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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투나像이 함축하는 주제

인도의 종교 예술 중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기 곤란한 대표적인

것은 단연 사원을 장식하는 성 행위의 조각상일 것이다. 암시적이

거나 직접적으로 소위 性愛的 장면을 묘사한 조각상들은 인도의

특정 지역이나 종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처의 옛 사원들에

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1
그것들은 인도를 이해하는 데 더욱 불가

* 鄭承碩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부교수.

1) 이러한 조각상들로 유명한 곳으로는 흔히 Khajuraho, 오릿사의 Puri와

Konark을 대표로 들지만, 이 밖에도 성애적인 장면을 풍부하게 볼 수

있는 곳을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그것들은 인도의

도처에 널려 있다. N. N. Bhattacharyya, History of the Tantric

Religion: A Historical, Ritualistic and Philosophical Study(New Delh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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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 조각상들은 ‘미투나(mithuna) 상’으로 통칭된다. 원래 미투나

상은 한 쌍의 남녀를 묘사한 彫像을 일컫지만, 남녀의 다정한 장

면에서부터 농염한 애정 표현의 장면과 노골적인 성교(maithuna)의

장면에까지 이르는 남녀의 모습을 포함한다.

흔히 생각하기로 성스러움과는 반대이며 감추어져야 할 그와

같은 은밀한 모습이 왜 신성한 사원에서는 노골적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수수께끼일 뿐이다.
2
그

래서 더욱 그것들은 호기심과 주관적 상상과 곡해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러나 인도의 종교적 철학적 전통은 당연히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간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수수

께끼로 남게 되는 이유는 그 답이 너무 복합적이고 여러 갈래에

걸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래의 언급은 미투나 상에 대한 일반

적인 인식과 이해를 단적으로 잘 대변하는 일례이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오해되는 상징이 미투나 상이다. 관상학적

Ajay Kumar Jain Manohar Publishers & Distributors, 1982), p. 380.

마디야 프리데슈: Sohagpur, Gurgi, Jubbalpur 지역의 Baijanatha,

Gwalior 지역의 Padhavli와 Kadwaha, Sanchi의 제15 사원,

Kakpur, Badoh, Udayapur, Malwa 지역의 Oṃkāreśvara.

구자라트: Modhera, Sunak, Roda, Motap, Siddhapur, Kheda-Brahma,

Galteśvara, Sunak, Ghumli, Bavka, Dabholi.

마하라슈트라: Ambernath, Lonad, Sinnar, Balsane, Devlana, Patna,

Pedgaon, Karjat, Katarkhatav, Gursala.

마이소르(카르나타카): Belur, Halebid, Somanāthapur, Bagali, Belgamve,

Hangal.

2)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의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코나륵의 조각가들은 탄트라 철학과 아울러, 카마
수트라와 64종의 성교 체위를 묘사하는 고대의 性愛 문헌을 이미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성애를 대담하게

묘사하는 코나륵의 조각들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라고 한다. Roy C.

Craven, A Concise History of Indian Art(New Delhi : Vikas Publishing

House PVT LTD, 1979),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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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것은 남녀 한 쌍의 이상적인 美를 표현한 것이며, 토착 신자와

외국인인들에게는 性愛를 묘사한 것으로 얼룩져 있고, 도색적인 우상

으로 오해되어 있다. 그러나 인도인의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들

이 없이는 사원 건축이 완성되지 않는다. 이 관념은 미투나의 상징과

관련하여 철학적이고 형이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3

이 설명에 의하면, 미투나 상은 性愛를 묘사한 도색적인 우상으

로 오해되기 쉽지만, 거기에는 사원 건축이라는 예술을 통해 종교

적 관점이 고려되어 있으며, 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

서 미투나 상의 상징성을 이해하는 데는 인도의 예술과 종교와

철학이라는 다방면으로부터의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같은 다방면으로부터의 접근은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용이한 접근을 위해서는 다방면을 두루 걸치는 공

통의 통로를 찾아야 한다. 이 통로는 접근자에 따라 저마다 다를

수 있으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그 통로를 찾는다.

종교사를 취급할 때, 인도사의 영역에서 동시적으로 기능한 신앙과

이념의 두 부류가 발견되는데, 하나는 보다 단순한 인민들이고, 다른

하나는 지배 계급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의 신앙과 儀式들 중의

일부가 후자에게 채택되지만, 그 목적은 전적으로 다르다. 예를 들어,

원시인들 사이에서 예술은 실체적 기술의 결핍을 보완하는 架空의 기

술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의 영감은 주술적이다. 하나의 사건을 상

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원시인은 그 사건을 실제로 발생시킬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이렇게 바라는 결과를 일으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

다. 즉 유기체적인 것과 기하학적인 것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이 예술

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흔히 性的인 동기를 표명한 祭儀的 그림들

이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매우 일반적이다. 이러한 ‘祭儀的 예술’과

소위 ‘진보적 예술’은 그 주제가 동일하더라도 그 목적은 서로 전혀 다

르다. 예를 들어, 남부 벵갈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오로지 남녀가 결합

한 한 쌍의 모습을 강조한 테라코타 조각들은 그 형체와 내용에서 카

3) Padma Sudhi, Symbols of Art, Religion and Philosophy(New Delhi :

Intellectual Publishing House, 1988), pp. 105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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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호의 浮彫들과 동일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 영감의 원천은 서

로 매우 다르다. 전자를 주술적인 풍요 儀式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반면,

후자에는 아주 다르게 설명할 여지가 있다.
4
(밑줄은 필자)

이 인용의 마지막에서 아주 다르게 설명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후자’가 본론의 주제이다. 후자는 카주라호의 사원에서 볼 수 있

는 것과 같은 性愛 묘사의 전형을 이루는 미투나 상들이다. 이것

들에는 다르게 설명할 여지가 있다고 말할 때, 그 여지란 예술적

종교적 철학적 배경과 의미 및 사회적 배경까지 포함한 복합적

검토를 재차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으

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곧 탄트리즘이다. 그리고 탄트리즘은 위의

인용에서 말하는 전자와 후자를 연결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5

결국 미투나 상에 대한 이해는 필연적으로 탄트리즘에 대한 이

해를 동반한다. 그런데 이 탄트리즘은 反베다적인 소위 외도에 속

한 것으로 곡해됨으로써 미투나 상도 이 같은 곡해의 대상이 되

기 쉽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때, ‘탄트라’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그

렇게 곡해되어야 할 대상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Mahābhāṣya에서

탄트라는 지식의 한 분야를 의미하고, 인도에서 작성된 과학적 논

서들을 일반적으로 탄트라라고 부르며, 어떤 체계나 사상 구조도

탄트라라고 불린다.
6

4) N. N. Bhattacharyya, Ancient Indian History and Civilization---Trend

and Perspectives(New Delhi : Ramesh Jain Manohar Publications, 1988), p.

289.

5) “카주라호, 코나륵, 푸리, 엘로라, 할레비드 등의 사원에 있는 性的 묘사를

원시적 性 의례나 탄트라와 결부시키는 것은 흥미를 끈다. … 통속의 성적

주제들 중의 일부가 테라코타에 먼저 나타났고, 이것들이 나중에 돌로

제작되었으므로, 둘 사이에는 뚜렷한 연계가 있었다.” Ibid.

6) Bhattacharyya, History of the Tantric Religion, p. 2. 탄트라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설명에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 “역사의 초기 단계에서

탄트라는 주변의 대상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식의 총합으로서 일어났다.

그것은 중요한 지식을 추구하는 삶의 길이었다. 그 지식은 가공의 절대를

실현하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의 일상 활동, 즉 농업, 목축, 증류, 제련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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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교적 의미에서 ‘지식을 퍼뜨리는 경전’을 지칭하게 되

었던 탄트라가 다음 단계에서는 靈的 지식의 전문 분야, 다양한

종교 체계의 어떤 형태에서만 발견되는 정신적 교의와 儀式을 의

미하게 되면서, 그 특성상 매우 현저한 변화와 이제까지 인지되지

않은 여러 요소들을 드러내게 되었다.
7
아마 이러한 변화와 요소

들이 탄트라의 反베다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되어 거부

감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힌두교의 전통에서 탄트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후대의 탄

트라의 작가들은 자기들의 교의를 베다에 근거를 두고자 하였지

만, 베다 전통의 정통 노선을 따르는 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

고 탄트라의 반베다적 성격을 강조하여 비난하는 정신으로 탄트

라를 언급했다.”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Yāmunācārya

의 Āgama-prāmaṇya에서는 베다는 탄트라 儀式을 지지하지 않으

며, 탄트라는 하급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성행한다고 언급한다. V

arāha-purāṇa에 의하면 탄트라는 사람들을 속여 베다의 길에서

일탈하도록 편집되었다. 또 Sāmba-purāṇa에 의하면 탄트라는 베

다의 儀式에서 일탈하고 베다의 고행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

한 것이다. 한편 Śaṅkara, Vallabha, Appaya Dikṣita 등은 탄트라

의 반베다적 성격을 이유로 들어 탄트라의 비권위성을 입증하는

데 노력했다.
8

이상과 같은 인식에 따르면 탄트라는 베다에 대립하며, 탄트라

적인 것은 베다적인 것에 대립한다. 탄트라에 대한 반감이 탄트라

에 대한 차별 의식을 낳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반감의

요인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탄트라의 특성을 이루는

같은 삶의 단순한 실상에 있었으며, 소우주와 대우주의 구조는 동일하며

자연에 대한 지식의 열쇠는 육체에서 찾아야 한다는 신중하고 이론적인

志向에 따른 연금술, 의학, 태생학, 심리학 등과 같은 실험 과학에 있었다.”

