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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성에 관한 우리의 물음은 언제나 사실적인 면과 가치적인 면

사이의 갈등 때문에 쉽게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성에 있어서 사실적인 면은 바로 생식에 의한 출산과 연관된다.

이것은 모든 생명있는 존재에게 있어서 종의 유지 혹은 번식을

위한 필연적이고 자연적인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생식 또는 출산

을 통한 성은 종족의 유지와 번식이라는 직접적인 필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이같은 성은 긍정적인 면으로서 때때로 인

간이 자신의 죽음이라는 한계성을 벗어나 영원한 창조에 동참하

는 성스러운 행위라고 말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또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특히나 인간에게 있어서 성은

단순한 종족 번식의 수단을 넘어서서 모든 도덕성의 근간을 이루

* 金亨俊 : 중앙대학교 강사.



170 印度哲學 제7집

는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성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원

초적인 쾌락을 제공하는 동시에 모든 고통과 괴로움및 죄악의 씨

앗이 되기도 한다. 물론 이경우 쾌락은 그것이 어떤 것의 댓가로

주어지는가에 따라 각기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

것이 생식에 의한 출산의 댓가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악이

라고 말할 수 없다. 아니 보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선 악의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이 전제된 성적 결합에서 주어지는 (때때로 환희로 표현되기도 하는)

쾌락을 도덕의 문제에 적용시키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악에 대해서 선

이라는 상대적인 의미이다. 하지만 성에서 쾌락이 하나의 과정으

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때 우리는 쾌락의 대상과 방법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덕

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담고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성에 대한

도덕의 문제는 주로 이경우에 나타나며 여기서 성의 부정성은 강

조된다.

하지만 성에서 출산과 쾌락이라는 두가지 요소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숙명적인 끈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성에 있어서 출

산과 쾌락이라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은 우리가 성에 관한 문제

를 다루려고 할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 의식의 주변을 맴돌면서

그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결정하기 힘들게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

의 성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위의 두가지 요소가 명확하게 분

리된 것이 아니라 양자 가운데 어느 편에 대한 관점을 다른 부분

에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에 대한 사실적인 면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조차도 그

것이 필연적으로 맺고 있는 도덕성 때문에 쉽사리 정의내리지 못

한 채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망설임은 점차 우리로 하여금 성을 비밀스러운 신비로

혹은 결코 접근조차해서도 안되는 일종의 금단의 열매처럼 여기

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그같은 인위적인 장벽이 우리가 도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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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욱 성숙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하는데 전적으로 도움이

된 것만은 아니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부채질하도록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성의

본래적인 의미는 더욱 왜곡된 채 인간만이 유일하게 성에 대한

변태라는 갖가지 변형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간만이 성을 도덕의 문제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다른 생물들에게 있

어서 성이란 그들의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이고 유일한 수

단일 뿐이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들의 간교한(?) 지혜로 성으로부

터 그같은 종족 번식의 수단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의

미를 떼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차렸다. 그 결과 인간은 성을

오직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원

래 성에 있어서 환희, 만족, 쾌락이란 자손의 창조를 통한 종족의

유지라는 자연적 노력에 대한 댓가로서만 존재했다. 그러나 그같

은 만족 혹은 쾌락이 단독으로 떨어져 성에 대한 독립적인 가치

로 주어졌을 때 인간은 자연 그에 대한 댓가를 도덕이라는 이름

아래 치루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는 성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출산과 쾌락이라는 두가지 측

면을 적절하게 조화킬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고민에 빠진다. 과

연 우리는 자신의 성적 욕망에 대해 수치심만을 느끼며 그저 금

욕주의적 계율에 따라 행위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수치심

을 느낀다는 자체가 잘못된 일인가? 어쩌면 성에 대한 이같은

딜레마는 인간이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로남을 수 밖에 없는 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

성에 관한 이같은 딜레마는 인도에서도 똑같이 존재한다. 아니

오히려 금욕과 해탈을 삶의 최상의 목표로 간주하는 인도적 사색

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같은 딜레마는 그 어느 곳에서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도에

서는 성을 종교적 의미로 승화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

력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하바라타에서는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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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있어서 생리가 시작된다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완전한 성생

활이 가능하다는 사실 뿐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신이 성을 피할

수 없는 의무로 명령했다’고 말함으로써 성과 종교의 양립가능성

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과연 인도에서 성에 대한 부정적 의식과 긍정적 의식

은 어떻게 조화되어 종교적 단계로 승화해 갔는가?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주로 신화상에 드러난 내용을 중심으로 성과 종교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개략적으로 살펴 보고

자 한다.

II. 인도 종교의 다양성의 원인

인도의 종교와 사상은 거대한 국토와 다양한 인종만큼 복잡하

고 다양하다. 우리가 인도의 사상적 특성을 ‘다양성 속의 통일성’

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의 사상은 크게 기원전 1500년경 인도에 이주를 시작한 아리아인

의 문화(베다 그중에서도 주로 초기 베다 문화 혹은 브라흐마니즘)와 모헨

조다로와 하랍빠 유적으로 드러난 선주민의 인더스 문명(비베다문

화 또는 뒤에 슈라마니즘의 근원이 되는 금욕, 고행주의 문화)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유목민족적 문화와 농경민족적 문화로 대별되는 이

들 두가지 문화는 서로의 이질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유목민이

었던 아리아인들이 점차 농업을 중심으로 정착민족화 되면서 서

로의 적대적인 관계를 벗어나 상호보완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

한다. 우빠니샤드는 브라흐마나스 시대에 이미 싹트기 시작한 이

러한 상호보완성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에 등장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희생제(asvamedha)를 명상의 수단으

로 대체한 것
1
이나 보름달을 전후로 비유한 신의 길(devayana)을



인도 종교에 있어서 性과 종교의 상관 관계/ 김형준 173

통한 해탈의 세계(devaloka)와 조상의 길(Pitryana)을 통한 윤회의

세계(pitrloka)라는 사후영혼의 행로와 세계
2
에서 그같은 상호보완

적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상호 보완성이 아무런 마찰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맨처음 인도 북서부에 정착한 아리아인들은 철기문

명의 도움으로 선주민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이 점차 동쪽으로 진출하여 토지를 개간하고 농경민족로 정

