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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인도의 고전적 人間像

1. 초월적 神性과 세속적 人間性

고대 인도인들은 자연 현상을 엄격한 인과 법칙에 의해 지배되

는 기계적인 체계로 본 것이 아니라, 생동하는 신비스러운 힘에

의해 지배되는 살아 있는 존재로 보았다. 즉 이 세계는 살아 있는

인격적인 힘들이 지배하고 있으며, 따라서 고대 인도인들은 기도

와 찬양과 제사 등을 통해 이러한 힘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 李浩根 : 강릉대학교 철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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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했던 것이다. 리그 베다(Ṛg-veda)의 다신론 체계에서 인간은
신들과 이원적 관계를 가지면서 신들에 의존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이어지는 브라흐마나(Brāhmaṇa) 시대에는 모든 것이

제사의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제사의식이 없다면 태양도

떠오르지 않을 것이며, 말 희생제(aśvamedha)를 100회만 행하면 천

계에 있는 인드라(Indra)의 권력까지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희생제는 브라흐마나 종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데, 그것이 리
그 베다 시대에는 신들을 만족시킴으로써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단순한 기복적 수단으로 행해졌으나, 브라흐마나 시
대에는 우주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신들이 아니라 엄정한 제사

행위 자체로 간주되었고, 제사를 주관하는 바라문들은 신들과 대

등한 존재로 간주되었다.1) 이로써 인간은 제의적 우주 질서에 종

속하는 존재로 이해되었다.

이 두 단계의 공통점은 인간이 자신의 실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과 祭儀에 의존해야만 하는 종속적 존재로 이해되었다

는 점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삶의 이상과

가치가 추구되기도 했다.

이러한 종속적인 인간개념과 세속적인 삶의 이상은, 탈속적인

경향을 띠는 고전사상이 등장하면서 일대 전환을 이루게 된다. 이

시기에는 세계의 상대적 실재성을 강조하는 우파니샤드(Upaniṣa
d)의 일원론 사상에 기초한 우주론적 인간관이 형성된다. 그리고

우주의 근원적 실재와 인간과의 관계를 이원적 구조가 아닌 동일,

일치의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존재론적으로 자유로운 인간개념 곧

불멸하는 무한한 自我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절대적 자아

와 궁극적 가치에 관한 마이트레이(Maitreyī)와의 철학적 대화에서

1) “그는 다음과 같은 呪辭를 외우면서 희생제를 거행한다; 당신이 저에게

주신다면, 저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만큼,

저도 당신께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Vājasaneyi Saṁhitā, Ⅲ, 50 및

Śatapatha Brāhmaṇa, Ⅱ, 5,3,19. (Radhakrishnan, Indian Philosophy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7), vol. 1, p. 12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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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즈냐발캬(Yājñavalkya)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자아의 실현

으로 인도하는 것이므로 가치가 있다”고 설한다.2) 이 시기에 삶의

이상은 바로 이러한 자아의 실현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을

제약적인 존재상황에 묶어 두는 모든 세속적인 욕망과 관심을 초

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존재론적 해방을 의미했다.

우주론적 인간관의 의미와 중요성은 개인의 실재성과 자율적

독립성을 강조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인 개인이 자신

속에서 자신의 속박성을 극복하고 완전한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데 있다. 즉 보편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우파니샤드 사상에 기초한 우주론적 인간관은, 인간을 우주

의 일부이자 본질상 모든 경험적인 제약에서 자유로운 ‘불멸하는

자아’로 파악한다. 우주론적 인간관의 전제는, 인간은 본래 모든

제약에서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경험적 차원에서는 제약성을 경험

할 수 밖에 없는 속박된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표현하

고 있는 핵심개념이 바로 ‘duḥkha’(苦)와 ‘mokṣa’(解脫)이다.

인간 본질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경험의 주체인 개인을 유한하

고 변화를 겪는 제약적인 존재로 설명하고 인간의 보편적 본질을

그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규정한다. 따라서 힌두교의 고

전적 인간관은 인간 個性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인간의 보편

적 본질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했다. 이러한 보편주의적인 인간이

해는 인도 고전 사상의 핵심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고전 시기

이후의 힌두 사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3)

2) Bṛhadāraṇyaka-Upaniṣad, Ⅱ, 4,5 ; Ⅳ, 5, 6.

3) 라다크리슈난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범주는 자각적 인격(self-conscious personality)이라는 개념이다. 우리가

인격(puruṣas)이라면 신은 완전한 인격(uttama puruṣa)이다. 인격이라는

개념을 분석해 보면 이것이 인식, 정서, 의지 등을 포함하며, 신은 최고의

지자(Brahmā)이고 위대한 연인(Viṣṇu)이자 완벽한 의지의 존재(Śiva)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이들 세 신은 하나의 복합적 인격의 세 측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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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형성된 우주론적 인간관은 諸사상의 종합이 이루어지는

종합사상 단계에서 재해석의 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힌두 인간관의 핵심 구조로 지속되었다. 이 종합사상 단계에서 그

사상체계에 있어서는 일원론과 유신론이 결합하여 이원적 구조가

다시 등장하고, 사상적 경향에 있어서는 고전 사상이 세속적 사상

과의 결합을 통하여 그 탈속적 경향을 완화시킴으로써 인간의 삶

을 보다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바가바드 기타(Bhagavad-gītā)의 형이상학 체계는 우파니샤드
의 일원론과 상캬 철학의 이원론 그리고 대중 종교의 유신론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유신론으로 나타난다. 특히 바가바드 기