Ibid., p. 1.

7) Cf. Ibid., p. 2.

8) Ibid., p. 3.



108 印度哲學 제9집

性的 요소가 일차적으로 지목될 만하다. 그러나 탄트라의 性的 요

소를 힌두교의 사원에서 공인된 형태로 드러낸 것이 미투나 상

또는 남녀 교합의 묘사라는 점에서 보면, 힌두교의 현실에서는 베

다적인 것과 탄트라적인 것이 뚜렷하게 대립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바로 이 점에서 미투나 상은 베다적인 것과 탄트

라적인 것의 접합을 시사하는 단서가 될 수 있으며, 또 미투나 상

에는 베다적인 것과 탄트라적인 것이 모두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탄트라를 베다와의 대립 관계에서 파악하고자 할 때, 이 시각은

베다의 탄트라적 요소와 탄트라의 베다적 요소를 간과하게 함으

로써 탄트라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기 쉽다. 필자에게는 바로 이

점을 유념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미투나 상이라고 생각된다. 베다

에는 탄트라적 요소가 있고 또 탄트라에는 베다적 요소가 있다.

미투나 상은 베다와 탄트라의 이 같은 상호 교차적 성격의 산물

이다.

미투나 상은 베다의 탄트라적 요소와 탄트라의 베다적 요소라

는 주제를 이해의 대상으로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둘은 별개

로서 각각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통하는 주제이다. 미투

나 상은 이 상통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다만 탄트라의 노선

을 左道와 右道로 구분할 때, 베다의 탄트라적 요소는 左道 탄트라

를 이해하는 데, 탄트라의 베다적 요소는 右道 탄트라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여기서 ‘베다적인 것’이란 廣義의 베다에 의거하거나 이것과 동

질의 연계성을 갖는 것을 가리키며, ‘탄트라적인 것’이란 ‘탄트라’

라고 불리는 문헌들에 의거하거나 이것과 동질의 연계성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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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양한 시각의 상통한 귀결

미투나 상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설명이 시도

되어 있다. 따라서 미투나 상의 사상적 배경과 의의를 이해하는

데는 그와 같은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진 개괄적인 설명이 유용

한 자료가 된다. 그러한 설명들은 저마다 미투나 상에 대해 통용

된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대상이

다.

1. 다양한 시각

여기서 소개하는 다양한 설명의 시각은 필자의 주관에 따라 분

류된 것이다.

-1. 역사적 이해의 시각

풍요의 여신 Śrī와 관련된 미투나를 묘사한 것으로 석조 예술에

서 가장 이른 것은 기원전 2세기의 산치, 바르후트, 보드가야의

유물에서 발견된다. 서부 데칸에서도 기원전 2～1세기에 속하는

Kondane, Pitalkhora의 불교 석굴에서 미투나의 묘사를 볼 수 있

다. 이것들 중의 몇몇은 약간 性愛的인 모습을 드러낸다. 서기 1～

3세기에 미투나 주제는 매우 통속화되며, 간다라, 마투라, 서부 데

칸, 안드라 지역의 예술에서는 다양한 표현이 발견된다. 基調가 점

점 감각적으로 흐르고, 세속적인 주제의 사용이 증가한다. 초기의

유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쌍을 이룬 남녀가 손을 잡는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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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을 바치는 모습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투라, 나

가르주나콘다, 그 밖의 다른 곳에서는 미투나의 기조가 다양해짐

을 볼 수 있다. 즉 입을 맞추거나 서로 껴안거나 성교 직전의 행

위 등을 포함한다. 서기 400년과 900년 사이의 시기에는 사회의

봉건화가 증대함으로써 예술 전통에서 질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미투나의 주제와 祭儀的 형상이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性的 행위

를 묘사하는 많은 표본들이 등장한다. 이것들 중의 몇몇에서는 탄

트라 의례와의 어떤 관계가 있음을 어렴풋하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5세기 이후로는 탄트라적 숭배자에 가

까운 각료와 領主들이 후원했다는 명문상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Aihole, Badami, Mahākuṭeśvara의 사원 예술에서는 성애

론의 자세로 애정 행각을 묘사하는 모습이 더욱 빈번하게 발견된

다.
9

바다미의 제1굴의 상인방에는 정면 자세로 성교하는 남녀가 묘

사되어 있다. 이 시대에 성애적 주제의 묘사가 종파의 영향과는

무관한 고안이었다는 점은 아잔타, 엘로라, 아우랑가바드의 불교

석굴에서도 그것들과 동시대에 일치하게 나타난다는 점으로 입증

된다. 성교에 관한 장면들도 찰루키야 왕국의 교차 수도였던 Patt

adakal의 사원들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성교의 묘사가 아직까지는 이 시대의 모든 지역에서 수

용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봄베이에 있는 Elephanta,

Maṇḍapeśvara, Jogeśvarī의 Pāṣupata 석굴, 카주라호에 있는 Cha

uṣaṭh 요기니들의 Śākta 사원, 엘로라와 칸헤리의 불교 탄트라 석

굴처럼 탄트리즘과 연관된 聖所에서도 수용되지 않았다. 서기 900

년 무렵 이후부터의 신시대에는 성애적 표현이 폭발적으로 분출

하였다. 대담하고, 노골적이고, 거대하며, 곡예적인 성교 자세의

무한한 변형이 종교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에 묘사되었다. 오릿사

의 푸리와 코나륵, 카주라호의 유명한 사원들 외에도, 수많은 사

9) Bhattacharyya, History of the Tantric Religion, p.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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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10

-2. 예술사학의 시각

스키타이의 왕묘가 엄청나게 커서 마치 작은 산과 같은 것은,

그들이 신은 초월자요 구제자이고 왕은 그 대리자로서 神性을 지

닌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석가모니도

인간이 아니라 초월자요 구제자로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탑은

키가 높고 규모도 크게 되어 갔으며, 이 초월자인 붓다에게 현세

의 충실과 내세의 多福을 기원했다. 이것이 미투나 상이고 음주

도취의 像이며, 또 수렵의 재생 부활을 기원하는 상이었다.
11

몇몇 예술사 학자들이 이러한 성적 요소들을 탄트라적 관념과

실천으로서 설명하고자 할 때, 그것은 정신적 정화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그것들은 영원한 至福 또는 창조적 과정, 非二元性을

암시하는 交合雙(yuganaddha)의 원리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라고 해석된다. H. V. Guenther에 의하면, 탄트라의 성적 양상은

일상 생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일방적인 이지주의와 합리주

의에 대한 조정안일 뿐이다. 상징적 교합쌍이 지시하는 것은 남성

과 여성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조화이다. 모든 존재에 兩性의 소

질은 내재하며, 이러한 국면은 자기의 본성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

기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적인 짝이 된다는 것은 상대

하는 둘 사이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위한 최선의 표현이다. 남성

에게 여성은 집중의 구체적인 대상이며, 명상을 위한 여신이며,

이해를 위한 상징적 진리이다. 탄트라의 성적 요소들에 대한 그와

같은 합리화는 근본적으로 주관적이며, 어느 경우에나 그 해석은

대체로 작가들의 시야와 접근으로 한정되어 있다. 탄트리즘을 연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성적 요소들을 무시할 수 없으나, 탄트

10) Ibid., p. 380.

11) 高橋堯昭, 佛塔信仰の二重性---ミトナ·飮酒·狩獵像の意味するもの ,

印度學佛敎學硏究, Vol. 80(1992),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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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전체 전통을 그러한 요소들 위에 포개 놓을 때, 어려움이 발

생한다. 결국 탄트라는 性愛學(kāma-śāstra)이 아니라 해탈학(mokṣa-

śāstra)이다.
12

-3. 사원 예술의 시각

아그니 푸라나 등의 성전에서는 “음난한 조각의 역할은 건물
을 벼락 등과 같은 자연적 재해로부터 지키는 것이다.”라고 한다.

아그니 프라나는 또한 “신전의 입구에는 미투나 상을 새기라.”
라고 한다.