착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유목

적인 종교문화의 관습대신 농경적 사유체계인 선주민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외에도 유목민족시절 이동등

의 편리함을 위하여 가족 중심 또는 부족화등으로 소규모의 집단

체제를 갖추고 있던 아리아인의 사회구조가 그들이 정착민족화

되고 또한 선주민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점차로 하나의 거대한

통일 왕국을 지양하게 되었다. 많은 도시국가들이 하나의 거대한

세력속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주

어졌다.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은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고통으로 이어지

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의 주된 담당자인 무사계급과 물자를 공

급하는 상인계급의 급성장을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무사계급은

자연스럽게 지배계급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제사와 지배권을 함께 거머쥘 수

있는 제정일치의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브라흐만 사제계급의

집요한 방해를 물리쳐야만 했다. 자신들이 정치적 지배권을 확보

하기 위해서 브라흐만 사제들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필요를 느꼈

던 끄샤뜨리야 계급은 당시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보호를 절실히

필요로 했던 상인계급의 도움을 받아 결국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이르렀다.

1) Brhadaranyaka Upaniṣad, I.1.1-2, 참조.
2) Brhadaranyaka Upaniṣad, I.5.16, III.1.8, Chandogya Upaniṣad,

VIII.2.1-1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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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끄샤뜨리야 계급은 종래의 브라흐마니즘이 가지고

있던 제식 중심의 종교와 사상 대신 당시의 민중들의 고통을 수

용할 수 있는 슈라마니즘
3
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일반 민중

들의 지지를 얻는 한편 브라흐만 사제계급의 정치적 지배권을 완

전 배제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우빠니샤드에서는 끄샤뜨리야 계

급의 왕들이 ‘이 지식은 그대 이전에 어떠한 브라흐만들에게도

전해진 적이 없으며 오직 끄샤뜨리야계급에게만 속했던 것’
4
이라

는 말과 함께 가르침을 펴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아마도 이러

한 정치적 지배권에 대한 양 계급의 다툼은 이후 인도 최초의 통

일 왕조를 이룩한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까왕의 불교귀의에서 가

장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정치적 지배권을 상실

한 브라흐만 사제들은 과감하게 슈라마니즘적인 요소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종교 사상적 문제점을 개혁함으로써 굽타 왕조 이후 정

치 사회 전반에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인도 종교로서의 힌두이즘은 비록 브라흐마니즘을 계승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 슈라마니즘으로 대표되는 비브흐마

니즘적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게 된다. 아울러 굽타 왕조이후 인도

가 이슬람 세력의 영향하에 들어가면서 힌두이즘은 인도 정통의

3) 슈라마니즘은 주로 아리아인 이전의 선주민의 종교과 사상이 이 시대에

다시 세력을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정확한 의미에서 당시의

슈라마니즘이 금욕주의적이고 고행주의적인 선주민의 사상을 그대로

재현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그같은

전통의 계승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짜르바까로 대표되는 사상가들은 그것을

거부한 경우이며 불교는 전통적 슈라마니즘의 개혁적인 형태라고 간주해

볼 수 있다.

4) Brhadaranyaka Upaniṣad, VI.2.8, Chandogya Upaniṣad, V.3.7등.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Deussen은 The Philosophy of The Upanishads,

18-22쪽에서 우빠니샤드의 저자가 끄샤뜨리야 계급임을 주장하는 한편

R.D. Ranade와 Radhakrishnan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도 학자들은 그것이

브라흐만계급의 작품임을 주장한다. 하지만 본논문에서는 이같은 주장의

진위를 떠나 위의 언급들이 끄샤뜨리야 계급의 정치적 지배권이 보다

강화된 사회적인 문제로만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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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뿐 아니라 이질적인 종교와 사상의 요소들 또한 포함하는 그

야말로 다양성속에 통일이라는 독특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러

한 특성을 가진 힌두이즘이라는 인도의 독특한 종교는 몇차례의

역사적인 역경을 헤치고 오늘날까지도 인도를 비롯한 몇몇 아시

아 지역의 전통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III. 창조와 성

고대 인도에서부터 이처럼 서로 이질적인 문화와 사상간의 상

호 충돌과 보완의 과정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그 영향은 자연

성에 관한 부분에도 이어진다. 그리하여 인도의 사상은 한편으로

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다른 한편에서는 성에 대한 극단적 쾌락

주의라는 양자가 때로는 대립된 형태로 때로는 절충된 형태로 다

양하게 전개된다. 그렇다면 과연 인도에서의 성의 관념에 대한 추

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할까? 아마도 그것은 인도인

의 창조관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인도의 베다속

에는 출산에 의한 생식창조설, 뿌루샤(Purusa)의 자기 해체적 창조

설, 황금알(Hiranyagarbha)에 의한 분화창조설등 여러가지 형태의

창조설이 나타난다. 이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있는 창조설을 찾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출산에 의한

생식창조설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 결합을 전제로 하는 생식창조설은 아마도

인류가 인간을 포함한 우주전체의 시원에 관한 물음을 묻는 과정

에서 최초로 주어진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구체

적인 성적 결합을 전제로 하는 생식창조설에서 남성은 앞으로 태

어날 존재를 결정하는 씨앗(bija)을 가진 존재으로 그리고 여성은

그같은 씨앗을 받아들여 보존하고 길러 밖으로 내어놓는 힘(sak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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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된다.
5
이 경우 씨앗을 가진 남성과 그것을 담아 길러 세

상밖으로 내놓는 힘으로써의 여성의 지위고하의 문제는 당시의

사회적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땅을 상징하

는 여성신에 대한 신앙이 강하거나 모계사회인 경우에는 출산이

라는 여성적 원리가 그렇지 않고 남성신이 중심이 되거나 부계사

회적인 토대속에서는 남성성기로 상징되는 남성적 원리가 더 우

세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어찌되었든 생식창조설의 모티브자체가 남성과 여성의 성적 결

합이라는 경험적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우선적으로 구체적인 성적 결합의 내

용을 상징화한 형태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같은 종

교형태는 성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가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

았던 초기의 한 종교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인도에서는 생식창조설

에서 드러나는 창조력을 나타내는데 주로 샥띠(sakti)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바로 여성적인 힘 그 중에서도 특히나 출산력을

의미하며 후에 신화상에서는 여신의 형태로 드러나면서 예를 들

면 빠르와띠(Parvati)와 사라스와띠(Sarasvati)는 각각 쉬바신과 브

라흐마신의 부인들로서 샥띠라고 불린다.
6
이처럼 창조력으로서

샥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인도의 생식창조설은 주로 대

지의 여신을 숭배하는 종교형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대지의 여신에 대한 신앙에서 비

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출

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남성의 성을 필요로 함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생명체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진 자로서의 남성적인 힘

5) 이같은 사실을 기초로 ‘아버지가 나를 낳고 어머니가 나를 기른다’고

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발생한다. 또한 이후 가부장적 사고의 토대속에서

여성은 어릴 때는 아버지, 커서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의 소유로 간주된다.