타는 인격신의 초월성이 비인격적인 브라흐만을 능가하는 것으

로 표현되고 있는 슈베타슈바타라 우파니샤드(Śvetāśvatara-Upaniṣ
ad)의 신학 이론을 계승하면서, 신을 ‘브라흐만처럼 세속적인 것과

영원한 것 모두에 편재하며, 그들 모두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간

주한다.4)

이러한 사상체계 하에서 세속적 가치와 탈속적 가치들을 균형

있게 종합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탈속적 사상의 세계

관이 기본 구조로서 유지되면서 세속적 사상의 가치와 실천윤리

들이 흡수, 수용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이 종합의 단계

에서도 삶의 궁극적인 이상으로 제시되는 것은 탈속적 전통과 마

찬가지로 인간의 제약적 존재상황과 윤회로부터의 해탈이다. 그러

나 세속적 전통에서 중시되던 가치들도 해탈의 과정에서 추구될

수 있는 단계적인 가치로서 중시되었다. 이러한 가치관은 ‘인간으

로서 추구해야 할 네 가지 가치’(puruṣārtha　와 ‘이상적인 삶의 네 단계’(ā

śrama)라는 인도인의 좌표 속에 그대로 농축되어 있다.5)

것이다.” Radhakrishnan, The Hindu View of Life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4), p. 21.

4) Bhagavad-gītā, Ⅺ. 37, Ⅸ. 10, ⅫⅠ. 22, ⅩⅣ. 27.

5)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네 가지 가치(puruṣārtha)란 kāma, artha,

dharma, 그리고 mokṣa로서, 이들은 모두 인간존재 자체가 필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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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은 인간 행위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은 어

떤 원초적 갈망들을 중심축으로 삼고 있으며, 각각의 갈망은 그

추구하는 대상이 서로 달라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유형의 행동을 일으키게끔 인간을 자극한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

들은 서로 완전히 무관한 것이 아니며, 상이한 행위들은 상호 반

응하고 서로를 변형시키면서 전체를 포괄하는 통일성을 갖는다.

요컨대 바가바드 기타는 일견 서로 상충되는 듯한 가치들을
인간의 종합적인 자기완성을 위해 필요한 가치들로 인정함으로써

두 전통의 이상과 가치를 균형있게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니고 있는 욕구에 근거하고 있다. Kāma란 본능적인 성적 욕구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이는 남녀간의 性交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母性과 父性이라는 본능에까지 연관된다. Artha란 인간의 경제적

정치적 삶에 주목한 것으로서, 권력과 재산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의미한다. 라다크리슈난은 “대부분의 인간에게 있어서 재산은 자신의

인격 표현 및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매개물이다”라고 해석한다.

Dharma란 윤리적 질서 내지는 정의를 가리킨다. 이는 富와 행복의

추구가 정당한 인간적 소망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자유(해탈)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富가 정의로운 방식을 통하여

획득되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Mokṣa란 속박된 삶으로부터 벗어나

영적 자유를 실현함을 뜻한다. 힌두 다르마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며, 모든 다른 행위들은 이 목적의 실현에로

定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cf. Radhakrishnan, The Hindu View of

Life, pp. 56-58.

한편, 마누 法典(Mānava-dharma-śāstra) 제2장부터 제6장까지에는
梵行期(brahmacarya), 家住期(gārhasthya), 林棲期(vānaprasthya),

遊行期(saṁnyāsa)라는 네 단계의 삶의 시기(āśrama)가 분류되고, 각각의

시기에 수반되는 의무들이 명시되어 있다. 삶의 네 가지 단계에 대한

이론은 세속에서 사회적 질서를 준수하면서 사는 在家者의 삶과 초세간적

해탈을 추구하는 出家者들의 이상을 시기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양자를

갈등없이 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누 법전은 이 중에서 특히
‘家住期’를 바라문적 사회질서의 핵심으로서 가장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우파니샤드 시대에는 이러한 삶의 좌표가 엄밀하게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단지 한정적이고 은밀하게 그러한 이상적인 삶의

과정이 실천된 것으로 생각된다. Chāndogya-Upaniṣad(VIII,15,1)에는

梵行期와 家住期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Bṛhad　āraṇyaka-Upaniṣad

(IV,4,22)에는 林棲期와 遊行期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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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새로운 가르침의 제시는 세속적 삶과 사회질서 유지를 강조

할 필요가 있던 상황에서 세속적인 가치를 수용하면서도 궁극적

으로는 탈속적인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시도였을 것이다.

