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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신화의 고행주의적 전개

정 승석*1

Ⅰ. 고찰의 초점

우파니샤드에서 윤회의 길과 해탈의 길을 제시하는 ‘2도(道)설’

은 삶의 목표와 행동에 관한 새로운 가치관을 천명한 것으로 주

목된다. 제사나 보시 등의 선행으로 사후에 조상의 영령이 머무는

세계를 거쳐 지상으로 환생하는 것(祖道, pitṛ-yāna)은 고대 인도인

들의 보편적인 염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파니샤드의 2도설은

여기에 ‘브라마 신의 세계에 이르는 길’(神道, deva-yāna)을 추가함

으로써 그 같은 환생이 없는 세계, 즉 해탈이야말로 인간에게는

진정한 이상이라는 관념을 확립했다.

그런데 여기서 진정한 이상으로서의 해탈에 이르는 방법은 기

* 鄭承碩 :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인도철학 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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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윤리적 인습에 따르는 선행이 아니라 고행이다. 이것은 우파

니샤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가치관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

이 아니다. 고행의 가치는 이보다 일찍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므

로 이것이 우파니샤드에 이르러 梵我一如라는 해탈 지향적 思潮와

부합함으로써 더욱 부상하고, 이와 아울러 해탈에 가장 적합한 방

도로 공인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파니샤드 이래 인도 종교계에 풍미한 고행주의와, 이

것을 계승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가가 인도의 종교와 철학 전반에

서 공통적인 수행 방도로서 통용된 점
1
을 고려하면, 소위 지식인

의 전유물인 우파니샤드에서 고행을 지고의 가치로 천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어쩌면 우파니샤드의 천명보다도 더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한 어

떤 요인이 있었을지 모른다. 이 점에서 철학적 사색이 번성하기

이전부터 회자된 인도의 신화 또는 신화적인 묘사들은 우파니샤

드에 천명된 가치관을 배태하고 보강한 요인으로서 검토할 만한

자료가 된다.

인도의 종교 문헌에서 고행은 신의 세계 창조와 결부되어 있다.

흔히 고행의 연원을 리그 베다의 ‘타파스(tapas, 熱) 찬가’2에 찾고
있지만, 여기서의 타파스가 종교적 수행의 일환으로서의 고행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는다. 이 타파스는 아파스(āpas, 水)를 세계의

근원으로 간주하는 찬가
3
의 경우처럼, 아직은 물리 요소로서의 熱

1) Cf. Yard, p. 7.

2) Ṛg-veda, Ⅹ.190. “[1] 타오르는 열로부터 최고의 영원한 법과 진리가

태어났으니, 이로부터 밤이 생겨났고, 이로부터 바다의 풍랑이 일었다. [2]

이 바다의 풍랑에서 이후에 曆年(시간)이 생겨났으니, 낮과 밤을 정하는

자요, 눈감는 모든 것의 지배자이다. [3] 이후 위대한 창조자는 태양과

달을 차례로 만들었고, 하늘과 땅을, 공간과 빛을 그는 차례대로

만들었다.” Cf. Griffith, p. 651.

3) Ibid., Ⅹ.121.7～8. “[7] 깊고 큰 물이 태아로서 모든 것을 잉태하여 불을

낳으면서 이르를 때, 신들의 유일한 생기는 그로부터 생겼다. 우리가

제물로써 받들어야 할 신은 누구인가? [8] 힘을 잉태하여 제사를 낳았던

그 물을 그는 자기의 위력으로 살펴보았으니, 그는 신들 위에 군림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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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일차적인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타파스는 브라

마나 문헌에서 신들의 창조 행위를 묘사하는 데서 고행의 의미로

서 부각되기 시작한다. 이리하여 고행은 우파니샤드 이전부터 신

화의 주제가 되어 있었으며, 이후에는 창조주로서의 신의 자질을

가름하는 기준으로까지 간주되기에 이른다.

신화에서 고행의 부상은 기존의 창조 행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와 상응한다. 비록 신화상의 묘사이기는 하지만, 신들의 近親姦(inc

est)에 의한 창조를 점차 고행에 의한 창조로써 대체함으로써 신

의 창조와 그 창조주에 대한 신뢰 및 권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다. 이 점에서 고행을 주제로 하는 신화는 우파니샤드가 하나의

이론적 체계로써 고행을 강조한 2도설보다 더 설득력 있게 고행

의 가치를 선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엘리아데는 “신화는 일단 말

해지면, 즉 계시되면 명백한 진리가 되며, 절대적인 진리를 확립

한다.”
4
고 지적하는데, 이 지적은 특히 고대 인도의 경우에 더욱

타당하다. 샤타파타 브라마나에서는 “우리는 신들이 태초에 했
던 것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며, 타잇티리야 브라마나에서는
“신들이 했던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한다.”라고 언급하기 때문이

다.
5

엘리아데가 지적한 것처럼, 모든 신화는 제도까지 포함한 온갖

실제 사실이 어떻게 하여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보여 준다는 점에

서,
6
인도의 창조 신화는 고행이 지고의 가치로서 확립되어 가는

실제의 과정을 대변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7
이에 따라 이하

하나의 신이다. 우리가 제물로써 받들어야 할 신은 누구인가?” Cf.

Griffith, pp. 628-629.

4) Eliade, p. 95.

5) Śatapatha-br., Ⅶ.2.1.4.; Taittirīya-br., Ⅰ.5.9.4. Cf. Eliade, p. 98.

6) Cf. Eliade, p. 97.

7) “신화란 세계와 생명, 신들과 인간들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사회의 신앙인데, 이 신앙은 백성들에게 이 물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준다.”

Hirschberger,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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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찰은 다음과 같은 관점을 구체적으로 실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우파니샤드의 2도설에서 고행에 대한 가치 인식이 확립되기는

했지만, 정작 이 인식이 힌두교 전반에서 정착한 데에는 창조 신

화가 그 성립 시기에 따라 그 같은 가치관의 변화를 예고하거나

반영하면서 고행주의를 보편화하는 효력을 발휘했다.

위의 관점이 창조 신화 전체의 개관을 통해 도출된 것은 아니

다. 여기에 이 같은 고찰의 한계가 있다. 또 신화를 통해 표출되는

인간의 사고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시적으로 또는 전격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고 경향에서 일탈한 사고들

을 주목하여, 신화로써 표출된 가치관의 변화를 고찰할 수는 있

다. 즉 사고의 추이와 시대의 흐름이 반드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목되는 발상들을 연계하여 사고의 추이를 고찰

함으로써 도출한 것이 위의 관점이다.

Ⅱ. 신화의 전개

창조 신화의 초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창조를 담당하는 신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창조하는가 하는 행위

의 문제이다. 양적인 중심을 이루는 창조의 내용은 모두 이에 부

수하는 이차적인 관심사에 속한다.

