급 빈도가 가장 높은 이야기이다.54)

 
한때, 브라흐마와 비슈누가 다투고 있었다. 미망(māyā)에 사로잡혀 

서로 싸우고 있는 이들 두 신을 각성시키기 위해 쉬바신이 불꽃에 휩

싸인 기둥(stambha)을 그들 사이에 현현시킨다. 브라흐마와 비슈누는 

이 기둥의 양 끝을 발견하려고 하지만(liṅgaparīkṣa) 실패하고 만다. 
두 신은 이 기둥의 주인에게 경배를 하고 이에 만족한 쉬바가 모습을 

드러낸다. 기둥은 쉬바의 상징(liṅga)인 링가가 된다. 쉬바는 두 신에

51) 예를 들어 Vāmana-Purāṇa-Saromāhātmya(이하 VāPS ) 22에 따르면 화가 

난 성자들이 쉬바의 링가를 뽑아버리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pātayanti sma devasya liṅgma uddhṛtya bhīṣaṇam ǁ 68ab ǁ 

52) 이 이야기를 취급한 연구로는 Roy(1967), Kantawala(1974), Patni(1980), 
Dandekar(1986), 히키다(引田, 1998a), 김현덕(2010) 등이 있다.

53) 김현덕(2010) p. 6 이하 참조.
54) 이 내용은 다음의 뿌라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Vāyu-Purāṇa (이하 VP ). 1.55 ; Brahmāṇḍa-Purāṇa (이하 BP ). 1.26 ; KP. 
1.25 ; Liṅga-Purāṇa (이하 LP ). 1.17-20 ; ŚP 1.5-9, 2.1.7-9, 7.2.34 ; 
Matsya-Purāṇa (이하 MP ). 60 ; Mārkaṇḍeya-Purāṇa (이하 MāP ). 6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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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불꽃에 휩싸인 기둥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숭배할 수 있도록 작아

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쉬바가 링가의 형태로 두 신들의 싸움터에 모

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곳은 liṅgasthāna로 알려질 것이라는 사실도 

고한다.55)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링가 출현담’은 여러 세대를 거치

면서 보다 정교해지는데,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더듬어 볼 수 있

다. 이에 따라 뿌라나들은 다음의 4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56) 

<표 1> ‘링가 출현담(liṅgodbhava)’의 내용 분류57)

뿌라나 분류

분류 해당 뿌라나 내용

제1 그룹

ViP58). 2.1.21 
MāP. 43.17

BhP59). 2.5.18

후대에 형성되게 되는 ‘Liṅgodvhava’ 이야기의 배

경이 되는 개념이 지극히 단순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다.

제2 그룹

VP. 1.55
BP. 1.26
MP. 60.

광채(jyotis)를 지닌 우주적 남근의 출현이 서술되고 

있지만, ‘남근 숭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발견

되지 않는다.

제3 그룹
ŚP. 2.1.7-10
LP. 1.17-20.

‘남근 숭배’라는 표현이 발견되며 ‘Liṅgodbhava’ 이
야기에 관한 상세한 이미지가 제시되고 있다.

제4 그룹 VāP60). 6.
이야기의 원형이 상당히 변형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쉬바신의 생식기관으로서의 ‘남
근 숭배’에 대한 은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55) Liṅgodbhava 이야기에 관한 내용 분석은 김현덕(2010)을 참조. 그는 링가 

출현담을 신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인도종교의 기본적인 사상에, 타력적 

구제수단으로서의 박티(bhakti)를 융합시킨, 쉬바 숭배상의 해탈관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시각에서 이야기를 분석하고 있다.
56) 이러한 시도는 Roy(1967)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는 초기의 애매모호한 

내용이 점차 이야기 형태를 지니게 되면서 종교적 색채를 지니게 되는 

경위를 문헌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다. Roy(1967) pp. 124-128을 참조.
57) 표 1은 김현덕(2010 : 3)이 정리한 Roy(1967 : 124-128)의 연구에 입각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58) Viṣṇu-Purāṇ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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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뿌라나들은 우주의 형성과 그 과정에서