우주론적 인간관은 리그 베다 시기와 브라흐마나 시기를
거쳐 우파니샤드 사상에서 고전적 인간관으로 형성되고, 이후

바가바드 기타에서 종합적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러한 전통은 근, 현대의 인간관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필자는 본고의 후반부에서 이러한 전통적 인간관이 식민

지 시대의 다양한 개혁 주체들에게 어떻게 원용되고 어떻게 재인

식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2. 性比를 통해 본 신화적 人間像

리그 베다에는 위력을 가진 몇몇 여신들이 등장한다.6) 그러
나 전체적으로 볼 때 리그 베다는 남성 우월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 새벽(Uṣas)과 밤(Rātrī)은 인격화되어 아름다운 여신과 생명

의 근원으로 찬양되지만, 인드라(Indra)는 악을 저지르려는 여성인

새벽을 살해하는 영웅적이고 남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묘사

된다.7) 인드라는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가져다 주고 활력과 생동

하는 삶을 부여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인드라는 점차 바루나(Varuṇ

a)를 대신하여 최고신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8) 인드라는 남성들

중에서도 가장 남성다운 ‘영웅’(vira)이며, 戰士(크샤트리야) 계급의

6) 우샤스(Uṣas, 새벽의 여신)와 아디티(Aditi, 순결의 여신), 신두(Sindhu, 강의

여신), 사라스와티(Sarasvatī, 원래 강 이름에 불과했으나 점차 시와 웅변

혹은 학습의 여신이 됨), 바크(Vāk, 언어의 여신), 아란야니 (Araṇyānī, 숲의

여신) 등이 대표적인 여신들이다. 후기의 샥타(Śākta) 종파들은 리그
베다의 여신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이다.

7) Ṛg-Veda, Ⅳ, 30, 8-11.

8) Ṛg-Veda, Ⅱ, 12 ; Ⅳ, 42 ; Ⅷ, 37, 3 ; Ⅷ, 78, 5 ; Ⅹ, 8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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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화인 것이다.9)

이에 비해 푸라나(Purāṇa)에는 남성 우월적인 부부와 여성 우
월적인 부부가 모두 나타나지만, 리그 베다에 비해 여성이 부각
된다. 지배력이 있는 여성의 기원은 B.C.2300년경 인더스 문명의

테라코타 여신상과 여신에 관한 드라비디안의 신화에서 발견된

다.10)

뿐만 아니라 푸라나 문헌에서는 상캬철학으로부터 도입된 여성

적 원리인 프라크리티(prakṛti)가 남성으로서의 푸루샤(puruṣa)에 비

해 더욱 가시적이고 활동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푸루샤는 프라크

리티보다 순수하지만 활동성이 없는 정신적 존재일 뿐이다. 샤크

티즘(śaktism, 性力主義)이 궁극적으로 번성할 때 남성 지배의 형식은

역전된다. 샤크티즘에서는 쉬바(Śiva)의 힘으로 간주되는 쉬바의

배우자가 쉬바를 대신하여 숭배의 대상이 된다.

‘남성은 여성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며, 여성은 남성보다 더 강

한 힘을 갖는다’는 일반화의 근거는 박티(bhakti, 信愛) 신앙을 다루

고 있는 산스크리트 문헌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비활동적 존

재인 푸루샤와 활동적인 힘인 프라크리티라는 상캬철학적 개념에

서 찾을 수 있다. 권위는 여성적인 힘을 길들이고 조절하며 이끄

는 데 필요한 남성적이고 사회적인 힘이다. 남성이 권위를 소유하

고 여성이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힘을 지도하고 구체화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푸루샤와 프

라크리티의 관계에 대한 재구성이다.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본다

면 인도 사회 체계의 근간은 권위에 대한 힘의 종속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순수하지 않은 힘은 왕(크샤트리야)에게 존재하

며 순수한 권위는 司祭(브라만)에게 존재하는 것이다.11)

그러나 인도적 전통 속에는 이원성은 죽음이며 비이원성은 죽

9) Indra는 고전 산스크리트어에서 단순히 ‘지배자’ 혹은 ‘왕’을 의미한다.

10) W. D. O'Flaherty (김형준 역), 인도인의 性 (서울 : 예문서원, 1994), p.
97.

11) W. D. O'Flaherty, 앞의 책, pp. 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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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정복이라는 신념이 있으며,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합체가

不死性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성

적 동일성을 상실하는 변화, 즉 양성적 존재로의 변화는 자신을

보다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인드라가 남성들 중의 남성이고 여성

들 중의 여성인 선택적 양성의 존재로 묘사되거나 브라흐마나
에서 프라자파티(Prajāpati)가 임신한 남성으로 등장하는 것12)은 바

로 이 때문이다. 특히 우파니샤드에 이르면 프라자파티는 더욱
분명하게 양성적 존재로 묘사된다.

태초에 이 세상에는 자아(ātman)만이 홀로 인간(puruṣa)의 형태로 존

재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 아닌 다른 존재는 없었다. 최초로 그는

“내가 있다”(aham asmi)라고 말했고, 그리하여 ‘나’라는 말이 생겼다...

그는 두려웠다. 그의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는 생각하였다. “나 이외에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그러자 두려움이 사라졌다. 두려움이 있을 까

닭이 무엇인가? 두려움이란 다른 존재에 대하여 생기는 법인데.

그는 참으로 즐겁지 않았다. 그는 다른 존재를 갈구했다. 그는 여자

와 남자가 포옹하고 있는 것과 같은 크기가 되었다. 그는 자신을 둘로

갈라지게 했다. 거기서 남편과 아내가 생겨났다. 그래서 야즈냐발캬(Y

ājñavalkya)도 “이 몸은 배를 두 쪽으로 나눈 것처럼 절반이다”라고 하

였다. 나머지 절반은 아내로 채워지는 것이니, 그는 그녀와 하나가 되

었다. 그로부터 인간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어떻게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를 만들어 놓

고서 나와 짝을 맺을 수 있을까?” 그녀는 다른 모습을 취하여 자신을

숨기기로 했다. 그녀는 암소가 되었다. 그러자 그는 황소가 되어 그녀

와 짝을 맺었다. 거기에서 송아지가 태어났다. 그녀가 암말로 변하자

그는 숫말이 되었다. ... 이처럼 그는 개미로부터 모든 생물에 이르기

까지 일체를 兩性의 交接을 통해 산출하였다.13)

여기서 우리는 양성적 존재가 한 성이 다른 성에 대하여 느끼

12) W. D. O'Flaherty, 앞의 책, pp. 381-385. 참조.