13

Donaldson 박사에 의하면, 건축물에서 미투나 상이 표현된 부

위는 일찍이 연꽃이나 항아리 등의 吉祥紋이 표현되어 있던 부위

이다.
14
그러나 미투나 상이 표현되어 있는 부위에는 연꽃이나 항

아리 등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미투나 상이 연꽃이나 항

아리와 같은 역할을 지니며, 그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성격을 갖

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15

연꽃은 신성한 탄생, 산출력, 不死를 상징했으며, ‘태양의 거처’

라고 생각되었다.
16

미투나의 상징은 얀트라(yantra)로서의 건축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얀트라에서 원에 인접한 8개의 삼각형 또는 8개의 연꽃잎으

로 표시되는 것은 aṣṭa-yoni(8 女性器)라고도 불리며, 8종의 自性(pra

kṛti)을 가리킨다.
17
얀트라의 중앙은 빈두(bindu, 點)라고 불리며, 절

12) Bhattacharyya, Ancient Indian History and Civilization, pp. 288～289.

13) 定方 晟, インド性愛文化論(東京: 春秋社, 1992), p. 116.

14) Thomas Donaldson, “Propitious-Apotropaic Eroticism in the Art of

Orissa”, Artibus Asiae, Vol. 37, 1/2, 1975. 위의 책, p. 120, 재인용.

15) 定方 晟, p. 118～120.

16) James Hastings(ed.), Encyclopaedia of Relegion and Ethics, Vol.

8(New York : Scribner's, 1951), p. 144a.

17) 8종이란 空·風·火·水·地라는 5大와 統覺(buddhi), 我慢(ahaṁkāra),

意(manas)이다. 8종의 prakṛti를 이와 같이 헤아리는 것은 의학서인

Caraka-Saṃhitā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원소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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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의식 또는 大意識(cetanā=puruṣa)을 가리킨다.
18
8종의 自性이 大意

識과 접촉하여 여덟 쌍(미투나)을 낳는다. 대의식인 빈두가 진동할

때, 女性力이 곧 쉬바의 활동력임을 의미하는 Śiva-śakti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구체화되어 한 쌍을 낳는다. 빈두는 확장하여 두

삼각형을 갖는데, 하나의 정점은 위로 향하고 다른 하나의 정점은

아래로 향한다. 이것은 Śiva-śakti를 상징하며, 이것 바깥에 인접

하여 8개의 연꽃잎을 가진 원은 조대한 현현인 8自性이 8쌍을 이

룸을 상징한다. 사원의 상부 구조에는 이 태고의 8쌍을 반드시 조

각물로 장식해야 한다. 이것들을 조각하지 않으며, 사원(만달라)의

상징과 관련된 다른 모든 상징물들은 불완전하게 될 것이다. 따라

서 사원에는 8쌍의 미투나 상을 필수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러

나 규모가 작은 사원에는 한 쌍의 미투나 상만이 있을 수 있고,

중간 규모의 사원은 8쌍의 미투나 상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크고

작은 많은 상부 구조물들을 갖춘 사원은 50쌍 이상의 미투나 상

을 조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8원리들 다음에는 무수한 원리들

이 상상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무수한 쌍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이다.
19

사원의 벽면에만 성교를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사원의 구조 자체와 어느 정도의 연관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몇

가지 근거가 있다. 또한 기능적으로 사원들은 그렇게 묘사하는 데

논리적이고 적절한 장소를 갖추었다. … 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

自性(bhūtaprakṛti)은 空 등(5大)과 統覺과 未顯現과 我慢과 같은 8가지로

구성되며, 變異는 실로 16이라고 설해진다.”(khādīni

buddhiravyaktamahaūkārastathā’ṣṭamaḥ, bhūtaprakṛtiruddiṣṭā vikārāścaiva

ṣoḍaśa)라고 한다. 이 8종의 自性은 二元論이 확립되기 이전 단계의

一元에 속하는 요소들이다. 졸고, 짜라까상히따에서 설하는
상캬哲學의 초기적 성격 , 伽山學報, 창간호(1991), p. 236, 참조.

18) 여기서 cetanā가 지칭하는 원리는 상키야 철학의 二元 중 순수 정신을

의미하는 Puruṣa이다. cetanā는 Puruṣa의 특성인 知性을 설명할 때,

Prakṛti의 無知性과 대립하여 사용된다.

19) Cf. Sudhi, pp.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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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르바(garbha, 자궁, 胎)라고 한다. 신은 중심이 되는 像으로 조성

되어 자궁 속에 위치한다. 현관으로부터 가르바에 이르는 것은 일

종의 복도이다. 이러한 성적인 구상은 西아시아의 사원들에서도

유행하고 있는데, 사원들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었다. 즉 膣의 하

부를 나타내는 현관, 膣 자체인 내부 공간, 자궁을 나타내는 내부

의 聖所이다. 이처럼 사원이 함축한 성스러움이 성적인 것들과 실

제로 불일치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만이 곡예적이고 무절제하게

사원 벽을 성적으로 묘사하는 일이 허용되었던 이유, 그리고 보다

단순한 대중들에 의한 일종의 사회적 재가가 이루어졌던 이유를

설명한다.
20

쉬카라(śikhara)
21
는 胎室(garbha-gṛha)의 벽 위에 세운 사원(vimāna)

의 상부 구조물이다. 이 안에 있는 쉬카라는 空洞이고 깔려 있는

어둠이며, 건물의 천장과 같다. ··· 胎室은 해방의 장소이다. 쉬카

라가 상승하는 높이는 이 해방을 외적 형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다.
22

전각(prāsāda)
23
의 벽들이 높아짐에 따라 쉬카라의 개념도 확장되

고, 그것의 층(bhūmi)들은 새, 동물, 신, 미투나, Gandharva, Kinnar

a, Yakṣa 등으로 장식된다. ··· 실제로는 聖所를 들러싼 벽들이 기

하학적 진행에 따라 끝이 점차 가늘어지는 모양을 취할 때, 그것

의 다양한 장식과 함께 그 총체적 구조를 쉬카라라고 한다.
24

自性(prakṛti)의 현현을 덩굴, 관목, 새, 동물, 미투나, 신, 악마 등

20) Bhattacharyya, History of the Tantric Religion, pp. 290～291.

21) “현실적 정황에서 쉬카라는 정상을 포함하여 꼭대기 장식에 이르는 상부

구조 전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Sudhi, p. 85.) “쉬카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전각의 수직벽으로부터 솟아 오르고

胎室(garbha-gṛha)을 덮는 상부 구조의 모든 변형에 적용된다.”(Ibid., p.

86.)

22) Stella Kramrisch, Hindu-Temple, Part Ⅰ, p. 179. Sudhi, p. 86, 재인용.

23) “사원 건축에서 중앙에 위치한 주요 부분을 인도에서는 prāsāda라고

한다.” Sudhi, p. 100.

24) Ibid.,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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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상으로 전시한다. 8종의 自性은 비슈누에 속한 부분들을 8각

형으로 묘사하며, 이것은 탄트라에서 8잎의 연꽃이다.
25

-4. 종교 사회학적 시각

주술을 사용한 본래의 목적은 경제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식량

의 축적이나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 … 이처럼 원시적이

고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주술은 유용한 생산 기술이었다. 이것을

베다의 제사 전통이 뒷받침한다. … Soma祭의 하나인 Vājapeya

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대에 이것의 목적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Keith가 옳게 지적했듯이 그것은 본래 농사

의식이었다. 따라서 제사의 본래 목적은 근본적으로 주술의 목적

과 다르지 않은 듯하다. 생산 기술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계급 사

회 이전의 부족 사회는 붕괴되었지만, 주술의 실행은 완전히 사라

지지는 않았다. 그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계급 사회에서 원

시적 주술은 곧 지배층 또는 특권층의 性愛 예술로 변형되었다.

그것은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로 종교의 일부로서 잔존했다.
26

통속의 性的 주제들이 세련된 사람들의 예술에 반영될 때는 전

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차이를 푸라나 문헌의 성적 요

소와 성적인 宮廷詩(Kāvya)들에서 발견되는 그것들로 대비할 수

있다. 전자는 세련되지 못한 대중들을 대변하고 후자는 세련된 사

람들을 대변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카주라호, 코나륵 등의 사원에

있는 조각들의 무절제성은 주로 저개발 단계의 도시 생활을 반영

한다. 이것은 그러한 사원들에 있는 성적 묘사가 탄트라적 원리에

일치하기보다는 곡예적인 성을 묘사하는 性愛學에 더욱 일치한다

는 사실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카주라호의 한 예를 통해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 이것이 탄트라의 交合雙(yuganaddha)과

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은 아주 명백하다.
27

25) Ibid., p. 104.