이같은 관점은 그 의미의 해석여하에 따라 중국적인 사유와도 상당히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6) Jhon Garret, A Classical Dictionary of India, Karan Publications, Delhi,

1987, 539-4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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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에 쉬바의 남근(linga) 숭배로 나타난다.
7
하지만 여기서 주의

할 점은 비록 쉬바신을 상징하는 링가 숭배가 대지의 여신에 대

한 숭배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다 구

체적인 창조력으로서의 여성적 출산의 원리가 강조되었다는 것일

뿐 출산자체가 남성과 여성의 성적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는 한

비록 그것이 쉬바신의 상징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근숭배는 당연

히 그와 공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창

조의 힘으로서의 토대를 여성적 원리인 출산으로 보느냐 아니면

남성적 원리인 남근으로 보느냐의 관점일 뿐이다.
8

남성과 여성의 성적 결합을 상징하는 생식창조설의 설명 조건

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각기 독립된 두 개체를 전제함으로써만 가

능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식창조설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창조의 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

일 뿐이다. 만일 남성과 여성의 독립된 두 개체를 창조의 시원으

로 인정한다면 태초에 남성과 여성의 두 신들이 존재했다고 말해

야만 한다. 하지만 그것은 창조주 또는 근원자를 일자로 파악하려

는 우리의 일상적인 종교감정에 위배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독립된 두 개체이전에 일자로서의 어떤 존재가 있

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태초의 일자로서의 창조주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지녔을까? 이에 대해 인도신화에서는 (여기서는 신으로 지

7) 여기서 쉬바의 남근(linga)에 대한 숭배를 후기로 표현한 것은 인도신화

전반에서 볼 때 쉬바는 최초의 요가 수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신화속에서 쉬바신이 자신의 부인과의 짙은 애정의

행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띠나 빠르와띠가 쉬바신의

부인이 되는 과정에서 쉬바가 자신의 고행을 비록 악마들로 부터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행자로서의 태도를 버리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로부터 추론한 것이다(김

형준엮음, 이야기 인도신화, 청아출판사, 1994, 223-246쪽 쉬바신에 관한

부분을 참조할 것). 이에 관한 문제는 본 논문의 후반부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이다.

8) 여기서 여성적 원리는 주로 여성의 성기보다는 자궁으로 반면 남성적

원리는 생명의 씨앗이 분출되는 남근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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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되는) 남성과 여성이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개체가 되기 이전의

일자로서의 존재를 바로 남녀양성이 동시에 구비된 형상으로 그

려낸다. 이 양성적 존재로서의 일자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은 한

신에 반은 여성 그리고 나머지 반은 남성의 형태라는 다소 기괴

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같은 형상이 경험적으로 부당하

다고 느껴지면서 그것은 남신과 여신이 서로 껴앉고 있는 상으로

바뀌어 후대의 딴뜨리즘에서 널리 통용된다.

한편으로 이 양성적 존재로서의 일자는 바로 태초의 혼돈(Chao

s)상태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같은 양성적 존재의

모습은 인도만이 아닌 고대인들의 전형적인 사유형태인 것처럼

보여진다.
9
그에 대한 예로서 우리는 그리스의 신화속에서도 양성

적 존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플라톤(Platon)의 대화편 가운데

하나인 심포지움(Symposium)의 주제는 참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

가이다. 그에 관해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아리스토파

네스(Aristophanes)는 최초의 인간은 남성과 여성의 두 성이 하나의

성으로 합쳐져 있는 양성적(androgynous) 존재라고 말한다. 이 양

성적 존재가 신들에게 도전한 죄의 결과로 인간은 둘로 나뉘게

되고 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 가운데 어느 한가지의 성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양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이처

럼 두개의 독립된 성으로 분리된 이후 그들이 다시 하나로 합치

려는 과정에서 에로스적인 즉 성적인 사랑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10

9) O'Flaherty, Sexual Metaphors and Animal Symbols in Indian

Mythology, 김 형준옮김, 인도인의 성, 예문서원, 1994, 347-412쪽을

참조할 것. 여기서 혼돈으로서의 카오스는 무질서와 방종의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다만 남녀 양성의 독립적인 분리를 통해 양자의 뚜렷한 구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할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글자 그대로

의미의 혼돈은 구별에 대한 상대적 용어에 불과할 뿐이며 그런 의미에서

카오스는 그같은 상대적 구별이 나타나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10) Dialogues of Plato, Jowett 영역, Washington Square Press, New

York, 1971, 25판, 188-193쪽 참조. 물론 여기서는 양성적 존재를 최초의

인간으로 본다는 점에서 인도와는 약간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 양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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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인도의 우빠니샤드에서는 최초의 양성적 존재가 남

녀 각각의 성으로 분리를 거친 후 그들의 성적 결합으로 세계가

창조되는 형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태초에 이세계에는 오직 아뜨만(Atman)만이 인간의 형태로 존재

했다. 어느 날 그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신이외에 아무 것도 존재하

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았다....그는 두려움을 느꼈다....진실로 그에게