13) Bṛhadāraṇyaka-Upaniṣad　 I,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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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요와 두려움 사이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남성의

여성에 대한 필요와 두려움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14)

한편, 쉬바(Śiva) 역시 상반된 것들의 조화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는 창조자인 동시에 파괴자이고, 무서운 동시에 관대하며, 악한

동시에 선하고, 여성인 동시에 남성이다. 그의 배우자는 사실은

단지 그 자신의 일부일 뿐이다.15) 쉬바의 절반은 남성이고 절반은

여성이라고 말해지지만, 쉬바의 완전한 모습 속에서는 남성과 여

성의 원리들이 하나로 통합된다.

14) 오플래허티는 “양성적 존재의 남성적 성격은 종교적인 배경의

남성중심주의뿐만 아니라 불균형에 대한 깊은 느낌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그 느낌은 스스로 여성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불완전함을

정정하려는 남성의 필요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W. D. O'Flaherty, 앞의

책, p. 408.) 이러한 언급은 후술하게 될 식민지 시대 인도의 근대화 운동

속에 나타난 힌두의 인간상, 혹은 근대화 운동의 (혹은 그 주체들의)

性比的 특징을 파악함에 있어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15) 쉬바(Śiva)와 파르바티(Parvatī)에 관한 푸라나의 신화는 지배력 있는
남신과 순종적인 여신의 합체를 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대에

들어와 영국인들에 의해 야만적인 것으로 비판받았으며 힌두교 개혁의

주요 과제가 되었던 사티(satī) 제도는 이 신화에서 유래한다. 즉

히말라야의 딸인 파르바티는 쉬바의 아내가 되기 전에는 ‘사티’(satī)라고

불렸다. 그녀는 쉬바의 사랑을 얻기 위해 苦行을 실천하고 자신을

淨化한다. 그녀는 보다 완전한 여신 파르바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라마(Rāma)의 아내인 시타(Sītā)와 마찬가지로 불 속으로 들어간다.

이로써 그녀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참되고 정숙한 여인’(satī)의 전형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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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대 힌두의 人間像

1. 性과 힘의 相同관계

르네상스 이후 문화의 주도권이 서양으로 넘어가고 과학기술문

명의 힘을 배경으로 서양이 동양을 침략했을 때부터 동양의 역사

는 왜곡되기 시작했다. 서양인들은 편협한 기독교적 시야를 통해

인종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채 동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동양

은 가난과 무지의 땅인 동시에 물자가 풍부한 신비의 땅이었다. 1

8세기 후반의 산업혁명으로 서양의 부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그

에너지의 활로로서 제국주의적 침탈이 시작되면서, 동양은 ‘하느

님의 섭리에 따라, 그리고 발달한 문명을 베풀어 주기 위해’ 정복

해도 좋은 땅으로 간주된 것이다.

유럽문명의 관점에서 보면, 식민주의자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적

인 인종우월적인 파괴자가 아니라 기득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

국은 식민주의의 필요에 부응하는 자아상과 세계관을 이식하고자

했다. 그들은 인간과 우주에 대한 인도적 관점을 왜곡시켰고 인도

문화의 독특한 형태를 파괴시켰으며, 이런 시도들은 계몽주의 이

후의 유럽의 문화적 교만에 기초하여 자행되었다.16)

16) 이러한 관점은 근대 서양 사회의 발전적 동인을 ‘합리성’이라고 규정한

막스 베버(Max Weber)에 의해 아시아의 낙후성을 설명하는 기본적

準據로까지 확장된다. 자세한 것은 Max Weber (홍윤기 옮김), 힌두교와
불교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87) 참조.
또한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프랑스의 아리에스(Philippe Aries,

1914-1984)는 근대적인 아동의 개념이 17세기 유럽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전의 시대에서는 아동은 단지 성인의 축소판(즉,

행복하고 축복받는 아름다운 천사 등으로 묘사될 수 있는)이었지만,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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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인도 통치의 초기는 주로 봉건적인 배경을 가진 지배계

층이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였으며, 따라서 남성과 정치적 지배의

상동관계도 아직 식민지 문화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 지배자이건

피지배자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민통치의 개념을 남성이나 군

주의 권리로 내면화하지 않은 상태였다. 영국 통치가 시작되었지

만 인도에서 영국 문화는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고 인종

에 근거를 둔 진화론도 지배문화 속에 명백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인도에 사는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인도의 문화와 종교적

실천을 수용하면서 인도인처럼 생활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인도

여인과 결혼했고 인도의 신과 여신을 숭배했으며, 브라만 계층의

주술적 능력에 경외감 내지는 두려움을 품으며 살았다. 영국령 인

도에서 선교사들의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고 법정에서는 인도 법

률이 시행되고 인도 방식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분출하는 영국 중간계층의 복음주의 정신에 따라 영국