의 격질(rajas)와 암질(tamas), 순질(sattva)61)의 역할을 기술하고 

있다. BhP에 따르면 이 세 요소들은 브라흐마를 감싸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3개의 링가로서, 빛(jyotis, tejas)으로서 등장한다.62) 
이 빛은 링가와 링가가 안치되는 대(臺), 다시 말해 요니(yoni)와의 

결합에 의한 생식력(progenitive power)를 의미하는 것으로63) 쉬
바 링가와 관련한 이야기의 기초를 이루며 비교적 늦은 시기에 이

들 뿌라나 속에 편입된 내용이다64).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뿌라나들의 내용은 첫 번째 그룹의 개념

이 철학적으로 조금 더 진화된 형태를 서술하고 있다. 브라흐마와 

비슈누가 관련을 맺음으로써 이글거리는 불이 생겨나고 여기에서 

빛이 나타난다. 여기서 기술되는 링가라는 용어는 남근이나 그 숭

배와는 관련없이 쉬바의 속성인 암질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

고 있으며, 격질·암질·순질의 속성을 지닌 세 신들 혹은 세 요소가 

하나가 되어 비로소 창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기술하고 있

다.65)

세 번째 그룹의 기술은 앞선 두 그룹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일치

하며 여기서 처음으로 남근으로서의 링가 숭배에 대한 언급이 발

견된다고 한다.66)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링가가 반드시 남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링가 = 남근’이라는 이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들 뿌라나에 기술된 ‘링가’로부터 ‘남근’의 이미지를 도

59) Bhāgavata-Purāṇa.
60) Vāmana-Purāṇa.
61) 이들 각각은 브라흐마와 루드라, 비슈누에 속하는 것이라고 기술되고 있다.
62) 김현덕(2010) p. 3, 각주 13에서 재인용.
63) 이는 마치 나무막대를 대에 받쳐놓고 문질러, 불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한다. Rao(1968) pp. 57-58과 Chakravarti(1986) p. 139 이하 참조.
64) Roy(1967) pp. 124-125 참조.
65) 김현덕(2010) p. 3, 각주 14에서 재인용. cf. Roy(1967) pp. 125-126.
66) Roy(1967) pp. 126-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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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67)

마지막 그룹에 속하는 뿌라나는, 상당히 변형된 형태의 ‘링가 

출현담’이 기술되어 있다. 이는 뒤에서 살펴볼 ‘링가 제거담’, 특히 

‘데바다루 숲 이야기(Dāruvana)’와의 융합형으로68), 여기에는 링

가의 형태를 취한 쉬바가 4 바르나(varṇa)에게 숭배 받게 된 이유

가 기술되어 있다.69) 
‘링가 출현담’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이 이야기를 

근거로 제시하며 쉬바 링가를 고찰한 연구자들 대부분은 링가와 

남근의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링가 

출현담’과는 별개로 링가를 쉬바신의 영적초월성에 대한 상징이라

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70) 
또한 하나의 이야기로서 ‘링가 출현담’이 보여주는 완성도는, 비

록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이면에서 이 이야기를 편집한 뿌라나 

저자들의 의도 역시 후대의 연구자들과 같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도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쉬바계 뿌라나를 분류하고 

이를 통해 철학적 개념을 이끌어내려 노력한 것은, 링가에서 남근

의 이미지를 철저하게 배척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진다.71)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의 입장은, 링가는 

남근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링가 출현담’은 성적인 이미지가 

전혀 없는 기둥으로서의 링가 숭배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

된 것으로 전혀 별개였던 남근 숭배와 기둥 숭배가 링가 숭배로 

67) 김현덕(2010) p. 3, 각주 16 참조.
68) “한때 ‘Kāma’에게 쫓겨 Dāruvana에 들어간 쉬바는 성자들의 저주를 받아 

남근이 잘리게 된다. 땅에 떨어진 남근은 갑자기 거대해져 천지를 꿰뚫게 

된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거대한 남근에 고통받는 것을 본 브라흐마는 

비쉬누와 함께 숲으로 향하여 ‘링가 조사(liṅgaparīkṣā)’를 시작한다.” VāP. 
6.65-93 참조. cf. Roy(1967) pp. 127-128.