는 어떠한 기쁨도 없었다....그는 (혼자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또한 기

쁨을 얻기 위하여) 짝을 갈망했다. 그는 남녀가 꼭 껴앉고 있는 크기만

큼 커졌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둘로 나누었다. 이로부터 남편과 아내

가 나타났다. 그때문에 야즈냐발꺄(Yajnavalka)가 말했듯이 이 신체는

자신의 반쪽이며 나머지 빈공간은 부인에 의해 채워진다. ··· 그는 (아

내인) 그녀와 결합했다. 이로 인해 인류가 탄생했다. 그러나 그녀는 다

음과 같이 생각했다. ‘어떻게 나를 자신으로부터 만든 그가 나와 결합

할 수 있을까?’ ‘(이를 피하기 위하여) 나자신을 숨기도록 하자.’ 그녀

는 암소가 되었다. 그러자 그는 숫소가 되어 그녀와 결합하면서 소가

탄생했다. 그녀가 다시 암말로 변하자 그는 수말이 되었고, 계속해서

그녀가....이렇게 하여 그는 아래로 개미에 이르기까지 한쌍으로 존재

하는 모든 존재를 만들었다.”
11

위의 예는 제일 먼저 일자로서의 아뜨만이 혼자라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이외의 대상을 필요로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를 남성과 여성이라는 각기 독립된 존재로 분화시켰다고 설명한

다. 아마도 일상적 경험에서 추론한 듯한 혼자라는 것에 대한 두

려움이 발생하기 이전의 아뜨만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의 구별

을 갖지 않는 무구별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일단 두려움이 생기고

존재의 분리로부터 에로스적(성적)인 사랑이 나타났다는 설명에 뒤에

나타나는 디오티마의 ‘생식은 낡은 것(아버지)이 자기와 같은 다른 새

것(자식)을 뒤에 남겨두는 한 형태로서 죽는 존재에게는 생식이 일종의

영원한 것 즉 죽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첨가한다면 인도의

생식창조설과 거의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11) Brhadaranyaka Upaniṣad, I.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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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그것을 피하려는 노력에서 아뜨만은 스스로를 남녀 양성의

존재로 드러낸다. 아뜨만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태초의 상태에서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무(無)에서는 절대로 유(有)가 나올 수 없다는 관점속에서 아

뜨만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연 유일하게 있는 것인 자신

으로부터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밖으로 내놓아야만 한다.

그리하여 남녀 양성적 존재인 아뜨만이 자신속에서 여성을 밖으

로 내놓음으로써 자신은 남성적 존재로 확정된다. 이 과정을 거쳐

최초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독립적 존재가 탄생함으로써 성적 결

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이로 인해 세계의 창조

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남성과 여성의 성적 결합에는 중

대한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

를 창조하는 과정으로서의 성적 결합이 바로 근친상간이라는 도

덕적인 문제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위의 예에서는 최

초의 존재 아뜨만이 혼자라는 두려움을 벗어나고 기쁨을 얻기 위

하여 자신을 남녀가 합쳐진 크기로 만든 후 단순히 남성과 여성

으로 나누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후에 여신이 회의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최초의 남녀 양성적 존재가 자신속에서 여신을 밖

으로 내놓았음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자연히 남녀양성적인 최초

의 존재는 남성이 되었고 둘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같은 사실은 이 예의 원형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리그베다

나 다른 후기 신화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 리그베다에서는

창조의 설명이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에게 씨앗을 뿌리고 신은

자신의 딸속에서 욕망을 만족시켰다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생식창조설은 아직 인간의 도덕적 의식이 발

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세계창조에 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성이 출산과 쾌락이라는 양면으로 분

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성은

오직 출산의 의미와 직결되며 또한 그것은 그대로 창조적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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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한다.
12

IV. 성과 도덕의식

앞장의 예에서도 드러났듯이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진 출산에 의

한 생식창조설은 근본적으로 도덕적 물음을 야기하지 않을 수 없

다. ‘어떻게 나를 자신으로부터 만든 아버지가 나와 결합할 수 있

을까?’라는 여신의 회의는 바로 그같은 도덕적 의식의 발현을 뜻

한다. 왜냐하면 남녀 양성의 최초 존재가 자신속에 있는 여성적

요소를 끄집어 내어 여신을 만들냄으로써 자신은 남성화되었다고

했을 때 둘사이는 자연스럽게 부녀간의 관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예는 그같은 회의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

체가 근본적으로 근친상간에 의해 창조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이 가능했던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

이 성이 그대로 창조의 행위와 일치하는 신성한 것이었기 때문이

다.

하지만 만일 창조주가 이처럼 근친상간에 의해 만물을 창조했

다고 전제하는 한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그로 인해 창조된 모든 존재는 근본적으로 근친상간이라는 도덕

적 죄악의 결과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도덕적

죄악은 오히려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자체의 문제가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일 이처럼 도덕의 주재자로서의

신과 도덕적 판단의 대상으로서의 인간의 위치가 역전되어 버린

다면 과연 어떻게 신이 그의 피조물들의 도덕적인 문제를 판결할

12) 신화에 따라서는 남신을 하늘, 해등으로 반면 여신은 땅, 달등으로

표현함으로써 도덕적인 문제를 피하기도 한다.



182 印度哲學 제7집

수 있겠는가?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러한 신이 우

리의 종교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처럼 신의 도덕적 주재자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궁극

적으로 신이 자신속에서 여성을 끄집어 내어 결합을 꾀하는 한

쉽게 해결하기 힘든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같은 결합을 피하기

위해 아이따레야 브라흐마나(Aitareya Brahmana)에서는 다음과 같

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쁘라자빠띠(Prajapati)가 어느 날 자신의 딸에게 접근했다. ··· 이를

본 다른 신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지금 쁘라자빠띠는 해서는 안될

일을 하려하고 있다’....신들은 그를 벌할 수 있는 존재를 원했다.··· [이

리하여 그들은 루드라(Rudra)라는 신을 만든 뒤 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

했다] ‘쁘라자빠띠는 지금 해서는 안될 일을 하려한다. 그를 쏘아라’.

··· (이리하여 활을 맞은 쁘라자빠띠는 자신의 씨앗
13
을 흘리고 그것은 땅

에 흘러 호수가 되었다. 신들이 그것을 불로 보호하려 하였지만 결국은 흘

러 생명체들이 창조되었다).”
14

여기서는 쁘라자빠띠의 여신과의 결합이 근친상간이라는 도덕

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의식되면서 나름대로 루드

라를 통한 응징과 그로 인한 창조의 또다른 관점이 이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겉으로는 창조가 성적 결합이 아닌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씨앗이 떨어진 땅이 또한 여성(대

지의 여신)을 뜻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다만 구체적이

아닌 상징화의 형태로 변한 것뿐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외에도 우빠니샤드에서는 최초의 존재가 고행과 희생

13) 이때의 씨앗이 정확하게 남성의 정액을 상징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전후 문맥으로 보아 그것을 피라고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 같다.