의 지배에 문화적인 의미가 부여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

다. 특히 영국의 지배계층과 영국문화에 노출된 일단의 인도인들

이 식민주의의 역할과 정의를 내면화하면서 ‘남성’과 ‘힘에 의한

지배’의 상동관계가 언급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남성과 힘에 의한 지배의 상동관계를 구축하려는 시도

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한편

으로는 상실된 인도의 ‘남성다움’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

지기도 했다. 앞으로 언급할 힌두교 개혁 운동들에 대한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식민주의는 絶對惡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반

대로 장기적인 견지에서 피지배자들의 반발을 키우는 계기를 마

이후의 아동은 성인의 열등모형 (교육받아야 하고, 성인에 의해 도덕적

규범이 부여되어야 하는)으로 간주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새로운 아동의

개념은 당시 서구에 널리 유포된 ‘진보이론’과 관련이 있다.

Ashis Nandy (이옥순 옮김), 친밀한 적 (서울 : 신구문화사, 1993), pp.
40-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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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性과 힘을 상동관계로 보는 관점을 힌두교 개혁

운동에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물론 서구적 관점에

서 통치국인 영국은 권력과 이성을 갖춘 남성이며, 피지배국인 인

도는 무력하고 비합리적인 어린아이 혹은 여성에 비유될 수 있고,

인도의 일부 개혁운동가들 또한 이러한 통치국의 남성다움과 힘

을 흠모하고 모방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힌두교 개혁운동의 남성적 성격은 단지 통치국에 의해 주조된 ‘남

성다움’의 개념을 모방 혹은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편주의적인 우파니샤드의 이념과 非균질적이며 非

정체적인 힌두교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17) 인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단순한 모방 내지 차용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인도적 전통

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인도의 남성다움

을 회복하려고 했던 힌두교 개혁운동이나 여성적인 간디의 비폭

력 저항운동의 성격은 고전적 내지 신화적 인간상에 나타나는 性

比的 특성에서 그 연원을 찾을 때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인도신화에는 性比의 관념이 짙게 내재해 있으며, 그것은 인

간의 심리 형태 및 작용에 대한 분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18)

17) Īśā-Upaniṣad, 6 : “아트만을 아는 사람은 아트만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본다.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아트만을 발견하니, 그는 아무도

증오하지 않으리라.” (yas tu sarvāṇi bhūtāni ātmany evānupaśyati,

sarvabhūteṣu cātmānaṁ tato na vijugupsate)

또한 라다크리슈난은 “힌두교는 입장이 아니라 운동이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고정된 계시가 아니라 성장하는 전통이다.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힌두교의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보다

복잡하고 유동적인 사회 질서의 필요에 특별히 유념하면서 그 원리들을

고쳐 나가는 것이다”(Radhakrishnan, The Hindu View of Life, pp.

91-92)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영국의 식민주의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인도에 들어온 다양한 문화까지도 소화된 형태의 종속문화로서

인정하는 힌두이즘의 보편주의적 전통이 내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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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힌두교 개혁운동에 內在된 크샤트리야성

영국의 인도 지배는 힌두 사회와 문화에 여러 가지 변화를 초

래했다. 영국인들에 의해 세워진 법질서 및 근대적인 합리적 교육

은 종래의 브라만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전통적 사회질서와 관

습에 상충되는 점이 많았고, 인도인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원리와

가치관을 제시했다. 브라만의 사회적 특권이라든가 노예계급과 천

민들에 대한 차별, 소녀들의 早婚제도19), 그리고 과부들의 재혼금

지나 사티제도20) 등의 비합리성은 영국인들만 비판한 것이 아니

라, 새로운 교육을 받은 소수의 힌두 지성인들 마저도 자각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사회적 부조리를 개선하려는 여러 개혁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또한 영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와 함께 들어

온 기독교 선교사들은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힌두교의 여러 종

교 현상들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힌두교의 다신교적 신앙과 神像

숭배 등은 항상 그들의 비난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비난은 새로

운 교육을 받은 일부 인도 지성인들에 의해서도 수긍되었다. 개혁

18) 정신분석가인 수디르 까까르와 카스테어스는 인도 남성들에게서

발생하는 무기력증과 남성다움(puruṣatva)의 상실 등의 근원을

인도신화에 입각한 임상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W. D. O'Flaherty, 앞의

책, pp. 133-141. 참조.

19) 힌두 다르마에 의하면 여성은 初經과 함께 결혼 생활이라는 신성한 일에

봉사할 의무가 주어진다. 만일 결혼하기도 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생리를

시작하는 소녀는 아버지에게 무거운 죄를 짓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러한 사고방식이 早婚의 전통으로 고착화된 것이다.

20) 힌두교의 전통에서 결혼은 특히 여성에게는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었다. 어린 과부의 남은 삶은 죽은 남편을 애도하고 그의 영혼을

중재하는 데 바쳐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만약 그녀가 천상의

기쁨을 남편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 남편의 시신과 함께 火葬되어야

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한 여성이 ‘사티’(satī; 진정하고 정숙한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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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한 욕구를 불러 일으킨 것은 유럽으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관념들이었다.