리그 베다의 찬가는 신화적 구상이 미개한 상태이며, 신화적
관점에서는 두서 없이 돌출하는 창조주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

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의 창조 행위에 대해서는 이후의 추

이와 직결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近親姦이다. 이미

리그 베다의 후기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노출되며, 이후
의 신화에서는 그 시각의 점진적인 변화가 고행의 강조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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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리그 베다: 창조 신화의 원류

“타오르는 열(타파스)로부터 최고의 영원한 법과 진리가 태어났

으니, 이로부터 바다의 풍랑이 일었다.”라고 시작되는 짤막한 타

파스 찬가는 창조를 주제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전혀 신화의 성

격을 지니지는 않는다. 더욱이 이 찬가는 리그 베다를 종결하기
직전에 추가된 부록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어 있다.

8

철학적 사색이 배제된 신화에서는 일반적으로 근친간의 방식으

로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드러내며, 이 단계에서는 윤리적

의식이 개입되지 않는다. 이는 창조에 대한 신화상의 보편적 사고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같은 사고에 의한 창조 신화에서 그 시발

이자 근거가 될 만한 것이 리그 베다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
어 있다.

혈족이 여기에 있으니, 디야우스(Dyaus)는 나의 아버지요 나를 낳

은 분이다. 이 대지는 나의 친족이며 어머니이다. 넓게 펼쳐진 세계의

두 반쪽 사이가 출생처이니, 아버지는 그 안에 딸의 태아를 두었다.
9

이 신화상의 설정은 다른 신화에서 근친간으로 연결된다. 인간

인 양 묘사된 신들이 등장하여 최소한의 줄거리를 구상할 수 있

는 찬가들 중에서 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아그니에 대한 찬가이

다. 여기서는 신화상의 아버지(아그니 신)와 딸 사이의 성 행위가

암시적으로 묘사되며, 그의 정액이 지상(딸)에 넘침으로써 말(言),

제사의 보호자(Vāstoṣpat)인 루드라(Rudra) 신이 창조되었음을 묘사

8) 辻 直四郞, p. 309.

9) Ṛg-veda, Ⅰ.164.3. Cf. Griffith,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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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0

신들의 근친간이라는 이 주제가 다른 찬가에서는 아예 노골적

으로 묘사된 경우도 있다. 특히 리그 베다의 후기 부분인 제10
장의 ‘모든 신들’(Viśvedevāḥ)에 대한 찬가에서는, 신이 딸과의 관

계에서 열정이 극에 달하자 밝은 씨(정액)를 땅(딸)의 한쪽에 흘린

다는 주제를 너무 노골적인 성 행위로 묘사한다.
11

그러나 이 같은 신화적 근친간에 대한 반성도 리그 베다의
후기 부분에 표출되어 있다. 야마(Yama)와 야미(Yamī)가 남매 관

계로 묘사되는 특이한 대화체의 찬가에서, 야마는 야미의 끈질긴

성적인 유혹을 끝까지 거부한다.
12
여기서 야마는 야미에게 다른

상대를 찾아 동침하고 포옹하라고 권하면서, 자기 누이에게 접근

하는 자를 다른 이들은 죄악으로 취급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신들 사이의 근친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이후의 브라마나

문헌에서 신화적 구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되면서 강화되어

간다. 그리고 리그 베다의 후기에 창조를 주도하는 유일신(Ka=P
rajāpati)을 추구한

13
이래, 유일신이 선택되고 절대적 권위를 확보

하는 추이와 병행하여 관련되는 신화적 구상도 발전된 전개 양상

을 드러낸다.

2. 브라마나: 근친간적 창조 신화의 추이

프라자파티가 유일한 창조주로서 군림할 것임은 이미 리그 베

10) Ibid., Ⅰ.71.5～8. Cf. Griffith, p. 47.

11) Ibid., Ⅹ.61.5～7. Griffith가 번역하고 J. L. Shastri가 편집한 리그
베다의 번역본에서 이 부분이 탈락되어 있는 것은 그 묘사의 노골성
때문일 것이다.(Griffith, p. 574)

12) Ibid., Ⅹ.10. Griffith, pp. 534-536.

13) Ibid., Ⅹ.121. Griffith, pp. 62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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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 예고되어 있다.14 그러나 브라마나 문헌의 신화에서 프라자
파티의 창조는 여전히 근친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되

어 있다.

아이타레야 브라마나에서는15
프라자파티의 근친간에 대한 윤

리적 자각이 표출된다. 별자리의 유래와도 연관 짓고 신들의 발생

도 설명하는 복잡한 줄거리를 갖는 이 신화에서 프라자파티는 숫

사슴이 되어 딸에게 접근하고, 이에 따라 딸은 암사슴이 된다. 이

를 목격한 다른 신들은 “프라자파티가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벌 줄 이를 찾지 못해 서로 모여 루드라가

되었다. 루드라는 가축을 부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루드라는 프

라자파티를 징벌하기 위해 숫사슴인 그에게 화살을 쏘았다. 그러

자 프라자파티는 하늘로 날아가 사슴(염소좌)이 되었고, 암컷은 로

히니(赤)
16
라는 성좌가 되었으며, 세 촉의 화살은 오리온 좌의 三連

星이 되었다.

짐승으로 변신한 신이 근친간에 의해 창조를 진행한다는 발상

은 이미 리그 베다에서부터 등장한다.
17
그리고 짐승으로의 변

신, 근친간, 신과 인간 사이의 성적 교섭이라는 주제들은 서로 연

관되어 있으며, 이의 기원은 고대 인도보다도 더 오래된 시대, 즉

인도-유럽 시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8
그러므로 그간의 신화

에서 남녀 양신을 짐승으로 변신시켜 근친간을 묘사한 것은 특별

한 윤리적 각성의 발로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윤리적 문제를

14) Ibid. “우리가 제물로써 받들어야 할 신은 누구인가?”라고 반복되는

의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에서 프라자파티라고 제시한다. 본론의 주 3)

참조.

15) Aitareya-br., Ⅲ.33～34. Cf. O'Flaherty(1975), p. 29.

16) Rohiṇī. 황소좌의 일등성. ‘붉은 암소’.

17) 이에 관한 리그 베다의 몇몇 단편들을 연결하면, 인드라 신은 황소로
변신하며, 그는 암소를 만들어 자기 딸과 근친간을 행한다. 이 같은

전개는 앞에서 소개한 리그 베다의 신화, 즉 태고의 근친간에 이미
암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Cf. O'Flaherty(1985), p. 487.

18) Ibid., p.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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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할 수 있는 방식이 동물로 변신한 신들의 근친간이다. 예를

들어 아타레야 브라마나에서는(Ⅶ.13) 모든 출산 행위가 근친간
의 소산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여, “모든 짐승들은 이 점을 알고

있으므로 자식이 어미와 같은 배에서 난 암컷에 올라탄다.”라고

단언한다.
19

그런데 프라자파티의 창조를 묘사하는 위의 신화에서는 신화상

의 근친간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더

나아가 이제 신화는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 신들을 동물로 변신시

켜 묘사한 그 같은 편법적인 근친간마저도 용납하지 않으려 한

다.
20
이 점에서 이 신화는 근친간에 의한 창조 신화가 더 이상 정

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가치관의 변화를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

다고 말할 수 있다. 후대의 우파니샤드에서도 이러한 인식의 변화

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라자파티의 창조는 전혀 다른 방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모색된 것이 고행이

다. 창조 신화를 통해 고행의 가치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카우쉬타키 브라마나에서는 존재가 프라자파티의 고행에 의

해 출현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는 프라자파티가 자손의

번성을 바라여 고행에 전념한다.