고대인들이 남성의 정액, 피, 그리고 호흡을 동일한 생명의 원천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에서 비추어 본다면 씨앗이 피로 해석되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후기 인도의 신화나 브라흐마나 제식주의에서는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남성의 씨앗(정액)이 소마 또는 우유로 대치된다.

14) W.D. O'Flaherty, Hindu Myths, Penguin Books, 1980,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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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통해 스스로 자기를 헤체함으로써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설

명하기도 하며
15
다른 한편으로는 무에 의한 창조가 언급되기도

한다.
16
하지만 이가운데 무에 의한 창조는 정통 인도사상속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해석에 속하며
17
특히나 후기 아드바이따 베

단따의 샹까라(Sankara)에 의하면 이때의 무는 존재적인 의미가 아

니라 바로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음에서 비롯된 인식상의 문제라

고 주장함으로써
18
무에 의한 창조에 분명하게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다.

이처럼 그 해결책이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인도사상과 신화전

반에서 흐르고 있는 신의 창조력은 여전히 유로부터의 창조설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황이 그와 같은 한 초기의

생식창조설에서 비롯된 성에 의한 출산력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단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19
특히나 이러한 특성은

15) Brhadaranyaka Upaniṣad, I.2.1-7 참조. 또한 황금의 알로 알려진

히란야가르바(Hiranyagarbha)의 분리로부터 세게가 창조되었다는

설명도 나타난다.

16) Chandogya Upaniṣad, III.19.1, Taittiriya Upaniṣad, II.7.

“태초에 진실로 이세계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없음(無)으로부터 있음(有)이 생성되었다.

이 있음이 스스로를 자아(Atman)로 만들었다.

이때문에 자아는 잘 만들어진 자(su-krta)라고 불린다.”

17) Chandogya Upaniṣad, VI.2.1-4 참조: 여기서 웃달라카는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존재론적 물음을 제기하면서 모든

존재자들이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이론을 반박하고 있다.

18) 이처럼 모든 생식창조설이 근본적 실재(有)인 브라흐만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이론은 후에 샹까라의 아드바이따 베단따철학에서는

실질적 창조개념을 부인하는 대신 가현설(Vivartavada)이라는 이론으로

변형된다.

19) 샹까라는 가현설을 제시함으로써 실제의 창조적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는 모든 창조를 포함한 모든 운동과

변화를 존재론적 문제가 아닌 단지 인식론적인 틀안에서 해석함으로써

이같은 난점을 해결하려 하였지만 그것은 철학적 해결책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바로 인도의 종교적 신화적 해결책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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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딴뜨리즘(Tantrism)에서 그 구

체적인 모습이 여러가지 형태로 재현된다.
20
그렇다면 그같은 조건

하에서 인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방법은 과연 무엇

이었을까? 아마도 궁극적으로 그것은 성을 출산을 통한 종족의

유지라는 사실적 혹은 존재적인 측면과 연결시켜 그것을 신의 창

조력과 비교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물론 위의 예에서 나타나는 도

덕 의식은 명백하게 성을 출산과 쾌락의 양자로 분리한 상황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거기서 드러나는 모습은 성의 분리

가 아니라 가족 관계의 의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같은 상황하에

서는 성이 여전히 창조의 상징으로 존속한다고 추정해도 무리가

없다. 실제로 아이따레야 브라흐마나의 설명은 그러한 추정을 가

능하게 만든다.

하지만 한걸음 더나아가 사회와 인간 의식의 발전을 통해 성의

출산과 쾌락이라는 양면성이 분리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미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성에는 출산이라는 사실적 측면이외에

쾌락과 만족이라는 가치적 측면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인도에

서는 이경우 성의 사실적 측면 다시 말해서 출산력 또는 창조력

을 샥띠(sakti)로 반면에 쾌락과 만족이라는 가치적 측면을 나타내

는 용어로는 까마(kama)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21
이 가운데

성의 가치적 측면은 인간이 성의 양면성을 분리하기 시작하고 또

한 그것이 금욕주의적 또는 고행주의적 관념과 맞물리면서 상당

히 부정적인 성향을 띄게된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에 있어

서의 샥띠와 까마의 두측면은 원래의 상태에서는 미분화된 하나

20) Sri K.S. Behera, Tantric Cult in Eastern India, ed. by D.C. Sircar,

Religious Life in Ancient India, University of Calcutta, 1972, 112쪽

참조.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딴뜨리즘은 밀교라 지칭되는 불교만의

딴뜨리즘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힌두이즘으로서의 딴뜨리즘을

의미한다.

21) 까마는 그리스 신화의 에로스와 동일한 성적인 사랑의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이처럼 샥띠와 까마를 구별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면에서는 그리스의 아가페와 에로스의 구별과도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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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미분화된 상태라는 것은 출산을 전

제로 한 성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쾌락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시 말해서 출산이 전제된 행위는 도덕적 판단의 대상

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성한 일이기조차 하다.
22
인

도적(주로 딴뜨리즘적) 사고에 의하면 출산은 세상의 온갖 고통(duhk

ha)을 야기하는 단순한 개인적 욕망이 아니라 일종의 신성한 사랑

인 동시에 신을 향한 의무 법칙인 다르마(dharma)이다.

하지만 성이 쾌락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것은 오직 개인

적 욕망이 될뿐이며 따라서 엄격한 도덕적 제약을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본다면 성의 양면성에 대한 분리는 출산이 아니라 쾌락만

이 목적인 경우에 발생하며 그것은 인간 자신의 개인적 욕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분리의식은 곧바로

다음과 같은 주술적 방법을 형성시킨다.