첫번째 개혁운동은 ‘브라흐모 사마즈’(Brāhmo Samāj, 브라흐마협회)

였다. 람 모한 로이(Rām Mohan Roy, 1772-1833)는 힌두교를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키려는 시도로서 다소 합리주의적이고 사회개혁적

인 바탕 위에서 브라흐모 사마즈를 창시했다.21) 그는 우파니샤드

의 유일신론에 기초하여 다신교적 신앙을 비본래적인 것으로 해

석했다.

브라흐모 사마즈는 과학혁명에 근거한 진보이론과 기독교라는

두 요소를 가지고 들어온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힌두교가

침체와 쇠락의 과정을 밟고 있던 초기 단계에 기독교는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다. 기독교 선교단은 불가촉천민을 제외하고는 기대했

던 만큼 인도인들을 개종시키지 못했지만, 불가촉천민 중 일부를

집단적으로 개종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지식인 계층은, 비록 자신들의 종교가 갖고 있는 비합리

적 요소들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막상 개종 자체에 대해서는 부

끄럽고 탐탁치 않게 생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개종은 곧 그들 자

신을 조국 인도로부터 분리시킴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들은 카스트 제도를 비난했지만, 사실상 카스트에서 벗어날 수 없

었다. 전통적인 네 가지 바르나(varṇa)에 귀속된 모든 카스트(jāti)들

은 잉태의 시점부터 화장의 순간까지 힌두들에 수반되는 무수한

儀式(saṁskāra)의 집행 때문에 브라만들에 의존해야만 했던 것이다.

요컨대 그들은 ‘힌두’22)였으므로, 힌두교의 거부는 결국 인도 자체

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시되었던 것이다.23)

21) 람 모한 로이는 종교적 실천 보다는 힌두교 내의 악습들을 개혁하는 데

주력했으며, 1829년에 과부들의 순장(殉葬)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그의

노력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22) ‘힌두’는 단순히 ‘인도인’을 뜻하는 페르시아어이다. 이 말은 처음에는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은 토착 인도인을 지칭했다.

23) R. C. Zaehner (남수영 옮김), 힌두이즘 (서울 : 도서출판 여래, 1996),
pp. 202-203. 참조. 개혁가들의 이러한 근본적인 생각은 후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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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주목할 만한 개혁운동의 하나가 19세기 후반에 다야난다

(Swami Dayānanda Sarasvatī, 1824-1883)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것이 ‘아

리야 사마즈’(Ārya Samāj)운동이다. 아리야 사마즈는 브라흐모 사마

즈가 너무 서양의 가치와 문화를 숭상한다고 비판하면서, 종교 및

사회개혁의 원리를 베다의 권위에서 찾아야 한다는 좀더 보수주

의적인 성격을 띠었다.

아리야 사마즈는 “베다로 돌아가자”를 구호로 삼았다. 그러나

이 구호는 실제로 베다 이후에 발달된 아리안의 신앙을 제거하
자는 의미였다. 이에 따라 후대에 발달한 베단타철학, 즉 不二一元

論 내지는 범신론적 견해뿐 아니라 대중적이고 보다 조잡하게 전

개된 신앙 등이 모두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다야난다는

“베다는 어디까지나 유일신 사상을 가르치며, 신상숭배와 카스트

간의 차별을 가르치치는 않는다”고 하면서 베다 경전까지도 독
특한 방식으로 해석했다.24) 브라흐모 사마즈의 멤버였던 데벤드

라나트 타고르(Devendranāth Tagore, 1817-1905)는 베다의 절대성보

다는 이성과 양심을 최고의 권위로 간주하고, 우파니샤드나 마
하바라타 등 여러 곳에서 적절한 문구들을 발췌하여 브라흐마
다르마라는 편찬서를 만들었다.25)
아리야 사마즈는 내부로부터의 개혁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

부의 공격에 맞서 힌두이즘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직이었다.

회교와 기독교에 대항하여 다야난다는 힌두이즘 속에 자긍심과

진보적인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했다. 다야난다가 죽고 얼마

후 아리야 사마즈 내의 진보파와 보수파 사이에 논쟁이 생겼고,

여기서 진보파가 승리했다. 이를 계기로 아리야 사마즈는 보다 강

개혁운동에서도 여전히 발견되며, 결국 이런 생각들이 변형되어 간디의

개혁운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24) Jawaharlal Nehru (김종철 역), 인도의 발견 (서울 : 한길사, 1981), p.
253.

25) 이러한 경전의 편찬 방법은 근대의 개혁가들에게 일반화되어 있었으며,

간디의 경우는 특히 그러했다. R. C. Zaehner, 앞의 책,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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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해졌고 호전적이며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된 것이다.

브라흐모 사마즈 운동이 서양의 이상과 힘에 傾倒된 개혁운동

이었다면, 아리야 사마즈 운동은 보다 강화된 민족주의적 의식에

입각하여 인도의 전통을 재조명하려는 차별화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브라흐모 사마즈와 아리야 사마즈는 모두

서양의 문화와 힘에 접촉한 결과 발생한 종교적 사회적 개혁운동

이었으며, 이러한 개혁운동에서는 ‘크샤트리야성’26)이 개혁적 인

도인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브라흐모 사

마즈 운동이 지배국의 이념에 傾倒 내지 符合하는 크샤트리야성을

표방한 개혁운동이었다면, 아리야 사마즈 운동은 인도의 전통적이

고 자주적인 민족성으로서의 남성다움(puruṣatva) 혹은 크샤트리야

성(kṣatriyatva)을 회복하고자 한 개혁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27)