26) Ibid., pp.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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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자세들은 하타 요가의 기교를 포함하지만, 상상적인 기교

이고 하타 요가와는 무관하다. 이러한 묘사들은 성애론의 문헌에

서 영감을 얻은 것이고, 이것은 귀족 계급과 부유한 도시 거주자

들의 자극과 쾌락을 의미한다.
28

-5. 힌두교 일반의 시각

신은 창조라는 나무의 씨앗이다. 그는 남성과 여성처럼 한 씨앗

의 두 부분으로 현현되어 자신의 창조력을 확장한다. 한 씨앗의

두 부분이 결합할 때, 이것을 個我의 해방이라고 한다. 조대한 두

신체가 있지만, 활동을 위한 그 둘의 이면에는 오직 하나의 힘이

있고, 미투나 상이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신비 철학이다. 미

투나 상징의 이 정신적 화합을 Coomara Swami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한다. “인도에서는 성애적 사랑이 깊은 정신적 중요성

을 지닌다는 확신을 부정할 수 없다. … ” 사원의 상부 구조의 본

체에 조각된 가족과 주부는 인생의 세 목적(Trivarga : dharma, kāma,

artha)의 성취를 상징하고, 미투나는 해탈의 상징이다. 따라서 그것

은 주택에는 조각되지 않고 해탈 관념을 과시하기 위해 사원 또

는 사원의 해탈문에 조각된다.
29

탄트라 문헌에 의하면 브라만을 형상화한 미투나도 숭배되고

제사의 대상이 된다. 미투나 상이 상징하는 것은 창조를 개시할

때의 브라만의 至福 상태이다. 브라만과 個我(jīva)의 유희라는 특

성이 부여된 이 상태는 큰 열정 속에서 세계의 무목적성을 알고

난 후에 個我의 해탈 상태를 체득한 것이다.
30

인도의 사원에 널리 퍼져 있는 또 하나의 주제는 초보자에게

‘재통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남녀 교합(maithuna)이다. 성적

27) Bhattacharyya, Ancient Indian History and Civilization, p. 290.

28) Bhattacharyya, History of the Tantric Religion, pp. 381～382.

29) Sudhi, pp. 108 f.

30) Ibid.,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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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에 빠져 있는 남녀가 나타내는 것은 재결합, 즉 영혼과 신의

재통합이다.
31

호기심에 찬 관광객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사원 안내자들이 고

안한 기발한 설명은 性的 묘사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정신적

정화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적 자극의 대상을 눈으로 체험한

후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을 때라야 사원에 안치된 聖像을

보는 덕이 획득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소박한 해설은 전적으

로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가치는 지

닌다.
32

-6. 종교학 또는 철학의 시각

白야주르 베다인 Vājasaneyī Saṃhitā 제23의 27에 대한 Uvaṭ
a의 주석에서는, 司祭와 왕비의 성교 의식이 들판에서 씨앗을 뿌

리는 행위에 필적한 것으로 의미 심장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것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사실은, 주술적이거나 종교적인 의례가 추구

하고자 의도했던 것이 여성의 특수한 능력으로 생각된 전답의 多

産性이라는 것이다. 여성은 토지의 최초의 경작자였으며, 여성의

임신 능력은 식물의 성장에 감응하는 효력을 발휘한다고 믿어졌

다. 대지와 여성을 동일시한 것은 한때 보편적이었다. 마누 법

전 제9의 33에서 남성은 종자와 동일시되고 여성은 전답과 동일
시된다. … 성교와 농사의 제식적 결합이 보편화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33

도자기에 표현한 성 행위, 나체 여신, 성기 노출 등과 같은 최

초기의 성적 묘사는 원시적인 多産 관념과 어떤 연관이 있음이 분

명하다. 마디야 프라데슈의 Mandasaur 지역에 있는 Awra에서는

31) Grace E. Cairns, Man as Microcosm in Tantric Hinduism(New Delhi :

Ajay Kumar Jain Manohar Publications, 1992), p. 137.

32) Bhattacharyya, Ancient Indian History and Civilization, p. 288.

33) Bhattacharyya, History of the Tantric Religion,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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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기원전 100년에서 서기 300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흥미

있는 테라코다 명판이 발견되었다. 이것에는 성교에 열중하는 남

녀들 옆에 있는 Śrī 여신과 아마도 술을 담고 있을 주전자들이 전

면에 묘사되어 있다. “여신의 숭배자들이 탐닉하는 祭儀的인 성교

와 주전자들 속에 있는 술의 존재는 우리의 관심을 후대의 탄트

라의 성스런 광란 의식(orgy)으로 돌린다.” 이 같은 묘사는 기원전

2세기에서 서기 1세기 사이의 테라코타에서도 발견된다. Desai 박

사는 이것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한다.
34
하나는 祭式的이고

儀式的인 유형이다. 여신과 남성 배우자, 성적이고 광란적인 주제

를 담고서 조야하게 조각된 것들이 이것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유형이다. 시적이고 都會的(nāgaraka) 기법으로 감각적인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들이다. 세속적 주제를 표현한 테라

코타로서 Mathura, Rajghat, Ahicchata, Candraketugarh 등지에

서 출토된 것들이 이것에 속한다.
35

D. N. Bose는 Tantras, their philosophy and occult secrets에

서 다섯 M字의 진실한 의미가 타락한 사람들에 의해 고의로 곡해

되어 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Madya(음주)는 영혼이 거주하

는 뇌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神酒의 흐름이고, Matsya(생선)는 生

氣의 억제, Māṁsa(육식)는 침묵의 맹세, Maithuna(성교)는 창조와

파괴의 행위에 대한 명상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탄트라 신앙의

여러 가지 문헌에 의하면, Madya는 실제의 술을 의미하며, 코코

넛의 물이나 다른 음료와 같은 대체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은

또한 요가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외부 세계에 대해 무

감각하게 되는 도취 상태의 인식을 의미한다. Māṁsa는 修法者(sā

dhaka)가 자신과 자기의 행위를 쉬바 신에게 포기하는 행위이다.

Matsya는 신자가 중생의 고락을 연민하는 심리적 상태이다. Mait

huna는 Śakti Kuṇḍalinī(남성의 신체 내부에 있는 여성)가 Mūlādhāra-c

34) Devangana Desai, Erotic Sculpture of India : A Socio-Cultural

Study(New Delhi, 1975), pp. 16～17.

35) Cf. Bhattacharyya, History of the Tantric Religion, pp. 37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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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ra에서 뇌의 핵심으로서 Sahasrāra-cakra에 있는 최고신 쉬바

와 합일하는 것이며, 사하스라라로부터 떨어지는 감즙의 흐름이

다.
36

인도의 예술가들에게 그처럼 살아 있는 형상을 생각하게 한 역

동적인 철학은 인도의 종교적 철학적 전통에 본래 갖추어진 것이

다. 그 역동적 철학은 우주에 쏟아져서 우주를 유지하는 생명력에

대한 숭배에서 기인한다. 이 생명력은 인도인에게 종교 생활의 바

로 그 기반을 형성하는 종교적 환상의 성스런 존재들 속에서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적 경험의 조야한 물질 속

에서도 그 자신을 드러낸다. 인도 예술의 위대한 시대에 특히 영

향력을 발휘했던 이 교의에 따라, 세속인의 불완전성이라는 속박

으로부터의 해방은 고행(요가)이라는 세계 부정의 방법에 의해서만

이 아니라 사랑과 그 성적 쾌락의 완전한 실현을 통해서도 동일

하게 성취될 수 있다.
37

2. 상통한 귀결

이상에서 미투나 상을 둘러싼 설명은 매우 다양한 듯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창조의 근원을 구체적인 상징으로 형상화한 것’이

라는 한 가지로 귀결될 수 있다. 여기서 상징이 의미하는 것은 至

福 또는 해탈이라는 이상적인 상태로 존재한다고 상정되는 兩性

同體라는 一元이다. 그리고 兩性 同體라는 一元은 ‘대립 원리의 合

一’이라는 양태를 취함으로써 창조의 역동성을 드러낸다. 이 역동

36) Pandurang Vaman Kane, History of Dharmaśāstra(Ancient and

Mediaeval Religious and Civil Law), Vol.Ⅴ, PartⅡ(2nd ed,; Poona:

Bhandarkar Oriental Research Institute, 1977), pp. 1081～1082.

37) Heinrich Zimmer, Art of Indian Asia, Vol.Ⅰ, pp.129-130. Kane,

History of Dharmaśāstra, p. 108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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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드러내는 것이 성교 장면을 포함한 미투나 상이지만, 미투나

상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非二元性, 해방, 해탈, 至福, 정신적 정화

등으로 표현되는 동일한 이상이다.

다만 종교 사회학적 시각의 설명은 이와 같은 귀결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사원들에 있는 무절제한 성적 묘사가

사회적 상황의 반영이라는 설명은 묘사의 무절제성이라는 점에서

는 수긍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있다.
38

性愛學의 대표적인 문헌으

로 유명한 카마 수트라의 성립을 후원한 도시 거주자들은 “사
치와 쾌락의 삶을 누렸으며, 시골에 재산을 갖고서 이로부터 잉여

생산물을 제공받았는데, 이것이 그들의 富의 원천이었다. 또 쿠샤

나와 굽타 시대에 인도는 순조로운 무역의 균형을 누렸는데, 이것

38) Desai 박사는 성애론에서 볼 수 있는 성 행위의 묘사 밀접하게 연관된

성애적 묘사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중인도에서는

이 모든 유형들이 나타난다. Cf. Devangana Desai, Erotic Sculpture of

India : A Socio-Cultural Study(New Delhi, 1975), pp. 71～73.

Bhattacharyya, History of the Tantric Religion, pp. 380～381, 재인용.

Ⅰ-A: 두 상대와 한 남자. Gujarat에서 유행.

Ⅰ-B: 정복된 관계에 있는 한 여자와 두 남자. Gujarat에서 유행.