열이 오르자 그로부터 火, 風, 日, 月, 새벽이 출생했다. 프라자파티

는 그들에게 “고행하라.”라고 주문했으며, 그들이 고행에 전념하자 새

벽(프라자파티의 딸)은 天界의 요정으로 변신하여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녀로 인해 마음이 동요된 넷(화·풍·일·월)은 정액을 쏟았다. 그들은

프라자파티에게 그것을 보존하게 해 달라고 간청했고, 프라자파티는

활촉의 크기와 넓이를 지닌 금사발을 만들어 정액을 여기에 부었다.

이로부터 1000개의 발과 화살과 눈을 지닌 신이 출생했는데, 이 신이

프라자파티를 붙들고 이름을 요구하자, 프라자파티는 그 신을 ‘존재’(b

19) Ibid.

20) 샤타파타 브라마나에도(Ⅰ.7.4.1～8. Cf. O'Flaherty, 1975, p. 117)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근친간을 죄악시하여 “죄를

저질렀다.”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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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a)라고 명명했다.
21

이 신화는 근친간에 의한 창조의 여운을 완전히 불식하지는 않

으면서도, 실제의 창조를 직접적인 근친간을 피하는 방식으로 묘

사하고 있다. 신화상의 ‘금사발’이 의미하는 바는 여자 성기일 것

이지만, 그것은 프라자파티가 따로 만든 것이라고 묘사하여 근친

간으로 몰리지 않으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이는 교묘한 발상의 전

환이라고 평할 만하다. 그리고 근친간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요인

이 고행임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화에서 주목할 만한 것

은 창조의 방식보다도 고행자의 정액, 고행의 효력이다.

고행이란 타파스(tapas) 즉 열을 체내에 축적하는 수행이다. 고

통을 참음으로써 열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고행자가 체내에 생

성하는 열도 타파스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타파스는 열

이 발하는 힘뿐만 아니라 그런 힘을 낳는 노력을 가리킨다.
22
이미

리그 베다에서 만물의 근원으로 간주된 열은 햇볕처럼 모든 것
을 생성할 수 있고 산불처럼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전능한 힘

이다. 이 힘으로서의 타파스는 고행이나 공덕의 결과로 저장된다

고 생각했으므로, 타파스는 곧 고행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통용되

었다. 신화에서 고행자의 정액은 곧 전능한 힘인 타파스를 의미하

며, 정액의 방출은 곧 고행으로 획득한 타파스의 상실을 의미한

다.
23
위의 신화는 바로 이 같은 고행에 대한 인식으로써 창조를

설명한다. 프라자파티 신은 먼저 고행자들이 타파스를 축적하게

하고, 다음으로 그들을 유혹하여 타파스를 방출하게 하며, 끝으로

그 타파스로 존재를 창조한다.

고행의 가치와 효력을 시사하는 것이 위의 신화이기는 하지만,

이 신화의 창조도 내용상으로는 간접적인 근친간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다. 이렇듯 프라자파티가 주도하는 창조는 근친간의 흔적

21) Kauṣītaki-br., Ⅵ.1～2. Cf. O'Flaherty(1975), p. 31.

22) Kaelbar, p. 144.

23) 中村, p. 1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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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다. 고행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창조가 부

각됨과 아울러, 이상의 신화는 프라자파티의 지위 하락을 예고하

는 것이기도 하다.

창조주로서의 유일신이라는 프라자파티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

음을 시사하는 예를 마하바라타에서 볼 수 있다. 즉 죽음(=여자)
의 출현을 주제로 하는 신화에서 프라자파티는 브라마 신과 동일

한 창조주로 표현된다. 그러나 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예로

보거나 내용의 전개로 보면, 그 비중은 브라마 쪽에 쏠려 있다. 이

신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힘이 넘치는 조부(프라자파티=브라마)가 생명체를 창조했다. 그러나

피조물들이 나이가 들어도 죽지 않고 3계에 가득 차므로 신은 고민하

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노여움이 되어 온몸의 구멍으로부터 불을 뿜

어 3계를 태웠다. 이에 루드라(=쉬바)가 브라마에게 구원를 간청했다.

이에 프라자파티는 그의 끈질긴 간청에 감복하여 자신의 노여움을 주

기적인 활동과 정지로 변형했다. 이리하여 노여움의 불을 억제하자 몸

의 구멍들로부터 어두운 여자(죽음)가 출현했다. 그는 그녀에게 “죽음

이여, 파괴의 수단으로 그대를 만든 것이니, 이 피조물들을 죽이라. 그

대의 격렬한 노여움으로 예외없이 파괴하라.”라고 명령했다. 죽음은

이에 대해 다르마를 어기는 일이라고 불응하며 고행하기를 간청했다.

거듭된 그의 강요에도 그녀가 침묵하자 그는 흡족하여 웃으며 진정했

고, 그녀는 그의 곁을 떠나 고행에 전념했다. 브라마는 고행중인 그녀

에게 자신의 명령을 환기시키고 그녀를 설득했다. 결국 그녀는 피조물

들을 욕망과 노여움으로 당황하게 하여 그들의 생기를 파괴하기 시작

했다. 그러므로 그녀가 흐르는 눈물은 적절한 시기가 도래할 때 피조

물을 파괴하는 질병이다.
24

위의 신화에는 고행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보다 명료하게 드러

나 있다. 여기서는 고행이 신화의 주제가 아니지만, 고행은 창조

주의 명령을 거부하고라도 견지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이 시

사되어 있다. 이는 고행에 대한 가치 인식이 보편화하였음을 반영

24) Cf. O'Flaherty(1975), pp. 38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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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뿐만 아니라 파괴력까지도 지닌다. 고행으로 얻은 타파스의

파괴력은 자연 현상으로서는 화력의 파괴력과 정화력에서 발상된

것이다. 여기서 정화력은 고통 또는 파괴라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종교 儀式과 결부하여 심신을 정화하고 不淨과 악행을 제거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아타르바 베다에서부터 제사를 위한 신체적 정화
를 뜻하는 디크샤(dīkṣā)라는 말은 자주 타파스와 함께 쓰였고, 샤
타파타 브라마나에서는(Ⅲ.4.3.2) 그 말이 완전히 동일어로 쓰였다.
즉 디크샤에서 정화는 본질적으로 타파스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

다.
25
이는 타파스가 고행을 지칭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적어도

리그 베다의 시대와 같은 초기에는 타파스라는 말이 스스로 고
통을 낳는 고행의 노력이라는 의미를 함축하지 않는다. 그러나 브

라마나 이후에 고행을 의미하는 타파스가 발견된다. 한때 종교적

으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고통으로서의 타파

스가 종교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고통이 된 것이다.
26
그러므로

신화에서 창조 방식의 변화도 이 같은 타파스 개념의 의미 확장

과 일맥 상통한다.