“여인을 갈망하면서도 그녀가 임신하기를 바라지 않는 남성은 그녀

와 성적 결합을 하고 입과 입을 포갠 뒤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힘과 정액을 가지고 나는 너로부터

정액을 교화시킨다.’ 그러면 그녀에게서 정액(속에 들어 있는 생명을

창조하는 씨앗)이 없어지게 된다.”
23

성의 양면성을 이같이 분리함으로써 도덕적인 문제는 인도인에

게 더욱 심각한 형태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이 경우 실제로 까마

는 선과 악이라는 두가지 가치적 측면을 동시에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까마는 출산이라는 샥띠뿐 아니라 단순한

쾌락만을 전제로 한 경우에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

22) 이같은 사실은 희랍적 사유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플라톤의 대화편

가운데 심포지움에서 디오티마는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출산 또는 생식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며 신성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임신과 출산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생명체속에 들어 있는

불멸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Dialogue of Plato, 211쪽)

23) Brhadaranyaka Upaniṣad, VI.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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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때문에 인도적 사유속에서는 까마가 단순히 개인적 욕망만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도덕적 제약을 받아야만 하며 만일 그

렇지 않고 인간의 의무로서의 출산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대

로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뿐만 아니라 인도 종교에 있어서

성의 긍정에 대한 강도 역시 까마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

느냐에 의해서 구별된다.

이 외에도 성으로 인해 야기된 이같은 도덕적인 문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이 선과 악적인 요소의 근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존재적인 문제로 발전한다. 그 가운데서도 인도

적 관점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선과 악의 요소를 동시에 구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신과 악마에 관한 한 인도신화에서 원래 그

들은 형제로 나온다. 하지만 그들이 비록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전

혀 상반된 성격을 갖추게된 이유에 대해 신화에서는 그들이 아버

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같은 신화적 설명속에는 이미 신으로 상징되는 선과 악마로 상

징되는 악이 바로 여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경

우 선과 악은 여성의 신체 가운데 가슴과 성기로 각각 대비된다.

이 가운데 특히 선의 상징으로서 가슴은 바로 가슴에서 나오는

모유와 직결된다.

그렇다면 이경우 남성은 과연 선한 존재인가 아니면 악의 본성

을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 뚜렷한 대답은 없지만 남성의 씨앗

이 생명력의 근원이라는 의식을 통해 은연중의 선 또는 선악을

초월한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은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우리가 선

하거나 악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성에 의해서라는 결론을 유도

한다. 물론 이처럼 여성에게 선과 악이 동시에 구비되어 있다는

관점은 뚜렷하게 남성중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는 없다.
24
그리고 이같은 관념은 한편으로는 금욕주의 사상과 맞

24) 아리안적 사유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리그베다에는 여신에 관한

언급이 매우 적으며 그나마도 그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리안이전의 선주민들의 종교형태속에는 대지의 여신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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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면서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의 형태를 띄기도 한다.
25
그

때문에 마하바라따에서는 비슈마가 유디슈티라에게 브라흐마신이

사악한 여인을 창조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는 도중 여성보다 더

사악한 것은 없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또다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부

정은 성 특히나 그가운데서도 쾌락적인 관점의 성(kama로서의 성)

을 모든 악의 근원으로 보려는 금욕주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다. 인도의 신화집이라고 할 수 있는 뿌라나(Purana)에서는 이같은

악한 의미로서의 성적인 상징을 ‘성기에 이빨을 가진 여신’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여성(혹은 악마)는 에로틱한 여인으로 성행위를

통해 모든 생명의 원천인 남성의 씨앗을 갈취하여 결국에는 그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악마의 모습을 지닌다.
26
그리고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장 사악한 형태는 선의 요소로 간주되는 여성

의 가슴에서조차 모유대신 독이 나오는 악마 뿌따나(Putana)의 경

우를 들 수 있다.
27

이처럼 여성이 선과 악을 동시에 구비한 존재로 간주되면서 쾌

락적인 여인과 어머니로서의 여인이 각각 악과 선의 상징으로 등

장한다. 그러나 이처럼 여성의 신체를 통한 선과 악의 비유는 곧

바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많은 여신들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그리고 후에 뿌라나 시대에

들어가면 그리고 인도 동북부의 비하르나 벵갈지역에서 오늘 날에도

숭배되는 깔리(두르가)여신에 관한 종교의식등을 살펴보면 이같은

남성중심적 사고는 아마도 아리안적 관념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실제로 리그베다(X.95.15)에 나타나는 여신 우르와시(Urvasi)는 스스로

‘여성이 하이에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함으로써 남성남성월적

사고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5) 여성이 악의 기원이라는 인도적인 관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W.D. O'Flaherty, The Origins of Evil in Hindu Mythology, Motilal

Banarsidass, 1988, 27-29쪽을 참조할 것.

26) W.D. O'Flaherty, 김형준 옮김, 인도인의 성, 358, 408쪽 참조.

27) 뿌따나는 어린 끄리슈나를 해치기 위해 독이 든 자신의 젖을 먹이다가

도리어 끄리슈나에게 죽임을 당하는 악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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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대상으로서의 쾌락적인 여인이 악하고 어머니가 선하다고

하자. 그 경우 선의 상징으로서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만 하는가? 다시 말해서 선의 상징으로서의 모유가

여성의 가슴에서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성적인 결합없이 과연 어

떠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결국 선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혹은 모유를 분비하기 위해서 악으로 간주된 성을 반드시 필요하

지 않은가? 이처럼 성에서 비롯된 도덕적 의식의 딜레마를 해결

하려는 노력은 또다른 면에서 인도인들로 하여금 성을 종교적인

단계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V. 종교적 대상으로서의 성

위에서 언급했던 쾌락적인 여인과 자비로운 어머니는 바로 성

적 쾌락과 출산의 상징이다. 이경우 악의 상징이 출산을 배제한

채 오직 감각적 쾌락만을 목적으로 하는 성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해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서의 출산을 위해서

성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앞 장에서 우리는 성의 사실적 측면 즉 출산으로

서 성에서 나타나는 만족은 그것이 쾌락이 아닌 신성한 사랑 또

는 환희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출산을 전제로한 모든 성

은 아무런 제약없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만일 그것

이 허용된다면 더욱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는

가? 인도인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결혼을 제시한다.
28
다시 말해서 결혼은 까마로서의 성이 선으로