3. 간디에 있어서 힌두의 모형

지금까지 살펴 보았듯이, 영국의 식민주의에 반응하여 전개된

초기 개혁운동의 성격은 ‘남성다움’ 혹은 ‘크샤트리야성’의 회복

내지 추구였다고 할 수 있다. 아쉬스 난디는 性(gender)을 준거로

하여 힌두의 인간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식민주의자들에 반응

한 인도의 개혁운동가들이 구축한 힌두의 모형을 몇 가지로 제시

26) kṣatriya라는 말은 형용사로 쓰이면 ‘지배하는’ ‘주권을 갖는’이라는

의미를, 남성명사로 쓰이면 ‘지배자’ ‘武士계급’ ‘남성’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중성명사로 쓰이면 ‘주권’ ‘통치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27) 다야난다가 자신이 설립한 교회의 이름을 ‘아리야 사마즈’(Ārya

Samāj)라고 명명한 것은, 인도가 남성다움을 상실하고 문화적으로

퇴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원초적인 아리아인의 자질’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Ashis Nandy, 앞의 책, p. 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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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에 의하면 인도의 개혁 주체들이 상정한 이상적인 힌두의

모형을 性比에 의거하여 차등적으로 배열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

기될 수 있다.28)

puruṣatva(남성) 〉 nāritva(여성) 〉 klibatva(중성)

이와 같은 배열에 있어서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우월하며, 여성

은 중성 혹은 남성 속의 여성다움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간주된

다. 아쉬스 난디가 상정한 배열중에서 ‘남성’(puruṣatva)을 ‘크샤트리

야성’(kṣatriyatva)과 병용한다면, 간디(Mohandas Karamchand Gāndhi, 186

9-1948) 이전의 모든 개혁운동가 및 영국에 저항한 세력들29)에 있

어서의 힌두 모형이 이러한 도식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디의 저항 운동의 지표는 비폭력과 진실, 그리고 예의

와 사랑이었으며, 그의 저항 운동의 성격은 여성적 내지 非남성적

인 것이었다.30) 이것은 앞에서 살펴 보았던 간디 이전의 개혁운동

에 내재된 크샤트리야적 성격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이것은 간디가 바이샤(vaiśya) 계급의 일원이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적인 바르나(varṇa)의 성격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적극적이고 남성적인 공격성은 바이샤가 아니라 크

28) Ashis Nandy, 앞의 책, pp. 81-82. 참조.

29) 상당수의 인도인들은 전통에 대한 자긍심과 외세에 대한 증오심으로

무장하고 ‘크샤트리야성’을 진정한 인도인의 기치(旗幟)로 내걸면서

영국에 대항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러한 반응은 효과적이지 못했고

무모했으며 따라서 실패했다. 20세기 초 벵골인과 펀자브인 그리고

마하라시트라인 테러 집단이 커다란 자기 희생을 치르면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점이었다. Percival Spear(이옥순 옮김), 인도근대사 (서울 :
신구문화사, 1993), 182-194 참조.

30) 라빈드라나트 타고르(Rabīndranāth Tagore, 1861-1941)가 간디에 대하여

“여성들에 대한 그의 상냥함은 그의 성격 중 가장 고상하고 변함없는

특징들 중 하나였으며, 그는 인도의 여성들 중에서 그가 이끄는 위대한

운동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진실한 동지를 갖고 있었다”(R. C. Zaehner,

앞의 책, p. 233)고 언급한 사실은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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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트리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쉬스 난디는 간디가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두 개의 배

열을 상정했다고 해석한다.

兩性(androgyny) 〉 puruṣatva(남성)

nāritva(여성)

즉,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은 동등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이분화

를 초월하는 능력은 神的이며 聖者다운 자질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이다.31) 이는 二元性은

죽음이며 非二元性은 죽음의 정복이라는 인도적 전통에 따른 것이

라 할 수 있으며, 양성적 존재로의 변화는 자신을 보다 강화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간디에 있어서의 두번째 배열은 반제국주의 운동의 방법론적

정당화로 사용된 것이다.

nāritva(여성)〉puruṣatva(남성)〉kapuruṣatva(비겁함, 남성답지 못함)

즉, 여성다움의 본질이 남성다움에 비해 우월하며, 남성다움은

비겁함이나 남성다움의 부족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32) 이러한 性

比의 배열은 두 가지 상이한 對比 관계가 통합된 구조를 갖고 있

다. 첫번째 대비 관계는 여성을 남성보다 우위에 두는 것으로서,

주로 상캬철학의 기본 개념들이 유입된 푸라나 문헌 등에서 발
견된다. 푸라나 문헌에서는 여성적인 원리인 프라크리티(prakṛti)
의 개념이 보다 활동적인 특징을 갖는 데 비해, 남성으로서의 푸

루샤(puruṣa)는 비활동적인 정신적 존재로서 그려진다. 뿐만 아니

라 푸라나의 신화에서는 여신이 자기의 배우자를 살리거나 그
에게 잠재되어 있는 힘을 발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31) Ashis Nandy, 앞의 책, pp. 82-83.