브라마나 문헌에서 고행 즉 타파스에 대한 인식은 이후 시대에

거의 만능으로 확장될 고행의 가치를 이미 예고하고 있다. 샤타
파타 브라마나에서(Ⅹ.4.4.1～3) 프라자파티는 1천년 동안 고행을

실천하여 악을 물리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또 여기서는 프라

자파티가 그랬듯이 고행을 실천한 자는 천상 세계에 살 것이라고

하며, 타잇티리야 브라마나에서는(Ⅲ.12.3.1) “신들은 고행을 통해
신의 지위를 얻었다.”라고 말한다.

27
제사를 통해 신들이 그 지위

를 얻었다는 관념이 고행을 중시하는 관념으로 바뀐 것이다. 뿐만

아니라 후대에 풍미하게 될 요가와 관련하여, 브라마나 문헌들에

서 구체적인 행법인 調息, 즉 호흡 제어가 고행의 한 형태로 간주

25) Kaelbar, pp. 50-51.

26) Ibid. p. 51.

27) Ibid.,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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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후대의 법전들에서는 이 호흡 제어

를 고행과 동일시한다.
28

3. 우파니샤드: 창조 신화에서 발상의 전환

프라자파티를 밀어 내고 브라마가 창조주로서 군림하게 되는

우파니샤드의 창조 신화는 창조의 전제가 되어 왔던 고정 관념을

깨뜨림으로써, 더 이상 근친간의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기지 않

는 발상의 대전환을 보여 준다. 기존의 창조 신화에서는 兩性의

분리가 고정 관념처럼 전제되어 있었으나, 브라마의 창조에서는

그 전제가 파기되고, 소위 ‘자웅 동체’(雌雄 同體)의 창조주가 남성

과 여성으로 자체 분화하여 결합함으로써 인간과 동물이 창조된

다. 창조의 구체적인 진행은 변신에 의한 근친간에서 벗어나지 못

하지만, 여기서는 ‘부끄러움’이라는 윤리 의식 또는 기존의 창조

방식에 대한 비판 의식을 명료하게 전제하고 있는 점이 특히 주

목된다.
29

이것이 발상의 대전환이라는 점을 신화 자체에서도 ‘브라마의

놀라운 창조’라고 표현한다. 브리하드 아란야카 우파니샤드에서
묘사하는 그 창조의 대강은 이러하다.

우주는 인간(푸루샤)의 형체로 있는 아트만이었다. 자기 외에 아무

것도 없었으므로 “나는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나’(아트만)라는 말이

출현했다. 그는 이 모든 우주에 선행하여(pūrva) 모든 악을 태워 버리

므로(uṣ) ‘태초의 인간’(Puruṣa)이라고 불렸다. 그는 홀로 있는 것을 두

려워 하여 자신을 둘로 나누어 남편과 아내가 됨으로써 인류가 출생

했다. 여자는 자신을 낳은 그와의 결합을 부끄러워 하여 자신을 감추

28)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론의 마지막 장에서 상세히 고찰할 것이다.

29) Cf. O'Flaherty(1985), p.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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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신했다. 즉 그녀는 암말, 당나귀, 양 등에서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과 곤충의 암컷이 되고, 그는 수컷이 되어 암컷과 결합했다.

이로써 그 자신이 바로 창조였다. 불구멍(yoni)으로서의 그의 입과 두

손으로부터 불을 창조했다(그래서 입과 손바닥에는 털이 없다). 그는 또

모든 신이 되었다. 이것이 브라마의 놀라운 창조이다.
30

‘브라마의 놀라운 창조’라는 찬사에는 프라자파티의 경우처럼

근친간에 연루되는 일이 없이 창조를 이루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

을지도 모른다. 태고의 근친간이라는 생각은 리그 베다 이래 후
대의 힌두교 신화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하나의 창조관이다.

31
그

런데 신화에서 근친간에 대한 윤리적 각성이 표출되면서도 그러

한 창조관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가 명료하

게 감지되지는 않는다. 신화에 국한하여 생각한다면, 위에서 소개

한 창조 신화의 그 자웅 동체 관념과 연계하여 그 이유를 이해할

수도 있겠다.

인도 신화에서 창조주인 신은 세계를 운행할 동력과 세계를 구

성할 질료를 함께 갖춘 존재이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자신의 능력에서 생성된 동질의 결과이다. 창조주를 신봉하는 피

조물에 창조주의 질료와는 다른 질료가 섞인다는 상정이 신봉자

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신이 자기의 질

료만으로 창조하지 못하고 다른 질료를 이용하여 창조할 수밖에

없다면, 전능한 창조주로서의 권위는 유지될 수 없다. 신화에서의

近親은 동질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신화상의 근친

간은 피조물을 형성하는 원질 즉 창조주와는 다른 이질적 요소가

피조물에 개입되지는 않는다는 상징성을 우선적으로 내포할 것이

다.

그런데 기존의 창조 신화는 신화 특유의 표현 방식에서 유래하

는 고정 관념과 근친간의 상징성을 불가결한 관계로 묶으려는 집

30) Bṛhadāraṇyaka-up., Ⅰ. 4.1～6. Cf. O'Flaherty(1975), pp. 34-35.

31) O'Flaherty(1975),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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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신화라는 표현 방식에 따라 신들

의 행위를 인간처럼 묘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신에 의한

창조를 묘사하는 데서도 인간처럼 兩性의 분리를 당연한 전제로

간주하는 것이 기존의 창조 신화에 내재된 고정 관념이다.

우파니샤드에서는 양성 분리라는 전제를 파기하고 자웅 동체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오히려 근친간의 상징성(인과의 동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의 연원은 리그 베다의 철학적 찬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신화상의 친근간은 神人 同性의 개념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32
이에 대해 신이 자신을 제물로 삼고 분화하여 세계의

모든 것과 네 계층의 인간을 창조했다는 푸루샤(Puruṣa) 찬가
33
는

신화적 근친간의 색채를 배제하여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동질

성을 因中有果의 철학적 일원론으로 드러내려는 의도를 담고 있

다. 이는 근친간으로부터의 탈피를 모색한 결과인 동시에 후대에

전개될 梵我一如 사상의 端初이기도 하다. 위에서 소개한 신화의

시작과 끝은 아트만으로부터 브라마 즉 브라만(梵)으로 연결된다.

4. 푸라나: 고행주의의 확립

힌두교의 성전으로 취급되는 푸라나(Purāṇa) 문헌에서도 우파니

샤드의 창조관이 계승되어 있다. 힌두교의 독특한 세계 순환론도

브라마의 자기 轉化에서 유래한다. 즉 브라마는 자신을 계속 변형

함으로써 세계 순환의 기본 단위인 4유가 및 악마와 짐승을 창조

한다. 이 창조는 비슈누 푸라나에 다음과 같은 요지로 묘사되어
있다.

브라마가 자신의 몸으로 선악의 우주를 창조했다. 넓적다리에서 악

32) O'Flaherty(1975), p. 25.

33) Ṛg-veda, Ⅹ.90. Griffith, pp. 6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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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 출현했고, 어둠의 성질을 지닌 자신의 몸을 버리자 이것은 밤(kal

i, 넷째 유가)이 되었다. 선한 성질이 압도하자 그의 입에서 선한 신들

이 출생했으며, 이 몸을 버리자 그것은 낮(dvāpara, 셋째 유가)이 되었

다. (그래서 밤에는 악마가 강하고 낮에는 신이 강하다.) 선한 본성의 다

른 신체를 취하여 아버지가 된 것처럼 생각하자 그로부터 조상들이

출생하였고, 그 몸을 버리자 이것은 황혼(tretā, 둘째 유가)이 되었다.