28) 물론 인도신화에 의하면 남신 혹은 여신의 단독 출산에 관한 구절과 신

자신이 상황에 따라서 남성 또는 여성의 형태를 취하는 성의 교환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위의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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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 된다. 그렇다면 결혼에서의

부부간의 모든 성행위는 아무런 전제없이 인정된다는 것인가? 이

에 대한 인도적 관점에서의 대답은 ‘아니다’이다. 비록 결혼이 성

을 선으로 지향하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서

성이 무제한적으로 향유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의 성

은 엄격히 출산을 위한 수단으로 제한된다.
29

인도에서는 여성의 출산이 가능한 기간을 리뚜(rtu)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여성의 생리’ 또는 ‘지정된 때’를 의미하는 리뚜는 그

렇기 때문에 생에 있어서 권리이고 의무로 간주된다.
30
다시 말해

서 그것은 사회적 권리인 동시에 신을 향한 의무이다. 뿐만 아니

라 여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리뚜이다. 여성

은 리뚜와 더불어 사랑을 시작하며 그와 더불어 사랑이 끝난다.

여성의 사랑은 언제나 리뚜가 중심점을 이룬다.
31
그렇기 때문에

리뚜의 기간에는 여성조차도 남편에 대해 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귄리를 갖고 있으며 만일 이 기간중 남편이 그것을 거절하면 브

라흐만을 살해한 죄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32

이처럼 성이 비록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지라도 결혼이라

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수단으로 인정되면서 힌두이즘은 가정

생활기(garhasthya)를 포함한 생의 네단계와 함께 아르타(artha:재

물), 까마(kama:성적인 사랑), 다르마(dharma:법), 모끄샤(moksa:해탈)가

인생의 네가지 덕목으로 정립한다.
33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29) 아마도 결혼에서조차 성의 제한은 금욕주의와의 절충과정에서 생겨난

결과라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30) Johann Jakob Meyer, Sexual Life in Ancient India Vols 2, 김형준

옮김, 인도의 성풍속 I, 산수야, 1995, 285쪽참조: 리뚜는 주로 여성의

생리기간 그중에서도 특히 생리가 끝난 후 넷째날을 의미한다. 인도인의

관점에서 그 때는 임신하기에 가장 적절한 날이다.

31) 위의 책, 같은 쪽 참조

32) 위의 책, 285-297쪽 참조.

33) 까마수뜨라(Kama-sutra, I.2)에서는 까마가 아르타와 함께

가정생활기까지의 삶에서 허용된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궁극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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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리뚜를 통해 허락된 성은 그자체로 신의 창조력과 일치

하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단순한 쾌락이 아닌 신성

한 의무로 여겨야만 한다. 리뚜를 통한 성의 의무는 위로는 조상

숭배의 의무
34
를 그리고 아래로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영속적으로

이어가는 신성한 의무이다.
35
리뚜에서의 성이란 그자체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생식창조설에서 야기된 신의 창조력과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간주되는 성은

결코 그자체 도덕적 물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신

의 창조력과 연관되면서 종교적 대상으로 승화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이같은 관점은 남성의 씨앗을 통한 여성의 출산이 여성

의 선을 가슴의 모유로 비유한 사실과 연관되면서 어머니에 대한

종교적 승화로 나아간다. 어머니로서의 여성에 대한 이같은 승화

는 북동인도를 중심으로 발전한 쉬바의 여신 두르가(Durga) 또는

깔리(Kali)에 대한 숭배에서 절정을 이룬다.
36

창조 혹은 출산과 연관된 성은 그것이 종교로 승화되는 과정에

서 필연적으로 인도사상의 핵심인 해탈과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관해 인도의 사상은 몇가지 형태를 드러낸다.

첫째는 성을 해탈의 부정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론이다. 이것

은 금욕주의적 또는 고행주의적 성격이 강한 이론으로 여기서는

해탈에 있다고 주장한다.

34) 이같은 예는 마하바라따에 나오는 성자 자라뜨까루(Jaratkaru)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어느 날 고행자 자라뜨가루는 동굴속에서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려 있는 조상을 만난다. 그들은 풀에 매달려

있었으며 쥐들이 풀을 갉아 먹고 있었다. 자라뜨가루는 그 기괴한

광경이 바로 자신이 가족을 갖지 않은 채 고행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안 뒤 수행을 포기하고 결혼을 하여 자식을 얻는다. 이 이야기는

명백하게 고행주의에 반대하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인도의 성풍속,

201-5쪽참조)

35) 위의 책, 205-14쪽 참조: 물론 여기서의 자식이란 바로 아들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아들은 바로 어머니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아버지의

영혼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36) 여신에 대한 숭배는 명백하게 남성중심적인 리그베다시대 종교의 역전된

형태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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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인간 욕망의 한 형태일 뿐이며 또한 생존욕의 또다른 표현

일 뿐이라고 간주된다. 이 경우 성적 욕망은 생존욕을 그리고 식

욕은 소유욕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자 모두는 괴로움(duhkha)인 윤

회의 세계로 영원히 회귀할 수 밖에 없는 까르마(karma)의 도덕법

칙에 종속된다. 이에 반해 해탈은 그같은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절대완전의 세계로서 그것을 위해서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지혜(ap

ara vidya)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해탈을 위해서는 어떠

한 형태의 성도 완전하게 부정되어야만 한다.

둘째는 성에 대한 긍정적 바탕위에서 해탈을 추구하는 이론으

로 이것은 다시 성에 대한 긍정의 정도에 따라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 이 이론의 전통은 멀리 성기숭

배 사상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성은 분명하게 신의

창조력의 상징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성에 대한 소극적인 긍정이

성을 결코 출산과 생식을 넘어 감각적 쾌락으로까지 확장시키지

않는 반면 적극적 긍정은 양자 모두를 종교적 대상에 포함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주로 성을 상징적인 형태로 표현해 내는

데
37
비해 후자는 남녀간의 성적 결합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표출

해 낸다. 이때 후자의 남녀간의 성적결합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신

상은 해탈의 또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살펴 보았듯

이 생식에 의한 창조설에서 신의 원초적 존재가 남녀양성이 혼융

된 형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만일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남녀간의 성적 결합은 바로 남녀 양