69) VāP. 6.85-92 참조

70) cf. Agrawal(1965) p. 297. 
71) Roy(1967)와 Kantawala(1974), 그리고 Patni(1980)의 연구가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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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되었다는 것이다.72)

3.3. 링가 제거담(Liṅgapātana)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링가의 제거73)’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이것 역시도 링가 혹은 링가 숭배의 전거로서 뿌라나에 편입된 것

으로, 이야기의 초점은 링가 자체에 맞춰져 있다. 이 점은 비록 같

은 목적으로 뿌라나에 편입되었지만 ‘기둥·지주로서의 링가의 출

현’에 주안점이 놓여 있는 ‘링가 출현담(liṅgodbhava)’과는 차이를 

보인다. 
‘링가 제거’와 관련한 이야기는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하나는 

‘잘려져 땅에 떨어진 링가, 즉 남근’이라는 테마가 자발성(自發性)
을 지닌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발성(他發性)을 지닌 것이다. 일반

적으로 전자는 liṅgapātana, 후자는 dāruvana라는 주제로 다뤄져 

왔다.74) 그렇다 하더라도 뿌라나에 따라서는 자발성과 타발성이 

뒤섞여 있는 까닭에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75)

72) 김현덕(2010)은 기존 연구자들의 이러한 입장에 반발하며 ‘링가 출현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장한다. 그는 링가의 기원이 무엇이든, 그것이 쉬바 

숭배라고 하는 신앙상에 있어서의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구제론(救濟論)으로 이해하려 시도하였다. 그에 따르면 ‘링가 

출현담’은 구제론적 시각에 입각하여 사람들에게 이행(易行)의 구제 수단을 

설파하려는 의도에서 편찬된 이야기라고 한다. cf. 김현덕(2010) pp. 3-5.
73) 이에 관한 연구로는 Jahn(1915-1917), T. A. Gopinath Rao(1968), O' 

Flaherty(1971, 1975, 1981), S. G. Kantawala(1974), S. Kramrisch(1977) 
등이 있다.

74) 본 연구에서는 이 두 테마를 liṅgapātana로 포괄하여 다룬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앞에서 밝힌 바이다. 앞의 각주 49 참조.
75) 앞의 각주 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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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앞서 그 내용을 개관하면 아래와 같다. 

1) 쉬바(Rudra)가 잠들어 있는 동안, 비슈누와 브라흐마가 세계를 

창조한다. 그것은 carācara의 세계였다. 잠에서 깨어난 쉬바가 음양의 

결합이 없이 세상이 생명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자신의 

성기(liṅga)를 잘라버린다. 땅에 떨어진 링가는 불꽃에 휩싸인 기둥이 

된다. 브라흐마와 비슈누의 링가 조사(liṅgaparīkṣa)가 시작된다.76)

2) Devadāru 숲에서 성선들이 고행을 하고 있었다. 쉬바는 변장을 

하고 그 숲으로 들어가 성선들의 아내들을 유혹한다. 이에 화가 난 선

인들이 쉬바의 링가가 떨어지도록 저주를 하고, 그 결과 쉬바의 링가

가 잘려나간다. 성선들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낸 쉬바가, 잘려나

간 링가를 숭배하도록 가르침을 준다.77)

여러 뿌라나들에 산재된 ‘링가 제거담’은 다음의 표와 같은 공

통점을 지니고 있다. 