열정이 본성인 다른 신체를 취하자 그로부터 종족이 출생하였고, 그것

을 버리자 이것은 새벽(kṛta, 첫째 유가)이 되었다. 열정이 본성인 다른

신체를 취하자 브라마로부터 배고픔과 노여움이 출현했다. 이것들로

부터 나찰(Rākṣasas), 야차(Yakṣa), 뱀, 시신을 먹는 귀신(Piśāca), 간다

르바가 출생했다. 이후의 그의 능력과 힘으로부터 새, 가슴으로부터

羊, 발로부터 馬·코끼리·당나귀·황소·사슴 등이 출생했다.
34

위의 신화는 자웅 동체 창조관의 화려한 원용이라고 평할 만하

다. 그러나 ‘자웅 동체’ 또는 ‘자기 轉化’라는 방식의 창조를 주도

하는 브라마의 위상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우선은 힌두교의 발

전과 더불어 비슈누와 쉬바가 대중적인 최고신으로 부상했기 때

문이다. 브라마 신의 타락을 묘사한 단적인 예를 쉬바 푸라나에
서 볼 수 있다. 여기서 브라마는 쉬바의 아내 사티(Satī)에게 욕정

을 발한다. “근친간이라는 주제의 변형으로서 가장 통속적인 예는

브라마가 다른 신의 아내나 딸들을 보고 욕정을 발하는 것”
35
이라

고 한다. 이 주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브라마는 사티의 발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은 욕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쉬바의 幻力(māyā)에 의해 현혹되었다. 그래서 그는 祭火에 연

기를 피워 모든 신들이 혼란에 빠진 틈에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을 보자 그는 주체 못하고 정액을 땅에 흘렸다. 그는 아

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어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도

록 정액을 싸서 감췄다. 그러나 쉬바는 자신의 신성한 눈으로 브라마

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고서 크게 노했다. 비슈누가 언젠가 사티를

34) Viṣṇu-pr., Ⅰ.5.26～48; 59～65. Cf. O'Flaherty(1975), pp. 44-46.

35) Bailey,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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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는 누구든지 죽여야 한다고 그에게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는

브라마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때 자신의 아들들과 신들과 비슈누가 브라마를 대신하여 중재에

나서서 쉬바에게 브라마를 죽이지 말라고 사정했다. 비슈누는 말하길,

브라마는 쉬바와 함께 은거할 곳을 찾아 왔으므로 이것이 브라마를

죽이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이유라고 했다. 또 브라마가 살해된다면 피

조물을 창조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며, 브라마는 사실 쉬바의 일

부이므로 브라마를 죽이는 것은 쉬바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쉬바는 누그러져서 브라마를 죽이는 대신 브라마가 자신의 머리를

찌른 한 손으로 대지를 방랑하며 고행하도록 저주했다. 그를 보고서

사람들은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 그를 조소하고 비난할 것이다. 그가

흘린 정액은 우주의 해체 시기가 도래할 때 파괴를 일으키는 구름이

되었다.
36

위의 신화에서는 절대적 최고신의 개념이 의의를 상실했음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브라마의 타락은 고행이 미흡한 탓이라는

인식도 여기에 드러나 있다. “신화에서 이제까지 거론된 성행위는

창조의 수단으로서는 고행의 대안임을 의미한다.”
37
는 것은 성적

교섭에 의한 창조가 고행에 의한 창조보다 완전하지 못하다고 인

식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는 것과 같다. 이 점을 다시 쉬바 푸라

나에서 볼 수 있다.

브라마의 창조가 성공하지 못하자, 브라마는 걱정하고 좌절하게 되

었다. 그때 하늘에서 “성교로 창조하라.”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여자를 창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교를 착수할 수 없었다. 이때 쉬바는 자신

의 샥티(śakti)와 결합하여 兩性을 갖춘 존재로서 브라마 앞에 나타났

는데, 브라마는 그에게 경의를 표하여 고행을 실행했다. 쉬바는 브라

마가 창조를 증진하기 위해 고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여그에게 소원을

36) Śiva-pr., Ⅱ.2.2.19.1～27. Bailey, pp. 120-121.

37) Bailey,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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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
38

이후의 내용은 쉬바로부터 분리된 샥티 여신에게 브라마가 여

자를 창조하고자 한다는 소원을 장황하게 늘어 놓고, 여신이 이에

응함으로써 성교에 의한 창조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근친간이 아니라 양성의 교합이라는 보편적인 창조 방식도 고행

의 창조력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되어 있다.

이처럼 푸라나의 신화에서는 창조의 능력이나 최고신이라는 위

상이 가치의 정점에 있지 않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를 고행

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전부터 통용되어 왔거나 이미 예고되었

던 고행은 신의 능력과 권위를 능가하는 최고의 가치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점을 바비쉬야 푸라나에서 하나의 예로 확
인할 수 있다. 고행은 이제 최고의 신들도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

치가 되며, 이것은 또한 요가로서 인식되어 있다. 주제의 요지는

이러하다.

프라자파티의 아들인 아트리(Atri)가 강가(갠지스 강)의 강변에서 아

내 아나수야(Anasūyā)와 고행하고 있었다. 이때 브라마, 하리(비슈누),

샴부(Śambhu, 쉬바)가 접근하여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으로 현혹하였

으나 부부는 침묵으로 고행했다. 셋은 그의 아내에게 접근하여, 루드

라(쉬바)는 손에 링가(男根)를 쥐고, 브라마는 욕정에 빠져서 그녀를

유혹했다. 그래도 침묵하는 그녀를 신들이 강간하려 하자, 남편인 아

트리는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숭배

될 것이지만, 조롱거리로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을 저주했다.

이에 셋은 그 부부를 베다의 찬가로 칭송하고 경의를 표하여 아트리

로부터 용서를 받고 요가 행자(yogi)가 되었다.
39

이 신화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은, 그간 모든 능력과 권

위의 원천으로 인식된 고행이란 곧 요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귀결

38) Śiva-pr., Ⅲ.3.3.2～. Bailey, p. 117.

39) Bhaviṣya-pr., Ⅲ.4.17.67～78. Cf. O'Flaherty(1975),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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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이다. 고행과 요가가 동일 개념은 아니지만, 고행은 적

어도 요가에 포괄된다.

힌두교의 3대신도 고행자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묘사한 이

신화는 고행 지상주의를 표방하는 하나의 전형을 이룬다. 또 이것

은 인도 신화의 전개에서 귀착점이라고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이

후의 인도 종교에서 고행 즉 요가를 능가하는 다른 가치가 새롭

게 부상한 예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고행과 대등한 가치로서 신

에 대한 헌신적 믿음을 중시하는 박티(bhakti)가 있지만, 이것 역시

요가의 하나로 간주되며, 그 전통과 보편성에서는 결코 요가로서

의 고행을 능가하지 못한다.