32) Ashis Nandy, 앞의 책,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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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된다.33)

이러한 첫번째 대비 관계는 신화적 세계에서 흔히 나타난다. 그

에 비해 남성다움을 非남성적인 것(즉 비겁함이나 남성답지 못함)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두번째 대비 관계는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차원

에 적용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아쉬는 난디는 위의 배열에 내재된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첫째, ‘나리트바’(nāritva)라는 개념에는 여성에 관한 인도의 전통

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즉, 여성의 주체를 혼인보다 母性의

탁월성에 두는 인도의 전통적인 믿음이 깔려 있다. 이러한 믿음은

성욕의 근원이자 대상으로서의 여성이 모성과 그 인격(caritas)으로

서의 여성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내포한다.

둘째, 간디주의적 실험의 지배적인 이론인 비폭력이론은 사람

들을 母性의 상태에 다가가게 하며, 나아가서는 半남성 半여성 神

인 아르다나리슈바라(Ardha-nāri-īśvara)34)의 神性과 같은 상태에 접

근시켜 준다. 그러나 비폭력도 결국은 사람들을 강하고 능동적인

母性이론에 접근시켜 준다. 같은 맥락에서 용기는 비겁함(kapuruṣat

va)을 떨쳐 버리게 한다.35)

간디는 서구 문화의 오용에 대해 창조적으로 반응했다. 간디는

33) 인도의 여신들은 두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는 치아 또는 생식기라는

범주를 가진 여신으로서, 이러한 여신들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예배되며 양면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고 강하고 에로틱한

형상을 띠고 있다. 칼리(Kālī)와 같은 신이 이에 해당한다. 두번째 집단은

락슈미(Lakṣmī) 혹은 미낙쉬(Mīnakṣī) 같은 母乳를 가진 여신으로서,

상서로우며 다정다감하고 생식 능력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여신들은 남편에게 순종적이며 생산(생명의 창출)과 관련된다. W. D.

O'Flaherty, 앞의 책, pp. 110-111. 참조.

34) ‘반쪽(이)-여성(인)-신’ 혹은 남성인 양성적 존재를 뜻하는 ‘남성명사’.

35) Ashis Nandy, 앞의 책, 83-85 참조.



264  ∙印度哲學 제10집

주체와 제국주의적 의식에 사로잡힌 영국 문화의 근본적인 문제

점을 감지하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간디는 행

동주의와 용기가 공격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그것이 여성

다움 혹은 모성과 양립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용기는 크샤트리야가 갖고 있는 폭력성과 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동적인 관용의 상태에서 부당 불평등

억압 등에 대하여 불가피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의 비폭력 저항운동이 인도의 크샤트리야적 전

통을 부정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가 이전의 개혁운동

가들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식민주의자들의 크샤트리야적 통치전

략을 약화시킨 것만은 분명하다.

Ⅲ. 맺음말

본 논문은 인도의 고전적 인간상의 형성 과정 및 특질을 ‘인간

과 신’, 혹은 ‘세속적 인간성과 초월적 신성’이라는 측면과 ‘남성과

여성 혹은 중성’이라는 性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전통적

인간상이 식민지 시대의 다양한 개혁 주체들에게 어떻게 원용되

고 재조명되었는가를 고찰한 것이다.

인간 심성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현실의 속박과 苦의 근

원을 밝혀내고 그로부터 해탈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인도의 철

학적 전통에서 대체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인도철학에서의 전통적

인간상은 性(gender)의 개념을 통한 인간 심성의 비유라는 신화적

해석과 분리하여 파악할 수 없다.

리그 베다에서는 남성중심적인 힘과 능동성 또는 호전성이

가장 찬양받을 만한 사회적 이념으로 등장한다. 특히 인드라(Indra)

는 당시 아리안들의 남성적 기상을 대변하는 신으로서 각광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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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아리안들의 현세 기복적이며 남성적인 사회적 자아는 다시 불

교나 자이나교의 명상적이고 靜態的인 원리를 받아들이고, 토착성

이 강한 쉬바와 비슈누 신앙이 흡수되면서 여성적 심성을 배태하

게 된다. 물론 여기서 여성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수동성을 함축하

지는 않는다. 상캬철학에서 세계의 질료인인 프라크리티(Prakṛti)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도철학 내에서 性比를 통해 그려지는 종교적이고 인

격적인 자아는, 아쉬스 난디가 지적한 것처럼, 근대의 힌두 개혁

가들의 전면에서 사회와 문화 개혁의 주체로 다시 등장한다.

람 모한 로이의 브라흐모 사마즈(Brāhmo Samāj) 운동이나 다야난

다의 아리야 사마즈(Ārya Samāj) 운동, 그리고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 등은 모두 性比에 의해 표현되었던 전통적 자아가 사회적 주

체가 되어 나타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근대화 운동

들의 성격은 다시 性比에 의해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브라흐모 사마즈 운동이건 아리야 사마즈 운동이건, 이들 개혁

운동의 성격은 지배적 힘을 상징하는 남성의 대표적 비유인 ‘크샤

트리야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다만 브라흐모 사마즈 운동이 지

배국의 이념에 傾倒된 크샤트리야성을 표방한 것이었다면, 아리야

사마즈 운동은 인도의 전통적 민족성으로서의 크샤트리야성을 회

복하려고 한 개혁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간디의 비

폭력 저항운동은 나리트바(nāritva) 혹은 母性에 근접한 여성적 성

격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식민주의자들의 크샤트리야적 세

계관에 저항한 효과적이고도 강력한 원동력이었다.