Ⅱ-A: 동성애의 두 여자와 한 남자. Gujarat에서 유행.

Ⅱ-B: 동성애의 두 남자와 한 여자. Gujarat, Karnataka에서 유행.

Ⅲ-A: 성교 상태가 아닌 요염한 한 쌍 옆에 보조자들이 배석.

Ⅲ-B: 성교하는 한 쌍 옆에 보조자들이 배석. Gujarat, Karnataka에서

유행.

Ⅲ-C: 보조자들이 성교하는 한 쌍을 도움. Orissa에서는 특별하게 유행,

Karnataka에서 유행.

Ⅲ-D: 성교중인 한 사람이 보조자들의 성적인 부위를 만지고, 그

보조자들은 흥분 상태를 보이면서 성적 부위에 자기의 손을 얹음.

Khajuraho에서 유행.

Ⅳ-A: 여러 여자들을 동반한 한 남자. 매우 드물다.

Ⅳ-B: 여러 남자들이 한 남자와 성교. 특히 Gujarat, Rajastan에서 유행.

Ⅴ: 여러 남녀가 난교. 주로 Gujarat, Karnataka, Maharashtra에

한정되어 유행.

Ⅵ: 여러 쌍이 동시에 성교. 주로 Gujarat, 서부 Deccan, 중인도에서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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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들의 부의 원천이었다.”
39
라고 한다. 카마 수트라는 서기 7

세기 이후에 현존의 상태로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40

그러나 사원에서의 노골적인 性愛 묘사가 사회적 상황의 반영

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적 상황의 반영일 뿐이고, 표현 기교

나 기술의 극대화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사원 예술에 반영된

사회적 상황은 종교적 의미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설

적으로 미투나 상을 통해 사회적 상황이 사원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미투나 상의 종교적 가치가 그만큼 일반화되었음을 시사하

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감각적인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세속적 유형의 性愛 묘사는 카마 수트라가 성립되

기 이전부터 유행했음을 알리는 테라코타들이 출토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상황의 반영이라는 무절제한 성애 묘사의 조각

들도 표현상의 과격함에서는 正道에서 일탈했다고 말할 수 있겠

지만, 상징의 종교적 의미마저 앞에서 언급한 귀결과는 무관하다

고 말할 수는 없다.

한편 佛塔을 예로 들어, 미투나 상의 유행을 스키타이의 왕묘와

같은 외래 문화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는 견해는 지엽적

으로는 수긍할 만하더라도, 이것이 힌두교 전반의 전통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설혹 불교 예술이 힌두교의 예술에 전적으로

39) Bhattacharyya, Ancient Indian History and Civilization, p. 187.

40) 카마 수트라의 성립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것이 7세기 이후에
완성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다음과 같은 설명에 의거한다.

“이것으로부터의 인용은 7세기 이전으로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학자가 이것을 4세기 또는 5세기에 성립된 것이라고 제창했던 것은

형식과 내용의 약간이 古風(Kautilya와의 일치 또는 Apastambha와의

일치)이라는 점에 따른 것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본문

자체로부터는 성립 시기의 단서가 아무것도 추출되지 않는다.

샤타카루니 왕조 또는 샤타바하나 왕조(기원전 2～1 세기)의 한 왕의

이름이 거기서 언급되고, 불교의 비구니들이 중매인의 역할을 한 점만이

확인되어 있다. 작자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西方의 사람이었던

것 같다.” Louis Renou et Jean Filliozat, L’Inde Classique, 山本智敎(譯),

インド學大事典, 第2卷(東京 : 金花舍, 1979), p.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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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종교적 의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불교의 근본 교의에는 미투나 상

을 필요로 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 그러나 베다를 비롯한 힌두

교의 전통에는 미투나 상을 유인할 만한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불교 예술은 그러한 요소들을 구체화하는 데 일조하면서 힌두교

의 예술과 동화되어 버렸을 수는 있다.
41

이제 다양한 시각들의 귀결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것은 우선 얀트라로서의 건축, 胎室과 쉬카라의 관계에서 잘 암

시되어 있다. 얀트라가 지닌 상징의 원리에 의하면, 8쌍의 미투나

상들은 정신적 근원과 물질적 근원이라는 二元이 결합한 결과를

의미하는 동시에, 8종이라는 세계의 기본 요소가 다시 짝을 이룸

으로써 만물이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二元은 남성과 여성으

로 상징된다. 여기에는 상키야 철학의 二元論이 적용되어 있다.

한편 사원의 구조에서 主神이 안치된 胎室은 자궁을 상징하며,

만물을 생성하는 곳임을 의미한다. 그것은 생성력 또는 산출력을

의미하는 Śakti가 머무는 곳이다. 종교학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원

시적인 多産 관념 또는 주술적인 풍요 儀式이 진보된 형태로 반영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2
이 같은 胎室을 덮는 상부 구조인 쉬

카라에 미투나 상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 미투나 상의 이면에 만

물의 근원, 즉 현실 세계의 근원이 있음을 가리킨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 이면에 있는 것은 兩性 同體라는 一元이고, 탄트라에

41) 다음과 같은 견해에서 이 同化의 계기를 찾을 수 있다. “불탑을 둘러싸고

2종의 기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재가자는 ‘음주, 미투나, 수렵’ 그리고

‘한층 치장된 부처’에게 今世와 來世의 행복을 기원하는 소위 ‘有를 향한

기원’과, 僧은 깨닫고자 해도 깨닫지 못하는 왜소한 자기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깨달음을 향한 기원’, 즉 ‘無를 향한 기원’을 불탑에

담았다.”(高橋堯昭, p. 29.) 여기서 말하는 ‘有를 향한 기원’이 힌두교적

신앙을 가리킨다는 점은 異論의 여지가 없다.

42) 건축물에서 미투나 상이 표현된 부위는 일찍이 연꽃 등이 표현되어 있던

부위이며, 미투나 상은 신성한 탄생이나 산출력을 상징하는 이 연꽃과

같은 역할을 지닌다는 사실은, 多産 관념과 풍요 儀式이 진보해 간

과정의 一例에 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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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그것은 ‘남성의 신체 내부에 있는 여성’(Kuṇḍalinī)이다.

힌두교의 주요 신학에서 主神은 비슈누든 쉬바든 兩性 一元의

원리이다. 이 원리가 남성과 여성으로 분화함으로써 창조가 진행

되며, 여기서 여성은 신의 창조력을 의미한다. 창조를 진행하는

一元의 분화를 형상화할 때는 兩性의 결합으로 묘사함으로써 실감

을 자아낸다. 이 창조에 의해 만물의 개체화라는 결과가 성립된

다.

우파니샤드 이래의 사상적 전통에서 개체화인 결과는 苦의 상

태이며, 一元인 근원은 樂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개체화된 현실의

삶에서 추구하는 至福 또는 해탈이란 그 근원으로 복귀한 의식 상

태이다. 이 같은 복귀를 ‘재통합’이라고 했다. 이것은 영혼과 신,

個我와 大我, 아트만과 브라만 등의 재통합이라고 표현된다. 탄트

라의 5M 작법 중의 Maithuna(성교)가 ‘창조와 파괴에 관한 명상’

을 의미한다고 설명할 때, 이 명상은 ‘쉬바 신과의 합일’을 목표로

삼는다. 이것 역시 재통합이며 근원으로의 복귀이다.

이상과 같은 시각에서 미투나 상은 창조된 현실 세계의 근원을

표시한다. 그 근원은 인간이 염원하는 이상적 상태이다. 다양한

시각으로 미투나 상은 해탈, 브라만의 至福, 個我의 해탈, 정신적

정화 등을 상징한다고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투나 상 자

체는 二元 결합의 형상으로써 세계의 근원을 표시하지만, 그 형상

이 지시하는 不可見의 이면은 兩性 一元이라는 근원 자체이다. 결

국 미투나 상은 경건한 힌두교도에게 이 근원을 상기시킨다.

종교 사회학적 시각에서 미투나 상의 성행을 개괄하면, 생산이

라는 목적과 연관된 주술적 제사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그 목

적이 달라지면서 性愛 예술로 변형되었으며, 이것은 다시 왜곡된

종교를 낳았다. 여기서 말하는 왜곡된 종교란 탄트리즘을 가리키

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탄트라 중의

左道에 국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결국 탄트라는 性愛學이

아니라 해탈학이다.”라고 말할 때의 탄트라까지 ‘왜곡된 종교’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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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道로서의 탄트리즘은 미투나 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귀결

점에서 일탈해 있는 양상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그것이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의 종교’로서 탄트라의 울타리 안에서 잔존할 수 있었

던 데에는 베다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다.

Ⅲ. 베다와 탄트라

미투나 상은 베다와 탄트라의 상호 교차적 성격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필자는 베다와 탄트라의 관계를 ‘탄트라의 베

다적 요소’와 ‘베다의 탄트라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은 ‘탄

트라의 反베다적 전통’이라는 관념을 반증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

시에 탄트라의 右道와 左道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자는 右道의 배경을, 후자는 左道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자의

적인 구분이다.