Ⅲ. 고행주의 신화의 배경과 귀결

1. 고행과 요가의 병합

힌두교의 성전인 푸라나 문헌의 신화는 그 형성과 유행의 역사

로 보아, 고행주의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통용된 고행주의

를 대변하면서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행이 지고의

가치로 인식된 데서 푸라나의 고행주의는 성립한다. 이미 마하바
라타에서 고행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진리와 정의, 즉 바른 이
치, 질서, 의무 등을 의미하는 다르마(dharma)와 상통하는 관념으

로 인식되었다.
40
이의 한 실태가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다.

40) 마누 법전에서 타파스는 사실상 도덕적 행위 자체, 즉 다르마와
동의어로 인식되어 있다. 예를 들면, “성스런 지식의 추구는

바라문(司祭)의 타파스, 인민을 보호하는 것은 크샤트리야의 타파스,

일상 사업의 추구는 바이샤의 타파스, 봉사는 슈드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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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마는 타파스라는 말로 치환되고 단식·고행도 다르마라는 말로

표시되어 고행의 결과, 수행자의 내부에 축적되는 신비력도 다르마,

또 분노의 대립 개념도 다르마라는 말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두 말이 문맥을 통해 동일한 것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신비력은 또 마력이 되고, 우주의 창조나 死者의 소생도 그것에 의

해서 가능하게 된다. 그것은 또 사후의 천계 도달을 약속하며 다음 생

에서 탄생할 때의 다른 경사를 보증하고 있으나, 대체로 타파스의 秦

效는 신속한 동시에 집약적이며, 굳이 내세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현세

에서 과보를 받는 것이 특징적이다.
42

위의 설명에 따르면, 타파스 즉 고행은 단적으로 말해서 현세와

내세의 경사를 보장하는 신비력을 축적하는 것이다. 타파스의 신

비력이란 곧 타파스의 본래 의미인 熱이다. 이 열을 다음과 같이

온갖 방면에 적용하는 데서, 마누 법전이 “베다를 계시한 성자
들이 선언하기를, 신들과 인간의 모든 영광은 타파스에 그 근원이

있고, 타파스를 그 중간으로 삼으며, 타파스를 그 종국으로 삼는

다.”
43
라고 천명한 것처럼, 타파스는 신비한 마력으로 인식될 만하

기에 충분하다.

타파스의 변화 형태와 편재 형태는 거의 무한한 듯하다.타파스는

숱한 동적인 형태로 자신을 드러낸다. 즉 태워 버리는 열, 잠복해 있

는 열, 고취하는 열, 밝히는 열, 흥분이 극에 도달한 상태의 열, 부화하

는 열, 원기 왕성한 열, 시샘하는 열, 고통이 낳는 열, 집중하는 열, 헌

신하는 열, 계시하는 열, 황홀경에 빠진 열, 정화하는 열, 속죄하는 열

이다. 타파스는 그러한 과정이자 산물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

따라서 마누 법전이 신들도 타파스의 힘을 비길 데 없는 것이라고 선

언한다고 알리는 것은
44
특별한 것이 아니다.

45

타파스이다.”(Ⅺ.236)라고 한다. Kaelbar, p. 60.

41) 原實, p. 514.

42) 原實, p. 519.

43) Mānava-dś., Ⅺ.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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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와 같은 신비력 또는 마력의 원천으로 인식되는 고행

이 요가와 결부되어 요가의 관념으로 병합되는 사고의 추이를 바

로 법전류의 문헌에서 볼 수 있다. 이 결부는 정화력과 명상력이

라는 두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현존하는 법전 중에서는 성립이 가장 오래된(서기 전 4세기 무렵)

문헌으로 간주되는 아파스탐바 다르마 수트라에서는 “온갖 죄

과들의 제거는 이 세상에서 요가에 기초하여 초래된다. 生類를 불

태우는 여러 죄과를 제거하여 현자는 안온으로 나아간다.”
46
고 한

다. 그리고 15종의 죄과
47
를 나열하고 나서 “이들의 제거는 요가에

의거하여 완성된다.”고 설한다. 이에 의하면, 죄를 범한 자의 정화

에서는 아트만의 인식이 최고의 수단이라고 간주되었으며, 아울러

이를 위한 수단이 요가라고 간주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점

은 후대의 마누 법전이나 야갸발키야 법전에서도 고행과 더
불어 요가가 속죄의 수단이 되었던 것으로 연결되어 간다.

48

한편 바우다야나 법전 및 바시슈타 법전은 모두 “요가에

의해 지혜가 획득된다. 요가는 다르마를 특성으로 삼는다. 모든

덕은 요가에 근거한다. 따라서 사람은 항상 요가를 修習해야 한

다.”
49
라고 말한다. 여기서 요가는 아트만을 인식하는 지혜의 수단

인 동시에 덕을 얻는 수단이다. 덕을 얻기 위해서는 죄과의 정화

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는 고행을 정화의 수단으로 중시하는

다른 법전들과 상통하는 시각이다. 타파스 즉 고행은 속죄의 기본

적인 수단이 되는 만큼, 타파스와 속죄는 실질적으로 동의어가 된

44) Ibid., Ⅺ.245.

45) Kaelbar, p. 147.

46) Āpastamba-ds., Ⅰ.8.11.

47) 분노(krodha), 狂喜(harṣa), 狂暴(roṣa), 탐욕(lobha), 무지(moha),

위선(dambha), 傷害(droha), 헛소리(mṛṣodya), 과식(atyāśa),

비방(parīvāda), 疾視(asūya), 욕정(kāma), 증오(manyu),

무자제(anātmya), 산란심(ayoga).

48) 高木, p. 21 참조.

49) Baudhāyana-dś., Ⅳ.1.26.; Vāsiṣṭha-dś., 25.8. 高木, p.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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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는데, 이의 실례를 마누 법전에서 볼 수 있다.50 예를 들
어, 타파스는 부도덕한 행위로 발생하는 죄악을 제거하거나 파괴

한다고 말한다.
51

고행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산만한 정신을 내부로 집중

해 들어가는 명상법에서 요가의 특징을 찾는다면, 카타 우파니샤
드에서 말하는 ‘아트만에 관한 요가’(adhyātma-yoga)52가 이의 유래
로 간주된다. 그런데 ‘아트만에 관한 요가’라는 술어는 아파스탐
바 다르마 수트라에서도53

발견된다. 이에 비해 호흡 제어, 즉 調

息(prāṇāyāma)과 같은 것은 요가의 구체적인 수행법이다. 이미 브

라마나 문헌에서 이 調息은 베다를 암송하는 제식과 함께 시행되

는 타파스의 한 형태로 간주되었고,
54
법전들은 한결같이 調息을

타파스와 동일시한다.

마누 법전은 사실상 調息이 타파스의 최고 형태라고 선언한다.
55

바시슈타 법전도(25.5) 調息을 통해 머리털과 손톱 끝까지 타파스를

낳기 때문에 조식이 타파스의 최고 형태라고 말한다. 법전에서 조식은

기본적으로 단식처럼 속죄의 한 형태로서 기능한다. ··· 바우다야나
법전은 말하기를, 조식이 타파스의 최고 형태임은 분명하므로 그것은
악이나 죄를 파괴하는 최상의 수단이 된다고 한다(Ⅳ.1.30).