성의 신의 원초적인 모습을 상징하며 그것을 숭배한다는 것은 곧

37) 오늘 날 힌두교의 쉬바신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링가예배 의식은 바로

성에 대한 소극적인 긍정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쉬바의 링가는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요니위에 올려져 있으며 브라흐만 사제는 링가

위에 성수(물)를 뿌린다. 뿌려진 성수 링가를 타고 흘러내린 뒤 요니를

거쳐 물길을 따라 흘러내린다. 신도들은 암멧돌처럼 요니의 입구로

흘러내리는 그 물을 받아 입술을 적시고 머리에 바른다. 이때 성수는

명백하게 성적 결합의 상징물이며 동시에 창조력의 한 형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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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해탈이 그같은 원초적 존재로의 회귀를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8

이밖에도 해탈과 관계없이 성자체만을 긍정하는 극단적인 감각

적 쾌락주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붓다에 의해 도덕부정론의

한 형태로 비판된 이 관점은 본논문의 주제와는 관계가 없기 때

문에 다룰 필요가 없을 것이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도종교와 사상속에서의 성에 대

한 태도는 크게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양자를 다함께 포함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가운데 주로 금욕주의와 요가를

중심으로 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인도의 주된 사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인도의 철학 사상이외에 우리가 종교로서의 힌두이

즘을 고려한다면 예상외로 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많이 내포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앞장에서 언급한

성의 소극적 긍정의 한 형태는 주로 금욕주의와의 융화를 꾀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과정은 쉬바신의 거세신화를 통해서 어느 정

도 추론될 수 있다.

신화상에 나타나는 쉬바신의 거세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

다. 그 중 첫번째는 옛날 우주가 완전히 파괴되고 난 뒤 얼마 후

브라흐마(Brahma), 비슈누(Visnu), 루드라(Rudra: 쉬바신의 또다른 이

름)의 세 신이 나타나 루드라에게 다시 우주를 창조할 것을 부탁

한다. 이를 수락한 루드라가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수만년을 지

38) 인도인의 종교관념속에 ‘모든 것은 신에서 나와 신으로 되돌아 간다’는

의미를 염두에 둔다면 성적 결합은 바로 신에게로 되돌아 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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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동안 기다리다 지친 브라흐마가 비슈누의 제안으로 대신 만

물을 창조한다. 그러나 브라흐마가 창조를 막 마치는 순간 물속에

서 우주를 어떻게 창조할 지에 대한 구상을 마친 루드라가 나타

난다. 이미 세상이 창조된 것을 본 루드라는 분노하면서 창조의

근원인 자신의 성기를 잘라 버리고나서 세계를 파괴하기 시작한

다. 이에 브라흐마와 비슈누는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이를 받아

들인 루드라는 자신의 남근(링가)를 땅에 꽂아둔 채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
39
이 첫번째 신화에는 남근을 통한 성이 창조의 근원으로

뚜렷하게 등장하지만 성과 금욕주의간의 절충적인 과정의 모습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

두번째 신화에서는 쉬바가 수행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흉칙하

게 변장을 한 채 그들 앞에 나타나 춤을 추고 거기에 반한 수행자

의 부인들이 그와 함께 어울리자 수행자들이 그의 성기가 떨어지

도록 저주를 내린다. 이에 쉬바신은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잘라

땅에 버려둔 채 사라지고 분노한 수행자들은 그의 성기를 갈갈이

찢어 버린다. 그러자 세상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이에 놀란 수행자

들은 브라흐마의 중재를 통해 이미 사라져 버린 쉬바신 대신 그

가 지상에 남기고 간 남근의 형상을 만들어 평화를 획복한다.
40
이

신화의 내용에서 수행자들은 금욕주의를 그리고 쉬바의 춤은 성

적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쉬바 스스

로의 성기 절단과 이후의 수행자들에 의한 성기숭배는 성과 금욕

주의간의 갈등과 조화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신화상에 나타나는 쉬바신이 엄격한 요가수행자

와 성적인 모습을 동시에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양자의 절

충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성의 긍정성은 신화적 내용을 넘어 인도내

에서 하나의 사회적 생활패턴을 형성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미

39) Siva Puruna, Wendy Doniger O'Flaherty, Hindu Myths, 138-141 참조.
40) Brahmanda Purana, Wendy Doniger O'Flaherty, Hindu Myths,

141-1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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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힌두이즘에서 정립된 인생의 네가지 덕

목과 삶의 네단계라는 형식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인도적인 관

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기본적 욕망인 소유욕과 생존욕을 각기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는 까마와 아르타는 전생의 까르마(karma: 업)에

의해 이미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이며 해탈을

생의 목적으로 하는 인생관에서 본다면 생의 목적은 바로 이 두

가지 성향을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기로부터 유랑

기로 이어지는 생의 네단계는 각각 이들 욕망의 절제와 소멸의

과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학습기와 가정생활기는 바로

두가지 욕망의 소멸이 아닌 절제기간이며 해탈은 그들의 완전한

소멸을 뜻한다. 따라서 욕망의 절제기에서 성은 도덕적 판단의 대

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속에 들어 있는 성에 대한 긍정적 관점은 그 가운데서

도 소극적인 혹은 보다 온화한 형태에 속한다. 여기서의 성은 결

코 부정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 극복되어야 필수

적인 과정이다.
41
따라서 인도인들에게는 종교적 삶과 일상적 삶에

대한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양자는 둘아닌 하나로서 삶

이 종교이고 종교가 또한 삶일 뿐이다. 물론 이때의 종교는 주로

도덕의 문제와 직결되면서 일종의 도덕 종교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때문에 실천적 성격을 갖게 된다.

물론 이같은 인도종교의 특성에는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종교가 우리의 일상적

인 삶 그자체를 있는 그대로 종교로 수용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

고 있다는 점은 나름대로 오늘 날 우리가 인도를 보다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

라 이처럼 성이 비록 절제적 형태일 지라도 긍정된다는 점에서

인도적 의식속에서의 성은 부정이 아니라 극복되어야 할 대상임

41) 이에 비해 성에 대한 적극적 긍정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성은 부정과

극복의 대상보다는 오히려 도덕과 윤리마저도 넘어서야 하는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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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명하다. 이처럼 극복대상으로서의 성은 딴뜨리즘에서도 그대

로 인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