사원에서 미투나 상의 조성이 성행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단서가 베다 문헌에서 발견된다. 여기서는 미투나 상이라

는 주제에 국한하여 그와 같은 단서가 되는 대표적인 例를 제시하

는 데 그친다.

1. 탄트라의 베다적 요소

미투나 상은 브라만과 같은 一元의 절대 원리가 만물의 근원이

며,
43
여기에 바로 해탈과 至福이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 양식이다.

43) 애정 또는 애욕의 형상으로 묘사되는 미투나 상이 一元이라는 형이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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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현 양식은 리그 베다 이래 대칭적인 개념을 구사하는 데
서 출발하여 이원론의 철학으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기의

양식을 가장 잘 명시하는 것은 Mitra와 Varuṇa이다.

이미 리그 베다에서 바루나는 물(水)과 관련된 신으로 인식되
어 있었다.

44
이로부터 후대의 힌두교와 불교에서 바루나는 물과

비의 신이며, 水生의 Nāga를 지배하는 신이 된다. 그러나 초기의

문헌들에서 바루나는 미트라와 합작하여 비를 생산한다.
45
두 신은

번식적인 한 쌍을 형성하여 미트라바루나(Mitrāvaruṇa)로 불린다.
46

이것을 Coomaraswamy는 “남성 짝인 미트라와 여성 짝인 바루나

로서 ‘결합하는 원리의 연접’이며, 낮 대 밤, 광명 대 암흑이라는

상반 또는 양극”이라고 말한다.
47

이와 같이 상반 또는 양극으로서의 미트라와 바루나가 암시하

는 대표적인 기능은 남성과 여성이다. 그래서 마하바라타에서는
원리와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비약이거나 자의적인 의미

부여가 아니다. 인도 사상에서 이러한 관념의 뿌리는 깊다. 그 뿌리가

리그 베다의 유명한 無有歌에 발견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태초엔 어둠이 어둠을 감추었고 이 세계는 광명 없는 물결이었다.

空虛에 감싸여 발현되고 있는 것, ‘그 唯一者’(tad-ekam)는 熱(tapas)의

힘으로 출생하였다. 그 유일자에게서 최초로 의욕(kāma)이 일어났으니,

이것이 의식(manas)의 최초의 씨앗이었다.”(Ṛg-veda, Ⅹ.129.3～4.)에서

‘tad-ekam(一元) → kāma(애욕)’라는 직결 관계가 인식되어 있다.

44) 예를 들어 바루나는 “우주의 君主로서 비를 쏟아 부어 땅에 급수하여

보리를 적신다. 바루나가 우유를 갈구할 때, 그는 하늘과 대지를

축축하게 한다.”(Ṛg-veda, Ⅴ.85.3～4.) 또 水腫에 걸린 자는 바루나에게

치유를 간청한다.(Ṛg-veda, Ⅶ.89.)

45) 리그 베다의 몇 군데에서 미트라와 바루나는 짝을 이룬 신으로서 비를
보내 달라는 간청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리그 베다의 한
찬가에서(Ṛg-veda, Ⅴ.63.) 비(雨)는 미트라와 바루나의 선물이며, 두 신은

“온갖 색조의 구름으로 천둥을 기다려, Asura의 교묘한 힘으로 하늘이

비를 내리게 한다.”

46) 이처럼 짝으로서의 ‘미트라바루나’가 리그 베다에서는 ‘하늘과
땅’이라는 짝인 Dyāvāpṛthivī 다음으로 빈번하게 언급된다.

47) Cf. Adrian Snodgrass, The Symbolism of the Stupa(Delhi : Motilal

Banarsidass, 1992), p.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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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와 非우주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무엇

이 미트라이고 무엇이 바루나인가?”라고 묻고 나서, “여성과 남성

이다. 전자는 Prakṛti(물질)이고 후자는 Puruṣa(精髓)이다. 마찬가지

로 미트라는 푸루샤이고 바루나는 프라크리티이다.”라고 답한다.

그리고 두 신에게 바치는 찬가들은 하늘과 땅을 지목한 것들이라

는 점을 “하늘과 땅은 미트라와 바루나가 즐겨 찾는 곳임을 알아

야 한다. 그들이 즐겨 찾는 곳을 통해 그(찬송자)는 그들을 그와 같

이 신비스럽게 專有한다.”라고 말한다.
48

미트라와 바루나의 결합은 일차적으로 비를 생산하는 것과 같

은 생성의 원리를 시사하지만, 더 나아가면 그것은 모든 顯現, 즉

만물의 전개가 相補的 원리에 의해 성립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

라서 상보적인 원리인 미트라와 바루나, 하늘과 땅, 푸루샤와 프

라크리티, 精髓와 물질은 번식과 생산을 위해 이루는 모든 合體의

대표적인 一例이다.
49

대우주의 상보적 원리는 소우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요가의

생리학적 원리가 된다. 이 점을 샤타파타 브라마나에서는 다음
과 같이 설한다.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룰 때, 실로 비가 온다. … 비를 지배하는 자

(미트라바루나)여, 비로 그대에게 호의를 베푸시기를. 비를 지배하는 자

는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바람을 내는 자(Vāyu)이다. 참으로 그는 유

일자로서 바람을 낸다. 그러나 인간 속으로 들어가면, 그는 … prāṇa

(들숨)와 apāna(날숨)로서 둘이 된다. 미트라와 바루나는 확실히 프라

나와 아파나이다.
50

이처럼 들숨과 날숨의 밀접한 결합은 하늘과 땅의 밀접한 결합

과 소우주적으로 대응한다. 들숨과 날숨의 결합으로서의 ‘프라나

48) Mahābhārata, 12.306.38. Cf. Snodgrass, p. 298.

49) Cf. Snodgrass, p. 299.

50) Śatapatha-brāhmaṇa, 1.8.3.12. Cf. Ibid., 3.2.2.13 ; 9.5.1.56 ; 12.4.1.9 :

12.9.2.12. Snodgrass, p. 299, 재인용.



미투나像의 사상적 배경과 의의 127

아파나’(prāṇāpāna)는 ‘미트라바루나’처럼 상투적인 것이다. 이리하

여 생산을 위한 ‘미트라바루나’라는 生殖的 결합은 ‘프라나아파나’

와 同化된다. 아래의 설명에서는 이 ‘프라나아파나’라는 상보적 원

리가 다시 탄트리즘의 생리학적 원리와 同化된다는 점을 지적하

고 있다.

그리고 프라나아파나와 동일시되는 미트라바루나가 인간의 경우에

는 일체화된 호흡이며, 이것이 요가 행자에게는 ‘비’를 생산한다. 바람

으로서의 호흡이 생산하는 이 내적인 ‘비’의 성격은 호흡의 흐름인 상

향과 하향의 연접이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유기체의 정신 생리학적 구

조를 언급함으로써 명백해진다. 여기서 프라나와 아파나는 iḍā와 piṅg

alā라는 두 맥관(nāḍī), 즉 미세한 통로를 통해 운반된다고 한다.
51

미투나 상은 이상과 같은 상보적 원리를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

로 구체화한 상징에 속한다. 더욱이 이상의 상보적 원리는 원래

분립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근원의 양면으로서 표현된다.

이 점에서도 미투나 상의 이면에는 만물의 근원인 一元의 원리가

있다는 이해는, 상보적 원리의 기반으로서 근원적 원리를 상정하

는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리그 베다에서 미트라와 바루나는 태양의 진로에 의한 광명
과 암흑, 낮과 밤이다. 즉 “수리야(Sūrya, 태양)는 [인간에게] 보여지도

록 미트라(낮)와 바루나(밤)의 색상(광명과 암흑)을 드러낸다.”
52
라고

한다. 한편 앞에서 인용한 샤타파타 브라마나에 명시되어 있듯
이, 프라나(들숨)와 아파나(날숨)의 근원은 ‘바람을 내는 자’로서 바

유(Vāyu)이다. 이 바유가 인간 내부에 들어가서 둘이 된다.
53
끝으

51) Snodgrass, p. 300.

52) Ṛg-veda, Ⅰ.115.5. 이것은 태양이 일몰 후 밤의 태양으로서 암흑의 길을

역행하여 일출의 장소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辻 直四郞(譯),

リグ․プェ-ダ讚歌, 岩波文庫 32-060-1(東京 : 岩波書店, 1970), p. 33.

53) 이것은 ‘요가의 主’(Yogeśvara)로 호칭되는 쉬바 신이 리그 베다의
Rudra와 같은 風神에서 유래한다는 사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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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다(iḍā)와 핑갈라(piṅgalā)라는 두 미세한 통로는 탄트리즘의

신비적 인체 생리학에서 각각 들숨과 날숨의 통로이며, 이 둘은

쉬바와의 합일을 위한 샥티(Śakti)의 통로인 수슘나(suṣumṇā)의 좌

우에서 여신으로서의 샥티를 각성시킨다. 이것들이 구조상으로는

세 원리로 상정되어 있지만, 실제의 적용에서는 이다와 핑갈라에

의해 샥티 즉 氣가 발동한다.