56

요가의 수행 체계와 철학을 정립한 요가 수트라에서 調息은

소위 8支의 수행 체계 중 제4지로서, 삼매를 목표로 하는 본격적

50) Kaelbar, p. 56.

51) Mānava-dś., Ⅺ.102. 이밖에 Ⅳ.107 ; Ⅴ.109 ; Ⅺ.194 ; Ⅺ.28 ; Ⅺ.243 ;

Ⅻ.104 등.

52) “현자는 아트만에 관한 요가를 修習함으로써 신(아트만)을 思念하여

기쁨과 슬픔을 초월한다.”(adhyātmayogādhigamena devaṁ matvā dhīro

harṣaśokau jahāti.) Kaṭha-up., Ⅰ.2.12.

53) Āpastamba-ds., Ⅰ.8.1. 高木, p. 22 참조.

54) Jaiminīya-br., Ⅲ.3.1.; Kauṣītaki-br., 23.5.

55) Mānava-dś., Ⅱ.83 ; Ⅵ.70.

56) Kaelbar,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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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행의 시발이다. 조식에 앞서는 제2지 勸戒는 그러한 수행을

예비 또는 보조하는 성격을 지니는데, 여기에는 ‘자신에 대한 성

찰’(svādhyāya)이 포함되어 있다. 자신에 대한 성찰이 실제로 의미

하는 바는 스스로의 면학이며, 구체적으로는 베다의 암송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그것은 學頌으로 번역된다. 그런데 이 학송도 브라

마나 문헌 이래 調息과 결부되어 타파스의 한 형태로 간주되었다.

법전들에서 학송과 타파스의 결부 관계는 조식과 타파스의 그것

과 동일하다.
57

이상에서 거론한 브라마나와 법전들은 인간의 행위와 儀式을

규제하는 문헌들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체적 제어로부터 출발한

고행이 정신적 제어를 지향하는 요가와 병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파니샤드에 의하면, 이 병합은 저차원의 타파스가 고

차원의 타파스로 나아간 것이다. 고차원의 타파스란 우파니샤드의

아트만 탐구로부터 구체화하기 시작하는 요가를 지칭한다.

주요 우파니샤드에서 그 가치가 낮게 취급되는 저차원의 타파

스는 관습적이고 외적인 祭式과 전통적으로 결부되어 온 고행이

다. 이것이 저차원인 이유는 현세나 내세에서 그것에 상당하는 과

보를 추구한다는 데 있다. 이와는 달리 주요 우파니샤드에서 고양

된 고차원의 타파스는 실재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 즉 명상

과 결부된 고행의 한 형태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아트만 즉 브

라만에 대한 인식과 결부된 명상 위주의 타파스이다. 전자는 비판

의 대상이 되지만, 후자는 비판되는 일이 없이 높게 칭송된다.
58

일반적으로 우파니샤드에서 요가에 대한 인식이 명료하게 드러

나는 예로 간주되는 것
59
들이 여기서 말한 고차원의 타파스에 상

당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우파니샤드에 나타난 이 같은

인식은 결국 고행 관념이 요가 관념으로 代置되어 가는 사정을 반

57) Cf. Ibid., p. 59.

58) Cf. Ibid., p. 85.

59) 대표적인 예로 카타 우파니샤드가 거론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高木, pp. 26 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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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다. 앞서 거론한 브라마나와 법전들은 그러한 추이의 도정이

자 실례이며, 신화상의 추이는 그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고행이 곧

요가를 지시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2. 고행주의의 귀결

요가로서의 고행은 세계의 창조 또는 창조력보다 더 높은 가치

를 추구한다. 그것이 추구하는 것은 우파니샤드의 시각으로 말하

면, 아트만이나 브라만과 같은 절대적 궁극적 원리이며, 인도 철

학의 보편적 개념으로 말하면 해탈이다. 링가(liṅga) 즉 男根으로

상징되며 흔히 ‘요가의 主’(yogeśvara)로 알려져 있는 쉬바 신에 관

한 아래의 신화는 창조력과 결부된 고행주의의 종착을 시사한다.

마하바라타의 이 신화에서 쉬바는 샹카라(Śaṁkara)라는 별명으

로 불리고 있다.

브라마데바는 한때 샹카라에게 창조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샹카

라는 오랜 동안 물 속으로 자신을 감추었다. 그래서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창조가 없었으므로, 브라마데바는 다른 조물주를 창조했고, 이

조물주는 많은 존재들을 생성했다. 굶주림으로 고통받던 이 존재들은

조물주에게 가서 그를 먹으려 했다. 놀란 조물주는 히란야가르바에게

갔는데, 히란야가르바가 그 존재들을 위해 두 종류의 음식을 창조했으

므로, 그들은 잠잠해졌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위대한 신(샹카

라)은 물 속에서 일어나 새로운 존재들이 창조되어 풍요로운 상태에

있음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필요 없으므로 자신의 생식기(링가)를 잘

라 땅에 꽂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문자바트 산의 기슭에서 고행을 하

기 위해 떠났다.
60

이 신화는 링가 숭배가 고행과 결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쉬바

60) Mahābhārata, Sautikaparvan, chap. 7. Bhandarkar,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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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은 애초부터 링가 숭배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출발하였으므

로,
61
링가 숭배와 고행의 결부는 그 역사적 유래를 따지지 않더라

도 쉽게 이해된다. 링가 숭배에서 링가는 생식력의 상징으로서 숭

배의 대상이 된다. 생식력은 모든 것을 낳는 창조력과 동일시되고

이 같은 힘은 특히 고행을 통해 강화된다. 그러므로 링가 숭배와

결부된 쉬바 신은 고행의 으뜸이며, 고행의 으뜸인 쉬바는 링가로

서 상징된다.

위의 신화에서 쉬바가 창조력의 원천인 링가를 버리고 추구하

기 위해 떠난 고행이란 푸라나 문헌 전반에서 요가를 가리킨다.

이 요가는 고차원의 고행이다. 쉬바가 ‘요가의 主’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점에서 힌두교의 링가 신앙은 쉬바를 고행자 즉

‘요가 행자’(yogi)로서 숭배하는 신앙이다. 이 경우의 링가란 단순

한 성기가 아니라, 신화적으로는 창조력의 상징인 동시에 쉬바가

고차원의 고행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거세하여 남긴 요가

행자의 상징인 것이다.

링가의 창조력은 고행을 통해 언제라도 얻을 수 있는 저차원의

부산물이라면, 이보다 높은 가치로서 추구되어야 할 것은 해탈이

며, 이 해탈을 얻기 위한 고행이 요가이다. 바유 푸라나는 요가
의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나서 그 점을 명시하기를 “장애가

없는 최상이며 가장 뛰어난 요가를 달성한 후, 그는 가장 미세한

영역인 해탈의 경지에 든다.”
62
라고 한다.