<표 2> 링가 제거담의 공통 요소

이야기의 구성 쉬바의 방문 쉬바의 유희 성선들의 저주와 링가 제거

ŚP 4.12.9-11 4.12.12-13 4.12.14-18
ŚPJñā 42.9-11 42.11-13 42.13-16

LP 1.29.7-9 1.29.10-22 1.29.23
BP 1.27.10 1.27.14-15 1.27.16-29
KP 2.37.4-13 2.37.13-20 2.37.21-41
VāP 6.57-60 6.61-64 6.65-66
VāPS 22.45-58 22.59-66 22.67-72

76) ŚPDh. 10, 49.
77) BP. 1.2.27 ; KP. 2.37 ; LP. 1.29 ; VP. 1.10 ; VāP. 6 ; 

Vāmana-Purāṇa-Saromāhātmya (이하 VāPS ), 22 ; Skanda-Purāṇa (이하 

SkP ), 1.1.6-7, 6.1 ; ŚP. 4.12 ; Śiva-Purāṇa-Jñānasaṁhitā (이하 ŚPJñā ). 4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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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뿌라나들에는 이 세 가지 공통 요소를 제외한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각각의 내용에 통일성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앞에서 살펴본 ‘링가 출현담’이 이어지는 문헌도 있고78) 링
가 숭배의 효용을 기술하는 문헌도 보인다.79) 
이러한 구성을 보이는 까닭은, ‘링가 출현담’이 링가와 남근의 

관계를 부정하는 측이 즐겨 인용하는 근거였듯이, ‘링가 제거담’은 

링가와 남근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측이 제시하는 근거이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일관되게 남근으로서의 링가의 소유자는 다름 아닌 

쉬바신임을 보여주고 있다.80)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연구자들

은81), 이것이 뿌라나 편집자의 의도이고, 그것은 곧 ‘링가=남근’의 

명백한 증거라고 여기고 있는 듯 하다. 
한편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1)에 해당하는 링가 제거담에 관해서

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2)에 대한 서설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혹은 1)의 이야기와 유사성을 보이는 다른 전거82)를 제시하

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쉬바신 자신의 손으로 신체의 일부, 즉 남근을 잘라내었다는 이야

기를 통해 ‘링가=남근’이라는 주장을 일관하고자 하는 의도라 할 

78) cf. VāP. 6.67-73.
79) cf. ŚP. 4.12.44-46.
80) VāP. 6.83-84는 링가 숭배와 숭배 대상으로서의 링가가 쉬바의 남근임을 

은유하고 있다. 
“샹카라여! 땅에 떨어진 이 링가를 붙여주시오. 오 신이여! 우리는 그런 후 

한층 더 [그대를] 칭송할 것이다. [쉬바가 말했다]. 위대한 신이여! 만일 

30명의 신들이 나의 링가를 칭송한다면, 그것은 되돌려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pātitaṁ liṅgaṁ yad　etad bhuvi śaṁkara ǀ
etat pragṛhyatāṁ bhūyas ato deva stuvāvahe ǁ VāP. 6.83 ǁ 
yady arcayanti tridaśā mama liṅgaṁ surottamau ǀ
tad etat pratigṛhṇīyāṁ nānyatheti kathañcana ǁ VāP. 6.84 ǁ 

81) Kantawala(1974)와 Kramrisch(1977), Patni(1980) 등 참조.
82) Mbh. 10.17.10-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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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더욱이 이 이야기의 후반은 앞에서 살펴본 링가 출현담

에서의 링가조사(liṅgaparīkṣā)의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재의 링가 

숭배는 쉬바의 남근으로서의 링가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연구자들은 링가와 남근의 동일성 

여부와 상관없이 남근 숭배가 링가 숭배에 편입되었다는 점을 인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차이점은 지주(skambha)와 융합되는 

요소가 순수한 남근(phallus)과 쉬바의 남근으로서의 링가(liṅga)
라는 점이다. 