상보적 원리는 우파니샤드에서 兩性 同體의 개념으로 표현된다.

이것이 우파니샤드에서는 상키야 철학의 푸루샤와 프라크리티 또

는 베단타 철학의 브라만과 마야가 결합된 본체로서 빈번하게 발

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브리하드 아란야카 우파니샤드에서는
그것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54

태초에 이것(세계)은 오직 아트만이었고 푸루샤(인간)의 형상으로 있

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서 자기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음을 알았

다. 그는 “나는 있다.”라고 말했으므로 ‘나’(ahaṃ)라는 이름이 생겨 났

다.
55

그러므로 홀로 있는 그는 즐겁지 않았다. 그는 둘째의 것을 바랐다.

그는 합체된 여자와 남자로 확장되었다. 그는 두 쪽 속으로 바로 그

자신을 떨어뜨렸다. 이로부터 남편과 아내가 생겨 났다. 그러므로 야

갸발키야는 말했듯이, 이처럼 콩의 반쪽과 같은 것이 자신(自身)이다.

그러므로 이 대기는 여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가 그녀와 결합함으로

써 인간이 태어났다.
56

54) Cf. Sudhi, p. 108.

55) ātmaivedam agra āsīt puruṣavidhaḥ, so'nuvīkṣya nānyad

ātmano'paśyat, so'ham asmīty vyāharat; tato'haṃ nāmābhavat.

Bṛhadāraṇyaka-upaniṣad, Ⅰ.4.1.

56) sa vai naiva reme; tasmād ekākī na ramate; sa dvītyam aicchat; sa

haitāvān āsa yathā strī-pumāṃsau sampariṣvaktau; sa imam

evātmānaṃ dvedhāpātayat, tataḥ patiś ca patnī cābhavantām; tasmāt

idam ardha-bṛgalam iva svaḥ, iti ha smāha yājñavalkyaḥ; tasmād

ayam ākāśaḥ striyā pūryata eva. tāṃ samabhavat, tato manuṣyā

ajāyanta. Bṛhadāraṇyaka-upaniṣad, Ⅰ.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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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내용은 여성이 주도하는 兩性의 결합으로부터 모든 생

명체가 출현하는 과정을 진술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여기서는 모

든 생명체가 ‘한 쌍’ 즉 미투나로부터 태어났음을 명시한다. 그런

데 이 미투나의 이면에는 양성 동체의 一元이 있다. 이 一元은 아

트만 또는 푸루샤라고 불리지만, 여기에는 여성이 프라크리티로서

내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탄트리즘의 특징은 대립 원리 또는 상보적 원리를

남성과 여성으로 상징화하여 전면에 내세우는 데 있다고 간주된

다. 그리고 이 점에서 탄트라의 철학적 배경으로는 상키야 철학의

이원론이 지목된다. 이 지목은 외형상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타당하다. 아래의 설명은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이해하기 쉬운

예에 속한다.

상키야 철학의 푸루샤와 프라크리티가 탄트라에서는 남성 원리(Śiv

a)와 여성 원리(Śakti)로 치환되어 있다. 산스트리트 어에서 푸루샤는

남성 명사, 프라크리티는 여성 명사이므로, 이 치환에는 그다지 무리

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그렇다면 푸루샤와 프라크리티의 결합에 의해

만물이 생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결합을 여성 상위의 체

위로 묘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남성인 푸루샤는 비활동자

(受動者)이고, 여성인 프라크리티는 활동자(能動者)이므로, 활동자인 프

라크리티 쪽이 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탄트라 미술에서는

男神은 시체처럼 위를 향해 누워 있고, 女神이 그 위에서 능동자의 자

세를 취하고 있다.
57

그러나 이원론은 탄트리즘의 외형적 특징일 뿐이라는 점을 다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원론은 리그 베다 이래의 상보적 원
리에 대한 인식을 형이상학적으로 이론화한 데서 성립했다. 그리

고 이것은 탄트라의 베다적 요소를 이룬다. 그러나 탄트라의 베다

적 요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보적 원리의 이면에 있는 근원

즉 一元에 대한 인식까지 포함하며, 이것은 탄트라에서도 궁극적

57) 定方 晟, pp. 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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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목표가 된다. 탄트리즘의 二元인 쉬바와 샥티에서 쉬바는 앞에

서 인용한 브리하드 아란야카 우파니샤드의 아트만 또는 푸루
샤와 동일한 원리이다.

2. 베다의 탄트라적 요소

인도의 미투나 상이나 탄트리즘의 배경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

에게는 앞에서 ‘종교학 또는 철학의 시각’으로 소개한 Zimmer의

설명으로 그 궁금증이 해소될 만하다.
58
그의 설명은 미투나 상의

배경과 탄트라의 性的 양상을 이해하는 시각을 드러낸다. 이에 의

하면 탄트리즘은 ‘성적 쾌락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수단을 통해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며, 미투나 상은 이 해방의 수단을

묘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러한 이해는 탄트라를 性愛學으로

간주하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Zimmer의 설명은 간명한 만큼이나 오해를 유발할 소지

도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Zimmer의 견해는 몇몇 사원

의 탄트라 신앙의 조각들을 보고서 이것을 일거에 일반화해 버린

오류라고 지적하고
59
있듯이, 그것은 탄트라의 베다적 요소까지 성

애학으로 귀속시키는 오해를 유발하기 쉽다.

58) 앞의 각주 37. 그의 설명에서 결론은 “세속인의 불완전성이라는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은 고행(요가)이라는 세계 부정의 방법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사랑과 그 성적 쾌락의 완전한 실현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59) “Zimmer 교수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 그가 ‘서기 1000년까지 탄트라

신앙의 儀式은 일반 인도인에게 경험의 근본 요소였다.’(p. 130)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실제로 극히

드물다. 그는 오릿사의 푸리(Purī)를 비롯하여 인도의 다른 곳에 있는

몇몇 사원의 탄트라 신앙의 조각들을 보고서 인도 예술에 대한 예술

비평가요 역사가로서 이것을 일거에 일반화해 버린다.” Kane, p.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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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mmer의 견해는 ‘성적 쾌락의 완전한 실현’이 해방의 수단으

로서 실제로 적용되었다는 전제에서 성립한다. 그렇다면 그의 견

해는 탄트라의 左道에 국한에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다른 문제가 있다. 그것은 左道라는 탄

트라의 극단적인 양태를 해방 또는 해탈과 직결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아울러 그러한 양태가 베다와는 전

혀 무관하게 탄트라 자체의 자연 발생적인 극단화로서 나타난 것

인가 하는 문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탄트라의 어떤 것들은 무제한의 방종으로 탄트라 신앙이 아닌

듯한 것을 실질적으로 가르쳤다는 사실을 Kaulāvalī-nirṇaya라는

탄트라 문헌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제부터 나는 불변의 5원리를 자세히 설명하리라. 샥티 숭배자에

게는 제5 원리(성교)를 능가하는 즐거움과 해탈은 없다. 修習者(sādhak

a)는 특별한 제5의 것들에 의해서만 완성자(siddha)가 된다. (Ⅳ.15～1

6)
60

스승과 勇猛者(vīra)의 아내는 제외하고 모든 여성을 향락할 수 있

다. 의지적인 노력으로 오염된 자들에게는 항상 여성들이 차단되어야

하지만, 不二의 경지에 도달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금지

된 것이 없다. (Ⅷ.221～2)
61

그러므로 뭔가 경멸되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실로 병적인 애정에

빠진 자에게 있고, 이 밖에는 전혀 불결함이 없다. (Ⅷ.226)
62

60) athātaḥ saṃpravakṣyāmi pañcatattvavinirṇayam, pañcamāttu paraṃ

nāsti śāktānāṃ sukhamokṣayoḥ, kelaiḥ pañcamaireva siddho bhavati

sādhakaḥ. 계속되는 내용은 “첫째(음주)에만 의존한다면

怖畏者(bhairava)가 될 뿐이고, 둘째(육식)에만 의존한다면 브라마가 되며,

셋째(생선)에 의존한다면 大怖畏者(mahābhairava)가 되고, 넷째(mudrā)에

의존하면 修習者 중의 최고가 된다.”라는 것이다. Kane, p. 1093.

61) guruvīravadhūstyaktvā ramyāḥ sarvāśca yoṣitaḥ, etā varjyāḥ

prayatnena sandigdhānāṃ ca sarvadā. advaitānāṃ ca kutrāpi niṣedho

naiva vidyate.