바유 푸라나에서 쉬바는 자손을 창조하라는 브라마의 명령에

61) 리그 베다에 의하면(Ⅶ.24.5) śiśna(男根)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아리안들의 적으로 간주되었으며, 아리안들은 그들의

종교 의식을 방해하였다. 이는 인도의 토착민들 중에 성기를 숭배하는

어떤 부족이 있었음을 뜻한다. 리그 베다 이래 루드라를 쉬바로
숭배하는 儀式은 바라문 문화가 미치지 않은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과

숲속에서 살던 사람들로부터 몇몇 요소들을 도입했다. 그러므로

루드라·쉬바 신앙은 아리안들이 접촉하게 된 미개 부족들로부터 그 성기

숭배의 요소를 도입하였을 것이다. Cf. Bhandarkar, pp. 163-164.

62) Vāyu-pr., 13.23. Tagare,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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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아내인 사티(Satī)를 명상함으로써 자기와 닮은 자손들을 창

조한다. 이리하여 그는 ‘위대한 신’으로 알려지며, 그는 자신의 요

가에 의해 모든 존재를 능가한다.
63
여기서는 이어서 재생족에 속

하는 자들을 해탈에 도달하게 할 그의 요가를 구성하는 여러 가

지 법들을 제시한다. 이것들의 요지는 調息으로써 신체의 결함을,

總持(집중의 안정된 지속)로써 죄악을, 制感(감관의 통제)으로써 감각적

대상을, 靜慮(선정)로써 사악한 속성을 태워 버려야 한다는 것이

다.
64
이것들은 요가 수트라에서 유명한 8지 요가의 중추를 이루

는 수행법이다.

이상에서 신화상의 고행주의는 요가의 일반화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귀결된 요가의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바유
푸라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시작할 때는 성스런 음절인 ‘옴’(Oṁ)을 발성하고 달이나 태양에게

경례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吉祥坐(결가부좌)의 자세로 앉아야 한다.

두 무릎이 서로 수평이 되게 하든가 한쪽 무릎을 약간 올려야 한다.

편안하면서 확고하게 앉아야 한다. 발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입

은 벌어지지 않게 하고, 눈은 반쯤 감으며, 가슴은 바르게 세워야 한

다. 발뒤꿈치로는 음낭과 성기를 가려야 한다. 머리를 가볍게 세우고

목을 곧바로 펴야 한다. 눈길을 코끝에 고정하여 다른 방향의 어느 곳

도 보아서는 안 된다. 타마스(tamas, 暗質)를 라자스(rajas, 動質)로 감추

고, 라자스를 삿트바(sattva, 純質)로 감싸야 한다. 그리고 나서 삿트바

로 확립된 상태를 유지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요가를 실천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감각 기관 및 그 대상들의 집합체와 다섯 가지 생

기들을 붙들고 나서, 그것들을 제압하는 制感을 시작해야 한다.
65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현대에도 그대로 통용되는 요가 실천의

기본 요령이다. 이처럼 힌두교가 대중 종교로서 정착하는 과정에

63) Ibid., 10.42～62. Tagare, pp. 89-90.

64) Ibid., 10.88. Tagare, p. 93.

65) Ibid., 11.13～18. Tagare,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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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행이라는 관념은 자연스럽게 요가의 전통이라는 큰 범주에

싸여 요가와 동화된다. 이 점에서 요가란 신화를 통해 선양된 고

행주의의 현실적인 계승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행주의의 계승인 요가는 당연히 타파스로 불리는 고행을 내

포한다. 타파스의 특징이 초자연력 또는 초능력을 낳는 데 있다

면, 이것은 요가 수행의 부산물에 속한다. “아무런 소재를 사용하

지 않고 의지만으로 물건을 만들어 내는 요가 행자”를 내세우는

것은 카슈미르 지방에서 유행한 쉬바 신앙의 특징적인 견해에 속

하며,
66 요가 수트라의 제3장 自在品은 숙달된 요가 행자에게 갖

추어진 다양한 초자연력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요가의 궁극도 목적도 아니며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요가 수트
라는 지적한다.67 앞에서 언급했던 구분을 여기에 적용하면, 초자
연력을 낳는 요가는 저차원의 타파스에, 이것을 초월하는 요가는

고차원의 타파스에 상당할 것이다.

여기서는 자세한 논의를 유보하지만, 소위 하타(haṭha) 요가와

라자(rāja) 요가의 구분도 우파니샤드에 표출된 저차원과 고차원의

타파스에 대응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하타 요가의 특징이 신체적

기법과 생리적 기능의 응용에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저차원에 속

한다. 이에 대해 라자 요가는 신체적 기법이 아니라, 정신적 체

험과 그 사상적 해석에 관한 實修라고 이해된다. 즉 “그것은

개개의 실천 체계가 저마다 의거하는 사상에 의해 최고라고

해석되는 정신적 체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實修의 왕자, 최

고의 실수’이다.”
68
라고 한다. 이 점에서 그것은 고차원에 속한

다.

하타 요가를 취급하는 문헌에 의하면, 그것이 결코 신체적 기법

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것을 저

차원으로 간주하는 데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즉 하타 요가

66) 戶田, p. 421.

67) Yoga-sūtra, Ⅲ.37.

68) 遠藤, p.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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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수가 초래하는 최고의 정신적 체험이란 어떤 종류의 황

홀경, 망아경을 가리키며, 그 경지는 ‘인식이 없는’ 것이라는

점에 의거하여 요가 수트라에서 설하는 ‘심작용의 억제’와

공통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기
69
때문이다. 그러나 요가의

정의인 ‘심작용의 억제’는 “미세한 사고마저도 없는 명석한 상

태”
70
를 거쳐 달성된다. 그런데 이 체험이 ‘환희에 의해 몸의

털이 곤두섬’을 거쳐 달성되는 망아경과 동일한 정신적 체험

이기는 어렵다.
71

재론의 여지가 있기는 하더라도 하타 요가와 라자 요가라는

전통적인 구분 자체는 고행주의 전통이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

다는 증거이다. 이를 신화의 전개와 대비해 보면, 전자는 근친

간으로부터 출발하여 고행으로 귀착하는 창조 수단의 추이와

맥을 잇고, 후대의 탄트리즘과 연결된다. 후자는 신화에서 고

행의 귀결로 표현되는 요가로서, 아트만 또는 브라만 추구라

는 초세속적 명상법과 맥을 잇는다. 그리고 이 후자가 윤회의

세계를 초월한 궁극 목표에 도달하는 보편적 수단으로 인정되

어 왔다. 이와 같은 구분을 보완하는 데 유용한 고찰이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즉 요가의 전통에는 마음의 작용을 지멸시

키는 것과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는 두 방향이 있는데,

요가 수트라의 요가는 전자에, 하타 요가 등은 후자에 속한

다
72
고 지적된다.

고행주의는 곧 요가의 전통이기도 하다. 인도의 신화는 이

전통이 확립되는 과정을 반영하면서 창조라는 주제를 매체로

삼아 전통의 대중화를 이끌어 왔다. 이 때문에 신화상의 고행

주의는 한계를 지닌다. 우파니샤드 이래의 철학적 지향인 고

차원보다는 세속적 취향에 부합하는 저차원에 주력하여 고행

69) 같은 책.

70) Yoga-sūtra, Ⅰ.47.

71) 遠藤, p. 958.

72) 立川,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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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이끄는 것이 신화의 한계이다. 하타 요가의 발전과 힌

두 탄트리즘의 전개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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