링가 출현담 : 지주 숭배 + 남근 숭배   ⟹  링가 숭배

링가 제거담 : 지주 숭배 + 링가 숭배   ⟹  링가 숭배

결국 뿌라나 편찬자들의 의도는 링가 숭배의 중요성을 확립시

키려는 목적에서, ‘링가 출현담’과 ‘링가 제거담’을 뿌라나 속에 편

입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쉬바계 뿌라나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시작으로 두 이야기가 전개된다.
 

“최고의 신이여! 그 링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링가[의 형태]
로 숭배받습니까? 말해주시오. 크리슈나여! 큰 눈을 한 분이여! 이것

은 최고의 오의이기에.”83)

“링가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떻게 샹카라는 링가로 숭배되는가? 
링가란 무엇인가? 또한 링가의 주인은 누구인가? 수타여! 말해주시

오.”84)

“링가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인가? 왜 마헤슈바라는 링가의 주인

인가? 그는 왜 링가인가? 그리고 쉬바는 왜 링가[의 형태]로 숭배되는

83) kiṁ tal liṅgaṁ suraśreṣṭha liṅge saṁpūjyate ca kaḥ ǀ 
brūhi kṛṣṇa viśālākṣa gahanaṁ hy etad uttamam ǁ KP. 1.25.62 ǁ 

84) kathaṁ liṅgam abhūl liṅge samabhyarcyaḥ sa śaṁkaraḥ ǁ  
kiṁ liṅgaṁ kas tathā liṅgī sūta vaktum ihārhasi ǁ LP. 1.17.2cd-3ab 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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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85)

“신들은 도처에서 신상(神像)으로만 숭배받는다. [그런데] 쉬바신은 

왜, 도처에서 링가와 상으로 숭배되는 것인가?”86)

뿌라나 편찬자들은 이처럼, ‘링가가 무엇’이며 ‘링가 형태로 숭

배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교묘히 링가 숭배

를 확정하고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쉬바(Śiva) 숭배에서 링가(liṅga) 숭배의 기원과 그것

이 수용되는 양상을 쉬바계 뿌라나(Śaiva Purāṇa)의 기술들을 통

해 살펴보았다.
상징으로서의 링가와 남근으로서의 링가, 그리고 이 둘의 의미

를 모두 내포하는 링가 숭배와 순수한 남근 숭배 등이 다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숭배 형태가 유독 쉬바 숭배에서만 나타나는 이유

에 관해 다각적인 연구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예견된

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것은 링가는 쉬바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

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쉬바계 뿌라나에 따르면, 링가는 명백히 눈에 보이는 표지(상징)

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인 쉬바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쉬바는 브라흐마의 형태를 하고 있기에(brahmarūpī) 부분

85) kim idaṁ liṅgam ākhyātaṁ kathaṁ liṅgī maheśvaraḥ ǀ 
kathaṁ ca liṅgabhāvo 'sya kasmād asmiñ chivo 'rcyate ǁ ŚP. 7.2.34.6 ǁ 

86) bera-mātre tu sarvatra pūjyante devatāgaṇāḥ ǀ
liṅge bere ca sarvatra kathaṁ saṁpūjyate śivaḥ ǁ ŚP. 1.5.8 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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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니지 않는다(niṣkala). 따라서 표지가 없고(aliṅga), 미현현의 

링가의 본원(liṅgamūla)이자, 링가의 소유자(liṅgī)이다.87) 쉬바 자

신이 부분을 지니지 않기에 그의 링가 역시도 결국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 나아가 링가 숭배보다 공덕이 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쉬바는 링가의 형태로 숭배되어야 한다.