62) ata eva yadā yasya vāsanā kutsitā bhavet, tadā doṣāya bhavati

nānyathā dūṣaṇam kva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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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멸되는 갈망은 참으로 모두 淨化 수단이 될 수 있다.(ⅩⅦ.170)
63

위의 언급에 의하면, 탄트라에서 性交라는 修法은 무제한적으로

개방된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경지에 이른 수행자에게 허용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그 같은 제한이나 경계는 원론적 취지에 그칠

뿐, 모두 무시될 수 있다는 점을 위의 마지막 구절은 시사한다. 예

를 들어 이 Kaulāvalī-nirṇaya의 설명에 대해서는, “여기서 소개

할 수 없는 간통이나 근친간의 성교에 대해 철없는 듯하고 외설

스러운 논의를 진행한다”.
64
라는 표현으로 탄트라의 극단적인 양태

를 시사하고 있다. 탄트라의 극단화란 성교 등의 수단을 상징이

아니라 일상의 실제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실상은 “Pārā

nanda-sūtra에서 madya(음주), māṁsa(육식), maithuna(성교)라는 말

들이 일상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완전히 명백하다. Pār

ānanda-sūtra는 여기에 옮겨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수습자의 성교

를 음란하게 자세히 묘사한다.”
65
라고 지적되어 있다.

그런데 탄트라가 反베다적인 것으로 이단시되었던 이유가 탄트

라의 그와 같은 파격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베다에서도 그러한 파

격이 발견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탄트라의 성교(maithuna) 의례의 사고에 전율하는 사

람들은 베다 문헌에서 성교가 제사(yajñ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고서는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66
라고 말할 만한 내용을 브라마나

와 우파니샤드에서 볼 수 있다.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에서는 소마祭에서 ‘Vāma-deva
67
라는 仙

人을 부르는 詠唱’(Vāmadevya sāman)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다섯 가

63) pavitraṃ sakalaṃ caiva vāsanā kutsitā bhavet.

64) Kane, p. 1093.

65) Ibid., p. 1086.

66) Bhattacharyya, History of the Tantric Religion, p. 124. “샤타파타
브라마나의 숱한 구절들이 성교를 제사와 동일시한다.” Ibid.

67) Vāma-deva는 고유 명사이지만, 직역하면 左天이다. Vāma는 左를

의미하며, 옳지 않거나 왜곡된 경우에 사용하는 형용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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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찬탄(stotra)
68
에 다음과 같이 性的인 의미를 부여한다.

[여자를] 부르는 것은 hiṃkāra이다. [성교를] 요구하는 것은 prastāva

이다. 여자와 함께 눕는 것은 udgītha이다. 여자 위로 눕는 것은 pratih

āra이다. 절정에 도달하는 것은 nidhana이다. 종료하는 것은 nidhana

이다. 이것이 성교에서 織造된 Vāmadevya [영창]이다.
69

Vāmadevya [영창]을 성교에서 직조된 것으로 알고 성교하여, 성교

할 때마다 자기를 낳는 자는 장수하여 오래 살며, 자손과 가축이 번성

하게 되고 큰 명성을 얻는다. 어떠한 여자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

것이 규범이다.
70

베다 문헌에서는 제사를 性的 관념과 결부시켜 묘사하는 예가

결코 생소하지 않다. 우파니샤드에 산재한 여러 구절들에서는 여

자를 祭火로 생각하며, 여자의 음부를 제사의 땔감으로, 성기를 화

염으로, 삽입을 숯으로, 쾌락을 섬광으로 생각한다.
71
또 브리하드

아란야카 우파니샤드에서는 여자의 음부를 祭壇으로, 음모를 제

사의 잔디로, 외음부를 소마를 압착하기 위한 널판으로, 음순을

가장 안쪽의 불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72

68) ①hiṁkāra는 Udgātṛ 사제가 ‘Hiṁ!’이라는 聖音을 영창하는 것,

②prastāva는 Prastotṛ 사제가 찬탄하는 영창, ③udgītha는 Udgātṛ

사제가 찬탄하는 영창, ④pratihāra는 Pratihartṛ 사제가 찬탄하는 영창,

⑤nidhana는 앞의 세 사제가 함께 ‘As!’라는 聖音을 영창하는 것. Cf.

Paul Deussen(tr.), Sixty Upaniṣads of the Veda, Part Ⅰ, translated

from German by V. M. Bedekar & G. B. Palsule(Delhi : Motilal

Banarsidass, 1980), p. 67.

69) upamantrayate sa hiṃkāraḥ, jñapayate sa prastāvaḥ, striyā saha śete

sa udgīthaḥ, prati strīṃ saha śete sa pratihāraḥ, kālaṃ gacchati tan

nidhanam, pāraṃ gacchati tan nidhanam: etad vāmadevyam mithune

protam. Chāndogya-upaniṣad, Ⅱ.13.1.

70) sa ya evam etad vāmadevyam mithune protaṃ veda mithunī bhavati,

mithunān mithunāt prajāyate, sarvam āyur eti, jyog jīvati, mahān

prajayā paśubhir bhavati mahān kīrtyā, na kāñcana pariharet, tad

vartam. Ibid., Ⅱ.13.2.

71) Ibid., Ⅴ.8.1. Cf. Bṛhadāraṇyaka-upaniṣad, Ⅵ.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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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다 문헌에서 발견되는 단편들을 탄트라의 左道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性의 도구화를 탄트라의 특징으로 간주한다면,

베다의 그러한 단편들을 베다의 탄트라적 요소로 취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베다의 탄트라적 요소를 특히 左道 탄트리즘에서 드러

나는 性의 도구화와 동일시하는 것은 섣부른 결론이다. 베다의 탄

트라적 요소로 불리는 것은 브라마나와 같은 祭式書 이래 구사되

어 온 同置의 상투적 수법에 속한다. 그것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修辭法의 일종이다. 앞에서 예를 든 祭火와 여자의 同置 관계는 다

음과 같은 두 구절 사이에 삽입된 채 연결되어 있다.

이 祭火 속에 신들은 음식을 바친다. 이 공물로부터 정액이 발생한

다.
73

이 祭火 속에 신들은 정액을 바친다. 이 공물로부터 태아가 발생한

다.
74

이에 의하면 제사는 생산의 수단이며, 性的 묘사는 생산성의 상

징이다. 이 상징에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하면 미투나 상과 같은

性愛의 묘사는 해탈이나 至福과 같은 근원을 그 의미의 내용으로

함축하지만, 그 상징을 일상의 의미로 적용하면 그것은 상징의 취

지가 희석되거나 왜곡된 극단적인 성애론으로 전락한다. 이것을

굳이 호의적으로 표현하면 ‘왜곡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72) Bhattacharyya, History of the Tantric Religion, pp. 124～125.

73) tasminn etasminn agnau devā annaṁ juhvati, tasyā āhute retaḥ

sambhavati. Chāndogya-upaniṣad, Ⅴ.7.2.

74) tasminn etasminn agnau devā annaṁ juhvati, tasyā āhuter garbhaḥ

sambhavati. Ibid., Ⅴ.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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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篤信者를 대변한 감상

미투나 상으로 불리는 성 행위 장면의 조각상이 왜 신전을 장

식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수께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경건한 힌두교도의 심정으로 그 현장을 보면 그것은 결코

수수께끼가 아니다. 성적 교합을 즐기거나 찬양하라는 것도 물론

아니다. 그것은 원초적인 부모로서의 신들끼리의 합일, 신에 대한

경외, 인간에 대한 신의 자애라는 종교적 취지의 일환으로서 그곳

에 끼어 있는 일부일 뿐이다.

거기서 성애 묘사의 미투나 상들은 조연일 뿐이며, 이것들이 부

각시키고자 하는 것은 雄姿를 과시하고 있는 主神 부부이거나 主

神 자체이다. 주연인 主神 부부의 모습은 보는 자체로 평온함을

자아내게 한다. 그것으로 상상되는 아름다운 세계가 바로 인간의

세계이기를 바라는 희구도 불러일으킨다. 조연들의 번잡한 동작이

거기서는 정적인 평화 속에 암시되고 있다. 動의 세계를 靜의 세

계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표출되는 靜의 세계는 해탈,

해방, 至福 등으로 불린다.

경건한 신자에게 성적 교합의 노골성과 섬세함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강화시킨다. 여기서는 그 표현이 강렬할수록 신과 인간은

더욱 깊은 혈연 관계로 인식된다. 우파니샤드의 哲人들이 주로 추

구하여 전파해 온 일원론은 그 유일신이 인간의 본원이라는 사실

을 매우 추상적으로 전할 뿐이다. 미투나 상은 그 성적 행위가 유

일신이 인간과 그 밖의 만물을 생성한 한 가지 능력임을 대변한

다. 신은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본원임을 명시하고 있

는 것이 미투나 상이다. 인간이 경험하고 실행하는 온갖 기교를

신에 귀속시킴으로써 인간과 신의 관계는 더욱 친숙해진다. 농염

한 애정 표현을 배경으로 삼아 자애로움을 과시하는 主神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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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인간의 근원인 동시에 인간이 현세에서 염원하는 이상이

기도 하다.

미투나 상이 경건한 신앙의 대상으로 비춰지지 않을 때, 그것은

性愛의 미학을 빙자한 외설로 취급되기 쉽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

징이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할 때, 탄트라의 좌도는 종교를 빙

자한 외설로 취급되기 쉽다. 이 점에서 상징의 의미를 상실한 탄

트리즘의 극단화 또는 과격화는, 종교와 철학이 세속의 취향에 이

끌려 理性을 간과하면 어떠한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극명

하게 보여 주는 교훈으로 비판되어야 할 대상이다.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