‘링가 출현담(liṅgodbhava)’과 ‘링가 제거담(liṅgapātana)’는 뿌

라나 편찬자(purāṇakāra)들이 남근 혹은 남근 숭배에 세련된 철

학적 외관을 부여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Veda의 영역 밖에 존

재하고 있던 것을 베다 전통 속에 포함시키기 위한 유효한 도구로

서의 기능을 하였다.88) 한편 이러한 이야기들은 링가 숭배의 정당

성을 설명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링가에 관한 이야기들은 실로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이

야기들의 경우에도 다양한 판본이 존재한다. 본 연구가 이들 각각

의 이야기의 발전과정 등에 대한 분석이 아닌 개관에 머문 점과 

개별 뿌라나의 면밀한 분석과 특징들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지 못

한 체 논의점이 많은 이야기를 소개한 것에 그친 점이 아쉽다. 이 

점을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87) cf. vedā maheśvaraṁ devam āhur liṅginam avyayam ǁ KP. 1.25.63cd ǁ  
“베다는 마헤슈바라 신이 불멸하는 링가의 주인이라고 말한다”,
liṅgī ca parameśvaraḥ ǁ LP. 1.17.5d ǁ  “빠라메슈바라가 링가의 주인이다.”, 
bhūtāni cendriyair jātā līyante 'tra śivājñayā ǀ 
ata eva śivo liṅgo liṅgam ājñāpayed yataḥ ǁ ŚP. 7.2.34.10 ǁ  “만물과 

감관을 지니고 태어난 것은, 쉬바신의 명령에 의해 그 속으로 귀멸한다. 
따라서 쉬바는 링가의 주인이다. 왜냐하면 그는 링가에 명령하기 때문이다.”

88) 김현덕(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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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pect of Liṅga-Worship in Śaiva Purāṇa

Kim, Hyeon-deog
(Institute of Ind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the Śiva-cult is the wor-
ship of the Liṅga. It is supported through the Śaiva Purāṇa 
that the Liṅga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Śiva wor-
ship, Śaivism. For example, Kūrma Purāṇa and Śiva Purāṇa 
emphasize that the Liṅga-cult is the most important than 
any other cult. In addition, The Liṅga worshiped as a symbol 
of Śiva, has been mentioned in epics such as the 
Mahabhārata or the Rāmāyaṇa. Hence the discussion of the 
Liṅga and its origin are the element cannot be ignored.

An erotic impression which the Liṅga is having is not 
easily erased one. So for a long time, there has been so 
much debates about the origin of the Liṅga was the phallus 
or not. This paper is not intended to continue these 
discussions. It is intended to review of the related statements 
to the Liṅga mentioned in the Śaiva Purāṇa, the fundamental 
scripts of the Śaivism. In other words, it looks the meaning 
of the Liṅga and the origin of the Liṅga-cult, and its accept-
ance confined to the Śaiva Purāṇa. 

For this, I’ll overview the contents of the story inserted 
in the Purāṇas, liṅgodbhava and liṅgapātana. These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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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designed by purāṇakāras to give a philosophical appear-
ance to the phallus-cult. And it also plays a role to give 
some legitimacy of The Liṅga-cult. 

The stories about the Liṅga are very diverse. Because 
the Śiva-cult is intricately connected with the Liṅga as a 
symbol and as a phallus, the Liṅga-cult that has two mean-
ings and phallus-cult. And these features can be found only 
in the Śiva-cult. So the Liṅga should have a meaning in re-
lationship with Śiva. 

According to the Śaiva Purāṇa, the Liṅga is a visible 
symbol but it has the character of the Absolute being, Śiva, 
who is invisible. Śiva has a shape of Brahmā(Brahmarūpī), 
and has no part(niṣkala) and no sign(aliṅga). He is the 
source of the unmanifested liṅga and the owner of the 
Liṅga(liṅgī). That is why the Liṅga has no shape and there is 
no deeds bigger than its worship. As a result Śiva should 
have worshipped in the form of the Liṅga.

Keywords: Liṅga, Liṅga-cult, Liṅgapātana, Liṅgodbhava,
Śaiva Purāṇa, Śaivism, Śiva, Śiva-worship,
Phallus-cult, Purāṇ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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